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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쟈오둥(胶东)1)경제권 일체화 발전방안」 발표

쟈오둥 5시 공동 편성한 「쟈오둥경제권 일체화 발전방안」은 미래 쟈오둥경제권 일

체화 발전을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 발전 목표, 공간 배치, 중점 분야에 대해 협력

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도시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일체화 발전 건설

을 촉진하고, 지역의 종합적인 실력과 전체적인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제고

l 3대 전략의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함

- 쟈오둥경제권의 각종 해양 고급인재, 섭해 고급플랫폼은 전국, 전 세계의 선두에 있으며, 칭다오

해양과학및기술실험실, 칭다오원사항(港) 등의 고급 플랫폼이 빠르게 집결됨에 따라 국제 해양 

이노베이션 센터를 조성하고, 쟈오둥경제권이 충분한 준비를 마치고 대기함 

- 쟈오둥경제권은 중국 근대 산업의 발상지로, 경제 기초가 튼튼하고 산업 분류가 완비되어 있으

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전략적 요점으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극이 될 종합적인 

실력과 발전 잠재력을 구비함

- 쟈오둥경제권은 황하 유역의 가장 편리한 출구로, 동쪽에 일본과 한국 연결, 서쪽에 아시아-유

럽 국제 물류 대통로를 잇는 동방 교두보로 황하 유역의 대외 문호를 개방하여 서비스 국가 중

대 전략에서 선봉장이 되어 모범을 보이는데 유리할 것임

l 6대 발전 목표를 확고하게 세움

- 기능이 완전하고 배치가 합리적인 지역 일체화의 새로운 구조를 초보적으로 확립함

-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질 높은 발전 고지를 조성함

- 현대 해양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함

- 기본적으로 국가 새로운 발전 구도의 중요한 전략 노드를 건설함

- 생태 환경 공동 보호 공동 관리 능력을 현저히 높임

- 지역 협력 발전 체제 메커니즘을 완비함

l 7개 공동체를 함께 건설함

- (고효율 시설 공동체를 함께 건설)궤도상의 교통권을 건설하고, 전면적으로 통합 운

1) 쟈오둥지역(胶东地区)이란 쟈오라이(胶莱)곡지와 그 동쪽이 같은 언어, 문화, 풍속, 관습을 지닌 반도지역
을 말함. 음성·문화·풍속·관습에 따라 옌타이(煙臺)·웨이하이(威海)의 구릉지역과 칭다오(靑島)시구·웨이팡
(潍坊)시 등 쟈오라이하(胶莱河) 양안 평야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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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통로를 형성하고, 지역 에너지, 수리, 정보 등의 영역을 넘나드는 중대한 인프라 

건설을 협동 도모하며, 정보 인프라에 의한 "디지털 반도"를 구축함

- (혁신 인도 공동체를 함께 건설)칭다오를 선두로 하는 과학기술 혁신 계획의 발원지

를 조성하고, 지능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의 과학 혁신 복도를 조성하고, 과

학기술 성과 산업화를 가속화하며, 혁신 생태권을 함께 조성함

- (산업 발전 공동체를 함께 건설)첨단장비, 신에너지신소재, 현대해양산업, 신일대정보

기술, 첨단서비스, 의료건강 등 우위산업을 육성하고 하이얼 코스모 플렛사(海尔卡奥
斯)산업의 인터넷 플랫폼 부력을 가속화하여 일체형 산업 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함

- (푸른 해양 공동체를 함께 건설) "해양강성(省)"의 전략 요구를 실현하고, 기획적인 해

양 문장에 착수하여 연해 지역의 산업 자원을 총괄적으로 통합함

- (녹색 생태 공동체를 함께 건설)쟈오둥반도의 구릉지역을 엄격히 보호하고, 산맥·하

천·해안·해도를 뼈대로 하는 전략적 생태 자원 보호를 총체적으로 추진하여 '일심일

대일병풍다복도(一心一带一屏多廊道)'의 생태 보호 구도를 구축하였음

- (고수준 개방 공동체를 함께 건설)중국(산둥) 자유무역시험구 칭연(青烟)편구, 한중자

유무역시험구 지방경제협력시범구 등 각종 에너지 높은 개방 플랫폼에 의거하여 "일

대일로" 건설을 선도하고, 일한협력에 중점을 두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일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개척함

- (고품질 생활 공동체를 함께 건설)균등화·보혜화·편의화를 둘러싸고 다층적인 생활서

비스권을 구축하고, 각종 공공서비스 분야의 협력 발전을 추진하여 더 많은 정무서비

스를 가능하게하는 '일망통판(—网通办)'을 실현함

참고자료

§ 《胶东经济圈一体化发展规划》发布！明确三大战略定位、确立六大发展目标

   https://mp.weixin.qq.com/s/fI3bE41UQnPJsFw7Mp9E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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