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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별행정구정부 경제무역대표부 (도쿄), 기업 및 인재 유치 전담팀 설립 
 

(2023 년 1 월 12 일) 홍콩특별행정구정부 경제무역대표부 (도쿄)는 
홍콩의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 내 기업과 
인재들이 홍콩에 진출하여 커리어 개발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인재 
유치 전담팀을 2022년 12 월말 설립하였습니다. 
 

홍콩은 세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서, 세계와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지원을 설립하였으며, 기업, 투자 및 
인재 유치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 전략적 기업 유치실 (Office for Attracting Strategic Enterprises, OASES)을 
설립하여, 중국 본토 및 글로벌 기업들의 홍콩 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지원 서비스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www.oases.gov.hk); 
 
(ii) 인재 서비스 부서 (Talents Service Unit, TSU)를 설립하여, 중국 본토 및 
글로벌 인재의 홍콩 진출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업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https://www.hkengage.gov.hk) 
 

홍콩특별행정구정부 경제무역대표부 (도쿄)는 홍콩의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 내 기업과 인재들이 홍콩에 
진출하여 커리어 개발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인재 유치 전담팀을 
2022 년 12 월 설립하였습니다. 기업 및 인재 유치 전담팀은 홍콩 내 인재 
풀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100 대 대학과 연계하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http://www.oases.gov.hk/
https://www.hkengage.gov.hk/


                                   

香 港 経 済 貿 易 代 表 部 
Hong Kong Economic and Trade Office 

                                                               

 
 

Hong Kong Economic and Trade Office  
06211, Rm 1515, West Wing, Hanshin Intervalley24 B/D, 322,  

Teheran-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02) 2183-3852 Fax: (02) 2183-3850 

 
 
전략적 기업 유치 
 

a) 전략적 기업 유치실 (OASES)은 홍콩에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고부가가치 

산업 (생명공학 기술, 인공 지능 및 데이터 사이언스, 금융 기술, 제조업 

관련 기술 및 신에너지 기술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지원하고 협상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b) 해당 전략적 기업들이 홍콩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토지, 자금, 조세 및 투자와 관련된 특별 지원 조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c) 해당 전략적 기업들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자 신청, 자녀 교육혜택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재 양성 지원 
 

인재 서비스 부서 (Talents Service Unit, TSU)는 글로벌 인재의 홍콩 
진출과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립되었습니다. TSU 는 홍콩 이민국 (Immigration Department, ImmD)과 
협력하여 인재 양성 프로그램 아래 접수된 지원서를 처리하고, 홍콩에 
진출하는 인재들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2022 년 12 월 28 일 홍콩 취업에 관심이 있는 
글로벌 인재들을 대상으로 인재 서비스 부서 (TSU) 온라인 
플랫폼(www.hkengage.gov.hk)을 출범하였습니다. 홍콩 취업에 관심이 있는 
인재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홍콩의 이점과 발전 기회 뿐 아니라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홍콩 생활과 관련된 정보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hkengage.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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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정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 매칭툴을 

통해 본인이 적합한 프로그램을 모색할 수 있으며, TSU 온라인 플랫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민국의 “e-Visa” 플랫폼에 바로 접속하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인재들을 위해 관련 결제와 비자 수령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취업 비자  
 

이번에 새로 도입된 우수 인재 취업 비자 (Top Talent Pass Scheme, 

TTPS)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신설되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홍콩 취업을 위해 오퍼를 받진 못했지만 홍콩에 취업하여 자리를 
잡기를 희망하는 인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TTPS 신청자는 보통 
홍콩 입국 이후 별다른 조건 없이 24 개월간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TTPS 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a) 비자 신청일 직전의 소득금액이 250 만 홍콩달러 또는 그 이상, 또는 외화로 

동일한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b) 비자 신청일 직전부터 지난 5 년간을 기준으로 세계 100 대 대학 졸업자이면서 

동시에 최소 3 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 

c) 비자 신청일 직전부터 지난 5 년간을 기준으로 세계 100 대 대학 졸업자이면서 

동시에 3 년 미만의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 
 

홍콩 취업을 위한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kengage.gov.hk/en/how-to-apply-for-a-visa/talent-admission-
schemes/ 
 

https://www.hkengage.gov.hk/en/how-to-apply-for-a-visa/talent-admission-schemes/
https://www.hkengage.gov.hk/en/how-to-apply-for-a-visa/talent-admission-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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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별행정구정부 경제무역대표부 (도쿄)  
https://www.hketotyo.gov.hk/korea/kr/ 
 
홍콩경제무역대표부(ETO)는 한국과 일본에서 홍콩특별행정구정부를 대표하는 정부 

기관으로 홍콩, 한국, 그리고 일본간의 이해를 증진하며 지역별 파트너간 교역, 경제,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TO 는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홍콩무역발전국과 홍콩관광청 등 여타 홍콩 관련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기업 및 인재 유치 전담팀 업무 관련 문의 
talent@hketotyo.gov.hk 
 
일반 및 미디어 관련 문의  
seoul_enquiry@hketotyo.gov.hk 
 
 

https://www.hketotyo.gov.hk/korea/kr/
mailto:talent@hketotyo.gov.hk
mailto:seoul_enquiry@hketotyo.gov.h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