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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나누기

홍콩의세법체계는 어떻게되어있나요?  한국, 중국과다른 점은? 

홍콩회사의과세소득은어떻게 산정하나요? 주요 원칙은 무엇인가요?

홍콩세법만알면 홍콩에서사업하는데충분할까요? 국가간거래, 해외투자시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매년 15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꾸준히 홍콩에 진출하고있어요. 해외진출시홍콩을
투자지역으로고려하는이유는무엇인가요?

올해 개정된 홍콩세법의주요 변화는무엇인가요?

해외프로젝트를위해 장기출장이잦은 근로자나홍콩주재원으로파견되어나온 임직원의
급여소득은홍콩과 한국 중 어느 곳에 소득세를신고납부해야하나요? 

홍콩 세무관리와재무보고(회계결산)의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Q1.

Q2.

Q3.

Q4.

Q5.

Q6.

Q7.

아래 물음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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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홍콩 주요 세제 소개

 홍콩세법주요 특징

 한국-홍콩-중국본토기업세제비교

 홍콩의 소득세종류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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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법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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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제의 특징

세법
주요
특징

Observation

• 과세소득 열거주의(대원칙):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IRO’), 세무규칙(IRR)

• Case Law: 판례(영미법 특성) + 실무해석(DIPN)

• 영연방국가의 판례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세법 원칙 형성

• 실무적으로 사실판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도
함 → 세무국과 종종 견해의 차이, 분쟁소지 발생

•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세법이 따라가는데 한계

• 자본적 소득 비과세

• 배당, 지분매각차익 등 비과세

• 거래의 자본적 성격판단 기준이 모호

• 자본적 지출도 손금불산입

• 소득의 원천지 과세원칙 (Territorial Basis)
• 역외소득(offshore Income)은 비과세

• Offshore 판단기준이 수익/거래성격에 따라 다양함

• 종종 세무국 질의, 검증절차 수반

• 세목, 징수관리 단순: GST, VAT 등 거래세가 없음, 
• 원천징수 세제 없음 (비거주자에 대한 해외송금시 로열티
등 일부 예외거래는 제외)

•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등 없음

•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증빙 관리 수월

• 외환규정, 원천징수 규정이 없어 국가간 이전거래 용이

• 한국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비영업자산, 
증빙불비 항목의 배당, 상여처분 등 간주처분조항 없음

Part 1. 홍콩주요 세제소개

•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낮고 단순한 세율 체계

• 일부 업종 외에 Tax Incentive 가 거의 없음
• 법인의 사업소득 16.5%, 개인의 사업/근로소득
적용세율은 15%가 Max (유효세율은 이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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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홍콩-중국본토기업세제비교:  홍콩은 단순한세법체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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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류 성격 및 목적 중국본토 한국 홍콩

유전세류
Turnover Tax

보통생산유통혹은서비스영역에서납세자가취득
한매출수입, 영업수입혹은수출입화물가격(수량)
에근거해징수

증치세, 소비세,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없음

소득세류
Income Tax 기업및 개인의과세활동을통한소득에부과

기업소득세(CIT)
개인소득세 (IIT)

법인세 (CIT)
소득세(개인) (IIT)

Profit Tax (사업소득세)
Salaries Tax(근로소득세)
Property Tax 
(부동산소득세)

자원세류
Resource 국유자원, 토지개발, 사용에대한과세 자원세, 도시토지사용세

없음

재산세류
Tax on asset 

value
재산가치를기준으로징수

부동산세, 도시부동산세,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없음

특정목적세류
Special 

purpose tax 특정목적을위한특정대상에한정하여징수

도시건설세, 경지점용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토지증치세, 차량구입세, 
유류, 사회보장세등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등

없음

행위세류
Deed tax 특정행위에대해징수

차량선박사용세, 선박톤세, 인
지세, 계약세, 증권거래서, 도
축세, 연회세등

인지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 Stamp Duty

농목업세류등
Others 

농업, 어업혹은목축업수입을취득한기업과업체
및개인에대하여징수

농업세, 목축업세 없음
없음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는국가간조세협약에따라이중과세조정대상이되는세제임

Part 1. 홍콩주요 세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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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과세대상소득 YA 2018/19 과세연도 과세대상 기간

Profits tax
사업소득세

• 세법상 열거된 과세소득
(Trade, Profession, 
Business)

• 홍콩원천소득만 과세(역외원
천인지는 사실판단과 검증要)

• 자본적 수익은 제외

• 기본세율: 16.5% (법인사업자) / 15% (개
인사업자 등)

• 과세소득 HK$2 million까지는 50% 경감세
율 적용(8.25%(법인), 7.5%(개인 등)

• 설립 후 최초결산(18개월 한도) 제외하고
12개월 이내

• 사업연도 종료일 선택 가능 (e.g. 3월 또는
12월말 법인)

• 한국모회사, 중국종속회사가 있는 홍콩법
인은 과세기간일치 위해 통상 12월말 선택

Salaries tax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 (급여, 상여, 수당 등)
• 근로제공 대가로 수령한 주식
옵션, 환금성 있는 기타 복리
후생성격의 수당 등

•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개인간
증여, 대여금 이자수익 등은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음

Min (A, B)
(A) 과세소득에서 인적공제 차감 후 금액기준
• HKD 45,000 이하:  2%
• HKD 45,001 – HKD 90,000 : 7%
• HKD 90,001 – HKD 135,000 : 12%
• HKD 135,000 이상: 17%

(B) 차감전 과세소득액 기준: 15% (표준세율)

• 4/1~3/31
• 사업소득과 달리 선택불가

Property tax
부동산소득세

• 개인의 홍콩부동산 임대소득
• 법인은 서면신청으로 사업소
득세 신고가능 (**)

• 임대부동산의 Net Asset Value의 15% • 4/1~3/31
• 사업소득과 달리 선택불가

홍콩의 소득세종류 및 세율(*)

(*) Stamp Duty (인지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제는 아니나 부동산거래, 홍콩주식거래 등에 부과되는 행위세로 실무상 중요. 홍콩법인(Private 
Company)의 주주간 주식양수도시 Stamp Duty(양도가액의 0.2%의 부과)를 신고하여야 주주변경 등기가 가능하며 3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

(**) 부동산소득은 모든 손금을 차감하지 않고 인정된 필요경비만 적용하므로 사업소득세 적용이 유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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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홍콩주요 세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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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종류 소득원천판단기준 세무상처리예시

무역이익
'Contract effect test' - 구매, 판매계약의효력이발생하고및
무역이익창출과관련된제반영업의장소

• 구매및판매계약모두홍콩에서효력이발생된경우 – 과세
• 구매및판매계약모두역외에서효력이발생된경우 – 비과세
• 구매, 판매계약중어느하나의계약만역외에서효력이발생된경우 –

홍콩세무국은예비적으로과세대상으로간주. 납세자의역외소득주장에
대해서는관련영업거래구조에대한확인을거쳐수용함 (DIPN 21, para18)

상장주식및기타
상장유가증권의
처분이익

'Situs test' - 유가증권이거래되는증권거래소의위치. 또는, 
'Contract effect test' - 장외에서유통되는경우거래장소및
매입, 매출계약의효력이발생한장소

• 상장증권이거래되는증권거래소가역외에위치하여있을경우 – 비과세
• 장외상장유가증권거래로서매수및매도계약모두역외에서효력이발생한

경우 – 비과세

비상장주식및기타
비상장유가증권의
처분이익

'Contract effect test(계약효력테스트)' - 매입, 매출계약이
효력이발생한장소 (s 15(1)(I)가별도로적용되는판단
요소에는적용되지않음)

• 매수및매도계약모두역외에서효력이발생한경우 – 비과세

제조업이익
'Activities test(활동테스트)' - 제조업활동영위장소
(제조과정이진료가공방식인지내료가공방식인지판단요함)

• 홍콩에서제품이생산된경우 – 과세
• 부분적으로홍콩내생산된경우 - 과세와비과세배분 (통상반씩분할) 

서비스(용역) 수익
'Operation tests' - 수수료수익을발생시키는서비스활동이
일어나는장소

• 역외에서용역이수행된경우 – 비과세

커미션수익
'Operations test' - 커미션수익을발생시키는활동이일어나는
장소

• 커미션수익을발생시키는활동이역외에서이루어진경우 - 비과세

비금융기관의
이자소득

'Provision of credit test' - 신용이제공된장소
''Operations test' - 금전대부업의경우적용

• 일반기업으로서홍콩내금전대부를제공할경우 - 과세
• 금전대부업의경우차입및대여모두 역외에서이루어지는경우 - 비과세

부동산임대수익 'Situs test' - 부동산이위치한장소 • 역외소재부동산 - 비과세

부동산처분이익 'Situs test' - 부동산이위치한장소 • 역외소재부동산 - 비과세

간주소득(s15(1)(a), 
(b) or (ba)) 이외의
저작권사용로수익

라이센스또는사용권의취득되거나사용허가가부여된장소
• 라이센스또는사용권의취득및사용허가계약이홍콩내에서효력이발생한

경우 – 과세

국가간육상운송수익

원칙적으로승객의탑승혹은화물이적재된장소에따라
과세여부를판단하되, 인바운드(Inbound)와
아웃바운드(outbound)간이익배분은계약서에구체적으로
명시된경우에만허용

• 승객혹은화물이홍콩에서탑승, 적재된경우 - 과세

참고: 소득원천판단기준 (DIPN No. 21)



Part 2
홍콩법인 설립: 투자구조와국제조세 관계

 사업/투자구조설계시 고려하는국제조세주요사항

 해외투자시피투자국, 경유국, 투자국의국제조세측면 주요 고려사항

 조세조약(한-홍 / 홍-중 / 한-중) 소개 – 세무상 거주자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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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 Investment Structure:
사업/투자구조설계시 고려하는국제조세주요사항

10

Parent Co
모회사

HoldCo (HK)
중간지주회사

OpCo
해외사업법인

<일반적인경유투자모형 (예시)>
 외국투자시 적용되는 제도나 세무상 위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 및 한계

 경유국 및 피투자국과의 조세조약 존재여부

 경과세국 소재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CFC Rule 적용

 경유국의 Local Tax상 장점?
 사업구조 확장성, 지배구조변경이 용이한지? 
 JV구성, Financing 방식의 장점이 있는지?
 경유국의 조세조약 Network 및 비교 우위에 있는지?
 경유투자를 통해 피투자국의 사업위험을 줄이거나 우회가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HoldCo에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
 OpCo에 대한 과세자본세제 적용 여부(과다차입이자 손금부인)
 Permanent Establishment(고정사업장) 이슈?
 외환통제, 법률이행의 투명성 수준은?

Korea

Hong Kong
(경유국)

중국, 
베트남 등
피투자국

Equity

Fund
LP

Equity (/Debt)

Local Debt 
financing

투자국

경유국

피투자국

Part 2: 홍콩법인설립: 투자구조와국제조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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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투자국) ← 홍콩(중간지주/경유지역) ←  중국본토(피투자지역)

기업소득세율 • 누진세율(22%) 
• 소득할 주민세(10%) 부가 • 16.5% (법인사업자 기본세율) • 25%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율

• 해당사항 없음
• 배당/이자소득:원천징수 없음
• 사용료소득:4.95%/16.5%
• 자본소득 비과세

• 배당소득:10%
• 이자소득:10%
• 사용료소득:10%
• 자본소득:20%

조세조약시
한계세율의적용 • 해당사항 없음

• 한국으로 과실송금시 이자/배당/자본
소득 등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해당사
항 없음

• 상기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상 한
계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조세조약은 세무상거주자에 대해서
만 적용

자본거래 등
외환규제 • 엄격(해외투자신고 및 사후관리) • 제한 없음 • 엄격(과실송금 통제)

조세회피
규제제도

• CFC Rule
• 이전가격과세제도

• CFC rule 및 과소자본세제 없음
• 이전가격과세제도

• 이전가격과세제도
• 과소자본세

이중과세조정
• 직접외국납부세액
•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손회사 제외

• 직접외국납부세액
• 배당, 자본소득은 비과세→이중과세
조정 불요

• 홍콩SPC의 배당, 이자소득의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적용가능해짐(2018
년 중국세법개정)

이중과세조정과 조세회피 규제제도는 투자구조의
효율성과 잠재적인 세무상 리스크에 영향을 미침

Part 2: 홍콩법인설립: 투자구조와국제조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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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협약주요 사항 비교 (한국-홍콩-중국본토)

<조세조약상원천소득에대한한계세율요약 >

(**) 지분율 25% 이상인 경우

(*1)  지분율이 25% 미만인경우나 상장회사의 지분인경우 원천징수없음

(*2) 한국에서중국으로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한국과 중국본토 간의 조세조약에따라 한국투자자의지분양도차익은한국에서 과세됨. 부동산과다법인(부동산이기업의 총자산의 50%를 초과하
는 법인)인 경우 중국에서 과세함 → 명문상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과세당국의일방적인 세무관행으로한국기업이성공적으로양도소득세를회피한 사례가 많지 않음

(*3) 사용료소득의경우 홍콩의 적용세율은 4.95%(조세회피의도가없으며 특수관계자거래가 아닌 경우, 필요경비를 70% 수준으로보아 30%X16.5%(법인세율)를적용) ~ 16.5%이며, 한국
의 경우 20%의원천세율을적용하나, DTA적용으로 10%의 제한세율이적용됨.

구분 홍콩 - 중국본토 홍콩 - 한국 한국 - 중국본토

조세조약 DTA DTA (2017년 4월 1일~ 적용) DTA

배당소득
홍콩:비과세

중국: 5%(**)/10%(기타)
홍콩:비과세

한국: 10%(**)/15%(기타) 5%(**)/10%(기타)

이자소득 제한세율 7.0% 제한세율 10% 제한세율 10.0%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5/7.0% 제한세율 10% (*3) 제한세율 10.0%

지분양도소득
(Share Transfer)

중국: 25%이상지분보유시
양도차익 10%원천징수 (*1)

부동산과다법인의지분매각경우
부동산소재지체약국가에서

소득세원천징수

중국법인지분의 매각차익은
양도자가거주자인한국에서과세

(*2)

외국납부세액의처리 홍콩: 직접외국납부세액또는비과세
한국: 직접, 간접외국납부세액만공제
홍콩: 직접외국납부세액또는비과세

한국: 직접, 간접및 간주납부세액

Part 2: 홍콩법인설립: 투자구조와국제조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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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의세무상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적용의기본전제 (홍콩세법상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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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법의주요특징

세법상
거주자
판단기준

• 총괄적으로 관리, 통제된 장소

• 사업의 실질적 수행장소, 업무성격, 홍콩
및 해외지사의 조직구조, 조직구성원의
역할, 보수 등

• 등기이사의 국적, 거주지, 주된
업무수행장소

• 이사회 개최된 장소, 참석자

• 전략, 사업방향, 시행계획, 자금조달방법
및 사업평가의 장소

• 이사회의 통상 개최장소

• 최고 경영자 및 임원이 통상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법인의 고위수준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 홍콩을 포함한 해외지사의 조직구조와 각
조직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 홍콩에 상주하는 이사, 종업원 등에 대한 인적사항

• Passive Income vs. Active Income 존재 여부

• 사업활동의 개시일 및 실제 수행장소(주거래은행, 주요
유형자산 등)

경영,관리통제
장소가홍콩?

발급
거절

CRS
발급

No Yes

IRD(홍콩세무국)의거주자판단주요질의 Point

Offshore 
Position

주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반드시 홍콩에 사업소득 원천을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나 CRS발급을 위한
질의과정에서 기존 offshore 
position과의상충함을 따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해야함

Part 2: 홍콩법인설립: 투자구조와국제조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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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투자자는해외 직접 투자시 외국환규정에따른 사전신고여부를 반드시확인해야함

외국환거래구분 거래 형태 (예시) 주된
규제법령

무역거래 수출입거래, 비거주자와의 용역거래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무역외거래
여행, 운수, 보험, 투자수익, 기타서비스
거래, 이전거래 등

외국환거래법

자본거래(기타)
예금, 신탁, 금전대차, 보증, 증권발행, 
증권취득, 파생상품거래, 기타자본거래

외국환거래법

자본거래(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부동산취득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당사자 사전신고의무등
주거래

외국환은행

신고의무
원인행위: 자본거래의신고

결제행위: 상계, 제3자지급등
확인의무

보고의무 직접투자, 현지금융등 사후

지급등
절차준수의무

US$ 3천불초과지급및 US$ 3만불초
과수령

확인의무

회수의무 채권/투자금회수의무 확인의무

자본거래 신고의무 중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은
거래를 위한 지급 등에 앞서 신고기관에게
신고해야함(사전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의 대부분은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규에서 발생하므로 주의!

해외유가증권의 취득은 자본거래로 사전신고 대상: 홍콩은
한국과 달리 은행계좌 개설 전에
법인설립등기(해외유가증권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본금
송금하지 않았다고 맘 놓았다가는 외국환거래 위반

<외국환거래법상주요의무>

<외국환거래와관련규제법령>



Part 3. 
Why Hong Kong?

 홍콩투자지주회사의조세측면의장점(Hong Kong Tax)

 중국 투자시 홍콩경유투자의비계량적장점(조세분야이외의장점)

 홍콩 경유 투자방식의형태(주요유형 및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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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과 중국본토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CEPA) 및 조세조약상의 장점

홍콩과 중국본토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중국이 다른 국가와 맺은 조세협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세율 적용(이자, 사용료소득)

 (중국) 홍콩SPC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한-중조세조약을 적용가능해져 경유투자의 세
후현금흐름의 불확실성 해소(‘SAT Public Notice 9 [2018]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PRC 
규정’ 공표)

 (한국) CFC Rule 적용시 중국, 홍콩지역은 동일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싱가폴 등 다른
지역을 경유하는 것에 비해 홍콩경유투자가 유리

 홍콩의 조세 및 기업환경의 장점: 
 Territorial basis: 홍콩은 과세소득 산정기준이 원천지국 과세를 따르므로 홍콩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회계상 이익이 역외에서 발생된 경우 비과세

 Tax exemption on capital gain: 자본이득(배당소득, 주식/자산양도 소득 등)에 대
해서 비과세하고, 한국, 중국과 달리 외환유출입 관련 통제가 없기때문에 중간지주회사
나 역외무역중개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홍콩을 이
용

 IPO & financing hub: 홍콩지주회사는 금융기능이 발달되어 있어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아시아지역 투자지주법인으로서의 역할을 계획하거나,기업공개(IPO), 파이낸싱
측면에서 유리(2016년, 해외관계사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의 홍콩
법인(Corporate Treasury Centre) 에 대한 50% 사업소득세 감면 혜택 신설)

 Flexibility on restructuring: 홍콩법인을 경유하여 JV를 구성하거나 지배구조를 변
경할 경우 외환, 세제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상법 및 세법상 자본구조 변경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음 → 외국투자자 및 주주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

한국본사

HoldCo

Korea

Hong Kong

China

China 
WOFE

China 
JV

Projects Projects

Part 3: Why Hong Kong? (홍콩 경유투자의장점) 

조세측면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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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운영의한계(중국본토및동남아개발도상국) 중간지주회사를홍콩에두는 이유(예시)

지배구조
변경 등 융통성

• 피투자국(개발도상국가)의 외국투자자의 지분변경시
JV 파트너의 동의나 심사기관의 비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투자프로젝트 청산 등 리스크 헷지 수단 제한

• 홍콩법인 지분변경절차시 정부기관의 허가불요

• 홍콩 HoldCo를통한 간접 지분거래, JV설립 등 → 
지주사 level의 지배구조조정 option이다양하고 용이

파이낸싱 및
유동성 확보의

용이성

• 피투자국내 설립신청허가, 자본출자납입 및 투자법인의
지분명의 변경과 증자 및 감자 제한 등 제도적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음

• 해외관계사 그룹파이낸싱 용이함

• 법인과 주주, 임원 등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대해
비교적 관대(간주이자 계산조정 조항 등 없음)

• Main Board, GEM Board 등 자본시장 접근

투자지주회사
운영에 유리한

정책

• 피투자국내 투자지주회사 운영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거나 활용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음

• 해외사업 구조 효율화 및 자산의 유동성제고에 유리함

• 홍콩세법상 배당소득, 지분양도 소득 등 투자자의
자본적 이득 및 역외원천소득은 비과세

외환거래의
자율성

• 경상, 자본계정에 대한 태환 및 외환거래 제한

• 외국주주 및 해외관계사간 기업대출 등에 대한
외환금융거래가 자유롭지 못함

• 외환거래에 대한 제약 없음

• 다양한 해외사업활동에서 가득한 자금의 재투자

• Exit 및 과실송금이 자유로움

Part 3: Why Hong Kong? (홍콩 경유투자의장점) 

비계량적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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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ng 
Vehicle, IPO/
그룹 파이낸싱
센터, 기업공개

• 딤섬 본드 등 해외사업진출을 위한
파이낸싱센터로 홍콩법인 활용/ 해외관계사 금융

• 본사의 신용보강능력을 바탕으로 해외 채권시장(홍콩또는
싱가폴 등 유가증권 발행시장)에서 중국사업의 자금을 조달

• 해외시장에서 저리의 USD, RMB 외화채를 조달

• 해외관계사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법인은
사업소득세 50%감면(2016년도입)

• HKEX에서 중국, 해외사업의 기업공개

사업지주회사
• 해외사업 포트폴리오 성격에 맞게 독자 또는
중국파트너와의 JV 등 사업지주회사로 설립

• 홍콩법인이 중간지주회사로서 홍콩내 IPO 또는 Financing 
목적으로 활용가능

• 지배구조변경이 용이하고 외환거래 규제가 없고, IFRS 등
연결경험이 풍부한 홍콩인력 등 장점 활용

특수목적회사
(SPV)

• 해외부동산 투자, Project Financing, 구조화된
채권투자 등 목적사업을 위한 다양한
SPV(Special Purpose Vehicle) 활용

• 지분매각의 용이성

• 홍콩내 자본적항목에 대한 비과세활용

• 향후 지적재산 Licensing 목적의 IP Holding 특수법인도
생길 것으로 예상

• 홍콩과 중국본토 간 CEPA 활용을 통한
엔터테인먼트(시네마), 운수(내륙 항공운수연계) 
등

CEPA 활용진출 •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률, 사업라이센스에 대한 규제 회피

투자 유형 및 사례 경유투자의 기대효익홍콩법인 기능

홍콩 경유 투자방식 Case Study

Part 3: Why Hong Kong? (홍콩 경유투자의장점)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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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개정홍콩세법 Update

Profits Tax (사업소득세법) Salaries Tax (근로소득세법)

• 단일세율 체계에서 2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하여 규모가
작은 중소 상공인에 대한 소득세 경감효과 기대

• 채무증권 중 면세대상 증권의 종류를 확대함

• 적격 연구개발비(Type B지출) 손금인정 확대: HKD2mil 
까지 3배수, 초과금액은 2배수로 중복공제 (*)

• 면세대상증권 범위 확대(홍콩증권거래소 등록 채무증권 추가)
• 에너지 친화적 건물 설치 및 재생에너지 장치 등
적격투자비용의 일시손금산입(기존은 5년 분할)(*)

• 전기자동차, 전동 오토바이 등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 OECD 다자간 협의에 따른 BEPS Action 관련 법제화: 
이전가격보고서 문서화 의무 부여

• 개인소득세 부담 인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 (기존 4단계 누진세
구간을 5단계로 변경)

• 인적공제 개편확대 (자녀 및 부양부모에 대한
소득공제 인상, 장애인(본인)공제 신설)

• 부부의 PA(Personal Assessment) 합산신청
요건 완화(기존에는 부부 모두 PA 자격과
신청을 하여야 적용되었으나 세법개정으로
본인 배우자 일방이 개별신청가능)

기업활동 지원과 가계소득의 세부담 완화 등 경제활력 활성화

(*) 연구개발비 지출 및 에너지친화적 설비투자는원칙적으로 손금인정이 허용되지않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산업발전을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세무상
손금산입을 허용함.  적격지출 요건은 까다로움. 개정세법변경안은 의회승인 후 2018년 4월 1일개시 거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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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BEPS 관련 이전가격문서화 의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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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Country-by-Country ‘CbC’ Report )

주요목적/
내용

•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전체법인의조직구조, 사업내용, 무
형자산, 자금조달활동및재무현황등주요글로벌이전가격정책관련
정보제공

•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개별법인의조직, 사업내용, 구분손익과
모든특수관계자와의거래와해당거래의가격산출정보등

• 글로벌사업운영단위(현지법인또는고정사업장(PE)에대
한국가별종합재무정보: 매출액, 세전이익, 법인세납부액, 
미지급법인세, 자본금, 누적잉여금, 유형자산, 종업원수 등

• 국가별법인및 PE 리스트, 해당 Activity Code, 실질적관
리장소정보등

적용시기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세원잠식및소득이전)에대한다자간협약에따른입법화
• 이전가격문서화강화와 3단계의보고서의무화가핵심: BEPS 세법개정및 실무해석이 2018년 7월에확정됨
• 최초적용연도는 2018/4/1일이후최초도래세무연도임(From year of assessment 2018/19). 
• 이전가격보고서문서화대상기간: MF/LF는 2018/4/1일(CbC는 2018/1/1) 부터) 시작되는사업연도해당
• 문서화기한: MF/LF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9개월이내(CbC는 12개월) →12월말법인의경우국가별보고서는 2019년

12월말(국가별보고서는서면통지와신고의무명시), MF/LF는 2020년 9월말까지문서화요함

작성요건 / 
작성주체

• 하기면제요건을만족하지않는모든법인
• 문서화의무면제: 두가지기준중하나만만족해도면제

• 기본작성주체: 다국적기업으로그룹연결매출액HK$6.8b 
이상인홍콩소재최종모회사(Ultimate Parent Entity, ‘UPE’) 
혹은국가별보고서제출대리인(Surrogate Parent Entity)

• 관련다국적기업은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3월이내에
홍콩국세청장에게작성주체임을서면으로통지

• 작성주체당사자가아닌홍콩계열사의경우,작성주체에대한
정보를서면통지할의무 (홍콩세무국이관할지역
세무당국으로부터직접정보입수)

• 만약, 홍콩과CbC자동정보교환협정없거나
작성주체로부터국가별보고서획득불가시홍콩계열사가
국가별보고서작성, 신고의무이행(Secondary filing 
obligation)

사업규모기준면제조항
(2가지이상만족시)

• 매출 ≤ HK$400m
• 총자산≤ HK$300m
• 직원수≤ 100

특관자거래기준면제조항
(모두만족해야함)

• 재화거래(금융/무형자산제외) ≤ 
HK$220m

• 금융자산거래≤ HK$110m
• 무형자산거래≤ HK$110m
• 기타거래(서비스등) ≤ HK$44m

BEPS 도입배경: 기술발전과경제적환경변화를즉각적으로
반영하기어려운각국의조세체제와조세조약의사각지대를
이용한다국적기업의세원잠식및 조세회피방지를목적으로
다자간협약에따라입법화 → 이전가격조사의근거자료확보

Part 4. 개정홍콩세법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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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홍콩세무국의 CbC Reporting Portal과 CbC Notification 양식>



Part 5
Taxation for Korean expat in Hong Kong
파견주재원의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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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ries Tax – 개인소득세구조 (Year of Assessment (“YA”) 2018/19)

Part 5. Taxation for Korean expat in Hong Kong 개인소득세 - 파견주재원

24

Progressive rates 누진세율 YA(*) 2018/19

Each HK$50,000 up to 4th stage 2%/6%/10%/14%

On the remainder at 17%

Personal allowances 인적공제 YA 2018/19

Basic allowance (single) $132,000 

Married person’s allowance $264,000 

Child allowance, dependent parent/ grandparent/
brother/sister, etc... (each)

(자녀당 $120,000 등)

Deductions- maximum limits 특별공제 YA 2018/19

Mandatory contributions to recognized 
retirement schemes (i.e. MPF) $18,000 

other available deductions: self-education/elderly 
residential care/home loan expenses

Approved charitable donations
Tax deductible up to 
35% of assessable in

come

Salaries Tax = min (A, B)

(A) Progressive rates on net chargeable income

(B) 15% Standard rate of net income (before 
deduction of allowances) 

Basis period: from April 1 to March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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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ries Tax: 홍콩원천소득의판단기준요약 (연금소득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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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mployment

임원보수
(급여제외)

Office Directors

홍콩내
근로수행 없음

s.8(1A)(b)

홍콩내
근로수행 있음

체류일수<60일?

외국근로계약
s.8(1A)(a) 홍콩근로계약

No

Yes

비과세

기간안분
과세

전액
과세

외국근로
소득세액납부? No

Yes

이중과세방지
조약체결 여부?

s.8(1A)(c)

면세(또는
세액공제) 과세

Yes No

경영,관리통제
장소가 홍콩?

비과세
전액
과세

No Yes

근로소득의홍콩과세여부판단의주요기준

• The place where the contract of employment 
was negotiated, concluded, and is 
enforceable

• The residence of employer
• The place where the remuneration was paid

홍콩원천
근로계약여

부

• s.8(1A)(a): 홍콩원천근로소득판단
• s.8(1A)(b): 60일 기준
• s.8(1A)(c): 이중과세방지조항

주요조항

Part 5. Taxation for Korean expat in Hong Kong 개인소득세 - 파견주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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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tax elimination mechanism for Korean expat 해외파견주재원의이중과세조정
거주자 요건에 따른 신고의무 확인과 조세조약상 이중과세조정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26

파견주재원에대한거주자판정및 과세관계

• 외국주재공무원,  내국법인의해외사업장(지점, 
대표처등) 또는 100% 직·간접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파견된임직원은한국세법상
한국의거주자로간주함(소득세법시행령 §3)

한국

• 중국내고용주지급분무조건과세 (거주일수, 
소득원천무관)

• 해외지급분(중국원천소득): 183일 이상과세
중국

• 60일기준및홍콩원천근로소득판단기준 (IRO 
s.8(1A)(a) 및 s.8(1A)(b))

• 중국-홍콩간조세조약및 한국-홍콩간
조세조약에따른이중과세방지조항적용

홍콩

이중과세방지조약상상대국면세요건

한·중조세조약 (모든조건충족시중국내비과세)
• 수취인이중국에서당해과세연도중총 183일미만체재;
• 대가가중국거주자가아닌한국의고용주에의하여지급;
• 대가가당해고용주의중국내고정사업장에의하여부담되지

않을것

홍·중조세조약

• 한·중조세조약상면세조건과거의유사

• 약간의개념상차이존재(홍콩은거주자판정시 Calendar 
year basis를 기준, 중국은과세기간내체재일수기준)

• 홍콩은근로소득의경우 60일미만체재시전액비과세

한·홍조세조약

• 상대국면세요건은 ‘한·중조세조약’ 상 기준과유사

• 한·홍간조세조약발효(2016/9/27)로홍콩내이중과세조정
메커니즘(세액공제) 적용가능해졌음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필요경비산입
중선택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있으나
실무상불분명한
경우발생 (♣)

홍콩근로계약에대해
조세조약있는경우

외국납부
세액공제가능

이중과세조정
Mechanism

(♣) 예를 들어 한중 합자기업과 한국본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파견근로자가중국내 연속 또는 합산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인경우라면 국내외소득지급분에 대하여
체재일수 따라 안분계산한금액을 소득신고하는 것이 기본이나실제로는 관할세무기관이 여리 기준에따라 납부세액을 확정할 가능성있음

Part 5. Taxation for Korean expat in Hong Kong 개인소득세 - 파견주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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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주재원의근로소득구분 Hong Kong Salaries Tax 상과세기준 IL SHIN Comment (홍콩내세무상처리)

등기이사보수

 이사보수는근로제공과상관없는소득이므로법인의실
질적관리장소에따라과세권판단

 비거주자또는비상근체류자여도회사의경영, 관리통
제장소가홍콩에있으면 100% 과세가능 (한홍조세조
약제15조) 

 이중과세방지를위해조세조약에서열거하고있으나, 실질적
관리장소에대한국세청또는홍콩세무국의해석이다를경우
가있을수있음: 홍콩세법상으로는이사의보수에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등별도의이중과세조정메커니즘을두고
있지아니함

외국근로계약(Non-Hong Kong E
mployment*)에따른급여

(*)외국근로계약: 근로계약이외국에
서이루어지고고용주가비거주자이
고외국에서보수가지급되는계약 (
s.8(1A)(a))

(예) 한국본사의근로자로서홍콩내
근로수행을위해단기간파견되어
중한국본사에서한국계좌로수령하
는급여

 홍콩에서단기적으로파견되거나출장베이스로홍콩내
근로활동을제공하는경우홍콩체류일수(Days in Days 
out Time Apportionment)에따라안분하여과세

 고용소득의경우아래 3가지조건(모두만족기준)에따
라과세권여부판단하여한국에서만과세(한홍조세조
약제14조 2항적용): 

1) 홍콩내체류기간이과세연도(12개월) 중연속또는
누적하여 183일을초과하지않고

2) 그보수가한국거주자인고용주또는대리인에의해
지급되고

3) 그보수가한국거주자인고용주가보유한홍콩내고
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에의해부담되지아니하는
경우

<홍콩내 Salaries Tax 신고>

 홍콩정부에과세권이있는경우: 안분계산대상소득은지급주
체를불문하고모든외국소득을포함하며, 체류일수를기준으
로안분된소득이므로외국납부세액공제등의기술적조정이
없음

 만약, 파견근로자가형식에도불구하고 Full Time Basis로
홍콩에파견된경우라면당해계약의실질은홍콩근로계약이
므로이때에는일할안분방식이아니라한국및홍콩내소득
을홍콩 Salaries Tax에전부신고할의무가있음(실질적으
로홍콩근로계약으로간주가능)

 홍콩에과세권이없는경우: 홍콩세법은원칙적으로외국근로
계약에대해안분계산을요구하고있으나조세조약상한국정
부에있는경우에해당된다면이중과세방지(면세)를신청할
수있을것으로보임

홍콩근로계약((Hong Kong Emplo
yment)에따른급여
(예) 한국본사의급여를수령하면서
홍콩자회사/지점에파견되어주재수
당또는기본급을받는주재원

 홍콩근로계약으로보는경우지급지와상관없이한국및
홍콩의모든소득을홍콩세무국에신고할의무

 한국에서원천징수된소득을합산신고하되당해소득은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Tax Credit) 또는면세(Tax Exemption) 
신청 (IRO s8(1A)(c)

참고: 홍콩 Salaries Tax(근로소득세) 상 과세대상소득구분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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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본사와 홍콩에서동시에 직급을겸직하는파견임직원
한국과 홍콩에서동시에근로행위를수행하는경우에홍콩세법상과세처리및 이중과세조정
예상방식 (*1)

Case 홍콩
누적체류일수

본사
급여

부담여부

지점 등
급여 부담여부

3 가지 판단
기준 적용시
과세권

홍콩세법상 근로계약의
성격판단 (HK vs Non-HK)

홍콩세법상 세무
신고의무

이중과세조정(홍콩) (*2)

사례1:
단기 출장자

60일 미만 ○(지급) X(미지급) 한국 체류일수가 60일미만은 비과세 비과세 n/a

사례2:
단기출장
용역수행

60일 초과~
183일미만 ○ X 한국

외국근로계약으로 보아안분계산
이 원칙이나 한홍조세조약상거주
자판단기준 만족시홍콩에서 면세
가능 추정 (Fact 판단 요함)

한국에 과세권 있
는 경우 면세신청

명시적 기술 없으나 면
세신청가능 예상

사례 3:
홍콩파견주재원

60일 초과~
183일미만

○ ○ 홍콩

183일을미만이라도 지점에 배속
되어 full time주재를목적으로 하
는 경우 홍콩근로계약으로해석 추
정(Fact 판단 요함) 

모든 소득 신고

면세신청/ 또는 한국내
원천징수세액 세액공

제(IRO section 8(1A
)(c))

사례 4:
홍콩파견주재원

183일초과 ○ ○ 홍콩
홍콩근로계약으로 홍콩에과세권
있음

모든 소득 신고 상동

사례 5:
비거주 장기출장

183일초과 ○ X 홍콩 외국근로계약
안분소득
(체류일수) 없음

(*1) 상기예시는 제한적인 가정하에서 구분한것이므로 실제 사례에 대한 Fact Finding에 따라 상이한결론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필요함. 임원인 경우 등기이사의
보수는 근로제공 대가와는상관없으므로 상기 분석에서 고려하지아니함 (등기이사 보수는 근로수행과상관없이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과세여부 판단) 

(*2) 상기사례 모두 본사에서 파견된 형식으로국내세법상으로는 거주자로 간주될것으로 보이므로 기술적으로는 홍콩의이중과세조정 보다 최종적으로 한국에서소득을
신고하고 이중과세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할것으로 예상됨



Part 6 
홍콩회사의재무보고, 세무관리

 주요 결산업무일정 (예시)

 재무보고기준및 주요 컴플라이언스요건

 HKFRS(회계보고기준) 변화 및 새로운 기준서 도입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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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회사의주요 결산업무일정 (Illustrative sample, 예시)

홍콩법인의기업업무일정일람표
(해외종속회사를둔사업연도가 12월말홍콩지주회사기준)

Dec 31 (D) Mar (D+90일)

해외현지감사

August

Employer’s Return 등
• 4월말까지고용주(Employer’s 
Return) 신고 (주1)

• 5월말까지개인소득세신고

Nov

법인세신고
(Profit Tax)

(주1) 한국과달리 홍콩은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제도가없으므로 홍콩세무국이 개인의 급여소득세세원 파악 목적으로 고용인(회사)에 과세
대상기간(4/1~3/31) 중 피고용인에게 지급한급여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주2) Annual Return (연차보고)은 매년홍콩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기업등록국(Company Registry)에 기업현황을 보고하도록하고있음

April May

ER신고 개인소득세신고

Profit Tax Return
• Tax Code D그룹(12
월말법인):익년8월15
일까지

•개별FS기준세무조정
•세무신고시 Offshore 
Claim 등고려

1Q 2Q 3Q

Part 6. 홍콩회사의재무보고, 세무관리– 주요 결산업무일정 (예시)

해외현지종속법인결산/감사
• 결산후수영업일이내결산마감
• 현지법정감사요건등준수
• GAAP conversion 고려

홍콩법인결산/감사
• (연결)재무제표작성(IFRS 적용)
• 모든홍콩법인은감사대상임
• 모회사및감사인과협의/조율

회사설립기준일 (주2)

(Anniversar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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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의 성실한 재무보고및 주요 컴플라이언스요건충족은세무관리의기본 출발점

구분 주요내역 (Private Company 기준예시)

재무보고
• 회계기준은 HKFRS(국제회계기준과 상통)
•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주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임 (요건 충족시 면제)

세무신고의 기준 • 과세소득산정은 개별 재무제표 기준 (연결납세제도 없음)

결산 및 외부감사
• AGM (연차주주총회) - 사업연도 종료 후 9월 이내 결산보고 승인
• 공사조례에 따라 설립된 모든 홍콩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외부감사 요함
• 세무신고시 홍콩세무국은 세무조정 근거자료와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

홍콩법인의 주요
Compliance

• 관련 정부기관에 연차신고(Annual Return), 사업자등록증 갱신 등 연단위 수행
• 세무신고: 통상적으로 세무국이 신고서 고지 (과세소득 자발적 통보 의무)

홍콩세법상
법인의 의무
(IRO s.51(1)~51
C)

• Profit Tax 신고의 의무(세무국이 Profit Tax Return을고지하여 신고)
• 과세소득발생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자발적 신고의무
• 타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의무
• 외부개인계약자에 대한 커미션, 고용주로서의 제반 통보/원천징수 의무
• 비거주자에 대한 로열티수익, 공연수익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 사업중단시 통보의무
• 본점소재지 변경 시 1개월 이내 통보의무
• 장부보관유지의 의무 (7년) → 세무상 과세소멸시효 6년

• 홍콩회사의
재무보고와 세무는
밀접하게 연결

• 기본적인 과세소득
산정은 회계기준에
기초함. 따라서
중요한 회계오류는
세무상 리스크

• 특히, 2018년은
새로운 수익,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 도입으로
당기손익 산정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주의사항

Part 6. 홍콩회사의재무보고,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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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4년간 홍콩의 재무보고기준에적지않은변화가예상되며, 회사의 회계처리및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영향사항은사전에대비할 필요가 있음

AugustJan

Part 6. 홍콩지주회사의결산, 재무보고 - HKFRS(회계보고기준) 변화및 새로운기준서도입일정

2016 2017 2018 2019 2021 ~ 이후

Jan Jan

유/무형자산, 재무제표표시, 공동약정, 별도재무
제표 등 개정된 회계처리 적용

 수익에기초한유/무형자산의감가상각방법은소비
와경제적효익소비간에밀접한상관관계를증거로
제시하지못하면적절하지않는것으로명시

 중요성과통합표시에대한내용, 지분법적용자산관
련기타포괄손익의표시방법, 주석공시순서에대한
요구사항명확화

 공동영업활동이사업결합에해당되는경우사업결합
회계처리를원칙적으로적용요구

 별도재무제표에서종속/관계/공동기업에대한투자
회계처리시원가법, 공정가액법뿐만아니라지분법
도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개정

고객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금융상품 등 제정/발효

 IFRS15 고객계약에서생기는수익은건설계약, 고객충성제도, 고객으로부
터자산이전, 부동산건설약정, 수익:광고용역의교환거래등을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적용예정

 기업이약속한재화, 용역을고객에게이전하는것이재화나용역과교환하
여얻게되는대가를반영하는금액으로나타나도록수익인식의원칙으로
하고있으며이를위해 5단계(고객과의계약식별, 수행의무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을계약내수행의무에배분, 수행의무의이행시점등)로구
분적용을요구함

 IFRS9 금융상품: 금융자산의관리를위한사업모형과금융자산의계약상
현금흐름특성에근거한금융자산의분류와측정, 기대신용손실에기초한
금융상품의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적격한위험회피대상항목과위험회
피수단의확대나위험회피효과평가방법의변경등을담고있으며기존의
금융상품의인식과측정을대체함

IFRS16 Leases

Insurance contracts 등
 향후보험계약등에대한재무보고

기준변동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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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4년간 홍콩의 재무보고기준에적지않은변화가예상되며, 회사의 회계처리및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영향사항은사전에대비할 필요가 있음

AugustJan

Part 6. 홍콩지주회사의결산, 재무보고 - HKFRS(회계보고기준) 변화및 새로운기준서도입일정

2016 2017 2018 2019 2021 ~ 이후

Jan Jan

유/무형자산, 재무제표표시, 공동약정, 별도재무
제표 등 개정된 회계처리 적용

 수익에기초한유/무형자산의감가상각방법은소비
와경제적효익소비간에밀접한상관관계를증거로
제시하지못하면적절하지않는것으로명시

 중요성과통합표시에대한내용, 지분법적용자산관
련기타포괄손익의표시방법, 주석공시순서에대한
요구사항명확화

 공동영업활동이사업결합에해당되는경우사업결합
회계처리를원칙적으로적용요구

 별도재무제표에서종속/관계/공동기업에대한투자
회계처리시원가법, 공정가액법뿐만아니라지분법
도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개정

고객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금융상품 등 제정/발효

 IFRS15 고객계약에서생기는수익은건설계약, 고객충성제도, 고객으로부
터자산이전, 부동산건설약정, 수익:광고용역의교환거래등을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적용예정

 기업이약속한재화, 용역을고객에게이전하는것이재화나용역과교환하
여얻게되는대가를반영하는금액으로나타나도록수익인식의원칙으로
하고있으며이를위해 5단계(고객과의계약식별, 수행의무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을계약내수행의무에배분, 수행의무의이행시점등)로구
분적용을요구함

 IFRS9 금융상품: 금융자산의관리를위한사업모형과금융자산의계약상
현금흐름특성에근거한금융자산의분류와측정, 기대신용손실에기초한
금융상품의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적격한위험회피대상항목과위험회
피수단의확대나위험회피효과평가방법의변경등을담고있으며기존의
금융상품의인식과측정을대체함

IFRS16 Leases
 운용리스의사용권자산, 

리스부채측정인식

Insurance contracts 등
 향후보험계약등에대한재무보고

기준변동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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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무회계순환과정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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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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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한국)·CPA(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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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to:andrew.kim@ilshinhk.com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www.ilshinhk.com_&d=DwMFaQ&c=j-EkbjBYwkAB4f8ZbVn1Fw&r=eD5BLPU4O1ziGMSptDnLoMFsyUFUyy7JH8oXVp3kQTQ&m=oiDEAMQt4pLiA3Oyy-8h35ovEeJq-ia5pHHv8kkB93U&s=ReVMTrrvpnJr3a0bMXeOwgI5nrSjnseR_CfkTfpzfAc&e=

	슬라이드 번호 1
	생각 나누기
	CONTENTS 목차
	Part 1
	홍콩 세법 주요 특성
	한국-홍콩-중국본토 기업세제 비교:  홍콩은 단순한 세법체계 유지
	홍콩의 소득세 종류 및 세율(*)
	슬라이드 번호 8
	Part 2
	Typical Investment Structure:�사업/투자구조 설계시 고려하는 국제조세 주요사항
	해외투자시 피투자국, 경유국, 투자국의 국제조세 측면 주요 고려사항(예시)
	조세협약 주요 사항 비교 (한국-홍콩-중국본토)
	홍콩법인의 세무상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의 기본전제 (홍콩세법상 관점)
	참고: 한국투자자는 해외 직접 투자시 외국환규정에 따른 사전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Part 3. 
	홍콩 경유투자의 장점
	중국본토 투자시 홍콩경유투자의 비계량적 장점(조세분야 이외의 장점)
	슬라이드 번호 18
	Part 4 
	YA2018/19 소득세법 주요 개정(안)
	홍콩 BEPS 관련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법제화 �
	슬라이드 번호 22
	Part 5
	Salaries Tax – 개인소득세 구조 (Year of Assessment (“YA”) 2018/19)�
	Salaries Tax: 홍콩원천소득의 판단기준 요약 (연금소득제외) 
	Double tax elimination mechanism for Korean expat 해외파견주재원의 이중과세조정�거주자 요건에 따른 신고의무 확인과 조세조약상 이중과세조정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참고: 홍콩 Salaries Tax(근로소득세) 상 과세대상 소득구분 및 판단기준 
	[Case Study] 본사와 홍콩에서 동시에 직급을 겸직하는 파견임직원�한국과 홍콩에서 동시에 근로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 홍콩세법상 과세처리 및 이중과세조정 예상방식 (*1)
	Part 6 � 
	홍콩회사의 주요 결산업무 일정 (Illustrative sample, 예시)
	홍콩 회사의 성실한 재무보고 및 주요 컴플라이언스 요건충족은 세무관리의 기본 출발점
	향후 3~4년간 홍콩의 재무보고기준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며,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사항은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향후 3~4년간 홍콩의 재무보고기준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며,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사항은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재무회계 순환과정 흐름도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