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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의회외교포럼 중국 방문

Ⅰ. 방문개요

1. 방문목적
q 북·중 접경지역 경제 시찰을 통한 신북방 우호·경제 협력 강화
q 의회외교 강화를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체재 구축 지원

2. 방 문 국
q 중국 – 요녕성(단동, 선양), 강소성(난징)

3. 방문기간
q 2019. 7. 28.(일) ~ 2019. 8. 1.(목) [4박 5일]

4. 방 문 단
구 분

이 름

소속정당

선수

단 장

박 병 석

더불어민주당

5선

염 동 열

자유한국당

재선

박 범 계

더불어민주당

재선

박 완 주

더불어민주당

재선

윤 종 필

자유한국당

초선

최 도 자

바른미래당

초선

이 용 호

무소속

초선

임 종 성

더불어민주당

초선

오 영 훈

더불어민주당

초선

박 용 진

더불어민주당

초선

단 원

※ 의회외교활동 지원 임제웅 사무관 신광수 국제협력관 국제국
:

·

(

)

문소라 사무관(행정안전부, 통역관), 김혜리 비서(박병석의원실)

▪1

5. 방문단 인적사항
(선수, 나이순)

정당/선거구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박병석 의원
(1952)

당선횟수

외교통일위원회

5선(제16,17,18,19,20대)

정당/선거구 자유한국당/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소속위원회

염동열 의원
(1961)

당선횟수

문화체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제19,20대)

정당/선거구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소속위원회

박범계 의원
(1963)

당선횟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재선(제19,20대)

정당/선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박완주 의원
(1966)

2 ▪

당선횟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제19,20대)

정당/선거구 자유한국당/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윤종필 의원
(1953)

당선횟수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제20대)

정당/선거구 바른미래당/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최도자 의원
(1955)

당선횟수

보건복지위원회

초선(제20대)

정당/선거구 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소속위원회

이용호 의원
(1960)

당선횟수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제20대)

정당/선거구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소속위원회

임종성 의원
(1965)

당선횟수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제20대)

▪3

정당/선거구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오영훈 의원
(1968)

당선횟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제20대)

정당/선거구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박용진 의원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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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횟수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초선(제20대)

6. 주요일정
주요일 정
방문지

날 짜

인 천

7. 28.
(일)

시 간
14:35

- 인천 출발(飛 01:55, KE833)

15:30

- 선양 도착

15:50-20:20

- 선양 출발(→ 단동) (버스 이동)

20:30-22:00

- 단동 교민간담회(칠복식당 - 한식)

21:10

요녕성

주 요 일 정

- 호텔 도착 및 체크인(완다호텔)

08:00-10:00

- 단동 시찰(압록강단교, 신압록강 대교, 황금평, 호시무역구 등)

11:00-12:30

- 거하이잉 단동시 서기 면담 및 오찬 (단동시 정부청사)

7. 29.

12:30-16:00

- 단동 출발(→ 선양) (버스 이동)

(월)

16:00

- 호텔 도착 및 체크인(샹그릴라 호텔)

(3박)
17:30-19:30
20:00

7. 30.
(화)

7. 31

- 천추파 요녕성 당서기 면담 및 만찬(샹그릴라 호텔 2층)
- 호텔 복귀

10:00-11:00

- 현지 진출 기업 시찰(CJ 바이오)

12:00-13:30

- 현지 교민·기업인 초청 오찬 간담회(샹그릴라 호텔)

15:40-16:40

- 선양시 자유무역시범구 시찰

05:00

- 선양 출발(飛 02:20, MU2764)

07:20

- 난징 도착

12:00-13:30

- 현지 교민·기업인 초청 오찬 간담회(호텔 중식당, 77층)

강소성

18:00-20:00

- 러우친젠 강소성 당서기 면담 및 만찬(동지아국빈관)

(1박)

20:30

- 호텔 복귀

8. 1

08:10

- 난징 출발 (飛 02:20, MU 579)

(목)

11:15

- 인천 도착

(수)

인 천

주요일 ▸ 5

7. 소요 예산

구분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

계

항공임

18,903

행사비

3,213

숙박비

10,612

선물비

717

금액

41,851

(천원)
일비,식비

6,595

부대경비 등

1,811

소계

36,110

소계

5,741

※ 최종 정산 후 카드수수료, 환율 등에 따라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 주요일정

8. 방문 결과 및 주요 성과

중국 방문결과 및 주요 성과
q 한중 간 교류와 협력 지속,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m 기존의 한중정기교류체제, 한중의원외교협의회와 별도로 구성된
한중의회외교포럼의 첫 번째 중국 방문으로, 요녕성 선양,
단동과 강소성 난징을 선택하여 지방 정부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중일러 4강 외교의 한 축인 중국과의 의회외교
활동을 강화하였음.
m 특히, 방문 기간 중 천추파 요녕성 당서기, 러우친젠 강소성
당서기, 거하이잉 단동시 당서기 면담 등을 통하여 중국 지방
정부 고위 인사들과의 교류 및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강화
하였음.

q 우리 신북방정책과 중국 일대일로의 접목 모색
m 요녕성 방문에서 향후 남북 관계 개선, 나아가 남북통일 시
요녕성이 남북중 관계에서 핵심 요충지임을 강조하고, 2017.
12.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 신북방정책과 중국 일대일로를
접목하기로 하였음을 상기하며, 한-요녕성 간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m 중국 일대일로의 교차점인 강소성 방문에서 경제와 산업 부문
을 중심으로 한-강소성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주요일 ▸ 7

q 한중 간 경제 협력 및 한국 기업 진출 논의
m 요녕성, 강소성, 단동시 당서기 면담 시 공통적으로 중국 측
은 관할 지역의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발전 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 기업 유치를 희망하였음.
- 천추파 요녕성 당서기는 심무신구(다롄 시, 선양 시에 이은
요녕성 주요 도시)를 상세히 소개하며 한국 단지를 만들
계획을 밝히고, 우리 대표단 측에게 이러한 정보를 한국
기업에 전달해주길 요청함.
- 러우친젠 강소성 당서기는 강소성 산업단지와 한국 새만금
내 한중경제협력단지를 연계하면, 한-강소성 간 경제 협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함. 이에 박병석 단장은 강소성
이 한중 간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성이라 하며, 강소성
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산업 구조조정을 지지하나, 과도기에
한국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주기를 요청함.
- 거하이잉 단동시 당서기와의 면담에서 박병석 단장은 이미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민이 잘 정착해야 앞으로 투자
와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강조함.

q 우리 기업, 교민의 고충 청취 및 중국 측에 지원 요청
m 요녕성 선양, 단동 방문 시 롯데 공사현장, CJ 바이오 등을
시찰하고 교민간담회를 진행하며, 2017년 사드 문제 이후
교민들의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음.
이후 요녕성 및 단동시 당서기 면담에서 비자 문제와 자녀
교육 문제 등 한국 교민들의 고충 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함.

8 ◂ 주요일정

m 강소성 난징 방문 시 교민·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하며 LG
전자 배터리의 중국 내수 시장 판매 문제, 무석 국제학교
분쟁 문제 등 교민들의 고충 사항을 청취함. 이어진 강소성
당서기 면담에서 이러한 고충 사항을 중국 측에 전하고 사려
깊은 고려를 요청함.

q 한일무역마찰 및 미중무역전쟁 관련 협력 방안 강구
m 일본이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며 야기된 한일무역마찰에 대해
대표단은 각 성 당서기 면담 시 중국 측의 견해를 청취함.
- 중국 측은 국가 간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제재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답변함. 미중무역전쟁에서도 중국 측은
이러한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고 함.
m 한일무역마찰과 미중무역전쟁으로 자유무역이 저해되어 경제
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 예상되나, 시장에서 미국
이나 일본 기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양국 기업이 채울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이 한국 및 중국 기업에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데 양측이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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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의회외교포럼 중국 방문

Ⅱ. 주요 활동

■ 요녕성
(단동, 선양)
2019. 7. 28. ~ 31.

1. 단동 교민 초청 만찬 간담회

q 일 시 : 2019. 7. 28.(일) 20:30 ~ 22:00
q 장 소 : 칠복식당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박병석 한중 의회외교포럼 회장,
염동열 의원, 박범계 의원,
박완주 의원, 윤종필 의원,
최도자 의원, 이용호 의원,
임종성 의원, 오영훈 의원,
박용진 의원, 임병진 주 선양 총영사,
정현지 영사

q 통 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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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대 측
양용석 한인회장, 강훈열 한인회 고문,
이수성 한인회 운영위원장, 여정모
한인회 수석부회장, 윤석용 한인회 수석
부회장, 백광운 한인회 부회장, 배성일
한인회 부회장, 김임식 한중경제문화
교류위원회 부위원장, 강형래 한인회
사무국장

q 선 물
우리측이 받은 선물

상대측에 준 선물

-

국회기념품(시계)

q 간담회 주요내용
o 국회 한중 의회외교포럼 방문단은 단동 교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민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 (대북경제제재로 인한 단동시 경기 악화) 우리 교민들은 5.24 조치로
인해 대북 경제무역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단동 지역의 경기
악화 및 교민 사업체의 경영악화를 호소하면서, 대북정책 결정 과정
에서 재중 교민들의 고충을 배려해 주길 희망함.
- (단동 지역에 대한 관심 촉구) 참석자들은 남북중 경제무역 협력에
있어 단동이 가진 위상과 역할에 대해 강조하면서, 추후 한반도 정세
호전에 따라 남-북, 북-중 무역이 활성화될 경우 단동 지역 교민들
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클 것으로 본다면서, 단동 지역에 대한 국
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함.
- (단동 교민사회 애로사항 호소) 또한 참석자들은 단동한글주말학교의
재정적 어려움, 교민들의 비자 문제 등 교민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함.
o 한중 의회외교포럼 회장인 박병석 의원은 우리 교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할 것이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와 의견
들을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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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주요 발언 내용)
- 한중관계 및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단동은 남북중 간 경제무역 협
력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함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길목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함.
- 금번 방문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업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단동 교민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는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챙겨듣도
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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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동 지역 시찰

q 일 시 : 2019. 7. 29.(월) 09:00 ~ 10:30
q 장 소 : 압록강단교, 신압록강대교, 황금평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상 대 측

박병석 한중 의회외교포럼 회장,
염동열 의원, 박범계 의원,
박완주 의원, 윤종필 의원,
최도자 의원, 이용호 의원,
임종성 의원, 오영훈 의원,

Fan Shuang 단동시 부시장,
Du Hui 단동시 외사판공실 주임

박용진 의원, 임병진 주 선양 총영사,
정현지 영사

q 통 역 : 문소라 행정사무관(한→중),
Lu Min 단동시 외사판공실 처장(중→한)

주요일 ▸ 15

q 선 물
우리측이 받은 선물

상대측에 준 선물

-

스카프

q 압록강단교
o 북한 신의주(新义州)와 중국 단동시(丹东市)사이에 위치한 압록강상(鸭
绿江上)의 철교(鐵橋)
o 1911년과 1943년 5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동의 압록강 사이에 한
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을 연결하는 다리 2개가 준공되었는데 하류 쪽
에 먼저 가설된 다리는 한국전쟁 때 파괴되고 중국측 연결부위만 남
아 있어 단교(斷橋)라는 호칭 부여
- 관광객의 참관이 가능하고, 단교 끝부분에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어
동북지역을 방문하는 한국 방문객들의 주요 관광지역 중 한 곳
o 1943년 압록강 단교 상류쪽 100m 지점에 복선형 철교의 새로운 대교
를 완공, 수차 수리 후 현재까지 북·중 간 교역을 유지
- 동 대교는 1990년 10월 25일 北·中 합의에 따라 조중우의교(朝中友
誼橋, 북한측 명칭),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 중국측 호칭)라 개칭
o 교량 길이 총 940.8m(중국 관리 569.9m)로 1908년 8월 착공 당시 3
년 동안 연인원 5만 명을 동원하여 1911년 10월에 준공
- 1932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통행자 연간 260만명 기록
o 12연(連)으로 구성된 교항(橋桁, 건축도리) 중 아홉 번째 연(連)은 압
록강을 이동하는 범선의 통과를 위해 열면 십자가 되고 닫으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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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개폐식 구조로 설계
- 1934년 11월부터 교량보존을 이유로 개폐를 중지하였다가 1945년 8
월 15일 광복 기념으로 1회 개통한 사례
o 1988년 10월 17일，단동시 인민정부는 단교를 시급(市級) 보호문화재
로 지정하고，2006년 6월에는 국가중점문화재로 지정

q 신압록강대교(Pan Shuang 단동시 부시장 언급)
o 신압록강대교는 22.2억 위안을 투자하여 건설한 약 3.3km 길이의 교
량으로, 동 대교의 중국측 부분은 이미 건설이 완료되었으나, 북한측
부분의 인프라 시설 및 진입 도로가 건설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
지 정식 개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신압록강대교가 개통이 되지 않고 있는 주된 원인은 유엔의 대북제
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2014년 대교 상판이 완공된 이후, 북한측 진입도로 건설도 중국에서
지원을 하려 하였으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
하여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되어 지원시기를 놓쳤으며, 이로 인해 완
공을 마무리하지 못했음.
o (박병석 의원이 북한측에서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을 원하고 있는지 문
의한데 대해) 북한측에서는 신압록강대교의 완공 및 개통을 굉장히 열
망하고 있음.
q 황금평(Du Hui 단동시 외사판공실 주임 언급)
o 황금평은 압록강에 위치한 북한의 섬들중 3번째로 크기가 큰 섬으로
과거에는 많은 농민들이 황금평에서 옥수수를 농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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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Hu Jintao 국가주석은 북중 경제협력에
있어 ‘일교양도(一橋兩島)’ 라는 정책에 합의한바, 일교(一橋)는 신압
록강대교, 양도(兩島)는 황금평과 위화도를 의미함.
o 위화도 및 황금평 개발 관련, 중국측에서 사전 연구를 진행한 결과 발
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황금평이었기 때문에, 중북 양국은 황금평을
먼저 개발하고, 후에 위화도를 개발하기로 순서를 정하였음.
o 이에 따라, 양국은 ‘중조황금평경제관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동 위원
회 주임에게 랴오닝성 국장급 지위를 부여하였음.
- 초대 위원회 주임은 중국인이었으며, 부주임은 4명을 두었는데 2명
은 중국, 2명은 북한으로 구성하였음.
o 황금평 개발원칙은 ‘공동 관리, 공동 개발’로 정부에서 경제협력 모델
을 제시하고, 양국 기업간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체제였으
며, 황금평 관리 규정도 채택하였음.
o 북한측에서는 황금평 개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으며, 중북 모두 황
금평 개발을 열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황금평 개발을 포함한 북중간 경제협력은 모
두 중단되었음.
o 황금평 관리위원회는 현재 기능이 많이 소멸되었으며, 기존에 위원회
에서 근무하던 중국 직원들은 대부분 랴오닝성 정부로 이동하였음.
- 직제상 황금평 관리위원회는 아직 존재하나 관리사무소 건물은 빈
사무실로 남아 있으며, 황금평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현
재는 경제지대가 아닌 군사관리구역으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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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의주 강변 아파트 건설(Pan Shuang 단동시 부시장 언급)
o 최근 3년사이 신의주쪽 압록강 변에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었는데, 동
아파트는 북한 정부에서 건설한 후 신의주 시민들에게 나누어 준 것임.
o 특히 신의주 기차역 앞에 위치한 붉은색 원형 아파트(압록강단교에서
바라보임)는 북한 과학자들에게 배분한 아파트로 이 아파트의 명칭은
‘태양아파트’이며, 김일성을 존경하고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태양’이라
는 이름을 지었음.

24 ◂ 주요일정

3. 거하이잉(葛海鷹)
거하이잉 (葛 海 鷹 ) 단동시 당서기 면담 및 오찬

q 일 시 : 2019. 7. 29.(월) 11:30 ~ 12:30(면담), 12:30~13:30(오찬)
q 장 소 : 단동시 정부청사 2층 회의실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박병석 한중 의회외교포럼 회장,
염동열 의원, 박범계 의원,
박완주 의원, 윤종필 의원,
최도자 의원, 이용호 의원,
임종성 의원, 박용진 의원,
임병진 주 선양 총영사, 정현지 영사

상 대 측
거하이잉 단동시 당서기
Yu Bing 단동시 위원회 비서장
Du Hui 단동시 외사판공실 주임
Yin Gang 단동시 상무국장
Liu Hongyan 단동시 외사판공실 부주임

q 통 역 : 문소라 행정사무관(한→중),
Lu Min 단동시 외사판공실 처장(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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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 물
우리측이 받은 선물

상대측에 준 선물

왕희지 서예 작품

나전필함

q 면담 주요내용
1. 한 – 단동시 협력 관계
o 박병석 의원은 한중 의회외교포럼 창설 이래 첫 방문지가 랴오닝성 단동
이라고 소개하고, 단동은 지리적･역사적으로 과거보다 향후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인바,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Ge 서기가 재임하는 동안 한-단동시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함.
o Ge 서기는 단동시는 랴오닝성의 지급 변경도시로서 약 1.56만 평방킬
로미터의 면적, 약 238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농업, 공업, 서
비스업이 두루 발달한 도시라고 소개함.
- 단동은 특히 경제･관광･지지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교
류협력을 해오고 있는바, SK 등 한국 기업들이 단동에 진출해 있고,
단동은 한국의 의정부시와 우호교류관계를 맺고 활발히 교류하고 있
으며, 단동-인천간 카페리도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어 인적교류에
기여하고 있음.
- 임병진 선양 총영사가 한-단동시 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박 의원님 역시 한국 국회의원 중 ‘중국통’으로 알
고 있는바, 앞으로 중한 교류 및 한-단동시 관계 발전에서 큰 역할
을 해주시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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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 단동시 기업 진출･협력
o 박병석 의원은 남북관계가 원활해지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완화되면
향후 한-단동시 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고 하고, 단동시는
남북중 3각 협력의 전개가 가능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생각하는바, 한
-단동시간 협력 가능 분야 및 투자 가능 분야에 대해 문의함.
o Ge 서기는 박 의원님께서 한-단동시간 협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
의를 표한다고 하고, 단동에 SK와 같은 한국 회사가 진출해 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SK 프로젝트가 빨리 추진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함.
o 박병석 의원은 SK 등 이미 단동에 진출한 기존 한국 기업들이 단동에
잘 정착을 해야만 새로운 기업들이 단동에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단동 내 우리 기업에 대한 Ge 서기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함.
o Ge 서기는 단동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함.
3. 교민 애로사항 해결 당부
o 박병석 의원은 현재 단동에는 SK와 같은 대기업이 진출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약 50여명의 교민과 6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고 하면서,
이들 본인과 가족들의 체류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단동에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바, 비자 문제에 대한 Ge 서기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함.

※

일) 단동 교민간담회에서 단동 교민들은 중국 다른 지역에 비해 단동

7.28(

지역의 외국인 비자발급이 까다로워 불편함이 많다고 애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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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Ge 서기는 외사판공실을 통해 한국 교민들의 비자 문제를 잘 챙겨보
라고 지시하겠다고 함(동석한 Du Hui 외사판공실 주임에게 동 건을
챙겨볼 것을 지시)
4. 한반도 정세 관련
o 박범계 의원은 단동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면서,
Ge 서기께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축복해주시길 기원
한다고 함.
o Ge 서기는 현재 한반도 상황이 복잡하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면
단동시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함.
- 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일관되게 반대해온바, 앞으로
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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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동시 당서기 인적사항
성

명

거하이잉(葛海鷹, Ge Haiying)

현

직

단동시 서기

생년월일

1960.11월생 (랴오닝성 랴오중(遼中)현 출신)

민

족

한족

학

력

법학학위, 고급경제사

ㅇ 전 안강(安鋼)그룹 부대표(1998.11까지)
ㅇ 1998.11-2008.9 안산시장 비서, 안산시 부시장
ㅇ 2008.9-2010.5 랴오닝성 대외무역경제협력청 부청장, 당조직원
ㅇ 2010.5-2013.3 랴오닝성 대외무역경제협력청 부청장 겸 당조 부서기
경

력

ㅇ 2013.3-2015.10 랴오닝성 정부 부비서장
ㅇ 2015.10-2016.1 푸순(撫順)시 부서기 겸 부시장, 대리시장, 당조서기
ㅇ 2016.1-2017.4 푸순시 시장
ㅇ 2017.4-2018.1 단동시 서기
ㅇ 2018.1-현재 단동시 서기 겸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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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추파(陳求發)
천추파 (陳 求 發 ) 요녕성 당서기 면담 및 만찬

q 일 시 : 2019. 7. 29.(월) 17:30 ~ 18:30(면담), 18:30~20:00(만찬)
q 장 소 : 샹그릴라 호텔 2층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상 대 측

박병석 한중 의회외교포럼 회장,

Chen Qiufa 요녕성 당서기

염동열 의원, 박범계 의원,

Chen Luping 요녕성 부서장

박완주 의원, 윤종필 의원,

Yu Chenbo 요녕성위원회 부비서장

최도자 의원, 이용호 의원,

Ying Zhongyuan 요녕성 외사판공실 주임

오영훈 의원, 박용진 의원,

Song Yanlin 요녕성 상무청 청장

임병진 주 선양 총영사, 채유승 영사

Lian Maojun 요녕성 심무신구관리위원회 주임

q 통 역 : 문소라 행정사무관(한→중),
Yang Cao 요녕성 외사판공실 직원(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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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 물
우리측이 받은 선물

상대측에 준 선물

기념패

정관장 홍삼

q 면담 주요내용
1. 한-요녕성 협력관계
ㅇ Chen 서기는 최근 요녕성은 활발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요녕성 GDP 성장률은 5.8%에 이르렀는바, 아직 전국 평균수
준(6.3%)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점차 좋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한
-요녕성 협력관계 발전을 통해 성장 추세를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
고 함.
ㅇ 박병석 의원은 요녕성이 Chen 서기의 리더십 아래 경제분야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한-요녕성 관계는 한-중 관계
는 물론, 한반도 정세 완화에 따라 남·북·중을 포함한 동북아 협력을
위한 핵심 도력이 될 것이라고 함.
(발언요지)
- 요녕성이 금년 7월 다롄에서 다보스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2020년
「제5차 중국-중·동유럽 국가지방 지도자회의」개최를 계획하고 있
는 등 일대일로 구상 추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을
평가함.
- 2017.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이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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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한바 있음.
- 요녕성은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이러한 신북방정책-일대일로 연계 협력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바, 한-요녕성 관계가 지속 발전되기를 기대함.
2. 한-요녕성간 기업 진출·협력
ㅇ Chen서기는 요녕성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투자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번 대표단 방문을
통해 한국기업의 투자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함.
- 요녕성은 최근 투자기업에 대해 제조업 부문 세금의 2-3%, 사회보
장기금의 4% 감세 등 세금감면 조치를 통해 투자기업들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아울러, 요녕성은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정을 완비하였는바, 독일
BMW 등 외자기업들도 요녕성 내 기업활동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음.
- 또한, 요녕성은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입법사항을 개
선하는 한편, 투자환경에 관한 관리감독 기구를 설치·강화하여 투자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한편, 요녕성은 2018.9월 국가개혁 혁신 시범구로 인가받은 「심무
신구」를 대련시, 선양시에 이어 제3의 경제발전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구상인바, 한국기업들의 적극 투자를 기대함.
ㅇ 아울러, Chen서기는 요녕성에는 한국 외 독일, 일본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독일은 BMW 생산공장 2곳을 설치한 데 이어
현재 제3공장(신에너지 자동차 연구 개발 목적)을 건설 중이라고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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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박병석 의원이 요녕성이 희망하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분야를 문의한
데 대해) Song 상무청장은 심무신구에는 현재 SK, CJ 등 한국의 5개
기업이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한국의 10여개 기업의 투자유치
와 건국대와 캠퍼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과는 하이
텍, 전자산업, 바이오 의학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함.
- Chen서기는 한-요녕성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맞춤형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고, 한국 경제부처와 요녕성 상무청간 긴
밀한 교류협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부언
ㅇ 박병석 의원은 한국투자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우대정책 설명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관련사항은 한국 기업인들에게 전달토록 하겠다고 하
였음.
- 한-요녕성간 협력에 있어서는 전통적 제조협력도 필요하지만 고도의
기술을 토대로 한 新 미래산업에 관한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작년 5월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요녕성을 방문하여 한-요녕성간 다
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러한 논의사항이
구체협력 프로젝트로 이어지길 바라며, 국회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적극 취해나가겠음.
ㅇ 아울러, 박 의원은 요녕성에는 약 1,100여개의 우리기업이 소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기업이 순조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녕
성측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 요녕성에 투자한 우리기업이 순조로운 영업활동을 실시하고 발전해
나간다면, 한국기업의 신규 투자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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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민 애로사항 당부
ㅇ 박병석 의원은 요녕성에는 약 1만 6천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중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교민들은 ∆비자발급 지연, ∆한국국제학교 부지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Chen서기의 적극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 현지 기업인을 비롯한 우리 교민들은 본인과 가족들의 비자가 신속
히 발급되어야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바, 이들에 대한 비자가
조속히 발급되도록 지원을 요청함.
- 아울러, 우리 교민들은 자녀교육을 매우 중시여기고 있는 만큼, 요녕성
내 한국국제학교 부지가 신속히 확보되어 교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ㅇ Chen 서기는 박병석 의원이 제기한 2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요녕성 외
사판공실이 해결 방안을 적극 연구·모색토록 조치할 것이며, 가까운
시일 내 당서기 명의로 관련 해결방안을 한국측에 전달토록 하겠다고
함.

4. 기타 : 한-일 무역분쟁에 대한 중측입장
ㅇ 이용호 의원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관련국간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일본은 한국상품에 대해 수출규제를 하고 있어
역내 협력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중측의 입
장을 문의함.
ㅇ Chen 서기는 중국은 국제무역에 있어 일방의 규제행위에 대해 일관된
반대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고 하고, 무역규제 행위는 규제를 받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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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를 포함한 全 국제사
회가 피해를 보는 조치라고 대응함.

※ 별첨 : 언론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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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녕성 당서기 인적사항
성

명

陈求发 (천추파, Chen Qiufa)

현

직

제19기 중앙위원, 요녕성 서기,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생년월일

1954.12월 / 호남성(湖南省) 청부(城步), 묘족

학

1975.09-1978.10 국방과학기술대학 전자공학계열 레이더대항 전공

력

1973.03–1975.09 호남성 청부현 롄싱(聯興)사립초등학교 교사.
학교책임자
1983.09–1988.02 우주공업부 1원 정치부 조직처 간사, 비서처
비서, 정치부 비서처 부처장
1988.02–1991.08 우주공업부 1원 240공장 공장사무실 주임,
부공장장, 당총지 부서기
1991.08–1994.05 항공우주공업부 1원 정치부 간부처 처장
1994.05–1995.05 중국우주공업총회사 사무실 부주임
1997.02–1998.07 중국우주공업총회사 인사노동교육국 국장
1998.07–2000.11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인사교육사(教育司) 사장
2000.11–2005.07 중앙기율위원회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기율검사조 조장
2007.01–2008.03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부주임, 당 조직 부서기

경

력

2008.03–2008.08 공업과 정보화부 부부장, 당 조직구성원, 국가
국방과학기술공업국 국장, 당 조직 서기
2008.08–2010.07 공업 및 정보화부 부부장, 국가원자력기관 주임,
국가국방과학기술 공업국 국장, 당 조직 서기
2010.07–2011.06 공업 및 정보화부 부부장, 국가우주국 국장, 국가
원자력기관주임, 국방과학기술공업국 국장,
당 조직 서기
2011.06–2013.01 공업 및 정보화부 부부장, 당 조직 부서기, 국가
우주국 국장, 국가원자력기관 주임, 국방과학기술
공업국장, 당 조직 서기
2013.01–2015.04 호남성 정협 주석, 당 조직 서기
2015.05–2017.10 요녕성 위원회 부서기, 성장
2017.10–2018.01 요녕성 위원회 서기
2018.01-

요녕성 위원회 서기, 성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 공산당 18기, 19기 중앙 위원, 제12기 전국정협위원(2016.02 사직),
제12기 전국인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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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롯데 공사 현장 및 CJ 바이오 기업 시찰

q 일 시 : 2019. 7. 30.(화) 09:30 ~ 11:0
q 장 소 : 선양 롯데 공사 현장, 선양 CJ바이오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상 대 측

박병석 한중 의회외교포럼 회장,
염동열 의원, 박범계 의원,
박완주 의원, 윤종필 의원,

김영광 롯데영광지산 대표

최도자 의원, 이용호 의원,

CJ바이오 유정일 법인장

임종성 의원, 박용진 의원,
임병진 주 선양 총영사, 채유승 영사

q 통 역 : 없음
q 선 물
우리측이 받은 선물

상대측에 준 선물

-

손톱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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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내용
o 대표단은 롯데 공사 현장과 CJ바이오 기업 현장을 각각 시찰하면서
사업 및 운영 현황을 듣고 현장을 시찰함.
- 대표단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한국
직원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애로사항 및 진출업체의 네트워크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함.
o (선양 롯데 공사현장 시찰 브리핑) 2014년에 개점한 후 현재까지도
영업 중임. 2017년 사드 문제 이후로 중국 국민 정서 등 이유로 성장
세가 꺾였음. 초창기 공사 허가가 잘 안 됐었고 공사하면서 병행하여
허가를 받았었음. 올해 4월 요녕성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음. 그러
나 중앙 정부 수준에서는 해결이 덜 된 것 같음. 중국 내에서 대출이
잘 안 되고 있음. 1/3정도 공사가 진행되었고, 골조 공사는 공정률
65%임. 땅값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50% 투자가 진행됨. 중국 내
합작(지분 양도)을 찾고 있음.
- (박범계 의원) 법률적 장애는 없고 금융 상 문제만 있는가?
- (현장 관계자) 2017, 2018년에는 어려웠으나 이제 허가는 남. 그러나
담보를 잡아서 자금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19. 4. 15. 정식
허가가 남. 동북 지역 겨울철 실내 여가 공간 조성 사업임. 매출이
꺾인 이후로 회복이 안 되고 있음. 업체가 빠져나가 백화점 몇 개
층이 비어 있고 영화관도 비슷한 사정임. 1조 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함.
o (CJ 바이오 시찰 브리핑) 옥수수 전분에서 식품 첨가물인 아미노산과
핵산을 생산하고 있음. 전분의 당을 미생물의 먹이로 써서 생산하는
공정임.
(박병석 단장) 직원 평균 연령, 이직률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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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바이오 관계자) 29세임. 2012년 공장 설립 시 22세를 다수 채용
하였음. 연평균 이직률은 12%임.
(박범계 의원) IP(지적재산권) 문제는 어떠한가?
(CJ 바이오 관계자) 유럽의 소비자 시장에서 소송 중임. 판매를 금지
하도록 하는 것임. 중국에서도 소송 중임. 이미 IP 침해 사례가 있음.
(박완주 의원) HMR(간편식)은 상황이 어떠한가?
(CJ 바이오 관계자) 잘 안 되고 있음. 뚜레주르 등 식당도 잘 안 되는
중임. 현지 프랜차이즈가 많고 현지 식문화가 발달해 있어 어려움.
(이용호 의원) 우리가 시장 점유율에서 앞서는데 중국과 경쟁이 있는가?
(CJ 바이오 관계자) 우리가 기술력은 앞서 있으나 중국에서 규모의 경
제로 도전하고 있음. 공장 규모가 최소 2배 이상임. 어려운 과제임.
(박용진 의원) 현지 직원 채용 시 조선족을 우대하는가?
(CJ 바이오 관계자) 초기에는 통역 요원이 필요하여 조선족을 채용하
였으나, 최근 현지인에 비해 특별히 우대는 없음. 다만, 중국어와 한국
어 2개국어를 하면 1호봉을 가산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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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양 교민･기업인
교민 ･기업인 초청 오찬 간담회

q 일 시 : 2019. 7. 30.(화) 12:00 ~ 13:30
q 장 소 : 샹그릴라 호텔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박병석 한중 의회외교포럼 회장,
염동열 의원, 박범계 의원,
박완주 의원, 윤종필 의원,
최도자 의원, 이용호 의원,
오영훈 의원, 박용진 의원,
임병진 주 선양 총영사, 정현지 영사,
박재일 부영사

상 대 측
박영완 민주평통 선양협의회장, 허경무
선양한인(상)회 전임회장, 정종렬 민화
협 동북3성 협의회 대표, 안성규 선양
한인(상)회 부회장, 권순학 롯데영광지
산 대표, 전용석 산업은행 선양지점
장, 김용재 한국관광공사 선양지사장,
정영수 KOTRA 선양무역관장, 이종윤
현담기차총경리, 김명주 KBS 특파원,
차병섭 연합뉴스 특파원

q 통 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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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 물
우리측이 받은 선물

상대측에 준 선물

-

국회기념품(시계)

q 간담회 주요내용
o 국회 한중 의회외교포럼 방문단은 선양 교민･기업인 대표들과 간담회
를 갖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 (진출 기업 경영난 지속) 간담회 참석 기업인들은 사드 사태 이후 판
매 실적 부진, 중국 내 노동력 임금 상승,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등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동북3성 진출
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 (동북3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 촉구) 간담회 참석자들은 동북3성 지
역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기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 거점 지역인만
큼, 동 지역의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표처 개설, 선양
지역 특파원 상주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함.
o 박병석 의원 등 한중 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은 우리 기업･교민들의 애로
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하여 국회 차원에서도 해결방안을 모색
해보겠다고 함.
o (박병석 의원) 한중 의회외교포럼이 금년 5월 출범한 이래 첫 출장지
로 랴오닝성을 방문한 것은 동 지역이 일대일로-신북방정책 연계･협
력을 위한 접점이자, 추후 남북관계 발전시 남-북-중 삼각협력이 가
능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임.
- 이처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선양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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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은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한 업무
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바, 국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음.
- 특히, 교민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는 까다로운 비자 발
급 문제 관련, 단동시 당서기 면담(7.29) 및 랴오닝성 당서기 면
담(7.29)시 동 건을 제기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촉구하였음.
o (박범계 의원) 선양 롯데월드 문제, KBS 선양지국 철수 문제 등 금일
논의된 기업･교민 애로사항에 대해 국회차원에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별첨 : 언론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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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양시 자유무역시범구 시찰

q 일 시 : 2019. 7. 30.(화) 15:40 ~ 17:00
q 장 소 : 선양시 자유무역시범구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상 대 측

박병석 한중 의회외교포럼 회장,
염동열 의원, 박범계 의원,
박완주 의원, 윤종필 의원,
최도자 의원, 오영훈 의원,

Li Liming(李力銘) 요녕성 자유무역시범구
선립위원회 부주임

박용진 의원, 임병진 주 선양 총영사,
채유승 영사

q 통 역 : 문소라 행정사무관(한→중),
자유무역시범구 직원(중→한)
q 선 물
우리측이 받은 선물

상대측에 준 선물

-

손톱깎이

q 주요내용
o 주요 언급내용
- Li 부주임은 직전에는 요녕성 상무부 국장직을 수임하였으며, 당시
한국에서 박병석 의원을 여러번 만난 적이 있다고 함.
- Li 부주임은 2017.4. 요녕성 선양에 자유무역시범구가 설치되었다고
하고, 중국에서는 상해, 천진, 푸진에 이어 4번째로 설립되었다고 하
고 아래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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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녕성 자유무역시범구는 △체계적 혁신, △다수 국내외 기업의 투
자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1
만 7천 여개의 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보하였음.
· 한국은 총 19개 기업이 요녕성 자유무역시범구에 투자를 하였는바,
9개 기업은 무역 방면, 4개는 식료품 방면, 4개는 과학·기술 방면,
2개는 문화 방면에 투자하고 있음.
· 요녕성 자유무역시범구는 요녕성 내 △잉코우시, △선양시, △대련시
에 자유무역시범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선양시 자유무역시범구는, 특
히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중시여기고 있음.
· 한국과는 △자동차 부품, △항공산업 부품, △장비 제조업 등 2차산
업 분야에서 협력이 증대하길 희망하며, 관련 한국기업이 요녕성 자
유무역시범구에 활발히 투자해주길 기대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친절한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중측이
희망하는 △한국 투자기업 및 분야, △제한 업종, △등록 절차 등에
대해 활발히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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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성
(난징)
2019. 7. 31. ~ 8. 1

1. 난징 교민･기업인
교민 ･기업인 초청 오찬 간담회

q 일 시 : 2019. 7. 31.(수) 12:00 ~ 13:30
q 장 소 : 인터컨티넨탈 호텔 내 중식당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박병석 한중 의회외교포럼 회장,
염동열 의원, 박범계 의원,
박완주 의원, 윤종필 의원,
최도자 의원, 오영훈 의원,
박용진 의원,
최영삼 주 상해 총영사,
천성환･김범수 영사

상 대 측
금포금호석유화학 박점규 총경리,
LG화학 구호남 총경리, 만가정밀 이
홍구 동사장, 코오롱 변재명 상무,
유니드 곡가재 상무, LIG재산보험 김
현 총경리, 남경 한상회 서성택 비서
장, KOTRA 장병송 남경 무역관장,
대전사무소 서대원 소장, 남경한인연
합교회 이명식 목사, 남경성당 한국
부 김용대 주임신부, 남경대 유학생
회 이정현 회장, 김태희 학생

q 통 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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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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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기념품(시계)

q 간담회 주요내용
o 국회 한중 의회외교포럼 방문단은 난징 교민･기업인 대표들과 간담회
를 갖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ㅇ (금포금호석유화학 박점규 총경리) 동사는 가성소다, 프로필렌옥사이
드, 폴리프로필렌글리콘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업체로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중국내 수요 감소 등으로, 내수중심에서 수출비중
을 15%로 높이는 방식 등으로 자체 대응 중임. 또한, 최근 강소성 정
부의 환경보호정책 강화에 따른 오폐수 처리문제 및 이에 따른 감산
등의 애로가 있으며 총영사관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
고 있음.
ㅇ (LG화학 구호남 총경리) 자동차용 배터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
내 보조금 문제 등으로 수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조금이 폐
지되는 2022년 이후 중국 내수시장에 본격 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
해 관련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ㅇ (만가정밀 이홍구 동사장) 모니터용 등의 사출물 제작업체로 연매출
3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임. 자가공장이 아닌 임대공장에 입주해 있
는데 임대료 인상과 수익성 악화로 인한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병행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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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오롱 변재명 상무) 자동차용 에어백 및 타이어코드를 생산하고 있
으며, 자사는 대구 경산, 구미, 중국 남경, 베트남 호치민 등에 생산설
비가 있음. 최근 중국내 자동차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대체시장 발
굴 등 관련 대안을 모색 중임.
ㅇ (유니드 곡가재 상무) 자사는 OCI 계열사로 가성칼륨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매출은 3,500억원 규모임. 최근 강소성내 화학기업 구조조
정에 따라 인근에서 자사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화학업체수가 줄고 있
어 애로가 있으며, 자사의 위치가 장강 1km내에 위치하고 있어 추가
투자 등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타 지역의 대체 부지 등도 알아
보고 있음.
ㅇ (LIG재산보험 김현 총경리) 한국의 사명은 KB손해보험으로 변경되었
으나, 중국내에서는 명칭변경 없이 LIG재산보험의 명칭을 유지하고 있
음. 기업을 지원하는 2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사의 특성상, 최
근 미중 무역분쟁, 구조조정 등에 따른 기업애로에 따라 자사도 간접
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ㅇ (남경한인연합교회 이명식 담임목사) 최근 중국내 사상강화 정책은 종
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배장소에 대한 제반 비준
허가 요건이 엄격해지는 등 애로가 큰 상황임.
ㅇ (남경대 유학생회 이정현 회장) 외국인에 대한 중국정부의 까다로운
취업 요건(근무 경력 요구 등)으로 중국 유학생들은 졸업 후 현지 취
업이 불가하며, 또한 재학 중 인턴 기회가 적어 국내 우리 학생들에
비해서도 경험 및 정보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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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에 대해 박병석 단장 등 대표단은 우리 기업인 및 교민들이 최근 중미
무역갈등 및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분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하고, 총영사관 등 정부와의 협업 하에 가
능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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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우친젠(娄勤俭)
러우친젠(娄勤俭) 강소성 당서기 면담 및 만찬

q 일 시 : 2019. 7. 31.(수) 18:00 ~ 19:00(면담), 19:00~20:00(만찬)
q 장 소 : 동지아오(東郊) 국빈관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박병석 한중 의회외교포럼 회장,
염동열 의원, 박범계 의원,

상 대 측
러우친젠 강소성 당서기,
취푸텐 省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양껀핑 省위원회 부비서장,

박완주 의원, 윤종필 의원,

스진췐 省인대 상무위원회 외사위원회 주임,

최도자 의원, 박용진 의원,

페이 샤오윈 省외사판공실 주임,

최영삼 주 상해 총영사,
천성환･김범수 영사

차오 루바오 염성시 시장,
셰 즈청 省공업정보청장,
쑨 진 省상무청 부청장

q 통 역 : 문소라 행정사무관(한→중),
강소성 외사판공실 직원(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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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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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잔세트

정관장 홍삼

q 면담 주요내용
【러우 친젠 당서기 언급내용】
ㅇ 강소성 당서기 및 인대 주임 자격으로 8천만 강소성 인민을 대표하여
박병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의원 대표단의 강소성 방문을 진
심으로 환영하며, 박 의원의 한-중 우의 증진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사의를 표함.
ㅇ 강소성 발전 현황을 소개함.
- 강소성은 중국 33개 성 가운데 균형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있으며,
2018년 GDP는 1.4조미불(성장률 6.7%)에 달함.
- 제조업이 집중 발달한 지역으로 현재 산업 구조조정 중에 있음. 면적
이 상대적으로 작아 경제성장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바, 오염 산업
퇴출, 첨단산업 유치 등 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
고 있음.
- 올해 상반기 GDP 성장률 6.5%를 시현한바, 정보통신산업, 신재료,
바이오의약, 스마트제조 등 분야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강소성의 질적 성장의 기초인 과학, 교육 분야도 매우 발전되어 있
고, 혁신 지수도 높음. 원사 100명, 대학 127개, 재학생 200만명 등
을 보유함. 또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으며, 양자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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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호수, 하천이 많아 수자원이 풍부함. 과거에 건설된 대운하는 여
전히 운송 역할을 하고 있음.
- 농업 대성으로 매년 700억근의 양식을 생산하고 있어 자급자족이 가
능함.
ㅇ 현재 강소성은 아래와 같이 국가 전략적 차원의 발전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교류에 있어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임.
- (일대일로 전략) 강소성은 중앙정부로부터 일대일로의 교차점으로 지
정받음. 원래부터 동쪽(미국, 일본, 한국, 서유럽 등)에 대한 개방 업
무는 잘 해 왔는바, 이제는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서쪽(중앙아, 동
구 등)에 대한 개방 업무를 개시함.
- 해상 실크로드와 관련된 강소성의 연운항, 염성시, 남통시는 한국에
개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임. 한-강소성 간 해운 확대 등이 이루
어진다면 한중 산업협력 단지인 염성시와 새만금 단지의 발전도 보
다 활력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오늘 면담에 배석한 염성시장으로부터 염성과 한국 간 화물 항공 운
항이 오늘부터 개시되었다고 보고받음. 염성과 한국 간 기존 여객 항
공편 외 화물 항공편이 운항되었다는 것은 양측 간 경제협력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동 화물 항공편 운항은 본인이
지난 5월 방한시 동행한 최영삼 총영사에게도 언급한바 있는데, 오늘
이렇게 실현된바, 향후 양측이 더욱 힘을 내기 바람.
- 강소성의 서쪽(중앙아, 유럽)을 향한 발전 전략과 관련 한국의 화물
이 우선 강소성에 도착하고, 철도를 통해 서쪽으로의 운송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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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강경제벨트 전략) 국가 차원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강소성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화물선이 강소성 연운항, 염성
시, 남통시에 도착하고, 양자강을 통해 중국의 서부 내륙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임.
- (장삼각일체화 전략) 상하이,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을 포함하고 있
는 장삼각 지역은 중국에서 경제가 제일 발달한 지역으로 시장능력이
중국내 최고 수준임.
ㅇ 상기와 같이 강소성은 여러 국가 전략들의 중요한 일부로서, 이는 한
국과의 교류에 있어 보다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함.
ㅇ (중-미 무역마찰은 또 다른 협력 기회) 지난 5월 최영삼 총영사와 함
께 방한한 기간 동안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과 심도 깊은 교류를 통해
협력의 기회를 논의한바, 동 협력 기회는 상기와 같은 중국의 내부적
인 요인 외에 최근 중-미 간 무역 마찰에서 기인하는 기회도 있음.
- 중-미 간 마찰은 미국의 對중국 관세 부과로 시작된바, 사실의 對中
관세 인상으로 (미국의)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지, (중국의)
공급자가 부담을 지는 게 아님.
- 미국의 對中 관세 인상은 낮은 수준의 산업에게는 부담이 크겠지만,
첨단산업의 경우 부담이 크지 않음. 강소성은 산업발전 전략 등에 따
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바, 미국의 對中 관세
부과 관련 함께 부담을 지겠다는 미국 파트너들도 있음.
- 최근 강소성 소주시 소재 한 제약회사가 32억미불 상당의 의약품을
미국에 판매한바, 경쟁력이 강한 기업에게는 미국의 對中 관세 인상
이 크게 문제되지 않음.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한국 대기업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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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간 갈등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
ㅇ 한편, 중-미 간 무역불균형 문제와 관련 과연 중국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양의 제품을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생각함.
-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미국에 본부를 두고, 세계 각국에 지사를 두어
생산하고 있음. 이와 같은 다국적 경영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이 불
요하고,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생산, 판매가 가능함. 본인이 5월 방
한 시 교류한 삼성, LG, SK 등 기업들도 동일한 의견을 피력함.
ㅇ 중-미 간 무역전쟁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비록 미
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메모리 칩 판매를 중단했어도, 수요는 여전
한바, 동 상황은 강소성 및 한국 업체들에게는 기회이기도 함. 종합적
으로 볼 때 現 시기는 한-강소성 간 협력을 강화할 가장 좋은 기회라
고 생각함.
ㅇ (한중 산업협력단지 협력) 양국이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잘 활용한다
면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임. 양쪽에 모두 산단이 있는바, 기업들로
하여금 수요에 따라 선택케 한다면 모두에게 기회가 될 것임.
-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성공을 위해 양국 지도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며,
함께 계속해서 협력 방안을 연구해 나가길 바람.

【박병석 단장 언급내용】
ㅇ 강소성과 러우 서기의 환영 및 다양한 한-중/강소성 관계 발전 방안
제시에 대해 사의를 표함. 한-중 의회외교포럼은 올해 5월 발족하여
처음으로 방중한바, 러우 당서기를 면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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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였으나, 강소성 남경은 이번이 처음으
로, 도시 녹화 등이 잘 되어 있어 매우 좋은 인상을 받음. 러우 서기
의 리더십 아래 강소성 경제발전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적극
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발전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인상
을 받음.
- 러우 서기께서 섬서성 재직 시절부터 삼성 반도체 공장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한-중 경협 증진에 많은 역할을 해 온 점을 평가함
- 강소성은 한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경협 파트너로서, 지난해 양측
간 교역액은 787억미불, 18년말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강소성 투자
누계는 약 150억미불에 달함. 또한 2017년말 한중 정상회담시 양측
은 일대일로 전략과 신북방남방정책 간 연계 협력방안 모색에 합의
함.
- 본인은 17.5월 제1회 일대일로 정상포럼 시 한국 정부와 의회를 대
표하여 단장으로 참여하고 시 주석을 예방한바, 향후 양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ㅇ (한-중 사업협력단지 협력 강화) 오늘 한국-염성시 간 화물 항공기 운
항 개통을 통해 양측 간 협력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러우
서기의 5월 방한시 한국의 여러 대기업, 전북, 서울, 경기도 방문 등
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양한 데 대해 축하함.
- 한편, 염성시에는 1,000여개 한국 업체들이 진출해 있는바, 새만금에
도 중국 기업들이 보다 많이 진출해 줄 것을 희망
ㅇ (환경, 안전 관련 현지 우리 기업 애로사항) 강소성이 추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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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고품질 발전, 산업구조조정 등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나, 동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이 성 정부의 정책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정책
전환기에 유예 기간 부여 등의 방안을 희망함. 또한, 성 정부의 상이
한 기관들이 동일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 조사 등으로 일부
우리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ㅇ (한-일 무역 마찰 관련) 러우 서기가 언급한 자유무역주의를 기초로
한 상호 발전 원칙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한국도 최근 일본과 무역
마찰을 겪고 있는바, 이번 기회에 주요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 수입
다변화를 추진코자 함.
- 중국에게는 미국과의 마찰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러우 서기의 언급
처럼 우리나라 역시 작금의 한-일 간 마찰 가운데에서 새로운 기회
를 모색코자 하며, 이와 관련 한-중 양측 간에 전략적 논의의 기회
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ㅇ (무석 한국학교 매입 문제) 우리 교민, 기업인들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동 학교 토지, 건물 매입 관련 성 정부 차원
의 관심과 지원을 바람.
ㅇ (한국계 배터리 장착 전기차 보조금 문제)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 적어
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ㅇ (시진핑 주석 방한 추진 관련) 금년 시 주석께서 방한한다면 한-중 양
국 관계 발전에 큰힘이 될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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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친젠 당서기 답변요지】
ㅇ (환경, 안전 규제 강화 관련) 올해 3.22 염성시 화학공장 대규모 폭발
사고로 자신도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최근 환경, 안전 문제
관련 규제가 강화됨. 성 정부는 환경, 안전 문제 등과 관련 국내외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ㅇ (무석 한국학교 매입 관련) 무석시는 한국학교 건립 문제를 매우 중시
하고 있음. 본인 역시 동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바, 앞으로도 문
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무석시와 소통해 나가고자 함.
ㅇ (역사, 문화) 양주 소재 최치원 기념관, 진강 소재 김구 피난처 유적지
등은 한-중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앞으
로 보다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토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
도록 하겠음.

※ 별첨 : 언론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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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성 당서기 인적사항
성 명

娄勤俭 (러우친젠, Lou Qin Jian)

현 직

강소성 당서기

출 생

1956년 12월생(貴州 桐梓), 한족

학 력

경 력

비 고

1981 화중공학원 컴퓨터기계과학과 卒
2003 화중과기대 컴퓨터과학 및 기술학원 재직연구원반 박사 卒
ㅇ 1982.02—1985.09 전자공업부 제15연구소 기술자, 보조 엔지니어
ㅇ 1985.09—1988.07 전자공업부 제15연구소 석사대학원생
ㅇ 1988.07—1990.10 전자공업부, 기계전자공업부 제15연구소
공업자동화연구실 엔지니어
ㅇ 1990.10—1993.04 기계전자공업부 제15연구소 산업자동화연구실 부주임
ㅇ 1993.04—1995.03 전자공업부 제15연구소 산업응용연구실 주임, 국가
863계획 CIMS 전문가
ㅇ 1995.03-1998.03 전자공학부 제15연구소장 겸 전자공업부 정보화사업
총괄연구센터장, 국방위 과학기술위 겸임위원
ㅇ 1998.03—1999.02 정보산업부 제15연구소장, 정보화사업 총괄연구센터장,
총장비부 과학기술위 겸임위원
ㅇ 1999.02—1999.04 정보산업부 제15연구소장, 전자과학연구원 부원장
ㅇ 1999.04—2008.03 정보산업부 부부장, 당팀 구성원, 중국전자학회
부이사장, 중국항공우주학회 부이사장
ㅇ 2008.03—2010.08 공업 및 정보화부 부부장, 당 조직원
ㅇ 2010.08—2010.09 산시성 위원회
ㅇ 2010.09—2012.12 산시성 위원회 상무위원, 부성장
ㅇ 2012.12—2013.01 산시성 위원회 부서기, 중국전자학회 이사장
ㅇ 2013.01—2016.03 산시성 위원회 부서기, 성장
ㅇ 2016.03—2016.04 산시성 당서기
ㅇ 2016.04-2017.10 산시성 당서기, 성인 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ㅇ 2017.10-2018.01 장쑤성 당서기
ㅇ 2018.01-현재
장쑤성 당서기, 성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당조 서기
ㅇ 당 16대, 17대, 18대, 19대 대표
ㅇ 제18회 중앙 후보위원
ㅇ 제19회 중앙위원
ㅇ 제 12·13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
ㅇ 제13회 장쑤성 위원회 위원, 상무위원
ㅇ 장쑤성 13회 인민대표대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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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의회외교포럼 중국 방문

Ⅲ. 방문국 참고사항

1. 중국 약황
<

일반사항 >
ㅇ 국 명: 中華人民共和國
ㅇ 건국일: 1949.10.1(국경일)
ㅇ 수 도: 베이징(北京)
ㅇ 면 적: 약 960만㎢(한반도의 약 44배)
ㅇ 인 구: 약 13억 9,538만명(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ㅇ 민 족: 한족(漢族, 91.5%) 및 55개 소수민족(8.5%)
ㅇ

- 조선족: 183만명(소수민족의 1.6%)
표준어: 보통화(북경어에 기초)

<

정 치 >
ㅇ 정 체: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
ㅇ 행정구역: 22개성, 4개직할시, 5개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
ㅇ 유엔가입: ’71.10월(안보리 상임이사국)

<

국 방 > (’18년)
ㅇ 총병력: 약204만명(무경
ㅇ

<

약66만명 별도, Military Balance)
- 육군 97.5만명, 해군 24만명, 공군 39.5만명,
로켓군 10만명, 전략지원부대 17.5만명, 기타 15만명
국방예산: 약 1,750억불

최근 국내정세 >
ㅇ '13. 3월 제12기 1차 전인대 개최
ㅇ '13.11월 제18기 3중전회 개최
ㅇ '14. 3월 제12기 2차 전인대 개최
ㅇ '14.10월 제18기 4중전회 개최
ㅇ '15. 3월 제12기 3차 전인대 개최
ㅇ '15.10월 제18기 5중전회 개최
ㅇ '16. 3월 제12기 4차 전인대 개최
ㅇ '16.10월 제18기 6중전회 개최
ㅇ '17. 3월 제12기 5차 전인대 개최
ㅇ '17.10월 제18기 7중전회 개최
ㅇ '17.10월 제19차 당대회 및 제19기

1중전회 개최
당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주석 연임
제19기 2중전회 개최
제13기 1차 전인대 개최
제13기 2차 전인대 개최

우리나라와의 관계
ㅇ 주중대사관 연혁

>

- 1992.8.24 수교 / 8.27 한국대사관 개설
최근의 고위급 인사교류
- 2008. 8월 胡錦濤 국가주석 국빈방한
- 2008. 9월 한승수 국무총리 방중(장애인올림픽 개막식)
- 2008.10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ASEM 정상회의)
- 2009. 6월 한승수 국무총리 방중 (IIF 참석)
- 2009.10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한·중·일 정상회의)
- 2009.12월 習近平 국가부주석 방한
- 2010. 4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상하이 엑스포 개막식)
- 2010. 5월 溫家寶 총리 방한
- 2010.11월 胡錦濤 국가주석 방한(G20 정상회의)
- 2011. 4월 김황식 국무총리 방중(보아오포럼)
- 2011.10월 李克强 상무부총리 방한

ㅇ

ㅇ
ㅇ

- 수 출: 2조 4,874억불
- 수 입: 2조 1,356억불
- 수 지:
3,518억불 흑자
GDP: 90조 309억 위안(중국국가통계국)
1인당 GDP: 8,827불 (World Bank)(’17년)
GDP 성장률: 6.6% (국가통계국)
산업비중: 1차 7.2%, 2차 40.6%, 3차 52.2%

- 시진핑
ㅇ '18. 1월
ㅇ '18. 3월
ㅇ '19. 3월
<

ㅇ

경제현황 > (’18년)
ㅇ 화폐단위: 元(1$ = 약 6.756元, ’19.1.14기준, 인민은행)
ㅇ 외환보유액: 3조 727억불 (‘18.12. 국가외환관리국)
ㅇ 교역규모: 4조 6,230억불 (해관총서)

ㅇ
ㅇ
ㅇ
ㅇ
<

- 2012. 1월
- 2012. 3월
- 2012. 5월
- '13. 6월
- '14. 4월
- '14. 7월
- '14.11월
- '15. 6월
- '15. 9월
- '15.10월
- '16. 6월
- '16. 9월
- '17.12월
- '18. 2월
- '19. 3월

ㅇ

ㅇ

<

이명박 대통령 국빈방중
胡錦濤 국가주석 방한(핵안보정상회의)
이명박 대통령 방중(한·일·중 정상회의)
박근혜 대통령 국빈방중
정홍원 국무총리 방중(보아오포럼)
習近平 국가주석 국빈방한
박근혜 대통령 방중(APEC 정상회의)
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
박근혜 대통령 방중(중국 전승70주년 기념행사)
李克强 총리 방한(한·일·중 정상회의)
황교안 국무총리 방중(하계 다보스포럼)
박근혜 대통령 방중(G20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중
韓正 상무위원 방한(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이낙연 국무총리 방중(보아포럼)

대중국교역(’18년, 한국무역협회)
- 교 역: 2,686.1억불(무역수지 556.4억불 흑자)
- 수 출: 1,621.3억불(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수 입: 1,064.9억불(반도체, 컴퓨터)
※ ’19년 1월 기준,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대상국
’19년1월 기준, 한국은 중국의 수입 1위, 수출 3위, 교역
대상국 3위(홍콩 제외)
대중국투자(’18.9월, 신고액기준) : 56.6억불 (한국수출입은행)
- ’68～’18년까지 누계 : 848.4억불
인적교류: 총803.3만명(’17년 한국관광공사, 중국통계연감)
(방중 386.4만명 , 방한 416.9만명)
- 유학생(’18.4.1 기준, 교육부): 한국내 중국유학생 68,537명
중국내 한국유학생 63,827명
체류자수
- 한국체류 중국인 약107만명
(중국동포 약73만명 포함)(’18.12월 기준, 법무부)
- 중국체류 한국인 약35만명(’16년말 재외공관 조사 기준)
항공편수: 여객 주1,023회(우리측 67개 노선 주511회,
중국측 55개 노선 주512회)
(’18년 기준, 한국공항공사)

중·북한 관계
ㅇ 주요 관계

>

- 1949년 수교
- 1950년 한국전쟁시 중국인민지원군 파견
- 1961년「중북한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ㅇ 최근 중-북한간 고위인사 교류 실적
- 2012. 4월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 방중
- 2012. 7월 이명수 노동당 중앙정치국위원 겸
인민보안부장 방중
- 2012. 7월 王家瑞 당대외연락부장 방북
- 2012. 8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방중
- 2012.11월 李建國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방북
- '13. 5월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방중
- '13. 7월 李源潮 국가부주석 방북
- '15. 9월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방중
- '15.10월 劉雲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 '16. 5월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방중
- '17.11월 宋濤 시진핑 총서기 특사 방북
- '18.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 '18. 4월 宋濤 당대외연락부장 방북
- '18. 5월 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북
- '18.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 '18. 5월 박태성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방중
- '18.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 '18. 9월 栗戰書 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 '18. 12월 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북
- '19.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 '19. 6월 시진핑 국가주석 방북

ㅇ

교역액: 약 50.55억불(’17년, 중국 해관신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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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녕성 약황
면

적

o 14.8만 ㎢ (중국의 1.5%, 한국의 1.5배)

행정구역

o 14개 地級市, 17개 縣級市, 19개 縣, 8개 自治縣

주요도시

o 선양(沈陽, 성도), 대련(大蓮), 단동(丹東),
잉커우(營口), 차오양(朝陽), 후루다오(葫芦島) 등

인
구
(2017년)

o 4,369만 명(중국의 약 3.2%, 44개 민족, 한족이 84% 점유)
- 도시 인구: 2,948.6만명(67.49%), 농촌 인구: 1,420.3만명(32.51%)

경제적 특징

o 동북3성 소비․유통․물류 중심축, 중공업 기지
o 국가급 프로젝트 국무원 승인 후 추진중
- 요녕성연해경제벨트발전규획(09.7월)
- 심양경제구 건설(10.4월)
o 중국 최대 원유 가공 능력 보유, 화학공업 발달
o 철강생산량 전국2위, 비철금속, 광물․해양자원의 보고
o 산업비중 : 1차 8.9%, 2차 54%, 3차 37.1%

주요경제
지표
(2017년)

o GDP : 27,077억 위안(중국내 7위)
- GDP 성장률은 4.2%로 중국 전체 성장률(6.7%)보다 낮음
o 1인당 GDP : 54,745위안(4.3% 증가)
o 교역규모 : 6,737.4억 위안(17.9% 증가)
- 수출 3,041.7억 위안(7.1% 증가), 수입 3,695.7억 위안(28.6% 증가)
o 고정자산투자 : 6,444.7억 위안(0.1% 증가)
o 외국인직접투자 : 53.4억 달러(78.0% 증가)

우리기업 및
진출현황

o 약 1,100여개 기업, 교민 1만 6천명
o 대련 2,800개, 심양 1,000개, 단동 200개 등
o 주요 기업 : STX, LG전자, SK 네트웍스, 롯데, CJ바이오, 포스코, 현대
LCD, LS산전,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한ㆍ요녕성
관계

o 총 110.5억
- 對요녕성
- 對요녕성
o 자매관계 :
o 우호관계 :

주요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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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한-중 교역액(2,801억 달러) 중 3.9% 차지)
수입 : 53.6억 달러(-3.03%)
수출 : 40.4억 달러(17.47%) (2017년 기준)
경기도(93.10월), 충청남도(18.11월)
강원도(96.12월)

o 당 서 기 : 陳求發(Chen Qiufa) 서기
o 성
장 : 唐一軍(Tang Yijun) 성장
o 역대 요녕성 당서기
- 李克强(Li Keqiang, 2005-2007)
- 張文岳(Zhang Wenyue, 2008-2009)

3. 단동시 약황
ㅇ 랴오닝성 동남부에 위치
ㅇ 단동시의 동남쪽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를 바라
위치 및 면적

보고 있어, 북중교역 최대 거점도시로 성장하였으며, 방직,
전자공업, 농산물(밤, 딸기) 등 생산이 유명함.
ㅇ 15,222㎢
ㅇ 주요 행정 구역 : 3시구, 2현급시, 1현
ㅇ 3개 시구
- 전싱구(振兴区), 위안바오구(元宝区), 전안구(振安区)

행정구역

ㅇ 2개 현급시
- 펑청시(凤城市), 동강시(东港市)
ㅇ 1개 자치현
- 콴뎬만족자치현(宽甸满族自治县)

기후
인구
(2018년)

ㅇ 온대 계절풍 기후
ㅇ 평균온도 : 6-9℃
ㅇ 239만 명
ㅇ GDP : 816.7억 위안(0.4%↓)

주요 경제
지표
(2018년)

ㅇ 교역규모 : 127.3억 달러(22.2%↓)
ㅇ 고정자산투자 : 208억 위안(13.4%↓)
ㅇ 도시주민가처분소득 : 29,873위안(6.9%↑)
ㅇ 농촌주민가처분소득 : 15,439위안(6.7↑)
ㅇ 외국인직접투자액 : 1,369만 달러

한-단동시 관계
(2018년)

ㅇ 자매결연: 의정부시(1996)
ㅇ 우호도시 : 군산시(2009), 순천시(2003), 인천시(1995)
ㅇ 당서기 : 葛海鹰(Ge Haiying) - 2017.4 부임

주요 인사

ㅇ 시장 : 張淑萍(Zhang Shuping)

-

2019.1 부임

ㅇ 인민대표대회 주임 : 葛海鹰(Ge Haiying) - 2018.1 부임
ㅇ 정치협상회의 주석 : 宋立躍(Song Liyue)

- 2018.1 부임

주요일 ▸ 77

4. 선양시 약황
면

적

기본 특징

o 12,980㎢ (도시면적 185㎢)
o 현급시(1), 현(2): 新民市, 康平县, 法库县
시구: 和平区, 沈河区, 大东区, 皇姑区, 铁西区, 苏家屯区, 浑
南新区(东陵区), 新城子区, 于洪区, 辽中区
o 요녕성 행정,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도시 (성도)

인
구
(2018년)

o 829.4만 명

도시특징

o 선양은 중국의 동북지역과 환발해 경제지역 및 나아가 중국
대륙을 한국과 연결해 주는 주요 요충지
o 선양은 전통적인 장비제조 중공업도시로서 석탄, 석유, 천
연가스, 철광석 등 풍부한 자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두터운 공업기술은 종합적인 개발 능력 향상
o 2010. 4. 선양은 중국에서 8번째로 ‘국가신형공업화개혁
시범구(심양개발구)’로 지정
o GDP : 6,292.4억 위안(7.9%↑)
o 1인당 GDP : 75,300위안(11,400 달러)

주요 경제

o 도시주민 가처분소독 : 44,170위안(6.8%↑)

지표

o 농촌주민 가처분소독 : 16,620위안(7.5%↑)

(2018년)

o 대외수출입 총액 : 984.3억 위안(13.5%↑)
- 수출 : 342.1억 위안(7.7%↑), 수입 : 642.1억 위안(16.8%↑)
o 고정자산투자(‘17) : 1,484억 위안(9.0%↓)

한국지자체선양시간
자매․우호관계

주요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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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매결연 : 인천시(2014), 대전시(2013), 성남시 (1998)
o 우호도시 : 광주시(2007), 광양시(2007), 전주시(2006), 군산시(2003),
대구시(2003), 구미시(1999), 춘천시(1998), 공주시(1999)
o
o
o
o

당서기 : 張雷(Zhang Lei) - 2019.1 부임
시장 : 姜有爲(Jiang Youwei) - 2017.1 부임
인민대표대회 주인 : 潘利國(Pan Liguo)
정치협상회의 주석 : 韓東太(Han Dongtai)

5. 강소성 약황
ㅇ 면적: 10.72만㎢ (중국 총면적의 1.12%, 평원이 70% 이상)
자 연

ㅇ 중국내 5대 담수호중 2개 보유(太湖, 洪澤湖)

일
반
사

ㅇ 연평균 기온 13∼16℃, 강수량 800∼1,000㎜

인 구
행정구역

항

ㅇ 8천만명 (중국 5위) : 인구밀도가 중국 각 省/市중 최고
ㅇ 주요도시: 南京(省정부 소재), 苏州, 无锡, 盐城, 常州, 连云港, 徐州 등
ㅇ 장쑤성 약칭은 苏
ㅇ 당서기·인대주임 : 婁勤儉(1956년생, 남, 2017.10 당서기, 2018.1 인대주임 임명)

주요인사

ㅇ성

장 : 吳政隆(1964년생, 남, 2017.7 성장 임명)

ㅇ 정협주석 : 黃莉新(1962년생, 여, 2018.1 주석 임명)
ㅇ GDP : 9조2,595억위안 (전년대비 6.7% 증가, 광동성에 이은 중국 2위)
ㅇ 교역액 : 6,640억 달러(전년대비 12.3% 증가)
주 요
경
제

경제지표
(2018년)

- 수출 4,040억 달러(전년대비 11.3% 증가)
- 수입 2,600억 달러(전년대비 14.2%증가)
- 주요 수출국 : 미국, 홍콩, 일본 한국(4위), 대만
- 주요 수입국 : 한국(1위), 대만, 일본, 미국, 호주
ㅇ FDI 유치 실행기준 255억 달러(전년대비 1.6%증가)

현

- 주요투자국 : 홍콩, 싱가폴, 일본, 한국, 대만,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황
주요산업

ㅇ IT산업, 첨단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석유화학산업),
환경산업, 의료산업, 방직업, 야금산업 등
ㅇ 13.5 규획기간(2016~2020) 목표
- GDP 10조 위안 달성, 연평균 7.5% 증가

주요정책

- 도시화 인구 전체 인구중 67% 달성
- 신규 취업인구 500만명 달성.
- 연평균 수입 6,000위안 이하 300만명의 농촌주민들의 빈곤상황 타개
ㅇ 자매지역 : 전라북도(1994)
ㅇ 우호지역 : 전라남도(1996), 충청남도(2005), 강원도(2008)
ㅇ 유적지 : 최치원 기념관 소재(양주)

한국과의 관계

ㅇ 한국-강소성 교역 : 787억 달러(전년대비 22.7% 증가)
- 對한국 수출 : 224억 달러(전년대비 21.7% 증가)
- 對한국 수입 : 563억 달러(전년대비 23.2%)
ㅇ 한국 對강소성 투자: 11.4억 달러('18.3분기 기준)
ㅇ 교민(재외국민) : 약 1.7만명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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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난징시 약황
ㅇ 南京은 강소성 정부 소재지
ㅇ 면적 : 6,587㎢ (서울의 10.8배)
일 반

ㅇ 인구 : 833.5만명 (2017년)
ㅇ 고속철도 : 북경 3시간40분, 상하이 67분, 杭州 60분
ㅇ 祿口국제공항(NKG)은 30여개국가/지역, 중국내 70여개 도시와 연결
ㅇ GDP : 1조1,715.1억 위안 (전년대비 8.1% 증가, 蘇州에 이어 장쑤성
2위), 1인당 GDP 20,899불
ㅇ 산업구조(1,2,3차 산업비중) = 2.3% : 38.0% : 59.7%
ㅇ 주력산업 :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등

경제 현황
(2017년)

- 고등교육/과학기술연구 인력 풍부
ㅇ FDI 실도달액 36.73억불
- 주요 외국기업 : BASF, GE, 모토로라, 월마트, 미쯔비시, 혼다 등
ㅇ 무역액 : 611.9억불(전년대비 21.7%)
- 수출 : 344.1억불 (16.1% / EU, 미, 아세안, 한, 일)
- 수입 : 267.7억불 (29.8% / 한, EU, 일, 아세안, 미)
ㅇ 明나라의 첫 도읍지, 洪秀全이 주도한 태평천국운동의 근거지, 중일전쟁
시기 국민당 정부의 중심지, 북경/서안/낙양과 함께 중국 4대 古都중 하나

역사/문화

-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역사유적이 많은 장강삼각주 최대 관광도시
- 관광지 : 난징대학살 기념관, 玄武湖, 中山陵, 夫子庙, 南京总统府
- 여름기온이 40℃를 넘어 충칭, 우한과 함께 長江 3대 용광로로 불림.
ㅇ 우리 기업 230개사(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금호타이어, 금호
석유화학, 삼성전자연구소, 기아 등)

한국과의
관

계

ㅇ 교민수 : 약 6,000명
ㅇ 자매교류/우호교류
- 대전시 (1994.11 국제우호도시 체결)

주요인사

ㅇ 당서기 : 張敬華 (1962년생, 남, 2017.7 서기 임명)
ㅇ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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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藍紹敏 (1964년생, 남, 2018.1 시장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