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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경제가 고도화되고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중국
이 추진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도 변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자 FTA, 양자간 투자협정(BIT)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정책기조가 변화됨에 따라 중국
의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전략을 반영하여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을 추진
하고 있으며, 지역별 발전단계, 산업구조, 지역개발정책에 기반한 개방 및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차 당대회 이후 중앙정부가 대외 개방의 전면적
확대라는 전략적 기조를 나타내면서 각 지방정부 역시 ‘산업단지를 매개로 한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라는 전통적인 대외협력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지역
경제 일체화, 서비스 및 투자, FTA 활용,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혁
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의 대외경제 전략 변화와 함께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한·중 FTA의 발효 및 후속협상 개시 등 한·중 양국을 둘러싼 경
제협력 환경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대중 경제협력 전략과 방
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심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새롭게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
제협력 전략과 세부 정책, 주요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한·중 간 경제협력
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은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FTA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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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중이며,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
므로 중국의 성공적인 대외협력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한·중 경제협력 현황을 토
대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시기별로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였던 대외 개방 및 경제
협력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관련하여 대외개방 확대(10·5 계획), 상호이익의 개방 전
략 실시(11·5 규획), 상호이익의 대외개방 수준 제고(12·5 규획), 전면적 개방
의 신국면 구축(13·5 규획)으로 점차 개방과 협력의 폭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이 본격화된 13·5 규획(2016~20년)에서는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의 전면적 실시, 서비스업 개방,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일대일로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
무 적극 부담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대외협력 전략이 제시된 것이 특
징이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전략이나 정책 기조를 따르되,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외경제협력 프로젝트나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정책 및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화하면 외
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적인 산업단지나 개발구 형태의 협력부터 산업
고도화 및 도시화를 위한 협력,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및 시범구 조
성, FTA에 기반한 시범사업, 지역경제 일체화를 위한 제도 협력, 일대일로 전
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대외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 사업 중에서

4 •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세 가지 협력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광둥
성과 홍콩 간 협력사례이다. 이는 CEPA에 기반한 제도협력형 경제협력 모델
로 볼 수 있다. 과거 홍콩과의 경제협력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였으나, CEPA 체
결 이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과 제도에 기반을 둔 홍콩과의
경제협력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광둥성은 CEPA 선행선시 조치로 인해 홍콩
협력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과거 광
둥성과 홍콩·마카오 간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설립된 주하이 헝친, 선전 첸하
이, 광저우 난사가 2015년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로 통합 추진되었듯이,
2019년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출범 이후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차원
에서 경제·사회 분야를 망라한 광둥성과 홍콩 간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CEPA는 경제 분야에서 논의된 사안을 제도화하는 데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둘째, 랴오닝성과 독일 간 협력사례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인 랴오
닝성은 2000년대 초반 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
서 다양한 우대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독일의 BMW 및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다수 이 지역으로 진출했다. 이후 중국 중앙정부와 독일정부의
산업협력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대표적인 중·독 산업협력의 전초기지로 여겨지
던 랴오닝성 선양시에 2015년 독일과의 협력단지로는 최초로 국무원의 비준
을 받은 ‘중·독(선양)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앵커기업인 독일
의 BMW와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지하에 해당 산업단지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협력의 범위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산업 등의 신흥산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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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충칭과 싱가포르 간의 협력사례이다. 2015년 발족된 충칭-싱가포르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中新战略性互联互通项目)는 중국과 싱가포르 간 대
표적인 일대일로 협력사례이자 양국간 최초의 국가급 서비스업 협력 프로젝트
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4대 협력 분야로 금융, 항공 서비스, 정보통신, 교통·물
류 서비스를 선정하고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
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충칭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는 협력의
공간적 범위를 충칭시 하나의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국 서부지역 전체, 더
나아가 ASEAN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은 중국 지방정
부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한 한국 공업원에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진출하
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한·
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산업단지 조성이나 인천시와 웨이하이시 간의 지
방경제협력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의체의 경우 대부
분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단발적인 협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협의
채널로 발전시켜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
는 후난성 건강산업원 내 한국 전용단지 조성사업,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은 대부분
1990년대 한·중 공업원의 운영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동집약형 제조기업이 중국 내 한·중 공업원에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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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와 법인세 등에서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전형
적이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들도 이러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과거와 달리 고
도화되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5장에서는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협력사
업, 구체적인 대외협력 사례, 한·중 경제협력사업 등 제2~제4장에서 분석한 결
과를 토대로 한·중 경제협력,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의체 구축 △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한 서비스업 분야 협력 강
화 △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 인적교류의 확대 △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일회성 교류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적인 협력으로 발
전시킬 수 있도록 산·학·연·관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와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질적으
로 특정 협력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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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국정운영 기조를 밝힌 19차 당대회 보고에
서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대외개방의 전면적 확대’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을 대외경제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13·5 규획｣이나 ｢상무발전 13·5 규획｣을 통해 주요 정책들을 제시한 바 있
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도 변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서비
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자 FTA, 양자간 투자협정(BIT)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
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정책 기조가 변화함에 따라 중국
의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전략을 반영하여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
고 있으며, 지역별 경제적 여건, 발전단계, 산업구조, 지역개발 전략에 기반한
개방 및 협력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대외개방의 전면적 확대라
는 전략적 방향을 나타내면서 각 지방정부 역시 산업단지를 매개로 한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라는 전통적인 대외협력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지역경제 일
체화, 서비스 및 투자, FTA 활용,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혁신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대외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
는 대외협력사업은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고도화, 제도개혁, FTA에 기반한 산
업협력, 일대일로 등 정책과 연계한 협력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 협력은 과거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경제개발구 내 조성한 개발
구나 산업단지에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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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의 교류협력사업 추진과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제도협력에 기반한 협력사업으로 협력 유형이 확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중국 지방정부가 한국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한
한국 산업단지(충칭, 후베이성, 랴오닝성, 산둥성 등)나 일부 산업분야 협력단
지(칭다오 한중 무역협력구 등)를 매개로 한 협력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의 협력사업(광
둥성, 산둥성, 쓰촨성, 샨시성, 장쑤성)이 추진되거나 한·중 간 투자와 산업협
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의 새만금과 중국의 옌타이(산둥성), 옌청(장쑤성), 후
이저우(광둥성) 간 추진되고 있는 한·중 산업단지나 인천과 산둥성 웨이하이
간 추진되고 있는 지방경제협력 프로젝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는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연계한 중국 지방정부의 협력
프로젝트(지린성 한·중 국제협력시범구)에 대한 사업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중국정부의 개방 및 대외협력에 관한 정
책 기조의 변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한·중 FTA의 발효 및 후속협상 개시
등 한·중 경제협력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대중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러
한 경제협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협력을
확대·심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새롭게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외개방 및 경
제협력 전략과 세부 정책, 주요 협력사례 및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중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한·중 양
국은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FTA를 체결·발효 중이
고, 한국정부와 중국의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
국의 성공적인 대외협력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한·중 경제협력 현황을 토대로 중
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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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중국의 대외개방과 경제협력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의 대외개
방 정책 분석, 시범구 및 산업단지 사례 분석 위주로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간
혹 중국이 선행적으로 운영하는 시범구 유형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긴 하였으
나, 중국의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협력사업의 사례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김명아 외(2014)는 중국 내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개괄하고 관련 법을 분
석하며 한·중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중국 경제
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 및 설립 현황을 소개하고, 다양한 유형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목적 및 소재지를 토대로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유형화된
국가간 경제협력, 국내 경제통합(홍콩·마카오·대만), 국내 경제개혁(전자상거
래·금융·FTZ), 해외경제무역 협력구를 바탕으로 주요 시범지역의 입법과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정책적·법제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1)
노수연 외(2015)는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전략을 주요 업종 및 상하이자
유무역시험구를 중심으로 분석·평가한다.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
츠 등 중국의 6개 서비스 업종을 선발하고 발전 현황과 육성정책을 분석했다.
그리고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 해당 6개 업종의 개방조치를 살펴보고 실효
성 여부를 평가했다. 그 결과 업종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개방 수준이 제한적이
고,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또한 개방 정도가 더디다는 결과를 도출했다.2)
이상훈, 김주혜(2017)는 산둥성에서 추진 중인 대외개방·개혁 조치를 분석
하고, 한·중 FTA를 활용한 대산둥성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광
시 친저우(중·아세안 FTA), 광둥 첸하이(중·홍콩 CEPA), 푸젠 핑탄(중·대만
ECFA)의 FTA를 활용한 대외경제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협력 개요, 협력 메커
1) 김명아 외(2014).
2) 노수연 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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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 협력 내용 및 특징을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발효된 한·중 FTA를 활
용한 산둥성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으로 무역 및 투자협력, 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산업협력 분야의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3)
이상훈 외(2017)는 중국의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고 주요 대외개방정책과
서비스업 관련 정책, 업종별 주요 개방의 내용을 정리하고, 한·중 FTA 후속협
상가 관련한 협상 전략과 주요 업종별 개방 유도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을 분석하고,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사용하여 중
국의 서비스업 개방 수준을 평가한다. 서비스 업종별로 자유무역시험구 내 금
융, 관광, 시청각·콘텐츠, 의료, 법률, 교육, 유통, 운송, 출판·인쇄, 건설 10개
업종의 개방 조치 및 특징을 분석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네거티브리스
트, 중국 기체결 FTA 양허안 분석·비교를 통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부문
의 협상 전략을 제언하였다.4)
김영수, 민귀식, 박소희(2018)는 중국의 지역개발거점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정리하고, 중외 경제협력단지 및 한·중 산업단지 현황을 조사한다. 지역개발을
위한 거점을 국가급 신구, 국가종합개혁실험지구, 자유무역시범지구, 산업단
지, 도시군으로 유형화하고, 중외 경제협력단지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독일, 싱가포르 협력단지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산둥성 옌타
이, 장쑤성 옌청, 광둥성 후이저우의 한·중 산업단지 현황 및 경영 실태를 파악
하였다. 이를 통해 한·중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전략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5)
현상백 외(2018)6)는 일대일로 구상 추진 이후 중국의 변경지역에서 진행 중
인 초국경 경제협력 현황과 사례를 조사·분석했다. 지역별로 산업기반, 환경,
협력대상국의 경제 수준 등이 상이한바, 중국 중앙의 초국경 경제협력 전반과
3) 이상훈, 김주혜(2017).
4) 이상훈 외(2017).
5) 김영수 외(2018).
6) 현상백 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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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중국 동북-동북아시아, 서북부-중앙아시아, 서남부-아세안 국가 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지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교통·물류·에너지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토대로 통일 이후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중국 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滕鑑(2018)은 남서부의 란찬(澜沧)강·
메콩강 유역 개발, 동북부의 투먼강 개발, 서북부의 유라시아 횡단철도 개발을
개괄하며 전방위·다원화된 중국의 개방 과정 및 성과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남서부 윈난성과 광시성은 메콩 지역 국가들과 경제관계가 진전되었지만, 연해
지역 개방이 경제발전을 이룬 것에 비해 무역투자는 아직 소규모에 머물러 있
다. 동북부의 투먼강 개발은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요인으로 아직도
이루어야 할 과제가 많고 서북부 지역 또한 소수민족 분리 독립 등의 요인으로
아직 개발이 미진하다. 저자는 변경지역에서는 대외개방에 따른 효과가 아직
미미하므로 21세기 지역개방정책과 함께 새로운 대외개방정책이 필요함을 제
시하였다.7)
Bräutigam and Xiaoyang(2012)은 중국 해외경제무역협력구를 조성 목
적에 따라 ① 자원 확보 ② 정치적 연계 및 소프트파워 강화 ③ 국유기업의 비즈
니스 기회 증대로 유형화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의 19개 경제협력단지를 대상으
로 중국의 해외경제무역 협력구의 조성 과정을 비교하고, 프로젝트 유형을 분
석하며, 정부 지원정책을 살펴본다. 저자들은 중국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는 소
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통해 보았을 때 자원 획득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정치
적 연계 및 소프트파워 강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국기업을
해외로 진출시키고 중국산 기계 및 장비를 수출함으로써 국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플랫폼이 된다고 분석하였다.8)
중국의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는 성(省)급의 개별 지역에 조성되
7) 滕鑑(2018), pp. 163~183.
8) Bräutigam and Xiaoyang(2012), pp. 79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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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대외협력산업단지에 관한 사례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일
대일로 전략과 해외투자 전략을 연계한 해외경제무역협력구나 초국경 경제협
력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张玉新, 李天籽(2012)는 초국경 경제협력 주체로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을 개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관계 및 인접한 지방정부간의 상호관
계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초국경 경제협력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해당 협력이 지역개발을 위해 대외
개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초국경 경제협력은 인접한 지역정부간의 협력유치 경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인접한 지방정부간 협력
메커니즘 조성과 협력 대상국가와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9)
刘雯(2013)은 중국 대외협력단지를 대외개방 및 국제교류협력의 주요 수단
으로 여기고, 대외협력단지를 통한 국가간 산업협력으로 해당 지역의 산업 업
그레이드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긴다. 이에 중국의 대외협력단지 발전 역사를 개
괄하고, 독일과의 협력단지인 중·독 생태원 관리 모델 및 주요 프로젝트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저자는 대외협력단지가 산학연과의 연계 등을 통해 혁
신 역량을 높이고,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역발전에 파급효과를 전파하
며, 해외기업의 중국 진출 및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플랫폼이 되어야 함을 시사
점으로 제시하였다.10)
梁曙霞, 刘舒亚, 祖强(2016)은 중국 장쑤성의 성 정부 및 개발구가 주도하는
주요 중외협력단지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중외산업단지의 혁신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외협력단지를 기업주도형·정부주도형으로 구분하고
연구범위를 정부주도형 중외협력단지로 한정하여 싱가포르·난징 생태과학기
술섬 경제개발구(SINGAPORE NANJING ECO HI-TECH ISLAND), 쑤퉁
9) 张玉新, 李天籽(2012), pp. 7~84.
10) 刘雯(2013), pp.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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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苏通)과학기술산업원, 중국·오스트리아 쑤퉁(苏通)생태원, 중국·스위스 전장
(镇江)생태원(中瑞镇江生态园), 중국·이탈리아 하이안(海安)생태원 등 장쑤성
내 11개의 대외협력단지를 대상으로 정부주도형 대외협력산업단지의 혁신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11)
路红艳(2013)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국의 해외경제무역 협력구를
대상으로 발전 현황, 투자 방식, 운영 메커니즘 및 해외투자 사례를 분석한다.
해외경제무역 협력구를 자원이용형 협력구, 가공제조형 협력구, 종합형 협력
구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대표 사례로 잠비아 중국경제무역협력구, 이집트 수
에즈 경제무역협력구, 태국 뤄룽(罗勇) 공업원을 선정하였다. 해당 협력구의
발전 개황을 개괄한 뒤 유형간 비교를 통해 공통된 특징을 도출하고, 향후 해외
경제무역 협력구 건설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한 바 있다.12)
张广荣(2013)은 기업의 해외진출(走进去) 발전단계를 개괄하고 해외경제협
력구에 관한 현행 정책을 분석한다. 2005년을 기점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해외진
출을 모색했던 이전 시기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후 시기로 구분하였다. 또한 정
부의 지원을 받는 시기의 정책을 개괄하였다. 분석을 통해 저자는 기업 해외진출
의 주요 플랫폼으로서 해외경제무역 협력구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운영 시 독
립성·상업성 보장과 민영기업의 참여 등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1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선행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을 대상
으로 중국과 외국의 경제협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
는 중앙의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을 소개하고 중앙정부의 전략에 맞춰 지
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협력 사업들을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중국 내
성급 지역단위의 구체적인 추진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
별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실제 대외협력 사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지방정부
로 보고, 대외협력사업의 주요 협력주체로서 인식하였다. 따라서 지역별로 특
11) 梁曙霞, 刘舒亚, 祖强(2016), pp. 51~54.
12) 路红艳(2013), pp. 7~10.
13) 张广荣(2013), pp.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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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개방·협력정책을 분석하고, 협력사례 조사에서도 지방정부와 해당 국가
의 협력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중 간 대외협력 확대 및 증진
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는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주요 연구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의 대외협력전략과 성(省)급 지방정부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보고 유형화하였다. 중국
이 글로벌 경제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시점을 2001년 WTO 가입으로 보
고, 2000년 이후 대외적으로 공표되고 있는 5개년 계획과 규획에서 중국이 추
진하고 있는 대외협력 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대외협력 전략이 대외개방
전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외개방과 관련한
전략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대외개방과 대외경제협력
전략을 실제 현장에서 정책화하고 구체화하는 중요한 주체가 지방정부이므로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대외협력 정책과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13·5 규획 기
간에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프로젝트를 분석하였고, 추진 목적에
따라 대외협력사업을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협력사업 중에서 성공적
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광둥성이 홍콩과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랴오닝성이 독일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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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협력사업, 충칭시가 싱가포르와 진행하고 있는 협력사업을 중국 지
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례 중에서 성공적인 대외협력사업으로 선정하
였다. 이들 협력사례는 제도협력형, 산업고도화형, 일대일로 연계형으로 그 유
형을 구별할 수 있다. 각각의 사례에 대해 중국과 해당 협력상대국 간에 추진하
고 있는 협력사업을 개괄하여 소개하고, 지방정부와 해당 협력상대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협력 프로젝트는 주요 정책과 프로젝트, 협력 메커니즘 등에 대
해 자세히 분석한 뒤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 평가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추진되고 있는 주요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과 투자 현황을 중국(전국)과 지
역(성)으로 구분하여 한·중 경제협력의 지역구도를 파악하였다. 이어서 한국과
중국정부 간 주요 경제협의체 및 주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사항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추진하고 있는 주요 경제협력사업을 분석
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제2~제4장에서 중국의 대외협력 전략과 정책, 주요 지
방정부의 대외협력 사례 및 한·중 간 경제협력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한
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는 앞에서 기술한 연구 목적과 분석을 위해 통계 분석과 문헌연구를
진행하였고 사례 분석, 중국 현지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중국의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정책,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 사례를 파악하였으
며, 아울러 연구의 분석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구체성과 면밀성을 제고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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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전략 및 정책

1. 시기별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2. 지방정부의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 정책

1. 시기별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기조와 방향, 주요 목표를 5년마다 발
표되는 5개년 계획 또는 규획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외경제협력 방향도 5개년 규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대외경
제협력은 중국정부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대외개방과 관련된 국가전략의 틀
속에서 제시되고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2000년 이후에 발표된 5개년 규획을
통해 중국의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1. 중국의 시기별 개방 및 대외협력 전략 변화

10.5 계획

(5편)
개혁 개방

11.5 규획

(9편) 상호이익의
개방 전략 실시

12.5 규획

(12편) 상호이익의
대외개방 수준
제고

13.5 규획

(11편) 전면적
개방의
신국면 구축

(16장) 개혁 추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완비
(17장) 대외개방 확대 및 개방형 경제 발전

(35장) 대외무역 발전 방식의 전환 가속화
(36장) 외자 이용의 질 제고
(37장) 글로벌 경제협력의 적극적인 전개

(50장) 지역 개방 구도의 완비
(51장) 대외무역구조의 최적화
(52장)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의 총괄
(53장)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와 지역협력의 적극 참여

(49장) 대외개방의 전략적 구도 구축
(50장) 대외개방의 신체제 완비
(51장) 일대일로 건설 추진
(52장) 글로벌 경제구조 적극 참여
(53장)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 적극 부담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个五年计划纲要｣, http://www.npc.gov.cn/wxzl/gongbao/200103/19/content_5134505.htm(검색일: 2019. 10. 15);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
规划纲要｣, http://www.npc.gov.cn/wxzl/gongbao/2006-03/18/content_5347869.htm(검색일: 2019. 10.
15);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http://www.npc.gov.cn/wxzl/gongbao/
2011-08/16/content_1665636.htm(검색일: 2019. 10. 15);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
个五年规划纲要｣, http://www.npc.gov.cn/wxzl/gongbao/2016-07/08/content_1993756.htm(검색일: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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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차 5개년 계획(2001~05년)
2001년부터 시작된 10·5 계획은 대외개방보다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개혁을 중시하였던 시기이다. 대외개방과 관련해서는 세계무역
기구(WTO) 가입을 이루어냄으로써 글로벌 경제체제에 성공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대외개방과 대외경제협력은 대외무
역의 양적인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외개방과 대외경제
협력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의 점진적인 인하, WTO 가입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무역체제 수립 등 주로 대외무역 확
대를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WTO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투자 지도방향이 결정되었고 적격외국인기관투
자자(QFII)의 중국 내 증권투자에 관한 잠정규정이 시행되었으며,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가 2004년에 처음 허용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특수해관관리구역

표 2-1. 10·5 계획 시기 중국의 주요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주요 특징

주요 정책 내용
<체제성 장벽 극복,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점진적 완비>
∙ 국유기업 개혁의 심화
∙ 소유제 구조의 조정 및 완비
∙ 시장시스템의 완비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의
추진

∙ 금융체제, 조세체제 개혁의 심화
∙ 투자체제 개혁
∙ 행정관리체제 및 정부기구 개혁 추진
<WTO 가입에 따른 전방위적이고 폭넓은 대외개방 추진>
∙ 대외개방 수준의 제고
∙ 대외무역의 발전(양적 확대)
∙ 적극적인 외자 이용: 첨단기술산업 및 수출산업
∙ 해외투자 전략 실시: R&D 기구 해외 설립, 서비스분야 해외투자를 위한 기초 구축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个五年计划纲要｣, http://www.npc.gov.cn/wxzl/gongbao/200103/19/content_5134505.htm(검색일: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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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외국인투자를 우대하기 위해 수출가공구(2000년), 보세물류원구(2003년),
보세항구(2005년)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대외무역의 양적인 확대를 통해 2005년까지 상품교역액 6,800억 달러를 달
성하고, 수출액에서 기계 및 전자전기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50%까지 높인다
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수출 확대를 위해 가공무역 수출을 촉
진하고 국경무역의 발전을 지속 추진한다는 정책방향도 제시되었다.
대외경제협력의 중요한 채널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강조되었다. 첨단산
업과 수출형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장려함으로써 국내 산업구조조정
과 기술 수준 향상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공간적으로는 경제특구, 푸둥신구(浦
东新区), 연해지역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집중시킴으로써 주로 특정 산업단지나
특구 범위 내에서 대외경제협력을 통해 지역우위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와 함께 해외투자(走出去) 전략이 처음 제시되었
다. 즉 대외무역, 외국인직접투자와 함께 해외투자 전략이 개방형 경제발전을
위한 중점 전략의 하나로 처음 제기되었다. 해외투자를 통해 기술협력을 확대
하고 역외가공무역을 추진함으로써 수출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의 부족한 생산요소와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개발 분
야 투자나 해외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센터나 디자인센
터의 설립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해외투자가 본격화되었다기보다는 중국자본
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률이나 관리감독체제 구축, 해외투자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나. 11차 5개년 규획(2006~10년)
이 시기에 추진되었던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 전략은 양적 성장에서 질
적 발전으로의 대외무역 방식 전환 촉진, FDI를 통한 첨단기술 도입 및 산업구
조 고도화 추진, 주변 국가와의 경제협력 적극 발전으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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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양적 확대에 집중하였던 대외무역 방식을 질적 발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중국정부는 교역구조의 최적화를 추구하였다. 가공무역에 의존한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고 수출고도화를 위해 첨단기술제품이나 전기전자 및
기계 제품,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확대를 장려하였으며, 에너지 소비가 많거
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수출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빠르게 늘어나는 무역흑자에 따른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로 수입을 적극적
으로 확대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었다. 특히 산업 및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첨단기술, 핵심 장비 및 부품, 에너지 및 원자재에 대한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공정무역 실현을 위한 정책이 강조되면서 대외무역 조기경보시스
템과 통상마찰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였고 반보조금 및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무역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해외의 첨단기술 도입, 관리 경험, 고급 인재 유치,
서비스업에 중점을 두어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였
다. 중국 내자기업이 다국적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외
국인자본이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및 개혁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였으며, 조건
에 부합하는 일부 외국금융기관이 중국 내 증권사와 펀드관리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장려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외국인자본의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中西部地区外商
投资优势产业目录, 2000년 및 2008년)’을 발표하는 등 2000년 이후 지역균
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 전략과 외국인투자를 연계한 구체적인
정책도 발표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대외경제협력 추진을 강조하면서 주변 국가와의 경제협력
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갔다.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주요 채널 및 수단으로
해외투자와 양자 및 다자간 경제무역협력을 추진하였다.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를 위해 비교우위를 보유한 산업을 중점으로 하여 기업의 역외가공무역과 수입
선 다변화를 촉진하였으며, 해외 인수합병(M&A)·지분 참여·해외 상장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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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대외경제협력을 위해 무역·투자·물류의 편리화와 원활화를 종합적으
로 기획·추진해 글로벌 지역경제협력체제 참여를 장려하고, 다자간 무역 및 투
자 규범 제정 등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
였다.

표 2-2. 11·5 규획 시기 중국의 주요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주요 특징

주요 정책 내용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대외무역 방식 전환 촉진>
∙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
∙ 수입의 적극적 확대: 첨단기술, 원자재 수입 확대
∙ 서비스무역 발전

대외개방
정책기조
견지

∙ 공정한 무역정책 완비
<FDI 통한 첨단기술 도입,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 첨단, 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
∙ 외자 이용 방식의 다양화 촉진: 외자의 국내기업 구조조정 참여 장려, 중서부 및
동북지역 투자 유도,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 분야 투자 촉진
<주변 국가와의 경제협력 적극 장려>
∙ 해외투자(走出去) 실시: 해외상장, M&A, 지분참여
∙ 국제지역경제협력 추진: 양자 및 다자간 협력 발전,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 http://www.npc.gov.cn/wxzl/gongbao/
2006-03/18/content_5347869.htm(검색일: 2019. 10. 15).

다. 12차 5개년 규획(2011~15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한 이후 중국정부는 12·5 규획 시기의
주요 발전전략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 경제구조의 고도화,
안정적인 경제협력 및 해외시장 확보를 제시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방
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시기 대외개방과 대외경제협력 전략은 개방 확
대와 지역발전을 결합한 지역 개방구도의 완비, 대외무역 발전 방식의 전환 촉
진,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의 동시 추진 중시(幷重), FTA 전략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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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참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대외개방은 그동안 중요한 발전전략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던 지역발전전략
과 연계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
로 한 가공무역을 통해 제조업 발전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였던 동부 연해지역
을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반면에 상
대적으로 산업발전이 지체된 중서부 내륙지역과 동북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지
역에 위치했던 노동집약적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지역으로 육성하되, 내
륙지역의 중심 도시와 개발구·신구를 기반으로 개방형 경제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을 수정하여 내륙지역에 대한 투
자 우대정책을 확대하였으며, 국경지역에 해외 경제무역합작구(境外经贸合作
区), 초국경 경제합작구(跨境经济合作区), 개발개방시험구(开发开放试验区)
등을 설립함으로써 내륙지역의 개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권역별로는 △ 동북
3성 지역과 네이멍구(동북아 개방의 핵심 허브) △ 신장(서부지역 개방의 주요
기지) △ 광시(중-아세안 협력 거점) △ 윈난(서남부지역 개방 거점)을 내륙지
역의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였다.
대외무역 분야의 경우 11·5 규획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
전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술·브랜드·품질 등을 중시하여 새
로운 수출경쟁력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원자재나 농산물, 소비재에 대
한 수입을 적절히 확대하고, 첨단기술, 핵심 부품,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입 확
대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서비스무역 및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해 총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교역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금
융·물류·교육·의료 분야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하되 관광·문화·전통의약(중의
약)·정보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수출 확대를 꾀하였다. 서비스무역 확대
와 서비스업 개방을 위해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이 상하이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2015년에는 상하이 외에 톈진, 푸젠, 광둥 등 4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를 동시에 중요시하여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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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과 해외 자원을 동시에 안정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하였
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산업 측면에서는 첨단기술, 현대농업, 환경보호, 신에너
지, 서비스업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내륙지역
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였다. 해외투자의 경우 에너지 개발, 첨단 분
야 연구개발(R&D), 농업 분야 진출을 장려하였으며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효
율적인 대외투자를 장려하였다. 18대 당대회에서 해외투자 가속화가 제시된
이후 2013년에는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을 통한 대외협력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대일로 전략이 처음 제시되었다.
12·5 규획에서는 FTA 전략 추진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FTA 전략 실시를
가속화하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다양한 다자협력체를 활용해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G-20과 같은 글로벌 경제체제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표 2-3. 12·5 규획 시기 중국의 주요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주요 특징

주요 정책 내용
<개방 확대와 지역발전 결합, 연해/내륙/연변 개방 촉진>
∙ 연해: 가공기지에서 첨단제조업, 서비스업 기지로 전환
∙ 내륙개방: 산업이전 수용
∙ 특수개방정책: 초국경경제합작구, 개발개방시험구
<대외무역 발전 방식 전환 촉진>
∙ 새로운 수출경쟁력 배양: 기술, 브랜드, 품질, 서비스 중시

수출과 수입, ∙ 소비재, 농산물 수입 확대
FDI와 ODI의 ∙ 서비스무역 및 개방 확대
병행(幷重)

<FDI와 ODI 병중>
∙ FDI: 첨단기술, 현대농업, 환경보호, 신에너지, 서비스+내륙
∙ ODI 가속화: 에너지 개발, R&D, 농업, 대형다국적기업 육성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참여>
∙ 균형, 상호이익의 다자무역체제 구축 촉진, G20 협력 강화
∙ FTA 전략 실시 가속화
∙ 신흥국, 개도국 협력 심화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http://www.npc.gov.cn/wxzl/gongbao/
2011-08/16/content_1665636.htm(검색일: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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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균형적인 다자무역체제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가
강조되었다.

라. 13차 5개년 규획(2016~20년)
시진핑 정부의 경제정책이 본격화된 13·5 규획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및 대
외경제협력 전략은 ‘일대일로’와 ‘전면적인 대외개방 신국면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대외개방의 수준을 제고하
되 경제·무역·투자 분야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인적·문화적 교류를 함께 추
진하여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대외개방의 경우 내륙지역과 국경지역 내에 물류 인프라 등 국제복합운송회
랑을 구축하고 대외협력하에 추진되는 초국경 경제무역합작구 등 개방형 산업
단지와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을 조성·발전시킴으로써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방구도를 완비하였다. 지역적으로는 △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환발해 지
역(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무역 및 투자 시스템의 구축) △ 닝샤(내륙개방형
경제시범구 건설) △ 충칭(중-싱가포르 간 전략적 물류운송 네트워크 구축) 등
에서 새로운 개방 및 대외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대외개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국은 내외자 기업에 대한 법률을 통
일시켜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자유무역시험
구 건설을 촉진하여 서비스업 개방과 금융 개방, 투자 및 무역 원활화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선행시범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범적으
로 시행된 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강조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개방
도를 높이고 있으며 지재권 보호 및 반독점법을 강화하는 등 대외협력과 관련
된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아울러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개방 범위를 확대해
첨단기술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외국인자본 활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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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회계감사·은행·보험·증권·양로 등의 서비스업
에 대한 외자진입 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시장접근을 확대하는 조치를 발
표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이 시기에는 정책·인프라·무역·자금·민심이
상호 연계되는 경제회랑을 건설하고, 이를 위한 양자 및 다자의 협력기제 구축
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6대 경제회랑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유
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공
급 측 개혁과 맞물리면서 철강·금속·철도·화학·경공업·기계·건축자재 등 산업
을 중심으로 국내 자금과 생산시설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협력과 관련해 중국정부는 다자무역체제의 유지 및 강화, 공정
한 글로벌 경제질서 아래 상호이익이 되는 발전의 촉진이라는 목표하에서 글로
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과 개선, 글로벌 경제 어젠다 수립에 적극 참여할 것을 명
기하고 있다. 이 시기에 다자 및 양자 간 협력 추진이 강조되면서 지역 및 양자
FTA 체결을 강화하여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임을
13·5 규획에도 명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FTA
추진 △ 중-걸프협력회의(GCC) 및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 이스라엘, 캐
나다, EU와의 FTA 및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 △ 중-아세
안 FTA의 업그레이드 재협상 및 중-미, 중-UE 투자협정 협상 지속 등을 세부
추진사항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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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13·5 규획 시기 중국의 주요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주요 특징

주요 정책 내용
<상호개방을 통한 신우위 배양>
∙ 대외개방의 지역구도 완비: 내륙, 국경지역 개방
∙ 국제생산시설 및 장비제조 협력: 공급 측 개혁 연계
∙ 대외무역 고도화, 무역강국
∙ 서비스시장 진입 제한 완화
∙ 해외투자 확대로 글로벌 산업체인, 밸류체인, 물류체인 융합
∙ 특수개방정책: 초국경경제합작구, 개발개방시험구
<대외개방 신체제 완비>
∙ 내외자 법률 통일, 외자기업 합법적 권익 보호, FTZ 건설 촉진,
∙ 서비스업 개방/금융개방/투자무역 원활화 등에서의 先行先试 심화 및 성공 경험의
전국 확대
∙ 진입 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전면 실시
∙ 외상투자 국가안전심사제도 완비, 지재권 보호 및 반독점법 강화

일대일로를
통한
대외개방의
신국면 구축

∙ 대외투자관리제도 완비
∙ 금융업 개방 확대: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 점진적 추진, 다국적기업 자금의 경외
운용제한 완화
∙ 더욱 많은 국가와 높은 수준의 양자투자협정 체결 촉진
<일대일로 건설 추진>
∙ 일대일로 협력기제 완비: 인프라, 무역, 자금, 민심, 정책의 연계
∙ 기업과 프로젝트 중심의 다양한 융자 모델 구축, AIIB/NDB 설립
∙ 6대 경제회랑 건설 촉진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적극 참여>
∙ 다자무역체제의 유지 및 강화, 공정한 국제경제질서 아래 상호이익이 되는 발전 촉진
∙ 글로벌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촉진, WTO 체제 옹호
∙ 지역 및 양자 FTA 체제 건설 강화: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일대
일로 연선국가와의 FTA 추진, 중-걸프협력회의(GCC)/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이스라엘/캐나다/EU와의 FTA 및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 중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중-미/중-EU 투자협정 협상 지속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 적극 부담>
∙ 해외원조 확대, 글로벌 인터넷 보안 유지 보호, 국제 반부패 협력
∙ 기후변화 협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2030 어젠다 주도적 참여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http://www.npc.gov.cn/wxzl/gongbao/
2016-07/08/content_1993756.htm(검색일: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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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의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 정책
1절에서 중국의 시기별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살
펴보았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주요 전략과 정책 기조에 따라 중국의 각 지방정
부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과 협력 프로젝트를 수
행하게 되는데, 본 절에서는 13·5 규획기간 동안 각 권역별로 주요 성(省)급 지
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 정책에 대해서 정리하고,
각 지방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가. 동부권역
1) 베이징시
베이징시 정부의 13·5 규획기간 대외개방 및 협력 분야의 주요 목표는 △일
대일로(一带一路) 건설 참여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정책(服务业扩大
开放综合试点) 추진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홍콩-마카오-대만과의 협력 강
화를 통한 전방위적인 개방구조 구축이다.14)
13·5 규획기간 베이징시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연선국가(沿线国
家)와의 과학기술 및 인문 교류 강화, 역내에서는 홍콩-마카오-대만과의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교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방정부와는 다
르게 대외협력 정책에서 특정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대외개방 정책에서는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정책에 방
점을 두고, 주요 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방조치를 포함한 제도 개혁을 통해 양질
의 투자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14) 「中共北京市委关于制定北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12. 8), http://
bj.people.com.cn/n/2015/1208/c82837-27272223.html(검색일: 201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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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베이징 13·5 규획 내 대외개방 및 협력 주요 정책
주요 정책

내용
- 일대일로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AIIB, 실크로드 기금 등과 연계된

일대일로 건설 참여

시스템 구축
- 연선국가와 핵심적인 통로 건설을 추진해 과학기술과 인문 분야 교류를
강화하고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도 형성
- 시장진입 체제와 관리·감독 모델의 개혁 가속화를 통해 국제규범에 부합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정책 추진

하는 서비스업 개방 확대의 기본적인 프레임 구축
-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모델을 실시해 전면적인 투
자·무역 편리화 수준 제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홍콩-마카오-대만과의
협력 강화

-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주식 투자를 지원해 자국기업의 국제화 추진 및
글로벌 기업 육성
- 홍콩-마카오 지역과 경제무역협력을 확장하고, 대만과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영역의 교류 강화

자료: 「中共北京市委关于制定北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12. 8), http://bj.
people.com.cn/n/2015/1208/c82837-27272223.html(검색일: 2019. 9. 9).

2015년 베이징시는 중국의 첫 번째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무원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규모가 크고 발전 기반이 잘 갖춰
져 있는 베이징시를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자유무역시험구
(FTZ), 광둥·홍콩·마카오(粤港澳)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조치와 함께 새로운 개
방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자 한다.15)
베이징시 정부는 2015년부터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진입 규제를 완화하
고, 관리·감독 체제 개혁을 위한 시범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시 정부는
상무부와 공동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과학기술 △인터넷·정보 △문화·교육 △
금융 △비즈니스·관광 △건강·의료를 포함하는 6대 중점 서비스 영역에 대한
31개의 대외개방 조치를 발표했다.16)

15) 开放北京公共信息服务平台, http://open.beijing.gov.cn/(검색일: 2019. 9. 21).
16) 베이징시의 6대 중점 영역에 대한 개방 조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기존 국내법보다 개방된
조치로 구성되고, 일부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개방 수준이 높은 조치와 FTZ 네거티브 리스트
개방 수준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김주혜(2019a),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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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지역’ 관련 정책 추진 경과
구분

단계별 시범정책1)

추진 계획

대외개방 조치3)

- 시범지역과 영역을 명확히 하고 개 - (2015. 5)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1차

방 조치를 시행

확대 종합 시범지역 총체방안

- 서비스업 개방 확대 관련 △산업발전 - (2015. 9)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정책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조성

10개 조치
발표

확대 종합 시범지역 실시방안
- (2017. 7)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 업무방안 심

2차

-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방
안의 전면적 실시
- 베이징 내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새
로운 서비스업 개방 조치의 지속적
인 발표 및 시행
- 최종적으로 시범정책의 성과를 종합

3차

평가하고,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시범사업 발굴

화·개혁 추진
- (2017. 7)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10개 조치
발표

확대 종합 시범지역의 새로운 개방
조치
- (2019. 2)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 업무방안 전면
추진
- (2019. 2)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11개 조치
발표2)

확대 종합 시범지역 개방 조치 전
면 추진
주: 1) 단계별 시범정책은 모두 베이징시 정부와 상무부가 공동 작성하여 국무원에서 승인한 문건이며, ( )는 국무원
발표 시점을 의미함.
2) 총 14개 조치 중 1·2차 조치와 동일한 3개 조치는 제외함.
3) 3차 개방 이후, 1차와 2차 개방조치는 그대로 시행하되 3차 개방조치와 충돌하는 조치의 경우 3차 개방조치를 따름.
자료: 김주혜(2019a), p. 5.

2) 톈진시
톈진시 정부는 13·5 규획기간 국가 중점 전략인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
하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대
외개방 및 협력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7)
‘일대일로’ 전략에서 톈진시는 ‘중국-몽골-러시아(中蒙俄)’ 경제회랑의 동부
기점이자 해상실크로드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계획으로, ‘톈진-신장-유럽(津
新欧)’, ‘톈진-몽골-러시아(津蒙俄)’를 잇는 국제 복합운송 교통회랑(跨境交通
走廊)을 건설하여 주변국과의 인프라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톈진시의
17) 「中共天津市委关于制定天津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12. 9), http://
leaders.people.com.cn/n/2015/1209/c58278-27903742.html(검색일: 2019. 9. 9).

40 •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경외경제무역협력구(境外经贸合作区)인 중국-이집트 타이다-수에즈18) 경제
무역협력구(中埃·泰达苏伊士经贸合作区, 이하 ‘중-이집트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인도네시아 쥐룽 농업산업협력구(中国·印度尼西亚聚龙农业产业合作区,
이하 ‘쥐룽 인도네시아 산업원’)의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이다.19) 이와 함께 톈
진 자유무역시험구를 중심으로 무역·금융 등 분야의 제도 개선과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한 투자규제 완화를 통해 대외개
방을 확대해나가고자 한다.20)

표 2-7. 톈진 13·5 규획 내 대외개방 및 협력 주요 정책
주요 정책

내용
-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의 동부 기점이자 해상실크로드의 전략적 거점

일대일로 건설 참여

역할을 담당하고, 연선국가와 실무협력 강화
- 중국-이집트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의 확장구역(拓展区) 건설 가속화
- 쥐룽 인도네시아 산업원을 국가급 경외경제무역협력구로 격상 추진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 행정 효율화, 투자 자유화, 무역 편리화, 금융 국제화 등 제도 혁신 추진
-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를 추진해 투자 관리체제를 혁신
- 투자환경을 최적화하여 투자유치, 기술 및 인재유치 추진

개방형 경제 발전

- 수입촉진혁신시범구(进口贸易促进创新示范区), 국경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범도시(跨境电子商务服务试点城市) 건설을 통한 대외무역 업그레이드

자료: 「中共天津市委关于制定天津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12. 9), http://leaders.
people.com.cn/n/2015/1209/c58278-27903742.html(검색일: 2019. 9. 9).

‘중-이집트 경제무역협력구’는 2008년 중국정부가 비준한 제2기 국가급 경
외경제무역협력구로 중국-아프리카 타이다 투자유한주식회사(中非泰达投资
股份有限公司)21)에서 운영하고 있다.22) 13·5 규획에 명시된 ‘중-이집트 경제
18) 타이다는 톈진경제기술개발구(泰达[天津经济技术开发区], TEDA[Tianjin Economic-Technological
Development Area])를 의미하고 수에즈는 이집트의 지명이다. 百度百科, https://baike.baidu.
com/item/%E5%A4%A9%E6%B4%A5%E7%BB%8F%E6%B5%8E%E6%8A%80%E6%9C%AF%E
5%BC%80%E5%8F%91%E5%8C%BA/1377115?fr=aladdin(검색일: 2019. 10. 15).
19) 위의 자료.
20) 中国(天津)自由贸易试验区, http://www.china-tjftz.gov.cn/html/cntjzymyqn/portal/index/
index.htm(검색일: 201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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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력구’ 확장구역의 건설은 2016년 1월부터 진행되었고, 3년이 경과된 시
점인 2019년 2월 기준 승용차 제조, 방직 등의 분야에서 8개 선도 기업이 입주
했으며 총 투자액은 2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초기 개발구역(起步区)에는 신형
건축자재, 석유장비, 고저압설비(高低压设备), 기계제조 등 4대 산업을 중심으
로 약 77개 기업이 입주했고 약 1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23)
톈진시 정부는 13·5 규획기간에 ‘쥐룽 인도네시아 산업원’을 국가급 경외경
제무역협력구로 격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밝혔는데, 2016년 8월 실제 국가급
으로 격상되었다. ‘쥐룽 인도네시아 산업원’은 2011년 톈진시 방주 무역유한
책임회사(天津市邦柱贸易有限责任公司)24)에서 투자·개발을 시작했다. 인도네
시아 내 개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거라자 회사(印尼格拉
哈公司)로 방주 무역유한책임회사가 약 9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25) ‘쥐룽
인도네시아 산업원’은 2022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2018년 11월 기준 약 1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기름야자 재배, 팜유 가공 및 정제, 유지 화학공업 위주의
농업 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다.26)
톈진 자유무역시험구는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된 후, 2015
년 4월 푸젠, 광둥과 함께 2기 자유무역시험구로 정식 출범했다.27) 톈진시 정
21) 중국-아프리카 타이다 투자 유한주식회사는 톈진 타이다 투자 주식회사(天津泰达投资控股有限公司)
와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 유한회사(中非发展基金有限公司)에서 공동 출자해 설립하였다. 「苏伊士
经贸合作区拓展区揭牌三周年 已吸引8家行业领军企业」, 中国一带一路网, https://www.yidaiyilu.

gov.cn/xwzx/hwxw/79590.htm(검색일: 2019. 10. 15).
22) 百度百科, https://c11.kr/au6l(검색일: 2019. 10. 15).
23) 「苏伊士经贸合作区拓展区揭牌三周年 已吸引8家行业领军企业」, 中国一带一路网, https://www.
yidaiyilu.gov.cn/xwzx/hwxw/79590.htm; 「习近平同埃及总统塞西举行会谈 强调携手努力 不
断开创中埃友好互利合作新局面」, 新华社, http://www.xinhuanet.com//world/2016-01/21/
c_1117855156.htm(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0. 15).
24) 톈진시 방주 무역 유한책임회사는 민영기업인 톈진 쥐룽 자화 투자그룹(天津聚龙嘉华投资集团有限公
司)에서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이다. 「中国印度尼西亚聚龙农业产业合作区」, 中国境外经贸合
作区, http://www.cocz.org/news/content-262379.aspx(검색일: 2019. 10. 16).
25) 위의 자료.
26) 「中国印度尼西亚聚龙农业产业合作区」, 广东省商务厅走出去公众服务平台, http://go.gdcom.gov.cn/

article.php?typeid=38&contentId=13737(검색일: 2019. 10. 16).
27) 2015년 3월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범구 범위 확장 및 광
동,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추가 설립안인 「광동 톈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종합방안(广东, 天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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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국무원에서 발표한 「중국 톈진 자유무역시험구 종합방안(中国(天津)自由
贸易试验区总体方案)」에 따라 제도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유무역시험
구의 ① 무역 자유화 ② 투자 편리화 ③ 첨단산업 집중 ④ 금융서비스 개선 ⑤
법제 환경 규범화 ⑥ 감독 및 관리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28) 또한 시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를 세 개 구역으로 구성하고, 각 구역별 육성산업(외국인 투자
중점 유치산업)과 주요 기능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톈진항 둥장 구역은 금
융리스, 항운금융 분야의 혁신 추진 △톈진공항 구역에서는 항공산업, 선진제
조업 및 물류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세 구역간 중점 산업의 상호연결
△빈하이신구 중심상무 구역은 ‘베이징·톈진(京津) 제2의 금융가’ 건설을 목표
로 베이징 금융산업의 톈진 이전을 추진해 금융 분야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투
자 및 무역 편리화 제도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29)

표 2-8. 톈진 자유무역시험구 구성
구분
톈진항 둥장 구역
(天津港东疆片区)
톈진공항 구역
(天津机场片区)
빈하이신구 중심상무 구역
(滨海新区中心商务片区)

면적
30.0㎢

기능(육성 분야)

위치

- 국제항운, 물류, 금융
리스, 현대 서비스업
- 항공우주산업, 전자시

43.1㎢

스템 설계업, 선진제
조업, 항공 물류업

46.8㎢ - 금융, 현대 서비스업

텐진항
30㎢

텐진공항
43.1㎢

빈하이신구
중심상업지
46.8㎢

자료: 中国(天津)自由贸易试验区, http://www.china-tjftz.gov.cn/html/cntjzymyqn/portal/index/index.htm(검
색일: 2019. 9. 9); 유다형(2017), p. 4.
福建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개혁개방 심화방안(进一步深化上海自由
贸易试验区改革开放方案)」이 심의·통과되었고, 4월 20일 승인을 받았다. 「中央政治局审议加快推进
生态文明建设《意见》 研究4个自贸区有关方案」(2015. 3. 24), 中央政府门户网站, http://www.gov.

cn/xinwen/2015-03/24/content_2837982.htm(검색일: 2019. 9. 20); 「中国务院印发广东、天
津、福建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和进一步深化上海自由贸易试验区改革开放方案」(2015. 3. 24), 中央
政府门户网站, http://www.gov.cn/xinwen/2015-04/20/content_2849703.htm(검색일: 2019.

9. 20).
28) 中国(天津)自由贸易试验区, http://www.china-tjftz.gov.cn/html/cntjzymyqn/portal/index/
index.htm(검색일: 2019. 9. 9).
29)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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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둥성
산둥성 정부는 13·5 규획에서 산둥성이 환보하이(环渤海) 지역 개방발전의
주요 거점이자 한국-중국-일본 협력의 전략지역임을 강조하고, 특히 한-중
FTA의 기회를 활용해 옌타이(烟台) 한-중 산업단지와 웨이하이(威海) 지방경
제협력 시범구 건설을 가속화할 방침임을 명시하였다.30) 더 나아가 성 정부는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구와 산둥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31)
표 2-9. 산둥 13·5 규획 내 대외개방 및 협력 정책
주요 정책

내용

- 대외개방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투자무역 편리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서
비스기능 완비, 법치보장규범의 개혁 추진
- 선진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국-독일 경제기술협력기지(中德经济技术协作基地)
협력교류의 플랫폼
건설
건설
- 한국-중국 지방경제협력 시범구(中韩地方经济合作示范区)와 산업단지 건설
을 가속화하여 무역, 투자, 산업협력 강화
- 한국-중국-일본 지방경제협력시범구와 산둥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신청 추진
다원화된
개방구조의 최적화
대외경제 및
대외무역 구조
최적화

-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허브, 한-중-일 협력의 전략지, 환보하이(环渤海) 지역
개방발전의 주요 거점 구축 추진
- 수출제품의 품질 제고를 목표로 특히 전자기기 및 첨단기술 제품 수출확대 추진
- 서비스무역 규모 확대
- 수입촉진 전략(进口促进战略)을 적극 실시하여 선진기술, 주요 설비 및 부품
수입을 장려

외자유치(引进来)의 - 세계 500대 기업 및 업계 선도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산업교류 증진
- 외국인투자 방식 최적화, 다양화
질과 효율 제고
해외진출(走出去)
수준 제고

- 대외 투자협력 방식 혁신, 해외 투자관리 간략화를 통해 투자협력 편리화를 추진
- 우수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자원협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장려
- 경외경제무역협력구 발전 가속화

자료: 「中共山东省委关于制定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12. 2), http://district.
ce.cn/newarea/roll/201512/09/t20151209_7424343.shtml(검색일: 2019. 9. 9).

30) 「中共山东省委关于制定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12. 2), http://
district.ce.cn/newarea/roll/201512/09/t20151209_7424343.shtml(검색일: 2019. 9. 9).
31)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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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은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32) 지방경제협력시범구와 한·중 산업단
지가 모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양국간 지방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웨이하이시 정부는 인천시 정부와 협력하여 상호
간 지방경제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으며, 옌타이시 정부 또한 한·중 산업단
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33)
이와 함께 2019년 8월 26일 산둥성은 제4기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되어 해
양경제 발전과 한·중·일 3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34)
산둥성 자유무역시험구는 성 내 경제 규모 상위 3대 지역인 지난(济南), 칭다오
(青岛), 옌타이(烟台)에 배치되었는데, 특히 옌타이 구역은 한·중 무역과 투자
협력의 선행구로 지정되었다.35)

표 2-10. 산둥 자유무역시험구 구성
구분
지난 구역
(济南片区)
칭다오 구역
(青岛片区)

면적

기능(육성 분야)
- 개방형 경제체제 종합 시험지역

37.9㎢

- 물류 중심, 과학기술 혁신 중심
- △인공지능 △금융 △의료 △문화 △정보기술 산업 중점 발전

52.0㎢

- 해양경제발전 시범구
- △선진적 해양산업 △항운물류 △금융 △선진제조업 발전
- 한·중 무역과 투자협력의 선행구, 국가과학기술성과 전환 및 국제기

옌타이 구역
(烟台片区)

29.9㎢

술이전 시범구
- △첨단장비 제조 △신소재 △차세대 정보기술 △환경 △바이오의약
△생산자 서비스 발전

자료: 김주혜(2019b), p. 6.

32) 한·중 FTA 협정문 내 제17.25조(지방경제협력)와 제17.26조(한국-중국 산업단지/공업원)에 의거.
33) 본 장의 4절 한·중 간 경제협력사업의 유형 및 주요 특징 내 제도 협력 부분에서 상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34) 홍진희(2019), p. 3.
35) 김주혜(2019b), p. 6.

제2장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전략 및 정책 • 45

4) 상하이시
13·5 규획기간 상하이시 대외경제협력 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자유무역시험구,
해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진출, 도시의 국제경쟁력 제고, 일대일로 사업 추진이다.
먼저 자유무역시험구와 관련하여 상하이시는 제도적 혁신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국제 투자 및 무역 규칙에 부합하고 현대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시스템 규
범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특히 정보 공개, 공정 경쟁 및 권
리 보호와 같은 제도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식재산권, 혁신요소의 이동, 경쟁
정책 및 분쟁 해결 분야의 제도를 개선해 국제적인 규칙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 상하이시는 자유무역시험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제도적 혁신
을 추구하고, 국제적인 투자·무역·관리 표준 및 규칙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경
제 시스템이 적용된 국제적이고 법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상하이시는 13·5 규획에서 주요 대외경제협력 사업으로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특정 단지 개발사업 또는 어떤 특정 국가와의 협력사업을 제시하지 않는
다. 다만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 등 제도적 부문의 비즈니스 환
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본사, 경제·금융·과학기
술·문화·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기구, 첨단기술 연구개발센터의 투자유치를
장려하고 있다. 일대일로 관련 투자협력 및 무역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무역투
자를 증진시키고, 중요한 항구의 상호 연결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에너지, 항
만, 전력, 통신, 고급 장비, 건설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산업 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기관의 일
대일로 건설 참여를 지지하고, 국경간 위안화 사용 확대를 촉진하며, 외국 기관
및 기업의 상하이 금융시장 내 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상하이 협력기구의 관련 금
융기관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해상 전략적 거점 설립을 가속화하고 운
송 서비스 기능을 확장하여 일대일로 전략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13·5 규획기간 상하이시의 주요 대외협력 사업으로는 2018년부터 연례적
으로 개최되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中国国际进口博览会)’를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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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7년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서 박람회 개최
를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상하이시 정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미·중 통상 마찰을 완화하고 일대일로 주변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36) 2019년 2월 국무원은 후춘화(胡春华) 국무원 부총리
를 수장으로 한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 제반사항을 관리하며, 특히 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협조와 해외 국
가 및 국제기구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37)

표 2-11. 2018~19년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 개요
구분

내용

주최기관

상무부, 상하이시 정부

협력기관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참가국

주빈국(러시아, 헝가리,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12개 국가를 포함한 169개 국가

전시면적

30만 ㎡

참가기업 수

2018년

약 3,600개

2019년

약 3,800개

거래액

2018년

약 600억 달러

2019년

약 711억 달러

자료: 中国国际进口博览会, https://www.ciie.org/zbh/cn/19us/Overview/(검색일: 2019. 11. 20); 이효진(2018.
11. 16); 쉬만(2018); 「第二届进博会累计意向成交711.3亿美元 比首届增长23%」(2019. 11. 11), http://
www.zqrb.cn/finance/hongguanjingji/2019-11-11/A1573414599796.html(검색일: 2019. 11. 20).

5) 광둥성
13·5 기간 광둥성 대외경제협력 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자유무역시험구, 일
대일로 사업 추진, 국제 산업협력, 수출입 경쟁력 제고, 해외투자진출이다.
광둥성은 시범사업이 널리 보급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고안하여 자유무역시
험구를 광둥성·홍콩·마카오와의 협력사업 시범구이자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36) 이효진(2018. 11. 16).
37) 부주임은 商务部部长, 上海市市长, 国务院机关党组成员이며, 조직위 위원으로 中央宣传部副部长 등
30여 개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 관계자가 임명되었다. 国务院办公厅(2019. 2. 25), 「关于成立中国国
际进口博览会组委会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03/04/content_5370445.

htm(검색일: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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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허브로 활용하고, 국가의 새로운 개혁개방의 선행지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광둥성은 2015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대일로 관련 정책 문건을 다수 발표
하였다. 광둥성의 일대일로 정책은 △ 해외 국가와의 상호 투자 촉진 △ 자유무
역시범구의 역할 강화 △ 홍콩·마카오와의 협력 증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표 2-12. 광둥성 일대일로 건설 관련 주요 정책 내용
분야

주요 내용

- (2020년)16개 우호 항구 조성, 연선국가 내 13개 중점 항구와의 협력 강화
- (2020년)연선국가간 운항노선 약 40개, 매주 항공편 1,000여 회로 증가
지역간
- 연선국가의 주요 항구, 공항 소재 도시와 도시연맹 체결(협력포럼 개최, 화물물류 네
연결성
트워크 구축)
제고를 위한
-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山头), 잔장(湛江) 등지에 항구 인
인프라 조성
프라 확충
- 둥관(东莞)에서 모스크바에 이르는 국제화물열차 운행, 향후 유럽까지 운송망 연결
- (2020년)연선국가와의 수출입 2013년의 두 배(약 2,300억 달러)로 확대
대외무역 및
- (2020년)광둥성 및 연선국가 항구간 물동량 2억 톤 달성
협력 수준
- 광둥성 내 수입상품센터 및 연선국가에 광둥성 제품 전시판매센터 건설
제고
- 각종 상품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캔톤페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박람회 등)
산업투자
촉진
에너지자원
개발협력
금융

- (2020년)연선국가와의 상호 투자 규모 140억 달러 달성
- 해외 농업시범단지 및 산업단지 건설 추진
- 원유, 석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등 분야 협력 강화
- 광둥 실크로드 기금 설립(20억 위안)
- 광둥, 홍콩, 마카오 금융기관의 위안화 해외투자 및 대출기금 공동 설립 장려

자료: 김홍원(2015. 11. 5), https://csf.kiep.go.kr/issueInfo/M002000000/view.do?articleId=15719(검색일: 2019.
9. 10).

광둥성은 중국 국내외적으로 다수의 대외경제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각각
경내 프로젝트는 19개, 경외 프로젝트는 13개이다. 13·5 규획에서 대외협력
을 위한 10개의 주요 플랫폼을 제시하였고, 모두 경내 경제협력사업에 해당한
다. 난사신구(南沙新区),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 서비스업 협력구(前海深港现
代服务业合作区), 헝친신구(横琴新区)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중화권 지
역이 아닌 국가와의 협력사업으로 독일 및 이스라엘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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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협력 분야는 공업서비스, 금속산업, 과학기술혁신 등이다. 한·중
(후이저우) 산업단지는 진행 중인 사업에 해당하나 주요 대외경제협력 플랫폼
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무역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광둥성은 첫째, △ 산터우 화교경제 문화협
력 시험구(汕头华侨经济文化合作试验区) △ 메이저우 해협양안 교류기지(梅
州海峡两岸交流基地) △ 광둥(잔장) 펀융 아세안 산업단지(广东(湛江)奋勇东盟
产业园) 등 주요 매개 사업의 역할을 십분 활용하여 해외 화교들의 일대일로
건설을 장려하고자 한다. 둘째, 질서 있는 서비스업 개방을 추진하고자 한다.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대일로 관련 사업 추진에
유리한 투융자 시스템을 고안하고자 한다. 셋째, 남태평양군도와 기초 인프라,
농업, 원양어업, 관광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남태평양군도의 협
력 시범지역이 되고자 한다.
넷째, ‘서진남확(西进南拓)’ 전략을 중점 실시하여 미주·유럽 등 선진국 및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투자 유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선진국의 세계 500대 기업, 업계 앵커기업, 중소형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첨단
기술, 우수한 인재 및 노하우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EU와는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자동자, 정밀화학, 바이오의약, 에너지·환경, 공업 디
자인, 건축설계, 문화·창의 산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미국과는 첨
단제조, IT, 금융, R&D 서비스, 바이오의약,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분야
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캐나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와는 광업, 농업, 목
축업, 교육, 관광 등 영역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다섯째, 광둥성 내에서 추진 중인 중외합작 산업단지인 △ 중국-독일(지에
양) 금속생태도시(中德(揭阳)金属生态城) △ 중국-독일(포산) 공업서비스구(中
德(佛山)工业服务区) △ 중국-이스라엘(둥관) 국제과학기술협력 산업단지(中以
(东莞)国际科技合作产业园) △ 중국-스위스(중산) 산업단지(中瑞(中山)产业园)
△ 중국-이탈리아(윈푸) 산업단지(中意(云浮)产业园) △ 중국-한국(후이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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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단지(中韩(惠州)科技园)의 건설을 높은 표준으로 가속화하고자 한다.
포산 중국-유럽 도시화 협력시범구(佛山中欧城镇化合作示范区) 건설을 강화하
고 광저우, 산터우 등지에서 중국-유럽 지방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여섯째, 아프리카,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등 신흥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광둥성과 아프리카의 부존자원 및 산업구조와 같은 방면의 상호 보완성을 충분
히 이용하여 자원개발, 의료, 관광, 농업,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대(對)아프리카 수출제품 개발 및 판매 채널 구축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의 우수한 비(非)자원류 제품 수입을 확대한다.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등 신흥
국과의 잠재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에너지자원, 농업, 관광, 기초 인프라 건설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일곱째, 광둥성 정부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광
둥성 우위 산업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광둥 실크로드 기금
(广东丝路基金)’을 활용하여 광둥성 기업의 일대일로 연선국가 투자를 돕고,
중점기업과 해외기관의 교류·협력을 전개하여 광둥성 기업의 해외진출 플랫폼
을 구축하고자 한다.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의 참여와 에너지자원 공동 개발을
장려한다. 우호관계 및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광둥성 경제무역대표처, 해외 화
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해외투자 지원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
둥성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전략적 협력 연맹을 구축한다. 의류방직, 식품가공,
가전제품, 건축자재, 가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점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건설
및 관련 생산설비의 해외수출을 지원한다. 경외 중점 경제무역협력구, 산업협
력단지 등을 구축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해외로 산업 가치사슬 확대를 추진한
다. 해외투자 자금관리 제도를 개혁하고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관리 및 기업 관
계자의 출입국 등과 같은 투자 장애요소를 해소한다. 해외투자 관련 세수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정부, 기업, 금융기관 간에 투융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해외투자 진출 리스크 평가, 예측, 대응 체계를 건립하여 해외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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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광둥성 대외협력 중점 프로젝트
구분

추진 중인 프로젝트
∙ 난사신구(南沙新区)
∙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 서비스업 협력구(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
∙ 헝친신구(横琴新区)
∙ 광둥(스룽) 철도 국제물류센터(广东(石龙)铁路国际物流中心)
∙ 중국-러시아 무역산업단지(中俄贸易产业园)
∙ 산터우 화교경제 문화협력 시험구(汕头华侨经济文化合作试验区)
∙ 메이저우 해협양안 교류기지(梅州海峡两岸交流基地)
∙ 원 중앙혁명근거지 진흥발전 시범구(原中央苏区振兴发展示范区)
∙ 중국-싱가포르 광저우 지식도시(中新(广州)知识城)

경내

∙ 광둥(잔장) 펀융 아세안 산업단지(广东(湛江)奋勇东盟产业园)
∙ 광둥(마오밍)-싱가포르(위랑) 석유화학산업 협력시범구(广东(茂名)新加坡(裕廊)石化产业合
作示范区)
∙ 중국-독일(지에양) 금속생태도시(中德(揭阳)金属生态城)
∙ 중국-독일(포산) 공업서비스구(中德(佛山)工业服务区)
∙ 중국-이스라엘(둥관) 국제과학기술협력 산업단지(中以(东莞)国际科技合作产业园)
∙ 중국-이스라엘(산터우) 과학기술혁신 협력구(中以(汕头)科技创新合作区)
∙ 중국-스위스(중산) 산업단지(中瑞(中山)产业园)
∙ 중국-이탈리아(윈푸) 산업단지(中意(云浮)产业园)
∙ 중국-한국(후이저우) 과학기술단지(中韩(惠州)科技园)
∙ 포산 중국-유럽 도시화 협력시범구(佛山中欧城镇化合作示范区)
∙ 주하이-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사업(珠海—巴基斯坦瓜达尔港项目)
∙ 자오상* 국제 스리랑카 함반토라 항구 2기 사업(招商国际斯里兰卡汉班托塔港二期项目)
∙ 중국-말레이시아 광둥-말라카 해양 산업단지(中马广东—马六甲海洋工业园)
∙ 비구이위안* 말레이시아 삼림도시 사업(碧桂园马来西亚森林城市项目)
∙ 중국-베트남(선전-하이퐁) 경제무역 협력구(中国—越南(深圳—海防) 经贸合作区)
∙ 광둥전룽*-미얀마 500만 톤급 정유사업(广东振戎缅甸 500 万吨炼油项目)

경외

∙ 광둥전기* 국제전력 협력사업(粤电国际电源合作项目)
∙ 광성·판아오* 라오스 구리금광 사업(广晟泛澳老挝铜金矿项目)
∙ 광둥-싱가포르-인도네시아 니켈철광 사업(广新印尼镍铁矿项目)
∙ 광컨* 동남아 고무생산기지(广垦东南亚橡胶种植和加工基地项目)
∙ 잔장 화다* 캄보디아 사탕수수 생산기지(湛江华大柬埔寨甘蔗种植及现代制糖产业化项目)
∙ 사우디 아라비아(지잔)-중국 산업집적구(沙特吉赞—中国产业集聚区项目)
∙ 광둥-이란 세슘 자유무역구 협력사업(广东-伊朗格什姆自贸区合作项目)

주: 1) 밑줄 친 항목은 정책문건에서 중점 협력 플랫폼으로 제시된 것임.
2) *표시는 기업 명칭임.
자료: 广东省发展和改革委员会(2018), 「广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十三五规划」, http://drc.gd.gov.cn/sswgh/
content/post_854165.html(검색일: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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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푸젠성
13·5 기간 푸젠성 대외경제협력 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자유무역시험구, 일
대일로 사업 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사업 추진, 푸저우(福州)신구 개발,
해외투자 유치 및 진출 증대, 대만·홍콩·마카오와의 협력 수준 제고이다.
푸젠성은 자유무역시험구와 관련하여 제도적 혁신, 개방 확대, 그리고 이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체계 및 조
정·중재 서비스 발전을 제시하였다. 푸젠의 제도적 혁신 정책 사업은 대부분
대만을 겨냥해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양안간 협력 메커니즘을 혁신하
고, 대만과의 무역투자 자유화에 앞장서고자 한다. 대만의 자유경제시범구역
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상품, 서비스, 자금, 인력 및 기타 요인의 자유로운 이동
을 추진하고자 한다. 양안간 금융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 RMB의 국경간 사
용 확대, 자본계정 자유태환, 국경간 투자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 금융개방 시험
지역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일대일로 추진 관련 해상실크로드 핵심지역으로 지정된 푸
젠성은 주요 대외경제협력 사업으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관련 정책 사업과
대만과의 협력사업에 주력하고자 한다. 푸젠성의 해상실크로드 건설사업은 푸
젠성 역내외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외무역·투자, 특히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
력을 확대하며 해양 분야의 개발협력을 강조한다.
푸젠성은 13·5규획에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산업 협력과 관련하여 각각
IT, 기계장비, 석유화학, 현대 농업, 근해 어업, 에너지 및 광물, 야금, 섬유 및
신발 등의 분야를 제시하였다. 이 중 해양협력과 관련하여 중국-아세안 해양협
력센터, 중국-아세안 해산물 거래소, 중국-아세안 해양 대학, 중국-아프리카
어업 본부기지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대외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서 푸저우 신구 개발을 추진 중이나 아직 푸저우 신구 내 특정 국가와의 해외협
력사업은 명기되어 있지 않다.
푸젠성의 13·5 규획에서 제시된 대외경제협력 관련 정책적 지원은 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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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푸젠성 일대일로 건설의 주요 정책
분야
국내외 인프라
구축 및 연결

주요 내용
- 지안~용안~취안저우 철도(吉永泉铁路),1) 푸저우~샤먼 고속철(福厦高铁)2) 건설
- 아세안 국가 등지와의 항만인프라·물류단지 건설 및 운영관리 협력
- 아세안 국가 등지와의 해외 전자상거래 및 물류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자유무역시범구 건설(무역, 투자, 금융, 정부 감독관리 등 영역의 개혁)

무역·투자
증진

- 푸젠 제품전시회 및 해외 투자교류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 개최
- 해외 경제협력단지 건설(라오스·스리랑카 등)
- 아시아 협력 대화(ACD)3) 및 아시아 비즈니스 대회 개최(2015년 5월 개최 예정)

주: 1) 지용취안 철도(吉永泉铁路)는 장시성 지안(吉安)시와 푸젠성 용안(永安)시, 취안저우(泉州)시를 연결하는 철도로
기존의 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서부를 기점으로 하여 화중(华中)지역을 관통하는 석탄운반 전용 철도를
푸젠성까지 연장한 노선이며, 푸젠성 내 철도 길이는 200여km에 달함.
2) 푸저우~샤먼 고속철은 저장(浙江)성 원저우(温州)~푸저우, 샤먼~광둥(广东)성 선전(深圳)을 잇는 구간으로, 동남부
연해를 따라 장강삼각주와 주장삼각주를 연결함.
3) 아시아 협력대화(ACD)는 2000년 9월 태국의 탁신 총리가 ASEAN+3 체제를 넘어 아시아 전체의 협력 달성을
위한 협의체를 주창함에 따라 설립된 국제 협력체임.
자료: 김홍원(2015. 5. 13).

만을 겨냥한 것이다. 푸젠성은 샤먼시의 양안 산업 투자기금 설립과 양안 인프
라 및 대만과 관련된 주요 산업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양안의 산·학·연 협력
메커니즘을 혁신하여 양안 과학기술 교환 및 협력 플랫폼 건설을 강화할 계획
이다. 푸젠과 대만 간 항공편의 비행 제한 완화 및 직항 노선 개설, 대(對)대만
우편물 처리센터 건설을 통해 대만으로의 운송 서비스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다음으로 푸젠과 대만의 세관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화물 통관, 무역 통계 및
원산지 검증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양안간 세관, 제품 검사 및 검역,
식품 안전, 품질 표준 인증 분야의 협력과 정보 교환을 장려할 계획이다. 양안
무역센터 및 동남 국제 해운센터 건설과 더불어 대만산 상품거래 플랫폼을 구
축하여 양안간 냉장물류산업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서비스업 관련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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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푸젠성 대외협력 중점 프로젝트
구분

추진 중인 프로젝트
∙ 중국-아세안 해양협력센터(中国－东盟海洋合作中心)*
∙ 중국-아세안 해산물거래소(中国－东盟海产品交易所)*
∙ 중국-아세안 해양대학(中国－东盟海洋学院)

경내

∙ 중국-싱가포르(취안저우) 해양도시(中新(泉州)海洋城)
∙ 푸젠-대만 전자상거래 및 현대 물류단지(闽台电子商务与现代物流园)
∙ 푸젠-대만 국가문화산업 시험단지(闽台国家文化产业试验园区)
∙ 푸젠-대만 국가급 문화 및 과학기술 융합 시범기지(闽台国家级文化和科技融合示范基地)
∙ 해협 국가 디지털 출판산업 기지(海峡国家数字出版产业基地)
∙ 중국-아세안 해양협력센터(中国－东盟海洋合作中心)*

경외

∙ 중국-아세안 해산물거래소(中国－东盟海产品交易所)*
∙ 중국-아프리카 어업 본부기지(랑치) 사업(中非渔业总部基地(琅岐)项目)

주: *표시는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프로젝트임.
자료: 「福建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十三五规划」(2016), http://cs.fuzhou.gov.cn/UploadFiles/file/20160927/
14749465591784665.pdf(검색일: 2019. 9. 10).

나. 서부권역
1) 쓰촨성
쓰촨성은 13·5 발전규획에서 대외개방 및 대외협력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3·5 규획 31장에서는 다층적 국내외 협력 심화 전략
으로 5개의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중국 외 국제협력은 △ 일대일
로 전략 △ 선진 경제권 및 신흥 경제국과의 협력 추진 △ 개방협력 플랫폼 건설
이 있다. 쓰촨성은 먼저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청두시와 유럽
을 잇는 롱어우(蓉欧)철도의 운송능력을 제고하는 등 국제 교통물류 인프라 건
설을 가속화하고, 방글라데시-인도-미얀마-중국 경제회랑과,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구축에 적극 참여한다. 특히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협력 확대가 강
조되는데, ‘251 행동계획(251行动计划)’을 통해 에너지·자원, ICT, 장비제조,
항공우주, 공정건설 등 영역에서 협력하고, 인문교류협력을 통해 문화관광,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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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위생 등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며 무역투자·금융 방면에서도 제도적 편리화
를 추진할 계획이다.
쓰촨성은 또한 유럽 경제권과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에 적극 편입하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신에너지, 환경, 스마트교통 등 신기술
영역에서는 유럽과의 협력을 심화하고, 북미지역과 대대적인 무역투자 협력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 일본, 호주와 ICT, 농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ASEAN
과 남아시아 국가에는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강화한다. 그 외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 신흥경제국들과는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장비제조 등을 중심
으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쓰촨성은 개방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자유무역시험구(FTZ), 해
관특수관리감독구(海关特殊监管区) 등을 내륙개방협력 시범구와 제도혁신 시
험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독일, 프랑스 등과 국가별로 협력단지를
건설하고 중국 서부 국제박람회(西博会) 등 주요 박람회의 영향력을 제고하며,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표 2-16. 쓰촨성의 다층적 국내외 협력 심화 전략
세부항목

주요 내용
- 국제교통물류 인프라 건설 가속화, 롱어우(蓉欧)철도 운송능력 제고
- 방글라데시·인도·미얀마·중국 경제회랑 구축 참여,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구축
참여

일대일로 전략

- ‘251 행동계획(251行动计划)’을 통해 에너지·자원, ICT, 장비제조, 항공우주, 공
정건설 등 영역에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협력 확대
- 인문교류협력을 통해 문화관광, 교육, 위생 등 분야에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협력 촉진
-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해 무역투자·금융 방면 제도적 편리화 추진
- 장강유역의 동·중·서부 성시(省市)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강 수운을 중심으로

창장경제벨트
건설

철도, 고속도로, 항공, 파이프 등의 종합교통체계 구축
- 장강유역을 따라 산업이전 시스템을 설계해 현대산업회랑 구축
- 장강의 환경보호와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한 생태환경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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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계속
세부항목

주요 내용
- 유럽 경제권과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에 적극 편입, 첨단산업 분야에서 적극 협력
- 신에너지, 환경, 스마트교통 등 신기술 영역에서 유럽과 협력 심화

선진 경제권 및 - 북미지역과 대대적인 무역투자 협력 진행
신흥 경제국과의 - 한국, 일본, 호주와 ICT, 농업 분야 협력 확대
협력

- ASEAN과 남아시아 국가에서 저우추취(走出去) 전략 강화
-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 신흥경제국들과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장비제조 등
을 중심으로 협력 강화
- 충칭과 시장 일체화를 추진하고 서비스 연동, 환경보호, 자원 활용, 산업협력을
강화하며 청두-충칭 협력시범구 건설을 지원하는 등 청위경제권 발전 도모

중국 내
주요
경제권과의
협력

- 징진지(京津冀), 장삼각(长三角), 주삼각(珠三角) 경제권과의 협력 강화, 산업이
전 확대 추진
- 신장(新疆), 닝샤(宁夏), 간쑤(甘肃) 등과 협력해 유라시아 교통물류 전략을 공동
추진
- 광시(广西), 윈난(云南)과 산업협력, 인프라 공동건설을 추진해 ASEAN과 남아시
아 진출 확대
- 자유무역시험구(FTZ), 해관특수관리감독구(海关特殊监管区) 등을 내륙개방협력

개방협력
플랫폼 건설

시범구와 제도혁신 시험구로 육성
- 한국, 독일, 프랑스 등과 국가별 협력단지 건설
- 중국 서부 국제박람회(西博会) 등 주요 박람회의 영향력 제고
-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네트워크 적극 확대

자료: 四川省人民政府(2016), pp. 66~70.

쓰촨성은 13·5 규획 32장에서 개방형 경제 업그레이드 전략을 강조하며 △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 유지 △ 외자활용의 질적 수준 제고 △ 저우추취 전략
의 가속화 등 대외개방의 기본적인 정책 틀을 제시했다. 먼저 대외무역의 안정
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규모 확대와 무역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규모 확대
의 경우 수출 부문에서는 기계·전력 설비, 하이테크 제품, 농산품 수출을 확대
하고, 수입 부문에서는 선진기술설비, 핵심부품, 전략자원 수입을 독려할 계획
이다. 무역구조 전환의 경우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서비스무역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외자활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 500대 기업, 업계 선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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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초점을 맞춰 첨단산업 프로젝트를 적극 유치하고, 쓰촨성 내 제조기지, 헤
드쿼터, R&D 센터 등의 설립을 장려하고자 한다. 제도 및 시장환경 개선을 통
해 외자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촉진 이벤트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쓰촨성은 저우추취 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지원 서비스체계
를 정비하고자 한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111 프로젝트’를 실시해 주변 아
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장비제조, ICT, 식품·음료, 가스화학,
철강, 에너지, 자동차 제조 등 산업에서 100개의 국제협력 프로젝트 실시, 10개
의 협력시범기지 조성, 100억 달러 규모의 수출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협력 플랫폼으로서 중·한 혁신창업원(中韩创新创业园), 중·독 산업혁신협력

표 2-17. 쓰촨성의 개방형 경제 업그레이드 전략
세부항목
대외무역 안정적
성장 유지
외자활용의
질적 수준 제고

주요 내용
- 기계·전력 설비, 하이테크 제품, 농산품 수출 확대
- 선진기술설비, 핵심부품, 전략자원 수입 독려
-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서비스무역 발전 지원
- 세계 500대 기업, 업계 선두기업의 첨단산업 프로젝트 적극 유치
- 쓰촨성 내 제조기지, 헤드쿼터, R&D 센터 설립 장려
- 외자진입 규제 완화, 투자 촉진 이벤트 확대
251
행동계획

러시아, 싱가포르 등 20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장비제조, ICT
분야에서 50개의 중대 프로젝트 실시, 100개의 우수기업을 선정
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장비제조, ICT, 식품·음

111

료, 가스화학, 철강, 에너지, 자동차 제조 등 산업에서 100개의 국

프로젝트

제협력 프로젝트 실시, 10개의 협력시범기지 조성, 100억 달러 규
모의 수출효과를 목표

저우추취 전략의
가속화

협력 플랫폼
건설

중·한 혁신창업원(中韩创新创业园), 중·독 산업혁신협력플랫폼,
쓰촨-프랑스 협력원, 싱가포르-쓰촨 혁신과학원, 톈푸신구 일대일
로 협력단지, ASEAN 국제산업원 등 건설
중국서부국제박람회, 중국(몐양)국제과학기술박람회, 쓰촨농업박람

박람회 개최

회, 중국서부 해외 첨단과학기술 인재 교류회, 중국국제 주류업 박
람회, 쓰촨국제관광교역박람회, 청두 글로벌 혁신창업 교역회 등의
영향력 제고 지원

자료: 四川省人民政府(2016), p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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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쓰촨-프랑스 협력원, 싱가포르-쓰촨 혁신과학원, 톈푸신구 일대일로
협력단지, ASEAN 국제산업원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 충칭시
충칭시는 13·5 발전규획에서 대외개방 및 대외협력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3·5 규획 제20장에서 제24장까지가 충칭시 대외개방
전략의 기본 틀이다. 여기에는 △ 일대일로 △ 교통·물류 △ 량장신구 개방 △
중국-싱가포르 전략적 시범 프로젝트 △ 무역·투자 구조 업그레이드 등 주요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일대일로라는 중국의 국가전략 구도에서 충칭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
고자 한다. 충칭은 중국-유럽을 잇는 위신어우 철도(渝新欧)와 ASEAN을 잇는
남향통로(南向通道)를 활용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양 실크로드의 전략적 요충
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러시아 볼가강 연안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인도차이나반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인도-미얀마-중국 경제회랑 건설에 충
칭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홍콩, 대만 진출기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한다.
충칭시는 대외개방 전략의 일환으로 교통·물류 기능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동쪽으로는 장강의 수운기능 최적화를 위해 상류에 수운센터를 건설하고 장강
유역을 따라 화물수송 철도를 구축한다. 서쪽으로는 위신어우 철도 관련 통관,
창고, 우편, 관광 등 서비스를 개발해 운행을 확대하고, 남쪽으로는 ASEAN으
로 이어지는 물류통로를 증설한다. 또한 충칭 공항의 취항노선을 100개까지
확대해 항공 네트워크를 확장할 방침이다.
충칭시는 또한 량장신구를 대외개방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량장신구
에 중국 국내외 첨단산업과 인재, 자원 등을 집중하여 전략적 신흥산업과 서비
스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신에너지자동차, 커넥티드카, ICT 핵심부품, 로
봇, 디지털 장비, IoT, 웨어러블 장비, 항공기, 바이오의약, 환경, 신소재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자본과 인재를 끌어 모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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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는 이례적으로 싱가포르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규획 내 하나의 장(章)
으로 구성해 제시했다. 중국-싱가포르 상호협력 시범 프로젝트(中新战略性互
联互通示范项目)를 중국의 지역발전 및 대외개방 전략의 중요한 조치로서 추진
하고 특히 금융 서비스, 항공, 교통·물류, ICT 등 4개의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양국이 기금을 조성해 운영
하고, 위안화 태환, 위안화 역외사용을 시험한다. 충칭기업에 대한 싱가포르 은
행의 위안화 대출을 추진하고, 싱가포르에서 충칭기업의 위안화 채권 발행, 싱
가포르 증권거래소 직접 상장 등을 가능하게 지원한다. 싱가포르를 다양한 위
안화 업무가 취급 가능한 역외금융센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항공 분야
에서는 싱가포르의 항공업체들을 충칭에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항공
사와 중국 항공사의 코드쉐어를 적극 추진하고, 싱가포르 업체가 충칭 공항에
지점을 설립하여 지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교통·물류 분야에서는
해외물류를 대대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식
품, 의약품 등 유통기한이 짧은 소비재에 대해 간소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복합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복합운송 관리감독 센터를 설립해 통합
관리하고, 싱가포르 물류기업도 충칭의 물류정보 공유 플랫폼에 참여시켜 관련
데이터를 교환·공유할 계획이다. ICT 분야에서는 싱가포르 정보통신업체들의
충칭 진출을 추진하고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인터넷 게이트웨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등 충칭의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충칭시는 중국-싱가포르 상호협력 시범 프로젝트의 운영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충칭시는 대외개방의 기본적인 요소인 무역·투자 부문의 구조를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 무역 부문의 경우 충칭의 지리적 위치와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중
계무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위신어우 철도, 국제 항공화물, 장강 수운 등을 통
해 국내외 화물을 흡수하고 반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칭 내 다국적 기업이
물류센터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수입차 무역센터, 유럽 수입상품단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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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한다. 전통적인 공업도시인 충칭시는 서비스무역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보세상품 전시판매, 빅데이터 거래 등을 육성할 계획이
다. 2020년까지 서비스무역 규모 5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 부문
의 경우 외자사용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저우추취 전략을 적극 시행한다. 먼저
외자사용의 규모 면에서는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중점 외자유치
분야는 전략적 신흥산업, 선진 제조업,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즉 산업구조 업그
레이드에 외자를 적극 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PPP 파
이낸싱 등을 개발해 외국인 투자채널을 확대한다. 저우추취 전략의 경우 자동
차, 자기부상열차, 친환경 에너지, 천연가스, 건축자재 등 우위산업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로의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해외 선진 기술기업 인수합병과
R&D센터 설립을 장려할 계획이다.

표 2-18. 충칭의 대외개방 전략
세부항목

주요 내용
- 러시아 볼가강 연안 경제무역 협력 심화
- 중국-인도차이나반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인도-미얀마-중국 경제회랑 건설에

일대일로

충칭기업의 참여 적극 지원
- 홍콩, 대만 진출기업에 대한 융자 확대
-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의 연계발전 추진
- 동쪽으로는 장강의 수운기능 최적화를 위해 상류에 수운센터를 건설하고 장강 유
역을 따라 화물수송 철도 구축

교통물류

- 서쪽으로는 위신어우 철도 관련 통관, 창고, 우편, 관광 등 서비스를 개발해 운행을
확대
- 남쪽으로는 ASEAN으로의 물류통로 증설
- 충칭 공항의 취항노선을 100개까지 확대해 항공 네트워크 확장
- 량장신구에 중국 국내외 첨단산업과 인재, 자원 등을 집중하여 전략적 신흥산업과
서비스업 육성

량장신구 개방

- 신에너지자동차, 커넥티드카, ICT 핵심부품, 로봇, 디지털 장비, IoT, 웨어러블 장
비, 항공기, 바이오의약, 환경, 신소재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
- 2020년 량장신구의 GDP 4,000억 위안, 공업 부가가치 1조 위안, 상주인구
290만 명 등이 목표

60 •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표 2-18. 계속
세부항목

주요 내용
- 중국-싱가포르 공동기금 조성 및 운영
- 위안화 역외사용 시험
금융 서비스 - 싱가포르 은행의 위안화 대출 추진
- 충칭기업의 싱가포르 내 채권 발행,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
- 싱가포르를 위안화 역외금융 센터로 육성
- 싱가포르 항공사와 중국 항공사의 코드쉐어
항공

- 싱가포르 업체가 충칭 공항 내 지점을 설립하고 지상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장려

중국-싱가포르

-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략적 시범

- 식품, 의약품 등 유통기한이 짧은 소비재에 대해 간소한 통관서비스

프로젝트
교통·물류

제공
- 복합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복합운송 관리감독 센터를 설립
해 통합 관리하고, 싱가포르 물류기업도 충칭의 물류정보 공유 플랫
폼에 참여시켜 관련 데이터를 교환·공유
- 싱가포르 정보통신업체들의 충칭 진출 추진

ICT

- 싱가포르 업체가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인터넷 게이트웨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등 충칭의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도
록 독려
- 중계무역 활성화
- 충칭 내 다국적 기업이 물류센터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수입차 무

무역

역센터, 유럽 수입상품단지 등을 건설
- 서비스무역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전자상거래, 보세상품 전시판
매, 빅데이터 거래 등 육성
- 2020년까지 서비스무역 규모 500억 달러를 목표

무역·투자 구조

- 외자사용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저우추취 전략 적극 시행

업그레이드

- 외자사용 매년 100억 달러 이상 유지, 중점 외자유치 분야는 전략
적 신흥산업, 선진 제조업, 서비스업을 포함
투자

- 새로운 금융서비스, PPP 파이낸싱 등을 개발해 외국인 투자채널
확대
- 자동차, 자기부상열차, 친환경 에너지, 천연가스, 건축자재 등 우위
산업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로의 진출 지원
- 해외 선진 기술기업 인수합병과 R&D 센터 설립 장려

자료: 重庆市人民政府(2016), pp. 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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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시자치구
광시자치구는 ASEAN을 중심으로 영미권, 한국,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을
연결하는 개방협력의 중심지가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시자치구는 13·5 규
획에서 △ 일대일로 △ 중국 서남중지역의 전략적 허브 구축 △ 개방형 경제구
조 구축이라는 세 가지 큰 틀의 포지셔닝 전략을 제시했다. 성도인 난닝(南宁)
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구이양(贵阳), 충칭(重庆), 청두(成都), 란저우(兰州),
우루무치(乌鲁木齐) 등 중국 서부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고, 남쪽으로는 베트
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
들로 통하는 교두보가 된다. 충칭시와 유럽을 잇는 위신어우 철도를 류저우(柳
州)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중국-유럽 횡단철도의 기능을 광시북부만, 홍
콩-마카오, 주강삼각주 등 중국 최남단 지역까지 확장한다. 광시북부만의 경우
중국과 ASEAN 간 협력 네트워크의 핵심지역으로서 항만 인프라를 개선하고
여객·화물 정기운송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협력 산업단지 건설
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광시 내 설비제조 중심의 ASEAN 중점 생산기지와 농
림, 광물 등 수출가공기지를 건설하고, 중국-말레이시아-친저우 산업단지, 말
레이시아-중국-쿠안탄 경제무역협력구 등 ASEAN 국가들과의 공동 산업단지
구축을 추진한다. 그 외 ASEAN과의 연합대학, 문화교류센터, 싱크탱크 교류
센터, 인재양성기지 등 과학·교육·문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난닝, 둥싱, 핑
샹에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중국 서남중지역의 전략적 허브 구축은 기본적으로 중국 내 기타 경제권과
의 대외협력 방안이다. 주강삼각주, 웨이강아오(粤港澳), 청위경제권, 창장경
제벨트 등 서남중지역의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프라
개선 등 교통물류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인구, 자금, 정보 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난닝을 지나는 고속철도를 활용해 주
변 도시와의 고속철도 경제벨트를 건설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범주강(珠江) 협
력기금 등 지역간 협력융자 플랫폼 설립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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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자치구는 개방형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 다섯 가지 중점사업을 실시한
다. 친저우 보세항구(钦州保税港区), 핑샹 종합보세구, 베이하이 수출가공구의
제도와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난닝과 우저우(梧州)에 종합보세구를 설치한다.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국제 여객·화물 도로 운송, 인력 출입국, 해관 관리감
독 및 검역 등 분야에서 통관 편리화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ASEAN 국가들과
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난닝에 국가급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광시자치구는 항공, 수운, 철도 등 교통 분야의 거점지역을
설정해 육성하고자 한다. 항공 거점으로 류저우, 수운 거점으로 난닝, 바이써,
라이빈(来宾), 철도 거점으로 류저우와 구이린을 지정했다. 또한 북부만에 국
제 원자재거래소를 설립·운영하여 향후 ASEAN과의 원자재 거래 중심지 역할
을 수행하고자 한다.

표 2-19. 광시자치구의 대외개방 전략
세부항목

주요 내용
국제경제회랑

난닝-싱가포르 경제회랑을 주축으로 중국-중남반도경제회
랑, 몽골-중국-인도-미얀마경제회랑 건설

중점 개발개방 시험구 둥싱(东兴), 핑샹(凭祥) 중점 개발개방 시험구 건설
중-말레이시아-친저우시 산업단지, 말레이시아-중국-쿠안탄
경제무역협력구, 중국-태국(충쭤시)산업단지 및 (위린)관광
국제협력단지
일대일로 적극

문화산업단지, 중신-난닝 산업단지, 류저우-중국-유럽 전략
협력시범구, 광시-브루나이 경제회랑, 중국-캄보디아-바이
써 협력산업단지 등 건설, 이외에 베트남과의 변경지역에

참여

경제협력구 설립 추진
중국-아세안연합대학과 중국-아세안 문화교류센터, 문화미
과학교육문화협력

디어센터, 빈곤구제센터, 싱크탱크교류센터, 국제근로협력시
장과 기술자양성기지, 직업교육연합전시 및 포럼 등, 류저
우와 구이린 아세안 인재양성기지
난닝 지역국제금융센터, 둥싱(东兴)과 핑샹(凭祥) 국경금융

역내금융센터

서비스센터, 중-말레이시아-친저우산업단지 다국적금융서비
스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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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계속
세부항목

주요 내용

중국

- 주강삼각주, 웨이강아오(粤港澳), 청위경제권, 창장경제벨트 등과 서남중지역 경
제회랑 건설

서남중지역의
전략적 허브
구축

- 고속철도 경제벨트 건설
- 범주강 협력기금 등 지역간 협력융자 플랫폼 설립
친저우 보세강구(钦州保税港区), 핑샹 종합보세구, 베이하
종합보세구

이 수출가공구를 최적화하고, 난닝 종합보세구, 우저우(梧
州) 종합보세구 건설 추진

거점지역 업그레이드
개방형

통관 편리화

경제구조 구축
전자상거래

류저우 항공 거점, 난닝, 바이써, 라이빈 수운 거점, 류저
우, 구이린 철도 거점 신설
국경간 전자상거래, 국제 여객·화물 도로 운송, 인력 출입
국, 해관 관리감독, 검역 등 분야에서 편리화 조치 시행
- 난닝에 국가급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건설
- 중국과 ASEAN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 북부만 국제 원자재거래소 건설

원자재거래

- 중국-ASEAN 수출입상품 구매기지, 바이써(百色) 농산품
거래센터, 핑샹 상품거래컨벤션센터, 위린(玉林)중약재거
래소 등

자료: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2016), pp. 28~36.

다. 동북권역
1) 랴오닝성
랴오닝성은 대외개방 및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전략인 일대일로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주변국·선진국과의 교류 증진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랴오닝성은
첫째,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확충을 강조한다. 중·몽·러 경제회랑 조성을 위해
연해지역 항구를 활용하여 유럽으로 통하는 3개의 노선38)을 만들고, 일대일로
38) ① 랴오닝-해상-유럽(辽海欧, 다롄항-인도네시아-남태평양지역 및 베링해협-유럽) ② 랴오닝-네이
멍구자치구-유럽(辽满欧, 다롄항·잉커우항-네이멍구자치구 만저우리시-러시아-유럽) ③ 랴오닝-몽
골-유럽(辽蒙欧 진저우항·단둥항-몽골 처이발상시-유럽) 3개 노선이다. 「“一带一路”战略统领辽宁
新开放」(2015. 3. 24), https://wenku.baidu.com/view/c9d7110002d8ce2f0066f5335a

8102d276a26131.html(검색일: 201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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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선국가와의 항공노선을 추가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중·한 협력단지, 중·독 협력단지, 다롄 전
자상거래종합 시험구 등 개방협력 플랫폼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는 한·
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한 자유무역협력시범구 건설을 계획하고,
다롄시에 한국국제면세센터(购物城), 중·한·일 순환경제시범기지의 설립을 추
진한다. 독일과는 장비제조업 협력을 강화하여 중·독 첨단장비 제조업 단지 건
설을 추진한다. 특히 「중국제조 2025 랴오닝행동강요」를 발표하여, 독일 「인
더스트리 4.0」과의 연계를 통한 차세대 정보기술과 장비제조업의 융합, 전통
장비제조업의 고도화, 스마트 제조 및 스마트 서비스체계 구축, 국가 첨단장
비·스마트 장비제조업 전략기지 및 핵심 클러스터 구축을 제시한다.
셋째, 대외무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을 장려한다. 전기기계·첨단기
술·독자 브랜드 상품과 서비스무역의 수출 규모를 확대하는 등 무역상품을 고
도화하고, 수출 산업단지를 확대하여 13·5 기간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성급 수
출 산업단지를 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ASEAN·EU·미국 등
전통적인 무역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러시아·몽골·인도·아프리카·중남
미·중동 등 국가와의 교역 증진을 도모한다. 특히 국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9
개의 해외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표 2-21 참고).
이 외에도 투자를 가로막던 기존 제도의 정비를 통해 대내외 투자자들의 동
북지역 투자 확대를 장려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롄 하계
다보스 포럼, 다롄 중국 국제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박람회, 선양 한국행사
주간(韩国周)·대만행사 주간(台湾周)을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 방식을 다변화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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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랴오닝성 13·5 규획의 주요 내용(대외개방)
시기

주요 내용
- (국제대통로 건설) 연해지역의 항구를 활용하여 유럽으로 통하는 3개의 국제 대통
로 건설, 다롄 국제공항의 러시아발 항공기 신설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항공노

개방협력
플랫폼 조성

선 추가
- (개방협력 플랫폼 조성) 다롄 진푸신구, 다롄 자유무역시험구, 중·한·중·독 협력 단
지 등의 플랫폼을 활용한 대외개방도 제고, 국가급·성급 개발구 및 종합보세구의
세관특수관리 구역 업그레이드 추진,
- (수출입상품의 고도화) 일대일로 연선국가·인접국가와 공정기계·석유화학장비·광산
기계장비 등 장비제조업 수출 추진

대외무역

- (수출 산업단지 확대) 기술·브랜드·품질·서비스를 핵심으로 수출기지 및 선두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독자 브랜드 및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확대, 전략성 신흥산업·현대

경쟁력 제고

서비스업 수출기지 육성
- (국제시장 개척) 한국·ASEAN·EU·미국 등 전통적인 무역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
고, 러시아·몽골·인도·아프리카·중남미·중동 등의 국가와 교역 확대를 도모
- (국제 장비제조 협력 추진) 일대일로 협력을 통해 기존 장비수출에서 기술·제품·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준·서비스 수출로 전환
- (해외 공사수주 확대) 국제공정설계·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국가해외원조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장비 및 기술수출 지원, 기업의 해외 공급관리·연구개발·검사검측·전
문수리 등 종합서비스 수준을 제고

자료: 「中共辽宁省委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12. 28), http://liaoning.nen.
com.cn/system/2015/12/28/018740161.shtml(검색일: 2019. 9. 4).

표 2-21. 랴오닝성 주요 해외 산업단지(2015년)
구분
러시아
바쉬코르토스탄공화국
석유화학공업단지

주요 내용
- 랴오닝성의 하이청(海城)석유기계그룹을 필두로 러시아 바쉬코르토스탄공화
국에 석유화학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자원 교류 및 공동발전을 추진

중·러 니콜라

- 랴오닝성의 경공업, 건설자재, 전기기계 관련 산업의 시베리아 동부시장 진

상품무역물류보세단지

출을 촉진하고, 랴오닝성 기업이 러시아 동부대개발 전략에 참여하도록 추진

카자흐스탄

- 선양의 위안다(远大)그룹을 필두로 랴오닝성의 장식용품, 건설자재 기업의

위안다(远大)건설자재
산업단지

진출을 촉진
- 러시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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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계속
구분

주요 내용
- 중국-몽골 철도 건설 및 이용을 통해 석탄화학산업, 광업, 무역, 운수, 물

몽골 훠터공업단지

류 등 산업 발전 도모
- 공업단지 건설을 통해 철도연선(沿線)경제지대를 구축하고 랴오닝성과 몽골
의 경제합작 촉진

세르비아 자동차
산업단지
루마니아-랴오닝
공업단지
인도네시아-랴오닝
니켈공업단지
인도 터번전기공학
종합단지
나미비아 황해자동차
조립물류단지

- 황해자동차(黃海汽車)그룹을 필두로 자동차 조립 및 물류 산업단지를 설립
하여 랴오닝성의 자동차 기술, 생산설비 및 부품 관련 산업 수출
- 잉커우의 위위엔(玉原)그룹을 필두로 루마니아를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
을 계획
- 푸순의 한왕(罕王)실업을 필두로 성내합작기업의 지분투자 추진
- 랴오닝성의 전력, 야금, 강철, 건설자재 등의 플랜트 설비 수출 추진
- 태양광발전(PV) 등 신에너지를 단지 내에 도입하고, 인도 및 주변의 신에
너지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
- 황해자동차를 위주로 자동차부품 생산, 조립 공정을 아프리카에 도입 추진

자료: 「“一带一路”战略统领辽宁新开放」(2015. 3. 24), https://wenku.baidu.com/view/c9d7110002d8ce2f
0066f5335a8102d276a26131.html(검색일: 2019. 10. 19); 「辽宁省七大境外工业园区带动辽企“走出去”」
(2017. 7. 31), http://www.gov.cn/xinwen/2017-03/31/content_5182319.htm(검색일: 2019. 10. 19).

랴오닝성은 지역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구조를 업그레
이드 하고자 2018년 성급 지방정부 최초로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건설
총체방안(辽宁“一带一路”综合试验区建设总体方案)」을 발표했다. 2017년 동
북지역 최초로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의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무엇보다 대외협력의 범위를 기존 일대일로 ‘중·몽·러 경제회랑’
에서 ‘동북아 경제회랑’으로 확대하여 동북아 지역의 주요 허브로 거듭나고자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러시아, 몽골과는 기존 중·몽·러 경제회랑에
서 추진되었던 인프라 건설을 중시하고 한국, 일본과는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경제협력 및 기술 교류 플랫폼 구축, 기업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제시
한다.39)
39) 이상훈, 전수경, 최재희(2018), pp. 7~8.

제2장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전략 및 정책 • 67

표 2-22.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건설 총체방안(2018년)｣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항목

∙ 전면 개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振兴) ∙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협력 심화
중점

∙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구조의 전환과 업 ∙ 장비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생산
그레이드 촉진

시범사업

∙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 선도
<단기 목표(~2021년)>
∙ 선양, 다롄, 랴오닝연해경제벨트, 선양경
제구 등을 중심으로 랴오닝 전역이 연계
주요 목표

된 개방국면 형성
∙ 중·몽·러 경제회랑과 동북아 경제회랑이
상호 연계된 개방벨트 육성
∙ 육상·해상·항공 운송로가 연계된 국제물
류통로 구축

6대
국제협력
분야

협력 모델 구축
∙ ｢총체방안｣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추진
<중장기 목표(~2030년)>
∙ 일대일로 정책 추진의 선행지역, 동북아
국제협력의 선도지역, 전면 개방 및 동북
진흥의 시범지역으로 발전
∙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제적 영향
력을 갖춘 동북아지역 개방과 발전의 중
심지로 발전

∙ 정책 소통 강화

∙ 자금 융통 촉진

∙ 인프라 연계 강화

∙ 민심 상통 심화

∙ 경제무역협력 원활화

∙ 국내외 싱크탱크와의 교류 강화

자료: 이상훈, 전수경, 최재희(2018), p. 3.

2) 지린성
지린성은 대외개방 확대를 위해 국가급 대외개방전략인 창지투(창춘-지린투먼, 长吉图) 전략의 심화발전 및 중앙정책인 일대일로 전략 참여를 중시한
다. 동북아 지역과의 대외협력을 통해 대외개방도를 제고하고, 그 효과를 창지
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성 내 주변 지역에 파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첫째, 교통 인프라 건설을 중시한다. 내륙에 위치한 지린성은 인근
지역의 바닷길을 확보하여(차항출해, 借港出海) 유럽·북극을 잇는 북극해 항로
를 개척하고, 한국·일본과 연결되는 육해운 복합물류 루트를 안정적으로 운영
하고자 한다. 따라서 러시아 자루비노항과 연결되는 훈춘 해양경제발전시범구
를 국가급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무원 비준을 추진 중이다. 중국-몽골-유럽으
로 통하는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창만어우(长满欧) 국제화물운송 전용열차의
정례 운영 및 쌍방향 개통을 추진한다. 관련하여 지린성은 러시아와의 국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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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회랑 건설 프로젝트인 프리모리예 2호(중국명: 滨海2号)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40)
지린성은 기술협력 및 자본 유치를 위해서 인접 국가와의 경제협력단지 조
성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는 경제무역, 문화, 인재교류와 더불어 한국 산업단지
건설을 통한 산업 및 기술 이전을 희망한다. 러시아와는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러시아 시장을 개발하고자 중·러 해외경제무역협력구를 건설
하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협력 확대
를 모색한다. 또한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창춘시에 중·러 과학기술원을 건설하
고, 중·러(훈춘)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창춘(长春)시, 옌지(延吉)시 등에서 한국, 러시아 국민이
72시간 동안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할 계획이다. 일본과는
산업 및 기술 분야의 협력을 중시한다.

40) 중국은 2016년부터 러시아와 함께 국제운송로 개발 프로젝트인 프리모리예1, 2(중국명: 滨海1号, 2号)
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하얼빈~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프리모리예 1>은 완공되었고, 중
국의 창춘~러시아의 자루비노항을 잇는 <프리모리예 2>는 2019년 연말까지 완공 예정이다. 한국해
양수산개발원(2019), pp.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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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지린성 대외협력 중점 프로젝트
구분

주요 내용
- 창춘자동차 및 부품수출기지
수출
기지

- 창춘궤도객차장비제조
- 창춘·퉁화(通化)의약산업 과학기술무역혁신기지
- 둔화(敦化) 목재제품·창춘 아미노산·바이산(白山)인삼·바이청(白城) 잡두
수출기지
- 지린성 기업*이 몽골·러시아에 농목업단지 건설, 중·러 빈하이 변경구목재
가공원구, 중·몽 현대농목업국제협력원구, 잠비아 농업산업협력 단지 건설

협력
단지

* 해외농업투자그룹(海外农业投资集团), 타위위안 농목과학기술개발주식
회사(泰源农牧科技开发有限公司), 창지투개발건설현대·농업 주식회사
(长吉图开发建设现代, 农业投资有限公司)
- 중·러(극동) 농목경제무역협력구, 하산 농산품생산가공기지, 러시아 광산자

대외무역

원단지, 훈춘 야채과일대외수출생산기지 등의 단지 건설

및

- 이치(一汽)그룹의 이란과의 완성차 협력, 7개국 해외생산기지

투자협력

- 창춘궤도객차(长客股份) 미국 보스턴 지하철, 러시아 고속철, 120列 이
스라엘 경전철
- 퉁용기계(通用机械)의 미국, 유럽 기술 도입 및 상품판매기지
- 지린 지은 니켈 주식회사(吉林吉恩镍业股份有限公司)의 캐나다 니켈광
중점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 - 지린 하우룽 그룹(昊融集团)의 인도네시아 페로니켈, 필리핀 시멘트 공장
- 화펑 에너지(华峰能源) 그룹의 러시아 탄광
- 동북전력설계원(东北电力设计院)의 몽골발전소
- 지린화젠(吉林化建)의 UAE 석유화학, 카자흐스탄 카라간다 일관합금소,
말레이시아 철합금로 설치, 마다가스카르 농업산업 일체화, 슬라브 얀카
항구 도시기능 일체화, 러시아 지질과기회사 지분 인수합병 및 자원개발 등
- 창충 싱룽(兴隆)종합보세구
국가급

- 훈춘국제협력시범구
- 중·싱지린식품구 국제협력 플랫폼
- 옌지(바이청) 중점개발개방시험구

개방협력
플랫폼

변경
경제
협력구

- 중·한 국제협력 시범구, 중·몽, 중·러 등 해외경제무역협력구, 두만강 삼
각주 국제관광협력구
- 중·러 훈춘-자루비노(하산) 등 변방지역에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지안(集
安) 등 기타 변경현(시, 구)에 변경경제협력구 건설
- 지린보세물류센터, 훈춘수출가공구를 종합보세구로 승격

특수
기능구

- 지린, 옌지(延吉)보세물류센터 건설
- 옌지 공항보세물류단지, 룽쟝(龙井) 보세물류단지, 투먼(图们) 국제물류
보세단지 건설

자료: 「中共吉林省委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12. 3), http://politics.people.
com.cn/ywkx/n/2015/1127/c363762-27864265.html(검색일: 201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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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중·몽·러 연계 개발개방경제벨트 발전규획(2018~25년)」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훈춘, 투먼 등 통상구(口岸) 기초시설, 접경지역 교량의 개보수, 내륙항 건설
- 중국(지린) 국제무역단일창구 건설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상구 영업환경 조성

인프라

- 바이청, 쑹위안(松原) 등의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

개보수

- 훈춘-자루비노-부산 노선의 정례운영 도모, 유럽으로 향하는 노선(长满欧, 长珲欧)의
증편 및 확장
- 훈춘국제항을 통한 러시아, 일본, 한국, 중국 동부지역의 철도·항만 복합물류루트 활성화
- 훈춘-하산(러시아) 국제경제협력구 건설 추진
- 창춘신구, 훈춘국제협력시범구 등 기존 8개 산업단지41)의 수출 주도형 발전 장려
- 기존 해외경제협력단지*를 활용한 무역·투자·금융·관광 분야 개방 확대
* 지린 타이위안 러시아 농목업산업원구(吉林泰源俄罗斯农牧业产业园区), 메이라이
중신 중국 러시아 오후공업협력구(美来中信中俄友好工业合作区), 지린린공 극동지

대외개방

역 목재가공원구(吉林森工远东地区木材加工园区), 지린 솽후 이르쿠츠크 해외경제

플랫폼

협력구(吉林双湖伊尔库茨克境外合作区), 중국·몽골 현대농목업원구(中蒙现代农牧

육성

业园区), 위야오 하싼 농산품생산가공기지(宇尧哈桑农产品生产加工基地), 쩌얼무
목재공업원(泽尔木霍尔木材工业园), 위안바오산 하바롭스크 목재가공기지(元宝山
哈巴木材加工基地), 신충 국제목재가공원구(信忠图塔尔国际木材加工园区), 프리
모르스키 자동차·트럭 서비스 원구(滨海边疆区汽车,卡车配件生产与服务产业园)
- 해관특수 감독구42) 건설 지원
- 동북아 박람회를 북방·동북아 지역의 주요 경제교류협력 플랫폼으로 육성

대러
교역규모
확대
투자협력
확대

- 흑연전극(graphite electrode), 리신(lysine) 등 고부가가치 상품과 자동차부품 등 경
쟁력 있는 상품의 러시아 수출 장려
- 러시아 자원 가공을 통한 목제품, 해산품 가공 무역의 확대 및 고도화 추진
- 대러 호시무역(互贸)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 제조업 확대를 위해 국내외 선진장비 제조, 스마트 제조, 산업인터넷 동향 주시
- 장비제조,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선두기업 유치
- 홍콩, 독일, 일본, 한국, 북유럽 등과의 경제무역 교류활동 전개
- ‘중·러 지방정부 협력 교류의 해’ 제정

인재교류

- 경제무역대표단을 러시아 극동지역에 파견하여 러시아 지방정부, 상회, 중점기업과의
교류 추진

자료: 「沿中蒙俄开发开放经济带发展规划(2018年—2025年)」(2019. 8. 1), https://www.yidaiyilu.gov.cn/xwzx/
dfdt/98765.htm(검색일: 2019. 9. 20).

41) ① 창춘신구(长春新区) ② 훈춘국제협력시범구(珲春国际合作示范区) ③ 중국·싱가포르 식품구(中新
食品区) ④ 옌지첨단기술산업개발구(延吉高新技术产业开发区) ⑤ 옌지공항물류원구(延吉空港物流
园区) ⑥ (“핑멍어우”내륙항물류원구(“平蒙欧”内陆港物流园区) ⑦ 훈춘국가급변경경제협력구(珲春
国家级边境经济合作区) ⑧ 바이청국가급 고에너지소비첨단기술기지(白城国家级高载能高技术基地).
42) ① 창춘종합보세구(长春综合保税区) ② 지린보세물류센터(吉林保税物流中心) ③ 훈춘종합보세구(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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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은 13·5 규획 중임에도 경제부진 극복을 위해 대외개방 확대 및 다변
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2018년 「중국 두만강구역 합작 개발계획-창지투를 개
발개방 선도구로」와 「지린성 13.5 규획」 내 대외 개방정책을 포괄하는 ‘두 개
의 경제벨트(双带)’ 전략을 발표했다.43) 두 개의 벨트는 ① 두만강·압록강(图
们·鸭绿) 연선 개발개방경제벨트와 ② 중·몽·러 연계 개발개방경제벨트로 몽
골,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의 교통 인프라 확대, 대외협력단지 조성
등의 협력 확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3) 헤이룽장성
헤이룽장성은 ‘룽장 실크로드(龙江丝路带)’를 통해 연선국가와의 경제무역
및 투자협력 강화를 모색한다. 특히 접경지역인 러시아와 교역 플랫폼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유럽·동북아시아·동남아시아 등의 국가 및 지역과 전면
적인 개방 확대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우선 접경지역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헤이룽장대교(黑龙江大桥), 퉁쟝철로대교(同江铁路大桥), 둥닝(东宁)-폴타
프카(Poltavka)대교, 헤이샤쯔섬 등 접경지역의 교량 건설과 같은 인프라 건설을
추진한다. 그리고 하얼빈-유럽, 하얼빈-러시아 화물운송열차와 하얼빈-러시아-한
국-일본의 육해운 복합물류 운송대통로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국제산업체인 건
설을 모색한다. 관련하여 러시아의 프리모리예 1호 구축에 적극 참여 중이다.
둘째, 개방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 대러시아 협력중심도시인 하얼빈(哈尔
滨)시를 중심으로 헤이룽장 자유무역시범구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경제협력구
건설을 추진한다. 헤이룽장성은 러시아와 전기기계·전력·에너지·광산·목재

春综合保税区).
43) 2018년 8월 발표된 「关于进一步优化区域协调发展空间布局的意见」에서 ‘1주 6쌍(一主, 六双) 산업
배치 공간 규획’의 일환으로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19년 5월 「关于推进“双带”规划实施的若干政策」

에서 대외개방의 주요 정책으로 언급했고 이어 7월 「沿中蒙俄开发开放经济带发展规划(2018年—
2025年)」가 발표되었다. 최지원(201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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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농업·물류 등의 영역에서 국내외 연동·전후방연계가 이루어지는 초국경 산
업 협력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15개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중 빈하이
화우(滨海华宇)와 자바이칼 경제무역협력구를 국가급으로 격상시키고, 5개를
추가 신설하여 2020년까지 20개의 해외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셋째, 헤이룽장성은 인접국가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협력 확대를 도모하여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네덜란드의 식품, 스위스의 과학기술중소기업군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인접국가인 한국·일본과는 정보·물류·전자·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식품 등의 산업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외에도 이탈리
아·뉴질랜드·이스라엘과 농목업 협력을 추진하며, 미국·캐나다·동남아시아
등지의 시장도 개척할 계획이다.
2019년 8월 헤이룽장성은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되었다. 헤이룽장성 자유
무역시험구는 러시아와의 철도 연결을 강화하고, 하얼빈에 국제항공허브를 건
설하여 대러시아, 대동북아 교통 물류허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연선
지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수입 에너지 저장기지, 해외 농업 협력단지를 건설
하고 종자·수산품 수입 감독관리 센터를 구축한다. 또한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

표 2-25. 헤이룽장 자유무역시험구 중점 발전 영역
구분
하얼빈(哈尔滨)
편구(片区)

주요 내용
- (육성분야) 차세대 정보기술·신소재·첨단장비·바이오의약 등 전략성 신흥산업,
과학기술, 금융, 문화 및 여행 등 현대 서비스업 및 빙설경제
- 러시아 및 동북아 지역과의 전면적인 협력 모색
- (육성분야) 국경간 에너지 자원 종합 가공 이용, 녹색식품, 물류, 여행, 헬스케

헤이허(黑河)
편구

어, 접경지역 금융업 등
- 변경지역 산업 클러스터 및 변경도시 협력시험구로 연선지역 통상구 물류 허브
및 중국·러시아 교류협력의 중요 기지로 육성

쑤이펀허(绥芬河)
편구

- (육성분야) 목재·양식·청정에너지 등 수입가공업, 상업 금융·현대물류 등 서비스업
- 상품 수출입 저장·가공 허브 및 국제 육·해운통로의 육상변경항구형 물류 허브
로 육성하여 중국·러시아 전략적 협력 및 동북아 협력의 중요 플랫폼으로 활용

자료: 国务院(2019. 8. 26), 「国务院关于印发6个新设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的通知」, http://www.gov.cn/
zhengce/content/2019-08/26/content_5424522.htm(검색일: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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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 간소화, 국제유람선 항구 건설, 글로벌 첨단 의료
기업과 R&D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 중부권역
1) 후베이성
후베이성은 대외개방 확대로 내륙개방의 새로운 고지(高地)를 점하기 위해
일대일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외개방을 위한 환경정비 및 서비스무역 활
성화를 중시한다. 후베이성은 중국 중부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무역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생
산 및 장비제조 협력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기초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의 연선지역 클러스터 구성을 유도한다. 특히 러시아 볼가강 강
변지역과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홍콩·마카오 경제무역상담회(鄂港澳经贸
洽谈会)·후베이 대만주간 등의 대외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연선국가와의
경제무역 교류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우한시에 영사관이 있는 프랑스·영
국·한국 등과는 지속가능한 발전·스마트도시 건설·문화체육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대외개방의 전면적 확대를 위해 국제생산협력을 강화하고, 중프랑스 우한(武汉) 생태시범도시, 중-독일 징저우(荆州) 생태시범도시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표 2-26 참고).44)

44) 「中共湖北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6. 1. 4), http://
leaders.people.com.cn/n1/2016/0104/c58278-28007532.html(검색일: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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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후베이성 13·5 규획의 주요 내용(대외개방)
구분

주요 내용
- 러시아 볼가강 연방관구와 경제무역 협력 강화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경제협력

- 프랑스·영국·한국과 지속가능한 발전, 스마트 도시 건설, 문화체육 분야의 협력
강화
-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신규 영사관 및 유학생 유치, 대외 교육협력 및 교류 강화
방안으로 해외 분교 개설 및 해외대학과의 협력 추진
- 우호도시·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 창장경제벨트의 종합교통체계를 통해 우한시를 국가급 유통 거점도시로 육성

국제화 수준
제고

- 현대정보기술을 통해 전통상품시장을 업그레이드 하고, 원자재·공업품 교역시장·
농산품도매시장·전문시장·한커우베이시장 조달무역 등을 발전시켜 상품의 집산기
능 강화
- 토지, 노동력, 자본 등의 요소시장을 보완하고 신형 교역 플랫폼 건설

유통허브 기능
강화
자유무역시험구
조성

- 전자상거래 발전을 통한 온오프라인 융합 추진, 중부지역 전자상거래 센터 조성
- 물류분야 표준체계 구축을 강화, 제3자 물류 및 스마트 물류 발전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된 서비스업 개방 정책 및 네거티브리스트와 같은
투자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
- 내륙형 자유무역시험구 조성
- 수출기지와 수출 브랜드 육성

수출 확대

- 선진기술과 핵심설비·부품의 수입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증대 도모
- 서비스무역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 우한에서 상하이로 이어지는 내륙 수운 발전

물류·통관 환경 - 국제운송통로 확대를 위해 우한-ASEAN, 우한-한국·일본 간 국제 수운항로와 우
개선

한-유럽 간 국제화물열차 상시 운행 등
- 종합보세구 건설, 연해·변경지역과의 통관협력 강화

자료: 「中共湖北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6. 1. 4), http://leaders.
people.com.cn/n1/2016/0104/c58278-28007532.html(검색일: 2019. 12. 1); 정지현, 박진희(2016), p. 14.

후베이성은 외자유치 및 확대를 위해 기업의 무역 및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중시한다. 2016년 8월 자유무역시험
구로 지정된 후베이성은 정부직능 전환, 투자개방 확대, 무역 편리화, 금융제도
혁신을 FTZ 발전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내세우고, 이를 통해 중부지역의 산업
이전과 전략적 신흥산업·첨단산업의 발전을 도모했다.45) 2017년 3월 발표된
45) 왕윤종, 박진희(2018),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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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대외개방 확대 및 적극적 외자이용 관련 실시의견」에서도 외국인개
방, 분야별 우대조치, 투자환경 개선 등의 방안을 밝혔다(표 2-27 참고).

표 2-27. 후베이성 FTZ 발전목표 및 주요 조성정책
구분

주요 내용
- 중부지역의 산업이전·신산업·첨단산업 발전거점 및 내륙지역 개방 거점

발전목표

으로 성장
- 글로벌 수준의 투자무역제도를 갖추고, 첨단산업클러스터·혁신창업·금
융서비스·감독관리 기능이 우수한 산업단지 조성

정부직능 전환

조성
정책

-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 행정관리시스템 개혁, 사중사후(事中事
后) 감독관리 강화

투자개방 확대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외국인투자 진입제한 완화

무역 편리화

- 무역 감독관리제도 혁신, 통관서비스 혁신, 서비스무역 육성

금융제도 혁신
혁신발전 기반
강화
중부지역 및
창장경제벨트
산업 업그레이드

- 금융분야 대외개방 확대, 금융서비스 기능 강화, 과학기술 관련 금융
확대, 금융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 지재권 보호시스템 강화, 외자 R&D센터 설
립 촉진, 인재 지원시스템 구축
- 창장경제벨트 항운센터 건설, 국제물류허브 구축, 산업 업그레이드 및
친환경 발전 촉진

자료: 박진희(2018), p. 3.

2) 후난성
후난성은 31개 성시 중 일대일로 관련 정책을 가장 많이 발표한 성시로,46)
13차 5개년 기간에도 일대일로 전략에 참여하여 외자도입과 기업의 해외진출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내륙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내외 개방 확대, 무역 규모 확대, 투자유치·기술흡수·인재확보를 중시하고,
그중에서도 지역간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대외무역 환경 개선, 주요 산업의
해외진출 장려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6) 후난성은 2015년 8월 이후 총 6건의 관련 문건을 발표하였고 구체적인 사업목록을 공표하여 지방정부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평가된다. 김홍원, 박진희, 허유미(201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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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후난성은 육해운 복합물류운송 루트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산업체인, 물류체인, 가치사슬의 융합을 도모한다. 서북부로
는 후베이, 충칭을 거쳐 신유라시아 대륙교를 조성하고, 중앙아시아 및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과의 연결을 추진한다. 서남부로는 구이저우, 윈난을 거쳐
중남반도경제회랑, 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을 연결한다. 또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위해 동부의 장삼각, 하이시경제구(海西经济区)와 남부의 주
삼각, 북부만(北部湾)을 연결한다.47)
또한 무역 방식의 고도화를 지향한다. 첫째, 전통우위상품 및 지적재산권을
가진 첨단기술상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플랜트·에너지자원·관건기술·중점소
비상품의 수출을 지원한다. 둘째, 서비스무역을 발전시켜 여행·물류·소프트웨
어·아웃소싱·기술·문화·중의약 등의 서비스무역 분야를 확대한다. 셋째, 신형
무역업태를 발전시켜 국경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장조달·대외무역종합서비
스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특히 후난성 상품의 인터넷 판매 플랫폼(湘
品网上行)이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가공무역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단순
가공을 넘어서서 설계·연구개발 등을 장려한다.48)
또한 주요 산업의 해외진출 장려를 위해 러시아·ASEAN·EU·중앙아시아·
남아시아·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 등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기업의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우위 산업인 국제생산·장비제조 분야
의 협력을 추진하고, 우위가 있는 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한다. 또한 역량
을 갖춘 기업의 해외 R&D 기지 건설·국제공정 프로젝트 수주 및 중점기업·프
로젝트 인수를 지원하고, 기업이 해외에서 가공 제조형·농업 생산형·비즈니스
물류형·자원 이용형 등의 해외경제 협력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그
외에도 연선국가와의 인문교류를 촉진하고, 과학기술·교육·문화자원 등의 해
47) 湖南省人民政府门户网站(2016. 4. 25), 「湖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http://
www.hunan.gov.cn/hnyw/zwdt/201604/t20160425_4760142.html(검색일: 2019. 12. 1).
48) 「中共湖北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6. 1. 4), http://
leaders.people.com.cn/n1/2016/0104/c58278-28007532.html(검색일: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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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후난성 ‘일대일로’ 주요 정책
구분

주요 내용
- 2017년까지 대외투자 연평균 20% 성장, 대외투자액 30억 달러 돌파
- 중앙아시아, 러시아, 동유럽: 공정기계, 철강, 자원개발 산업협력 확대

장비 생산 분야
해외진출 확대

- 서남아시아: 인프라, 공정기계, 농업, 에너지·환경 분야 협력 확대
- 동남아시아: 철강, 방직, 건자재, 궤도교통 분야 산업협력 확대
- 오세아니아·남미: 공정기계, 궤도교통, 자원개발 농업협력 확대
- 중동 및 아프리카: 농업, 인프라, 공정기계, 광업 분야 협력 확대
- EU: 공정기계, 환경보호기계, 자동차, 농업 분야 협력 확대
- 창사 황화(黃花)국제공항에 종합보구세 조성 및 항공물류 육성, 샹장신구를 개방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핵심구역으로 조성
- 해외진출 기업을 기반으로 해외 경제무역 협력단지 건설, 광시 난닝·신장우루
무치 등 중국 국내 ‘일대일로’ 핵심도시에 후난·ASEAN, 후난·유라시아 협력사무
소설립
- 2017년까지 대외무역 연평균 10% 성장, 특히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대외무역

대외무역 확대

20% 이상 성장
- 식품, 농산품, 전자제품, 공정기계, 문화관광제품 등 수출과 자원, 선진기술·첨단
장비 수입 확대
- 국제 선진기술, 경영 모델 확대, 글로벌 기업 유치 확대

외자투자·기술
도입 제고

- 네거티브리스트를 도입하고,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시행 정책을 도입하는 등 외
자투자 환경 개선
- 연선국가와 협력해 후난성에 공동연구센터, 글로벌 기술이전센터를 건설하는 등
기술협력 확대
- 2017년까지 ‘일대일로’ 중점지역 및 항구와 연계 강화, 종합교통운수시스템 구축
- 육상: 네이멍구-화중지역 석탄운수 철도, 중·중앙아시아 경제회랑, 중·ASEAN 경

인프라 연계
강화

제회랑 및 북부만지역, 동남부 연해지역 등과의 연계 강화, 창사~독일 뒤스브르크
국제화물철도 운행 확대
- 수상: 지역 내 내륙항과 연해지역 항구 간 연계 강화, 위에양(岳阳)~ASEAN 항
로 운수능력 제고, 주요국과의 직항 항로 개통
- 2017년까지 문화콘텐츠 교역 연평균 15% 이상 성장, 교역액 13억 달러 돌파
- 연선국가로부터 유학생 수 연평균 10% 이상 확대, 연선국가 정부와 정기교류 프

인문교류 확대

로그램 마련 및 우호도시 체결
- 연선국가와 문화체육, 방송, 출판, 공연 등 분야 교류협력 확대, 해외에 문화 중
개기구 및 홍보채널을 구축해 후난성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자료: 김홍원, 박진희, 허유미(2016),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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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진출을 추진한다. 또한 중점국가 및 우호관계에 있는 지역과 우호도시 등의
비즈니스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다.49)

3) 허난성
허난성은 내륙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개방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
통·물류 기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성도인 정저우시를 내륙지역
의 주요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에 2013년부터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정저우 시내 공항경제시험구(郑州航空港经济综合实验区)의 경
쟁력을 강화하고, 철도·항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50) 또한 정저우시 내 항공운송에 적합한 전자정보산업과 같은 신산업 및 유
관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있다.51)
또한 허난성은 4개 실크로드(해양·육상·항공·온라인) 개척을 통한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 대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저우-유럽
간 열차 및 항공의 운행노선 및 횟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
년에는 정저우-룩셈부르크 항공 실크로드 건설의 일환으로 성내 대외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난-룩셈부르크센터 착공이 추진되었다. 온라인 방면에서는 중국
(정저우) 국경간 무역 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를 조성하여 국제 e-trade의 허브
로 육성할 계획이다.52)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농업·장비
제조·자원가공 등 분야의 우위를 활용하여 해외에 산업클러스터를 건설할 계
획이다.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허난성은 대만과 스마트 장비 분야의 협력
49) 湖南省人民政府门户网站(2016. 4. 25), 「湖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http://
www.hunan.gov.cn/hnyw/zwdt/201604/t20160425_4760142.html(검색일: 2019. 12. 1).
50) 2013년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은 공항경제시험구 발전규획(2013~15년)이 발표되었고, 이에 해당 시
험구를 다양한 산업기능이 집적된 종합시험구로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관련 프로젝트가 추진되었
다. 정지현, 박진희(2016), p. 12.
51) 정지현, 박진희(2016), p. 12.
52) 「中共河南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6. 5. 18), http://
henan.people.com.cn/n2/2016/0518/c351638-28352742.html(검색일: 2019. 12. 1).

제2장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전략 및 정책 • 79

및 산업이전 협력 촉진을 위해 주요 행사를 개최하고, 유럽·미국·한국·일본 등
국가와 첨단제조 기술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기술과 자본 유
치를 확대하고자 한다.53)
교육·과학기술·문화·여행 등의 분야에서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인문교류 플랫폼을 만들고, 실크로드 문화교류센터를 조성한다. 정저우,
뤄양과 같은 실크로드 주요 거점도시를 활용하여 일대일로 건설의 효과를 주변
지역에 파급시키고자 한다.54)
허난성은 대외개방 플랫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2017년 지
정된 허난 FTZ는 국제 수준의 국제 교통물류 허브 기능 강화를 중시한다. 일대
일로의 교통물류 허브가 되기 위해 육해운 복합운송방식의 복합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항공서비스의 대외개방 확대를 모색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이점을
살려 고급의료기업 및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
가와 농업·광업·장비제조·물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쌍방향 협력
단지를 건설하여 관련된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2019년 성정부업무보고에서 허난성 FTZ 내 농업·교육·의료·문화·통신 등 분
야의 외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55)

마. 대외경제협력 사업의 유형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전략이나 정책 기조에 맞춰 중국의 각 지방정부에서는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외경제협력 프로젝트나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화하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적인 산
53) 이상훈 외(2018b), p. 24.
54) 「中共河南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6. 5. 18), http://
henan.people.com.cn/n2/2016/0518/c351638-28352742.html(검색일: 2019. 12. 1).
55) 박진희(2019),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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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지나 개발구 형태의 협력부터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시범구 조성, FTA 협
정 체결에 따른 산업협력, 산업고도화를 위한 산업(단지)협력, 일대일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 등 다양한 유형의 대외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화하면 [표 2-29]와 같다.

표 2-29. 대외경제협력 사업 목적에 따른 유형 및 사례
추진 목적에 따른 유형

주요 추진 사례
-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신구

외국인투자 유치

- 중외 합작 산업단지: 중-독(지에양) 금속 생태도시, 중국-독(포산) 공업서비
스구, 중-이스라엘(둥관) 국제과학기술협력 산업단지, 중-스위스(중산) 산업
단지, 중-이탈리아(윈푸) 산업단지, 쓰촨-프랑스 협력원
- 제조업 고도화: 중독(선양)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랴오닝), 중-독 경제기술
협력기지(산둥)
- 서비스업 고도화: 푸젠-대만 전자상거래 및 현대 물류단지(푸젠), 중국(정저

산업 고도화 및
도시화 협력

우) 국경간무역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허난)
- 창업 및 혁신 분야 협력: 한-중 혁신창업원, 중-독 산업혁신협력플랫폼, 쓰
촨-싱가포르 혁신과학원
- 도시화 협력: 중-독일(징저우) 생태시범도시(후베이), 중-프랑스(우한) 생태시
범도시(후베이), 중-싱가포르(취안저우) 해양도시, 중-독(칭다오) 생태도시(산둥)
- 자유무역시험구(서비스업 개방): 상하이, 톈진, 푸젠, 광둥, 랴오닝, 허난, 저
장, 샨시, 쓰촨, 충칭, 후베이, 하이난, 산둥, 장쑤, 광시, 허베이, 윈난, 헤
이룽장
-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지역(베이징)

대외개방 확대를

-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 상하이, 톈진, 선전, 광저우, 항저우, 청두, 우

위한 제도 개혁

한, 웨이하이, 쑤저우, 하이난 등 10개 성시 및 하얼빈신구, 장베이신구(장쑤),
량장신구(충칭), 구이안신구(구이저우), 시셴신구(샨시) 등 5개 국가급 신구
- 제도 혁신 및 개방 확대: 수입촉진 혁신시범구(톈진), 중한 국제합작시범구(지린)
- 국경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범도시(跨境电子商务服务试点城市): 톈진
- 국제수입박람회: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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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계속
추진 목적에 따른 유형

주요 추진 사례
- 중-말레이시아 친저우 산업단지(중-아세안 FTA; 제조업 협력): 광시
- 광둥(잔장) 펀융 아세안 산업단지(중-아세안 FTA; 제조업 협력)

FTA에 기반한
경제협력 시범사업
추진

- 광둥 첸하이 협력구(중-홍콩 CEPA; 서비스업 협력)
- 푸젠 핑탄 종합시험구(중-대만 ECFA; 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 협력)
- 한·중 산업단지(한-중 FTA; 산업협력): 옌타이(산둥), 옌청(장쑤), 후이저우
(광둥)
- 지방경제협력 시범구(한-중 FTA): 웨이하이

양자 협력 및 일체화를
위한 제도 협력

- 광둥-홍콩 간 지역경제 일체화
- 국제협력시범구: 중국-중동부 유럽 간 ‘16+1’ 경제무역협력시범구, 훈춘 국
제협력시범구(지린)
- 중-싱가포르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 난닝-싱가포르 경제회랑 건설
- 초국경 경제무역협력구(跨境经济合作区): 중-캄보디아 바이써 협력산업단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지, 톈푸신구 일대일로 협력단지(쓰촨)
- 해외경제무역협력구(境外经贸合作区): 중-이집트 경제무역협력구, 쥐룽 인
도네시아 산업원, 중-말레이시아 쿠안탄 경제무역협력구, 중-태국(충쭤시)
산업단지, 랴오닝-루마니아 산업단지, 중-러 빈하이 변경구 목재가공원구(지
린), 중-잠비아 농업협력단지(지린), 중-몽골 해외경제무역협력구(지린)
- 개발개방 시험구: 둥싱(광시), 핑샹(광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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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 지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분석

1. 광둥성-홍콩 간 협력: 제도협력형
2. 랴오닝성-독일 간 협력:
산업고도화형
3. 충칭-싱가포르 간 협력: 일대일로
연계형

1. 광둥성-홍콩 간 협력: 제도협력형
중국은 1997년 외교·국방을 제외한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고, 현
행 자본주의 체제와 생활양식을 50년간 유지하는 ‘일국양제(一國兩制)’를 도입
한다는 조건으로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았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홍콩
은 경제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통합의 대상인 탓에 경제협력 배경 및 목적
등 다방면에서 여타 국가 사례와 차별화된 특수성이 존재한다. 1970년대 말 중
국 당국의 선전 경제특구 설립을 계기로 중국 본토와 홍콩, 선전과 홍콩의 관계
는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56) 중국정부는 1980년대 경제특구 정책에 따른
부분적인 개혁개방정책 실험을 기반으로 1990년대 들어 전면적인 개혁개방정
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중국과 홍콩의 협력 관계는 주로 기업을 포함
한 민간 영역에 의해 주도되었다. 본고에서는 2003년 중-홍콩 CEPA 체결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제도적 측면에서의 경제협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57)

가. 중-홍콩 간 협력 개괄
중국과 홍콩은 2003년 6월 중-홍콩 CEPA 체결(2004년 1월 발효) 이후 제
도적 틀에서 경제협력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58) 이후 매년 보충협정을 체
56) 중국 당국의 승인으로 광둥성의 선전, 주하이, 산터우 그리고 푸젠성의 샤먼에 총 네 개의 경제특구가
설립되었다. 그중 선전시 경제특구 면적은 홍콩과 싱가포르 면적의 각각 1/3, 1/2에 달하여 규모가 가
장 컸다. 장영석(2008), p. 105.
57) 毛艳华 等(2018)에 따르면 1997년 홍콩 반환 이전 당시 광둥성과 홍콩 간에 정부의 관여 없이 기업간
자유로운 경제활동 차원에서 제조업 분업화에 따른 산업협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3년 중-홍콩
CEPA 체결은 양자간 경제협력이 제도적으로 규범화되는 기틀이자 중-홍콩 경제 일체화를 위한 체제
상 돌파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과거 제조업 분업화에 따른 산업협력과 비교해 CEPA 체결 이후의 서비
스 협력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쌍방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毛艳华 等(2018), pp.
10~17.
58) “중-홍콩 CEPA는 2001년 11월 11일 홍콩특별행정장관 도날드 창이 중국 중앙정부에 제출한 ‘유사
자유무역지대’ 구상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었고 2002년 중앙정부의 지시하에 협상을 개시하여 1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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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방식으로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에 이르기까지 양자간 무역·투자의
자유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이처럼 보충협정을 통해 개방수준
을 확대해가는 것은 다른 FTA에서 시도되지 않은 중-홍콩 CEPA만의 특징이
다.

표 3-1. 중-홍콩 CEPA 협상 진행 경과
일시

경과

2002. 1

협상 개시

2003. 6

- (상품) 중국은 홍콩산 수입제품 374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체결

철폐함(이 중 273개 상품이 원산지규정 리스트에 포함됨)
CEPA

2004. 1

주요 내용

체결 및 발효

- (서비스) 경영자문, 회의 및 전시, 광고, 회계, 건설 및 부동
산, 의료 및 치과, 유통, 물류, 화물 취급 중개업, 저장 및
보관, 운송, 여행, 시청각, 법률, 은행, 증권, 보험 및 부가가

발효

치 통신서비스 등 18개 분야 개방
- 10년간 매년 1회의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2004

점진적인 개방과 무역·투자 원활화 조치를 추진해옴
- (상품) 2005년 2차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모든 홍콩산 수입

(1차 체결)
~

보충협정 1~10차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음(10차 보충협정까지 원산지규
정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 수는 1,770개임)

2013

- (서비스 개방) 10차례의 보충협정을 통해 총 48개 서비스 분

(10차 체결)

야의 403개 조치가 개방되었음
- 중-홍콩 CEPA는 10차 보충협정까지 포지티브 방식으로 서
비스 분야를 개방해왔음. 본 협정을 통해 광둥지역과 홍콩
광둥·홍콩
2014년 체결

서비스무역 자유화
실현에 관한 협의

간 서비스 분야에 있어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 네거티브리
스트를 적용하고,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방식 유지
- WTO의 서비스무역 분류는 160개 분야로 본 협정에서는 이
중 153개 분야를 개방하였으며, 그중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도입한 분야는 134개임
∘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제한 조치는 132개임

개월에 걸쳐 2003년 6월 마침내 협정이 체결되었다.” 여지나, 박민숙(2012),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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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일시

경과

주요 내용
- 2014년 체결한 광둥협정을 기반으로 서비스 분야의 네거티
브리스트 적용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함

2015년 체결

서비스무역 협정

- 광둥협정과 비교해 서비스 개방 분야는 153개로 동일하고,
그중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제한조치가 120개로 줄어 개
방도가 높아졌음

투자협정

- 두 협정은 2017년 6월 동시에 체결됨
- 투자협정은 투자진입 범위 확대·보호 강화를 통한 투자자유

2017년 체결

화 수준 제고를 골자로 함
경제기술협력 협정

- 경제기술협력 협정은 10차례에 걸쳐 체결한 보충협정 중 경
제기술협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통합·분석·분류를 전면
추진함

2018년 체결

상품무역 협정 개정

- 원산지 규정 완화
-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무역편리화 조치 마련

자료: 이상훈, 김주혜(2017), p. 103.

중국 중앙정부는 CEPA의 시행 감독과 정책 시행 과정 중의 문제 해결,
CEPA 보충협정의 내용 협의를 위해 CEPA 협정 내용에 근거하여 홍콩과
‘CEPA 연합지도위원회(CEPA联合指导委员会)’를 발족하였다. CEPA 연합지
도위원회는 중국 상무부와 홍콩의 공상과기국(工商及科技局) 산하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되고 있다. ‘CEPA 연합지도위원회’ 산하 분
과별로 △ 상품무역 업무회의 △ 서비스무역 업무회의 △ 무역투자 편리화 업
무회의 △ 전문서비스 자격 상호인정 업무회의가 각각 개최된다.59)
CEPA 연합지도위원회 회의에 중국정부 측은 각각 상무부, 국무원 산하의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港澳事务办公室), 해관총서, 사법부, 건설부, 증권감독
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
管理委员会),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위생부(卫生

59) 香港特別行政區政府, 「CEPA聯合指導委員會舉行首次會議」, https://www.info.gov.hk/gia/
general/brandhk/1217254.htm(검색일: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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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CEPA 연합지도위원회(CEPA联合指导委员会) 구성

CEPA 연합지도위원회
(CEPA联合指导委员会)

상품무역 업무회의
(貨物貿易工作會議)

서비스무역 업무회의
(服務貿易工作會議)

무역투자 편리화
업무회의

(貿易投資便利化工作會議)

전문서비스 자격
상호인정 업무회의

(專業資格承認工作會議)

자료: 香港特別行政區政府, 「CEPA聯合指導委員會舉行首次會議」, https://www.info.gov.hk/gia/general/brandhk/
1217254.htm(검색일: 2019. 9. 5) 토대로 저자 작성.

部), 주홍콩연락판공실(中央人民政府驻香港联络办公室)의 기관 대표가 참석한
다. 홍콩정부 측은 각각 홍콩정부 주베이징판사처(香港政府駐北京辦事處), 공
업무역서(工业贸易署), 공상과기국(工商及科技局), 환경운수공무국(环境运输
及工务局), 재정사무국(财经事务及库务局), 위생복리식품국(卫生福利及食物
局), 사법사(律政司), 홍콩해관(香港海关), 전기공정서(机电工程署) 등의 대표가
참석한다. 그리고 1999년 발족한 ‘중국 본토-홍콩 상무 연락위원회(内地与香
港商贸联系委员会)’의 업무관리를 CEPA 연합지도위원회로 이관시켰다.60)
CEPA가 체결된 해인 2003년 12월 제1차 중국-홍콩 CEPA 연합지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시 건축업, 증권업, 법무서비스 분야의 전문서비스 자격
상호인정이 논의되었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상호 연구 및 협의를 진행하기
로 하였다. 이듬해 2004년 10월 제4차 회의에서 중국과 홍콩은 CEPA 관련 무
60) ‘중국 본토-홍콩 상무 연락위원회’는 1999년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재 상무부)와 홍콩의 공상국
(工商局) 간의 협의하에 설립된 중국 본토와 홍콩정부 간 최초의 고위급 협의체이다. 당시 매년 1회 베
이징과 홍콩을 순회하여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위원회 산하에 △ 무역(贸易小组) △ 투자(投资小组)
△ 기술무역 및 조약법률(技术贸易及条约法律小组) △ 경제협력(经济合作小组) 등 4개의 분과로 나뉘
어 운영되었다. 香港特別行政區政府, 工商局局長演辭, https://www.info.gov.hk/gia/general/
200003/24/0324185.htm; 工商局(2002), 「立法會工商事務委員會 內地與香港特別行政區商貿聯
繫委員會」, https://www.legco.gov.hk/yr01-02/chinese/panels/ci/papers/cicb1-874-c.pdf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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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상품 추가 리스트 및 관련 제품의 원산지 규정, 서비스무역 개방을 위한
진일보 조치 등 합의한 내용을 공표하였다.61)
2008년 중국정부는 중-홍콩 CEPA에 ‘선행선시(先行先试, pilot basis)’ 정
책을 도입하여 광둥성 내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중국과 홍콩의 협력을 가속화
시켰다. 선행선시 조치 시행으로 CEPA의 개방조치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하면
서 중국과 홍콩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 실현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2014년
중국은 홍콩과 「중-홍콩 CEPA 관련 광둥성과 홍콩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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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광둥 협의’를 맺었다(2015년 3월 1일 발효). 해당 협의는 중국정
부가 처음으로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체결한 협의
이다.62)

표 3-2. 중-홍콩 CEPA 광둥성 선행선시 조치 개방 내용
분야

선행시험 조치 내용
- 중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홍콩 로펌은 설립 후 만 1년 이상 경과했거나 적어

법률

도 1인 이상의 설립인이 5년 이상의 영업 경험을 가진 광둥성의 중국 측 로펌과
제휴 형태로 회사 운영(联营)을 허용(Ⅶ)
- 선전과 둥관에 홍콩 거주자가 중국의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센터를

회계

설립할 수 있고, 광둥성이 시험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Ⅵ)
- 광둥성 선행시험 조치로서 중국 CPA 자격증을 취득한 홍콩 전문가는 첸하이(前
海)지역에서 파트너십 기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Ⅹ)

61) 「中国内地与香港特区签进一步贸易自由化法律文本」(2004. 10. 28), http://finance.sina.com.
cn/g/20041028/10161115161.shtml(검색일: 2019. 9. 5).
62) 商务部新闻办公室(201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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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412/2014120083

7788.shtml(검색일: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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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분야

선행시험 조치 내용
- 홍콩 전문가가 중국의 감리 엔지니어 자격을 획득하면 홍콩에서 개업했는지 여부
를 불문하고 광둥에서 개업할 수 있도록 함(Ⅵ)
- 홍콩전문가가 중국의 도시계획사 자격을 획득하면 홍콩에서 개업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광둥에서 개업할 수 있도록 함(Ⅵ)
- 본토에서 취득한 건축사시험 1급과 구조공학사 1급을 상호 인정해 광둥성에서 개

건축,
엔지니어링

업할 수 있음(Ⅷ)
- 본토의 1급 건축 자격과 1급 구조(structure) 엔지니어 자격을 보유한 홍콩의 전
문가들은 관련된 본토 규정에 따라 광둥 내에서 상호인증을 통해 엔지니어링 디
자인 기업의 실무자(practitioner)로 인정됨(Ⅸ)
- 본토의 감리 엔지니어, 건축가, 건축 엔지니어, 토목기사(항구와 수로), 공공설비
기사, 화학기사,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홍콩 전문가는 홍콩에 등록되었는지 여
부에 관계없이 광둥 지역에서 등록, 영업할 수 있음(Ⅹ)
- 2009년 1월부터 HKSS는 광둥에 외래진료소를 독자로 설립할 수 있음(Ⅵ)
- 2009년 1월부터 광둥에 합자 JV 외래진료소를 설립할 수 있음. 지분제한 철폐,
총 투자금액 요건 철폐(Ⅵ)
- 2009년 1월부터 광둥의 보건행정 부문이 프로젝트 수립과 승인 절차를 책임지게
됨(Ⅵ)
- 광둥성에 합자 병원 설립 시 총자본요건 폐지, 합자 시 투자지분 제한 철폐(Ⅷ)

의료

- 광둥성에 합자 외래진료소 설립 시 총자본요건 폐지, 합자 시 투자지분 제한 철
폐(Ⅷ)
- HKSS에 의한 합자병원, 합자 외래진료소 설립 시 승인 권한을 광둥성 정부로 이
양(Ⅷ)
- 광둥 지역에 독자, 합자 요양병원 설립 허용(Ⅷ)
- 광둥성 성급 보건행정 부문은 홍콩서비스업자의 광둥성 독자병원 설립에 관한 설
립과 승인 과정에 책임을 짐(Ⅹ)

컴퓨터 관련
서비스
검사 및
인증서비스
직업추천 및
중개업
인쇄서비스

- 첸하이와 헝친 지역에 국경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터넷 데이터센터 서비스, 저
장 및 포워드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로 제한)를 제공함.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제
공을 위한 합자회사 설립 허용. 홍콩업자의 지분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Ⅹ)
- 홍콩 테스트 기관의 인증업무 범위를 식품으로까지 확대(Ⅹ)
- 광둥에 직업 추천 및 중개업 독자기업 설립 허용, 최소등록자본 요건은 10만 위
안, 나머지는 광둥의 중국기업 요건과 동일(Ⅵ)
- 첸하이와 헝친(横琴)에 출판 및 기타 인쇄물 인쇄서비스에 대한 지분합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분 상한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Ⅹ)

제3장 주요 지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분석 • 89

표 3-2. 계속
분야

선행시험 조치 내용
- 광둥과 상하이에 기반을 둔 HKSS 기업은 해외 전시회를 기획할 수 있음(Ⅵ)

전시 및 컨벤션

- 광둥과 상하이를 시험기반으로 하여, 해외공급 모드로 전시회를 기획할 수 있음(Ⅵ)
- 광둥성에서 홍콩 서비스 공급자가 주관하는 1,000m2 이상의 대외경제기술박람회
에 대한 심사비준 권한을 광둥성 정부로 이양(Ⅶ)

공공설비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 광둥성의 인구 100만 명 미만의 도시에서 도시가스 네트워크 건설 및 운영에 대
한 지분제한을 철폐(Ⅶ)
- 광둥성 선행시험조치로 선전과 광저우시에 상업 팩토링 기업 설립을 허용(Ⅹ)
- 홍콩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무선 전화카드 소매판매업을 광둥성에서 할 수 있도

통신, 전신

록 허용(인공위성전화카드는 제외)(Ⅶ)
- 광둥성 선행시험조치로 둥관과 주하이시에 해외콜센터서비스를 위한 독자, 합자기
업 설립 허용. 홍콩 지분제한 없음(Ⅹ)
- 홍콩 서비스 업자가 본토에서 3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상이한 형태의 상
품을 판매하고, 상이한 상품 프랜드(주식 포함)를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공받는

도소매,
프랜차이징

경우, 광둥에서 독자기업 운영 가능(Ⅸ)
- 광둥에서 50개 이상의 상점을 개업하고, 판매물품이 제초필름, 화학비료, 채소유,
식용설탕이며, 각각 다른 상표와 공급자에게서 공급되는 물품일 경우, 독자기업
설립 허용(Ⅹ)
- 첸하이와 헝친에 독자 국제학교 설립 허용. 국제학교 학생 범위는 해외거주 및 해

교육서비스

외 유학 후 돌아온 중국인 중 첸하이와 헝친에서 일하는 중국인 자녀로까지 확대
(Ⅹ)
-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기업의 설립 자격 승인권한을 광둥성으로 이양(Ⅵ)

환경서비스

- 광둥에서 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홍콩 서비스사업자의 승인 업무를
광둥성에서 수행(Ⅹ)
- 홍콩은행이 광둥성 내에 지점을 설립한 경우 광둥성의 다른 지역(지점과 다른 도

은행

시)에 출장소를 설립할 수 있음(Ⅶ)
- 광둥 선행시험조치로 홍콩 금융기관의 ‘소비자금융회사에 관한 시험조치’에 따른
소비자금융회사 설립 허용(Ⅹ).

증권

- 광둥 지역에 홍콩과 중국 증권사의 조인트벤처 설립을 허용하고, 업무는 증권투자
자문업무에 한정하며, 홍콩 증권사 합작회사의 지분은 1/3로 제한함(Ⅶ)
- 홍콩 보험회사는 광둥 지역(선전 포함)에 독자적으로 보험대리점 설립 가능, 영업
장소는 반드시 광둥 지역(선전 포함)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함

보험

∙ 홍콩에서 10년 이상 영업 경력/평균영업이익이 과거 3년 동안 50만HK$ 이상,
총자산 50만HK$ 이상/신청 전 3년 내 심각한 위법행위나 징계조치 기록이 없
어야 함/신청자는 본토에서 1년 이상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함(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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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분야
사회서비스

선행시험 조치 내용
- 광둥성에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자 사영기업의 설립을 허용, 장애인 서비
스까지 확대(Ⅵ)
- 광둥에 HKSS가 여행사를 세울 때, 신청의 승인 권한을 광둥성 정부로 이양함(Ⅵ)

여행

- 광둥성의 ‘44-hour facilitation visa’ (144시간, 즉 6일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의 발급조건 완화와 적절한 시점에 여행단 규모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해
재검토 실시(Ⅸ)

문화서비스

- 첸하이와 헝친에 시험조치로 독자 엔터테인먼트 사업장 설립 허용(Ⅹ)
- 독자 및 지점을 광둥에 개설할 수 있고,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간 해운선을 위한
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Ⅵ)

해운

- 화물운수 도급, 선하증권 발행, 운송비 정산, 계약체결 서비스 등 비즈니스 서비
스 제공을 위한 홍콩 선박회사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되, 홍콩과 광둥항을 오가
는 중국 등록선박을 취급하는 회사에 한함(Ⅶ)

철도운송

- 선전(深圳) 지하철 4호선 건설 운영 및 관리 프로젝트에 독자형태로 참여 허용(Ⅶ)
- 도시간 철도운송사업의 투자, 건설, 운영에 지배지분으로 참여 허용(Ⅹ)
- HKSS에 대한 육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한 승인 권한을 광둥성으로 이양함(Ⅵ)

육상운송

- 광둥성은 육상화물운송 정류장(창고), 보수 및 운전자 교육기업 등에 대한 승인
권한도 갖게 됨(Ⅵ)

자영업자

- 광둥에 한해 추가적으로 무역업 중개 및 대리업/렌트와 임대업(주택 임대 제외)
허용(Ⅵ)

자료: 여지나, 박민숙(2012), pp. 23~25.

표 3-3. 중-홍콩 CEPA 광둥성 선행시험 조치 개방 내용
전체 서비스 개방조치 개수

선행시험 개방조치 개수

비중(%)

CEPAⅥ

29

17

58.6

CEPAⅦ

29

9

31.0

CEPAⅧ

27

8

29.6

CEPAⅨ

23

7

30.4

CEPAⅩ

37

16

43.2

자료: 여지나, 박민숙(2012), p. 27.

CEPA 연합지도위원회 이외에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여하는 중-홍콩 간 경
제협력 협의체로 ‘첸하이·난사·헝친 건설 촉진을 위한 부처 연석회의(促进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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东前海南沙横琴建设部际联席会议)’를 들 수 있다. 선전시 첸하이, 광저우시 난
사, 주하이시 헝친은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각각 현대 서비스업 협력구 및 신구
로 승인받은 특별 지역이다.63) ‘첸하이·난사·헝친 건설 촉진을 위한 부처 연석
회의(促进广东前海南沙横琴建设部际联席会议)’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포
함한 중앙정부 부처, 광둥성 정부, 선전시·광저우시·주하이시 정부, 홍콩 및 마
카오 정부 등 39개 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현지 조사에서 확인
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다.64)
2017년 7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광둥성 정부, 홍콩·마카오 정부 간에 ‘웨
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Guangdong-HongKong-Macao Greater Bay
Area)’ 건설을 위한 기본협정(「深化粤港澳合作推进大湾区建设框架协议」)을
체결하면서 중국과 홍콩, 광둥성과 홍콩 간에 새로운 협력 모멘텀이 마련되었
다.65) 당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광둥성 성장, 홍콩·마카오 행정장관이 4
자간 협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시진핑 주석이 협약 체결 증인으로 배석하였다.
웨강아오 대만구의 지역적 범위는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를 아우른
다. 지역적 범위만을 비교하면 과거 명명되어오던 ‘대주장삼각주(大珠江三角
洲)’와 동일하다.66) 중국정부는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중앙과 지방, 세 지역간 의견 조율을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도로 협력기
제를 마련하였다.
63) 헝친, 첸하이, 난사는 각각 2009년 마카오 반환 10주년, 2010년 선전특구 설립 30주년, 2012년 홍콩
반환 15주년 시점에서 지정되었다. 세 지역은 CEPA 실시 이후 광둥성·홍콩·마카오 간에 경제협력 플
랫폼을 건설하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毛艳华 等(2018), p. 21.
64) 国务院办公厅(2014), 「国务院办公厅关于同意建立促进广东前海南沙横琴建设部际联席会议制度的
函」, http://service.law-star.com/cacnew/201401/3250091358.htm(검색일: 2019. 9. 5); 中
山大学 관계자 인터뷰(2019. 11. 4,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中国(深圳)综合开发研究院 관계자 인터

뷰(2019. 11. 5, 중국 광둥성 선전시).
65) 웨강아오(粤港澳)는 각각 광둥성(粤), 홍콩(港), 마카오(澳)의 약칭이다.
66) 대주장삼각주(大珠江三角洲)는 2003년 제6차 ‘광둥·홍콩 협력연석회의(粤港合作联席会议)’에서 제
기되었다. 제7차 연석회의에서 ‘광둥·홍콩 도시 규획 발전 소조(粤港城市规划发展小组)’를 설립하고
광둥성·홍콩·마카오 공동으로 ‘대주장삼각주 도시군 협조발전규획 연구(大珠江三角洲城镇群协调发
展规划研究)’를 전개한 바 있다. 广东省城乡规划设计研究院, http://www.gdupi.com/Project/detail/

goods_id/18.html(검색일: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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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홍콩정부는 홍콩의 일대일로 참여에
대한 협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与香港特别行政区政府关于支持香港全面参与
和助力「一带一路」建设的安排)을 체결하였다.67) 협약에서 6대 중점 분야를 제
시하였는데, 각각 △ 금융 및 투자 △ 기초 인프라 및 운송 서비스 △ 경제교류·
협력 △ 민심상통(民心相通) △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추진 △ 투자 협력 및 분
쟁 해결 서비스이다. 협력 기제로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산하의 홍콩
마카오사무판공실 등의 관계자 및 홍콩 정부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운영하고자 한다. 연석회의는 매년 최소 1회 개최하며 홍콩의 일대일로 건설사
업 참여 중 발생하는 문제 및 협력 사안 논의, 진행 상황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나. 광둥성-홍콩 협력 개황
1) 양자협의
광둥성과 홍콩 간에는 정부 차원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광둥
성과 홍콩의 협력관계는 홍콩 반환을 기점으로 변화하였는데, 홍콩 반환 이전
에 광둥성은 중앙정부로부터 홍콩과 관련하여 변경(边境) 업무 처리권한을 부
여받았다.68) 이 당시에는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언어적 동질성, 화교 네트워
크에 기반을 둔 민간 협력 위주로 이루어졌고, 광둥성과 홍콩 간 정부 협력기제
는 형성되지 않았다.
홍콩 반환 이후 상황이 전환되어 1998년 광둥성 정부와 홍콩은 양자간 ‘연
석회의(粤港合作联席会议)’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때부터 두 지역은 정
부 주도로 제도에 기반을 둔 협력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
와 홍콩 간에 처음 마련된 정부고위층 주도의 정기적 협의 채널이었다. 두 지역

67) 香港特别行政政府 商务及经济发展局, https://www.cedb.gov.hk/citb/sc/Pub_Press/Press_
Releases/2017/P2017121400344.html(검색일: 2019. 9. 5).
68) 钟韵, 胡晓华(2017),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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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주요 협력기제인 연석회의는 광둥성 광저우시와 홍콩을 순회하면서 연례
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2003년 두 지역의 행정수장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회의
로 승격되었고, 여타 부서의 정부 고위층이 참여한다.69) 또한 산하에 ‘연석회
의 연락판공실(联系会议联系办公室)’을 설립하였고, 광둥성 측은 광둥성 부성
장이, 홍콩 측은 정무사 사장(司长)이 판공실 주임직을 맡고 있다.70) 광둥성과
홍콩은 연석회의 산하에 두 지역의 무역, 경제, 인프라 발전, 운송 등 다방면의
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15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이외 양자간 협력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광둥·홍콩 발전전략 협조소
조(粤港发展策略协调小组)’를 발족하였다. ‘광둥·홍콩 발전전략 협조소조’는
양자간 경제협력에 대한 공동 연구를 분야별로 추진하고, 연구성과를 ‘연석회
의 연락판공실’을 거쳐 협의한 후 연석회의에서 논의한다.71)
광둥성은 2008년 「주장삼각주 지역개혁 발전규획 강요(2008~20년)」를 발
표하였고, 해당 정책문건에 홍콩과의 협력에 의한 지역발전계획을 포함시켰
다. 광둥성은 이로써 주장삼각주와 홍콩 간에 경제 통합뿐 아니라 사회, 문화
분야에 이르는 통합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정부 주도하에 주장삼각주 지역과
홍콩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72)
2010년 광둥성 정부는 「주장삼각주 지역개혁 발전규획 강요(2008~20年)」
와 CEPA 보충협정 이행을 위해 홍콩과 「광둥-홍콩 협력 기본협정(粤港合作框
69) 그 전에는 광둥성 부성장과 홍콩 정무사(政务司) 사장(司长)이 주최하였다. 연석회의 하부기관으로 ‘광
둥·홍콩 협력 연석회의 연락판공실’을 설립(광둥성 상무 부성장, 홍콩 정무사 사장이 관리)하고, 특정
주제별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와 실무 등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양평섭 외(2012), p.
113.
70) 周盛盈(2016), p. 155.
71) 周盛盈(2016), p. 155; “이밖에 민간협력을 연구·검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양측 기업 및 상회 간
상시 연구기구를 설립하고 부정기적으로 각종 세미나, 전시회, 정보교류회 등을 개최하여 정부의 방침
을 따르면서 양측 경제무역 협력이 다층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양
평섭 외(2012), p. 113.
72) “「주장삼각주 지역개혁 발전규획 강요(2008~20년)」에는 주장삼각주 주요 도시의 위상정립과 경제일
체화, 산업고도화를 비롯하여 홍콩·마카오와의 분업협력을 통한 발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들 지역간 중점 인프라 건설,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 도시생활권 조성 등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을
명기하였다.” 위의 책,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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架协议), 이하 ｢협정｣」을 맺었다. 당시 시진핑 부주석이 협약체결 증인으로 배
석하였고, 이는 국무원에서 처음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 간에 종합적인 협력에
대한 협의를 승인한 사례이다. 특히 이 「협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 광둥성
과 홍콩 간 협력사업 정책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의 역할을 하였고, 광둥성과
홍콩 간 심화협력의 중요한 추동력이 되었다. 「기본협정」에서는 세계적인 경제
권, 금융협력 지역,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 기지, 현대적인 유통경제권,
대(大)주장삼각주의 우수한 생활권역, 세계적 도시군 등을 공동으로 구축할 것
을 명기하였다. 이를 위해 △ 상호 비교우위의 보완과 상호이익 추구 △ 평등한
협상과 상호개방 △ 우선 실험과 중점분야의 타결 △ 계획 조정과 합리적 협의
△ 시장 주도와 정부 추진 등 5대 원칙을 내세웠다.73) 「협정」 내용상 9개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인프라 건설, 서비스업, 제조업 및 기술혁신,
비즈니스 환경, 거주생활, 교육, 중점 협력지역, 협력사업 이행계획, 협력기제
마련 등이 포함된다.

표 3-4. 광둥-홍콩 협력 기본협정의 주요 내용
분야
통합인프라 구축
고급서비스업
제조업 및 기술혁신
비즈니스 환경
(도시)생활권 조성
교육과 인재
중점협력구 건설

주요 내용
종합교통시스템, 정보 네트워크 및 수도·전기·에너지 기반설비 구축
금융, 관광, 물류, 전시, 전문서비스 및 서비스 아웃소싱, 문화·창조산업
및 공업설계 등 협력발전
가공무역 고도화, 과학기술혁신 등을 통한 선진제조기지 구축
통관, 편리한 왕래, 검역,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사
무협력, 무역투자 촉진 등 편리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생태환경보호, 의료, 위생 및 식품안전, 문화체육, 사회보장, 치안관리, 응
급관리 등을 통해 우수한 생활환경 조성
교육·훈련 협력심화를 통해 전문자격증 상호 인정, 인재교류를 통한 아시
아 인재교육의 허브 구축
선전 첸하이(深圳前海), 선강 허타오(深港河套), 광저우 난사(廣州南沙)
둥 중점협력지역에 대한 계획, 건설, 운영, 관리에 대해 협력

73) 자세한 내용은 양평섭 외(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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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분야
지역협력 계획
협력시스템 구축

주요 내용
우수 생활권 계획, 인프라 계획,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액션 플랜
(Action plan), 관광협력계획 등 마련과 시행
고위층 회담, 연석회의, 사무기구, 자문채널, 민간협력 등 협력채널 구축

자료: 양평섭 외(2012), p. 122.

광둥성은 2009년 반민반관(半民半官) 성격의 조직인 ‘광둥성 웨강아오 협력
촉진회(广东省粤港澳合作促进会, 이하 협력촉진회)’를 출범시켰다. 광둥성 홍
콩마카오 판공실에서 협력촉진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협력촉진회 내 명예회장
및 고문, 집행위원으로 광둥성·홍콩·마카오의 전직·현직 정부인사가 대거 포
함되어 있다. 또한 중점 협력분야에 대한 분과별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 중이
며, 각 분과별 위원회에 많게는 200여 명 적게는 100여 명의 정계·산업계·학
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협력촉진회 주도하에 매년 정기적인 협력포럼 및
분과별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분과별 위원회는 각각 금융전문위원회(金融专
业委员会), 정보과학기술전문위원회(信息科技专业委员会), 회계전문위원회
(会计专业委员会), 문화미디어위원회(文化传播委员会), 패션브랜드전문위원
회(时尚品牌专业委员会), 의약헬스위원회(医药卫生大健康委员会)가 운영 중
이고, 이 중 의약헬스위원회가 가장 뒤늦은 2017년에 발족되었다.
한편 홍콩과 선전시는 광둥성 내에서도 경제특구로서의 지위, 지리적 인접
성 때문에 일찍이 시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홍콩과의 협력기제를 고안하여
추진해왔다. 2004년 6월 ‘선전과 홍콩 양자 지방정부 협력 비망록(深港两地政
府合作备忘录)’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와 통합을 촉진하는 일련
의 협약을 맺었다.74) 2004년부터 매년 1회 선전시와 홍콩정부 간 연석회의(深
74) 해당 협의는 각각 △ 홍콩특별행정구 무역발전국과 선전시 무역공업국의 경제무역 교류 강화 및 합작
강화에 관한 협의 △ 홍콩특별행정구 여행업 의회와 선전시 여행국의 홍콩과 선전 여행시장 관리 협력
강화에 관한 협의 △ 홍콩특별행정구 투자촉진국과 선전시 무역공업국의 투자 촉진에 관한 협력 협의
등이다.

96 •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그림 3-2. 광둥성 웨강아오 협력촉진회 구성

광둥성 웨강아오
협력 촉진회
(广东省粤港澳合作促进会)

금융전문위원회
(金融专业委员会)

정보과학기술
전문위원회
(信息科技专业委员会)

회계전문위원회 문화미디어위원회
(会计专业委员会)

(文化传播委员会)

패션브랜드
전문위원회
(时尚品牌专业委员会)

의약헬스위원회
(医药卫生大健康委员会)

자료: 广东省粤港澳合作促进会, http://47.107.46.58/Category_5/Index.aspx(검색일: 2019. 10. 15) 토대로 저자
작성.

港合作会议)가 개최되고 있다. 2009년 이후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 서비스업
협력구(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가 주요 회의 의제로 논의되어왔다. 2009
년 연석회의에서 홍콩정부는 첸하이 발전규획 및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
진하였다. 선전시와 홍콩은 선전시 부시장과 홍콩 정부기관 중 일국양제 운영
을 담당하는 헌법 및 대륙 사무국(政制及内地事务局)의 국장을 대표로 하여, 각
각 개발 모델, 산업발전, 혁신정책, 인프라 조성, 단지운영관리 부문의 연합 사
업조를 결성하였다. 2011년에는 전문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홍콩기업의 투
자 유치 관련 문제를 논의하였다. 2015년에는 첸하이에 설립한 홍콩 금융기관
을 대상으로 업무범위 제한 완화, 보험회사의 진입 제한에 대해 논의하여 적용
방안을 강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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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역대 선전-홍콩 협력회의(深港合作会议) 주요 의제
시기
2004

내용
양자간 선전-홍콩 협력을 위한 비망록 및 8개 협약(“1+8” 협의) 체결
‘록마차우 허타오 종합 연구 협력 협약(落马洲河套地区综合研究合作协议)’, ‘교육 협력

2008

협약(教育合作协议)’, ‘선전-홍콩 클린생산 업무협력 협약(加强深港清洁生产工作合作协
议)’, ‘문화 분야 진일보 협력 협약(更进一步加强文化合作协议)’, ‘양자 관광 협력 협약
(双方旅游合作协议)’ 등 환경보호, 교육, 문화 분야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2009

‘선전-홍콩 혁신단지(深港创新园)’ 건설, 기술혁신, 교육, 문화, 의학, 관광, 시험검역 등
7개 분야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기업 등록 정보 교류 협약(公司/企业注册交流合作协议)’, ‘홍콩-선전 시험검역 교류 협

2010

약(香港和深圳两地检测认证交流合作协定)’, ‘홍콩-선전 시험검역 기술혁신 협력 협약
(关于促进港深检测认证科技创新合作协议)’ 등 3개 협약 체결
‘법률 협력 협약(法律合作安排)’, ‘록마차우 허타오 공동 개발 업무 협력 협약(推进落马

2011

洲河套地区共同开发工作的合作协议书)’, ‘수출입 식품 안전 협력 협약(关于加强进出
口食品安全的合作协议)’, ‘기상예보 기술 장기 협력 협약(数值天气预报技术长期合作协
议)’ 등 4개 협약 체결
‘관광 협력 협약(旅游合作协议)’, ‘선전시 학교 내 홍콩 국적자 반 개설 협력 협약(深圳学

2013

校开设“港籍学生班” 合作协议)’, ‘선전시 첸하이 관리국과 홍콩 과학기술단지회사 간 전
략적 협력 협약(深圳前海管理局与香港科技园公司战略合作协议)’ 등 3개 협약 체결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 서비스업 협력구 내 홍콩 건설 모델 시범 협력 협약(在深圳市前

2016

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试行香港工程建设模式合作安排)’, ‘창의 산업 협력 협약(关于
促进创意产业合作的协议)’, ‘선전-홍콩 수산물 검역 협력 협약(深港水生动物检验检疫
合作协议)’ 등 3개 협약 체결

2017

‘홍콩-선전 록마차우 허타오 공동 발전 관련 협력 비망록(港深推进落马洲河套地区共同
发展的合作备忘录)’ 체결

자료: 「这会议记载深港合作16年, 大湾区建设按下快进键时, 它如何发力」(2019. 4. 16), 南方都市报, http://www.
oeeee.com/html/201904/16/759599.html(검색일: 2019. 9. 10).

2) 다자협의
광둥성 주도로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범(泛)주장삼각주’ 협의도 진행
중이다. ‘범주장삼각주’는 광둥, 푸젠을 포함한 9개 지역과 홍콩 및 마카오를
포함한다. ‘범주장삼각주’의 구상은 2003년 11월 ‘2003 광둥 경제 발전 국제
자문회’에서 당시 장더장(张德江) 광둥성 당서기에 의해 제기되었다. 2003년
광둥성의 제의로 논의되기 시작한 범주장삼각주 지역협력은 2004년 ‘9+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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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13·5 시기 범주장삼각주 중점 협력 플랫폼 및 협력 프로젝트
구분

내용
범주장삼각주 협력 행정수장 수석회의(泛珠三角区域合作行政首长联席

교류·협의

会议), 범주장삼각주 지역협력 발전 포럼 및 경제무역 협의회(泛珠三角

플랫폼

区域合作与发展论坛暨经贸洽谈会), 범주장삼각주 협력 정보망(泛珠三
角合作信息网)
주장-시장 경제벨트(珠江—西江经济带), 환북부만 경제벨트(环北部湾经

중점 협력

발전 플랫폼

济带), 둥장 경제벨트(东江经济带), 구이양-광저우 등 고속철 경제벨트
(贵广, 南广, 武广高铁经济带)

플랫폼

광둥-광시-구이저우 고속철 경제협력 시험구(粤桂黔高铁经济带合作试
验区), 광둥-광시 협력 특별 시험구(粤桂合作特别试验区), 푸젠-광둥
협력단지

경제협력구(闽粤经济合作区), 잔장-베이하이 광둥-광시 북부만 협력경
제구(湛江—北海粤桂北部湾合作经济区), 광저우 난사 웨강아오 심화
협력구(广州南沙粤港澳深度合作区), 광저우 범주장삼각주 협력단지(广
州泛珠合作园区)
룽옌-메이저우-룽촨 철도(龙岩—梅州—龙川铁路), 잉탄-메이저우 철도
(鹰梅铁路), 간저우-선전 철도(赣深客专), 메이저우-허저우-샤오관 철도

철도

(柳州—贺州—韶关铁路), 메이저우-자오칭 철도(柳州—肇庆铁路), 뤄딩
-천시 철도(罗定—岑溪铁路), 리탕-잔장 철도 전기화 공정((黎塘—湛江
铁路电气化改造工程), 허푸-잔장 철도(合浦—湛江铁路), 잔장-하이커
우 철도 확장 공사(湛江—海口铁路扩能工程)
강주아오 대교(港珠澳大桥), 광저우-포산-자오칭-우저우 고속도로(广州
—佛山—肇庆—梧州高速), 천시-쉐이원-신이-마오밍 고속도로(岑溪—

중점 협력

水汶—信宜—茂名高速), 닝보-둥관 고속도로의 광둥성-푸젠성 경계구간

프로젝트

및 장저우 구항 구간(宁莞高速粤闽界至潮州古巷段), 룽촨-화지-허저우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龙川—怀集—贺州高速), 선양-하이커우 고속도로 구간 중 쉬

교량

원강 지선(沈海高速徐闻港支线), 난창-둥관 고속도로(南昌—东莞高速),
메이저우(다부)-장저우(핑허)

고속도로(梅州

(大埔)—漳州(平和)高速),

렌산-허저우 고속도로(连山—贺州高速), 위린-잔장 고속도로(玉林—湛
江高速), 뤄딩-신이-루촨 고속도로(罗定—信宜—陆川高速), 징저우 지
하해협도로(琼州海峡跨海工程)
내륙수운

시장(지에서우-자오칭) 항로 확장 공정西江(界首—肇庆)航道扩能升级
工程), 시링항로 공정(西伶通道航道工程)

자료: 广东省发展和改革委员会(2018), 广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十三五规划, http://drc.gd.gov.cn/sswgh/
content/post_854165.html(검색일: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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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간 「범주장삼각주 지역협력 기본협의(泛珠三角区域合作框架协议)」를 체결
한 이후 매년 다양한 포럼 및 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범주장삼각주
지역협력 기본협의」는 정기적인 고위급회의 개최, 상설기구 설립 등을 통해 인
프라, 산업, 무역, 관광, 농업, 노무,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75) 현재에도 교류·협력 플랫폼으로서 ‘범주장삼각주
지역협력 행정수장 수석회의’, ‘범주장삼각주 지역협력발전포럼 및 경제무역
협의회’, ‘범주장삼각주 협력 정보망’ 등이 운영 중이다.

다. 광둥성-홍콩 협력정책 및 메커니즘
본 절에서는 광둥성과 홍콩 협력 관련 주요 정책 키워드인 △ 중-홍콩 CEPA
△ 웨강아오 대만구 △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를 중심으로 정책 및 프로젝트
추진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3년 중-홍콩 CEPA 체결 이후 중국과 홍콩
은 2004~13년 10차례 보충협정을, 2014년에는 광둥협정을 체결하였다. 또
한 2015년에는 CEPA 서비스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과거 10개의 보충협정에서 명시된 광둥성에 대한 ‘선행선시’ 조치는 이후에
체결된 광둥협정에, 보충협정과 광둥협정은 2015년 체결된 서비스무역협정에
반영되었다. 2014년 ‘광둥협의’에서 중국정부는 처음으로 진입 전 내국민 대
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였고, 이로써 홍콩 서비스 투자 진입장벽
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우대조치가 시행되었다. 다만 2017년 중국정부가 「외상
투자산업지도목록(外伤投资产业指导目录)」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하면서
더 이상 홍콩이 배타적인 지위를 예전만큼 누릴 수 없게 되었다.76) 그리고 최
근 중국정부가 서비스업 시장진입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기존에 광둥
성을 포함한 특정 지역 및 홍콩에만 유일하게 적용되었던 일부 우대조치가 전
75) 정지현, 박진희, 김홍원(2011), pp. 3~5.
76)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이한나, 김홍원, 최재희(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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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외국인투자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령 중-홍콩 CEPA 서비스무역협
정에서 상하이시, 광둥성, 선전시에 증권회사 합자(合資) 설립 시 각각 1개씩
최대 51% 비율로 전 업무가 가능한(全牌照, full-licensed) 기업 설립을 허용
했었다. 그러나 2018년 중국정부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外
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8年版))」에 따라 모든 외국인투자에 대
해 51% 지분비율로 투자요건이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홍콩
CEPA는 현재 시점에서도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한 유일한 양자협정이라는
점, 중국이 체결한 무역·투자협정 중 가장 개방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주요 서비스 분야의 대홍콩 우대조치 중 특히 광둥성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
항은 법률, 교육, 출판·인쇄 분야로 파악된다. 다만 이 중에서 법률 분야의 조치
는 광둥성 광저우시, 선전시, 주하이시에만 적용되었으나 2019년 3월 이후 중
국 전역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77)

표 3-7. 중-홍콩 CEPA 서비스무역협정 중 광둥성 투자 관련 주요 우대조치
분야
법률
교육
출판·인쇄

내용
- 광둥성 광저우시, 선전시, 주하이시 내 파트너십 공동운영 형태 협력 허용*
- 광둥성 내 초등·중등교육 분야의 외국인 국제학교 독자 설립 허용
- 광둥·텐진 자유무역시험구 내 자비출국 유학중개 서비스기관 투자 허용
- 광둥성 첸하이, 헝친 내 합자 및 합작 지분 최대 70% 허용(이외 49% 상한
제한)

*

주: 표시는 2019년 3월 이후 광둥성 이외의 지역에서도 허용됨.
자료: 이상훈 외(2018a), pp. 149~163 토대로 저자 작성.

2018년 12월 중국정부는 중-홍콩 CEPA 상품 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하면
서 특히 별도의 장으로서 ‘웨강아오 대만구 무역편리화 조치(粤港澳大湾区贸
77) 香港工业贸易署,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法律服务, https://www.tid.gov.
hk/sc_chi/cepa/tradeservices/leg_relevant.html(검색일: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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易便利化措施)’를 포함시켰다. 업그레이드된 상품 무역협정은 2019년 1월 1일
자로 발효되었다.

표 3-8. 중-홍콩 CEPA 상품 무역협정 업그레이드 주요 내용
원산지 규정

웨강아오 대만구 무역편리화 조치

- 원산지 부가가치 산정방법 추가: 기존 계산법 - 정기적으로 화물 통관시간을 공표하고, 통관 시
(직접법) 이외에 공제법을 추가하여 원산지 인
증 기준 완화
- 현행 「상품특정원산지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상

간을 단축
- 저위험 제품의 시험·검역 결과 상호 인정(동식
물, 식품, 의약품 제외)

품은 모두 「일반규칙」에 적용하여 원산지 기준 - 중국산 원자재를 홍콩에서 가공한 식품의 통관
명확화

편리화 조치 시행

자료: 김홍원(2019), p. 9.

웨강아오 대만구와 관련하여 2019년 2월 중국 국무원에서 「웨강아오 대만
구 발전규획 강요(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를, 이어 7월에는 광둥성 정부
에서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 강요>의 실시 의견(关于落实《粤港澳大湾区
发展规划纲要》的实施意见)」과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3년 행동계획(推进粤港
澳大湾区建设三年行动计划(2018-2020年))」을 발표하였다. 해당 문건은 웨강
아오 대만구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면의 대홍콩 협력사업
및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광둥성 정부는 웨강아오 대만구에 포함된 주장삼각주 9개 도시에 모두 홍콩
및 마카오와의 협력 플랫폼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총 12개). 일부 협력 플랫폼
은 앞 장에 서술된 광둥성의 중점 대외협력 프로젝트 및 자유무역시험구와 중
첩된다. 광둥성은 향후 이들 협력 플랫폼을 중심으로 홍콩과의 협력사업을 진
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홍콩에 대한 우대조치들도 협력 플랫폼 내에 선도
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3년 행동계획」상 협력
플랫폼의 추진정책을 살펴보면 기존에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되어 있는 선전
시의 첸하이, 광저우시의 난사, 주하이시의 헝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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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하여 여타 지역보다 이 세 지역이 홍콩
과의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표 3-9.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관련 대홍콩·마카오 협력 플랫폼 및 주요 추진정책
지역

주요 추진정책

명칭

- 홍콩의 운송서비스 투자 유치 및 협력 강화
난사 웨강아오 전면헙력시범구

- 홍콩 기술이전 및 사업화 플랫폼 건설

(南沙粤港澳全面合作示范区)

- 웨강아오 데이터 서비스 시험구 건설
- 웨강아오 대만구 국제상업은행 건설
- 자유무역시험구 조치를 복제하여 시행

광저우(广州)시

- 웨강아오 대만구 과학기술혁신 인큐베이터

중-싱가포르 광저우 지식도시

단지 건설

(中新广州知识城)

- 지식재산권 종합개혁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홍콩과 지식재산권 보험·교역 활동 전개
- 건설·토목 분야 관련 홍콩의 기술 응용 확대
- 국제학교·국제병원·국제금융센터 건설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서비스업
선전(深圳)시

- 홍콩의 금융업 및 법률서비스 투자제한 완

협력구

화 관련 중앙의 지지 획득

(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

- 홍콩국제중재기구의 첸하이 지부 유치
- 홍콩거래소와의 선물거래 협력 강화
- 과학기술혁신 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선전(深圳)시

제도 개혁 시행

선전-홍콩 과학기술혁신 협력구

-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헬스, 마이크로전자

(深港科技创新合作区)

분야 클러스터 조성
포산(佛山)시

후이저우(惠州)시
둥관(东莞)시

웨강아오 협력 첨단서비스 시범구

- 생산자 서비스 분야 협력 확대

(佛山粤港澳合作高端服务示范区) - 스마트제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발전 도모
퉁후 생태스마트구
(潼湖生态智慧区)
빈하이만신구(滨海湾新区)

- 홍콩 기업, 연구기관, 학교 협력 확대
- 반도체, 사물인터넷, 스마트 제조, 문화창
의 분야 협력 확대
- 전략적 신흥산업 연구개발 기지 건설 협력
- 강주아오 대교를 활용하여 웨강아오 물류

헝친 웨강아오 협력구
(横琴粤港澳深度合作区)

단지 건설
- 의료헬스 국제협력 확대 시범사업을 위한
중앙의 지지 획득

주하이(珠海)시
주하이 서부생태신구
(珠海西部生态新区)

- 수운, 항만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협력 확대
- 홍콩기업 인큐베이팅 기지 및 청년창업센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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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계속
지역
중산(中山)시

추이헝신구(翠亨新区)

자오칭(肇庆)시

자오칭신구(肇庆新区)

장먼(江门)시

주요 추진정책

명칭

다광하이만 경제구
(大广海湾经济区)

- 바이오의약, 첨단 장비제조 및 IT, 청년 창
업 분야 협력 확대
- 생태 과학기술 산업단지 건설
- 의료관광산업 발전 및 단지 조성
- 금융, 관광, 문화창의, 전자상거래, 직업교
육, 의료헬스 분야 협력 확대
- 녹색 스마트 도시 건설 협력

자료: 广东省人民政府(2019. 7. 5), 「广东省推进粤港澳大湾区建设三年行动计划 (2018年-2020年)」, http://
www.gd.gov.cn/gdywdt/gdyw/content/post_2530521.html(검색일: 2019. 10. 5).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관련 정책 중 홍콩에 대한 우대 또는 시범조치의 대부
분은 계획·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무원의 문건에서 특히 홍콩과의 투자협
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시장진입제한 완화에 대하여 향후 계
획으로 명시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3년
행동계획」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시장진입 완화정책 시행에 대한 지지를 획득할
것이라고 명시하는 데 그쳤다. 다만 우선적으로 인력이동에 가장 큰 제약요소
로 작용했던 소득세 차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이 선전시 첸하이와 주하이
시 헝친에서 주장삼각주 9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78)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는 2015년 홍콩·마카오와의 자유로운 협력과 인적
교류 통로로서의 기능 극대화 및 중·홍콩 경제통합 촉진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대홍콩·마카오 서비스무역 자유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CEPA 및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최적화된 관리 방식 모색을 설립 목적으로
내세운다. 광둥성은 2016년 자유무역시험구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中
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条例」)를 제정하여 발표하였다(2016년 7월 1일 발
78) 财政部, 税务总局(2019. 3. 14), 「关于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优惠政策的通知」, http://www.
chinatax.gov.cn/n810341/n810755/c4148969/content.html(검색일: 2019. 10. 5). 선전 첸
하이와 주하이 헝친에서는 일찍이 우수 해외인재 특히 홍콩·마카오 국적자 및 홍콩·마카오기업에 소
득세 및 법인세율을 15%로 적용하는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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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광둥 자유무역시험구 조례는 자유무역시험구 운영에 대한 총칙과 같은 성격
의 법률로서 총 9장 85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웨강아오 협력을 별도의
장(6장)으로 할애하여 광둥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홍콩과의 협력을 부각시켰다.

표 3-10. 광둥 자유무역시험구 조례 중 웨강아오 협력 파트
구분

내용
-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서비스무역 자유화 추진

47조

서비스 개방 확대

- 금융·교통운수·전문 서비스·과학기술·문화·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홍콩 투자자 투자요건·지분·업무범위 제한 완화
- 웨강아오 혁신 산업기지 및 현대 서비스업 집적발전구 건설

48조

서비스 요소 이동

49조

해운업 개방

50조

금융서비스 체계

- 서비스 요소 이동 편리화 촉진, 자격 상호인정 등 서비스업 관리
표준 연계
- 해운물류 서비스무역 자유화 추진 및 해운서비스 시범구 건설
-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호응하는 금융서비스 체계 구축
- 홍콩 금융기관의 위안화를 활용한 직접투자 활동 지지

51조

위안화 업무 개방

- 국경간 위안화 대출자산 양도업무 시범 전개
-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국경간 위안화 업무 전개
- 홍콩 금융기관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결제 서비스 제공 허용

52조

지불서비스 개방

53조

보험업 개방

54조

프로젝트 협력

- IC카드 및 모바일 금융의 상호 이용 촉진
- 홍콩 비금융기관의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 허용

55조
56조

창업혁신 지원
커우안(口岸) 통관
편리화

- 보험상품 상호 인정, 상호 자금 운용 등 시장 연계방안 모색
- 경외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자원 개발협력 확대
- 웨강아오 청년창업혁신기지 건설 및 지원정책 추진
- 통관방식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검사검역 결과 상호인정, 정보교환, 법집행 관련 상호 협력

자료: 「关于《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条例(试行草案)》修改情况的报告」, http://www.gdrd.cn/pub/gdrd2012/
rdhy/cwhhy/1225/hywj/201603/P020160328643572862915.pdf(검색일: 2019. 10. 5).

광둥성 내에서도 대표적인 홍콩과의 협력사례로 꼽을 수 있는 선전시 첸하
이를 중심으로 홍콩과의 협력 방식 및 지방 차원에서 추진해온 구체적인 정책
및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보겠다. 선전시 첸하이 개발은 2009년부터 선전-홍콩
연석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중앙정부로부터 선전-홍콩 현대
서비스업 협력 시범구로 선정되었고, 2015년에는 광둥 자유무역시험구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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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지정되었다. 첸하이 면적은 15㎢ 정도로 일부 경제관리 분야에 대하여 성
(省)급 정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이 경제특구보다 더 나아간 선행선시
정책을 첸하이에 추진하고 있어 특구 중의 특구로 불린다.79)
2012년 선전시와 홍콩은 두 지역간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의체로
서 부처급 연석회의의 하부 협의조직인 ‘첸하이 선전-홍콩 연합 사업조(前海深
港联合工作组)’를 구성하였다. 협의체는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 서비스업 협력
구 관리국(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管理局, 이하 첸하이 관리국)과 홍콩 헌법
대륙사무국(香港政制及内地事务局)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첸하이 관리국은 중국 내 정부기관이 아닌 법정기관으로서 설립된 유일한
사례로, 정부기관과 비교해 조직 운영과 감독 측면에 유연성이 있어 프로젝트
추진과 관리에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유리한 강점을 가진다.80) 첸하이 관
리국은 홍콩 내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 서비스업 협력구’ 관련 다수의 설명회
를 통해 홍콩 정부 및 관련 기구, 법률·금융 등 각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방안을 마련하는 등 홍콩의 실제 협력 수요를 반영한 정책방안을
고안하는 데 노력하였다.81)
이후 2014년 첸하이 관리국은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 서비스업 협력구의
선전-홍콩 협력 촉진 업무방안(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促进深港合作工作方
案), 이하 ｢방안｣」을 발표하였다.82) 이 「방안」은 2020년까지 첸하이의 구체적
인 대홍콩 협력 목표로서 이른바 ‘만천백십(萬千百十)’ 실현을 제시하였다. 첫
째, ‘만’은 1만 개의 홍콩기업으로 홍콩기업이 개발한 건축 면적 900만 ㎡ 이

79) 商务部在全国率先授权前海计划单列市外资审批权限; 国家外汇管理局将前海列入外商投资企业外
汇资本金结汇管理方式改革的全国首批试点地区之一; 前海成为全国首个实现检验检疫出口换证货
物电子通关区域. 深圳政府在线, http://www.sz.gov.cn/cn/zjsz/nj/201605/t20160530_56466

50.htm(검색일: 2019. 10. 20). 자유무역시험구는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 서비스 협력구와 서커우
보세구로 구성된다.
80) 陆剑宝(2018), pp. 130~131.
81) 张玉阁(2019), pp. 156~174.
82) 「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促进深港合作工作方案(全文)」(2014. 12. 4), http://kuaixun.
stcn.com/2014/1204/11889440.shtml(검색일: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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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경제활동을 하는 홍콩 국적의 거주민 10만 명 이상을 달성하고자 한다. 둘
째, ‘천’은 1,000개의 발전 잠재력이 크고 혁신 능력이 뛰어난 홍콩계 창업기업
육성과 홍콩 서비스기업의 매출액 1,000억 위안 달성을 의미한다. 셋째, ‘백’
은 첸하이에서 창업한 홍콩기업 중 100개의 혁신형 기업 육성을 의미한다. 넷
째, ‘십’은 첸하이 내 홍콩의 10대 서비스업 클러스터 건설을 의미한다. 즉 중
국 본토에 시범적으로 소위 홍콩 타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1.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 서비스업 협력구의 선전-홍콩 협력 촉진 업무방안」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 ‘첸하이 선전-홍콩 글로벌 상품 전시·교역 센터(前海深港全球商品展示交易中心)’
를 설립하고 홍콩기업의 중국 본토 시장 개척 지원
- 홍콩기업 전용 행정서비스 플랫폼(港企直通车) 구축
- 금융서비스, 공급망관리 서비스, IT·연구개발 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관련
홍콩 서비스기지 건설(홍콩인 투자 및 서비스 공급)
서비스투자
- 홍콩 금융기관의 설립 요건 및 영업 제한 완화
제한 완화
- 국경간 위안화 대출서비스 공급자 자격대상을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
- 법률서비스 협력 강화(법률사무소 설립, 인재 양성, 상사중재기구 설립)
- 홍콩 전문서비스 종사자의 취업 및 창업 장려와 인재협력교류 기제 마련
- 첸하이 관리국 등록 후 첸하이 내 홍콩 전문서비스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허용
- 홍콩기업의 100% 출자로 국제 학교 및 병원 설립 장려
협력사업
추진

- ‘선전-홍콩 국경간 융자리스자산 교역센터(深港跨境融资租赁资产交易中心)’ 건립
- 홍콩 청년 창업·취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첸하이 선전-홍콩 청년드림팩토리(前海深
港梦工厂)’ 건설
- ‘선전-홍콩 혁신단지(深港创新园)’ 공동 개발 및 상호 벤처투자기금 설립 및 운영 모색

도시개발
협력

- 홍콩기업에 첸하이 내 개발가능 토지의 최소 1/3을 출양
- 홍콩 독자 및 합자 인프라 투자(합자는 국유기업 과반 지분 아닌 경우)에 대해 홍콩
건설관리규정 시범 적용
- 토지개발, 도시규획, 건축설계 및 공정, 부동산 관리 및 수리 관련 홍콩의 참여에 편
의를 제공하고 홍콩 측 전문가를 포함한 협력기제 마련
- 홍콩의 도시규획, 건축설계 및 자문 관련 설립요건 및 업무범위 제한 완화

협력기제
마련

- ‘첸하이 선전-홍콩 연합 사업조(前海深港联合工作组)’ 산하에 △ 금융정책 △ 법치
환경 △ 전문서비스 및 CEPA 선행선시 △ 투자확대 △ 도시규획건설 등 5개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협력체제 구축

자료: 「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促进深港合作工作方案(全文)」(2014. 12. 4), http://kuaixun.stcn.com/2014/
1204/11889440.shtml(검색일: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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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하이는 홍콩 투자자의 실제 상황을 감안한 우대조치를 고안하는 데 힘써
왔다.83) 가령 홍콩의 서비스업은 전문성이 높고 기업 규모가 작으며 전문성 자
질에 대한 기준이 중국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실
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콩 투자자에게 특수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첸하이에서 금융·물류 서비스 등 중점육성 분야에 속하는 ‘본부 기업
(总部企业)’으로 인증을 받으면 기업 설립 시 자금 지원 등 여러 우대정책들을
제공하는데, 홍콩기업의 본사 기업인증 조건은 여타 중국 국내외 기업에 적용
되는 조건보다 낮추어 다수의 홍콩기업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다.84)
최근 첸하이 관리국은 더 나아가 정부조달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다. 홍콩과 마카오를 대상으로 상품,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정부조달자격’ 제한
을 완화하여 내국민대우를 적용할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85)
첸하이 관리국은 첸하이 개발투자 사업 수행을 위해 3개의 국유기업 △ 첸하
이개발투자지주회사(前海开发投资控股有限公司) △ 첸하이금융지주회사(前海
金融控股公司) △ 첸하이연합발전지주회사(前海联合发展控股有限公司, 현재 첸
하이기술혁신투자지주회사(前海科创投控股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86) 세 기
업은 모두 첸하이 관리국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첸하이 지역개발 및
홍콩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커우 보세구는 중앙
국유기업인 자오샹쥐그룹(招商局集团) 산하의 자회사가 운영 중이다.

83) 毛艳华(2017), p. 113.
84) 자세한 내용은 深圳市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管理局(2019. 3. 6), 「关于印发《深圳前海深港现代
服务业合作区总部企业认定及产业扶持专项资金实施细则》的通知」, http://www.sz.gov.cn/zfgb/
2019/gb1090/201903/t20190305_16666121.htm(검색일: 2019. 10. 5) 참고.
85) 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深圳前海蛇口片区管理委员会, 深圳市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管理局
(2019. 7. 31), p. 9.
86) 深圳市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 http://qh.sz.gov.cn/ljqh/qhjj515/hzqjs515/(검색일: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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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첸하이의 대홍콩 주요 협력사업
분야
도시개발·부동산
관리

내용
- 첸하이 협력구 종합규획 및 분야별 항목의 설계·편성에 홍콩기업 참여
- 첸하이기술혁신투자지주회사와 홍콩기업 간에 첸하이 부동산 관리 관련 합자 기
업 설립
- 첸하이금융지주회사, 홍콩에서 1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채권 발행
- 첸하이금융지주회사와 선전, 홍콩 6개 금융기관이 연합으로 국경간 위안화 협조
융자 시행

금융

- 첸하이금융지주회사, 각각 HSBC, BEA 은행, 항셍은행(Hang Seng Bank)과
홍콩 측 과반지분의 증권사 및 펀드관리회사 설립
- 첸하이금융지주회사와 홍콩거래소(HKEX) 간에 합자회사(前海联合交易中心) 설립
- 홍콩거래소(HKEX), 선전시 금융기술 분야 기업의 지분 인수
- 중국 내 첫 파트너십 공동운영 형태의 법률 사무소(华商林李黎联营律师事务

법률

所) 개소*
- 첸하이 국제중재위원회 주도하에 광둥·홍콩·마카오의 14개 중재기관이 연합하여
웨강아오 상사중재연맹(粤港澳商事) 결성

청년창업
의료
문화창의

- ‘첸하이 선전-홍콩 청년드림팩토리(前海深港梦工厂)’ 건설
- C-MER(Shenzhen) Dennis Lam 안과병원(深圳希玛林顺潮眼科医院) 등 8개
의 홍콩 독자 의료기관 설립
- 선전-홍콩 디자인창의 산업단지(深港设计创意产业园) 건설

주: *외국인투자자는 중국에 ‘법무회사’ 설립이 불가능하고 ‘대표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사무소는 중국 법무회사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고 중국 법무회사와 이익 분배 및 손실 부담을 공동으로 하는 파트너십(合伙人) 협력을
할 수 없음.
자료: 深圳政府在线, http://www.sz.gov.cn/cn/zjsz/nj/201605/t20160530_5646650.htm; Deloitte(2019. 7. 16),
「聚焦深圳前海: 粤港澳大湾区内的深港合作发展核心引擎和制度创新高地」, https://www2.deloitte.com/
content/dam/Deloitte/cn/Documents/tax/tax-newsflash/deloitte-cn-tax-taxnewsflash-bilingual-19
0716.pdf; 「前海深港设计创意产业园竣工」(2019. 4. 24), http://www.xinhuanet.com/gangao/2019-04/
24/c_1124410794.htm; 「港澳来深办医审批只要15天 推动医院和医疗健康服务国际化」(2019. 2. 20),
http://www.sznews.com/news/content/2019-02/20/content_21420908.htm; 香港交易所(2019. 2. 20),
「香港交易所拟收购深圳金融科技服务公司」, https://sc.hkex.com.hk/TuniS/www.hkexgroup.com/MediaCentre/News-Release/HKEX-Group/2019/190220news?sc_lang=zh-HK(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0.
20); 이상훈 외(2018a), p. 149 토대로 저자 작성.

첸하이 협력구 종합규획 및 분야별 설계·편성에 5개 홍콩기업이 참여하였
고, 동시에 첸하이 계획·설계 프로젝트의 입찰심사와 기술검토도 홍콩 전문가
를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첸하이 관리국은 인프라 건설사업을 중국국
제건설자문협회(中国国际工程咨询协会)와 홍콩의 ARUP건설자문회사(香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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奥雅纳工程顾问公司)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87)
첸하이 관리국 산하의 국유기업 첸하이기술혁신투자지주회사와 세빌스 홍
콩법인(第一太平戴维斯)이 공동 출자하여 첸하이세빌스부동산관리회사(前海第
一太平戴维斯物业管理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88) 첸하이세빌스부동산관리회
사는 ‘첸하이 선전-홍콩 청년 드림팩토리(前海深港青年梦工场)’를 포함한 첸하
이 내 정부 투자로 건립된 부동산 다수를 관리하고 있다.
또 다른 국유기업인 첸하이금융지주회사는 홍콩과의 굵직한 금융협력 사업
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첸하이에 홍콩 과반지분(51%)이면
서 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첫 중외합자 증권사가 설립되었는데 첸하이금융
지주회사가 중국 측 파트너로서 지분 투자하였다.8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8년 이후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투자가 51%까지 가능해졌다. 그러나 설립
당시 업무영역과 투자 규모, 외국인 지분투자 비율 49% 이하라는 제한이 있었
고,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홍콩에 굉장
한 우대혜택을 준 것은 분명하다. 첸하이금융지주회사는 홍콩거래소와 공동으
로 첸하이상품거래소(前海联合交易中心, Qianhai Mercantile Exchange)를
설립하였다. 첸하이상품거래소는 홍콩거래소가 90.1% 지분 출자하였다. 한편
최근 홍콩거래소는 중국 내 금융기술 분야 선도기업으로 손꼽히는 선전시진정
과학기술회사(深圳市金证科技股份有限公司)의 자회사(深圳市融汇通金科技有限
公司)의 지분(51%)을 인수한 바 있다.
2014년 12월 완공된 ‘첸하이 선전-홍콩 청년 드림팩토리(前海深港青年梦工
87) 이상훈, 김주혜(2017), p. 108. ARUP은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건축설계회사이고 첸하이 프로젝트
참여사는 ARUP의 홍콩법인이다.
88) 세빌스(Savills)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부동산 기업이고, 첸하이과학혁신투자지주회사와 합자 기
업을 설립한 기업은 세빌스의 홍콩법인이다.
89) 중국 최초로 2016년 3월과 11월 CEPA 협정에 근거하여 홍콩 금융기관을 ‘대주주’로 하고 증권업 전
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합자 증권회사(申港证券, 华菁证券)가 상하이에 설립되었다. 선전에 설립된
합자증권사는 증권업 전체 업무 영업허가와 더불어 최초로 홍콩 측이 ‘51% 지분을 투자한’ 사례이다.
「申港证券获批 并非全面放开券商牌照」(2016. 3. 16), http://finance.caixin.com/2016-03-16/
100920777.html; 「全牌照合资券商华菁证券昨日开业」(2016. 11. 30), https://www.sac.net.cn/
hyfw/hydt/201611/t20161130_129631.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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场)’는 선전시의 홍콩·마카오 및 해외 청년 창업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2018년 말 기준 356개의 창업팀을 인큐베이팅하였고, 이 중 홍콩·마카오
창업팀은 약 절반을 차지한다.90) ‘첸하이 선전-홍콩 청년 드림팩토리’는 첸하
이 관리국과 선전청년연합회, 홍콩청년협회가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두 지역
의 유수한 학교 및 기업에서 창업팀에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국 본
토와 홍콩이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91) 또한 첸하이금융지주회사는 100%
지분 출자한 자회사로 첸하이 드림펀드관리회사(前海梦基金管理公司)를 설립
해 ‘첸하이 선전-홍콩 청년 드림팩토리(前海深港青年梦工场)’의 창업팀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4월에는 ‘첸하이 선전-홍콩 디자인창의 산업단지(深港设计创意产
业园)’가 준공되었다.92) 이 사업은 △ 첸하이 관리국 △ 홍콩디자인총회(香港
设计总会) △ 선전시첸하이-서커우자유무역투자발전회사(深圳市前海蛇口自
贸投资发展有限公司) △ 홍콩기업(香港启客集团) 간 협력으로 추진되었다. 첸
하이개발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선전시첸하이-서커우자유무역투자발전회
사에서 건설하고 홍콩의 치커그룹(启客集团)에서 기업 유치와 운영을 담당한
다. 앞으로 홍콩디자인총회에 소속된 약 30개 홍콩 디자인사가 입주하여 선전
시 기업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90) 「前海落实大湾区发展规划纲要政策推介会在港举行」(2019. 2. 28), 新华社, http://www.gov.cn/
xinwen/2019-02/28/content_5369164.htm(검색일: 2019. 10. 20).
91) 홍콩 측은 香港科技大学创业中心、香港互联网专业协会、香港国际青年创业计划(YBHK) 등에서, 중국
본토 측은 华为、中国电信、腾讯开放平台、联想之星、中科院深圳先进院、大疆科技、前海厚德孵化器 등
에서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200팀의 창업팀 수용이 가능하고 숙소도 제공하고 있다.
92) 「前海深港设计创意产业园竣工」(2019. 4. 24), http://www.xinhuanet.com/gangao/2019-04/
24/c_1124410794.htm(검색일: 201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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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광둥성-홍콩 협력 평가
광둥성과 홍콩 간의 무역·투자 통계를 통해 양자간 경제협력 진전을 살펴보
고자 한다. 광둥성 통계국에 의하면 2018년 광둥성과 홍콩 간 전체 무역액은
1,764억 달러로 광둥성 전체 수출입의 16%를 차지한다.93) [표 3-13]에서 보
듯이 지난 9년간 수출입 통계를 보면 홍콩이 광둥성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2013년 25%에 달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3-13. 광둥성의 대홍콩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홍콩 수출입 1,199 1,588 1,933 2,276 2,688 2,352 2,098 1,857 1,719 1,764
대홍콩 수출
대홍콩 수입

1,159 1,528 1,871 2,200 2,622 2,294 2,052 1,815 1,678 1,730
40

60

62

77

66

59

46

42

42

34

자료: 广东省统计局(2019); 广东省统计局(2017); 广东省统计局(2015); 广东省统计局(2013); 广东省统计局
(2011).

홍콩은 광둥성 제1의 FDI 투자지역이다. 홍콩은 광둥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
체 FDI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홍콩이 자유무역항으로서 가진 이
점을 활용하기 위해 전 세계 외국인 투자자의 대중국 우회투자국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2018년 광둥성 FDI에서 홍콩의 비중은 69%에 달하며,
최근 4년간 평균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계속해서 과반을 점유하고 있다.

93) 广东省统计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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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홍콩의 대광둥성 FDI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홍콩의 대광둥성 FDI

74

129

205

174

169

995

광둥성 전체 FDI 중 홍콩의 비중

61

64

76

75

74

69

자료: 广东省统计局(2019)을 토대로 작성.

양자간 제도적 협력의 성과 및 효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지표로서 홍콩
공업무역서(工业贸易署)에서 발표하는 CEPA 서비스 공급자(Hong Kong
Service Supplier) 인증과 원산지 인증이 있다. 다만 홍콩 정부기관에서 누계
로만 공시하여 현재 시점에서 시계열 변화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019년
10월 기준 CEPA 서비스 공급자 인증과 원산지 인증의 발급 건수 누계는 각각
3,289건, 18만 4,160건에 달한다.
그중 주요 협력 분야인 서비스업 공급자 인증은 2010년 5월 기준 2,233건
으로 2019년 10월까지 지난 약 9년간 4.4%씩 증가하였다.94) [표 3-15]에서
보듯이 2019년 10월 기준 업종별 인증 누적 건수를 살펴보면 운송·물류 서비
스(항공운송 제외)가 전체의 4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운송·물류 서
비스(항공운송 제외)에 유통과 항공운송까지 합하면 63%에 달한다. 2012년
홍콩정부의 보고서로 유추하건대 중국에 진출한 홍콩 서비스 기업은 가공무역
에 수반되는 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95) 해당 보고서에 따
르면 건설엔지니어링 등 여타 서비스업은 중국 내 서비스업 투자 관련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등 시장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다.
최근 건설,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홍
94) WTO(2014), “Trade Policy Review: Hong Kong 2014,” p. 31, https://read.wto-ilibrary.org/
trade-monitoring/trade-policy-review-hong-kong-china-2014_b5499fab-en#page33
(검색일: 2019. 11. 10); 香港工业贸易署, 《香港服务提供者证明书》的累积签发数目, https://www.
tid.gov.hk/sc_chi/cepa/statistics/hkss_statistics.html(검색일: 2019. 11. 15) 참고하여 저자
계산.
95) 香港特别行政区政府中央政策组大珠三角商务委员会(2012),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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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서비스업의 주요 진출 영역은 가공무역에 연관된 서비스 위주인 것으로 추
정된다.

표 3-15. CEPA 서비스·상품무역 인증서 발급 현황(2004~19년 10월 누계)

업종

서비스무역

상품무역

CEPA 서비스업

CEPA 원산지

비중(%)

품목

1,402

42.6

식품·음료

인증 발급건수(건)

운송물류
(항공운송 제외)

인증 발급건수(건)
56,246

비중(%)
30.5

유통

370

11.2

플라스틱 제품

46,018

25.0

항공운송

303

9.2

섬유·의류

28,463

15.5

인력중개

174

5.3

의약품

20,168

11.0

광고

142

4.3

화학제품

10,328

5.6

인쇄

121

3.7

금속제품

6,732

3.7

건설엔지니어링

106

3.2

제지·인쇄물

4,182

2.3

증권선물

95

2.9

착색제

3,724

2.0

시청각

89

2.7

전자제품

2,299

1.2

부가통신서비스

69

2.1

가죽·모피

1,485

0.8

자료: 香港工业贸易署, 《香港服务提供者证明书》的累积签发数目, https://www.tid.gov.hk/sc_chi/cepa/statistics/
hkss_statistics.html; 香港工业贸易署, 《安排》下的原产地证书申请概况, https://www.tid.gov.hk/sc_chi/
cepa/statistics/cocepa_statistics.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15)을 토대로 작성.

홍콩의 대중국 상품 무역 관련 CEPA의 활용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에 있어, 양자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 발급 누적 건수 기준으로는 식품·음료가 가장 많으나 CEPA 원산
지 인증 품목의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의약품의 수출액이 가장 크다.96)
2014~17년 CEPA 원산지 인증을 받은 의약품의 수출액이 전체 홍콩의 대중
국 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8%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플라스틱
제품(28.7%), 식품·음료(16.4%) 순이다.

96) WTO(2018),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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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CEPA 상품무역 활용도
(단위: 억 HKD, %)

구분
CEPA 원산지 인증제품의 수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54

72

89

97

96

102

79

70

76

20.4

22.9

28.9

37.2

38.9

43.8

38.6

37.7

44.1

CEPA 원산지 인증제품 수출이
홍콩의 대중국 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 *홍콩 통계국은 수출 통계를 전체 수출(Total export), 국내 수출(Domestic export), 재수출(Re-export)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고, 해당 비율에서 분모는 국내 수출을 의미함.
자료: WTO(2014), “Trade Policy Review: Hong Kong 2014,” p. 31, https://read.wto-ilibrary.org/trademonitoring/trade-policy-review-hong-kong-china-2014_b5499fab-en#page33(검색일: 2019. 11. 10);
WTO(2018), p. 26.

앞서 주요 사례로 살펴본 광둥성과 홍콩 간 주요 협력 플랫폼인 첸하이 자유
무역시험구(FTZ)의 최근 경제지표를 통해 협력 성과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첸
하이 FTZ의 전체 면적은 28.2㎢로 선전시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하다. 그
러나 첸하이의 해외기업투자는 선전시 전체의 약 48%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
을 차지한다. 2019년 상반기 첸하이의 실질외자이용액은 25억 3,000만 달러
였고, 이는 선전시 전체의 58.5%, 광둥성 전체의 20.7%에 달한다.97) 또한 첸
하이 FTZ의 신규 해외투자기업 중 홍콩계의 비중이 90%에 이를 정도로 홍콩
의 투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98)

97) 深圳市前海管理局(2019. 8. 28), 「前海率先推进中国特色社会主义先行示范区建设暨前海深港现代
服务业合作区2019年成果发布会举行」, http://ftz.gd.gov.cn/zwgk213/pic/content/post_

2591043.html#zhuyao(검색일: 2019. 11. 10).
98) 前海管理局(2019. 4. 8), 「前海蛇口自贸片区2018年经济形势分析报告」, http://qh.sz.gov.cn/
sygnan/xxgk/xxgkml/tjsj/201904/t20190408_16751879.htm(검색일: 201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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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2018년 선전시와 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표 비교
선전시 전체에서

구분

선전시

첸하이 FTZ

세수입(억 위안)

2,900

446

15.4

9.2

30.3

-

전년대비 증가율(%)
실질외자이용액(억 달러)

첸하이 FTZ의 비중(%)

82

39

47.6

10.8

-11.8

-

신규 해외투자기업 수(개)

14,834

4,103

27.7

전년대비 증가율(%)

119.5

43.0

-

20.6

8

-

전년대비 증감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주: 첸하이 FTZ는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서비스 협력구와 서커우 보세구를 포함.
자료: 「外企“进出深圳”背后 揭示深圳产业新格局」(2019. 4. 12), http://news.southcn.com/nfdsb/content/
2019-04/12/content_186636928.htm; 前海管理局(2019. 4. 8), 「前海蛇口自贸片区2018年经济形势分
析报告」, http://qh.sz.gov.cn/sygnan/xxgk/xxgkml/tjsj/201904/t20190408_16751879.htm; 深圳市统
计局(2019), http://tjj.sz.gov.cn/zwgk/zfxxgkml/tjsj/tjgb/201904/t20190419_16908575.htm(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10).

지금까지 광둥성-홍콩의 협력 메커니즘 운영과 성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
면 양자 및 다자 간 장기적으로 협력 논의가 활발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
으로 보인다. 다음의 내용이 대표성을 띠는 견해로 보긴 어려우나, 중국 본토
및 홍콩 현지 전문가의 일부는 광둥성과 홍콩 간의 협력이 쉽지 않으며 여러 문
제점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첫째, 지방정부간 의견 조율 과정이 어렵고, 광둥성 경제가 날로 발전함에 따
라 양자협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 홍콩의 張苑香, 梁潔芬
(2014)는 강주아오(港珠澳) 대교 건설을 사례로 들어 홍콩과 광둥성의 협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피력하였다.99) 강주아오 대교의 건설 구상은 홍콩 반환 전
인 1983년 민간에서 제시되었다. 주하이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홍콩
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절하였다. 이후 20년이 지난 2003
년에 이르러 홍콩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건설에 대해 협

99) 張苑香, 梁潔芬(2014), pp. 22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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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시작하였고, 2009년에야 비로소 착공이 시작되었다. 광둥성은 당초 대교
의 개통 지점으로 홍콩, 마카오, 주하이 외에 선전까지 포함시키길 원했으나 홍
콩이 반대하는 등 의견 차가 존재했다. 중앙정부의 조정하에 광둥성이 홍콩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력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광둥성은 실상 강주아오 대교 건설
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에 따르면 중국 본토 경제
가 발전함에 따라 홍콩의 발언권이 점차 줄고 있다. 중국 본토의 정부기관은 홍
콩의 자만심이 강하다고 생각하며, 홍콩 측에서 여러 건의안을 제시하나 진척
이 없다고 하였다. 과거 광둥성은 매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협력하였으나, 점차
자신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되, 협력할 수 없는
부분은 각자 발전을 도모하자는 태도로 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중국 지방정부의 양자 협력 모델이 과거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하던 패
턴에 머물러 있다. 홍콩의 민간연구소인 일국양제연구센터(一国两制研究中心)
의 方舟(2017)는 광둥성과 홍콩 간 협력의 가장 중요한 국가급 플랫폼으로 첸
하이, 난사, 헝친을 언급하면서 이 세 지역이 대홍콩 우대정책 및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거의 개발구 투자 유치 및 부동산 개발 모델을 답습하는 경
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100) 가령 세 지역의 지방정부가 세계 500대 기업 등
대기업 투자 유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홍콩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의
분업체계 형성, 홍콩 중소기업 성장 및 청년 창업 등 중국 중앙정부가 실제 의
도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미흡하다고 평하
였다.101)
셋째, 현행의 양자협력 관련 정책 조치가 시장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민간 부
100) 方舟(2017), pp. 21~22.
101) 이는 해당 지역의 설립 목적이 홍콩과 마카오 경제 및 사회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임을 강조한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점이다. 陸劍寶(2017)에 의하면 2017년 홍콩의 빈곤계층은
1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취업여건이 양호한 전문대졸 이상의 20~24
세 청년층의 소득이 중위수 기준 1995년 12,414홍콩달러에서 2015년 10,934홍콩달러로 감소하였
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비를 포함한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이나 소득은 오히려 감
소하여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에 홍콩 청년의 정치활동이 늘어났으며, 사
회 안정의 주요 과제로서 청년층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陸劍寶(2017),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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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미흡하다. 또한 양자협력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 보장을 강화하고 투자분쟁에 법적 기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居灿
(2017)은 선전과 홍콩 간 협력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
다.102) 선전과 홍콩의 협력은 크게 CEPA 전후로 일종의 자발적 협력과 제도적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CEPA 체결 이전에는 민간 부문의 주도하에 경제적
수준 및 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잠재적인 시장기회를 활용하려는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양자간 협력에 대한 민간 부문의 요구에 정책 호응이 잘 이
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선전과 홍콩 간 협력 관련 정책효과가 예
상에 미치지 못하는, 심지어 홍콩 일부 계층에서는 반감이 형성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선전과 홍콩 사이에 과거 민간 주도의 보완적인
분업구조는 이미 그 효력이 다해 양자협력을 이끄는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
하였으며, 현재 정부 주도의 제도적 협력은 양자간 협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여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周盛盈(2016)은 현행의 협력기제보다 더욱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NAFTA의 자유무역위원회를 참
고하여 상설기구로서 웨강아오무역위원회(粤港澳贸易委员会)를 창설하는 것
이다. 그리고 현행의 연락판공실을 무역위원회 비서처로 변경하고, 국무원에
서 ‘지방정부간 협력 협정 조례(地方政府间合作协定条例)’를 제정하여 협정의
보장과 쟁의처리 등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103)
넷째, 양자협력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의 한계로 인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
는 데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
인다. 홍콩의 법률 전문가인 黃江天(2014)은 광둥성과 홍콩의 협력이 일국양제
하의 지방 협력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 권한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불평등한

102) 居灿(2017), 「基于制度变迁视角观察深港合作的演进」, 前海创新研究院, http://qiir.org/sitecn/
Commentaries/1772_2804.html(검색일: 2019. 11. 10).
103) 周盛盈(2016),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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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관계라고 지적하였다.104) 홍콩은 중국 헌법 31조에 따라 홍콩기본법에
의거해 특별행정구 제도를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홍콩은 외교, 국방 이외의 영
역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광둥성 정부는 일개 지방정부에 불
과하여 중앙과 지방 간 권한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광둥성 정부는 중앙정부의
묵인하에 ‘선행선시’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
와 여타 부처가 공공이익이라는 전제하에 언제든 광둥성 정부의 권한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중국 종합개발연구원(CDI)의 郭萬達(2018)에 의하면 광둥성·홍콩 간에 이
루어진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협력은 이미 지난 40년간 정점에 이르렀다.105)
민간 부문에서 아직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는 민간 부문의 투자허용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에서의 해결 또는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
조하였다. 일각에서는 남겨진 협력 분야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蔣瑛(2018)
은 특히 금융 협력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지방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106)

104) 黃江天(2014), p. 163.
105) 郭萬達(2018), p. 162.
106) 蔣瑛(2018),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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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랴오닝성-독일 간 협력: 산업고도화형
가. 중-독일 간 협력 개괄
중국은 2018년 기준 독일의 3년 연속 최대 교역국가이자 최대 수입국이다
(표 3-18 참고).107) 또한 독일은 중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가로 중국 대유럽
교역의 약 30%를 차지한다. 양국의 교역은 정치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
고, 경제적으로 각각 소비시장 확보와 산업고도화의 필요성 등이 증대됨에 따
라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기업이 외국 핵심 기술기업과 협
업하는 것을 장려한다. 각종 우대정책을 통한 기업유치 활동부터 핵심인재 스
카우트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외국기업의 기술과 노하우 도입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108) 그중 각종 히든챔피언109)을 보유한 제조강국 독일은 협력해야 할
주요 대상으로 여겨진다. 중국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중국제
조 2025」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표방한바, 중국-독일 관계에서 스마트
제조는 인더스트리 4.0과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독일은 중국의 우호적인 파
트너이다.110)
독일기업은 중국의 소비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 독일
107) 2017년 기준 독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14%), 자동차부품(9.9%), 기타 항공기(비행기·헬리콥
터)·우주선(4.4%)이고, 독일의 대중 주요 수입품목은 컴퓨터(9.6%), 방송용 기기(9.2%), 사무용 기
기(5.6%)이다. The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홈페이지, “VISUALIZATIONS,”
https://oec.world/en/visualize/tree_map/hs92/export/deu/chn/show/2017/(검색일: 2019. 9.
11);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again Germany’s main trading partner”(2019. 7.
17), https://www.destatis.de/EN/Themes/Economy/Foreign-Trade/trading-partners.html
(검색일: 2019. 9. 6).
108) Zenglein and Holzmann(2019), p. 13.
109) 히든챔피언 기업은 세계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2012년 5월 기준으로 독일 1,307개, 미
국 366개, 일본 220개, 중국 68개이다. 독일은 세계에서 히든챔피언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이다. Hermann Simon(2012), 번역: 배진아(2014), pp. 727~728.
110) Zenglein and Holzmann(2019),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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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자동차 판매업체들은 세계 1위 자동차 소비시장인 중국 내 판매를 유
지하기 위해 중국 내 자동차 공장을 확충하고 있다.111) 독일이 중국에 관심을
두고 산업고도화에 협업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에서 성장 중인 신산업에 대
한 접근 우선권을 확보하고, 신산업에 대한 독일의 기술표준을 중국에 도입하
도록 하여 국제 표준화를 자국에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함이다.112) 메르세데스
벤츠의 파트너 회사인 다임러 AG는 향후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관
건은 외부업체의 베터리 셀, 커넥티비티라며 유럽·미국보다 높은 기술력을 가
진 중국시장과의 협업 중요성을 언급했다.113)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독일의 대중국 FDI는 36억 8,000만 달러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했다(표 3-19 참고). 주요 투자 분야는 자동차, 화공, 전
력 설비, 교통, 통신 등으로 대부분 생산성 설비, 기술 분야의 투자가 높다.114)
중국은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독일 내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핵심기술을 가
진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독일 내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
다. 2018년 중국이 독일에 투자한 금액은 약 130억 달러로 그중 90억 달러는
지리자동차(吉利汽车)의 독일 다임러 그룹(Daimler AG) 지분 획득으로 인한
것이다.115) 또한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를 만드는 중국의 CATL
111) 중국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에 매긴 40% 관세를 피하기 위해 BMW가 중국에서 잘 팔리는 SUV의 공장
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에서 중국으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BMW는 이를
부인하고 중국의 내수시장을 겨냥해 중국에 새 공장을 짓는 것이라 보도한 바 있다. 「BMW·지멘스
대규모 중국투자...류샤오보 부인 독일행」(2018. 7. 11), https://www.voakorea.com/a/447
6473.html(검색일: 2019. 7. 10).
11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12. 19), pp. 31~32.
113) “Mercedes-Benz plans to increasingly rely on Chinese suppliers”(2019. 4. 18), https://
www.china-certification.com/ru/mercedes-benz-plans-to-increasingly-rely-on-chin
ese-suppliers/(검색일: 2019. 9. 18).
114) 「学者谈李克强总理访德: 推动中德关系 建设合作共赢典范 」(2018. 7. 4), http://www.gov.cn/
xinwen/2018-07/04/content_5303524.htm(검색일: 2019. 9. 18).
115) 2018년 2월 이치 자동차의 리슈푸(李书福) 회장은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 다임러 AG의 지분을
9.7% 확보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다. 이후 파트너십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에 지분 50:50의 프리미엄
호출 서비스 사업체를 설립했다. “Daimler Starts Ride-Hailing Venture with China’s
Geely”(2018. 10. 24), https://www.wsj.com/articles/daimler-starts-ride-hailing-venturewith-chinas-geely-1540377483?utm_source=ROA+Daily+%EA%B5%AC%EB%8F%85&u
tm_campaign=59123a505e-EMAIL_CAMPAIGN_2018_10_26_07_33&utm_medium=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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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宁德时代)은 독일 튀링겐 주에 약 2억 4,000만 유로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 중
이다. 해당 공장은 2021년 가동이 시작될 예정으로 유럽 자동차 회사에 신속한
배터리 공급을 위해 계획되었다.116)

표 3-18. 독일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2018년)
(단위: 억 유로)

국가

순위

교역 규모

수출

수입

수지

1

중국

1,993

930(3)

1,063(1)

-132(237)

2

네덜란드

1,892

911(4)

980 (2)

-69(235)

3

미국

1,778

1133(1)

645(4)

488(1)

4

프랑스

1,705

1,053(2)

652(3)

401(3)

5

이탈리아

1,302

699(6)

603(5)

96(7)

6

영국

1,191

820(5)

371(11)

449(2)

7

폴란드

1,186

634(8)

552(6)

81(9)

8

오스트리아

1,081

650(7)

431(10)

219(4)

9

스위스

100

54(9)

46(9)

81(8)

10

체코

92

442(11)

48(8)

-36(230)

…

…

…

…

…

…

20

대한민국

29

17(19)

12(23)

51(16)

주: ( )는 수출, 수입, 수지 각 영역에서 해당 국가의 순위임.
자료: “Order of rank of Germany’s trading partners”(2019), https://www.destatis.de/EN/Themes/Economy/
Foreign-Trade/Tables/order-rank-germany-trading-partners.html(검색일: 2019. 9. 6).

ail&utm_term=0_c04a15ea58-59123a505e-39767019(검색일: 2019. 9. 21).
116) 「BMW·지멘스 대규모 중국투자...류샤오보 부인 독일행」(2018. 7. 11), https://www.voakorea.
com/a/4476473.html(검색일: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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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중국 내 국가 및 지역별 FDI
(2018년 기준, 단위: 십억 달러)

No.

국가 및 지역

금액

1

홍콩

96.01

2

싱가포르

5.34

3

타이완

5.03

4

대한민국

4.67

5

영국

3.89

6

일본

3.81

7

독일

3.68

8

미국

3.45

9

네덜란드

1.29

10

마카오

1.29

자료: China International Investment Promotion Agency(Germany) FDI Center(2019), p. 2.

이러한 기술 협력은 양국 정부의 정치적 교류가 기반이 되었다. 2011년 이
후 연구 및 기술자 수련부터 중국 산업기술 고도화에 필수적인 분야의 협력까
지 약 90개 이상의 협력 문건이 체결되었다.117) 특히 2014년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인더스트리 4.0, 도시화, 국제교류 방면에서의 협업 내
용을 담은 「중국·독일 협력 행동 강요(中德合作行动纲要)」를 발표했다. 이후 환
경, 해양, 첨단기술, 전기자동차 등 다방면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
고 있다(표 3-20 참고). 중국은 2015년부터 스마트제조 시범 프로젝트 리스트
를 발표하고 있는데, 독일과의 산업협력 현황은 분리된 카테고리에서 따로 발
표하고 있을 정도로 독일과의 협업을 중시하고 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18
년까지 50개 이상의 독일 기관이 중국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그림 3-3
참고).118)

117) Zenglein and Holzmann(2019), p. 13.
118) Zenglein and Holzmann(2019),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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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중국-독일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 현황
시기
1978
1993

주요 내용
- 10월 양국 정부간 항공·항천, 해양연구, 해양기술 분야의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
- 《중·독 정부 환경·발전 분야 협력에 관한 연합성명》 발표
- 양국 정부간 과학기술 협력 강화에 관한 회의 진행

1995

- 《중·독 첨단기술 대화토론회 양해각서》 체결

1997

- 4월 중·독 첨단기술 토론회 개최

2000
2003
2005
2008
2009
2010
2011

- 10월 국가 자연과학기금회·독일연구연합회가 ‘중·독과학촉진센터’ 공동 설립
- 12월 베이징에서 중·독 환경협력대회 개최, 중·독환경협력 연합성명 체결
- 12월 제1회 중·독환경 포럼 개최
- 11월, 베이징에서 국제 재생에너지 대회 공동 개최, 중국 과학원·사회과학원과 독일
Max-Planck, Fraunhofer 연구기관 간의 전략적 협력자 관계 구축
- 10월 과학기술부 부장 독일 방문, 독일 총리와 독일 기계제조 포럼 개막식 참석
- ‘중·독 과학기술의 해 2009/2010’ 실시
- 메르켈 총리 방중, 《중·독 전략적 동반자관계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전기자동
차 분야의 협력 강화 표명
- 《중·독 전기자동차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 리커창 총리, 독일 방문 시 양국의 제조 혁신에 초점을 맞춘 협력 프레임으로 ‘중·독

2014. 10

협력행동강요: 공동 혁신(中德合作行动纲要: 共塑创新)’ 발표
- 2015년 ‘중·독 혁신방면 협력의 해’로 지정

2015. 3
2015. 7

- 리커창·메르켈 총리, 하노버 세빗(Cebit) 개막식에서 양국간 IT 분야 협력 의지 표명,
중국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의 청사진 제시
- 중국 공업정보화부·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중·독 기업간 스마트제조 및 생산공정
네트워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015. 10 - 메르켈 총리 방중 시, ‘중국제조 2025’와 독일 ‘인더스트리 4.0’ 전략 연계 추진에 합의
2015. 12 - 중국 국무원, 선양(沈阳)에 ‘중국·독일 첨단 장비제조 산업기지’ 조성방안 발표
2016. 1
2016. 3

- 중국 과학기술부·독일 연방교육연구부, 스마트제조(인터스트리 4.0) 및 스마트 서비스
분야의 과학기술협력 촉진에 관한 공동 성명 발표
- 리커창 총리, 독일 대통령 방중 시 ‘중국제조 2025’와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전략
적 제휴방안 제시
- 메르켈 총리, 방중 시 ‘제4차 중·독 정부간 협상 공동 성명’에 ‘중국제조 2025’와 독

2016. 6

일 ‘인더스트리 4.0’ 연계방안 포함
- 방중 시 랴오닝 중독(선양)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 방문

2016. 9

- 표준화 시스템 구축, 협력 시범단지, 인재양성 등 4대 분야에서 14개의 스마트제조
시범 합작 프로젝트 추진

2016. 11 -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지능형 제조 및 상호연계 생산공정에 관한 중국·독일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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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계속
시기
2017. 3

주요 내용
- 전기자동차, 바이오사이언스, 정수, 지능형 제조, 청정에너지 등 11개 분야의 혁신 플
랫폼 조성 발표
- 리커창 총리 독일 방문, 메르켈 총리와 연례회담

2017. 6

- ‘중국제조 2025’ 혁신센터 설립, 중·독 인공지능 연구원 프로젝트 등 10여 건의 협력
문건 체결

2018. 5

- 메르켈 총리 취임 후 11번째 중국 방문, 중국-독일 경제자문위원회 간담회 참석
- 리커창 총리 독일 방문, 2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협력 사업 합의, 민간회사간(BMW,

2018. 7

폴크스바겐, 다임러, 보쉬, 지멘스, 바스프, 중국 CALT 등) 22건의 투자·협력 계약
- 양국 총리 중·독 경제기술협력 토론회 및 중·독 자동차 자율주행전시행사 공동 참석,
일련의 협력 문건 체결

자료: 김영선(2017), p. 1; 「中国同德国的关系」(2017), 中华人民共和国驻德意志联邦共和国大使馆, http://de.
chineseembassy.org/chn/zdgx/zdgxgk/(검색일: 2019. 9. 20); “China-Germany Relations: Opportunities
Emerge as Investment Ties Grow”(2018. 4. 23), https://www.china-briefing.com/news/chinagermany-relations-opportunities-emerge-investment-ties-grow/(검색일: 2019. 9. 2); 「学者谈李克强
总理访德: 推动中德关系 建设合作共赢典范」(2018. 7. 4), http://www.gov.cn/xinwen/2018-07/04/
content_5303524.htm(검색일: 2019. 9. 18); ｢BMW·지멘스 대규모 중국투자...류샤오보 부인 독일행」(2018.
7. 11), https://www.voakorea.com/a/4476473.html(검색일: 2019. 7. 10).

그림 3-3. 중국-독일의 산업협력 시범 프로젝트
Sino-German pilot projects focus on industrial cooperation
Number of MITT-awarded pilots with Germa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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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englein and Holzmann(2019),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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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이 활발한 교류 양상을 보임에 따라 중국과 독일의 협력 산업단지도 중
국 각지에 생겨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조성된 300여 개의 대외 협력단지 중,
독일과의 협력단지는 50여 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119) 주로 톈진
(天津), 허베이(河北), 장쑤(江苏), 저장(浙江), 산둥(山东), 광둥(广东), 쓰촨(四
川), 랴오닝(辽宁), 샨시(陕西), 후난(湖南), 광시(广西), 상하이(上海), 충칭(重
庆), 허난(河南), 네이멍구(内蒙古), 장시(江西),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등
10여 개 성시에 조성되어 있다. 그중 장쑤, 저장, 광둥, 안휘의 4개 성에 중·독
협력단지 수가 가장 많다(그림 3-4 참고).120)

그림 3-4. 지역별 독일 FDI 프로젝트(2013~18년)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projects
Map 1: Number of German FDI p rojects by province, 2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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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Bureau van Dijk, 2019.

자료: China International Investment Promotion Agency(Germany) FDI center(2019), p. 8.

119) 독일 이후로 한국, 러시아, 이스라엘, 일본의 순서로 이어진다. 「中德园区超过50个 带动中企转型升
级」(2019. 7. 25), http://www.chinatradenews.com.cn/epaper/content/2019-07/25/content_

61989.htm(검색일: 2019. 9. 2).
120) 「中德园区超过50个 带动中企转型升级」(2019. 7. 25), http://www.chinatradenews.com.cn/
epaper/content/2019-07/25/content_61989.htm(검색일: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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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타이창(太仓)시의 중·독산업단지는 가장 오래된 독일과의 협력단지
로 1993년 독일기업 유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수의 독일기업이 입주해 있
는 대표적인 협력단지이다. 칭다오(青岛) 중·독 생태단지는 2014년 설립되어
스마트제조 영역 클러스터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단지로, 중국 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과의 협력단지 중 한 곳이다. 2015년 12월 국
무원의 비준을 받아 조성된 랴오닝성 선양(沈阳)시의 중·독(선양) 첨단장비제
조 산업단지는 중국제조 2025와 인더스트리 4.0의 연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6년 중국 방문 시, 2박 3일 일정의
마지막으로 중·독(선양)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그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표
3-21 참고).
다만 현재 조성된 수십 개의 중·독 산업단지는 모두 독일 히든챔피언 기업
유치를 주요 목표로 선정하고 있으나 진출할 수 있는 독일기업이 한정되어 있
는 상황에서 산업단지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중국
에 대한 독일기업의 의존도가 커짐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 임금상승 등으로 인
한 비용 증가, 중국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진출에 대해 회의
적인 시각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투자자에게 중국은 여
전히 거대한 소비시장이 존재하고 공장 자동화 기반이 구축된 주요한 진출지로
여겨진다.121)

121) “China-Germany Relations: Opportunities Emerge as Investment Ties Grow”(2018. 4.
23), https://www.china-briefing.com/news/china-germany-relations-opportunitiesemerge-investment-ties-grow/(검색일: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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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중국-독일 주요 산업단지
구분

주요 내용

랴오닝성 선양시
중·독(선양)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

- 2015년 설립, 중국-독일 협력단지 최초로 국무원 비준을 받음
- 첨단기계제조의 중요한 허브, 지능형 기계 및 선진 기계 제조
- BMW(宝马, 자동차), Siemems(西门子, 전자), BASF(巴斯夫, 화공)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

장쑤성 타이창시
중독협력계통 산업단지

- 1993년 설립, 역사적 연원이 깊은 산업단지로 독일에서도 잘 알려진 산업단지
- 정밀기계가공, 자동차부품 제조, 신형건축자재
- 1993년 독일의 섬유기업 KERN-LIEBERS 입주 후, 20여 년간 많은 독
일기업의 투자를 유치, 현재 200여 개의 독일자본 기업이 운영 중

장쑤성 쿤산시
산업단지

- 2005년 설립, 정밀기계, 고급식품, 물류 분야에 우위를 가진 산업단지
- 고효율 생산 과학기술, 환경보호, 독자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과 유럽 기
업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산둥성 칭다오 중·독
생태단지

- 2014년 설립, 산둥성 최대 독어권 인재기지 및 대독일 교류 플랫폼
- 독일기업을 현지로 유치하는 ‘독일+’ 및 독일 기술을 들여와 중국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독일’ 방식으로 스마트제조 클러스터 형성
- 하이델베르그 대학과 합작하여 ‘중·독 생명과학혁신센터’ 설립
- 지멘스 혁신센터는 해외에 설립된 최초의 인공지능 연구소

쓰촨성 청두시 중·독 - 2020년까지 100개 이상의 독일기업 입주, 100억 위안의 경제적 가치
중소기업 협력 산업단지
창출 목표
- 지에양(揭阳)시 5금(五金) 산업클러스터 내에 설립됨.
- 높아져가는 환경보호 수준을 맞추기 위해 독일의 환경보호 기술 및 선진
광둥성 지에양시 중·독
제조기술을 배우고자 기존 금속 산업단지 내에 설립
금속산업 협력단지
- 중·독 산업원 중 주도 산업·독일기업과의 협력 시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음.
자료: “China-Germany Relations: Opportunities Emerge as Investment Ties Grow”(2018. 4. 23), https://
www.china-briefing.com/news/china-germany-relations-opportunities-emerge-investment-ties-grow/
(검색일: 2019. 9. 2); 「观察 | 建立超过50个, 中德园区凭啥这样火?」(2019. 7. 25), https://cj.sina.com.cn/
articles/view/1707450894/65c5a20e01900h7oy(검색일: 2019. 9. 6); 김영수, 민귀식, 박소희(2018), pp.
49~53.

나. 랴오닝-독일 협력 개황
랴오닝성은 ‘동양의 루르(The Oriental Rurr)’라 불리며 독일과 역사적으
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122) 랴오닝성은 풍부한 지하자원 및 노동력을 기반
122) 루르는 대표적인 독일의 공업도시로 랴오닝성과 산업기반에서 유사성이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
지대인 랴오닝성은 2000년대 초반 노후공업단지 업그레이드를 위해 낙후된 공업단지의 산업구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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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 성도 선양시는 1905년 중국 최초로
현대 기계공장을 설립한 오랜 제조역사를 가진 지역이다. 선양시의 톄시(铁西)
구는 1970년 말까지 31개 제조업 카테고리 중 30개를 생산했고, 중국 최초로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기업 진베이(金杯, 자동차)의 본거지이다.123) 이러한 제조
업 기반에 1990년대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해당 지역에
외자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독일의 주요 공업도시 중 한 곳인 뒤
셀도르프는 랴오닝성의 선양과 1985년 자매도시를 맺어 일찍이 교류를 시작
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독일기업들이 차차 랴오닝성에 진출하기 시작했
다. 특히 랴오닝성의 5대 지주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분야의 진출
이 활발하여 2003년 BMW 및 그 전후방 기업이 다수 진출했다.124) 이러한 배
경하에 2012년 랴오닝성 선양시 톄시구는 중국 상무부로부터 ‘중·독 기업협력
기지’로 지정되었다.125)
2017년 기준 랴오닝과 독일과의 무역총액은 55억 달러로 독일은 랴오닝성
의 4대 교역국가이다. FDI 또한 홍콩, 일본, 싱가포르를 이어 4위를 차지했다.
2018년 중반까지 453개의 독일회사가 랴오닝에 투자했고 그 투자액은 25억
유로에 달한다.126) 랴오닝성에서도 중왕(忠旺) 그룹, 위안다(远大) 그룹을 비롯
한 65개 랴오닝 기업이 약 7억 유로를 독일의 로봇, 첨단항공, 자동차부품 등
의 분야에 투자하는 등 양 방향의 투자가 활발하다.127) 또한 2016년 기준, 선
환을 이루어낸 독일 루르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 바 있다.
123) “Shenyang’s Sino-German park: Hub of intelligent manufacturing”(2017. 1. 13),
http://www.chinadaily.com.cn/business/2017-01/13/content_27944077.htm(검색일:
2019. 9. 23).
124) 뿐만 아니라 미국의 General Motors, 일본의 미쓰비씨 등의 완성차 제조업체가 선양에 합작회사 본
거지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선양시의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는 자동차 산업의 성과는 대부분 외
국인 투자에서 비롯되었다. EIU(2019), p. 6.
125) 中德装备园(산업단지 소개 브로슈어).
126) 「辽宁—德国经贸交流推介会在慕尼黑举行」(2018. 6. 8), http://www.ln.gov.cn/zfxx/jrln/
wzxx2018/201806/t20180608_3261837.html(검색일: 2019. 9. 16).
127) 2017년 충왕그룹은 첨단항공 및 자동차 공업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업체인 Aluminiumwerk Unna
AG의 지분을 99.72% 구매했고, 위엔따그룹은 독일에 위엔차 로봇 주식회사와 위엔타 CARTEC 그
룹을 각각 설립하여 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辽宁—德国经贸交流推介会在慕尼黑举行 陈求发出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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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는 약 1,000여 명의 독일인이 거주하여 중국 내 주요 독일인 거주 도시가
되었다.128)

표 3-22. 랴오닝성 대외 무역 규모
(2017년 기준, 단위: 십억 달러)

순위

국가 및 지역

금액

1

일본

14.5

2

한국

10.0

3

미국

9.1

4

독일

5.5

5

오스트레일리아

5.2

6

러시아

4.1

7

브라질

3.6

8

싱가포르

2.7

9

홍콩

1.8

10

영국

1.8

자료: 辽宁省统计局(2018), pp. 378~379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표 3-23. 랴오닝성 내 국가 및 지역별 FDI
(2017년 기준, 단위: 억 달러)

순위

국가 및 지역

금액

1

홍콩

22.5

2

일본

2.9

3

싱가포르

1.7

4

독일

1.3

5

대만

0.7

6

한국

0.6

7

네덜란드

0.5

8

미국

0.5

9

말레이시아

0.1

10

스페인

0.1

자료: 辽宁省统计局(2018), p. 382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并致辞」(2018. 6. 8), http://cpc.people.com.cn/n1/2018/0608/c117005-30045738.html

(검색일: 2019. 9. 23).
128) “Shenyang and Germany”(2016), https://www.euromoney.com/article/b12kq8ksy40jll/
shenyang-and-germany(검색일: 201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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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에서는 2003년 선양에 화천자동차와 합작 형식으로 진출한 독일의
BMW가 외국기업 중 가장 성공적인 진출사례로 평가된다. BMW는 다른 자동
차 진출업체와 달리 선양에만 공장을 건설하였다. 폴크스바겐이 인근 지린(吉
林)성 창춘(长春)뿐만 아니라, 포샨(佛山)·톈진(天津)·청두(成都) 등 중국 전역
에 진출한 것과 차별화된다.129) 화천BMW(华晨宝马)의 진출로 랴오닝성은 전
후방 산업 유치, 기업투자 확대, 세수 확대 등의 혜택을 얻었다. 화천BMW는
2005년부터 13년간 선양시의 최대 납세기업으로 납세총액은 약 191억 위안
에 달한다.130) 또한 화천BMW와 함께 컨티넨탈(大陆, 자동차부품), Delphi(德
尔福, 자동차부품), ZF(采埃孚, 자동차부품), Boysen, Fuchs(福斯, 전문 윤활
유) 등 자동차 전후방 연관기업이 다수 진출하여 중·독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131) 화천BMW가 공장 건설 및 인력 양성을 위
해 2009~18년 랴오닝성에 투자한 금액은 약 520억 위안이고, 직접적으로 창
출한 일자리 수는 약 1만 8,000여 개에 이른다. 그리고 R&D 센터 및 이원적
직업교육 등을 통해 질적인 측면의 기술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132) 특히
2013년 설립된 BMW R&D센터는 독일 Munich 지역을 제외하고 최초로 설
립된 R&D 센터이자, 2016년 증축을 통해 BMW 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연
구개발 센터가 되었다.133)
129) 미국에서 생산되던 BMW X5 SUV는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했고, BMW X3시리즈는 오로지 선양시
톄시구에서만 제작하고 있다. 독일상공회의소 지역담당자 인터뷰(2019. 10. 30, 중국 랴오닝성).
130) 「厉害了!2018年沈阳市纳税百强单位出炉！有你单位吗？」(2019. 3. 17), http://www.sohu.com/
a/301857848_349249(검색일: 2019. 9. 20).
131) 중국 내 화천BMW의 부품공급업체는 350개 이상으로 그중 80여 개가 랴오닝성 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랴오닝성에 진출한 독일기업의 80~90%는 BMW와 연관된 공급업체이다. 「华晨宝马铁西新厂
项目开工仪式在沈举行」(2018. 10. 11), https://ln.ifeng.com/a/20181011/6938400_0.shtml

(검색일: 2019. 9. 23); 독일상공회의소 지역담당자 인터뷰(2019. 10. 30, 중국 랴오닝성).
132) 「辽宁: 投资兴业的热土」(2019. 6. 30), https://finance.huanqiu.com/article/9CaKrnKlebA
(검색일: 2019. 9. 23).
133) R&D 센터 연구인력의 75%가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BMW expands its localization in
china, opens new R&D Center”(2018. 5. 21),https://global.chinadaily.com.cn/a/201805/
21/WS5b0237c2a3103f6866ee99dc.html(검색일: 2019. 11. 27); “China gets largest BMW
R&D centre outside of Germany”(2017. 7. 13),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
companies/bmw-opens-new-r-d-centre-in-china-117071300980_1.html(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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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56만 대의 BMW 자동차가 중국 내에서 판매되었는데, 그중
2/3는 선양시의 다둥(大东), 톄시(铁西) 공장에서 생산되었다. 2017년도 다둥,
톄시 공장의 총 생산량은 총 40만 대로 동기대비 30% 증가한 수준이다.134) 화
천 BMW는 중국시장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2018년 200억 위안을 투자하여
순수전기자동차 iX3 생산라인 확충을 위해 중·독(선양) 산업단지 내에 제3공
장을 신설했다(표 3-24 참고). 화천BMW는 선양시 제3공장 설립을 통해 2020
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60만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중국 중앙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외자 자동차 업계 최
초로 독일 BMW의 지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하였다. 2018년 10월
랴오닝성 선양시 정부 관계자와 BMW 관계자가 참석한 화천BMW 설립 15주
년 행사에서 해당 내용이 서명되었다.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끈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분석된다.135)
중국 국무원은 2015년 12월 랴오닝성 선양시에 ‘중·독(선양)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다. 중·독(선양)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는 중국과 독
표 3-24. 화천BMW 생산기지 설립 현황
생산기지

가동시기

지역

주요 생산제품 및 역할
∙ BMW5 Li, BMW5(PHEV), BMW X3

제1 완성차 공장

2003. 5

제2 완성차 공장

2012. 5

엔진플랜트

2016. 1

톄시(铁西)

∙ BMW 3, 4 발전기

배터리 센터

2017. 10

톄시(铁西)

∙ BMW5(PHEV)용, BMW iX3용

제3 완성차 공장

2020년(예정)

톄시(铁西)

∙ BMW iX3(EV)

다둥(大东)

∙ 연간생산량 20만 대
∙ BMW 1, 2, 3 시리즈, BMW X1(PHEV 포

톄시(铁西)

함), Zinoro 60H(PHEV)
∙ 연간생산량 25만 대

자료: 전수경(2018. 11. 16).
2019. 11. 27).
134) ｢华晨宝马铁西新厂项目开工仪式在沈举行」(2018. 10. 11), https://ln.ifeng.com/a/20181011/
6938400_0.shtml(검색일: 2019. 9. 23).
135) 전수경(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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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경제협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양국 협력단지로는 최초로 국
무원의 비준을 받아 조성되었다. 중·독(선양) 산업단지는 국가급 경제기술개발
구인 선양경제기술개발단지 내 계획면적 48km2로 건설되었다. 중·독(선양)
산업단지가 위치한 톄시구의 선양 경제기술 개발구는 1993년 정부의 비준을
받아 제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대표적인 산업단지이다. 해당 단지
에는 약 488Km2의 면적에 100만 명 이상이 상주하고, 100개의 다국적 기업
을 포함한 3,0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136)
중·독(선양) 산업단지는 2025년까지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 서비스가 일
체화된 제조업 단지로 육성하고자 한다. 산업단지는 생산 기능 구역과 서비스
기능 구역으로 양분되어 서쪽 생산 기능 구역에는 스마트제조·첨단장비·자동

그림 3-5. 중·독(선양) 산업단지

단지
산업
양)
트
선
(
스마
제조
중독
차
자동
제조

공
업
서
비
스

전
략
성
신
흥
산
업

기계
선진 조
제

발구
술개
기
경제
선양

선양시

자료: 「中德装备制造产业园规划揭面纱」(2017. 12. 20), http://www.precast.com.cn/index.php/news_detailid-10526.html(검색일: 2019. 9. 23).
136) “Shenyang’s Sino-German park: Hub of intelligent manufacturing”(2017. 1. 13),
http://www.chinadaily.com.cn/business/2017-01/13/content_27944077.htm(검색일: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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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제조·공업서비스·전략적 신흥산업 구역이 있고, 동쪽 서비스 기능 구역에는
총본부·교육시설·주거시설·국제비즈니스 시설 등이 있다. 이로써 단순 제조형
산업단지가 아닌 부대 편의시설, 정주여건 등이 잘 갖춰진 종합기능형 산업단
지임을 알 수 있다(그림 3-5 참고).
랴오닝성은 중·독 산업단지를 통해 주력 분야인 장비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제조 △첨단장비제조 △자동차제조 △공업서
비스 △신산업 분야에서 로컬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R&D를 중

표 3-25. 중·독(선양) 산업단지 개괄

- 선양시 구조전환을 이끄는 신엔진
전략

- 중국제조 2025와 독일 인더스트리 4.0 협력 시험구
- 개방형 경제 신체제 탐색구
- 혁신주도형 녹색집약발전 선도구

목표

2개
구역

- 2025년까지 입주기업 중 독일을 비롯한 유럽기업을 50% 이상 유치
- 2025년까지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 서비스가 일체화된 제조업 단지로 육성
생산 기능 구역
서비스 기능 구역
스마트제조
선진기계제조

5개
클러스터

자동차제조
공업 서비스
전략성 신흥산업

쓰환(四环)루 서쪽 지역은 스마트제조, 선진기계제조, 자동차제조, 공
업서비스, 전략성 신흥산업을 주로하는 생산 기능 지역
쓰환루 동쪽 지역은 총본부, 교육시설, 주거시설, 국제 비즈니스 시설
을 주로 하는 서비스 기능 지역
로봇·스마트장비, 3D 프린팅, 스마트정보기술, 스마트하드웨어, 스마
트공장기술
수치제어 선반·핵심부품, 궤도교통장비, 신에너지·환경보호장비, 관건
기초 부품, 기초전자 원소재 부품·기구 제조(감지부품)
완성차·신에너지 자동차, 파워트레인, 차체 및 내외장제, 스티어링 시
스템, 주행계통, 구동계통, 제동계통, 전자제어장치
과학기술연구, 공정 총도급, 공업 디자인, 공업 무역, 현대물류, 전자
상거래, 정보서비스, 현대 서비스아웃소싱
바이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용소프트웨어, 신기능성 소
재(新型功能材料), 선진건축재료, 고성능 복합재료

자료: 「中德装备制造产业园规划揭面纱」(2017. 12. 20), http://www.precast.com.cn/index.php/news_detail-id10526.html(검색일: 2019. 9. 23); 「中德产业园: 核心区全力建设四大产业簇群」(2015. 12. 22), http://
chanye.focus.cn/news/2015-12-22/6231257.html(검색일: 2019. 9. 23); 「中德园一号班线正式开通运营」
(2017. 8. 18), http://www.shenyangbus.com/a/gjdt/2017/0818/9740.html(검색일: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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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이에 동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독일기업의 R&D 센터 진입을
장려하고 있다(표 3-25 참고).

다. 랴오닝-독일 협력정책 및 메커니즘
중·독(선양) 산업단지는 국가 발개위가 추진한 프로젝트로, 중국과 독일의
협력 산업단지가 랴오닝성에 위치하게 된 것은 앵커기업인 화천BMW의 역할
이 컸다. 1990년대 이미 주요 도시에 공장을 건설한 다른 자동차업체와 다르게
BMW는 비교적 늦은 2003년 중국에 진출했다. 이미 주요 지역에 다른 기업의
공장이 건설되어 지역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중공업지대인 랴오닝은 각
종 배관이 이미 구비되어 있는 등 공장 건설 시 새롭게 드는 비용이 비교적 적
었다.137) 또한 임금이 매년 5~10%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랴오닝성에서는 숙
련된 노동자들을 비교적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138) 특히 랴오닝성
정부 차원에서 독일을 비롯한 외자기업의 진출을 보조하기 위해 공장 임대비
용, 보조금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139) 이에 2003년 중공업 산업기반,
비교적 저렴한 임금의 숙련된 노동자, 지방정부의 각종 지원 등을 바탕으로 독
일의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 BMW가 랴오닝성 선양시에 진출했고, 이후 연관된
자동차 부품사가 잇달아 진출하여 자동차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2014년에 발표된 「동북진흥 지원을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의견」에
독일과의 협력 산업단지 건설이 언급되었고, 이듬해 12월 중국과 독일의 협력
단지로는 최초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중·독(선양)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137) 독일상공회의소 지역담당자 인터뷰(2019. 10. 30, 중국 랴오닝성).
138) 자동차 빅케이블을 생산하는 독일기업 LEONI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해 최근 상하이 공장을 철
수하고 비교적 임금이 저렴한 랴오닝성 톄링시에 진출하였다. 독일상공회의소 지역담당자 인터뷰
(2019. 10. 30, 중국 랴오닝성).
139) 독일상공회의소 지역담당자 인터뷰(2019. 10. 30, 중국 랴오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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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중·독(선양) 산업단지 관련 정책
정책명
동북진흥 지원을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의견(2014. 4)
동북 노후 공업기지 혁신·창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쟁우위 육성에 관한 실사의견(2015. 6)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의 전면적 진흥에 관한
의견(2016. 6)
노후공업기지 최초의 산업구조고도화 기술기능
인력 직업교육 개혁시범도시 명단 발표에 대한
통지(2016. 5)
동북지역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관한 중요 조치
관련 의견(2016. 11)
노후공업기지 전면진흥에 대한 동북지역
지식재산정략 실시에 관한 의견(2017)

관련 내용
- 중국정부와 독일정부 간 노후공업기지진흥교류
협력 기제를 만들고, 양국이 선양시에 첨단장비
제조 산업단지를 공동 건설
- 선양 중·독(선양) 첨단장비산업단지 등 중점구
역 건설을 지지
- 유럽·미국 등의 국가(지역)과 상호협력기제·플랫
폼 건설을 추진하여, 높은 수준의 중·독(선양)
첨단장비산업단지 건설
- 중·독(선양) 첨단장비산업단지를 선도구로 중·독
(선양) 응용학원 및 다국적 실습센터 건설
- 중·독(선양) 첨단장비산업단지 건설
- 중·독(선양) 첨단장비산업단지를 지식재산환경건
설의 선도구로 육성

자료: 关于近期支持东北振兴若干重大政策举措的意见」(2014. 8. 19), http://www.gov.cn/zhengce/content/
2014-08/19/content_8996.htm(검색일: 2019. 12. 1); 「关于促进东北老工业基地创新创业发展打造竞争
新优势的实施意见」(2015. 6. 26),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5/content_2937330.htm(검
색일: 2019. 12. 1); 「中共中央 国务院关于全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的若干意见」(2016. 4. 26),
http://www.gov.cn/zhengce/2016-04/26/content_5068242.htm(검색일: 2019. 12. 1); 「东北振兴三年滚
动实施方案：拟建设127项重大项目 涉及多个领域」(2016. 11. 16), http://www.gov.cn/xinwen/2016-11/
16/content_5133274.htm(검색일: 2019. 12. 1); 「首批老工业基地产业转型技术技能人才双元培育改革试
点城市名单公布」(2016. 5. 11), http://www.gov.cn/xinwen/2016-05/11/content_5072212.htm(검색일:
2019. 12. 1); 知识产权局(2017).

2014년 8월 선양시는 중·독(선양) 산업단지 영도소조를 구성하여 산업단지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선양시 정부와 함께
BMW가 소속된 독일의 공업협회가 기업 입주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공동연구
를 진행했다.140) 중·독(선양)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에는 중·독(선양) 첨단장
비제조 산업단지 관리위원회가 산업단지 총괄을 맡았다. 독일 측은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은 중·독(선양)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산하의 중·독(선양) 국제산업투자발전그룹(中德(沈阳)国际产业投
140)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문가 면담(2019. 10. 23, 중국 베이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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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중·독(선양) 산업단지 협력 메커니즘

중·독(선양)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中德(沈阳)高端装备制造产业园管委会)
종합협조, 규획 심사비준, 경제·행정관리, 제도혁신, 공공서비스 등

중독원 개발건설그룹

중·독(선양)국제산업투자발전그룹

(沈阳中德园开发建设集团有限公司)

(中德(沈阳)国际产业投资发展集团有限公司)

토지정리, 인프라건설, 투융자, 물류관리 등

전략투자, 투자 유치, 기금 관리, 금융서비스,
혁신 인큐베이팅, 기업 및 자문서비스 등

자료: 랴오닝사회과학원 관계자 인터뷰(2019. 10. 29, 중국 랴오닝성); 중독(선양)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2019.
10. 30, 중국 랴오닝성)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资发展集团有限公司)과 선양 중독원 개발건설그룹(沈阳中德园开发建设集团
有限公司)이 맡고 있다(그림 3-6 참고). 또한 중·독(선양) 산업단지는 PPP 방식
을 통해서도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선양시 서부건설투자 주식회사(沈阳西部建
设投资有限公司), 중국 중티에 주식회사(中国中铁股份有限公司)가 MOU를 맺
고 76억 7,800억 위안 상당을 투자했다. 해당 자금은 기초·공공설비 프로젝트
건설 및 영업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141)
2019년 6월에는 선양시 시장을 중국 측 대표로, 독일 공학한림원(Acatech)
의 헤닝 카거만(Henning Kagermann)을 독일 측 대표로 하는 중·독(선양) 산
업단지 혁신위원회가 발족되었다. 혁신위원회는 연구교류 촉진, 싱크탱크 설
립, 인재 육성 등을 통해 향후 해당 산업단지를 양국간 과학기술 교류, 산업발
전,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 성과는 「중·독
(선양) 첨단장비제조 혁신위원회 업무성과 보고서」를 통해 발표될 예정으로,
협력위원회의 교류 플랫폼은 중·독(선양) 산업단지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
141) 중티에 주식회사가 공정 총괄을 맡아 BOT(건설-운영-이관) 방식으로 투자·건설 및 관리를 담당한
다. 「沈阳中德园启动76.78亿元PPP项目改善硬环境」(2019. 9. 25), http://www.xinhuanet.
com/fortune/2019-03/30/c_1124304089.htm(검색일: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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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혁신위원회의 주요 역할
분류

주요 내용

연구교류 촉진

- 독일 과학연구 기관 간의 스마트제조, 자동차제조, 선진장비제조업
방면의 연구교류 촉진
- 구체적으로 독일 전문가의 선양 방문 정례화

싱크탱크 설립

- 중국제조 2025 및 독일 인더스트리 4.0 전략에 관한 싱크탱크
를 만들어 (기술) 자문 및 진단, 기술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

인재육성

- 중·독 산업단지 내 기업은 관련 분야의 독일 대학과 이원적 직
업교육 협력 프로젝트 진행
- 화천BMW는 선양공업대학 등 9개 대학과 인재육성 계약 체결

자료: 「中德(沈阳)高端装备制造高峰论坛暨创新委员会成立大会在沈阳隆重举行」(2019. 6. 21), http://www.cinn.cn/
dfgy/201906/t20190621_214225.html(검색일: 2019. 9. 23).

고 랴오닝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랴오닝성 정부는 성장(省长)을 필두로 정부 관계자 및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경제교류사절단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독일에 방문해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등
중독(선양) 산업단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142) 특히 랴오닝성 정부는 대
기업 중심의 외자를 유치하고자,143) 독일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에 지재권 보
호, 세제혜택, 거주환경 조성 등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랴오닝성 정부는 외자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랴오닝성
지식재산권 발전·보호 현황 및 중·독 산업단지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방안」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중재원과 이동법정 등 전문적인 지재권 보호기구를 설립하
고 중·독 지재권서비스업 협력기지 및 성과전환센터의 공동건설을 추진했다.144)
또한 랴오닝성은 중·독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동북지역에서는 최초
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비용 일체를 면제해준다. 또한 선임대 후구매
(先租后让) 방식으로 초반에 토지를 임대해주고 이후 토지를 팔거나 30% 토지
142) 「辽宁—德国经贸交流推介会在慕尼黑举行 陈求发出席并致辞」(2018. 6. 8), http://cpc.people.
com.cn/n1/2018/0608/c117005-30045738.html(검색일: 2019. 9. 23).
143) 辽宁省人民政府(2017), http://www.ln.gov.cn/zfxx/zfwj/szfwj/zfwj2011_119230/201705/
t20170525_2955995.html(검색일: 2019. 9. 23).
144) 최지원(2017),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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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이전비용 및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서비스 전담팀이 존재하여 거주부터 비자 신청
까지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독일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품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145)
정주여건은 산업단지의 성패를 가리는 주요 요인이다. 랴오닝성 정부는 중·
독(선양) 산업단지 내 병원, 국제학교, 호텔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또한 산
업단지 내에 독일기업의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동북지역 최초로 독일 국적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고, 2,000가정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의
독일인 거리를 조성하였다.146) 산업단지 내에도 베이징의 유명병원과 협력한
병원이 운영 중으로, 선양시 7대 국제병원 중 하나인 지수이탄(积水潭) 병원에
국제 클리닉을 정식 개설할 계획이다.147) 도시 중심부로의 진출을 위해 중·독
표 3-28. 중·독(선양) 산업단지 우대혜택
구분
토지 선임대 후구매(先租后让)
펀드 활용
Zero fee policy, 零收费
랴오닝 FTZ

주요 내용
초반에 토지를 빌려준 이후 기업의 경영이 안정되면 이후에 토지를
구매하거나 30% 할인된 가격으로 토지를 임대해주는 혜택
자본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15억 유로 규모의 펀드를 설립하여 초기
발전을 지원
기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비용 일체를 면제하고, 행정심사 기간
을 3개월 이내로 단축
중·독(선양) 산업단지가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포함되므로
FTZ의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음

자료: 中德装备园(산업단지 소개 브로슈어).

145) 최지원(2017), p. 1.
146) 본래 독일 가정의 자녀들은 10학년까지 독일 학교에 다니고, 그 후 고등학교 과정을 위해 베이징으로
유학을 갔다. 「沈阳开放合作的新范例—中德装备园建设扫描」(2019. 7. 4), http://www.shenyang.
gov.cn/html/SY/154754373542761/154754350367890/154759946549865/7354276159
648878.html(검색일: 2019. 9. 19); “Shenyang’s Sino-German park: Hub of intelligent
manufacturing”(2017. 1. 13), http://www.chinadaily.com.cn/business/2017-01/13/content_
27944077.htm(검색일: 2019. 9. 23); 독일상공회의소 지역담당자 인터뷰(2019. 10. 30, 중국 랴
오닝성).
147) 신문기사로 알려진 바와 다르게 독일인 의사는 없음. 선양시 상무국 인터뷰(2019. 10. 30, 중국 랴오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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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중·독(선양) 산업단지 혁신 시스템
하나의 플랫폼
(one platform)

중독(선양) 산업단지
원스톱 기업 서비스 센터

5대 시스템

이원적 직업교육
체계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공업인터넷
서비스 체계

기술 업그레이드
서비스 시스템

융자 플랫폼
시스템

자료: 中德装备园(산업단지 소개 브로슈어).

(선양) 산업단지 내에 선양시 중심부로 나갈 수 있는 지하철역을 신규 설치 중
으로, 개통시기가 미정이나 관리위원회 근처에 1호선 중앙다제(中央大街)역이 개
통되어 있어 도심과 먼 중국의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시내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라. 랴오닝-독일 협력 평가
2014년 국무원이 선양시에 중·독(선양) 산업단지를 건설했을 때, 당시 중국
중앙정부는 조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초기에 좋
은 환경과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148) 그 결과 중·독(선양) 산업단지는 2015년
12월 국무원 비준 이후 3년 여간 연속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했다. 중·
독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3년간 실행된 프로젝트는 371개로, 총 투자액은
3,200억 위안에 달한다. 2018년 기준 중·독(선양) 산업단지 내 유치된 프로젝
트 건수는 81개로 총 투자액은 약 699억 위안이다.149) 2019년 상반기 기준으
148)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문가 면담(2019. 10. 23, 중국 베이징시).
149) 200억 위안 투자규모의 화천BMW 제3기 공장 건설, 50억 위안 투자규모의 3S제약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中德装备园: 以“智”造面向高质量发展未来」(2019. 8. 29), http://news.
syd.com.cn/system/2019/08/29/011762435.shtml(검색일: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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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총생산액은 290억 8,000만 위안, 세수액은 46억
2,000만 위안, 고정자산투자는 35억 9,000만 위안으로 규모가 증대하고 경쟁
력이 강화되고 있다.150) 2016년 공업정보화부는 중·독(선양) 산업단지에 ‘중·
독 스마트제조협력시범 시험원구’ 칭호를 부여했고, 2018년 과학기술부는 중·
독(선양) 산업단지를 ‘국가국제과학기술협력기지’로 규정하였다.151)
랴오닝성은 중·독(선양) 산업단지 내 화천BMW와 같은 외자기업을 적극 유
치하고자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독일의 BMW, ZF 등 세계
500대 기업을 비롯하여 독일의 NEUGART(제조업), 무베아(慕贝尔, 자동차
부품), 헤레우스(Heraeus)를 비롯한 88개 기업이 산업단지에 투자했고, 독일
외에도 미국의 프로로지스(安博, 물류), 스페인의 게스탐프(海斯坦普, 자동차
부품), 그루포 안톨린(安通林, 자동차부품), 일본의 도요타 방직(丰田纺织) 등
이 진출해 있다. 외자 및 합자 프로젝트가 산업단지 전체 프로젝트의 34.6%인
127개로, 대외개방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152)
또한 중·독(선양) 산업단지에 위치한 BMW R&D 센터는 BMW 최초의 해외
R&D 센터이자, 가장 큰 규모의 해외 연구개발 센터이다.153) 또한 화천BMW
는 중·독(선양) 산업단지 내 순수 전기차 생산을 전담하는 제3공장을 건설 중으

150) 「2019年沈阳中德园已引进三千万元以上项目141个」(2019. 4. 18), http://ln.cri.cn/20190418/
d89847dc-9fd0-f627-1eb0-22d64fec2755.html(검색일: 2019. 7. 10).
151) 中德装备园(산업단지 소개 브로슈어).
152) 중·독 산업단지가 포함된 선양 경제기술개발구에는 현재 독일의 BMW, ZF Friedrichshafen,
Bridgestone 등 세계 500대 기업 57개를 비롯하여, 외자기업 475개가 입주해 있다. 「2019年沈阳
中德园已引进三千万元以上项目141个」(2019. 4. 18), http://ln.cri.cn/20190418/d89847dc9fd0-f627-1eb0-22d64fec2755.html(검색일: 2019. 7. 10); 「沈阳经济技术开发区中德(沈阳)
高端装备制造产业园 中德(沈阳)国际产业投资发展集团有限公司 沈阳中德园开发建设集团有限公
司 公开选聘公告」(2019. 9. 6), http://www.shenyang.gov.cn/html/SY/155011530511211/

154754279935774/null/3051121176161855.html(검색일: 2019. 9. 16).
153) R&D 센터 연구인력의 75%가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BMW expands its localization in
china, opens new R&D Center”(2018. 5. 21),https://global.chinadaily.com.cn/a/201805/
21/WS5b0237c2a3103f6866ee99dc.html(검색일: 2019. 11. 27); “China gets largest BMW
R&D centre outside of Germany”(2017. 7. 13),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
companies/bmw-opens-new-r-d-centre-in-china-117071300980_1.html(검색일: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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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중·독(선양) 산업단지 내·외자기업(프로젝트) 비중 및 주요 외자기업

독일 기업
국내 기업

48%

33%

19%
기타외자 기업

주: 산업단지 소개 브로슈어가 작성된 2018년 기준.
자료: 中德装备园(산업단지 소개 브로슈어).

로, 신에너지 자동차 방면의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질적·
양적인 확대는 중국 내수시장 확보와 더불어 랴오닝성 선양시를 BMW의 글로
벌 수출기지로 삼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2020년에는 중·독(선
양) 산업단지가 2,000억 위안 규모의 거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헝다(恒大) 그룹은 1,200억 위안 규모의 배터리, 모터 등
에 관한 R&D 및 생산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중·독(선양) 산업단지는 애초 5개의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했으나, 자
동차 분야를 제외하면 다른 분야가 부진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랴오닝성 정부는 자동차 제조 외 다른 분야의 유치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그 결과 3S 제약(三生制药)은 2018년 9월 산업단지 내에 50억 위안
을 투자하여 계획면적 500무(亩) 규모의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고 발표했다. 1기 공정에는 중·독(선양) 산업단지 관리위원회가 권한을 부여한
중·독(선양) 국제산업투자발전 주식회사가 3억 7,000만 위안의 현금을 출자하
고, 선양 3S제약이 보유한 24억 5,000만 위안의 지식재산권과 1,000만 위안
의 현금을 더해 합자회사를 설립했다.154) 2035년까지 바이오의약 R&D, 바이
154) 三生制药 홈페이지, http://www.3sbio.com/news/details.aspx?id=77(검색일: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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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국제 CDMO, 바이오제약 원부자재, 바이오제약 핵심공정 장비, 바이오의
약 산업인재 육성의 5대 기지를 중심으로 하는 1,000억 위안 규모의 바이오산
업 클러스터 건설을 목표로 한다.155) 2019년 6월 혁신위원회 창립총회 이후
양국의 정부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회담에서도 총투자액 312억 위안 규모
의 10개 산업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되었다.156)
랴오닝성과 독일의 협력이 활성화된 것은 랴오닝성 정부의 BMW 공장 유치
및 이후 독일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큰 공헌을 했다. 대부분의 자동차부품 기업
이 고객사인 화천BMW의 요구에 의해 랴오닝성에 진출했고, 동북지역 정부가
제공한 우대혜택을 잘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만 중·독(선양) 산업단지 활
성화를 위해 인근 지역에 진출해야 할 프로젝트까지 해당 산업단지에 유치하고
자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157)
그럼에도 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추진한 중·독(선양) 산업단지는 독일기업의
대중 투자를 위한 창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양시도 독일에 중국 산업단지
를 설립하여 중국 해외투자의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158) 또한
현재는 자동차 제조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산업단지 내에 추진 중인 신에너지
자동차·바이오 의약 등 신산업 프로젝트 실시로 산업고도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2년마다 개최되는 중국-독일 정부 간 회의에서 관

155) 三生制药 홈페이지, http://www.3sbio.com/news/details.aspx?id=77(검색일: 2019. 9. 23).
156) ① 중·독 자동차산업기금프로젝트(中德汽车产业基金项目), ② 선양·종관춘 혁신프로젝트(沈阳·中
关村创新项目), ③ 독일Moeller과학기술프로젝트(德国默勒科技项目), ④ BMTS과학기술 프로젝
트(博马科技项目), ⑤ SAILUN타이어프로젝트(赛轮轮胎项目), ⑥ 헝다(恒大)배터리프로젝트, ⑦ 중
티에(中铁)투자프로젝트, ⑧ 랴오닝하이거루이프로젝트(辽宁海戈瑞项目), ⑨ 하이더스(海德世)자
동차 프로젝트, ⑩ 캉스푸(康师傅)생산라인 프로젝트. ｢沈阳市铁西区: 聚焦主导产业 支撑高质量发
展｣(2019. 6. 24), http://ln.cri.cn/2019-06-24/5523fc9c-f705-b287-571d-7536959d30e8.

html(검색일: 2019. 12. 1).
157) 독일기업은 숙련된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 비교적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공장을 짓고 독일인
매니저 1~2명이 상주하는 형태로 운영되나, 중·독(선양) 산업단지는 선양시 인근의 노동력이 싼 지
역이나 BMW 2기 공장이 위치한 다둥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규 프로젝트를 모두 톄시구 중·독(선
양)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독일상공회의소 지역담당자 인터
뷰(2019. 10. 30, 중국 랴오닝성) 참고.
158)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문가 면담(2019. 10. 23, 중국 베이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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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부처들이 선양의 중독(선양) 산업단지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안하며 산업단지
발전을 위해 노력 중으로 중국 대외협력단지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159)

3. 충칭-싱가포르 간 협력: 일대일로 연계형
가. 중-싱가포르 간 협력 개괄
싱가포르 정부는 1993년 싱가포르-산둥 비즈니스 협의회(SingaporeShandong Business Council) 구성을 시작으로 [표 3-29]와 같이 다수의 중

표 3-29. 중국 지방정부와 싱가포르 간 경제협력 협의회(2019년)
협력
지역
산둥성
쓰촨성
저장성
랴오닝성
장쑤성
톈진시
광둥성
상하이시

명칭
Singapore-Shandong Business Council
Singapore-Sichuan Trade and Investment
Committee
Singapore-Zhejiang Economic and Trade
Council
Singapore-Liaoning Economic and Trade
Council
Singapore-Jiangsu Cooperation Council
Singapore-Tianjin Economic and Trade
Council
Singapare-Guangdong Collaboration Council
Singapore-Shanghai Comprehensive
Cooperation Council

대표직

설립
연도

싱가포르

중국

무역산업부

산둥성

장관

부성장

총리실

쓰촨성

장관

부성장

무역산업부

저장성

장관

부성장

2003

환경부 장관

랴오닝 성장

2007

총리실 장관

장쑤성 성장

1993
1996
2003

2007
2009
2019

사회가족부
장관

톈진시 시장

교육부 장관

광둥성 성장

국가발전부

상하이시

장관

시장

자료: 김홍원(2012), p. 4; 싱가포르 국제기업청(IE Singapore: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홈페이지, https://
www.enterprisesg.gov.sg/overseas-markets/asia-pacific/china/market-profile(검색일: 2019. 9. 16).
159)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문가 면담(2019. 10. 23, 중국 베이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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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지방정부와 경제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지방정부 경제협력 협의회는 1990년대 초 고촉동
(Goh Chok Tong) 싱가포르 전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협의체 구축을
제안하여 진행되었다. 협의체의 대표직은 싱가포르의 장관급 인사160)와 중국
의 성(省)장 또는 부성장급 인사가 맡고 있으며 2019년 현재까지 총 8개의 지
방협력 협의회가 구축되었다. 1999년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 정부는 ‘경제협력
과 무역투자촉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간 경제무역 협상관계가 공식 성
립되었다. 양측은 투자 촉진 및 보호 협정, 이중 과세와 탈세 방지 협정, 해운협
정, 우편 및 통신 협정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경제협력을 협의했고,161) 협의 내
용은 이후 진행되는 지방정부와의 경협에도 적용되었다. 2000년대에는 장쑤
성, 톈진시, 광둥성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중국과 싱가포르 중앙정부가 함께
추진하면서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의회가 구성되
었다.162) 2019년 5월에는 싱가포르가 상하이시와 종합협력 협의회를 발족하
여 8번째 지방협력 채널을 구축하였다. 싱가포르-상하이 간 협의회는 일대일
로, 기술혁신, 금융지원, 인적교류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계획이다.163)
특히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중국 지방도시를 무대로 국가급 협력 프로젝
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1994년 쑤저우 공업단지(苏州工业园: Suzhou Industrial
Park)를 필두로 2007년 톈진 에코시티, 2015년 충칭-싱가포르 상호연결 시
범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표 3-30 참고).

160) 싱가포르의 행정부 개편에 따라 담당 부처는 변동이 있음.
161) 임계순(2018), p. 36.
162) 김홍원(2012), p. 6.
163) 싱가포르 국제기업청(IE Singapore: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홈페이지, https://
www.enterprisesg.gov.sg/overseas-markets/asia-pacific/china/profiled-regions/eastchina/key-government-platforms-and-projects-in-east-china(검색일: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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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중국과 싱가포르 간 국가급 협력 프로젝트(2019년)
협력
지역
쑤저우시

톈진시

명칭
China-Singapore Suzhou
Industrial Park
Sino-Singapore Tianjin
Eco-City

추진

1994

Guangzhou Knowledge

맞춤
- 지방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나 2018년
2008

Demonstration Initiative

11월 국가급 협력 프로젝트로 격상
- 과학·기술, 교육, 연구 분야 협력 중심

China-Singapore
충칭시

- 중국 경제기술개발구 종합순위 1위(2016~18년)
-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 간 두 번째 협력 프로젝트

City
(Chongqing)

- 중국 최초 중앙정부간 도시개발 협력 프로젝트

2007 - 산업단지보다는 도시의 생태환경 조성에 초점을

Sino-Singapore
광저우시

내용

연도

- 최초의 서비스업 중심 국가급 협력 프로젝트
2015

on Strategic Connectivity

- 4대 협력분야로 금융 서비스, 물류, 항공 서비
스, 정보통신 선정
- 구체적으로 규획된 공간이 없어 확장성이 큼

자료: 싱가포르 국제기업청(IE Singapore: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홈페이지, https://www.enterprisesg.
gov.sg/overseas-markets/asia-pacific/china/market-profile(검색일: 2019. 9. 16).

싱가포르는 중국과의 공식적인 협력채널 및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
고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싱가포르의 선진기술을 학습하고 싱
가포르의 경험을 지방도시에 시험하며 접목시키는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아
래에서는 양국의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 현황과 성과에 대해 개괄하고자 한
다. 그중 충칭시와 싱가포르의 협력사례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틀 내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국가급 프로젝트로서 제조업과 도시개발 위주
의 이전 중국-싱가포르 지방정부 협력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중국과의 일
대일로 연계협력 및 협력방식 고도화를 추진 중인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례들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쑤저우 공업단지
1994년 5월 정식 출범한 쑤저우 공업단지는 중국 최초의 중앙정부간 도시
개발 협력 프로젝트이자 중국과 싱가포르 합작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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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 공업단지는 산업시설만 밀집되어 있던 기존 여타 공업단지와 달리 산업과
교육, 상권, 의료 등 주거 기능이 복합되어 있다. 행정구역상 총면적은 278㎢
이고, 그중 중국과 싱가포르의 합작 개발구 면적은 80㎢이며, 상주인구는 76
만 2,000명에 달한다. 2017년 쑤저우 공업단지의 GDP는 2,350억 위안에 달
했고, 수출입 총액은 858억 달러, 실제이용 외자액은 9억 3,000만 달러, 고정
자산투자는 476억 위안을 기록해 중국 전체 경제기술개발구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다.164)

그림 3-9. 쑤저우 및 쑤저우 공업단지 위치
장쟈항

옌윈 강

난통항

쉬저우
쑤첸

리우쟈항

난징

타이창항

화이안

옌청

쑤저우

양저우
타이저우
난징

전장

상하이항

상하이

쑤저우
공업단지
난통

우시
창저우
쑤저우
항저우

국도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자료: 정지현 외(2012), p. 32, 재인용.

중국이 싱가포르와 협력개발을 추진한 목적은 싱가포르의 선진적인 산업단
지 조성 및 도시개발 경험을 중국에 도입하기 위함이었다. 1992년 당시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는 덩샤오핑에게 싱가포르의 경험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에
관련된 업무를 통해 양국의 젊은 지도자들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
했다. 이후 처(处)급 이상 1,000여 명의 중국간부가 싱가포르로 파견돼 주롱
과학산업단지(Jurong Industrial Park)165)를 벤치마킹하여 도시의 계획, 건
164) 「中新主要合作项目情况」(2019. 9. 10), 驻新加坡经商参处, http://sg.mofcom.gov.cn/article/
ztjx/zxhzqk/201809/20180902784949.shtml(검색일: 2019. 10. 12).
165) 주롱 과학산업단지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소속의 주롱그룹 주도로 기획·건설되었다. 주롱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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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운영 및 관리, 투자 유치, 정보통신 서비스, 공공행정 등에 관한 교육을 받
았다. 당시 중국은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을 복합하는 도시개발 경험이 없었고
이를 추진할 자본은 물론 외자 유치 경험도 부족했다. 중국은 싱가포르와의 협
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고, 실제로 협력 초기 싱가포르 측에서 직접 유럽
등 국가들로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166)
싱가포르가 쑤저우 공업단지를 중국과 공동 개발하려던 목적은 중국과 장기
적 우호관계 형성, 중국시장 진출 확대, 싱가포르 개발 모델의 타 지역 적용을
통한 가능성 증명 및 실무경험 축적 등이었다. 실제로 쑤저우 공업단지 협력을
계기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후 톈진 에코시티, 광저우 지식
도시, 충칭-싱가포르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 등 중국과 싱가포르 간 개발협
력이 확대되었다.167)
쑤저우 공업단지의 3대 주력산업은 ICT 제조, 기계제조, 서비스업이다.
ICT 제조 분야에서는 집적회로(IC), 디스플레이, 통신장비제조 등이 발전하였
으며 삼성, 폭스바겐, HITACHI, 팡정(方正) 등 중국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기계제조 분야의 경우 교통물류 관련 설비 등 전문 설비제조 80
여 개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쑤저우 공업단지의 공업
산업 규모는 4,911억 1,900만 위안을 기록했고, 그중 하이테크 산업 규모가
3,251억 위안에 달해 전체 공업의 약 66%의 비중을 차지했다. 서비스업은 금
융을 중심으로 서비스 아웃소싱, 문화 콘텐츠, 물류, MICE 산업 등 업종을 집
중 육성하고 있다. 2018년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1,136억 위안을 기록해 GDP
대비 비중이 44.2%에 달했다. 단지 내 금융 및 준금융기관 수는 966개이고, 외
자은행 수가 장쑤성 내에서 가장 많다.
한편 2018년 쑤저우 공업단지의 GDP는 전년대비 7.1% 성장한 2,570억 위
일찍부터 동남아 각지에 싱가포르식의 공업단지와 비즈니스 모델을 수출한 바 있다. 임계순(2018),
p. 112.
166) 임계순(2018), p. 108; 정지현 외(2012), p. 33.
167) 임계순(2018),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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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재정수입 350억 위안, 수출입 규모 1,035억 7,000만 달러, 소매판매액
493억 7,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2018년까지 쑤저우 공업단지의 누적 수출
입액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2) 톈진 에코시티
톈진 에코시티(中新天津生態城, SSTEC: Sino-Singapore Tianjin EcoCity)는 톈진시 동부 빈하이신구(滨海新區)에 위치해 있고, 베이징(北京)시와는
150km가량의 거리가 있다. [그림 3-10]에서 보듯이 주변에는 톈진항, 빈하이
(滨海) 국제공항, 톈진경제기술개발구(TEDA), 톈진항보세구(TFTZ) 등 인프
라를 갖추고 있다.168)

그림 3-10. 톈진시 위치(좌)와 에코시티 위치(우)

톈진시
BEIJING

TANGSHAN

TIANJIN
ECO-CITY SITE

BOHAI
BAY

자료: 정지현 외(2012), p. 46, 재인용.

톈진 에코시티 건설은 2007년부터 추진돼 2008년 착공에 들어갔다. 규획면
적 30㎢, 인구 35만 명으로 10~15년 동안 추진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다. 해

168) 「滨海新区各开发区法定机构改革全面推进」(2019. 7. 18), 北方网, http://www.dzwww.com/xinwen/
guoneixinwen/201907/t20190718_18957794.htm(검색일: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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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프로젝트는 2013년 중국 최초로 국가급 녹색발전 시범구로 지정됐다.
2018년 현재 에코시티는 3㎢의 오수처리장, 330만 ㎡ 알칼리성 토지 녹화사
업 등을 완료해 고정자산투자 규모가 700억 위안(누적기준)을 상회한다. 2017
년 에코시티의 GDP는 164억 위안을 기록했고, 재정수입 60억 위안, 등록기업
6,500개, 상주인구 8만 명에 달한다.
에코시티는 싱가포르의 경험을 빌려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공동으로 세계
최초의 에코시티 26개 지표체계를 제정하고 생태환경 관리는 물론 경제·효율
성과 지역사회 융합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제
정된 평가지표는 중국 내 기존 에코시티 평가기준보다 더 광범위하고 엄격하
다.169) 2018년 6월 싱가포르 부총리가 에코시티를 방문하면서 톈진시의 경험
을 징진지 기타 지역에 확대 적용할 방안을 연구하는 등 관련 사업이 가속화되
고 있다.170)
톈진 에코시티는 쑤저우 공업단지 개발협력에 이은 중국과 싱가포르의 두
번째 국가간 협력 프로젝트이다. 당시 톈진, 탕산(唐山), 바오터우(包頭), 우루
무치(烏魯木齊) 4개 후보도시 중 톈진시가 선정되었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를 안고 있던 톈진시는 도시환경보호와 수자
원 활용에 강점을 가진 싱가포르의 기술과 시스템, 경험을 도입하고자 했
다.171) 2007년 싱가포르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이후 양국의 총리급 합의와 관
계부처(중국의 주택 및 도농건설부, 싱가포르의 국가발전부)의 협의가 진행됐
다. 본 프로젝트의 최상위 협의체는 톈진 에코시티 연합협조 이사회이다. 본 이
사회는 연 1회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중국-싱가포르 양자협력회의와 쑤저
우공업원 연합협조 이사회와 함께 진행되며 양국의 부총리급 인사가 참석한다.
연합협조 이사회 하위의 협력단계는 톈진 에코시티 연합업무 위원회에서 진행
169) 정지현 외(2012), p. 53.
170) 「中新主要合作项目情况」(2019. 9. 10), 驻新加坡经商参处, http://sg.mofcom.gov.cn/article/
ztjx/zxhzqk/201809/20180902784949.shtml(검색일: 2019. 10. 12).
171) 임계순(2018),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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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 아래에는 도시계획, 교통관리, 수자원 관리, 환경관리, 공공주택, 경제
발전, 사회개발과 관련한 6개의 협력부서가 있다.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각 협력부서는 싱가포르 관계 정부부처와 톈진 에코시티 관리위원회가 상호 협
력한다.

그림 3-11. 톈진 에코시티 마스터플랜

자료: 정지현 외(2012), p. 52, 재인용.

[그림 3-11]의 톈진 에코시티 마스터플랜(Master Plan)은 2008년 중국 측
과 싱가포르 측이 공동 계획하였고, 중국도시계획설계연구원, 톈진시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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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설계연구원,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이 참여했다. 톈진 에코시티는 주거, 레
저, 상업 및 비즈니스가 일체화된 생태환경도시이며, 친환경·자원절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한다.
톈진 에코시티는 쑤저우 공업단지와 달리 산업시설을 건설·운영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지표상으로 나타는 성과는 미미하다. 또한 톈진 빈하이신구
에 위치한 에코시티는 톈진시와 빈하이신구 자체의 발전이 둔화됨에 따른 영향
도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 성공적이라고만 평가하기는 어렵다.172) 다만 친환경
도시답게 톈진 에코시티는 쓰레기 무해화(無害化) 처리율 100%, 쓰레기 재활
용률이 63%에 달한다. 모든 주택에는 태양열 온수기가 보급되었으며 대부분의
공공건물은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어 본래 설립 취지에 걸맞
은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173)

3) 광저우 지식도시
광저우 지식도시(中新廣州知識城, SSGKC: Sino-Singapore Guangzhou
Knowledge City)는 규획인구 50만 명의 대형 프로젝트로 중국 광둥성과 싱가
포르 간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광저우 지식도시는 광저우시 동부 뤄강구
(蘿崗區)에 위치해 있으며, [그림 3-12]에서 보듯이 주변에는 광저우 과학도시,
용허 경제구(대만기업 전용 산업단지) 등이 있다. 또한 광저우 도심과는
35km, 바이윈(白雲)국제공항과 25km의 거리가 있다. 2018년 현재 도시 내
스타트업 구역(SUA: Start-Up Area)이 완공되었으며, 지하철 2개 노선이 개
통돼 접근성과 지역 연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174)

172)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 연구소(EAI) 전문가 면담(2019. 11. 6, 싱가포르).
173) 「시진핑 시대 중국의 발전 모델은 싱가포르」(2018. 8).
174) 광저우 지식도시는 광저우개발구와 싱가포르 CapitaLand 그룹(星桥腾飞集团)이 50:50의 지분으
로 개발에 참여함. ascendas-singbridge 홈페이지, https://www.ascendas-singbridge.com/
ko-kr/our-properties/china/urban-transformation-projects/sino-singapore-guangzh
ou-knowledge-city/(검색일: 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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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광저우 지식도시 위치

광저우
지식도시

광둥성
광저우
광저우
과학도시

용허경제구

뤄강구
수출가공구

경제기술개발구
(동부)
보세구

경제기술개발구
(서부)

자료: 정지현 외(2012), p. 59, 재인용.

쑤저우 공업단지, 톈진 에코시티가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 중앙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였다면 광저우 지식도시는 중국 지방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협력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175) 2008년 당시 광둥성 당서기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리셴룽 총리, 리콴유 전 총리, 고촉동 전 총리와 회담을 가지고, 광둥성과의 경
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광둥성은 산업고도화, 도시관리 분야에서 싱
가포르의 경험을 배우고자 했다. 합의는 2009년부터 본격 진행돼 중국 측은 광
저우 개발구가, 싱가포르 측은 민관의 기업들이 주도해 진행됐다. 싱가포르의 케
펠 코퍼레이션, 싱브릿지, 싱가포르 기업연합, 중화상공협회, RSP 건축설계사
무소는 광저우개발구 관리위원회와 각각의 MOU를 체결했다. 쑤저우와 톈진에
서 쌓은 양국의 협력 경험이 양측의 신뢰 협력에 큰 도움이 되었다. 광저우 지
식도시 프로젝트의 최상위 협의체는 Singapore-Guangdong Collaboration
175) 임계순(2018),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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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로 해당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광둥성과 싱가포르의 경협에 관한 모든
사안을 논의하는 채널이다.
전체 개발면적이 123km2인 광저우 지식도시는 인재중심, 지식기반의 ‘스
마트 시티’, ‘러닝(Learning) 시티’, ‘에코 시티’를 지향한다. 인재 유입에 방점
을 찍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배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역점
을 두고 있다.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0만 위안, 상주인구 30만 명,
GDP 3,000억 위안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176) 프로젝트 업무 분담의 경우
중국 측은 주로 관리규정 제정과 인프라 시공을 담당하고, 싱가포르 측은 [표
3-31]에서 보듯이 광저우 지식도시의 설계, 부동산 개발, 도시관리 시스템의
표 3-31. 싱가포르-광저우 지식도시 협력 프로그램
분야

연수
프로그램

합작
프로젝트

싱가포르 협력기관

내용

공익사업청(Public Utilities Board)

식수관리, 수도 공급 시스템

도시재개발청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도시 계획, 부동산 개발

난양이공대학교

도시 커뮤니티 개발, 공공주택 관리,
인적자원 개발, 사회참여 시스템,
사회복지 시스템 운영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과학시스템 연구소
(The Institute of Systems Science)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IDA International

공공부문 디지털화, 스마트시티 설계 및
운영관리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위원회
(The National Library Board of Singapore)

도서관 설계 및 디지털 관리

Hwa Chong Institution

학생 교류 및 교사 파견, 고등교육
시스템 개발

BCA International

친환경 건물, 에코 시티 표준 및
가이드라인 제정

Thye Hua Kwan Moral Society

가족서비스센터 설립 및 운영, 복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자료: Singbridge(2011. 6. 30); 정지현 외(2012), p. 65.

176) 정지현 외(2012),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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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노하우 전수를 주로 담당한다.
2018년 현재 광저우 지식도시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은 300억 위안을 상회
하고 특히 싱가포르의 투자가 다수를 이룬다. 싱가포르와의 협력 프로젝트는
총 38개에 달하는데, 이 중 대부분(33개)은 공장 건설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이
아닌 서비스 구축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광둥성 주관의 지방정부 프로젝
트였던 광저우 지식도시는 2018년 4월 국가급 협력 프로젝트로 격상되었으며
쑤저우 공업단지, 톈진 에코시티 등 기타 중국-싱가포르 협력 프로젝트와 마찬
가지로 3단계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했다.177)

나. 충칭-싱가포르 협력 개황
최근 중국과 싱가포르 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협력 사례는
충칭시와 싱가포르의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中新战略性互联互通项目, 이
하 ‘충칭 프로젝트’)이다. ‘충칭 프로젝트’는 2013년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부총리급 회의에서 최초 제시됐고, 당시 양국은 쑤저우 공업단지, 톈진 에코시
티에 이어 중국 서부지역에서의 국가급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과 토니 탄(Tony Tan) 전 싱가포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공식의제로 채택하였고 이후 논의가 빠르게 진전됐다. 당시
충칭, 청두(成都), 시안(西安) 3개 도시가 후보지역으로 거론되었고, 싱가포르
대표단의 방문시찰을 거쳐 최종적으로 충칭시가 선정되었다. 충칭시가 선정된
것은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싱가포르와 충칭 간의 활발한 경제협력 관계 덕분이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시 충칭 내에 등록된 싱가포르 기업은 241개, 실사
용 외자금액은 약 56억 달러에 달해 싱가포르가 충칭 최대의 투자유치 대상국
이었던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178)
177) 「中新主要合作项目情况」(2019. 9. 10), 驻新加坡经商参处, http://sg.mofcom.gov.cn/article/
ztjx/zxhzqk/201809/20180902784949.shtml(검색일: 2019.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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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프로젝트’는 앞서 살펴본 쑤저우 공업단지, 톈진 에코시티에 이은 중
국과 싱가포르 간 세 번째 국가급 협력 프로젝트로서 2015년 11월 발족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전 2개의 국가급 프로젝트와 차별성을 지닌다. 먼저 동부 연
해지역에 위치한 쑤저우, 톈진과 달리 충칭은 싱가포르와 물리적인 거리가 가
깝기 때문에 물류라인, 통신망 연결 등 더욱 활발한 협력이 가능하다. 또한 쑤
저우 공업단지와 톈진 에코시티가 구체적인 공간이나 범위 내에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작업에 집중하였다면, 충칭 프로젝트는 정해진 공간이나 범위를 한정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 운영기지의 위치가 충칭시일 뿐 사업 범위는 중
국 서부지역 전체를 포괄하고 있으며, 충칭에서 시작한 사업들이 서부 기타 도
시들로 확대·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충칭 프로젝트는 하드웨어 분야보다
는 현대적 서비스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충칭 프로
젝트는 4대 협력 분야로 금융, 항공 서비스, 정보통신, 교통·물류 서비스를 선
정하여 여러 시범사업들을 추진 중이며 그 외에도 의료,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MOU를 체결해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179)

다. 충칭-싱가포르 협력정책 및 메커니즘
충칭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3단계의 의사결정 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진행된 쑤저우 공업단지, 톈진 에코시티 등의 협
력 메커니즘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180) 1단계는 국가적 차원의 ‘연합협조 이
사회’로 충칭 프로젝트와 관련한 중대 사안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단계는 정부부처간의 ‘연합공작위원회’로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주요 문제에
대해 협상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3단계는 지방정부 차원의 ‘연합실시위원회’

178) 이상훈 외(2017), p. 121.
179) 충칭종합경제연구원 관계자 면담(2019. 11. 5, 충칭시).
180) 충칭 프로젝트 관리국 관계자 면담(2019. 11. 5, 충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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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정관리, 투자유치, 사업개발 등 실질적인 업무를 협의하고 집행한다. [그
림 3-14]에서 보듯이 각 단계별 협력주체는 1단계에서는 중국의 국무원과 싱
가포르의 총리실, 2단계에서는 중국 상무부와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3단계에
서는 충칭시 정부와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중국본부(中国司)가 담당한다.

그림 3-13. 충칭-싱가포르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의 협력 메커니즘

국가단위
연합협조 이사회
(联合协调理事会)
정부부처 단위
연합공작위원회
(联合工作委员会)
지방정부 단위
연합실시위원회
(联合实施委员会)

중국

싱가포르

CHINA

SINGAPORE

국무원 (부총리)

총리실 (부총리)

상무부 장관

무역산업부 장관

충칭시정부

무역산업부 중국본부

자료: ｢중국 주요 지역의 대외협력전략과 한·중 협력｣(2019. 11. 28).

상기 3단계 협력 시스템의 세부적인 실무는 충칭시의 직속기구인 충칭 프로
젝트 관리국(重庆市中新示范项目管理局, 이하 ‘관리국’)에서 담당하며 해당 기
구에서 충칭 프로젝트 관련 모든 시범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리
국은 종합조정 추진부, 혁신연구 추진부, 금융서비스 사업 추진부, 교통물류 및
항공 사업 추진부, 정보통신 사업 추진부 등 5개 부서를 내설하여 사업별 관리
체계를 구축했고,181) 충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양국 기업들의 요구 및 불만사
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182) 관리국의 종합조정 추진부는 양국 협력의 플랫폼으
181) 「中新互联互通项目累计签约项目169个」(2019. 8. 12), http://www.liangjiang.gov.cn/Content/
2019-08/12/content_554472.htm(검색일: 2019. 9. 5).
182) 충칭 프로젝트 관리국 관계자 면담(2019. 11. 5, 충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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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실무적인 연락 및 접촉, 진행 중인 사업의 관리·감독·평가, 관련 통계 등
정보를 제공한다. 혁신연구 추진부는 관련 제도 혁신, 정책 건의, 문제점 해결
방안 등 충칭 프로젝트의 총체적인 규획 제정을 연구하고 싱가포르의 선진사례
연구, 정보 수집, 동향 파악 등을 통한 자문활동도 진행 중이다.183)
충칭 프로젝트는 서부지역의 물류 및 융자 비용을 줄이는 것이 당초 가장 큰
목적이었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충칭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금융, 항공 서비스,
정보통신, 교통·물류 서비스 등 주요 분야의 협력을 진행하여 2019년 11월까
지 누적기준 203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고 체결된 계약금액 총액은 270억 달러를
상회한다.184)
금융 분야에서는 대부분 융자와 관련된 사업으로 협력이 진행 중이다. 2019년
10월까지 111건의 융자 사업이 등록됐고, 누적금액은 109억 9,000만 달러에
달한다. 융자는 국제 비즈니스 대출, 해외채권 발행, 부동산투자신탁 등으로 진
행되고 있으며, 위안화는 물론 달러, 유로화, 파운드, 싱가포르 달러 등이 사용
된다. 융자비용은 중국 국내 평균 융자비용보다 1.4% 낮은 것으로 나타나 프로
젝트 참여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융자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중국
수출입은행 등 정책성 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 등 국유은행, 초상은행 등 민
간은행, DBS, OCBC 등 외자은행, 하이퉁증권, 골드만삭스 등 비은행 금융기
관이 포함되었다.185)

183) 「中新战略性互联互通示范项目运营中心落地重庆」(2019. 8. 12), http://www.cq.xinhuanet.com/
2019-08/12/c_1124863297.htm(검색일: 2019. 9. 5).
184) 충칭 프로젝트 관리국 관계자 제공자료.
185) 「中新互联互通跨境融资累计金额突破100亿美元」(2019. 6. 26), 中新(重庆)互联互通示范项目管理
局, http://sg.mofcom.gov.cn/article/ydyl/201906/20190602876087.shtml(검색일: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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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충칭-싱가포르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 협력분야
협력 분야

내용

비고

- 국제 비즈니스, 해외채권 발행, 부동산투 - 융자사업에는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

금융

자신탁 등에 건수 기준 111건, 금액 기

은행, 공상은행, 초상은행, DBS, OCBC,

준 109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융자사

하이퉁증권, 골드만삭스 등 금융기관이

업 진행

참여 중

- 물류, 빅데이터 산업 투자기금 규모 77 - 융자비용은 중국 국내 평균 융자비용보
억 6,000만 위안

다 낮게 진행됨.

- 충칭과 싱가포르 양측이 합자회사를 설
립해 장베이 국제공항 제2, 제3터미널의
지상서비스, 면세점, 광고사업, 식음료,
주차 등 비운항 업무 관리
-

항공 서비스 - 충칭과 싱가포르 간 직항 주 14회 운영
중
- 항공기 유지보수, 물류, 항공 교육, 비행
기 융자·임대 등 서비스를 제공할 항공
산업원 건설 공동 추진 중

-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과
충칭시 빅데이터 응용발전 관리국, 충칭
-싱가포르 시범프로젝트 관리국, 충칭시
통신관리국이 주도
-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텔레콤과 스타허브,
- 중국-싱가포르 국제 인터넷 데이터 전용
정보통신

채널(中新国际互联网数据专用通道) 시
험 운영 중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이 협력해 싱가포르와 충
칭의 7개 공업단지를 연결하는 통신 네
트워크를 구축할 계획
- 텐센트, SOFTGRID, Haifu의료, 싱가포
르 국립 암센터 등 양국의 14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 중이며 원격의료, 원격교
육, 초고화질 영상 서비스, 클라우드 등
분야에서 협업 진행 중

- 충칭-ASEAN 정기 화물 운송서비스
교통·물류
서비스

- 철도-해운 복합운송 서비스
- 스마트 물류단지, 복합운송 시범기지 건설

-

- 콜드체인 무역플랫폼 구축
자료: 본문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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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과 싱가포르는 공동 투자펀드인 중신기금(中新基金)을 설립했다.
해당 펀드는 물류, 빅데이터 산업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2019
년 현재 규모가 77억 6,000만 위안에 달한다.186)
양국의 금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GLP 금융투자, CMIA Capital
Partners, VSTECS Investments 등 10여 개 싱가포르 금융기관들이 충칭에
지점을 개설하였고, 화샤은행(华夏银行), 중신은행(中信银行) 등 중국 내 주요
은행들도 충칭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충칭에 결산 및 운영 거점을 설립했다. 다
만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성이 낮은 만큼 싱가포르와의 금융 협력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충칭 프로젝트의 협력 틀 내 싱가포르 기업이라 할지라도 대중국 자
본시장 투자 시에는 중국 자본시장 법제를 따라야 하며 예외적인 정책 적용사
항은 없다.187) 항공 분야에서는 충칭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공동으로 출
자해 중신공항 비즈니스 관리 유한공사(中新机场商业管理有限公司)를 설립하
여 장베이 국제공항(江北国际机场) 제2, 제3터미널의 지상서비스, 면세점, 광
고사업, 식음료, 주차 등 비운항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충칭시
와 싱가포르 간 직항 노선은 주 14회가 편성되었고, 연간 여객 수는 19만
3,000명에 달한다.188) 또한 충칭시 정부와 싱가포르 양측은 현재 항공기 유지
보수, 물류, 항공 교육, 비행기 융자·임대 등 기능이 포함된 항공산업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189)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중국-싱가포르 국제 인터넷 데이터 전용채널(中新国
际互联网数据专用通道)이 2019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싱가
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과 충칭시 정부 당국190)이 주도해 양국의
186) 「中新互联互通项目累计签约169个合作项目」(2019. 5. 16), http://finance.ifeng.com/c/7miz
7D8bDIf(검색일: 2019. 10. 8).
187) 충칭 프로젝트 관리국 관계자 면담(2019. 11. 28, 서울).
188) 「中新互联互通项目 助力重庆航空产业」(2019), p. 73.
189) 「中新合作助推重庆至新加坡航班增至每周14班」(2019. 10. 7), http://www.liangjiang.gov.cn/
Content/2019-10/07/content_570916.htm(검색일: 2019. 10. 7).
190) 충칭시 정부당국은 충칭시 빅데이터 응용발전 관리국, 충칭-싱가포르 시범프로젝트 관리국, 충칭시
통신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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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을 연계하여 데이터 전송지연 및 패킷 손실이 적은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의 통신업계 1, 2위의 싱가포르 텔레콤과
스타허브, 중국의 3대 통신업체인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
콤이 협력해 싱가포르와 충칭의 7개 공업단지를 연결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구
축할 계획이다. 현재 텐센트, SOFTGRID, Haifu의료, 싱가포르 국립 암센터
등 양국의 14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 중이며 원격의료, 원격교육, 초고화질 영
상 서비스, 클라우드 등 분야에서 협업이 진행 중이다. 전용채널을 통해 충칭과
싱가포르 기업들간 데이터 교류 채널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충칭
시는 ASEAN 국가들과의 데이터 통신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191)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는 충칭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충
칭시는 2017년 남향통로(南向通道)라 불리는 개념을 제시해 충칭시와 ASEAN
의 교통·물류 연결을 제시했다.192) 충칭시가 제시한 남향통로는 충칭의 난펑
(南彭)-광시의 핑샹(凭祥)-베트남의 하노이를 잇는 동선(東線), 충칭의 난펑-광
시의 친저우(钦州)항-베트남의 호치민-싱가포르를 잇는 동선복선(東線復線),
충칭의 난펑-윈난의 모한(磨憨)-라오스의 비엔티안-태국의 방콕을 잇는 중선
(中線), 충칭의 난펑-윈난의 루이리(瑞丽)-미얀마의 양곤을 잇는 서선(西線) 등
4개의 도로화물운송 라인과 충칭-광시-싱가포르 및 기타 ASEAN 국가를 잇는
1개의 철도-해운 복합운송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그림 3-14 참고). 충칭은 해
당 물류라인을 통해 ASEAN과의 정기 화물운송 서비스를 증편하고 있다.193)
충칭에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주요 도시로 전 구간을 고속도로로 운송하는
방식의 서비스는 2019년 11월까지 누적기준 1,810건, 부가가치 13억 위안을
상회했다.194)
191) 「揭秘: 从重庆到新加坡的这条“路”终于要通了！它长什么样?」(2019. 9. 17), https://www.thepaper.
cn/newsDetail_forward_4441470(검색일: 2019. 10. 7).
192) 충칭 프로젝트 관리국 관계자 면담(2019. 11. 5, 충칭시).
193) 「东盟国际物流大通道建设加快 今年重庆市开通中线货运班车」(2017. 5. 15), http://www.cq.gov.
cn/today/news/2017/5/15/1502173.shtml(검색일: 2019. 11. 14).
194) 충칭 프로젝트 관리국 관계자 면담(2019. 11. 5, 충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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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충칭의 남향통로 물류라인

충칭-유럽 철도
위신어우(渝新欧)

충칭

윈난
광시
하노이
비엔티안
양곤
방콕
호치민

쿠알라
룸프르

싱가포르

자료: 「推动西部地区加速融入“一带一路”」(2017. 10. 30), http://www.sohu.com/a/201095878_499092(검색일:
2019. 11. 2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충칭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물류허브를 육성하고자 싱가포르의 선진
적인 물류단지 조성 및 복합운송 서비스 경험을 도입하고 있다. 2017년 5월 충
칭 푸청물류(埔程物流)와 싱가포르의 Vibrant 그룹(辉联集团), Figtree 그룹
(斐格瑞集团)의 합자로 VibrantPucheng 물류회사가 설립되었다. Vibrant
Pucheng은 충칭 프로젝트가 발족한 이후 최초의 중국-싱가포르 합자회사로
충칭 량장신구에 입주해 있으며 스마트 복합운송, 물류 금융 서비스(logistics
financial service) 등을 제공한다.195) 싱가포르 측의 Vibrant 그룹과 Figtree
그룹이 물류단지의 시스템 설계 및 운영에 깊게 관여하고 이들이 기존에 보유

195) VibrantPucheng 홈페이지, http://www.vpgcn.com/about/qyjj/(검색일: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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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국-ASEAN 간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196) 동 물류업체는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현재 충칭시에 스마트 물
류단지도 건설 중이다.197)
2017년 9월에는 충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충칭과 싱가포르 간 철도-해운
복합운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본 철도-해운 복합운송은 충칭시와
광시(广西) 자치구의 친저우(钦州)항을 철도로 연결하고 해운을 통해 ASEAN
국가의 각 항만으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이전의 수운-해운 복합운송 방식보다
약 15일을 단축한 7~10일이 소요된다.198) 2019년 현재 철도-해운 복합운송
은 매일 운행되고 있으며 2019년 11월까지 누적기준 1,414건, 운송된 컨테이
너 수량 7만 1,000TEU, 부가가치 89억 위안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복
합운송 서비스에는 20여 개의 다국적 물류업체가 참여하여 84개 국가 및 지역,
210개 항구로 연결되어 있고,199) 운송화물 품목은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 건
축자재, 의약품, 곡물, 신선·냉동식품 등 300여 종에 달한다.200)
또한 충칭과 싱가포르는 중신환퉁(中新环通) 복합운송 유한공사를 공동 설
립해 유럽까지 복합운송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중신환퉁은 2017년 6월 국
유기업인 충칭 위신어우 공급관리유한공사(渝新欧供应链管理有限公司)와 싱
가포르의 중견 물류업체인 PILG(Pacific Integrated Logistics Group)의 합
자로 설립되었고, 복합운송 외 창고보관 서비스도 공급하고 있다. 동 합자회사
196) Vibrant 그룹의 경우 2018년 충칭의 지방 국유물류기업(中新南向通道(重庆)物流发展有限公司)과
국제화물 집산센터 파트너십(中新南向通道(新加坡)国际货物集散中心合作协议)을 체결하는 등 정
부사업 참여도 확대해 나가고 있음. 「中新(重庆)辉联埔程多式联运智慧物流项目在两江新区开工建
设!」(2019. 6. 19), https://baijiahao.baidu.com/s?id=1636696098059446492&wfr=spider&

for=pc(검색일: 2019. 9. 24).
197) ｢重庆纵深推进中新互联互通交通物流发展｣(2018), p. 31.
198) 과거 충칭 등 서부내륙 도시들의 수출 화물은 대부분 상하이나 광둥성의 항구로 운송된 후 해외로 수
출되는 형태였다. 충칭에서 상하이항까지는 수운으로 약 8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광시 북부만항의
경우 과거 서부지역의 물동량을 수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역량이 부족했다. 충칭종합
경제연구원 관계자 면담(2019. 11. 5, 충칭시).
199) 충칭 프로젝트 관리국 관계자 면담(2019. 11. 5, 충칭시).
200) 「“陆海新通道”铁海联运班列开行1000班 目的地覆盖全球76个国家和地区180个港口」(2019. 5.
28), 重庆日报, http://news.cbg.cn/gndjj/2019/0528/11177027.shtml(검색일: 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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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칭-유럽 간 소량 컨테이너화물 운송 서비스201)를 업계 최초로 시행했다.
2019년 11월 기준 2,478TEU의 소량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완료하는 등 양호
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과 싱가포르는 복합운송 시범기지 건설도 협력하고 있다. 해당 사
업에 싱가포르 측은 PSA International, PIL(Pacific International Lines),
Kerry Logistics, YCH 등 민간 물류기업들이 참여하고, 중국 측은 충칭 량장
신구개발투자그룹(重庆两江新区开发投资集团), 충칭교통운수홀딩스(重庆交通
运输控股), 충칭항만물류그룹(重庆港务物流集团), 충칭공항그룹(重庆机场集团)
등 지방 국유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202) 시범기지는 철도-해운 복합운송 서
비스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측이 기존에 보유한 국제 물류
네트워크와 중국 측의 중국 국내 항만 및 철도회사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해 충
칭-친저우-싱가포르 라인뿐만 아니라 충칭-광저우-ASEAN, 충칭-상하이-한
국, 충칭-닝보-동아시아 라인을 운영하며 2019년 1월 누적 기준 700TEU의
컨테이너를 운송했다.203) 싱가포르 기업들은 충칭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향
후 중국 전역의 지방정부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제3국 공동 진출을 추
진해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의 비즈니스 기회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2019년 7월에는 베트남에서 충칭까지 콜드체인 복합운송 서비스도 시범적
으로 운영되었다. 베트남의 수산물을 실은 냉동 컨테이너가 호치민을 출발하여
해운을 통해 광시 친저우항으로 옮겨진 후 철도를 따라 충칭으로 직송되었다.
동 서비스는 약 8일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수운-해운 운송 방식보다 20일 이상
시간이 단축되고, 도로-해운 운송 방식보다 1,000 위안 이상의 비용이 절약되

201) 소량 컨테이너 화물운송 서비스는 기존 충칭-유럽 열차와 달리 독일까지 운송된 이후 유럽 내 수신인
의 문 앞까지 한 번에 운송한다. 「推动西部地区加速融入“一带一路”」(2017. 10. 30), 重庆日报,
http://www.sohu.com/a/201095878_499092(검색일: 2019. 11. 22).
202) IE Singapore(2017. 2. 26).
203) 「中新互联互通重大进展: 中新(重庆)多式联运示范基地奠基」(2019. 1. 7), 华龙网重庆新闻, http://
news.qichacha.com/postnews_5e5b4caf71594b472fa3beadaa633f16.html(검색일: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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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204) 해당 서비스에 더해 충칭의 안다오이롄(安道亿联)과 더준(得尊)투자
회사는 충칭에 공동으로 국제 콜드체인 무역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충칭시는 콜드체인 복합운송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여 ASEAN과의 농수산물
무역을 확대하고 충칭시를 중국 서부 내륙지역의 콜드체인 허브로 육성할 계획
이다.205)
한편 상기한 충칭시와 ASEAN을 잇는 남향통로 물류 라인은 중국 중앙정부
의 비준을 거쳐 국가급 규획으로 발전해 현재 「서부 육·해 신통로 총체규획(西
部陆海新通道总体规划, 이하 ‘ 총체규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9년 8월 중
국 발개위는 서부지역의 대외협력 및 지역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총체규획을 발
표했다. 총체규획은 충칭시와 광시북부만의 허브 역할을 강조하면서 충칭시를
중심으로 서부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최적화·선진화할 계획
이다. 총체규획의 서두에는 충칭과 광시의 일대일로 전략 참여 및 싱가포르와
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중국 일대일로 전략 참여를 직
접 명시하고 있을 만큼 중국 중앙정부는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206) 총체규획은 세 가지 통로 건설을 제시했고, 충칭(重
庆)시,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를 중심으로 고속철도, 고속도로를 건설해 광
시 자치구의 북부만(北部湾)항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204) 「“陆海新通道”首次冷冻“海运原箱”开箱成功」(2019. 7. 16), http://www.ship.sh/news_detail.
php?nid=36170(검색일: 2019. 9. 24).
205) 「中新国际冷链产品贸易平台落户重庆」(2019. 7. 26), 重庆日报, http://www.cq.xinhuanet.com/
2019-07/26/c_1124800936.htm(검색일: 2019. 9. 24).
206) 发改委(2019),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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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서부 육·해 신통로의 세 가지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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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양

쿤밍

난닝

북부만항
양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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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진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총체규획’에서 언급된 세 가지 통로.
자료: 发改委(2019), p. 9.

[그림 3-15]에서 보듯이 세 가지 통로 중 1통로는 충칭시부터 구이저우(贵
州)성 구이양(贵阳)시, 광시자치구의 난닝(南宁)시를 경유하여 북부만을 통해
바다로 진출하고, 2통로는 충칭에서 후난성 화이화(怀化)시, 광시자치구의 류
저우(柳州)시를 경유하여 북부만을 통해 바다로 진출하며, 3통로는 청두시에서
쓰촨성 루저우(泸州)시, 광시자치구의 바이써(百色)시를 경유하여 북부만을 통
해 바다로 진출하는 루트이다. 서부 육·해 신통로의 발전을 통해 충칭시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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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된 출해구(出海口)를 활용하여 향후 싱가포르를 비롯한 ASEAN과의 협력
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207)

라. 충칭-싱가포르 협력 평가
충칭시와 싱가포르의 협력은 중국의 일대일로라는 국가적 전략의 큰 틀 안
에서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외협력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 간 국가 단위의 협력 프로젝트는 쑤저우, 톈진에 이어
충칭이 세 번째이지만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충칭 프로젝트가 최초의 국가급
협력 프로젝트로서 의미를 가진다. 충칭 프로젝트는 공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등 하드웨어 분야에 집중한 이전의 협력 프로젝트들과 달리 4대 협력 분야로
금융, 항공 서비스, 정보통신, 교통·물류 서비스를 선정하여 소프트웨어 분야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충칭 프로젝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양자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충칭시에 프로젝트의 운영기지가 위
치하고 시범사업의 시작점이 충칭시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은 중
국 서부지역 전체를 포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충칭 프로젝트 틀 안에
서 진행되고 있는 물류 협력에는 광시자치구, 윈난 등 중국 서남부지역과
ASEAN의 물류 서비스 연결 및 선진화를 추진하는 사업들도 포함된다. 또한
충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 물류단지, 화물 집산센터 등 하드웨어
분야 협력 사업은 향후 중국 서부 기타 도시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확장성을 지
닌다.208)
앞서 보았듯이 충칭 프로젝트 출범의 주된 목적은 물류 및 융자 비용의 절감

207) 최재희(2019), p. 2.
208) 「中新互联互通项目: 共建一带一路国际合作新亮点」(2018. 8. 18), http://www.xinhuanet.com/
2018-08/18/c_1123289816.htm(검색일: 201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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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기 때문에 지난 4년간의 성과는 주로 교통·물류와 금융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금융 분야 협력의 경우 대부분이 융자 관련 사업이며 중국 내 IPO, 자본
시장 투자 등 직접금융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아직 전무하다. 양국은
향후 자본시장 융합 등 금융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 충칭 프로젝트 내
연구부서에서 관련 정책과 우대혜택을 연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209)
향후 충칭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 문화·예술,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2019년 9월 개최된 충칭과 싱가포르의 경
제무역협력포럼에서는 양자간 27개의 협력 합의가 체결되었는데 스마트시티
솔루션 제공, 인터넷 데이터 교환·운영·응용 등 정보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병
원 공동 설립, 인재개발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이 포함되었다.210)
중국-싱가포르 양국의 협력은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문제
점도 존재한다. 충칭 프로젝트의 경우 출범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아 겉으로 드
러난 심각한 문제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협력이 역사
가 깊은 만큼 이전 협력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과거에 나타
난 가장 주요한 문제는 이익분배의 문제였다. 가령 쑤저우 공업단지의 경우 협
력 초기 중국이 싱가포르 대비 기술적 우위나 혁신능력이 전무했기 때문에, 싱
가포르의 지분율이 높게 설정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쑤저우 공업단지도 성숙기에 이른 후 중국 측이 지분율 조정을 요구하
면서 여러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211) 이에 중국과 싱가포르는 상술한 3단계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양국 기업들의 민원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
다. 양국간 진행 중인 4개의 국가급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는 단계별 카운터파
트끼리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 갈등과 민원에 대해서는
209) 충칭 프로젝트 관리국 관계자 면담(2019. 11. 28, 서울).
210) 「【共赢】中国(重庆)—新加坡经贸合作论坛举行, 签署27项合作协议」(2019. 9. 14), 澎湃新闻, https://
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4427344(검색일: 2019. 9. 24).
211)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 연구소(EAI) 전문가 면담(2019. 11. 6,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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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단위로부터 모니터링 및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12)
중국과 싱가포르의 협력은 중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동부 연해지역에서
시작해 점차 서부 내륙지역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지방정부들은 싱가포르의 기술과 경험을 빌려 관련 분
야를 고도화하고 싱가포르 기업들은 중국 진출 시 혜택을 얻고 시장우위를 점
하는 윈-윈(Win-Win)의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213)
특히 싱가포르는 중국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무엇인지 깊게 연구하여 자국이 가진 장점을 결합한 해결방안을 협력
프로그램에 담아 중국에 제시했다. 상기한 중국과 싱가포르의 협력사례들은 모
두 중국이 직면한 대외 개방,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지속발전 등의 과제에 공동
대응한 프로젝트들이었다.214) 상술한 충칭 프로젝트의 경우 싱가포르가 중국
서부지역의 서비스업 낙후 상황과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수요를 정확
히 파악하고, 중국 측에 먼저 협력안을 제시하여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212) 충칭 프로젝트 관리국 관계자 면담(2019. 11. 28, 서울).
213) 임계순(2018), p. 6.
214)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 연구소(EAI) 전문가 면담(2019. 11. 6,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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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215)
경제협력사업

1. 한국-중국 간 무역·투자 현황
2. 한국-중국 정부간 주요 경제협의체 및
경제협력 합의
3. 한국 중앙정부-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4. 평가

215)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과 양국 중앙정부의 합의를 통해 지정된 한·중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사업을 의미.

한·중 수교 이래 양국의 외교관계는 1992년 ‘우호협력관계’를 시작으로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격상되며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전
략적 동반자 관계’는 양국 협력의 범위가 양자 문제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
되는 동시에, 경제, 정치·안보, 사회, 안보 분야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해나가
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216) 특히 한·중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확
대해나가기 위해 정부간 경제협의채널을 정례화해 다양한 영역의 정부 및 민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2007년 한·중 투자
보장협정 체결, 2014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2015년 한·중 FTA 체결
등 양국간 주요한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협력의 제도화·
체계화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은 무역과 투자의 주요 파트너로 발전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도 변화해왔다. 초기에는 중국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한 한국 공업원에 민간기업들이 개별적
으로 진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20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
로 한국 중앙정부 부처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한·중 산업단지 조성,
인천시와 웨이하이시 간의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해 중국 지방정부와
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제4장에서는 한·중 경제협력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중앙정
부간 경제협력의 큰 틀을 살펴보고,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구체화해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16) 외교부(2017),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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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한국-중국 경제협력 발전 과정과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변화
시기

한국-중국 경제협력 전반

한국-중국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 중국이 대외개방 전략 추진, 한국 노동집
초기
(1992~2000)

약적 임가공 업체 진출: 중국이 저임금
노동력, 세금 우대혜택 등을 제공해 외국
자본 유치, 한국은 섬유·의류, 피혁, 액세
서리 등 업체를 중심으로 진출

- 동북 3성, 산둥성 등 각 지방정부가
경제개발구 내 조성한 한국 공업원에

- 중국의 WTO 가입, 한국 대기업의 대중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진출하는 방식

국 투자 활발: 중국 대외개방 및 인프라·
성장기

투자환경 수준이 제고되어 광둥, 베이징

(2001~08)

등 동부지역 중심으로 한국 대기업 투자

이 주를 이룸

가 활발해졌고, 한·중 경제협력이 양적으
로 성장
- 20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 양국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확대기
(2008~15)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

공동 대응하며 금융·통화 협력 강화, 또한

력채널이 구축되기 시작

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경제 - 창업, 의료, 환경 등 관련 한국 중앙
협력 확대

부처와 중국 지방정부 간 다양한 협력
사업 진행
-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제

전환기
(2015~현재)

- 중국이 수입대체 전략과 함께 제조업 고

도적인 틀 안에서 한·중 산업단지 조

도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양국의 경제

성, 인천시와 웨이하이시 간 지방경제협

협력은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

력 시범사업을 추진해 중국 지방정부
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

자료: 현상백 외(2017), pp. 3~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한국-중국 간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현재까지 긴밀한 무역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1990년대 초 한국의 경우 새로운 수출시장과 생산기지가 필요했고, 중국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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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개방 가속화를 선언한 후 외자 유치가 절실했던 상황으로 서로의 필요를 충
족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217) 이에 한국기업은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중
간재를 수출해 중국 내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재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꽤 오랜 기간 유지해왔으며 이를 통해 양국간 무역과 투자는 급증했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양국의 무역은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어 2005년 양국간 무역액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1
년에는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218) 2018년 한·중 양국의 무역액은 2,686
억 달러로 2001년보다 약 8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중국은 2003년 미국을 재
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으며, 2004년에는 최대 교역국이 되어 현
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의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중
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6%에 달하고,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
는 비중은 6.8%를 기록했다.219)

표 4-2. 한국의 대중국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교역액

수출

수입

수지

2018

268,614

162,125

(14.1)

106,489

(8.8)

55,636

2017

239,980

142,120

(14.2)

97,860

(12.5)

44,260

2016

211,413

124,433

(-9.3)

86,980

(-3.6)

37,453

2015

227,374

137,124

(-5.6)

90,250

(0.2)

46,874

2010

188,412

116,838

(34.8)

71,574

(31.9)

45,264

2001

31,493

18,190

(-1.4)

13,303

(3.9)

4,887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9. 11. 23).

217) 성균관대학교(2017), p. 104.
218)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9. 11. 23).
219)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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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2018년 한국의 주요 교역국
(단위: 백만 달러)

국가

수출

수입

교역

총계

604,860

535,202

1,140,062

중국

162,125

106,489

268,614

미국

72,720

58,868

131,588

일본

30,529

54,604

85,133

베트남

48,622

19,643

68,265

홍콩

45,996

1,997

47,993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9. 11. 23).

표 4-4. 2018년 중국의 주요 교역국
(단위: 백만 달러)

국가
총계

수출

수입

2,488,544

2,117,143

교역
4,605,687

미국

477,309

153,536

630,845

일본

146,763

180,388

327,151

한국

108,767

204,362

313,129

홍콩

301,410

7,968

309,378

대만

48,100

177,191

225,291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9. 11. 23).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안정적으로 증가해 2013년 628억 달러로 최대
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중국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
스를 기록하며 무역수지 또한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대중국 수출이 둔화된 배
경에는 중국의 수입대체 추진과 가공무역 규제, 재중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 및
조달 강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다.220) 중국은 내수주도로 성장 방식을 전
환한 후 홍색 공급망을221) 구축하기 위해 제조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220) 양평섭, 박민숙(2017), p. 2.
221) 홍색 공급망(Red Supply Chain) 구축은 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중국이 수입해 온 중간재를 자
국산으로 대체하여 중국기업들로만 이루어진 완결한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중국의
수입대체화 또는 국산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음. 현상백 외(201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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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양국 교역에 이러한 국산화 전략의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
라 그동안 한국과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유지해온 상호 보완적인 관계는 점
차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222)
또한 2017년부터는 다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는데 2018
년 IoT와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 증가(전년대비 32.7% 증
가), 석유제품(전년대비 41.5% 증가)과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전년대
비 89.1% 증가)의 수출 호조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223) 중국은 최근 인공
지능,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
하고 있어 관련 제품의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중국 지역별 무역은 장쑤성·광둥성·산둥성·저장성·상하이시를 포
함하는 5개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 한국의 대중국 지역별 무
역액에서 5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했고, 특히 장쑤성과 광둥성
두 지역이 약 50%의 비중을 차지해 한·중 간 무역에서 절대적인 핵심적인 지역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같은 해 한국에서 장쑤성과 광둥성 두 지역으로 수
출하는 액수가 약 1,100억 달러이고, 무역수지는 60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양국의 서비스무역액도 점차 확대되어 2001년 약 49억 달러에서
2018년 약 362억 달러로 7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18년 한국의 서비스 무
역총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5.9%로 미국 다음으로 한국과의
서비스 교역 규모가 큰 국가가 되었다.224) 하지만 2018년 한국의 대중국 상품
교역액과 비교해보면, 서비스 교역액은 약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222) 현상백 외(2017), p. 4.
223)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9. 11. 2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8),
p. 4.
22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검색일: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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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2018년 한국의 대중국 지역별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무역액

구성비

총계

204,362

(15.3)

108,767

(5.7)

95,595

313,129

100.0

장쑤성

57,568

(23.3)

23,010

(22.0)

34,558

80,578

25.7

광둥성

52,332

(19.7)

21,862

(-4.3)

30,470

74,194

23.7

산둥성

14,616

(-2.7)

16,149

(2.5)

-1,533

30,765

9.8

상하이시

19,743

(5.0)

6,037

(5.5)

13,706

25,780

8.2

저장성

9,264

(28.8)

8,349

(9.5)

915

17,613

5.6

주: 1) 중국 해관통계 기준.
2) 무역액이 큰 순으로 나열, 구성비는 전체 무역액에서 각 지역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3)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9. 12. 4).

그림 4-1.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5,000.0

10,000.0
8,000.0

20,0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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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6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비스수입

서비스지급

-2,000.0

서비스수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검색일: 2019. 9. 20).

표 4-6. 2018년 한국의 주요 서비스 교역국
(단위: 백만 달러, %)

국가/권역

수입

수출

교역액

총계

99,057

128,794

227,852

비중
100.0

동남아

25,042

25,931

50,974

22.4

미국

16,747

30,115

46,862

20.6

중국

18,738

17,446

36,184

15.9

EU

11,411

24,457

35,867

15.7

일본

8,686

11,528

20,214

8.9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검색일: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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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2001년 약 6억 8,000만 달러에서 2018년 약 47억
달러로 7배 증가하면서 중국은 한국의 상위 3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
다.225) 하지만 2018년 기준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약 2,5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2015년에서 2017년 중국의 전체 FDI 중 한국 투자 비중은 1% 내외
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226)

표 4-7. 한국과 중국 간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韓→中
中→韓

2001

2010

2015

2016

2017

2018

신고

1,057

4,420

4,402

4,036

3,710

5,659

도착

681

3,669

2,987

3,433

3,200

4,766

신고

69

31

1,978

2,049

809

1,048

도착

47

96

1,774

480

201

2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검색일: 2019. 12. 8);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검색일: 2019. 12. 8).

[표 4-8]의 6개 연도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 중 70% 이상이 장쑤
성·산둥성·베이징시·광둥성·상하이시 5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산둥성
의 누적 신규 법인 수는 1,131개에 달했고, 장쑤성과 광둥성이 각각 579개,
355개로 전체 누적 신규 법인 수의 약 50%가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25) 한국수출입은행,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검색일: 2019.
12. 8).
226) 商务部(2018), p. 4;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
investstatse/investstats.jsp(검색일: 2019. 11. 25)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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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한국의 대중국 투자 상위 5개 지역
(단위: 백만 달러, 개)

구분
총계
장쑤성
산둥성

베이징시

광둥성
상하이시

2001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누계

구성비(%)

681

3,669

2,987

3,433

3,200

4,766

18,736

100.0

(1,082)

(919)

(737)

(697)

(535)

(491)

(4,461)

(100.0)

86

1,194

679

811

1,228

1,619

5,616

30.0

(67)

(113)

(115)

(106)

(98)

(80)

(579)

(13.0)

215

726

394

370

273

377

2,354

12.6

(435)

(247)

(144)

(123)

(88)

(94)

(1,131)

(25.4)

25

130

367

622

475

547

2,165

11.6

(68)

(93)

(43)

(58)

(45)

(24)

(331)

(7.4)

46

170

218

452

89

861

1,836

9.8

(35)

(62)

(71)

(63)

(59)

(65)

(355)

(8.0)

37

236

302

296

260

168

1,298

6.9

(83)

(149)

(153)

(133)

(120)

(94)

(732)

(16.4)

주: 1) 총계는 해당연도 한국의 대중국 전체 투자액과 법인 수를 의미.
2) 누계는 6개연도의 투자금액 누계액과 누적법인 수를 의미.
2) ( )는 법인 수를 의미.
3) 6개 연도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이 큰 지역 순으로 나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검색일: 2019. 12. 4).

같은 기간 업종별 한국의 대중국 투자를 살펴보면 6개 연도 누적기준 약
80%가 제조업에 투자되었고, 서비스업에 투자된 비중은 18% 정도에 불과하
다.227)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구조가 여실히 드러나는 수
치이다. 제조업 내 투자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노동집약
적 경공업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었고, 2000년대에는 전자·IT·자동차·석유화
학 등으로 투자분야가 확대되었다.228) 서비스업의 경우 초기에는 숙박 및 음식
점업·금융 및 보험업·도소매업·부동산업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었고, 2000
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점차 투자가 다양화되었다.229)
227) 한국수출입은행,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검색일: 2019.
11. 23).
228) 현상백 외(201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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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지역의 업종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4-9]의 누적기준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투자에서 60% 이상을 장쑤성·산둥성·광둥성이 차지하며, 서비
스 투자에서는 50% 이상이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서비
스업 분야에서 베이징시에는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상하이시에는 △도매 및 소매업 △전
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에 대해 투자가 집중
되었다.230)
이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연관성이 높은 결과인데 장쑤성·산둥성·광둥성은
중국의 3대 제조대성(制造大省)이고, 베이징과 상하이의 경우 GRDP 대비 3차
산업의 비중이 각각 70%를 상회한다. 이와 함께 베이징과 상하이는 베이징시
표 4-9. 한국의 대중국 주요 투자지역의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총계
장쑤성
산둥성

베이징시

광둥성
상하이시

2001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누계

구성비

제조업

630

2,778

2,395

2,533

2,393

서비스업

48

840

585

835

785

343

3,436

100.0

제조업

86

1,146

655

785

1,202

1,600

5,474

36.2

서비스업

4,373 15,103

100.0

0

41

23

23

22

16

126

3.7

제조업

199

664

371

323

208

341

2,106

13.9

서비스업

15

52

21

46

64

34

232

6.7

제조업

18

64

295

246

121

502

1,246

8.2

서비스업

8

65

72

376

353

45

919

26.7

제조업

44

163

207

414

71

804

1,704

11.3

서비스업

2

6

10

37

10

57

122

3.5

제조업

31

68

78

96

32

45

351

2.3

서비스업

5

161

224

198

227

123

938

27.3

주: 1) 총계는 해당연도 한국의 대중국 전체 투자액을 의미.
2) 누계는 6개연도의 투자금액 누계액을 의미.
3) 구성비는 누계액 기준 업종별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검색일: 2019. 12. 4).

229) 한국수출입은행,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검색일: 2019. 11. 23).
230) 한국수출입은행,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검색일: 2019. 11. 23).

180 •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서비스업 개방 확대 정책,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등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개
방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한국-중국 정부 간 주요 경제협의체 및 경제협력
합의231)
가. 한국-중국 정부 간 주요 경제협의체
1) 한국 중앙정부-중국 중앙정부 간 경제협의체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양국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 대화 채널로서 거시경제,
산업, 투자 등 경제 전반의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협의체이다. 한국의 기
획재정부와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232)는 수교 직후인 1992년 10월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차관급 회의를 6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양국은 1999년 12
월부터 차관급 회의를 장관급으로 승격시켜 지금까지 15차례의 한·중 경제장
관회의를 개최했다. 2018년 2월 개최된 제15차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거시경
제 협력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연계·협력 △제3국 공동진출 △산업·투자
협력 △중국 동북3성 협력 △농촌진흥정책 교류·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
다. 이와 같이 경제장관회의는 양국의 주요 경제정책을 연계 추진하는 큰 틀의
협력부터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단체관광 재개 등 업계별 당면과제에 대한 논
의까지 이루어지는 주요한 소통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233)
231) 본 소절에서 다루는 한·중 정부 간 ‘경제협의체’는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중앙정부 간, 한국 중앙정부
와 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협의체를 의미한다. 또한 ‘경제협력 합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
된 한·중 중앙정부간 주요 경제 분야 양해각서, 계약, 약정, 협정을 포함한다.
232)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경제 수석부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제9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2010. 7. 2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p. 4.
233)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주요 결과」(2018. 2.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pp. 1~8;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최초로 ｢제9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2010. 7. 2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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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공동위원회는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차관급 협의체로
서 이 또한 경제협력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채널이다. 2019년 6
월 19일 제23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한·중
경제무역발전 공동계획 수립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간 접
점 모색 △무역·투자 협력 △지재권 보호 등을 논의하였다.234)
또한 2015년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양국 경제협력의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와 함께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한·중 FTA 공동
위원회는 협정문 제17.4조에 의거해 조직된 협의체로235) △기술무역장벽위원회
△지식재산권위원회 △서비스무역위원회 등 산하 13개 위원회, 2개 소위원회,
1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236)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주요한
표 4-10. 한국 중앙정부-중국 중앙정부 간 주요 경제협의체
설립연도

경제협의체

구성

주요 의제 및 역할

1999

한·중 경제장관회의
(장관급)

(한) 기획재정부
(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대화
및 협력방안

1992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차관급)

1993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국장급)

(한) 외교부, (중) 상무부를
중심으로 각 유관기관 참석

- 양국간 분야별 경제협력 현황을 종
합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
굴하는 역할

2017

한·중 FTA 공동위원회
(장관급)

(한) 산업통상자원부
(중) 상무부

- 한·중 FTA 이행평가, 협정 이행 애로
사항 논의, 산하 16개 분과별 협의
- 양국간 통상현안 논의

(한) 외교부, (중) 상무부를 -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대해
중심으로 각 유관기관 참석
논의

자료: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결과」(2013. 12. 3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p. 7; 「제10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참고자료」(2003. 4. 24), 외교부 보도자료. p. 2; 「제15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2008. 12. 26), 외교부
보도자료, https://han.gl/OF3qt(검색일: 2019. 10. 22); 「제19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2013. 9.
26), 외교부 보도자료, https://han.gl/bL0YV(검색일: 2019. 10. 22); 「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2017. 1. 1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pp. 1~3.
234) 「제23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2019. 6. 19), 외교부 보도자료, pp. 1~2.
23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p. 159.
236)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에는 13개 위원회, 2개 소위원회, 1개 작업반(기술무역장벽(TBT)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위원회, 지식재산권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서비스무역
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자연인의 이동위원회, 투자위원회, 관세위원회, 환경과 무역위원회, 경
제협력위원회, 역외가공 지역위원회, 원산지규정 소위원회, 통관·무역원활화 소위원회, 비관세조치 작
업반)이 있다. 「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2017. 1. 1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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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역에서 제도를 논의하고 구축해 나갈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2017년 1월 제1차, 2018년 3월 제2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237)
이처럼 한국과 중국 중앙정부 간 경제협의체는 각 급별로 주요한 경제 사안
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고, 이 외에도 각 중앙부처별 수많은 협
의체가 구축되어 있다.

2) 한국 중앙정부-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의체
20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고위급(장관급) 경제협의체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 쓰촨성, 산시성 등 5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상, 산업, 에너지 등 경제 전반의 협력을 논의해나가고 있다. 이 중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은 중국 내 경제규모 상위 3대 지역으로 한국과의 교역·투자도
활발하고, 모두 한·중 FTA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양국간 경제협력의 중심지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쓰촨성과 산시성은 중국의 국가전략인 일대일
로의 중점지역으로, 한국 입장에서 각각 서부와 중부 지역의 경제협력 거점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11. 한국 중앙정부-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의체
설립연도

경제협의체

구성

주요 의제 및 역할
- 중국 지방정부와의 최초 장관급 경제협
력 채널

2010

한-광둥성 발전포럼

(한) 산업통상자원부
(중) 광둥성 정부

- (’10. 5) 산업부-광둥성 경제무역협력 강
화 양해각서 체결
- 한국과 광둥성 정부 간 경제통상협력
논의

237) 한·중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cn/(검색일: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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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계속
설립연도

경제협의체

구성

주요 의제 및 역할
- (’12. 11) 산업부-산시성 경제무역 협

2012

한-산시성(陕西省)

(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중) 산시성 정부

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한국과 산시성 정부 간 경제 통상 협력
논의
- (’15. 5) 산업부-쓰촨성 경제통상 협력

산업부-쓰촨성 간
2015

경제통상협력
협의체

(한) 산업통상자원부
(중) 쓰촨성 정부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경제·통상·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을 포
괄적으로 명시하고, 양자간 장관급(고위
급)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데 합의
- (’15. 8) 산업부-산둥성 경제무역 협력

2015

한-산둥성

(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중) 산둥성 정부

강화 양해각서 체결
- 한·중 산업단지와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활용방안과 산업협력 방안 논의
- (’16. 5, ’19. 5 갱신) 산업부-장쑤성

산업부-장쑤성 간
2016

경제·무역 협력
교류회

(한) 산업통상자원부
(중) 장쑤성 정부

경제무역 협력강화 양해각서 체결
- 통상, 산업,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고위급 협의체도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

자료: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산업통상자원부)(2019. 10. 30), p. 1; 「제8회 한국-광동성 발전포럼 개최」(2019. 4. 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p. 1; 「산업부, 일대일로 핵심지역 사천성과 경제통상협력 강화키로」(2015. 5. 21), 산업통상
자원부 보도자료, pp. 1~2; 「산업부, 중국내 우리기업 최대투자지역인 강소성과 협력 강화키로」(2016. 5. 8), 산업통상
자원부 보도자료, pp. 1~2; 「산업부, 중국 강소성과 산업·무역·투자 협력 한층 강화」(2019. 5. 2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pp. 1~2.

이렇듯 주요 지역의 지방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했지만 정례화된
협의체는 한-광둥성 발전포럼뿐이다. 한-광둥성 발전포럼은 연례행사로 자리
잡아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채널 중 가장 활발한 경제 교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광둥성 발전포럼을 통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유관부처나 기업간 경제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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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한국-광둥 발전포럼 주제 및 성과
회차

개최연도

1

2010

2

2011

포럼 주제

성과

녹색성장과 한-광둥성
경제협력
첨단산업 및 에너지 협력 강화

- 지속적인 경제협력 약속
- SK가스㈜, 한국전력기술㈜과 중국기업 간
사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 에너지관리공단, ESCO협회, 환경기술원과

3

2012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 협력

광둥성 유관기관/협회 간 양해각서 체결

강화

- LED 및 환경 분야 3개사의 합자사업 및

신흥전략산업 및 서비스산업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보호협회와 광둥성 유

제품판매 계약
4

2013

5

2015

분야 협력 강화

관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

미래성장 동력과 서비스산업
협력강화

- 전자부품연구원, 로봇산업협회, 광둥성 유관
기관/협회/연구소 간 양해각서 체결
- 화학, 디스플레이 재료부품, 전력반도체 외
투자사업(약 11억 2,100만 달러)*

6

2016

협력심화·혁신발전

- 전자부품연구원과 광둥성과학원 간 양해각
서 체결
- 새만금개발청과 후이저우시 정부 간 양해각
서 체결

7

2018

8

2019

개방·발전·협력·공영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동력,
새로운 미래

-

주: *계약, 의향, 협의 포함.
자료: 김홍원(2016), pp. 1~2; 「제7회 한-광동 발전포럼 개최 결과」(2018. 6. 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pp. 1~4;
「제8회 한국-광동성 발전포럼 개최」(2019. 4. 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pp. 1~3.

한-산둥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는 2016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두 차례 개
최되었을 뿐이라 정기적 협의채널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통한 성과에 있어서
도 한-광둥성 발전포럼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또한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광둥성 발전포럼을 포함한 5개의 협력채널 모두 2017년에는 사드배치의
영향으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2018년 한-광둥성 발전포럼과 한-산둥성 경제
통상협력 교류회가 재개되었으나 특별한 성과 없이 단발적인 행사로 마무리되
었다.

제4장 한국-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 185

표 4-13. 한국-산둥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의제 및 성과
회차

개최연도

의제

성과
- 연세-신화진(新华锦) 의료관리 사업, 한중
의료산업 최고경영자(CEO)협회-산둥 카이루

1

2016

한·중 FTA 시대 한-산둥성 협력

이(凯瑞)그룹 의료산업 기지 구축사업 등
12건의 양해각서 체결
- 주재원 비자 갱신 시, 최초 체류허가와 동일
하게 2년 기한을 부여하기로 약속

2

2018

한·중 양측 지방경제협력, 중·한
산업단지 건설 및 기업의 관심사

-

자료: 「제1회 한국-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개최」(2016. 7. 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pp. 1~3; 「중국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채널 본격 재가동」(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pp. 1~4; 「제6회 한국-광동성 발전포럼 개최」
(2016. 7. 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p. 4.

한-산시성(陕西省) 간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개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은
2012년 산시성 시안시에 삼성이 반도체공장 설립을 추진한 것이 큰 계기가 되
었다. 이후 양해각서 체결 4년만인 2016년도에 교류회가 한 차례 개최되었고,
2016년 경제통상협력 교류회에서는 문화·컨텐츠, 바이오, ICT 등 다양한 분
야의 프로젝트 및 업무협정이 이루어졌지만 역시 정례화되지 못했다. 장쑤성의
경우 2016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교류회는 없었으며, 3년 후인 2019년도에
해당 양해각서를 갱신한 바 있다. 쓰촨성 또한 2015 양해각서 체결 이후 공식
적인 교류회를 추진하지 않았다.238) 이와 같이 한국과 경제협력에 있어 주요한
지역들과 경제통상협력에 대한 정례화된 협의채널 구축을 시도하였으나, 제대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38)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산업통상자원부)(2019. 10. 3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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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한국-산시성(陕西省)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의제 및 성과
회차

개최연도

의제

성과
- SM엔터테인먼트-중국 화산여유그룹 간 현지 문화시설
및 홀로그램 상영 극장 설립에 대한 프로젝트 계약
체결

한중 FTA를 활용한
1

2016

교역·투자 확대, 환경,
문화컨텐츠, 에너지 등
분야 협력 방안

- 양국 유관기관 간 바이오 및 ICT 분야의 기술사업화
협력을 위한 산학연 다자간 업무협정(MOU) 체결
- 바이오융합 분야 기술사업화 추진 양해각서 체결:
(한) 전자부품연구원, 미라클스코프-(중) 시안자오퉁대학,
나노과기유한공사
- ICT 분야 기술사업화 추진 양해각서 체결: (한) 전자
부품연구원, 텔리아넷-(중) 시안전자과기대학, 위룽컴
퓨터통신과기유한공사

자료: 「제6회 한국-광동성 발전포럼 개최」(2016. 7. 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p. 4; 「선양·시안 등 중국 2, 3선
도시를 대중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로」(2016. 5. 1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pp. 1~4.

나. 한국-중국 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 합의239)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도출되는 합의를 통해 세부 분야별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로 격상된 2008년 이후 약 10년간 8차례의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
환경 △보건·의료 △문화 △에너지 △ICT △혁신창업 △지재권 △식품·의약
품·화장품 △무역편리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경제 분야의 양국간 합의를 구체화해 각 부처별 후속조치가 이루
어지는데, 대부분 담당 부처에서 추가적인 회담을 진행해 관련 논의를 이어나
가거나 포럼, 투자·진출 설명회, 수출상담회를 통해 관련 분야의 양국 기업들
239) 본 소절에서 양국간 주요 경제협력 합의는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8차례
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경제 분야 주요 합의를 의미한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양국 협
력의 범위가 양자 문제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경제, 사회, 문화, 정치·안보 분야 등 전방위적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의미로 양국 관계의 큰 발전을 의미한다. 실제 2008년 이후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문화,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었고, 한·중 FTA 체결 등 괄목할 만한 경제
협력 성과가 도출되었으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제4장 한국-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 187

이 만날 수 있는 장을 조성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일부 양해각서의
경우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발전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래 1)절의 [표 4-15]와 2)절의 [표 4-16]은 8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주요한 경제협력 양해각서 및 약정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2)절
에서는 양국 중앙정부간의 합의를 통해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의 합의
또는 경제협력으로 이어진 내용을 분리하여 서술하였다.

1) 한국 중앙정부-중국 중앙정부 간 경제협력 합의
양국 중앙정부 간의 경제협력 논의에서 제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한국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 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240)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 한·중 양국이 AEO, 즉 수출입 안
전관리 우수업체를 상호 인정해주는 약정을 맺으면서 우리 AEO 수출업체들은
중국 현지에서 통관 시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세관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이를 통해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통관효율이 개선되어
물류비용 절감, 수출제품 적기 납품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241)
또한 2013년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에서 한·중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
후 연례협의회를 통해 한·중 간 식·의약품 등 규제, 인허가, 기준, 수출입 및 안
전성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중국이 한국의 화장품 수입절차 개선에
240) 세관에서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 시켜주는 제도로 9·11
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 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WCO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미국은 C-TPAT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우리나라는 2008년 관세법 개정 등을 통해 AEO를
도입한 상태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https://
terms.naver.com/entry.nhn?docId=930073&cid=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2019.
11. 2);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408&
cid=43659&categoryId=43659(검색일: 2019. 11. 2).
241)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로 성실기업의 對中國 통관 편의성 제고」(2013. 6. 27), https://
han.gl/m9LDP(검색일: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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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청을 받아들여 2018년부터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일
반화장품)의 허가절차 간소화 제도가 시행(허가제→등록제)되기에 이르렀다.242)
이처럼 중앙정부간 합의는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4-15. 한국-중국 정부간 주요 경제협력 합의 및 후속조치(1)
분야

경제협력 합의

주요 합의 내용 및 후속조치
∙ 합의 내용
- ‘한·중 환경협력계획’ 서명, 한·중 환경장관간 대기질 개선 등

(2017) 한·중 환경

향후 5년간(2018~22년) 양국이 이행할 환경협력계획에 합의

협력계획 서명

-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립, 환경 전반에 대한 중단 없는 공동대

(한) 환경부

∙ 주요 후속조치

(중) 환경보호부

- (2018)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

환경

응 및 협력 강화 합의

- (2018, 2019) 베이징 중국국제환경산업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관 개설 및 한·중 환경산업 포럼 진행
∙ 합의 내용
- △한·중 콘텐츠 전문가위원회 구성 △한·중 문화산업 공동 프
(2013) 한·중 문화

로젝트 개발·추진 △한·중 문화산업 포럼 개최 △한·중 게임

산업협력 양해각서

산업의 교류 및 협력 강화
∙ 주요 후속조치

(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중) 문화부

- (2013) 제1차 한·중 문화산업포럼 개최 이후, 2014년 제2차,
2015년 제3차 포럼 개최
- (2014) 한·중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상담회
- (2014) 한·중 문화 산업 교류회 개최

(2014) 한·중 영화

∙ 합의 내용

공동 제작에 관한 협정 - 공동제작영화 승인 절차, 조건, 기술협력의 내용을 규정
- 중국과의 합작영화가 공동제작영화로 승인을 받으면 중국 내에
(한) 문화체육관광부

서 자국영화로 인정되어, 중국의 외국영화 수입제한제도에 따른

(중) 신문출판광전총국

제한을 받지 않음.

242) 「일반화장품·화학의약품 중국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2018. 11. 27),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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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계속
분야

경제협력 합의

주요 합의 내용 및 후속조치
∙ 합의 내용

(2017) 에너지 분야 - 전력망 연결, 천연가스 교역, 에너지신산업 및 재생에너지, 에
협력 양해각서 체결

너지 신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 이를 통해

(한) 산업부
(중) 국가에너지국

에너지 분야의 한·중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합의
∙ 주요 후속조치
- (2019) 한·중 전력망 연계사업 추진 논의
∙ 합의 내용
- △양측 에너지 절약 기업간 교류 협력 촉진 △중국 내 노후 산

에너지

(2008, 2013) 에너
지 절약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 산업부
(중)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공동추진 △양측 에너지 라벨링 제도
정보 교류 △한·중 양국의 에너지 절약 분야 협력을 추진할 협
조메커니즘 구축
∙ 주요 후속조치
- (2013) 양해각서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 중국
NDRC(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방문하여 한·중 협력사업 추진
방향 협의
- (2013) ‘제12차 한중경제장관회의(기재부-NDRC)’의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양해각서 후속조치 관련 협력방안 논의
- (2014) 한·중 에너지 절약·효율 협력사업 추진계획 협의

ICT

식품
화장품
의약품

∙ 합의 내용
- 2013년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합의 내용에 포함
(2013) ‘한·중 정보
- ‘한·중 정보통신 협력 장관급 전략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
통신 협력 장관급 전략
- 사이버 안보, 정보통신, 국가정보화,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클
대화’ 신설
라우드 컴퓨팅 등 양측이 중요시하는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교
류 추진
(한) 과학기술정보
∙ 추진 내용
통신부
- 2013년 1차 한·중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차관급 전략대화가
(중) 공업정보화부
개최된 이후 2014, 2015, 2018년 각각 2, 3, 4차의 장관급
전략대화 개최
∙ 합의 내용
(2013) 한·중 식품·
- 식품안전성에 관한 양해각서, △식품안전성·품질기준 관련 법령,
화장품 안전성 협력
정보교환 및 식품 기준·규격·검사기술 분야 협력 △국외공인검
에 관한 양해각서
사기관, 수입식품 사전확인 등록제도 및 수출입식품기업 등록제도
등 활용 △협력위원회 매년 교대 개최
(한) 식품의약품
- 수출입 화장품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화장품 관련
안전처
법령·규정·기준 정보 교환 및 검사기술·방법·정량한계·안전성
(중) 국가질량감독
평가 기술 협력 △수출입 화장품 품질·안전성·위생 정보 교환
검험검역총국
및 무역 현안 협의 △국장급 회의 및 실무작업반 연례 교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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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계속
분야

경제협력 합의

주요 합의내용 및 후속 조치
∙ 합의 내용
- 한·중 간 식·의약품 등 규제, 인허가, 기준, 수출입 및 안전성
관련 정보 교류 및 안전관리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

(2013) 한·중 식품· - 기관장간 고위급 협의체 및 실무급(국장급) 협의회 매년 연례
의약품·화장품·의료
식품
화장품
의약품

개최, 현지실사 협조, 심포지엄 및 공동훈련과정 마련 등

기기에 관한 양해각서 ∙ 주요 후속조치
- (2014)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
(한) 식품의약품

- (2014) 한·중 양국간 수출입 식품분야 협력회의 개최(과장급)

안전처

- (2014)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분야 협력 협의회 개최(국장급)

(중) 국가질량감독

- (2018)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일반화장품)의 허

검험검역총국

가절차 간소화 시행(허가제→등록제)
- 이는 중국이 한국의 화장품 수입절차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2017년 상하이를 시작으로 10개 도시에서 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8년 11월 전국으로 시행을 확대한 것

(2013)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MRA)
(한) 관세청
(중) 해관총서
무역편리화

∙ 합의 내용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주요 후속조치
- (2013) 한·중 ‘수출입안전 우수관리업체(AEO) 상호인정약정’
합동설명회

(2014) 한·중 세관

∙ 합의 내용
당국 간 전략적 협력에 - △AEO MRA 이행 협력, 한·중 AEO MRA 이행 여부 점검
관한 약정
△원산지 협력, 원산지 증명서 전산적 교환 시스템 구축 △무
(한) 관세청
(중) 해관총서

역통계 교환 △불법 부정 무역 단속 협력 △인적자원 개발 협
력, 세관 직원 상호 파견 교육 등

자료: KOTRA 경제외교 활용포털, http://president.globalwindow.org/KotraMain.do(검색일: 2019. 11. 1); 「韓·中
국립암센터, 암 정복 학술교류 포럼 개최」(2018. 4. 10), http://www.healtip.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3(검색일: 2019. 11. 1); 「산업부 장관, 한·중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 본격화」(2019.
3. 28), 산업부 보도자료, pp. 2~4; 「일반화장품·화학의약품 중국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2018. 11. 27), 식품의약품안
전처 보도자료, pp. 1~3.

2) 한국 중앙정부-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 합의
양국 중앙정부간 합의 중 일부는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의 관련 합
의로 이어지거나 구체적인 경제협력사업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가령 한국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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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와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4년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주요 후속조치로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있
다.243) 환경부는 중국 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대상지역을
확대하며 사업을 진행해왔고, 2018년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장쑤성과 ‘환
경정책 및 환경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지방정부와
관련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1993년 ‘한·중 보건의
료협력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2014년 중국의 후난성 위생계획
생육위원회와 ‘의료위생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이는 보
건복지부가 외국 지방정부와 체결한 첫 양해각서이기도 하다. 특히 본 합의는
후난성 건강산업원 내 한국 전용단지를 조성하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진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는 허난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도 ‘보건
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2015년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국 과학기술부는 ‘한·중
혁신·창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를 계기로 중국 쓰촨성 청
두시 고신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와 ‘한·중 혁신창업단지(인큐베이터)’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양국 중앙정부간 협력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의 협력은 상술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243) 「중국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협력사업 공동 추진」(2014. 11. 1), 환경부 보도자료, pp. 1~3;
「중국 장쑤성과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협력 본격화」(2018. 6. 22), 환경부 보도자료, p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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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한국-중국 정부간 주요 경제협력 합의 및 후속조치(2)
분야

경제협력 합의

주요 합의 내용 및 후속조치
∙ 합의 내용
- 월경성(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저감과 미세먼지 예보 정확성 제
고를 위한 대기분야 협력사업 추진

(2014) 한·중 환경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
(한) 환경부
(중) 환경보호부

- 중국 철강분야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 공동 추
진, 한-중 환경산업 포럼 개최
∙ 주요 후속조치
- (2014)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의 일환으
로 중국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시범사업 공동 추진
- (2015~현재)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 중국 지방정부와의 관련 협력
- (2018) (한) 환경부 (중) 장쑤성 환경보호청 간의 한-장쑤성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합의 내용
- 1993년 체결한 양해각서 개정
- 보건의료 정책, 보편적 의료보장(UHC), 환자 안전, 전통의학,

(2017) 한·중 보건

보건
의료

정신건강, 건강한 노년(healthy ageing), 헬스케어시스템에서

ICT 활용 등
의료협력 분야 양해 - 암 예방 및 관리를 협력 분야에 명시
각서 개정
- 의료기기, 제약분야 공동연구 논의
(한) 보건복지부
(중) 국가위생계획생육
위원회

∙ 주요 후속조치
- (2018) 메디컬 코리아 2018, 한·중 협력 특별세션 마련
∙ 중국 지방정부와의 관련 협력
- (2014) (한) 보건복지부 (중) 후난성(湖南省) 위생계획생육위원
회 간의 ‘의료위생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2015) (한) 보건복지부 (중) 허난성(河南省) 위생계획생육위원
회 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2015) 한·중 혁신·
창업 협력에 관한
혁신
창업

양해각서
(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중) 과학기술부

∙ 합의 내용
- △양국 혁신·창업인재 간의 교류 및 협력 촉진 △혁신·창업 환
경 조성 △창업프로그램에 대한 멘토링 강화 △혁신형 청년인
재 발굴·양성
∙ 주요 후속조치
- (2015) 중국 쓰촨성 청두시 내 한·중 혁신창업단지(인큐베이
터) 조성 추진
- (2017) 한·중 스타트업 비즈니스 파트너링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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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계속
분야

경제협력 합의

주요 합의 내용 및 후속조치
∙ 합의 내용
- △지식재산 인력 양성 분야 협력 추진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
하여 정보교환 및 경험교환을 촉진 △ 지식재산 거래 및 이전,
투자, 금융,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상호교
류를 촉진
- 특허청장 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으로 개최하고, 양측간 연락부서를 지정
∙ 주요 후속조치

(2013) 한·중 지재권 - (2014) 제20차 한·중 특허청장 회담 개최, 연락관 파견에 관
양해각서
지재권

한 MOU 갱신 체결 등
- (2015) 제21차 한·중 특허청장 회담 개최, 연락관 상호 파견

(한) 특허청
(중) 지식재산권국

기간 확대 등
- (2015) 선양 지역 한국 유명상표 설명회 개최, 본 설명회에 참
석한 중국 단속 공무원이 한국기업 모조품 유통 현황을 2주간
모니터링한 후 단속 조치
- (2016) 중국 지재권 보호 설명회
∙ 중국 지방정부와의 관련 협력
- (2012) (한) 특허청 (중) 장쑤성 정부와 ‘지재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2013) (한) 특허청 (중) 광둥성 정부와 ‘지재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자료: KOTRA 경제외교 활용포털, http://president.globalwindow.org/KotraMain.do(검색일: 2019. 11. 1); 「중국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협력사업 공동 추진」(2014. 11. 1), 환경부 보도자료, pp. 1~3; 「중국 장쑤성과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협력 본격화」(2018. 6. 22), 환경부 보도자료, pp. 1~6; 「‘미세먼지 공동대응’ 한중 환경협력센터
베이징서 개소」(2018. 6. 25),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5100700004(검색일: 2019. 11. 1);
「韓·中 국립암센터, 암 정복 학술교류 포럼 개최」(2018. 4. 10), http://www.healtip.co.kr/news/article
View.html?idxno=173(검색일: 2019. 11. 1); 「산업부 장관, 한·중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 본격화」(2019.
3. 28), 산업부 보도자료, pp. 2~4; ｢中韩创新创业园落户成都高新区」(2015. 11. 17), https://stocknews.
scol.com.cn/shtml/jrtzb/20151112/71174.shtml(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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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3. 한국 중앙정부-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 사업의 유형은 △공동 현안 대
응형 △중국 현지화 진출형 △창업혁신형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제도 협
력으로 나눌 수 있다.
표 4-17. 한국 중앙정부-중국 지방정부 간 유형별 경제협력사업
유형

경제협력사업

사업 참여 주체

(한) 환경부
한·중 공동 미세먼지
공동 현안
(중) 환경보호부
저감 환경기술 실증
대응형
(중) 사업 대상지역
협력사업
환경보호청
후난성 건강산업원 내 (한) 보건복지부
한국 전속 원구 조성 (중) 후난성 정부

중국
현지화
진출형

추진 근거
(2014)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18) 한·장쑤성 환경정책 및 환경산
업·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14) 한·후난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의
료위생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 보건복지부
(한) 한국의료기기공업
협동조합
(중) 장쑤성 진현산업
의료기기 중국 현지화
단지
(2015) 한·중 보건의료산업 업무협약
진출 사업
(중) 산둥성 웨이하이시
식약국
(중) 산둥성 옌타이시
상무국

(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중국 쓰촨성 청두시 내
(중) 과학기술부
창업혁신형 한·중 혁신창업단지
(중) 쓰촨성 청두시
(인큐베이터) 조성 추진
고신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2015) 한·중 혁신·창업 협력에 관한 양
해각서

지방경제협력시범구

(한) 인천시 정부
(중) 웨이하이시 정부

(2015) 한·중 FTA

한·중 FTA 산업단지

(한)
(중)
(중)
(중)

(2015) 한·중 FTA

제도협력형

새만금개발청
광둥성 정부
장쑤성 정부
산둥성 정부

자료: KOTRA 경제외교 활용포털, http://president.globalwindow.org/KotraMain.do(검색일: 2019. 11. 1); 「중국
장쑤성과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협력 본격화」(2018. 6. 22), 환경부 보도자료, pp. 1~6; ｢中韩创新创业园落户成都高
新区」(2015. 11. 17), https://stocknews.scol.com.cn/shtml/jrtzb/20151112/71174.shtml(검색일: 2019.
11. 1).
244) 본 소절에서 양국간 주요 경제협력 합의는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의 협력
으로 범위는 앞 절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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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후난성 건강산업원 내 한국 전속 원구를 조성하는 사업은 2014년 한
국 보건복지부와 후난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 후난성 위계위)의 ‘의료위
생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추진되었다. 건강산업원은 후난성 정
부가 경제성장 및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의료 클러스터로 클러
스터 내 한국 전속 원구를 조성해 한국의 의료기관과 보건산업 기업을 유치하
고자 하는 사업이다. 후난성 위계위는 진출 의료기관에 업장 개설에 필요한 인
허가 서류 간소화, 진료에 필요한 의사면허증 즉시 발급, 의료장비 통관 간소
화, 3년간 세제 면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245) 2016년 한국보건산업
진흥원과 후난성 건강산업원 내 한국 전속 원구 조성을 위임받은 다궈촨치(후
난)건강산업투자관리유한공사(大國傳奇(湖南)健康産業投資管理有限公司)는 의
료위생 분야 협력협약서를 체결하고 건강산업원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246) 이후 관련 포럼이나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은 있으나 양
국의 활발한 의료협력 플랫폼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기 중국 현지화 진출 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의
료기기공업협동조합, 그리고 중국 각 지방정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6년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에 옌청 의료기
기 현지화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입지후보 제공 △현지당국 대상 인센티브 협
의 및 판로 개척 △인·허가 획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 기업 3곳이 진출
해 있다.247)
245) 「전통의약 등 보건의료산업 한·중간 협력 강화」(2016. 5. 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p. 4; 「의료 한
류, 중국 후난성 간다」(2014. 12. 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537
66606314912&mediaCodeNo=257(검색일: 2019. 10. 4).
246) 「국내 의료기관 중국 진출 ‘새 플랫폼’ 마련」(2016. 3. 31), https://www.khidi.or.kr/board/
view?pageNum=8&rowCnt=10&menuId=MENU00381&maxIndex=00001980089998&m
inIndex=0000175748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
&upDown=0&boardStyle=&no1=386&linkId=177596(검색일: 2019. 10. 5).
247) 「복지부, 의료기기 중국 현지화 진출 신호탄」(2017. 8. 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pp. 1~4; 중국현
지화진출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kmd-china.com/center/greeting.php(검색일: 2019.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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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양국 정부가 ‘한·중 혁신·창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
후 쓰촨성 청두시 고신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와 한국 과학기술부는 공동으로
단지 내 한·중 혁신창업단지 설립을 추진하였다. 2016년 12월 청두시 고신기
술개발구 관리위원회는 ‘한·중 혁신창업 협력의 정책시행령’을 발표하고 적극
적으로 기업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년 11월 기준
투자펀드 관리, 과학기술 개발, 한·중 창업지원컨설팅 분야 등 10개 정도의 기
업이 초기 정착해 있는 상황이다.248)
그리고 양국의 주요 현안인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공동 대응하는 사
업인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중앙정부간 사업으
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고, 2018년에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으
로까지 확대된 사례이다. 또한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지방경제협력시범구,
한·중 산업단지의 경우 양국의 지방정부 협력에 있어 중요도가 있는 사업으로,
이 세 가지 경제협력사업은 이하 소절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가. 한국-중국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공동 현안 대응형
2014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환경부와 중국 환경보호부가 한·중 환
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후속조치로 같은 해 11월 양국의 환경
장관이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이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실증사업’은 중국 내 대기오염을 촉발하
는 제철소, 석탄 화력발전소, 소각발전소에 우리 환경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탈
황, 탈질, 집진 설비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한·중 양국의 주요 현안인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해 공동 대응을 추진

248) KOTRA(2019), p. 6; KOTRA(2018), pp.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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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환경기업이 중국 진출 기회를 확보한다는 데 큰 의
의가 있다.249)
또한 2014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
으며, 중국 내 미세먼지 발생 지역과 중국의 규제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과 기
술 분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실제 산둥성과 허베이성 두 지역에서 시작된 ‘실
증사업’은 매년 대상지역을 확대해 현재 총 16개 성·시(省·市)가 사업 대상에
포함되었다.250)

표 4-18.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추진 경과
연도
2014
2015
2016
2017

추진 경과 및 성과

주요 내용

한·중 정부간 실증사업 추진 - 한·중 정상회담, 한·중 환경장관 실증사업 추진 합의
합의
사업 추진기반 마련
협력사업 본격화, 5건
465억 원 계약 체결

(2014. 7, 2014. 11)
- 대상지역 2곳(산둥·허베이), 기술설명회(산둥·허베이) 개최
- 대상지역 4곳으로 확대(산시(山西)·산시(陕西) 추가), 기술
설명회(산둥·산시(山西)·산시(陕西))

한·중 관계 악화로 협력사업 - 대상지역 6곳으로 확대(랴오닝·네이멍구 추가), 기술설명회
계약 등의 어려움 당면

(랴오닝·네이멍구·베이징·산시(山西))
- 대상지역 12곳으로 확대(장쑤·베이징·지린·헤이룽장·허난·

2018

관계 개선으로 사업 재추진,
8건 190억 원 계약 체결

톈진 추가), 기술설명회(장쑤·베이징·산둥·랴오닝)
- (2018) (한) 환경부 (중) 장쑤성 환경보호청 간의 한-장쑤
성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한·중 박람회 등 다양한
2019

방법으로 사업 추진, 6건
217억 원 계약 체결

- 대상지역 16곳으로 확대(안후이·상하이·저장·후베이 추가),
기술설명회(장쑤·베이징·산둥·랴오닝)

자료: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환경부)(2019. 11. 1), p. 7, p. 9.

249) 「중국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협력사업 공동 추진」(2014. 11. 1), 환경부 보도자료, pp. 1~3;
「중국 장쑤성과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협력 본격화」(2018. 6. 22), 환경부 보도자료, pp. 1~6; 전문
가 간담회 발표자료(환경부)(2019. 11. 1), p. 6.
250)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환경부)(2019. 11. 1), p. 7,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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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투자하는 정책 협력사
업이다. 사업은 양국 정부(한국 환경부, 중국 환경보호부, 중국의 각 지방정부)
와 전문기관(한국 측 환경산업기술원), 사업주관 기관(수주기업 또는 컨소시엄
대표기업) 및 협력기업(컨소시엄 공동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특히 사
업주관 기관과 협력기업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논
의를 진행한다.251)
‘실증사업’은 먼저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국내 참여 후보기업을 선정
해 현지 기술 홍보 및 중국 발주처와의 매칭을 지원한다. 또한 중국 발주처와
국내기업 간 프로젝트 협상 지원과 함께 계약체결·이행 단계에서 자문을 제공
해, 최종적으로 한국과 중국 기업간 계약 체결 시 ‘실증사업’ 과제로 확정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중 기술 홍보는 보통 중국 각 지역에서 한국기업
의 기술설명회나 상담회 개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해당 지역 지방정부와 공
동개최하기도 한다.252) 자금의 경우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데, 한국
측에서는 계약된 단위 프로젝트 금액의 20% 범위(최대 40억 원 지원) 내에서
지급하고, 중국정부(보조금 형태)와 발주기업이 프로젝트 금액의 80%를 감
당한다.253)
2015~18년 ‘실증사업’을 통해 추진된 프로젝트는 총 13건으로 계약 체결
규모는 655억 위안에 달하며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 중 ㈜제이텍은 2016년 국내 개발기술인 원심여과집진기술을 적용하여
중국 산시성(山西省) 동달열전의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했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약 99.2%까지 집진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발주처
의 요구 성능을 124% 달성하여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다.254) 이후 2019년 4월
251) 「중국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협력사업 공동 추진」(2014. 11. 1), 환경부 보도자료, pp. 1~3.
252) 「중국 대기개선에 대규모 투자...한국 기업 주목받는다」(2017. 12. 15), 환경부 보도자료, p. 2.
253)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환경부)(2019. 11. 1), p. 9; 「국내 우수기술을 활용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사업 본격화」(2018. 4. 10), 환경부 보도자료, p. 4, p. 27; 환경산업기술원(2019), p. 13.
254)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환경부)(2019. 11. 1), p. 7; 「중국 대기개선에 대규모 투자...한국 기업 주목
받는다」(2017. 12. 15), 환경부 보도자료,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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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텍은 산시성(山西省)의 양매그룹(阳煤集团)과 중국 내 합자 회사를 설립
해, 양매그룹 내 5,000억 위안 규모의 환경시설에 진출하고 향후 중국 전역으
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255) ‘실증사업’을 통한 합자회사 설립은
첫 사례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사업 확대의 발판을 마련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증사업’을 통해 추진된 프로젝트 7개의 평균 저감효
과는 76.3%에 달해 국내기업의 기술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표 4-19. ‘실증사업’ 종료 프로젝트 배출농도 저감효과
출구농도(mg/Nm3)
기업

물질명

입구농도

저감효과(%)
기존대비

(mg/Nm3)

기존[A]

설치후[B]

먼지

1,921

76

14

18.4%

황산화물

486

486*

266

54.7%

B사

먼지

3,000

50

15

30.6%

C사

먼지

957

50

8

15.2%

D사

먼지

30,780

50

19

38.6%

E사

VOCs

8,000

8,000*

33

0.4%

F사

VOCs

130

130*

10

7.9%

A사

평균

배출농도[B/A, %]

23.7%
(76.3% 저감)

주: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음, ‘실증사업’에 참여한 한국기업들임.
자료: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환경부)(2019. 11. 1), p. 13.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성과는 환경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중앙정부간 협력
사업이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으로 확대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
이다. 장쑤성은 2018년 ‘실증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한국
의 환경부와 중국 장쑤성 환경보호청 간 ‘한-장쑤성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기
255) 「한중 ‘미세먼지 실증사업’ 첫 결실」(2019. 4. 18), https://www.sedaily.com/NewsView/
1VHWXJCB7Q(검색일: 201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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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환경부가 중국 지방정부와 처음으
로 체결한 양해각서이다. 환경부와 장쑤성 환경보호청은 향후 △환경정책 협력
△환경산업 및 기술 협력 △환경시장 정보교류 △ 환경전문가 초청연수 등 다
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장쑤성 환경협력 실무위원회’를
조직하여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256)
환경산업 분야에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경우 성별로
환경 규제가 상이해 우리 기업들의 경우 진출 시 규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
기 때문이다.257) 또한 ‘실증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간 협력에 의한 프로젝트이
나 중국 내 16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므로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마련하고 이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지방경제협력시범구와 한·중 산업단지: 제도협력형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양국간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258) 특히 협정문 17장은 경제
협력 챕터로 구성되어 정보통신기술, 관광, 산업단지 등 양국의 16개 관심 분
야에 대한 협력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59) 또한 경제협력 챕터 제17.4조에
는 양국간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정기적인 회합을 통하여 협력 분야와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기로 명시해260) 지속적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
었다.261)
이에 더해 제17.25조와 제17.26조에는 양국 지방정부간 협력과 일부 지역

256) 「중국 장쑤성과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협력 본격화」(2018. 6. 22), 환경부 보도자료, pp. 1~3.
257)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환경부)(2019. 11. 1), p. 11.
258)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2015), p. 236.
259) 위의 자료, p. 116.
260)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pp. 159~160.
261) 다만 경제협력챕터는 특정 분야에 대한 구속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에, 한·중 FTA 분쟁해결
챕터상 절차의 적용이 배제된다(제17.3조).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2015),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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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중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한·중 지방경제협력이 강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262)

표 4-20. 한·중 FTA 협정문 내 지방경제협력과 한·중 산업단지/공업원 관련 조항
조항

주요 내용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방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시
범지구로서 웨이하이 및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확인함으로써 시범 협력사업
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한다. 그러한 협력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이 협정의 협상

제17.25조
지방경제협력

이 타결된 후 웨이하이 및 인천의 시 정부에 의하여 논의된다.
2. 시범 협력사업은 이 협정 체제하에서 지방경제협력을 위한 모범적이고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 협력 등의 분야를 포함하나, 이
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고 수행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시범 협력사업의 결과를 검토한 후, 지방경제협력을 전국적으로 확
대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1. 양 당사국은 지식 공유, 정보교환 및 투자 증진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

제17.26조

여 지정될 산업단지/공업원의 설립, 운영 및 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한국-중국

로 합의한다.

산업단지/공업원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 단지/공업원에 대한 기업의 상호
투자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자료: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pp. 168~169.

1) 지방경제협력시범구
한·중 양국은 지방경제협력의 시범지구로 산둥성 웨이하이시와 인천경제자
유구역청(IFEZ)을 지정하고, FTA 협정문 제17.25조에 명시하였다. 2015년 2
월 25일 한·중 FTA 가서명 이후부터 인천시와 웨이하이 간 지방경제협력이 본
격화되기 시작했다. 2015년 3월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웨이하이시 정부
는 전방위적인 경제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고, 같은 해 7월 22일에 ‘지방
경제협력 강화합의’를 통해 △무역 △전자상거래 △의료 △금융 △관광 △문화
△체육 등 7대 분야 41개 과제에 대해 세부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협력사
26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pp.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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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발굴·추진 중이다.263)
또한 인천시와 웨이하이시 정부는 그동안 추진한 양 도시간 경제협력사업들
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 및 분과위원회’를 정례화했다.264)

표 4-21.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 및 분과위원회 추진 경과
시기(장소)

추진 내용

주요 의제

성과(합의 사항)

- 산업·과학기술·통관·문화·
2017년 6월
(웨이하이)

1차 개최

관광·의료관광·체육·미용
분야의 추가 협업사항에 대
해 논의

- 양 도시 간 기업의 수출입 통관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인천-웨이하이 비관세장
벽 해소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
- △ 양 도시 대표처1)를 활용한 창업자 컨
설팅 공간 개설 △ 수출상담회 등 정기적
상호 개최 및 참가·지원 △ 양 도시 간
지식재산 공동전략 업무협약 추진 △ 소
비자 권리보호 관련 기관 상호 방문 및
정보교류

2018년 5월
(인천)

- 과학기술, 무역, 산업, 서비 - 한·중 FTA 후속협상 관련 지방도시 차원
2차 개최

스, 문화, 관광, 의료, 체육
분야 협력 논의

의 서비스 분야 시범사업 발굴 추진
- (문화·체육) △ 인천 문화예술 교류축제에
웨이하이시 공연팀 참가 및 지원 △ 아마
추어 e스포츠대회 교차 개최 △ 영화·영
상 분야 창작자 간 교류 활성화
- (관광) 상호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지원
- (의료) 의료세미나 개최와 의료진 교류·추
천 등 의료분야 협력체계 강화 합의

주: 인천과 웨이하이에 각각 대표처를 설립했다. 인천시는 2016년 11월 웨이하이에 인천(IFEZ) 경제무역대표처(인천관)를,
웨이하이는 2015년 7월 인천 송도에 웨이하이시 인민정부 주한국대표처(웨이하이관)를 설립하였다.
자료: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 협력사업 차질없이 진행된다」(2017. 6. 29), http://www.kpnnews.org/bbs/
board.php?bo_table=local&wr_id=303382&section=mm_04&city=lc_04(검색일: 2019. 10. 2); 「제2회 인천
-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 및 분과 위원회 인천에서 성공적 개최」(2018. 5. 20),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pp.
1~2; 이상훈, 김주혜(2017), pp. 69~70.

263) 「IFEZ-웨이하이시,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MOU 체결」(2015. 3. 25),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p. 1;
「인천시, 중국 웨이하이시와 지방경제협력 강화 협의」(2017. 5. 12),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p. 1.
264) 「인천시, 중국 웨이하이시와 지방경제협력 강화 협의」(2017. 5. 12),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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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웨이하이시 정부는 2016년 7월 인천시와 지방경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자체적인 계획인 「웨이하이시 13·5 중한 FTA 지방경제협력 발전규획(威
海市“十三五”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发展规划)」을 발표했다.265) 발전규획에
서는 △무역활성화 △웨이하이시 내 주요 분야의 산업단지 건설 △시범사업 추
진에 대한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표 4-22. 웨이하이시 13·5 중한 FTA 지방경제협력 발전규획의 주요 내용
구분
무역 활성화

주요 내용
- 상품교역의 집산지 건설, 무역편리화 조치 시행
- 한·중 종합보세물류단지, 한·중 현대서비스 산업단지, 한·중 의료기기산업단지,

산업단지 건설

한·중 해양 첨단기술협력단지 등을 건설
- 또한 한국기업을 유치해 경제협력을 강화할 방침
- △국경간 전자상거래 △의료 및 성형 △금융 △헬스 및 실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범사업 추진

의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 추진
-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중시, 중국 내 최초로 한·중 해운 전자상거
래 업무 시작

자료: 「威海市“十三五”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发展规划」(2016), http://fgw.weihai.gov.cn/module/download/
downfile.jsp?classid=0&filename=1801260943321648344.pdf(검색일: 2019. 9. 11).

인천과 웨이하이 간 지방경제협력을 통해 추진된 주요 프로젝트는 많지 않
으나, 최근 물류·운송 분야에서 의미 있는 협력이 이루어졌다. 인천시와 웨이
하이시, 그리고 세관을 포함한 8자 협정을 체결하고, RFS(Road Feeder
Service) 복합운송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RFS는 화물을 포장하는 단계
에서 이를 ‘항공화물’로 분류해 이후 해상·육로운송 과정에서 별도 검색 없이
국경을 통과하도록 하는 복합물류 시스템을 의미한다.266) 가령 웨이하이에서
직접 배에 선적되어 국내에 들어온 화물트럭이 항공기를 통해 제3국으로 화물
265) 「威海市“十三五”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发展规划」(2016), http://fgw.weihai.gov.cn/module/
download/downfile.jsp?classid=0&filename=1801260943321648344.pdf(검색일: 2019. 9.
11).
266) 「한중 FTA 5년차, 무르익는 지방경제협력」(2019. 5. 23), http://www.m-economynews.com/
news/article.html?no=25437(검색일: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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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낼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직접 인천공항까지 화물을 운반하도록 허용되는
것이다.267) 이를 통해 물류 하차로 인한 화물 파손과 인건비가 줄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과 웨이하이를
물류허브로 조성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268)

표 4-23.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주요 추진 프로젝트 및 기반 합의
연도

프로젝트 및 기반 합의

주요 내용
- O2O 서비스 제공기업인 산둥 대한가 수출입 유한

- 2016년 인천시와 웨이하이시 정
부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전
략협력 구축 양해각서」 체결
2017

회사는 대한가(온라인 쇼핑몰)와 웨이하이 내 오프
라인 체험센터를 동시 운영
-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는 전시관에서 홍보하고 있

- 2017년 인천(IFEZ)경제무역대표

는 인천 기업 상품을 대한가와 웨이하이시 오프라인

처와 웨이하이시에 소재한 산둥

체험센터에 등록하고 QR코드화하여, 홍보와 판매를

대한가 수출입 유한회사가 전자

동시 진행

상거래 업무협약 체결, O2O 플 - 오프라인 체험관에서 소비자가 제품 QR코드를 검
랫폼 활용한 사업 진행

색하면 대한가로 연결되고 온라인 결제 진행 후 제
품은 인천에서 직배송되는 시스템

- 2019년 ‘산둥 웨이하이-인천 4항
2019

연동’ (인천웨이하이 RFS 복합운
송방안) 8자 협력 협정 후 관련
프로젝트 진행

- 인천광역시, 중국 웨이하이시 정부, 인천세관, 칭다
오세관, 웨이하이 항만그룹, 웨이하이공항그룹, 인천
항만공사, 인천공항공사 8개 기관간 협정

자료: 「한중 FTA 5년차, 무르익는 지방경제협력」(2019. 5. 23), http://www.m-economynews.com/news/
article.html?no=25437(검색일: 2019. 11. 20); 이상훈, 김주혜(2017), pp. 50~51.

2) 한·중 산업단지
2015년 10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FTA 협정문 제17.26조에
의거하여 한국 새만금, 중국 산둥성 옌타이, 장쑤성 옌청, 광둥성을 한·중 산업
단지로 지정하였다. 또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산업단지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차관급 협의체를 구축하였다.269) 2019년 6월 진행된
267) 이상훈 외(2018c), p. 84.
268) 「한중 FTA 5년차, 무르익는 지방경제협력」(2019. 5. 23), http://www.m-economynews.com/
news/article.html?no=25437(검색일: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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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중 산업단지 차관급 협의회에서는 한국 측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베스트코리아(KOTRA IK)와 중국 측 상무부 산하 투자촉진국을 지정해 실
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투자정보 공유와 투자유치 활동을 상호
지원할 예정이다.270)

표 4-24. 한·중 산업단지 차관급 협의회 추진 경과
시기(장소)

추진 내용

주요 의제

2015년 11월

제1차 협의회

- 한·중 산업단지의 운영, 개발 등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

(서울)

개최

견 교환
- 시범사업, 한·중 투자협력기금 등 양국간 실질적 협력방안

2018년 06월

제2차 협의회

(옌청)

개최

논의
-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 한·중 투자협력기금 실행방안 마련 △ 장
기 협력과제 발굴 공동연구 추진 등 합의
- 한·중 산업단지 실무협의체 구성, 공동연구 보고서 작성,

2019년 06월

제3차 협의회

(서울)

개최

교류회 지원 등
- △ (한) KOTRA IK-(중) 투자촉진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
△ 한·중 산업단지 경제협력방안 공동연구 보고서 작성 △
한·중 산업단지 교류회 지원

자료: 「제1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차관급 협의회 개최」(2015. 11. 3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pp. 1~2; 「시범사업
추진 등 한중 산업단지 실질적 협력 시동」(2018. 6. 1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pp. 1~2; 「산업부-中상무부,
‘제3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 개최」(2019. 6. 1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pp. 1~2.

한국의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 건설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새만금개발청이
주도하고 있으며, 추진을 위한 주요 사안은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위
원: 각 부처 장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에서 논의된다.271)
또한 중국에 건설되는 세 곳의 한·중 산업단지는 각 성 정부와 성 상무청(商
269)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http://www.saemangeum.go.kr/sda/sub/marster/SMB82001.do
(검색일: 2019. 9. 10).
270) 「한·중 산업단지간 중장기 협력 위한 공동보고서 작성」(2019. 6. 18), https://www.yna.co.kr/
view/AKR20190617132300003?input=1195m(검색일: 2019. 9. 11).
271)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http://www.saemangeum.go.kr/sda/sub/marster/SMB82001.do
(검색일: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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务厅), 시 정부와 시 상무국(商务局)에서 주도하고 있다. 옌타이 한·중 산업단
지는 시 상무국 내 ‘중·한 (옌타이) 산업단지 건설추진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옌청 한·중 산업단지의 경우 장쑤성 정부가 장쑤성 상무청 내 ‘중한(옌
청) 산업단지 발전사업 협조소조(中韩(盐城)产业园发展工作协调小组)’를 조직
해 건설 전반의 중대 사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272) 또한 장쑤성 상무청과 옌
청시 간 연석회의 제도를 마련해 소통하고 있으며, 옌청 경제기술개발구 관리
위원회가 실무를 담당한다.273)
한국 측의 새만금개발청과 중국 내 한·중 산업단지 실무 담당 조직이 주도적
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표 4-25. 한·중 산업단지 조성 개요
구분

새만금

옌타이(산둥성)

옌청(장쑤성)

후이저우(광둥성)

- 중한 옌청 산업단지
- 옌타이 중한 산업단
지 건설 추진에 관한
업무방안(关于推进
烟台中韩产业园建

주요
정책

- 새만금 사업 추진 및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设的工作方案)
- 중한 옌타이 산업단
지 건설 가속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
推进中韩(烟台)产
业园建设的意见)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中韩
盐城产业园发展的
意见)
- 중한 옌청 산업단지

- 중한 후이저우 산업
단지 건설 규획방안
(中韩惠州产业园建

设规划方案)
총체규획(2015-2020) - 중한 후이저우 산업
(中韩盐城产业园总
단지 총체규획(中韩
体规划(2015-2020))
(惠州)产业园总体
- 중한 옌청 산업단지
规划(2016-2030))
건설 실시방안(中韩
(盐城)产业园建设
实施方案)

272) 「中韩(盐城) 产业园建设实施方案」(2018), http://www.yancheng.gov.cn/art/2018/9/29/art_
21962_3046632.html(검색일: 2019. 9. 19).
273)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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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계속
구분

새만금

옌타이(산둥성)

옌청(장쑤성)

- 양국 상호투자 촉진,

후이저우(광둥성)
- 일대일로 전략의 협

검역· 통관 분야 협력 - 한·중 FTA의 산업 - 중국 연해지역의 주

력을 위한 새로운 플

강화, 산업협력 활성

협력시범구, 동북아

요 자동차도시, 한국

랫폼, 한·중 FTA 활

발전

화·FTA 네트워크 활

종 합국제물류허브,

기업 및 자본의 산업

용을 구체화하는 선

목표

용 촉진 등 한·중 FTA

일대일로 전략의 협

단지, 종합보세구 등

행시범구, 전국 대외

효과를 극대화할 수

력 플랫폼, 스마트형

의 5대 기능 플랫폼

개방 발전의 선도지,

있는 중요 수단으로

주거도시 조성

조성

광둥 혁신주도형 발전

기여
조성
면적

의 새로운 동력 마련
398㎢

409㎢

210㎢

- 1원 3구(一园三区) - 1원 3구(一园三区)

주요

- 3개 권역

조성

- 산업 및 연구, 국제

단지

협력, 관광레저 단지

의 공간구조로 조성

의 공간구조로 조성

추진

추진

- 1원: 중한 옌타이산 - 1원: 중한 옌청산업
업단지

단지

- 3구: 현대서비스업 클 - 3구: 옌청경제기술개
러스터, 신흥산업 육

발구, 옌청성남신구,

성단지, 임항경제구

다펑항경제구

344㎢
- 1원 다기능구(一园两
组团多片区)의 공
간구조 조성
- 1원: 중한 후이저우
산업단지
- 다기능구: 혁신창의
핵심구, 선진제조클
러스터, 량항물류구,
현대서비스업집중구

- 옌청경제기술개발 - 인터넷 플러스, 신

- 첨단장비제조, 신에
너지 및 환경보호,
주요
육성
산업

전자정보, 해양, 물
-

류, 비즈니스, 금융,
전자상거래, 문화, 의
료, 실버 등 11개
산업에서 협력 추진

구: 자동차산업, 신

에너지, 바이오, 식품,

에너지자동차산업,

스마트제조, 물류유

스마트 제조업, 태양

통 등의 산업클러스

광발전, 국경간 전
자상거래

터 발전에 주력
- 스마트제조, 화학공

- 옌청성남신구: 빅데

업, 자동차 및 장비

이터산업, 국제보건

제조, 인터넷 플러스,

미용산업

에너지 절약 및 환

- 다펑항경제구: 신에

경보호, 첨단물류, 해

너지 및 장비산업,

양, 문화, 헬스, 현

항구물류 등 현대서

대서비스업 등 10

비스업, 첨단장비제

대 산업에서 한국과

조업

의 협력 적극 추진

자료: 이상훈, 김주혜(2017), p. 58;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http://www.saemangeum.go.kr/sda/sub/marster/
SMB82001.do(검색일: 2019. 9. 10); 中韩(盐城) 产业园, http://www.yancheng.gov.cn/zhcyy(검색일:
2019.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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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타이, 옌청, 후이저우 한·중 산업단지에서 발표한 발전계획에는 공통적으
로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와 의료 등 서비스업에 대한
협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옌타이시와 옌청시는 한·중 합자병원 설립 조성
을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
지 못했다. 2017년 전남대병원은 옌청시 ‘국제병원 건립 및 운영 사업’에 참여
하기 위해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옌청 한·중 산업단지 핵심구), 옌청시 여성
아동병원과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되었
다.274) 그리고 옌타이시에서도 국유병원인 옌타이산병원과 한국 대형병원인
세브란스 병원 간 합자병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옌타이시 위생국에서 최종적으
로 국유자산을 외국기업과 공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한국병원 입장에서는 중국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와 기술력
을 갖춘 국유병원과 합자 형태의 협력을 원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법적으로는
국유병원과 외자병원의 합자가 가능하나 상술한 바와 같이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 상황이다.275) 2019년 7월 옌타이 한·중 산업단지 내 한국 성지병원과 일
반 기업 옌타이 어화원 노인아파트유한회사가 합자로 치과병원 설립을 추진하
는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으나, 이 또한 실제 설립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필
요가 있다.276)
또한 협력수요가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는 세 곳의 산업단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옌타이시의 경우 산업단지 내 한·중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 중이며, 현대차 R&D 센터가 위치해 있다. 이와
함께 최근 FTZ로 지정된 산둥성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소에너지 자동차 표준

274) ｢전남대병원, 중국 염성시 국제병원 건립사업 협약 체결｣(2017. 5. 19), http://www.mdtoday.
co.kr/mdtoday/index.html?no=286112(검색일: 2019. 11. 13).
275) 옌타이 한중 산업단지 관계자 인터뷰(2019. 9. 18,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276) ｢중외 합자병원 사업 협력 의향서 체결｣(2019. 7. 24), 옌타이 한중 산업단지 홈페이지, http://
www.ytckip.gov.cn/kr/news/news-detail-4570.htm(검색일: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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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277) 이에 이와 같은 협력수요를 활용하
여 한·중 간 공동기술개발 등 실제적인 협력사업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표 4-26. 한·중 산업단지: 주요 추진 프로젝트 및 합의
산업단지

연도

프로젝트 및 기반 합의

주요 내용
- 국내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분야 기업의 옌
타이시(옌타이 한중 산업단지) 진출을 지원
하려는 목적

- 옌타이시 정부와 한국보건산업진
2016

흥원, 보건의료 분야 협력 양해
각서 체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옌타이시] 의료기관과
제약, 의료기기 방면 투자 지원
- [옌타이시→한국 병원 및 관련 기업]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과 관련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조기발급 추진, 의료기관이 진출할

옌타이

경우 관련 장비 진입에 대한 심사허가를 간

(산둥성)

소화해주는 등 제도적인 측면의 지원을 약속
- 한국 성지병원과 옌타이 어화원
노인아파트유한회사와 중외합자병
원 설립 관련 협력의향서 체결

- 1차로 치과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순차적
으로 정형외과 등을 추가 설립해나갈 계획

2019 - 옌타이 한·중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 한국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특히 중국시장
한국기술벤처재단, 한국과학기술연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기업들에 원스톱 서비

구원 ‘한중창업혁신협력센터 공동

스를 제공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한·중 과학기술 교류, 협력 단지로 활용
-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중국 내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현지법인 설립, 판로 개척,
인·허가 획득 등을 지원할 예정

옌청
(장쑤성)

- 보건복지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
2016

조합 옌청시에 ‘중국 현지화 진
출 지원센터’ 개소

- 옌청시 개발구(옌청 한·중 산업단지 핵심지
역)는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에서 해외
임상시험 상호인정 등을 통해 중국 내 의
료기기 임상시험 기간과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 인·허가 획득을 지원, 개발구
내 병원과의 연계협력 추진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복지부에 제안함.

277) 김주혜(2019b),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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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계속
산업단지

연도

프로젝트 및 기반 합의

주요 내용
- 옌청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
해 홈앤플러스는 한국 중소기업 상품을 기
획·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옌청
(장쑤성)

- 한국 기업 홈앤플러스(Home&Plus)
2019

할 예정

가 중국 장쑤성 옌청시 산업단지 - 옌청시 한·중 산업단지 내 한중산업전시관에
개발사업 관련 업무 협약

서 한국 중소기업 우수 상품전시회 개최
- 옌청시 다펑항에 위치한 셰익스피어타운을
한국타운으로 리모델링해 한국 중소기업 우
수제품 매장으로 활용

자료: 이상훈, 김주혜(2017), p. 59; ｢진흥원,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정부와 MOU｣(2016. 11. 2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19. 11. 13); ｢옌타이서, 한중창업혁신협력센터 현판식 개최｣(2019. 7. 16), https://
www.ajunews.com/view/20190716104322794(검색일: 2019. 11. 13); ｢중국 의료기기시장 보호장벽, 현지화
로 돌파｣(2016. 12. 1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pp. 1~2; ｢홈앤플러스, 中 옌청시 산업단지 개발사업 업무협약｣(2019.
5. 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08086622493512&mediaCodeNo=257&Out
LnkChk=Y(검색일: 2019. 11. 13); ｢중외 합자병원 사업 협력 의향서 체결｣(2019. 7. 24), 옌타이 한중 산업단지
홈페이지, http://www.ytckip.gov.cn/kr/news/news-detail-4570.htm(검색일: 2019. 11. 13).

4. 평가
한·중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정부간 경제협의 채
널을 정례화해 다양한 영역의 정부 및 민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해왔다. 또한 이러한 경제협력의 제도화·체계화를 바탕으로 양국은 무
역과 투자의 주요한 파트너로 발전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간 경제협력 제
도화의 기반이 된 중앙정부간 협의채널은 양국의 다양한 경제 사안을 논의하는
소통창구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현재 한·중 간에 구축된 수십 개의 경제협력
채널은 역할이 중복되거나 정례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협의와 협력
을 위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
의체는 대부분 단발적인 협의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정기적·지속적인 소통채
널로 활용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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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양국의 민감한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사회기반시설인 제철소, 발전소 등 외국기업
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에 우리 환경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
고 있어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중 양국 중앙정부간 협
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중국의 각 지방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 환경부와 대상지역인 중국 16개 지방의 환경보호청 간 환경협력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가령 장쑤성과 같이 각 지방 환경보호청과 협력채
널을 구축해 ‘실증사업’에 필요한 각 지방정부의 환경규제 정보를 원활히 제공
받고, 각 지역의 환경수요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각 지
역의 환경기술 수요기업과 우리 환경기술 기업 간 정례화된 기술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환경산업 분야 협력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다
만 2018년 6월 환경부와 장쑤성 환경보호청 간 양해각서 체결 이후 1년이 경
과된 시점에서 눈에 띄는 협력 성과가 없는 상황이므로 ‘한국-장쑤성 환경협력
실무위원회’부터 우선적으로 조직해 추후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 양국은 수교 이래 오랜 기간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
계를 유지해왔으나, 2015년부터 중국이 내수주도로 성장 방식을 전환한 후 홍
색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조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점차 경쟁적
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 변화하는 경제협력 환경에 대응해 새
로운 협력 모델의 발굴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한국 중앙정
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은 대부분 1990년대 한·중 공업원의 운영 모
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령 후난성 건강산업원 내 한국 전속 원구 조성사업, 한·중 산업단지가 대
표적이다. 1990년대에는 한국의 노동집약형 제조기업이 중국 내 한·중 공업원
에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와 법인세 등에서 우대혜택
을 부여하는 방식이 전형적이었는데 현재 진행형인 협력사업들도 이러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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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중국 내 한·중 산업단지는 각각 자체적인 발전방안
과 협의조직을 구성하며 체계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있으나, 발전방안의 골자는
한국기업에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첨단산업, 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
겠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내 3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한국기업은 여전히
자동차, 중장비, 가전 등 제조기업 위주이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우 인프라
구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자체적인 운용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
유로 현재까지 새만금의 중국기업 유치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시범구와 양국의 한·중 산업단지는 본래의 조
성 목적에 따라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만, 더 나아가 공통적으로 FTA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 협력사업임을
십분 활용하여, 서비스 분야 개방조치의 시범적 시행 등 제도협력의 플랫폼 등
으로 협력 모델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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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력체의 구축
첫째,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포함한 한·중 경제협력을 전반적으로 조율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한·중 간에는 경제협력을 위한
채널로서 중앙정부 대 중앙정부,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형태로 다수의 협의
체가 구축되어 있으나, 중복되는 영역이 많고 정례화된 소통채널로 활용되는
협의체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과 싱가포르나 홍콩, 독일 간 협력에
서 나타나는 것처럼 양국은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사업 또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대중국 협력전략을 마
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경제협력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컨트롤타워 하위 계
층에서 협력 분야별로 기존 협의체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관급의 협
의채널이 다수 존재하나 부처와 관련된 협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보다는
격상된 부총리급 협의체를 구축함으로써 하위 협의체를 관리하고 각 분야별 정
례적인 경제협의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싱가포
르가 지금까지 쑤저우 산업단지, 톈진 에코시티, 충칭 프로젝트, 광저우 지식도
시 등 국가급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3단계의 협력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되, 보다 전략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마련할 수 있는, 산·관·학·연이 함께 포함된 협의체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면 양국 한·중 산업단지의 경우 각 단지마다 개별 협력수요를 반영한 자체
적인 발전계획은 있으나, 양국의 산업단지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제협력 전
략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협력과 발전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공동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고 특
정 산업별 공동기술개발, 합작 프로젝트 추진 등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관·학·연 연계를 통해 진출기업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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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랴오닝성의 중-독(선양) 산업단지는 2019년
6월 선양시 정부(중국)와 연구기관인 acatech(독일) 간 혁신위원회를 발족하
고 독일 내 연구기관과 스마트제조, 자동차제조, 선진장비제조 분야에 대한 연
구교류를 추진 중이다. 또한 중국제조 2025 및 독일 인더스트리 4.0 전략에 관
한 싱크탱크를 만들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기술) 자문 및 진단, 기술업그레이
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선양에 위치한 화천BMW는 직원들의 직업교육
을 위해 관련된 분야의 독일 대학과 이원적 직업교육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
이고, 국내에서도 선양공업대학 등 9개 대학과 인재육성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산업고도화와 스마트제조를 촉진하고 있다.
셋째, 중국이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도입할 때 ‘선 시범 후 확대’라는 점진적
인 방식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채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
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는 대외개방 및 대외협력의 방식으로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점차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점진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에 추진하였던 경제특구 정책도 점진적 개방정책의
일환이었으며, 홍콩과의 협력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03년 체결된 중-홍
콩 간 CEPA 역시 2004~13년 총 10차례의 보충협정을 체결하면서 점진적으
로 개방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유무역시험구 역시 특정 지역에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가고 있으며,
시범 정책의 내용 역시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일부 개혁적인 조치가 지방정
부를 통해 중앙정부로 건의되고, 이후 중앙정부의 검토 후 승인된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중
산업단지나 지방정부협력 프로젝트에서도 일부 개혁적인 조치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광둥성과 홍콩 양자간 협력사업 사례
에서 보듯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추진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참
고하여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개방적인 제도를 논의 단계에서부터 설
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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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방정부와의 협력 시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해당 각 부처를 포함한 다
층적인 협력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부 개혁적인 조치를 우선 실시하는
‘선행선시(先行先試)’ 방식으로 지방정부 권한을 초월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
으나 중앙정부 및 여타 부처에서 언제든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중앙-지방 간 권한의 모호함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14 첸하이·난사·헝친 건설 촉진을 위한 부처 연석회를 발족하면서 중앙의
각 부처 및 지방정부까지 포함한 37개 기관을 포함시킨 사례가 있으며, 홍콩
정부는 과거 광둥성 내 CEPA 선행시범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광둥성 정부에 관
련 T/F(CEPA先行先试措施落实协调小组) 발족을 건의한 바 있다.278)

2.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해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산업의 부가가치 규모 면에서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에서 3차 산업이 2
차 산업을 넘어서서 중국은 이미 서비스업 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중
국은 서비스업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경제협력의 중점도 제조업
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서비스업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아직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때문에 각 지방정부들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을 중시하고 있다.279)
따라서 지역별 협력수요를 파악해 관련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
써 서비스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78) 香港特别行政区政府中央政策组大珠三角商务委员会(2012), ｢十二五时期扩大深化CEPA开放的政
策建议｣.
279) 충칭 프로젝트 관리국 관계자 면담(2019. 11. 2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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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싱가포르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싱가포르
는 중국이 성장속도, 경제구조, 성장동력,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서비스업
이 주도하는 경제로 변화되는 것을 간파하고 중국정부에 서비스업 협력을 먼저
제안한 바 있다. 2008년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광저우 지식도시, 2015년
추진된 중국 최초의 국가급 서비스 분야 협력 프로젝트인 충칭 프로젝트가 그
예이다. 싱가포르가 중국 서부지역 도시와의 서비스 분야 협력을 제안한 2013
년 당시 충칭시는 서비스업 역량이 취약했고 중화학 공업과 제조업에 관심이
컸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업 협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
에 충칭 프로젝트 협력 초창기에는 싱가포르가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업 진행을 주도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기존에 보유한 국제 물류 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충칭의 농산물, 공업품 등의 수출 확대에 기여해 성공 가능성을 보
여줌으로써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공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바이
오·의료·뷰티·헬스·양로·물류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린성의 경우 한·중 국제협력시범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
에서 열거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중앙정
부와 협의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협력수요나 자유무역시험구와 같은 특정 시범지역의 정책을 고려
하여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협력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정 시범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때 세제나 토지
와 관련 우대정책보다는 제도 혁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둥성과 홍콩 간 협
력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방정부가 대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우대 정책이 과거 중국의 개발구나 산업단지에서 시행하였던 투자 유치 및 부
동산 개발 모델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중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서비
스업의 경우 우대정책보다는 제도 혁신이 더 중요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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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성의 대표적인 대홍콩·마카오 협력 프로젝트인 선전시 첸하이, 주하이시 헝
친, 광저우시 난사는 세계 500대 기업 등 대기업 투자 유치를 지나치게 강조하
면서 홍콩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의 밸류체인 형성이나 홍콩 중소기업의 성
장, 청년 창업 등 중국 중앙정부가 실제 의도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
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
정부와의 협력 추진
한국의 브랜드 파워와 중국 지방기업들의 하드웨어 역량 등 상호 비교우위
와 제3국 공동진출과 같이 양국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충칭을 비롯한 중국의 지방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브랜드 파워의 부족이다. 특히 한국은 최근 신남방정책을 통해 ASEAN
시장을 중시하고 있는데, 충칭시가 보유한 대ASEAN 네트워크나 물류라인을
활용한다면 시장 개척 기회를 보다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충칭시도 제3국
공동진출이 과제로 부각돼 협력수요가 있는 상황이며,280) 싱가포르보다 비교
우위가 있는 한국의 의료, 문화콘텐츠, IT 등 산업에서 공동진출의 기회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북방정책으로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의 협력 모멘텀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데, 이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으로 현재 창춘의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다롄의 한·중·일 산업단지 등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프
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처럼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80) 충칭 프로젝트 관리국 관계자 면담(2019. 11. 5, 충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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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독일 간 협력사례 역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 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을 연계한 협력으로 볼 수 있다. 랴오닝성의 BMW R&D 센
터는 BMW 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연구개발센터로 연구인력의 75%가 중국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랴오닝에서의 연구개발 협력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전략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생산기술을 제고할 수 있었던 BMW는 중국시장 확보를 위해 미국에서 생산되
던 BMW X5 SUV 모델의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할 수 있었으며, BMW X3
시리즈는 중국 랴오닝에서만 생산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4. 인적교류 확대
한·중 간 경제협력은 2018년 말 기준으로 교역액 3,000억 달러를 넘어서면
서 상품무역의 양적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을 보다 안정적이고 높
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적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다. 중국과 싱가포
르가 25년 이상 큰 문제없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데는 활발한
인적교류, 특히 단순한 여행객의 교류가 아닌 정부 공무원들의 활발한 인적교
류가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매년 약
30명의 중견급 이상 간부들을 싱가포르에 파견해 교육연수를 받게 하는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중국은 체제 및 행정제도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 공공행정, 전자정부 등의 간부 교육연수 분야에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교육과정이 중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81)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인 관리 시스템, 투자 유치, 산·관·학 협력 등의 교육 프로그

281) 충칭 프로젝트 관리국 관계자 면담(2019. 11. 2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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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중국어로 이수할 수 있게 개발하여 중국의 지방정부 간부들과 인적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5.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한·중 간 변화된 경제협력 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해야 하는
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중 산업단지를 서비스 개방조치 등을 선제적으
로 시험해보는 제도적 플랫폼이자 신산업 분야 기술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새만금, 옌타이, 옌청, 후이저우에 조성되어 있는 한·중 산
업단지는 여전히 제조업 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산업단지 운영 모
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한·중 간 교류협력 초기에는 한국의
노동집약형 제조기업이 중국 내 한·중 공업원에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와 법인세 등에서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전형적인 협력방
식이었다. 지금까지 새만금은 중국기업 유치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고, 중국 내
3개의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한국기업은 여전히 자동차, 중장비, 가전 등 제
조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새만금은 운용방안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으
며, 옌타이, 옌청, 후이저우에서는 발전방안을 발표했지만 골자는 한국기업에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첨단산업, 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으
로 운영 방식이 과거 협력 모델과 유사하다. 한·중 FTA라는 중요한 제도적 협
력 틀을 기반으로 조성된 4개의 산업단지는 협정문상에도 양국간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두었으나, 상호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협력 모델의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한·중 산업단지를 중-홍콩 CEPA 아래 성장한
선전처럼 실질적으로 양국의 각 산업별 외국인 투자진입 허용 및 경영 범위의
확대 개방조치를 시험해보는 제도적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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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현재 한·중 FTA 서비스 후속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양국간 협
력수요가 있는 서비스 영역의 개방조치를 선제적으로 한·중 산업단지에서 시
행해 서비스 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옌타이, 옌청, 후이저우의 한·중 산업단지 관리국에서 각각 발표한 발전계획
에는 공통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
으나, 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의 진행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신산
업 분야에서 공동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하여 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다. 특히 옌
타이와 옌청시에서 발표한 발전계획에는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에 대한 협력 수
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옌타이시의 경우 산업단지 내 한·중 신에
너지 자동차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 중이며, 현대차 R&D 센터가 위치해 있다.
또한 최근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산둥성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소에너지
자동차 표준제정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분야에서 한·중 간 공
동기술 개발과 함께 표준 제정에 대한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
광둥성과 홍콩 및 마카오의 경제일체화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웨강아
오 대만구 건설은 앞으로 광둥성과 홍콩 간 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핵심 모멘텀
이 될 것이며,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될 일부 조치 중에서
한·중 양국 협력에 유효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
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는 광둥성-홍콩-마카오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2019년 2월 「웨강아
오 대만구 발전규획 강요」를 발표하였는데, 현지 조사에 따르면 CEPA와 뒤이
어 발표된 자유무역시험구 등 홍콩과의 협력을 뒷받침했던 정책 조치들이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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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책으로 통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2) 현재 광둥성과 홍콩 간 협력
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조치는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이며, 웨강아오 대
만구 건설 차원에서 논의된 정책 조치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CEPA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당 발전계획에서 광둥성 내 대홍콩 협력 플랫폼을 제시
하여 앞으로 해당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외협력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협력 플랫폼은 주장삼각주 9개 도시에 모두 조성될 계획이고, 선전 첸하
이 선전-홍콩 현대서비스업 협력구(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 선전-홍
콩 과학기술혁신 협력구(深港科技创新合作区), 광저우 난사 웨강아오 전면협력
시범구(广州南沙粤港澳全面合作示范区) 등 총 12개가 있다. 이 중에서 홍콩, 마
카오가 아닌 국제협력단지(플랫폼)로서 한·중 후이저우 산업단지가 중-싱가포
르 광저우 지식도시와 더불어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중 경제협력 수
준을 제고하는 지렛대로 후이저우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과 관련해 여러 정책 문건이 발표되었으나
아직 대외개방협력 및 제도 혁신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치는 제도적 탐색과 연
구 상태에 머물러 있다. 중-홍콩 CEPA를 토대로 금융, 교육, 법률, 운송, 통신
등 분야의 투자자격 요건·지분비율 제한 완화와 같은 개방조치를 실시할 계획
이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혁신, 의료 부문에서 일부 발표된 조치는 한·중 협력 확대를 위해 참고할 만하
다. 광둥성, 홍콩, 마카오는 지방정부 연합으로 ‘웨강아오 기술혁신펀드’를 설
립하여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자금의 해외 사용을 허용하
고 있다. 또한 광둥성 정부에서 발표한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3년 행동계획」
에 따르면 의료 분야 관련 홍콩·마카오의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홍
콩·마카오 의료기관의 해외 의약품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며 이

282) 中山大学 관계자 인터뷰(2019. 11. 4,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中国(深圳)综合开发研究院 관계자 인
터뷰(2019. 11. 5, 중국 광둥성 선전시); 前海创新研究院 관계자 인터뷰(2019. 11. 6, 중국 광둥성
선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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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점진적으로 대만구 내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시 해당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전략
에 부합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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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Cases and Implications
of China’s Local Governments
Sanghun Lee, Hong won Kim, Jiwon Choi, Joohye Kim, and Jae Hee Choi

As the Chinese economy becomes more advanced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environment surrounding China changes, so
too is China’s strategy for external openness and economic
cooperation. Accordingly, specific policies are diversifying from the
past focus on manufacturing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services, overseas investment, bilateral and multilateral FTAs, an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As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stance changes, China’s local
governments are also promoting external openness and cooperation
based on regional development stages, industrial struc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reflecting the central government’s
strategy. In particular, after the 19th Party Congress, the central
government showed a strategic stance expanding external openness.
In response, local governments have moved away from the
traditional method of cooperat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centered on industrial complexes, and in recent years various
cooperative methods have been promoted, including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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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ntegration, service and investment, the use of FTAs, and
innovations in institutions to expand external openness.
Along with the shift in China’s foreign economic strategy, the
economic cooperation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 and China is
changing as well, including the strengthening of protectionism,
structural changes in the Chinese economy, the Korea-China FTA
coming into effect, and the launch of follow-up negotiations.
Therefore Korea needs to find new strategies and measures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making it time to find new ways
to expand cooperation with Chin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ategies,
detailed policies and major cases of Chin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ternal openness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future.
First, Chapter 2 analyzes the external openness and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es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each period.
Since 2001, when China joined the WTO, China’s opening and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es have been gradually expanded to
various fields by expanding external openness (10th Five-Year Plan),
implementing an open strategy of mutual benefit (11th Five-Year
Plan), enhancing the level of mutual openness (12th Five-Year Plan),
and establishing a new phase of full openness (13th Five-Year Plan).
In particular, the 13th Five-Year Plan (2016–2020) suggested active
external cooperation strategies such as full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treatment plus a negative list management system,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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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ervice industry, establishment of a high-level global FTA
network, and promotion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s.
In accordance with the strategy and policy stance sugges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each local government in China is
implementing

various

and

specific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or external opening policies to reflect regional
economic conditions.
Categorized according to policy and project purpose,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measures are being
promoted, in the form of: traditional industrial complexes or
development zones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cooperation for
industrial upgrading and urbanization, institutional reform and the
establishment of demonstration zones to expand external openness,
pilot projects based on FTAs, institutional cooperation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cooperation projects to shap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mong others.
In Chapter 3, we analyzed three cases of cooperation that are
considered successful among China’s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First is the case of cooperation between Guangdong and
Hong Kong. This can be seen as an institutional cooperation model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between the two sides. In the past, economic
cooperation with Hong Kong was led by the private sector, but since
the conclusion of the CEPA, discussions on economic cooperation
with Hong Kong have been more based on policies and institutions
l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Guangdong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cooperation with Hong Kong, serving as a test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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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ilot basis measure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CEPA
betwee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In 2015, Zhuhai Hengqin,
Shenzhen Chenhai, and Guangzhou Nansha – special areas established
as economic cooperation platforms between Guangdong, Hong
Kong and Macau – were integrated into the Guangdong Free Trade
Zone. Since the launch of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in 2019, cooperation between Hong Kong and
Guangdong in the economic and social sectors has been discussed
within the context of constructing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and the CEPA is still used to institutionalize issues
discussed in the economic sector.
Second is the case of cooperation between Liaoning and
Germany. Liaoning Province, the representative industrial zone of
China, promoted the strategy of revitalizing the old industrial base
in Northeast China in the early 2000s. In addition, various
preferential policies were implemented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As a result, Germany’s BMW and a number of related
companies have entered the region. Afterwards, as China’s central
government

and

Germany’s

government

actively

promoted

industrial cooperation, in 2015, the China-Germany (Shenyang)
High-end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ial Park was established
in Shenyang, Liaoning Province. Under policy support from BMW in
Germany a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China, the
industrial complex maintains double-digit growth rate every year,
and plans to expand the scope of industrial cooperation from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automobile industry to new energy
automobile and bio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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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is the case of cooperation between Chongqing and
Singapore. Launched in 2015, the Chongqing-Singapore Demonstration
Initiative on Strategic Connectivity is the flagship case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ingapore, and
the first national-level cooperation project in the services industry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roject selects financial, aviation
servic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ervices as the four areas of cooperation, and implements
various pilot projects through discuss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Based on these achievements, the two governments
are expanding the scope of cooperation not only to Chongqing but
also to the whole of western China and even ASEAN.
Chapter 4 analyzes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Korea and China’s local governments. Until the early 2000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s local
governments was mainly based on private companies entering
Korean industrial complexes created by the Chinese local
governments to attract investment. Since 2010,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local Chinese governments,
l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as begun to take
off. With the Korea-China FTA taking effect in 2015, cooperation
with China’s local governments has been further strengthened by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or the pilot
project for loc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cities of
Incheon and Weihai. However, most of the economic council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and local governments in
China often end as one-off consultation events. Therefore, there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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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ooperation by developing
these into regular consultation channels.
In addition, most of the cooperation models betwee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and China’s local governments – such as the
project to establish a separate medical complex for Korean health
providers within the Hunan Provincial Health Industrial Park or
industrial parks in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Korea-China FTA
– are mostly based on operation models used for Korea-China
industrial parks in the 1990s. The typical operation model was to
invite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companies in Korea to invest
in Korea-China industrial parks in China to set up factories, while
the local Chinese government would grant preferential benefits in
terms of land and corporate taxes. Current cooperative projects
operate upon a more or less similar model.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economic cooperation environment
surrounding the two countries by developing a more advanced and
sustainable cooperation model.
In Chapter 5, based on the results analyzed in Chapters 2-4, we
suggest ways to promote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especially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n China.
More specifically, we identify the following policy needs to:
establish a consultative body to discuss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dvance beyond the current focus on manufacturingoriented cooperation and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service
sector; promot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by linking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for instance to jointly advance into
third countries; expand human exchange; expand cooper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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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new industries; and promote cooperation using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n particular,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n
China, it is important to operate a council that encompasses
industry, academia, research, and government actors to develop
strategic cooperation rather than only producing one-time
exchanges between governments.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prepare an overall roadmap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a cooperation model that can actually lead to
specific cooperation projects or pilo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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