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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홍콩의 공사조례(Company Ordinance)는 회사의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한국 상법의 회사법

에 해당하는 법률입니다. 공사조례는 홍콩법인의 설립과 운영 관리 및 기업거버넌스와 상법상 이해관계

자들의 법적질서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홍콩회사의 주주와 경영진이라면 관심을 두고 폭넓은 이

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의 공사조례는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현대적인 회사법 제도를 확립하

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물로서 새로운 공

사조례가 2014년 3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일신회계법인(IL SHIN CPA Limited) 및 일신기업컨설팅(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imited) 

(이하 “일신”)의 고객 및 홍콩에 비스니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새로운 공사조례 (이하 “신 공사조

례”)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요약정리하여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구성

에 있어서는 주로 홍콩정부가 발표한 주요 개정내용 및 Q&A자료 등을 참고로 저희 일신의 전문가들이 

법인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선택적으로 국문번역과 주해를 달았습니다.   

또한, 신 공사조례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요한 변화에 대해 한국 경영진 및 기업실무자의 개괄적인 이해

를 돕는 목적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실무적인 적용시에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관련규정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본 책자의 이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책자가 부족하지만 기업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찬수 회계사(+852 

2529 4075, charles.kim@ilshinhk.com) 및 김동언 회계사(+852 3153 5651, andrew.kim@ilshinhk.com)

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신회계법인, 일신기업컨설팅  

대표회계사 김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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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면주식제도의 폐지 
 
(I) 개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기업들이 주식자본을 좀 더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주식을 가진 일반 기업에 대해 의무적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액면주식제도는 폐지하였습니

다. 

액면가는 일반적으로 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 최소 단위 금액입니다. 공사조례의 개정 이전에는 홍콩에 

설립된 주식 소유 기업들은 주식에 할당된 액면금액이 있어야 했었으나, 의무적 무액면주식제도로 전환

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일반액면금액, 주식프리미엄, 수권자본금 필요조건 등의 개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폐지되었습니다. 

신 공사조례는 부수적인 법률제정을 거쳐 2014년부터는 예외없이 모든 홍콩기업에 대해서 “무액면주식” 

제도가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II) Q&A 

 

Q1. 왜 홍콩은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였습니까? 

액면가는 일반적으로 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 최소 단위 금액입니다. 새로운 공사조례는 홍콩 내 주식 소

유 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주식에 대한 액면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주식자본을 보다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Q2. 무액면주와 액면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무액면주와 액면주는 본질적으로 회사의 지분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면에서 같습니다. 차이점은 액면주는 

표면에 기록된 명목상 액면금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무액면주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Q3.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주요 변화는 무엇입니까? 

기존공사조례 Cap.32에 따르면, 홍콩에 설립된 주식 소유 기업들은 주식 한 주에 부여된 액면가, 즉 주

식 한 주가 발행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정해야 했고, 정관에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최대 주식 자본에 

대해 명시해야 했었습니다. (수권자본금 개념) 

발행주식의 액면가 이상 금액은 주식프리미엄으로 지정되었었고, 기존의 공사조례Cap 32.에서는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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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프리미엄을 어떻게 관리하고 회계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액면가, 주식프리미엄, 수권자본금 필요조건 등

의 개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무액면 환경에서, 더 이상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이익을 자본화한다거나 주식자본을 늘리지 않

고도 주식을 발행하거나 보너스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등 주식자본의 변경에 큰 유연성을 가지게 되었

습니다. 

 

Q4. 액면가 없이 우리회사의 주식자본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주식발행총금액은 새로운 제도 하에 모두 자본금으로 회계처리되며 회사의 주식자본이 됩니다. 액면제의 

폐지 후에도 발행 또는 납입자본의 개념은 계속 유지되며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의 일부로 기표됩니다. 

다른 말로, 자본금은 주주로부터 자본출자로 받은 실제 총금액을 나타내게 됩니다. 

납입자본, 발행자본, 주금미납주식 등의 개념은 계속 존재하지만, 액면가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총 납입

자본 또는 발행주식에 대해 납입하기로 약속한 금액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Q5. 액면제 폐지 후에 이사는 주식의 발행가를 정하는 것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사실입니까? 

주식의 발행가는 회사(주식을 발행하는)와 투자자(주식을 신청하고 주주가 되는) 사이의 개별적 계약입

니다. 액면가의 폐지로 주식이 발행되는 최소 가격이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이사가 완전히 발행가에 대

한 자유재량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에게는 여전히 가격을 올바르게 책정할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Q6. 액면제 폐지로 인해 우리 회사의 보너스 주식 (무상 배당주) 발행이 영향을 받게 됩니까? 

아닙니다. 무액면주식제도에서는 자본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지 않고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발행초과금계정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보너스 주식은 계속 발행가능합니다. 

 

Q7. 무액면 제도하에서는 주식이 어떻게 통합되고 세분화됩니까? 

기업들은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주식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무액면주에는 나눌 액면가가 

없지만, 주식수를 늘림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더 적은 수로 주식

을 통합하는 과정은 훨씬 더 간소화되었습니다. 주식자본에 가시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식 수만 줄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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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무액면제”는 언제 시행됩니까? 

2014년 3월 3일 새로운 공사조례의 발효와 함께 “무액면가”제도도 동시에 시행될 것입니다. 

 

Q9. 액면제 폐지는 새로운 기업들에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제도는 새로운 법령 발효 전 또는 후 설립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됩니

다. Section 135에 기업의 주식은 무액면이며, 이는 새 법령 발효 전에 발행된 주식과 이후에 발행된 주

식 모두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10. 액면가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사록 작성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법령 발효일 이전이나 이후에 발행된 모든 주식은 액면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발효일 이

전에 발행된 모든 주식은 액면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Q11. 우리 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계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액면가의 폐지와 함께 “주식발행초과금계정”은 없어집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schedule 11의 Section 37

에 기존의 주식자본과 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을 통합하기 위한 과도기적 지침이 제시되어 있습니

다. 새로운 공사조례 발효일에 아직 존재하는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은 이미 허가된 용도로는 사용 가능합

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회사는 기존의 주식발행초과금계정의 잔액에 대한 기록을 계속 보관해야 합니

다. 

 

Q12. 우리 회사에는 “자본상환적립금”이 있습니다. 주식의 액면제 폐지가 이것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발효일에 자본상환적립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회사의 주식자본의 일부가 

됩니다. 

 

Q13. 주식발행초과금과 자본상환적립금을 주식자본으로 변경하기 위해 회사가 준비해야 할 단계나 통과

시켜야 할 결의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Q11과 Q12에서 설명했듯이, 이를 위하여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과도기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계적인 관점에서, 회사가 해야 할 것은 주식발행초과금계정이나 자본상환적립금계정에 있는 

금액을 새로운 공사조례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주식자본으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시행

일 이전에 결산한 재무제표는 주식발행초과금계정과 자본상환적립금계정을 표시해야합니다. 새로운 공사

조례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결산한 재무제표는 주식발행초과금계정과 자본상환적립금계정에서 주식자

본계정으로 잔액이 이체되었음을 반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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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액면제의 폐지는 주주의 부채에 영향을 줍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공사조례의 시행 이전에 발행되었으나 아직 납입이 마무리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주

주의 지불책임은 (그것이 일반주식이던 프리미엄이던) 주식의 액면가가 폐지된 사실에 대해 아무런 영향

을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schedule 11의 39항을 참고하십시오) 주주는 미납입 자본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있습니다. 

 

Q15. 액면제의 폐지와 함께 기존 회사들이 정관에 명시된 액면주 관련 항목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새로운 공사조례의 시작과 함께 정관에 명시된 수권자본금이나 액면가에 대한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간

주합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schedule 11에 무액면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과도기적 지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Q16. 우리회사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회사 주식의 액면가가 표시된 주식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결

의안과 주식증서는 액면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Schedule 11의 Section40에 따르면 공사조례 발효이전에 작성된 i) 회사의 

의사록 ii) 신탁증서 또는 다른 서류들에 액면가로 언급된 것은 새로운 공사조례 시행일 직전의 액면가

로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17. 우리 회사가 계약한 일부 계약서에 액면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까? 

새로운 공사조례Schedule 11의 Section 35~41에는 액면가 및 관련 개념으로 정의된 계약상의 권리가 

액면제의 폐지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도기적 지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과도기적 

지침을 통해 기업들은 업무, 비용 및 시간을 상당히 절감하고 발생가능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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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공개법인의 기업이사 제한 
 
(I) 개요 

 
새로운 공사조례는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모든 비공개법인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연인 이

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456에는 공개기업, 보증에 의해 설립한 유한회사 및 상장기업을 주주로 둔 기

업의 주주인 비공개법인에 대해 법인이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적어도 

한 사람의 자연인 이사를 둔 비공개법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사조례의 Section 456에 따라, 기업등록국은 이 요건 충족을 위해 회사로 하여금 자연인 이사

를 임명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 및 모든 책임자는 각각 

HK$100,0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계속된 위반에 대해서는 일일 HK$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II) Q&A 

 
Q1. 새로운 공사조례 시행과 함께 비공개법인의 이사선임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457(2)는 모든 비공개법인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연인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비공개법인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연인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새로운 요건을 도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비공개법인의 이사선임에 대한 새로운 요건은 이사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Q3. 비공개법인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연인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요건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부수적인 법률이 제정되고 나면 2014년 3월 3일에 새로운 공사조례가 발효됩니다. 이 새로운 공사조례 

시행과 함께 비공개법인이 한 명 이상의 자연인 이사를 두도록 하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기존 공사조례 

하에 등록된 회사에 대해서는 아래의 Q4를 참고하십시오. 

 

Q4. 기존 공사조례 하에 등록된 비공개법인들이 최소 한 명의 자연인 이사를 두도록 하는 새로운 요건

의 실행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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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사조례 Schedule 11 의Section 89(1)과89(2)에 따라, 기존 비공개법인들은 새로운 공사조례 발

효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645 에 따라 신임이사의 선임시, 관

련양식을 통해 15일 이내에 기업기업등록국에 보고해야합니다. 

 

Q5. 새로운 공사조례 하에 설립된 비공개 법인들에 대해서도 최소 한 명의 자연인 이사를 두도록 하는 

새로운 요건에 대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유예기간은 기존 공사조례 하에 설립된 비공개 법인에게만 제공됩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하에 

설립된 비공개 법인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연인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Q6. 만약 비공개법인이 최소 1인의 자연인 이사를 두도록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어떤 결

과가 발생합니까?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458에 따라, 기업등록국은 회사로 하여금 자연인 이사를 선임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 및 모든 책임자는 각각 HK$100,000의 벌금을 부

과받고, 계속된 위반에 대해서는 일일 HK$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7. 새로운 공사조례에 기업이사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있습니까?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456에서는 공개기업, 보증에 의해 설립된 유한회사 및 상장기업을 주주로 둔 

기업의 주주인 비공개 법인에 대해 기업이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은 투명성과 

책임감 향상을 위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연인 이사를 둔 비공개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8. 새로운 공사조례 시행이후에도 법인이 비공개 법인의 이사로 선임되고 활동할 수 있습니까? 

상장기업을 주주로 둔 회사의 주주가 아닌 비공개 법인이라면 법인이 이사로 임명되고 활동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457은 모든 비공개법인은 적어도 한 명의 자

연인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9. 기존 공사조례 하에 휴면기업으로 등록된 비공개 법인도 새로운 공사조례 시행과 함께 최소 1인의 

자연인 이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공사조례Section 5(5)에 의하여 기존 휴면기업은 휴면상태를 마쳤을 때 최소 1인의 자

연인 이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Schedule 11의Section 89(3)과 (4)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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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최소 1인의 자연인 이사를 두도록 하는 조항은 홍콩에 등록된 비홍콩법인에도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요건은 홍콩 내 비공개법인에만 해당됩니다. 

 

 

3. 감사보고서 내용관련 위반사항 
 
(I) 개요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408에 감사보고서 상의 내용누락과 관련하여 새로운 위반사항이 명시되었습니

다. 

회사의 재무제표가 중요성 관점에서 회계기록과 일치하지 않거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설명

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Section 407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당해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specified statement”). 구 공사조례의 Section 141 (Cap. 32)에도 유사한 요건이 있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공사조례에 따라 감사인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감사보고서에 앞에서 언급한 문구를 누락할 

때에는 최고 HK$150,000의 벌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II) Q&A 

 

Q1. 새로운 공사조례에 감사보고서 관한 새 조항이 있습니까? 

Section 408에 감사보고서 내 specified statement 누락과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Q2. 감사보고서 내 specified statement누락과 관련하여 새로운 조항 도입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회사의 재무제표가 중대한 측면에서 회계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Section 407에 의하여 감사인은 이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명시해야 합

니다. 기존 공사조례 Section 141 (Cap. 32)에 유사한 요건이 있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Section 408은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및 전문가적 정직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Q3.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408을 준수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Q2에서 언급한 문장이 감사보고서에 고의적으로 누락될 경우 아래와 같은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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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감사인이 개인인 경우: 감사인과 감사인의 지위로 임명 가능한 모든 직원 및 대리인  

b) 감사인이 파트너쉽인 경우: 모든 감사인과 감사인의 지위로 임명 가능한 모든 파트너, 직원 및 

대리인 

c) 감사인이 법인인 경우: 감사인의 지위로 임명 가능한 모든 임원, 직원 및 대리인 

 

Q4. 회사의 감사인으로 임명 가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393(1)에 따라 아래의 개인 또는 조직이 감사인으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a) 활동 중인 공인회계사 보유 법인 

b) 활동 중인 공인회계사 

c) 공인회계사 조례 하에 등록된 법인 

 

Q5. 감사인이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408(1)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감사인은 HK$150,000 이하의 벌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Q6. Section 408(1)에 따라 감사보조자(견습직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고의적 혹은 중대한 과실로 누락할 경우 감사보조자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4. 감사인의 권한 강화 
 
(I) 개요 

 

새로운 공사조례는 감사인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412에 따르면, 감사인은 홍콩 

법인 자회사의 회계기록 책임자를 포함하여 넓은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사조례는 감사인에게 홍콩법인의 해외 법인 자회사의 회계책임자로부터도 수행업무에 대한 설

명과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정보나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HK$25,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만약 이러

한 위반사항이 계속된다면 일일 HK$700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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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Q&A 

 

Q1. 새로 도입된 공사조례 규정에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

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사조례는 감사인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412에 따라, 감

사인은 홍콩법인 및 홍콩자회사의 회계기록 책임자를 포함하여 넓은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대한 정보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홍콩법인의 해외자회사의 회계책임자에게도 업무에 대한 정보와 설명

을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Q2.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412에 따라 누가 감사인에게 정보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까? 

Section 412에 따라 정보 및 설명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회사 임원 

b) 홍콩자회사 

c) 홍콩자회사의 임원 또는 감사인 

d) 회사나 자회사의 장부 책임자 

e) 정보나 설명과 관련이 있는 상기 개인이나 법인 

새로운 공사조례는 감사인에게 해외자회사의 회계담당자에게도 업무에 대한 정보와 설명을 요구할 권한

을 부여합니다.  

 

Q3.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412에 따라 감사인에게 정보 및 설명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감사에 필요한 정보나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HK$25,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만약 이러한 위

반사항이 계속된다면 일일 HK$700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해외 자회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나 설명을 얻기 위한 회사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회사와 책임

이 있는 회사의 모든 개인은 HK$25,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위반사항이 지속될 경우 일일 

HK$700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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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주지 주소와 ID번호의 제한적 공개 
 
(I) 개요 

 

새로운 공사조례의 신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자료에 대한 공시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위

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3년 1월 기준으로 기업등기부에는 백만명 이상의 현, 전

직 등재이사의 개인정보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b) 새로운 공사조례의 section 54에 따르면, 등재이사의 거주지 주소와 개인 ID번호 전체가 공시되

지는 않게 됩니다. 

c) 등재이사의 경우,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거주지 주소 이외에 연락가능 주소지를 기재하도록 하

고 있으며, 이 연락가능 주소지만 기업등기부에 공시되게 됩니다. 

d) 개인의 ID번호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A123***(*)와 같이 일부 번호가 가려진 채 공시됩니다. 

e) Section 49에서 이미 거주지 주소와 ID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자료들은 신청 및 비용지불에 의해

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f) Section 55와 56에 따르면, 기업등기부상에 공시된 연락가능 주소지로 등재이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등록국에서는 등재이사의 진술 및 관련 회사를 감안하여 등재이사의 거주지 

주소를 연락가능 주소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등재이사의 거주지 주소를 연락가능 주소로 공시

한다는 기업등록국의 이러한 조치는 5년간 유효합니다. 

g) Section 52와 59에 따르면, 회사의 채권자나 회사에 대해 충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원에 

신청을 통해 제한된 정보에 대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h) 회사의 주주나, 공무원, 공적기관, 청산인 및 특정 선임인은 제한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Memorandum of Association폐지 및 정관 관련사항 
 
(I) 개요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정관에서 Memorandum of Association 부분을 폐지합니다. 새로운 공사조례이후 

등록된 홍콩법인들은 Articles of Association만 갖추면 됩니다.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기존 공사조례에 

의하여 Memorandum of Association에 수록되었던 내용들은 Articles of Association에 수록 됩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하에 설립된 법인들의Articles of Association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의무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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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명칭 

• 주주대여규정 (Section 83) 

• 주주대여 또는 출자금관련 규정 (유한회사) (Section 84) 

• 자본과 초기 지분구조 (주식회사) 

Section 103항에서 부여하는 라이센스로 설립되는 단체나 그와 같은 라이센스로 설립되는 법인의 

Articles of Association은 라이센스가 효력이 있는 동안의 법인의 사업목적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사조례에서 Financial Secretary는 Model Article(‘표준정관’)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Model Articles는 기업 정관의 의무조항에 추가 될 것입니다. 

 
(II) Q&A 

 

Q1. 새로운 공사조례에서 로컬 기업의 내규 관련 문서에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존 공사조례하에 설립된 홍콩기업은 Memorandum of Association과 Articles of Association을 갖춰야 

했었습니다만,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Memorandum of Association은 폐지되었고, Articles of Association

만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Memorandum of Association에 수록되었던 내용들은 Articles of Association

에 수록될 것입니다. 

 

Q2. 기업의 Memorandum of Association를 폐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Memorandum of Association은 기업의 사업목적 조항을 포함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기업의 능력에 

대한 제한규정이 폐지되면서 이 사업목적 조항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모든 기업들은 이제 자

연인과 같은 권한과 능력을 갖습니다. 사업목적 조항과 수권자본(무액면 제도로 이전함에 따라 삭제됨)

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Articles of Association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별도의 법률적 

문서로 Memorandum of Association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Memorandum of Association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Q3. Memorandum of Association의 폐지는 새로운 회사에만 적용됩니까?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Memorandum of Association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기존의 법인에 대해서는 새

로운 공사조례 발효 직전 Memorandum of Association에 명시된 내용은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98에 

의하여 Articles of Association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등록된 수권자본에 대한 내용 및 주식자본을 액

면가액의 주식으로 나누는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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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기존의 기업들이 새로운 공사조례에서 Memorandum of Association을 폐지함에 따라 기업내규에 

대한 문서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 기존의 정관 내용 중 새로운 공사조례에 맞추

어 변경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Q3질문의 대한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Q5. Memorandum of Association의 폐지와 더불어 새로운 공사조례 하에 설립되는 회사들이 Articles 

of Association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할 문구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공사조례 하에 설립되는 회사들은 Articles of Association에 다음의 문구를 꼭 명시해야 합니다. 

• 회사의 명칭 

• 유한(책임)회사의 Articles of Association에는 주주들의 책임이 유한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 무한(책임)회사의 Articles of Association에는 주주들의 책임이 무한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 유한(책임)주식회사의 Articles of Association는 주주들의 책임이 보유한 주식의 미납자본금에 대

해서도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는 회사의 각 멤버는 본인이 회사의 멤버로 있는 동안이나 멤버를 사임한

지 1년 이내에 회사가 정리될 경우, 각 멤버는 명시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

액만큼 회사의 자산에 기여해야 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 주식자본이 있는 회사는 자본금과 초기 지분구조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 103항에서 인정하는 라이센스로 설립되는 단체나 그와 같은 라이센스로 설립되는 법인의

Articles of Association는 라이센스가 효력이 있는 동안 법인의 목적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그 

이외의 회사들은 Articles of Association에 목적조항을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명시해도 무방합니

다. 

• 주식자본을 가진 회사의 Articles of Association에 회사가 발행가능한 최대주식수를 표기해도 됩

니다만,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Q6. Model Article(표준정관)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Model Article이 회

사의 Article의 일부로 됩니까? 

새로운 공사조례에서 재무비서역은 Model Article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공사조

례 First schedule의 표A와 C를 대신하고 새로운 공사조례 발효 이후에 설립된 회사들에 적용됩니다. 

Model Articles Notice (L.N. 77, 2013)에는 유한책임상장회사 (schedule 1), 유한책임비상장회사 

(schedule 2), 무자본유한회사 (schedule 3)에 적용되는 Model Article이 나와 있습니다. 회사들은 일부 

또는 전문을 채택할 수 있으며, 설립시 제정된 규정들이 Model Article의 규정을 변경 또는 제외하지 않

는 한, Model Article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회사의 등록된 정관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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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해서는 법인의 형태에 해당하는 Model Article이 법인의 정관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7. 어디서 Model Article을 참고할 수 있습니까? 

Q6에 언급된 형태의 회사들을 위한 Model Article은 Companies (Model Articles) Notice (L.N. 77 of 2013)

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r.gov.hk/en/companies_ordinance/docs/sub_legislation_ln77-e.pdf 

 

Q8. 새로운 공사조례의 시행이후 기존 공사조례 First Schedule, 표A의 적용여부는 어떻게 바뀝니까? 

표A는 아직까지 새로운 공사조례에 관련하여 수정된 바가 없으므로 표A를 사용한 기업들에 대해 지속

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Q9. 새로운 공사조례로 인해 우리 회사 Articles of Association중에 무효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cr.gov.hk/en/companies_ordinance/docs/articles_made_void-e.pdf 

 

Q10. 기존 공사조례 하에 등록된 회사들은 새로운 공사조례의 새로운 시행계획의 좋은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들은 주식의 취득 관련 재정적 도움에 대한 부분, 법정을 거치지 않는 감자에 대한 부분, 새로운 무

액면 제도로 인한 이익의 자본화에 대한 부분 등, 현재의 규정에 새로운 공사조례의 새로운 실행계획을 

반영하여 혜택을 볼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Q11. Model Article은 누가 적용합니까? 

Model Article새로운 공사조례 시행 후 설립된 주식에 의한 공개 및 비공개 회사와 보증에 의한 유한회

사가 적용할 수 있으며, 전문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들은 일부 또는 전문을 채택할 수 있으며, 설립시 제정된 규정들이 Model Article의 규정을 변경 또

는 제외하지 않는 한, Model Article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12.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법인에 대한 model article도 제공됩니까? 

http://www.cr.gov.hk/en/companies_ordinance/docs/sub_legislation_ln77-e.pdf
http://www.cr.gov.hk/en/companies_ordinance/docs/sub_legislation_ln77-e.pdf
http://www.cr.gov.hk/en/companies_ordinance/docs/sub_legislation_ln77-e.pdf
http://www.cr.gov.hk/en/companies_ordinance/docs/articles_made_vo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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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회사와 같은 형태의 회사는 비교적 드물기도 하고 평준화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Model Article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7. 홍콩기업의 연차보고 
 
(I) 개요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612에 따라 정기주주총회가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사조례에서 공

개법인과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연차보고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달력 상의 날짜 대신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보고를 제출하게 됩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662(3)과 (4)에 따라 공개기업이나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는 재무제표, 이사보

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원본대조필과 함께 신고 기준일로부터 42일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공개법인의 신고기준일은 회계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고,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는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회계기간은 법인의 연간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기준 재무

보고기간입니다. 예를들어, 법인이 매년 재무제표를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작성한다면, 법인의 회계기간

은 같은 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비공개법인의 연차보고서 제출에 요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662(1)과 (2) 항에 의하여 

비공개법인은 매해 법인설립일로부터 42일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II) Q&A 

 
비공개법인 

Q1. 새로운 공사조례에서 주식으로 제한된 비공개법인들의 연차보고서 제출 요건에 변화가 있습니까? 

비공개 법인의 연차보고서 제출 요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Q2. 새로운 공사조례 하에서 설립되고 등록된 비공개법인은 첫번째 연차보고서를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제출 요건은 이전 공사조례에서와 동일합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하에 설립되고 등록된 비공개법인은 새

로운 공사조례 Section 662(1)과 (2)에 의하여 첫번째 설립일 이후 42일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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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인 

Q3. 새로운 공사조례 하에서 공개법인의 연차보고서 제출요건에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개법인의 연차보고서는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612에 따라 정기주주총회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정기주주총회 날짜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662(3)과 (4)에 따라, 공개법인의 연차보고서는 재무제표, 이사회보고서 및 감

사보고서의 공증본과 함께 기업의 신고기준일, 즉 기업의 회계결산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기간은 기업의 연간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기준기간입니다. 예를들어 법인

이 재무제표를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작성한다면, 회계기간은 같은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입니다. 

달력 상의 날짜가 아닌 기업의 회계연도를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상장기업의 연차보고서에서 주주 세부사항 보고요건에 대해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Schedule 6의 section 2에 따라, 상장기업은 기업의 신고기준일을 기준으

로 발행주식의 5% 또는 그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공개기업의 연차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언제부터 새로운 공사조례의 요건이 적용됩니까? 

기존의 공개기업에게는 새로운 공사조례 시행일 또는 그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하에 등록된 공개기업에게는 첫번째 연차보고서부터 적용됩니다. 첫번째 연차보고서는 

관련재무제표와 이사회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원본대조필과 함께 Q3에 언급된 기업의 신고기준일로부

터 42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 

Q6. 새로운 공사조례 시행과 함께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의 연차보고에 대해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의 경우, Section 612에 따라 정기주주총회가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기주주총회일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Section 662(3)과 (4)(b)에 따라,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의 연차보고서는 관련 재무제표와 이사회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원본대조필과 함께 기업의 신고기준일, 즉 기업의 회계마감일 이후 9개월째 되는 날로

부터 42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회계기간은 기업이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 재무보고기간

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매년 기업이 재무제표를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작성한다면, 회계기간은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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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Q7.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의 연차보고서 제출에 대한 새로운 공사조례의 제출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됩니

까? 

기존의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는 새로운 공사조례 발효일 또는 그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

다. 

새로운 공사조례 하에 설립된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는 첫번째 연차보고서 부터 새로운 요건이 적용됩니

다. 첫번째 연차보고서는 관련 재무제표와 이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원본대조필과 함께 Q6에서 언급한 

기업의 신고기준일로부터 42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타 

 

Q8. 새로운 공사조례 하에서 Certificate of no change형태의 연차보고서를 제출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전 공사조례 Section107(5)와(6)이 새로운 공사조례에서 폐지됨에 따라 더이상 certificate of 

no change형태의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회사등록말소와 등기부활 
 
(I) 개요 

 
회사등록말소 

새로운 공사조례는 자발적인 등록말소 절차를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까지 포함합니다. 일반 비공개 유한

회사와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는 새로운 공사조례의 Section 750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사조례 (Cap. 32) 에 지정된 세 가지 조건인 1) 회사가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

했고, 2) 부채가 없으며, 3) 모든 주주가 등록말소에 동의 했어도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Section 750 (2)

에서 명시된 세가지 조건을 추가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 회사는 모든 소송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며, 

• 회사는 홍콩에 소유한 부동산이 없고, 

• 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의 자산 중에 홍콩 내의 부동산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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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등기부활 

기존의 공사조례 Cap.32에 따르면 제1심 법원에 청구를 통해서만 복원이 가능했었으나, 새로운 공사조

례에서는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도 회사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업등록국에 의해 직권해산된 경우에는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761에 명시된 아래에 조건들이 충족

되는 경우, 행정복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등록국에 의해 해산된 시점에 회사는 운영되고 있었으며, 

• 기업등록국에 의해 해산됐을 당시 홍콩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정부에 귀속된 부동산

을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이의가 없어야 하고, 

• 신청자는 기업등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신 자료들을 지참해야 하며, 

• 기업등록국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등록국에 의해 직권해산된 비홍콩회사도 복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800에 행정 복원을 

위한 다음의 요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복원 신청시 및 기업등록국에 의해 해산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홍콩에 주

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 신청자는 기업등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신 자료들을 지참해야 하고, 

• 기업등록국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운 절차는 등록말소로 해산된 홍콩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Section 765부터 767

이 적용되며 법원을 통해 복원이 가능합니다.  

 

(II) Q&A 

 
Q1. 어느 회사나 새로운 공사조례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비공개 유한회사와 일반 유한회사만 새로운 공사조례에 의해 등록 말소가 가능합니다. 

 

Q2. 기존 공사조례와 비교해서 등록말소에 대한 조건과 요구 사항에 변화가 있습니까? 

예. 공사조례 (Cap. 32)에 규정 된 세 가지 조건, 즉, 회사가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했고, 

부채가 없으며, 모든 주주가 등록 말소에 동의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세 가지 조건이 Section 750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 회사는 모든 소송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며, 

b) 회사는 홍콩에 소유한 부동산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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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회사가 지주 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의 자산 중에 홍콩 내의 부동산이 없을 것. 

 

Q3. 새로운 공사조례에 따른 등록취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문서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지정된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와 국세청에 등록말소에 대한 이의가 없

다는 통지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4. 새로운 공사조례에 의하면 직권해산된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다시 복원 될 수 있습니까? 

등록 말소절차로 인해 해산된 회사는 예전과 같이 제1심 법원에 법인등기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등록국에 의해 해산된 회사는 법원의 명령 또는 행정복원을 통하여 법인등기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행정복원에 대해서는 아래 5번 응답을 참조하십시오. 

법원의 명령을 통한 복원의 경우,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765에 따라 제1심 법원에 복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관련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Q5. 행정복원은 무엇입니까? 

"행정 복원"이란 기업등록국에 의해 소멸한 회사를 다시 기업등기부에 부활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입니다. 

 

Q6. 행정복원 신청은 어느 회사나 가능한가요? 

아니요. 행정복원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등록국에 의해 기업등기부에서 삭제되었어야 하고 이로 인

해 회사가 해산되었어야 합니다. 

 

Q7. 해산된 회사는 언제 행정 복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해산된 홍콩 회사의 경우 해산된 날부터 20년 이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 회사의 경우 기업등

기부에서 삭제된 날부터 6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8. 누가 해산된 회사의 행정 복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까? 

기업등록국에 행정 복원을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산된 홍콩회사의 경우 그 회사의 이사나 주주이었던 자 

• 외국 회사의 경우 현재 당해 회사의 이사나 주주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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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행정복원을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a) 해산된 홍콩회사의 경우 

• 기업등록국에 의해 해산된 시점에 회사는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 만약 기업등록국에 해산됐을 당시 홍콩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정부에 귀속된 부동산

을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이의가 없어야 하고, 

• 신청자는 기업등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신 자료들을 지참해야 합니다. 

 

(b) 외국회사의 경우 

• 복원 신청시 및 기업등록국에 의해 해산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홍콩에 주소

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 신청자는 기업등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신 자료들을 지참하여야 하며,  

• 기업등록국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9. 회사유형과 보증의 의한 유한회사에 대한 변경사항 
 
(I) 개요 

 

새로운 공사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회사의 유형은 총 다섯 가지로 기존의 8가지(Cap.32)에서 간소화 

되었습니다.   

• 주식에 의한 비공개 유한(책임)회사 

• 주식에 의한 공개 유한(책임)회사 

• 보증에 의한 유한(책임)회사 

• 비공개 무한(책임)회사 

• 공개 무한(책임)회사 

Section 17에 따르면, 새로운 공사조례는 기존의 공사조례 하에 설립된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9에 따르면 기존의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 (공개 또는 비공개)”는 별도

의 항목인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에 속하게 됩니다. 이 항목에 속하는 기존의 회사들은 새로운 

공사조례에 명시된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의 요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12에 따르면 기존의 “주식에 의한 공개 유한회사”는 공개회사로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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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회사나 “보증으로 인한 유한회사”와 다릅니다. 이 항목에 속하는 기존 회사들은 새로운 공

사조례에 명시된 공개회사에 해당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 공사조례에서 설립된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가 기존 공사조례 Section29에서 언급하는 비공개회

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9의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회사는 최소 2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고 법인이 이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회사들

은 연차보고서와 함께 공증받은 재무제표, 이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II) Q&A 

 

Q1. 새로운 공사조례에 따르면 회사 유형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새로운 공사조례에 의하면 설립가능 회사의 유형은 5가지로, 기존의 8가지(Cap.32)에서 간소화 되었습

니다. 기존 공사조례와 새로운 공사조례에 명시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공사조례에 명시된 회사 유형 새로운 공사조례에 명시된 회사 유형 

(a) 주식에 의한 비공개 유한회사 

(b) 주식에 의한 공개 유한회사(non-private) 

(c) 보증에 의한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d) 보증에 의한 공개 유한회사(non-private) 

(e) 주식자본이 있는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f) 주식자본이 있는 공개 유한회사(non-private) 

(g) 주식자본이 없는 비공개 무한책임회사 

(h) 주식자본이 없는 공개 무한책임회사 

(a) 주식에 의한 비공개 유한회사 

(b) 주식에 의한 공개 유한회사(public) 

(c)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 

- 

(d) 주식자본이 있는 비공개 무한책임회사 

(e) 주식자본이 있는 공개 무한책임회사(public) 

- 

- 

 

설립가능 회사의 유형은 새로운 공사조례의 Section 6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형의 정의는 Section 7

에서 1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2. 새로운 공사조례에 명시된 유형들은 새로운 공사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회사에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Section 17에 따르면 기존 공사조례 하에 등록된 회사들도 새로운 공사조례에 명시된 유형에 

적용됩니다. 기존의 회사들은 Section 7에서 12에 명시된 유형의 정의에 따라 새로운 유형이 적용될 수

도 있습니다.  

기존의 보증에 의한 비공개 유한회사와 보증에 의한 공개 유한회사는 Section9에 명시된 새로운 유형인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또는 ‘보증유한회사’)로 통합됩니다.  새로운 유형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보증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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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요구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Section 371 (2)에 따라 회사의 새로운 회계 기준 날짜를 통지해야 함 

• Section 610에 따라 회사의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기존 공사조례

의 Section 111에서는 달력상의 일년에 한번씩 개최 요구); 

• 보증 회사는 새로운 공사조례 2조 9항에 따라 보고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기존 공사조례 32 Section 114C(1A)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보증유한회사의 멤버는 대리인을 임

명 할 수 있음 

• 상기 외 다른 예는 Q5, Q6, Q7을 참고 하십시오. 

기존의 주식에 의한 공개(non-private, 상기 표의 (b) 유형) 유한회사들은 새로운 공사조례에 Section 12

에 따라 공개회사(public)에 속하며 보증유한회사나 비공개회사(private)가 아닌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러

한 회사들은 새로운 공사조례의 공개회사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시)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662(3)과 (4)(a)에 따르면 공개회사 (non-private)들은 신 공사조래상의 

공개회사(public) 요건에 의거 기업등록국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기존의 공사조례에서 주식자본이 있는 보증의 의한 유한회사로 설립된 회사는 새로운 공사조례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게 됩니까? 

2004년 2월 13일 전에 이러한 유형의 회사로 설립된 회사들은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9(2)에 따라 보

증에 의한 유한회사로 정의 됩니다. 

 

Q4. 기존의 공사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공개적 보증의 의한 유한회사는 새로운 공사조례에서 어떤 유형

에 속하게 됩니까?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9에 따라 이러한 회사들은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로 정의가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5번을 참고하십시오. 

 

Q5. 질의응답 4번의 회사들이 새로운 공사조례에서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 유형에 속하게 되었을 때 변

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네, 변화가 있습니다. Section 453과 456에 따라 새로운 공사조례가 시행되면서부터, 회사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고 법인이 이사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Section 662(3)과 (4)(b) 

및 Section 664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공증받은 재무제표, 이사보고서, 감사보고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 

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홍콩기업의 연차보고 질의응답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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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새로운 공사조례가 시행되면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의 연차보고 요건에 변화가 있습니까? 

Section 662(3), 4(b), 664와 Schedule6의 part3에 따라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들은 매 회계연도마다 공증

받은 재무제표, 이사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홍콩기업의 연차보고 질의응답을 참고하세요. 

 

Q7.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가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때 연간등록비는 얼마입니까? 

법정문서 제출에 대한 규정 준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에 따라 등록비가 점점 올라

갑니다. 주식에 의한 비공개 회사와 등록비가 동일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a) 제출 기준일로부터 42일 이내 제출시 HKD105 

(b) 제출 기준일로부터 42일 이후 제출시 HKD870 

(c) 제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후 제출시 HKD1,740 

(d) 제출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후 제출시 HKD2,610 

(e) 제출 기준일로부터 9개월 이후 제출시 HKD3,480 

 

Q8. 새로운 공사조례가 시행되면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의 회원의 수가 늘어 났을 때의 기업등록국의 신

고요건에 변화가 있습니까?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114에 명시된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의 회원 수가 늘어났을 경우 기업등록국에 

신고해야하는 요건은 기존 공사조례Section 10(3)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의 회원수

가 등록된 것 보다 많아졌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업등록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한가지 변화된 

사항은 새로운 공사조례에서 신고하는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10. 이사직에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들 
 
(I) 개요 

 

새로운 공사조례는 기업의 경영구조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새로

운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새로운 공사조례는 이사의 주의의무, 전문지식사용의무, 성실의무의 기준을 더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

니다. 새로운 공사조례의 Section 465(2) 는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이사의 3가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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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제 3자에게 진 부채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469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이사가 제 삼자에게 진 부채를 회사가 대신 배상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유형의 부채나 비용 등 (예를 들어 규제기관에서 부과한 벌금이나 

위약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새로운 공사조례에 도입되었습니다.  

• 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자금거래 혹은 유사한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확대 

• 이사의 행위에 대한 비준을 승인할 때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의 동의가 필요 

• 공개회사의 경우 금지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의 승인이 필요하며, 비공개

회사나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로서 모회사가 공개회사인 경우 대출이나 그와 비슷한 거래를 할 

때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의 승인이 필요 

• 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했을 때 지불되는 보수에 관련된 금지규정을 강화 

• 3년 이상 이사직을 맡을 경우 주주의 동의가 필요 

• 기존의 공사조례 Section 162에서 요구하는 공시 범위의 확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500 ~ 504는 대출, 준 대출, 신용 거래에 대한 금지

사항에 대한 예외로 주주의 사전 승인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조항은 모든 회사에 동일하

게 적용됩니다. 더불어, 대출 및 유사 거래 관련 금지사항에 2개의 새로운 예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순자산이나 주식자본의 5%를 넘지 않는 대출, 준 대출 및 신용 거래에 대한 예외 

• 소송이나 규제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이사가 사용했거나 사용할 자금에 대한 예외 

 

(II) Q&A 

 

Q1. 새로운 공사조례에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전문지식사용의무, 충실의무의 기준을 더 자세하게 명시

하고 있는 항목이 있나요? 

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전문지식사용의 의무, 충실한 직무이

행 의무에 대한 기준을 Section 465(2)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사조례의 Section 465(2) 는 객

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이사의 3가지 의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

다. 이 Section에서는 합리적인 주의, 전문지식사용, 충실 의무란 아래의 요건을 갖춘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수행하는 주의, 전문지식사용, 성실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a) 회사와 관련된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보통 합리적인 이사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서 예상되는 

일반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 

(b) 이사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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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새로운 공사조례에는 이사가 제 삼자에게 진 부채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시한 조항이 있습니까? 

네. 이사가 제 삼자에게 진 부채 보상에 대한 모호했던 규정을 새로운 공사조례에서 명확하게 하였습니

다.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469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기업이 이사가 제 삼자에게 진 부채를 기

업이 대신 배상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에서 부여한 벌금이나 이사가 피고인

에 속한 법정비용, 이사가 속한 회사나 단체가 기소된 민사소송의 법정비용 등과 같은 부채나 비용은 회

사가 배상할 수 없습니다. 

 

Q3. 새로운 공사조례에는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도입되었습니까? 

이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새로운 공사조례에 도입되었습니다.  

• 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확대 

• 이사의 행위에 대한 비준을 승인할 때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의 동의가 필요 

• 공개회사의 경우 금지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의 승인이 필요하며, 비공개

회사나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로서 모회사가 공개회사인 경우 대출이나 그와 비슷한 거래를 할 

때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의 승인이 필요 

• 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했을 때 지불되는 보수에 관련된 금지규정을 강화 

• 3년 이상 이사직을 맡을 때 주주의 동의가 필요 

• 기존의 공사조례 Section 162에서 요구하는 공시 범위의 확대 

 

Q4.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이사에게 유리한 대출 및 유사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였습니까?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502와 503에 의하면 특정기업 (Section 491(1)에 규정)은 대출, 준 대출이나 

신용거래를 주주의 사전 허락 없이 이사나 이사와 관련된 기업에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486에서 488

은 이사와 관련된 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기존 공사조례에 명시된 이사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여 다음의 사람들을 추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a) 성인인자녀, 성인 의붓자녀, 성인 사생아 또는 전연령의 입양자녀 

b) 부모 

c) 동거인 

d) 미성년 자녀, 미성년 의붓자녀, 미성년 사생아 또는 이사와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의 입양 자녀 

e) Section 488에 명시된 관련 법인 

f) 이사의 입양된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신탁회사의 피신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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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이사의 입양된 미성년 자녀의 비즈니스 파트너 

Section 491에 명시된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a) 공개회사 

b) 공개회사의 자회사인 비공개 회사나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 

 

Q5. 왜 이사의 행위의 비준을 승인할 때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이사의 미승인 경영활동에 대한 비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특히, 

대주주)의 재량권 남용과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행위를 승인할 때 이해관계가 없는 주

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473에 의하면 이사의 과실, 불이행, 배임죄와 관련된 비준을 승인할 때는 주주

의 결의안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사를 지지하는 표나, 이사와 관련된 자, 또는 이사나 이사와 관련된 

자를 대리하여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표는 제외합니다. 

 

Q6. 새로운 공사조례에 의하면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의 승인이 필요한 금지된 거래 유형을 어떻게 정의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공사조례에 의하면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회사의 경우는 Part 11에 명시되어 있는 3가지의 금지항목이 해당됩니다. (예: 대출, 준대출 

및 신용 거래; 이사직을 상실했을 때 지불되는 지급금; 이사의 장기 고용계약) 

•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대출, 준대출, 신용거래에 경우 그 범위가 공개회사의 

자회사인 비공개회사나 보증에 인한 유한회사까지 확장됩니다.  

• 회사가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의 동의를 받기 위해 주주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 시 이사와 이해

관계가 있는 자의 표를 제외해야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Q7.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이사직 상실에 대한 지급금 관련 금지규정이 어느 범위까지 확장됩니까? 

이사직 상실 관련 지급금을 제 3자를 통해서 이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법률의 허점을 막기위해 새로

운 공사조례 Section 516(3)에는 아래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a) 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지급금 

(b) 이사의 지시나 이사를 위해서 제 3자에게 지급되는 지급금 

추가로 Section 521(2)는 회사가 이사나 지주회사의 전임이사에게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Section522(2)는 회사의 자회사의 부동산을 이전과 관련하여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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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3년 이상의 이사직 수행을 승인할 때 주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기간의 이사직을 승인할 때 주주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없다면 이사가 장기간의 이사직을 스스로 승

인해서 회사 내에 자리를 견고히 하거나 회사가 고용계약 만료 이전에 이사 해임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

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금) 

새로운 공사조례의 Section 534에서는 회사와 이사의 고용계약이 3년을 넘거나, 3년을 넘을 수 있을 경

우에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Q9.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이사의 이익을 공시하는 요건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새로운 공사조례에서 크게 변화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에 계약에만 적용되었던 요건이 확대되어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거래 및 사전계약에도 적

용됩니다. 

• 공개회사의 경우 요건이 추가되어 이사와 관련된 사람의 이익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알지 못하는 이익이나 거래에 경우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에는 이사는 이익의 성격만 공개하였지만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성격과 범위를 같이 공개

하여야 합니다. 

• 공개 요건은 사실상 그림자 이사까지 포함됩니다.  

 

Q10. 이사나 이사와 관련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회사의 대출이나 유사한 거래 관련 금지사항에 새로

운 예외 항목이 있습니까?  

네. 대출과 유사한 거래 관련 금지사항에 두 개의 새로운 예외항목이 도입되었습니다. 

a) 순자산이나 주식자본의 5%를 넘지 않는 대출, 준대출 및 신용 거래에 대한 예외 

b) 소송이나 규제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이사가 사용했거나 사용할 자금에 대한 예외 

기존 공사조례에 의하면 상장회사를 포함한 그룹의 주주가 아닌 비공개회사만 주주의 동의를 통해서 대

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공사조례 Section 500 ~ 504는 대출, 준대출, 신

용 거래에 대한 금지사항에 대한 예외로 주주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조항은 모

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주주의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들은 Section 49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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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의, 의사록, 회사기록자료 
 
(I) 개요 

 
회의와 의사록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야 합니다. 

• 회의에서 진행되어야 할 내용이 이미 서면결의에 의해 완료되었고, 제출되어야 할 모든 관련서

류가 회의 이전에 이미 모든 주주에게 전달완료된 경우 (section 612(1)항) 

• 주주가 한 명인 경우(section 612(2)(a)항) 

•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서면결의로 대체한 경우나 section 613항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안이 모

든 주주의 동의에 의해 통과된 경우 (회사는 결의안 통과 후 15일 이내에 기업등록국에 결의안 

사본을 제출해야 함) 

• 휴면기업인 경우 (section 611항) 

신 공사조례 584항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 있는 주주들이 동시에 대화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기술장비를 

이용하여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사조례에서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나 상장기업의 자회사 아닌 일반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 그 이외의 회사들은 회계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개최 

신 공사조례에서는 서면결의작성 및 통과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나 주주

는 549항에 의하여 서면결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 5% 이상 (회사의 정관

에 명시된 특정 상황에서는 이보다 적은 비율)에게서 서면결의에 대한 요청을 받을 경우, 모든 의결권을 

가진 주주들에게 서면결의 안건을 공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사조례에서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6주 이전이나 정기주주총회 개최 통지서 발송 전에 

기준 인원이상으로부터 서면결의 안건회람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기주주총회 관련한 주주들의 안

건제안이나 논의사항 회람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신 공사조례에서는 투표요청 기준인원을 전체 의결권의 5%나 의결권을 가진 주주 5명으로 축소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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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록자료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이사명부나 비서명부를 별도로 관리해도 되고, 이사명부에 그림자 이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의 법정비서가 자연인인 경우, 비서명부에 거주지 주소가 아닌 

연락가능주소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명부는 회사의 주소지에 보관해도 되고, 회사에 의해 미리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도 되는데, 이 장소는 홍콩 내 어디든 무방합니다. 

 

 

12. 질권설정의 등기와 해지 
 
(I) 개요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모호함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질권설정 가능항목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었습니

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지분에 대한 질권이 포함되었습니다. 

• 아직 지불되지 않은 주식의 발행가에 대한 만기 분납금이 추가되었습니다. 

• 사채발행 확정 목적의 질권은 폐지되었습니다. 

• 선주의 화물에 대한 유치권은 장부상 부채에 대한 질권이나 부동담보로 간주하지 않으며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제 3자의 보증금을 환불할 권리에 대한 질권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신 공사조례에서는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질권을 설정 및 증명을 위한 서류의 공증본과 함께 질권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양식을 기업등록국에 제출해야 하고, 이는 모두 공개자료로 보관됩니다. 

더불어 질권설정 기간이 5주에서 한 달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질권해지나 부채의 납입에 대한 신고시 반드시 신고양식과 함께 관련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 공증본을 제출해야 하고, 이는 모두 공개자료로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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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계와 감사 
 
(I) 개요 

 

일반재무보고의 면제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공사조례에서는 일반재무보고를 면제받고 보다 간소화된 ‘간이재무

제표(Simplified Financial Report)’와 ‘이사의 보고서(Director’s Report)’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의 범주를 

완화하였습니다. 

보고면제 자격을 받은 일반회사나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들은(특별히 제외된 회사를 빼고) 재무제표나 이

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준비시 갖추어야 할 요건 일부를 면제받습니다. 이들은 상장회사나 공개회사, 기

타 면제자격을 받지 못한 회사들에 비해 간결한 회계기준을 적용받으나, 여전히 휴면기업을 제외한 모든 

회사들은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보고서를 제출가능한 회사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소규모 일반회사 (신탁/예탁회사나 보험회사, 증권 중개인 제외) / 소규모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중 아래의 요건 중 2가지를 충족시키는 회사 

• 연간매출/그룹합산 연간매출이 1억 홍콩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회사 

• 총자산/그룹합산 총자산이 1억 홍콩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회사 

• 종업원/그룹합산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회사 

 
(b) 연간매출/그룹합산 연간매출이 2,500만홍콩달러를 넘지 않는 소규모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보증

에 의한 유한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새로운 공사조례 하에 설립된 회사는 첫번째 회계연도에 규모의 기준에 부합하면 보고면제에 해당됩니

다. 기존의 회사들은 새로운 공사조례 시행이후 첫 회계연도나, 첫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에 규모의 기

준에 부합하면 보고면제에 해당됩니다. 그 이외에는 기존의 회사나 신규설립회사 모두 연속 2년의 회계

연도에 규모에 대한 기준에 부합해야 보고면제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주가 아닌 일반 기업은 주주들의 만장일치 서면결의가 있을 경우 회계연도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서를 채택해도 됩니다. 

 

회계연도 

새로운 공사조례 시행이후 첫번째 회계연도는 회사설립일부터 결산월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New Company Ordinance Q&A 
 

홍콩공사조례 

주요문답집 32 

 

비지니스리뷰 

공개회사와 간이보고서로 갈음할 자격이 없는 대규모 비공개기업 및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들은 분석적

이고 미래계획적인 비지니스리뷰(Business Review)를 포함한 종합적인 이사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지니스 리뷰에는 회사의 환경정책 및 활동,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원과의 관계등의 유용한 정보

가 제공될 것입니다.  비공개회사들은 특별결의서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비즈니스리뷰 작성요

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재무보고서 

새로운 공사조례에서 일반재무보고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은 주주들에

게 보고서 전문 대신 요약본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들에게 요약본을 보내기 

위해 주주들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요약본 발송 전에 주주들의 의향을 확인해 볼 수는 있습

니다. 



Appendix 
 

 

일신회계법인 및 일신기업컨설팅 주요서비스 소개 
일신회계법인 및 일신기업컨설팅(이하 “홍콩일신”)은 홍콩에 소재한 회계법인으로 국내외 주요 대기업, 상장기업, 
중견기업고객에 대해 투자, 회계 및 세무 분야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홍콩내 한국계 회계법인으로서는 가장 큰 전문가 인적역량과 중국, 베트남의 자매법인(“일신글로벌”) 및 홍콩내 전
문평가법인, 법무법인, 특허법인 등 연관 분야의 전문가들과 밀접한 네트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년 이
상 홍콩에서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홍콩을 통해 여러 산업분야에서 해외사업을 운영 중인 굴지의 한국, 일본, 
중국기업 및 기타 다국적 기업고객들과 심층적인 협업을 통해 풍부하고 다양한 Cross-border 자문경험과 지적자산
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일신은 지속적인 내부교육과 지적자산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으며, 일신회계법인은 홍콩회계사협

회에 정식 등록된 회계사 수습 기관으로서 일신의 법인역량과 전문가 서비스는 감독기관의 엄격한 품질 평가와 감
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일신의 주요 팀원들은 글로벌 회계법인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회계전문가들(한국, 홍콩, 중국, 싱가폴, 미
국, 호주 회계사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콩을 중심으로 Inbound/Outbound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고객께 전문적

이고 실무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주요 업무 일신 주요 Contact 

일반경영자문 
Business 
Advisory 

홍콩법인 회계관리시스템 설계 및 운영 
인수, 합병 및 지배구조변경 관련 자문 
재무 및 운전자본관리 관련 자문 
Payroll 등 HR기능 아웃소싱 

김찬수 (Charles Kim) 
공인회계사, CPA (HK), AICPA (WA) 
일신 대표회계사 
Office: +852 2529 4075 
E-mail: charles.kim@ilshinhk.com 

기업서비스 
Corporate 
Services 

홍콩법인/연락사무소/개인사업체 설립 및 등록 
법정비서역, 법적대리인 업무제공 
법정 신고절차 대리 및 기타 준법 업무 
등록말소 및 청산업무  

Roseline Chan 陳秀蓮 
CPA (HK), CPA Australia, ATIHK, CTA (HK) 
Director 
Direct Line: +852 2527 6949 
E-mail: roseline.chan@ilshinhk.com 

감사  
Audit  
Assurance 
Service 
 

홍콩법인 및 해외자회사 감사 
IFRS 연결패키지 검토업무 
분반기검토 및 기타 법정 검토서비스 

Dickson Chan 陳迪生 
CPA (Practising) (HK) 
Managing Director 
Direct Line: +852 3163 2316 
E-mail: dickson.chan@ilshinhk.com 
 
박지현 (Rebecca Park) 
CPA (Practising) (HK) 
Direct Line: +852 3158 2609 
E-mail: rebecca.park@ilshinhk.com 

세무자문 
Tax Advisory 

홍콩 기업/개인소득세 신고업무 
홍콩세무국 세무조사 자문 및 대리 
홍콩 및 중국 조세전략 수립 

Roseline Chan 陳秀蓮 
CPA (HK), CPA Australia, ATIHK, CTA (HK) 
Director 
Direct Line: +852 2527 6949 
E-mail: roseline.chan@ilshinhk.com 

재무자문 
Financial 
Advisory 

해외기업 인수합병자문 
재무실사 (Cross-Border FDD) 
프로젝트 파이낸싱 
로열티조사 및 컴플라이언스업무 

김동언 (Andrew Kim) 
공인회계사, CPA (HK), AICPA (WA), 
CA (Singapore), CPA Australia, ACFE 
Direct Line: +852 3153 5651 
E-mail: andrew.kim@ilshinhk.com 

회계기장 
재무보고 
Financial 
Reporting 

전산화된 회계용역 아웃소싱 
분반기 및 연결재무제표작성 
IFRS GAAP Conversion 지원 
홍콩법인 관리재무자료의 제공 
내부감사지원  

Edmund Wong   
CPA (HK), CPA Australia 
Accounting Manager 
Direct Line: +852 2527 6948 
Email: edmund.wong@ilshinh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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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및 주요 수행업무 소개 (김찬수, 김동언 회계사) 

 
Professional 주요 수행업무 (Key Career Experience) 
 
김찬수 
한국공인회계사,  
CPA(Hong Kong), AICPA(WA) 
 
 (前) 삼일회계법인 
 (前) PwC홍콩 Korean 

Business Desk 총괄 
 (前) 광성전자 (홍콩상장   
기업) 사외이사 
 (現) 일신 대표회계사 
 (現) 코넬홀딩스 (홍콩상장 
기업) 사외이사 
 

 

 
중국, 홍콩지역 주요 국내외 상장기업 감사 및 경영자문업무 
Lotte Shopping, Kumho Holdings, CJ CGV, Anam, KAMCO, SK China, SeAH, 
Poongsan, Woolim Construction, Hyundai Sangsa, Powerlogics, Raygen, SEGI, 
Megamart, MCM Fashion Group, Kolon, SK Telecom, LG International 등.  
 
이외 기타 국내 중견 또는 비상장 홍콩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200여개 이상 기
업고객에 경영자문제공 (법인설립유지, 재무보고, 세무전략, 구조조정 업무 등) 
 
 
SOC, 구조조정 및 기타 자문분야  
정부기관 SOC개발관련 업무 (신공항고속철, 하남지하철 등), 해외자원개발사업 
(페루, 미얀마, 리비야, 앙골라) 자문 및 에너지분야 주요상장사 감사업무 

 
김동언 
한국공인회계사,  
CPA(Hong Kong), AICPA(WA)  
CA(Singapore), ACFE 
  
 (前) 삼일회계법인 
 (前) PwC홍콩 Advisory 
 Vlerick Leuven Gent MBA 
 북경대 국제경영대학원 석사 
 

 
해외기업 인수자문 (Cross-Border M&A) 
Doosan Bobcat 인수 (국내 최대 해외기업인수사례), 대우조선해양 DeWind (美
풍력)인수, L사 GE 가전사업부 인수, E사 홍콩상장업체(유통) 인수 관련 재무실
사 총괄매니져, 효성그룹, 금호타이어 (중국), Conocophilips (정유), Turner (케이
블채널) 등 다수 해외기업관련 재무실사수행 
 
중국, 홍콩지역 주요 국내외 상장기업 감사 및 경영자문업무 
Anam, Accommate, Ace Technology, CJ CGV, Dreammaker, Hana Tour, Hanjin, 
Kolon, MCM Fashion Group, LG Intertnational, Lotte Shopping, Neowiz, Noroo, 
Saewha IMC, SeAH, SK Telecom, Simmtech, STX, Poongsan, Powerlogics, 
Vieworks, Woojeon 등 
 
국제상사중재, 분쟁/부정/로열티조사, 컴플라이언스, 라이센싱 자문 
PwC Dispute Analysis & Investigation Team 근무 (Microsoft, ABB, 
DamilerCrysler, Siemens, China Life Insurance 등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내 
30여개 이상의 다국적기업 조사지원 및 Compliance 수행지원), 국제상사중재, 
소송지원업무, 산업기술평가원 (舊 한국기술거래소) 라이센싱 교육 및 심사위원 
 

 
 
 
 
 



 

 

 
 
 
 
 
 
 
 
 
 
 
 
 
 
 
 

 

 

 

 

 

 

 

 

 

Units 04-05, 26/F, Railway Plaza, 39 Chatham Road South 

Tsim Sha Tsui, Kowloon, Hong Kong 

 

 Tel: +852-2528-9899         Fax: +852-2804-1004 

 www.ilshinhk.com   support@ilshinh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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