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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 간 CEPA하에서 상품 무역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
홍콩특별행정구정부와 중국 상무부가 2018년 12월 14일 중국 본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와 홍콩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

본 합의서는 또한 중국-홍콩 간 무역 촉진과 통관 절차 간소화, 관련

rangement; CEPA)의 틀 안에서 상품 무역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방안의 투명성 강화,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대한 약속을 담은

이 합의서는 CEPA 하에서 상품 무역의 자율화와 상품 무역의 촉진에

조항들을 포함한 무역 촉진의 원칙들과 특히, 광동-홍콩-마카오를 아

관한 약속을 통합 및 보충함과 동시에 상품 무역 자율화의 수준을 확

우르는 대만구 지역(Great Bay Area)에서 상품의 이동을 촉진시키기

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해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에 따라 광동 및 홍콩의 컨트롤 포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ROO)에 대한 새로운 합의 사항에 따라

인트에서 통관 처리량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2019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홍콩이 원산지인 상품들은 중국에 수입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포괄적 경제 동

될 때 무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 본 합의 하에서 기존에 적용되던 품

반자 협정

목별 원산지 규정 (product-specific ROOs; PSRs)에 더해 홍콩 상품

CEPA는 중국 본토와 홍콩 간에 체결된 포괄적인 자유 무역 협정으로

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 원산지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현

다음의 네 가지 분야를 포괄한다: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경

재 품목별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상품이더라도 일반적 원산지 규정

제 및 기술 협력

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중국에 수입될 때 즉시 무관세 혜택을 적용

세부 및 최신 정보는 www.tid.gov.hk/english/cepa/index.html 참조

캐리 람 홍콩 행정수반 (뒷줄 좌측에서 네번째)과 에드워드 야우 홍콩 상무경제발전부 장관 (뒷줄 좌측에서 세번째)의 입회 하에 폴 찬 홍콩 재무부총리와 중국의 푸즈잉 국제 무역협상 대표 겸
상무부 차관이 상품 무역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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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에서 상위권 차지
10월 31일에 발표된 세계은행의 2019년 기업환경보고서에서 홍콩은

또한 홍콩은 글로벌 로펌인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zie)와 옥스

작년 세계 5위에 이어 한단계 상승한 4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의 기

포드 이코노믹스 (Oxford Economics)가 2018년 12월에 공동 발표한

업환경 보고서는 190개국을 대상으로 10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기업

조사의 거래 매력도 지수에서 42개 국가 및 지역 중 1위를 차지하는

을 운영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갖췄는지에 대해 순위를 매긴다.

등, IPO와 M&A를 추진하기 좋은 나라에서도 수위를 차지했다.

세계 최초의 크로스 보더 핀테크 행사인 홍콩 핀테크 위크
이 행사는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는 홍콩 컨벤션 센터에
서 진행된 후 2018년 11
월 2일에 선전에서 막을
내리며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테마인 크로스 보더
(cross-border)를 잘 반영
시켰다.
이번 핀테크 위크에는 홍
콩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 주최한 국제관이 개설
홍콩과 심천에서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된 홍콩

됐으며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한국, 스페인, 스위스, 미국의 무역 대

핀테크 위크 (Hong Kong Fintech Week)에 8,0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표가 파견됐다.

홍콩투자청 (InvestHK)이 개최한 이번 핀테크 위크에 50개 이상 국가

3회째인 올해의 행사는 선전에서도 개최되어 세계 최초의 크로스 보

에서 온 참석자들과 260명 이상의 세계적 연사들, 100개의 전시자,

더 핀테크 행사가 되었다. 이번 행사는 인구 7,000만의 광동-홍콩-마

60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000건 이상의 비즈니스 매

카오 대만구 지역(Greater Bay Area)에 속한 홍콩이 가진 수많은 기회

칭 미팅이 진행됐다.

를 잘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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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룡지구에 시취센터 개관

시취센터의 아트리움은 행사장으로도 사용된다

홍콩의 랜드마크가 된 시취센터

시취센터에서 공연중인 월극(Cantonese Opera)

홍콩의 서구룡문화지구 최초의 공연장인 시취 센터가 2019년 1월 20

연상케 한다. 개관식에서 캐리 람 행정수반은 서구룡문화지구가 홍콩

일에 개관했다.

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예술과 문화를 초월해 많은 기

시취센터는 시취 (Xiqu)라는 중국 전통 예술 문화를 알리는데 중점을

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고 있다. 시취센터는 대극장과 티하우스 극장, 8개의 전문 스튜디오,

캐리 람 행정수반은 “서구룡문화지구의 성공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격

세미나실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의 빼어난 디자인은 전통적인 중국 등

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 중

불에서 영감을 받았다. 건물 전면은 양 옆으로 나뉜 무대 위의 커튼을

하나인 홍콩의 위상을 드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콩에 진출한 해외 기업 수 증가
홍콩 투자청과 홍콩통계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홍콩 외의 지역에 모

설문에 응답한 8,754개의 기업들 중 1,530개사는 지역본부였고 2,425

기업이 있으면서 홍콩에서 영업 중인 기업에 대한 2018년 연례 조

개사는 지사였으며 4,799개사는 지점이었다.

Ranked
the world’s
freest economy
for the 24th
consecutive
Hong 소재한 국가/지역 별로는 모기업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가
사’에
따르면as중국
본토를 포함한
해외에 모기업이
있으면서
홍콩에 year,모기업이
Kong is an ideal place for overseas and Mainland companies to run their
서 영업
중인and
기업의
수가
2017년 8,225개사에서 2018년 8,754개사
장 많았고 뒤이어 일본과 미국, 영국, 싱가포르 순이었다. 145개사의
regional
local
operations.
香港連續二十四年獲評為全球最自由經濟體，是海外及內地公司經營地區及本地業務
로 증가했다.
기업들이 홍콩에서 운영 중인 한국은 13위를 차지했다.
的理想地。

Total number of
companies with parent
companies outside HK

境外公司在香港的數目

8,754
companies 公司
(6.4%
increase yoy
按年增長)

부문별로는 수입/수출업과 도매 및 소매업 (3,950
Total number of
regional headquarters

Major sources of the
parent companies

개)에 종사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 금융 및 은행업

地區總部
在香港的數目

母公司主要來源地

(1,806개)과 전문직과 영업, 교육 서비스 (1,262개)
가 뒤를 이었다.

1,530

홍콩에 사무실을 두게 된 요인들 중에서는 “간소한

companies 公司

조세제도 및 낮은 세율”이 주요인이었다. 그 밖의
요인들은 내림차순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 자

(8.3%
increase yoy
按年增長)

유 무역항; 지리적 위치였다.
Mainland
China
中國內地

Japan
日本

US
美國

UK
英國

Singapore
新加坡

또한 홍콩투자청의 2018년 연례 스타트업 조사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공용 사무
공간과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에서 운영 중인 스타

- 모회사를 해외에 둔 홍콩내 해외 기업의 수: 8,754개 (전년대비 6.4% 증가)
Major lines of business
Favourable factors
- 홍콩에 지역 본부를 둔 기업의 수: 1,530개 (전년대비 8.3% 증가)
- 모회사가 해외에 있는主要業務範圍
경우, 주로 중국 본토와 일본, 미국, 영국, 싱가포르에 위치 有利因素

Simple
tax syste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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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O T L I G H T HONG KONG
서구룡역
홍콩의 새로운 아이콘
중국 본토의 고속철도 네트워크와 이어
지는 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도의 홍
콩 종착역인 서구룡역 (West Kowloon
Station)이 홍콩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
었다.
역 건물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들
이 보인다. 4,000개의 유리판으로 이루
어진 거대한 외벽은 일조량을 극대화 시
킨다. 지붕의 스카이 통로는 빅토리아 하
버의 전경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로 이
어지며 널찍하고 멋진 야외 공간이 역 주
변을 감싸고 있다. 서구룡역에는 홍콩과
중국, 세계 각지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
시되어 있으며 여러 차례 건축상을 수
상하기도 했다.

강주아오 대교
2018년 10월에 개통한 55km 길이의 강주아오 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이며 해저 터널이다. 매일 24시간 운영되는 이 대교를 이용하면 주강 삼각주에 있는 주
요 도시와 홍콩을 3시간 이내로 오갈 수 있다. 또한 홍콩항에서 주하이항과 마카오항으로 4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인기 많은 홍콩의 컨테이너항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하고 효율적인

국제 와인 및 주류 박람회 지난 11월 8일에서 10일까지 세계 각지 (33개

컨테이너항 중 하나를 갖고 있다. 2017년 콰이칭 컨테이너 터미널 (Kwai Tsing

국가 및 지역에서 온 1,075명) 관계자들이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국제

Container Terminals)은 2,080만 TEU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처리했다.

와인 및 주류 박람회에서 다양한 와인과 전시품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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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홍콩 아트 페스티벌 (2월21일-3월 23일)
1,700명의 저명한 국내외 예술가들이 166편의 공연을 펼치는 제47회 홍콩아트페스티벌 (HKAF Festival)이
2019년 2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Leipzig Gewandhaus Orchestra 가 연주
하고 Leipzig Opera 가 공연하는 바그
너의 Tannhäuser; São Paulo Symphony Orchestra 와 Marin Alsop 의
협연; Denis Matsuev 의 피아노 리사
이틀과 합동 재즈 콘서트, 국제 어린
이 피아노 콩쿠르를 수상한 네 명의
신동과의 협연 무대; Hamburg Ballet
의 The Nutcracker 와 The World of
John Neumeier, Beethoven Project
(아시아 초연) 공연; Ex Machina 가
제작하고 Robert Lepage 가 감독 및
출연한 887; Beijing LiLiuyi Theatre
Studio 의 The Tragedy of Hamlet,
Prince of Denmark* 공연; Loong
Man-hong 이 각본을 쓰고 홍콩의 유
명 감독인 Lee Chun-chow 가 감독
한 Gangsters of Hong Kong*; 퓰리처
상을 수상한 Zhou Long 의 오페라인
Madame White Snake.>

함부르크 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공연

일본 돗토리현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
제2회 아시아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가
2018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돗
토리현에서 개최되었다. 홍콩축구협회 유
소년팀과 한국 강원FC 산하 유소년팀, 일
본 가이나레 돗토리 FC 유소년팀 등 세 팀
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는 가이나레 돗토
리 유소년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 후원 기관인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에서는 커 리 차석대표가 환영 리셉션에
참석 후 경기를 참관하였다.
홍콩축구협회 유소년팀과 강원 FC 유소년팀의 경기는 11월 17일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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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장과 홍콩 행정수반의 회담
캐리 람 홍콩 행정수반이 지난 2월 1일 예빈

산업의 발전에 힘써왔으며 서구룡문화지구

부 집무실에서 한국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

에 있는 시취 센터와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

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에드워드 야우 홍

양 문화유산 보존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

콩 상무경제발전부 장관도 동석했다.

상한 블루하우스 클러스터 등 내외국인 모두

람 행정수반은 “경제 및 무역 부문에서의 협

에게 인기 있는 다수의 문화 시설이 개관했

력과 인적 교류의 지속으로 인해 홍콩과 한

다고 언급했다. 박원순 시장은 홍콩에 머무

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는 동안 두 곳을 모두 방문하였다.

의 케이팝 문화가 홍콩인들 사이에서 많은

람 행정수반은 홍콩과 한국 간 경제와 무역,

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 부문의 협력이 더욱 발전 여지가 있다

시일 내에 서울에 홍콩경제무역대표부가 개

또한, 홍콩이 최근 몇 년 동안 문화 및 창조

는 의견을 내비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

설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캐리 람 홍콩행정수반(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한국-홍콩 비즈니스 협회 서울에서 신년회 개최
한국-홍콩 비즈니스 협회와 홍콩무역발전국

첫 번째 신년회를 축하하였다.

은 지난 1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신년회

2018년 9월 창립한 한국-홍콩 비즈니스 협

를 개최하였다. 홍콩경제무역대표부의 후원

회는 비영리단체로, 홍콩에 진출하여 비즈니

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약 50명의 회원사와

스 활동을 하고 있거나 기회를 모색 중인 한

홍콩 유관 기관이 참석하여 협회가 맞이하는

국 기업 회원들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한국-홍콩 비즈니스 협회 신년회에 참석한 홍콩경제무역대
표부 쉘리 융 수석대표 (가운데)

홍콩관광청 한국지사, 신년 기자 간담회 개최
홍콩관광청 한국지사는 지난 1월 22일 신년

콩 현지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성과와 홍콩의 발

여행객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올

전상, 2019년도 사업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

드 타운 센트럴과 샴슈이포 지역 등 홍콩의

다. 이 날 간담회에는 37개의 언론사와 29개

새로운 면모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의 여행사가 참석하였으며, 홍콩관광청은 홍
금년도 사업 계획 발표 중인 권용집 홍콩관광청 한국지사장

홍콩무역발전국,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MOU 체결
지난 2018년 12월 7일 홍콩 디자인 인스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홍콩무역발전국의 통

이어 행사에서 홍콩무역발전국의 제니 쿠 서

합 비즈니스 솔루션을 지속 활용하여 충남

비스 프로모션 사업부문장과 충남문화산업

문화산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확대하기

진흥원의 김인수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MOU

로 하였다.

가 체결되었다. 이번 MOU는 양 기관이 문화

홍콩은 세계 문화산업 소비국 2위인 중국 본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시장 동향과 무역 관

토로의 진출을 비롯하여 젊은 소비자가 많은

련 정보를 활발히 교류함으로써 국제 파트

아시아 지역으로의 시장 확대가 가능한 플랫

너 관계를 견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폼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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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주요 MICE 행사
일자

2019 년 4 월 ~ 6 월

행사명

주최자

4/2-4

2019년 ACI 아시아 태평양/세계 연례 총회 및 컨퍼런
스, 전시회
(2019 ACI Asia-Pacific/ World Annual General Assembly, Conference & Exhibition)

4/6-9

홍콩 춘계 국제 조명 전시회
(HKTDC Hong Kong International Lighting Fair Spring
Edition)

홍콩무역발전국
(HKT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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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14

글로벌 소시스 컨슈머 전자 전시회
(Global Sources Consumer Electronics)

글로벌 소시스
(Global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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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16

홍콩 춘계 전자 박람회
(HKTDC Hong Kong Electronics Fair)

홍콩무역발전국
(HKTDC)

http://www.hktdc.com/fair/hkelectronicsfairse-en/HKTDC-Hong-Kong-ElectronicsFair-Spring-Edition.html

4/13-16

홍콩 국제 정보통신 박람회
(HKTDC International ICT Expo)

홍콩무역발전국
(HKTDC)

http://www.hktdc.com/fair/ictexpo-en/HKTDC-International-ICT-Expo.html

4/18-21

글로벌 소시스 모바일 전시회
(Global Sources Mobile Electronics)

글로벌 소시스
(Global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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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21

글로벌 소시스 기프트 앤 홈 전시회
(Global Sources Gifts & Home)

글로벌 소시스
(Global Sources)

http://www.globalsources.com/TRADESHOW/
HONGKONG-GIFTS-HOME-PRODUCTS.HTM?source=TSCHKCSFGH_CSFLOGO_SHOWN1

4/20-23

홍콩 가정용품 전시회
(HKTDC Hong Kong Houseware Fair)

홍콩무역발전국
(HKTDC)

http://www.hktdc.com/fair/hkhousewarefair-en/
HKTDC-Hong-Kong-Houseware-Fair.html

4/20-23

홍콩 국제 홈텍스타일 전시회
(HKTDC Hong Kong International Home Textiles and
Furnishings Fair)

홍콩무역발전국
(HKTDC)

http://www.hktdc.com/fair/hkhometextilesfair-en/HKTDC-Hong-Kong-International-Home-Textiles-Fair.html

4/27-29

글로벌 소시스 패션 전시회
(Global Sources Fashion)

글로벌 소시스
(Global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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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30

홍콩 선물용품 전시회
(HKTDC Hong Kong Gifts & Premium Fair)

홍콩무역발전국
(HKTDC)

http://www.hktdc.com/fair/hkgiftspremiumfair-en/HKTDC-Hong-Kong-Gifts-and-Premium-Fair.html

4/27-30

홍콩 국제 포장 인쇄 전시회
(Hong Kong International Printing & Packaging Fair)

홍콩무역발전국
(HKTDC)

http://www.hktdc.com/fair/hkprintpackfair-en/
Hong-Kong-International-Printing-and-Packaging-Fair.html

제9차 아시아-태평양 난임 학회
(The 9th Congress of the Asia Pacific Initiative on
Reproduction)

아시아-태평양 난임학회
홍콩 생식 의료학회

http://www.aspire2019.com/

5/7-10

홍콩 식품 박람회
(HOFEX)

유비엠 HKES
(UBM HKES)

http://hofex.com/

5/14-16

홍콩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HKTDC Hong Kong International Medical Devices
and Supplies Fair)

홍콩무역발전국
(HKTDC)

http://www.hktdc.com/fair/hkmedicalfair-en/HKTDC-Hong-Kong-International-Medical-Devices-and-Supplies-Fair.html

5/17-19

어포더블 아트 페어
(Affordable Art Fair)

어포더블 아트 페어 홍콩
(Affordable Art Fair Hong
Kong)

https://affordableartfair.com/fairs/hongkong

5/30-6/1

제17회 아태 생명보험 대회
(17th Asia Pacific Life Insurance Congress)

아시아 태평양 금융 서비
스 협회
(Asia Pacific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

http://aplic2019.org/

6/2-5

제6회 세계 연구 윤리 대회
(6th World Conference on Research Integrity)

홍콩대학교
RMIT 대학교

http://www.wcri2019.org/index

TKS 전시
(TKS Exhibition Services
Ltd)

http://www.itehk.com/ITEHK/

유비엠 아시아
(UBM Asia Ltd)

http://exhibitions.jewellerynetasia.com/6jg/

5/2-5

6/13-15

제33회 국제여행 전시회
(ITE - The 33rd International Travel Expo Hong
Kong)
제14회 MICE 여행 박람회
(The 14th MICE Travel Expo)

6/20-23

홍콩 6월 쥬얼리 & 보석 전시회
(June Hong Kong Jewellery & Gem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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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항협의회
(Airport Council International)

홈페이지 / 문의
http://www.aci-asiapac.aero/events/detail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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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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