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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쑤저우는 규모이상 산업 총생산액 1.55조 위안을 달성해 
상하이와 선전(深圳)을 추월하여 중국 최대의 산업도시로 급부상

[그림 1] 쑤저우공업단지

중국 최대의 산업 도시로 도약

l 주력 업종의 안정적인 성장

- 전자정보, 전기기계, 철강, 전용설비 제조업 생산은 각각 2.9%와 4.9%, 6.7%, 4.8%씩 증가하

며, 이것은 쑤저우 산업 성장의 기초임

l 신흥산업+선도산업 가속 성장

- 의약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4.1%, 집적회로 산업 생산은 24.9% 증가했으며, 놀랍게도 

쑤저우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는 상반기에 6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

l 지방도시로 GDP 상위 10위에 진입

- 쑤저우는 일선도시(一线城市)나 성정부 소재도시도 아니고, 단독 경제 계획 시행 도

시도 아니며, 부성급성시(副省级城市)도 아니고, 연해도시도 아니지만, 지방도시로서 

장기적으로 전국 GDP 상위 6위를 유지하고 있음K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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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의 성장 원인

l 핵심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쑤저우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 차세

대 정보기술, 나노기술,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음

l 주요 분야의 우수 기반 구축 

- 쑤저우는 이미 전국에서 중요한 기초석유화공, 의료기기, 집적회로, 자동차 및 부품 생산 기지가 

되었으며, 전 세계 8대 나노산업 집적거점이 되었음

- 또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신형 평판 디스플레이, 첨단 장비, 고급 직물 등 10대 

1000억대 첨단제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가급 첨단제조업 클러스터로 육성

l GDP보다 질적 발전에 초점

- 현재 쑤저우의 방대한 경제 총량으로 질적 발전과 GDP의 연속적인 하락과 함께 쑤저우의 재정

과 세무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함

- 쑤저우 경제는 끊임없이 기반을 다지고, 견실하게 힘을 내면서, 지속적 발전 구도로 가고 있음

l 선진적인 스마트제조업 강력한 도시 구축 노력 

- 2019년 중국첨단제조업 도시발전지수리스트에서 쑤저우는 2년 연속 중국 지방도

시가운데 1위를 유지하였음

- 중국에서 처음으로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5개 과학혁신보드(科创板) 주식 

중 3개가 쑤저우에서 나와 1/8을 차지했고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전국 3위(그 후 

과학혁신보드 6곳 상장됨) 차지

인재 유치 중요시 및 스마트 제조 추진

l 최근 몇 년간 인재 유치를 매우 중요시함

- 2만 명이 넘는 외국인 인구가 상주하는 쑤저우는 8년 연속 '외국인 인재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국 10대 매력 도시'로 평가받고 있음

l 인재 유치 목표

- 3년 내 만 명의 질적 발전에 필요한 고급인력 유치(해외 비중이 50%보다 낮지는 

않은 외국의 고급전문가가 2500명 이상)함

- 3년 안에 1000개 혁신기업을 선택하고, 국가 하이테크기업 소득세 정책에 따라 3

년간 인센티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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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의약, 인공지능 분야 등 핵심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3년간 연

장 지원이 가능함

l 스마트 제조의 “쑤저우 방안”

- 쑤저우는 스마트 제조를 경제 발전의 주요 방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한 "정사기

(政社企)"의 연동전략, 즉 정부가 혁신정책을 추진하여 유리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이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보급응용을 활성화하

는 추진전략을 통해 스마트 제조의 '쑤저우 방안'을 구체화

- 쑤저우제조는 과거의 위탁가공이나 집약형 양산화 발전의 구도에서 벗어나 스마트 

제조를 통한 고품질화를 지향함

참고자료

§ 苏州反超上海成第一大工业城市，厉害之处在哪里？

https://new.qq.com/rain/a/20201018A0BVP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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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쑤저우는 규모이상 산업 총생산액 

1.55조 위안을 달성해 상하이와 선전(深圳)을 

추월하여 중국 최대의 산업도시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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