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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논단 – 중국▐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위 산업 목록」 개정 

 

(법무법인 지평 김옥림 외국변호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17년 2월 17일에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

자 우위 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발표하

였는데 해당 목록은 3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목록의 발표에 앞서 중국 국무원은 2017년 1월 중순에 국무원 문건으로 전국적으로 ‘대외개방 

확대, 외자 유치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문건에서는 연해 지역의 

외국인투자 산업을 중서부 및 동북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2013년에 개정되

어 시행 중인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을 개정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은 2000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후 2017년 개정으로 네 번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목록은 명칭과 달리 중서부 지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 3성, 해남성, 충칭 직할시를 

포함한 22개 성급 지역(이하 ‘성(省)’)을 망라한 것으로 연해 발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목록은 각 성의 산업 발전 현황, 보유 자원 및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산

서성의 경우 광산 관련 산업을 다수 포함, 흑룡강성의 경우 임업 관련 산업 다수 포함, 해남성의 경

우 관광 연계 산업을 다수 포함하는 등 지역 특성을 살려 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위와 같이 각 성별로 특정 우위 산업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지만 국가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기

자간담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대체적으로 중서부 지역의 전통산업에 대한 업그레이드 추진, 

하이테크 산업 발전 지원, 서비스업 발전 장려, 노동력 우위가 있는 지역에 대한 방직업 등 노동밀

집형 산업 발전 추진, 사회기반시설 구축 강화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

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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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품목이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에 해당되면, 투자총액 내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 설비에 대한 관세 면제, 토지 불하 시 규정된 <공업용지불하 최저기준>의 70%를 한도

로 불하가격 인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을 전제로 15%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의 개정으로 기존 연해 지역에 투자하였던 외국인투자기업을 해당 지

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종전의 동남아 지역으로 대거 철수하는 국면을 완화하고 중국의 균형

적인 지역 발전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