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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일신”)의 고객 및 홍콩에 비지니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홍콩세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책자입니다.  

본 책자는 홍콩세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항목을 위주로 선택적으로 정리하였

으므로 실무적용시에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관련규정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홍

콩세법의 특징으로 법의 적용에 대한 판례와 해석이 복잡하고 납세자와 세무국간의 견해가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전문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홍콩의 세법은 최근 2개 과세연도(2018/19, 2019/20) 동안 아래와 같이 주목할 만한 세법 개정이 이루

어졌습니다.  2020/21 과세기간(Y/A, Year of Assessment)도 이러한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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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백만HK$까

지 3배수, 초과금액은 2배수로 중복공제 

•  면세대상증권 범위 확대(홍콩증권거래소 등록 채무증권 추

가) 

•  에너지 친화적 건물 설치 및 재생에너지 장치 등 적격투자

비용의 일시손금산입(기존은 5년 분할) 

•  전기자동차, 전동 오토바이 등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  OECD 다자간 협의에 따른 BEPS Action 관련 법제화: 이전

가격보고서 문서화 의무 부여 

•  개인소득세 부담 인하: 낮은 세율

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확

대 (기존 4단계 누진세 구간을 5

단계로 변경) 

•  인적공제 개편확대 (자녀 및 부양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 인상, 장애

인(본인)공제 신설) 

  

 
홍콩세법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외에 본 개정판에는 실무 중에 자주 질문을 받는 항목으로서 다음의 내

용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홍콩의 제도적 환경에 대해 기업실무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홍콩법인의 결산일정 및 연결결산 고려사항 (중국에 자회사가 있는 홍콩법인 예시)  

 사업소득별 홍콩원천소득 및 과세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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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세 중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인정 판단흐름 

 개인의 홍콩원천 근로소득 판단기준 

 해외파견주재원의 근로소득 이중과세 조정 

 부동산임대소득세(Property Tax) 관련 사업형태(개인사업자 vs 법인)의 세무상효과 비교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IPR(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사업소득세법상 처리 요약  

 그룹관계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Corporate Treasury Centres에 대한 세율감면혜택 등 소개 

 

본 책자가 실무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찬수(+852 2529 4075, email: 

charles.kim@ilshinhk.com) 및 김동언(+852 3153 5651, email: andrew.kim@ilshinhk.com) 회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울러 폐 법인의 웹페이지(www.ilshinhk.com)에 홍콩의 상법, 노동법, IPO(기업공개) 등 

보다 다양한 주제의 참고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mailto:charles.kim@ilshinhk.com
mailto:andrew.kim@ilshinhk.com
http://www.ilshinh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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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소득세 (Profits Tax) 
 

1.  세율1 
 

사업자 형태 

2단계 세율구조 

(Two-Tiered Rates Regime,  

2018/19 과세연도 이후) 

단일 세율구조  

(2018/19 과세연도 이전기간 또는 비

적용 대상 사업자) 

법인 
8.25% (과세 소득 2백만HK$ 까지) 

16.5 % (과세 소득 2백만HK$ 초과) 
표준세율 (16.5%) 

개인 등 
7.5% (과세 소득 2백만HK$ 까지) 

15 % (과세 소득 2백만HK$ 초과) 
표준세율 (15%)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정책으로 2018/19 과세 연도부터는 과세 소득 2백만HK$까지는 기존 기본 세율

의 50% 경감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사업자가 다수의 기업을 두어 2단계 세제 혜택을 향유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동일한 지배 하에 있거나 상호 지배 관계에 있는 관계실체 (connected entity)의 경

우에는, 하나의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과세소득 산정기준 
 

홍콩에서 무역이나 전문직업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홍콩으로부터’ 또는 ‘홍콩에서’ 발생한   

당해 무역, 전문직업 또는 사업소득 (이하 “홍콩원천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외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당해 소득이 홍콩으로 송금되거나 홍콩에서 장부상 이익으로 계상되었

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홍콩 거주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법적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홍콩에서 무역, 전문직업 또는 사업의 

수행여부와 당해 소득 또는 이익이 홍콩원천소득인지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홍콩원천소득여

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은, 소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어떠한 

활동을 하였으며, 어디에서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이다. 만약 이익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 홍

콩내에서 발생하였다면 과세대상소득으로 본다. 이러한 모호한 지역개념의 과세원칙으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홍콩세무국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이익발생의 지역귀속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과세권자의 입장을 유권 해석과 실무지침 

No.21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DIPN 21)을 통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또한, 사전

에 납세자로부터 소득원천에 대한 질의를 받고 실비로 검토의견 (Advance Ruling)을 제공하고 있다. 2 
 

과세소득은 회계상 손익을 기초로 감가상각비 부인, 자본적 성격의 손익이나 배당소득 등을 차가감하는 

 
1 2018/19 과세연도부터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가 정기 세무신고시 선택적용여부 신고 
2 사업소득 형태별 소득원천 및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본 책자 [별첨3]에 판단기준과 세무상처리를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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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조정을 거쳐 산정되며, 항공기 또는 선박 소유주, 무역 협회, 보험회사 등 특수업종은 세무조례

상 규정된 특별계산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3.  간주소득 

 
홍콩의 일반적인 과세원칙과는 별도로 다음의 소득은 명시적 규정을 두어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 

a) 홍콩내 영화 또는 TV 영상 필름 또는 자기기록매체의 사용대가 또는 기타 음원녹음 관련 소득 

b) 홍콩내 소재 지적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자료, 통합회로의 배치설계(topography), 비

밀 프로세스 또는 공식 또는 기타 재산권)의 사용이나 사용권리에 대한 사용료소득 

c) 홍콩외 소재 지적재산권의 사용이나 사용권리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서, 홍콩내 과세소득의 일부로 

손금처리된 항목 

d) 홍콩에서 수행되는 영업관련한 보조금 또는 유사 재정지원 (자본적지출 제외) 

e) 홍콩내 동산 사용에 따른 임대료수입 

f) 홍콩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금융기관에 발생한 이자소득;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나 위체증

서(Bill of Exchange)의 제시, 만기상환 또는 판매를 통하여 가득한 소득 

g) LAC(Loss-absorbing Capacity) 관계 법규에 따라 설립된 LAC 은행기관이 규제자본증권

(Regulatory Capital Security)의 운용과 처분, 상환 등으로 역외에서 가득한 이자소득, 자본소득 

h) 비금융기관으로서 홍콩에서 그룹관계사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득한 이자소득, 예금증서

나 위체증서의 판매 또는 처분, 만기상환에 따른 소득 

i) 홍콩 원천 이자소득 (개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등은 제외3) 

j) 예금증서 또는 위체증서의 제시, 만기상환 및 중도매각에 따라 금융기관이 가득한 자본이득. 다만 

개인의 비영업 관련자본이득은 제외 (금융기관 관련 상기 f) 항목 참조) 

k) 부동산소득의 수취권 양도의 대가로 받은 소득 

상기 (a), (b), (C)의 경우, 지급금액의 30%만을 과세대상소득으로 간주하여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3 홍콩에서 사업(Trading, Profession, Business)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이자소득으로 홍콩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됨 (단, 예치금이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되었고 동 관련 이자비용을 세무상손금으로 계상
한 경우에는 과세소득임). 금융기관 또는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이 주요한 영업활동의 일부이
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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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4.95% (16.5%의 30%), 개인은 4.5%(15%의 30%)의 유효세율을 적용한다. 단, 당해 비거주자

가 특수관계자로서 사용료소득의 기초 지적재산권이 홍콩거주자가 기소유했던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지

급금액의 100%를 과세하며 표준기본세율(법인 등은 16.5%, 개인은 15%)로 과세된다. 4 . 

 

4.  손금산입항목 및 이월결손금의 처리 
 

(1) 손금산입항목 

과세소득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발생 지역에 대한 구분없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정당

한 회계상비용이라도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못하는 자본적수익이나 역외소득과 관련된 경우에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홍콩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IRO”)에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

여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a) 법률자문 비용, 인지세 등 자금차입 관련 제비용과 과세소득 창출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

자비용 5 . 현재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전까지 자본화되었다가 공

사 완료 후 감가상각이나 처분의 방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 

b) 과세소득 창출을 위하여 지출되는 건물 및 토지의 임차료 

c) 과세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항목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납부된 외국납부세액 

d) 정상적인 금전 대부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대손상각액 혹은 과세대상 무역업(on-shore business)에

서 발생한 채권의 대손상각액으로서 세무국에서 인정하는 금액 

e) 원칙적으로 자본적지출은 세무상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된 세무상 감

가상각액  

자산 취득연도 상각 연상각 (취득연도포함) 

기계장치 60% 
종류에 따라 10%, 20%, 

30% 정률상각  

공업용 건물 20% 4% 정률상각 

 
4 일반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비거주자도 요건에 해당되면 2 단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이러
한 가중세율 조항은 조세회피방지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조세조약상 한계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과세관청

인 홍콩세무국의 해석에 따라 한계세율(예 한국-홍콩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10%)을 적용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용료 지급의 기초가 되는 지적재산 등에 대한 소
유권이 없음을 명백히 증명하면 4.95% 또는 4.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5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여부는 업종과 지급상대방에 따라 복잡한 판단의 문제가 개입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역외
로 지급된 차입금 이자비용이나 자본적지출 목적을 위해 조달된 차입금 이자비용은 세무상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지급이자 손금인정여부의 일반적 판단기준은 [별첨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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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취득연도 상각 연상각 (취득연도포함) 

상업용 건물 - 4% 정률상각 

환경보호목적의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H/W, S/W 등 

100% 

(리스자산은 제외) 
- 

환경설비구축 및 건물개량 - 20% (5년 이상 정률법) 

 

f) 과세소득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수선비 

g) 과세소득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권, 의장권, 특허권의 등록비 

h) 과세소득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대체비 

i) 사업 타당성 조사 또는 시장조사, 사업 및 관리실태 조사를 포함한 과학적 연구비용 및 연구용 고

정 자산의 획득 

j) 연구개발비로서 세무국이 인정하는 연구전문기관에 대한 지출 및 홍콩 내 직접 연구조직을 두어 

지출하는 적격비용(Type B)은 2백만HK$ 이하는 3배, 초과분은 2배의 중복공제를 허용 (무형자산 

관련 R&D 지출에 대한 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은 [별첨 7]에서 별도로 설명) 

R&D 활동 수행방식 지출대상 또는 범위 지출유형/손금인정율 

적격연구개발활동 

Qualifying R&D Activities 

(홍콩에서 착수수행) 

기업내부 

R&D 직접 인건비, 자재

소모품비 

TYPE B 

(300%/200%) 

기타 R&D비용 TYPE A (100%) 

외주용역 DLRI 
TYPE B 

(300%/200%) 

기타 R&D활동  

(홍콩 또는 해외수행) 

기업내부 모든 연구개발비용 TYPE A (100%) 

외주용역 

DLRI TYPE A (100%) 

해외 대학연구소 

해외 관계사 
TYPE A (100%) 

R&D: Research and Development (IRO s16B, DIPN 55내 정의) 

DLRI: Designated Local Research Institutions (홍콩정부가 인정고시한 대학 및 연구기관을 의미함) 

 

k) 특허권 등 지적재산 취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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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세무상 인정된 지정기부금 (과세소득의 35% 한도) 

(예시) 회계상 비용이나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회사 가정)  

항목 세무상 처리 

대손상각비(매출채권) 
일반적 충당금설정액  

(단, 개별적으로 손실이 확정된 경우 손금인정 가능) 

대손상각비(기타채권) 영업 무관 미수금 및 대여금 등 상각액 

재고자산평가손실 충당금 설정액 불인정 

지급수수료 
거래상대방이 불명확한 커미션, 리베이트는 손금불인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금추징 불가능) 

특허권 취득비용 
비용계상시 손금. 단,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손금불인정 (이익조작방지) 

자본적 성격의 비용 투자주식처분(평가)손실, 유무형자산처분(평가)손실 등 

 

(2) 세무상 이월결손금 

세무상 결손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른 소득과 상계가 가능하며, 이월결손금은 기간제한없이   

미래과세기간의 소득과 상계된다 (경제적 실질없이 조세회피목적으로 합병한 경우 결손법인의 이월결손

금은 세무상 부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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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및 납부 

 

홍콩 정부는 매년 3월 말을 법정 사업연도말로 정하고 있으나 회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선

택할 수 있으며, 각 신고기한 내에 감사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결산기별 신고 

및 납부기한(세무국의 접수를 거쳐 고지서가 발송되며 통상 30일 이내 납부)은 아래와 같다.  

 

결산기 신고 기한 납부 기한 (일반적 예시) 

4~11월 

(N Code 회사) 
다음해 5월 1일 

다음해 10월  

(예정납부 제도 없음) 

12월 

(D Code 회사) 
다음해 8월 15일 

다음해 11월말 1차 분납 *   

다다음해 1월초 2차 분납 ** 

1~3월 

(M Code 회사) 
같은해 11월 15일(주1) 

다음해 1월말 1차 분납 *   

다다음해 4월말 2차 분납 ** 
 

Remarks: 
(주1)  M Code 회사 중 결손법인에 한해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기한연장 신청가능 (Block Extension)   

*  1차 분납액: 당기 사업소득의 확정세액 + 차기 예정사업소득의 예납세액(Provisional Tax)의 75% 

**  2차 분납액: 차기 예정사업소득의 예납세액(Provisional Tax)의 25% 

 

홍콩의 세금납부는 과세당국의 과세권확보를 위해 당기 사업소득이 차기에도 동일하게 발생된다는 가정

하에 차기 예정사업소득세를 미리 징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당기 사업소득에 대해 법

인세를 분할하여 중간예납하는 형태이지만, 홍콩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미리 징수하는 

방식이므로 세무행정에 대한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당기 과세기간의 확정납부할 세액은 전기

에 선납한 당기분 예납세액을 상계하고 차기 예상과세소득에 대한 예상세액을 선수하는 방식으로 세무

당국이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납세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기간에 따라 통상 5%에서 10%의 체납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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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급여소득세 (Salary Tax) 
 
1.  세율 

 

(1) 개인소득세율; 다음 두 방법 중 적은 금액 

• (A) (근로소득6-항목별공제-기부금인정액)×표준세율(15%)  

• (B) (근로소득-인적공제-항목별공제-기부금인정액)×누진세율 

 

(2) 공제 허용 금액 

인적공제 (Personal Deduction) 2019/20 2020/21 

본인기본공제 $132,000 $132,000 

기혼자공제 (본인기본공제 적용시 미적용) $264,000 $264,000 

자녀공제 (아홉번째까지 일인당):   

    자녀기본공제  $120,000 $120,000 

    출생자녀 추가공제(출생연도) $120,000 $120,000 

동거 부양부모/조부모공제 (60세이상) $100,000 $100,000 

비동거 부양부모/조부모공제 (60세이상) $50,000 $50,000 

동거 부양부모/조부모공제 (55세이상 59세이하) $50,000 $50,000 

비동거 부양부모/조부모공제 (55세이상 59세이하) $25,000 $25,000 

부양형제자매공제 (자녀공제해당자는 제외) $37,500 $37,500 

편부모수당 $132,000 $132,000 

장애인공제 (다른 공제에 추가적용) $75,000 $75,000 

부양 가족 장애인공제 (다른 공제에 추가적용) $75,000 $75,000 

 

항목별공제 한도 (Allowable Deduction) 2019/20 2020/21 

교육비 (본인에 한함) $100,000 $100,000 

고령자 재택간호비용 (별거 부모/조부모) $100,000 $100,000 

주택담보대출금 이자비용 (20년 공제)  $100,000  $100,000 

MPF (강제적립퇴직기금) 적립분 $ 18,000 $ 18,000 

적격 연금 및 MPF 임의기여분 $ 60,000 $ 60,000 

자가의료보헙 (Voluntary Health Insurance Scheme) 납부액 $ 8,000 $ 8,000 

기부금 인정액 근로소득의 35% 근로소득의 35% 

 
6 근로소득 = 총급여 등 – 업무상 경비- 업무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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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세율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 항목별공제, 기부금인정액을 공제한 소득에 대해, 하기의 누진세율 7을 

적용하여 급여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적용구간 2019/20 2020/21 

처음 $50,000까지 2% $50,000까지 2% 

다음 $50,000까지 6% $50,000까지 6% 

다음 $50,000까지 10% $50,000까지 10% 

다음 $50,000까지 14% $50,000까지 14% 

초과액 17%  17% 

 
위에서 계산된 급여소득세액은, 근로소득에서 항목별공제, 기부금인정액을 공제한 소득 (인적공제는 차

감하지 않음)에 대해서 15% (표준세율)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과세산정 기준 및 특성 

 

(1) 과세소득 산정기준 

과세소득의 산정기준은 지역주의에 기초하여 홍콩에서 또는 홍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한다. 다만 기타 사업수입의 일부 형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역주의를 배제하고 있다. 홍콩의 급여

소득세는 소득자의 거주지나 주소지 또는 국적과 무관하며, 당해 소득자가 홍콩에서 고용계약이 체결되

었는지와 홍콩 사무실에서 발생된 소득인지에 따라 급여소득세를 적용한다.  

특히, 홍콩에서 고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가 해외에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급여소득세의 

과세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고용계약이 어디에서 체결되었는지가 과세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세무국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홍콩 외의 지역에서 고용계약의 조건이 협의되고 체결된 경우 

• 홍콩 외의 지역에 고용주가 거주하는 경우 

• 근로에 대한 댓가가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지급되는 경우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홍콩에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만 급여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적용하

는 방법은 과세기간 중 홍콩내 체류일을 기초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한다. 단, 홍콩내 체류일의 합계가 한 

과세기간 내 60 일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홍콩원천소득의 판단기준은 “별첨

5, 6” 참조). 

 
7 2020/21기는 전기보다 적용구간을 늘리고 세율을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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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보수(Director’s Fee)는 경영자로서 특별한 지위에 따른 소득인 바 실제 지급 장소보다는 법

인의 경영관리 장소로 볼 수 있는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가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개인 종합과세 (Personal Assessment, “PA”) 

홍콩에 거주하는 개인은 세법상 요건(예: 18세이상 요건, 거주자 요건, 부부일 경우 PA 조건을 만족하는 

배우자와 함께 PA를 신청한 경우)을 만족하면 PA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급여소득세, 

사업소득세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세를 합쳐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을 수행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부부인 경우 세법상 계산방식에 따른 총부담세액을 계산 후 소득비율로 개인별 결정세액을 안분함).  

PA를 선택하면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담보차입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거나 (부동산임대소득세 

계산시 원칙적으로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PA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사업소득에

서 발생한 결손을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상계할 수 있고 미상계분이 있을 경우 익년도로 이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항목별공제나 인적공제가 허용되므로 누진세율 적용시 이러한 공제액에 

따른 세금감면 효과가 크다면 개별신고보다는 PA 방식이 세무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PA 신청은 

본인의 세무상 구조와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납부할 종합세액의 최대한도: (종합소득－항목별공제액－기부금인정액) × 표준세율(15%) 

 

(3) 복리후생비와 비과세 규정 

• 일반적으로 금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들을 포함하여 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은 급여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는 교육비에 대한 지원 및 휴가비 지원을 포함한다. 

• 고용주가 단독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거용 사택 전기, 수도료와 같은 비용은 급여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은 동 옵션 행사일에 과세된다. 

• 강제적립퇴직기금 (MPF - Mandatory Provident Fund) 8  으로서 사망, 신체장애, 퇴직 (통상 65세 
기준) 또는 해고시 받게 되는 급여 중 고용주 의무기여분 (Mandatory Contribution) 및 임의기여

분 (Voluntary Contribution) 으로서 10년 이상 적립된 부분은 비과세된다. 

• MPF이외의 적격한 퇴직기금 중 고용주 기여분의 지급사유가 사망, 신체장애, 퇴직 또는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급여소득세가 과세된다. 

• 적격한 퇴직연금이나 강제적립퇴직기금이 아닌 기타 적립기금으로부터 받는 연금 중 고용주기여

분은 근로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급여소득세가 과세된다. 

 
8 MPF는 일정금액을 한도로 월급여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외국주재원인 근로자로서 근무기간이 13개월을 초과하지 않거나 외국에서 상응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적립이 강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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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나 관계회사로부터 제공되는 무상 또는 부분적인 주택보조비로서 일정 기준 (총급여의 
10%. 단, 방이 2개 미만의 주택은 8% (방2개) 또는 4% (방1개) 적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된
다. 

 
3.  신고 및 납부 

 

구분 내역 신고의무자 신고 기한 

근로자 채용 신고 근로자의 채용 사실을  

세무국에 보고 

고용주 

(사용인)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또는 출국)  

신고 

근로자의 퇴직 또는 영구 출국 

사실을 세무국에 보고 

고용주 퇴직(출국)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고용주 신고 

(Employer’s 

Return) 

근로자 별 급여 등의 지급  

내역을 세무국에 보고 

고용주 매년 4월 말 

근로소득 신고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근로자 개인이 급여 등   

소득내역을 세무국에 보고 

근로자 본인 매년 5월 말 

 

 

홍콩세법상 법인의 의무 (IRO Section 51(1) ~ 51C) 

 Profit Tax 신고의 의무(세무국이 Profit Tax Return을 고지하여 신고) 

 과세소득발생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신고할 의무 

 타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정보의 제공의무 

 외부개인계약자에 대한 커미션, 고용주로서의 제반 통보/원천징수 의무 

 비거주자에 대한 로열티수익, 공연수익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사업중단시 통보의무 

 본점소재지 변경시 1개월 이내 통보의무 

 장부보관유지의 의무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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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동산임대소득세 (Property Tax) 
 

1.  세율 및 과세소득 산정기준 

 

홍콩에 소재하는 토지나 건물의 개인소유자에 대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과세표준가액(Net Assessable 

Value) 9  에 표준세율 15%를 적용한 부동산임대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청구하여 

사업소득세 (Profits Tax)를 적용받을수 있다.   

정부 또는 영사관 소유의 부동산은 비과세된다. 

 

2.  신고 및 납부 

 

부동산소득세는 최초 임대가 이루어지는 때 부동산 소유자에게 예정세액이 고지되며, 예납세액은 추후   

당해연도 확정세액과 정산한다. 다만, 이 때에도 차기연도 예정세액을 산출하여 상기 조정금액에 합산하

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만약 예정세액이 과도하게 계산된 경우, 납부기한 28 일 전이나 납부고지일

로부터 14 일 이내 서면으로 전부 또는 부분 금액에 대해 납부유보 (holdover)를 신청할 수 있다.  

 

  

 
9 부동산소득세액 과세표준: 임대수익 (A-B) - 인정비용 (C+D) 
(A) 부동산 임차인으로부터 연간 수령할 금전 또는 비금전 대가 
(B)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세무국으로부터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받은 금액 
(C) 부동산 소유자가 지불한 고정자산 관련 제세 공과금 (e.g. Government Rent and Rates) 
(D) 차감소득(A-B-C)의 20%: 수선 혹은 진부화를 감안한 필요경비 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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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부동산임대소득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과세처리 효과 비교 

 

구분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기본현황 

   

보유 부동산 Office 1 Office 2 Office 1 + Office 2 
부동산 보유목적 부동산임대업 무역업 부동산임대업+무역업 
적용세법 Property Tax Profit Tax Profit Tax 
적용세율 15.0% 15.0% 16.5% 
 

   

I. 사업자단계: 부동산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일반수선비 불인정 인정 인정 
건물관리비 불인정 인정 인정 
감가상각비(사업용고정자산) 불인정 세무상 상각액 세무상 상각액 
급여 등 일반경비 불인정 인정 인정 
대손금 확정손실 인정 인정 인정 
Government Rate 인정 인정 인정 
법정 필요경비 차감소득의 20% 없음 없음 
 

   

사업관련 차입금 이자비용 
금융기관 모기지론 (취득) 불인정(*1) 불인정(*2) 불인정(*2) 
금융기관 차입금 (운전자본) 불인정 인정 인정 
개인 차입금 불인정 불인정(*3) 불인정(*3) 
 

   

II. 소유주 단계: 급여, 배당 지급시 세무상 효과 

대표자급여 
소유주 자신에 대한 급여는  
투자금 환급 (근로계약 불인정) 

법인: 급여 손금산입 (16.5%) 
개인: 급여소득세 (15%) 

배당 주주개념 없음 배당소득 비과세 
(*1) Personal Assessment 신청시에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Net Assessble Value를 한도로 손금인정 

(*2) 차입금의 용도, 자산의 범주에 따라 자본적지출을 위한 차입금의 경우 당해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함. 

(*3) 개인의 대여금 이자소득은 세법상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부담한 이자비

용은 사업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의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상기에 예시된 사례는 법인형태와 개인사업자 형태에 따른 세무상 처리를 비교할 목적으로 제한된 가

정과 전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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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인지세 (Stamp Duty) 
 
1. 과세소득 산정기준 및 세율 
 
인지세는 홍콩내 부동산의 양도권리증서, 거주용 부동산의 매매계약, 부동산의 임대차거래계약, 홍콩주

식의 양도 또는 무기명 증권을 발행할 경우에 부과된다. 홍콩의 부동산 및 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홍콩세무국에서는 시가를 과표기준액으로 간주하여 인지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부동산 매매 

2013년 2월 23일부터 매매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높은 종가세(Scale 2 AVD) 규정이 적용

되며 과표기준액에 따라 아래의 기본 인지세율이 적용된다 10.  

 

(a)기본 인지세: Ad Valorem Stamp Duty (“AVD”) 

 

과표기준액(HK$) 

일반 AVD   

(Part 2 of Scale 1) 

Scale 2 AVD  

(무주택영주권자 주택취득) 
단일  

종가세 11 
적용세율 및 금액(HK$) 적용세율 및 금액(HK$) 

2M 이하 1.5% HK$100 

15% 

2M 초과 ~ 2,176,470 이하 30,000+20%(2M 초과분) 
n/a 

2,176,470 초과 ~ 3M 이하 3.0% 

2M 초과 ~ 2,351,760 이하 
n/a 

HK$100+10%(2M초과분) 

2,351,760 초과 ~ 3M 이하 1.5% 

3M 초과 ~ 3,290,320 이하 90,000+20%(3M 초과분) 45,000+10%(3M초과분) 

3,290,320 초과 ~ 4M 이하 4.5% 2.25% 

4M 초과 ~ 4,428,570 이하 180,000+20%(4M 초과분) 90,000+10%(4M초과분) 

 
10 2013년 2월 23일부터 매매되는 거래에 적용되며 홍콩영주권자로서 무주택보유자가 취득하는 거주용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거주용,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 대해 Scale 1 종가세를 적용함. 종가세는 매매상대방의 연대책임이나 
취득당시 무주택보유자 상태가 허위인 경우 Scale 2와 Scale 1가의 차이분은 매입자에 납세책임이 귀속되며, 공동
취득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모든 취득자가 매입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Scale 1 종가세가 
적용됨. 기존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거주지 이전에 따라 신규 취득하는 주택은 Scale 2를 선적용하되 기존 주택

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한해 Scale 1 종가세와의 차액을 환급신청 가능함. 인정된 비영리기관에 대한 기
부, 상속에 따른 취득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AVD를 면세함.   
11 거주용부동산(주택)에 대한 투기억제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 4월 12일부터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거주용 부동
산 거래에 대한 인지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15%의 단일 종가세(Part 1 of Scale 1)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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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기준액(HK$) 

일반 AVD   

(Part 2 of Scale 1) 

Scale 2 AVD  

(무주택영주권자 주택취득) 
단일  

종가세 11 
적용세율 및 금액(HK$) 적용세율 및 금액(HK$) 

4,428,570 초과 ~ 6M 이하 6.0% 3.00% 

6M 초과 ~ 6,720,000 이하 360,000+20%(6M 초과분) 180,000+10%(6M초과분) 

6,720,000 초과 ~ 20M 이하 7.5% 3.75% 

20M 초과 ~ 21,739,130(#) 이하 1.5M+20%(20M 초과분) 750,000+10%(20M초과분) 

21,739,130(#) 초과 8.5% 4.25% 
(#) Scale 2 AVD의 과표기준액은 21,739,120 

 

(b)특별인지세: Special Stamp Duty (“SSD”) 

홍콩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2012년 10월 27일 이후 취득

한 거주용부동산으로 단기보유 후 이전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표준인지세에 추가하여 특별인지세

(SSD)를 중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27일 및 후속기간에 취득한 거주용 부동산으로서 보

유기간이 3년 이하의 부동산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기본인지세 외에 아래의 특별인지세율이 중과된다.  

 

거주용 부동산 보유기간 
 2012년 10월 27일 및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6개월 이하 과세대상가액의 20%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과세대상가액의 15% 

12개월 초과 ~ 24개월 이하 과세대상가액의 10% 

24개월 초과 ~ 36개월 이하 과세대상가액의 10% 

 

(c) 매수자 인지세: Buyer’s Stamp Duty (“BSD”) 

또한, 2012년 10월 27일부터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또는 외국법인을 포함)이 거주용 부동산을 신규취득

할 경우 상술한 기본인지세 및 특별인지세(SSD)에 부가하여 과세표준(매매가액 또는 부동산의 시가 중 

큰 금액)의 15%를 매수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계약체결 후 30일내에 인지세 산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나, 매매가액이 $20M   

이하인 거주용부동산의 매매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한해 권리의 양도 또는 물건의    

재매각까지 인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2) 주식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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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주식매매시 1거래당 0.2%($1,000 당 $2)가 적용되며 통상 매수자 및 매도자가 반씩 부담한다.  

 
(3) 무기명 증권 (Bearer Instruments) 

홍콩내에서 발행되는 무기명증권의 발행시 그 시장가격에 대해서 3%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4) 임대차거래 

임대차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인지세율은 임대기간에 따라 연간 혹은 연평균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기의 

세율이 적용된다. 

임대기간 2020/21 2019/20 

임대기간 불특정 0.25% 0.25% 

1년 미만 0.25% 0.25% 

1년 초과 ~ 3년 미만 0.50% 0.50% 

3년 이상 1.00% 1.00% 

(*) 기준 과표금액: 연간 임대료 혹은 연평균 임대료 

 

2. 비과세규정 

 

다음의 경우에는 조건 만족시 인지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 부당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수익권의 관계회사 12  간 매매 (Intra group share and 

land transfer)  
• 시장조성자 (Market Maker) 가 옵션거래를 헷지할 목적 또는 옵션거래로 파생된 주식의 매매 

• 조건을 만족하는 주식대부계약 

• 홍콩 내 금융파생옵션이나 전환사채 등의 거래 

• Unit Trust Fund의 구입 및 상환시 고정인지세 (HK$5) 면제 

• 수쿠크와 같은 이슬람본드 거래로서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 홍콩증시에 상장된 펀드의 지분매매거래 (2015년 2월 13일 이후) 

 

 
12 회사가 타회사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또는 타회사가 당해 회사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이들 회사는 관계회사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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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홍콩법인의 주요 결산/세무업무 일정 (Illustrativ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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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중국자회사가 있는 홍콩법인의 연결결산시 고려사항 
중국회계관행 및 제도상 특성으로 단순 GAAP 차이에 따른 IFRS 컨버전만 수행할 경우 부실검토가 이루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실제 
관행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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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Proft Tax: 사업소득 형태별 과세판단 기준 13   
 
수익의 종류  소득원천 판단기준 세무상 처리 예시  
무역이익  'Contract effect test' - 구매, 판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및 무역이익 창출과 관련된 제반 영업의 

장소 

• 구매 및 판매 계약 모두 홍콩에서 효력이 발생된 경우 – 과세 

• 구매 및 판매 계약 모두 역외에서 효력이 발생된 경우 – 비과세 

• 구매, 판매 계약 중 어느 하나의 계약만 역외에서 효력이 발생된 경우  – 

홍콩세무국은 예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간주. 납세자의 역외소득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영업거래구조에 대한 확인를 거쳐 수용함 (DIPN 21, para18) 

상장 주식 및 기타 

상장 유가증권의 

처분이익  

'Situs test' -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증권거래소의 

위치. 또는,  

'Contract effect test' - 장외에서 유통되는 경우 거래 

장소 및 매입, 매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장소 

• 상장증권이 거래되는 증권거래소가 역외에 위치하여 있을 경우 - 비과세 

 

• 장외 상장유가증권 거래로서 매수 및 매도계약 모두 역외에서 효력이 

발생한 경우 - 비과세 

비상장 주식 및 기타 

비상장 유가증권의 

처분이익 

'Contract effect test(계약효력테스트)' - 매입, 매출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장소 (s 15(1)(I)가 별도로 

적용되는 판단 요소에는 적용되지 않음) 

• 매수 및 매도계약 모두 역외에서 효력이 발생한 경우 – 비과세 

제조업이익 'Activities test(활동테스트)' - 제조업 활동 영위장소  

(제조 과정이 진료가공방식인지 내료가공방식인지 

판단요함) 

• 홍콩에서 제품이 생산된 경우 - 과세 

• 부분적으로 홍콩 내 생산된 경우 - 과세와 비과세 배분 (통상 반씩 분할)  

 

 
 
 

 
13 상기는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예시한 것으로서 실무적으로는 과세판단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 판례 등이 존재하므로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요함. 최종
적인 판단은 홍콩세무국에 있으며 회사의 사업구조, 거래구조에 대한 사실 확인과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질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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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Proft Tax: 사업소득 형태별 과세판단 기준, 계속  
 

수익의 종류  소득원천 판단기준 세무상 처리 예시  
서비스(용역) 수익 'Operation tests' - 수수료 수익을 발생시키는 서비스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  

• 역외에서 용역이 수행된 경우 - 비과세 

커미션 수익  'Operations test' - 커미션 수익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  

• 커미션 수익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 비과세  

비금융기관의 

이자소득 

'Provision of credit test' - 신용이 제공된 장소  

''Operations test' - 금전대부업의 경우 적용 

• 일반기업으로서 홍콩 내 금전대부를 제공할 경우 - 과세  

• 금전대부업의 경우 차입 및 대여 모두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비과세  

부동산 임대 수익  'Situs test' - 부동산이 위치한 장소 • 역외 소재 부동산 - 비과세 

부동산 처분이익 'Situs test' - 부동산이 위치한 장소 • 역외 소재 부동산 - 비과세 

간주소득(s15(1)(a), 

(b) or (ba)) 이외의 

저작권 사용로 수익  

라이센스 또는 사용권의 취득되거나 사용허가가 

부여된 장소 

• 라이센스 또는 사용권의 취득 및 사용허가 계약이 홍콩 내에서 효력이 

발생한 경우 - 과세 

국가간 육상운송 수익 원칙적으로 승객의 탑승 혹은 화물이 적재된 장소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되, 인바운드(Inbound)와 

아웃바운드(outbound)간 이익 배분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  

• 승객 혹은 화물이 홍콩에서 탑승, 적재된 경우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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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Proft Tax: 이자비용 손금산입여부의 판단기준 예시 14 
 

 

 
14 2004년 6월 25일 이후 발생 이자에 대해 적용되며, 일반적인 기준을 예시한 것이며 실제 손금인정여부는 Case별로 상이할 수 있음. 사업소득세상 이자비용의   
손금인정여부는 세무국과의 다툼이 많은 부분이므로 관련 조항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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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Salary Tax: 근로소득 등의 홍콩귀속 여부 판단기준 요약 (연금소득 제외)15 
 

 
 

 
15 홍콩세법상 주요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시한 것이며 실제 과세조건 충족 여부에 판단은 매우 복잡함.  실제 Case별로 세법적용 해석과 관련 판례법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검토를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콩세무국의 질적 판단이 상기 일반적 해석과는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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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해외파견주재원의 근로(인적용역)소득 이중과세 조정 
거주자 요건에 따른 신고의무 확인과 조세조약상 이중과세조정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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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 IPR(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사업소득세법상 처리 요약  

 
 

(*1) Patent rights, Designs, Trade marks는 취득원가 등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함 (Know-how, Copyrights 등은 지적재산권 등록요건 없음) 
(*2) Question of Fact: Use of IRR (사용권 권리)에 대한 취득과 sub licensing에 대한 계약의 이행 및 발효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 
(*3) 간주과세소득(Sums Specifically chargeable to Profit Tax) 및 비거주자에 대한 사용료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규정은 신중히 검토 요함 → s15(1)의 간주조항은 30여개 이상의 하부조항 있음  
(*4)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은 세무상 손금이 아니나 사업소득창출 목적으로 취득한 적격 요건을 갖춘 자산의 상각비는 예외적으로 세무상 손금산입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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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8] CTCs 관련 조세제도 요약 (DIPN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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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9] 국가별 보고서 (CbC Report) 및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 
급격한 기술발전 및 경제적환경 변화로 고도화된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및 조세회피행위 방지목적으로 BEPS 및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구 분  통합기업보고서(MF) 및 개별기업보고서(LF) 국가별보고서 (Country-by-Country ‘CbC’ Report ) 
주요목적/ 
내용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MF”): 그룹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자금조달활동, 재무현황 등 주요 글로벌 이전가격정책 관련정보 제공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LF”): 개별법인의 조직, 사업내용, 구분손익과 

모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해당 거래의 가격산출 정보 등 

 글로벌 사업 운영단위(현지법인 또는 고정사업장(PE)에 대한 

국가별 종합 재무정보: 매출액, 세전이익, 법인세 납부액, 미지급 

법인세, 자본금, 누적잉여금, 유형자산, 종업원 수 등 

 국가별 법인 및 PE 리스트, 해당 Activity Code, 실질적 관리장소  

적용시기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한 다자간 협약에 따른 입법화 

 이전가격문서화 강화와 3단계의 보고서 의무화가 핵심: BEPS 세법 개정 및 실무해석이 2018년 7월에 확정됨  

 최초적용연도는 2018/4/1일 이후 최초 도래 세무연도임(From year of assessment 2018/19).  

 이전가격보고서 문서화 대상기간: MF/LF는 2018/4/1일(CbC는 2018/1/1) 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 해당  

 문서화 기한: MF/LF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 이내(CbC는 12개월) → 12월말 법인의 국가별 보고서는 2019년 12월말(국가별보고서는 

서면통지와 신고의무 명시), MF/LF는 2020년 9월말까지 문서화 요함 

작성요건/  
작성주체 

 하기 면제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모든 법인 

 문서화의무 면제: 두가지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면제 

 기본 작성주체: 다국적 기업으로 그룹 연결 매출액 HK$6.8b 

이상인 홍콩소재 최종 모회사(Ultimate Parent Entity, ‘UPE’) 혹은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리인(Surrogate Parent Entity) 

 관련 다국적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홍콩국세청장에게 작성주체임을 서면으로 통지 

 작성주체 당사자가 아닌 홍콩계열사의 경우, 작성주체에 대한 

정보를 서면 통지(홍콩세무국이 관할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입수) 

 만약, 홍콩과 CbC 자동정보교환협정 미체결 국가이거나 

작성주체로부터 국가별보고서 입수가 불가능하면, 홍콩계열사가 

이차적 작성 및 신고 의무 이행(Secondary filing obligation) 

사업규모 기준 면제조항 

(2가지 이상 만족시)  

 매출 ≤ HK$400m 

 총자산 ≤ HK$300m 

 직원수 ≤ 100 

특관자 거래기준 면제조항 

(모두 만족해야 함) 

 재화거래 ≤ HK$220m 

(금융/무형자산제외) 

 금융자산 거래 ≤ HK$110m 

 무형자산 거래 ≤ HK$110m 

 기타 거래(서비스 등) ≤ HK$44m 



Hong Kong Tax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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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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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mho, SK China, 
SeAH, Poongsan, Woolim Construction, Hyundai Sangsa, Powerlogics, Raygen, 
SEGI, Megamart, MCM Fashion Group, Kolon, SK Telecom, PO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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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 AICPA(WA), 
CA(Singapore), 
CPA Austrailia, ACFE 
 
 (前) 삼일회계법인 
 (前) PwC홍콩 Advisory 
 Vlerick Leuven Gent MBA 
 북경대 국제경영대학원 석사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기업애로해소 자문위원 역임 
 주홍콩 한국 무역관 

K-MOVE센터 멘토 
 

 
해외기업 인수실사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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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e Technology, BHC, Cheil Worldwide, Daou, Dreammaker, F&F, Kolon, 
KT, MCM FG, Hana Tour, Hanjin, I-Sense, Kiwoom, Korea Money Brokerage, 
Mirae Asset (ETF, Property), Line, LG International, Nexen, Lotte Shopping, LT 
Sambo, Neowiz, Noroo, SeAH, Seoul Auction, SK (Healthcare, Energy, 
Chemical, Shipping), Simmtech, STX, Poongsan, Powerlogics, R&F Properties, 
Wemade, WiniaDaewoo, W-Scope, Vieworks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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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