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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6개 자유무역시험구의 신설 방안 발표
2013년 상하이를 시작으로 중국 국내에 자유무

스 발전 선행지역으로 조성하고, 국가 집적회로

역시험구가 조성된 후 지난 6년간 자유무역시험

설계 서비스 혁신플랫폼과 국가 건강 의료 빅데이

구는 중국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험대 역할을 해

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광시 자유무역시험

왔다. 2019년 8월 6일 기존의 상하이 자유무역시

구는 현대금융, 스마트물류, 문화 등 현대서비스

험구에 린강(临港) 신구가 추가된 데 이어 8월 26
일에는 산둥(山东), 장쑤(江苏), 광시(广西), 허
베이(河北), 윈난(云南), 헤이룽장(黑龙江) 등 6

업과 신에너지 자동차 핵심 부품, 전자정보 등을
발전시키고, 국경 간 무역, 물류, 여행을 육성하여
국제적인 육상·해상 무역의 관문이 되겠다고 밝

개 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가 신설되었다. 이로

혔다. 허베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차세대정보기술,

써 중국 내 자유무역시험구는 총 18개 지역으로

현대 생명과학, 첨단 현대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확대되었다. 입지 조건으로 볼 때 신설되는 6개

육성하고, 첨단산업 개방 발전 선도지역, 디지털

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

상거래 발전 시범구, 금융혁신 선행지역을 조성

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징진지(京津冀) 협동 발

하고자 한다. 윈난 자유무역시험구는 첨단제조,

전’, ‘장강삼각주 통합 발전’, ‘장강 경제벨트’, ‘해양

항공물류, 가공무역, 건강, 국경 간 여행 및 전자

강국’, ‘동북 진흥’ 등 국가 전략의 추진에 기여할

상거래를 발전시키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를 연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결하는 허브가 되고자 한다. 헤이룽장 자유무역

국무원에서 발표한 6개 신설 자유무역시험구

시험구는 차세대정보기술, 신소재, 첨단장비, 바

의 총체적 방안(이하 <방안>) 문건을 살펴보면 6

이오의약 등 전략적 신흥 산업과 과학기술, 금융,

개 지역이 전략적 신흥 산업과 현대서비스업의 육

문화, 여행 등 현대서비스업을 육성하고, 러시아

성을 강조하면서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

및 동북아 교통 물류 허브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

별화된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였다. 이번 6개 자유무역시험구의 신설은 미·중

<방안>에 따르면 산둥 자유무역시험구는 인공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개방의

지능, 정보기술, 선진제조, 에너지 절약·환경 보

확대를 통한 중국 경제 발전의 돌파구 마련, 산업

호, 바이오의약, 해운물류, 건강, 의료, 양로, 문화

구조 고도화, 주요 국가 전략과의 연계 추진 등 중

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한·중 무역 투자

국 정부의 다양한 전략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협력 선행지역과 해양 스마트제조기지를 구축하

볼 수 있다.

고자 한다. 장쑤 자유무역시험구는 의료 서비스

자료 : 中国政府网(2019.8.26).

와 같은 현대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장쑤성을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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