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휘성 마안산市 기업환경 및 시사점 (2018.7.6., 상하이 총영사관 공지)
1. 마안산市 개요
ㅇ 면적 4,042㎢(서울의 약 6.7배), 인구 230만명
ㅇ 안휘성 16개 행정구역중 GDP 3위, 1인당 GDP 1위
ㅇ 長江이 市중심을 관통하여 흐르며, 강소성 남경시와 인접
* 고속철도로 남경시와 18분, 상하이와 132분
2. 마안산市 주요 기업환경
가. 경제/문화 여건
ㅇ 중국내 330여개 도시중 살기좋은 도시 20위에 선정 (2017년 중국사회과학원)
ㅇ 풍부한 철광 자원으로 강철제련산업 발전 (馬鋼기업 등)
ㅇ 고속철 등에 사용되는 특수강판 개발/제조, 산업용 로봇 개발/제조, 중국 최대 아이스
크림 基地 보유
ㅇ 경제개발구, 종합보세구, 첨단산업단지 등 보유
ㅇ 마안산시 長江연안 鄭浦港이 대외개방항구로 집중적으로 건설/발전중
ㅇ 2017년 수출입규모는 38억 달러(수출 16억 달러, 수입 22억 달러)
- 해외 공장 인수/합병 등 형식으로 대외투자 진출 추진중
- 해외 노무자 1만여명을 동남아, 아프리카 등의 건설현장에 파견(昌源國際, 建成國
際 2개 회사가 대표적)
ㅇ 마안산시 상주 외국인은 439명 (이중 한국인은 10명)
ㅇ 長江삼각주 지역(상하이,강소성,절강성,안휘성)에 동일한 시장인허가 기준을 적용중이
므로, 마안산市에서 식품, 질량검측, 자격증(병원 개설에 필요한 의사자격증 등) 등의
인증을 받으면, 상하이, 강소성, 절강성에도 通用 가능하다고 함.
나. 인접한 강소성 南京市와의 융합발전 추진
ㅇ 마안산시 의료보험 혜택을 남경시에서도 향유하는 방안을 남경시측과 협의중 (향후 5
년내 남경시에서도 적용 목표)
ㅇ 南京市 지하철이 마안산市와 접경지역까지 연결되어 있어, 향후 마안산市 중심까지
연결시킬 계획이며, 현재 건설 개시 시점 등에 대해 남경시측과 조율중
ㅇ 두 도시간 시내버스는 이미 연결되었고, 노인우대 교통카드도 상호 인정된 상태
다. 鄭浦港 건설 확대 및 발전 추진
ㅇ 안휘성내 長江연안의 5개 주요항구(鄭浦港, 蕪湖港, 安慶港, 銅陵港, 池州港)중 蕪湖港

이 현재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나, 안휘성 정부는 자연/지리적 여건 등 측면에서 鄭浦港
의 비교우위가 크다고 판단, 향후 鄭浦港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여 키운다는 전략 추진중
ㅇ 鄭浦港과 蕪湖港은 대외 개방항구로서, 3-5만톤급 선박까지 정박 가능토록 설계되었으
나, 인근/하류의 南京長江大橋의 높이가 낮아 실제로는 1만톤급 화물선까지만 운행중
- 상하이 洋山港이나 寧波-舟山港에 들어온 해외화물이 1만톤급 혹은 5천톤급 선박에
옮겨 실려 동 5개 항구 등에 출입
ㅇ 鄭浦港은 현재 총 목표치의 1/9이 건설 완료된 상태로서(종합보세구도 기설립),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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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鄭浦港은 수심이 10미터 이상인 심수항으로서, 안휘성내 유일한 長江 北岸 항구
- 안휘성 경제총량의 70%가 長江 이북에서 창출되고, 안휘성내 80% 이상의 수출화물
이 南京港, 上海港 등을 통해 수출되기 때문에 안휘성내 유일한 長江 北岸 항구로서
鄭浦港의 향후 발전 전망이 큰 상황
- 鄭浦港은 신흥 개발 항구로서, 약 10년여년 후에는 鄭浦港이 蕪湖港을 제치고 안휘
성內 최대 무역항구로 발전 전망
ㅇ 鄭浦港은 현재 해외 육류 수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향후 糧食, 자동차, 과일, 콜드체인
수산품, 와인 등의 수입이 가능토록 승인을 신청했거나 신청 준비중
3. 한국과의 관계 및 시사점
가. 한국과의 관계
ㅇ 마안산시의 2017년 對한국 수출입은 1.8억 달러
- 주요 수출 품목은 강철제품, 태양에너지 배터리, 티타니움 등
-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화학 원료와 화학공업 원료
ㅇ 마안산시에 진출한 한국기업
- 馬鋼奧瑟亞化工有限公司 (馬鋼주식회사와 한국의 오세아주식회사의 합자 기업,
2015.2 마안산 입주, 콜타르 가공품 연구개발/생산)
- 科沃정밀화학유한공사 (고무제품/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 2016년 마안산 입주)

ㅇ 마안산시 기업의 한국진출은 아직 없음.
ㅇ 마안산시 상주 한국인은 약 10명
나. 시사점
ㅇ 마안산市는 기존의 철강 위주의 산업구조 변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현재 상하이, 강소
성, 절강성 등 연해지역에 입주하였던 기업들이 기업이전 대상지역으로 고려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ㅇ 마안산市에 미개발 토지자원이 많고(총면적이 서울의 6.7배)), 인건비가 저렴하며, 공
업/제조관련 시설이 비교적 구비되어 있고, 자체의 심수항(鄭浦港)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화물철도合新歐)가 合肥市에서 주1회 출발하고, 강소성 남경시와 인접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ㅇ 마안산市 鄭浦港 일부 지역이 종합보세구로 지정되었는바, 마안산시는 향후 공업/제조
업을 넘어 무역, 경공업, 가공업 등으로 발전분야를 확대해갈 것으로 보임.
* 주요 연락처
- 마안산시 상무국 홈페이지: www.masswj.gov.cn
劉菁 부국장 : +86-0555-8355-783, 1960444071@qq.com,
- 정포항(鄭浦港)新區정부 홈페이지: www.maszpgxq.gov.cn
蔣燕 招商局 부국장 : +86-0555-536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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