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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퀀(Tai Kwun) 개관 - 문화 유산의 재탄생
홍콩의 옛 중앙경찰청사가 새 단장을 마치고 새로운 문화 중심지인 타

화유산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퀀 문화예술센터(Tai Kwun Centre for Heritage and Arts)로 대중에

할리우드 로드(Hollywood Road)와 챈서리 레인(Chancery Lane) 사이

게 모습을 드러냈다.

에 자리한 13,600 ㎡ 면적의 타이퀀 단지. 그 유구한 역사는 1841년

지난 5월 25일 개관식에서 캐리 람(Carrie Lam) 행정수반은 “타이퀀이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동어로 ‘큰 역(Big Station)’이라는 의미를 가

홍콩 문화유산 보존 사업의 일환이자, 100여년 넘게 홍콩의 중심업무

진 타이퀀은 옛 중앙경찰청사, 빅토리아 감옥, 중앙 관공서 등 16개의

지구로 자리를 지켜온 센트럴 지구 재개발 계획인 ‘센트럴 보존’ 프로

문화유산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젝트의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단장한 타이퀀에는 입주 아티스트를 위한 장소뿐만 아니라 세

람 행정수반은 “타이퀀은 아티스트부터 일반 관광객까지 남녀노소 모

계 각국의 전시, 행사, 공연, 영화, 사진, 음악, 디자인, 문화유산 등 도

두가 즐길 수 있는 장소이자 홍콩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문

심 속 문화생활에 단비가 되어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자세한 정보와 사진은 3페이지에서 계속.

타이퀀 개관식에 참석한 캐리 람 행정수반 (첫째 줄, 좌측 일곱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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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촉진하는 일대일로
6월 28일 개최된 제3회 일대일로 서밋(Belt and Road Summit)에는

‘성공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서밋은 홍콩특별행정구 캐

55개국 약 5,000여명의 정상급 인사들과 각 지역 비즈니스 대표들

리 람 행정수반의 개회사로 그 막을 열었다. 람 행정수반은 일대일로

이 참석했다.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참
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람 행정수반은 “세계 제일의 자유경제도시
이자 중국 제일의 국제도시로서 홍콩은 일
대일로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다. 홍콩은 정책 조정관리에서 금융통합, 무
역, 기반시설 정비, 인적 네트워크에 이르기
까지 다방면에서 각국 경제 통합에 큰 기여
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동-홍콩-마카오 지구의 개발이 지
역 내 연합과 통합을 장려할 것이며, 이를
통해 홍콩과 광동 및 일대일로 국가간 전
략적 제휴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

일대일로 서밋에서 연설중인 캐리 람 행정수반

세계 국가 경쟁력 2위에 오른 홍콩
지난 5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18년 세계 경쟁력 연감
(WCY)에서 홍콩이 국가경쟁력순위 2위에 올랐다.
홍콩은 세계 경쟁력 연감의 4개 주요 경쟁력 평가요소 중 ‘정부 효율’
과 ‘경영 효율’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세계 경쟁력 연감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 경영 효율, 사
회 기반 시설 등 4개 항목에서 이루어졌다. 평가 대상인 전 세계 63개
경제주체 가운데 미국이 1위, 홍콩이 2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싱
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순이다.

후강퉁 및 선강퉁 일일 거래한도 확대
2018년 5월 1일부로 후강퉁(상해-홍콩거래소) 및 선강퉁(심천-홍콩

폴 챈(Paul Chan) 홍콩 재정장관은 “후강퉁과 선강퉁의 일일 거래 한

거래소)의 일일 거래 한도가 확대됐다. 홍콩을 통해 상해와 심천으로

도 확대로 인해 외국 투자자의 중국 본토 주식 시장 진입과 중국 본토

투자되는 후구퉁과 선구퉁의 일일 거래 한도가 130억 위안에서 520

투자자의 홍콩 주식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것이며, 교차 매매 시장의

억 위안으로 조정되었으며, 강구퉁의 일일 거래 한도도 기존 105억 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국제금융중심지로서

안에서 420억 위안으로 늘어났다.

홍콩의 입지를 굳건히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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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퀀 문화예술센터
타이퀀은 홍콩의 주요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16개의 역

Club)이 38억 홍콩달러(한화 약 5,448억원)를 들여 복구한 복합문화공

사적인 건물로 이루어진 타이퀀은 홍콩자키클럽(Hong Kong Jockey

간으로,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taikwun.hk

ⓒ 사진 제공: 웬디 렁(Wendy Leung)

5월 29일부터 6월 24일까지 홍콩의 예술가 람 텅팡(Lam Tung-pang) 연출의
‘우리 미래의 역사’ 조명쇼가 타이퀀에서 상영됐다. 바락 블록(Barrack Block)에
펼쳐진 복합문화유산의 과거, 현재와 미래는 중앙경찰청사의 170년 역사에 숨
을 불어 넣었다. 이 행사는 타이퀀의 개관을 기념하는 다양한 전시회, 쇼, 공연,
문화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사진 제공: 웬디 렁(Wendy Leung)

타이퀀의 층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방문객들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된 현장을 통해 중앙경찰청사의 과거를 경
험해볼 수 있다. 위 사진은 ‘빅토리아 감옥의 생활상’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
으로, 옛 감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사진 제공: 웬디 렁(Wendy Leung)

‘타이퀀의 백 가지 얼
굴’ 전시회에서는 중
앙경찰청사의

역사

탐방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100가지 에
피소드를 통해 예전
중앙경찰청사에 얽힌
일화를 소개한다.

타이퀀에서 진행된 현대미술 전시회.

경제 지표
2018년 1분기 홍콩의 경제성장률은 4.7%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외부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2분기에 들어선 시점까지
내수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홍콩의 수출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힘입어 당분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우호적인 노동시장 환경과 소
득수준 또한 내부 수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홍콩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3-4%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시장지표

경제성장지표(전년 대비 실질 증감률(%))
2017-2018

GDP

소매판매

수출재화

수입재화

외래
관광객

가격지표

재무지표

(3개월 평균)

(전년대비 증감률(%))

중국
관광객

계절 조정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

항셍지수

일일평균주식거래량
(단위: 10억홍콩달러)

2017-4분기

3.4

4.9

6.8

8.5

6.0

8.0

2.9

1.6

29919

107.3

2018-1분기

4.7

12.7

9.7

10.6

9.6

12.6

2.9

2.4

30093

146.1

2018-1월

-

2.3

18.1

23.8

-2.6

-5.5

2.9

1.7

32887

160.9

2018-2월

-

28.3

1.7

-3.2

26.3

40.2

2.9

3.1

30845

144.8

2018-3월

-

10.1

8.0

10.7

8.9

10.1

2.9

2.6

30093

131.6

2018-4월

-

11.1

8.1

11.7

11.0

15.2

2.8

1.9

30808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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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투자청, 서울에서 오찬 설명회 개최
지난 7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홍콩투자청(InvestHK)과 코트라가

부가 후원한 ‘스마트혁신 홍콩을 통한 중국 웨강아오 대만구 진출전

공동주최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대표사무소인 홍콩경제무역대표

략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홍콩의 스마트혁신 추진 현
황과 홍콩을 활용한 한국기업의 웨강
아오 대만구 진출전략 등이 소개됐다.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쉘리 융(Shirley
Yung) 수석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스
티븐 필립스(Stephen Phillips) 홍콩투
자청장의 스마트혁신 홍콩을 통한 중
국 웨강아오 대만구 진출 전략 설명
이 진행됐다.

사진 촬영 중인 쉘리 융 수석대표(좌측 네 번째)와 스티븐 필립스 투자청장(가운데) 및 설명회 연사들

스포트라이트 홍콩 (S P O T L I G H T H K )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1주년
2018년 7월 1일 오전 홍콩 완차이(Wan Chai) 골든 보히니아 광장(Golden Bauhinia
Square)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국기 및 구기 게양식
이 진행됐다. 캐리 람(Carrie Lam) 행정수반을 비롯하여 고위 관료 및 귀빈들이 참
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스마트시티 정상회담에 참석한 스마트 로봇 소피아
6월 27일 홍콩에서 열린 미국상공회의소 스마트시티 서밋(Smart City Summit)
에서 안드로이드 (사람의 형상을 한 로봇) 소피아가 초청 연사로 등장해 홍콩특
별행정구 캐리 람 행정수반과 대화를 나눴다.
홍콩의 핸슨 로보틱스(Hanson Robotics)가 개발한 소피아는 사우디 아라비아 시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 축하 행진

민권을 획득하며 국제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소피아는 62가지의 감정

6월 30일, 홍콩의 반환 2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100개의 드론이 사틴 지구(Sha

을 얼굴로 표현하며, 자유로운 목 움직임이 가능하다.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얼

Tin District) 싱문강(Shing Mun River) 상공의 밤하늘을 수놓았다.

굴을 알아볼 수 있으며, 말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대화도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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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콩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지난 5월 29일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홍콩무역발전국

본회에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바이오테크, 스타트

(HKTDC)과 한국무역협회(KITA) 공동 주최로 제18차 한-홍콩 비즈니

업 지원 등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경제현황과 발전 및 한-홍콩 간 경

스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홍콩과 한국의 대표단 80여

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홍콩 기업 15개사와 한국 기업 40

명이 참석했다.

여 개사가 참가한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도 진행됐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한 홍콩무역발전국 마가렛 퐁(Margaret Fong) 사장(첫째 줄, 좌측 네 번째),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쉘리 융(Shirley Yung) 수석대표(둘째 줄, 좌측 여덟 번째)와
홍콩 및 한국 대표단

정동야행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위니 강(Winnie
Kang)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서울시
중구에서 주최하는 2018 정동야행 개
막식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되어 참석
했다.
일년에 두 번 개최되는 정동야행 행사
는 시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으
며, 거리 공연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
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사 기간에는 정동에 위치한 덕수궁,
서울시립미술관, 명동 성당 등 수많은
역사적, 문화적 시설을 밤늦게까지 개
방한다.
덕수궁에서 열린 정동야행 개막식

홍콩에서 개최 예정인 주요 MICE 행사
일자

행사명

2018 년 10 월 ~ 12 월

주최자

홈페이지 / 문의

10/5-9

국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gress of Parkinson’s Disease and Movement
Disorders)

국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https://www.mdscongress.org/Congress-2018.htm

10/11-14

글로벌 소시스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Global Sour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글로벌 소시스 (Global Sources)

http://www.globalsources.com/TRADESHOW/HONGKONG-ELECTRONICS.HTM?source=TSCHKKSFEC_CSFLOGO_HOME

10/13-16

홍콩 전자 부품 전시회 (electronicAsia)

홍콩무역발전국 (HKTDC)

http://www.hktdc.com/fair/electronicasia-en/electronicAsia.html?404;http://electronicasia.hktdc.com:80/index.htm

10/13-16

홍콩 추계 전자 전시회 (HKTDC Hong Kong Electronics
Fair (Autumn Edition))

홍콩무역발전국 (HKTDC)

http://www.hktdc.com/fair/hkelectronicsfairae-en/HKTDC-Hong-Kong-Electronics-Fair-Autumn-Edition.html

10/17-18

국제 면화 협회 연례 박람회 및 만찬 (International Cotton Association Annual Trade Event & Gala Dinner)

국제면화협회 (International Cotton
Association)

http://www.ica-ltd.org/trade-event-hong-kong-2018/

10/18-21

글로벌 소시스 모바일 전자전 (Global Sources Mobile
Electronics Show)

글로벌 소시스 (Global Sources)

http://www.globalsources.com/TRADESHOW/HONGKONG-ELECTRONICS.HTM?source=TSCHKKSFEC_CSFLOGO_HOME

아시아 완구 및 게임기 박람회 (Asian Toys & Games
Show)

10/20-23

아시아 선물용품 박람회 (Asian Gifts & Premiums
Show)
아시아 가정용품 박람회 (Asian Houseware & Kitchen
Show)

https://www.asiantng.com/toys-en-index.php
https://www.asiangnp.com/en-index.php?lang=en
아이디어 트레이드 (Idea Trade Limited)
https://www.asianhnk.com/house-en-index.php?lang=en

아시아 크리스마스 및 계절용품 박람회 (Asian Festive,
Christmas & Seasonal Show)

https://www.asianchristmas.com/festive-en-index.php?lang=en

10/25-28

홍콩 에코 엑스포 아시아 (Eco Expo Asia)

홍콩무역발전국 (HKTDC)

http://www.hktdc.com/fair/ecoexpoasia-en/Eco-Expo-Asia-International-Trade-Fair-on-Environmental-Protection.html

10/26-29

홍콩 아웃도어 및 조명기술 전시회 (HKTDC Hong Kong
International Outdoor and Tech Light Expo)

홍콩무역발전국 (HKTDC)

http://www.hktdc.com/fair/woolla-en/World-of-Outdoor-Lighting-and-Lighting-Accessories.html

10/27-29

아시아 문구 박람회 (Asian Stationery Show)

아이디어 트레이드 (Idea Trade Limited)

https://www.asianstationeryshow.com/stationery-en-index.php

10/27-29

아시아 선물 및 여행용품 박람회 (Asian Gifts & Travel
Goods Show)

아이디어 트레이드 (Idea Trade Limited)

https://www.asiangnt.com/travel-en-index.php?lang=en

10/27-29

아시아 위생용품 및 욕실용품 박람회 (Asian Sanitary &
Bathroom Accessories Show)

아이디어 트레이드 (Idea Trade Limited)

https://www.asiansnb.com/sanitary-en-index.php?lang=en

10/27-30

글로벌 소시스 패션 박람회 (Global Sources Fashion
Show)

글로벌 소시스 (Global Sources)

http://www.globalsources.com/TRADESHOW/HONGKONG-FASHION.HTM

10/27-30

글로벌 소시스 라이프스타일박람회 (Global Sources
Lifestyle Show)

글로벌 소시스 (Global Sources)

http://www.globalsources.com/exhibitions

10/27-30

홍콩 추계 국제 조명 전시회 (HKTDC Hong Kong
International Lighting Fair (Autumn Edition))

홍콩무역발전국 (HKTDC)

http://www.hktdc.com/fair/hklightingfairae-en/HKTDC-Hong-Kong-International-Lighting-Fair-Autumn-Edition.html

10/31-11/2

제20회 국제정신종양학회 (The 20th World Congress of
Psycho-Oncology and Psychosocial Academy)

홍콩암재단 (Hong Kong Cancer Fund)

https://ipos-society.org/world-congress/

11/7-9

홍콩 국제 광학 전시회 (HKTDC Hong Kong Optical
Fair)

홍콩무역발전국 (HKTDC)

http://www.hktdc.com/fair/hkopticalfair-en/HKTDC-Hong-Kong-Optical-Fair.html

11/8-10

홍콩 와인 박람회 (HKTDC Hong Kong International
Wine & Spirit Fair)

홍콩무역발전국 (HKTDC)

http://www.hktdc.com/fair/hkwinefair-en/HKTDC-Hong-Kong-International-Wine-and-Spirits-Fair.html

11/13-15

홍콩 미용 전시회 (Cosmoprof Asia)

11/14-16

홍콩 미용 전시회 (Cosmoprof Asia)

UBM 아시아 (UBM Asia Ltd)

http://www.cosmoprof-asia.com/en-us/

11/30 (TBC)

홍콩 국제 베이커리 엑스포 (Hong Kong International
Bakery Expo)

버티컬 엑스포 서비스 (Vertical Expo
Services Co., Ltd.)

http://hkbakeryexpo.com/

11/29-12/2

홍콩 국제보석디자인전시회 (Hong Kong International
Jewelry Manufacturers' Show)

홍콩보석디자인협회 (Hong Kong Jewelry Manufacturers' Association)

http://www.jewelryshows.org/en/trade/home.php

12/6-8

홍콩 국제 농수축산품 박람회 (AgriPro Asia Expo)

버티컬 엑스포 서비스 (Vertical Expo
Services Co., Ltd.)

http://agriproasia.com

12/10-13

홍콩 영화산업 무역 전시회 (CineAsia)

닐슨필름그룹 (Nielsen Film Group)

http://www.filmexpos.com/cineasia

12/12-14

2018 홍콩 학습&교육 전시회 (Learning & Teaching
Expo 2018)

디버시파이드 커뮤니케이션스 홍콩
(Diversified Communications Hong
Kong, LLC)

http://www.ltexpo.com.hk/

12/14-16

홍콩 다이빙 & 리조트 여행 전시회 (Diving & Resort
Travel Expo (DRT Show))

LX 디벨롭먼트 그룹 (LX Development
Group Limited)

http://www.divingandresorttravelexpo.com/

12/5-7

홍콩 스마트비즈 엑스포 (HKTDC SmartBiz Expo)

홍콩무역발전국 (HKTDC)

http://m.hktdc.com/fair/smartbizexpo-en/HKTDC-SmartBiz-Expo.
html?2

12/6-8

홍콩 디자인산업 박람회 (DesignInspire)

홍콩무역발전국 (HKTDC)

http://www.hktdc.com/ncs/designinspire2018/en/main/index.html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전화 : 02-2183-3852 (서울 연락사무소)
이메일 : seoul_enquiry@hketotyo.gov.hk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포털사이트 www.gov.hk
정부공보처 제공 뉴스 www.news.gov.hk
브랜드홍콩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brandhk.isd
홍콩경제무역대표부 www.hketotyo.gov.hk/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