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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정 3주년 앞두고 시장진입
완화 특별조치 발표
2021년 4월 13일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지

적화하기 위해 하이난에서 증권, 보험, 펀드 등의

정 3주년을 앞둔 시점인 4월 8일 중국 국가발전

업종이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데이터 정보 공유를

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건

강화하며 농업 전 산업 사슬 발전 시범사업을 지

설 지원 및 시장진입 완화에 대한 몇 가지 특별조

원할 것이라 명시하였다.

치에 관한 의견(

셋째, 문화 분야의 진입 완화와 발전을 촉진하
)>(이하 ‘특별조

치’)을 발표하였다.

기 위해 하이난 국제 문화재 및 예술품 거래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문화 연예 산업 발전을 장려하며
온라인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재 업종 분야

이번 조치는 하이난의 고품질 자유무역항 
건설의 일환

의 진입을 완화할 계획이다.
넷째, 교육 분야의 진입 완화와 자원 집적을 위
해 대학이 하이난에서 과학연구성과를 전환하도

‘특별조치’는 생산요소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

록 독려하고 중국 국내 유명 대학이 하이난에 국

동을 촉진하고 하이난이 국제적으로 비교 우위를

제대학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며 하이난이 직업 교

가진 산업의 육성을 가속화하여 하이난 자유무역

육을 크게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항을 고품질·고표준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하기 위

마지막으로, 기타 중점 분야에서는 시장진입을

해 다음의 5개 분야에서 진입 제한 완화를 위한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상업 우주 분야의 시장진

22개의 세부 조치를 제시하였다.

입 환경 최적화, 민간 항공과 스포츠 등 산업의 시

먼저 의약 위생 분야의 시장진입 방식을 혁신

장진입 완화, 신에너지차 충전 인프라 건설 및 운

하기 위해 인터넷 처방약 판매 지원, 하이난 국

영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특별조치’의 발표에 따

산화 첨단 의료장비의 혁신 발전 지원, 약품의 시

라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향후 의약 위생, 금융, 문

장진입 지원 강화,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화, 교육 등 서비스 산업과 우주, 항공, 신에너지

Research Organization, CRO) 진입 제한의 전

차 충전 인프라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시

면적 완화, 첨단 의료 미용 산업의 발전 지원, 이

장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해당 지

식과학 전 분야에 대한 진입과 발전 환경 최적화,

역 경제는 물론 중국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

의료건강산업 발전 혼합소유제 개혁 기금 조성 등

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 조치를 제시하였다.

자료 : 「

둘째, 금융 분야의 시장진입과 발전 환경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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