과세 대상 지급 연례 신고서 –
사업체 및 계약업체를 위한
중요한 정보
귀하는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혹은 계약업체인 경우 과세 대상 지급 연례 신고서(TPAR)
를 제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 및 건설
■■청소
■■배달.
TPAR은 서비스를 위해 계약업체 (혹은 하도급업체)에 제공하는 지불액을 신고합니다.
귀하의 TPAR 은 매년 8월 28일이 만기일입니다. 제 때 TPAR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TPAR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누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며 소득을 올바르지 않게 신고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체가 귀하에게 제공한 지불액도 우리에게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하십시오.

귀하의 TPAR 이행에는 삼단계가 있습니다. 준비, 기록 그리고 신고.
1. 준비

2. 기록

3. 신고

신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산을 합니다

올바른 기록을 보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8월 28일까지 귀하의 TPAR을
제출하십시오

아래에 해당될 경우 TPAR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위에 열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임, 그리고
■■ 동일한 서비스를 위해 계약업체에
지불함. 예를 들면, 귀하의 사업체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귀하의
사업을 위해 배달 서비스를
수행하는 계약업체에 금액을
지불합니다.

기록을 지속적으로 잘 보관하면 TPAR을
더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호환되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 신고할
정보를 캡처함으로써 TPAR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가 귀하 서비스의 일부일
뿐인 경우라도 귀하는 TPAR을
제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세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계약업체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인보이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계약업체 비용을 위해
공제를 클레임할 때 귀하가 필요한
정보와 동일합니다.

신고 여부를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를 위한 사이트:
ato.gov.au/TPARKorean

각 계약업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올바로 기록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호주 사업체 번호(ABN), 알려진 경우
■■ 이름
■■ 주소
■■ 회계 연도 기간에 이들에게 지불한 총
금액 (GST 포함).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을 경우 TPAR
양식 (NAT 74109)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본 기관의 발행물 주문 서비스에
1300 720 092로 전화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제출 정보를 위한 사이
트: ato.gov.au/TPARlodge

계약업체 지불 정보를 추적 보관하려면 이
페이지의 뒷면에 있는 간단한 워크시트를 이
용하십시오. 워크시트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
는 사이트: ato.gov.au/TPARworksheet

ATO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지불액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은 계약업체들을 파악하기 위해 TPAR에 제공된 정보를 이용합니다.
■■ 자신들의 소득세를 세금 신고서에 모두 포함하지는 않았다
■■ 세금 신고서 혹은 활동 보고서를 접수시키지 않았다
■■ GST를 등록해야 되는 상황인데 등록하지 않았다
■■ 청구서에 잘못된 ABN을 인용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ato.gov.au/TPARKorean를 방문하시거나 등록된 세무사와 이야기하
십시오.

NAT 75109-09.2018

과세 대상 신고 - 워크시트
서비스를 위해 계약업체에 제공하는 지불액 내용
이 워크시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위해 계약업체에 제공한 지불 내용을 기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워크시트에 기록하는 내용을 이용하여 귀하의 과세 대상 지급 연례 신고서 (TPAR)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시트는 귀하의 기록용일 뿐입니다. ATO로 보내지 마십시오.
회계연도
계약업체 이름

계약업체 주소

계약업체의 ABN

계약업체의 연락처 번호

지불 날짜
(예: 02/07/18)

ABN이 인용되지
않아 원천징수한
세금 총계

내용
(예: 인보이스 번호, 노동 및 재료 등)

총액

지불된 GST 금액
(예: $100.00)

지불된 총액
(GST 포함)
(예: $1,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