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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령 제 · 개정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정책참조

◾ 중국은 세계 최대의 국가간 전자상거래 시장*이며 강원도 수출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 5,100조원이며, 이중 콰징은 1,360조 임
** 최근 3년간 강원도 수출 국가별 주요국가

(단위:만달러)

구분
1위
2위

연 구 목 적

2017
미국(27,788)
중국(25,798)

2018
중국(35,098)
미국(32,249)

2019
중국(37,714)
미국(35,802)

2020(9월한)
미국(24,635)
중국(23,864)

◾ 중국 콰징을 통한 소매품 거래 국가중 한국은 3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한국제품의 해외에서의 구매 비율은 80%에 달함
◾ 콰징 전자상거래에 따른 이점을 활용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부담 경감
- 중국 위생허가(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전자제품 CCC(중국강제인증) 불필요
- 중국 관세면제, 증치세(부가가치세) 30% 감면, 중문 라벨 및 성분검사 불필요

연구 주요내용

활 용 목 적

활 용 결 과

◾ 전자상거래 확산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나, 거래 특성상 소량배송이 많은 특성이 있어 이에 맞는
통관물류 서비스의 뒷받침이 필요함
◾ 한중 콰징 현황
◾ 중국내 콰징 수입기반 중 내륙항 사례 분석
◾ 한중 콰징 통관물류 플랫폼 구축방안
- 강원도 무역환경 분석
-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애로요인 및 도입 필요성
- 통관 물류 플랫폼 구축방안
- 강원도 한중 통관물류 플랫폼 구축 실행전략
• 추진 로드맵, 프로젝트 참여주체 및 역할, 자금 조달 방법 등
◾ 기대효과 및 정책적 조언
◾ 도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 지원 및 확대(중국내 통관 간소화 등 도모)
▪ 도내 지역(원주) 내륙항 건설(물류집하)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타당성 높음
- 중국통상과는 도내 기업을 지원하여 수출을 도모하는 부서로, 통관 간소화,
물류비 절감 등 이점이 많은 한중 통관물류플랫폼 구축을 통한 수출지원은
매우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됨
⚫ 정책 활용 결과 : 외자유치 추진중
- 현재 한국측 투자자를 통해 중국측 사업자의 투자의향을 타진중에 있음
(외자 100% 투자유치를 위해 원주 문막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제안서를 중국측에 송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