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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재정부총리는 생계, 비즈니스 지원, 인재 육성 및
홍콩 경제 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2022-23 정부예산안 발표
폴 챈 홍콩재정부총리는 다음 조치에 중점을 둔 2022-23년 정부 예

건, 금융, IT, 예술 및 문화, 건설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

산안을 지난 2월 23일 발표하였다.

도 배정되었다.
챈 재정부총리는 또한 2022년 하반기에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약

●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위해 충분한

칭 BEPS 2.0)을 해결하고자 OECD에서 정한 글로벌 최저한 세율을

자원 할당

시행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입법안

● 홍콩 시민과 중소기업의 감염병 극복 지원

은 글로벌 매출액이 최소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대규모 다국적 기업

● 홍콩 경제지원 및 감염병 이후 경제 회복 촉진

(MNE) 그룹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단순하

● 홍콩 경제의 중장기 발전을 미리 계획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 진행

고 확실하며 투명한 홍콩세제의 장점과 원천지 과세원칙을 유지할
것이고 BEPS 2.0 시행 시 다국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최소

또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

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한,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홍콩의 성장 역량 확대를

2024-25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이

앞서 언급한 다국적 기업

니셔티브를 제시하였으며,

들에 대한 홍콩내 최저한

혁신 기술, 금융 서비스,

추가세액납부제도의 도입

예술 및 문화, 관광 산업의

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원 마련도 발표하였다.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

특히, 챈 재정부총리는 홍

실효세율인 15%가 되도록

콩의 생명과학 및 보건기
술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지난 2월 23일 ‘2022-23년 정부예산안’ 발표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폴 챈 홍콩재정부총리

과세연도부터

보장하여 홍콩의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100억 홍콩달러를 배정할 것이고, 홍콩에 전략적 가치가 있는 기

챈 재정부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주민 생계의 재정적

술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총 50억 홍콩달러의 예산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제2차 전자소비쿠폰계획을

배정하여 전략적 기술기금을 조성할 것이며, 광둥-홍콩-마카오 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각 홍

만구 지역의 투자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50억 홍콩달

콩 영주권자와 18세 이상 신규 입경자에게 총 1만 홍콩달러 상당의

러의 대만구 지역 투자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콩

전자소비쿠폰이 적절한 가치저장수단을 통해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특별행정구정부는 총 미화 약 45억 달러 혹은 이에 상응하는 규모
의 녹색채권을 지속해서 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의료보

(주요 예산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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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금융 포럼에서 넥스트 노멀과 지속가능한 미래 논해
홍콩특별행정구정부와 홍콩무역발전국이 공동 주최로 제15회 아시

과 런던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앞으로 팬데믹이 끝나고 특히 오

아 금융 포럼이 지난 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되었

미크론 변종과 관련하여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성장에 드리

으며, 80개 국가 및 지역에서 6만 3천 명 이상 참석하였다. ‘지속가

운 지속적인 불확실성이 걷히면 홍콩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

능한 미래를 향한 넥스트 노멀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

고 밝혔다.

럼에서는 16개 국가 및 지역에서 참여한 170명 이상의 글로벌 비즈

이번 2022년도 아시아 금융 포럼에서는 마크 카니 유엔 기후행동금

니스 리더, 정책 입안자, 금융 및 자산관리 전문가, 기업가, 기술 대

융특사를 비롯한 여러 연사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카니 특사는

기업 및 경제학자들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들은 또한 영향력 있는 벤

기후변화로 인한 책임과 과도기적 위협을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지속

처 캐피털 및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각 산업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

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였으며,

적인 개발을 실현할 방법 등 경제 환경 재편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

장클로드 트리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금융산업, 규제기관과 정책

을 논의하였다.

입안자가 불확실성의 시기에 통화 안정성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해결

캐리 람 행정수반은 포럼 개회사에서 “‘일국양제’가 정상 궤도에 오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르면서 홍콩은 국제 투자자와 관측기관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작
년 9월에 발표된 최신 세계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자세한 내용과 전체 연사 라인업에 대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 -

Index)에 따르면 홍콩은 100개 이상의 평가대상 금융 센터 중 뉴욕

https://www.asianfinancialforum.com/aff/

캐리 람 행정수반은 아시아 국제 금융 포럼에서 화상
으로 연설을 전달했다.

마크 카니, 유엔 기후행동금융특사

장클로드 트리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

홍콩에 오는 홍콩 거주자에 대한 완화된 격리 규정
오는 2022년 4월 1일부터 해외(대한민국 포함)에서 홍콩에 도착하는

다. 탑승 48시간 내 PCR 기반의 코로나 19 핵산 검사(PCR-based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홍콩 거주자에 대한 격리 지정 호텔에서의 의무

nucleic acid test for COVID-19) 음성 결과서와 홍콩 내 격리 지정 호

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되고, 이후 7일간의 자체 모니터링이 시행된

텔에서의 최소 7박 동안의 예약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적격 홍콩 거주자는 홍콩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검사 및
대기(Test and hold)’ 조치를 받게 되며 PCR 기반의 신속
핵산 검사가 진행된다. 음성 결과가 나오면 14일 간 격리
명령이 내려지며 지정된 차량으로 예약된 격리 지정 호텔
로 이동하게 된다. 격리 기간 중에는 신속항원검사(RATs)
를 매일 실시하며, 5일째에는 PCR 기반의 핵산 검사를 받
게 된다. 5일째 PCR 기반의 핵산 검사 결과와 6일째, 7
일째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 격리
지정 호텔에서 조기 퇴소가 허용될 예정이다. 한편,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경은 계속 금지된다.

탑승, 격리 및 검사 요건 최신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 www.coronavirus.gov.hk/eng/inbound-trave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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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에셋 & 웰스매니지먼트 허브 및 중국 본토 진출의 발판’
웨비나 개최
‘홍콩, 에셋 & 웰스매니지먼트 허브 및 중국 본토 진출의 발판’이라

장 겸 패밀리오피스 글로벌 부문장을 맡고 있는 딕슨 웡이 나서 중

는 주제로 지난 2월 14일 개최된 웨비나에는 한국과 홍콩에서 120

국 본토 시장 진출의 발판이라는 독보적인 홍콩의 위치와 홍콩과 중

명의 금융 및 기업체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홍콩경제무역대표부와

국 본토 간의 다양한 자산연결 조치, 대만구 지역의 막대한 성장 잠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가 공동 개최하고 홍콩투자청에서 후원했

재력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설

으며, 줄리아 렁 홍콩증권선물위원회 부행정총재는 글로벌 자산관

명하였다. 이날 웨비나 진행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조사국제부의 한

리 허브로서 홍콩의 강점과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홍콩의 최신 이

재영 부장이 맡았다.

니셔티브 그리고 중국 본토, 특히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지역과
의 연결성을 소개하였다. 다른 두 명의 연사는 앤서니 린 스탠다드

웨비나 발표자료 및 녹화 영상은 다음 링크를 참고 -

차타드 은행 대만구 지역 대표이사와 홍콩투자청 금융서비스 부문

https://www.hketotyo.gov.hk/korea/kr/news/events/20220214/

웨비나에서 발언 중인 연사들과 진행자. 줄리아 렁 홍콩증권선물위원회 부행정총재(우측 상단), 앤서니 린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대만구 지역 대표이사(좌측 하단), 딕슨 웡 홍콩투자청 금융
서비스 부문장 겸 패밀리오피스 글로벌 부문장(중앙 하단). 개회사를 전한 토마스 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권한대행(우측 하단)과 진행을 맡은 한재영 한국금융투자협회 조사국제부
부장(좌측 상단)

홍콩, 글로벌 인재 경쟁력 순위에서 아시아 1위 기록
국제경영개발연구소의 2021년 글로벌 인재 경쟁력 순위에서 홍콩은

대한 접근성, 낮은 세제, 선도적인 금융 시장, 법치, 세계적 수준의 인

전 세계에서 11위, 아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하며 홍콩의 강점인 조직

프라 및 연결성, 경력 개발을 위한 풍부한 기회, 우수한 의료보건 시스

적 리더십과 삶의 질이 우수인재에게 강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함

템 및 동서양이 만나는 독특한 문화에 기반을 둔 활기찬 코스모폴리탄

을 강조하였다. 특히 홍콩은 인재 풀에서 가용한 기술 및 역량의 질을

라이프스타일 등이 있다. 홍콩에서의 생활과 취업의 장점에 대한 자세

측정하는 준비성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소는 투

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 -

자 및 개발 부문(노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배정된 자원), 매력도 부문(해
•https://www.discoverhongkong.com/us/explore.html

외인재유치 및 자국인재유지 수준) 및 준비성 부문 등 세 가지 주요 부

•https://www.brandhk.gov.hk/live-and-work/cosmopolitan-lifestyle

문을 평가하여 각 경제체의 인재 경쟁력을 측정한다. 글로벌 우수인재

•https://www.liveworkhongkong.gov.hk/en/why-hong-kong/liveable-

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홍콩의 장점에는 뛰어난 중국 본토 시장에

city-asi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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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입경(QMAS) 할당량 및 재능 목록(Talent List) 확대 개편
2020년 우수인재입경계획 연간 할당량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자산관리 금융전문가’ 및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전문가’가 목록에 새

확대한 홍콩특별행정구의 이니셔티브에 더하여, 전 세계에서 우수인

로운 직종으로 추가되었다. 금융, 혁신 및 기술, 예술 및 문화, 분쟁해

재를 홍콩으로 유치하고자 연간 할당량을 두 배로 늘려 4,000명까지

결 서비스 등 핵심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홍콩의 미래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우수인재입경계획에 따라 재능 목록의

보완하고자 일부 기존 직업의 범위도 확대되어 ‘의학 및 의료과학’, ‘초

직업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지원자는 ‘General Points Test’를 거쳐 보

소형 전자 공학’, ‘집적회로 설계’ 및 ‘예술 기술’ 전문가가 추가되었으

너스 점수를 받게 된다. 또한, 2021년 재능 목록 검토가 완료되면서

며, 법률 및 분쟁 해결 전문가에 대한 요건이 개선되었다.

재능 목록에 대하여
재능 목록은 현재 홍콩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홍콩을 고부가가치 및 다각화된 경제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13개의 전문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우수인재입경계획에 따라 지원에 합격한 전 세계의 신청자는 홍콩 정착을 위한
입경수속 우대를 받게 된다.

여러분의 전문분야는
‘재능목록’에 있으신가요?
아시아의 세계도시 홍콩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자산관리 컴플라이
언스 전문가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전문가

폐기물 처리
전문가

자산 관리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

혁신 및
기술 전문가

조선
기사

해양 보험
전문가

보험
계리사

핀테크
전문가

해양기술자 및
선박관리사

창조산업 및
공연예술 전문가

분쟁 해결 전문가 및
거래법 변호사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 -

www.talentlist.gov.hk

우수인재입경계획에 대하여
우수인재입경계획은 인원 쿼터 기반의 고급기술인재 유치제도이다. 지원에 합격한 신청자는 홍콩 입경 전에 현지 취업이 확정되
지 않아도 되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미혼인 자녀를 홍콩으로 같이 데려올 수 있다. 평가는 할당량 기반의 포인트 채점 제도에 의
해 이 루어지며, 세계 유명 대학 졸업자, 재능 목록에서 각 직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및 국제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위한
보너스 포인트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 www.immd.gov.hk/eng/services/visas/quality_migrant_admission_sche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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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5주년

기념 이벤트 중 하나로 홍콩의 독특함과 생동감을 보여주는 미니어처 모델을 선보이는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가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2년은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홍콩특별행정

확인할 수 있다.

구 정부는 ‘새로운 시대 - 안정, 번영, 기회’라는 주제로 홍콩과 해외

한국에서는 홍콩경제무역대표부가 서울에서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9월

에서 다채로운 기념 이벤트를 선보이고자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문과

24일 ~ 10월 3일)를 포함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5주년 기념 갈

협력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지난 25년 간 홍콩의 모범적인 성과를 나

라 디너(9월) 및 홍콩 영화제(하반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조직할 계

타낼 뿐만 아니라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큰 기대와 자신감을 강조한다.

획이다.

축하 활동의 일환으로 대규모 전시, 문화예술행사, 스포츠 행사 등 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 -

양한 행사를 기획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www.hksar25.gov.hk 에서

https://www.hketotyo.gov.hk/korea/kr/hongkong25A/

홍콩, 기회의�세계
홍콩은�더�신속한�비즈니스를�꿈꾸는
기업가에게�이상적인�도시입니다. 규제는
적고, 지적�재산이�전적으로�보호받으며,
광둥-홍콩-마카오로�이어지는�대만구�지역이�직접
연결되고, 자본,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가�모두
갖춰져�있기�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핀테크,
바이오테크에�대한�혁신적인�사고가�가능한
활기찬�혁신�생태계에�예술과�문화, 라이프스타일과
자연이�역동적으로�공존하는�곳. 지구상에서�가장
연결이�용이하고�살기�좋은, 가족�친화적�도시로
홍콩이�손꼽히는�이유입니다.

brandhk.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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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O T L I G H T HONG KONG

홍콩 헤리티지 박물관에서 <A Man Beyond the Ordinary : Bruce Lee> 전시 개최
지난 11월 28일부터 홍콩 헤리티지 박물관에서는 세계적으

개최 중에 있으며 전시는 2026년까지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로 유명한 무술 스타 이소룡의 기념품과 사진 400여 점을 선

예정이다.

보이는 <A Man Beyond the Ordinary : Bruce Lee> 전시가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 - www.hkhmbrucelee2021.com

전시회는 이소룡의 기념품과 사진 400여 점을 선보인다.

이소룡의 자기실현 개념을 표현한 몰입형 조명과 감각적 설치조형물

이소룡과 그의 가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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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