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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로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제체제
로 편입하기 위해 대외개방정책을 활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자국 내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공식 출범한 2013년 이후에도 중국은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발표한 주요 문건을 통해 대외개방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
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중국은 ｢개혁의 전면 심화에
관한 일련의 중대 문제 결정｣에서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이
라는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이어 2015년 국무원에서 ｢자유무역구 시행 가속화
전략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FTA 추진에 관한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과 대외경제협력에서 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한ㆍ
중 FTA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중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포괄적
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ㆍ중 FTA는 중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처음으로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방경제협
력(제17.25조)과 한ㆍ중/중ㆍ한 산업단지 설립(제17.26조)에 관한 조항을 포
함함으로써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FTA는 국가와 국가가 체결하는 국제조약이나 그 이행은 상당 부분 지방정
부가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
조건에 부합하는 양국간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반으로 협정체결국과 경제협력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시범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즉 광시자치구 친저우(钦州)(중ㆍ아세안 FTA), 광둥성 첸하이(前海)(중ㆍ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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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푸젠성 핑탄(平潭)(중ㆍ대만 ECFA) 등의 지역은 기존에 체결한 FTA
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시범정책을 실시하
고 있다. 특히 친저우 산업단지와 첸하이 협력구의 경우 공동단지를 원활히 건
설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최상위 협의체를 구성하되 실질적으로는 공동단
지 개발을 주도하는 하위 협의체를 조직하여 체계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동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하는 데 있어 중국은 공동단
지 조성지역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
기업이 대부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핑탄 종합시험구는 정부간 공
식적인 협력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만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한ㆍ중 FTA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모
색할 경우 산둥성을 우선적인 협력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
다. 산둥성은 한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지역이며, 현재
한ㆍ중 산업단지(옌타이), 한ㆍ중 지방정부간 경제협력(웨이하이),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시범구(지난), 한ㆍ중 혁신산업단지(칭다오) 등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
한 유형의 시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둥성은 한ㆍ중 지방경제협력시범
구와 산업단지 건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협력 등 다
양한 영역에서 제도개혁을 이루고,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토대로 산둥성 자유무
역시험구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산둥성은 13·5 규획기간
에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다원화된 국제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계획이
다. 특히 한ㆍ중 FTA 체결을 기회요인으로 삼아 한ㆍ산둥성 간 경제협력을 강
화해 개혁 촉진, 산업 고도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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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산둥성이 대한국 경제협력에 가장 적극적이며
오래전부터 우리와의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한ㆍ중 FTA 활용과 그 성과의 공간적 확산을 위한 거점지역으로서 산둥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는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도해
야 한다. 과거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산둥성 협력은
산둥성의 협력수요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첨단산업, 첨단기술, 서비스업 중
심의 협력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둥성의 무역과 FDI는 대체
로 기술수준이 낮은 업종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산업 고도화를 추구하는 산둥
성의 정책 방향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반면에 한국과는 기술수준이 높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산둥성의 산업구조 및 수출구
조의 고도화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산둥성은 한ㆍ중 산업
단지, 한ㆍ중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및 산업협력 등 다양한 협력시범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한ㆍ중 FTA 체결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의
대중국 경제협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의 요구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한국은
산둥성을 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뤄낸 협력의 성과와 모델을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대중국 경제협력의 거점이자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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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중국은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로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제체제
편입을 위해 대외개방정책을 활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자국 내 경제개혁을 가속
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공식 출범한 2013년 이후에도 중국은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발표한 주요 문건을 통해 대외개방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
다. 2013년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 전회에서는 ｢개혁의 전면 심화
에 관한 일련의 중대 문제 결정｣(이하 ｢3중 전회 결정｣)이 채택되었고, 2016년
3월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가 통
과되었으며, 이어서 2016년 7월에는 ｢상업무역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
가 제정ㆍ발표되었다. 이들 문건과 규획에서는 대외경제 분야에서의 개혁과 발
전목표로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1) 또한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제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속화, 양자간
및 다자간 경제협력 구축, 자유무역시험구 등 대외개방을 위한 새로운 체제 형
성,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국제경제무역 관계에서의 전방위
적 협력 전개, 서비스무역 관리체제의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하여 중국은 ｢3중 전회 결정｣에서 ‘높은 수
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이어 2015년
1) 양평섭(2016), pp. 203~204.

제1장 서론 • 13

국무원에서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함으로
써 FTA 추진에 관한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2) 2017년 10월 기준으로
중국은 23개 국가와 14개 FTA를 발효하였고, 8개의 양자 및 다자간 FTA 협상
을 진행 중이며, 8개국과의 FTA 추진을 검토 중이다.3) 중국은 시진핑 정부 출
범 이후에도 스위스, 한국, 호주 등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발효하였으며, 한
ㆍ중ㆍ일 FTA와 RCEP 등 다자간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에서는 ‘기발효 자유무역협정을 강화하
고 유지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힘으로써 기존 FTA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강화한
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 협정을 업그
레이드하여 체결하였으며, 기타 국가와의 FTA에 대해서도 후속협상을 통해 경
제협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의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에서 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한
ㆍ중 FTA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중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포괄
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ㆍ중 FTA는 중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처음으로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방경제협
력(제17.25조)과 한ㆍ중/중ㆍ한 산업단지 설립(제17.26조)에 관한 조항을 포
함함으로써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한국의 산
업통상자원부와 상무부는 이미 한ㆍ중 FTA 협정문의 한ㆍ중/중ㆍ한 산업단지
설립에 관한 조항에 의거하여 양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차관급 협의회를 구
성한 바 있으며, 한ㆍ중 FTA 경제협력을 위한 한ㆍ중 산업단지로 한국은 새만
금을, 중국은 산둥성 옌타이(烟台), 장쑤성 옌청(盐城), 광둥성 후이저우(惠州)
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협의체를 통해 양국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
한 혜택이나 개발 주체, 개발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
이다.
2) 国务院(2015), ｢关于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略的若干意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19).
3) 산업통상자원부 한ㆍ중 FTA 홈페이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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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국가와 국가가 체결하는 국제조약이지만 그 이행은 상당 부분 지방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
제조건에 부합하는 양국간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반으로 협정체결국과 경제협
력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시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광시자치구 친저우(钦州)(중ㆍ아세안 FTA), 광둥성 첸하이(前海)(중ㆍ홍콩
CEPA), 푸젠성 핑탄(平潭)(중ㆍ대만 ECFA) 등의 지역은 기존에 체결한 FTA
를 기반으로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시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
라서 이들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협력 사례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한ㆍ중 양국이 FTA를 통해 경제협력을 확대ㆍ강화할 수 있는 다
양한 협력 플랫폼이나 정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ㆍ중 FT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현재 중국 내 많은 지방정부가 경쟁적
으로 한ㆍ중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양국 정부에 의해 한ㆍ중 산업
단지로 지정된 옌타이, 옌청, 후이저우 지역 외에 칭다오(青岛), 지난(济南), 다롄
(大连), 잉커우(营口), 창춘(长春), 옌볜(延边), 충칭(重庆) 등이 대표적이다.4)
그러나 우리 경제의 규모와 양국의 협력수요를 고려할 때 무분별한 협력보
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한ㆍ중 산
업단지는 주로 지급시(地级市) 단위에서 조성되고 있으나 투자 외에 무역, 산
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협력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내수시장
규모, 투자 여건, 주변지역으로의 시장 확대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
기 때문에 성급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한ㆍ중 FTA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할
경우 산둥성을 우선적인 협력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산
둥성은 한국과의 경제 교류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지역이며, 현재 한ㆍ
중 산업단지(옌타이), 한ㆍ중 지방정부간 경제협력(웨이하이), 한ㆍ중ㆍ일 산업
4) 산업연구원(2015),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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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시범구(지난), 한ㆍ중 혁신산업단지(칭다오) 등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시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둥성은 한ㆍ중 지방경제협력시범구
와 산업단지 건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협력 등 다양
한 영역에서 제도상 개혁을 이루고,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토대로 산둥성 자유무
역시험구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5) 그 밖에도 산둥성은 경제성장을 촉
진시키기 위해 13·5 규획기간에 적극적인 대외 개방 및 협력 정책을 추진할 계
획이다. 특히 한ㆍ중 FTA 체결을 기회요인으로 삼아 한ㆍ산둥성 간 경제협력
을 강화해 개혁 촉진, 산업 고도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처럼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산둥성이 대한국 경제협력에 가장 적극적이며
오래전부터 우리와의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할 때, 우리는
산둥성을 한ㆍ중 FTA 활용과 그 성과의 공간적 확산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적
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외개방 확대 및 대외협력 강화라는 중국의 정책기조 변화
속에서 산둥성을 한ㆍ중 간 경제협력과 개방을 선도할 수 있는 협력대상지역으
로 인식하고, 산둥성을 포함한 중국 내 주요 지방정부의 기존 대외경제협력 사
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ㆍ중 FTA를 활용한 산둥성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한국과 산둥성 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은 중국 내 다른 지역보다 그 역사가 깊
으나 국내외 연구의 대부분이 한국과 중국이라는 국가간 경제협력이라는 시각
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중국 산둥성 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는 매
우 드문 실정이다. 이상훈(2011)은 산둥성의 주요 연해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5) 이상훈, 김주혜(2016),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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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고 지역별로 진출이 유망한 업종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과 산둥성
간 경제협력을 위한 연구라기보다는 중국 내 기진출지역에서의 생산요소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투자지역을 모색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수행, 이상훈,
김소라(2012)는 경기도와 산둥성이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전 현
황과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두 지역간 교류협력을 위한 방안을 제
시하였다. 한ㆍ중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으나 일부 첨단제조업에 국한된 산업협력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경제협력단지나 특정 시범지역
에 관한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지현 외(2012)는 정부간 협력사업 가
운데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간 협력, 외국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관련 진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도
시개발 분야 진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명아 외(2014)는 중
국의 다양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유형화한 후 관련 정책과 법제를 분석하고
한ㆍ중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路红艳(2013)
은 중국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경협단지 개발과 발전 경험을 통해
중국의 해외경협단지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Bräutigam
and Tang(2012)은 중국의 해외경협단지 조성 목적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이들 해외경협단지를 대상으로 중국의 해외경협단지 조성 과정, 프로젝트 유
형, 정부지원정책 등을 분석하였다(표 1-1 참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 대부분이 해외경협단지나 특정 시범지
역 또는 도시개발을 대상으로 발전 현황, 정부간 협력, 기업 진출 사례, 정부지
원정책을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반으로
협력 확대 방안이나 시범사업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지역경제활동의 주체 중 하나인 지방정부, 특
히 한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 경험이 풍부한 산둥성을 협력 대상으로 하되 산
둥성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대외 개방 및 협력 조치를 활용하여 경제협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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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기발효 중인 한ㆍ
중 FTA를 기반으로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방안과 모델을 모
색하는 연구가 드물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표 1-1. 중국의 대외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
김명아 외. 2014. ｢한·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
과제명

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4-69-07. 한국법제연구원.
중국의 다양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유형화하여 현황을 정리하고

1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관련 정책과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법
제적 시사점 도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와 현황, 입법과 관련 법제를 분석
하고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적 시사점을 제시

연구 방법론

과제명
주
요
선
행

문헌연구, 현지조사
정지현 외. 2012.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
점｣. 연구자료 12-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도시개발 관련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 사례를 산업단지를 통해 살
펴봄으로써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방안 모색

2

연
구

연구 목적 및

중국 도시개발 시장 현황, 외국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관련 시장 진출 정

주요 연구 내용

부간 협력 사례, 외국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관련 시장 진출 민간부문 사
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분야 진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연구 방법론

과제명

문헌연구, 사례분석

路红艳. 2013. ｢中国境外经贸合作区发展的经验启示｣. 对外经贸,
第10期. 黑龙江对外贸易经济合作研究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해외 경협단지 경험을 통해 기타 경협

3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단지에 시사점 제공
중국 해외 경협단지의 발전 현황, 중국 해외 경협단지의 발전 경험 비교,
중국의 해외 경협단지 운영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

연구 방법론

문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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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속
Bräutigam, D. and X. Tang. 2012. “Economic Statecraft in
과제명

주
요
선
행

China’s New Overseas Special Economic Zones.” IFPRI
Discussion Paper 01168.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중국의 해외 경협단지 조성 목적을 자원 확보, 정치적 연계 및 소프트파

4

연
구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워 강화, 국유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증대 등 세 가지로 유형화
중국의 19개 해외 경협단지를 대상으로 중국의 해외 경협단지 조성 과
정, 프로젝트 유형, 정부지원정책 등을 분석

연구 방법론

문헌연구, 통계분석
최근 중국은 대외개방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경협과 경협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존의 문헌 대부분이 도시개발
또는 경협단지 조성에 초점을 둔 연구에 그치고 있음.

연구 목적 및
내용의 차별성

반면 본 연구는 지역경제활동의 주체인 산둥성 지방정부를 협력 대상
으로 하되, 산둥성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대외개방 및 개혁 조치를 활용
하여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임.
특히 기발효 중인 한·중 FTA를 기반으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

연구
차별성

인 협력방안과 모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큰 차
별성이 있음.
연구 방법론의
차별성

기타 차별성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를 토대로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협력 추진
사례 분석 및 중국 현지조사
국내ㆍ외 전문가와의 간담회 추진
경제협력, 지방경제협력, 투자 등 향후 진행될 한·중 FTA 후속협상을
위한 의제 발굴

자료: 상기 선행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3. 연구 방법, 주요 내용 및 한계
본 연구는 주요 연구 대상 지역으로 중국 산둥성에 초점을 맞추되,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외경제협력의 내용과 메커니즘을 참고 또는 비교하기
위해 광시자치구, 광둥성, 푸젠성의 사례를 연구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FTA를

제1장 서론 • 19

활용한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한ㆍ중 산업단지,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
등 중국 산둥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외경제정책과 협력 추진 사례를 주
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분석, 통계분석, 현지조사 등 다양
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13·5 규획기간 중국 중앙정부와 산둥성 정부의 주
요 대외경제협력 정책과 FTA를 활용한 대외경제협력 사례 및 대외경제교류 현
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주요 정책 문건, 주요 협력 프로젝트, 국내ㆍ외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분석하였으며, 산둥성 내 주요국과의 대외경제교류 현황에
대해서는 CEIC, 산둥성 통계국, 중국해관 등의 DB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산둥성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국 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문헌 외에 산둥성
현지 및 국내 관련 기관 출장조사를 통해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산둥성 현지
정책 담당자, 기진출 한국 기업 및 주요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지에서
추진 중인 대한국 경제협력사업의 실효성과 개선 사안, 협력 확대방안 등을 조
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산둥성의 대외경제협력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산둥성의 경제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대외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산둥성 13·5 규획을 통해 최근 산둥성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고, 산둥성
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협력 시범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둥성의 대한국 경제협력에 대해 다루었다. 우선 대한국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서 산둥성에서 추진하
고 있는 대한국 경제협력의 내용을 중ㆍ한 산업단지(옌타이), 지방경제협력(웨
이하이), 전자상거래ㆍ물류ㆍ의료 등 주요 분야별 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가운데 FTA를 활용한 제3국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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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광시자치구, 광둥성, 푸젠성 등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경제협력 시범사례의 사업 개요, 주요 협력 메커니즘과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ㆍ중 FTA를 기반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모색하되, 이에 대해서는 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무역 및 투자 협
력, 산업협력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ㆍ중 FTA라는 양국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경제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이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
추고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서는 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비교ㆍ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러나 한ㆍ중 FTA가 발효된 직후 사드 갈등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양국간 교류
와 협력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주요 분석 내용도 과거 산둥성의 각
지방정부에서 발표했던 정책과 계획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과 현황, 문제점, 대응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양국간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주요 성과와 문제점,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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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둥성의 대외경제협력

1. 경제교류 현황
가. 산둥성의 경제 개황
산둥성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31개 성(省)급 지역 중에서 인구 규모
2위(9,947만 명), 경제 규모 3위(6조 8,025억 위안), 교역 규모 5위(2,738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대성(大省)이다.6)
산둥성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0년 8,337억 위안에서 2016년 6조
8,025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14.0%의 연평균 성장률(명목기준)을 나타냈으며,
경제 규모는 8.2배 확대되었다. 같은 기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13.3% 성장(경제 규모 7.4배 확대)한 것과 비교하면 2000년 이후 산둥성의 경
제는 중국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며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7)
산둥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의 GDP에서 산둥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8.3%에서 2016년의 9.1%로 소폭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전국대비 산둥성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3년 이후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은 전국대비 GDP 비중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2차 산
업의 비중은 전국대비 GDP 비중을 늘 상회한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국대비 2차 산업 비중과 GRDP 비중 간의 격차가 다소 축소되다가 2014년 이
후 다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산둥성의 경제
6) 산둥성의 경제 규모는 광둥성(7조 9,512억 위안; 전국대비 10.7%)과 장쑤성(7조 6,086억 위안; 전국대비
10.2%)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中国国家统计局(2017), p. 19, p. 29, p. 99.
7) CEIC, DB(검색일: 2017. 8. 30)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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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으며,
반면에 1차 산업과 3차 산업은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국대비 비중의 변화 추이로 판단할 때 산둥성은 2010년 이후부터 전국
대비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 전국 추세와의 간극을 좁히며 빠
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 참고).

그림 2-1. 산둥성의 경제 규모 및 중국 내 비중 추이
(1) 산둥성의 지역내총생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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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DB(검색일: 2017. 8. 30)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산둥성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 이후 줄곧 전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제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2007년을 기점으로 성장이 점차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는 반면에 산둥성은 2004년 이후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 성장률을 비교하면 2014년까지는 대체로 2차 산업의 성장률
이 3차 산업의 성장률을 상회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3차 산업의 성장률이 2
차 산업의 성장률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2 참고).8)

8) 2016년 기준으로 산둥성의 산업별 성장률은 1차 산업 3.9%, 2차 산업 6.6%, 3차 산업 9.3%를 기록해
중국의 산업별 성장률(3.3%, 6.1%, 7.8%)을 상회하고 있다. CEIC, DB(검색일: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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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산둥성의 지역내총생산(GRDP) 및 산업별 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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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DB(검색일: 2017. 8. 30)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경제의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가 본격화된 2013년 이래 중국은
경제구조와 성장동력에서 뚜렷한 변화를 겪고 있다.9) 산둥성 역시 이러한 변화
의 영향으로 경제구조와 성장동력에서 과거와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경제구조 면에서 보면 산둥성은 공업 부문의 빠른 성장과 이를 뒷받침한 공
업 부문에 대한 높은 투자 증가율로 인해 2차 산업과 투자 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3차 산업의 성장률이 2차 산업의 성장률을 초과
하면서 3차 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에는 3차 산
업의 비중이 2차 산업을 넘어섰다. 다만 중국 전체적으로는 2012년부터 서비
스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된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와 비교한다면 산
둥성의 경제는 아직까지 공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
다. 이는 산업별 성장기여율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중국 전체적으로는 2014년
부터 3차 산업, 즉 서비스업의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2차 산업을 압도한 이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산둥성의 경우에는 여전히 2

9) 이현태 외(2017),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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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3차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3 참고).

그림 2-3. 중국 및 산둥성의 산업별 GDP 비중 및 성장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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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DB(검색일: 2017. 8. 30)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경제구조와 성장동력의 변화는 각 수요 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산둥성
에서는 2000~03년에 소비와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하
였으나 2004년부터 격차가 점차 확대되면서 투자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되
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2010년 이후 소비 중심의 경제구
조로 전환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산둥성 3차 산업의 더딘 성장은 부족한 투
자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둥성 경제가 투자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2015년부터 소비가 투자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 참고).
전체적으로 볼 때 산둥성의 경제는 중국 경제가 3차 산업과 소비 중심의 경
제구조로 전환된 것과는 달리 여전히 2차 산업과 투자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차 산업의 성장률이 2차 산업을 압도하고 있어 서비스 중
심의 경제구조로 점차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성장기여율에서도 3
차 산업이 2차 산업을 상회하면서 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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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중국 및 산둥성의 수요부문별 GDP 비중 및 성장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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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DB(검색일: 2017. 8. 30)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이는 산둥성이 제조업의 어느 업종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업종별 매출액과 전국대비 비중을 [표
2-1]에서 정리하였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둥성에서는 매출액을 기
준으로 △화학물질ㆍ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기타 기계ㆍ장비 제
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이 주도산업을 이루고 있다. 또
한 이들 업종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우
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산둥성의 주도산업들은 화
학물질ㆍ화학제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ㆍ장비 제조업을 제외하고 대체로 기술
수준이 낮아 산업 내 고도화가 필요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OECD(2011)의 산업분류 방법에 따라 제조업을 기술수준별로 분류하면 △
첨단기술(high technology) △중고위기술(medium-high technology) △
중저위기술(medium-low technology) △저위기술(low technology)의 4대
산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10) 이러한 분류방법에 따라 산둥성 제조업의 산업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산업별 평균 연구개발(R&D) 집중도(intensity)를 기준으로 첨단기술산업,
중고위기술산업, 중저위기술산업 및 저위기술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 수준별 산
업군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첨단기술산업: 의료용 물질ㆍ의약품 제조업, 전자부품ㆍ컴퓨터ㆍ
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제조업,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ㆍ시계 제조업 △중고위기술산업: 화학물질ㆍ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ㆍ장비 제조업, 자동차ㆍ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중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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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전국대비 비중에 따라 판단해보면 첨단기술산업(8.3%)이 차지하는 비
중이 가장 작았고, 이와 상반되게 저위기술산업(15.4%)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
장 컸다.

표 2-1. 제조업 업종별 매출액 및 전국대비 비중
(단위: 억 위안, %)

업종별·기술수준별 구분
제조업 업종별

전국

산둥

전국대비
비중

기술구분

식료품 제조업

저위

87,335.8

15,287.2

17.5

음료 제조업

저위

17,373.4

1,504.5

8.7

담배 제조업

저위

9,340.8

324.7

3.5

섬유제품 제조업

저위

47,193.2

10,007.7

21.2

의복·모피·가죽·신발 제조업

저위

36,892.7

3,463.1

9.4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저위

13,907.4

2,480.6

17.8

가구 제조업

저위

7,880.7

911.8

11.6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저위

13,942.3

2,551.3

18.3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저위

7,401.8

986.8

13.3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중저위

34,604.5

7,415.2

21.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중고위

83,564.5

17,045.5

20.4

의료용물질·의약품 제조업

첨단

25,729.5

4,161.7

16.2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중저위

31,015.9

6,248.7

20.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중저위

58,877.1

7,978.3

13.6

1차 금속 제조업

중저위

114,368.6

11,406.9

10.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중저위

37,257.3

5,613.5

15.1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중고위

82,913.4

14,434.0

17.4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중고위

90,157.1

8,648.0

9.6

전기장비 제조업

중고위

69,183.2

6,518.3

9.4

첨단

91,606.6

5,483.2

6.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기술산업: 코크스ㆍ연탄ㆍ석유정제품 제조업, 고무제품ㆍ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
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저위기술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
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ㆍ모피ㆍ가죽ㆍ신발 제조업, 목재ㆍ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펄프ㆍ
종이ㆍ종이제품 제조업, 인쇄ㆍ기록매체 복제업, 기타 제품 제조업. 이현태 외(2017, p. 3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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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업종별·기술수준별 구분

전국

산둥

전국대비
비중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첨단

8,741.8

845.1

9.7

기타 제품 제조업

저위

18,651.8

2,543.8

13.6

987,939.2

135,860.0

13.8

첨단기술

126,077.9

10,490.0

8.3

중고위기술

325,818.2

46,645.9

14.3

중저위기술

276,123.3

38,662.6

14.0

저위기술

259,919.8

40,061.5

15.4

제조업 전체

987,939.2

135,860.0

13.8

합계
기술수준별

주: 중국국가통계국에서는 2013년부터 제조업을 30개 세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기준)에서
는 제조업을 25개 세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분석의 일관성과 양국간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조
업을 22개 업종으로 재분류함. 전국대비 비중은 해당 업종에서 산둥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中国国家统计局工业统计司(2016), pp. 372~545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산둥성의 산업구조가 대체로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조업 내 업종별 비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5 참고). 전국과 비교했을 때 산둥성은 전체
제조업 가운데 화학물질ㆍ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ㆍ장비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ㆍ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의 비중이 높게 나
타내며, 기술수준이 낮은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첨단기술산업
에서는 의료용 물질ㆍ의약품 제조업만이 전국평균 수준을 조금 상회하고 있을
뿐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제조업이나 의료ㆍ정밀ㆍ광학기
기ㆍ시계 제조업은 전국 평균 비중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산둥성은 2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 평균과
비교해볼 때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저위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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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제조업대비 업종별ㆍ기술수준별 비중
(1) 업종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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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수준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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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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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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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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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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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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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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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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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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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7.9 28.5

30.0

20.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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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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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산둥

중고위기술
전국

중저위기술

저위기술

산둥

주: 업종별, 기술수준별 비중은 전체 제조업에서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中国国家统计局工业统计司(2016), pp. 372~545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나. 무역
산둥성은 1984년에 옌타이가 14개 연해도시에 대한 지역개방정책에 포함
되고, 1988년에는 산둥반도가 대외개방 확대정책에 포함되면서 개혁ㆍ개방
초기부터 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11) 이러한 개방정책의 영향으로 산둥
성의 교역도 빠르게 증가해왔다. 상품무역만 살펴볼 때 2000~16년 기간에 산
둥성의 수출은 160억 달러에서 1,458억 3,000만 달러로 규모가 9.1배 확대되
었고, 같은 기간 수입은 121억 달러에서 1,280억 달러로 10.5배 확대되었다
(그림 2-6 참고).
산둥성의 무역 규모가 안정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의 전체 무역액 중에서
산둥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둥성의 무역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6.0%였던 무역 비중이 2016년 8.0%까지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수출 비중이 6.5%에서 6.8%로 변화되어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에 수입의 비중은 5.4%에서 8.4%로 크게 증가해 수출보

11) 오용석(2004), pp. 1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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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입이 산둥성의 무역 확대에 더 큰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둥
성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중반 이후 9%대 이상을 유지
한 것과 비교한다면 산둥성의 무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2)

그림 2-6. 산둥성의 수입, 수출 및 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000
174,274
155,173
150,000

145,826
128,070

100,000

50,000
16,093
12,157
0

-50,0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수출액

수입액

수지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DB(검색일: 2017. 7. 1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상술한 것처럼 산둥성이 1980년대 초반부터 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무역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8년
까지 무역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면서 대외개방도(또는 무역의존도)
역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서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확산되면서 중국과 산둥성의 대세계 무역증가
율은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산둥성의 대외개방도도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둥성이 개혁ㆍ개방 초기부터 대외무역을 활발히 진행해왔으
12)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의 교역액 중에서 각 성(省)급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광둥(28.7%),
장쑤(15.1%), 저장(10.6%), 상하이(9.5%), 산둥(8.0%)의 순이었다.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DB(검색
일: 2017. 7. 1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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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외개방도는 줄곧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6년
의 경우 산둥성의 대외개방도는 전국 평균(32.6%)보다 낮은 26.7%를 기록하
였다(그림 2-7 참고).

그림 2-7. 산둥성의 교역 비중 및 대외개방도
(1) 교역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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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대외개방도_중국

대외개방도_산둥

주: GDP 및 교역 비중은 전국대비 비중을 의미함. 대외개방도는 총 교역액/GRDP를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DB(검색일: 2017. 7. 13)와 CEIC, DB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2-2. 산둥성의 주요 교역국(2000년, 2016년)
(단위: 억 달러, %)

2000년
교역액

2016년

순위

국가

순위

국가

-

대세계

282.5

39.4

-

-

대세계

1

일본

62.0

28.3

21.9

1

2

한국

57.5

-12.3

20.4

3

미국

43.5

16.2

4

홍콩

10.0

5

독일

8.7

상위 5개국 비중

수지

비중

교역액

수지

2,739.0

177.6

-

미국

335.0

150.9

12.2

2

한국

309.5

-9.8

11.3

15.4

3

일본

199.3

86.4

7.3

6.9

3.6

4

러시아

109.0

-9.9

4.0

2.0

3.1

5

독일

58.0

14.2

2.1

64.3

상위 5개국 비중

비중

36.9

주: 비중은 산둥성의 전체 교역액대비 국가별 비중을 표시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DB(검색일: 2017. 7. 1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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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의 국가별 대외무역은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독일이 상위 5개국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무역 비중 상위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로
2000년의 64.3%에 비해 크게 낮아졌는데,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무역다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산둥성은 대체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의 무역에서는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 중간재나
원자재 수입이 큰 한국이나 러시아와의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표
2-2 참고).
[표 2-3]은 중국과 산둥성의 가공단계별, 기술수준별 대세계 교역구조를 나
타낸다. 산둥성의 무역품목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2000~01년 평균값의 비중에 비해 중간재 수출이 크게 증가(19.9%p)해 전체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반면에 소비재에 대한 수출은 20.9%p 감소하였
다. 전체적으로 산둥성의 수출구조가 과거 자본재와 소비재를 합한 최종재 중
심의 수출구조에서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수입
의 경우에는 원자재와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1차 상품의 수입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2000~01년에 비해 중간재에 대한 수입 비중이 7.5%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35.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산둥성의 수출입 품목을 기술수준별로 재구성하여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수
출의 경우 2000~01년도에 비해 저위기술산업에서의 수출 비중이 20.5%p 감
소한 반면에 첨단기술산업과 중위기술산업에서의 수출 비중은 모두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산둥성의 수출구조가 기술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점차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둥성의 수출이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저
위기술산업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고, 중저위기술산업까지 포함하는 경우 수출
비중이 58.3%까지 높아져서 대체로 기술수준이 낮은 산업과 제품에 수출이 집
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의 저위기술산업과 중저위기술산업의
수출 비중(41.0%)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산둥성은 아
직까지 수출 고도화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 고도화와 함께 수출의
고도화는 향후 산둥성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을 임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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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둥성은 수입에서도 기술수준이 낮은 중저위기술산업에서의 수입이 가장
큰 비중(39.4%)을 차지하며, 저위기술산업과 중저위기술산업에서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인 5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01년과
비교했을 때 첨단기술산업의 수입 비중이 소폭 증가(3.2%p)했으나 산둥성의
수입구조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기술수준이 낮은 산업과 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수입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대세계 교역구조 변화(가공단계별, 기술수준별)
(단위: 백만 달러, %, %p)

수출
구분

중국
15/16년
수출 비중

가
공
단
계
별

기
술
수
준
별

수입
산둥

비중
변화

15/16년
수출 비중

중국
비중
변화

15/16년
수입 비중

산둥
비중
변화

15/16년
수입 비중

비중
변화

1차상품

1.6

-3.2

4.8

-4.7

22.4

9.7

51.5

27.2

중간재

43.3

11.3

49.2

19.9

53.5

1.1

35.9

-7.5

자본재

28.5

10.7

16.9

9.1

15.8

-3.1

8.6

-6.5

소비재

26.5

-14.3

29.1

-20.9

7.9

4.1

3.6

-2.6

미분류

0.1

-4.5

0.1

-3.4

0.4

-11.8

0.3

-10.7

첨단기술

31.9

9.9

11.6

5.0

36.1

14.1

14.6

3.2

중고위기술

26.5

5.6

29.4

11.4

24.1

-8.9

14.3

-16.2

중저위기술

14.7

1.7

21.6

8.7

20.4

1.7

39.4

20.1

저위기술

26.3

-11.5

36.7

-20.5

9.7

-0.9

12.3

-6.1

미분류

0.6

-5.8

0.7

-4.7

9.6

-5.9

19.3

-1.0

수출(수입)액
(2015~16년 평균)

2,207,655

147,334

1,562,242

129,756

주: 가공단계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기술수준별 분류는 OECD(2003)의 분류를 따름; 15/16년 수출(수입) 비중은
2015~16년 2개 연도의 수출(수입)액의 평균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함; 비중 변화는 2000~01년 비중대비
2015~16년 비중의 변화를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DB(검색일: 2017. 7. 1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2-4]에서는 중국과 산둥성의 제조업 업종별 대세계 교역구조의 변화 추
이를 정리하였다. 먼저 업종별 수출 비중 상위 5개 업종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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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 업종인 식료품 제조업과 의복ㆍ모피ㆍ가죽ㆍ신발 제조업, 화학물질
ㆍ화학제품 제조업 외에 기술수준이 높은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
신장비 제조업과 자동차ㆍ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00~01년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ㆍ기타 운송장비 제조업(5.2%p)과 전자부
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제조업(4.5%p)에서의 비중 증가가 두드
러진다. 업종별 수입 비중 상위 5개 업종에는 코크스ㆍ연탄ㆍ석유정제품 제조
업,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ㆍ화학제품 제
조업, 1차금속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코크스ㆍ연
탄ㆍ석유정제품 제조업은 2000~01년에 비해 수입 비중이 무려 20.8%p나 증
가했는데, 이는 산둥성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에너지와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 대세계 교역구조 변화(제조업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p)

수출
업종 구분

중국

수입
산둥

중국

산둥

15/16년 비중 15/16년 비중 15/16년 비중 15/16년 비중
비중
변화
비중
변화
비중
변화
비중
변화

식료품 제조업

2.7 -1.6

음료 제조업

0.1 -0.1

0.2

0.0

담배 제조업

0.1 -0.1

0.0

0.0

섬유제품 제조업

3.6 -0.9

5.7 -3.5

1.2 -2.0

의복·모피·가죽·신발 제조업

11.1 -8.0

10.5 -6.1

3.3

1.1

4.3 -2.2

0.3

0.2

0.2

0.1

0.1

0.0

0.1

0.0

9.5 -13.3

1.2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0.7 -0.4

2.5

1.1

1.2 -0.3

2.0

0.6

가구 제조업

2.7

2.1

0.7

0.2

0.0

0.0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0.9

0.4

1.1

0.7

1.4 -0.6

2.5 -1.1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2

0.0

0.0

0.0

0.1

0.0

0.0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2 -0.9

1.5 -1.5

12.0

5.5

30.6 20.8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6.0

0.2

9.9

2.4

9.2 -6.0

5.9 -8.9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0.6 -0.1

1.1

0.3

1.4

0.9

0.0 -0.3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2

7.2

4.6

1.6

0.0

2.5 -0.4

0.8

0.5

34 • 한ㆍ중 FTA를 활용한 중국 산둥성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0.4

1.9 -2.7

0.1

0.8 -0.4

0.0

표 2-4. 계속
수출
업종 구분

중국

수입
산둥

중국

산둥

15/16년 비중 15/16년 비중 15/16년 비중 15/16년 비중
비중
변화
비중
변화
비중
변화
비중
변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0.6

3.1

0.8

1.3

0.2

1차 금속 제조업

3.8

1.0

6.0

3.7

4.5 -3.8

5.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0

0.5

3.9

1.1

0.9 -0.2

0.6 -0.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6.5

2.8

6.7

4.2

5.9 -3.7

3.9 -6.9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

6.1

1.4

9.5

5.2

7.5

3.4

전기장비 제조업

8.2

1.2

3.4 -0.3

3.1

3.4 -1.9

0.3 -0.4
0.9

2.0

1.8 -2.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

29.0 10.2

9.8

4.5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2.0 -0.3

0.7

0.2

3.4

0.5

1.3 -0.4

기타 제품 제조업

4.3 -1.7

5.0 -0.1

0.7

0.2

0.6 -0.4

비제조업

0.6 -5.8

0.7 -4.7

9.6 -5.9

19.3 -1.0

수출(수입)액(2015~16년 평균)

2,207,655

147,334

29.3 12.3

1,562,242

12.7

3.9

129,756

주: 15/16년 수출(수입) 비중은 2015~16년 2개 연도의 수출(수입)액의 평균값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함.
비중 변화는 2000~01년 비중대비 2015~16년 비중의 변화를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DB(검색일: 2017. 7. 1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산둥성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약 30억 달러에서 2015년 약 163억 달
러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은 11.2%로 중국 전체 증가율(7.8%)을 상회하
였다. 시기를 구분해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산둥성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08년에 전년대비 25.5% 줄어든 82
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전년대비 증가율을 비교하면 2011년 이후 증가율은 꾸준히 둔화되고 있다
(그림 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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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산둥성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 및 증가율 추이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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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둥성 통계국, DB(검색일: 2017. 8. 8)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2-9. 주요국의 대산둥성 직접투자 현황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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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981~2015년의 누계액임.
자료: 산둥성 통계국, DB(검색일: 2017. 8. 8)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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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비중(우측)

0.0

산둥성에 대한 직접투자는 홍콩과 한국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1981~2015
년의 국가별 누계 투자액을 살펴보면 홍콩이 672억 달러로 전체의 39.4%를
차지하고, 이어서 한국이 337억 달러로 19.8%의 비중을 차지한다. 산둥성에
대한 투자는 전통적으로 아시아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해 80.4%의 비중을 보이
며, 구미지역에서는 미국(5.8%)과 EU(5.2%)에서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
다(그림 2-9 참고).
산둥성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기
준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5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서비스
업에 대한 투자는 37.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5년과 비교해보면 산둥성
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의 경우 84.6%에서 57.2%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27.4%p)한 반면에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8.9%에서 37.2%로 크게 증
가(28.3%p)하였다. 서비스업 세부 업종별로는 금융업(8.2%p), 부동산업
(5.9%p), 과학연구ㆍ기술서비스ㆍ지질탐사업(5.3%p)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산둥성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서비스업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 서비스업보다
현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2-5 참고).

표 2-5. 산둥성의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억 달러, %, %p)

구분

2005년
투자액

2015년
비중

투자액

비중

비중
변화

1차 산업

2.68

3.0

4.02

2.5

-0.5

2차 산업

79.05

88.1

98.32

60.3

-27.8

1.08

1.2

0.83

0.5

-0.7
-27.4

광업
제조업

75.92

84.6

93.24

57.2

전력·가스·물 생산 및 공급

1.11

1.2

3.71

2.3

1.0

건설업

0.95

1.1

0.53

0.3

-0.7
28.3

3차 산업

7.98

8.9

60.67

37.2

교통·운수·저장·우편업

0.83

0.9

5.03

3.1

2.2

정보전달·컴퓨터 서비스·소프트웨어

0.35

0.4

2.58

1.6

1.2

제2장 산둥성의 대외경제협력 • 37

표 2-5. 계속
구분

2005년
투자액

2015년
비중

투자액

비중

비중
변화

도소매업

0.81

0.9

9.54

5.9

5.0

숙박·음식점업

0.87

1.0

0.53

0.3

-0.6

금융업

0.00

0.0

13.43

8.2

8.2

부동산업

3.23

3.6

15.50

9.5

5.9

임대·비즈니스 서비스업

0.71

0.8

3.86

2.4

1.6

주민 서비스·기타 서비스업

0.06

0.1

0.00

0.0

-0.1

과학연구·기술 서비스·지질탐사업

0.26

0.3

9.09

5.6

5.3

수리·환경·공공시설 관리업

0.23

0.3

0.20

0.1

-0.1

교육

0.02

0.0

0.37

0.2

0.2

문화·스포츠·오락업

0.60

0.7

0.30

0.2

-0.5

위생·사회보장·사회복지업

0.00

0.0

0.24

0.1

0.1

89.71

100.0

163.01

100.0

-

합계

자료: 산둥성 통계국, DB(검색일: 2017. 8. 8)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정책13)
가. 개방전략
산둥성은 13·5 규획기간에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정책 실시, 무역의 편리화,
국제화된 개방환경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를 구축할 계획이
다. 이를 통해 국내ㆍ외 시장과 자원(两个市场, 两种资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내수와 외수의 조화, 투자유치와 해외투자의 조화, 자본ㆍ기술ㆍ아이
디어의 적극 도입 등 전방위적인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혁신과 개혁 주도의 발
전을 이루고 지역경제의 경쟁우위를 강화한다는 개방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3) 山东省人民政府(2016), pp. 39~47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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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외협력체제 강화
산둥성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시험구 정책과 일대일로 전
략 추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ㆍ일본ㆍ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강화, 미국 및
EU와의 협력 제고, 신흥시장 개척, 한ㆍ중ㆍ일 3국간의 협력 심화 등 전면적인
개방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1)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 국제협력 강화
해상실크로드(‘일로’) 전략을 기반으로 산둥성 내 연해도시와 주요 항구 간
상호 연계발전을 긴밀히 추진하되, 칭다오ㆍ옌타이 등 해상 협력을 위한 전략적
거점지역의 역할을 강화하여 도시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육상실
크로드(‘일대’) 전략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을 위해 6대 경제회랑을 중심
으로 산업단지 건설과 인프라 투자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대외협력을 위한 인
프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육상ㆍ해상ㆍ항공을 결합한 복합운송체계를 발전
시켜 교통인프라의 상호연계를 추진하고, 해양경제ㆍ국제분업ㆍ대외무역ㆍ에
너지자원ㆍ금융ㆍ인문교류ㆍ생태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외협력을 모색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둥성은 현대적인 국제물류센터ㆍ국가해양경제 대외협
력센터ㆍ국제분업협력발전센터ㆍ국제인문협력교류센터ㆍ전국 지역경제 연계
발전 시범센터를 조성 중이다.

2) 한ㆍ일ㆍ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산둥성은 한국ㆍ일본과의 지리접 근접성, 상호 경제적 보완성, 문화적 유사
성을 기반으로 지역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 웨이하이 한ㆍ중 FTA 지방경제 협력시범구와 옌타
이 중ㆍ한 산업단지 건설을 촉진하고 무역ㆍ투자ㆍ서비스ㆍ산업협력 등의 영
역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한ㆍ중 협력 제도혁신시범구ㆍ산업융합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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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범지ㆍ자유무역 우선 시행 시범 플랫폼ㆍ상품교역의 집산지로 발전시
킬 계획이다. 실물 부문 외에 금융 부문에서도 한ㆍ중 협력을 추진하여 산둥성
주식거래시장과 한국 코스닥시장 간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둥성은 한ㆍ중ㆍ일 FTA를 대비한 시범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ㆍ중
ㆍ일 지방경제 협력시범구 시범지역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한ㆍ중ㆍ일 FTA 및
지방경제 협력시범구 건설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ㆍ중ㆍ일 3국간 협
력을 확대ㆍ심화함으로써 다양한 기능과 클러스터 산업단지로 구성된(一区多
园) 산둥성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촉진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조기에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 중ㆍ아세안 FTA 후속협상을 계기로 아세안과 해양어업ㆍ정밀가공ㆍ
바이오의약ㆍ환경보호ㆍ재배업ㆍ목재가공ㆍ장비제조ㆍ해양관광ㆍ해운물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도적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3)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미국 및 EU 주요 국가와의 협력 강화
산둥성은 EU 국가 중에서 독일과의 우선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과
전(全) 산업에서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되 스마트제조ㆍ자동차 및 부품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둥성 중ㆍ독 경제기술협동혁신센터(山东中德经济技
术协同创新中心), 중ㆍ독 협력특색산업단지(中德合作特色产业园区), 경제기

술협력기지(经济技术协作基地)를 건설하여 산업, 인재 육성, 금융 등의 분야
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한 대외협력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지방정부간 체결한 자매 또는 우호 지역ㆍ도시를 기반으로 인터넷ㆍ신에너지
ㆍ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ㆍ과학기술교육ㆍ문화위생ㆍ무역ㆍ금융ㆍ투자ㆍ관
광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그래핀ㆍ탄소섬유 등의 신소재와 우주항공
제조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유럽과는 청정에너지ㆍ정보기
술ㆍ정밀기계제조 등의 영역에서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유럽과 도시화 협력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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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협력 및 중화경제권과의 협력 전면 확대
중ㆍ호주 FTA를 기반으로 중ㆍ호주 산업협력단지 건설에 노력하고 다윈항
과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는 등 호주와 새로운 우호협력관계를 구
축하고 있다.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과는 경제ㆍ무역ㆍ인문교류를 강
화하되 산업단지 공동건설, 인프라ㆍ의료위생ㆍ에너지자원ㆍ현대농업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둥성 제조업과 홍콩 서비스업 간의 전면적인 연계
를 추진하여 기업의 홍콩 내 상장ㆍ채권 발행ㆍ융자를 지원하고자 하며, 대만
자본과 기업의 산둥성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 교류계획을 실시하고 농
업ㆍ어업ㆍ관광ㆍ실버산업ㆍ문화산업 등에서의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
이다.

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시장과 무역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대외무역의 발전모델을 과거 양적 성장
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14)

1) 대외무역의 질적 발전과 수익 증대 도모
수출품의 기술ㆍ표준ㆍ브랜드ㆍ품질ㆍ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품질을 기반
으로 비교우위 전략을 실시하여 고부가가치ㆍ고수익의 무역구조로 전환할 계
획이다. 특히 산업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 시범기지, 과학기술산업 무역진흥
혁신기지, 전기ㆍ전자제품 수출기지를 건설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ㆍ차세
대 정보기술ㆍ신에너지 등 전략적 신흥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장비제

14) 과거 중국은 대외무역에서 임금, 토지 등 생산요소의 가격경쟁력을 토대로 원재료와 부품ㆍ중간재를
외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하여 임가공 후 대량으로 수출(两头在外, 大进大出)하는 양적 발전전략을 견
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출품의 품질 제고와 그에 따른 수출가격의 인상
(优质优价)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수출입 구조를 최적화(优进优出)하는 질적 발전전략으로 전환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처음 제시하였다. ｢李克强首提“优进优出” 有何深
意？｣(2015. 5.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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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ㆍ대형 산업설비 등 전통적 우위산업에서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서비스무역의 확대를 위해 서비스 아웃소싱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ㆍ금융ㆍ
여행ㆍ소프트웨어ㆍ정보서비스 등에서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한다. 국경간 전
자상거래ㆍ대외무역 공급체인 관리 등 새로운 방식의 무역을 발전시키는 반면,
적극적인 수입촉진전략을 실시함으로써 선진기술ㆍ핵심 설비와 부품ㆍ긴급하
게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수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2) 무역 편리화 촉진
해상 교역이 활발한 산둥성은 스마트항구 건설의 일환으로 편리하고 효율적
인 통관을 위한 주요 항구에 대해 전자항구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무
역 편리화를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표준인증제도 추진을 위한 협력을 진행
하며, 국경간 전자상거래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과 중소기업의 무역참
여 확대를 위한 국제무역 서비스플랫폼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기업에 대한 융자 채널과 수출신용보험ㆍ해외투자보험ㆍ온라인보험 등
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관ㆍ상품검사ㆍ검역 등 대외무역 관련 부처간 협력기
제와 무역마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라. 외자유치의 효율성 제고
1) 외자 이용의 수준 제고
세계 500대 기업 및 업종별 선도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과 산업연계를 강화하
여 지역 본부ㆍ연구개발센터 등과 같은 다양한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해외로부
터 신기술과 신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에 주력할 계획이다. 해외자본의 선별적
유치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전략적 신흥산업ㆍ첨단제조업ㆍ현대서비스업 및 현
대농업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다국적기업과 민영기
업ㆍ중소기업 간의 기술ㆍ무역ㆍ투자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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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자 이용 방식의 다양화
그린필드 투자ㆍ증자와 지분확대ㆍ국제 인수합병(M&A)ㆍ채권융자ㆍ벤처
투자 및 융자리스 등 다양한 방식의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외국 자본이
국유기업 개혁, 중요 인프라 건설, 과학기술혁신 인큐베이터기지 건설 등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융자를 적극 활용하여 인
프라나 생태환경보호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 내에서 주식, 기업채권, 융자채권 등을 발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제도를 전면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투명
하며 예측 가능한 투자유치정책을 실시하고, 외자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내ㆍ외자기업 간의 차별 철폐와 공정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마. 해외투자의 확대
해외투자 중장기 발전규획과 중점 영역별ㆍ국가별 투자전략을 마련함으로
써 전략적인 해외투자를 추진하며, 특히 과잉생산업종에서의 국제협력과 가치
사슬의 지역적 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국제 M&A, 지
분투자, 해외상장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에서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해외산업단지와 에너지 비축ㆍ공급기지
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인프라 건설사업에서의 협력을 강화
하여 대외 도급공사(承包工程) 수주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산업설비와 기술의
수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산둥성은 2020년까지 해외투자 목표액(누계 기
준)을 350억 달러로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서비스체제를 혁신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
투자에 대해 등록(备案)제를 도입함으로써 해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해
외투자, 공사수주, 노무협력에 관한 정책체계를 완비하여 정부ㆍ은행ㆍ신용보
증ㆍ기업을 연계한 해외투자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컨설팅, 자산평가, 신용평
가, 법률 지원 등 해외투자와 관련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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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협력 시범사업
산둥성은 적극적인 대외 개방 및 협력 정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
제협력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
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일대일로와
관련한 시범사업은 산둥성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분야에서 가장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밖에 해외 연계를 위한 교통 및 물류분야와 해양 및
환경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산둥성은 대외
개방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둥성은 다양
한 시범구와 산업단지, 전자상거래, 금융 협력 등 다양한 유형의 국제협력 플랫
폼을 구축하고 있다(표 3-5 참고).

표 2-6. 산둥성의 국제협력 시범사업
구분

협력 분야

주요 내용

제조업

･ 산둥성이 지닌 제조업부문에서의 경쟁력에 기반한 산업협력에 집중
･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모잠비크, 헝가리, 호주 등 6개 국
가와 과잉생산설비 이전을 통한 국제분업이나 장비제조업 분야에서
의 협력 구체화
･ 모잠비크 중국(지난)공업단지, 하이얼 산둥-파키스탄 경제단지, 중러시아 Tomck 목재공업무역협력구, 중국-헝가리 바오스터 경제무
역협력구, 캄보디아 헝루이 현대농업단지, 중-아프리카 공업단지,
파키스탄 ICBC 루이 방직복장 공업단지, 치루 캄보디아 공업단지,
우즈베키스탄 쯔보 공업단지 등

교통 및 물류

･ 칭다오를 복합중계물류의 거점으로 삼아 해외 주요 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교통회랑 구축
･ 지난-신장-유럽을 연결하는 지신어우(济新欧) 교통로 건설
･ 한국-산둥-중앙아-유럽을 연결하는 해양 및 철도 복합화물운송 허브
조성
･ 육상운송과 해운을 연계한 산둥-랴오닝 간 화물운송
･ 웨이팡-잉커우-동북아를 연결하는 중몽러 교통회랑 건설

금융

･ 해외 투자 및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한 보험상품 개발 및 신용대출지원
장려
･ 해외투자 및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국가별 정보공시 플랫폼 구축

일대일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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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계속
구분

협력 분야

주요 내용
･ 산둥성의 해양경제 및 해양산업 우위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해양협력

일대일로
전략

해양

플랫폼 건설
･ 해양특색산업단지, 종합형 원양어업기지, 세계해양과학기술혁신협회
설립 모색
･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의 한·중·일 지방경제 협력시범구 건설 지원

시범구

･ 중독 산업 협력시범구(웨이팡, 쯔보) 건설을 통한 첨단제조업부문 교류
협력 모색

대외 개방

･ 지역의 산업적 특징과 경쟁력을 고려한 산업단지 건설 추진 : 칭다오

및
협력 플랫폼

산업단지

구축

중-독 생태단지, 지난 신소재산업단지, 쯔보 중-이스라엘 혁신밸리,
중-미국 둥잉 청정에너지 협력, 중-호주 르자오 협력단지, 중-인도
린이 소프트웨어 스마트산업단지, 지닝 HP 소프트웨어산업기지

전자상거래

･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험구 건설 지원
･ 린이 국가급 국제무역 종합개혁시범구 건설 추진

자료: 山东省人民政府(2016), pp. 41~4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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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둥성의 대한국 경제협력

1. 무역 및 투자
가. 한국의 대산둥성 무역
한국의 대중국 무역액은 1992년 수교 이후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
에 따라 한국의 총 무역액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9.4%에서
2016년 23.4%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은 2003년 이래 한국의 최대 수출대
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2016년 대중국 수출 비중은 대미국 수출 비중
(13.4%)과 대일본 수출 비중(4.9%)을 합한 것보다 큰 25.1%를 차지하였다. 다
만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0년 이래 24~26%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15)
한국의 대중국 무역은 경제가 발달한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지역별로는 산둥을 포함하여 광둥, 장쑤, 상하이, 저장과의 무역이 활발하
며, 2016년 기준 이들 무역액 상위 5개 지역이 전체 중국과의 무역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87.3%로 압도적이다. 이는 2000년(72.1%)에 비해 그 비중이
15.2%p 증가한 것으로, 대중국 무역에서 상위 5개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산둥성과의 무역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광둥
성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장쑤성과
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는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대 이래 한
국의 대산둥성 무역 비중은 14%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16년 광둥, 장쑤, 상하이, 저장과의 무역 비중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15) 현상백 외(201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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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에 대한 무역 비중은 2002년 13.0%에서 2005년 27.5%로 급등한 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산둥성과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
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2000년에 비해 소폭 감소해 대중국 무역에서 산둥성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 참고).

그림 3-1. 한국의 대중국 및 지역별 무역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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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5.0

13.1
10.8

10.0

9.4

35.0
(%)
30.0
25.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6.1
19.9

20.0 18.4

18.2

17.0

16.0 15.8 16.5 15.7 15.8

15.0 11.8
10.0
5.0
0.0

5.0

29.6
26.6

17.4

16.3

14.8 14.7 14.4 14.9 15.1 14.6

10.7

9.7

6.2

5.6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광둥

장쑤

산둥

상하이

저장

주: 대중국 무역 비중은 한국의 전체 무역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지역별 무역 비중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액 중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DB(검색일: 2017. 7. 1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3-1]에서는 산둥성과 중국의 대한국 교역구조를 가공단계별, 기술수준
별로 정리하였다. [표 3-1]에 따르면 산둥성의 대한국 수출과 수입은 모두 중간
재 위주의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2000~01년과 비교했을 때 중간재가 차
지하는 비중은 수출입 모두 약 18%p 증가해 중간재 중심의 무역구조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산둥성의 대세계 수출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
각 49.2%와 35.9%임을 고려하면(표 2-3 참고), 산둥성의 대한국 무역은 중간
재 위주의 무역구조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산둥성의 대세계 중
간재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에 달해 한국은 산둥성의 중요한
중간재 공급지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16) 그러나 대한국 수입 중에서 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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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01년보다 2.0%p 감소한 3.4%에 불과해 산둥성의
대한국 수입은 생산재에 집중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둥성의 대한국 무역구조를 기술수준별로 살펴보면 산둥성은 한국에 대해
기술수준이 낮은 저위기술(32.9%)과 중저위기술(22.0%)의 제품과 산업을 중
심으로 수출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으로부터는 기술수준이 높은 첨단기술
(45.0%)과 중고위기술(30.5%)의 제품과 산업을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어 수출
입 구조가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01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산둥성에 대해 첨단기술 제품과 산업에서의 수출(산둥성의 대한국 수입)이
36.2%p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산둥성의 산업과 수출의 고도화에 일정한 기
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산둥성의 대세계 수입 중에서
첨단기술과 중고위기술 제품의 수입 비중이 28.9%였던 반면에 기술수준이 낮
은 중저위기술과 저위기술 제품의 수입 비중이 51.7%를 차지한 것과는 대조적
이다(표 2-3 참고).

표 3-1. 산둥성 및 중국의 대한국 교역구조 변화(가공단계별, 기술수준별)
(단위: 백만 달러, %, %p)

수출
구분

가
공
단
계
별

중국
15/16년
수출 비중

수입
산둥

비중
변화

15/16년
수출 비중

중국
비중
변화

15/16년
수입 비중

산둥
비중
변화

15/16년
수입 비중

비중
변화

1차상품

3.0

-13.2

4.9

-1.6

0.5

0.0

1.6

0.8

중간재

56.6

16.0

60.2

18.3

79.0

12.5

80.5

17.9

자본재

23.9

9.6

10.4

1.5

18.0

7.3

13.9

6.6

소비재

16.2

-5.4

23.6

-13.2

2.5

0.2

3.4

-2.0

미분류

0.3

-7.0

0.9

-5.0

0.1

-20.1

0.6

-23.3

16) 2015~16년 평균값 기준으로 산둥성의 대세계 중간재 수입액 466억 4,250만 달러 중에서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액은 141억 8,850만 달러를 차지해 3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중국
통계 DB(검색일: 2017. 7. 1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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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수출
구분

기
술
수
준
별

중국
15/16년
수출 비중

수입
산둥

비중
변화

15/16년
수출 비중

중국
비중
변화

15/16년
수입 비중

산둥
비중
변화

15/16년
수입 비중

비중
변화

첨단기술

41.0

25.0

16.6

3.6

58.2

41.0

45.0

36.2

중고위기술

21.2

-1.0

27.1

5.0

27.5

-11.4

30.5

-7.2

중저위기술

18.1

-0.9

22.0

11.7

12.0

-3.6

18.5

6.0

저위기술

18.9

-10.8

32.9

-15.3

2.1

-5.9

5.0

-11.9

미분류

0.9

-12.3

1.4

-5.0

0.2

-20.0

1.0

-23.0

수출(수입)액
(2015~16년 평균)

98,588

15,043

166,526

17,623

주: 가공단계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기술수준별 분류는 OECD(2003)의 분류를 따름; 15/16년 수출(수입) 비중은
2015~16년 2개 연도 수출(수입)액의 평균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함; 비중 변화는 2000~01년 비중 대비
2015~16년 비중의 변화를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DB(검색일: 2017. 7. 1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산둥성의 대한국 수출입구조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출 상위 5개 업종은 △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제조업 △ 의복ㆍ모피ㆍ가죽ㆍ신발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자동차ㆍ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5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00~01년과 비교해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6.7%p)
과 자동차ㆍ기타 운송장비 제조업(6.4%p)에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의복ㆍ모피ㆍ가죽ㆍ신발 제조업(-11.2%p)에서의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다.
산둥성의 대한국 수입은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ㆍ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ㆍ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코크스ㆍ연
탄ㆍ석유정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ㆍ장비 제조업의 순으로 상위 5개 업종을
차지하였으며, 이들 5개 업종의 비중은 76.5%를 기록하였다. 2000~01년과
비교해보면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제조업(34.4%p)과 자
동차ㆍ기타 운송장비 제조업(8.9%p)에서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화학
물질ㆍ화학제품 제조업(-13.7%p)에서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표 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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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산둥성 및 중국의 대한국 교역구조 변화(제조업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p)

수출
업종 구분

중국

수입
산둥

중국

산둥

15/16년
비중

비중
변화

15/16년
비중

비중
변화

15/16년
비중

비중
변화

15/16년
비중

비중
변화

식료품 제조업

3.9

-3.3

10.4

-2.7

0.4

0.0

1.7

0.5

음료 제조업

0.1

-0.1

0.2

-0.1

0.1

0.1

0.1

0.1

담배 제조업

0.0

0.0

0.0

0.0

0.0

0.0

0.0

0.0

섬유제품 제조업

2.2

-3.1

3.4

-3.1

0.7

-3.7

1.4

-8.2

의복·모피·가죽·신발 제조업

8.1

-5.3

13.1 -11.2

0.4

-0.4

1.1

-1.4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0.6

-0.8

1.0

-0.3

0.0

-0.2

0.0

-0.2

가구 제조업

1.7

1.5

2.4

2.2

0.1

0.1

0.1

0.1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0.5

0.3

0.8

0.7

0.2

-1.2

0.2

-0.9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0

0.0

0.0

0.0

0.0

-0.1

0.0

0.0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6

-5.2

1.3

0.1

3.9

2.7

7.2

6.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7.9

-2.8

7.5

-2.9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0.6

0.2

0.4

0.3

0.1

0.0

0.0

0.0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0.9

1.8

1.6

2.2

0.4

3.2

-0.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1.4

4.3

1.8

0.8

0.0

0.2

-0.1

1차 금속 제조업

8.6

0.1

6.6

1.6

3.9

-6.7

5.8

0.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0

1.8

7.9

6.7

1.1

-0.1

2.1

0.3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4.3

2.9

4.0

2.7

5.8

0.1

6.8

-0.9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

4.5

0.2

9.9

6.4

4.4

3.4

9.4

8.9

전기장비 제조업

4.6

-1.2

5.8

-1.2

2.6

-1.5

4.0

-1.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

38.8

24.0

15.1

2.9

56.1

39.7

42.7

34.4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1.5

0.8

1.1

0.5

2.0

1.3

2.3

1.8

기타 제품 제조업

1.7

0.0

1.7

-0.9

0.2

-0.5

0.4

-1.9

비제조업

0.9 -12.3

1.4

-5.0

0.2 -20.0

수출(수입)액(2015~16년 평균)

98,588

15,043

14.6 -13.4

166,526

10.4 -13.7

1.0 -23.0
17,623

주: 15/16년 수출(수입) 비중은 2015~16년 2개 연도의 수출(수입)액의 평균값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함;
비중 변화는 2000~01년 비중대비 2015~16년 비중의 변화를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DB(검색일: 2017. 7. 1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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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대산둥성 직접투자
한국의 산둥성에 대한 직접투자는 수교 이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
졌으며, 1990년대 들어 임금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의 많은 노동
집약적 업종의 기업들이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산둥성으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
에 대한 직접투자도 빠르게 증가하였다.17)
한국 기업들의 산둥성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은 산둥성의 중요
한 투자국이 되었는데, 1981~2015년 누계 투자액 기준으로 한국은 홍콩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임금과 토지 등 생산요소비용 상승, 중국 내 투자지역 다변화 등으로 2000년대

그림 3-2. 한국의 대산둥성 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300.0
250.0

(%)

29.4

35.0
30.0
25.0

200.0

20.0
150.0

248.2

15.1
10.4

100.0

7.7

9.0

8.5

10.1

12.7

15.0
10.0

50.0

12.1

9.5

8.5

11.1

12.0

15.3

2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0

5.0
0.0

1981~2008

한국의 대산둥 투자 (좌축)

한국 비중 (우측)

주: 한국 비중은 산둥성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산둥성 통계국, DB(검색일: 2017. 8. 8)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17) 2000년대 초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산둥성에 집중된 이유는 이 지역이 우수한 사회간접자본을 구
비하고 있고, 물류비용 절감과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 가능해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많은 한국 기업이 집
중적으로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투자환경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저렴한 생산요소비용,
지리적 근접성, 유사한 문화적 배경과 기후조건 등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상훈(2011),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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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부터 산둥성은 투자처로서의 매력도가 크게 감소하면서 산둥성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점차 둔화되었다. 산둥성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은 1981~2008년(누계액) 29.4%에서 2009년 15.1%, 2011년 7.7%로 급감
하였다. 2013년 이후에는 비중이 다소 상승하여 2015년 12.7%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3-2 참고).
한국의 중국 주요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그림 3-3]에 나타나 있다. 투자
건수를 기준으로 산둥성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투자
비중이 2000년대 초반 42.1%까지 증가한 후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해 2016년
20.1%까지 하락했음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장쑤성이 차
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16.1%를 기록
하고 있다. 투자액을 기준으로 보면 산둥성은 2003년까지 최대의 투자 규모를
보였으나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며 2016년 9.5%까지 축소되어 장쑤, 베
이징, 광둥의 뒤를 이어 네 번째 규모를 보이고 있다. 다만 특징적인 점은 산둥
성에 대한 1건당 평균 투자액은 약 92만 달러에 불과해 대중국 평균 투자액

그림 3-3. 한국의 중국 주요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1) 직접투자(투자 건수 기준)
45.0

(백건) 42.1

40.4

40.0

(%)

39.3
49.3

30.0

42.2
33.1

37.4
49.2

35.7
48.6

15.0

22.6
22.5

24.3 23.3
19.619.8

(%)

(억 달러)
35.1

20.1

30.0

17.2 17.5 16.8

20.0

27.5

25.6

40.0
21.7

20.0
19.1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9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비중_장쑤 (우축)
비중_산둥 (우축)

비중_광둥(우축)

13.2

15.5

10.0

20.0
9.5

10.0
0.0

60.0

32.1

40.0

27.4

35.1

14.8

투자건수(좌축)
비중_베이징(우축)

40.0

30.0

29.4

8.9

0.0

60.0
50.0

30.3

26.9
18.8

(2) 직접투자(투자액 기준)

5.7

0.0

3.5 7.9 6.8 11.4 19.225.0 29.235.256.9 39.324.936.6 35.540.5 51.7 31.829.633.0

0.0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9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투자액(좌축)
비중_베이징(우축)

주: 투자건수와 투자액은 각각 한국의 대중국 전체 투자건수와 전체 투자액을 표시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검색일: 2017. 8. 17)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52 • 한ㆍ중 FTA를 활용한 중국 산둥성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비중_장쑤(우축)
비중_산둥(우축)

비중_광둥 (우축)

196만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18) 산둥성에 대한 투자가 소
규모 투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3 참고).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2000~16년 누계기준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이 89.1%를 차지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01년과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3.1%p 감소한 결과이나 2차 산업을 중
심으로 한 투자 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3차 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3.3%p 증
가한 9.5%의 비중을 보였다. 세부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
인 비중(90.0%)을 차지한다. 반면에 직접투자액 규모는 매우 작으나 △전문ㆍ
과학ㆍ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서비스업ㆍ교육 서비스업 △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ㆍ정보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대한 직접투자의 연평균 증
가율은 제조업을 크게 상회하였다(표 3-3 참고).

표 3-3. 한국의 대산둥성 업종별 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 %p)

비중
업종별ㆍ산업별 구분
산둥성 합

2000~
2000~
2015~
16년 누계 01년 평균 16년 평균

비중
변화

연평균
증가율

100.0

100.0

100.0

-

2.4

0.6

0.4

0.2

-0.2

-1.5

제조업

87.9

93.2

90.0

-3.2

2.1

건설업

0.8

0.1

0.2

0.1

9.1

도매·소매업

4.0

4.3

4.6

0.3

2.9

0.8

1.0

0.4

-0.7

-4.4

0.5

0.4

0.3

-0.1

0.5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0.2

0.1

0.3

0.2

10.8

부동산업·임대업

1.1

0.2

0.2

0.0

2.8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0.4

0.0

2.9

2.8

38.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0.1

0.0

0.0

0.0

31.4

농업·임업·어업

업 운수업
종
별 숙박·음식점업

1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검색일: 2017. 8. 17)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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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비중
업종별ㆍ산업별 구분
교육 서비스업
업
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별
기타
1차 산업
산
업 2차 산업
별
3차 산업
직접투자액 합계(2000~16년)

2000~
2000~
2015~
16년 누계 01년 평균 16년 평균

비중
변화

연평균
증가율

0.1

0.0

0.2

0.1

12.1

0.3

0.1

0.0

0.0

-1.7

3.1

0.1

0.5

0.4

-

0.6

0.4

0.2

-0.2

-1.5

89.1

93.3

90.2

-3.1

2.1

10.3

6.3

9.5

3.3

5.3

9,002.1

248.6

352.5

-

-

주: 기타로 표시된 업종은 광업,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 처리ㆍ원료재생ㆍ환경복원업, 금융보험업, 공공
행정, 보건업ㆍ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합계를 나타냄; 비중 변화는 2000~01년 대비
2015~16년 비중의 변화를 의미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검색일: 2017. 8. 17)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한국의 산둥성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기술수준별로 나누어 보면, 기술
수준이 높은 첨단기술산업(26.9%)과 중고위기술산업(39.2%)에 대한 투자가
66.1%를 차지해 기술수준이 낮은 산업(중저위기술 산업 및 저위기술산업)의
비중을 크게 상회하였다. 2000~01년과 비교해보면 기술수준이 낮은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감소한 대신에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으로 나누어보면, △자동차ㆍ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
업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ㆍ장비 제
조업 등이 대산둥성 직접투자의 상위 4개 업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자동차ㆍ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비중은 22.4%p 증가한 반면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은 36.1%p가 감소하였다(표 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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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한국의 대산둥성 제조업 세부 업종별 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 %p)

비중
업종별ㆍ기술수준별 구분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액
제조업 업종별 비중의 합

2000~
2000~
2015~
16년(누계) 01년 평균 16년 평균
7,851.0

231.7

317.3

비중
변화
-

연평균
증가율
2.1

100.0

100.0

100.0

-

-

식료품 제조업

7.7

5.0

18.7

13.6

11.5

음료 제조업

0.1

0.0

0.2

0.2

-

담배 제조업

0.0

0.0

0.0

0.0

-

섬유제품 제조업

2.5

1.8

0.2

-1.6

-12.1

의복·모피·가죽·신발 제조업

8.2

12.1

0.9

-11.2

-14.4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0.3

0.5

0.1

-0.4

-9.3

가구 제조업

0.4

0.4

0.1

-0.3

-8.3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0.4

0.4

0.9

0.5

8.3

제
조
업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1

0.4

0.0

-0.4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0.0

0.0

0.0

0.0

-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9

3.4

0.9

-2.5

-6.5

세
부
업
종
별

의료용물질·의약품 제조업

0.3

0.0

3.8

3.8

45.9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9

0.7

2.1

1.4

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6

36.3

0.2

-36.1

-27.1

1차 금속 제조업

5.1

1.0

6.2

5.3

15.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6.2

3.2

3.8

0.6

3.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2

6.6

16.3

9.7

8.5

19.8

2.3

24.7

22.4

17.6

2.2

2.3

1.8

-0.4

0.7

20.2

14.5

16.3

1.8

2.9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1.7

1.0

2.3

1.2

7.7

기타 제품 제조업

5.2

8.1

0.6

-7.5

-14.4

첨단기술

29.6

16.7

26.9

10.2

5.4

중고위기술

25.7

13.4

39.2

25.8

9.7

중저위기술

19.8

41.2

12.4

-28.8

-5.8

저위기술

24.9

28.7

21.5

-7.2

0.2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기
술
수
준
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검색일: 2017. 8. 17)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제3장 산둥성의 대한국 경제협력 • 55

2. 옌타이 중ㆍ한 산업단지19)
가. 산업단지의 필요성 및 추진 경과
한ㆍ중 양국은 2015년 6월 서명(2015년 12월 20일 발효)한 FTA 협정에서
한ㆍ중 산업단지 설립에 합의한 데 이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가
양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본 협의체에서 논의
한 결과 한국은 새만금을 한ㆍ중 산업단지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중국은 산
둥성 옌타이(烟台)를 비롯해 장쑤성 옌청(盐城), 광둥성 후이저우(惠州)를 중
ㆍ한 산업단지로 지정하였다.20)

표 3-5. 한ㆍ중 FTA 협정문 중 한ㆍ중 산업단지 관련 조항 및 내용
관련 조항

주요 내용
1. 양 당사국은 지식공유, 정보교환 및 투자 증진을 포함하여, 양 당

제17장
경제협력

제17.26조
한국-중국
산업단지/공업원

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단지/공업원의 설립, 운영 및 개발에
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 단지/공업원에 대한
기업의 상호 투자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자료: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pp. 168~16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20).

한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ㆍ중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 거점의 구축이다. 한
ㆍ중 FTA를 통해 투자나 무역 편리화 등에서 개선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가
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되, 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모
19) 한ㆍ중 산업단지의 중국 측 표기는 ‘中韩产业园(중ㆍ한 산업원)’이나, 본문에서는 용어를 통일하되
중국에서 건설되는 산업단지임을 나타내기 위해 중ㆍ한 산업단지라고 표현한다.
20) 2015년 10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체결한 ‘한ㆍ중 산업단지 공동건설에 관한
MOU’에서는 한국의 새만금과 중국의 산둥성 옌타이, 장쑤성 옌청, 광둥성을 한ㆍ중(중ㆍ한) 산업단
지로 지정하였으나 2016년 3월 광둥성 성정부가 후이저우를 중ㆍ한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같은 해 4월
중국 상무부가 인가함으로써 중국 측 세 곳의 중ㆍ한 산업단지가 최종 결정되었다. ｢中韩(惠州)产业
园: 望成广东自贸区第四级｣(2016. 7.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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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여 양국의 특정 지역을 투자 및 산업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둘째, 중국
맞춤형 투자협력 모델의 개발이다. 세계 3대 해외투자국인 중국의 자본을 국내
로 유인할 수 있도록 중국 수요를 고려한 투자유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양국의 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글로벌 시장의 공동 개척이다. 한ㆍ중 양국이 가진 장점을 접목하
여 한ㆍ중 산업단지를 중국 기업의 한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
고, 중국 소재 중ㆍ한 산업단지를 한국 기업의 중국 및 글로벌 시장의 진출기지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투자 유치국 내 기업은 수직적ㆍ수평적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21)
양국은 한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협의체를
통해 산업단지의 운영, 개발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ㆍ중 산업단지
가 한ㆍ중 FTA 시대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양자간 교역 및 투자의 획기적인 증대라는 공동의 목표 아
래 지방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고, 혁신ㆍ창업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창업형,
혁신형 기업의 상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하였다.22) 한ㆍ중 산업
단지의 설립으로 양국은 상호 투자 촉진, 검역 및 통관 분야 협력 강화, 산업협
력 활성화, FTA 네트워크 활용 촉진 등 한ㆍ중 FTA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3) 특히 투자와 관련하여 한ㆍ중 FTA 협정문에서는 기
업의 상호 투자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기존의 산업단지
조성 목적과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21) 노수연 외(2015), pp. 4~5; 비공개 내부자료.
22)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5. 11. 30, 검색일: 2017. 6. 27).
23)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5. 6. 22, 검색일: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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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중국 내 중ㆍ한 산업단지 조성 현황 비교
구분
추진
시기
조성
면적

옌타이(산둥성)

옌청(장쑤성)

후이저우(광둥성)

2014. 7.

2015. 6.

2016. 4.

398㎢

210㎢

344㎢

ㆍ옌타이 중·한 산업단지 건설 ㆍ중·한 옌청 산업단지 발전 ㆍ중·한 후이저우 산업단지 건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 설 규획 방안(中韩惠州产业
快中韩盐城产业园发展的 园建设规划方案)
意见)
ㆍ중·한 후이저우 산업단지 총체
ㆍ중·한 옌타이 산업단지 건설 ㆍ중·한 옌청 산업단지 총체규획 규획( 中韩 ( 惠州 ) 产业园总
가속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 (2015-2020)(中韩盐城产 体规划(2016-2030))
加快推进中韩 ( 烟台 ) 产业 业园总体规划(2015-2020))
园建设的意见)
추진에 관한 업무방안(关于

주요
정책

推进烟台中韩产业园建设
的工作方案)

발전
목표

ㆍ한·중 FTA의 산업협력시범 ㆍ중국 연해지역의 주요 자동 ㆍ일대일로 전략의 협력을 위한
구, 동북아 종합국제물류허브, 차도시, 한국 기업 및 자본의 새로운 플랫폼, 한·중 FTA
일대일로 전략의 협력 플랫 산업단지, 종합보세구 등의 구체화를 위한 선행시범구,
폼, 스마트형 주거도시 조성
5대 기능 플랫폼 조성
전국 대외개방 발전의 선도
지, 광둥 혁신주도형 발전을
위한 신동력 건설

주요
조성
단지

ㆍ1원 3구(一园三区)의 공간 ㆍ1원 3구(一园三区)의 공간 ㆍ1원 다기능구(一园两组团多
片区)의 공간구조 조성
구조로 조성 추진
구조로 조성 추진
ㆍ1원(一园): 중·한 옌타이산 ㆍ1원(一园): 중·한 옌청산업 ㆍ1원(一园): 중·한 후이저우
업단지(中韩烟台产业园)
단지(中韩盐城产业园)
산업단지(中韩惠州产业园)
ㆍ3구(三区): 현대서비스업 클 ㆍ3구(三区): 옌청경제기술개 ㆍ다기능구(多片区): 혁신창의
러스터(现代服务业聚集区), 발구(盐城经济技术开发区, 핵심구( 创新创意核心区 ),
신흥산업 육성단지(新兴产 100㎢), 옌청청난신구(盐城 선진제조클러스터(先进制造
业共生区), 임항경제구(临港 城南新区, 40㎢), 다펑항경 集聚区), 량강물류구(两港物
经济区)
流共生区), 현대서비스업집
제구(大丰港经济区, 70㎢)
중구(现代服务集中区)

주요
육성
산업

ㆍ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및 ㆍ옌청경제기술개발구: 자동차 ㆍ인터넷 플러스, 신에너지, 바
환경보호, 전자정보, 해양, 산업, 신에너지자동차산업, 스 이오, 식품, 스마트제조, 물
물류, 비즈니스, 금융, 전자 마트 제조업, 태양광발전, 국 류유통 등의 산업클러스터
상거래, 문화, 의료, 실버 등 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에 주력
11개 산업에서의 협력 추진 ㆍ옌청청난신구: 빅데이터산업, ㆍ스마트제조, 화학공업, 자동
국제보건미용산업
차 및 장비제조, 인터넷 플러
ㆍ다펑항경제구: 신에너지 및 스,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장비산업, 항구물류 등 현대 첨단물류, 해양, 문화, 헬스,
서비스업, 첨단 장비제조업
현대서비스업 등 10대 산업
에서 한국과의 협력 적극 추진

자료: ｢中韩盐城产业园建设快速推进态势良好｣(2015. 9.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7. 6); ｢中韩(惠州)产业园:
望成广东自贸区 “第四极”｣(2016. 7. 21) 검색일: 2017. 7. 6); ｢中韩(烟台)产业园具备批复条件 已列入省"十三五"
规划｣(2016. 3.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7. 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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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옌타이 중ㆍ한 산업단지 사업 개요
옌타이는 2014년 7월부터 중ㆍ한 산업단지 건설을 본격화하는 등 중국 측
에서 지정한 세 지역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옌타이는
중ㆍ한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인 2012년에 이미 ｢한ㆍ중ㆍ일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건설 추진을 위한 업무 방안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한국 및 일본과
의 상호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24) 본 통지에서는 한ㆍ
중ㆍ일 3국간 협력이 유망한 산업으로 기계, 전자, 바이오, 농식품, 소프트웨어
등의 산업을 지정한 바 있다.
한ㆍ중 양국은 2014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산업단지 공동건설을
합의한 데 이어 2015년 1월 개최된 부총리급 회담에서 옌타이를 대한국 산업
협력도시로 공식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옌타이 시정부는 2015년 5월 ｢옌타이
중ㆍ한 산업단지 건설 추진에 관한 업무방안(关于推进烟台中韩产业园建设
的工作方案)｣을 발표하였고,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중ㆍ한 산업단지의 발전비

전,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 세부협력 등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하고
새만금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의서를 체결하였다.25)
2015년 10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부무는 한ㆍ중 산업단지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어서 2015년 11월 한ㆍ중
산업단지 협력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2016년 4월 새만금
과 옌타이 간 한ㆍ중 산업협력단지 상호 협력을 위한 합의서(MOU)를 체결하
였고, 2010년 10월에는 우리 측 한ㆍ중 산업단지인 새만금과 중국 측 중ㆍ한
산업단지 지정도시인 옌타이, 옌청, 후이저우 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24) 烟台市人民政府(2012), ｢关于印发烟台市推进建设中日韩地方经济合作示范区先行区工作方案的
通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17).
25) ｢中韩自贸协定签署后我国首个中韩产业园规划亮相｣(2015. 6.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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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과 옌타이시 간 한ㆍ중 산업협력단지 상호 협력을 위한 합의서
가 체결되면서 양국은 공동 홍보, 투자유치 및 건설 관련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ㆍ중 산업단지 간 경제ㆍ
무역ㆍ투자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을 위해 공동연구
를 추진하고, 투자유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투자설명회 개최 시 상대 측 산업
단지를 소개하는 등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26) 2017년 한ㆍ
중 양국이 외교안보 문제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한ㆍ중
산업단지 간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협력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산둥성 성정부는 정책적 지원에 관한 내용
을 담고 있는 ｢중ㆍ한 (옌타이) 산업단지 건설 지원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
支持中韩（烟台）产业园建设的若干意见)｣을 발표하였으며, 자금지원을 위

해서 옌타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기금+자기금(母基金+子基金)’의 방식에
따라 2015년 말 10억 위안 규모의 중ㆍ한(옌타이) 산업발전 유도기금과 10억
위안 규모의 중ㆍ한(옌타이) 산업단지 발전기금을 조성하였다.27)

다. 공간구조 및 발전 목표
옌타이 시정부에서 발표한 ｢중ㆍ한 옌타이 산업단지 건설 가속 추진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중ㆍ한 옌타이 산업단지는 옌타이 경제기술개발구, 옌타이 보
세항구, 옌타이 첨단기술산업구, 옌타이 동부신구, 옌타이 펑라이국제공항, 옌
타이 서항구 등을 포함하며, 총 398㎢의 면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또한 중ㆍ한
옌타이 산업단지(‘一园’)는 기존의 개발구와 보세구, 산업단지 등의 기능을 재
조정해 향후 첨단제조업 중심의 신흥산업 육성단지, 서비스업 중심의 현대서비
26) 새만금개발청 온라인 보도자료(2016. 10. 28, 검색일: 2017. 6. 27).
27) ｢中韩（烟台）产业园重点培育7大产业｣(2015. 12.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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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업 클러스터, 물류 중심의 임항경제구 등 3개 기능구(‘三区’)로 개발될 계획
이다.28)
옌타이 산업단지는 한ㆍ중 양국에 각각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협력하는 ‘양
국양원(两国双园)’ 모델에 따라 개발하여 우리 측 새만금 산업단지와 상호 긴
밀한 협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옌타이는 산업단지를 양국간 산업, 기
술, 시장이 상호 보완ㆍ융합되는 한ㆍ중 FTA 산업협력시범구, 동북아 종합국
제물류허브, 일대일로 전략의 협력 플랫폼, 한국적 특색이 강한 스마트형 주거
도시로 발전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에 있어 최적의 목적
지, 한국 상품의 중국 내 최대 집산지, 한국 우위산업 해외이전의 최적 수용지
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중점 육성산업
중ㆍ한 옌타이 산업단지는 지역에 이미 형성된 산업기반에 근거하여 한국과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되 산업협력의 중점을 중공업에서 경공업으로, 가
공제조형에서 연구개발 창조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옌타
이는 인터넷 플러스, 스마트제조,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 금융, 물류
및 유통, 문화 등의 산업을 7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였다.29)

1) 인터넷 플러스 산업
2013년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옌타이는 도시화 발전 과정
에서 IT 등의 정보기술을 적극 융합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는 스마트교통, 스마
트의료, 스마트교육, 스마트문화 등의 영역에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
ㆍ한화안 전자정보산업원(中韩华安电子信息产业园)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
28) ｢烟台全面启动中韩产业园建设 与韩国共迎新时代｣(2015. 6.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6. 13).
29) ｢中韩（烟台）产业园重点培育7大产业｣(2015. 12.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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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2015년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전자상거래 해상
간이통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한ㆍ중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 등 중ㆍ한 옌타
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해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
다.30) 또한 전자상거래 증진을 위해 옌타이 전자상거래 산업원, 보세항구 국경
간 전자상거래 산업원, 중ㆍ한상품집산센터, 국경간 전자상거래 제품 직판 배
송기지 등을 포함한 중ㆍ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조성하고 있다.

2) 스마트제조산업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적극 연
계하여 수치제어, 3D 프린팅,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등의 영역에서 한국과
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ㆍ한 옌타이 산업단지에 한국 기업이 입주하여 스마트워
치나 스마트평면컴퓨터 등 스마트 단말제품을 생산하고 연구개발하는 것을 지
원할 계획이다.

3)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중ㆍ한 옌타이 산업단지는 태양광발전, 녹색조명, 에너지절약 건축, 잔열 회
수(余热回收), 석유가스 수송, 에너지원 정보화 등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
과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중ㆍ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원을 조성하여 태양에너지 분포식 발전소, 고흡수성 수지 등
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4) 바이오산업
의료기기,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 헬스의료, 미용성형, 실버산업 등의 분
야에서 한국의 의료기관이나 기업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ㆍ
한 의료기계산업원, 중ㆍ한 바이오제약산업원, 옌타이 러캉진웨건강산업원(烟
30) ｢중국 옌타이시, 국가급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에 선정｣(2015. 8.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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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乐康金岳健康产业园), 뤼예국제건강도시(绿叶国际健康城), 중ㆍ한 국제의

학센터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옌타이를 의료건강산업기지와 실버 서비스
업 모범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5) 금융업
중ㆍ한 옌타이 산업단지는 산둥성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계 은행기관의 위안
화대출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산업투자기금, 해양재산권거래, 벌크상품거래,
소액대출, 국경간 위안화 결산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은
행ㆍ증권ㆍ보험 등 한국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옌타이 내 지점 설립을 추
진하여 양국의 금융기관이 서로 협력하에 중ㆍ한 산업투자기금을 조성하는 것
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역외금융업무를 발전시키고, 한국금융거리 프
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거래대금 지불 편리화와 금융서비스 편리화를
목표로 금융서비스 플랫폼 조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6) 문화산업
애니메이션 디자인, 인터넷게임 개발, 영상(影视) 제작 등의 분야에서 한ㆍ
중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ㆍ한 창의인재육성센터, 중ㆍ한애니메이션
영상교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전시센터, 체험
센터, 교역센터를 마련하고 옌타이와 부천시 간 문화산업시범원구, 중ㆍ한판권
대리거래센터(版权代理交易中心), 한국애니메이션문화기지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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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중국 옌타이시의 대한국 협력 희망 산업
분야
첨단장비제조산업

주요 협력 업종 및 추진 계획
CNC, 산업용 로봇과 의료용 로봇 연구개발 및 생산, 응용 등 스마트
제조장비

신에너지산업,

친환경 조명, 천연가스 수송관, 에너지정보화에 대한 기술적 교류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사업 제휴

전자정보산업

스마트도시, 스마트환경, 스마트교통, 스마트안보, 스마트의료

해양산업

해양장비제조, 해양생물, 해양에너지광산, 해양어업, 해양문화관광,
해양운송물류, 임항가공제조, 해양생태환경보호 등

물류

육상ㆍ해운ㆍ항운, 철도의 통합물류망 구축

상품유통

한·중 상품수출입 집산지 및 중간 경유지 조성

금융

한국 금융기관의 지사 설립 유치, 옌타이기업의 한국 내 상장 지원

전자상거래
문화산업
의료
실버산업

한국 전자상거래 관련 대기업,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플랫
폼 한·중 상호연동 시스템 마련
한·중 혁신형 인재 양성센터, 한·중 애니메이션․영상콘텐츠 교류센터,
한국 문화상품 전시 및 거래센터 설립
한·중 헬스산업단지 건설, 한·중 의료기관의 학술 교류 및 합자합작
장려
노인요양 및 휴양시설, 실버타운 건설, 노인교육ㆍ훈련, 건강보험 등
관련 산업의 협력

자료: 산업연구원(2015), p. 6.

3. 인천ㆍ웨이하이 간 지방경제협력31)
가. 연혁 및 사업 개요
웨이하이는 인천과의 거리가 약 172㎞에 불과해 지리적 근접성이 높고, 한
ㆍ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ㆍ중 해상항로를 개통하는 등 한ㆍ중 경제협력에서
31) 威海市人民政府(2016), ｢威海市 “十三五” 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发展规划｣; 威海市人民政府
(2016), 「关于印发《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开放试验区产业发展规划》和《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
作开放试验区产业发展三年行动计划2016—2018年)》的通知」(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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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제교류 측면에서도 웨이하이의 교역액 중에서 한국은
3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15년 기준).32) 우리 기업의 웨이하이에 대
한 직접투자는 2011년 1억 1,000만 달러에서 2015년 3억 6,000만 달러로 증
가하였으며, 주요 투자업종은 조선, 전자, 기계, 의류, 경공업에서 점차 해운,
사업서비스,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다.33)
웨이하이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을 기준으로 웨이하이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3,002억 위안이었으며, 그중
산업별로 1차 산업 7.2%(217억 위안), 2차 산업 47.4%(1,422억 위안), 3차 산
업 45.4%(1,362억 위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차 산업에서는 설비제조,
운수설비제조, 제약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지역특색산업으로 어구,
해양식품, 조선, 의료, 전자설비 등이 있다. 그중 조선, 의료, 전자설비 등의 산
업은 웨이하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34)
한ㆍ중 FTA 협정문에서는 웨이하이의 역사적ㆍ지리적ㆍ경제적 특성을 반
영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웨이하이를 한ㆍ중 FTA 지방경제 협력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두 지방정부는 한ㆍ중 FTA 체제하
에서 지방경제협력을 위해 무역, 서비스ㆍ투자, 산업 협력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 도시간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성공적인 지방
경제 협력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15년 양 도시간 지방경제협력 강화합의를 체결한 이후 2016년에는 전자
상거래 발전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략 협력 구축’ MOU를 체결하였다.
인천시는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을 위한 시범지역 선정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기회이자 대중국 교류ㆍ비즈니스의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위
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웨이하이는 대한국 교류ㆍ
32) 무역형태별로 구분할 때 웨이하이의 대한국 무역은 일반무역과 가공무역이 각각 43.1%와 56.0%를
차지한다. 威海市人民政府(2016), ｢威海市 “十三五” 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发展规划｣, p. 2.
33) 威海市人民政府(2016), ｢威海市 “十三五” 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发展规划｣, p. 2.
34) 威海市人民政府(2016), ｢威海市 “十三五” 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发展规划｣,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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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의 최적지로서의 산둥에서의 위상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추동
작용을 기대하고 있다.35)

표 3-8. 한ㆍ중 FTA 협정문 중 지방경제협력 관련 조항 및 내용
관련 조항

주요 내용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방경제협력을 촉진
하고, 시범지구로서 웨이하이 및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확인함으
로써 시범 협력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한다. 그러한 협력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이 협정의 협상이 타결된 후 웨이하이 및 인천의 시정부에

제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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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지방경제협력

의하여 논의된다.
2. 시범 협력 사업은 이 협정 체제하에서 지방경제협력을 위한 모범적이고
선두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 협력 등의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고 수행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시범 협력 사업의 결과를 검토한 후, 비방 경제 협력을 전
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자료: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p. 16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20).

나. 기본 원칙 및 발전 목표
웨이하이는 지방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제
시한다. 첫째, 장기간에 걸친 전반적인 발전국면을 고려한다. 웨이하이의 대한
국 경제 협력과 교류의 발전 상황과 한ㆍ중 FTA에 따른 기회와 도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미래 발전 추세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웨이하이가 한ㆍ중
경제교류의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획한다. 둘째, 혁신적인 정책을
과감히 추진한다. 한ㆍ중 FTA는 중국의 기체결 FTA 중에서 개방수준이 가장
높고 품목 수도 가장 많은 FTA이며, 특히 지방경제협력이 처음으로 명시된 협
정이다. 따라서 웨이하이는 정책상의 선행ㆍ선시험의 정책적 우위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대한국 경제협력에서의 도약식 발전을
35) 김수한(2015), ｢한중 FTA 지방경제 협력 추진 사례: 인천-웨이하이를 중심으로｣,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1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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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룰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웨이하이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우위와 입지조건을 충분히 발휘하되 다롄, 톈진, 칭다오, 옌타이 등
중국 내 여타 항구도시와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웨이하이 내
에서도 지역별 특징을 조화시켜 공동발전을 실현하도록 한다. 넷째, 중점발전
영역을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를 이룬다. FTA를 활용하여 첨단제조업, 현대서
비스업, 현대농업,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해양산업 등의 중점영역에서 한국
과 전략적 협력을 진행하여 산업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웨이하이는 위에서 설명한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국 지방경제협력에 있
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ㆍ중 FTA라
는 제도적 플랫폼과 웨이하이ㆍ인천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지역우위를 이용
하여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협력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혁신적인 시범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웨이하이시가 한ㆍ중 교역상품의 중요 집산지, 한ㆍ중
산업융합의 선행지, 한ㆍ중 첨단서비스업 협력클러스터, 한ㆍ중 양자협력을 위
한 제도혁신의 시범지, 전국적 시범 및 파급 효과 창출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다. 주요 추진사업
1) 웨이하이의 추진사업
중국은 한ㆍ중 FTA 발효를 통해 거래비용 절감과 상호 시장개방을 촉진하고
양국의 산업을 더욱 긴밀하게 융합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경쟁력 강
화와 공동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ㆍ중 양국의
경제협력 모델은 가치곡선(value curve)의 중저단 부분에서 상호 보완관계를
지닌 전통적인 경제협력에서 가치곡선의 상단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에서의 협력
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국의 산업 및 경제협력의 기본 방향을 토대
로 웨이하이는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한 사업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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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ㆍ중 FTA의 지방경제협력을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한ㆍ
중 FTA의 발효에 따른 관세 절감 및 철폐효과로 양국의 소비시장이 확대되었
고, 무역편리화 조치로 인해 물류비용을 포함한 각종 거래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면서 무엇보다 유통업에서의 협력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웨이하이는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철강, 중소기업, 정보기
술, 정부구매, 에너지, 과학기술, 해운, 여행, 문화,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영역
에서 지방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시범정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둘째, 웨이하이와 한국의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산업영역에서 우선적인 협력
을 추진하고자 한다. 웨이하이는 전통산업의 경우 기계장비업ㆍ해산물가공업
에서, 신흥산업의 경우 전자정보산업ㆍ의료기기 등의 산업에서 안정적인 산업
기반과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산업ㆍ관광업 등의 서비스업에서도
일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이 비교우위 산
업과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다고 평가되는 자동차ㆍ조선ㆍ전자ㆍITㆍ문화ㆍ관
광ㆍ의료 등의 산업에서 우선적인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각자의 비교우위
산업을 토대로 양국의 기술과 시장을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양국이 국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시장 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셋째, 한ㆍ중 양국의 구조변화 추세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분야에서의 협
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주
도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ㆍ중 양국은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주로 하는 혁신주도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웨이하이는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발전 추세를 고려한 분야에서 협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와 관련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
스’에 산업정책의 중점을 두고 스마트제조나 인터넷 주도의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을 새롭게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발표하고 13개 신성장 동력산업과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ㆍ중 양국이 모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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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혁신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웨이하이는 양국의
정책이 상호 중첩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주목하고, 양국간 중소기업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2) 협력 추진 성과
인천과 웨이하이 간 지방경제협력사업은 아직까지 협력 분야를 논의하는 단
계에 머물러 있다. 웨이하이는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인 ｢13·5
규획기간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발전규획(“十三五” 中韩自贸区地方经济
合作发展规划)｣을 발표하고 발전 목표, 주요 추진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인

천시 역시 지난 2015년 무역, 전자상거래, 의료, 금융, 관광, 문화, 체육 분야에
서의 교류 활성화 등 7대 분야 41개 과제에 대해 세부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협
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표 3-9 참고). 그러나 2016년
에 불거진 양국간 외교안보 이슈로 인해 협력을 위한 논의가 더 이상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다만 양국간 실질적인 교류가 거의 멈춰진 상황에서도 웨이하
이와 인천은 협력의 구체화와 진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전
자상거래, 정보통신기술, 도시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향후 한ㆍ중 양국의 경제 교류와 협력이 복원ㆍ
정상화된다면 두 지역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기업간 협력
사업 등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9. 인천ㆍ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사업 추진 현황
일시

주요 협력 내용

2015. 7. 22

ㆍ양 도시간 지방경제협력 강화합의 체결
ㆍ무역·전자상거래 확대, 의료·금융 분야 협력, 관광·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등 7대
분야 41개 과제에 대해 세부 협약 체결과 시범 협력사업 추진
ㆍ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동북아무역센터에 1,780㎡ 규모의 ‘웨이하이상품전시관’
개관, 100여 개 웨이하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전시 및 기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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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계속
일시

주요 협력 내용

2016. 1. 11

ㆍ양 도시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략 협력 구축’ MOU 체결
ㆍ인천·웨이하이 간 전자상거래 네트워크를 활용한 양국간 소비재 거래 활성화 추진

2016. 5. 16

ㆍ양 도시간 지방경제협력 활성화 방안과 디지털 실크로드 우선 협력사업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
ㆍ디지털 실크로드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협력과 경험 교류 강화를 목적으로 양국간
상호 규칙 인정, 시설 연결 및 정보교환 등의 내용을 포함
ㆍ인천의 U-City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양 도시간 협력사업을 발전시킬 계획

2016. 11

ㆍ웨이하이 환추이(环翠)구에 1,448㎡ 규모의 ‘인천관’ 개관
ㆍ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제무역 대표처 기능 담당
ㆍ화장품, 식품 등 58개 기업의 900여 개 상품 전시와 무역·투자 상담 수행

2017. 5. 12

ㆍ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 및 분과위원회 개최 방안 협의
ㆍ양 도시간 지방경제협력 사업의 전반적인 평가 및 분야별 쟁점사항 논의

2017. 6. 29

ㆍ제1차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 및 분과위원회 개최(웨이하이)
ㆍ2017년 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 이후 후속 조치
ㆍ협력사업의 전반적인 평가, 산업·과학기술·통관·문화·관광·의료관광·체육·미용 분
야의 추가 협업 사항에 대해 논의
ㆍ한·중 양국 우수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공동연구 개발 추진
협의
ㆍ양 도시간 기업의 수출입 통관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인천·웨이하이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 구성에 합의

자료: 인천광역시 온라인 보도자료(2016. 5. 16, 검색일: 2017. 5. 23); 인천광역시 온라인 보도자료(2017. 5. 12, 검색
일: 2017. 5. 23); 인천광역시 온라인 보도자료(2017. 6. 29, 검색일: 2017. 7. 2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기타 분야별 협력사업
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분야는 한ㆍ중 FTA 협정문 내 별도의 챕터(제13장)로 구성되어
있고 종이 없는 무역, 전자서명, 개인정보보호 등 양국간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
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제13.7조에는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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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및 협력활동, 공동사업을 장려하는 등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에 대하여 명
시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 중 최초로 전자상거래 챕터를 수용한
것으로, 한국과의 전자상거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6)
한ㆍ중 FTA가 체결된 2015년을 기점으로, 산둥성 주요 도시의 지방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였다. 발표된 문건에서는
공통적으로 한국과의 전자상거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웨이하이에서는 한ㆍ중 국경간 전자상거래 생태권 조성을 위해 대한국 국
경간 전자상거래 관리ㆍ감독 및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전자상거래 종합서비
스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과의 전자상거래 협력을 강
조하며 양 지역의 전자상거래 기업간 교류ㆍ협력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정기
적인 한ㆍ중 국경간 전자상거래 포럼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하였다. 옌타이는 한
국과의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해 제도 및 환경 개선에 집중하여 국경간 전자상
거래 세관 관리ㆍ감독 모델 개선, 특송 화물에 대한 검역편리화 조치를 우선적
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칭다오는 대한국 개방협력 강화를 위한 17가지 액
션플랜을 발표하였고, 협력 내용 중 대한국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과 함께 중ㆍ
한 전자상거래단지 설립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표 3-10. 산둥성 주요 도시의 대한국 전자상거래 협력 정책
도시명
웨이하이
(威海)

옌타이
(烟台)

정책 문건*

주요 내용

2015

- 「웨이하이시 13·5 중ㆍ한 FTA 지방 - 한국 상품 집산지로서의 우위를 활
경제협력발전 규획(威海市 “十三五”
용하여 중ㆍ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发展规划)」
생태권을 조성할 방침

2015. 4.

- 「옌타이 중ㆍ한 산업단지 건설추진 - 옌타이는 한국과의 서비스산업 협
에 관한 업무방안(关于推进烟台中
력에서 전자상거래 협력을 강조
韩産业园建设的工作方案)」

36) 산업통상부 외 부처 합동자료(2015): 산업통상부 한ㆍ중 FTA 홈페이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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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계속
도시명

옌타이
(烟台)

정책 문건*

주요 내용

- 「자유무역시험구 개혁 시범정책을 - 국경간 전자상거래 세관 관리ㆍ감
독 모델의 개선을 추진하여, 조건에
기반으로 한 옌타이 중ㆍ한 산업단
부합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특송
지 건설추진 실시방안(关于复制推
2016. 8.
화물에 대하여 검역편리화 조치 시행
广自由贸易试验区改革试点经验
加快推进中韩（烟台）产业园建
设的实施方案的通知)」
- 「한ㆍ중 FTA 기회를 통한 칭다오의 - 동 ‘행동계획’에서는 17개의 협력

칭다오
(青岛)

2015. 6.

대한국 개방협력 강화에 관한 행동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중ㆍ

계획(关于靑岛市抢抓中韩自贸区

한 협력산업단지(中韩合作产业园

新机遇提昇对韩开放合作水平行
动计划)」

단지 설립을 포함.

区) 조성계획에 중ㆍ한 전자상거래

주: * 산둥성 주요 도시의 한ㆍ중 FTA를 기반으로 한 문건 중 전자상거래 협력에 관한 내용을 정리함.
자료: 이상훈, 김주혜(2016), pp. 24~25, 상기 정책문건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한국과 산둥성의 주요 도시간 전자상거래 협력사업
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내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 1월 인천시와 웨이하이시 정부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전략협
력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전자상거래 협력을 통한 양 지역 중ㆍ소기업
의 수출입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37)
본 양해각서에 기초하여 2017년 2월 인천(IFEZ)경제무역대표처38)와 웨이하
이시 소재 기업인 산둥대한가 수출입 유한회사는 전자상거래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O2O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둥대한가 수출입 유한회
사는 O2O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인 대한가와 웨이하이 내 오프
라인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중 인천(IFEZ)경제무역대표처는 전시관에
서 홍보 중인 인천 기업 상품을 대한가와 웨이하이시 오프라인 체험센터에 등
37) ｢威海市与仁川市签订电子商务贸易合作MOU ｣(2016. 1.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5. 30).
38) 2015년 6월 인천과 웨이하이는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구로 지정된 후 원활한 경제협력 추진을 위
해 각각 대표처를 설립함. 인천시는 웨이하이에 인천(IFEZ)경제무역대표처(인천관)을 설립하였고, 웨
이하이는 인천 송도에 웨이하이시 인민정부 주한국대표처(웨이하이관)을 설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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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고 QR 코드화하여 홍보와 판매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39) 소비자가
오프라인 체험관에서 제품의 QR 코드를 검색하면 온라인 쇼핑몰(대한가)로 바
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온라인 결제를 진행하면 제품은 인천에서 직배송되는
구조이다.

그림 3-4. 인천ㆍ산둥대한가 수출입유한회사 전자상거래 협력 체계도

주중 인천(IFEZ)
경제무역대표처

전자상거래
업무협약 체결

상품 입점

전시관

산둥대한가
수출입유한공사

오프라인
체험관

온·오프라인 연동 판매

제품 QR코드화

온라인 쇼핑몰
(대한가)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 QR 코드 검색
↓
온라인 쇼핑몰 대한가로 연결
↓
온라인 결제
↓
인천에서 제품 직배송

자료: 인천시 중국 협력담당관실 관계자 인터뷰(2017. 5. 19, 인천시 중국협력담당관실) 및 인천광역시 온라인 보도자료
(2017. 2. 22, 검색일: 2017. 5. 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본 사업은 추진 초기 단계이나 이미 일부 기업의 상품이 실제 등록되어 운영
중이며, 인천시는 2017년 10월경 주중 인천(IFEZ)경제무역대표처 입점기업
및 전시상품 교체시기에 맞추어 신규 입점기업 상품을 온ㆍ오프라인 플랫폼에
추가 등록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내 타 기업과도 협약을 맺어 확장성을 갖는
O2O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40)
2015년 10월 한국무역협회는 칭다오 서해안신구41)와 전자상거래 분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서해안신구 내 오프라인 체험관에 우리 기업의 제품을
등록하고 QR 코드화하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케이몰
24(Kmall24)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상호간 판매와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서
39) 인천광역시 온라인 보도자료(2017. 2. 22, 검색일: 2017. 5. 26).
40) 인천시 중국 협력담당관실 관계자 인터뷰(2017. 5. 19, 인천시 중국협력담당관실).
41) 서해안신구는 산둥성 칭다오에 위치한 국가급 신구(國家級新區)로 총 면적 7,096㎢의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임.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보도자료 2017. 10. 14, 검색일: 2017.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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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신구에 위치한 ‘칭다오 국경간 전자상거래산업원’에는 해관과 검역국(檢
驗檢疫局)이 입주해 있고, 첸만항(前灣港)이 근접해 해상 운송부터 통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 한국에서 칭다오로 직배송되는
상품의 배송효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42) 협약을 통해 현재 오프라인
체험관에 40여 개의 한국 제품이 진열되었고, 한국무역협회와 서해안신구 상
무국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도 전자상거래 사업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그림 3-5. 한국무역협회-칭다오 서해안신구 전자상거래 협력 체계도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쇼핑몰
(케이몰24)

전자상거래
업무협약 체결

연계 운영

칭다오 서해안신구

오프라인 체험관

제품 QR 코드화

온·오프라인 연동 판매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 QR 코드 검색
↓
온라인 쇼핑몰 케이몰24로 연결
↓
온라인 결제
↓
국내에서 제품 직배송

자료: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보도자료(2015. 10. 14, 검색일: 2017. 5. 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또한 O2O 플랫폼 조성을 비롯한 종합적인 전자상거래 유통단지 조성사업도
진행될 계획이다. 2016년 10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43)은 (주)현대 Farm&Tech
무역유통, 산둥방방망 농업복무유한회사, 허저운딩 전자상거래유한회사와 한ㆍ
중 전자상거래 종합유통단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을 통해 한
ㆍ 중 기업이 합작 투자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BIX: Business
and Industry Complex)에 한ㆍ중 6차 산업44) 전자상거래 종합유통단지를
42)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보도자료(2015. 10. 14, 검색일: 2017. 5. 26).
43)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한국에서 설치한 8개의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
임. 환황해권 첨단산업의 국제협력 거점 조성을 목표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개발되는 평택BIX(62만
평)과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을 추구하는 현덕지구(70만 평)로 구성되며, 2019년 3월 준공 예정임. 황
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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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할 계획이다. 3만 3,000㎡ 규모 부지에 약 33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농가공품 물류ㆍ유통시설 등이 들어설 ‘국제무역 유통센터’와 농산물 가공과
재배기술을 위한 ‘R&D 연구단지’, 6차 산업 제품 생산을 위한 ‘농산물 가공단
지’로 구성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한ㆍ중 간 물류, 유통,
B2B, B2C와 O2O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45)
이번 사업은 한ㆍ중 FTA를 활용하여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에서 가공식품에 사용될 원재료를 들여와 한국에서 가공한 후, Made in Korea
로 중국에 재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46) 중국과 같은 FTA 기체결국
(체약 상대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식품을 생산할 경우, 원가절감이 가
능하고 원산지 충족이 용이하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원재료 수입 시 해당 품목
의 관세혜택47)을 받을 수 있고, 가공식품의 경우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해도 생
산 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산으로 인정되어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
하다.48) 이에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였어도 한국산으로 인정되며, 중국으로 재
수출 시 중국 수입자는 해당 품목에 대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우
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의 대중국 가공 농식
품 수출에 선도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나. 물류(해상운송 서비스)
한ㆍ중 FTA 협정문 경제협력 챕터(제17장) 제17.20조에 해상운송 협력에

44) 6차 산업은 1차 산업인 농산물 생산과 2차 산업인 산업 제조업, 3차 산업인 유통․판매 서비스업이 복합
된 사업이며,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온라인 보도자료
(2016. 10. 27, 검색일: 2017. 6. 1).
45)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온라인 보도자료(2016. 10. 27, 검색일: 2017. 6. 1).
46) 지난 한국상회 관계자 인터뷰(2017. 4. 24, 중국 산둥성 지난시).
47)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
족하고 협정국에 소재하는 수출입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협정국간 직접 운송되어야 함(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2015).
48) 장상해, 김주혜, 오윤미(2015),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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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협력 내용의 골자는 한ㆍ중 양국의 해상운송 및 물류 서
비스 정보교환, 항만운영ㆍ관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
국의 해운 교류를 증진하고, 해운물류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49) 산둥성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해상 교
역이 활발한 지역이며, 해상운송 서비스를 비롯한 물류 분야의 협력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대한국 화물 수출입 물동량(환적 포
함) 중 산둥성의 물동량은 22.3%를 차지하였고, 산둥성에서 한국과의 수출입
물동량 비중이 높은 항구는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르자오항 등이다.50)

그림 3-6. 2016년 중국 항구별 대한국 화물 수출입 물동량 비중(상위 15개 항구)

12.9
12.3

12.3
8.7
6.3
3.6

톈진신항 상하이 칭다오
다롄
닝보
옌타이
(톈진시) (상하이시) (산둥성) (랴오닝성) (저장성) (산둥성)

3.5

2.5

2.5

2.4

2.0

1.8

1.8

1.7

1.5

톈진
샤먼
롄윈강 서커우 장자강 웨이하이 르자오 레이양 장인
(톈진시) (푸젠성) (장쑤정) (후베이성) (장쑤성) (산둥성) (산둥성) (후난성) (장쑤성)

자료: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해운항만통계 DB(검색일: 2017. 6. 2)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산둥성에서 한국과의 화물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지역 중 하나인 웨이하이
는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시범구로서 물류 분야에서 인천과의 협력을 강조
하고 있다. 2015년 발표한 「웨이하이시 13·5 중ㆍ한 FTA 지방경제협력발전
규획」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물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웨이하이
를 중ㆍ한 우수상품 집산지이자 중ㆍ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시범구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49) 산업통상자원부 외 부처 합동자료(2015); 산업통상자원부 한ㆍ중 FTA 홈페이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4).
50)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해운항만통계 DB(검색일: 2017. 6. 2)를 활용하여 저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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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웨이하이의 대한국 물류 분야 협력 정책
정책

세부 내용
- 중ㆍ한 상품 집산지를 건설하여 전시관, 창고, 온ㆍ오프라인 플랫

중ㆍ한 상품 집산지를 구축
하여 복합 서비스 제공

폼, 배송, 구매 등 복합 서비스 제공
- 중ㆍ한 상품 집산지에 레저식품, 음료, 보건식품, 화장품, 유아용품,
의류, 전자제품 등 중국 내 인기 있는 한국 우수상품과 중국(산둥)의
지역특산품 배치

공공 해외창고 건설 지원 및
유통기업 유치

물류 분야 기업간 협력

- 웨이하이의 우수기업이 인천에 공공 해외창고를 건설(임대)할 수 있
도록 장려하고, 중국과 한국의 유명 콜드체인 서비스 제공 기업 및
택배 기업 등 유통기업을 웨이하이에 유치
- 웨이하이 물류기업과 인천의 스마트 물류기업 간 물류 자동화 영역
협력 강화
- 웨이하이시 내 국가급 개발구에 개방시험구 조성을 위탁하여 진행

중ㆍ한 종합보세물류원 건설

중임. 개방시험구 내 중ㆍ한 종합보세물류원 건설 등 특색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침임.

자료: 威海市人民政府(2016), ｢威海市 “十三五” 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发展规划｣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ㆍ중 FTA 타결 이후 서명 및 발효가 추진된 2015년을 기점으로, 산둥성
내 주요 항구가 위치한 지역과 한국 간의 물류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
다. 특히 한국과 산둥성 간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해상 특송 협력이 적극적으
로 추진되었다. 중국은 항공편을 통한 화물에 대해서만 특송 화물51)로 인정하
고, 해상운송을 통해 반입되는 화물은 특송 화물에서 제외하였다.52) 즉 해상운
송을 통한 화물은 일반 화물처럼 처리해 복잡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KOTRA는 중국과 우선적으로 전자상
거래 물품에 대한 해상 특송 통관체계 구축을 추진하고,53) 2015년 3월 한ㆍ중
51) 특송화물 제도는 긴급한 물품의 운송에 이용되는 특성상 국제적으로 항공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으며,
이에 각국 관세청에서는 항공특송 화물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율로 간이하게 통관처리하는 제도를 운
영하고 있음(정경선 2016, pp. 45~46).
52) 정경선(2016), pp. 39~40.
53) 정경선(2016),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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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페리선54)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해상 간이통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실시
하였다.55)

그림 3-7. 인천ㆍ칭다오 페리선 배송 및 간이통관 프로세스

인천항
출발

칭다오항
도착

14시간

2시간

칭다오
보세창고
도착

Container
Unstuffing
X-Ray

1시간

1시간

검사 ․입고
확인

1시간

수입통관
진행

3시간

출고작업
택배출고

중국 내
택배배송

1~2일

자료: 관세청 온라인 보도자료(2015. 8. 28, 검색일: 2017. 6. 5); 관세청블로그(2016. 4. 8, 검색일: 2017. 6. 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후 2015년 8월 관세청이 중국 해관총서와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 간소화,
해상배송체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한ㆍ중 간 페리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해상 간이통관 시스템’이 정식으로 시
행되었다.56) 기존의 인천ㆍ칭다오 간 페리선을 이용해 전자상거래 물품을 배
송하고, 칭다오 해관 내 간이통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잡한 해상통관체계를
간소화하였다. 항공운송(3~4일)에 비해 페리선을 이용한 해상운송(4~5일)은
하루 정도 더 소요되나, 물류비용57)은 최소 40% 이상 저렴하고 엑스레이 검사
만으로 간편하게 통관 절차가 완료된다. 처음에는 칭다오 다강(大港)해관에서
만 가능한 프로세스였으나, 현재 황다오(黄岛)해관과 웨이하이 해관까지 확대
되었다.58)
2015년 5월 한국 우정사업본부 또한 중국우정청과 ‘한ㆍ중 해상특송 서비
스’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사업은 인천ㆍ웨이하이 간 페리선과 고속화
54) 화물이나 여객을 적재한 열차나 자동차 등을 그대로 싣고 하천이나 해상을 운항하는 연락선. 특징으로
서는 하역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하는 장점이 있음(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17. 4. 4).
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온라인 보도자료(2015. 3. 18, 검색일: 2017. 6. 5).
56) 관세청 온라인 보도자료(2015. 8. 28, 검색일: 2017. 6. 5).
57) 페리ㆍ택배운송 6,000~8,000원/kg, 항공운송(EMS) 15,000~20,000원/kg(관세청 온라인 보도자료,
2015. 8. 28, 검색일: 2017. 6. 5).
58) 관세청 온라인 보도자료(2015. 8. 28, 검색일: 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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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해상특송과 EMS 비교
구분

EMS

대상고객

모든 고객

해상특송

해상특송 체계도

전자상거래
사업자
발송인

1kg 요금

26,500원

7,500원

통관 방식

우편통관

상업통관
(단, 산둥지역은
우편통관)

운송 방식

항공운송

선편운송

주 6회

주 4회

배달표준

D+3~4일

D+5~6일

FTZSolution

통관
지원

(통관대행파트너사)

중국세관

① 업체정보 및 판매물품 등록
② 관세대납 등 통관대행 제공

우체국

지난세관

위해세관

(기타지역행)

(산동지역행)

D(접수)

국제우편
물류센터

운송 횟수

①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자료
② 판매물품 등록자료
③ 발송 시 사전통관정보 입력
*상업통관 시 내용품, 가격 허위
기재 시 통관 불가

D or D+1

D+1 or D+2

인천항

위해항
여객선(폐리)/
정기화물선
(화/수/목/토)

수취인

수취인

D+4~D+6

D+3~D+4

자료: 우정사업본부(2016);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30)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물선을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이다.59)
‘한ㆍ중 해상특송 서비스’는 기존 국제특급우편(EMS)과 비교할 때 배송기간
은 하루 정도 더 소요되지만, 비용은 50% 이상 저렴하다. 다만 B2C 전자상거
래 업체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중국세관에 업체등록 및 판매물품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60)
산둥성 지역에서만 시행되었던 ‘한ㆍ중 해상특송 서비스’는 2016년 1월부
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었고,61) 우정사업본부에서 2016년 1~2월 3개 업체
의 240건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대부분 5~6
일 내 중국 전 지역으로 배송이 완료되었다. 그중 44건의 통관이 불허되었는
데, 사유는 B2C로 보기 어려운 2박스 이상의 다량의 물건이 배송된 건과 결재
정보가 누락된 건 등으로 본 사업의 프로세스상 문제는 아니었다.62)
59) 우정사업본부 온라인 보도자료(2015. 5. 22, 검색일: 2017. 6. 5).
60) 우정사업본부(2016).
61) 우정사업본부 온라인 보도자료(2015. 12. 25, 검색일: 2017. 6. 5).
62) 우정사업본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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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간 이러한 전자상거래 해상특송 협력모델을 통해 중국으로의 역직구
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다. 보건의료
한ㆍ중 양국은 보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FTA 협정문 경제협력 챕터
(제17장) 제17.24조에 의약품ㆍ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로 명시하였다. 특히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제품 기술 교류ㆍ공급망 연계,
상호간 투자기회 증진 등에 관한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63) 또한
산둥성 주요 도시에서 발표한 한ㆍ중 FTA 관련 문건에서도 한국과의 의료 분
야 협력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웨이하이, 옌타이, 칭다오 세 지역에서
는 공통적으로 대한국 의료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와 협력 강화에 대하여 언급
하고 있다.
옌타이는 중ㆍ한 산업단지 내 현대서비스업집중구(现代服务业聚集区)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분야 중 하나로 의료ㆍ건강 서비스를 제시하였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64) 2016년 발표한 「자유무역시험구 개혁
시범정책을 기반으로 한 옌타이 중ㆍ한 산업단지 건설추진 실시방안」에서도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외개방 확대를 주요 임무로 명시하였다. 구체적으
로 중의약 분야 연구개발, 의료ㆍ미용 서비스, 건강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한국
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칭다오 또한 한국에 대하여 의료 서비스 분야 개방
을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10대 중점
영역 중 첫 번째로 건강ㆍ의료 분야를 제시하고,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웨이하이는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의료 서비스
63) 산업통상자원부외 부처 합동자료(2015); 산업통상자원부 한ㆍ중 FTA 홈페이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31).
64) 「烟台中韩产业园打造中韩产业合作 “升级版”」(2015. 10.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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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개방ㆍ협력을 확대하여, 우수한 서비스 자원을 확보할 계획임을 명시하
고 있다. 동시에 스마트 의료설비의 공동 연구개발 등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협
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3-13. 산둥성 주요 도시의 대한국 의료 분야 협력 정책
도시명

정책 문건

주요 내용

- 「웨이하이시 13·5 중ㆍ한 - 한국이 강점을 지닌 의료ㆍ문화ㆍ여행 서비
FTA 지방경제협력발전 규획

스에 대한 개방 및 협력을 확대하여, 한국의

( 威海市 “ 十三五 ” 中韩自

웨이하이
(威海)

2015

우수한 서비스 자원을 통해 중국 서비스 산업
贸区地方经济合作发展
경쟁력 강화
规划)」
- 의료기기 분야의 산업협력을 강화
∘ 한국의 IT기술을 활용하여 중ㆍ소형 스마트
의료설비의 연구개발 및 제조 협력 추진
∘ 중ㆍ한 의료기기 임상 응용 센터의 공동설립을
추진
- 「자유무역시험구 개혁 시범 - 본 방안에서는 5대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서비

옌타이
(烟台)

2016. 8.

정책을 기반으로 한 옌타이

스업 대외개방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의료

중ㆍ한 산업단지 건설추진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개방도 언급됨.

실시방안(关于复制推广自 ∘ 구체적으로 중의약 분야의 연구개발, 의료ㆍ

由贸易试验区改革试点经
验加快推进中韩（烟台）
产业园建设的实施方案的
通知)」

미용, 건강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한ㆍ중 FTA 기회를 통한 - 한국에 대한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칭다오의 대한국 개방협력

명시하고 있음.

강화에 관한 행동계획(关 ∘ 의료를 포함한 문화, 여행, 교육에 대하여 개
칭다오
(青岛)

2015. 6.

于靑岛市抢抓中韩自贸
방을 확대
区新机遇提昇对韩开放 - 건강ㆍ의료, 여행 등 10대 중점 영역에 대하여
合作水平行动计划)」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
∘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등과 협력하여 한국의
첨단 건강ㆍ의료기술을 도입하고, 중ㆍ한 협력
건강ㆍ의료기지 조성

자료: 이상훈, 김주혜(2016), pp. 24~25, 상기 정책문건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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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지역은 [표 3-13]에 제시한 의료 분야 협력 정책을 기반으로 한국과 실질
적인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웨이하이 횃불고기술산업개발구(이하 ‘웨이하이 고신기술개발구’)65) 관리
위원회, 위고그룹 유한회사66)는 2016년 11월 강원도 원주시 소재 (재)원주의
료기기테크노밸리(이하 ‘테크노밸리’)와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주시
내 의료기기ㆍ의약품 기업의 중국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위고그룹은
‘테크노밸리’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을 발굴하여 중국 수출ㆍ
제품 인허가ㆍ기술이전ㆍ합작투자 형태의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웨이하이 고
신기술개발구’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에게 중국 대표처ㆍ영업사무
소의 설립 인허가, 합공장 부지 선정 등을 지원하고, 임대료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67)
본 협약을 계기로 현재 L&C바이오, 소연메디칼, 아이엠헬스케어를 포함한
100여 개의 한국 의료기기ㆍ의약품 기업과 위고그룹 간 중국 진출 협의가 진
행되고 있다.68) 또한 2017년 2월 강원도 원주시와 ‘테크노밸리’는 산둥성 ‘웨
이하이 고신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위고그룹 유한회사 관계자를 초청하여, 양
시(市)간의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69)
옌타이에서는 중ㆍ한 FTA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보건의료 분야 협
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한미약품의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중ㆍ
한 FTA 산업단지 서구에 위치한 옌타이 경제개발구(烟台经济技术开发区)에
글로벌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2016년 3월 옌타이 경제개발구 관리위

65) 웨이하이 횃불고기술산업개발구는 1991년 국무원의 승인으로 설립된 웨이하이시의 국가급 고신기술
산업개발구(国家级高新技术产业开发区)로 총면적은 140㎢임(威海火炬高技术产业开发区管理委
员会,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5).
66) 위고그룹은 중국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민간(중국 정부 지분 23%) 의료기기ㆍ의약품 회사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고신기술개발구 내에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전국 국영 병원에서 위고그룹 제품의 점
유율이 80%를 상회함(위고코리아주식회사 관계자 인터뷰, 2017. 6. 9, 인천 송도).
67) 위고코리아주식회사 관계자 인터뷰(2017. 6. 9, 인천 송도).
68) 위고코리아주식회사 관계자 인터뷰(2017. 6. 9, 인천 송도).
69) 원주시 온라인 보도자료(2017. 2. 20, 검색일: 2017.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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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와 프로젝트 조인식을 진행하였다. 한미사이언스는 2026년까지 약 10년
간 옌타이시에 2억 달러를 투자하여,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과 신약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70) 또한 2016년 6월 뤼예
투자그룹유한회사(绿叶投资集团有限公司)와 한국의 보바스기념병원, 엘리움
여성병원은 공동으로 중ㆍ한 FTA 산업단지 내 조성된 산둥국제바이오과학기
술원(山东国际生物科技园)71)에 뤼예보바스재활병원과 뤼예엘리움성형클리
닉을 개원하였다.72)
이와 함께 2016년 11월 옌타이시 인민정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본 협약은 국내 의
료기관과 보건의료 분야 기업의 옌타이시(옌타이 중ㆍ한 FTA 산업단지) 진출
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옌타이시와 옌타
이 중ㆍ한 FTA 산업단지에 대한 의료기관, 제약, 의료기기 부문의 투자를 지원
하고, 옌타이시 정부는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절차 간소화 및 조기발급, 의료기
관 진출 시 의료장비 진입에 대한 심사허가 간소화 등 제도적인 측면의 지원을
약속했다.73)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옌타이시 정부는 한국 의료기관의 옌
타이 진출을 타진 중이며, 향후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료협력
모델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74)
칭다오에는 한국의 연세의료원이 진출하여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칭다오 병
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2014년 8월 신화진(新華錦)그룹75)과 연세의료원은 병
원 건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16년 3월 합자계약 체결식을 진행하
70) ｢한미약품 中 6만여평 글로벌 생산기지 만든다｣(2016. 3.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6. 15).
71) 산둥국제바이오과학기술원은 옌타이 고신기술개발구(烟台高新技术产业开发区) 관리위원회와 뤼예
투자그룹유한회사(绿叶投资集团有限公司)가 공동 건설함. 山东国际生物科技园(온라인 자료, 검색
일: 2017. 6. 15).
7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온라인 보도자료(2016. 11. 23, 검색일: 2017. 6. 13).
7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온라인 보도자료(2016. 11. 23, 검색일: 2017. 6. 13).
7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전화 인터뷰(2017. 6. 15).
75) 중국 신화진그룹은 물류, 금융투자, 부동산개발, 실버사업 등을 주력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는 기업으
로 164억 위안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산둥성 대표 기업임(｢연세의료원, 중국 칭다오시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첫 진출 ｣(2016. 8.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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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합자 기본합의서에 따라 50대 50의 비율로 출자하여 중외합자 모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신화진그룹은 전액 현금을 출자하고, 연세의료원은 병원 건
립 자문과 설계, 세브란스 상표 사용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매각해 마련되는 현
금을 포함한 유ㆍ무형 자산을 현물로 출자한다. 모회사 설립 이후 현금 투자와
더불어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자회사 형태로 세브란스
칭다오 병원을 설립한다. 2016년 8월에 세브란스 칭다오 병원의 기공식이 진
행되었으며, 2020년까지 1,000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한 후 향후
3,000개 병상 규모로 확장할 방침이다.76)

라. 기타 주요 지역의 대한국 경제협력
1) 칭다오77)
칭다오는 한국과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한국은 칭다오의
최대 투자국이자 2대 무역상대국이며, 칭다오는 한국 기업의 최대 투자집적지
이다. 특히 칭다오는 한ㆍ중 FTA 발효 후 후속될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협상을 통해 향후 상품, 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교류를 실현하여 양국간의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한ㆍ중 FTA를 활용하여 한국과의 협력
을 확대하기 위해 칭다오는 ｢칭다오의 한ㆍ중 FTA 신기회 포착 및 대한국 개방
협력 수준 향상에 관한 행동계획(关于青岛市抢抓中韩自贸区新机遇提升对
韩开放合作水平行动计划)｣(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행동계획은 첨단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협력 강화, 대한국 무역 증진을 위
한 프로젝트의 실시, 칭다오의 대한국 협력사업의 국가전략으로의 승격, 전방
76) ｢연세의료원, 중국 칭다오시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첫 진출 ｣(2016. 8.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6.15); ｢연세의료원, 중국에 ‘세브란스 칭다오 병원’ 건립 합의｣(2015. 7. 10),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17. 6. 15).
77) 青岛市人民政府(2015), ｢关于青岛市抢抓中韩自贸区新机遇提升对韩开放合作水平行动计划｣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17)｢青岛发布对韩开放合作17项行动计划｣(2015. 6. 3), 온라인 기
사(검색일: 2017. 5. 17)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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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교류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동계획에서는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칭다오 서해안신구에 ‘한ㆍ중 혁신산업단지(中韩创新
产业园)’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칭다오와 한국 간 교역 규모를 2015년의 2

배로 확대하고, 한국의 칭다오 투자(누적액 기준)를 200억 달러까지 증대한다
는 계획이다.
칭다오는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첨
단산업에서의 협력 심화 △한ㆍ중 협력 산업단지 건설 △서비스업에서의 대한
국 개방 확대 △대한국 직접투자의 고도화 △해양과학기술 영역에서의 교류협
력 심화 △금융 영역에서의 협력 및 혁신 추진 △한ㆍ중 해상고속도로 건설 및
중계무역 확대 △무역편리화 확대 실시 △대한국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 △대한
국 상품교역 확대 △대한국 문화교역 발전 △한ㆍ중 혁신산업단지 조성 등 17
개 항의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칭다오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불필요한 무역장
벽과 기술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양국간 자유로운 교류를 실현하고 무역 및 투자
를 더욱 확대하여 성장의 내생동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가) 첨단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행동계획은 한국과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구조 전환 및 고도
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칭다오의 10대 산업 1,000억 위안 규
모의 산업발전전략과 결합하여 한국의 100대 기업 및 업종별 선도기업과의 협
력을 추진하여 자동차, 정보전자, 정밀화공, 해양산업을 중점으로 첨단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기아자동차, 세아 R&D 센터, 농심항공식품 등을 유치한
다는 전략이다.
금융 영역의 경우 칭다오 서해안신구 내 한-산둥성 국경간 투자혁신정책시
험구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해양어업ㆍ수산물가공업ㆍ항공운수업ㆍ해양여행
업 등의 해양특색산업과 관련된 융자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형 대
외무역기업을 위해 더욱 편리한 융자 및 재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칭다오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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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금융 종합개혁시험구 건설 추진을 가속화하여 한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10대 중점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
다. 10대 업종에는 건강의료, 여행, 창의영상,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직업교육,
도시규획, 회계, 법률, 제3자 검사, 자동차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한국 영
상산업과 심도 있는 협력을 추진하고,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등 한국의 첨단 건
강의료기술을 도입하여 서해안 한ㆍ중 건강의료 협력기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
력할 계획이다.

나) 중계무역
한ㆍ중 육상운송ㆍ해상운송의 복합운송 및 자동차 화물운송의 효율을 향상
하여 중계무역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특히 동북아 국제해운센터를 조성해서 국
제 환적ㆍ환승 업무를 발전시키고 한국의 화물이 칭다오항에 집산될 수 있도록
한다. 칭다오항과 부산항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의 복합물류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 기업이 칭다오를 통해 신유라시아대륙교 경제회랑에 연
계되는 것을 장려할 계획이다.

다) 상품교역 확대
행동계획은 무역 편리화를 위해 한ㆍ중 AEO 상호인증을 추진하고,78) 녹색
통로, 직통통과, 화물검사율 축소 등 우대조치를 잘 이용하여 칭다오와 한국 간
상품무역 교역품의 통관 속도를 높여 한국에 대해 가장 빠른 통관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칭다오항의 입지우위를 기반으로 한국산 수입상품 집산센터와 분산배송센
78)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성실무역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역 관련 물류업체
중 각국 세관 당국이 안전성을 공인한 업체를 의미한다. 세관에서는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해주는 제도이다. 매경시사용어사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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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조성하고 한국 상품의 교역 플랫폼과 인도창고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한ㆍ중 간 여객ㆍ화물 정기여객선을 이용하여 완성차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
고, 자동차 전용부두 건설ㆍ국제 자동차 전시교역센터 조성 등 자동차 관련 수
출입업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그 밖에 한국으로부터의 선진기술 설비ㆍ부품의 수입 확대를 장려하고, 화
장품ㆍ약품ㆍ의복 등 중고급 소비재 수입을 증가시키고 관련 유통업을 발전시
킬 계획이다.

라) 해양과학기술 협력
한ㆍ중 해양과학 분야 공동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해양 영역에서의
양국간 실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이나 연구개발기관이 칭다오에
R&D 기관을 (공동)설립하는 것을 장려하며, 또한 칭다오 소재 기업이 한국에
해외 R&D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해양바이오, 해양
에너지, 기후변화 등 영역에서 R&D 협력을 심화하고 해양과학기술 성과의 이
전과 인재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3-14. 칭다오의 주요 대한국 경제협력 방안
분야

첨단산업

금융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ㆍ자동차·정보전자·정밀화공 분야의 첨단기술 적극 도입
ㆍ한국의 100대 기업 및 업종별 선도기업과의 협력 강화
ㆍ부산진해 자유경제구역과의 협력 추진
ㆍ칭다오 서해안신구 내 한·산둥성 투자혁신정책시험구 설립
ㆍ칭다오 재무관리금융 종합개혁시험구 건설
ㆍ해양특색산업에 대한 융자상품 개발, 중소형 무역기업을 위한 재무서비스 제공

서비스업

ㆍ건강의료, 여행, 창의영상,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직업교육, 도시규획, 제3자 검사,
회계, 법률, 자동차 서비스 등 10대 중점업종에서의 협력 강화

중계무역

ㆍ동북아 국제해운센터 조성 및 국제물류통로 건설 가속화
ㆍ부산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육해상 복합물류 분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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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계속
분야

협력 사업의 주요 내용
ㆍ무역 편리화를 위한 한·중 AEO 상호인증 성과 촉진

상품무역

ㆍ보세상품 집산 및 배송센터 건설, 국제 자동차전시거래센터 조성
ㆍ대한국 첨단기술 장비 및 부품 수입 확대, 중고급 소비재 수입 확대

해양과학기술

출입국 간소화

ㆍ칭다오기업의 한국 내 R&D 센터 설립 지원
ㆍ해양 분야 실무협력 강화, 한·중 해양과학 분야 공동연구센터 설립
ㆍ칭다오 내 비즈니스·전시회 종사자 및 여행객에 대한 출입국 편리화 제고
ㆍ국제항공편 72시간 내 환승에 대한 비자 면제

자료: ｢青岛发布对韩开放合作17项行动计划｣(2015. 6.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5. 17).

2) 지난(济南)
지난시에 소재하는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지난 선행시범구(이하 ‘한ㆍ중ㆍ일
선행시범구’)는 한ㆍ중ㆍ일 3국간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택산업화
△첨단기술 △전략적 신흥산업 △상품과 서비스무역 등의 영역에서의 협력시
범구로 조성되어 향후 지난시의 신형 특색산업 집적발전구 및 대외개방 심화를
위한 선도구이자 혁신구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79)
지난시 상무국에 따르면 현재 일괄 규획ㆍ건설 중인 한ㆍ중ㆍ일 선행시범구
는 2014년 9월 말에 이미 구체적인 업무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한ㆍ중ㆍ일 3
국의 다자 또는 양자 경제무역협력기제와 산둥성의 ‘한ㆍ중ㆍ일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협력 플랫폼(“中日韩地方经济合作示范区” 合作平台)을 기반으로 조
성되고 있다.
규획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주택산업화 협력구(中日韩住宅产业化合作区)
는 한국과 일본의 정밀 인테리어 내벽판ㆍ화장실ㆍ주방ㆍ외벽보호 구조ㆍ연결
부품ㆍ배관 이음쇠 등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주택산업화 기업을 중점 유치하
고자 한다.
중ㆍ한 첨단산업협력구(中韩尖端产业合作区)는 지난의 신소재 산업단지
79) ｢济南筹建“中日韩产业合作先行示范区”｣(2014. 9.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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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신소재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한국 대덕연구개발특
구 기업협회, 포항 한ㆍ중부품산업원구 개발주식회사가 협력하여 건설한 ‘중ㆍ
한 첨단산업 융합원구’를 중심으로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첨단기술기업
을 유치하는 등 양국의 첨단산업협력시범구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첨단산
업 융합원은 향후 한국 대기업과 전자기술,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업 분야의
강소기업을 150~200개 사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80)
한ㆍ중ㆍ일 보세전시교역 지난 선행시범구(中日韩保税展示交易济南先行
示范区)는 한국과 일본의 전자ㆍ의료기계ㆍ식품ㆍ정밀화공ㆍ자동차 부품ㆍ일

용화학품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선도기업과 연구기관의 투자를 유치하고 제품
을 전시함으로써 점차 산둥성과 화북지역 시장의 제품전시 교역집산지로 발전
시킬 계획이다.

80) 산업연구원(2015),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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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FTA를 활용한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1. 중ㆍ아세안 FTA: 광시 친저우(广西钦州)
가. 연혁 및 개요
중ㆍ아세안 FTA는 2001년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한 후 약 9년의 협상기간
을 거쳐 2010년 1월 전면 발효되었다. 2002년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상품
ㆍ서비스 무역의 점진적인 자유화와 전면적인 경제협력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
본협정을 체결한 후 상품ㆍ서비스ㆍ투자 협정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다.81)
중국과 아세안 양측은 FTA의 전면적인 발효 이후에도 추가적인 협상을 진
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무역기술장벽(TBT)ㆍ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관련 권리와 의무, 협력에 대한 협의 내용을 상품 협정에 추가하였다. 또한
2015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1개국 정상이 모여 중ㆍ아세안
FTA 업그레이드에 대한 협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정식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품무역ㆍ서비스무역ㆍ경제기술협력 영역의 개방 및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82)

표 4-1. 중ㆍ아세안 FTA 추진 경과
일시

경과

주요 내용
- 2001년 11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중ㆍ아세안

2001. 3.

협상 개시

정상회담에서 10년 내 중ㆍ아세안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

81) 中国—东盟自贸区商务门户运营中心(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16); 여지나, 박민숙(2009), p. 4.
82) 中国—东盟自贸区商务门户运营中心(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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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일시

경과

주요 내용

2002. 11.

기본협정 체결

- 기본협정은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자유무역지대 완
성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로, 상품ㆍ서비스 무역의 점진
적인 자유화와 전면적인 경제협력 추진에 대한 큰 틀을
제시
- 또한 조기 자유화 조치의 예외 품목 리스트와 관세 인하
품목의 범주를 명시

2004. 1.

조기 자유화 조치(Early
Harvest Program) 발효

- 약 500개 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상품 양허 발표 전
조기 관세 인하

2004. 11.

상품협정 체결

2005. 7.

상품협정 발효

2007. 1.

서비스협정 체결

2007. 7.

서비스협정 발효

2009. 8.

투자협정 체결

- 투자 원활화와 단계적인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27개
조항으로 구성

2010. 1.

중ㆍ아세안 FTA 전면 발효

- 상품ㆍ서비스 협정에 이어 투자협정이 발효되면서, 중ㆍ
아세안 FTA의 완전한 합의 완성

상품협정 내 TBT,
SPS 협의 내용 추가

- 중ㆍ아세안 FTA 연합위원회의 법률적 지위와 직책의 범
위를 분명히 하고, 체결국 간의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PS: Sanitary and Phytosanitory Measures) 관련
권리와 의무, 협력에 대한 협의 내용 추가

중ㆍ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경제기술협력 영역의 개방 및 협력
확대에 관한 추가협상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
- (상품) 광물, 화학공업제품, 목재 지제품, 비금속제품, 방
직품 등 3,000여 개 품목의 원산지 규정 완화(4단위 세번
변경, 역내가치 포함 비율 40% 중 선택 사용 가능)
- (서비스) 체결국간 건축 프로젝트, 증권, 여행사 등 부문의
개방을 확대하였고, 중국은 상업ㆍ통신ㆍ건축ㆍ교육ㆍ
환경ㆍ금융ㆍ여행ㆍ운수 등 8개 영역의 70개 세부 부분
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을 허용함.
- (경제협력) 농업ㆍ어업ㆍ임업ㆍIT산업ㆍ여행ㆍ교통ㆍ
지식재산권ㆍ환경 등 10여 개 영역에서 경제협력을 확대
하고, 관련 경제기술협력 프로젝트에 대하여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함. 또한 향후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
추가에 대하여 논의

2012. 11.

2015. 11.

- 2004년 조기 자유화 조치를 실시한 품목과 민감 품목을
제외한 약 7,000개 품목의 관세 인하
- GATS의 포지티브 방식의 양허안 및 점진적인 자유화 방식
선택

자료: 中国—东盟自贸区商务门户运营中心(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16); 여지나, 박민숙(2009), p. 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제4장 FTA를 활용한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 91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은 중ㆍ아세안 FTA의 전면 발효 이후부터 산업단지
공동 건설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2011년 4월 중국ㆍ아세안 수교
20주년을 맞아 말레이시아에 방문한 당시 원자바오(温家宝) 국무원 총리는 나
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중국ㆍ말레이시아 친저우 산업단지(中国—马来西
亚钦州产业园区)(이하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 공동 건설에 합의하였다. 이

후 2012년 3월 중국 국무원에서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 건설을 정식 승인하
였고, 같은 해 4월 착공식이 진행되었다. 착공식에 참석한 나집 라작 총리는 말
레이시아 내에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와 유사한 형태의 산업단지(Twin
Park)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3년 2월 말레이시아ㆍ중국 콴탄
(Kuantan) 산업단지(이하 ‘말ㆍ중 콴탄 산업단지’)가 정식 출범하였다. 이로써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양국 양단지(两国双园)’83) 조성이 본격화되었다.84)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국 정부가 공동 추진하는 첫
번째 경제협력단지 사례이자, 중국이 싱가포르와 협력하여 공동 건설한 쑤저우
공업단지(苏州工业园区)와 톈진 생태도시(中新天津生态城) 이후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건설하는 세 번째 산업단지이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은 중ㆍ아세
안 FTA 체결을 계기로 투자협력을 증진하고, 중ㆍ아세안 협력시범구(中国－
东盟合作示范区)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였다.85)

산업단지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친저우시(钦州市) 내 조
성되며, 총 계획면적은 55㎢로 3단계에 걸쳐 개발될 계획이다. 산업과 신도시
가 융합된 발전모델을 도입하고, 개발지역을 주거ㆍ산업ㆍ연관 서비스 등 기능
별로 구분하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용지 중 제조업ㆍR&D 용지가
83)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이 공동 조성 중인 중-말 친저우 산업단지와 말-중 콴탄 산업단지를 의미함.
중-말 친저우 산업단지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남부에 위치한 친저우시 내에 조성되고, 말-중 콴탄 산
업단지는 말레이시아 파항(Pahang)주의 주도인 콴탄 내에 조성됨. 파항주는 말레이반도 동부에 있는
주로, 말레이발도에서 가장 큰 주임(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17. 4. 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84) ｢中马钦州产业园园区概况｣(2015. 5.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4. 4).
85) ｢中马钦州产业园园区概况｣(2015. 5.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4. 4); 「中国-马来西亚钦州
产业园区门户网站(2016. 7. 31), ｢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简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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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거ㆍ상업 용지가 25%이며, 나머지는 도로ㆍ녹지ㆍ도시행정서비스시
설 용지로 활용할 예정이다.86)

글상자 4-1. 친저우 산업단지 개발 계획
단계

면적

1단계

15.1㎢

2단계

18.1㎢

내용
주거, 산업, 상업 및
행정사무 지역

연관
서비스(配套服務區),
산업, 주거지역

3단계

22.2㎢

스마트 생태지역,
스마트 산업지역

자료: 정지현 외(2012), p. 54; ｢闪亮的新平台——中马钦州产业园区全景观察(图)｣(2012. 4.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4. 3)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협력 메커니즘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은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3개의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실질적인 개발과 운영을 진행할 양국 공동의
합자관리회사를 설립하였다.
양국 정부는 2012년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 조성을 논의할 장ㆍ차관급 협
의체를 구성하였다. 장관급 협의체로 중국ㆍ말레이시아 경제무역연합회(Joint
Economic Trade Commission)를 조직하였고, 중국 상무부 부장과 말레이
시아 국제무역공업부 부장 주도하에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 건설에 관한 주된
86) 中国-马来西亚商务理事会(2012. 1. 11), ｢中马钦州产业园区工作进展 China-Malaysia Qinzhou
Industrial Park (QIP) Progress Repor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5); ｢中马钦州产业园区将
建成中外园区合作共赢示范区｣(2012. 3.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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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논의해오고 있다. 또한 하부 조직으로 차관급 협의체인 연합지도위원회
(Joint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중국 측은 상무부 부부장(副部长)
과 광시좡족자치구 부서기(副书记), 말레이시아 측은 말레이시아-중국상무이
사회(马来西亚-中国商务理事会) 서기가 참여한다. 연합지도위원회에서는 산
업단지 조성 과정의 관리ㆍ감독을 진행하고 있다.87)
또한 양국은 2013년 2월 말ㆍ중 콴탄 산업단지가 정식 출범한 이후, 같은 해
10월 양국 양 단지의 공동 관리를 위한 협의체인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와 말
ㆍ중 콴탄 산업단지 연합협력이사회(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和马来西
亚—中国关丹产业园区联合合作理事会, 이하 ‘중ㆍ말 양국 양단지 연합협력

이사회’)88)를 조직하였다. 2014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ㆍ말 양국 양단지
연합협력이사회’ 1차 회의에서 본 이사회의 구성과 업무 방안이 심의ㆍ통과되
었고, 2016년 3월 3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89)
한편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은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의 실질적인 개발을
위해 2014년 1월 합자관리회사인 광시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 개발 유한회사
(广西中马钦州产业园区开发有限公司)를 정식으로 설립하였다.90)

87) ｢中马钦州产业园区(上): 政府搭台唱钦州(2012. 4.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6. 17).
88) 2013년 10월 중국 상무부 부장과 말레이시아 국제무역공업부 부장이 ｢중-말 친저우 산업단지와 말중 콴탄 산업단지 연합협력이사회 성립에 관한 의정서(关于成立中马钦州产业园区和马中关丹产于
园区联合合作理事会的纪要)｣에 서명함.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2014. 7. 14), ｢中马钦州产业
园区和马中关丹产业园区｣(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19).
89)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2014. 7. 14), ｢中马钦州产业园区和马中关丹产业园区｣; 广西壮族自
治区商务厅(온라인 자료, 모든 검색일: 2017. 6. 19).
90) 广西商务厅(2013. 12. 27), ｢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成立合资管理公司｣; 广西中马钦州产
业园区开发有限公司(2015. 1. 4), 「公司简介」(온라인 자료, 모든 검색일: 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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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중국ㆍ말레이시아 합자관리회사 지분구조
중국

말레이시아

친저우시 개발투자그룹 유한회사 - 51%
(钦州市開发投资集团有限公司)
광시 베이부만 국제 항만사무 유한회사 - 49%
( 广西北部湾国際淃务集团有限公司)

친저우 진구 투자유한회사 - 51%
(钦州金谷投资有限公司)

SP Setia - 45%
Rimbunan Hijau - 45%
개인투자자 - 10%

친저우 발전(말레이시아) 공동경영 유한공사 - 49%
(Qinzhou Development(Malaysia) Consortium Sdn. Bhd.)


광시 중-말 친저우 산업단지 개발 유한회사
(广西中马钦州产业园区開发有限公司 )

자료: 정지현 외(2012), p. 57; MIDF Research(2012. 4. 3), “SP Setia Berhad, Making its foray into Coastal
City in Southern Chin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9); 钦州金谷投资有限公司招聘(2013. 11. 10), 「单位
简介」(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광시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 개발 유한회사는 중국 측 친저우 진구 투자유
한회사(钦州金谷投资有限公司)와 말레이시아 측 친저우 발전(말레이시아) 공
동경영 유한회사(钦州发展（马来西亚）联营有限公司, Qinzhou Development
(Malaysia) Consortium Sdn. Bhd.)에서 공동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의 전반적인 개발사업과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91)

다. 협력 내용 및 특징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의 투자협력을 기반으로
△첨단제조기지 △스마트정보회랑 △문화생태신도시 △중ㆍ아세안 FTA의 협력
교류창구로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전통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흥전략
91) 广西商务厅(2013. 12. 27), ｢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成立合资管理公司｣(온라인 자료, 검색
일: 2017. 6. 19); 广西中马钦州产业园区开发有限公司(2015. 1. 4), 「公司简介」(온라인 자료, 검색
일: 2017. 6. 19); ｢中马钦州产业园区(下): 钦州优惠震四方 企业装身上台唱戏｣(2012. 4. 11),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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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첨단제조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있
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성공적 사례인 멀티미디어 슈퍼 회랑(MSC: Multimedia
Super Corridor) 계획92)을 벤치마킹하여 양국간 바이오ㆍ멀티미디어 관련
기술교류와 함께 R&D 시험기지의 발전을 도모하고 산학연이 연계된 스마트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적 우위를 토대로 중국-말레이시아 친
저우 산업단지를 중국ㆍ아세안 FTA의 정보공시 플랫폼(信息发布平台)ㆍ무역
거래 플랫폼ㆍ프로젝트 전시 및 비즈니스 협력 플랫폼(项目展示及商务合作
窗口)으로 활용할 방침이다.93)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주요 육성산업과 산업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우위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ㆍ장
기적으로는 전략적 신흥산업 등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발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94)

표 4-2. 중국ㆍ말레이시아 친저우 산업단지 6대 육성산업
6대 산업
장비제조
전자ㆍ정보
식품가공

세부 산업
- 공작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력ㆍ농업 전용(통용)설비, 의료설비 등
- 스마트 전자기기, 스마트 가전, 자동화 디지털 처리 설비, 차세대 모바일 설비, 집
적회로, 신형 모니터, 멀티미디어 설비 및 핵심 부품
- 제비집 가공(燕窝加工), 보건식품 및 할랄식품, 특색 농수산품 가공 등

92) 멀티미디어 슈퍼 회랑(MSC) 계획: 말레이시아의 MSC는 마하티르 총리의 강력한 지원하에 시작된 아
시아 최대 규모의 국가계획으로 주목받았음. 글로벌 IT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기업을 육
성하여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함으로써 2020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임. MSC는 쿠알
라룸푸르(Kuala Lumpur)의 명물 페트로나스 타워(Petronas Towers)에서 쿠알라룸푸르 국제 공항에
이르는 길이 50km, 폭 15km의 지역으로, 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세금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음.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목표와는 달리 내, 외부적인 요인이 겹쳐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
음(정지현 외 2012, p. 57, 재인용).
93) 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门户网站(2015. 4. 13), ｢中马钦州产业园区发展战略｣(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4).
94) 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门户网站(2015. 4. 13), ｢中马钦州产业园区发展战略｣(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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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6대 산업

세부 산업

신소재

- 화학공업 신소재, 해양 신소재, 합금 신소재 등

바이오

- 현대 중의약, 해양바이오의약제조, 농업바이오기술, 바이오환경기술 등

현대 서비스업

- 물류, 금융ㆍ보험, 기술자문, 문화오락, 교육 서비스 등

자료: 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 공식 홈페이지, 산업단지 개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3. 16).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는 2012년 1단계 개발구역(15㎢) 건설을 시작하였
고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였다. 2015년 1단계 개발구역 중 초기 개발
구역(启动区, 7.87㎢)의 건설이 완료되었고, 2017년 말까지 남은 약 7㎢ 구역
의 주요 도로망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까지(2017년 4월 기준) 89
개의 산업 및 도시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총 투자액은 538억 8,000
만 위안에 달한다.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관계자는 현재 건설
진행 상황이 순조로워 1단계 건설 계획이 1~2년 정도 조기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95)
현재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 내에는 주거 및 상업시설을 구축하는 6개의 부
동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96) 광시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 팡위안 실업
유한회사(广西中马钦州产业园区方圆实业有限公司)97)는 산업단지의 부동
산 개발 프로젝트 중 3개 프로젝트를 직접 발주하였다. 그중 초기 개발구역의
농민주택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싱가포르 쑤저우 공업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헝 설계그룹 유한책임회사(中衡设计集团股份有限公
司)와 중이펑 건설그룹 유한책임회사(中亿丰建设集团股份有限公司)가 공동
95) ｢中马钦州产业园区: 打造中国与东盟合作新典范｣(2017. 4.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6.
23).
96) 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3. 16).
97) 광시 중-말 친저우 산업단지 팡위안 실업 유한회사는 광시 중-말 친저우 산업단지 투자 서비스 유한
회사(广西中马钦州产业园区投资服务有限公司)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이며, 광시 중-말 친
저우 산업단지 투자 서비스 유한회사는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의 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전략적 투자
자임. 贵州人才信息网(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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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한다.98) 중헝 설계그룹 유한책임회사는 쑤저우 공업단지의 건설과
설계 전 과정에 참여한 회사로,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 조성에서 쑤저우 공업
단지 건설의 우수한 경험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99)

표 4-3. 주거 및 상업시설 구축 프로젝트
(단위: ㎡, 억 위안)

프로젝트

용지 면적

투자액

내용
- 광시 중·말 친저우 산업단지 팡위안 실업
유한회사(广西中马钦州产业园区方圆实

业有限公司)가 발주함(项目业主).
까오관 아파트(高管公寓)

140,007

10

-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제1기에는 8만
5,000㎡ 규모로 건설을 추진하고, 초기 투
자액은 약 2억 5,000만 위안임.
- 제1기 사업은 2016년 4분기에 착공하여
2018년 6월에 완공 예정임.
- 광시 중·말 친저우 산업단지 팡위안 실업
유한회사가 발주하고, 중헝 설계그룹 유한

초기 개발구역 농민주택
(启动区 农民安置房)

책임회사(中衡设计集团股份有限公司)와
53,336

4.2

중이펑 건설그룹 유한책임회사(中亿丰建

设集团股份有限公司)가 함께 참여함.
- 고층 아파트와 주변 상업시설, 서비스 시설을
건설할 예정임.

청년 아파트(青年公寓)

24,668

1.5

- 기숙사 6층 건물 5개 동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 광시 중·말 친저우 산업단지 팡위안 실업
유한회사가 발주함.

제1초등학교(第一小学)

27,335

1.0

- 30개 반 1,350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학교로, 2016년 2분기에 착공하여 2017년
8월 완공될 예정임.

98) 广西壮族自治区住房和城乡建设厅(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30); 中衡设计集团股份有限公司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30); 中亿丰建设集团股份有限公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30), ｢中衡设计签订3.58亿安置房项目承包合同｣(2016. 2.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7. 3).
99) 中马钦州产业园区综合服务中心(2017. 3. 1), ｢全力以赴推进产业和城市项目建设｣(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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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프로젝트

용지 면적

투자액

내용

초기 개발구역(启动区)
종합설비건설

40,922

-

- 중·말 친저우 산업단지 내 초기 개발구역에
상업, 행정, 주택, 기타 공공 서비스 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로 2018년 11월 완공
예정임.

말레이시아성
(马来西亚城)

1,450,000

-

- 말레이시아성은 산업단지 초기 개발구역의
서비스 센터 기능을 담당함. 창의산업원,
문화·레저 상업지역 등이 건설될 예정임.

주: 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3. 16); 广西壮族自治区住房和城乡
建设厅 홈페이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30); 中衡设计集团股份有限公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3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산업단지 건설 초반 3년간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었고, 5년
이 경과한 지금은 산업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100) 현재 10여 개의
산업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친저우 중ㆍ말 양유(粮油, 식량과 식용유) 가공
과 후이바오위엔 친저우 바이오 제약(慧宝源（钦州）生物制药) 프로젝트는
이미 완료되어 제품을 생산 중이다. 신더리 광전 과학기술(鑫德利光电科技),
바오리 셰신 분포식 에너지(保利协鑫分布式能源), 홍신 창업공장(弘信创业
工场) 등 프로젝트 관련 건설이 시작되었다. 또한 중국 최초로 제비집(燕窝)의

수입, 검사, 표준화 가공, 연구, 판매 등의 기능을 갖춘 제비집 가공기지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2017년에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까
지 6억 8,900만 위안이 투자되었고, 7개 기업이 가공기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101)
이 중 친저우 중ㆍ말 양유 가공 프로젝트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의 대표
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광시 강칭 유지 유한회사(广西港青油脂有限公司)와
말레이시아 RH 그룹(常青集团, Rimbunan Hijau Group)이 공동 추진한다.
100) 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 공식 홈페이지, 산업단지 개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3. 16).
101) ｢中马钦州产业园区：打造中国与东盟合作新典范｣(2017. 4.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6. 23).

제4장 FTA를 활용한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 99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에 팜유 등의 배합과 정제가 가능한 양유(粮油) 가공기
지를 조성하고, 동시에 말ㆍ중 콴탄 산업단지에도 팜유 정제 위주의 정밀 가공
기지를 구축한다.102)

표 4-4. 주요 산업원(产业园)ㆍ가공기지 구축 프로젝트
(단위: ㎡, 억 위안)

프로젝트

이퉁하오 광전 산업원
(易通浩光电产业园)

웨이룽 스마트 환경보호
가스절연변압 산업기지
(维龙智能环保气体绝缘输
变电产业基地)

북두 위성 응용 산업원
(北斗卫星应用产业园)

셰신란톈 분포식 에너지
(协鑫蓝天分布式能源)

과학기술원
(창업 인큐베이팅 기지)

용지 면적

113,339

666,700

-

66,670

103,599

투자액

내용

40

- 이퉁하오 광전 과학기술 유한회사(易通浩光电
科技有限公司)에서 주도하고 있음.
-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MOCVD) 100대와 관련
설비 생산라인, 그래핀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연
간 600만 개의 LED 칩ㆍ관련 완제품, 6만 개
의 그래핀 제품을 생산할 계획임.

40

- 웨이룽 광시 중·말 전기 유한회사(维龙 (广西) 中
马电气有限公司)에서 산업기지 건설을 주도함.
- 산업기지 내에서 생산할 주요 제품으로 가스절연
개폐장치(GIS: Gas Insulated Switchgear),
큐비클형 가스절연개폐장치(C-GIS: Cubicle
Gas Insulated Switchgear) 등이 있음.

25.5

- 본 산업원 내에서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시스템
광시 데이터 응용 센터(高分辨率对地观测系
统广西数据与应用中心) 건설을 포함한 5개
의 프로젝트 추진이 확정됨.

18.9

- 셰신 (그룹) 지주유한회사(协鑫（集团）控股
有限公司)가 추진하고 있음.
- 제1기에는 2×70MW 급 천연가스 분포식 에
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증기 파이프,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 등을 건설할 예정임.

16

- 광시 중·말 친저우 산업단지 진구 투자유한회사
(广西中马钦州产业园区金谷投资有限公司)
에서 시행함.
- 과학기술원은 연구개발구, 기업본사구(企业总
部区), 설비생산구로 나뉘며, 이와 관련된 연구원,
생산시설, 주차장, 도로 등을 건설할 계획임.

102) ｢中马钦州产业园区：打造中国与东盟合作新典范｣(2017. 4.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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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프로젝트

후이바오위엔 친저우
바이오 제약
(慧宝源(钦州) 生物制药)

용지 면적

142,981

투자액

내용

9

- 중·말 친저우 산업단지 내 입주해 있는 광시 후
이바오위엔 제약 과학기술 유한회사(广西慧宝
源医药科技有限公司)가 진행함.
- 본 프로젝트의 건설이 완료되면, 바이오의약품,
중의약품, 화학약품, 보건품 등을 생산할 계획임.

친저우 중·말 양유(粮油)
가공

-

7.8

- 광시 강칭 유지 유한회사(广西港青油脂有限
公司经理)가 대두유와 종려유(棕榈油) 가공
프로젝트를 진행함.
- 말·중 콴탄 산업단지의 종려유 정제소와 협력을
통해 자원 공유, 공동 시장개척, 양국의 종려유
가공ㆍ무역 중심으로 발전을 추진함.

수입 제비집(燕窝)
검사·가공기지

53,336

1.8

- 제비집(燕窝)의 수입, 검사, 표준화 가공, 연구,
판매 등의 기능을 갖춘 제비집 가공기지 건설
프로젝트

주: 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16).

2. 중ㆍ홍콩 CEPA: 광둥 첸하이(广东前海)
가. 연혁 및 개요
2003년 6월 29일 체결된 중ㆍ홍콩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경제긴밀화협정)는 중국과 홍콩 간의 상품교역을 확대하는 동
시에 홍콩 기업의 중국 내 서비스업 진출을 활발히 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실질적 내용은 FTA와 동일하지만 FTA가 일반적으로
국가간 체결되는 것과 달리 중ㆍ홍콩 CEPA는 한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 자유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103)
중ㆍ홍콩 CEPA 체결의 우선적인 배경은 ‘일국양제(一国两制)’104)하 중국
103) 법무부(2009),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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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홍콩의 제도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는 덩샤오핑(邓小平)이 고안한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내에서 대륙은 사회주의제도를, 홍
콩과 대만은 자본주의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105) 중국은 홍콩과의 CEPA 체
결 이후 다른 국가에 개방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를 홍콩에 폭넓게 개방하여 양
자간의 법규 및 제도 통일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106)
또 다른 배경은 중국과 홍콩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수입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상황이었고, 홍콩과의 CEPA
체결을 시장개방에 대한 적응책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
다. 이와 더불어 당시 홍콩의 서비스산업은 여타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서비스업에 대한 수준 높은 개방을 추진하여 중국
의 서비스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한편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경제침체에 빠져 있던 홍콩 입장에서는 CEPA를 통해 중국 서비스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107)
중ㆍ홍콩 CEPA는 2003년 체결 이후 매년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점진
적으로 개방을 확대해왔다. 2004년 1차 보충협정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10
차례에 걸친 보충협정을 체결하여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개방을 추진했
다. 2014년에는 광둥(广东)ㆍ홍콩 서비스무역 자유화 실현에 관한 협정을 체
결하고, 광둥성 지역에 한하여 서비스 분야에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도입하였
다. 이는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최초로 서비스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한 것이고, 광둥성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다음 해인 2015년
서비스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지역 범위를 중국 전체로 확대했다.

104) 일국양제는 중국이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통일에서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론으로 1국가 2
체제(제도)를 의미함.
105) 법무부(2009), p. 19.
106) 이승신 외(2012), p. 3.
107) 오동윤(2003), pp. 39~43; 박한진(200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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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중ㆍ홍콩 CEPA 진행 경과
일시

경과

주요 내용

2002년 1월

협상 개시

- (상품) 중국은 홍콩산 수입제품 374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

2003년 6월 체결

함(이 중 273개 상품이 원산지규정 리스트에 포함됨).
- (서비스) 경영자문, 회의 및 전시, 광고, 회계, 건설 및 부동산, 의료
CEPA
체결 및 발효
및 치과, 유통, 물류, 화물 취급 중개업, 저장 및 보관, 운송, 여행,
시청각, 법률, 은행, 증권, 보험 및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 등 18개

2004년 1월 발효

분야 개방
- 10년간 매년 1회의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점진
적인 개방과 무역ㆍ투자 원활화 조치를 추진해옴.

2004년
(1차 체결)~
2013년

보충협정
1~10차

(10차 체결)

- (상품) 2005년 2차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모든 홍콩산 수입제품
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10차 보충협정까지 원산지 규정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 수는 1,770개임).
- (서비스 개방) 10차례의 보충협정을 통해 총 48개 서비스 분야의
403개 조치가 개방됨.
- 중ㆍ홍콩 CEPA는 10차 보충협정까지 포지티브 방식으로 서비스

2014년 체결

광둥ㆍ홍콩
서비스무역
자유화
실현에 관한
협정(이하
‘광둥협정’)

분야를 개방해왔음. 본 협정을 통해 광둥지역과 홍콩 간 서비스
분야에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 네거티브리스트를 적용하고,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함.
- WTO의 서비스무역 분류는 160개 분야로 본 협정에서는 이 중
153개 분야를 개방하였으며, 그중 네거티브리스 방식을 도입한
분야는 134개임.
∘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제한 조치는 132개임.
- 2014년 체결한 광둥협정을 기반으로 서비스 분야의 네거티브리

2015년 체결

서비스무역
협정

스트 적용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함.
- 광둥협정과 비교해 서비스 개방 분야는 153개로 동일하고, 그중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제한 조치가 120개로 줄어 개방도가
높아짐.

투자협정
2017년 체결

- 두 협정은 2017년 6월 동시에 체결됨.
- 투자협정은 투자진입 범위 확대ㆍ보호 강화를 통한 투자자유화

수준 제고를 골자로 함.
경제기술협력 - 경제기술협력 협정은 10차례에 걸쳐 체결한 보충협정 중 경제기술
협정
협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통합ㆍ분석ㆍ분류를 전면 추진함.

자료: 여지나, 박민숙(2012), p. 22; 香港特别行政区 工业贸易署(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15); ｢《内地与香港
CEPA关于内地在广东与香港基本实现服务贸易自由化的协议》在香港签署｣(2014. 12. 18), 商务部新闻办公室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15); ｢商务部：内地与香港CEPA投资协议在香港签署｣(2017. 6. 28), 商务部新闻
办公室(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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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 협정과 같이 중ㆍ홍콩 CEPA에서는 광둥성 일부 지역에 먼저 선
행시범 조치108)를 시행하고, 평가를 통해 다음 추가 협정에 반영하여 시행지역
의 범위를 넓혀왔다. 선행시범 조치는 5차 보충협정부터 광둥성 전체 또는 선
전시(深圳市)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9차 보충협정에서는 광둥성 선전시
첸하이(前海)와 광둥성 주하이시(珠海市) 헝친(橫琴) 지역에만 개방되는 조치
도 시행하였다.109)

표 4-6. 중ㆍ홍콩 CEPA 광둥성 선행시범 조치 비중 및 개수
(단위: 개)

보충협정

전체 서비스
개방조치 개수

전체 조치 중 광둥성 선행시범 조치
조치 개수

내용
- 총 12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17개 조치가 포함됨.
∘ 12개 분야: 회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과 조경건축,
의료, 회의 및 전시회, 여행, 해운, 육상운송, 자영업,
중개업, 환경, 사회 서비스
- 총 8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9개 조치가 포함됨.
∘ 8개 분야: 법률, 전시 및 컨벤션, 공공설비, 전신, 은행,
증권, 해운 및 철도운송
- 총 2개 서비스 분야(의료, 건축)에 대한 8개 조치가
포함됨.
∘ 2개 분야 중 의료 분야에 대한 조치가 7개로, 선행시
범 조치를 통한 의료 분야 개방에 큰 진전이 있었음.

5차
(2009년 발효)

29개

17개

6차
(2010년 발효)

29개

9개

7차
(2011년 발효)

27개

8개

8차
(2012년 발효)

23개

7개

- 총 5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7개 조치가 포함됨.
∘ 5개 분야: 유통, 보험, 의료, 여행, 건축

16개

- 총 14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16개 조치가 포함됨.
∘ 14개 분야: 회계, 건축, 의료, 컴퓨터, 검사 및 인증
서비스, 인쇄, 기타 비즈니스, 통신, 유통, 교육, 환
경, 은행, 문화, 철도운송

10개

- 총 8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10개 조치가 포함됨.
∘ 8개 분야: 법률, 검사 및 인증 서비스, 직업추천 및 중
개업, 통신, 증권 및 선물거래, 사회 서비스, 해운, 육
상운송

9차
(2013년 발효)

10차
(2014년 발효)

37개

65개

자료: 여지나, 박민숙(2012), pp. 26~27; 김홍원(2013); 香港特别行政区政府 工业贸易署 홈페이지(온라인 자료, 검색
일: 2017. 7. 15).
108) 선행시범 조치는 홍콩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둥성 일부 지역에 우선적으로 개방조치를 실시한 후 평
가를 거쳐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시범조치 중 성공적인 개방조치는 다음 보충협정에
반영하여 시행 지역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진행됨(여지나 2012).
109) 여지나(2012), pp.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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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광둥성은 중ㆍ홍콩 CEPA 서비스 개방조치의 테스트베드로서 중점
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2010년 4월 국무원(国务院)의 주도하에 광둥성 인민
정부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주삼각 지역의 발전과 중ㆍ홍콩 CEPA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해 「광둥ㆍ홍콩 협력 기본협의(粤港合作框架协议)」(이하 ‘기본
협의’)를 별도로 체결하였다. 기본협의를 통해 광둥성 내 광저우시(广州市), 선
전시 등 5개 지역이 CEPA 중점시로 선정되었고, 선전시 첸하이, 선강 허타오
(深港河套), 광저우시 난사(南沙)의 3개 지역은 중점협력구로 지정되었다.110)
특히 선전시는 CEPA 중점시이자 중점협력구인 첸하이를 포함하는 중ㆍ홍
콩 CEPA의 핵심적인 지역이다. 기본협의에 명시된 선전시 첸하이 중점협력구
의 역할은 고급서비스업(现代服务业) 발전을 추진하여 중국(광둥성)과 홍콩의
공동 서비스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다.111) 즉 중ㆍ홍콩 CEPA를 기반으로 홍콩
에 대한 서비스 분야 개방을 선도하여, 홍콩의 선진적인 서비스업을 적극적으
로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0년 12월 광둥성 정부와 국가발
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첸하이 선강
(深港, 선전시ㆍ홍콩) 고급서비스업 협력구’(이하 ‘첸하이 협력구’) 조성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였다.112)
광둥성과 홍콩 양 지역간의 협력을 통해 2020년까지 첸하이 협력구 내 인프
라 구축을 완성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고급서비스업 협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3개 구역과 1개 벨트로 구분하여 생산자 서비스업을 중
점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113)

110) 广东省人民政府, 香港特别行政区政府(2010).
111) 广东省人民政府, 香港特别行政区政府(2010).
112) 广东省人民政府(2010).
113) 广东省人民政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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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2. 첸하이 협력구 개발 계획
구역

산업배치 및 역할

비즈니스 중심구 - 금융ㆍ정보ㆍ무역ㆍ회계 등 고급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商务中心片区)
보세구역
(保税港片区)

- 물류ㆍ해상운송ㆍ공급체인관리
(供应链管理)ㆍ혁신금융 등 서
비스업 육성

- 비즈니스 중심구와 보세구역의
기능을 종합발전구역으로 확장
종합발전구역
하여, 두 구역의 기능이 복합적
(综合发展片区)
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형 산
업 발전구역 조성
빈하이 레저벨트
(滨海休闲带)

- 첸하이만 해안선을 중심으로 환
경ㆍ경관ㆍ문화가 일체화된 높
은 수준의 공공활동 구역 조성

자료: 广东省人民政府(2010); 深圳市城市规划学会, 协会(2014. 2.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협력 메커니즘
첸하이 협력구의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각각의 협의
체와 자문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첸하이 협력구는 중국과 홍콩의 제도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중요한 시험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부처급(部际) 연석회의 제도를 추진
하여, 2011년 중앙 및 지방 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우선적으로 조직하였다.
부처급 연석회의(선전 첸하이 선강 고급서비스업 협력구 건설 부처급 연석회
의)는 국무원의 관리하에 운영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 부
처 및 기관 23개114)와 광둥성 정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선전시 정부를 포
114) 国家发展改革委、科技部、工业和信息化部、公安部、财政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国土资源部、
环境保护部、交通运输部、商务部、文化部、卫生部、人民银行、海关总署、税务总局、工商总局、质检
总局、知识产权局、港澳办、银监会、证监会、保监会、国家开发银行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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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총 27개 부처가 참여한다. 부처급 연석회의에서는 「첸하이 선강(선전
시ㆍ홍콩) 고급서비스업 협력구 종합발전규획」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의 지도
ㆍ감독 및 평가와 함께 첸하이 협력구 조성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 논의된다. 또
한 첸하이 협력구 건설 중 정책의 시행이나 체제혁신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
요한 부분에 대한 협의도 진행된다.115)
2012년에는 부처급 연석회의의 하부 협의 조직으로 첸하이 선강 연합 사업
조(前海深港联合工作组)가 구성되었다. 첸하이 선강 연합 사업조는 선전시와
홍콩 양 지역간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의체로, 첸하이 선강 고급서비
스업 협력구 관리국(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管理局)(이하 ‘첸하이 협력구
관리국’)116)과 홍콩 정치제도 및 대륙사무국(香港政制及内地事务局)이 주도
한다. 첸하이 협력구의 개발과 개방에서 선전과 홍콩이 협력해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개방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
께 두 지역의 협력 영역 확장과 협력 모델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117)
또한 첸하이 협력구 관련 종합발전규획이 발표되고 첸하이 협력구 자문위원
회(前海合作区咨询委员会)가 조직되었다. 중국과 홍콩의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협력구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첸하이
부처급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있
다.118)
한편 첸하이 협력구의 전반적인 개발ㆍ건설사업은 선전시 첸하이 협력구 관
리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계획ㆍ설계, 건설공사 관리(工程管理), 부동산
관리(物业管理) 등 각 분야에서 홍콩 내 전문기구 및 기업, 전문 인력과의 협력
115) 前海门户网站(深圳市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 部际联席会议(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22).
116) 첸하이 선강 고급서비스업 협력구 관리국은 첸하이협력구의 개발건설, 운영관리, 투자유치, 제도혁신
업무와 함께 규획의 설계에도 참여함(叶伟华, 黄汝钦(2013), p. 72).
117) 前海门户网站(深圳市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 前海深港联合工作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22).
118) 前海门户网站(深圳市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 前海合作区咨询委员会(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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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고 있다.119)
첸하이 협력구 종합규획 및 분야별 전문항목의 설계ㆍ편성에 5개 홍콩 기업
이 참여하였고, 동시에 첸하이 계획ㆍ설계 프로젝트의 입찰심사와 기술검토에
홍콩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다.120) 또한 첸하이 협력구 관리국은 협력
구 내 인프라 건설사업을 중국 국제 건설공사 자문협회(中国国际工程咨询协
会)와 홍콩 ARUP 건설공사 고문회사(香港奥雅纳工程顾问公司)121)에 위탁

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제 건설공사 자문협회와 홍콩 ARUP 건설공사 고
문회사는 인프라 건설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122)
부동산 관리 분야는 글로벌 부동산기업과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첸하이 협력구 관리국 산하의 선전시 첸하이 연합발전
지주유한회사(深圳市前海联合发展控股有限公司)와 영국 부동산개발회사인
Savills(第一太平戴维斯（中国）有限公司)123)가 공동 출자하여, 선전시 첸
하이 Savills 부동산 관리 주식회사(深圳市前海第一太平戴维斯物业管理有
限公司)를 설립하였다. Savills는 중국 여러 지역과 홍콩에 지사를 두고 있으

며, 특히 홍콩 내에서 부동산 서비스 관련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
다. 선전시 첸하이 Savills 부동산 관리 주식회사는 첸하이 협력구 내에서 홍콩
식(港式)의 부동산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24)

119) 前海门户网站(深圳市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 开发建设合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22).
120) 前海门户网站(深圳市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 开发建设合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22).
121) ARUP은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건설공사 자문회사로, 중국에 진출한 지 30년 이상 되었고 홍콩과
중국 내 여러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음.
122) ｢前海深港合作区基础设施2017年建成 滞后《规划》2年｣(2013. 7.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7. 26).
123) Savills는 영국 내 최대 글로벌 부동산 기업임. 유럽, 아시아 태평양, 미주 등 전 세계 700여 개 오피스
에서 3만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第一太平戴維斯
(香港) 有限公司(Savill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6).
124) 선전시 첸하이 Savills 부동산 관리 주식회사(深圳市前海第一太平戴维斯物业管理有限公司) 홈페
이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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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력 내용 및 특징
첸하이 협력구의 조성 목적은 선전시와 홍콩 간 생산자 서비스업 협력을 강
화하여 우수한 서비스업 집적구(集聚区)를 구축하고, 홍콩에 대한 서비스업 개
방도를 높여 중국 전역으로 확대 가능한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통
해 홍콩의 선진적인 서비스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여 궁극적으로 중국 내 서비
스업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표 4-7. 첸하이 협력구의 협력 목표
협력 목표

세부 내용

고급서비스업

- 국제적 관례(관행)에 부합하는 산업 발전환경을 조성하고, 전국적 고급서비스업의

체제혁신구 조성

혁신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개방형 경제체제를 위한 새로운 경험 창조

고급서비스업

- 우수한 자원ㆍ첨단요소 집적, 본부경제의 발전을 통해 전국적인 고급서비스업

발전 집적구

(생산자 서비스업) 핵심 기지 조성
- 중-홍콩 CEPA의 선행시험구로서 홍콩 서비스업과 중국의 협력모델을 발굴하

CEPA 선도구

고 협력 영역을 확대하여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
- 홍콩과 중국 간 서비스업 협력의 선도적인 역할 담당

자료: 广东省人民政府(2010); 深圳市城市规划学会, 协会(2014. 2.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첸하이 협력구 내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은 △금융 △물류 △정보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 서비스업이다.125) 2016년 8월 기준 첸하이 협력구
내 4대 서비스업 분야로 입주한 기업은 총 11만 191개로 전체 등록자본금이
약 5조 4,586억 위안에 달한다. 이 중 홍콩 기업은 3,719개로 전년동기대비
90.1%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금융서비스업 관련 기업이 약 43%를 차지한
다.126)

125) 广东省人民政府(2010).
126) 雍炜(2017), p.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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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첸하이 협력구 서비스 업종별 입주 기업 수 비중
1%
금융업

27%
43%

물류업
정보서비스업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 서비스업

10%

기타
19%

주: 기타업종은 제조업, 부동산업, 건축업, 광업 등을 포함함.
자료: 雍炜(2017), p. 291.

이처럼 첸하이 협력구 내에서 금융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금융업 관련 제
도혁신 또한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첸하이 협력구에서는 자본계정
(资本项目)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첸하이 협력구에서 국
경간 양방향 위안화 대출업무(跨境双向人民币贷款)가 처음 허용된 이후, 대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6년 8월 기준 대출금액이 1,000억 위안을 넘
어섰으며, 국경간 위안화 대출업무가 중국 내 여러 신구(新区)로 확대되었다.
또한 국경간 위안화 채권업무(跨境人民币债券业务)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선전 첸하이 금융 지주유한회사(深圳市前海金融控股有限公司)와 홍콩
자오상쥐 그룹(招商局集团)이 역외 위안화 채권(离岸人民币债券)과 단기융자
권(短期融資券ㆍ기업어음)을 발행한 이후, 국경간 양방향 위안화 채권 발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외 국경간 양방향 지분투자(股权投资) 시범정책을
추진 중으로 2016년 6월 기준 첸하이 협력구 내 QFLP127) 관리기업이 106개,
QFLP 기금이 20개 조성되었고, 41개 QDIE128)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129)
127) QFLP(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hip, 적격 외국 유한 파트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
국계 금융기관에 한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조달한 자금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본토 사모펀드에 직
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中 사모펀드 시장활짝…QFLP제도란?｣(2011. 1.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7. 28).
128) QDIE(Qualified Domestic Investment Enterprise, 적격 국내 투자 회사), QDIE는 ODI(해외직접
투자), QDII(적격 국내 기관투자자)에 이어 마련한 중국 자본의 해외투자 제도임. QDII가 해외 증권
에만 투자할 수 있는 반면 QDIE는 투자 지역ㆍ투자 대상 상품ㆍ투자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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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 방면의 이러한 제도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유
형의 금융기업이 첸하이 협력구에 시범적으로 설립되고 있으며, 홍콩 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중국 최초의 민영 인터넷 은행이 설립되었
고, 중ㆍ홍콩 CEPA를 기반으로 외자 소비금융회사 또한 중국 내에 최초로 설
립되었다. 2016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자 다수지분의 펀드회사(基金公
司)인 헝성 첸하이 펀드 관리 유한회사(恒生前海基金管理有限公司)가 설립되

는 등 중국 내 금융혁신 중심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130) 헝성
첸하이 펀드 관리 유한회사는 홍콩의 헝성은행(恒生银行)이 70%의 지분을 보
유하고 있다.131)
한편 첸하이 협력구 내 선전과 홍콩 간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첸하이 선강
청년 꿈 공장(前海深港青年梦工场)(이하 ‘꿈 공장’) 프로젝트가 있다. 2014년
12월 첸하이 협력구 관리국과 선전시 청년 연합회(深圳市青年联合会), 홍콩
청년협회(香港青年协会)가 함께 꿈 공장을 설립하였고 선전과 홍콩, 세계 청
년들이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
다. 꿈 공장에서는 첸하이 협력구의 중점 서비스업인 물류ㆍ정보ㆍ과학기술 서
비스와 문화창의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의사가 있는 18~45세 청년과 잠
재력 있는 스타트업 200곳을 지원ㆍ육성할 방침이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163개의 창업 팀을 유치하였고, 그중 71개 팀이 국제 팀이다. 꿈 공장에 입주
한 전체 팀 중 절반 이상이 투자를 받아 선전과 홍콩 간 청년 창업 생태권을 조
성해나가고 있다.132)

비상장 기업의 지분ㆍ헤지펀드와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음. 중국 국내 자금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QDII보다 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한 제도임. 「첸하이특구, 중국자본 해외투자 중심지로
우뚝」(2015. 8.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7. 28).
129) 雍炜(2017), pp. 286~287.
130) 雍炜(2017), pp. 286~287.
131) 恒生前海基金管理有限公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28).
132) 前海门户网站(深圳市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 深港青年梦工场,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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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ㆍ대만 ECFA: 푸젠 핑탄(福建平潭)
가. 연혁 및 개요
2010년 6월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기본협정인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가 체결되었고, 현재 본 협정은 진행 중이다. 중ㆍ대만
ECFA에서는 본 협정에 앞서 가시적인 개방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조기 자유화
조치(EHP)의 시행을 명시했다. 중ㆍ아세안 FTA에서 상품 무역의 일부 농산품
품목에 한해 조기 자유화를 실시한 것과 비교할 때, 중ㆍ대만 ECFA에서는 상
품과 서비스 무역을 포함하는 폭넓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2012년과 2013년
투자협정과 서비스 무역 협정을 차례로 체결하였고, 현재 상품 무역에 대한 협
의를 진행하고 있다.

표 4-8. 중ㆍ대만 ECFA 추진 경과
일시

경과

2009. 5.

협상 개시

2010. 6.

기본협정 체결

2010. 9.

기본협정 발효

2010. 10.

2010. 11.

2011. 1.

2012. 8.

중국 측 서비스 무역
조기 자유화 조치 발효
대만 측 서비스 무역
조기 자유화 조치 발효
상품 무역
조기 자유화 조치 발효
투자보호 및 촉진 협정
체결

주요 내용
- 대만 국민당 우보슝(吴伯雄) 주석이 베이징에 방문하여, 2009
년 하반기 중ㆍ대만 ECFA 체결을 본격 논의하기로 합의함.

- 기본 협정에서는 상품ㆍ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추후
협상에서 다룰 주요 의제와 조기 자유화 조치에 대하여 명시함.

- 서비스 무역: 중국 11개, 대만 9개 서비스 분야를 개방함.
∘ 중국: 회계, 컴퓨터서비스, 연구개발, 전문 설계, 시청각, 병원,
은행, 보험, 증권 서비스 등
∘ 대만: 연구개발, 전시, 영화, 스포츠 레저, 은행 등
- 상품 무역: 중국 539개, 대만 267개 품목을 조기에 개방하였으며
2013년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함.
- 양안간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으로, 중국과 대만 간 투자에 대해 최초로 체결된 투자보호
메커니즘이라는 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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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계속
일시

경과

2013. 6

서비스 무역 협정 체결

-

상품 무역 협정

주요 내용
- 상업, 건축, 환경, 문화, 금융 등의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중국은
80개, 대만 64개 개방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진행 중임.

자료: 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29); 商务部台港澳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29); 지만수, 이승진, 여지나(2010), pp. 1~7; 여지나(2012), p. 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중ㆍ홍콩 CEPA가 체결된 이후 추진된 중ㆍ대만 ECFA는 중국을 중심으로
중화경제권의 상호간 연계와 통합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양안(两岸)간 ECFA 추진을 통해 대만에 대한 정치ㆍ경제적인 영향력
을 강화하고자 하고, 대만은 중국 시장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133)

글상자 4-3. 핑탄 종합시험구(하이탄도) 개발 계획
구역

내용

중심비스니스구 - 양안 협력의 중심지역으로서 금융
ㆍ보험, 행정, 주거 및 관광 서비
(中心商务区)
스시설 건설
항구 경제무역구 - 보세가공, 보세물류, 중계무역 중
심구로서 해산품 가공 및 대만 농
(港口经贸区)
식품 교역의 중심지 건설
- 양안간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
과학기술
기지 조성
R&D구
- 스마트 교통, 스마트 생활, 스마트
(科技研发区)
건축이 하나로 어우러진 스마트
구역 조성
문화교육구
(文化教育区)

- 양안 교육협력단지이자 문화창의
산업단지로 조성해나갈 계획, 특
히 대만과의 에니메이션 산업 협
력을 강화

관광레저구 - 하이탄도와 인접한 대만의 관광자
원을 활용하여 관광시설을 마련하
(旅游休闲区)
고, 대만과의 관광협력 강화
주: 핑탄 종합실험구는 핵심지역인 하이탄도(海坛岛)와 부속 섬으로 이루어지고, 본 계획도는 하이탄도만 포함함.
자료: 国家发展改革委(2011), ｢平潭综合实验区总体发规划｣,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9).
133) 지만수, 이승신, 여지나(2010), p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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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홍콩 CEPA에서는 광둥성을 서비스 개방의 선행 시범지역으로 명시하
고, 양측 정부간 합의에 의해 경제통합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
는 증ㆍ홍콩 CEPA의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지리적으로 대만과 가장 가깝고
교류가 활발한 푸젠성(福建省)을 양안간 협력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활용하
고자 했다.134)
이에 따라 중ㆍ대만 ECFA의 조기 자유화 조치가 전면 발효된 2011년,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의 주도로 푸젠성 내 핑탄 종합시험구(平潭综合实验区) 조성
에 대한 구체적인 규획이 발표되었다. 핑탄 종합시험구는 중ㆍ대만 ECFA를 기
반으로 양안간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경제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플랫폼으로서
의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핑탄 종합시험구의 총 계획면적은 392.92㎢로 핵
심지역인 하이탄도(海坛岛)와 부속 섬이 포함되며, 2020년까지 개발을 진행
할 예정이다.135)

나. 협력 메커니즘
핑탄 종합시험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2013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
도로 부처급 연석회의 제도를 추진하여 중앙 및 지방부처로 구성된 협의체가
조직되었다. 핑탄 종합시험구 부처급 연석회의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비
롯한 공업ㆍ정보화부, 재정부, 공안부,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国务院台湾事
务办公室) 등 주요 중앙부처 및 기관과 푸젠성 정부가 참여한다. 연석회의에서

는 핑탄 종합시험구 건설에 관한 중대 사안이 논의되며, 「핑탄 종합시험구 종
합발전규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감독ㆍ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136) 이 외
푸젠성 정부 주도의 협의체로 핑탄 종합시험구 개방ㆍ개발사업 영도소조(平潭
134) 이승신 외(2012), p. 160, p. 174.
135) 国家发展改革委(2011), ｢平潭综合实验区总体发规划｣,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9).
136) 厦门市人民政府办公厅(2013. 3. 14), 「国务院同意建立平潭建设部际联席会议制度」,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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综合实验区开放开发工作领导小组)가 조직되어 있으며, 핑탄 종합시험구 개

발에 대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ㆍ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137)
핑탄 종합시험구 부처급 연석회의 제도는 광둥성 첸하이 협력구의 제도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이다. 그러나 첸하이 협력구의 경우 홍콩 정부가 참여하여
공동 조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협의체를 조직하였으나, 핑탄 종합시험구 연
석회의에는 대만 정부가 참여하지 않으며 중국 중앙 및 지방 부처로만 구성되
어 있다.
중국 정부는 양안간 경제통합의 시범지역으로 푸젠성을 활용하기 위해 핑탄
종합시험구의 공동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대만 정부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독립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대만 입장에서 중국과 경제적인 통
합을 전제로 공식적인 교류협력 플랫폼을 조성한다는 것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
문에 적극적인 호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핑탄 종합시험구 공동
건설을 위한 중국과 대만 정부 간 공식 채널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
황이다.138)
이에 더해 전반적인 개발 또한 핑탄 종합시험구 산하의 국유기업인 핑탄 종
합시험구 도시 투자건설 그룹 유한회사(平潭综合实验区城市投资建设集团有
限公司)(이하 ‘도시 투자건설 그룹’)139)가 주도하고 있다.140) 이처럼 핑탄 종

합시험구 건설을 위한 협의체나 합자 개발회사 설립 등 양안간 기본적인 협력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공동 개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핑탄 종합시험구의 대대만 개방정책과 우대정책을 통해 기업간 민간 차원
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137) 中国外商投资企业协会(2013. 12. 27), 「平潭综合实验区基本情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9)
138) 이승신 외(2012), p. 174, p. 189.
139) 핑탄 종합시험구 도시 투자건설 그룹 유한회사는 핑탄 종합시험구의 인프라 건설과 함께 도시행정,
의료, 교육 관련 프로젝트의 투자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140) 平潭综合实验区城市投资建设集团有限公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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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력 내용 및 특징
핑탄 종합시험구는 양안간 교류협력의 선행구이자 공동 생활권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대만에 대한 개방 확대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ㆍ문화ㆍ사회 등
각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안 경제의 전면적인 연계를 촉진할 수 있
는 선행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ㆍ대만 간 편리한 교
통체계 구축 △핑탄 종합시험구 내 투자환경 최적화 △생활서비스 시설 완비
△사회 관리 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양질의 공동 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
다.141)
이와 함께 핑탄 지역의 보유 자원과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대만이 강점을 지닌 산업의 이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핑탄 지역의 풍부한
해양 자원과 대만의 선진적인 가공 기술을 접목하여 해산물 가공산업을 공동으
로 육성하고, 대만의 대표 산업인 전자정보산업 중 신형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
자장비, LED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ㆍ창의산업 또한 대만이 경
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으로 핑탄 종합실험구의 핵심지역인 하이탄도(海坛
岛)에 양안 문화ㆍ창의산업 협력시범구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142)

표 4-9. 핑탄 종합시험구의 중점 육성산업
육성 산업
첨단기술산업

세부 업종
- 전자정보 산업, 신소재 산업, 신에너지 산업

서비스업

- 물류업, 유통업, 금융업, 문화ㆍ창의산업, 전시업

해양산업

- 농업, 해산물가공, 해양바이오

관광업

- 해양레저, 문화관광

자료: 国家发展改革委(2011), ｢平潭综合实验区总体发规划｣,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9).

141) 国家发展改革委(2011), ｢平潭综合实验区总体发规划｣,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9).
142) 中华全国台湾同胞联谊会(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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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탄 종합시험구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1년 이후 5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핑탄 종합시험구의 GRDP는 연평균 13.7%씩 증가하여
2015년 약 191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0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
치이다. 또한 2010년 650만 달러에 불과하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15년
누적액 5억 8,86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표 4-10 참고).
이와 함께 핑탄 종합시험구에 입주한 대만 기업 수는 2010년 5개에 불과했
으나 2015년 550개로 증가했으며, 이 중 천홍 과학기술 유한회사(宸鸿科技),
타이다 전자(台达电子) 등 대만의 유명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만에서
이주한 취업자 수도 600여 명으로 증가했다(표 4-10 참고).

표 4-10. 핑탄 종합시험구의 5년간 성과(2011~15년) 및 목표
2010년
지표

단위

GRDP

2015년

2020년 목표

값

값

연평균
증가율(%)

값

연평균
증가율(%)

억 위안

89.69

191.11

13.7

352

13.0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

44.7

1인당 GDP

위안

24,989

44,968

9.9

76,520

11.2

고정자산투자

억 위안

[99.2]

[1,486]

[14배]

[2,900]

[95.2]

사회소비품소매총액

억 위안

31.48

55.73

11.8

110

14.5

일반 공공 예산 총수입

억 위안

7.23

25.02

28.2

50

15.0

수출 총액

억 위안

0.3352

4.3

66.6

30

47.5

FDI(실제 이용 외자)

억 달러

0.065

[5.8862]

-

[15]

-

대만 이주 취업자 수

명

-

600

-

[20,000]

-

대만 기업 수

-

5

550

-

[2,000]

-

50.1

55.2

주: [ ]는 5년 누계 값임.
자료: 福建省人民政府(2016), ｢平潭综合实验区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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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탄 종합시험구의 중요한 협력 목표 중 하나인 중국과 대만 간 공동 생활권
의 조성을 위해 양안간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2010년 8월 핑탄 종합시험구 교통ㆍ투자 그룹 유한회사(平潭综合
实验区交通投资集团有限公司)와 푸젠 국항 원양운수 유한책임회사(福建国
航远洋运输（集团）股份有限公司), 대만의 화강 그룹(台湾华冈集团)이 공

동 출자하여 푸젠 하이탄 고속 여객운수회사(福建海峡高速客运公司)를 설립
하였다. 푸젠 하이탄 고속 여객운수회사는 중국과 대만을 오가는 여객운송 선
박의 운영과 신규 노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1년 11월 고속여
객선 하이탄호(海峡号)의 운항을 시작하였고, 핑탄과 대만의 타이중항(台中
港) 간 직항 노선을 개설하였다. 2012년 6월부터는 대만에서 장삼각(长三角),

주삼각(珠三角) 지역까지 24시간 내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여, 양
안간 중요한 해상운송 통로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143)
또한 핑탄 종합시험구 내 대만상품 면세시장(平潭台湾商品免税市场)의 조
성을 추진하여 2014년 총 155개 점포가 우선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55개
점포의 반 이상이 대만 상점으로 대만의 농수산식품과 전자제품,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144) 2015년에는 대만상품 면세시장의 핵심구를 개방하여 대만
의 타이중시(台中市), 타이베이시(台北市) 등 8개 현ㆍ시(县市)의 체험관을 건
설하고, 31개 대만 명품 브랜드의 플래그십스토어 운영을 시작하였다.145)
핑탄 종합시험구 관리위원회(平潭综合实验区管委会)에서는 대만상품 면세
시장의 운영과 함께 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대만을 원산지로 하는 양유식품류
(粮油食品类), 축산품(土产畜产类), 방직의류, 공예품, 경공업 제품류(轻工业
品类), 의약품 등 6대 품목에 대하여 1인이 1일 기준 6,000위안 한도 내에서

143) 中国外商投资企业协会(2013. 12. 27), 「平潭综合实验区基本情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9).
144) 「平潭台湾商品免税市场 本月中旬开业」(2014. 6.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8. 9).
145) 「平潭台湾商品免税市场12日开放 8个台湾主题馆将开业」(2015. 6.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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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로 구입이 가능하다.146) 이러한 우대조치를 바탕으로 2015년 기준 핑탄
대만 상품 면세시장의 누적 고객 수는 47만 명(연인원), 판매액은 5억 2,000만
위안을 기록하였다.147)

4. 평가
중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반으로 체결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
해 공동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례로 제시된 3개의 공동단지 중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와 중ㆍ홍콩 첸하이 협력구는 공통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양국
(양 지역)간 합의하에 조성을 계획하였다. 또한 중국 내 건설되는 공동단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발은 소재 지역의 중국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동급의 상대
국 정부가 협력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친저우 산업단지와 첸하이 협력구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
부 주도의 최상위 협의체를 두고, 실질적으로 공동단지 개발을 주도하는 하위
협의체를 조직하여 체계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최상위 협의체를 통해 공
동단지 조성의 중대한 사안이 결정되고, 하위 협의체에서는 단지 개발에 관한
실무적인 사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간 협의체 중 중ㆍ홍콩 첸하이 협력구의 조성을 위해 추진된 부
처급 연석회의 제도는 협력구 개발과 대홍콩 서비스 개방,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국과 홍콩의 제도적인 통합을 목적으로 중국의 각 영역 정부부처와 기관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부처 및 기관의 참여를 통해 첸하이
협력구 개발과 관련된 건설공사 관리, 부동산 관리 등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제도적인 개방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146) 「平潭台湾商品免税市场 本月中旬开业」(2014. 6.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8. 9).
147) 福建省人民政府(2016), ｢平潭综合实验区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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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FTA를 활용한 주요 공동단지의 협의체
공동단지

협력지역

협의체
중국ㆍ말레이시아

중-말

말레이시아

친저우

(중-아세안

산업단지

FTA)

최상위

경제무역연합회
(장관급)

하위

연합지도위원회
(차관급)

구성
(중) 상무부 부장
(말) 국제무역공업부 부장
(중) 상무부 부부장
(중) 광시좡족자치구 부서기
(말) 말레이시아-중국 상무이사회 서기
(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포함 23개 중앙부처

첸하이
협력구

홍콩

최상위

부처급 연석회의

CEPA)

및 기관, 광둥성 정부, 선전시 정부
(홍)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중-홍콩
하위

첸하이 선강

(중) 첸하이 선강 고급서비스업 협력구 관리국

연합사업조

(홍) 홍콩 정치제도 및 대륙사무국
(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포함 중앙부처 및 기관,

핑탄

대만

종합

(중-대만

시험구

ECFA)

최상위

부처급 연석회의

푸젠성 정부
(대) 참여 안 함.

핑탄 종합시험구
하위

개방ㆍ개발사업
영도소조

(중) 푸젠성 정부
(대) 참여 안 함.

자료: 저자가 본문 내용을 토대로 작성.

협의체 조성과 더불어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와 중ㆍ홍콩 첸하이 협력구의
경우 합자 형태로 상대국(지역) 기업과 공동 개발 추진체를 마련하거나, 양국
기업이 개발 분야별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공동 개발
추진기업 설립에서 중국 측은 공동단지 조성 지역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이 대부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친저우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양국 기업이 공동 출자
하여 광시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 개발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광시 중ㆍ말
친저우 산업단지 개발 유한회사는 중국의 국유지분 우위기업(国有控股企
业)148)인 친저우 진구 투자유한회사와 말레이시아의 친저우 발전(말레이시아)
148) 국유지분 우위기업이란 기업 전체 자본 중 국가 소유의 자본 비중이 높아 국가가 실질적인 지배 위치
에 있는 기업을 의미함. 절대적 국유지분 우위기업은 국가의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것을 의미하고,
상대적 국유지분 우위기업은 국가의 지분비율이 50% 미만이나 최대 주주인 경우를 의미함. 주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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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 유한공사가 각각 51%,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홍
콩과의 첸하이 협력구 건설에서 계획ㆍ설계부터 홍콩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동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 사업을 중국과 홍콩 자문기업에 공동 위탁하고,
부동산 관리 분야는 중국의 첸하이 협력구 관리국 산하의 선전시 첸하이 연합
발전 지주유한회사와 홍콩에 지사를 두고 있는 영국 부동산개발 회사 Savills
가 공동 출자하여 선전 첸하이 Savills 부동산 관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한편 핑탄 종합시험구는 중국과 대만 정부 간 공식적인 협력 채널이 마련되
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협의체의 경우 홍콩과 유사한 형태의 연석회의 제도를
추진하였으나 대만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중국 일방의 협의체이고, 전반적인
개발 또한 핑탄 종합시험구 산하의 국유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대만 개방조치와 우대혜택을 시행하여 대만 기업의 진입
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 민간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다. 양안간 정부 차원의 협력이 어려운 원인은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
만과 중국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홍콩의 경우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
해 첸하이 시험구를 조성 중이며 양질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중ㆍ홍콩 첸하
이 협력구는 조성을 추진한 지 6년 만에 3,700여 개의 홍콩 기업이 입주하였
고, 핑탄 종합시험구의 경우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 550개의 대만 기업이 입
주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의 대홍콩 서비스 개방조치 확대를 통해 첸하이 협력
구는 서비스 주도형 경제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선도적인 금융
개방 조치와 혁신적인 금융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진적인 홍콩의 금융기업
들이 첸하이 협력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첸하이 협력구는 정부간 공동조성이라는 틀을 기반으로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내고 있는 데 반해, 핑탄 종합시험구의 경우 자체적인 지역 발전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만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국대사관 (2013. 12. 20), 「혼합소유제 기업으로의 전환과 국유기업 관리체제 개혁 강화가 핵심」,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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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대산둥성 협력 확대
방안

1. 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산둥성은 한ㆍ중 수교 이전부터 경제 교류ㆍ협력이 진행되었던 지역으로 한
ㆍ중 경제협력의 출발지이자 제조업 협력의 시험대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산둥성은 물론 중국 경제 전반적으
로 성장속도, 경제구조, 성장동력에서 이전과는 다른, 소위 신창타이(新常态)
라고 일컫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와 당면한 경제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방식의 전환이라는 정책기조하에 국내적으로는 소비 진
작, 첨단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 혁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 정책
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을 목
표로 높은 수준의 FTA 추진, 대외개방을 위한 새로운 체제 형성, 전방위적인
대외경제협력 등을 천명하고 있다.
산둥성 역시 변화된 대내외 경제환경에 적응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노동집약적 제조업ㆍ투자 중심의 경제에서 첨단산업과 서비스업ㆍ소비
중심의 경제로 구조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요소투입 중심에서 효율과 혁신을
강조하는 경제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무역과 투자 등 대외협력
분야에서도 과거 노동집약적 제조업 위주의 협력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과 FTA를 활용한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 고도화, 무역 고도화
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대외협력 분야에서는 중국 내 다른 지역보다도 한국과
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한ㆍ중 FTA를 활용한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둥성과의 협력을 확대ㆍ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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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은 한국과의 경제교류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ㆍ중 산
업단지, 한ㆍ중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및 산업협력 등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한ㆍ중 FTA 체결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의 대중국 경제협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한국은 산둥성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협력의 성과와 모델을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대중국 경제협력의 거점ㆍ선도지역ㆍ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협력 패러다임
으로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과거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산둥성 협력은 산둥성의 협력수요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첨단산업, 첨
단기술, 서비스업 중심 빠르게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겪고 있
는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정부의 역할도 정부간 협력
을 통해 제도 개선이나 제도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역할로 변화를 꾀해야 할 것
이다. 아울러 국가 대 국가 차원에 집중되었던 협력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둥성에서는 이미 언급한 내용과 같이 한ㆍ중
FTA와 관련한 시범정책이 각 지급시 단위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마련하고 대응해야 할 제도와 현안도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한ㆍ중 간 경제협력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 수요
와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ㆍ중 FTA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ㆍ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플랫
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양국간 한ㆍ중 FTA 공동위원회와 분야별 이행위원
회를 통해 통상 현안 등 협력의 이행과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149) 다만 이들 위
원회가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의 협력을 강화ㆍ확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 FTA 공동위원회에서도 한ㆍ중 산업단지나 지방경제 협력과 관련
149)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7. 1. 12, 검색일: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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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나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구는 아
니므로 별도의 협의체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둥성 간에는 2015년 8월 ｢산업부-산둥성 간 통상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따라서 산업부가 주축이 되어 한ㆍ
산둥성 경제협력 협의체(안)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체
내에서 한국과 산둥성 및 산둥성 내 각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논의하되, 한ㆍ중
산업단지와 지방경제 협력 등 한ㆍ중 FTA를 통해 확인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시, 세관 등 관련 기관과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하여 상
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ㆍ중 지방정부간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은 최근 중국과의 투자, 교역, 관광
등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ㆍ중 지방정부간 교류
시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적인 제도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인천과 웨이하이
는 시범지역 선정을 기회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웨이하이와 교역, 전자상거래, 관광, 학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범사
업을 전개하고 그 성공사례를 모델화하여 산둥성 내 주요 도시와의 교류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웨이하이는 지급시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제
조업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3차 산업의 규모 및 잠재력이 약하며, 특히 산둥성
내 경제가 가장 발달한 칭다오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경제규모 및 성장세 측
면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둥성 성정부와의 협력을 보다 강
화해 웨이하이와 추진하는 선도(시범)사업을 산둥성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
록 우리 중앙정부와 산둥성 성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150) 이를 위해서
한ㆍ산둥성 경제협력 협의체(안)는 관련 지방정부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
의체로 구성하여 운용해야 할 것이다.

150) 김수한(2015. 8. 24), ｢한중 FTA 지방경제 협력 추진 사례: 인천-웨이하이를 중심으로｣,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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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 및 투자 협력
산둥성과 산둥성 내 각 지방정부는 산업 고도화와 서비스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산둥성의 산업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통상 및
투자 협력 증진이 필요하다. 앞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산둥성의 무역과 투
자는 대체로 기술수준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산둥성의 정책
방향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과는 기술수준이 높
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산둥성의 대한국 경제협력은 산둥성이 추구하는 산업 고도화와 수출 고도
화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을 통해
산업 고도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대산둥성 협력
에서도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첨단산업 분야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산둥성이 고급 소비재 수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에도 한국의 산둥성에 대한 소비재 수출은 아직까지 빠른 성장을 이루지 못하
고 있으므로 향후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투자와 서비스 분야에서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 FTA의 서비스
와 투자 분야 후속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 번의 협상으로 양국이 모
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이 과
거에 진행한 FTA를 참고하여 우리의 협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ㆍ홍
콩 CEPA의 경우 10년간 매년 정기적인 보충협정을 통해 서비스 분야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보충협정을 체결하기 전 일부 지역을 선정해 서
비스 분야 개방에 대해 선행ㆍ선시범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충협정에 반영하였는데, 한ㆍ중 FTA에서도 이러한 협상ㆍ협력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이 곧 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분
야에서의 단기적인 개방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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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방을 얻어낼 수 있는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ㆍ중 양국이 서비스 분야 개방 전에 먼저 선행ㆍ선시범 정
책을 시행할 수 있는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성과를 파악한 후에 서비스 협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충협정모델은 양국 모두가
서비스 개방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더욱 과감한 개방을 시도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서비스 분야의 개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무역의 증진은 투자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상대국에 서비스 공
급을 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주재’ 형태의 공급도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투자
분야에서의 협정도 상술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상 전략을 참고할 수 있다.

3. 산업협력
산둥성은 한ㆍ중 FTA 협정문상에 규정된 지방경제협력시범구와 산업협력
단지가 모두 입지해 있어 양국간 산업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지역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둥성의 주요 시정부에서는 한ㆍ중 FTA를 기반으로
한국과의 산업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각 지방정부의 협력 의
지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산둥성 내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협력의 내용과 양국의 협력수요를 고려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 차원에서 본다면 지역별 산업기반, 비교우위, 지역우위 등을 고려하여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와 우선적으로 협력할 수 있으며, 칭다오와는 의료나
문화, 금융 등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옌타이와는 첨단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
로, 웨이하이와는 물류 및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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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한ㆍ중 FTA에서 협력을 약속한 분야이자 한국과 산둥성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자상거래, 해상물류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한국과 산둥성 간 전자상거래 협력
은 O2O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확장성까지
겸비하고 있어 유망한 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산둥성 간 전
자상거래 협력모델이 거의 이러한 형태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의 개발을 통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시범구로 지정된 웨이하이는 자체적으로 중국 내
유명 전자상거래 기업과 협력하여 한국제품 전문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
하고 있다. 징둥(京东)과는 온라인 한국 액세서리관 및 의류관을 구축하였고,
알리바바(阿里巴巴)와는 수입상품 전문 B2B 플랫폼인 1688 내에 한국관을
개설하였다.151) 알리바바 1688의 한국관은 웨이하이시정부, 알리바바, 러바
이터(산동러바이터전자상무유한회사)152) 3자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웨
이하이는 정책 지원을 맡고, 러바이터는 알리바바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1688 한국관에 입점하려면 웨이하이시 내 법인설
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웨이하이시 정부는 이러한 플랫폼을 한국 기업 유치 방
안으로 활용하고 있다.153)
이와 같이 한국도 지방자치단체와 전자상거래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중국 제
품 전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국 기업을 유치하고, 더 나아가 웨이하이
와 같이 한국 제품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 산둥성 지방정부와 연
계하여 두 지역간 기업유치를 지원하는 협력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다.
또한 알리바바 1688 한국관은 해당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조 제품 방
지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웨이하이 상품검역국과의 협력을 통
151) 중ㆍ한 FTA 지방경제협력시범구 협력판공실 刁瑞福 부주임 인터뷰(2017. 4. 26, 중국 웨이하이시).
152) 한국산 정품 수입 전문기업으로 웨이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음.
153) KOTRA 웨이하이 대표처 관계자 인터뷰(2017. 4. 27, 중국 웨이하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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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한국에서 상품을 제조하는 과정부터 점검을 진행하고, 정품으로 검증된 제
품에 대해 웨이하이 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였다.154) 한국 소비자의 경우 중국 제품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 중
국 제품 전문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함께 정품 인증뿐만 아니라 상품의 질을 검
증해줄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소비자가 상
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이 검증된 중국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플랫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물류-해상 운송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산둥성은 한국과의 해상
교역이 활발한 지역으로 한ㆍ중 해상특송 서비스, 해상 간이통관 시스템 등 해
상 운송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하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 전자상거래
가 활발해짐에 따라 산둥성과의 해상 물류 서비스에서의 협력이 부각되고 있
다. 산둥성은 중국에서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해상 운항 편
수가 많고 빠른 배송이 가능해 역직구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이
유로 한국과 산둥성 간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해상특송 서비스 협력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한국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 간 ‘한
ㆍ중 간 페리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해상 간이통관 시스템’과 한국 우정사업
본부와 중국 우정청 간 ‘한ㆍ중 해상특송 서비스’가 있다. 공통적으로 기존의
페리선 및 정기화물선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엇보다 까다로운 해상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통관대행
서비스를 도입하여 역직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데 큰 의
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인천항을 통해 산둥성 내 지정 항구
로만 입항할 수 있어 한국 및 중국 내 여러 항구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필
요가 있다.
한국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상 간이통관 시
스템은 한ㆍ중 해상특송 서비스와 비슷한 구조이나, 복잡한 해상통관 체계를
154) KOTRA 웨이하이 대표처 관계자 인터뷰(2017. 4. 27, 중국 웨이하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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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하여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간편하게 통관절차가 완료된다는 데 큰 의미
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과 중국 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셋째,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한국과 산둥성 간 의료협력은 의료기
기와 제약을 비롯해 의료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은 원주시와 웨이하이 고신구, 위고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기ㆍ의약품 협력이다. 이 사업에서는 정부간 협력과 함께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의료기기ㆍ의약품 기업인 위고그룹이 참여하여 더
욱 실질적이고 빠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위고그룹의 역할은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을 발굴하여, 자체적으로 중국 내
구축해놓은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협력사
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의료기기ㆍ의약품 인허가는 등급(1~4
등급)에 따라 까다로운 서류 절차와 임상 실험을 거쳐야 하므로, 중국으로 진출
하려는 의료기기ㆍ의약품 기업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에 위고그룹은
그룹 내 의료기기ㆍ의약품 인허가업체(CRO, 임상실험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
이 정확하고 빠르게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전
역의 3,000여 개에 달하는 위고그룹 도매상(대리점)을 통해 한국 기업 제품의
판매를 추진할 방침이다.155) 이러한 지원 외에도 위고그룹과 의료설비 분야에
서 다음과 같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중국 국영병원에 의료설비 입찰 시 각
제품의 단가(인건비 포함)대비 자국산 비율이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156) 그
러므로 의료설비 기업의 경우 중국에서 부품이나 반제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하여야 중국 국영병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고그룹과
조인트벤처(JV) 형태로 생산기지 설립을 추진하거나, 기술이전을 고려해볼 수
있다.
155) 위고코리아주식회사 관계자 인터뷰(2017. 6. 9, 인천 송도).
156) 위고코리아주식회사 관계자 인터뷰(2017. 6. 9,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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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한국 내 지방자치단체와 산둥성 내 각 지역 지방정부간 협약하에
적합한 산업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본 사업에 산둥성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현지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 기업의 진출 지원 및 협력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모델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의 산업협력을
의료기기 및 제약 분야뿐만 아니라 한ㆍ중 FTA에서 협력을 약속한 분야 등 여
러 산업 분야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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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Research on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Shandong Province in China through Utilizing
the Korea-China FTA
LEE Sanghun and KIM Joo Hye

Since the beginning of full-scale economic reform and open-door
policies in China, it has utilized external opening policies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integrate itself into the global economic system. In
recent years, China has been actively utilizing external opening policies
as a means of accelerating domestic economic reform.
Even after the official launch of the Xi government in 2013, China is
emphasizing the promotion of its external opening policy through major
documents released by the Communist Party and the central government.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FTAs), China has declared the basic principle of “establishing a highlevel global FTA network” in its “Decision on Some Major Issues Concerning
Comprehensively Deepening the Reform.” In 2015, the State Council
issued its “Opinions on Speeding up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Zone Strategy,” thereby maintaining an active stance on the promotion
of FTAs.
Korea is an important partner in China’s external opening policy and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Korea-China FTA is considered
the most comprehensive and highest-level FTA signed by China. In
addition, the Korea-China FTA is the first FTA signed by China which
provides for economic cooperation. In particular, the inclusion of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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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local economic cooperation (Article 17.25) and the establishment of a
Korea-China/China-Korea industrial complex (Article 17.26) enhance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While FTAs are international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their
implementation is largely overseen by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f
Korea can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s in China to promote
bilateral pilot projects that meet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region,
this would boost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China is already pursuing pilot policies where local governments lead
efforts to exp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signatory countries of FTAs
that have been concluded. In other words, regions such as QinZhou, the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China-ASEAN FTA), QianHai,
Guangdong Province (China-Hong Kong CEPA), Pingtan, Fujian Province
(China-Taiwan ECFA), among others, are implementing pilot policies for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other
countries based on FTAs that have been conclud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QinZhou industrial complex and the QianHai cooperation
zone, a top-level consultative body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formed for the smooth construction of the joint industrial complex,
and the sub-committees that lead the actual development of the joint
industrial complex have been organized with systematic cooperation
already taking place. In addition, in establishing enterprises to promote
joint development, China is having its local governments take a leading
role in the joint development zones, while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se
projects is that state-owned enterprises under the local government are
put in charge of most of the development. However, the Pingtan
Comprehensive Experimental Area differs in that it has no formal
cooperation channel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nd thus cooperation
projects with Taiwan have not realized any significant success.
Korea may consider selecting Shandong as the priority area for
cooperation when seeking ways to exp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through utilization of the Korea-China FTA. Sha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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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ce is an area with abundant experience i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Korea, and currently has various types of pilot
policies for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the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in Yantai. In particular, Shandong Province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and a
demonstration zone for Korea-China local economic cooperation in
order to carry out system reform in various fields such as trade, investment
service and industrial cooperation. Based on these experiences, the
Shandong provincial government is striving to establish the Shandong
Province Free Trade Zone. In addition, Shandong plans to promote
economic growth through aggressive foreign opening measures and
diversified international cooper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13th
Five-Year Plan. Shandong intends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Shandong by utilizing the Korea-China FTA, and to
promote reform, industrial advancement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onsidering that Shandong province is the most active in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and has already been conduct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for a long time, Korea should formulate plans to
utilize Shandong as a base area for expanding the performance of the
Korea-China FTA, and further develop a successful cooperation model.
This requires a transition to a cooperation paradigm that fits the new
economic environment.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and SMEoriented cooperation need to be rapidly shifted to high-tech industries,
high-tech and service-oriented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 for cooperation and policy directions of Shandong Province.
The trade and FDI of Shandong Province are mostly concentrated in
low-tech industries, putting the region somewhat at odds with the policy
direction of the Shandong provincial government, which is currently
pursuing industrial advancement. On the other hand, the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Shandong is centered on high-tech
industries with a high level of technology, which is in line with the
advanced industrial structure and export structure of Shando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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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the Shandong provincial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various cooperation pilot policies like the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and demonstration zone for Korea-China local economic
cooperation. These policy changes are in line with Korea’s demand to
promote its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to a new level with the
conclusion of the Korea-China FTA. In the future, Korea should use
Shandong as a base and test bed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expand the cooperation achievements and models in Shandong
Province to all regions of China.

146 • 한ㆍ중 FTA를 활용한 중국 산둥성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17년

17-01

Towards Deeper Integ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
CHOI Bo-Young and LEE Seo Young

17-02

APEC 경제통합 논의와 정책 시사점 / 김상겸

17-03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
김종덕ㆍ최보영ㆍ조문희ㆍ정민철

17-04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
임수호ㆍ김준영ㆍ박종상ㆍ안국산ㆍ박일봉

17-05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과 시사점 / 오윤아ㆍ신민이ㆍ김미림

17-06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and Prospects for a New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
YANG Hyoeun

17-07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합을 중심으로 / 엄준현

17-08

RCEP 역내 생산ㆍ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 라미령

17-09

13·5 규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
이현태ㆍ이상훈ㆍ김준영ㆍ윤규섭

17-10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 나승권ㆍ김은미ㆍ최은혜

17-11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 문진영ㆍ김은미ㆍ
최은혜

17-12

한ㆍ중 FTA를 활용한 중국 산둥성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 이상훈ㆍ
김주혜

■ 2016년

16-01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
김주권

16-02

주유국의 대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 곽성일ㆍ이재호

16-03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 방안 / 엄준현ㆍ손성현ㆍ
권가원

16-04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 유새별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6-05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
박정호ㆍ강부균

16-06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 임수호ㆍ김준영ㆍ홍석기

16-07

원화 국제화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 / 이장영

16-08

WTO SPS 분쟁사례 연구 / 강민지

16-09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과 재원조달-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
최장호ㆍ김준영ㆍ이보람ㆍ张慧智ㆍ朴英爱ㆍ王箫轲

16-10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 이형근

16-11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구축을 중심으로 /
김종덕ㆍ최보영ㆍ엄준현ㆍ정민철

16-12

대북제재로 인한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거래관행 변화 분석 /
이정균ㆍ김준영ㆍ임소정ㆍ안국산ㆍ미무라 미쓰히로

16-13

중국 지역별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청두, 우한을 중심으로 /
오종혁ㆍ박진희ㆍ김홍원

■ 2015년

15-01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정지현ㆍ김부용

15-02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임수호ㆍ최유정ㆍ홍석기

15-03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U.S. Monetary Policy on China's
Capital Market Stability and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
Gang Jianhua, Qian Zongxin, Zhang Chao and Zhang Jiarui

■ 2014년

14-01

중국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 /
오종혁ㆍ박현정

14-02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 강준구

14-03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 이호영ㆍ엄준현

14-04

중국의 지식산업화 분석과 시사점: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을
중심으로 / 박현정ㆍ이효진

14-05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나승권ㆍ홍이경

14-06

북극이사회의 정책동향과 시사점 / 문진영ㆍ김윤옥ㆍ서현교

14-07

미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요인과 시사점 / 고희채ㆍ최호락

이상훈(李尙勳)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sh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국의 지역별 산업고도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베이징시」(공저, 2016)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공저, 2017) 외

김주혜(金日舟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現, E-Mail: joohye@kiep.go.kr)

저서 및 논문
「베이징의 빅데이터 산업현황과 시사점」(공저, 2017)
「중국 주요 지역의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공저, 2017)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A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담당자
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References 17-12

A Research on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Shandong Province in China through Utilizing
the Korea-China FTA
LEE Sanghun and KIM Joo Hye

본 연구는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의 지방, 특히 산둥성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산둥성의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현황과 정책, 한·산둥성 간 경제협력, FTA를 활용한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무역 및 투자의 협력 방향,
산업협력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94320

9 788932 224473

ISBN 978-89-322-2447-3
978-89-322-2064-2(세트)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정가 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