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徽省 合肥市 개황 (2016년말 기준)
ㅇ 合肥는 안휘성 정부 소재지

일 반

1. 정치·경제·문화적 특징
ㅇ 중국 중부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중국정부로부터 “長江삼각주 도시군 발전규획(長江三角

ㅇ 면적 : 1.1만㎢ (서울의 19배)

洲城市群發展規劃)” 대상 지역에 선정되어 관리됨. 동부 연해지역에서 중·서부 지역으

ㅇ 인구 : 787만명 (2016년말)

로 나아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중국을 종횡으로 가로지르는 각종 고속도로와 철도가

ㅇ 고속철도 : 北京 4시간, 上海 132분, 南京 58분, 杭州 152분 소요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특히, 北京, 天津, 上海, 杭州, 南京 등지와 고속철도로 연결됨)

ㅇ 合肥新桥공항은 13개 국가/지역, 중국내 51개 도시와 연결
ㅇ GDP : 6,274억위안 (9.8%↑, 전국 26위), 1인당 GDP 32,080위안
ㅇ 산업구조(1,2,3차 산업비중) = 4.3% : 50.8% : 44.9%
ㅇ 주력산업 : 가전, 장비제조, 자동차, 전자정보 등 제조업

ㅇ 合肥는 주변 대도시에 비해 경제규모는 작으나 △2010년이후 무호와 함께 산업이전 장
려 정책 시행(皖江城市帶承接産業轉移示範區), △ 2011년 巢湖市 분할 병합, △2015년
8개 “혁신 개혁 시험 구역(合蕪蚌自主創新綜合試驗區)”중 하나로 지정(上海, 京津冀, 廣
東, 四川, 武漢, 西安, 沈陽 등)되어, 빠르게 발전중

- 고등교육/과학기술연구 인력 풍부
ㅇ 신규외자투자 유치: 28.08억불(12%↑) : 일본, 미국, 한국, 독일, 대만 등
- 주요 외국기업 : ABB(변압기), HITACHI(중장비), SUMITOMO(화학),
경제 현황
(2016년)

Continental AG(타이어) 등 40개 세계 500강 기업 입주

- 수출품목: 기계설비(37.2%), 컴퓨터 및 통신설비(23.5%), 가전(8.6%), 의
류신발(3.8%)
- 수입 : 400억
- 수입품목: 농산품(12.7%), 반도체 부품(2.6%), 자동차 부품(2.2%)
ㅇ 西漢부터 合肥縣이라는 지명 등장, 東晋부터 청나라시기까지 虜州로 불리다
1949년 合肥市 정식 설립, 현재의 合肥범위는 2011.8. 완성
-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역사유적이 많아 중국우수관광도시로 선정(1998)
- 관광지 : 三河古鎭, 包公園, 銀山智人遺跡
- 광산자원: 황철광과 철광 매장량은 각각 안휘성의 1/2, 1/3 차지
ㅇ 우리 기업 25개사(금호고속, 코스몰, 현정무역회사, 롯데케미칼 등)
ㅇ 總교민수 : 약 400명
한국과의
관

- 유학생 약 150명 포함

계 ㅇ 자매교류(11개)/우호교류(11개)

- 자매교류 도시: 강원도 원주(2002.6.20.)
- 우호교류 도시: 충청남도 서산(2003.6.3.)
주요인사

하며 신형스크린, 지능음성인식 등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음. 대표적인 기업은
아래와 같음

ㅇ 무역액 : 1,234억위안
- 수출 : 834억위안

역사/문화

ㅇ 合肥는 가전제조, 장비제조, 자동차제조 등 제조업과 농산품가공업 등을 기둥산업으로

- 농산품가공 : 洽洽食品(중국 10위권내 견과류 가공기업), 眞心食品(중국 10원내 해바
라기씨 가공기업), 五星果品(90년대에 설립된 과일가공기업). 黃山(안휘성
대표 담배브랜드), 迎客松(80년대에 설립된 조미료 가공기업)
- 가전제조 : 美菱(냉장고), 榮事達(소형가전), 晶弘(냉장고), DIQUA(본사는 미국
whirlpool 가전)
- 자동차제조 : JAC(안휘성 대표적인 소형자동차브랜드, 2017.6. volkswagen사와 합자
협의 체결), AK(JAC 산하의 객차브랜드), Continental AG(타이어)
- 장비제조 : HELI(2011년에 지게차 분야에서 중국1위, 세계8위 브랜드로 선정),
HITACHI(중장비), ABB(변압기)
- 인테리어 : ZBOM(중국 유명 주방가구 브랜드), Vanbo(중국 유명 침대 브랜드),
KLF(중국 유명 가구 브랜드)
- 첨단산업 : BOE(신형 스크린계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액정화면 점유율 세계1위,
모니터 스크린 점유율 세계2위, 티브이 액정화면 점유율 세계3위 브랜드),
iFLYTEK (사용자가 4억명이 넘은 휴대폰 讯飞输入法으로 유명한 기업. 현재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MIT로부터 2017년 글로벌 스마트
기업 탑 50으로 평가받음)
ㅇ 合肥市는 과학연구시설이 북경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과학연구 기반이 튼실한바, 한국

ㅇ 당서기 : 宋國權 (1960년생, 남, 2016.11 서기 임명, 前)蕪湖市委 서기)

의 KAIST에 해당하는 중국과학기술대학(中國科學技術大學) 및 合肥공업대학(合肥工業大

ㅇ 시 장 : 凌 雲 (1964년생, 여, 2016.10 시장 임명, 前)合肥市 부시장)

學) 등 유수 이공계 대학에서 배출되는 과학기술인력 풀(pool)이 풍부하여 전기/전자/
정보 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ㅇ 마이크로스케일 물질과학 국가실험실(微尺度物質科學國家實驗室), 국가고성능컴퓨터센
터(國家高性能計算中心)같은 국가급 핵심과학연구시설 및 중국과학원 물질과학연구원
등의 연구개발 기관이 680여개 소재해 있음. 이러한 과학연구 기반을 통해 중국 최초
의 마이크로컴퓨터, 창문형 에어컨이 合肥市에서 개발될 수 있었으며, 관련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2.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ㅇ 현재 合肥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대부분 중국의 제조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로, 기업
수가 25개(2012년 4월 기준)에 불과함. 그러나 최근 合肥의 산업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대부분 진출기업은 중국기업에 납품하는 자동차부품, 전자설비, 화학제품 제조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은 금호고속으로 合肥-上海간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음
- 2008년 만도가 合肥에 진출하면서 여러 자동차 부품업체가 함께 진출하였고 현대
LCD를 인수한 BOE(京東方)에 납품하는 LCD 부품업체 등이 진출함
- 2011년 호남석유화학이 合肥를 중국 내륙지역 진출의 첫 관문으로 삼고 가전·자동차
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공장을 설립함.
ㅇ 우리 기업들이 꼽는 合肥市의 장·단점
- △ 연해지역과의 높은 접근성 △ 자동차·가전·전자정보 분야의 산업 집적 △ 풍부한
과학기술 인력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이 合肥市 진출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진출 기업들은 △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 및 풍부한 생산직 인력 △ 외자기업에
대한 合肥市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 △ 長三角지역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合肥市의
장점으로 꼽고 있음
- 이에 반해 △ 合肥市 자체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 사무능력과 한국어 능력을
동시에 갖춘 사무직원 채용이 어려운 점 △ 연해지역에 비해 외자기업과의 접촉이
적어 은행 등 현지 관련 기관의 업무처리 경험이 미진한 점 △ 주재원 및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점을 合肥市의 단점으로 보고 있음
※ 合肥市 진출 주요 한국기업
금호고속(1997, 合肥-상하이간 고속버스 운행), 안후이 코스몰(2008, 유통), 현정무역
회사(2008), 광호자동차(2008), 동이자동차(2008), 안희기 완구(2008), D&F(2009. 광
기능성 필름 제조), 롯데마트(2010), 동진 세미켐(2010, LCD 부품), 호남석유화학
(2011, 現在 롯데케미칼), 대성산업가스(2011).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