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지노의 도시 마카오의 역사와 마카오의 경제상황

마카오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다.

마카오는 중국 광둥성 남부, 주강 하구 서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홍콩에서 60km, 중국 광저우에서 약 145km 떨어져 있다.

전체 면적은 26.8km2로 중국 대륙에 접속한 마카오
반도와 남쪽의 타이파와
콜로안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카오의 기후는 열대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23.2℃이다.

1557년 포르투갈인들이 해적토벌에 대한 중국에서
마카오반도를 특별거주지역으로

조약에 따라 영토를 차용하고 1849년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자유무역항으로
선전포고하고 마카오 전역을 점령하였다.

1887년 중국-포르투갈 우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마카오는 공식적으로 포르투갈에
영구 할양되었다
한편 1943년~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마카오가
일본의 점령으로 인해
일본의 보호령 아래 들어갔다.



1951년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해외령으로 선언하고
편입했다.
4년 뒤 1955년 중국이 마카오 지역에 대한 영토권 문제를
공식 제기하면서
1979년 포르투갈-중국 간 외교관계 수립 이후 마카오에
대한

중국의 영토권이 인정되기에 이르다.
1983년 중국-마카오 간 마카오 개발협정이 체결되면서
주하이 경제특구와
연계 개발되었다.

1986년 베이징에서 마카오 장래 협상이 시작되었고
1987년 4차 협상 끝에
마카오 반환협정에 서명하게 된다.

1999년 5월 마카오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수반에
에드먼드호가 선출되었고,

그해 12월 20일 마침내 마카오 주권이 중국에 반환됐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마카오는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지위를 갖는다.

이에 따라 홍콩과 마찬가지로 행정 입법 사법권을
향유한다.
다만 국방 및 외교는 제외된다.
마카오 인구는 2008년 기준 약 55만 명이다.
공용어는 광둥어로 광둥인 중국어로 전체 인구의
96.1%가 사용하고 있다.



기타 포르투갈어 사용자가 1.8%이며 영어도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마카오의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이다.

마카오의 경제상황

1990년대 마카오의 재정수입은 카지노 산업에서
징수되는 세수로

마카오 정부 재정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2002년 4월 카지노 영업권 독점화 종식 및 특히 2003년
중국과 체결한 포괄적인

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중국이 본토 개인관광객을
허용하고 관광업과 카지노산업이
급속히 발전했다.

2007년 중국은 49개 도시에서 마카오 자유관광을
허용하고,
이러한 영향으로 2007년도에는 카지노 산업이
재정수입의 70% 이상을 충당하며,

2007년 재정수입은 총 51억 달러였으나,
이 중 카지노 산업의 재정수입액은 36억 미 달러였다.

마카오 카지노 산업은 2006년 69억달러의 매출을 올려
65억달러를 기록했다.



라스베이거스를 능가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카지노
매출액 1위 도시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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