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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IPO (상장신청 승인거절 주요 유형 및 시사점)

For client information

본 자료는 홍콩의 기업환경에 대한 고객 및 기업실무자의 이해와 실무활용을 돕기 위해 작성하였으며 상업적 목적
또는 사전 협의없이 발췌와 복제를 금합니다. 또한, 특정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므로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홍콩의 제도와 관행의 지속적인 변화가 있으므로 실무 활용 시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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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본 자료는 홍콩일신의 고객과 홍콩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를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기업실무자들께서 기업상장 프로세스에 대한 개괄적

인 이해와 이를 활용한 성장전략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비상업적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과 활용은 기업의 성장과 질적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 및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인 홍콩에서

기업공개를 검토하거나 또는 중국사업을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공개를 위해서

는 회사의 사업과 내부시스템, 질적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홍콩 및 해외시장(한국 등)에 대한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회사가 최근 수년 동안 HKEX(홍콩증권거래소)의 상장심리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의 유형을 파

악하고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주된 심사항목과 심사승인이 거절된 사유를 살펴본다면 상장을 계획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 스스로 시

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자료는 HKEX의 상장관련 Guidance, 회계전문가 업무규정 및 기타 참고정보를 기초로 하여 저희가 실무 중에 고객들로부터 주로 문의를 받는 사항을 위주

로 작성한 것으로 소개된 사례나 제시된 기술에는 홍콩의 고유 특성이나 설명되지 않은 가정, 또는 주관적 해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홍콩의 기업환경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저희 홍콩일신은 홍콩에 소재한 회계법인으로 국내외 주요 대기업, 상장기업, 중견기업고객에 대해 투자, 회계 및 세무 분야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

습니다. 홍콩내 한국계 회계법인으로서는 가장 큰 전문가 인적역량을 보유하고 여러 산업분야의 고객들과 풍부하고 다양한 Cross-border 업무 자문경험과

지적자산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요 팀원들은 글로벌 회계법인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회계전문가들(한국, 홍콩, 중국, 싱가폴, 미국, 호주 회계사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평가법인, 법무법인 등 다양한 전문가 네트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싱가폴 현지의 전문회계/기업컨설팅법인과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홍콩을 중심으로 Inbound/Outbound 투자구조를 계획 중인 기업들에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자료가 기업공개를 통한 회사의 질적역량을 제고하고 미래성장전략을 설계하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문이 있거나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실 경우 김찬수 회계사(+852 3520 0673) 또는 김동언 회계사(+852 3153 56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홍콩의 전반적

인 제도(세법, 공사조례, 노동법 등)에 대한 소개자료는 폐 법인의 홈페이지 (www.ilshinhk.com)를 통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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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EX IPO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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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IPO 소개 | 현황

Remark: Main Board 관련통계자료요약
(HKEX 통계자료, http://www.hkex.com.hk/eng/stat/statrpt/factbook)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유가증권상장현황
상장회사총계 1,548 1,644 1,713
상장유가증권총계 8,856 8,792 8,330
신규상장사 96 90 75
GEM에서 Main Board 전환상
장 7 14 6

시총및자본조달현황
시가총액(HK$bil) 24,892.42 24,425.55 24,450.43
신규자본조달액(HK$bil) 929.40 1,093.55 471.17

시장성지표
평균배당수익률(%) 3.44 3.46 3.24
평균 P/E 비율(배) 10.94 9.9 10.53
평균장부가치비율 (배) 1.38 1.23 1.19
연간상장주식회전율(%) 50.1 70.53 45.22

12%

8%

30%

50%

HKEX(MB+GEM) 상장사중

중국본토기업구성비율(개수기준, 2017년 7월말)

H Share Red chips 중국계사영기업 기타지역

HKEX의상장회사및자본시장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상장회사의과반수는
중국계기업으로구성이되어있음.  평균 P/E 비율은 10 배수준을유지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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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EX 상장요건 (재무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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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1. Profit Test
당기순이익테스트

2. Market Cap/Revenue Test
시가총액/매출액테스트

3. Market Cap/ Cash flow Test
시가총액/매출액/현금흐름테스
트

Profit 
당기순이익

• 최근 3 사업연도간 총 당기순이익
HK$ 50 mil 초과

•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HK$ 20 mil, 그 전 2 사업연도의
합이 HK$ 30 mil초과

n/a n/a

Market Cap 
기준시가총액

• 상장 시 시가총액이 HK$ 500 mil 
(GEM: HK$ 150 mil)초과

• 상장 시 기준시가총액이 HK$ 4 bil
초과

• 상장 시 기준시가총액이 HK$ 2 bil
초과

Revenue 
매출액

n/a •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상 매출액이 HK$ 500 mil 초과

•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상 매출액이 HK$ 500 mil 초과

Cash Flow 
영업현금흐름

n/a n/a • 최근 3 사업연도의 영업현금흐름의
합이 HK$ 100 mil 초과

• (GEM: 최근 2 사업연도의 영업현금
흐름의 합이 HK$ 30 mil 초과)

Hong Kong IPO 소개 | 상장요건

HKEX 상장의 최소 재무적 요건은 다음 세가지 테스트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예비단계에서 재무적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HKEX의 상세심사(Detailed Vetting) 단계로 진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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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EX 상장요건 (기타 질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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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요건 주요사항

Management/Ownership 
continuity
경영진/소유의 계속성

• 최근 3 사업연도간 경영진에 변동사항이 없을 것(GEM: 2년) 
• 최근 감사보고서 상 소유 및 지배력에 변동이 없을 것

(시가총액/매출액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 경영진 계속성에 대한 요건을 예외로 두기도 함)

Public float
최소유통주식수 요건

• 상장시 기준시가총액이 HK$ 50mil(GEM:HK$ 30mil) 이상인 경우: 발행 주식수의 25% 이상
• 기준시가총액이 HK$ 10bil 초과시: HKSE(HK Stock Exchange)의 판단에 따라 발행주식수의 15%이하가 되기도 함

Spread of shareholders
주주분산요건

• 당기순이익 테스트 또는 시가총액/매출액/현금흐름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 상장 시 최소 300명(GEM: 100명)의 일반주주
(Public Holder)가 있을 것

• 시가총액/매출액 테스트 통과한 경우: 1,000명의 일반주주
• 최대 일반주주 3명이 발행주식의 50% 이상 소유 불가

Professional Advisors
자문기관

• 최소 1개사 이상의 상장주관사 선정 (대표주관사, 실사주관사)
• 통상 공개모집시 주관사가 주식총액인수 (GEM은 요건 없음)

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의 1/3은 독립된 사외이사(최소 1명은 전문자격)로 구성
•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독립적 기구

Independence
영업 /경영/재무적독립성

• 재무적 안정성과 독립성
• 영업의 독립성(매출, 매입, 생산 등 사업의 독자적 수행능력과 지속가능성)
• 경영의 독립성

최소 재무적 요건 이외에 상장신청인은 아래의 주요 질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예비심사를 통과하여 상세심사 단계에서 질적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리가 이루어짐

Hong Kong IPO 소개 | 상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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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IPO 상장심리 프로세스 및 주요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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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신청인
(Company)

Sponsors
주관사

Valuers

Reporting 
Accountan

ts

Sponsor’s 
legal 

advisors

Company’
s legal 

advisors

Expert 
group 

e.g. Intern
al Control 
Consultant

Underwrite
rs

/ Placing A
gents

<주요 참여자>

Listing Application

<사전준비단계>
• IPO 준비 의사결정
• Working team 조직
• Group reorganization (사

업/지배구조 등 조정)
• IFRS 적용/(그룹)회계정책

마련 등
• 내부통제제도/재무보고시스

템 업그레이드
• Listing feasibility study

Listing 
Approved

<상세심사
(Detailed Vetting)>

• 질적요건 세부평가
• HKEX, SFC 질의대응
• Forecast/Indebted

ness/Proforma 
financials

• Listing Hearing

신청서류
예비검토

Return

Yes<If returned>
• Accelerated review 

process
• 8-week moratorium 

for submission

Accept

<주관사선정및실사>
• 상장신청을 위한

Professional team 구성(대
표주관사, 법률자문사, 실사
회계법인 등)

• 신청 전 Due Diligence 완료
(PN21)

• 상장신청서류 준비 (Form 
A1, AP)

Hong Kong IPO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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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프로세스 – 주요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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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참여자 역할과책임 비고

BoD / Management
이사회/경영진

• 상장 관련 경영의사결정 및 주간사의 실사수행 협력
• Prospectus(투자설명서) 및 공시 사항 확인주체
• 등기이사 중 2인 이상은 홍콩 상주 요함
• 이사회의 1/3은 사외이사(INED)로 구성
• INED 중 최소 1인은 전문성 갖출 것

• 경영투명성을 위한 필수기구:
Audit Committee, Remuneration Committ
ee, Nomination Committee

• 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 (선택적) 

Sponsor 
주관사

• 최소 1사 이상의 상장주관사 선정 (전문적 자격, 업무규정 등 준수 요건)
• 대표주관사는 IPO 전반적 과정 수행하는 역할
• 상장신청인의 상장적격성 검증 및 실사수행책 임(PN21)
• HKSE, SFO 등 심사기관의 질의대응

• 실사주관사는 상장신청인과의 독립적 확보

Legal advisors 
법률자문사

• 상장신청인의 법률자문사: IPO관련 경영진의사결정 자문, 상장관련서류 등
준비, HKSE 및 SFC 등에 대한 대응, 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정관, 주요계약 수
정 등 자문

• 주관사의 법률자문사: PN21의 실사수행 관련 지원, HKEX와의 대응, 
Prospectus 수록내용 검토, 다양한 참여자와 업무조율 등

• 참여자에 따라 다양한 법률자문사 역할

Internal Control 
Consultants 
내부통제전문가

• 독립된 전문가로서 상장신청인의 내부통제수준의 평가
• 주요 이슈사항의 요약 및 개선안 제시

• 실사주관사의 상장신청인의 내부통제수준 평가
에 중요한 참고자료

• 내부통제업무 경험 풍부한 회계법인이 수행

Other participants 
기타참여자

• Company Secretary, Underwriter, Independent Property Valuer, Fin
ancial Printer, Receiving  Banks, Share Registrar/Transfer Agent, P
ublic Relations Firm, Industry Consultants, etc.

• 상장과정에서 다양한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

Hong Kong IPO 소개 | 주요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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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프로세스 – Reporting Accoun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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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참여자 역할과책임 비고

Reporting 
Accountants 
회계법인

• 상장신청인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 수행
• Prospectus 에 포함될 주요 재무정보(Pro-Forma FS, Working Capital 

Sufficiency 등 포함)에 대한 보고
• 주관사에 대한 실사절차, 재무정보 등에 대한 Comfort Letter 발행
• 상장신청서류에 포함되는 주요 재무정보, 회계정책, 공시사항 등에 대한 준비

에 참여

주요 산출물
• 감사보고서(Accountant's Report) 
 Track Record Period (TRP) - MB: 3년에 대한 감사
 Prospectus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감사의견
 IFRS, HKFRS, 혹은 중국회사의 경우 CASBE) 적용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True and Fair)

• Prospectus에 포함될 주요 재무정보에 대한 내용
 Statement of Sufficiency of Working Capital: Prospectus 기준일

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한 운전자본의 충분성에 대한 의견
 Statement of Indebtedness(Prospectus 발행 전 2개월 이내 가장 최

근 실사일 현재의 금융부채내역

• Reporting Accountants에 대한 질적수준에
대한 엄격한 요구(Big 4 등 국제회계법인 선임) 
→ 한국과 달리 상장신청시 외부감사인이 지정
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을 갖춘 회계법인을 자율
적으로 선임

• Pro Forma 재무제표 등 관련 준칙;
 AG7 "Preparation of Pro Forma 

Financial Information for Inclusion in 
Investment Circulars" 

 HKSAE 3420, "Assurance 
Engagements to Report on the 
Compilation of Pro Forma Financial 
Information Included in a Prospectus"

 HKSIR 500 "Reporting on Profit Forec
ast, Statements of Sufficiency of Work
ing Capital and Statements of Indebte
dness"

Hong Kong IPO 소개 | 주요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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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SE, HKMA, SFC 등 상장관련 감독당국은 상장신청인의
내부통제 수준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심리거절

• Practice Note(“PN”)21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상장적격성
검증을 위한 실사 의무를 상장주관사에 부여 (중대한 의무해태는
민형사법적 책임) → 상장신청인의 내부회계제도, 통제시스템의
수준과 운영상태, 실효성을 검증 필요

PN21 –
Internal 
Control

실사의무

IC Auditor
내부통제
실사평가인

• 상장신청인에 대한 실사를 위해 실사주관사가 외부전문가(IC 
Auditor)를 선임하여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실사를 수행

• IC Auditor는 내부통제수준,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발견사항 제시 → 실사보고서는 Agreed Upon Procedure와
같이 주요 발견사항만 제시하거나 개선권고안을 함께 기술하는
보고서(Long form report) 등으로 작성(*)

• IPO 준비단계에서 내부통제설계구축 등 자문을 수행한 경우
독립성이슈로 내부평가실사 업무를 동일한 전문가가 담당하지는
아니함

(*) (참고기준) AATB1-Assistance Options to New Applicants and 
Sponsors in Connection with Internal Controls over Financial Reporting

내부통제의평가: PN21 실사및자문

Internal Control 관련업무및전문가역할구분

구분 IC Adviser IC Auditor
업무수행의강제성 자율적(Voluntary) PN21에따라요구

보고대상 회사경영진 주관사 (Sponsor)

업무시기 사전준비단계 IPO 신청단계

IC 
Advisor
내부통제
자문

• 내부통제수준 실사 후 발견된 결함을 보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중대한 결함은 IPO 승인거절 사유가 되기도 함

• 사전에 IC Advisor을 통한 내부통제제도 수준을 평가하여
리스크 파악과 제도를 보완하고 운영효과성의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상장의 비용과 노력을 절감

Hong Kong IPO 소개 | Internal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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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지주회사
(SPC)

중국기업의해외거래소상장구조
(최대주주변경방식)

Overseas (HK 등)

China

PRC Co
(외상독자
/WOFE)

중국기업(내자기업)의해외상장을위한지배구조재편

 2006년 9월 발효된 Circular 10의 영향 → 중국인이 직접/간접 지배할 목적으로 역외지
역에 설립된 역외지주회사(SPC)는 해외거래소 상장시 CSRC(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강제

 H주(주로 대형국유기업), Red Chip(대형 민영기업) 등 중국인이 최대주주를 유지하고 해외
에 SPC를 설립하여 해외증시상장 방식은 실질적으로 CSRC의 승인획득의 어려움 → 일반 민영
중국기업의 CSRC승인을 우회한 해외상장이 제한(주1)

 통신, 문화산업 등 외국인 소유나 진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VIE(Virtual Interest Entity)
방식의 상장구조는 중국 현지 법적요건 충족여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상장이 제한됨(관련 증
거 및 Legal opinion 첨부되어야 함) (주2)

 HKEX의 경우 VIE구조 상장이 가능하나 중국현지의 제반 규정 충족여부와 실질지배여부, 외국
인주주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 (한국증권거래소는 CSRC승인이 결여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아니함)

 중국내에서 중국인명의로 내자기업을 운영하는 한국계 회사 등은 사전에 이슈를 파악하고 지배
구조를 조정해야 함

사업구조재편성

 상장을 위한 사업구조, 지배구조 재편, 불필요한 사업의 정리, 중요한 사업인수, 합병, 분할, 자
산의 양수도 등은 여러 법적, 세무상 이슈가 생기며, Track Record Period 기간의 성과관리,
일관된 회계처리 등 유기적인 준비가 필요함

 사회간접자본사업, 부동산개발업, 천연자원, 에너지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국내 사업법인이 있
는 경우, 토지사용권, 채굴권, 영업허가 등 관련 권리확보여부가 증명되어야 함

주주
(중국인)

PRC Co 
(내자기업)

주주
(외국인)

Circular 10 
시행이후

(2006년 9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중국인의 내자기업인수

• 중국내에 외국인이 신규 설립한 외상투자기업

• Circular 10 실시 이전 구조조정 완료 외상투자기업

• 외국인이 중국 국내기업(내자기업)을 인수하여 해외상장하는 경우

해외상장시CSRC 승인을요하지않는에외적인경우(주1)

VIE구조로 NYSE에 상장된 대표적인 중국기업인 Alibaba, Baidu 등의 경우에는 VIE구조로
통제하는 중국영업의 그룹내 비중을 최소화하여 상장이슈를 최소화했던 것으로 알려짐
(VIE구조의 매출, 자산비중 30% 미만, 순이익 0% 수준)
http://www.chinaaccountingblog.com/weblog/alibaba-sets-the-vie-gold.html

(주2) 

Hong Kong IPO 소개 | Pre-IPO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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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EX의 상장적격성 관련 주요 심사항목

HKEX 상장심사주요항목

Focused 
Area

• 불이행의 성질과 정도

• 발생원인 (부정, 주의의무 해태 등)
• 불이행이 영업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판단

•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의 마련과 그 실효성

• 중요한 불이행 사항의 공시여부

HKEX 주요심리포인트

• 이사 또는 지배주주의 과거 범죄경력 또는 규정위반 경력
존재여부

• 그 행위의 경중과 부정적인 영향력 등이 고려

이사및
대주주의
도덕성및
적격성
여부

제반법규, 
제도위반, 
불이행
사항 (Non-
complianc
e) 여부

• 매출, 구매, 재무, 영업의 주요 기능을 모회사에 의존 → 
상장신청인의 독립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소명되어야 함

• 상장신청인과 모회사가 동종업계에 있고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상장신청인과 모회사가 경쟁관계나 사업상충관계 → 
이해상충 이슈 방지를 위한 적절한 예방장치가 있는지?

• 매출 및 이익의 상당부분이 모회사나 관계회사와 관련있는 경우 → 
적절한 장치 마련

• 소수의 거래처 에 상당한 매출을 의존 → 고객관계 변동시
대처방안

모회사및
특수관계자
및소수
거래처에
대한의존성

• 상장에 부적절한 산업(갬블링산업)이나 VIE 구조 (*)는
기본적으로 상장심사 불허

• (*) 중국정부의 Circular 10에 따라 해외상장과 관련하여 당국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장심사 거절

부적격산업
/사업구조

HKEX 주요심리포인트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미실현이익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 경상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이익기준 충족여부 심사

이익요건
기준적용
(미실현이
익이포함)

•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징후의 예

• 최근에 발생한 중요한 수익창출모델의 변동 → TRP 기중 실적의
신뢰성 저하

• 중요한 규제환경 및 사업성 전망에 대한 부정적 변화

• 재무지표의 계속적 악화: 재무적 기준은 충족하나 TRP 후속 기간
중 개선징후가 없는 경우

비즈니스모
델의
계속가능성
에대한의문

•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자산이 미미하고 사업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유동자산이 주된 자산을 구성하는 경우

자산의구성

Focused 
Area

HKEX Guidance Letters 68-13 Suitability for Listing (2015년 6월)



IIL SHIN CPA Ltd |  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td. 15

HKEX의 상장적격성 관련 주요 심사항목(7가지 유형에 대한 Listing Suitability 판단기준)

IPO가건강한성장보다대주주의자본이득실현에이용된
회사들의주요한특징

상장 후 대주주의 먹튀, 시세조작, 내부자거래 등 문제가 꾸준히 발생.  
상장효익 이나 사업운영 수익이 제한적이나 홍콩상장을 위해 과도한
상장비용을 부담하는 회사들의 IPO 목적과 정당성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HKEX가지적한회사들의공통적인특징 (7가지)
①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소규모

② 상장시 요건을 최소한만 충족

③ 조달자금이 사업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높은 상장비용 충당에
대부분 소비

④ 사업에 소수 고객에 의존적인 무역비지니스가 포함

⑤ 자산 대부분이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 (장기적 사업을 위한
자산 비중이 낮음)

⑥ 지역 또는 제품/서비스 구성 등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모회사로부터 분리(실질적인 영업의 독립성 부족) 

⑦ 상장 이전에 외부기관으로 부터 자금조달 실적이 없거나 미미

• 공모자금의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술

• 과거 및 미래사업전략과 관련되어 일관성있게 제시되어야 함

• 기대효익 대비 높은 상장비용 부담이유 합리적 설명

공모자금의
활용방안

7가지유형에해당할경우강화된심리및 근거자료요구

• 사업운영과 성장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과 목표에 대한 분석자료가
제시되어 야함

미래의전략
및목표

• 낮은 이익률 또는 이익 및 매출성장률이 감소하는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근거가 제시될 것

이익및매출
성장

Focused 
Area

HKEX Guidance Letters 68-13A Suitability for Listing (2016년 6월)

• 산업변화에 대응할 비지니스 역량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일몰업종
(Sunset 
Industry)

1

2

3

4

강
화
된
심
리
절
차

HKEX 상장심사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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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EX 상장심사 승인거절 사례 (2014~2016년)에서 파악된 공통적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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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및 사업모델이 빈번 혹은 중요한 변경

• 사업경쟁력에 대한 설명근거 불충분

• 사업환경의 불리한 변화, 규제 또는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산업

• 주요 경영지표의 악화 및 성장잠재력 근거제시 부족

사업모델의
계속성

영업, 재무적
독립성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중 과다

• 일회성 거래 효과 등 조정시 이익/현금흐름요건 등 미충족

• 소수 거래처에 의존한 사업구조 및 신규 수임고객 없음

• 높은 차입비율, 독자적인 유동성창출 능력부족 등

• Pre-IPO이전 독자적인 신용창출능력 부족

• 지배주주, 관계사 등의 자금지원에 의존

상장심사거절근거 (주요원인예시)

• 규제산업 혹은 라이선스 갱신 등 현지 정책불확실

• 중요한 법적 규정위반 사례

• 법규 위반 등을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 수립, 운영 증거부족

법규준수및
컴플라이언스

주요유형

경영/지배주주의
적격성및계속성

• 부적절한 이사보수지급/ 이사의 전문성, 도덕적 자질

• 이사가 사임 후에도 경영에 지속관여

• 의도적인 조세포탈에 관여/경영진 부정

• 지배주주/중요 경영진의 변동

기업공개준비가
되었는지?

• 회사의 비전과 철학?
• 회사의 성장전략?
• 지배구조, 사업구조는 상장에 적합한지?
• 영업 프로세스 및 경영 방식의 구조조정

필요한지?
• TRP 기간이 충족되었는지?
• 재무보고 및 회계시스템의 투명성은?
• 신뢰성있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확립?
• 경영진의 경험은 충분한지?
• 공모자금의 사용목적 자금활용 플랜?
•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상장 목적?
• Public Relationship과 제반 법규의 준수?
•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있는 기업문화?
• 상장 후 경영지배력의 약화 또는 상실 가능성?
• 상장 후 Continuing Obligation에 대한

조직, 시스템?

HKEX 상장심사 승인거절 사례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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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EX 상장심사 승인거절 사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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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신청/
거절연도

상장신청인 시장 업종 상장신청승인거절주요요인 유사사례

2016 Company A (중국) MB 전자상거래
• 현지법규준수및사업의지속가능성 의구심
• 중요정보누락

2016 Company B  (중국) GEM 소비재회사
• 현지법규준수및사업의안정성의구심
• 중요정보누락

2016 Company C (홍콩) GEM 온라인마케팅 • 수익창출모델에 대한설명불충분

2016 Company D (중국) GEM 제조업 • Track Record Period (“TRP”) 기간미충족

Company E LD106-2017
Company F LD106-2017
Company B LD91-2015
Company J LD91-2015

2016 Company G (중국) MB 제조업 • 외관상상장자격미달

2016 Company A (중국) MB 금융서비스
• 특수관계거래 등실사조정후이익이최소이익
기준미달

Company E LD107-2017
Company H LD92-2015

2016 Company B (중국) MB 물류서비스
• 특수관계자거래 등실사조정후이익이최소이
익기준미달

2016 Company C (홍콩) GEM 차량서비스
• 시장가치기준평가시 주관적이고유리한가정을
선택적으로 반영

2016 Company D (홍콩) GEM 소프트웨어 솔루션
• TRP 기간중대주주지분변동 발생
• 경영의지속성의문

Company G LD91-2015

2016 Company G (중국) MB 식품무역
• 비지니스모델의 중요한변화
• 사업의지속가능성의문

Company H LD107-2017

2016 Company I(중국), 
J(중국), K(홍콩) MB, GEM 부동산, 인쇄서비스

소프트웨어 계발
• 소수거래처또는제품에높은의존도
• 사업의지속가능성의문

Company F LD92-2015

(Source: HKEX, IL SHIN Analysis) 

HKEX 상장거절 사례 (20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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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EX 상장심사 승인거절 사례 (20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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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신청/
거절연도

상장신청인 시장 업종 상장신청승인거절주요요인 유사사례

2016 Company L (중국) MB 공익기업
• 경영진도덕성및신뢰성에대한의문
• 내부통제시스템 부실

Company B LD101-2016
Company F LD100-2016
Company B LD92-2015
Company C LD92-2015
Company E LD92-2015

2016 Company M GEM 요식업 • 실사조정후현금흐름이 최소현금흐름 요건미달

Company G LD100-2015
Company D LD92-2015
Company L LD92-2015
Company P LD92-2015
Company A LD86-2015

2015 Company A MB 금융서비스 • 기업거버넌스및경영진신뢰성의문
Company B LD100-2016
Company E LD91-2015

2015 Company B GEM 컨퍼런스제공서비스 • 기업거버넌스및경영진신뢰성의문

2015 Company C GEM 식자재공급업 • 신청서중요정보누락 Company K LD91-2015

2015 Company A MB 광산업
• 사업의지속가능성의문
• 정치적불안정성 및부패지수 높은국가에서의 사
업

2015 Company C MB 건설업
• 사업의지속가능성의문
• 부패지수높은국가에서의사업활동

Company J LD92-2015
Company K LD92-2015

2015 Company D MB 광산업
• 사업의지속가능성의문
• 이익및경영진경험수준에대한예외적용불허

Company A LD92-2015
Company G LD92-2015

2015 Company E MB 부동산투자업
• 사업의지속가능성의문
• 소수특정거래처에과도한의존

(Source: HKEX, IL SHIN Analysis) 

HKEX 상장거절 사례 (20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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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EX 상장심사 승인거절 사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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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신청/
거절연도

상장신청인 시장 업종 상장신청승인거절주요요인 유사사례

2014 Company I MB GEM에서 MB로전환신청 • TRP 기간미충족

2014 Company M GEM 규제산업
• 상장주간사의 독립성원칙위반

(상장주간사가 Pre-IPO CB 청약참가)

2014 Company N GEM 소비재제조밎판매
• 사업의지속가능성의문
• 지배주주에 대한과도한의존
• 실사조정후최소현금흐름 요건미달

2014 Company O GEM 부동산재임대업(Sub-lease) • 내부통제제도 부실

2014 Company A GEM 소비재판매
• 현지법규준수에대한의문
• 사업의계속성에대한의문

Company F LD91-2015

2014 Company D MB 위생관리제품판매
• 현지법규준수및사업의안정성의구심\
• 중요정보의 공시누락

2014 Company H MB 증권회사
• 상장신청서 상불리한중요정보누락

(회사채발행사실 누락)

2014 Company L (중국) MB 광업개발
• 유효하지않은광업권평가보고서제출 (평가보
고서의유효기간 6개월초과)

(Source: HKEX, IL SHIN Analysis) 

HKEX 상장거절 사례 (2014~2016)



Appendix 1
홍콩일신 소개

Thought 
Leadership

Integrity

Enduring 
Value

일신회계법인은 종합적인 세무회계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홍콩에소재한 대표적인 한국계중견회계법인입니다. 

한국계 회계법인으로서 가장크고우수한 전문가 인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변함없는 열정으로 국내외 주요 대기업, 상장기업, 
중견기업고객, 법무법인, 금융기관 및 비영리기관 등 다양한 고객에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경제의 중심지인 홍콩에서
여러 분야에서 해외사업을 운영 중인 굴지의 한국, 일본, 중국 및 기타 다국적 기업고객들과 협업하면서 풍부한 Cross-border 자문경험과
실력을 쌓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일신은 홍콩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주요 Value Chain 지역인 중국, 베트남에 “일신글로벌” 산하의자매 회계법인을 두고지역전문가
체계를 갖추고있으며, 고유의 회계서비스 영역이외에 전문평가법인, 법무법인, 특허법인 등연관 분야의전문가들과도 밀접한 업무네트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된 사업장소가 있는 중국 및 베트남의 회계관행에 대한 이해와 감사실무상 필요한
전문가 활용에 저희 일신의 네트워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일신회계법인은 홍콩회계사협회에 정식등록된 회계사 수습기관이며 감사서비스(Assurance Service)에대한전문성과
법인역량은 감독기관의 엄격한 품질평가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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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홍콩일신은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회사들이 Pre-IPO 단계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신의 주요 멤버들은 아래의 서비스 영역별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Hong Kong 법인설립 및 법정비서역 서비스 제공

• 그룹지배구조 변경 작업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분할, 합병, Amalgamation, 
감자, 자사주취득)

• International Tax 검토, Stamp Duty(Group Relief신청) 등
• 비상장주식, 자산평가, Purchase Price Allocation 지원

Group 
Reorganiz
ation

Pre-IPO 단계에서일신이제공할수있는업무분야

• 홍콩지주회사 및 해외종속회사의 재무보고시스템 평가

• 내부통제제도 평가 및 개선안 도출 / 회계규장 정비 지원

• 내부통제제도 운영 모니터링 지원

• PN21에 따른 IC Audit 을 위한 사전준비(주1)

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 중국회사 IFRS 도입, GAAP 전환 지원 (최초 도입시 영향사항 검토)
• 그룹연결감사, 그룹리포팅 패키지작성, AUP 업무

• Group Reorganization에 따른 다양한 회계처리(사업결합, 합병회계, 
Purchase Price Allocation 등)

• CB평가, Stock Option Scheme 등 회계, 세무상 처리 자문

• 그룹회계정책 수립조언

회계정책/재
무보고/회계
처리

• 사전에 기초 준비요소를 파악
• 사업전략과 상장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 Track Record Period 기간 중 안정적인 관리
• 상장실패시 투입된 자원과 노력, 경제적 비용이 막

대→ Surprising/Hidden Issue 예방
• Critical Issue에 대한 사전점검 대비
•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Listing Suitability 증대
• 높은 상장비용과 시간, 노력절감에 효율적

(Appendix I) 홍콩일신 소개 | Pre-IPO 단계 지원업무 분야

체계적인 준비에 드는 비용과 Listing 
Suitability 를 갖추기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시간과 높은 상장비용

절감에 기여

• Pre-IPO Feasibility Study (Financial 측면)
• 이전가격검토/문서화

• Hong Kong 법인에 대한 IRD Tax Query 등 대응지원

• 홍콩지주회사 관리인력의 Localization 지원 (거주자/비거주자)
• Financial Due Diligence/Pricing Negotiation

기타자문
(주1) PN21 에 따른 Internal Control Audit은 상장신청서 제출 목적으로
주관사를 위한 실사업무로 진행되는 바 글로벌 대형회계법인 이외의 참여가
제한적인 특성이 있음. 일신의 경우 전문적인 업무제공을 위해 PN21
업무경험이 풍부한 외부Consultant가 포함된 자문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전
준비단계의 지원업무 수행가능(준비단계에서 비용효과적이며 상이한 제도체계
이해를 위한 경영진과의 긴밀한 소통에 장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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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및 주요 수행업무 소개

김찬수

일신회계법인 대표

KICPA, CPA(HK), AICPA(WA)

• (前)삼일회계법인

• (前)PwC홍콩 KBD (Korean 
Business Desk) 총괄

• (前)광성전자 /(現) 코웰홀딩스
사외이사 (홍콩상장기업)

Professional

(Appendix I) 홍콩일신 소개 | 약력 및 주요 수행업무

김동언

KICPA, CPA(HK), CA (Singapore)
AICPA(WA), CPA Australia

• (前)삼일회계법인

• (前)PwC홍콩 Advisory
• Vlerick Leuven Gent MBA
• 북경대 국제경영대학원 석사

•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기업애로해소 자문위원 역임

• 주홍콩한국무역관

K-MOVE센터 멘토

중국, 홍콩지역주요국내외상장기업감사및경영자문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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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고객에 경영자문제공 (법인설립유지, 재무보고, 
세무전략, 구조조정 업무 등)

SOC, 구조조정및기타자문분야
• 정부기관 SOC개발관련 업무 (신공항고속철, 하남지하철 등), 해외자원개발사업 (페루,미얀마,리비야,앙골라) 자문 및 에너지분야

주요상장사 감사업무

주요수행업무
Key Career Experience

해외기업인수자문 (Cross-Boder M&A)
• Doosan Bobcat 인수 (국내 최대 해외기업인수사례), 대우조선해양 DeWind (美풍력)인수, L사 GE 가전사업부 인수, E사

홍콩상장업체(유통) 인수 관련 재무실사 총괄매니져, 효성그룹, 금호타이어 (중국), Conocophilips (정유), Turner (케이블채널) 
등 다수 해외기업관련 재무실사수행

중국, 홍콩지역주요국내외상장기업감사및경영자문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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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조사업무, 라이센싱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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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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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홍콩 일신은 고객의 성공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 구성원이 성실히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엄격하고 높은
기대수준을 가진 고객들께서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주고 계십니다.  고객의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전문가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실력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 일신은 오랜 세월에 걸쳐 넓은 지적자산과 소중한 경험, 전문가 네트웍을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 

(Appendix I) 홍콩일신 소개 | Why IL SHIN? – 일신이 추구하는 가치

Professional Competency
• 일신의 주요 멤버는 Big 4회계법인출신및석사이상의학위소지자

로금융기관, 한국영사관, 재계단체등초청외부강의활동

• 평균 4~5년 이상의 장기근속연수의 전문가조직은 고객에 대한 이해
가 높을 뿐만 아니라 Quality 서비스의 핵심이며, 특히 한국기업에대
한경험과사명감이높은 Team Sprit과조직문화를보유: 다른 홍콩
회계법인이 모방하기 힘든 경쟁요소

• 주요 국내외 상장, 비상장 법인고객에 대해 회계 및 세무 전문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법인에대한연결감사및 cross-border 자
문업무등풍부한실무경험보유

Experience & Capacity
• 홍콩일신은 작지만 강한 전문가 그룹(홍콩,한국,호주,싱가폴, 미국 공

인회계사 등. 등록회계사 15명, 수습 회계사 및 기타 전문자격 보유자
등 전체 전문인력은 연평균 25명)을 구성하고 있으며, 일신 글로벌
산하 중국 및 베트남 주요 지역에 자매 회계법인을 두고 있어 다양한
지식솔루션을 제공 가능 (자매 회계법인 내 전문인력은 최소 50여명
이상)

• 연결감사, 재무실사, 재무자문, 공공기관보고서, 법인설립, 회사청산, 
컴플라이언스, 부정적발조사/소송지원 업무, 내부통제검토, 이전가
격조사대응 및 Offshore Claim, 그룹지배구조개선 및 변경, 국제조
세, Valuation(Business, PPA, 영업권평가), M&A, Deal 
Transaction 등 폭넓은 전문가 업무수행 경험과 성공사례 보유

Knowledge Leadership
• 일신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가적 인사이트를 가지고 한국고객들에게

주기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홍콩최대의한국계전문가집단(매
년 2~3개의홍콩세법, 회사법, 노동법, 국제회계기준비교등출간물
갱신)

• 간소한 조직과 업무운영의 효율성을 갖고 있어 Big 4 회계법인보다
훨씬 저렴한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공평한업무수
임을통해 Quality Service를제공하고 있음

• 일신의 지식자산은 엄격한 수준의 상장사, 중견그룹 업무 이외에 국
내외 법무법인, 회계법인, 금융기관 등과의 협업으로 창출됨

Integrity & Ethics
• 전문가적독립성과윤리의식, 고객에대한신의성실을중요한가치로

두고있으며내부품질감리프로세스등결과보다과정을중시하며, 
지속적인 내외부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실패에서 더 많이 배우는 문화
를 장려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 홍콩내 한
국계 주요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능기부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유학
생에 대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음

“저희 일신은 작은 이익을 위해 고객의 가치를 희생하거나 전문가로
서의 신뢰와 자긍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Why 
Il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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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일신회계법인(IL SHIN CPA Limited) 은 홍콩에 소재하는 회계, 세무 전문 법인으로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각종 조세제도, 국제회계기준(IFRS)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자문 제공과
홍콩의 조세제도 및 금융시스템, 그리고 중국의 회계, 세무 및 외환제도와 연계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신의 주요 전문가들은 Big 4회계법인 출신 및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홍콩공인회계사회 및 외부강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내 한국회계사들도 삼일회계법인과 PwC Hong Kong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였고 중국과 홍콩에 진출한 많은 한국기업을
지원하며 풍부한 경험과 지적자산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일신은 홍콩에 거점을 둔 로컬회계법인으로서는 한국과 홍콩 그리고 중국을 연계하여 국제회기준에 따른 연결감사, 인수합병관련
재무실사 및 재무자문, 기타 국제조세 관련 업무 등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한국계 회계법인입니다.

일신회계법인 소개 - 고객들의 공통적인 질문 (Frequent Q&A)
“일신의전문인력의구성과업무수행능력은어떠한가요?”

일신에서만든출간물이나참고자료들은어떠한것들이있나요?

일신의주요고객이나감사경험이있는산업군을소개해주세요

일신의규모와명성은어떠한가요?

저희 일신은 한국계 leading firm으로 한국고객들의 해외사업진출과 낯선 홍콩의 제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여러 출간물들과 주기적인 Tax update자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홍콩
Tax highlight, 홍콩과 중국의 IFRS Conversion 이슈 요약, 개정 홍콩회사법 Q&A, 한국 홍콩간 조세조약 분석, 파견주재원의 소득신고, IPO 안내, 노동법 요약 등 주요 출간물 외에 산업이나 주요
이슈에 대한 Tax Update 등 기타 여러 출간물들을 수시로 발행하고있습니다. 일신의 자료들은 주재원 및 한국본사 뿐만 아니라 본사의 감사인, 자문기관들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인의 주요 감사고객으로는 대기업 및 중견그룹의 홍콩계열사와 한국 및 기타 해외시장 상장기업의 홍콩자회사 등을 두루 망라하고 있으며, 세무 및 기업업무에 대한 자문고객들도 많이 있습
니다. 감사서비스의 경우, 제조, 소매,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IT, 바이오, 정유/화학, 무역, 물류운수, 철강, 엔터테인먼트, 건설업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명성과 역량은 고객이 직접 평가해주시는 것이 바른 답변이겠습니다만, 상기에 소개해드린 고객층과 일신의 출간물을 통해 저희 법인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피드백을 종합한다면 홍콩내 한국계 회계법인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와 역량을 유지하고 있는 중견법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회계법인과 견줄 수 없지만 여러 전문서비스
분야의 경험과 지적자산을 균형있게 쌓아오고 있으며, 특히 저희 일신은 홍콩회계사회가 인정하는 회계사 수습기관으로 법인전반의 내부통제나 주요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감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홍콩의 전문가 업계가 시장진입이 쉽고 많은 영세 회계법인들이 무한경쟁을 다투고 있는 추세이나 저희 일신은 전문가로서 자긍심과 직업윤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한국기업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을 교두보로 세계시장에 나온 한국기업들의 높은 수준 만큼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품질에 대한 저희 고객의 기대가 매우 엄격합니다. 이 때문에 수준 높은 인재채용과 내부품질관리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갖추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 공적법인에 대한감사, 연결감사 등을 수행하려면 감사인의 경험과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저희 일신이 감사를 수행하는
적지않은 홍콩법인에서 모회사(한국, 일본 등 상장법인) 감사인이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감사계획과 감사조서를 함께 리뷰하고 있습니다. 한국내 엄격한 심리와 요건을 준수하려면 홍콩감사인들이
국제적인 감사이론과 실무, 회계정책상의 복잡한 이슈를 공감하고 본사 그룹감사인과도 호흡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 Cross-border 업무 특성상, 전문가 간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 일신은 국내외 주요 법무법인, 회계법인의 요청을 받아 실무파트너로서 홍콩과 관련한 이슈의 해결에 여러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ppendix I) 홍콩일신 소개 | Why IL SHIN? – 일신에 대한 고객들의 질문과 답변 (Frequent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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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희 일신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경험을 기술한 것이며, 이외에도 일신의
주요 멤버들은 글로벌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에서 여러 서비스 영역별로 다양한
자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재무실사, 연결감사, IFRS 전환, 부정적발조사, 내부통제제도 자문 등

(Appendix I) 홍콩일신 소개 | 주요업무경험

서비스 업무성격 Ultimate client Target 회사업종 Target 소재지

Financial DD Buyside 실사 한국 상장 대기업 Medical Product 중국

Financial DD Pre-IPO 재무실사 한국 상장기업 소매유통(소비자상품) 중국

Financial DD 가격정산 실사 (Buyside) 한국 상장 대기업 Entertainment 홍콩/중국

Financial DD Buyside 실사 한국 상장 대기업 Advertising 홍콩

Investigation 자금흐름/재무상태 실사 한국 상장 대기업 Software 중국

Investigation 부정적발조사지원 한국 상장 대기업 물류운송업 홍콩

IC Advisory 내부통제 관련 업무규정 구축 지원 한국 대기업 중간지주법인 홍콩

IC Advisory 매출 및 주요 업무사이클 프로세스 검토 및 내부통제
문서화 보완

다국적기업 HK 판매법인 홍콩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한국 상장중견그룹 도료화학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한국 상장대기업 중화학제품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한국 상장대기업 E-Commerce 홍콩, 중국, 한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한국 상장대기업 무역(소비자상품) 중국, 홍콩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한국 상장기업 휴대폰부품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한국 상장대기업 비철금속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한국 상장기업 통신부품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일본 상장기업 2차전지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한국 상장준비기업 제약유통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한국 상장기업 전자부품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한국 상장대기업 의료사업(클리닉센터)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한국 상장기업 의료용광학설비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한국 상장기업 의료진단기기 중국

Assurance IFRS Audit (Pre-IPO 목적) 한국 상장기업 금형제조(자동차부품) 중국

Assurance IFRS Audit (Pre-IPO 목적) 한국 예비상장기업(심사) 제조(자동차부품) 중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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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배구조 변경, 세무조사대응, 청산 및 기타 자문 업무 주요경험

서비스 업무성격 Industry 업종 대상지역

Tax Advisory 글로벌 사업 및 지배구조변경에 따른 홍콩법인 관련 세무자문 (Group Relief 신청) 물류, 서비스 등 홍콩

Tax Advisory 사업투자구조검토, 조세협약검토, 세무상거주자 신청 지원 제조 홍콩

Tax Advisory 홍콩 세무국 이전가격 조사대응 무역업 홍콩

Tax Advisory 다수의 홍콩 세무국 조사질의 대응 업무 (연간 5~8 여건) 다수 업종 홍콩

Financial Advisory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투자구조 세무검토 인프라개발사업 한국, 홍콩, 베트남

Financial Advisory 홍콩 경유 Offshore, VIE 투자구조 재무/세무 자문 병원, 의료 홍콩, 중국

Financial Advisory CEPA적용 위한 지배구조 변경(중국자회사의 홍콩법인 현물출자) 물류운송업 홍콩, 중국

Financial Advisory 법인설립 및 Licensing 신청 업무 지원 증권업 홍콩

Financial Advisory 홍콩법인의 CB, RCPS, 종류의 주식, 주식옵션 발행관련 회계, 세무자문 다수 업종 홍콩

Financial Advisory 중국상장기업의 한국내 개발사업 인허가 신청을 위한 재무자료 검토(HKFRS 및 K-IFRS 
검토용역) 부동산개발 홍콩

Financial Advisory 사업부 분할, 현물출자 등 구조설계 검토 유통 홍콩

Liquidation Service 다수의 홍콩법인 청산관리인(채권단 위촉, 한국 법정관리절차 연계 등), 주주 자발적 청산
절차/등록말소 진행, 청산보고, 청산관련 세무대응 등

다수 업종 홍콩

Valuation Purchase Pricing Allocation 지원(Business Combination) 서비스 홍콩, 중국

Valuation 지분증권 공정가치 평가, 손상검토 서비스 홍콩

(Appendix I)홍콩일신 소개 | 주요업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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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 Hold 
Co. (한국모회사)

HK Hold Co.
(홍콩지주회사)

투자방식흐름도

Korea

Hong Kong

China

(Appendix II) 해외진출을 위한 홍콩투자유형 및 투자구조

PRC Subsidiary
(중국법인)

간접투자방식 (indirect investment)

직접투자방식
(direct investment)

Tax 측면에서의홍콩투자지주회사고려사항

 Taking advantage of cross border transaction: lower WHT and more 
favorable DTA between HK and PRC
 홍콩과 중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직접투자방식에 비해) 낮은 원천세율

이 적용도므로 이자, 사용료 소득측면에서 유리(주1)

 HK’s competitive tax and business environment advantage: 
 Territorial basis: 홍콩은 과세소득 산정기준이 원천지국 과세를 따르므로 홍콩법

인의 장부에 계상된 회계상 이익이 역외에서 발생된 경우 비과세. (또한, 홍콩법인에
대한 사업소득세율은 현행 16.5%의 단일세율을 시행하나 2018년부터 10% 의저
세율적용구간을추가하여 조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세제개혁안의 의회통과
가 예상됨 → 중소기업 조세부담 감소와 홍콩투자 활성화 효과 예상)

 Tax exemption on capital gain: 자본이득(배당소득, 주식/자산양도 소득 등)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한국, 중국과 달리 외환유출입 관련 통제가 없기때문에 중간지
주회사나 역외무역중개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홍콩을 이용

 IPO & financing hub: 홍콩지주회사는 금융기능이 발달되어 있어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아시아지역 투자지주법인으로서의 역할을 계획하거나,기업공개(IPO), 파이낸
싱 측면에서 유리 (2016년, 해외관계사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의 홍콩
법인에 대한 50% 감면세율 제도를 신설)

 Flexibility on restructuring: 홍콩법인을 경유하여 JV를 구성하거나 지배구조를
변경할 경우 외환, 세제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상법개정 등으로 자본구조
변경 등이 간소화되어 외국투자자 및 주주 입장에서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
고 있음

(주1) 2016년 9월 발효된 한국-홍콩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으로 홍콩을 경유한 중국투자방식이 더욱 탄
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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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법인을 통한 중국가공창 투자

• 심천, 동관 등 세계의 공장지대인 중국의 저임금, 부품공급망
활용, 홍콩을 간소화된 중계무역기지로 활용

• 예) 주요 상장 제조법인의 홍콩/중국 법인

Contract 
processing
내료가공

Financing 
Vehicle
파이낸싱센터

• 가공창 제조법인의 경우 중국소재 공장법인이나
과세목적상으로는 홍콩법인으로 인정

• 저임금활용목적으로 80~90년대 각광받았으나 저기술, 
환경저해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중국정부규제, 내수진출 등
독자법인(WOFE)으로 전환

• 딤섬(Dim sum 본드) 등 중국사업진출을 위한 financing 
Centre로 홍콩법인 활용/ 해외관계사 금융

• 예) L Shopping, S Chemical, P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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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시장에서 저리의 USD, RMB 외화채를 조달

• 해외관계사금융서비스를 영위하는 홍콩법인은 사업소득세
50%감면(2016년 도입)

Investment Structure Key notes

Holding Co
사업지주회사

• 해외사업 포트폴리오 성격에 맞게 독자 또는 중국파트너와의
JV 등 사업프로젝트 지주회사로 설립

• 예) Lotte, SKT, LG, Kolon 등 국내 주요 기업들

• 홍콩법인이 중간지주회사로서 홍콩내 IPO 또는 Financing 
목적으로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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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ctured SPV
특수목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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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KB, 미래에셋

• 지분매각의 용이성

• 홍콩내 자본적항목에 대한 비과세활용

• 향후 지적재산 Licensing 목적의 IP Holding 특수법인도 생길
것으로 예상 (2016년부터 IT산업에 대한 지원제도 증가)

• 홍콩과 중국간 CEPA 활용을 통한 극장업, 내륙 항공운수
업종에 독자진출 모색

• 예)C사(극장체인), H해운 등

Access to 
regulated 
industry
CEPA 활용진출

•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률, 사업라이센스에 대한 규제 회피

Type of 
Business

(Appendix II) 해외진출을 위한 홍콩투자유형 및 투자구조



IIL SHIN CPA Ltd |  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td.

해외사업(중국투자) 관련 홍콩지주회사 운영의 주요 특징

30

외환거래의
자율성

파이낸싱 및
유동성 확보의

용이성

• 경상, 자본계정에 대한 태환 및 외환거래 제약 있음

• 외국주주 및 해외관계사간 기업대출 등에 대한
외환금융거래가 자유롭지 못함

• 중국 내 설립신청허가, 자본출자납입 및 투자법인의 지분명의
변경과 증자 및 감자 등 정부허가 및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
소요

중국법인운영의제한

투자지주회사
운영에 유리한

정책

• 외상 투자성지주회사의 경우 외국투자자의 최소자산요건
(미화 4억불) 및 사업/출자투자요건(3개 이상 프로젝트에
천만불 등) 제한 존재. 내수기업과의 차별 폐지로 외상
투자성지주회사의 매력도 감소

중국-홍콩
경제 동반자

협정 (CEPA)

• 산업지도목록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는 제한된 산업에
대해서도 CEPA에 따라 홍콩기업에는 유리한 지위부여

• 수차례 협정갱신을 통해 개방범위 심화확대 중

지배구조변경
등 지주회사의

융통성

• 외상투자기업은 지분변경시 기존주주 과반수의 동의와
심사기관의 비준을 요구함

(Appendix II) 홍콩법인/투자 설립 고려사항

• 외환거래에 대한 제약 없음

• Main Board, GEM Board 등 상장조건만 부합하면 상장이
용이하며 Exit 및 과실송금이 자유로움

• 홍콩 지주회사를 통한 주주대출의 제공과 외환송금 절차가
신속하고 용이함

• 주주, 임원 등 특수관계자 거래시 간주이자 계산 없음

홍콩지주회사운영의특징

• 지분변경의 편리함과 이를 통한 해외사업 구조 효율화 및
자산의 유동성제고에 유리함

• 배당소득, 지분양도 소득 등 투자자의 자본적 이득 및
역외원천소득 대해서는 비과세 정책 유지

• 홍콩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조건을 충족하면 홍콩기업으로
인정되어 CEPA 활용하여 중국진출이 용이함

• 지분변경절차에 정부기관의 허가불요

• JV인 경우에도 합자파트너와의 동의가 불필요하므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용이하므로 홍콩 SPC를 통한 간접
지분거래 방식을 선호



IIL SHIN CPA Ltd |  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td.

Cross border tax 비교 (한국, 중국, 홍콩) – Double Tax Agreement 비교

31

<중국의이중과세방지협정및중국의기업소득세원천징수관련세율비교>

(*1)  지분보유비율이 25% 미만인 경우나 상장회사의 지분인 경우 원천징수 없음

(*2)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투자자의 지분양도차익은 한국에서 과세됨. 부동산과다법인(부동산이 기업의 총자산
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인 경우 중국에서 과세함 → 명문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과세당국의 일방적인 세무관행으로 한국기업이 성공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가 많지 않음

(*3) 사용료소득의 경우 홍콩의 적용세율은 4.95%(조세회피의도가 없으며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닌 경우, 필요경비를 70% 수준으로 보아 30%X16.5%(법인세율)를
적용) ~ 16.5%이며, 한국의 경우 20%의 원천세율을 적용하나, DTA적용으로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됨.

구분 중국-홍콩 홍콩-한국 중국-한국

이중과세방지협정 DTA DTA (2014년 7월 가서명) DTA

Dividends
홍콩:비과세

중국: 5%(지분율25%)/10%(기타)
홍콩:비과세

한국: 10%(지분율25%)/15%(기타) 5%(지분율25%)/10%(기타)

Interest 제한세율 7.0% 제한세율 10% 제한세율 10.0%

Royalty 제한세율 7.0% 제한세율 10% (*3) 제한세율 10.0%

지분매각
중국: 25%이상 지분보유시
양도차익 10%원천징수 (*1)

부동산과다법인의 지분매각 경우 부동
산소재지 체약국가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중국법인지분의 매각차익은 양도자가
거주자인 한국에서 과세 (*2)

감자 - - -
청산배당 배당과동일 배당과동일 배당과동일

국외납부세액 공제 직접, 간접, 간주납부세액 다른 국가간 DTA와 유사 직접, 간접, 간주납부세액

(Appendix II) 홍콩법인/투자 설립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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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한국, 중국, 홍콩) 주요 세제 비교

Type of Taxes 성격 (Nature of Taxation) 중국 (PRC) 한국 (Korea) (국세기준) 홍콩 (Hong Kong)

유전세류
Turnover Tax

보통 생산 유통 혹은 서비스영역에서 납세자가 취
득한 매출수입, 영업수입 혹은 수출입 화물가격(수
량)에 근거해 징수

증치세, 소비세,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없음

소득세류
Income Tax 기업 및 개인의 과세활동을 통한 소득에 부과

기업소득세(CIT)
개인소득세 (IIT)

법인세 (CIT)
소득세(개인) (IIT)

Profit Tax (사업소득세)
Salaries Tax(급여소득세)
Property Tax 
(부동산임대소득세)

자원세류
Resource 국유자원, 토지개발, 사용에 대한 과세 자원세, 도시토지사용세 없음

재산세류
Tax on asset 
value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징수
부동산세, 도시부동산세,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없음

특정목적세류
Special 
purpose tax 특정목적을 위한 특정 대상에 한정하여 징수

도시건설세, 경지점용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토지증치세, 차량구입세, 
유류, 사회보장세 등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등

없음

행위세류
Deed tax 특정행위에 대해 징수

차량선박사용세, 선박톤세, 인
지세, 계약세, 증권거래서, 도
축세, 연회세 등

인지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Stamp Duty

농목업세류 등
Others 

농업, 어업 혹은 목축업 수입을 취득한 기업과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징수

농업세, 목축업세 없음 없음

Usually double tax elimination provided under tax treaty

(Appendix II) 홍콩법인/투자 설립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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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II
홍콩지주회사의 결산 및 중국회사의 IFRS 전환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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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기업홍콩내주요기업업무일정일람표
(중국내자회사를둔사업연도가 12월말인홍콩법인기준)

Dec 31 (D) Mar (D+90일)

중국현지+연결감사

August

중국현지법인결산/감사
• 결산 후 10영업일 이내 중국현지 결

산마감 (증치세, 영업세 등 신고기
간 준수)

• WOFE 등 현지 법정감사요건

홍콩법인결산/감사
• 연결FS작성(IFRS 적용) 기본
• GAAP Conversion 고려
• 모든 홍콩법인은 감사대상임

Employer’s Return 등
• 4월말까지 Employer’s 

Return(고용주신고)
• 5월말까지 개인소득세 신고

Nov

법인세신고
(Profit Tax)

(주1) Annual Return (연차보고)은 매년 홍콩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기업등록국(Company Registry)에 기업현황을 보고하도록하고 있음

April May

고용주신고 개인소득세신고

Profit Tax Return
• Tax Code D그룹(12

월말법인):익년8월15
일까지

• 개별FS기준
• Offshore Claim 등

고려

1Q 2Q 3Q

(Appendix III) 홍콩지주회사의 관리: 주요 결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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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C GAAP 기준 (이론)

IFRS (이론)

현지회계및감사관행 (실제)

• GAAP 의 근본적 차이 (대부분의 계정)
• 주재무제표, 연결범위 상이
• 자산손상처리 (감액회계) 차이
• 현재가치, 공정가치평가개념 미적용
• 유형자산분류, 잔존가치, 감가상각방법의 차이

• Local 규정과 실제 관행과의 중요한 차이 존재
• 은행조회확인절차 결여(잔액증명만 발송)
• 재고실사, 고정자산실사 형식적임 (타처보관자산재

고 무시)
• 거래처조회확인절차 생략 관행
• 세금계산서 기준 매출인식 (발생주의 불일치)
• 세무상이유로 평가충당금 미설정
• 대손충당금 Aging평가 적용시 자료도출 한계 – 현

지회계담당자의 IFRS기준 이해부족 등

• 장기체화재고 검토 및 NRV평가 무시
• 회계시스템내 계정과목 설정 및 재분류가 제한됨
• 거래증빙 결격되었으나 무리한 회계처리
• 현지규제 등으로 인해 거래단가인식(해관신고증빙≠

회계증빙), 유상사급자재의 재고수불처리 등 실무적
으로 회계기준과 어긋나는 회계처리 발생

• 의사소통 한계로 본사와의 내부거래검토 불충분
• 주석사항 검토 및 제공 한계
• 그룹회계정책 미검토 또는 무시

• 무형자산분류, 상각방법의 차이 (영업권, 토지
사용권 등)

• 금융비용자본화 대상 및 회계처리 상이
• 이연법인세회계(이연법 vs 자산부채법)

중국현지관행및 Local GAAP, IFRS 일반적차이점예시 주1

주1) 상기 차이는 한국기업들이 주로 당면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예시적으로 나열하였으며 모든 중요한 차이를 서술한 것은 아님

중국회계관행 및 제도상 특성으로 단순 GAAP차이로 인한
Conversion이슈만 파악할 경우 부실검토가 이루질 가능성이
많으며, 실제관행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

(Appendix III) 홍콩지주회사의 관리: 중국자회사의 연결 - IFRS 전환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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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회사 감사품질 관리이슈

• 중국회계기준에 따른 감사 (≠ IAS)
• 최초설립연도를 제외하고 WOFE는 규모에 상관없이

법정감사 요구 (공상국, 세무국 등 관계기관 제출)
• 본사회계정책과의 일관성 보다 세무상요건 중시

• 손익계산서 중심 회계 (BS 중심의 IFRS와 근본적 차이)

감사(검토)
기준이상이

Local Audit Process(주1)

• 은행조회확인 절차 부실 (회사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비용절감 목적으로 잔고증명확인서만 보냄)

• 거래처조회, 재고자산, 고정자산실사 절차 생략

• 대손충당금, AR/재고/고정자산평가 검토 미수행

• 형식적인 Tax Invoice 대사 위주의 감사절차 한계

형식적인감사절차

• 현지 한국경영진과의 의사소통 제한으로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검토부족

• 형식적인 감사절차와 낮은 투입시간으로 신뢰성 부족

• 타감사인 조서활용관련 본사감사인 지원능력부족

감사품질및
기타고려사항

연결목적으로 Local 기준 감사보고서를 직접적
으로 이용 불가 (적절한 추가감사절차없이 형식
적으로 기준이 상이한 Local 감사보고서를 이용
시 경영진과 그룹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면책
이 힘들 수 있으므로 주의 요함)

→ (1) Local 감사보고서를 이용할경우 추가적인
확신을 얻기위해 상당수준의 보완적 감사절차를
취하거나, (2) IFRS적용 재무제표에 대해 국제감
사기준에 따른 별도의 감사보고서 요구됨

(주1) Big 4 회계법인 또는 현지상장법인 위주 감사수임을 주로 하는 중견회계법인은 IFRS에 대한 이해도와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Local 회계법인의 경우 상기의 이슈가 일반적으
로 존재하는바 현지감사인 활용에 경영진의 주의가 필요함

(Appendix III) 홍콩지주회사의 관리: 중국자회사 연결
중국내 Local 회계법인의 법정감사절차는 낮은 보수와 경영진의
관심부족으로 감사절차가 형식적이며 감사서비스의 기대품질수준이
낮음 → 상이한 기준의 현지감사보고서를 추가검토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연결에 이용할 경우 중요한 감사리스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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