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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코로나19에 대응한 핀테크 인재 지원제도 시행
□ 홍콩 정부는 신규고용 확대 및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 강화를 위해서 코
로나19에 대응한 핀테크 인재 지원제도(FAST: Fintech Anti-epidemic Scheme
for Talent Development)를 시행(2020.7.2~2022.7.2일)
ㅇ 홍콩의 핀테크 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이 추가적인 자본투입을 결
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
― 2018.12~2020.5월중 홍콩은 8개의 인터넷전문은행(Virtual Bank) 및 4개의
인터넷전문보험사(Virtual Insurer)를 인가해 주었으며 홍콩경제 발전의 새
로운 동력으로 핀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ㅇ 이러한 상황하에서 신규고용 창출 및 핀테크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억
2천만 홍콩달러를 활용하여 1,000명에 대해 1년간 월 최대 10,000홍콩달
러의 임금을 보조*
* 2020.7.2~2021.7.2일중 신청을 받고 기업들에는 2022.7.2일 이전까지 지급(2년간 운영)

― 재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차로 조성된 1,375억 홍콩달러 규모
의 펀드(Anti-epidemic Fund*, 防疫抗疫基金)중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
적으로 할당된 60억 홍콩달러를 활용
* Anti-epidemic Fund는 1차(2.21일)로 300억 홍콩달러, 2차(4.18일)로 1,375억 홍콩달러가 조성
홍콩의 코로나19에 대응한 핀테크 인재 지원제도의 개요

▪목적

주요 내용
- 핀테크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홍콩의 핀테크 인재를 양성

▪지원규모

-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1,000명)에 대해 월 최대 10,000홍콩달러 규모의
임금을 1년간 보조
- 임금은 3개월 단위로 선지급

▪신청자격

- 2020.1.1일 이전에 홍콩에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핀테크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 또는 비영리 기관
- 18세 이상 홍콩 거주자

자료: 홍콩 사이버포트(Cyberport)

ㅇ 한편 홍콩금융관리국(HKMA)도 금융권의 신규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0.8
백만 홍콩달러 규모의 자금을 활용하여 9월부터 금융권이 신규 대졸자를
채용할 경우 월 12,000홍콩달러의 급여를 6개월간 보조*
* HKMA는 신규 고용지원 프로그램(Financial Industry Recruitment Scheme for
Tomorrow)을 통해서 HKMA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가치저장수단(stored value
facility) 관련 기업 및 은행들에서 약 1,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보조금의 규모가 크지 않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청
년 실업률이 높아져 가는 상황하에서 금융권*의 고용 촉진에 어느 정도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
* 홍콩의 금융보험업 비중(2018년 기준): 총GDP의 19.8%, 전체 취업자의 6.8%

ㅇ 2020.5~7월중 홍콩의 실업률(원계열기준)은 6.3%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9세
의 청년실업률은 이보다 높은 10.4% 수준
ㅇ 이와 아울러 홍콩 정부는 고용창출과 함께 고용유지를 위해서 810억 홍콩
달러를 자금을 투입하여 고용유지프로그램(Employment Support Scheme, 保就
業 計劃)도 시행중에 있음

― 고용유지프로그램은 2020.6~11월중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9,000홍콩달
러 규모의 월 급여를 기업들에게 보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