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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하이난성을 세계적인 자유무

역항으로 부상시키려는 프로젝트의 일환으

로 하이난 관광객의 면세 구매 한도가 세 배 

이상 상향 조정됐다. 2일 앙광망(央广网)은 

앞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이 발표

된 지 한 달 만에 하이난도 면세 구매 관련 신

규 정책이 정식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하이

난도 관광객 연간 면세 구매 한도 3만 위안

(500만원)→10만 위안(17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단일 제품 면세 한도 8000위안(140

만원) 폐지 ▲아이폰 등 전자제품 면세 항목 

대폭 추가 등이다.

특히 애플 아이폰이 면세 항목에 포함된 점

에 현지 관광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실제로 

현재 하이난에서 면세로 판매되고 있는 아이

폰11 프로맥스(512GB)는 1만 210위안(173만

원)으로 애플 홈페이지 공식 판매가 1만 2699

위안(215만원)보다 무려 20% 저렴하다.

같은 모델 256GB 제품의 경우 하이난 면

세가는 8625위안(146만원)으로 홍콩에서 

판매되는 면세 제품보다 1200위안(20만원) 

더 저렴한 수준이다.

앞서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국

은 지난 29일 ‘하이난도 관광객 면세 구매 

정책에 대한 공고’를 발표해 중국 국내 관광

객들이 하이난에서 10위안에 달하는 면세 

제품을 구매해 내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이난을 자유무역항과 관광 쇼

핑센터로 부상시켜 거액의 해외 소비를 내

수로 돌리려는 의도다.

신규 정책에는 하이난 면세 상품을 기존 

38가지에서 45가지로 확대했다. 새로 추가

된 면세 상품으로는 천연꿀, 차, 테블릿 PC,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폰, 전자오락기, 술 등

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기존 단일 제품에 대한 면세 한

도 8000위안(135만원)도 폐지됐다. 기존에

는 8000위안 이상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그 

이상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만 했다.

신규 정책은 대부분의 면세 제품에 대한 

구매 한도를 철폐했다. 단, 화장품의 경우 1

인당 30개, 스마트폰 4대, 주류 1500밀리리

터 이하로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1일 국가 육

성산업 장기 프로젝트로 <하이난 자유무역

항 건설 계획> 발표해 오는 2050년까지 하

이난을 세계적인 자유무역항으로 세우겠

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민희 기자

중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인기가 

높은 해외 국가인 인도에서 중국의 인기 

앱 사용을 금지시켰다. 30일 계면신문(界

面新闻)은 인도 정보 기술부의 발표 내용

을 인용해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인도에서 

중국 앱 59개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이번에 사용 금지한 중국 앱은 쇼트 클

립앱인 틱톡(TikTok), 위챗(微信), QQ, 쇼

트 클립앱 콰이셔우(快手), 무료 파일공유 

앱 SHAREit, UC브라우저, 카메라앱 메이

투(美图) 등 다양한 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내용을 발표한 인도 정보 기술부는 

인도 정보 기술법 제 69조 1항을 근거로 “인

도의 주권과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보안과 

공공 질서를 저해한다”며 해당 앱을 금지

시켰다. 또한 이들 앱에는 ‘보안상의 문제’가 

존재한다며 인도 13억 인구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안드로이드와 IOS 시스템에서 과

도한 개인 정보 사용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 앱을 통해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를 인도 이외의 서버에 전송한 정황을 포

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 산하의 

인도 인터넷 범죄 협조 센터(CERT-IN)는 

이 같은 ‘악의적인 어플리케이션’ 사용 중

단을 요구했다. 

한편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이 발생한 

이후로 인도 SNS 상에서는 중국 제품 불

매를 호소하는 내용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도 내에서 중국의 상품이나 서

비스를 제한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이민정 기자 

하이난 관광객 연간 10만元 면세 인도, 위챗 틱톡 
사용금지

中 60개 앱 사용 중단, 

보안 문제 우려

아이폰 등 전자제품 면세항목 추가

 2050년까지 세계적인 자유무역항 건설

중국인 자금 부동산→주식으로 이동

6월 30일 A주시장은 주요 지표가 일제히 

오르는 상승세로 상반기 거래를 기분 좋게 

마감했다. 지난 1월 말~2월 초, 급락을 나

타낸 후로 꾸준하게 오르며 상반기에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다. 6월 30일 기준 상하이

증시는 3000포인트에 근접했고 선전증시와 

차스닥 지수는 4년 이래 최고치를 쇄신했다

고 1일 중신경위(中新经纬)가 전했다. 

올 상반기 A주 상하이 및 선전 증시의 시

가는 70조 5900억 위안(12,016조 5,357억 

원)으로, 올 상반기 발행된 신주(2조 700억 

위안=352조 3,761억 원)을 포함시키지 않더

라도 연초에 비해 2조 6900억 위안(457조 

9,187억 원)이 증가했다. 

5월말 기준, 개설된 A주 계좌가 1억 6600

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1만 6200

위안(267만원)을 번 셈이다. 

올 상반기 A주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속에서도 만족할만한 성적표를 냈다. 

현재 상하이증시가 연초에 비해 2.15% 하

락했을 뿐 선전증시와 차스닥은 각각 14.9%

와 35.6% 오른 실정이다. 쳰하이카이위안펀

드(前海开源基金) 수석경제학자인 양더롱 

(杨德龙)은 "향후 코로나가 통제되고 주민

들의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 경

제전환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전제 하

에서 A주시장은 차스닥의 일부분 황소장 

추세에서 전면 황소장으로 바뀌게 될 것"으

로 전망했다. 

한편, 2월이후 A주 시장은 업종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의약생물, 식품음료, 과

학기술 등 업종의 주가가 크게 오른 반면 금

융, 교통운송, 채굴 등 업종은 코로나 직격

타를 맞고 하락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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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생물, 식음료, 과학기술↑

금융, 교통운송, 채굴↓

A주 투자자, 올해 평균 276만원 벌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