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관세관  하유정 



1948년 2월, 최초의 해외 무역선 앵도호  



Ⅰ. 홍콩 무역의 특징 

      1. 개관 

      2. 홍콩의 주요 지표 

      3. 한-홍콩 교역 동향 

      4. 홍콩 무역의 주요 특징 

 

Ⅱ. 홍콩의 통관제도 

      1. 수출입 유의사항 

      2. 홍콩 경유 FTA 환적화물 지원 



Ⅰ. 홍콩 무역의 특징 
 

     1. 개관 

     2. 홍콩의 주요 지표 

     3. 우리나라와 교역 관계 

     4. 홍콩 무역의 주요 특징 



홍콩은 외교∙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향유 (一國兩制) 

- 홍콩은 독자적인 관세지역으로 중국과 별도로 WTO 및 WCO에 가입 

홍콩특별행정구 출범 : 1997.7.1 (홍콩 주권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양) 

인구 : 734만명,    언어 : 광동어 88.7%, 영어 3.1%  

 

면적 : 1,104㎢ (서울의 약 1.8배, 총 263개의 섬으로 구성) 



국민경제 

국민소득(GDP) : US$ 3,191억 

컨테이너 물동량 

시스템 개선 : 
1,322건 

교역량 

교역 규모 : US$ 9,739억  

               (전년 대비 0.9% 감소) 

시스템 개선 : 
1,322건 

항공화물 취급량 

1인당 국민소득 : US$ 43,400 

경제성장률 : ’16년 1.9% 

                 (0.5%P 감소) 

수출 : US$ 4,600억  

수입 : US$ 5,139억  

컨테이너 물동량 1,981만 TEU  

 - 세계 5위 (‘16) 

 cf) 상해 1위 (3,713만 TEU) 

항공화물 처리량 461만톤 

 - 세계 1위(‘16) 

 cf) 인천공항 4위(271만톤)  부산 6위 (1,946만 TEU) 



수출/구분 
2016년 

금액 비중(%) 

반도체 14,476 44.2 

전화기/통신기 5,057 15.4 

선박 1,873 5.7 

향수/화장품 1,082 3.3 

수입/구분 
2016년 

금액 비중(%) 

반도체 465 28.8 

금(반가공) 157 9.7 

전화기/통신기 110 6.8 

컴퓨터 109 6.8 

(단위 : US$ 백만) 

한-홍콩 주요 수출입 품목 한국의 對 홍콩 수출입 실적 

수출 :  US$ 327.8억(7.8% 증가) 
         중국, 미국에 이어 제 3위(약 6.7%) 

교역 :  US$ 343.9억(7.8% 증가)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에 이어 5위 

무역수지 흑자 : 중국에 이어 2위 (US$ 311억)  

수출 수입 

16억US$ 

328억US$ 

◈  홍콩으로 수입되는 한국제품 중 약 90%가 재수출(re-export)  
      되며, 그 중 약92%가 중국행, ’16년 기준, HKTDC) 

수입 :  US$ 16.1억(8.1% 증가)  



- 자체 수출은 54억불로 전체 수출 대비 1.2%에 불과(주로 주얼리(14%), 담배, 약재 순) 

연  도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율 48.9% 49.3% 51.1% 52% 54% 

< 중국이 홍콩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 

◈ 1인당 GDP는 중국 전체 평균 2.2배 
  → 중국 대표적 내륙소비시장  
 

◈ 세계의 공장(9.5%) → 고부가가치산업기지 



Ⅱ. 홍콩 통관제도 
 

    1. 수출입 유의사항 

    2. 홍콩 경유 FTA 환적화물 지원 



홍콩의 소비세 부과 현황 

 - 홍콩의 소비세는 단일 세종*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부과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의 구분 없이 Excise tax(소비세)만 존재  

 - 소비세 부과 4개 품목은 담배, 주류(알코올30도 초과), 메틸알콜,  

    탄화수소 오일(연료유) 

 - 연간 소비세 규모는 약 1.6조원 내외(전체 세수에서 2% 내외에 불과) 



주 요 과 세 대 상 품 목 세율 

항공기 연료유 US$ 0.84/liter 

디젤 연료유 US$ 0.37/liter 

무연 가솔린 US$ 0.78/liter 

시가 US$ 317/kg 

궐련(필터담배) US$ 0.25/개비 

와인 및 알코올 30도 이하 주류 0 

알콜 30도 초과 주류 100% 

메틸알콜 US$ 108/hectoliter 



예시  :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사전에 홍콩해관으로 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관련 소비세를 납부한 후 반출허가를 받아 화물을 통관 

◈ 의약품, 쌀, 신선/냉장 가금류 또는 고기류, 중국산 의약품, 분유, 다이아몬드 원석  



 ◈ 통관시 필요서류 

    - 적하목록, 선하증권, 운송증명서, Invoice, Packing List 등 

 ◈ 수입신고는 서비스 공급업체의 EDI망을 통해 전송 

 ◈ 수입신고 수수료, 신고지연 벌금이 있으며 데이터 전송료 발생 

 

◈ 법적 근거 : 수출입법령(IEO) 제15조, 17조, 18조 

*  All cargo which is imported or exported shall be recorded in a manifest. 

*  Any person who imports or exports any unmanifested cargo commits an offence. 



품명 누락 화물 압류 싱가포르 장갑차 압류 



Direct Transport 

Equivalent to 
Direct Transport 

자유무역협정 환적화물 편리계획 

Free Trade Agreement Transshipment Facilitation Scheme 



 적용 범위 

North-bound from 23 countries to Mainland China 
Australia, Bangladesh, Brunei, Cambodia, Chile, Costa Rica, 
India, Indonesia, Iceland, Korea, Laos, Malaysia, Myanmar,  
New Zealand, Pakistan, Peru, Philippines, Singapore, 
Switzerland, Thailand, Sri Lanka ,Taiwan, Vietnam 

South-bound from Mainland China to 3 countries 
Australia, Korea and Taiwan 

N 

S 



서비스 범위 (직접 운송 간주 가능) 최장 경유 기간 

ECFA between the Mainland and Taiwan ★ 60일 

The China-Korea FTA ★ 3월 

The China-Australia FTA ★ 12월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nd the China 

- 

The China-Pakistan FTA - 

The China-Singapore FTA 3월 

The China-Iceland FTA - 

The China-Switzerland FTA - 

The China-Chile FTA 3월 

The China-Costa Rica FTA 3월 

The China-Peru FTA 3월 

The China-New Zealand 6월 

The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 



내용 유형 화물종류 중국행4) 한국행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L) 발급을 통
해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
되는 화물  

Mode 1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불필요 불필요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Mode 2 컨테이너 화물1) 불필요 불필요 

Mode 3 벌크화물2) 필요 

홍콩 미보관 불필요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 보관3) 

불필요 

홍콩 보관 필요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
경되는 화물 및 컨테이너
에서 적출되는 화물 

Mode 4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필요  
+ 세관  
감독 

필요  
+ 세관  
감독 

컨테이너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홍콩 경유시 중국검증회사(China 
Inspection Company Limited, CIC)에  
의한 검사나 검역을 받아야 하는  
컨테이너 또는 벌크 화물은  
CIC에 비가공증명서를 싞청 

①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 
②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③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④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⑤DHL Central Asia Hub 등 장소에서 
 7일 이내 보관 한정 

품명, 포장 갯수, 중량이 모든 운
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운송서류를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종류 운송방식 처리방법 비용(HK$) 

A 항공/육로/해운 도착 화물 화물통합(적출입)이 필요한 화물 625 

B 항공 도착 화물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910 

C 육로/해운 도착 화물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1,470 

D 항공/육로/해운 도착 화물 서류 심사 155 





서비스 무역 상품 무역 

-  홍콩회사법에 따라 설립, 관련 면허/허가 보유  
     법인 설립 후 3~5년 실질적 운영 
     실질적 사업위한 영업소 보유, 
    50% 이상 홍콩영주권자 고용,  
    사업기간동안 이윤세 납부 

물류 

Under CEPA 직접 짂출 

- 국제선박관리, 컨테이너 보관, 임대 및 
  매매 등을 위한 회사 전액 출자(100%) 설립 가능 
- 중국-홍콩-마카오 구간 Shipping Agency를  
   전액 출자 설립 가능 
- 제3국 구간 Shipping Agency 설립의 
  경우 지분 51% 소유 가능  

- 외국기업 지분은 49%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합작법인만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