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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수 간호사 수 병상 수 
전국 평균 2.02 2.20 4.85

동부 2.30 2.37 4.62

중부 2.01 2.06 4.88

서부 1.99 2.02 5.16

베이징 3.72 4.11 5.10

상하이 2.52 2.96 4.84

구이저우 1.65 1.92 5.19

표 1 중국 지역별 인구 천 명당 의료자원 수 (2014년) 

제1장 중국 의료특구(단지)의 특징

1. 발전배경 및 발전과정  

1.1. 발전 배경 

1) 의료자원의 부족 및 불균형

◦ 우수 의료자원의 부족 및 대도시 집중

-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인 중국은 인구 수 대비 의료자원이 부족함. 특히 우수한 의료자원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레지던트/전문의 제도 등의 미비로 우수한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의료서비스 공급 상의 문제를 겪고 있음

Ÿ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와 기타 지역의 의료자원 차이가 크고, 서부지역의 경우 인구 천 명 당

병상 수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 인력 수는 평균을 하회하여, 우수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가 큼

        자료 : 2015 중국 위생과 가족계획 통계연감
- 중국에서는 대형 공립병원 이외에는 졸업 후 의사교육 시스템을 잘 갖추지 못하고 있음.

1)이로 인해 환자들은 대형 도시의 대형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크고,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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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10 2014
도시인구 56,212 66,978 74,916

농촌인구 74,544 67,113 61,866

합 130,756 134,091 136,782

도시인구 비율  43.0 49.9 54.8

표 2 중국의 도시화 추세 (만 명, %)

그림 1 중국 소비자 대상 진료받기 어려운 이유 조사 (%) 

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자료:  2015 광둥성 현대사회 조사와 평가 연구원

◦ 빠른 도시화로 인한 신개발 지역의 의료자원 부족

- 중국은 빠르게 도시화되고 있어, 구도시지역과 신도시지역 간 의료자원의 편차가 무척 큼.

특히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지역은 의료자원이 더욱 부족함.

         자료: 중국 통계연감
Ÿ 4대 1선도시 중의 하나인 광저우시의 경우, 구도심인 웨슈구의 의료자원이 CBD (Central

Business District)가소재한톈허구보다 3배가량이높고, 국가급신구로지정되어개발중인난사

신구의 경우 의료자원이 부족함

    

1)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주원의사 (레지던트)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6년부터는 전과의사 (전문의) 시험제도를 도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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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설명 의사 수 병상 수 
웨슈 광저우의 구도심, 

공립병원 밀집지 9.9 19.6 
톈허 광저우의 신도심 3.6 6.1 
난사 국가급신구/신개발 지역

지역 내 의료특구 추진 1.6 2.3 
전국 평균 2.0 4.9

표 3 광저우시 주요 구 인구 천 명당 의료자원 비교 (2014년)

           자료 :　2015 광저우시 통계연감 

2) 산업 구조조정 및 건강서비스산업의 육성

◦중국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현대서비스업을 육성

하고 있음. 의료서비스업은 현대서비스업 중의 하나로, 다수의 산업클러스터에서 현대서비스업

육성의 일환으로 의료특구를 개발하고 있음

◦중국 국무원은 2013년 9월에 「건강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일련의 의견」에서, 2020년까지

건강서비스업을 8조 위안 (약 1.23억 US$) 이상의 규모로 발전시키겠다는 지표를 포함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건강서비스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할 것을 천명하였음

1.2. 육성 정책 

1) 건강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일련의 의견

◦ 발전목표에서 "2020년까지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을 포괄하고, 내면적으로 풍부하고, 합리적인

구조를 갖춘 건강서비스산업체계를 기본적으로 건립하고, 다수의 지명도가 높고, 선순환적인

건강서비스산업클러스터 (健康服务产业集群)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을확보하고, 국민들의 광

대한 건강서비스 관련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킴" 이라고 천명함

- 건강서비스산업클러스터는 최소 2020년까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임

- 건강서비스산업클러스터의 기본 목표는 국제경쟁력 확보 및 의료서비스 공급의 확대임

◦ 국무원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지방정부 판「건강서비스업 발전

촉진에관한일련의의견」에서는지방정부차원의건강서비스산업클러스터육성을명시하였음

- 3)베이징시

2) 일반적으로 상업, IT, 건축/엔지니어링, 교육, 환경, 금융, 건강, 여행, 문화, 오락 등을 포함

3) 베이징시정부. 2014.09. 건강서비스업 발전 촉진 실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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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책 설명  

장쑤성  장쑤성 현대서비스업 십백천 
행동계획 (2012년)

현대서비스업의 일환으로 건강서비스업 육성을 명시. 
이에 따라 창저우 티엔닝건강양로서비스 클러스터를 

성급 양로서비스클러스터 시범기지로 지정 

하이난성 
「하이난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 

의료산업발전계획 강령」 
(2015년)

해당 의료특구의 발전계획 발표

베이징
「베이징국제의료서비스구
시범구역 추진 관련 의견」 

(2014년)
해당 의료특구의 발전계획 발표

광저우
「광저우시 전략성 

신흥산업발전 규획의 통지」
(2012년)

"바이오와 헬스케어"를 6대 신흥산업에 포함시키고, 
난사국제고급의료성 등 다수의 

건강서비스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할 것을 발표 

Ÿ (건강서비스)산업클러스터와 단지의 발전을 주요 임무의 하나로 선정

Ÿ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와 공간구조의최적화를 추진, 각종건강서비스 자원이신도시, 교외지역

등에 분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파급효과를 통해 심도 있게 건강서비스업 구조 업그레이드

및 공간분포의 최적화를 추진함

Ÿ 중점산업원의발전을추진하고, 베이징국제의료서비스구, 중관촌생명과학원 (베이징대헬스케어

그룹 산업원소재) 등의 원구(園區) 건설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함. 베이징국제의료서비스구의

‘의, 교, 연, 양(養), 강(康)’ 오위일체의클러스터발전을장려하고, 국제 일류의의학원구, 국제경

쟁력을 구비한 건강서비스업시범구, 다원화의료실험구를 노력하여 구축함

- 4)허베이성

Ÿ 양생, 헬스, 레저, 의료 등을 일체화한 건강관광컴플렉스를 건설하고, 중의보건, 온천스키, 재활

양로, 피서양생 등의 건강관광기지를 다수 구축함

Ÿ 건강서비스산업클러스터를 지지하고, 각 지방의 조건 및 특색장점과 결합한 건강서비스산업클

러스터를 건설하는 것을 장려함

2) 지방정부의 기타 관련 정책

◦다수의지방정부는건강서비스산업클러스터육성을위해「건강서비스업발전촉진에관한일련의

의견」이외에도관련정책을발표하고있음. 일반적으로지방정부의건강산업혹은현대서비스업

육성/발전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부 지방정부는 특정 건강서비스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정책을 단독으로 발표하기도 함

◦ 각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

4) 허베이성정부. 2014.06. 건강서비스업 발전 실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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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2010년) 2단계 (2010년대 초반) 3단계  (2013년 ~ 현재) 

특징 
의약특구 내 의료기관 유치 및 

의료서비스가 포함된 
건강산업원 추진  

베이징/상하이 등 1선 도시 
위주로 하이엔드 의료특구 

설립 추진
 전국적 확장

예시/
설명 

- 의약특구 성격의 상하이 국제
의학원구가 2003년 비준되며, 기
존의 의약특구와는 다르게 의료
기관 유치  
- 의약+의료특구 성격의 청두국
제의학성 2008년 비준 
- 티엔스(天狮)건강산업원 등 일
부 의약특구에서 의료기관 설립
/유치
-베이징대헬스케어그룹 2010년 
산업원 건설을 위한 회사 설립  

- 베이징 : 베이징 국제의료
서비스구 계획 수립  
- 상하이 : 상하이 신홍챠오 
국제의학센터 계획 수립  
- 광저우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 규획의 통지」에서 다수
의 의료특구 개발계획 수립
- 하이난 : 보아오러청 국제 
의료관광선행구 추진 및 비준

- 국무원「건강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일련의 의견」 
에서 건강서비스
산업클러스터 육성 명시 
- 각 지방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건강서비스산업클러스터 
육성을 발표하였고, 다수의 
지방정부가 육성할 
의료특구를 지정하였음 
- 다수의 국가급신구/개발구
가 현대서비스업 육성 일환
으로 의료기관 유치 및 건강
서비스산업클러스터 신설 

1.3. 발전과정

◦중국 내 의료특구는 2000년 대 일부 의약특구에서 유치 업종으로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며 시작

되었음. 2010년 대 초반 1선 도시를 중심으로 하이엔드 의료특구 설립이 시작되었으며, 2013년

정부에서 육성 정책 발표 후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2. 주요 특징 

2.1. 소속  

1) 중국의 산업클러스터 유형

◦ 산업클러스터 발전 과정

- 1984년 상무부에서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國歌級經濟技術开发区)를 지정하였고, 1988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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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설명 비고 

광대역 
클러스터

(국가급)
신구 

우대정책과 권한 등은 국무원에서 
직접 지정

현재 국가급은 17개. 시 등 지방정
부 차원의 신구도 있고, 이가 국가
급으로 격상되기도 함. (다롄 진저
우신구는 2014년 국가급으로 격상
되며 진푸신구로 확장됨) 

자유
무역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각종 규제 
철폐/개방 : 7)네거티브리스트 

중심으로 해외투자 관리, 일반적으로 
무역/서비스업 중심 

국가급 자유무역구는 2016년 4월 
기준 4개 (광둥 자유무역구는 

광저우, 선전, 주하이 3개 Zone)
중규모 

클러스터
경제기술
개발구 

외자 및 기술 유치 등을 위해 특구 형태의 
우대정책/개방정책을 실시하는 지역  국가급 219개 (2015년)

표 4 중국의 주요 산업클러스터 유형 (의료특구와 관련 있는 클러스터 중심) 

과기부에서 국가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国家高薪技术产业开发区）를 지정하였음. 이후

다양한 산업의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여, 5)현재 중국 전역에 약 1만 개의 산업클러스터가

있고, 그 중 6)국가급은 435개임

Ÿ 중국 산업클러스터는 동부 연안 (주장삼각주 - 장강삼각주 - 환발해만지역 순으로 발전)에서

시작한 후,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확장

- 최근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3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현대서비스업특구를 개발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주요 지역에 자유무역구를 설치하고 있고,

자유무역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료 등이 포함된 현대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있음

Ÿ  2013년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가 지정된 이후 2015년 광둥 (광저우, 선전, 주하이), 톈진, 푸졘을

추가적으로 자유무역구로 지정

- 중국 국무원이 1992년 상하이 푸동신구를 국가급신구로 지정한 후, 2016년 4월까지 전국에

총 17개의 국가급신구가 설립됨

Ÿ 국가급신구는국무원이도시의일정범위를지정해성장목표와방안을계획하고승인하는지역임

Ÿ 국가급신구지역에는일반적으로다수의산업클러스터가설치됨. 기존산업클러스터를중심으로

국가급신구를 지정하는 경우도 다수임

◦ 산업클러스터 유형별 정의

- 중국의산업클러스터는크게 광대역클러스터 (클러스터내산업클러스터및산업단지소재),

중규모클러스터 (클러스터내전문산업클러스터및산업단지소재) 및 전문산업클러스터인

소규모 클러스터로 나눌 수 있음

5) 한국무역협회. 2008. 중국의 산업클러스터 발전현황과 시사점

6) CITIC건설. 2014. 중국원구발전현황 및 추세 분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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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클러스터

전문 
산업클러

스터 

특정 산업/업종/기술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및 한 
기업/단위가 지정 받는 경우가 있음 

의료특구(단지) 와 관련이 깊은 
곳은 의약원구, 현대서비스업구 

등이 있음  

지역별로 
차이 

한중산업
원구

한중 FTA를 계기로 신구/개발구 등에 
한국 기업을 전문적으로 유치하는 

클러스터 조성 
8)KIET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9개 

설립 

구분 수량 

대형클러스터 소속 

*국가급신구/자유무역구 10

20(경제기술)개발구/산업원구/지역 신구 7
(바이오)의약원구 2
**한중산업원구 1(4)

***단독 의료특구 22

표 5 중국 주요 의료특구의 소속 관계 

2) 의료특구와 산업클러스터의 소속 관계

◦ 소속 관계

- 중국 전역의 42개 의료특구를 조사한 결과, 20개가 대형 클러스터에 소속된 9)원중원(園中

園) 성격이었고, 22개는 단독 의료특구 형태임

Ÿ 최근 중국 각지에서는 다수의 의료특구가 추진 중임,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에

포함된 42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조사함

- 원중원의 경우 광대역 클러스터 내 중규모 클러스터에 의료특구가 설립되는 등 소속 관계가

복합한 경우가 적지 않음

   
         * 국가급신구 내 클러스터 소속 의료특구의 소속은 국가급신구로 통일

** 한중산업원구의 다수는 국가급신구/개발구 등에 속하므로 3개는 상위클러스터로 분류  
*** 클러스터 내에 입지해 있으나 상위 클러스터의 육성항목에 의료산업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클러스터로 분류. 건강산업원 등은 일반적으로 유치업종에 제약 등이 

         포함되나 의약원구에서 유치업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독 의료특구로 분류  

Ÿ 난사신구 내에는 자유무역구와 경제기술개발구 등이 소재함. 자유무역구는 지역 내에 난사고급

의료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제기술개발구도 개발구 내 의료공급 확대 및 현대서비스업 육성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 (해외)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있음

7)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 및 경영을 허용

8) KIET. 2015. 중국 지방정부 경쟁적으로 한중 산업단지 설립

9) 국가급신구, 경제기술개발구 등 대형 클러스터 내의 특정 산업전문 클러스터 등 소형 클러스터를 지칭하는 중국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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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도시 의료특구 모 클러스터
1

산둥
칭다오

로우산(崂山)-시푸(惜福)클러스터
　2 홍다오(红岛)의료센터

3 라이시(莱西)국제의양건강성
4 국제건강아일랜드 서해안신구 (국제경제합작구)
5 웨이하이 일신원 한중산업합작테마광장 린강 경제기술개발구
6 옌타이 현대서비스업 밀집구 옌타이 한중산업원
7 펑라이(蓬莱)반도 남색건강성 　
8

장쑤
창저우 시타이후(西太湖)국제의료산업원 시타이후 과학기술산업원

9 티엔닝(天宁)건강양로서비스클러스터 　
10 타이저우 건강의료구 중국의약성
11 옌청 옌청(盐城)경제기술개발구
12 국제미용건강센터 청난(城南)신구
13 상하이 상하이 국제의학원구 푸동신구, 창장 하이테크원구
14 신훙차오 국제의학센터

　15
저장

항저우 상청구(上城区)고급의료서비스클러스터
16 통루푸춘산(桐庐富春山)건강성
17 저우산 저우산(舟山)군도신구
18 원저우 저장성 의락원 원저우 경제기술개발구
19 푸졘 푸톈시 푸젠성 건강산업원 　20 샤먼 샤먼 우위안만(五缘湾)의료원
21 랴오닝 다롄 쌍D항산업원구 국제건강단지 진푸신구
22 베이징 북경대헬스케어그룹 산업원 창핑 중관춘생명과학원 
23 베이징 국제의료서비스구 　
24 톈진 티엔스(天狮)건강산업원 톈진 신기술산업원구 

우칭(武清)개발구
25 톈진 건강산업원 　
26 허베이 장자커우 징베이(京北)국제건강산업클러스터 　
27 산허 옌다(燕达)국제건강성 (옌쟈오(燕郊)경제기술개발구)
28 후베이 우한 우한 허우관후(后官湖) 중국건강밸리 　
29 후난 창사 메이시후(梅溪湖)국제의료건강성 샹장(湘江)신구
30 후난성 건강산업원 　
31

광둥
광저우

광저우충화(从化)국제생명건강성
　32 광저우건강의료센터

33 건강의료생태섬
34 고급의료성 난사(南沙)신구 
35 선전

선전 치엔하이선강 
현대서비스업합작구 선전 자유무역구

36 삐링(碧岭)선강 국제의료관광선행구 핑산(坪山)신구
37 하이난 보아오 하이난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 　
38 산시 시안 스마트의료산업원구 시센(西咸)신구 
39 닝샤 은촨 국제의료센터 빈허(滨河)신구 
40 쓰촨 루저우 루저우(泸州) 서남의료건강성 　
41 청두 청두 국제의학성 　
42 구이저우 구이양 건강의료성 구이안(贵安)신구

표 6 의료특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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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 행정구역
성 직할시 자치구 

동북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화북 허베이, 산시(山西) 베이징, 톈진 네이멍구
화동 장쑤, 저장, 안후이, 장시, 푸졘, 산둥 상하이
화중 허난, 후베이, 후난 
화남 광둥, 하이난 광시
서남 쓰촨, 윈난, 구이저우 충칭 시짱 
서북 산시(陕西), 간쑤, 칭하이 신장위구르, 닝샤

2.2. 지역별 분포 

1) 중국의 지역 및 도시 구분

◦ 7개 권역

- 중국은 일반적으로 동북, 화북, 화동, 화중, 화남, 서북, 서남의 7개 권역으로 나뉘며 그 중

경제가 발전된 곳은 화북의 징진지(京津冀)경제권 (베이징, 톈진, 허베이), 화동의 장강삼각주

(상하이, 장쑤성 남부, 저장성 북부), 화남의 주강삼각주 (광저우, 선전, 홍콩, 둥관, 포산, 장먼,

중산, 주하이, 마카오 등)임

그림 2 중국의 지역 구분 (7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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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시명 기준 (상주 인구)
초대형 도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톈진, 

우한, 충칭 < 1,000만 

특대형도시 하얼빈, 선양, 시안, 청두, 쑤저우, 난징, 
항저우 등 500~1,000만

대형도시 창춘, 하얼빈, 다롄 등 100~500만
중형도시 50~100만
소형도시 < 50만

표 7 국무원의 중국 도시 분류 (2014년) 

구분 설명 수량 
직할시 도시류의 행정단위 중 최상급으로 성(省)과 동

격의 일급 행정구역. 구와 현으로 구성됨  베이징, 상하이, 충칭, 톈진

부성(副省)
급시 

직할시 아래 등급의 시. 부성급시의 당위서기, 
시장 등은 부부급(副部级) 간부이며 임명은 중
앙조직부에서 함

총 15개 : 하얼빈, 창춘, 선양, 다롄 (동
북지역) 지난, 칭다오, 난징, 항저우, 닝
보, 샤먼 (화동지역) 우한 (화중지역) 광
저우, 선전 (화남지역), 청두 (서남지역) 

지(地)급시

2급 행정구획에 속하는 시, 표준은 비농업인구 
25만 명 이상, 비농업호적인구 수 20만 이상, 
공업농업 생산액 30억 위안 이상 (그 중 공업 
80% 이상), 3차산업이 1차산업보다 높아야 하
며 총 GDP의 35% 이상 차지, 재정수입이 2억 
위안 이상 등

총 334개

현(县)급시 행정 등급이 구, 현과 동급이며 행정관리권한은 
구, 현, 자치현보다 높고, 지급시보다 낮음 총 362개 

자료: 국무원. 2014.「关于调整城市规模划分标准的通知」

표 8 행정구역 상 도시등급  

◦ 도시등급

- 중국 도시의 등급구분법은 다양해서, 국무원의 경우 인구 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도시 등급을

발표하였고, 행정구역/권한 상의 구분 (직할시/부성급시/지급시/현급시) 도 있음. 사업 목적

으로 시장 규모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자주 쓰는 구분법은 1선/2선/3선도시임. 이의구분은발표

기관/시기마다차이가있고, 이연구에서는글로벌유명부동산컨설팅업체인 JLL이 2015년에발표

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분류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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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시명
1선
도시 

초1선도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1선도시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2선
도시 

1.5선도시 톈진(天津)、청두(成都)、쑤저우(苏州)、우한(武汉)、충칭(重庆)、항저우 
(杭州)、선양(沈阳)、난징(南京)、시안(西安)

2선도시 칭다오(青岛)、창사(长沙)、닝보(宁波)、다롄(大连)、정저우(郑州)、샤먼 
(厦门)、우시(无锡)、지난(济南)

3선
도시 

성장형
하얼빈(哈尔滨)、푸저우(福州)、허페이(合肥)、쿤밍(昆明)、둥관(东莞)、
창저우(常州)、스자좡(石家庄)、창춘(长春)、후어하오터(呼和浩特)、난창 

(南昌)、원저우(温州)、푸산(佛山)、구이양(贵阳)、난닝(南宁)

신흥형
탕산(唐山)、자싱(嘉兴)、사오싱(绍兴)、난퉁(南通)、쉬저우(徐州)、취안
저우(泉州)、타이위안(太原)、옌타이(烟台)、웨이팡(潍坊)、하이커우(海口)、
우루무치(乌鲁木齐)、후저우(湖州)、주하이(珠海)、중산(中山)、란저우(

兰州)、진화(金华)
스타트형

화이안(淮安)、지린(吉林)、몐양(绵阳)、웨이하이(威海)、우후(芜
湖)、샹양(襄阳)、시닝(西宁)、옌청(盐城)、양저우(扬州)、이창(宜

昌)、인촨( 银川)、쯔보(淄博)

표 9 JLL의 1선/2선/3선도시 분류 

그림 3 의료특구 권역별 분포

           자료 : JLL. 2015. 중국 도시 60강

2) 의료특구의 분포

◦ 중국의료특구의권역별분포분석결과화동/화남/화북지역에약 79%가분포, 그중화동지역에

48%가 분포

- 3개지역에의료특구가많은이유는지역내에소싱할수있는우수의료자원이풍부하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가상대적으로크고, 민영병원육성에적극적이며, 산업클

러스터 경험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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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의료특구 도시등급별 분포 

◦ 중국 의료특구의 도시등급별 분포 분석 결과 60%가 1선도시와 2선도시에 분포

- 총 4개인 1선도시에 24%, 총 9개인 1.5선 도시에 17%, 총 8개인 2선도시에 19%가 소재

2.3. 우대정책 

1) 개요

◦ 중국 클러스터는 일반적으로 오랜 발전 역사 및 클러스터 간의 경쟁으로 인해 우대정책이

발달되어 있는 편이나, 의료기관에 특화된 우대정책은 부족함

- 인허가 간소화, 토지가 인하, 감세, 재정보조,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제공

- 클러스터간의 경쟁으로 우대정책이 균일화되는 경향도 있음

- 기존 클러스터는 대부분 제조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의료기관에 특화된 정책은 부족함

◦ 비명문화된 우대정책이 존재

- 다수의 클러스터는 일부 10)앵커테넌트(Anchor Tenant) 에게 공개된 우대정책 내역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은 맞춤형 우대정책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Ÿ 대형 투자, 지역 경제 기여 효과 등이 클경우혹은초기입주시에는 추가적인 우대정책협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 지역 간 차이

10) Key Tenant 라고도 함. 일반적으로 규모, 브랜드 등을 가지고 있어, 해당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기대효과가 큰 입주자

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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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상위클러스터 원중원일 경우 상위 클러스터 (국가급신구, 개발구, 자유무역구, 한중산업원 등) 

의 우대정책 리스트를 체크해야 함 
자체 우대정책 일부 의료특구는 의료기관에 특화된 우대정책을 보유하고 있음 

지방
정부

체크 요령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민영의료기관 육성 정책을 성급/시급에서도 구비한 경우가 
있고, 일부 성급/시급 지방정부는 유치 관련 정책을 따로 구비한 경우도 있음. 
지방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의 경우 우대정책이 명시되
어 있지는 않으나, 장려하는 병원 유형, 과목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체크하여
야 함. 관련 정책은 지방정부마다 명칭이 다를 수도 있음  

관련 정책 

-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계획 : 「医疗卫生服务体系规划」,「十三五”卫生计生事业发
展规划」,「卫生事业发展“十三五”规划的通知」,「“大健康、新医疗”产业发展规划」,
「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医疗卫生机构布局规划」 등 
- 민영병원 육성정책 : 「关于促进社会办医加快发展的实施意见」,「关于进一步鼓
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实施意见的通知」 등 
- 산업 프로젝트 유치 관련 :「关于进一步加强招商引资工作的意见」,「招商引资项
目奖励实施办法」,「招商引资优惠政策」 등 

- 일부 의료특구는 타 지역에서 제공하지 않는 우대정책을 제공

Ÿ 국가급자유무역구/신구의일부는성급행정수속을처리할수있어, 병원비준등이빠르게진행될

수 있음

Ÿ 시정부의 재정 여력 및 정책에 따라 차이가 남.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 선전시의

경우 타 지역보다 재정지원 폭이 큼

Ÿ 하이난보아오러청국제의료관광선행구의경우, 국무원비준을받은유일한단독의료특구로의료

기관에 특화된 인허가, R&D, 행정수속 관련 우대정책을 제공

2) 주요 우대정책 예시

◦ 우대정책 체크를 위한 준비

- 중국 클러스터의 우대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의 우대정책, 상위클러스터의 우대정책 등을 같

이 체크하여야 함. 관련 정책이 많고 복잡해 의료특구 내의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음

Ÿ 적지 않은 의료특구가 아직 자체적인 우대정책이 정립되지 않았음

- 체크가 필요한 우대정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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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11)구이안신구
(국가급신구) 

- 국가 장려산업 해당 기업일 경우 2020년까지 기업소득세율 15% 적용, 기업 입주 
후 영업개시 일자부터 3년 내 납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중 구이안신구 지방
에서 유보한 부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최고 전액 지급 가능)
- 신구 내 기업 상장 시 최고 1,200만 위안의 재정보조
- 신구 내 기업의 인재에 대해 주택, 과학연구비, 자녀학교, 호적전입 등 지원

12)난사 
자유무역구

- 통관절차 간소화, 행정처리 신속화 등으로 우호적인 기업 환경 조성
- 투자분야의 네거티브리스트 제도와 내국민 대우를 통해 외국인 투자규제 대폭 
완화. 리스트는 15개 유형 122개 항목 (2015.4월 발효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규제내용을 반영해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 등 18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완화)
- 금융 분야에서 홍콩의 투명한 회계 및 세금 시스템, 세계최고 수준의 자본 
유출입 자율성, 안정적인 환율정책 등 금융시스템을 도입

13)웨이하이 
린강 경제기술 

개발구

- 토지 우선 공급
- 웨이하이시 재정국에서 매년 기술혁신 및 시장개척 등 중견기업 발전의 전문
자금 배분 시 개발구 내 표준에 부합된 기업에 대해 우선 배치
- 프로젝트 건설 관련 주요 행정 비용 최대한 감면
- 행정단위에서 수취하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정부 최저 기준 적용
- 전기, 급수, 오수 파이프, 난방, 천연가스 등 기초시설은 프로젝트 전체 구역에 
모두 공급
- 기본적인 투자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전제 하에, 관련 부서간의 협조로 심사기간 
대폭 축소, 입주 기업 인허가를 위한 녹색 통로 마련
-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은 기업소득세율 15% 적용, 직원교육비 중 급여전체 금
액의 8% 미만 부분은 세전 공제,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납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 상위 클러스터

구분 설명 

14)하이난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 

- 신속하게 의료기기와 약품의 수입허가 처리
- 줄기세포 임상연구 등 선진적인 의료기술 연구 프로젝트 신고 후 진행 가능
- 대형 의료장비 구매 우선적으로 허가 
- 의국의사의 집업 기간을 3년으로 연장
- 해외자본 의료기관 설립 허용
- 일부 의료기기 및 약품의 수입관세 인하
- 선행구 내 양로/의료기관에 투자 장려

15)청두 국제의학성 - “의료위생기관 관련 세무정책통지”에 따라 인허가 획득 일자부터 세금

- 의료특구 자체 정책

◦ 우대정책 예시

11) 「贵安新区招商引资优惠政策」(www.gaxq.gov.cn/xwdt/gagg/978.shtml)

12) 「广东省人民政府关于印发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建设实施方案的通知」，粤府（2015）68号，2015.07.20

13) 웨이하이린강경제기술개발구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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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정책 실시. 개인소득세, 영업세, 소득세 납부 금액 중 지역정부 유보 
부분에 대하여 지역 재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 독자 또는 합작하여 설립한 연구개발 센터(의학연구, 실험)가 국가급/성급으
로 인정받을 시 보조금 100만 위안(국가급), 50만 위안(성급) 지급
- 입주 기업을 위한 원스탑 입주 관련 서비스 제공
- 지역 재정부에서 의학성산업발전기금 설립, 의학성에 대한 경제 지원 실시
- 의학성 내 의학전문가를 위한 전문가아파트 설립, 주택구매 우대정책 제공

구분 설명 

16)국가급 - 
국무원

1. 사회자본의 의료시장 진입장벽 낮춤
- 의료기관 설립 심사 규범화 및 수속 과정/절차 명확화 
- 지역 의료자원 공급계획 정기적 공개
- 심사제한요소 감소 
- 공립병원의 규모 확대를 제한하고, 공립병원 개혁메커니즘 규범화
2. 금융채널 확장
- 재정 지원 확대 
- 자금 조달 방식 다양화 
- 투자유치 정책의 최적화 
3. 자원 유동화 및 공유
- 대형 의료장비 공용 촉진 
- 의사 다지점 회진 가속화 및 규범화 
- 공립병원-민영병원 간 업무합작 강화
4. 발전 환경 최적화
- 민영병원에게 각종 세수혜택 제공 
- 민영병원 공공의보 편입제도 개선 
- 민영병원의 임상수준 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 민영병원의 각종 행정수속 비용제도 개선/합리화  
- 민영병원 관리 메커니즘 업그레이드 
- 민영병원 발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17)성급 - 
저장성 

1. 사회자본 의료시장 진입 환경 진일보 개방
- 민영의료기관 발전공간 개척
: 신규 의료자원에 대한 사회자본의 투자 우선적으로 보장
: 공립병원의 불합리적인 확장 엄격히 통제
- 사회자본의 의료시장 진입 장려
: 사회자본의 대규모, 높은 등급 종합병원 설립 장려
: 사회자본의 노인의료간호, 재활, 정신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전문병원 설립 장려

- 지방정부의 우대정책 (민영병원 장려 관련)

14) 「海南博鳌乐城国际医疗旅游先行区医疗产业发展规划纲要（2015-2024年）」琼府办(2015)35号，2015.03.17

15) 「成都国际医学城政策扶持」(www.cihnc.org/zszx/index.asp?li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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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본의 독립적인 의학영상진단, 병리진단 등 의료기관 설립 장려
- 사회자본의 공립병원 개편 참여 지지 
: 일부 공립병원 민영화 추진, 공립병원 감소
2. 민영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인허가 제도 간소화
3. 민영의료기관 인재양성 강화
- 인사채용제도 최적화
- 사회보험보장수준 제고
- 공립, 민영병원 간 인재 합리적인 유동 장려
4. 민영의료기관에 대한 우대정책 강화 
- 토지사용권 규범화
- 민영의료기관 투자 및 자금조달 제도 개선
- 세금우대정책 실시
: 비영리성 민영병원 공립병원과 동일한 세금혜택 제공
: 영리성 민영병원은 의료서비스 관련 수입에 대한 영업세 면제
: 영리성 민영병원 자가 사용 부동산, 토지는 등록일부터 3년 내 부동산세, 도시토지
사용세 면제
- 민영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 민영의료기관에 대한 장려 매커니즘 제정
- 민영의료기관 대형시설 설치 지지
- 기타 관련 정책
: 전기, 물 천연가스 등 공립병원과 동일한 가격 적용 
5. 보장
- 조직, 정책보장, 감독관리 강화

18)시급 - 
저우산시 

1. 사회자본 의료시장 진입 환경 진일보 개방
- 민영의료기관 발전공간 개척
: 신규의료자원에 대한 사회자본의 투자 우선적으로 보장
: 공립병원의 불합리적인 확장 엄격히 통제
- 사회자본의 의료시장 진입 장려
: 사회자본의 영리성/비영리성 의료기관 설립 장려
: 사회자본의 대규모, 높은 등급 종합병원 설립 장려
- 사회자본의 공립병원 개편 참여 지지 
:  유경험 사회자본이 합자/합작/인수합병 등 방식으로 공립병원 개편 참여 우선적 
지지
- 해외투자자 독자/합자/합자 방식의 병원 설립 장려
2. 민영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인허가 제도 간소화
- 병상 수 250이하의 종합 민영병원 및 병상 수 150이하의 전문 민영병원에 대한 
심사권한을 현(县)급으로 하향조정
3. 민영의료기관 인재양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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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채용제도 최적화
- 사회보험보장수준 제고
- 공립, 민영 병원 간 인재 합리적인 유동 장려
- 전문가 양성 및 영입 강화
4. 민영의료기관에 대한 우대정책 강화 
- 토지사용권 규범화
- 민영의료기관 투자 및 자금조달 제도 개선
- 세금우대정책 실시
: 비영리성 민영병원에는 공립병원과 동일한 세금혜택 제공
: 영리성 민영병원은 의료서비스 관련 수입에 대한 영업세 면제
: 영리성 민영병원 자가 사용 부동산, 토지는 등록일부터 3년 내 부동산세, 도시토지
사용세 면제
: 영리성 민영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입을 의료위생 개선 용도로 사용 할 시 5년동안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납부금액 중 지방 유보부분을 50% 보조금으로 지급
5. 민영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 핵심과목에 대한 정부지원금
: 국가핵심과목 : 40만 위안/연 
: 성급핵심과목 및 임상특색학과 : 10만 위안/연
: 시급핵심과목 : 2~5만 위안/연
- 민영병원의 인재 양성 및 영입에 대한 재정 지원
: 3급병원 의료인원 중 중고급 직급 인원수 비율이 성급병원 심사요구에 부합될 시 
최대 100만 위안 지원 
: 2급병원의 경우 50만 위안 지원
- 민영의료기관에 대한 장려 매커즘 제정
- 민영의료기관 대형시설 설치 지지
- 기타 관련 정책
: 전기, 물 천연가스 등 공립병원과 동일한 가격 적용
6. 보장
- 조직, 정책보장, 감독관리 강화

16)「国务院关于促进社会办医加快发展的若干政策措施」,国办发（2015）45号, 2015.06.11

17)「浙江省人民政府关于促进民营医疗机构加快发展的意见」, 浙政发［2013］46号, 2013.09.09

18)「舟山市人民政府关于加快推进民营医疗机构健康发展的实施意见」,舟政发〔2014〕16号,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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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광저우지역의 주요 의료특구 예시 

2.4. 기타 

1) 개발계획

◦개발계획의 완성도 부족

- 일부 의료특구의 개발계획은 완성도가 부족함. 이는 이전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육성하였고, 의료특구 운영경험이 짧기 때문임

- 국가급신구는 2016년 4월 기준 17개가 비준을 받았고, 그 중 11개는 2014년 이후 비준을 받

았음. 최근에 비준을 받은 국가급신구의 상당수가 의료특구를 개발 중이나, 적지 않은 국가

급신구의 의료특구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음

2) 입지

◦의료특구의 입지는 목적에 따라 차이가 큼

- 일반적으로 의료기술 제고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의료특구는 의료자원이 풍부하고, 외자병원의

입주의향이 큰 베이징/상하이 등 전국적 대도시 혹은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에 위치. 의료서

비스공급 확대를 주목적으로하는의료특구는 의료서비스공급이부족한지역에위치하고, 의

료관광 목적의 의료특구는 관광지에 위치함

Ÿ 다수의의료특구를추진중인광저우의의료특구는대부분 광저우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입지

의 특성에 따라 추진 중인 의료특구의 목적이 달라짐. 특히 국가급신구이자 국가급자유무역구

인 난사신구의 경우 의료기술 제고를 위한 의료특구 및 의료서비스공급 확대를 위한 의료특구

(Zone 형으로 의료기관 유치)를 동시에 추진 중임

                  자료 : Sina, 두산백과 이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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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특구의 상당수가 의료서비스공급 확대 목적이므로, 대부분이 의료공급이 부족한 신도시

나 신개발 지역에 위치함. 최근 국가급신구 등 광대역 산업 클러스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료서비스 기능지역을 지정한 후 의료기관을 유치하기도 함

◦일부 현대서비스업구 등에서는 의료기술 제고 목적을 위해 도심 지역에 소재한 중국계 병원과

의 합작 파트너로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3) 생태환경

◦ 다수의 의료특구가 신개발/교외에 소재하므로 협력이 가능한 시설/기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의료기술 제고 목적의 특구 등 일부 특구는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료서비스

기관 중심으로 유치하는 경우가 다수

-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 목적의 특구의 경우 상당수가 신개발/교외지역에 위치하므로, 주변에

의과대학, 대형 공립병원 등의 인력 공급처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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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특징  

정부
주도 

기존 공무원 
조직 

사업 초기 혹은 특정 Zone을 의료특구로 지정한 경우에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기존 정부 조직인 투자추진국/상무국/위계위 등이 주도하여 의료특구 계획을 입
안하고 의료기관 유치

상위 클러스터 
관리위 

상위 클러스터의 특정 Zone에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경우에 많이 쓰임. 주로 상
위클러스터의 투자추진 계열이 의료기관 유치도 담당

전문 의료특구 
관리위 

Business Park 형식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많이 쓰임. 정부에서 설립한 의료특구
관리위나, 정부와 특수 관계가 있거나 해당 사업 목적으로 신규설립한 국영회사 
가 개발계획 수립/ 의료기관 유치를 담당. 초기에는 기존 공무원 조직/상위클러

제2장 중국 의료특구의 유형 분석 및 진출 시 유의점

1. 의료특구(단지)의 정의  

◦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서비스산업클러스터 중 의료서비스 만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거나, 의료서

비스가 핵심 유치과목에 포함되는 곳을 의료특구(단지)로 분류했음

Ÿ 지방정부가 의료서비스 관련 특정 정책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

하고, 우대정책 등을 통해 육성하는 지역을 지칭함

Ÿ Closed 방식으로 특정 지역 내에 관련 시설들만을 입주시키는 Business Park (단지)형과 Open

방식으로 특정 지역 내에 기입주한 혹은 입주 예정인 의료기관에게 우대정책을 제공하는 Zone

형이 있음

2. 유형별 분석  

2.1 개발 주체 및 방식  

1) 개발 주체

◦ 중국의 의료특구는 정부주도와 관민협력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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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특징  

Business Park 형 

미개발 지역의 일부 토지를 의료특구로 지정하여 개발계획 수립/우대 정책 제공. 최
근 PPP 및 민간자본 투자 유치 등의 방식이 많아지고 있음
정부 부서 혹은 정부 산하의 국영회사가 전체를 주도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기업이 
토지개발 중심의 1급 개발회사를 담당하거나, Business Park의 투자/운영을 담당하
는 경우도 있음 
Ÿ Park형 :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Park 개발, 다수의 의료서비스기관 등 유관 시
설이 입주하므로 근린상권이 형성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배후상권 등을 정확히 파
악해야 함
Ÿ Medical Building 형 : 특정 지역 내 특정 건물을 의료서비스 공급 목적으로 개발
하는 경우로, Zone 형 안에 위치할 수도 있음

스터의 담당부서가 관리하다 적정시점에 의료특구 관리위를 설립하여 이관하는 
경우도 있음 

관민 
협력 

1급 개발회사 
지정 

개발방향 및 우대정책을 정부가 수립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
회사에게 토지를 출양함. 토지를 출양받은 개발회사는 일반적으로 토지 일부
는 자체 개발, 토지 일부는 땅을 재출양하는 방식을 통해 의료기관 유치 

민간 
Business 

Park 

민간기업이 의료특구의 일정지역 토지를 출양받아, 자체적으로 Business 
Park로 개발한 후 의료기관을 유치, Business Park 는 단독건물인 경우와 복수 
건물인 경우가 있음 

공동투자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경우 정부와 민간이 
공동투자해 의료특구 내 병원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음  

◦ 유형별 유의사항

- 관주도

Ÿ 일반적으로 정부의 우대정책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의료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많은 교류가 필요함. 공무원들이 원하는 실적 (19)

KPI (핵심성과지표))을 사전에 명확히 이해해야 순조로운 협상이 가능함

- 관민협력

Ÿ 중국 지방정부들은 최근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관민협력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관민협력 프로젝트의 중국측 협상대상이 기업일 경우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

나수익성을 추구하므로초기의모델/협의내용과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그러므로사전에기업

측의수익모델 (의료서비스사업, 토지판매, 단지 내의 기타 부동산프로젝트) 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협상해야 함

2) 개발 방식

◦ 중국 의료특구는 일반적으로 Business Park (단지)형 혹은 Zone 형으로 개발됨

19) Key Performan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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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특징  

광대역 클러스터 -
국가급신구 (총 17개)
자유무역구 (총 4개) 

클러스터 내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최근 정부의 현대서비스업/건
강서비스업 육성 전략에 맞추어 다수에서 의료특구를 추진하고 있음. 의
료특구는 단독으로 일정 지역에는 의료기관 만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Business Park형), 복합적 산업이 있는 일정 지역 (예: 현대서비스구) 안
에 입주 시 우대정책을 주는 경우도 있음  

중규모 클러스터 - 
(경제기술)개발구 등 

기존 제조업 중심의 육성의 한계로 인해 산업구조조정 (현대서비스업 등)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우와 개발구 내에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추
진하는 경우가 있음 

전문 산업클러스터 
바이오의약원구

기존 제조업 중심 육성의 한계로 인해 Value Chain 확장 목적 및 기존 
입주 업체들과의 시너지 도모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음, 일반적으
로 규모가 작아 클러스터 만으로는 상권 확보가 힘들 수 있음  

한중산업원구
(총 9개) 

한중 FTA 이후로 본격화, 동부연안지역 위주로 추진 중이며, 대부분 국가
급신구 혹은 개발구 내에 건설됨. 9개 중 6개에 헬스케어업종이 포함됨 

Zone 형 
기개발된 특정 지역을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우대정책 제공/공급계획 수립/지원서
비스 등을 통해 육성. Open 형으로 해당 지역에 의료서비스기관 이외에도 주거지, 
기업, 상업시설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 

◦ 유형별 유의사항

- Business Park 형 : 일반적으로 신개발 지역에 입지하고, 지역 내에는 의료서비스 및 유관

기관 중심으로 입주하므로 근린상권이 없을 수도 있음. 배후상권에 대한 분석이 중요

- Zone 형 :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므로 상대적으로 상권

이 발달되어 있음. 기존 병원들과 경쟁관계가 될 수도 있으므로, 경쟁 상황 파악이 중요함.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의료기술 제고를 위해 Zone 내 입주해 있는 중국병원과의 합작을 권유

하기도 함

3) 원중원

◦ 중국 의료특구는 상위 클러스터가 있는 원중원 및 단독 클러스터로 구분할 수 있음. 원중원의

경우 상위 클러스터의 우대정책을 향유 받을 수 있고, 상위클러스터가 대형 클러스터일 경우

배후 상권 형성의 장점이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져 의료특구에 특화된 우대정책 등이 부족할

수 있음



- 23 -

유형 설명/특징  추세 대표 
의료특구

의료기술 
제고형 

교통환경과 관광 어트랙션을 보유한 지역에서 
국내외의 우수한 의료기관을 유치하여, 우수한 
의료서비스 중심의 의료관광 목적의 의료특구 
개발. 일반적으로 하이엔드/특수과목 중심으로 

발전. 최근에는 지방도시의 광대역/중규모 
클러스터에서 지역의 의료기술 제고를 위해 

외자병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합작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함 

베이징과 상하이의 
의료특구들이 추구. 
베이징/상하이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제의료관광 추진  

상하이 
신홍차오국
제의학센터

산업
중심형 

교통 및 관련 인력/기업 등의 환경이 조성된 곳에서 
건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 일반적으로 R&D 
및 생산이 주가 되고, 생산성 서비스 (Lab 등), 

의료기관, Amenity 시설 등이 같이 입주됨

다수의 의약원구가 
추구하나 의료서비스 

육성 환경 
(인재채용/상권형성 
등)이 미흡한 곳도 

있음

베이징대헬스
케어그룹 
산업원  

의료
관광형  

여행 자원이 풍부한 기존 관광지에서 의료/건강 
시설 도입. 일반적으로 임상의료 이외에 건강관리, 
중의, 실버, 재활 등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부대시설로 실버타운, MICE 시설 등 유치

최근 다수의 유명 
관광지 소재의 

지방정부에서 추진, 
관광의 

고부가가치화가 주 
목적

하이난 
보아오  

국제의료관광
선행구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형 

주거지역의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 건강 관련 상업시설, 

건강보험, 건강교육 등의 서비스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음, 최근에는 광대역클러스터/ 

중규모클러스터에서 해당 지역 의료서비스 
공급확대 및 건강서비스업 육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지방정부가 대형 
클러스터 내 

의료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경우 

증가 

옌타이 
현대서비스업 

밀집구

종합형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료 특구를 지칭하며 
주로 건강을 테마로 한 신도시 건설 형식임

신도시 개발 차원에서 
추진 

청두국제
의학성 

2.220)설립 목적별

◦ 중국 의료특구를 설립 목적별로 구분 시 의료기술 제고형, 산업중심형, 의료관광형, 의료서비

스공급확대형, 종합형으로 나눌 수 있음

20) 중국 클러스터 전문 컨설팅업체인 东滩(둥탄)컨설팅의 분류를 참고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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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출 시 유의사항 

3.1. 개발계획 

◦개발계획의 타당성 체크

- 추진 초기의 경우 개발계획이 명확하게 수립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의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상황과 지역의 도시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특구 측이 제시한 개

발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함

◦개발계획의 수정/보강

- 개발계획이 시장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 시에도 성공 가능성이 낮고, 혹은 개발

주체가 중도에 개발계획을 보강/수정할 가능성이 많아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입주

의향이 있으나 개발계획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신속히 개발계획을 보강/수정하게 하는 것이 좋음. 개발주체들이 개발계획 수립에

무상참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전략적으로 무상지원하며 개발계획을 국내 의료

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지, 아니면 개발주체에게 외부 컨설팅회사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발계획을 수정/보강할 것을 요청할 지를 잘 판단해야 함

-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특구의 경우에도 일부 지역이나 일부 건물을 부동산개발회사가 주도

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일부 부동산개발회사는 토지확보를 위해 의료특구를 표방하나

토지 확보 후에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발 진도를 늦추는 경우도 있음.

그러므로 문제 발생 시 지방정부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사전에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두는 것이 좋음

3.2. 우대 정책 

◦공무원의 의사결정 구조 및 실제 수요 파악

- 시장보다 시서기의 서열이 높고, 고위 공무원의 일부는 순환직으로 임기 만료 시 타 지역으로

전출되는 경우도 많음. 만약 담당 부시장이 순환직이고, 임기 만료가 얼마 안 남았을 경우,

전출 시 의료특구의 개발계획 등이 달라질 수도 있음

- 공무원들의 KPI (핵심성과지표) 는 지역/시기별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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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유치 초기에는 미팅/유치활동이 주요 KPI (핵심성과지표)일 수도 있어 실제 유치에는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음

Ÿ KPI (핵심성과지표) 가 MOU, 실제 유치 건수, 투자 액수 중 어느 것인 가에 따라 공무원의

수요가 달라짐. 일부 지방정부는 실적을 위해 양해각서, 입주 의향서 체결에는 적극적이나,

체결 후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음

◦표방하는 우대정책 집행 가능성

- 일부 우대정책의 경우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므로 관련

시행세칙 수립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함

Ÿ 전국에서의료방면으로우대정책이가장다양한하이난보아오러청국제의료관광선행구의경우

일부 정책은 시행령 미비로 당장은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Ÿ 난사신구는 국가급 자유무역구이고, 7개 외자독자병원 시범지역인 광둥성에 소재하므로, 외자

독자병원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관리위에서는 아직 관련 시행 세칙이 미비하고 선례가

없어 독자병원 설립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답변

◦우대정책의 종합적 분석

- 지방정부 (성급/시급) 및 (원중원의 경우) 상위클러스터의 우대정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관련 우대정책을 향유해야 함

Ÿ 일부 의료특구는 자체적인 우대정책이 없는 경우도 있음

Ÿ 지방정부의 민영병원 육성정책은 성급/시급(구급)을 동시에 파악해야 함

◦협상 시 주의점

- 일부 정책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협상이 중요함

Ÿ 일부우대정책은시행조건 (투자규모, 인력의자격) 등에따라적용되므로해당조건을명확하게

파악해야 함

Ÿ 중국의 일부 산업클러스터는 유치 효과가 큰 앵커테넌트(Anchor Tenant)에 한해 특수한 우대

정책을제공하는경우도 있음. 이 경우 유치 효과를경제적 효익으로계량화하여 협상하는 것이

중요함

Ÿ 협상대상이부동산개발회사인경우에는해당회사가의료기관유치를조건으로지방정부로부터

토지가를싸게출양 (정부로부터토지장기임대) 받은점, 의료기관 유치로인해단지내의 부동

산 분양가 상승효과가 있는 점 등을 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담당 혹은 관련 부서는 주로 투자추진/초상 계열, 상무/공상 계열, 위계위 계열

임. 투자추진/초상 계열의 경우 입주 협상에는 적극적이나 유관 부서간 업무 협조가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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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힘들 수도 있음. 특구에 원스탑 협상/행정 채널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치 담당

자와의 합의 내용을 해당 업무 담당자와 재협상을 할 수도 있음. 중국 정부는 담당부서별로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되어있으므로 필요 시 유치 담당부서가 아니라 실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와의 협의도 필요함

Ÿ 일반적으로 유치는 투자추진(초상) 계열 혹은 상무국계열이 담당함

Ÿ 미팅 시 병원설립, 의사면허 등의 이슈는 위계위 계열, 토지출양은 토지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배석하게 하여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함. 유치 담당 부서가 아닌 타 부서 공

무원과의 미팅 시에도 유치 담당 부서를 배석하게 하는 것이 좋음

- 클러스터의 등급 등에 따라 행정수속권한 일부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협상 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

Ÿ 국가급신구/자유무역구 등의 일부는 성급 혹은 시급 행정수속처리가 가능해 이 경우 빠른 행정

수속이 가능함

- 파트너 소싱 시 지방정부 활용

Ÿ 일부 지방정부는 독자법인 설립이 힘든 의료기관의 특성 상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파트너를 추

천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파트너가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과 추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

음. 일반적으로 파트너는 지역 내 의료기관, 부동산개발회사, 건물주, 의료사업으로 확장 중인

기업 등임

Ÿ 일부 지방정부는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형식으로 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곳도 있음.

이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산하 국유자산회사), 중국 파트너, 외국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투

자해 병원을 설립함. PPP 모델은 기층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형 비영리성 병원을 설립

할때많이사용됨. 비영리성병원의경우는영리성기업적경영이힘든점을고려하여투자구조

/합작 방식을 협상해야 함

3.3. 상권 및 생태환경  

◦ 성공적인 의료기관운영을위해서는적절한수요, 경쟁관계, 우수인력 공급이가능시설이중요

하므로 입주 결정 전에 이와 관련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야 함

◦ 상권을 기준으로 적절한 수요가 있는 지를 동태적으로 파악해야 함

- 의료특구의 상당수가 교외 등 신개발지역에 입지하므로, 현재 시점의 수요만이 아니라 개발

이후의 미래수요도 같이 체크해야 함

Ÿ 미래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비력 및 주거시설/교통인프라의 신설 등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계획 등의 자료가 필요함. 최근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 경기 침체 등으로 일부 도시의

경우 개발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나, 소비력 등을 보유한 도시는 계획보다 빠르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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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할수도있음 (최근에개발된선전의치엔하이지역은중국에서부동산가격이가장높은곳임)

Ÿ 지하철/경전철 및 상업시설등을 자세히 조사해야 함. 최근 중국도 지하철역 중심으로 역세권이

형성되며, 완다 같은 대형상업시설이 유치될 경우 핵심 상권으로 발전하기도 함

Ÿ 미래 수요 예측 시에는 현재 입주 후보지의 아파트 분양율을 참고하여야 함. 일부 중소도시의

아파트 분양율은 무척 낮음

- 중국 도시의 크기는 무척 크므로 (베이징은 경기도의 1.6배, 상하이/광저우는 서울의 약 10

배 가량), 교통상황/거리 등을 고려해서 의료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상권을 가정해야 함

Ÿ 최근 21)고속철도의 발전으로 광역경제권 내 이동이 더욱 용이해졌음

Ÿ 중증 및 성형외과 수술 등의 과목은 광역으로 상권이 형성되므로, 하고자 하는 주요 과목이 근

린상권/광역상권인지를판단하고, 광역상권일 경우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 소비행태가 inbound

인지, outbound 인지를 판단해야 함

Ÿ 톈진, 탕산 등 베이징 주변의 도시 지역 주민들은 중증이 아니여도 베이징의 병원을 이용하고,

베이징에서 쇼핑 후 귀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 중국 도시의 도심을 제외하고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해

당지역의 인구구성을 고려해야 함. 일반적으로 교외의 개발구등의 초기발전 단계에는 도심

지역 출퇴근족, 해당지역 출퇴근족, 농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Ÿ 도심지역 출퇴근족은 도심지역의 의료기관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Ÿ 농민의경우상대적으로의료기관이용빈도가낮고, 이용 시에도기층공공의료기관을이용하고,

소비력도 낮아 외자 민영병원의 타깃이 되기 힘듦

◦ 병원 운영을 위한 협력 기관의 입지 등을 파악하여야 함

-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우수한 의료인력 공급이 쉽지 않음. 사전에 주변 지역 의과대학

/의학부설치현황을검토하고, 치과/재활의학과등특수인력이필요한과목의경우에는치기

공사/재활치료사 등 과목이 주변 교육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지도 확인하여야 함

- 의료인력의 공급 및 환자 refer 등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능한 대형 공립병원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꼭 체크하여야 함

Ÿ 최근 중국에서는 민영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대형 공립병원이

의련체(醫聯體)를 구축해 주변의 중소형 의료기관에게 의료인력 공급 등을 하고 있음. 사전

에 지방정부의 위계위 담당자등과 의련체 협력이 가능한 협력 병원이 있는 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음

Ÿ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산후조리원등의일부과목은주변공립병원에서환자를 refer 받는비율

이높으므로이러한과목들은환자수급차원에서도주변에공립병원이있는지를체크해야함

21) 고속철도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시속 250Km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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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주 여건 

◦ 체류 인력의 생활을 위해 주거시설 및 주변 상업시설,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및 한국으로의

항공편 등을 사전에 체크해야 함

◦ 주거시설

- 일반적으로 중국 도시들의 대중교통은 한국보다 덜 발달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의료기관과

가까운 곳에 파견인력의 주거시설을 얻는 것이 좋고, 의료기관 입지 후보지 주변에 호텔 및

주거시설을 체크하여야 함

- 일부 특구에서는 직원숙소를 염가로 제공하기도 함

◦ 상업시설

- 쇼핑몰, 마트, 편의점 등 쇼핑시설 및 한국식당, 일본식당 등 한국인이 선호하는 식당 등을

체크하여야 함

◦ 교육기관

- 자녀 등 가족을 동반할 경우에는 외국 국제학교, 한국인학교, Local 국제학교 등을 체크하여

야 함

Ÿ 중국 대도시에는 일반적으로 외국 국제학교가 설립되어 있음. 학비가 비싼 편이나 영어 교육

등에 잇점이 있어 외국인 주재원 등이 선호함

Ÿ 한국인이 많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등에는 한국인학교가 설립되어 있음

Ÿ 일부 Local 국제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국어로 수업이 진행되나, 영어교육을 강화해서

진행하고, 국제학교보다 학비가 저렴함

◦ 한국 항공편

- 해당 도시 내 공항 및 고속철이나 고속도로로 빠르게 이동 가능한 주변 도시의 항공편 등을

사전에 체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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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요 의료특구 선정 프로세스

제3장 중국 의료특구의 선정 및 특구별 분석

1. 주요 의료특구 선정 방법 

1.1. 선정 방법  

◦ 보강 ⟶  주요 의료특구후보 선정 ⟶  주요 의료특구 선정
- 기존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중국의료특구리스트 중개발계획이구체화되지않거나, 외자의

료기관 유치의향이 없는 의료특구 삭제 및 지방정부에서 육성하는 의료특구 추가 (총 42개)

- 42개 중 외국 의료기관 유치 의향이 있고, 자료 입수가 가능한 곳 정리 (29개)

- 주요 의료특구 선정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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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평가 기준 

진출 
용이성 

한국 의료기관 유치 의향 한국 의료기관 유치 특화, 유치 활동 여부, 접촉 여부, 
정책 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 명시 여부 등 

의료특구 개발 정도 개발 계획/조직의 구체화, 착공 정도 

운영환경 

상권 도시의 규모/등급
도시의 1인당 GDP 

정책적 지지 의료특구 등급 (국가급, 성급, 시급 등)

기타 입주 방식의 다양성 (토지 출양, 컨설팅, 입주 등)
지방 정부 파트너 추전 여부

그림 7 주요 의료특구 선정 기준

1.2. 선정 기준

◦ 상대적으로 진출이 용이하고, 상권 등 운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을 주요 의료특구

로 선정

◦ 주요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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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도시 의료특구 모 클러스터
1

산둥
칭다오

로우산(崂山)-시푸(惜福)클러스터
　2 홍다오(红岛)의료센터

3 라이시(莱西)국제의양건강성
4 국제건강아일랜드 서해안신구 (국제경제합작구)
5 웨이하이 일신원 한중산업합작테마광장 린강 경제기술개발구
6 옌타이 현대서비스업 밀집구 옌타이 한중산업원
7 펑라이(蓬莱)반도 남색건강성 　
8

장쑤
창저우 시타이후(西太湖)국제의료산업원 시타이후 과학기술산업원

9 티엔닝(天宁)건강양로서비스클러스터 　
10 타이저우 건강의료구 중국의약성
11 옌청 옌청(盐城)경제기술개발구
12 국제미용건강센터 청난(城南)신구
13 상하이 상하이 국제의학원구 푸동신구, 창장 하이테크원구
14 신훙차오 국제의학센터

　15
저장

항저우 상청구(上城区)고급의료서비스클러스터
16 통루푸춘산(桐庐富春山)건강성
17 저우산 저우산(舟山)군도신구
18 원저우 저장성 의락원 원저우 경제기술개발구
19 푸졘 푸톈시 푸젠성 건강산업원 　20 샤먼 샤먼 우위안만(五缘湾)의료원
21 랴오닝 다롄 쌍D항산업원구 국제건강단지 진푸신구
22 베이징 북경대헬스케어그룹 산업원 창핑 중관춘생명과학원 
23 베이징 국제의료서비스구 　
24 톈진 티엔스(天狮)건강산업원 톈진 신기술산업원구 우칭(武清)개발구
25 톈진 건강산업원 　
26 허베이 장자커우 징베이(京北)국제건강산업클러스터 　
27 산허 옌다(燕达)국제건강성 (옌쟈오(燕郊)경제기술개발구)
28 후베이 우한 우한 허우관후(后官湖) 중국건강밸리 　
29 후난 창사 메이시후(梅溪湖)국제의료건강성 샹장(湘江)신구
30 후난성 건강산업원 　
31

광둥
광저우

광저우충화(从化)국제생명건강성
　32 광저우건강의료센터

33 건강의료생태섬
34 고급의료성 난사(南沙)신구 
35 선전

선전 치엔하이선강 
현대서비스업합작구 선전 자유무역구

36 삐링(碧岭)선강 국제의료관광선행구 핑산(坪山)신구
37 하이난 보아오 하이난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 　
38 산시 시안 스마트의료산업원구 시센(西咸)신구 
39 닝샤 은촨 국제의료센터 빈허(滨河)신구 
40 쓰촨 루저우 루저우(泸州) 서남의료건강성 　
41 청두 청두 국제의학성 　
42 구이저우 구이양 건강의료성 구이안(贵安)신구

참고) 의료특구 리스트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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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도시 의료특구 주요 
클러스터 유형

산둥

칭다오 국제건강아일랜드(서해안신구) ○

주요 의료특구 

웨이하이 일신원 한중산업합작테마광장
(린강 경제기술개발구) ○

옌타이 현대서비스업 밀집구
(옌타이 한중산업원) ○

장쑤
창저우

시타이후(西太湖)국제의료산업원
(시타이후 과학기술산업원) ○　

티엔닝(天宁)건강양로서비스클러스터 ○　
타이저우 건강의료구(중국의약성) ○

옌청 옌청(盐城)경제기술개발구 ○　
국제미용건강센터(청난신구) 의료서비스 공급확대형

상하이
상하이 국제의학원구

(푸동신구, 창장 하이테크원구) 　 산업중심형
신훙차오 국제의학센터 의료기술 제고형 

저장
항저우 통루푸춘산(桐庐富春山)건강성 의료관광형 
저우산 저우산(舟山)군도신구 의료관광형 
원저우 저장성 의락원

(원저우 경제기술개발구) 의료서비스 공급확대형 

랴오닝 다롄 쌍D항산업원구 국제건강단지
(진푸신구) 산업중심형

베이징
북경대헬스케어그룹 산업원
(창핑 중관춘 생명과학원) 산업중심형 
베이징 국제의료서비스구 의료기술 제고형 

톈진 톈진 건강산업원 산업중심형 
후베이 우한 우한 허우관후(后官湖) 중국건강밸리 의료서비스 공급확대형 
후난 창사

메이시후(梅溪湖)국제의료건강성
(샹장신구) 산업중심형 

후난성 건강산업원 ○　 주요 의료특구 

광둥

광저우 고급의료성(난사신구) ○

선전

선전 치엔하이선강 
현대서비스업합작구
(선전 자유무역구)

의료서비스 공급확대형 

삐링(碧岭)선강 
국제의료관광선행구

(핑산신구)
의료관광형 

하이난 보아오 하이난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 의료관광형 

산시 시안 스마트의료산업원구(시센신구) 산업중심형 
닝샤 은촨 국제의료센터(빈허신구) 의료기술 제고형 
쓰촨 루저우 루저우(泸州) 서남의료건강성 의료서비스 공급확대형 

청두 청두 국제의학성 ○　 주요 의료특구 
구이저우 구이양 건강의료성(구이안신구) 산업중심형 

표 10 조사대상 의료특구 리스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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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의료특구 

◦ 선정 기준에 따라 10개의 주요 의료특구를 선정하였고, 기본 개황 및 입지/상권 관련 정보와

진출가이드를 정리하였음

- 선정된 의료특구는 한국 의료기관의 진출 관점에서 2016년 상반기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임

- 의료특구의 우대정책, 상권, 생태환경, 개발 정도 등은 변화/발전하므로 향후 다른 의료특구

가 아래 선정된 의료특구보다 한국 의료기관 진출에 더욱 적합할 수도 있음

Ÿ 조사 대상 의료특구 중 일부는 1기 유치가 어느 정도 완결되어, 현재는 추가 의료기관 유치에

비적극적이었으나, 2기 개발 시에는 한국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도 있다고 밝혔음

2.1. 대형 클러스터 소속으로 우대정책이 크고, 배후 상권 형성 

1) 고급의료성（난사신구）

◦ 지역 및 상권 정보

- 광저우 (广州/Guangzhou)

Ÿ 위치 :　중국 최남단 지역 중의 하나인 화남지역의 광동성에 위치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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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행정
구역 

지역 화남, 광둥성, 주강삼각주 
도시 등급 광둥성 수도 소재지, 부성급시, 1선도시

하위 행정구역 
웨슈구(越秀区), 리완구(荔湾区), 하이주구(海珠区), 
톈허구(天河区), 바이윈구(白云区), 황푸구(黄埔区), 

판위구(番禺区), 화두구(花都区), 난사구(南沙区), 쩡청구(增城区), 
충화구(从化区)

일반 
정보 

전화 지역번호 (+86) 020
면적 (km2) 7,434 (서울시 면적의 약12.3배)

인구 (만 명) 1,350 (호적 인구 수 854)
방언 월어(粤语), 객가방언(客家话)
기후 아열대 계절풍

교통
공항 바이윈(白云)국제공항

기차역 광저우역, 광저우동역, 광저우남역
지하철/경전철  9개 

경제 및 
산업

 

도시 경쟁력 22)3위/291개 도시
GDP (억 위안) 18,100.41 (8.4% 성장)

1인당 GDP(위안) 138,377

산업구조 
1차산업 : 228.09억위안 (2.5% 성장)

2차산업 : 5,786.21억위안 (6.8% 성장)
3차산업 : 12,086.11억위안 (9.5% 성장)

Ÿ 개황 (2015년 기준)

         자료: 2015 광저우시 사회통계공보
- 23)난사구

Ÿ 위치 : 광저우의 최남단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22) 사회과학연구원. 2015. 중국도시경쟁력보고, 대륙 이외의 홍콩, 마카오, 타이베이는 생략

23) 중국의 도시는 도농 복합의 광역도시로 한국 도시에 비해 일반적으로 면적이 큼.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이 일반적으

로 중소형 전문병원/클리닉이 다수인 것을 감안하여 구 관련 상권 조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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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설명 비고 
면적 만 m2 784 서울의 1.3배 
상주인구 수 만 명 64  2009년 23.89만 

지역 내 종업원 수 41
RGDP

억 위안
1,026 　

1차산업 49 5%
2차산업 756 74%
3차산업 221 22%

1인당GDP 위안 161,434 1US$=6.5위안 US$ 24,836 
의료기관 수 

개 
181 　

그 중 병원급 11 　
병상 수 1,467 　

천 명당 병상 수 2.3 중국 평균 4.85
의료인력 수 

명 
2,875 　

그 중 의사 수 1,027 　
천 명당 의사 수 1.6 중국 평균 2.02

그림 8 난사 신구에서 주변 주요도시까지의 거리

Ÿ 개황 (2014년 기준)

         자료: 2015 광저우시 통계연감

Ÿ 주변도시에서의접근성 : 중국에서가장경제가발전한지역중의하나인주강삼각주의주요도시

(선전, 주하이, 중산)에서 직선거리 기준 3∼40Km 이내, 다리 건설 등을 통해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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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명칭 난사신구 자유무역구 내 고급의료성 등 
홈페이지 www.gzns.gov.cn

상위 
클러스터 

난사신구 총면적 803km2

- 1993년 국무원 난사경제기술개발구 비준 (국가급)
- 2012년 국가급신구 비준 (6번째)
- 2015년 국가급 자유무역구 설치 (광둥자유무역구 중 광저우 Zone) 

개발
계획 

입지 
광저우시 난사신구
1인당 GDP: 13.84만위안(광저우시,2015년) 
자유무역구의 경우 신규 개발 중인 핵심구 주변에 의료특구 설립 계획 
경제기술개발구의 경우 기존에 상권이 성숙된 곳에 의료기관 유치 

개발목적 고급의료성: 의료기술 제고 - 중국 내 중증 의료관광 목적 
기타 지역: 배후지 대상 의료서비스 공급 증대 

유치시설 

- 칭성(庆盛) 고급건강의료성 : 고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안과, 소아과, 산부인과, 
종양, 성형미용 등), 심리건강서비스, 의료기기, 바이오, R&D센터, 물류센터 등
밍주만(明珠湾)고급건강의료성 : 고급 종합병원, 고급 전문병원, 의료기기, 바이오 
- 완칭사(万顷沙)고급의료건강성 : 의료재활, 휴양형 건강관리기구 등 
- 기타 개발구 내 기존 상권에 의료공급제고형 의료기관도 입주 환영 

진행
정도 

추진정도 
칭성고급건강의료성의 경우 2013년 계획 초안 발표 후 토지출양 준비 중 (현재 
철거 작업 등 진행) 
개발구 내는 현재도 의료기관 입주 가능 

유치현황 중국 및 홍콩, 미국 등 다수의 의료기관과 입주 협의 중 
재활 등 일부 의료기관은 기 입주 합의 

유치방식 토지 출양 후 병원 설립 
기존 상권의 경우 건물 임대 방식으로 입주 

한국 기관 
유치활동

없음
의료미용의 경우 한국 의료기관이 1순위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4/287
국제학교: 광저우alcanta국제학교, 광저우country garden국제학교, 광저우
난후(南湖)국제학교 등 십여 개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广东省人民政府关于印发广东省促进健康服务业发展行动计划的通知
- 广州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广州市医疗卫生设施布局规划的通知 
- 广州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广州市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 
- 广东省"十三五"规划纲要
- 广东省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意见

시급 
- 2016年广州市"十三五"规划纲要
- 广州市城市总体规划(2014-2020年)
- 广州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实施

◦ 고급의료성（난사신구）

-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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办法的通知

상위 
클러스터 

- 复制推广上海自贸区的政策
- 国务院关于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略的若干意见
- 南沙新区现行亮点政策介绍
- 广州市南沙区中高级人才引进暂行办法
- 广州南沙新区发展规划-赋予南沙新区的7大类30条政策
- 促进广东前海南沙横琴建设部际联席会议第一次会议支持南沙新区15条政策

관리위원회 광둥 자유무역구 난사신구 Zone/난사개발구 관리위원회 
투자추진 서비스센터 및 위계위 

- 난사신구 내에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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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밍주완 고급의료성 효과도 

그림 9 칭성고급의료성 효과도 

-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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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특징 
∙ 국가급신구 및 자유무역구 내에 소재하여 최고 수준의 우대정책 및 행정 수속 편리 (일부 성급 행정 
전결권 이관) 
∙ Park 형 (고급의료성) 및 Zone 형 (개발구 내 의료기관 유치) 동시 진행 

상권 개황 

∙ 개발구 (1993년), 국가급신구 (2012년) 로 지역 내에 공장/오피스/주거 환경 등 성숙한 상권이 
존재하나 의료자원이 부족 
∙ 1인당 GDP 약 2.5만 US$ 로 하이엔드 의료 수요 존재 
∙ 광저우는 중국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인 주강삼각주의 의료 중심지로 선전/중산
/주하이/포산 등 주변 지역에서의 inbound 가 많음. 광역 상권 타깃 시 일부 지역 접근성이 광저우 
도심보다 유리 
∙ 서울시 1.3배의 면적에 인구는 64만 명. 상권 형성 및 개발 중 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입지 
선정이 무척 중요 

고
급
의
료
성 

포지
셔닝

∙ 광역상권 타깃 (주강삼각주)의 하이엔드 병원이 바람직함
-지역 내 인구밀도가 높지 않으므로, 근린상권만으로는 힘듦. 의료특구의 목적 자체가 주강삼각주 대
상 하이엔드 의료서비스 제공임  

과목/
병원 
형태 

∙ 관리위는 한국에서 중대형 성형외과전문병원을 유치하고자 함 
∙ 완칭사 고급의료성의 경우 휴양형 재활/건강관리에 적합한 상권이고, 관련 의료기관을 한국에서도 
유치할 의향이 있으나, 기존 유치 협의를 하고 있는 홍콩계 등 경쟁병원과의 경쟁관계 등을 고려해야 
함 

진출 
형식 

∙ 중국 파트너를 소싱해 토지 출양 후 병원을 설립하는 형태가 적합. 관리위에서는 파트너 추천  여부
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음 

개
발
구

포지
셔닝 ∙ 고소득 화이트칼라, 근린 상권의 대상의 하이엔드 클리닉이 바람직함

과목/
병원 
형태 

∙ 관리위에서는 특별히 과목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음. 일반적으로 치과/피부과 등 수가가 높은 클리
닉이 적합하고, 주변에 대형 하이엔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이 부족하므로 
Family Care 과목도 고려할 수 있음

진출 
형식 ∙ 중국 파트너를 소싱해 기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이 적합

협상 시 주의점 

∙ 광저우는 중국 4대 1선 도시 중 하나이고, 난사신구의 경우 국가급신구/자유무역구임. 그리고 중국
에서 가장 경제가 발달한 지역인 주강삼각주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적지 않은 외자 의료기
관들이 관심을 보일 것임. 성형외과 이외의 과목은 한국이 1순위가 아님    
∙ 고급의료성의 경우 아직 입주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해외 유명 의료기관 중심으로 유치할 가능
성이 많고, 의료기관의 규모/인증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많음. 규모/의료기술 등을 
어필해야 협상에 유리할 것임
∙ 고급의료성 계획은 2013년 경 발표되었으나, 토지 확보 (철거) 등의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 
고급의료성의 경우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1~2년의 기간을 가지고 협상이 가능함. 입주 초기 단계이
므로 투자규모가 클 경우 우대정책 협상에 용이함 
∙ 자유무역구/국가급신구가 동시에 소재하므로 외자 의료기관 설립 시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 

◦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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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행정구
역

지역 화동, 산둥성 
도시 등급 부성급시, 2선도시 

하위 행정구역
시남구(市南区), 시북구(市北区), 황다오구(黄岛区), 
라오산구(崂山区), 리창구(李沧区), 청양구(城阳区), 
자오저우시(胶州市), 지모시(即墨市),핑두시(平度市), 

라이시시(莱西市)

일반 
정보 

전화 지역번호 (+86) 0532
면적 (km2) 11,282 (서울시 면적 약18.5배)

인구 (2014년, 
만 명) 904 (도시 487 / 농촌 417)
방언 칭다오방언
기후 온대계절풍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하고 서울보다 따뜻하며 여름에는 

덥고 습함. 겨울이 김, 강수량은 한국의 2/3정도

교통
공항 류팅(流亭)국제공항

기차역 칭다오역, 칭다오북역
지하철(경전철) 없음
택시기본요금 10위안

경제 및 
산업

도시 경쟁력 13위 / 291개
GDP (억 위안) 9,300.07(8.1% 성장)

1인당GDP  
(위안) 102,806

2) 국제건강아일랜드（서해안신구）

◦ 지역 및 상권 정보

- 칭다오 (青岛, Qingdao)

․위치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 개황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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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1차산업 : 363.98억 위안 (3.2% 성장)

2차산업 : 4,026.46억 위안 (7.1% 성장)
3차산업 : 4,909.63억  위안 (9.4% 성장)

항목 단위 설명 비고 
면적 km2 2,096 서울의 3.48배

상주인구 수(2014년기준) 만 명 148
지역 내 종업원 수 53

RGDP
억 위안

2,500
1차산업 61.7 2.47%　
2차산업 1,227.22 49.08%
3차산업 1,211.43 48.45%

1인당 GDP 위안 156,000 1US$=6.5위안US$ 24,000

구분 설명 

개요 
홈페이지 www.ckip.gov.cn

상위 
클러스터 

서해안 신구 (총 면적 2,127km2)
1984년 국무원이 비준한 칭다오경제기술개발구로 시작 (시작 면적 150 
km2),2014년 9번째 국가급신구로 지정

개발 입지 칭다오시 서해안신구

            자료: 2016 칭다오시 통계연감
- 황다오(黄岛)구

․위치 : 칭다오시의 최남단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개황 (2015년 기준)

      
          자료: 2016 칭다오시 통계연감, 2015 칭다오시 황다오구 정부공작보고

◦ 국제건강아일랜드（서해안신구）

-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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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서해안신구 내 중독산업원 인근, 의료기관이 서해안신구 내 다른 입지를 원할 
경우 협상 가능 
1인당 GDP: 10.28만위안(칭다오시, 2015년) 

개발목적 서해안신구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 및 의료기술 제고, 의료관광객 유치

유치시설 

국제건강의료 아일랜드 총 면적 113만m2

․ 1기 (53만m2, 국제의료아일랜드) : 의과대학 산업복합연구원, 전문병원 
(성형, 피부, 치과 등), 안티에이징연구센터, 건강/미용상품몰 
․ 2기 (60만m2, 국제힐링아일랜드) : 건강의료힐링시설 (레저휴양 + 의료시설 
융합 힐링센터, 휴양리조트, 양생회관)

진행
정도 

추진정도 
1기 개발 중
삼성물산이 컨설팅을 진행한 2013년 경부터 한국 의료기관 유치 시작 
이미 다수의 한국 의료기관과 입주 합의 
한국 의료기관 유치 1순위

유치현황 연세대학교치과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국제진료센터, 종합병원), 순천항대학병
원 (모자병원, 산후조리원 등), 대구보건대학병원 (치기공센터)

유치방식 토지출양 후 합작병원 설립
중국 파트너와의 협상을 통해 컨설팅/위탁운영 모델도 가능 

한국 기관 
유치활동 다수의 한국 기업/의료기관 유치활동 진행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14/287
외국인학교: 칭다오제1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등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山东省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关于印发2016年全省卫生计生工作要点的通知  
- 山东省“十三五”卫生计生工作目标
- 山东省政府关于印发《加快健康服务业发展分工方案》的通知
- 山东省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的通知

시급 - 青岛市"十三五"规划纲要
- 青岛市健康产业发展规划（2014-2020年）

상위 
클러스터 - 青岛西海岸新区优惠政策

관리위원회 칭다오 중한단지 합작발전 유한회사 
담당부서 : 초상합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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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칭다오에서의 입지 

그림 12 근린상권 및 교통망 

- 입지 및 접근성

․황다오구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칭다오 도심에서는 해협대교 등을 통해 이동 가능

․근린상권 및 교통 : 주변에 거주구역 (황색)이 있으며, 지하철/경전철 노선이 2개로 접근성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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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특징 

· 한중 FTA 체결 등을 배경으로 한중 혁신산업단지의 일환으로 추진 (의료특구는 독일과 합작하여 
만든 중독산업원 인근에 위치)
· 국가급신구에 위치해 우대정책 다양/행정수속 간편 
· 삼성건설 등의 컨설팅을 기반으로 Smart형 도시를 개발하고 있고, 독일 ‘라인모델’을 참고하여 생태
형 개발 추구

상권 개황 

․ 칭다오는 산둥성 동부의 의료서비스 Inbound 지역이긴 하나, 광역 교통망 중 공항과 (주)철도역 
등과 떨어져 있고, 시내가 아니라 광역경제권으로 상권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렇지만 산둥성의 
인근 도시 중 웨이팡(潍坊)시 및 르짜오(日照)시의 경우 고속도로 이용 시 1시간 반 ~ 2시간 정도의 
거리므로 광역상권 가능성도 있음 
· 오랜 개발구 역사 (약 30년) 로 지역 내 성숙한 상권/주거지 다수 

포지셔닝
․ 서해안신구는 최근에 오픈한 1,500 병상 공립병원이 병상 수가 부족할 정도로 인구에 비해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으로, 주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하이엔드 전문병원 및 특수클리닉 등의 
진입 환경이 좋은 곳임  

과목/병원 
형태 

․ 특구관리위는 한중 혁신산업단지 차원에서 한국 의료기관을 주 유치대상으로 하고 있음.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은 한국 의료기관을 유치한 의료특구로 개발계획 상으로는 기존 과목 (건강검진센터, 
치과, 모자병원 등) 이외에 의료미용, 재활/양로, 안티에이징 등이 가능하고, 기타 웰니스 분야의 
특수클리닉도 가능함 
․ 일반적으로 개발구의 경우 시내 지역보다 유행이나 구매스타일의 발전이 더딘 점을 고려하여,  
프리미엄 형태보다는 대중적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음 

진출 형식 

․ 기존에 진출을 추진 중인 한국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관리위에서 중국 파트너를 추천하였고, 일반적으로 
컨설팅/위탁운영 형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일부는 (무형자산) 투자 모델도 추진하고 있음 
․ 관리위는 이후에도 파트너를 추천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 컨설팅/위탁운영 형식의 파트너쉽의 경우 
협상 속도가 늦고, 수익실현에 제한적이므로, 관리위가 추천한 중국 파트너와 합작 투자를 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함 

협상 시 
주의점 

․ 칭다오는 예로부터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했고, 한중 혁신산업단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음. 
관리위는 적극적으로 한국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컨설팅 등을 통해 
개발계획을 보강해 왔으므로, 개발계획의 완성도도 높은 편이므로 가급적 개발계획의 틀 안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임  
․ 유치 1순위는 의료특구 내이긴 하지만 신구 내 기타 지역 (관광지, 비즈니스센터 등) 도 입주가 
가능하므로, 진출 과목의 성격에 맞게 입주지역을 선택할 수 있음 

◦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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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행정
구역 

도시 등급 지급시
지역 화동, 장쑤성

하위 행정구역 하이링구(海陵区), 가오강구(高港区),장옌구(姜堰区), 싱화구(兴化市), 
타이싱구(泰兴市),징장구(靖江市)

일반
정보

전화 지역번호 (+86) 0523
면적 (km2) 5,787 (서울시 면적의 약 9.6배)

인구 (만 명) 464
방언 장화이관어(江淮), 오어(吴语)
기후 아열대계절풍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하고 강수량이 많으며 일조량이 

충분함

교통
공항 양저우(扬州) 타이저우국제공항

기차역 타이저우역, 장옌(姜堰)역
지하철 (경전철) 없음

택시기본요금 9위안

경제 
및 

산업

도시 경쟁력 42 / 291
GDP (억 위안) 3,655.53(10.2% 성장)

1인당GDP (위안) 78,756

산업구조 
1차산업 : 218.93억 위안 (3.4% 성장)

2차산업 : 1,793.04억 위안 (10.2% 성장)
3차산업 : 1,643.56억 위안 (11.2% 성장)

3) 건강의료구 (중국의약성)

◦ 지역 및 상권 정보

- 타이저우 (泰州, Taizhou)

․위치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개황 (2015년 기준)

   
        자료: 2015 타이저우시 사회통계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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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설명 비고 
면적 km2 287 서울의 0.48배

상주인구 수 만 명 25
지역 내 종업원 수 7.3

RGDP
억 위안

338.88
1차산업 10.60 3.13%
2차산업 218.62 64.51%
3차산업 109.66 32.36%

1인당 GDP 위안 134,717 1US$=6.5위안US$ 20,726

- 가오강(高港)구

․위치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 개황 (2014년 기준)

         자료: 2014 타이저우시 가오강구 사회통계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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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홈페이지 www.medmax.cn

상위 
클러스터 

- 국가급 의약고신구로 1996년 국무원 비준
- 국가횃불계획 의약산업기지로서 상무부가 지정한 국가의약수출기지 및 국가급 과
기혁신서비스센터
- 과기부, 위계위, FDA, 중의약관리국, 장쑤성 정부가 공동으로 건설.
- R&D/생산제조 구역에 아스트라제네카, 다케다, 베링거인겔하임, 네슬레 등 기업 입주
: 11㎢ 건설 완료, 500개 기업 기 입주, 3만 명 근무 중 

개발
계획 

입지 타이저우시 가오강구
1인당 GDP: 7.88만위안(타이저우시, 2015년) 

개발목적 의약특구의 Value Chain 확장, 의료와 양로가 결합된 고급 의료서비스 공급 

유치시설 
- 계획면적: 2.45㎢ 
- 양생구, 건강마을 및 양로주거단지로 구성, 전문 클리닉도 입주 가능  
- 토지 규획 : 병원 - 23424)무, 혼합 의료 - 685무, 간호병원 - 91무

진행
정도 

추진정도 토지 계획 수립, 유치 시작 
유치현황 베이징아동병원과 협약 체결 : 중국의약성이 부지와 설비 제공, 베이징아동병원에

서 의료진 제공
유치방식 토지출양 후 병원 설립, 관리위 주도로 병원 설립 후 위탁운영

정주여건 주거 등 생활환경 관련 도시 경쟁력 순위: 84/287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江苏省健康产业发展规划
- 江苏省政府关于加快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 江苏"十三五"规划纲要
- 江苏省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投资指引

시급 - 泰州市卫生发展计划(2013-2015)
상위 

클러스터 
- 关于加快泰州医药高新技术产业园建设与发展的若干意见
- 泰州市高新技术产业发展暂行规定

관리위원회 타이저우 의약고신기술산업원구
담방부서 : 해외초상센터

◦ 건강의료구 (중국의약성)

24) 약 660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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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특징 
- 중국 최대의 의약원구 중의 하나인 중국의약성 내 의료특구 
: 25)중국의약성은 2014년 중국 바이오원구 Top 10 에 선정 
- 의료와 양로가 결합된 의료특구 

상권 개황 ․ 타이저우시는 1인당 GDP가 7.9만 위안으로 높은 편이 아님. 가오강구의 경우 13.5만 
위안으로 높은 편이나, 상주인구는 25만 명 정도로 많지 않음.

포지셔닝 · 중국의약성 및 가오강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근린상권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함   

과목/병원 
형태 

․ 재활,요양,간호 의료시설의 경우 주변에 대형 실버타운을 설립할 예정이므로 근린 상권이 
가능하고 병원 형태의 진출도 가능함. 치과/피부과 및 검진센터의 경우 근린 상권을 
대상으로 클리닉 형태로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입지는 의료특구 내의 상업시설도 
고려할 수 있음. 주변에 호수가 있고, 조용한 환경이므로 산후조리원도 고려 가능함. 
중국의약성은 중국 최대의 의약원구 중 하나이므로 의료기기, 제약, 건강식품 등 관련 업체 
및 사업과 동반진출도 가능함   

진출 형식 

․ 일반적으로 토지 출양 후 병원을 설립하는 형태이나, 주요 프로젝트인 경우 관리위에서 
병원설립 후 위탁 또는 합작운영하는 형식도 가능함
․ 소형 클리닉은 의료특구 내 상업시설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상업시설이 
개발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개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재활병원-실버타운, 산후조리원 등의 프로젝트는 현지 부동산개발회사가 의료기관을 
소싱하여 운영하거나 합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개발회사화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협상 시 
주의점 

․ 아직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진출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은 관리위에게 
주체적으로 제안을 해야 할 수도 있음 

그림 13 토지개발 계획

◦ 진출 가이드

25) 자료 : 2014 China Excellence Bio Park of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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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행정
구역

도시 등급 쓰촨성 수도, 부성급시, 1.5선도시 
지역 서남, 쓰촨성 

하위 행정구역

우허우구(武侯区), 진장구(锦江区), 칭양구(青羊区), 진뉴구(金牛区), 
청화구(成华区), 룽취안이구(龙泉驿区), 원장구(温江区), 

신두구(新都区), 칭바이장구(青白江区), 쑤앙류구(双流区), 피현(郫县), 
푸장현(蒲江县), 다이현(大邑县), 진탕현(金堂县), 신진현(新津县), 

두장옌시(都江堰市), 펑저우시(彭州市), 충라이시(邛崃市), 
충저우시(崇州市)

일반 
정보 

전화 지역번호 (+86) 028
면적 (km2) 123,90 (서울시 면적의 약20배)

인구 (만 명) 1,466 (호적인구 수1,228)
방언 서남방언, 동북방언, 객가방언, 샹방언(湘语), 창어(羌语)
기후 아열대계절풍성습윤기후로서 겨울습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며 여름에는 

무더움

교통
공항 쑤앙류(双流)국제공항, 톈푸(天府)국제공항

기차역 청두동역, 청두역, 청두남역, 청두서역
지하철(경전철) 2개
택시기본요금 8위안

4) 청두 국제의학성

◦ 지역 및 상권 정보

- 청두 (成都, Chengdu)

․ 위치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 개황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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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산업

도시 경쟁력 12 / 291
GDP (억 위안) 10,801.2 (7.9% 성장)
1인당GDP(위안) 74,273

산업구조
1차산업 : 373.2억 위안 (3.9%성장)

2차산업 : 4,723.5억 위안 (7.2%성장)
3차산업 : 5704.5억 위안 (9.0%성장)

항목 단위 설명 비고 
면적 km2 276 서울의 0.46배

상주인구 수 만 명 48
RGDP

억 위안
364.5 　

1차산업 16.37 4.49%
2차산업 189.28 51.93%
3차산업 158.85 43.58%

1인당 GDP 위안 77,588 1US$=6.5위안US$ 12,665
의료기관 수 

개 
324 　

그 중 병원급 26 　
병상 수 4,908 　

천 명당 병상 수 12.15 중국 평균 4.85
의료인력 수 

명 
4,705 　

그 중 의사 수 1,679 　
천 명당 의사 수 4.16 중국 평균 2.02

           자료: 2015 청두시 사회통계공보
- 원장(温江)구

․ 위치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 개황 (2014년 기준)

           자료: 2015 청두시 통계연감, 2014 청두시 원장구 사회통계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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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홈페이지 www.cihnc.org

개발
계획 

입지 위치: 청두시 원장구
1인당 GDP: 7.49만위안(청두시, 2015년) 

개발목적 의료기술 제고, 향후 국제 의료관광 목적지로 개발 

유치시설 

총 토지면적: 31km2, 현재 개발 면적 : 18.4km2, 총 투자 : 350억 위안 
의료기관: 종합병원 1-2개, 국제병원 1-2개, 전문병원 8-12개 (심혈관외과, 종양, 
치과, 안과, 신장과, 정형외과, 뇌외과, 미용 등)
건강관리: 건강평가센터, 재활양로센터, 건강클럽, 실버양로단지, 생태체육양생파크
기타: 의료기기연구, 제조, 검역 및 생물의학, 임상의학연구, 의료교육, 건강기업, 
호텔, 상업, 직원 아파트

진행
정도 

추진정도 2008년 청두시 비준
1기: 완공 및 80% 입주 완료 2기 건설 예정

유치현황 

쓰촨대학 화시병원 재활의학기지,청두푸와이(阜外)국제의료레저마을(休闲小镇), 
ICT종양방사진료센터, 쓰촨81재활센터, 보아오바이오칩(博奥生物芯片)응용센터
추진중: 타이완메이자오(美兆)검진센터, 쓰촨국제외과(微创)치료센터, 허무자병
원、동방간담과(肝胆)전문병원、츠밍검진, 아이캉구오빈검진, 말레이이사신장병
치료센터、국제인파(银发)재활센터、Parkway, 타이완 츠지(慈济)펀드

유치방식 관리위와 함께 공동 사업 (땅은 관리위 소유) 병원 건축 후 운영 혹은 관리위 건
축 건물 위탁운영, 단독 건물 임대 입주

한국 기관 
유치활동 성형외과 중심으로 추진 중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16/287  
청두 시내 국제학교 다수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四川省人民政府关于印发促进健康服务业发展实施方案的通知
- 四川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四川省养老与健康服务业发展规划的通知 
- 四川省"十三五"医疗机构设置规划(2016-2020年)
- 四川省人民政府关于在公共服务领域推广政府与社会资本合作模式的实施意见

시급 
- 成都市健康产业发展规划（2010—2017）
- 成都市人民政府关于促进高端服务业发展的指导意见
- 成都市人民政府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发展医疗卫生事业的意见

의료특구 - 成都国际医学城城专属政策
관리위원회 개발/건설: 청두캉청(康城)투자개발유한회사, 청두즈신(置新)부동산그룹

◦ 청두 국제의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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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의료특구 위치 

그림 15 의료특구 구역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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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특징 · 2008년에 시작한 중국의 대표 의료특구 중 하나로, 서부지역 최대 규모로 신도시와 같이 

개발 

상권 개황 
․ 의료특구 내에 신도시 (용닝신청, 약 3만 명 거주) 구축으로 근린상권 존재. 입주 시에는 
근린상권 위주로 할지 광역 대상으로 할지를 판단해야 함 (국제의학성은 광역경제권 대상의 
의료관광 목적지를 추구하고 있음)  

포지셔닝 ․ 중국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인 화시병원 등 우수한 의료기관이 입주한 곳으로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가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유치를 하고 있음

과목/병원 
형태 

․ 전체 31km2에 달하는 대규모 의료특구이고, 향후 광역경제권 대상의 의료관광 목적지로 
부상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광역경제권 대상의 수요/공급을 판단하여 진출 과목을 
고려해야 함  
․ 의료관광 목적지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고, 특구 내에 양생, 레저 등 의료관광 시설 들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웰니스/힐링 주제의 연관 산업 진출도 가능함   

진출 형식 
․ 1기의 경우 상당수 입주가 끝났음. 현재는 단독 건물 임대 (2,500 ~ 6,000m2) 후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이 가능하므로 병원설립을 위한 중국 파트너 소싱 시 빠르게 입주가 가능 
․ 2기의 경우 (지방저부) 관리위 소유의 토지에 병원을 공동설립하거나 위탁운영하는 모델도 
가능하므로 대형 병원은 2기에 적합 

협상 시 
주의점 

․ 초기에 시작한 의료특구로 특구 자체의 우대정책이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이고, 성급/시급을 
포함한 다양한 우대정책을 제공함. 인허가 관련 원스탑서비스를 비롯하여, 감세, 재정지원 및 
직원에 대한 주택 관련 정책 다양한 우대정책이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우대정책을 
향유해야 함  
․ 성형/피부 등 의료미용 과목의 경우 한국의 경쟁력을 강조하여 다수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할 경우 우대정책 등의 협상이 용이할 수도 있음 

◦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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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행정구역 
도시 등급 지급시, 3선도시 스타트형 

지역 화동, 산둥성 
하위 행정구역 환추이구(环翠区), 원덩구(文登区),

룽청시(荣成市), 루산시(乳山市)

일반
정보 

전화 지역번호 (+86) 0631
면적 (km2) 5,797 (서울시 면적의 약 9.6배)

인구 (만 명) 281(도시 177 / 농촌 104)
방언 교요(胶辽)관어,웨이하이방언

기후
북온대 계절풍 대륙성 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하고 강수가 많으며 
기온이 따뜻함. 바다와 인접해 있어 봄에 춥고, 여름에 시원하고, 

가을과 겨울은 따뜻함
교통 공항 웨이하이국제공항

2.2. 한국 의료기관 유치에 특화 

◦한중 FTA 체결 이후 다수의 도시에서 한중산업원구를 추진 중, 한중산업원구는 한국 기업만을

유치. KIET 조사 결과 9개의 한중산업원구 중 6개가 유치업종에 헬스케어가 포함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부연안 도시에 위치함. 이외에도 후난성 건강산업원

은 의료특구 내 한국의료기관 유치에 특화된 단지를 추진하고 있음

1) 일신원(一新園)한중산업합작테마광장 (린강 경제기술개발구)

◦ 지역 및 상권 정보

- 웨이하이 (威海,Weihai)

․위치 : 산둥성의 가장 서쪽에 위치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 개황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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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 웨이하이역, 웨이하이북역, 원덩동역
지하철(경전철) 　없음
택시기본요금 7위안

경제 및 
산업

도시 경쟁력 49/291
GDP(2015년, 억 

위안) 3,001.57(8.5% 성장)
1인당GDP(위안) 106,847.86

산업구조 
1차산업 : 217.14억 위안 (4.3% 성장)
2차산업 : 1,422.22억 위안 (8.2%성장)
3차산업 : 1,362.21억 위안 (9.5%성장)

         자료: 2015 웨이하이시 사회통계공보 
- 린강구 (경제기술개발구)

․위치 : 도심지역인 웨이하이시 북부의 환추이구 인근에 위치, 고속버스, 기차, 항구 등과 약

15~20분 거리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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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설명 비고 
면적 km2 297 서울시 면적의 약 0.5배

상주인구 수 만 명 13
RGDP

억 위안
61.88

1차산업 4.26 7%
2차산업 47.60 77%
3차산업 10.02 16%

․ 개황 (2014년 기준)

          자료: 2015 웨이하이시 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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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명칭 웨이하이 린강 경제기술개발구 
홈페이지 www.wip.gov.cn

상위 
클러스터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로 2006년 산둥성정부 비준, 2013년 국무원 비준 
․ 경제기술개발구 총면적: 297km2, 기 기획 면적: 78km2

․ 현재 입주 기업은 : 470 여 개

개발
계획 

입지 
․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약 10년 정도 개발되어 주택가 등 상권 기 형성) 내 
․ 린강구병원 이외에는 특별하게 입지를 지정하지는 않았음, 일신원 합중합작산업테
마광장의 종합비즈니스 구역 등 상권에 따른 병원 설립 가능 
1인당 GDP: 10.68만위안(웨이하이시, 2015년) 

개발목적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구를 계기로 한국의료기관 유치/합작을 통해 경제기술개발
구 내 의료서비스 확대 

유치시설 

․ 종합병원, 노인병원, 의료미용병원 등 
․ 린강구병원 (종합병원+노인아파트, 병상 수: 2,078) 추진 중 : 한국 의료기관과 
PPP 형식의 합작 희망 (중국 지방정부, 중국 파트너, 한국 의료기관 공동 투자 및 
한국 의료기관 관리) 
․ 경제기술개발구 내 다수의 한국 의료기관 (검진센터 등) 유치 추진 중 : 지역 내 
대형 별장 단지에 의료미용센터 유치 등 지역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유치 희망

진행
정도 

추진정도 ․ 한중 FTA 체결(2015년 6월)을 기점으로 한국 의료기관 유치 추진 
․ 린강구병원은 행정수속/토지확보/기본기획 등은 기 준비, 한국파트너 유치 추진 중 

유치현황 없음
유치방식 토지출양 후 병원 설립 (린강구병원은 PPP 도 가능) 

기존 상권에 임대/합작형식으로 입주 
한국 기관 
유치활동

한국에서 다수의 한국 기업 유치 행사 개최 
한국 출장 시 한국병원과의 미팅 시작 
한국 의료기관이 유치 1순위임 

정주여건 주거 등 생활환경 관련 도시 경쟁력 순위 : 34/287 
웨이하이중세(中世)한국국제학교 입주 예정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山东省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关于印发2016年全省卫生计生工作要点的通知
- 山东"十三五"卫生计生工作目标 
- 山东省政府关于印发《加快健康服务业发展分工方案》的通知
- 山东省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的通知

시급 - 威海市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的通知
- 威海关于创新重点领域投融资机制鼓励社会投资的实施意见

상위 
클러스터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
- 威海临港经济技术开发区优惠政策
- 临港经济技术开发区"十三五"医疗卫生发展规划

관리위원회 웨이하이 린강 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담당부서 : 관리위원회 상무국

◦ 일신원 한중산업합작테마광장 (린강 경제기술개발구)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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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특징 
· 한중 FTA체결 시 한중 FTA지방경제협력구 설립으로 인해 경제기술개발구에 다수의 한국 
의료기관 유치 추진 
․ 한중 FTA 체결 시 웨이하이-인천경제자유무역구역 한중FTA시범지구로 지정 
․ 개발구 내 한중의료기기단지 설립

상권 개황 
․ 의료자원이 부족한 곳으로 종합병원 등 다수의 의료기관 유치 희망 
․ 인근 환추이구, 원덩구, 룽청시 등 웨이하이의 주요 지역 3군데에서 접근이 용이하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웨이하이 시를 상권으로 할 수도 있음 

포지셔닝/
과목/병원 

형태 

․ 소득수준은 중국 평균보다는 높으나, 저장성, 장쑤성 등지의 주요 고소득도시들 보다는 
낮으므로 대중적인 과목 위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지방정부의 주요 수요는 종합병원, 
검진센터, 재활/실버, 의료미용 등임 
․ 개발구 자체의 상권 (인구 13만) 은 적은 편이므로 근린 상권일 경우 중소형 의료기관이 
적합함  

진출 형식 

․ 린강구 병원의 경우 지방정부가 원하는 PPP 형식으로 소액 투자 후 병원 위탁운영 
형식으로 진출이 가능. 이 경우 병원은 비영리성 민영병원 성격이 되므로, 많은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으나 비영리성이라는 한계로 수익환수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그러므로 
정부가 지분을 재매입하는 등의 옵션 계약이 필요하고, 노인아파트를 통한 수익모델 실현 
등을 협상해볼 여지가 있음 
․ 별장촌 의료미용센터의 경우 임대형식으로 입주가 가능함. 현재 1기 분양 중이므로 
상권이 형성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함. 근린 상권형 미용센터로 진출하는 것이 적합 
․ 개발구 내 기업을 대상으로 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진센터의 경우 영업 능력이 있는 
현지 파트너가 필수임. 미드-하이엔드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음 

협상 시 
주의점 

․ 의료서비스 확대가 시급하고, 한국 의료기관 유치에 적극적이므로 중국 파트너 추천, 설립 
행정 간소화 등 무형적 우대정책 요구를 시도할 수 있음 
․ 이전까지 제조업 중심의 유치를 해왔으므로 의료기관의 특성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초기 협상 시 의료기관의 특성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한 상호이해 도모가 중요함 

- 조감도

◦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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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행정
구역 

도시 등급 후난성 성도 소재지, 지급시, 2선도시 
지역 화중, 후난성

하위 행정구역
푸룽구(芙蓉区), 톈신구(天心区), 웨루구(岳麓区), 카이푸구(开福区), 
위화구(雨花区), 왕청구(望城区), 류양시(刘洋市), 창사현(长沙县), 

닝샹현(宁乡县)

일반 
정보 

전화 지역번호 (+86) 0731
면적 (km2) 11,819 (서울시 면적의 약 19.6배)

인구 (만 명) 743
방언 상어(湘语), 창사방언(长沙话)
기후 아열대계절풍기후로서 기온이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으며 사계절이 

뚜렷함

교통
공항 창사 황화(黄花)국제공항

기차역 창사역, 창사남역
지하철 (경전철) 지하철2호선 (정식 운행), 중저속 자기부상열차 (시험 운행)

택시기본요금 8위안

경제 
및 

산업

도시 경쟁력 17위 / 중국 전체 291개
GDP (억 위안) 8,510.13 (9.9% 성장)

1인당GDP (위안) 115,443

산업구조 
1차산업 : 341.78억 위안 (3.6% 성장)

2차산업 : 4,478.20억 위안 (8.8% 성장)
3차산업 : 3,690.15억 위안 (12.1% 성장)

2) 후난성 건강산업원

◦ 지역 및 상권/정보

- 창사 (长沙, Changsha)

․위치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 개황 (2015년 기준)

                
         자료: 2015 창사시 사회통계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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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설명 비고 
면적 km2 954 서울의 1.58배
상주인구 수 만 명 56
RGDP

억 위안
469.77

1차산업 35.02 8%
2차산업 341.70 73%
3차산업 93.05 20%

1인당 GDP 위안 84,780 1US$=6.5위안US$ 13,043
의료기관 수 

개 
31 　

병상 수 2,927 　
천 명당 병상 수 5.23 중국 평균 4.85

의료인력 수 명 2,273 　

- 왕청구

․위치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개황 (2014년 기준)

         자료: 2015 창사시 통계연감, 2014 창사시 왕청구 사회통계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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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설명 비고 
면적 km2 552 서울시의 0.92배
상주인구 수 만 명 82
RGDP

억 위안
774.05

1차산업 18.25 2%
2차산업 417.20 54%
3차산업 338.60 44%

1인당 GDP 위안 94,396 1US$=6.5위안US$ 14,523
의료기관 수 

개 
518 　

병상 수 7,550 　
천 명당 병상 수 9.21 중국 평균 4.85

의료인력 수 명 9,425 　

- 웨루구

․위치

․개황 (2014년 기준)

         자료: 2015 창사시 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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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홈페이지 jk.zgcainiao.cn

개발
계획 

입지 
창사시 소재로 창사-주저우-상탄 도시군의 중심지 (인근에 다왕산 등 관광지)로 국
가급신구인 샹장신구에 속함 
1인당 GDP: 11.64만위안 (창사시, 2015년) 

개발목적 후난성의 건강산업육성  

유치시설 

총 투자 600억 위안
계발계획 수립 완료. 5년 내 1차 개발, 10년 내 기본 개발 완료 
메디컬혁신단지 : 8~10개 (양성자치료, 성형미용 등 전문과병원, 종합병원, 의학
검역, 건강관리, 실버, 안티에이징센터 등)
1기: 13개 프로젝트, 117억 위안 투자 예정
성형미용교육기지, 줄기세포 기술합작응용전환센터, 척추재활전문병원, 산후조리
보건재활전문병원, 건강검진관리센터, 실버시범기지 등 유치 계획 
2기: 61개 프로젝트, 286억 위안 투자 예정 

진행
정도 

추진정도 
2013년 후난성 상무위원회에서 비준, 개발계획 수립 후 건설 중 
건강산업 준비기획 지도소조 주체로 2017년 시공 예정
1기 : 2020년 준공 예정
2기 : 2019년 시공 2023년 준공

유치현황 미∙중 종양 치료 의료원, 후난 자휘 (家辉)DNA검측센터, 루광시우교수 줄기세포 
R&D/응용 기술 산업, 중한성형미용 및 안티에이징, 아이얼안과 등과 유치 협의 중 

유치방식 
한국전속원구 운영회사인 대국전기와 협의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진출 가능 
- 대국전기와 JV SPC 설립 후 공동운영 
- 대국전기 개발 프로젝트의 컨설팅 및 위탁운영 
- 한국 기관이 파트너 소싱 후 독자적으로 운영 

한국 기관 
유치활동 척추전문병원 및 재활/교육센터, 국제미용성형 교육센터, 치과병원 설립 등 입주 논의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19/287
국제학교: 창사WES국제학교 등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湖南省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意见
- 湖南省"十三五"卫生和计划生育事业发展规划
- 湖南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鼓励和支持民间资本参与公共领域投资的若干意见
- 湖南省现代服务业发展行动计划（2014—2017年）
- 湖南省关于促进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

시급 
- 长沙市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
- 2016年长沙"十三五"规划
- 长沙市人民政府关于加快发展养老服务业的实施意见

관리위원회 후난성 의료건강투자관리주식유한공사, 대국전기(후난)건강산업투자유한공사 
- 한국 전속원구 담당 

◦ 후난성 건강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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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샹장신구 위치 

그림 17 건강산업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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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특징 
· 메디컬혁신단지, 바이오의약단지, 의료기기단지, 의료재활단지, 중의약단지, 서비스단지로 
구성된 건강산업종합클러스터
· 한국 전속원구 설립 예정 

상권 개황
/포지셔닝  

․ 왕청구는 1인당GDP가 8.5만 위안으로 창사시 평균 11.6만 위안보다 낮고, 면적은 
서울의 1.5배이나 상주인구는 56만 명임. 웨루구는 도심과 가깝고 상주인구가 82만 명
· 현재 개발 단계로 개발 후에도 근린상권 형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어, 
근린상권이 아닌 창사시 중심 등 광역 상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목/병원 
형태 

․ 관리위가 원하는 척추전문병원 및 재활/교육센터, 국제미용성형 교육센터, 치과병원 등 
진입 시, 시 중심의 공립병원, 대형 민영병원 등 경쟁 관계를 분석하여 차별화 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함 
․ 건강산업전반을 포괄하는 클러스터로 의료서비스 이외의 관련 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음 

진출 형식 
․ 대국전기와의 협의를 통해 대국전기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임. 이 경우 
대국전기에 투자한 지역 공립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인력 등 공급 등의 협력 관계가 
가능할 수도 있음 

그림 18 토지 개발계획 

◦ 진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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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행정
구역 

도시 등급 지급시, 3선도시 신흥형
지역 화동, 산둥성 

하위 행정구역
즈푸구(芝罘区), 푸산구(福山区), 무핑구(牟平区)

라이산구(莱山区), 창다오현(长岛县), 룽커우시(龙口市), 
라이양시(莱阳市), 라이저우시(莱州市), 펑라이시(蓬莱市)
자오위안시(招远市), 치샤시(栖霞市), 하이양시(海阳市)

일반 
정보 

전화 지역번호 (+86) 0535
면적 (km2) 13.746 (서울시 면적의 약22.7배)

인구 (만 명) 701(도시 423 / 농촌 278)
방언 옌타이방언(烟台话),  
기후 온대 계절풍

교통
공항 펑라이(蓬莱)국제공항

기차역 옌타이역, 옌타이남역
지하철 (경전철) 없음

경제 및 
산업

도시 경쟁력 28 / 291
GDP (억 위안) 6,446.08 (8.4%성장)

1인당GDP (위안) 91,979

산업구조 
1차산업: 440.85억위안 (4.3%성장)

2차산업: 3,323.46억위안 (7.9%성장)
3차산업: 2,681.77억위안 (9.8%성장)

3) 현대서비스업밀집구 (옌타이 한중산업원)

◦ 지역 및 상권 정보

- 옌타이 (烟台,Yantai)

․위치 : 칭다오와 웨이하이 사이에 위치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개황 (2015년 기준)

    
          자료: 2015 옌타이시 사회통계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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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설명 비고 
면적 km2 1,511 서울의2.5배 

상주인구 수 만  명  46 　
RGDP

억 위안
251.22 　

1차산업 35.31 14%
2차산업 123.31 49%
3차산업 92.60 37%

1인당GDP 위안 56,647 1US$=6.5위안 US$ 8,715
의료기관 수 

개 
303 　

그 중 병원급 17 　
병상 수 2,451 　

천 명당 병상 수 5.21 중국 평균 4.85
의료인력 수 명 2,234 　

구분 설명 

상위 클러스터 

한중산업원 (양국 정상과 중앙부서가 협정 체결, 국가급) 
1기는 총 32km2로 동구(10km2)와 서구(22km2)로 나뉨
전체 개발계획면적은 349km2

동구는 의료기관 등 생활편의성 서비스산업 위주의 현대서비스업밀집구이고, 서
구는 선진 제조산업과 생산 편의성 서비스산업 중심임 

개발
계획 

입지 옌타이시 라이산구와 무핑구에 걸쳐 있음 
1인당 GDP: 9.21만위안(옌타이시, 2015년) 

개발목적 의료기술 제고 및 의료공급 확대 
유치시설 전문병원, 재활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 

- 무핑(牟平)구

․ 위치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개황 (2013년 기준)

        
          자료: 2014 옌타이시 통계연감

◦ 현대서비스업밀집구 (옌타이 한중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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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의 민영의료기관이 한국 의료기관과 합작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매칭 

진행
정도 

추진정도  
2015년 한국산업부와 중국상무부가 한중산업단지 공동건설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2015년 건설 시작

유치방식 합작병원 신축, 지방정부가 소개한 파트너와 병원사업 신규 추진, 
기존 시 소재 민영병원과의 합작 (과실 합작, 의사파견 등) 

한국 기관 
유치활동 관련 공무원 한국 출장 다수, 최근 다수의 한국병원과 접촉 시작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26/287
외국인학교: 베이징사범대학부속옌타이국제학교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山东省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关于印发2016年全省卫生计生工作要点的通知
- 山东"十三五"卫生计生工作目标 
- 山东省政府关于印发加快健康服务业发展分工方案的通知
- 山东省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的通知

시급 
- 烟台市"十三五"规划纲要
- 烟台市健康服务业发展规划(2015—2020)
- 烟台市关于加大对外开放力度推进医疗健康服务业发展的意见

상위 
클러스터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
- 山东省关于支持中韩（烟台）产业园建设的若干意见
- 烟台中韩产业园相关政策支持

관리위원회 옌타이시 투자추진국 (한중옌타이산업단지 경제협력추진센터)

그림 19 현대서비스업밀집구 위치 (동구)



- 68 -

항목 설명 

특징 

· 이미 주변 상권이 일부 개발 되어있는 현대서비스업밀집구에 의료기술 제고 및 
의료공급확대 추진 차원에서 한국 의료기관 유치 
· 현대서비스업밀집구 이외에도 시정부 차원에서 도시 전역에 한국 의료기관 유치 추진 및 
중국병원과의 합작 추진 
· 한중산업원구는 FTA 체결 이전 2014년 양국 정상의 합의에 의해 시작되었고, FTA 
협정문에 기재되어 있고, 양국 고위공무원이 관련 다수의 회담을 진행하였으므로 한국 
의료기관 유치 의향이 무척 큼 
· 한국 새만금개발청 합작 협정 체결

상권/
포지셔닝

․ 민영병원이 많고, 소비상권이 발달된 상권, 새로 개발되고 있어 경쟁이 적으나 미래 
상권이 좋은 곳, 1인당 GDP가 5만 US$를 상회하는 개발구 등 지역마다 상권 차이가 큼
· 지역마다 상권 차이가 크므로 상권에 따라 포지셔닝을 다르게 정해야 함

과목/
병원 형태 

․ 현대서비스업밀집구 이외에도 도시 전역에 한국 의료기관 유치를 추진 중이므로, 한국 
의료기관의 수요에 기초하여 입지/과목 등을 협의할 수 있음
․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가 높은 의료미용 이외에도 중국 소비자들의 민영의료기관 이용도가 
높은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안과 및 재활병원/실버타운 등 다양한 과목이 가능함  

진출 형식 

․ 지방정부가 선호하는 방식은 기존 중국 병원과의 합작 (일반적으로 의사파견 혹은 
특수클리닉 공동운영) 및 병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옌타이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쉽으로 
진출하는 것임. Zone 형이므로 임대형식 진출 가능성이 큼 
․ 재활병원/실버타운 등 일부 프로젝트는 부지가 선정되어 있어 병원 신축 형식으로 
진출해야 함 
․ 최근 중국에서는 민영병원의 주류이던 푸톈계열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는 것을 
기회로, 다수의 비푸톈계열 민영병원들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그러므로 
옌타이 현지 자본 기반의 병원과의 합작도 좋은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음  

협상 시 
주의점 

․ 외상독자병원 설립이 힘들고, 투자에 보수적인 외국 의료기관의 특성 등으로 인해 일부 
지방 정부가 파트너를 추천하고 있고, 옌타이시도 추천 예정임. 이 경우 바인딩으로 인해 
해당 지역 진출 시 다른 파트너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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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옌청 경제기술개발구

◦ 지역 및 상권 정보

- 옌청시 (盐城, Yancheng)

․ 위치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개황 (2015년 기준)

구분 설명 

행정
구역 

도시 등급 3선도시 스타트형
지역 화동, 장쑤성

하위 행정구역
팅후구(亭湖区),옌두구(盐都区),따펑구(大丰区),샹수이현(响水
县),,빈하이현(滨海县),푸닝현(阜宁县),서양현(射阳县),젠후현(

建湖县), 둥타이시(东台市)

일반 
정보 

전화 지역번호 (+86) 0515
면적 (km2) 17,000 (서울시 면적의 약 28배)

인구 (만 명) 723
방언 장화이(江淮)방언
기후 아열대계절풍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하고 강수량/ 일조량이 많음

교통
공항 난양국제공항

기차역 옌청역, 옌청북역
지하철 (경전철) 　없음

택시기본요금 8위안

경제 
및 

산업

도시 경쟁력 53 / 291
GDP (억 위안) 4,212.5(10.5% 성장)

1인당GDP (위안) 58,299
산업구조 

1차산업 : 516.5억 위안 (3.6% 성장)
2차산업 : 1,925.5억 위안 (10.5%성장)
3차산업 : 1,770.5억 위안 (12.5%성장)

       자료: 2015 옌청시 사회통계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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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설명 비고 
면적 km2 800 서울의 1.21배
상주인구 수 만 명 70
RGDP

억 위안
327.82

1차산업 30.04 10.66%
2차산업 129.53 52.01%
3차산업 168.25 37.33%

1인당 GDP 위안 58.105 1US$=6.5위안US$ 8,876
의료기관 수 

개 
354 　

그 중 병원급 32 　
병상 수 6,925 　

천 명당 병상 수 9.9 중국 평균 4.85
의료인력 수 

명 
7,947 　

그 중 의사 수 2,748 　
천 명당 의사 수 3.9 중국 평균 2.02

- 팅후(亭湖)구

․ 위치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개황 (2014년 기준)

        자료: 2015 옌청시 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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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명칭 옌청 경제기술개발구 (한중산업원)
홈페이지 www.ycedz.com

상위 
클러스터 

옌청 경제기술개발구 : 200km2

국가급으로 1992년 비준 
기아차 및 협력업체 중심의 한국산업원 운영 

개발
계획 

입지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 내 주요 상권 
1인당 GDP: 5.8만위안(옌청시, 2015년) 

개발목적 개발구 내 부족한 의료시설 공급 
한국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유치시설 현재 건설 중인 종합병원 (1,400베드)내 한국부 설치 (위탁운영) 
개발구 내 한국 의료미용병원 및 각종 전문병원/특수클리닉 

진행
정도 

추진정도 
종합병원은 외장 완료, 2017년 초 개원 예정 (현재 병원 운영 파트너 소싱 중) 
기타 의료미용 Street 입주 예정지 등 병원 입주용 상업시설 건축 완료 
한국 병원이 토지 매입 후 병원 설립하는 것도 가능 

유치현황 없음
유치방식 과실 위탁운영, 합작병원 설립 (파트너 추천 가능), 건물 임대 등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86/287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江苏省健康产业发展规划
- 江苏省政府关于加快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 江苏省"十三五”规划纲要
- 江苏省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投资指引

시급 
- 盐城市中心城区综合医院规划一览表（2030年）
- 盐城市2016年全市卫生计生工作要点
- 盐城市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实施意见的通知

상위 
클러스터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
- 中韩盐城产业园总体规划
- 盐城经济技术开发区医疗产业相关政策

관리위원회 경제기술개발구
담당 : 한국사업부 

◦ 옌청 경제기술개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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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엔청 경제기술개발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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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특징 

· 동펑웨다기아자동차가 지역의 핵심 기업 중의 하나로 이를 기반으로 한중산업원 개발 중 
· 개발구 내의 종합병원 내 한국부 설치 및 개발구 내 부족한 의료공급을 위해 다수의 한국 
의료기관 유치 희망 
· 개발구 기획 당시 주거를 고려하여 기획하여 산업과 주거 등이 균형있게 분포 
· 인근에 의료기기단지 개발 중 

상권 개황 
․ 팅후(亭湖)구의 경우 평균 연봉이 52,771위안으로 옌청시의 행정 구역 중 가장 높으나, 
아주 높은 편은 아님
․ 개발구 상주인구는 약 9.5만 명이고, 그 중 도시인구는 약 60%임

포지셔닝 · 근린상권의 경우 미드-하이엔드의 치과 등 소형클리닉이 적합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옌청시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의료기관 밀집지이므로 전체 시를 타깃으로 할 수 있음 

과목/병원 
형태 

․ 인근의 팅후(亭湖)구는 옌청에서 의료자원이 가장 발전된 지역으로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사전 진출하고자 하는 과목의 경쟁현황을 체크해야 함 
․ 한국인 상주인구가 약 5천 명 정도가 되고 개발구에 밀집되어 있으므로 한국인을 위한 
Family Care 과목 수요가 있음 
․ 지방정부의 주요 수요는 의료미용, 한국인 대상 Family Care 과목 등임. 이외에 기업 
대상의 검진센터 등이 고려가능한 진출과목임  

진출 형식 
․ 개발구 내에 건축 중인 종합병원 한국부의 경우 위탁운영 형태의 진출이 가능 
․ 의료미용 Street 의 경우 임대 형식으로 입주가 가능 (기 완공) 
․ 검진센터의 경우 지역 내 최대기업인 동펑웨다기아 및 협력사와의 영업이 가능한 중국 
파트너와 제휴가 가능할 시 성공가능성이 높음 

협상 시 
주의점 

․ 한국 의료기관 유치 수요가 크고, 개발구의 예산이 비교적 풍족하므로 적극적 우대정책 
협상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 정부가 산업 펀드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R&D 센터 등을 운영할 경우 재정보조 신청을 
시도할 수 있음 
․ 한국에 대표처를 운영하므로, 서울에 소재한 대표처와 직접 협상이 가능함 

◦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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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행정
구역 

도시 등급 지급시, 3선도시 성장형 
지역 화동, 장쑤성 

하위 행정구역 신베이구(新北区), 중러우구(钟楼区), 톈닝구(天宁区), 
우진구(武进区), 진탄구(金坛区), 리양시(溧阳市)

일반
정보

전화 지역번호 (+86) 0519
면적 (km2) 4,385 (서울시 면적의 약 7.27배)

인구 (만 명) 470(도시 329, 농촌 141)
방언 오어(吴语), 창저우방언
기후 아열대계절풍기후로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강수량이 많으며 일조량이 

충분함

교통
공항 창저우공항

기차역 창저우역, 창저우북역, 치우옌(戚墅堰)역
지하철 (경전철) 없음

택시기본요금 10위안
경제 
및 

도시 경쟁력 22위 / 중국 전체 291개
GDP (억 위안) 5,273.2(9.2% 성장)

2.3. 동부연안의 고소득지역에서 추진하는 의료특구 

◦ 중국 동부연안 지역, 특히 장강삼각주 및 주장삼각주에 고소득 2∼3선 도시가 밀집, 이 도시

들은 소득에 비해 의료시설이 부족하며, 일반적으로 상하이, 광저우 등 광역경제권 내의 유명

의료시설을 이용. 최근 이 도시 중의 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의료특구를 추진 중

◦ 조사대상 특구 중 창저우시가 이에 해당하고 현재 2개의 의료특구를 개발 중임

◦ 창저우시 (常州, Changzhou)

- 위치 : 장쑤성 난징과 우시 사이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 개황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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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인당GDP
(위안) 112,221

산업구조 
1차산업 :146.6억 위안 (3.2% 성장)

2차산업 : 2,516.2억 위안 (8.5%성장)
3차산업 : 2,610.4억 위안 (10.5%성장)

          자료: 2015 창저우시 사회통계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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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설명 비고 
면적 km2 1,246 서울의 2배

상주인구 수 만 명 161
지역 내 종업원 수 24.6

RGDP
억 위안

1,905.33
1차산업 49.04 2.58%
2차산업 1,047.46 54.97%
3차산업 808.33 42.45%

1인당 GDP 위안 118,343.5 1US$=6.5위안US$ 18206.7
의료기관 수 

개 
361 　

그 중 병원급 29 　
병상 수 4,467 　

그 중 병원급 4,184 　
천 명당 병상 수 2.77 중국 평균 4.85

의료인력 수 
명 

5,734 　
그 중 의사 수 2,559 　

천 명당 의사 수 1.6 중국 평균 2.02

1) 시타이후 국제의료산업원 (시타이후 과학기술산업원)

◦ 지역 및 상권 정보

- 우진구(武进区)

․위치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 개황 (2014년 기준)

       자료: 2015 창저우시 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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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홈페이지 www.wez.gov.cn

상위 
클러스터 창저우 시타이후 경제기술개발구

개발
계획 

입지 창저우시 우진구
1인당 GDP: 11.09만위안(창저우시, 2015년) 

개발목적 신도시 내 의료서비스공급 및 향후 의료관광을 포함한 광역 의료서비스공급

유치시설 

총 계획 면적: 10714무 
건강자문, 고급의료, 재활양생, 의료관광, 양로보건, 건강관리 등을 유치하여 건강
서비스 클러스터와 의료관광특구 추구, 특히 양로서비스와 건강검진서비스를 특화 
- 첨단건진센터센터: 6,908m2 (유전자검사, 암검사, 면역력 검사, 만성 질병검사)
- 생물의학테스트센터: 6500m2  (유전자 배열, 임상 실험, 병리학,  과학 연구 아웃소싱 등)
- 특수 클리닉센터: 71,800m2 (암치료, 정형외과, 침습병원, 파킨스병 치료)
- 요양센터: 88,631m²
- 국제의료관광 센터: 37,653m² (아건강관리, 성형, 만성질환)
- 실버센터: 12,8643m²

진행
정도 

추진정도 개발계획수립 완료 후 토지출양, 일부 의료기관 착공

유치현황 

　매년 5개 이상의 의료기관 유치를 목표로 함
- 창저우시 제1인민 병원(재활전문) : 2017년 완공 예정
- Bon Dent 중 일부 병원 기 입주 운영 중
호텔 및 학교 및 기타 계획 시설 완공 및 입주 완료
미국, 싱가폴, 대만, 일본 등지의 다수의 외자 기관과  협의 중　

유치방식 토지출양 후 병원 설립 선호, 컨설팅/위탁운영 가능 
한국기업유

치활동
한국의료기관 유치 의향 : 의료미용 전문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진출 MOU 체결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31/287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江苏省健康产业发展规划
- 江苏省政府关于加快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 江苏省"十三五"规划纲要
- 江苏省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投资指引

시급 
- 2015年常州出台加快常州健康服务业发展的具体政策
- 常州市“十三五”卫生计生事业发展总体规划
- 常州市医疗卫生计生服务设施布局规划(2015-2020)
- 常州市政府关于加快常州市现代服务业集聚区发展的意见

 해당 
클러스터 - 西太湖国际医疗产业园主要优惠政策

관리위원회 시타이후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 시타이후 국제의료산업원 (시타이후 과학기술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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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의료특구 토지 계획 

그림 22 의료특구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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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특징 
· 상위 클러스터내 상업시설 이미 구축
· 휴양지가 인접해 향후 의료관광단지 추진 예정 
· 의료기기단지 인접 

상권 개황 

․ 연내 쑤저우 장가각 - 창저우 우진구 - 우시 강흥을 연결하는 신규 고속철라인 추가 
개통예정으로 광역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입지가 강화될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국가급 과학기술개발구로서 2016년 현재 단지 내 거주 중인 인구는 10만 명 이하이나, 
2017년 대학 캠퍼스 입주 및 단지 내 고급형 주거단지도 함께 개발 중
․ 창저우시 2014년 기준 1인당 GDP 11만 8천 위안으로 중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주변 
도시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음

포지셔닝

․ 우시, 쑤저우와 인접하여 있고 각 도시를 잇는 교통 인프라가 발달하여 광역 상권 타깃의 
의료기술 제고형에 부합되는 의료기관에 적합 (난징, 우시와 고속철 30분 이내 거리)
․ 현재 진행 중인 단지 내 주거지구 개발 및 2019년내  완공 목표인 지하철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형을 고려할 수 있음.
· 향후 지속적인 주거 인구 유입 예상되고, 개발지구 내 지하철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인접한 
우진구 인구 150만명 시장으로부터의 환자 유입도 가능
․ 전문병원으로서 하이엔드 마켓 타깃의 포지셔닝이 가능 

과목/병원 
형태 

․ 관리위원회 역시 하이엔드 시장을 위한 의료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관절, 척추부문의 
전문병원과 성형병원 유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임

진출 형식 

․ 창저우 시내 중심 상권과 연결되는 지하철 및 단지 내 주거지구 개발 완료 시점을 기점으로 
진출 형식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
․ 개발 전 시점에는 인근의 우시, 소주 등 광역 상권을 타깃으로 할 수 있는 고급 전문병원의 
형태가 적합하며, 이 경우 중국 내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토지출양 후 직접 병원을 설립하는 
방식이 유효함.
․ 주거지구 개발 및 시내 교통 인프라 확대 완료 혹은 완료 직전 시점에는 단지 내 풍부한 수요를 
기반으로 위탁운영, 컨설팅, 합자합작 방식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장쑤성에 허용된 외자 독자의료기관 개설 세부 조례사항이 확립 될 시 경영지원 및 품질 표준화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의 경우 독자 개설 방식도 고려 할 수 있음.
․ 시타이후 과학기술개발단지는 기본적으로 의료산업 클러스터 형성도 염두에 두고 의료산업군 
내 기업들도 유치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다각화 기회를 
도모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국, 내외의 관계 기업과 전략적 협력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협상 시 
주의점 

․ 입주 의료기관에 대한 혜택 사항들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지만 의료기관의 유형, 특성 등에 따라 
협상을 통해 제공 혜택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음.
․ 현재 국가급 의료관광 선행구 비준 획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쑤성과 인근 성을 광역 
상권으로 묶을 수 있는 특성화된 전문 의료기관 유치를 필요로 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이라면 협상을 통해 다양한 혜택 요청은 물론 파트너 소개 요청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전개할 수 있음.
․ 창저우시에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 관련 시정부나 관리위원회의 협조에 대해 명확히 
협상할 필요가 있음 

◦ 진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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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설명 비고 
면적 km2 65 서울의 0.11배 

상주인구 수 만 명 52
지역 내 종업원 수 10.5

RGDP
억 위안

477.76
1차산업 0.05 0.01%
2차산업 138.45 28.98%
3차산업 339.26 71.01%

1인당 GDP 위안 91,876.9 1US$=6.5위안US$ 14,134.9
의료기관 수 

개 
167 　

그 중 병원급 12 　
병상 수 10,650 　

그 중 병원급 10,252 　
천 명당 병상 수 20.48 중국 평균 4.85

의료인력 수 
명 

11,013 　
그 중 의사 수 3,924 　

천 명당 의사 수 7.55 중국 평균 2.02

2) 티엔닝 건강양로서비스클러스터

◦ 지역 및 상권 정보

- 티엔닝(天宁)구

․ 위치

              자료 : 두산백과 이미지

․개황 (2014년 기준)

        자료: 2015 창저우시 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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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발
계획 

입지 창저우시 티엔닝구
1인당 GDP: 11.09만위안(창저우시, 2015년) 

개발목적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의료 기술제고 및 의료공급 확대 

유치시설 

총 부지 면적 : 145만 ㎡ 
양로: 건강양로연구소, 양로제품 전시체험, 신체과학연구지도센터, 노인건강검진
센터, 건강보험상품, 건강양로종합서비스
의료: 국제노인의학센터, 창저우웨이스다안과전문병원,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센터 
및 의료미용 건강관리센터
재활: 안신이허병원, 국내외 양로건강기업과 합작으로 재활기관 설립
교육: 양로 관련 교육센터

진행
정도 

추진정도 2014년 시급 의료특구 비준 획득 및 개발 시작 
2015년 성급 의료특구 비준 취득

유치현황 

안신위다 국제양로센터 : lenovo가 6.2억 위안 투자, 819병상 
더안(德安)병원: 5천만 위안 투자, 건축면적 2.1만m2,병상 수 1,388
티엔닝부유보건소: 건축면적 3,200 m2 등 
미국 콜럼비아 의료그룹을 비롯 싱가포르 의료기관들과 유치 협의 중 
타이완 투자설명회 예정 (2016년 상반기)　

유치방식 
토지출양 후 병원설립, 기존 병원합작(컨설팅, 위탁운영 등), 건물 개발 후 입주 
가능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 유치 가능할 경우 방식 무관 

한국 기관 
유치활동

한국 의료기관 요청에 따른 개별 유치협의 진행 중
향후 활발한 교류 확대 희망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31/287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江苏省健康产业发展规划
- 江苏省政府关于加快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 江苏省"十三五"规划纲要
- 江苏省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投资指引

시급 
- 2015年常州出台加快常州健康服务业发展的具体政策
- 常州市"十三五"卫生计生事业发展总体规划
- 常州市医疗卫生计生服务设施布局规划(2015-2020
- 常州市政府关于加快常州市现代服务业集聚区发展的意见

관리위원회 구 위계위 및 상무국 

◦ 티엔닝 건강양로서비스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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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특징 
· 장쑤성 유일의 성급 건강양로서비스 클러스터
· 클러스터 환경 성숙 (상권 성숙, 건물 완공 등) 
․ 이미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기존 도심지구에 특구가 지정된 Zone형에 해당되며, 설립 목적 
분류상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형에 해당 됨

상권 개황 ․ 1인당 GDP가 높아 하이엔드 시장으로 볼 수 있으나 티엔닝구 자체 인구는 52만명 
수준으로 인접 구와 현을 아우르는 시장 선점 활동이 필요함

포지셔닝
․ 티엔닝구는 시내 도심의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하며 우시, 난징을 연결하는 
고속철이 지나는 창저우역이 있어 광역 상권 형성도 가능하고, 신베이, 치수옌, 중러우가 
인접해있어 다소 넓은 상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구 내 공립병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나쁘지 않아 특성화가 분명한 전문병원 형태가 적합함

과목/병원 
형태 ․ 관리위원회는 미용/성형관련 의료기관 혹은 양로 관련 전문 의료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진출 형식 
․ 특구의 입지는 티엔닝 중심 상권에 인접하여 합자합작 및 위탁운영 형태의 진출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기 진출 의료기관들을 고려하면 양로 관련은 위탁운영이 적합.
․ 관리위는 진출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파트너 추천 의향도 있기 때문에 전문병원 분야는 
합자합작 방식까지 고려할 수 있음

그림 23 의료특구 토지계획 

◦ 진출가이드



- 83 -

․ 특히, 양로 관련 의료기관의 진출 시 관리위의 적극적인 파트너 매칭 의지가 있음
․ 개발구는 도심에 해당되므로 임대 건물 확보 가능, 토지 출양 후 신규 건립 방식은 티엔닝 
구정부와 협의가 필요함

협상 시 
주의점 

․ 기본적으로 양로와 관련한 개발이 1차적인 목표로 재활, 요양 관련 분야의 특화가 가능한 
의료기관 진출 시 구정부의 적극적 협조 가능
․ 양로서비스 특화라는 1차적 목표 외에도 전문병원 유치 활동에 적극적이며, 특히 투자를 
동반한 의료기관 진출 시 파트너 매칭 포함 각종 우대 혜택 협상 가능
․ 관리위원회는 티엔닝구 직속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진출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부서의 
행정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특히 양로 관련 담당은 위생국 소속으로서 관련 행정부문의 
긴밀한 협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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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홈페이지 www.simz.gov.cn

특징 의료, 제약, 교육 등을 일체화한 의약특구로 중국 첫 번째 의료특구
상위 

클러스터 중국 첫 번째 국가급신구인 푸둥신구 (1992년 비준) 내 창장(张江)하이테크원구 

개발
계획 

입지 상하이시（직할시, 초1선도시) 내 포동신구
1인당 GDP: 10.31만위안(상하이시, 2015년) 

유치시설 

면적: 2.02km2

- 의료기관: 종합병원 (1~2개)과 다수의 전문병원 및 영상진단센터, 공용 LAB 등
- 교육기관: 세계수준의 의학 및 의료기기 교육 전문학교와 협력으로 개방식 LAB 
구축하여 전문인력 배양
- 의료기기 및 바이오산업구: 관련 다국적 기업
- 국제재활구역: 중외합자합작재활센터 
- R&D :임상의학, 기초의학, 의료기기, 바이오 등
- 국제 비즈니스 구역 : 호텔, 회의시설, 금융기관, 로펌, 회계회사 등 

진행
정도 

추진정도 운영 중 : SIMC (www.simcgroup.com), 상하이중성자병원 (www.sphic.org.cn)
등 이미 개원 

유치현황 

의료기기 : 지멘스 등 18개 업체
생물의약 : 저장 캉은베이(康恩贝) 등 14개 업체
의료/재활: 신안(新安)산부인과병원, 태평보험양로재활센터, 상하이중성자병원、엘
리자베스산부인과병원、더저우(德舟)국제병원 등
기타: 상하이의료기기검역소, 상하이의약고등전문학교, 상하이의료기기고등전문학
교, 중국과학원대학약학원 등

유치방식 유치방식 : 직접 투자 (SIMC 는 Parkway가 위탁 운영) 
입주 신청 후 전문가의 평가, 심사 거쳐야 함

한국 기관 없음

3. 기타 의료특구 

3.1. 산업중심형  

◦과거에 설립된 의약특구에서 Value Chain 확장 목적으로 의료특구를 설립하는 경우와 최근에

설립하는 건강서비스산업특구에서 의료서비스를 중점 육성산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음

◦의료서비스 이외에 제약, 의료기기 등 관련 업체를 같이 유치하며 업종간의 시너지를 도모하

므로 K-medi Package 형태의 진출에 적합함

1) 상하이 국제의학원구 (푸동신구, 창장 하이테크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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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활동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1/287

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등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上海市人民政府印发上海市区域卫生规划（2011年-2020年）
- 上海市人民政府印发关于本市进一步促进资本市场健康发展实施意见的通知
- 上海市卫生局关于进一步促进本市社会医疗机构发展的实施意见
- 上海市"十三五"规划纲要
- 上海现代服务业综合试点专项资金使用和管理办法

상위 
클러스터 

- 张江高科技园区产业扶持管理办法
- 张江高科技园区行政审批和政府服务零收费管理办法
- 张江高科技园区企业发展扶持办法
- 张江高科技园区企业集中服务试点管理办法

의료특구 -上海国际医学园区关税减免、人才政策、企业投融资政策
관리위원회 상하이국제의학원구그룹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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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홈페이지 www.pkucarepark.com
특징 중국 최고 의과대 중 하나인 베이징대학 의학부가 팡정그룹과 공동 설립한 베이징대

학헬스케어그룹의 의료산업원 
상위 

클러스터 중관촌 생명과학원

개발
계획 

입지 베이징시(직할시, 초1선도시) 내 창핑구 중관촌 생명과학원 
1인당 GDP: 10.6만위안(베이징시, 2015년)

규모 

총 투자: 17.5억 위안
총 건축면적: 22만m2 
1기 면적: 16만m2(토지면적)
주요 건물 6개 : 1호 : 화학실험실, 2~5호 건물: 생물실험실, 6호 건물 : 기타 용도
2기 : 임상기지 위주 

유치 방향 

- 베이징대학 헬스케어그룹 관련 의료기관 
- 포츈 글로벌 500 의약기업 및 국가 바이오 분야 주요 프로젝트 R&D센터 및 
산업화 시범공정 프로젝트 등 유치 
- 중소기업센터를 설립하여 하이테크 바이오 기업 유치 및 베이징대의료산업원 바이오 
창업경영회사를 설립하여 창업프로젝트 또는 소형연구개발기업 인큐베이팅 

진행
정도 

추진정도 1기 2014년부터 운영 시작

유치현황 

- 외국기업 : Pfizer제약 
- 베이징대학 의학부 약물연구 개발 기술 플랫폼
- 치과 디지털 의료기술과 재료국가공정 실험실
- 베이징대학 헬스케어그룹 약물연구개발펀드
- 위계위 생식의학센터
- 베이징헬스케어그룹 재활병원
- 팡정의약연구원 등 
41개 유치 (약 90% 유치 완료) 

유치방식 건물 임대, 입주 시 베이징대학헬스케어그룹의 심사 필요
한국 기관 
유치활동 없음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2/287
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및 다수의 외국인 국제학교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北京卫生计生"十三五"规划编制工作方案
- 北京市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 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印发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若干政策
的通知

상위 
클러스터

- 关于进一步落实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企业所得税试点政策的通知
- 北京市人民政府《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企业登记办法》

관리위원회 베이징대헬스케어산업원 과기유한회사

2) 베이징대헬스케어그룹 산업원 (창핑 중관춘생명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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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특징 톈진시가 교외에 설립하는 건강산업원으로 교육, R&D, 체육, 의료/재활, 양로간호 등 

다양한 건강기업 육성 

개발
계획 

입지 톈진시(직할시, 1.5선도시) 내 징하이구
1인당 GDP: 10.9만위안 (톈진시, 2015년)

유치시설 

총 계획면적 : 22.5km2

그 중 2020년까지 계획면적: 10.65km2, 8만 명 수용 목표 (주거 1.5만, 학생 4
만, 의료인원 2.5만)
- 건강산업: 연구, 실험, 교육, 신약개발
- 의료서비스 : 양의, 중의, 재활간호, 건강자문
- 실버: 요양시설, 노인아파트 등

진행
정도 

추진정도 체육 관련 시설은 이미 완공. 톈진 중의약대학 등 건축 중  
유치현황 텐진 중의약대학, 톈진 체육대학 등 
유치방식 토지출양 후 병원 설립 
한국 기관 
유치활동 없음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12/287
국제학교: 톈진웰튼국제학교 등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天津市人民政府关于推进政府和社会资本合作的指导意见
- 天津市人民政府办公厅印发关于促进我市办医加快发展若干政策
- 天津市医疗卫生服务体系建设规划(2015-2020年)
- 天津市医疗卫生机构布局规划(2014—2020年)

관리위원회 톈진 건강산업원 공정건설지휘부 (건축 담당)

3) 톈진 건강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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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홈페이지 www.gaxq.gov.cn

특징 
국가급신구에서 개발하는 건강서비스산업클러스터 
스마트헬스케어 적극적으로 도입 
주변에 관광지가 많아 의료관광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료미용센터 등 유치 계획 
2014년 국가급신구 지정으로 아직 개발계획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았음

상위 
클러스터 

구이안 신구 : 2014년 국무원 비준 (중국 8번째)
면적: 2,451km2

개발
계획 

입지 구이양시와 안순시 가운데 위치한 신개발 지역
1인당 GDP: 6.35만위안(구이양시, 2015년) , 2.71만위안(안순시, 2015년) 

개발목적 서부지역에서의 고급의료서비스 기지, 모바일의료서비스센터

유치시설 
2017년까지 중점기업 8-10개 유치, 중소형 기업 100개 이상 유치
2020년까지 중소기업 150개 이상 총 생산액 150억 도달 목표
의약산업, R&D, 의료기기, 의학소모재 생산, 의료건강서비스, 생태관광양생 등 산업생
태계 구성 

진행
정도 

추진정도 건강의료성 계획: 2015년 말 개발 계획 수립 
2016년 부터 유치 추진 

유치현황 

신구 관리위원회와 화중과기대학퉁지의학원부속 퉁지병원 MOU 체결
- 퉁지구이안병원 건설중: 1기 병상 1500 (총 3,000병상)
- 구이안루이강(瑞康)의약 3급종합병원 건설중: 병상 수 1,000
- 타이완show chwan의료: 건강성 투자 계획중
- 타이완이더(怡德)의료: 특색베이리웨이(贝莉维)아건강 프로젝트 추진

유치방식 미정 
한국 기관 
유치활동 없음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56/287
국제학교: 구이양메이쟈(美加)국제학교, 구이양중지아신(中加新)세계국제학교, 구이양
러우안(乐湾)국제실험학교 등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贵州省健康养生产业发展规划(2015-2020年)
- 贵州省卫生厅关于促进民营医疗机构发展的实施意见
- 贵州省"十三五"规划纲要
- 关于支持健康养生产业发展若干政策措施的意见

상위 
클러스터 

- 贵州贵安新区管理委员会办公室关于印发贵安新区重大产业发展行动计划的通知
- 贵安新区总体规划(2013-2030年)
- 贵州贵安新区管理委员会关于加快推进大健康医药产业发展的意见
- 贵安新区招商引资优惠政策

관리위원회 구이안신구 관리위윈회 초상센터

4) 건강의료성 (구이안신구)



- 89 -

구분 설명 

개요 
홈페이지 www.dda.gov.cn 

상위 
클러스터 

진푸신구 
설립: 2001년, 국가급신구 비준: 2014년, 중국 10번째 국가급신구 
총 면적: 2,299km2

개발
계획 

입지 다롄시(지급시, 2선도시) 내 진푸신구
1인당 GDP: 11.09만위안(다롄시, 2015년) 

개발목적 의약/의료기기 단지 내 의료서비스 공급 및 Value Chain 확대 차원에서 의료기관 
유치 

유치시설 최근 국가급신구 지정으로 개발계획 재조정 중, 지역 내 해외 의료기관 유치는 배후 
상권 기반으로 계속 추진 중  

진행
정도 

한국 기관 
유치활동 재활분야 협상 경험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9/287
국제학교: Maple leaf국제학교,한국국제학교 등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辽宁省医疗卫生服务体系规划（2015-2020）
- 辽宁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促进社会办医加快发展的实施意见
- 辽宁省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实施意见的通知

시급 - 大连市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 大连市卫生事业发展"十三五"规划的通知

상위 
클러스터 - 大连金浦新区总体方案

관리위원회 다롄진푸신구 쌍D항산업원구 관리위원회

5) 쌍D항산업원구 국제건강단지(진푸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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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홈페이지 yljkc.csmxh.com
상위 

클러스터 샹장신구 : 2015년 비준

개발
계획 

입지 
창사시(지급시, 2선도시) 내 샹장신구
메이시후 국제신청 2기에 위치
1인당 GDP:11.64만위안(창사시, 2015년) 

유치시설 

개발 면적 : 23.4km2. 의료서비스 위주로 의학연구개발, 의료관광을 보조로 의료서비
스형 생명건강종합체 건설
국제고급양로서비스 시범구, 스마트의료 클러스터 선행구로 발전
1기: 6-8개 고급 전문병원 (종양병원, 중성자치료센터 등) 
2기: 전문병원 5-6개, 재활센터, 건강관리센터, 생물의약기지 및 R&D센터
3기: 전문병원 4-6개, 재활양로기지
- 의료기관 : 성형미용병원, 안과병원, 정형외과병원, 전문의료연구센터
- 건강관리: 국제안티에이징센터, DNA검측센터, 운동의학센터, 특수재활서비스센터
- 연구개발: 생명건강, 의학연구개발센터, 바이오생명과학기술창업센터
- 기타: 의료검측장비 연구개발, 생명보험금융서비스, 생물건강빅데이터검측
- 부대시설: 호텔, 아파트, 양생mall, 전자상거래, 의료장비무역전시, 
- 의료관광: 운동재활진료센터, 국제안테에이징센터, 웰니스건강관리, 의료성형미용서
비스, 양로단지

진행
정도 

추진정도 1기 2015년 건설 시작 2018년 운영 예정  
유치현황 창사시 부녀아동병원, 상야6병원, 푸런(普仁)국제의학성, 쟈훼이(家辉)유전전문병원

유치방식 
- 토지 개발은 정부와 사회자본이 공동투자하여 진행 
- 유치펀드를 활용하여 유치 시 혜택 제공 
- PPP, BOT방식(건설·운영·양도), BT방식(건설·양도) 가능 

한국 기관 
유치활동 없음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19/287
국제학교: 창사 웨이시(玮希)국제학교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湖南省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意见
- 湖南省"十三五"和计划生育事业发展
- 湖南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鼓励和支持民间资本参与公共领域投资的若干意见
- 湖南省现代服务业发展行动计划（2014—2017年）
- 湖南省关于促进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

시급 
- 长沙市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
- 2016年长沙"十三五"规划
- 长沙市人民政府关于加快发展养老服务业的实施意见

상위 
클러스터 

- 湘江新区管理委员会印发《关于加快发展核心区现代服务业的若干政策意见》 
的通知

관리위원회 메이시후（梅溪湖）투자(창사)유한회사

6) 메이시후 국제의료건강성 (샹장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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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홈페이지 www.xixianxinqu.gov.cn

상위 
클러스터 시센신구 친한신청

개발
계획 

입지 시안시(지급시, 1.5선도시)와 센양시(지급시) 중간
1인당 GDP: 6.73만위안(시안시, 2015년) , 4.35만위안(샌양시, 2015년) 

개발목적 국제화된 고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제의료관광지 개발  
유치시설 302.2km2

의료기관, 의료설비, 바이오제약, 건강양로, 재활센터, 성형외과, 치과, 의료교육 

진행
정도 

추진정도 2014년부터 건설 시작

유치현황 

- 베이징GREAT CITY투자유한회사와 메리어트, 홍콩SHC투자회사, 홍콩완쟈(万嘉)
그룹, 홍콩중국의료건강산업책략연맹이 친한(秦汉)국제병원, 국제의료건강종합체(综
合体), 국제양생아파트, 국제의료건강무역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 의향
- 시안교통대학과 공동으로 스마트의료산업원 건설 추진 
- 중국인민해방군제4군의대학, 시안교통대학부속병원분원, Great City건강테마프로
젝트 등 

유치방식 토지출양 후 건설, 건물 임대, 컨설팅 모두 가능 
한국 기관 
유치활동 한국 에이젼시 활용 중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25/287
국제학교: 시안 BoAi 국제학교 등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陕西省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 陕西省"十三五"规划
- 陕西省人民政府关于创新重点领域投融资机制鼓励社会投资的实施意见
- 陕西省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

시급 - 西安市区域卫生规划（2006—2015年）
상위 

클러스터 
- 西咸新区总体规划
- 陕西省西咸新区秦汉新城促进产业发展优惠政策(试行）第二版修改

관리위원회 시센(西咸)신구 관리위원회
시센신구친한신청(秦汉新城)개발건설그룹유한책임회사

7) 스마트의료산업원구 (시센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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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홈페이지 www.nhqimc.com

특징 
상하이의 부심 지역에 위치한 중국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의료특구로 국내외의 우수 
의료기관 다수 유치 
외자 의료기관에 개방적이고, 원스탑 인허가서비스 제공
초기에 시작한 의료특구로 1기 완공 후 운영 시작, 2기 개발 중  

개발
계획 

입지 상하이시（직할시, 초1선도시) 내 민항구, 훙차오공항 인근 (5.3km) 
1인당 GDP: 10.31만위안(상하이, 2015년) 

유치시설 1기 건축면적 : 66만m2, 총 투자: 100억 위안
의료기술센터 1개, 2개 종합병원, 4개 전문병원 등 

진행
정도 

추진정도 2011~2015년 1기 건설 및 운영 (시작) 
2016~2020:2기 건설

유치현황 

푸단대학 부속 화산병원, 종양병원, 상하이타이허청(泰和诚)종양병원, 상하이
완커(万科)아동병원, 상하이 명의문진, 따쓰광(大视光)센터,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미국爱诺华의료그룹, Parkway, 푸단대학부속 아
동병원, Concord Medical Services Holdings Limited, GE China, SINOPHARM 
GROUP, BMLD의학검역소, 영국Synergy Health 등

유치방식 입주 신청 후 전문가의 평가, 논증, 심사 후 결정 
- 국제적 의료기술 수준, 규모, 국제인증 등 보유 의료기관 우선 선호 

한국 기관 
유치활동 없음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1/287
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등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上海市人民政府印发上海市区域卫生规划（2011年-2020年）
- 上海市人民政府印发关于本市进一步促进资本市场健康发展实施意见的通知
- 上海市卫生局关于进一步促进本市社会医疗机构发展的实施意见
- 上海市"十三五"规划纲要
- 上海市医疗机构管理办法

의료특구 - 上海新虹桥国际医学中心政策
관리위원회 신훙차오 국제의학센터 건설발전유한회사 : 건설, 유치, 관리 

3.2. 의료기술 제고형 

◦ 주로 1선 도시 혹은 성의 수도 소재지 등 광역경제권의 중심지에서 설립하여, 지역의 의료기

술을 제고하는 하이엔드 의료특구를 구축하여, 광역경제권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1) 신홍차오 국제의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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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홈페이지 www.bimc-china.com

특징 
베이징에 건설되는 하이엔드 의료특구로 국제적 수준의 고급 의료서비스 특구 지향
스마트 헬스케어 적극적으로 도입
의료서비스, 교육, R&D, 실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종합적 Value Chain 구축

개발
계획 

입지 베이징시(직할시, 초1선도시) 내 퉁저우구의 외곽에 위치 
1인당 GDP: 10.6만위안(베이징시, 2015년) 

유치시설 

총 계획면적 : 15km2

- 의료기관: 종합병원(1~2개), 전문병원(8~10개,종양, 심뇌혈관, 신경병리, 스포츠의학, 
노인, 산부인과, 소아과, 성형외과 정신과)
- 교육기관: 국제적 수준의 의과대학, 간호대학, 메디컬MBA 및 시뮬레이션 교육센터
- 연구기관 및 지원센터: 국가급 IP전환의학연구센터, 개방식 실험실, 창업플랫폼(의학/
약학/의료기기/ 고소모 소비재연구), 의료기술 R&D센터(중외합작)
- 기타: 중의/양생 프로젝트,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의료에이전시, 건강보험회사 등

진행
정도 

추진정도 베이징시정부의 인근지역으로의 이전으로 인한 기존 계획 변경 (재계획 중) 
유치현황 신누오바이스(信诺佰世)의학검역소, 베이징산보(三博)뇌과병원 등 다수의 의료기관과 

협의 

유치방식 
토지 출양 후 병원 건설, 건물 임대
입주 신청 후 전문위원회의 평가/논증/심사 필요 - 국제 표준 취득 기관 선호 (의료기관: 
JCI인증, 의료실험실: ILAC 표준, 의학임상연구소: PDA 표준, 교육기관: IEAC 표준, 임
상병리: CAP 표준)

한국 기관 
유치활동 산부인과 전문병원 및 재활병원 유치 협상 경험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2/287
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및 국제학교 다수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北京卫生计生"十三五"规划编制工作方案
- 北京市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印发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若干政策的通知
- 关于进一步落实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企业所得税试点政策的通知
- 北京市人民政府令第234号《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企业登记办法》

의료특구 - 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推进北京国际医疗服务区试点工作的若干意见

관리위원회 
베이징 퉁저우국제의료서비스구 건설관리위원회: 개발, 건설, 조직 등 담당
베이징루청(潞城)개발유한회사 : 토지 1급개발 및 녹화, 시설관리
베이징빈메이시(宾美希)국제의료투자관리유한회사 : 의료프로젝트 투자 및 자산관리

2) 베이징 국제의료서비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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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특징 빈허신구 고급서비스 핵심 프로젝트로 광역경제권 대상 의료서비스 공급 목적 

상위 
클러스터 인촨 빈허신구 (경제시험구), 2012년 설립 

개발
계획 

입지 
인촨시(지급시,3선도시 스타트형) 내 빈허신구, 탕허루(唐和路)북쪽과 징린제(景林街)서쪽 
농촌지역 신개발구로서 인촨시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주변 부대시설이 많지 않고 상권 
미발달 
1인당 GDP: 7만위안(인촨시, 2015년) 

개발목적 의료기술 제고 및 광역경제권 대상 의료서비스 공급 

유치시설 총 건축면적 : 66만m2 (토지면적 400무) 
종합병원, 전문병원, 휴양양생시설, 바이오의약산업 R&D 등으로 구성

진행
정도 

추진정도 2013년 개발 시작
: 주건물 시공 완료, 외부마감 90% 정도 진행, 1기 2016년 완료 예정

유치현황 
1기 : 성형미용안티에이징센터, 건강관리센터, 줄기세표치료센터, 산부인과병원 및 종합병원 
프랑스(줄기세포치료센터), 홍콩더밍(德明)그룹, 말레이시아 베이광(倍光)병원,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 병원 등  유치 추진 

유치방식 토지출양 후 병원 설립, 정부설립 병원 합작 등 
한국 기관 
유치활동 성형외과병원 입주 추진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66/287
외국인 학교: 현재 건설중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国务院关于宁夏内陆开放型经济试验区规划的批复
- 宁夏回族自治区招商引资优惠政策（修订）
- 宁夏回族自治区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 宁夏"十三五"规划纲要
- 宁夏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意见

시급 - 银川市招商引资奖励办法（试行)
관리위원회 인촨빈허신구 관리위원회, 인촨시 대외경제기술합작국

3) 국제의료센터 (빈허신구)



- 95 -

구분 설명 
개요 특징 2013년 국무원 비준을 취득한 중국 유일의 국가급 의료관광 특구

개발
계획 

입지 충하이시(현급시) 내 보아오진
1인당 GDP: 4.06만위안(충하이시, 2015년) 

개발목적 
및 계획  

10년 내 세계 일류 의료관광단지 개발, 국제적인 고급 의료인력 체류 및 건강영역 
국제교류 플랫폼 건설, 산업규모 500억 위안 이상달성 목표 
- 2015~2017:개발계획 완성 / 기초 의료기관 설립 (Anchor 의료기관 위주) / 유치업무 
시작 및 유치 의료기관 건설
- 2018~2020:의료기관 유치 및 설립 (전문병원 위주) / 중국 내외의 우수한 의료 기관들
과 합작 및 의료자원 유치 (2019년까지 하이난성 관광객 5% 유치, 하이난성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중 10% 도달)
- 2021~2024:세계적 수준의 국제의료관광시범기지로 업그레이드 / 하이난성 관광객 
10% 유치, 하이난 의료관광 산업 부가가치 중 20% 도달

유치시설 

국제의료: 18개 의료기관, 총 병상 6300 
건강관리: 4개 의료기관, 총 병상 800
간호재활: 7개 의료기관, 총 병상 3300
의료미용, 안티에이징: 7개 의료기관, 총 병상 2400
국제의학검측진단센터 및 의료관광정보센터:

진행
정도 

추진정도 1기 개발 중 (2017년 1기 완성 예정) 

유치현황 
EverGrande(恒大)국제의료센터 (원진성형외과 관계　병원), 하이난성 종양병원, 중산대
학부속제6병원, 위안허(元合)301정밀의료센터, 츠밍아오야(奥亚)만성병재활병원, 창성
(长昇)국제의학건강센터 등

유치방식 토지 개발 후 병원 설립, 건물 임대, 컨설팅/위탁운영  
한국 기관 
유치활동

한국에서 다양한 유치 활동 개최
성형외과병원 입주 추진 

정주여건 중국 최고의 휴양 관광지 중 하나 (중국의 하와이) 
주요 
관련 
정책/ 
우대 
정책 

성급 - 海南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海南省促进健康服务业发展实施方案的通知
- 海南省"十三五"规划纲要

의료특구 - 海南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海南博鳌乐成国际医疗旅游先行区医疗产业发展规划纲
要（2015-2024年）的通知

관리위원회 선행구 관리위원회, 하이난 첸보（千博)그룹 (1기 개발회사), 

3.3. 의료관광형 

◦ 최근 중국 다수의 관광지에서는 부가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의료관광 목적의 의료특구를

개발 중임

1) 하이난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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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홈페이지 www.fcsjkc.com

특징 항저우 농촌지역에 개발되는 건강 테마의 관광형 의료특구 

개발
계획 

입지 항저우(지급시, 1.5선도시) 내 퉁루현(桐庐县) (농촌지역)
1인당 GDP: 11.3만위안(항저우시, 2015년) 

유치시설 

현대서비스업 위주로 운동레저, 상태양생, 건강관리, 고급양로, 건강관광 등 복합형 
의료특구 개발 : 건강서비스핵심구, 건강산업 부대시설 구역, 야외운동구, 농촌풍
경체험구, 저양생구, 중의보건구
총 계획면적: 40.73km2

2014-2017: 건강서비스업 기업 15개 유치 
2018-2020: 3개 이상 유명 기업 HQ 유치, 건강서비스업 기업 20개 유치
- 의료: 민영 종합병원, 
- 전문병원: 중의, 스포츠재활, 재활양로, 미용성형, 노년재활보건
- 건강관리: 건강검진, 간호, 심리자문, 산후조리원

진행
정도 

유치현황 
펑즈위펑예(蜂之语蜂业)주식유한회사, 강남양생문화촌, 항저우쑈우싸(潇洒)스포츠
공원, 퉁루하이붜(桐庐海博)호텔, barbizon농장, 따치산(大奇山)국가삼림공원, 퉁
쥔탕(桐君堂)의약,이쥐(颐居)스마트양생산업원 등 

유치방식 토지출양 후 건설
한국 기관 
유치활동 없음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5/287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浙江省发改委关于印发浙江省健康产业发展规划（2015-2020年）的通知
- 浙江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浙江省医疗卫生服务体系规划(2016-2020年)的通知
- 浙江省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 浙江省医疗"十三五"规划(2016—2020)
- 浙江省人民政府关于促进民营医疗机构加快发展的意见

시급 
- 杭州人民政府关于进一步促进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发展的实施意见
- 杭州市健康服务业发展规划
- 杭州市"十三五"卫生计生事业发展规划
- 杭州市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 : 퉁루 푸춘산 건강성 관리위윈회
투자/운영 : 저장 푸춘산 건강성 투자개발유한회사

2) 통루 푸춘산건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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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홈페이지 www.psxq.gov.cn

특징 

선전시의 교외 지역에 설립되는 의료관광특구 
핑산신구 의료특구 우대정책 인허가 대기 중 (2017년 비준 예상)
우대정책 내용은 하이난 보아오국제의료관광선행구 수준
- 중국에서 비준하지 않는 약품 사용 
- 중국에서 비준하지 않는 의료방법 시술
- 의국인 의사 집업허가 3년 유효 등 

상위 
클러스터 선전 핑산신구

개발
계획 

입지 선전시（지급시, 1선도시) 내 핑산신구, 선전시 동북부 후이저우(惠州)서쪽
1인당 GDP: 15.8만위안(선전시, 2015) 

개발목적 자연환경과 의료시설이 결합된 국제의료관광선행구 설립
주장삼각주 지역 대상 의료관광 목적지 

유치시설 의료단지 : 6km2

휴양형 의료관광에 적합한 시설 유치 

진행
정도 

추진정도 마스터플랜 수립 중 
유치현황 광둥구강과병원, 베이징중의약대학선전학원,독일Sami(萨米)국제의료센터 등 유치 

추진 후 
유치방식 토지 출양 후 병원 건설, 건물 임대
한국 기관 
유치활동 없음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3/287
국제학교:BASIS 국제학교 등 다수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广东省人民政府关于印发广东省促进健康服务业发展行动计划（2015-2020年）
的通知
- 广东省"十三五"规划纲要
- 广东省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意见

시급 
- 深圳市人民政府关于印发深圳市生命健康产业发展规划（2013—2020年）的通知
- 深圳市关于鼓励社会资本举办三级医院的若干规定
- 深圳市"十三五"规划

의료특구 - 医疗旅游先行区专享政策 (비준 진행 중) 
관리위원회 핑산신구관리위원회 종합과(정책법규과), 투자추진센터

3) 삐링 선강 국제의료관광선행구 (핑산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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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홈페이지 www.zhoushan.cn/rdzz/gjjhhzhkf/

특징 중국 첫 해양경제 중심 신구인 저우산신구에 위치  
저장성에서 의료와 건강관광 클러스터로 저우산시를 지정 

상위 
클러스터 저우산군도신구

개발
계획 

입지 저우산(지급시)  
1인당 GDP: 9.5만위안(저우산시, 2015년) 

유치시설 
고급의료기관, 스포츠헬스 및 건강관광, 재활, 양생, 노년간호, 의료미용, 암치료, 
건강관리 등 
한국: 성형외과, 건강검진, 아동병원, 산부인과 등 희망 
일부　현지　공립병원과　한국　병원　PPP 혹은 원내원　합작 추진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46/287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浙江省发改委关于印发浙江省健康产业发展规划（2015-2020年）的通知
- 浙江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浙江省医疗卫生服务体系规划的通知
- 浙江省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 浙江省医疗"十三五"规划(2016—2020)
- 浙江省人民政府关于促进民营医疗机构加快发展的意见

시급 

- 舟山市人民政府关于加快推进民营医疗机构健康发展的实施意见
- 舟山市人民政府关于进一步加快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 支持舟山群岛新区卫生计生创新发展主要项目任务分工
- 中共舟山市委 舟山市人民政府关于进一步加强招商引资工作的意见
- 关于印发舟山市招商引资项目奖励实施办法的通知
- 舟山市关于加强完善招商引资工作的实施办法

상위 
클러스터 - 浙江舟山群岛新区区域卫生规划（2013-2020年）

관리위원회 저우산신구 신청(新城)관리위원회

4) 저우산군도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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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특징 중국 서남지역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공급 추구 

의료, 양로 등을 통합한 산업체인 구축 표방

개발
계획 

입지 루저우(지급시)의 신도시 개발지역
1인당 GDP: 3.18만위안(루저우시, 2015년) 

개발목적 건강서비스 산업체인 구축 
사천성, 윈난성, 귀저우성 등 서남지역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유치시설 

총 계획 건축면적은 140만㎡, 의료구(핵심구)는 약 80만㎡
총 투자액은 약 65억 위안 : 의료구역 40억 위안, 건강양로구역 약 25억 위안
1기 총 계획병상: 3000, 건축면적: 50만m2, 총 투자액  26.8억
- 9,000병상 계획 (의료 병상 5,000개, 건강양로 병상 4,000개)
- 유치예정 기관 : 성형외상외과센터, 신경계통질병방치센터, 웨이촹(微创)센터 등 
3개 쓰촨성급 기관, 심혈관 진료센터, 신장병방치센터, 검진센터  등 지역성 의료기관 

진행
정도 

추진정도 
- 2014년 : 성 발전개혁위원회 1기 건설계획 인가 후 시공 시작 
- 현재 의료구 핵심 공정 진행 중 
- 2017년 말 : 1,000 병상 완공 예정 

유치현황 루저우 의학원부속병원 등 
유치방식 토지출양 후 병원 건설, 프로젝트 투자 
한국 기관 
유치활동 없음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191/287
국제학교: 루저우 NO.Jia De 국제학교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四川省人民政府关于印发促进健康服务业发展实施方案的通知
- 四川省2015年健康服务业重点工作安排
- 四川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四川省养老与健康服务业发展规划（2015- 
2020年）的通知
- 四川省"十三五"医疗机构设置规划(2016-2020年)
- 四川省人民政府关于在公共服务领域推广政府与社会资本合作模式的实施意见

시급 - 泸州关于印发社会办医促进工程的通知
- 泸州市促进健康服务业发展实施方案的通知

관리위원회 시정부 초상국

3.4. 의료서비스 공급확대형

◦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중국은 지역 내 의료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한 다수의 의료특구를

개발 중임. 이중 대다수는 공립병원 등 기존의 의료시설의 확대/조정 및 중국 의료기관 위주

로 진행됨

1) 루저우 서남의료건강성



- 100 -

구분 설명 
개요 특징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자본이 건설

의료기관 기반의 양로서비스 공급 위주 

개발
계획 

입지 우한시(지급시, 1.5선도시) 내 차이댄(蔡甸)구
1인당 GDP: 10.6만위안(우한시, 2015년) 

유치시설 
실버, 양로, 재활 위주 
- 퉁지(洞濟) 건강밸리 프로젝트 : 2,000병상 퉁지병원 분원 설립 
- 허중유녠(合衆優年) 실버타운 : 토지면적 2,400무, 건축면적 160만㎡

진행
정도 

추진정도 - 2011년 허중(合衆)생명보험회사 투자
- 현재 1기 프로젝트 건설 완료 후 운영 시작 (통지병원은 건설 중) 

유치방식 토지 출양 후 병원 설립, 프로젝트 합작 
한국 기관 
유치활동 없음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13/287
국제학교: 우한 Maple leaf 국제학교 등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湖北省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 湖北省医疗卫生服务体系“十三五”发展规划
- 湖北省医疗机构设置规划指导意见
- 湖北省医疗卫生服务体系发展规划(2015—2020年)
- 湖北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

시급 
- 武汉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意见
- 武汉市"十三五"规划
- 武汉市加快生物与健康产业集聚发展规划纲要(2014—2020年)
- 武汉市人民政府关于进一步加快发展现代服务业的若干意见

관리위원회 우한건강밸리(健康谷)부동산개발유한회사 : 건설
차이댄구(蔡甸区)인민정부:심사허가

2) 우한 허우관후중국건강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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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홈페이지 www.wetdz.gov.cn
특징 치료·미용·출산·노후관리의 생애 전(全)주기를 포괄하는 도시형 Medical Complex 

Town 조성 

상위 
클러스터 

원저우 경제기술개발구 (1992년 국무원 비준)
현재 3천 여 기업 입주
생태 환경 중요시하여  ISO14000 국가급 시범구

개발
계획 

입지 
원저우시(지급시, 3선도시 성장형) 내 경제기술개발구
진하이 원구(金海园区) 내 C-12a、C-12b、C-17c 부지
1인당 GDP: 5.08만위안(원저우시, 2015년)

유치시설 

총 투자액 한화 약 1.4조원 규모로 의료복합단지 ‘의락원’ 건립 
종합병원 위주로 산후조리원, 미용성형센터, 안티에이징, 양로재활센터, 의료호텔, 
SPA, 건강의료시설
: 종합병원(검진센터 포함 2,000병상 규모), 미용·성형 센터, 산후조리원(100실), 요양
원(재활센터 포함 200실), 메디텔(200실) 등 

진행
정도 

추진정도 시공: 기초공사 마무리 
유치현황 The All H&B 등 
유치방식 토지출양 후 병원 건설, 기술교육 (컨설팅) 등 
한국 기관 
유치활동 The All H&B 유치 협약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40/287
국제학교: 원저우 중퉁(中通)국제학교 등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浙江省发改委关于印发浙江省健康产业发展规划（2015-2020年）的通知
- 浙江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浙江省医疗卫生服务体系规划(2016-2020年)的通知
- 浙江省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 浙江省医疗"十三五"规划（2016-2020）
- 浙江省人民政府关于促进民营医疗机构加快发展的意见

시급 - 温州市生命健康产业发展规划（2014-2020）
- 温州市人民政府关于加快推进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

상위 
클러스터 - 温州经济技术开发区招商政策

관리위원회 원저우경제기술개발구 진하이원구 관리위원회 초상센터

3) 저장성 의락원 (원저우 경제기술개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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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홈페이지 www.szqh.gov.cn

특징 중국의 대표적 현대서비스구로 의료기관 및 의료관광에이전시 등 유치 추진 
상위 

클러스터 광둥 자유무역구 중 선전 Zone 

개발
계획 

입지 선전시 난산구 치엔하이중신 핵심구에 위치
1인당 GDP: 15.8만위안(선전시, 2015년) 

유치시설 고급 전문 의료서비스, 원격 의료서비스, 의료관광 에이전시, 심리치료 서비스

진행
정도 

추진정도 
초기단계: 2009-2012, 토지정비 및 기초시설 건설
업그레이드 단계: 2013-2015, 생태적 환경 건설, 정책적 효과로 생산총액 500억 목표
발전단계: 2016-2020, 기초시설 완비, 초보적인 법률적 환경과 현대서비스업 발전 
환경 마련, 생산총액 1500억 목표

유치현황/방
식  

홍콩과 합작하여 건설하고 있어 주요 프로젝트는 홍콩과 진행할 예정
소형 클리닉은 임대 방식으로 입주 가능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3/287
국제학교:BASIS 국제학교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广东省人民政府关于印发广东省促进健康服务业发展行动计划的通知
- 广东省"十三五"规划纲要
- 广东省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意见
- 广东省商务厅关于印发支持广东自贸实验区创新发展实施意见的通知

시급 

- 国务院关于深圳市城市总体规划的批复
- 深圳市人民政府关于印发深圳市生命健康产业发展规划（2013—2020年）的通知
- 深圳市关于鼓励社会资本举办三级医院的若干规定
- 深圳市"十三五"规划
- 深圳市地税局推出服务贸易区三大“税收创新”

상위 
클러스터 

- 国务院发布关于支持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开发开放有关政策的批复
- 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广东横琴新区福建平潭综合实验区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
业合作区企业所得税优惠政策及优惠目录的通知
- 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总体发展规划
- 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深圳前海蛇口片区建设实施方案

관리위원회 치엔하이선강현대서비스합작구관리국 산하 치엔하이개발투자주식유한회사

4) 선전 치엔하이선강 현대서비스업합작구 (선전 자유무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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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개요 
홈페이지 www.gjmrjkzx.com/chnditu.html

상위 
클러스터 청난신구, 2011년 옌청시 정부 비준 설립

개발
계획 

입지 청난신구 내 신룽(新龙)광장
1인당 GDP: 5.8만위안(옌청시, 2015년) 

개발목적 국내 최고의 하이테크 미용건강산업 밀집구 설립

유치시설 
- 성형외과/스켄케어 등 미용보건센터
- 미용기기/화장품/웰빙식품 등 미용산업 및 무역센터
- 성형미용/건강교육 등 미용교육센터

진행
정도 

추진정도 

건축면적 48만m2,, 총 투자액 50억위안, 15개 단독건물 완공
(주)GCT : 
- D-3 건물(매입):
  · 면적: 15층 총 5,241평(17,298m2) *지하 1,000평은 염성시 50년간 무료임대  
- D-2 건물(임대):
  · 전체 25층 중 1~5층 (주)GCT 3~15년간 임대,총 면적 1,366평(4,509m2)

유치현황 
-피부과, 성형외과, 산후조리원, 건강검진, 안티에이징 센터, 안과, 치과 등 중소형 의료기관
- 줄기세포 연구소 및 중형급 병원 (척추관절 분야 등)
- MOU체결 또는 협의중 기업 약 26개, 그중 기 입구 기업 10여개

유치방식 임대,건물 매입, 자체 건설
한국 기관 
유치활동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성형외과 등 다수와 추진 둥

정주여건 주거 등 생태환경 경쟁력: 86/287

주요 
관련 
정책 / 
우대 
정책 

성급 
- 江苏省健康产业发展规划
- 江苏省政府关于加快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 江苏省"十三五”规划纲要
- 江苏省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投资指引

시급 
- 盐城市中心城区综合医院规划一览表（2030年）
- 盐城市2016年全市卫生计生工作要点
- 盐城市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举办实施意见的通知

상위 
클러스터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
- 中韩盐城产业园总体规划

의료특구 - 国际美容健康中心招商优惠政策
관리위원회 국제미용건강센터관리위원회

5) 국제미용건강센터 (청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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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언

1. 국내 의료기관의 중국 의료특구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도 함께 유치하는 의약특구나 양로 중심의 의료특구 등의 경우 연관

산업과의 패키지형 진출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공공기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국내 의료기

관 및 관련 기관에게 홍보하고 조직하여 패키지형 진출을 도모해 볼 수 있음

◦ 의료특구에 대한 상권분석, 사업타당성 분석은 국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하기 힘드므로

정부/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임

- 중국 지방정부 혹은 관리위 측에 상권분석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

-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의료특구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관련 상권분석을 진행하여 국내 의료

기관에게 소개

◦ 지방정부 및 관리위와의 협상이 중요하므로 공공기관의 지원 등으로 G2G 협상이 가능할 경우

진출을 추진 중인 국내 의료기관이 우대정책, 행정수속 간소화 등에서 더욱 많은 지원을 얻을

수 있음

- 현재 적지 않은 지방정부에서 한국 의료기관 중심의 특구를 추진할 용의가 있음

- 한국 공공기관과 중국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한국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특구를 추진할 경우,

의료특구 입장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이 전략적 테넌트가 되므로 더욱 많은 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 명분이 형성되고,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G2G 협상을 통한 조율이 가능함

◦ 중국 공무원의 특성 상 중국 의료특구 담당자 및 지방정부 위계위와의 미팅, 입주 협의 관련

세레모니 등의 한국 정부기관/공공기관 배석 시 국내의료기관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음

◦ 중국 의료특구의 우대정책은 상위클러스터, 지방정부의 우대정책과 중첩되어 매우 복잡하므로

중국지방정부별의료기관관련우대정책 DB를구축할경우국내의료기관에게도움이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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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적 진출을 위한 의료기관의 준비 

◦ 컨설팅/위탁용역의 경우 의료특구 혹은 중국기업은 국내 의료기관의 클라이언트가 되고, 합

작의 경우 중국 사업의 파트너가 됨. 그러나 일부 국내 의료기관은 낙후된 지역에 의료기술을

전수한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를 하는 경우가 있음. 사업적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상호 존중의 기초 하에 협상을 진행해야 함

◦ 상관례가 많이 다르므로 협상 시에는 내부 혹은 외부 자문역으로 중국 사업 전문가가 필요함.

법률체계가 많이 다르므로 리스크 헤지 등 이익보호를 위해 계약 관련 협상 시에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함

◦ 외국이라는 여건 상 상권 및 사업성 분석이 힘드나, 이는 궁극적으로는 국내 의료기관이 책임

지고 수행해야 할 과제임. 의료특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정확히 요구해야 하고, 이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할지, 불투명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진

행할 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함

◦ 중국에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등 서구권 국가 및 타이완, 싱가포르 등의 유명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또 베이징대헬스케어그룹 등 우수한 의료기술 수준을 확보한 로

컬 대형 의료서비스기업이 증가하며 이후에는 외국 의료기관 만이 아니라 중국의 민영의료기

관과도 경쟁하게 될 것임. 그러므로 중국 진출을 추진할 경우에는 경쟁 분석, 차별화 방안 등

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핵심역량을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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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의료특구 별 주요 우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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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정책명 
Ÿ 「广东省人民政府关于印发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建设实施方案的通知」       

  (광둥성인민정부- 중국(광둥)자유무역실험구 건설 실시 방안 관련 통지)

Ÿ 「广州市南沙区中高级人才引进暂行办法 」                                      

  (광저우시 난사신구 중고급인재영입잠행법

인력
Ÿ 정고급이상의 인력 채용 시 (3급병원 원장, 업무원장, 과실 주임 등) 10만 위안 장려, 

임직기간 내 매달 1,000위안 보조

Ÿ 정고급 직함의 간호, 기사 및 유명의사 채용 시 5만 위안 장려, 임직 기간 내 매달 

600위안 보조

기타 

Ÿ 통관절차 간소화, 행정처리 신속화 등으로 우호적인 기업 환경 조성

Ÿ 투자분야의 네거티브리스트 제도와 내국민 대우를 통해 외국인 투자규제 대폭 완 화. 

리스트는 15개 유형 122개 항목 (2015.4월 발효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규제내

용을 반영해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 등 18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완화)

Ÿ 금융 분야에서 홍콩의 투명한 회계 및 세금 시스템, 세계최고수준의 자본 유출입 자

율성, 안정적인 환율정책 등 금융시스템을 도입

1. 고급의료성 (난사신구)

-「广东省人民政府关于印发广东省促进健康服务业发展行动计划的通知」粤府办〔2016〕29号

http://www.gdga.gov.cn/jwzx/gdzw/201508/t20150817_746665.html

-「广州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广州市医疗卫生设施布局规划的通知」穗府办〔2013〕30号

http://zwgk.gd.gov.cn/007482532/201309/t20130917_406048.html

-「广州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广州市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穗府办〔2012〕

43号

http://zwgk.gd.gov.cn/007482532/201210/t20121010_348521.html

- 「广东省"十三五"规划纲要」粤府〔2016〕35号

http://www.360doc.com/content/16/0318/08/16954316_543238885.shtml

- 「2016年广州市"十三五"规划纲要」穗府[2016〕6号

http://www.srssn.com/DangAnGuanLiZhiDu/494236.html

- 「广州市城市总体规划(2014-2020 年)」

http://gz.bendibao.com/news/2014516/content159741.shtml

- 「广州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实施办法的通

知」穗府办〔2013〕27号

http://govinfo.nlc.gov.cn/gdsfz/xxgk/gzs/201311/t20131121_427397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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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复制推广上海自贸区的政策」

http://ftz.gzns.gov.cn/ztgk/zcwj/201502/t20150223_154394.html

一、5项投资准入措施

　　1.制定负面清单（以国务院批准的《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中国（上

海）自由贸易试验区进一步扩大开放的措施》、《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1年修订）》等为

依据，列明上海自贸区内对外商投资项目和设立外商投资企业采取的与国民待遇等不符的准入措

施。负面清单按照《国民经济行业分类及代码》（2011年版）分类编制，包括18个行业门类。S

公共管理、社会保障和社会组织、T国际组织2个行业门类不适用负面清单。）

　　2.外商投资项目备案管理办法

　　3.外商投资企业备案管理办法

　　4.境外投资项目备案管理办法

　　5.境外投资开办企业备案管理办法

　　二、3项商事登记制度改革措施

　　1.注册资本认缴制（对按照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决定需要取得前置许可的事项，除涉及国

家安全、公民生命财产安全等外，不再实行先主管部门审批、再工商登记的制度）

　　2.企业准入单一窗口机制（通过网上平台一次性报送相关注册登记的申请信息，各政府部门

（包括工商、税务、质监、商务委、海关等）受理并办理投资者所申请的相关注册登记，办事结

果将通过平台统一反馈至投资者的企业注册模式。）

　　3.统一企业营业执照样式（除《农民专业合作社法人营业执照》、《个体工商户营业执照》

外，将各类企业的营业执照统一成一种样式，即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企业营业执照》，

该执照适用于在试验区内登记的公司及分公司、非公司企业法人及其分支机构、个人独资企业及

其分支机构、合伙企业及其分支机构、中外合作非法人企业、外国(地区)企业在中国境内从事生

产经营活动。）

　　三、8项事中事后监管改革事项

　　1.自贸试验区外商投资安全审查机制。建立发现识别机制、初步审查机制，制定相关管理办

法，明确外资安全审查的发现识别机制和工作流程。

　　2.自贸试验区反垄断审查工作机制。以“严格申报范围、便利审查过程、强化后续监督”为基本

原则，制定相关制度安排和规定，建立反垄断审查协调工作机制。

　　3.自贸试验区社会信用体系。依托已建成的市公共信用信息服务平台，完善与信用信息、信用

产品广泛使用有关的一系列制度。建立完善的信用信息记录、共享与披露制度；建立信用信息与

信用产品使用制度，强化信用联动奖惩机制；发展信用服务行业，促进信用信息的加工和利用。

　　4.企业年度报告公示制度。年度报告信息包括企业登记备案事项、注册资本缴付情况、资产状

况、营运状况、企业从业人数及联系方式等。

　　5.经营异常名录制度。记载内容包括企业名称、注册号、法定代表人（负责人）姓名、记载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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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时间以及记载事由。

　　6.自贸试验区信息共享和服务平台。形成政府各监管部门信息的有效归集和应用，为建立高效

的事中事后监管提供支撑。推进投资领域相关部门的准入信息共享，全面推进各部门间的监管信

息共享，为企业提供政府高效服务，企业依托平台进行信息共享和“单一窗口”办事，管理部门依

托平台开展对企业经营活动过程管理。

　　7.自贸试验区综合执法体系。建立各部门联动执法、协调合作机制，相对集中行使执法权，建

立高效、规范的网上执法办案系统，建设联勤联动指挥平台，着力解决权责交叉、多头执法问

题。

　　8.社会力量参与市场监督制度。通过准入环节的制度设计、政府购买服务和制定标准等引导，

发挥行业协会和专业服务机构在市场监督方面的作用。

　　四、14+5海关监管创新制度

　　1.一线进境货物先入区、后报关。“先进区、后报关”是指在境外入区环节，经海关注册登记的

企业可凭进境货物的舱单等信息先向海关简要申报，并办理口岸提货和货物进区手续，再在规定

时限内向海关办理进境货物正式申报手续的作业模式。

　　2.区内企业货物流转自行运输。允许符合条件的区内企业可不再使用海关监管车辆，在海关特

殊监管区域间通过信息化系统数据比对，实行自行运输。

　　3.对符合条件的加工企业实行工单式核销。海关以料号级管理为基础，在信息化系统中建立料

号级底账，并根据归并规则建立项号级底账，对加工企业实行项号级底账通关、信息化系统料号

级底账核销的一种监管模式。

　　4.保税展示交易。符合条件的保税物流企业在向海关提供足额税款担保（保证金或银行保函）

后，可在区外或者区内指定场所开展保税展示交易，对展示期间发生内销的货物实施先销后税、

集中申报。

　　5.境内外维修海关监管。允许符合条件的区内企业开展高技术、高附加值、无污染的境内外维

修业务，海关参照保税加工监管模式，依托信息化系统实施管理。

　　6.期货保税交割海关监管。允许符合条件的区内企业在区内以保税监管状态的货物为标的物，

开展期货实物交割。

　　7.融资租赁海关监管。海关对融资租赁货物，按照审查确定的分期缴纳租金分期征收关税和增

值税。同时允许符合条件的企业，以保证书的方式提供担保。

　　8.简化统一进出境备案清单。将目前存在的两种海关特殊监管区域备案清单格式简化统一为30

项申报要素，实现简捷规范申报。

　　9.批次进出、集中申报。改变传统逐票申报方式，改“一票一报”为“多票一报”，允许企业货物

分批次进出，在规定期限内集中办理海关报关手续。

　　10.对符合条件的仓储企业实行联网监管。改革现行保税仓储备案、盘库、核销等传统监管模

式，对使用仓储管理系统（WMS）的企业，实施“系统联网+库位管理+实时核注”的监管模式，

对货物进、出、转、存情况进行实时、动态管理，对不同状态货物应当独立归并并作标记以示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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别。

　　11.智能化卡口验收。升级改造区域卡口设施，简化卡口操作环节，实现自动比对、自动判别、

自动验放，缩短车辆过卡时间。

　　12.内销选择性征税。在获得内销选择性征税政策试点资格的基础上，对区内企业生产、加工并

经“二线”销往国内市场的货物，企业可根据其对应进口料件或实际报验状态，选择缴纳进口关

税。

　　13.集中汇总纳税。将传统的海关主导型税收征管模式转变为企业主动型征管模式。在有效担保

前提下，允许企业在规定的纳税周期内，对已放行货物向海关自主集中缴付税款，海关由实时性

审核转为集约化后续审核和税收稽核。

　　14.简化无纸通关随附单证。取消“一线”进出境备案清单以及“二线”不涉税进出口报关单随附单

证（必要时可要求企业提供），同时，取消“一线”进境环节通关单验核。

　　15.企业协调员。试点企业指定负责海关事务的高层管理人员作为联系人，归口负责与海关协调

员的日常联系，沟通协调与海关的合作事宜；海关指定专人担任协调员，定期组织面向试点企业

的各类政策法规和业务宣讲活动，及时解答企业咨询，密切与企业的日常沟通，听取和反映企业

诉求，并提出合理化建议，协助企业提升管理水平。

　　16.海关AEO互认。区内AA类企业可优先享受中国海关与其他国家或地区海关签署的AEO互认

成果，适用相应通关便利措施。

　　17.企业注册登记改革。取消区内报关企业、双重身份企业注册登记行政许可，施行注册登记备

案；区内AA类及A类的报关企业和双重身份企业取消跨关区报关分支机构备案，可直接在关区

外、我国关境内各口岸或者海关监管业务集中的地点开展报关业务；授权区内海关办理企业适用

A类管理事项。

　　18.企业信用信息公开。海关定期编制并公布区内企业信用信息公开目录，公开目录主要包括企

业注册登记等基础信息，企业海关信用分类等级信息，从事承运海关监管货物运输企业、经营进

出口快件业务企业、保税仓库等与海关监管相关的行业企业资质审核情况，以及海关《行政处罚

决定书》、《不予处罚决定书》，检察院《不起诉决定书》、法院的生效判决等书面形式确认的

企业及其有关责任人员的违法违规信息等。

　　19.企业自律管理。把海关稽查部门对企业单一的强制性查处违规行为，变成同时给企业一条主

动向执法机构报告相关行为的途径。

　　五、8项检验检疫创新制度

　　1.检验检疫通关无纸化制度。结合单一窗口新模式，通过实行“企业信用管理、商品风险分类”

方式，对符合条件的区内企业实现申报、计收费、检验、签证放行等各环节的无纸化运作。

　　2.检验检疫分线监管机制。检验检疫机构在出入境“一线”主要实施无豁免检疫，并对废物原

料、放射性货物等重点敏感货物开展检验工作，在“二线”主要实施进出口货物检验和监管工作，

保证管得住、放得快；入境应检物在区内企业间自由流转，不涉及实际使用的，免于检验。

　　3.自贸试验区货物预检验制度。通过形成在区仓储时间和检验时间的并联，货物在储存的同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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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以申请和接受检验，实现了货物出区时的零等待。

　　4.第三方检验结果采信制度。检验检疫机构按照“管检分离、合格假定、强化事中事后监管”的

原则，对公布采信要求的进出口工业产品采信符合资质的第三方检验机构的检测结果，作为检验

检疫放行依据的工作制度。对第三方检验机构采取登记公示制度，按照事中监管和事后追责完善

第三方检验机构的监管和退出机制。

　　5.全球维修产业监管制度。通过对企业的资质评估，对区内评估通过的维修企业的一般风险入

境维修的进境旧机电产品提供免于海外装运前检验，简易备案，以不定期监督检查代替批批产品

检验等优惠措施的工作制度。

　　6.动植物检疫审批负面清单管理制度。

　　7.进境生物制品风险管理制度。将审批方式审批方式由原来的从逐批审批调整为年度审批，企

业以一年为周期提交材料，不再以每一个物品为审核对象，而是以一个项目或一类产品为审核对

象。通过建立电子数据档案、实施风险分级管理等措施，对低风险产品审批期限放宽至12个月。

同时，对企业的由事前审批转为加强事中、事后监管，实行诚信管理，落实企业生物安全第一责

任人意识。

　　8.中转货物原产地签证制度。对于国际中转货物，经确认未进行加工或装配的，自贸区签证机

构可凭有关企业申请签发转口证明书。

　　六、国务院关于推广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国发〔2014〕

65号）

　　（一）在全国范围内复制推广的改革事项。

　　1.投资管理领域：外商投资广告企业项目备案制、涉税事项网上审批备案、税务登记号码网上

自动赋码、网上自主办税、纳税信用管理的网上信用评级、组织机构代码实时赋码、企业标准备

案管理制度创新、取消生产许可证委托加工备案、企业设立实行“单一窗口”等。

　　2.贸易便利化领域：全球维修产业检验检疫监管、中转货物产地来源证管理、检验检疫通关无

纸化、第三方检验结果采信、出入境生物材料制品风险管理等。

　　3.金融领域：个人其他经常项下人民币结算业务、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意愿结汇、银行办

理大宗商品衍生品柜台交易涉及的结售汇业务、直接投资项下外汇登记及变更登记下放银行办理

等。

　　4.服务业开放领域：允许融资租赁公司兼营与主营业务有关的商业保理业务、允许设立外商投

资资信调查公司、允许设立股份制外资投资性公司、融资租赁公司设立子公司不设最低注册资本

限制、允许内外资企业从事游戏游艺设备生产和销售等。

　　5.事中事后监管措施：社会信用体系、信息共享和综合执法制度、企业年度报告公示和经营异

常名录制度、社会力量参与市场监督制度，以及各部门的专业监管制度。

　　（二）在全国其他海关特殊监管区域复制推广的改革事项。

　　1.海关监管制度创新：期货保税交割海关监管制度、境内外维修海关监管制度、融资租赁海关

监管制度等措施。



- 112 -

　　2.检验检疫制度创新：进口货物预检验、分线监督管理制度、动植物及其产品检疫审批负面清

单管理等措施。

-「广东省人民政府关于印发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建设实施方案的通知」粤府

〔2015〕68号

http://zwgk.gd.gov.cn/006939748/201507/t20150721_593534.html

- 「南沙新区现行亮点政策介绍」

http://www.gzns.gov.cn/tzns/yhzc/201511/t20151106_295918.htm

1.促进跨境人民币业务创新发展

（1）允许在南沙开展跨境人民币双向贷款。 

　　（2）支持南沙金融机构为港澳台居民提供跨境人民币结算金融服务。 

　　（3）支持开展人民币计价业务试点。 

　　（4）允许发行多币种的产业投资基金。 

　　2.促进金融汇兑创新方面

　　（1）降低港澳金融企业进入南沙发展的准入条件。 

　　（2）支持外资保险机构在南沙设立法人机构与分支机构。 

　　（3）允许广州地区企业在港澳发行人民币债券支持南沙开发建设。 

　　（4）将自贸试验区企业开立账户的审核权限下放至银行机构，试行自由贸易账户体系。 

　　3.促进融资租赁发展方面

　　（1）支持南沙开展内、外资融资租赁行业统一管理体制与市场准入标准等改革试点。 

　　（2）对融资租赁企业进出口大型设备实行海关异地委托监管。 

　　（3）支持设备租赁人以融资租赁方式购入设备享受与其它购买方式同等的各项优惠和扶持政策。

　　4.促进航运物流产业发展方面

　　（1）批准南沙港区为整车进口口岸。 

　　（2）实施汽车入仓“出口退税”和“国际中转保税”政策。 

　　（3）支持在南沙开展汽车平行进口试点。 

　　（4）支持探索开展启运港退税试点。       

　　5.促进贸易发展方面

　　（1）支持建设进口商品展示交易平台，开展跨境电子商务业务。 

　　（2）允许南沙设立大宗商品期货保税交割仓库，开展期货保税交割、仓单质押融资业务。 

　　6.促进高端制造业发展方面

　　（1) 放宽外商在南沙开展机电产品及零部件维修与再制造等方面的准入条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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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允许在南沙开展对“高技术、高附加值”境外产品及国内出口产品的售后维修服务。 

　　（3）支持在南沙开展选择性征税改革。 

　　7.促进科技服务体系发展方面

　　（1）支持南沙建设国际通信专用通道，打造南沙(粤港澳)数据服务试验区，发展离岸数据服

务。 

　　8.促进人才合作示范区发展方面

　　（1）将南沙纳入经国家批准的广东省专业资格互认先行先试试点范围，准许港澳专业人士在

南沙便利执业并逐步扩展职业资格认可范围。 

　　（2）在南沙探索开展职业技能“一试三证”模式改革试点。 

　　9.促进与港澳经济深度合作方面

　　（1）允许港澳律师事务所开展合伙联营试点。 

　　（2）支持港澳投资者试点独资举办非学历中等、高等职业技能培训机构。 

　　（3）允许港澳地区医疗等服务机构和执业人员，经备案或者许可后在南沙新区开展相应业务。 

　　（4）在南沙新区放宽进口游艇相关政策，支持南沙率先建立澳门游艇出入境管理体制新模式。

　　（5）支持实施境外旅客购物离境退税政策。 

　　10.促进打造“走出去、引进来”重要平台方面

　　（1）探索将境外产业投资与港澳资本市场的有机结合，鼓励自贸试验区设立专业从事境外股

权投资的项目公司。 

（2）支持开展大宗商品现货交易和国际贸易，探索构建国际商品交易集散中心、信息中心和

价格形成中心。 

　　11.促进高效便捷的政务环境发展方面

　　（1）国家工商总局授权南沙工商管理部门实施对外商及其分支机构的登记管理业务。 

　　（2）广东省政府将可以下放给南沙新区的省一级经济社 会管理权限全部下放，其中第一批41

项已下放南沙组织实施。 

　　（3）以负面清单形式授予南沙省级经济社会管理权限，对不得委托或下放的省级管理事项与

省建立直接请批关系。 

　　（4）启动清理了一批行政审批、备案事项，审批事项减少37.6%，网上审批办理率达96.6%，

审批时间压缩57%。 

　　（5）设立“一口受理”窗口，企业设立办证时间由原来的两周压缩为1天。 

　　12.促进与国际投资贸易通行规则相衔接的基本制度框架发展方面

　　（1）对外商及港澳投资实行负面清单及准入前国民待遇。 

　　（2）实施企业年报公示、经营异常名录制度。 

　　（3）成立南沙国际仲裁中心，可选择港澳营商规则、港澳的仲裁规则和港澳仲裁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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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广州市南沙区中高级人才引进暂行办法」

http://www.nsrs.gov.cn/tzgg/200808/t20080811_80211.htm

第一条　 为加快实施人才强区战略，加大人才资源开发力度，以更加开放的政策和更加灵活的机

制，广泛吸引优秀人才来南沙工作或创业，促进我区经济社会可持续协调发展，实现“两个适宜”

的发展目标,根据《中共中央、国务院关于进一步加强人才工作的决定》及广州市人才引进的有关

政策，结合我区实际，制定本办法。

第二条　 人才引进遵循“需要、择优”的原则，加快引进高层次和急需人才，优化人才结构，提高人

才队伍素质，构建人才高地。

第三条　 本办法适用的高级人才，是指具有博士以上学位，或具有高级称职、高级资格的专业技

术、经营管理人才，拥有自主知识产权并具有科学性、创新性和效益性的技术或科技成果的人

才，以及带高新技术成果（或项目）来南沙创业的海外留学人员等；中级人才是指具有普通高校

本科以上学历、学士以上学位，或中级以上专业技术职称等我区短缺的其他各类优秀人才。

第四条　人才引进主要按以下方式进行：

（一）通过“全职、特聘、客座”等形式面向社会公开聘用；

（二）通过行政调动、租赁、借调等形式面向对口地区部门选调；

（三）采取临聘、兼职、提供服务、技术合作、咨询讲学等柔性流动方式引进，引进人才可自愿决

定是否迁户口、转关系，来去自由；

（四）通过招商引资、投资创业等方式吸引人才来区工作。

第五条　 党政机关和参照国家公务员管理的单位引进人才按有关规定办理。区政府重点引进公共管

理服务事业单位急需的高层次管理人才和专业技术人才，包括：

（一）高素质的学校管理人才和骨干教师。主要指：担任过省示范性高中、省一级重点学校校长、

业务副校长二年以上的人员；获得过全国优秀教师、省特级教师、省骨干教师、省优秀教师称号

的教师；

（二）高素质的卫生专业管理人才和技术人才。主要指：担任过三级甲等以上医院院长、业务副院

长、专科主任二年以上的人员；有三甲医院工作经历、具有正高级职称的医、药、护、技人员和

具有一定实际工作经验的全日制博士学位的卫生专业技术人才；在国内、省内卫生系统享有一定

知名度、得到社会公众普遍认同的名医生（由区组织专家组集体进行研究鉴定）；

（三）政府建设、规划、国土、财政、农业、水利、安全、文化、体育等事业单位急需的具有正高

级专业技术职务或具有全日制博士学位的专业技术人才。

上述引进的人才身体健康，年龄可适当放宽但不得超过广州市规定的相同条件人员5岁。

第六条　 政府公共管理服务事业单位引进上述人才，经区编制委员会审核同意后，可不受进人计划

和专业技术职务结构比例的限制，增加专项编制。上述人才引进经区编委批准后，由区人事局会

同用人单位，通过公开招聘的方式引进。

第七条　设立南沙区人才发展专项资金，用于扶持、资助我区引进全职高层次人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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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符合本办法第五条（一）（二）（三）款的人才通过调动来区事业单位工作的，可享受一次

性安家补贴和按月发放的政府特殊津贴。其中，有正高以上技术职称且担任过省示范性高中、省

一级重点学校校长、业务副校长或担任过三级甲等以上医院院长、业务副院长、专科主任的人员

一次性安家补贴为10万元、任职期间政府特殊津贴每月为1000元；其他人员一次性安家补贴为5

万元、任职期间政府特殊津贴每月为600元。财政全额拨款事业单位引进上述人才的一次性安家

费补贴、政府特殊津贴全部由区人才发展专项资金支付；差额拨款事业单位一次性安家费补贴和

政府特殊津贴由区人才发展专项资金和单位各负担50％。

（二）支持驻区企业、科研单位、社会组织、中介机构引进高层次人才。重点引进汽车、石化、港

口物流、船舶、钢铁、机械制造、电子信息、工程技术、生物技术、光电显示以及现代服务业等

行业中具有较高专业技能、经验丰富的专业技术人才、技能人才。

1、引进享受国务院特殊津贴人员，国家、省（部）级有突出贡献中青年专家，国内某一学科、技

术领域的带头人，拥有自主知识产权并具有科学性、创新性和效益性的技术或科技成果的人才或

博士生导师可享受一次性安家补贴15万元，任职期间政府特殊津贴每月2000元。驻区企业、科研

单位、社会组织、中介机构引进这些高层次人才一次性安家补贴由单位负责，政府特殊津贴由区

人才发展专项资金支付。

2、对进入南沙企业博士后科研工作站的博士后研究人员,区人才发展专项资金资助每个博士后研究

人员5万元的生活补贴费和5万元科研经费。从南沙企业博士后工作站期满出站的博士后,留在南沙

企事业单位工作,并签定三年以上服务合同的，区人才发展专项资金资助10万元安家费，分三年支

付。相关企业也应积极为博士后配套相应的工作和生活经费。

第八条　 对于引进享受安家补贴和政府特殊津贴的高层次人才，在我区全职服务年限不得少于三

年；区组织人事部门会同有关单位每两年对享受政府特殊津贴的高级人才进行一次考核，凡考核

不称职的，下年度起停发津贴，待下一次考核称职后再重发津贴。

第九条　区政府鼓励人才来南沙投资创业，营造良好的创业环境。

（一）带高新技术成果（或项目）来南沙创业的海内外人才，经区科技局对该项目认定后，每个项

目可获得20万元成果转化启动资金，两年内免费提供100平方米以内的创业场所（所需费用从区

科学技术经费支出）；

（二）从事高新技术成果或自主知识产权的专利发明转化的，在对其产品前景、生产规模、获利能

力等情况进行充分论证后能在南沙形成产业的，按项目所获银行贷款给予一年期贷款贴息补助，

贴息补助额度为该项目一年期贷款利息的50%,补助金额最高不超过100万元（所需费用从区科学

技术经费支出）。

第十条　 引进的高级人才，其子女需在南沙入学的，凭人事部门出具的证明，由教育部门优先安排

到条件较好的区属学校就读。其配偶需安排工作的，引进单位根据其配偶的学历、年龄、技能等

情况积极协助解决，引进单位解决存在困难的，区人事、劳动部门在各自职能范围内予以协助。

第十一条 建立《人才特聘工作制度》。凡引进的中高级人才，可以不迁户口、不转移行政关系，

直接与用人单位签定聘用合同，到区人事部门办理《人才特聘工作证》后，在特聘期内享受与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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单位同类人员同等的工资福利、职称评聘、参加各种评比和享受奖励以及参加社会保险等待遇；

家属就业、子女入学等享受本区户籍居民同等待遇。《南沙区人才特聘工作证》由区人事局制

发，委托区人才服务管理办公室办理。

第十二条　 本区引进的高级人才，因到我区工作而被原单位作自动离职或除名处理的，如原单位同

意移交档案的，按工作调动的程序办理相关手续，自动离职或除名前的工作时间和来南沙区后的

工作时间合并计算工龄；如原单位不同意移交档案，由区人事部门办理《人才特聘工作证》，原

有的技术职称、级别予以承认和保留。

第十三条　 引进的中高级人才，需要挂靠人事关系的，由区人才服务管理办公室免费给予办理，高

级人才免收二年档案保管费，中级人才免收一年档案保管费。驻区企事业单位、科研单位等引进

的中高级人才，户口应当迁入单位“集体户”，如单位暂未有 “集体户”的，可暂时迁入区人才服务

管理办公室集体户，待单位有 “集体户”后迁出。

第十四条　 引进的中高级人才，其党（团）组织关系或申请加入党（团）组织，由引进单位所在地

党（团）组织办理。对没有落实就业单位而本人人事关系挂靠在区人才服务管理办公室的，其组

织关系由区人才服务管理办公室所在的党（团）组织办理。

第十五条　 积极推进南沙区人才安居工程，重点解决我区引进人才的居住问题。区政府规划建设人

才公寓，优先安排给引进的人才租用，以缓解引进人才的住房困难。

第十六条　 建立在岗高级人才定期体检疗养制度，每两年一次。与企事业单位签定两年以上工作合

同，具有博士学位和正高职称以上人员，体检疗养费用由区人才发展专项资金支付。其他中高级

人才体检费用由所在单位参照执行。

第十七条　 建立区人事部门与高级人才定期联系制度，加强政府人事主管部门与各基层单位的沟通

联系，保证人事人才政策的贯彻落实。区人事主管部门对全区高级人才登记造册，通过座谈会、

咨询会等方式，定期与高级人才进行交流和沟通，积极为高级人才排忧解难办实事。

第十八条 引进的符合第七条发放安家补贴的高级人才每人只能享受一次安家补贴；本办法实施前已

在南沙区事业单位工作的高级人才，符合第七条款规定的，可享受对应的政府特殊津贴。

第十九条　本办法由区人事局负责解释。

第二十条　本办法自2008年3月1日起施行。

- 「广州南沙新区发展规划-赋予南沙新区的7大类30条政策」

http://ftz.gzns.gov.cn/ztgk/zcwj/201502/t20150223_154400.html

一、财税政策

　　1.根据南沙新区功能定位和产业发展方向，由财政部、税务总局会同有关部门研究制定支持南

沙新区发展的财税优惠政策。

　　二、金融政策

　　2.加强粤港澳金融合作，稳妥开展金融业综合经营、外汇管理等金融改革创新试点，支持南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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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区在内地金融业逐步扩大对港澳开放的过程中先行先试。

　　3.支持港澳金融机构根据CEPA优惠措施及相关法规规定，在南沙新区设立机构和开展业务。

　　4.国家鼓励和支持在南沙新区新设金融机构，开办期货交易、信用保险、融资租赁、信托投资

等业务。

　　5.允许符合条件的港澳机构在南沙新区设立合资证券公司、合资证券投资咨询公司和合资基金

管理公司。

　　6.鼓励港澳保险经纪公司在南沙新区设立独资保险代理公司。

　　三、与港澳往来便利化政策

　　7.为南沙新区居民及在区内投资、就业的内地居民办理往来港澳通行证及签注提供便利，积极

研究推动为南沙新区居民及在区内投资、就业的内地居民办理往来港澳地区通行一年有效多次签

注。

　　8.对外籍高层次人才给予居留便利，制定放宽免税居留期限、往来便利化等优惠政策。

　　9.打造世界邮轮旅游航线著名节点，便利邮轮及其载运人员出入境。

　　10.允许在南沙新区办理港澳地区航运公司所属船舶及非本地住所的个人所拥有游艇的船舶登

记。条件成熟时，探索粤港澳游艇通关新模式。

　　11.在南沙新区放宽进口游艇相关政策，试点游艇保险制度，便利粤港澳游艇出入境。

　　四、扩大对外开放政策

　　12.建设粤港澳口岸通关合作示范区。

　　13.条件成熟时，在南沙新区部分区域探索实行分线管理政策。

　　14.简化南沙港区与香港葵涌码头船舶进出境手续。

　　15.将广州港口岸整车进口港区范围扩大至南沙港区，支持南沙港区口岸开展零担拼柜出口业

务。

　　16.建设南沙(粤港澳)数据服务试验区。允许在南沙新区试点开展离岸数据服务。

　　17.积极引导广东境内中国强制性产品认证(CCC)检测实验室服务南沙新区注册的港澳企业。

　　18.增加南沙新区粤港澳直通车指标数量。

　　五、土地管理政策

　　19.支持南沙新区开展土地管理改革综合试点。

　　20.在不破坏自然生态系统平衡的前提下，保障南沙新区科学发展的必要用地。实行最严格的节

约用地制度，从严控制建设用地总规模，在符合广州市城市总体规划和土地利用总体规划的前提

下，合理确定新增建设用地规模、布局和时序安排。首期新增建设用地规模控制在60平方公里以

内，严格按照土地利用总体规划组织建设，确需增加建设用地规模的，依法定程序报国务院批

准。国家在编制年度土地利用计划时，根据南沙新区建设实际，给予适当倾斜。

　　21.在南沙新区开展土地利用总体规划定期评估和适时修改试点，强化规划实施的动态管理。

　　22.南沙新区经国务院批准调整用地规模涉及减少耕地和基本农田，必须进行占补平衡和补划，

确保广东省耕地保有量和基本农田保护面积不减少、质量有提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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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支持南沙新区开展建设用地审批改革试点，试点方案报国土资源部同意后实施。

　　24.在保障河口地区泄洪纳潮安全和不破坏水生态环境的前提下，经科学论证可依法适当围填水

域，科学合理有序利用滩涂资源，围填水域需依照相关法律法规办理滩涂占用使用审批手续。

　　六、海洋管理政策

　　25.严格实施海域使用管理法，推进海域资源市场化配置进程，完善海域使用权招拍挂制度，探

索建立海域使用二级市场。

　　26.依法开展环境影响评价工作，在不破坏海岸带、海域和海洋生态系统功能的前提下，严格执

行围填海计划，统筹海岛保护、开发与建设；对重大项目用海的围填海计划指标给予倾斜。

　　27.允许南沙新区对符合海洋功能区划和土地利用总体规划的区域按照相关政策依法申请使用海

域，优化申报程序，探索用海管理与用地、供地管理衔接试点。

　　七、社会事业与管理服务政策

　　28.积极支持南沙新区开展国家社会管理创新综合试点。

　　29.鼓励和支持南沙新区开展国际教育合作试验。探索创新内地与港澳及国际知名高校合作办学

模式，在自主招生、课程设置、学位授予等方面给予合作办学高校更大的自主权，并在国家承认

方面给予支持。

　　30.允许港澳地区的建设、医疗等服务机构和执业人员，持港澳地区许可(授权)机构颁发的证

书，按照内地与港澳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安排的规定经备案或者许可后，在南沙新区开展相

应业务。

- 「促进广东前海南沙横琴建设部际联席会议第一次会议支持南沙新区15条政策」

http://ftz.gzns.gov.cn/ztgk/zcwj/201502/t20150223_154398.html

一、关于金融创新

　　1.请人民银行、银监局、外汇局等有关部门，支持在前海试点将跨境人民币贷款的放款主体逐

步扩大至香港非银行金融机构；研究将前海现行实施的跨境人民币贷款政策实施范围扩展至南

沙、横琴，放款主体由香港银行金融机构扩展至香港、澳门银行金融机构。

　　2.请发展改革委、人民银行等部门允许广州地区的企业在香港、澳门发行人民币债券，用于支

持南沙的开发建设。

　　3.请人民银行、保监会支持港澳保险公司将人民币保单保险资金投资前海、南沙、横琴开发建

设。

　　4.请海关总署、证监会、财政部、税务总局统筹研究由境内期货交易所在南沙保税港区设立大

宗商品期货保税仓库并开展期货保税交割业务。

　　5.请人民银行、银监会、证监会、保监会支持推进南沙金融市场扩大对港澳开放，在内地与香

港、澳门更紧密经贸关系安排（CEPA）框架下统筹考虑适当降低港澳金融企业在南沙设立机构

和开展金融业务的准入条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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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请人民银行会同商务部、银监会、外汇局等有关部门，在对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自

由贸易账户体系实施效果评估良好的情况下，结合申报建设广东自由贸易园区，研究在前海、南

沙、横琴试行分账管理的自由贸易账户体系的可行性，为粤港澳三地提供更便捷的金融服务。

　　二、关于贸易投资便利化

　　7.请交通运输部、海关总署、质检总局等部门加强与香港有关方面沟通衔接，支持香港国际航

运中心建设，发挥珠三角地区港口群密集的优势，加强港口资源整合，推进南沙港区与香港在船

舶动态信息及班轮共享、国际航运服务等方面的合作，提升国际运输的便利化水平；请财政部、

海关总署、税务总局在对上海洋山保税港区启运港退税政策分析评估基础上，统筹研究在南沙保

税港开展启运港退税政策试点问题。

　　8.请海关总署、税务总局支持南沙新区按照国家有关规定，申报设立具有出口退税功能的出口

监管仓库（或其他海关特殊监管区域）。请海关总署、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商务部、

质检总局支持南沙新区按照国家有关规定，完善整车进口口岸功能，拓展汽车出口业务；支持整

车进口口岸发展商品汽车国际中转业务，对以国际中转为目的的进口整车进入具有进口保税功能

的保税仓实行保税政策。但保税区不得存放以进入国内市场为目的的进口汽车，保税区海关不得

为此类汽车办理进口报关、纳税等手续。

　　三、关于服务业开放

　　9.在CEPA框架下，请发展改革委、商务部会同有关部门支持前海、南沙、横琴扩大对香港、

澳门服务业的开放，实行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管理模式；研究对符合一定条件的港资、澳

资企业参照内资企业管理的可行性。

　　10.请海关总署、财政部、质检总局支持南沙新区在保税港区开展对“高技术、高附加值的”境外

产品、国内出口产品的售后维修服务。

　　11.在严格遵守我国相关法律法规、不影响国家安全的情况下，请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

部、公安部会同有关部门研究推动南沙、横琴建设国际通信专用通道，“同步规划、同步建设、

同步实施”网络与信息安全管理制度和技术防范措施，为港澳服务提供者在南沙、横琴提供离岸

数据外包等服务提供便利。

　　12.请教育部支持境外投资者经批准在南沙、横琴设立独资外籍人员子女学校，其招生范围可扩

大至在南沙、横琴工作的取得境外长期居留权的海外华侨、港澳同胞及归国留学人才的子女。

　　13.请交通运输部会同公安部、海关总署、质检总局，研究制定游艇出入境检查管理规定及便利

措施，支持横琴、南沙率先建立澳门游艇出入境管理体制新模式，重点在牌照认可、转港移泊、

分类担保、电讯检疫等方面积极探索。

　　14.请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会同相关行业主管部门，支持前海、南沙、横琴推进全国人才管理

改革试验区建设，纳入经国家批准的广东省专业资格互认先行先试试点范围，准许港澳专业人士

在前海、南沙、横琴便利执业，并逐步扩展职业资格认可范围。

　　15.请国土资源部继续支持南沙新区首期新增60平方公里建设用地规模占用4.8万亩基本农田的

易地补划工作，抓紧征求有关部门意见并报国务院审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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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건강아일랜드 (서해안신구)

- 「青岛西海岸新区优惠政策」（자료-중한혁신산업단지 브로셔)

- 「山东省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关于印发2016年全省卫生计生工作要点的通知」　鲁卫办

发〔2016〕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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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정책명 Ÿ 「关于加快泰州医药高新技术产业园建设与发展的若干意见」                       

 (타이저우 의약 하이테크 산업원 건설 및 발전 가속화 관련 의견)

세수 

Ÿ 신규 입주 외상투자 의약기업 이윤 발생일부터 국가 소득세 관련 "2년 징수 면제와 

3년 반감 징수" 우대정책 향유

Ÿ 마지막 3년간 징수한 절반의 기업소득세도 지방 보유부분은 기업에 전액 보상지원

Ÿ 의약기업이 매입한 핵심 시설이 과학기술/환경보호 촉진 및 국가가 투자를 격려하는 

시설일 경우 해당 세무청 신고 후 가속감가상각법 적용 가능

Ÿ 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관련 연구개발 비용은 당기 실제발생 금액에 따라 세전 공제 

가능

http://www.sdfgw.gov.cn/art/2016/3/28/art_1704_183052.html

- 「山东省“十三五”卫生计生工作目标」

http://www.aiweibang.com/yuedu/100019271.html

- 「山东省政府关于印发《加快健康服务业发展分工方案》的通知」鲁卫医改字〔2015〕1号

http://www.sdwsjs.gov.cn/wzxxgk/yyjg/yggz/tzwj/201502/t20150210_54616.html

- 「山东省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的通知」鲁政办发〔2012〕51号

http://www.shandongbusiness.gov.cn/index.php/public/html/news/201209/229269.html

省发展改革委、省卫生厅、省财政厅、省商务厅、省人力资源社会保障厅《关于进一步鼓励和引

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已经省政府同意，现转发给你们，请认真贯彻执行。

　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是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的重要内容，有利于增加医

疗卫生资源，扩大服务供给，满足人民群众多层次、多元化医疗服务需求；有利于建立竞争和互

补机制，完善医疗服务体系。各地、各有关部门要解放思想、转变观念，充分认识鼓励和引导社

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重要意义。要结合实际制定和完善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

施细则和配套文件，消除阻碍非公立医疗机构发展的政策障碍，努力为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营

造良好环境，促进非公立医疗机构持续健康发展。

- 「青岛市"十三五"规划纲要」

http://www.depeat.com/lianghui/108014.html

- 「青岛市健康产业发展规划（2014-2020 年）」青发改社会[2014]250 号

http://www.qingdao.gov.cn/n172/n24624151/n24625135/n24625149/n24625163/14072309232132

4434.html

3. 건강의료구 (중국의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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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Ÿ 의약수출기지, 국가횃불계획 의약산업 특색기지, 연안 개발구 관련 우대정책 향유

Ÿ 외상투자자가 증자하여 지분 확충 시 재투자 관련 우대정책 향유

Ÿ 신규 기업 타이저우시 지방 행정비용 모두 면제

- 「江苏省健康产业发展规划」

- 「江苏省政府关于加快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苏政发〔2014〕76号

http://www.sdfgw.gov.cn/art/2014/11/28/art_721_115673.html

- 「江苏"十三五"规划纲要」

http://bbs.yjbys.com/642885.html

- 「江苏省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投资指引」

http://wsj.jiangyin.gov.cn/a/201507/128zdsyl5sv2f.shtml

- 「泰州市卫生发展计划(2013-2015) 」泰政办发〔2012〕23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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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wkinfo.com.cn/document/show?collection=legislation&aid=MTAwMDM0NTIxMzg=

- 「关于加快泰州医药高新技术产业园建设与发展的若干意见」

http://www.tzgxq.gov.cn/art/2015/2/25/art_8163_232476.html

为促进医药高新技术产业园的建设与发展，着力打造中国（泰州）医药城，根据国家有关法律、法

规，结合本市实际，特制定以下政策意见：

1、进入医药高新技术产业园的医药企业享受国家对医药出口基地、国家火炬计划医药产业特色基

地和沿江开发区的各项优惠政策。

2、园区内外商投资新办的医药企业，从获利之日起享受国家规定的所得税“两免三减半”优惠政策，

对后3年征收的另一半企业所得税，属于地方留成的部分全额奖励给企业。外商在其投资的企业

中增资扩股的，其新增的投资享受再投资的有关优惠政策。

3、园区内新办的内资医药生产性企业和医药商贸流通企业自投产之日起5年内，所得税地方留成部

分先征收后全额奖励给企业；园区新办的医药科研机构以及其他科技服务型企业自投入使用之日

起5年内，营业税先征收后全额奖励给该企业，所得税地方留成部分先征收后全额奖励给该单

位。

4、各类新办企业，本市地方性行政规费实行零收费。

5、园区内医药企业购置促进科技进步、环境保护和国家鼓励投资的关键设备，经报税务部门核实

备案后，采取加速折旧方法计提折旧；企业研发新产品、新技术、新工艺发生的各项技术开发经

费，按当期实际发生数额在税前列支。

- 「泰州市高新技术产业发展暂行规定」 泰政发（2004）86

http://www.tzgxq.gov.cn/art/2015/1/22/art_8163_232474.html

泰州市高新技术产业发展暂行规定

第一条 为进一步加大对高新技术及其产业的扶持力度，加速高新技术产业化进程，根据国家、

省有关规定，结合本市实际，制定本规定。

　　第二条　 市、市（区）政府应依法保证财政支出的科技三项经费和科学事业费以高于财政经常

性收入增长速度3-5个百分点的比例稳定增长。至2007年，市、市（区）科技三项经费和科学事

业费占财政实际支出的比重应分别达到3%、2%以上。财政安排的上述科技经费重点用于扶持高

新技术产业发展。

　　第三条　 市、市（区）要加大财政投入，多渠道吸纳民资、外资，壮大市、市（区）两级高新

技术风险投资资金规模，以项目研发、贷款贴息、贷款担保等方式，支持高新技术产业发展。

　　第四条　 在本市注册的国内外风险投资机构，其在本市高新技术产业领域投资额占其总投资额

70%以上的，比照执行高新技术企业优惠政策，并可在税后按当年总收益的3%-5%提取风险补偿

金，用于弥补以前年度亏损。风险补偿金余额可按年度结转，但其金额不得超过该企业当年年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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净资产的10%.第五条　高新技术企业和民营科技企业的技术开发费用可按实际发生额计入成本，

在税前扣除；其中盈利企业该项费用年增长幅度在10%以上（含10%）的，经税务部门审核，可

再按实际发生额的50%抵扣当年度的应纳税所得额。

　　第六条　 企业为开发新技术、研制新产品购置单台价值在10万元以下的试制用关键设备、测试

仪器，可一次或分次摊入管理费用，其中达到固定资产标准的应单独管理，不再提取折旧。

　　第七条　 经市以上科技行政部门认定的高新技术企业，自投产之日起2年内缴纳所得税及从第3

年起缴纳所得税超过征收的部分，入库税收地方留成由同级财政部门扶持企业发展。

　　第八条　 具有独立法人资格的省级工程技术中心经认定为高新技术企业的，可享受有关优惠政

策。

　　创业投资机构用于高新技术产品的研究开发及产业化项目的投资额达到其投资总额的70%以

上、并经省科技行政部门认定为高新技术企业的，可享受高新技术企业的有关优惠政策。

　　经省以上科技行政部门认定的农业高新技术企业，享受高新技术企业相关优惠政策。

　　第九条　经市以上科技行政部门认定的高新技术产品，自销售之日起2年内所征收的增值税地方

留成部分，同级人民政府批准后，由同级财政部门用于扶持企业发展。

　　第十条　 高新技术企业和高技术项目的科研用地，免国有土地使用权出让金，免购置生产经营

用房的交易手续费和产权登记费以及相关收费，契税地方留成部分由同级财政部门用于扶持企业

发展。

　　第十一条　 一般纳税人销售其自行开发生产的软件产品和自行生产的集成电路产品（含单晶硅

片），2010年前按17%的法定税率征收增值税后，对软件产品增值税实际税负超过3%和集成电路

产品增值税实际税负超过3%的部分，实行即征即退政策，所退税款由企业用于研究开发软件、

集成电路产品和扩大再生产，且不作为企业应税收入，不予征收企业所得税。企业自营出口或委

托、销售给出口企业的软件产品和集成电路产品，其增值税不实行即征即退。

　　生产企业的小规模纳税人，生产销售软件产品按6%的征收率计算缴纳增值税；商业企业的小规

模纳税人，销售软件产品按4%的征收率计算缴纳增值税，税务机关可分别按不同的征收率代开

增值税发票。

　　随同计算机网络、计算机硬件、机器设备等一并销售的软件产品，应当分别核算销售额。如果

未分别核算或核算不清，按照计算机网络或计算机硬件以及机器设备等适用税率征收增值税，不

予退税。

　　经过国家版权局注册登记，在销售时一并转让著作权、所有权的软件产品征收营业税，不征收

增值税。

　　软件生产企业的工资和培训费用，可按实际发生额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

　　第十二条　市内首家生产的发明专利产品和国家级新产品自产品销售之日起3年内、实用新型专

利产品和省市级新产品自产品销售之日起2年内所缴纳的所得税地方留成部分，由同级财政部门

用于扶持企业发展；所缴纳的增值税地方留成部分，由同级财政部门按90%的比例扶持企业发

展，10%纳入市、各市（区）高新技术风险投资资金集中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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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十三条　 企业获得省财政贴息的火炬、星火等科技计划和高新技术产业化项目，市、各市

（区）按1：1比例给予配套贴息。

　　第十四条　高新技术产业化项目用地，可减免国有土地使用权出让金的政府净收益部分。

　　第十五条　 企业用于高新技术研究、开发和生产高新技术产品的仪器、设备，符合固定资产加

速折旧条件的，可由企业自行选择余额递减法或年数总和法加速折旧。

　　第十六条　 科研机构、高等院校等单位及其人员以高新技术成果作为无形资产在本市参与转化

项目投资，其成果作价金额可达注册资本的35%.合作各方另有约定的，从其约定。

　　第十七条　申办科技型有限责任公司的注册资本最低限额为3万元。

　　第十八条　 科研机构、高等院校和市外企事业单位科技人员、海外留学人员在本市创办、联办

高新技术企业、民营科技企业，总投资500万元以上的高新技术成果转化项目，可比照市区技术

改造“绿卡项目”的优惠条件，减免地方性规费。

　　第十九条　 科研机构、高等院校在高新技术成果转化中建立的有限责任公司或股份有限公司，

校、所按照股权比例分配的利润，地方所征收的所得税地方留成部分，3年内由地方同级财政部

门用于扶持企业发展。

　　第二十条　 高等院校、科研机构科技人员在规定的离岗创办科技型企业和科技中介服务企业期

间，其工资、医疗、意外伤害等待遇以及各种社会保险由其创办的企业负责；离岗创业人员在2

年内回原单位竞争上岗的，应保障其重新上岗后享有与同工作年限人员同等的工资福利与退休待

遇。科研机构、高等院校承担政府科研项目形成职务科技成果后1年内，单位可先以无偿方式许

可成果完成人离岗实施成果产业化，无偿使用期为2年，在该期间成果完成人可优先购买成果的

产权；形成职务科技成果1年内未实施转化的，单位可在不变更职务成果权属前提下，允许科技

成果完成人创办企业实施转化，该成果在企业中享有股权收益的70%属创办企业实施人。高等院

校横向科研课题完成后的节余经费，允许用于转化该项科技成果而兴办的科技企业的注册资本

金，成果完成人可享有该注册资本金对应股权的80%.第二十一条　科研机构、高等院校转让自行

研制的技术成果以及转让过程中发生的技术咨询、技术服务和技术培训所得，暂免征收所得税。

　　企业转让技术以及在转让过程中发生的与技术转让有关的技术咨询、技术服务和技术培训所

得，年净收入在30万元以下的，暂免征收所得税。

　　单位和个人（包括外商投资企业、外商投资设立的研发机构、外国企业和外籍个人）从事技术

转让、技术开发业务和与之相关的技术咨询、技术服务业务取得的收入，免征营业税。

　　第二十二条　 有关部门进行高新技术成果鉴定和评奖，应将转化成效作为重要条件。应用性研

究开发成果尚未进入实际应用阶段的，不予受理申请市级鉴定；未实施成果转化的科技项目，不

予受理申报市科技进步奖。

　　第二十三条　 成果拥有方对从事高新技术成果转化的中介机构和个人，可以按其贡献大小从成

果转让收入或成果作价股份中提取一定比例给予奖励，奖励比例可达到30%.第二十四条　引进市

外高新技术成果落户本市转化并产生效益的，从产生效益之日起2年内，由企业纳税所在地财政

部门按该项目纳税地方收入部分的20%对引进者奖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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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정책명 Ÿ 「成都国际医学城政策扶持」(청두국제의학성정책지지)

인력 Ÿ 의학성 내 의학전문가를 위한 전문가아파트 설립, 주택구매 우대정책 제공

토지/
재정보조 

Ÿ 독자 또는 합작하여 설립한 연구개발 센터(의학연구, 실험)가 국가급/성급으로 인정받

을 시 보조금 100만 위안(국가급), 50만 위안(성급) 지급;

Ÿ 구역 재정부에서 의학성산업발전기금 설립, 의학성에 대한 경제 지원 실시

기타 
Ÿ “의료위행기관 관련 세무정책통지”에 따라 인허가 획득 일자부터 세금우대정책 실시. 

개인소득세, 영업세, 소득세 납부 금액 중 지역정부 유보 부분에 대하여 지역 재정부

에서 보조금 지급

Ÿ 입주 기업을 위한 원스톱 입주관련 서비스 제공

　　第二十五条　 生产高新技术产品的外商投资企业，经市有关部门审定，产品属于国家鼓励发

展、且技术达到国际先进水平或填补本市空白的，内销比例可不受限制。

　　第二十六条　 本规定自公布之日起执行。国家政策有调整的，本规定相关条款将相应进行修

改。过去有关文件与本规定相抵触的，以本规定为准。

泰州市人民政府

4. 청두 국제의학성

- 「四川省人民政府关于印发促进健康服务业发展实施方案的通知」川府发〔2014〕14号

http://www.sc.gov.cn/10462/10883/11066/2014/3/4/10294691.shtml

-「四川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四川省养老与健康服务业发展规划(2015-2020年)的通

知 」川办发〔2015〕96号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Gid=17917234

- 「四川省"十三五"医疗机构设置规划(2016-2020 年)」川卫办发〔2015〕383 号

http://www.scwst.gov.cn/attachments/12569_1512312.pdf

- 「四川省人民政府关于在公共服务领域推广政府与社会资本合作模式的实施意见」川府发

〔2015〕45号

http://www.tjxzf.gov.cn/s/tjfgj/zcfg/146350.jhtml

- 「成都市健康产业发展规划（2010—2017）」成办发〔2010〕23号

http://wenku.baidu.com/link?url=ykD0-NUhXSuMxOnBQjydNmUQ1PXs2DGEfZ8OGYmtmEq

djY8tWABP62BvIfBLqDCbRAlwZlWvyeDWZQpgRUp3ZABX9A_Yn5D-0bHwLhE-T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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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정책명 
Ÿ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및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Ÿ 「威海临港经济技术开发区优惠政策」(웨이하이 린강 경제개발구 우대정책)

세수 

Ÿ 관세양허표에 해당하는 품목 수입시 감세 또는 세금 면제

Ÿ 규정에 부합되는 상대국가의 인력의 역내에서의 의료활동에 사용되는 전문설비 수입

에 대한 세금 면제

Ÿ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은 기업소득세율 15% 적용 

Ÿ 직원교육비 중 급여전체 금액의 8% 미만 부분은 세전 공제,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납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토지/
재정보조 

Ÿ 토지 우선 공급

Ÿ 웨이하이시 재정국에서 매년 기술혁신 및 시장개척 등 중견기업 발전의 전문자금 배

분 시 개발구 내 표준에 부합된 기업에 대해 우선 배치

기타 

Ÿ 프로젝트 건설 관련 주요 행정차원의 비용에 대해 최대한 감면

Ÿ 행정단위에서 수취하는 서비스 수수료, 독점분야영업성 수수료에 대해 정부 최저 기

준 적용

Ÿ 전기, 급수, 오수 파이프, 난방, 천연가스 등 기초시설은 프로젝트 전체 구역에 모두 

공급

Ÿ 기본적인 투자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전제 하에, 관련 부서간의 협조로 심사기간 대폭 

축소, 입주 기업 인허가를 위한 녹색 통로 마련

- 「成都市人民政府关于促进高端服务业发展的指导意见」

http://www.qbj.gov.cn/qwsw/648161/648173/996178/index.html

-「成都市人民政府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发展医疗卫生事业的意见」成府发

〔2010〕26号

http://www.docin.com/p-1586819037.html

- 「成都国际医学城城专属政策」

http://www.cihnc.org/zszx/index.asp?list=2

5. 일신원 한중산업합작테마광장 (린강 경제기술개발구)

- 「山东省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关于印发2016年全省卫生计生工作要点的通知」鲁卫办发

〔2016〕1号

http://www.sdfgw.gov.cn/art/2016/3/28/art_1704_183052.html

- 「山东省“十三五”卫生计生工作目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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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iweibang.com/yuedu/100019271.html

- 「山东省政府关于印发《加快健康服务业发展分工方案》的通知」鲁卫医改字〔2015〕1号

http://www.sdwsjs.gov.cn/wzxxgk/yyjg/yggz/tzwj/201502/t20150210_54616.html

- 「山东省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的通知」鲁政办发〔2012〕51号

http://www.shandongbusiness.gov.cn/index.php/public/html/news/201209/229269.html

省发展改革委、省卫生厅、省财政厅、省商务厅、省人力资源社会保障厅《关于进一步鼓励和引

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已经省政府同意，现转发给你们，请认真贯彻执行。

　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是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的重要内容，有利于增加医

疗卫生资源，扩大服务供给，满足人民群众多层次、多元化医疗服务需求；有利于建立竞争和互

补机制，完善医疗服务体系。各地、各有关部门要解放思想、转变观念，充分认识鼓励和引导社

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重要意义。要结合实际制定和完善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

施细则和配套文件，消除阻碍非公立医疗机构发展的政策障碍，努力为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营

造良好环境，促进非公立医疗机构持续健康发展。

-「威海市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的通知」鲁政办发〔2012〕

51号

为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日前山东省威海市下发《威海市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

疗机构的实施意见》（以下简称《意见》），提出鼓励社会资本参与公立医院改制，要在坚持公

立医疗机构为主导的前提下，发展一批有规模、有质量、有品牌的非公立医疗机构。到2015年，

全市非公立医疗机构床位数和服务量占全市医疗卫生机构的20%左右。

　　优先考虑社会资本

　　办非营利医疗机构

　　目前威海市已建立了公立医疗机构为主，非公立医疗机构为补充的多元化办医格局，全市共有

非公立医疗机构900多家，这些机构以诊所、门诊部和专科门诊为主，且多分散在基层。

　　《意见》指出，要将非公立医疗机构统一纳入区域卫生规划和医疗机构设置规划。调整和新增

医疗卫生资源时，在符合准入标准的条件下，优先考虑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社会资本在重点

区域、城市郊区等医疗资源配置相对薄弱区域举办医疗机构，相同条件下优先予以办理。同时，

新增非营利性医疗机构优先考虑由社会资本举办，鼓励企业、社会团体、慈善机构、基金会等各

类社会资本举办具有慈善性质的非营利性医疗机构。优先支持举办中医、康复、护理、老年病等

特色专科以及社会需求明显的医疗机构，鼓励有资质人员依法开办个体诊所。

　　同时，威海市将鼓励社会资本参与公立医院改制。积极稳妥地把部分公立医院转制为非公立医

疗机构，适度降低公立医院的比重，促进公立医院合理布局。引导社会资本以多种方式参与公立

医院改制，优先选择并支持办医经验丰富、社会信誉好的非公立医疗机构参与公立医院改制重

组。境外资本经批准可在威海市以合资或合作形式举办医疗机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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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公医疗机构

　　可纳入医保定点

　　《意见》指出，要为非公立医疗机构落实价格、税费和医保定点政策。非公立医疗机构用电、

用水、用气、用热等与公立医疗机构同价。社会资本举办的非营利性医疗机构，执行政府规定的

医疗服务和药品价格政策，并按规定享受税收优惠政策。营利性医疗机构按国家规定纳税，对其

提供医疗服务免征营业税；自取得执业登记之日起3年内，对其自产自用的制剂免征增值税，对

自用的房产和土地免征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

　　在人才队伍建设上，非公立医疗机构中聘用人员的职称评定、职业技能鉴定、人才选拔等与公

立医疗机构同等待遇。

　　完善变更退出机制。非营利性非公立医疗机构原则上不得转变为营利性医疗机构。营利性非公

立医疗机构转换为非营利性医疗机构应提出申请，并依法办理相关手续，享受非营利性医疗机构

的相关优惠政策。

　　非公立医疗机构凡执行政府规定的医疗服务和药品价格政策，符合医保定点相关规定，有关部

门应按程序将其纳入基本医疗保险、工伤保险、生育保险、医疗救助等社会保障定点服务范围，

签订服务协议，执行与公立医疗机构相同的报销政策。不得将举办主体性质作为医疗机构成为医

保定点的审核条件。

　　非公医疗机构

　　承担公共服务可享补助

　　《意见》指出，要支持非公立医疗机构参与公益性行动。选择符合条件的非公立医疗机构承担

公共卫生服务和基本医疗服务，以及政府下达的医疗卫生支农、支边、对口支援等任务。支持非

公立医疗机构在基层医疗卫生服务体系中发挥积极作用，被确定执行国家基本药物制度等医改政

策的，享受相应补助政策。

　　同时，非公立医疗机构在遇有重大传染病、群体性不明原因疾病、重大食物和职业中毒以及因

自然灾害、事故灾难或社会安全等事件引起的突发公共卫生事件时，应执行政府下达的指令性任

务，并按规定获得政府补偿。支持非公立医疗机构按规定设立救助基金、开展义诊等多种方式回

报社会。

- 「威海关于创新重点领域投融资机制鼓励社会投资的实施意见」威政发〔2015〕21号

http://www.whgsl.org.cn/dangwu_n.asp?snid=83&id_n=8&w_k=威海市人民政府关于创新重

点领域投融资机制鼓励社会投资的实施意见&n14url23=&mjji=

各区市人民政府，国家级开发区管委，南海新区管委，市政府各部门、单位：

　　为深化投融资体制改革，进一步放开市场准入，鼓励社会资本特别是民间资本投资重点领域，

加强薄弱环节建设，强化创新发展优势，根据《国务院关于创新重点领域投融资机制鼓励社会投

资的指导意见》(国发〔2014〕60号)和《山东省人民政府关于贯彻国发〔2014〕60号文件创新重

点领域投融资机制鼓励社会投资的实施意见》(鲁政发〔2015〕12号)，结合我市实际，现提出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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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实施意见。

　　一、总体要求

　　(一)指导思想。全面贯彻落实党的十八大和十八届三中、四中全会精神，围绕使市场在资源配

置中起决定性作用和更好发挥政府作用，打破行业垄断和市场壁垒，切实降低准入门槛，建立公

平开放透明的市场规则，营造权利平等、机会平等、规则平等的投资环境，进一步鼓励社会投资

特别是民间投资，盘活存量、用好增量，调结构、补短板，促进重点领域建设，增加公共产品有

效供给。

　　(二)基本原则。实行统一市场准入，破除市场壁垒，创造平等投资机会;创新投资运营机制，合

理确定社会资本进入方式、运营模式和保障措施，扩大社会资本投资途径;创新融资方式，加强融

资服务体系建设，丰富社会资本的融资方式和渠道;强化政府投资引导，充分激发市场活力，推动

投资主体多元化。

　　二、加快推进重点领域投资运营市场化

　　(一)生态环保领域。

　　1.推进生态建设主体多元化。采取市场化运作、公司化承载模式，鼓励和支持社会资本投资生

态建设项目，参与水源地保护区和海岸线生态修复整治，建设生态保护林带和水源地生态林带。

鼓励社会资本参与林木种苗花卉生产、林下种养殖、林产品加工、森林旅游等产业，允许兴办民

营林场、产业基地和经济实体。推进国有林场管理体制改革，放活林地经营权，鼓励林权依法规

范流转，积极推进森林资源资产评估、林权抵押融资、小额担保贷款等工作，为林企、林农提供

新的融资渠道。重点实施米山水库生态保护、镆铘岛生态修复、双岛湾科技城水系综合整治、东

部滨海新城岸线修复、逍遥湖综合整治和里口山城市山地公园、双岛国家森林公园、岠嵎山地质

公园、香水河生态湿地公园生态保护等项目，鼓励社会资本积极参与。(责任单位：市环保局、林

业局、海洋与渔业局、财政局、金融办)

　　2.推动环境污染治理市场化。在热电、有色、化工等重点行业以及园区大力推进第三方污染治

理，吸引和扩大社会资本投入，引入环境服务专业治理企业，推动建立排污者付费、第三方治理

的环境污染治理新机制。扩大环境污染责任保险试点范围，在工业企业密集区和化工园区等生态

环境脆弱区推广环境污染责任保险，探索建立绿色环保基金制度，运用市场化手段解决环境问

题。完善排污许可证制度，建立排污权交易中心，鼓励社会资本参与污染减排和排污权交易。探

索森林碳汇交易，鼓励社会资本参与碳排放权交易。重点实施市垃圾处理厂自愿减排等项目。(责

任单位：市环保局、发展改革委、财政局、物价局)

　　(二)农业和水利领域。

　　3.培育农业、水利工程多元化投资主体。农业、水利工程除按规定实行国有独资或控股的工程

项目外，其他全面向社会资本开放。鼓励社会资本以特许经营、参股控股等多种形式参与重大水

利工程建设运营，支持农民合作社、家庭农场、专业大户、农业企业等新型经营主体投资建设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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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水利和水土保持设施。允许财政补助形成的小型农田水利和水土保持工程资产由新型经营主体

持有和管护。盘活现有重大水利工程国有资产，选择一批工程通过股权转让、委托运营、整合改

制等方式，吸引社会资本参与，筹得的资金用于新增水利工程建设。推行国有水利工程规范化和

物业化管理，探索政府购买服务，在确保工程安全、公益属性和生态保护的前提下，鼓励企业、

社会组织和个人参与公益性水利工程管护，培育并规范维修养护市场，逐步实现管养分离。鼓励

社会资本参与泊于水库新建、八河水库增容、坤龙邢水库增容、龙角山水库抬填、乳山河地下水

库新建、香水河挡潮闸建设等工程。(责任单位：市农业局、水利局、财政局)

　　4.保障农业、水利工程投资合理收益。社会资本投资建设或运营管理的农田水利、水土保持设

施和重大水利工程，与国有、集体投资项目享有同等政策，依法获取供水水费等经营收益，依法

继承、转让、转租、抵押其相关收益。对公益性较强、没有直接收益的河道堤防整治等水利工程

建设项目，鼓励通过分享周边土地增值开发收益、与经营性较强项目组合开发等方式，吸引社会

资本参与。推进水权制度改革，鼓励社会资本通过参与水利工程建设等方式优先获得新增水资源

使用权。(责任单位：市农业局、水利局、国土资源局、财政局、物价局)

　　(三)市政基础设施领域。

　　5.改革市政基础设施建设运营模式。全面推进市政基础设施建设运营向企业化管理模式转变，

规范政府价格管理行为，加快改进市政基础设施价格形成、调整和补偿机制，使经营者能够获得

合理收益。实行上下游价格调整联动机制，对于经营收入不足覆盖投资成本的项目，各级政府可

根据实际情况安排财政性资金对企业运营给予合理补偿。(责任单位：市住房城乡建设局、财政

局、物价局)

　　6.推动社会资本参与市政基础设施项目建设运营。以加快市场竞争性配置为重点，通过特许经

营、投资补助、政府购买服务等多种方式，引入社会资本投资建设城镇供水、供热、燃气、污水

垃圾处理、建筑垃圾资源化利用和处理、城市综合管廊、公园配套服务、公共交通、公共停车设

施等市政基础设施项目。对已建成的市政基础设施项目，可采取委托经营或转让—经营—转让

(TOT)等方式转交社会资本运营管理，有效盘活存量资产。加快推进城镇污水垃圾集中处理、市

立医院地下停车场、东部滨海新城地下综合管廊、东部滨海新城公交停保场、成大线地下弱电管

沟等项目，具备条件的优先吸引社会资本投资或参与建设。推进文登区与中心城区供排水厂网投

资和运营一体化，推动环翠楼公园、威海公园、塔山公园等中心城区8个公园管护项目向社会资

本开放。(责任单位：市住房城乡建设局、财政局)

　　7.深入开展县城基础设施建设投融资体制改革试点。按照《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

年)》要求，全力推进荣成市深化县城基础设施投融资体制改革国家试点工作，通过吸引社会投

资，有效利用土地资源，加强城区薄弱基础设施建设，努力形成可复制、可推广的经验和模式。

积极争取中央、省预算内投资支持，重点推进荣成市采取政府和社会资本合作(PPP)模式开展的

供排水、燃气、供热地下管网建设项目和综合管廊、保障性安居工程配套基础设施建设项目。(责

任单位：市发展改革委、荣成市政府)

　　(四)交通领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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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加快推进铁路投融资体制改革。按照国家铁路投融资体制改革政策方向，结合土地利用总体

规划和城乡规划，统筹安排铁路车站及线路周边用地，通过沿线土地综合开发、政府给予优惠政

策等多种方式支持社会资本参与铁路投资建设。根据城市总体规划，加快市域内铁路线路规划，

积极推进中韩海铁国际联运，实施文登疏港铁路等项目，开展荣成至青岛沿海城际铁路前期工

作，启动东部滨海新城轨道交通规划研究，鼓励和引导社会资本参与投资、建设和运营。(责任单

位：市发展改革委、财政局、国土资源局、住房城乡建设局、规划局、铁路局)

　　9.完善公路投融资模式。建立健全政府主导、分级负责、多元筹资的公路投融资模式，探索符

合普通公路公益性质的市场融资方式，鼓励和支持社会资本以独资、合资、控股、参股和建设—

移交(BT)、建设—经营—移交(BOT)、建设—拥有—经营—转让(BOOT)等方式建设运营。市域

内符合条件的普通公路基础设施全部向社会资本开放，加快推进市区环山快速路、G206和G228

改扩建、S709绕城路拓宽改造工程、S908威石辅路蒲湾至所前泊段新建、S202威青线北台至十

里段改建、S207牟乳线乳山绕城段改建、乳山口跨海大桥等重点区域内引外联道路建设工程。

(责任单位：市交通运输局、公路局、发展改革委)

　　10.鼓励社会资本参与水运、民航基础设施建设。建立以市场运作为主、政策引导支持为辅的港

口投融资体系，重点采取引进外资，发行股票、基金、债券，利用中长期信贷等方式推进港口建

设。加大民航领域向社会资本开放力度，吸引外资、民营资本参与法律法规规章未禁止进入的民

用航空、通用机场及配套服务设施投资建设。推进威海港集团引入社会资本参股经营，加快实施

威海港威海湾新港区码头工程、张家埠港新港作业区5万吨级通用泊位和5万吨级航道、乳山口港

外航道疏浚等工程。(责任单位：市发展改革委、财政局、交通运输局、民航局、港航局)

　　(五)能源设施领域。

　　11.鼓励社会资本参与油气管网和储存设施建设运营。支持社会资本以独资、控股、参股等形

式，参与油气管网、城市配气管网和储气设施、原油和成品油商业储备库等项目建设。鼓励社会

资本在供热、供汽紧张的工业园区、新开发区域，投资建设背压式热电联产机组。根据汽源和热

源保障情况，适时实施南海新区热电联产及区域集中供热项目建设。支持华能威海电厂通过机组

改造实现热电联产，做好与东部滨海新城供热的衔接。(责任单位：市发展改革委、住房城乡建设

局)

　　12.鼓励社会资本参与投资电力及电务服务领域。在确保具备核电控股资质主体承担核安全责任

的前提下，鼓励民间资本进入核电设备研制和核电服务领域。向社会资本开放用电需求解决路径

服务、供电设施托管保运服务、供电设备金融租赁服务和新能源项目总包服务等领域，逐步向符

合条件的市场主体放开配电增量业务，鼓励以混合所有制方式发展配电业务。鼓励社会资本参股

投资市域电动汽车置换项目。在东部滨海新城等重点区域建设电动汽车充换电设施，并全部向社

会资本开放。组织实施华能石岛湾高温气冷堆核电站示范工程、国核示范电站大型先进压水堆核

电站工程、文登抽水蓄能电站等项目建设。(责任单位：市发展改革委、经济和信息化委、威海供

电公司)

　　(六)信息基础设施领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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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鼓励电信业进一步向社会资本开放。打破行业垄断和市场壁垒，统筹有线、无线技术，加快

宽带网络建设，鼓励民间资本参与宽带接入网络设施建设和运营，促进公平竞争，推动资源共

享，保障平等接入，用户自由选择。支持社会资本开展电信增值业务。加大信息资源整合力度，

完善电子政务应用体系建设，提升信息资源开发利用水平，建设国家智慧城市试点市、信息惠民

试点市、信息消费试点市和宽带中国示范市。(责任单位：市经济和信息化委、发展改革委、电子

政务管理中心)

　　14.鼓励社会资本参与信息基础设施及产业化项目建设。支持社会资本参与基站机房、通信塔等

信息基础设施投资、建设和运营、服务，推进基础设施共建共享。坚持政府引导、企业实施、资

金扶持的原则，鼓励民间资本参与国家信息密码技术推广应用和物联网产品技术研发、应用和推

广。鼓励民间资本参与卫星导航地面应用系统等国家民用空间基础设施建设，积极支持民营企业

应用北斗导航定位终端。(责任单位：市经济和信息化委、发展改革委、科技局)

　　(七)社会事业领域。

　　15.鼓励社会资本投资教育文化和体育事业。鼓励社会资本投资兴办各类教育事业，投资建设培

训基地和实训基地等教育设施。非营利性民办学校新建、改建、扩建校园用地符合划拨用地目录

的，按照公益事业用地的有关规定给予优惠;非营利性民办学校依法享受与公办学校同等的税收及

其他优惠政策。全力支持社会资本参与威海国际学校建设、职业院校“引企入校”等项目。鼓励和

支持社会资本从事文化事业及相关服务等活动，社会资本投资建设图书馆、群众艺术馆、博物

馆、美术馆、展览馆等公益性文化设施，给予相应政策优惠。支持社会资本参与经营性文化事业

单位转企改制，政府通过购买服务、财政补贴等多种方式，支持文艺团体从事文艺创作和开展基

层文艺演出。鼓励社会资本投资建设各类体育场馆及健身设施。推动市乒羽健身中心由社会资本

购买、控股或参股经营，加快实施市图书馆、群众艺术馆、游泳馆等项目建设。(责任单位：市教

育局、文化广电新闻出版局、体育局、财政局、国土资源局)

　　16.鼓励社会资本提供医疗卫生服务。完善支持社会办医的政策措施，全面放宽社会资本举办医

疗机构限制，调整和优化医疗卫生资源配置规划，新增医疗卫生资源优先考虑社会资本举办的医

疗机构，并在城乡规划、土地利用、房屋建设、城市配套、设备购置及人员培养等方面给予扶

持。合理确定公立医院改制范围，积极引导社会资本以多种方式参与公立医院改制。社会资本举

办的非营利性医疗机构按规定享受税费优惠政策，用电、用水、用气、用热与公立医院同价，执

行国家和省制定的医疗服务、药品价格政策，对其提供的公共卫生和基本医疗服务可采取政府购

买服务等方式给予相应补偿。将符合条件的非公立医疗机构按照有关规定纳入社会医疗保险定点

服务范围，执行与公立医院相同的报销政策。加快实施市立医院全科医生培养基地、东部滨海新

城医院、文登中心医院综合病房大楼等项目，鼓励社会资本积极参与。(责任单位：市卫生计生

委、发展改革委、财政局、人力资源社会保障局)

　　17.鼓励社会资本参与健康养老服务设施建设。采取政府购买服务、公建民营、民办公助、政府

补贴等多种方式，鼓励社会资本兴办各种模式的养老院、老年护理院、老年公寓、托老所、社区

养老服务中心、综合福利院等机构。对符合资质条件的民办和公建民营养老服务机构，在运营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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按照入住老人数量、老人自理情况等指标给予运营补贴。鼓励社会力量利用医院、学校、企事业

单位和农村集体组织闲置土地、场所和设施开办养老服务机构和社会福利机构。将民办养老服务

机构护理人员纳入政府公益性岗位和职业技能培训政策扶持范围。重点实施市社会福利中心、环

翠区南竹岛老年公寓、文登区锦祥智慧养老中心、荣成市盛泉石岛养老基地、乳山市东方国际养

生园、临港区观澜国际老年养生公寓等项目。(责任单位：市民政局、财政局、人力资源社会保障

局)

　　三、政策保障

　　(一)发挥政府投资引导带动作用。整合各级、各类财政专项资金，充分发挥政府投资的引导和

倍数效应。优化政府投资使用方向，对鼓励社会资本参与的生态环保、农林水利、市政基础设

施、社会事业等重点领域，政府可根据实际给予支持。改进政府资金使用方式，同等条件下，政

府投资可通过投资补助、贷款贴息、担保补贴、股权投资、资本金注入等多种方式优先支持引入

社会资本项目，市蓝色经济区建设专项资金、服务业发展引导资金等要拿出相应比例对社会资本

参与项目给予扶持。(责任单位：市发展改革委、财政局)

　　(二)建立重点领域引入社会资本投资项目储备库。扎实做好项目评估论证，对入库项目认真组

织前期论证，借鉴物有所值的评价理念和方法，与传统建设模式比较分析，综合考虑公共服务需

要、责任风险分担、产出标准、关键绩效指标、支付方式、融资方案和财政补贴等要素，平衡好

项目财务效益和社会效益;开展财政承受能力论证评估，以财政承受能力论证结论为依据，有序推

进项目实施，切实防范和控制风险。对符合条件的入库项目，优先列入市“十三五”项目建设规

划，优先申报市级重点项目和推荐申报省级重点项目。加快推进项目前期工作，将项目立项及建

设审批环节纳入绿色通道，及时协调解决困难和问题，推动项目尽快落地建设。(责任单位：市发

展改革委、财政局)

　　(三)创新融资方式。充分发挥信贷政策导向作用，鼓励和引导银行业金融机构创新重点领域信

贷产品，支持开展收费权、特许经营权、林权质押贷款等担保创新类贷款业务。充分发挥城投

债、企业债融资功能，支持各级城投公司发行城投债，参与公共设施建设的企业发行企业债，开

展股权和债权融资，推动重点领域项目建设。推进有收益权的基础设施项目企业开展预期收益质

押贷款。鼓励金融机构对民间资本举办的社会事业提供融资支持。(责任单位：市发展改革委、财

政局、金融办、人民银行)

　　(四)推进事业单位转企改制和国有企业改革。加快推进经营性事业单位转企改制，鼓励有条件

的事业单位转为社会组织或中介服务机构，并通过政府购买服务的方式予以支持。分类推进国有

企业改革，通过引入企业内部员工、战略投资者等多种经济成分，积极发展混合所有制经济，实

现产权多元化。对关键领域基础性国有企业积极引进战略投资者，推动企业重组改制;对一般竞争

性国有企业，采取国有参股、转让、出售、兼并等多种形式进行股份制改革。鼓励个体私营企业

参与国有企业改组、改制，促进各种所有制资本取长补短、相互促进、共同发展。(责任单位：市

发展改革委、财政局、编办、人力资源社会保障局、国资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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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五)落实土地平等使用和税费优惠政策。社会资本投资建设重点领域项目与国有资本享受同等

用地政策，鼓励土地使用权人在符合规划的前提下，利用自有土地建设公共服务设施。认真落实

现行促进民间投资发展相关税收优惠政策，社会资本参与重大工程建设，符合规定条件的，依法

减免企业所得税，依法给予教育、医疗、养老机构减免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和耕地占用税等

税收优惠和行政事业性收费减免政策，营造公平竞争的税收环境，促进民间投资健康发展。(责任

单位：市发展改革委、国土资源局、国税局、地税局)

　　四、工作要求

　　(一)强化组织领导，加强考核监督。按照部门联动、分工明确、协同推进的要求，建立健全协

调推进机制，保障社会资本参与重点领域建设工作积极稳妥推进。各相关部门要明确责任分工，

加强与上级对口部门的衔接沟通，分别研究制定各行业领域具体实施细则和配套政策措施。建立

完善综合性评价体系，稳步开展项目绩效评价，强化绩效评价结果运用。市发展改革委要会同有

关部门加强对本意见贯彻落实情况的督促检查，重大问题及时向市政府报告。

　　(二)强化机制创新，加快项目推进。探索建立健全“使用者付费”和政府购买服务机制，灵活运

用PPP各种模式，合理

　　确定社会资本进入方式、运营模式和保障措施，细化支持标准，落实配套政策，建立健全投

资、补贴与价格协同机制，为投资人获取合理回报创造条件。各行业主管部门要根据行业规划建

立吸引社会投资的重大项目储备库，并结合项目前期工作开展情况，筛选一批示范项目，适时向

社会公开推介，形成“储备一批、试点一批、推介一批”的滚动发展模式。

　　(三)强化监督管理，完善退出机制。行业主管部门要加强行业监管，明确准入标准、服务质量

和监管细则，加强内控管理，防止出现违规现象;严格落实项目法人责任制、招标投标制、建设监

理制和合同管理制，严格遵守基本建设程序，加强全过程质量控制。加快推进社会信用体系建

设，健全纠纷解决和风险防范机制，明确社会资本退出路径，确保项目顺利实施和安全运营，维

护社会资本合法权益。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

http://www.sip168.com/page231?article_id=252

6. 후난성 건강산업원

- 「湖南省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意见」 湘政發[2014]30號

http://govinfo.nlc.gov.cn/hnsfz/zfgb/2014ndslq/201506/t20150618_8018008.shtml?classid=602

- 「湖南省"十三五"卫生和计划生育事业发展规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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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nsx.gov.cn/sxq/xxgk/7978/content_66691.html

- 「湖南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鼓励和支持民间资本参与公共领域投资的若干意见」湘政辦

發[2014]66號

http://govinfo.nlc.gov.cn/hnsfz/zfgb/2014ndsqq/201506/P020150618373931838312.html

- 「湖南省现代服务业发展行动计划（2014—2017年）」湘政辦發[2014]47號

http://govinfo.nlc.gov.cn/hnsfz/zfgb/2014ndssq_45812/201506/P020150617569303396706.html

- 「湖南省关于促进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

根据《国务院办公厅转发发展改革委卫生部等部门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

意见的通知》（国办发〔2010〕58号）精神，结合我省实际，现就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

办医疗机构提出如下意见： 　　一、指导思想、基本原则和主要目标 　　（一）指导思想。深入

贯彻落实科学发展观，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加快转变卫生发展方式。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

办医疗机构，建立以公立医疗机构为主导、非公立医疗机构加快发展的运行规范、竞争有序的多

元化办医格局，满足人民群众多层次的医疗服务需求，不断提高全省人民健康水平。 　　（二）

基本原则。 　　——统筹规划，共同发展。完善区域卫生规划和医疗机构设置规划，充分调动各

方积极性，坚持公立医疗机构为主导，鼓励和支持非公立医疗机构共同发展。 　　——平等准

入，完善政策。坚持公开、公平、公正原则，实行统一的准入制度，消除政策障碍，营造非公立

医疗机构良性发展的新环境。 　　——正确引导，依法监管。加强行业监管，规范职业行为，依

法维护非公立医疗机构和人民群众的合法权益。 　　（三）主要目标。建立与我省经济社会发展

水平相适应的多元化办医新格局，强化和完善医疗卫生服务体系。到“十二五”末，非公立医疗机

构床位数占全省医疗机构总床位数的比例争取达到20%以上。 　　二、放宽社会资本举办医疗机

构的准入范围 　　（四）鼓励和支持社会资本举办各类医疗机构。社会资本可以自主选择举办营

利性或非营利性医疗机构。营利性医疗机构到工商行政管理部门进行工商注册登记,非营利性医疗

机构到民政部门进行民办非企业单位登记，取得法人资格。优先鼓励社会资本以多种形式举办上

规模、高层次的综合医院和有特色的专科医院。鼓励有资质人员依法开办个体诊所。 　　社会资

本举办的医疗机构可选择与其医院类别和功能相适应的诊疗科目，报卫生行政部门依法核准。对

符合申办条件、具备相应资质的，应予以批准并及时发放相应许可，不得无故限制非公立医疗机

构执业范围。非公立医疗机构按照批准的执业范围、医院等级、服务人口数量等，合理配置大型

医用设备。 　　（五）调整和新增医疗卫生资源优先考虑社会资本。各地要把非公立医疗机构纳

入当地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根据当地卫生发展规划进行正确引导，支持其规范、健康发

展。在区域卫生规划和医疗机构设置规划中，要给非公立医疗机构留有合理空间，其设立条件、

资质审核、审批程序等与公立医疗机构相同。需要新增和调整卫生资源时，在符合准入标准的条

件下，优先考虑由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 　　（六）鼓励和支持非公立医疗机构做大、做强。

鼓励社会资本举办和发展具有一定规模、有特色的医疗机构，引导有条件的医疗机构向高水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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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技术含量的大型医疗集团发展，实施品牌发展战略，树立良好的社会信誉。鼓励非公立医疗机

构加强临床科研和人才队伍建设。 　　（七）鼓励社会资本参与公立医院改制。根据区域卫生规

划，合理确定公立医院改制范围。可在公立医院改革试点地区以及部分国有企业所办医院先行试

点。引导社会资本以多种方式参与包括国有企业所办医院在内的公立医院改制，积极稳妥地把部

分公立医院转制为非公立医疗机构，适度降低公立医院的比重，促进公立医院合理布局。要优先

选择具有办医经验、社会信誉好的非公立医疗机构参与公立医院改制。在改制过程中，要按照严

格透明的程序和估价标准对公立医院资产进行评估，加强国有资产处置收益管理，防止国有资产

流失；按照国家和我省政策规定制定改制单位职工安置办法，保障职工合法权益。 　　公立医疗

机构逐步减少并严格控制特需服务，公立和非公立医疗机构特需服务所得收入应按规定缴纳税

费。 　　（八）允许境外资本举办医疗机构。进一步扩大医疗机构对外开放，将境外资本举办医

疗机构调整为允许类外商投资项目。允许境外医疗机构、企业和其他经济组织与我省医疗机构、

企业和其他经济组织以合资或合作形式设立医疗机构。境外资本既可举办营利性医疗机构，也可

以举办非营利性医疗机构。鼓励境外资本在我省相对欠发达地区投资举办医疗机构。 　　香港、

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以及国际知名品牌医疗实体的资本在我省举办医疗机构，按规定享受

优先支持政策。 　　（九）规范外资办医的准入程序。医疗外资项目的核准和审批应当执行现行

法律法规以及国家和我省现行政策。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设立由省卫生厅和省商务厅审

批，其中设立中医、中西医结合的医院需征求省中医药管理局意见。外商独资医疗机构的设立由

卫生部和商务部审批，其中设立中医、中西医结合、民族医医院的需征求国家中医药管理局意

见。具体办法由相关部门另行制定。 　 　 三、进一步改善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执业环境 　　

（十）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在用地政策上给予支持。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建设应符合土地

利用总体规划和相关城乡规划，非营利性医疗卫生设施用地可以划拨方式提供土地使用权，非营

利性医疗机构不得擅自改变土地用途，如需改变，应依法办理用地手续。营利性医疗机构建设用

地实行有偿使用。 　　（十一）鼓励金融机构运用信贷手段，支持非公立医疗机构的举办和发

展。营利性非公立医疗机构可以利用有偿出让取得的土地、产权明晰的房产等固定资产申请抵押

贷款，国土资源、房产管理部门应予办理抵押登记手续。 　　（十二）落实非公立医疗机构税收

政策和价格政策。社会资本举办的非营利性医疗机构按国家规定享受税收优惠政策，用电、用

水、用气、用热与公立医疗机构同价，提供的医疗服务和药品要执行政府规定的相关价格政策。

营利性医疗机构按国家规定缴纳企业所得税，提供的医疗服务实行自主定价，免征营业税。 　　

营利性医疗机构自用房产、土地，报主管地税机关备案后，自取得执业登记之日起，3年内免征

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非公立医疗机构通过公益性社会团体或县级以上政府及其部门，用于

公益事业的捐赠支出，在年度利润总额12%以内的部分，准予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 　　

（十三）鼓励各地购买非公立医疗机构提供的服务。鼓励各地采用政府采购或其他形式，选择符

合条件的非公立医疗机构承担公共卫生服务以及政府下达的医疗卫生支农、支边、对口支援等任

务。支持社会资本举办的社区卫生服务机构、个体诊所等非公立医疗机构在基层医疗卫生服务体

系中发挥积极作用。 　　非公立医疗机构在遇有重大传染病、群体性不明原因疾病、重大食物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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职业中毒以及因自然灾害、事故灾难或社会安全等事件引起的突发公共卫生事件时，应执行政府

下达的指令性任务，并按规定获得政府补偿。 　　（十四）将符合条件的非公立医疗机构纳入医

保定点范围。非公立医疗机构凡执行政府规定的医疗服务和药品价格政策，符合医保定点等相关

规定的，人力社保、卫生、民政等部门应按程序将其纳入职工和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新型农

村合作医疗、城乡医疗救助、工伤保险、生育保险等社会保障定点服务范围，执行与公立医疗机

构相同的报销政策。 　　（十五）设立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专项补助资金。非公立医疗机构获

得国家级、省级和市级重点学科建设项目的，享受公立医疗机构重点学科建设经费补助同等待

遇。各级卫生行政部门应将非公立医疗机构的重点学科建设统一纳入本地区医疗卫生机构重点学

科建设范畴。省级卫生行政部门根据全省非公立医疗机构发展实际，设立专门面向非公立医疗机

构的重点学科建设计划。 　　（十六）鼓励对社会资本举办的非营利性医疗机构进行捐赠。鼓励

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以及个人等对社会资本举办的非营利性医疗机构进行捐赠，并落实相

关税收优惠政策。鼓励红十字会、各类慈善机构、基金会等出资举办非营利性医疗机构，或与社

会资本举办的非营利性医疗机构建立长期对口捐赠关系。 　　四、加大对非公立医疗机构人员队

伍建设的扶持力度 　　（十七）优化非公立医疗机构用人环境。非公立医疗机构依据国家相关法

律法规，享有用工自主权。其招聘录用的人员必须依法签订劳动合同，建立法定的劳动关系，在

人才交流服务机构实行人事代理，按照规定参加社会保险。 　 　 有条件的单位可为中级职称

（含）以上人员建立补充保险，以确保他们的待遇水平。 　　非公立医疗机构聘用外籍或港澳台

医务人员，按国家有关规定执行。 　　（十八）改善非公立医疗机构外部学术环境。非公立医疗

机构人员在职称评聘、科研立项、参加学术活动、评先评优等方面享有与公立医疗机构同类人员

同等的待遇。各医学类行业协会、学术组织和医疗机构评审委员会要平等吸纳非公立医疗机构参

与，保证非公立医疗机构占有与其在医疗服务体系中的地位相适应的比例，保障非公立医疗机构

医务人员享有承担与其学术水平和专业能力相适应的领导职务机会。 　　（十九）加强对非公立

医疗机构的人员培训。各地要把非公立医疗机构卫生技术人员的培养纳入医疗卫生人才继续教

育、技能人才职业技能培训、全科医生培养培育和住院医师规范化培训等培训计划。政府相关部

门要有计划地对非公立医疗机构的举办者和各级管理者进行政策法规、现代管理知识等培训，提

高管理人员综合素质，促进科学管理和依法治院。 　　（二十）鼓励医师多点执业，医务人员合

理流动。鼓励医师在确保医疗服务质量的前提下，根据规定的程序进行多点执业，各地人力社保

和卫生部门应制定相关的实施办法。 　　鼓励医务人员在公立和非公立医疗机构间合理流动，支

持非公立医疗机构通过各种形式聘用公立医疗机构医务人员。各地不得限制医务人员在公立医疗

机构与非公立医疗机构之间自由流动。各地可根据当地实际出台办法，保障公立医疗机构医务人

员在公立医疗机构与非公立医疗机构间自由流动，有关部门和单位应按国家有关规定及时给予办

理执业地点变更、人事劳动关系衔接、社会保险关系转移、档案转接等手续。 　　五、加强指导

和规范管理，促进非公立医疗机构持续健康发展 　　（二十一）引导非公立医疗机构规范执业。

非公立医疗机构作为独立法人实体，自负盈亏，独立核算，独立承担民事责任。非公立医疗机构

要执行医疗机构管理条例及其实施细则等法规和相关规定，提供医疗服务要获得相应许可。严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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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公立医疗机构超范围服务，依法严厉打击非法行医活动和医疗欺诈行为。规范非公立医疗机构

医疗广告发布行为，严禁以任何形式发布虚假、违法医疗广告。卫生部门要把非公立医疗机构纳

入医疗质量控制评价体系，通过日常监督管理、医疗机构校验和医师定期考核等手段，对非公立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执业情况进行检查、评估和审核。 　　建立社会监督机制，将医疗质量和

患者满意度纳入对非公立医疗机构日常监管范围。发挥医疗保险对医保定点机构的激励约束作

用，促进非公立医疗机构提高服务质量，降低服务成本。 　　（二十二）促进非公立医疗机构守

法经营。非公立医疗机构要严格按照登记的性质开展相应的业务，严格执行法律法规和各项政策

规定，执行国家规定的财务会计制度，依法进行会计核算和财务管理，接受相关部门的监督检

查。非营利性医疗机构所得收入除规定的合理支出外，只能用于医疗机构的继续发展。对非营利

性医疗机构违反经营目的、收支结余用于分红或变相分红的，卫生部门要责令限期改正；情节严

重的，按规定责令停止执业，并依法追究法律责任。营利性医疗机构所得收益可用于投资者经济

回报。非公立医疗机构要按照临床必需的原则为患者提供适当的服务，严禁诱导医疗和过度医

疗。对不当谋利、损害患者合法权益的，卫生部门要依法惩处并追究法律责任。充分发挥会计师

事务所对各类医疗机构的审计监督作用。 　　（二十三）推动非公立医疗机构提高管理水平。鼓

励非公立医疗机构推行现代化医院管理制度，建立规范的法人治理结构，加强成本控制和质量管

理，聘用职业院长负责医院管理。支持社会资本举办医院管理公司提供专业化的服务。允许非公

立医疗机构采用各种方式聘请或委托国内外具备医疗机构管理经验的专业机构参与医院管理，提

高管理效率。指导非公立医疗机构依法实施劳动合同制度，建立和完善劳动规章制度。 　　（二

十四）培育和增强非公立医疗机构的社会责任感。非公立医疗机构要增强社会责任意识，坚持以

病人为中心，加强医德医风建设，大力弘扬救死扶伤精神，加强医务人员执业道德建设和人文精

神教育，做到诚信执业。鼓励非公立医疗机构通过按规定设立救助基金、开展义诊等多种方式回

报社会。进一步培育和完善非公立医疗机构行业协会，充分发挥其在行业自律和维护非公立医疗

机构合法权益等方面的积极作用。 　　（二十五）加强非公立医疗机构的信息化建设。要保障非

公立医疗机构在政策知情和信息、数据等公共资源共享方面与公立医疗机构享受同等权益。要提

高信息透明度，按照信息公开的有关规定及时公布各类卫生资源配置规划、行业政策、市场需求

等方面的信息。将非公立医疗机构纳入省市县信息平台建设，以医院管理和电子病历为重点，推

进信息化建设。 　　（二十六）完善非公立医疗机构变更经营性质的相关政策。社会资本举办的

非营利性医疗机构原则上不得转变为营利性医疗机构。确需转变的，应注销后进行清算，再重新

申办，并根据其经营性质，报经原审批部门批准并依法办理相关手续。社会资本举办的营利性医

疗机构转换为非营利性医疗机构，可提出申请并依法办理变更手续。变更后，按规定分别执行国

家有关价格和税收政策。 　　（二十七）建立非公立医疗机构的退出机制。非公立医疗机构如发

生产权变更，可按有关规定处置相关投资。非公立医疗机构如发生停业或破产，按照有关规定处

理。 　　（二十八）此前有关规定与本意见不一致的，以本意见为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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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长沙市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长政办发〔2014〕29号

http://www.changsha.gov.cn/xxgk/gfxwj/szfbgt/201410/t20141014_645274.html

为积极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根据《湖南省人民政府办公厅转发省发改委等部门关

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的通知》（湘政办发〔2012〕11号）和

《长沙市人民政府关于加快市场化改革促进民间投资发展的意见》（长政发〔2013〕19号）要

求，结合长沙实际，特制定如下实施意见。

一、科学规划引导非公立医疗机构发展

（一）完善卫生发展规划。结合我市经济社会发展水平和卫生资源现状，切实发挥区域卫生规划和

医疗机构设置规划的宏观调控和科学引导作用，将社会办医纳入规划范围，满足非公立医疗机构

特别是非营利性医疗机构发展需求。科学调配区域内医疗机构之间的功能整合和分工协作，注重

发挥市场机制作用，促进有序竞争，提高医疗卫生服务效率、质量和水平。新增卫生资源，特别

是城市医院的设置和改扩建、病床规模的扩大、大型医疗设备的购置，须按照区域卫生规划和医

疗机构设置规划的要求与标准审批。

（二）优化卫生资源配置。按照总量控制、结构调整、规模适度的原则，严格控制公立医院发展规

模，留出社会办医的发展空间。在满足群众基本医疗需求的情况下，支持并优先选择社会信誉

好、具有较强管理服务能力的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鼓励社会资本通过多种形式参与公立医院

（包括国有企事业所办医院）改制重组。

（三）完善多元办医格局。建立与我市经济社会发展水平相适应的的多元办医格局，发挥市场机制

作用，积极扶植社会力量参与，促进有序竞争，提高服务效率、质量和水平。到2020年，非公立

医疗机构床位数和服务量达到总量的30%左右，建设5-7家非公立三级专科医院，实现非公立医

疗机构与公立医疗机构协调发展，建成全国社会资本办医综合改革示范城市。

二、拓宽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准入范围

（一）多渠道引入优质社会资本参与发展医疗事业。鼓励有实力的企业、慈善机构、基金会、商业

保险机构等社会力量以及境外投资者以各种形式举办医疗机构。鼓励大型医疗集团设立产业基金

支持发展医疗机构。鼓励有资质的执业医师（含港澳台地区）举办具备一定功能和专业水平的诊

所。鼓励公立医疗机构具有副主任医师以上资质的执业医师独立举办私人诊所。调整和新增医疗

卫生资源时，在符合准入标准的条件下，优先考虑由社会资本举办。

（二）鼓励和支持社会资本进入各类医疗服务领域。重点鼓励社会资本在医疗资源相对薄弱的地区

举办医疗机构；鼓励社会资本举办老年医疗护理、健康咨询、康复、精神卫生、儿科、产科等医

疗服务供给不足的专科医疗机构；鼓励社会资本举办中医或中西医结合医疗机构、有条件的医药

企业开设中医坐堂诊所；鼓励设置独立的医学影像诊断、医学检验、病理诊断等专业服务机构；

鼓励有条件的非公立医疗机构向高水平、规模化的大型医疗集团发展，发展特需医疗服务。

（三）放宽对非公立医疗机构大型医用设备配置。科学制订大型医用设备配置规划，按照非公立医

疗机构设备配备不低于20%的比例，预留规划空间。按照满足合理需求、保障医疗质量安全的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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则，对非公立医疗机构的配置申请，重点考核人员资质、技术能力等相关指标，对床位规模、门

急诊人次等业务量评价指标方面的要求，根据实际情况适当把握。对新建非公立医疗机构，按照

建设方案拟定的科室、人员等条件予以配置评审；如符合配置要求，可予先行采购，经组织专家

复审并确保相关专业人员落实到位后再正式下达配置规划。积极引导和支持区域内医疗机构按照

国家有关规定联合建立区域性大型医用设备检查中心，形成共建、共用、共享和共管机制，促进

资源充分合理利用，推进二级以上医疗机构检验对所有医疗机构开放。

三、鼓励社会资本参与公立医院改革

（一）鼓励社会资本参与投资公立医院。鼓励社会资本以投资回报方式在院区建设、后勤服务方面

投资公立医院，推进公立医院后勤社会化和专业化发展。

（二）鼓励社会资本与公立医院开展业务合作。鼓励国内外知名品牌医疗实体、医疗投资管理集团

与公立医院开展多层次业务合作，建立区域性专科医疗服务中心，打造优势竞争品牌。

（三）鼓励社会资本积极参与公立医院改制。优先选择办医经验丰富、社会信誉良好、管理模式先

进的医疗机构，通过联合、改造重组、托管等形式参与公立医院（含国有企事业单位医院）改

制，建立混合所有制的股份制医院。公立医院改制，要严格按照国家及我市国有资产管理有关规

定，切实做好清产核资、财务审计、资产评估、资产处置、产权交易等工作，防止国有资产流

失。要充分听取职工意见，履行民主程序，按照国家和省、市相关政策保障职工合法权益。

四、加大对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扶持力度

（一）投融资政策。创新医疗机构投融资机制，探索建立以国有资本出资的长沙市医疗服务投资管

理公司，充分发挥市属国有资本对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引导和扶持作用。探索建立风险可控

的医疗机构低息贷款和贷款贴息机制。支持非公立医疗机构按规定利用办医结余和捐赠资助设立

医疗基金，收益用于医疗机构发展。

（二）财政奖补政策。政府性资金对包括社会资本在内的各类投资办医主体同等对待，扶持社会资

本举办的老年医疗护理、康复、精神卫生、儿科、产科等服务供给不足的非营利性医疗机构和在

医疗资源配置薄弱地区的医疗机构，所需资金在卫生专项中统筹解决。

（三）税费政策。根据医疗机构的不同经营性质落实相应税费政策。非营利性民办医疗机构按规定

经财政、税务部门认定免税资格后，同等享有公办医疗机构的各项税收待遇。营利性医疗机构取

得的收入，直接用于改善医疗卫生条件的，自其取得执业登记之日起，3年内对其取得的医疗服

务收入依法免征营业税、自产自用的制剂免征增值税，自用的房产、土地、车船免征房产税、城

镇土地使用税和车船使用税。社会资本举办的二级以上（含二级）医疗机构建设，建设单位按

“收支两条线”原则全额缴纳项目报建费，市财政将项目所缴纳的城市基础设施配套费的50%安排

给建设单位专项用于项目建设。

（四）收费价格政策。社会资本举办的非营利性医疗机构，在用电、用水、用气等方面享受与公立

医院同等政策。落实国家发展改革委、国家卫生计生委、人力资源社会保障部《关于非公立医疗

机构医疗服务实行市场调节价有关问题的通知》（发改价格〔2014〕503号）精神，社会资本举

办的各类医疗机构其服务价格采用灵活定价机制，满足多元化医疗需求。鼓励非公立医疗机构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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极探索实行有利于控制费用、公开透明、方便操作的医疗服务收费方式。

（五）用地政策。医疗机构建设应当符合土地利用总体规划及城乡规划的要求，用地规模须根据

《长沙市主要地类建设用地定额标准（试行）》进行核准。对纳入年度用地计划且符合用地规模

的医疗用地，优先确保其用地供应。非营利性医疗机构用地可以采取行政方式供地，但不得分割

及擅自转让土地使用权，且不得改变土地用途。营利性医疗机构采取有偿方式用地的，可按照协

议出让方式供地，但不得分割及擅自转让土地使用权，且不得改变土地用途。如需由行政划拨用

地改为有偿出让用地的，按国家相关规定办理。

（六）医保定点政策。将符合条件的非公立医疗机构纳入城镇职工和城乡居民医保定点服务范围，

并执行与公立医疗机构相同的报销政策。对社会资本举办的老年医疗护理、精神卫生、儿科、产

科等非营利性医疗机构给予支持，优先纳入医保定点。

（七）界定明晰产权。非公立医疗机构自主经营、独立核算、自负盈亏、自担风险，任何单位和个

人不得侵占、私分或者挪用其资产。

（八）投资奖励机制。非营利性社会办医疗机构在扣除运行成本、提取其他有关费用后的结余部

分，按60%预留医疗机构发展基金，40%用于奖励举办者。

（九）加快审批手续。加快落实非公立与公立医疗机构在设置审批、运行发展等方面同等对待的政

策，不得设置法律法规规范以外的限制条件。对具备相应资质的非公立医疗机构，应按照规定予

以批准，加快办理审批手续，简化审批流程，提高审批效率。

（十）政府购买服务政策。政府同等支持非公立医疗机构进入公共卫生服务体系，采取政府购买服

务等形式选择符合条件的医疗机构承担公共卫生服务以及政府下达的医疗卫生支农、支边、对口

支援等任务。发生突发公共卫生事件时，非公立医疗机构应执行政府下达的指令性任务，并按同

等待遇获得政府补偿。

五、支持非公立医疗机构提升服务能力

（一）优化用人环境。非公立医疗机构享有用工自主权并依法签订劳动（聘用）合同，按照国家规

定参加社会保险。鼓励非公立医疗机构建立补充养老保险制度。非公立医疗机构聘用外籍或港澳

台地区的卫生技术人员，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二）引导卫生技术人员合理流动。允许医师多点执业，制定规范的医师多点执业指导意见。二、

三级医院主治医师及以上职称的专业医师多点执业，无需办理其他相关手续，仅需市级卫生行政

部门备案。允许医务人员在不同举办主体医疗机构之间有序流动，在社会保险缴费年限计算、社

会保险转移接续以及人事聘用等方面建立公立和非公立医疗机构间的衔接机制，探索由身份管理

向资格管理转变。

（三）支持引进和培养人才。建立以卫生技术人员为重点的非公立医疗机构人才队伍建设扶持机

制。将非公立医疗机构所需专业人才纳入全市人才引进总体规划，享有政府规定的引进各类人才

的同等优惠政策。在引进高层次人才以及开展继续医学教育、全科医生培养、住院医师规范化培

训、新技术技能培训等方面，对非公立医疗机构一视同仁。非公立医疗机构在业务收入中须按照

当年业务收入的1%足额提取经费用于自身教育培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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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支持提升学术地位。协调支持将具备较高管理能力和专业技术水平的非营利性医院优先纳入

医学高等院校教学医院范围。各医学类行业协会、学术组织和医疗机构评审委员会要平等吸纳非

公立医疗机构人员参与，扩大非公立医疗机构人员所占的比例。进一步保障非公立医疗机构在行

业协会学会中享有承担与其学术水平和专业能力相适应的职务的机会。

（五）支持重点专科建设。加强对非公立医疗机构临床专科能力建设的指导，将其统一纳入临床重

点专科建设规划。非公立医疗机构获得国家和省市级重点专科建设项目的，在资金分配等方面给

予同等对待。非公立医疗机构在医学院校临床教学基地以及住院医师规范化培训基地等资格认定

方面与公立医疗机构一视同仁。非公立医疗机构人员在职称评定、参加学术活动与业务竞赛、科

研立项及其成果鉴定、评先评优等方面享有同等待遇。

（六）支持公立医疗机构对口支援非公立医疗机构。鼓励大型公立医疗机构对口支持非公立医疗机

构，参与非公立医疗机构管理及合作，鼓励公立医疗机构充分利用优势学科和技术，以人员、品

牌、技术等形式，与社会资本合资合作办医，为社会提供多层次医疗服务。

（七）支持开展信息化建设。支持非公立医疗机构加快实现与医疗保障、公立医疗机构等信息系统

的互联互通。及时公布各类卫生资源配置规划、行业政策、市场需求等方面信息，畅通非公立医

疗机构获取相关政策信息的渠道，保障非公立和公立医疗机构在政策知情和信息占用等公共资源

共享方面享有平等权益。

六、建立规范有序的竞争机制

（一）确保医疗服务质量。将非公立医疗机构纳入统一的医疗质量控制与评价范围。对非公立医疗

机构和公立医疗机构在医疗技术临床应用准入管理方面给予同等对待。卫生行政管理部门要切实

履行政府监管职责，按照有关法律法规和标准规范，以规范非公立医疗机构的服务行为、提高服

务质量和提升服务水平为核心，创新监管手段，加强对非公立医疗机构的监管。同时，充分发挥

有关行业协会、社会组织对非公立医疗机构服务质量、服务费用、经营性质等方面的监管作用，

实现对非公立医疗机构监管的制度化、常态化，保证医疗质量和医疗安全。建立“黑名单”制度，

严厉打击各类违法违规行为。

（二）严格依法执业。对非公立医疗机构的类别、诊疗科目、床位、设备、专业人员注册进行监

管，严禁超范围执业；重点监督非公立医疗机构传染病防治、院感消毒、医疗废物处置等，确保

公共卫生安全；严厉打击过度医疗、非法行医、诱导欺诈等严重违法行为。引导非公立医疗机构

增强社会责任意识，坚持以病人为中心，加强医德医风建设，弘扬救死扶伤精神，努力构建和谐

医患关系。

（三）切实维护医疗秩序。将非公立医疗机构统一纳入医疗纠纷预防、处置管理体系，非公立医疗

机构在发生重大医患纠纷时，当地卫生计生行政管理部门要协调公安等部门积极指导和支持其依

法依规处置，维护医患双方的合法权益，保障良好的诊疗秩序。鼓励非公立医疗机构参加医疗责

任保险、医疗意外保险等多种形式的执业保险。

（四）提高非公立医疗机构管理水平。规范临床诊疗、行政管理和财务会计等管理制度。充分发挥

电子信息手段在规范医疗服务行为的作用，实行全方位、全过程的动态监管。表彰非公立医疗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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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정책명 
Ÿ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                             

 (중화인민공화국 및 대한민국정부 자유무역협정)

Ÿ 「烟台中韩产业园相关政策扶持 」 (옌타이 한중산업원 정책 지지)

세수 
Ÿ 관세양허표에 해당하는 품목 수입시 감세 또는 세금 면제

Ÿ 규정에 부합되는 상대국가의 인력의 역내에서의 의료활동에 사용되는 전문설비 수입

에 대한 세금 면제

기타 
Ÿ 모태펀드[중한(연태)산업발전인도기금(1차규모:10억위안)]+자펀드[중한(연태)산업

단지발전기금(1차규모: 10억위안)]방식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단지 내 인프라시설 및 

입주기업 발전 지원

构在保障人民群众健康、完成政府指令性任务和处置公共卫生事件中涌现的先进事迹，营造促进

非公立医疗机构发展的良好氛围。

七、本意见自2014年11月9日起实施。

- 「2016年长沙"十三五"规划」

http://baogao.cnrencai.com/shibadabaogao/22724.html

- 「长沙市人民政府关于加快发展养老服务业的实施意见」长政发[2015]1號

http://www.cdpsn.org.cn/policy/dt104l41166.htm

7. 현대서비스산업밀집구 (옌타이 한중산업원)

- 「山东省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关于印发2016年全省卫生计生工作要点的通知」鲁卫办发

〔2016〕1号

http://www.sdfgw.gov.cn/art/2016/3/28/art_1704_183052.html

- 「山东省“十三五”卫生计生工作目标」

http://www.aiweibang.com/yuedu/100019271.html

- 「山东省政府关于印发《加快健康服务业发展分工方案》的通知」鲁卫医改字〔2015〕1号

http://www.sdwsjs.gov.cn/wzxxgk/yyjg/yggz/tzwj/201502/t20150210_54616.html

- 「山东省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的通知」鲁政办发〔2012〕51号

http://www.mianfeiwendang.com/doc/2f9677c057051e49396fddb7

省发展改革委、省卫生厅、省财政厅、省商务厅、省人力资源社会保障厅《关于进一步鼓励和引

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已经省政府同意，现转发给你们，请认真贯彻执行。

　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是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的重要内容，有利于增加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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疗卫生资源，扩大服务供给，满足人民群众多层次、多元化医疗服务需求；有利于建立竞争和互

补机制，完善医疗服务体系。各地、各有关部门要解放思想、转变观念，充分认识鼓励和引导社

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重要意义。要结合实际制定和完善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

施细则和配套文件，消除阻碍非公立医疗机构发展的政策障碍，努力为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营

造良好环境，促进非公立医疗机构持续健康发展。

- 「烟台市"十三五"规划纲要」

http://m.jiaodong.net/mnews/index/articleInfo/?aid=89251

- 「烟台市健康服务业发展规划(2015—2020)」

http://news.163.com/15/1111/08/B84I7GIT00014AEF.html

- 「烟台市关于加大对外开放力度推进医疗健康服务业发展的意见」

http://www.ytdonghua.com/dongtai/news2139.html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

http://www.sip168.com/page231?article_id=252

- 「山东省关于支持中韩（烟台）产业园建设的若干意见」

山东省委办公厅、省政府办公厅今年10月份专门下发《关于支持中韩（烟台）产业园建设的若干意

见》（以下称《意见》），支持将产业园打造成为中韩自贸区产业合作示范区、东北亚综合国际

物流枢纽。

依托烟台经济技术开发区、烟台保税港区、烟台高新技术产业开发区以及规划中的烟台东部海洋经

济新区、烟台蓬莱国际机场空港经济区，推进产业园建设。

《意见》提出，支持产业园按照“两国双园”模式与韩国新万金韩中经济合作区开展合作，打造中韩

自贸区产业合作示范区、东北亚综合国际物流枢纽、“一带一路”战略合作平台、韩囯元素突出的
智慧型宜居新区。将产业园纳入省“十三五”规划，争取纳入国家“十三五”规划和“一带一路”战略

发展规划。根据产业园发展需要，确需调整或修改城市总体规划、土地利用总体规划的，积极协

调国务院有关部门予以支持。

在产业方面，《意见》支持产业园立足地理区位、资源环境、交通条件、产业基础、开放合作等方

面的突出优势，通过与韩国大企业深化合作，培育壮大高端装备制造等产业，根据合作发展需

要，可在产业园内辟建专业化“园中园”和“园中区”。

《意见》提出，要降低制造业准入门槛。推动放宽韩国企业从事新能源汽车制造、船舶及关键零部

件制造的投资准入限制。支持韩国制药厂商在产业园肉申请注册新药，设立韩资药品生产及研发

企业。

鼓励金融领域投资。支持符合条件的金融机构在产业园设立分支机构。支持符合条件的韩资金融机

构在产业园设立合资基金管理公同，允许韩资持股比例突破50%，支持设立韩商独资或控股的小

额贷款公司和融资性担保公司。允许在烟台的韩资企业在产业园内发起设立独资或控股的民间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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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정책명 
Ÿ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                             

 (중화인민공화국 및 대한민국정부 자유무역협정)

Ÿ 「国际美容健康中心招商优惠政策」                                             

  (국제미용건강센터우대정책)

세수 
Ÿ 관세양허표에 해당하는 품목 수입시 감세 또는 세금 면제

Ÿ 규정에 부합되는 상대국가의 인력의 역내에서의 의료활동에 사용되는 전문설비 수입

에 대한 세금 면제

장비구매/
수입 

Ÿ 투자 금액 3,000만위안 이상의 종합의료기관, 건강검진센터, 미용건강센터, 건강양로

센터 등 기관에 실제 고정자산투자액의 8~15% 보조금 지급

本管理公司，注册资本不低于1亿元人民币，经营区域限于产业园内。

另外还将放宽船舶领域投资。积极创造条件，放宽中韩合资、中韩合作国际船舶企业外资股比限

制，争取设立韩商独资国际船舶管理企业。

《意见》提出，支持在产业园设立进口商品保税展示交易中心，进一步活跃对韩商品贸易。支持产

业园打造中韩冷链物流基地，建设面向全国的冷链物流中转中心。支持烟台结合资源要素禀赋优

势，在产业园建立介于现货与期货之间的大宗商品交易市场。

创新产业园内外贸发展业态，扩大烟台跨境电子商务直购进口试点商品范围，争取开展跨境电子商

务保税进口试点。支持产业园开通中韩海运邮路，支持试点海运快件和邮政国际小包业务。支持

产业园建设国际贸易综合管理服务平台，开展“市场采购”贸易。支持产业园内内外资企业从事游

戏游艺设备生产，经省文化部门审核后面向国内市场销售。

支持产业园内符合条件的金融机构在境外发行本外币债券和开办外币离岸业务。优先支持产业园内

符合条件的企业在主板、中小板和创业板上市，支持产业园内暂不符合上市条件的企业在全囯中

小企业股份转让系统及区域股权交易市场挂牌。推动经国家证券监管部门批准设立的股权众筹服

务平台与产业园加强对接，探索设立产业园分平台。支持烟台建设区域性基金管理中心，着力构

建山东金融板块的‘‘第三极”。积极参与囯家拟设立的中韩产业投资基金筹建工作，并争取注册在

产业园。

在旅游领域合作方面，以2015年和2016年中韩互办旅游年为契机，争取72小时过境免签证和对韩国

旅游团队实行15天免签政策，探索开展跨境自驾游业务，将烟台打造成为韩国游客赴全国各地旅

游的集散地和中国游客赴韩国旅游的中转地。

另外，支持烟台与韩国在海洋科技、海洋人才培训等领域的深度合作，争取将渤海海峡跨海通道项

目列入国家“十三五”规划，开展前期基础研究工作。提升航运服务功能。加快国际船舶登记制度

创新，支持烟台设立国际船舶交易机构。

8. 옌청 경제기술개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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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정보조 

Ÿ 의료기기제조업체의 건물 임대료 인하 또는 면제

Ÿ 자체 건설 시 총 투자금액의 일정한 비례의 자금 지원

기타 Ÿ 의료기관이 프랜차이즈의 방식으로 양생, 양로기업과의 합작을 허용

Ÿ 의료기계 생산허가증 취득 시 일회성 보조금 지급

- 「江苏省健康产业发展规划」

- 「江苏省政府关于加快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苏政发〔2014〕76号

http://www.sdfgw.gov.cn/art/2014/11/28/art_721_115673.html

- 「江苏"十三五"规划纲要」

http://bbs.yjbys.com/642885.html

- 「江苏省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投资指引」（2015年版）

http://wsj.jiangyin.gov.cn/a/201507/128zdsyl5sv2f.shtml

- 「盐城市中心城区综合医院规划一览表（2030年）」

http://www.hmting.com/thread-14389662-1-15.html

- 「盐城市2016年全市卫生计生工作要点」盐卫综合〔2016〕3号

http://wsj.yancheng.gov.cn/ywgl/zhgl/201602/t20160223_526953.html

- 「盐城市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會資本举办醫療機構实施意见的通知」

http://www.yancheng.gov.cn/ycapp/docDownLoad.action?model.id=ff8080813628dbb201362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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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43402fa

为促进我市非公立医疗机构持续健康发展，根据《省政府办公厅转发省发展改革委省卫生厅等部

门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苏政办发〔2011〕47号）精神，

结合我市非公立医疗机构发展实际，现就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提出以下实施意见：

一、拓宽社会资本进入医疗行业的空间

（一）制定和调整医疗卫生资源配置规划优先考虑社会资本。各县（市）要将非公立医疗机构设

置统一纳入本地区区域卫生规划和医疗机构设置规划。在制定和调整本地区区域卫生规划、医疗

机构设置规划和其他医疗卫生资源配置规划时，要给非公立医疗机构发展留有足够空间。调整和

新增医疗卫生资源时，在符合准入标准的条件下，优先考虑由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鼓励和引

导社会资本在城市新区、郊区、卫星城区等医疗资源配置相对薄弱区域举办医疗机构。 

　　（二）鼓励社会资本举办各类医疗机构。社会资本可自主申办营利性或非营利性医疗机构，执

行相应的财务、税收等政策。需要新增非营利性医疗机构的，应优先考虑由社会资本举办。鼓励

大型企业、社会团体、慈善机构、基金会等各类社会资本举办具有慈善性质的非营利性医疗机

构。社会资本举办的非营利性医疗机构在扣除办医成本、预留发展基金以及按国家有关规定提取

其他必需费用后，出资人可从办医结余中取得合理回报。支持社会资本举办营利性医疗机构，优

先支持社会资本举办的医疗机构提供整形美容和疗养康复等特需医疗服务。 

　　（三）进一步扩大医疗行业对境外资本开放。境外资本在我市举办医疗机构为允许类外商投资

项目。经省、市卫生、商务部门批准，境外资本可在我市以合资或合作形式举办医疗机构。鼓励

境外资本在我市医疗资源相对薄弱的地区和领域举办医疗机构。境外资本独资、合资、合作举办

的医疗机构，可申办为营利性医疗机构，也可申办为非营利性医疗机构。 

二、积极为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创造良好的执业环境

（四）在医疗服务要素准入上一视同仁。各县（市）卫生部门要根据非公立医疗机构的服务能

力，依法依规合理审核确定其机构类别、诊疗科目、床位等执业范围。对符合申办条件、具备相

应资质的，应予批准执业许可，不得无故限制其执业范围。对非公立医疗机构在医疗技术准入、

医师准入、护士准入等方面，严格依法依规办理，不得设置法律、规范以外的限制条件。非公立

医疗机构配备大型医用设备，由相应卫生部门统一规划、统一准入、统一监管。非公立医疗机构

申报配备乙类大型医用设备的，按照规定审批程序，在同等条件下优先上报省卫生厅审批；对符

合甲类大型医用设备配置要求的，及时逐级上报卫生部审批。社会资本举办的、以提供特需医疗

为主的营利性医疗机构购置大型医用设备，可不受医用设备设置规划的限制。 

（五）落实非公立医疗机构价格、税收和医保定点政策。社会资本举办的非营利性医疗机构，按

国家规定享受税收优惠政策。营利性医疗机构按国家规定缴纳企业所得税，提供的医疗服务实行

自主定价，免征营业税；取得的收入直接用于改善医疗卫生条件的，自执业登记之日起3年内，

对其自产自用的制剂免征增值税，对自用的房产和土地免征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社会资本

举办的非营利性医疗机构执行政府规定的医疗服务和药品相关价格政策，社会资本举办的医疗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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构用电、用水、用气、用热等公用支出标准与公立医疗机构同价。对符合医保定点相关规定的非

公立医疗机构，人力资源社会保障、卫生和民政等部门应按程序将其纳入城镇基本医疗保险、新

型农村合作医疗、医疗救助、工伤保险、生育保险等社会保障的定点服务范围，签订服务协议，

并执行与公立医疗机构相同的报销政策，不得将投资主体性质作为医疗机构申请成为医保定点机

构的审核条件。 

（六）优化非公立医疗机构用人环境。鼓励医务人员在公立和非公立医疗机构间合理流动。原

公立医疗机构的医护人员应聘到非公立医疗机构工作的，应按政策规定办理养老等社会保险关系

转移接续。鼓励非公立医疗机构与应聘医务人员通过协商的方式，多渠道保障应聘医务人员退休

待遇不降低。开展医师多点执业试点工作，鼓励公立医院离退休医务人员在不改变与原单位关系

的情况下，到非公立医疗机构执业，卫生部门依法办理执业变更手续。支持公立医疗机构与非公

立医疗机构经协商并签订合作协议后，以派驻专业团队或技术骨干的形式帮助非公立医疗机构加

强专科建设。卫生专业技术人员在专业技术职务任职资格考试、职业技能鉴定、专业技术和职业

技能培训等方面不受工作单位变化的影响。 

（七）改善非公立医疗机构外部学术环境。非公立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在科研课题招标及成

果鉴定验收、临床重点专科和学科建设、医学新技术引进、医学院校临床教学基地（如附属医

院、教学医院、实习医院）、住院医师和护士等规范化培训基地、全科医师规范化培训基地、

省、市级临床医师进修基地资格认定等方面享有与公立医疗机构同等待遇。各医学类行业协会、

学术组织和医疗机构评审委员会要平等吸纳非公立医疗机构参与。凡在外省、市专业学会、协会

等社会团体及其分支机构担任领导职务的专业技术人员应聘到我市非公立医疗机构工作的，可经

我市同类社会团体推荐增补担任相应的领导职务，该社会团体换届时再按规定参加选举。 

（八）完善非公立医疗机构土地政策。国土资源、规划等部门要将非公立医疗机构用地纳入城

镇土地利用总体规划、城镇规划和年度用地计划，合理安排用地。社会资本举办的非营利性医疗

机构享受与公立医疗机构相同的土地使用政策。对社会资本举办群众服务需求较大、营利能力较

弱、承担社会医疗保障功能的康复、护理、临终关怀等专业非营利性医疗机构，或在医疗卫生资

源相对短缺区域举办非营利性医疗机构的，可通过划拨方式取得国有建设用地使用权。非营利性

医疗机构转让土地使用权、改变土地用途或单位改制的，应依法办理有关用地手续。 

（九）完善非公立医疗机构经营性质变更和退出相关政策。社会资本举办的医疗机构确需变更

机构类别的，凡符合变更条件，原审批部门要按规定予以变更。经营性质变更后，按规定分别执

行国家有关财务、价格和税收政策。非公立医疗机构如发生产权变更，可按有关规定处置相关投

资。非营利性医疗机构如发生产权变更，允许投资者收回投资，如投资者退出，资产要优先用于

职工安置。 

（十）畅通非公立医疗机构相关信息获取渠道。保障非公立医疗机构在政策知情和信息、数据

等公共资源共享方面与公立医疗机构享受同等权益。需要医疗机构参加的部门、行业协会及学术

团体举办的重要会议、重大活动，对非公立医疗机构同等对待。 

（十一）推动各地扶持非公立医疗机构发展。鼓励政府购买非公立医疗机构提供的服务，采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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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정책명 Ÿ 「西太湖国际医疗产业园主要优惠政策」(시타이후 국제의료산업원 주요 우대정책)

토지/
재정보조 

Ÿ 클러스터의 산업지향에 부합되는 입주기업에 토지수용

Ÿ 공장임대 우선권 부여

招标采购等办法，选择符合条件的非公立医疗机构承担公共卫生服务以及政府下达的医疗卫生支

农、支边、对口支援等任务。支持社会资本举办的社区卫生服务机构、个体诊所等非公立医疗机

构在基层医疗卫生服务体系中发挥积极作用。鼓励各地在房屋建设、设备购置及人员培养等方

面，对非公立医疗机构给予积极支持。 

三、促进非公立医疗机构持续健康发展

（十二）引导非公立医疗机构规范执业、守法经营。非公立医疗机构要严格执行《医师法》、

《医疗机构管理条例》及其实施细则、《护士条例》、《药品管理法》等法律法规和相关规定，

执行医疗服务许可和医疗服务要素准入制度。严禁非公立医疗机构超范围服务，依法严厉打击非

法行医活动和医疗欺诈行为。规范非公立医疗机构医疗广告发布行为，严禁发布虚假、违法医疗

广告。健全行业监管和社会监督机制，加强经常性引导和管理。认真落实医疗机构不良行为记分

制度，将非公立医疗机构纳入出院病人满意度调查、医疗核心制度检查、医疗服务明查暗访、社

会行风评议等各类医疗行风评议、医疗服务质量评价制度范围。发挥医疗保险对医保定点机构的

激励约束作用，促进非公立医疗机构提高服务质量，降低服务成本。非公立医疗机构要严格按照

登记的经营性质开展经营活动，使用税务部门监制的符合医疗卫生行业特点的票据，执行国家规

定的财务会计制度，依法进行会计核算和财务管理，并接受相关部门的监督检查。 

（十三）提升非公立医疗机构可持续发展能力。鼓励非公立医疗机构加强临床科研和人才队伍

建设。各地开展医疗卫生专业技术人才继续教育、技能人才职业技能培训、全科医生培养培训和

住院医师规范化培训等专业人员教育培训，要考虑非公立医疗机构的人才需求，进行统筹安排。

鼓励非公立医疗机构与公立医疗机构间开展科研合作攻关和建立高端人才交流共享机制。鼓励有

条件的非公立医疗机构做大做强。 

（十四）提高非公立医疗机构管理水平。鼓励非公立医疗机构推行现代医院管理制度，建立规

范的法人治理结构，加强成本控制和质量管理，聘用职业院长管理医院。把非公立医疗机构纳入

各级医院管理人员培训项目范围，指导非公立医疗机构在建设发展规划、等级医院创建、改善医

疗服务、保证医疗质量安全、控制医疗成本等方面执行国家、省、市相关规范、标准。指导非公

立医疗机构依法实施劳动合同制度，建立和完善劳动规章制度。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

http://www.sip168.com/page231?article_id=252

9. 시타이후 국제의료산업원 (시타이후 과학기술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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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창저우시 혁신형 바이오 의약 과학기술 산업지향에 부합되는 입주 기업을 협조

기타 Ÿ 국가신약증서(国家新药证书) 및 의료기계등록증서 획득 시 장려금 지급

- 「江苏省健康产业发展规划」

- 「江苏省政府关于加快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苏政发〔2014〕76号

http://www.sdfgw.gov.cn/art/2014/11/28/art_721_115673.html

- 「江苏"十三五"规划纲要」

http://bbs.yjbys.com/642885.html

- 「江苏省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投资指引」

http://wsj.jiangyin.gov.cn/a/201507/128zdsyl5sv2f.shtml

- 「常州市“十三五”卫生计生事业发展总体规划」

http://news.jstv.com/a/20151218/1450411482602.shtml

- 「常州市医疗卫生计生服务设施布局规划(2015-2020) 」(2015年4月30日)

http://wjw.changzhou.gov.cn/html/wsj/2015/ABQHLOHJ_1225/66270.html

- 「常州市政府关于加快常州市现代服务业集聚区发展的意见」常政发[2015]77 号

http://www.wjkjzy.org/Readnews.html?id=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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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辖市、区人民政府，市各委办局，市各公司、直属单位：

　　为进一步加快转变经济发展方式，促进产业结构优化升级，充分发挥现代服务业集聚区的集聚

和带头作用，不断提升我市现代服务业发展水平，现就加快发展我市现代服务业集聚区提出如下

意见。

　　一、指导思想

　　以提高服务业集约发展水平、推动产业转型升级为目标，按照“产业集中、发展集约、资源共

享、功能集成”的要求，立足现有集聚区发展基础，优化规划布局、提升服务功能，进一步增强

集聚区资源吸附能力、产业支撑能力和辐射带动能力，切实做大做强一批龙头带动型现代服务业

集聚区，重点培育一批高成长型新兴服务业集聚区，优化提升一批特色型传统服务业集聚区，全

面提高我市服务业集聚区发展水平，全力将集聚区建设成为我市现代服务业发展的先导区、主体

区和示范区。

　　二、主要目标

　　到2020年，力争建成市级服务业集聚区35家左右，其中省级服务业集聚区15家左右；市级服务

业发展示范区3-5家，其中省级服务业发展示范区1-2家。

　　三、基本原则

　　1．统筹规划，科学定位。加强服务业集聚区规划与全市城市总体规划、土地利用总体规划、

交通发展规划和产城融合发展规划的衔接，科学确定服务业集聚区的功能定位和空间布局，推进

资源有效配置和集约利用。

　　2．政府引导，市场运作。充分发挥政府在规划、产业政策方面的引导作用，推进公共服务平

台的建设和完善，营造良好的发展环境。充分发挥市场配置资源的决定性作用，鼓励优质社会资

本投资服务业集聚区，做大产业规模，带动产业升级。

　　3．盘活存量，打造特色。结合旧城改造、工业企业“退二进三”和开发区扩容升级，在现有区域

和城市规划区范围内建设服务业集聚区。强化产业支撑，发挥比较优势，打造服务业集聚区在功

能和业态方面的特色。

　　四、发展重点

　　根据我市城市定位、产业基础和区位优势，重点建设和发展金融商务、现代物流、科技服务、

商务服务、文化创意、电子商务与软件信息、旅游休闲、健康养老、互联网平台经济、交易市场

等服务业集聚区。

　　1．金融商务集聚区。围绕建设区域性“资本运作中心、资产管理中心、金融服务中心”，着力打

造金融主体功能，积极引进和发展银行、证券、保险、基金、信托、金融租赁、财务公司及股权

投资、创业投资、融资租赁、资产管理等各类金融和类金融机构，以及电子认证、第三方支付等

服务平台。重点推进常州金融商务区建设。

　　2．现代物流集聚区。在市区交通枢纽、主干道、大型产品交易市场或工业集中区附近建设和

完善一批功能集成、业态集聚、用地集约的综合物流园区和专业物流中心。重点推进常州综合物

流园区、临港物流园区、武南物流园区、东港物流园区的建设，推动亚邦、凌家塘等物流中心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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功能提升。充分发挥常州综合保税区、武进综合保税区保税物流功能，推进与上海自贸区对接合

作。加快推进电商物流园区建设，积极引进国际快递企业以及EMS、“四通一达”、顺丰等一批快

递龙头企业在物流园区建立快件作业中心。打破地区、行业界限，充分整合现有物流园区及物流

基础设施，提高资源利用效率。进一步完善物流基础服务、配套服务和增值服务，增强服务能

力。

　　3．科技服务集聚区。加强产学研协同创新，大力建设科技企业孵化器和加速器、工程技术研

究中心和科技创业中心、重点实验室和质量检验检测平台。鼓励大型企业设立研发中心，扶持中

小企业发展细分领域专业化研发服务。积极发展分析测试、检验认证、计量校准等技术服务，培

育壮大科技成果转化中介服务体系。引进一批专业、规范、高效的科技服务机构，促进技术产权

交易。重点推进常州科教城、钟楼科创园建设。

　　4．文化创意集聚区。根据全市不同区域产业发展特征，结合文化、历史等多种要素资源，在

城区或开发区，充分利用“退二进三”的保护性开发建筑或存量土地，发展多媒体、动漫、游戏、

广告会展等产业园区。扎实推进文化创意与科技、金融、制造、贸易、旅游等融合发展，打造集

原创策划、交易展示和品牌运营于一体的创意设计平台和文化产业公共服务平台。重点推进“国

家创意产业基地”、“国家文化与科技融合示范基地”、“国家广告产业基地”建设。

　　5．电子商务与软件信息集聚区。积极引进电子商务龙头企业，壮大电商服务外包产业规模。

加大电子商务人才引进和培育力度，积极发展移动电子商务和跨境电子商务，支持本土电商企业

做强做大。大力发展软件产品、嵌入式系统、信息系统集成服务等多种软件业务，以“基于国产

云平台的电子文件全程统一管理系统”试点项目为契机，为入园企业提供软件开发、测试、营销

等综合服务。重点推进西太湖电子商务产业园、国家云计算产业园、常州信息产业园建设。

　　6．商务服务集聚区。集聚整合各类设计资源，加快推进设计产业集群发展，形成以“产品设计”

为核心、关联行业联动和上下游产业协调发展的格局。按照“布局合理、集约集聚、配套完善、

错位发展”的原则，以商务楼宇为载体，大力发展法律服务、会计审计、商务咨询、融资租赁等

高端城市产业。重点推进武进工业设计园、新龙国际商务城建设。

　　7．旅游休闲集聚区。积极发展主题乐园、历史文化旅游、乡村休闲旅游、宗教旅游，引导我

市旅游产品由传统观光型向现代观光、休闲度假并重转变。在科学规划基础上，推进休闲度假旅

游空间的开发建设。重点推进环球恐龙城、春秋淹城、天目湖旅游度假区、武进太湖湾旅游度假

区、金坛茅山旅游度假区和长荡湖旅游度假区建设。

　　8．健康养老集聚区。积极促进医疗护理、健康检测、卫生保健、康复护理等发展。推进集

“研、产、游、购、医、养”于一体的健康产业高地建设。依托常州医疗、养生资源，提供以高端

医疗、特色养生、休闲度假为内容的优质养老服务，形成基本养老全面、高端养老优质、相关业

态繁荣的养老服务发展格局。重点推进西太湖国际医疗旅游先行区、常州健康养老服务业集聚区

等建设。

　　9．互联网平台经济集聚区。抢抓互联网和大数据发展机遇，充分发挥我市区位优势、产业和

市场优势，加快发展平台经济，推动大平台、大市场、大流通融合发展，打造具有特色的平台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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济集聚区。重点推进国家智慧旅游公共服务平台、淘常州等平台经济集聚区。

　　10．交易市场集聚区。以生产资料和生活资料交易为主，重点建设集产品交易、批发零售、产

品展示、价格发布、储运物流、电子商务等为一体的大型专业市场。重点提升发展凌家塘交易市

场、邹区灯具城、夏溪花木市场。

　　五、政策措施

　　1．坚持规划引领，完善基础设施。按照区域特点、产业定位和发展需要，推进服务业集聚区

的整体规划，进一步强化规划的前瞻性、操作性和约束性。加强产业规划与形态规划的有机结

合，实现产业、功能、形态的“三合一”。强化基础设施建设和运行维护管理，完善交通集散、信

息网络等综合配套设施。对市级服务业集聚区内的服务业重点项目，优先纳入辖市区年度用地指

标，优先推荐列入省重点项目争取点供土地指标。

　　2．突出平台建设，健全管理机构。以完善功能、集聚人气和营造氛围为导向，加强服务业集

聚区展示交易、研发设计、检验检测、知识产权保护、数据中心、中小企业融资、专业人才培训

等公共服务平台建设，提升综合服务水平。在满足企业开展基本商务活动的同时，不断改善和优

化区域整体商务环境。设立相应的服务业集聚区管理机构，并配有统计人员。

　　3．强化招商引资，促进招才引智。制定服务业集聚区招商引资优惠政策，鼓励外资、民资参

与开发建设。围绕服务业集聚区主导产业，着力引进关联性大、带动性强的大企业和大项目，集

聚上下游企业，延伸产业链。对市级服务业集聚区内的服务业重点项目和重大公共服务平台，且

完成当年度投资计划，对项目（平台）发生的贷款给予贴息，同一项目贴息时间不超过2年，贴

息利率按同期人民银行公布的法定基准利率计算，最高贴息金额不超过200万元。依托“龙城英才

计划”，实施服务业集聚区人才招引工程，重点引进科技研发、创意设计、金融商务、现代物流

等高层次人才。加强服务业集聚区入驻企业经营管理人员、研发设计人员和高技能人才的业务培

训，不断更新知识、开拓视野、创新思路。

　　4．加强分类推进，促进协同发展。省级服务业集聚区要在深化产业定位的基础上，以拓展提

升功能、放大集聚效应为主，注重产业结构的调整和企业能级的提升；市级服务业集聚区要在加

快集聚区建设的基础上，注重配套功能的完善和区域品牌的塑造，加大招商引资力度，加快服务

业企业的快速集聚；规划建设中的服务业集聚区要进一步明确区域功能定位，采取有效措施，突

破要素瓶颈，加快空间载体建设。推进服务业集聚区与工业集中区、老城区或新城区的产业对

接，发挥服务业集聚区辐射带动作用。

　　5．实施星级评定，建立奖惩体系。制定出台《常州市现代服务业集聚区认定和评价暂行办

法》，围绕规划编制、公共服务平台建设、管理机构设立、统计监测、政策扶持、项目推进、招

商引资、招才引智、人才培训、产业对接等十个方面工作，加强对服务业集聚区进行评价考核。

对当年不符合要求的服务业集聚区予以黄牌警告，对连续两年不符合要求的服务业集聚区给予摘

牌处理。对获得市级服务业发展示范区、市四星级以上服务业集聚区分别给予50万元奖励，对市

级服务业综合改革试点区给予100万元支持。对新获得省级服务业发展示范区、省级服务业集聚

区分别给予100万元支持。对新获得省级服务业综合改革试点区给予200万元支持。对新获得国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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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정책명 Ÿ 「上海国际医学园区关税减免、人才政策、企业投融资政策」                         

 (상하이 국제의학원구 세금혜택, 인재정책, 기업자금조달정책)

세수 Ÿ 의료서비스기구 영업세 면제

인력
Ÿ 박사 채용시 10만 위안 장려 

Ÿ 인재유동소 박사후 채용 시 3만 위안 보조

Ÿ 조건부합 인력 주택보조 200원/월 

장비구매/
수입 

Ÿ 수입장비는 「国务院关于调整进口设备税收政策的通知」(1997년 37호)와 해관총서 

2008년 103호에 근거하여 관세 면제

기타 
Ÿ 의료서비스 가격 자체 결정 

Ÿ 의료기구 설립 심사 간소화 

Ÿ 중외합자합작의료기구 심사허가는 자체 내부 심사 후 시위생국에 보고

级服务业发展示范区给予300万元奖励。

　　6．强化组织协调，加强统计监测。完善市、辖市区、服务业集聚区联合推进机制，建立市服

务业集聚区发展工作联席会议制度，协调解决服务业集聚区建设和发展中的重大问题。健全服务

业集聚区的数据统计、信息收集网络，建立统计数据报送和重大信息报告制度。

- 「西太湖国际医疗产业园主要优惠政策」

http://www.wj.gov.cn/web2010/xwzx/ztbd/2011/zhxwjjkxth/yqgk/375630.shtml

-对符合产业导向的入城企业，在土地征用、厂房租用上优先、优惠予以满足

　　-对符合产业导向的入城企业，在企业税收及个人税收政策上予以优惠

　　-对入城的研发孵化项目予以财政及税收支持

　　-对符合常州市创新型生物医药科技产业发展导向的企业，积极协助其申请及获取每年总额为

9亿元的产业扶持资金

　　-对新获国家新药证书及医械产品注册证书的企业给予奖励

　　-对注册到城内的医药及医械销售企业给予税收优惠

　　-对健康产业企业在城内设立地区总部的给予奖励

　　-对申报高新技术产品和企业成功的入城企业给予奖励

　　-对城内产销排位前列的明星企业给予奖励

　　-对特大项目采取一事一议政策支持

10. 티엔닝 건강양로서비스클러스터

성급, 시급 우대정책은 시타이후 국제의료산업원과 동일

11. 상하이 국제의학원구 (푸동신구, 창장 하이테크원구)



- 156 -

- 「上海市人民政府印发上海市区域卫生规划（2011年-2020年）」沪府发〔2013〕6号

http://www.chinalawedu.com/new/201303/wangying2013030415102233843918.shtml

-「上海市人民政府印发关于本市进一步促进资本市场健康发展实施意见的通知」沪府发

〔2014〕56号

http://district.ce.cn/newarea/roll/201409/17/t20140917_3551467.shtml

- 「上海市卫生局关于进一步促进本市社会医疗机构发展的实施意见」沪府办发〔2013〕6号

http://www.wsjsw.gov.cn/wsj/n2006/n2007/n2008/u1ai132123.html

- 「上海市"十三五"规划纲要」

http://wenku.baidu.com/link?url=eyEICifJ_TuVtep94f9YXu64MHmqNdyHkZvl-tBvaKPWlO6Zh

23NAhIvxMm_nCEOkfJY8oIAkTTm6M8zbmZKIu4wX0ryMbVVAXrfNvF2VkW

- 「上海现代服务业综合试点专项资金使用和管理办法」沪商财〔2012〕517号

http://www.stcsm.gov.cn/gk/bmfw/fwzx/xxzd/zcjd/331634.htm

- 「张江高科技园区产业扶持管理办法」

http://www.zhangjiang.net/Default.aspx?tabid=278&ItemId=146&CategoryId=6

第一条（目的和依据）

　　为促进上海市张江高科技园区（以下简称“园区”）创新成果产业化，扶持园区主导产业进一步

优化发展，根据《关于“十二五”期间促进上海市张江高科技园区创新发展的若干意见》（沪张江

园区管〔2012〕72号），制定本办法。

　　第二条（资金来源）

　　园区产业扶持资金由园区管委会按照年度预算进行安排。

　　第三条（适用范围）

　　工商注册地、财税户管地在上海张江高新技术产业开发区核心园（包括原有国家级高新区部

分、原张江南区、康桥工业园区、上海国际医学园区、合庆工业园区、张江光电子产业园、银行

卡产业园），且符合园区产业导向的企业，可申请本办法规定的扶持政策。

第二章 支持措施

　　第四条（重大产业专项配套）

　　对与园区主导产业相关的国家重大专项、国家高技术产业发展项目、国家重点技术改造项目以

及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项目等给予配套支持。对领衔承担企业，原则上按照1（企业实际所

获国拨经费）：1（含上海市、浦东新区匹配经费）的比例给予匹配资金；对参与企业，原则上

按照1（企业实际所获国拨经费）：0.5（含上海市、浦东新区匹配经费）的比例给予匹配资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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单个项目的匹配额不超过2000万元人民币。

　　对与园区主导产业相关的上海市高新技术产业化项目（上海市战略性新兴产业项目）、重点技

术改造项目、软件和集成电路专项项目、信息化发展专项项目、服务外包产业发展专项项目、文

化产业发展项目以及中小企业发展专项项目等给予配套支持。对项目承担企业，原则上按照1

（企业实际所获市拨经费）：1（含浦东新区匹配经费）的比例给予匹配资金。单个项目的匹配

额不超过1000万元人民币。

　　国家重大新药创制项目按照市级项目配套比例给予支持，且项目所获地方各级政府匹配资金总

额应不超过国拨经费。

　　重大产业专项配套不含分包、转包项目；项目所获各级政府资金总额应不超过项目总投资的

50%。

　　第五条（企业并购资助）

　　对园区企业开展吸收合并、资产收购时发生的法律、财务等中介服务费用，给予一定的资助。

资助标准为实际发生中介服务费用的50%，对单个企业的年度资助总额不超过100万元人民币。

　　对园区企业兼并重组外省市非关联企业后年度主营业务收入增长1亿元人民币以上的，给予100

万元人民币的一次性奖励。

　　第六条（产业化融资贴息）

　　对园区企业获得国家、上海市立项或支持的产业化项目，给予一定的产业化融资贴息。对在园

区实施的产业化项目，贴息比例为银行同期贷款基准利率的80%；对在园区以外浦东新区范围内

实施的产业化项目，贴息比例为银行同期贷款基准利率的50%。

　　单个项目的贴息时限不超过3年；单个项目贴息累计不超过2000万元人民币；项目所获各级政

府资金总额应不超过项目总投资的50%。

　　第七条（重大技术装备业绩突破奖励）

　　对售出首台（套）列入国家、上海市重大项目的技术装备的园区企业，给予一定的奖励。奖励

额度为首台（套）重大技术装备售价的50%，对单个企业的年度奖励总额不超过1000万元人民

币。

　　第八条（产业联盟项目资助）

　　对符合园区产业导向、获得国家或上海市有关部门支持的产业联盟项目，给予一定的资助。原

则上对每个项目的资助不超过200万元人民币，且项目所获各级政府资金总额应不超过项目总投

资的50%。

　　第九条（技术示范项目资助）

　　对园区企业承担的国家、上海市、浦东新区技术示范项目，给予一定的资助。原则上对每个项

目的资助不超过500万元人民币，且项目所获各级政府资金总额应不超过项目总投资的50%。

　　鼓励园区企业积极争取国家、上海市及浦东新区技术示范项目的立项，园区管委会为企业提供

必要的支持。对成功获得技术示范项目立项的企业，给予相关申请费用的补贴。对国家、上海市

及浦东新区立项的项目补贴额度分别不超过100万元人民币、50万元人民币和25万元人民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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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园区企业的其他技术示范项目，符合园区产业导向的，经认定，给予一定的资助。原则上对

每个项目的资助不超过200万元人民币，且项目所获各级政府资金总额应不超过项目总投资的

50%。

第三章 申请和受理

　　第十条（申请方式）

　　企业根据“张江在线”（www.zhangjiang.net）网站发布的政策受理通知，向园区管委会提交申

请材料。

　　自2013年起，申报政策的企业，应提交自评信用报告或专业服务机构出具的信用报告。具体按

照每年发布的政策指南执行。

　　第十一条（受理审核）

　　园区管委会受理申请后，对申报材料进行审核；审核通过后将扶持资金拨付给相关企业。具体

拨付金额，依据当年度产业扶持资金预算情况确定；项目配套资金，在上级部门配套资金到位后

拨付。

第四章 监督与管理

　　第十二条（资金使用）

　　获得产业扶持资金的企业应当严格管理资金、做到专款专用，园区管委会对产业扶持资金的使

用情况进行抽查。

　　第十三条（监督检查）

　　享受本办法扶持的企业，自享受年度起，应在园区持续经营十年以上。对于申报材料不实的企

业及违反本办法规定的企业，园区管委会取消其享受的园区财政扶持资格，并收回已拨付的资

金。

第五章 附则

　　第十四条（执行原则）

　　本办法规定的扶持政策按照“从优不重复”原则执行。

　　对既适用上级机关规定，又适用本办法的，一律先执行上级机关规定；执行后与本办法相比不

足部分，可补充执行。

　　第十五条（后续评估）

　　园区管委会根据实际需要，对本办法的执行情况进行评估，并根据评估结果，决定是否对本办

法进行修改、补充。

　　第十六条（解释权）

　　本办法由园区管委会负责解释。

　　第十七条（施行时间）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有效期至2015年12月31日为止。2011年1月1日至发布之日期间的事

项，可参照适用本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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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张江高科技园区行政审批和政府服务零收费管理办法」沪张江园区管[2012]144号

http://law1.law-star.com/law?fn=lar945s808.txt&truetag=801&titles=&contents=&dbt=lar

第一条（目的和依据）

　　为进一步优化上海市张江高科技园区（以下简称“园区”）的投资环境，完善园区企业服务平

台，提升园区服务水平，根据《关于“十二五”期间促进上海市张江高科技园区创新发展的若干意

见》（沪张江园区管〔2012〕72号），制定本办法。

　　第二条（适用对象）

　　工商、税务注册登记在张江高科技园区，《企业法人营业执照》住所栏注明是上海市张江高科

技园区的内外资企业和设在张江高科技园区的研发机构。

　　工商、税务注册登记如发生变更，住所或税务登记地迁出张江高科技园区的内外资企业和研发

机构不再享受“零收费”政策。

　　第三条（“零收费”项目）

　　目前，园区实行的“零收费”项目如下：

　　（一）工商

　　1、工商档案资料查阅费

　　2、工商档案证明费

　　（二）质量技监

　　1、证书（代码证书正本）工本费

　　2、证书（代码证书副本）工本费

　　3、技术服务费

　　4、IC卡工本费（代码）

　　（三）信息

　　1、软件企业认定证书工本费

　　2、软件产品登记工本费

　　（四）科技

　　技术合同登记文本

　　园区行政审批和政府服务“零收费”的具体项目，以浦东新区发改委、财政局公布的项目为准

　　第四条（申请方式）

　　园区管委会授权张江行政服务中心执行“零收费”有关事项。申请单位可向张江行政服务中心提

交申请材料，申领《零收费登记卡》（以下简称《登记卡》），凭《登记卡》享受“零收费”政

策。

　　第五条（费用结算）

　　对园区管委会公告实施“零收费”的项目，适用对象凭《登记卡》直接免交费用。

　　对园区管委会公告实施“零收费”的项目，对未能直接免交费用的，被收费单位可凭合法收费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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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和《登记卡》，到行政服务中心办理退费手续。

　　对园区管委会公告实施“零收费”的项目，收费部门凭合法收费票据到行政服务中心进行结算。

　　第六条（解释权）

　　本办法由园区管委会负责解释。

　　第七条（施行时间）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 「张江高科技园区企业发展扶持办法」

http://www.zhangjiang.net/Default.aspx?tabid=278&ItemId=147&CategoryId=6

第一条（目的和依据）

　　为进一步提高上海市张江高科技园区（以下简称“园区”）自主创新能力，推进创新要素集聚，

加快主导产业发展，扶持战略性新兴产业成长，结合国家、上海市、浦东新区的有关规定，以及

园区的实际情况，根据《关于“十二五”期间促进上海市张江高科技园区创新发展的若干意见》

（沪张江园区管〔2012〕72号），制订本办法。

　　第二条（适用范围）

　　工商注册地、财税户管地在园区的企业可申请本办法规定的扶持政策。

第二章 支持措施

　　第三条（优质企业）

　　对新引进的符合园区产业导向、且注册资本在1000万元人民币以上的企业，根据企业对园区的

贡献程度，在一年内给予一定补贴。

　　第四条（高新技术企业）

　　对经上海市相关部门新认定的高新技术企业，根据企业对浦东新区的贡献程度，在五年内给予

一定补贴。

　　第五条（软件企业）

　　对经国家、上海市相关部门认定的软件企业和拥有经认定的软件产品、软件著作权等的企业，

其年度主营业务收入在3000万元人民币以上的，根据企业对园区的贡献程度，在五年内给予一定

补贴。

　　经国家、上海市相关部门认定的集成电路设计企业和拥有经认定的集成电路布图设计证书的企

业，其年度主营业务收入在3000万元人民币以上的，可参照享受前款政策。

　　第六条（集成电路企业）

　　对经国家相关部委认定的“国家批准的集成电路重大项目企业”，经上海市相关部门认定且年度

主营业务收入在1亿元人民币以上的集成电路制造、封装测试企业，根据企业对园区的贡献程

度，在五年内给予一定补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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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七条（生物医药企业）

　　对取得药品GMP认证、GSP认证、GLP认证的生物医药企业和取得医疗器械注册证、医疗器械

GMP认证的医疗器械企业，其年度主营业务收入在1亿元人民币以上的，根据企业对园区的贡献

程度，在五年内给予一定补贴。

　　第八条（政策期满企业）

　　对现有的符合园区产业导向、且年度主营业务收入在3000万元人民币以上的企业，在享受园区

相关政策到期后，根据企业对园区的贡献程度，在五年内给予一定补贴。

　　第九条（规模企业）

　　鼓励企业为园区经济发展作贡献。对年度主营业务收入1亿元人民币以上、且未享受过浦东新

区和园区相关政策的企业，根据企业对园区的贡献程度，在五年内给予一定补贴。

　　第十条（微型总部）

　　鼓励战略性新兴产业领域内的中小企业在园区设立微型总部，经认定后，根据企业对园区的贡

献程度，在五年内给予一定补贴。

　　第十一条（平台经济）

　　鼓励运用互联网信息技术等手段，搭建双边或多边的信息、交易和增值服务等平台，对运营相

应平台的企业，经认定后，根据企业对园区的贡献程度，在五年内给予一定补贴。

　　第十二条（高增长企业）

　　对近三年每年主营业务收入均在1000万元人民币以上、且三年复合增长率超过50%的符合园区

产业导向的企业，根据企业对园区的贡献程度，在一年内给予一定奖励。

第三章 申请和受理

　　第十三条（申请方式）

　　企业根据“张江在线”（www.zhangjiang.net）网站发布的政策受理通知，向园区管委会提交申

请材料。

　　自2013年起，申报政策的企业，应提交自评信用报告或专业服务机构出具的信用报告。具体按

照每年发布的政策指南执行。

　　第十四条（受理审核）

　　园区管委会受理申请后，对申报材料进行审核；审核通过后将资金拨付给相关单位。

第四章 附则

　　第十五条（监督检查）

　　享受本办法扶持的企业，自享受年度起，应在园区持续经营十年以上。对于申报材料不实的企

业及违反本办法规定的企业，园区管委会取消其享受的园区财政扶持资格，并收回已拨付的资

金。

　　第十六条（执行原则）

　　本办法规定的扶持政策按照“从优不重复”原则执行。

　　对既适用上级机关规定，又适用本办法的，一律先执行上级机关规定；执行后与本办法相比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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足部分，可补充执行。

　　第十七条（解释权）

　　本办法由园区管委会负责解释。

　　第十八条（施行时间）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有效期至2015年12月31日为止。2011年1月1日至发布之日期间的事

项，可参照适用本办法。

- 「张江高科技园区企业集中服务试点管理办法」

http://www.zhangjiang.net/Default.aspx?tabid=278&ItemId=143&CategoryId=13

第一条（目的和依据）

　　为满足创新创业型企业、研发类企业、文化创意类企业在上海市张江高科技园区（以下简称“园

区”）的发展需求，搭建创业企业的孵化和服务平台，按照《关于积极支持企业创新驱动、转型

发展的若干意见》（沪工商注〔2011〕37号）的精神，根据《关于“十二五”期间促进上海市张江

高科技园区创新发展的若干意见》（沪张江园区管〔2012〕72号），制定本办法。

　　第二条（试点内容）

　　园区管委会为园区企业提供固定经营场地开展集中服务试点。

　　从事工业设计、软件和信息服务、生物医药、新能源、新材料、文化创意、网络技术、翻译服

务、电子商务、摄影摄像或设计、咨询等不扰民、不影响周边环境和公共安全的创新型企业、研

发类企业、文化创意类企业，经审核可免费入驻园区管委会指定的集中服务地。

　　在园区集中服务地注册登记的企业，可依有关规定申请园区扶持政策。

　　第三条（管理机构）

　　园区管委会以购买服务等方式委托有关单位作为园区集中服务地的管理机构，负责园区集中服

务地的各项工作。

　　第四条（企业服务）

　　支持园区集中服务地管理机构、中介服务机构为入驻企业提供政策咨询、创业指导、秘书服

务、会议服务、人才服务、财务服务、融资服务、法律服务等各类服务。

　　第五条（场地申请程序）

　　企业向园区集中服务地管理机构提出入驻申请；园区集中服务地管理机构受理申请后，对申报

材料进行审核，审核通过后为申报企业提供有关服务和支持。

　　第六条（监督检查）

　　园区集中服务地管理机构应当定期将企业申报材料和审核结果报园区管委会备案。园区管委会

定期对园区集中服务地管理机构的各项工作进行检查。

　　第七条（解释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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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办法由园区管委会负责解释。

　　第八条（施行日期）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有效期至2015年12月31日为止。2011年1月1日至发布之日期间的事

项，可参照适用本办法。

- 「上海国际医学园区关税减免、人才政策、企业投融资政策」

http://www.simzud.com/investment_policies.html

关税减免

（1）对属于《外资目录（2011年修订）》鼓励类范围的外商投资项目（包括增资项目），在投资

总额内进口的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上述设备进口的技术和配套件、备件，除《外商投资项目

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和《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所列商品外，按照

《国务院关于调整进口设备税收政策的通知》（国发〔1997〕37号）、海关总署公告2008年第

103号及其他相关规定免征关税，照章征收进口环节增值税；

（2）对外资研发中心进口科技开发用品免征进口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消费税（以下统称进口

税收），对内资研发机构和外资研发中心采购国产设备全额退还增值税。

人才政策

（一）企业每招收一名进站博士后给予一次性补贴10万元，每招收一名流动站博士后给予一次性补

贴3万元。

（二）住房补贴凡符合条件并入住的员工，每人每月补贴200元

申请承租人必须同时具备以下条件:

（1）所在企业的注册地与经营地在张江园区内、并属于高科技产业企业的员工（凡是已享受供地

政策，有定向配套、自建公寓和宿舍的公司不在此范围）。

（2）必须具备大学本科以上学历，与企业签订一年以上工作合同并且在上海无住房的员工。

设立金融服务窗口

其具体职能是为不同阶段的企业，不同方面的融资需求提供专业化的咨询和服务。主要服务项目包

括：受理各类企业融资需求，接受企业参加银政合作、投贷联动、集合票据、集合信托等金融服

务项目的有关申请；咨询中小企业融资的相关政策，并提供信贷业务、融资担保、小额贷款、融

资租赁、股权投资、上市发行项目的有关咨询；整合金融资源和各类企业融资信息，搭建对接平

台，广泛联系各类金融机构，关注企业发展，陪伴企业成长。

服务时间：每周三，9：30-16：30

服务地址：上海国际医学园区周祝公路337 号2 号11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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园区办公室电话：38019321

联系人：吴芸 021- 28282806，13761739560

董晟 021- 38214349-8027，13482640984

（一）进入代办股份转让系统平台(以下简称新三板)；

（二）进入联交所产权交易转让平台；

（三）进入OTC柜台交易系统平台。

根据企业进入各类科技企业融资试点平台发生费用的情况，给予最高不超过80万元的一次性资助。

其中对参与新三板企业改制相关费用给予不超过50万元的一次性补贴；企业进入新三板挂牌相关费

用给予不超过30万的一次性补贴。

（一）已在专业机构辅导下改制为股份有限公司；

（二）已与具有境内外证券市场保荐资质的证券公司签署首次公开发行并上市相关协议，且其相关

申请已被有关主管部门受理；

（三）已经首次公开发行并上市成功。

（1）企业改制资助：每家企业支持100万元；

（2）企业上市备案资助：每家企业支持100万元；

（3）企业上市资助：每家企业支持100万元。

专属政策

1.完善土地使用政策：新征建设用地与占补平衡指标以区级为主解决；其中的重点项目将由市“三委

两局”高新技术产业化项目统筹解决；

2.配套设施建设：餐饮，娱乐，服务业，商业，金融给予完善；

3.医疗服务自主定价：用电，用水，用气，用热与公立医院价格相同；

4.税收优惠政策：医疗服务免征营业税；技术先进型企业享受相关企业所得税优惠；

5.适当放宽园区内设置医疗项目规划额度：医疗项目数，床位数不计入区域额度；

6.鼓励社会资本举办紧缺优势学科和医疗项目：本市紧缺重点学科给予政策倾斜；

7.简化园区内医疗机构的审批程序：调整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审批权限；园区内设置医疗机构

由园区管理方初审后上报市卫生局审批；

8.支付大型医疗设备的配置；

9.开展医师多点执业试点工作；

10.优化学术环境和人才发展政策（学术地位，职称评定，执业技能鉴定，专业技术，职业技能）；

11.统一结算/国际保险支付联通平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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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베이징대헬스케어그룹 산업원 (창핑 중관춘생명과학원)

- 「北京卫生计生"十三五"规划编制工作方案」京卫规划字(2014)16 号

http://www.bjah.gov.cn/ztlm/135ghzt/gzjy/201505/t20150513_111116.htm

- 「北京市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京政发[2014]29号

http://zhengwu.beijing.gov.cn/gzdt/gggs/t1369843.htm

-「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印发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若干政策的通

知」京政办发〔2012〕35号

http://zhengwu.beijing.gov.cn/gzdt/gggs/t1235530.htm

-「关于进一步落实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企业所得税试点政策的通知」京财税〔2011〕

2207号

http://zhengwu.beijing.gov.cn/gzdt/gggs/t1199681.htm

各区县财政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科学技术委员会，中关村示范区各园管委会，市国税局

各直属单位，市地税局直属分局,各有关单位:

为支持中关村科技园区建设国家自主创新示范区，财政部、国家税务总局制定了《对中关村科技园

区建设国家自主创新示范区有关研究开发费用加计扣除试点政策的通知》（财税〔2010〕81

号）、《对中关村科技园区建设国家自主创新示范区有关职工教育经费税前扣除试点政策的通

知》（财税〔2010〕82号）等文件，明确了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以下简称“示范区”）企

业所得税试点政策，为进一步发挥税收政策的调控功能，深入贯彻落实国家有关税收政策，现就

有关事项通知如下。

一、本通知适用于示范区内的科技创新创业企业(以下简称“企业”)，即注册在示范区内、实行查账

征收、经北京市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机构认定的高新技术企业。

二、各级税务部门应做好纳税服务，保障示范区企业所得税试点政策的落实。

企业可于2011年10月31日前，按照《北京市财政局、北京市国家税务局、北京市地方税务局、北京

市科学技术委员会、中关村科技园区管理委员会关于贯彻落实国家支持中关村科技园区建设国家

自主创新示范区试点税收政策的通知》（京财税〔2010〕2948号）中相关规定，向企业所得税主

管税务机关报送《企业研究开发项目鉴定意见书》、《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企业在园区内

注册证明》等资料，并办理相关减免税手续，按照国家规定的期限享受示范区企业所得税试点政

策。

企业在申请享受研究开发费用加计扣除政策过程中，应按照京财税〔2010〕2948号文件的规定，向

市科委申请进行研究开发项目鉴定。具体办理方式按照《北京市科学技术委员会关于组织开展

2011年度第二批北京市企业研究开发项目鉴定工作的通知》（京科发〔2011〕517号）等文件的

规定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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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示范区各园管委会应根据企业工商登记情况，按照京财税〔2010〕2948号文件的要求，为企业

出具在园区内注册的证明。

四、各级财政、税务、科技部门和中关村各园管委会应加强对示范区试点税收政策的宣传力度，并

做好政策咨询工作。

特此通知。

- 「北京市人民政府《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企业登记办法」北京市人民政府令第234号

http://www.zgc.gov.cn/zcfg10/bjs/82600.htm

第一条　 为了规范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内的企业登记行为，根据《国务院关于同意支持中

关村科技园区建设国家自主创新示范区的批复》和《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条例》（以下简

称《条例》）和国家有关企业登记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以下简称示范区）内的企业登记适用《条例》和本办

法；《条例》和本办法没有规定的，适用国家有关法律法规规章的规定。

第三条　在示范区内设立企业，应当符合《条例》和示范区发展规划确定的产业发展方向。

第四条　 市工商行政管理局设立的示范区工商分局（以下简称登记机关），负责示范区内企业

登记工作。登记机关根据需要，可以委托示范区各园区所在地的区县工商分局具体办理各园区内

的企业登记。

第五条　 示范区内企业获得国家驰名商标或者本市著名商标的，可以向登记机关申请在企业名

称中予以保护；经登记机关批准获得保护的，未经商标所有人同意，其他企业在名称中不得使用

该商标。

第六条　 政府投资或者政府批准在示范区内设立的直接服务于示范区建设和发展的企业，可以

在名称中使用“中关村”字样。　

第七条　注册资本5000万元人民币以上、经济活动性质跨国民经济行业3个以上大类的示范区内

企业，可以申请在企业名称中不使用国民经济行业类别用语标明企业所属行业或者经营特点。

第八条　 申请在示范区内设立企业的，登记机关对企业章程或者合伙协议中的名称、住所或者

主要经营场所、出资人的姓名或者名称、注册资本或者出资数额、出资时间等内容进行审核。

第九条　 申请在示范区内设立企业的，除经营范围中有属于法律、行政法规、国务院决定规定

在登记前须经批准的项目（以下统称专项许可经营项目）外，可以申请以集中办公区中经过物理

分割的独立区域作为住所，登记机关在营业执照中予以注明。

集中办公区由示范区管理机构会同有关区、县人民政府确定，并向社会公布。大学科技园、创

业园、创业服务中心、企业孵化器等各类创业孵化服务机构可以成为集中办公区。

集中办公区的管理单位应当建立健全规章制度，加强对入驻企业的管理和服务，并可以对入驻

企业所从事的行业提出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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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条　 在示范区内设立企业或者增加注册资本，投资人以知识产权和其他可以用货币估价并

可以依法转让的科技成果作价出资的，出资比例由投资方自行约定，其中，以国有资产出资的，

应当符合国有资产管理的有关规定。

投资人以可以用货币估价并可以依法转让的债权出资的，登记机关依照有关规定予以登记。

第十一条　在示范区内设立创业投资机构，注册资本可以按照投资人的书面约定分期到位。

第十二条　 在示范区内设立内资企业或者内资企业增加注册资本，投资人以货币出资的，可以

以商业银行出具的《交存入资资金凭证》作为验资证明；以非货币财产出资的，可以以依法设立

的评估机构出具的评估报告作为验资证明。

第十三条　 依法经商务部门批准，中国公民以自然人身份与外国企业、其他经济组织或者自然

人在示范区内投资设立中外合资、合作企业的，登记机关应当予以登记。

第十四条　 对在示范区内设立的科技型企业，除经营范围中有专项许可经营项目外，登记机关

按照国民经济行业大类核定企业经营范围；企业申请登记具体经营范围的，登记机关应当依法予

以核定。

第十五条　 对申请在示范区内从事国民经济行业分类以外、法律和行政法规未禁止的新兴行业

和经营项目、符合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的，登记机关应当予以登记。

第十六条　 申请在示范区内设立企业，经营范围中有专项许可经营项目的，可以申请筹建登

记。符合设立条件的，登记机关应当直接办理筹建登记，核发营业执照，并在营业执照中注明筹

建项目。

筹建期限为一年，特殊情况下，经登记机关批准可以适当延长。筹建期内企业不得开展与筹建

无关的生产经营活动。筹建申请人对企业筹建活动承担法律责任。

法律法规对筹建登记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十七条　 筹建期内，专项许可经营项目获得批准的，企业应当及时申请变更登记；筹建期内

未获得批准或者筹建期满的，企业应当申请注销或者变更登记，未申请的，登记机关可以注销其

筹建登记。

第十八条　产业技术联盟申请登记为企业法人，符合条件的，登记机关应当依法予以登记。

第十九条　实施股权激励申请股权变动登记的，登记机关依照有关规定予以登记。

第二十条　 企业根据发展需要可以向登记机关申请转换企业组织形式，登记机关依照有关规定

予以登记。

第二十一条　 分支机构隶属关系发生变更的，变更后该分支机构名称中除原所属企业名称以外

的其它部分可以保留；经营范围不得超出变更后所属企业的经营范围。

申请变更分支机构隶属关系的，应当提交变更前后所属企业同意变更的协议。

第二十二条　 母公司注册资本3000万元人民币以上、母子公司注册资本总额5000万元人民币以

上，申请登记为企业集团的，登记机关应当予以登记。

第二十三条　 登记机关根据《条例》的规定，加强企业信用信息管理，逐步对企业实行分级分

类监管，促进企业提升信用意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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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정책명 

Ÿ 「贵州贵安新区管理委员会办公室关于印发贵安新区重大产业发展行动计划的通知」  

  (구이저우구이안신구관리위원회- 구이안신구 중대산업발전 행동계획 관련 통지)

Ÿ 「贵州贵安新区管理委员会关于加快推进大健康医药产业发展的意见」              

  (구이저우구이안신구관리위원회- 대건강의약산업 발전 추진 관련 의견)

Ÿ 「贵安新区招商引资优惠政策」 (구이안신구 투자유치 우대정책)

세수 
Ÿ 국가 격려산업 해당 기업일 경우 2020년까지 기업소득세율 15% 적용

Ÿ 기업 입주 후 영업개시 일자부터 3년 내 납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중 구이

안 신구 지방에서 유보한 부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음 (최고로 전액 

지급가능)

인력
Ÿ 「中共贵州省委关于进一步实施科教兴黔战略大力加强人才队伍建设的决定」& 

   「中共贵州省委贵州省人民政府关于加强人才培养引进加快科技创新的指导意见」에 

의거, 고급 인력에 대한 해당 정책 적용. 기술연구개발 및 산업발전에 공헌이 큰 인재에

게 관련 정책에 따라 장려 실시

第二十四条　 示范区内无不良信用记录企业的年检实行报备式。企业可以通过登记机关电子年

检系统或者邮寄送达、直接送达等便捷方式提交年检材料。

企业对年检材料的真实性、准确性负责。

第二十五条　 登记机关应当依法履行职责，建立健全对企业的监督管理制度，采取巡查、回

访、指导和服务等多种方式促进企业规范经营。企业违反有关工商行政管理法律法规的，由登记

机关依照有关规定予以处理。

第二十六条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

13. 톈진 건강산업원

- 「天津市人民政府关于推进政府和社会资本合作的指导意见」津政发〔2015〕10号

http://www.tj.gov.cn/zwgk/wjgz/szfwj/201505/t20150527_267954.htm

- 「天津市人民政府办公厅印发关于促进我市办医加快发展若干政策」津政办发 〔2016〕

10 号

http://www.tj.gov.cn/zwgk/wjgz/szfbgtwj/201602/t20160203_288632.htm

- 「天津市医疗卫生服务体系建设规划(2015-2020 年)」

http://www.tjwsj.gov.cn/html/WSJn/GSGG22919/2016-05-17/Detail_644097.htm

- 「天津市医疗卫生机构布局规划(2014—2020年)」

http://www.tjwsj.gov.cn/html/WSJ/TGGS22798/2014-07-24/Detail_635327.htm

14. 건강의료성 (구이안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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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关于加强贵安新区直管区人才队伍建设打造人才特区科技高地的实施意见」에 의거, 

고급인력에 대한 해당 정책 적용

Ÿ 신구 내 기업의 각 분야 인재에 대해 주택, 과학연구비, 자녀학교, 호적전입 등 지원

토지/
재정보조 

Ÿ 의료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리 상향 조정 제한 권유

Ÿ 사회자본의 구이안신구 의약산업투자기금 공동 설립 추진

Ÿ 신구 내 기업 상장 시 최고로 1,200만위안의 보조 지급

- 「贵州省健康养生产业发展规划(2015-2020 年)」黔府发〔2015〕8号

http://www.gzgov.gov.cn/xxgk/jbxxgk/fgwj/zfwj/qff/201507/t20150703_297688.html

- 「贵州省卫生厅关于促进民营医疗机构发展的实施意见」黔卫发〔2010〕67号

http://govinfo.nlc.gov.cn/gzsfz/xxgk/gzswst/201107/t20110720_915135.html

- 「贵州省"十三五"规划纲要」

http://yjbys.com/gongzuobaogao/887468.html

- 「关于支持健康养生产业发展若干政策措施的意见」黔府发〔2015〕8号

http://za.zykj.gov.cn/art/2015/4/24/art_839_110357.html

- 「贵州贵安新区管理委员会办公室关于印发贵安新区重大产业发展行动计划的通知」黔贵

安管办发〔2015〕38号

http://www.gaxq.gov.cn/GAXQ/GOV/B/01/2516.shtml

- 「贵安新区总体规划(2013-2030 年)」

　一、规划背景

　　《国务院关于进一步促进贵州经济社会又好又快发展的若干意见》(国发[2012]2号)

　　《国务院关于西部大开发“十二五”规划的批复》(国函[2012]8号)

　　《国务院关于同意设立贵州贵安新区的批复》(国函[2014]3号)

　　二、规划范围与期限

　　规划范围包括贵阳市、安顺市下辖清镇市、花溪区、西秀区、平坝县的20个镇乡,规划面积约

1795平方公里。具体包括贵阳市下辖清镇市的红枫湖镇,花溪区的石板镇、党武镇、湖潮乡、麦坪

镇；安顺市下辖平坝县的城关镇、夏云镇、天龙镇、白云镇、羊昌乡、高峰镇、马场镇、乐平

镇、十字乡,西秀区的蔡官镇、七眼桥镇、大西桥镇、旧州镇、刘官乡、黄腊乡。

　　本次规划期限为2013-2030年。其中:近期为2013-2020年；远期为2021-2030年。

　　三、规划指导思想

　　立足资源,因地制宜地谋划整体发展格局。



- 170 -

　　立足生态,采取低冲击发展和建设模式。

　　培育内生动力,构建多样的发展平台。

　　统筹谋划,协同推进,促进区域协作发展。

　　四、战略定位、发展目标与主要职能

　　根据《国务院关于同意设立贵州贵安新区的批复》(国函[2014]3号),战略定位为:西部地区重要

的经济增长极、内陆开放型经济新高地和生态文明示范区。

　　发展目标:将贵安新区建设成为“对外开放引领区、产城融合创新区、城乡统筹先行区、生态文

明示范区”。

　　主要职能:高端服务与创新发展试验基地；国家重要的战略新兴产业基地；国家重点科教基地；

国际休闲度假和避暑养生基地；国家重要的民族文化发展特色基地。

　　五、人口和建设用地规模

　　预测贵安新区远期到2030年城乡人口达到230万人左右。其中,城镇人口达到200万人左右；乡村

人口逐渐减少稳定在30万人左右。

　　规划贵安新区远期到2030年城乡建设用地控制在260平方公里左右。其中,城镇建设用地控制在

220平方公里左右,人均城镇建设用地控制在110平方米以内；乡村建设用地控制在40平方公里左

右,人均乡村建设用地控制在130平方米以内。

　　六、贵安新区空间结构

　　规划在宏观空间结构构建上以尊重自然、顺应自然、探索山地新型城镇化发展路径为理念,构建

“一核两区”的空间结构:“一核”指位于新区东部的核心职能集聚区；“两区”分别指特色职能引领区

和文化生态保护区。上述三大分区进一步细分为12个片区(包括8个城市片区和4个特色群落),各片

区的城镇化空间选择,以对山林、水系、耕地的避让、保护和合理利用为基础,构建“组团+群落”的

城镇化空间格局与“串联式、卫星城式”的发展模式。

　　核心职能集聚区:由贵安生态新城、马场科技新城、天河潭新城、花溪大学城、清镇职教城5个

片区组成,是贵安新区东部连接贵阳中心城区形成以城市功能提升、战略性新兴产业和高端人才聚

集为主的成片开发区域。

　　特色职能引领区:由平坝新城、乐平产业功能区、蔡官产业功能区3个片区组成,构建以现代制

造、特色装备和特色轻工为主导功能的三个产城一体片区。

　　文化生态保护区:由屯堡村寨群落、手工艺遗产群落、水脉林盘群落、滨湖湿地群落4个片区组

成,强调生态和文化景观资源的整合、保护,承载特色文化旅游活动,提升打造具有世界影响力的文

化生态保护区,形成贵安新区生态文明和文化创新集聚的区域。

　　七、贵安一体化地区空间结构

　　规划在贵安一体化地区构建“一区两带”的空间结构。

　　一区:指“大贵阳都市区”,由贵阳老城、金阳新区(观山湖区和白云区)、贵安核心区三者形成“品”

字形的“大贵阳都市区”。

　　两带:一是“安顺—平坝发展带”,指从安顺到平坝沿贵黄路两侧形成的产城一体的发展带；二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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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红枫湖—邢江河文化生态带”,沿红枫湖汇水流域,将整个地区最具价值的生态、历史文化、风景资

源串联起来,构建保护与发展有机协调的高端功能地区。

　　八、用地布局

　　居住用地布局:规划4种类型的居住社区,分别为高品质生态社区、普通商品房社区、政策保障房

社区和兼容型社区。

　　中心体系与公共设施布局:规划构建一级(城市级或区域级)公共中心、二级(片区级)公共中心、

三级(社区级)公共中心体系。

　　工业与物流仓储用地布局:规划布局马场战略新兴产业园区、湖潮高端制造产业园区、夏云现代

制造产业园区、清镇都市产业园区、蔡官特色轻工产业园区、乐平特色装备产业园区6个工业园

区。布局湖潮、夏云、马场3大物流园和清镇、乐平、石板、高峰、蔡官5个各具专业化职能的物

流中心。

　　九、城乡协调发展

　　规划将乡村地区划分为3类生态建设区(生态保育区、生态治理区和湿地建设区)以及2类现代农

业发展区(都市农业发展区和旅游农业发展区)。

　　规划将各乡镇(场镇)的发展方式分为纳入城市发展、保留为特色小城镇和改为新型社区3类。其

中,纳入城市发展的包括党武、湖潮、麦坪、白云、夏云、七眼桥和蔡官7个场镇；保留为特色小

城镇的包括石板、马场、高峰、羊昌、黄腊、天龙、旧州共7个场镇,保留为具有不同功能和特色

的小城镇,根据需要承载一部分旅游人口的用地发展需求；改为新型社区的包括十字、乐平、刘

官、大西桥共4个场镇。

　　规划将新区内现有村庄按逐步退出型、保留提升型两类整治措施进行划分,作为指导下一步村庄

整治具体安排和详细规划的原则和依据。

　　规划28个新型农村社区,其中移民型社区15个,用于安置生态移民,引导生态敏感地区、石漠化地

区及水库饮用水水源保护区内的居民向移民型社区搬迁；服务型社区13个,依靠区位优势吸引周边

村落居民聚集带动周边村庄发展现代农业,为现代农业发展区提供更好更完善的公共服务。

　　十、生态绿地系统

　　规划构建“五区为底(生态基底),八廊通联(生态廊道),山城相嵌,景观通贯”的生态绿地系统。

　　规划综合公园43个(全市性公园13个,区域性公园30个),专类公园6个,带状公园22条(滨河绿道公园

11个,城市道路绿道公园1个,城市景观带10个)；绿化广场3处；湿地公园12个,山地公园8个,生态观

光园3个。

　　十一、风景游赏体系与景观风貌系统

　　规划根据资源分布特点划分屯堡文化集中区、田园景观集中区和自然风景集中区三个游赏集中

区,依托重要风景资源、现状山脉河流和区域绿道,建设贯通东西的主题游览线和南北向休闲游赏

支线,构建区域风景游赏体系。

　　规划划分生态都市风貌区、现代产业风貌区、湖光山色风貌区、屯堡田园风貌区4大风貌分区,

设定城市核心特色空间、特征区中心特色空间、节点特色空间3类景观节点,并以生态绿道和景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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轴线组织串联,作为城市设计的重要要素。

　　十二、综合交通系统

　　道路交通系统:新区形成“两横两纵一射”的高速公路网络。“两横”即沪昆高速公路和贵安第二高

速公路；“两纵”即赤望高速公路和卫惠高速公路；“一射”为厦蓉高速公路。新区快速路和干线公

路构建“三横四纵”的骨架道路网。

　　铁路系统:新区形成“一环四线”的铁路网络。“一环”是贵阳环城快铁的西南环；“四线”为沪昆客

专、贵昆铁路(贵安城际线)、贵兴铁路和湖林铁路。

　　公共交通系统:规划以贵黄路、贵安路、黔中路/北斗湖路为骨干通道、以沿线各组团枢纽为衔

接和集散节点,形成覆盖新区全域城镇和主要景区的城乡公交网络,构建3级公交枢纽系统。

　　核心区轨道交通系统:规划构建由快线和干线组成的“两横、两纵”的核心区轨道线网。

　　十三、水系湿地系统与水污染控制策略分区

　　规划构建“一湖五库四河多点”的区域水系湿地系统。一湖为红枫湖；五库为区域重要的饮用水

供水及调水调蓄水库,包括松柏山水库、花溪水库、凯掌水库、鹅项水库、石株桥水库；四河为红

枫湖的四条主要支流:乐平河、邢江河—羊昌河、麻线河、马场河；多点为分散在区域内部多处水

文化景观节点、自然湿地节点、污水净化湿地节点和雨水调蓄与处理湿地节点。

　　规划根据各流域片区的自然特征、发展模式和水环境保护要求,按照新区开发建设水污染负荷不

增加目标,针对性地提出分区水污染控制策略与综合治理措施。划分环湖片区、马场河片区、松柏

山片区、花溪—石板片区、党武片区、清镇片区、安平—乐平河片区、邢江河—麻线河片区、半

屯片区9大分区。

　　十四、实施措施与政策建议

　　以本规划为基础,尽快修编贵阳、安顺、清镇和平坝等城市的总体规划,在保障区域功能布局、

生态环境、基础设施、公共安全按原则落实的基础上,可根据各市县的具体发展实际深化用地布局

和发展时序,并依此将贵安新区的规划纳入法定规划体系。

　　建立系统完整的生态文明制度体系,建立资源环境承载能力监测预警机制。以构建国家生态文明

建设试点示范区为目标指引新区的发展。

　　坚持市场在资源配置中的决定性作用,同时发挥政府在创造制度环境、编制发展规划、建设基础

设施、提供公共服务、加强社会治理等方面的职能。

　　坚持高效集约用地,控制合理的城镇用地结构,在新区开发建设过程中严控工业用地的无节制扩

大和低效土地增量,不断盘活存量,创新土地批租制度和自筹资金筹措途径,切实提高土地利用效率

和城镇建成区人口密度。

- 「贵州贵安新区管理委员会关于加快推进大健康医药产业发展的意见」黔贵安管发〔2015〕6号

新区各部门、各单位，开发投资有限公司，直管区各乡(镇)：

　　为贯彻《贵州省关于加快推进新医药产业发展的指导意见》(黔府发〔2014〕24号)、贵州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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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政府《关于支持健康养生产业发展若干政策措施的意见》(黔府发〔2015〕8号)、《关于印发贵

州省大健康医药产业发展六项实施计划的通知》(黔府办发〔2015〕26号)精神，打造西部地区重

要经济增长极、内陆开放型经济新高地和生态文明示范区，探索欠发达地区后发赶超，推动贵安

新区大健康医药产业跨越发展，特提出以下意见。

　　一、指导思想

　　以科学发展观为指导，深入贯彻落实党的十八大、十八届四中全会和省委十一届五次全会精

神，根据《贵安新区总体规划(2013—2030年)》、《贵州省新医药产业发展规划(2014—2017年)》

和《贵州省健康养生产业发展规划(2015—2020年)》的整体要求，以“绿色、健康、高端、创新”

为引领，以产业带动发展为主线，以龙头企业为带动，以重点项目为支撑，着力推进贵安新区大

健康医药产业快速发展，提升产业凝聚力，增强产业核心竞争力，将贵安新区打造成为集医药产

业、健康养生产业、医疗服务产业为一体、国内外知名的“国际智慧健康城”。

　　二、发展原则

　　——突出优势，错位发展。充分发挥贵安新区生态环境、政策资金等优势，与国内以及省内医

药产业园区形成优势互补，大力发展现代中药、生物医药、医疗器械、健康养生等产业。

　　——突出特色，创新发展。创新医疗器械材料产业与高端装备制造业相结合、中药休闲养生旅

游与生态环境资源相结合、医药健康产业与大数据产业相结合、医药贸易与现代物流相结合的

“四个结合”产业模式;不断推进大数据产业、高端装备制造业、现代物流业、现代旅游业对大健康

医药产业发展的促进作用，加快大健康医药产业的发展速度、提高产业发展水平、提升产业发展

的广度和深度。

　　——合作开放，聚集发展。搭建公共服务平台，加大招商引资力度，聚集优势资源。引进国内

外医药科研、医疗器械及医用材料、贸易物流等领域的龙头企业、高端人才和重大项目，提高产

业发展水平。

　　——强化设计，科学发展。加强顶层设计，提高产业布局和结构布局的科学性和可行性，提升

产业发展水平，带动区域大健康医药产业的跨越发展。

　　三、发展目标

　　到2017年，入驻骨干企业10-15家，聚集中小企业100家以上，初步形成产业集群，大健康医药

产业实现总产值30亿元。到2020年，入驻骨干企业15家以上，聚集中小企业150家以上，大健康

医药产业总产值达到250亿元。大健康医药产业要素聚集能力显著增强，产业规模明显增大，初

步形成“一城、三园、六基地”的特色产业格局，把贵安新区建成国内外知名的“国际智慧健康

城”。

　　四、产业布局

　　围绕打造“国际智慧健康城”的总体目标，实施“一城、三园、六基地”的产业布局，重点建设“三

园”(新医药产业园、生物科技产业园、医疗器械及医用材料产业园)，以平坝夏云工业园为重点建

设区域，以“新医药研发、新医药产业孵化、医药制造”为重点发展方向;形成从产品研发、产业孵

化到生产制造的医药产业链;打造特色突出、全国一流的新医药产业园区。以羊艾食品医药工业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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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重点建设区域，以基因重组技术、原生质体融合技术等高新技术为支撑，以生物疫苗、诊断试

剂、新型制剂为重点发展方向，建设西南地区具有影响力的生物科技产业园。以贵安新区高端制

造产业园为重点建设区域，发展高端医疗设备、高值医用耗材、医药包装材料等产业，打造“西

南最大、国内有影响”的高端医疗器械集聚地和医用材料产业园。打造“六个基地”(研发孵化基

地、医药生产基地、生物科技产业基地、医疗器械及医用材料产业基地、医疗健康养生养老服务

基地、智慧物流基地)。

　　五、重点任务

　　(一)建设研发孵化基地。

　　——研发中心。以中药材种植技术研究、医药新产品和二次开发、生物医药、健康产品开发、

高端医疗设备与器械开发为主要研发方向,围绕贵州地道特色中药民族药材、生物医药、智能化医

疗设备、第三方检测等领域，开展深度研究。重点突破一批中药材种植瓶颈技术，研发一批以重

组蛋白药物、单抗体工程药为重点的生物医药，开发一批具有核心竞争力的健康产品，推出一批

体外诊断设备、穿戴设备、移动医疗设备等医疗设备，积极开展药品、药材样品检测分析等第三

方检测服务和新药注册咨询、新药申报等服务，为大健康医药产业发展提供强力技术和服务支

撑。

　　——产业孵化中心。以特色医药产业化、保健食品产业化为重点方向，围绕贵州特色中药、苗

药、贵州省特色保健品，开展产业化培育。重点孵化、培育一批特色医药中小企业、贵州特色保

健食品企业，促进贵安新区大健康医药产业向“特色、精细、专业”方向发展。

　　(二)打造医药生产基地。以现代中药、特色苗药、大健康产品为主，重点开发具有治疗肿瘤、

肝病、心脑血管疾病以及慢性病相关的中药制剂;引进新型中药透皮给药技术，大力发展中医贴

剂、贴片、药膏等。加快发展一批疗效确切、安全性好的特色苗药和中药独家品种，推进苗医药

品种进入国家医保和基药目录。把贵安新区医药制造基地打造成为现代中药民族药的核心区。

　　(三)发展高端医疗器械及医用材料基地。发挥贵安新区及周边军工企业优势，促进军民融合，

重点开发生产医用氧气加压舱、电动轮椅智能控制系统等数字化、智能化高端医疗设备。结合现

有产业基础，支持生产医用贴敷类、医用高分子材料等产品的企业扩大生产规模，加大产学研合

作，优化产品结构，重点开发精密输液器、蛋白质芯片传感器、可吸收生物材料等高质医用耗材

产品和医药包装材料。引进一批数字影像、检验检测、诊疗设备、医用特种车辆等生产企业落户

我区;结合大数据产业，发展穿戴设备、移动医疗设备、家庭健康产品、医用传感器等智慧医疗产

品。

　　(四)拓展大健康医药衍生产业。大力发展大健康产品，推动贵州道地大宗药材进入新资源食品

目录，以天麻、杜仲、金银花、半夏、太子参、刺梨、鱼腥草、石斛等药材为重点，开发药膳、

药酒、药茶等保健产品，打造知名品牌。以贵州道地中药材为原料，开发化妆品、日用品、食品

添加剂等产品。

　　(五)建设生物科技产业基地。重点引进基因工程药物、生物疫苗及诊断试剂、小分子药物、蛋

白质药物、生物制剂等方面的国内外知名机构、研发中心及相关企业入驻。园区将着力构建生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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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药服务体系，大量汇聚高端研发人才，显著提升贵州省生物医药开发创新能力，成为实现贵州

省乃至西南地区生物医药产业跨越式发展的重要载体。

　　(六)建设医疗健康养生养老服务基地。依托贵安新区良好的生态环境优势和政策高地优势，以

“大健康”为主线，引进国内外知名的医疗美容、知名医院、知名养生养老等服务机构，以诊疗康

复、高端医疗美容疗养、养生保健、温泉养生、户外运动等为重点，打造西南地区知名的“综合

医疗养生养老服务基地”，使贵安新区成为国内有影响的医疗康健服务示范基地，打造“健康贵安”

国际品牌。

　　(七)建设中医药旅游服务基地。依托贵安新区境内和周边优质旅游资源，以打造国际著名的生

态旅游养生度假基地为目标，建设集中药材种植观光、中医药科普、特色民俗医药体验、中药购

物观光、养生度假、度假式养老等为一体的中医药生态旅游养生产业集群;把贵安新区打造成特色

突出、形象鲜明、服务一流的国际化特色旅游度假基地。

　　(八)打造智慧物流基地。依托智慧物流云工程、电子商务云工程、智慧交通云工程等大数据产

业，充分发挥贵安新区的区位优势，建设集仓储、贸易、流通等为一体的医药、健康产品贸易物

流交易中心，将贵安新区打造为全省新医药的仓储中心、交易中心和物流中心，力争成为“西南

最大、国内有影响”的大型医药交易物流产业园。

　　(九)增强创新能力。依托贵州大学、贵州医科大学、贵阳中医学院、中科院天然产物重点实验

室等科研资源优势;积极开展与清华大学、中国医科大学、中国中医科学院等国内知名高校和研究

机构合作，建设省级公共技术和中试平台，支持综合性创新药物和单元技术研发。发挥企业技术

创新的主体作用，新增一批医药科技创新中心、企业技术中心，开展原始创新、集成创新和引进

消化吸收再创新。创新医药研发模式，鼓励开展合作研发，推动相关企业在药物设计、新药筛

选、安全评价、临床试验及工艺研究等方面开展研发外包服务。建立和完善医药创新服务体系，

积极支持开展新药初步安全性评价及临床研究。

　　(十)狠抓招商引资。搭建招商平台，重点强化园区软、硬环境建设，通过环境改善和资本流向

的有机结合，使园区成为招商引资的“高地”。加快制定《贵安新区大健康医药产业招商引资目

录》和招商路线图，完善招商引资政策。选择产业发展较好、企业较为集中的长三角、珠三角、

环渤海、东北地区，围绕研发孵化、现代中药、医疗健康服务、高端医疗器械、智慧物流等方向

持续招商，优先引进符合产业政策、创新能力强、行业影响力大的企业和项目，建立健全产业链

条。

　　六、保障措施

　　(一)完善基础设施。针对医药产业发展需求，加快道路、给排水、污水处理及电力线路、通讯

等基础设施建设，提高园区的承载能力，为入驻企业做好生产要素保障服务，搭好建设平台，为

产业发展打牢基础。

　　(二)完善配套设施。集中建设研发中心、分析检测中心、准孵化单元等配套服务工程，提高产

业配套服务能力，全力营造医药企业创业发展的专业化环境。

　　(三)提高公共服务水平。依托大数据产业优势，整合贵州省内医药服务平台，加强与科研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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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大专院校、医院的合作，建立规范的医药服务平台;为企业提供仪器设备共享、实验室共享、

人员培训、技术项目风险开发、委托试验和中试研究等服务，提高公共服务能力和水平。

　　(四)强化金融支撑。以政府资金为引导，加强金融机构合作机制建设，积极拓宽社会融资渠

道，创新产业融资支持模式，着力支持重点项目和重点企业发展。鼓励金融机构加大信贷支持力

度，对大健康医药产业贷款利率不上浮，创新金融产品，延伸服务网络。鼓励开展医药产业知识

产权质押贷款业务。支持医药企业利用多层次资本市场进行融资。引导社会资本共同发起贵安新

区新医药产业投资基金，积极引进天使投资基金、风险投资基金、私募股权投资基金、产业投资

基金等共同构建多层次投资体系，对入驻贵安新区新医药企业的各个成长阶段进行精准扶持。

　　(五)加强人才保障。鼓励大健康医药产业专业人才及团队来贵安新区创业，大力实施“百千万人

才引进计划”。引进的高层次人才，经认定符合条件的，参照《中共贵州省委关于进一步实施科

教兴黔战略大力加强人才队伍建设的决定》(黔党发〔2012〕31号)和《中共贵州省委贵州省人民

政府关于加强人才培养引进加快科技创新的指导意见》(黔党发〔2013〕12号)等人才政策，落实

贵安新区党工委、管委会出台的《关于加强贵安新区直管区人才队伍建设打造人才特区科技高地

的实施意见》精神，享受相关优惠政策。

　　(六)加强组织保障。成立贵安新区大健康医药产业发展领导小组，负责贵安新区大健康医药产

业发展重大问题的战略决策，统筹指导医药产业有关工作，协调解决医药产业发展过程中的资源

调配形成发展合力。按照“一区三园”的管理模式，组建贵安新区大健康医药产业园区管委会，负

责大健康医药产业发展的具体工作。建立协调咨询机制，组建大健康医药产业发展专家咨询委员

会，对大健康医药产业发展的重大问题提供咨询。

　　(七)加强目标管理。各部门要按照既定目标任务，结合实际，抓紧制定具体实施方案，明确年

度工作目标，强化各项任务的分解落实，实行目标管理，层层落实责任，确保按期完成规划确定

的发展目标和重点任务，扎实推进全区大健康医药产业发展。

- 「贵安新区招商引资优惠政策」

为加大招商引资工作力度，快速推进贵安新区开发建设，结合贵安新区实际，制定本政策。

　　第一条 入驻贵安新区从事新区鼓励发展的战略性新兴产业的企业，可享受新区财政给予的产业

发展资金扶持。

　　第二条 新区内国家鼓励类产业的各类中资企业和外商投资企业，到2020年减按15%的税率征收

企业所得税;新入驻企业自投产之日起3年内以所缴纳所得税、增值税、营业税新区留成部分为基

数最高可获得全额奖励。

　　第三条 入驻贵安新区的跨国公司地区总部、内资企业总部、管理型营运中心，自纳税年度起3

年内以所缴纳所得税、增值税、营业税新区留成部分为基数全额奖励给企业。

　　第四条 入驻贵安新区的金融企业、高新技术企业及大型企业总部高管人员、核心骨干技术人

员，5年内缴纳的个人所得税新区留成部分给予财政全额奖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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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五条 自政策发布之日起，3年内建成投产的工业项目和高新技术产业项目，可以免征建设相

关费用。(国家规定征收的除外)

　　第六条 新区工业企业拓宽出口业务，可以享受相应的税收优惠政策。

　　第七条 贵安新区范围内的机构获得批准成为国家工程技术中心、国家工程技术研究中心、国家

重点实验室等，可以一次性给予最高500万元人民币奖励;对列入国家重点科技发展计划并获得资

金补助的科技项目，可以给予最高100%的配套资金支持。

　　第八条 对于入驻贵安新区的高技术服务业企业可以享受最高至600万元人民币的开办资金补

助。

　　第九条 在贵安新区注册的企业上市成功后，可以给予最高1200万元人民币奖励。

　　第十条 对于入驻贵安新区企业的各类人才给予住房、科研经费、子女就学、户籍迁入等支持。

　　本政策自发布之日起施行，由贵安新区管委会负责解释。

15. 쌍D항산업원구 국제건강단지 (진푸신구)

- 「辽宁省医疗卫生服务体系规划（2015-2020 ）」辽政办发〔2015〕107号

http://www.docin.com/p-1261082958.html

- 「辽宁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促进社会办医加快发展的实施意见」辽政办发〔2015〕96号

http://www.sycredit.gov.cn/ListForDevelop/Detail?InfoId=e289a73d-1fec-484a-822b-c9065e12c

60f

-「辽宁省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实施意见的通知」辽政办发〔201

1〕30号

http://www.shenyang.gov.cn/zwgk/system/2011/09/19/000115042.shtml

- 「大连市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大政发(2015)56号

http://law.wkinfo.com.cn/document/show?aid=MTAwMDUyNjA3MjQ%3D&bid=&collection=le

gislation&modules=

- 「大连市卫生事业发展"十三五"规划的通知」

http://www.dlhfpc.dl.gov.cn/web/guest/18?articleId=A9795A92-46CD-D1AA-8879-29D85FC4A

1AA

- 「大连金浦新区总体方案」发改东北[2014]1591 号

http://www.sdpc.gov.cn/gzdt/201407/t20140723_6196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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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정책명 Ÿ 「湘江新区管理委员会印发《关于加快发展核心区现代服务业的若干意见》的通知」  

  (샹장신구관리위원회- 핵심구 현대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관련 의견)

인력
Ÿ 관련부서에서 의료기관의 의사, 기사, 간호사 등 인력에 대한 의료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할 시, 의료기관 당 2000위안/人次，총 500人次 규모의 기준으로 교육비용 지

원（최고 지급금액은 실제 교육비 지출의 30%)

기타 Ÿ 중국유명상표(中国驰名商标), 중국명품제품(中国名牌产品)，중국품질상(中国质量

奖)을 수여받을 시 50만위안/건 지급

16. 메이시후 국제의료건강성 (샹장신구)

- 「湖南省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意见」 湖南发〔2014〕30号

http://govinfo.nlc.gov.cn/hnsfz/zfgb/2014ndslq/201506/t20150618_8018008.shtml?classid=602

- 「湖南省"十三五"卫生和计划生育事业发展规划」

http://www.hnsx.gov.cn/sxq/xxgk/7978/content_66691.html

-「湖南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鼓励和支持民间资本参与公共领域投资的若干意见」湖政办

发〔2014〕66号

http://govinfo.nlc.gov.cn/hnsfz/zfgb/2014ndsqq/201506/P020150618373931838312.html

- 「湖南省现代服务业发展行动计划（2014—2017年）」湖政办发〔2014〕47号

http://govinfo.nlc.gov.cn/hnsfz/zfgb/2014ndssq_45812/201506/P020150617569303396706.html

- 「湖南省关于促进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

根据《国务院办公厅转发发展改革委卫生部等部门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

意见的通知》（国办发〔2010〕58号）精神，结合我省实际，现就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

办医疗机构提出如下意见： 　　一、指导思想、基本原则和主要目标 　　（一）指导思想。深入

贯彻落实科学发展观，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加快转变卫生发展方式。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

办医疗机构，建立以公立医疗机构为主导、非公立医疗机构加快发展的运行规范、竞争有序的多

元化办医格局，满足人民群众多层次的医疗服务需求，不断提高全省人民健康水平。 　　（二）

基本原则。 　　——统筹规划，共同发展。完善区域卫生规划和医疗机构设置规划，充分调动各

方积极性，坚持公立医疗机构为主导，鼓励和支持非公立医疗机构共同发展。 　　——平等准

入，完善政策。坚持公开、公平、公正原则，实行统一的准入制度，消除政策障碍，营造非公立

医疗机构良性发展的新环境。 　　——正确引导，依法监管。加强行业监管，规范职业行为，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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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维护非公立医疗机构和人民群众的合法权益。 　　（三）主要目标。建立与我省经济社会发展

水平相适应的多元化办医新格局，强化和完善医疗卫生服务体系。到“十二五”末，非公立医疗机

构床位数占全省医疗机构总床位数的比例争取达到20%以上。 　　二、放宽社会资本举办医疗机

构的准入范围 　　（四）鼓励和支持社会资本举办各类医疗机构。社会资本可以自主选择举办营

利性或非营利性医疗机构。营利性医疗机构到工商行政管理部门进行工商注册登记,非营利性医疗

机构到民政部门进行民办非企业单位登记，取得法人资格。优先鼓励社会资本以多种形式举办上

规模、高层次的综合医院和有特色的专科医院。鼓励有资质人员依法开办个体诊所。 　　社会资

本举办的医疗机构可选择与其医院类别和功能相适应的诊疗科目，报卫生行政部门依法核准。对

符合申办条件、具备相应资质的，应予以批准并及时发放相应许可，不得无故限制非公立医疗机

构执业范围。非公立医疗机构按照批准的执业范围、医院等级、服务人口数量等，合理配置大型

医用设备。 　　（五）调整和新增医疗卫生资源优先考虑社会资本。各地要把非公立医疗机构纳

入当地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根据当地卫生发展规划进行正确引导，支持其规范、健康发

展。在区域卫生规划和医疗机构设置规划中，要给非公立医疗机构留有合理空间，其设立条件、

资质审核、审批程序等与公立医疗机构相同。需要新增和调整卫生资源时，在符合准入标准的条

件下，优先考虑由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 　　（六）鼓励和支持非公立医疗机构做大、做强。

鼓励社会资本举办和发展具有一定规模、有特色的医疗机构，引导有条件的医疗机构向高水平、

高技术含量的大型医疗集团发展，实施品牌发展战略，树立良好的社会信誉。鼓励非公立医疗机

构加强临床科研和人才队伍建设。 　　（七）鼓励社会资本参与公立医院改制。根据区域卫生规

划，合理确定公立医院改制范围。可在公立医院改革试点地区以及部分国有企业所办医院先行试

点。引导社会资本以多种方式参与包括国有企业所办医院在内的公立医院改制，积极稳妥地把部

分公立医院转制为非公立医疗机构，适度降低公立医院的比重，促进公立医院合理布局。要优先

选择具有办医经验、社会信誉好的非公立医疗机构参与公立医院改制。在改制过程中，要按照严

格透明的程序和估价标准对公立医院资产进行评估，加强国有资产处置收益管理，防止国有资产

流失；按照国家和我省政策规定制定改制单位职工安置办法，保障职工合法权益。 　　公立医疗

机构逐步减少并严格控制特需服务，公立和非公立医疗机构特需服务所得收入应按规定缴纳税

费。 　　（八）允许境外资本举办医疗机构。进一步扩大医疗机构对外开放，将境外资本举办医

疗机构调整为允许类外商投资项目。允许境外医疗机构、企业和其他经济组织与我省医疗机构、

企业和其他经济组织以合资或合作形式设立医疗机构。境外资本既可举办营利性医疗机构，也可

以举办非营利性医疗机构。鼓励境外资本在我省相对欠发达地区投资举办医疗机构。 　　香港、

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以及国际知名品牌医疗实体的资本在我省举办医疗机构，按规定享受

优先支持政策。 　　（九）规范外资办医的准入程序。医疗外资项目的核准和审批应当执行现行

法律法规以及国家和我省现行政策。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设立由省卫生厅和省商务厅审

批，其中设立中医、中西医结合的医院需征求省中医药管理局意见。外商独资医疗机构的设立由

卫生部和商务部审批，其中设立中医、中西医结合、民族医医院的需征求国家中医药管理局意

见。具体办法由相关部门另行制定。 　 　 三、进一步改善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执业环境 　　



- 180 -

（十）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在用地政策上给予支持。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建设应符合土地

利用总体规划和相关城乡规划，非营利性医疗卫生设施用地可以划拨方式提供土地使用权，非营

利性医疗机构不得擅自改变土地用途，如需改变，应依法办理用地手续。营利性医疗机构建设用

地实行有偿使用。 　　（十一）鼓励金融机构运用信贷手段，支持非公立医疗机构的举办和发

展。营利性非公立医疗机构可以利用有偿出让取得的土地、产权明晰的房产等固定资产申请抵押

贷款，国土资源、房产管理部门应予办理抵押登记手续。 　　（十二）落实非公立医疗机构税收

政策和价格政策。社会资本举办的非营利性医疗机构按国家规定享受税收优惠政策，用电、用

水、用气、用热与公立医疗机构同价，提供的医疗服务和药品要执行政府规定的相关价格政策。

营利性医疗机构按国家规定缴纳企业所得税，提供的医疗服务实行自主定价，免征营业税。 　　

营利性医疗机构自用房产、土地，报主管地税机关备案后，自取得执业登记之日起，3年内免征

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非公立医疗机构通过公益性社会团体或县级以上政府及其部门，用于

公益事业的捐赠支出，在年度利润总额12%以内的部分，准予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 　　

（十三）鼓励各地购买非公立医疗机构提供的服务。鼓励各地采用政府采购或其他形式，选择符

合条件的非公立医疗机构承担公共卫生服务以及政府下达的医疗卫生支农、支边、对口支援等任

务。支持社会资本举办的社区卫生服务机构、个体诊所等非公立医疗机构在基层医疗卫生服务体

系中发挥积极作用。 　　非公立医疗机构在遇有重大传染病、群体性不明原因疾病、重大食物和

职业中毒以及因自然灾害、事故灾难或社会安全等事件引起的突发公共卫生事件时，应执行政府

下达的指令性任务，并按规定获得政府补偿。 　　（十四）将符合条件的非公立医疗机构纳入医

保定点范围。非公立医疗机构凡执行政府规定的医疗服务和药品价格政策，符合医保定点等相关

规定的，人力社保、卫生、民政等部门应按程序将其纳入职工和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新型农

村合作医疗、城乡医疗救助、工伤保险、生育保险等社会保障定点服务范围，执行与公立医疗机

构相同的报销政策。 　　（十五）设立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专项补助资金。非公立医疗机构获

得国家级、省级和市级重点学科建设项目的，享受公立医疗机构重点学科建设经费补助同等待

遇。各级卫生行政部门应将非公立医疗机构的重点学科建设统一纳入本地区医疗卫生机构重点学

科建设范畴。省级卫生行政部门根据全省非公立医疗机构发展实际，设立专门面向非公立医疗机

构的重点学科建设计划。 　　（十六）鼓励对社会资本举办的非营利性医疗机构进行捐赠。鼓励

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以及个人等对社会资本举办的非营利性医疗机构进行捐赠，并落实相

关税收优惠政策。鼓励红十字会、各类慈善机构、基金会等出资举办非营利性医疗机构，或与社

会资本举办的非营利性医疗机构建立长期对口捐赠关系。 　　四、加大对非公立医疗机构人员队

伍建设的扶持力度 　　（十七）优化非公立医疗机构用人环境。非公立医疗机构依据国家相关法

律法规，享有用工自主权。其招聘录用的人员必须依法签订劳动合同，建立法定的劳动关系，在

人才交流服务机构实行人事代理，按照规定参加社会保险。 　 　 有条件的单位可为中级职称

（含）以上人员建立补充保险，以确保他们的待遇水平。 　　非公立医疗机构聘用外籍或港澳台

医务人员，按国家有关规定执行。 　　（十八）改善非公立医疗机构外部学术环境。非公立医疗

机构人员在职称评聘、科研立项、参加学术活动、评先评优等方面享有与公立医疗机构同类人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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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等的待遇。各医学类行业协会、学术组织和医疗机构评审委员会要平等吸纳非公立医疗机构参

与，保证非公立医疗机构占有与其在医疗服务体系中的地位相适应的比例，保障非公立医疗机构

医务人员享有承担与其学术水平和专业能力相适应的领导职务机会。 　　（十九）加强对非公立

医疗机构的人员培训。各地要把非公立医疗机构卫生技术人员的培养纳入医疗卫生人才继续教

育、技能人才职业技能培训、全科医生培养培育和住院医师规范化培训等培训计划。政府相关部

门要有计划地对非公立医疗机构的举办者和各级管理者进行政策法规、现代管理知识等培训，提

高管理人员综合素质，促进科学管理和依法治院。 　　（二十）鼓励医师多点执业，医务人员合

理流动。鼓励医师在确保医疗服务质量的前提下，根据规定的程序进行多点执业，各地人力社保

和卫生部门应制定相关的实施办法。 　　鼓励医务人员在公立和非公立医疗机构间合理流动，支

持非公立医疗机构通过各种形式聘用公立医疗机构医务人员。各地不得限制医务人员在公立医疗

机构与非公立医疗机构之间自由流动。各地可根据当地实际出台办法，保障公立医疗机构医务人

员在公立医疗机构与非公立医疗机构间自由流动，有关部门和单位应按国家有关规定及时给予办

理执业地点变更、人事劳动关系衔接、社会保险关系转移、档案转接等手续。 　　五、加强指导

和规范管理，促进非公立医疗机构持续健康发展 　　（二十一）引导非公立医疗机构规范执业。

非公立医疗机构作为独立法人实体，自负盈亏，独立核算，独立承担民事责任。非公立医疗机构

要执行医疗机构管理条例及其实施细则等法规和相关规定，提供医疗服务要获得相应许可。严禁

非公立医疗机构超范围服务，依法严厉打击非法行医活动和医疗欺诈行为。规范非公立医疗机构

医疗广告发布行为，严禁以任何形式发布虚假、违法医疗广告。卫生部门要把非公立医疗机构纳

入医疗质量控制评价体系，通过日常监督管理、医疗机构校验和医师定期考核等手段，对非公立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执业情况进行检查、评估和审核。 　　建立社会监督机制，将医疗质量和

患者满意度纳入对非公立医疗机构日常监管范围。发挥医疗保险对医保定点机构的激励约束作

用，促进非公立医疗机构提高服务质量，降低服务成本。 　　（二十二）促进非公立医疗机构守

法经营。非公立医疗机构要严格按照登记的性质开展相应的业务，严格执行法律法规和各项政策

规定，执行国家规定的财务会计制度，依法进行会计核算和财务管理，接受相关部门的监督检

查。非营利性医疗机构所得收入除规定的合理支出外，只能用于医疗机构的继续发展。对非营利

性医疗机构违反经营目的、收支结余用于分红或变相分红的，卫生部门要责令限期改正；情节严

重的，按规定责令停止执业，并依法追究法律责任。营利性医疗机构所得收益可用于投资者经济

回报。非公立医疗机构要按照临床必需的原则为患者提供适当的服务，严禁诱导医疗和过度医

疗。对不当谋利、损害患者合法权益的，卫生部门要依法惩处并追究法律责任。充分发挥会计师

事务所对各类医疗机构的审计监督作用。 　　（二十三）推动非公立医疗机构提高管理水平。鼓

励非公立医疗机构推行现代化医院管理制度，建立规范的法人治理结构，加强成本控制和质量管

理，聘用职业院长负责医院管理。支持社会资本举办医院管理公司提供专业化的服务。允许非公

立医疗机构采用各种方式聘请或委托国内外具备医疗机构管理经验的专业机构参与医院管理，提

高管理效率。指导非公立医疗机构依法实施劳动合同制度，建立和完善劳动规章制度。 　　（二

十四）培育和增强非公立医疗机构的社会责任感。非公立医疗机构要增强社会责任意识，坚持以



- 182 -

病人为中心，加强医德医风建设，大力弘扬救死扶伤精神，加强医务人员执业道德建设和人文精

神教育，做到诚信执业。鼓励非公立医疗机构通过按规定设立救助基金、开展义诊等多种方式回

报社会。进一步培育和完善非公立医疗机构行业协会，充分发挥其在行业自律和维护非公立医疗

机构合法权益等方面的积极作用。 　　（二十五）加强非公立医疗机构的信息化建设。要保障非

公立医疗机构在政策知情和信息、数据等公共资源共享方面与公立医疗机构享受同等权益。要提

高信息透明度，按照信息公开的有关规定及时公布各类卫生资源配置规划、行业政策、市场需求

等方面的信息。将非公立医疗机构纳入省市县信息平台建设，以医院管理和电子病历为重点，推

进信息化建设。 　　（二十六）完善非公立医疗机构变更经营性质的相关政策。社会资本举办的

非营利性医疗机构原则上不得转变为营利性医疗机构。确需转变的，应注销后进行清算，再重新

申办，并根据其经营性质，报经原审批部门批准并依法办理相关手续。社会资本举办的营利性医

疗机构转换为非营利性医疗机构，可提出申请并依法办理变更手续。变更后，按规定分别执行国

家有关价格和税收政策。 　　（二十七）建立非公立医疗机构的退出机制。非公立医疗机构如发

生产权变更，可按有关规定处置相关投资。非公立医疗机构如发生停业或破产，按照有关规定处

理。 　　（二十八）此前有关规定与本意见不一致的，以本意见为准。

-「长沙市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长政办发〔2014〕29号

http://www.changsha.gov.cn/xxgk/gfxwj/szfbgt/201410/t20141014_645274.html

为积极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根据《湖南省人民政府办公厅转发省发改委等部门关

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的通知》（湘政办发〔2012〕11号）和

《长沙市人民政府关于加快市场化改革促进民间投资发展的意见》（长政发〔2013〕19号）要

求，结合长沙实际，特制定如下实施意见。

一、科学规划引导非公立医疗机构发展

（一）完善卫生发展规划。结合我市经济社会发展水平和卫生资源现状，切实发挥区域卫生规划和

医疗机构设置规划的宏观调控和科学引导作用，将社会办医纳入规划范围，满足非公立医疗机构

特别是非营利性医疗机构发展需求。科学调配区域内医疗机构之间的功能整合和分工协作，注重

发挥市场机制作用，促进有序竞争，提高医疗卫生服务效率、质量和水平。新增卫生资源，特别

是城市医院的设置和改扩建、病床规模的扩大、大型医疗设备的购置，须按照区域卫生规划和医

疗机构设置规划的要求与标准审批。

（二）优化卫生资源配置。按照总量控制、结构调整、规模适度的原则，严格控制公立医院发展规

模，留出社会办医的发展空间。在满足群众基本医疗需求的情况下，支持并优先选择社会信誉

好、具有较强管理服务能力的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鼓励社会资本通过多种形式参与公立医院

（包括国有企事业所办医院）改制重组。

（三）完善多元办医格局。建立与我市经济社会发展水平相适应的的多元办医格局，发挥市场机制

作用，积极扶植社会力量参与，促进有序竞争，提高服务效率、质量和水平。到2020年，非公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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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疗机构床位数和服务量达到总量的30%左右，建设5-7家非公立三级专科医院，实现非公立医

疗机构与公立医疗机构协调发展，建成全国社会资本办医综合改革示范城市。

二、拓宽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准入范围

（一）多渠道引入优质社会资本参与发展医疗事业。鼓励有实力的企业、慈善机构、基金会、商业

保险机构等社会力量以及境外投资者以各种形式举办医疗机构。鼓励大型医疗集团设立产业基金

支持发展医疗机构。鼓励有资质的执业医师（含港澳台地区）举办具备一定功能和专业水平的诊

所。鼓励公立医疗机构具有副主任医师以上资质的执业医师独立举办私人诊所。调整和新增医疗

卫生资源时，在符合准入标准的条件下，优先考虑由社会资本举办。

（二）鼓励和支持社会资本进入各类医疗服务领域。重点鼓励社会资本在医疗资源相对薄弱的地区

举办医疗机构；鼓励社会资本举办老年医疗护理、健康咨询、康复、精神卫生、儿科、产科等医

疗服务供给不足的专科医疗机构；鼓励社会资本举办中医或中西医结合医疗机构、有条件的医药

企业开设中医坐堂诊所；鼓励设置独立的医学影像诊断、医学检验、病理诊断等专业服务机构；

鼓励有条件的非公立医疗机构向高水平、规模化的大型医疗集团发展，发展特需医疗服务。

（三）放宽对非公立医疗机构大型医用设备配置。科学制订大型医用设备配置规划，按照非公立医

疗机构设备配备不低于20%的比例，预留规划空间。按照满足合理需求、保障医疗质量安全的原

则，对非公立医疗机构的配置申请，重点考核人员资质、技术能力等相关指标，对床位规模、门

急诊人次等业务量评价指标方面的要求，根据实际情况适当把握。对新建非公立医疗机构，按照

建设方案拟定的科室、人员等条件予以配置评审；如符合配置要求，可予先行采购，经组织专家

复审并确保相关专业人员落实到位后再正式下达配置规划。积极引导和支持区域内医疗机构按照

国家有关规定联合建立区域性大型医用设备检查中心，形成共建、共用、共享和共管机制，促进

资源充分合理利用，推进二级以上医疗机构检验对所有医疗机构开放。

三、鼓励社会资本参与公立医院改革

（一）鼓励社会资本参与投资公立医院。鼓励社会资本以投资回报方式在院区建设、后勤服务方面

投资公立医院，推进公立医院后勤社会化和专业化发展。

（二）鼓励社会资本与公立医院开展业务合作。鼓励国内外知名品牌医疗实体、医疗投资管理集团

与公立医院开展多层次业务合作，建立区域性专科医疗服务中心，打造优势竞争品牌。

（三）鼓励社会资本积极参与公立医院改制。优先选择办医经验丰富、社会信誉良好、管理模式先

进的医疗机构，通过联合、改造重组、托管等形式参与公立医院（含国有企事业单位医院）改

制，建立混合所有制的股份制医院。公立医院改制，要严格按照国家及我市国有资产管理有关规

定，切实做好清产核资、财务审计、资产评估、资产处置、产权交易等工作，防止国有资产流

失。要充分听取职工意见，履行民主程序，按照国家和省、市相关政策保障职工合法权益。

四、加大对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扶持力度

（一）投融资政策。创新医疗机构投融资机制，探索建立以国有资本出资的长沙市医疗服务投资管

理公司，充分发挥市属国有资本对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引导和扶持作用。探索建立风险可控

的医疗机构低息贷款和贷款贴息机制。支持非公立医疗机构按规定利用办医结余和捐赠资助设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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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疗基金，收益用于医疗机构发展。

（二）财政奖补政策。政府性资金对包括社会资本在内的各类投资办医主体同等对待，扶持社会资

本举办的老年医疗护理、康复、精神卫生、儿科、产科等服务供给不足的非营利性医疗机构和在

医疗资源配置薄弱地区的医疗机构，所需资金在卫生专项中统筹解决。

（三）税费政策。根据医疗机构的不同经营性质落实相应税费政策。非营利性民办医疗机构按规定

经财政、税务部门认定免税资格后，同等享有公办医疗机构的各项税收待遇。营利性医疗机构取

得的收入，直接用于改善医疗卫生条件的，自其取得执业登记之日起，3年内对其取得的医疗服

务收入依法免征营业税、自产自用的制剂免征增值税，自用的房产、土地、车船免征房产税、城

镇土地使用税和车船使用税。社会资本举办的二级以上（含二级）医疗机构建设，建设单位按

“收支两条线”原则全额缴纳项目报建费，市财政将项目所缴纳的城市基础设施配套费的50%安排

给建设单位专项用于项目建设。

（四）收费价格政策。社会资本举办的非营利性医疗机构，在用电、用水、用气等方面享受与公立

医院同等政策。落实国家发展改革委、国家卫生计生委、人力资源社会保障部《关于非公立医疗

机构医疗服务实行市场调节价有关问题的通知》（发改价格〔2014〕503号）精神，社会资本举

办的各类医疗机构其服务价格采用灵活定价机制，满足多元化医疗需求。鼓励非公立医疗机构积

极探索实行有利于控制费用、公开透明、方便操作的医疗服务收费方式。

（五）用地政策。医疗机构建设应当符合土地利用总体规划及城乡规划的要求，用地规模须根据

《长沙市主要地类建设用地定额标准（试行）》进行核准。对纳入年度用地计划且符合用地规模

的医疗用地，优先确保其用地供应。非营利性医疗机构用地可以采取行政方式供地，但不得分割

及擅自转让土地使用权，且不得改变土地用途。营利性医疗机构采取有偿方式用地的，可按照协

议出让方式供地，但不得分割及擅自转让土地使用权，且不得改变土地用途。如需由行政划拨用

地改为有偿出让用地的，按国家相关规定办理。

（六）医保定点政策。将符合条件的非公立医疗机构纳入城镇职工和城乡居民医保定点服务范围，

并执行与公立医疗机构相同的报销政策。对社会资本举办的老年医疗护理、精神卫生、儿科、产

科等非营利性医疗机构给予支持，优先纳入医保定点。

（七）界定明晰产权。非公立医疗机构自主经营、独立核算、自负盈亏、自担风险，任何单位和个

人不得侵占、私分或者挪用其资产。

（八）投资奖励机制。非营利性社会办医疗机构在扣除运行成本、提取其他有关费用后的结余部

分，按60%预留医疗机构发展基金，40%用于奖励举办者。

（九）加快审批手续。加快落实非公立与公立医疗机构在设置审批、运行发展等方面同等对待的政

策，不得设置法律法规规范以外的限制条件。对具备相应资质的非公立医疗机构，应按照规定予

以批准，加快办理审批手续，简化审批流程，提高审批效率。

（十）政府购买服务政策。政府同等支持非公立医疗机构进入公共卫生服务体系，采取政府购买服

务等形式选择符合条件的医疗机构承担公共卫生服务以及政府下达的医疗卫生支农、支边、对口

支援等任务。发生突发公共卫生事件时，非公立医疗机构应执行政府下达的指令性任务，并按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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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待遇获得政府补偿。

五、支持非公立医疗机构提升服务能力

（一）优化用人环境。非公立医疗机构享有用工自主权并依法签订劳动（聘用）合同，按照国家规

定参加社会保险。鼓励非公立医疗机构建立补充养老保险制度。非公立医疗机构聘用外籍或港澳

台地区的卫生技术人员，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二）引导卫生技术人员合理流动。允许医师多点执业，制定规范的医师多点执业指导意见。二、

三级医院主治医师及以上职称的专业医师多点执业，无需办理其他相关手续，仅需市级卫生行政

部门备案。允许医务人员在不同举办主体医疗机构之间有序流动，在社会保险缴费年限计算、社

会保险转移接续以及人事聘用等方面建立公立和非公立医疗机构间的衔接机制，探索由身份管理

向资格管理转变。

（三）支持引进和培养人才。建立以卫生技术人员为重点的非公立医疗机构人才队伍建设扶持机

制。将非公立医疗机构所需专业人才纳入全市人才引进总体规划，享有政府规定的引进各类人才

的同等优惠政策。在引进高层次人才以及开展继续医学教育、全科医生培养、住院医师规范化培

训、新技术技能培训等方面，对非公立医疗机构一视同仁。非公立医疗机构在业务收入中须按照

当年业务收入的1%足额提取经费用于自身教育培训。

（四）支持提升学术地位。协调支持将具备较高管理能力和专业技术水平的非营利性医院优先纳入

医学高等院校教学医院范围。各医学类行业协会、学术组织和医疗机构评审委员会要平等吸纳非

公立医疗机构人员参与，扩大非公立医疗机构人员所占的比例。进一步保障非公立医疗机构在行

业协会学会中享有承担与其学术水平和专业能力相适应的职务的机会。

（五）支持重点专科建设。加强对非公立医疗机构临床专科能力建设的指导，将其统一纳入临床重

点专科建设规划。非公立医疗机构获得国家和省市级重点专科建设项目的，在资金分配等方面给

予同等对待。非公立医疗机构在医学院校临床教学基地以及住院医师规范化培训基地等资格认定

方面与公立医疗机构一视同仁。非公立医疗机构人员在职称评定、参加学术活动与业务竞赛、科

研立项及其成果鉴定、评先评优等方面享有同等待遇。

（六）支持公立医疗机构对口支援非公立医疗机构。鼓励大型公立医疗机构对口支持非公立医疗机

构，参与非公立医疗机构管理及合作，鼓励公立医疗机构充分利用优势学科和技术，以人员、品

牌、技术等形式，与社会资本合资合作办医，为社会提供多层次医疗服务。

（七）支持开展信息化建设。支持非公立医疗机构加快实现与医疗保障、公立医疗机构等信息系统

的互联互通。及时公布各类卫生资源配置规划、行业政策、市场需求等方面信息，畅通非公立医

疗机构获取相关政策信息的渠道，保障非公立和公立医疗机构在政策知情和信息占用等公共资源

共享方面享有平等权益。

六、建立规范有序的竞争机制

（一）确保医疗服务质量。将非公立医疗机构纳入统一的医疗质量控制与评价范围。对非公立医疗

机构和公立医疗机构在医疗技术临床应用准入管理方面给予同等对待。卫生行政管理部门要切实

履行政府监管职责，按照有关法律法规和标准规范，以规范非公立医疗机构的服务行为、提高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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务质量和提升服务水平为核心，创新监管手段，加强对非公立医疗机构的监管。同时，充分发挥

有关行业协会、社会组织对非公立医疗机构服务质量、服务费用、经营性质等方面的监管作用，

实现对非公立医疗机构监管的制度化、常态化，保证医疗质量和医疗安全。建立“黑名单”制度，

严厉打击各类违法违规行为。

（二）严格依法执业。对非公立医疗机构的类别、诊疗科目、床位、设备、专业人员注册进行监

管，严禁超范围执业；重点监督非公立医疗机构传染病防治、院感消毒、医疗废物处置等，确保

公共卫生安全；严厉打击过度医疗、非法行医、诱导欺诈等严重违法行为。引导非公立医疗机构

增强社会责任意识，坚持以病人为中心，加强医德医风建设，弘扬救死扶伤精神，努力构建和谐

医患关系。

（三）切实维护医疗秩序。将非公立医疗机构统一纳入医疗纠纷预防、处置管理体系，非公立医疗

机构在发生重大医患纠纷时，当地卫生计生行政管理部门要协调公安等部门积极指导和支持其依

法依规处置，维护医患双方的合法权益，保障良好的诊疗秩序。鼓励非公立医疗机构参加医疗责

任保险、医疗意外保险等多种形式的执业保险。

（四）提高非公立医疗机构管理水平。规范临床诊疗、行政管理和财务会计等管理制度。充分发挥

电子信息手段在规范医疗服务行为的作用，实行全方位、全过程的动态监管。表彰非公立医疗机

构在保障人民群众健康、完成政府指令性任务和处置公共卫生事件中涌现的先进事迹，营造促进

非公立医疗机构发展的良好氛围。

七、本意见自2014年11月9日起实施。

- 「2016年长沙"十三五"规划」

http://baogao.cnrencai.com/shibadabaogao/22724.html

- 「长沙市人民政府关于加快发展养老服务业的实施意见」长政发〔2015〕1号

http://www.cdpsn.org.cn/policy/dt104l41166.htm

- 「湘江新区管理委员会印发《关于加快发展核心区现代服务业的若干政策意见》的通知」

湘新管发〔2014〕6号

http://www.yuelu.gov.cn/yuelugov/smly/zszc/378860/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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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정책명 Ÿ 「陕西省西咸新区秦汉新城产业发展扶持政策（试行）」                          

 (산시성 시센신구 친한신청 산업발전 지원 정책(시행)

세수 
Ÿ 영리성 의료기관 영업세 면제, 기업소득세 세율 15%적용

Ÿ 회사 등록일부터 3년 내 자체생샌 및 자체사용 의약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Ÿ 의료기관 건물,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토지/
재정보조 

Ÿ 토지 우선공급

Ÿ 투자규모 및 운영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에 최대 100만위안  보조금 지급

17. 스마트의료산업원구 (시센신구)

- 「陕西省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陕政发〔2014〕36号

http://baike.baidu.com/link?url=68LEjeQqgQ0wk8RVCGabDNDbvlW-P5fZjTLkuLGhLXdwmlO

U6de3YKFEdgy74d6uHk7PP0mVYWlTZM7UhnysqGwoxwh0N1G3t6Hjq70QarJVbzy-fxXC7

dKQ1sTn09F8gSHJwYanIaC5ZPLs0jyKoGJTFD_R3NLCvrsiSIHWgYacHWupEkSp-szeRjT

yFkoiwckGljqLuG3oEf_MMznYKZDtXiLcCjOAllPIs_JxiMvwtPRBuu6zjrPDwvxFZdYiuRu5n

OOmHh0gRutXabLyBlelF7vBNZbTlG8ido9GLqBKmLSO1xBZM2B8n6PjD5mY_rYRXpXMK

_SSXaNRwU52gK

- 「陕西省"十三五"规划」

http://baogao.cnrencai.com/shibadabaogao/20184.html

-「陕西省人民政府关于创新重点领域投融资机制鼓励社会投资的实施意见」陕政发〔2015〕

42号

http://huanbao.bjx.com.cn/news/20150910/661909.shtml

- 「陕西省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陕政办发 〔2012〕86号

http://www.circ.gov.cn/web/site44/tab2640/info218413.htm

- 「西安市区域卫生规划（2006—2015年）」

http://www.xa.gov.cn/websac/cat/804923.html

- 「西咸新区总体规划」

http://wenku.baidu.com/link?url=pjfxfPcZP5gtCdwruSiGi9CplJKltXIdAdYQztCTjHm_RaJYpf

GRZlfSpLP0JWA_NVwYPPNpdNMfEL8T0WOzooBYOuC7ml4tZ_ya3WbKq_3

- 「陕西省西咸新区秦汉新城促进产业发展优惠政策(试行）第二版修改」

为了进一步促进我区主导产业快速聚集发展，不断提高企业科技创新能力，增强区内企业协作配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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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联度，扩大区域品牌影响力，提升招商引资竞争优势，营造良好创业宜居环境。深入推进大众

创业、万众创新，推动经济结构调整，打造发展新引擎、增强发展新动力。特制定本扶持政策。

第一章 主导产业类

第一条 推动文化旅游产业发展。

（一）秦汉新城重点支持发展文化展示、文化旅游、文化创意、文化传媒、文化休闲、文化演艺、

动漫设计、出版发行等文化产业，鼓励互联网与文化、旅游相关产业融合发展。

（二）对在秦汉数字媒体制作云平台注册运用，且在秦汉新丝路数字文化创意（产业）基地正常办

公的区内文化企业，按办公租金给予连续三年的补贴。

（三）对以秦汉新城历史文化资源进行挖掘实施的文化产业项目，并形成品牌的，根据其投资规模

给予不超过200万元的奖励。

（四）对围绕秦汉新城历史文化资源开发的文化（旅游）类产品，秦汉新城将优先采购，或对辖区

企业采购应用的，根据采购额、应用程度和效果给予不超过100万元的奖励。

（五）对区内文化（旅游）企业开展实施的具有较大影响力的文化（旅游）产业项目，根据项目规

模及影响力给予不超过500万元的奖励。

第二条 推动大健康产业发展。

（一）重点支持发展高端专科医院、康复养老、医疗旅游、健康保险、健康管理、互联网医疗、生

物工程、医疗器械、可穿戴设备、诊断试剂、全民健身、体育产业等领域。

（二）秦汉新城优先将大健康产业相关项目用地纳入城镇土地利用总体规划和年度用地计划，优先

安排用地需求。

（三）鼓励社会资本在秦汉新城投资高端专科医院、医疗保险、健康管理、互联网医疗、可穿戴设

备、体外检测等健康医疗项目，根据投资规模及运营情况给予不超过100万元的奖励。

（四）根据医疗机构的不同经营性质落实相应的财税优惠政策。营利性社会资本办医疗机构提供医

疗服务取得的收入免征营业税，企业所得税减按15%的税率征收。营利性医疗机构营利性社会办

医疗机构实行医疗服务自主定价，自核准执行登记之日起3年内对自产自用的制剂免征增值税。

对于医疗机构自用的房产、土地免征契税。

（五）鼓励社会资本举办的医疗机构引进新技术、开展新项目，提供特色诊疗服务。对园区项目获

得的国家级或省级科研中心、实验室以及博士后工作站等认证，可按要求给予相应配套资金支

持。

（六）鼓励境外资本在秦汉新城举办医疗机构。进一步扩大医疗机构对外开放，鼓励境外医疗机

构、企业和其他经济组织在秦汉新城与我国的医疗机构、企业和其他经济组织以合资或合作形式

设立医疗机构。对具备条件的境外资本在秦汉新城设立独资医疗机构进行试点。境外资本既可举

办营利性医疗机构，也可以举办非营利性医疗机构。香港、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资本在

内地举办医疗机构，按有关规定享受优先支持政策。

（七）对社会资本投资建设的大型全民健身体育设施给予最高不超过200万元的奖励扶持；对投资



- 189 -

运营专项体育项目的企业，给予不超过100万元的奖励。

（八）对在秦汉新城举办体育赛事活动的企业，可根据赛事级别及活动影响力给予运营方适当补

助。

第三条 推动都市农业发展。

（一）鼓励社会资本投资实施都市农业、休闲观光项目，可根据投资规模给予土地流转补贴。

（二）对被行业主管部门认定为国家和陕西省农业龙头企业的分别给予不超过50万元和不超过30万
元奖励。对获得奖励后又被认定为更高级别称号的，将给予相应差额奖励。

第二章 支柱产业类

第四条 培育发展秦汉新城支柱产业。重点支持新能源、新材料、生物、高端装备制造等战略新兴

产业及建筑工业化、医疗器械生产制造行业。

第五条 对重点支持方向内新开工且投产达效快的项目，给予不超过200万元的奖励。

第六条 对企业在原基础上开发新产品、提升产能，可明显提升经营收入的项目，给予不超过100万

元的奖励。

第七条 鼓励区内企业经过市场培育成为规模以上工业企业。对新增为规模以上的企业给予不超过

30万元的奖励。

第八条 鼓励区内企业协作配套，共同发展实现共赢。

（一）支持区内工业企业间加工与协作配套。根据采购额给予购买方每年不超过100万元的奖励。

（二）支持区内项目建设期采购区内工业企业生产的工业品。对年采购额超过100万元的项目单位

给予每年不超过50万元的奖励。

（三）支持区内企业间购买消费品用于员工福利。对购买方按采购额给予每年不超过30万元的奖

励。

第九条 公共服务专项奖励。对于组织区内企业开展公共服务、促进发展的工作及活动给予不超过

30万元的经费支持。

第十条 对于严格执行在生产建设中使用节能环保产品材料以及生产节能环保产品的企业进行相应

奖励，每家企业每年不超过100万元。

第三章 招商引资类

第十一条 围绕秦汉新城主导（支柱）产业，鼓励投资规模大、科技水平高、带动能力强的重大项

目入驻新城。

（一）对在秦汉新城投资额超过5亿元的文化产业类项目，采取“一事一议”的方式给予支持。

（二）对在秦汉新城投资额超过10亿元的大健康类项目，采取“一事一议”的方式给予支持。

（三）对在秦汉新城投资额超过5亿元的都市农业类项目，采取“一事一议”的方式给予支持。

（四）对在秦汉新城投资额超过10亿元的工业类项目，采取“一事一议”的方式给予支持。

（五）对引进的世界500强、行业龙头、具有国际先进、国内领先技术水平的高科技项目，采取“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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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一议”的方式给予支持。

（六）对辖区内企业以商招商工作出色的，管委会给与相应奖励。

（七）对引进的大型超市、购物中心等知名品牌商业类项目给予相应奖励。

第四章 科技创新类

第十二条 鼓励企业建设博士后科研工作站，正式成立后可给予不超过50万元的奖励。

第十三条 对新通过高新技术企业认定的企业，给予5万元奖励；通过复审的高新技术企业当年给予3

万元奖励。

第十四条 对获得国家相关部委评定的科技创新类荣誉称号的企业（项目）给予不超过30万元的奖

励。

第十五条 对获得国家科学技术进步、技术发明奖的科技企业，按特等奖、一等奖、二等奖、三等奖

分别给予500万元、100万元、50万元、20万元奖励。对于获得陕西省科学技术奖的科技企业，按
一等奖、二等奖、三等奖分别给予20万元、10万元、5万元奖励。同一项目获得更高级别表彰

的，奖励金额给予补差。

第十六条 对企业投资建设的专业化、开放性统筹科技资源公共服务平台项目，根据运行效果给予

不超过50万元的补助。

第十七条 鼓励企业争取国家、陕西省相关科技创新研发示范类项目，对获得中省两级认定的项
目，根据项目投资总额、技术先进性等情况给予优先支持。

第十八条 对符合秦汉新城主导产业（支柱）产业方向，经中、省相关主管部门评定的众创空间类

载体，分别给予不超过100万元、50万元的奖励，并可根据运营情况给予一定补贴。

第十九条 鼓励企业加强知识产权工作，分别给予专利合作条约（PCT）检索报告每份2万元、国外

发明专利每件3万元、国内发明专利每件1万元、实用新型专利每件1000元、外观设计专利每件

500元、计算机软件著作权每件300元的奖励。

第二十条 对于年申请发明和实用新型专利数量20件以上的企业，授予“知识产权优势企业”称号，

并奖励3万元；每增加10件，再奖励1万元，每家企业每年不超过15万元。

第二十一条 对原创影视作品获得国际级大奖的，给予创作单位及主创人员一次性奖励不超过100

万元；获得国家级大奖的，一次性奖励不超过50万元。

第二十二条 对注册地在西咸新区秦汉新城的动漫企业，获得国际知名动画节展演或国际A类电影

节主要奖项的，给予一次性奖励不超过50万元；获得国家级政府类重大奖项的，给予一次性奖励

不超过30万元。

第二十三条 鼓励辖区企业上市，支持辖区企业做大做强。对辖区企业改制上市融资进行分阶段补

助和奖励，按照上市融资不同阶段给予不超过200万元奖励。

第五章 企业品牌类

第二十四条 鼓励秦汉新城文化类企业积极争取国家级、省级文化产业示范园区（基地），对获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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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级、省级文化产业示范园区（基地）的企业分别给予不超过50万元、20万元奖励。获得奖励

后又被认定为更高级别称号的，将给予相应差额奖励，同一企业获得同一级别不同类型的，认定

不再重复计算。

第二十五条 开展秦汉新城文化产业示范基地评定工作，每两年评定一次，被列为秦汉新城文化产

业示范基地的项目给与不超过10万元奖励。

第二十六条 对获得国家和陕西省主管部门认定的国家级、省级体育产业示范基地、康复医疗示范

基地的企业，分别给予不超过50万元和20万元奖励。获得奖励后又被认定为更高级别称号的，将

给予相应差额奖励，同一企业获得同一级别不同类型的认定不再重复计算。

第二十七条 对获国家和陕西省主管部门认定的国家级、省级都市农业观光旅游基地、绿色农产品

示范基地、花卉苗圃基地等品牌的企业，分别给予不超过50万元和20万元奖励。获得奖励后又被

认定为更高级别称号的，将给予相应差额奖励，同一企业获得同一级别不同类型的认定不再重复

计算。

第二十八条 鼓励企业利用现有条件和科研院所、高校共建创新研发基地（平台），经国家、陕西
省认定的企业技术中心及工程实验室、工程中心等，分别给予不超过50万元、20万元资金奖励。

第二十九条 省级名牌产品奖励。

对当年新获得的陕西省名牌产品，每件奖励3万元。

第三十条 商标注册资助及驰、著名商标奖励。

（一）企业当年在欧盟、美国、日本成功注册商标的，每件商标资助5000元，其他国家注册商标每

件资助3000元；企业在国内成功注册商标每件资助1000元。

（二）对获得驰、著名商标按以下标准予以奖励：企业当年新获得的中国驰名商标，每件奖励不超

过30万元；新获得的陕西省著名商标，每件奖励不超过 3万元。同一商标获得高一级别驰（著）

名商标，奖励差额部分。

第六章 提速增效类

第三十一条 对招商引资重点项目开工时间早于约定时间的企业给予相应奖励。

第三十二条 对招商引资重点项目在固定资产投资明显高于约定投资的企业给予相应奖励。

第三十三条 对项目开工后加快建设，建设周期明显短于约定建设周期的企业给予相应奖励。

第三十四条 对于招商引资重点项目建设快、运营好的项目，管委会优先推荐争取中、省各级政府

优惠政策支持，所获各类资金全部返还项目单位。

第七章 附 则

第三十五条 解释权。本规定由西咸新区秦汉新城管委会负责解释。

第三十六条 实施时间。本规定自2016年1月1日起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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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정책명 Ÿ 「上海新虹桥国际医学中心政策」(상하이 신훙차오 국제의학중심정책)

세수 Ÿ 영리성의료기구의 국가가격규정에 의한 수입은 영업세 면제

Ÿ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은 기업세 15% 면제

인력 Ÿ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에 근거하여 외국인력 우대정책 실시

장비구매/
수입 

Ÿ 장쟝하이테크원구 지원 조치에 근거하여 수입용 의료기기와 약품은 격려형 투자항

목 수입장비에 한해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함

18. 신훙차오 국제의학센터

- 「上海市人民政府印发上海市区域卫生规划（2011年-2020年）」沪府发〔2013〕6号

http://www.chinalawedu.com/new/201303/wangying2013030415102233843918.shtml

-「上海市人民政府印发关于本市进一步促进资本市场健康发展实施意见的通知」沪府发

〔2014〕56号

http://district.ce.cn/newarea/roll/201409/17/t20140917_3551467.shtml

-「上海市卫生局关于进一步促进本市社会医疗机构发展的实施意见」沪府办发〔2013〕6号

http://www.wsjsw.gov.cn/wsj/n2006/n2007/n2008/u1ai132123.html

- 「上海市"十三五"规划纲要」

http://wenku.baidu.com/link?url=eyEICifJ_TuVtep94f9YXu64MHmqNdyHkZvl-tBvaKPWlO6Zh

23NAhIvxMm_nCEOkfJY8oIAkTTm6M8zbmZKIu4wX0ryMbVVAXrfNvF2VkW

- 「上海市医疗机构管理办法」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2319/nw2407/nw26170/u26aw27325.html

- 「上海新虹桥国际医学中心政策」

1. 财政政策

对于盈利性医疗机构按照国家规定的价格取得的医疗服务收入，免征营业税。并积极为机构争取

技术先进性服务企业税收优惠政策，减按15%的税率征收企业所得税的税等

2. 人才政策

按照《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建议对在中心执业de外籍人士就业许可、人才引进

给予优惠政策

3. 设备进口政策

参照海关对张江高科技园区十条支持措施，上海新虹桥国际医学中心相关机构进口的自用医疗仪

器和药品，比照享受鼓励类投资项目进口设备减免税收政策，免征关税和增值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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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정책명 Ÿ 「关于推进北京国际医疗服务区试点工作的若干意见」                           

 (베이징 국제의료 서비스 시행 추진 관련 의견)

장비구매/
수입 

Ÿ 대형의료장비 제한 완화

Ÿ 갑종(甲类) 대형장비 배치 심사조건 완화

Ÿ 수입 장비 세금 면제

토지/
재정보조 

Ÿ 비영리성 의료기구 정부고정자산투자 등 관련 정책에 부합되면 자금보조 지급

Ÿ 비영리성 양로기관은 건설과 운영 자금 보조 지급  

기타 
Ÿ 비영리성의료기관 행정사업성 비용 면제 

Ÿ 영리성 의료기관 건설 행정성사업비용 절반 면제 

Ÿ 물, 전기, 가스 등 사용비용은 공립의료기관과 가격 동일

19. 베이징 국제의료서비스구

-「北京卫生计生"十三五"规划编制工作方案」京卫规划字〔2014〕16号

http://www.bjah.gov.cn/ztlm/135ghzt/gzjy/201505/t20150513_111116.htm

-「北京市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京政发〔2014〕29号

http://zhengwu.beijing.gov.cn/gzdt/gggs/t1369843.htm

-「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印发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若干政策的通知」

京政办发〔2012〕39号

http://zhengwu.beijing.gov.cn/gzdt/gggs/t1235530.htm

-「关于进一步落实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企业所得税试点政策的通知」京财税〔2011〕

2207号

http://zhengwu.beijing.gov.cn/gzdt/gggs/t1199681.htm

各区县财政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科学技术委员会，中关村示范区各园管委会，市国税局

各直属单位，市地税局直属分局,各有关单位:

为支持中关村科技园区建设国家自主创新示范区，财政部、国家税务总局制定了《对中关村科技园

区建设国家自主创新示范区有关研究开发费用加计扣除试点政策的通知》（财税〔2010〕81

号）、《对中关村科技园区建设国家自主创新示范区有关职工教育经费税前扣除试点政策的通

知》（财税〔2010〕82号）等文件，明确了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以下简称“示范区”）企

业所得税试点政策，为进一步发挥税收政策的调控功能，深入贯彻落实国家有关税收政策，现就

有关事项通知如下。

一、本通知适用于示范区内的科技创新创业企业(以下简称“企业”)，即注册在示范区内、实行查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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征收、经北京市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机构认定的高新技术企业。

二、各级税务部门应做好纳税服务，保障示范区企业所得税试点政策的落实。

企业可于2011年10月31日前，按照《北京市财政局、北京市国家税务局、北京市地方税务局、北京

市科学技术委员会、中关村科技园区管理委员会关于贯彻落实国家支持中关村科技园区建设国家

自主创新示范区试点税收政策的通知》（京财税〔2010〕2948号）中相关规定，向企业所得税主

管税务机关报送《企业研究开发项目鉴定意见书》、《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企业在园区内

注册证明》等资料，并办理相关减免税手续，按照国家规定的期限享受示范区企业所得税试点政

策。

企业在申请享受研究开发费用加计扣除政策过程中，应按照京财税〔2010〕2948号文件的规定，向

市科委申请进行研究开发项目鉴定。具体办理方式按照《北京市科学技术委员会关于组织开展

2011年度第二批北京市企业研究开发项目鉴定工作的通知》（京科发〔2011〕517号）等文件的

规定执行。

三、示范区各园管委会应根据企业工商登记情况，按照京财税〔2010〕2948号文件的要求，为企业

出具在园区内注册的证明。

四、各级财政、税务、科技部门和中关村各园管委会应加强对示范区试点税收政策的宣传力度，并

做好政策咨询工作。

特此通知。

- 「北京市人民政府《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企业登记办法」北京市人民政府令 第234号

http://www.zgc.gov.cn/zcfg10/bjs/82600.htm

第一条　 为了规范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内的企业登记行为，根据《国务院关于同意支持中

关村科技园区建设国家自主创新示范区的批复》和《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条例》（以下简

称《条例》）和国家有关企业登记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以下简称示范区）内的企业登记适用《条例》和本办

法；《条例》和本办法没有规定的，适用国家有关法律法规规章的规定。

第三条　在示范区内设立企业，应当符合《条例》和示范区发展规划确定的产业发展方向。

第四条　 市工商行政管理局设立的示范区工商分局（以下简称登记机关），负责示范区内企业

登记工作。登记机关根据需要，可以委托示范区各园区所在地的区县工商分局具体办理各园区内

的企业登记。

第五条　 示范区内企业获得国家驰名商标或者本市著名商标的，可以向登记机关申请在企业名

称中予以保护；经登记机关批准获得保护的，未经商标所有人同意，其他企业在名称中不得使用

该商标。

第六条　 政府投资或者政府批准在示范区内设立的直接服务于示范区建设和发展的企业，可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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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名称中使用“中关村”字样。　

第七条　注册资本5000万元人民币以上、经济活动性质跨国民经济行业3个以上大类的示范区内

企业，可以申请在企业名称中不使用国民经济行业类别用语标明企业所属行业或者经营特点。

第八条　 申请在示范区内设立企业的，登记机关对企业章程或者合伙协议中的名称、住所或者

主要经营场所、出资人的姓名或者名称、注册资本或者出资数额、出资时间等内容进行审核。

第九条　 申请在示范区内设立企业的，除经营范围中有属于法律、行政法规、国务院决定规定

在登记前须经批准的项目（以下统称专项许可经营项目）外，可以申请以集中办公区中经过物理

分割的独立区域作为住所，登记机关在营业执照中予以注明。

集中办公区由示范区管理机构会同有关区、县人民政府确定，并向社会公布。大学科技园、创

业园、创业服务中心、企业孵化器等各类创业孵化服务机构可以成为集中办公区。

集中办公区的管理单位应当建立健全规章制度，加强对入驻企业的管理和服务，并可以对入驻

企业所从事的行业提出要求。

第十条　 在示范区内设立企业或者增加注册资本，投资人以知识产权和其他可以用货币估价并

可以依法转让的科技成果作价出资的，出资比例由投资方自行约定，其中，以国有资产出资的，

应当符合国有资产管理的有关规定。

投资人以可以用货币估价并可以依法转让的债权出资的，登记机关依照有关规定予以登记。

第十一条　在示范区内设立创业投资机构，注册资本可以按照投资人的书面约定分期到位。

第十二条　 在示范区内设立内资企业或者内资企业增加注册资本，投资人以货币出资的，可以

以商业银行出具的《交存入资资金凭证》作为验资证明；以非货币财产出资的，可以以依法设立

的评估机构出具的评估报告作为验资证明。

第十三条　 依法经商务部门批准，中国公民以自然人身份与外国企业、其他经济组织或者自然

人在示范区内投资设立中外合资、合作企业的，登记机关应当予以登记。

第十四条　 对在示范区内设立的科技型企业，除经营范围中有专项许可经营项目外，登记机关

按照国民经济行业大类核定企业经营范围；企业申请登记具体经营范围的，登记机关应当依法予

以核定。

第十五条　 对申请在示范区内从事国民经济行业分类以外、法律和行政法规未禁止的新兴行业

和经营项目、符合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的，登记机关应当予以登记。

第十六条　 申请在示范区内设立企业，经营范围中有专项许可经营项目的，可以申请筹建登

记。符合设立条件的，登记机关应当直接办理筹建登记，核发营业执照，并在营业执照中注明筹

建项目。

筹建期限为一年，特殊情况下，经登记机关批准可以适当延长。筹建期内企业不得开展与筹建

无关的生产经营活动。筹建申请人对企业筹建活动承担法律责任。

法律法规对筹建登记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十七条　 筹建期内，专项许可经营项目获得批准的，企业应当及时申请变更登记；筹建期内

未获得批准或者筹建期满的，企业应当申请注销或者变更登记，未申请的，登记机关可以注销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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筹建登记。

第十八条　产业技术联盟申请登记为企业法人，符合条件的，登记机关应当依法予以登记。

第十九条　实施股权激励申请股权变动登记的，登记机关依照有关规定予以登记。

第二十条　 企业根据发展需要可以向登记机关申请转换企业组织形式，登记机关依照有关规定

予以登记。

第二十一条　 分支机构隶属关系发生变更的，变更后该分支机构名称中除原所属企业名称以外

的其它部分可以保留；经营范围不得超出变更后所属企业的经营范围。

申请变更分支机构隶属关系的，应当提交变更前后所属企业同意变更的协议。

第二十二条　 母公司注册资本3000万元人民币以上、母子公司注册资本总额5000万元人民币以

上，申请登记为企业集团的，登记机关应当予以登记。

第二十三条　 登记机关根据《条例》的规定，加强企业信用信息管理，逐步对企业实行分级分

类监管，促进企业提升信用意识。

第二十四条　 示范区内无不良信用记录企业的年检实行报备式。企业可以通过登记机关电子年

检系统或者邮寄送达、直接送达等便捷方式提交年检材料。

企业对年检材料的真实性、准确性负责。

第二十五条　 登记机关应当依法履行职责，建立健全对企业的监督管理制度，采取巡查、回

访、指导和服务等多种方式促进企业规范经营。企业违反有关工商行政管理法律法规的，由登记

机关依照有关规定予以处理。

第二十六条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

-「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推进北京国际医疗服务区试点工作的若干意见」京政办发

〔2014〕2号

http://zhengwu.beijing.gov.cn/gzdt/gggs/t1339145.htm

一、为园区医疗机构项目预留发展空间。在编制医疗机构设置规划和区域卫生规划时，充分考虑园

区功能定位和医疗健康服务业发展需求，为园区医疗机构项目规划预留发展空间。

二、支持外资医疗机构到园区发展。积极向国家有关部门争取适度放宽中外合资医疗机构的股权比

例限制，降低投资总额标准，延长投资年限，开展外国资本独资在园区内设立医疗机构试点。

三、鼓励社会资本与公立医疗机构合作办医。鼓励通过公办民营、民办公助等方式，支持社会资本

举办非营利性医疗机构。鼓励具有学科优势的公立医疗机构特需专科与社会资本合作在园区发

展。市属公立医疗机构按照国家及本市关于事业单位国有资产管理的规定，做好无形资产评估、

授权使用和对外投资,维护国有资产权益，实现保值增值，防止国有资产流失。市属公立医疗机构

合作办医形成的国有资本使用收益应按照相关规定上缴市级财政部门，统筹用于支持本市医疗卫

生事业发展，具体办法由市财政局牵头制定。

四、推进营利性医疗机构工商登记便利化。根据国务院关于企业工商登记制度改革的精神，在园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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设立的营利性医疗机构实施注册资本认缴制和筹建登记。支持营利性医疗机构总部入驻园区，并

按照总部类型统一办理工商注册登记手续，鼓励其开展连锁经营服务。

五、完善园区建设的土地政策。结合园区发展规划和功能定位，将园区用地纳入土地利用总体规划

和年度用地计划，对于“医、教、研”用地和多功能用地采取组团开发的方式，合理分担土地一级

开发成本，实现资金平衡。社会办非营利性医疗机构可按划拨方式用地，也可以按协议出让或租

赁的方式取得用地；社会办营利性医疗机构按有偿方式用地，经国土等有关部门审核符合条件

的，可按协议出让方式供地；对规划为经营性用途的项目用地以招拍挂方式公开出让，其中对规

划为“医、养、康一体化”项目用地采取招标的方式出让。

六、对园区建设项目给予政府资金支持。对于园区内基础设施建设项目，符合市政府固定资产投资

等相关政策的，可给予市级资金支持。对于园区内非营利性社会办医项目，符合市政府固定资产

投资等相关政策的，可给予一定的资金补助。对于园区内非营利性养老机构，可按照相关规定享

受建设和运营资金补助。

七、支持在园区开展多种形式的医师多点执业试点。支持公立医疗机构与园区内社会办医机构签订

医师多点执业合作协议，支持医师及团队到园区内社会办医机构执业。积极向国家有关部门争取

公立医疗机构在职医师或专家团队到园区举办独立诊所等医疗机构的试点政策。鼓励外国医师按

有关规定到园区内执业。

八、放宽对园区医疗机构配置大型医用设备的限制。在大型医用设备配置规划上，充分考虑园区社

会资本办医的需求，合理预留空间。对于园区社会办医机构的甲类大型医用设备配置需求，积极

向国家有关部门争取配置试点政策，放宽审批条件。对于园区社会办医机构的乙类大型医用设备

配置需求，预留配额空间，除诊疗科目设置和医技人员配置须达到要求外，日常工作量和设备阶

梯配置标准予以放宽，医院等级和编制床位数不作具体要求。

九、鼓励园区医疗机构与保险机构开展合作。支持园区医疗机构提高医疗服务质量，开展国际标准

认证，鼓励园区医疗机构与国际医疗保险机构、国内商业健康保险机构开展合作，推动园区内医

疗机构信息系统（HIS）与商业健康保险信息平台对接，简化理赔手续，实现快速结算，方便国

内外患者到园区就医。

十、鼓励园区创新融资模式。支持园区设立园区发展基金，促进园区产业、临床科研和转化医学等

发展。鼓励金融机构根据医疗健康服务业特点在园区创新金融产品，提供金融配套服务。

十一、落实支持社会办医的财税和价格政策。对园区内非营利性医疗机构建设免予征收有关行政事

业性收费，对营利性医疗机构建设减半征收有关行政事业性收费。对园区内社会办医机构，由于

技术进步等原因，符合税法规定加速折旧条件的固定资产和大型设备采取加速折旧的办法。支持

园区内医疗机构享受国家和本市进口设备免税政策。园区内社会办医疗机构用水、用电、用气、

用热实行与政府办医疗机构同价政策，医疗服务价格全部实行市场调节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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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정책명 
Ÿ 「海南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海南博鳌乐成国际医疗旅游先行区医疗产业发展规划

纲要（2015-2024年）的通知」                                                 

 (하이난 인민정부 판공처- 하이난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 의료산업발전 

계획 개요(2015-2024)

인력 Ÿ 외국의사 집업기간 3년간 연장 및 절차 간소화 

장비구매/
수입 

Ÿ 신속하게 의료기기 약품 수입허가 처리

Ÿ 일부 의료기기와 수입 관세 인하

Ÿ 대형의료장비 구매 우선 허가

기타 
Ÿ 줄기세포 임상연구 등 선진 의료기술연구 프로젝트 신고 후 진행 가능

Ÿ 양로/의료기관에 투자 장려

Ÿ 해외자본 의료기관 설립 허용

20. 국제의료센터(빈허신구)

- 「国务院关于宁夏内陆开放型经济试验区规划的批复」国函〔2012〕130号

http://ningxia.mofcom.gov.cn/article/zcfg/201304/20130400080179.shtml

- 「宁夏回族自治区招商引资优惠政策（修订）」宁政发〔2012〕97号

http://www.nxsxsh.cn/news_view.asp?aid=167&id=333&newsid=323

- 「宁夏回族自治区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http://mall.cnki.net/magazine/Article/NXZB201503006.htm

- 「宁夏"十三五"规划纲要」

http://www.yjbys.com/bbs/951467.html

- 「宁夏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意见」

https://www.11186.com/news/detail/11851

- 「银川市招商引资奖励办法（试行)」

http://www.nx.xinhuanet.com/2013-08/15/c_116960408.htm

21. 하이난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

-「海南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海南省促进健康服务业发展实施方案的通知」琼政发

〔2015〕16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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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정책명 Ÿ 「医疗旅游先行区专享政策 (비준 진행 중) 」(의료관광선행구 전문정책)

인력 Ÿ 외국인 의사 집업허가 3년 유효

기타 Ÿ 중국에서 비준하지 않은 일부 약품 사용 가능

Ÿ 중국에서 비준하지 않은 의료방법 시술 사용 가능

http://www.sanya.gov.cn/business/htmlfiles/mastersite/szfzcxx/201509/173222.html

- 「海南省"十三五"规划纲要」

http://www.3gus.com/GongWenXieZuo/481242.html

- 「海南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海南博鳌乐成国际医疗旅游先行区医疗产业发展规划纲

要（2015-2024 年）的通知」琼府办〔2015〕35号

http://xxgk.hainan.gov.cn/hi/HI0101/201504/t20150403_1543452.htm

22. 통루 푸춘산건강성

-「浙江省发改委关于印发浙江省健康产业发展规划（2015-2020年）的通知」浙法改规划

〔2015〕882号

http://www.cnqyzc.com/News.aspx?id=20931

-「浙江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浙江省医疗卫生服务体系规划(2016-2020年)的通知」浙政

办发〔2016〕49号

http://www.jsdyyy.com/Item/2322.aspx

- 「浙江省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浙政发〔2014〕22号

http://www.zj.gov.cn/art/2014/5/30/art_32431_161703.html

- 「浙江省人民政府关于促进民营医疗机构加快发展的意见」

http://health.zjol.com.cn/system/2013/10/29/019674070.shtml

- 「杭州人民政府关于进一步促进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发展的实施意见」杭政函〔2014〕86 号

http://gw.yjbys.com/yijian/39397.html

- 「杭州市"十三五"卫生计生事业发展规划」杭卫计办〔2015〕22号

http://www.tlnews.com.cn/sypd/wsj/content/2016-05/24/content_6003662.htm

- 「杭州市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杭政函〔2014〕74号

http://www.hangzhou.gov.cn/art/2014/5/28/art_807302_1470.html

23. 삐링선강 국제의료관광선행구 (핑산신구)

-「广东省人民政府关于印发广东省促进健康服务业发展行动计划的通知」粤府〔2015〕7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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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dga.gov.cn/jwzx/gdzw/201508/t20150817_746665.html

- 「广东省"十三五"规划纲要」粤府〔2016〕35号

http://zwgk.gd.gov.cn/006939748/201605/P020160509516559539121.pdf

-「深圳市人民政府关于印发深圳市生命健康产业发展规划（2013—2020年）的通知」深府

〔2013〕121号

https://www.baidu.com/link?url=uMHF6Euhp6WDbCqcE9EupnzdHZwWkGWLyntcmEOswlOZ

2sBa_fuw9XHOmsOwT9bssLxMpEX65FlreFOs-QL0GYadf-ATawsjtvUg3TIgrYGW8WYI9

Nacd4emfuKJaGs7&wd=&eqid=8837fdbc0001475500000003577cd30e

- 「深圳市关于鼓励社会资本举办三级医院的若干规定」深府函〔2013〕217号

http://www.doc88.com/p-3897772128285.html

- 「深圳市"十三五"规划」

http://www.yjbys.com/news/427485.html

24. 저우산군도신구

-「浙江省发改委关于印发浙江省健康产业发展规划（2015-2020年）的通知」浙发改规划

〔2015〕882号

http://www.cnqyzc.com/News.aspx?id=20931

-「浙江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浙江省医疗卫生服务体系规划(2016-2020年)的通知」浙政

办发〔2016〕49号

http://www.jsdyyy.com/Item/2322.aspx

- 「浙江省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浙政发〔2014〕22号

http://www.zj.gov.cn/art/2014/5/30/art_32431_161703.html

- 「浙江省人民政府关于促进民营医疗机构加快发展的意见」

http://health.zjol.com.cn/system/2013/10/29/019674070.shtml

-「舟山市人民政府关于加快推进民营医疗机构健康发展的实施意见」舟政发〔2014〕16号

http://www.zhoushan.gov.cn/web/zhzf/zwgk/zfgz/zszb/zszb6621/201406/t20140609_679351.sht

ml

- 「舟山市人民政府关于进一步加快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舟政发〔2009〕19号

http://www.shengsi.gov.cn/rjcms/jingxinju/chnl7089/17705.htm

- 「中共舟山市委 舟山市人民政府关于进一步加强招商引资工作的意见」

http://xxgk.zhoushan.gov.cn/xxgk/auto310/auto314/201305/t20130508_47323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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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关于印发舟山市招商引资项目奖励实施办法的通知」舟招商〔2008〕1号

http://ssnews.zjol.com.cn/ssnews/system/2009/04/09/000700507.shtml

- 「浙江舟山群岛新区区域卫生规划（2013-2020 年）」

http://www.zhoushan.gov.cn/web/xqlt/xqgh/ztgh/201303/t20130326_451050.shtml

25. 루저우 서남의료건강성

- 「四川省人民政府关于印发促进健康服务业发展实施方案的通知」川府发〔2014〕14号

http://www.sc.gov.cn/10462/10883/11066/2014/3/4/10294691.shtml

- 「四川省2015年健康服务业重点工作安排」川办函〔2015〕82号

http://sc.china.com.cn/2015/authority_news_0430/128842.html

-「四川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四川省养老与健康服务业发展规划(2015-2020年)的通

知 」川办发〔2015〕96号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Gid=17917234

- 「四川省"十三五"医疗机构设置规划(2016-2020 年)」川卫办发〔2015〕383 号

http://www.scwst.gov.cn/attachments/12569_1512312.pdf

- 「四川省人民政府关于在公共服务领域推广政府与社会资本合作模式的实施意见」川府发

〔2015〕45号

http://www.tjxzf.gov.cn/s/tjfgj/zcfg/146350.jhtml

- 「泸州市促进健康服务业发展实施方案的通知」川府发〔2014〕14号

http://www.sc.gov.cn/10462/10883/11066/2014/3/4/10294691.shtml

26. 우한 허우관후중국건강밸리

- 「湖北省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鄂政发〔2014〕54号

http://gkml.hubei.gov.cn/auto5472/auto5473/201412/t20141218_601585.html

- 「湖北省医疗卫生服务体系“十三五”发展规划」鄂政办发〔2015〕86号

http://gkml.hubei.gov.cn/auto5472/auto5473/201512/t20151217_765243.html

- 「湖北省医疗机构设置规划指导意见」

http://www.fxws.gov.cn/xinwen/ShowArticle.asp?ArticleID=4602

- 「湖北省医疗卫生服务体系发展规划(2015—202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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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정책명 Ÿ 「温州经济技术开发区招商政策」(원저우 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 정책)

인력
Ÿ "국가급 천인계획"에 부합되는 인재 영입 시, 원저우시에서 지급하는 50만위안 장려

금 외, 개발구 차원에서 20만위안 장려, 동시에 고용업체에 30만위안 장려

Ÿ "성급 천인계획"에 부합되는 인재 영입 시, 원저우시에서 지급하는 25만위안 장여금 

외, 개발구 차원에서 10만위안 장려, 동시에 고용업체에 5만위안 장려

장비구매/
수입 

Ÿ 설비에 대한 투자액 3,000~5,000만위안인 기업에 설비 투자총액의 1.5% 보조금 지

급,설비에 대한 투자액 5,000만위안 이상일 경우 5,000만위안 초과부분의 2% 지급

단 보조금 총액은 200만위안 이하

토지/
재정보조 

Ÿ 연간 생산액이 처음으로 20억/10억/5억위안 초과

Ÿ 납세 금액이 1,000만위안 이상

Ÿ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공헌도가 전년대비 10% 상승

Ÿ 상기 세가지 요구 처음으로 달성 시 일회성으로 각각 200만/100만/50만위안 보조금 

지급

http://www.reportway.org/hangyexinwen/201220158034.html

- 「湖北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鄂政

办发〔2011〕83号

http://gkml.hubei.gov.cn/auto5472/auto5473/201112/t20111212_162738.html

- 「武汉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意见」武政办

(2012)86 号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LAR&GID=17456779

- 「武汉市"十三五"规划」

http://hb.ifeng.com/dfzx/detail_2016_01/07/4726140_0.shtml

- 「武汉市加快生物与健康产业集聚发展规划纲要(2014—2020年)」武政〔2014〕60号

http://www.wuhan.gov.cn/hbgovinfo/szfxxgkml/fggw/szfwj/201505/t20150515_30393.html

27. 저장성 의락원 (원저우 경제기술개발구)

-「浙江省发改委关于印发浙江省健康产业发展规划（2015-2020年）的通知」浙发改规划

〔2015〕88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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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qyzc.com/News.aspx?id=20931

- 「浙江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浙江省医疗卫生服务体系规划(2016-2020年)的通知」浙

政办发〔2016〕49号

http://www.zhejiang.gov.cn/art/2016/5/24/art_12461_275162.html

- 「浙江省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浙政发〔2014〕22号

http://www.zj.gov.cn/art/2014/5/30/art_32431_161703.html

- 「浙江省人民政府关于促进民营医疗机构加快发展的意见」

http://health.zjol.com.cn/system/2013/10/29/019674070.shtml

- 「温州市生命健康产业发展规划（2014-2020 ）」

http://www.wenzhou.gov.cn/art/2015/3/31/art_4244_351576.html

-「温州市人民政府关于加快推进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温委发〔2013〕64号

http://www.doc88.com/p-8405508562808.html

- 「温州经济技术开发区招商政策」

开发区对年产值首次超20亿元、10亿元、5亿元，且度实缴税收超1000万元、地方财政贡献比上

年度增妖幅度超过10%的企业，在首次达标后，分别给予一次性200万元、100万元和50万元的奖

励。

　　对亩均税收20万元以上，实施符合产业导向目录、旦设备投资达3000万元以上的重大技术改造

项目，按设备投资额的15%予以补助，最高不超过500万元。

　　对亩均税收20万元以上，实施管理创新项目，接总投资额50%的标准予以补助，最高不超过100

万元。

　　鼓励企业加大投资。对新入园企业，在接投资合同规定时间建成投产后，对设备投资在

3000-5000 (含)万元的，接设备投入总额的1.5%给予补助;对设备投资在5000万元以上的，超过

5000万元部分按2%给予补助，补助总额不超过200万元。

　　对引进有重大带动作用的产业化龙头项目，对符合产业导向的浙商温商回归工业项目，采取开

发区"一事一议"的办法，实行"一企一策"的优惠政策。设立产业发展专项资金，每年安排2000万

元重点培育发展主导产业。

　　支持企业技术创新。对新认定国家级、省级、市级技术中心(研发中心)的，分别给予企业100万

元、20万元、10万元奖励(该条奖励不重复，就高不就低) ;对新认定省、市银行业公其服务平台

的，分别给予企业30万元、20万元奖励;对新认定省级工业新产昂的，给予企业2万元奖励。

　　支持高层次人才引进。对引进的符合服务期规定的国家"千人计划"入才，在落实市里配套政策

50万元的基础上，再给予20万元奖励，并给予用人单位30万元奖励;对引进的符合服务期规定的省

"千人计划"人才，在落实市里配套政策25万元的墓础上，再给予10万元奖励3 并给予用人单位才5

万元奖励。人才公寓分配与企业税收贡献相挂钩(具体办法另行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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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정책명 

Ÿ 「国务院发布关于支持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开发开放有关政策的批复」   

(국무원- 선전 치엔하이선강 현대서비스 합작구 개발개방 관련 정책 회답)

Ÿ 「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广东横琴新区福建平潭综合实验区,深圳前海深港现代服

务业合作区企业所得税优惠政策及优惠目录的通知」                             

 (재정부, 국가세무총국-광둥헝친신구푸젠핑단종합실험구, 선전치엔하이선강 

현대서비스업 합작구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및 우대목록 관련 통지)

Ÿ 「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总体发展规划」                                   

 (치엔하이선강 현대서비스업 합작구 전체발전계획)

Ÿ 「广东省人民政府关于印发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建设实施方案的通知」     

(광둥성인민정부- 중국(광둥)자유무역실험구 건설 실시 방안 관련 통지)

세수 

Ÿ 「진입허가 산업 목록」에 부합되는 기업에 15%의 기업소득세율 적용(의료부문: 

하이엔드 전문 의료/전문 헬스케어/원격의료)

Ÿ 구역 내 산업발전에 필요한 해외 고급인력에 지급한 중국&해외 개인소득세 차액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세

Ÿ 의료분야 중 바이오의약,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간세포, 생명건강, 기능성 단백질 

등 연구분야를 주요업무로 취급하고, 해당 영업수익이 총 수익의 70%를 차지하는 

기업에 기업소득세율 15% 적용 / 본 규정의 15% 기업소득세율 규정 및 "중화인민

공화국기업소득세법", 국무원 규정의 기타 세금 수대정책에 동시에 부합될 경우, 동

시 향유 가능

기타 

Ÿ 행정심사 프로세스 간소화

Ÿ 회사설립/경영허가/인재영입/특허등록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Ÿ 통관절차 간소화, 행정처리 신속화 등으로 우호적인 기업 환경 조성

Ÿ 투자분야의 네거티브리스트 제도와 내국민 대우를 통해 외국인 투자규제 대폭 완

화. 리스트는 15개 유형 122개 항목 (2015.4월 발효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규

제내용을 반영해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 등 18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완화)

Ÿ 금융 분야에서 홍콩의 투명한 회계 및 세금 시스템, 세계최고수준의 자본 유출입 

자율성, 안정적인 환율정책 등 금융시스템을 도입

28. 선전 치엔하이선강 현대서비스업합작구 (선전 자유무역구)

-「广东省人民政府关于印发广东省促进健康服务业发展行动计划的通知」粤府〔2015〕75号

http://www.gdga.gov.cn/jwzx/gdzw/201508/t20150817_746665.html

- 「广东省"十三五"规划纲要」粤府〔2016〕35号

http://zwgk.gd.gov.cn/006939748/201605/t20160509_6543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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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广东省商务厅关于印发支持广东自贸实验区创新发展实施意见的通知」粤商务办字

〔2016〕3号

http://www.gzns.gov.cn/pub/nszmsyq/ztgk/zcwj/201604/t20160420_311760.html

- 「国务院关于深圳市城市总体规划的批复」国函〔2010〕78号

http://www.gov.cn/zwgk/2010-08/23/content_1686116.htm

-「深圳市人民政府关于印发深圳市生命健康产业发展规划（2013—2020年）的通知」深府

〔2013〕121号

https://www.baidu.com/link?url=uMHF6Euhp6WDbCqcE9EupnzdHZwWkGWLyntcmEOswlOZ

2sBa_fuw9XHOmsOwT9bssLxMpEX65FlreFOs-QL0GYadf-ATawsjtvUg3TIgrYGW8WYI9

Nacd4emfuKJaGs7&wd=&eqid=8837fdbc0001475500000003577cd30e

- 「深圳市关于鼓励社会资本举办三级医院的若干规定」深府函〔2013〕217号

http://www.doc88.com/p-3897772128285.html

- 「深圳市"十三五"规划」

http://www.yjbys.com/news/427485.html

- 「深圳市地税局推出服务贸易区三大“税收创新”」

http://news.cnstock.com/news/sns_bwkx/201504/3413400.htm

-「国务院发布关于支持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开发开放有关政策的批复」国函

〔2012〕58号

http://www.gov.cn/zwgk/2012-07/03/content_2175825.htm

一、支持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实行比经济特区更加特殊的先行先试政策，打造现代服务

业体制机制创新区、现代服务业发展集聚区、香港与内地紧密合作的先导区、珠三角地区产业升

级的引领区。

二、支持前海在金融改革创新方面先行先试，建设我国金融业对外开放试验示范窗口。

（一）允许前海探索拓宽境外人民币资金回流渠道，配合支持香港人民币离岸业务发展，构建跨境

人民币业务创新试验区。

（二）支持设立在前海的银行机构发放境外项目人民币贷款；在《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

关系的安排》（CEPA）框架下，积极研究香港银行机构对设立在前海的企业或项目发放人民币

贷款。

（三）支持在前海注册、符合条件的企业和金融机构在国务院批准的额度范围内在香港发行人民币

债券，用于支持前海开发建设。

（四）支持设立前海股权投资母基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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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支持包括香港在内的外资股权投资基金在前海创新发展，积极探索外资股权投资企业在资本

金结汇、投资、基金管理等方面的新模式。

（六）进一步推进前海金融市场扩大对香港开放。支持在CEPA框架下适当降低香港金融企业在前

海设立机构和开展金融业务的准入条件。

（七）根据国家总体部署和规范发展要求，支持前海试点设立各类有利于增强市场功能的创新型金

融机构，探索推动新型要素交易平台建设，支持前海开展以服务实体经济为重点的金融体制机制

改革和业务模式创新。

（八）支持香港金融机构和其他境内外金融机构在前海设立国际性或全国性管理总部、业务运营总

部，加快提高金融国际化水平，促进前海金融业和总部经济集聚发展。

落实上述政策的具体措施，分别由发展改革委、人民银行、银监会、证监会、保监会商有关方面按

程序制定。

三、在国家税制改革框架下，支持前海在探索现代服务业税收体制改革中发挥先行先试作用。

（一）在制定产业准入目录及优惠目录的基础上，对前海符合条件的企业减按15%的税率征收企业

所得税。产业准入目录及优惠目录分别由发展改革委、财政部会同有关部门制定。

（二）对在前海工作、符合前海规划产业发展需要的境外高端人才和紧缺人才，取得的暂由深圳市

人民政府按内地与境外个人所得税负差额给予的补贴，免征个人所得税。

（三）注册在前海的符合规定条件的现代物流企业享受现行试点物流企业按差额征收营业税的政

策。

四、加强法律事务合作。

（一）探索香港仲裁机构在前海设立分支机构。

（二）进一步密切内地与香港律师业的合作，探索完善两地律师事务所联营方式，在CEPA及其补

充协议框架下，深化落实对香港的各项开放措施。

五、支持前海建设深港人才特区，建立健全有利于现代服务业人才集聚的机制，营造便利的工作和

生活环境。

（一）创新管理机制，研究制定相关政策措施，为外国籍人才、港澳台人才、海外华侨和留学归国

人才在前海的就业、生活以及出入境等提供便利。

（二）将前海纳入经国家批准的广东省专业资格互认先行先试试点范围。

（三）允许取得香港执业资格的专业人士直接为前海企业和居民提供专业服务，服务范围限定在前

海内，具体政策措施及管理办法由行业主管部门商有关方面制定。

（四）允许取得中国注册会计师资格的香港专业人士担任内地会计师事务所合伙人，在前海先行先

试，具体试行办法由深圳市制定，报财政部批准后实施。

六、支持前海在深港两地教育、医疗等方面开展合作试点。

（一）允许香港服务提供者经批准在前海设立独资国际学校，其招生范围可扩大至在前海工作的取

得国外长期居留权的海外华侨和归国留学人才的子女。

（二）允许香港服务提供者在前海设立独资医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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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加强电信业合作。

　　

（一）支持港澳电信运营商与内地电信运营商根据CEPA在前海建立合资企业，经营电信业务。

　　

（二）鼓励创新电信运营管理模式，支持当地电信企业根据前海实际探索制定优惠电信资费方案。

　　

（三）支持建设前海国际通信专用通道，满足前海企业的国际通信业务需求。

八、广东省人民政府要加强领导，做好相关组织实施工作。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建设部

际联席会议制度要充分发挥协调作用，国务院有关部门要加强指导和服务，推动相关政策措施的

落实，为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开发开放创造良好环境。

- 「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广东横琴新区福建平潭综合实验区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

合作区企业所得税优惠政策及优惠目录的通知」财税〔2014〕26号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wengao/wg2014/wg201406/201501/t20150116

_1180720.html

广东省、福建省、深圳市财政厅（委）、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

　　根据国务院有关批复精神，现将广东横琴新区、福建平潭综合实验区和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

业合作区企业所得税优惠目录予以公布，并就有关企业所得税政策通知如下：

　　一、对设在横琴新区、平潭综合实验区和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的鼓励类产业企业减按 1

5％的税率征收企业所得税。

　　上述鼓励类产业企业是指以所在区域《企业所得税优惠目录》（见附件）中规定的产业项目为

主营业务，且其主营业务收入占企业收入总额 70％以上的企业。

　　上述所称收入总额，是指《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第六条规定的收入总额。

　　二、企业在优惠区域内、外分别设有机构的，仅就其设在优惠区域内的机构的所得确定适用

15%的企业所得税优惠税率。在确定区域内机构是否符合优惠条件时，根据设在优惠区域内机构

本身的有关指标是否符合本通知第一条规定的条件加以确定，不考虑设在优惠区域外机构的因

素。

　　三、企业既符合本通知规定的减按15％税率征收企业所得税优惠条件，又符合《中华人民共和

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和国务院规定的其他各项税收优惠条件的，可以同时享受；其中

符合其他税率优惠条件的，可以选择最优惠的税率执行；涉及定期减免税的减半优惠的，应按照

25%法定税率计算的应纳税额减半征收企业所得税。

　　四、本通知第一条所称横琴新区，是指国务院2009年8月批复的《横琴总体发展规划》规划的

横琴岛范围；所称平潭综合实验区，是指国务院 2011年11月批复的《平潭综合实验区总体发展规

划》规划的平潭综合实验区范围；所称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是指国务院2010年8月批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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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总体发展规划》规划的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范围。

　　五、税务机关对企业主营业务是否属于《企业所得税优惠目录》难以界定的，可要求企业提供

省级（含副省级）政府有关行政主管部门或其授权的下一级行政主管部门出具的证明文件。

　　六、本通知自2014年1月l日起至2020年12月31日止执行。

　　附件：

　　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企业所得税优惠目录

　　一、现代物流业

　　1 ．供应链解决方案设计、订单管理与执行、虚拟生产、信息管理、资金管理、咨询服务等供

应链管理服务

　　2 ．在岸、离岸的物流外包服务

　　3 ．现代物流技术与物流公共服务系统的开发及运营

　　4 ．第三方物流的结算和管理

　　二、信息服务业

　　1 ．电信增值业务应用系统开发

　　2 ．电子认证、电子商务、电子政务技术研发

　　3 ．信息安全技术研发服务

　　4 ．数据挖掘、数据分析、数据服务及数字化资源开发

　　5 ．新一代移动通信网，基于IPv6的下一代互联网技术研发

　　6 ．卫星通信技术研发

　　7 ．通用软件、行业应用软件、嵌入式软件的研发与服务

　　8 ．云计算、物联网、高可信计算、智能网络、大数据等技术研发与服务

　　三、科技服务业

　　1 ．新能源、新材料、生物医药、低碳环保等各行业专业科技服务

　　2 ．基因测序、干细胞、功能蛋白、生命健康等新兴科学技术研发与服务

　　3 ．新能源电池、三维立体显示和打印技术研发与服务

　　4 ．信息技术外包、业务流程外包、知识流程外包等技术先进型服务

　　四、文化创意产业

　　1 ．平面设计、包装设计、广告设计、室内设计、景观设计、工业设计、服装设计等创意设计

服务

　　2 ．文化信息资源开发

　　3 ．网络视听节目技术研发与服务

　　4 ．动漫及网络游戏研发与创作

　　5 ．新媒体技术的研发与服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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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정책명 

Ÿ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                                

  (중화인민공화국 및 대한민국정부 자유무역협정)

Ÿ 「国际美容健康中心招商优惠政策」                                                

  (국제미용건강센터우대정책)

세수 
Ÿ 관세양허표에 해당하는 품목 수입시 감세 또는 세금 면제

Ÿ 연간 매출 최초로 1,000만/2,000만/5,000만위안 돌파 시 각각 5만/10만/20만 장려

토지/

재정보조 

Ÿ 국제미용건강센터관리위원회에서 입주 성형병원에 20~30% 지분투자 가능

Ÿ 자주적 지식재산권 또는 세계일류 기술 보유 입주 기업에 1,000~2,000위안 장려, 국내 

일류 수준 및 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100~350만위안 장려, 자체기술을 보유한 인재에 

30~100만위안 장려

기타 

Ÿ 입주 기업에 2년간 무상임대 지원, 그중 의료기관은 3년 무상임대 

Ÿ 입주기업의 대졸 및 고급인력에게 각종 생활 보조금 지급

Ÿ 인테리어가 미완성된 건물 임대 시 실제 사용 면적에 따라 700위안/m2의 기준으로 지급

(에어컨 기 설치 관계로 실제 지급 비용은 350위안/m2)

Ÿ 6개월 이상 노동계약 체결 후 사내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 받을 시 교육비 신청 가

능 

Ÿ 국제박람회 또는 국가급 산업박람회에 참가하는 미용건강 관련 기업에 박람회 관련 비용

의 30% 지급,최고로 10만위안

Ÿ 성형미용 관련 기업의 고위층, 핵심기술인력, 또는 관리인력에 2년간 아파트 무상제공, 

일반 직원은 2년간 임대료의 50% 적용(타지 인력)

Ÿ 고급 인력 자동차(주택) 구입 시 보조금 지급

- 「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总体发展规划」

http://szsb.sznews.com/html/2010-12/21/content_1369082.htm

-「广东省人民政府关于印发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建设实施方案的通知」粤府

〔2015〕68号

http://zwgk.gd.gov.cn/006939748/201507/t20150721_593534.html

29. 국제미용건강센터(청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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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江苏省健康产业发展规划」

- 「江苏省政府关于加快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苏政发〔2014〕76号

http://www.sdfgw.gov.cn/art/2014/11/28/art_721_115673.html

- 「江苏"十三五"规划纲要」

http://bbs.yjbys.com/642885.html

- 「江苏省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投资指引」

http://wsj.jiangyin.gov.cn/a/201507/128zdsyl5sv2f.shtml

- 「盐城市中心城区综合医院规划一览表（2030年）」

http://www.hmting.com/thread-14389662-1-15.html

- 「盐城市2016年全市卫生计生工作要点」盐卫综合〔2016〕3号

http://wsj.yancheng.gov.cn/ywgl/zhgl/201602/t20160223_526953.html

- 「盐城市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举办实施意见的通知」

为促进我市非公立医疗机构持续健康发展，根据《省政府办公厅转发省发展改革委省卫生厅等部

门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苏政办发〔2011〕47号）精神，

结合我市非公立医疗机构发展实际，现就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提出以下实施意见：

一、拓宽社会资本进入医疗行业的空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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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制定和调整医疗卫生资源配置规划优先考虑社会资本。各县（市）要将非公立医疗机构设

置统一纳入本地区区域卫生规划和医疗机构设置规划。在制定和调整本地区区域卫生规划、医疗

机构设置规划和其他医疗卫生资源配置规划时，要给非公立医疗机构发展留有足够空间。调整和

新增医疗卫生资源时，在符合准入标准的条件下，优先考虑由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鼓励和引

导社会资本在城市新区、郊区、卫星城区等医疗资源配置相对薄弱区域举办医疗机构。 

　　（二）鼓励社会资本举办各类医疗机构。社会资本可自主申办营利性或非营利性医疗机构，执

行相应的财务、税收等政策。需要新增非营利性医疗机构的，应优先考虑由社会资本举办。鼓励

大型企业、社会团体、慈善机构、基金会等各类社会资本举办具有慈善性质的非营利性医疗机

构。社会资本举办的非营利性医疗机构在扣除办医成本、预留发展基金以及按国家有关规定提取

其他必需费用后，出资人可从办医结余中取得合理回报。支持社会资本举办营利性医疗机构，优

先支持社会资本举办的医疗机构提供整形美容和疗养康复等特需医疗服务。 

　　（三）进一步扩大医疗行业对境外资本开放。境外资本在我市举办医疗机构为允许类外商投资

项目。经省、市卫生、商务部门批准，境外资本可在我市以合资或合作形式举办医疗机构。鼓励

境外资本在我市医疗资源相对薄弱的地区和领域举办医疗机构。境外资本独资、合资、合作举办

的医疗机构，可申办为营利性医疗机构，也可申办为非营利性医疗机构。 

二、积极为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创造良好的执业环境

（四）在医疗服务要素准入上一视同仁。各县（市）卫生部门要根据非公立医疗机构的服务能

力，依法依规合理审核确定其机构类别、诊疗科目、床位等执业范围。对符合申办条件、具备相

应资质的，应予批准执业许可，不得无故限制其执业范围。对非公立医疗机构在医疗技术准入、

医师准入、护士准入等方面，严格依法依规办理，不得设置法律、规范以外的限制条件。非公立

医疗机构配备大型医用设备，由相应卫生部门统一规划、统一准入、统一监管。非公立医疗机构

申报配备乙类大型医用设备的，按照规定审批程序，在同等条件下优先上报省卫生厅审批；对符

合甲类大型医用设备配置要求的，及时逐级上报卫生部审批。社会资本举办的、以提供特需医疗

为主的营利性医疗机构购置大型医用设备，可不受医用设备设置规划的限制。 

（五）落实非公立医疗机构价格、税收和医保定点政策。社会资本举办的非营利性医疗机构，按

国家规定享受税收优惠政策。营利性医疗机构按国家规定缴纳企业所得税，提供的医疗服务实行

自主定价，免征营业税；取得的收入直接用于改善医疗卫生条件的，自执业登记之日起3年内，

对其自产自用的制剂免征增值税，对自用的房产和土地免征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社会资本

举办的非营利性医疗机构执行政府规定的医疗服务和药品相关价格政策，社会资本举办的医疗机

构用电、用水、用气、用热等公用支出标准与公立医疗机构同价。对符合医保定点相关规定的非

公立医疗机构，人力资源社会保障、卫生和民政等部门应按程序将其纳入城镇基本医疗保险、新

型农村合作医疗、医疗救助、工伤保险、生育保险等社会保障的定点服务范围，签订服务协议，

并执行与公立医疗机构相同的报销政策，不得将投资主体性质作为医疗机构申请成为医保定点机

构的审核条件。 

（六）优化非公立医疗机构用人环境。鼓励医务人员在公立和非公立医疗机构间合理流动。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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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立医疗机构的医护人员应聘到非公立医疗机构工作的，应按政策规定办理养老等社会保险关系

转移接续。鼓励非公立医疗机构与应聘医务人员通过协商的方式，多渠道保障应聘医务人员退休

待遇不降低。开展医师多点执业试点工作，鼓励公立医院离退休医务人员在不改变与原单位关系

的情况下，到非公立医疗机构执业，卫生部门依法办理执业变更手续。支持公立医疗机构与非公

立医疗机构经协商并签订合作协议后，以派驻专业团队或技术骨干的形式帮助非公立医疗机构加

强专科建设。卫生专业技术人员在专业技术职务任职资格考试、职业技能鉴定、专业技术和职业

技能培训等方面不受工作单位变化的影响。 

（七）改善非公立医疗机构外部学术环境。非公立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在科研课题招标及成

果鉴定验收、临床重点专科和学科建设、医学新技术引进、医学院校临床教学基地（如附属医

院、教学医院、实习医院）、住院医师和护士等规范化培训基地、全科医师规范化培训基地、

省、市级临床医师进修基地资格认定等方面享有与公立医疗机构同等待遇。各医学类行业协会、

学术组织和医疗机构评审委员会要平等吸纳非公立医疗机构参与。凡在外省、市专业学会、协会

等社会团体及其分支机构担任领导职务的专业技术人员应聘到我市非公立医疗机构工作的，可经

我市同类社会团体推荐增补担任相应的领导职务，该社会团体换届时再按规定参加选举。 

（八）完善非公立医疗机构土地政策。国土资源、规划等部门要将非公立医疗机构用地纳入城

镇土地利用总体规划、城镇规划和年度用地计划，合理安排用地。社会资本举办的非营利性医疗

机构享受与公立医疗机构相同的土地使用政策。对社会资本举办群众服务需求较大、营利能力较

弱、承担社会医疗保障功能的康复、护理、临终关怀等专业非营利性医疗机构，或在医疗卫生资

源相对短缺区域举办非营利性医疗机构的，可通过划拨方式取得国有建设用地使用权。非营利性

医疗机构转让土地使用权、改变土地用途或单位改制的，应依法办理有关用地手续。 

（九）完善非公立医疗机构经营性质变更和退出相关政策。社会资本举办的医疗机构确需变更

机构类别的，凡符合变更条件，原审批部门要按规定予以变更。经营性质变更后，按规定分别执

行国家有关财务、价格和税收政策。非公立医疗机构如发生产权变更，可按有关规定处置相关投

资。非营利性医疗机构如发生产权变更，允许投资者收回投资，如投资者退出，资产要优先用于

职工安置。 

（十）畅通非公立医疗机构相关信息获取渠道。保障非公立医疗机构在政策知情和信息、数据

等公共资源共享方面与公立医疗机构享受同等权益。需要医疗机构参加的部门、行业协会及学术

团体举办的重要会议、重大活动，对非公立医疗机构同等对待。 

（十一）推动各地扶持非公立医疗机构发展。鼓励政府购买非公立医疗机构提供的服务，采取

招标采购等办法，选择符合条件的非公立医疗机构承担公共卫生服务以及政府下达的医疗卫生支

农、支边、对口支援等任务。支持社会资本举办的社区卫生服务机构、个体诊所等非公立医疗机

构在基层医疗卫生服务体系中发挥积极作用。鼓励各地在房屋建设、设备购置及人员培养等方

面，对非公立医疗机构给予积极支持。 

三、促进非公立医疗机构持续健康发展

（十二）引导非公立医疗机构规范执业、守法经营。非公立医疗机构要严格执行《医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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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疗机构管理条例》及其实施细则、《护士条例》、《药品管理法》等法律法规和相关规定，

执行医疗服务许可和医疗服务要素准入制度。严禁非公立医疗机构超范围服务，依法严厉打击非

法行医活动和医疗欺诈行为。规范非公立医疗机构医疗广告发布行为，严禁发布虚假、违法医疗

广告。健全行业监管和社会监督机制，加强经常性引导和管理。认真落实医疗机构不良行为记分

制度，将非公立医疗机构纳入出院病人满意度调查、医疗核心制度检查、医疗服务明查暗访、社

会行风评议等各类医疗行风评议、医疗服务质量评价制度范围。发挥医疗保险对医保定点机构的

激励约束作用，促进非公立医疗机构提高服务质量，降低服务成本。非公立医疗机构要严格按照

登记的经营性质开展经营活动，使用税务部门监制的符合医疗卫生行业特点的票据，执行国家规

定的财务会计制度，依法进行会计核算和财务管理，并接受相关部门的监督检查。 

（十三）提升非公立医疗机构可持续发展能力。鼓励非公立医疗机构加强临床科研和人才队伍

建设。各地开展医疗卫生专业技术人才继续教育、技能人才职业技能培训、全科医生培养培训和

住院医师规范化培训等专业人员教育培训，要考虑非公立医疗机构的人才需求，进行统筹安排。

鼓励非公立医疗机构与公立医疗机构间开展科研合作攻关和建立高端人才交流共享机制。鼓励有

条件的非公立医疗机构做大做强。 

（十四）提高非公立医疗机构管理水平。鼓励非公立医疗机构推行现代医院管理制度，建立规

范的法人治理结构，加强成本控制和质量管理，聘用职业院长管理医院。把非公立医疗机构纳入

各级医院管理人员培训项目范围，指导非公立医疗机构在建设发展规划、等级医院创建、改善医

疗服务、保证医疗质量安全、控制医疗成本等方面执行国家、省、市相关规范、标准。指导非公

立医疗机构依法实施劳动合同制度，建立和完善劳动规章制度。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

http://www.sip168.com/page231?article_id=252

- 「招商优惠政策」

1、股权投资：国际美容健康中心管委会可以对入驻整形医院给予20%-30%的股权投资。股权转让

等具体事宜另行商定，转让价格根据同股同权、同股同利的原则，按当时市值确定。所有投资者

以货币形式出资，政府资本不先于社会资本到位，可以分期到位。还可协调美容健康产业投资基

金参与投资。

2、人才资助：对自主知识产权和关键技术达到世界一流、国内顶尖水平的创新创业领军人才（团

队），经过评审，资助每个项目1000-2000万元；对拥有国内一流、行业领先的自主知识产权和

核心技术项目来盐自主创业的领军人才（团队），经过评审，资助每个项目100-350万元创业启

动资金；对带技术的领军人才，经过评审，资助每个项目30-100万元。

3、租金优惠：对入住的各类机构免租金2年，其中医疗机构免租金3年。免租期结束后第一年的租

金暂定为0.8元/平方米/天。以后租金每三年调整一次，增幅为8%。

4、用工资助：对入驻企业招聘的大学毕业生和高层次人才，给予一定生活补贴、社会保险补贴和

薪酬补助。对到新招聘的大学生给予专项生活补贴，标准为博士研究生、硕士研究生和本科生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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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补贴3000元、2000元、1500元。并可申请政府公租房或享受租房补贴，标准为博士研究生、硕

士研究生、本科生每月补助500元、400元、300元。

5、装修补贴：对租用毛坯房的各类机构，按照实际使用面积，每平方米补贴700元人民币（因已经

安装中央空调，实际补贴标准为每平方米350元人民币）。完成装修后一个月内，支付装修补贴

总费用的50%；经验收合格后一个月内，再付给50%。

6、培训资助：企业新录用人员，签订6个月以上期限劳动合同，并在劳动合同签订之日起6个月

内，由企业所属有资质的培训机构或经认定的职业培训机构开展岗前就业技能培训的，可向市劳

动就业管理机构申请培训补助。取得专项职业能力证书的，奖补标准为150元/人；取得初级职业

资格证书的，奖补标准为300元/人。

7、宣传资助：对事先申报参加国际展会（博览会）和国家级产业展会（博览会）的文化创意及美

容健康类企业，经审核，给予展位费30％的资助，每年最高不超过10万元。文化创意及美容健康

类企业自注册进入产业园之日起2年内，在区级宣传平台（报刊、网站等）享受免费宣传；在

《盐阜大众报》、《盐城晚报》、《东方生活报》、盐城广播电视台等市级平台所做广告（需提

前报告文创园发展有限公司同意），享受50%的补贴，最高不超过5万元；在市级以上媒体所做

广告（需提前报告文创园发展有限公司同意），享受30%的补贴，最高不超过10万元。对文化创

意及美容健康类企业所作户外广告、店招等审批提供便捷服务。

8、居住支持：对整形美容类企业高管、技术骨干或管理骨干的外地人员，提供人才公寓，免租期2

年；对整形美容类企业一般外地工作人员2年内按照市场租赁价格下浮50%收取租金。

9、购车（房）补贴：对高管购车（房）给予补贴。享受购买一辆地产汽车50%的购车补贴，总额不

超过8万元。可享受20-50万元购房补贴。

10、绩效激励：对税收贡献大的机构，可以通过奖励形式予以激励。对文化创意及美容健康类企业

年开票销售收入首次突破1000万元、2000万元、5000万元的，分别按人民币5万元、10万元、20

万元给予奖励，跨境业务销售额按双倍折算。企业高管、核心人员（不超过5人）缴纳的个人所

得税，对区级地方留成部分实行奖励，此税收奖励实行先征后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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