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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 가능성 연구

정지현

중국 연해지역에서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중부 내륙지역
은 임금수준, 노동공급 안정성 등 다양한 생산환경에서 연해지역과 큰 차이
를 보인다. 연해지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을 때도 중
국경제의 건재함을 과시하도록 해준 것이 내륙지역의 고속성장이었다. 그 중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중부지역은 3억 6,000만 명을 보유한 거대시장이자,
지리적으로 중국 주요 도시들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연해지역과도 가깝고, 일
정 수준의 산업인프라 및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
해 중국 내에서 노동집약적 산업 및 수출가공업의 이전지역으로 중부지역이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한편 노동력 부족, 임대
료 상승, 환경규제 강화, 산업고도화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진출이 집중되
어 있는 연해지역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용절감 및 수출가공을 목적으로 중국 연해지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생산공장을 중부 내륙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지역인지, 이전 유망업종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중국 중부
지역의 생산기지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 위주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이 가장 많은 연해 3개 도시
(칭다오, 톈진, 쑤저우)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면서도 역내 수출환경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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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 중부 5개 도시(정저우, 쉬창, 허페이, 우후, 타이위안)를 선정하여 기업
이전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하고 중부 도시의 산업네트워크 환경을 파
악하였다. 비용절감효과는 기업 이전 시 발생하는 최대 장점인 노동비용 절
감분과 최대 약점인 물류비용 증가분을 고려하여 추산하였으며 산업네트워크
환경은 해당 지역의 주요 공단을 통해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비용절감효과가 가장 큰 도시는 연해의 톈진과 중부의
쉬창 지역이었고, 칭다오의 경우 정저우와 쉬창을 제외한 나머지 중부 3개
도시로의 이전은 오히려 비용증가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중부 각 도시마다 산
업클러스터 조성 여부가 상이하였다. 이에 중부 내륙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
전을 고려하는 기업은 반드시 비용절감효과와 산업네트워크 환경을 동시에
파악해야 하고,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들과 생산체인을 공동으로 이전하는 방
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내륙 이전을 통한 비용절감분을 기술 및 품질에
서 ‘소폭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재투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역시 내륙 이전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이전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
여 연해 중소기업과 중부 내륙도시 간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부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계획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중국 지방 관계부처와 기술
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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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이라는 ‘세계의 공장’이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지
난 30년간 중국은 저임금이라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평균 10%의 성장 신
화를 창조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저임노동력
부족 문제는 현재 ‘농민공(農民工) 모셔오기’ 전쟁을 치를 정도로 악화되었
고, 최근 급속한 상승추세를 보이는 임금수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
망되어 ‘세계 공장’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공장’인 중국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
의 공장’을 담당해왔던 주체도, 고속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주역도 모두
외국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었던 중국의 연해지역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을 비
롯한 외국에 있어 중국 연해지역의 문제는 곧 중국의 문제였고, 연해지역의
변화는 중국의 변화를 의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해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는 중국 ‘공장’의 종말과 중국 ‘시장’의 시작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는
다양성의 국가인 중국의 일면만을 확대 해석한 데서 나오는 오류이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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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지역에서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중부 내륙지역은 임금
수준, 노동공급 안정성 등 다양한 생산환경에서 연해지역과 큰 차이를 보인
다. 연해지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을 때도 중국경제
의 건재함을 과시하도록 해준 것이 내륙지역의 고속성장이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중국 발전의 청사진인 12차 5개년 규획에서는 향후 연해와 내륙 지
역에 상이한 정책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내륙지역 중 인구밀도가 높은 중부지역1)은 3억 6,000만 명을 보유한 거
대시장이자, 지리적으로 중국 주요 도시들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연해지역과
도 가깝고, 일정 수준의 산업인프라 및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등을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기지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기 발생 전인
2007년 광둥성에 진출한 홍콩 및 대만 기업은 임금인상 및 저임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한 비용상승에 대응하여 생산기지의 이전을 추진해왔다. 무엇보다
도 중국 로컬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이 활발하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
에 화려한 성장기록을 세운 내륙지역의 발전추세를 주목하기 시작한 글로벌
기업들이 내륙시장의 잠재력에 대응하여 생산거점의 내륙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목적 중 53.1%가 현지 내수시장 개척이라는
KOTRA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저
임금 매력을 활용하기 위해 진출한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2) 이들은 주로 노동집약적 업종 및 수출가공 분야에 집중된 투자를
해왔으며 대다수 연해지역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현재 연해지역의 인건비

1) 중국의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발
전 전략의 구분에 따라 후베이(湖北)성, 후난(湖南)성, 허난(河南)성, 안후이(安徽)성, 장시(江西)성, 산시
(山西)성의 6개 성을 포함하는 지역을 중부지역으로 분류하였다.
2) KOTRA가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Grand Survey 2010』에서 응답기업 중 53.1%가
현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진출하였다고 답했으나, 지난 2007~09년에는 내수 진출 목적이 전체의
30%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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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노동력 부족, 각종 환경규제 강화, 경쟁심화 등 경영환경 악화는 중국
에 진출한 한국 중소업체들의 가격경쟁력 및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 상실을 감수하면서 연해지역으로의 진출을 고
수한다면 우리 기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최근 중국 내에서 노동집약적 산업 및 수출가공업의 이전지역으로 중부지
역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해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인 연해지역과 중부 내륙지역의 생산환경, 물류환경, 산업
네트워크 환경 등의 차이에 기초한 기업 이전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중부 내륙 주요 도시별 투자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역시
KIEP 중국권역별ㆍ성별연구단(2010), 한국수출입은행(2005) 등이 거의 유일
한 상황이다. 다만 KIEP 중국권역별ㆍ성별연구단(2010)은 중부 4대 도시군
의 내수시장을 분석한 것으로,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는 미미하며, 한국수출
입은행(2005)은 중부지역의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과거
정보이며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 내용도 없다. 대다수의 중국 지역연구가 연
해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부지역 관련 연구는 중부지역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거나 성(省) 단위로 나누어 정부의 정책 변화나 투자환경
을 소개하는 정성적인 접근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의 제트로(JETRO
2010) 및 미즈호연구소(酒向 浩二 2010)에서 발간된 중국 중부지역 관련 보
고서 역시 해당 지역의 정책 및 거시지표 소개, 기진출 기업 동향 등을 개괄
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한편 홍콩무역발전국은 중국 주장(珠江)삼
각주지역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하여 자국 중소기업이 어려웠던 시기에 주장
삼각주 주변 내륙도시의 인건비, 임대료, 물류비용 및 시간 등의 정보를 제
공한 바 있다(HKTDC 2007).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내륙도시는 홍콩기업이
다수 분포한 주장삼각주 인근의 후난성, 장시성 등의 지방도시로 우리 기업
에 필요한 정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연해지역에 진출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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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업, 즉 비용절감형 또는 수출지향형 생산공장을 세운 한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용절감효과와 산업네트워크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부 내륙지
역으로의 이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지, 이
전 유망업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우리 기업의 중국
연해 생산기지를 중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중부지역의 생
산기지 활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 가능성을 연해지역에 기진출한
비용절감형 한국 중소기업의 중부 이전 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연구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이를 도식화한 것
이 [그림 1-1]이다.
첫째, 한국의 제조업 위주 중소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한 중국 연해지역의
3개 도시를 선정한다.
둘째, 중소기업이 집중된 연해지역과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면서 역내 수
출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중부 내륙의 5개 도시를 선정한 후, 각 도시의 특징
을 개괄적으로 정리한다.
셋째, 연해지역에서 중부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투자환경의 차이를 비교한다. 연해지역 기업이 겪
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인상과 인력부족인 반면, 생산기지의 내륙 이전
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은 물류비용의 증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금수
준, 노동력 공급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생산환경과 교통인프라, 물류비용 및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환경의 지역간 격차를 비교한다. 환언하면, 연해
지역 기업이 중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임금격차로 발생하는 노동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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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내륙 이전으로 인한 총물류비용 추가분을 상호 비교하여 전체적인 비
용절감효과를 분석한다.
넷째, 또한 제조분야 중소기업이 입지 선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
는 산업네트워크 환경을 중부 5개 도시의 개발구 및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
로 분석한다.
다섯째, 위의 셋째와 넷째의 분석을 종합하여 비용절감효과 발생으로 생산
기지 이전이 가능한 지역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유망한 업종을 도출
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연해지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중부 이전
가능성 타진이라는 연구목적에 맞도록 한국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연해도
시 3개를 한국수출입은행, KOTRA 및 중국한국상회의 자료를 토대로 선정
하였다.

❚ 그림 1-1. 본 연구의 구조 및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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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한국의 대중 투자 관련 데이터 조사 가능 범위 및 출처 ❚
투자규모
성(省) 단위

지급시(地級市) 단위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신규법인 수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

진출기업 수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중국한국상회,
중국한국상회 회원명록]

주: [ ] 안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추산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함.

현재 한국의 대중국 투자 관련 통계는 일반적으로 성(省) 단위로 발표되고
있으며 성 아래 행정단위인 지급시(地級市)에 대한 투자규모나 기업 수 등은
따로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표 1-1 참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제조업
에 대한 한국의 중소기업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3개 성(省)을 선별한 후,
KOTRA 및 중국한국상회의 자료를 활용하여 각 성에서 한국기업이 집중
분포된 지급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해지역 3개 도시를 선정하였다.
우선 수출입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제조
업분야 투자규모는 7.3억 달러로 그 중 산둥성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30%
인 2.2억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장쑤성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25%인 1.8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10년간 중국 각 성에 대한 한국 중소기
업의 제조업분야 투자규모(누적)를 기준으로 하여도, 산둥성과 장쑤성에 대
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표 1-2 참고). 반면 한국 투자 3위 지역은
2010년에는 광둥성이었으나 그 전 기간에는 톈진시와 랴오닝성이었다. 이에
지난 10년간 누적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톈진시를
산둥성 및 장쑤성과 함께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KOTRA가 발표한『2009/2010 해외 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하)』에 따르
면, 2009년 산둥성에서 조사된 현지 진출 한국기업은 약 983개 사로 가장
많았으며 장쑤성과 톈진시는 각각 316개 사 및 763개 사였다.3) 또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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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중국 주요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제조분야 투자규모(2006～10년) ❚
(단위: 천만 달러, %)

연도

산둥성

장쑤성

톈진시

랴오닝성

광둥성

2006

418
(41.4)

200
(19.8)

114
(11.3)

51
(5.0)

48
(4.8)

중국 전체
1,009

2007

441
(34.2)

256
(19.9)

140
(10.9)

104
(8.0)

113
(8.8)

1,288

2008

325
(32.6)

232
(23.3)

83
(8.3)

133
(13.3)

70
(7.0)

999

2009

210
(34.2)

140
(22.8)

68
(11.1)

76
(12.3)

39
(6.4)

615

2010

217
(29.8)

179
(24.5)

74
(10.1)

59
(8.1)

82
(11.2)

727

2006～10

1,611
(34.7)

1,007
(21.7)

479
(10.3)

422
(9.1)

352
(7.6)

4,638

2001～10

2,834
(36.2)

1,633
(20.9)

782
(10.0)

668
(8.5)

523
(6.7)

7,829

주: ( ) 안은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한국상회에서 발간한『2010 중국한국상회 회원명록』에 따르면, 한국기업은
산둥성의 칭다오시(977개 사)에, 장쑤성의 쑤저우시(160개 사)에 집중분포되
어 있다(표 1-3 참고).4)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
소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연해지역 도시로서 칭다오, 톈진, 쑤저우 3개
도시를 선정하였다.
연해지역에 진출한 수출지향형ㆍ비용절감형 기업이 중부내륙으로 이전할
경우, 수출입을 위한 내륙 운임비용이 증가하거나 기존 투자지역의 협력사
및 고객사와의 거래관계 유지에 따른 운임비가 추가되므로, 가급적 연해도시

3) 같은 시기 랴오닝성에서는 305개, 광둥성에서는 198개의 한국기업이 조사되었다.
4)『2010 중국한국상회 회원명록』에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 중 해당 지역(지급시 혹은 성 단위) 한국상회에
가입한 기업들만이 포함되어 있어(2009년 12월 기준), 회원사가 아닌 한국기업 수는 누락되어 있다,
한편『2009/2010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하)』에는 KOTRA 해외 KBC가 2009년 9월 조사한 현
지 법인 및 지점(지사) 등 한국기업(소형 식당 혹은 슈퍼마켓 등 소규모 자영업 제외)의 명단이 수록되
어 있으나 상하이 KBC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당시 조사에 응하지 않았거나 기타 사정으로 누락된 기
업들이 있어 현지의 한국기업 수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위 두
자료에 명시된 한국기업 수는 업종을 불문한 전체 기업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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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중국 주요 도시 한국상회에 가입된 한국기업 수(2009년) ❚
지역

지역

기업수

977

양저우(揚州)시

24

웨이하이(威海)시

370

롄윈강(連云港)시

48

옌타이(煙臺)시

284

전장(鎮江)시

35

웨이팡(濰坊)시

136

난징(南京)시

84

지난(濟南)시

36

쑤저우(蘇州)시

100

더저우(德州)시

24

르자오(日照)시

65

쯔보(淄博)시

43

칭다오(青島)시

산
둥
성

기업 수

총계
톈진시

1,935
604

장
쑤
성

장자강(張家港)시

60

난통(南通)시

30

우시(無錫)시

56

옌청(鹽城)시

40

창저우(常州)시

35

총계

512

자료: 중국한국상회(2010),『2010 중국한국상회 회원명록』.

및 연해항구와 근거리에 위치한 중부도시를 선정하는 것이 물류비용 부담에
유리하다. 또한 중부지역은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수출입비중이 상대적
으로 매우 작은 지역으로, 일부 도시의 수출입환경(도로교통, 물류집산 등)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각 성(省)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칭다오시와 가장 가까운 중부지역은 허난성과 안후이성이며, 톈
진시는 산시성과 허난성, 쑤저우시는 안후이성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
다. 또한 허난성의 18개 지급시, 안후이성의 17개 지급시, 산시성의 11개 지
급시 중 수출 규모 및 비중이 크고 연해항구와 가까운 주요 도시들은 [표
1-4]와 같다. 이러한 기준으로 허난성의 정저우시와 쉬창시, 안후이성의 허
페이시와 우후시, 산시성 타이위안시의 5개 도시를 기업 이전 후보지로 선정
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선정된 연해 3개 도시와 중부 내륙 5개 도시를 대
상으로 노동집약적 업종 위주의 수출지향형 중소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가능
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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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중부지역 주요 도시의 수출규모 및 내륙 물류 거리 ❚
성(省)

허난성

안후이성

산시성

내륙 물류 거리(km)

지급시(地級市)

수출액
(백만 달러)

GRDP대비
수출비중(%)

연해항

최단거리

정저우(鄭州)

2,189

4.5

롄윈강

574

쉬창(許昌)

860

5.2

롄윈강

563

자오쭤(焦作)

680

4.3

롄윈강

628

허페이(合肥)

4,448

14.4

상하이

470

우후(蕪湖)

895

6.8

상하이

354

추저우(滁州)

536

6.3

상하이

356

타이위안(太原)

1,944

8.6

톈진

535

윈청(運城)

157

1.5

톈진

898

진중(晉中)

150

1.6

톈진

514

자료: EIU; 각 도시 정부 홈페이지.

우선 2장에서는 중부 주요 도시로 선정된 정저우시, 쉬창시, 허페이시, 우
후시, 타이위안시에 대한 개요 및 경제발전 현황 등을 1차 자료 및 통계자료
에 근거하여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 간 노동비용 절감분과 총물류비용 증
가분을 추정하였다. 여기서 노동비용은 제조업 평균임금과 해당 지역 사회보
험료만을 포함시켰다. 중요한 생산환경 중 하나인 노동력 공급 정도는 수량
화 작업이 어려워 현지에서 조사한 사례 위주로 상황을 설명하였다. 한편 총
물류비용 증가분은 생산기지의 내륙 이전으로 인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내
륙 운임비와 운임시간을 모두 고려한 값으로, 운임시간 지체에 따른 물류부
담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총물류비용에 반영하였다.
4장에서는 중부 5개 도시별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을 각 지방정부에서 발
표한 1차 자료에 근거하여 서술하였으며, 주요 개발구의 주력산업과 대표적
인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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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는 3장의 분석을 토대로 노동비용 절감분이 총물류비용 추가분으
로 상쇄되는 지점을 추정하여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하였고 4장의 분석을 토
대로 이전 유망업종을 분석한 후 종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연해지역의 2개 가상기업이 중부내륙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절감분과 해당 기업의 이전 유망지역을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분석한 후,
우리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국 내에서 노동집약적 업종의 생산기
지 이전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이
전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생산기지 이전 대상지역을 중국 중부지
역으로 설정하고, 중국 연해지역에 기진출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등 연구범위를 제한하였다. 최근 중국 각 지역의 생산환경이 다각적으로 변
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추후 중국 중서부 내륙 및 동남아 지역 전체를 대
상으로 하여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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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 중부 주요 도시 개황

1. 정저우(鄭州)시
허난성의 성도인 정저우시는 허난성의 정치ㆍ경제ㆍ교육ㆍ문화ㆍ과학 등
의 중심지이며 중국문명의 발원지인 황허(黃河)와 화이허(淮河)에 접해 있다.
중국 8대 고도(古都) 중 하나인 정저우는 은(殷)나라 시대부터 약 3,6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지역답게 문화유적지가 풍부한 ‘역사ㆍ문화의 도시’다.
정저우시의 총면적은 허난성 전체의 4.5%인 7,446㎢이며 총인구는 전체
의 7.9%인 752만 명(2009년)이다. 현재 정저우시의 동부와 카이펑(開封)시
서부를 하나의 거대 신도시로 통합 개발하고 있는데, 정저우․카이펑 신구
(鄭汴新區)의 계획면적은 2,127㎢으로 정저우 도심면적의 7배에 달한다. 이
지역은 2020년까지 첨단 제조업 및 교육ㆍ금융ㆍ문화ㆍ물류 등 고급서비스
업 중심으로 인구 500만 명, 도시화율 86%의 허난성 핵심 성장거점도시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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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정저우시 위치 및 행정구역 ❚

자료: 위키피디아 한국어판(http://ko.wikipedia.org).

정저우는 수자원이 풍부한 평원지역으로 밀, 옥수수, 대두, 쌀 등 식량작
물과 사과, 배, 대추, 포도, 수박, 마늘 등 농부산품, 면화, 유료작물 등의 집
산지이다. 석탄, 보크사이트, 내화점토, 시멘트용 석회암, 천연기름숫돌, 석영
등의 광물자원도 풍부하며, 특히 내화점토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 매장량이
허난성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1.1억 톤에 달한다. 또한 보크사이트의 매장
량 역시 성 전체의 30% 이상인 1억 톤에 가깝다. 이 밖에도 정저우는 천연
기름숫돌의 품질이 우수하여 중국 최대의 기름숫돌 생산기지로 꼽힌다.5)
중국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 국도 및 철도가 모두 정저우시에서
교차하며, 여객 및 화물 운송센터가 집산되어 있어 정저우 시는 중국의 대표
적인 교통허브 도시로 꼽힌다. 중국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베이징․홍콩ㆍ마
카오 고속도로(京廣澳高速), 107번 국도(베이징․광둥성 선전)와 베이징-광저
우 철도(京廣線), 중국의 동서를 관통하는 롄윈강․신장 훠얼궈스(霍爾果斯)

5) 허난성은 몰리브덴, 홍규석, 천연소다, 남정석, 청석면 매장량이 중국 1위, 천연기름숫돌, 시멘트용 석
회암, 보크사이트가 2위, 석탄이 3위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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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連霍高速), 310번 국도(롄윈강․간쑤성 톈수이)와 롄윈강․간쑤성
란저우 철도(隴海線) 등이 모두 정저우시에서 교차한다. 또한 정저우시는 베
이징․홍콩 주롱 철도(九龙鐵路), 허난성 자오쭤(焦作)․광시성 리우저우(柳
州) 철도(焦柳鐵路) 등을 포함하여 ‘3개의 종단철도와 3개의 횡단철도(三從
三橫)’가 관통하여 중국 동서남북의 25개 성(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
국철도의 심장이라고 불린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중국 고속철도 건설계획의 중심에 정저우가 있다. 특히 시속 350㎞의 횡단
고속철도로 장쑤성 쉬저우․란저우 여객전문 고속철(徐兰客运专线)의 1단계
개통구간인 정저우․시안 고속철(鄭西客運專線)이 2009년 개통되었으며, 종
단 고속철도인 정저우․광저우 여객전문 고속철도(京廣客運專線)의 우한․광
저우 구간(2009년 개통)에 이어 정저우를 경유하는 베이징․우한․구간이
2011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저우 동남부에 신정(新鄭)국제공항
이 위치하고 있어 중국 내 주요 도시 및 해외로의 이동 및 물류가 편리하다.
정저우시의 2010년 GRDP는 4,000억 위안으로 허난성 전체의 17.4%에
달한다.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은 13.0%로, 허난성 전체 경제성장률(12.2%)을
상회하고 중국 전체 성장률(10.3%)을 크게 압도하는 등 고속성장을 하였다.
허난성의 성도답게 도시화율(66.4%), 1인당 GRDP 및 가처분소득 등이 허
난성에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인당 GRDP는 4.9만 위안
으로 성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으며, 1인당 농촌주민 순소득은 9,225위안으
로 성 평균의 1.8배 수준이다.
2010년 부가가치 기준으로 정저우시의 1차, 2차, 3차 산업별 비중은 3.1:
56.7:40.2로 2차, 3차 산업비중이 높으며, 특히 서비스업 비중이 허난성 평
균수준인 28.1%보다 월등히 높다. 산업비중이 가장 큰 2차 산업 중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에 달하며, 주요 공산품은 자동차(23만 대), 철강재
(377만 톤), 내열소재제품(1,808만 톤), 의류(1.1억 벌), 냉동식품(101만 톤),
소프트드링크(217만 톤), 화학비료(8.3만 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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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정저우시 주요경제지표(2010년) ❚
항목(단위)

증감률(%)

정저우

소재지-허난성

비중(%)

면적(만 ㎢)

0.7446

-

16.7

4.5

인구(만 명)

6)

863

-

9,487

7.9

도시화율(%)

66.4

-

40.0

4,000

13.0

22,943

17.4

49,000

-

23,450

-

지역내총생산(GRDP, 억 위안)
1인당 GRDP(위안)

산업구조(%)

3.1:56.7:40.2

-

14.2:57.7:28.1

-

-

1차 산업 부가가치(억 위안)

125

3.0

3,263

3.8

2차 산업 부가가치(억 위안)

2,270

15.1

13,227

17.2

공업 부가가치(억 위안)

1,996

15.6

11,951

16.7

3차 산업 부가가치(억 위안)

1,606

10.5

6,453

24.9

고정자산투자액(억 위안)

2,757

20.8

16,586

16.6

소매판매액(억 위안)

1,678

19.0

7,894

21.3

18,897

*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위안)

15,930

-

9,225

*

10.0

5,524

-

수출입 총액(억 달러)

52

43.3

178

29.2

수출액(억 달러)

35

57.2

105

33.3

수입액(억 달러)

17

21.4

73

23.3

19

17.4

63

30.2

1인당 농촌주민 순소득(위안)

외국인직접투자(FDI, 억 달러)

7.2

주: FDI는 도착 기준임.
자료: 鄭州市統計局(2011),「2010年鄭州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河南統計年鑒 2010」; CEIC.

정저우시의 2010년 무역규모는 52억 달러로, 허난성 전체의 29.2%를 차
지하였는데 정저우시의 경제규모 비중이 전체의 17.4%임을 고려하면 수출입
비중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당해 정저우시에 신규 진출한 외자기업은
Foxconn 등 모두 91개 사로, 도착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성 전

6) 허난성 제6차 인구센서스 자료(http://news.shangdu.com/101/20110507/7_30010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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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30.2%인 19억 달러이다. 현재 정저우에는 Foxconn, Nissan, DuPont,
HSBC 등 세계 500대 기업 중 19개 사가 진출해 있다.

2. 쉬창(許昌)시
허난성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쉬창시는 중국 사서(史書)에 기록된 첫 세습
왕조인 하(夏) 왕조의 발원지이자 삼국시대 위나라를 세운 조조의 근거지로
서 북쪽으로 정저우와 접하고 있다(그림 2-2 참고). 쉬창시의 총면적은
4,996㎢이며 총(상주)인구는 2009년 말 기준 431만 명으로, 이는 각각 허난
성 전체의 3.0%와 4.5%에 해당한다.
쉬창시는 도시화율이 41% 정도로, 농업이 비교적 발전한 지역이며 주요
농산물은 밀가루, 옥수수, 고구마, 대두, 땅콩, 담뱃잎, 면화 등이다. 중국 첫
국가급 농업기술단지(國家農業科技園區)이자 중국 최대 화훼ㆍ묘목 생산기지

❚ 그림 2-2. 쉬창시 위치 및 행정구역 ❚

자료: 위키피디아 한국어판(http://ko.wikipedia.org).

제2장 중국 중부 주요 도시 개황 │

25

이며 중요한 담배공업기지이자 한약재생산가공기지로 유명하다. 특히 곡물,
면화, 담뱃잎 등 3대 업종에서 꾸준히 우위를 지니며 화초, 야채, 한약재 재
배 업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쉬창시 서부지역에 30여 종 이상의
광산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그 중 석탄매장량은 허난성 최대인 35억 톤, 보
크사이트(铝钒土)는 4,300만 톤, 내화점토는 666만 톤, 석회암은 2억 톤에
달하는 등 매장량도 풍부하다. 이러한 광물자원의 채굴작업이 수월하여 전력
발전, 건자재, 도자기 등의 산업이 유망하다.
쉬창시의 도로교통환경은 중국 남북을 관통하는 107번 국도(베이징-선전)
와 횡단도로인 311번 국도(쉬저우․허난성 시샤(西峽))를 비롯하여 ‘米’자 형
태의 고속도로7)가 갖추어져 있다. 철도교통으로는 4개의 간선 철도인 베이
징․광저우 철도(京廣鐵路), 핑딩산․상하이 철도(淮海鐵路), 허난성 멍먀오
(孟庙)․핑딩산 철도(孟平鐵路), 허난성 위저우(禹州)․핑딩산 철도(平禹鐵路)
와 3개의 지역 내 철도인 정저우․쉬창 철도, 쉬창․뤄허 철도, 쉬창․핑딩
산 철도 등이 운행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시속 350㎞의 베이징․광저우
고속철도, 정저우․충칭 고속철도가 개통 예정이다. 현재 쉬창시에는 공항이
없으나 정저우 신정(新郑)국제공항과의 거리가 4～50㎞ 정도로 정저우 시내
보다 더 가까워 공항 접근성이 좋다.
쉬창시의 2010년 GRDP는 1,313억 위안으로 허난성 전체의 5.7%에 불
과하나, 경제성장률은 허난성 평균(12.2%)보다 높은 13.3%을 기록했다. 이
러한 쉬창시의 고속성장은 2차 산업, 특히 공업경제의 발전 및 수출 성장에
기인한다. 쉬창시의 인구와 면적이 허난성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제적
비중 역시 5.7% 정도에 불과하지만, 공업 부가가치 및 수출액 비중은 각각
7.1% 및 10.5%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표 2-2 참고).

7) 쉬창‧베이징, 쉬창‧홍콩, 마카오, 쉬창‧난양(南陽), 쉬창‧카이펑, 쉬창‧뤄양, 쉬창‧보저우(亳州) 등 6개
고속도로가 쉬창을 중심으로 ‘米’ 형태로 뻗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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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쉬창시의 산업별 부가가치비중은 11.4:68.6:20.0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농업비중도 비교적 높은 편이나 3차 산업 비중이
매우 낮았다. 특히 쉬창시의 2차 산업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4%
로 절대적이며, 그 성장률은 16.5%에 달했다. 주요 공산품은 석탄(2만 톤),
밀가루(136만 톤), 담배(418억 개비), 제지(183만 톤), 생활도자기(9.8억

❚ 표 2-2. 쉬창시 주요경제지표(2010년) ❚
항목(단위)

쉬창

증감률

소재지-허난성

비중

면적(만 ㎢)

0.4996

－

16.7

3.0

인구(만 명)

431

－

9,487

4.5

도시화율(%)

41.0

－

40.0

－

1,313

13.3

22,943

5.7

30,367

13.0

23,450

－

지역내총생산(GRDP, 억 위안)
1인당 GRDP(위안)

산업구조(%)

11.4: 68.6: 20.0

－

14.2: 57.7: 28.1

－

1차 산업 부가가치(억 위안)

150

4.1

3,263

4.6

2차 산업 부가가치(억 위안)

902

16.1

13,227

6.8

공업 부가가치(억 위안)

848

16.5

11,951

7.1

3차 산업 부가가치(억 위안)

261

9.1

6,453

4.0

고정자산투자액(억 위안)

829

22.3

16,586

5.0

소매판매액(억 위안)

349

19.5

7,894

4.4

15,171

8.2

15,930

－

7,197

10.6

5,524

－

수출입 총액(억 달러)

13

16.2

178

7.3

수출액(억 달러)

11

26.3

105

10.5

수입액(억 달러)

2

18.7

73

2.7

2.2

20.5

63

3.5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위안)
1인당 농촌주민 순소득(위안)

외국인직접투자(FDI, 억 달러)

주: FDI는 도착 기준임.
자료: 許昌市統計局(2011),「2010年許昌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河南統計年鑒2010』;「2011
年許昌市政府工作報告」;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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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농업용 운반기계(8,000 대), 자동차 부품(1,921만 개) 등으로 농업용 운
반기계 및 자동차부품 업종의 성장률이 각각 47.7%와 42.8%로 매우 높았다.
쉬창시의 2010년 교역규모는 성 전체의 7.3%인 13억 달러였으며 그 중
수출액은 11억 달러로 전년대비 26.3% 성장하였다. 수출의 84% 이상이 가
발 수출(9억 달러)이었으며 하이테크 제품 및 농산물 수출은 각각 3천만 달
러와 5천만 달러 수준이었다. 쉬창시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EU, 한국, 아프
리카 베냉 등이다. 2010년 쉬창시에 신규 진출한 외자기업은 모두 17개 사
이며 도착 기준 FDI는 2.2억 달러로 전년대비 20.5% 증가하였다.

3. 허페이(合肥)시
안후이성의 성도인 허페이시는 동부 연해의 장쑤성 및 저장성에 맞닿아
있는 내륙지역으로 창장과 화이허 사이에 위치하며, 안후이성의 정치ㆍ경제ㆍ
문화ㆍ금융ㆍ비즈니스 중심지이다. 허페이시는 중국과학원 물질과학연구원
및 허페이 통용기계연구원을 중심으로 200여 개의 과학기술 연구기관 및 중

❚ 그림 2-3. 허페이시 위치 및 행정구역 ❚

자료: 위키피디아 한국어판(http://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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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학기술대학(中國科技大學)을 필두로 100여 개 대학과 각종 기술 R&D
센터 358여 개 등이 집결되어 있는(2009년 기준) 중국의 중요한 과학 연구ㆍ
교육 기지이다. 또한 국가급 시범구인 ‘완장도시벨트 산업 이전 유치 시범구
(皖江城市帶承接產業轉移示范區)’의 핵심도시이기도 하다.
허페이시의 총면적과 총인구는 각각 7,047㎢와 510만 명으로, 이는 안후
이성 전체의 5.0%와 8.3%를 차지한다. 현재 허페이시 남동쪽에 걸쳐 있는
차오후(巢湖) 부근에 총면적 190㎢ 규모의 빈후신구(濱湖新區)라는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행정ㆍ비즈니스ㆍ문화ㆍ전시ㆍ레저 센터 및 거
주지 등 현대적인 생태도시로 개발될 계획이다.
허페이의 주요 광물자원으로는 벽돌기와용 점토(매장량 1.2억 톤), 건축
석재(6,032.4㎥), 석회암 등이 유명하다.
허페이시는 도로, 철도, 수운 및 항공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가 발전하여
중국의 대표적인 종합 교통허브도시로 꼽힌다. 산둥성 옌타이(煙臺)에서 광
둥성 산터우(汕頭)로 연결되는 206번 국도, 상하이에서 신장 훠얼궈스로 이
어지는 312번 국도 및 허페이 순환고속도로(合肥繞城高速), 베이징․타이완
고속도로(京臺高速), 상하이․청두 고속도로(滬蓉高速), 허페이․우후 고속도
로(合蕪高速) 등이 허페이시를 관통하여 지나간다. 주요 철도노선으로는 허
페이․우후 고속철도(合武高鐵), 허페이․난징․상하이 고속철도(合寧高鐵)
및 안후이성 화이난(淮南)․위시커우(裕溪口) 철도(淮南鐵路), 허페이․쥬장
(九江) 철도(合九鐵路), 난닝․시안 철도(寧西鐵路) 등이 있으며 베이징․푸
졘성 푸저우 고속철도(京福高鐵)가 건설되고 있다. 중국 28개 내륙항구 중
하나인 허페이항의 물동량은 현재 연 500만 톤 이상이며, 현재 건설 중인
허페이신항(新港) 1기 공정이 완공되면 연간 100만 톤의 산적화물과 7만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물동량을 추가로 소화할 수 있다. 허페이항은
창장 중상류의 우한, 충칭 항구 및 창장 하류의 장쑤성, 저장성, 상하이 등의
항구와 연결된다. 이 밖에도 허페이시에는 허페이뤄강(駱崗)국제공항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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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현재 건설 중인 신공항(合肥新橋國際機場)은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허페이시의 2010년 GRDP는 2,703억 위안으로 안후이성 전체의 22%를
차지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17.5% 성장하여 연속 7년간 17% 이
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1차 5개년 규획기간인 2006～10년간 허페이시
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무려 17.9%였으며, 12차 5개년 규획기간 동안에
도 연평균 16%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페이시가 발표한 12차 5개년

❚ 표 2-3. 허페이시 주요경제지표(2010년) ❚
항목(단위)

허페이

증감률

소재지-안후이성

비중

면적(만 ㎢)

0.7047

－

14.0

5.0

인구(만 명)

510

－

6,131

8.3

도시화율(%)

65.0

－

43.0

－

지역내총생산(GRDP, 억 위안)
1인당 GRDP(위안)

산업구조(%)

2,703

17.5

12,263

22.0

≥$7,000

－

19,500

－

4.9: 53.9: 41.2

－

14.1: 52.1: 33.8

－

1차 산업 부가가치(억 위안)

133

3.5

1,729

7.7

2차 산업 부가가치(억 위안)

1,458

22.3

6,391

22.8

공업 부가가치(억 위안)

1,123

23.8

5,359

21.0

3차 산업 부가가치(억 위안)

1,112

12.7

4,143

26.8

3,067

24.2

11,849

25.9

839

19.8

4,152

20.2

19,051

11.0

15,788

－

7,118

17.4

5,285

－

수출입 총액(억 달러)

100

54.9

243

41.2

수출액(억 달러)

56

26.5

124

45.2

수입액(억 달러)

43

118.9

119

36.1

11

27.8

50

22.0

고정자산투자액(억 위안)
소매판매액(억 위안)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위안)
1인당 농촌주민 순소득(위안)

외국인직접투자(FDI, 억 달러)

주: 인구는 2009년 기준이며, FDI는 도착 기준임.
자료: 合肥市統計局(2011),「2010年合肥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安徽統計年鑒 2010」;
「合肥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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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획의 내용에 의하면, 허페이시의 2015년 GRDP 및 1인당 GRDP 목표는
모두 2010년 수준의 2배가 넘는 6,000억 위안과 1만 5,000달러에 달한다.
2010년 허페이시의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은 1만 9,051위안으로 11.0%
성장하였고, 1인당 농촌주민 순소득은 7,118위안으로 17.4% 성장하였다.
허페이시의 1차, 2차, 3차 산업별 비중은 4.9:53.9:41.2로 안후이성 산업
구조에 비해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차 산
업, 특히 공업 부가가치의 성장률이 GRDP 성장률보다 빠른 23.8%를 기록
하였다. 허페이시의 34개 공업 업종 중 33개 업종의 부가가치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장비제조, 가전 3대 업종의 성장률이 모두 30%
이상을 기록했다. 주요 공산품 중 세탁기(1,252만 대), 냉장고(1,806만 대),
에어컨(861만 대), 지게차(6.2만 대), 굴삭기(1.7만 대), 자동차(52.4만 대)
등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0년 허페이시의 무역규모는 안후이성 전체의 41.2%인 100억 달러로,
전년대비 54.9% 성장하였는데, 이는 118.9%에 달하는 높은 수입증가율에
기인한다. 2010년 허페이시에 신규 진출한 외자기업은 모두 72개이고 그 중
3개는 세계 500대 기업이며, 지금까지 허페이에 투자한 세계 500대 기업은
모두 27개이다. 도착 기준 FDI는 전년대비 27.8% 증가한 11억 달러로, 안
후이성 전체의 22%를 차지하였다.

4. 우후(蕪湖)시
안후이성 동남부의 우후시는 창장 및 창장 지류들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
치하여 예부터 중요한 교통요지였으며 현재 안후이성의 정치, 경제, 문화, 교
통의 부심도시이다. 우후시의 총면적은 3,317㎢로 안후이성 전체의 2.4%이
고 총인구는 230만 명으로 전체의 3.8%에 불과한 작은 항구도시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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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우후시 위치 및 행정구역 ❚

자료: 위키피디아 한국어판(http://ko.wikipedia.org).

나 우후시의 도시화율은 68%로, 안후이성 평균(43%)보다 25%포인트 높고
성도인 허페이시(65%)보다도 3%포인트 높다.
우후시는 농업자원, 수자원 및 광산자원이 풍부하다. 토지가 비옥하여 쌀,
유료작물, 면화 등의 생산량이 풍부하며 강과 호수도 많아 수면면적이 478
㎢에 달해 우후시 전체의 14.4%에 달한다. 수산물이 풍부하고, 특히 청어,
꽁치, 게가 유명하다. 또한 우후시는 창장의 하류에 위치하여 강폭이 넓고
수량이 풍부하여, 물 소비가 많고 대량의 물류작업이 필요한 산업의 입지로
적합한 도시이다. 우후시는 55종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석회
석의 매장량이 42억 톤에 달한다.
우후시는 화동지역 도로교통의 중심지로, 허베이성 친황다오(秦皇島)에서
광저우로 이어지는 205번 국도와 상하이에서 티벳 장무(樟木)로 연결되는
318번 국도가 모두 우후를 관통하며 우후․쉬안청, 우후․허페이, 우후․마
안산, 우후․난징 등 고속도로가 발달하였다. 또한 난징․우후 철도(寧蕪鐵
路), 우후․장시성 구이씨(贵溪) 철도(皖贛鐵路), 안후이성 톈쟈안(田家庵)․
위시커우(裕溪口) 철도(淮南鐵路), 안후이성 쉬안청(宣城)․항저우 철도(宣杭

32│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 가능성 연구

鐵路) 등 5개 간선철도가 우후에서 교차하며 난징․안칭 철도(寧安城際鐵路),
베이징․푸저우 철도(京福高速鐵路) 등 여러 노선의 고속철도가 건설 중이다.
창장 하류에 위치한 우후항구는 만 톤급의 선적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심수
항(深水港)으로,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60만TEU에 달하며 46개 국가와
직항 화물선이 운행되고 있다. 현재 우후시에는 국제공항이 없으나 1시간 거
리에 허페이국제공항과 난징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다.
우후시의 2010년 GRDP는 안후이성 전체의 9%로 1,109억 위안에 달했
다. 지난 5년간 우후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3%였으며, 특히 2010년
의 성장률은 18.9%로 안후이성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 1인당 GRDP
는 4만 8,306위안(7,294달러)으로 허페이시 수준을 소폭 상회하였다. 또한
우후시의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은 11.8% 증가한 1만 8,727위안이며 1
인당 농촌주민 순소득은 16.3% 성장한 7,834위안으로 농민소득이 더욱 빠
르게 상승하였다(표 2-4 참고).
2010년 우후시의 생산액 기준 산업구조는 4.4: 65.2: 30.4로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공업의 GRDP 대비 비중은 58.2%에 달했다. 우후시
의 공업 부가가치는 645억 위안이었으며, 이 중 23%에 해당하는 147억 위
안을 외자기업이 생산하였다. 주요 공산품은 시멘트(1,228만 톤), 주철관(41.3
만 톤), 강재(203.1만 톤), 동 자재(23.3만 톤), 자동차(69.2만 대), 선박(66.7
만 톤), 에어컨(711.8만 대), 플라스틱(67.7만 톤), 의류(1.6억 벌) 등이다.
우후시의 2010년 무역규모는 26억 달러로 전년대비 82.7% 성장하였으며,
그 중 수출규모는 안후이성 전체의 13.7%인 17억 달러에 달했다. 최다 수
출품목은 전자기계 제품이었으며, 그 규모는 전체 수출의 78%인 13억 위안
을 기록하였다. 2010년 우후시에 신규 진출한 외자기업은 43개 사이고 도착
기준 FDI는 7억 달러로 성 전체의 14.0%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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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우후시 주요경제지표(2010년) ❚
항목(단위)

우후

증감률

소재지-안후이성

비중

면적(만 ㎢)

0.3317

－

14.0

2.4

인구(만 명)

230

－

6,131

3.8

도시화율(%)

68.0

－

43.0

－

지역내총생산(GRDP, 억 위안)
1인당 GRDP(위안)

산업구조(%)

1,109

18.2

12,263

9.0

48,306

19.7

19,500

－

14.1: 52.1: 33.8

－

1차 산업 부가가치(억 위안)

4.4: 65.2: 30.4
49

3.7

1,729

2.8

2차 산업 부가가치(억 위안)

723

22.8

6,391

11.3

공업 부가가치(억 위안)

645

23.9

5,359

12.0

3차 산업 부가가치(억 위안)

337

12.4

4,143

8.1

1,220

35.5

11,849

10.3

288

19.5

4,152

6.9

18,727

11.8

15,788

－

7,834

16.3

5,285

수출입 총액(억 달러)

26

82.7

243

10.7

수출액(억 달러)

17

86.5

124

13.7

수입액(억 달러)

9

76.4

119

7.6

7

21.6

50

14.0

고정자산투자액(억 위안)
소매판매액(억 위안)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위안)
1인당 농촌주민 순소득(위안)

외국인직접투자(FDI, 억 달러)

－

－

주: 인구는 2009년 기준이며, FDI는 도착 기준임.
자료: 蕪湖市統計局(2011),「2010年蕪湖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安徽統計年鑒 2010」;
「蕪湖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 CEIC.

5. 타이위안(太原)시
석탄자원이 풍부한 산시성의 성도인 타이위안시는 산시성 정치, 경제, 문
화, 교육, 과학기술, 정보의 중심지이며 황허(黃河)의 지류인 펀허(汾河) 상류
에 위치해 있다.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수도였던 타이위안시는 석탄, 철광석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제련, 기계, 화공, 석탄 산업이 발달한 중국의 중요한
중화학공업도시이다. 타이위안시의 면적은 6,963㎢로 산시성 전체의 4.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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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타이위안시 위치 및 행정구역 ❚

자료: 위키피디아 한국어판(http://ko.wikipedia.org).

불과하나 인구는 350만 명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하며, 도시화율은
82.2%로 중부지역 6개 성도 중 가장 높다.
타이위안시는 철, 망간, 동, 알루미늄, 납, 아연 등 금속광물과 석탄, 유황,
석고, 바나듐, 질산칼륨, 내화점토, 석영, 석회석, 백운석 등 비금속광물이 풍
부하며, 특히 석탄, 철광석, 석고가 3대 광물이다. 풍부한 자원으로 인하여
타이위안시는 계획경제시기 때부터 중국의 중요한 스테인리스강 생산기지,
장비제조공업기지, 마그날륨(鎂鋁)합금가공제조기지로 기능하는 공업도시였다.
타이위안시는 따통(大同)․샨시성 웨이난(陝西省 渭南) 철도(同蒲線), 허베
이 스자좡(石家莊)․타이위안 철도(石太線), 베이징․산시 위안핑(山西省 原
平) 철도(京原線) 등 6개의 간선철도가 교차하고 허베이성, 베이징, 랴오닝성,
허난성 등으로 연결된 국도(207번, 308번) 및 고속철도가 발달한 화북지역
최대의 화물집산지이다. 또한 50여 개 이상의 국내 및 국제 노선을 운행 중
인 우수(武宿)국제공항이 타이위안시의 동남부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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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타이위안시의 GRDP는 산시성 전체의 19.6%인 1,778억 위안이
었다. 경제성장률은 11.0%로 2009년 성장률(2.6%)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으
나 산시성 전체 성장률(13.9%)보다 낮았으며, 중부지역 6개 성도 중 가장

❚ 표 2-5. 타이위안시 주요경제지표(2010년) ❚
항목(단위)

타이위안

증감률

소재지-산시성

비중

면적(만 ㎢)

0.6963

－

15.7

4.4

인구(만 명)

350

－

3,427

10.2

도시화율(%)

82.28)

－

46.09)

－

지역내총생산(GRDP, 억 위안)

1,778

11.0

9,088

19.6

－

26,385

－

－

6.2: 56.8: 37.0

－

1인당 GRDP(위안)

산업구조(%)

1.8: 44.9: 53.3

1차 산업 부가가치(억 위안)

31

4.9

564

5.5

2차 산업 부가가치(억 위안)

799

12.0

5,161

15.5

공업 부가가치(억 위안)

597

12.5

4,586

13.0

3차 산업 부가가치(억 위안)

948

10.5

3,363

28.2

고정자산투자액(억 위안)

917

17.2

6,353

14.4

소매판매액(억 위안)

826

18.0

3,208

25.7

17,258

10.6

15,648

－

7,611

11.5

4,736

－

수출입 총액(억 달러)

79

33.6

126

62.7

수출액(억 달러)

31

61.4

47

66.0

수입액(억 달러)

48

20.0

79

60.8

3

8.3

15

18.7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위안)
1인당 농촌주민 순소득(위안)

외국인직접투자(FDI, 억 달러)

주: 인구 및 도시화율은 2009년 기준이며, FDI는 도착 기준임.
자료: 太原市統計局(2011),「2010年太原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山西統計年鑒 2010」;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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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10) 타이위안시의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 순소득은 각
각 1만 7,258위안과 7,611위안으로 전년대비 10.6%와 11.5% 증가하였다.
타이위안시의 2010년 생산액 기준 산업구조는 1.8:44.9:53.3으로 산시성
전체 대비 1차, 2차 산업 비중이 낮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3차 산업
중 도소매 및 숙박업은 32.0%, 금융보험업은 18.8%, 교통운수ㆍ창고ㆍ우정
산업은 15.0%, 부동산업은 5.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타이위안시의
공업성장률은 12.5%였으며 석탄채굴가공, 금속제련가공, 석유가공, 설비제조
등 중공업의 비중이 92.1%로 압도적이었다.
2010년 타이위안시의 무역규모는 산시성 전체의 62.7%에 달하는 79억
달러였으며, 교역대상국은 154개였다. 수출증가율이 61.4%로 높은 편이며
주요 수출품은 스테인리스강재, 전기기계, 코크스, 석탄, 하이테크제품 등이
다. 2010년 타이위안시에 신규 진출한 외자기업은 19개 사이며, 도착 기준
FDI는 3억 달러로 2009년에 비해 8.3% 증가하는 데 그쳤다.

8) 山西新聞網(2011. 3. 2),「山西省城鎮化率建設 太原市城鎮化率居全省之首」.
9) 山西新聞網(2011. 4. 15),「2015年，山西城鎮化率將達 55％左右」.
10) 2010년 후베이성의 성도인 우한시의 GRDP(5,516억 위안)는 전년대비 14.7% 성장하였고 후난성의 성
도인 창사시의 GRDP(4,547억 위안)는 15.5%, 허난성의 성도인 정저우시의 GRDP(4,000억 위안)는
13.0%, 안후이성의 성도인 허페이시의 GRDP(2,703억 위안)는 17.5%, 장시성의 성도인 난창시의
GRDP(2,207억 위안)는 14.0%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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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의
생산 및 물류 환경

1. 생산환경
가. 노동비용
생산기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은 노동비용이
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임금 및 사회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기업과 지방정부의 협상에 따라
보험가입자를 조정할 수 있었으며,11) 이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농민공과 같
은 저임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100% 납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런
데 2011년 7월부터 시행되는「사회보험법(社會保險法)」에 의해 농민공들도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비용 인상이 불가피한

11) 중국 전체 농민공 2억 4,223만 명 가운데 18.9%만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사회보험에
가입된 농민공의 수는 적었다.

38│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 가능성 연구

상황이다.12) 한편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부보요율이 지역마다 상
이하기 때문에, 노동비용을 지역 간 비교할 경우 임금과 부보요율을 함께 고
려해야 한다.
[표 3-1]은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의 임금수준 및 사회보험 부보요율을
정리한 것이다. 2011년 최저임금은 우후시가 월 680위안으로 가장 낮았고
톈진시가 1,160위안으로 가장 높았다. 연해도시의 최저임금이 1,100~1,160
위안 수준인 데 반해, 중부도시는 680～980위안으로 그 차이가 분명히 나타
났다. 전 산업 평균임금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쉬창시가 월 1,901위안으
로 최저수준이었으며 톈진시가 3,756위안으로 쉬창시의 2배 정도로 최고수
준을 기록하였다. 반면 중부도시인 허페이시의 평균임금은 2,845위안으로 연
해도시인 칭다오시의 2,771위안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 주요 도시의 제조업 평균임금은 1,816～2,379위안 수준으로 쉬창시
가 가장 낮고 우후시가 가장 높았으며, 연해도시의 경우 2,094～2,927위안
수준으로 칭다오시가 가장 낮고 톈진시가 가장 높았다. 특히 칭다오시의 제
조업 평균임금은 우후시뿐만 아니라 허페이시, 타이위안시보다 낮았다.
허페이시와 우후시의 평균임금수준이, 최저임금수준과 달리 칭다오시보다
높은 데에는 통계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 허페이시와 우후시는 평균임
금 통계를, 도시부문 비(非)사영단위(국유기업 및 도시집체기업 등 사영기업
이 아닌 경영단위)의 평균임금으로 발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부문 비
(非)사영단위의 평균임금은 도시부문 전체 평균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
유기업 등의 임금수준이 일반 사영기업 평균보다 높음을 생각하면 쉽게 이
해될 수 있다. 한편 칭다오시의 평균임금 통계는 도시와 농촌 부문을 모두

12) 중국은 내수 촉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2011년 7월부터「사회
보험법(社會保險法)」에 의해 농민공도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양로(養老,
Pension), 의료(醫療, Medical), 실업(失業, Unemployment), 공상(산재, 公傷, Industrial injury), 출산
육아(生育, Maternity) 등 5대 보험으로 구성되며, 기업은 해당 지방정부가 정해놓은 부보요율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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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전체 평균임금을 의미한다. 허페이, 우후, 칭다오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도시부문 평균임금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역
의 평균임금수준을 판단해보면, 허페이시와 우후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으로, 칭다오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으로 비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의 파악은 가능할지라도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 3-1]의 임금수준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
행하였다.

❚ 표 3-1.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 임금수준 및 사회보험 부보요율 ❚
(단위: 위안/월, %)

최저
임금

평균
임금

제조업
평균
임금

정저우

800

2,486

쉬창

800

허페이

지역

사회보험 부보요율
공상

출산
육아

총계

2.0

0.5-2.0

1.0

31.5-33.0

6.0

1.0

0.5-2.0

0.7

28.2-29.7

20.0

8.0

2.0

0.5-3.0

0.8

31.3-33.8

2,379

20.0

6.5

2.0

0.5-1.0

0.5

29.5-30.0

2,762

2,322

20.0

6.5

1.5

0.6-2.4

0.5

29.1-30.9

1,100

2,771

2,094

20.0

9.0

2.0

0.5-1.6

0.9

32.4-33.5

톈진

1,160

3,756

2,927

20.0

10.0

2.0

0.5-2.0

0.8

33.3-34.8

쑤저우

1,140

3,355

2,576

20.0

9.0

2.0

0.5-1.0

1.0

32.5-33.0

양로

의료

실업

1,986

20.0

8.0

1,901

1,816

20.0

720

2,845

2,242

우후

680

2,680

타이위안

980

칭다오

주: 1) 최저임금은 2011년 4월 시행을, 평균임금은 2009년, 사회보험 부보요율은 2010년
을 기준으로 함.
2) 허페이시와 우후시의 경우, 도시부문 非사영단위(국유기업 및 도시집체기업 등 사
영기업이 아닌 경영단위)의 평균임금만을 발표함(일반적으로, 전체 평균임금 〈 도
시부문 평균임금 〈 도시부문 非사영단위 평균임금).
3) 칭다오시의 경우, 도시 및 농촌의 전체 기업의 평균임금을 의미함.
4) 허페이시, 우후시, 칭다오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도시부문 평균임금임.
자료: CEIC,『河南統計年鑒2010』;『安徽統計年鑒2010』;『山西統計年鑒2010』;『山东統計年鑒2010』;
『天津統計年鑒2010』;『蘇州統計年鑒2010』; 각 지역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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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보험 부보요율은 쉬창, 우후, 타이위안이 28.2~30.9%로 비교적
낮았으며 톈진시가 33.3~34.8%로 가장 높았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임금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령 쉬창시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사회보험료는
제조업 평균임금인 1,816위안에 28.2~29.7%의 요율을 적용한 512~539위안
이다. 반면 톈진시의 사회보험료는 제조업 평균임금 기준 975~1,019위안에
달하여 쉬창시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즉 지역 간 사회보험료 격차는 임
금격차와 사회보험료 부보요율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가 노동집약적 산업 및 수출가공 분야를 중심으로 기진출한 한국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부 및 연해 도시의 제조업 평
균임금에 기반을 두어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노동비용의 격차를 살펴보았다
(그림 3-1 참고).
제조업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의 노동비용
은 쉬창시가 월 2,328위안으로 가장 낮았고, 톈진시가 3,902위안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연해도시인 칭다오시의 노동비용은 허페이시, 우후시, 타이위안
시 보다 낮았다.

❚ 그림 3-1.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의 노동비용(제조업 평균임금 기준) ❚

주: 사회보험 부보요율이 일정 범주로 정해져 있는 지역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을 적용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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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의 노동비용 비교 ❚
지역

정저우

쉬창

허페이

우후

타이위안

칭다오=100

94

84

106

111

108

톈진=100

67

60

75

79

77

쑤저우=100

77

68

86

90

88

자료: [그림 3-1]을 토대로 계산.

칭다오, 톈진, 쑤저우의 3개 연해도시 각각의 노동비용을 100으로 조정할
경우, 중부 5개 도시의 상대적인 노동비용이 [표 3-2]에 정리되어 있다. 칭
다오시의 노동비용은 쉬창시 및 정저우시를 제외한 다른 중부 3개 도시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톈진과 쑤저우의 경우, 중부 주요 도시
와 10~4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즉 노동비용만을 고려할 경우, 쉬
창시의 경쟁력이 가장 강하고 우후시의 경쟁력이 가장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건비 등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현지에서
인터뷰한 결과, 저임노동력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저임노동자의 급여가 최저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책정되고 야근, 주말 및 공휴일 근무수당은 기본급여의 150%,
200%, 300%로 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최저임금의 상승은 기본급
인상으로 이어지고 추가수당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
과 관련된 기업에는 각 지역의 최저임금수준도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다
만 본 연구에서 제조업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노동비용을 비교한
것은 최저임금이 시기에 따라 정책적으로 조정된다는 점 때문이다. 가령 허
페이, 우후, 정저우, 쉬창의 최저임금은 2010년 하반기에 조정된 이후 현재
까지 추가인상이 되지 않았다. 반면 중부도시인 타이위안을 비롯하여 3개 연
해도시는 모두 2011년 추가인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연해도시의 노동비용을 과대평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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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력 공급
일반적으로 노동력의 공급 정도는 지역별, 업종별로 다양하고 시기(분기,
특정 시즌)마다 다르며 노동의 질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의 노동력 공급 정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노동인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로서 해
당 도시의 상주 인구 및 인구밀도와 해당 도시 소재지인 성(省)의 총인구를
상호 비교하여 전반적인 노동력 잠재력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지역별 농촌인
구를 통해 저임노동력 공급잠재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지표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지 노동력 수급 현황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및 관련 언론보도 등
을 활용하여 보충하였다.
정저우시는 752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부지역의 대도시로 인구밀도가
톈진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 도시화율이 비교적 높아 농촌인구비중이
작으나 허난성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지방도시의 인구 유입이 많다.
특히 허난성의 도시화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여 약 6,000만 명에 달하는
농촌인구가 배후에 있다. 쉬창시의 인구는 431만 명으로 정저우보다 훨씬
적으나 농촌인구의 비중이 높으며, 소재지인 허난성에 6천만 명의 농민이 있
어 저임노동력의 공급잠재력은 큰 편이다. 또한 허페이, 우후, 타이위안의 인
구는 각각 510만 명, 230만 명, 350만 명이며 3개 도시의 도시화율이 모두
높아 농촌인구의 비중은 작은 편이다. 그러나 소재지역인 안후이성과 산시성
의 농촌인구비중이 58%과 56% 정도로 높아 저임노동력의 공급잠재력은 높
은 편이다(표 3-3 참고).
실제로 정저우시에 진출한 한국 사료업체 및 소재기업 등을 2010년과
2011년 초에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저임노동력 부족문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010년 말 선전시의 foxconn 공장이 정저우시로 이전해감에 따라
이 지역의 노동력 수급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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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의 노동력 공급 현황 ❚
인구밀도
(명/㎢)

상주인구
(만 명)

농촌인구
(만 명)

도시화율(%)

총 인구

농촌인구

9,487

5,910

37.7

6,131

3,550

42.1

63

3,427

1,851

46.0

285

9,470

4,894

48.3

270

1,228

270

78.0

317

7,725

3,430

55.6

1,010

752

244

쉬창

863

431

278

허페이

724

510

183

우후

693

230

78

타이위안

503

350

칭다오

774

850

톈진

1,044

1,228

쑤저우

1,104

937

정저우

소재省 인구(만 명)

자료: CEIC,『河南統計年鑒2010』;『安徽統計年鑒2010』;『山西統計年鑒2010』;『山东統計年鑒2010』;
『天津統計年鑒2010』;『蘇州統計年鑒2010』.

5월 정저우시 조사에서도 저임노동력 부족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또한
2011년 초 쉬창시의 중국 가발업체, 전자업체, LED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한 결과, 이 지역 역시 저임노동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최
저임금수준에도 일하고자 하는 비숙련 노동자들이 풍부한 상황이었다. 허페
이시와 우후시에 진출한 한국기업 역시 임금인상이 경제성장률만큼 빠른 것
은 사실이지만, 저임노동력 부족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이전에 비하면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직원
의 이직률이 높아져 인력시장에 자주 가는 편이라고 전했다. 사실 지난 1~2
년간 허페이시와 우후시의 노동자 부족문제가 일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안후이성 정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취업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노동자 연결 프로그램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에 적
극적이었다.
한편 연해 3개 도시의 경우, 해당 도시의 인구 수가 많기는 하나 농촌인
구의 비중이 20~30%대로 낮은 편이다. 톈진시를 제외한 칭다오시와 쑤저우
시는 소재지역의 농촌인구가 풍부한 편이나, 각 성마다 노동자 수요가 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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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도시가 많아 풍부한 저임노동력 공급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칭다
오시에 진출한 다수의 한국 중소기업을 2010년 말 방문하여 인터뷰한 결과,
임금인상보다 노동력 부족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하였다. 부족한 생산
직 저임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인력업체에 웃돈을 얹어주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어렵게 확보한 근로자들이 주변 회사에서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면
바로 이직하는 바람에 최저임금수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강조하였다. 결국 주변기업들과 인력경쟁을 하면서 기본급이 인상되고 이
로 인해 추가수당금액도 증가하였으며 사회보험료까지 증가하여 생산비용이
크게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칭다오시의 대기업이 협력사의
인력을 유출해가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고 하니, 이 지역의 인력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2. 물류환경
특정 지역의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수준은 원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제품의 운반과 판매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기지의 입지를 선정
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한편 중부 내륙지역이 지금까지 한국기업
을 비롯한 외자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활용되지 못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
는 수출입에 불리한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중부 5개 도시
의 교통인프라 수준과 수출입을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내륙 운임
비용 및 시간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가.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수운, 항공 등 다양한 교통수단 중 화물운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로이다. 도로운송은 일반화물에 널리 활용될 수 있고 운송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며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 등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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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표 3-4]은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의 도로환경을
보여준다.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의 도로 총연장(延長)을 살펴보면, 정저우시가 1만
2,197㎞로 중부도시 중 가장 길었으며 우후시가 4,811㎞로 가장 짧았다. 연
해 도시의 경우, 도로 총연장이 가장 짧은 쑤저우시가 1만 2,004㎞로 정저
우시와 비슷하였다.
한편 토지면적 1,000㎢ 당 도로길이를 의미하는 도로밀도를 살펴보면, 쉬
창시가 1,000㎢ 당 1,810㎞의 도로를 확보하고 있어 가장 조밀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정저우시 역시 1,000㎢ 당 1,638㎞의 도로가 건설되어 도로밀
도가 높은 편이었다. 두 도시의 도로밀도는 연해 3개 도시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우후시와 허페이시의 도로밀도 역시 연해도시 수준으로 비교적 조
밀한 편이다. 반면 타이위안시의 도로밀도는 정저우시의 절반 수준이다.
[표 3-5]는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가 소재한 지역(省)의 교통인프라 환경
및 교통수단별 화물운송량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에
서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위한 물류와 관련하여 도로가 가장 큰 역할을 담
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저우시와 쉬창시의 소재지역인 허난성은 도로 및 철도 길이가 가장 길
며, 특히 도로밀도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고, 도로를 통한 화물운송
비중이 약 90%를 차지한다(그림 3-2 참고). 허페이시와 우후시의 소재지역
인 안후이성은 내륙수로의 길이가 철도의 2배 수준으로, 수운밀도가 장쑤성
다음으로 높으며 수운을 통한 화물운송비중이 14%로 다른 중부지역보다 월
등히 높았다. 이는 허난성 및 산시성과 달리 안후이성이 창장 중하류에 위치
하기 때문으로 창장수운을 통한 화물운송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타이위안시의 소재지역인 산시성은 도로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철도밀도는 높은 편으로, 철도를 통한 화물운송비중이 5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며 수운 활용도는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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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의 도로환경(2009년) ❚
도로 총연장(㎞)

도로 밀도(㎞/1,000㎢)

화물운송량(만 톤)

정저우

12,197

13,953

쉬 창

9,042

12,371

허페이

8,512

13,665

우 후

4,811

7,636

타이위안

6,093

8,600

칭다오

16,224

16,297

톈 진

14,316

19,800

쑤저우

12,004

10,820

자료: CEIC,『湖北統計年鑒2010』;『河南統計年鑒2010』;『江西統計年鑒2010』;『安徽統計年鑒2010』;
『山东統計年鑒2010』;『廣東統計年鑒2010』;『上海統計年鑒2010』.

❚ 표 3-5. 중부 및 연해 지역의 교통수단별 총연장 및 화물운송량(2009년) ❚
총연장(㎞)

소재 성(주요 도시)

화물운송량(만 톤)

철도

도로

수운

철도

도로

수운

허난성(정저우, 쉬창)

3,949

242,314

1,267

14,160
(8.3)

151,343
(89.1)

4,439
(2.6)

안후이성(허페이, 우후)

2,850

149,184

5,596

11,308
(5.8)

157,991
(80.3)

27,355
(13.9)

산시성(타이위안)

3,536

127,330

467

54,743
(50.0)

54,786
(50.0)

5
(0)

산둥성(칭다오)

3,620

226,693

1,012

19,219
(6.8)

251,587
(88.6)

13,280
(4.7)

782

14,316

88

11,263
(26.6)

19,800
(46.8)

11,261
(26.6)

1,656

143,803

24,224

6,563
(4.3)

104,002
(68.2)

42,016
(27.5)

톈진시
장쑤성(쑤저우)

주: ( ) 안은 화물운송량 중 각 교통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河南統計年鑒2010 』; 『安徽統計年鑒2010 』; 『山西統計年鑒2010 』; 『山东統計年鑒2010 』;
『天津統計年鑒2010』;『江蘇統計年鑒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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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중부 및 연해 주요 지역의 교통환경(2009년) ❚
(단위: ㎞/1,000㎢)

자료: CEIC, 『河南統計年鑒2010 』; 『安徽統計年鑒2010 』; 『山西統計年鑒2010 』; 『山东統計年鑒
2010』;『天津統計年鑒2010』;『江蘇統計年鑒2010』.

연해도시 중 쑤저우시의 소재지역인 장쑤성은 창장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는 특징으로 인해 수운길이가 철도길이의 15배에 달했고 수운밀도 역시 매
우 조밀하였으며, 수운물류의 비중이 28%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
다. 칭다오시의 소재지역인 산둥성의 경우, 철도 및 도로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고 밀도도 높은 편으로, 이의 화물운송비중이 95%를 차지하였다. 톈진시
는 철도밀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며 화물운송에서 철도, 도로, 수운을
비교적 균형 있게 활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종합하면, 정저우시와 쉬창시는 도로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철도환경도 양
호한 편이나 수운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한편 허페이시와 우후시는
창장을 활용한 수운 활용도가 높고 도로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타이위안시는
도로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도로 활용도가 비교적 낮은 편으로 철도 활용
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타이위안시의 수운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열악
하여 수운을 활용한 물류는 거의 불가능하다.

나. 물류비용 및 시간
중부 내륙지역을 생산기지로 활용할 경우, 연해지역과 달리 수출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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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물론 항공을 이용한 수출입의 경우에는 수출 목적지에
따라 물류비용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집약적 산업 및 수
출가공분야로 진출한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수출입 시 해상운송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항공을 이용한 수출입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실제로 항공을
통한 수출입에 적합한 제품은 반도체 칩 등과 같이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진
출한 중소업체가 선택하기 힘든 수출운송방식이다.
그린필드형 투자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중소업체들은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을 통해 제품 또는 부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다.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부내륙으로 이전할 경우, 동일한 수출입을 유지해야 한다면 연
해지역과 달리 내륙 운임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즉 내륙의 생산
기지에서 연해항구까지의 물류비용이 생산기지를 내륙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중부 5개 도시에서 연해 주
요 항구까지의 물류 비용과 시간을 파악해보았다.
중부 5개 도시에서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연해항구는 톈진항, 칭다오항,
롄윈강항, 상하이항이 대표적이다. [표 3-6]에는 중부 5개 도시와 연해 4개
항구 간 교통수단별 물류비용과 시간이 정리되어 있다. 정저우시, 쉬창시, 타
이위안시의 경우 수운환경이 좋지 않아 내륙운하를 통한 물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수운을 활용한 물류는 제외하였다.
정저우시의 경우, 롄윈강항까지의 내륙운임비가 20ft 컨테이너 1대(1TEU)
당 철도운송 시 2,900위안이며 도로운송 시 3,150위안으로 가장 낮고 물류
시간 역시 가장 짧았다. 칭다오항까지의 운임비용 역시 철도가 3,400위안,
도로가 3,700위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였다. 반면 상하이항까지의 운임비
용은 철도 3,700위안, 도로 4,800위안으로 가장 높았고 운송시간도 가장 오
래 걸렸다. 쉬창시 역시 롄윈강항까지의 물류비용이 도로운송 시 1TEU(20ft
컨테이너 1대)당 2,700위안으로 가장 저렴하고 시간도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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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중부도시와 연해 주요 항구 간 물류비용 및 시간(2010년) ❚
(단위: 위안/TEU)

톈진항
시간
7-8
정 도로
저
우 철도 1～2일
8
쉬 도로
창 철도 1～2일

칭다오항

롄윈강항

상하이항

비용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시간

비용

4,000

7

3,700

5～6

3,150

9

4,800

3,700

1～2일

3,400

1～2일

2,900

1～2일

3,700

3,600

7

3,400

5～6

2,700

8～9

4,000

3,200

-

-

-

-

-

-

도로
허
페 철도
이
수운

9

6,800

7

5,500

5

3,500

5～6

4,000

-

-

-

-

1～2일

2,500

1～2일

2,900

-

-

-

-

-

-

4일

1,000

도로
우
철도
후
수운

10

6,650

6～7

4,000

4～5

2,700

4～5

2,800

-

-

-

-

-

-

1～2일

1,900

-

-

-

-

-

-

2～3일

1,050

2,700

8～9

3,900

9

4,150

12～13

6,000

2,200

1～2일

3,200

-

-

-

-

6
타이 도로
위안
철도 1～2일

주: 물류비용은 중부 각 도시에서 연해 항구까지 운송할 때 발생하는 비용임. 지역마다
물류비 단가가 상이하여(특히 도로운송) 연해지역의 물류회사를 이용하여 내륙지역
으로 운송할 경우 물류비용에 차이가 생김.
자료: 현지 조사 및 중부 각 도시 물류회사와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

허페이시는 도로 및 철도를 이용할 경우, 롄윈강항까지의 물류비용이
1TEU당 각각 3,500위안 및 2,500위안으로 가장 저렴하였다. 반면 수운을
활용할 경우, 상하이항까지의 물류비용은 1,000위안으로 다른 운송수단을 활
용하는 것에 비하여 가장 저렴하였다. 다만 수운운송 시 소요되는 시간은 도
로나 철도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허페이시의 물류회사에 문
의한 결과, 수운을 통한 물류는 상하이항으로 운송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롄
윈강항 등 기타 항구까지의 운송은 그 빈도가 적고 수요도 적어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실제로 활용도가 낮은 교통수단의 물류비용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우후시 역시 도로를 이용할 경우 롄윈강항까지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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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비용이 2,700위안으로 가장 저렴하였다. 반면 철도와 수운을 이용하는 경
우 시간은 비교적 오래 걸리나 상하이항까지의 비용이 각각 1,900위안 및
1,050위안으로 도로운임비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타이위안시는 톈진항
까지의 물류비용이 1TEU당 도로 2,700위안, 철도 2,200위안으로 가장 저렴
하였고, 물류시간도 가장 짧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지역마다 지리적인 위치 및 교통환경에 차이가
존재하여, 물류 비용 및 시간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도로교통
의 편리성과 신속성으로 인하여 도로이용빈도가 높다는 점은 전체적으로 공
통되는 특징이다. 철도 및 수운을 통한 물류는 편리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도
로운송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지만, 비용이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다.
기업이 내륙 생산기지를 활용함에 있어 물류시간 역시 중요한 제약요인이
된다. 또한 주지하듯이 물류비용이 저렴한 교통수단의 경우 물류시간이 길다
는 단점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에 [글상자 3-1]과 같이 물류시간을 비용화
하는 작업을 통해, 내륙 생산기지 운영에 따르는 물류 관련 부담을 모두 비
용으로 수량화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글상자 3-1]에서 물류시간이 1일 이내일 경우, 시간당 물류비용을 10%
증가시킨 이유는 신속성을 중시하는 도로운송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다. 또한 중부내륙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기업들에 문의한 결과인, 도로
운송을 통해 1일 이내로 연해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면 물류시간에 큰 부담

❚ 글상자 3-1. 물류시간의 비용화 방법 ❚
1. 물류시간이 1일 이내일 경우, 1시간 추가될 때마다 물류비용을 10%씩 증가

시킨다(단 1일은 1~9시간의 물류시간으로 제한함).
2. 물류시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 1일 추가될 때마다 물류비용을 100%씩 증

가시킨다(예: 물류비용이 250위안인 경우, 물류시간이 2일이면 전체 물류비
용은 500위안이며, 물류시간이 3일이면 전체 물류비용은 750위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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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물류시간을 반영한 중부도시와 연해 주요 항구 간 총물류비용 ❚
(단위: 위안/TEU)

톈진항

상하이항

7,000

6,290

4,883

9,120

철도

9,250

8,500

7,250

9,250

도로

6,840

5,780

4,185

7,400

철도

8,000

도로

12,920

쉬창

9,350

철도

-

-

수운

-

-

도로
우후

롄윈강항

도로
정저우

허페이

칭다오항

13,300

6,600

-

-

5,250

6,200

6,250

7,250

3,915

5,000
4,060

철도

-

-

-

4,750

수운

-

-

-

3,675

도로

4,320

7,215

철도

5,500

8,000

타이위안

7,885
-

13,500
-

자료: [표 3-6] 및 [글상자 3-1]을 활용하여 추산함.

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
여 중부 5개 도시에서 연해항구까지의 총물류비용을 추산한 것이 [표 3-7]에
정리되어 있다.
물류시간을 비용화한 경우, 정저우시는 도로를 이용하여 롄윈강항까지 운
송하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였고 차선책 역시 도로를 이용하여 칭다오항까지
운송하는 것이다. 쉬창시 역시 도로를 이용하여 롄윈강항까지 운송하는 방법
이 가장 저렴하였다. 허페이시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수운을 이용하여 상하
이항까지 운송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였고 도로를 이용하여 롄윈강항까지 운
송하는 방법도 저렴한 편이었다. 이는 우후시의 경우에도 정확히 일치한다.
타이위안시는 도로를 이용하여 톈진항까지 운송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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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간을 비용화하게 되면 지역 간 물류비용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
하게 되는데, 연해항구까지의 물류비용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우후시이고 그
다음은 쉬창시, 타이위안시, 정저우시, 허페이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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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부 주요 도시의
산업네트워크 환경

1. 정저우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정저우시의 주력산업은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장비제조, 에너지, 전자정보
산업, 알루미늄가공, 식품가공 산업 등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위통버스사
(宇通客车股份有限公司)로 대표되는 정저우시의 자동차산업은 대형버스 및
상용차 생산 위주이며, 2010년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89억 위안
을 기록하였다. 통용설비(75억 위안)와 전문설비(104억 위안) 제조업 역시
각각 15.5%와 28.6% 이상 빠르게 성장하였다. 정저우시는 석탄자원이 비교
적 풍부하여 중국의 중요한 화력발전기지 중 하나이며 중국 산화알루미늄
생산의 절반 이상을, 중국 냉동식품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정저우시의 2010년 하이테크산업 부가가치는 709억 달러로 34.9%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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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하이테크 기업 및 연구기술센터 등이 각각 56개 및 67개 신설되었다.

❚ 표 4-1. 2011년 정저우시 업종별 산업발전계획 ❚
구분

업종
자동차
*100만 대 규모의 자동차
기지 건설

주
력
산
업

장비 제조
*장비제조기지 건설
전자정보
*전자,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중점

전
략
적
신
산
업

전
통
적
우
위
산
업

바이오의약
*핵심기술 개발, 경쟁우위
확보
신에너지 자동차
*핵심경쟁력 향상
신소재 및 에너지절약ㆍ
환경보호

알루미늄
*고부가가치 가공제품
생산

식품
*생산기술 제고 및 규모
확대
방직, 의류

에
너
지
기
반
산
업

전력

석탄

석유․가스 및 신에너지

주요 내용
-

海馬정저우社: 15만 개 고효율 엔진 제조
정저우 닛산: 80만 대 승용차 생산
宇通: 5만대 상용차 생산
부가가치 110억 위안 달성
宇通중공: 500대 대형 환경위생 전문기계설비
鄭煤機: 6,200대 유압선반
恒天중공: 1만 8,000대 방직기계설비
부가가치 310억 위안 달성
foxconn 정저우 과학기술산업원, 27개 전자정보산업원, 정저우威科姆
(Vcom) 국제 소프트웨어산업원 및 사물간 인터넷(物聯網) 기술산업
원 등 건설
- 부가가치 70억 위안 달성

- 푸런(辅仁) 의약기술산업원 운영 등 39개 사업
- 부가가치 50억 위안 달성
-

中航: 전기자동차 파워트레인13) 시스템 구축
신에너지 공공버스 및 택시 개발
부가가치 35억 위안 달성
초경재료 및 환경보호 설비 등 개발
정저우 华晶다이아몬드社: 고급 인조다이아몬드 생산
生茂광전기社: 고체조명 산업화 응용시범기지 구축
부가가치 30억 위안 달성
산화알루미늄․전해알루미늄․알루미늄 정밀가공 및 석탄․전기․알
루미늄 정밀가공 산업체인 형성
- 덩펑(登封)시 奥美알루미늄社: 알루미늄 스틱 생산라인 등 5개 사업
준공
- 中孚실업社: 고성능 알루미늄합금 등 5개 사업 추진
- 중국 알루미늄국제집단社: 고급 에너지절약형 알루미늄재료 가공 등
5개 사업 추진
- 부가가치 120억 위안 달성
- 思念 : 1.5만 톤 냉동식품 생산
- 益海嘉里(YiHai Kerry)社: 식품공업원 건설
- 好想你: 4,400만톤 대추가공제품 생산 등
- 부가가치 240억 위안 달성
* 고급 원단 및 의류 제작, 국제적 브랜드 육성, 의류산업 고도화
- 泰阳방직社: 고급방직원단 생산라인 등 -第一방직社: 방적사 및 고급
면사 생산 등
- 부가가치 35억 위안 달성
- 新密발전소 2기 2×100만 kW 및 华润전력 登封2기 1×60만 kW 유
닛 건설
- 大唐巩义 2×60만 kW 유닛 등 사전작업 추진
- 허난 华辕석탄社: 240만 톤 석탄 생산
- 新密市超化, 60만 톤 석탄 생산 추진
- 연간 생산량 90만 톤의 丰祥탄광 및 120만 톤의 李岗 탄광에 대한
국가비준 획득
- 정저우 가스社: 中牟․郑州 구간 및 薛店․登封 구간의 천연가스관 건
설
- 바이오매스, 태양광, 메탄가스 발전 등 분야 육성
- 保绿기업: 초박형 태양광 전지 개발 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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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계속 ❚
구분

서
비
스
업

업종

주요 내용

종합물류

- 국제물류구, 항공항구 물류구, 종합보세구 등 물류인프라 건설
- 식품 저온유통, 의약ㆍ철강ㆍ농산물ㆍ자동차ㆍ가전 등 배송 등 운송
네트워크 구축

금융

- 중국 국내외 유수의 금융기관 유치
- 정저우은행, 百瑞신탁 등 지방금융기관 및 지방 융자플랫폼의 발전을
적극 지원
- 선물가격정보 및 거래센터 구축

전시, 문화, 관광

- 정저우 국제전람센터 및 중위안 국제박람센터의 기능 완비
- 국가애니메이션산업발전기지(허난) 및 정저우시 애니메이션 산업기지
등 문화창의 산업클러스터 구축

자료: 鄭州市發展和改革委員會(2011. 2. 28),「關于鄭州市2010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規劃執行情況與
2011年計劃(草案)的報告」.

정저우시는 공업 및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하이테크산업 및
장비제조업의 발전수준이 아직 낮은 편이고 일반 가공제조업의 경쟁력이 약
하며 고급서비스업 비중이 낮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저우시는 자동
차, 장비제조, 전자정보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공업발전을 선도하고 바이오,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등 전략적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한편
알루미늄, 식품, 방직 등 전통적 우위산업 및 석탄, 가스 등 에너지 기반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공업발전을 유도하고 고급 서비스업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표 4-1]에는 정저우시의
2011년 산업발전 목표 및 추진방안이 정리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발전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 이전 및 투자 유치 전초지인 산업클
러스터와 업종별 선도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가급 서비
스업 종합개혁시험도시인 정저우시는 3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정저우 국
제물류센터 건설에 관한 의견」14) 등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며 물류, 전시, 문
화, 관광, 금융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13) 파워트레인(POWERTRAIN, 动力总成)이란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구동 바퀴까지 전달하는 일련의 모든
장치, 즉 동력전달장치를 의미하며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종감속장치 및 차동장치, 차축 등이 포함된다.
14) 關于進一步加快鄭州國際物流中心建設的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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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발구
정저우시에는 3개의 국가급 개발구, 1개의 성급 개발구 및 다수의 공업원
등에 기반을 둔 15개의 산업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표 4-2 참고).15) 특
히 정저우 경제기술개발구에 기반을 둔 경제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자동차
및 부품, 장비제조, 알루미늄 가공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저우 하
이테크 개발구에 기반을 둔 하이테크산업 클러스터에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분야의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다. 2010년 정저우시의 15개 주요 산업클러
스터의 영업수입은 1,82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0.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표 4-2. 정저우시 주요 클러스터별 주력 업종 ❚
주요 클러스터
정저우
하이테크산업클러스터
정저우
경제산업클러스터

주력 업종
전자정보, 신소재, 바이
오의약, 광메커트로닉스,
신에너지
자동차 및 부품,
장비제조, 전자정보,
알루미늄 가공

정저우
국제물류중심원구

금융, 서비스, 물류

정저우
항공항구(航空港區)
정저우시 바이사(白沙)
산업클러스터

식품음료, 창고물류,
바이오의약, 인쇄포장
전자정보, 신소재,
바이오의약
비즈니스, R&D,
혁신산업, 관광서비스,
제조업, 농부산품가공,
현대적 농업

정저우시 관두(官渡)
산업클러스터
정저우시 진따이(金岱)
공업원구
정저우 마사이(馬賽)
공업원구

1, 2류 공업

식품가공, 식품기계제조

주요 클러스터

주력 업종

정저우 상수(上街)장비
제조업클러스터

장비제조

공이(巩义)시 위롄(豫联)
산업클러스터

알루미늄 정밀가공

공이시 산업클러스터
(回郭镇 알루미늄산업원구)
허난성 신강(新港)산업클
러스터
신미(新密)시 산업클러스터
(曲梁의류공업원)

알루미늄 가공
전자공업, 식량 비축
ㆍ운반ㆍ가공
의류

덩펑(登封)시 산업클러스터 알루미늄 가공,
(자동차부품공업원)
장비제조
잉양(荥阳)시 산업클러스터
첨단 장비제조
(豫龙공업원구)
-

-

자료: 中國產業集聚區網(2010. 11. 11),「河南180個產業集聚區目錄」.

15) 정저우시에는 38개의 산업클러스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나, 2010년 허난성 정부가 시행한 산업클러
스터 조사에서 주요 클러스터로 분류된 것은 1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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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저우시 동남부에 위치한 정저우 경제기술개발구는 1993년 설립되었으
며, 허난성의 핵심도시로 개발 중인 정저우․카이펑 신구와 인접해 있다. 본
개발구의 주력산업은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장비제조, 전자정보, 물류, 식품
가공의 5대 업종이다. 본 개발구는 자동차공업원, 전자정보산업원 등 기존의
공단을 기반으로 하여 매출수입 100억 위안 규모의 산업클러스터 8개를 구
축 중이다. 구체적으로 완성차 및 엔진 생산, R&D 중심의 하이마(海馬)자동
차공업원, 정저우 Nissan 2기 공장 중심의 Nissan 자동차공업원, 龙工
(Lonking)기계ㆍ정메이지(郑煤机)그룹 생산기지ㆍ석탄층가스장비 중심의 장
비제조공업원, 益海嘉里(Wilmar)ㆍ중량그룹(中粮集团)ㆍ야스리(雅士利)분유ㆍ
PEPSI 중심의 식품가공공업원, 징청커지(晶诚科技)ㆍ위페이(旭飞)전자의 액
정유리기판 중심의 전자정보산업원, 수출가공구ㆍ보세센터 중심의 보세물류
산업원, 궈러(国药)그룹ㆍ쥬저우통(九州通)그룹 중심의 의약물류산업원 등이
있다.
현재 본 개발구에는 외자기업 205개를 비롯하여 약 1,500개 기업이 입주
해 있다. 대표적으로 Philips, 독일 MAN, DHL, LG, Nissan, FedEx, 台湾
塑料, foxconn 등 세계 500대 기업 18개와 중뤼(中铝)그룹, 시왕(希望)그룹,
안차이(安彩)그룹, 위통(宇通)버스, 하이마(海马)자동차, 야스리(雅士利)그룹
등 중국 유명 제조사가 있다.16)
정저우시의 서북부에 위치한 정저우 하이테크산업개발구는 1988년 설립된
정저우시 최초의 개발구이다. 본 개발구의 주력산업은 전자정보, 신소재, 바
이오의약, 광메커트로닉스, 신에너지 등 5대 업종이며, 이미 전자정보, 소프
트웨어 서비스아웃소싱, 신에너지, 계측기, 바이오제약, 초경재료 등 7대 특
화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다. 특히 허난성 소프트웨어 기업의 70% 이상
과 정저우시 신소재 기업의 80% 이상이 본 개발구에 밀집해 있다. 주요 공

16) 정저우 경제기술개발구 소개 자료 및 홈페이지(http://www.zz-economy.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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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중 하나인 중부소프트웨어산업원에는 정저우웨이커무커지(鄭州威科姆科技),
허난스요(河南思維), 허난광후이커지(河南光輝科技), 정저우 신따졔안(鄭州信

❚ 표 4-3. 정저우시 주요 개발구 현황(2009년) ❚
항목

정저우
경제기술개발구

정저우
하이테크산업개발구

허난 후이지(惠济)
경제개발구

설립연도

1993년
(2000년)

1988년
(1991년)

1994년
(2006년)

계획면적(㎢)

137

70

6
*

GRDP(억 위안)

53.6

103.5

입주기업 수(개)

1,500

3,000

-

외자기업 수

205

-

-

실제 이용 외자
(만 달러)

-

11,548*

-

자동차 및 부품, 장비제
조, 전자정보, 물류, 식품
가공
宇通客车, Nissan,
독일 MAN, 马汽车,
少林客车, 红宇特种车,
Philips, foxconn, LG,
Haier, 安彩集团,
中铝集团, 希望集团,
DHL, FedEx, 台湾塑料,
美Dupont,
中铁隧道装备制造,
郑州煤矿机械, Lonking,
河南恩湃电力技术,
河南安飞电子玻璃,
PEPSI, 雅士利集团,
Robust, 希望, Wilmar,
郑州朝歌纺纱, 金誉) 包装

전자정보, 신소재, 바이오
의약, 광메커트로닉스,
신에너지
鄭州威科姆科技,
워이커무(威科姆)회사,
河南思維, 思達高科,
河南光輝科技,
鄭州信大捷安,
漢威電子,
鄭州新開普電子,
鄭州安達, 正星加油機,
河南日立信, 新天科技，
Coca Cola, CJ 사료

식품가공,
정보기술ㆍ문화창의,
포장인쇄, 유통 물류
思念食品, 三全食品,
郑州领航电子,
河南光芒, 郑州麦普,
河南锐之旗,
永金化工投资,
漫漫看郑州)文化

전자정보산업원,
자동차공업원,
장비제조공업원,
(알루미늄 정밀가공),
의약물류산업원,
대만공업원,
일본중소기업공업원,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산업원

중부소프트웨어원,
광메커트로닉스산업원,
신소재산업원,
바이오의약산업원,
태양광산업원

정보창의산업원,
포장인쇄산업원,
大河공업원,
자동차무역센터,
Gree 전기물류원

주요 업종

입주 기업

주요 공단

-

주: *는 2010년도 수치임.
자료: 각 개발구 소개 자료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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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捷安), 정저우신카이푸전자(鄭州新開普電子) 등 26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광메커트로닉스산업원에는 한웨이전자(漢威電子), 정신쟈요지(正星加油
機), 허난르리신(河南日立信), 신톈커지(新天科技) 등 400여 개 기업이 밀집해
있다. 이 밖에도 신소재산업원과 바이오의약산업원에 각각 220여 개 기업이
집적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2010년 본 개발구의 GRDP는 103.5억
위안이었으며 실제 이용 외자는 1.2억 달러에 달하였다.17)
정저우시 북쪽에 위치한 허난 후이지(惠濟)경제개발구는 정저우시 유일의
성급 개발구이다. 본 개발구에는 식품가공, 정보기술ㆍ문화창의, 포장인쇄,
기계제조, 유통물류 산업의 5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 기업으로
냉동식품업체 선두기업인 산취안(三全)식품과 스녠(思念)식품을 비롯하여 허
난루이즈치(河南锐之旗), 허난광망(河南光芒), 정저우마이푸(郑州麦普) 등 정보
기술업체와 정저우링항(郑州领航)전자, 만만칸원화(漫漫看文化) 등이 있다.18)

2. 쉬창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산업 특색이 분명한 신흥 공업도시인 쉬창시의 주력산업은 장비제조, 식품
가공, 방직, 에너지 등이며 가발, 인조 다이아몬드, 담배 제조업 등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쉬창시의 전력장비 생산규모는 중국 최대이며 쉬지(許繼)그
룹이 대표적이다. 허난성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식품가공산업벨트에
해당되는 쉬창시의 식품가공업 생산규모는 허난성 3위이며, 특히 식자재인
부죽(腐竹)의 생산량은 중국 최대이다. 또한 쉬창은 중국 코튼린터(cotton

17) 정저우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소개 자료 및 홈페이지(http://www.zz-economy.gov.cn).
18) 허난 후이지(惠濟)경제개발구 소개 자료 및 홈페이지(http://www.hjjkq.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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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ter)의 40%를 생산하는 최대 코튼린터 생산기지이며 방직업 규모는 150
만 추에 달한다. Rebecca(瑞貝卡)사로 대표되는 가발제품은 중국시장의 85%
를 점유하며, 황허실업(黃河實業)으로 대표되는 인조 다이아몬드의 연간 생
산량은 15억 캐럿으로, 모두 아시아 최대 규모이다. 또한 쉬창에는 담배산업
체인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담배 총생산량은 허난성 1위이다. 이 밖에도 자
동차 구동축(传动轴), 저속 자동차, 양봉 제품 등의 생산도 주목할 만하다.
쉬창시는 지역별로 각각의 특화산업이 뚜렷하다. 위저우(禹州)시는 도자기
(钧瓷), 한약재, 당면 제조가 3대 특화산업이다. 창거(长葛)시는 다이아몬드
생산(중국 최대), 목질판상제품(Wood-based panel)19) 제조, 알루미늄괴 가공
❚ 표 4-4. 2011년 쉬창시 산업발전계획 ❚
분야

주요 내용
✳ 장비제조, 식품, 에너지 3대 업종의 영업수입 1,000억 위안 돌파

주
력
산
업

- 자동차: 중형트럭 6만 대, 저속 화물차 45만 대, 전문자동차 5.1만 대 생산
- 자동차 부품: 중국 최대의 자동차 구동축 생산기지 및 부품수출기지 건설, 차량 기
어 68만 개 생산, 타이어 휠 600만 개 생산 및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생산
- 전자장비: 엘리베이터, 광산건재기계, 농기계, 변압기, 저온유통기계 등 생산
- 식품: 육류 및 소맥 가공, 유지류 및 콩류, 당면, 꿀, 버섯, 유제품, 담배 등 가공
- 에너지: 석탄 화력발전산업 효율 제고, 석탄화공산업기지 등 건설
✳ 전력전자, 담배, 가발제품, 다이아몬드 4대 업종의 영업수입 500억 위안 돌파

특
색
산
업
전략적
신산업
혁신능력
강화
서
비
스
업

- 전력전자: 자동화 시스템과 장비, 풍력발전 및 원전제어장치 등 발전, LED 및 반
도체 관련 산업체인 형성 등
- 담배: 담뱃잎 가공, 담배제품 생산, 담배제조 기계 생산 등
- 가발: 가발 소재 및 가공기술 수준 제고, 관련 R&D 센터 건설
- 다이아몬드: 고성능 복합소재 및 우수품질 인조다이아몬드 등 발전, 생산공정 확대 등
- 풍력발전장비 제조,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전기자동차 및 관련 부품, 초경재료,
바이오의약의 5대 업종 중점 육성
- 3～5개 성급 기업 R&D 센터 증설, 4～5개 국가하이테크기업 육성 등
- 기술진보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 55% 달성
- 물류: 6대 물류원구 및 10대 특색산업 물류센터 건설 등
- 물류산업 부가가치 14% 성장
- 문화 및 관광 자원 융합, 쉬창시 관광서비스센터 구축
- 관광객 및 관광업 총수입 각각 15%와 20% 성장

자료:「許昌市2011年主導特色產業提升計劃」, 許政辦[2011] 9号.

19) 목재 또는 목질원료를 접착제 등의 결합제를 사용하여 고온·고압으로 성형·열압한 후 판상의 형태
로 가공한 것으로 가구의 주재료로 쓰이는 합판, 파티클보드, MDF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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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铝锭加工), 유색금속 가공, 도자기 건자재 등의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
으며 규모화되어 있다. 쉬창현은 중국 최대의 가발생산기지이며, 옌링(鄢陵)
현은 중국 중점 우수 면화생산기지이자 창장 북부 최대의 화목(花木)집산지
로 화초재배면적이 70만 무(畝)에 달한다. 또한 샹청(襄城)현은 고급담배생산
기지이며 코크스산업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20)
쉬창시는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및 현대적인 공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
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업발전
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장비제조(자동차, 전자장비 등), 식품가공,
에너지의 3대 주력산업과 전력전자, 담배, 가발, 다이아몬드 제조의 4대 특
색산업의 발전수준을 제고하고 5대 전략적 신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표
4-4 참고).

나. 주요 개발구
쉬창시에는 1개의 국가급 개발구, 2개의 성급 개발구를 포함한 10여 개의
산업클러스터가 분포하여 있다(표 4-5 참고).
쉬창경제기술산업클러스터, 중위안 전기벨리 핵심구, 허난성 웨이두(魏都)
민영과학기술원구, 창거(長葛)시 산업클러스터, 위저우(禹州)시 경제기술개발
구 등 쉬창시 주요 산업클러스터의 중점산업은 전자기계ㆍ담배제조기계ㆍ전
력장비ㆍ일반기계ㆍ자동차부품 등의 장비제조, 가발, 방직, 식품, 의약 등이
다. 또한 2011년 1월 중국 최대의 순수 전기버스 제조기지가 샹청(襄城)현
산업클러스터에 설립되었으며 신메이징(新美景)전기버스회사가 20대의 토종
순수 전기버스를 생산하여 이를 대중교통으로 활용하고 있다.

20) 許昌市人民政府門戶網.(http://www.xuchang.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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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쉬창시 주요 클러스터별 중점업종 ❚
주요 클러스터

중점업종

쉬창경제기술산업클러스터
(쉬창경제기술개발구 포함, 국가급)

가발, 전자기계 장비, 담배기계 제조

중위안 전기벨리 핵심구(성급)

전력장비 제조

창거(長葛)시 산업클러스터

식품가공, 비즈니스 물류, 기계제조

옌링(鄢陵)현 산업클러스터

방직, 식품가공

허난성 웨이두(魏都)민영과학기술원구

방직, 제지, 기계, 가발, 자동차 물류

쉬창 상지(尚集)산업클러스터

가발, 자동차부품 제조, 경방직

위저우(禹州)시 경제기술개발구

장비제조, 식품가공, 의약가공

샹청(襄城)현 산업클러스터

의류 및 신발, 1회용 위생용품, 전자기계 설비 제조,
전기버스

자료: 中國產業集聚區網(2010. 11. 11),「河南180個產業集聚區目錄」.

쉬창경제기술개발구는 1994년 설립되어 2010년 12월 국가급으로 승격된
쉬창시 유일의 국가급 개발구이다. 본 개발구의 총면적은 59.5㎢이며 총인구
는 8만여 명이고 주력업종은 전자기계장비 및 부품, 가발, 바이오의약, 담배
제조 등이다. 2010년 공업부가가치는 50.4억 위안이었으며, 수출입총액은 전
년대비 28.4% 증가한 4.9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0년 말 기준, 본 개발구에
입주한 기업은 총 326개로 그 중 공업기업이 263개이며, 연간 1,000만 달
러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10여 개 정도로 가발, 엘리베이터, 담배제조기계
등을 주로 수출하였다. 외자기업은 모두 18개로 대부분 홍콩 및 대만 업체
이며 미국, 영국 업체도 일부 입주한 상태이다. 중국과학기술부의 인정을 받
은 국가급 하이테크기업이 쉬창시 전체에 21개가 있으며 그 중 10개가 본
개발구에 입주해 있다.
쉬창경제기술개발구 내 전자기계 산업클러스터에는 중국 전력장비제조 분
야의 선도기업인 쉬지(许继)그룹의 쉬지변압기제조사를 비롯하여 허난양광
(阳光)그룹과 쉬지엘리베이터회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자전력장비업체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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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해 있다. 중국의 유명한 가발생산수출기지인 쉬창시는 쉬창경제기술개발구
를 중심으로 가발산업 체인이 형성되어 있으며, 중국 가발업계 2위 기업인
쉬창롱정(龍正)가발회사를 비롯한 30여 개 가발업체가 본 개발구에 입주해
있다. 담배제조 분야에서는 중국 국가담배총공사 산하의 쉬창담배기계회사
및 담배포장업체인 쉬창용창(永昌)인쇄회사가 대표적이다. 바이오의약 분야에
는 허난후이신(惠新)제약회사와 영국 증시 상장사인 쉬창위안화(元化)바이오
회사 등이, 신소재 분야에는 쉬창인싱(銀星)나노기업 및 허난커리(科力)신소
재기업 등이 대표적이다.21)

❚ 표 4-6. 쉬창시 주요 개발구 현황(2010년) ❚
항목

쉬창
경제기술개발구

중위안
전기벨리 핵심구

허난성 웨이두
민영과학기술원구

설립연도

1994년

2009년

2003년

계획면적(㎢)

59.5

13.9

35.3

공업 부가가치
(억 위안)

50.4

-

13.6

입주기업 수(개)

326

70*

143

외자기업 수

18

-

-

주요 업종

전자기계장비, 가발, 담배제조, 전력공급 및 풍력발전
바이오의약
설비 등 전력장비 제조

방직, 제지, 기계,
가발, 자동차 물류

입주기업

许继변압기, 허난阳光그룹, 许
继엘리베이터, 쉬창龙正가발,
쉬창冰洋가발, 恒源가발,
쉬창담배기계, 쉬창永昌인쇄,
허난惠新제약, 쉬창元化바이오,
쉬창銀星나노, 허난科力신소재

쉬창鸿源기계설비,
许继그룹,
허난성전력공사 林源전기, 五星실업, 宏瑞가발,
陽光케이블,
盛源가발
西繼엘리베이터,
愛迪德전력설비,

주요 공단

쉬지(許繼) 과학기술전기城,
담배제조 클러스터,
가발생산기지

송전설비, 풍력발전,
전기설비, 민간전자기계,
원전제어설비 등 산업원

주: * 전력장비 제조분야의 영업수입 500억 위안 이상인 기업 수임.

21) 쉬창 경제기술개발구 소개 자료 및 홈페이지(http://www.zz-economy.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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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안 전기벨리 핵심구(中原電氣谷核心區)는 허난성 정부가 2009년에 비
준한 성급 산업단지로,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매출수입 1,000억 위안 규
모의 전력장비제조기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본 핵심구는 송전설비, 풍력발전,
전기설비, 민간전자기계, 원전제어설비 관련 5개 공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허페이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허페이시의 주력산업은 자동차 및 부품, 장비제조, 가전, 화공 및 타이어,
신소재,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식품가공의 8대 산업이다. 2010년 허페이시 8
대 산업의 부가가치는 28.5% 증가한 762억 위안이었으며, 특히 자동차, 장
비제조, 가전 3대 업종의 성장률이 35.4%, 31.2%, 29.7%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허페이시는 제련, 방직, 건자재 등의 업종에 우위가 있다.
허페이시 12차 5개년 규획에 따르면, 2010～15년간 허페이시는 ‘1,000억
위안 이상 규모의 산업 6개와 500억 위안 규모의 산업 10개(6+10)’를 중심
으로 우위산업 강화 및 전략적 신산업 육성이라는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할 계
획이다(표 4-7 참고). 1,000억 위안 이상 규모의 산업 6개에는 평판 디스플
레이(Flat Panel Display), 신에너지, 가전산업의 2,000억 위안급 산업 3개와
자동차 및 부품, 장비제조, 식품산업의 1,000억 위안급 산업 3개가 포함된다.
나머지 10개 산업에는 신소재, 공공안전,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바이오, 전자
정보, 제련, 화공, 경방직, 건자재, 서비스업이 포함된다.22) 이를 위해 허페이
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GRDP 대비 2010년의 2.3%(23억
위안)에서 2015년 3.0%(180억 위안)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22) 合肥日報(2011. 6. 28),「合肥工業發展“十二五”規劃出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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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허페이시 업종별 산업발전계획(2010～15년) ❚
분야

전
략
적
신
산
업

업종

주요 내용

전자
*
정보

- 국가급 평판디스플레이 생산기지 구축, 관련 산업체인 확대
- 차세대 포털사이트 및 통신기술, 사물간 인터넷 등 관련 R&D 센터
- 2015년 평판디스플레이 산업 생산액 2,000억 위안 달성

신에너지*

- 태양광 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등 개발 및 관련 시장 개척
- 바이오메스 발전 및 설비, 풍력발전 및 원전설비 관련 부품업 중점
- 2015년 총생산액 2,000억 달성

신에너지
자동차

- 순수전기 및 혼합연료엔진 자동차의 규모화, 부품현지화, 기술자주화, 응용
다양성 확대 등
- 2015년 신에너지 자동차 50만 대 생산

신소재

- 희토, 특수유리, 세라믹, 반도체조명소재 등 특수기능 소재 및 특수철,
합금소재 등 첨단소재 개발
- 나노, 초전도, 인공지능 등 기본소재 개발 지원

에너지
절약ㆍ
환경보호

- 오염방지, 폐기물 처리 관련 장비제조업과 환경검측기구, 환경보호소재 등
상품 개발에 중점
- 전력 및 건자재 절약산업 및 자원 재활용 촉진

첨단장비 - 디지털 선반 R&D, 제조 관련 투자 확대, 선박 및 항공 장비 개발
제조
- 집적회로,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용 첨단장비 제조 주력
- 바이오기술 및 의약 관련 R&D 수준 제고
- 바이오 소재ㆍ농약ㆍ비료ㆍ백신ㆍ신약, 의약재료, 의료기구 개발

바이오

-

*

가전

고효율, 기능성, 개성 등을 강조한 가전 개발, 주요 부품의 현지화
소형가전 다양화, 가전기업 간 전략적 연맹 및 상품개발 등 지원
2015년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4대 제품 1.2억 대 생산
2015년 가전산업 부가가치 2,000억 위안 달성

- 완성차 및 중요 부품의 R&D 및 제조 수준 향상
자동차 및
- 상용차, 승용차, 전문차량 등의 완성차 생산 주력
*
부품
- 2015년 완성차 250만 대 생산, 자동차 및 부품 부가가치 1,500억 위안

우
위
산
업

*

장비제조

- 대형 장비세트, 하이테크장비 및 주요 부품의 자체 제작 및 제조
- 2015년 부가가치 1,500억 위안 달성

식품ㆍ
- 곡물ㆍ식용유, 육제품, 유제품, 간식류, 음료, 담배, 사료 7대 산업 중점
농부산품 - 원재료 구매, 가공제조, 물류운송, 판매, 무역 등 생산체인 확대
*
가공
- 2015년 부가가치 1,000억 위안 달성
화공

- 일반화공, 타이어, 정밀화공 중점, 석탄ㆍ석유화학 등 생산체인 확대

제련

- 고부가가치 철강재 생산, 유색금속 정밀가공 발전, 알루미늄 공장 개선

방직,
의류

- 노후 기술 및 설비의 개선, 하이테크섬유 및 바이오섬유 개발
- 가정용, 상업용 의류 생산 및 브랜드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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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계속 ❚
분야

서비
스업

업종

주요 내용

금융

- 각종 금융기관 유치, 비은행권 금융기관 지원, 2015년 500억 위안 달성

물류

- 보세물류구ㆍ종합물류구ㆍ유통물류센터 구축, 종합 운송네트워크 완비

회의,전시

- 고품격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구축, 전시회ㆍ박람회ㆍ매칭회의 등 개최

유통

- 도시 및 농촌의 유통거점 확대, 전문 도매시장 증대,
- 체인경영, 전자상거래 등 현대적 유통조직 및 경영방식 보급

관광

- 역사문화, 레저, 과학, 공업, 도시, 농촌, 전시 등 다양한 테마여행 개발

과학기술
- 정보서비스, 사물간 인터넷 산업, 서비스 아웃소싱 등 주력
ㆍ정보
비즈니스

- 법률, 회계, 자문, 마케팅 등 산업 및 관련 중개기구 발전 지원

주: * 1,000억 위안 이상 규모의 산업.
자료:「合肥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

나. 주요 개발구
허페이시에는 현재 4개의 국가급 개발구와 7개의 성급 개발구를 기반으로
하여 크게 4개 권역에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표 4-8 참고). 허페이
시는 12차 5개년 규획기간에 현재의 산업클러스터 특성에 맞는 산업벨트를
지역 내에 확충하여 산업 연관도 및 집적도를 높이고, 산업이전시범구와 자
주혁신시범구를 증설하여 연해지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허페이시의 4대 산업클러스터는 서부, 남서부, 북부, 동부 지역으로 구분
된다. 우선 허페이시 서부지역은 하이테크산업개발구 및 수산(蜀山)경제개발
구를 중심으로 전자정보 및 소프트웨어, 신에너지, 바이오, 가전, 자동차 등
의 산업이 집적해 있다. 앞으로 이 지역의 도로를 따라 자동차부품, 제련, 하
이테크 등 분야의 산업벨트(合六葉產業帶)를 조성할 계획이다. 허페이시 서
남부지역에는 경제기술개발구, 페이시타오화(肥西桃花)공업원 및 빠오허(包河)
공업원 등을 중심으로 가전, 자동차, 장비제조, 신형화공, 신소재 등의 산업
이 밀집해 있으며 주변 도로를 따라 자동차 제조, 농산품 가공, 인쇄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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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 허페이시 주요 개발구별 중점업종 ❚
주요 개발구

구분

주력 업종

허페이 하이테크산업개발구

국가급 전자정보, 광메커트로닉스, 바이오의약, 신소재, 공공안전

허페이 경제기술개발구

국가급 자동차 및 부품, 장비제조, 가전, 식품, 일반화공

신잔(新站)종합개발시험구

국가급 평판 디스플레이(반도체), 인쇄, 기계, 전선, 유통서비스

허페이 수출가공구

국가급

-

수산(蜀山)경제개발구

성급

하이테크, 전력장비, 기계제조, 가전, 자동차 부품

페이시타오화(肥西桃花)
공업원

성급

자동차 및 부품, 화공, 전력설비

빠오허(包河)공업원

성급

자동차 및 부품, 인쇄포장, 가전, 기계

허페이 루양(庐阳)공업원

성급

인쇄, 전력장비, 철강가공, 방직,

허페이 솽펑(双凤)경제개발구

성급

농산품가공, 건자재, 가전, 자동차부품, 기계

페이둥(肥東)경제개발구

성급

신형 건자재, 식품, 가전

허페이 야오하이(瑤海)공업원

성급

방직, 의류, 기계, 전선

자료: 合肥市招商局(http://www.hfinvest.gov.cn/n7216006/n7307140/n7307311/n7307698/index.html).

업종 관련 산업벨트(合桐安產業帶)가 구축될 방침이다. 한편 북부지역에는
신잔(新站)종합개발시험구, 루양(廬陽)공업원 및 솽펑(雙鳳)경제개발구를 중심
으로 평판디스플레이,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방직ㆍ의류,
인쇄포장, 기계가공 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벨트(合淮蜂產業帶)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동부지역에는 순환경제시범
원, 페이둥(肥東)경제개발구 및 허페이 유통물류개발구를 중심으로 신형 화
공, 철강 정밀가공, 기계제조, 농산품가공, 가전, 유통물류 업종이 밀집해 있
으며 유관 업종 중심의 산업벨트(合巢蕪產業帶)를 조성할 방침이다.
허페이 하이테크산업개발구, 경제기술개발구, 신잔(新站)종합개발시험구 등
국가급 개발구의 주요 현황이 [표 4-9]에 정리되어 있다.
허페이 하이테크산업개발구에는 전자정보, 광메커트로닉스, 바이오의약, 신
소재 등 5대 업종을 중심으로 3,000여 개 기업이 집적해 있고 그 중 외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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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9. 허페이시 국가급 개발구 현황(2009년) ❚
항목

허페이 하이테크산업개발구

허페이
경제기술개발구

허페이 신잔(新站)
종합개발시험구

설립연도

1990년

1993년

1992년

계획면적(㎢)

130

66

204.7

GRDP
(억 위안)

230
(2010년)

464
(2010년)

98.3

입주기업 수(개)

3,000

-

-

외자기업 수

400

73

-

도착 기준 FDI
(만 달러)

-

3억 6,000만 달러
(2010년)

-

주요 업종

입주기업

주요 공단

*

전자정보, 광메커트로닉스,
바이오 공정 및 신의약,
신소재 및 공공안전 등
GREE, SANYO,
Royalstar, Midea,
독일 Continential,
Microsoft, LDK solar,
JAsolar, 科大訊長,
阳光电源, 江淮汽車,
長安汽車, 合力叉车,
国祯环保, 娃哈哈, 旺旺

자동차 및 부품, 장비제조, 평판 디스플레이(반도체),
가전, 식품가공, 일반화공 등 신소재, 인쇄, 기계,
전선, 유통서비스
京東方(BOE),
江淮汽车, 安凯客车,
Giti轮胎/ Haier, AUO,
한국 동진쎄미켐,
Midea, 长虹, 美菱,
프랑스 Air Liquide,
宝龙达(BitLand), 华凌,
Sumitomo화학,
GEM/Hitachi挖掘机,
尊贵전기, 欧力전기,
ABB变压器, 合力叉车,
普尔德의료용품
TCM叉车, 合肥锻压,
熔安动力/ Unilever,
两面针芳草/ 코카콜라,
华泰, 统一, 正大
소프트웨어원, 대학과학기술원, 중심공업구, 남부공업구,
평판디스플레이어
유학파창업원, 민간과학기술원, 수출가공구, 생명과학기술원, 생산기지
바이오의약산업원,
이탈리아공업원,
애니메이션산업기지
마이크로전자공업원,
서비스아웃소싱시범기지,
신에너지산업기지

주: * 매출액 70만 달러 이상인 외자기업 수.
자료: 각 개발구 소개 자료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

업이 400개 이상이며 세계 500대 기업도 10여 개에 이른다. 성정부가 선정한
중점 하이테크기업인 장화이(江淮)자동차, 荣事达(Royalstar)전자, SANYO(三
洋), 궈전환바오(国祯环保), 허리지게차(合力叉车)를 비롯한 172개 하이테크기
업과 格力(GREE)전자, 美的(Midea)전자, LDK solar(赛维), 독일 Continential
(大陆轮胎), 창안(长安)자동차, JAsolar(晶澳), 미국 3M, 한국 롯데(호남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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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Microsoft 등 다수의 글로벌기업이 본 개발구에 입주해 있다. 또한
이곳에는 하이테크창업서비스센터, 유학파창업원, 소프트웨어원, 바이오의약
산업원, 대학과학기술원 등 12개 첨단기업 인큐베이터가 있어 하이테크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23)
1993년 설립된 허페이 경제기술개발구는 안후이성의 가장 중요한 제조업
기지이다. 본 개발구 동부와 남부에는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장화이(江
淮)자동차ㆍ안카이(安凯)버스ㆍGiti타이어 등 자동차ㆍ부품업체, 友达(AUO)
ㆍ창홍(长虹)ㆍMideaㆍ메이링(美菱) 등 가전업체, HitachiㆍABB 등 장비제
조업체, Unileverㆍ량멘전팡차오(两面针芳草) 등 화공업체, 코카콜라ㆍ통이
(统一) 등 식품업체가 입주해 있다. 한편 개발구 서부에는 대학, 국제회의센
터, 병원 등이 모여 있다. 또한 본 개발구에는 마이크로전자공업원, 생명과학
기술원, 이탈리아공업원 등 특수 공단도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신에너지산업
기지, PDP 산업원, LED 산업원 등 과학기술원을 구축하고 있다. 이미
GEM(捷敏전자), AdvanTools(芯硕)반도체, Teradyne(泰瑞达)반도체, 赛真拜
通(HSBBC)바이오제약 등 유수의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2009년 말 경제기
술개발구 내 매출액 70만 달러 이상인 외자기업은 모두 73개였으며 이 중
장비제조업체 20개, 자동차 14개, 가전 13개, 식품 7개, 일용화공 업체가 4
개로, 장비제조 및 자동차의 비중이 47%에 달했다.24)
신잔(新站)종합개발시험구는 1992년 설립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인
쇄, 기계, 전기전선, 유통서비스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2000년
대 중후반 이후 중국의 중요한 평판디스플레이 생산기지로 거듭나고 있다.
중국의 첫 TFT-LCD 6세대 생산라인이 이곳에 건설되었으며 현재 평판디스
플레이, 태양광전지, 전자전기, 신소재 등 산업의 집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

23) 허페이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소개 자료 및 홈페이지(http://www.hefei-stip.com.cn).
24) 허페이 경제기술개발구 소개 자료 및 홈페이지(http://www.het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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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0년 신잔 종합개발시험구의 투자유치 규모 및 속도 모두 허페이시
국가급 개발구 중 1위를 기록하였다. 현재 이곳에서 중국 최대의 LCD 제조
사인 BOE(京東方)의 6세대 TFT-LCD 패널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현재 착
공 중인 8세대 생산라인은 2013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또한 LED
칩과 Hitachi 기술을 활용한 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평판디스플레이, 태양광 등 다양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일본 Sumitomo화학(住友化学), 프랑스 Air Liquide(液化空气), 한국 동진쎄
미켐 등 국제적인 연관 업체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푸얼더
(普尔德)의료용품회사로 대표되는 신소재산업과 준꾸이(尊贵)전기, 오리(欧力)
전기회사 등으로 대표되는 전자산업 등이 주목할 만하다. 신잔 종합개발실험
구는 2015년까지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반도체조명, 집적
회로, 신소재 등의 산업을 발전시켜 연간 생산규모 3,000억 위안 규모의 泛
반도체산업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25)

4. 우후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우후시의 3대 주력산업은 자동차 및 부품, 소재, 가전 산업이다. 특히 체
리(Chery, 奇瑞)자동차를 중심으로 100여 개의 유명 자동차부품사가 클러스
터를 형성하고 있는 우후시는 중국 최대의 승용차 수출기지이기도 하다.
2010년 우후시 3대 주력산업의 공업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무려 69.8%에 달
했다.

25) 허페이 신잔(新站)종합개발시험구 소개 자료 및 홈페이지(http://hfxz.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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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0. 우후시 산업발전계획 및 추진방안(2010～15년) ❚
분야

2015년 목표

2011년 추진 방안

- 체리자동차 5공장 및 신에너지 자동차
- 자동차, 소재, 가전의 3대 업종 경쟁력
사업, 集瑞联合重工 및 玉柴联合动力의
강화
협력사업 추진
주력산업 - 3대 업종의 매출규모 1,000억 위안 달성
- Gree 전자, 新兴铸管, 하이뤄(海螺)시멘
- 중국의 중요한 자동차, 신형소재,
트 3기 공정 및 Midea 에어컨 수출 2
가전 생산기지 구축
기 사업 추진

전략적
신산업

-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장비제조, 전자
- 三安광전자 및 德豪润达광전자 2기 공
정보, 바이오의약의 4대 업종 중점 육성
정 추진
- 광전자 업종의 매출규모 1,000억 위안
- 信义초박유리 사업 준공
달성
- 전략산업의 주력산업화 추진

- 의류 브랜드 개발, 선박 핵심 장비 및
- 에너지, 화공, 선박제조, 방직의류, 담배,
부품 개발
전통산업
식품 등 구조 개선
- 恒安제지, 都宝담배, 双汇식품 등 사업
추진

혁신능력
강화

- 하이테크산업 부가가치의 GRDP 대비
비중 33%
- R&D 투자의 GRDP 대비 비중 3%

- 기업의 기술개혁 및 설비ㆍ제품 수준
제고 지원
- 기업의 직접금융 및 상장 지원

- 금융, 물류, 문화창의, 서비스 아웃소싱,
- 해외금융기관 유치
관광 중심
서비스업
- 리스ㆍ재무ㆍ신탁ㆍ소비금융 회사 설립
- 3차 산업 부가가치의 GRDP 대비 비중
유도
35%

자료:「蕪湖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蕪湖2011年政府工作報告」.

우후시는 12차 5개년 규획기간 동안 3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
시켜 자동차, 신소재, 가전 생산기지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표 4-10
참고). 2015년 자동차, 소재, 광전자, 가전 4개 업종의 매출목표는 1,000억
위안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장비제조, 전자정보, 바
이오의약의 4대 전략적 신산업을 중점 육성하면서 에너지, 화공, 선박제조,
방직ㆍ의류, 담배, 식품 등 전통산업의 체질 강화를 통해 공업경쟁력을 확보
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 물류유통, 문화관광, 서비스 아웃소싱 등 3차 산업
의 GRDP 대비 비중을 35%로 확대하고 매출규모 100억 위안의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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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8개 이상으로 증대시킨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나. 주요 개발구
우후시에는 4개의 국가급 개발구, 6개의 성급 개발구 및 다수의 공업원
등 중점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여 자동차, 기계장비, 가전, 소재, 방직ㆍ의류
등의 산업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표 4-11 참고). 우후시가 인구 230만
명의 내륙 중소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성급 이상 개발구의 비중이 매우 높음
을 알 수 있다.
우후 경제기술개발구는 수출가공구, 자동차 전자산업원, 자동차부품수출기
지, 하이테크 창업서비스센터 등을 갖춘 복합 산업단지이며, 중국 상무부가

❚ 표 4-11. 우후시 주요 개발구별 중점업종 ❚
주요 개발구

구분

주력업종

우후 경제기술개발구

국가급

자동차 및 부품, 가전, 신소재

우후 하이테크산업개발구

국가급

자동차 및 부품,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전자정보(광전자)

안후이 신우(新蕪)경제개발구

국가급

자동차부품, 장비제조, 전자전기

우후 수출가공구

국가급

원자재, 부품, 포장, 전자정보, 물류, 서비스

우후
창장(長江)대교종합경제개발구

성급

전자정보, 신소재

우후 지우장(鳩江)경제개발구

성급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전기, 장비제조, 급속압연

우후 산산(三山)경제개발구

성급

자동차부품, 장비제조, 방직, 식품, 선박제조, 항구물류

난링(南陵)경제개발구

성급

방직ㆍ의류, 자동차부품, 전자정보, 기계제조, 식품, 광
물가공

우후 순춘(孙村)경제개발구

성급

방직ㆍ의류, 주조(선반, 자동차, 선박, 기계, 설비)

판창(繁昌)경제개발구

성급

전자전기, 기계제조, 식품의약, 방직ㆍ의류, 건자재

자료: 우후시 정부 홈페이지 및 각종 보도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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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2. 우후시 국가급 개발구 현황(2010년) ❚
항목
설립연도
계획면적(㎢)
GRDP
(억 위안)

입주기업 수(개)
외자기업 수

우후
경제기술개발구

우후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안후이 신우(新蕪)
경제개발구

1993년

1991년

2001년

122

-

40

321

-

103
(공업총생산)

1,197

-

320

93

-

-

주요 업종

자동차 및 부품, 가전,
자동차 및 부품, 에너지 장비제조(신에너지 장비,
신소재(전자정보, 바이오, 절약ㆍ환경보호, 전자정보 디지털제어 선반, 자동차
환경보호, 장비제조)
(광전자)
부품, 전자부품)

입주기업

Chery, Continental AG,
Fiat, Johnson Controls,
SKF, 库博, POSCO/
Hitachi, Midea, 威灵,
欧宝机电,
美芝压缩机/海螺型材,
华亚, 可耐福, 鑫科新材料,
楚江集团, 威仕科,
马钢, 科聚高分子材料,
中达电子/信义玻璃/
长信科技扩建, 台达电子扩
能/成飞集团

주요 공단

수출가공구, 자동차전자7
산업원, 자동차부품 수출
기지, 하이테크 창업서비
스센터

Chery 신에너지,
海螺集團, 华东光电,
中航集团, 中集集團,
天海电装, 黄燕实业,
明基材料

-

梦达尔机械, 升阳光电,
恒升重型机床,
禾田汽車工业,
芜湖锐可德汽车工业,
芜湖航天汽车连杆

-

자료: 각 개발구 소개 자료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

발표한 124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중 투자환경 종합평가 순위에서 중국
17위, 중부지역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2010년 말 기준, 본 개발구의 GRDP
는 321억 위안이었으며, 특히 공업 총생산액은 36.7% 성장한 1,247억 위안
을 기록하였다. 현재 이곳에는 1,197억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세계
500대 기업 18개를 포함한 외자기업이 93개에 이른다.
우후 경제기술개발구의 3대 주력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 가전, 신소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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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500여 개의 공업기업이 이 산업들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자정보, 장
비제조, 서비스, 바이오의약, 태양광 산업 등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개발
구 대표기업인 체리자동차는 완성차 90만 대 및 엔진 100만 개 등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0년간 토종브랜드 자동차 판매 1위, 8년간 자동차
수출 1위를 기록하였다. 본 개발구에는 체리자동차와 함께 독일 Continental
AG, 이탈리아 Fiat, 미국 Johnson Controls, 스웨덴 SKF, 한국 포스코 등
100여 개의 자동차부품사가 집적해 있다. 또한 본 개발구는 Midea, Hitachi
로 대표되는 중국 최대의 가전제품 생산기지이며 특히 가정용 에어컨의 비
중이 크다. 중국 최대 동판기업인 신커(鑫科) 신소재를 비롯하여 하이뤄(海
螺)와 화야(华亚) 등으로 대표되는 형재(型材)기업 역시 이곳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26)
우후 하이테크산업개발구는 자동차 및 부품,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전자
정보의 3대 업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Chery 신에너지자동차사를 중심
으로 중지그룹(中集集團), Chery 연구원, 미국 Delphi, 톈하이덴좡(天海电
装), 황옌실업(黄燕实业), 밍지재료(明基材料) 등 60여 개 이상의 완성차 및
부품 제조사가 신에너지 자동차, 특수개량차, 자동차금형, 브레이크시스템,
steering wheel, 인젝터 등을 생산한다. 등록자본 5,000만 위안의 Chery 신
에너지자동차사는 복합엔진 자동차 및 순수 전기차에 대한 개발과 함께 핵
심부품에 대한 연구 및 제조를 병행하고 있다. 화동(華東)광전자, 특수디스플
레이 연구센터, 허페이공업대학 광전자연구원 등과 20여 개 중점기업은 광전
자부품, 마이크로웨이브 부속품, 도전유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화동(華東)
광전자의 기술과 중항그룹(中航集团)의 자본(20억 위안)으로 TFT-LCD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등 전자정보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하이뤄(海螺)
그룹의 잔열발전설비 및 밍위안(明遠)그룹의 초박형 태양전지 생산 등 태양광

26) 우후 경제기술개발구 소개 자료 및 홈페이지(http://www.weda.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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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태양광 응용설비 등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산업이 추진되고 있다.27)
안후이 신우(新蕪)경제개발구는 가장 최근인 2010년 말 국가급으로 승격
된 개발구로 우후기계공업개발구가 그 전신이다. 신우경제개발구 입주기업의
90% 이상이 모두 기계제조업체이며 주로 신에너지 장비, 각종 선반,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등을 생산한다. 특히 자동차부품사는 100여 개가 넘는다.28)

5. 타이위안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주지하듯이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한 타이위안시는 에너지, 소재, 제련, 기
계, 화공 등의 산업에 우위가 있다. 특히 특수강철, 자성재료, 건자재, 특수
내화재료, 나노재료, 동, 마그날륨 등과 관련된 용접, 주조, 정밀가공, 기계가
공, 전자장비 분야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타이위안시는 자원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크게 받는 등 경제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조방적 성장방식, 공업투자 감소, 혁
신능력 부족 등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중부지역의 다른 성도보다 낮은 성
장추세를 보였고, 산시성 내에서의 비중 역시 낮아졌다. 이에 타이위안시는
향후 5년간 첨단공업도시를 목표로 적극적인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12차 5개년 규획기간 동안 타이위안시 산업발전의 가장 큰 목표는 장비제
조, 신소재, 하이테크의 3대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일류 신흥산업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첨단장비제조,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산업 등

27) 우후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소개 자료 및 홈페이지(http://www.wuhu-hitech.gov.cn).
28) 안후이 신잔(新站)경제개발구 소개 자료 및 홈페이지(http://www.awip.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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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타이위안시 특색의 전략적 신산업을 육성하고, 석탄 및 철강 산
업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있다. 특히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특
화된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베이처(北車)타이위안장
비회사 중심의 철도장비제조기지, 중국덴커(电科)그룹 중심의 태양광산업기
지, 양메이(阳煤)그룹 중심의 신형화공재료원, foxccon 중심의 Apple 산업
원, 신톈띠(新天地)그룹 중심의 정맥산업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물류,
관광, 전시,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 역내 거점도시로 성장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표 4-13 참고).

❚ 표 4-13. 타이위안시 산업발전계획 및 추진방안 ❚
2015년 목표

3대 산업
클러스터
구축

물류, 관광,
회의ㆍ전시,
금융 등
서비스업
발전

2011년 추진방안

- 장비제조산업클러스터: 중공업 기계,
광업용 설비, 철도장비, 자동차 및
부품 산업 발전
- 신소재산업클러스터: 스테인리스강,
마그네슘 합금제조산업
- 하이테크산업클러스터: 태양광설비,
PV 에너지 및 풍력발전 등 신에너지,
사물간 인터넷 등 정보기술, 클린에너
지기술과 페기물 회수ㆍ재사용 등 환
경보호산업 및 정맥산업* 발전
- 하이테크산업 비중 20%

- 환발해 및 황허중류 지역의 물류
중심지 구축
- 중국문명 관광 중심지
- 국제적인 전문 전시센터
- 지역적 금융 중심지

[타이위안 특색의 전략적 신산업 육성]
- 첨단장비제조,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산업 강화
- 太原철도장비제조기지, 中国电科태양
광산업기지, 阳煤集团신형화공재료원,
foxccon애플산업원, 新天地정맥산업원
중점 추진
[전통산업구조개선, 경쟁력 강화]
- 광산의 통폐합을 통한 규모화, 집약화,
기계화, 정보화 발전 추진
- 太原钢铁公司의 탄소강 냉연 압연,
5만 톤 스테인리스랑 무계목강관 및
2만 톤 고강도 정밀강판 생산 추진
- 武宿물류센터, 山西농산물전시거래센터,
재생자원 회수이용시스템 등 사업 추진
- 사물간 인터넷 응용 및 보급
-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清徐문화산업
원 구축

주: *정맥산업: 더러워진 피를 새로운 피로 만들기 위하여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정맥의
구실과 같이 산업 폐기물을 해체ㆍ재생ㆍ재가공하는 산업(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
어대사전).
자료: 黃河新聞網(2011. 3. 18),「‘三大产业集群’ 引领太原工业经济跨越发展」,「蕪湖2011年政府
工作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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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발구
타이위안시에는 2개의 국가급 개발구와 3개의 성급 개발구를 중심으로 전
자정보, 신소재, 바이오의약, 철강 및 석탄, 식품, 방직 등의 산업이 집적되
어 있다(표 4-14 참고). 그런데 산시성의 성도(省都)임에도 불구하고 타이위
안시는 개발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규모 역시 크지 않다.
1991년에 설립되어 1992년 국가급으로 승격된 타이위안 하이테크산업개
발구는 전자정보, 광메커트로닉스, 신소재, 신에너지, 화공, 바이오의약, 환경
보호 등의 산업이 특화된 공업지구이다. 2010년 본 개발구의 GRDP는 322
억 위안이었고 입주기업은 2,800여 개였으며, 하이테크기업의 비중이 약
70%에 달하였다. 최근 개발구 내의 690여 개 IT 기업과 195개 소프트웨
어 기업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아웃소싱 등 전자정보산업이 빠
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석탄화공 분야의 혁신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 표 4-14. 타이위안시 주요 개발구별 중점업종 ❚
주요 개발구

구분

주력 업종

타이위안 하이테크산업개발구
(太原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

국가급

타이위안 경제기술개발구
(太原经济技术开发区)

국가급 신소재, IT, 전자기계, 바이오의약, 식품가공, 건자재

전자정보, 광메커트로닉스, 바이오의약, 신소재,
신에너지, 화공, 환경보호

타이위안 민영경제개발구
(太原市民营经济开发区)

성급

방직, 의류

타이위안 스테인리스강 생태
공업원(太原不锈钢生态工业园)

성급

스테인리스강 정밀가공 및 제조

칭쉬(清徐)경제개발구
(清徐经济开发区)

성급

코크스 화공, 정밀주조, 식품가공, 신형건자재

자료:『太原日报』(2010. 3. 23),「太原擬定在陽曲和古交新建兩個省級工業開發區」, 각 개발구 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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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5. 타이위안시 국가급 개발구 현황(2009년) ❚
항목
설립연도
계획면적(㎢)

타이위안 하이테크산업개발구

타이위안 경제기술개발구

1991년

2001년

61

50
*

GRDP(억 위안)

322

55

입주기업 수(개)

2,801*

-

실제이용 외자(만 달러)
무역규모(만 달러)
주요 업종

입주 기업

주요 공단

381

14,582

26,500

93,652

전자정보, 광메커트로닉스, 바이오
의약, 화공, 신소재, 신에너지,
환경보호
山西新汇科信息, 山西综源融达,
山西绿源量子, 山西星海通电子,
太原普达机电/山西天时矿业,
太原天富博奥, 太原汇能和科技,
太原汇众星信息/天和磁材,
汇镪磁材, 至诚科技,
丰海纳米/中科合成油, 赛鼎工程,
天宇环保,华顿实业/中绿环保,
天宇环保, 泰杰能源/山西隆克尔生物,
山西万源达, 山西万源达,
太原康兴生物
전자장비 및 정보산업원, 신소재
원, E-제조원

신소재, IT, 전자기계, 바이오의약,
식품ㆍ농산품 가공, 건자재
Foxconn, 中国电子集团,
宏全食品包装, 山西恒康乳业,
三九啤酒, 山西瑞福莱药业,
泰源药业, 康源堂药业,
迈特药业, 华元药业, 亚保药业,
恒建钢模, 福兴斯达建材,
太原福星斯达, 山西大方实业,
巴斯夫摩天涂料, 众禾实业,
山西锦恒, 鸿富晋精密工业

신소재공업원, IT 산업원, 바이오
의약원, 전자기계공업원, 식품공업
원, 신형건자재공업원

주: *는 2010년 수치임.
자료:「山西統計年鑒2010」, 각 개발구 소개자료 종합.

의 R&D센터, 인재, 기술, 기업 등을 집중시킬 수 있는 석탄화공 R&Dㆍ기
술혁신ㆍ상품개발 핵심 종합기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커허청
요(中科合成油), 사이딩공청(赛鼎工程), 톈위환바오(天宇环保), 화둔실업(华顿
实业) 등 39개 중대형 석탄화공기업의 기술연구개발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다. 광메커트로닉스 분야는 산시톈스광업(山西天时矿业), 타이위안 톈푸
보아오(太原天富博奥), 타이위안 후이넝허커지(太原汇能和科技), 타이위안 후
이중싱신시(太原汇众星信息) 등의 기업이, 신소재산업 분야는 톈허츠차이(天
和磁材), 후이창츠차이(汇镪磁材), 쯔청커지(至诚科技), 펑하이나미(丰海纳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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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업이, 환경보호산업 분야는 중뤼환바오(中绿环保), 톈위환바오(天宇环
保), 타이제넝위안(泰杰能源) 등의 기업이 대표적이다.29)
타이위안 경제기술개발구는 신소재, IT, 전자기계, 바이오의약, 식품ㆍ농산
품 가공, 건자재의 6대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다.
2009년 본 개발구의 GRDP는 55억 위안이었으며 수출입총액은 9.4억 달러
에 달했다. 본 개발구는 산시성 최대 규모의 식품가공기지이자 바이오제약기
지이며, 세계적인 마그날륨 정밀가공기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주
요 업종마다 관련 기업이 밀집된 공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Foxconn 공업원,
중국전자(中国电子)그룹 등은 IT 산업원에, 미국합자사인 산시하바스푸(哈巴
斯夫)—모톈투랴오(摩天涂料), 텅리가오넝용츠(通力高能永磁) 등은 신소재공업
원에 입주해 있다. 이 밖에도 홍취안(宏全)식품포장, 산시헝캉(恒康)유업, 산
시루이푸라이(瑞福莱)약업 등은 식품ㆍ바이오의약원에, 미국합자사인 타이위
안푸싱스위안(福星斯达), 산시따팡(大方)실업 등은 건자재공업원에, 산시진헝
(锦恒)자동차부품사 등은 자동차(기계)공업원에 입주해 있다.30)

29) 타이위안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소개 자료 및 홈페이지(http://www.tyctp.com.cn).
30) 타이위안 경제기술개발구 소개 자료 및 홈페이지(http://www.tynewto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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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종합 및 시사점

1. 종합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중국 연해지역에 기진출한 한국기업은 상당 부분 노
동집약적인 업종 위주의 수출가공 분야에 투자하였다. 즉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여 중국 공장에서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거나, 원부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수출한다. 최근 일부 기업은 현지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
여 현지에서 가공한 제품 일부를 현지 시장에 판매하는 등 내수시장에 진출
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높지 않다.
이에 본 절에서는 3장에서 조사한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의 노동비용 격
차와 중부지역의 물류비용 부담을 상호 비교하여, 중부 도시별로 생산기지의
내륙 이전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기업의 최소 고용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전체
적인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4장에서 조사한 중부 각 도시의 산업네
트워크를 적용하여 중부 도시별로 생산기지 이전에 유망한 업종을 분석한
후,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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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용절감효과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부 및 연해 도시 간 노동비용 격차와 중부 내륙
에서 연해항구까지의 운임비용 격차는 도시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를 정
리한 것이 [표 5-1]이다. 정저우시는 칭다오시, 톈진시, 쑤저우시에 비하여 1
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162~1,291위안 저렴하지만 연해항구까지의 총물류
비용 부담이 1TEU당 최소 4,883위안 증가한다. 쉬창시는 노동비용이 445~
1,574위안 저렴한 반면, 연해항구까지 최소 4,185위안의 총물류비용이 소요
된다. 허페이시의 경우 칭다오시보다 노동비용이 높아 톈진시 및 쑤저우시에
비해서 469~958위안의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총물류비용으로 인한 추가부담
은 최소 5,000위안이다. 우후시 역시 톈진시와 쑤저우시에 비해서 노동비용
이 332~822위안 저렴하고 3,675위안의 총물류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타이
위안시도 톈진시와 쑤저우시에 비하여 416~905위안의 노동비용이 절감되고
4,320위안의 총물류비용이 추가된다.
❚ 표 5-1. 중부 주요 도시별 노동비용 절감 및 총물류비용 추가 수준 ❚
(단위: 위안/월, 위안/TEU)

주요 도시

1인당 노동비용 격차

1TEU 당 물류비용 격차

칭다오

톈진

쑤저우

목적지(방법)

비용

정저우

162

1,291

802

롄윈강(도로)
칭다오(도로)

4,883
6,290

쉬창

445

1,574

1,085

롄윈강(도로)
칭다오(도로)

4,185
5,780

허페이

-171

958

469

롄윈강(도로)
상하이(도로)
상하이(수운)

5,250
6,200
5,000

우후

-308

822

332

롄윈강(도로)
상하이(도로)
상하이(수운)

3,915
4,060
3,675

타이위안

-224

905

416

톈진(도로)
톈진(철도)

4,320
5,500

주: 1인당 노동비용 격차는 [그림 3-1]을, 1TEU 당 물류비용 격차는 [표 3-7]을 근거로 계
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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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분석한 중부도시별 노동비용 절감분과 총물류비용 증가분을 토대
로, 연해 도시에서 중부 내륙도시로 생산기지 이전 시 비용절감효과가 발생
하는 최소 노동고용규모를 파악하였다(표 5-2 참고). 최소 노동고용규모는
생산기지를 중부 내륙도시로 이전할 경우, 노동비용의 절감분과 총물류비용
증가분이 상쇄되는 고용규모로, 이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비
로소 생산기지 이전을 통한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칭다오시에 기진출한 기업의 경우, 중부 5개 도시 중 정저우시와 쉬창시
로 이전할 때에만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난다. 정저우시로 이전을 고려할 수
있는 기업은 최소한 노동자를 30명 이상 고용하는 규모의 기업이어야 하며,
쉬창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기업은 고용규모가 최소 9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는 한 달에 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의 물량(1년 평균 12개)을 수입 혹은
수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값으로, 모 기업이 한 달 평균 20피트 컨테이
너 2개 분량을 수입 혹은 수출한다면 최소고용규모는 2배로 증가하게 된다.
즉 칭다오시 진출 기업 중 고용규모가 영세한 업체의 경우, 쉬창시를 제외한
중부 내륙도시로의 이전은 오히려 추가비용만 발생할 우려가 있다.
톈진시 기업의 경우, 중부 5개 도시 전체로의 이전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 달 평균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수출 혹은 수입하는 톈진시의 기업 중
최소 5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내륙 이전을 통한 비용절감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최소 고용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비용절감효과
가 상대적으로 크다. 가령 여타 조건이 불변인 상황에서 고용규모가 50명인
톈진시의 한 기업이 정저우시로 이전할 경우, 최소 고용규모를 초과하는 노
동자에 대한 비용절감분인 5만 9,386위안(46명×1,291위안)의 비용을 매달
절약할 수 있다. 이를 1년 비용으로 환산하면, 중부 내륙으로 생산기지를 이
전한 데 따른 비용절감효과가 연 71만 위안(한화로 약 1.3억 원)을 상회한다
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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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생산기지의 중부 내륙 이전이 가능한 최소 고용규모31) ❚
(단위: 위안/월, 위안/TEU, 명)

연해도시

중부도시

노동비용 절감
(1인당)

물류비 증가
(1TEU)

최소 고용자 수

정저우

162

4,883(롄윈강)

30

쉬창

445

4,185(롄윈강)

9

정저우

1,291

4,883(롄윈강)

4

쉬창

1,574

4,185(롄윈강)

3

허페이

958

5,000(상하이)

5

우후

822

3,675(상하이)

4

타이위안

905

4,320(톈진)

5

정저우

802

4,883(롄윈강)

6

쉬창

1,085

4,185(롄윈강)

4

허페이

469

5,000(상하이)

11

우후

332

3,675(상하이)

11

타이위안

416

4,320(톈진)

10

칭다오

톈진

쑤저우

주: [표 5-1]을 토대로 작성함.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쑤저우시의 기업 역시 중부 5개 도시로의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정저우시와 쉬창시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은
고용규모가 최소 6명과 4명 이상이어야 하며 타이위안시, 허페이시, 우후시
로 이전을 고려한다면 고용규모가 최소 10~11명 이상이어야 한다.

나. 이전 유망업종
생산기지의 내륙 이전을 고려함에 있서 산업네트워크 환경은 매우 중요

31) 생산기지의 내륙 이전에 따른 물류비용은 왕복으로 발생하나 수입(원자재, 핵심부품 등)과 수출(완제
품, 반가공품 등) 물량에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편도비용을 기준으로 최소 고용규모를
추산하였다. 실제로 왕복 물류비용이 적용되는 경우는 본 절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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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 중부지역 주요 도시별 주력 산업 비교 ❚
중부
도시

가전

정저우

×

전자 전자
(정보) 기계
◎

×

전선

방직,
의류

신발

식품,
음료

×

○

×

◎

자동차
인쇄 소재
부품 등 특색산업
포장 (건자재)
기계
○

○

○

알루미늄
가공

쉬창

×

×

◎

×

○

○

◎

×

×

×

가발제조,
담배제조
및 담배기계,
제지, 1회용
위생용품

허페이

◎

○

×

○

○

×

○

◎

◎

◎

일반화공,
전력장비
관련

우후

○

◎

×

×

◎

×

○

×

◎

◎

광물가공,
주조,
금속압연

×

주조 관련,
스테인리스
강 및 코크
스 가공제조

타이
위안

×

○

○

×

○

○

×

×

◎

주: 1) ○는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음을 의미, ◎는 개발구 및 클러스터가 다수 분
포함을 의미.
2) 비용절감형 투자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첨단기술 관련 산업 및 전략적 신산업과
관련된 업종은 제외시킴.

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령 가전제품의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업체가 저렴
한 인건비만을 기준으로 이전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필요로
하는 부품 등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주변에 없다면, 즉 관련 산업네트워크가
부재하다면 해당 부품을 다른 지역에서 운송해와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증
대가 불가피하게 된다. 초보적으로나마 이러한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는 이전 대상지역의 산업클러스터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4장에서 분석한 중부 5개 도시의 산업클러스터별 주력
업종을 토대로, 중부 각 도시별로 일정 수준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업
종을 상호 비교해보았다. 단 현재 중국 전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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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이오의약, 신에너지 자동차, 환경보호, 신소재, 첨단장비 제조 등 전략
적 신산업은 제외시켰다. 이는 비용절감형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연해지역 기업이 생산
기지 이전을 추진할 개연성이 적기 때문이다.
[표 5-3]은 중부 5개 도시의 주력 산업을 상호 비교하여 정리한 것으로,
각 도시의 부존자원 및 산업구조 특성 등으로 인한 특색산업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 고용규모가 비교적 큰 톈진시의 가전업체
가 생산공장을 내륙으로 이전시키고자 한다면, 중부 5개 도시 중 허페이시와
우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정저우시, 쉬창시, 타이위안시에서
도 가전업체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관련 업체들이 일정 정도 집적해 있을 경
우 원부자재 조달이 더욱 용이해지고 관련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자동차부품 및 기계장비 제조업 등은 자본집약적 혹은 기술집약적 업종이기
는 하지만,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은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업체가 생산
기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클러스터의 존재 여부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로
인해 [표 5-3]에서 각 도시별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산업과 관련된 업
종이 생산기지 이전 시 유망업종이 된다.
연관 업종의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는 생산기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클러스터 정보를, 중부 각 도시의 주력 산업별로
정리한 것이 [표 5-4]이다.

❚ 표 5-4. 생산기지 중부 이전 시 유망업종별 클러스터 ❚
중부
도시
정
저
우

유망업종

전자(정보)
의류

산업별 주요 클러스터
허난성 신강(新港)산업클러스터, 정저우 바이사(白沙)산업클러스터,
정저우 경제기술개발구, 정저우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신미(新密)시 산업클러스터(曲梁의류공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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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 계속 ❚
중부
도시

유망업종
식품, 음료
인쇄포장

정
저
우

소재
알루미늄 가공
기계

산업별 주요 클러스터
(정저우 경제기술개발), 정저우 마사이(馬賽)공업원구, 허난
후이지(惠济)경제개발구, 정저우항공항구(航空港區)

허난 후이지(惠济)경제개발구, 정저우 항공항구(航空港區)
정저우 바이사(白沙)산업클러스터, 정저우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정저우 경제기술개발구, 공이시 산업클러스터, 덩펑시 산업클러스터,
(공이시 위롄 산업클러스터)
정저우 경제기술개발구, 정저우 상수(上街)장비제조업클러스터

자동차부품 관련 정저우 경제기술개발구

쉬
창

전자기계

쉬창경제기술개발구, 허난성 웨이두(魏都)민영과학기술원구,
창거(長葛)시 산업클러스터

가발제조

쉬창경제기술개발구, 쉬창 상지(尚集)산업클러스터,
허난성 웨이두(魏都)민영과학기술원구

제지

허난성 웨이두(魏都)민영과학기술원구

식품

창거(長葛)시 산업클러스터, 옌링(鄢陵)현 산업클러스터,
위저우(禹州)시 경제기술개발구

방직

옌링(鄢陵)현 산업클러스터, 허난성 웨이두(魏都)민영과학기술원구,
쉬창 상지(尚集)산업클러스터

의류 및 신발

샹청(襄城)현 산업클러스터

1회용 위생용품

샹청(襄城)현 산업클러스터

담배가공 및
담배기계제조
가전
전자정보
전선
허
페
이

식품(농산품)가공

쉬창경제기술개발구
허페이 경제기술개발구, 수산(蜀山)경제개발구, 빠오허(包河)공업원,
허페이 솽펑(双凤)경제개발구, 페이둥(肥東)경제개발구
허페이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신잔(新站)종합개발시험구, 허페이 야오하이(瑤海)공업원
허페이 경제기술개발구, 페이둥(肥東)경제개발구,
(허페이 솽펑(双凤)경제개발구)

일반화공

허페이 경제기술개발구

인쇄포장

빠오허(包河)공업원, 신잔(新站)종합개발시험구, 허페이
루양(庐阳)공업원

방직, 의류

허페이 루양(庐阳)공업원, 허페이 야오하이(瑤海)공업원

소재(건자재)

허페이 솽펑(双凤)경제개발구, 페이둥(肥東)경제개발구,
허페이 하이테크산업개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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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 계속 ❚
중부
도시
허
페
이

유망업종

허페이 경제기술개발구, 수산(蜀山)경제개발구,
자동차부품 관련 페이시타오화(肥西桃花)공업원, 빠오허(包河)공업원, 허페이
솽펑(双凤)경제개발구
전력장비
가전

수산(蜀山)경제개발구, 허페이 루양(庐阳)공업원
우후 경제기술개발구

전자정보

우후 창장(長江)대교종합경제개발구, 우후 수출가공구,
난링(南陵)경제개발구, 우후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우후 경제기술개발구

전자전기

안후이신우(新蕪)경제개발구, 우후지우장(鳩江)경제개발구,
판창(繁昌)경제개발구

소재(건자재)
우
후

산업별 주요 클러스터

우후 창장(長江)대교종합경제개발구, 우후 경제기술개발구,
판창(繁昌)경제개발구

방직, 의류

난링(南陵)경제개발구, 우후 순춘(孙村)경제개발구, 우후
산산(三山)경제개발구, 판창(繁昌)경제개발구

식품(의약)

우후 산산(三山)경제개발구, 난링(南陵)경제개발구,
판창(繁昌)경제개발구

광물가공

난링(南陵)경제개발구

주조, 금속압연
관련

우후 순춘(孙村)경제개발구, 우후 지우장(鳩江)경제개발구

우후 경제기술개발구, 우후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자동차부품 관련 안후이신우(新蕪)경제개발구, 우후 지우장(鳩江)경제개발구, 우후
산산(三山)경제개발구, 난링(南陵)경제개발구
소재(건자재)

타이
위안

타이위안 경제기술개발구, 타이위안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칭쉬(清徐)경제개발구

전자정보

타이위안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전자기계

타이위안 경제기술개발구

방직, 의류

타이위안 민영경제개발구

식품

칭쉬(清徐)경제개발구, 타이위안 경제기술개발구

주조 관련

칭쉬(清徐)경제개발구

주: 진한 글씨체는 국가급 개발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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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뮬레이션 분석
본 절에서는 생산기지의 내륙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절감효과와 이전 유
망업종을 종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해지역에 진출한 노동집
약적 업종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상황을 가정한 후,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
하였다.

❚ 글상자 5-1. 칭다오시 신발 제조업체 사례 ❚
- 직원: 300명
- 완제품 수출 100%, 수출물량: 10TEU/월
- 핵심 원부자재 칭다오시에서 조달, 물량: 1TEU/월

[표 5-2]의 최소 고용규모는 한 달에 1TEU 수출을 가정한 것으로, 칭다
오시 신발 제조업체 사례를 보면 한 달에 10TEU를 수출하므로, 최소 고용
규모 역시 10배로 증가한다. 즉 정저우시로 이전 시 요구되는 최소 고용규
모는 300명(30명×10)이며 쉬창시는 90명(9명×10)이다. 이 업체의 고용규모
는 300명이므로, 수출을 위한 내륙 물류비만 고려한 경우에도 정저우시로의
생산기지 이전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런데 이 업체는 핵심 원부자재를 칭
다오시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정저우시로 이전할 경우 오히려 비
용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쉬창시로의 이전은 고려해볼 만하다. 우선 수출을 위한 내륙 물류비
용만을 고려할 경우 비용절감분은 한 달에 9만 3,450위안이다. 이는 최소
고용규모를 초과한 추가 고용규모인 210명에 1인당 노동비용 절감분인 445
위안/월을 곱하여 얻은 결과이다(표 5-2 참고).
이 기업의 경우, 생산기지를 이전한 후에도 원부자재를 칭다오시에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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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데 그 물량이 한 달에 1TEU이므로 매달 6,290위안(표 3-7 참고)
의 물류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즉 생산기지를 쉬창으로 이전함으로써 절약
할 수 있는 비용은 매달 8만 7,160위안이며(9만 3,450위안—6,290위안) 이
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105만 위안(한화 1.9억 원 상당)이 된다.
한편 쉬창시에는 신발가공업 관련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표 5-3 참고),
해당 클러스터의 이름은 샹청(襄城)클러스터로(표 5-4 참고), 의류 및 신발,
1회용 위생용품, 전자기계 설비, 전기버스 등을 주력 업종으로 하고 있다(표
4-5 참고).
종합하면, 칭다오시의 신발제조업체는 쉬창시 샹청클러스터로의 이전을 고
려해볼 수 있으며, 기업 이전 시 예상되는 비용절감액은 연간 약 105만 위
안이다.

❚ 글상자 5-2. 톈진시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사례 ❚
- 직원 80명
- 완제품 수출 100%, 수출물량: 4TEU/월
- 핵심 부품(반도체) 수입, 수입물량: 3BOX/월(BOX 부피: 0.125CBM)

톈진시 기업은 한 달에 4TEU를 수출하므로 최소 고용규모 역시 4배로
증가한다. 즉 중부 각 도시별 최소 고용규모 요구수준은 정저우시 16명(4명
×4), 쉬창시 12명(3명×4), 허페이시 20명(5명×4), 우후시 16명(4명×4), 타
이위안시 20명(5명×4)으로 조정된다. 톈진시 기업의 고용규모는 80명이므로
중부 5개 도시 중 한 곳으로 이전할 경우,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우선 수출을 위한 내륙 물류비용만을 고려한 경우, 내륙 이전을 통한 비
용절감분을 중부 도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저우시 8만 2,624위안/
월(64명×1,291위안), 쉬창시 10만 7,032위안/월(68명×1,574위안), 허페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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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7,480위안/월(60명×958위안), 우후시 5만 2,608위안/월(64명×822위안),
타이위안시 5만 4,300위안/월(60명×905위안)이다.
그런데 이 기업은 핵심부품인 반도체를 매달 3BOX 수입해야 한다. 톈진
시 기업은 그동안 이를 톈진항을 통해 수입했으나, 생산기지를 이전할 경우
중부 각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연해항구를 이용하면 된다. 원자재 수입 후,
내륙운송은 도로를 이용하고 그 비용은 1TEU 운임비용의 1/10로 가정한
다.32) 이를 적용한 내륙 운임비용은 정저우시 700위안, 쉬창시 684위안, 허
페이시 1,292위안, 우후시 1,330위안, 타이위안시 432위안이다(표 3-7 참고).
위의 비용절감분에서 원자재 수입에 따른 내륙 운임비를 제외하면 내륙 이전
으로 인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을 추산할 수 있으며, 결과는 [표 5-5]와 같다.
[표 5-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톈진시 전자업체의 내륙 이전 시, 비용절
감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쉬창시였으나 해당 지역에는 전자산업 클러스터
가 조성 되어 있지 않아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전자산업 관

❚ 표 5-5. 톈진시 전자업체의 생산기지 이전 시나리오 ❚
이전
대상지역

월간
비용절감
(위안)

연간
비용절감
(만 위안)

전자 산업
클러스터
유무

관련 산업클러스터 수

정저우

81,924

98

○

전자(정보) 등 클러스터 4개

쉬창

106,348

128

×

허페이

56,188

11

○

가전, 전자정보, 전선 등 8개

우후

51,278

67

○

가전, 전자정보, 전자전기 등 8개

타이위안

53,868

65

○

전자정보, 전자기계 등 2개

-

32) 20피트 컨테이너 1대에 0.125CBM 상자를 최대 216개 실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물류비용을 여유 있
게 가정한 것이다(0.125CBM=0.5m×0.5m×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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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클러스터는 허페이시와 우후시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으며 정저우시에도
분포되어 있다.
종합하면, 톈진시 전자업체는 정저우시, 우후시, 허페이시, 타이위안시로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산업네트워크 환경이 중요하다면 우후시와 허페이시
로의 이전이 가능하며 비용절감효과는 각각 61만 위안(한화 1.1억 원)과 11
만 위안(한화 0.2억 원)이다. 일정 수준의 산업클러스터에 비용절감효과가
큰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한다면 정저우시가 비교적 적합하며 비용절감효과는
약 98만 위안(한화 1.8억 원)이다.
이상의 시뮬레이션 분석은 실제 기업의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을 모두 배
제하고 진행되었으나, 생산기지의 내륙 이전 시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
점과 단점을 수량화하여 비교하고 특정 업종의 연관 산업환경까지 적용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비용절감효과 및 산업네트워크 동시 고려
3장과 4장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임금 및 사회보험료를 반영한 노동비용
의 절감분과 내륙 이전으로 인해 추가된 물류비용 및 물류시간을 반영한 총
물류비용 증가분을 상호 비교한 비용절감효과는 톈진시 기업이 가장 높았다.
매달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1TEU)의 내륙 물류를 동일하게 가정하였을 때,
고용규모가 최소 3~5명 이상인 톈진시 기업이 중부 5개 도시로 이전할 경우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쉬창시로의 이전 시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6 참고). 산업네트워크 환경 측면에서는 전자, 방직,
식품, 소재, 기계부품 등의 산업클러스터가 중부 내륙도시에 조성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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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의 이전이 유망하다. 구체적으로 정저우시는 전자정보, 식품ㆍ음료,
알루미늄 등 금속가공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방직ㆍ의류, 인쇄포장, 소재, 기
계부품류 등이 유망하고 쉬창시는 전자기계, 식품ㆍ음료, 가발제조 등을 중
심으로 방직ㆍ의류, 신발, 제지, 1회용 위생용품 등이 유망하다. 허페이시의
경우 가전, 인쇄포장, 소재, 기계부품, 일반화공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정보, 전선, 방직ㆍ의류, 식품ㆍ음료 등이 유망하다. 우후시는 전자, 방직ㆍ의
류, 기계부품 및 급속압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가전, 식품ㆍ음료 등이, 타
이위안시는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전자정보, 전자기계, 방직의류 등 업종의
이전이 유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칭다오시의 경우, 정저우시와 쉬창시를 제외한 3개 중부도시로의 이
전은 오히려 비용증가 현상이 나타났다(1TEU/월의 내륙 물류 기준). 뿐만 아

❚ 표 5-6. 생산기지 이전 시 비용절감효과 및 유망업종 ❚

중부도시 연해도시

정저우

쉬창

허페이

우후
타이
위안

최소
고용규모
(명)

노동비용
절감액
(위안/人)

칭다오

30

162

톈진

4

1,291

쑤저우

6

802

칭다오

9

445

톈진

3

1,574

쑤저우

4

1,085

톈진

5

958

쑤저우

11

469

톈진

4

822

쑤저우

11

332

톈진

5

905

쑤저우

10

416

이전 유망업종

전자정보, 방직ㆍ의류, 식품ㆍ음료, 인쇄포장,
소재, 기계부품, 알루미늄 등 금속 가공

전자기계, 방직ㆍ의류, 신발, 식품ㆍ음료,
가발제조, 담배, 제지, 1회용 위생용품 등
가전, 전자정보, 전선, 방직ㆍ의류, 식품ㆍ
음료, 인쇄포장, 소재, 기계부품, 일반화공
관련
가전, 전자정보, 방직ㆍ의류, 식품ㆍ음료,
소재, 자동차 등 기계부품, 급속압연 관련
전자정보, 전자기계, 방직ㆍ의류, 소재 등

주: 질한 글씨는 해당 지역이나 업종의 우위가 강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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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정저우시로의 이전 역시, 기업의 고용규모가 30명 이하일 경우 비용절
감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중부 내륙도시의 전체적인 평균임금이 연해
도시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내륙 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다. 내륙 이전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과 증가하는 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칭다오시의 중소기업 중 고용규모가 30명을
넘으면서 전자, 식품, 금속 가공 등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정저
우시로의 이전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고용규모 10명 이상의 영세한 칭다
오시 중소기업은 쉬창시로의 이전이 가능하며 전자기계, 식품, 가발, 신발,
방직, 제지 등의 업종이 유망하다.
이렇듯 비용절감효과 및 산업네트워크 환경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생산
기지 이전에 따르는 불확실성 및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나. 생산체인 공동이전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기지의 내륙 이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반대급부는 물류비용 부담과 산업체인 미비로 인한 부대비용 증가이다. 물류
비용 증가는 노동비용 절감을 통해 상쇄가 가능하지만, 산업체인 유무가 중
요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전입지 선택의 폭이 크게 축소된다. 반면 대기
업은 협력사와 동반진출을 한다거나 현지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로
산업체인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중소기업 역시 이러한 대기
업과 같은 ‘규모의 경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산체인을
형성하는 중소기업들이 함께 이전하는 것이다. 중국의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리닝(李寧)은 유관 중소업체들과 함께 생산체인을 후베이성 징먼(荊門)으로
옮겨 비용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생산체인을 공동으로 이전할 경우, 내륙도시 산업네트워크
환경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노동비용 절감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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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원부자재 조달이나 제품 수출 등과 관련된
물류를 함께 진행하고 비용부담을 나눌 수 있어, 내륙 진출의 걸림돌 중 하
나였던 물류문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별 기업이
각각 이전할 때보다 이전지역에 대한 투자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해당 지방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부 내륙
도시의 개발구를 방문하여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접했던
말은 일률적으로 투자우대사항을 말하기보다는 투자규모에 따라 협상이 가능
하다는 것이었다. 즉 투자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종류의 우대혜택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적용되는 것이나 산업
체인의 공동이전을 통해 중소기업도 그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가령 칭다오시의 청양(城陽)구에는 한국 액세서리 가공업체들이 생산체인
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생산체인을 구성하는 주요 기업들이 공동으로 중부
내륙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상기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칭다오시의 기업은 정저우시와 쉬창시로 이전할 경우에만 비용절감효과가 발
생하기 때문에, 이들 도시로의 이전이 비교적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
하듯 정저우시에는 금속가공 관련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어 원부자재 공급
에 비교적 유리하며, 쉬창시는 비용절감효과가 크고 정저우시와 인접해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만일 칭다오시에서 내륙으로 공동 이전하는 산업체인이 비
교적 조밀하다면, 산업클러스터보다는 비용절감효과를 더욱 비중 있게 고려
하는 선택(쉬창시로의 이전)이 가능할 것이다.

다. ‘소폭의 우위’ 유지
노동집약적 업종 위주의 중소기업은 노동비용을 비롯한 생산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노동집약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단가경쟁력
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으며, 특히 일정 수준의 저가제품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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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국 로컬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단가경쟁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연해지역의 한국 중소기업이 중부 내륙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
는 것은 생산비용 절감 외에도, 상대적인 기술우위 혹은 품질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내륙지역은 연해지역보다 공업발전수준이 상대
적으로 낮고 기계 및 설비 수준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한국 중소기업
이 기술 혹은 품질적인 측면에서 소폭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발
표된 중국의 12차 5개년 규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의 임금수준은
비교적 빠르게 상승할 전망이며, 이는 중부지역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륙으로 이전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인 우위’,
‘소폭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품
질관리, R&D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지만, 차별화된 품질
혹은 특정 기술분야 등에서 중국의 동종업계 기업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
면서 상생을 도모할 수는 있다. 단가경쟁의 강자인 중국기업보다 더 값싼 제
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값싼 제품을 활용하여 소폭의
차별화된 우위를 가미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부가가치도 크다. 현재 중국
중소기업들 중 일정한 발전기반을 마련한 기업들은 R&D 투자를 통해 자사
의 생산공정 범위를 확대하면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소폭의 우위’를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단가경쟁력과 기술우위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륙지역으로 이전하는 한국 중소
기업은 공장이전을 통한 비용절감분을, 기술 및 품질에서 ‘소폭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재투자하여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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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가. 연해 중소기업 ․ 중부 내륙도시 매칭 플랫폼 구축
연해지역에서 현지의 변화된 경영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중소기업
대부분은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조사분석 능력이나 이를 위한 자금력이 상
당히 열악하다. 이러한 이유로 연해지역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기
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연해지역 중
소기업과 중부 내륙도시 간 매칭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플랫
폼은 연해 중소기업이 내륙 이전의 합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 이전을 통한 손익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이 매칭 플랫폼의 기능은 단순히 연해지역의 중소기업과 중부 내륙도시
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 생산기지 이전을 희망하는 연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 해당 중소기업 특징별 내륙 이전 후보도시의 입체적 정보
제공 △ 중국 내 생산기지 이전의 성공 및 실패 사례 제공 △ 내륙 이전 희
망기업의 현지 시찰단 조직 및 추진 지원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생산기지의 이전을 결정하는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선 이를 희망하는
연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과 애로사항에 기반을 둔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한 조사단계에서 해당 기업의 소재지, 업종, 규모, 수출입 여부 및 규
모, 노동비용(임금수준), 산업체인 중요도, 내륙 이전 시급성 및 목적 등을
파악하여 비중이 높고 중요한 특징별로 내륙 이전에 적합한 후보도시를 선
정한다. 그리고 해당 후보도시들의 노동비용, 노동력 공급 현황, 연해항구까
지의 물류비용 및 시간, 개발구 주력산업 및 대표기업 등을 포함하는 산업네
트워크 환경, 생활환경 등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현지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인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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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원이 매우 열악하며, 중부 내륙지역의 정보 자체가 한국에 많이 소개되
어 있지 않아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
다. 물론 이 단계에서 추가비용 발생, 산업체인 부재 등의 이유로 내륙 이전
이 적합하지 않은 기업군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 기업들은 업종 전환
혹은 제3국 진출 등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륙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
전조사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다. 실제
로 한국기업 중 연해지역에서 내륙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기업은 많지 않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례가 많은 중국 로컬기업 및 홍콩, 대만계 기업의
사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내륙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
이 이전지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현지 시찰을 할 수 있도록 시찰단
을 조직하고,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원활한 교류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최근 중국경제의 최대 이슈인 내수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사
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
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일 역시 국가자산의 손실을 막는 방법이다.

나. 기술적 협력 강화
내륙 이전을 희망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해당 지역에 순조롭게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국의 주요 기관 및 중부지역 지방정부와의
기술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부 내륙지역은 연해지역에 비해 관치주의
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간 협력이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선 중부지역의 시ㆍ현 정부 또는 개발구 관리위원회 등과 기술학교 및
직업학교 학생의 인턴제도 등 노동력 확보와 관련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보장하는 선행작업일 뿐만 아니라, 노동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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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이 절실한 노동집약적 업종의 중소기업에 매우 유용한 작업이다. 허페이
시의 한 한국 중소기업 대표는 재학생을 인턴으로 활용할 경우, 임금도
30~40% 이상 저렴하고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도 없어 노동비용이 크게 절감
되며, 이들이 졸업 후에도 회사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지역 정부 및 주요 인사와 친
분이 있는 기업이나 대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것
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생산체인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나 우리 기업의 이전이 비교적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역 지
방정부와의 정부 간 협력 시 인턴파견 규모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연해지역에 있는 노동집약적 업종 위주의 기업이 중서부 내
륙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이전촉진센터 등
특정 중앙부처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이전촉진센터는 상하이시
차오허징(漕河涇) 개발구 내에 설립된 상무부 산하기관으로, 내륙 이전을 희
망하는 화동지역 기업에 진출 희망지역 관련 정보 및 해당 지역 정부와의
미팅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중소기업연합회가 이 기
관과 협력하여 화동지역의 독일기업이 중서부 내륙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
하고 있다. 반면 연해지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내륙 이전과 관
련된 자문이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방법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 중부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계획 모니터링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부 각 도시는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서
비스업 발전수준이 낮다는 유사한 산업구조 속에서, 노동집약적 산업 이외에
지역마다 특화된 산업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중부지역은 전체적으로
낮은 경제발전수준을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중부 전역

제5장 종합 및 시사점 │

99

적인 발전보다는 일부 중점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산
업발전 역시 정부 계획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즉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
연스럽게 경제를 발전시킬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부지역으로서는 현
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과 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에 중부지역의 산업은 현재의 우위와 미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업
종별, 지역별로 정부 주도의 계획하에 조정되고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산업네트워크 환경에 순응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이전입지를 선정하는
데 매우 긴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가령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이 산업체인과 무관하게, 지방정부의 기간산업이 집중되는 공업발전지역으로
이전해 간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임금상승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을 가
능성이 높다. 또한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새로 조성되고 있는 클러스터를 파
악하고 초기에 진출한다면 그에 따른 선점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발전전략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후, 각 지역 특색의 산업발전계획을 세부항목에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만을 파악하는 경우 각 지역 계획의 세부적인 차이를 발견하
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중부 주요 도시의 구체
적인 산업발전계획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하다. 이보다는 정부 유관기관이 주축이 되어 중부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계
획 및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산업
발전의 중점 및 추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단기적으로는 연해지역 중소기업의 내륙 이전 여부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중부 내륙 진출을 고려하는 모든 기업에 중요한
기초정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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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Study on the Possibility of Moving Production
Base to Central China
Jihyun Jung

The central China adjacent to the coastal region of China 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the coastal region in various manufacturing
environments, such as wage level, stable labor supply, and land price.
When the coastal region was suffering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land region helped the Chinese
economy to display its undiminished strength. In particular, as an area
of high population density, the central region serves as a large market
composed of 360 million people, possessing an industrial infra of
considerable standards as well as an abundant low-income labor force.
It is located in the center of major Chinese cities and is also close to
the coastal region. In this aspect, the central region is being emphasized
as the area for labor-intensive industries and export processing
industries in China to move into, the proposition being supported by
the presentation of various related policies. On the other hand, the
coastal region, an area where many Korean companies have expanded
to, presents worsened business environment in relation to lack of
manpower, increased rent,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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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advancement, thus leaving green field-type investment
companies with no other choice but to move their production base.
Hereupon, this study analyzes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production base of the central region in China by examining whether
the production factories of Korean SMEs that have expanded to the
coastal region to achieve cost reduction and export processing can be
moved to the central inland region and by observing which regions
these factories can be moved to and which businesses present good
prospects.
In this regard, this study selected 5 central cities (Zhengzhou,
Xuchang, Hefei, Wuhu, Taiyuan) with favorable export environment
that are located at a relatively close distance from the 3 coastal cities
(Qingdao, Tianjin, Suzhou) that have the largest number of Korean
manufacturing SMEs. And this study analyzed the cost reduction effect
according to company transfer as well as the industrial network
environment of central cities. The cost reduction effect was estima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duction of labor cost, the greatest strength
generated during company transfer, as well as the increase in transport
cost, the greatest weakness. The industrial network environment was
analyzed through the main industrial complexes in the relevant region.
According to this study, the cities with the largest cost reduction
effect were presented as Tianjin of the coastal region and Xuchanag of
the central region. As for Qingdao, cost was increased through moving
to the remaining 3 cities in the central region excluding Zhengzhou
and Xuchang. And the creation of industrial cluster was different
according to city in the central region. Hereupon, companies that are
considering to move their production base to the central China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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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 both cost reduction effect and industrial network environment.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find a method by which SMEs can
transfer in cooperation with the production chain of related businesses.
Also, re-investment must be made to maintain the amount of cost
reduction gained through moving to inland transfer at a “narrow
superiority” in the aspects of technology and quality. In addition, to
support companies that wish to transfer to the inland region or are
currently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the transfer, the Korean
government must construct matching platforms between coastal SMEs
and central inland cities, monitor related information, such as the
industrial development plan of main central cities, and strengthen
technical cooperation with relevant local authoriti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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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민주화의 대내외 정치역학 / 서정민ㆍ인남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41

11-51

중동지역 한국학 관련 고문헌 및 역사 어문자료 기초 조사 / 이희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3

11-52

한ㆍ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 실태 및 적극적 활용 방안 연구 /
허재준ㆍ염지환ㆍ김봉훈ㆍ이건준ㆍ김상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4

11-53

과테말라 자원ㆍ에너지회수를 위한 유기성폐기물의 수거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정우현ㆍ추장민ㆍ한동훈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5

11-54

중동ㆍ북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알제리ㆍ
튀니지ㆍ리비아를 중심으로 / 홍현표ㆍ장홍석ㆍ안재현ㆍ한덕훈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6

11-55

아시아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중심개발(TOD) 효과분석 및 종합편익
산정에 관한 연구: 서울, 방콕, 마닐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
박지형ㆍ성현곤ㆍ황보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7

11-56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 방안 연구 /
오삼교ㆍ이남섭ㆍ최윤국ㆍ홍욱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8

11-57

한국 체류 중남미인 실태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
김창민⋅주종택⋅최진숙⋅강정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9

11-58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
정경원⋅조희문⋅문남권⋅유동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0

11-59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 박윤주⋅임상래⋅이상현⋅조영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1

11-60

브라질의 중앙과 지방정부 조직구조 및 기능 연구 /
김영철⋅임두빈⋅김우성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2

11-61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
조성권⋅주미영⋅박상현⋅하상섭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3

11-62

최근 MENA 지역의 정세변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 /
문정인ㆍ이광열ㆍ고아름ㆍ김현규ㆍ김진영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4

11-63 한국과 중동ㆍ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
조홍식ㆍ신동찬ㆍ이유봉ㆍ황형준ㆍ조정익ㆍ정대원ㆍ강형석ㆍ김 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5

11-64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 방안 / 이충열ㆍ이영수ㆍ제상영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6

11-65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 부족 집단 간 갈등 양상에 관한 기초 연구:
마그레브지역의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 김정숙ㆍ김양주ㆍ임기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7

11-66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 구조 연구 /
황병하ㆍ김강석ㆍ김선하ㆍ김화선ㆍ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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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한ㆍ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 정 철ㆍ성한경ㆍ이철원ㆍ오태현

10-0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ㆍ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 / 조영관ㆍ이시영

10-03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 장용준ㆍ남호선

10-04

신아시아 시대의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
이재영ㆍ이시영ㆍ두게르 간바타르

10-05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참여방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윤성학

10-06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ㆍ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
손기태ㆍ백유진ㆍ김민희

10-07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동향 및
쟁점 분석 / 정지원ㆍ박수경

10-08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및 발전 전망 / 박영호ㆍ허윤선

10-09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 한바란ㆍ김민희

10-10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 권 율ㆍ박수경

10-11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 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가나 ㆍ 콩고(DRC) ㆍ 남아공 ㆍ 에티오피아 / 박영호ㆍ김민희ㆍ전혜린

10-12

아시아 ㆍ 태평양 통상협정 활용률 측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 /
김한성ㆍ금혜윤

10-13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 김태윤ㆍ이재호

10-14

중국 FT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연구: 중국 기체결 FTA
협정 분석을 중심으로 / 여지나

10-15

OECD 회원국의 서비스산업 분석: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 강준구

10-16

GTI(Greater Tuman Initiatives)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 방안 /
조명철ㆍ김지연

10-17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
조영관ㆍ강명구ㆍ김계환ㆍ김한칠ㆍ성원용ㆍ이시영

10-18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 전망과 한국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
윤성학ㆍ문창권ㆍ변현섭ㆍ이성훈ㆍ장세진ㆍ주진홍ㆍ최 호

10-19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 /
이재영ㆍ김석환ㆍ박상남ㆍ손영훈

10-20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 /
윤성학 ㆍ 은기수 ㆍ 박수미 ㆍ 박 건 ㆍ 장원봉

10-21

한국형 개발경험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의 적용 / 강인수ㆍ송유철ㆍ이호생ㆍ한홍렬

10-22

KIEP 중앙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공모집 Ⅰ: 정치ㆍ문화

10-23

KIEP 중앙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공모집 Ⅱ: 경제ㆍ자원ㆍ과학

10-24

The Belarusian Economy and it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 Jee Young Hwang and Ji Sang Chang

10-25

부상하는 강대국 인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라윤도ㆍ이옥순ㆍ김찬완ㆍ유태환

10-26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한ㆍ아세안 개발협력 / 권 율ㆍ이재호ㆍ조흥국 외

10-27

한ㆍ중남미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 권기수ㆍ김원호ㆍ이성형ㆍ김종섭

10-28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 / 김봉훈 외

10-29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 김봉훈 외

10-30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남부 / 김봉훈 외

10-31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북부 / 김봉훈 외

10-32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자동차산업 - 발전잠재력과 전략적 시사점 /
이성신ㆍ박원장

10-33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IT - 발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강인수 ㆍ김태은ㆍ홍승연

10-34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금융 - 금융산업 현황과 협력방향 /
정계룡ㆍ손승호ㆍ이진경ㆍ이세린

10-35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의료관광 -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신장섭

10-36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신ㆍ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 협력방안모색 /
배정환

10-37

한ㆍ중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 김영철ㆍ구경모ㆍ김유경ㆍ박종욱

10-38

한ㆍ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방안 / 문남권ㆍ우제량

10-39

한ㆍ중미 IT 산업협력 확대방안 / 최윤국

10-40

한ㆍ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 하상섭ㆍ정경원ㆍ손혜현

10-41

한국ㆍ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 연구(Ⅰ):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
김광임ㆍ박태윤ㆍ김윤정 ㆍ Dinh Thai Hung 외

10-42

ASEAN 국가 교통인프라 수준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 사업
추진방향 연구 / 이훈기ㆍ박지형ㆍ이동민ㆍ김종신ㆍ주유형

10-43

인도 동부지역 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 / 이광수 외

10-44

인도인의 공동체 의식 / 최종찬 외

10-45

인도의 산업발전전략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 강화에 주는 교훈과 함의 / 장지호 외

10-46

인도인은 누구인가? - 요가샤스뜨라로 본 그들의 정신세계 /
김순금 ㆍ 김미경

10-47

인도 지역사회와 경제특구에 대한 연구: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규태 외

10-48

인도의 외교안보정책과 한ㆍ인도 미래협력방안 연구 / 전재성 외

10-49

동남아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축과 성격: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 신윤환 외

10-50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갈등관리: 아세안(ASEAN)의 지역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 이동윤 ㆍ 김영일

10-51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 유재원 외

10-52

한국의 캄보디아ㆍ라오스ㆍ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 / 박인원 외

10-53

마약 ㆍ 조직범죄 ㆍ 해적 등 동남아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지역적
협력방안 / 한용섭 외

10-54

아세안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ODA 협력방안 연구: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 황정태 외

10-55

대캄보디아 ODA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전략개발 연구 /
손혁상 ㆍ 유현석

10-56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 장준영

10-57

중남미 원전산업의 발전과 한국 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MBA(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국가를 중심으로 / 조희문 외

10-58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와 환경 문제: 현황과 과제 / 전경수 외

10-59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 연구 / 임상래 외

10-60

중남미 사회ㆍ문화적 코드와 방송영상산업의 소비 패턴 연구:
‘한류’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 정경원 외

10-61

한ㆍ중ㆍ일 공기업 정책의 성과와 변천 / 정형곤 외

10-62

베트남 미디어의 대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
년전지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송정남ㆍ이강우ㆍ김성한

10-63

아세안 주요 2개국(베트남, 인니)의 노동시장 현황과 변화 전망 /
이홍식ㆍ김형주

10-64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의 문화콘텐츠산업 시장 특성 및
성장가능성 전망: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
정영규ㆍ정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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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논문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시사점: 중부지역의 4대 도시군 형성전략을
중심으로』(공저, 2010)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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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 자료 등을 대폭 할
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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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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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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