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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 정부는 2013년 9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 방안을 발표하
고 10월 1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정식 설립하였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자유무역시험구를 추가 지정하여 2019년 8월 말 현재 전국 18개 성·시로 확
대·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시행 이전에도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
원구, 국경지역 공업원구, 보세항구, 종합보세구 제도 등을 도입하여 외자유
치와 무역 확대를 꾀하여 왔다. 이러한 지역들은 해관(세관)특수감독관리 지
역으로 보세정책 및 우대 정책 등을 실시해왔다. 따라서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의 도입은 기존 제도의 보완과 개혁·개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시험구라는 이름을 붙여 각종 제도의 시험과 검증을 통하여 중국경제의 업그
레이드를 추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성과와 역할, 전
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가능성 및 사업 확대 가
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연구는 주로 상하이를 비롯한 연해
지역 위주로 수행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
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물류기업의 진출 가능성 검토와 정부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는 본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전국적인 확대와 일대일로 정책 및 서부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청두(쓰촨성), 시안(산시성), 충칭시, 그리고 상하이 등
연해지역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의 중심지역인
우한(후베이성) 자유무역시험구를 연구범위로 정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장은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지정역사와 핵심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개
관하였다. 자유무역시험구는 행정·금융·무역·물류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개
선하여 중국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험공간이다. 중국 정부는 자유무
역시험구 내에서 정부기능 전환의 가속화, 투자 영역의 개방, 무역 발전 방식
의 전환, 금융 영역의 개방과 혁신 심화, 법제영역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보다 신속한 행정 처리와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
리항목에 있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도입하였다. 네거티브리스트는 시행 첫 해인
2013년 190항목에서 2019년 7월 37개 항목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물류운
송분야에 있어서는 2013년 13개 항목에서 2019년 6개 항목으로 축소되어
중국 국내 수상운송 경영, 항공운송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초기에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남북 연안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창장연선의 중부내륙, 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상
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확인된 개선정책 등을 전 시험구로 확대하는 구조
이지만 각 성·시의 산업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중점사항을 부여하여
발전시키고, 검증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하
고 있다.
3장은 연구범위 내 내륙자유무역시험구별 현황을 지정 및 운영현황, 주요
제도 및 정책, 주요 물류정책, 대외 물류연계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분
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안(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는 내륙에 위치해 있으나 육상,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첨단기술산업, 전자상거래 산업(전
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므로, 항공물류에 대한 중요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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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두(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방향은 신속한 통관, 신속한 세금 환
급, 기업유치 등을 통해 철도를 이용한 국제화물 운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청두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국-유럽열차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기본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두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주로 제조중심의 대기업이어서 협
력업체가 동반진출 한 형태이다. 따라서 물류기업이 동반진출 형태로 진출한
다면 화물 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칭시 지역은 서부대개발의 중요한 전략지점으로 “일대일로”와 “창장경제
벨트”의 연결점에 위치한다. 또한 서부지역 중 유일하게 도로, 철도, 항공, 수
운의 종합적 교통 운송의 이점을 가진 대도시로서 창장 황금수로와 중국-유
럽열차, 항공망 등 해륙공의 다양한 물류 통로를 보유하고 있다,
우한(후베이성)은 창장경제벨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특히 우한은 창장 중류의 최대 물류허브 항만도시이며, 다양한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우한항만이 위치해 있어 내륙수운·철도·도로 복합운송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유럽행 국제정기화물열차가 통과하고 있고 60여개의 항공노선이
개설되어있으며 항공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1월에는 전
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도 지정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운송수단 및 복합물류
체계와 옵티컬 밸리 같은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는 화물과, 전자상거래 화물 등
을 바탕으로 내륙지역의 중심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3장에서 기술한 각 자유무역시험구의 현황에 대하여 SWOT 분
석과 현지 기업, 현지 한국 공공기관 및 지역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와의
워크숍 및 인터뷰 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방향을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인터뷰와 기업 및 현지 우리 공공

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전후 진입
기업에 대한 특혜 혜택 등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별도의 혜택
보다는 기존 행정제도의 개선과 네거티브리스트에 의거한 진출 업종 제한의
축소 등에 방점이 찍혀있고, 우대혜택 등은 진출 의향을 보이는 기업과 현지
당국 간 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둘째, 현지기업 등의 의견으로는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이용하여 진출이
가능할 것이나, 자유무역시험구내 토지 및 임대원가가 높고, 정책에 대한 세
세한 내용파악이 어려워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지의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 물류기업의 저항, 연해항만과의 원거리 이격,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간의 경쟁 등 진출에 대한 장애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셋째, SWOT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① 대상 자유무역시험구
네 곳 모두 내륙지역이라는 이미지와 로컬기업이 대다수라는 점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② 우한과 충칭의 경우 내륙수로의 발달, 그리고 네 곳 모두 항
공 운수의 발달 및 일대일로 정책과의 연계성 등 원활한 대외물류연계망을
확보하고 있다. ③ 또한 앞으로도 항공물류와 일대일로 연계사업의 확장, 첨
단제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계획 등을 가지고 있어 물류업 발전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 ④ 특히 우한의 경우 창장 내륙수로와 철도 복합운송, 충
칭의 경우 수철(水鐵)복합운송, 자동차 산업의 육성, 현대물류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⑤ 청두 자유무역시험구는 서남지역
의 핵심물류 거점지역이지만 창장수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루저우항까지 추
가운송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2공항을 건설하고 있고 첨단물류 및 제조산업
을 육성하고 있어서 항공운송물류 분야는 유망할 것으로 분석된다. ⑥ 시안의
경우 서부대개발의 상징적인 도시이며 일대일로 중국-유럽 철도 운송의 허브
인 시안국제항무구가 있다. 또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투자가
이어지는 곳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 물류기업이 진출 가능한 분야(비지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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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유럽 열차를 이용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화물 유치이다. 중
국 내륙의 주요 물류 거점이며 자유무역시험구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 대부분
은 중국-유럽 열차를 운행 중에 있으므로 중국-유럽 열차를 이용한 화물유치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 물류기업이 중국 내륙지역에
서 중국내 로컬기업과의 가격 또는 유치 경쟁을 통해 충분한 화물을 확보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국 국내가 아닌 중국 국경과 가까운 동
남아시아 국가의 화물을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로 유치하고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유럽열차
는 위험물, 가격에 민감한 전자제품 등을 운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상대
적으로 가격, 시간 등에 덜 민감한 의류, 기계류 등이 적합하다는 점을 충분
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유무역시험구 보세정책 활용 모델이다. 중국의 보세정책은 자유무
역시험구의 지정으로 더욱 완화되고 신속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자유무역시험구에 ‘보세물류장책기업(保稅物流账册企业)’을 설립하고 물동량
을 확보하는 비즈니스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국 화주와 제
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생산기업과의 생산계약을 체
결하고, 중국 현지 생산기업은 제품 제조 이후 국내 기업과 보세물류 계약을
체결한 자유무역시험구내 보세물류장책기업에게 납품하여 세금환급을 진행
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을 활용하는 장점은 보세물류장책기업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화주기업과의 보세물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화물확보를 위한 로컬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어서 안정적이고 용이하게
물동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자유무역시험구내 가공무역 기업 설립 및 동반 진출이다. 중국 자유
무역시험구의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 중 실효성 있는 활용 정책은 자유무역시
험구내 기업에 대한 세금유예 정책을 활용한 제조기업 진출이다. 자유무역시

험구에 입주한 가공 제조기업의 경우 해외수입 설비, 원자재, 건축자재 등의
관세 약 5~6% 및 부가가치세(增值税, 증치세) 약 13%를 보류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내륙 자유무역시험구는 가공기업을 지역장려 산업 목록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법인세도 일반지역의 25%에서 15%로 낮출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넷째, 내륙 수운 직항로를 활용한 운송 모델이다. 최근 우한항은 기존에 난
징항 또는 상하이 와이가오챠오항에서 환적하여 수출입 운송하던 기존 해상
운송 루트와 더불어 우한항에서 일본으로 직항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다. 내
륙지역 물류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동부 연해항만으로 운송된 화물을 내
륙지역까지 운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물류기업이 창장 내륙지
역 항만에 연결된 직항로를 활용할 수 있다면 내륙지역에서도 로컬기업과 충
분히 경쟁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자유무역시험구의 중점유치산업을 활용한 진출 모델이다. 즉, 자
유무역시험구별로 성장하는 특정 업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 물류서비
스를 통해 화물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자동차는 부품 납품을 위한
해륙복합운송 개발, 반도체 및 노트북은 항공운송물류를 이용할 수 있지만,
배터리는 위험물로서 중국-유럽철도 운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장해운을
이용한 해상운송 등 개별 특정 업종별로 최적화된 운송방식 적용이 필요하다.
여섯째, 항공물류시장에 공격적 진출이다. 항공물류분야는 내륙지역의 자
유무역시험구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중 하나이며, 실제 공항
확충(청두 쌍류공항), 화물전용공항 건설(우한 순풍 화물공항, 2021년에 운영
예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항공분야의 경우 우리 물류기업이 참여하기 위해
서는 충분한 화물기 투입과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내륙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항공물류 수요는 다양한 지역에서 폭넓게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출은 어렵지만 놓치기 아쉬운 시장임에는 분명한 것으
로 판단된다.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 방안 연구 - 중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

5장은 결론 및 정책제언부분으로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제언 5가지를 제
안하였다.
2018년 중국 물류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통관 등 해관 행정, 등록 및 인허가
행정업무의 복잡성, 중복성, 업무시간 소모 등이었다. 그러나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이러한 행정사항이 크게 개선되어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이 이루
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우한, 시안, 청두, 충칭지
역은 중·서부내륙 중심지역으로 창장수운과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으로서의
특징을 살려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 시 특별한 혜택을 기대하기 보
다는 경영환경의 개선, 내국인 대우, 제도 개선에 따른 편의성, 각 지역의 중
점 정책과 산업, 물류 측면의 장단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진출여부를 판단하
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륙 자유무역시험
구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물류기업의 현지 진출의 성공여부는 물동량 확보 여부일 것이다. 따
라서 현지 내수시장 또는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진출하는 제조기업과 물
류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증 받
은 우수물류기업과 관련한 정보를 화주가 서로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체계 구축과 화주 및 물류기업 동반진출에 대한 성과 홍보 확대·강
화가 필요하다.
둘째,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업의 등록 및 영업활동 편의와 더불어서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보조금의 경우 공
식적으로 공개된 것과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나 정보제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중국 내륙지역 대부분에서는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물류박람회를 개
최하여 지역의 주요 정책과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
들이 참여하여, 기업 홍보와 현지 로컬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발굴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넷째,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업의 진입을 편리하게 하고 있으나,
물류기업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진출 이후 충분한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
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물류시설, 특히 창고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KOTRA는 중국내 여러 지역에 공동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나 아직 공동물류
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으므로 내륙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된 지
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장수운은 중국 내륙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외
연계 수송망 중 하나이다. 창장 중류에 위치한 우한항이 일본 항만과 직항로
개설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부산항 등과의 직항로도 개설하여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중 해운회담에서 창장 내륙항만과 우리
나라 주요 항만 간 직항로 개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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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중국 정부는 2013년 9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 방안을 발
표하고 10월 1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정식 설립하였다. 이후 4차례
에 걸쳐 자유무역시험구를 추가 지정하여 2019년 8월 말 현재 전국 18개
성·시로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시행 이전에도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
물류원구, 국경지역 공업원구, 보세항구, 종합보세구 제도 등을 도입하여
외자유치와 무역 확대를 꾀하여 왔다. 이들은 해관특수감독관리 지역으로
보세정책 실시, 우대 정책 실시 등을 해왔다. 따라서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의 도입은 기존 제도의 보완과 개혁·개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
역에 시험구라는 이름을 붙여 각종 제도의 시험과 검증을 통하여 중국경
제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험 검증된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상하이에 자유무역시험구 제도를 도입한 이래 4차례에 걸쳐 전국 주요
성·시에 자유무역시험구를 확대할 정도로 그 성과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 서부대개발 등과 연계되어 있는 내륙지역 개발
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7년 서부내륙 중심지역인 쓰촨성, 충칭시, 산시
성과 중부내륙지역인 후베이성 등지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정하였다. 이
를 통해 동부 연안 기업들의 서부지역 투자를 유도하고, 내륙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외자유치를 더욱 촉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또한 내륙
소비시장을 겨냥한 해외투자 유치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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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대일로 정책의 지리적 시발점이라 할 수 있고 서부내륙 개발
의 중심지인 충칭시, 쓰촨성, 산시성 및 중부내륙지역이자 창장경제벨트
(长江经济带)의 핵심지역인 후베이성에 자유무역시험구 지정운영으로 인
한 물류환경 변화를 조사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나. 연구 목적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서방에서는
이미 실시해오던 제도라는 인식이 강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큰 관심을 끌
지 못하여왔다. 그러나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등의 성과와 전국적인 확
대 지정을 볼 때 자유무역시험구의 활용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무역시험구는 크게 정부기능전환, 투자개방, 무역 자유화, 서비스 무역,
금융, 지역 개발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제도의 개선, 혁신, 외자유치 환경
조성, 사업 환경 개선 등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시험구의 전국
확대 현황, 각 지역별 자유무역시험구의 특색과 외자 진출의 여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존의 보세구역과 물류인
프라 시설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진출한 제조기업의 지원은 물론 현지
기업에 대한 3자물류 서비스를 통한 물류기업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진출 가능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18개 자유무역시험구 중 특히 서부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를 중심으로 현황, 제도 개선·혁신, 진출 성공사례, 대외
물류 연계방안 등을 조사·분석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방향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이다.

제1장 서 론 ❙ 23

첫째,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일반적인 현황과 지금까지의 성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유무역시험구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덜 알
려져 있으나 중국정부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서부 내륙지역 자유무역
시험구의 지정현황과 추진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대상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전후 기업경영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 및 중국
기업의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인식 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하여 자유무
역시험구를 활용한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 연구 범위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는 2013년 상하이에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확
대 지정되어 2019년 9월 현재 18개 성·시에 이르고 있다. 각 지역의 자
유무역시험구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검
증된 정책의 전국적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특색에 맞는 중점 정책 목표도
가지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전국적 분포를 보면 상하이, 랴오닝, 텐진,
저장, 푸젠, 광동성 등의 연해 항만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과 쓰촨, 충칭,
산시 등 서부 대개발 지역, 후베이, 허난 등 창장경제벨트 및 중부 내륙
지역 그리고 최근 2019년 8월 지정된 산동, 장쑤, 허베이, 윈난, 헤이룽
장성과 광시좡족자치구로 구분할 수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가장 먼저 지정된 곳이며, 2차 지정된 텐진,
광동성, 푸젠성의 자유무역 시험구도 2015년 4월 지정되어 그동안 관심
의 대상이 되어왔고 또한 현재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연해지역이라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지정된 3차 자유무역시험구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내륙지역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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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지정되어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이 2년
정도 진행되었고 처음으로 내륙지역에 지정된 곳이며, 서부내륙 지역 개
발이라는 중국정부의 관심이 집중된 지역이고, 일대일로 정책의 육상 연
선지역과 바로 연계되는 충칭시, 쓰촨성 청두, 산시성(陕西省, 이하 본보
고서의 산시성은 陕西省을 의미함) 시안 및 중부내륙의 중심지역인 후베
이성 우한자유무역시험구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 주요 내용
본 연구는 그 동안 수행해온 대중국 종합연구의 후속 과제라 할 수 있
다. 중국 종합연구 중 물류 분야는 중국 물류시장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진출전략과 한중 물류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를 서부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의 현황분
석과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 검토로 하되 특히 자유무역시험구의 특징
중 하나인 경영환경 개선, 무역, 물류비용 절감에 맞추어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개선 등에 따른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중 물류협력 연구사업」은 1차 년도인 2009년에는 당시 많은 우리
나라 물류기업이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환발해만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2차 년도는 중국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창장지역, 3차
년도는 중국 개방의 핵심지역인 주강지역, 4차 년도는 중앙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서북부 지역, 5차 년도는 동남아시
아와 인접한 서남부 지역, 6차 년도는 북·중 접경지역과 중국 동북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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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류현황, 산업구조, 전략 등을 분석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었다. 7차 년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 관련하
여 해외 항만 중 우리나라의 투자 유망지역을 선정하여 진출 방안을 분석
하였다. 8차 년도는 중국의 13·5계획상 중국물류발전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활용전략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금년도 본 연구의 대상범위는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서부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현황분석과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를 활용하여 우리 물류기업 등이 이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내용 및 연구범위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구분
연구
대상

연차별 연구내용 및 연구범위
한중 물류협력 연구사업
4차년도(2012) 5차년도(2013) 6차년도(2014) 7차년도(2015) 8차년도(2016)

∙ 중국 물류산업 정책 전반
∙ 세부 물류분야(해운, 항만, 도로, 철도, 항공 등)

∙ 서·북부지역
물류현황
∙ 서·북부지역
물류산업
구조 분석
∙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
내용적
∙ 서·북부지역
범위
물류전략
∙ 서·북부지역
물류산업
SWOT 분석
∙ 서·북부지역
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 서·남부지역
물류현황
∙ 서·남부지역
물류산업
구조 분석
∙ 중·동남
아시아 간
국제물류 협력
∙ 중국 서·남부
지역 물류전략
및 물류산업
SWOT 분석
∙ 서·남부지역
물류시장
진출전략

∙ 동북부지역
물류현황
∙ 동북부지역
물류산업
구조 분석
∙ 중·북한
국제협력
∙ 동북부지역
물류전략
∙ 동북부 물류
산업 SWOT
분석
∙ 중국 동북부
지역 물류시장
진출전략

공간적
∙ 서·북부지역
범위

∙ 서·남부지역

∙ 동북부지역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본연구
(2019)

연구보고서

∙ 중국의
∙ 중국의 물류
일대일로 전략 분야 13·5
∙ 중국의 해외
계획
항만 투자 현황 ∙ 중국의 13·5
∙ 해외 항만
계획 추진에
투자 유망
따른 물류
지역 분석
산업 전망
∙ 우리 물류
∙ 우리 물류
기업의 활용
기업의 활용
방안 수립
방안 수립

∙ 중국의 해외
∙중국 전역
항만 투자 지역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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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산시성,
충칭시, 쓰촨성,
후베이성
자유무역
시험구
∙ 자유무역
시험구 현황,
제도, 혁신
사항 분석
∙ 우리 물류
기업 진출
가능성
검토 등

∙ 서부 내륙
지역 자유
무역시험구
연구보고서

본 연구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수행 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자유무역시험
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제3장은 본 연구의 범위로 한정한 산시성,
쓰촨성, 충칭시, 후베이성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현황과 정책변화, 대외
물류연계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4장에서는 제3장에서 검토한 각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특징, 시사점 등을 토대로 현지기업 관계자 인터
뷰 조사, 워크숍 및 SWOT 분석 등을 종합하여 자유무역시험구 진출방
향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 연구의 결론과 정책제언을 기술하였다.

나. 연구 수행 방법
1) 선행연구 검토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중국 물류분야에 투
자하기 위하여 중국 물류산업에 대한 연구와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연
구이다.
지금까지 중국 물류시장과 물류산업에 관한 연구는 여러 연구기관에
서 수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한국무역협회에서는 물류시설 기본현황
등을 조사·연구하여, 중국 진출 물류기업 또는 제조기업 등에게 중국물
류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한중일 물류
협력 연구를 통하여 한중일 물류장벽해소와 통합시장 형성, 공동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국 종합연구에 참여하여 다년간에 걸쳐 중국 전역에 걸친 물류정책 연
구는 물론 발해만 지역, 창장지역, 주강지역 등 경제권역별 한중물류협력
및 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중국 서부지역 개발정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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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부지역, 서남부지역, 동북부지역 등 내륙지역 물류연구와 일대일로정책
및 13·5계획에 따른 우리의 활용전략 등의 연구를 이어 왔다.
그러나 2013년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도입과 확산에 따른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 방안 등 활용 방안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다만 한국 무
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서 발간한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현황
등을 정리한 가이드와 일부 항만공사의 투자진출을 위한 연구가 알려져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홍원(2018, 2019)은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일
부조치의 전국확대와 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하여 만화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노수연(2015)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사례를 중심으로 중
국서비스시장 개발전략의 변화와 시사점에 대하여 연구한 바가 있다. 이
강국(2015)의 연구는 주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내용이며, 부
산항만공사(2018)의 연구는 항만 등 연해지역 투자 기회를 탐색하는 연
구이고, KOTRA(2018)의 보고서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잘 정리하였지만 물류기업에 특화된 분석은 부족하였다.
기존연구는 주로 서비스 개방과 자유무역시험구 현황 설명이나 가이
드 역할을 하는 연구이었다. 특히 중국 자유무역시험구가 기존의 물류시
설지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시험구의 물류혁신 또는
제도 개선 등이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진출이나 활용방안과 연계된 연구
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중서부 개발전략과 자유무역
시험구 제도의 연결고리를 분석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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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1

2

3

주요
선행
연구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중국의 물류시장
∙ 문헌조사
∙ 연구자: 한국무역협회
∙ 사례분석
(2006, 2008)
∙ 연구목적: 중국의 물류를 이해하고
중국 물류시장 진출 지원

∙ 중국 물류 개요
∙ 중국 물류인프라 현황 및 계획
∙ 중국 3대 경제구역의 물류현황
∙ 지역별 물류현황과 계획

∙ 과제명: 한중 물류협력 연구
(3차년도)
∙ 연구자: 김범중 외(2010)
∙ 연구목적: 중국의 주강지역 물류시
장 분석 및 진출방안 수립

∙ 문헌연구와
∙ 사례분석
∙ 현지 조사 및
인터뷰
∙ 국제워크샵
∙ 현지 전문가 활용

∙ 중국 주강지역 물류환경 및 실태분석
∙ 주강지역 물류수요와 물류전략 분석
∙ 진출전략 및 협력사업 도출
∙ 정책추진을 위한 국가적, 기업적 대응방
안 수립

∙ 과제명: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을
활용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
전략 수립
∙ 연구자: 이주호 외(2012)
∙ 연구목적: 중국의 서부물류시장 분
석 및 진출방안 수립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현지 인터뷰조사
∙ 국제워크샵
∙ 지역물류세미나
∙ 국제·국내협동 연구

∙ 서부지역 물류현황, 물류전략
∙ 서부지역 물류산업 구조 분석
∙ 중국·중앙아시아 물류 협력
∙ 서부지역 물류산업 SWOT 분석
∙ 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 과제명: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 문헌연구
∙ 연구자: 이강국(2015)
∙ 사례분석
∙ 연구목적: 상하이 자유무역
∙ 인터뷰조사
시험구 현황 조사 및 활용방안 도출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경과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기본정책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분야별 조치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확산 및 활용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기업진출 사례
∙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의 시사점,
대응방안

5

∙ 과제명: 중국자유무역 시범구 운영 ∙ 문헌연구
현황 및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 ∙ 사례분석
∙ 인터뷰조사
시험구를 중심으로∙ 연구자: 강민주 외(2016)
∙ 연구목적: 자유무역시험구 진행상
황 분석 및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도출

∙ 중국자유무역시험구 개황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 전망 및 시사점

6

∙ 과제명: 중국 지역별 자유무역지구
조사
∙ 연구자: 부산항만공사(2018)
∙ 연구목적: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별
분석 및 진출 전략대안 도출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인터뷰조사
∙ 현장방문 조사

∙ 자유무역지구 개요
∙ 자유무역지구별 현황분석(광동성, 랴오
닝성, 후베이성)
∙ 진출 우리기업 현황 분석
∙ SWOT 분석 및 전략대안 도출

7

∙ 과제명: 중국 특구의 최신 버전,
자유무역시험구에 주목하라
∙ 연구자: KOTRA(2018)
∙ 연구목적: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별
분석 및 활용방안 제안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인터뷰조사
∙ 현장방문 조사

∙ 자유무역시험구의 특징과 내용
∙ 자유무역시험구별 현황분석(18개 자유
무역시험구)
∙ 활용방안 제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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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구분

본
연
구

계속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 과제명: 중국자유무역 시험구를 활
용한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방안
연구 –중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 연구자: 김범중 외(2019)
∙ 연구목적: 중국 내륙지역 자유무역
시험구별 분석 및 우리기업 진출 방
안 도출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중국현지 전문가
공동연구
∙ 설문조사
∙ 인터뷰조사
∙ 현장방문 조사
∙ 현지전문가 워크숍

주요 연구내용

∙ 자유무역시험구별 현황 분석
(산시성, 쓰촨성, 충칭시, 후베이성)
∙ 특징 및 시사점 도출
∙ 우리기업 진출 방향 제안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2) 연구 수행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으로는 주로 문헌 연구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파악된 현황을 바탕으로 각 자유무역시험구를 기업의
입장에서 강점, 약점, 기회 등 SWOT 분석과 현지 인터뷰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수행 방법으로는 우선 중국 18개 성·시의 자유무역시험구 중 내
륙지역에 위치한 4개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현황 분석 등을 중국 현지
지역의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일차적으로 문헌연구를 통
하여 전체 현황을 파악하면서 각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현지 전문가 집
단인 창장항운산업연구중심, 쓰촨교통설계원기술원, 창안대학 물류 및
공급체인연구소 등과 국제협동연구를 실시하였다. 협동연구 후 협동연구
자, 중국 현지 진출 기업, 현지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및 KOTRA
중국 지역 무역관 관계자, 한국무역협회 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워크숍을
3회 개최하여, 현지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진출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중국현지 자유무역관리위원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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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시험구 운영에 관한 설명과 토론을 통하여 한중 물류협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대상지역의 12개 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안, 청두, 충칭지역 기업에 대한
직접인터뷰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그림 1-1>과 같은 연구수행조직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1-1

연구 수행 조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중국연구센터)

연구자문위원회

∙ 협동연구기관 (4개 기관)
- 창장항운산업연구중심
- 쓰촨교통설계원기술원
- 창안대학 물류 및 공급 체인연구소

표 1-3

연구심의위원회

∙ 기타 협력기관
- 각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등
－ 한국무역협회/KOTRA
- 상하이한국국제물류협회
－ 중국내 한국물류기업
－ 중국물류기업 등

연구 활동 요약
구분

내용

문헌연구

기본현황조사

협동연구

3개 기관

설문조사

12개 기업

워크숍개최

3회(상하이, 시안, 청두)

직접면담 의견 청취

시안, 청두, 충칭

자유무역관리위원회 방문

시안, 청두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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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중국 지명과 명칭은 중국어 병음 발음을 기본으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중국어 간체자 또는 번체자를 병기
하였다. 다만 고유어로 굳어져 관용화된 일부 지명 등은 관용화된 명칭을
사용하였다. 제도나 정책 명칭의 경우 뜻이 전달되도록 가능한 한 우리말로
기술하고 중국어를 병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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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개관

1. 자유무역시험구
2. 자유무역시험구 지정현황
3.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 방향과 중점산업
4. 자유무역시험구의 외국인 투자 가능 업종

1. 자유무역시험구
자유무역시험구는 해외사업의 발전 촉진을 위해 중국의 관세 및 부가
세가 면제되며, 검역절차, 외국인투자정책 등이 대폭 간소화 및 개혁된
경제구를 의미한다.1)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영어로는 Pilot Free
Trade Zone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Free Trade Zone은 자유무역지역
으로 어느 한 국가나 지역에서 특정한 구역을 획정하여 일방적으로 특수
한 세금 우대와 감독 정책을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곳을 의미한다. 중국은
Free Trade Zone에 Pilot(시험구)를 붙여 일반적인 자유무역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역, 인적 진출입, 금융, 화물 보관, 화물의 출입 등에 관한
정책을 중국 실정에 맞게 시험 도입하고 효과가 검증된 경우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KOTRA 자료에 의하면 “자유무역시험구의 의미는 일부 영토를 지정
한 뒤 이곳으로 반출입되는 화물에 대해 관세 및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지역을 통칭한다.”라고 설명하고 “관세 적용 이외 지역에 설립된 세수 및
해관(海關, 한국의 세관, 이하 해관이라 함) 특수관리정책을 주요 수단으
로 삼아 무역자유화, 편리화를 추진하는 다기능 경제특구, 원칙상 해관의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상품의 수입, 제조, 재수출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다.2)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지정될 때 발표된 <<중국(상하이)자
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전문에 의하면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는
당중앙, 국무원의 중대정책으로, 당의 18대 정신을 관철하고, 새로운 형

1) 부산항만공사, 중국 지역별 자유무역지구 조사, 2018, p. 19.
2) KOTRA, 중국 특구의 최신 버전, 자유무역시험구에 주목하라, 2018,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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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래에서 중대조치들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의 새로운 시기에 정부기능 전환, 관리모델 혁신,
무역 및 투자 편리화 임무를 담당하고, 개혁 심화와 개방의 새로운 루트
확대, 새로운 노하우를 축적하는 국가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명
시하고 있다.3)
여기에 전체목표로 “2~3년의 개혁 실험을 통해, 정부기능 전환을 가
속화하고, 서비스업 확대개방과 외자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적극 추진한
다. 헤드쿼터경제와 “신형무역업무”를 발전시키고, 자본항목 태환 및 금
융서비스업의 전면 개방을 가속화한다. 화물상태별 분류감독관리 모델
구축을 심화하고, 투자 촉진과 혁신적인 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국
제화, 법치화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수준의 투자무역편리 수
준을 갖추고, 환전이 자유롭고, 규범화된 자유무역시험구를 구축하여, 중
국의 개방과 개혁을 심화하고 새로운 로드맵을 모색하여, 중국 전역에 파
급할 수 있게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4)
구체적인 실행 분야로는 “정부기능 전환의 가속화, 투자영역의 개방,
무역발전방식 전환, 금융영역의 개방혁신 심화, 법제영역 제도 개선” 등
을 제시하고,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해보고 효과가 검증된 제
도는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따라서 총체
방안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면 무역, 금융, 서비스 등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선 상하이 등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입안, 시험, 검증하여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3) 中国(上海)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2013. 9. 27).
4)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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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의 확대 개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2-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4대 목표 및 5대 주요 임무
구분

내용
네거티브리스트를 핵심으로 한 투자관리제도

4대목표
(제도 혁신)

무역편리화를 중심으로 한 무역감독제도
정부직능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사중사후 감독제도
자본항목으로 태환이 가능하고 금융서비스업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금융혁신제도
정부직능의 전환 촉진(12항목)
개방에 상응하는 투자관리제도 혁신의 심화 확대(4항목)

5대 주요임무

무역감독제도 혁신 적극 추진(5항목)
금융제도 혁신추진(1항목)
법제 및 정책보장 강화(3항목)

자료: 戴金山, 湖北自贸区武汉片区发展对韩国物流的机遇(협동연구자료), 2019. 9, p. 13 의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각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실행은 이미 제도를 시행한 곳에서 성과가
확인된 제도를 복사하여 적용함은 물론, 각 시험구별로 별도의 실행방안
을 입안하여 적용해보고, 성과가 확인되면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시험구의 목표와 임무를 따라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유사하고 세세한 정책에서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시행
되고 있다. 실행방안의 분야를 보기 위한 사례로 <표 2-2>에 우한 자유
무역시험구의 실행방안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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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자유무역시험구 실행방안(임무와 조치, 우한 자유무역시험구 사례)

1. 행정심사와
서비스개혁
추진,
정부직능
변화 가속화

후베이
자유무역
시험구
우한편구
실행방안

행정체제개혁 심화

∙ 정부 관리방식, 행정심사제도 개혁 혁신 가속화
∙ 즉시처리, 인터넷 처리, 정무서비스 개혁
∙ 내외 정무서비스 일체화 실현 가속화
∙ 세무업무 서비스 혁신 가속화

사중사후 감독강화

∙ 완전한 사회신용시스템, 법집행 효능 제고
∙ 완전한 사회서비스 시스템

∙ 외상투자 부작용 내역 관리제도 실행
외상투자관리제도 개혁추진 ∙ 외상투자 심사 및 관리서비스 완전화
∙ 외상투자기업 산업지원정책 동일적용
외상투자 영역 개방확대

∙ 외자유입 제한 완화
∙ 역외자연인 유입 및 자격허가개선

과학기술 혁신 능력 제고

∙ 과학기술체제 개혁심화, 국제혁신요소집결 및 이용
∙ 지적재산권 보호와 운용강화

2. 혁신드라이브
발전 추진,

혁신생태환경 구축

∙ 혁신창업 클러스터 건설
∙ 옵티컬 밸리 혁신발전지수 연구 및 발표
∙ 창업-가젤-유니콘 육성메커니즘 완비

산업
업그레이드
가속화

혁신인재 지원 강화

∙ 인재유치와 보육강화,
∙ 외국국적 인재관리서비스 완비
∙ 인재지원 및 유동메커니즘 구축

중부지역과 창장경제권
산업업그레이드추진

∙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현대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 산업녹색발전추진

금융영역 대외 개방
확대

∙ 자본항목 교환개혁의 실천
∙ 일반항목 외환수지 수속 간편화
∙ 역외교역 신모델 개혁 적극추진

금융서비스능력 강화

∙ 신형 금융 기구 유치, 융자대출업무 발전

과학기술 혁신

∙ 과학기술 금융서비스플랫폼 건설
∙ 과학기술 금융투자융자시스템건립
∙ 특색있는 과학기술 금융상품 발전

완전한 금융위험방지
시스템 확립

∙ 중소기업 신용시스템 건설 시범지역 심화
∙ 역외자금유동성 관리감독 메커니즘 확립
∙ 합리적, 규칙의거 평가시스템

신형무역업태 확장

∙ 무역혁신발전, 보세교역과 전시교역발전
∙ 역외 전자상거래 발전

서비스무역 범위 확대

∙ 보세연구개발 측정업무,
∙ 보세측정AS 재생산업 업무
∙ 서비스형 무역혁신발전

무역편리화수준 제고

∙ 통관관리감독제도 혁신, 검역제도 혁신
∙ 항만해관혁신, 해관서비스기능 확장
∙ 지정해관 건설강화, 통관협력 및 교류 촉진

국제상업 무역물류
서비스 기능강화

∙ 창장 중류 항운센터, 국제항공운송능력 전면제고
∙ 국제상업무역물류허브 건설

대외 개방능력 전면확장

∙ 대외 투자협력 촉진시스템 완비
∙ 역외투자업무의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융화지원
∙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3. 금융영역
개방혁신
추진심화,
과학기술
금융 발전

4. 적극적 대외
개방 확대,
개방형 경제
시스템 구축

자료: 戴金山, 湖北自贸区武汉片区发展对韩国物流的机遇(협동연구자료), 2019. 9, p. 12 의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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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무역시험구 지정현황
2013년 7월 3일 국무원상무회의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마
스터 플랜’을 통해,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은 글로벌 경제무역 발전의 새로
운 흐름에 발맞추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중대한 조치
이며, 중국의 글로벌 경쟁에 대한 새로운 강점을 육성하고, 각국과 협력
발전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며, 경제성장의 새로운 공간을 펼쳐 중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꾀한다고 하였다.5)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2013년 10월 첫 지정되었지만 이전에 이미
여러 이름으로 보세구역 등이 지정되어 운영되어 왔고 다양한 이름으로
진화 발전하여 오고 있었다. 그 핵심내용은 관세관련 정책의 적용 및 외
자유치에 대한 우대조치로 지정구역 내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이러한 제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각 자유무
역시험구는 대부분 기존 보세구, 고신구(高新区, 첨단산업구), 보세물류
원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지정은 2013년 10월 1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정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2019년 9월 현재
18개 성·시에 지정되어있다. 2015년 텐진, 푸젠성, 광동성 자유무역시험
구 지정, 2017년 산시성, 쓰촨성, 충칭, 후베이성, 허난성, 저장성, 랴오
닝성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2018년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지구 지정,
2019년 8월 산동성, 장쑤성, 허베이성, 윈난성, 헤이룽장성 및 광시좡족
자치구 등 18개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정하였다. 즉, 지속적이며 광범위하게
자유무역시험구 영역을 확대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심층적으로 확대 발전

5)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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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신규지역 지정보다는 대
부분 기존 경제특구 등을 포함하여 지정한 것이 특징이다.
2017년 시진핑 총서기는 19대 보고 중 “자유무역시험구에 더 큰 개혁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지정 확대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주요 임무
조치를 주체로 하여, 각 지역의 특징을 결합하여 내륙과 홍콩·마카오와
심도 깊은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며, 대만과의 양안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등 각 지
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발전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2017년 6월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성 등 7개 성·시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3차 추가 지정은 오래된 공업기지인 랴오닝성의 발전과 첨단 제조업의
내륙으로 이전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동북부지역과 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다.
또한 2019년 8월 4개 성에 대하여 자유무역시험구를 추가 지정하면서
전국의 18개 성·시에 자유무역시험구가 세워져 전국 절반 이상의 성·시
에 자유무역시험구가 가동되는 등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표 2-3

지정시기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추이
지정내용

의의

2013. 9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정식 지정

다양한 해관 감독유형이 있는 특수경제구역, 종합성, 개방성 강화

2014.12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확대

기술, 시설, 정책 지속 업그레이드

2015. 4

제2차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텐진, 광동, 푸젠)

1. 동부 연해지역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심화
2. 각 지역의 지리 및 강점을 반영하여 인접국과의 무역활성화
3.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경험 전파, 자유무역시험구 확대와 경험
전파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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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지정시기

지정내용

의의

2017. 6

제3차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동·중·서 지역 간 협조, 해륙을 포괄하는 공간적 분포 광범위화로 지역
(동·중·서부를 포함한 저장, 랴오 경제발전확산, 전방위적이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에 새로운 역량을
닝, 후베이, 허난, 쓰촨, 충칭, 산시) 더함

2018. 4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지구 지정

2019. 8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더 광범위한 영역, 다층 구조 차별화 탐색, 대조실험,
제4차 자유무역시험구 지정(산동, 상호 보완실험, 능동적 서비스와 융합으로 “일대일로”건설, 징진지 협
장수, 광시, 허베이, 윈난, 헤이룽장) 동 발전, 창장삼각주 일체화 발전, 동북 진흥, 해양강국 등 국가발전전략
혁신 가동

하이난성 전체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여 관광, 무역, 첨단산업지역
으로 발전

자료: 陳健雄, 中国(四川及重庆) 自由贸易试验区活用方案, (협동연구자료), 2019. 9, p. 3 의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중국의 각 자유무역시험구는 공통목표와 각 지역별 입지에 따라 별도
의 중점 목표가 주어져 있다.

표 2-4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별 주요 전략

지정

지역

총면적
(㎢)

주요
서비스지역

2013.09

상하이

120.72

전 세계

광둥

116.2

텐진

2015.03

2017.04

지리적 전략

주요
물류방식

개혁시범지역, 글로벌 경제무역,
해운 중심지

해운, 항공

홍콩, 마카오

가공무역모델 촉진, 홍콩 및 마카오
와의 경제협력

해운, 항공

119.9

동북아

징진지 프로젝트와의 협력발전 및
북방지역의 제조업 발전 촉진

해운, 항공

푸젠

118.04

대만

중국대륙과 대만 간의 경제무역
협력 촉진

해운, 육운

랴오닝

119.89

동북아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의 경쟁력
강화, 국규기업 개혁 집중 추진

해운, 항공

저장

119.95

전 세계
자유무역항구

벌크무역 촉진, 국제석유시장 및 운송
기지로의 변화

해운, 항공

허난

119.77

일대일로

국제교통물류 채널 조정

해운, 육운

후베이

119.96

중부굴기
창장경제벨트

쓰촨

119.99

내륙개방

산시

119.95

충칭

119.98

중부지방과 창장경제벨트의
해운, 육운, 수로운송
전략적 연결 기능, 전략적 신흥산업
내륙과 연해지역 협력 발전

항공, 육운

서부 대개발
일대일로

내륙과 일대일로 라인에 따른 국가
경제협력 모색, 현대농업 혁신 추진

항공, 육운

서부지역연계

일대일로와 서부대개발계획 촉진

항공, 육운, 수로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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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지정

지역

총면적
(㎢)

2018.04

하이난

3.5만

전 세계

자유무역항 추진

해운, 항공

산둥

119.98

대외개방의 선도지
(한중일 협력)

해양산업 발전, 한중일 지역 경제
협력 모색

해운, 항공

장쑤

119.97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역외투자협력 강화, 제조업 혁신
촉진, 금융의 기업지원 강화

해운, 항공

광시

119.99

해상실크로드 연계
(동남아)

아세안과의 협력강화, 서부 육로·
해로 연계교두보

해운, 항공

허베이

119.97

징진지 협력

국제벌크상품 교역촉진, 바이오
의약산업 육성

해운, 항공

윈난

119.86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주변국과의 국제협력모델 탐색,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강화

해운, 항공

헤이
룽장

119.85

동북아 협력

러시아 및 동북아 교통물류 허브
구축

해운, 항공

2019.08

주요
서비스지역

주요
물류방식

지리적 전략

자료: 1) 부산항만공사, 중국지역별 자유무역지구 조사, 2018. 2.
2) 박진희,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추가지정 배경 및 특징,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 10. 22. Vol. 2 No. 33.
3) 戴金山, 湖北自贸区武汉片区发展对韩国物流的机遇(협동연구자료), 2019. 9, pp. 6-11 취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그림 2-1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지정현황도

1차 자유무역시험구
2차 자유무역시험구
3차 자유무역시험구
4차 자유무역시험구
주: 하이난성 자유항지정이 4번째 지정이나 본 분포도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제 1회 중국 자유무역시험구(FTZ) 포럼 현장 스케치,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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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 방향과 중점산업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방향과 중점산업은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운영 취지와 지역 특성, 산업 특성, 발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다. 본 과제 대상지역인 4개 성·시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한(후베이성) 자유무역시험구는 3∼5년의 개혁 탐색을 거쳐, 국제적
인 표준 투자 무역 규칙 체계에 대응하여, 전체 170건의 개혁 시험 임무
를 완수하고, 약간의 제도 혁신 성과를 이루었다. 서비스 일대일로를 제
안하여 창장(長江)경제벨트 발전과 중부굴기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후베
이 개방 촉진, 발전이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고, 후베이성 경제 혁신을 추
진하여 지방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충칭시 자유무역시험구는 3년간의 개혁 실험을 거쳐 투자 무역 편의,
첨단산업 집중, 감독 고효율 간편화, 금융 서비스 보완, 경영 환경 규범
등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원구를 실현한다. 산업 발전, 시장의 주체에 초
점을 맞추고, 산업 기능을 개척하여 외부 확대 효과를 형성한다.
청두(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는 3∼5년의 개혁 탐색을 거쳐, 법치 환경
규범을 만들고, 투자 무역의 편의, 혁신적인 요소의 집약, 관리의 효율적
이고 편리화, 협동 개방의 효과가 현저히 높은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륙 개방형 경제고지(經濟高地, 경제발전의 핵심지역)를 조성하고 서부
대개발과 창장경제벨트 발전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 시범 역할을 한다.
시안(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는 “일대일로” 건설이 서부 대개발에 기
여하고, 서부 지역의 도시 문호 개방력을 증대시켜, 전면적인 무역시험
구, 개혁개방도가 높은 내륙지역 신고지(新高地), 일대일로 경제협력과
인문교류의 중요한 지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자유무역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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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발전방향과 편구별 중점산업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연구 대상 자유무역시험구별 발전방향 및 중점산업

지역

발전방향

후베이

서비스 일대일로를 제안, 창장
(長江)경제벨트 발전과 중부
굴기 등 추진, 후베이 개방 촉진,
후베이 경제 혁신

충칭

쓰촨

산시

투자 무역 편의, 첨단산업 집
중, 감독 고효율 간편화, 금융
서비스 보완, 경영 환경 규범
실현.

법치 환경 규범, 투자 무역의
편의, 혁신적인 요소의 집약,
관리의 효율적 편리화, 협동
개방. 내륙의 개방형 경제고지
(經濟高地)조성, 서부 대개발
과 창장경제벨트 발전
“일대일로” 건설과 서부 대개
발에 기여, 도시 문호 개방, 전
면적인 무역 시험구, 내륙형
개혁 개방의 새로운 발전지역
(新高地), 일대일로 경제협력
및 인문교류

중점산업
편구

중점산업

우한

차세대 정보기술, 생명건강, 스마트제조 등 전략적 신흥산업과
국제상무역, 금융서비스 등 현대서비스업

샹양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차,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산업

이창

선진제조, 바이오의약, 전자정보, 신소재 등 첨단산업 및 연구
개발 설계, 본사경제, 전자상거래 등 현대 서비스업

양장

첨단장비, 전자핵심부품, 클라우드컴퓨팅, 바이오의약품 등
신흥산업 및 전자상거래, 창고저장 분배, 금융임대, 연구개발
설계 등 현대서비스업

시잉

전자정보, 스마트장비 등 제조업 및 보세물류 중계분배 등 현
대서비스업

꾸웬항

복합연계운송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국제환적, 조달분배 등
의 서비스업

청두
칭빠이장
철도항

현대서비스업, 하이테크 기술, 임공경제, 통상구서비스
국제상품집산환적운송, 보세물류창고, 국제화물대리사업,
완성차 수입, 특별금융 등 통상구 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 등 현대서비스업

촨난
임항

해운물류, 항만물류, 교육의료 등 현대 서비스업

중심

전략적 신흥산업과 하이테크 산업을 중점 발전시켜 첨단
제조, 항공물류, 무역금융 등의 산업

시안
국제항무구
양링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의 산업
농업과학기술을 혁신하여 시범 확산시키고, 국제협력 교류를
전면 확대하여 '일대일로' 현대농업국제협력센터

자료: 董千里, 中国西安自由贸易试验区应用方案(협동연구자료), 2019. 9, pp. 9-13 의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그 외 본 과제의 연구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14개 자유무역시험구의 발
전방향과 중점산업은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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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연구 대상지역 외 14개 자유무역시험구별 발전방향 및 중점산업
중점산업

지역

발전방향

상하이

대외 개방의 길 모색, 정부기능과
행정체제 개혁, 경제 성장 방법의
전환과 경제 구조의 최적화, 개혁
혁신 촉진

국제무역, 금융서비스, 운항서비스, 전문서비스와 첨단 제조
산업, 상하이 반도체 설계 산업단지, 대형 항공기 산업단지,
창장혁신제약 산업단지, 창장 의료기기 산업기지 등 산업군
건설 가속화
해양금융, 현대 물류, 정보 서비스, 과학 기술 서비스 및 전문
서비스 산업

광동성

국제화, 시장화, 법치화의 비즈니스
광저우
환경건설전략,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실시, 광동과 마카오 간 서비스
세코우
추진과 무역자유화, 홍콩 마카오
에 서비스업 개방, 서비스 요소의 주하이
헝찐신구
자유롭고 편리한 흐름 촉진

편구

중점산업

항만 서비스, 운항 서비스 및 기타 전략적 신흥 서비스 산업
관광레저건강, 비즈니스금융서비스, 문화과학교육 및 첨단
기술 등

텐진

빈하이신구를 주체로, 해관 특수
감독 구역과 비특수 감독 구역을
포함 서비스와 무역의 편리화 혁신,
북부지역 항만의 허브화, 금융혁신,
첨단 제조와 서비스의 징진지 일체화

민용 항공, 장비 제조, 차세대 정보기술, 대중 소비재, 바이오
의약 등 신흥 산업. 금융혁신 위주의 현대서비스산업을 발전
시켜 혁신금융,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서비스, 전문서비스, 비
즈니스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5대 핵심산업 클러스터 조성

푸젠성

2020년까지, 국제 투자와 무역 통
행의 룰 제도 체계 구축, 법치화·국
제화·편리화 경영 환경 형성 개방
및 혁신을 융합하여 하나 된 종합개
혁시험구, 양안 경제협력 시범구,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연선국가를
대상으로 개방·협력 심화

국제무역, 해운 서비스, 현대 물류, 금융 서비스, 신흥 서비스,
관광 서비스와 첨단제조 7대 산업, 본사경제,6) 플랫폼 경제,
이안경제(离岸经济)7) 등의 새로운 업종 집약하여 산업 구조의
전환 가속화 및 기능 심화

랴오닝성

저장성

시장 체제의 개혁·구조조정 요구
가속화, 동북지역의 오래된 공업
기지 발전, 경쟁력과 대외 개방 수
준 제고

다롄

해운항공물류, 금융상무, 선진장비 제조, 하이테크 기술, 순환
경제, 해운서비스 등

선양

장비제조, 자동차 및 부품, 항공장비 등 선진 제조업과 금융,
물류 등 현대 서비스업 등

잉코우

현대서비스업(상무물류, 국제 전자상거래, 금융 등)과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제조 등 전략적 신흥산업

유류품 등 대종 상품의 저장·중계·무역 산업·보세 연료유 공급
저우산
저우산(舟山) “자유무역항구 건설
서비스 중점
모색,” 유류품을 핵심으로 하는 대
저우산섬 유류품 등 대량 상품 무역·보세 연료유 공급·석유화학산업
량화물의 글로벌 중심지, 국제 표
북부
패키지 장비 등
준에 맞는 자유무역항구의 선행 구
저우산섬
대량 상품 거래, 항공 제조, 부품 물류, 연구개발 설계 및 관련
역 추진
남부
패키지 산업

6) 본사경제(Headquarters Economy) : 다국적기업・국내 대기업 본사(지역 본사를 포함)가 지역 중심이나 중
심도시에 고도로 밀집되어 자본, 기술, 인재 등의 자원을 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주변지역이나 심지어 전 세계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제 형태를 가리킴. 출처(에듀월드 중중한사전).
7) 비거주민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경제 외향도 즉, 해외투자, 수출의존도 등을 높이는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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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지역

허난성

계속
발전방향

중국의 남북과 동서를 관통하는 현
대 입체 교통체계와 현대 물류체계
건설, 전 성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
심화, 비즈니스모델 혁신

중점산업
편구

중점산업

정저우

스마트단말기, 첨단장비 및 자동차제조, 바이오의약 등 선진
제조업, 현대물류, 국제상무, 국제전자상거래, 애니메이션
게임 등 현대서비스업 등

카이펑

아웃소싱서비스, 의료관광, 설계혁신, 문화금융, 현대물류
서비스업

뤄양

하이난성

국제 선진규칙에 대응 지속적 개혁
탐구 심화, 높은 수준의 개방, 높은
품질의 발전 추진, 개방형 생태형
서비스형 산업체계의 구축 가속화.
2020년까지 국제 개방도가 높은
자유무역항 건설 점진적 추진

산동성

경제사회 발전의 창의력 증진,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 해양강국
건설, 신구 발전에너지 접속 전환·
발전 가속화. 해양 경제, 대외 개방
의 새로운 고지 형성. 국제 경쟁력
있는 제도의 혁신, 경제 발전의 질
적 변혁, 효율적 변혁, 동력적 변혁
추진

관광업, 현대 서비스업, 하이테크 기술산업 주도, 국제 투자
무역, 보세 물류 등. 싼야에 해관 감시 격리구역 신설, 전 세계
동식물 종자원 도입과 중계 업무.

지난남

인공지능, 산업금융, 의료보양, 문화산업, 정보기술 등

칭다오

현대해양, 국제무역, 해운물류, 현대금융, 선진제조 등

옌타이

첨단장비 제조, 신소재, 차세대 정보기술,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생물의약 및 생산적 서비스업8)

난징
장쑤성

광시좡족
자치구

“개방형 경제 발전 선행구, 실물 경
제 혁신 발전과 산업 전환의 업그레
이드 시범구 만들기”

서남·중남 지역의 개방발전 거점,
광시와 아세안 국가 간 육해상 연계,
서남·중남·서북 출해구와 아세안
을 향한 국제육해무역의 새로운
통로 건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와
실크로드 경제벨트 연계

장비 제조, 로봇, 신소재 등 첨단 제조업 등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주혁신 선도구 설치

쑤저우

세계 최고 첨단기술 산업단지 조성, 국제화 혁신고지, 첨단화
산업고지, 현대식 관리고지 설치

롄윈강

아시아-유럽 중요 국제교통허브 건설, 일대일로 연선 국가
(지역) 교류협력의 장 역할

난닝

현대 금융, 스마트 물류, 디지털 경제, 미디어 등 현대 서비스업
중점 육성, 신흥 제조 산업 육성.

친저우

해운항만물류, 국제 무역, 그린케미칼, 신에너지 자동차의
핵심 부품, 전자 정보, 생물의약산업 등

총쭤

국경무역, 국경물류, 국경금융, 국경 관광과 국경 노무 협력 등
차세대 정보기술, 현대생명과학과 바이오테크놀로지, 첨단
현대서비스업 등

허베이성

숑안
베이징의 비 수도 기능 해소와 베이
징 텐진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 징
쩡띵
임공산업, 바이오의약, 국제물류, 첨단장비제조 등
진지 협력 발전 전략과 높은 품질의
숑안신구 건설 이행. 국제 무역 물 차우페이
국제대량화물 항만서비스, 에너지 저장배분, 첨단장비 제조 등
류의 중요 허브, 신형 공업화 기지,
띠엔
글로벌 혁신 고지와 개방 발전의 선
따싱
행 구역 건설
항공물류, 항공과학기술, 금융리스9) 산업 등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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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지역

윈난성

헤이룽
장성

계속
발전방향
변경 개방 촉진하여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연결통로 구축.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 진
출하는 대통로 건설

동북 전면 진흥, 북으로의 개방 창구
조성, 산업 구조조정 심화시키고,
대러시아 및 동북아 지역 협력의 중
심허브 조성

중점산업
편구

중점산업

쿤밍

공항경제구역과 연계하여 첨단제조, 항공물류, 디지털경제,
본사경제 등의 산업

홍허강

가공 및 무역, 건강서비스, 국경관광, 국제전자상거래 등

떠홍

국제전자상거래, 국경(국제)생산능력협력, 변경금융산업

하얼빈

신소재,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의약, 첨단장비 등 전략적
신흥산업, 금융, 문화관광 등 현대 서비스업

헤이허

변경 에너지자원 종합가공이용, 녹색식품, 상무역 물류, 관광,
변경금융 등

수이펀허

목재, 식량, 청정에너지 등 수입가공업과 상무역금융, 현대물류
등 서비스업

자료: 董千里, 中国西安自由贸易试验区应用方案(협동연구자료), 2019. 9, pp. 9-13 의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4. 자유무역시험구의 외국인 투자 가능 업종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관세구역 외 특정구역에서
면세로 자유롭게 수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10) 아울러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부기능 전환, 투자관리 체계개혁, 무역발전 방식 전
환, 금융개방 혁신 추진, 법률보장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적인 상황
에 맞게 별도의 특정 추진사항이 주어져 있다.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정하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목록에

8) 생산적 서비스는 시장화된 비최종 소비 서비스로서 다른 제품과 서비스 생산의 중간 투입 서비스로서 생산
지향적인 서비스이며, 전문화의 정도가 높고 지식 집약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산적 서비스업은 교
통운송업, 현대물류업, 금융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첨단기술서비스업과 비즈니스서비스업 등 중요 업종
과 부문을 포함한다(출처 : 바이커백과).
9) 금융리스는 신용대출·무역·리스가 통합된 것으로, 융자물을 통해 융자를 실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다
(출처 : 에듀중중한사전).
10) KOTRA 해외시장뉴스, 제 1회 중국 자유무역시험구(FTZ) 포럼 현장 스케치,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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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소위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도입하면서 첫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하였고 이후, 2014, 2015, 2017, 2018, 2019년
판이 발표되었다. 네거티브리스트는 2013년 190개 항목이었으나 지속적
인 감소를 보여 2019년 7월 3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표 2-7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 변화 추이

구분

발표연도

발표기관

적용범위

특별관리 조치의
항목수

제1판

2013

상하이시 인민정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190항

제2판

2014

상하이시 인민정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139항

제3판

2015

국무원

4개 자유무역시험구
(상하이, 광동, 텐진, 푸젠)

122항

제4판

2017

국무원

11개 자유무역시험구
(랴오닝, 저쟝,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
추가)

95항

제5판

2018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12개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추가)

45항

제6판

2019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8개 자유무역시험구
상무부
(산동, 장쑤, 광시, 허베이, 윈난, 헤이룽장 추가)

37항

자료: 박우, 김준호,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80호(2018. 12)
pp. 331-356,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11)에서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프레
임을 공개할 때 금융·해운·무역·문화·전문서비스·사회서비스 등 6대 서
비스영역의 18개 항목의 확대개방을 명시하였다.12) 여기에서 해운서비
스의 주요 개방내용으로 ① 중외·합작 국제선박운송기업의 외자 지분제

11)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2013. 9. 27.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중국리포트 제 2013-11호(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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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완화(기존 49%) ② 중국자본 지배회사가 보유 혹은 최대주주인 비중
국적선(편의치적선)의 상하이항~중국 기타 연안항만간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허용을 발표하였다. 또한 외상독자 국제선박관리회사 설립도 허용
하겠다고 발표하였다.13)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14) 중 물류 관련한 항목은 6개항이다. 이는
2013년 제 1판의 금지 또는 제한 업종 13개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다. 2013년 제 1판의 주요 내용은 철도운송(여객, 화물) 투자 제한, 도로
운송(여객)은 합자로 가능하나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 국경통과 도
로운송 제한, 수상운송은 중국자본에만 허용하고 국제해상운송은 중국측
이 대주주여야 한다. 국제해운화물 취급이나 야적장 운영 등은 합자나 합
작의 경우만 허용한다. 선박대리업은 금지되며 검수검정 등은 합작이나
합자로는 가능하다. 항공여객운송도 중국자본이 지배하고 외국인 투자는
25%로 제한한다. 창고업종에서 곡물, 면화 등의 저장, 군량미 공급은 국
가통제사항이며, 우정업도 금지업종이다. 이러한 물류분야 제한 또는 금
지 업종은 점차 줄어들어 2019년판에는 6개항으로 축소되었다.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 중 큰 틀에서 여섯 번째인 교통운수, 창고
및 우정업 부문에 6가지 항목이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중국 국내 수상
운송회사는 중국 측이 지배주주일 것, 특히 중국 국적 선박이나 선실 객
석을 경영 혹은 임대 방식으로 국내 수상운송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하
는 것을 금지하여 중국 내 잘 발달된 내륙수로 운송이나 연안운송에 진출

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중국리포트 제 2013-11호(2013. 10. 21).
14) 중국에는 적용지역에 따라 자유무역시험구판, FTA판, 전국판 등 3가지 네거티브리스트로 분류할 수 있다
(출처: 박우, 김준호,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
상무연구 80호, 2018. 12, pp. 33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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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운송도 중국 측이 지배주주여야하고, 1개
외국인(관련기업 포함) 투자는 25% 지분으로 제한하며, 법정대표자도 중국
국적자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현재 제도상으로는 자유무역시험구 내 외국기업은 중국 국내
수상운송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류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표 2-8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 중 교통운수, 창고 및 우정업 부문

구분

특별관리조치

6

교통운수, 창고 및 우정업

11

국내 수상운송회사는 중국 측이 지배주주일 것(중국국적 선박이나 선실 객석을 경영 또는 임대하는 방법으로 국제
수상운송업 혹은 보조업무 종사 금지)

12

공공항공 운송회사는 중국 측이 지배주주여야하고 1개의 외국인 투자자 및 관련기업의 투자비율은 25%를 넘을
수 없고, 법정대표자도 중국 국적자이어야 함(중국 공공항공 운송기업만 중국내 항공서비스를 경영할 수 있음)

13

일반항공 서비스의 법정대표는 중국 국적자이어야 하고, 농·임·어업 일반 항공회사는 합자로 제한, 기타 일반항공회
사는 중국 측이 지배주주이어야 함

14

민간용 공항의 건설, 경영은 중국 측이 지배주주이어야 함

15

공공교통 관제에 대한 투자는 금지

16

우정회사(우정서비스 경영), 우편물의 국내속달사업에 대한 투자 금지

자료: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와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개정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해외 전자상거래, 보세구, 금융 등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발전하고 있는 신업태 및 신모델을 주목하여 투자의
기회를 살필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이점은 타 지역에서는 허용
되지 않는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는 구역이므로 투자의 장애요인이 걷히
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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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자유무역시험구 현황

1. 시안(산시성)
2. 청두(쓰촨성)
3. 충칭
4. 우한(후베이성)

1. 시안(산시성)
가. 지정 및 운영현황
2017년 4월에 공식적으로 지정된 산시성(陕西省) 자유무역시험구의
기본 개발방향은 ①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서부 대개발 연계, ② 생산능
력 제고, ③ 농업분야 발전 등 세 가지이다. 국제물류센터 설립, 항공·드
라이포트(Dry Port) 연계, 철도의 운송능력제고 등을 통해 중국과 유럽
간 운송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복합 산업단지 및
농업협력구 등을 건설해 그린 실크로드를 조성하고, 농산업을 보다 현대
화하고자 한다.
시안 자유무역시험구는 총 119.95㎢ 규모이며, 시안 중심구, 시안 국
제 항무구, 양링 시험구 등 3개의 구역으로 구분된다. 시안 시범구 면적
은 87.76㎢로 시안수출가공구 A지역 0.75㎢, B지역 0.79㎢, 시안 첨단
기술 종합 보세구 3.64㎢, 산시 시셴(西咸) 보세 물류 센터(B형) 0.36㎢을
포함하고 있다. 시안 국제 항무구의 면적은 26.43㎢로 시안 종합 보세구
4.67㎢, 찬바(浐灞) 생태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링의 총
면적은 5.7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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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 위치

양링시범구
(5.76km²)

시안시범구 (87.76km²)
시안수출가공구, 시안 첨단기술
종합보세구, 산시시셴 보세물류
센터 포함
시안국제항무구 (5.76km²)
시안종합보세구, 찬바생태구
일부 포함
자료: https://www.chinacheckup.com/blogs/articles/china-free-trade-zones(검색일: 2019. 10. 30) 바탕으로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재작성.

산시 자유무역시험구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시안시범구의
주요 유치산업은 하이엔드(high end)제조업, 항공 물류, 금융 등과 같은
전략적 신흥산업 및 첨단기술산업이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 과학 및 기
술 분야, 교육, 문화, 건강, 의료, 관광의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시안
국제항무구의 주요 유치산업은 국제무역, 현대물류, 금융서비스(금융혁
신센터), 관광, 전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등이며, 일대일로의 국제 환적
허브, 유라시아 무역 및 인문 교류 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이다. 마지막으로 양링 시험구는 농업과학 및 기술 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대일로 주변국과의 농업부문 국제협력 강화 및 농업의 현대
화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15) 다음 <표 3-1>은 구역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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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산업을 요약한 것이다.

표 3-1

지정 연도

2017

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 세부 구역별 주요 유치 산업
세부구역

면적(㎢)

주요 추진 업종

양링

5.76

농업과학기술혁신

시안국제항무구

26.43

국제무역, 물류, 전자상거래

시안

87.76

신기술산업, 항공물류, 금융

자료: 董千里, 中国西安自由贸易试验区应用方案(협동연구자료), 2019. 9. 의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산시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이후(2017년 4월 1일) 2019년 7월 31일까
지 자유무역시험구에 신규로 등록한 기업은 32,220개사 이며, 총 등록
자본금은 약 6,584억 위안이다. 이중 외국투자기업은 426개로 1.3%에
불과하며 외국투자기업 등록 자본금 또한 0.4% 수준인 약 26억 위안이
다.16) 이는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한 기업의 대부분
이 중국기업임을 의미한다.

나. 주요 제도 및 정책
산시 자유무역시험구의 주요 정책 및 제도는 ① 자유무역시험구 개혁
자주권 부여 ② 원활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 가속화 ③ 투자무역의 편의성
제고 ④ 금융 혁신 강화 ⑤ 차별화 개혁 추진 ⑥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가
속화 추진 등 6가지 목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17)

15) https://hkmb.hktdc.com/en/1X0A9NQD/hktdc-research/China-Shaanxi-Pilot-Free-TradeZone(검색일: 2019. 10. 30).
16) 董千里, 中国西安自由贸易试验区应用方案(협동연구자료), 2019. 9, p. 40 .
17) 상게서 의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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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시험구 개혁자주권 부여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시험구에 행
정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는 개혁자주권을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자유무역시험구의 규제를 최대한 완화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성, 시,
현 3급 관리 사항을 자유무역시험구에 위탁한다는 정책이다. 둘째, 시안
시정부 주체로 자유무역시험구 시안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시안 경제기
술개발구, 시안 국제항무구, 시안 찬바(浐灞) 생태구 등에 현급 사회 관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증조분리(證照分離)”18) 개혁 추진을 가속화 하였다.

2) 원활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 가속화
비즈니스 환경 구축 사례를 들면 첫째, “인터넷+정부서비스”제도를 심
화하여 전자 증명서 허가(证照库)시스템을 확충하고, 자유무역시험구 정
부 서비스 플랫폼에서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여, 업무 협력 처리, 시장 관
리 감독 정보 등 상호 정보 교환을 실현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시안 국제 인터넷 전용 통로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정책은 성 공상국과 상업은행 간 전용선로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넷째, 자유무역시험구의 심사제도 간소화(50일 이내 처리) 및 투자 프
로젝트 승인 제도 개혁의 가속화이다. 다섯 번째 정책은 기업의 간이 말
소 절차를 최적화하여 조건이 맞는 간이 말소 등기 시한을 3일로 줄이는
정책이다.

18) 공상부처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증과 각 분야 관리부처가 발급하는 경영허가증 심사제도를 개혁함을
의미(출처: KIEP 뉴스브리핑, “중 국무원 ‘증조분리’ 개혁 범위 확대, 자유구역 선봉장으로,” 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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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무역의 편의성 제고
산시성은 투자무역 사업의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관시간
단축, 검사·검역 간소화, 전자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첫 번째 정책은 해관의 특수 감독 구역 내에서 항공기 등 대형 설비를
수입하는 융자 임대업무에 대해 해관 외지 위탁 관리 감독 업무를 실시하
고, 둘째, 수입 식품 관리·감독 방식 혁신을 위해 “항공 검사 육지 허가
(空检陆放)” 모델을 도입하여 수입 식품의 검역 통과 시간을 줄이고자 한
다. 셋째, 중국-유럽 열차(시안)가 중국으로 회차 시(返程) 수입 식품 운
송에 대해서 “항공 검사 철도 허가 (空检铁放)” 검역 모델을 시행하며, 해
당 상품 종류를 명확하게 확정하여 중국-유럽 열차(시안) 수입 상품의 통
관 시간을 단축한다.19) 넷째, 전시, 보수, 연구개발 설계, 의료 건강 등
서비스 무역 관련 화물, 물품, 수출입에 대한 통관 편의와 물품 검사 검
역 절차를 간소화 한다. 다섯째, 요건을 갖춘 외자 연구 개발 센터 연구
개발용 샘플, 장비, 시약 등에 대해서는 수입 절차 간소화 및 수입, 통관
시한을 15일로 단축한다. 여섯 번째 정책은 “일괄 입국, 분할 통관(一次
进境, 分批清关)”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통관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정책은 분선·검역·관리·감독 제
도를 실행하고, <CCC 면제 증명> A형 및 B형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CCC 면제 증명> 무서류화(paperless) 관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20) 또한 이와 유사하게 해관 기업 등록, 전자 통상

19) 空检陆放, 空检铁放: 항공으로 샘플을 운송하여 검사하고 차후, 철도 또는 도로운송시 검사 절차를 단축하여
시간을 절약하는 제도(출처: 오종혁, 충칭·유럽간 국제화물철도 운행 현황 및 전망, 이슈 & 트렌드, KIEP,
2016. 3. 23).
20)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 인증) : 중국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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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口岸) 네트워크망 가입 전과정, 감면세 신청 등의 무서류화를 추진하
고 있다.
또한 국제 무역의 ‘단일 창구’ 플랫폼을 바탕으로, 창고보관, 급유, 화
물대리 등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한번 접속으로, 해관 등 통상구 관리 감
독 부처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류 및 전자 정보를 한번에 제출하여 전 과
정을 “한번 방문으로 끝낼 수 있게 하는(只跑一次)”, 기업의 관리·감독 모
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4) 금융 혁신 강화
위안화 사용 확대 정책으로 첫 번째, 자유무역시험구내 은행이 실수요
와 원칙에 따라 역외기관과 역외 사업에 위안화 차관을 지급하도록 장려
하고 있다. 둘째, “퉁쓰루(通丝路)”라는 국제 전자 상거래 위안화 결제 플
랫폼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다. 셋째, 금융기관의 국경 간 금융 서비스 수
준을 제고하고,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위안화 국경 간 재보험 업무를 지
원한다.

5) 차별화 개혁 추진
양링구역에서 실크로드 경제 벨트 관련 대외 원조 교육 기지를 설립하
고, 서예대학 설립지원과 유학생 교류를 촉진하며, 자유무역시험구 문화·
무역 플랫폼 및 교역센터를 바탕으로 “혁신실천+창업플랫폼+서예 시장”
운영 모델을 채택하여 서예 국제 시장을 개척한다. 또한 자유무역시험구

위해 실시하는 강제적 상품검사제도로 이 마크를 확득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내 수입, 통관, 판매, 출고 등이
불가능함. 출처: https://blog.naver.com/mailktr/22130633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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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수 문화 아이디어 상품 및 서비스의 첫 공개, 첫 공연, 첫 상영,
첫 전시를 지원한다. 그리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 등과 관광 협력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관광업 자원 개방, 정보 공유, 관광 표준화 협력을 추진
하고 있다.

6)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가속화 추진
산시성은 자유무역시험구 투자 유치 정책 수립 장려, 특별 자금 설립,
계획분배, 투자유치 방식, 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
다. 특히, 투자 유치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문적인 투자 유치를 대대적으
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산시성은 항공 물류 발전 촉진과 관계된 조치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임공경제(临空经济, 공항을 중심으로 주변 경제를 발전
시키는 경제 성장 모델) 발전 전용 자금 설립을 지원하여 임공 경제 발전
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국제 화물 운송 전용 노선을 증설하고, 적극적으
로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 기업을 유치하여 국제 항공 익스프레스 환적
집산 업무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영 서비스 기업의 요금을
규범화 하고, 기업 창고 보관, 유통가공, 통관 등 물류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수행 중이다.
한편, 전자상거래, 전시, 교역, 구매, 결제, 배송, 사물인터넷 등의 기
능이 집대성된 종합 물류 기지의 건설 지원과 토지 공급을 최적화 하여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기업과 프로젝트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

다. 주요 물류정책
산시 자유무역시험구 6대 물류 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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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주 이용 수준 제고, 둘째, 신형 무역 방식 확대, 셋째, 통관 감독
서비스 모델 혁신, 넷째, 상호 협력 체계 혁신, 다섯째, 지역 개방형 경제
발전 견인, 여섯째, 지역 산업 성장 촉진 등이다. 이는 물류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부 물류정책 전략을 ① 공항물류부문에
대한 지원 ②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③ 물류기업 비용 절감을 위
한 임대료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산시 자유무역
시험구는 항공물류 부문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했다. 공항신
도시 관리 위원회는 항공물류산업 발전 특별 자금 1억 위안을 마련하여
항공 물류, 택배, 보세, 물류 신기술 연구 개발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글로벌 또는 대형물류기업이 공항신도시에 본사를 설
립하는 경우, 최대 500만 위안의 설립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능 본부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만 위안의 설립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한 물류기업의 수출입 업무 활성
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첫째, 국제 전자상거래 “온라인+오프라인”
산업에 종사하는 물류기업이 오프라인 체험 센터, 전시 거래 센터를 설립
한 경우, 800위안/㎡ 미만의 인테리어 보조금을 3년간 지급한다는 정책
이다. 최초 1년간은 매월 55위안/㎡, 그 다음해에는 매월 40위안/㎡, 세
번째 해에는 매월 30위안/㎡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둘째, 보세 물류
센터에 입주하여 수출입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 중 연간 수출입액이 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수출입액(해관통계 데이터 기준)의 1%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연간 수출입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게는 수출입액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되, 기업 당 최고 보조금은 100만 위안을 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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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물류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임대료 보조금 정책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 정책은 일반 물류창고 시설을 임대한 기업에게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차등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1,000㎡ 이하 규
모의 일반 물류 창고 시설을 임대하는 기업에게는 첫 3개월간 임대료 면제,
1,000㎡에서 5,000㎡ 규모이면서 기업의 연간 매출이 1,000만 위안 이
상인 경우, 전 2년간 지불한 임대료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임대
규모가 10,000㎡ 이상이면서 기업 매출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에는 전 2년간 지불한 임대료의 20%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두 번째는 보세물류센터에 관한 것으로 임대규모 및 기간에 따른 보조
금 지급 정책이다. 기업이 500㎡ 이하의 보세창고를 1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3~6개월간의 임대료 면제 기간을 부여하고, 임대 면제 기간 후 2년
간은 최고 30%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라. 대외 물류연계 방안
산시 자유무역시험구의 대외물류 연계수단은 연해 항만, 유라시아 대륙
연선 철도, 시셴신구 공항 등이다. 시안항은 중·유럽 고속화물열차 집결
센터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시앙시어우(襄西欧), 쉬시어우(徐西欧), 방
시어우(蚌西欧) 등 국제 화물 전용열차를 잇따라 개통하고 있다. 또한 텐진,
닝보, 상하이, 선전 등 연해 항만 도시들과 협력하여 육상·해운 복합 운송
전용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현재 70%가 넘는 수출입 화물이 시안에서
집결하여 유럽 및 중앙아시아로 운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안 국제항무구는 시안에서 벨라루스 민스크, 이란(아프카니스탄),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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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트, 이탈리아 밀라노, 라트비아 리가까지 이르는 5개 노선을 신규 개통
하는 등 운항 노선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였다. 중앙아시아, 유럽 간 고속
화물열차 운행 노선은 이미 11개에 이르며, 중앙아시아, 중동 및 유럽 주요
화물발생지역 뿐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과도 “육해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중·유럽 고속화물열차 “창안호(시안∼유럽 등)”는 컨테이너와 무개화
차가 혼합 편성되어 있어 화물과 대형설비를 동시에 운송 가능하다. 또한
창안호가 출발하는 시안국제항무구는 중국 내륙항 중에서 최초로 화물의
국제코드(CNXAG)와 국내코드(61900100)를 동시에 보유하여 국제운송
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21) 창안호는 물류기업들을 도급 노선 운행 방식
으로 참여시켜 운영 수준을 제고하였다. 현재 창안호 운송은 하루 3~4회
까지 늘어났으며, 운송 화물은 공정 기계류에서 점차 의류, 전자설비, 양
곡, 자동차 등의 전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8년 국무원은 「자유무역시험구 개혁 혁신 심화 지원 조치에 관한
통지」를 통해 “국외 항공사의 시안 공항 취항을 적극 추천”하고, “시안
항공 물류 발전의 지지 강도를 더욱 확대” 하고자 하였다. 이는 산시성에
더욱 많은 국제 항공 여객운송 및 화물 운송 자원을 유치함으로서 “허브
경제, 문호 경제, 유동 경제”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시셴신구 공항 신도시는 적극적으로 제5항권22)을 이용하여 국제 항공
회사와 연결하고 시장을 확대하였으며, 현재 산시 누적 취항 화물 운송

21) KMI, 중국리포트 제 18-15호, 2018. 8. 17.
22) 第5航权(中间点权或延远权): 이원권으로 출발국과 도착국 간 중간에 제3국을 경유하여 여객, 화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싱가포르 항공이 싱가포르-샤먼-시카고 항로에서 제5항권을 획득하는 경우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샤먼에서 여객을 환승, 탑승시킬 수 있음(출처: 중국민용항공국 http://www.caac.gov.cn/GYMH/
MHBK/HQZT/201511/t20151130_15317.html, 201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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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20개가 개통되었다. 그 중 국제노선은 7개 이상으로, 공항신도시는
모스크바에서 시안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가는 제5항권 화물 운송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 적극적이며, 시안을 중서부 지역 대 러시아 항공 운송의
집산 센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항신도시는 서부 공항
그룹 항공 물류회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블라디보스토크-시안-알마티,
브뤼셀-시안-델리, 서울-시안-하노이 노선 및 모스크바, 오사카, 방콕,
홍콩 등 화물 운송 노선도 신규 개통할 예정이다. 공항 신도시는 이미 산
시 자유무역시험구 글로벌 가치 사슬의 주요 통로 및 매개체가 되었으며,
삼성을 위한 시안-서울노선, 중싱(中兴)을 위한 시안-시카고 노선, 메이광
(美光)을 위한 시안-광저우의 화물 운송 노선을 각각 개통했다.
이와 더불어 시안 셴양 공항 해관은 산시 자유무역시범구의 정책적 우
세를 충분히 활용하여 관리 감독 및 서비스를 혁신하고 관리 감독 프로세
스를 최적화 하여 기업이 통관 편리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시의 유일한 임공형 자유무역지구로서, 산시 자유무역시험구 공항 기능
구는 “임공+보세+자유무역+통상구+크로스보더”의 다기능 우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공항 신도시 연합 공항 해관은 “전천후, 무휴일”과 7×24시간
전화 예약 통관 제도를 시행하여 원스톱, 스마트 화물 통관 플랫폼을 구
축하였으며, 수출입 통관 시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등 기업들의 편의를
제공했다. 공항 기능구 건설의 중점은 무역 투자 자유화, 비즈니스 환경
편리화, 금융자본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마. 시사점
산시 자유무역시험구는 내륙에 위치해 있으나 철도, 육상, 항공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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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복합운송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첨단기술산업, 전자상거래
산업(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시 자유무역시
험구의 경우, 항공물류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산시성은 항공 물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임공경제(临空
经济) 발전 전용 자금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국제화물

운송 전용 노선을 증설함으로서 운송서비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
을 마련하고 있다.
산시성은 자유무역시험구 중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종합 인프라 및 물류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이테크·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토지 공급을 최적화하고 관련 기업의 우선적인 입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청두(쓰촨성)
가. 지정 및 운영현황
1) 지정현황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제도를 내륙으로 확대하
고,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 및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연계하기 위
한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청두톈푸신구(成都天府新区), 청두칭바이장철
도항(成都青白江铁路港), 촨난린강(川南临港) 등 3개 지역 총 119.99㎢의
면적으로 지정되었다. 청두톈푸신구(成都天府新区)(청두 고신기술 종합
보세구 4㎢, 청두공항보세물류센터 0.09㎢ 포함)는 원래 2014년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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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국가급 신구로 승격된 지역으로 현대서비스업·첨단제조업·하이테크·
항공연계경제(临空经济)·통관서비스 등의 산업육성을 목표로 90.32㎢의
면적이 지정되었다. 청두칭바이장철도항(成都青白江铁路港) 지역(청두 철도
보세물류센터0.18㎢ 포함)은 국제 상품 집산지(환적 및 분류) 역할, 전시·
보세물류창고·국제화물대리· 완성차 수입·그린금융 등 정보서비스·과학
기술서비스 및 회의·전시서비스 등 현대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9.68㎢가
지정되었다. 쓰촨 남부 항만지역인 촨난린강(川南临港) 지역은 (루저우항
(泸州港) 보세물류센터 0.21㎢ 포함)은 해운 및 항만물류·교육의료 등 서
비스업과 현대의약, 식음료 등 지역특색 산업을 발전시켜 교통의 허브와
청두 남쪽 지역 개발을 위해 19.99㎢가 지정되었다. 지리적으로 보면 2개
지역은 청두시내에 지정되고 1개 지역은 루저우 지역에 지정되었다. 또
한,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는 자유무역시험구를 구이저우성으로 확대하기
위한 주요 시범 거점으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기능
별로는 다른 자유무역시험구와 같이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해관
특수감독관리지역은 주로 무역편리화를 위한 제도혁신으로서 보세가공,
보세물류, 보세서비스업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관
특수감독관리지역 외는 국내외 투자확대를 위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
으며 서비스업 개방을 통한 기업 유치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제도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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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 위치

청두칭바이장철도항
9.68㎢
청두톈푸신구
90.32㎢
루저우촨난린강
19.99㎢

자료: https://www.chinacheckup.com/blogs/articles/china-free-trade-zones(검색일: 2019.1 1. 12) 바탕으로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재작성.

2) 운영현황
쓰촨 자유무역시험구에는 2018년말 기준 누적 5.3만개의 기업이 신설
되었으며, 이 중 외상투자기업은 628개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4월 1일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19년 2월말 기준 실체가 있는 기업 수는
6,125개이며, 그 중 중국기업은 6,096개, 외자기업은 29개에 불과한 실정
이다.23) 즉, 아직까지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는 설립 초기로써 입주기업의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외자기업의 경우 다양한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륙지역의 내수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보세구 제도 하에서

23) 四川省人民政府(http://www.sc.gov.cn),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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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콘 등 대형 IT 제조기업과 UPS, DHL, 머스크 등 대형 글로벌 물류
기업이 들어와 있고, 징동물류, 순펑속운 등 중국내 대형 기업도 지역본
부를 설치하고 있어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것에 부담이 큰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주요 제도 및 정책24)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전반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6개 주요 정책(정부
기능 전환, 상호 투자협력, 무역자유화 및 편리화, 금융 혁신, 대외 개발
협력 및 지역개발, 첨단산업 창업 등)을 기준으로 쓰촨 자유무역시험구에
서 특징적․차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 기능 전환
우선 다른 자유무역시험구와 동일하게 행정 간소화와 상부기관의 권
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는 “간정방권(簡
政放權)”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행정심사 사항을 최소화하고,

창구의 일원화(一口受理), 발급서류의 통합(多证合一) 및 전산화 등이 동
일하게 실시되고 있다. 법률 측면에서도 환경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
하며 국제 중재 및 상사제도를 강화하고 하고 있다. 정부기능 전환 부문
에서 쓰촨 지역이 다른 자유무역시험구와 차별적인 점은 전문가 자문, 공
청회, 제3기관의 평가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향후 정부

24) KOTRA(2019)의 “중국 특구의 최신 버전, 자유무역시험구에 주목하라” 및 외부 전문가 자문원고에서 제기
하고 있는 쓰촨 자유무역시험구의 주요 정책을 기반으로 연구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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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산평가, 감정, 인증, 검사 등을 단계적으로 전문
기관에 전담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 상호 투자 협력
투자협력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기업 입주 허가 전 내국민 대우,
네거티브리스트 및 사중사후관리로의 전환을 적용하고 있고, 그 외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행업,
의료서비스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
는 조치도 같이 취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이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임대시기도 기업의 사정에 맞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는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투자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 전략과 연계하여 중국 표준의
세계화, 정보와 인력의 교류 및 협력, 민관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하
고 있다.

3) 무역 자유화 및 편리화
쓰촨 자유무역시험구의 무역자유화와 편리화 정책 대부분은 다른 시
험구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점은 범국경적 국제전
자상거래 등을 통한 글로벌시장으로의 판매처 확대와 통관의 편리화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해
관특수감독관리지역에서도 항공엔진 등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제품 등에
대한 정비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수출입 정책의
준수를 전제로 보세전시장 설립도 허가하고 있다. 아울러 자유무역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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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발전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전문 인력에 대한 수속 간소화, 중국내 체류 시 지원 등 출입국 전반에
대한 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중의학의 세계화와
관광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4) 금융 혁신
금융 분야에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해외 금융기업(은행, 증권, 보험 등)
의 투자를 허용하고 해외 송금, 외국화폐의 채권 발행 등 국제적 기준의
금융거래 편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금융 관련 국제기구의 지역 내
유치를 목표로 하고, 지역적으로는 첨단산업, 의료산업 등 중점 육성 산
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확대, 과학기술 및 창업에 대한 금
융지원을 통한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돈세탁, 테
러자금, 탈세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5) 대외 개발 협력 및 지역개발
지역의 항공(쌍류공항), 철도, 항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복합물류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대
일로 연선 국가들과 안전한 운송, 환경보호, 통관 등에서 협력체계를 구
축하고 복합운송을 위한 연계식 선하증권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
다. 항공 측면에서는 신규노선 개설, 운항 스케쥴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
이며, 항만 측면에서는 국가급 해관을 설립하고 선박거래, 해운물류정보,
선박수리, 선원 훈련 등의 해운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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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발과 연계해서는 인근 성(省)·시(市)의 국가급 개발지역과의 협력방
안 발굴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쓰촨지역의 장점을 고려하여 주
류산업(바이주)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 박람회
기능을 강화하고 전시, 투자 및 기술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6) 첨단산업 창업 활성화
첨단기술과 관련한 무형자산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무형자산 거래제도
를 수립할 계획이며, 해관특수감독관리지역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원가
절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금융지원을 통해 다양한
창업프로젝트를 유도하고, 국내외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의 참여를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주요 물류정책
1) 철도와 연계한 단일 복합운송시스템
철도와 연계한 복합운송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혁신
적 제도는 “복합식 연계운송 선하증권”의 추진이다. 즉, 연계운송 과정에
서 관련된 서류를 일체화하고 간소화하여 국경지역의 통관과정을 효율화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복합운송의 일체 서류를 표준화하고 정보시
스템을 구축하여 물류흐름, 정보흐름, 자금흐름, 관리감독 등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중국 국내 규정을 보완한
이후 국제협상을 통해 국제연계 철도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판매확대 중 주목할 부분은 청두(成都)-유럽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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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과 연계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이다. 2013년 4월에 개통한 청두-유
럽 화물열차인 롱어우(蓉欧) 열차는 3개의 운영노선을 가지고 있으며 폴
란드, 독일, 네덜란드 등 서유럽과 터키, 모스크바 등지까지 연결되어 있다.
DHL, UPS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도 청두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화물을
집화하여 유럽으로 운송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통관과 검역(质
检)이 핵심이기 때문에 해관(통관항구) 창구 단일화, 무서류(Paperless)

통관, 24시간 예약통관서비스 실시, 복합물류 정보망 구축 등과 일대일
로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연선국가와의 통관관련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
로 모색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홍콩 및 마카오 등 인근지역과의 통관효
율화를 위한 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3-3

중국 내 주요 철도 거점

자료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유럽 고속화물열차 건설 발전계획(2016-2020년), 2016. 10.의 자료를 활용하여 KMI 중국연구센
터에서 수정(중국리포트 제18-15호, 2018. 8. 17) 내용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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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설립 기간 최소화
쓰촨 자유무역시험구의 촨난린강지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혁신적인 제
도로서 자유무역시험구에 신규로 설립하는 기업의 등록 등에 소요되는
처리시간을 사안별로 구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중국 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매우 선도적인 정책이다. 처리사안별로 1시
간(14개 항목), 3시간(9개 항목), 6시간(1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존에
3일 이상 소요되는 처리시간을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관리함으로
써 기업의 입주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업종과 관련
없이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물류기
업에게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

구분

기업등록
1시간
처리항목

청두 자유무역시험구 기업등록 항목별 처리 시간
항목

기존 처리 기간

지사의 증설/철회 변경등록

3일 영업일

회사 등록

3일 영업일

비회사 기업 법인 등록

3일 영업일

공동 기업 등록

3일 영업일

개인 독자 기업 설립 등록

3일 영업일

개인 독자 기업 변경 등록

3일 영업일

개인 독자 기업 말소 등록

3일 영업일

개인 독자 기업 지사 말소 등록

3일 영업일

개인 독자 기업 등록

3일 영업일

기업 전입서류 신청

3일 영업일

지분 담보 설립 등록

3일 영업일

지분 담보 변경 등록

3일 영업일

지분 담보 취소 등록

3일 영업일

간편 말소

3일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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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구분

기업등록
3시간
처리항목

기업등록
6시간
처리항목

기업등록
6시간
처리항목

항목

기존 처리 기간

지사 변경 등록

3일 영업일

회사 말소 등록

3일 영업일

지사 말소 등록

3일 영업일

철회 변경 등록

3일 영업일

영업 부서, 기업 비법인 지사 말소 등록

3일 영업일

공동 기업 지사 변경 등록

3일 영업일

공동 기업 지사 말소 등록

3일 영업일

개인 독자 기업 지사 변경 등록

3일 영업일

지사 설립 등록

3일 영업일

유한책임회사 설립 등록

3일 영업일

비회사 기업 법인 변경 등록

3일 영업일

영업 부서, 기업 비법인 지사 변경 등록

3일 영업일

공동 기업 설립 등록

3일 영업일

공동 기업 변경 등록

3일 영업일

공동 기업 말소 등록

3일 영업일

공동 기업 지사 설립 등록

3일 영업일

개인 독자 기업 지사 설립 등록

3일 영업일

회사 변경 등록

3일 영업일

도장제작, 은행개설, 세무신고

3일 영업일

자료: 戴金山, 湖北自贸区武汉片区发展对韩国物流的机遇(협동연구자료), 2019. 9, pp. 39-40의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3) 세금환급 신속 처리
이 정책도 촨난린강지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중국내에서 최
초로 실시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요구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써 수출기
업이 세금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세무기관에서 수출환급 신고 이후에 진
행되는 기업심사, 현장시찰, 등록서류 심사 등을 사전에 진행함으로써 세
금환급 절차 효율을 향상시키고 환급도 매우 신속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 환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주기업의 생산, 판매, 매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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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수, 물류현황 자료 등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빅데이터
형태로 집적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출기업의 세금환급과 관련
하여 매우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물류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화
주기업이 신속한 세금환급을 위해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한 보세물류기
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기업에게는 화물확보를 용이하게 해주
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라. 대외 물류연계 방안
청두는 중국 중서부 지역의 교통거점이자 물류허브의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중국 서부의 최대 공항인 쌍류국제공항, 청두에서 출발하여 유
럽과 이어진 철도 운송망, 창장 내륙수로 운송을 담당하는 64개의 항만,
동부 연안지역까지 이어진 도로망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2018년 기준 쌍류국제공항은 117편의 노선을 운용 중에 있고 여객
5,295만 명, 화물 44만 8,400톤을 처리하였다. 철도는 국외 25개 도시
및 국내 14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누적 운행 수는 4,330편이고, 그
중 청두-유럽열차의 누적 운행 수는 3,088편을 기록하였다. 주요항만으
로는 루저우항, 이빈항이 있으며 8개의 컨테이너 노선이 운영 중에 있고,
대외적으로 대만, 일본,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 다만, 루저우항은 청두시
내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용에 상당한 시간
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즉, 청두지역은 항공을 제외하고 국제적으로 연계되는 물류연계망은
청두-유럽철도가 유일하다. 창장 내륙수운의 경우 상하이 와이갸오챠오
항을 통해 대외 연결이 가능하나 와이갸오챠오항까지의 직항노선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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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대부분은 우한 등지에서 환적 되어 상당한 운송시간이 소요되고 있
다. 아울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창장수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루저우
항까지 도로운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도로의 경우 동부 연안의 주요항만까지 직접운송이 가능하지만 높은 운
송비용으로 긴급을 요하는 화물만 일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두는 철도를 중심으로 대외물류 연계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총 6,000km(고속철도 완공 및 2,300km
추가건설) 이상의 철도를 건설하고, 청두부터 징진지(京津冀), 창장삼각
주(长三角), 주장삼각주(珠三角), 북부만(北部湾) 및 윈난(云南)까지 이어
지는 고속철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철도 발전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총 길이 1만 1천km를 완성하여 지형에 제약을 받는 서쪽(쓰
촨-씨장, 쓰촨-칭하이 철도)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방향마다 시속 350km
의 여객용 고속철도와, 대량운송이 가능한 고속 화물운송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동부 연안의 항만과 직접적
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철도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윈난 지
역의 접경지역까지 연결하여 인도차이나,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싱
가포르 등과 연결될 수 있는 경제회랑을 구상하고 있다. 북쪽은 일대일로
사업과 연계하여 몽골-러시아 회랑과 연결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중국유럽철도의 운영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중앙아시아, 유럽 등
과의 연결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청두-유럽화물열차의 운행량은 중국
전체 유럽향 열차 운행량의 25%를 점유하고 점유율 기준 전국 1위를 차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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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청두의 대륙 연계 철도망

자료: 청두국제철도항 자료.

마. 시사점
청두(쓰촨)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방향은 신속한 통관, 신속한 세금
환급, 기업유치 등을 통해 철도를 이용한 국제화물 운송을 강화하고자 하
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청두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하고자 하
는 기업은 중국-유럽열차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기본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두지역에 기 진출한 한국기업의 특징
을 보면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 제조중심의 대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한 형태이다. 따라서 대규모 화물 운송이 요구되고
필수적으로 국제운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물류기업이 동반 진출
형태로 진출한다면 화물 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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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칭
가. 지정 및 운영현황
충칭(重庆) 자유무역시험구는 쓰촨성(四川省), 산시성(山西省), 허난성
(河南省), 후베이성(湖北省), 저장성(浙江省), 랴오닝성(辽宁省) 등과 함께
2017년에 제 3기로 설치되었다. 특히, 충칭 자유무역시험구는 창장경제
벨트, 육·해상실크로드와 연결되는 교차지점에 위치해 있어 일대일로 전
략과 서부 대개발 전략의 중요한 거점이다. 충칭을 기점으로 위신오우 국
제열차가 독일까지 6개국을 연결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실크로드의 산업
중심지역으로 발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산업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
다.25)
충칭 자유무역시험구 면적은 총 119.98㎢이며 량장(两江片区), 시용
(西永片区), 궈위안항(果园港片区) 등 3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량
장구역은 충칭 량로춘탄 보세항 구역 8.37㎢를 포함한 66.29㎢ 규모이
다. 시용 구역은 총 22.811㎢ 이며, 충칭 시용 종합보세구 8.8㎢, 충칭철
도 보세물류센터 0.15㎢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궈위안항은 총 30.88㎢
규모이다.

25) KOTRA 해외시장뉴스, 中 충칭 경제, 국가급 발전계획으로 고속 성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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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충칭 자유무역시험구 위치

량장시범구
(66.2km²)

시용시범구
(22.8km²)

궈위안항시범구
(30.8km²)

자료: https://www.chinacheckup.com/blogs/articles/china-free-trade-zones(검색일: 2019. 10. 30) 바탕으로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재작성.

량장 시험구의 주요 육성 산업은 자동차 산업(신에너지 자동차 및 자
동차 부품 생산), 첨단기술 산업(스마트 기기 제조 및 첨단 의료기기 생산),
친환경 도시 건설(저탄소시스템) 등이다. 시용 시험구는 가공무역의 첨단화,
환적화물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마지막으로 궈위안항 시험구는
복합 연계 물류허브로서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역 간 경제협력 구
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3

지정 연도

2017

충칭 자유무역시험구 세부 구역별 주요 유치 산업
세부구역

면적
(㎢)

주요 육성 산업

량장

66.29

자동차 산업, 첨단기술, 친환경 도시 건설

시용

22.81

가공무역, 보세물류

궈위안항

30.88

국제물류(환적)

자료: 陳健雄, 中国(四川及重庆）自由贸易试验区活用方案(협동연구자료), 2019. 9, p. 22 의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제3장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현황 ❙ 77

나. 주요 제도 및 정책
충칭 자유무역시험구의 주요 정책은 ① 법치화·국제화·편리화된 비즈
니스 환경 건설, ②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③ 금융부문 개방혁신, ④ ‘일
대일로’, ‘창장경제벨트’와 연계한 발전 추진, ⑤ ‘창장경제벨트’ 주변지역,
청두-충칭 도시군 협동 발전 추진 등 5개의 정책목적을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26)

1) 법치화·국제화·편리화된 비즈니스 환경 건설
충칭시는 우선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시험구 투자무역에 관련
전문화된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적재산권 종합·관리 체제를 마련하였
다. 한편, 타 자유무역시험구와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시험구에 경제관리
권한을 이양하고, 행정기구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과 능률을 제고하고
자 하였다. 또한 전 과정 전자화 등록과 전자사업자등록관리를 실시하고,
“단일창구접수, 동시심사” 등 “원스톱”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2)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충칭시는 국제 가공기지를 건설하여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원재료+핵
심부품+완전품”으로 이어지는 전공정 산업체인을 형성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공무역상품 내수판매 플랫폼을 건설하고
내수판매 및 A/S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지역본사, 연구개발센터, 판매센터,

26) 陳健雄, 中国(四川及重庆)自由贸易试验区活用方案(협동연구자료), 2019. 9, pp. 22-33의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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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센터, 물류센터, 결제소 등을 설립하고, 선진 제조업이 가치사슬을
확장하도록 장려함으로서 현대 서비스업과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초
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충칭시는 신형무역(전자상거래 등)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자유무역시험구 내 기업들이 전 세계 수리, 국제 환적 등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충칭시는 기업들이 이러한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검
사·검역 절차 간소화, 검역 전자서비스 플랫폼 구축, 데이터 교환 플랫폼
구축, 검역 스마트 집행 시스템 구축, 해관 통관 일원화, 단일창구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금융부문 개방혁신
충칭시는 금융 거래의 편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첫째, 자유무역시험
구가 내륙가공무역, 중계무역 등 다양한 무역업무 형태에 적합한 결제시
스템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국가 간 거래에 맞는 외화 수
지 편리화 조치, 다국적 기업의 외화 자금 집중 운용 관리 요건 완화, 다
국가 간 지불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둘째, 자유무역시험구 및 국외에서 모두 활용가능한 양방향 위안화 융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4)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와 연계한 발전 추진
중국-유럽 화물열차 연계운송 체계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시험구와 “일
대일로” 연선국가들과의 해관, 검역, 표준인증 등 통관 협력 체제를 보완
하고 화물 통관, 무역통계, 검사인증 측면에서 협력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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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보의 원활한 공유, 관리감독의 상호인증, 공조집행을 실현하기 위
함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중-독, 중-한 등 국제 경제무역, 산업, 인
문협력 플랫폼 설립을 지원하며, 공동출자, 공동수익의 자본 운용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시험구내 협력기금, 인프라 건설, 투자무
역, 산업 발전 등을 위한 자금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충칭시는 인력 부문에 대해서도 외국인 인재의 비자 신청 표준 조건과
처리 절차를 명확·신속히 하여 고급인재들의 출입국과 업무, 중국 체류
등을 위한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석사학위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
은 외국인 우수 유학생이 졸업 후 바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근무할 수 있
도록 허용하며, 유학생의 인턴십 거류, 취업거류 및 혁신창업 장려 제도
도 수립하였다.

5) ‘창장경제벨트’ 주변지역, 청두-충칭 도시군 협동 발전 추진
충칭시는 창장경제벨트의 각 성시, 청두-충칭 도시군의 관련 산업단지,
기업, 연구 기관 등이 생산판매 및 물류배송 등 전 단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충칭시는 자유무역시험구에 전자 핵심
부품, 신소재, 사물기반인터넷, 비행기 및 부품의 연구제조, 고급교통설비,
대체에너지 자동차 및 스마트자동차, 바이오의약, 에너지환경보호설비,
지능형단말기 등의 전략적 신흥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이를 창장수
로, 철도, 도로, 항공 등 다양한 운송방식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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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물류정책
충칭시는 서부 대개발의 전략 지역이며,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
의 연계지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칭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은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칭 자유무역시험구의 물류정책은 <중국(충칭)자
유무역시험구 산업발전 계획(2018-2020년)>에 수록되어 있다.
충칭 자유무역시험구 물류사업의 발전 목표는 “하나의 허브, 세 개의
중심, 하나의 기지” 이다. “하나의 허브”는 복합연계운송을 핵심으로 하는
내륙 국제 물류 허브라는 의미이다. “세 개의 중심”이란 ① 화물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무역센터 ② 금융결제 편의화를 위한 금융센터 ③ 상
호 연결을 목표로 하는 현대서비스업 운영센터이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기지”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현대 제조업 기지를 말한다.
또한 충칭시는 현대물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철도, 도로,
수로, 항공의 다양한 수송방식을 연계한 국제물류운송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 중계물류 능력을 향상시키고 물류의 규모화, 집약화, 전문화, 정보화,
지능화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 밖에도 충칭시는 항구종합물류, 친환
경창고 등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물류산업이 기술 선진화,
간편화, 고효율화되고 원가제어가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라. 대외 물류연계 방안
충칭 자유무역시험구는 창장을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충칭을 중심으로
“미(米)”자형 고속철도망이 건설되고 있어 사방으로 수로-철도 간 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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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또한 쓰촨성 철도 운송망 및 북쪽으로 연결되는 롱어우(蓉欧)
열차를 활용할 수 있다. 중국유럽열차(충칭)의 누적 운행수는 4,100편이
며,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철도-해운 연계 운송편은 1,200편을 돌파했
다. 이는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가 충칭에서 긴밀한 연결을 실현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米)”자 형 고속철도망의 서쪽은 기존 청두-충칭 고속철도와 신설
계획 중인 청위쫑시엔(成渝中线, 청두-충칭 간 280 Km) 고속철도로 구
성되어 있다. 서북쪽 통로는 란저우-충칭 고속철, 북쪽 통로는 충칭-시안
고속철, 동북쪽으로는 충칭-완저우 고속철 및 건설 중인 정저우-완저우
고속철 등으로 구성된다. 동쪽 통로는 충칭-한중 고속철, 동남쪽 통로는
충칭-후난 고속철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남쪽 통로로는 충칭-구이저우,
서남쪽으로는 충칭-쿤밍 고속철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림 3-6

충칭의 “미(米)”자형 고속철도망

자료: 陳健雄, 中国(四川及重庆）自由贸易试验区活用方案(협동연구자료), 2019. 9,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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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충칭은 동서 순환 철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전국, 연해, 연국경
지역으로 화물 수송이 가능하다. 또한 실크로드 경제벨트, 해상실크로드,
창장경제벨트가 관통하는 곳에 위치할 뿐 아니라, 연해 항구 및 유라시아
대륙 철도 간 연계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마. 시사점
충칭 자유무역시험구는 원활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단일창구
접수, 원스톱 서비스 모델 등 행정체계 간소화·전자화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보세항 구역, 종합보세구, 보세물류센터 등이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됨과 동시에 더욱 완화된 보세정책은 기업이 사업
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충칭은 서부대개발의 중요한 전략지점으로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
트”의 연결점에 위치한다. 또한 서부지역 중 유일하게 도로, 철도, 항공,
수운의 종합적 교통 운송의 이점을 가진 대도시로서 창장 황금수로와 중
국유럽열차, 항공망 등 수륙공의 다양한 물류 통로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충칭의 물류인프라는 충칭 자유무역시험구를 국제물류 환적
허브 거점으로 육성하기에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스템
또는 정보 관리 부문에 있어서의 자동화, 신속성에 대한 기술 상용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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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한(후베이성)
가. 지정 및 운영현황
1) 후베이성(湖北省) 자유무역시험구 현황
후베이성은 내륙지역에 위치해 있어 연안지역에 비해 경제발전속도가
늦은 편이나, 최근 중국 정부는 지역경제발전 정책인 중부굴기 정책, 창장
경제벨트 및 주요 대외정책인 일대일로 전략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부
내륙지역의 개발 및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7년 4월 후베이성의 대표 도시인 우한(武汉), 상양(襄阳), 이창
(宜昌) 등 총 3개 지역 일부를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했다.
그림 3-7

후베이성 자유무역시험구 위치

상양

이창

우한

자료: 후베이 자유무역시험구 공식사이트, ‘General planning of Hubei FTZ approved by the StateCouncil’(http://en.hubei.
gov.cn/news/newslist/201704/t20170401_977258.shtml, 戴金山, 中国(湖北)自贸区武汉片区活用方案(중국워크숍
PPT 자료), 2019. 10. 7, p. 4 의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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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부지역의 주요 공업도시인 우한편구의 면적은 우한 동후보세구
(5.41㎢)을 포함해 총 70㎢, 상양 지역은 상양보세물류원구센터(0.281㎢)
을 포함해 21.99㎢, 이창 구역의 면적은 27.97㎢이다.

표 3-4

후베이성 자유무역시험구 세부 구역별 주요 유치 산업

지정 연도

2017

세부구역

면적
(㎢)

주요 유치 산업

우한

70.00

차세대 정보기술, 지능형 스마트 기술

상양

21.99

첨단장비, 친환경차

이창

27.97

바이오, 전자, 신소재

자료: 戴金山, 湖北自贸区武汉片区发展对韩国物流的机遇(협동연구자료), 2019. 9, pp. 3-4 의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외국자본 유치, 기술 도입, 고용 확대 등을
위해 지역 일부를 개발구로 지정했다. 개발구를 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
되면, 주변지역 및 국가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발구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경제특구, 경제기술개
발구, 하이테크 산업개발구, 보세구, 보세물류원구 등 다양한 형태로 지
정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개발구는 자유무역시험구의 테스트 베드 역할
을 한다. 보세구는 세수감면 및 통관 편리 등 특수정책을 위주로 운영되
며, 자유무역원구는 대외무역, 항운 서비스 편리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자유무역시험구는 이러한 기반 하에 서비스 교역과 투자를 증대하
고 금융영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후베이성 내 위치한 주요 국가급 개발구로는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국
가신기술개발구, 특별관세감독구역 등 총 3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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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기술개발구는 7곳, 국가신기술개발구는 12곳, 특별관세감독구
역은 3곳으로 총 22개의 국가급 개발구가 위치해 있다.27) 이 중 후베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우한 동후보세구, 상양보세물류원구센터, 우한동후 신
기술개발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후베이성 개발구 현황

표 3-5

분류

명칭

국가경제
기술개발구
(7)

국가신기술개
발구
(12)

특별관세
감독구역
(3)
합계

1

우한공항 경제기술개발구

2

우한 경제기술개발구

3

황스 경제기술개발구

4

시안 경제기술개발구

5

샹양 경제기술개발구

6

어저우 경제기술개발구

7

징저우 경제기술개발구

8

우한동후 신기술개발구(옵티컬 밸리)

9

샹양 신기술개발구

10

이창 신기술개발구

11

징먼 신기술개발구

12

샤오간 신기술개발구

13

황강 신기술개발구

14

셴닝 신기술개발구

15

쑤이저우 신기술개발구

16

셴타오 신기술개발구

17

징저우 신기술개발구

18

첸장 신기술개발구

19

황스 다예호수 신기술개발구

20

우한동후 종합보세구

21

우한신항만 및 공항 종합보세구

22

후베이 우한 수출가공구
총 22개 국가급 개발구

자료: 후베이 자유무역시험구 공식사이트, Introduction to Hubei Development Zones, http://en.hubei.gov.cn/business/
zones/201305/t20130521_1411733_3.shtml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27) 후베이성 홈페이지, http://en.hubei.gov.cn/business/zones/201305/t20130521_1411733.shtml(검
색일: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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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 방향 및 유치산업
후베이 자유무역시험구 우한편구 실행방안에 따르면 다른 자유무역시
험구와 유사하게 ① 행정심사와 서비스 개혁 추진 및 정부 직능 이전 가
속화 ② 산업 발전 가속화 ③ 금융 분야 개방 심화 및 과학기술·금융 발전
④ 대외개방 확대 및 개방형 경제시스템 구축 등 총 4가지가 일반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후베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지리적 위치(창장 중류),
보세구 및 물류센터 역내 보유 등을 고려 시, 복합 운송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여 중부지역과 창장경제벨트를 연계한 지역발전이 가능하다. 이에
‘창장경제벨트’ 발전 추진 및 전략적 신흥산업과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역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7년 12월 우한 시위원회 제13차 중앙위원회 제4기 본회의 또한
전략적 경제발전, 도시 계획의 혁신, 첨단산업의 발전 등을 우한 지역의
발전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해당 지역의 기존 주요 산업인 철강산업, 자
동차 산업, 광(光)산업, 석유화학산업과 스마트 기술 및 첨단산업을 접목
시킨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기술, 지능형 스마트 제조 산업 중심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후베이성의 과학기술 혁신 종합
수준은 전국 7위를 기록했다.28) 특히, 시험구 내 위치한 옵티컬 밸리29)
에는 글로벌 첨단기업인 인텔, IBM, 필립스 등이 입주해 있으며, 이 지역
의 광케이블 생산량은 중국 1위, 세계 2위로 세계시장의 12%를 차지하
고 있을 정도로 광전자 및 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

28) http://kostec.re.kr/후베이성-첨단기술산업-증가액-6,653억 위안 달성.
29) 우한 광밸리는 중국의 광전자 산업 클러스터로서, 우한동후 신기술개발구내에 위치해 있음. 우한동후 신기
술개발구가 자유무역시험구에 포함되면서 광밸리 또한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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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주요 추진 산업인 차세대 정보기술, 지능형
스마트 기술 등 첨단 기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전
용 신용대출기구를 설립했다. 또한 외국유학생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하거나, 특별 체류 허가증을 발급하는 등 기업들이 과학기술 인재를 유
치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했다.
그뿐 아니라 신규 기업 설립 심사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통과할 수 있
게 하여 심사기간을 150일에서 11~25일로 단축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세
금을 처리하고, 수출 당일 기업이 바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축했다.

3) 운영현황
2019년 제1회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포럼에서 발표된 ‘중국 자유무역
시험구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후베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임무 완성률이
100%에 달했다.

표 3-6

지정 연도
2017

후베이성 자유무역시험구 임무 완성률
임무
(개)

완성률
(%)

‘창장경제벨트’ 발전 추진

8

100

혁신 견인형 발전 추진

30

100

세부구역

자료: KOTRA, 제1회 중국 자유무역시험구(FTZ) 포럼 현장 스케치,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
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7327.

2018년 기준으로 우한편구를 포함한 후베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일정
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편구 내 신규 업체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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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산대학 자유무역시험구 종합 연구원이 발표한 ‘2017~2018년도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혁신 지수’30)에 따르면, 제3차로 지정된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 등 총 7개의 자유무역시험구 중 후
베이 자유무역시험구가 2위를 차지했다. 또한, 후베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정부 기능 전환 분야에서 전국 5위, 3차 자유무역시험구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금융 관리와 서비스 혁신, 법적 환경 분야에서는 3차 자유무역
시험구 중 2위, 투자편리화 분야에서는 3차 자유무역시험구 중 3위를 차
지했다.

그림 3-8

3차 지정 자유무역시험구 중 후베이성 자유무역시험구의 분야별 순위

자료: 戴金山, 湖北自贸区武汉片区发展对韩国物流的机遇(협동연구자료), 2019. 9, p. 9 의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2018년 2월 기준 자유무역시험구의 신규 시장 주체는 10,697개였으
며, 특히 2019년 7월 기준으로 우한편구의 옵티컬 밸리에 입주한 유니콘
기업31)은 YMTC(长江存储科技), 티엔마(天马微电子), CSOT(华星光电),
30) ‘제도 혁신 지수’는 23개의 자유무역시험구를 대상으로 “투자편리화,” “무역편리화,” “금융관리 및 서비스
혁신,” “정부기능전환,” “법치환경”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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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HP, 화웨이(华为), Fiberhome(烽火通信科技), Yangtze Optical
Fibre(长飞光纤光缆)등 약 2,100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샹양편구
에는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장비, 현대 물류산업 등을 중심으로 총 투자
금 5억 위안 이상인 대규모 사업 12건을 유치했다. 이창편구에는 알리바
바 글로벌 스테이션, 이마오퉁(宜貿通), 취안청퉁(全橙通) 등 첨단서비스
기업 및 무역기업이 입주했다.32)
2019년 1~8월 후베이성 전자설비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22.9%,
광전자 부품, 디스플레이 등 핵심 제품 생산량 증가율은 40% 안팎을 기
록했으며, 4차 산업(집적회로, 디스플레이, 스마트 단말, 네트워크 산업)
관련 기업 400여 개의 총 규모는 3,000억 위안에 달했다.33)

나. 주요 제도 및 정책
후베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건설 및 실시방안에 따르면, 상하이 자유무
역시험구의 4대 목표 및 5대 주요 임무(<표 2-1> 참고)에 지역적 특징에
맞는 임무를 추가해 적용한다. 후베이 지역에만 적용하는 임무로는 중부
굴기, 창장경제벨트 조성, 전략적 신흥산업 및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지정
하였다. 전략적 신흥산업이란, 13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31)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신생 기업을 뜻하며, 2013년 벤처 투자자인 에일린 리
가 처음 사용했음(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 =3325490&cid=43667&categoryId
=43667).
32) 바이제(白洁), 후베이성 ‘창장경제벨트’ 정책과 한·후베이 협력, HASS 창장유역경제연구소, 2018(제6차
KIEP-HASS 공동세미나 발표자료, 시진핑 집권 2기 개혁개발 확대와 한·후베이 협력방안, 2018. 5. 17).
33) China Daily, ‘Investment structure in Hubei further optimized,’ https://www.china daily.com.cn/m/
hubei/gov/2012-02/11/cont ent_14583980.htm(검색일: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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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창조(Digital Creative)산업 등 8대 산업을 뜻한다. 후베이 자유
무역시험구의 실행방안은 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성과가 검증된 제도를
위주로 적용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주요 조치로는 ① 금융제도
혁신 ② 투자 편리화 조치 ③ 통관 수속 간소화 및 무역 편리화 조치 ④
조세제도 ⑤ 서비스 부문 확대 개방 등 5가지가 있다. 후베이 자유무역시
험구의 주요 조치는 위 다섯 가지 주요 조치를 큰 방향으로 적용시켜 발
전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표 2-2>, <표 3-7> 참고).
대표적으로 통관관리제도의 경우, 내륙수운 및 철도 통관을 예약제로
추진하고, 항공 통관의 경우 24시간 상시화 했으며, 원스톱 서비스를 제
공해 차량의 출입구 통과 및 컨테이너 작업 등 수출입품을 처리하는데 소
요되는 시간을 절감했다.

표 3-7

상하이 및 후베이성 자유무역시험구의 주요 조치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후베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제도 혁신

금융 분야 대외 개발 확대, 금융서비스능력 강화 등

투자 편리화 조치

외상투자관리제도 개혁 추진, 외상투자영역 개방확대 등

통관 수속 간소화 및 무역 편리화 조치

통관관리감독제도 혁신, 검역제도 혁신 등

조세제도

보세교역과 전시교역 발전, 보세연구개발 측정업무 등

서비스 부문 확대 개방

국제 상업 무역물류 서비스 기능 강화 등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다. 주요 물류정책
1) 주요 물류정책(자유무역시험구)
후베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물류측면에서의 최종적 목표는 복합물류체
계 구축, 전자상거래 발전 등을 통해 허브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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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성정부는 교통·운송 시스템을 점점 완전한 형태로 구축하고, 운송
수단의 결합을 추진하며, 전통적인 물류노선 상에 위치한 도시에서 허브
도시로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 복합물류체계 구축
첫째, 화물흐름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텐
허공항, 양뤄항, 우자산(吴家山)철도 화물역 및 화산항 등의 화물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철도, 수운, 도로, 항공
의 복합 운송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도시 화물 터미널 및 물류 창고 건
설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내륙수운 항만과 해운, TCR과 한어우 정기 화물열차, 철도와 순
펑공항 등 운송수단별 연계성을 강화해 국제무역의 글로벌 운송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후베이 자유무역시험구 제도를 통해 철도, 도로, 항공 등
새로운 복합운송노선을 개척한 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총 마일리지에 따
른 1회성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철도운영 관련 보조금이 지급된다.
셋째, 뤄양(罗阳)항을 중심으로 우한북부 철도 화물을 ‘하나의 라인으로
3개의 점’을 연결 (우자산(吴家山)철도 컨테이너 센터역, 한커우북 종합
물류원, 뤄양항 종합물류원)하는 복합운송루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 루
트가 개발되면, 2020년까지 항만의 물동량은 2억 톤에 달할 것이며, 컨
테이너 처리량은 500만 TEU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국제 전자상거래 발전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발전했으나,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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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후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내륙지역의 전자상거래 시장 또한 발전하
기 시작했다. 연안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비용으로 인해 소비
가격이 높고, 필요한 제품을 제때 구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키워
중서부 내륙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원정책을 확대했다.
2019년 1월 14일 우한시는 ‘우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실시 방안(武汉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实施方案)’을 발표했다. 실시방안
에 따르면 약 3,000 개 이상의 기업 유치와 100개의 해외 창고, 5만 명
이상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매년 교역액 80%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
로 설정했다.34)
자유무역시험구인 우한동후 보세구는 2019년 1월부터 보세화물을 처리
할 수 있게 되어, ‘선 입고 후 신고’ 제도나 ‘선 판매 후 납세’ 제도를 적용,
보세창고에서 바로 배송이 가능해지도록 해 운송시간을 단축시켰다.
또한 올해 우한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지정된 결과,
2019년 상반기 기준 후베이성 전자상거래 교역액은 약 1억 6,000만 위안
을 기록했다. 우한지역의 소비능력은 상하이, 베이징, 청두 다음으로 높아,
우한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더욱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35)

2) 기존 물류정책
2009년부터 중앙정부는 중부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물류산업
육성책을 제시하고 있다. <물류산업 조정 및 진흥 계획>, <물류 산업 건강 발전

34) KOTRA 해외시장뉴스, ‘내륙 진출이 쉬워졌어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활용법,’ 2019. 9. 22.
35) 『2017 중국 크로스보더 온라인 소비 보고(2017中国海淘消费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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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정책 조치에 관한 의견>, <물류 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2014-2020년)>,
<진일보한 물류 원가 절감과 효율 증대를 통한 실물 경제 발전에 관한 의
견> 등을 발표했다. 특히, <물류산업 조정 및 진흥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전국을 9대 물류구역과 구역 중심도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부지역의
물류 중심도시로 우한과 정저우를 선정했다.
후베이성은 2012년 <후베이성 현대물류업 발전 12·5 계획>을 발표했
으며, 계획에 따르면 후베이성은 우한도시군 물류권과 어시물류권(鄂西
物流圈), 창장물류벨트(長江物流帶) 등 3대 물류권으로 구분되며, 각각

도시별 주요 산업에 입각한 물류단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36)
우한시는 중부지역과 국내외 지역의 연결을 가속화해 중앙아시아, 남
아시아, 서아시아를 위한 전략 물류 허브 및 아세안을 위한 육해 복합운송,
해상-내륙수운 복합운송 거점 및 주요 공항을 중점적으로 조성하고자
<현대 물류 쾌속 건강 발전 추진 전국 주요 물류 센터 건설에 관한 의견>,
<우한시 현대 물류 산업 발전 “12·5” 계획>, <우한시 물류 선두 기업 본부 유
치를 위한 부양 정책>, <우한시 교통 운수 발전 “13·5” 계획> 및 <우한시
현대 물류 산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등을 내놓았다.
기존 물류정책을 종합해보면, ① 무역 편리화 ② 물류인프라 현대화 ③
상호 연결된 인프라 수준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어왔다. 즉,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며, 물류 인프라 현대화 및 운송수
단간 연계성 제고를 통해 복합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세제혜택 및 지원제
도를 통해 전자상거래기업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했다.

36) 김수한, 김현수, 중국 중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권역 거점도시 육성과 역량분석을 중심으로), 인천발전연
구원, 2014,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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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자유무역시험구의 물류정책과 기존 물류정책은 일대일로 전
략, 창장경제벨트와 연계해 해당 지역을 물류허브도시로 발전시켜 지역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같다. 다만, 자유무역시험구의 물류정책은
기존 물류정책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13·5 계획에 따른 물
류정책은 항만의 서비스 능력 제고, 항만의 국제화 추진, 해운센터 구축,
경쟁력 있는 국제 해운기업 구축 등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자
유무역시험구는 물류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 도·소매, 전자상거래 기업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더 초점이 맞춰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라. 대외 물류연계 방안
1）우한 물류 인프라 현황
가) 항만
우한은 창장 중류의 최대 허브 도시로서 규모가 큰 국제 항만 도시로
자리잡았다. 우한항은 양뤄(阳逻) 컨테이너항, 화산(花山) 컨테이너항, 진
커우(金口) 중량화물항만, 징카이(经开)항만, 좐커우(沌口) 자동차 및 유
류항만, 한양(汉阳) 벌크항만, 한커우(汉口) 여객항, 칭산(青山) 광석 및
금속항만, 줘링(左岭) 위험 화학화물 항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7)

37) 김형근 외,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1, p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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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우한항만 지도

한커우
한양

좐커우

(汉口)

(汉阳)

양뤄

우창

(沌口)

(阳逻)

(武昌)

자료: 우한항만 홈페이지, http://www.wuhanport.com/article,84.shtml의거 작성.

항만의 총 선석길이는 7,579m이며, 20.9km의 철도 인입선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 10,000톤급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으며, 최대 컨테이너 처리
능력은 220만 TEU, 벌크화물 처리량은 5,000만 톤이다(<표 3-8>참조).

표 3-8

우한항 시설 및 능력 현황

항만명

선석길이

철도길이

최대 정박능력

최대 컨테이너
처리능력/연

최대 벌크화물
처리능력/연

주요 화물

우한항

7,579m

20.9km

10,000톤급

220만 TEU

5,000만 톤

컨테이너, 중량화물,
유류, 금광석,
화학제품 등

자료: 김형근, 김세원, 희가혜,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1, p. 51 의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2017년 우한항의 화물 처리량은 1억 18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38.1%
증가했다. 컨테이너물동량은 135만 7천 TEU로 전년 대비 19.8% 증가하
였다. 이는 후베이성 컨테이너 총 처리량의 81.6%를 차지하며, 창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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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 지역 물동량의 29.2%를 점유하는 것이다. 2018년 컨테이너 물동량
은 157만 4천 TEU를 기록하며, 창장간선 주요 항만 중 물동량 기준 3위
를 차지했다. 2017년 기준 내수 컨테이너와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각각 약 48만 TEU, 약 87만 TEU이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22.96%,
18.79%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우한항의 물동량을 로컬과 환적 컨테이
너 물동량으로 구분하면 약 77만 TEU, 약 59만 TEU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16.34%와 25.73%이다. 이 중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은
25% 이상 급증했다(<그림 3-10> 참조).38)

그림 3-10

우한항의 항만 물동량 추이
(단위: 만 톤, 만 TEU)
총 물동량

컨테이너물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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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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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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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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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015

2016

2017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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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2018년 창장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KMI 중국리포트
제19-11호, p. 1을 바탕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우한시 종합 교통시스템 3년 난제해결 실행방안(武汉市综合交通体系
三年攻坚实施方案) 에 따르면, 2020년까지 우한항의 총 물동량은 1.3억 톤,

38) 상게서,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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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물동량 200만 TEU를 달성하여 우한을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의
수출입 관문이자, 전 세계 1위의 내하(內河)항만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39)
우한신항은 총 112개의 선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뎬(葛店), 산장(三江),
우장(五丈), 양예(杨叶)의 4대 항만구역으로 구성된다. 어저우항의 선석
은 총 196개이며, 이 중 22개의 컨테이너 전용선석이 건설 계획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어저우 항의 화물 예상처리량은 1.17억 톤, 360만 TEU이
다. 어저우항은 이미 2개의 5천 톤급 이상의 광석선석과 3개의 3천 톤급
일반선석 및 5,000톤급(1선석) 어저우 발전소 전용선석이 운영 중에 있
다(<표 3-9> 참조).

표 3-9

우한항 산하 항만시설 및 능력 현황

항만명

선석

구역

우한신항

총 112개의 선석
14개의 1,000~3,000톤급 선석,
12개의 3,000톤급 이상 선석 등을 포함

거뎬(葛店), 산장(三江),
우장(五丈), 양예(杨叶)

어저우항

총 196개
22개의 컨테이너 전용 선석,
2개의 5천 톤급 광석 전용 선석,
3개의 3천 톤급 일반 선석,
1개의 5천톤 급 어저우 발전소 전용 선석

‘1구(一区), 1성(一城), 1원(一园), 4항(四港)’
바이쉬산(白浒山)-산쟝(三江) 보세항만구역,
산장 린강신청(三江临港新城),
우장(五丈)항-양예(杨叶)항만 산업단지

자료: 김형근, 김세원, 희가혜,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1, p. 54 의거 작성.

우한항만은 해상과 내륙수운을 연계한 항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유
무역시험구 제도를 통해 해운보험, 선박검사인증 등 해상운송 관련 서비
스업을 육성하고, 외국국적 선박을 임대해 임시 수송할 수 있는 제도를

39) 상게서, p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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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화물처리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창장중류항운센터 건설을
통해 내륙수운 항만인 양뤄항에서 상하이 양산항까지 환적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항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신항로가 개설될 경우, 우한에서 수
출되는 화물은 48~72시간 내 상하이 양산항에 도착할 수 있다.

나) 육상
우한은 중국의 중요한 도로를 통한 여객운송 허브지역이며, 총 도로
길이는 약 1만 km에 달한다. 이 중 316국도, 318국도, 106국도, 107국
도가 우한을 통과하며 16개의 성(省)도로가 교차하고 있다. 징주(京珠)
고속도로, 후롱(户蓉)고속도로, 한스(汉十)고속도로가 우한을 통과하며,
톈허 공항 고속도로와 우한 외환 고속도로는 우한 시내를 통과한다. 계획
목표에 따르면 “13·5”기간 말까지 도로 물동량은 4억 톤에 달할 것이며,
우한은 전국의 중요한 공로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운송과 특
송 화물 집배송 센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고속철도의 경우, “十”자 형태에서 “미(米)”자 형태로 확장되어, 국내
중요한 경제 지역과 중점 도시들을 연결한다. 특히 우한은 중국 내륙지역
의 중심에 위치해 고속철도 기준 반경 4시간 내로 주요 대도시들에 도달
할 수 있다. 현재 우한은 우한역, 한커우역 및 우창(武昌)역 등 3개의 기
차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옵티컬 벨리역, 신한양역, 톈허베이(天河北)역을
건설 중이다. 우한은 4개 주축역(우한역, 한커우역, 우창역, 신한양역)과
2개 보조역(옵티컬 벨리역과 톈허베이역)으로의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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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우한 고속철도의 “미(米)”자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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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hina Railway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한신어우 국제정기화물열차는 ‘중국-유럽 정기열차 건설 발전 계획
(2016~2020)’의 주요 노선으로서,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및 유럽국
가를 연결하는 루트이다. 중국-유럽 간 정기화물 열차는 현재 수입이 수
출을 능가하는 국제 정기 화물 열차 중 하나이며, 운행 초기의 공차 회송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다. 특히 러시아 목재가 중국으로 돌아오는 열차의
주 상품이 되면서 현지 목재 산업의 자원 부족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했으
며, 중국은 물론 해외 목재 가공 기업들의 우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현재
한신어우 정기화물열차(우한)는 ‘일대일로’ 연선의 총 34개 국가와 총 76개
지역을 통과하며, ‘이한어우(宜汉欧)’, ‘샹한어우(襄汉欧)’，‘스한어우(十
汉欧)’등 성내 다른 지역의 국제화물 열차를 활성화 시켰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통해 후베이성의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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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국제철도 화물 운송이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왕복 화물
물동량은 전국 상위권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까지 총
1,437차가 운행되었고, 중어우(中-欧)정기화물 열차의 물동량은 약 13만
TEU를 기록했다. 이 중 수출은 691차, 수입은 746차였고, 화물의 총 가
치는 약 46억 달러이며, 실제 적재율은 95% 이상을 나타냈다. 중어우 정
기화물 열차(우한)의 화물 구성은 성내 화물이 약 60%, 성외 화물이 약
40%로 나타났고, 성내 자원 중 우한의 점유율이 70%, 기타 지역이 약
30%로 나타났다.40)

다) 항공
2018년 우한 항공운송 물동량 증가율은 112.2%로 중부지역에서 1위
를 차지했다. 2019년 7월까지 우한은 이미 60여개의 국제 및 지역 항공
노선을 개통했으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르면 우한은 향후 국내 및 국
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항공 물류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까지 국제 및 지역 항공화물 운송량은 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공운송의 발전을 위해 우한 텐허 공항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화물처
리능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고자 한다. 이는 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허브로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판단된
다. 2019년 뉴욕-우한, 우한-헬싱키-아일랜드 등 신규노선이 개통되었
으며, 우한-하노이, 우한-인도, 우한-암스테르담 등 북미, 유럽, 중동, 아
시아 국가 간 국제노선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40) 戴金山, 湖北自贸区武汉片区发展对韩国物流的机遇(협동연구자료), 2019. 9,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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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후베이성 어저우시에 위치한 순펑국제공항은 중국 최초 화
물 전용 공항으로 중국의 대표 물류업체인 순펑과 후베이성이 공동투자
한 아시아 최대의 국제물류를 위한 민간공항이다. 2030년까지 연간 여객
인원 150만 명, 물동량 330만 톤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41) 국제물류
항공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점대점 방식(point to point)에서 허브화하려
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후베이성은 텐허공항을 여객위주, 순펑국제공
항은 화물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라) 종합물류단지 및 공업단지
우한지역에는 양뤄국제항만 항운본부, 우한신항·공항종합보세구(武汉
新港空港综保区), 한어우(汉欧)국제물류단지 등 3개의 물류단지가 있다.

양뤄 국제항만항운본부 건설 및 석유화학, 조선, 항공우주 등 제조업
과 연강임항산업 투자사업은 13·5계획에 따라 우한 신항만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이다.42)
우한신항·공항종합보세구는 해관의 감독 하에 2017년 8월 정식 운영
을 시작했다. 이중 양뤄항은 해외에서 수입된 육류, 곡물, 과일 등을 취급
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항만으로 보세구 역시 같은 종류의 화물을 주로 취
급한다.
한어우 국제물류단지 설립은 우한시 종합교통운송 시스템 구축 사업
의 일환이다. 한어우 국제물류단지는 중어우(우한) 국제철도의 5개 노선
이 정기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물류시스템 구축, 물동량 확보 등을 지

41)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no=42086(검색일:
2019. 10. 17).
42) 戴金山(2019), pp. 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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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국제운영 네트워크 및 운송 적재율에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마. 시사점
후베이는 창장경제벨트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며, 특히 우한
은 창장 중류의 최대 허브 항만도시이다. 해당지역은 타 내륙 자유무역시
험구와는 다르게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화학제품, 액체화물 등을 처리 가
능한 우한항만이 위치해 있어 내륙수운·철도·도로 복합운송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우한은 고속철도를 통해 4시간 내로 중국의 주요 도시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한신어우 국제정기화물열차가 통과함에 따라 중국 내
수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항공운송의 경우, 이미 60여개의 항공노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후 노선
을 더욱 증설하고 항공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1월에
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지정되어 기존 종합물류단지 및 종합보세구
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즉 우한은 다양한 운송수단 및 복합물류체
계와 옵티컬밸리 같은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는 화물, 전자상거래 화물 등
을 바탕으로 내륙지역의 중심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우한은 기존 주요 산업인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광산업 등에서
바이오 기술, 지능형 스마트 제조 산업 중심으로 변화시키려는 정책을 구
축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 산업에 맞춰 물류시스템 및 인프라
또한 스마트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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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기업 진출현황 및 사례
가. 시안(산시성)
산시성에 진출한 한국기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 전문가 자문43)
및 KOTRA 디렉토리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국 내 자료의 경우 서류상
등록되어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실상 기업의 운영여부는
확인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KOTRA 디렉토리의 경우 정보제
공에 동의한 기업에 대해서만 자료가 작성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낙관적인 중국 자료 기준 한국기업 진출현황에 대해 간
단히 살펴보고, 가장 보수적인 KOTRA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분석
및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결과44)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산시성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모두 142개이며 대부분 자유무역시험구 안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한국기업은 시안 첨단기술(Hi-tech) 종합
보세구역이 2017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진출해 있었으
므로, 한국기업의 진출현황을 자유무역시험구 제도의 성과지표로 보기는
어렵다.
KOTRA에 등록된 한국기업은 총 36개이며, <그림 4-1>은 2012년~
2018년까지 한국기업 진출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결과와 같이 2012년 9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기공식 이후, 산시성 진
출 기업 수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43) 陳健雄, 中国(四川及重庆) 自由贸易试验区活用方案(협동연구자료), 2019. 9, p. 40.
44) KOTRA 시안무역관 관계자 인터뷰(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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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입주기업 수는 2012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57개 수준이었
다. 2018년 현재 산시성 진출 한국기업 수는 총 36개로 2014, 2016년
대비 감소했으며, 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국내 협력기업 의존도 감
소 및 자료 수집의 한계 등으로 해석된다.

그림 4-1

연도별 산시성 진출 한국기업 추이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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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2012~2018)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표 4-1>은 연도별 업종별 한국기업 진출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전반
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약 6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도 기
준, 제조업은 총 36개로 전체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반도체
및 반도체 부품 생산 업체이다. 서비스업종은 총 18개 입주해 있으며 전
체 31.6%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종은 건축, 컨설팅 등 공장 설립을
위해 필요한 업체 및 음식점, 미용실 등 노동자 편의시설 위주로 구성되
어 있다. 2016년과 2018년도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 각 62.1%, 55.6%,
서비스업 각 27.6%, 27.8%로 유사하다.
KOTRA 디렉토리에 등록된 운수업 종사 기업은 천진신화국제물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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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사가 유일하며, 이는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이 진출한 것에 비해 현저
히 낮은 수준이다. 물론 KOTRA 디렉토리에 모든 기업이 등록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이 제조기업 대
비 부족한 추세임은 분명하다.

표 4-1

산시성 연도별 업종별 한국기업 진출현황
(단위: 개, %)

구분

2012

2014

2016

2018

제조업

3 (60.0)

36 (63.2)

36 (62.1)

20 (55.6)

서비스업

1 (20.0)

18 (31.6)

16 (27.6)

10 (27.8)

운수업

-

-

1 (1.7)

1 (2.8)

도소매업

-

3 (5.3)

5 (8.6)

2 (5.6)

기타

1 (20.0)

-

-

3 (8.3)

총계

5 (100)

57 (100)

58 (100)

36 (100)

자료: KOTRA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2012~2018)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표 4-2>는 연도별 진출기업의 투자형태별 한국기업 진출현황을 요약
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약 90%가 단독투자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작투자, 합자투자 순임을 알 수 있다.

표 4-2

산시성 연도별 투자형태별 한국기업 진출현황
(단위: 개, %)

구분

2012

2014

2016

2018

단독

4 (80.0)

51 (89.5)

53 (91.4)

32 (88.9)

합자45)

-

1 (1.8)

1 (1.7)

2 (5.6)

합작46)

1 (20.0)

5 (8.8)

4 (6.9)

2 (5.6)

총계

5 (100)

57 (100)

58 (100)

36 (100)

자료: KOTRA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2012~2018)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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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두(쓰촨성)
청두지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한국기업 진출현황이 집계되지 않아 쓰
촨지역 전체에 진출한 기업현황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다만, 쓰촨지역
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부분은 청두에 입지하고 있어 청두에 진출한 한국
기업 현황으로 해석해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기준 쓰촨성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은 43개로 2012년 30개에서 단 13개 기업이 증가
하는데 그치고 있다. 물론 KOTRA의 해외진출기업 디렉토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매우 영세한 기업도 존재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 수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진출형태도 서비스법인, 판매법인, 지점 등 대부분
현지판매와 서비스를 위한 지점형태이고, 현대자동차 등 일부 몇 개 기업
만 생산법인이다. 특히, 물류와 관련한 기업은 5개에 불과하며 항공사 지
점, 업무센터(현대상선) 등으로 실제 현지에서 물류서비스를 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표 4-3

쓰촨성 연도별 업종별 한국기업 현황
(단위: 개)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제조업

9

12

13

15

서비스업

5

6

5

4

운수업

3

5

5

5

도소매업

12

15

15

16

45) 합자투자는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등
에 근거하고 있는 투자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 내 투자파트너가 공동으로 자본 출자, 경영, 손익을
분배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46) 합작투자는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조례」등
에 근거하는 투자방식으로, 투자자간의 권리 및 의무는 출자비율 등이 아닌 계약으로 결정된다는 점이 합자
투자와의 차이점이다.

제4장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방향 ❙ 109

표 4-3

계속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금융보험업

1

1

1

부동산임대업

2

2

2

기타

1

1

0

0

총계

30

42

41

43

자료: KOTRA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2012~2018)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진출형태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 독자기업 형태로 진출해 있어 한중 협
력을 통한 합자기업 형태로의 진출은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쓰촨성 연도별 투자형태별 한국기업 진출현황
(단위: 개)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단독

28

39

37

40

합자 및 합작

2

3

4

3

총계

30

42

41

43

자료: KOTRA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2012~2018)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즉, 쓰촨지역은 아직까지 한국기업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제한
적인 진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쓰촨성 성도(省都)인 청두
를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서부 대개발정책과 저임금
노동력 확보에 용이한 장점은 있으나 내륙지역은 그 특성 상 중국 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물류시장은 그 특성이 더욱 강하다. 중
국 내륙지역 물류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오랜 기간 지역에 뿌리
를 둔 대형 물류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여, 해외물류기업뿐만 아
니라 중국내 대형 물류기업의 진입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진입한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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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청두지역에 글로벌 IT
기업의 생산 공장과 제품의 국제배송을 위한 글로벌 물류기업이 들어와
있으나 외국계 물류기업은 국제배송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조기업과 동
반 또는 전략적 협력을 통해 확보한 물동량만을 처리하는 형태이다. 그
외 국내물류는 자국 물류기업이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다만, 청두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
과 달리 대부분의 진출기업이 대기업이고, 그 외 중소규모의 협력기업이
진출해 있어 향후 이 지역 진출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충칭
중국 전문가 자문47) 및 인터뷰 결과48) 2019년 기준 충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200개이며. 이는 2014~2015년도에 현대자동차, 현대모
비스, 현대제철 등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체가 충칭에 입주하기 시작하
면서 한국기업의 진출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자동차
협력사만 5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포스코(POSCO), 한국타
이어 등 세계 500대 기업이 진출해 있다. 충칭의 경우도 산시성과 마찬
가지로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이전에 진출했으며,
자유무역시험구 제도로 인한 추가적인 혜택은 없는 실정이다.
<그림 4-2>은 KOTRA 디렉토리에 등록된 기업 기준, 연도별 한국기
업 진출 추이를 요약한 것이다.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결과의 약 10%
수준에 불과한 기업만이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2014년 이후 충칭에 진

47) 陳健雄, 中国(四川及重庆）自由贸易试验区活用方案(협동연구자료), 2019. 9, pp. 58-59.
48) KOTRA 충칭무역관 관계자 인터뷰(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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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한국 기업 수가 급증하는 전반적인 추세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연도별 충칭시 진출 한국기업 추이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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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2012~2018)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표 4-5>는 연도별 업종별 한국기업의 진출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전
반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비중이 약 50%이며, 도소매업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2014년 4개
(26.7%), 2016년 3개(22.2%), 2018년 2개(11.1%)로 감소하고 있는 추
세이다. 2014년에는 한진해운, 판토스, 아시아나항공, CJ가 등록되어 있
었으나, 2016년에는 판토스, 2018년에는 한진해운이 철수한 것으로 판
단된다.

표 4-5

충칭시 연도별 업종별 한국기업 진출현황
(단위: 개, %)

구분

2012

2014

2016

2018

제조업

-

6 (40.0)

9 (50.0)

11 (61.1)

서비스업

-

1 (6.7)

-

-

운수업

1 (100)

4 (26.7)

3 (16.7)

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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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구분

2012

2014

2016

2018

도소매업

-

4 (26.7)

4 (22.2)

3 (16.7)

기타

-

-

2 (11.1)

2 (11.1)

총계

1 (100)

15 (100)

18 (100)

18 (100)

자료: KOTRA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2012~2018)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충칭의 경우, KOTRA에 등록된 기업의 100%가 단독투자 형태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인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진출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우한(후베이성)
현재 후베이성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이엔에프테크놀
로지 단 1개이다. 이엔에프테크놀로지는 디스플레이/반도체용 전자재료
분야의 선도기업으로서, 기흥 및 울산 R&D 센터, 우한공장, 광저우공장
을 운영하고 있다. 우한공장은 후베이성이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되기
전인 2010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우한공장은 중국 내 생산기지로서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49)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후베이성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총 15개이다. 그 중 주요 업종이 제
조업인 기업은 총 9개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이 3개, 서비스업 1개,
운송·물류업 1개, 금융·보험업 1개 등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제조품목으
로는 에틸렌 및 프로필렌,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LCD 및 반도체 등이
49) KOTRA 디렉토리 자료는 해외진출한 기업전수를 수록한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에 동의 의사를 표하는 기
업에 한해 수록된 것임.

제4장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방향 ❙ 113

다. 도·소매 기업의 취급 품목 역시 자동차 엔진, 광(光)기술 관련 기계
등으로, 후베이성의 주요 추진 산업인 자동차 산업, 광(光)기술산업 등과
일치한다.

그림 4-3

연도별 후베이성 진출 한국기업 추이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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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2012~2018)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다만, 2012년 후베이성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총 33개였으나 2018년
에는 15개사로 감소했다.
투자형태의 경우, 외상단독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중
기업이 자금이나 설비, 기술 등을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인 중외합자형태
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기준 총 15개 기업 중 단독투자 방식
을 택한 기업은 총 11개로 대부분 단독투자 형식을 택했다. 이는 경영 측
면에서의 의사결정 신속화, 이윤창출의 증대,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등과
같은 이점 때문에 단독투자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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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합자기업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한국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투자비용에 대한 권리는 중국기업에 귀속된다는 점 때문에 단
독투자 형식을 선호한다.
그림 4-4

투자 형태별 후베이성 진출 한국기업 추이
(단위: 개)

자료 : KOTRA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2012~2018)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다만, 외상투자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에 따라 투자형
태 간 비중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외상투자법의 주요 내용으로
는 ① 외상단독투자기업의 투자 허용 분야의 확대, ② 합작/합자 기업의
최고의결기구를 이사회에서 모두 주주회로 변경, ③ 중국투자자와 공동
투자 시 외국기업의 최저 지분(25%) 보유 규정 폐지 등이다. 특히, 기업
의 최고의결기구가 이사회일 경우, 기업운영 관련 중대사항50)에 대해서
는 이사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하며, 2/3 이상 출석해야하는 등 의
사결정과정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반면, 주주회로 변경될 경우 66.7%
이상만 동의하면 되며, 출석 인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

50) 중대사항이란, 정관수정, 인수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에 대한 내용임.

제4장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방향 ❙ 115

2. 현지 국내외 기업 인식 조사
가. 조사목적
중국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해 있거나 인근 보세구 등에서
기업을 영위중인 중국 로컬 기업 및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자
유무역시험구 입주에 대한 장단점, 자유무역시험구의 실질적인 입주효
과, 입주의향 및 진출 시 검토사항에 대한 인식 파악을 통해 본 연구의
진출방향 도출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는 자유무역시험구별로 진행하였으며 총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한 기업 리스트 파악의 한계로 본 연구에
서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지역별·업종별
배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노력하였다. 업종별로는 물류업
7개사, 제조업 4개사, 무역업 1개사로, 출자 기준으로는 한국기업 6개사,
중국기업 6개사로 구성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그 중 결과적으로는 4개
기업만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방법은 본 연구의 대상 범위가 넓어 시간 및 비용의 제약이 따르
기 때문에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 주요 조사 내용
1) 신속한 통관, 기업등록 편의가 자유무역시험구의 핵심 경쟁력
중국 내륙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한 기업은 원래 입지한 지역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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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시험구에 편입되었거나,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방향과 기업의 운영
방향이 일치해서 입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입주기업이 실질적
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책은 효율적인 통관정책이 가장 크며, 기업등록 편
의, 각종 규제의 완화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

자유무역시험구 입주 기업의 활용 정책

기업

실질 활용 정책

A기업

∙ 수출화물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대조하여 우선 통관 이후 실제 통관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도가 있는 기업의 경우 해관신고서, 각종 허가증, 세금 징수 및 환급 등과 관련한 서류
등은 우선 발행한 이후 필요한 경우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

B기업

∙ 세금처리에 있어 결정적 자료 누락 또는 고의의 실수가 아닌 경우 해당 기업에게 가중한 책임을 묻지 않는
정책

C기업

∙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동일 기업, 동일 계약서 등은 하나의 서류로서 통관 신고

D기업

∙ 네거티브 리스트 및 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 정책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설문조사 자료.

이러한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 활용을 통해 기업은 보다 신속하게 업
무를 처리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자유무역시험구 입주는 수출입 신생 기업에게 더 큰 이익
자유무역시험구에 미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주의향에 관한 조
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거나 성숙된 기업 대부분은 입주를 고려하지
않고, 수출입업무를 주로 하는 비교적 신생 기업이 입주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에게 유리한 점은 대부분 신속
하고 편리한 기업설립 절차, 통관수속의 간편 및 신속, 수출입 업무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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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으로, 요약하면 앞선 설명에서와 같이 현재 입주기업이 활용하고 있
는 주요 정책들이 결국 신규 진입기업에게 더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7

자유무역시험구 입주에 대한 실효성 조사

기업

내용

A기업

∙ 수출입 편리성, 높은 기업 효율성 등으로 기업의 원가절감 가능

B기업

∙ 통관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 절감

C기업

∙ 신속한 기업 설립, 입주제한 완화 등으로 기업등록 편의

D기업

∙ 기업설립 간편, 수출입 업무 편의

E기업

∙ 신속한 기업 설립, 수출입 업무 편의

F기업

∙ 신속한 관련 업무 처리, 기업 경영 환경 우수

G기업

∙ 기업 운영 관련 정책 이해 제고 시 이익 창출 가능

H기업

∙ 기업설립 편의, 입출입 용이 등

I기업

∙ 통관 간소화, 신속한 기업 설립 등을 통한 비용 절감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설문조사 자료.

3) 자유무역시험구에는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진출 필요
자유무역시험구 진출을 위해 검토해야 할 내용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
업의 진입자격, 자유무역시험구 정책과 기업의 정책 정합성, 추진되고 있
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표면적인 정책 리스트의 이해가 아닌, 세부적인
이해를 통해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기업의 사업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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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시 검토 사항

기업

내용

A기업

적합한 위치 선정. 전반적인 경영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B기업

자유무역시험구내는 상대적으로 건설 및 임대원가가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함

C기업

운송의 용이성 및 입주하고자 하는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 방향 검토

D기업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방향에 대한 선제적 파악 필요

E기업

충분한 수요 여부 파악

F기업

기업의 영업활동과의 정합성 여부

G기업

수요 파악과 정확한 위치 선정이 중요

H기업

자유무역시험구 진입자격에 대한 분석 필요

I기업

정책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진정책과 진입요건에 대한 분석 필요

J기업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설문조사 자료.

4)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장애요인으로 작용
외자기업의 경우 중국의 정책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발표
사유 및 경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빈번하다. 중국의 정책 내용
은 다소 복잡하여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해설 및 분석이
필요하다. 즉, 외자기업의 경우 활용 가능한 많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낮은 이해도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의 해
석과 분석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입주 전
기업의 여건이 자유무역시험구 입주조건에 적합한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높고 수시로 변경되는 정책동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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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무역시험구 SWOT 분석
가. 시안(산시성)
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의 강점(Strength)은 원활한 대외물류 연계망
을 확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항공물류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고, 적극적
인 산업 육성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산시 자유무역시험구의
대외물류 연계수단은 연해 항만, 유라시아 대륙 연선 철도, 시셴신구 공
항 등이 있으며, 특히 시셴신구 공항 신도시는 20개(국제노선 7개)의 항
공화물 운송 노선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을 위한 시안-서울노선,
중싱(中兴)을 위한 시안-시카고 노선, 메이광(美光)을 위한 시안-광저우
의 화물 운송 노선 등을 개설하는 등 기업의 보다 나은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의 기회(Opportunity)요인은 주요 유치산업 육
성 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세 개의 구역으로 구분되는 자유무역시험구는
각각 농업부문(농업과학 기술혁신), 전자상거래 산업, 항공물류 및 하이
엔드제조업을 주요 육성 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산시성에 진출해 있는 우
리기업 또한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며 이를 위한 전·후방산업(Up-stream,
Down-stream)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중
유일하게 농업의 현대화, 농업기술 협력 등 농업 분야를 주요 육성 산업
으로 지정한 것도 우리기업에게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반면 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의 약점(Weakness)요인으로는 해운운송이
불가능한 ‘내륙지역이라는 이미지’, ‘항만(수로운송) 부재’, ‘로컬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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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를 차지’ 등이 있다. 비록 산시성은 체계적인 대외물류 연계망 인
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지리적으로 내륙에 위치해 있다는 이미지 자체
가 물류기업이나 제조기업의 진출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이미지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이 필요할 것이다.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이후 신규로 등록한 기업 32,220개사 중 중국
로컬기업의 비중이 98.7%이며 외국투자기업은 1.3%에 불과하다. 이는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홍보 부족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낮은 지
원 수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산시성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조차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51)

그림 4-5

시안(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 SWOT 분석 결과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 원활한 대외물류 연계망(70% 이상의 수
출입 화물이 시안 집결 후, 유럽/중앙아
시아로 운송)

∙ 내륙지역이라는 이미지

∙ 체계적인 항공물류 인프라

∙ 로컬 기업이 대다수 차지

∙ 항만(수로운송) 부재

∙ 적극적인 육성산업 지원 정책
기 회(Opportunity)

∙ 하이엔드 제조업 육성계획
∙ 전자상거래 산업 육성계획
∙ 농업 육성계획(현대화, 국제협력)

위 협(Threat)

∙ 기술협력과 관련된 사후관리
(지적 재산권, 특허권 등)
∙ 미·중 무역전쟁 등 정치적 요인

∙ 항공물류 육성계획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51) KOTRA 시안무역관 관계자 인터뷰 결과(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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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의 위협(Threat) 요소로는 ‘기술협력과 관련된
사후관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등)’, ‘미·중 무역 전쟁 등 정치적 요인’ 등
이 있다. 산시성의 경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농업과학기술협력
등 기술 및 R&D 부문을 주요 육성 산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분
야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과 같은 협력 후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전자상거래 산업의 경우, 타 산업보다 정치적인 요소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나. 청두(쓰촨성)
청두 자유무역시험구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넓은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두시 인구만 약 1,600만 명이며 인근 배후지
역을 포함하면 약 3억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많은 정부기관이 있어 기
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편의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물류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청
두지역이 서남지역의 핵심 물류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26개 도시와 연결된 중국-유럽열차인 롱어우를 운행하고 있고, 여객 기
준 전국 4위, 화물 기준 전국 5위이며 120개 국제항로를 가진 쌍류국제
공항과 더불어 제2공항 건설도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즉, 도로, 철도, 항공 등을 두로 갖춘 교통의 요충지이며 전 세계 주요 대
기업과 물류기업이 입주하여 전자제품,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물류, 대종
상품 등 다양한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
기회요인으로는 첨단 물류 및 제조산업의 육성이다. 특히, 기존 운송
중심의 물류산업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물류기술 등을 육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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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스마트 물류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도 전통적인 공
업산업에서 벗어나 첨단과학기술, 금융, 전자상거래 등으로 산업 생태계
를 변화시키고 있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수요 창출이 주요한 기회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2공항 건설도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제2공항 건설이 완료되면 항공화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항
공물류에 대한 수요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물류산업은 우
리 물류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면은 있으나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새로
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약점으로는 우선 항만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쓰촨
자유무역지역 전체로 본다면 루저우 편구에 루저우항이 있지만 청두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항만을 인근에 가진 우한, 충칭지역 등과 비교할 때
는 하나의 약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장 내륙수운을 이용하는 데에
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는 중국 내륙지역 대부
분에서 겪고 있는 지역 기반의 거대 물류기업이다. 전통적으로 내륙지역
은 그 지역에 기반을 둔 거대 물류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새롭게 진입하는 중소형 물류기업에게는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
에 없다.
위협요인은 시안, 충칭 등 타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와의 경쟁이다.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 전부는 중국-유럽열차를 운행하고 있어 상호
화물 유치 경쟁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중점적으로 육성
하고자 하는 산업도 중복되고 있다. 즉, 항공물류, 항공수리 및 서비스,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전자제품 등 많은 핵심산업이 다른 내륙의 자유무
역시험구와 중복되어 상호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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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청두(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 SWOT 분석 결과

강 점(Strength)

∙ 넓은 배후시장(약 3억명)
∙ 정부기관 입주 통한 행정 편의
∙ 서남지역 핵심 물류거점
(중국- 유럽철도, 쌍류국제공항 등)

약 점(Weakness)

∙ 창장수운 활용 연계를 위한
항만의 원격지 위치
∙ 지역기반 대형 물류기업의 시장 장악

기 회(Opportunity)

∙ 첨단 물류 및 제조 산업 육성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
∙ 제2공항 건설 통한 항공물류 수요 확대

위 협(Threat)

∙ 타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와 경쟁
∙ 중점 육성 및 성장 산업이 타지역과 중복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다. 충칭
충칭 자유무역시험구의 강점(Strength)은 충칭이 지리적으로 “일대일
로”와 “창장경제벨트”의 연계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체계적인 대외물류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칭을 중심으로 “미(米)”자형 고속철
도망이 건설되고 있으며, 사방으로 수로-철도 간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창장경제벨트 주변 지역과 청두-충칭 도시군이 공동으로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플
랫폼은 장기적 관점에서 충칭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경쟁
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칭의 첫 번째 기회(Opportunity)요인은 ‘현대물류산업 클러스터 구
축 계획’이다. 철도, 도로는 물론 창장수로, 항공 등 다양한 운송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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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는 현대물류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충칭의 국제 중계물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이는 우리 제조 및 물류기업에게 기회요인이 될 수 있
다. 또 다른 기회요인으로는 ‘자동차 산업(신에너지 자동차) 육성 계획’,
‘첨단기술 산업 육성 계획’, ‘친환경 도시건설 육성 계획’ 등이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시험구의 주요 육성 산업과 연계된다.
충칭 자유무역시험구의 약점(Weakness)은 산시성의 경우와 유사하
다. 우선은 ‘내륙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제조 및 물류기업의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충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제조 기업에게 조차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52)

그림 4-7

충칭 자유무역시험구 SWOT 분석 결과

강 점(Strength)

∙ 지리적 이점(일대일로와 창장경제 벨트
교차점)
∙ 수륙공의 다양한 물류 통로

약 점(Weakness)

∙ 내륙 지역이라는 이미지
∙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낮은 인지도

∙ 주변 지역 간 협력 플랫폼 구축
기 회(Opportunity)

위 협(Threat)

∙ 현대 물류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

∙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

∙ 자동차 산업(신에너지) 육성계획

∙ 미·중 무역전쟁 등 정치적 요인

∙ 첨단기술 산업 육성계획
∙ 친환경 도시건설 육성계획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52) KOTRA 충칭무역관 관계자 인터뷰 결과(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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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Threat) 요인으로는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 ‘미·중 무역
전쟁 등 정치적 요인“ 등이 있다.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특히 신에너
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중이며 이는 우리 자
동차기업의 중국 진출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충
칭에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 부
품업체가 다수 입주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라. 우한(후베이성)
우한 자유무역시험구의 강점은 후베이 자유무역시험구 내 옵티컬 밸
리, 우한동후 종합보세구 등과 같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전자설비 제조공
장 등에서 화물이 안정적으로 창출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한은 역사적으
로 중부지역에서 금융시스템이 가장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우한시 통계
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차 산업 중 우한시의 금융업 부가가치는
1,097.58억 위안에 달하며, GDP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 요인은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 주요 산업으로 스마트 기술, 첨단
장비, 바이오 등을 선정하고, 해당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 속도가
늦어지거나 활용이 미진한 실정임에 따라 후베이성 자유무역시험구는 우
리나라 스마트 기술 관련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한, 2012년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내륙지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발전하
기 시작했으며, 우한시는 국제전자상거래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한 크
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이 실시방안에
따르면 매년 교역액을 80%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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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역의 소비능력은 전국적으로도 높은 편으로 국제전자상거래 및 관련
업종 기업이 진출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실제로 징동, 차이냐오, 월마트,
순펑 등 국내외 9대 전자상거래 업체가 입주했으며, 국제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물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보세물류, 전자상거래 물
류, 금융 분야의 전문성이 제고되어 특화된 물류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
어 있어 우한시는 SCM혁신 대표도시로 지정되었다.
후베이성은 내륙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항만도시인 우한이 위치해
있고, 수상·육상·항공 등 다양한 연계운송수단이 구축되어 있다. 다만,
인프라 구축 건설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임에 따라 복합물류체계 또한 추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스마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물
류인프라 역시 스마트화 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 또한, 후베이 자유무역
시험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정보공유 및 중국 협력 업체 연계가
가능한 플랫폼 구축 등과 같이 보완해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후베이성은 창장경제벨트 및 일대일로 전략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지
리적 이점을 갖고 있으나, 허난성, 산시성 등 근방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와 주력 및 유망업종이 비슷해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어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특
히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 및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진출 우리나
라 기업의 경우, 관세 인상 등으로 대미국 수출량 및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량이 감소하는 등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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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우한(후베이성) 자유무역시험구 SWOT 분석 결과

강 점(Strength)

∙ 자유무역시험구 내 산단 위치
(예, 옵티컬벨리)
∙ 중부지역의 금융센터 기능

약 점(Weakness)

∙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비용
∙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홍보 부족

∙ 수륙공 연계운송가능

기 회(Opportunity)

∙ 첨단기술 관련 기업 육성정책
∙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 정책

위 협(Threat)

∙ (지리적, 정치적) 조건이 비슷한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근방 위치
∙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4.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방향
본 연구의 자유무역시험구 진출방향은 자유무역시험구별 현황 및 주
요 정책, 기업진출 현황 및 여건, 자유무역시험구 진입에 대한 기업의 인
식조사, SWOT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하되 자유무역시험구별로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자유무역시
험구별로 기업 운영 및 투자 환경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실제 주요
정책 및 제도, 중점 육성산업, 활용 가능한 대외 연계망 등에서 매우 유
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륙지역에 입지한 자유무역시험구는
기본적으로 지리적 약점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구조
및 낮은 인지도를 가지는 것도 공통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기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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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대부분 새로운 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산업이 첨단산
업, 금융산업, 항공(수리)산업, 전자상거래, 자동차산업 등으로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다. 유사한 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자유무역시험구
간 경쟁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대외 물류연계 강화를
위한 중국-유럽철도 활성화와 이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도 거의 유사한
기회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협요인에서도 다른 요인들과 유사하게
대외환경 변화, 제도적 기반 미약 등에서 거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종합해 보면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
성이 강하다기 보다는 진입 환경, 활용 가능한 연계 교통망, 진출 시 연
계 가능한 산업군, 지역 물류시장의 특성, 진출 시 고려사항 등에서 유사
하기 때문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여건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되 진출
시 활용 가능한 방안들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공통으로 통용 가능한 진출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각 지역별 차별적인 진출방향 제시보다 더욱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중국-유럽 열차를 이용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화물 유치
중국 내륙의 주요 물류 거점이며 자유무역시험구가 지정되어 있는 지
역 대부분은 중국-유럽 열차를 운행 중에 있다. ‘위신어우(충칭-유럽)’,
‘롱어우(청두-유럽)’, ‘창안호(시안-유럽)’, ‘한신어우(우한-유럽)’등이 대
표적이다. 롱어우는 2018년 기준 3,088편이 운행되었고, 창안호는 2019년
에 약 1,800회가 운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역별로 중국-유럽열차
운행 수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 내륙 자유무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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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구에 입주하여 활발하게 운행 중인 중국-유럽 열차를 이용한 화물유치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물류기업이
중국 내륙지역에서 중국내 로컬기업과의 가격 또는 유치 경쟁을 통해 충
분한 화물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유치 가능한 화
물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중국 연안 지역에 진출해 있는 국내 물류기업도
중국 화주의 국제화물을 확보하기 어려워 상당부분을 현지에 진출해 있
는 국내 화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륙지역에서는 그 어려움이 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유럽 열차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되 중국 국내
가 아닌 중국 국경과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의 화물을 내륙지역의 자유
무역시험구로 유치하고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베트남 국경지역의 핑샹 통상구를 이용한 도로
및 철도 운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내륙지역과의 열차운송도 개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유럽열차는 위험물, 가격에 민감한 전자제품
등을 운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격, 시간 등에 덜 민감
한 의류, 기계류 등이 적합하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국-유럽열차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충분히 활용한다면 기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 신흥시장에는 우리 의류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대부분 ‘주문자상표부착(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방식의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시장을 겨냥한 OEM 화물
은 충분히 유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국
내 의류기업들은 주로 미국향 OEM 화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미얀

130 ❙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 방안 연구 - 중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

마에 진출한 의류 기업의 경우 대부분 유럽 의류메이저의 주문을 받고 있
어 중국-유럽열차를 이용하는 루트를 잘 활용할 경우 향후 물동량이 크
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얀마에 진출한 국내 의류관련 제조기
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는 수출루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 루트 개발을 통하여 해외진출 국내화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
원도 가능할 것이다.

그림 4-9

중국-유럽열차를 활용한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모델

유럽
한신어우
우한
자유무역
시험구

창안호
시안
자유무역
시험구

룽어우
위신어우
화물열차
청뚜
자유무역
시험구

화물열차

화물열차

핑샹
통상구

화물열차

충칭
자유무역
시험구

도로운송

동남아시아
지역
의류제조업체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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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유무역시험구 보세정책 활용 모델
중국의 보세정책은 보세구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개선 및 완화
되어 왔다. 특히, 자유무역시험구의 지정으로 기존의 보세관련 정책이 더
욱 완화되고 신속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자유무역시험구에
‘보세물류장책기업(保稅物流账册企业)’을 설립하고 물동량을 확보하는
비즈니스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국 화주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생산기업과의 생산계약을 체결하
고, 중국 현지 생산기업은 제품 제조 이후 국내 기업과 보세물류 계약을
체결한 자유무역시험구내 보세물류장책기업에게 납품하여 세금환급을
진행하는 모델이다. 이후 자유무역시험구내 보세물류장책기업은 일정 기
간 보관 후 최종 소비자인 중국 기업에게 부가가치 활동을 통해 배송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을 활용하는 장점은 보세물류장책기업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화주기업과의 보세물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화물
확보를 위한 로컬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용
이하게 물동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중국 생산기업의 경우에는 자
유무역시험구에 있는 보세물류기업에게 납품하면 수출의 개념과 동일하
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증가에도 기여가 가능하고 신속하게 세금환급도
받을 수 있는 모델이다.
특히,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한 기업과 관련한 세금환급은 그 어떤 지
역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국 현지 생산기업의 입장에서는 유
동성 확보도 가능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세정책 활용모델은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전체적으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진출기업의 수요
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32 ❙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 방안 연구 - 중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

그림 4-10

자유무역시험구 보세정책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자료: 최승린, “충칭시 물류현황 소개 및 자유무역시험지구 활용방안(중국워크숍 PPT자료),” 2019. 10. 30, p. 27 참조 정리.

다. 자유무역시험구내 가공무역 기업 설립 및 동반 진출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는 각종 정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중 실효성 있는 활용 정책은 자유무역시
험구내 기업에 대한 세금유예 정책을 활용한 제조기업 진출이다. 본 연구
가 물류기업의 진출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긴 하지만, 국내 제조기업
의 진출이 결국 국내 물류기업의 진출 활성화 및 화물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한 가공 제조기업의 경우 해외수입 설비, 원자재, 건축자재 등의 관세
약 5~6% 및 부가가치세(增值税, 증치세) 약 13%를 보류할 수 있다. 즉,
자유무역시험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해외에서 수입한 각종 장비, 원자
재 등을 실질적인 면세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내륙
자유무역시험구는 가공기업을 지역장려 산업 목록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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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인세도 일반지역의 25%에서 15%로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유무역시험구내 가공무역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국 벤더 입장에서
는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한 기업에게의 납품은 수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구매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업지원 정책에 따라 거의 즉시 환급받
을 수 있어 유동성 확보가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아울러 납품 자체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무역액에도 기여하는 이중적
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중국내 기업도 선호하는 사업모델이다. 이러한
가공무역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은 자유무역시험구별로 확대 추진하고 있
는 창장 피더, 중국-유럽열차, 항공운송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물류기업이 동반 진출하기에도 좋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1

자유무역시험구내 가공무역 기업 설립 및 동반 진출 모델

자유무역시험구내
가공기업

판매

최종소비자

수출
수출

중국 내 벤더
(Vendor)

해외 벤더

자료: 최승린, “충칭시 물류현황 소개 및 자유무역시험지구 활용방안(중국워크숍 PPT자료),” 2019. 10. 30, p. 26 참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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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륙 수운 직항로를 활용한 운송 모델
자유무역시험구가 지정된 중국 내륙지역은 주로 철도를 통한 대외 연
계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창장을 이용한 대외
연계 수송망에 대한 확충을 고려중에 있다. 그 중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
하고 있는 곳은 우한지역이다. 최근 우한항은 기존에 난징항 또는 상하이
와이가오챠오항에서 환적하여 수출입 운송하던 기존 해상운송 루트와 더
불어 우한항에서 일본으로 직항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다.53) 현재 이 항
로에 투입할 선박은 건조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일본과는 직항로 개설을
협의 중에 있다. 실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직항로 개설과 함께 수
출입 화물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은 저
렴한 비용에 있다. 현재 우한을 기준으로 보면 창장지역 항만에서의 환적
을 통한 해상운송 운임이 약 4,500달러 이상인 반면 중국-유럽철도는 약
12,000달러에 이르고 항공운송은 철도운송보다 150%나 더 비싼 상황이
다. 만약 해상과 내륙수운을 연계한 직항로를 통해 운송한다면 현재 환적
을 통한 해상운송보다 더욱 저렴하게 화물 운송이 가능해 질 것이다.

표 4-9

우한지역의 운송수단별 운송비 비교
운송방식

운송시간

운임

비고

해상운송(창장 환적 포함)

45일

4,500달러 이상

가장 저렴한 비용

항공운송

2일

철도운임의 150% 이상

가장 빠른 운송시간

한신어우(우한-유럽철도)

15일

12,000달러

시간과 비용의 중간

자료: 戴金山, 中国(湖北)自贸区武汉片区活用方案(중국 워크숍 PPT 자료), 2019. 10. 7, p. 16.

53) 연합뉴스는 2019. 11. 28 우한-일본 컨테이너 직항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보도하였다. 상해해사대학전문가에
의하면(2019.12.21. 인터뷰) 동항로는 이미 서비스 시작되어 450TEU급 선박이 운항중이며, 우한-한국항만
직항로 개설 필요시 상호 협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https://www.yna.co.kr/view/AKR201911151644
00009?input=1195m(검색 및 인터뷰 자료: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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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지역 물류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동부 연해항만으로 운송된 화
물을 내륙지역까지 운송하는 것이다. 중국 연해항만에서 내륙지역까지
운송되는 열차가 있지만 정기열차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
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특히, 수입의 경우 화물열차에 화물을
채우기 위해 각 중간역에서 화물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 정시성이 현저
하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 물류기업이 창장 내륙지역 항
만에 연결된 직항로를 활용할 수 있다면 내륙지역에서도 로컬기업과 충
분히 경쟁 가능할 것이다. 우선은 일본의 직항로를 이용하여 부산항 등
국내 항만으로 환적하는 방법이 그나마 안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향후에는 가장 안정적인 우리나라 항만과의 직항로 개설을 통
해 물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중
국 현지 내륙지역의 항무국은 직항로 개설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직항로 개설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마. 자유무역시험구의 중점유치산업을 활용한 진출 모델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다양한 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
거나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적인 특정 업종이 지역
의 전체 성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특정 업종의 성
장으로 인해 내륙지역의 물류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물류시장 그
자체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자유무역시험구별로 성장하는 특정 업
종의 특성에 맞는 물류 비즈니스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진출 및 성공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충칭은 자동차(특히,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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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2공장 폐쇄 및 생산량의 충칭 이전으로 관련 물동량 증가 예상) 및
노트북 등 전자제품, 청두(쓰촨성)는 디스플레이, 우한(후베이성)은 광전
자 및 자동차, 시안은 반도체 및 배터리 등이 있다. 이러한 업종들 대부
분은 물류업과 연계성이 매우 크며, 대부분 기계류, 장비류이기 때문에
전문 물류기업을 통한 전용 운송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산업에 맞는 맞춤형 전문 물류서비스를 통해 화물 확보 가능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동차는 부품 납품을 위한 해륙복합운송
개발, 반도체 및 노트북은 항공운송물류, 배터리는 위험물로서 중국-유
럽철도 운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장해운을 이용한 해상운송 등 개별
특정 업종별로 최적화된 운송방식 적용이 필요하다. 충칭과 같은 일부 지
역의 경우 항공 운송능력 부족으로 기존 항공운송 제품이 해상운송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착안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업종들은 국내 주요산업과 보완관
계에 있어 국내 화주기업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주기
업과의 동반진출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두 지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향후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우
리 물류기업이 관심 있게 살펴봐야할 분야일 것으로 생각된다.

바. 항공물류시장에 공격적 진출
항공물류분야도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자 하는 산업 중 하나이다. 또한 단순히 육성의 개념에 머물지 않고 실제
공항 확충(쌍류), 화물전용공항 건설(우한 순풍 화물공항, 2021년에 운영
예정) 등이 있다. 즉, 항공분야도 화물의 지속적․안정적 증가, 공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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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리산업 집중 육성 등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매력적 시장으로 성장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항공분야의 경우 우리 물류기업이 참여하기 위
해서는 충분한 화물기 투입과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한 화물기가 투입되더라도 화물확보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일
례로 국내 최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중국 최대 물류기업인 시노트
란스와 합작으로 설립했던 “그랜드 스타카고”가 매각된 사례가 대표적이
다. 중국 및 한국을 대표하는 물류 및 항공기업의 결합으로 충분한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업도 결국 사업 실패를
가져온 사례이다. 그러나 내륙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항공물류 수요는
다양한 지역에서 폭넓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출은 어렵지
만 놓치기 아쉬운 시장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차원에
서의 지원과 중국내 보조금 확대를 통해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으로부터
화물기가 투입되어야 하는 전제조건도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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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1. 결론
중국은 2013년 10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정·운영한 이래
2019년 8월까지 총 18개 성·시로 자유무역시험구를 확대하였다. 자유무
역시험구는 무역·물류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중국경제를 업그
레이드하기 위한 시험공간이다.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정
부기능 전환의 가속화, 투자 영역의 개방, 무역 발전 방식의 전환, 금융
영역의 개방과 혁신 심화, 법제영역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
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보다 신속한 행정 처리와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리
항목에 있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도입하였다. 네거티브리스트는 시행 첫 해인
2013년 190항목에서 2019년 7월 37개 항목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물류
운송분야에 있어서는 2013년 13개 항목에서 2019년 6개 항목으로 축소
되어 중국 국내 수상운송 경영, 항공운송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
종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자유무역시험구의 확대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남북 연안으로 확
대하고 다시 창장연선의 중부내륙, 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
다. 기본적으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확인된 개선정책 등을 전
시험구에 확대하는 구조이지만 각 성·시의 산업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중점사항을 부여하여 발전시키고, 검증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전
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본 과제의 대상지역인 우
한, 시안, 청두, 충칭지역은 중·서부내륙 중심지역으로 창장수운과 서부
대개발의 중심지역으로서의 특징을 살려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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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2018년 중국 물류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물류기업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통관 등 해관 행정, 등록
및 인허가 행정업무의 복잡성, 중복성, 업무시간 소모 등이었다.54) 그러
나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이러한 행정사항이 크게 개선되어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인터뷰나, 기업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전후 진입 기업에 대한 특
혜 혜택 등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는 별도의 혜택보다는
기존 행정제도의 개선과 네거티브리스트에 의거한 진출 업종 제한의 축
소 등에 방점이 찍혀있고, 우대혜택 등은 진출 의향을 보이는 기업과의
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현지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내 편리한 통관
정책을 활용하여 진입하거나 일대일로 정책과 서부 대개발 정책과 연계
한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이용하여 진출이 가능할 것이나, 자유무역시
험구내 토지 및 임대원가가 높고, 정책에 대한 세세한 내용파악이 어려워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지의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 물류기업의 저항뿐만 아니라, 연해항만과의 거리가 멀고,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간의 경쟁 등 진출에 대한 장애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지역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SWOT 분석 결과는

54) 김범중, “한·중 물류협력 발전 방향,” 제 17회 중한경제협력세미나 한중 경제무역 협력 심화방안 연구,
AMR·KIEP, 2019. 9. 3, pp. 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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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① 대상 자유무역시험구 네 곳 모두 내륙지역이
라는 이미지와 로컬기업이 대다수라는 점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②
우한과 충칭의 경우 내륙수로의 발달, 그리고 네 곳 모두 항공 운수의 발
달 및 일대일로 정책과의 연계성 등 원활한 대외물류연계망을 확보하고
있다. ③ 또한 앞으로도 항공물류와 일대일로 연계사업의 확장, 첨단제조
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계획 등을 가지고 있어 물류업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④ 특히 우한의 경우 창장 내륙수로와 철도 복합운송, 충
칭의 경우 수철(水鐵)복합운송, 자동차 산업의 육성, 현대물류산업 클러
스터 구축계획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⑤ 청두 자유무역시험구는
서남지역의 핵심물류 거점지역이지만 창장수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루
저우항까지 추가운송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2공항을 건설하고 있고 첨단
물류 및 제조산업을 육성하고 있어서 항공운송물류 분야는 유망할 것으
로 분석된다. ⑥ 시안의 경우 서부대개발의 상징적인 도시이며 일대일로
중국-유럽 철도 운송의 허브인 시안국제항무구가 있다. 또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투자가 이어지는 곳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시험구가 지정·운영된다고 하여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
시 특별한 혜택을 기대하기 보다는 경영환경의 개선, 내국인 대우, 제도
개선에 따른 편의성, 각 지역의 중점 정책과 산업, 물류 측면의 장단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진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연구 대상지역인 4 곳의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문헌조사,
SWOT분석과 현지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등의 현지 방문, KOTRA
무역관, 무역협회 지부, 그리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 인터뷰 및 한중물류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4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
이 6가지의 진출방향을 제안하였다. 즉, ① 중국-유럽 열차를 이용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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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 등 동남아시아 화물 유치 ② 자유무역시험구 보세정책을 활용한 비
즈니스모델 ③ 자유무역시험구내 가공무역 기업설립 및 동반 진출 ④ 내
륙 수운 직항로를 활용한 운송모델 ⑤ 자유무역시험구의 중점 유치산업
을 활용한 진출 모델 ⑥ 항공물류시장 공격적 진출 등이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및 활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이 우
선 필요하지만, 중국에서의 사업 환경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중국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중국의
정책, 자유무역시험구 운영제도 등과 관련된 상세 정보제공기능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사업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에 우리 기업이 진출
할 시 활용 가능한 6가지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출을 위해
서는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가. 동반진출체계 강화
중국 내륙지역은 물류기업이 물류시장의 성장세만 보고 독자적으로
진출하여 충분한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곳이다. 따라서 현
지 내수시장 또는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진출하는 제조기업과 물류
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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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중국 내륙물류시장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제
도적으로 진출할 수는 있으나 지역기반의 대형 물류기업이 대부분의 시
장을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중국내 다른 지역의 물류기업과 글로벌 물
류기업이 이미 차지하고 있어 우리 물류기업이 새롭게 진입해서 물동량
을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화주 및 물류기업
동반진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형태가 화주기업이 물
류기업을 선정한 이후 지원을 받는 형태로서 중소형 화주가 다양한 물류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선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 화주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는 물류기업을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의 보완
을 위해 인증 받은 우수물류기업과 관련한 정보를 화주가 용이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현지에 진출한 국
내 화주기업은 현지에 동반 진출한 국내 물류기업을 이용하는 것이 글로
벌 SCM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화주
및 물류기업 동반진출에 대한 성과 홍보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필
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보조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지원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업의 등록 및 영업활동 편의와 더불어서 기업 유
치를 위한 다양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보조금 획득을 위
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는 있지만 실제
받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진출 및 투자에
있어 보조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병행한다면 상당한 이득을 획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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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조금의 경우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과 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비용 등 다양한 한계로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의 전
체 보조금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으나, 향후 추가적인 연구,
각종 정보제공 수단을 활용하여 보조금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1

시안 자유무역시험구 보조금 종류(일부 예시)
구분

내용

A급 물류기업 장려

∙ 자유무역시험구 내 물류기업이 5A, 4A, 3A 등의 자격 획득 시 각각 30만 위안, 20만 위안,
10만 위안 지급

벌크상품 교역 장려

∙ 기업조건에 따라 100만∼500만 위안 장려금 지급
∙ 기업의 연간 종합납부액에 따라 10만∼100만 위안 장려금 지급

융자담보보조금

∙ 대출 시 연간 50만 위안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대출 이자 보조

자유무역시험구 혁신발전

∙ 납입자본에 따라 100만 위안 이하의 운영 장려금 지급
∙ 사무실 임대료 보조금 40위안/㎡/월 지급
∙ 자유무역시험구 교류활동 보조금 : 10∼50만 위안
∙ 인민폐 역외정산 : 3위까지 각각 10만 위안, 5만 위안, 3만 위안
∙ 혁신사례 장려금 : 국가급, 성급, 시급 혁신사례 평가 기업에게 각각 50만 위안, 40만 위안,
20만 위안 지급

고정자산투입지원

∙ 설비 고정투자 2000만 위안 및 이상에 대해 투자액의 2%, 단일기업 최고 200만 위안 이하
보조금 지급
∙ 표준공장 임대료 : 3년간 면제, 2년간 우선계약 및 가격인상 금지
∙ 내부공사보조금 : 200위안/㎡
∙ 이주비 보조금 : 설비이동에 최고 200만 위안 보조

자료: 袁小军, “扶持产业高质量发展(중국워크숍 PPT 자료), pp. 22-27의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리.

다. 중국 내륙지역 물류박람회 적극 참여
중국 내륙지역 대부분에서는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물류박람회를 개
최하여 지역의 주요 정책과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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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경우 우리 기업의 홍보와 현지 로컬기업과의 협력 가능한 프로
젝트 발굴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기업의 참여는 크지 않다. 물
류박람회 관련 정보 확인의 어려움, 단독 참여의 한계 등이 그 원인인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 참가단
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활동을 펼치는 방법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운영기관들도 지역에서의 물류박
람회뿐만 아니라 국내 현지 설명회 등도 적극적으로 하여 우리 기업의 입
주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개최되는 행사 참여는 물류기업에
게 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내륙지역의 공동물류 기반 확충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업의 진입을 편리하게 하고 있으나, 물
류기업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진출 이후 충분한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
다. 앞서 본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국 내륙지역은 지역 기반의 대형
물류기업이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 외국
자본 기업이 충분한 화물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중국 로컬 고객
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내륙지역의 공동물
류 기반 확대는 다른 지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KOTRA는 이
러한 우리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국내 여러 지역에 공동물류센터
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내륙지역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시장의 성
장가능성이 크며 향후 우리 제조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큰
우한, 충칭 등에는 아직 공동물류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 가령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 우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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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럽게 우리 물류기업도
동반진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기존과 같이 우리나라 화주의
화물에 대부분 의존하는 형태를 넘어 안정적인 지역기반 확립을 지원하
기 위해서는 공동물류센터를 내륙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된 지역까지 확
대하기 위한 검토가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창장수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 강화
창장수운은 중국 내륙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대외 연계 수송망
중 하나이다. 그러나 창장수운의 단점은 여러 지역에서 환적을 해야 한다
는 것이다. 즉, 운송 중 중간지역 항만에서 환적하고 다시 상하이 와이가
오챠오항에서 환적하는 등 최소 1∼2번 이상의 환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용 가능한 수송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창장수운을 이용한 컨테
이너 물동량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창장
수운 운송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불가
피하게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항만과 우한항 간 직항로를 개설하는 전략을 우리도 잘 활용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우한항 항무국에서는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까지 직항로 개설 확대를 희망하고 있기도 하다. 향후 한중 해운회담
에서 창장 내륙항만과 우리나라 주요 항만 간 직항로 개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개설이 된다면 내륙에 진출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을 크게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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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기업 설문 조사지

1. 기업 설문 조사지
中国内陆地区自由贸易示范区实效调查
1. 기본 정보
1

기업 이름

2

경영 주소지

3

소속 무역구

4

기업 유형

5

한국자본 유무

2. 조사 내용
1. 귀사는 이미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했습니까?
A：그렇다
B：아니다

A를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십시오.

A-1：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예: “혁신적인 제도” 등)

A-2：현행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도 중 어떤 제도를
기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습니까?(예：XXX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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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도가 귀사에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실제로 도움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

B를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십시오.
B-1: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로 입주하지 않았습니까？
(예: 입주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자본금 등）

B-2：자유무역시험구 혁신 제도중(예: Negative list)에서 귀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제도 입니까?(예: XXX 제도)

B-3： 귀사는 향후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할 계획입니까?

1）입주 계획이 있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2）입주 계획이 없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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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설립이 한국 기업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A：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B：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3. 앞으로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할 예정인 기업이 검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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