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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서는 홍콩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홍콩세법 등을 2017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참고자료일 뿐,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홍콩세법 및 조세
조약의 관련조문 등을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세무 정보를 획득
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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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홍콩 조세조약의 발효

❏ 홍콩의 조세조약 체결 역사

○ 홍콩은 2003년 벨기에와 처음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이래 2017년 10월말
현재 파키스탄, 벨로루시 등 38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3개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조세조약 체결국가

협상 진행국가

벨기에, 태국, 중국, 룩셈브루크, 베트남, 브루나이,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헝가리, 쿠웨이트, 오스
트리아, 영국,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포루투갈, 스페인, 체코, 스위스,
말타, 져지,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이탈리아,
대한민국, 아랍에미레이트, 사우스아프리카,
카타르, 건지, 루마니아, 라트비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벨로루시

인도, 바레인, 방글라데시,
핀란드, 마카오, 사이프러스,
터키 등

○ 2010년 국세청법 개정안 3호가 통과되어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국제표준안을
받아들임

❏ 한-홍콩의 조세조약 추진경과

2

Ⅰ. 홍콩 최신 세무 동향

○ 발효(조세조약 제27조, 2016.9.27.)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첩 번째 역년의 4월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나.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4월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한국-홍콩의 조세조약 발효에 따른 영향 요약

○ 對홍콩 투자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에 따른 세부담 감소
○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 해소

○ 정보교환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사실 적발 가능
○ 홍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외환거래 미신고한 경우 국가간 정보교환에
따라 적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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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 ’17년 1월 23일 홍콩 국세청에서 ｢한국 - 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서명*함

* 홍콩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CRS)이 아닌 양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을
통해 금융정보자동교환 추진중

○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2019년부터

매년 교환

○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조세조약을 보완하는 효과
○ 교환대상：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 및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배당 소득유형 등) 등

*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홍콩은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2위, 금액 기준으로 3위

<참고_해외금융계좌 신고 개인의 국가별 분포 현황>
<인원> (명)

<금액> (억 원)

※ 1명이 여러 국가에 계좌가 있을 경우 인원수는 각 국가마다 계산
*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홍콩은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3위, 금액 기준으로 1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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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_해외금융계좌 신고 법인의 국가별 분포 현황>
<인원> (명)

<금액> (억 원)

※ 1명이 여러 국가에 계좌가 있을 경우 인원수는 각 국가마다 계산

3

홍콩 최신 세무 동향

❏ BEPS 최소요구기준에 따른 세법 개정안 발표(’17.10.6.)

○ 홍콩 국세청은 2016.3월 OECD BEPS 프로젝트의 최소요구기준과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2017.10월 BEPS의 최소요구기준에
따라 국내세법을 개정할 것임을 밝힘

○ 속지주의(territorial tax)를 중심으로 한 간소한 과세체계가 홍콩의 장기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향후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국제적인 흐름에 참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BEPS 프로젝트의 최소요구
기준을 채택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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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최소요구기준에 맞게 홍콩 국내법의 이전가격규정, 상호합의절차,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정하고 국가별보고서를 포함한 이전가격문서화
제도 등을 도입함

○ BEPS 프로젝트에서 권고한 내용은 아니지만,

상호합의 절차나 APA로

해결할 수 없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국내법과 조세조약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조세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법에 반영
-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기간을 6년으로 연장

❏ 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 시스템 개설 및 금융정보협정국 확대

○ 홍콩 국세청은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국을 확대하고 자동 정보교환 시스템을
개설함

：

-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에 따른 보고대상 국가가
2개국(영국, 일본)에서 75개국으로 확대됨

：

-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을 위해 7월 3일
발효된 내국세법(Cap §112)의 501(1)호에 따라 AEOI포털을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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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_AEOI 포털>

※ 자동정보 교환 협정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 자동정보 교환협정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 방지와 각 국간 조세정보교환을 위해 OECD
에서 진행중인 협정으로, OECD 재정위원회에서 2014년 2월에 마련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
교환 표준모델에 따라 협정서명국이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됨

* 우리나라 역시 AEOI 파트너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소득세 주요 개정 사항(’17.2.22.)

○ 홍콩 재무장관은 ’17.2.22. 2017/2018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민생안정을
목표로 소득세 개정 사항을 발표함
- 2017/2018 과세연도 개인소득세 면세점 기준을 4만 HKD에서 4만5천
HKD로 인상하여, 납세자 130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인적공제 중 형제자매공제(dependent brother or dependent sister allowance),
장애 인적공제(disabled dependent allowance) 금액을 인상하고, 본인교육비
(self-education expenses) 특별공제를 인상함

․ 형제자매공제：현행 3만3천 HKD에서 3만 7,500 HKD로 인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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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공제：현행 6만6천 HKD에서 7만5천 HKD로 인상
․ 본인교육비공제：현행 8만 HKD에서 10만 HKD로 인상
○ 적격 대출기관의 주택자금대출이자(home interest deduction)에 대한 소득
공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
- 연간 공제한도는 10만 홍콩달러로 현행 유지

○ 한시적으로

2만 HKD(약 29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 납부세액의

75%를 감면하며 약 18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기업그룹 재무센터(Corporate Treasury Center, CTC)에 대한 경감
세율 및 이자 비용 제도 신설(’16.4.1.이후 적용)

○ ’16.4.1.이후부터 홍콩 내 기업그룹 전체의 재무센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경감세율 8.25%(일반 16.5%) 적용
- CTC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홍콩 내에서 관리되며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써,
√ 홍콩에서 자체적으로 기업의 재무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재무활동은
1) 그룹 내부의 financing사업을 수행하거나 2) 기업에 재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3) 기업 재무거래에 관여해야 함

√ 금융기관을 통한 활동은 제외함
√ 非기업재무활동을 하지 않는 독립된 기업

* 재무활동 판단 기준
1) 사업이익 테스트：재무활동이익이 전체 이익의 75%이상
2) 자산 테스트：재무활동에 쓰이는 자산이 전체 자산의 7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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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홍콩투자

❏ 최근 투자유치 정책 동향

○ 철저한 자유경쟁원칙 고수
- 홍콩은 철저한 자유경쟁원칙에 의거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함. 홍콩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 법규를 적용하고 있어,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부지 제공, 임대료 인하 같은 인센티브도 없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법도
없음

○ 세계적인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 외국기업들에게 전략적 요충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홍콩의 투자환경이
인센티브를 주는 국가들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임. 제도적으로 규제 프리
지역으로 회사 설립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으며, 조세제도도 매우
단순함

○ 홍콩 경유 중국 투자 증가
- ‘Gate to China’로서의 역할이 점점 부각되면서 홍콩을 거점으로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다국적기업들이 증가함. 홍콩에 설립한 다국적기업의
80% 이상은 중국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사업
추진시 제품소싱, 재무관계 처리, 물류 등을 홍콩에서 처리하고 있음
- 홍콩 정부는 홍콩만을 위한 투자유치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의
공장 중국 주강 삼각주와 접목한 투자유치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R&D 투자유치 주력
- 홍콩은 최근 사업고도화를 지향하며 고도기술집약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홍콩 정부는 IT산업의 전략적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20억 달러를 투입해 홍콩섬 남부에 Cyberport를 건설했으며, 이 곳에
100여 개의 IT 관련 기업과 1만명의 전문인력이 거주하고 있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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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홍콩투자

○ 동향
- 홍콩 내 외국계기업의 회사설립은 증가추세이며 이는 CEPA 협정(홍콩과
중국 간 긴밀한 경제협정체결)의 역할이 큰 때문으로 CEPA 협정 하에서
외국기업이 홍콩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중국시장 진출에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중국 회사들의 홍콩 투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데, 이는 홍콩을
전초기지로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것이며 중국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던 각종 인허가권이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중국 기업의 홍콩
투자가 쉬워졌기 때문임
- 2016년 기준 홍콩에서 운영중인 외국기업은 7,986개사이며, 이 중 지역
본부는 1,379개사, 지사 2,352개사, 지역사무소 4,255개사임

：

<홍콩 내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72,319

96,211

70,841

74,546

114,054

174,892

：

자료원 UNCTAD(2016)

：

<홍콩 내 외국기업 진출 현황>

(단위 개사, %)
증감 수 증감률
(15 16) (15 16)

∼

∼

기업 형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역본부

1,285 1,340 1,367 1,379 1,389 1,401 1,379

-22

-1.5

지

2,353 2,412 2,516 2,456 2,395 2,397 2,352

-45

-1.8

지역사무소 2,923 3,196 3,367 3,614 3,801 4,106 4,255

+149

+3.6

+82

+1.0

총

사

계

6,561 6,948 7,250 7,449 7,585 7,904 7,986

：

자료원 Invest HK(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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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홍콩진출 사유
- 외국인투자 정책의 기조는 ‘철저한 자유경제원칙에 입각한 무차별 정책’
으로 외국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홍콩 자체의 비즈니스
환경을 세계 최상위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외국계 기업들은 홍콩을 지역본부 혹은 지역사무소로 선택한 이유로
홍콩의 간단한 세금 체계와 저세율(68%), 정보 유통의 자유(63%), 지리적
위치(59%), 자유항 지위(59%), 통신/운수 기반 시설(55%), 정부의 투명성
(54%), 사법체제의 독립성(52%), 중국 내 비즈니스 기회(51%) 등의
이유를 꼽음
- 특히, 홍콩의 강점은 낮은 세율 및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시스템
(미국 Heritage Foundation 발표 세계경제자유도 순위 22년 연속 1위)
으로서 다국적기업들의 전략적 진출지로 자리 잡음

※ 외국인 투자 유치 전담：홍콩투자청(Invest HK)
- 투자관련 정보제공(구체적인 컨설팅을 위해서는 관련 업체를 연결),
법인등록, 사업허가, 무역허가증, 상표등록, 채용, 사무실 선정 도움,
상공회 등과 연결제공,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홍콩 이주 전후 관리
등의 업무 수행
- 모든 기업에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되, 지원대상 기업은 대형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임

❏ 한국기업 투자동향

○ 활발한 對홍콩투자 진출 진행
- 우리나라의 對홍콩 투자는 활발한 편으로 2015년, 2016년 신규법인 설립
수는 각각 106개, 144개이며 투자금액은 각각 1,927백만달러, 1,507백만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확인됨
- 가장 많은 투자 진출 업종은 건수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34.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3%) 순이고 투자금액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31.2%), 제조업(22.6%) 순임
12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 홍콩 투자진출 특징
- 통계상 제조업 투자가 많으나 홍콩에 제조업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만
중국 내 재투자시 공장설립 내지는 제조업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홍콩 내에 생산기반은 없을 수 있음

․

- 도 소매업, 서비스업 투자의 경우 단순 트레이딩 목적 외에도 중국에
재투자를 하지 않아도 중국 거래업체와의 대금결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금결제가 홍콩 투자의 주요 이유임
- 최근 몇 년간 한국 화장품이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바탕
으로 한국 주요 화장품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홍콩 시장에 진출했으며
제품 판매가 증가세임

○ 홍콩 투자진출 사유
- 중국과의 지역적 접근성(Gate of China, 중국비즈니스 홍콩 경제 50%
점유)
- 낮은 법인세(법인세 16.5%, 단순한 조세구조)
- 투명한 정부(부패지수 세계 최저, 규정과 시스템에 의한 운영)
- 세계 최고의 자유경제(22년간 세계경제자유도 1위, 세계에서 가장 무역
하기 편한 도시)
- 대금결제의 편리함(세계 금융 허브, 비밀유지, 신속)
- 자유로운 정보 공유(40여 개 신문과 700여 개의 간행물)

❏ 투자환경 단점

○ 높은 부동산 임차료
- 부동산 임차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업의 진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코즈웨이베이 같은 최우수상권 임차료는 수직 상승하고 있어 다수의
브랜드가 상점을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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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시장 협소 및 경쟁사 대거 진출로 이익 창출 어려움
- 홍콩 인구는 700만 명으로 시장 규모가 매우 협소하며 홍콩 자체 시장
에서 판매되는 한국 제품의 경우 대기업인 삼성과 LG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1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고급 인력 부족
- 홍콩은 대학이 9개밖에 없어 인력이 충분한 상태는 아니므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들의 임금은
홍콩 사무직의 평균임금보다 3배 이상 많아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어 최근 전문인력을 중국에서 유치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주요 투자 인센티브 요약

○ 조세감면
인센티브명

The Inland
Revenue
(Amendment)
(No.2) Ordinance
2016

14

주요내용

․

내 외국인
동등적용 여부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홍콩소재 글로벌

그룹 전체의 재무 담당센터(Corporate Treasury
Centre)에 이자 관련 공제를 신설하고, 재무
담당센터가 수행하는 특정 활동에 대해 50%
경감세율 (8.25%) 적용

○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 현금지원
인센티브명

주요내용

․ 지원대상
- 12∼18개월 내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디지털 기업

․

내 외국인
동등적용 여부

- 해당 프로그램 선정 후 1년간 회사 운영 가능
펀드 보유 또는 투자유치 계획 보유 기업으로
홍콩 내 등록 기업

사이버포트
창업지원
프로그램
(Cyberport
Incubation
Programme)

․ 선정기준：사이버포트(Cyberport)* 심사

* 2005년 홍콩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이자 정보통신기술 산업단지

- 팀 운영 능력(20%), 시장성(30%), 프로젝트 창의력
및 혁신성(30%), 홍콩 디지털 산업 기여(10%),
6개월 프로젝트 실행 계획(20%)
지원내용 및 규모 잠재력이 큰 디지털 기술
창업 프로그램으로 최대 33만 홍콩달러 지원

○

․
：
․ 지원방법：Cyberport에 지원서 제출
․ 재원(financial resources)：홍콩 정부, 사이버포트
․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사이버포트

○ 입지지원
인센티브명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사이언스 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
Corporation
(HKSTPC)
Incubation
Programme

․

내 외국인
동등적용 여부

- 2년 이내 홍콩 법인 설립 신생 스타트업
- 창의성, 혁신성, 기술집약 산업 관련
스타트업

․ 선정기준：가치창출성 및 홍콩경제 영향력을
심사
․ 지원내용 및 규모：Science Park내 입주
․ 지원방법：Science Park 입주 양식 제출
․ 재원(financial resources)：홍콩 정부,
Science Park
․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Science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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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협정의 이해와 활용방안

❏ 중국-홍콩 CEPA협정이란

○ 중국과 홍콩이 2003년 6월 29일 기본 합의서(main text) 및 6개 부속서
(annexes)에 서명한 중국-홍콩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 2003년 체결 당시 홍콩이 사스 여파로 어려워지자 ‘하나의 국가’라는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진행됨
- 일반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개념
이지만 홍콩이 단일 주권국가가 아니라 중국과 홍콩간에는 ‘1국 2체제’가
적용되므로 CEPA라는 용어를 씀
- 이는 홍콩-중국 쌍방 간 최초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며 국제자유무역
도시인 홍콩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자유무역협정이기도 함
- 중국 - 홍콩 양측은 CEPA의 자유화 범위와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약속한
CEPA 3조 조항에 따라 매년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무관세 혜택 및
자유화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중임

○ 주된 내용은 홍콩산 상품이 중국으로 수출될 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홍콩 서비스업이 중국에 우선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 개방 조치를
취한다는 것임

○ 중 - 홍콩 CEPA 3대 구성
- 상품 무역：CEPA를 통한 상품무역의 경우 2006년부터 CEPA 원산지
리스트에 포함된 1,800개의 홍콩 내 제조 제품은 무관세로 대중국 수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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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무역 홍콩 서비스제공자에게 중국 서비스시장을 WTO양허안
보다 조기에 폭넓게 개방

：

- 무역투자 간소화 다수의 무역, 투자촉진을 위한 협력강화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

○ 홍콩 - 중국

전체 간 협정사항이나 일부 시범적 개방조치는 광둥성에

제한됨

❏ 현황

○ 중 - 홍콩 CEPA는 2001년 12월 둥지앤화 홍콩 행정장관의 공식제안 이후
2002년 1월 25일 북경에서 협정을 위한 세부 협의를 시작하여 2003년 6월
29일 1차 협정이 체결(2004.1.1. 발효)되었으며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지난 6월 28일 투자 및 경제기술 관련 CEPA 추가 협의가 결실을 맺었으며
경제기술 협의는 즉시 발효, 투자협의는 2018년 1월 1일 정식 발효될
예정임
- 개정된 중국 - 홍홍 CEPA는 그동안 중국이 체결한 대외 FTA 협정 중에서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양허표 명시사항 이외 모두 개방)과 내국민
대우가 명시된 투자협의가 적용됨
- 이에 따라 홍콩기업은 부칙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정유, 천연가스,
조선, 항공기 제조, 한약 제조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가
가능하며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도 누리게 됨. 다른 외국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되고 개방적인 진출 여건이 조성된 것임
- 그동안 외국기업의 중국진출이 증가하면서 이와 비례하여 많은 법적
다툼이 있어 왔는데, 이번 CEPA 투자협의는 투자가 보호와 분쟁 해결
방안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임
-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기구로 <투자 위원회(Committee on
Investment)>가 신설되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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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투자협의 체결을 계기로 중국에 투자하는 홍콩 법인은 중국기업과
동일한 내국민 대우 향유는 물론, 비서비스 분야에서도 보호를 받게 됨.
이전의 CEPA 자유화조치는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 국한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가협의 체결을 계기로 투자자 권익보호와 개방도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커다란 진전을 이룬 것임

․

- 2년 후 한-중 FTA 서비스 투자협정이 최종 타결되더라도 중국 - 홍콩
CEPA 수준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기업들은 CEPA를
통해 홍콩을 교두보로 삼아 중국 서비스시장에 우회 진출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CEPA를 통한 상품무역

○ 중국과 홍콩간 상품 교역의 경우 중국이 현재까지 체결한 그 어떤 FTA
보다도 시장개방 정도가 높음

○ CEPA 3차 협정에 의해 2006년부터 모든 홍콩산 제품(CEPA 원산지 리스트에
포함된 1,891개 제품에 한함)을 중국에 수출시 중국에서 수입관세를
면제함(영세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홍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아 관세 혜택을 누리기란 쉽지 않은 실정

○ 홍콩에서 중국본토로 수출되는 상품은 무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CEPA
ROOs를 준수해야 함.
- 중국으로 수출되는 각각의 탁송상품은 TID(Trade & Industry Department)
또는 관련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O(CEPA), Certificate of HK
Origin-CEPA)가 동반되어야 함. CO(CEPA)를 신청하기 전에 홍콩제조
업체는 수출할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TID에 공장등록(FR, Factory registration)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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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중국 수출 품목 여부를 확인
②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

- 홍콩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 공장등록을 완료함
- 적어도 30% 이상의 부가가치가 홍콩에서 발생
- 품목에 따라 중국산 원료 및 부품 가치는 부가가치의 15%까지 포함

③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

- 제품 수출 전 수출업체와 제조업체는 생산제품이 CEPA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수출시 매번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서에 제품수량, 패키지 수량, FOB
가격등 정보를 제출해야 함

- 역외가공방식을 통해 홍콩 밖 자회사 또는 역외에서 상품을 마무리 하는
것은 가능하나, 외부 공정을 한 제품의 경우에 원산지 증명을 신청하기 전,
완제품이 홍콩에 들어와 있어야 함. 만약 반제품 경우에는 무관세 수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 원산지 규정(ROO, Rules of Origin)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원칙은 ;
- 홍콩에서 완전히 생산된 상품(the goods are wholly obtained in Hong Kong)
또는 홍콩에서 실질적인 변형과정을 거친 상품(the goods have undergone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 Hong Kong.)
- “홍콩에서 완전히 생산된 상품”은, 홍콩지역에서 잡힌 어류, 양식 등
수산물, 홍콩에서 채굴된 광물, 홍콩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재생한 상품,
홍콩에서 태어나서 길러진 동식물 등과 같이, 원료의 원천이 홍콩인
상품을 의미함
- “홍콩에서 실질적인 변형과정을 거친 상품”은, 상품의 생산 및 처리과정,
원료로부터 상품이 되는 과정에서 HS Code변화 정도, 부가가치 구성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 여부를 판단함

․ 부가가치 구성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FOB가격 기준으로,

부가가치

창출 가치가 FOB가격의 30%이상이 홍콩에서 창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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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개발비용 또는 본토에서 구입한 원료비용을 부가가치 구성에서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함

․ 처리과정이

단순희석(simple diluting), 혼합(mixing), 포장(packaging)

보틀링(bottling), 건조(drying assembling), 분류(sorting) 또는 장식
(decorating) 등은 실질적인 변형과정이 아님
- 부가가치 계산법
[(원료비용 + 제품부품비용 + 인건비 + 상품개발비용) / 상품의 FOB가격]
× 100%

○ 원산지증명 (CO(CEPA), Certification Origin)
-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함

ㆍ 각 CO(CEPA)는 중국본토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1회만 사용됨
ㆍ 수출 대상상품은 CEPA Tariff Code가 있어야 하며, 만약 없다면
CEPA Tariff Code를 우선 추가 신청해야 함

ㆍ 하나의 CO(CEPA)는 각각의 관세코드가 있는 5가지 제품을 포함할 수
있고, 5가지 제품은 물론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함

ㆍ 하나의 Tariff Code에 해당하는 제품이 분리되어 운송된다면 각각의
운송제품단위에 대해 다음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포장단위 및 수량,
수량단위 및 수량, FOB 가격.

ㆍ CO(CEPA)에 표시된 도착항은 수입업자가 무관세혜택을 신청 할
세관항구라야 함

ㆍ CO는 발행일로부터

120일간 유효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CO는

무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음

○ CO발행기관
-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 The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 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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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hines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Hong Kong
- The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and the Indian Chamber of
Commerce, Hong Kong

❏ CEPA를 통한 서비스산업 진출

○ WTO의 GATS규정(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정에 따라 홍콩에 있는
외국 기업들도 홍콩기업으로 인정되어 CEPA협정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요건 충족 필요)

○ 법인자격으로 CEP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홍콩 서비스 제공자
(HKSS; Hong Kong Service Supplier)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후 중국
CEPA 관련 부서에 CEPA 서비스 제공 신청을 한 뒤 CEPA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작성 가능하며 각종 관련 양식을 아래 웹사이트
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http //www.tid.gov.hk/english/aboutus/form/publicform/cepa/cepa.html

○ 자연인은 HKSS 자격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업태에 따라 관련 중국
사무국에 영주권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됨. 홍콩이 아닌
중국 국적자의 경우, HVP(Home Visit Permit) 혹은 홍콩 여권을 추가로
제출한다. 한국인의 경우 홍콩에서 Permanent ID를 받은 영주권자만
해당됨

○ 소요비용：신청서류에 따라 다름
- HKSS 증명서：1,550홍콩달러
- HKSS 갱신：305홍콩달러
- HKSS 교체：305홍콩달러/부
- HKSS CTC(Certifies True Copy)：300홍콩달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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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는

비용 지불 청구서를 지참하고 무역산업부의 대금지불사무실

(Collection Office, Room 104,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Tower, 700 Nathan
Road, Kowloon)에 비용을 지불함. 지불 후 받은 영수증과 문서를 지참해
HKSS 부서를 방문하면 홍콩 서비스 제공사 자격증(HKSS Certificate)을
받아올 수 있음

※ HKSS(Hong Kong Service Suppliers) 판정기준
1. “법인”은 HKSAR정부의 회사 조례 또는 관련법에 설립되어야 하고, 유효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해야 한다. 만약 법적으로 요구되면, “법인”은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Permit or Licence)을 보유해야 하며,
2. 홍콩에서 실질적인 사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결정의 범위는;

ㆍ 사업의 특성 및 범위 (nature and scope of business)

본토에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HKSS가 홍콩에서 공급하는 서비스의 특성 및 범
위는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본토의 법률, 규정 및 행정규정에서 외국투
자기업 사업의 특성 및 범위에 어떤 제한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음.
홍콩에 등록되어 있는 역외회사, 대표처, 연락사무소, “우편함 사무소” 및 본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는 HKSS가 아님

ㆍ 사업연도 요구조건 (Years of operation required)

HKSS는 홍콩에 설립되어야 하고 3년 또는 그 이상, 실질적인 사업운영활동을 해야 함.
특정분야의 요구조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최소 5년
√ 부동산서비스：제한 없음
√ 보험, 국제해운대리 서비스：법인 형태로 5년 이상
√ 은행：홍콩 통화청에서 라이선스 취득 후 5년 이상 사업운영 또는 지점 2년 및
현지법인 3년 이상 운영

ㆍ 소득세(Profits tax)：홍콩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 활동을 하는 동안, HKSS는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ㆍ 사업장 부지(Business premises)：실질적인 사업운영 활동을 위해 HKSS는 홍콩에서
사업장을 소유 또는 임대해야 함

ㆍ 직원고용：홍콩 지점 내 직원 50% 이상이 홍콩인일 것

○ HKSS 증명서 신청방법
- 홍콩 무역산업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처리기간 14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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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등록증 및 사업등록증명서
3년 이내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보고서
3년 이내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3년 이내 소득신고서, 세금고지서
HKSS 신청서
법정선언서
이사결의안

○ HKSS 증명서 승인 후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절차
-

사전 검토 및 회사 이름 승인
기업에 사전 부여된 코드 확인
공식문서 검토 및 프로젝트 개시 승인
환경보호 및 화재 보호 문서 작성
상업 및 산업 단체 등록
사인(Company seals)준비
기업 코드 카드 발급
세무 등록
외환 라이선스 취득
세관 등록

* 환경보호 승인기준：시행하게 될 프로젝트가 국가 및 지방법률 및 정책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위치 및 계획이 도시계획에 부합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지, 산업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지,
주요 오염물질 관리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환경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 유의사항
- HKSS 신청시 요건 충족에 대한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함. 각 조항별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살펴보기 때문에 사전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면밀히 살펴보는게 필요(실제 HKSS 요건 취득을 실패하여 중국 진출
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음)
- HKSS 인증을 받아 CEPA 혜택을 받고 중국으로 진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중국의 어느 지역으로 진출할 것인지를 정하는 부분임.
중국은 넓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각 성에 따라 외국계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상이하기도 하며, CEPA 대비 혜택이 더 큰 부분이 있을 수 있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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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공
하는 서비스 기업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투자 유치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2, 3선 도시의 경우 CEPA를 활용 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또한 중국이 HKSS를 취득한 해외기업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주는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임. 한 한국 기업은 정해진 절차를 밟아
CEPA를 통해 중국에 진출했음에도 지방정부의 담당자들은 종종 “그래도
홍콩기업이 아니라 한국기업이지 않느냐”며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함
- CEPA를 이용한다면 중국 진출은 분명한 기회이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동반되며 경험이 풍부한 자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함

❏ 중국 - 홍콩 CEPA 분야별 개요 요약
분

상

야

현황 및 전망

품

- 홍콩에서 제조되었으며 CEP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상품은
중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누림
- 2017년 6월 30일 현재 누계기준 총 15만1000건의 CEPA 홍콩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상위 3개 품목은 식품 음료, 플라스틱
원료, 섬유 의류제품임

․

․

․

서 비 스

- HKSS(Hong Kong Service Suppliers) 자격을 갖춘 기업은 중국진출
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ATIS(the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가 시행된 2017년 6월 이후 중국은 WTO 기준
160개 서비스 분야 중 153개 분야(전체의 96%)를 개방함
- 전문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홍콩과 중국의 상호 자격 인정을
통해 전문직인력이 중국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

투

- CEPA 개방범위가 비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상호 투자촉진과 투자가
보호를 위한 제반 신조치가 시행됨으로써, 홍콩 - 중국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

자

․

경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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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술 협력 협의>는 CEPA와 ‘일대일로(㊀帶㊀路)’ 추진에
따른 여러 경제 기술 협력활동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 임

․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 CEPA를 통한 중국 서비스 산업 진출과 직접진출 비교

CEPA를 통한 중국 진출

산업 분야

- 설립 시 총 자산 60억 달러

- 지사 설립시 총자산 200억 달러

- 전액 출자 은행 또는 지점 설립

이상

시 1년간 대표 사무소 운영

- 지점 설립지역에 2년이상 대표

- 위안화 비즈니스 신청 전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운영

1) 2년 이상 경영, 2) 1년간

경험

우수한 수익 성과
- 뮤추얼 펀드 판매 가능

중국 시장 직접 진출

- 위안화 비즈니스 신청전
금

융

- 중국 내 어느 지역이나 분점

1) 3년 이상 경영, 2) 2년 이상
우수한 수익 성과

설립 가능

- 뮤추얼 펀드 판매 불가

- 홍콩은행이 설립한 중국 금융

- 외국은행은 지사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뮤추얼 펀드 판매

도시 내에만 분점을 설립할 수

가능

있음
- 외국은행 불가

- 국제 선박관리, 컨테이너 보관,

- 외국기업은 지분의 49%를 넘지

홍콩에 등록된 선박 검사서비스,

않는 선에서 합작투자가 가능

국제 해양 컨테이너 임대 및

- 외국기업 불가

매매 서비스, 선박 유지 및 수리

- 외국기업 전액 출자회사 설립

서비스 등을 위한 회사 전액

불가

출자(100%) 설립 가능

- 외국기업 불가

- 화물 핸들링서비스와 컨테이너

해상운송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서 비 스

서비스 제공업체를 소유 가능

부

문

- 중국 - 홍콩 - 마카오 구간 선박
에이전시 전액 출자 설립 가능
- 중국 본토 회사와 합작해 (지분의
51%까지 소유 가능) 제3국 국제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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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를 통한 중국 진출

산업 분야

-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트랜잭션

중국 시장 직접 진출
- 합작기업만 가능

처리 서비스(전자 상거래 비즈니스
웹 사이트만 해당), 중국 내 다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콜센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앱스토어

통

신

콘텐츠 서비스 제공기업 100%
출자 또는 합작 설립 가능
- 합작의 경우 지분 소유 가능
제한 없음
- 홍콩 항공사가 티켓이나 호텔

- 항공 및 호텔 패키지는 중국

패키지를 중국 판매 에이전트를

에이전트를 통해야만 판매 가능

거치지 않고 중국 내 자사 오피스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 가능

운

송

하도록 함.

교

통

- 보안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하고,
항공 운송을 위한 지상 서비스
제공기업 전액 출자 가능
- 비디오 및 음향 제작 서비스

- 중국 기업과 합작형태로 비디오,

(영화제품 포함) 기업은 본토에서

음향 녹음제품의 제작 및 배포가

전액 출자한 기업을 설립 가능

허용

- 관련 중국 규정 및 검토 요구
사항에 부합할 경우 비디오 및
음성 녹음제품 배포 서비스 (영화

시 청 각

제품 포함) 제공기업 전액 출자

제

가능
- 중국 당국의 승인을 얻은 후
중국에서 제작한 영화를 배포
하기 위해 시범으로 전액 출자
회사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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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를 통한 중국 진출
- 홍콩에서 제작한 중국어로 된
영화는 연간 수입 쿼터 없음
- 홍콩의 영화 제작사는 영화
저작권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즉, 주요 제작자여야
하고 영화 투자 예산의 50%

산업 분야

중국 시장 직접 진출
- 3D, Imax 영화를 포함해 340개
외국영화의 연간 수입쿼터

수입영화

이상을 기여해야 함)
- 홍콩에서 제작 한 영화는 만다린
자막 제공 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서 원본 광동어 사운드
트랙을 스크리닝 할 수 있음
- 전액 출자 기업 설립 가능하며
하나 이상의 영화관을 오픈 및
운영 가능하며 동시에 여러 지역
에서 사업 운영 가능

영 화 관

- 외국기업은 적은 지분을 소유한
합작형태로 중국 내 영화관을
오픈, 개조 및 운영할 수 있음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시안, 우한, 난징과 같은 7개
시범도시에서 해외기업은 합작
회사의 지분을 75%까지 보유
가능

：

자료원 TID, HKTDC

3

진출 형태별 설립절차

❏ 투자 진출형태

○ 기업의 종류
- 법인, 개인, 파트너십(합자/합명회사), 연락사무소,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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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법인은 유한회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의 책임이
유한함 (한국의 주식회사에 해당)
- 신규법인 설립 특징
상호는 중 영문 혼합시 등기가 불가능, 회사명 끝은 Limited 또는 有限
會社로 기재해야 함
등기이사는 최소 1인 이상(18세 이상, 국적제한 없음)
주주는 최소 1인 이상(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가능
최소한의 자본은 주주 당 1홍콩달러(납입의무 없음)

․
․
․
․
․
․ 기존회사명 사용불가(중복불가), 홍콩주소지 필요
․ 법인설립시 간사지정
․ 설립시 필요서류：최소 1인이상 주주(이사) 여권사본,

영문주소지

증명서, 주식배분율, 원하는 회사명, 자본금, 업종/업태

- 기등록 법인 인수 특징
홍콩 내 회계법인 또는 에이전트가 기 등록해 놓은 회사를 인수하는
형태로 사업자등록 발급이 3일 이내로 즉시 업무 개시가 가능

․

○ 개인회사
- 자본금, 주식발행이 불가능하며 회사 대표가 무한 책임을 짐
- 개인회사 특징
회사명 중복가능, 영문과 중문 혼합 불가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므로 회사설립이 신속하고 간단
개인회사는 해외 투자에 참여불가하며 자회사 설립도 불가능
세무규정은 법인과 동일하며 회계감사 의무가 없음
당기 매출이 HKD200만불 이상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홍콩직원고용과 홍콩 거주자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실제 사업계획 등을 세무서에서 검토하고 허가를 내줌
설립시 필요서류 대표자 여권 사본 및 입 출국 관련 기록사본, 거주지
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회사조직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홍콩 내
은행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 등)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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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십(합자/합명회사)
- 개인회사이며 합자회사일 경우 대표자는 1인 이상 등록이 가능
- 개인사업자 및 합자회사 모두 설립 절차는 동일하며, 홍콩 세무서에
합자회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영업활동 시작이 가능함

○ 연락사무소
- 간단한 사업자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
- 수익창출 행위가 금지되므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사 또는
현지법인(법인 설립과 동일한 절차 이행) 형태로 변경해야 함
- 시장조사나 거래처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수익 창출 행위가 금지되므로 회계보고, 결산 등이 불필요함
- 설립시 신청자 여권 사본, 회사명(모회사 이름과동일해야 함), 회사 설립
신청서, 공증된 본사 사업자등록증 영문 사본 등이 필요함

○ 지사(Branch Office)
- 자본금 설정이 필요 없고, 본사의 이사와 감사가 그대로 지사의 이사와
감사로 임명됨(실제 자본금 납입의무가 없어 설립빈도가 낮음)
- 유한회사 설립과 비교하여 이점이 없어 유한 회사 설립이 진출시 편리함
- 설립시 본사의 정관 영문번역 공증, 본사의 법인등기등본 영문번역
공증, 본사의 감사보고서 영문 번역공증, 본사 이사 및 감사의 개인
정보가 필요함
- 현지법인
현지 법인체가 모든 법적책임을 짐, 사업개시 한 달 이내에 사업등록
필요, 과세표준은 홍콩에서 영업발생 이익
- 현지 지사
법적 분쟁시 본사(모회사)가 모든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짐
과세표준은 지점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과 본사의 전체이익을
홍콩 지점의 매출액으로 안분한 금액 중 택일
본사의 영문 상호가 그대로 사용되며 본사의 이사진이 등기
본사의 임원진 변동이나 주소시 변경, 자본금 변동 등 본사의 모든
변경사항을 홍콩정부에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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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 공장 등록 후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회 1회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함
<설립 조건>
-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은 회사
- 자가 및 임대에 대한 증명 서류
- 해당 물품 생산할 기계설비 구축
- 직원 채용 근거, 공장 유지를 위한 기본 서류 구비

<등록절차>
- 공업무역서에 공장 등록 서류 접수(등록비 HK$ 3,003)
- 공업무역서에서 인터뷰 실시
- 홍콩세관에서 공장검사
- 공장 실사시 문제가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장등록
번호를 공업무역서에서 발급해 줌
- 공장등록 완료 후 공업무역서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청

○ 홍콩 법인 설립시 유리한 점
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CEPA)에 따라 상호간 무관세수출입에 따른 각종
②
③

④

혜택이 있어 외국기업보다 유리한 입장으로 중국시장에 진출(원산지가
홍콩인 제품이 중국에 수출될 경우 면세 혜택)
경영범위에 대하여 제한이 적어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하여 투자를 허가
국적에 상관없이 회사설립이 가능하며, 회사설립 절차 또는 서류작성이
편리함
- 중국에 투자시 투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시 모든 서류를 중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나, 홍콩에 법인 설립후 홍콩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
중국 공증을 받아야 하나 외국어 중국 공증보다는 비용, 시간 면에서
절약 가능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고, 법인세도 16.5%로 아시아 최저
- 제3국간 수출시 홍콩법인을 활용하여 무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국법인을 이용하는 것보다 세금을 절약
중국은 직접 수출입시 가격조정이 불가능하고 매건마다 세금을 납부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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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은 수출입시 관세,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1년 기준으로

⑤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만 세금을 납부하고 서류상 경비처리 가능
방법이 많아 절세가 가능함
중국과 근접한 위치에 있어 활발한 교역 및 이동이 편리하고 홍콩법인을
통한 중국진출의 경우 홍콩기업이 투자한 형식이므로 같은 중국기업
으로서 유리한 대우를 받음

⑥ 홍콩은 외환관리법이 없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며 또한 국제신

용과 신용대금을 쉽게 받을 수 있어 국제간 비스니스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저렴하게 해외법인 운영이 가능
- 중국은 회사 계좌로 자금 입금시 현금화하기 힘들며, 모든 거래시 회사
수표를 발행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자금 활용의 융통성이 떨어지며 불편함

❏ 형태별 설립절차

○ 신규법인(단계)
- 상호명을 확인함(무료, 홍콩 기업등록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가능), 기업등록국 사이트에서 설립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FORM NNC1)하여 작성
- 홍콩법인 설립 신청서를 홍콩기업 등록국에 등록함

․ 접수 후 4∼6 영업일 이후 발급, 회사 등록 비용은 HK$1,720, 인지세는
수권자본금의 0.1%로 최대 HKD30,000
<필요서류>
회사정관, 등기이사, 주주의 여권사본 및 영문 거주지 증명서, 한국
본사의 현지 법인일 경우 영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함

- 홍콩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국세청에 신청함

․ 기업등록국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계되어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됨(연 단위 HKD 250(또는 3년 단위 HKD 3,950) 갱신 등록증
비용이 발생하며 매년 홍콩 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사업자, 연락사무소는 별도로 국세청에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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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등록 법인 인수
- 기등록된 상호명을 결정함(에이전트마다 차등 수수료가 부과되며 실시간
으로 판매가 됨)
- 홍콩기업 등록국에서 신규등기이사로 변경 작업을 함

․ 무료이며 1일 정도 소요됨

<필요서류>
등기이사 여권 사본 및 영문 거주지 증명지가 필요함

- 국세청에 주주 변경 신청함

․ 1일 정도 소요되며 신고비용(HKD 15)과 주식 양수도 금액의 0.1의
인지세(양수자/양도자 모두 부담)가 있음
<필요서류>
신규 주주의 여권 사본 및 영문 거주지 증명지가 필요함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함

․ 홍콩기업등록국에서 발행된 법인설립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되고
직접 방문시에는 바로 발급(우편접수시 2일)되며 연 단위 HKD 250
(또는 3년 단위 HKD 866) 갱신 등록증 비용이 발생함

․ 매년 기업등록국에는 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해야 함(사업자등록증은 은행, 편의점 등에서 갱신
가능함)

․ 연보고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음(홈페이지에서 NAR1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다음 기업등록국에 제출하거나 e-Registry에서 회사
ID를 만든 다음 회사명으로 연보고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

○ 개인회사&합자회사 설립
․ 홍콩국세청에 대표자의 여권사본 및 영문 거주지 증명지 첨부하여
신청서 접수하면 사업자 등록증 즉시 발급가능(우편접수 경우 제2
영업일)하며 연 단위 HKD 250(또는 3년 단위 HKD 3,950)갱신 등록증
비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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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 등록
- 상호명을 확인함

․ 홍콩기업등록국 홈페이지에서 본사 영문명이 기등록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비용은 무료), 기업등록국 사이트에서 설립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N1)하여 작성

- 홍콩지사등록신청서를 홍콩기업등록국에 접수함

․ 지사 등록 서류 접수 후 22～30영업일 이후 홍콩기업등록국에서 지사
등록 인증서 및 사업자등록증 일괄 발급
<필요서류>
본사의 정관 영문 번역공증, 본사의 등기부 등본 영문 번역공증, 본사의
등기이사 리스트 및 개인정보, 본사의 영문 회계 감사보고서(한글일
경우 영문번역 공증), 홍콩지사의 대표자 정보

- 국세청에 홍콩지사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함

․ 기업등록국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계되어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되며, 년 단위(또는 3년 단위)갱신 등록증 비용이 발생함

․ 1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함
․ 매년 기업등록국에는 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해야 함(사업자등록증은 은행, 편의점 등에서 갱신 가능함)

․ 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본사의 회계 감사보고서 영문본을 같이
제출해야 함(단, 본사가 해당 설립국가의 기준에 따라서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면제 신청이 가능)

○ 연락 사무소 설립
- 대표자의 여권사본, 영문 거주지 증명지, 본사 법인 등기부등본, (영문)
변호사 공증 1부 첨부하여 홍콩국세청에 제출하면 신청 즉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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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폐업)절차

○ 회사 청산 및 절차
① 법인
-

폐업관련 이사 또는 주주 결의서 필요
Form IR 1263작성하여 홍콩국세청에 제출(HKD 270 비용)
세무서에서 심사(채무 또는 체납세금 등, 1 2개월 소요 )
홍콩 국세청에서 승인통지문 받고 3개월 이내 홍콩기업등록국에 서류

～

제출(HKD 420 비용)
- 관고 게재 후 3개월 동안 채권자 혹은 이해 관계자의 반대가 없을 경우
폐업 승인
- 전체적으로 6개월 1년의 시간이 소요됨

∼

② 개인회사 & 합자회사

- 폐업 1개월 이내 홍콩 국세청에 통보(무료, 1영업일 소요)

③ 연락사무소

- 폐업 1개월 이내 홍콩 국세청에 통보(무료, 1영업일 소요)

③ 지사

- 홍콩기업 등록국에 회사 폐업 바로 통보해야 함(본사의 청산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한국 본사 청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통지)
- 폐업이후 향후 3년간 법정 대리인 유지해야 함
- 1영업일 소요

❏ 간사회사(Secretary 회사)제도

○ 정의
- 법인설립 대행, 관계기관 서류제출 등 행정업무 및 비서업무 수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하며,
- 홍콩에서는 법인 설립시 ‘홍콩인 혹은 홍콩법인의 간사’가 반드시 선임
되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한국인이 간사회사를 통하여 법인을 설립함

* 홍콩인을 고용하여 개인간사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법인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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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영역
구분

업무 내용

비고

홍콩 법인설립

홍콩내 법인설립 대행

-

세무 회계업무 대행

세무관련 상담 및 회계업무 대행

대부분 외부전문가
(회계사)에게 위탁

행정업무 대행

비자접수, 은행계좌개설 등

-

Virtual Office
(가상사무실)

사무실 주소 대여 및 전화응대

-

물류서비스

한국 및 국외 운송대행

일부업체만 수행

․

○ 간사회사의 선택
- 홍콩인이 운영하는 간사회사와 한국인 등 외국인이 운영하는 간사회사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홍콩계 간사회사가 비용측면에서 저렴함
(한국계의 1/2 수준)
- 그러나 신규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간사회사 대행비용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초기에 홍콩 진출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경험이 많고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한국계 간사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

* 한국계 간사회사는 포털사이트에서 ‘홍콩 법인 설립’ 등의 검색어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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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신고 서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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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콩 지주회사 설립과 조세전략

❏ 일반적인 해외 지주회사 설립의 장점

○ 각 기업간 통합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목표 및 성과 관리에 유리
○ 그룹사의 지원기능(인사, 행정, 법무, 마케팅, IT등)을 일원화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각 부문의 전문성을 확보

○ 해외자회사의 자금을 해외 지주회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현지 조달함으로써
자금조달 비용 절감

○ 현지법인의 잠재적 리스크가 본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홍콩 지주회사의 설립

○ 홍콩 지주회사 설립 목적
- 홍콩과 중국은 1국 2체제 지역으로 묶여 물류, 금융 분야에 있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CEPA협정 체결로 홍콩산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 따라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이 까다로운 중국의 법인설립과
금융규제를 피해 홍콩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가 중국법인을
지배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한국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 지주회사 설립 시 장점
- 법인 설립 절차가 간단

․ 중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등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중국당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홍콩 지주회사의 경우 법정자본금에
대한 요구가 없으며 인허가절차 없이 법인등기만 하면 설립절차가
마무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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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의 송금이 용이

․ 홍콩은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홍콩에서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송금하는 절차도 중국에 비해 무척 편리함

․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외국환 거래
규정이 없어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중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것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함
- 자금조달 방법의 다양화

․ 홍콩 법인의 증자는 쉬움(홍콩 상장규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홍콩 증시에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가능)

- 투자지분의 명의 변경절차가 간단

․ 홍콩에서는 폐업이나 투자 철수시 지분 명의 변경에 대한 유관기관의
허가 또는 합자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중국법인 철수가
모기업 직접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 절세 효과가 있음

․ 또한 중국 자회사를 편입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 (Stamp Duty)가 면제
되며 홍콩 자회사에 대해서도 0.2%에 불과함
- CEPA규정을 활용한 중국 진출용이

․ CEPA 협정에 의거 홍콩법인이 중국으로 수출시 일부 품목의 관세가
면제되나 아래의 5개의 기준을 충족해야 홍콩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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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콩의 금융제도

❏ 금융제도

○ 특징
- 공식적인 중앙은행이 없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관리 및 감독기능이 거의
없음. 이는 홍콩 자체가 철저한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고 이 점이 국제금융센터로서
발전하게 된 주요 기반으로 작용

○ 대출
- 대출 심사기준에 부합했을 경우에만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담보 제공요구
- 대부분 한국기업의 현지법인 경우 한국계 은행 해외 지점 및 현지법인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한국 본사의 지급보증 및 보증신용장을 개설함으로서 홍콩 초기 필요
자금을 현지에서 조달가능
- 홍콩 설립 법인은 제3국에 소재한 법인의 현지금융을 위해 담보제공,
지급보증 등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한국계 은행 이용
- 현재 홍콩에 진출해 있는 한국 은행들은 주로 기업금융을 취급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소매금융을 취급하기 시작함

55

해외세정전문가 양성교육 연구보고서 (홍콩)

- 홍콩진출 주요 은행
은

행

위

치

기업은행

Rm3113, Two Pacific Place,
Admiralty, HK

외환은행

31/F, Far East Finance Center,
16 Harcourt Rd, HK

신한은행

Unit 7703, International Commerce Centre,
1 Austin Road West, Kwoloon, HK

우리은행

Suite 140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HK

하나은행

Suite 3314-3316, 33/F, Two IFC,
8 Finance St, Central, HK

비

고

한국계은행은 ATM
사용불가,
구좌개설이 비교적
용이(홍콩ID카드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관광비자로는 불가능)

○ 금리제도
- 홍콩은 3곳(HSBC, Standard Chartered 은행, 중국은행)의 시중은행에서
서로 다른 모양의 돈을 발권함. 20,50,10,500,1000달러 권종을 3곳에서

：：

7 2 1의 비율로 발행하며 동전과 10달러는 홍콩 정부에서 발행
- 이들 은행이 홍콩 달러를 발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미국
달러화를 금융관리국에 사전예치 하여야 함
- 홍콩의 금리는 홍콩달러화가 미 달러화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와 밀접하게 움직임
- 미 FRB가 Federal Funds Rate를 인하하는 경우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동금리에 연계되어 있는 기준금리를 즉각 인하하고 있음
- 홍콩 금융관리국이 재할인창구를 통해 은행에 자금을 공급할 때 적용
하는 재할인 금리의 일종으로서 Federal Funds Rate에 연계(Federal
Funds Rate 목표금리 + 1.5%P)은행의 예금금리는 2001.7.3. 저축예금의
금리상한 및 당좌예금의 이자지급 제한제도가 폐지되어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별로 차등화 되어 있음
- 은행의 대출금리는 HSBC, Standard Chartered 은행, 중국은행 등 대형
은행들이 우대대출금리를 정하면 여타은행들이 이를 기준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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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은행 업무 팁>
- 계좌의 종류에 따라 매달 일정금액의 계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함
- 최소한의 잔고가 없는 경우 최고 400HKD의 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홍콩의 은행은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지 않음. 홍콩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는 모두 개인수표(한국의 가게수표 개념)로 은행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겠
다고 내용을 적은 후에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됨
- 수표를 받은 사람은 개인 수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은행에
제시해야 하며 만약, 은행 잔고가 부족한 경우 수표 발행인은 벌금과
함께 신용에 타격을 받고 수표소지자는 해당금액을 받지 못하게 됨
- 각종 공과금, 학교 등록금 납부 등 수표가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기
때문에 수표를 발급하지 못하면 생활에 지장이 많으므로 당좌계좌 잔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법인계좌 개설방법
- 홍콩은행의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은행의 인터뷰가 필수이므로 등재된 이사
전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함
- 영문사업계획서 등 사업과 관련된 서류 지참
- 모든 주주와 이사의 여권(이사는 원본, 주주는 사본)과 영문거주지 증명
원본 필요
- 계좌개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꼭 방문전 문의)
- 외국계 은행은 이사 중 한 분이 영어나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원칙
- 당일 발급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평균 1 2주 후 개설(은행별 차이)

∼

○ 홍콩현지 금융업무 동향
-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금융업체에 철저하게 책임을 물음
- 2013년 5월 이후 미국에서 자금세탁 금지 압박 및 최근 ‘Bank of India’의
자금세탁으로 인해 150만불 벌금 부과 등으로 인해 계좌개설의 검토가 강화됨
- 계좌개설 업무가 강화되어 계좌개설을 거절당할 수 있으므로 홍콩진출기업은
홍콩내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자금세탁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처벌받으므로 송 수신시 송금자와 수신자의
신원 및 자금출처 미확인시 거래 불가
- 고객에 대한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비활동성 계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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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자금세탁 방지규정
- 홍콩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정회원으로서, FATF가 제시하는
자금세탁방지 권고사항 40개를 모두 이행중임

※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89년 파리 G7 정상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와 이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한 각국
정상들의 지시에 의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34개 국가와 2개 기구 등 총 36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정회원 가입

- 홍콩의 금융기관들은 FATF 권고사항에 의거 혐의거래에 대하여 JFIU
(홍콩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며, 이에 따라 일일단위로 금융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있음
- 또한 계좌 개설시 고객의 신분 및 주소지 확인을 위해 홍콩 ID카드나
여권원본, 홍콩 내 거주지 공과금 고지서 등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거주지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은행도 있음
- 홍콩은 외화 송금이 자유롭지만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은행 및 국가차원
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므로 모든 은행거래에는 그에 따른
증빙을 갖춰 놓는 것이 필요함

❏ 외화관리

○ 외화관리
- 홍콩은 환전, 해외송금 및 입금, 외화예금이 모두 자유로움
- 홍콩에는 중앙은행이 없고 정부기구로 금융 관리국이 있을 뿐이고, 금융
관리국(HKMA)이 외환기금관리국 및 은행업 감리처의 기능을 통합한
중앙은행에 상당하는 가능을 수행
- 1983.10월부터 현재까지 홍콩달러를 미 달러와 일정선에서 교환율을
링크하는 Peg System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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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페그 제도(Peg System)란?
일종의 변형된 고정환율제도로 ‘통화 위원회 제도’라고도 함
페그제도는 달러 등 기축통화에 대한 자국화폐의 교환비율을 정해놓고
이를 고시한 다음 이 비율로 무한정 교환해주기로 약속한 제도임
즉, 이 비율이 그 나라의 환율이 되는 것임
홍콩도 1983년부터 페그제도를 도입하여 홍콩달러의 가치를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켜 1USD=7.75 7.85 HKD의 비율로 계산(즉 1달러
들어오면 7.8홍콩달러가 공급되는 시스템, 미국달러가 국내에 유입되면

～

그 만큼 자국통화를 시장에 방출하고, 미국달러가 국외로 유출되면 그 만큼
자국통화를 시장에서 회수)
자본 유출입의 조정은 환율이 아니라, 금리변동에 의해 결정됨
해외자본유출입변동 통화량 변동 금리변동 대내외금리차결정
해외자본유출입량 균형점 찾아 조정

→

→

→

→

이 제도하에 다른 통화의 가치는 미국 달러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임. 예를 들면 미국달러화에 대한 마르크화의 가치가 변하면 그만큼
마르크화와 홍콩 달러의 가치도 조정되는 것임

○ 홍콩은행의 위안화 거래 허용 및 위안화 무역결제 시행
- 중국은 위한화를 세계의 기축 통화로 만들고자 홍콩을 통한 위안화 통용
확대를 추진해옴
-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위안화 무역결제로 홍콩 및 마카오 기업들은
중국 내 상하이와 광둥성 4개도시의 기업들과 위안화 무역거래가 가능해져

～5%

수출업체들이 3

송금 및 환전 비용이 절감되고 홍콩은행에서

위안화 저축, 환전, 송금,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발행, 대출 및 채권
발행 등의 위안화 관련 업무를 제공받고 있음

○ 자금조달 용이
- 과거에는 중국 기업이 해외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홍콩 증시에 상장
했지만 현재는 중국 거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기업이 홍콩에서 상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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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홍콩 - 상하이 증권 거래소 간 주식거래 자유화(후강통)로 중국과
동남아를 공략하려는 해외 기업이 홍콩 증시로 몰려들고 있으며 홍콩행을
택하는 해외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임

* 후강통：상해거래소와 홍콩거래소의 교차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沪(물이름호[Hù])는 상해의
별칭이며 港(항구항,통할홍[gǎng])은 홍콩을 의미함. 즉, 상해와 홍콩이 통한다는 의미로 상해와
홍콩거래소의 교차거래 제도를 후강통이라 부름. 후강통 제도를 통해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홍콩시장에 직접투자가 가능해지고 해외투자자또한 홍콩시장을 통해 중국 상해A주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음

6

홍콩의 관세제도

❏ 일반 관세

○ 자유무역정책으로 일반 수출입 화물에 대해 관세가 없음
- 다만 담배, 술(알코올 30도 이상),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4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 자동차의 경우는 고율의 등록세(차종별 과세가액
× 등록세율)가 부과됨
품

목

주
류
(Liquor)

담
배
(Toba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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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품목

과세율

섭씨 20°C의 온도에서 알코올함량
30%이상 주류

100%

섭씨 20°C의 온도에서 알코올함량
30%미만의 주류(와인제외)

0%

와인

0%

수입 담배

HK$ 1,906 /1000개피

수입 시가

HK$ 2,455 / kg

중국 제조 담배

HK$ 468 / kg

담배 제조 목적이 아닌 제조된 그
이외의 모든 담배

HK$ 2,309 / kg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품

목

상세품목

탄화수소
(Hydrocarbon
Oil)

메틸알콜
(Methyl
Alcohol)

과세율

항공기 연료

HK$ 6.51 / liter

가연 가솔린

HK$ 6.82 / liter

무연가솔린

HK$ 6.06 / liter

디젤 연료

HK$ 2.89 / liter

Euro V diesel

HK$ 0 / liter

섭씨 20°C의 온도에서 메틸알코올과
그 혼합물의 알코올 농도가 30%
이하인 경우

HK$ 840 / hectolitre

섭씨 20°C의 온도에서 메틸알코올과
그 혼합물의 알코올 농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HK$ 840/hectolitre +
[ HK$ 28.10/hectolitre
(30%를 초과하는 1%마다) ]

<자동차 등록세율>
구

분

세

율

승용차
HK$150,000 이하 자동차 판매가격 × 40%
HK$150,000 초과
HK$150,000 × 40% + HK$150,000초과 금액 × 75%
HK$300,000 이하
HK$300,000 초과 HK$150,000 × 40% + HK$150,000 × 75%
HK$500,000 이하 + K$300,000초과 금액 × 100%
HK$500,000 초과

HK$150,000 × 40 + HK$150,000 × 75% + HK$200,000 × 100%
+ K$500,000 초과 금액 × 115%

이륜자동차,
삼륜자동차

자동차 판매가격 × 35%

경승합차(LGV)
외의 화물차량

자동차 판매가격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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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율

1.9톤 초과하지않는승합차(LGV)
HK$150,000 이하 자동차 판매가격 × 35%
HK$150,000 초과
HK$150,000 × 35% + HK$150,000제외한 잔액 × 65%
HK$300,000 이하
HK$300,000 초과
1.9톤 초과하는
승합차(LGV)

HK$150,000 × 35% + HK$150,000 × 65%
+ K$300,000초과 금액 × 85%
자동차 판매가격 × 17%

택시, 버스,
자동차 판매가격 × 3.7%
특수목적 운송수단

：

：

주 등록세 = 차종별 과세가액 × 등록세율 자료원 교통부

❏ 수출입 관련 법령

○ 홍콩은 일반 상품 수입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적 정책을 펴고 있어 일반
수출입 화물이나 환적 화물의 통관절차는 없으나 소수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 허가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화학약품, 인삼 등 한약재는 별도의 수입 및 도소매 자격증이 있는
사업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

- 수입허가증 발급 대상 품목 마약류, 의약품, 동물, 살충제, 폭발물, 쌀,
냉동육, 오존 파괴 물질, 좌측 운전용 차량, 111.9kw초과 엔진, 광학
디스크 기기, 복사기, 화학약품 등

○ 수입 규제 담당기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 수출입관련 라이선스 비용：1년 단위로 발급되며 라이선스 비용이 청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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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기관
- 대표적인 기관은 홍콩무역발전국(www.hktdc.com)

․

- 홍콩기업들과 해외 바이어 투자가를 위한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며
무역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 연간 개최하는 무역전시회는 약 40여개에 달하며 홍콩이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시장에 특화되어 있음
- 중국 내에만 13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40개 이상의 해외네트워크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홍콩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홍콩무역발전국이 집행하는 지원 기금은 중소기업발전기금,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기금 등 총 18개이며 특히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기금은 수출
초보 기업, 수출중소기업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기금은 중소기업들의 무역전시회 참가지원 및 수출관련 판촉 책자
발행, 인터넷 웹사이트 광고 비용 등 다양한 부분에 활용됨
- 또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공동으로 2008년부터 중소기업 발전 프로
그램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

3 4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 구상부터 경영
관리, 상품 마케팅 등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홍콩 성실무역업체(AEO)제도
- 성실무역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계관세기구가
수립한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의 핵심 개념임
- 제조업체에서 수출업체, 창고관리업체, 화물운송업체, 수입업체까지
관세청이 승인한 성실무역업체들에 의해 행해져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출을 목적으로 함
- 관세청은 공인기준에 따라 AEO업체를 공인하며 AEO업체와 非AEO
업체간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함
- 홍콩의 AEO제도는 2012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여개의 다국적 기업과
중소기업이 등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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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세청과 2014년 2월 13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상대국의
AEO제도를 자국의 AEO제도와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체결한 뒤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승인기준과 절차(유효기간은 3년)

․ 세관준수여부, 수출입 장부 기록 여부, 재정 안정, 부지 보안, 인사
보안, 화물 보안, 운송 보안, 비즈니스 파트너, 보안 교육, 정보의
기밀성, 위기관리와 회복 체계 등

․ 홍콩 관세청에 기업 프로파일과 자가 진단서, 유통망 체계지도, 사업장
도면을 첨부한 신청서 접수(심사는 6개월 이내)
- 혜택

․ 세관검사 간소화, 우선 통관, 기업의 공신력 제고 등

❏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 일반적으로 대 홍콩 수출의 경우 수출 후 14일 이내에 수출입 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흐름>
선적
14일 이내 수출입 신고서 제출
통관 대행
수출완료

→

→

→ 화물도착통지 → 관세사 등에게

- 통관시 Bill of Entry, 상업송장,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화물검사 증명서가
요구됨
-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품목의 경우는 홍콩 도착 7일 이내에 수입허가증을

～

발급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대부분 신청후 3 7일 이내 자동적으로
수입허가증이 발급됨)
-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화물도착 4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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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시 유의사항
-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홍콩 제조업체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이
홍콩내의 다른 기업을 에이전트로 지정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수입
권한이 없는 대리수입업자가 수입하게 되면 대금 미회수의 위험이
있으므로 실수입자와 대리수입자, 수출자가 3자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
하고, 대금지급 의무를 대리수입자가 지도록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상에
삽입하면 미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홍콩에 수출된 수출상품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재수출되는데 이 경우
중국정부가 자국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을 세관에 방치하고 반송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의

○ 항구와 공항
- 신계에 소재한 콰이청항(홍콩 전체 물동량의 약 60% 이상 처리),
빅토리아항(홍콩섬과 빅토리아만의 부두를 통칭)
- 한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운송시 환적에 따른 비용과 추가

∼

소요기간(1 2일) 감안해야 함
- 홍콩섬과 구룡반도 서쪽에 위한 란타우섬 북쪽에 위치한 홍콩국제공항은
1998.7.6. 개항하였으며 24시간 운영

* 공항 사이트：http：//www.hongkongairport.com/eng/index.html

․ 인천국제공항보다 약간 크며, 매일 약 100여개의 항공사에서 운행하는
비행기가 중국 44개 지역을 포함하여 180개 도착지로 연결됨. 2007.2월
제2청사 신규개장함

․ 홍콩 입국시 담배는 1갑 미만, 주류는 1인당 1l 상당 무관세 반입 허용
되며, 외화는 금액에 제한이 없음

․ 교통수단은 고속전철인 Airport Express(왕복 HKD 100),

전 지역을

연결하는 Airport Bus와 택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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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업관련 정보

❏ 노무관리제도

○ 최저임금제
- 홍콩은 고용과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동시에 노공처, 노사심재처, 평등
기회위원회 등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가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발달해 있음
(노동시간 계산은 철저히 해야함)

* 노조의 활동은 법률로 보호되고 있으며 노사심재처는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분규를 심의, 재판하는 기능을 수행함

-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2010.7.17. 최저임금규정을 통과시켜 2011.5.1.
부터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함
-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34.5홍콩달러로 인상되었으나 한국의 최저
임금 보다 낮음
- 최저임금 = 노동자의 총 근무시간 × 최저임금
- 한국의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홍콩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 중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저임금자들이 많은 요식업, 숙박업, 소매업
기업들은 인력비를 절감할 수 있음

* 식당, 숙박업 등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초과근무를 할 경우 최저임금 조항에
저촉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기준 HKD32.5/시간(2015.5.1. 인상)
☞ 주의：추가비용없이 연장근무하면 최저임금을 위반
․ 규정 위반시 벌금 HKD350,000 및 징역 3년

○ 채용
- 홍콩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음. 또한 전문 분야 경력을 중요하게 생
각하기 때문에 구직시 경력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음

* 홍콩 직원들은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급여를 더 주는 곳이 있으면 쉽게 이직을 하려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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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채용의 방법은 3가지로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등록, 인력 채용 에
이전트 이용, 인력채용 잡지에 광고하는 것임

○ 근로계약
- 근무시간, 수습기간, 휴가, 병가, 보너스, 초과근무수당, 연말수당, 급여일,
계약 파기 조건 등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시 대비할 수 있음
- 급여(기본급여, 보너스, 초과근무수당, 연말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
급여 지급 기준(시급, 주급, 월급 구분), 계약 해지 통지 기간, 근로시간
이나 휴가등에 관한 내용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임

○ 임금 및 부가급여
- 급여의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며 초과근무수당도 회사에 따라 편차가
있음. 통상 초과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서에 초과근무
수당을 언급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 현행 고용조례에서 법정휴일, 연차휴가, 출산휴가, 의료수당, 해직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이외 근속수당, 식사 보조, 의료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기말상여 등을 제공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음

～

(기준급여의 15 20% 차지)

○ 휴가
- 모든 직원은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법정 휴일에 대한 자격이
있고, 계속 계약 하에 3개월 이상 고용된 모든 직원은 법정 휴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을 자격이 있음
- 홍콩은 유급 휴가 제도로 근무 근속에 따른 누진방식이 적용됨
- 일반적 연차는 연간 10일에서 20일 사이이며 법적 최소 연차는 7일(2년
차까지)에서 시작하여 최대 14일(9년차 이후)까지로 늘어남
- 유급 병가는 병원 증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만 인정되며, 첫해 2일,
다음해부터 4일씩 축적이 가능함(최대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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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복지보험
- 의무보험：퇴직보험, 단체 상해(생명)보험
- 비의무보험：단체의료보험(홍콩은 한국에 비해 의료수가가 비싼편으로
4인 가족 연보험료는 HKD 1만5천～HKD 2만2천 수준임)
○ 해고 절차
- 고용 계약을 기준으로 하되 별도 갱신이 없는 경우 동 조건의 연장
으로 봄
- 해고에 대하여 종업원이 반발하는 경우 노사심재처의 심의를 거치나
종업원의 자발적 이직이 대부분임
- 수습기간 1개월까지는 1일전 통보해야 하며 나머지 기간은 1주일 전
통보, 수습기간 경과후에는 계약서에 명기된 사전통지 기간에 따르며,
계약서에 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전 사전통지 해야함
- 고용인, 피고용인 모두 해당 기간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즉시 계약 해지
가능함

○ 퇴직금 제도
- Severance Payment(계속 근무수당)

․ 대상：24개월 이상 연속 계약 근무자에게 지급
․ 조건：정리해고를 이유로 해고, 고용기간 만료 후 정리해고, 일시해고
․ 산출방법：(최종월급급여액 × 2/3)* 취업연수
* 1년 이하는 일할계산

․ 최종월급급여액의 상한액은 HKD22,500
- Long Service Payment(장기복무수당)

․ 대상：5년 이상 연속 계약 근무자에게 지급
․ 조건：해고되는 경우(피고용자의 불법행위, 정리해고 제외), 고용계약
기간 만료 후 정리해고, 피고용자의 의원, 피고용자가 영구적 계약상
업무수행 불가능 경우, 65세 이상 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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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방법：(최종월급급여액 × 2/3)* 취업연수
* 1년 이하는 일할계산

․ 최종월급급여액의 상한액은 HKD22,500, 최고 지급액이 HKD390,000을
초과할 수 없음
- 주의

․ 계속 근무 수당 혹은 장기근속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MPF 고용주
적립금과 상계가능

․ 수당 지급전에 회사가 MPF 프로그램 양식을 준비하여 피고용자의
사인을 받아두면 원활하게 상계가능

❏ 비자관련

○ 한국에서 홍콩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는 홍콩에 가기 전에 취득하는
것이 원칙으로 종류에 따라 심사기간은 3주～6주임
○ 주의할 점은 홍콩 입국시 반드시 비자 라벨이 붙어있는 면을 입국사무소
창구직원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잊은 경우 단순 방문 비자로 간주하여
3개월 후 재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홍콩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신청하는 방법과는 다름. 입국
사무소의 접수창구에 신청 양식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 설명서가
있음. 필요 서류에는 고용주의 회사 대표서명, 신청자의 이력서, 고용인을

～

회사에서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추천서 등이 필요. 심사는 보통 4 6주
소요
- 고용(취업)비자

․ 홍콩취업비자 신청은 한국 거주 상태로 신청 서류를 홍콩의 고용되는
직장을 통하여 홍콩 입국 사무처에 제출하며 신청 후 2주 이내 비자
신청 접수번호가 고용주에게 전달됨. 추가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

～

신청 후 4주 6주 후 비자승인 결과가 고용주에게 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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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는 비자 라벨을 입국 사무처로부터 받아 한국 신청자에게 전달
하며 신청자는 라벨을 자신의 여권에 붙여 입국시 공항 입국 카운터
에서 취업 비자 스템프를 받음

․ 고용주는 채용하려는 피고용자의 채용 필요성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현지인 채용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임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용자는 해당 업무에 걸맞는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가족 비자

․ 직원의 가족이 취득하기 때문에 세대주(취업 비자의 소유자)가 가족의
체재 비자의 스폰서가 되며, 스폰서의 비자가 나온 후 신청하거나
세대주와 가족비자를 동시에 신청 함.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므로
가족 관계서류를 발급받아 번역 후 홍콩의 한국 총 영사관에서 공증
받아 세대주의 홍콩 재직증명서, 영문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홍콩 입국
사무처에 제출하면 됨

- 학생비자

․ 홍콩 입국 사무처에서 인정한 홍콩 교육기관의 입학 허가증을 취득
하는 것으로 유학할 학교 교무처가 스폰서로 신청 수속을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함. 일반적으로 학기 단위
(3개월)로 비자 발급이 되므로 수시로 갱신해야 함

- 방문비자

․ 한국국적 소지자는 도착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3개월간의 방문비자가
주어짐

- 워킹홀리데이비자 및 취업

․ 만 30세 미만의 젊은이에게 1년에 한하여 상대국의 문화 및 체제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임

․ 홍콩인은 한국에서 한국인은 홍콩에서 1년간 취업, 교육, 여행 등을
할 수 있으며 단 한 직장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음
70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는 방법
：

- 신청기간 상시 (선착순 1,000명 마감)
- 한국에서 받는 방법은 모든 서류를 한국에서 발급 받은 다음 주한 중
국대산관의 영사부에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홍콩에 입국하면 됨
(3 6주 소요)
- 홍콩에서 받는 방법은 제반 준비서류를 가지고 홍콩에 입국한 후
홍콩의 이민국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임. 홍콩에서 취득시 반드시
홍콩 출국 후 재입국 하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Active해야 함
(보통 마카오나 심천으로 출국 후 재입국)
- 홍콩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20,000HKD가 있음을 증명하는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비자：방문․학생비자
❏ 지식재산권

○ 홍콩 지식 재산권 등록은 상표, 디자인, 특허로 구분됨
- 중국에서 특허를 받은 디자인 등은 홍콩에서 자동으로 특허권을 갖지
못하므로 홍콩 내에서 별도의 특허 신청을 해야 함. 각각의 지적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함
- 최근 중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진출시
중국회사와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확인이 필요함
중국회사의 트레이드마크와 현저히 구분되게 하여 혼란 방지
중국과 홍콩에 각각 등록신청
트레이드마크를 영어로 작성하여 빨리 등록 신청
홍콩 지식 재산권 저널에서 유사한 트레이드 마크가 등록 대기중인지
수시로 확인
- 지식 재산권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
- HK Domain Name Registration Company Limited를 통해 홈페이지 등록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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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

❏ 원천지국 과세방식

○ 소득과 자본이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홍콩 원천에서 발생하거나 가득된
소득 또는 이익만을 과세

○ 납세의무자가 홍콩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음
- 과세소득 결정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동일 취급
- 소득의 원천이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

❏ 세법 및 집행

○ 모든 홍콩법은 Ordinances라 불리며 세금 부과를 위한 법으로는 세무조례
(IRO, Inland Revenue Ordinances), 시행령(Inland Revenue Rules)이 있음

○ 그 밖에 IRO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세무규칙과 해석이 있음
○ 집행기관은 홍콩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
❏ 분류과세

○ 종합소득개념이 없으며 소득별로 분류하여 과세
-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Profits tax)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급여소득세(Salaries tax)
-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재산세(Property tax)

❏ 기타

○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세, 증여세․상속세(2006년 폐지)
및 관세가 없음(주류, 유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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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에 대한 사용료나 연예․운동 공연료를 지급하는 등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제도가 없음(대신 예정 납세 제도를 채택)

○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 세율(16.5%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단일 세율)

❏ 과세연도와 과세기간

○ 과세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2개월임(2018년 3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표시 2017/2018)

❏ 소득의 신고

○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서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작성하여 제출

○ 사업소득의 경우 1차연도는 3개월이내이며 2차연도 이상시 연장가능함
(3.31일 결산 경우 11.15일까지, 12.31일 결산 경우 8.15일까지)

○ 국세청장이

확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세액, 미신고,

∼

∼

불성실 기장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Level 1 6, HKD 2,000 100,000)

❏ 조세불복제도

○ 이의신청, 심판청구, 항소법원
❏ 연간 대정부보고 의무사항
관리내용

기

간

사업자등록증갱신 매년 설립일 기준 한달 이내
연 보고

제출기관

비

용

국세청

매년 설립일 기준 42일 이내 기업등록국

고용자 급여 신고

매년 4월

국세청

세무 보고

매년 12월 또는 3월
기준으로 보고

국세청

HKD6,700
(세금 HKD2,355 별도)

최소 HKD1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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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소득(Offshore Profit) 면세제도

○ 홍콩 원천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함에 따라 홍콩 원천의 소득이
아님을 증명할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 면제신청시기 매년 세무신고시 면제 신청
- 면세 신청시 유의사항

․ 법인의 홍콩 내 실제 사무실 운영 유무
․ 둥재 이사 및 업무 담당자 홍콩 거주 유뮤
․ 거래 품목 실질적 홍콩 경유 유무
․ 증빙자료 제공 가능 유무

- 역외 면세 절차

․ 1차년도

결산일 종료 후 회계결산 자료(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세무신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및 세무신고서에 역외소득이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신고)

․ 국세청에 세무신고서 접수 및 국세청에서 검토
․ 국세청에서 역외면세 신청에 관한 인터뷰 LETTER발행
․ 해당질의에 대한 답변 및 증빙자료 제출
․ 국세청에서 승인 or 거부 LETTER발행 및 납세고지서 발행(통상 6∼8개월
소요됨)

․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수령과 함께 역외면세 신청 및 세무신고 완료
- 준비서류(일반 무역업 중심)

․ 매입과 매출 계약서
․ 매입과 매출 COMMERCIAL INVOICE 원본
․ 매입과 매출 PACKING LIST 원본
․ 선하증권 원본

76

Ⅲ. 홍콩의 조세제도

2

사업소득세

❏ 최근 주요 개정사항

1) 2017년 10월 법인세를 현행 16.5% 단일세율에서 두 구간으로 나누어 최저
8.25% 법인세율로 인하하는 계획 발표
- 기업의 연간 순이익이 200만 홍콩달러 이하에 대하여는 현행 법인세율보다
낮은 8.26% 적용, 200만 홍콩달러를 넘는 구간은 지금처럼 16.5% 법인세율
적용
2) 세액감면 실시
- 2015/2016 과세기간 법인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20,000)
- 2014/2015 과세기간 법인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20,000)
- 2013/2014 과세기간 법인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10,000)
- 2012/2013 과세기간 법인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10,000)
- 2012/2013, 2013/2014 과세기간 사업등록세 면제
3) 기업자금집중센터에 대한 세제혜택부여(2015년)
- 다국적기업의 홍콩 내 자금집중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집중
센터의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고 50%의
세액감면을 실시)을 부여(현재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지급자에 대해 이자
비용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역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면세를 적용
4) 종속보험회사의 해외 보험사업에 대해 법인세 경감(2014)
5) 해외 펀드에 대한 사업소득세 면제 확대(2014)
- 해외펀드가 홍콩에서 특정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 면제
(특정거래에 Private companies 포함시킴)

․ 단, Private companies는 국외에서 설립되거나 등록되고, 국내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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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법인(corporation)：홍콩 국내에 법령에 의해서 등록되거나 주식(유한)
회사로 신고된 모든 회사(사회단체나 무역협회 등은 제외)

○ 파트너십(partnership)：이윤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법인화하지 않고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 수탁자(trustee)：위탁자로부터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자

○ 법인체(bodies

：

of person) 법인이든 법인이 아니든 관계없이 정치단체,

단체조직, 공제조합, 조합, 사회단체를 모두 포함(자선을 목적으로 이윤을
획득하는 자선기관이나 공공목적의 신탁회사가 홍콩 역내에 존재하는 경우
제외)

❏ 과세소득

○ 홍콩에 원천을 둔 과세가능 이윤이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모두 납세의무를 가지며 과세대상이 됨

○ 요건
- 거래, 영업, 전문직(trade, business or profession)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 거래, 영업, 전문직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 거래, 영업, 전문직의 이윤은 반드시 홍콩 내에서 유인되거나 발생

※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원칙
․ 이익이 홍콩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 실질적인 운영의 장소가 홍콩인지 역외인지
⋅ 이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수행장소가 홍콩인지 역외인지
⋅ 계약이 체결된 장소가 홍콩인지 역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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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원천 간주 사업소득

․

- 홍콩 내 영화나 TV 필름 테이프 또는 음향녹음의 전시나 사용으로
인한 대가
- 홍콩에서의 지적 자산의 사용권 또는 로열티
- 홍콩에서 수행된 사업과 관련된 증여, 보조금 또는 그와 유사한 금전거래
- 홍콩에서 동산 사용에 대한 임대료
- 홍콩 내 사업과 관련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이자수입
- 개인의 사업과 무관한 수입을 제외한 홍콩 발생 이자수입
-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정기예금 증서의 처분/ 할인 및 만기상환/환어음
으로부터의 홍콩원천 수입이자 및 처분이익
- 자산소득이 발생하는 재산권을 양도하여 주는 대가로 받는 보수

❏ 과세소득 계산

○ 최종 과세이윤 = 총이윤 - 비과세소득 ± 각종공제(손금가능비용 or 손금
불산입비용) - 결손금 이월공제 ± 균형부과 및 공제 - 감가상각공제

❏ 비과세 소득

○ 홍콩을 원천으로 하지 않는 소득
○ 이자소득(단, 금융기관이 얻은 이자와 이자비용 공제가 허용되는 차입금의
담보나 지급보증을 위해 사용되는 예금이자는 제외)

○ 배당금
○ 기과세 소득(타인의 명의로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사업소득)
○ 납세유보증서(tax reserve certificate)의 이자
○ Loans Ordinance에 의해 발행된 채권이자와 처분이윤
○ 외환기금 채무증권(Exchang Fund Ordinance에 의해 발행) 이자와 처분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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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 기관이 발행한 홍콩달러 표시 증권의 이자와 처분이자
○ 자본성 자산의 매각이익
○ 주식차입과 대출거래
○ 7년 이상 만기 채무증권의 이자 및 이윤
○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기타 투자계획의 이윤
○ 국외펀드
❏ 손금가능비용

○ 과세소득을 창출하는 데 투입된 비용은 소득발생지와 무관하게 허용
○ 법률자문 비용, 인지세 등 자금차입 관련 제비용
○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환차손은 불인정)
○ 현재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인 경우 공사완료 전까지 자본화
되었다가 공사 완료 후 감가상각이나 처분의 방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

○ 영업목적으로 사용된 사무실 및 토지에 대한 임차료
○ 외국납부세액
○ 건물, 기계장치,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의 수선비, 교체비(개량이나 확장 등 자본적 지출은 불인정)
○ 상표권, 의장권, 특허권의 등록비
○ 사업 타당성 조사 또는 시장조사, 사업 및 관리실태 조사를 포함한 과학적
연구비용 중 특정항목

○ 승인된 연구기관에 영업과 관련된 기술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기술연구비용
○ 특허권 등 지적재산 취득 비용
○ 인가된 자선기관에 지급한 기부금(과세소득의 35%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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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 불산입 비용

○ 가사 또는 개인지출 비용 및 과세소득 창출 목적이 아닌 비용
○ 자본지출 및 자본에 의한 손실
- 자본지출이나 자본손실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수리나 교체가 아닌 계량비
○ 보험 또는 보상계약에 의한 지급보상액
○ 과세소득 창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시설의 임차료 등
○ 종업원 급여소득세를 제외한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
○ 영업주 개인(조합의 경우 개별사원 포함)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
출자금이나 차입금의 이자

❏ 특별계층 납세자 과세소득 계산

○ 파트너십
- 둘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공동으로 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총과세가능 이윤 합산하여 계산하고 과세는 개별 파트너에게 부과

○ 생명보험회사
- 수령한 보험료의 5%를 과세가능이윤으로 부과

○ 기타 보험회사

：

- 과세가능이윤 총보험료 + 홍콩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 기타소득 +
균형부과

○ 선박(항공)운영
- 과세가능이윤 = 홍콩 선박(항공)영업소득/전체 선박(항공)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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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구 분

․ 영화나

지급금액

․

TV필름 테이프 또는

음향녹음, 이와 관계된 광고
자료의 홍콩 내 전시 또는 사용과

과세방법

․ 지급총액의 30%를 과세소득으로
간주함

․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총액의

4.95%(=16.5%*30%)를

관련하여 수취한 사용료

사용료

․ 특허권,설계,상표권,저작권,비밀
공정이나 공식,기타 이와 유사한

공연료

원천징수함

․ 특수

관계가 있는 법인간의

성격의 기타 자산이 홍콩 밖의

거래시 지급총액의 100%를 과세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권리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

관련하여 수취한 사용료

총액의 16.5%를 원천징수함

․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홍콩 내
에서 공연을 하고 받은 공연료

․ 지급총액의 1/3에 해당하는 비용
공제 허용함(실비가 더 많은 경우
실비공제 가능)

․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총액의
10%(=15%*2/3)를 원천징수함

❏ 이월결손금(Loss Carried Forward)

○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 가능, 소급적용 공제 불가
○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에서 각각 손실과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상계,
파트너십에서 결손 발생시 지분비율 만큼 공제

․

❏ 균형 부과 및 공제(Blancing Charge Allowance)와 기타 자본공제

○ 균형부과
- 건축물, 공장설비 및 기계장치의 실제 잔여자산 가치를 초과하여 처분
되었을 때 조정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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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공제
- 건축물, 공장설비 및 기계장치의 실제 잔여자산 가치가 실제가치보다
낮게 책정되어 처분되었을 때 조정하는 항목

○ 감가상각 공제
-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 적용 불가
감가상각 공제 대상

공제한도

산업용 건물 구축물

초기상각 20%, 이후 매년 4%

정률상각

초기상각없이 매년 4%

정률상각

․
상업용 건물․구축물
공장설비 및 기계장치

비

∼

초기상각 60%, 이후 매년 10% 30%

고

정률상각

❏ 세율

○ (총이윤 - 비과세소득 - 각종공제 - 균형부과․공제 - 감가상각) × 세율
연도

세율

법인

16.5%

개인

15%

비고
2008/09 이후

❏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 세무서에서 매년 4월 첫 영업일에 납세신고서(Profit Tax Return) 발행
○ 납세자는 납세신고서 발행일 1개월 내에 신고서와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Tax computation)를 제출하여 세무서의 평가를 받음

○ 평가를 받기 전 추계(예납)소득세 징수
- 예납 이윤세는 공지된 과세예납 만기일에 이윤세의 75%, 대략 3개월
후에 나머지 25%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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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자료는 반드시 7년간 보관
※ 예납세액 연기신청 가능 경우
․ 예납세액 납부기한 28일전 이내 또는 예납세액납부고지서 발행일 기준 14일 이내 중
유리쪽 선택 가능
․ 고지한 소득의 90%이하 추정될 경우
․ 이월손실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잘못 계산되었을 때
․ 사업 폐업예정이거나 폐업했을 때
․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시 조세부담 감소가 예상될 때
․ 전년도 최종 과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중일 때
※ 사전답변제도 활용
․ 이윤 및 고용의 원천
․ 특이한 과세쟁점
․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논쟁
❏ 기타
<법인 설립 후 해야 하는 업무>
- 사업자등록 갱신(BR)
매년 갱신해야 하며 불이행시 사업자등록 무효처리됨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불이행시 HKD 300 벌금 부과
장기간 불이행시 세무서에서 법원에 통보, 법원에서 소환장 발부

․
․
․

- 연보고(AR;Annual Return)
연보고를 기업등록국에 보고
연간 법인구성의 변경사항(정관, 주주(이사),자본금 등)을 기업등록국 보고서에
보고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되며 법원에서 소환장을 발부

․
․
․

- 급여소득신고(ER;Employer’s Return)
피고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을 세무서에 신고
급여지급 대상자 유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신고
신고기간 4.1 3.31
HKD 120,000 초과시에는 개인소득세 발생(개인소득신고서 신고 의무)
급여신고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

․
․
․
․
․

： ～

- 회계감사보고서(AR;Auditing Report)
재무제표와 세무신고서를 홍콩 회계사에 송부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음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지 않은 경우 법인 미신고로 보며 벌금이 부과되며
장기간 미신고시 법원에서 소환장 발부 가능성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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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세 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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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소득세

❏ 최근 주요 개정사항

1) 2008년 2월부터 급여소득세를 기존 16%에서 15%로 1% 인하
2) 2017/18년도에는 개인 소득세 납세 기준액을 4만 HKD에서 4만5000HKD로
높여 130만 명의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 감소
또한 세금을 내야 하는 장애인의 연간 수입 기준을 6만6000HKD에서 7만
5000HKD로 인상해 3만5000명의 장애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3) 세액감면 실시
- 2015/2016 과세기간 급여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20,000)
- 2014/2015 과세기간 급여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20,000)
- 2013/2014 과세기간 급여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10,000)
- 2012/2013 과세기간 급여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10,000)
4) 소득공제금액 한도 확대
-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금액 상향 조정(2017년)

․ 형제자매공제 3.3만 HKD → 3.75만 HKD
․ 장애인공제 6.6만 HKD → 7.5만 HKD
․ 본인교육비공제：8만 HKD → 10만 HKD

- 기본공제와 외부모공제금액 등 상향조정 (2016년)

․ 기본공제, 외부모공제 12만→13.2만 HKD
․ 기혼자 공제 24만→26.4만 HKD

- 근로소득자에 대한 자녀공제금액 상향 조정(2015년)

․ 자녀공제 중 출산시 공제금액 14만→20만 HKD
․ 만18세 이하의 자녀공제 7만→10만 HKD(18세 이상 25세 이하 자녀중
학업중인 자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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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원천지국 과세방식을 적용하므로 거주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원천에 의해서 결정

○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유래한 소득으로 판단기준은 고용의 원천지와 홍콩
체재기간임

：

- 고용의 원천지 고용계약을 합의 및 체결하는 장소, 고용주의 거주지,
보수의 지급장소 등

：

- 홍콩 체재기간 역외에서 고용된 경우 60일 기준

：

❏ 과세연도 4월1일부터 3월 31일
❏ 과세대상소득

○ 홍콩원천의 고용소득, 홍콩에서 운영되는 사무실에서의 소득 및 홍콩연금
○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급여, 봉급, 상여금, 휴가비, 사례금, 연금, 생계비
보조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제 수당(출장비,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등)

○ 기타
-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연금기금단체 이외의 연금 또는 적립금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부담한 출연금
- 고용주가 종업원의 주거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액
- 스톡옵션 행사시 얻은 이득

❏ 과세소득 계산

○ 과세가능소득 = 총소득 - 비과세소득
순과세가능소득 = 과세가능소득 –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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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후 순과세가능소득 = 순과세가능소득

– 특별공제

순과세가능소득에서 특별공제를 제외하면 특별공제후 순과세가능소득이 산출되며, 납세자가
종합과세나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 금액에 대해 표준세율 15% 적용

최종과세소득 = 특별공제후 순과세가능소득 - 인적공제
순과세가능 소득에서 위 각종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최종과세가능소득이 산출되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대해 구간별로 2 17%까지 4개의 누진세율 적용

∼

❏ 비과세소득

○ 영사관이나 대사관 직원 보수
○ 사망, 장애, 은퇴로 인한 퇴직연금
○ 장애연금
○ 홍콩 외부에서 고용되어 받은 연금
○ 영사관이나 대사관 직원 보수
○ 사망, 장애, 은퇴로 인한 퇴직연금
○ 퇴직, 사망, 능력상실, 서비스 종료로 인한 의무적립기여금
○ 연방정부 보수, 군인연금, 참전 군인의 보수, 전쟁기념연금
○ 교육수당
○ 배우자나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양육비나 이혼위로금
○ 선박이나 비행기 승무원
○ 휴일보장수당(휴일여행 실제소요 경비 초과금액은 과세)
❏ 소득공제

○ 지출 및 비용공제(가사비용, 개인비용, 자본비용 제외)
○ 본인 교육비 공제(고용을 위한 자기개발교육 및 시험관련 비용 등, 연
HKD 80,000한도, 인정된 교육기관만 공제가 가능,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하지 않고 6년간 보관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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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과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제한적용)
○ 결손금 이월공제
- 종합과세 신청자의 경우 이월공제는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며,
초과결손금은 납세자가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한 경우 배우자의 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공제가 허용됨

○ 기타공제
- 업무관련 비영리목적 협회나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업무관련 접대비(업무관련임을 납세자가 입증)
- 의료비는 공제불가

❏ 특별공제

○ 승인된 자선기부금(순과세가능소득의 35% 한도, 이중공제 불가)
○ 부모 등에 대한 거주 간호시설 비용
-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나 장애를 가진 부모, 조부모에 대한
거주 간호시설 비용을 지불한 경우
- 거주 간호시설에 지급된 비용을 공제
- 부양가족공제와 이중공제 불가
- 납세자의 과세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납세자가 공제가능
(한도 HKD 80,000)

○ 주택대출이자
- 최대 HKD 100,000까지 20년간 공제가능

○ 퇴직제도 기여금
- 최대 HKD 17,500까지 공제 가능, 자영업자가 낸 기여금과 사업소득세
공제를 받은 기여금은 이중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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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 기본공제
구

분

공제금액

미

혼

HKD 132,000

기

혼

HKD 264,000

비

고

○ 가족관계에 따른 공제액
구

～

분

공제금액

비

∼

고

1명 9명의 자녀가 있는 가족

자녀1인당 HKD 100,000

2016 2017년 기준

60세 이상 노부모 봉양 가족

HKD 46,000

1인당

55세 59세 노부모 봉양 가족

HKD 23,000

1인당

형제나 자매 동거

HKD 33,000

1인당

장애인 동거

HKD 66,000

1인당

～

- 기혼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부부합산과세를 신청했거나 종
합과세를 신청한 경우에 공제가능
- 부양부모(조부모)공제는 납세자(납세자의 배우자 포함)가 실제 부양할
경우에 공제가능

∼

- 부양형제자매공제는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18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대학(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에 전임교육(full time education)을
받는 경우 공제가능

∼

- 자녀공제는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18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대학(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에 전임교육(full time education)을 받는 경우 공제
가능 (입양, 의붓 포함)

❏ 세율 및 세액계산

○ 순과세가능소득에 대해 표준세율인 15%로 과세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
하면 인적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과세율(2～17%)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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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식>

① 순과세가능소득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거나
② 누진세율과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방식, 이는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과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의 개별적 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보다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더 유리할 때 적용

․ 공제가능액이 과세소득을 초과할 때
․ 각자의 과세소득에 대해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과세부담이 줄어들 때

※ 종합과세

급여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에 대해 각각 세금을 분리해서 부과하지 않고, 모두
합하여 과세하는 방식

<이점>

․ 누진과세와 인적공제 이점이 있음(인적공제는 급여소득자에게만 해당
하므로 특정 납세자만 혜택을 봄)

․ 종합과세하에서는 재산소득세 산정시 이자비용 인정됨
․ 사업소득세에서 손실액 발생시 과세가능 급여소득세나 재산세 공제효과
․ 자산기부금 공제한도(35%)가 총소득 기준으로 계산되어 공제액이 증가
되는 효과

․ 사업소득세나 재산소득세만 존재하는 경우 단일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세율(평균 적용세율 15%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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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세율

세액

HKD40,000이하

2%

HKD800

HKD40,000초과

7%

HKD2,800

HKD80,000초과

12%

HKD4,800

HKD120,000초과

17%

Ⅲ. 홍콩의 조세제도
❏ 신고 및 납부

○ 개인은 5월 초 개인소득 신고시 합산 신고하고 개인이외의 경우에는 매해
4월 초 해당 과세연도 동안 받거나 받아야 할 임대소득을 확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신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소득
신고서 발행을 요청하여 신고하여야 함

○ 고용주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매년 4월에 소정 양식에 따라 지급한
급여 등 소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종결

<급여 세금 수당, 공제 및 세율표>

：

자료원 홍콩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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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 신고 안내>

：

자료원 홍콩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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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신고 안내 (개인)

：

자료원 홍콩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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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

1. 재산세(Property tax)
❏ 납세의무자

○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의 소유자
<참고사항>

․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재임대한 경우는 자산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
․ 재산세가 과세되는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사업소득이 포함되거나,
사업목적을 위하여 소유된 경우 자산소득세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음. 법인의 경우 자산소득세의 면제 신청하여 사업소득세의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부동산의 소유자
-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자
- 수익적 소유자
- 종신 부동산 임차인
- 저당권 설정자
- 건물이나 토지 위에 다른 건축물로부터 수익이 있는 자
- 지대나 이외의 다른 사용료를 얻는 토지와 건물 또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

：

❏ 과세연도 4월1일부터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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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토지, 건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함
❏ 과세표준

○ 부동산 사용의 대가로 과세연도에 수령할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바탕
으로 임대료, 프리미엄, 관리비 등도 포함

※ 총임대소득
․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 등으로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총 임대료
․ 부수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
․ 과거의 회수불능임대료 회수금액
․ 프리미엄
․ 관리비, 수리유지비용 등

○ 순과세소득금액

= 총임대소득 - 회수불능임대료(문서에 의해 증빙) -

소유자가 납부한 건물 재산세 - 수선비용 등(일괄공제 20%)

❏ 세율

○ 2008/09이후 15% 단일세율
○ 세액 = 순과세소득(과세소득-공제항목) × 세율(표준세율 15%)
❏ 신고 및 납부

○ 매년 5월 초 개인소득 신고시 합산 신고 및 개인 이외의 경우매년 4월 초
납세의무자는 해당 과세연도 동안 받거나 받아야 할 임대소득을 확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면제

○ 홍콩에 소재하는 정부기관 및 유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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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관계법에 따른 재외공관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 법인은 임대수입에 대해 재산세의 면제를 신청하고 사업소득세의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법인 이외의 개인이 영업의 일부로서 부동산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 상당액과 기납부한 재산세 상계 가능(초과시 환급)

○ 공익목적의 모든 자선단체

․

2. 부동산세(Government Rent Rates)
❏ 홍콩은 모든 토지가 정부소유로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 건물소유주
에게 연간 임대료 상당액의 3/100을 토지재산세로 부과, 건물재산세는
임대료 상당액의 5/100를 부과(연간 4회로 분할 납부)

3. 인지세(Stamp Duty)

1) 종가인지세 세율 인상(2013년)
- 과열된 부동산 시장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
- 2013.2.23.일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종가인지세 세율은 현행 HKD
100 4.25%에서 1.5% 8.5%로 인상됨
- 단, 취득 시점에 다른 거주용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홍콩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이 적용

∼

∼

2) 특별인지세 개정(2012년)
- 2012.10.27. 이후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특별인지세 세율을 5 15%
에서 10 20%로 인상
- 단기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매도자와 매수자는 연대납부해야 함
- 주택매입자인지세를 도입하여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시장가격의
15%를 주택매입자 인지세로 과세

∼

100

∼

Ⅲ. 홍콩의 조세제도
❏ 납세의무자

○ 특정종류의 재산거래(과세대상)를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한 사람
❏ 과세대상

○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
○ 홍콩 주식 등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 인지세 관련 과세문서의 복사본과 상대 문서
❏ 과세표준

○ 과세대상 문서의 기재금액
❏ 세율

○ 부동산 양도관련 인지세 일반세율
부동산 가치(HKD)
초

과

이

요

하

율

-

2,000,000

$100

2,000,000

2,351,760

$100+2백만$ 초과금액의 10%

2,351,760

3,000,000

1.5%

3,000,000

3,290,320

$45,000+3백만$ 초과금액의 10%

3,290,320

4,000,000

2.25%

4,000,000

4,428,570

$90,000+4백만$ 초과금액의 10%

4,428,570

6,000,000

3%

6,000,000

6,720,000

$180,000+6백만$ 초과금액의 10%

6,720,000

20,000,000

3.75%

20,000,000

21,739,120

$750,000+2천만$ 초과금액의 10%

21,739,120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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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관련 인지세 특별세율
- 2013.2.23.이후 매매되는 거래에 적용되며, 홍콩영주권자로서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
대해 특별세율이 소급 적용됨 (내/외국인 모두 적용)
부동산 가치(HKD)
초

과

이

요

하

율

-

2,000,000

1.5%

2,000,000

2,176,470

$30,000+2백만$ 초과금액의 20%

2,176,470

3,000,000

3.0%

3,000,000

3,290,330

$90,000+3백만$ 초과금액의 20%

3,290,320

4,000,000

4.5%

4,000,000

4,428,570

$180,000+4백만$ 초과금액의 20%

4,428,570

6,000,000

6.0%

6,000,000

6,720,000

$360,000+6백만$ 초과금액의 20%

6,720,000

20,000,000

7.5%

20,000,000

21,739,120

$1,500,000+2천만$ 초과금액의 20%

21,739,120

-

8.5%

○ 특별인지세
- 3년 내에 전매할 경우 특별인지세가 적용됨 내/외국인 모두 적용)

～

～

보유기간

2010.11.26 2012.10.26

6개월 이하

15%

20%

6개월 초과 1년 이하

10%

15%

5%

10%

해당없음

10%

～
1년 초과～2년 이하
2년 초과～3년 이하

2012.10.27

○ 외국인 대상 인지세(Buyer’s Stamp Duty) 첫 발효(2012.10.27)
- 2012.10.27.부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부동산 매입시 매입 가격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정책이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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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동산 자산에 15%의 균일한 비율로 적용되며 인지세와 특별
인지세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부동산의 보유기간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 부동산 임대시 세율
임대기간

세

규정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율

0.25%×연간 또는 연평균 임대금액

초과

이하

-

1년

0.25%×연간 또는 연평균 임대금액

1년

3년

0.5%×연간 또는 연평균 임대금액

3년

-

0.1%×연간 또는 연평균 임대금액

임대계약서상의 보증금, 건축비 등

상당금액의 4.25%

부본이나 사본 등

각 HKD 5

○ 주식관련 거래 세율
거래성격

주식거래세

홍콩주식 거래

주식거래금액의 0.1%

주식 양도

HK$5 + 주식거래금액의 0.2%

기타 모든 주식거래

HK$5

❏ 신고 및 납부

○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함. 인지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하는 것도 가능

❏ 면제

○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대상으로 계열회사간(최소 90%를 소유) 부동산의
지분양도나 주식양도에는 인지세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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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세제
❏ 주세(Duty on Liquor)

○ 과세대상인 주류의 종류는 알코올도수 30% 이상인 주류와 메틸알코올
및 메틸알코올 혼합물임

○ 세율은 알콜도수 30% 이상 100%,메틸알콜은 $840/hectoliter
❏ 담배세(Duty on Tobacco)
❏ 유류세(Duty on Hydrocarbon Oil)

5. 기타조세

도박세

법인등록세

～

경마(12 20%), 복권(25%), 풋볼(50%)

：
：

법인등록세율 0.1%
사업자 등록비 사업등록비 + 연간징수액(중소기업은 감면)
사업자 등록비 + 1년 250홍콩달러
사업자 등록비 + 3년 3,950홍콩달러

：
：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등
- 개인자동차 15만 홍콩달러 이하 40%, 30만 홍콩달러 이하
75%, 50만 홍콩달러 이하 100%, 50만 홍콩달러 초과 115%
택시, 버스, 특별목적 자동차 3.7%
오토바이 35%
밴 17% 85%

：

자동차최초등록세

공항출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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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세 이상：120 홍콩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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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콩의 세무조사제도

❏ 도입 및 세무조사 목적

○ 홍콩은 조세제도가 비교적 단순하기에 납세자의 높은 수준의 납세의무
의식이 필요하며, 따라서 특별한 이유없이 잘못된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 세무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세금 추징
- 행정적 또는 검찰기소에 의한 페널티 부과로 탈세 방지
- 정확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납세자를 교육

❏ 홍콩 세무조사제도 과정

○ 홍콩은 세무조사 시 The Assess First Audit Later(AFAL)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음
과

정

주요 업무

Submissoin of tax return

세금신고서 제출(납세자)

Assess First Audit Later

감사대상을 추출

Three tier
audit system

desk audit

문서를 통한 감사

field audit

현장방문을 통한 감사

investigation

심층조사

Post assessment audit
and investigation

조사 및 감사 후 사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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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ssess First Audit Later(AFAL) System

○ 선평가 후감사 시스템으로 감사전 평가를 통해 감사를 진행
○ 자동화된 평가와 수동 평가를 통해 신고서를 심사하고 감사 및 조사
케이스를 선택

☞ 자동화된 평가：납세자의 신고서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 후 기본적인 비율과 추가적인
기준을 더하여 대상을 추출

❏ Three tier audit system

○ 3단계

감사시스템으로

Desk

audit(서면감사),

Field

audit(현장감사),

investigation(세무조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IRD가 복잡한 조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Desk audit(서면감사)
- 평가시스템을 검사하는 과정으로 서면 검사시 세무공무원은 이익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내용이 정확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함
- 세무공무원은 서면으로 신고내용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요구받은 정보를 제출해야 함.

○ Field audit(현장감사)
- 현장감사는 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장부를 검사하여 세금신고서의
적정성을 확인함.
- 현장감사는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에 제출된 세금신고서의 평가에 초점을
맞춤

○ Investigation(조사)
-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심층조사를 하며, 검찰 기소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조사는 일반적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6년전부터 하며, 사기나
고의적인 탈세인 경우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음
106

Ⅲ. 홍콩의 조세제도

○ 선정
- AFAL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현장감사관과 조사관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선정되거나 무작위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
에도 선정될 수 있음

․ 주식회사 계정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한정된 경우
․ 기업이 이유없이 매출 또는 이익 비율을 낮추는 경우
․ 지속적으로 무신고,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 적정한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 세무직원의 정보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통지
- 현장감사 및 조사를 받을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사전통보를
받으며 납세자는 조사대상연도를 확인해야 함
- 납세자는 최초면담 장소와 시간을 정하기 위해 현장 감사관과 조사
담당관에게 연락을 해야함
- 납세자는 최초 면담과 다음 면담시 세무대리인을 참석시키는 것이 좋음

○ 세무대리인 지침
- 세무대리인은 금융거래, 은행계좌, 기타 다른 금융 기록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함
-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협력을 받음
- 세무대리인은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해야 함

․ 기업의 장부
․ 홍콩 및 해외에서 사업중인 기업과 개인의 은행계좌
․ 납세자가 홍콩 및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자산, 투자자산, 사업용 자산
및 기타 자산
․ 정지된 은행계좌와 특정 자산
․ 제출한 모든 세금 신고서의 요약(증빙첨부)
․ 납세자의 모든 가족구성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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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면담
- 세무서에서는 적어도 두 개의 부서가 최초 면담에 참석하며 납세자에게
처벌에 대한 세법규정과 신고서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시킴
- 납세자는 이익과 수입에 대하여 누락하고 은닉한 방법을 명시할 것을
요구받고, 재무제표와 축소 보고한 부분을 수정할 합리적 시간이 주어짐

○ 현장 방문
- 현장방문시 적어도 두명의 현장감사관이 방문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의 성격 또는 규모
․ 사업운영 방법
․ 사업에서 사용하는 회계 및 장부
․ 납세자와 관련인의 재정 문제
․ 납세자와 가족의 생활비용
- 현장 감사는 업무에 따라 날짜가 다를 수 있으며. 간단한 감사의 경우
최초 면담일로부터 14일내 끝나도록 목표를 삼고 있으나 복잡한 감사의

∼

경우 3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

○ 장부와 기장의 검사
- 현장감사관은 거래 및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장부 기록을 적정하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요청할 수 있음
- 현장감사관은 회계장부를 검토하나 아래와 같은 계정을 특별히 주의
깊게 검사하므로 평소 회계장부 작성시 유의해야 함

․ 매출계정
․ 매입계정
․ 관리자와 소유자의 당좌계정
․ 비정상적으로 불균형한 계정
․ 임시 계정
․ 장기미지급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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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면담
- 현장감사 또는 세무조사시 조사관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계속적
으로 접촉하며, 진행상황, 과세가능한 이익의 기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인터뷰를 할 수 있음
- 정보와 의견의 교환을 통해서 합의안이 작성되며 합의안에동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현장감사관 또는 세무조사관은 인정과세를 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불복을 할 수 있음

○ 감사와 조사의 종결
- 현장감사관, 세무조사관에 의한 초안

․ 현장감사관 및 세무조사관에 의해서 초안이 작성되면 납세자에게
전달되고 합의하기 위한 면담을 함. 면담과정에서 현장감사관 또는
세무조사관은 감사 및 조사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함

․ 면담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의견제시 또는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쟁은 수용가능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논의됨
- 납세자/세무대리인에 의한 초안

․ 대표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재무제표의 수정과 함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서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보고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합의안
- 합의안에는 감사 및 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이익 또는 소득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합의안에 동의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합의안에 서명함
- 감사 또는 조사관은 추가 소득 및 이익에 대하여 납세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상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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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홍콩의 조세범 처벌 규정

❏ 개요

○ 홍콩의 모든 납세자는 국세청에 정확하게 신고기한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장
에게 처벌규정에 관한 권한이 주어지며 처벌되는 행위의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음
- 부정확한 세무정보의 제공 및 신고서 제공의무 불이행
- 사기 및 고의적인 탈세행위
- 비밀유지 위반 행위

❏ 신고와 관련된 벌금

○ 납세의무자가 타당한 사유없이 국세청에 홍콩세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벌금이
부과됨

○ 또한 이와 같은 행위를 선동하거나 도와준 사람도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함

․ 신고서 일부사항 누락
․ 자산보고서 미제출
․ 고용인의 보수에 대한 보고서 미제출
․ 국세청장의 요청정보 미제출
․ 조사 및 심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 불이행
․ 재산세 면제 회사의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 변경에 관한 고지 불이행
․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홍콩 내 비체류시 고지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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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신고(Late Returns)

․ 타당한 이유없이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서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벌금 등을 납부하는 데 최대 지연납부 벌금은 Level 3
(HKD 10,000) 임

※ 타당한 이유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선의에
따라 행동했다고 간주되면 타당한 이유가 성립된다고 본다. 세무대리인에게 받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신고, 진정한 실수, 질병등은 타당한 이유에
포함된다.

- 무기장(Failure to keep proper business record)

․ 홍콩세법

§51C에 따라 필요한 사업기장의무를 타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는 Level 6 (HKD 100,0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하여야 함.

․ 또한 법원은 납세자에게 홍콩세법 §51C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기장의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잘못된 정보의 제공

․ 타당한 이유없이 납세자가 국세청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Level 3(HKD 1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법행위를 선동하거나
도와준 사람도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벌금이 부과됨

․ 세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축소신고하거나 누락 시키는
방법으로 잘못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 탈세 등 (Fraud and wilful evasion)

○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범한 자는

Level 3 (HKD 10,000)의 벌금을 내야하거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 신고서 작성시 소득 등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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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신청시 거짓 증빙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및 장부의 허위기록 등 잘못된
정보

○ 만약 납세자가 기소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중형량으로 Level 5 (HKD
50,000)의 벌금을 내거나 3년의 징역에 처해짐

❏ 비밀유지 위반행위 (Breach of secrecy)

○ 홍콩 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누설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감정원․법원 등
허가된 공무원 등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Level 5(HKD 50,000)의
벌금이 부과됨

❏ 가산금 (Surcharge)

○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본래의 고지세액에 5%의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6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0%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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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홍콩의 조세회피방지규정

❏ 배경

○ 홍콩 세무당국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IRO에 Section 61(특정 거래
및 양도의 무시), Section 61A(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한 조작된 거래), Section
61B(결손기업을 이용한 조세 회피)를 규정하고 있음

○ DIPN(Department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국세청 해석과 실무지침)
제15호 The general anti-avoidance provision(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에서
IRO에 Section 61,61A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음

❏ 특정 거래 및 양도의 무시(Section 61)

○ 세무공무원은 특정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이루어진
거래 또는 양도를 무시하고 과세할 수 있음
- 거래가 인공 또는 가공 경우
- 양도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상기 내용이 적용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래와 같음
․ 거래가 존재해야 함
․ 거래가 관련 납세자의 납부해야할 세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음
․ 거래가 인공 또는 가공이거나 양도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
❏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한 조작된 거래(Section 61A)

○ 홍콩 세무당국(IRD)는 고의적인 세금회피계획을 없애기 위해 The general
anti-avoidance provision(Section 61A)에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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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61A 규정은 세금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적용되며, Section 61A가 적용되면 그 거래는 시작되거나 수행되지 않는
것처럼 평가함

○ Section 61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함
․ 거래가 있어야 함
․ 납세자가 세금혜택을 얻어야 함
․ 7가지 특별한 사항이 고려되며 납세자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가 시작되고 수행되어야 함

○ 세금회피
- 세금회피를 하기 위한 세금혜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됨

․ 납세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 회피
․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후년으로 세금 전가함에 따른 납세의무 연기
․ 정상거래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래 보다 낮은 수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과세대상 수입의 감소

○ 7가지 특별한 사항
① 체결 또는 수행된 거래의 방법
․ 구조화된 특정 거래의 방법, 거래의 배경, 거래의 시작시점, 전문 고문의
추진 여부 등을 고려함

② 거래의 관례와 실체
․ 관례란 거래로부터 발생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실체는 법적
효과와 반대로 거래로부터 발생한 상업적인 최종 결과를 뜻함

③ 거래에 의해 이 규정의 시행 결과가 성취될 것
․ 결과는 가능한 Section 61A의 적용을 제외한 규정의 정상 수행중이고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결과임

④ 거래로부터 변화한 관련인의 재무상태
․ 거래 전후의 관련인의 재무상태를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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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거래로부터 변화한 관련인의 관계자(사업, 가족 등 여부)의 재무상태
․ 납세자와 모든 가족 또는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로부터 발생된
관계자의 재무상태의 변화의 중점을 둠

⑥ 거래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정상거래간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인지 여부
․ 발생된 실제 권리․의무가 정상거래에서 만들어진 일반적인 권리․
의무와비교

⑦ 홍콩 밖에서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역외기업에 대한 거래의 참여
․ 홍콩 밖에 통합된 거래에 대한 특별한 수단의 검사가 필요

○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Section 61A의 적용이 필요할 경우 세무당국은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평가하거나 세제혜택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평가함

○ 따라서 세금혜택을 받기위한 가공 거래나 이익의 발생시점을 변경시키는
분식회계를 할 경우 기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 결손기업을 이용한 조세회피(Section 61B)

○ 홍콩 세법은 기업이 결손이 발생하면 발생한 다음연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이월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납세자들이 결손기업을 매매하여 이후 발생될 이익에 대하여 상계시켜
세금혜택을 받아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세무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지분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이월결손금의 상계를 제한할 수 있음
- 고려 사항

․ 기업의 상품과 성격
․ 수입과 지출 패턴
․ 관리 및 제어
․ 주식을 양수한 구성원에 대한 배경

○ 세무당국에서 주식변동사항을 확인하므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주식거래시 기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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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가격 관련규정

❏ 홍콩 이전가격세제 연혁

○ 이전가격원칙(Transfer princing)에 관한 규정
- IRD는 1947년 내국세입법(Inland Revenue Ordinance)에 홍콩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독립기업의 실제 거래에 근거하여 조정권한이
없음
- 내국세입법에서 이전가격문제를 대응을 위한 조항은 Section20 ｢특정
비거주자에 관한 의무｣가 있으나 실무집행에 한정이 있어 크게 유용
하지 못함

※ Section 20

비거주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주자와 사업을 하며 홍콩에서 득한 이익에 관해
거주자에게 무이익 또는 통상 가득이 기대되는 이익 보다도 적게 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에 당해 비거주자가 당해 거주자와의 관계에서 종사하는 당해 사업은 홍콩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거주자가 당해 비거주자의 대리인처럼 당해 거주의 명의하에
당해 사업으로부터의 이익에 관해 당해 비거주자는 평가 및 과세되고 내국세입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따라서 홍콩 세무당국은 이전가격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

DIPN(Department Interpretaation and Practice Notes 국세청 해석과 실무
지침) 46호에 Transfer pricing guidelines - Methodologie and related issues
(이전가격가이드라인-방법과 관련문제)을 공표함
- DIPN 제46호는 이전가격에 대한 포괄적인 구조와 특수관계자의 정의,
이전가격산정방법, 이전가격의 문서화, 그룹 내 용역제공 등에 대해 규정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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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 이전가격세제 심층연구

❏ DIPN 46의 개요

○ 특징
- 내용에 따라 109개 단락으로 이루어졌으며(우리나라 국조법 14개 조문)
되어 있음
- 기본적으로 세법과 상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당국은 OECD
이전가격지침을 준용

※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는 DIPN 48에 별도로 규정
내용
도입
특수관계자
이중과세의 제거
규정 및 사례
고정사업장
정상가격 원칙
비교가능성 판단
이전가격산정방법
이익의 원척
조세 회피
문서화
그룹내 용역 제공
결론

단락

∼
9∼14
15∼16
17∼28
29∼35
36∼47
48∼65
66∼70
71∼72
73∼84
85∼89
90∼108
1 8

109

❏ 도입

○ 이전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재화, 용역, 무형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관련이
있으며 이중과세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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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은 현재까지 벨기에, 태국, 중국, 룩셈부르크, 베트남과 DTA(이중
과세방지협정)를 체결하였으며 특수관계자와 거래 정상가격을 의무적
으로 사용
- 앞으로 체결될 DTA에서도 정상가격의 의무적 사용 규정이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이전가격원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의 특수관계자와 비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를 비교함

○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이전가격결정시 정상가격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정상가격을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됨

❏ 특수관계

○ 정상가격원칙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특수관계자는 OECD 모델 제9조 1항
입장 존중함

※ OECD 모델 제9조 1항
- 한 체약국의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 같은 사람들이 한 체약국의 기업과 상대방 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자본에 참여, 그리고
위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체약국 기업들 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 있어 독립
기업 간에 설정된 것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담되는 경우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두 기업 중 한 기업이 소득이 되었을 것이 그 조건으로 인해 그 기업의 소득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소득은 그 외 소득에 가산하여 이에 따라 과세

○ 두 기업중 하나의 기업이 OECD 모델 제9조 1항에 해당되면 두 기업은
특수관계기업에 해당

○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지분관계에 근거한 판정기준이 없고 OECD 모델
9조에 따르므로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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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과세의 제거와 조정

○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체결국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해

상대국에서 소득의 증액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IRD는 OECD 모델 9조
2항에 따라 이중과세 제거하기 위해 노력
일방체약국이 그 국가거주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기업에 과세한 이윤을
포함시키고 - 그리고 그에 따라 과세하고 -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그 2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인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그 일방체약국
기업에 발생했을 것인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은 동 이윤에 대한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 조정에는 본 협약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
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양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협의를 거친다.

○ 이중과세의 제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DTA국가간 상호협의를
거쳐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짐

○ D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홍콩에서 국제법에 근거한 이중과세를
구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고정사업장

○ 홍콩에 비거주 기업이 홍콩에 고정사업장을 두는 경우 이익과 비용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며 다음의 과정이 포함됨

․ 다양한 장소에서 수행되는 비거주기업의 중요한 활동과 책임을 식별
․ 고정사업장이 홍콩에 있다고 상정
․ 홍콩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되는 중요한 활동과 책임을 식별
․ 고정사업장의 거래시기 및 가치, 유형, 범위를 식별
․ 고정사업장의 구조와 특성 확인
․ 귀속목적에 적합한 이전가격방법을 선택
․ 적합한 이전가격방법을 적용 및 정상가격결과를 확인
․ 지원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검토 프로세스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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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때 세무당국은 비거주자
기업이 홍콩에서 발생된 별도의 이익의 원천을 확인
- 경제적으로 중요한 활동 또는 책임의 귀속에 따라 달라짐
- 홍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이익 관련하여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활동 또는 책임이 홍콩에서 수행되는 경우

☞ 홍콩의 고정사업장의 수익으로 인식

- 이익이 국외의 중요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활동 또는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 해외의 또 다른 고장사업장 또는 본사의 수익으로 인식

❏ 정상거래 원칙

○ 동일한 상황에서의 특수관계기업과 비특수관계기업과의 비교하며 정상
거래 원칙에서는 비특수관계자와 거래와 같은 조건(가격, 사용료, 기타
요금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

○ OECD 이전가격지침은 정상거래 원칙에 대한 설명
OECD회원국들이 동의한 국제적 기준은 과세목적상 이전가격을 결정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OECD 조세조약모델 9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두 특수관계 기업들간의 상업적, 금융적 관계에 있어서 정상거래들간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여된 경우에, 그 다른 조건이
아니었더라면 그 특수관계기업들 중 어느 한 기업에 발생되었을 이익이 그
다른 조건으로 인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익은 그 기업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

○ 비록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정상가격원칙이 실행될 수 있음

․ 특수관계기업간 거래를 특성화하고 특성화를 문서화
․ 적정한 이전가격방법을 선택하고 선택을 문서화
․ 적정한 이전가격방법을 적용, 정상가격 산출결과를 결정, 그 과정을 문서화
․ 변화 요소에 대하여 조정을 보장하기 위한 검토 과정이 포함된 지원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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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분석
- 특수관계거래를 하는 특수관계기업들과 이와 비교가능한 비특수관계
거래를 하는 독립거래들이 수행하는 기능(사용자산과 부담비용 고려)에
대한 분석
- 기능분석시 수행 기능, 사용 자산, 위험 가정 등을 분석하며, 두 개이상의
비즈니스 전략이 사용되는 경우 시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비즈니스
전략마다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임
- 기능분석은 이전가격방법결정이 아니라 비교가능성의 평가에 도움을
주는 수단임

○ 비교가능성 분석
- 일반 거래 및 비특수관계자 거래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비교를 비교
가능성 분석이라함
- 일반 거래 및 비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정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가격이
특수관계자 거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특수관계거래가
특수관계거래와 실제로 비교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비교가능성 분석은 정상가격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

❏ 비교가능성 결정

○ 비교가능성 결정 요소
- 비교가능성 결정 요소는 5가지로 다음과 같음(OECD 규정 준용)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 기능분석 - 수행 기능, 사용 자산, 위험 가정
․ 계약조건
․ 경제와 시장 환경
․ 사업전략
123

해외세정전문가 양성교육 연구보고서 (홍콩)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차이는 시장가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 특성의 비교는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 거래의 비교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유용

：

- 중요 종류 무형자산, 상표권, 디자인 등

○ 기능분석 - 수행 기능, 사용 자산, 위험 가정
- 공개시장에서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간략한 기능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나 무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 분석은 더 철저히 해야함
-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능을 수행할지라도
거래의 각 당사자들에게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수행 기능의 빈도수, 성격,
가치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여 기능분석 수행함

○ 계약조건
- 비특수관계자간 계약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책임, 위험, 수익 등을 당사
자간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규정하며 계약조건은 가격을 합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영향을 미치는 계약조건의 예로는 신용과 지불조건, 보증, 기간, 수량
등이 있음

○ 경제와 시장 환경
- 같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라도 시장에 따라 정상거래가격은 달라질 수
있음
- 경제와 시장 환경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요구됨

․ 비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가 활동하는 시장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함
․ 차이점이 있다면 가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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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략
- 유사한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에 의해 공식화된 특수관계자
사업전략과 비특수관계자의 사업전략을 비교하므로 다국적기업의 사업
전략에 비특수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함
- 예를들어 시장침투전략은 새로운 시장에 침투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낮은 가격을 일시적으로 산정하여 수익이 줄고 비용을
발생하는 전략으로 비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와의 전략 참여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정상가격 산출방법 종류
구

분

산출방법
비교가능제삼자가격법(CUP)

전통적 거래방법

재판매가격법(RP)
원가가산법(CP)
거래순이익률법(TNMM)

거래이익방법

거래이익분할법(PSM)

○ 전통적 거래방법
- 비교가능제삼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 비교가능제삼자가격법은

특수관계거래에서 이전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비교가능 상황에서 비교가능한 비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과
비교하는 방법임

․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임

․ 모든 요소가 고려되지만 상품, 계약 조건, 시장 상황, 경제 상황의
유사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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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기업중 하나와 독립기업간 거래를 비교하는 내부비교대상과
제3자간 거래를 비교하는 외부비교대상이 있지만 내부비교대상을
더 선호함

․ 적합한 적용 대상
․ 특수관계인 본지점간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 무형자산의 사용료(ex：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등)
․ 상장주 거래

․ 적용 사례
정밀 기계를 제조하여 벨기에 수출하는 홍콩 제조기업(HK)이 아래와
같이 판매하고 있는 경우
1) 벨기에 자회사에 100만달러에 판매
2) 벨기에의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게 120만달러에 판매

☞ 두 거래의 모든 비교가능성 요소가 동일하다면 내부 제3자 가격법에 의한 조정
사례를 적용하여 HK의 과세 이익에 20만 달러를 추가하는 조정이 필요

상장주를 거래하는 홍콩 HK기업 보유 주식의 가격이 홍콩 증권 거래
소에서 2천만달러로 인상되었으나 해외 특수관계기업에게 1천만달러에
판매하는 경우

☞ 이 사례에서는 외부 제3자가격법에 의해 HK의 과세 이익에1천만 달러를 추가하는
조정이 필요

․ 비교가능 제삼자가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비교가능한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전통적거래방법(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거래이익방법 순으로 적용

․ 명백하게 정상가격결정방법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가장 정상가격을
만족하는 근사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선택

․ 다른

전통적거래방법(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을 사용할 시에는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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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 원가가산법은 특수관계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발생되는 원가를 사용하며, 재화나 용역의 원가를 계산하고 적절한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 원가가산법상 정상가격 = 발생원가 + 통상이윤
․ 통상이윤：통상이윤은 비교거래와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비특수관계거래와 비교하여 계산됨

․ 또한 통상이윤은 유사한 내부 또는 외부의 비특수관계거래를 비교․
참조하여 계산되므로 거래의 비교가능성이 중요하며 비교대상간
차이가 발생시 차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적합한 적용 대상 사례
- 그룹간 반제품 판매
- 특수관계자간의 공동 시설계약, 장기 구매 및 공급 계약
- 용역의 제공

․ 적용 사례
홍콩기업 HK는 인쇄회로기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HK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기 위한 모든 노하우를 제공받기로 계약하였습
니다. C회사는 홍콩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로써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여 독일 대리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외부 비교기업으로 확인된
기업C는 10%의 통상이익을 청구합니다

♧ 제품 한 개 생산시 200달러의 직,간접 비용이 발생하면 원가에 가산될 통상이익은
20달러임
(ex) 20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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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기업 HK는 시계부품 제조업체로서 시계부품은 외국 자회사 F기업
에서 판매합니다. HK는 제조 작업에 대해 매출총이익의 5%의 수입을
가집니다. X, Y, Z기업은 관련없는 국내 시계부품 제조기업입니다. X,
Y, Z기업은 외국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제조공정에 대해 매출총
이익의 3 5%의 수입을 가집니다. HK기업은 감독 및 관리비용을 운영
비용으로 하고 있으나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X, Y, Z
기업은 매출총이익에 상품판매의 일부로서 감독 및 관리비용을 반영합니다.

∼

♧ 원가가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X, Y, Z와 회계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
되어야 함

태국회사 T는 홍콩기업 HK의 100% 자회사입니다. 태국은 홍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습니다. HK의 비용과 위험하에 T는 텔레비전을
조립합니다. 노하우 등 모든 구성요소는 HK에서 제공합니다. 조립되는
텔레비전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HK에서 보증합니다. HK의
비용과 위험하에 품질을 체크하고 세계 각국으로 유통합니다.

♧ T회사의 수행기능은 순수한 제조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립 작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계산하여 원가가산법 적용을 위한 기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판매가격법(Resales Price Method)

․ 재판매가격법은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정상거래에

재판매되는 가격에서 출발. 재판매가격에서 적절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통상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 재판매가격법상 정상가격 = 재판매가격 - 통상이윤
․ 통상이윤：통상이윤은 비교거래와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비특수관계거래와 비교하여 계산됨

․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이 클수록 재판매업자의 통상이윤은
증가함

․ 또한 통상이윤은 유사한 내부 또는 외부의 비특수관계거래를 비교․
참조하여 계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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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시기：구입시기와 재판매시기가 길어질 경우 환율, 비용의 변화
등 비교시에 다른 요인이 고려되어야하기 때문에 판매시기가 짧을수록
정상가격 산출이 용이함

․ 재판매업자의 독점판매권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래와 같음
- 지리적 판매범위와 대체상품의 존재
- 재판매자가 수행하는 활동 수준
- 관련 위험 등

․ 적용 사례
홍콩기업 HK는 의류를 구입하고 홍콩의 다양한 소매점을 통해 판매
합니다. C기업은 중동에서 여러 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최종구매자
에게 판매하고 평균 40% 매출총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HK기업이 영국
본사에서 여성 의류를 구입하고 판매한 수입금액이 2억달러인 경우

※ 정상가격 = 1억 2천만 달러( 2억 - 2억 × 40%)

기업 A,B는 같은 브랜드 이름으로 홍콩에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A는 매출가격에 보증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고 B는 매출
가격에 보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보증의 포함여부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이가 조정되어야 가능

- 거래이익분할법(Transaction Profit Methods)

․ 거래이익분할법은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 양쪽이 함께

실현한 총이익(결합이익)을 배분기준에 의해 거래 당사자들간에 배분
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 거래이익분할법의 종류：비교이익분할법, 잔여이익분할법, 기타 방법
․ 결합이익：조건이 성립될 당시에는 실제이익이 즉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예상이익에 기초하며 공헌도분석에서 거래로 인한 총이익 또는
각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잔여이익을 의미함

․ 비교이익분할법：이익분할을 공헌도 분석을 기준으로 하며,

비교

대상거래에 개입된 독립기업들이 실현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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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특수관계거래에 참가한 각 특수관계
기업들 간에 분배됨

․ 비교대상자료가 없는 경우 사용자산 및 부담위험을 감안하여 특수
관계거래에 참여한 각 특수관계기업이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에
근거하여 이익을 분할

․ 잔여이익분할법：일반적으로

결합이익을 두단계에 걸쳐 배분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상황의 비교가능한 독립기업간 거래를 기준으로 계산

․ 1단계：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간 거래에서 실현된 시장거래

대가를 참조하여 적정한 기본 수입을 배분. 적정 기본수입은 특별히
가치 있거나 유일무이한 거래는 고려하지 않음

․ 2단계：기본 수입을 배분하고 남은 잔여손익을 독립기업의 잔여손익
분배방법을 참조하여 환경, 요소 분석을 기초로 배분

․ 특수관계인 각자가 수행한 기능, 부담한 위험, 사용한 재화가 필수적
으로 고려됨

․ 적용 사례

F기업은 제품을 제조하고 홍콩기업 HK에게 판매합니다. HK기업은 그
상품을 독립기업에게 재판매합니다. HK는 비즈니스활동 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대가분석에 기초하여 250달러를 대가로 받고, F기업은 제조
기능에 대가분석에 기초하여 150달러를 받습니다. 나머지 이익인 600
달러는 각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공헌도(F기업 10%, HK기업 90%)를
기초하여 할당합니다.
이익
F기업 HK기업 총이익

♧ 유형자산, 기능, 위험 150 250 400
무형자산 60 540 600
합계 210 790 1,000

：

- 이익분할의 기타 방법 자본수익률, 제품 수명주기 등을 분할기준으로
사용하여 배분
130

Ⅳ. 홍콩의 국제조세

○ 거래순이익율법
- 거래순이익율법은 특수관계거래에서 보여주는 일정지표에 대한 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 유사한 상황의 일반거래 또는 비특수관계거래에 따른 실현결과와 비교
하며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 둘 중 한 개의 순이익이 필요함

․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과의 거래로 인한 순이익
․ 두 개의 독립기업간 비교가능한 거래로 인한 순이익

- 일차적으로 순이익이 적정한가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순익률은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 순이익률 지표

․ 세전순이익/매출
․ 순이익/매출
․ 매출총이익/영업비용
․ 순이익/주주의 자금
․ 이자 및 세전 이익/자산
․ 순이익/영업비용과 판매비용

❏ 이익의 원천

○ 이익이 홍콩에서 발생한 경우 그 이익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적정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공제 처리될 수 있음
홍콩 기업 HK는 중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홍콩 외
다양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주요업무는 홍콩에서 이루어집니다.
HK기업은 시장가격보다 적게 지급하고 구입한 제품에 의해 발생된 이익은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중국 세무당국은 자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세무
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익의 원천은 분명히 홍콩 안에 있고 중국 자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HK기업이 이익 전체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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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회피

○ 이전가격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에 주력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일환으로 매년 사업소득세 신고시 비거주자와 거래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음
-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비거주자의 대리인을 포함)
-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
- 홍콩에서 지급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
- 비거주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거래

❏ 문서화

○ 이전가격문서화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명시적으로 문서화하기를 권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요구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충분하게 기록하는 것이 요구됨

○ 조사시 국세청은 기업에게 다음 사항의 세부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
- 상업, 금융관계
- 거래의 성격, 기간, 가격, 수량
- 비교대상연구 수행이 가능한 거래의 규정, 조건
- 정상가격결정방법에 대한 선택
- 제3자 및 특수관계기업 모두 상업 계약의 조건

❏ 그룹내 용역

○ 그룹내

용역은 금융, 상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기본적으로

OECD이전가격지침에 정의된 원칙을 준용

※ OECD 이전가격지침

유사상황에서 정상거래라면, ‘비특수관계기업이 그러한 활동을 자신을 위하여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할 것인가’ 또는 ‘자체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하는 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정상거래가 대가를 지급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성격의 활동이 아니라면, 정상거래원칙에 따라서 그 활동을 그룹내부 용역거래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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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내 용역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문제점
- 그룹 내 용역거래의 존재 여부
- 과세할 수 있는 정상가격 결정

○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용역을 중복제공하거나 불필요한 용역을 제공할
시에는 용역의 대가는 없는 것으로 간주
- 예) 모회사가 자신이 필요하여 해외 자회사의 재무제표 감사를 실시
하는데 그 감사가 해외 자회사의 자체적 감사활동과 중복된다면 모회사가
감사비용을 부담

○ 배분기준：직접청구방식, 간접청구방식
- 직접청구방식：실제 행해진 작업에 의해 작성된 타당성 있는 증거서류에
의해 계산
예) 작업코드, 시간차트, 계정 등

：

- 간접청구방식 실제 행해진 작업 대신에 다른 배분기준을 통해 계산.
예) 직원수, 바닥면적 등

3

홍콩 이전가격세제 대응책

❏ 최근 수년동안 IRD에서 이전가격세제 정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RISK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전에
대응책을 검토해 두는 것이 좋음
❏ 과거 또는 현재 진행중인 거래에 대하여 사전 대응책으로는 이전가격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 및 특정한 후 독립기업 원칙에 따른 정상
거래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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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에서 이전가격 문서화가 의무규정이 아니지만 이전가격 설정과 관련한
현행 계약의 법적 근거 또는 과거 거래가격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과세의 종합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콩 세무당국을 통하여 AP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 관련규정

○ 국세청의 해석 및 실무지침 제48호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tice Notes - 48)
- 최근 각국과의 조세협정체결함에 따라 이전가격세재 대응책으로 APA를
’12. 4월에 개시
- (우리나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로 규정

❏ APA 정의

○ 과세당국과 납세자 서면 약정서에 의해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근거를
정의한 한 협약

：

- 과세당국 국세청 (Inland Revenu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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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홍콩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
-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인
-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법인

○ 기업의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음
❏ APA유형(일방, 쌍방, 다자간 모두 규정)

○ 일방APA：홍콩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APA
○ 쌍방, 다자간 APA：홍콩 과세당국과 납세자, 1개 이상의 상대방국가 과세
당국 간 APA

○ 홍콩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방APA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쌍방, 다자간 APA 상대방국가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 이중과세방지협정 상대 국가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 쌍방, 다자간 APA의 신청대상거래와 일치하는 거래에 대해 이중과세
비협정국가가 일방APA를 인정하는 경우

❏ APA 기간 및 신청 대상 금액

○ APA의 기간
- APA의 기간은 통상 18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DTA(이중과세방지
협정)의 세무당국과의 교섭 스케줄에 따라 6개월이 연장될 수 있음

○ APA의 적용 기간：3년 ∼ 5년
○ 신청 대상 금액
- 유형자산 거래의 경우：연간 8,000만 홍콩달러 이상
- 용역 거래의 경우：연간 4,000만 홍콩달러 이상
- 무형자산 거래의 경우：연간 2,000만 홍콩달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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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 적용원칙

○ 협상(negotiate)：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법률 적용에
대한 협상에 의해 적용됨

○ APA 지향(목적)
- 과세당국의 징수비용과, 납세자의 세무협력비용을 절감
- 사업 성격에 적합한 시장가격을 결정, 적정이익을 산출하여 정상가격에
대한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
- 이중과세 및 탈세를 방지
-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감소

❏ APA 관련 국세청 권한

○ 신청서 접수, APA 협상 진행, 승인, 수정, 갱신, 철회 및 무효화, APA
이행에 대한 감독 및 조사

❏ APA 절차 요약도
홍콩 APA 절차 요약
납세자

IRD

사전상담 신청

사전상담 검토(회의)
승인 or 거절통지

공식 신청서 제출

MAP검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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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신청서 심사

협

상

통지, 이행상황점검
이행보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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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진행 과정

○ 총 다섯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성은 아래와 같음
과

정

단

락

1 단계

사전상담

2 단계

정식신청

3 단계

심

사

4 단계

교섭 및 합의

5 단계

적용 및 모니터링

❏ 사전상담 - 1단계

○ 사전 상담 유형
- APA과정의 범위와 유형을 확인
- 합의를 요하는 특정 문제를 확인
- APA과정의 세부사항을 논의

○ 사전상담 신청
- 사전상담은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할 수 있으나 익명으로 진행시 법적
구속력이 약하며 진행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실명으로 하는 것이 좋음

：
신청일：납세자가

- 사전상담 시작일 늦어도 APA 예상 개시일 6개월 전에 시작함
- 사전미팅

검토한 내용을 기재하여 APA proposal

(APA 제안서)을 사전미팅 1개월 전까지 제출

※ APA proposal(APA 제안서) 서식 별도 첨부

- APA에 관한 시간 및 업무 계획을 기재한 APA Case Plan을 사전미팅
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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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상담 주요 안건
- APA 성격과 범위
- APA과정의 중요 문제
- 부수적인 문제
- APA의 과정
- 특수관계자 거래의 특성
- 적정한 이전가격 방법
- 적정한 정상가격 방법
- APA Case Plan, APA proposal의 적정성
- 독립적 전문가의 조언 요구 여부
- 정보/문서 요구 여부
- 무형자산과 지적자산의 경우 발생하는 특정한 문제
- 기업과 관련기업의 감사 세부사항 제출 여부
- 무형자산과 지적자산의 경우 발생하는 특정한 문제
- 기업과 관련기업의 감사 세부사항 제출 여부

○ 사전상담 과정
- 사전상담은 APA proposal(APA 제안서) 및 APA Case Plan을 바탕으로
논의

※ APA Case Plan
※

APA 과정(세부사항 포함)에 대한 예상 날짜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APA과정은 승인받은
APA Case Plan의 일정을 기본으로 진행됨.
APA Case Plan 서식 별도 첨부

- 사전미팅시 APA의 범위, APA 계획, 부수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APA
과정 승인 여부를 결정

○ 정식신청 승인
- IRD는 납세자에 대해서 신청제출의 승인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동시에
사전미팅단계의 내용을 반영한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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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신청 - 2단계

○ 납세자는 APA Case Plan(APA 계획) 또는 사전상담시 합의된 기간 안에
공식신청서를 제출

○ IRD는 공식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IRD에서
APA과정을 진행할 담당팀이 구성

❏ 심사 - 3단계

○ 정식 APA 신청 후 납세자가 제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사하나 필요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음

○ APA의 문서/정보 요청
- APA의 문서/정보 요청은 구체적인 사항은 APA Case Plan에서 지정
- 모든 서류는 영어, 중국어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언어로
문서가 작성된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작성하여야 함
- 납세자는 APA Case Plan(APA 계획)에서 합의한 기간안에 APA팀에게
제출

○ 중립적 전문가 고용
- 복잡한 이전가격문제의 경우 조언을 얻기 위해 중립적 전문가를 고용
할 수 있으며, 그 전문가는 APA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에 대하여 보안이
특히 요구됨에 주의
- 중립적 전문가는 기업의 경제 연구, 질문, 세무당국과 DTA파트너들과의
관계, 정상가격산출의 적정 여부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음
- 세무당국은 중립적 전문가의 조언을 고려할 수 있지만 참고로만 할뿐
법적 구속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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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 및 합의 - 4단계

○ 심사 후 기업은 상호합의(MAP) 신청서를 IRD에 제출하며 IRD는 신청서
접수시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상대국과 APA조항에 대해 합의토록 시도

○ IRD는 DTA 상대국과의 합의를 원활하고 교섭의 기초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과 합의하여 APA조항 초안을 작성

○ 이중과세방지협정 상대국과의 상호합의는 상호협의담당자가 문서로 진행
하며 필요할 경우 대면회의를 통해 진행

○ 기업은 상호합의에 대해 가합의를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상호협의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거부하는 경우 APA는 중단되며 논의 중인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일방APA도 제공받지 못함

○ 상호합의담장자가 적정기간안에 이중과세방지협정 상대국과 상호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세무당국과 일방APA 체결 가능

❏ 체결, 실행과 모니터링 - 5단계

○ 기업이

MAP합의를 수락하는 경우 IRD는 DTA 상대국과 쌍방/다자간

APA를 체결
- IRD는 함께 쌍방/다자간 APA의 조항을 확인
- 기업은 APA의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
- 합의가 되면 IRD는 실행을 위하여 이행 협약서를 준비하고 기업에게
발송(기업은 이행 협약서에 서명 후 회신)

○ APA체결에 포함되는 기본 사항
- APA 구성원들의 상호와 주소
-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
- APA 적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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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거래를 위한 합의된 이전가격결정방법과 적용
APA에서 합의된 정상가격 범위
이전가격결정방법 계산을 위한 용어의 정의(예 판매, 판매비용, 영업이익 등)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
중요한 가정
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따라야 되는 절차
APA 체결로서 발생하는 기업의 의무(예 연례 보고서 제출)

：

：

❏ APA 개시일

○ APA 개시일은 사전상담과 APA에 명시
○ APA는 APA협상이 체결되는 회계연도 초부터 시작 가능
○ 체결이 지연되어 기업이 요청한 APA의 개시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IRD는
APA와 합의된 방법으로 소급적용 가능

❏ 보상 조정

○ 실제거래 가격과 승인된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한 조정
- 보상조정의 범위, 가격은 APA에서 규정

❏ 중요한 가정

○ 중요한 가정은 이전가격결정방법과 적용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중요함

○ 중요한 가정의 종류
- 세법과 조약 규정에 대한 가정
- 관세, 세금, 수입규제, 정부규제에 대한 가정
- 경제상황, 시장점유율, 시장상황, 최종판매가격 및 수량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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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위험과 기능의 성격이 반영된 거래에 대한 가정
- 환율, 금리, 신용등급, 자본구조에 대한 가정
- 수입 및 지출관리, 재무 및 회계 분류에 대한 가정

○ 기업은 중요한 가정에 손상이 있는 경우 IRD에 가능한 빨리 알려야 하고
증명서류를 제출

※ 미제출시 APA가 취소될수 있으므로 손상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 증명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용이함

❏ 연례보고서(ACR) 제출의무

○ 매년 세금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APA담당부서에 제출
○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기본 내용
- APA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각각의 설명

：

-

(ex 상품판매 비용, 용역, 사용표 등)
중요한 가정의 손상 여부
각 특수관계거래를 다루고 있는 세금 관할권, 이전가격 결정방법, 이익
수준지표, 합의된 범위
각 특수관계거래에서 이루어진 실제 결과와 이익수준지표
보상 조정 여부, 보상조정에 의해 조정된 가격, 보상 조정에 관련한 증빙

○ 연례보고서 제출 미 이행시 APA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연례보고서의
제출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문서 보관 의무

○ 기업은 APA체결과 연례보고에 사용된 모든 문서와 데이터를 APA종결 후
7년간 보관해야 함

○ 또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요청할 시 적정기한 내 제출해야 함
○ 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미제출시 APA 중단 될 수 있음
142

Ⅳ. 홍콩의 국제조세
❏ APA Renewal(갱신)과 APA extension process(연장)

○ APA entension process(연장)은 APA Renewal(갱신)의 연장과정으로 생각
하면 이해하기 용이함

○ APA Renewal(갱신)
- APA Renewal은 기본적으로 기존 체결된 APA와 동일한 절차를 거침
- IRD는 필요시 APA Renewal(갱신) 종결전까지 필요한 새로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납세자는 APA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요청자료를 제출
해야함

：

- APA Renewal(갱신) 신청일 유지되고 있는 APA의 종결 6개월 전까지임

○ APA extension process(APA 연장)
- APA 연장기간：3∼5년간
- APA extension process은 APA Renewal의 사전 상담단계에서 합의해야 함
- APA extension process시 IRD는 새로운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요청시 자료를 제출해야하나 조건의 변경(갱신)없이 연장만 하는 경우
에는 APA Renewal에서 요구되는 자료보다는 적을 수 있음
- APA extension process 조건
- 남은 APA 기간까지 APA를 준수할 것
- APA 조항 또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해 변화가 없을 것
- APA 연장 기간동안 상기 항목이 잘 지켜질 것
- APA 연장 기간동안 기존 APA에 사용된 정상가격 기준이 유지될 것
- 특수관계거래가 기존 APA와 동일한 경우
- 납세자와 다른 구성원들의 기능, 자산, 위험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없는
경우
- 기존 APA에 사용된 이전가격결정방법이 가장 적합한 경우
- 중요한 가정이 기존 APA와 일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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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와의 관계

○ 납세자는 조사중에도 APA를 신청할 수 있으며, APA신청은 일반적으로
조사의 중지 또는 연기 사유가 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APA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면 조사는 미결인체로 중지 될 수 있음

○ 조사 중지가 APA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조사 재개 신청
가능

❏ 이전가격결정방법의 소급적용

○ 일방APA는 소급적용 하지 않음
○ 국세청은 APA 이전가격결정방법의 소급적용 판단은 케이스에 따라 달라짐
- 이전가격문제의 소급적용의 위험이 높아질수록 소급적용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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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가격 관련 서식(작성 예시)

○ 사전상담 안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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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 제안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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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 Case Plan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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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APA 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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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합의 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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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 이행 합의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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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례보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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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 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 배경

○ 홍콩은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국임에도 홍콩 국내법상 제약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조세정보교환을 할 수 없어 조세조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러나 2010년 1월 홍콩이 조세조약 체결에 장애가 되어온 정보교환 관련
국내법을 개정함에 따라 2010년 11월부터 협상을 개시함

❏ 홍콩 조세조약 일반현황

○ 홍콩은 2010년 이전까지 5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하였으나 2010년을 기점
으로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가 상당히 증가하여 홍콩내 국제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2010년 이후 부르나이와의 조세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 31일
기준 38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34개 조세조약이 발효 중임

❏ 한국-홍콩 조세조약 상황

○ 2010년 11월, 한국과 홍콩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하여 협상을
개시

○ 2013년 9월 13일, 기획재정부는 홍콩에서 한국-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
협정) 제3차 교섭회담을 개최하여,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함

○ 홍콩은 2014년 7월 8일 제정 서명하였고 2014년 12월 국회 비준하였으며,
2016년 9월 27일 기준으로 조세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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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합의내용 요약

○ 정보교환
- 국제기준에 따라 홍콩 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됨
- 특히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이 가능
하게 되어 향후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홍콩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도 가능하도록 합의함
- 금융기관 보유정보 뿐만 아니라 조세조약 체결이전 시점의 조세정보
및 조세조약에 규정하지 않은 조세정보에 대해서도 폭넓게 정보 공유를
허용

○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금, 이자수익,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
- 제한 세율

․ 배당금 10%(25% 미만 지분 보유시 15%)
․ 이자수익 10%
․ 사용료 10%

-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이 기체결된 싱가포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함

❏ 한국 - 홍콩 조세조약 발효에 따른 영향

○ 이론상으로는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홍콩에 투자하는 국내 납세자의 홍콩
에서의 이중과세 해소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여 홍콩 투자 수익에 대하여
투자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홍콩은 자국세법에 따라 홍콩의 투자소득에 대해 대부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홍콩에 투자한 국내납세자들의 對홍콩 투자
수익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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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홍콩의 지점 또는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현재 국내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의
발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조세조약 발효시 한국과 홍콩 두 국가에 대하여 동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받을 수 있어 이중거주자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큼

○ 정보교환 규정에 따라 홍콩소재 금융기관에 해외계좌를 두고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금융계좌의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또한 홍콩을 투자 거점으로 삼아 중국에 투자하는 국내투자가들의 경우
홍콩의 금융계좌에 고액의 금액을 예치시키고 있는 납세자 또한 금융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홍콩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외환거래신고를 적정히 하지 않은 경우
에도 국가간 정보교환에 따라 양국간 자료 공유

❏ 기대효과

○ 정보교환을 통한 홍콩을 우회한 조세회피를 방지함
○ 향후 한국내 홍콩측 투자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홍콩
으로부터 Inbound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주의점 및 사전대응책

○ 한국 - 홍콩

조세조약이 발효될 시 정보교환을 통해 외환거래신고 및

해외금융계좌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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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외환거래신고 및 해외금융계좌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조세조약 발효 전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같은 제도들을 활용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함

❏ 한국 - 홍콩 조세조약 주요 조문 해설

○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 본 항은 국세 및 지방세 중 소득에 대한 조세가 적용 대상이 됨을 의미
하므로 제한세율 적용 시 지방세를 고려하여야 함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자본의 평가에 따른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 모든 조세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자본세가 없어 이중과세
가능성이 없으므로 자본세는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않음
3.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1) 이윤세
2) 급여세, 그리고
3) 재산세
개인 과세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나.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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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협정은 협정의 서명일 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
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 그리고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며 한쪽 체약당사자가
앞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체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당사자의 세법에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
5.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는 이 협정의 서명 후 부과된 조세와 함께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이하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 또는 “한국의 조세”라
한다.

○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회사(파트너십은 제외한다)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원천지국의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혜택을 받는 것은 조세조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조세조약상 혜택을 수익적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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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적 소유자란 주식 등 이익참여에 대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동 소득을 타인에게 재지급해야 하는 의무 등의 제한 없이 사용과
향유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함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당사자의
법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에 대한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물론, 주식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 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사업을 수행
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이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의 보유가 그 다른 쪽 당사자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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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가 다음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당사자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1)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2) 홍콩금융관리국
3)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수시로 합의되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소유한 모든 기관
나. 한국의 경우
1) 대한민국 정부
2) 한국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수시로 합의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소유한 모든 기관

- 양국의 정부와 정부가 주로 소유한 기관 및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면제함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
참여 권리가 수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드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이들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지급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 연체로 인한 위약금 성격의 연체료는 이자로 보지 않음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그 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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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 당사자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자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
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일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을 원천지국으로 보나 예외적
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금 등의 채무가 이자지급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명백한 경제를 관계를 가지며 이자를 해당 고정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지국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임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 할 수 있다.

- 이자를 지급하는 자와 수익적 소유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
지급액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체약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함

○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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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모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장비 사용료는 조세조약상 사용료 범위에서 제외함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자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국내세법상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으로 익금산입되며 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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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이중과세의 제거 방법
1. 홍콩특별행정구 이외의 관할권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홍콩특별
행정구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홍콩특별행정구법의 규정
(이 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한
한국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렇게 허용된 공제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세법에 따라 산출된 홍콩특별행정구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한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그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법상 홍콩특별
행정구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홍콩특별행정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발생한 소득이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한 배당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그 회사의 자본증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지급한 경우, 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를 고려한다.

- 양국이 채택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법을 각각 규정함에 따라 각국의
세법에 의해 홍콩의 경우 소득면제, 한국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홍콩자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법인이 홍콩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자회사가 홍콩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한국 - 홍콩 조세조약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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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당사자들의 국내 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 사안이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거소의 권한을
보유하거나 설립 또는 달리 구성된 체약 당사자(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가 국민(한국의 경우)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 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방지
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사항은 체약당사자의 국내
역내법상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의문에 대해서도 사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
으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직접 서로 연락할 수 있다.

- 한국 - 홍콩 조세조약에서의 상호합의절차에는 중재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양국간 과세문제는 양국 과세당국이 해결하도록 함
-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은 상호합의절차개시 신청서, 관련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 특수관계인의 불복쟁송 청구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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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정보 교환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또는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

관한 국내 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한다.

- 과세행위가 조세조약에 반하지 않아야 함
- 정보교환시 비거주자에 관한 행정작용이나 집행작용에 필요한 정보도
정보교환의 대상에 포함됨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가 제공받는 모든 정보는 그 당사자의

․

국내 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
기관을 포함한다)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정보는 제3의 관할권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 과정
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 사업비밀의 보호, 대리인 등의 비밀 보호, 국가적 기밀의 보호 등의
이유로 정보제공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조세조약의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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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다른 쪽 체약
당사자는 그의 조세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그의 국내 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당사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
당사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정보수집수단’은 요청받은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의미함
- 정보요청이 제3항의 정보제공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제4항 및 제5항은 제3항을 위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음
- 제5항은 제3항의 정보제공 거부요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제3항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영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에 관한
정보교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배경

○ 한 - 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과세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으나, 역외탈세 등의 방지를 위하여 금융정보 교환채널을 확보할
필요성 있으며,
- 홍콩은 ‘15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 2위, 금액 기준 3위, 법인의 경우 인원수 및 금액 기준 1위인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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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홍콩의 국제조세
❏ 일반현황

○ 우리나라와 홍콩은 2017.1.23일(월) 홍콩 국세청에서 ｢한-홍콩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서명*

* 우리나라：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홍콩：웡 큔 파이(Wong, Kuen Fai) 국세청장
** 홍콩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CRS)이 아닌 양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을
통해 금융정보자동교환 추진중

❏ 협정 내용

○ 동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19년부터 매년 교환

○ 교환대상 정보
-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
-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

․

-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 배당 소득유형 등) 등

❏ 한국 - 홍콩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기대효과

○ 양국은 ’16년 발효한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과세
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으나,

○ 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채널이 확보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 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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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콩 개황

❏ 일반 개황

국

명

중화인민국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영문명 The Gover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문명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政府

수

도

홍콩은 도시국가로 특정 수도가 없음

위

치

중국, 광동성 동남해안, 주강 입구 동쪽

면

적

1,104km2(서울1.8배) 홍콩섬, 구룡반도, 란타우섬으로 구분

기

후

아열대성 몬순 기후

인

구

723만 명 (2013년 잠정)

민

족

한족(95% 이상)

언

어

광둥어(공용어, 90%), 영어(공용어 3.5%)

종

교

불교(35.5%), 기독교(6.8%), 천주교(5%), 이슬람교(3.1%), 무교(48%)

○
○

：
：

❏ 정치
정부형태

행정수반 책임제(중국과는 1국 2체제의 자치정부)

국가원수

행정장관 캐리 람 청 옛고르(Carrie Lam Cheng Yuet-ngor), 2017년 7월
1일 2022년 6월 30일

독립일

1997년 7월 1일(홍콩특별행정구 성립일)

의

입법의회(LEGCO, 70석)

회

：

∼

❏ 경제
GDP(1인당)
수출/수입
경제성장률

3,194억 달러(43,500달러)
4,600억 달러/5,138억 달러
2.0%

화폐단위

Hong Kong Dollar(HK$)

산업구조

서비스업(93%), 제조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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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

1840 1842년 중국와 영국 제1차 아편전쟁
홍콩섬은 1841년 영국군에 의해 점령
난징조약(1842년) 청나라로부터 홍콩섬이 정식 양도

～

1860년 중국의 제2차 아편전쟁 패배
- 구룡반도가 베이징 조약하 영속적으로 영국에 귀속
1898년 영국은 홍콩과 인접한 북부섬과 신계를 99년간 조차받음

～

홍콩은 영국의 주요 무역항
- 영국의 물산 집산지로써 활용되는 자유무역항
구룡반도 - 광동간 철도 개통
영국식 교육 시스템 도입

1839년

1860년

19세기

→

1941.12월 일본이 홍콩을 침략
1945.8월 영국이 식민지 지배권 회복

～

1941

～

1984년

1946년 홍콩 총독부 수립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건립
1978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경제개혁안 시작
- 홍콩은 중국본토에 투자되는 외국자금의 주요 공급원이 됨
- 재정과 금융분야에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제조업과 섬유에서 서비스
업종으로 대체
1984년 중화인민공화국과 영국은 1997년에 홍콩의
주권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는
조약에 서명
- 1997년 7월 홍콩 주권 양도
- 홍콩의 첫 번째 행정장관으로 둥젠화 취임
- 2007년 7월 도널드 창이 행정장관 취임
- 2012년 7월 렁춘잉 행정장관 취임
- 2017년 7월 캐리 람 청 옛고르 행정장관 취임

❏ 문화

○ 음식문화
- 홍콩 요리는 자극적이지 않고 조미료는 넣지 않아 감칠맛이 예술
- 홍콩은 높은 맞벌이 비율로 외식이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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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식천국인 홍콩에서는 세계 여러나라의 음식을 쉽게 경험할 수 있음

：
- 첨잔문화：홍콩에서 차가 나올때는 두개의 주전자가 나옴 하나는 차가
- 얌차문화 간단히 식사(딤섬)하면서 차를 마시는 문화

들었고, 나머지 하나는 뜨거운 물이 담김. 찻물이 떨어졌을 때 주전자
뚜껑을 반쯤 걸쳐놓으면 물을 부어줌 중국인들에게 물은 곧 돈임. 그래서
잔이 어느 정도 비면 종업원이 차를 따라주는데 이를 첨잔이라 함.

：

- 애프터눈티 트레이나 뷔페식으로 제공되는 디저트가 홍차와 함께 서빙

：
- 콘지(죽)：소고기, 생선, 새우 등 다양한 재료와 종류의 콘지가 있음
- 딤섬：만두의 일종으로 각양각색의 다양한 재료의 딤섬이 있음
- 에그타르트：겉은 바삭하고 안은 계란으로 부드러운 빵
- 길거리 음식 꼬치：문어, 게살, 어묵, 곱창 등 다양, 주로 어묵, 면,
- 완탕면 우리나라의 만둣국과 흡사(싱겁거나 밍밍함)

닭고기(다리, 날개, 내장 꼬치), 육류내장(순대), 해산물 등이 주를 이룸

○ 기타

：

- 담배 홍콩 입국시 담배 면세 범위는 19개피

：

- 차 커피보다는 차문화에 익숙함. 식사를 할 때나 딤섬을 먹을 때 우려낸
차를 마시는 것이 보편적
- 홍콩은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벧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벌금(HK$1,500정도 ~ HK$5,000)을 부과
- 지하철에서 취식하면 경찰에 신고를 당하거나 벌금
- 서비스를 받으면 감사의 표시로 약간의 팁을 주는 것이 일반적
- 차량이 좌측 통행을 하므로 보행 시 주의
- 영국식 문화로 한국의 2층은 홍콩에서는 1층임을 유의(한국의 1층은
홍콩에서 G/F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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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명함과 상품 카달로그는 물론이고 중요 상담자료는 반드시 영문 또는
중문으로 제작

○ 홍콩시장은 가격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어서 가격 인하요구가 높음

☞ 바이어들이 상담과정에서 한국기업 정보를 일부 노출시키면서 한국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니 무리한 요구조건에 대해 성급히 승낙 또는 동의하지 않도록 유의

○ 홍콩 바이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언어소통문제, 회신지연, 샘플과 선적물의
상이, 선적기간 지연, 사후 처리 미흡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상담

○ 비즈니스맨들과의 미팅시 반중정서에 주의하여 중국과 관련한 민감한
언급은 피하는 것이 좋음

○ 최대명절은 설날로 이때는 장기휴무를 하는 기업들이 많으며, 설날을
포함하여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연휴, 여름 휴가철은 출장 상담에 부적절한
시기임

❏ 비즈니스 에티켓

○ 오랜 인연을 중시하므로 시간을 두고 쌓은 친분과 신용은 매우 중요
☞ 사적으로 초대받은 자리는 되도록 가는 것이 친분유지에 좋음

○ 저녁식사는 부담을 느끼는 홍콩인이 많으므로 되도록 점심식사를 제안
○ 음력설과 결혼 등 행사시 복돈(라이씨)을 붉은봉투(홍빠오)에 넣어서 주는
것이 예의

○ 빨간색은 복을 가져다주는 색으로 미팅시 빨간색의 넥타이로 포인트를
주면 좋은 인상을 남김

☞ 하얀색은 죽음을 의미하므로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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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기념품 등 선물은 감사의 표시 등으로 일반화 됨
○ 문을 바라보며 회의 테이블의 끝에 앉는 자리가 상석이며 그 옆으로
직위 순서대로 착석함

○ 비즈니스를 할 경우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

○ 공공장소나 식탁 위에서 코를 풀어선 안 됨
○ 홍콩에선 건배하는 모습을 흔히 찾아볼 수 있음
☞ 술을 건냈을 때 거절하는 것을 삼가

○ 독주를 피하고 맥주나 와인 등 알콜이 낮은 술을 선호, 최근에는 한국의
막걸리가 인기를 끌고 있음

○ 음식에 차를 함께 하기 때문에 차가 먼저 나오고 기타 음식이 나옴. 자주
차를 따라 주는 것이 예의이며, 특히 가까이 앉은 사람의 차가 반 이하로
줄거나 잔이 비어 있을 때는 차를 따라 주어 식지 않게 하는 것이 예의임.
상대방이 차를 따라 줄 때는 잔을 잡지 않고 식탁에 그대로 두며 감사의
표시로 검지와 중지를 구부린 뒤 가볍게 찻잔 앞 테이블을 2번 정도
두드려 줌

❏ 대화예절

○ 체면을 중시하여 기분이 상해도 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고 침착을
유지하며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를 내거나 하지 않음. 따라서 미팅시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금물

○ 사람을 소개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고 손을 펴서 가리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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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기사항

○ 숫자 4(죽을 死)에 대한 금기, 숫자 9(괴롭다는 와 발음이 같음)를 피함.
짝수를 선호하고 길한 숫자는 6, 8임

○ 두 가지 선물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선물하는 것보다 좋음. 두 가지는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시계는 죽음을 상징하므로 시계선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손님이 남의 집에서 신발을 벗을 때에 굽이 문을 향하게 해야 함
❏ 홍콩 경제동향 및 전망

○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실질GDP증가율

%

명목GDP(달러)

2016

2015

2014

2013

2.05

2.39

2.76

3.10

백만달러

320,912

309,404

291,459

275,697

명목GDP(현지통화)

백만달러

2,491,001

2,398,437

2,260,005

2,138,305

실질GDP(달러)

백만달러

269,812

264,404

258,221

251,280

1인당 GDP

달러(USD)

43,681.14

42,351.02

40,247.37

38,357.83

소비자물가상승률

%

2.59

3.04

4.42

4.33

실 업 률

%

3.38

3.28

3.23

3.40

환

-

7.76

7.75

7.75

7.76

율

수출실적

백만달러

-

606,084

621,081

610,981

수입실적

백만달러

-

598,691

620,483

609,322

무역수지

백만달러

-

7,393.30

598.62

1,658.73

대외부채

백만달러

46,568.00

25,024.00

30,250.00

97,804.00

외환보유고

백만달러

386,240

358,773

328,517

3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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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동향
- 2017년 1분기 홍콩 경제 성장은 4.3%로, 이는 저성장을 기록했던 2016년
성장률인 2%와 비교했을 때 매우 급격한 성장을 보임 2017년 1분기
활기를 띠는 홍콩경제를 바탕으로 홍콩 정부는 2017년 경제성장률을

～

2016년의 1.5%보다 높은 2 3%로 예상
- 실업률은 2011년 이후 3%대 유지, 2016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0.1%
상승한 3.4%를 보였지만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실업률은 0.2%
낮아진 3.2%
- 홍콩 경기의 회복과 함께 물가는 매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2014년, 2015년, 2016년 각각 4.4%, 3.0%, 2.4%를 기록하며 상승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홍콩 무역발전국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물가 상승률은 1.1%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
- 환율

․ 1983년10월부터 자유변동환율제에서 미국 달러와 일정선에서 교환율을
링크하는 Peg System 도입

․ 홍콩달러는 미화 1달러 대비 7.75 ～ 7.85홍콩달러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2017년 6월 미화 1달러 대비 홍콩달러 환율 7.799
- 홍콩방문객과 홍콩 관광수입은 2000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

․ 홍콩 정부는 주요 산업 4대 축인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16년 홍콩 방문객 수는
전년대비 4.5 % 감소한 5,66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2016년 홍콩 방문 관광객 수는 중국, 대만에 이어 한국이 3번째
○ 주요 경제정책

- 홍콩 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조건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홍콩 정부의 노력으로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에서 2016년까지 22년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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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홍콩은 세계 1위의 자유 경제권(미국 CATO연구소),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World Economic Forum, 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 EIU)으로도 선정됐으며,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6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3위를 차지
- 홍콩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무차별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별한
조세 및 부지 제공 인센티브가 없는 대신 모든 제도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노력 중

․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2월 법인세를 17.5%에서 16.5%로
인했으며, 개인 소득세도 1% 인하해 15%로 책정했음. 이어 와인세를
철폐하고 30도 이하의 알코올 관세율을 0%로 관련 법규를 개정

․ 홍콩 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 환경 업그레이드로 전 세계
기업들에게 홍콩은 필수 투자 진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

- 아울러 홍콩-중국 간 경제협력협약(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과 중국 남부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묶는 단일 경제권을
이용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다국적 기업, 혹은 해외로 나가려는
중국 기업을 지원하는 교두보 역할도 견지해 나갈 것임

․ 2008년 1월 중국-홍콩 간 이중과세 방지협정(DTA) 2차 수정안에
합의했으며, 2013년 8월에는 CEPA 10차 보충협약안을 체결해 양국
간 서비스업 교류 활성화를 더욱 촉진함
- 지난 2014년 11월 27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중국 상무부(the Ministry
of Commerce)는 중국-홍콩 간 서비스 무역 장벽을 더욱 낮추기 위해
서비스 무역 협의(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를 체결

․ 이번 협의는 광둥성의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중요한 단계이며,
이는 홍콩 기업의 대중국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두 지역의 경제협력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이러한 움직임은 홍콩과
광둥성의 경제통합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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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 마카오 - 광동성을 특별협력구로 연결한 초대형 통합경제구역의
조성 계획은 구체화되고 있으며, 2008년 7월 홍콩-마카오-주하이 대교
건설의 분담금과 예산을 확정하고, 2017년 완공을 목표로 2010년 착공

․ 광동성의 ‘하드웨어(값싼 노동력과 제조업, 풍부한 개발지)'와 홍콩의
‘소프트웨어(선진 노하우, 풍부한 자금, 고급 전문인력)'가 조화를
이루어 세계 최대의 메갈로폴리스로 거듭날 날도 멀지 않아 보임

․ 한국 기업들에는 홍콩-광동성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홍콩을 통한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경제정책

～

- 1950년대 중개무역항으로 번성했던 홍콩은 60 70년대를 거치면서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을 추진(섬유산업과 플라스틱,전자산업을 중점 육성,
제조업 기반 마련)
- 1970년대 국제시장 변화와 보호주의 무역 확산으로 침체기 맞이
-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맞물리면서 홍콩의 제조업은 배후 지역인 심천

․ ․ ․

특구로 이전, 금융 유통 관광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적극 육성
- 1997년 3월 홍콩 서비스산업 진작을 위한 8개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발표(서비스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① 서비스 수출 진흥
② 서비스 부문 투자유치 강화
③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 위상제고
④ 서비스 효율성 제고
⑤ 지원 인프라 제공
⑥ 교육 및 훈련에의 투자
⑦ 세계적․지역적 서비스 센터로서의 홍콩의 강점 신장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추진

⑧ 정부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다원적 지원을 조정․감독할 전담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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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90년대 중국의 개방정책과 경제개혁이라는 대외적 여건 변화를 선
도적으로 수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반전

☞ 세계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중국과 중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자본을 연결하는데 홍콩이
중요한 역할 담당

- 2001년 둥젠화 행정장관 중국본토와 홍콩 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제안

→ 2003.6.29. 경제긴밀화 협정(CEPA) 체결

☞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증대와 투자 촉진을 골자로 주요 품목의 수입관세 면제와 서비스 교육
자유화, 교역과 투자촉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미래전략 홍콩 2030(Planning Vision and Strategy)추진

․ 시기별 단기(2000～2010), 중기(2011～2020), 장기(2021～2030) 전략을
수립

․ 전략과제
①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고수
② 홍콩의 허브 기능 강화와 국토 보존
③ 우수한 생활환경 제공
④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세계적 생활수준을 갖춘 도시로 육성
⑤ 관광업 촉진으로 홍콩을 아태지역 주요 관광지로 발전
⑥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⑦ 중국과의 연계강화로 끊임 없이 변화하는 세계추세에 적응

○ 시장특성
- 자유로운 무역 절차

․ 홍콩의 무관세정책에 따라 가격 상승 부담 낮음

☞ 담배, 술(알코올30도 이상),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 4개 품목에는 관세 적용

․ 수출입 규제가 없고 조제 제도 매우 단순
☞ 낮은 세금 및 유연한 법인설립 구조

- 아시아 중계무역/물류허브

․ 최근 eBay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계무역 증가추세로 홍콩 중개
무역상들의 활약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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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장 지출을 위한 테스트 마켓

․ 트렌드의 잦은 변화, 까다롭고 수준높은 소비자의 신속한 반응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들은 신제품을 출시할 때 홍콩을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

․ 연 4천만명 규모의 홍콩방문 중국인 대상 브랜드 인지도 제고 가능
․ 연간 500여건 행사, 150여건 전시회 개최, MICE 방문객 총 180만명
추정
- 글로벌 바잉오피스(GBO, Global Buying Office) 중심

․ 홍콩은 외국기업 7,449개사가 진출
․ 패션, 도소매, 일부 제조업 등 관련 아시아/중국 지역으로부터 소싱
업무를 담당하는 바잉오피스 존재

：

섬유/패션 코치, 버버리, 랄프로렌, JC페니 등 약 30개사
도소매 월마트, 파크앤 샵 등 각종 도소매 체인
기타 제조업 등 리앤펑 등 SCM(Supply Chain Management)형 제조업
관련 소싱업체

：

：

- 세계 최고의 자유 경제도

․ 14년간 세계경제자유도 1위로 대변되는 세계에서 가장 무역하기 편한
도시

․ 무역과 투자, 금융 자유, 부동산 권리면에서 효율성과 자율성이 뛰어
나고 자유로운 자금유통(통화교환, 해외 송금 및 입금, 외화예금 등)은
해외기업에 편리를 제공

․ 자금 대출, 채권발행, 투자자 물색 등이 용이하고 환율 리스크가 낮음
․ 세계 금융 허브로서 대금결제 편리함. (신속, 비밀유지)
․ 40여 개 신문과 700여 개의 간행물 발행으로 자유로운 정보 공유
○ 세금정책의 상당한 변화 예상
-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정책 공약에서 당선 직후 과세 정책의 새로운
변화는 차기 정부 경제 계획의 주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재 강조함
186

Ⅴ. 홍콩 개황
- 캐리 람은 중소 창업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금 인하 공약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초 2백만HKD(한화 약 3억원)의 이윤에 대한
세율을 현재 16.5%에서 8.25%로 낮추는 방안을 곧 시행할 예정(그
이상의 이익은 기존 세율 그대로 적용)

* 동 제도에 대한 대기업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집단 내 한 개의 기업에게만 법인
세율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할 예정

- 또한 이중 과세 협정을 싱가포르 수준(약 90개국)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경제 정책
- 국제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정책

․ 외국인 투자에 대해 무차별 정책 전개
․ 특별한 조세 및 부지 제공 인센티브가 없는 대신 모든 제도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세율 인하 정책 등)

․ 홍콩 - 중국간 경제협력 협약(CEPA)과 중국 남부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묶는 단일 경제권을 이용하여 중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다국적기업, 해외로 나가려는 중국기업을 지원

․ 2008.1월 중국-홍콩간 이중과세 방지협정(DTA) 2차 수정안 합의하였
으며 매년 CEPA 보충협약안 체결하여 양국 간 서비스업 교류 활성화
촉진

․ 홍콩 - 마카오 - 광둥성을 특별협력구로 연결한 초대형 통합경제구역의
조성계획 구체화되고 있음. 한국기업에게는 홍콩 - 광둥성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홍콩을 통한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

○ 생활수준
-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생활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나
생활비는 매우 높은편임. 특히 주택임차료와 교육비, 기름값, 외식비
등은 세계 최고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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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연속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임대료가 높음(1위 싱가폴)
․ 생활비와 임대료를 합한 지수는 세계 4위(스위스, 싱가폴, 노르웨이,
홍콩 순)

❏ 최근 이슈

○ 중국, 홍콩 경제협력 강화
- 중국은 경제 국제화를 위해 대내외 개방 촉진, 외국인 투자(brining in)
및 해외 투자(going-out)의 적절한 조합을 위해 특히 홍콩, 마카오, 대만과
협력해 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임을 밝힘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2017년 말까지 중앙 당국과 홍콩의 일대일로
정책 참여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며 이로부터 오는 금융,
인프라 및 무역 영역 등의 경제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광둥 - 홍콩 - 마카오 베이 지역 개발 추진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세계 정상급 도시 클러스터를 건설할 예정

․ 양방향 상호 액세스 메커니즘에 더 광범위한 투자를 다루는 상품을
추가할 것이며, 선전 - 홍콩 간 교차거래 지원을 위해 중국 본토 - 홍콩
교차매매 확장을 고려할 것임

○ 중소기업 지원
- 과세표준 200만 홍콩 달러 이하에 대해 기존 법인세율인 16.5%의 절반인
8.25%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에는 기존
법인세율이 적용될 것임.
-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장려를 위해 200만 홍콩 달러 이하의 연구
개발비와 초과 비용에 각각 300%와 2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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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국가와의 협력 강화
- 2017년 11월까지 ASEAN 국가들과 FTA 및 IPPA를 체결할 예정이며,
2017년 안에 홍콩-마카오 CEPA 협상을 타결할 계획임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후에도 조지아, 호주, 몰디브 등의 국가와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 밝혀 긴밀한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투자 및 사업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었음

○ 중국 해외 투자 및 경제협력 추이
- 2012년 중국의 해외투자 총액의 58.4%가 홍콩을 통하여 유입됐으며,
규모는 512억 달러에 이름. 그 중에서 광둥성에 위치한 기업 및 투자자의
해외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이 가장 두드러짐
- 다수의 광둥성 소재 기업은 홍콩에서 브랜드 디자인, 제품개발, 마케팅,

․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회계, 은행 등 전문 서비스의 지원을 받고
싶어하며 해외 파트너를 찾을 때도 홍콩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실제
홍콩은 자유로운 통화 유통,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리소스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임

○ 홍콩 - 중국 간 병행수입 성행
- 홍콩에서 싼 가격에 각종 상품을 사재기 해 중국에서 마진을 붙여
되파는 병행수입이 성행하고 있음
- 병행수입은 주로 복수비자로 홍콩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선전
주민이 홍콩에서 물건을 산 후 홍콩-선전 경계까지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

- 병행수입업자들의 인기 구매품목은 분유 기저귀 등 유아용품과 치약

․

․

비누 샴푸 등 생활용품, 의약품 보조제 등 건강식품이며, 휴대폰, 와인
등 고가품도 인기가 많음
- 병행수입 규모가 폭증함에 따라 홍콩 시민의 불편을 넘어 반대 시위,
몸싸움 등 반중 감정의 표출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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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 6,084만명 중 선전을 통한 복수비자 입경
자수는 1,490만명에 달함에 따라 선전시 당국은 선전 주민의 홍콩 방문
복수 비자를 중단하고 주 1회 방문 비자로 변경함(이미 발급된 복수
비자는 유지)
- 홍콩과 선전시 당국은 향후 수입업자 처벌, 불법창고 단속 등 병행수입
규제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한국 제품은 병행수입 타깃 품목이 아니므로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임

○ 상하이 - 홍콩 증시 상호투자 허용
- 중국정부가 자본시장 확대 일환으로 상하이와 홍콩 증시를 연동시키는
‘후강통’을 2014.10월 시범 실시
- ‘후강통’은 상하이 거래소와 홍콩 거래소 간 교차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투자자가 자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처럼 해외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시스템임
- 후강통이 개설되면 홍콩 증권사를 통해 위안화와 홍콩 달러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음

○ 베이징～홍콩 고속철 연결→중국 경제통합 가속화
- 중국 광둥성 선전과 홍콩을 잇는 고속철이 2017년 개통, 광저우

․ ․

․

선전 홍콩 마카오를 단일 경제권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청사진이 가시화

☞ 광저우 남역에서 홍콩 서주룽역까지 45분만에 주파하고 베이징～광저우 노선과 연결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홍콩까지 고속철 생활권으로 묶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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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과 홍콩, 한국과의 관계

❏ 중국과 홍콩과의 관계

○ 체제
-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전
- 일국양제(㊀國兩制)에 기초한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특별행정구
-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안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공존, 반환
이후 50년간 홍콩에게 자치권을 부여

○ 현황
-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홍콩,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등이며 홍콩은
2014년 상반기 기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가임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미

국

396,063

410,017

388,617

홍

콩

360,947

332,537

292,610

일

본

149,452

135,897

129,505

한

국

100,402

101,429

95,747

독

일

72,731

69,204

66,000

○ 중국 - 홍콩 간 자유무역협정(CEPA)
- 2003.06.29. CEPA협정 체결
- 홍콩제조(90%이상)상품에 대한 對중국 수출 무관세 및 48개 서비스 분야
중국 진출 허용
- 중소기업에게 중국진입을 용이하게 함(자본, 사업 내력 등 제한 낮춤)
- 홍콩에 중국진출의 최적의 교두보 역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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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과 한국과의 관계

○ 외교관계수립
- 1949년 11월 주홍콩 총영사관을 개설

○ 양자 협정 체결 현황
-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96.03)
-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97.06)
- 주홍콩특별행정구 대한민국총영사관 유지협정(’97.04)
- 형사사법공조 협정(’98.11)
-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04.08)
- 도망범죄인인도협정(’06.06)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협정(’10.11)
- 조세조약 제정협상(’13.07)

○ 현황
：

<홍콩의 대한국 무역>
무역현황
수

2014

(단위 백만달러)

2015

2016

출

7,998

6,972

6,928

자체수출

184

146

134

재 수 출

7,814

6,826

6,794

22,505

22,062

25,157

수입 중 재수출분

20,139

21,418

23,951

총 무역액

30,503

29,034

32,086

무역수지

-14,507

-15,090

-18,229

수

입

<한국기업의 대홍콩 진출현황>

：

(단위 개, 건, 백만달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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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2014

2015

2016

신고건수

409

377

570

신규법인 수

125

106

144

투자금액

630

1,9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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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홍콩 교역 관계
- 홍콩은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무역 중계지 역할 및 중국진출사업의 본
부역할
-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80%가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무역, 회계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음
-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약 1,500개사이며, 주로 제3국, 특히 중국
관련 중개무역을 하는 교역업에 종사
- 홍콩 한인상공회에 등록된 한국 기업은 약 200개임
-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홍콩은 한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주요 상대
국이 되었으며, 2014년 홍콩과 한국의 무역 총액은 305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해 주요 교역국의 입지를 지킴
- 2016년 홍콩과 한국의 무역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한 3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7년 1월~5월 사이 무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한 150억 달러를 기록

○ 교민
- 총 교민 수 약 12,000명

○ 한국과의 주요 이슈
- 한국은 1949년 11월 주 홍콩 총영사관을 개설한 이래 홍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시장이자 4대
교역시장인 점에서 한국의 중요한 협력자임
- 많은 한국 기업들이 홍콩의 물류, 금융 등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국 진출을 도모

～

- 2009.2.19. 2.20. 1박2일의 일정으로 홍콩의 행정수반 도널드 쩡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과의 우호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
- 2014년 11월 홍콩의 행정수반 렁춘잉은 도널드 쩡 전 행정수반의 2009년
방한 이후 5년 만에 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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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렁 행정수반은 홍콩은 한국의 혁신, 기술 등 여러 성과를 배우기를
희망하며, 한국기업이 홍콩에 더 많이 진출해 중국 진출 거점으로
삼는 등 홍콩이 제공하는 기회와 인센티브를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 최근 한 홍콩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후강통’(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의 교차거래 허용제도)시행에 따른 금융,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삼성전자, LG전자의 선전과 한국드라마와 영화의 인기로 인해 홍콩내
한국문화는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홍콩에서 열리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생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어 교육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아져 홍콩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신설하는 등 한국어교육 관련 인프라 확산추세
- 홍콩은 경제적, 문화적 부분에서 지역적인 접점으로 ‘2016 MAMA’를
즐기고자 하는 아시아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판단돼 5년
연속 MAMA의 개최지가 됐음

3

홍콩의 정치 현황

○ 정치 체계
- 홍콩은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로서 중국과는 독립된 조직을 가지고 있음.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은 중국 영토의 일부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며,
1997년부터 50년간 지속하도록 되어 있음
- 정치제도의 기본구조는 행정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회의와 주요정
부기구, 입법기능을 가진 입법회, 그리고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 사법
기구로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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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행정부의 대표는 행정수반으로 임기는
5년이며 1차 연임이 가능함. 1,200명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됨
- 입법부의 의원은 70명으로 임기 4년이며, 사법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종심법원)의 3심제로 운영되며 기타 소년법원, 노동법원 등의
특수법원이 있음

○ 한 나라 두 체제 중국과 홍콩
- (직선제 도입 요구, 우산혁명으로 달아오른 반중 정서)최근 홍콩 시민이
2017년 실시되는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홍콩 민주화 시위가 발생
- 중국 정부가 2017년부터 실시되는 홍콩 행정장관의 선거방식을 시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하되, 입후보자는 친중국 사람들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 1,200명 중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중국정부가
발표하면서 사실상 친중국 인사들만 출마하도록 한 반쪽 직선제라고
비난하면서 철회 요구 시위 시작
- 처음 Admiralty에서 시작하여 Mong Kok까지 번진 민주화 운동으로 일명
‘우산시위’로 불림
- 이에 정부는 홍콩 내 정치 개혁과 관련해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누리는
자치는 절대적 자치가 아니라 고도의 자치라고 언급하며 행정수반 직선제

․

방안은 중 영 공동선언이 아닌 기본법을 따라야 함을 주장함
- (홍콩 내 식지 않은 반중 정서) 2017년 3월 있었던 홍콩 행정장관 선거
에서 친중파이자 2014년 우산혁명을 강제 진압하는데 앞장섰던 캐리람이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지원 속에 간선 선거인단 1200명의 과반을 웃도는
777표를 얻어 손쉽게 홍콩 행정장관으로 당선됨

∼

- 홍콩 경제일보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방임’(둥젠화, 1997 2005)과

∼

∼

‘자치 지지’(도널드 창, 2005 2012)에서 ‘간섭과 간여’(렁춘잉, 2012
2017)로 변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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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의 강한 행보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중국인이 홍콩에 대거
몰려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취업난이 가중된 점도 반중 정서가
커짐
- 최근 홍콩 중문대 설문조사에서 홍콩인 60%가 주권반환 이후 사회
전반이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홍콩대 조사에서는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인식을 가진 젊은 층이 3.1%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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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요 웹사이트, 참고문헌(웹사이트)

❏ 홍콩 정부 부서 정보

◦ 홍콩정부：www.gov.hk(홍콩 전반 총괄)
◦ 사법부：www.judiciary.gov.hk
◦ 재정부：www.fso.gov.hk
◦ 정무부：www.cso.gov.hk(행정총괄)
◦ 관세청：www.customs.gov.hk
◦ 국세청：www.ird.gov.hk
◦ 교육부：www.edb.gov.hk
◦ 환경국：www.enb.gov.hk
◦ 민정사무국：www.hab.gov.hk
◦ 노동복지부：www.lwb.gov.hk
◦ 홍콩무역발전국：www.hktdc.gov.hk
◦ 운수주택국：www.thb.gov.hk
◦ 발전국：www.devb.gov.hk(국가경제발전 총괄)
◦ 지식재산권서：www.ipd.gov.hk
◦ 홍콩투자청：www.investhk.gov.hk
◦ 창신과기서：www.itc.gov.hk(첨단산업 총괄)
◦ 감사국：www.aud.gov.hk(무역총괄)
◦ 금융관리국：www.hkma.gov.hk
◦ 통계국：www.censtatd.gov.hk
◦ 이민국：www.immd.gov.hk
◦ 해사처：www.mardep.gov.hk(물류 총괄)
◦ 노동처：www.labour.gov.hk
◦ 기업주책서：www.cr.gov.hk(기업등록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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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책서：www.landreg.gov.hk(토지등록총괄)
◦ 경찰서：www.police.gov.hk
❏ 홍콩 협회 정보

◦ 공업：www.industryhk.org
◦ 상업：http：//www.chamber.org.hk/en/index.aspx
◦ 전자：www.hkeia.org
◦ 제조：www.cma.org.hk
◦ 수출：http：//www.exporters.org.hk
◦ 상업：http：//www.cgcc.org.hk/en/index.aspx
◦ 광학：http：//www.hkoa.org.hk/hkoa/en/index.htm
◦ 환경：http：//www.bec.org.hk/eng/index.aspx
◦ 무역：http：//www.tid.gov.hk.
◦ 예술：http：//www.illustrator.org.hk/
◦ 약품：www.hkjcicm.org
◦ 건축：http：//www.cbminfo.com
◦ 완구：http：//www.toyshk.org/
◦ 패션：http：//www.hkapparel.com.hk/eng/main.htm
◦ 영화：www.hkfca.org
◦ 전시：www.exhibitions.org.hk
◦ 인쇄：www.hkprinters.org
◦ 주홍콩한국총영사관：hkg.mofa.go.kr
❏ 한인소식

◦ 홍콩한인회：www.kra.hk
◦ 홍콩한인상공회：www.kocha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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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저널：www.wednesdayjournal.net
◦ 홍콩뉴스(니하오홍콩)：http：//weeklyhk.cafe24.com
❏ 기타

◦홍콩날씨：www.hko.gov.hk
◦홍콩지하철：www.mtr.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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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웹사이트)

1. 홍콩 국세청(www.ird.gov.hk)
2.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
3.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조세 교육사업(홍콩), 기획재정부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2015.3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5. 외교부(www.mofa.go.kr)
6. 홍콩무역발전국(www.hktdc.gov.hk)
7. 홍콩무역산업국(www.hid.gov.hk)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www.kipf.re.kr)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10. 아토즈 홍콩 컨설팅(www.atozhk.com)
11. 유니월드서비스(www.uwstar.com)

：

12. 스마트원(http //hksmtone.com)

：

13. 홍콩한인상공회 www.kocham.hk
14. Court Pearl Sino Business Consultant.LTD
15. 나이스컨설팅(www.niceconsulting.co.kr)
16. 비즈앤홍콩(www.biznhongkong.com)
17. 애니홍콩 컨설팅((www.ANYHKG.com)

201

해외세정전문가 양성교육
연구보고서 (홍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 044 - 204 - 2814
팩스 044 - 216 - 6066

：
：

원고 작성 및 편집
국세조사관 이보라
국세조사관 이민호
국세조사관 손국환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044-204-2814)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