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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한 홍콩법무장관

테레사 챙 홍콩법무장관은 법무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에서 협상과 

분쟁 해결의 이상적 중심지로서 홍콩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9월 25

일부터 9월 26일 이틀간 서울을 방문하였다. 

챙 장관은 9월 25일 대한민국 법무부를 방문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협력각서 (MoC)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력각서를 통해 분쟁 회피 및 해

결에 관한 사안에 있어 홍콩과 한국 간 소통과 협업, 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었다. 협력각서 체결로 강화된 협력이 홍콩과 한국 양쪽

에게 유익할 전망이다.

챙 장관은 같은 날 한국 국내외 저명한 법률 전문가와 변호사를 대상

으로 만찬을 주최하기도 하였다. 만찬 중에는 홍콩의 분쟁 해결 분야 

정책 계획을 강조하며 홍콩의 최신 법률 동향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다음날에는 IBA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연

차 총회 계기 홍콩사무변호사회 (Law Society of Hong Kong)와 홍콩

대율사공회 (Hong Kong Bar Association)가 공동주최한 조찬 행사에 

참석하여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이 국제 법률 중심지로서 갖는 특별한 

역할’ 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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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사 챙 홍콩법무장관(사진 오른쪽)과 김오수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사진 왼쪽)이 지난 9월 25일 서울에서 만나 분쟁 회피 및 해결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각서를 체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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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2019년 세계 경제 자유도 연간 보고

서에서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로 재차 선정되었다. 홍콩

은 다섯 가지 평가 분야 중 “국제무역자유도”와 “규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경제 자유도를 측정하는 세계적인 지표로, 

정부 규모, 법률 구조 및 재산권보호 수준, 재정 건전성, 국제무역 자유

도, 규제의 다섯 가지 분야를 기준으로 세계 162개 국가 및 지역을 평

가한다. 올해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홍콩이 1위를 지켰고 싱가포르, 뉴

질랜드, 스위스, 미국, 아일랜드가 그 뒤를 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로 재선정 된 홍콩

홍콩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서밋

일대일로 서밋(Belt and Road Summit)이 9월 11

일부터 12일까지 홍콩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와 홍콩무역발전국이 공동주최

한 일대일로 서밋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함께 

비지니스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된 국제적인 플랫

폼이다. 

69개국의 정부 관계자 및 경제계 지도자·종사자 5

천여명이 행사에 참석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하에

서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논의하였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상업 중심지로서 홍콩은 다

양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핵심적 역할

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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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다양화																																									(달러=홍콩달러)

●  기술인재 인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홍콩 사이언스파크와 사이버

포트 이외의 기업 및 새로운 기술 분야도 적용 대상에 포함

●  기존 연구자 프로그램, 박사 후 과정 허브, 공공부문 시범계획 적용 대상을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확대

●  사회적 혁신 및 기업가정신 개발 기금에 5억달러 투입으로 추가적인 사회

적 혁신 도모 

●  선박임대사업 발전을 위해 선박 임대인과 리스 관리자 대상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홍콩으로 더 많은 해양산업 선박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 감면 정

책 도입계획 마련 

●  브랜딩과 업그레이드, 내수 판매 전용 기금에 10억 달러 투입 및 관련 중국 본토 

프로그램과 자유무역협정프로그램의 지원금 상한선 2백만 달러로 대폭 증가 

●  수출마케팅 및 무역·산업기관지원기금에 10억 달러 투입으로 중소기업 수

출 마케팅 기금의 기업 별 누적상한선을 80만 달러로 2배 증가

●  승인된 대출에 대하여 중소기업 금융보증제도를 통한 90% 담보대출 제공

	 주택	및	토지	공급
●  임시주택 사업의 수를 대대적으로 증가하여 3년 이내에 총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50억 달러 확보

●  홍콩주택청으로 하여금 공공주택 용도로 공장 부지 재개발 가능성 조사 요청

●  세입자 구매 계획에 따라 공공주택단지 내 현재 4만 2천 미분양 가구 매

매 가속화 

●  내년 우선판매를 위해 보조금을 받는 가구 약 1만2천 가구로 증가 

●  앤더슨 로드(Anderson Road) 지역 홍콩 주민 파일럿 프로젝트를 위한 2차 

스타터 홈 개시와 함께 민간 개발자들로 하여금 판매를 위해 약 1천 스타

터 홈 가구 제공 요청 

●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 90% 최대 보장 모기지 대출이 

가능한 부동산 가치의 상한선을 4백만 달러에서 8백만 달러로 상향 조정 

●  리버 트레이드 터미널까지 포함하는 툰먼 웨스트 해양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개발 가능한지 여부 조사 등 툰먼 웨스트 해양 개발 재계획

	 기타	분야
 ●  기존 민간 주거 건물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추진을 위한 20억 

달러 규모 파일럿 보조금 계획 대비

●  퉁충선 연장(Tung Chung Line Extension)과 툰먼 사우스 연장(Tuen Mun 

South Extension), 북부 노선(Northern Link) 조기 착공을 위해 세부 계획 및 

설계 착수

시정연설	하이라이트

TOPICS HONG KONG L I N E R
2019년 12월

홍콩 행정수반 시정연설

캐리 람 홍콩 행정수반은 10월 16

일 ‘소중한 홍콩: 우리의 집(Treas-

ure Hong Kong: Our Home)’을 주

제로 시정연설을 하였다.  

람 행정수반은 지난 4개월 간 홍

콩에서 사회적 불안이 있었지만 

홍콩의 염원에 응답하고자 계획

한 일정대로 시정연설을 진행하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행정 당국과 

입법부, 사법부, 공무 조직, 법 집

행 기관, 규제 기관, 공공 기관, 언

론 기관 등의 노력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된 홍콩의 튼튼한 제도

적 힘과 더불어 일국양제와 법치주의를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행정수반은 시정연설에서 주택 및 토지 공급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고 밝혔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원 정책, ‘스타터 홈(Starter Homes)’ 

공급량 증가, 공공주택 보급을 위한 민간토지 수용 등 신규 정책 계획 

220여 건이 발표되었다. 경기침체

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보호 및 

기업가 지원을 목표로 하는 다수

의 정책안도 제시되었다. 

람 행정수반은 지난 2년간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확대 노력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

유무역협정이 두 배로 증가했고, 

태국 방콕에 경제무역대표부를 신

규 개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크게 힘써오고 있다며, 최신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해외나 중국 

본토에 모회사를 두고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수가 9,000개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2017년 통계에 비해 9.1% 상승한 것이라

고 밝혔다. 지난 2년간 홍콩의 스타트업 수 또한 42.8% 상승해 3,184

개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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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4회 LG컵 국제여자야구대회가 8월 22일부터 8월 26일 경기

도 이천 LG챔피언스파크에서 개최되었다. 홍콩, 호주, 일본, 한국, 미

국 등 7개 국가 및 지역에서 8개 팀 약 170 명의 선수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다.

타이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보존상 수상

LG 컵 국제여자야구대회 

TOPICS HONG KONG L I N E R
2019년 12월

개막식에서 시타 중인 커 리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차석대표(사진 오른쪽)

할리우드 로드(Hollywood Road)와 챈서리 레인(Chancery Lane) 사이에 위치한 타이퀀은 홍콩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이다. 문화유산 건물 16개로 이루어진 이 장소는 전문적으로 

복원되어 각종 문화 행사 장소가 되었다.

타이퀀 문화예술센터(Tai Kwun - Centre for Heritage and Arts)가 유

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보존상(UNESCO Asia-Pacific Awards 

for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을 수상하였다.

옛 중앙경찰청사 복합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와 홍콩 자키클럽

(Hong Kong Jockey Club) 간 협력 사업으로, 구상부터 완성까지 12여

년에 걸쳐 지속되었다. 그 결과물인 이 문화 유산은 상징적인 문화 여

행지로 탈바꿈되었으며,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 현대 미술, 

레저 요소가 창의적으로 통합되었다. 2000년에 시작된 유네스코 아시

아태평양 문화유산보존상은 아태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

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아시아청년관현악단

세미나에서 연설하는 토마스 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대표

공연 전 내빈들과 함께 리셉션에 자리한 쉘리 융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사진 중앙)과 

리차드 폰치우스 아시아청년관현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사진 왼쪽 두 번째)

홍콩경제무역대표부가 후원하고 홍콩투자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

동 주최한 ‘홍콩, 기술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세미나가 지난 10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기업 및 관련 단체 대표 150여 명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홍콩투자청, 홍콩경제무역대표부, 홍콩 사이언스파크에서 홍콩과 중

국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홍콩의 

사업 환경 및 기회에 대해 소개하였다.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홍콩투자청, 홍콩무역발전국과 함께 신촌에서 열린 2019 IF 스타트

업 페스티벌에서 전시 부스로 참가하였다.

D.CAMP의 주최로 10월 12부터 13일까지 개최된 IF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타트업 페스티벌 중 하나로, 올해는 약 8만 명의 참가자가 행사장에 방문하였

다. 이틀 간의 행사 기간동안 미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국 스타트업과 대중을 대상으로 홍

콩의 스타트업 환경과 사업 기회가 소개되었다.

아시아청년관현악단(Asian Youth Orchestra: AYO)이 아시아 순회 공

연의 일환으로 8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내한 공연을 진행하

였다. 

쉘리 융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는 공연 전 리셉션에서 홍콩과 

한국은 수년간 상업 및 무역 부문 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에서도 매우 

긴밀한 양자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융 수석대표는 “한국 출신 10명을 포함하여 아시아 각지에서 모인 

100명의 젊고 재능있는 음악가가 선보이는 오늘 공연은 아시아청년

관현악단의 연례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열리게 되었다. 지난 2010년 

내한 공연 이후 한국에서의 공연은 9년 만인데, 앞으로 홍콩과 한국 

간 문화·예술 교류 및 협업이 더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청년관현악단은 매년 아시아 전역에서 젊고 유

망한 다수의 음악가를 홍콩으로 유치하여 공연 및 문화 교류를 위해 

세계 각지로 순회 공연에 나선다. 

아시아청년관현악단 서울 공연

서울에서 열린 ‘홍콩, 기술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세미나

IF 스타트업 페스티벌

TOPICS HONG KONG L I N E R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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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HONG KONG L I N E R
2019년 12월

S P O T L I G H T  HONG KONG

홍콩의	저수지

홍콩 급수시설의 역사는 1860년대에 시작되었다. 첫 저수지는 1863년 폭푸람

(Pok Fu Lam)에 완공되었다. 이후 수십년 간 인구 증가에 맞춰 훨씬 큰 규모의 

저수지와 더욱 정교한 급수시설이 건설되었다. 경관까지 좋은 홍콩의 급수시설 

대부분이 여전히 작동중이다.

중추절의	마법같은	등불

 홍콩에서는 9월이 되면 중추절 축제를 즐기는데, 이 때 각종 모양을 한 등불이 

곳곳에서 눈부신 빛을 비춘다. 주로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

을 보내고 월병(mooncakes)을 맛보며 등불을 밝히고 달빛을 바라보며 보낸다

타이항	파이어	드래곤	춤	(화룡춤)

중추절 축제기간 중 3일 밤에 걸쳐 타이항 파이어 드래곤 춤(Tai Hang Fire 

Dragon Dance)이 공연되는데, 약 67미터 길이의 용과 300명의 공연자가 행운

을 빌며 코즈웨이 베이 타이항의 좁은 뒷골목을 누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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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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홍콩경제무역대표부	

2020년 1월~ 3월홍콩의	주요	MICE	행사

일자 행사명 주최자 홈페이지 / 문의

1/6-7
아시아 라이선싱 전시회
(Asian Licensing Conference) 홍콩무역발전국 http://www.hktdc.com/ncs/alc2020/en/main/

index.html

1/6-8
홍콩 국제 라이선싱쇼
(HKTDC Hong Kong International Licensing Show) 홍콩무역발전국

http://www.hktdc.com/fair/hklicensingshow-en/
HKTDC-Hong-Kong-International-Licens-
ing-Show.html

1/6-9
홍콩 완구 & 게임 박람회
(HKTDC Hong Kong Toys & Games Fair) 홍콩무역발전국 http://www.hktdc.com/fair/hktoyfair-en/HKTDC-

Hong-Kong-Toys-and-Games-Fair.html

1/6-9
홍콩 국제 문구 박람회
(Hong Kong International Stationery Fair) 홍콩무역발전국 http://www.hktdc.com/fair/hkstationeryfair-en/

Hong-Kong-International-Stationery-Fair.html

1/6-9
홍콩 유아용품 박람회
(HKTDC Hong Kong Baby Products Fair0 홍콩무역발전국 http://www.hktdc.com/fair/hkbabyfair-en/HKTDC-

Hong-Kong-Baby-Products-Fair.html

1/13-14
아시안 금융 포럼
(Asian Financial Forum) 홍콩무역발전국 http://www.hktdc.com/ncs/aff2020/en/main/

index.html

1/13-16
홍콩 패션위크 FW
(HKTDC Hong Kong Fashion Week for Fall/Winter) 홍콩무역발전국

http://www.hktdc.com/fair/hkfashionweekfw-en/
HKTDC-Hong-Kong-Fashion-Week-For-Fall-
Winter.html

2/21-23
로하스 엑스포 2020
(Lohas Expo 2020)

인스파이어 
(Inspire Advertising & Marketing Ltd.) http://www.lohasexpohk.com/

2/21-23
아시아 베지테리안 식품 전시회 2020
(Vegetarian Food Asia 2020)

인스파이어 
(Inspire Advertising & Marketing Ltd.) http://www.vegfoodasia.com/

2/25-28
홍콩 국제 모피 박람회
(Hong Kong International Fur & Fashion Fair)

홍콩모피협회 
(Hong Kong Fur Federation) http://www.hkff.org/furFair.php

3/2-6
홍콩 춘계 젬스톤 박람회
(HKTDC Hong Kong International Diamond, Gem & Pearl 
Show)

홍콩무역발전국
http://www.hktdc.com/fair/hkdgp-en/HKTDC-
Hong-Kong-International-Diamond--Gem---
Pearl-Show.html

3/2-6
홍콩 블록체인 위크 2020
(Hong Kong Blockchain Week 2020)

넥스체인지
(NexChange (Hong Kong) Ltd) https://www.hkblockchainweek.net/

3/3-6
3월 아시아 패션 쥬얼리 & 악세서리 박람회
(Asia’s Fashion Jewellery & Accessories Fair-March)

인폴마마켓 
(Informa Markets) http://exhibitions.asiafja.com/3fj/

3/4-8
홍콩 국제 보석 박람회
(HKTDC Hong Kong International Jewellery Show) 홍콩무역발전국

http://www.hktdc.com/fair/hkjewellery-en/
HKTDC-Hong-Kong-International-Jewel-
lery-Show.html

3/19-21
아트바젤 홍콩
(Art Basel in Hong Kong)

아시안 아트 페어 
(Asian Art Fairs Ltd) https://www.artbasel.com/

3/25-28
홍콩 국제 필름 마켓
(Hong Kong International Film & TV Market (FILMART)) 홍콩무역발전국

http://www.hktdc.com/fair/hkfilmart-en/Hong-
Kong-International-Film---TV-Market--FIL-
MART-.html

3/30-4/2 
라이즈 2020
(RISE 2020)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Connected Intelligence Ltd) https://riseconf.com/

3/31 -4/2
홍콩 가죽 박람회
(APLF-Leather & Materials +) 에이피엘에프 (APLF Ltd) http://www.aplf.com/APLFEvents/MMT/tab-

id/1694/language/en-US/Default.aspx

3/31 -4/2
홍콩 패션 액세스
(Fashion Access) 에이피엘에프 (APLF Ltd) http://www.aplf.com/APLFEvents/FashionAc-

cess/tabid/1693/language/en-US/Default.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