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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li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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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홍콩 조세조약 발효에 따른 국제조세상 의미와 효과분석 
 
 
<개요 및 배경>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국 및 무역상대국인 홍콩과의 포괄적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정 (Comprehensive Double Tax Agreement, 이하 “한홍조세조약”)이 
2016 년 9 월 27 일부터 발효되었음 

 조세조약 발효에 따라 양국간 과세권 판단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국내세법적용시 판단기준의 차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과세이슈가 당면한 과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한국과 홍콩세법에 열거된 이중과세 조정 메커니즘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홍콩과 한국간의 투자, 지배구조, 과실송금에 있어 금번 조세조약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과 한계점을 고려해야함 
 이번 Tax Update 에서는 상기 사항을 위주로 한홍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을 분석 정리하고자 함 

 
 
<한홍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OECD 기준에 준하여 정보교환협정 등 한국이 맺은 다른 조세협정의 제반요소를 담고 있음 
 국제기준에 따라 홍콩과세당국과 과거 조세정보 및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 등에 대해 서면요청에 따라 조세정보 공유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이 가능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조세조약상 인정되는 체약상대국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득으로서 배당은 10% (25%이상의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15%), 이자는 10%, 사용료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 
 조세조약 발효에 따라 한국에 대한 홍콩 거주자의 투자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홍콩 측의 과실송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Inbound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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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자료는 홍콩일신의 고객 및 홍콩에서 체류하는 주재원 등 한국과 홍콩에서 활발히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업 및 기업관계자에 한홍조세조약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활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비상업적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 일부는 한국 및 홍콩정부 및 공개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주요 분석과 해석은 
홍콩일신의 전문가적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일부 사례와 해석에는 홍콩의 고유한 상황이나 설명되지 않은 가정과 전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및 홍콩의 세법조항에 대한 차이나 여러 판례와 해석 등에 있어서 납세자와 세무국의 견해가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전문적인 해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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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체계 한홍조세조약 주요 내용 IL SHIN Comment 
조세조약 적용범위  
(제 1 조 ~ 제 4 조) 
1) 인적범위 (거주자, 

일반적 정의) 
2) 대상조세 (협정적용 

대상 조세) 

제 1 조(대상인), 제 3 조(일반적 정의) 
제 2 조(적용대상 대상조세) 
 홍콩: Profit Tax(사업소득세), Salaries Tax(급여소득세), Property 

Tax(부동산임대소득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 
 
거주자 판단기준 (제 4 조)  
 
홍콩의 거주자 판단기준 한국의 거주자 판단기준 
①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  
② 1 년의 과세 연도 중 180 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2 년 연속의 
과세 연도 중 1 년이 관계 과세 
연도일 경우 300 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개인  

③ 홍콩특별행정구에 설립된 
회사(/구성된 기타 모든 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설립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회사(/기타 모든 인)  

한국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한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함)  

 
제 4 조 2~3 항에 따라 1 인이 양 체약 당사국의 이중거주자일 경우 개인의 
거주자판단은 아래 순서에 따라 결정: 
  
1) 항구적 주거 
2) 보다 밀접한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당사자의 거주 
3) 일상적 거소 (홍콩은 거주허가(resident permit), 한국은 국적 기준) 
4) 양국의 국세청간 합의 
 
법인 및 단체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단 

 
 
 
 
 
 
 
 
 
 

 홍콩은 지역주의 과세원칙(Territorial Concept) 근간에 두고 
있으며 반드시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 

 거주자 판단기준에 대한 국가간 차이로 인해 이중과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한홍 양국의 세법과 조세조약에서 
정한 거주자판단 기준과 과세소득범위를 잘 이해하고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양국 세법에서 인정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해외주재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및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및 직원은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국내세법상으로는 한국의 근로소득자로 간주(소득세법 
시행령 제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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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체계 한홍조세조약 주요 내용 IL SHIN Comment 
고정사업장 정의 (제 5 조) 고정사업장 정의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산, 유정이나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건축현장 및 공사장 또는 감독장소는 관련 활동이 12 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 다른 조세조약과 달리, 한홍조세조약에서는 서비스용역 (예: 12 개월 
중 6 개월 초과 용역제공)에 대한 고정사업장 성립여부에 대한 별도의 기술이 
없음 

 한홍조세조약에서는 서비스용역에 대한 고정사업장 개념이 
기술되지 않았으므로 홍콩내에서 6 개월을 초과하는 
서비스용역수행시 사업소득세 또는 급여소득세는 홍콩세법상 
명시된 제반 의무에 주의해야함 

 다만, 홍콩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해 지급되는 사용료소득, 
비거주자 운동선수/연예인 등의 홍콩내 공연소득 등 일부 
거래만이 원천징수되며, 반대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통해 가득된 용역소득이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어도 홍콩에서는 역외소득으로 인정 될 경우 
비과세될 수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을 형성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소득의 과세 
 
 부동산소득(제 6 조) 
 사업소득(제 7 조) 
 국제운수소득(제 8 조) 
 특수관계기업(제 9 조) 
 배당소득(제 10 조) 
 이자소득(제 11 조) 
 사용료소득(제 12 조) 
 양도소득(제 13 조) 
 

 

 
 부동산 및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서 과세 

 국제운수에 이용되는 항공기, 선박 등의 양도소득은 당해 거주자의 
당사국(거주지국)에서 과세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과세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은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해당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음 
(단, Anti-Avoidance 등은 배제)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배당 10% (25% 미만 지분 보유시 15%) / 
이자 10% / 사용료 10% 
 

(참고) Appendix 1.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소득세율 및 조세조약상 한계세율 적용 효과의 분석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부동산소득,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이윤, 연예인/체육인소득, 고정시설과 관련된 
독립적인적용역소득 및 종속적 인적용역소득(183 일이상 
체재한 경우 등 제외)은 원천지국에서 제한없이 과세할 수 
있으며, 배당, 사용료,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주식/채권 양도소득, 연금, 국제운수(항공기, 선박) 등은 
구분하여 조약에 열거 

 한홍조세조약도 일반적인 OECD 모델조약의 구성을 따르고 
있음 

소득의 과세 - 인적용역소득 
 
 독립적 인적용역 (n/a) 
 종속적 인적용역(제 14 조) 
 이사의 보수(제 15 조) 
 연예인 및 체육인(제 16 조)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내용은 조세협정에서 포함되지 않았음 
 이사의 보수: 비거주자 등기이사에 대한 보수 등은 당해 회사의 거주 
당사국에서 과세가능 

 
 이사의 보수는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홍콩세법에서는은 당해 개인의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관리장소를 기준으로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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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체계 한홍조세조약 주요 내용 IL SHIN Comment 
 연금(제 17 조) 
 정부용역(제 18 조) 
 학생(제 19 조) 
 

 과거 고용 또는 자영업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 체약국(한국)에서 
발생하였으나 타방 체약국(홍콩)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소득은 당해 
일방 체약국(한국)에서만 과세 

 교육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홍콩)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이 생계유지 및 
교육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원천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한 당해 
일방체약국(홍콩)에서 과세 되지 않음  
 

<고용소득> 
 제 14 조 1 항: 제 15(이사보수), 17(연금), 18(정부용역) 규정을 만족하되, 
한쪽 체약당사자(한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유사 보수에 대해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홍콩)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한 쪽 당사자(한국)에서만 과세 

 제 14 조 2 항: 일방 체약국(한국) 거주자의 타방 체약국(홍콩) 내 
체류기간이 (a)과세연도(12 개월) 중 연속 또는 누적하여 183 일을 초과하지 
않고 (b)그 보수가 일방 체약국(한국)의 고용주 또는 대리인에 의해 
지급되고 (c)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 체약국(홍콩) 내에 보유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방 
체약국(한국)에 과세권한이 있음 

 
(참고) Appendix 2. 홍콩 Salaries Tax 상 급여소득의 구분 및 판단기준 
(파견임직원) 

 

 종속적인적용역, 즉, 고용소득(제 14 조 1 항, 2 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홍콩에 장기 파견근무 중인 주재원인 경우 
국내세법상으로는 국내거주자로 간주되므로 홍콩정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중과세조정 필요함 

 
 

 파견주재원의 경우 홍콩의 높은 주거비용, 자녀교육비 등 
고정비성 체류비용이 명목소득에 포함되어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월 100 만원 또는 300 만원)를 초과하는 비용은 
국내세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 간주거주자 
조항에 따라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합산신고가 이루어지므로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실제가처분소득을 고려할 때 
불리한 조세부담이 발생 (해외주재 공무원, KOTRA, KOICA, 
한국관광공사 종사자나 외교관 등에 대한 실비변상적 수당은 
외교부고시 제 2015-2 호(2015.3.15)에 따라 비과세조항이 
있으나 민간기업의 주재원은 이러한 고려가 없으므로 향후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임) 

 
 

이중과세방지 메커니즘 
(제 21 조)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메커니즘 
 
<법인> 
 직접 및 간접 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간주외국납부세액(홍콩과는 감면세액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조항이 열거되지 않아서 적용 불가) 

 
<개인> 종합소득신고를 통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해외파견 임직원인 경우에는 홍콩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될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에서 근로소득자로 간주되어 국내세법에 따라 
합산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중과세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한국홍콩 조세조약 발효에 따른 국제조세상 의미와 효과분석(내부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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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체계 한홍조세조약 주요 내용 IL SHIN Comment 
 
홍콩세법상 거주자의 이중과세 방지 메커니즘 
 법인: 직접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개인: 조세조약상 외국에서 과세된 급여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  
 
(참고) Appendix 3. 이중과세방지 메커니즘 
 

 
 홍콩세법은 안분계산이 필요한 경우나 기술적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소득과세범위가 훨씬 넓고 누진세제를 택하고 있는 
국내세법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순서로 홍콩에서 
1 차적으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공제받는 방식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임 
 
(※) 개인별 소득의 성격과 내용이 다르고 국가별로 
원천소득의 분류기준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이중과세조정 
메커니즘을 활용시에는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함 

기타 특별규정  
1) 무차별 
2) 상호합의절차 
3) 정보교환 
4) 적용지역의 확대 
5) 외교관 및 영사 

 

 금융기관 보유한 정보 및 조세기관이 보유한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한 과세 
관련정보를 교환가능 

 

 

효력규정 발효일: 2016 년 9 월 27 일(실무적으로는 2017 년 4 월 1 일(홍콩의 매 
과세기간 시작일) 발생거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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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1. 원천지국(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비거주자(홍콩)에 대한 원천세율 및 한홍조세조약상 한계세율 적용 효과의 실익분석 
 

거래흐름 소득구분 
원천세율(*1) 
(원천지국) 

조세조약 
한계세율 

조세조약에 
따른 효과(*2) 

IL SHIN Comment(홍콩투자자 관점) 

한국(원천지국) 
 
▼  
 

홍콩(거주지국) 
 

배당 22% 
10% (과점주주)/ 

15% (비과점주주) 
7~12% 

 25% 이상 지분율은 과점주주로 분류함 
 배당소득은 홍콩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한계세율 적용으로 
홍콩투자자에 대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 

이자 
22%(개인)/ 
15.4%(회사채 등) 

0%(정부공채) 
/10%(기타) 

5.4~12% 
 회사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원천세율 적용 
 홍콩투자자의 경우 한계세율적용으로 전체적인 세부담 감소(*3)  

사용료 22% 10% 12%  

부동산(임대)소득 종합과세 규정 없음 
n/a(추가적인 
실익 없음)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한 원천지국에 과세권한 있음 

유가증권양도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로 종결) 

규정 없음 n/a 
 한국이 맺은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지분증권의 양도소득은 한국에 
과세권을 두고 있음 

기타자산 양도 분류과세/종합과세 규정 없음 n/a 
 개인은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 법인은 종합과세 
 부동산, 부동산과다주식 등의 양도는 부동산이 소재한 원천지국에서 
개인소득 또는 법인소득 과세 

(*1) 원천세율은 주민세 포함하여 법인기준으로 요약함. 홍콩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은 16.5%, 개인은 15% 적용하며 소득할 주민세는 없음 
(*2) 홍콩세법은 지역주의과세원칙(Territorial Concept)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홍콩거주자의 역외원천소득이나 자본소득은 비과세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양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즉, 세무상 부담 경감측면에서 볼 때 조세조약에 따른 한계세율적용이 가져올 실익은 없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3) 2016 년부터 6 월 개정된 홍콩세법상 Intra Group Financing 등 해외관계사금융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홍콩법인(Treasury Centre)의 경우에는 역외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간주익금조항(Deeming Provision for Interest Income)을 적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조세조약 적용으로 반드시 세부담 경감효과를 얻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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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2. 원천지국(홍콩)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비거주자(한국)에 대한 원천세율 및 한홍조세조약상 한계세율 적용효과의 실익분석 
  

 
거래흐름 소득구분 

원천세율(*1) 
(원천지국) 

조세조약 
한계세율 

조세조약에 
따른 효과(*2) 

IL SHIN Comment (한국투자자 관점) 

홍콩(원천지국) 
 
▼  
 

한국(거주지국) 
 
 

배당 비과세 10% n/a  배당소득은 전형적인 비과세 항목(자본적 수익) 
이자 원천징수 안함 10% n/a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요구되지 않음 

사용료 
4.95% (제 3 자) / 16.5% 
(특수관계자) 

10% 제한적 

 사용료수익(Royalty) 외에 연예인 등의 공연수익에 대해서는 홍콩내 
원천징수 규정 준수 요함 

 홍콩거주자에 대한 IP 라이센싱에 따른 비거주자의 로열티수익 등은 
홍콩원천소득으로 간주(단, 홍콩에서 개발된 IP 가 아니거나 홍콩내 
수익창출에 관련이 없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로열티비용 등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특수관계자에 대한 일반세율(16.5%)적용은 조세회피방지(Anti-
Avoidance)배경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조약상 제한세율(10%)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됨 

부동산(임대)소득 
개인: 15% (Property Tax: 
부동산임대소득세) / 
법인: 16.5% 

규정 없음 n/a 

 홍콩소재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홍콩이 과세권 보유 
 사업자인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인정필요경비 만을 
계상하는 Property Tax 보다 사업상 일반경비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Profit 
Tax 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자산양도 
부동산: 종합과세 
(자본적 수익거래는 
비과세) (*3) 

규정 없음 n/a 

 기초자산의 형태와 상관없이 자본적성격의 거래로 인정되면 홍콩세법상 
비과세되나 비즈니스 성격(경상적 수익거래)의 부동산 매각은 과세거래로 
해석되어 홍콩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신고해야 함 (*4)  

 자산양도시 자본적 또는 경상적 수익인지 여부는 매각목적, 보유기간, 
거래성격, 유사 거래빈도 등 기준(Badges of Trade)를 케이스별로 판단 

(*1) 원천세율은 주민세 포함하여 법인기준으로 요약함. 홍콩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은 16.5%, 개인은 15% 적용하며 소득할 주민세는 없음 
(*2) 홍콩세법은 지역주의과세원칙(Territorial Concept)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홍콩거주자의 역외원천소득이나 자본소득은 비과세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양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즉, 세무상 부담 경감측면에서 볼 때 조세조약에 따른 한계세율적용이 가져올 실익은 없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3) 경상수익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양도거래의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홍콩에 있으므로 독립된 사업소득으로 구분경리하여 신고납부. 소득세 이외에 비거주자에 의한 주거용 주택에 대한 
매매거래는 Special Stamp Duty (특별인지세) 등이 부가됨 
(*4) 투자자산 등의 처분으로 자본적 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 홍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거주지국인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과세. 비거주자가 보유한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홍콩내 
별도의 원천징수의무 조항이 없는 바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과세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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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홍콩 Salaries Tax(급여소득세) 상 급여소득의 구분 및 판단기준  
 

파견주재원의 근로소득 구분 Hong Kong Salaries Tax 상 과세기준 IL SHIN Comment (홍콩내 세무상 처리) 

등기이사 보수  이사보수는 근로제공과 상관없는 소득이므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라 과세권 판단 

 비거주자 또는 비상근 체류자여도 회사의 경영, 관리통제장소가 
홍콩에 있으면 100% 과세가능 (한홍 조세조약 제 15 조)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국세청 또는 홍콩세무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홍콩세법상으로는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별도의 이중과세조정 메커니즘을 두고 있지 아니함 

외국근로계약(Non-Hong Kong 
Employment*)에 따른 급여 
 
(*)외국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고용주가 비거주자이고 외국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계약 (s.8(1A)(a)) 
 
 
(예) 한국본사의 근로자로서 홍콩내 근로 
수행을 위해 단기간 파견되어 중 
한국본사에서 한국계좌로 수령하는 급여  
 

 홍콩에서 단기적으로 파견되거나 출장 베이스로 홍콩내 
근로활동을 제공하는 경우 홍콩체류일수(Days in Days out Time 
Apportionment)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  
 

 고용소득의 경우 아래 3 가지 조건(모두 만족기준)에 따라 
과세권 여부 판단하여 한국에서만 과세(한홍 조세조약 제 14 조 
2 항 적용):  
 
1) 홍콩내 체류기간이 과세연도(12 개월) 중 연속 또는 

누적하여 183 일을 초과하지 않고  
2) 그 보수가 한국거주자인 고용주 또는 대리인에 의해 

지급되고  
3) 그 보수가 한국거주자인 고용주가 보유한 홍콩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홍콩내 Salaries Tax 신고> 
 

 홍콩정부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대상 소득은 지급주체를 
불문하고 모든 외국소득을 포함하며, 체류일수를 기준으로 안분된 
소득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기술적 조정이 없음 
 

 만약, 파견근로자가 형식에도 불구하고 Full Time Basis 로 홍콩에 
파견된 경우라면 당해 계약의 실질은 홍콩근로계약이므로 이때에는 
일할 안분방식이 아니라 한국 및 홍콩내 소득을 홍콩 Salaries Tax 에 
전부 신고할 의무가 있음(실질적으로 홍콩근로계약으로 간주가능) 

 
 홍콩에 과세권이 없는 경우: 홍콩세법은 원칙적으로 외국근로계약에 
대해 안분계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상 한국정부에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중과세방지(면세)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홍콩근로계약((Hong Kong Employment)에 
따른 급여 
(예) 한국본사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홍콩자회사/지점에 파견되어 주재수당 또는 
기본급을 받는 한국주재원 

 홍콩근로계약으로 보는 경우 지급지와 상관없이 한국 및 홍콩의 
모든 소득을 홍콩세무국에 신고할 의무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합산신고 하되 당해 소득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Tax Credit) 또는 면세(Tax Exemption) 신청 
(IRO s8(1A)(c)) (*1)  
 

 
 

(*1) IRO section 8(1A)(c)에 따라 Tax Exemption 또는 Tax Credit 방식의 이중과세방지 메커니즘 신청가능.  면세 및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할 증빙서류의 예시; 
 employment contract 
 letter of assignment to Hong Kong (for expatriates coming to work in Hong Kong) 
 tax payment notices or receipts issued by tax authorities outside Hong Kong 
 passport or another travel document showing applicant’s movements into and outside Hong Kong in the relevant year of assessment 
 schedule of movements into and outside Hong Kong in the relevant year of assessment (1/4/yyyy – 31/3/y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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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1. <Case Study> 한국과 홍콩에서 동시에 근로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 홍콩세법상 과세처리 및 이중과세조정 예상 (예: 본사와 
홍콩에서 동시에 직급을 겸직하는 파견임직원의 경우) (*1) 
 

Case 
홍콩 

누적체류일수 
본사 

급여부담여부 
지점 등 

급여 부담여부 

3 가지 
판단기준 

적용시 과세권 

홍콩세법상 근로계약의  
성격판단 (HK vs Non-HK) 

홍콩세법상 
세무신고의무 

이중과세조정(홍콩) (*2) 

사례 1:  
단기 출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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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단기출장 
용역수행 

60 일 
초과~183 일 

미만 
○ X 한국 

외국근로계약으로 보아 안분계산이 
원칙이나 한홍조세조약상 
거주자판단기준 만족시 홍콩에서 
면세 가능 추정 (Fact 판단 요함) 

한국에 과세권 있는 
경우 면세신청 

명시적 기술 없으나 
면세신청가능 예상 

사례 3: 
홍콩파견주재원 

60 일 
초과~183 일 

미만 
○ ○ 홍콩 

183 일을 미만이라도 지점에 
배속되어 full time 주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홍콩근로계약으로 해석 
추정(Fact 판단 요함)  

모든 소득 신고 
면세신청 또는 한국내 
원천징수세액 세액공제 
(IRO section 8(1A)(c)) 

사례 4: 
홍콩파견주재원 

183 일 초과 ○ ○ 홍콩 
홍콩근로계약으로 홍콩에 과세권 
있음 

모든 소득 신고 상동 

사례 5: 
비거주 장기출장 

183 일 초과 ○ X 홍콩 외국근로계약 안분소득(체류일수) 없음 

(*1) 상기 예시는 제한적인 가정하에서 구분한 것이므로 실제 사례에 대한 Fact Finding 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임원인 경우 등기이사의 보수는 근로제공 
대가와는 상관없으므로 상기 분석에서 고려하지 아니함 (등기이사 보수는 근로수행과 상관없이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과세여부 판단)  
(*2) 상기 사례 모두 본사에서 파견된 형식으로 국내세법상으로는 거주자로 간주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술적으로는 홍콩의 이중과세조정 보다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소득을 신고하고 이중과세 
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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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이중과세방지 메커니즘 
 

I. 한국 국내세법상 이중과세조정 방식 
거주자 조정대상액 조정방법(원칙) 대상 IL SHIN Comment 

한국(법인) 직접외국납부

세액 
 국내, 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법에서 공제(국가별 공제한도, 5 년 이월공제) 
또는 손금산입 방법 중 선택 

 국외사업장이 2 개이상의 국가인 경우 국가별로 구분계산하며 
기존의 일괄법은 폐지 

 법인세신고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제출 (예외적인 경우 
외국정부의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1))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조세조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즉, 부가가치세, 소비세, 증치세, 영업세, 매출세 등은 
소득세가 아니므로 제외되며 가산금, 가산세 등도 불포함)  

 

법인  홍콩의 경우, 급여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은 매년 3 월말 
과세기간이 기산되고 과세기간이 선택가능한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도 익년 3 월말 이후 과세신고서류가 고지되므로, 
실무적으로 홍콩세무국의 결정고지시점은 빨라도 익년 6 월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한국의 세무신고기한 (법인세신고: 익년 3 월말, 
개인 종합소득신고: 익년 5 월말)에 맞춰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홍콩정부의 납부세액 결정 
고지(Demand Note) 이후 2 개월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사후적으로 경정청구 

 조약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과세당국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간주납부세액 
(조세감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간주납부세액공제 가능(방법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과 동일)  

법인  한홍 조세조약에는 간주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적용 불가함 

간접외국납부

세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이익배당이나 잉여금분배액이 포함된 경우 당해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공제대상 외국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요건(25%), 6 개월 이상 
계속보유 등 조건 충족 

 공제방법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과 동일함 

법인  2015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외국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었으며 지분보유 요건도 10%에서 25%로 엄격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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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이중과세방지 메커니즘 (계속) 
 

I. 한국 국내세법상 이중과세조정 방식 
거주자 조정대상액 조정방법(원칙) 대상 IL SHIN Comment 

한국 
(파견근로
자) 

직접외국납부

세액(*2)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로서 외국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 한국 및 홍콩에서 모두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조세조약과 상관없이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현지외국법인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내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수행(소득세법§20 조, 127 조, 137 조) 

 또한 한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수행 요함(소득세법§70 조) 

 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 파견 근로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개인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세법상 1 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도 거주자로 간주 하므로 
한국에서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신고해야하고, 동시에 
홍콩은 조세조약상 용역수행지국 과세에 의거하여 우선적인 
과세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이중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홍콩의 경우 근로계약의 판단문제와 안분계산 조항이 
있으므로, 한국 파견근로자의 이중과세조정은 홍콩내에서 
1 차적으로 확정한 납부한 급여소득세를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간편함 (*2) 

II. 홍콩세법상 이중과세조정 방식 
거주자 조정대상액 조정방법(원칙) 대상 IL SHIN Comment 

홍콩 (회사) 외국납부세액  소득세(Profit tax)와 동일한 성격의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증치세, 영업세, 부가가치세 등은 
소득세가 아니므로 손금산입 방식 허용 

법인 이중과세조정을 신청할 때에 외국납부세액의 성격을 
식별하여야 함  

홍콩 (개인) 외국납부세액

공제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 
또는 기간안분 
과세 
 
 

 홍콩근로계약인 경우,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서 과세된 경우: 지역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역외수행 근로와 관련하여 당해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소득은 면세처리(IRO s.8(1A)(c)) 

 조세조약 체결국가에서 과세된 경우: 세액공제 허용 (*3)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단기 근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근로계약(IRO s.8(1A)(a))인 경우에는 홍콩내 체류기간에 따라 
과세소득을 일할안분과세 

개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장소, 고용인의 홍콩거주자 여부, 급여의 
지급장소 등에 따라 한국주재원에 대해 현지법인이 지급하는 
수당이외에 한국모회사의 급여는 외국/홍콩근로계약인지 
성격분류에 따라 상이한 접근 필요함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이사보수에 대해서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홍콩에서 전액과세 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 등의 
이중과세 메커니즘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됨 

(*1) 상이한 과세기간,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의 지연, 또는 외국정부의 법인세 경정으로 납부세액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기존은 45 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요함 
(*2) 대체적인 방법으로 파견임직원에 대해 한국모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를 자회사가 전액 부담하여 복잡한 이중과세 조정절차를 줄이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만함  
(*3) 한홍조세조약 발효 전에는 세액공제 방법은 허용되지 않았음.  홍콩역외에서 근로활동을 제공하고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음을 인정받을 때에만 면세처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