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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 SHIN CPA LIMITED

A. 자주 묻는 질문 (FQ&A)

•보통 12월말법인의경우익년 8월 15일, 3월말법인의경우익년 11월 15일입니다. (첫연도의경우아래 Q5 참고)

Q1. 세무신고서기한은언제인가요?

• 12월말법인의경우익년도 4~5월경에회사의홍콩내주소지로세무신고서가발송됩니다. 결산후해당과세기간에대한
과세이익이발생했으나세무신고서를수취하지못하였을경우세무국에신고서를요청하여야합니다. 

• 과세이익이없을것으로예상되는결손기업의경우과세관청(IRD)에서세무신고서발송을생략하기도합니다. 이익을
창출한연도에는세무신고서를수취받지못하여도 자진신고의무가있으니주의해야합니다. ([Page 7 ]쪽참고)

Q2. 세무신고서를수취받지못했습니다. 세무신고를안해도되는건가요?

• 세무신고를위해서는대부분의경우감사보고서가제출되어야합니다. 홍콩의감사는법정감사로회사조례에서정한
절차를함께준수해야하므로일반적인재무감사보다소요시간이길어질수있습니다. 세무신고기한을고려하여적절한
시간내에감사를착수하여마무리할수있도록회사의감사인과계획을충분히논의하시기바랍니다.  

Q3. 세무신고를위해서무엇을준비해야하나요?

•ISCCL이법정비서를담당하고있는경우: [Page 4 ]쪽참조

•ISCCL이법정비서가아닌경우: [Page 5]쪽참조

Q4. 세무신고서를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 회사의설립일후 18개월이되었을때 IRD에서회사의주소지로세무신고서를발송합니다. 첫세무신고서의기한은
세무신고서날짜로부터 3개월이며연장이허용되지않으므로기한내에감사보고서를첨부하여세무신고를마쳐야합니다. 

Q5. 신설법인의경우세무신고는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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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세무신고업무 단계별 절차

세무신고서수취

공란 PTR 이사 서명

서명 된 PTR 일신으로송부

신고서 작성작업진행

작성 완료 된 PTR 검토요청

검토 후 확인 회신

PTR제출후 회사에 통지

최종 세무고지서수취

1. 회사의법정비서역이일신기업컨설팅이아닌 경우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 통상 9~11월경 확정고지서가 회사 주소지로 발송됨
(세무고지서 수취 날짜는 회사마다 상이함)

약 2~3일 내로 세무국에 신고서를 인편 제출 후 회사에 제출여부를 통지

잘못 기입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이메일 회신

작성 완료 된 초안 스캔본 이메일로 송부하여 회사 검토 요청

신고서 내용 작성
→ 참고: D. PTR 신고서 부속신고서 양식(Supplementary Forms) [Page 7]

서명된 세무신고서 하기의 일신 주소로 우편 발송
(Rooms 1806-1808, 18F, Tower II, Admiralty Centre, 18 Harcourt Road, Admiralty Hong Kong)

세무신고서 Part 13 부분에 이사의 이름 기입 및 서명

매년 4/5월 경 회사의 주소지로 세무신고서(“PTR”)가 고지 발송됨
→ 참고: E. Notification of Chargeability to Profits Tax (IR6168 form) [Page 8]

<Key Note>
회사가서명날인한세무신고서(PTR) 원본을
제출해야하므로일신과회사간에서류발송과
수취에시간이소요됩니다. 마감기한전에여유롭게
결산과세무신고일정을계획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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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세무신고업무 단계별 절차

세무신고서수취

신고서 작성작업진행

작성 완료 된 PTR 검토요청

스캔본 PTR 이사 서명

서명 된 PTR 이메일 회신

법정비서역서명진행

PTR제출후 회사에 통지

최종 세무고지서수취

2. 회사의법정비서역이일신기업컨설팅인경우

[ ]월 경 최종 세무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됨
(세무고지서 수취 날짜는 회사마다 상이함)

약 2~3일내로 제출 후 제출여부 통지

법정비서(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imited)가원본에 서명

서명 된 초안 스캔본 일신에게 송부
(서명원본 송부 불필요)

잘못 기입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스캔본을 인쇄하여 서명

작성 완료 된 초안 스캔본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회사 검토 요청

일신 담당자가 신고서 해당내용 작성

매년 4/5월 경 회사의 주소지로 세무신고서가 발송됨
(회사에서 직접 수취하는 경우 공란의 세무신고서를 일신으로 발송)

<Key Note>
일신이법정비서역인경우회사를대리하여
세무신고서(PTR)에서명한후신고제출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신고기한이임박한경우
이메일로회사의서명날인본사본을수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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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세무신고서 작성대리 업무 보수 요약

내용 금액 비고

PTR 기본보수 (감사고객) HK$5,800
• 감사고객에 대한 표준할인 보수 (세무신고내역이 간단한 경우)
• 사업구조 및 세무신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나 비감사 고객에 대한
서비스 보수는 별도 협의 조정

부속신고서 작성 (별도보수) HK$1,000 ~ 
• S1 양식의 경우 HK$ 1,000이며기타 부속신고서류의 경우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회사와 별도 협의

• 관련 내용은 [Page 6]쪽참고

총액 HK$5,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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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R의 Part 9 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Supplementary Form 부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양식별용도(예시)
9.1 항목:  회사가 2단계세율(Two-tier rate) 적용을선택하는경우

9.2: 비거주자인특수관계자또는기타비거주자와거래가있는경우

9.4: 홍콩회사가국가별신고 County-by-country report (“CBCR”) 작성책임이있는그룹의자회사인경우

9.5: 세무상손금산입할연구개발비지출액이발생하였거나연구활동으로창출된지적재산의거래로인한수익이발생한경우

9.7. 과세기간중조세특례사업을영위한경우

D. 추가적인 부속신고서 양식(Supplementary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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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 SHIN CPA LIMITED

홍콩의 세무신고서 발급 관행

• PTR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단순지주회사, 결손누적법인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인 홍콩세무국(IRD)의 판단에 따라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신고서 고지를 생략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매년 반드시 법인세신고를 수행하는 한국과 세무행정 관행에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 만약, 과세권자가 세무신고서 고지를 생략할 경우에는 통상 IRD에서 관련내용에 대한 서한이 회사 앞으로 고지가 되며, 통상 후속 2~3년 정도의
과세기간 동안은 신고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중 과세소득(세무조정 후 세무상 이월결손금 차감 전 소득기준)이 없으면 세무신고를 수
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세무신고서 발급이 잠정 중지된 기간 동안 납세자의 의무

• 납세자가 주의할 사항은 세무국으로부터 잠정적으로 세무신고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기중 과세소득(세무조정 후 세무상 이월결손금 차감 전 소
득기준)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 회사의 결산 후 과세소득 발생이 예상된다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과세소득 발생사실을 서면통보(양식: IR6168 
form)하고 세무신고서 발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예: 2019년 12월 31일이 회계연도 종료일인 경우 2020년 4월까지)

• 세무신고서 요청 양식: https://www.ird.gov.hk/eng/pdf/ir6168.pdf

•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계산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penalty가 부과될 수 있음

홍콩세무국에대한자발적통지서한작성대리및제출서비스보수: HK$2,000

E. Notification of Chargeability to Profits Tax (IR6168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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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참고자료 (IL SHIN Guidance Publication)

9

홍콩세법 참고자료

 홍콩세법 요약 Hong Kong Tax Highlights 2020/21 과세연도 (Click here)

 한국•홍콩 조세조약 분석 및 파견주재원의 세무신고 (Click here)

 Corporate Treasury Centres Rule 도입에 따른 영향과 조세혜택 소개 (Click here)

아래 일신 홈페이지내 ‘참고자료’ 섹션에 홍콩의 회계, 외부감사, IPO, 회사법, 노동법 등 여러 관련 주제에 대한 참고
자료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홍콩일신회계법인 홈페이지: www.ilshinhk.com

https://drive.google.com/file/d/1oh-v8tQqb9NONPgCHz5506Pxlu2wOK40/view
https://drive.google.com/file/d/1omMymK6c2rl9lRfM6ajMJhldEDY5PbIO/view
https://drive.google.com/file/d/0B33qS58aNdLDdk42UEhVcFZwNG8/view
http://www.ilshinh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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