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 寧波 일대일로 건설종합시험구 추진현황 및 시사점
2018.3.1.
Ⅰ. “寧波 일대일로 건설종합시험구” 설치 개요
가. 녕파시는 2017.9. 절강省정부의 비준을 거쳐 동 시험구 설치
ㅇ 최근 중앙정부(국무원)에 동 시험구를 국가급 시험구로 승격 신청
나. 동 시험구에 시행할 5대 정책 방향으로, ①항구/철도/도로 연결성 확대, ②투자무역
편리화 조치 확대 시행, ③산업과 과학기술간의 협력 촉진, ④금융보험서비스 발전,
⑤인문교류 확대 등을 설정
Ⅱ. 관찰 및 평가
가. 동 시험구는 현재 개략적인 밑그림이 형성된 상태로서, 많은 내용들이 정책목표 또는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향후 여러 관련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정책 내용 및 해당
지역들이 계속 구체화 및 확정되어 갈 것으로 예상됨.
나. 동 시험구 건설이 추진되면서, 녕파시에 각종 개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른 사업기회를 잘 관찰/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봄.
ㅇ 특히, 寧波市는 현재 절강성내 GDP 2위(중국 334개 지역중 14위, 1인당 GDP 약
2만불) 및 화물처리량 세계1위의 항구를 가졌으며, 만도, LG화학, SK에너지, 삼성중
공업, 한화 등 우리 기업 60여개가 진출해 있는 중요 지역
* 녕파시는 우리 대구광역시와 자매관계, 전남 순천시와 우호교류관계

Ⅲ. 동 시험구의 5대 정책방향
* 상세내용 참조 : “寧波 일대일로 건설종합시험구총체방안”
https://www.yidaiyilu.gov.cn/zchj/zcfg/28636.htm
1. 항구/철도/도로 연결성 확대
가. 寧波-舟山港의 해상실크로드 연선국가들과 무역 확대 및 새로운 항로 개발
ㅇ 특히 사우디,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UAE, 루마니아 등의 항구들과 물류서
비스, 기술표준 수정 등에서 협력 강화
나. 고속철도 노선 확대

ㅇ 상하이-가흥-녕파 노선(海上철도), 녕파-주산 노선, 항주-녕파 노선, 녕파-금화 노
선 등을 추진하여, 녕파의 중국전역으로의 철도 연결성 확대 목표
다. 고속도로 건설
ㅇ 녕파-태주-온주 노선, 녕파-주산 노선, 녕파-금화 노선 건설 추진
2. 투자무역 편리화 조치 확대 시행
가. 녕파 동부의 보세구인 梅山 지역 개발
ㅇ 梅山 보세구를 梅山自由貿易島로 확대 건설하여, 국제선박 등록제도, 항운업무 운
영시스템, 항운금융, 항운세수정책 등에서 개혁정책을 시범 시행한다는 목표
* 상세내용 참조 : “寧波梅山國際物流産業集聚區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msd.gov.cn
나. 중/동 유럽국가와의 무역편리화 수준 제고
ㅇ 중국과 16개 중/동 유럽국가간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寧波市는 중국-중/동 유럽국
가간 경제통상협력시범구(16+1 經貿合作示範區) 설립을 준비중
ㅇ 해당 국가들로부터 육류, 신선과일 등 비교우위 상품들의 수입 편리화 추진 계획
ㅇ 중/동 유럽 비자 서비스센터, 관광사무소 등을 설립하여 인적교류 확대 추진 계획
다. 국제에너지무역단지 건설 추진
ㅇ 寧波 인근 舟山에 설치된 중국(절강)자유무역시험구의 경험을 참고하여 유류제품산
업 투자편리화와 무역자유화를 추진
ㅇ 건설용 원유 등 벌크상품 교역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특정 에너지 상품무역에 세수
우대 정책을 적용하며, 이란, 사우디, 터키 등 일대일로 연선 자원국가들과의 에너
지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
라. 중국(녕파)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건설 추진
ㅇ 녕파의 무역, 항운, 방직, 의류, 가전, 문구 등 비교우위 업종들과 국제전자상거래
를 결합시켜 ‘21세기 온라인 실크로드’를 건설한다는 목표

3. 산업과 과학기술간의 협력 촉진
가. 일대일로 산업협력단지 건설 추진
ㅇ 녕파시에 ①중국-이태리(녕파)생태원, ②중국-체코(녕파)산업원, ③중/동유럽(녕
파)공업원, ④중국-이스라엘 산업원, ⑤북유럽공업원, ⑥중/동유럽 무역물류기지,
⑦중국-독일 건강양로 단지, ⑧중국-태국 농업생태 과학원 등 건설 추진
ㅇ 해외에 ①中國吉潤자동차 벨라루스 생산기지, ②녕파(베트남)공업원, ③녕파(캄보
디아)공업원, ④中策 나이지리아 녕파공업원, ⑤베냉 중국무역센터 등 건설 추진
나. 일대일로 과학기술협력단지 건설 추진
ㅇ 신소재 과학기술성, 국제해양생태 과학기술성, 항공 지혜 과학기술성, 中官路 창업
혁신거리, 環杭州灣 혁신센터, 녕파 “僑夢苑”, 중국-영국 국제창업항, 이태리
CSMT(중국)센터, 녕파 노팅업 중영 과학기술혁신단지, 宁海 중국-스웨덴 과학기
술단지, 녕파 지능경제국제협력원 등의 건설 추진
4. 금융보험서비스 발전
가. 일대일로 (녕파)巨災보험협력 기금 운영 추진
ㅇ 동 기금을 설립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거대 재해 리스크 관리 사업 추진
* 녕파시는 2016.6.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보험혁신종합시험구를 설립, 현재 중
대 재해, 의료사고책임보험, 주민주택 종합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 식품안전 책임
보험, 농촌보험협력사 등 영역에서 비교적 앞선 정책들을 시행중
5. 인문교류 확대 조치
가. 다양화된 문화교류 추진
ㅇ 현재 녕파에서 매년 개최중인 “중국-중/동 유럽국가 무역투자박람회”, “중국-중/동
유럽 市長 포럼” 등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제항구문화제, 중국 航海日 포럼, 중/동
유럽 문화예술교류季 등의 행사를 계속 거행해가며, 불가리아 소피아 중국문화센
터, 녕파文創港, 河海박물관 등의 설립을 추진
나. 일대일로 중점인문교류 플랫폼
ㅇ 일대일로 연선국가 商會연맹 설립 신청 및 중국 5대 불교명산중 하나인 奉化雪窦

山을 매개로 연선국가와의 종교(불교) 교류 강화 추진 등
다. 자매/우호교류도시 확대
ㅇ 2020년까지 寧波의 자매도시/우호교류도시를 100개로 확대 추진
* 현재 寧波市는 자매도시 14개, 우호교류도시 28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