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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양회는 매년 3월 초 전국 양회가 개최되기 전 중국의 각 성급 지방단위(성·직할시·자치구)에서 순차
적으로 개최됨.
지방 양회는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정치협상회의를 일컫는 것으로 연초에 개최되는 지방 최대의 정치
행사임
년 지방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슈는 대 국가전략 추진방안으로 일대일로 一带一路 전략 징진지
지역협동발전 京津冀协同发展 계획 장강경제벨트 长江经济带 계획임
▣ 2015년 지방 양회에서 제시된 3대 국가전략에 대한 지역별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일대일로 一带一路 전략과 관련하여 △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추진 △ 각 지역별 경제벨트 구축방안 △ 해
상실크로드 협력 추진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음
징진지 지역협동발전 京津冀协同发展 계획과 관련하여 △ 교통 생태환경 산업분야 협력방안 △ 각 지역
별 산업 이전 및 주력산업 전환 등이 주요 정책으로 대두되었음
장강경제벨트 长江经济带 계획과 관련하여 △ 권역 내 대도시권 개발 계획 △ 장강연안 항만 서비스 및
시설 개선 △ 물류 통관절차 간소화 등이 제시되었음
▣ 2015년 지방 양회에서 제시된 지역별 추진방안은 ‘뉴노멀(新常态)’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평가됨.
각 지방정부는 대 국가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되며 이후 각 지방정부마다
대 국가전략 실행방안에 대한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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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양회(两会) 개요
■ 지방 양회는 매년 전국 양회가 개최되기 전 중국의 각 성급 지방단위(성·직할시·자치구)에서 순차적
으로 개최됨.
지방 양회는 지방 인민대표대회 이하 지방 인대 와 지방 정치협상회의 이하 지방 정협 를 일컫는
것으로 매년 초에 회 개최되는 지방 최대의 정치 행사임
년에는 중국의 뉴노멀 新常态 시대를 맞아 대 국가전략 을 실행하기 위한 지역별 시행방안
이 주요 이슈들 중 하나로 부상하였음
◦ 이 전략들의 공통점은 본격적인 ‘뉴노멀’ 시대를 맞아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한다는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임.
◦ 각 지방정부는 3대 국가전략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들을 제시함.

개 성급 단위의 지방 양회가

년 월 일 허베이를 시작으로 월

일 산동에 이르기까지 월

한 달 동안 순차적으로 개최되었음

■ 지방 양회의 주요 업무는 △ 지방정부 수장 선출2) △ 전국 양회의 대표단 구성 △ 정부의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검토·확정하는 것임.
지방 인대에서는 성장 부성장 고급인민법원원장 인민검찰원 검찰장 등 지방정부 및 지방 사법기관
의 수장을 선출하고 지방 인대 폐회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상임위원회 주임 부주임 와 지방 인
대 폐회 이후 개최되는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에 참석할 대표단을 구성함
또한 지방『정부업무보고』『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등 주요 정책문건 및 지방정부의 예 결산
내역을 심의함
◦『정부업무보고』
는 지방 인대에서 발표되는 정책 문건 중 가장 핵심적인 문건으로, 정부의 지난 정책
성과를 검토하고 올해의 주요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향후 1년간의 지방정부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지방 정협에서는 지방 정협 주석 부주석 등 정협 지도부와 지방 정협 폐회 이후 개최되는 전국 정협
에 참석할 대표단을 선출하며 지방 인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업무보고』『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등에 관해 논의함

1)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 ‘징진지 지역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 계획,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계획.
2) 대부분 사전에 결정된 인사를 공식으로 확정하고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임.
3) 지방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당서기가 겸직함. 단 베이징, 상하이 등 지역 당서기가 공산당
중앙정치국원인 경우와 신장, 티벳 등 특수한 몇몇 지역의 경우에는 당서기가 주임을 겸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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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3대 국가전략 추진방안
가. 지역별일대일로
‘
(

)’전략 추진방안

■ 2015년 지역별 양회 업무보고에서 랴오닝, 산동, 후베이, 산시(陕西), 간수, 광시, 허난성 정부는
자유무역시범구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표 1 참고).
각 지방정부는 기존에 추진 중인 자유무역시범구 自由贸易试验区

）설립사업을 일

대일로 一带一路 전략과 연계하여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표 1. 2015년 신규 자유무역시범구 추진 현황
선정 후보지

명칭

지방 양회 정부업무보고 추진사항
· 다렌 자유무역시범구 선정 신청 추진
· 잉커우(营口)시의 중·한(中·韩) 자유무역시범구
건립 사업 적극 지원

랴오닝성

다렌(大连)보세구

산동성

칭다오(青岛), 옌타이(烟台)
· 칭다오 자유무역지구 선정 신청 추진
보세구

허난성

정저우(郑州), 자오줘(焦作),
난양(南阳)보세구

후베이성

우한(武汉)보세구

산시성
(陕西)

시안(西安)보세구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세관 제도 적용
· 시안 자유무역시범구 선정 신청 추진

간수성

란저우(兰州)보세구

· 2015년 7월 중에 란저우(兰州)보세구 시범운영 테스
트 통과 후 설립 인가를 받을 계획

광시성

·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시범구 업그레이드
친저우(钦州)보세항구, 핑양
· 북부만(北部湾)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추진
(凭样)보세구
· 핑양(凭样) 국가중점개발개방시범구 설립 신청

충칭시

양루(两路), 춘탄(寸滩),
시용(西永),귀안(贵安)보세구

자료:『21

』(2015),「

28 ”

· 자유무역시범구 신청, 해외바이어 투자사업 심의 대리
제도 개선

“

：“

”

“

”」. (2月3日)

■ 신장(新疆)성 양회에서『실크로드경제벨트 핵심지역 건설 실시의견 및 행동계획(丝绸之路经济带
核心区建设实施意见和行动计划)』이하
(
『계획』이
) 결의되었음.
신장성은 실크로드경제벨트 丝绸之路经济带 권역 중 핵심지역이라는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인근
지역 및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심화시키고 우루무치와 카스 喀什 카슈가르 를 중심지역으로 삼아
교통‧ 물류‧ 금융‧ 과학기술 및 의료서비스 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임
2015년 지방 양회 3대 국가전략 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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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신장성 이우(伊吾)현-카자흐스탄/러시아 노선, 상하이-란주-우루무치 노선, 광둥-거얼무-카
스-파키스탄/타지키스탄 노선, 북 ‧ 중 ‧ 남 3개 철도노선 건설공사를 진행할 것임.

년 우루무치 乌鲁木齐 시는「아시아 유럽 경제무역협력시범지구 亚欧经贸合作试验区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중앙정부에 승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임
◦ 이리허무 사비얼 伊力哈木 沙比尔 우루무치 시장은 정부업무보고에서 시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사업에 대
한 기초연구와 세부 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언급하였음
◦ 향후 계획의 진행 여하에 따라 해당 지구가 자유무역시범구로 승격될 가능성도 있음.

그림 1. 신장성 신규 철도 노선도

자료:『亚心网』(2015),「聚焦自治区两会之现场：新疆出台丝绸之路经济带核心区实施意见」(1
. 月25日)

■ 닝샤회족자치구는 신규 철도 부설, 기존 철도 보수 및 신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할 것임.
닝샤회족자치구는 생태환경보호와 빈부격차 해소라는 두 가지 주요 해결과제를 안고 있으며 도시지
역의 파편화 破片化 가 심각한 반면 교통 편의성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닝샤회족자치구는

년 지방 양회에서『닝샤공간발전전략계획 宁夏空间发展战略规划 』을 심의 ‧

통과시킴
◦ 닝샤회족자치구는 전략계획을 통해 황하유역경제벨트(沿黄经济带)4)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
촨도시권(大银川都市圈)을 중심으로 스쭈이산(石嘴山), 구위안(固原), 중웨이(中卫)를 부도심으로 삼아
신형도시화를 선도할 것임.
◦ 해당 사업을 통해 닝샤자치구의 국제영향력을 확대하고, 칭수이허(清水河) 도시산업벨트(清水河城镇产
业带)5)를 ‘실크로드경제벨트’ 실행기지로 지정할 예정임.

4) 2010년 12 월 10일부로 국무원으로부터 국가급 중점 개발지역( 지역도시권)으로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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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홍빙 艾红兵 닝샤 계획관리위원회 총무처 처장은 황하유역경제벨트 沿黄经济带 가 닝샤자치구
면적의

의

인구

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닝샤 중남부 지역의 생태이민수

요 生态移民需要 를 소화하는 역할을 맡아 새로운 경제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 2. 황하유역경제벨트(沿黄经济带) 위치도

자료:『光明网』(2012),「把沿黄城市带打造成“黄河金岸”」. (8月29日)

■ 구이저우성은 고속철도 경제벨트 구축을 목표로 신규 철도 부설사업을 추진할 것임.
천민얼 陈敏尔 구이저우 성장 省长 은

년 월

일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업무보고

를 통해 구이양 贵阳 과 난닝 南宁 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고속철 건설계
획을

년 발표될『 차 개년 계획 十三 五 』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 향후 구이양시에 여러 고속철 노선들이 설치될 예정으로, 주변 도시들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것임.
◦ 2014년 말에 ‘구이양-광저우’ 고속철 노선이 개통되었는데, 통행시간이 21시간에서 4시간 내외로
단축되어 구이저우성의 경제적 입지가 강화되었음.
◦ 따라서 ‘구이양-난닝’ 철도 건설이 실현되면 해당 노선 인근 지역들의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
대됨.

구이저우성 정부는 향후에도 철도 노선 건설을 확대하여 고속철도 경제벨트 高铁经济带 를 구축하
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음

5) 료반샨(六盘山) 풍경구 등 여행 산업과 지역 특색 농업 중심의 도시개발 지역.
6) 환경변화로 인한 이민(ecomigration, eco+immigration) 수요를 지칭하는 용어. 중국에서는 주로 장강, 황허 등의 수원지
보호, 토지유실 위험지역 관리 등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을 이주시킬 경우를 지칭함.
2015년 지방 양회 3대 국가전략 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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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논의 중인 ‘구이양-후베이성 상양(襄阳)’ 고속철 노선은 구이저우성 정부가 구상 중인 ‘구이양허난성 정저우(郑州)’ 노선을 건설하기 위한 1단계 노선으로 간주됨.
◦‘구이양-허난성 정저우(郑州)’ 노선은 후베이성이 건설 추진 중인 ‘윈난성 자오통(昭通)시-충칭시
첸장(黔江)구-후베이성 언스투쟈주먀오주자치구(恩施土家族苗族自治州)’ 노선과 중첩되어 두 지방정
부간 고속철도 유치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푸젠(福建)성은 2015년 1월 말『푸젠성 실크로드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전략 실행
의견(福建省融入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发展战略实施意见)』을 제정하였음.
푸젠성 정부는 샤먼 厦门 장저우 漳州 취안저우 泉州 푸저우 福州 를 중심도시로 삼아 동남아 등
인근 지역들과 해상실크로드 海上丝绸之路 전략 실행을 위한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할 것임
◦ 아세안을 비롯한 연안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해양 및 무역 분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샤먼(厦门)
동남 국제항운센터(东南国际航运中心)설립 및 샤먼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계획임.

추진 지역

표 2. 지역별 ‘일대일로 (一带一路)’전략 추진방안 개요
세부 내용

랴오닝성, 산동성, 후베이성,
산시(陕西)성,
간수성, 광시성, 허난성

․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추진

닝샤회족자치구

․ 닝샤공간발전전략계획(宁夏空间发展战略规划)』수립
- 황하유역경제벨트(沿黄经济带) 구축

구이저우성

․ 고속철도 경제벨트 구축
- 구이양(贵阳)과 난닝(南宁)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

푸젠성

․『푸젠성 실크로드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전략 실행의견
(福建省融入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发展战略实施意见)』제정

자료: 본문 내용 정리.

나. 지역별징진지
‘
(

)’계획 추진방안

■ 각 지방정부는 2014년 9월 4일 국무원 산하「징진지 지역협동발전 영도소조(京津冀协同发展领导
小组)」7) 3차 회의에서 결정한 협력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7) 2014년 8월 2일 국무원 산하로 설립되었고, 장가오리(张高丽) 부총리가 조장임.
2015년 지방 양회 3대 국가전략 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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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세 지방정부는 징진지 광역철도투자유한회사 京津冀城际铁路投资有限公司

를 설립하고

지역간 광역호환 교통카드 一卡通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교통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 베이징-선양 철도 노선(京沈客专), 베이징-장자커우(京张铁路) 철도 노선, 베이징-텐진 공항선(京
津城际机场引入线) 등 각종 신규 철도건설 사업 △ 베이징 외곽 대순환도로(北京大外环) 등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둘째 환경 분야에서 허베이성과 베이징시가 공동으로 다양한 생태환경 보호사업을 추진할 것임
◦ △ 수원보호림(水源保护林) 조성 △ 황사 진원지 관리(风沙源治理) △ 징진지 그린벨트 사업(京津冀保
中心区过渡带) △ 대기오염 공동조사 등이 포함되었음.

마지막으로 산업융합발전시범지구 건설 신공항 건설 생태환경기능지구 건설 과학기술구 건설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임
◦ 탕산(唐山)시 차오페이뎬 산업융합발전시범지구(曹妃甸 产城融合发展示范区),9) 베이징 신공항 경제협
력지구(新机场临空经济合作区), 장셩 생태환경기능지구(张承生态功能区) 및 빈하이 중관춘과학기술구
(滨海中关村科技园)10)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임.
◦ 황싱궈(黄兴国) 텐진시 시장은 빈하이 중관춘 과학기술구(滨海中关村科技园) 등 각종 과학기술 진흥구
역을 건설하는 등 베이징시와의 과학기술개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각 지방은 일부 행정기능 및 산업 이전을 목표로 역할을 분담하였음.
주요 목표는 베이징시의 행정기능 일부와 산업기반을 다른 두 지역에 이전하는 것임
◦ 베이징시는 수도로서의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을 허베이성 및 텐진시로 이전하여 산업 이전과
인구 분산을 가속화할 것임.
◦ 허베이성과 텐진시는 베이징시에서 이전받는 기능 및 산업체들을 인수하여 지역산업 전환과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 동력으로 삼을 것임.

『징진지 지역협동발전강요 京津冀协同发展纲要 』 이하『강요 纲要 』가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의 중이며 『강요』가 제정된 후에 해당 지역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정될 것임

■ 베이징시는 ‘징진지 지역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계획을 통해 수도(首都)기능 분산 및 산업과
인구의 이전을 추진할 것임.

8) 2015년 3월 30일 현재 베이징시, 허베이성, 텐진시 및 중국철도총공사(China Railway)가 3:3:3:1의 비율로 합작한다는
설립안에 공동 서명하였음.
9) 2014년 7월 베이징시와 허베이성이 공동 협약을 맺고 ‘베이징차오페이뎬
(
) 현대화산업발전시범지역’ 건설을 추진하여
산업발전지역 건설, 생태도시개발 투자공사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업지구 명칭.
10) 2014년 8월 초에 베이징시와 텐진시가 협약을 맺고 텐진시의 고급 제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을
시도하고자 지정된 시범지구의 명칭.
2015년 지방 양회 3대 국가전략 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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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에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년 중점추진 사업을 보면 일부 행정

기관 제조기업 도매시장 고등교육기관 일부 병원이 베이징시 외곽으로 이전될 예정임
◦ 베이징시 교육위원회 대변인은 1월 24일 현재 베이징시 정부의 산업 및 인구의 이전 방침에 따라 베
이징시에 소재한 대학들의 이전계획을 연구 중이라고 언급함.

베이징시는 또한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일반 제조업은 허베이성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정보기
술 바이오 기술

신재료 항공우주 첨단장비 제조업 등의 전략 신흥 산업과 생산적 서비스업

환경보호 산업 및 태양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것임

■ 허베이성은 ‘징진지 지역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 계획에 의거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징진지 지역협동발전 京津冀协同发展 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베이징 신공항 인근에 경제구역 건설
및 인근 지역과의 도로 및 철도 노선 건설 등이 추진될 것임
허베이성은 베이징으로부터 농산품 교역센터 상품도매시장 등 일부 수도 기능을 이전받고 베이징과
텐진이 보유한 산업기술 개발성과도 이전받아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전환을 추진할 것임
◦ 랑팡(廊坊)시와 바오딩(保定)시는 이러한 기술개발 성과를 이어받아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싱타
이(邢台)시와 한단(邯郸)시 또한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며, 바오딩시는 베
이징의 일부 행정 ‧ 교육 및 의료 기능을 이전받을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허베이성은 이미 2014년 초에『신형도시화 건설에 대한 의견(关于新型城镇化建设的意
见)』을 발표하여 바오딩시와 랑팡시를 중점 이전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음.
- 허베이성에 유입되는 투자자금 규모의 절반은 베이징 소재 기업들의 투자액이 차지하고 있음.
◦ 베이징현대자동차(北京现代汽车)가 협약을 맺어 창저우(沧州)시 황화(黄骅)현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
고, 베이징자동차(北京汽车)는 이미 황화항(黄骅港)에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추진 지역

표 3. 지역별‘징진지 (京津冀)’전략 추진방안 개요
세부 내용

3개 지역 공통

․ 교통 분야: 광역호환 교통카드 도입, 신규 철도/고속도로 건설
․ 생태환경 분야: 공동 대기오염 조사, 그린벨트 사업 등 환경보호사업 추진
․ 산업 분야: 역내 산업 협력 사업 추진

베이징시

․ 일반 제조업 허베이성 등 기타 지역에 이전
․ 정보기술, 첨단 제조업, 환경보호산업 등 신흥산업 육성

허베이성

․ 농산품 교역센터, 상품도매시장 등 베이징시 이전 산업 수용을 통한 산업 전환
추진

자료: 본문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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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별장강경제벨트
‘
(

)’계획 추진방안

■ ‘장강경제벨트’ 계획이 장강 연안 지방정부들의 양회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음.
장강경제벨트 권역은 중국 국토의

전체 인구의

전체

의

전체 수출입액의

를 차지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권역임
그림 3. 「장강경제벨트」권역 범위

자료:『

』(2014),「

」. (9月15日)

■ 후베이성은 ‘장강경제벨트’ 권역의 중심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우한시는『장강 중 하류 항만운영센터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 长江中游航运中心建设工作意见 』 을
기초로 △ 항만 기초설비 건설 강화 △ 종합 교통운송 체계 구축 △ 현대적인 항운 서비스 체계 구
축 △ 인근 항만지역에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향후 ‘우한-아세안’ 및 ‘우한-한국/일본’ 해운통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한지역에 외국영사
관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등 세부적인 정책이 제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후베이성은『장강 중류도시군 발전계획(长江中游城市群发展规划 』 이하『계획』 을 중앙정부에게
승인받아 해당 도시군의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계획』의「장강중류도시군」은 총면적 31.7만㎢에 우한(武汉) 도시권, 환창주탄(环长株潭) 도시군, 환
판양후(环鄱阳湖) 도시군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형 도시군으로,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의 3대 광
역도시군13)중 하나로 지정됨.

11) 2014년 10월 22일 우한 항운센터 건설 및 우한도시군의 지속가능사회 구축 등을 추진하여 산업 집적과 구조조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우한시 정부가 입안한 건설 계획.
12) 2015년 4월 5일 현재 중국 국무원은『계획』을 최종 승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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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장강중류도시군」의 위치

자료:『

』(2015),「

—

《

》

」. (4月8日)

■ 권역 내 다른 지역에서도 ‘계획’과 관련된 크고 작은 정책들이 제시되었음.
상하이시 저장성 및 장수성 업무보고에는 장강경제벨트 건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대내 개방
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구이저우성 윈난성 및 충칭시 업무보고에는 인근 연안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강경제벨트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윈난성은 세관구역 통관절차를 통일하는 개혁(海关区域通关一体化改革)을 시행하고, 내륙연안구역 및
특수감독구역의 새로운 감독 모델을 모색하여 무역편리화 수준을 제고할 것임.

추진 지역

표 4. 지역별‘장강경제벨트’계획 추진방안 개요
세부 내용

후베이성

-『장강 중류도시군 발전계획(长江中游城市群发展规划)』추진

우한시

- △ 연안 항만 기초설비 건설 강화 △ 종합 교통운송 체계 구축 △ 현대적인
항운 서비스 체계 구축 △ 인근 항만지역에 산업 클러스터 조성
․ 향후 ‘우한-아세안’ 및 ‘우한-한국/일본’ 해운통로 개설 적극적 추진
․ 우한지역에 외국영사관 설립을 적극 지원

상하이시, 저장성, 장수성

- 대내 개방 추진

구이저우성, 충칭시

- 장강경제벨트 권역의 연안지역들과 협력 강화

윈난성

- 세관구역 통관절차 통일 개혁(海关区域通关一体化改革)
․ 무역편리화 수준 제고

자료: 본문 내용 정리.

13) 3대 광역 도시군은 장삼각(长三角)도시군 , 청위(成渝)도시군, 장강 중류도시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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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전망
■ 각 지방정부들은 3대 국가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일
대일로(一带一路)’전략 관련 자유무역시범구 추가지정, 고속철 건설에 대한 추가 조치가 예상됨.
향후 장강 연안 및 연해 지역이 아닌 서부 내륙지방의 도시들이 자유무역시범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충칭 광시 북부만 北部湾 신장지역이 자유무역시범구의 후보지역으로 예상됨
◦ 충칭은 장강경제벨트와 육상실크로드 전략에 모두 포함되는 지역으로 내륙 보세구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광시 북부만은 마카오와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장지역은
육상실크로드 전략의 출발점임14).

황용 黄勇 구이저우성 사회과학원 지역경제연구소장은 고속철 건설 사업을 통해 구이저우성의 투자
가 촉진되고 지역협력과 해외무역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자오지엔(赵坚) 북경교통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는 고속철 건설 사업은 인구밀도 및 주민 소득수준
등에 의해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이저우성의 인구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여객 수송과
화물 수송을 병행하는 노선의 구축을 제안함.

■ 이번 지방 양회에서 제시된 지방정부들의 ‘징진지 지역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 관련 정책들
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왕휘 王晖 수도경무대학 도시경제공공관리학원 교수는 허베이성은 토지 및 노동력 자본의 비교우위
가 있으나 발전 모델 확립이 관건이며 장수성 쿤샨 昆山 시가 상하이 경제에 의존하는 것처럼 허베
이성도 베이징시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왕휘 교수는 허베이성은 정보화, 물류, 금융 등 생산적인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
면서 베이징시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허베이성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산업 및 인구 이전이 활발하게 전개
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4월 말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는 베이징 중관춘관리위원회와 ‘바오딩·중관춘혁신센터(保
定·中关村创新中心)’ 건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 바오딩시는 가오신구(高新区)에 설립을 추진 중인 뎬구(电谷) 국제비즈니스센터(国际商务中心) 건설을
중관춘관리위원회 산하 자산관리기업에 위탁, 이를 계기로 베이징시와 바오딩시의 협력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됨.

14) 『21世纪经济报道』(2015),「资本区域潜伏样本：机构博弈第三批自贸区名单」. (2月3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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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지푸 郭继孚 베이징교통발전연구센터 주임은 현행 지역간 철도 및 고속도로 등 교통망들이 지
역간 교통난을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징진지 광역철도투자유한회사 京津冀城际铁
路投资有限公司 설립과 운영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함
◦ 궈지푸 주임은 또한 베이징 신공항 건설 계획은 징진지 권역의 대외개방 중요성에 부합하고 역내 국
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쉬린 徐林 국가발전계획위원회 国家发展改革委 발전계획국 국장은

년 월

일 기자간담회

에서 해당 지방정부와 국무원이『징진지 지역협동발전강요 京津冀协同发展纲要 』제정에 관한 계
획안을 심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장강경제벨트 권역의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챠오용위안 乔永远 궈타이쥔안 国泰君安 증권 수석 전략에널리스트는 국무원이

년 월에 발표

한『황금수로를 통한 장강경제벨트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 关于依托黄金水道推动长江经济带发展的指
导意见 』및『장강경제벨트

종합입체교통회랑계획 长江经济带综合立体交通走廊

年 』을

근거로 교통운송 기계 건축 철강 부동산 및 무역 등 개 업종이 장강경제벨트 계획 추진에 따
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함
관칭여우 管清友 민셩 民生 증권 연구원 집행원장은 성장잠재력과 해당 권역 지방정부의 협력가
능성을 감안하여 해당 권역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긍정적
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함
『장강 중류도시군 발전계획(长江中游城市群发展规划 』의 제정을 계기로 현재 연구 중인 장강경제벨
트 권역 개발계획의 정책 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음
◦ 2015년 4월 25일 국무원은 장강경제벨트 권역 개발을 위한 후속 조치로『후난샹강신구 설립 비준에
대한 동의(关于同意设立湖南湘江新区的批复)』(이하『동의』를
) 발표하여 후난성 창사(长沙)시 샹강(湘
江) 서안 일대 면적 490㎢ 의 개발 계획을 승인함.
◦『동의』에서 제시된 주요 개발목표는『장강 중류도시군 발전계획(长江中游城市群发展规划)』과 유사하
게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 및 신형도시화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건설과
’ 함께 고급 제조업 발전 기지
를 건설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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