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ckground What it is & what’s new 

 

 
 

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는 기존 자유무역지구와 비슷하지만 관세와 세제 측면에 중점을 둔 혜택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정책적인 개혁을 중요한 목표료 하고 있습니다. 

Potential benefits Market reaction Deloitte support Our experience 

아래 개별 기업 및 산업분야에서 이번 개혁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본부 및 지역운영 센터 활동에 대한 장려정책 
지역본부 
지역 판매, 운영, 재무 센터 
해외투자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 

현대서비스업에 대한 장려정책 
금융 및 리스 
선박 및 운송 
국제무역 
전문서비스업 및 아웃소싱서비스 
문화, 창의, 미디어 서비스 
교육, 트레이닝, 헬스케어 서비스 
공공분야 서비스 

     유지보수 서비스 

 

 

 

 

 
 

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 계획안에 대한 
이해: 본 제도의 목표, 정부의 계획, 
법률안 

 
향후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 현재 
투자 및 비지니스 모델의 타당성, 향후 
고려할 수 있는 사업기회의 발굴 

 
사업타당성 검토 수행: 새로운 투자,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존 
사업구조의 변경에 대한 제언 
 

 
의견교환의 플랫폼 마련: 투자자와 관련 
정책 담당자 간의 의사소통의 자리를 
주선함 

• “중국사업진출 서비스”에 대한 선두주자 
• 최근 법률사무소 설립을 통한 법률서비스를 

시작하였는바 법률, 회계, 세무에 대한 “one stop 
shop” service 제공 가능 

• 공공분야 자문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실적 보유 
• 40개 이상의 중국 내 경제개발구역에 대한 

자문기관 
• 세무, 재정, 회사법규정, 정책 이슈에 대한 정부의 

자문 기관 
• 다수의 전직 관료 출신들이 고문 등의 역할을 하며 

활발히 대정부 자문 업무에 참여하고 있음  
•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대정부 협상 업무 경험 다수 

 

금융 – 실현가능성 논의단계: 
• RMB(인민화)의 완전 태환화 (자본투자 포함) 
• 금융시장 이자율의 자율화 
• 국제무역결제센터의 시범적 운영 
• 100% 외국인투자 은행설립 허용 및 합작은행설립 

절차의 간소화 
• 중국은행의 역외금융사업 진출에 대한 허용 

관세: 
• 관세 및 항만감독 절차의 간소화: 

• 전산감독 개시 
• 사전감독 보다는 사후 조사를 중심으로 
• 특별히 중계무역에 우호적인 정책 마련  
• 새로운 감독 모델:  현금흐름 뿐만 아니라 

법률계약형태가 실물 상품의 흐름과 일치할 필요가 
없음 

투자에 대한 통제와 승인: 
• 중국내 투자에 대한 승인과 감독절차를 간소화 
• 중국외 투자에 대한 통제를 간소화  
• “현대서비스업” 분야의 시장진입 활성화 

세금: 
•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세금 정책 

상해 자유무역시범지구 –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곧 시작됩니다. 

상해 자유무역시범지구는 개방된 중국 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촉진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교역에 대한 전래 없는 대규모 변화와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Deloitte 는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함으로써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포착,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its network of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y. Please see www.deloitte.com/cn/en/about for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legal structu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nd its member firms. 

This publ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publ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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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방에 대한 필요성 및 가속화 

중국경제공작회의  
에서 전략 제시 

상해시인대당위원회   
에서 관련 조례 승인 

리커창 총리  
시범안에 대한 격려와 
지지 발표 

국무원  
상해자유무역시범지
구 계획안 승인 

Exploring 

opportunities 

자유무역지구 
(WTO) ≠ > ≥ 

종합보세구역 
 (PRC) 

자유무역원구  
(WCO) 

제안사항 

발표안 등 
기타정보에 대한 

분석 및 이번 
개혁방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검토 

+ 
관련 당국에 대한 

질문 또는 
요청사항 전달 

정부의 계획과 
목표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능력 

+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능력 

+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능력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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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FTA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할 

필요성  

투자와 환율에 대한 
통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비판 
위완화의 국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