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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기조연설중 
"중국은 개방, 협력, 단결, 윈-윈의 신념을 견지하고 개방 확대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외 시장 연결, 요소자원 공유를 효율적으로 실현해 중국 시장을 글로벌 시장, 
공유의 시장, 모두의 시장으로 조성하며 국제사회를 위해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2021년  6월 ,  리커창  총리는  전국의 
'팡관푸(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 심화 및 시장 주체로서의 활력을 중점 
육성 및 발휘하는 데에 관한 화상 회의에서 "국제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대외개방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내외시장 및 2가지 자원을 잘 활용하여 국제 협력과 경쟁을 
위한 새로운 우위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대외개방의 기본 국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편의화 정책을 시행하고, 진입전 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며, 더 넓은 범위, 더 광범위한 분야, 보다 심도 있는 수준의 전면개방을 구현하고 
있다 .  제조업 ,  서비스  산업  및  농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외국인  투자의  제한을 
완화하고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내 외자 기업에 대해 차별 없는 대우 와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늘릴고 있다. 중국은 2020년 이래 코로나 
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외 무역 및 대외 투자의 기본 오퍼를 안정시키기 위해 일련의 
자금난 해소 정책을 신속히 도입하여 외자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시장 주체가 작업과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19 예방 및 통제와 생산 질서 복원에 
앞장서고, 동시에 신규 외국인 투자법 및 규정을 시행하고, 국가 및 자유무역시범구에 관한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고 ,  3개의 
자유무역시범구를 증설하였으며, 금융업을 포함한 산업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 
자본의 실제 사용은 역(逆)성장을 이루면서 다국적 투자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

비지니스 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역 및 투자의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무부 외국투자관리부와 투자 촉진국이 2020년판의 기초에 「중국 외국인 투자 지침」을 
업데이트 및 수정하였다. 이 지침서는 중국 속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 제도, 외국인 투자 업무절차,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 등 5개 
부분을 포함된다. 2020년판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며 '제14차 5개년 (十四五: 슬스우)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 개요 등 새로운 정책과 조치 및 법률법규 등 내용을 추가하였다. 
각종 데이터, 업무처리 절차, 기관 명부 등도 상응하게 업데이트 하였으며 일부 문자 기술에 
관해서도 조정을 진행하였다. 이 지침서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 각각 작성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동시에 배포되고 이는 중국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전방위적으로 구현한다. 이 지침서는 외국 기업과 투자자가 중국을 이해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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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속으로

1.1 중국 개요

1.1.1 자연 환경
중국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며 육지 면적은 약 960만 평방 킬로미터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육상 국경은 2.28만 킬로미터이며, 육상으로는 14개국, 해상으로는 

8개국과 인접되어 있다. 동부와 남부 대륙 해안선은 1.8만 킬로미터가 넘고, 

1.1만여 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복잡하고 다양한 기후 특성을 지니고 있다. 동부 지역은 전형적인 

계절풍 기후인 반면, 북서부 지역은 온화한 대륙성 기후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기온 차가 크다. 칭하이-티베트 고원은 고원 고산 기후이다. 온도 지표에 

따르면 6개의 온도대는 남에서 북으로 열대, 아열대, 난온대, 중온대, 한온대 

및 별도의 칭하이티베트 고원으로 나눌 수 있다. 습도 수준에 따라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습윤, 아습윤, 반 건조, 건조의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1.2 사회와 인문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2020년 11월 1일 0시 기준 전국 

인구(중국 대륙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및 현역 군인의 인구를 말함. 홍콩, 

마카오, 타이완의 주민과 외국인 불포함)가 141,178만 명이다1.

중국은  23개의  성 ,  5개의  자치구 ,  4개의  직할시 ,  2개의  특별  행정구를 

포함하여 총 34개의 성급 행정 구역으로 나뉜다.

중국은 고대부터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었고 각 민족이 5,000년 이상의 긴 

역사 속에서 서로 합쳐져 위대한 중화민족으로 거듭났다. 중화민족은 심오한 

문화 유산을 축적해 왔고 독특하며 다채로운 민속 풍습을 형성하게 되었다.

1949년 이후 식별을 통하여 56개의 소수 민족이 중앙 정부에 의해 확인되었다. 

한족은 가장 큰 민족으로 한족 이외의 55개 민족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1 「제7차 전국인구센서스조사관보관보(제2호)」 

(http://www.stats.gov.cn/tjsj/zxfb/202105/t20210510_18171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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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부른다. 각 민족 인민들은 평등, 상호 지원, 단결과 

협력, 공동 번영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장기적인  민족  융합  속에서  중국인들은  바다  같은  넓은  열린  마음을 

형성하였고 외래문화에 대해 청탁병탄의 가치취향을 갖추게 되었다.

중국은 다 종교 국가이다. 중국 정부는 종교적 신념의 자유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며, 종교적 조화와 사회적 조화를 지킨다.

중국의  공식  언어는  표준어이다 .  표준어는  현대표준중국어의  다른  한 

칭호로서 베이징어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어를 기초방언으로 하며 규범적인 

현대백화문을 문법 규범으로 하는 통용어이다.

1.1.3 기본 제도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근본적인  정치제도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며 그의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국가 주석 등 주요 국가영도자 등을 선거 또는 해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 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사절을 접견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외국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국무원(즉 중앙인민정부)은 중국 최고 국가 권력기관의 집행 기관이자 최고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하며, 그 아래 26부, 위원회, 행, 서를 두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및  지방  각  급  인민법원은  재판기관이며 ,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 없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  최고인민검찰원  및  지방  각  급  인민검찰원은  법률 

감독기관이며, 인민검찰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 없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중국의 정치체계와 사법체제는 장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여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보장하고 양호한 치안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제반 사회제도의 평온한 

운행을 보장하였다.

중국 현행 기본 경제 제도는 공유제를 주체로하며, 동시에다양한 소유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하며, 다양한 분배방식이 공존하는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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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체제 등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이다. 시장 메커니즘이 효과적이고 미시적 

주체가 활력적이며, 거시적 조정 및 통제가 적절한 경제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격려하고 자유로운 요소 유동, 유연한 가격 체제, 

질서와 평등 기반의 경쟁 환경을 현실화하며, 기업의 적자생존 등을 기반으로 꾸준히 

시장 역할과 정부 역할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상호보충 및 협조하며 조화를 이룬다. 

시장화의 관리 모델을 바탕으로 인력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동할 수 있다. 시장 

주체는 법에 의하여 경영자주권을 갖출 수 있다. 법에 의하여 시장주체가 자체적으로 

의사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 그 어떤 단체나 개인도 간섭할 수 없다.

1.2 중국 경제

1.2.1 경제 발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의 경제 수준, 과학기술, 종합 국력은 빠르게 상승했고 

경제의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구조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었다.

「2020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관보」에 따르면 

2020년 연간 국내 총생산 규모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1015986억 위안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플러스 성장을 실현한 주요 경제체다. 연간 1인당 

국내생산총액이  72,447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2.0% 증가하였다 .  국민 

총소득이 1,009,151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1.9% 증가하였다.

 

2016-2020년 중국 국내총생산액(GDP) 및 그 성장 속도
자료 출처: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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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경제 구조
■ 서비스 지향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중국 경제는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2015년 

서비스 산업은 처음으로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국민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2020년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553,97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액(GDP)의 54.5%로 2차 

산업에 비해 16.7% 높았다.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16.9% 증가했으며 금융업 부가가치가 7.0% 증가하였다. 이 두 

가지 업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합계 54.1%에 달했으며 경제의 신속한 복원을 

효과적으로 견인하였다.

■ 제조업 변형 및 업그레이드
중국은 41개의 주요 산업 카테고리, 207개의 산업 중간 카테고리, 666개의 

산업 하위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온전한 현대 산업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유엔 산업 분류의 모든 산업 카테고리를 보유한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  중국은  혁신형  국가  건설에서  풍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  유인 

우주비행, 달 탐사 공정, 심해 공정, 슈퍼 컴퓨팅, 양자정보 등 분야에서도 일련의 

중대한 과학기술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 첨단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7.1% 증가했고 규모 이상의 공업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비중이 15.1%이며,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6 .6% 증가했고  규모  이상의  공업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비중이 33.7%이다.

■ 신유망업종으로 경제 발전 모델 재구성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빅 데이터, 인공 지능과 실물 경제를 긴밀하게 

통합하여 스마트 소매 및 생산역량 공유와 같은 새로운 핫 스팟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모바일 통신, 사물 인터넷, 블록 체인, 스마트웨어, 인공 지능 

분야의 기술 혁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 의료, 관광, 스마트 시티 등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0년, 전국 전자상 거래액이 37조 2100억 

위안에 달하며 전년도 동기대비 4.5% 증가하였다. 전국의 온라인 소매액은 11조 

7600억 위안에 달했으며 전년도 동기대비 10.9% 증가하였다. 그 중 실물상품의 

온라인 소매액은 전년도 동기대비 14.8% 증가하였고,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9%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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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개방형 경제
■ 전체 규모
중국은 세계 2위의 소비 시장, 상품 무역 1위, 서비스 무역 2위, 외환 보유국 

1위, 외자  이용 2위 국가이다. 경제 무역 대국으로서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공고화되어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선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020년, 중국 화물수출입 총액은 321,557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1.9% 증가하였다. 그 중 수출액이 179,326억 위안으로 4.0% 증가했고 수입액이 

142,231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0.7% 하락하였다. 수출입 총액과 수출 총액 모두 

사상 신기록을 경신했으며 글로벌 화물무역 1위의 자리를 지켰다. 외자기업의 

수출입 비중은 38.7%이며 수출 비중은 36%, 수입 비중은 42.1%이다.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국제 협력에서 많은 기여를 하였다. 2020년 

3월부터 연말까지, 2,242억 개의 마스크와 23.1억 벌의 방호ﾱ복, 10.8억인 분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수출하였다.

2020년 서비스업 수출입 총액은 6,556.1억 달러로 전세계의 6.8%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그 중, 수출액은 2,780.8억 

달러이고 수입액은 3,775.3억 달러이다.

2020년에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대폭 줄어든 배경에서도 중국은 

외자유치 규모 1,493.4억 달러를 달성해 5.7%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외자유치 

총량, 증가율, 글로벌 비중 등의 "3가지 향상"을 실현하였다. 이로서 개도국 중 

1위 및 글로벌 2위에 등극하였다. 2020년 말 까지, 외국인이 중국에서 투자한 

기업이 104만 개의 달했으며 전국적으로 유치한 외자 규모가2조 400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외자기업은 전국 기업 총 수량 중 2%의 비중을 차지하고으로 

전국의 수출입 총량의 약 2/5, 세수입의 1/6, 공업 부가가치의 1/5를 기여하였다. 

또한, 외자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비중은 1/10에 달한다.

2020년에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순액이 1,537.1억 달러로 전년도 동기대비 

12.3% 증가하였다. 2020년 말 기준, 중국의 2.8만 개에 달하는 국내 투자자가 

국(경)외에 대외직접투자 기업 4.5만 개를 설립하였다. 이 기업들은 전세계 

189개 국가(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연말 기준 해외기업 자산총액은 

7조  9 0 0 0억  달러 ,  대외직접투자  순액은  2 5 , 8 0 6 . 6억  달러에  달하였다 .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서  발표한  「2021년  세계무역보고서」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가 당년의 글로벌 흐름, 

저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2%, 6.6%로 흐름 순위에서 글로벌 1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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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며, 저장량 순위에서 글로벌 3위를 기록하였다.

■ 세계 경제에 기여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지난 20년간 글로벌 경제성장에 연평균 30%에 

달하는 기여를 하였다.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2021년 중국의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25%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중국에 투자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에 비례되는 상응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2020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관보」에 따르면, 2020년에 외국인 및 홍콩, 마카오, 타이완 상인이 

투자한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이익은 18,234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7.0% 

증가하였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국투자자의 중국 

투자 수익은 3,315억 달러이며 수익률이 5.5% 정도2의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익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4 시장 잠재력
중국 본토의 총 인구수는 14억에 이르렀고, 중간 소득자 개체군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성장성이 가장 뛰어난 소비 시장이다. 2011 - 2019년, 중국의 

평균 소비율은 53.4%이다. 2020년에 코로나19의충격으로 인해 사회소비재 

총매출액(391,981억 위안)이 전년도에 비해 3.9% 하락하였지만 최종 소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3%를 유지했으며 자본형성 총액에 비해 1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와 동시에 소비 발전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주민 소비 능력이 급속히 향상되었다. 소비 능력 향상 

추세가 더 분명해지고 중상층 소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전국 1인 평균 서비스 소비 지출은 총소비 지출의 

42.6%를 차지하며, 국민 엥겔 계수는 30.2%이다. 2020년 말 기준, 상주 인구의 도시화 

비율은 60%를 초과하여 이는 투자 성장과 소비 확대에 큰 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1.3 국가 전략

1.3.1 전체 전략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전략적 준비를 하고 

'3단계 '  전략 목표를 제시하였다. 21 세기의 중국은 전면적으로 소강사회를 

2 「2020년 중국 국제수입지출보고서」（http://www.gov.cn/xinwen/2021-03/26/content_559608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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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 

중국은  2020년까지  보다  발전된  경제 ,  건전한  민주주의 ,  진보된  과학  및 

교육수준, 문화 발전, 조화로운 사회, 풍요로운 경제 수준을 실현하는 소강사회 

건설의 목표를 제안하며 21세기 중반까지 기본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중국을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중국 국내외 상황과 발전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2020년부터 21세기 중반을 두 단계로 

나눈다. 1단계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로, 전면의 소강사회 구축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다. 2단계는 2035년부터 21세기 중반까지로, 

현대화의  기본  실현을  바탕으로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현대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한다.

소강사회를 전면으로 구축하는 것부터 기본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에서 다방면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구축하는 것까지,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배치이다.

중국은 안정적인 가운데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방침을 견지하고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의 새로운 발전이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교육  국가부흥전략 ,  인재강국전략 ,  혁신구동  발전전략 ,  농촌진흥전략 , 

지역간 협조발전전략,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속 

성장의 패턴을 점차 고품질 발전 패턴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0년에 소강사회 

전면건설  사업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열기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3.2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 개요
2021년 3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 개요」(이하 계획개요로 약칭함)가 대외에 공개되었다. 

이 계획개요는 향후 5년간 및 향후 15년간의 중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지도하는 강령 문건으로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의 경제사회 발전의 지도이념, 

주요 목표, 중점 임무, 중대한 조치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계획개요를  형성하는  가장  주된  논리는  바로  "새로운  3가지"이다 .  즉 

새로운 발전 단계, 새로운 발전 이념, 새로운 발전 구조이다. 새로운 발전 단계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여정을 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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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발전 이념은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를 통합시키는 새로운 이념이다. 

새로운 발전 구조는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 및 국제 순환의 상호 촉진을 

구축한 새로운 발전 구조이다.

2035년 장기목표: 사회주의 현대화의 초기 달성.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둔다. 개혁개방에서 새로운 한 발을 내디딘다. 사회문명 수준을 

한 단계 향상한다. 생태문명 건설에서 새로운 진보를 실현한다. 민생 복지의 

새로운 수준을 달성한다. 국가관리 효율과 능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한다.

주요 조치: 혁신 구동 발전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추세를 전면적으로 

형성한다. 현대 산업체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실물경제 기초를 튼튼히 다진다. 

국내시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발전구조를 구축한다. 디지털화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 중국을 건설한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한다. 농업과 농촌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촌 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  신형의  도시화  전략을  보완하고  도시화  발전품질을 

향상한다. 지역 경제 구조를 보완하고 지역간 협력 발전을 촉진한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한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행하고 협력 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다. 민생 복지를 강화하고 공동 건설, 

공동 관리, 공동 향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등.

1.3.3 "제14차 5개년" 상무발전계획
2021년 6월 30일, 중국 상무부는 「"제14차 5개년" 상무발전계획」을 

발표하여 2035년 비즈니스 발전 미래를 전망하고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의 

비즈니스 발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시장 소통, 산업 융합, 혁신 상호 

촉진, 규칙 연결을 촉진하고 국내 대순환 및 국제와 국내의 순환을 추진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동시에 디지털화 발전과 녹색 발전을 가속화 

추진하는 등 5가지 분야의 사업을 확정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사업이 새로운 

발전구조의 구축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종합적으로 배치하였다.

2035년 상무 발전목표: 소비대국의 지위를 한층 굳건하게 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 품질을 향상시켜 대중의 수요를 만족시키며 비즈니스 유통의 

현대화 수준을 현저히 제고한다.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고 국제 

경제협력 및 경쟁에 참여하는 새로운 우위를 현저히 강화하며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비약적인 단계로 상승시킨다. 외자이용 수준과 대외투자 협력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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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제고시킨다.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녹색, 안전 발전 수준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글로벌 경제 관리에 대해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중요한 기여자 

및 인도자로 성장한다.

"제14차 5개년" 기간의 상무 발전목표: 국내시장의 건설 및 확장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촉진하는 새로운 한 발을 내디디며 

글로벌  경제  관리에  참여하여  새로운  역할을  담당한다 .  리스크  방지  및 

해결능력을 새로운 단계로 성장한다.

주요 조치: 강력한 국내 시장의 형성을 촉진하고 대외무역 혁신발전을 

촉진하며 외자이용 품질을 향상한다. 자유무역구와 자유무역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지역개방구조를 보완한다. 대외투자 및 경제협력 수준을 향상하고 

"일대일로" 경제무역 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글로벌 경제 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분야의 위험방어통제체계를 한층 보완하다.

1.3.4 "제14차 5개년" 외자이용 발전계획
2021년 10월 12일, 상무부는 「"제14차 5개년" 외자이용 발전계획」을 

출범하여  "제1 4차  5개년 "기간  중국의  외자이용  지도이념과  발전목표 , 

중점임무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향후 외국투자자가 경영 활동을 

진행하는 데에 유력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발전배경, 종합이념,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촉진, 외자이용 구조 보완, 개방 플랫폼 기능의 

강화, 외상투자 촉진 서비스 수준의 향상, 외상투자 관리체계의 보완, 외상투자 

환경의 최적화, 국제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촉진, 보장조치 등 10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3.5 지역 발전 전략
현재  중국은  지역별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  격차를  좁히고 

개혁개방을 심화시키며 국내 주요 지역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고 지역의 조율을 

보다 높은 수준과 높은 품질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지역 조화 발전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14차 5개년" 계획 개요에서는 지역 경제 구조를 보완하고 지역간 협력 

발전을 촉진한다는 요구를 제시하였다. 지역별 중대전략, 지역간 협조발전전략, 

주체기능구역전략을  실시하고  지역협조발전  메커니즘을  한층  보완하며 

고품질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배치 및 국토공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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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보고서에서는 베이징-텐진-허베이의 공동 발전, 장강 경제 벨트 발전, 

광둥-홍콩-마카오 그레이터 베이 지역 건설, 장강 삼각주의 통합 발전,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와 양질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높은 기준, 높은 

품질의  시옹안신구를  건설할  것을  지시하였다 .  서부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며  동북진흥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이다 .  중부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동부지역이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적극 독려한다. 청두(成都)와 충칭(重庆) 지역의 두성(双城) 

경제권 건설을 실시한다. 혁명근거지, 민족지역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변방 

지역의 경제건설을 강화한다. 해양경제의 발전공간을 적극 확대한다.

■ 지역별 중대 전략
베이징 -텐진 -허베이의  공동  발전 :  베이징 ,  텐진 ,  허베이  3개  성  및 

직할시를 포함하며 지역 면적은 약 21.6만 평방 킬로미터이다.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분산시키고 상징성을 갖춘 일련의 분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높은 

기준과  높은  품질의  시옹안신구를  건설하고  관리체계의  혁신을  촉진한다 . 

베이징 도시 부중심을 고품질로 건설하며 허베이성 산허(三河), 샹허(香河), 

따창 (大厂 )  등  3개의  현 /시와의  통합  발전을  촉진한다 .  텐진  빈해신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장쟈커우(张家口)의 수도 수자원 함양 기능구역 및 

생태환경 지원구역의 건설을 지원한다. 베이징 과학기술 혁신센터의 기초연구 

및 원시창작 능력을 제고하고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구역의 선행 실시 및 

시범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베이징-텐진-허베이 산업 체인과 혁신 체인의 

실질적인 융합을 촉진한다. 베이징-텐진-허베이를 기본궤도를 건설하고 항공과 

항구의 협력 수준을 향상한다.

장강 경제 벨트 발전: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장시, 후베이, 후난, 

충칭, 쓰촨, 윈난, 구이저우 등 11개 성 및 직할시를 포함하며 면적이 205.23만 

평방  킬로미터이다 .  생태  우선 ,  녹색  발전 ,  보호  확대  및  대개발  제한을 

견지하며 생태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인류와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한 아름다운 중국 모델을 건설한다. 생태환경 중점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녹색발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적수하(赤水河) 유역의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한다. 장강에 대한 10년간 장강에서의 어획 금지 조치를 

취한다 .  장강  대동맥의  건설과  종합교통운송체계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며 

삼협(三峡) 중추 병목으로 인한 제약을 해결하는 동시에 장강 연안의 고속철도 

및 화물철도 건설을 강화한다. 산업간 협력 연동의 전반적인 우위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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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고 녹색 산업체계를 구축한다. 장강의 문물과 문화유산을 보호한다.

광둥 -홍콩 -마카오  그레이터  베이  지역  건설 :  홍콩특별행정구 ,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광둥성 광저우시, 선전시, 주하이시, 포산시, 후이저우시, 

동관시 ,  중산시 ,  장먼시 ,  자오칭시를  포함하며  총  면적이  5 . 6만  평방 

킬로미터이다. 광둥-홍콩-마카오의 산업 학업 연구의 협력발전을 강화하고 

광저우-선전-홍콩, 광저우-선전-마카오 과학기술혁신주랑, 선전과 홍콩 하투, 

광둥-마카오-헝친(横琴) 과학기술혁신극점 등 "2주랑, 2포인트" 구조체계를 

신속히  보완한다 .  종합성  국가과학센터를  전면적으로  건설하여  국경간 

혁신요소의 공유를 편리화한다. 도시간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항구와 항공 

기능구조를 통합적으로 배치하며 해상운송 및 항공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한다. 

통관 방식을 개혁하고 인원, 화물, 차량 등에 대한 편리화 및 고효율 유통을 

촉진한다. 내륙과 홍콩, 마카오 간 전문자격 상호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중점 

분야의 규칙의 연결 및 메커니즘 매칭을 강화한다. 홍콩, 마카오의 젊은층이 

그레이터 베이 지역내륙도시에서 취학, 취업, 창업하는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광둥-홍콩-마카오 청소년 교류브랜드를 형성한다.

장강 삼각주의 통합 발전: 상하이, 장쑤, 저장 및 안후이 4개 성, 직할시를 

포함하며 면적은 35.8만 평방 킬로미터이다. 국제 선진 수준의 과학혁신능력 및 

산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강 삼각주 G60 과학혁신주랑, 

상하이-닝보  연선의  산업혁신벨트를  신속히  건설하며  장강  삼각주  지역의 

글로벌  자원능력  배치  및  전국  발전  견인능력을  강화한다 .  인프라의  상호 

연결과 통합을 강화하고 장강 삼각주의 지역급 및 그 이상 도시에 고속철도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항구군에  통합  관리체계를  실현한다 .  홍교  국제 

개방중추를  건설하고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임강신구의  개방형  경제 

집약기능을 강화하며상하이-수저우-저장-안후이 자유무역 시범구의 연합발전을 

촉진한다 .  공공서비스의  공유를  간편화하고  양질의  교육과  의료위생  자원 

구조를 최적화한다. 생태환경 공동보호 및 연합관리를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장강 삼각주 생태 녹색 일체화 발전 시범구역을 건설한다.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와  양질의  발전 :  칭하이 ,  쓰촨 ,  간쑤 ,  닝샤 , 

내몽골, 섬서, 산시, 허난, 산둥 9개 성, 자치구를 포함하며 면적은 130.6만 

평방  킬로미터이다 .  상류의  중점  생태시스템에  대한  보호  및  복원  사업을 

강화하고 산장위안(三江源) "중화 물탑"을 단단하게 구축하며 간난(甘南), 

뤄얼가이(若尔盖) 등 지역의 수자원 함양기능을 향상한다. 중류 황토고원의 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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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 관리방식을 혁신하고 하류의 2급 급류에 대한 관리 및 갯벌 구역에 대한 

종합 개혁을 실시한다. 황하삼각주 습지의 보호와 복원을 강화한다. 석탄 개발 

강도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에너지 자원의 일체화 개발과 이용을 추진하며 광산 

생태환경에 대한 복원을 강화한다. 중심도시와 도시권 발전구조를 보완하며 

황하 유역 현성과 농촌의 건설을 통합적으로 실시한다. 황하 문화유산 시스템에 

대한 보호 공정을 실시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갖춘 황하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한다.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와 양질 발전의 선행구를 건설한다.

■ 지역간 협조발전전략
서부대개발: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티베트, 섬서, 간쑤, 칭하이, 닝샤, 

신장, 내몽골, 광시 등 12개 성, 자치구, 직할시를 포함하며 면적은 685만 평방 

킬로미터이다. 서부지역 일대의 중대한 생태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점지역에 

대한 종합 관리를 추진한다. "일대일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개방루트  건설을  강화하며  내륙의  다원화  개방  플랫폼을  적극  건설한다 . 

서부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특색  우위  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며 역량을 집중시켜 빈곤퇴치 성과를 공고히 한다. 교육과 의료위생 

등  민생  분야의  부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한다 .  청두와  충칭  지역의 

두성(双城) 경제권 건설을 촉진하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갖춘 중요경제중심, 

과학기술혁신중심, 개혁개방 신 고지, 고품질의 생활쾌적지역 등으로 건설한다. 

관중 평원 도시권의 건설 수준을 향상하고 서북 지역과 서남 지역의 협력 및 상호 

연동을 촉진한다. 신장에 국가급 “3기지 1루트”3를 건설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티베트의 남아시아를 상대로 중요한 개방 루트를 건설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400mm 강수라인 서쪽 구역에 대한 보호와 발전을 촉진한다.

동북지역의 포괄적인 진흥: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어시, 싱안맹, 퉁랴오시, 츠펑시, 시린궈러맹(내몽골 동부 지역)를 

포함하며  면적은  145만  평방  킬로미터이다 .  정부  직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국유기업의 개혁을 강화하며 비즈니스 환경을 한층 개선하는 동시에 민영경제를 

적극 발전시킨다. 랴오닝 연해경제벨트를 구축하고 창춘-지린-투먼 개발 개방 

선도구역을 건설하며 하얼빈(哈尔滨)의 러시아와의 협력개방 능력등급을 한층 

향상한다. 현대농업을 가속화하여 발전시킨다. 생태자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장비 제조 등 전통 우위산업에 대한 개조와 성장을 강화하고 신흥 

3 신장의 "3기지 1루트" 건설이란 오일가스 생산가공 및 비축기지, 대형석탄발전 화공기지, 대형 풍력발전기지
를 구축하고 국가 에너지자원 육상루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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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적극 육성 및 발전시키며 추운 지역의 빙설, 생태 관광 등 특색 산업을 

발전시킨다. 국제 영향력을 가진 빙설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새로운 균형발전 

산업 구조와 경쟁 우위를 형성한다. 흡인력을 갖춘 인재유치 조치를 실시한다. 

동부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중부 지역의 부상: 산시, 안후이,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 등 6개 성을 

포함하며 면적은 102.8 만 평방 킬로미터이다. 중요한 선진 제조업 기지를 

건설하고  중점분야의  자체적인  혁신능력을  향상하며  내륙지역의  개방 

고지를 건설하고 생태녹색 발전구조를 공고히 다진다. 선진 제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장강 ,  징광(京广 ,  베이징-광저우), 룽하이(陇海 ,  란저우-롄윈강), 

징지우(京九, 베이징-지우롱) 등 연선 일대의 중상층 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하며 

신흥 산업구조와 이전을 적극 받아들인다. 장강 중류 도시권의 협력 발전을 

추진하고 우한, 창사-주저우-샹탄 건설을 가속화하여 실시하며 전국의 중요한 

성장거점을  구축한다 .  식량생산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농업의  종합이익 

및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현대  농업을  가속화하여  발전시킨다 . 

생태환경의 공동보호와 연합관리를 강화하고 보호장벽을 구축한다. 회하, 한강 

생태경제벨트의 상•하류 협력연합 발전을 지원한다. 대외개방 루트를 서둘러 

건설하고 높은 기준과 높은 수준의 내륙지역 개방플랫폼을 건설한다.

동부지역을  우선적으로  발전 :  혁신  요소를  집결하는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혁신  견인  분야에서  중대한  발전을  실현한다 .  세계정상급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며 신흥 산업과 현대서비스업의 발전을 촉구하며 

요소 수출 효율을 향상하는 동시에 산업성장을 솔선 실현한다. 높은 차원의 

국제적 경제 협력과 경쟁에 적극 참여하고 대외개방의 새로운 우위를 형성하며 

전방위적인 개방형 경제체계를 솔선하여 구축한다. 선전을 중국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역으로  건설하고  푸둥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인도구역으로 

건설하며 저장을 고품질의 공동부유 시범구역으로 건설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산둥을 신구 동력에너지 전환 종합시범구역으로 건설하는 것을 적극 추진한다.

1.3.6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2020년 9월 22일, 시진핑 주석은 제75회 유엔총회 보통변론에서 한 발언을 

통해, 중국은 국가의 자주적인 기여능력을 향상하고 더욱 강력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에 이르게 하며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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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4차  5개년 "  계획  개요에서는  " 2 0 3 0년  기후변화대응  국가 

자주공헌목표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방안을 제정한다. 에너지 소비총량과 소비강도의 2중 규제제도를 보완하고 

화석에너지  소비량을  중점적으로  통제한다 .  탄소강도  통제를  위주로  하고 

탄소배출총량 통제를 보조로 하는 관련 제도를 실시하고 조건이 허락되는 지방과 

중점 업종, 중점 기업이 탄소 배출 정점을 솔선하여 달성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에너지의 청정 및 저탄소 안전 고효율 이용을 촉진하고 공업, 건축, 교통 등 분야에 

대한 저탄소 전환을 강화하며 메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등 기타 온실가스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한다. 생태시스템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제고한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유력한 정책과 조치를 

실시한다."고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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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에 대한 투자

2.1 완벽한 인프라 시설

2.1.1 발달된 교통 인프라 시설 네트워크
중국은  국제  표준을  벤치마킹  한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교통 인프라 

네트워크 시설의 규모와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교통 운송 발전은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장에 접어들었으며 네트워크 

레이아웃 최적화, 품질 및 효율성 개선, 병목 현상 제거, 국제 채널 보장 및 상호 

연결 수준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 항공 네트워크4 

2020년 말 기준, 중국 국내의 운송 항공(홍콩, 마카오, 타이완 제외)이 

241개에 달하였다. 2020년 기준, 전국 민간운송항공의 연평균 이용객이 8.57억 

명에 달하며 연간 항공 이용객 인원이 100만 명 이상인 운송항공이 85개에 

달하였다. 화물 우편물 물량이 1607.49만 톤에 달하고 연간 화물 우편물 물량이 

10,000 톤 이상인 운송 공항이 59개에 달한다.

2020년  기준 ,  중국의  정기  항공편은  5581개이며  그  중  국내  항공편이 

4,686개이다. 그 중 홍콩, 마카오, 타이완 항공편이 94개이다. 국제 항공편은 

895개이다. 정기 항공편은 국내 237개 도시(또는 지역)를 오가고 있다. (홍콩, 

마카오, 타이완 불포함) 중국 항공사의 국제 정기 항공편은 62개 국가의 153개 

도시를 오가고 있다. 내륙 항공사가 운영하는 정기 항공편은 국내 25개 도시에서 

홍콩을 오가고 있으며 국내 17개 도시에서 마카오를 오가고 있다. 대륙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편은 대륙의 43개 도시에서 타이완을 오가고 있다. 2020년말 

기준으로 중국은 다른 국가 또는 지역과 128개의 항공 운송 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은 세계급 공항과 국제 허브항공을 핵심으로 하고 지역 허브항공을 

골격으로  하며  비허브  항공과  통용  항공을  중요한  보충으로  하는 

국가종합공항체계를 가속화하여 건설할 예정이고 운송공항의 수량을 4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베이징-텐진-허베이, 장강 삼각주, 광둥-홍콩-마카오 

4 중국민용항공국 「2020 민간항공산업발전통계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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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터 베이 지역, 청두 충칭 등 4대 세계급 공항군을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10대  국제허브항공의  지위를  공고히  다지며  정저우 (郑州 ) ,  톈진 (天津 ) , 

허페이(合肥), 어저우(鄂州) 등 4개의  국제항공  화물운송허브를 건설한다 . 

40여개에  달하는  지역  허브항공을  건설하여  전세계를  연결하는  공중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수상 운송 네트워크
중국 내륙 수로의 마일리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수로 등급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항만 화물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말 

기준으로 중국 내륙 하천 수로는 12.77만 킬로미터, 그 중 1.44만 킬로미터는 3급 

및 이상 수로이다. 전국 10,000 톤급 및 이상 급의 항구는 2,592개이며, 그 중 연안 

항구는 2,138개다.

■ 육상 운송 네트워크
중국의 끊임없이 발전하는 철도 네트워크와 고속도로 네트워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사방으로 통하는 다각화된 교통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1) 철도. 2020년 말 기준, 중국의 철도 운영거리는 14.6만 킬로미터이며 

도로  밀집도가  152.3킬로미터/만  평방  킬로미터이다 .  연간  철도  이용객이 

22.03억 명이며 여객 회전량이 8266.19억명 킬로미터이다.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은 세계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속철도를 보유한 세계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고속철도 운행 마일리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고속철도 운행 마일리지는 3.8만 킬로미터 이상에 달하였다.

(2) 도로. 2020년 말 기준, 중국 도로 총 마일리지는 519.81만 킬로미터, 

도로 밀도는 54.15킬로미터/백 평방킬로미터에 달하였다. 그 중 고속도로는 

16.10만킬로미터에 달한다. 2020년, 전국 도로 여객 회전량은 4641.01억명 

킬로미터이고 도로 화물 회전량은 60171.85억톤 킬로미터이다. 도로 인프라 

시설의 급속한 발전은 도로의 통행량과 운송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물류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2.1.2 안정적이고 충족한 에너지 공급
2020년에는 에너지 산업 체인과 공급 체인이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에너지 생산기업은 코로나19의 불리한 영향을 극복하고 업무 복귀, 생산 재개 및 

생산량 증가를 적극 촉진하였다. 연간 규모 이상 공업 에너지의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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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한 전력 공급
2020년 ,  전국의  발전량은  77,790.6억  킬로와트시로  전년도  동기대비 

3.7% 증가하였다 .  그  중  화력발전량이  전년도  동기대비  2.1% 증가하였고 

수력발전량이  전년도  동기대비  3.9% 증가했으며  원자력  발전량이  전년도 

동기대비 5.1% 증가하였다.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량이 2조 2000억 킬로와트시에 

달했으며 전체사회의 전력 사용량의 29.5%를 차지한다. 충분한 전력 공급과 

전력공급 신뢰성은 기업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강력한 보증을 제공한다.

■ 안정적인 용수 공급
중국은 수리 건설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전국적으로 98,112개의 다양한 

유형의 저수지가 건설되었으며 총 저수 용량은 8,983억 세제곱 미터이다5.

■ 안정적인 천연 가스 시장
2020년 ,  전국  천연  가스  생산량은  1 ,888억  세제곱미터로  전년  대비 

9.8%를 증가하며, 4년 연속 1,00억 세제곱미터를 넘어섰다. 중국의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은 국내 가스 자원 할당 최적화, 천연 가스 수입 조정 및 확대, 천연 

가스 저장 및 운송 시설 건설 확대, 파이프 라인 네트워크 상호 연결 고도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시장의 안정성 확보한다.

2.1.3 풍부한 물산 자원
중국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 광물 자원 측면에서 보면 2019년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73종의 광물이 발견되었다. 2019년, 중국의 천연가스, 셰일가스, 

납 광산, 아연 광산, 보크사이트 광산, 몰리브덴 광산, 은 광산, 마그네사이트 

광산, 흑연 등 광산자원 매장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중국의 해역 면적은 473 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2020년 전국 해양 생산총액은 80,010억 위안으로 해안 

지대 총생산액의 14.9%를 차지하였다.

2.1.4 발달된 통신 인프라 및 광범위한 네트워크 커버리지
중국은  정보  통신  산업이  기존  빈약한  상황에서  막강한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빠르게  발전이  이루어졌다 .  현재 ,  중국의  통신  인프라  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자체적인 혁신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4G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행정 마을의 99% 이상이 광섬유 통신망과 

4G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동시에 5G 상용화도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으며 

5 「2019년 전국수리발전통계관보」(http://www.mwr.gov.cn/sj/tjgb/slfztjgb/202104/P0202104275751510936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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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인프라 구축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유무선 통합 "쌍 기가바이트"의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일반 텔레콤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응용 혁신을 대폭 강화하였다. 

2.2 선도적인 혁신 수준

2.2.1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중요한 정책
최근 국무원은 「국가 혁신 주도 발전 전략개요」,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개요」, 「'제13차 5개년' 국가 과학 기술 혁신 계획」, 「차세대 인공 지능 

발전 계획」, 「기초 과학 연구 전면 강화에 대한 약간 의견」, 「혁신 및 창업 

촉진 고품질 발전 '쌍창' 구축의 업그레이드 판에 대한 의견」, 「지적자산 보호 

강화에 대한 의견」 등 제반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과 지원을 제공하였다.

2.2.2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과학 연구 투자 규모
중국은 과학 연구 투자를 매우 중요시하며 R&D자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중국이 연구개발 및 실험 발전(R&D)에 투입한 경비가 24,426억 

위안을  초과하여  전년도  동기대비  10.3% 증가 ,  국내생산총액의2.40%의 

비중에 달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세계 2위 자리에 올랐다. 그 

중 기초연구에 투입된 경비는 전년도 동기대비 12.6% 증가한 바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2020년, 중국에서 실시한 과학기술 중대전문프로젝트가 198개(과제)이며 

국가자연과학기금에서 지원한 프로젝트가 4.57만 개에 달한다. 2020년 말까지, 

522개의 국가 중점 실험실, 350개의 국가 엔지니어링 연구센터(국립 엔지니어링 

실험실)가 운영 중이다.

2.2.3 지속적으로성장하는 과학 기술 인적 자원
「중국과학기술인재발전보고(2020)」에 따르면,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국의  R&D 인원의  FTE가  빠르게  성장하  연평균  증가율이  7%를 

초과하였다 .  즉  2016년의  387.8만명 /년에서  2020년에  509.2만명 /년으로 

증가했으며 세계 1위의 자리를 수년간 고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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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지속적인 과학 연구 기관의 국제 영향력 증가
영국의 고등 교육 정보 및 분석 데이터 제공업체인 Quacquarelli Symonds에서 

2022년 QS 세계 대학 순위6를 발표한 결과, 중국 본토에서 58개 대학교가 명단에 

올랐다. 그 중,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푸단대학, 저장대학, 상하이교통대학 및 

중국과학기술대학을 포함한 6개 중국 대학이 상위 100위 안에 들었다.

Nature Index는 2020년 자연 과학 연구를 주도하는 기관 및 국가의 순위를 

공개하고 2021 자연 지수 연간 목록(Nature Index 2021 Annual tables)7를 

발표하였다. 세계 상위 100위 과학 연구기관 중 중국 국내 22개 대학/기관이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그 중 중국 과학원이 연속 9년에 1위를 차지하였다.

2.2.5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과학기술 혁신 수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시행했어 

전면적인 혁신개혁 실험 촉진, 상업 시스템개혁 심화, 재정 및 조세 및 투자와 

자금 조달 정책 지원 개선, 혁신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혁신 및 창업 문화 

생태계 구축하여, 혁신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분위기와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었다. 중앙 및 지방 정부와 사회 전체의 공동 노력으로 중국의 혁신 

및 창업을 위한 생태 환경이 날마다 최적화되고 시장 주체 활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많은 혁신 및 창업 성과가 나타났다.

2 0 2 1년  9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 2 0 2 1년  글로벌 

혁신지수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혁신지수(GII) 순위에서 12위에 랭크 

되어 전년도에 비해 2위 상승, 3년 연속 세계 상위 15위에 들어갔다. 중국은 중등 

소득 국가 중 유일하게 상위 30위 안에 들어간 국가이다. 지난 2013년부터 중국의 

순위는 9년 연속 안정적인 상승을 실현하였다.

■ 특허 발명량 대폭 증가
「중화인민공화국 2020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관보」에 다르면,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발급한 특허권이 363.9만 건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40.4% 

증가했으며 PCT 특허신청 접수건이 7.2만 건에 달하였다. 2020년 말 기준, 유효한 

특허가 1,219.3만 건인데 그 중 국내 유효한 발명특허가 221.3만 건이다. 연간 상표 

등록수가 576.1만 건에 달한다. 연간 체결한 기술계약서가 55만 건이며 기술계약서 

거래금액이 28,252억 위안에 달하여 전년도 동기대비 26.1% 증가하였다.

6 2022 QS 세계 대학 랭킹 순위 (https://www.qschina.cn/university-rankings/world-university-rankings/2022).
7 Nature Index 2021 자연 지수 연간 목록 (https://www.natureindex.com/annual-tables/2021/institution/al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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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 1년  3월  세계지적자산권기구 ( W I P O )에서  발표한  2 0 2 0년  국제 

특허(특허협력조약-PCT) 출원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출원인은 68,720건의 

PCT출원을 제출해 PCT시스템의 연간 최대 사용자가 되었다.

■ 날로 완벽해지는 과학 기술 성과의 상용화 제도 환경
과학 기술 성과 상용화 적용을 추진하는 과정 중 관련 법규와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과학 기술 성과 상용화를 위한 가이던스 펀드가 차례로 설립되고, 

과학 기술 성과 상용화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었으며 과학 

기술 보고 제도와 과학 기술 성과 정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공동으로 

과학 기술 성과 상용화를 위한 양질의 제도적 환경이 구축되었다. 나날이 더 

완벽해지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현재 국가 과학 기술 성과 상용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34,585건의 성과가 있다.

■ 날로 완벽해지는 창업 인큐베이션 시스템의 구축
과학기술부의 중국 창업 인큐베이션 발전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중국에는  5,206개의  인큐베이터가  있었고  그  중  1,477개는  전문 

인큐베이터였으며, 인큐베이터 공간 면적은 12,927만 평방미터, 인큐베이터 

총 수입은 449.8억 위안, 납세액 39.1억 위안이었다. 인큐베이터에는 21.7만 

개의 인큐베이팅 기업이 있으며 294.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7.3만 명의 

인큐베이터 관리자를 보유하고 10.5만 회의 혁신 창업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인큐베이션 기업은 그 해에 벤처캐피탈 투자 545.5억 위안을 받았으며, 유효한 

특허 56.3만 건, R&D 지출 705억 위안, R&D 집약도 8.6%에 기록하였다.

2020년 중국에는 2,502.1만 개의 신규 시장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2020년말 

기준으로 국가에서 등록한 대중창업공간은 2,386개, 국가급 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터 1,173개, 국가급 기업 기술 센터 1,636개가 인증되었다.

2.3 풍부한 인적 자원

2.3.1 인적 자원 소질 향상
■ 근로자 기술 역량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중국의 전문 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발전과 하이테크 인력팀의 강도 높은 

양성은 기업에게 양질의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보장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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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기술 인력: 2020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총 3,588만 명 근로자들이 

다양한  형식의  전문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  2020년 ,  육성한 

고위급 전문기술인재가 연간 1.3만 명에 달하며 국가급 전문기술인원 

지속교육기지 20곳을 새로 건설하여, 현재 총 200곳에 달한다.

●  기술 교육: 2020년 말 기준, 전국 기술 공과 대학은 2,423개소, 재학생은 

395.5만 명이다. 전국의 기공학교에서 모집한 학생수가 160.1만 명이며 

졸업생은 101.4만 명이다. 연간 485.8만 명을 상대로 대외적인 교육 

행사를 진행하였다.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취업훈련센터가 2,622개이며 

민영교육기구가 25,851개이다. 전국적으로 연인원 2,700.5만 명의 인원을 

상대로 보조성 직업교육을 진행했으며 2,209.6만 명을 상대로 ‘노동으로 

교육을 대신(以工代训)’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  직무능력 감정: 2020년 말 기준, 전국 직무능력 평가기관은 8,205개, 직업 

직무능력 등급 평가기구가 4,105개에 달한다. 직무능력 감정 및 직무능력 

등급 인증심사인원이 26.0만 명이다. 연간 1,195.8만 명이 직무능력 

감정 및 직업등급 인증에 참가했고 연간 962.6만 명이 직업자격증 또는 

직무능력 등급 증서를 획득하였다(그 중 연간 25.8만 명은 기술자 및 고위 

기술자 직업 자격증 또는 직무능력 등급증서를 취득하였음).

●  기술 공과 대학: 2020년 말 기준, 전국 기술 공과 대학은 2,423개소, 

재학생은 395.5만 명이며, 연간 기술 공과 대학은 485.8만 일반인 상대로 

교육 연수를 수행하였다.

2.3.2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인적 자원 서비스
■ 인적 자원 법률 및 규정의 점진적 개선
2018년 국무원은 인적자원 요소시장 분야의 첫 행정 규정인 「인적 자원 

시장에  대한  임시  시행  조례」를  공포해  국가가  입법  차원에서  인적자원 

서비스업 발전 수준을 제고하는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 인적 자원 서비스가 전문적이고 시장 지향적으로 발전
2020년 기준, 전반 업종에 걸친 각종 인력자원 서비스기구가 4.58만 개에 

달했으며 인력자원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이 84.33만 명에 달하였다. 

인력자원  서비스  기구는  연간  4,983만  개에  달하는  기업을  위해  인력자원 

서비스를 제공했고 연간 2.90억 명의 노동자에게 취업기회, 직업 선택 및 유동 

기회를 제공하였다.



27

2.3.3 외국인 인적 자원 서비스 수준 제고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중국의 국제 인재 전략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2019년 8월 1일부터 중국은 장기 비자 및 체류 허가 발급 범위 

확대, 외국인 인재 도입 범위 확대, 외국인 서비스 관리 수준 향상 등 전국적으로 

12가지의 이민 및 출입국 정책과 조치를 적용하기 시작하여 우수한 외국인 

엘리트  청년과  외국  화교의  중국  국내  창업과  혁신 ,  투자  및  유학 ,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각 지방과 도시는 동기화로 여러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중국에 

있는 외국인 취업자의 근무와 생활에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각화된 형식과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베이징을 예로 본다면:

●  7개의 국제 학교와 협력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녀 등록이 필요한 외국인 

고위 인력에 대해 그 자녀의 입학을 협조한다.

●  외국인을 위한 '베이징 인텔리전스 융합' 하이엔드 의료 보험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고용회사가 외국인 인재 위해 상업 의료 보험을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  중국에서  외국인  취업  허가와  관련하여  인허가  관련  사항을  하위 

기관으로  수권하고  외국인  취업자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조양구 , 

해전구, 순의구에 관할지 취업 허가 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  외국인  취업  허가  및  거류  허가와  관련해  "한  창구에서  접수 , 

현장에서  허가증  발급"  서비스를  실현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국 

국제인재서비스청을 통해 취업 허가와 거류 허가 등 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4 지속적으로 최적화 한 비지니스 환경

2.4.1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조례」
2019년  10월  8일 ,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비즈니스환경  최적화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으며 ,  2020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였다 . 

「비즈니스환경 최적화에 관한 조례」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경험과 조치를 전반적으로 종합한 기초 위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고 

대중이  만족하며  시장  주체가  지지하는  개혁  조치를  선정해  법률  제도로 



28

확정하였다. 또한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존재하는 부족점과 시장 주체가 가장 

강렬하게 반영한 난제 및 병목현상에 관해 국제 선진 수준에 발맞춰 체제와 

메커니즘을 한층 보완하는 관련 규정을 내렸다.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특정 조치:

1.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강화
●  시장 진입 장벽 규제 완화
2018년 12월 전국적으로 일관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식 발표한 

이래 ,  3년  간의  정착화  실시를  통해  이미  전국  범위에서  시장진입  단계의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시장 주체는 법에 따라 리스트 외의 

업종, 분야, 업무 등에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어 '비금즉입(非禁卽入, 금지하지 

않은 분야는 진입 가능)'을 실현하였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0년판)」는 총 123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9년판)」에 비해 8개 항이 감소되었다. 

"산림자원 자산평가사업 승인", "광업권 평가기관 자격인증", "탄소배출권 거래 

검사기관 자격인증" 3개 조치를 자유화하였다. "팡관푸(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의 추진에 따라 "수출입 상품 검사 및 감정 업무의 검사 허가", 

"세관 신고 기업 등록등기 허가", "자산 평가기관의 증권 서비스업무 종사자격 

심사 및 승인",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임원 재직자격 승인" 등의 14개 관리조치를 

삭제하였다. 통합했거나 리스트 포지셔닝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제때에 삭제하였다.

●  기업의 중국 국내 시장 진입 문턱 낮춤
2019년 12월 1일부터 각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영업 허가증과 경영 허가증 

분리' 개혁을 위한 전면적인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중앙정부가 지정한 사업 

인허 등록 관련 523건 아이템이 모두 개혁 범위에 포함되었다. '영업 허가증와 

경영 허가증 분리' 제도는 기업과 창업자가 시장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진입 문턱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전국적으로 "영업 허가증과 

경영 허가증 분리" 개혁을 심화하여 모든 관련 기업의 경영 허가 사항에 대해 

심사 비준의 직접적인 취소, 심사 비준을 등록(備案)으로 변경, 고지 약속 실행, 

심사 비준 서비스 최적화 네 가지 방식에 따라 종류별로 심사비준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개혁의 시험 강도를 더욱 높였다.

●  투자 편리화 혁신 심화
중국에서 취업하는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지역 경제 발전의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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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히 필요한 혁신적이고 창업적인 인재, 전문적인 기술 인력, 기능적 인력의 

경우에는 연령, 학력 또는 업무 경력에 대한 제한을 적절히 완화하도록 지원한다.

외자 사업의 계획된 부지 조달 승인 절차를 최적화한다. 계획된 토지 사용의 

'팡관푸 (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외자 사업의 진척 속도를 높이고, 계획된 부지 선정 및 부지 활용에 관한 사전 

심사를 병합하고 건설용 토지 계획 허가 및 토지 사용 승인을 병합하고, 승인 

절차를 최적화하고, 여러 규정 및 다중 검사의 통합을 촉진하며 정보 공유, 신고 

절차와 인허가 자료를 간소화한다.

국가 간 자금 사용 원가를 낮춘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인민폐의 국경 간 

사용 확대를 지원한다. 자본 사업 소득 결제 편리화 개혁 시범 범위를 확대한다. 

기업의 외채 발행 등록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독자적으로 

외채의 차입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한다. 비 투자 목적의 외국인 투자 기업은 현행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위반하지 않고 국내 투자 사업이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자본금으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다.

2. 규제 규칙 완비
규제  정책  실행의  표준화를  강화하고 ,  규제  방식을  최적화하며 ,  환경 

보호 및 안전 생산에 대한 규제 집행 검사의 빈도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준수 비용을 줄이다. 신용 규제, “이중 무작위 

및 한 가지 공개” 규제,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 “인터넷+규제”를 적용하고 

행정 집법 공개, 행정 집법 전 과정 기록 및 주요 행정 집법 결정을 위한 법적 

검토 제도를 구현한다. “이중 무작위 및 한 가지 공개”는 검사 대상의 무작위 

선택, 법 집행 검사관의 무작위 선택, 무작위로 검사 결과를 대중에게 적시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검사 항목은 기본적으로 시장 규제 분야의 관련 부서의 

모든  규제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다룬다 .  신중하고  포용한  규제는  신기술 , 

신산업, 신유망업종, 신모델에 대해서 혁신 장려의 원칙에 따라 품질과 안전의 

원칙을 지키는 전제조건으로 발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신흥 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 경제, 디지털 경제 및 인공 지능과 

같은 신규 산업 및 형식에 대한 포용하고 신중한 규제를 구현한다. 정부와 관련 

부서는 인터넷, 빅 데이터 및 기타 기술 수단을 최대치로 활용하여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수립한 온라인 규제 시스템에 의존하여 규제 정보의 수집 및 공유와 

연계 통합을 강화하고 원격 규제, 모바일 규제, 조기 경보 및 통제를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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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장 외 규제를 촉진할 것이며 규제의 정확성과 지능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3. 정부업무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전국적  통합 

온라인 정부업무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을 촉진하고, 행정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승인 절차를 최적화하고, 공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를 최적화하고, 

행정  승인  중개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  허가증  처리  절차를  줄이고  대중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며 국경 간 무역의 편리화를 촉진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정부업무 서비스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해당 행정업무 절차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처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구 사항에 따라 정부 행정 

업무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및 행정 업무 처리 지침을 작성하고 

공개한다.

●  실제 상황에 따라 현장 처리 종결, 일회성 처리 종결, 지정된 기한 내의 

처리  종결  등  제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집중적인  행정업무  처리 , 

근접적인 처리, 온라인 처리 및 원격 처리를 실현한다.

●  전국적  통합  온라인  정부업무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정부업무 서비스 관련 업무의 국내 전지역 '온라인 원스톱 정부업무 

처리 서비스' 구현을 촉진한다. 법률 및 법규에 의해 달리 규정되거나 

국가 기밀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여 정부업무 서비스 업무는 국무원이 

결정한 절차에 따라 통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포함된다.

●  국경  간  무역  편리화  촉진 ,  법에  따라  수출입  절차  승인  간소화 

및  불필요한  규제  요건을  제거하고  통관  절차  최적화  및  단순화 , 

통관 효율성 향상, 연안 부과 요금 정리 및 규범화, 통관 비용 절감, 

연안  및  국제  무역  분야  관련  업무의  통합적으로  국제  무역  '단일 

창구(www.singlewindow.cn)'에 처리한다.

●  인증 사항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규범화하고 인증 사항에 대한 통지 및 

확약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급한다.

4. 국제 무역을 위한 '단일 창구' 실시를 전면 추진
2019년 8월 7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편리화 협정」의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9일 중국의 '단일 창구' 조치가 앞당겨져 시행되었으며 무역편리화 

조치의 시행비율이 94.5%에서 96.2%로 높아졌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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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단일창구는 이미 상무부, 국가시장규제총국, 국가세무총국 등 25개 

부서 시스템과의 연결되어 있으며 온라인 화물신고, 적하목록 신고, 운송수단 

신고, 검사검역, 허가증, 원산지 증명서, 기업 자격 취급, 세금과 비용 처리, 

수출 세금 환급, 가공 무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항만 물류, 금융 

서비스, 무역 서비스, 조회와 통계, 모바일 응용, 유료공시 18개 종류의 기본 

서비스 기능을 갖추었다. 700개 이상의 서비스 항목을 제공하는데 그 범위가 

전국의 모든 항구는 물론 자유무역시범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생산, 무역, 창고 보관, 물류, 전자상거래 및 금융 

등 각종 기업이 그 혜택을 입고 있는 바 국제 무역의 "원스톱" 및 "전체 네트워크" 

업무 취급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다. 누적 가입업체가 400여 만개에 

달하고 일일 신고 업무량이 1,200여만 건에 달하며 항구관리 관련 부서를 향한 

기업의 주요 서비스 접속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단일 창구"는 기업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며 기업의 "단일 창구"를 통한 신고는 

모두 무료로 하는 등 일반특혜 서비스의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5. 다양한 요금 행위의 규범화
세금  및  공과금  감면을  적극  추진하고 ,  다양한  국가  세금  감면  정책을 

구현하고, 세금 및 공과금 감면 정책이 포괄적이고 시기 적절하게 시장 주체 

상대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기업 운영 비용을 보다 더 절감한다. 2013년 이후 

중앙정부가 제정한 행정 사업적 수수료 부과 항목은 72%, 정부 기금 부과 항목은 

33% 감소하였다. 2019년에는 대규모 조세 및 공과금 감면 조치를 시행하여 제조업, 

교통운송업 등 산업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더욱 낮추고 영세기업 소득세 우대 정책 

조건을 완화하고 혜택 수준을 강화하였다. 정부 기관 하위 부서 및 상업 은행, 업계 

협회 상회, 중개사 등 기업 관련 부과 요금을 정리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대비해 7차 28항의 세금 감면 및 

요금인하 조치를 잇따라 발표 및 실시하였다. 2020년 기준 연간 신규 추가된 세금 

감면 및 요금인하 금액이 2조 6,000억 위안을 초과해 90%의 세금 관련 사항과 99%의 

납세신고 업무를 모두 인터넷,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2 . 4 . 2  「서비스의  " 6  가지  안정 " ,  " 6가지  보장 "에  관해 
"팡관푸(放管服)" 개혁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관한 의견」

2021년 4월 국무원 판공실은 「서비스의 "6가지 안정", "6가지 보장"에 대해 

"팡관푸(放管服)" 개혁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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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팡관푸(放管服)"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6가지 안정" 업무와 "6가지 보장"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착력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최근 몇 년간 "팡관푸(放管服)" 개혁은 시장 

주체의 활력과 사회적 창의력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이었지만, 여전히 기업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불만사항이 많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의견은 시진핑의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이드로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와  제19차  2중 ,  3중 ,  4중 ,  5중  전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를 성실히 집행하며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하여 새로운 발전 이념을 구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며 

"6가지 안정"과 "6가지 보장"을 중심으로 정부 직능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시장 

주체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며 보다 효과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정부업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개혁의 조치로 경제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의견」은 7가지 분야의 정책 조치를 제안하였다.

첫째 ,  취업  환경을  더욱  개선한다 .  자격  진입형  직업의  자격수량을 

정리하여 국가 직업자격 목록에 대한 동적인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직업기능교육 수당 기준에 대한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대졸, 퇴역군인, 

귀향 농민근로자 등 핵심그룹의 창업 및 취업 지원 정책을 시행 및 개선한다. 

탄력 근무에 적합한 취업인원의 사회보장 정책 조치를 보완한다.

둘째, 시장 주체의 부담을 더욱 줄여준다. 세금 및 수수료 우대 정책을 

누리기 위한 절차와 수속을 간소화한다. 금융, 사회 보장 등 기업 혜택정책의 

적용 범위, 정확성 및 효율성을 향상한다. 행정기관이 특정 중개기관의 독점 

서비스를 위해 은폐 장벽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엄정하게 조사•처벌한다. 

인증 서비스를 규범화 및 개선한다. 기업 관련 심사 비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절차 간소화, 자료 간소화, 기한단축, 비용 감소를 적극 추진한다.

셋째 ,  유효한  투자를  더욱  확대한다 .  투자  관련  심사비준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투자 프로젝트의 건설 신청 절차를 간소화 및 통합하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약속제를 추진 및 실시한다. 공사 건설 프로젝트의 심사 

비준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전반 과정의 심사 비준행위와 시간 관리를 강화하며 

사전 심사, 시공도면 심사 등의 단계를 한층 규범화한다.

넷째, 소비잠재력을 더욱 자극한다. 업계의 독점과 지방보호 규제에 전력을 

다하고 일부 행정성 소비 구매 제한규정을 순차적으로 철폐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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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중고차 전입 제한을 정리한다. 시장이 시급히 필요로 하고 소비 수요가 큰 

신기술, 신제품에 대해 국가 표준을 우선 적용하여 쾌속 절차를 제정한다. 국내외 

무역 제품에 대한 "동일 라인, 동일 기준, 동일 품질"의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다섯째, 대외무역과 외국 자본 안정화를 촉진한다.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를 최적화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전 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 상품의 검사와 규제 모델의 

개혁을 추진한다. 개항지의 요금제도를 정리하고 개항지의 요금 항목을 감면/

합병하며 개항지 요금 항목 리스트 제도를 실행한다.

여섯째, 민생 서비스의 최적화를 더욱 추진한다. 국립 노후 요양시설의 

국립 건설, 민간 운영 개혁을 추진한다. 빅데이터 등 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불우이웃 주체적 발견과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한다. 증명사항 리스트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더 많은 서비스 사항의 “타지역 일괄처리(跨省通辦)”를 

추진한다.

일곱째, 사중 사후(事中事後)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이양과 관리의 결합 

및 병행 추진을 견지하고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보장한다. "이중 무작위 및 한 가지 공개" 규제, "인터넷+ 규제" 등의 방식을 

보완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규제를 실시한다. 행정법 집행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행정 재량권 기준제도의 수립과 규범화를 추진한다.

2.4.3 6대 도시에서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 전개
2021년 9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조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전국  범위  내에서  시장화 ,  법치화 ,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추진하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항저우(杭州),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등 시장 주체의 수가 비교적 많은 6개 

도시를 선택하여 시장주체와 대중의 주목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선진수준의 국제 

시장을 벤치마킹 하여 "팡관푸(放管服)"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비즈니스환경의 

혁신 시범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첫째, 지역분할과 지방보호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통일적인 개방 

및 질서 있는 경쟁이 가능한 시장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의 타지역 경영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취소한다. 정부 조달 등의 분야에서 외지 기업에 대한 은폐 

장벽을 허문다. 7종 여객 및 화물 운송 전자증명서에 대한 타지역 상호 인증과 

검증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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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시장  주체의  진입과  퇴출을  더욱  편리하게  한다 .  실물  증명서와 

자격증을  발급하는  동시에  전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기업의  온라인 

업무처리에  편의를  제공한다 .  은행의  계좌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좌 

개설  시간을  단축한다 .  시장  규제관리 ,  사회보험 ,  세무  등  연간  보고서에 

대해 "다수 신고를 하나로 통합"을 추진한다. 새로운 경영 형태, 새로운 모델 

발전에 적응하는 진입 허가 및 경영 허가 표준을 모색한다. 파산사건 수리 후 

파산관리인이 법에 따라 관련 기관이 장악한 파산기업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허용하며 압류된 재산 처분 시 압류해제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

셋째, 투자와 건설의 원활수준을 향상한다. 토지 공급에 앞서 정부 부문에서 

지질재해•수토 유지 등을 일괄 평가하여 책임을 강화한다. 기업은 토지를 확보 후 

즉시 착공할 수 있으며 중복 논증을 하지 않는다. 물•전기•가스•난방 등의 시정 

연결공사의 시공허가에 대해 고지 승낙 관리와 온라인 병행 처리를 실시한다.

넷째, 대외 개방 수준을 향상한다. 일부 중요한 무역 상대국 개항지와의 

관련 송장 온라인 검사를 추진한다.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의 상사 등록 수속을 

간소화한다. 국제 항행선박의 보세 주유 업무 전개를 지원한다.

다섯째, 혁신 및 규제관리보완을 한다. 식품•의약품•백신•안보 등 대중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분야에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실시한다 .  불법  요금 , 

불법 벌금, 불법 할당을 억제하는 장기적으로 유효한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중개업소의 독점경영, 서비스 강요 등 행위를 시정하고 기업의 자질과 자격 획득, 

입찰, 권익 보호 등에서 차별화 처우를 취소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호한다.

여섯째, 기업 관련 서비스를 보완한다. 정책 변화, 기획 조정 등으로 인해 

기업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를 줄 경우의 보상 및 구조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부동산과 권리 담보의 일괄 등록제도를 보완한다. 정보의 무인도(信息孤島) 

타파에 박차를 가하고 부서와 지방 간 시스템의 상호 연결과 소통 및 데이터 

공유 범위를 확대하며 시장 주체가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사항을 온라인으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2. 5 투자 촉진 서비스 시스템 및 플랫폼

2.5.1 완전한 외국인 투자 촉진 서비스 시스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외국인  투자  촉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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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기본적으로 정부 부서가 주도하고 투자 촉진 

기관을 시행하며 사회의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투자 촉진 서비스 모델을 

형성하였다.

국무원의 분업에 따르면 상무부는 상업 관할 기관으로서 전국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조정하고 안내한다. 상무부는 선진적인 국제 경험 흡수를 바탕으로 

중국  특성을  지닌  외국인  투자  촉진  체계를  구축하고 ,  전국적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역에 외국인 투자 촉진 기관의 설립을 장려 및 

지도하여, 다각화된 외국인 투자 촉진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급 투자 진흥 기관인 상무부투자촉진사무국은 국가의 

대외 개방 정책을 실행하고 중국의 투자 환경을 홍보하며 전국적인 투자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외국인투자기업협회, 중국국제투자촉진협의회 및 

기타 사회 단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기타 단체들도 외국인 투자 촉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주요 도시에는 대부분 전문의 투자 촉진 

부서가 있다. 지역 투자 진흥 기관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이미지 홍보, 행사 조직 및 조정, 프로젝트 도입 및 추적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각 

지역별 투자 진흥 기관의 설립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인력이 점차 안정되고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적 우위를 결합하여 독특한 방식으로 투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 19 이래, 대외 무역 및 대외 투자의 기본 오퍼를 안정화하기 위한 

시진핑 총서기의 주요 지시 이념을 관철 및 실시하기 위해, 국무원 지도부의 

승인을  거쳐  대외무역  외자조율체제(상무부  내  사무실  설치)를  기반으로 

중점  외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구성하였다 .  서비스  보장을  전면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기업과 중점 외자 프로젝트가 생산, 경영, 실행 및 건설 과정에서 

겪는어려운 문제점의 조율과 해결을 돕고 있다.

서비스 문의: (86) 010-85093600

이메일: fdiservice@mofcom.gov.cn

2.5.2 영향력 있는 전시회 플랫폼
전국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투자 촉진 활동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두 적극적으로 전시회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 

진흥 업무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상무부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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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투자무역박람회, 중국중부투자무역박람회에 대한 투자 무역 전시회의 

건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시회의 포괄적인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자원을 수집하여 외국 기업인이 중국 각 

지역의 투자 환경을 이해하고 투자 상담 및 비지니스 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이하 수입박람회라 약칭함)는 해외 수입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대규모 국가급 전시회이다. 수입박람회의 개최는 중국이 새로운 

차원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며 중국이 세계에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중요한 액션이며 세계 각 국의 경제 및 무역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무역 및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열린 세계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수입박람회는 전시회와 포럼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즉, 국가종합전시회, 

기업비즈니스전시회, 홍교국제경제포럼이 포함된다.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4차례  성공적으로  개최된  수입박람회는  국제  구매 ,  투자  촉진 ,  인문  교류 , 

개방 협력의 4대 플랫폼이자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국제 공공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공식 웹 사이트: www.ciie.org

■ 중국 수출입상품교역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는 광교회라고도 불리며 1957년 봄에 창립된 이후 

광저우에서  매년  봄과  가을  두 시즌에  개최되고  있다 .  이는  현재 중국에서 

개최시간이 가장 길고 규모가 가장 크며 상품 종류가 가장 다양하고 참가하는 

구매업체가 가장 많다. 또한 국가별, 지역별 분포가 가장 광범위하고 거래 성사 

효과가 가장 좋으며 신용 또한 가장 좋은 종합적인 국제무역성회이다. 현재까지 

총 130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광교회는  중국과  세계의  무역  왕래를  강화하고  중국의  이미지와  발전 

성과를 전시하였으며 중국 기업이 국제 시장을 개척하는 우수한 플랫폼이자 

중국의 대외무역 발전 전략을 관철, 실시하는 선도 시범 기지이다. 다년간의 

발전을 거쳐 광교회는 이미 중국 대외무역의 일류 촉진 플랫폼이 되었으며 중국 

대외무역의 바로미터이자 풍향계로 불리는 중국의 대외 개방의 창구, 축소판 및 

마크이다.

공식 웹 사이트: www.cantonfair.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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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 무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발전 모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있어서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  무역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2 0 1 2년  상무부와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중국 (베이징 )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경교회로  약칭함)은  공동  주최하였으며  2019년에 

중국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로 개명하였다. 중국 경제 발전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면서  경교회의  발전  역시  질적  향상과  업그레이드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2020년에 중국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의 약칭을 "경교회"에서 

"복무회(服貿會)"로 개명하였다.

이미 성공적으로 8차례 개최된 복무회(원 경교회 포함)는 국제 서비스 

무역분야에서 이념 확산, 수급 연결, 비즈니스 기회 공유 및 발전 공동 촉진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으며 전 세계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종합적인 전시회 및 중국 서비스 무역 분야의 선도적인 전시회로 발전하였다.

공식 웹 사이트: www.ciftis.org

■ 중국 국제소비재박람회
제1회 중국 국제소비재박람회가 2021년 5월 하이난(海南)에서 개최되었다. 

"중국 개방, 하이난 선행"을 주제로 하는 이 전시회는 하이난 국제관광소비센터 

건설을 중심으로 포지셔닝하고 세계 소비 분야 자원을 집결하여 국제 명품 

소비재의  전  세계  전시  및  거래플랫폼을  구축한다 .  박람회는  80,000 평방 

미터의 면적을 차지하며 패션 라이프 전시 구역, 주얼리 전시 구역, 거류 라이프 

전시 구역, 고급 식품 및 건강식품 전시 구역, 종합 서비스 전시 구역, 각 성, 

시와 자치구 전시 구역으로 구분되며 전 세계 유명 소비재 브랜드를 박람회에 

초대하여 여러 경영 형태 및 여러 품종을 망라한 고급 거래플랫폼을 구축한다.

공식 웹 사이트: www.hainanexpo.org.cn

■ 중국국제투자무역박람회
중국국제투자무역박람회(이하 투자박람회라 약칭함)는 '외자 유치' 및 '해외 

진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 양 방향 투자를 목표로 하는 중국 유일한 국제 

투자 진흥 활동으로서 또한 국제전시산업협회(UFI)가 인증한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전시회이기도 한다.

이미 성공적으로 21차례 개최된 투자박람회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갖춘 

국제 투자 행사로 자리 잡았다. 최근 몇 년 동안 투자박람회는 양방향 투자 촉진, 

권위 있는 정보 발표 및 투자 동향 토론 등 3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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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국제화, 전문화, 브랜드화 명품을 만들어 중국의 고 수준 개방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투자박람회는 평균 매회 전 

세계의 50여 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의 기관 및 기업이 참가하고 있으며 120여 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100,000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하였다.

공식 웹 사이트: www.chinafair.org.cn

■ 중국중부투자무역박람회
중국중부투자무역박람회(이하  중부박람회라  약칭함)는  투자  및  무역 

전시회, 기조 포럼 및 일련의 세미나, 투자 프로젝트 도킹 등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산업 업그레이드와 변환 및 투자 무역 진흥을 대요로 한다. 중국과 외국 

기업인 간의 경제 및 기술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부 지역 및 

국내외 시장, 자본 및 자원을 전반적으로 도킹한다.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중국중부투자무역박람회는 2006년부터 중국 중부의 

6개 성(후난, 허난, 후베이, 안후이, 장시, 산시)에서 교대로 개최되었다. 현재 

12회 개최되어, 중부의 6개성이 대외 개방 확대 및 지역과 국제 교류 협력을 

가화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다. 전시회는 국내외 무역 및 투자자가 

중국 중부 지역의 투자 정책을 온전히 이해하고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며  무역  거래  추진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각 지역, 특히 개발 도상국 및 지역의 기업을 위한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공식 웹사이트: expocentralchina.mofcom.gov.cn

2.5.3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 중국투자가이드넷
중국투자가이드넷(http://fdi.mofcom.gov.cn/)은 중국 투자 촉진을 위한 

온라인 공공 서비스 플랫폼으로 국내외 정부, 기관 및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투자 및 중국 

내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마련한다. 웹 사이트의 주요 

칼럼에는 최신 정보, 투자 사업 정보 데이터베이스, 투자 환경, 법률 및 법규, 통계 

데이터, 투자 서비스 기관 등이 포함된다.

■ 투자 사업 정보 데이터베이스
투자 사업 정보 데이터베이스(project.fdi.gov.cn)는 '외자 유치 '와 '해외 

진출 '을  포함한  양  방향  투자  촉진  사업  정보  시스템이다 .  이  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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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는  폭  넓은  커버리지 ,  다량의  정보 ,  폭  넓은  영향력 ,  편리한 

조회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 급 정부 차원에서 투자 유치, 기업 투자 협력 

및 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효율적인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다.

투자 프로젝트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투자 촉진 기구, 개발구, 기업 및 기타 

주체에서 발표한 투자 사업을 칼럼별로 분류하여 사용자가 사업 테마 유형에 

따라 조회 및 스크리닝할 수 있다. 2021년 9월 기준 이미 중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국내외 프로젝트 정보를 7만 개 이상 수록하였다. 2021년 1월 - 9월 간 

투자 프로젝트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투자 유치 프로젝트 4,759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140개 등 총 4,899개 프로젝트를 공개하였다.

2.6 높은 수준의 개방 플랫폼

2.6.1 자유무역시범구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유무역시범구라 약칭함)의 건설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당 중앙위원회가 새로운 시대의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취한 중요한 전략적 

조치로, 중국 개혁 개방 과정에 있어서 랜드마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요 

목적은 제도적 혁신을 핵심으로, 재현성 및 광범위한 적용을 기본 요구 사항으로 

삼고, 정부 포지션과 역할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체제 및 메커니즘의 혁신을 

탐구하고, 투자 및 무역 촉진 편리화하는 등 측면에서 선행하여 시험하고 포괄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 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다.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에 따라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는 2013년 8 월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기준으로 

광둥, 텐진, 푸젠,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섬서, 하이난, 산둥, 쟝쑤, 

광시, 허베이, 윈난, 헤이룽장, 베이징, 후난, 안후이 등 21개 자유무역시범구로 

확장되었으며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린강  신구를  새로  설정하고  저장 

자유무역시험구 구역을 확장하여 동, 서, 남, 북, 중을 아우르는 개혁 개방의 새로운 

혁신 패턴을 구성하였다. 한 무더기의 높은 수준의 제도 혁신 성과를 내놓았고,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하여 양질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지금까지 국무원은 총 28개의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한 전체 계획과 심화 계획 

및 확대 지역 계획을 발표하여 21개의 자유무역시범구에 거의 3,000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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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미션을 부여하였으며 투자 및 무역 편리화, 금융 개방 및 혁신, 진행 중 

및 사후 규제 측면에서 고유한 특성과 목표를 가진 파일럿 패턴이 형성되었다. 

각각의 자유무역시범구은 제도 혁신을 핵심으로 설정하고 국내 최초의 외국인 

투자 진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하고 국내 최초의 자유 무역 계좌를 

개설하고 전국 최초의 '영업 허가증와 경영 허가증 분리' 제도 개혁 등을 포함한 

일관 돌파성과 선도성이 있는 개혁을 출시하였으며 전국적인 개혁 및 개방 과정을 

효과적으로 주도하고 촉진하였다. 2021년 6월 말 기준, 자유무역시험구는 이미 

전국을 상대로 누계 278개의 제도 혁신의 성과를 복제 및 보급하여 개혁 보너스 

공유, 성과 개방으로 보편성 혜택을 제공하는 좋은 국면을 형성하였다.

대외 개방의 고지로서 자유무역시험구는 항상 국내 최고 수준의 개방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시험구 내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최초의 

190개에서 2020년판의 30개로 감축되었다. 전국적인 개방 조치를 기반으로 

중약재, 직업 교육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더 철폐하고 개방에 대한 

압력 테스트 수준을 강화하였다. 각자의 자원의 타고난 우세와 요소조건에 따라 

각 자유무역시험구는 산업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각 

자유무역시험구의 타겟 산업 집결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사슬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의 혁신 성과가 풍부해졌다. 또한 주변 확산 및 견인효과도 

더욱 뚜렷해졌다. 다음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제도형 개방을 더욱 촉진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게 더욱 큰 개혁 자주권을 부여하며 개혁과 혁신 시스템의 

통합을 강화하고 개방과 안보를 총괄하여 적시에 경험을 요약하여 복제 및 

보급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춘 자유무역단지의 건설에 

노력하고 개혁개방 선봉의 본보기 및선도적 역할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시범구의 양호한 제도적 환경은 시장 주체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수출 지향 경제의 융합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였다. 2020년 기준, 

상위 18개 자유무역시범구에 신설된 39.3만개 기업은 외자 기업 실제 사용금액은 

1763.8억 위안, 수출입 총액은 4조 7000억 위안으로 전국 국토의 1,000분의 

4도 안되는 면적으로 전국 외국인 투자자의 17.6%, 수출입의 14.7% 실적을 

달성하였다.

2.6.2 하이난 자유 무역항
2018년 4월 13일 시진핑 총서기는 하이난에 지역 주재의 경제특구 설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하이난섬 전체에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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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의 중국 특성을 지닌 자유 무역항 건설을 단계적으로 모색하고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유 무역항 정책 및 제도적 체계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진핑 총서기가 직접 계획하고, 친히 배치하고 추진하는 

중요한 국가 전략 사업으로 당 중앙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국내외 발전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일관 검토하며, 과학적인 계획을 거쳐 기획한 

중한 결정이다.

2020년 6 월 1 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하이난 자유 무역항 

건설을 위한 제도적 설계와 단계별 조치를 명확히 한 「하이난 자유 무역항 건설 

종합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다.

2021년 6월 10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  자유무역항법」이  통과되었으며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법」은 무역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

무역 자유화, 편리화 구현에 있어서, "1선 개방, 2선 통제"의 화물무역 

규제모델을 확립하였으며 하이난의 수입 금지 및 제한 목록 이외의 화물은 

자유롭게 하이난을 출입할 수 있다.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크로스보더 서비스 무역에 대해 대내외 일관성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화물 및 물품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목록과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크로스보더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목록은 국무원 상무 주무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문 및 하이난성과 함께 제정하였다.

투자 자유화, 편리화 방면에 있어서, 간략한 투자 심자, 투자 촉진과 투자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시행하며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와 시장 진입 완화 특별 리스트를 적용하여 

단계별로  시장  진입에서  승낙즉입 (承諾卽入 ,  약속  시  즉시  진입 )제도를 

실시한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특별히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무원 관련 부문과 하이난성이 함께 제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발표한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시장진입 완화 특별 목록(특별 조치)은 국무원 

관련 부문이 하이난성과 함께 제정한다.

크로스보더 자본 흐름의 자유화, 편리화 구현에 있어서, 자금의 자유롭고 

편리한 출입은 국제자유무역항의 중요한 특징이며 또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  국내의  기존  위안화  및  외화  계정과 

자유무역 계정을 기반으로 다기능의 자유무역 계정체계를 구축하고 하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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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을 대외 개방하는 기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실물경제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견지하고 단계별로 자본 프로젝트를 개방하며 크로스보더 증권 투융자 

정책을 시험 개혁하고 크로스보더 투융자 환금 관리를 최적화하며 금융 산업의 

대외개방정책이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우선 시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원 출입의 자유화, 편리화 구현에 있어서, 자유롭고 편리한 인원 출입 

정책은 국제 각 분야의 인재를 영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발전 수요에 따라 첨단 산업 인재를 대상으로 더욱 개방적인 인재와 체류, 거주 

정책을 실시하여 인재가 집결되는 고지를 조성해야 한다.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원의 자유출입 제한을 더욱 완화하고 보다 편리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인재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양호한 인재 

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운송 왕래의 자유화, 편리화 구현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운송 

정책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항을  건설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  "중국 

양푸항(洋浦港)"을  건설하여  서부  육•해  신통로의  국제  운항  중추  건설을 

추진한다. 공역 관제와 항로 운항권 제한을 더 완화하고 제7 운항권을 시험 

개방하며 국내외 항공사의 운송능력 확충을 독려해야 한다.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내륙 기타 지역 간의 운송•통관 편리화 관련 시설과 설비의 건설을 강화하고 운송 

왕래의 자유화, 편리화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데이터의  안전하고질서적인  흐름  구현에  있어서 ,  디지털  경제는  이미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도역량으로 부상하였으며 데이터의 충분한 집합과 국경 

간 안전하고질서적인 흐름의 실현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적 수요이다. 통신 자원과 업무 개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인터넷 

데이터 인터랙션 시험 실시를 모색하며 디지털 경제를 적극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 제도 설계를 혁신하고 국가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의 안전 관리제도를 

기본 틀로 하여 데이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안전도 보장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형성을 모색해야 한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조세정책 구현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항에 

부합하는 조세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전 세계 무역과 투자를 더욱 잘 유치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국제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구다.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단계별로 수입상품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실시하며 

세수정책을 최적화해야 한다. 중국의 세제 개혁 방향을 결부하여 세제 간소화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 과세회피 리스크 식별을 강화하고 조세 징수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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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하며 조세 객체 침식과 이윤 이전을 예방하여 "과세회피 천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도 보장 구현에 있어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의 

총체적  방안」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회  거버넌스 

수준을 더욱 향상하고 법치 제도를 정비 및 보완하며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건설을 위한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기구의 개혁과 정부 직능의 

전환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 및 혁신하며 생태 문명 체제와 

메커니즘을 혁신하여 체계적으로 완비되고 과학적으로 규범화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유무역항법에 기초하고 지방성 

법규와  상사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하는  자유무역항 

법치체계를 확립하여 세계 일류 수준의 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이난 자유 무역항 공식 웹 사이트: http://www.hnftp.gov.cn

2.6.3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국무원이  1984년  해안  지대에  14개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국가급 

경제개발구라  약칭함)의  첫  번째  배치  설립을  승인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 

31개 성(구, 시)에 총 230개의 국가급 경제개발구가 설립되었다(그 중 동부 

지역 112개, 중부 지역 68개, 서부 지역 50개). 국가급 경제개발구는 중국 대외 

개방의 중요한 매개체이며, 특별 구역을 설정하여 건전한 인프라 시설 구축과 

국제 기준에 맞는 투자 환경 조성에 전념하고 있다. 외국 자본의 흡수와 활용을 

통해 첨단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체계가 형성되고 

자동차 ,  전자정보 ,  지능형  제조업  등  선도  산업이  형성되어  도시와  주변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 지역이 되었다. 2019년 5월 18일 국무원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혁신과 재편성 및 개혁 개방의 새로운 고지 조성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개방형 경제의 질을 높이고 보다 더 많은 개혁 주도권을 

부여하고 현대적인 산업 체제를 구축하고 대내외 협력 플랫폼 기능 보완, 요소 

보장 강화, 자원 집약적 활용 5가지 측면에서 22가지 지원 대책을 제안하고 

국가급 경제개발구의 개방 혁신, 과학기술 혁신, 제도 혁신 추진을 통해 대외 

협력  수준을  높이고  경제  발전의  질을  높이고  개혁  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마련한다. 기초통계 결과에 의하면 2020년에 국가급 경제개발구가 창출한 

생산총액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11조 6,000억 위안으로, 전국 평균 증가율에 

비해 4.1% 높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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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국가 하이테크 산업개발구
국가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이하 국가하이테크구라 약칭함)는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 산업 구조 조정, 전통 산업의 변혁 촉진,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  국가하이테크구는  혁신을  원동력으로  삼고  발전을 

촉진하는 개혁으로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화에 뛰어난 성과를 도출하고 하이테크 

기업이 집중되고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혁신과 창업 분위기가 

활발하며 금융 자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진입하는 지역이 되었다.

현재 중국에는 국가하이테크구 169개가 있다. 2019년에 국가 하이테크구 

단지의 생산총액은 12조 1,000억 원에 달하여 전년도 동기 대비 9.7% 증가했고 

단지의  생산총액은  전국  GDP의  12 .3%에  해당하여  전년도  대비  0 . 3% 

향상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하이테크구는 국가 엔지니어링 연구센터, 국가 중점 실험실, 

국가 엔지니어링 실험실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성급 이상 신형 산업 기술 연구 

개발 기관 1,085개, 국가급 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터 639개, 과학 기술부에 등재된 

대중창업공간은 912개 및 8.1만 개의 인정된 국가 하이테크 기업이 있다.

2 0 2 0년  7월  국무원은  「국가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고 자주적 혁신능력을 향상하고 기업의 

혁신과 발전의 활력을 더욱 자극하며 산업의 중고급을 향한 발전을 촉진하고 

개방과 혁신의 역량을 강화하며 질적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분류 지도와 조직 

관리를 강화하는 등 6개 분야의 과업과 조치를 제시하였다.

2.6.5 국가급 신구
국가급 신구는 국가의 주요 발전과 개혁 개방 전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행정구와 특별 기능적 구역에 설립된 종합 기능 구역이다. 1990년대 초 

상하이 푸동신구가 조성된 이래 2017년 4월까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허베이 시옹안신구 조성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국가급 

신구는 19개(그 중 동부 8개, 중부 2개, 서부 6개, 동북 3개)를 기록한다. 거의 

30년의 건설과 발전 끝에 신구의 수는 점차 증가하였고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신구 급성장 발전 속도를 창출하고 신구의 활력을 활성화하며 신구의 

고유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2020년 1월 국무원 판공청은「국가급 신구 개혁 및 혁신 심화 지원과 양질의 

발전 촉진에 관한 지침 의견」을 발표했으며 핵심 분야의 기술 혁신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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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경제의 질 높은 발전 추진을 가속화하고, 제도적 메커니즘의 신 우세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며, 대외적으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건설 관리를 포함한 5가지 측면에서 지원 조치를 제안하여 국가급 

신구를 고품질 개발전발 선도 지역, 개혁 및 개방 사업의 새로운 고지, 도시 

건설의 새로운 벤치 마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2.6.6 세관 특별 감독 구역
세관 특별 감독 구역은 국무원이 승인한 특정 구역을 말하며, 중국 관세 

구역 내에 설립되어 특별 기능과 정책이 부여되고 세관의 폐쇄 감독 관리 특정 

구역이다. 2021년 7월말 기준으로 전국 31개 성(자치구 및 직할시 포함)에는 

165개 세관 특별 감독 구역이 있다. 그 중, 종합 보세 구역 152개, 보세구역 

9개, 보세항 2개, 수출 가공 구역 1개, 주하이-마카오 경계 간 산업 단지(주하이 

단지)1개다. 전국 세관 특별 감독 구역 총 계획 면적은 약 450평방 킬로미터이다. 

중국의 개혁 개방이 점진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세관 특별 감독 구역은 국제 

산업의 이전을 착수하고 지역 경제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며 대외 무역과 취업 

기회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20년 전년에, 전국 세관 특별 감독 

구역은 수출입 총액이 6조 2600억 위안을 달성하여 작년 대비 13.4% 증가하였다.

2.6.7 국경(국가 간) 경제협력구
국경(국가 간) 경제협력구는 국경지대 무역, 가공 및 제조, 생산 서비스, 

물류 조달을 통합하는 고수준의 국경지대 개방플랫폼이며 국경 특색 있는 우세 

산업을 발전시키고 중국과 주변 국가 및 지역 간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여기에서 국경 경제협력구는 중국 측 국경지대에 설립되어 있으며 

현재 중국은 7개 국경성과 구에 총 17개의 국경경제협력구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0년 산업 총생산액은 589억 위안, 수출입 규모는 1,302억 위안, 고용 인원 

수는 18만 명에 달한다.

국경 간 경제협력구는 중국과 주변국이 공동 개발, 공동 건설, 공동 혜택을 

위해  국경  인근  지역에  각자  지정한  경제  특별구이다 .  현재  중국은  중국-

카자흐스탄 훠얼궈스 국제국경협력센터와 중국-라오스 모한-모딩 경제협력구를 

포함하여 주변 국가와 국경 간 경제협력구를 두 개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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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 
제도

3.1 중국의 법률 체제 소개

3.1.1 중국의 법률 체제
신중국이 설립된 70 여년 이래, 특히 개혁 개방 이후 40여년 시간을 거쳐 

모든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중국만의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적 

법률 체제가 형성되었고, 법치 정부의 건설이 꾸준히 발전하고, 사법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사회 법치의 관념이 크게 개선되었다.

중국의 법률 체제는 헌법을 바탕으로 하고, 법률을 주체로하며, 행정 규제와 

지방 규제를 중요 구성 요소로 하고 있으며, 헌법관련법, 민법 및 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및 비 소송 절차법과 같은 여러 법률 부서로 구성된 

유기적인 통합된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중국의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 

법률 체제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민족, 국가 기관 및 군대, 정당, 

사회 단체, 기업 및 기관은 헌법을 기본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헌법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 이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중국 헌법은 중국의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 

법률 체제에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 

법규는 헌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헌법과 충돌되지 않아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임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은 국가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 문명 건설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기본법 제도를 

수립하고 중국의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 법률 체제의 근간을 구성한다. 행정 

법규와 지방 법규는 법과 충돌되지 않아야 한다.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행정 법규는 

법률 조항의 이행과 국무원 행정 관리 직권에 따른 수행을 규정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국무원은 먼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임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행정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속 직할시, 구를 설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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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임위원회는 지방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민족 

자치 지역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에 따라 자치 

규제 및 별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경제 특구가 위치한 성,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임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된 결정사항에 따라 경제특구 범위 

내에서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한다.

국무원 산하 각 부처, 위원회, 중국인민은행, 국가 회계국 및 행정 관리 직계 

기관은 법률 및 국무원의 행정 법규, 결정, 지시에 따라 해당 권한 범위 내에서 

법규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속 직할시, 구를 설정한 

시, 자치주의 지방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 법규와 본 성, 자치구 및 중앙정부 직속 

직할시의 관련 지방 법령에 따라 법규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사법 해석은 또한 중국에서 중요한 법률 원천이다. 특히 중국의 사법 해석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부여한  권한에  근거하여  재판  및  검찰 

업무에서 법의 구체적인 실무에 보편적인 사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을 적용한다. 

사법적 해석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그 상위 법인 헌법 및 법률과 충돌해서는 

안된다.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사법 해석을 직접 인용할 수 있다.

중국은 판례법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일부 사법 사례는 사법 

관행에 지침이 된다. 중국의 사법 사건은 지침성 사례라고 하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발표한다. 지침성 사례는 아직 공식적인 법률 원천 추적성을 

갖지 아니하지만 단, 유사한 사건을 처리할 때 판사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 역할을 한다.

3.1.2 국제 경제 무역 협정
중국과 세계 경제의 유대가 가까워지면서 현재 기준으로 중국은 109개 

국가와 유효한 양자 간 투자 협정이 있고,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이중 과세 

협정 네트워크는 111개 국가와 지역을 포함하였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중국은 

19개의 자유 무역 협정에 서명하였다.

3.2 외국인 투자 법률 제도

3.2.1 개요
중국은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중국의 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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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은 항상 법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개혁 개방의 초기 단계에서 중국은 

선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협력경영기업법」(총칭하여 “외자 3법”)을 제정하였으며 

국가  중앙정부의  외자  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였다 .  그 후 

중국은 외자 이용의 발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률 제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개선해왔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신감을 안정시키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19년  3월  15일 ,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는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분야의  새로운  기본법인  '외자  3법 '을  대체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투자법」(이하 외국인 투자법이라 약칭함)을 가결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새로운 법률 제도의 기본 틀을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전 국민 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기반의 관리 

제도를 구현하고 투자 촉진 및 투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을 명시하였다. 2019년 

12월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법에서 정한 주요 법률 제도를 세부적으로 구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투자법시행조례」를 제정하고 발표하였다. 외국인 

투자법 및 시행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외국인 투자는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을 갖게 될 것이다.

3.2.2 외자 시장 진입
외국인 투자법은 국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전 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입전 국민 대우'는 투자 진입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자 및 해당 투자에게 

당국  투자자  및  해당  투자  대우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주어지는  대우를 

의미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는 국가가 정한 특정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 특별 행정 조치를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사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한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분야에 외국인 투자자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투자을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외 기타 투자 분야는 국내외 투자의 일관성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2 0 2 0년  6월  2 4일에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 (네거티브 

리스트)2020판」 과 「자유무역시범구의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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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2020판)」이  공개되었다 .  그  중 ,  전국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가 40가지에서 33가지로 축소하고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등 분야에서 

새로운 개방조치를 내놓았다. 자유무역시범구의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가37가지에서  30가지로  축소하고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지속적으로 

파일럿  사업  개방을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중약제  약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독자 투자 형식으로 학제형 직업 교육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은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0년판)」을 따라야 한다. 국무원은 이 

리스트에 중국에서 투자 금지, 제한적으로 투자 운영되어 있는 업계, 사업 분야, 

업무 등을 명확하게 나열하고 있으며, 각 급 정부는 법에 따라 해당 관리 조치를 

채택한다. 이 리스트에는 금지 및 허용의 두 가지 범주가 포함되어 있다. 투자 

및 사업 진입이 금지된 사항의 경우 시장 주체는 진입이 불가하며 행정 기관은 

인허가 또는 승인하지 않으며 관련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한다. 관련 

자격 요구 사항 및 절차, 기술 표준 및 허가 요구 사항을 포함한 허가 진입 항목의 

경우에는 시장 주체가 사업 신청을 제출하고 행정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진입 

가능여부를 결정하거나 정부가 정한 진입 조건 및 진입 방법에 따라 시장 주체가 

적격으로 진입한다; 시장 접근을 위한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산업, 분야, 업무 등의 경우 모든 시장 주체는 법에 따라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 

프로젝트 승인 및 등재가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3.2.3 투자 촉진
■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카탈로그
중국 중앙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안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외국인 투자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카탈로그」 분야에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조세 등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서부지역에서 장려 분야에 

투자한 외자기업은 기업소득세를 15% 감면; 집약형 부지의 외국인 투자 독려에 

속하는 제조업 프로젝트는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토지 분양 최저가격 

확정 시 소재지의 토지 등급에 해당하는 전국 공업부지 분양 최저가 기준의 

70%를 적용할 수 있다.

2 0 2 0년  1 2월  2 8일 ,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카탈로그(2020년판)」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판에 비해 2020년판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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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 조목을 더욱 늘리고 장려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여 지역 구도를 최적화하였다. 

2020년판의 총 조목은 2019년판에 비해 127개 항이 늘어난 1,235개 항으로 

전국 범위 내에서 65개 항, 중서부지역에서 62개 항이 늘어나 증가폭이 10%를 

초과하였다.

■ 경쟁에 평등한 참여
정부 자금 조달, 토지 공급, 조세 감면, 자격 허가, 표준 제정, 사업 신고, 

인적 자원 정책 등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국가의 다양한 정책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과 내자 기업은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조직 형태, 조직 구조 및 활동 지침은 내자 회사와 같이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중화인민공화국 파트너십 기업법」등 법률 규정에 적용된다.

정부 조달 활동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내자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 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가 

주관하는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기관이나 부처도 중국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내자 기업과 차별화해서는 안되며 

어떤 형태로든 차별 대우하거나 규제 설정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현지 및 해당 산업의 정부 조달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떠한 기관이나 부처도 정부 조달에 대한 정보 게시, 

공급업체 조건 확정 및 자격 심사, 자격 검토 및 입찰 평가 표준 및 기타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하위적 대우를 할 수 없으며, 공급자의 

자격 및 조건은 소유권 형태, 조직 형태, 지분 구조, 투자자의 소속 국가, 제품 또는 

서비스 브랜드 및 기타 불합리한 조건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 상기 규정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 정부 조달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다양한 기준의 제정과 적용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한다. 

국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표준 제정 업무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정보 공개 및 표준 제정의 사회적 감독을 강화한다. 국가가 제정한 강제적 

기준은 외국인 투자 기업과 내자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하며 특히 외국인 기업인을 대상으로 강제적 기준보다 높은 기술 

요건을 적용하면 아니 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과 내자 기업은 법에 따라 국가 표준, 

산업 표준, 지역 표준, 단체 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동등하게 참여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필요에 따라 자체 기업 표준을 수립하거나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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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투자 보호
■ 징수 및 보상
「외국인투자법」은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징수를 시행하지 

않으며, 특별한 상황에서 국가가 공공 이익의 필요로 관련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징수 또는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단, 이러한 경우에 징수 

및 청구는 관련 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적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투자법시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가 법에 따라 공공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법적 절차에 따라 비 차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청구된 투자의 시가 기준으로 적시에 보상되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징수 

또는 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자유로운 기술 협력
기술 협력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관한 모든 당사자의 한가지 중요한 협력 

방식이며,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투자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국인 투자법」과 그 시행 조례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 과정에서 자발적인 

원칙과 비즈니스 규칙에 따라 기술 협력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 

협력의 조건은 공정하고 평등한 협상의 원칙에 따라 투자 당사자가 정한다. 행정 

기관(법률, 법규 수권을 받은 공공 사무 관리권을 행사하는 조직 포함)과 그 직원은 

행정 허가, 행정 검사, 행정 처벌, 행정 강제 및 기타 행정 수단을 악용하여 강제적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이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31조 제2항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이 

행정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행정  허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 정부의 약속 이행
각급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정책적 공약 이행(각급 지방인민정부 및 각급 지방인민정부 산하 

관련 부처의 법정 권한 범위 내에 외국 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현지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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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지원 정책, 우대 정책과 편리 조건 등에 관한 서면 형식의 확약을 

의미함) 및 법에 따라 체결된 각종 계약은 행정 관할지 조정, 정부 갱신, 기구 

또는 기능적 조정 및 관련 책임자 교체에 의해 계약 위반 또는 확약 말소를 할 수 

없다. 정부 부처가 국가 및 사회적 이익의 필요로 정책 공약이나 계약 약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정 권한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에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 적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 외국인 투자 기업의 원활한 불만 신고 채널 확보
「외국인투자법」의 규정과 그 시행 조례에서 국가가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신고한 사항을 적시에 처리하고 관련 정책과 조치를 조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불만 제기 처리를 위한 업무 매커니즘을 

설정하는 것을 규정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행정 기관 및 그 

직원의 행정 행위가 자신의 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 민원 제도를 통해 조정 합의를 신청하거나 기타 합법적 경로를 통해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2 0 2 0년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불만신고  처리  업무  방법」 (이하 

「불만신고 방법」으로 약칭함)을 개정 및 출범하였다. 「불만신고 방법」은 

상무부가 관련 부문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처리의 부(部)급 

연석회의 제도를 수립하고 상무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연관된 불만신고 사항 및 전국 범위 내 또는 국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만신고  사항을  처리하고  상무부가  전국  외국인  투자기업 

불만신고센터를 설립하여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동시에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관련  부문  또는  기구를  지정하여  본  지역의 

불만신고  업무의  처리를  책임지고  등급별로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불만신고 처리기구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 투자자의 

불만 신고 사항을 수리한다. 첫째, 행정 기관 및 그 직원의 행정 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 및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불만신고 업무처리 기관에 투자환경 면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신고하고 관련 

정책과 조치의 보완을 제안할 수 있다.

「불만신고 방법」은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매우 중시하며 불만 신고가 

법에 따라 행정 재심 및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신고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규정하고 불만신고 업무처리 기구는 불만신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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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된 신고자의 상업 비밀, 기밀 비즈니스 정보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효과적인 

조치로 보호할 것을 요구하며 어떠한 업체나 개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불만신고 

업무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반영하거나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고자를 

억압하고 보복하지 못한다.

불만 신고 제기,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불만신고 처리 업무 방법」을 참조한다. (업무 처리 흐름도는 4.4 외국인 투자 

기업 민원 처리 절차를 참조한다.)

3.2.5 투자 관리
■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관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거시 경제 발전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국민 경제 발전을 총괄하고 감독한다.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가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경우 투자 프로젝트 승인 및 등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국가 안보 검토
외국인 투자법은 중국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사회의 

공익을 손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안보 검토 제도를 구축한다. 법에 따라 이루어진 안보 검토 결과는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2020년 12월 19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외국인투자 안전심사방법」이 

발표되어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 정보 보고 제도
국가는 외국인 투자 정보 보고 제도를 구축한다.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기업 등록 시스템과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상무 주관 부서에 투자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제출한 투자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정보 보고 방법」, 「외국인 투자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고시」, 

「2019년도 외국인 투자 정보 보고 연차 보고서 전개에 관한 공고」등 관련 서류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상기 서류의 

요건에 따라 등재, 변경, 말소 및 연차 보고서를 관할 상무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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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업 등록

3.3.1 투자 주체
외국인 투자자 주체에는 외국인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 포함된다.

3.3.2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중국 국내 기업 인수 합병
합병, 인수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국내 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 지분 또는 기타 유사한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법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 상황을 속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인수 합병은 

주로 외국인 투자법과 그 시행 규정, 「외국 투자자의 중국 내 기업 인수에 

관한 규정」,「외국인투자자 상장사 전략투자관리방법」 및 기타 법규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3.3.3 외국인 투자 기업의 조직 형태
중국의 외국인 투자 기업은 주로 회사와 파트너십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조직 형태, 조직 구조 및 

활동 지침은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회사법」이라 약칭함)과 

「중화인민공화국  파트너십  기업법」(이하  「파트너십  기업법」  이라고 

약칭함) 및 법률 규정에 의거하며 더 이상 별도로 외국인 투자 기업을 중외 합자 

기업, 중외 협력 기업 및 외국인 독자 기업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 회사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내에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50명  미만의  주주가  자금을  조달하고  설립한  경제 

조직을 말하며, 각 주주는 출자한 자본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한 유한 책임을 

지며, 회사는 모든 자산과 함께 회사의 부채에 대해 유한 책임을 부담한다. 

주식유한회사란 회사의 총 등록 자본이 동일한 주식으로 구성되어 주식(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주주는 

회사가 매입한 주식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모든 

자산으로 회사 채무를 부담으로 유한 책임의 경제 조직이다.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유한회사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관리 조례」에 따라 등록 

절차를 거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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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십 기업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국내에 일반 파트너십 기업과 유한파트너십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 파트너십 기업은 일반 파트너로 구성되며 파트너는 파트너십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유한 파트너십 기업은 일반 파트너와 

유한 파트너로 구성되며 일반 파트너는 파트너십 기업의 책임에 무한 연대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 파트너는 출자금 한도 범위 내에서 파트너십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외국기업의 상설 대표 기구
외국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외국 기업 상설 대표 기구(이하 대표 사무소라 

약칭함)는 중국 법률 및 법규 (「외국 기업 상설 대표 기구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대표  사무소는  외국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중국에 설립된 사무소로 법인 자격이 없으며, 대표 사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되며, 외국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 

조사, 전시, 홍보 활동만 할 수 있다. 그 외에 외국 기업의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국내 조달, 국내 투자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3.4 외환 관리

중국에서  인민폐는  경상  수지  하에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으며  자본 

수지로는 여전히 일부 제한적인 관리 제도가 적용되어 있다. 경상 수지는 대외 

무역 수입, 비 무역 거래, 무상 양도 등 국내외 경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의미한다. 자본 수지는 자본의 수출입으로 인한 대금 수지의 자산과 

부채의 증감을 말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자산 또는 금융 자산의 양도, 

이전을 포함하여 당국과 외국 간의 통화 기준으로 인식되는 채권 채무의 변동 

사항을 반영한다. 자본 수지에는 주로 직접 투자, 증권 투자 및 국경 간 대출의 세 

가지 범주가 포함된다.

현재 중국의 자본 수지 개방은 점차 진행되고 있으며 전환 가능한 항목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전환 가능 수준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접 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달성하였고, 국경을 넘나드는 



56

증권 투자 채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외채가 거시적으로 신중한 

관리를 구현하였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증권 투자 및 개인 자본 수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만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다.

국가외환관리국과 지방외환관리국이 외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외환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직접 투자에 대한 외환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직접 투자 활동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은 외환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외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5년 6월부터 외국인 

투자 기업은 관할지에 등록된 은행에 외환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주권을 갖게 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자본금과 외환 결제로 얻은 인민폐 자금의 사용은 해당 

사업 범위 내에서 진실성과 자체적 사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외환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금, 수익, 자본 이득 

등은 법에 의거하여 인민폐 또는 외환으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

3.5 근로자 고용

중국 국내의 외국인 투자 기업 근로자 고용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근로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사회 보험법」 및 기타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한다.

3.5.1 근로 계약
외국인 투자 기업은 생산 및 운영 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직 및 인력 

수요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직접 또는 전문 서비스 조직을 위탁하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은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 계약에는 고용 회사의 명칭, 주소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근로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근로 계약 기간; 용역 내역 및 근무 장소; 근로 시간 

및 휴식과 휴가; 근로 보수; 사회 보험; 근로자 보호; 근무 조건 및 직업적 위험 

보호 등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필수 내용을 제외하고 고용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수습 기간, 근로자에 대한 교육, 근로자의 기밀유지 

의무사항, 근로자에 대한 추가 보험 가입 및 복리후생 등 기타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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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은 기간제 근로 계약, 비정기 근로 계약,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근로 계약으로 구분된다. 근로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년 이상 기간제 근로 계약 또는 

비정기 근로 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고용 회사는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근무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의 

고용 형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3.5.2 근무 시간
중국은 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 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업무성 

또는 생산 특성 제한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표준 근로 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기타 근로 및 휴식 방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즉, 비정규 근무 제도 또는 종합적인 작업 시간에 기초한 근무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고용 회사는 근로자가 매주 최소 하루의 휴일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고용 

회사는 생산 및 업무상 필요한 경우 노동 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일반적으로 

1일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근로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전제조건하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단, 매월 초과 

근무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초과  근무  수당은  근무일  기준으로  정상  임금의  150%, 휴일(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200%, 법정 공휴일에는 300% 기준을 적용한다.

3.5.3 휴가 제도
중국에서는 매년 11개의 법정 유급 공휴일이 있다. 즉 원단(1일), 설날(3일), 

청명절(1일), 노동절(1일), 단오절(1일), 중추절(1일), 국경일(3일).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 유급 휴가를 누릴 수 있다. 근로자의 

법정 최소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누적 근무 1년이상~10년 미만의 경우 연차 5일, 

10년~20년 미만의 경우 10일, 20년이상의 경우에는 연차 휴가 15일을 가질 수 

있다. 법정 공휴일 및 휴일은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혼인휴가, 복상휴가, 관련 출산휴가 등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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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사회 보험
중국의 사회 보험에는 기초 연금 보험, 기초 의료 보험, 산업 재해 보험, 실업 

보험, 출산 생육 보험이 포함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과 소속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여 노령, 질병, 산업 재해, 실업, 출산 생육 등의 경우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법에 따라 중국의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5.5 근로 계약 해지, 중지 및 경제적 보상
고용 회사와 근로자는 협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진 후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0일 전까지 고용 회사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수습기간 동안 

고용 회사에게 3일 전까지 해지 통보하거나, 고용 회사가 근로 보수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 고용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고용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면 법정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고용 회사가 경제적 사유로 부득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고용업체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 해제 및 근로자의 업무감당불가, 

경제적 감원 등 법적 상황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제 혹은 종료하는 경우 

고용업체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연한에 따라 지급하며, 1년 만기 시 1개월분 급여 지급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에게 보름치의 급여를 경제 보상으로 지급한다.

3.5.6 근무 허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고용한  외국인은  법에  따라  외국인  중국  국경내 

근무허가 등 관련 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중국은 2017년부터 일관된 외국인의 

중국 경내 근무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급인재 격려, 일반 인재 통제, 

저급인재 제한" 원칙에 따라 중국 경내 근무 외국인을 외국 고급인재(A종), 

외국 전문인재(B종), 기타 외국인 인원(C종)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다 .  외국  고급인재는  "고지  +  약속" ,  결여  허용  접수 (容缺受理 ) ,  녹색 

통로 개통 등 다양한 편리화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중국 경내 근무 외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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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근무 허가 통지」 및 「외국인 업무 허가증」을 

근거로 관련 비자와 거주 수속을 취급한다.

과학기술부와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외국인의  중국  경내  근무  허가 

정책의  제정과  조직  및 실시를  담당한다 .  허가  수리와 승인은 지방 외국인 

근무관리부서가  일관된  통합  외국인  중국  경내  근무관리  서비스시스템 

(https://fuwu.most.gov.cn/lhgzweb/)을 통해 속지화(屬地化)하여 처리한다.

관련 분류기준과 취급절차는 「국가 외국인 전문가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  공안부의  외국인  중국  국경내  근무허가제도의  전면  시행에  관한 

통지」(외전발 [2017]40호) 및 「국가 외국인 전문가국의 외국인 중국 국경내 

근무허가 서비스지침(잠정)을 발간하는 데에 관한 통지」(외전발 [2017]36호)를 

참조한다.

3.6 지적 자산권 보호

중국은 건전한 지적 자산권 법률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광범위한 구제 및 

집법 채널을 제공한다. 중국의 국내 관련 법률 체제는 비교적 완전하며 중국은 

또한 대부분의 국제 지적 자산권 협약에 서명하였다.

중국은 행정적 보호와 사법적 보호를 병행하는 지적 자산 보호 제도를 

적용한다 .  현재  「국가  지적  자산권  전략  개요」를  핵심으로  「중국  지적 

자산권 사법 보호 개요(2016 - 2020)」를 뒷받침 하는 중국의 지적 자산권 사법 

보호 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14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적 

자산권 전담 법원은 지적 자산권 특별 재판을 연이어 진행하였으며 2019년 

최고인민법원 지적 자산권 법원은 전국 범위 내의 전문성 수준이 높은 지적 

자산권 항소 심사를 착수하여 단계별로 일관화된 지적 자산권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 척도 기준을 표준화하였다. 2021년 4월 22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인민법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계획(2021 - 2025년)」을 발표하여 

중국의  "十四五(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지식재산권의  사법보호  목표 , 

과업, 조치와 실시에 관한 청사진을 명확히 하였다. 현재 중국의 지적 자산 

심사 및 승인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사법 보호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지적 자산 보호 제도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규정에 따라 시장규제총국,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규제부문이 

상업비밀 보호에 관한 행정법 집행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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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8년 특허, 상표, 지리적 마크 및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의 

중앙 집중식 통합 관리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지적 자산권국을 재구성하였다. 

중국 국가 지적 자산권국은 지적 자산권 보호를 담당하고 특허, 상표 및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의 재검토 및 무효 식별 및 기타 지적 자산권에 대한 등록과 

행정적 판결 직책을 수행한다. 지적 자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상표 및 특허의 행정 

법률 집행 업무는 시장 감독 및 종합 법률 집행팀에 의해 수행된다. 중국 국가 

지적 자산권국은 상표 및 특허 법률 집행에 대한 업무 지도를 담당하고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상표 및 특허 법률 집행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하며 지적 

자산권 행정 법률 집행 메커니즘이 보다 더 최적화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국가판권국, 성급판권국, 지방 

문화 시장 종합 법률 집행 기관이 저작권 행정 관리법 집행 업무를 담당하여 국가 

저작권 행정 법률 집행 체제를 구성한다.

중국 법률은 특허(발명, 실용신안, 외관디자인 포함), 상표(저명상표 포함), 

지리적 마크, 저작권(컴퓨터 소프트웨어 포함) 및 인접권,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설계, 새로운 식물 품종, 영업 비밀과 같은 유형의 지적 자산권을 보호한다.

3.7 세무행정8

3.7.1 세금 제도 소개
■ 조세 환경
중국 세무 주관 부서는 국무원 직속 세무총국으로 전국에 걸쳐 세금 징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성, 시, 현, 마을 등 4단계의 세무 기관을 두고 

있으며 국가세무총국은 관할 범위 내에서 세금 징수 관리 업무를 주도한다. 

2018년 10월 전국 성급 및 그 이하 국세국, 지방세무국은 공식적으로 합병을 

완성하고  국가세무총국을 주축으로 성(구, 시) 인민정부의 이중 지도 관리 

체계를 구현하였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정부 기관, 공공 기관, 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의 모든 사회 보험료는 세무 부서로 이관되어 징수되었다. 원칙적으로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 및 기업 근로자의 기타 유형의 보험료는 현행 징수 

제도에 따라 계속 징수되며 징수 및 관리 직책은 합리적으로 세무기관의 비과세 

8 이 부분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내용을 다루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법률 및 규정의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기업측에서 즉시 전문 서비스 기관에 문의하여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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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영역으로 이동한다. 국가세무총국은 조세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민간 세금 납부를 용이하게 하고 조세 절차를 더욱 단순화하고 세금 감면 정책의 

실행을 촉진하고 조세 시스템의 '행정 단순화, 관리 완화 및 통제 강화의 결합, 

서비스 최적화'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를 연속적으로 

시행하였다.

■ 세금의 종류 소개
중국은 현대 세계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여러 세금 종류로 구성된 복합 

세금 제도를 적용한다. 현재 세금 종류에는 총 18가지의 세종이 있으며 세금 부과 

대상에 따라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소득세 유형: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거래세 유형: 부가가치세, 소비세, 관세
  재산세  및  행위세  유형 :  임대소득세 ,  계약세 ,  차량선박세 ,  인지세 , 

도시토지사용세, 토지증가세, 선박톤세
 자원세 유형: 자원세
  특정목적세  유형:  도시유지보호건설세 ,  자동차취득세 ,  경지점용세 , 

연초세, 환경보호세
이 투자 지침서는 다섯 가지 상대적으로 중요한 세금 종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할 것이다.

1. 기업소득세
중국 내에서 소득을 얻는 기업 및 기타 조직은 기업 소득세 납세자이며 

규정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은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으로  구분된다 .  거주자기업이란  법률에  따라  중국에  설립되었거나 

외국(지역) 법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실제 경영 조직이 중국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비거주자 기업이란 외국(지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서 실제 경영 

조직이 중국에 있지 않지만 중국에 조직이나 장소를 설립했거나 중국에 조직이나 

장소가 없지만 중국 내 원천 소득이 발생되는 기업을 말한다. 거주자 기업이 

중국 국내, 해외 소득에 부과되는 법정 세율은 25%이다.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에 

기관이나 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법정 세율은 중국에서 설립한 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과 해외에서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설립한 기관 또는 

사업장과 관련된 소득에 한하여 25% 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에 

기관 또는 사업장을 설립하고 소득이 실제로 기관 또는 사업장의 설립과 관련이 

없거나 또는 중국에 기관 또는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중국 국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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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20% 법정 세율(실제 세율 10% 감면)이 부과된다 (조세 협정이 체결된 

경우 조세 세율에 적용된다). 기업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연도에 따라 계산된다. 기업 납세 신고는 월별 또는 분기별 선불제를 채택하고 

연말에 최종 정산한다.

2. 개인소득세
중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종합 및 분류 형식을 결합한개인소득세 지도를 

구축하고 주민 개인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득 항목을 조정하고 

세율을  조정하고  최적화하고  포괄  소득  기본  공제  비용  기준을  인상하고 

부가 공제 비용을 취소하고 전문 부가비용 공제, 납세 신고 제도를 조정하고 

출국 세무 청산 제도를 수립하고 신용 제도 구축, 개인 탈세 방지 조항 도입을 

포함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  중국에  거주지가 

있거나 거주지가 없지만 과세 연도에 총 183일 동안 중국에 거주한 개인은 

주민 개인으로 간주된다. 주민 개인은 중국 국내 및 해외에서 얻은 소득은 법에 

의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주지가 없고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또는 거주지가 없지만 과세 연도 내에 183일 미만 중국에 거주한 개인은 비 

주민 개인으로 간주된다. 비 주민 개인이 중국에서 얻은 소득은 법에 의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포괄 

소득에는 7 단계 누진 세율 3% ~ 45% 기준을 적용하며 사업 소득에는 5 단계 

누진 세율 5% ~ 35% 기준을 적용한다. 이자, 배당금, 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재산 양도 소득, 우발소득의 경우 비율 세율에 적용하고 세율은 20%이다. 

(적용하는 세수 협정 세율이 더 낮거나 면세 조항이 있는 경우 협정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다음과 같은 외국인의 소득은 개인소득세에서 일시적으로 면제된다:(1)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얻은 배당금 및 상여 소득;(2) 국가 규정을 준수하는 

외국인  전문가의 임금 및  급여 소득;(3)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 개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개인소득세의 특별 추가 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주택 보조금, 어학 연수비, 자녀 교육 보조금에 대한 특혜 면세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단, 이중 혜택이 병행으로 적용되지 않다. 외국인 

개인이 세제 혜택사항을 선택하면 과세 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개인은 주택 보조금, 어학 연수비, 자녀 교육 보조금에 대한 특혜 

면세 정책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추가 공제 혜택을 

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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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2016년 5월 1일부터 중국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업세 개혁을 완전히 

완성하였다. 단체와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및 

관련 서비스, 판매 서비스, 무형 자산 또는 부동산 및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주로 3단계가 구분되고 각각 13%, 9%, 

6%이다 .  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  징수율은  3%이다 .  수입  부가가치세는 

세관에서 징수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분기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은 부가가치 세율 구조를 단순화하고 

부가가치 세율을 낮추는 등 일련의 개혁 조치를 연속적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국내 

여객 운송 서비스의 과목 도입 공제, 생산 및 생활 서비스업 추가 누적 공제, 유보 

세액 공제 증액 환급 제도 시행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 관세
중국 세관은 세관에 출입하는 화물과 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의 

납세자는 수입품의 수령자, 수출품의 발송자, 수출입 물품의 소유자이다. 다음은 

수입 관세에 중점을 두고 소개한다. 최근 몇년 동안 중국은 능동적으로 수입 관세를 

낮추기 위해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연속적으로 출시하였다. 2018년 중국은 수입 

관세의 최혜국 세율을 자주적으로 4차례 인하하고 의약품, 자동차 및 부품, 국민 

수요가 많은 소비재, 일부 공산품에 대해 실질적인 감세를 시행하였다. 2020년 1 

월 1 일부터 중국은 850개 이상의 상품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 

관세율을 시행하였다.

5. 소비세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과세 소비재를 생산, 위탁 가공 및 수입하는 

기업 및 개인과 국무원이 결정한 과세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타 기업 및 개인은 

소비세 납세자이며 법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 상품에는 담배, 

주류, 고급 화장품, 귀중한 액세서리 및 보석류, 폭죽, 불꽃 놀이, 정제유, 오토바이, 

자동차, 골프 및 골프 장비, 고급 시계, 요트, 일회용 목재 젓가락, 단단한 나무 

바닥재, 배터리, 페인트 총 15개의 상품 카테고리가 포함된다. 소비세 세율은 

비례 세율과 고정 세율로 구분된다. 소비세는 가격에 따른 세금 계산, 수량에 따른 

세금 계산 또는 가격과 수량의 복합 세금 방식으로 납세해야 하는 세금 금액을 

계산된다. 수입 과세 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세관에서 부과한다. 과세 소비재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세관이 관세 수입 소비세 특별 납부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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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기업 소득세 세수 특혜
현재 농림 축산 수산 사업, 공공 기반 시설 사업, 환경 보호 사업,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및 감면 사업을 주로 포함하는 

'산업 우대 위주, 지역 우대 보조'라는 조세 우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기업 

소득세는 하이테크 기업의 경우 15% 감면, 서부 지역의 장려 기업은 기업 소득세 

15% 감면,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된다. 이 지침서에는 최근 

몇 년 간 중국에 주목할 만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중국의 세금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종 세금이 포함된 관련 특혜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이 특정 

법률 및 규정을 검색 조회할 것을 권장한다.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1) 하이테크 기업은 15%의 우대 세율을 누릴 수 있다.

(2) 소형박리기업은 20%의 우대 세율을 누리며 과세 소득 100만 위안 이하, 

100만~ 300만 위안 부분은 각각 25%, 50% 기준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과세 소득 100만 위안 이하의 부분은 

12.5% 기준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3) 서부 지역의 장려 산업 기업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15%의 특혜 세율을 

누릴 수 있다.

(4)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 시설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투자 및 운영 

소득에 대해서는 생산 및 운영의 첫 소득의 과세 연도부터 법인 소득세의 '3종 

면제 및 3종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5)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소득은 법인 소득세에서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6) 조건에 부합하는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및 물 절약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생산 및 운영의 첫 소득의 과세 연도부터 법인 소득세의 

'3종 면제 및 3종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이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및 물 절약과 안전 생산을 위해 특수 장비를 구입하면 특수 장비에 대한 투자의 

10%를 기업의 납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7) 기업의 R&D 비용은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R&D 

비용의  75%를  공제하고  무형  자산이  형성되면  무형  자산  비용의  175%로 

상각된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가산 

공제비율을 100%로 하고 무형자산을 형성할 경우 무형자산 원가의 200%로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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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세 연도에 기술 이전 소득 500만 위안 이하의 부분은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액이 과세된다.

(9) 5개 경제 특구와 상하이 푸동 신구에 새로 설립된 하이테크 기업은 생산 

및 운영 첫 소득 과세 연도부터 기업소득세 '2종 면제 및 3종 50% 감면' 혜택을 

누릴 것이다.

(10) 창업 투자 기업은 조건에 부합하는 창업 투자에 종사할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과세 소득을 공제할 수 있다.

(11) 국채이자 소득, 거주자기업 간 배당금 및 기타 지분 투자 소득 및 비영리 

단체의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정책이 시행된다.

(12) 외국인 투자자가 배분된 이익으로 중국에 재투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원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다.

(13) 전국적으로 조건을 갖춘 기술 선진 서비스 기업은 15%의 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3.7.3 이전 가격 책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소득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실행 계획의 최종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은 관련 공고 및 관리 

방법을  연속적으로  발표하였다 .  최근  세무  관행 및 이전  가격 분야의 관련 

기술 입장에는 관련 거래 동시 보고서(즉, 주요 문서, 현지 문서 및 특별 유형의 

거래에 적용되는 특수 사항 문서)에 대한 제출 요구 사항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국가 보고서 양식의 신고 요건을 제시한다. 기업이 주체 문서, 현지 문서 또는 

특기 문서(관련자 거래 금액 포함)의 작성 기준에 도달하면 관련 문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면제 대상, 작성 기한 및 제출 기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고기준에 도달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회계연도에 익년도 법인세 정산일 

이전에 관련업무거래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중에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국가별 보고서도 작성, 신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법인세의 연간 납세 신고서와 유사한 양식 번호체계를 채택하고 기업이 관련 

정보를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  중국  세무기관의  특별납세조정관리는  보다 

전면적이고 실시간, 동적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사전 리스크 관리를 더욱 

중시하며, 사후 조사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연도별 관련 신고, 동기 자료, 리스크 

분석평가 등 사전분석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납세자 및 자진납세조정 촉진 등의 

방식을 통해 적극 준수의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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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조세 조약
중국은 새로운 개방 패턴에 부합하는 국제 조세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극 

구축하고, 중국의 국제 조세 시스템과 징수 관리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개선하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조세  협력에  심도  있게  참여하고  있다 .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이중 과세 협정 네트워크는 111개 국가와 지역을 포함한다. 

또한 3개의 다자간 조세 협약과 10개의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중 과세 협정은 양 당사자의 국경을 넘은 납세자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 

조세 확실성을 제공하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및 자본, 기술 및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조세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및 무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2019년 10월 14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조약 혜택을 

누리고 있는 비거주 납세자에 대한 관리 방법」을 발표하여 비거주 납세자가 

조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하고 정보를 '신고시 제출'에서 '향후 

참조를 위해 보관'으로 변경하였다. ('자체 판단, 신고에 따른 혜택 적용, 향후 

참조를 위한 관련 자료 보유')이에 따라 비거주 납세자 및 원천 징수 의무자의 

신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3.8 분쟁 해결

분쟁 해결 방법은 주로 소송, 중재 및 대체 분쟁 해결 방법(예: 중재, 조정)이 

있으며 행정 기관과의 분쟁도 행정 재심, 행정 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소송, 재심 또는 중재 진행 중에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중국의  법원은  최고  인민  법원 ,  각급  지방  인민  법원 (고등인민법원 , 

중급인민법원, 기초인민법원 포함), 전문 인민법원(군사법원, 해상법원, 지적 

자산권 법원, 금융 법원 등)으로 구분된다.

중국은  건전한  중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  중국의  중재는  직할시 , 

성도 도시와 기타 구를 설치한 도시에 구성한 중재위원회에 의해 수행된다.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CIETAC)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CMAC)는 

세계의 주요 상설 상업 중재 기관 중 하나이며 독립성, 공정성 및 효율성으로 

국내외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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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투자 업무 절차

4.1 기업 설립 및 변경 절차

4.1.1 기업 설립
 

 

아니요 

 

  

 

 
기타 승인 절차:  
1.  국가 안보 검토 
2.  독점 금지 검토 

예  

예 

예 

 

 
 
  

사
전 
승
인 
절
차

 

승인 문서 취득 

외국인 투자 기업 영업 개시  

1. 설립 등록 신청서;
 2. 지정 또는 위탁 받은 

대리인의 증명 서류;  
3. 기업 정관;  
4. 주주의 주체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분 증명서; 
5. 고위 경영진 취임 증명서; 
6. 법정 대리인의 임용 서류 및 

신분 증명 서류; 
7. 회사 주소 증명;  
8. 법률 문서 송부에 대한 

수권위탁서; 
9. 초기 보고서; 
10. 기타 문서.  

자
료
제
출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승인 서류 등

공안 부서
인감 각인

비즈니스 부서
정보 보고서 사회 보험 등록 외환 등록 계좌 개설

세무 부서
영수증 신청 

수령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관련 
인원 증명서 및 
기타 계좌 개설 
증명서  

프로젝트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승인, 등록

네거티브 리스트에
관련이 있습니까?

사전 업계 진출 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국무원 및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승인 
또는 등록

업계 관할 당국의 
허가 및 승인

시장감독관리국---창구 또는 온라인 
기업 등록 시스템에 등록 신청 및 

사업자 등록을 위한 자료 제출

허락되지 않는 사업 
카테고리: 투자 불가
제한된 카테고리: 관할 
당국 또는 시장 감독 
부서의 검토

정
보 
동
기
화



68

4.1.2 기업 변경

 

 
 

 

사전 승인 필요 여부 

 

자료 제출:  
1.  변경 등록 신청서;  
2. 결의사항 또는 결정 변경; 
3.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4. 수정된 회사 정관 또는 회사 

정관 수정안 (해당되는 경우); 
5. 변경 문서 승인 (해당되는 

경우);
6. 변경 보고서.  

승인 절차 취급

예  

제출  

정보 동기화 

 

 

 
  

 

  

 

 
 

예 

예 
 

검토

 

기업 관련
등록사항 변경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시장 감독 및 관리 부서
필요한 자료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됩니까?

네거티브 
리스트 규정

부합 여부

변경 등록 절차 진행

변경이 기타
사항과 관련됨

계좌 개설 증명
서류 변경이름 변경

은행 계좌 변경인감 신규 각인세무 정보 변경

변경 완성

외환 변경 등록

기본 정보, 투자 정보, 합병
및 분할, 이전, 통화 등의 변경

생산 및 사업장 주소, 재무 담당자,
회계 방법, 납세자 정보 등의 변경

상무 부서 정보 보고서

진행 및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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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기업 정보 보고서

 

시스템을 통해
투자 정보 제출

 

설립
(신설 / 지분 합병)

 

1. 사업자 등록 시스템 (초기, 변경 및 
말소 신고);

2.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 
(연간 보고서).

 

 

초기 보고서  

1. 기업 기본 정보;
2. 투자자 및 실제 지배인에 대한 정보;
3. M & A 거래에 대한 기본 정보 (관련된 

경우);
4. 전략 투자 거래에 대한 기본 정보 

(관련된 경우);
5. 기타 정보.

 
 

 
 

 

변경 보고서  

1. 기업 기본 정보 변경 사항;
2. 투자자 및 실제 지배인 정보 변경 사항;
3. 전략 투자 거래에 대한 기본 정보 

(관련된 경우);
4. 기타 정보 변경 사항.

 

 
 

  

연간 보고서  

1. 기업 기본 정보;
2. 투자자 및 실제 지배인에 대한 정보;
3. 기업 경영 및 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
4. 기업 취득한 관련 업종허가 정보 

(경영범위가 네거티브 리스트에 관련된 
경우);

5. 기타 정보.

 
 

 
 

  

말소 보고서  

해당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설립 후
다음해부터 

말소 시 
등록 처리시 제출

 

제출 수단  
 

제출 내용 
 

제출 내용  
 

제출 내용 
 

기업이 말소 또는 중국 국내 출자 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말소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후에는 말소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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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무 관련 업무 절차

 

 

 
 
  

사업자등록증별 코드
계정 정보 확인

 기업 사업자등록
절차 완성  

동시에 완성

세금 관련 문제 처리 

처음 발생
세금 납부시

 
 

사업자등록증별 코드
계정 정보 변경 확인 

세무 정보 변경  

취급자 신분증 원본

사업자
변경 등록이

필요하십니까?
 

 

취급자의 신분증 원본 
및 정보 변경 관련 
자료 사본.  

세무 말소 등록
법률에 따라

납세 의무 종결
또는 세금 등록

기관 변경  

1. 세금 정산 신고서;
 2. 취급자 신분증 원본;

 3. 상위 주관 기관 승인 문서 또는 
이사회 결의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4. 영수증 수령장 (해당되는 경우); 
5. 프로젝트 준공 증명서, 수락 검사 

증명 관련 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 등록 후 

예

필요한 자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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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외환 관련 업무 절차

 

기업 설립을 위한
송금 초기 비용  

1. "중국 국내 직접 투자 기본 정보 등록 신청서"

 
2. 기업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시장 감독 및 관리 부서에 

자체적으로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기업명칭 자주 신고 
통지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인쇄합니다(지역별 
시스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자료는 실제 
명칭에 따릅니다). 단, 규정에 따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자료는 제외된다. 

3. 등록 자본 납입 등록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가가 
설립 준비 자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관할 
당국으로부터 기타 인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외자 기업 기본
정보 등록 

기업 신설 또는
중국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 합병 

1．서면 신청, "중국 국내 직접 투자 기본 정보 등록 업무 
신청서" 첨부;

 

2．사업자 등록증 등본 /변경된 사업등록증;

 

3．

 

등록 자본 납입 등록에 적용되는 기업은 관련 관할 당국의 
승인 문서 또는 기타 인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외자 기업 기본
정보 변경 등록 

자본 증자,
자본 축소, 지분

양도, 등록지 변경
또는 기타 등록

사항 변경  

1. "업무 등기 증빙"이 첨부된 서면 신청서;
 

2.  "중국 국내 직접 투자 기본 정보 등록 신청서"
 

3.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규정에 따라 재발행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4.  
 
등록 자본 납입 등록에 적용되는 기업은 관련 관할 당국의 
승인 문서 또는 기타 인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외자 기업 기본
정보 말소 등록 

외자 기업의
등록 말소 또는

비 외자
기업으로의

전환

 

1. "업무 등기 증빙"이 첨부된 서면 신청서; 

2 . "중국 국내 직접 투자 기본 정보 등록 신청서"  

3 . 회사가 아직 시장 감독 관리 부서의 말소 등록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 "회사법"및 "공동사업 기업법"에 따라 청산 
고시를 제출하고 기업의 채권 및 채무 청산이 종결되고 
지분(투자권)이 동결되지 않았고 질권 또는 모기지 등에 
관한 승낙서를 제출하거나 기업의 영업 허가 말소를 위한 
시장 감독 관리 기관의 고시(인증서류) 또는 회사의 해산에 
대한 인민법원 판결의 관련 증명 서류; 기업 말소 등록이 
완성된 경우에는 시장 감독 관리 기관에서 발행한 "등록 
말소 승인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4. 세무 등록 말소 증명 서류, 처리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5. 회계법인이 발행한 청산 감사 보고서(인수 합병으로 말소 
등록하는 경우 또는 청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제공 할 
필요 없음), 또는 인민법원으로부터 판결한 청산 결과. 

 

자료표

자료표  

자료표  

자료표  

초기 비용 기본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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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외국인 투자 기업 민원 처리 절차

 

1.
 
불만 신고 처리 기관이 처리를 조정하고 불만 
제기자는 종결에 동의한다;   

2.  불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자가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의 관련 청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4.  신고자가 불만 신고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5.  신고자가 더 이상 신고 주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6.  불만 신고 처리 기관에 연락한 후 신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연속 불만 신고 처리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7.  신고자가 서면으로 불만 신고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근무일 기준 3일내에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림  

종결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불만신고 해당사항 발생 

처리  
적절하게 연장 가능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 종결  

처리 방법:  

1.  양해 및 화해 조정; 
2.  불만 신고 대상자와 조정; 

3. 관련 정책 및 조치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제시; 

4. 기타 적절한 처리 방법.  

접수 통지서
발급

접수 불가 통지서를
발급하고 이유 설명

 

영업일 기준 7일 결정  

영업일 기준 7일 결정
 

제출  

서면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신고자의 기본 정보(성함 또는 이름, 주소, 우편 번호, 관련 
담당자 및 연락처 정보 포함), 주체 자격 증명 서류, 불만 제기 날짜; 
2. 불만 신고 대상자의 성함 또는 이름, 주소, 우편 번호, 관련 담당자 
및 연락처 정보; 3. 명확한 불만 신고 사항 및 요청 사항; 4. 관련 사실, 
증거 및 이유,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제출 할 것; 
5. 동일한 문제가 상위 불만 접수 및 처리 기관, 민원 부서에서 
접수되었거나 처리가 종결되었거나 행정 재심, 행정 소송 등 절차에 
들어갔거나 완성된 경우 등 접수 불가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6. 타인에게 의뢰하여 불만 신고하는 경우, 상기 자료에 
추가로 불만 신고자의 신분 증명서, 수권 위탁서 및 수탁인 신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수권 위탁서에는 위임 사항, 위임 권한 및 
위임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
절차 작성 근거: 「외국인 투자 기업의 불만 신고 방법」
1. "신고자"는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를 의미한다.
2. "불만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1) 불만 신고자가 행정 기관 및 그 직원의 행정 행위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불만 신고자가 투자 환경의 문제점을 불만 신고 처리 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
    불만 신고 사항에는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의 민사 및 상업 분쟁 조정 및 
    해결을 위한 불만 신고 당사자의 신청.
3. "불만 신고 처리 기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전국 외국인 투자 기업 민원 센터
    (2) 외국인 투자 기업의 불만 신고 처리를 담당하는 현급 이상의 지방 정부에서 지정한 부서 또는 기관

 

 

권익 보호와 관련된 불만 신고의 경우, 제출할 자료에는 불만 제 
기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우편 번호, 관련 담당자 및 연락처 정보, 
주체 자격 증명 자료, 불만 제기 날짜, 투자 환경 관련 사항 및 
구체적인 정책 조치에 대한 권장, 제안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 불만 신고 자료는 중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관련 증거 및 자료의 
원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 여부 

예  

아니요 

현장 또는
온라인 제출

현장 또는
온라인 제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수정 및 보완  

불완전한 자료 완전한 자료 

완전한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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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

5.1 입국 및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  체류  및  거주에  적용되는  법률은「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다. 중국 사증 발급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할 비자의 

종류, 횟수, 유효 기간, 체류 기간을 결정하고 외국인의 비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 또는 말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이민관리국과 외교부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출입국 관리를 담당한다. 

외국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과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해외 주재 

기관은 외국인의 해외 입국 비자를 발급한다. 출입국 국경 검사 기관은 출입국 

국경 검사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산하 공안기관과 

출입국 관리 기관이 외국인의 체류 및 거주 관리를 담당한다.

중국 비자의 종류는 외교 비자, 우대 비자, 공무 비자, 일반 비자로 나눈다. 

일반 비자는 12가지 카테고리와 1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취업, 유학, 가족 

방문, 관광, 비즈니스 활동, 인재 도입 등 비 외교적, 사업 비지니스 사유로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외국인은 중국 입국 목적에 따라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비자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긴급 입국이 필요하고 초청에 따라 긴급 비즈니스, 공사 긴급 보수에 

종사하거나 기타 긴급 입국이 필요하고 관련 주무부서가 개항지 내 비자 취급을 

동의한 증명자료를 소지한 외국인은 개항지 내 비자 취급 및 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입국시 외국인은 국경 검사 당국의 해당 검사와 세관 위생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검사 승인 후 입국하기 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물, 식물, 

화폐 및 기타 품목을 중국으로 반입하는 외국인은 관세 및 금융 규제 당국의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관련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입국이 금지된 물품을 

제외하고 세관은 입국하는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하물 및 물품의 면세품 반입을 허용한다.

입국 후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하고자 하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구에 신청해야 한다. 거주 허가의 유효 기간은 소지자가 중국에 체류할 



74

수 있는 기간이다. 외국인은 비자 또는 거주 허가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거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비자 또는 체류 허가가 만료되어 출국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의 출입국 관리 부서에 체류 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취업형 체류 허가의 최단 유효 기간은 90일, 최장 5년, 비 취업형 체류 허가의 

최단 유효 기간은 180일, 최장 기간은 5년이다. 중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외국인 또는 중국 영주권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중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의 외국인 취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 허가증과 취업형 체류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중국 입국정책을 동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관심을 충분히 배려하여 필요한 보장과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 .  비자에  관한  사항은  각국  중국 주재  공관의 통지에 

주목하여 그 요구에 따라 취급하기 바란다.

항공편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 검사 및 혈청 항체 

검사의 이중음성 증명을 근거로 탑승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중국 측 검사검역 및 

예방과 통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의 비자 신청, 통관, 중국 거주 허가 및 출국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해당 지침을 발표하였다. 세부 사항은 http://s.nia.gov.cn/mps/bszy/ 및  

http://cs.mfa.gov.cn/wgrlh/ 에 참조한다.

5.2 주택

「부동산시장 외자진입 및 관리 유관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외국 기관 

및 외국인의 주택 구입에 관한 추가 규범 통지」 등 규정에 따라 해외기구가 

경내에 설립하는 지사, 대표기구(승인을 거쳐 부동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 

제외)와 경내에서 근무 및 취학하는 해외 개인은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 분양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주택구입 제한정책을 실시하는 

도시에 대해 해외 개인의 주택구입은 현지 정책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경외 

개인이 중국 내에 한 채 자가거주 주택만 구입할 수 있다. 경내에 지사, 대표 

기구를 설립하는 해외기구는 등록한 도시에서만 사무에 필요한 비주거용 건물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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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은 외국인의 주택 임대 또는 매각을 금지하지 않는다.

5.3 교육

외국인은 자녀의 입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재지 지방 교육행정부서에서 

제정한 관련 정책에 따라, 외국인 자녀를 위한 전문 학교 또는 일반 초중등 학교 및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자녀를 위한 전문 학교는 주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 인력의 자녀(외국인)를 등록한다. 

유치원 교육 및 일반 초중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외국 교육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5.4 의료

중국의 의료 서비스 체제는 종합 병원, 전문 병원, 커뮤니티 보건 서비스 

센터, 커뮤니티 보건소, 외래 환자 진찰실, 진료소, 응급 센터 등의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은 다양한 유형, 규모,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비영리 공공 의료기관과 사회 기구가 운영하는 사회 의료기관(외국인 

투자 의료기관 포함)이 있다. 외국인은 중국인과 동일한 비용 기준으로 자체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 각지에는 병원 방문 전 의료 응급 상황을 요청하는 '120호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기관 외부의 현장 응급 처치, 이송 중 응급 치료 및 의료 

서비스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거의 모든 병원에는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응급 

치료를 제공하는 응급실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및 「중국의 외국인 취업자 사회보험 가입 

잠정 방법」의 요건에 따라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도시 

근로자 의료 보험(이하 '의료 보험'이라 약칭함)에 가입하고 기타 피보험 근로자와 

동일한 의료 보험 대우를 받다. 외국인은 현지 의료보장행정부서의 홈페이지에서 

의료 보험 지정 병원 목록, 의료 보험 결제 보상 범위 및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또는 고용주)은 의료 보험 범위를 제외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상업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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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관광

중국은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자연  및  문화  경관이  풍부하다대부분의 

도시와 현 관광지는 외국인에게 열려 있다. 외국인에게 열려 있는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 유효한 여권 및 중국 비자 또는 거주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관광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  개방되지 않은 

관광지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사전에  관할지  시 ,  현공안국에  관광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은 허가 없이 비 개방 장소에 진입할 수 없다. 외국인을 

위한 여행 지침 정보는 http://www.gov.cn/banshi/wjrs/lygg.htm 을 참조한다.

중국에서 외국인의 관광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권 및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격 여행사, 차량 렌탈 회사 및 서비스 기관이 많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관광 자료 및 관광 포털 웹 사이트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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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국 상무 부서 및 투자 촉진 기관 명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주소: 베이징시 동성구 안정문외동후항 28호 1번 건물 3층
우편번호: 100731

전화: +86-10-64404512，64404514

팩스: +86-10-64515315

웹 사이트 주소: 중국 투자 가이드: http://fdi.mofcom.gov.cn/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http://www.cipainvest.org.cn/ 

베이징시 상무국 
주소: 베이징시 통주구 운하동대가 57호원 5번 빌딩
우편번호: 100743

전화: +86-10-55579532

팩스: +86-10-55579538

웹 사이트 주소: http://sw.beijing.gov.cn/

베이징시 투자촉진서비스센터 
주소: 베이징시 동성구 조양문북대 제8호 부화빌딩 F단지 3층
우편번호: 100027 

전화: +86-10-65541880

팩스: +86-10-65543161 

웹 사이트 주소: http://invest.beijing.gov.cn/

톈진시 상무국 
주소: 톈진시 허핑구 다구베이루 158호
우편번호: 300401

전화: +86-22-58665762

팩스: +86-22-23390187

웹 사이트 주소: http://shangwuju.tj.gov.cn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주소: 상하이시 스보춘로 300호 7호 빌딩
우편번호: 200125

전화: +86-21-23110742

팩스: +86-21-62751960

웹 사이트 주소: http://sww.sh.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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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외국투자촉진센터 
주소: 상하이시 러우산관로 83호 신홍교빌딩 15층
우편번호: 200336

전화: +86-21-62368800

팩스: +86-21-62368026

웹 사이트 주소: http://www.investsh.org.cn/

충칭시 상무위원회 
주소: 충칭시 남안구 남빈로 162호 에너지빌딩 2동
우편번호: 4000061

전화: +86-23-62669917

팩스: +86-23-62662591

웹 사이트 주소: http://sww.cq.gov.cn/ 

충칭시 투자유치촉진국 
주소: 충칭시 위베이구 탠궁댄가도 대외상업구 6동
우편번호: 401147

전화: +86-23-63366615/18108305800

팩스: +86-23-63366619

위챗: invest_Chongqing

허베이성 상무청 
주소: 허베이성 스자좡시 차오시구 화평서로 334호
우편번호: 050071

전화: +86-311-87909330

팩스: +86-311-87909330

웹 사이트 주소 http://swt.hebei.gov.cn/nx_html/index.html

허베이성 투자촉진서비스센터 
주소: 허베이성 스자좡시 차오시구 화평서로 334호
우편번호: 050071

전화: +86-311-87800712

팩스: +86-311-87800712

산시성 상무청 
주소: 산시성 타이위안시 샤오뎬구 룽성가 15번지
우편번호: 030000

전화: +86-351-4063393

팩스: +86-351-4082950

웹 사이트 주소: http://swt.shanxi.gov.cn/ 



79

산시성 투자촉진국 
주소: 산시성 타이위안시 샤오뎬구 룽성가 15번지
우편번호: 030000

전화: 96301/+86-351-4675007

팩스: +86-351-4675000 

웹 사이트 주소: http://www.shanxiinvest.com 

내몽골자치구 상무청 
주소: 내몽골자치구 후허하오터시 신성구 신화다가 63호원
우편번호: 010050

전화: +86-471-6945756

팩스: +86-471-6610893

웹 사이트 주소: http://swt.nmg.gov.cn/ 

내몽골자치구박람센터 
주소: 내몽골자치구 후허하오터시 신화다가 63호원
우편번호: 010050

전화: +86-471-6946794

팩스: +86-471-6610893

웹 사이트 주소 http://swt.nmg.gov.cn/index.shtml 

랴오닝성 상무청 
주소: 랴오닝성 선양시 황구구 태산로 17호
우편번호: 110032 

전화: +86-24-86892225

팩스: +86-24-86893858

웹 사이트 주소: http://swt.ln.gov.cn/

다롄시 상무국 
주소: 랴오닝성 다롄시 시강구 탕산가 2-6호
우편번호: 116011

전화: +86-411-83686665

팩스: +86-411-83686426

웹 사이트 주소: https://www.boc.dl.gov.cn/ 

지린성 상무청 
주소: 지린성 장춘시 인민대가 3855호 

우편번호: 130061

전화: +86-431-88787630/88787629/88787661

팩스: +86-431-81962570

웹 사이트 주소: http://swt.jl.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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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성 상무청 
주소: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샹팡구 허핑로 173호
우편번호: 150040

전화: +86-451-82623585

팩스: +86-451-82622111

웹 사이트 주소: http://sswt.hlj.gov.cn

장쑤성 상무청 
주소: 장쑤성 난징시 베이징동로 29호
우편번호: 210008

전화: +86-25-57710349

팩스: +86-25-57712072

웹 사이트 주소: http://swt.jiangsu.gov.cn/ 

장쑤성 국제투자촉진센터 
주소: 장쑤성 난징시 중화로 50호 국제경제무역빌딩
우편번호: 210001

전화: +86-25-57710464

팩스: +86-25-57710266 

웹 사이트 주소 http://www.iinvest.org.cn 

저장성 상무청 
주소: 저장성 항저우시 궁수구 연안로 468호 저장성 상무청
우편번호: 310006

전화: +86-571-87058222

팩스: +86-571-87051984

웹 사이트 주소: http://www.zcom.gov.cn/ 

저장성 국제투자촉진센터 
주소: 저장성 항저우시 연안로 466호
우편번호: 310006 

전화: +86-571-28939319

팩스: +86-571-28939305

웹 사이트 주소: http://www.zjfdi.com 

닝보시 상무국 
주소: 저장성 닝보시 링쵸로 190호 닝보시 상무국빌딩
우편번호: 315000

전화: +86-574-89387100

팩스: +86-874-89387199

웹 사이트 주소: http://swj.ningbo.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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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보시 투자촉진센터 
주소: 저장성 닝보시 링차오로 190호 닝보시 상무국빌딩 15층
우편번호: 315000

전화: +86-574-89180404

팩스: +86-574-89180400

웹 사이트 주소: https://www.ningbochina.com/

안후이성 상무청 
주소: 안후이성 허페이시 정무구 기문로 1569호
우편번호: 230062

전화: +86-551-63540168

팩스: +86-551-63540373

웹 사이트 주소: http://commerce.ah.gov.cn/ 

안후이성 외국인투자촉진사무국 
주소: 안후이성 허페이시 정무문화신구 기문로 1569호
우편번호: 230062

전화: +86-551-63540047

팩스: +86-551-63540162

웹 사이트 주소: http://commerce.ah.gov.cn/

푸젠성 상무청 
주소: 푸젠성 푸저우시 구러우구 퉁판로 118호
우편번호: 350003

전화: +86-591-87853616 

팩스: +86-591-87856133 

웹 사이트 주소: http://swt.fujian.gov.cn/ 

푸젠성 국제투자촉진센터 
주소: 푸젠성 복주시 구러우구 퉁판로 118호 푸젠성성 상무청 3호 건물 5층
우편번호: 350003 

전화: +86-591-87810615

팩스: +86-591-83839780 

웹 사이트 주소: http://swt.fujian.gov.cn/fjsgjtzcjzx/

샤먼시 상무국 
주소: 푸젠성 샤먼시 스밍구 후빈북로 15호 대외무역빌딩
우편번호: 361012

전화: +86-592-5302555

팩스: +86-592-2855777

웹 사이트 주소: swj.xm.gov.cn/investxiamen.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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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시 투자유치센터 
주소: 푸젠성 샤먼시 스밍구 후빈북로 15호 대외무역빌딩
우편번호: 361012

전화: +86-592-2855929

팩스: +86-592-2855944

웹 사이트 주소: swj.xm.gov.cn/investxiamen.org.cn 

장시성 상무청 
주소: 장시성 난창시 동호구 베이징시로 69호
우편번호: 330046

전화: +86-791-86246238

팩스: +86-791-86246544

웹 사이트 주소: http://swt.jiangxi.gov.cn/ 

장시성 투자촉진센터 
주소: 장시성 난창시 둥후구 바이대로 415호 4층
우편번호: 330046

전화: +86-791- 86246543

팩스: +86-791- 86246806

웹 사이트 주소: http://swt.jiangxi.gov.cn/col/col36205/index.html

산둥성 상무청 
주소: 산둥성 지난시 리양다가 6호 

우편번호: 250002

전화: +86-531-51763350

팩스: +86-531-51763211

웹 사이트 주소: http://commerce.shandong.gov.cn/ 

산둥성 국제투자촉진센터 
주소: 산둥 지난 성푸첸거리 성푸종합빌딩
우편번호: 250011

전화: +86-531-89013325

팩스: +86-531-89013602

웹 사이트 주소: http://commerce.shandong.gov.cn/col/col16916/

칭다오시 상무국 
주소: 산둥성 칭다오시 시남구 홍콩중로 6호 세계무역빌딩 A동
우편번호: 266071

전화: +86-532-85918123

팩스: +86-532-85918112

웹 사이트 주소: http://bofcom.qingdao.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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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시 투자유치촉진센터 
주소: 산둥성 칭다오시 시남구 홍콩중로 12호 펑허광장
우편번호: 266000

전화: +86-532-85026005

팩스: +86-532-85026251

웹 사이트 주소: http://bofcom.qingdao.gov.cn/n32568547/n32568548/n32568550/n32568604/index.html

허난성 상무청 
주소: 허난성 정저우시 문화로 115호
우편번호: 450003

전화: +86-371-63576220

팩스: +86-371-63945422

웹 사이트 주소: http://hnsswt.henan.gov.cn

허난성 투자촉진국 
주소: 허난성 정저우시 문화로 115호 진마오빌딩 B동
우편번호: 450003

전화: +86-371-63576907, 63576997

웹 사이트 주소: http://www.hntc.gov.cn 

후베이성 상무청 
주소: 후베이성 우한시 장한북로 8호 7층
우편번호: 430022

전화: +86-27-85752535

팩스: +86-27-85773924

웹 사이트 주소: http://swt.hubei.gov.cn/

후난성 상무청 
주소: 후난성 창사시 푸룽구 오일대로 98호 1동 8층
우편번호: 410001

전화: +86-731-82289534

팩스: +86-731-82289534

웹 사이트 주소: http://swt.hunan.gov.cn/ 

후난성 상무서비스센터 
주소: 후난성 창사시 푸룽구 오일대로 98호 1동 17층
우편번호: 410001

전화: +86-731-85281334

팩스: +86-731-85281334

웹 사이트 주소: http://swt.hunan.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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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상무청 
주소: 광둥성 광저우시 톈허구 톈허로 351호 714

우편번호: 510620

전화: +86-20-38802397

팩스: +86-20-38802397

웹 사이트 주소: http://com.gd.gov.cn/ 

광둥성 투자촉진국 
주소: 광둥성 광저우시 톈허로 351호 와경제무역빌딩 6층
우편번호: 510620

전화: +86-20-38819378/38896910

팩스: +86-20- 38802234

선전시 상무국 
주소: 광둥성 선전시 푸톈구 푸화일로 1호 대중화국제무역광장 12층
우편번호: 518034

전화: +86-755-88107023

팩스: +86-755-88107008

웹 사이트 주소: http://commerce.sz.gov.cn/

광시좡쭈자치구 상무청 
주소: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칠성로 137호
우편번호: 530022

전화: +86-771-2211749

웹 사이트 주소: http://swt.gxzf.gov.cn/ 

광시좡족자치구 투자촉진국 
주소: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민족대로 동구간 91호 흥계빌딩
우편번호: 530022

전화: +86-771- 5853562

팩스: +86-771-5861612

웹 사이트 주소: http://tzcjj.gxzf.gov.cn/

하이난성 상무청 
주소: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국흥대로 9호 성정부사무청사 2 층
우편번호: 570203

전화: +86-898-65330249

웹 사이트 주소: http://dofcom.hainan.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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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성 국제경제발전국 
주소: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국흥대로 5호 하이난빌딩 부빌딩 4층
우편번호: 570203

전화: 4008-413-413

팩스: +86-898-66538983

쓰촨성 상무청 
주소: 쓰촨성 청두시 청화가 7번지 

전화: +86-28-83222372 

팩스: +86-28-83224675

웹 사이트 주소: http://swt.sc.gov.cn/ 

쓰촨성 경제합작국 
주소: 쓰촨성 청두시 진뉴구 융링로 25호
우편번호: 610031

전화: +86-28-66469949/65515077

팩스: +86-28-66469900

웹 사이트 주소: http://jhj.sc.gov.cn/

구이저우성 상무청 
주소: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연안중로 48번 세계무역광장 B구
전화: +86-851-88592925

팩스: +86-851-88665170

웹 사이트 주소: http://swt.guizhou.gov.cn/ 

구이저우성 투자촉진국 
주소: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성정부 5호동 1층
우편번호: 550004

전화: +86-851-6830152/6859984

팩스: +86-851-6814219

웹 사이트 주소: http://www.investgz.gov.cn

윈난성 상무청 
주소: 윈난성 쿤밍시 베이징로 175번지
우편번호: 650011

전화: +86-871- 63101650/63136997/63166890

팩스: +86-871- 63149574

웹 사이트 주소: http://swt.yn.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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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성 투자촉진국 
주소: 윈난성 쿤밍시 국제무역로 309호 정통빌딩
우편번호: 650031

전화: +86-871-67195654/67195610/67195586/67195603

팩스: +86-871-67195605

웹 사이트 주소: http://invest.yn.gov.cn/

티베트자치구 상무청 
주소: 티베트 라싸시 진주시로 56번지
전화: +86-891-6811759

팩스: +86-891-6862170

웹 사이트 주소: http://swt.xizang.gov.cn/ 

티베트자치구 투자유치국 
주소: 티베트자치구 라싸시 베이징중로 22호
우편번호: 850000

전화: +86-891-6363156

팩스: +86-891-6335237

웹 사이트 주소: http://drc.xizang.gov.cn/

섬서성 상무청 
주소: 섬서성 서안시 신성대원 성정부 원내 섬서성 상무청 6층
우편번호: 710006 

전화: +86-29-63913991/63913992/63913999

팩스: +86-29-63913900

웹 사이트 주소: http://sxdofcom.shaanxi.gov.cn/

간쑤성 상무청 
주소: 간쑤성 란저우시 성관구 정시로 532호
우편번호: 730030

전화: +86-931-8619767

웹 사이트 주소: https://swt.gansu.gov.cn/ 

간쑤성 경제합작국 
주소: 간쑤성 란저우시 성관구 광장남로 35호
우편번호: 730030

전화: +86-931-8846623

웹 사이트 주소: https://swt.gansu.gov.cn/gsinvest/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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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이성 상무청 
주소: 칭하이성 시닝시 성서구 해안로 2호 국제무역빌딩 14~18층
우편번호: 810001

전화: +86-971-6321731

팩스: +86-971-6321712

웹 사이트 주소: http://swt.qinghai.gov.cn/

닝샤회족자치구 상무청 
주소: 닝샤회족자치구 인촨시 민족북가 435번 란타이광장 A좌
우편번호: 750001

전화: +86-951-5960745

팩스: +86-951-5960744

웹 사이트 주소: http://dofcom.nx.gov.cn/ 

닝샤회족자치구 상무청 투자유치국 
주소: 닝샤회족자치구 인촨시 민족북가 435번 란타이광장 A좌
우편번호: 750001

전화: +86-951-5960728

팩스: +86-951-5960725

웹 사이트 주소: http://dofcom.nx.gov.cn/

신장위구르자치구 상무청 
주소: 신장자치구 우루무치시 톈산구 신화남로 1292호
우편번호: 830049

전화: +86-991-2850655/2850407/2855560

팩스: +86-991-2850407

웹 사이트 주소: https://swt.xinjiang.gov.cn/

신장생산건설병단 상무국 
주소: 신강자치구 우루무치시 수이모거우구 남호북로 516호
우편번호: 830049

전화: +86-991-2896426

팩스: +86-991-2896458

웹 사이트 주소: http://swj.xjbt.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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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전국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기관 명부

전국 외국 상인 투자기업 신고센터 
주소: 베이징시 동성구 안정문외동후항 28호 1번 건물 3층
우편번호: 100731

전화: +86-10-64404523

팩스: +86-10-64515130

업무용 이메일: fiecomplaint@cipainvest.org.cn

베이징시상무국 
주소: 베이징시 통주구 운하동대가 57호원 5번 빌딩 320실
우편번호: 100743

불만신고 업무  
상담전화: +86-10-55579291

팩스: +86-10-55579284

불만신고서류 접수  
이메일 주소: gyt@sw.beijing.gov.cn

베이징시 투자촉진서비스센터 
주소: 베이징시 동성구 조양문 북대제 8호 부화빌딩 F단지 3층
우편번호: 100027

불만신고 업무  
상담전화: +86-10-65544209

팩스: +86-10-65543161

웹 사이트 주소: http://invest.beijing.gov.cn/

불만신고서류 접수  
이메일 주소: cbfie@invest.beijing.gov.cn 

톈진시상무국 
주소: 톈진시 허핑구 다구베이루 158호
우편번호: 300040

불만신고 업무  
상담전화: +86-22-58665787

팩스: +86-22-23028280

불만신고서류 접수  
이메일 주소: sswjwsts@tj.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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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시 외국 상인 투자기업 신고센터 
주소: 톈진시 허핑구 다구베이루 158호
우편번호: 300040

전화: +86-22-58665583

팩스: +86-22-58683700

업무용 이메일: sswjwsts@tj.gov.cn

허베이성 외국인 기업 불만신고 서비스 사무실 
주소: 허베이성 스자좡시 신화구 화평서로 334호
우편번호: 050071

전화: +86-311-87909310

팩스: +86-311-87909710

업무용 이메일: swtfaguichu@163.com 

산시성 상무청 
주소:  산시성 타이위안시 샤오뎬구 룽성가 15번지 산시 전환 종합개조시험구 

과학기술혁신 인큐베이터 기지 1호 빌딩 7층
우편번호: 030000

전화: +86-351-4082630

팩스: +86-351-4082950

업무용 이메일: waisichu_225@163.com

산시성 투자촉진국 
주소:  산시성 타이위안시 샤오뎬구 룽성가 15번지 산시 전환 종합개조시험구 

과학기술혁신 인큐베이션기지 1호 빌딩 4층
우편번호: 030032

투자서비스 상담전화: +86-351-96301

전화: +86-351-4675010

팩스: +86-351-4675000

업무용 이메일 sxts666666@163.com

내몽골자치구 박람센터 
주소: 내몽골자치구 후허하오터시 신성구 신화다가 63호원 5호빌딩
우편번호: 010050

전화: +86-471-6946794

팩스: +86-471-6946907

업무용 이메일: nmgwstczx@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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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12345 정무서비스 대민 핫라인 플랫폼(신고전화 024-12345) 
주소: 랴오닝성 선양시 황구구 숭산중로 103호 2012실
 랴오닝성 선양시 황구구 숭산동로 19호
우편번호: 110032

전화: +86-24-86903186

팩스: +86-24-86903186

업무용 이메일: lnwsts@ln.gov.cn

다롄시 빅데이터센터 
주소: 랴오닝성 다롄시 간징즈구 동북북로 101호
우편번호: 116092

전화: +86-411-65851403

팩스: +86-411-65851403

업무용 이메일: 372630373@qq.com

지린성 상무청 
주소: 길림성 장춘시 강핑거리 4호
우편번호: 130061

지린성 외국 상인 민원  
접수 상담전화: +86-431-12312

전화: +86-431-81951102

팩스: +86-431-81951102

업무용 이메일: jilincujin@163.com

헤이룽장성 비즈니스 환경 건설감독국 
주소: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도리구 고익가 65호
우편번호: 150010

전화: +86-451-51522515

팩스: +86-451-51522111

업무용 이메일: ysjtsslc@163.com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주소: 상하이시 푸둥신구 스보춘로 300호 7호 빌딩
우편번호: 200125

전화: +86-21-23110727

팩스: +86-21-62756040

업무용 이메일: congy@sww.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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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센터 
주소: 상하이시 황포구 회해중로 138호 상하이광장 29층
우편번호: 200125

전화: +86-21-32231878

팩스: +86-21-62751423

업무용 이메일: eliseetang@shfia.cn

장쑤성 상무청 
주소: 장쑤성 난징시 친화이구 중화로 50호 장쑤국제경제무역빌딩 34층 008실
우편번호:  210008

전화: +86-25-57710377

팩스: +86-25-57710266

업무용 이메일: fiecomplaint@doc.js.gov.cn

저장성 상무청 
주소: 저장성 항저우시 연안로 466호
우편번호: 310006

전화: +86-571-87050893

팩스: +86-571-87059284

업무용 이메일: 1140997896@qq.com

저장성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센터 
주소: 저장성 항저우시 연안로 466호
우편번호: 310006

전화: +86-571-28995006

팩스: +86-571-28065055

업무용 이메일: lynette.guo@zjfdi.com

닝보시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조화센터 
주소: 저장성 닝보시 하이수구 링차오로 190호
우편번호: 315000

전화: +86-574-89387151

팩스: +86-574-89387154

업무용 이메일: wzqytsxtzx@ningbochina.com

안후이성 상무청 
주소: 안후이성 허페이시 정무문화신구 기문로 1569호
우편번호: 230062

전화: +86-551-63540042

상무 불만신고 전화: +86-551-12312

팩스: +86-551-63540373

업무용 이메일: 1031997673@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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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상무청 
주소: 푸젠성 푸저우시 구러우구 퉁판로 118호
우편번호: 350003

전화: +86-591-87270207

팩스: +86-591-87270197

업무용 이메일: wzc@swt.fujian.gov.cn 

샤먼시 상무국 
주소: 푸젠성 샤먼시 스밍구 후빈북로 15호 대외무역빌딩 616실
우편번호: 361000

전화: +86-592-2855827

팩스: +86-592-2855834

업무용 이메일: tcj_clz@xm.gov.cn

장시성 상무청 
주소: 장시성 난창시 성동호구 베이징시로 69호
우편번호: 330046

전화: +86-791-86246242

팩스: +86-791-86246235

업무용 이메일: hgwang2007@163.com

산둥성 상무청 
주소: 산둥성 지난시 시중구 리양다가 6호
우편번호: 250002

전화: +86-531-89013570

팩스: +86-531-89013608

업무용 이메일: jiruixue@shandong.cn

산둥성 외국 상인 신고센터 
주소: 산둥성 지난시 시중구 경사로 158호
우편번호: 250001

전화: +86-531-86168384

팩스: +86-531-86868383

업무용 이메일: ccpitsdcomplaint@163.com

칭다오상무국 
주소: 산둥성 칭다오시 홍콩중로 6호 세계무역빌딩 A2806

우편번호: 266071

전화: +86-532-85918123

팩스: +86-532-85918112

업무용 이메일: swjwzc@qd.shandon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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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상무청 
주소: 허난성 정저우시 문화로 115호 성 상무청 217실
우편번호: 450014

전화: +86-371-63576213

팩스: +86-371-63576213

업무용 이메일: hncom_wtzx@sina.com 

후베이성 상무청 
주소: 후베이성 우한시 강한북로 8호 9층
우편번호: 430022

전화: +86-27-85773916

팩스: +86-27-85776127

업무용 이메일: 215491829@qq.com

후난성 상무청 
주소: 후난성 창사시 오일대로 98호
우편번호: 410001

전화: +86-731-85281321; 82287076

팩스: +86-731-85281334

업무용 이메일: yhyangzzh@163.com; 52701552@qq.com 

광둥성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센터 
주소: 광둥성 광저우시 톈허구 톈허로 351호 광둥대외경제무역빌딩 6층
우편번호: 510620

전화: +86-20-38819399

팩스: +86-20-38802234

업무용 이메일: touzi@gdcom.gov.cn 

선전시 상무발전촉진센터 
주소: 광둥성 선전시 푸톈구 푸화일로 대중화국제무역광장하우피스 14층
우편번호: 518034

전화: +86-755-88125523

팩스: +86-755-88102090

업무용 이메일: 1826888107@qq.com

광시좡족자치구 투자촉진국 
주소: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민족대로 동구간 91호 흥계빌딩 6층
우편번호: 530022

전화: +86-771-5885010

팩스: +86-771-5861612

업무용 이메일: fwc@gxipn.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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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성 상무청 
주소: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국흥대로 성정부사무청사 2층
우편번호: 570203

전화: +86-898-65330249

팩스: +86-898-65338762

업무용 이메일: investhainan@hainan.gov.cn

충칭시 상무위원회 
주소: 충칭시 남안구 남빈로 162호 에너지빌딩 2동
우편번호: 400061

전화: +86-23-62662539

팩스: +86-23-62663037

업무용 이메일: 29490519@qq.com

쓰촨성 사법청(쓰촨성 인민정부 외래기업신고센터) 
주소: 쓰촨성 청두시 칭양구 상상가 24번지
우편번호: 610017

전화: +86-28-86762100

팩스: +86-28-86764787

업무용 이메일: 1815433833@qq.com 

구이저우성 상무청 
주소: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연안중로 48번 세계무역광장 B구 1905호
우편번호: 550001

전화: +86-851-88555593

팩스: +86-851-88592920

업무용 이메일: 5597668@qq.com

구이저우성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서비스센터 
주소: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운암구 연안중로 48번 세계무역광장B구 1905호
우편번호: 550001

전화: +86-851-88555703

팩스: +86-851-88555703

업무용 이메일: 554146162@qq.com

윈난성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접수센터 
주소: 윈난성 쿤밍시 베이징로 175호
우편번호: 650011

전화: +86-871-63184980

팩스: +86-871-63184978

업무용 이메일: 157143737@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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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자치구 상무청 
주소: 티베트자치구 라싸시 진주시로 56번지
우편번호: 850000

전화: +86-891-6811759

팩스: +86-891-6862170

업무용 이메일: 516430618@qq.com 

섬서성 상무청 
주소: 섬서성 서안시 신청구 신청대원 내
우편번호: 710004

전화: +86-29-63913991/63913992/63913999

팩스: +86-29-63913900

업무용 이메일: dy00163@163.com 

간쑤성 상무청 
주소: 간쑤성 란저우시 성관구 정시로 532호
우편번호: 730000

전화: +86-931-8613300

팩스: +86-931-8618083

업무용 이메일: 1421351985@qq.com

칭하이성 상무청 
주소: 칭하이성 시닝시 성서구 해안로 2호 국제무역빌딩 1405호
우편번호: 810001

전화: +86-971-6321731

팩스: +86-971-6321712

업무용 이메일: 26149056@qq.com

닝샤회족자치구 상무청 
주소: 닝샤회족자치구 인촨시 흥경구 민족북가 란타이광장 A좌
우편번호: 750001

전화: +86-951-5960745

팩스: +86-951-5960745

업무용 이메일: xiao406@126.com

닝샤회족자치구 투자유치국 
주소: 닝샤회족자치구 인촨시 흥경구 민족북가 란타이광장 A좌
우편번호: 750001

전화: +86-951-5960728

팩스: +86-951-5960727

업무용 이메일: fan.hf@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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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위구르자치구 상무청 외자처 
주소: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시 톈산구 신화남로 1292호
우편번호: 830049

전화: +86-991-2850655

팩스: +86-991-2850655

업무용 이메일: 691451719@qq.com

신장 외국인 투자 기업 협회 
주소: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시 톈산구 신화남로 1292호
우편번호: 830049

전화: +86-991-2855560

팩스: +86-991-2850407

업무용 이메일: xjswtwzc@qq.com

신장생산건설병단 상무국 
주소:  신장 우루무치시 광명로 196호 병단기관청사 병단상무국 

투자유치처(외자처) 417호실
우편번호: 830001

전화: +86-991-2896413

팩스: +86-991-2896213

업무용 이메일: xjbtzs7@126.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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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자유무역시범구 정보 명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china-shftz.gov.cn/Homepage.aspx

관리기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관리위원회
주소 상하이 푸둥신구 세게대로 2001호
우편번호 200135

전화 +86-21-58788388

팩스 +86-21-58301690

이메일 주소 zmqgwh@pudong.gov.cn　
투자유치부문 푸둥신구 상무위원회
주소 상하이시 푸둥신구 세기대로 2001호 4호 건물
우편번호 200135

전화 +86-21-58788388

팩스 +86-21-68541227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www.lgxc.gov.cn/index.html

관리기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 관리위원회
주소 상하이 푸둥신구 선강대로 200호
우편번호 201306

전화 +86-21-68283051

팩스 +86-21-68283000

투자유치부문 린강신구 관리위원회 금융무역처
주소 상하이시 푸둥신구 선강대로 200호
우편번호 201306

전화 +86-21- 68282431

팩스 +86-21-68283000

이메일 주소 18800206458@163.com

중국(광둥)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ftz.gd.gov.cn

관리기관 중국(광둥)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광둥성 광저우시 톈허로 351호 광둥대외경제무역빌딩
우편번호 510620

전화 +86-20-388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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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86-20-38819809

이메일 주소 zimaochu@gdcom.gov.cn

투자유치부문 중국(광둥)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광둥성 광저우시 톈허로 351호 광둥대외경제무역빌딩
우편번호 510620

전화 +86-20-38802165 

팩스 +86-20-38819809

이메일 주소 zimaochu@gdcom.gov.cn

중국(텐진)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www.sswj.tj.gov.cn

관리기관 중국(텐진) 자유무역시범구(서비스업 확장개방 종합시행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톈진시 허핑구 다구베이루 158호
우편번호 300040

전화 +86-22-58665535

팩스 +86-22-23028280

이메일 주소 sswjzmc@tj.gov.cn

투자유치부문 톈진시 상무국
주소 톈진시 허핑구 다구베이루 158호
우편번호 300040

전화 +86-22-58665762

팩스 +86-22-23390187

이메일 주소 sswjwzc@tj.gov.cn

중국(푸젠)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china-fjftz.gov.cn/

관리기관 중국(푸젠)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푸젠성 푸저우시 구러우구 퉁판로 118호
우편번호 350003

전화 +86-591-87270162

팩스 +86-591-87270129

이메일 주소 zmzhxtc@swt.fujian.gov.cn

투자유치부문 푸젠성 상무청
주소 푸젠성 푸저우시 구러우구 퉁판로 118호
우편번호 350003

전화 +86-591-87270162

팩스 +86-591-87270129

이메일 주소 zmzhxtc@swt.fujian.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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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랴오닝)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china-lnftz.gov.cn/

관리기관 중국(랴오닝)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랴오닝성 선양시 황구구 타이산로 17호
우편번호 110032

전화 +86-24-86892288

팩스 +86-24-86892288

이메일 주소 lnzmb603@163.com

투자유치부문 중국(랴오닝)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랴오닝성 선양시 황구구 타이산로 17호
우편번호 110032

전화 +86-24-86892288

팩스 +86-24-86892288

이메일 주소 lnzmb603@163.com

중국(저장)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china-zsftz.zhoushan.gov.cn/

관리기관 중국(저장)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저장성 항저우시 궁수구 옌안로 468호
우편번호 300006

전화 +86-571-87051834

팩스 +86-571-86082395

투자유치부문 저장성 국제투자촉진센터 대외무역촉진부
주소 저장성 항저우시 궁수구 옌안로 466호
우편번호 310006

전화 +86-571-28939310

팩스 +86-571-28939305

이메일 주소 maliqing@zjfdi.com

중국(허난)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hnsswt.henan.gov.cn/zt/2021/186190/index.html

관리기관 중국(허난)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허난성 정저우시 진수이구 원화로 115호
우편번호 450000

전화 +86-371-63839766

팩스 +86-371-63839766

이메일 주소 hnszmb@126.com

투자유치부문 중국(허난)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협조지도처
주소 허난성 정저우시 진수이구 원화로 115호
우편번호 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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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6-371-63839766

팩스 +86-371-63839766

이메일 주소 zmbxtzdc@126.com

중국(후베이)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www.china-hbftz.gov.cn/index.html

관리기관 중국(후베이)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후베이성 우한시 강한북로 8호
우편번호 430014

전화 +86-27-85570267

팩스 +86-27-85570270

이메일 주소 zmb@hbdofcom.gov.cn

투자유치부문 중국(후베이)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후베이성 우한시 강한북로 8호
우편번호 430014

전화 +86-27-85570232

팩스 +86-27-85570231

이메일 주소 zmb@hbdofcom.gov.cn

중국(충칭)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ww.cq.gov.cn/zymyq/

관리기관 충칭시 상무위원회
주소 충칭시 남안구 남빈로 162호 2동 2402실
우편번호 400061

전화 +86-23-62662032

팩스 +86-23-62662039

투자유치부문 충칭시 상무위원회 자유무역시범구 운영촉진처
주소 충칭시 남안구 남빈로 162호 2동 2409실
우편번호 400061

전화 +86-23-62662711

팩스 +86-23-62663011

이메일 주소 23182187@qq.com

중국(쓰촨)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scftz.gov.cn/

관리기관 중국(쓰촨) 자유무역시범구 지도팀 사무실 

주소 쓰촨성 청두시 청화가 7번지
우편번호 610081

전화 +86-28-86582429

팩스 +86-28-83224675

이메일 주소 41619809@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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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부문 중국(쓰촨)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종합정보처
주소 쓰촨성 청두시 청화가 7번지
우편번호 610081

전화 +86-28-86582246

팩스 +86-28-83224675

이메일 주소 631484203@qq.com

중국(섬서)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ftz.shaanxi.gov.cn/

관리기관 중국(섬서) 자유무역시범구 지도팀 사무실 

주소 산시성 시안시 신청광장 성정부 내 성상무청
우편번호 710006

전화 +86-29-63914063

팩스 +86-29-63913900

이메일 주소 zmsyqxxbs@163.com

투자유치부문 중국(섬서) 자유무역시범구 지도팀 사무실
주소 산시성 시안시 신청광장 성정부 내 성상무청
우편번호 710006

전화 +86-29-63914063

팩스 +86-29-63913900

이메일 주소 zmsyqxxbs@163.com

중국(하이난) 자유무역시범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웹 사이트 주소 http://www.hnftp.gov.cn/

관리기관  중공  하이난성위원회  전면심화개혁위원회  사무실 (중공  하이난성위원회 

자유무역항 사업위원회 사무실)

주소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메이란구 국흥대로 69호
우편번호 570203

전화 +86-898-68523253

팩스 +86-898-68523253

이메일 주소 hnshgb_xchch@sina.com

투자유치부문 하이난성 상무청
주소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국흥대로 9호 성정부 사무빌딩 2층
우편번호 570204

전화 +86-898-65201132

팩스 +86-898-65338762

이메일 주소 hnsswt@hainan.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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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둥)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commerce.shandong.gov.cn/ftz/

관리기관 중국(산둥)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산둥성 지난시 시중구 리양다가 6호
우편번호 250002

전화 +86-531-5176001

팩스 +86-531-51763416

이메일 주소 zmqcadmin@shandong.cn

투자유치부문 산둥성 상무청 투자촉진처
주소 산둥성 지난시 시중구 리양다가 6호
우편번호 250002

전화 +86-531-51763350/51763333

팩스 +86-531-51763211

중국(장쑤)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wt.jiangsu.gov.cn/ftz/

관리기관 중국(장쑤)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장쑤성 난징시 베이징동로 29호
우편번호 210008

전화 +86-25-57710295

팩스 +86-25-57710328

투자유치부문 장쑤성 국제투자촉진센터
주소 장쑤성 난징시 중화로 50호 장쑤국제경제무역빌딩
우편번호 210001

전화 +86-25-57710464

팩스 +86-25-57710266

이메일 주소 mail@iinvest.org.cn

중국(광시)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gxftz.gxzf.gov.cn/

관리기관 중국(광시)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칭슈구 치싱로 137호
우편번호 530016

전화 +86-771-2211697

팩스 +86-771-5574011

이메일 주소 gxzmsyq@163.com

투자유치부문 광시 상무청 자유무역 협조지도처
주소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칭슈구 치싱로 137호
우편번호 530016

전화 +86-771-2751427

팩스 +86-771-5827917

이메일 주소 gxzmbxtzdc@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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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허베이)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ftz.hebei.gov.cn/

관리기관 중국(허베이)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허난성 스자좡시 신화구 화평서로 334호 허베이성 상무청
우편번호 050000

전화 +86-311-87909379/19832310686

팩스 +86-311-87909067

이메일 주소 hbzmsyq@126.com

투자유치부문 중국(허베이)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자유무역 협조지도처
주소 허난성 스자좡시 신화구 화평서로 334호 허베이성 상무청
우편번호 050000

전화 +86-311-87909379|/19832310686

팩스 +86-311-87909067

이메일 주소 hbzmsyq@126.com

중국(윈난)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ftz.yn.gov.cn

관리기관 중국(윈난)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윈난성 쿤밍시 베이징로 175호 

우편번호 650011

전화 +86-871-63218117

팩스 +86-871-63218125

이메일 주소 ynszmb@163.com

투자유치부문 윈난성 투자촉진국
주소 윈난성 쿤밍시 국제무역로 309호 정통빌딩
우편번호 650200

전화 +86-871-67195657

팩스 +86-871-67195589

이메일 주소 ynstzcjj@163.com

중국(헤이룽장)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ftz.hlj.gov.cn/

관리기관 중국(헤이룽장)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샹팡구 허핑로 173호
우편번호 150004

전화 +86-451-82624672

팩스 +86-451-82623585

이메일 주소 hljzmq123456@163.com

투자유치부문 헤이룽장성 상무청 자유무역시범구 협조지도처
주소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샹팡구 허핑로 173호
우편번호 150004

전화 +86-451-8262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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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86-451-82623585

이메일 주소 zmqxtzdc@163.com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open.beijing.gov.cn/

관리기관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범구(국가서비스업 확장개방 종합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베이징시 통주구 운하동대가 57호원 5번 빌딩 건물
우편번호 100744

전화 +86-10-55579598

이메일 주소 Lzhp@sw.beijing.gov.cn

투자유치부문 베이징시 투자촉진서비스센터 산업촉진처
주소 베이징시 둥청구 조양문 북대제8호 부화빌딩 F단지 6층
우편번호 100027

전화 +86-10-65543168

팩스 +86-10-65543167

이메일 주소 cycj@invest.beijing.gov.cn

중국(안후이)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ftz.ah.gov.cn/

관리기관 중국(안후이)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안후이성 허페이시 정무문화신구 기문로 1569호
우편번호 230071

전화 +86-551-63540221

팩스 +86-551-65903151

이메일 주소 ahftzzmb@163.com

투자유치부문 안후이성 상무청 자유무역시범구 운영촉진처
주소 안후이성 허페이시 정무문화신구 기문로 1569호
우편번호 230071

전화 +86-551-65903177

팩스 +86-551-65903151

이메일 주소 ahftzzmb@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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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후난) 자유무역시범구 
웹 사이트 주소 http://ftz.hunan.gov.cn/

관리기관 중국(후난)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주소 후난성 창사시 오일대로 98호 

우편번호 410000

전화 +86-731-85281221

팩스 +86-731-85281221

이메일 주소 hnzmqbgs@163.com

투자유치부문 중국(후난)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지도팀 사무실 자유무역구 평가지도처
주소 후난성 창사시 오일대로 98호
우편번호 410000

전화 +86-731-82287208/85281271

팩스 +86-731-82287208/85281271

이메일 주소 hnzmqbgs@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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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명부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kfqgw.beijing.gov.cn/index.html

주소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룽화중로 15호
우편번호 100176

전화 010-67881316

팩스 010-67881316

이메일 주소 yingshangbda@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비즈니스협력국
주소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룽화중로 15호
우편번호 100176

전화 010-67881316

팩스 010-67881316

이메일 주소 yingshangbda@163.com

톈진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www.teda.gov.cn/

주소 톈진시 빈하이신취 룽이루 바오신빌딩
우편번호 300457

전화 022-25201114

팩스 022-25201818

이메일 주소 25201111@teda.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상무 및 투자촉진판공실
주소 톈진시 빈하이신취 룽이루 바오신빌딩 30 층
우편번호 300457

전화 022-25203007

팩스 022-25202770

이메일 주소 niuxc@teda.gov.cn

톈진시칭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xeda.com.cn/

주소 톈진시 시칭경제기술개발구 싱화치즈로 8호
우편번호 300385

전화 022-83966666

팩스 022-239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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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xqqkfq10@tj.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톈진시 시칭 경제개발그룹유한회사 투자유치부
주소 톈진시 시칭경제기술개발구 싱화치즈로 8호
우편번호 300385

전화 022-83967901

팩스 022-23971259

이메일 주소 Xqqkfq06@tj.gov.cn

톈진우칭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tjuda.com

주소 톈진시 우칭개발구 푸위안도 18호
우편번호 301700

전화 022-82115688

팩스 022-82116325

이메일 주소 wqkqfzhfwb@tj.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부
주소 톈진시 우칭개발구 푸위안도 18호
우편번호 301700

전화 022-22998888

팩스 022-82116325

이메일 주소 wqkqfzhfwb@tj.gov.cn

톈진쯔야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tjjh.gov.cn/zyjkq/

주소 텐진시 징하이구 베이징도 9호
우편번호 301600

전화 022-68856050

팩스 022-68856272

이메일 주소 Jhqzyjkq@tj.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 촉진부
주소 텐진시 징하이구 베이징도 9호
우편번호 301600

전화 022-68711209

팩스 022-68856272

이메일 주소 Jhqzyjkq@tj.gov.cn

톈진베이천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bceda.com/

주소 톈진시 베이천구 융진다오 88호
우편번호 300412

전화 022-2692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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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2-26936182

이메일 주소 15802226161@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부
주소 톈진시 베이천구 융진다오 88호
우편번호 300412

전화 022- 26718698

팩스 022-26936182

톈진둥리경제기술개발구 
주소 톈진시 동려구 일단 1번 길
우편번호 300300

전화 022-24990531

팩스 022-24983230

이메일 주소 dljkqgwh20@tj.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부
주소 톈진시 동려구 일단 1번 길
우편번호 300300

전화 022-24993730

이메일 주소 dljkqgwh02@tj.gov.cn

친황다오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qetdz.gov.cn/

주소 허베이성 친황다오개발구 진황시다가 369호
우편번호 66004

전화 0335-3926189

팩스 0335-3926200

이메일 주소 msk609@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친황다오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및투자촉진국
주소 허베이성 친황다오개발구 진황시다가 369호
우편번호 66004

전화 0335-3926288, 0335-3926180

팩스 0335-3926184 

이메일 주소 zsjfwfj@163.com

랑팡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lfdz.gov.cn

주소 허베이성 랑방개발구 우의로 18호
우편번호 65001

전화 0316-6078299

팩스 0316-6078300

투자유치부문 명칭 랑방경제기술개발구투자촉진및유치협력국



109

주소 허베이성 랑방개발구 우의로 18호 컨벤션센터 305실
우편번호 65001

전화 0316-6078220

이메일 주소 747152348@qq.com

창저우린강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czcip.gov.cn/

주소  허베이성 창저우 발해신구 린강경제기술개발구 베이징대로 1호 

국가순환경제촉진센터
우편번호 61108

전화 0317-7559881

팩스 0317-7559880

이메일 주소 Lghgyq2002@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창저우린강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허베이성 창저우 발해신구 린강경제기술개발구 베이징대로 1호 

국가순환경제촉진센터 501호실
우편번호 61108

전화 0317-7559817

팩스 0317-7559817

이메일 주소 Zsj5486688@126.com

스자좡경제기술개발구 
주소 허베이성 스자좡시 가오청구 스자좡경제기술개발구 개발대가 1호
우편번호 52165

전화 0311-88086256

팩스 0311-88086007

이메일 주소 kfqzbs@126.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스자좡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허베이성 스자좡시 가오청구 스자좡경제기술개발구 개발대가 1호
우편번호 52165

전화 0311-88086336

팩스 0311-88086336

이메일 주소 kfqzsj2020@163.com

탕산차오페이뎬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caofeidian.tangshan.gov.cn/

주소 허베이성 탕산시 차오페이뎬구 부동산빌딩
우편번호 63200

전화 0315-8711276

팩스 0315-8711276

이메일 주소 zfbswk@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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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부문 명칭 차오페이뎬구 비지니스및투자촉진국
주소 허베이성 탕산시 차오페이뎬구 부동산빌딩
우편번호 63200

전화 0315-8851155

팩스 0315-8820329

이메일 주소 caofeidianzsj@vip.163.com

한단 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hdkfq.gov.cn/

주소 허베이성 한단 경제기술개발구 조화거리 19호
우편번호 56107

전화 0310-8066299

팩스 0310-8066299

이메일 주소 hdjjkfq@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한단 경제기술개발구 투자촉진국
주소 허베이성 한단시 개발구 조화거리 19호
우편번호 56000

전화 0310-8066881

팩스 0310-8066881

이메일 주소 hdjktz@163.com

장쟈커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zjkgxq.gov.cn

주소 허베이성 장쟈커우시 워이이로 싱커가 2호
우편번호 75000

전화 0313-4060446

팩스 0313-4060446

이메일 주소 jkqdzb9255@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장쟈커우경제기술개발구상무국
주소 허베이성 장쟈커우시 칭수이허남로 39호 경제기술개발구 건설투자빌딩 5층
우편번호 75000

전화 0313-4060434

팩스 0313-4060434

이메일 주소 gxqswjbgs@163.com

타이위안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zgq.shanxi.gov.cn/

주소 산시성 타이위안시 샤오뎬구 룽성가 21호
우편번호 030032

전화 0351-7560776

팩스 0351-75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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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zgqzhb@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혁신발전부 및 15개 전문 투자유치서비스센터
주소 산시성 타이위안시 샤오뎬구 룽성가 21호
우편번호 030032

전화 0351-7037666

팩스 0351-7560606

이메일 주소 taiweiyj@163.com

다퉁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kfq.dt.gov.cn/

주소 산시성 다퉁시 다오탄가 68호
우편번호 037010

전화 0352-6118086

팩스 0352-6116308

이메일 주소 dtkfqgwb@126.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촉진부
주소 산시성 다퉁시 다오탄가 68호
우편번호 037010

전화 0352-6116368

팩스 0352-6116300

이메일 주소 dtkfzsj@sina.com

진중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zkfq.sxjz.gov.cn/

주소 산시성 진중시 유차구 영빈서가 128호
우편번호 030602

전화 0354-3368680

팩스 0354-3368722

이메일 주소 gwhbgs66@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산업계획과 혁신발전부（투자유치국）
주소 산시성 진중시 유차구 영빈서가 128호
우편번호 030602

전화 0354-3366685

팩스 0354-3368753

이메일 주소 cyghbbgs@126.com

진청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cetda.jcgov.gov.cn/

주소 산시성 진청시 란화로 1199호
우편번호 048026

전화 0356-21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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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356-2193040

이메일 주소 kfqdzb3040@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산업촉진서비스센터
주소 산시성 진청시 란화로 1199호
우편번호 048026

전화 0356-2193008

이메일 주소 jckfqcczx@163.com

후허하오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etdz.huhhot.gov.cn

주소  내몽골자치구 후허하오터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및 하오터시 

투모터좌기 사얼친공업단지 양광거리 북쪽
우편번호 010010

전화 0471-8127901

이메일 주소 hhhtjjjskfq@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 및 기업서비스국
주소  내몽골자치구 후허하오터시 투모터좌기 사얼친공업단지 양광거리 북쪽 

사무빌딩 A5 3층
우편번호 010010

전화 0471-8127786

팩스 0471-8127785

이메일 주소 kfqzsjzsz123456@163.com

바옌줘얼 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bynrkfq.gov.cn

주소 내몽골 바옌줘얼 경제기술개발구 부원북로 1호
우편번호 015000

전화 0478-7999809

팩스 0478-7950900    0478-7999811

이메일 주소 bynejjkfqbgs@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바옌줘얼 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국
주소 내몽골 바옌줘얼 경제기술개발구 부원북로 1호
우편번호 015000

전화 0478-7991618

팩스 0478-7910966

이메일 주소 bynejkqzsj@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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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룬베이얼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kfq.hlbe.gov.cn

주소 내몽골 훌룬베이얼시 하이라구 훌룬베이얼시 창업혁신기지
우편번호 021000

전화 0470-2773823

팩스 0470-2773823

이메일 주소 jjkfq_@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발전국
주소 내몽골 훌룬베이얼시 창업혁신기지 903

우편번호 021000

전화 0470-2773823

팩스 0470-2773823

이메일 주소 hlbejkqzhb@126.com

다롄 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www.dljp.gov.cn/

주소 랴오닝성 다롄시 개발구 진마루 199호
우편번호 116600

전화 0411-87655695

팩스 0411-87639689

이메일 주소 dljpxq@dljp.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진푸신구(다롄 경제기술개발구) 비지니스국
주소 랴오닝성 다롄시 개발구 진마루 199호
우편번호 116600

전화 0411-87612005

팩스 0411-87530036

이메일 주소 dljpxqswj@dljp.gov.cn

잉커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ykdz.gov.cn/

주소 랴오닝성 잉커우시 바위취안구 일월대로 8호
우편번호 115007

전화 0417-6251500

팩스 0417-6130978

이메일 주소 Zfbmsk1511@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잉커우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랴오닝성 잉커우시 바위취안구 투자서비스센터 5층
우편번호 115007

전화 0417-6226661/6251117

팩스 0417-6297778

이메일 주소 byqtzfw@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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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zdy.shenyang.gov.cn/

주소 랴오닝성 선양경제기술개발구 중앙다가 27호
우편번호 110142

전화 024-25373048, 024-25374353

팩스 024-25812748

이메일 주소 haochengqi@foxmail.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선양경제기술개발구투자촉진센터
주소 랴오닝성 선양경제기술개발구 중앙다가 27호
우편번호 110000

전화 024-81358110

팩스 024-25812748

이메일 주소 haochengqi@foxmail.com

다롄창싱다오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ccxi.gov.cn

주소 랴오닝성 다롄 창싱다오 경제기술개발구 창싱루 600호
우편번호 116317

전화 0411-85280036

팩스 0411-85281899

이메일 주소 Cxd_zwgk@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다롄 창싱다오 경제기술개발구 투자촉진국
주소 랴오닝성 다롄 창싱다오 경제기술개발구 창싱루 600호
우편번호 116317

전화 0411-85283216

팩스 0411-85282681

이메일 주소 Dlcsj26@163.com

진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jzbhxq.gov.cn/

주소 랴오닝성 진저우경제기술개발구 쿤룬산로 2호
우편번호 121007

전화 0416-3588200

팩스 0416-3588266

이메일 주소 lwb3588200@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진저우경제기술개발구경제협력국
주소 랴오닝성 진저우경제기술개발구 쿤룬산로 2호
우편번호 121007

전화 0416-3588297

팩스 0416-3588227

이메일 주소 bhxqjhj@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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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진랴오빈연해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ldwxq.panjin.gov.cn/

주소 랴오닝성 판진 랴오둥완신구 직방가 1호
우편번호 124221

전화 0427-3400000

팩스 0427-3403333

이메일 주소 Ldwgwh@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판진 랴오둥완신구 관리위원회 투자유치부
주소 랴오닝성 판진 랴오둥완신구 직방가 1호
우편번호 124221

전화 0427-3400237

팩스 0427-3400237

이메일 주소 ldwzsb@126.com

선양후이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nsy.gov.cn/

주소 랴오닝성 선양시 선베이신구 탠첸후가 16-3호
우편번호 110136

전화 024-81379788

팩스 024-81379778

이메일 주소 zhbdcwm@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선양후이산경제기술개발구 투자서비스국
주소 랴오닝성 선양시 선베이신구 탠첸후가 16-3호
우편번호 110136

전화 024-31379818, 15940291400

팩스 024-81379778

이메일 주소 tzfwc123@163.com

톄링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www.tljkq.com/

주소  랴오닝성 톄링시 톄링현 요보 동력대로 11호(중국 전용차기지 

연구개발테스트센터)

우편번호 112609

전화 024-72690254

팩스 024-72690254

이메일 주소 tledz@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톄링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국
주소  랴오닝성 톄링시 톄링현 요보 동력대로 11호(중국 전용차기지 

연구개발테스트센터)

우편번호 1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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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4-72690124

팩스 024-72690124

이메일 주소 tledz@163.com

뤼순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lsk.gov.cn/lsedz

주소 랴오닝성 뤼순경제기술개발구 순다로 01호
우편번호 116052

전화 0411-86200205

팩스 0411-86201298

이메일 주소 msk705@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뤼순경제기술개발구투자촉진국
주소 랴오닝성 뤼순경제기술개발구 순다로 01호
우편번호 116052

전화 0411-86202600

팩스 0411-86201887

이메일 주소 tcjzhk8600@163.com

창춘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cetdz.gov.cn/

주소 지린성 장춘시 길림대로 6188호
우편번호 130031

전화 0431-84644211

팩스 0431-84644211

투자유치부문 명칭 창춘경제기술개발구비지니스국
주소 지린성 장춘시 공항대로 7299호
우편번호 130031

전화 0431-81880193

이메일 주소 386595319@qq.com

지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jleda.gov.cn/

주소 지린성 지린시 주장대로 499호 지린국가탄소섬유응용연구개발센터
우편번호 132000

전화 0432-66490999

팩스 0432-66490090

이메일 주소 jlyaojf@126.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경제기술협력국
주소 지린성 지린시 주장대로 499호 지린국가탄소섬유응용연구개발센터
우편번호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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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32-66490801

팩스 0432-66490801

이메일 주소 66130105@126.com

쓰핑훙쭈이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hzeda.siping.gov.cn/

주소 지린성 쓰핑훙쭈이경제기술개발구 싱홍로 1호
우편번호 136000

전화 0434-3200306

팩스 0434-3200306

이메일 주소 sphzmsk@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서비스국
주소 지린성 쓰핑훙쭈이경제기술개발구 싱홍로 1호
우편번호 136000

전화 0434-3201056

팩스 0434-3200306

이메일 주소 jlsphkq@163.com

장춘자동차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caida.gov.cn/

주소 지린성 장춘시 동풍거리 7766호
우편번호 130000

전화 0431-81501923

팩스 0431-81501900

투자유치부문 명칭 협력교류 사무실
주소 지린성 장춘시 동풍거리 7766호
우편번호 130000

전화 0431-81501704

이메일 주소 11633383@qq.com

쑹위안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kq.jlsy.gov.cn/

주소 지린성 쑹위안시 칭녠다가 4089호 개발구 관리위원회
우편번호 138000

전화 0438-2162000

팩스 0438-2161013

이메일 주소 496abcde@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쑹위안경제기술개발구비지니스국
주소 지린성 쑹위안시 칭녠다가 4089호 개발구 관리위원회
우편번호 138000

전화 0438-216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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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438-2161369

이메일 주소 syjkswj@163.com

하얼빈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kfq.harbin.gov.cn/

주소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난강구 장강로 368호
우편번호 150001

전화 0451-86590101

이메일 주소 pfqswj@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지역협력국
주소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평방구 신장시로 2호 3층
우편번호 150060

전화 0451-82305542

이메일 주소 350679462@qq.com

빈시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hrbbxkfq.cn

주소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빈현 빈서진 빈서개발구 흥빈대로 60호
우편번호 150431

전화 0451-57950199

팩스 0451-57950199

이메일 주소 bxjjjskfq@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빈서개발구 투자유치국
주소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빈현 빈서진 빈서개발구 흥빈대로 60호
우편번호 150431

전화 0451-56150888

팩스 0451-56150888

이메일 주소 56150008@163.com

하이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kfq.hailin.gov.cn/

주소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하이린시 베이핑가 999번지
우편번호 157199

전화 0453-7116766

이메일 주소 hlkfq@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촉진국
주소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하이린시 베이핑가 999번지
우편번호 157199

전화 0453-7330196

이메일 주소 hljhlszsj@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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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리민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songbei.gov.cn/

주소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쑹베이구 혁신일로 618호
우편번호 150000

전화 0451-84010944

팩스 0451-84010090

이메일 주소 songbei@kaifaqu.com.cn

투자유치부문 명칭 하얼빈리민경제기술개발구투자서비스유한회사
주소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쑹베이구 베이징로 CBD빌딩
우편번호 150025

전화 0451-87138558

팩스 0451-87138558

이메일 주소 Liminkaifaqu@163.com

다칭경제기술개발구 
주소 헤이룽장성 다칭시 양후루구 카이위안다가 2호
우편번호 163161

전화 0459-5053808

팩스 0459-5058777

이메일 주소 dqetajf@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다칭경제기술개발구 산업발전촉진센터
주소 헤이룽장성 다칭시 양후루구 카이위안다가 2호
우편번호 163161

전화 0459-5050010

팩스 0459-5058777

이메일 주소 dqetajf@163.com

쑤이화경제기술개발구 
주소 헤이룽장성 쑤이화시 베이린추화위안가 1호
우편번호 152000

전화 0455-8776100

팩스 0455-8776100

이메일 주소 kfq8776100@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쑤이화경제기술개발구 투자촉진국
주소 헤이룽장성 쑤이화시 베이린추화위안가 1호
우편번호 152000

전화 0455-8776032

팩스 0455-8776100

이메일 주소 kfq8776033@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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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장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mdjkfq.gov.cn

주소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중국러시아과학기술정보산업단지 인큐베이션센터 

10호빌딩
우편번호 157000

전화 0453-6172153

팩스 0453-6172153

이메일 주소 mdjkfq@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무단장개발구투자서비스유한회사
주소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둥안구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3층
우편번호 157000

전화 0453-6172025

팩스 0453-6172317

이메일 주소 mdjkfqdwhzj@163.com

솽야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syskfq.gov.cn/

주소  헤이룽장성 솽야산시 지셴현 동외환 솽야산경제기술개발구 

과학기술혁신센터빌딩
우편번호 155100

전화 0469-4262410

팩스 0469-4319681

이메일 주소 www.kfq4262410@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솽야산경제기술개발구 투자촉진국
주소 헤이룽장성 솽야산경제기술개발구 과학기술혁신센터빌딩 10층
우편번호 155100

전화 0469-6688160, 0469-6688159

팩스 0469-4319681

이메일 주소 www.systzcjj@163.com

상하이 민항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smudc.com/

주소 상하이시 민항구 장촨로 1251호
우편번호 200245

전화 021-64300888

팩스 021-64300789

투자유치부문 명칭 부동산 민훙투자유치센터
주소 상하이시 민항구 장촨로 1251호
우편번호 200245

전화 021-64300888

팩스 021-6430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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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홍치아오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상하이시 러우산관로 35호 503실
우편번호 200336

전화 021-62756888

팩스 021-62194505

투자유치부문 명칭 상하이홍치아오경제기술개발구 연합발전유한회사 투자유치서비스센터
주소 상하이시 러우산관로 35호
우편번호 200336

전화 021-62756888, 021-52991276

팩스 021-62194505

이메일 주소 honglianzhulin@163.com

상하이 차오허징신흥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caohejing.com

주소 상하이시 의산로 868호
우편번호 200233

전화 021-64850000

팩스 021-64850523

이메일 주소 chj@caohejing.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서비스부
주소 상하이시 의산로 868호
우편번호 200233

전화 021-64850000

팩스 021-64850523

이메일 주소 chj@caohejing.com

상하이진차오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상하이시 푸둥신구 신진차오로 27호 14호 빌딩
우편번호 201206

전화 021-68800000

팩스 021-50304605

투자유치부문 명칭 산업처
우편번호 201206

전화 021-68800000

팩스 021-50305088

상하이화학산업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www.scip.gov.cn/

주소 상하이시 펑셴구 월화로 66호
우편번호 201507

전화 021-6712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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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1-67120660

이메일 주소 scipac@scip.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상하이화학산업구발전유한회사 경영부
주소 상하이시 펑셴구 목화로 201호
우편번호 201507

전화 021-67120000

팩스 021-67120000

상하이 쑹장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sjetdz.com

주소 상하이시 쑹장구 광푸린로 4855 롱112

우편번호 201600

전화 021-37031111

이메일 주소 sjjjjskfg@126.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부
주소 상하이시 쑹장구 광푸린로 4855 롱107

우편번호 201600

전화 021-67754208

이메일 주소 lili@sjetdz.com

난퉁시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netda.gov.cn/

주소 장쑤성 난퉁시 경제기술개발구 훙싱로 9호
우편번호 226009

전화 0513-83597014

팩스 0513-83596033

투자유치부문 명칭 난퉁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국
주소 장쑤성 난퉁시 경제기술개발구 훙싱로 9호
우편번호 226009

전화 0513-85927669

팩스 0513-85927669

롄윈강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lda.gov.cn/

주소 장쑤성 롄윈강경제기술개발구 화과산대로 601호
우편번호 222069

전화 0518-82342541

 0518-85882053 

팩스 0518-85881559

투자유치부문 명칭 롄윈강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서비스처
주소 장쑤성 롄윈강경제기술개발구 화과산대로 601호 신하이롄빙딩 1107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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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222069

전화 0518-85882552

팩스 0518-85882559

이메일 주소 xumanjy@163.com

쿤산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장쑤성 쑤저우시 쿤산시 첸진둥루369호 타임즈빌딩
우편번호 215301

전화 0512-57313838

팩스 0512-57313888

이메일 주소 kskfqdzb@ks.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쿤산경제기술개발구 경제발전촉진국
주소 장쑤성 쑤저우시 쿤산시 첸진둥루369호 타임즈빌딩
우편번호 215301

전화 0512-57329271

팩스 0512-57329291

이메일 주소 kfqjcjbgs@ks.gov.cn

쑤저우산업단지 
웹 사이트 주소 http://www.sipac.gov.cn/

주소 장쑤성 쑤저우산업단지 현대대로 999호
우편번호 215028

전화 0512-66681800

팩스 0512-66681899

투자유치부문 명칭 쑤저우산업단지 투자촉진국
주소 장쑤성 쑤저우산업단지 현대대로 999호
우편번호 215028

전화 0512-66681568/0512-66681527

팩스 0512-66681599

이메일 주소 Invest@sipac.gov.cn

난징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jkfq.nanjing.gov.cn/

주소 장쑤성 난징시 서하구 경제기술개발구 신항대로 100호
우편번호 210038

전화 025-85800800

팩스 025-85800800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촉진국
주소 장쑤성 난징시 서하구 신항대로 100호 7층
우편번호 210038

전화 025-8580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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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kfq.yangzhou.gov.cn/

주소 장쑤성 양저우시 유양로 108호
우편번호 225009

전화 0514-87862900

팩스 0514-87862873

투자유치부문 명칭 양저우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국
주소 장쑤성 양저우시 유양로 108호
우편번호 225009

전화 0514-87862925

팩스 0514-87962339

이메일 주소 2418286925@qq.com

쉬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xetdz.xz.gov.cn/

주소 장쑤성 쉬저우시 쉬하이로 9호 과학기술빌딩
우편번호 221004

전화 0516-87793418

팩스 0516-87793408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국
주소 장쑤성 쉬저우시 쉬하이로 9호 과학기술빌딩 912 실
우편번호 221004

전화 0516-83255217

이메일 주소 zsj@xetdz.xz.gov.cn

전장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zjna.gov.cn/#1

주소 장쑤성 전장신구 진강다다오 98호
우편번호 212132

전화 0511-83371023

팩스 0511-83371206

이메일 주소 이메일: webmaster@zjna.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전장신구 투자유치센터
주소 장쑤성 전장신구 진강다다오 98호
우편번호 212003

전화 0511-83372520

팩스 0511-83172928

이메일 주소 zjxqzszx@126.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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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wjkfq.cn

주소 장쑤성 쑤저우시 우장경제기술개발구 운리로 1688호
우편번호 215200

전화 0512-63960810

팩스 0512-63960811

투자유치부문 명칭 우장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장쑤성 쑤저우시 우장경제기술개발구 운리로 1688호
우편번호 215200

전화 0512-63960535

팩스 0512-63960534

이메일 주소 457332164@qq.com

난징장닝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jndz.cn/

주소 장쑤성 난징시 장닝구 장군대로 166호
우편번호 211100

전화 025-52106888

팩스 025-52106445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촉진국
주소 장쑤성 난징시 장닝구 장군대로 166호
우편번호 211100

전화 025-52101039

팩스 025-52106455

이메일 주소 yzf@jndz.net

창수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changshu-china.com/

주소 장쑤성 창수시 통항로 88호 빈장국제빌딩
우편번호 215513

전화 0512-52699806

팩스 0512-52699807

이메일 주소 admin@cedz.org

투자유치부문 명칭 창수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국/과학기술혁신국
주소 장쑤성 창수시 통항로 88호 빈장국제빌딩11층/5층
우편번호 215513

전화 0512-52269493; 0512-52862512

팩스 0512-52699807

이메일 주소 dingke@cedz.org; cedz_cav@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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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안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hadz.huaian.gov.cn/

주소 장쑤성 화이안시 화이안경제기술개발구 영빈대로 8호
우편번호 223005

전화 0517-83716126

팩스 0517-83716132

투자유치부문 명칭 화이안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국
주소 장쑤성 화이안시 화이안경제기술개발구 영빈대로 8호
우편번호 223005

전화 0517-83181218

팩스 0517-83716132

옌청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kfq.yancheng.gov.cn/

주소 장쑤성 옌청경제기술개발구 송강로 18호
우편번호 224007

전화 투자유치서비스:  0515-88881890

 당정사무실 전화:  0515-68821118(낮) 

0515-68821119(야간) 

팩스 0515-68821129

투자유치부문 명칭 옌청경제기술개발구 한중산업단지 건설사무실
주소 장쑤성 옌청경제기술개발구 송강로 18호
우편번호 224007

전화 0515-68820322

이메일 주소 592110716@qq.com

시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investinxishan.cn

주소 장쑤성 우시시 시산구 우의남로 88호
우편번호 214101

전화 0510-88201277

팩스 0510-88704545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국
주소 장쑤성 우시시 시산구 우의남로 88호
우편번호 214101

전화 0510-88218151

이메일 주소 brayxu@investinxishan.cn



127

타이창강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장쑤성 타이창시 강구 빈장다다오 88호
우편번호 215434

전화 0512-53187900

팩스 0512-53187988

이메일 주소 tcqjkq@tc.suzhou.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타이창강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센터
 타이창강경제기술개발구 현대서비스업발전센터 

주소 장쑤성 타이창시 강구 빈장다다오 88호(222실, 225실)

우편번호 215434

전화 0512-53187887

팩스 0512-53187988

장자강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etdz.zjg.gov.cn

주소 장쑤성 쑤저우시 장자강시 양수진 국태남로 9호
우편번호 215600

전화 0512-58222176

팩스 0512-58222176

이메일 주소 gdm@.zjgedz.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장자강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국
주소 장쑤성 쑤저우시 장자강시 양수진 국태남로 9호
우편번호 215600

전화 0512-58187860

팩스 0512-58173220

이메일 주소 gdm@.zjgedz.com

하이안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장쑤성 난퉁시 하이안시 청둥진 둥하이다다오 둥 69호
우편번호 226600

전화 0513-88911318

팩스 0513-88911319

투자유치부문 명칭 하이안 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투자유치국
주소 장쑤성 난퉁시 하이안시 청둥진 둥하이다다오 둥 69호
우편번호 226600

전화 0513-88925380

팩스 0513-889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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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장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jingjiang.gov.cn

주소 장쑤성 징장시 신강대로 99호 항청빌딩 1호
우편번호 214513

전화 0523-89109898

팩스 0523-89109810

투자유치부문 명칭 징장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국
주소 장쑤성 징장시 신강대로 99호 항청빌딩 1호
우편번호 214513

전화 0523-81156789

팩스 0523-89109610

이메일 주소 jjzsyz@163.com

쑤저우우중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장쑤성 쑤저우시 우중구 월계가도 베이시장루 2호
우편번호 215100

전화 0512-66565130

팩스 0512-66565888

투자유치부문 명칭 쑤저우우중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장쑤성 쑤저우시 우중구 월계가도 베이시장루 2호
우편번호 215100

전화 0512-66565073

팩스 0512-66565078

이메일 주소 office@swedz.com.cn

쑤첸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kfq.suqian.gov.cn/

주소 장쑤성 쑤첸시 인민대로 888호
우편번호 223800

전화 0527-88859000

팩스 0527-88859111

이메일 주소 kfq@sqkf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쑤첸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장쑤성 쑤첸시 인민대로 888호
우편번호 223800

전화 0527-88859999

팩스 0527-88859111

이메일 주소 kfq@sqkf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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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먼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장쑤성 난퉁시 하이먼구 광저우로 999호
우편번호 226100

전화 0513-81288030

팩스 0513-81288029

이메일 주소 hmkfqbgs@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하이먼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장쑤성 난퉁시 하이먼구 광저우로 999호
우편번호 226100

전화 0513-81288006 

팩스 0513-68061006

이메일 주소 15206287418@139.com

루가오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장쑤성 난퉁시 루가오시 해양북로 799호 시대빌딩
우편번호 226500

전화 0513-87501921

팩스 0513-87506695

투자유치부문 명칭 루가오경제기술개발구투자촉진국
주소 장쑤성 난퉁시 루가오시 해양북로 799호 시대빌딩 1304실
우편번호 226500

전화 0513-80552363

이싱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yixing.gov.cn/yxedz/index.shtml

주소 장쑤성 우시시 이싱시 문장로 16호
우편번호 214203

전화 0510-87660811

팩스 0510-87660888

투자유치부문 명칭 이싱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투자유치국
주소 장쑤성 우시시 이싱시 문장로 16호
우편번호 214203

전화 0510-87660068

쑤저우허수관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snd.gov.cn/

주소 장쑤성 쑤저우시 다퉁루 19호
우편번호 215151

전화 0512-68013055

팩스 0512-68018588

이메일 주소 yin.yp@snd.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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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부문 명칭 후수관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국
주소 장쑤성 쑤저우시 다퉁루 19호 허수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1층
우편번호 215151

전화 0512-68016180

이메일 주소 Wang,xt@snd.gov.cn

술양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장쑤성 술양현 영빈대로 611호
우편번호 223600

전화 0527-83595111

팩스 0527-83595555

투자유치부문 명칭 쓰양경제기술개발구투자촉진국
주소 장쑤성 술양현 영빈대로 611호
우편번호 223600

전화 0527-80817726

샹청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장쑤성 쑤저우시 샹청구 리당하로 900호
우편번호 215143

전화 0512-66183238

팩스 0512-69390291

투자유치부문 명칭 샹청경제기술개발구 경제무역발전국(투자유치국)

주소 장쑤성 쑤저우시 샹청구 리당하로 900호
우편번호 215143

전화 0512-66183351

팩스 0512-66731113

우시혜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huishan.gov.cn/kfq/index.shtml

주소 장쑤성 우시시 훼이산구 정허대로 189호
우편번호 214000

전화 0510-83593668

팩스 0510-83595062

이메일 주소 wx_huiyan@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훼이산 경제기술개발구 투자촉진국
주소 장쑤성 우시시 훼이산구 정허대로 189호 109실
우편번호 214000

전화 0510-83593500

팩스 0510-83595062

이메일 주소 whedz1170@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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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보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bl.gov.cn

주소 저장성 닝보시 북륜구 사명산로 775호
우편번호 315800

전화 0574-89383000

팩스 0574-89383017

투자유치부문 명칭 닝보경제기술개발구 투자협력국
주소 저장성 닝보시 북륜구 장강로 1166호
우편번호 315800

전화 0574-86383844

팩스 0574-86383866

원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wetdz.gov.cn/

주소 저장성 원저우경제기술개발구 빈하이 17로 350호
우편번호 325025

전화 0577-85851778

팩스 0577-86996650

이메일 주소 wzkfq@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원저우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국
주소 저장성 원저우경제기술개발구 빈하이 17로 350호 11층
우편번호 325025

전화 0577-86996617

팩스 0577-86995519

이메일 주소 247590713@qq.com

닝보다셰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daxie.gov.cn/

주소 저장성 닝보 다셰개발구 관리위원회빌딩 5층
우편번호 315812

전화 0574-89283050

팩스 0574-89283330

투자유치부문 명칭 닝보다셰개발구투자촉진국
주소 저장성 닝보 다셰개발구 중신종합서비스동빌딩 15층
우편번호 315812

전화 0574-89283226

팩스 0574-892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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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qt.hangzhou.gov.cn/

주소 저장성 항저우시 첸탕신구 칭류북로 499호
우편번호 311228

전화 0571-89899299

팩스 0571-89898797

투자유치부문 명칭 첸탕신구 상무국
주소 저장성 항저우시 첸탕구 강동일로 7899호
우편번호 311228

전화 0571-89898575

팩스 0571-89898797

이메일 주소 qtxqzsyz@126.com

샤오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xetz.com

주소 저장성 항저우시 샤오산구 시신베이로 99호
우편번호 311215

전화 0571-82835916

팩스 0571-82835916

이메일 주소 524949645@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샤오산경제기술개발구투자촉진국
주소 저장성 항저우시 샤오산구 시신베이로 99호
우편번호 311215

전화 0571-82838106

팩스 0571-82835866

자싱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xedz.jiaxing.gov.cn/

주소 저장성 자싱시 난후구 성남거리 전망로 1호 경제투자빌딩
우편번호 314000

전화 0573-82208114

팩스 0573-82208333

투자유치부문 명칭 제조업 투자유치국
주소 저장성 자싱시 난후구 성남거리 전망로 1호 경제투자빌딩 A803실
우편번호 314000

전화 0573-83680756

팩스 0573-82208570

이메일 주소 jxedz@jxedz.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서비스업 투자유치국
주소 저장성 자싱시 난후구 성남거리 전망로 1호 경제투자빌딩 A804실
우편번호 3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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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73-82113521

팩스 0573-82113521

이메일 주소 xiaowen.zhu@jxedz.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저장 양쯔강 삼각주 고급인재혁신단지(자싱스마트산업혁신단지)

주소 저장성 자싱시 창성난로 36호 12호빌딩
우편번호 314000

전화 0573-89973713

팩스 0573-82610009

이메일 주소 rayjx0915@aliyun.com

후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taihu.huzhou.gov.cn/ 
주소 저장성 후저우시 우싱구 훙펑로 1366호
우편번호 313000

전화 0572-2101019

팩스 0572-2101753 

이메일 주소 nthxq @huzhou.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후저우 난타이후신구 투자유치서비스센터
주소 저장성 후저우시 우싱구 훙펑로 1366호
우편번호 313000

전화 0572-2102754

사오싱파오장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xbh.sx.gov.cn/

주소 저장성 사오싱시 웨청구 리하이가도 난빈동로 98호
우편번호 312366

전화 0575-89181253

팩스 0575-89181181

이메일 주소 391724914@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 서비스 1국, 투자 서비스 2국
주소 저장성 사오싱시 웨청구 리하이가도 난빈동로 98호
우편번호 312366

전화 0575-81199500

팩스 0575-81199507

이메일 주소 43953710@qq.com

진화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kfq.jinhua.gov.cn

주소 저장성 진화시 무성구 쌍계서로 620호
우편번호 321017

전화 0579-8515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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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579-82377699

이메일 주소 jhk@jhk.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진화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위윈회
주소 저장성 진화시 무성구 쌍계서로 620호
우편번호 321017

전화 0579-83210282

창싱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저장성 창싱현 타이후가도 중앙대로 2598호
우편번호 313100

전화 0572-6023743

팩스 0572-6039109

이메일 주소 cxjjjskfq@126.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창싱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투자촉진국
주소 저장성 창싱현 타이후가도 중앙대로 2598호
우편번호 313100

전화 0572-6066766

팩스 0572-6039109

이메일 주소 cxjjjskfq@126.com

닝보석유화학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172.19.25.20/login.aspx

주소 저장성 닝보시 진해구 간포진 북해로 266호
우편번호 315204

전화 0574-89298088

팩스 0574-89288099

투자유치부문 명칭 닝보석유화학경제기술개발구 투자협력국
주소 저장성 닝보시 진해구 간포진 북해로 266호
우편번호 315204

전화 0574-89298088

팩스 0574-89288099

자선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저장성 자싱시 자선현 동승로 18호
우편번호 314100

전화 0573-84252187

팩스 0573-84252200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서비스국
주소 저장성 자싱시 자선현 동승로 18호
우편번호 3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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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73-84251777

팩스 0573-84252200

취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jq.qz.gov.cn/ 
주소 저장성 취저우시 세기대로 677호
우편번호 324002

전화 0570-3851953 

팩스 0570-3851550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 촉진부
주소 저장성 취저우시 세기대로 677호
우편번호 324002

전화 0570-3851953

팩스 0570-3851550

이메일 주소 29448078@qq.com

이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yw.gov.cn/col/col1229129644/index.html

주소 저장성 이우시 양촌로 300번지
우편번호 322000

전화 0579-85236028

팩스 0579�85236000

이메일 주소 ywjjkfq@yw.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 1국, 투자유치2국, 투자유치 3국
주소 저장성 이우시 양촌로 300번지
우편번호 322000

전화 0579-85236028

팩스 0579-85236000

이메일 주소 ywjjkfq@yw.gov.cn

항저우위항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저장성 항저우시 린핑구 초봉동로 2호
우편번호 311100

전화 0571-89182296

팩스 0571-86226590

투자유치부문 명칭 산업 투자유치국
주소 저장성 항저우시 린핑구 초봉동로 2호
우편번호 311100

전화 0571-890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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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싱커차오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z.kq.gov.cn/col/col1618687/index.html

주소 저장성 사오싱시 커차오구 커베이다다오961호
우편번호 312030

전화 0575-85621828

팩스 0575-85629492

이메일 주소 kqjjjskfq@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처
주소 저장성 사오싱시 커차오구 커베이다다오961호
우편번호 312030

전화 0575-85522907

팩스 0575-85629492

푸양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별도 웹주소를 설정되지 않음 http://www.fuyang.gov.cn/

주소 저장성 항저우시 푸양구 은호가도 은호혁신센터 12호빌딩
우편번호 311402

전화 0571-61706919

팩스 0571-63326026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서비스국
주소 저장성 항저우시 푸양구 은호가도 은호혁신센터 12호빌딩
우편번호 311402

전화 0571-62050000

팩스 0571-63326026

핑후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www.zjzwfw.gov.cn/zjservice/street/list/listdetile.do?type=0&adcode=330

482002000&webid=463

주소 저장성 핑후시 융싱로 1000번 경제개발빌딩
우편번호 314200

전화 0573-85620003

팩스 0573-85092907

이메일 주소 93867438@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서비스 판공실
주소 저장성 핑후시 융싱로 1000번 경제개발빌딩
우편번호 314200

전화 0573-85620116

팩스 0573-85620508

이메일 주소 vanessa.yu@139.com

��https://www.zjzwfw.gov.cn/zjservice/street/list/listdetile.do?type=0&adcode=330482002000&webid=463
��https://www.zjzwfw.gov.cn/zjservice/street/list/listdetile.do?type=0&adcode=330482002000&webid=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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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만 상위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저장성 사오싱시 상위구 항저우만 상위경제기술개발구 캉양다다오 88호 

커촹센터
우편번호 312300

전화 0575-82736866

팩스 0575-82733491

투자유치부문 명칭 항저우만 상위 경제기술개발구 초상서비스센터
주소  저장성 사오싱시 상위구 항저우만 상위경제기술개발구 캉양다다오 88호 

커촹센터
우편번호 312300

전화 0575-82733018

이메일 주소 1739898093@qq.com

닝보항저우만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hzw.gov.cn/

주소 저장성 닝보시 항저우만신구 싱쯔일로 1호
우편번호 315336

전화 0574-89280116

팩스 0574-63071000

이메일 주소 office@cepz.ningbo.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닝보항저우만신구투자협력국
주소 저장성 닝보시 항저우만신구 싱쯔일로 1호
우편번호 315336

전화 0574-89280491

팩스 0574-63071661

이메일 주소 nbhzwxqxxzx@163.com

리수이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kfq.lishui.gov.cn/

주소 저장성 리수이시(남성신구) 록곡대로 238호
우편번호 323000

전화 0578-2600098

팩스 0578-2990031

이메일 주소 604901943@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리수이경제기술개발구투자촉진부
주소 저장성 리수이시(남성신구) 록곡대로 238호
우편번호 323000

전화 0578-2990099

팩스 0578-299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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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저우만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linhai.gov.cn/col/col1229311339/index.html

주소 저장성 린하이시 상판진 빈해제1대로 15-17호
우편번호 317015

전화 0576-85588202

팩스 0576-85588101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촉진국
주소 저장성 린하이시 상판진 빈해제1대로 15-17호
우편번호 317015

전화 0576-85750006

팩스 0576-85588101

이메일 주소 toumenportzsj@163.com

우후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weda.gov.cn

주소 안후이성 우호시 은호북로 39호
우편번호 241009

전화 0553-5841998

팩스 0553-5841876

이메일 주소 whsjjkfq@wuhu.cn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촉진 1, 2, 3국
주소 안후이성 우호시 은호북로 39호
우편번호 241009

전화 0553-5841046, 5840726, 5849236

팩스 0553-5841876

이메일 주소 whsjjkfq@wuhu.cn

허페이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hetda.hefei.gov.cn/

주소 안후이성 허페이경제기술개발구 비취로 398호
우편번호 230601

전화 0551-63679055

팩스 0551-63679050

투자유치부문 명칭 허페이경제기술개발구투자촉진국
주소 안후이성 허페이경제기술개발구 비취로 398호
우편번호 230601

전화 0551-63679072 (투자 상담전화 0551-63811070)

팩스 0551-638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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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안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kq.mas.gov.cn/

주소 안후이성 마안산시 훙치난루 2호
우편번호 243000

전화 0555-8323702

팩스 0555-8323702

이메일 주소 kfq_bgs@mas.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 1국
주소 안후이성 마안산시 훙치난루 2호
우편번호 243000

전화 0555-8323979

팩스 0555-8323702

이메일 주소 36598002@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 2국
주소 안후이성 마안산시 훙치난루 2호
우편번호 243000

전화 0555-8323590

팩스 0555-8323702

이메일 주소 184975657@qq.com

안칭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aqdz.anqing.gov.cn/

주소 안후이성 안칭시 빈장첨단기술기업 인큐베이션센터 C1빌딩
우편번호 246008

전화 0556-5314390

팩스 0556-5314390

이메일 주소 402076339@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 1/2/3국
주소 안후이성 안칭시 빈장첨단기술기업 인큐베이션센터 C1빌딩
우편번호 246008

전화 0556-5322220

팩스 0556-5322220

이메일 주소 2291868266@qq.com

퉁링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jjskfq.tl.gov.cn/

주소 안후이성 퉁링시 취후2로 1258호　
우편번호 244000

전화 0562-2819309

팩스 0562-2819290

이메일 주소 tlkfqbgs@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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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촉진위원회
주소 안후이성 퉁링시 취후2로 1258호
우편번호 244000

전화 0562-2819089

팩스 0562-2819290

이메일 주소 tljkqtcw@163.com

추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kfq.chuzhou.gov.cn/

주소 안후이성 추저우시 취안자오로 155호
우편번호 239000

전화 0550-3211376

팩스 0550-3213710

이메일 주소 czjkqgwh@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협력촉진국
주소 안후이성 추저우시 취안자오로 155호
우편번호 239000

전화 0550-3210640

이메일 주소 czjkqgwh@163.com

츠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czkfq.chizhou.gov.cn/

주소 안후이성 츠저우시 구이츠구 청계대로 695호
우편번호 247000

전화 0566-2125200

팩스 0566-2125306

이메일 주소 cz2125200@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촉진국
주소 안후이성 츠저우시 구이츠구 청계대로 695호
우편번호 247000

전화 0566-2120061

팩스 0566-2125306

이메일 주소 cz2125200@163.com

루안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kq.luan.gov.cn/

주소 안후이성 루안경제기술개발구 영빈대로
우편번호 237161

전화 0564-3631994

팩스 0564-3631277

이메일 주소 lakfq@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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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부문 명칭 루안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안후이성 루안경제기술개발 영빈대로개발구 관리위원회 2층
우편번호 237161

전화 0564-3630705

팩스 0564-3630513

이메일 주소 13605647538@163.com

화이난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kq.huainan.gov.cn/

주소 안후이성 화이난시 진흥북로 1호
우편번호 232008

전화 0554-3310520

팩스 0554-3310503

이메일 주소 278318667@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화이난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국
주소 안후이성 화이난시 진흥북로 1호
우편번호 232008

전화 0554-3310762

팩스 0554-3310762

이메일 주소 2252268028@QQ.COM

닝궈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ningguo.gov.cn/Openness/Branch/455.html

주소 안후이성 쉬안청시 닝궈시 조어대로 1호
우편번호 242300

전화 0563-4189608

팩스 0563-4189608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협력센터
주소 안후이성 쉬안청시 닝궈시 조어대로 1호
우편번호 242300

전화 0563-4189608

팩스 0563-4189608

퉁청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안후이성 안칭시 퉁청시 퉁샹로 1호
우편번호 231400

전화 0556-6566088

팩스 0556-6566608

이메일 주소 tcjkqb@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센터
주소 안후이성 안칭시 퉁청시 퉁샹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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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231400

전화 0556-6566088

팩스 0556-6566608

쉬안청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xceda.xuancheng.gov.cn/

주소 안후이성 쉬안청시 쉬안저우구 보성로 299호
우편번호 242000

전화 0563-2626897

팩스 0563-2626897

이메일 주소 kfqgwhbgs@126.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협력서비스센터
주소 안후이성 쉬안청시 쉬안저우구 보성로 299호
우편번호 242000

전화 0563-2625972

이메일 주소 827898167@qq.com

허페이수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hfss.gov.cn/zqdh/zjyq/jjkfqgwh/index.html

주소 안후이성 허페이시 수산구 후광로 4기 B좌
우편번호 230016

전화 0551-62156856

팩스 0551-62156856

이메일 주소 1182579556@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국
주소 안후이성 허페이시 수산구 후광로 4기 B좌 2층
우편번호 230016

전화 0551-62159856

팩스 0551-62159856

이메일 주소 1182579556@qq.com

푸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mawei.gov.cn/

주소 푸젠성 푸저우시 마웨이구 장빈대로 168호
우편번호 350015

전화 0591-83681407

팩스 0591-83989152

투자유치부문 명칭 마웨이구 투자촉진센터
주소 푸젠성 푸저우시 마웨이구 싱다루 2호
우편번호 350015

전화 0591-6319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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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591-63150360

이메일 주소 Mw63150368@163.com

샤먼하이창타이상투자지구 
웹 사이트 주소 www.haicang.gov.cn

주소 푸젠성 샤먼시 해창구 빈호북로 9호
우편번호 361000

전화 0592-6051027

팩스 0592-6051048

이메일 주소 haicang@haicang.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샤먼하이창 산업투자유치서비스유한회사
주소 푸젠성 샤먼시 해창구 해창대로 567호 샤먼센터 E좌 1603실
우편번호 361026

전화 0592-6887783

팩스 0592-6887773

이메일 주소 Xmshcqzsb@163.com

푸칭룽차오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fuqing.gov.cn/xjwz/ztzl/rqdt/

주소 푸젠성 푸칭시 석죽가두 서환북로 36호
우편번호 350301

전화 0591-85377812

팩스 0591-85377811

이메일 주소 54753026@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계획재정처
주소 푸젠성 푸칭시 석죽가두 서환북로 36호
우편번호 350301

전화 0591-85360966

팩스 0591-85377811

이메일 주소 rqzsfw@163.com

둥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dongshandao.gov.cn/cms/html/dsxrmzf/index.html

주소 푸젠성 장저우시 둥산현 백석가 택원로 342호
우편번호 363400

전화 0596-5885867

팩스 0596-5885790

이메일 주소 dskfq@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둥산경제기술개발구 경제발전촉진국
주소 푸젠성 장저우시 둥산현 백석가 택원로 342호
우편번호 3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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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96-5885007

팩스 0596-5885790

이메일 주소 kfqjfj@163.com

장저우투자유치국 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cmzd.zhangzhou.gov.cn/

주소 푸젠성 장저우시 장저우개발구 투자유치다다오 59호
우편번호 363122

전화 0596-6851179

팩스 0596-6851955

이메일 주소 zhengshaojun@cmhk.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장저우투자유치국 경제기술개발구 경제발전국(투자촉진국)

주소 푸젠성 장저우시 장저우개발구 투자유치다다오 59호
우편번호 363122

전화 0596-6851032

팩스 0596-6856222

이메일 주소 cailijuan@cmhk.com

취안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qzkfq.gov.cn/

주소 푸젠성 취안저우시 취안저우경제기술개발구
우편번호 362000

전화 0595-22350388

팩스 0595-22350311

이메일 주소 qzkfqzhk@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서비스센터
주소  푸젠성 취안저우시 취안저우경제기술개발구 정타이로 3호 관리위원회빌딩 

4층
우편번호 362000

전화 0595-22351128 

팩스 0595-22351228

이메일 주소 kfqzsb@126.com

장저우타이상투자구역 
웹 사이트 주소 http://tiz.zhangzhou.gov.cn/

주소 푸젠성 장저우시 장저우타이상투자구 문푸다도 1호
우편번호 363107

전화 0596-6777121

팩스 0596-6785871

이메일 주소 rmk6777121@126.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장저우타이상투자구경제발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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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푸젠성 장저우시 장저우타이상투자구 문푸다도 1호
우편번호 363107

전화 0596-6777303

팩스 0596-6770236

이메일 주소 ztjfjzhk@126.com

취안저우타이상투자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qzts.gov.cn

주소 푸젠성 취안저우타이상투자구 행정사무빌딩
우편번호 362122

전화 0595-27551000

팩스 0595-27551008

이메일 주소 qztstzq@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취안저우타이상투자구 투자유치국유한책임회사
주소 푸젠성 취안저우타이상투자구 행정사무빌딩
우편번호 362122

전화 0595-27550525

팩스 0595-27550520

이메일 주소 tszs27550525@163.com

룽옌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lyjkq.gov.cn

주소 푸젠성 룽옌시 룡등남로 16호
우편번호 364000

전화 0597-2326371

팩스 0597-2312698

이메일 주소 05972326371@lyjkq.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상무국
주소 푸젠성 룽옌시 룡등남로 16호
우편번호 364000

전화 0597-2961621

팩스 0597-2891231

이메일 주소 lykfqswj123@163.com

둥차오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fjdq.gov.cn

주소 푸젠성 닝더시 둥차오개발구 진보로 8호
우편번호 352100

전화 0593-2878616

팩스 0593-2995835

이메일 주소 dqkfqgb@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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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부문 명칭 둥차오경제기술개발구상무국
주소 푸젠성 닝더시 복녕북로 66호
우편번호 352100

전화 0593-2868776

팩스 0593-2868776

이메일 주소 dqzs2317111@163.com

난창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jkq.jian.gov.cn

주소 장시성 난창시 풍림대로 568호
우편번호 330013

전화 0791-83805600

팩스 0791-83805600

이메일 주소 ncjkqmhwz@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난창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장시성 난창시 풍림대로 568호
우편번호 330013

전화 0791-83823978

팩스 0791-83805611

이메일 주소 ncjkqmhwz@163.com

주장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kq.jiujiang.gov.cn/

주소 장시성 주장시 구서대로 188호
우편번호 332000

전화 0792-8361801

팩스 0792-8367600

투자유치부문 명칭 주장경제기술비즈니스국(투자유치국)

주소 장시성 구강시 구서대로 188호 개발구 종합서비스빌딩 2 층
우편번호 332000

전화 0792-8333026

팩스 0792-8333036

이메일 주소 zsj8333026@163.com

간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gzjkq.ganzhou.gov.cn/

주소 장시성 간저우시 화견남로 69호 간저우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우편번호 341000

전화 0797-8370023

팩스 0797-8370034

이메일 주소 gzkfqdzb@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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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부문 명칭 간저우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국
주소 장시성 간저우시 화견남로 69호 간저우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우편번호 341000

전화 0797-8371030

이메일 주소 Kfqwmjywk@126.com

징강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jkq.jian.gov.cn

주소 장시성 길안시 길안현 선전대로 236호
우편번호 343100

전화 0796-8401116

팩스 0796-8401116

이메일 주소 jkqgwh@126.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징강산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서비스국
주소 장시성 길안시 길안현 선전대로 236호
우편번호 343100

전화 0796-8403240

팩스 0796-8403240

이메일 주소 gxqzsj@126.com

상라오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srkfq.gov.cn/

주소 장시성 상라오시 봉황서대로
우편번호 334100

전화 0793-8462409

팩스 0793-8462529

이메일 주소 jxsrkfqzsj@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상라오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장시성 상라오시 봉황서대로 78호 덩펑빌딩
우편번호 334100

전화 0793-8462529

핑샹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pxedz.gov.cn/

주소 장시성 핑샹시 경제개발구 경제무역빌딩
우편번호 337000

전화 0799-6782841.6782842

팩스 0799-6782842

이메일 주소 854442894@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핑샹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장시성 핑샹시 경제개발구 경제무역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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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337000

전화 0799-6761716

이메일 주소 2435913512@qq.com

난창샤오란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ncxl.nc.gov.cn/

주소 장시성 난창샤오란경제기술개발구 부산대로 1168호
우편번호 330052

전화 0791-85738333

팩스 0791-85721111

투자유치부문 명칭 난창샤오란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국
주소 장시성 난창샤오란경제기술개발구 부산대로 1168호
우편번호 330052

전화 0791-85988951, 85989088

이춘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ycjkq.gov.cn

주소 장시성 이춘시 이춘경제기술개발구 춘펑로 1호
우편번호 336000

전화 0795-3668066

팩스 0795-3668066

투자유치부문 명칭 이춘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서비스국
주소 장시성 이춘시 이춘경제기술개발구 춘펑로 1호
우편번호 336000

전화 0795-3668086

팩스 0795-3668066

룽난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lnjkq.ganzhou.gov.cn/

주소 장시성 간저우시 룽난행정서비스센터
우편번호 341700

전화 0797-3529598

팩스 0797-3529598

이메일 주소 lngyyq@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룽난경제개발구 투자유치기업서비스국
주소 장시성 룽난시 행정센터 1520

우편번호 341700

전화 0797-3573909

팩스 0797-352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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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진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rjjkq.ganzhou.gov.cn/

주소 장시성 간저우시 루이진시 홍정로 및 창업대로 동북부
우편번호 342500

전화 0797-2509082

팩스 0797-2509082

이메일 주소 rjgyygwh@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루이진경제기술개발구상무국
주소 장시성 간저우시 루이진시 홍정로 및 창업대로 동북부
우편번호 342500

전화 0797-2509919

팩스 0797-2509919

이메일 주소 rjjkqzsj@163.com

칭다오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qda.qingdao.gov.cn/

주소 산둥성 칭다오시 황도구 장강중로 369호
우편번호 266555

전화 0532-86988981

팩스 0532-86988989

이메일 주소 kfqoffice@126.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칭다오경제기술개발구 투자촉진부
주소 산둥성 칭다오시 황도구 장강중로 369호
우편번호 266555

전화 0532-86988725

이메일 주소 Kfqtcb408@163.com

옌타이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yeda.gov.cn/

주소 산둥성 옌타이경제기술개발구 장강로 1호
우편번호 264006

전화 0535-6396111

팩스 0535-6396333

이메일 주소 kfqgwbxxc@yt.shandong.cn

투자유치부문 명칭 옌타이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산둥성 옌타이경제기술개발구 장강로 1호 6층
우편번호 264006

전화 0535-6377777

팩스 0535-6970099

이메일 주소 ytkfqzsj@yt.shandon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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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하이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eweihai.gov.cn/

주소 산둥성 웨이하이시 칭다오중로 106번
우편번호 264205

전화 0631-5980099, 0631-5980032

팩스 0631-5980099

투자유치부문 명칭 웨이하이경제기술개발구비지니스국
주소 산둥성 웨이하이시 칭다오중로 106번 세기빌딩 16층
우편번호 264205

전화 0631-5982528

팩스 0631-5991132

이메일 주소 jqswj@wh.shandong.cn

둥잉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dyedz.gov.cn/index.html

주소 산둥성 둥잉시 동성부전대가 59호
우편번호 257091

전화 0546-8302819

팩스 0546-8301606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 촉진부
주소 산둥성 둥잉시 동성부전대가 59호
우편번호 257091

전화 0546-8315159/0546-8018216

이메일 주소 dkqtcb@163.com

르자오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reda.gov.cn

주소 산둥성 르자오시 원저우로 1번지
우편번호 276826

전화 0633-8331090

팩스 0633-8334753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발전그룹유한회사
주소 산둥성 르자오시 원저우로 1번지
우편번호 276826

전화 0633-8350508

이메일 주소 zsjtbgs@rz.shandong.cn

웨이팡 빈하이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wfbinhai.gov.cn/

주소 산둥성 웨이팡시 빈하이구 양쯔가두 미래빌딩
우편번호 261108



151

전화 0536-7578001

팩스 0536-7573179

이메일 주소 bhqdzbgszbs@wf.shandong.cn

투자유치부문 명칭 과학기술 비즈니스 및 투자촉진국
주소 산둥성 웨이팡시 빈하이구 양쯔가두 미래빌딩
우편번호 261108

전화 0536-7573399

이메일 주소 bhqhzfzcjj@wf.shandong.cn

쩌우핑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산둥성 쩌우핑시 회선2로 17호
우편번호 256200

전화 0543-4299000

팩스 0543-4299051

이메일 주소 zpjjjkfq@126.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경제무역발전부
주소 산둥성 쩌우핑시 쩌우핑 회선2로 17호
우편번호 256200

전화 0543-4299062

이메일 주소 zpkfqtj@163.com

린이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leda.gov.cn/ljkfq.htm

주소 산둥성 린이경제기술개발구 기하로 3호
우편번호 276023

전화 0539-8781111

팩스 0539-8785011

이메일 주소 kfqgwh@ly.shandong.cn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촉진국
주소 산둥성 린이경제기술개발구 기하로 3호
우편번호 276023

전화 0539-8806610

이메일 주소 kfqzsj@ly.shandong.cn

자오위안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zhaoyuan.gov.cn/

주소 산둥성 옌타이시 자오위안시 진후이로 271호
우편번호 265400

전화 0535-8159001

팩스 0535-8166351

이메일 주소 zykfqgw@yt.shandon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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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부문 명칭 자오위안경제기술개발구 투자촉진부
주소 산둥성 옌타이시 자오위안시 진후이로 271호
우편번호 265400

전화 0535-8159173

팩스 0535-8166351

이메일 주소 zykfqtzcjb@yt.shandong.cn

더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jjskfq.dezhou.gov.cn/1index.html

주소 산둥성 더저우경제기술개발구 징화다다오 1호
우편번호 253000

전화 0534-2561999

팩스 0534-2561116

이메일 주소 dzjkqhywdk@dz.shandong.cn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촉진 1부 및 2부
주소 산둥성 더저우경제기술개발구 징화로 587호 첨단기술혁신센터 4층 및 5층
우편번호 253000

전화 0534-8100027 /8100028/8100377

이메일 주소 kfqzsyb@163.com;

 jkqzseb@dz.shandong.cn 

밍수이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nmsjkq.jinan.cn/

주소 산둥성 지난시 장구구 세기대로 7558호 중의하이테크산업단지
우편번호 250200

전화 0531-83311833

팩스 0531-83311833

이메일 주소 Jnzqkfq@jn.shandong.cn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 촉진부
주소 산둥성 지난시 장구구 세기대로 7558호 중의하이테크산업단지
우편번호 250200

전화 0531-83328866

이메일 주소 kfqtcb@jn.shandong.cn

자오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scoda.com/

주소 산둥성 칭다오시 상허시범구 장강일로 1호 상허서비스센터
우편번호 266300

전화 0532-85270001

팩스 0532-85270001

이메일 주소 chinascoda@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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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부문 명칭 양방향투자부
주소 산둥성 칭다오시 상허시범구 장강일로 1호 상허서비스센터
우편번호 266300

전화 0532-85279165

팩스 0532-85270001

이메일 주소 chinascoda@163.com

랴오청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lckfq.gov.cn

주소 산둥성 랴오청시 둥창동루 107호
우편번호 252000

전화 0635-8513352

팩스 0635-8513352

이메일 주소 kfqtzcjzx@lc.shandong.cn

투자유치부문 명칭 비지니스및투자촉진국
주소 산둥성 랴오청시 둥창동루 107호
우편번호 252000

전화 0635-8513352

팩스 0635-8513352

이메일 주소 kfqtzcjzx@lc.shandong.cn

빈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bzkf.gov.cn/

주소 산둥성 빈저우시 빈청구 보하이 18로 중해빌딩
우편번호 256600

전화 0543-3181555

팩스 0543-3181808

이메일 주소 kfqdzbgs@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촉진국
주소 산둥성 빈저우시 빈청구 보하이 18로 중해빌딩
우편번호 256600

전화 0543-3186361

팩스 0543-3186361

이메일 주소 bzkfqtzcjj@163.com

웨이하이린강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wip.gov.cn/

주소 산둥성 웨이하이시 린강구 강소동로 1호
우편번호 264211

전화 0631-5581998

팩스 0631-55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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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lgqgw@wh.shandong.cn

투자유치부문 명칭 웨이하이 웨이하이린강경제기술개발구 비지니스국
주소 산둥성 웨이하이시 린강구 강소동로북 국자빌딩
우편번호 264211

전화 0631-5581990

팩스 0631-5581971

이메일 주소 lgqswjzhk@wh.shandong.cn

텅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tengzhou.gov.cn/zzq/zfbm/jjkfq/

주소 산둥성 텅저우시 이캉대로 999호 텅저우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
우편번호 277599

전화 0632-5666102

팩스 0632-5667989

이메일 주소 Kfq6102@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부
주소 산둥성 텅저우시 이캉대로 999호 텅저우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
우편번호 277599

전화 0632-5666525

팩스 0632-5666525

이메일 주소 Kfq525@163.com

정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zzjkq.gov.cn/

주소  허난성 정저우시 항해동로와 제8대가 교차로 남서각 정저우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우편번호 450000

전화 0371-66781251

팩스 0371-66785100

이메일 주소 jkqzbs@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촉진국
주소  허난성 정저우시 항해동로와 제8대가 교차로 남서각 정저우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서별관 1층
우편번호 450000

전화 0371-86558681

팩스 0371-86558681

이메일 주소 zzjkqtzcjj@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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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허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www.lhjk.gov.cn/

주소 허난성 뤄허시 상강동로 11호
우편번호 462000

전화 0395-2624608

팩스 0395-2626146

이메일 주소 kfqgwh@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뤄허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국
주소 허난성 뤄허시 상강동로 11호
우편번호 462000

전화 0395-2636357

팩스 0395-2626146

이메일 주소 kfqtzzx@163.com

허비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kfq.hebi.gov.cn

주소 허난성 허비시 치빈구 치빈대로 193호
우편번호 458030

전화 0392-3321753

팩스 0392-3321753

이메일 주소 wmb303@126.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허비경제기술개발구상무국
주소 허난성 허비시 치빈구 치빈대로 193호
우편번호 458030

전화 0392-3311296

팩스 0392-3321753

이메일 주소 hbkfqzsb@126.com

카이펑경제기술개발구 
주소 허난성 카이펑시 12대가 자유무역빌딩 A좌 10층
우편번호 475000

전화 0371-22735886

팩스 0371-22735899

이메일 주소 hnkfkfq@126.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상무국
주소 허난성 카이펑시 안순로 해휘센터 B좌
우편번호 475000

전화 0371-23856860

이메일 주소 hnkfkfq@126.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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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창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gjxcjkq.xuchang.gov.cn

주소 허난성 쉬창시 루이샹로 중간구간
우편번호 461000

전화 0374-8581696

팩스 0374-8581636

이메일 주소 xckfqdb@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쉬창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국
주소 허난성 쉬창시 루이샹로 중간구간
우편번호 461000

전화 0374-8583321

팩스 0374-8581636

이메일 주소 xckfqzs@163.com

뤄양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hnlykfq.gov.cn

주소 허난성 뤄양시 카이위안다다오 과학기술빌딩
우편번호 471000

전화 0379-67566889

팩스 0379-67566917

이메일 주소 lyybqgwh@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상무국) 개방협력 및 투자촉진국
주소 허난성 뤄양시 카이위안다다오 과학기술빌딩
우편번호 471000

전화 0379-60232108

팩스 0379-67566917

이메일 주소 yltzcj@163.com

신샹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kq.xinxiang.gov.cn/

주소 허난성 신샹시 신창베이루 1호
우편번호 453006

전화 0373-3686118 

팩스 0373-3686118 

이메일 주소 yqbgs2007@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신샹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상무국
주소 허난성 신샹시 신창베이루 1호 103실
우편번호 453006

전화 0373-3686138 

팩스 0373-3686138 

이메일 주소 xxjkqswj@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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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치취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www.hnzwfw.gov.cn/410581999000/?region=410581999000

주소 허난성 린저우시 룽안북로 1396호 초상빌딩
우편번호 456561

전화 0372-6189001

팩스 0372-6189002

이메일 주소 lzcyjjq@126.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허난성 린저우시 훙치취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빌딩
우편번호 456561

전화 0372-6166791

이메일 주소 hqqzsj@126.com

푸양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pyjkq.gov.cn

주소 허난성 푸양시 중원로 440호
우편번호 457005

전화 0393-4616455

이메일 주소 kfqwlxxzx@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푸양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국(기획)

주소 허난성 푸양시 중원로 440호
우편번호 457005

전화 0393-6685029

이메일 주소 pyjkqzsj@163.com

우한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whkfq.gov.cn/

주소 후베이성 우한경제기술개발구 동풍대로 88호 시민서비스센터
우편번호 430056

전화 027-84851224

팩스 027-84851224

투자유치부문 명칭 우한경제기술개발구투자촉진서비스센터
주소 후베이성 우한경제기술개발구 동풍대로 88호 시민서비스센터
우편번호 430056

전화 027-84899001

황스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hsdz.gov.cn/

주소 후베이성 황스시 금산대로 189호
우편번호 435000

전화 0714-639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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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714-6398005(근무시간), 0714-6398002(비 근무시간)

투자유치부문 명칭 황스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및투자촉진국
주소 후베이성 황스시 금산대로 189호
우편번호 435000

전화 0714-6398034

팩스 0714-6398034

이메일 주소 hsetdz@163.com

샹양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djxq.xiangyang.gov.cn/

주소 후베이성 샹양시 둥진신구 신민11원구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
우편번호 441100

전화 0710-3352825

팩스 0710-3352825

투자유치부문 명칭 동진신구(샹양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후베이성 샹양시 둥진신구 신민11원구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
우편번호 441100

전화 0710-3352890

우한임공항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dxh.gov.cn/

주소 후베이성 우한시 동서호구 오환대로 43호
우편번호 430040

전화 027-83892255

팩스 027-83893744

투자유치부문 명칭  우한시 동서호구 비즈니스국/우한임공항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투자유치국
주소 후베이성 우한시 동서호구 임공항대로 타이상빌딩 14층
우편번호 430040

전화 027-83892079

팩스 027-83892079

이메일 주소 1925746565@qq.com

징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jing-zhou.gov.cn/

주소 후베이성 징저우시 사시구 비주호로 58호
우편번호 434000

전화 0716-8333700

팩스 0716-8333769

이메일 주소 314285713@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징저우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촉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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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후베이성 징저우시 사시구 비주호로 58호
우편번호 434000

전화 0716-8333668

이메일 주소 83581513@qq.com

어저우 거뎬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gdkfq.ezhou.gov.cn/

주소 후베이성 어저우시 거뎬경제기술개발구 광장시루 1호
우편번호 436070

전화 027-53080000

팩스 027-53080022

이메일 주소 1104901504@qq.com/944287607@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어저우거뎬 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국
주소 후베이성 어저우시 거뎬경제기술개발구 광장시루 1호
우편번호 436070

전화 027-53080036

이메일 주소 1104901504@qq.com

스옌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sygxq.gov.cn/

주소 후베이성 스옌시 바이랑중로 88호
우편번호 442000

전화 0719-8319810

팩스 0719-8319810

이메일 주소 syjkqxxgk@shiyan.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스옌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비지니스국
주소 후베이성 스옌시 바이랑중로 88호
우편번호 442000

전화 0719-8319069

팩스 0719-8473818

이메일 주소 1020175707@qq.com

짜오양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kfq.zyzf.gov.cn

주소 후베이성 짜오양시 전진로 42호
우편번호 441200

전화 0710-6163180

팩스 0710-6163179

이메일 주소 hubeizykfq@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사무실
주소 후베이성 짜오양시 전진로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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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441200

전화 0710-6163157

한촨경제기술개발구 
주소 후베이 한촨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신허진 인민정부)

우편번호 431614

전화 0712-8413781

이메일 주소 2371136827@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후베이 한촨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신허진 인민정부)

우편번호 431614

전화 0713-8413902

이메일 주소 1178295847@qq.com

창사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cetz.gov.cn

주소 후난성 창사시 성사삼일로 2호
우편번호 410100

전화 0731-84011101

팩스 0731-84020060

이메일 주소 cetz@cetz.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협력국
주소 후난성 창사시 성사삼일로 2호
우편번호 410100

전화 0731-84020186

웨양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yykfq.gov.cn

주소 후난성 웨양시 웨양대로 9호
우편번호 414000

전화 0730-8720988

팩스 0730-8720989

투자유치부문 명칭 구투자유치협력국
주소 후난성 웨양시 웨양대로 9호
우편번호 414000

전화 0730-8727306

팩스 0730-8727306

창더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cdjkq.changde.gov.cn/

주소 후난성 창더시 우링구 덕산대로 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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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415001

전화 0736-7309088

팩스 0736-7309088

이메일 주소 361986155@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창더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협력센터
주소 후난성 창더시 우링구 덕산대로 369호
우편번호 415001

전화 0736-7323808

팩스 0736-7323808

이메일 주소 601801601@qq.com

닝샹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nxdz.changsha.gov.cn/

주소 후난성 닝샹시 금주대로 창업빌딩
우편번호 410600

전화 0731-88981799

팩스 0731-88981509

투자유치부문 명칭 닝샹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 투자유치협력국
주소 후난성 닝샹시 금주대로 창업빌딩 12층
우편번호 410600

전화 0731-88981777

팩스 0731-88981509

샹탄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xtjkq.xiangtan.gov.cn

주소 후난성 샹탄시 련성대로 98호
우편번호 411202

전화 0731-57511456

팩스 0731-57511456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협력국
주소 후난성 샹탄시 련성대로 98호
우편번호 411202

전화 0731-52379351

팩스 0731-52379351

이메일 주소 xtjkqzshzj@sina.com

류양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letz.changsha.gov.cn/

주소 후난성 류양경제기술개발구 캉닝로 9호
우편번호 410329

전화 0731-83219688 



162

팩스 0731-83280666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협력국
주소 후난성 류양경제기술개발구 캉닝로 9호
우편번호 410329

전화 0731-83208888

팩스 0731-83280666

러우디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ldkf.gov.cn

주소 후난성 러우디시 신싱베이로 577호
우편번호 417000

전화 0738-8652618

팩스 0738-8651122

투자유치부문 명칭 러우디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협력국
주소 후난성 러우디시 신싱베이로 577호 남동 207실
우편번호 417000

전화 0738-8652888

이메일 주소 148325198@qq.com

왕청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edz.changsha.gov.cn

주소 후난성 창사시 왕청구 동심로 1호
우편번호 410200

전화 0731-88068798

팩스 0731-88079191

이메일 주소 wcjkq001@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왕청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협력국
주소 후난성 창사시 왕청구 동심로 1호
우편번호 410200

전화 0731-88068778

팩스 0731-88079191

이메일 주소 wumeng@hnjkq.com

융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kq.yzcity.gov.cn/

주소 후난성 융저우시 렁수이탄구 링링남로 샤오샹과학기술혁신센터
우편번호 425000

전화 0746-8223430

팩스 0746-8223117

이메일 주소 yzcity@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융저우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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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후난성 융저우시 렁수이탄구 링링남로 샤오샹과학기술혁신센터 3층
우편번호 425000

전화 0746-8223281

이메일 주소 837509585@qq.com

사오양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jkq.shaoyang.gov.cn/jkq/mindex.shtml

주소 후난성 사오양시 솽칭구 사오양대로 중간구간
우편번호 422000

전화 0739-5486000

팩스 0739-5486080

이메일 주소 hnsyjkq@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사오양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협력국
주소 후난성 사오양시 솽칭구 사오양대로 중간구간
우편번호 422000

전화 0739-5486091

팩스 0739-5486080

이메일 주소 bgqzsj@163.com

잔장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zetdz.gov.cn/

주소 광둥성 잔장시 잔장경제기술개발구 둥하이도중선도로중 1호 둥하이빌딩
우편번호 524076

전화 0759-2968919, 2968901

팩스 0759-2968900

투자유치부문 명칭 잔장경제기술개발구 투자촉진사업소조
주소 광둥성 잔장시 인민대로중 34호 개발구 재정국 북 6층
우편번호 524076

전화 13671469650; 18148810934; 13828262618

이메일 주소 zjkfqtzcj@126.com

광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hp.gov.cn/

주소 광둥성 광저우시 황푸구 샹쉐싼루 1호, 행정서비스센터
우편번호 510530

전화 020-82111080

팩스 020-82111070

투자유치부문 명칭 광저우개발구 투자촉진국
주소 광둥성 광저우시 황푸구 샹쉐싼루 1호, 행정서비스센터
우편번호 510530

전화 020-821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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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난사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gzns.gov.cn/

주소 광둥성 광저우시 난사구 봉황대로 1호
우편번호 511458

전화 020-84986688

팩스 020-84987006

투자유치부문 명칭 광저우난사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
주소 광둥성 광저우시 난사구 황각진 중국철도글로벌센터 5호 빌딩 2동 9층
우편번호 511455

전화 020-39050015

팩스 020-84986699

이메일 주소 nsdzhy_tcj@gz.gov.cn

후이저우 다야완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dayawan.gov.cn/

주소  광둥성 후이저우시 다야완경제기술개발구 중흥남로 118호 관리위원회 

행정사무빌딩
우편번호 516081

전화 0752-5562002

팩스 0752-5562068

이메일 주소 mskbw@dayawan.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후이저우다야완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광둥성 후이저우시 다야완구 스화대로중 과기로 혁신빌딩 8층
우편번호 516081

전화 0752-5562051

팩스 0752-5562051

이메일 주소 zsj@dayawan.gov.cn

쩡청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zc.gov.cn/

주소 광둥성 광저우시 쩡청구 녕서가 향산대로 2호
우편번호 511340

전화 020-82706703

팩스 020-82707219

이메일 주소 zckfqdzb@gz.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경제무역과학기술정보국
주소 광둥성 광저우시 쩡청구 녕서가 향산대로 2호
우편번호 511300

전화 020-82787123

팩스 020-32893282

이메일 주소 zcjkqzs1@gz.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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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jinwan.gov.cn/

주소 광둥성 주하이시 진완구 훙치진 후신로 길목 진완구청대원(진완구행정사무센터)

우편번호 519000

전화 0756-7263822

팩스 0756-7262007

이메일 주소 http://mail.zhuhai.gov.cn/jwqwqzf@zhuhai.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경제발전국
주소 광둥성 주하이시 금만구 고란항빌딩 1509

우편번호 519050

전화 0756-7268197 /13702575688

이메일 주소 http://mail.zhuhai.gov.cn/coremail/index.jsp

지에둥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jiedong. gov. cn/bmpd/jdjjkfqglwyh/index.html

주소 광둥성 지에양시 지에둥구 취시가도 지에둥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우편번호 515500

전화 0663-3274669

팩스 0663-3298829

이메일 주소 281043410@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기업서비스 사무실
주소 광둥성 지에양시 지에둥구 취시가도 지에둥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우편번호 515500

전화 0663-3262668

팩스 0663-3262668

이메일 주소 281043410@qq.com

난닝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jkq.nanning.gov.cn

주소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싱광대로 230호
우편번호 530031

전화 0771-4516162, 0771-4731026

팩스 0771-4516162

이메일 주소 Jkqtongji@163.com（경제발전국 이메일주소）
투자유치부문 명칭 난닝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싱광대로 230호
우편번호 530031

전화 0771-4518883, 0771-4518663

이메일 주소 nnjkqzsj@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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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마친저우산업단지 
웹 사이트 주소 http://zmqzcyyq.gxzf.gov.cn/

주소 광시 친저우시 중마친저우산업단지 중마다가 1호
 행정종합빌딩 
우편번호 535008

전화 0777-5881001

팩스 0777-3235077

이메일 주소 qzgzmq@qip.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자유무역구 친저우항구역 투자유치서비스센터
주소 광시 친저우시 중마친저우산업단지 중마다가 1호
 행정종합빌딩 
우편번호 535008

전화 0777-5988848

이메일 주소 zsfwzx66@163.com,zszx@qip.gov.cn

친저우항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gq.qinzhou.gov.cn/

주소 광시 친저우시 중마친저우산업단지 중마다가 1호
 행정종합빌딩 
우편번호 535008

전화 0777-5881001

팩스 0777-3235077

이메일 주소 qzgzmq@qip.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자유무역구 친저우항구역 투자유치서비스센터
주소 광시 친저우시 중마친저우산업단지 중마다가 1호
 행정종합빌딩 
우편번호 535008

전화 0777-5988848

이메일 주소 zsfwzx66@163.com, zszx@qip.gov.cn 

광시-아세안 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gxdmjkq.nanning.gov.cn/

주소 광시 난닝시 무화대로 37호
우편번호 530105

전화 0771-6301333

팩스 6308019

이메일 주소 dmjkqzscjj@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광시-아세안 경제기술개발구 투자촉진국
주소 광시 난닝시 무화대로 37호 관리위원회빌딩 5층
우편번호 530105

전화 0771-633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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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771-6336366

이메일 주소 dmjkqzscjj@163.com

베이하이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xxgk.beihai.gov.cn/bhgyyqglwyh/index.html#.airline

주소  광시 베이하이시 베이하이대로 동연선 197호 중국전자북부만정보항 08-2구역 

8동 1현관 베이하이공업단지관리위원회
우편번호 536000

전화 0779-2083696

팩스 0779-2083697

이메일 주소 bhgyy@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베이하이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투자유치국
주소  광시 베이하이시 베이하이대로 동연선 197호 중국전자북부만정보항 08-2구역 

8동 1현관 베이하이공업단지관리위원회 3층 304

우편번호 536000

전화 0779-2088267

이메일 주소 bhgyyzs@163.com

하이난 양푸경제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yangpu.hainan.gov.cn/

주소 하이난성 양푸경제개발구 지주대로 양푸빌딩
우편번호 578001

전화 0898-28829066

팩스 0898-28829035

이메일 주소 2810434345@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양푸경제개발구투자촉진국
주소 하이난성 양푸경제개발구 양푸빌딩 16층 1601실
우편번호 578101

전화 0898-28826502

팩스 0898-28812697

이메일 주소 yangputcj@126.com

충칭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kq.cq.gov.cn/

주소 충칭시 남안구 다원신구 통강도우장차오로 1호
우편번호 401336

전화 023-62900892

팩스 023-62900401

이메일 주소 cqjkqbgs@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충칭경제개발구 경제무역협력국, 충칭경제개발구 투자유치회사
주소 충칭시 남안구 다원신구 통강도우장차오로 1호



168

우편번호 401336

전화 경제무역협력국: 023-62988601, 투자유치회사: 023-62963293

완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wz.gov.cn/jkq/wzjkq/

주소 충칭시 완저우구 경제개발구대로 5호
우편번호 404000

전화 023-58327421

팩스 023-58327417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촉진국
주소 충칭시 완저우구 경제개발구대로 5호
우편번호 404000

전화 023-58133017

팩스 023-58327416

이메일 주소 wzjkqtzcjj@163.com

창서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cqcs.gov.cn/jkq/csjkq/

주소 충칭시 창서우구 옌자가도 제신대로 20호
우편번호 401254

전화 023-40715015

팩스 023-40715011

이메일 주소 Cs_jkq@sina.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창서우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경제무역국
주소 충칭시 창서우구 옌자가도 제신대로 20호
우편번호 401254

전화 15808056186

팩스 023-40716018

이메일 주소 308215144@qq.com

청두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longquanyi.gov.cn/

주소 쓰촨성 청두시 룽취안취 동가 79호
우편번호 610100

전화 028-84855998

팩스 028-84876728

투자유치부문 명칭 청두경제기술개발구투자촉진국
주소 쓰촨성 청두시 룽취안이구 경제개발구 남4로 325호
우편번호 610100

전화 028-84857966

이메일 주소 cdjkqtcj@cdjkqt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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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gajkq.guang-an.gov.cn/

주소 쓰촨성 광안시 전봉구 규각거리 청작가 1호
우편번호 63800

전화 0826-2350722   028-2337939

팩스 0826-2350910

투자유치부문 명칭 광안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쓰촨성 광안시 전봉구 규각거리 청작가 1호
우편번호 63800

전화 0826-2296235

더양국가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kq.deyang.gov.cn/

주소  쓰촨성 더양시 타이산남로 2구간 733호 은흠오주광장 더양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
우편번호 618000

전화 0838-2910100

팩스 0838-2910100

투자유치부문 명칭 더양경제기술개발구투자촉진국
주소  쓰촨성 더양시 타이산남로 2구간 733호 은흠오주광장 16층 

더양경제개발구투자촉진국
우편번호 618000

전화 400-102-3450

 0838-2691099 (투자촉진 1부), 0838-2692366 (투자촉진 2부) 

쑤이닝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njkq.suiing

주소 쓰촨성 쑤이닝시 선산구 명월로 151호
우편번호 629000

전화 0825-2311986

팩스 0825-2311917

투자유치부문 명칭 쑤이닝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경제협력국
주소 쓰촨성 쑤이닝시 선산구 명월로 151호
우편번호 629000

전화 0825-2311364

이메일 주소 gkqtcj@163.com

몐양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kq.my.gov.cn/index.html

주소 쓰촨성 몐양시 푸청구 문무서로 498호 몐양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우편번호 6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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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816-2840161

팩스 0816-8130110

투자유치부문 명칭 경제기술개발구 경제협력국
주소  쓰촨성  몐양시  푸청구  문무서로  498호  몐양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C216-C217

우편번호 621000

전화 0816-8130123

광위안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kq.cngy.gov.cn/

주소 쓰촨성 광위안시 경제기술개발구 샤시밍더루 5호
우편번호 628000

전화 0839-3500429

팩스 0839-3507176

투자유치부문 명칭 광위안경제기술개발구경제협력국
주소 쓰촨성 광위안시 경제기술개발구 샤시밍더루 5호
우편번호 628000

전화 0839-3501050

팩스 0839-3507176

이빈린강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yblg.gov.cn/

주소 쓰촨성 이빈시 추이핑구 국흥대로 사평구간 9호
우편번호 644600

전화 0831-2318812

팩스 0831-2318812

투자유치부문 명칭 이빈산장신구 경제협력외사국
주소 쓰촨성 이빈시 추이핑구 국흥대로 사평구간 9호
우편번호 644600

전화 0831-2108702

팩스 0831-2108702

네이장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kfq.neijiang.gov.cn/

주소 쓰촨성 네이장경제기술개발구 한천로 488호
우편번호 641099

전화 0832-2265156

팩스 0832-2265156

투자유치부문 명칭 네이장경제기술개발구 경제협력국
주소 쓰촨성 네이장경제기술개발구 한천로 488호
우편번호 64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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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832-2070317

팩스 0832-2265156

이메일 주소 njjjkfq@126.com

청두국제철도항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qbj.gov.cn/

주소 쓰촨성 청두시 칭바이장구 편민로 6호
우편번호 610300

전화 028-83305286

팩스 028-83301408

투자유치부문 명칭 청두시 칭바이장구 투자촉진국
주소 쓰촨성 청두시 칭바이장구 봉황서6로 문화스포츠센터 C구 2층
우편번호 610300

전화 028-68036166

팩스 028-68036166

야안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kq.yaan.gov.cn/index.html

주소 쓰촨 야안경제개발구 빈허동로 11호(창업인큐베이션단지 1호빌딩)

우편번호 625100

전화 0835-3227806

팩스 0835-3225171

이메일 주소 137623597@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야안경제기술개발구 경제협력국
주소 쓰촨성 야안경제개발구 빈허동로 11호-1호 빌딩-1812실
우편번호 625100

전화 0835-3236377

팩스 0835-3225171

이메일 주소 171773707@qq.com

구이양국가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kq.guiyang.gov.cn/

주소 구이저우성 구이양경제기술개발구 개발대로 118호
우편번호 550009 
전화 0851-83845807

팩스 0851-83845801

이메일 주소 1215767257@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촉진및상무국
주소 구이저우성 구이양경제기술개발구 개발대로 118호
우편번호 550009

전화 0851-838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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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851-83836743

이메일 주소 1215767257@qq.com

쭌이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103.81.5.216:60010/

주소 구이저우성 쭌이시 회천구 회천대로 연장선 쭌이 V곡 333호
우편번호 563000

전화 0851-27735966

팩스 0851-27735766

이메일 주소 1376370275@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쭌이경제기술개발구투자촉진처
주소 구이저우성 쭌이시 회천구 회천대로 연장선 쭌이 V곡 333호
우편번호 563000

전화 0851-28680247

팩스 0851-28680247

이메일 주소 2776986512@qq.com

쿤밍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ketdz.gov.cn

주소 윈난성 쿤밍시 쿤밍경제기술개발구 춘만대로 16호
우편번호 650101

전화 0871-68163591

팩스 0871-68163127, 68163326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협력국
주소 윈난성 쿤밍시 쿤밍경개구 춘만대로 16호 7 층 

우편번호 650101

전화 0871-68163527

팩스 0871-68163531

취징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윈난성 취징시 기린구 취봉로 83호
우편번호 655000

전화 0874-3331716

팩스 0874-3331716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국
주소 윈난성 취징시 기린구 취봉로 83호
우편번호 655000

전화 0874-3334566

팩스 0874-333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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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쯔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윈난성 멍쯔시 홍하대로 중간구간 남쪽, 몽자경개구관리위원회 사무빌딩 

우편번호 665500

전화 0873-3733910

팩스 0873-3733910

투자유치부문 명칭 경제발전 (투자유치)국
주소 윈난성 멍쯔시 홍하대로 중간구간 남쪽, 몽자경개구관리위원회 사무빌딩 

우편번호 665500

전화 0873-3666081

팩스 0873-3666081

쑹밍(양린)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윈난성 쿤밍시 숭명 (양림) 경제기술개발구 천창로 8호
우편번호 651701

전화 0871-67926183

팩스 0871-67926183

투자유치부문 명칭 경제발전국
주소 윈난성 쿤밍시 숭명 (양림) 경제기술개발구 천창로 8호
우편번호 651701

전화 0871-67926251

팩스 0871-67926183

다리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윈난성 다리시 만강가두판사처 위룽다다오 다리창업원 A 좌 

우편번호 671000

전화 0872-2325811

팩스 0872-2325811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 촉진부
주소 윈난성 다리시 만강가두판사처 위룽다다오 다리창업원 A 좌
우편번호 671000

전화 0872-2310093

팩스 0872-2310093

티베트 라싸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lsda.lasa.gov.cn

주소 티베트자치구 라싸시 뛰더룽칭구 진주시로 189호
우편번호 850000

전화 0891-6283605

팩스 0891-6283605

투자유치부문 명칭 국가급 티베트 라싸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경제발전국
주소 티베트자치구 라싸시 뛰더룽칭구 진주시로 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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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850000

전화 0891-6283615

팩스 0891-6516838

시안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xetdz.xa.gov.cn/

주소 섬서성 시안시 웨이양구 명광로 166호
우편번호 710018

전화 029-86529999

팩스 029-86529999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촉진서비스국
주소 섬서성 시안시 웨이양구 명광로 166호
우편번호 710018

전화 029-86519171

팩스 029-86519171

섬서항공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caib.xa.gov.cn/

주소 섬서성 시안시 옌량구 란톈로 7호
우편번호 710089

전화 029-86855308

팩스 029-86855309

투자유치부문 명칭 섬서항공경제개발구 투자유치 1국(내자), 투자유치 2국(외자)

주소 섬서성 시안시 옌량구 란톈로 7호
우편번호 710089

전화 029-86855305(투자유치 1국)

 029-86857208(투자유치 2국) 

팩스 029-86855309

이메일 주소 zhangminjian050225@163.com（투자유치 1국）
 574140164@qq.com（투자유치 2국）  

섬서항천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xcaib.xa.gov.cn/

주소 섬서성 시안시 항톈중로 369호
우편번호 710100

전화 029-85688765

팩스 029-85688698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협력위원회
주소 섬서성 시안시 항톈중로 369호
우편번호 710100

전화 029-85688758

팩스 029-8568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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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hzedz.hanzhong.gov.cn

주소 섬서성 한중시 톈한다다오베이구간 1호
우편번호 723000

전화 0916-2316850

팩스 0916-2311525

이메일 주소 hzedz@hanzhong.gov.cn

투자유치부문 명칭 한중 경제기술개발구 초상화서비스국
주소 섬서성 한중시 톈한다다오베이구간 1호
우편번호 723000

전화 0916-2861831

팩스 0916-2861831

이메일 주소 hzedz@hanzhong.gov.cn

위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ysia.yl.gov.cn

주소 섬서성 신목시 다바오당진 칭수이공단 창업광장
우편번호 719302

전화 0912-8493880

팩스 0912-8493800

이메일 주소 yljkqwz@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서비스국
주소 섬서성 신목시 다바오당진 칭수이공단 창업광장
우편번호 719302

전화 0912-8497233

팩스 0912-8497233

이메일 주소 ysgyqzsfwj@163.com

란저우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lzedz.lanzhou.gov.cn 

주소 간쑤성 란저우시 안녕구 구주통서로 70호 신도시 과학기술부화빌딩
우편번호 730000

전화 0931-7706660

팩스 0931-7706661

이메일 주소 lzjjjskfq@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서비스국
주소 간쑤성 란저우시 안녕구 구주통서로 70호 신도시 과학기술부화빌딩 11층
우편번호 730000

전화 0931-7604270

팩스 0931-7604270

이메일 주소 1357803786@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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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kfq.jcs.gov.cn/

주소 간쑤성 진창시 진천구 신화로가도 신화동로 68호
우편번호 737100

전화 0935-5995603

팩스 0935-5995605

이메일 주소 122489824@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진창경제개발구 투자서비스국
주소 간쑤성 진창시 진천구 신화동로 68호
우편번호 737100

전화 0935-5995555

팩스 0935-5995605

이메일 주소 155081265@qq.com

톈수이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kfq.tianshui.gov.cn 
주소 간쑤성 톈수이시 마이지구 사당공업단지 경제개발남로 1호
우편번호 741000

전화 0938-6835301

팩스 0938-6835333

이메일 주소 tsjkqbgs@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톈수이경제기술개발구투자촉진국
주소 간쑤성 톈수이시 마이지구 사당공업단지 경제개발남로 1호
우편번호 741000

전화 0938-6835358

팩스 0938-6835358

이메일 주소 kfqzsb006@163.com

장예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zhangye.gov.cn/jjkfq/

주소 간쑤성 장예시 간저우구 쿤룬다다오 36호 창업빌딩
우편번호 734000

전화 0936-8558600

팩스 0936-8558601

이메일 주소 413063240@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국
주소 간쑤성 장예시 간저우구 쿤룬다다오 36호 창업빌딩
우편번호 734000

전화 0936-8587078

팩스 0936-8558601

이메일 주소 413063240@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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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닝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s://xnjkq.qinghai.gov.cn/

주소 칭하이성 시닝시 성중구 시대대로 108호
우편번호 810000

전화 0971-5316402

팩스 0971-5318232

이메일 주소 kfqgwh@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발전개혁및경제협력처
주소 시닝시 성중구 시대대로 108호
우편번호 810000

전화 0971-5319031

팩스 0971-5318232

이메일 주소 kfqgwh@163.com

쿤룬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cdm.qinghai.gov.cn/yqjs/gem/

주소 칭하이성 거얼무시 퇀제후로 6호
우편번호 816099

팩스 0979-8420829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국
주소 칭하이성 거얼무시 퇀제후로 6호
우편번호 816099

전화 0979-8420165

이메일 주소 53366903@qq.com

인촨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ycda.gov.cn

주소 닝샤 인촨시 금봉구 녕안동항 108호 인촨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우편번호 750002

전화 0951-5062816

팩스 0951-5062845

이메일 주소 Yckfqjhj@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인촨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투자촉진국
주소 닝샤 인촨시 금봉구 녕안동항 108호 인촨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101실
우편번호 750002

전화 0951-5062890

팩스 0951-5062845

이메일 주소 Yckfqjhj@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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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무치시 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uetd.gov.cn/

주소 신장 우루무치 경제기술개발구 워이타이난루 1호
우편번호 830026

전화 0991-3756183

팩스 0991-3713116

이메일 주소 2211248302@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서비스국
주소 신장 우루무치 경제기술개발구 워이타이난루 1호
우편번호 830026

전화 13579896789

팩스 0991-3713116

이메일 주소 2211248302@qq.com

스허쯔경제기술개발구 
주소 신장 스허쯔시 베이바루 21호 개발구 서비스센터
우편번호 832014

전화 0993-2620959

팩스 0993-2611868

이메일 주소 124101096@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스허쯔경제기술개발구 투자서비스센터
주소 신장 스허쯔시 베이바루 21호 개발구 서비스센터
우편번호 832014

전화 0993-2611239

팩스 0993-2611397

이메일 주소 348603596@qq.com

쿠얼러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kelkfq.cn

주소 신장위구르자치구 쿠얼러경제기술개발대로 1866호
우편번호 841000

전화 0996-2119711, 0996-2119076

팩스 0996-2119361

이메일 주소 1729293068@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국
주소 신장위구르자치구 쿠얼러경제기술개발대로 1866호
우편번호 841000

전화 18609967296

팩스 0996-2119361

이메일 주소 1729293068@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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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이툰-두산쯔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kdjkq.xinjiang.gov.cn/

주소 신장 쿠툰시 카스동로 17호
우편번호 833200

전화 0992-3275010   0992-3232139

팩스 0992-3240209   0992-3260228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국
주소 신장 쿠툰시 카스동로 17호
우편번호 833200

전화 18509927771

팩스 0992-3240209   0992-3260228

아라얼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ale.gov.cn/bmzd/hzbm/gyyqgwh 
주소 신장 아라얼시
우편번호 843300

전화 0997-4688603

팩스 0997-4618056

투자유치부문 명칭 아라얼경제기술개발구투자유치국
주소 신장 아라얼시 타리무대로동 대학생 창업단지
우편번호 843300

전화 0997-4688626

팩스 0997-4618056

우자취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jkq.wjq.gov.cn/

주소 신장위구르자치구 우자취시 인민베이루 3092호
우편번호 831300

전화 0994-5829009

팩스 0994-5829279

이메일 주소 wjqkfq@163.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서비스국
주소 신장위구르자치구 우자취시 인민베이루 3092호
우편번호 831300

전화 0994-5828777, 5829022

팩스 0994-5828777, 5829022

이메일 주소 wjqkfq@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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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둥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zd.cj.cn/

주소 신장 창지회족자치주 준동개발구 우차이완신청 우차이루 101호
우편번호 831700

전화 0994-6733319

팩스 0994-6738626

이메일 주소 3480127975@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경제발전국
주소 신장 창지회족자치주 준동개발구 우차이완신청 우차이루 101호
우편번호 831700

전화 13565642168

팩스 0994-6738626

이메일 주소 3480127975@qq.com

간취안바오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http://www.gqp.gov.cn/

주소 신장 우루무치시 간취안바오경제기술개발구 쓰하이시가 2345호
우편번호 831408

전화 0991-6970527

팩스 0991-6970311

이메일 주소 569970801@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서비스센터
주소 신장 우루무치시 간취안바오경제기술개발구 쓰하이시가 2345호
우편번호 831408

전화 15160968820

팩스 0991-6970311

이메일 주소 569970801@qq.com

쿠처경제기술개발구 
웹 사이트 주소 www.kcjkq.com

주소 신장 쿠처시 싱푸로 65호 기업공관 A1615

우편번호 842000

전화 0997-6691562

팩스 0997-6691562

이메일 주소 539957679@qq.com

투자유치부문 명칭 투자유치국
주소 신장 쿠처시 싱푸로 65호 기업공관 A1615

우편번호 842000

전화 13709975799

팩스 0997-6691562

이메일 주소 539957679@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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