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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 정책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
2018. 12. 21.

작성 ▎김홍원 전문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 중국 정부의 하이난(海南) 자유무역시험구(FTZ) 및 자유무역항 건설 선언 이후, 관련 후속조치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음.
- 2018년 4월 하이난은 중국 내 12번째 FTZ이자 전국 유일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었음.1)
ㅇ 하이난 경제특구 설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하이난을 FTZ로 지정하고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기로 선언함.

- 지난 4월 국무원에서 최초의 가이드라인(「하이난 개혁개방 전면심화 지지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支持海南全面深化改革开放的指导意见)」)을 공표한 이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협의 하에
부문별로 총 11개의 「실시방안(实施方案)」이 마련되었음.2)
ㅇ 지방정부가 국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중앙의 각 유관부처와 협의 하에 11개 실시
방안의 내용을 구성하고, 그 중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일부가 발표된 것임.

☐ 최근 발표한 후속조치는 지방재정·세수, 해외투자기업의 시장진입 완화, 면세구매 허용범위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재정·세수] 중앙정부는 하이난에 향후 5년간(2018~22년) 특별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지원과 지방채 발행 한도를 확대할 계획임.3)
ㅇ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기초인프라 건설, 생태환경 보호, 산업구조 고도화에 쓰일 예정임.4)

- [해외투자기업의 시진진입 완화] 농업, 통신, 문화, 금융, 건설 방면의 투자제한 완화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완화된 조치 내용의 대부분은 현행 FTZ와 동일한 수준임.5)

1)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김홍원, 이한나(2018. 5. 30), 「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의 의미와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18-21 참고.
2)「一批重点工作取得初步成效，实现良好开局——海南 改革开放“加速跑”（在国新办新闻发布会上）」(2018. 12. 15),
人民日报, https://app.peopleapp.com/Api/600/DetailApi/shareArticle?type=0&article_id=3221341&from=singlemessage;
「专访海南省委书记、省人大常委会主任刘赐贵 蹄疾步稳开新局」(2018. 12. 8), 《瞭望》新闻周刊 , http://hi.people.co
m.cn/n2/2018/1208/c231190-32384982.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2. 19).
3)「财税政策如何助力海南自贸区（港）建设」(2018. 11. 21), 中国财经报, http://www.cfen.com.cn/cjxw/cz/201811/t20181
121_3072635.html(검색일: 2018. 12. 19)
4) 국무원발전연구중심(国务院发展研究中心)의 孟春 연구원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 개발에 의존한 하이난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함임. 참고로 2018년 하이난 3분기 GRDP 대비 부동산개발 투자의 비중(누계기준)은
34%로 중국 전체 1위이며, 중국 평균(14%)을 20%p 상회함. 자료: 「31省份“经济对房地产依赖度”排名：海南最高」
(2018. 11. 24), 中国新闻网, http://china.huanqiu.com/article/2018-11/13626968.html(검색일: 2018. 12. 24)
5)「详解海南自贸区外资准入十大创新：增值电信准入审批权下放」(2018. 10. 17), 澎湃新闻, https://www.thepaper.cn/ne
wsDetail_forward_2539060(검색일: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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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소비 활성화] 면세구매 허용 한도를 늘리고(인당 1만 6천 위안→ 3만 위안), 가정용
의료기기를 면세품목에 추가함(12월 1일자 시행).6)
ㅇ 이외에 면세구매 대상으로 국내외 관광객 뿐 아니라 하이난 지역 거주자를 포함시킴.

☐ 하이난 FTZ 관련 정책 추진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중앙 부처와 하이난 정부 간에 비교적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앙정부에서 여타 지역의 FTZ와 달리 재정지원과 행정권한
부여를 강조함.
- 아직 정책 전문(全文)이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파악될 것이나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교통운수부 등 다수의 중앙부처에서 하이난 FTZ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시장개방 측면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하이난 FTZ의 개방조치는 기존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나,
조만간 관광, 의료, 교육 등 중점산업 영역의 개방 확대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7)
- 하이난은 여타 지역과 달리 섬 전체가 FTZ로 지정되었고, 경제발전 수준이 중국 동부 연해지역
중에서도 낮은 편이어서 개발 초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관건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8)
ㅇ 하이난은 인구 약 900만 명의 대만과 비슷한 크기의 섬으로, 2017년 하이난의 1인당 GRDP(48,430 위안)는
중국 평균(59,660 위안)에도 못 미침.9)
ㅇ 기업투자 및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기초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중앙정부는 하이난 FTZ 조성에 필요한 관리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충분한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10)
ㅇ 일례로 2018년 4월 국무원에서 의료기기의 수입 심사권한을 하이난성 유관당국에 이양한 바 있음.11)

6) 财政部, 海关总署, 税务总局(2018. 11. 27), 「关于进一步调整海南离岛旅客免税购物政策的公告」.
7)「海南发布优化营商环境行动计划 40项措施10日起执行」(2018. 12. 10), 南海网, http://www.hinews.cn/news/system/20
18/12/10/031581059.shtml(검색일: 2018. 12. 19).
8)「新离岛免税政策背后 海南一系列利好政策的含金量有多高？」(2018. 11. 30), 《财经》, http://yuanchuang.caijing.co
m.cn/2018/1130/4542048.shtml(검색일: 2018. 12. 19)
9) CEIC database.
10) 国务院(2018. 9. 24), 「关于印发中国（海南）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的通知」.
11)「进口医疗器械审批权下放海南，专家呼吁加快开放同时注重公平性」(2018. 4. 6), 第一财经, http://www.yicai.com/ne
ws/5413015.html(검색일: 2018. 5.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