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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临港)
신구의 총체적 방안’ 발표
2019년 8월 6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 상하이 자

유무역시험구 린강 신구의 총체적 방안(中国(上
海)自由贸易试验区临港新片区总体方案, 이하

먼저 집적회로 종합산업 기지를 건설하고 다국
적기업의 해외연구개발 및 제조센터 설립을 지원
하여 핵심 칩, 장비, 기초소재 등의 중점영역을 발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상하이 자유무

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혁

역시험구는 총면적 120.72㎢의 총 7개 구역으로

신 응용 시범구를 건설하고 스마트카, 스마트제

이루어져 있었는데, <방안>의 발표로 면적 119.5

조, 스마트 로봇 등 신산업과 신업태의 발전을 추

㎢의 린강(临港) 신구를 추가하게 되었다.

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 여객기와 민간 항

<방안>에 따르면 린강 신구의 발전 목표는

공 엔진을 핵심으로 기초연구, 기술개방, 제품연

2025년까지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을 높인 비교적

구제조, 시험평가 등 관련 산업이 모인 민간 항공

성숙한 투자 무역 제도를 구축하여 세계 일류 기

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하고, 완성품 교부, 운영 유

업들을 유치함으로써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

지 보수, 문화여행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항공 산

하는 것이다. 2035년까지 린강 신구는 해당 구역

업 사슬 전반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

을 국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과 경쟁력을 가지는

터 보호 능력 인증, 국경 간 데이터 유통 등 데이터

특수경제기능구역으로 조성하여 중국이 경제 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허, 저작권, 영업

계화의 물결 속에 더욱 깊이 융화될 수 있도록 하

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

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

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무역과 같은

<방안>은 높은 수준의 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집

새로운 형태의 국제무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

적회로, 인공지능, 바이오의약, 민간 항공 등 전략

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방안>은 중국이 육성

적 신흥 산업의 발전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전략적 신흥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와

있다. 상술한 핵심 산업 분야의 생산 및 연구개발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발전계획을 제

에 종사하는 기업 중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

시하고, 관련 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

상으로 설립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줄

조하였다. 이는 중국의 국가급 전략으로 격상된

것을 언급하고 있어 특정 산업 기업에 대한 조세

장강삼각주 통합 발전 계획과 결합하여 상하이시

지원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업종별로 다음

는 물론 장강삼각주 지역, 나아가 중국 전역의 경

과 같은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중국

제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차원에서 이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자료 : 中国政府网(2019.8.6).

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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