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무 가이드 2020
2020 년 8 월

홍콩세무 가이드 2020

목차
목차

1

투자 기본 정보

3

홍콩 세목 개요

5

기업세무 : 사업소득세

6

사업소득세 준법 의무

10

원천과세

12

개인세목 : 급여소득세

13

급여소득세 준법 의무

17

이전가격 규칙

18

반탈세 규칙

18

기타 세목/비용징수

19

세수협정

21

1

홍콩세무 가이드 2020

2

홍콩 세무 가이드 2020

투자 기본 정보
화폐: 홍콩달러（HKD）
외환관리:

홍콩은 외환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홍콩은 경외투자에 대한 최저

요구사항이나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을 투자하거나 자국으로 송금할수
있고, 직접 투자로 발생한 이익과 주식배당금을 환전하거나 자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투자자는 공개된 거래시장을 통해 자본을 홍콩에 투자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식을 통해 자국으로 송금할 수도 있다.

세무기관: 홍콩세무국
회계기준/재무제표:

<홍콩재무보고기준>을 적용한다. 홍콩에 설립된 회사는

반드시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를 거쳐야 한다. 상장회사는 회사 등록지에 연간
재무제표 비안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회사등록지에 연간 재무제표 비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회계장부와 기록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는 연간 사업소득세신고표와 함께(소형법인 제외) 홍콩세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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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유형:

홍콩의 주요 기업유형은 유한회사(상장회사와 개인회사 포함),

합명회사, 독자기업과 경외법인의 지사기구 또는 연락사무소이다.
홍콩에서 가장 흔한 기업유형은 유한회사로 그 중 대부분은 개인 주식유한회사이다.
홍콩에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1 명의 자연인 이사와 회사 비서가 있어야 한다.
홍콩에 거주하지 않는 인원이라도 회사 이사로 위임될 수 있으며 유한회사의 주주는
홍콩 주민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경외 법인이 홍콩에 설립한 지사기구는 법률 상 모회사와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경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기능상의 제한이 있으므로 영리성 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

사업자 등록: 홍콩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홍콩에서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개업 후 1 개월 이내에 홍콩세무기관(즉 홍콩세무국)으로부터 「상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상업 등록증」외에, 홍콩에 등록한 현지 회사는 반드시 회사등록지에서 「회사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외지에 설립되었으나 홍콩에 영업장소를 갖춘 회사는
영업장소 설립 후 1 개월 이내에 회사등록지에서 「비홍콩회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홍콩은 원스톱 회사 등록 및 비즈니스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상으로
회사등록 및 상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 시간 이내에 완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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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목 개요
<세무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은 주로 사업소득세, 급여소득세와 부동산소득세 3 가지가 있다.

사업

급여

소득세

직접세

소득세

부동산 소득세

기타 세목에는 인지세, 관세, 도박세와 호텔숙박세가 포함된다.

인지세

도박세
기타 세목

관세

호텔숙박세

홍콩 세제의 특성：


간단한 세제



지역 출처의 개념



주식배당금 과세 면제



판매세/소비세/증치세 면제



원천과세(주식배당금과 이자)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상속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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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 - 사업소득세
과세대상:

홍콩에서 어떠한 산업, 전문직종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해당 산업,

전문직종 또는 사업으로부터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자산 양도차익 제외)을 취득한
법인, 공동기업, 신탁업자 또는 단체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경외 법인(그 지사기구
포함)이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홍콩에서 발생한 수입을 취득한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한다.

과세기초: 홍콩은 속지주의에 기초한 과세 제도를 실시한다. 즉, 홍콩에서 발생한
수입에 한하여 홍콩에서 과세하므로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지사기구와 회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한다.

세율:

사업소득세의 일반세율은 16.5%(법인) / 15%（非법인회사）이다. 2 단계

세제에 따라 법인의 첫 200 만 홍콩 달러의 과세소득에는 사업소득세율 8.25%가
적용되며 그 이상의 과세소득에는 16.5%를 적용한다.

非법인회사의 2 단계 세제 사업소득세율은 7.5%와 15%이다. 그룹기업이 해당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기업 간에는 1 개의 기업만 동 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소득

세율

첫 200 만 홍콩달러
기타 부분

법인

非법인회사 업무

8.25%

7.5%

16.5%

15%

파트너십이 기업파트너와 非기업파트너로 구성된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200 만
홍콩 달러의 과세소득은 관련 이익배당비율에 따라 기업 파트너와 非기업파트너에게
배분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인

8.15%(기업파트너)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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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홍콩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자산 양도차익 제외)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홍콩은 일반적으로 「작업검증법」을 사용하여 이익의 출처를 확정한다.
즉, 납세자가 종사하고 있는 관련 이익의 취득 활동 및 동 납세자가 해당 활동에
종사하는 장소를 조사함으로써 이익의 출처를 확정한다.
일부 유형의 소득은 일반 사업소득세 과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세무조례>의
기타 조문에 의해 홍콩 세무체제에 포함되어 과세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예시: 홍콩의 각종 지적소유권을 사용하여 지급한 특허권사용료 (「원천과세」 장절의
「특허권사용료」부분 참조)

주식배당금: 주식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주주가 홍콩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며, 경외
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배당금은 경외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홍콩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과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분 자산이 실질적으로 무역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제항목: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과세소득을 취득하기 위한 각종 비용은 모두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지출은 일반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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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공제 제한: 홍콩은 과소자본에 관한 규정 또는 그와 유사한 규정이 없지만
이자비용의 공제에 대해 특정 제한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非금융기구에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 수취인이 홍콩에서 해당 이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면 해당
이자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단, 홍콩에서 그룹 내부 자금조달을 진행하는 납세자가
경외 특수관계기구에 지급하는 이자는 제외한다. 또한, 홍콩은 「담보대출 테스트」,
「이자환류 테스트」와 같은 관련 조세회피방지책을 사용한다.

세수우대: 다양한 산업 또는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홍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세수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 경내 및 off-shore 펀드 세금 면제；
• 기업 자금센터에 대한 우대 세율；
• 적격채무어음 소득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
• 재보험 및 캡티브보험, 경영상 일반보험업무를 선택한 직접보험회사 및 지정된
보험회사의 일반재보험회사에 대한 우대세율, 선정된 보험중개업무에 대한
세수우대 ;
• 항공기 리스업무, 적격 선박임대업체 및 적격 선박리스 관리업체에 대한 우대세율.

펀드
경내 및 off shore 펀드에
기업 자금센터

대해 사업소득세 면제

8.25%의 우대세율
연구개발
적격 연구개발비용은 300%

/ 200%의 추가공제를 받을

적격 채무어음

수 있음

사업소득세 면제

선박 리스

보험

면제/ 8.25%의 우대세율

8.25%의 우대세율
항공기 리스

8.25%의 우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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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세무결손은 무기한 이월할 수 있으며, 해당 납세자의 다음 연도의 과세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 한편, 홍콩의 조세회피방지법은 세수우대 취득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요 목적으로 결손회사를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인수된 결손금은 이월할
수 없고 기타 납세자에게 이전할 수도 없다.

해외 납세 감면:

홍콩은 지역 출처에 기초한 과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규정에 부합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수협정에 따른
세금공제 또는 일방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국외전출세: 홍콩은 자본소득이나 자금의 송금행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여 자산처분의 실질이 무역의 성격을 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수익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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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준법 의무
과세연도: 사업소득세는 과세연도(매년 4 월 1 일~ 익년 3 월 31 일)별 과세소득에
따라 징수한다. 한 개 과세연도의 과세기간이라 함은 보통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회계연도를 지칭한다.

세금신고: 홍콩세무국은 보통 매년 4 월 첫 근무일마다 사업소득세 신고서를
발송하여 기업이 지난 과세연도까지의 연간 회계보고서에 관한 신고정보를
작성하도록 하며, 기업(소형회사 제외)은 신고서 제출 시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와 함께
홍콩세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규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발송일로부터 1 개월 이내이다. 기업이 세무 대리인에게 위탁한 경우, 세무 대리인은
전반적인 연기 계획에 따라 신고서 제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홍콩에서 그룹기업의
합병신고는 금지되어 있으며 그룹 결손에 대한 면제규정이 없다. 동일 그룹 산하의 각
회사는 반드시 각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 홍콩세무국은 신고서를 받은 후 과세통지서를 발송하며, 기업(및 법인 외의
인원)은 세금평가통지서를 받은 후 과거연도의 평가이익에 따라 추정된 사업소득세를
예납해야 한다. 기납한 추정 예납세금은 해당 과세연도에 최종적으로 평가된
사업소득세 공제에 사용된다. 공제 후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다음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추정세액 공제 시 사용한다.

벌금:

납세자가 적시에 세금신고 및 세금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홍콩세무국은 추징금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심사: 납세자는 홍콩세무국에 <세무조례>의 활용을 위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홍콩세무국은 APA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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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경영활동 요구사항: 홍콩에서 영위하는 사업(예를 들어 항공기 리스,
기업 지금센터, 캡티브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일반보험업무, 보험중개업무, 선박리스
등)이 최저 경영 요구사항에 부합할 경우 특정 세수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
경영 요구사항은 상이한 경영지표(예를 들어 홍콩에서 해당 활동에 종사하는 전일제
종업원수 및 홍콩에서 발생한 관련 업무지출 금액 등)에 따라 확정한다.

정보공개 요구사항: 홍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신고 기준을 실시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홍콩의 금융기관은 세무정보 교환에 동의한
국가나 지역(쌍방 주관당국의 협의 또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하의 여러
주관당국의 협의에 따라 홍콩과 자료 자동교환 관계를 맺은 국가나 지역)에 위치한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정보를 홍콩세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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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과세
주식배당금:

홍콩기업이 주민이나 비주민에게 지급한 주식배당금은 원천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자: 홍콩기업이 주민 또는 비주민에게 지급한 이자는 원천과세 대상이 아니다.
특허권사용료:

홍콩에서는 대부분 홍콩에서 사용된 지적소유권이나 수권 또는

지급자가 세전에 공제할 수 있는 특허권사용료는 모두 과세소득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과세금액은 지급한 특허권사용료 총액의 30%이며 실질 세율은 4.59%
(법인의 경우)이다.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한 지적소유권에 대해 비주민
특수관계법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특허권사용료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적용 세율은 16.5%(법인의 경우)이다. 2 단계 세율 세제는
비거주자가 특허권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한 자는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비거주자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관련 세무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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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목 : 급여소득세
과세대상: 고용된 직원의 고용업무 원천이 홍콩인 모든 직원(현지 직원과 외국국적
직원)이 홍콩에서 획득한 업무소득은 급여소득세 납부 대상이다.
홍콩 고용직원이 아닌 인원은 홍콩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한하여
급여소득세를 징수하며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한다. 동 비거주민 직원이 해당 과세연도(매년 4 월 1 일~ 익년
3 월 31 일) 내 홍콩에서 거주한 시간이 60 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급여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홍콩 기업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내 홍콩에 거주한 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직위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전액 급여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기준:

홍콩에서는 지역원천을 기초로 하는 세금징수 제도를 실시한다.

홍콩에서 발생하였거나 홍콩으로부터 취득한 직위, 고용단위의 급여 또는 퇴직금
소득은 모두 급여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업무의 원천지는 고용계약 협상,
체결과 실시 장소, 고용주의 거주지 및 직원 급여의 지급지역에 따라 확정한다.
고용업무의 원천지가 홍콩인 경우, 취득한 소득은 모두 홍콩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업무의 원천지는 홍콩 이외의 지역이나 일부 직위를 홍콩에서 이행하는
경우, 홍콩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은 홍콩을 원천지로 간주한다.

세율:

개인 과세소득액(즉, 과세소득에서 공제가능 금액 및 면세액을 차감)은

누진세율에 따라 징수한다. 한계세율은 2%~17%이고 최고 세액은 15%의 표준세율에
따라 순소득액(즉 면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소득)을 계산한 세금이다.
과세소득액 （과세소득에서 공제가능금액 및 면세액 차감）

세율 (2018/19 년도부터)

50,000 홍콩달러 미만

2%

50,001~100,000 홍콩달러

6%

100,001~150,000 홍콩달러

10%

150,001~ 200,000 홍콩달러

14%

200,000 홍콩달러 이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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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개인이 홍콩에서 발생하였거나 홍콩으로부터 취득한 총 소득액에서

공제가능한 지출(예를 들면: 인증된 자선기부금, 자기계발 지출)과 면세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징수한다.
과세소득은 임금, 급여, 직책수당, 수수료, 특별배당금, 보너스, 만기 보수, 수당 및 기타
부가 수익을 포함한다. 모든 퇴직금은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 취득한 주식배당금, 이자 또는 자본이득은 급여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된 업무로 인해 취득하게 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포기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은 과세 대상이다. 고용주가 제공한 수당, 별도의 보너스 및
부가적 이익 또한 과세대상이며, 이에는 현금수당,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이행한 개인
법률책임,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이익, 교육복지 및 휴가여행복지가 포함된다.
<고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취한 해고수당과 장기 서비스료는 급여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취득한 해고수당 또는 장기 서비스료가 <고용조례>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급여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복지: 고용주 또는 특수관계자가 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은
주택의 임대료에 대하여 급여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는 고용주가 제공한
소득에서 지출과 비용(단, 자기계발 지출은 차감하지 않음)을 차감한 후 10%를 곱하여
계산한다(호텔과 숙소는 직원 급여의 4% 또는 8%로, 구체적으로 호텔과 숙소의 방
수량에 따라 정함). 상기 계산방법은 직원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고용주가 일정한
감독관리 절차를 이행하여 임대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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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능한 항목: 완전하고 유일하며 과세소득의 발생을 위해 반드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공제가능한 항목이다. 이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자기계발지출, 최대 100,000 홍콩달러 공제 가능;



주택대출이자, 최대 100,000 홍콩달러 공제 가능；



연장자 배려지출, 최대 100,000 홍콩달러 공제 가능；



MPF 연금 또는 인증직업 퇴직제도로 인한 강제적 납금, 최대 18,000 홍콩달러
공제 가능；



인증된 자선기구에 100 홍콩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최대 공제액은
기타 공제액을 차감한 후 과세소득의 35%를 초과하지 않음；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자체적으로 의료보험계획서에 따라 보험증서의 소유자
신분으로 피보험자를 위해 납부한 준법 보험료, 최대 8,000 홍콩달러 공제 가능；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보험증서 소유자의 신분으로 연금수령자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을 위해 납부한 적격 연금 보험료 및 세금 공제가 가능한 MPF 자체적 출금,
최대 60,000 홍콩달러 공제 가능.

면세액:

적용세율로 급여소득세를 계산하기 전 과세소득에서 다음의 면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액（2019/2020 과세연도）

홍콩달러

기본 면세액（미혼자）

132,000

기혼자 면세액

264,000

한부모 면세액

132,000

자녀면세액（제 1~9 명 자녀（자녀별））

120,000

부모 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양 면세액（부양대상 1 명당）
~ 60 세 이상

50,000

~ 55 ~59 세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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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세수 감면: 직원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미 서비스
제공 지역에서 해당 서비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동 타지 세목이 홍콩의
급여소득세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지역이 홍콩과 세수협정(즉 이중과세 방지 협정/안배)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동
부분의 타지에서 세금을 납부한 소득은 일방적 감면(즉, 홍콩 급여소득세 면제)을
획득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지역이 홍콩과 세수협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직원은 관련
협정에 따라 세수 공제의 방식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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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세 준법 의무
과세기간: 매년 4 월 1 일 ~ 익년 3 월 31 일
납세 신고: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작성, 제출한다. 기혼자와 배우자는
합병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유형별 과세소득(예: 급여소득, 사업소득세
이익, 부동산소득세 수입)이 있는 경우, [개인소득 과세]의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즉 유형별 과세소득을 병합하여 과세한다.
홍콩 세무국은 매년 5 월 첫 근무일에 납세자에게 신고서를 발송한다. 각 납세자의
신고서는 발송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홍콩 세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1 개월 연장한다.
직원과 고용주는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직원이 동 과세연도 내에 획득한 전부
급여(과세복지 포함)를 신고한다. 홍콩 세무국은 납세 신고서를 접수한 후 과세통지서를
발송한다.

납세:

급여소득세는 2 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1) 직전 3 월 31 일까지 종료된

과세연도 내에 평가된 급여소득세와 현재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할 예납급여소득세의
75%는 전부 당해 1 월 또는 2 월에 납부하고, (2) 잔여 급여소득세는 4 월(과세연도 종료
후)에 납부한다.

벌금: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홍콩 세무국은
부가 세금과 벌금을 부과한다.

심사: 납세자는 <세무조례>의 적용에 대해 홍콩 세무국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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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규칙
홍콩의

이전가격

규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이전가격지침에

따르며

특수관계자간에 진행되는 거래는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특수관계자간의 실제
거래가격과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상이하므로써 세무상 이익이 발생할 경우,
홍콩 세무국은 해당 기업의 이익 또는 결손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이전가격 규칙은
자산의 매각, 양도, 사용 및 용역의 제공을 포함하는 특수관계거래에 적용된다. 홍콩
세목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현지 거래는 독립거래원칙 준수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홍콩은 OECD 에서 권장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일부
다국적 법인그룹의 구성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를 포함하는 3 단계 파일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홍콩은 입법을 통해 APA, BAPA, MAPA 제도를 수립하였다.

반탈세 규칙
고의적으로 허위 또는 허구의 거래를 통하여 세무 결손 회사를 이용하여 세무상
이익을 얻는 것을 유일하거나 주요한 목적으로 실시한 반탈세 행위에 대해 홍콩
세무국은 <세무조례> 중 일반 반탈세 조항을 인용하여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각 세무우대정책에는 모두 특정된 반탈세 조항 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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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목, 비용
부동산 소득세: 부동산 소유주(건물주)는 홍콩에 위치한 부동산의 임대료 소득에
대해 부동산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소득세는 과세표준에 15% 표준세율로
계산한다. 부동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부동산 소유주가 수취한 임대료, 서비스료
및 기타수입에서 20%(표준소득공제액)를 차감한다. 기업이 과세대상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 경우, 기납부한 부동산소득세에 대한 공제 또는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인지세: 인지세는 홍콩에 위치한 부동산 임대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홍콩증권의
양도계약서에 대해 징수하는 세목이다. 부동산 또는 홍콩증권의 매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인지세는 양도 당일의 시장가격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홍콩증권 양도 인지세는 양도증권 가치의 0.2%(즉, 매입문서 및 매각문서에 각각
0.1%)의 세율로 부과한다.
부동산 임대계약의 인지세에 대하여, 임대기간이 1 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세율은
1 년(또는, 1 년 이하)의 임대기간 동안 납부할 임대료 총액의 0.25%이며; 임대기간이
1 년 이상, 3 년 미만인 경우, 세율은 연간 임대료 또는 평균 연간 임대료의 0.5%이며;
임대기간이 3 년 이상일 경우, 세율은 연간 임대료 또는 평균 임대료의 1%이다.
부동산 매매에 대해 종량인지세를 실시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의 ‘종량인지세’
최고세율은 부동산 판매가격 또는 가치의 8.5%이다. 거주용 부동산의 ‘종량인지세’
세율은 15%의 단일 세율이나 특정 상황은 제외한다. 또한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6 개월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5%~20%의 ‘추가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홍콩 영구 주민이 아닌 자(유한공사 포함)가 거주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15%의 세율에 따라 ‘구매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룹 내 양수도에 해당하고 특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지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19

홍콩 세무 가이드 2020

도박세: 도박세는 일부 도박사업 소득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이며 경마베팅, 축구
경기 베팅, 현금도박 활동, 복권 활동을 포함하며 세율은 25~74.5%이다. 경품
추첨행사 당첨자는 도박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호텔숙박세: 호텔숙박세는 호텔 및 여관 부동산에 대해 징수하는 세목이며 각 호텔,
숙박업체의 소유가자 세금을 신고, 납부한다. 2008 년 7 월 1 일부터 정부는 세율을
고객이 지불하는 숙박비의 0%로 인하하여 호텔숙박세를 면세화하였다.

관세: 홍콩은 자유항으로서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외사항으로 도로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은 운송국에 최초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 및 내국생산에
관계없이 4 가지 품목(주류, 담배, 탄화수소계 유류, 메틸알콜)은 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홍콩으로부터 수출되는 품목에는 소비세 및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홍콩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홍콩은 2006 년에 상속세를 취소하였다.
사회보험료: 고용주와 직원은 정기적으로 직원의 관련소득의 5%를 의무공적금제도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MPF)에 납부하여야 하며 최저한도 및
최대한도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급제 직원의 최대한도 소득 및
최저한도 소득은 각각 7,100 홍콩달러와 30,000 홍콩달러이다. 월별 소득이 7,100
홍콩달러 미만인 직원은 고용주만 5%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직원은 납부하지 않는다.
월별 소득이 7,100 홍콩달러 이상인 직원은 직원과 고용주가 각각 5%의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직원 납입분은 고용주가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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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협정
홍콩은 다음의 세무관할구와 전면적인 이중과세 방지 세수협정을 체결하였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파키스탄



벨라루스



일본



포르투갈



벨기에



저지 섬



카타르



브루나이



한국



루마니아



캄보디아



쿠웨이트



러시아



캐나다



라트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리히텐슈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핀란드



마카오특별행정구



스위스



프랑스



중국 대륙



태국



건지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연방



헝가리



몰타



영국



인도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2020 년 8 월 기준）

홍콩은 2017 년 6 월 7 일에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방지를 위한 세수협정 관련 조치 실시에
관한 다자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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业服务。敬请访问 www.deloitte.com/cn/about，了解德勤全球约 312,000 名专业人员
致力成就不凡的更多信息。
德勤亚太有限公司（即一家担保有限公司）是德勤有限公司的成员所。德勤亚太有
限公司的每一家成员及其关联机构均为具有独立法律地位的法律实体，在亚太地区
超过 100 座城市提供专业服务，包括奥克兰、曼谷、北京、河内、香港、雅加达、
吉隆坡、马尼拉、墨尔本、大阪、首尔、上海、新加坡、悉尼、台北和东京。
德勤于 1917 年在上海设立办事处，德勤品牌由此进入中国。如今，德勤中国为中国
本地和在华的跨国及高增长企业客户提供全面的审计及鉴证、管理咨询、财务咨
询、风险咨询和税务服务。德勤中国持续致力为中国会计准则、税务制度及专业人
才培养作出重要贡献。德勤中国是一家中国本土成立的专业服务机构，由德勤中国
的合伙人所拥有。敬请访问 www2.deloitte.com/cn/zh/social-media ，通过我们的社交
媒体平台，了解德勤在中国市场成就不凡的更多信息。
本通讯中所含内容乃一般性信息，任何德勤有限公司、其全球成员所网络或它们的
关联机构（统称为“德勤组织”）并不因此构成提供任何专业建议或服务。在作出
任何可能影响您的财务或业务的决策或采取任何相关行动前，您应咨询合资格的专
业顾问。
我们并未对本通讯所含信息的准确性或完整性作出任何（明示或暗示）陈述、保证
或承诺。任何德勤有限公司、其成员所、关联机构、员工或代理方均不对任何方因
使用本通讯而直接或间接导致的任何损失或损害承担责任。德勤有限公司及其每一
家成员所和它们的关联机构均为具有独立法律地位的法律实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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