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공중앙, 국무원 저장(浙江)성 고품질 건설 공동부유시범구 지원에 관한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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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공중앙, 국무원 저장(浙江)성 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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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동부유시범구 지원에 관한 의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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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공중앙 제19회 5차 전체회의에서 공동부유 추진에 대한 중대 전략적 배치를
하였고, 저장성을 공동부유시범구로 지정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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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성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여 공동부유시범구 건설이 전국적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데 지역 모범 사례를 제공 할 것으로 전망

.
.

저장성은 불충분한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모색중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 공동부유시
범구 건설의 기초와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최적화된 공간과 발전 잠재력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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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저장성 고품질 공동부유시범구 건설의 실질적 발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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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발전의 질적 효익이 향상되고, 지역 평균 총생산이 중등 수입 경제체 수준에 도달
- 도시 농촌 발전 격차, 도시 농촌 주민 소득과 생활수준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소득층
의 수입창출 능력과 사회복지 수준이 향상되며, 중등 수입 주체인 사회구조가 기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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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소양과 사회문명의 수준이 향상되고, 아름다운 저장 건설이 새로운 효과를 이룸

2035년까지 저장성 고품질 발전에 큰 성과를 이루고, 공동부유가 기본 실현임
- 지역 평균 총생산과 도시 농촌 주민 수입이 선진 경제체 수준에 도달하고, 도시 농촌 지역의 조
화 발전 수준이 향상

- 소득 분배 구도가 최적화되고, 법치 저장(浙江), 평안 저장(浙江) 건설은 높은 수준에 도달하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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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수준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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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문명, 정치 문명, 정신 문명, 사회 문명, 생태 문명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함께 부유해지
는 제도 체계가 완비

저장성 고품질 발전 공동부유시범구 건설 의견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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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질을 향상하고,

공동부유 물질적 기초를
강화

주요 내용
w 자주 혁신능력을 강화
w 산업 경쟁 신우위를 조성
w 경제 순환 효율을 제고
w 각종 시장 주체 활력을 높임

 수입 분배 제도 개혁을

w 충분하고 품질 높은 취업을 실현

심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w 국민 수입 수준을 향상

국민 수입을 증가

w 중등 수입의 인구 확대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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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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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동향

주요 내용
w 배분 제도를 설립

공공서비스 고품질 공유를
실현

w 도시 농촌 주민 거주 조건 지속적으로 개선
w 사회 보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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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선부유(先富) 지역이 후부유(后富) 지역를 이끄는 메커니즘을 완비
w 사회 문명 수준을 향상

w 중화권 우수한 전통문화, 혁명문화, 사회주의선진문화를 계승 및 홍보

 친환경 이념을 시행하고,

w 아름다운 저장을 고수준으로 건설

아름다운 거주 환경을 만듬

w 생산생활 방식을 전면적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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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시대 문화을 건설하고,
국민 문화 생활 수준을 향상

w 디지털 개혁을 통한 거버넌스 효율을 개혁

사회환경을 구축

w 법치 저장, 평안 저장을 전면적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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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策速递 | 中共中央 国务院关于支持浙江高质量发展建设共同富裕示范区的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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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weixin.qq.com/s/7ppSgLL2yvmqdaUExP75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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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도시 농촌 일체화 발전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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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농촌 지역
발전의 격차를 축소하고,

w 사회 환원 격려 메커니즘을 설립
w 기초 공공서비스 균등화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