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浦東新區 산업특징 및 시사점 (2018.3.14.)
1. 浦東新區 현황

* 방문/교류협력 관련 문의 : 포동신구 국제교류센터
- 전화번호: +86-21-2828-2651
- 메일: jiangww@pudong.gov.cn

ㅇ 면적 1,210㎢ (서울의 2배, 상하이 총면적의 19%, 평균해발 3.87m)
ㅇ 인구 550만명 (상하이 총인구의 23%, 상주 외국인 8만명)
ㅇ 교통: 上海港(세계1위), 浦東국제공항(세계6위), 上海東역(2021년 개통예정) 보유
지하철 2,6,7,9,11,12,16호선 운행중 (’20년까지 14,18,19,21호선 개통예정)
ㅇ “중국(上海) 자유무역시험구” 구성 8개 구역이 모두 浦東新區에 소재
- 外高橋保稅區, 外高橋保稅物流園區, 浦東공항綜合保稅區, 洋山保稅港口, 陸家嘴金融地區,
엑스포지구(世博金岸), 金橋開發區, 張江첨단기술단지(高科技園區) 등

ㅇ 경제규모(2017년 GDP) : 9,651억위안 (상하이 총 GDP의 32%)
- 전년대비 8.5% 증가 (상하이 총 GDP 증가율 6.9%보다 1.6% 포인트 더 증가)
- 3차산업 비중이 75%, 2차산업 비중이 24.8%

ㅇ 2017년 상하이 신규유치 지역본사의 45%, 실제 외자사용액의 46%가 포동신구에서
발생

나. 중점 육성산업(산업정책의 중점) 및 한국기업 진출 현황
ㅇ 浦東新區는 현재 금융, 항공해운, 무역, 문화, 건강, 정보, 장비, 자동차 등 8대 전통
산업을 집중 육성중이고, 신흥금융, 전자상거래, 관광전시, 사물인터넷, 5G, 지능제
조, 민용항공기, 본사경제, 첨단연구개발, 신에너지, 신소재 등 10대 신흥전문분야 발
전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함.
ㅇ 최근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설립이후 외자기업 진출가능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들은 주로 전자상거래(무역/정보기술) 등 전통영역에만 관심을 보
이고 있고, LG가 金橋개발구에 디스플레이 공장을 갖고 있는 것 외에는, 집적회로, 의
료/병원, 중장비, 자동차 등에의 진출도 없어 아쉽다고 하면서, 특히 의료/병원, 직업
훈련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영역에 적극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함.

※ 시사점 : 浦東新區는 상하이(16개區) 전체 GDP의 32%를 차지하는 경제중심지이며,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험구” 설치로 중국내 각종 개혁개방정책 선도적 시행지
역으로서 정책의 개방성/안정성에서 상하이 및 중국을 대표하는 측면도 있는바,
우리가 浦東新區와 교류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對중국 교류협력 전체
를 잘 견인하기 위한 노하우 개발차원에서도 중요

- 의료산업에서 세계 10대 기업중 8개가 포동신구에 진출해 있고, 2017년 포동신구
의 의료산업 규모는 600억 위안 기록
- 자동차산업에서 ROEWE, BUICK, GM 등이 포동신구에 입주하였으며, ROEWE의
SUV시리즈는 한국의 쌍용차 기술 적용
- 포동신구에의 투자진출국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순이며, 최근 싱가포르와의 관계

2. 浦東新區의 산업정책 특징 및 시사점
가. 浦東新區정부를 통한 각종 정책집행
ㅇ 浦東新區에는 중앙정부(국무원)와 상하이市정부의 통제를 받는 “중국(上海) 자유무역
시험구” 및 그 구성부문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그 각종 정책들이 浦東新區
정부를 통해 집행되거나 정책건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 시사점 : 한국 기업들이 포동신구 및 중국(上海)자유무역시험구 관련 문의나 애로사항
이 있을 경우, 浦東新區정부(상무위, 대외교류중심 등)를 통해 제기하면 된
다고 함.
* 경제정책관련 문의 : 포동신구 상무위원회 투자촉진처
- 전화번호: +86-21-6854-6514, +86-21-6854-2222(82071)
- 메일: caolei@pudong.gov.cn

확대 추세 (한국기업은 약 900여개 진출)
ㅇ 포동신구측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EU측 진출기업들을 위한 국별간담회를 개최한 적
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기업들을 위한 간담회/좌담회도 개최할 의향이 있다고 함.
※ 시사점① : 포동신구는 전통산업과 신흥산업을 망라한 많은 산업분야에서 중국정부의
최고의 개방적/안정적 정책지원을 받고 있고, 다양한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에도 유리하다는 점 등을 진출전략 마련시 감안 필요
※ 시사점② : 포동신구정부측의 간담회 개최 의향 관련, 동 간담회에 관심있는 우리기업
들은 주상하이총영사관에 알려주시기 바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