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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성, 홍콩 및 동남아지역과 가

까운 교통의 요충지이자 남중국해 

개발의 전초기지

올해 6월 1일 중국 정부는 <하

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 

(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

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몽(中国梦)' 프로젝트의 하나로 하

이난을 선전 등의 경제특구보다 

개방도가 높은 특별지역으로 발

전시키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하이난은 예전부터 중국 정부

가 주목한 곳이다. 1988년 광동성

에서 분리돼 하이난성이 설치됐으

며, 2018년 자유무역시험구로 선

정됐다가 2018년 4월 하이난 보아

오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자유무

역항 건설 계획을 밝힌 바가 있다. 

2020년 6월 1일 중국정부는 <하이

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海

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을 통

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시했다.

2019년 하이난 GDP 규모는 

5300억 위안인데, 이는 전 중국 

GDP의 0.53%에 불과하며 상하이

시 GDP인 3조8000억 위안의 1/7

에 그치고 있다. 하이난성의 주요 

산업은 관광업과 농업이다. 즉, 노

동력과 제조기반 시설 등이 부족

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속

도에 비해 더디게 성장했다. 그러

나 앞으로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한 만큼 눈

부신 성장이 기대된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3단계에 걸친 

건설 추진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

案)>을 살펴보면 총 3단계에 걸친 구

체적인 시행계획이 담겨있다. 2025

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기반을 

구축하고, (2) 2035년까지 자유무역

항제도와 운영 모델을 더욱 발전시

켜 국경 간 자금, 물류, 인력 이동 자

유화를 보장하며, (3) 2050년까지 세

계적인 자유무역항으로 성장시키

는 등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행 내용

은 ‘6+1+4’로 요약할 수 있다. '6'은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국경 간 

자금이동 자유화, 물류운송 자유

화,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6가지 방

면에서 자유화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1’은 관광업, 서비스업 및 

첨단기술산업 등 신흥산업을 중점

적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것이고 ‘4’

는 세수, 사회치안, 법치 및 불안요

소 통제라는 4가지 차원에서 구체

적인 법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세제 지원책, 

홍콩 및 싱가포르보다 한단계 앞서

이번 방안에 담긴 여러 시행계

획 중 가장 구체적이고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세제 혜택이다. 기업 

세제 부담을 완화시키고 외국자본

의 투자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

해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관세 

등에서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하이난 자

유무역항은 2025

년까지 수입화물

에 대해 ‘제로(0) 

관세’를 실시할 계

획이다. 

더욱 개방적인 자유무역항 건설

화물 수출입의 경우 2025년까

지 먼저 보세항구에서 ‘일선방개 

이선관주(一线放开, 二线管住)’ 수

출입 관리제도를 도입해 시범 적

용하고, 2025년 이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일선방개 

이선관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

방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는 

것이다. 일선(一线)이란, 화물을 해

외에서 중국 자유무역구(항)로 직

접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선

(二线)이란, 자유무역구에 반입된 

화물이 중국 본토로 반출되는 것

을 의미한다. 즉 일선방개(一线放

开)란 해외의 화물이 하이난성 자

유무역항에 직접 반입되는 경우 

세관검역을 거치지 않고 관세는 

면제된다. 이선관주(二线管住)란 

자유무역구(항) 내의 화물이 중국 

본토 등 비자유무역구(항)으로 반

출 시 세관 검역을 거쳐야 되며 중

국 국내 해관법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가 징수됨을 의미한다. 즉, 해

외로부터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직

접 들어오는 수입화물은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법규에 의거 세관 검

역이 까다롭지 않고 관세도 면제

되나, 중국 본토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기존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이 

'일선방개 이선관주' 제도가 가지

는 의미이다. 하이난성 자유무역

항의 개방도는 높이지만 어디까

지나 자유무역항에만 적용되는 것

일 뿐, 하이난성을 활용하여 중국

본토로 수입화물이 자유롭게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

해서 네거티브 리스트로 투자 가

능 산업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

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이는 ‘비금

즉입(非禁即入)’을 기본 관리 윈칙

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금

지하지 않은 영역에는 기업 진출

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해 전반적

인 산업분야에서 외국 자본을 수

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특히 진입 관

련 네커티브 리스트 자체를 최소

화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첨단기

술산업과 항공산업, 통신산업, 금

융산업, 의료산업 등 중점 육성 산

업 관련 서비스분야는 정부 차원

에서 하이난성 개방을 더욱 확대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 조달 

사업에 있어서 내자기업과 외자기

업을 동일하게 대우하며 법적기관, 

비영리기관, 국유기업의 대표직에 

있어서는 외국인도 임직이 허용되

는 등 서비스·투자 분야의 기존 장

벽을 낮출 전망이다. 또 외국인 단

체관광객이 크루즈 탑승 입국 시 

15일간 무비자로 입경이 가능하

다. 이는 크루즈 관광산업을 하이

난성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확보

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엿보

이는 것으로 이 제도가 발표된 후 

각 여행사 등 관광기업은 하이난 

크루즈 여행상품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항 프로젝트가 발표된 

후 6월 9일, 중국 민항국은 <하이

난 자유무역항 항공운수권 시범 

개방 실시 방안>을 후속으로 발표

했다. 하이난성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동남아 등과 연계된 여러 

항공노선을 개발해 세계 교통 및 

물류 중심지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6월 13일에는 하이난성 자유무

역항 첫 프로젝트 유치계약 체결

식 이벤트가 하이커우에서 개최됐

다. 싼야국제항공 프로젝트 등 35

개의 프로젝트가 유치됐는데 프랑

스 전력그룹(法国电力集团), 중국 

동방항공사, 배달앱으로 유명한 

메이퇀그룹(美团点评) 등 여러 기

업이 참여했다. 35개 중 8개는 외

자투자 프로젝트이며 27개는 국내

자본의 프로젝트이다.

KOTRA 광저우 무역관

中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프로젝트 추진 
관세 면제, 소득세 인하, 무비자 입국 확대 등 신경제특구 조성  

위치: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

면적: 35,400km²

성도(省都): 하이커우시(海口市)

인구(2019년 기준): 944.7만 명

GDP(2019년 기준): 5308.9억 위안

기후: 아열대기후, 열대기후

하이난성 주요 개황

구분 하이난 자유 무역항
중국 본토

(非자유무역구)
싱가포르 홍콩

기업소
득세

(1)기본원칙: 최고 15%
(2)관광업, 서비스업, 첨단기

술산업 등 중점육성산업에 
속하는 외국기업은 직접투
자에 따른 소득세에 2025년
까지 기업소득세 면제

최고 25% 최고 17% 최고 16.5%

개인소
득세

납세연도 기준 하이난성에 183
일 이상 거주할 경우 3%, 10%, 
15% 단계별 누진세율 적용

최고 45% 최고 22% 최고 17%

수입관세

일부 상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 소비세, 증치
세 면제(제외될 구체적인 상품 
목록은 이 방안에서는 미언급, 
추후 발표 예상)

대다수 제품에 수입
관세 징수

주류, 담배, 석
유화학 제품에 
수입관세 징수

주류, 담배, 석
유화학제품에 
수입관세 징수

소비세
주류, 사치품, 석유화
학제품, 자동차 등에 
소비세 징수

주류, 담배, 석
유화학 제품에 
소비세 징수

없음

부가가
치세

(증치세)

(1)생필품(식품 등)에 
증치세 9% 징수

(2)수입제품에 증치
세 13% 징수

7% 부가가치
세 징수

없음

자료: 중국 국무원, 싱가포르 세관, 홍콩 해관, 흥업증권보고서 정리

세제 정책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