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현지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초기에 세무상 여러 장점이 있으며, 초기 투자 이후 사업체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법
인세 (30% 또는 27.5%)를 납부한 이후에 지급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이런 이유로 많은 외국 기업이 호주 현지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해 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인원 중 현지 영주권자 이상의 이사진은 보통 법인 설립 대행업
체에서 지원하므로 외국인이 참여 불가능한 기업 설립 형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현지법인

현지 법인은 ‘Pty Limited’로 표시하게 되며, 호주의 회사 등록 기관인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에 등
록된다. 등록 완료 시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부여받게 되며, 회사와 관련해 등록된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일 년에 한 번씩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영업 이익 발생 시 법인세율인 30%를 호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5,000만 호주달러 미만의 기업은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돼 법인세 27.5%를 납부한다. 순이익을 한국 본사로 배당금 형식으로 보낼 경우
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 없다. 그러나 세금 공제 전 배당금일 경우 배당금의 15%를 호주 국세청에 원천 징수세
(Withholding Tax)로 내야 한다. 한국으로 이익금 전부를 송금할 수 있으며 상한선은 없다.

Pty Limited는 호주상법(Corporations Act)상 비상장법인을 의미하며 회사 설립 시 기본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대표 (Director)는 1인 이상 반드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주주는 법인 및 개인 모두 가능함.
- 최소자본금 1호주달러 이상(1주도 가능)

2) 외국 법인

외국 법인의 설립 역시 현지 법인과 마찬가지로 연회비 지불 및 회사 등록 내용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실제 사업형태
는 현지법인과 유사하나 구분상 지사(외국 법인)의 형태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현지 법인과 동일한 절차와 의무를 가진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호주 회사 주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호주에 등록된 외국 법인은 호주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익이 발
생하게 되었을 경우, 호주 내에서 이익의 30%(연매출액 5,000만 호주달러 미만, 법인세 27.5%)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현
지법인과 동일하다.

2019년 7월 이후 변경된 ASIC 비용은 아래와 같다.

- 등록 시(ARBN 신청) : 495호주달러
- 매년(Annual Review Fee) : 267호주달러(Pty Ltd), 1,240호주달러(지점)

지사
호주의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의 지점(Branch)의 형태로 호주에 진출할 경우, 외국 법인(Foreign Registered
Company)으로 분류되게 된다. 법인의 등록도 위의 현지 법인과 마찬가지로 회사 등록 내용 변경 신고 및 연회비 지불의 의무가 있다. 이
경우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대신하여 ARBN(Australian Registered Body Number)을 신청하여 번호를 부여받게 된
다. 이후로는 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외국 법인이 호주 내 지점을 설립할 경우, 본사는 호주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므로, 본사의 현재 이사진(개인 신상)과 주주명부
및 회사 정관, 등기부 등본 등이 필요하며, ASIC에 제출 시 위의 서류를 모두 번역, 공증(Notary Public)하여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
한, 현지에 있는 영주권자 이상인 사람을 반드시 Local Agent로 임명하여 ASIC에 회사 변경사항(주주, 이사 등) 신고 및 제출의 의무를
호주 현지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인이 아닌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한국 서류의 영문 번역 및 공증 그리고 서류검토의 시간
이 더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시간이 더 소요되며, 비용도 법인(Pty Ltd) 설립의 경우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

연락사무소
호주 내 상법상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등록 규정이 없으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영업 활동을 도우며 그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들만 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가가치세(GST)신고 및 직원 급여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공개 법인으로 주식의 공모가 원칙이며 발행된 주식은 증권 거래소에 등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호주 거주자 2명 포함 적어도 3명의 임원 맟 1명의 호주 거주인 자격이 있는 총무를 두어야 한다. 무한책임회사와 보증책임주식회사를 제
외한 나머지 회사는 회사명에 항상 ‘Limited’ 혹은 ‘Ltd’라는 명칭을 포함해야 하고 재무제표의 공개의무, 감사 등 비공개 회사보다 많은 규
제를 적용받게 된다.

유한책임회사
우리나라 상법상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비공개 법인으로 주식, 사채 및 기타 증권의 공모가 금지된다. 이 경우 직원이 아닌 주주가 50명을
넘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 1명의 총 책임자 등록 및 1명의 호주 거주인 자격이 있는 임원을 두어야 한다. 회사명에 항상 ‘Proprietary’ 혹은
‘Pty’를 붙여야 하고 현금 또는 기타의 대가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사모 방식의 주식 및 담보 부기채 발행이 가능하다. 재무제표는 세무
신고서를 제외하고는 공표의 의무는 없다. 매해 비공개회사는 '소규모' 혹은 '대형' 비공개회사로 구분되는데 아래의 조건 중 2가지 이상
을 충족시킬 때만 '소규모'로 분류된다.

- 회계연도 회사 소득이 5,000만 호주달러 이하
- 회계연도 회사 자산이 2,000만 호주달러 이하
- 회계연도 회사 직원 수가 50명 이하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즉, Sole trader는 개인이 사업체가 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형태이다. 개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Australian
Taxation Office(호주국세청, 이하 “ATO”)에서 Australian Business Number(사업자등록번호, 이하 “ABN”)를 부여받아야 한다. 사업
소득은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되며, 사업주는 근로소득 등 여타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사업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로 사업 운영 시 장점은 사업 설립비용과 관리,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사업손실 발생 시 사업 손실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상계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 전환 시 사업 이전에서 오는 양도소득이 법인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계산 시
50%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더하여 사업 관련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에 대해 Small business concession(소규모 사업자에
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이하 “SBC”)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사업자로 사업 운영 시 단점은 사업상 발생하는 법적 책임, 부채 및 사업손실이 사업주 개인에게 전가되며,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 수
준에 따라 최고 45%의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사업손실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공제 시, Non-commercial Loss Test(비소

득 손실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Calibre Business Advisory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61-2)9261-2177
Level 15/309 Kent St, Sydney NSW 2000
http://calibreba.com.au
jamie.lee@calibreba.com.au
有(이준목 회계사(Lee, Jun Mok), 김용진 회계사(Kim, Yong Jin))

ㅇ Private Advisory Group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61-2)8386-8733
1/35 West Parade Eastwood NSW 2112
http://www.privateca.com
eric.kang@privateca.com
有(강민우 회계사(Kang, Min Woo))

ㅇ H and H Lawyers
전화번호
주소

+61-2)9233-1411
Level 5, 32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hhlaw.com.au

이메일

ken.hong@hhlaw.com.au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有(홍경일(Hong, Kyung Il), 김현태 변호사(Kim, Hyun Tae))
노동법 등 전문 법무법인

ㅇ The Hills Legal Hous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61-0)414-070-657
U277, 398 Pitt st. Sydney NSW 2000
https://ko-kr.facebook.com/thehillslegal.com.au/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law@seongminlee.com
有(이성민 변호사(Lee, Seong Min))

ㅇ Moore Stephen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61-2)8377-9000
Level 7, 9 Castlereagh st Sydney NSW2000
http://www.moorestephens.com.au
jyu@Moorestephens.com.au
有(유형석 변호사(Yu, Hyung Suk))

ㅇ Wentworth Lawyers and Partner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61-1300-577-502
L13, 2 Park st Sydney NSW 2000
http://www.wwlp.com.au
johnpark@wwlp.com.au
有(박정호 변호사(Park, Jeong Ho), 이소정 변호사(Lee, So Jeong))

ㅇ EY(Ernest and Young)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1-2)9276-9815
200 george st sydney NSW 2000
simon.yoo@au.ey.com
有(유훈 전무, 아시아총괄 회계사(Simon Yoo))
4대 메이저 회계 및 컨설팅사

ㅇ Holing Redlich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61-0)428-505-264
Level 65 MLC Center, 19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http://www.holdingredlich.com
dr.christineoh@gmail.com
有(크리스틴 오, 한국기업 전문 변호사(Christine Oh))

비고

시드니 10대 종합 법무법인

ㅇ PKF Brisban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1-7)3839-9733
Level 6, 10 Eagle St Brisbane QLD 4000
https://www.pkf.com.au
ryan.kim@pkf.com.au
有(김상현(Kim, Sang Hyun))
브리즈번 지역 메이저 회계 및 컨설팅

ㅇ Findex
전화번호

+61-2)9619-1631

주소

Level 15, 1 O'Connell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s://www.findex.com.au/office/sydney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christine.park@findex.com.au
有(박희숙(Park, Hee Suk))
<자료원 : 회계 및 법무법인별 홈페이지, KOTRA 시드니 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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