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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정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 발표
2020년 6월 1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당일 중국 중공중앙(中共中
央) 및 국무원(国务院)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
设总体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하였음

2 中 일부 도시, 노점경영
허가로 경제회복 촉진

2020년 5월 29일, 중국 양시왕(央视
网)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정부는 취업
안정, 소득 증가, 민생 보장, 소비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임
이를 통해 요식업, 상가, 문화 소비, 관광,
가정서비스 등 업종의 운영 정상화를
구현하고자 함
또한,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취업 안정
유지 관련 장애 요소나 불합리 정책을
철폐하고 다양한 취업 촉진정책을 도모
하라고 요구하였음
이에 따라 쓰촨(四川), 저장(浙江), 샨시(陕
西) 등 지방정부는 한시적인 노점경영

본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에 중점을 두는
자유무역항을 건설할 것이며, 2035년까지 국내외 자금 이동, 출입국, 물류,
인재왕래 분야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구현하는 국제고수준의 자유무역항 건설할
것이며, 2050년 이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유무역항으로 조성할 것임

허가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이 보다 쉽게 노점경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자료:央视网(2020.05.29)
□ 部分城市临时允许占道经营 城市管理更有温度

또한,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향후 단계별로 △영관세(零关税), △저세율(低税率), △
간편 세제(简税制)를 추진할 것임

3 中 제조업 생산경영
지속 회복 중

△ 영관세(零关税)
-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세제도 개혁 전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세, 수입 부가
가치세 및 소비세 등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조세제도 개혁 이후 수입세 부과 상품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하지
않음
△ 저세율(低税率)
-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등록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소득세 징수 시 우대세율(15%
하향 조정된 세율)이 적용됨
- 조건에 부합한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우대세율(3%, 10%, 15% 하향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것임
△ 간편 세제(简税制)
- 세금 종류 제도를 개혁하고 간접적인 세금 징수 비율을 낮춤
- 세제 구조 과학화, 요소 최적화를 구현하고,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현저하게 감소
시키고, 정부 재정수지균형을 유지함

□ 자료:中国新闻网(2020.06.01)
□ 聚焦海南自贸港：分步骤实施零关税、低税率、简税制，企业所得税降至15%

2020년 5월 31일, 중국 국가통계국
서비스조사센터는 올해 5월 중국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를
발표하였음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5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50.6%로
전월 대비 0.2%p 하락하였지만, 경기
확장선(50%) 이상으로 나타남
이 중 시장수요가 상승세를 보이며,
신규주문지수는 50.9%로 전월 대비 0.7
%p 상승하였음
한편, 중국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53.6%로 전월 대비 0.4%, 비제조업의
신규주문지수는 52.6%로 전월 대비 0.5
%p 상승하였음
□ 자료:央视网(2020.05.31)
□ 解读：中国制造业生产经营持续恢复中
非制造业恢复性回升力度有所增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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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中 세무국, 중고차 판매 부가가치세 하향 조정
2020년 6월 1일, 중국 경제일보(经
济日报)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재정
부와 세무총국은 <재정부 세무총국
의 중고차 매매 부가가치세 정책에

본 '공고'에 따르면, 2020년 5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고차
딜러가 중고차 판매 부가가치세는 3%
에서 0.5%로 하향조정될 것임

手车经销有关增值税政策的公告,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된 정책이
중고차 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것이며, 특히 중고차 시장의 성장이 더욱

이하 '공고')>를 공동으로 발표하였음

규범화, 표준화된 것이라고 밝혔음

관한 공고(财政部 税务总局关于二

□ 자료:经济日报(2020.06.01) □ 二手车征收税率大幅下调 媒体：二手车市场复苏有望

5 "5G+VR' 소비 뉴패턴, 2020년 중국 VR 시장규모
900억 위안 전망

6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내관광객 면세소비
한도 1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

2020년 6월 1일, 중국신문망(中国新
闻网)에 따르면, 당일 발표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에서 하이
난은 2025년 이전 일부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임
이 중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내관광객의
면세소비 한도는 1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며, 동시에 면세품 종류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2020년 6월 1일, 중국 인민일보해외판(人民日报海外版)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신부(工信部)는 <5G 발전 가속화 촉진 관련 통지(关于推动5G加快发展的通

하이난성 국내 면세정책은 2011
년부터 약 5차례의 조정을 거쳤으며,

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였음

현재 1인당 면세소비 한도는 약 3만
위안이며, 이 정책은 항공, 해운, 철도
등 외지 이용객과 도내 주민 모두
적용됨
하이난 국내면세정책 하이난 관광시장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였으며, 2020
년 1분기까지 하이난 면세품 판매 수는 약
7,200만 건, 총 판매액은 약 550억 7,000
만 위안, 소비자 규모는 약 1,609만 7,000
명으로 알려짐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가속화에 따라
올해 3월부터 하이난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면세품 경영그룹의 하이난 면세점
개설, 대형 매장상가 개설, 고급 소비
브랜드의 도입 등 면세점 또한 빠른
본 '통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향후 '5G+VR/AR' 등의 응용 보급과 신형 정보
소비를 적극적으로 촉진할 것임

속도로 발전할 것임

중국 공신부에 따르면, 5G와 VR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응용되면서 VR
산업은 보급 가속화와 상용 착지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음
또한, AR/VR 업계 시장분석기관 Greenlight Insights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
세계 VR 산업의 시장규모가 약 1,6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며, 이 중 중국 시장의
규모가 약 900억 위안으로 전망되었음

□ 자료:人民日报海外版(2020.06.01)
□ “5G+VR”消费新模式 中国市场规模有望达900亿元

□ 자료:中国新闻网(2020.06.01)
□ 聚焦海南自贸港：
将放宽离岛免税购物额度至每年每人10万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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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中 5월 자동차

소비지수 63.0 기록,
전월 대비 내림세

2020년 6월 1일, 중국신문망(中
国新闻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자동차유통협회는 올해 5월 중국
자동차 소비지수를 발표하였음
중국 자동차유통협회에 따르면,
2020년 5월 중국 자동차 소비지
수는 63.0으로 전월 대비 내림 세로

8 6월 2일, '일대일로 세수 징수관리 협력 메커니즘 회의'
온라인으로 개최

2020년 6월 2일, '일대일로 세수 징수관리 협력 메커니즘 회의(“一带一路”税收征
管合作机制会议)'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음
이번 회의주제는 '동심 방역, 공극시간(同心抗疫，共克时艰: 동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이웃 간에 함께 도와 어려움을 이겨냄)으로 개최되었으며, 36개 국가와 지역의
세수부서 책임자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였음
회의에서는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시에라리온, 이탈리아, 한국, 싱가포르 등
국가 세수부서 관리자와 'OECD 세수 정책관리센터' 파스카 주임은 코로나19 방제를
중심으로 사회경제발전과 국제세수 징수 등 관련 의제를 논의하였음

나타남
한편, 5월 중국 자동차 수요지수는

일대일로 세수 징수관리 협력 메커니즘 이사회 이사장 및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장

76.9, 영업점 고객방문지수는 74.1,

왕쥔(王军)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제 기간 중국의 세무세수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구매의향 지수는 80.0으로 모두

중국의 코로나19 방제 관련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

내림세를 보임

하였음

□ 자료:中国新闻网(2020.06.01)
□ 5月中国汽车消费指数为63.0 较上月出现回落

□ 자료:中国新闻网(2020.06.02)
□ “一带一路”税收征管合作机制会议召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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