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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발개위,「서부지역 장려 산업목록(2020)」발표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국가발개위)가 「서부지역 장려 산

업목록(2020년본)」을 발표했으며,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1.27)

l 본 목록은 서부대개발 정책의 중요한 문건이며 서부대개발 세제, 금융, 투자, 토

지, 인재 등의 정책과 함께 서부지역 산업의 질적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체계로 

구성됨

- 서부지역 장려산업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됨

① 중국의 국가 기존 산업 목록 중에 있는 장려 산업으로 「산업 구조조정 지도목록」  과  

  「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이 포함되며 모두 최신 개정판을 기준으로 시행함

② 서부지역에서 추가한 장려 산업들은 「서부지역 장려 산업 목록」 중 성, 지치구,  

   직할시(直轄市)별로 나누어 확정함

- (적용 대상) 충칭(重慶), 쓰촨(四川), 구이저우(貴州), 윈난(雲南), 시짱(西藏), 산시(陝西), 

간쑤(甘肅), 칭하이(青海), 닝샤(寧夏), 신장(新疆·병단 포함), 네이멍구(內蒙古), 광시

(廣西) 등 서부 12개 성(省)·시(市)·자치구(自治区)로, 이들 지역의 면적은 중국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함

- 이와 함께 지린성(吉林省) 옌볜(延邊), 후베이성(湖北省) 언스(恩施), 후난성(湖南省) 샹시

(湘西), 장시성(江西省) 간저우(贛州)도 서부지역과 대조해 시행될 예정임

l 본 목록은 서부대개발 기업 소득세 우대정책이 적용되는 산업 범위를 결정했으며, 

기업이 해당정책을 누릴 수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서부대개발 기업소득세 정책 유지에 관한 통지」(재정부,2020년제23호)에 따라 

「서부지역 장려 산업 목록」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소득세율 15% 적용K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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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1 � 과학기술

자립자강(自立自强)

▶ 중국 현대화 건설 구도에서 혁신의 핵심적인 위치를 견지하고,�중국의 과학
기술 자립자강 촉진 등 방면에서 서부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함

F (예시)�일부 서부성(省)들은 장려산업에△첨단칩연구개발(R&D)과 생산
△ NC공작기계 R&D�및 생산 △ 수소연료전지 제조 등 산업 조항을 추가했

고,�서부지역의 △ 전자정보 △ 장비 제조 △ 신에너지 등 전략적 신흥 산업

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함

□2 � 지원 산업의 체계적인

서부로의 이동

▶ 서부지역의 산업 승계 경쟁력을 강화하고,�중국 중동부 지역의 산업이 서
부지역으로 체계적으로 이동하도록 인도해 지역 산업체인 구조를 최적화함

F (예시)�일부 서부 성들은 △ 자동차 및 부품 제조 △ 스마트화·친환경 섬유

의류 가공 △ 가전 및 소비형 전자제품 제조 등을 장려 산업 조항에 추가해

서부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이끌 계획임

□3 � 서부지역의 특색 있는

강점의 진일보 발휘

▶ 서부 각�지역의 질적 발전을 위해 현지 특색을 갖춘 우위 산업을 지원하고,�
서부지역의 국경 인접 지대 및 장강(长江)�인접 지역의 입지 우위를 발휘해
국민경제가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지원함

□4 � 서부지역 단점 보완,�

취약점 강화 지원

▶ 생태환경의 보호를 중심으로 일부 서부 성들은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 순환경제 △살기 좋은 주거지 건설 △ 자원 종합 이용 등을 장려 산업

조항에 추가함

참고자료

§ 国家发展改革委有关负责人就《西部地区鼓励类产业目录（2020年本）》答记者问
https://www.ndrc.gov.cn/xxgk/jd/jd/202101/t20210127_1265927_ext.html

l 본 목록은 총 4개 방면의 내용을 개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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