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휘성의 일대일로 건설 추진현황 (2018.7.3., 주상하이 총영사관 공지)

키운다는 전략 추진중
ㅇ 鄭浦港은 현재 총 목표치의 1/9이 건설 완료된 상태로서(종합보세구도 기설립), 추후

1. 육상실크로드 건설 (국제화물열차 운영현황)
ㅇ 국제화물열차(合新歐) 2개 노선 운영중 (매주 1회 발차, 2017년 총 70회 발차)
- ①合肥에서 출발, 新疆을 경유하여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스, 폴란드, 독일 함부
르크 도착 (약 15일 소요)
②合肥에서 출발, 新疆을 경유하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도착 (9일 소요)
ㅇ 동 화물열차 운행 상황이 중국내 타 지역보다 저조한 원인은 아래와 같음.
- 안휘성(合肥市)측의 동 화물열차에 대한 보조금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바(河南省 鄭
州市의 1/10에 불과), 수출 기업들은 선박운송을 선호하거나, 보조금이 많은 타 지역
의 국제화물열차를 이용
- 해외 수출운송후 복귀시 빈 컨테이너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운송료 부담 가중
- 안휘성 주요 수출 상품은 가전제품, 기계설비 등 크고 무거우며 부가가치가 낮은 상
품이 많아 대부분 수출기업들이 열차편보다 해운을 선호
ㅇ 안휘성 정부는 동 화물열차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合肥市 차원의 운영을 省정
부와 合肥市정부간 협력 운영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급 증대, △화물열차 운영 편
수 점증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2. 해상실크로드 건설 : 鄭浦港 육성
ㅇ 안휘성내 長江연안에 5개 항구 보유 : 鄭浦港(馬鞍山市에 위치), 蕪湖港, 安慶港, 銅陵
港, 池州港 등
- 위 5개 항구의 ’17년 컨테이너 처리량은 110만 TEU이며, 이중 70만TEU가 蕪湖港에
서 처리
ㅇ 위 5개 항구중 대외 개방항구는 鄭浦港과 蕪湖港 2개로서, 鄭浦港은 5만톤급, 蕪湖港은
3만톤급 선박까지 정박 가능토록 설계되었으나, 인근/하류의 南京長江大橋의 높이가 낮
아 실제로는 1만톤급 화물선까지만 운행중
- 상하이 洋山港이나 寧波-舟山港에 들어온 원양화물이 1만톤급 혹은 5천톤급 선박에
옮겨 실려 鄭浦港, 蕪湖港, 安慶港, 銅陵港, 池州港 등에 출입
ㅇ 위 5개 항구중 蕪湖港이 현재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나, 안휘성 정부는 자연/지리적 여
건 등 측면에서 鄭浦港의 비교우위가 크다고 판단, 향후 鄭浦港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여

동 항구에 철도를 건설/연결하여, 상하이 洋山港이나 寧波-舟山港으로 들어온 화물 등
을 鄭浦港을 통해 하남성 등 중국 내륙으로도 운송하며, 合新歐 등 국제화물철도와도
연계한다는 비젼 보유
ㅇ 현재 안휘성 정부는 省내 항구들의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개 회사를 설립하여 5개 항구를 통일 관리할 계획 추진중
3. 走出去(해외투자진출) 확대를 통한 일대일로 건설
ㅇ 안휘성은 2017년에 75개 기업이 해외진출, 실제 대외투자 규모는 9.2억 달러, 해외파
견 노무인력 수는 20,049명, 해외 건설사업 규모는 34.8억 달러임.
- 이중, 일대일로 연선국가 진출 기업수는 25개로 전체의 33%, 투자규모는 9천만달러
로 9.7%(전년대비 22% 증가), 연선국가내 건설사업 규모는 13.4억달러로 38.5%
ㅇ 안휘성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주로 국유기업이 아닌 민영기업들로서, 정보력/자금력이
부족하므로, 민족, 종교, 정책 등에서 불확실성이 많은 저개발 개도국보다는 동 불확실
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로의 진출을 선호한다고 하는바, 안휘성 기업들의 주요 해
외진출 사례는 아래와 같음.
- 시멘트 공장 : 海螺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러시아, 케냐,
남아공 등에 진출
- 강철 공장 : 馬鋼이 프랑스, 남아공 등에 진출
- 발효 공장 : 豊源그룹이 헝가리, 브라질, 태국 등에 진출
- 유색금속 제련 공장 : 銅陵有色그룹이 진출
- 산업단지 해외진출 : 奇瑞의 브라질 자동차 산업단지, 外經集團의 모잠비크 贝拉 산
업단지, 農墾集團의 짐바브웨 합작 산업단지 진출
ㅇ 안휘성 기업들이 한국기업들과 연합하여 제3국에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 안휘성 정부는
양측 기업들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유관법규에 따
라 진실성 위주로 심사후 비준하겠다는 입장이라 함.
- 다만 최근 중국정부는 중국기업들이 해외에서 부동산/호텔/클럽 등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

ㅇ 한국에 진출한 안휘성 기업 현황
5. 인문교류(民心相通)을 통한 일대일로 건설
- 2017년 말까지 8개의 안휘성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여 실제 투자기준 1,834만달러
투자 (신고기준 1.2억달러)

ㅇ 안휘성의 민심상통은 각국 우호도시들과의 관계 발전을 중심으로 추진중인바, 현재 안
휘성은 세계 각국 약 90여개 도시/지역과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으며(한국 10

- 한국에 진출한 대표적인 안휘성 기업:
① RAMSWAY : 合肥德豐杰雷明創業投資公司가 2015.11에 설립한 기업을 이동응용
반도체 설비 연구개발 업체
② NEXIA : 合肥德豐杰雷明創業投資公司가 2015.11에 설립한 기업으로 전자 패널과
집적회로 관련 제품 설계 및 개발업체
③ 藍鼎韓國發展株式會社 : 安徽藍鼎控股集團이 2013.6에 제주도에 설립한 기업으로
관광지 부동산개발 및 판매, 호텔 경영 업체
4. 引進來(외자유치) 확대를 통한 일대일로 건설
ㅇ 안휘성은 최근 외자유치에서 특히 독일과의 협력관계가 주목
- 2016년 메르켈 독일총리가 방대한 기업대표단을 이끌고 안휘성 방문 (안휘성 출신
李克强 중국총리와 의 개인 친분 등도 작용)
- 안휘성에 진출한 독일계 기업들은 Volkswagen 등 자동차, Continental 타이어 등 자
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 위주 (江淮汽车와 Volkswagen의 합자사업으로 신에너지자동
차 및 부품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주력)
- C. Wulff 독일 前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제1차 세계제조업대회”를
2018.5 안휘성 합비에서 개최(안휘성은 향후 동 대회를 안휘성에서 계속 개최 희망)
ㅇ 안휘省정부 주관하에 2005년부터 매년 5월 合肥에서 개최하고 있는 종합 경제무역회의
인 徽商大會(안휘성 상인대회) 및 매년 9월 農交會(中國安徽(合肥)農業産業化交易會) 등
을 통해 내자/외자 기업 유치 노력 강화
- 참고 :

http://www.ahtrader.com/index.html

ㅇ 安徽, 山西, 江西, 河南, 湖北, 湖南 등 중국 중부지역 6개성에서 매년 번갈아 개최하는
中部投資貿易博覽會를 통해서도 내자/외자 기업 유치 노력 전개(2017.3. 제10회 中部投
資貿易博覽會를 안휘 합비에서 개최)
ㅇ 안휘성의 한국기업 유치 현황
- 등록기준 304개 한국기업이 안휘성에 투자진출(정상 운영중인 기업은 111개)
- 안휘성측은 한국기업의 안휘성 진출 희망 분야로, 액정 등 전자정보산업, 가전 제조
업, 집적회로, 메모리 기기, LED, 기계/자동차 산업 등을 제시

개 포함), 동 지역에서 매년 문화주간행사(安徽文化周) 행사 개최
- 2017년에는 폴란드와 체코에서, 2018.5에는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안휘성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 진행
- 2016.11. 우간다·탄자니아·남수단·케냐·르완다·부룬디 및 독일에서 진행
ㅇ 안휘성측과 한국간 자매/우호도시 관계
- 안휘省-강원도, 馬鞍山市-창원시, 池州市-구례시, 合肥市-원주시, 黃山市-대구시,
巢湖市-보은군, 淮北市-포천시, 淮北市-서산시, 利辛县-나주시, 亳州市-영주시
- 2018.6. 강원도 대표단이 안휘성을 방문하였고, 2019년 강원도지사-성장 차원의 상
호방문 방안을 검토중이라 함.
- 안휘성은 2018.9. 중국 河南省 개최 중국-한국-일본 우호도시 교류대회(中日韓友好
城市交流大會)에 참가할 계획이라면서, 우리 강원도측도 참가하기를 희망한다고 함.
ㅇ 안휘성측은 금년 10월 상하이에서, 외교/영사단, 외국기구/기업들을 상대로 안휘성의
휘(徽)문화와 과학혁신을 주제로 안휘성 종합 소개/교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동
행사에 안휘성 진출희망 기업/기구를 많이 초청할 계획이라 함.(동 행사에 안휘성 성장
등 참석 계획).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