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壹.홍콩, 동방의 진주

홍콩,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政府
- 인구 :744만 명(2018)
- 면적 :1,104㎢(서울의 1.8배)
홍콩섬, 구룡반도, 란타우섬
- 언어 : 광동어, 보통어, 영어
- 국내총생산(2018) : 3,648억 달러
- 1인당 국내총생산(2018):48,960 달러
- 경제성장률(2018) : 3.0%

-교역액(2018) 수출 5,331억 달러,
수입 6,053억 달러
- 외환보유고 : 4,247억 달러(2018)

- 실업률 : 2.8%(2018)
- 화폐 : HK$ ($1=7.75~7.85HK$)

홍콩, 동방의 진주

- 철저한 자유시장 경제체제
경제자유도 지표(Index of Economic Freedom),
연속 24년간(1994~2017) 1위
- 단순하고 낮은 세율의 조세 체계
무 부가가치세, 무관세, 금융소득, 증여소득도 비과세.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
-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92.7%’(2016)
- 높은 대외의존도 높은 서비스산업 비중 2009, 6대 전략산업 지정,
①문화․창의산업②의료산업③교육산업④혁신기술산업
⑤검․인증산업⑥환경보호산업
- 자유무역항 : 약 88.8%가 홍콩 경유 제3국 수출입

홍콩, 동방의 진주

- 아시아의 국제금융중심
동경,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최대 국제금융중심
: 중국투자를 위한 국제자금 조달센터. 세계 7대, 아시아 2대 센터
:195개 은행이 홍콩에서 영업, 세계 100대 은행 중71개 진출(2016)
:미국계, 유럽계자금 위주, 外換市場- 일 평균거래량 US$ 2,900억 . 세계 5위
株式市場-市價總額(Market Capitalization)기준 US$ 3조1,680억, 세계 6위
:2004년부터 역외위안화 센터 육성 추진, 위안화 대출․자산관리 센터로 지속 발전
:위안화 투자펀드․보험․통화선물․부동산투자신탁․파생상품 등 위안화 투자상품 제공

-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 아시아지역본부(2016) : 1,379개사

홍콩, 질곡의 역사
1840 아편전쟁 ,1841년 영국에 함락, 1842 난징조약, 홍콩섬 할양
1843 영국, 홍콩 총독부 설치
1860 베이징 조약, 구룡반도 일부와 부속 4개섬 영속적으로 영국에 귀속
1898 영국, 신계지구 및 235개 부속도서 99년간 조차
1941 일본, 홍콩 점령 군정 시행 , 일본 패망, 영국은 홍콩 수복
1972 중영 국교수립, 1982 반환협상 시작, 1984 반환합의서 서명
1985 중영 공동선언, 1990.4.4 중국 전인대 <홍콩특구기본법>통과 공포
1997.7.1 중국 귀속

홍콩, 경제 기적
19C 중개무역항

苦力 무역 (노예 수출)

-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중국,인도 대 유럽 면화 수출
- 영국 /인도 상인 대량 투자 , 금융업/무역업 발전
- 1880년 미국 苦力 제한, 정박한 배 수선업, 조선업.해운업으로 타개 모색

1950년대

1941-45 일본 식민지, 1946 영국식민지 복귀

- 중국 공산화로 중국 자본가 대량 홍콩 피신
- 상하이 일대 섬유공장 대거 홍콩 이주 (자본력+기술력)
- 제조업 국가로 변신 (자본력+기술력+염가 노동력) :저임금 시스템 정착

1960-70년대

전자산업의 흥기

- 일본에서 부품 수입 조립 가공 수출, 연평균8-9% 성장
- 65년 GDP/인, 710달러(일본 830달러,스페인 730달러, 한국 130달러)
- 전체 생산품의 80% 수출, 전세계 물동량 2.6% 소화

홍콩, 경제 기적
1980-90년대

금융중심지로 변신

- 60년대 이후 한국/대만 섬유산업 집중 육성
- 70년대 오일쇼크, 한국의 전자산업 추격
-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선언, 홍콩 통한 해외자본 도입 확대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 1984년 영국과 1997년 중국에 주권 귀속 협상 타결, 자산가 해외이민 급증
- 중국경제발전 지속, 이민자들 다수 복귀
- 중국 성장과 더불어 동반 성장

경제 : 국가주도 정책 < 긍정적 비 개입주의
토지 공개념 : 정부 소유, 정부에 비싼 임대료 지불
노동 주권의식 박약 : 기업 활동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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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태, 송환법-무엇이 문제인가?

송환법
중국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
결되지 않은 지역으로 범
죄 용의자를 인도하는 법

- 홍콩 시민, 중국이 이 법을 빌미로 자신들의 마음
에 들지 않는 홍콩의 민주 인사, 정치인,기업인 탄
압에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
- 홍콩 내 미국 정보조직 색출?

시위대의 요구와 홍콩정부의 대응
<시위대>
-

송환조례 공식 철회
시위/시위대에 대한 폭동/폭도 규정 철회
경찰 폭력 조사 위한 독립위원회 구성
체포시위대 석방/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홍콩 정부, 모든 요구 사항 거절
- 중앙정부 묵살
- 중앙정부, 강경대응 요구
- 홍콩정부, 긴급정황규례조례 검토
- 행정장관 직선제

송환법 폐기에서 反中 시위로

시위의 과격화 / 국제화

저항의 역사-역대 시위

1967년 反英 폭동

1966년 중국계 주민의 반 포르투갈 투쟁 - 마카오 폭동
1966년 4월, 사회주의 노동자 시위 – 九龍 폭동
1967년 5월, 反英 폭동- 대규모 파업과 폭력시위,폭탄 테러

저항의 역사-역대 시위

중국의 대 홍콩 사태 입장
- 2014년의 우산혁명 때처럼 자연스럽게 완화
- 홍콩 정부, 강경진압 계속
: 긴급상황 규례조례(緊急狀況規例條例) 발동 검토
- 중국 중앙정부
: 여론전-심리전
: <인민해방군 주둔법> 제13조
: 2016년 반포한 ‘반 테러법’적용
중국건국 70주년
국제적 인권 탄압 국가 낙인
대미 전선 확대,미국 개입 빌미
홍콩 자본 유출, 경제 붕괴

무력개입 자제
홍콩 정부 통한
해결 도모

홍콩정부에 강경 진압 요구

중국 공산당 19기 4중전회 (10.26-31)
헌법과 홍콩기본법에 의거, 홍콩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
▶헌법과 기본법에 입각한 질서 제한
▶특구 행정장관·관원 임면 제도 보완
▶국가 안전수호를 위한 법률 완비
▶주변과 경제협력 발전
▶애국 교육 강화 제시

2019.11.4 시진핑, 케리 람 접견

홍콩 理工大 시위 폭력 진압

2019.11.18

홍콩 區議員 선거

2019.11.24

- 의석 수 9:1
- 18개 선거구 중 17개 석권
- 득표율 57%:42%
입법회 2016

트럼프 홍콩 관련 법안 서명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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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香港之死 (The Death of HongKong)

홍콩의 중국화 Vs 중국의 홍콩화
북경은 홍콩을 통제할 것
홍콩정부는 북경 편
언론통제/사회통제 강화
자유홍콩 / 민주홍콩 종언

취업난/주택난
경제.사회양극화
廣東語 사용 축소
시민사회분열

一國兩制 22년,
2047년 이후는?

중국경제에 종속
: 경제양극화 심화
중국 도시의 하나로 전락
자유시장경제 붕괴
자본유출 심화
국제금융 중심지위 상실
자유무역항 기능 상실
•

홍콩 사태의 근본 원인 : 一國兩制

一個國家, 兩種制度 : '一國兩制'
- 1984년, 중국 떵샤오핑 : 一國兩制(한 국가, 두 체제) 구상,
영국과 ‘홍콩 문제에 관한 공동 성명’ 발표
- 1990년 4월 중국 전인대, ‘홍콩특별행정부기본법’제정
: 외교와 국방 제외, 행정·입법 및 사법권의 고도자치 향유

불안한 미래?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향후 홍콩 직할시행정구역
개편 추진 논의

홍콩 기본법

1990.4.4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중앙인민정부 주 홍콩특별행정구연락판공실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중화인민공화국은 홍콩의 주권 일체를 회복함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일국양제”의 방침에 따라 홍콩에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침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영 공동성명 중에 천명하였다.
중화 인민공화국 헌 법 에 근 거 , 전국 인민대표 대회는 특별 히 중화인민공 화국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제정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실행할 제도를 규정하여 국가의
홍콩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정책의 실시를 보장한다

‘일국양제 (One Country Two System)’

港人治港?

- 행정부 (The Executive Authority)
- 행정수반(Chief Executive) : 홍콩 최고책임자, 임기 5년, 1차 연임 가능
1200명 선거인단으로 선출 現 행정수반
: Carrie Lam(林鄭月娥) 2017.7.1 제5대 행정수반 취임
- 입법부(Legislative Council) : 의원 수 70명, (직선 35 / 직능35)
임기 4년(16.10.1-′20.9.30)
- 사법부(The Judiciary)- 지방법원·고등법원·종심법원의 3심제

[천지만리]
http://www.economy21.co.kr

홍콩 문제의 본질
2019.8.3

강준영(한국외대교수/중국학)

홍콩 정부의 범죄인 송환법 개정 시도로 촉발된 항의 시위가 2개월째 지속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다. 지난 2월 이 법의 수정안을 마련한 홍콩정부는 6월 초 의회격인
입법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홍콩의 민주·시민운동가들에 대한 탄압과 중국 송환에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한 100만 명이 넘는 홍콩
시민들은 6월 9일 민주주의의 빛을 밝힌다는 의미로 흰 옷을 입고 송환법 페지 집회를 열었다. 홍콩 경찰이 강제 진압으로 응수하자, 일주일 후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는 끝났다면서 검은 옷을 입고 송환법 개정 완전 폐지, 케리람 행정장관 사퇴, 폭력 경찰 처벌 등을 주장하며 다시 거리로 나섰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수장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결국 더 이상 송환법의 개정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송환법은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고 시민들에게도 사과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완전 폐기에 대한 언급도 없고 자신의 거취 및 강제진압 조사 등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일부 급진세력들은
7월 1일 초유의 입법회 폭력 점거를 단행했고, 홍콩 경찰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폭력조직원들이 심야에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백색 테러를 자행함으로써
정부의 통치권과 공권력은 물론 시민사회의 여론이 분열되는 공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급기야 중국의 홍콩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은 7월 29일, 반환 22년 만에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시위가 한국가 두 체제, 즉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의 마지노선을 건드렸다며
좌시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결국 송환법 개정 시도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홍콩 정부의 위기관리 부재 속에서 정치질서 위기를 초래했고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둔 일국양제라는 중국적 실험에 타격을 입히기에 충분했다. 그만큼 중국 당국이 이번 시위 사태를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홍콩은 영국이 청나라와의 아편전쟁에서 승리하면서 1842년 난징(南京)조약에 의해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841년 이미 군대를 홍콩섬에 진주시킨 영국은 홍콩을
자유무역항으로 선포하고 원동의 무역기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의 인원과 물자 그리고 대량의 자금이 유입되었고, 작은 어촌이었던 홍콩은
자연스럽게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로 도약을 시작하게 된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최저관세의 자유무역항으로써 정부의 시장 간섭이 최소화 된 자유방임 경제의 교두보가
되었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천명하자 홍콩은 중국에 진출하고자하는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인력의 교량은 물론 각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가 설치되면서
제조업위주의 도시에서 국제금융과 무역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 그러나 1997년 7월 1일 0시를 기해 중국에 반환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로서 중국의
일부분이 된 홍콩의 지위는 달라졌고 변화가 불가피해 졌다.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홍콩인들과 홍콩의 중국화를 추구하는 중국 정부와의 줄다리기가 홍콩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사태의 근원이며 본질이다.
1984년 영국과 중국은 홍콩 반환 협상을 시작한다. 이때 당시 중국의 실권자였던 떵샤오핑(鄧小平)은 일국양제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영국에 제시했고 양국은 현행
자본주의 체제 및 생활양식이 50년간 변하지 않는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고, 1990년 4월에는 홍콩의 향후 지위를 규정한 홍콩기본법(The Basic Law of
Hongkong)이 제정되었다. 1997년 중국으로 돌아간 홍콩은 중국에게 있어 중국을 유린한 제국주의시대의 종언이며 대만까지 포함하는 통일 대업을 완수해 위대한
중국을 건설하는 기점이었다. 홍콩기본법은 외교와 군사 영역을 제외하고 홍콩이 일국양제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港人治港), 법률적 종심권을
포함하는 고도의 자치(高度自治)를 향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인에 의한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는 ‘공산당에 의한 홍콩 통치’와 ‘정부와 기업 간의 결탁에 의한 관상(官商)통치로 바뀌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반 홍콩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 당했고 경제적 약자로 전락하였다. 게다가 중국은 부단히 홍콩의 중국화를 추구하고 있다. 2003년 홍콩기본법 23조 입법화, 즉 보안법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2012년에는 중국식 국민교육 의무화를 시도하도가 저항에 부딪혔다. 2016년에는 경찰의 노점상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저항형태도 대규모화하고 폭력화하고 있다. 헌법격인 홍콩 기본법 역시 종심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최종 해석권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에 귀속되어 중국
중앙이 홍콩에 대한 전면적 관할권을 갖도록 되어있다. 반환 20년 후 시행하기로 한 직선제에 의한 행정 수장 및 입법의원 선출 방식도 지켜지지 않았다. 홍콩의
행정수장은 여전히 베이징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된다. 2014년, 79일간이나 지속됐던 우산혁명은 바로 이에 대한 항의였지만 그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중국 내부의 시각은 홍콩은 이제 중국의 일원이므로 더 이상 맹목적인 특수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콩도 자체적인 내부 동력으로 과거와 같은
경제지위를 향유하기는 어렵다. 홍콩 내부의 시민사회도 일국양제 하에서 법제화를 통해 지위를 확보하자는 제도 건설파(建制派)에서부터 독립을 강조하는 자주파
등으로 분열되어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홍콩 문제의 국제화를 철저히 경계하면서 쉽지
않겠지만 강압적 개입 의사를 흘리는 중이다. 강압적 중국화를 꾀하는 중국정부와 중국을 대변하는 홍콩 정부, 그리고 항의에 의존하는 민주 홍콩·자유
홍콩의 요구는 홍콩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일국양제 22년

최고 평당 5억5천 만원

일국양제 22년

홍콩의 불안- 일국양제 재해석

-시진핑의 일국양제 재해석
‘일국’의 존재로 ‘양제’가능

홍콩시민, 일국과 양제의 병렬 희망
중국 무력개입에 대한 불안

홍콩의 불안-경제종속

2019.2.18 중국 국무원
- 광둥성(심천)-마카오-홍콩을
잇는 (Big Bay Area)
대경제권 구상 발표

- 역내 GDP 약 166조 원,
인구 ,7000만 명

홍콩의 불안-경제종속

홍콩의 무력 중국 -중국인민해방군
駐軍法 제3항 제14조
홍콩행정특별구 정부는 필요 시
사회치안 유지와 재해 구조를 위해
홍콩주둔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중앙인민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홍콩 주둔 중국 군 홍콩 내 사태 개입 7단계
1단계 홍콩 보안국이 행정장관에게 상황 보고, 홍콩 주둔 중국군의 지원 건의
2단계 행정장관이 중국 중앙정부에 개입 건의

3단계 보안국이 홍콩 주둔 중국군에게 이를 통보
4단계 중국 중앙정부가 중앙군사위원회에 통보
5단계 중앙군사위가 연합참모부, 남부전구(戰區), 홍콩 정부, 홍콩 주둔 중국군에 통보
6단계 홍콩 경찰총부에 최고 지휘센터 설치
7단계 홍콩 주둔 중국군이 부여받은 임무를 독자적으로 완성

2019.9.4 중앙일보

肆. 중국에게 홍콩은

중국에게 홍콩은?
일국양제 실험장

대미 전략가치

대만 대선?(2020) 홍콩관계법(1997)

외자유치 플랫폼

동반성장

중국에게 홍콩은? -경제

대미 관계
홍콩정책법, 미국,1997년제정
- 홍콩을 중국 본토와 별개관세지역으로 간주
- 중국 본토와는 거래가 금지된 반도체 등
기밀성이 높은 제품도 홍콩 수출 가능

퍼스트 세일 룰( First Sale Rule)
- 미국에 수출하기 전 복수의 거래가 이뤄진 경우
최초 거래(First sale) 가격 기준 관세액 책정

중국 외자 유입의 65%
중국 대외 투자의 60%

홍콩을
深圳으로
대체 ？

伍. 전망

무력개입?
- 2014, ‘홍콩 특구에 대한 일국양제 실천백서’발표
:홍콩의 자치권은 홍콩 고유의 것이 아니라 중앙이 부여
:홍콩에 대한 전면관할권 재확인

- 일국양제는 일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
:홍콩 정부에 대한 도전은 중국에 대한 도전, 테러로 규정
:중앙정부는 홍콩 자치정부 지지

- 홍콩은 중국의 홍콩, 중국의 정책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
:홍콩의 특수지위 불인정, 深圳으로 대체

아주경제 [강준영 칼럼] '극한 대치' 홍콩의 당면 과제
2019.11.14 강준영 (한국외대교수/중국학)

홍콩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6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 즉 송환법 제정 시도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이번 시위는 지난 9월 4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제정 자체를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10월 4일 홍콩 정부가 시위 때 복면 착용을 전면금지하는 ‘복면금지법(蒙面法)’을 시행하자 시
위는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 홍콩 정부는 여전히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홍콩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이유로 초강경 대응을 계속하면서 인명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극단 양상이다.
5개월여의 대치 과정을 거치면서 시위 양상도 과격해 졌지만 시위의 형태나 저항의 범위도 달라지고 있다. 당초 시위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폐기, 과격한 경찰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 시위대에 대한 ‘폭도’ 규정 철회와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그리고 행정장관 직선제 관철이었다. 당연히 중국 중앙정부는 이 요구들을 질서 파
괴 행위로 간주하면서 홍콩 정부의 강경 진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불과 10분 거리인 선전(深圳)에 무장경찰 부대를 집결시켜 놓고 군 개입 카드까지 경고하는 상
황이다. 최근 시위는 기존의 홍콩 시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극한 대치다.
이미 송환법 폐기를 넘어서는 ‘반중(反中)’정서가 시위를 주도하고 있으며, 주말 시위 형태가 아니라 평일 게릴라형 기습 시위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모든 홍콩시민이 참여하고 있지
는 않지만 파업과 수업 거부, 일부 불매 운동 등 3파(三罷) 투쟁도 전개되고 있다. 홍콩 경찰도 대학 안이나 성당에까지 진입해서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으며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실
탄 조준사격까지 하는 초유의 강경 대응을 계속해 인명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다. 경찰 진압이 시위대를 자극해 극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진압을 위해 더욱 강경 대응하는 악
순환 구조가 어느덧 고착되었다.
홍콩 정부의 초강경 진압의 배후에는 당연히 중국 중앙정부가 있다. 홍콩은 법적으로는 분명히 자치 정부지만 선천적으로 중앙정부의 낙점으로 행정수반이 선출되는 구조이므로 독자
적인 해결 방안을 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얼마 전 폐막된 제19차 공산당대표대회 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의에도 나타나듯이 홍콩 시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한 중앙정부는
홍콩에 대한 전면 관할권 행사를 천명해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시진핑 주석은 공권력을 책임지는 공안부장을 배석시킨 채 캐리 람 행정장관을 만나
강경진압에 힘을 실어줬다. 중앙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홍콩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하라는 주문이다. 중앙의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경 진압과 대치는 현재로서는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사태 수습에 관한 문제이지 시위의 본질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사태의 본질은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귀속되면서 이행하기로 했던
본질적 문제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홍콩시민들이 인식하는데 있다. 시위 확산의 표면적인 이유는 경찰의 강경진압이며 시민의 편에 서지 않는 홍콩정부에 대한 불만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 일국양제(一國兩制), 즉 ‘한 국가 두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중국이 약속했던 고도의 차치(高度自治)나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港人治港)가 이루어질 수 없다
고 생각한 홍콩 시민들의 응축된 불만과 주권 반환 이후의 세대의 불안한 미래 인식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20대 초반의 젊은 행동파 시위대는 2014년 직선제 관철을 위해 79일에 걸친 시위로 국제적 관심을 끌었던 소위 ‘우산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들이다.
당시 이들은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채 저항으로만 끝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시위의 장기화 전략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과격화 전략을 채택하
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호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박탈되든지 선택의 기로에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홍콩이 한 목소리를 내려면 이들과 다른 사회
세력 간의 소통이 필요함을 잊으면 안 된다. 또 중국 본토보다 더 많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면서도 중국에 저항하는 홍콩인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중국 본토인들의 시선도 의식해
야 한다.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독립주의자들로 비쳐질 빌미를 줄 이유는 없다. 전략적으로 좀 더 정교해지지 않으면 중국 정부의 직접 개입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의 직접 개입, 특히 군사적 개입은 모험이다. 이는 50년 불변을 약속한 일국양제 시스템이 22년 만에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는 일국양
제 시스템의 불협화음은 곧 있을 대만 대선에서 중국 정부에 부담이 되는 독립성향 정권을 유지시킬 확률도 배가시킨다. 경제적으로도 홍콩은 대중 유입 외자의 60%, 중국 대외투자
의 70%를 담당하는 금융 중심지다. 섣부른 개입이 가져올 정치· 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일단은 홍콩 정부를 통한 해결을 압박하면서 군사개입은 최대한 자제
할 것이다.
현재의 당면 과제는 일단 중국정부나 홍콩정부 그리고 홍콩 시민사회에 얽혀있는 극도의 불신을 여하히 극복할 것인가에 있다. 상호 절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중국과 홍콩을 넘어서는 블랙 스완(Black Swan)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홍콩 사태 해결에 필요한 것들

홍콩 시민 사회, 분열 극복
- 친중파/민주파/행동파
- 엘리트 의식 제거, 공감대 확보

홍콩 정부
- 최소한의 시민 요구 접수 필요
- 대화와 협상 시도

중국 중앙정부
- 모든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
- 일국양제 제도화?

시민사회 분열

[천지만리]
http://www.economy21.co.kr

홍콩 사태의 파장과 영향
2019.11.21
강준영(한국외대교수/중국학)

중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질서 회복’ 의지 천명에 따라 결사항전을 외치며 홍콩 이공대에 포진했던 청년 시위대가 결국 홍콩 경찰의 초강경 진압에 사실상 굴복했다. 일부지만 수업 거부· 구매 거부· 점심
시간을 이용한 파업이라는 3파(罷)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점심시간을 이용한 평화 시위마저 조기 해산시키면서 시위대에 대한 ‘무자비’를 천명했던 홍콩 정부의 신임 강경파 경찰총수 크리스 탕은 이공
대 진압을 직접 현장 지휘하면서 약 400여명의 학생을 체포했고, 200여명을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폭동죄로 기소하는 강수를 두었다.
이로써 대학가를 거점으로 시위를 장기전으로 이끌면서 국제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보려는 시위대의 전략은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미 18·19 양일간
무려 1천100여명이 체포되고 경찰이 실탄 발사를 불사하면서 최루탄은 물론 물대포와 음향 대포로 불리는 장거리음향장치(LARD)까지 동원하면서 시위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자 시민사회의 저항 의지는
크게 약화되었고 패배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위 세력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 강력한 저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의지가 꺾이면서 본래의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저항 운동의 하나로
전락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홍콩 정부의 소위 범죄인 인도법, 즉 송환법 제정 시도 반대로 6월 9일부터 시작된 이번 시위는 9월 4일 홍콩의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의 송환법 폐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여전히 ‘폭력 경찰
에 대한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 및 ‘체포된 시위대 불기소’ 그리고 ‘시위대에 대한 폭도 규정 철회’, 현실적으로 수용이 쉽지 않은 ‘행정장관 직선제 및 입법의원 보통 선거 실시’ 등의 요구 사항이 묵살
당했기 때문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과격 시위에 대해 경찰은 더욱 강경한 진압을 계속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은 대화의 타이밍도 놓쳤다. 결과적으로 홍콩정부는 캐리람 장관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신
임과 중앙정부의 강력한 비호 아래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봉합하기 어려운 갈등의 골을 만들었다.
중국 정부의 ‘중국의 홍콩’에 대한 질서 회복의지는 이미 여러 차례 천명된 바 있다. 문제는 중국 중앙과 홍콩 시민사회 간의 일국양제(一國兩制)를 둘러싼 근본적인 인식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
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중국은 처음부터 표면적인 시위 사태 해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대화와 소통의 장이 애초부터 마련되지 않았다. 홍콩에 대한 ‘전면적 관할권 행사’를 주장하는 중앙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일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가지 제도의 병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홍콩 시민 사회는 당초 취지대로 일국과 양제는 병렬적인 상황에서 공존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위가 계속되면서 홍콩 사회는 분열되었고, 젊은 학생들은 행동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과격 노선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성에 대한 저지와 비판이 초점이 되어 당초 시위의 목적
과 본질에서 유리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홍콩 정부가 10월 5일 발효한 시위대의 ‘복면 금지법’에 대해 18일 홍콩 고등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중국 정부는 홍콩기본법에 대한 최종 유권
해석은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소관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 하원이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 (홍콩인권법)’과 ‘홍콩보호법’을 통과시키자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결국 홍콩 정부를 통한 강력진압을 선택했고, 시위대와 시민사회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어떻게 결말이 날수는 알 수 없지만 홍콩 사태는 현재까지의 전개
만으로도 홍콩 내부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일정한 파장과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첨예한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미·중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소지가 커졌다. 미국 상원은 11월 19일, 하원이 지난 10월 15일 통과시킨 ‘홍콩인권·민주주의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홍콩이 경제와 무역상의 특별한 대우를 계속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해마다 재확인하고, 홍콩 시위대의 납치나 중국 본토 추방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집회·군중을 통제 및 진압하기 위한 일체 장비의 홍콩 수출도 금지하고 있다. 또 2020년까지 행정장관 및 입법의원에 대한 자유· 공정 선거제도 마련을 지지한다면서 시한까지 제
시했다. 당연히 중국은 이를 ‘내정간섭’이라며 ‘반격’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겨우 일차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양국 무역협상도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고, 10일 안에 이 법
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탄핵 정국에서 곤혹스럽게 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국 간 인권·민주 갈등 차원으로의 확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홍콩 사태는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에게 홍콩은 중국, 미국, 베트남 다음으로 수출 규모가 큰 지역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대중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홍콩 수출액 355억 달러의 82% 이상이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우회기지인 홍콩에 대한 수출이 올해 33%가량 감소될 것으로 무역협회보고서는 예측하고 있다. 특히 홍콩은 한국의 최
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메모리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각각 73.0%와 63.3%에 달한다. 미·중 무역 분쟁의 와중에서 대 홍콩 수출 환경도 악화되는 이중 악재를 맞고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도 중국 기업
의 영업 기반이 본토에 있기 때문에 홍콩 항셍(H)지수는 상대적으로 시위 사태의 영향을 덜 받지만 홍콩의 불안은 중장기적으로 해외 자본의 유입과 투자를 주저하게 하고 있다. 자칫 홍콩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면 또 다른 블랙 스완(Black Swan)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홍콩 사태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각 대학에서 한·중 대학생 간 충돌이 발생하는 엉뚱한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성장한 한국 학생들은 시위대가 공권력에 의해 진압당하고 유린
당하는 자료를 근거로 홍콩의 민주화에 관심을 표명한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중국 학생들의 애국주의는 이를 중국에 대한 간섭으로 인식한다. 게다가 중국 학생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유포되는 시위대
가 홍콩 공권력에 도전하는 자료를 근거로 시위대의 항의를 폭력 활동으로 치부하면서 중국에 주권이 귀속된 이상 홍콩인도 중국인이며 당연히 중국이라는 일국의 통치 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사드(THAAD)의 앙금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한국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와 플랭카드를 훼손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나 ‘김정은 만세’같은 한국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비이성적 행동을 하
는 것은 무지에 가까운 행동이다. 대학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토론할 자유가 있으며 이야 말로 최고 학부의 생명력이다. 불만이 있다면 자신들의 논리를 개진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논
리적 주장을 하는 토론을 진행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물론 가장 시급한 것은 홍콩시민과 홍콩 정부 그리고 중국 중앙정부 간의 진솔한 소통이다. 홍콩 시민들은 애초부터 홍콩인으로 구성된 홍콩 정부와 이웃에 살던 경찰이 자신들에게 총을 겨누는 이 상황
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큰 충격에 빠져있다. 홍콩 사회의 주축인 넥타이 부대는 20대 초반 청년학생들의 저항을 돕지 못한 패배감과 무기력 속에서 지속적인 평화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
겠다면서 오늘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거리로 나섰다. 자신들의 의사를 계속 전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홍콩 당국이나 중국 당국도 홍콩이 독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통 기회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회는 있게 마련이다. 평화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통한 지혜의 결집을 기대한다.

<참고> 한국과 홍콩

한- 홍콩 경제교류
한국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홍콩의 위상 (2018년 )
- 수출 :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제4위 (메모리) 대홍콩 수출액의 60%
- 교역 :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에 이어 제5위
- 무역수지 : 중국(443억 미불)에 이어 2위 흑자시장(440억 달러)
<한-홍콩 수출입실적 >(단위: 억불,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

277.6
(-14.9)

272.5
(-1.8)

304.2
(11.6)

327.8
(7.8)

391.1
(19.3)

459.9
(17.6)

수입

19.3
(-6.3)

17.5
(-9.3)

14.9
(-14.3)

16.1
(8.1)

18.8
(16.4)

19.9
(6.3)

총교역

296.9
(-14.5)

290.6
(-2.3)

319.2
(10.0)

343.9
(7.8)

409.9
(19.3)

479.9
(17.1)

수지

258.3

255.0

289.3

311.7

372.4

440.0

한- 홍콩 교류
동포현황 : 15,083명 (2017년 기준)
- 영주권자(7년 이상) : 6,465명, 일반거주자(6개월 이상) : 7,361명
유학생 : 1,257명, 일시 체류자 : 7,000명(추정치)
- 현지 거주동포들은 주로 상사‧지사 근무경력을 가진 자들로 홍콩에 7년 이상
체류시 무기한 체류자격 보유, 별도 신청시 홍콩영주권(Permanent Identity
Card) 취득 가능 * 홍콩영주권 취득시 참정권 행사 가능

* 홍콩내 한국 기업 진출업체 : 1,500여개
(10개 지상사 및 교포기업 포함)
* 한국계 금융기관 현황
: 홍콩진출 한국계 금융기관은 총 26개사
(2016년)
: 은행(10), 증권사(9), 자산운용사(3),
기타(4)

한-중 대학생 충돌

한- 중 대학생 충돌

謝 謝 大 家!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