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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생산 0장에서 4,200만장으로 - 마스크로 홍콩의 제조업 재점화
전 세계 다른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홍콩 역시 올해 초 코로나바이러

야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승인된 업체에는 첫 번째 생산 라인을 위한

스감염증-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써지컬 마스크의 안정적인 공급

정부 보조금 각 최대 300만 홍콩달러가 지원되었으며, 추가 생산 라인

에 안간힘을 썼다. 현재 무역, 금융, 혁신의 도시 홍콩에서는 현지에서

당 최대 200만 홍콩달러씩 지원되었다.

마스크를 제조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순에는 홍콩의 15개 업체가 운영하는 20개의 생산 라인이

지난 2월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현지 마스크 생산 설비에 대한 재정

약 3,400만장의 마스크를 홍콩특별행정구정부에, 약 800만장의 마스

지원을 위해 ‘방역 기금’ 하에 ‘마스크 현지 생산 보조금 제도’를 발표

크를 지역 소비시장에 공급하는 등 한 달에 총 4,200만 장의 홍콩산

하였다. 신청 희망 업체는 유효한 홍콩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설립증서

마스크가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보유와 더불어 홍콩 내에 원자재, 생산 시설, 공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

이러한 홍콩의 마스크 제조 정책은 홍콩 경제의 스피드와 효율성을 보

다. 각 생산 라인이 한 달에 50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모든

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스크는 미국시험재료학회(ASTM) F2100 Level 1의 기준을 충족해

※ 관련 기사 ‘정부는 모든 시민에게 재사용 마스크와 홍콩산 마스크 무상 지급’- 5페이지 참조

홍콩에서 제조된 마스크

20개의 생산 라인에서 제조된 홍콩산 마스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기준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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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법(홍콩 보안법) 관보 게재 및 즉시 시행

기자회견에서 캐리 람 홍콩 행정수반(사진 중앙)과 테레사 챙 홍콩법무장관(사진 왼쪽) 그리고 존 리 홍콩보안장관(사진 오른쪽)

지난 6월 30일, 홍콩특별행정구에서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중

본법 제18조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법이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즉시 시행되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기본법 부속문서 3에 국가안전법을 기재하였다.

었다.

국가안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그리고 ‘

국가안전법은 국가 분열, 공권력의 전복, 테러 활동, 외국/외부 세력과

홍콩에서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법제 및 집행 방법의 개선과 확립을 위

의 결탁 등을 통해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 행위를 방지, 억제, 처벌

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의안’에 따라 제정되었다.

하기 위함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홍콩 주민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

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www.isd.gov.hk/nationalsecurity/
www.isd.gov.hk/nationalsecurity/eng/pdf/NSL_QnA_Book.pdf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6월 30일 국가안전법을 가결하고, 기

홍콩은 ‘2020년 세계경쟁력연감’에서 세계 5위를 기록
홍콩은 지난 6월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경영개
발대학원(IMD)에서 발행한 ‘2020년 세계 경쟁
력 연감’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며 스웨덴, 캐
나다, 미국, 독일, 영국보다 여전히 앞서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위에서 순위는 하락하
였으나, 홍콩의 ‘정부 효율성’과 ‘비즈니스 효율
성’은 각각 1위와 2위를 유지하였다. 또한, 홍콩
의 ‘법적 및 제도적 체계’ 지표는 과거 2위에서 1
위로, ‘환율안정지수’는 19위에서 1위로 상승하
였다. 이러한 세계 최고 순위는 특히 법률 및 통
화 분야에서 홍콩의 강점을 재차 입증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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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 기금 투자로 홍콩의 국제 항공 허브 지위를 유지
폴 챈 홍콩재정부총리는 지난 6월 9일 홍콩특별행정구정부가 홍콩의

홍콩은 세계적인 국제 항공 허브이다. 홍콩의 종합적 국제 항공 네트

선도적인 국제 항공 허브 지위의 유지와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워크는 홍콩을 거치는 승객과 화물의 흐름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

캐세이퍼시픽항공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 무역, 물류, 금융 서비스와 관광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발전을 뒷

정부가 캐세이퍼시픽항공에 투자할 금액은 약 273억 홍콩달러로, 약

받침하고 있다. 전 세계 항공 산업의 영업 환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

195억 홍콩달러 상당의 분리형 워런트 우선주와 약 78억 홍콩달러의

증-19의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홍콩의 가장 중요한 로컬 항공

브리지론으로 구성된다. 토지 기금을 통해 이뤄지는 캐세이퍼시픽에

사이자 홍콩 항공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인 캐세이 그룹 역시 전례 없

대한 정부의 투자는 합리적인 수익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는 운영 및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캐세이퍼시픽항공은 홍콩이 선도적인 국제 항공 허브가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입경사무처, 2020 스카이트랙스 최우수 공항
출입국 심사 부분에 선정
홍콩입경사무처는 항공 운송 산업의
국제 전문 연구 기관인 스카이트랙스
가 실시한 세계 여객 조사에서 2020
년 최우수 공항 출입국 심사 부분 1위
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2015년, 2016
년, 2019년에 선정된 이후 네 번째 수
상이다.
설문조사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 세계 550개 이상의 공항
을 대상으로 100여 개 국적의 항공
여객에게 실시되었다.

홍콩입경사무처 직원은 홍콩국제공항에서 항공 여객을 위한 전문적이고 양질의 출입국 심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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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COVID-19 감염 예방 및 확대 방지 대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
리 두기 강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수와 새로운 대책을 포
함한 최신 동향을 언론과 모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브
리핑이 정기적으로 열린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홍콩으로의 바이러스 외부 유입 및 지역 사

콩 입경 제한 조치는 당분간 지속된다.

회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일련의 감염 예방 및 확대 방지 대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질병 예방 조치로 인해 현재 홍콩

을 도입해왔다. 홍콩에서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총

에 입경하는 모든 여행자는 14일간 격리 대상이다(홍콩 거주자 및

누적 확진자 수는 7월 31일 기준 3,272명으로 나타났다.

홍콩 비거주자 모두 포함.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 경우 제외). 홍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최신 공중 위생 위험 평가에 따라 신속히 방

콩과 중국 본토, 마카오, 대만 간의 중요 비즈니스 및 무역 활동의

역 대책을 조정하기 위해 공공장소 폐쇄, 단체 모임 제한 및 다른

용이를 위해 홍콩 정부는 자격을 갖춘 기업이나 개인을 의무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포함한 억제와 완화 전략을 쓰고 있다. 또

조치에서 면제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한, 지난 3월 25일에 중단된 홍콩국제공항의 환승 서비스가 6월 1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 - www.coronavirus.gov.hk

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되었다. 단, 해외 방문 홍콩 비거주자의 홍

홍콩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연구 분야에서 정상을 차지
학술 자료 검색 엔진인 마이크로소
프트 아카데믹(Microsoft Academic)에 따르면 홍콩대학(HKU)은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연구 분
야의 선두 주자로서 전 세계 100개
대학 중 중요도, 논문 피인용 횟수,
출판 횟수 및 H-인덱스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타임즈고
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은
홍콩대학을 ‘최근 몇 년 동안 코로
나바이러스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으로 강력한 연구 클러스터를 발전
시킨 곳’ 중 하나로 선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카데믹에 따르면 홍콩대학은 수년에 걸쳐 코로나바이러스 연구 분야를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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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영주권자 현금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가
6월 21일부터 시작
2020-2021 정부 예산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지역 소
비를 촉진하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경
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자격을 충족하는 18세 이상의 홍
콩 영구 거주권자에게 1인당 1만 홍콩달러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약 1주일
뒤에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다. 신청 기간
은 2020년 6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 - www.cashpayout.gov.hk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지원계획 실시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2차 방역기금 하의 고용지원계획(ESS)을 추진하여 정리 해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주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였다. 정부는 자격을 갖춘 고용주에게 6개월
동안 급여 지급을 보조할 예정으로, 고용지원계획에 참여하는 고용주는 다음 요건에 동의해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기간 동안 직원을 정리 해고하지 않을 것
2) 제공되는 급여 보조금은 전액 직원 급여 지급 목적으로 사용할 것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고용지원계획 웹사이트 (www.ess.gov.hk)에 보조금을 받은 고용주 명단, 혜
택을 받은 직원 수와 보조금 지급액을 포함한 발표를 통하여 투명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관련 직
원과 사회가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였다.

홍콩정부는 모든 시민에게 재사용 마스크와 3,000만 장의
홍콩산 일회용 마스크 지급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모든 홍콩 시민에게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였다.
홍콩섬유의복연구개발센터(HKRITA)가 개발한 이 마스크는 6겹으로 되
어 있으며, 이 중 2겹의 필터에 포함된 구리 성분이 세균과 바이러스
및 기타 유해 인자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사용 후에는 세척을 통해
최대 60여 차례 재사용이 가능하
다. 유효한 홍콩 ID 카드 소지자
모두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난 6월 30
일부터 홍콩 우체국을 통해 홍콩
의 모든 주거지 (약 288만여 곳)에
홍콩섬유의복연구개발센터(HKRITA)가 개발한 마스크는 미국시험재료학회(ASTM) F2100
Level 1의 기준을 준수하며 최대 60 여 차례 재사용할 수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각각 성인과 어
린이 및 유아용 크기의 마스크

가정당 홍콩산 일회용 성인 마스
크 10매씩 무상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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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별행정구정부 이민/취업/유학 비자 온라인 설명회 개최
홍콩은 언제나 비즈니스 친화
적인 도시로, 홍콩에서 근무하
거나 거주 및 투자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춘 전 세계 인재들의 홍콩 이
주 장려를 위해 일련의 이민/
취업/유학 비자 제도를 시행하
고 있다.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지난 6
월 30일 대학 졸업 후 홍콩 유
학 또는 취업에 관심이 있는 한
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자 제도를 소개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홍콩경
제무역대표부에서는

앤드류

판 차석대표가 짧게 대표부 역
할을 소개하고 홍콩-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스
티븐 라우 홍콩입경사무처 수
석입경사무주임보가 우수인재
입경계획(QMAS), 과학기술인
재입경계획(TTAS), 일반취업정
책(GEP) 등 홍콩의 다양한 입
경 제도를 소개하였다.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앤드류 판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차석대표(사진 오른쪽)의 간단한 홍콩 개황 소개에 이어 스티븐 라우 홍콩입경사무처 수석입
경사무주임보가 홍콩 입경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정보는 하기 링크를 참고https://www.immd.gov.hk/eng/
useful_information/admissionschemes-talents-professionalsentrepreneurs.html

홍콩무역발전국, 한국 기업 대상 비즈니스 웨비나 개최
홍콩무역발전국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비즈니스 커

원으로 수협에서 운영 중인 K·FISH 홍콩 무역지원센터 및 홍콩 글로

뮤니티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최신 홍콩 동향을 알리기 위하여 기존

벌 물류기업 Kerry Logistics 등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

의 오프라인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개최하고 있다.

유하였다.

홍콩무역발전국 한국지부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총 세 차

7월에는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그리고 한-홍콩비즈니스협

례의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6월 3일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 : 한

회와 각각 웨비나를 개최하였으며, 한국 소비재 브랜드와 상품에 대

국 기업의 홍콩을 활용한 해외진출 전략’에는 식품, 소비재, 무역 및

한 홍콩 소비자 특성을 포함한 최근 홍콩 시장의 전반적인 트랜드에

지자체 관련 기관 등 70여 곳이 참여하였다. 연사로는 해양수산부 지

대해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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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여름
올해 홍콩의 여름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맑고 푸른 하늘로 아름다운 풍광
을 선사하고 있다. 홍콩 정부 소속 사진가들이 각각 다른 앵글에서 포착한
자연 풍광 몇 장을 소개한다.

브릭 어드벤처 전시회
지난 6월 3일부터 28일까지 홍콩 신계 지역의 티엠티플라자(tmtplaza)에서 ‘브릭 어드벤처 전시회’가 개최되어
280,000개 이상의 레고 블럭으로 조립된 멋진 전시품 100여점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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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건축물로 등재된 세 개의 유적
홍콩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유적을 ‘유물 및 역사적 건축물 조례’에 따라 역사적 건축물로 지정하였다.
현재 홍콩에는 총 126개의 역사적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다.

폭푸람 저수지(Pok Fu Lam Reservoir)의 돌다리
폭푸람 저수지는 홍콩 최초의 공공 저수지이다. 1860년부터 저수지의 건설이 시작되어 1863년 말부터 급수 공급을 하였다. 폭푸람 저수지의 돌다리는 홍콩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적 구
조물 중 하나로서 화강암으로 지어졌으며 우아한 반원형 아치가 특징이다.

동화의장
(東華義莊, The Tung Wah Coffin Home)
샌디 베이 로드(Sandy Bay Road)에 위치한 일종의 관 보관
소 격인 동화의장은 1899년에 설립되었고, 초기 건물들은
1900년에 완공되었다. 현재까지 홍콩 시민들의 관과 유해
보관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건물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건
축되고 개조됨에 따라 중국 전통 건축 양식부터 근대 서양 건
축 요소, 그리고 두 양식을 혼합시킨 건물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건축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다.

야우마테이(Yau Ma Tei)에 위치한 틴하우 사원(Tin Hau Temple)
야우마테이에 위치한 틴하우 사원과 인접 건물들은 제사와 재판 및 학습을 위한 다목적 건축물로서 구룡 지역 역사에서 중요한 곳
이다. 틴하우 사원은 1878년에 완공되었으며, 사원과 인접한 다른 네 개의 건물은 1894년과 192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지어졌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전화 : 02-2183-3852 (서울 연락사무소)

이메일 : seoul_enquiry@hketotyo.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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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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