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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의 재무보고 및 세무 관련 컴플라이언스  
 
홍콩 회사의 성실한 재무보고 및 주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법) 요건충족은 세무관리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홍콩은 자율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제도적 환경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고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자율성에는 그만큼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콩회사의 재무보고와 
세무는 밀접하게 연결됨 
 

 기본적인 과세소득 
산정은 회계기준에 
기초함. 따라서 중요한 
회계오류는 세무상 
리스크가 될 수 있음 

 
 특히, 최근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수익인식, 
금융상품 평가, 리스회계 
처리에 따라서 당기손익 
산정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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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의 결산일정 (예시)  
 

해외종속회사와 한국에 모회사를 둔 홍콩법인은 통상 동일한 회계기간을 선택하여 재무보고 일정을 계획합니다. 중국이나 한국회사는 
관계 법령 또는 세무신고 등 실무적인 필요로 12월말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정하는데, 마찬가지로 홍콩법인도 12 월말을 사업연도일로 
선택하여 회계보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 월말 법인의 사업소득세신고(Profits Tax Return)는 익년도 8 월 중순이전에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법인처럼 회계기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매 3 월말로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사용자인 회사도 
4 월에 고용주 신고(Employer’s Return)를 개인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피사용자 개인별 소득지급 내역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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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의 외부회계감사: 홍콩 공사조례(회사법)상 의무사항 
 
 외부감사인의 법률에 따라 규모 등의 요건에 따라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홍콩회사는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 “CO”)에 따라 반드시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등기이사에 부여하고 있는 의무사항이며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기이사에 대해 엄격한 제재조치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콩회사조례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지점 등은 이러한 의무가 없으며, 휴면법인으로 등기한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외부에 제출할 의무가 없는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도 감사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홍콩세무국 사업소득세 신고시에도 
세무조정내역과 함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매출액이 2 백만 HKD 이하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감사보고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신고서식 상에 확정된 감사보고서일자를 기재함).  

 회사조례에서 요구하는 재무보고, 외부감사의무는 등기이사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회사의 등기이사는 재무보고과정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감사인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회사조례에 기술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재무결산, 감사과정에 있어 회사의 세심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법 등 2019 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법규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감사 중 발견된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는 회사와 협의 없이 관계당국에 바로 보고할 의무를 전문가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눈 여겨 볼 사항입니다.    

 
<재무보고 관련 회사조례에서 기술하고 있는 등기이사의 민, 형사상 책임> 
 
회사조례에서 요구하는 여러 복잡한 업무상 요건들을 감사인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2015 년 개정 회사조례에 감사인의 권한을 강화. Section 412
에 따라 감사인은 홍콩법인 및 그 자회사의 회계기록 책임자를 포함하여 폭넓은 범위 안에서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법
정감사절차 이므로 감사인에게는 회사정보에 접근하고 감사절차를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 부여)  
 
만약, 감사인이 요구하는 절차나 정보,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해외자회사도 포함) → 이사의 민사 및 형사상 책임: HK$25,000 이하의 과태료 + 위
반사항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일일 HK$700 이하의 과태료 + 의도적인 경우 이사에 대한 형사기소  
 
Directors 의 연차재무결산에 대한 의무 (등기이사/Director 의 재무제표작성 의무와 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정당한 주의의무 위반시 제재 조항 (Section 
430: HK$300,000 과태료 + 12 개월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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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의 재무보고,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의 의미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에 따라 설립된 모든 홍콩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중요한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모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외부감사를 강제하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으며, 법적의무에서 유인된 만큼 감사의견의 표명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감사의견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기준에 비추어 재무상태와 재무성과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표명한다면, 홍콩은 감사를 
통해 회계기준뿐만 아니라 회사조례에서 요구한 사항과 절차를 적절히 수행한 후 주주에 대해 균형 있는 의견이 전달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견 외에도 홍콩법인의 회계 기초자료의 질적 수준(회계장부 보관, 유지 
수준)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감사의견이 “True & Fair 진실하고 공정한지” 여부를 기술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홍콩법인이 모회사인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는 종속회사, 관계회사를 포함하며, 감사절차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좀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수행되기도 합니다.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관점에서 회사의 재무상태나 성과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조례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사의견이 변형되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국과 홍콩감사보고서, 감사의견 비교> 
 
구분 한국 감사보고서 홍콩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예시)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주

식회사의 20×1 년 12 월 31 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
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또는 “국
제재무보고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
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In our opinion, the financial statements give a true and fair 
view of the financial position of the Company as at  [31 Dec 
2018], and of its financial performance and cash flows for the 
period from [1 Jan 2018] to [31 Dec 2018] in accordance with 
Hong Kong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have 
been properly prepared in compliance with the Hong Kong 
Companies Ordinance. 
 
홍콩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및 회사조례에 따라 중요성의 관
점에서 적절하게 진실하고 공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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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회사의 회계감사 프로세스 (Audit Process) 
 
1. 회계감사 주요 절차 소개 
 
일반적인 홍콩법인의 회계감사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법 등 주요 법적인 토대와 회계이론, 통계, IT 기술 
등 학문적 성과와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날의 감사절차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홍콩의 법정감사를 처음 접하는 경영진께서 다소 낯선 
용어도 있어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점차 감사프로세스에 대해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 
 
 

 
 
  

감사위험 
평가결과 

Client 
acceptance/Audit 

Approach 
감사계약, 예비계획 

Understand the 
entity (incl. controls) 
기업, 내부통제 이해 

Risk Assessment/ 
select procedures 
감사위험 평가/ 
감사절차 선택 

Report to 
management 

경영진에 보고/협의 

Restricted 
substantive 
procedures 

제한적 입증절차 수행 

Full substantive 
procedures 

입증절차 위주 감사 

Overall review of F/S 
감사 후 재무제표  
분석적 검토 

Report to members 
주주에 대해 보고 

Test of 
Controls 

홍콩법인 회계감사 프로세스 

내부통제 존재 

내부통제 결여 
내부통제  
의존가능 

내부통제  
중대한 
문제 발견 

• 감사보고서, 수정사항 

리스트 초안 전달 
• 경영자확인서 징구 

감사보고서 발행 

• 감사계약(감사범위, 보수추정) 
• 예비감사계획 
• 적용 회계처리 기준 (IFRS, 
연결면제여부 등) 

• AML, 독립성 문서화 
• Professional Clearance 

입증절차 샘플 수 
합리적으로 감소 

• 감사위험평가 
• 중요성기준 
• 주요감사절차 

• 회계정책,  
• 사업, 거래구조, 내부통제 
• 특수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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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단계별 감사인의 주요 업무수행과 회사의 감사 참여 
 
 
회계감사는 “어느 한쪽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에서 서로 만나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회사(감사인)와 감사인 간에 
유기적인 상호 소통과 협조가 지속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회사가 한기간 동안 이룩한 재무성과를 자격을 갖춘 독립된 회계전문가로부터 
검증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가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면 회사와 내외부의 정보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요 감사단계별로 회사와 감사인이 서로 수행할 역할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 감사절차 (Audit Process) 감사인 주요 Task/작성자료 회사(경영진)의 감사 참여 및 자료 협조 
감사 계약 
및 착수 
단계  

 감사계약 
 계약 전 위험평가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독립성, 윤리규정 및 품질관리기준 

 투입시간, 보수추정 
 감사범위 (연결, 별도) 
 전기감사인과 Professional 

Clearance 수행 
 AML(자금세탁방지)법규에 따른 

주요 사항 조회, 문서화 → 
2019 년부터 감사인 의무사항 

 최근 재무제표, 결산자료 
 주주, 등기이사,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 
 당기 중 회사사업, 비즈니스 구조 등 주요 

변경사항 등 내역   
 기능통화(매출 등 사업목적에 비추어 주요 

거래통화 e.g. HKD, USD 등) vs 보고통화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연결 면제가능여부) 
 적용할 회계기준 협의: IFRS vs SME-FRS 
 (감사인변경시) 전임감사인 통보, 감사인변경 등기 

필요함 
 
 

감사위험 
평가 및 
감사계획수
립 

 회사의 사업 및 법규에 대한 이해 
(Understand entity, including controls)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위험평가 
(Determine audit approach, Assess 
audit risk /select audit procedure) 

 감사인측 전문가의 활용여부 
 기업의 통제환경, 통제시스템 이해와 

평가 (IT 시스템 등 포함) (Test of 
controls)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위험평가 조서 
 분석적절차 
 중요성 추정 

 회사사업, 거래구조 이해를 위한 기초정보 제공 
 회사지배구조, 특수관계자거래 
 주요 영업, 계약사항 제공 
 내부통제제도, 회계정책 등 제공 
 감사인과 Kick-off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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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감사절차 (Audit Process) 감사인 주요 Task/작성자료 회사(경영진)의 감사 참여 및 자료 협조 
세부 
감사절차 
수행 

(Full substantive procedures) 
 감사문서 
 감사증거 
 표본감사 
 외부조회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 
 특수관계자 거래 
 부정의 검토 
 계속기업 검토 
 초도감사 – 기초잔액 

 계정별 분석적절차 수행 후 
감사요청자료 및 질문사항 정리  

 계정별로 주요거래에 대한 
입증감사절차 수행 → 예, 
Sampling 후 감사 증빙 요청 
(Cut-off test 등)  

 금융기관 조회서  
 채권, 채무조회서 

 감사이슈 사항 대응 
 은행조회서 서명권자 친필서명 후 감사인에게 

우편발송 (감사인이 은행에 직접조회) 
 기말 (혹은 기초) 채권, 채무잔액 주요거래처 

연락처 등 제공  
 샘플거래에 대한 감사 증빙 제시 →증빙은 아래 

두가지를 함께 제시 
 거래 증빙: 계약서, 송장(명세), 내부전결품의 

등 
 지급 증빙: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송금이체증, 통장사본 등 
 
(※계정특성에 따라 재고자산, 매출채권 평가, 
유형자산, 비한정무형자산(영업권) 등 손상검토 
금융상품, 투자자산 공정가치 등 다양한 회계이슈 
발생) 

감사 
종결단계 

 왜곡표시의 평가  
 후속사건 검토 (Subsequent Event) 
 서면진술 
 주석, 공시사항점검 
 커뮤니케이션 (Report to management) 
 감사의견의 보고 (Report to members) 

 감사수정사항(AJE, Audit Journal 
Entry) 집계 

 수정 후 재무제표(AFS,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경영자확인서 초안 작성 
 감사보고서 

 

 AJE, AFS 검토 후 서면 동의 확인 
 후속사건(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한 거래, 

우발상황으로 재무제표 수정이 필요한 항목.   예, 
거래처의 부도)이 존재하는지 확인 

 경영자확인서, 감사보고서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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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추가) 연결감사절차  
 
<Additional> 연결감사의 경우 하기 사항 추가됨 
(그룹감사) 
연결 

 그룹감사계획의 수립 
 그룹감사조서 
 부문감사인(종속회사 

감사인) 협의 
 연결 프로세스 
 그룹감사의견의 보고 및 

완결 

 연결감사계획 수립, 실행 
 중요성 그룹내 배부 
 필요시, 중요 종속회사에 대한 

Overseas fieldwork 수행 
 부문 감사인과 협의 (Audit 

Instruction 요청/대응 등) 
 연결감사보고서 발행 

 

 그룹연결회계정책 제시  
 연결정산표 및 연결주석 작성(경영진이 1 차적으로 작성책임) 
 종속회사 감사 지원 및 대응 
 기타 감사절차는 상기 개별감사절차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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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진이 서명할 주요 서류 
 
감사가 최종 목적지에 이르면 경영진이 확인하고 서명할 서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홍콩회사조례에서 회사의 
등기이사에게 요구하는 요건에서 비롯된 것인데, 회사의 감사인이 많은 시간을 들여 초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실제로는 
경영진께서 수행할 작업을 감사인이 돕는 과정이므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한 후 서명을 해야 합니다. 감사착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감사계약서, 금융조회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대부분은 감사종결 단계에서 경영진의 서명을 받습니다.  
 

서류목록 서류 목적 서명할 곳 서류서명자 비고 

Director's report 이사의 
보고서 (including auditor's 
report) 

등기이사의 보고서  
(공사조례상 용어는 이사의 보고서이나 
외부 감사보고서를 포함하므로 편의상 
감사보고서로 통칭함) 

서명란: 
Report of Directors (Page 2) 
재무상태표 하단 (Page 8)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경우) 
별도 재무상태표 하단 (주석) 

Chairman / 
 
또는 2 인의 
등기이사가 
서명 요함 

Report of Directors - 
chairman 
이사회가 복수의 
등기이사로 구성된 경우 
이중 2 명의 등기이사가 
동시 서명 요함  
 
재무상태표에 대한 
서명은 공사조례 
요구사항 

Director's Minutes 
재무제표승인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서 

이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승인에 
대한 결의서 

서명란 Chairman   

<공사조례에서 요구하는 등기이사의 신의성실 등에 관한 책임과 관련된 확인서>  
Declaration of emoluments  이사의 보수에 관한 확인서 서명란 각 등기이사 (*1), (*2) 
Directors' Confirmation 이사 가수/가지급금 등에 대한 확인서 서명란 각 등기이사 (*1), (*2) 

Directors' loans particulars  회사와 금전소비대차 관계 여부 확인서 서명란 각 등기이사 (*1), (*2) 

<공사조례 상의 주석공시 및 감사준칙에 따른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인의 법정감사 완결을 위해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서류>  

Letter of representations 
재무보고 작성책임, 추정, 판단 및 주요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진술 

서명란 
해당 등기임원 
또는 Chairm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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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목록 서류 목적 서명할 곳 서류서명자 비고 

Related Party Confirmation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등을 위해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인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서류임 

서명란 
해당 등기임원 
또는 Chairman 

  

Continuing Financial 
Support 
(if necessary) 

홍콩법인이 자체신용능력이 없을 경우, 
계속기업가정을 위해 주주(법인인 경우 
모회사)가 필요시 홍콩회사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계속한다는 의향을 
감사인에게 확인해주는 서류임 

서명란 각 주주 (*3) 

은행조회서 등 
감사목적 상 회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감사인이 조회절차를 수행하는 서류 

  은행서명권자 
감사계획 단계에서 
감사인이 준비하여 
제공하는 서류 

     

(*1) 회사제시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작성과정에 포함된 주요 경영진의 판단, 추정을 문서화하여 징구하는 서류임(한국의 경우 '경영자 확인서'라 함) 
(*2) 회계기간 중 재임하였으나 사임하여 서면징구가 어려운 등기이사의 경우 경영자확인서에 해당 사항을 기술하여 대체적 절차로 갈음함  
(*3) 재정적지원에 대한 주주의 확약은 법적인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약속을 구속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감사보고서의 보고대상인 

주주의 서면약속을 통하여 모든 회계처리의 근간이 되는 계속기업 가정과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홍콩법인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음을 감사인이 
주석으로 공시하고 의견표명시 고려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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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범위와 회계비용 Tip] 홍콩 회사조례상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및 보고의무 면제 조항  
중국, 동남아 등 해외법인 투자나 해외펀드 등은 홍콩에 중간지주회사를 세워 투자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홍콩회사조례에서는 종속회사를 둔 홍콩회사의 
이사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상장을 
준비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있는 회사라면 연결실체의 재무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가 유용한 기준이 되지만, 단순지주회사나 SPC 와 
같은 회사는 면제규정을 잘 활용하면 연결회계정보 산출에 드는 과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조례상 사업보고(Business Report)나 
기타 공시 의무가 있는 정보를 소규모 기업 등에 대해 보고의무를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일신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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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범위와 회계비용 Tip] 회계기준의 선택적 적용 
홍콩은 국제적인 금융시장의 허브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고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재무보고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업종이 달라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회사의 거래에 대해 일관된 잣대로 장부를 작성하여 보고하므로 비교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홍콩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국가보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지요. 그런데 비교가능성을 높이려면 정보생산자인 회사에 
높은 회계보고수준과 역량을 요구해야 하는데, 웬만한 규모의 회사나 상장사가 아닌 로컬, 중소기업들은 실무적으로 많은 비용과 숙제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내에서도 중소기업에 적합한 SME-FRS 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홍콩내 사업활동이 없는 단순지주회사, 

투자 SPC 나 사업규모가 작은 
홍콩회사는 SME-FRS 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회계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SME-FRS 도 인정된 회계처리이므로 

홍콩에서 세무신고, 주식양도 등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에 
적용하여도 무방함 

 
 [주의] 회계기준은 중도에 

변경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누적효과를 계산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회사 성격과 재무보고 
요구수준을 감안하여 면밀히 확인 후 
선택해야 함 

 

구분 HKFRS (Full) SME-FRS (*1) 

회계기준 성격 일반적 회계처리(원칙) (예외) 중소기업형 회계기준 
K-IFRS 호환여부 HKFRS 및 K-IFRS 는 

IFRS 의 word by word 
번역본이므로 상호 호환 (일부 
홍콩 특수 규정은 존재) 

K-IFRS 는 상장회사에만 의무 
적용하므로 홍콩, 싱가폴처럼 
SME-FRS 를 도입하지 않았음  
(K-IFRS 와 호환 안되는 단점) 

적용대상 상장사는 의무적용 비상장중소기업 등 특정요건 만족 
(매출/종업원수/자산기준) 

감사의견 True and Fair (재무제표가 
진실하고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의견표명(*2) 

재무제표 왜곡여부에 대한 의견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포함 현금흐름표 생략가능 
자본변동표 재무제표 포함 본문 아닌 주석으로 공시가능 
투자부동산 별도 표시 유형자산(토지사용권 등)에 포함 
이연법인세회계 적용 이연법인세 인식 불가 
금융상품 측정 공정가치 역사적원가(손상) 
손상검사기법 현가할인 현가할인기법 선택 적용가능 
종업원급여(주식기준보상) 적용 미적용 
리스회계 적용 미적용 
주석공시 완전공시 공시 간소화 

(*1) SME-FRS: Small Medium Entity-Financial Reporting Standard 
(*2) 회계장부 충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기술을 강제함 

 

HKFRS vs SME-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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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혹은별도
F/S 작성보고서

•Tax Return             
(세무신고서) 작성

•회계자문/세무자문
•연결프로세스, 내부회
계제도구축

•재무실사, 평가등

•재무정보에관한합의된
절차에따른보고서
("AUP" regarding 
financial information)

•재무제표(F/S) 감사
(법정)

•분반기검토

•IFRS 패키지감사

확신서비스
(Assurance)        

- 의견제공서비스

비감사서비스
(Non-assurance)

기타전문가업무

(Compilation 등)
자문

(Advisory)

<일신회계법인의 주요 서비스 범위> 
홍콩의 모든 회사는 독립된 감사인을 선임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엄격한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신회계법인은 
한국 기업과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국제회계기준, 홍콩, 중국에 대한 풍부한 연결감사 경험을 통해 홍콩내 한국계 회계법인으로서 
Leading Firm 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투명성과 기업신뢰성 향상에 필요한 재무제표 감사 업무 이외에도 저희 고객들이 
해외투자법인 운영 중에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실무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여러 전문가 서비스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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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기타 전문가 서비스와의 상호 관계> 
재무제표 감사와 같은 ‘확신서비스’는 전문가 업무 고유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고객에 대해 다른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감사업무와의 상호 관련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저희 일신은 한국 기업에 특화된 홍콩내 중견 회계법인으로 법인의 내부역량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독당국의 엄격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간혹 독립성 문제나 저희의 한계로 다른 비감사 서비스 요청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고객들께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드리고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구분 예시 관련 규정 비고/감사와의 상호관련성 
확신서비스 
(Assurance) 

 Statutory Audit (홍콩회사에 대한 
재무제표감사: 법정의무) 
 

<아래는 자발적 계약> 
 Review Engagement (분, 반기 

검토서비스)  
 IFRS package audit, Branch Audit 

(그룹리포팅패키지 감사, 지점감사) 

 Hong Kong Companies Ordinance 
(회사조례, 외부회계감사 강제) 

 HKSQC1 (감사품질유지) 
 HKSA 200~810: 예 HKSA200 (감사 

준칙), HKSA 210 (감사계약 준칙), 
HKSA 505 (외부조회확인) 등  

 HKSRE 2400 (Revised) (검토업무에 
대한 준칙) 

 Statutory Audit 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외에 Companies 
Ordinance 준수여부도 중요 

 지점 등에 대한 감사나 
IFRS 패키지 감사는 공사조례 
상 의무 아니나 홍콩내 
감사관련 전문가 규정을 
대체로 적용 받음 

비감사서비스 
(Non-
assurance) 

 Agreed-upon procedures regarding 
financial information (재무정보에 대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법인청산 후 
청산보고서, 출자확인 보고서 등 ) 

 HKSRS 4400 (재무정보에 대한 AUP 
업무준칙) 

 

자문 (Advisory)  Management/tax consulting 
 Financial Due Diligence 
 Implementation of internal control / 

financial reporting process, etc. 
 M&A advisory 
 Internal Audit Support 
 Valuation Support 

별도의 전문가 규정/지침 없음 자문업무 수임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 업무로 인해 감사 독립성 
영향이 없는지 검토 필요 

기타 (Others)  Compilations (예, 
(연결)재무제표작성업무 등) 

 Tax return (세무신고서 작성대리) 

별도의 전문가 규정/지침 없음 감사독립성 유지에 영향이 없는 
단순, 반복적, 기계적인 업무는 
감사인이 서비스 제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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