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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의 글로벌 좌표 : 
           국제해양명성 구축

유명 기관에서 나오는 두 개 세계 도시 평가 보고서가 칭다오의 글로벌 좌

표를 나타냈다 .

올해 6 월 ,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등급평정기관 GAWC 가 4 년에 한번

씩의 세계 도시등급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 칭다오는 지난번에 제 236 위 ‘고

성장성’ 에서 제 143 위 ‘Gamma+’ 급으로 비약해서 일본 오사카 , 영국 버밍햄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등급에 있게 된다 .

다른 보고서는 며칠 전에 발표했던 글로벌 도시의 경제 경쟁력 랭킹이다 . 

칭다오는 미국 워싱턴 , 호주 멜버른 , 이탈리아 로마를 초과해서 세계에서 제 

85 위를 차지한다 . 이 보고서는 중국사회과학원 ( 재정원 ) 과 유엔 인간 주거 

계획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다 .

칭다오가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은 것은 국제도시 건설에 이룬 실제적인 

성과 덕분이다 . 

“꾸준히 ‘하나의 솔선 ( 一个率先 )’ 을 지켜서 가장 먼저 선두를 달리고 불

균형 불충분한 발전 문제를 진력으로 해결해서 신시대 신정정에 새로운 돌파

를 실현한다 . ‘세개의 좌표’ 를 제대로 찾아 산동성 좌표에서 전성 ( 省 ) 경제 

발전에 선두를 잘 달리고전국 좌표 중에 국가중심도시를 구축하며 글로벌 좌

표에서 국제해양명성 건설에 힘쓴다 . ‘세 개의 향상’ 에 진력하고 사상 경지 , 

작업 수준, 책임 담당을 향상한다. ‘5개의 돌출’ 을 수행하고 당의 전면적 영도, 

전면적인 개혁 심화 , 대외개방 확대 , 신구 동력전환 , 국민 중심을 두드러지

게 한다 . ” 산동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겸 칭다오시 당위원회 서기 겸 칭다오시 

국제도시전략추진위원회 주임 장장팅이 이렇게 지적했다 .

오늘날 국제도시 전략의 주도로 칭다오는 혁신을 발전을 견인하는 첫째 

동력으로 간주하고 더 활력있고 더 아름다우며 더 특색있는 도시를 건설한다 .

산동성 좌표 중에 칭다오가 전성 ( 省 ) 경제 발전의 선두자리에 위치를 설

정한다 . 전국 좌표 중에 칭다오가 국가중심도시를 이룩하도록 노력한다 . 글

로벌 좌표 중에 칭다오는 국제해양명성 건설에 힘쓴다 . 

글 / 양요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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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梦青岛

미래 발전 비전 계획
12 월 6 일 , 칭다오시 국제도시전략 추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었다 . 이번 회

의가주요하게 국제도시전략 추진 관련 업무를 요약하고 다음 작업임무를 연구 배치한

다 . 그 중의 하이라이트는 칭다오시 각 방면과 관련된 < 칭다오시 국제도시전략 실시

(2018—2019) 년도 ‘국제화 +’ 200 가지 행동계획 > 토론용 보고서이다 .

‘국제화 + 행동계획’ 은 칭다오가 국제도시전략을 실시하는 데 혁신적 조치이며 

도시의 국제 경쟁력 , 국제 영향력 , 국제 매력 , 국제 성장력 , 국제 지탱력 5 개 1 급 

지표 중에 관련된 35 개 2 급 지표를 책임 분업에 따라 항목마다 각 부처 및 관련 구시

( 区市 ) 의 작업 사실 중에 구현한다고 계획한다 .

바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서 국제도시전략을 구현하는 원대한 목

표가 현실적인 손잡이를 가지게 되었다 .

칭다오에서 국제화 시야로 작업을 배치하는 것은 이미 정상적 상태가 되었다 . 칭

다오시의 각 구시 , 각 단위 , 각 부처가 끊임없이 ‘국제화 +’ 행동계획에 힘써서 도시 

계획 , 사회 관리 , 공공 서비스 , 경제 발전 , 국제 교류 , 인문 환경 , 인재 유치 촉진 

등 다방면에서 국제적 기준을 참조해서 모든 일에 대해 연간 작업 목표를 세운다 .

하지만 이 전에 칭다오시 국제도시전략 실시 (2016—2017) 년도 ‘국제화 +’ 100 

가지국제화 행동계획의 완성율이 99% 에 이른다 .

쌍년제 작업 시스템이 사업 연도마다 월년 업무추진 계획을 제정했고 사업 당년

과 이듬해의 중점 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 작업마다 감독 가능 , 구현 가능 , 

평의 가능을 실현하게 한다 . 

연이어 행동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를 기존 구체적 업무 실

제로구현하여 칭다오가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목표가 더욱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보이

게 된다 . 

행동계획이 조목조목 실시되는 것에 따라 칭다오시에 나타난 가장 현저한 변화

는 바로 급속한 성장이다 .

도시발전 수준 향상
올해 칭다오시 제 12 차 당대회가 열린 후 칭다오가 도시 발전의 새 구도—‘3 대

1 축 , 싼완싼청 , 집단식’ 을 발표했다 . 그 목표는 전역에 미치고 미래에 향한 도시 주

제형태를 구축하고 국제만구도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

도시 공간 전략의 전면적 업그레이드는 바로 칭다오시 국제도시전략을 실시하는 

실천 행동이다 .

2016—2017 년도 ‘국제화 + 행동계획’ 제 6 조가 ‘국내외 선진적인 도시 계획 이

념을 벤치마킹하여 < 칭다오시 도시 매스터 플랜 (2011—2020 년 )> 에 초점을 두고 

중심성구 통제성 구체계획 편제를 가

속하여 ‘다규정 합일’ 질서있게 추진하

고 환만구역 도시 설계를 전개한다 ...’

‘국제화 + 행동계획’ 에 의해 작업

을 전개하고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정

한 목표에 따라 칭다오가 더 높은 기점

에 서서 점차 꿈을 근접하고 있다 .

올해 3 월 , 칭다오가 주도한 칭다

오 교주에 위치하고 있는 ‘해륙공철 ( 海

陆空铁 )’ 복합운송해관특수감독관리센

터에 의해 건설한 유라시아경제무역협

력산업단지가 중국 상무부에서 승인을 

받아 현재 중국 내에 유일한 유라시아 

대륙에 미치고 국내외 양방향 투자연

동의 ‘일대일로’ 혁신형 협력단지가 되

었다 . 이 단지에서 유럽에 향하고 한일

과연결하는 국제무역 통로와 현대 국

제무역 집합 플랫폼를 만들 것이다 .

지금 유라시아경제무역협력산업

단지가 국내 단지 교주경제기술개발구

에 21 개 프로젝트가 입주하도록 이끌

어왔고 총 투자액이 180 억위안이다 . 

해외에서 ‘일대일로’ 연선 72 개 중점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파키

스탄 하이얼 루바경제구 , 하이신남아

프리카 공업단지 등 6 개 단지가 상무

부 중점 해외 경제무역 협력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 편입했다 . 

이 일은 2016—2017 년도 ‘국제

화 + 행동계획’ 에서도 명확한 계획을 

찾을 수 있다 . 행동계획 중에 ‘로테르

담 , 햄버거 , 뉴욕 , 샌프란시스코 등 

구미의 선진국 항구도시를 밴치마킹하

고 교주 해철육공 복합운송 철도 컨테

2017 년 12 월 28 일 제 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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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 수송량을 제고하고 칭다오를 허브로 한 국제 컨테이너 화물수송 중심을 

형성한다 .’ 

올해 11 월 말까지 칭다오가 란천백운 ( 푸른 하늘 흰구름 ) 지수—317 날

을 발표했다 . 

란천백운 ( 푸른 하늘 흰구름 ) 일수가 전년동기 대비 17 일 증가되어 전체 

일수의 94% 를 차지한다 . 주요 오염물 농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공기품질

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 전시 주요 강하 수질이 계속 개선되고 교주만 

우량 수역 면적이 다년간 최고 수준에 이른다 . 전시 18 곳 도시 집중식 음용수 

수원지의 수질 안전이 보장되어 물환경 품질이 안정적이면서 좋은 상태로 나아

가고 있다 .

이 성과는 2016—2017 년 행동계획 중에 정해진 목표 때문이다 . ‘생태환

경 보장체계를 건설하는 측면에 국제도시전략 지표체계에 따라 칭다오는 시내 

공기 중에 있는초미세 먼지 (PM2.5) 의 농도가 전년동기 대비 5% 를 줄이고 도

시 수로 물길 종합관리를 추진한다 ...’ 

이 밖에 국제도시 현대산업 종합실력을 제고하는 분야에서 국제도시전략

을 실시하는 관련 계획에 따라 상무부의 지원에서 칭다오는 전국에서 최초로 

화물 무역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무역 ‘삼위일체’ 의 현대 국제무역 지표 체계

를 추진하고 전통적 대외무역이 현대 국제무역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촉진

한다 . 올해 지난 3 분기에 칭다오시는 국제무역 총액 822.6 억 달러를 실현했

는데 그 중에는 상품 수출입이 69.2% 를차지해서 19.6% 성장했고 서비스 수

출입이 12.9% 를 차지해서 18.5% 성장했으며 해외투자무역 매출액이 17.9%

를 차지해서 11% 성장했다 . 

행동계획에서 ‘칭다오 커우안 ( 口岸 ) 이 국제적 수준있는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 운영규칙을 혁신적으로 건립한다’ 는 목표가 중국 ( 칭다오 ) 크로스보

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번창에 나타난다 . 시험구가 비준을 받은 후 1 년 

동안 올해 수출입액이 67.3% 상승해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의 감

독관리 과도기 정책 신규 5 개 도시 중의 하나로 된다 .

금융 분야에 있어 칭다오가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 국제도시전략 중에 

‘국제자산관리센터도시의 건설을 추진한다’ 는 요구에 따라 칭다오가 ‘자산관

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의 금자초패 ( 金字招牌 ) 로 영국 런던 글로벌 금융센

터의 기준을 대조하여 국제자산관리중심도시를 건설하고 글로벌을 향해 국제

자산관리 정방향의 투자유치 협력을 전개한다 . 자산관리 종합시험구를 건설하

는 것은 칭다오 ‘중심만구 (湾区 )’ 의 발전에 새로운 생명력과 활력을 가져왔다 . 

칭다오는 전 세계 18 개국 및 지역과 자산관리 협력 관계를 맺었는데 그 중에 

영국 런던 금융시티 , 룩셈부르크 , 싱가포르 , 한국 등 해외 핵심구역의 협력에 

가장 먼저 돌파를 실현했다 .

국제 관광 목적지 도시가 ‘국제화 + 행동계획’ 을 건설하는 데 칭다오가 목

표를 정하고 미국 마이애미 , 영국 사우스햄튼 , 스페인 바르셀로나 ,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목표도시로 하고 칭다오 여객선 산업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

다 . 이제 칭다오 여객선 모항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크루즈 산업 분포를 가속

적으로 형성하고 있고 세계적인 크루즈 모항을 향해 나아간다 .

‘프랑스 칸느 영화 도시를 목표로 대조하여 영상 문화 산업을 발전하고 세

계적 수준이 있는 동방영화도시를 구축한다’ 는 행동계획을 구현한다 . 11 월 , 

칭다오는 유네스코에서 ‘세계 영화의 도시’ 칭호를 받았다 .

2017 年 12 月 28 日   第 10 版 2017 年 12 月 28 日   第 10 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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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추몽 칭다오

이외에도 국제 교류 수준을 제고하는 시리즈 활동 중에 ‘국제화 + 행동

계획’ 이 명확한 지향이 구현된다 .

국제 선진적 경험을 빌려 칭다오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소비류 전자 

전람회를 벤치마킹하고 중국 ( 칭다오 ) 국제 소비전자 박람회를 만들어 올

해 세계적으로 약 200 개기업 , 110 여 개 전시 판매 구매상을 회의에 참석

하도록 이끌어왔다 . 독일 뮌헨 맥주축제를 목표로 대조하여 칭다오 국제 맥

주축제를 잘 개최한다 . 올해 칭다오는 서해안맥주축제 주회장을 가동해서 

6 대 분회장과 같이 맥주 쟈녠화 ( 嘉年华 ) 를 개최했다 . 중국 홍콩 쇼핑축

제 , 싱가포르 지하철 상권을 벤치마킹하고 2017 칭다오 도시 쇼핑축제를 

개최하여 소비 성장을 현저하게 견인했고 2017 중일한 해선물대회가 사회

의 광범위한 관심을 끌었다 .

바다로 생기고 바다를 향해 흥기하는 도시에 대해 해양은 천연의 우세

로 칭다오에 강력한 해양 자원을 부여했다 . 칭다오 아오산만이 위치하는 ‘동

부만구’ 는 해양 과학기술 발전에 새로운 성장극이 되고 있다 . 블루밸리에 

모여든 고급 혁신 자원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17 개 국가급 블루 

관련 연구 플랫폼을 모아 동시에 ‘쉐룽호 ( 雪龙号 )’ ‘샹양홍 09’ ‘쟈오롱호 ( 蛟

龙号 )’ 등 국가급 심원해 대형 과학 고찰 공유 플랫폼이 형성된다 .

이한 해에 칭다오가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많은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있다 . 이 도시가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과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  

  새로운 청사진이 신정정 ( 新征程 ) 을 열다 .
경제 글로벌화의 배경에서 도시 발전에 반드시 세계 도시 체계 중의 위

치 설정을 고려해야 한다 . 

만리 먼 노정 속에 바람이 세고 중대한 임무를 맡아 다시 출발했다 . 제

19 기 당대회의 정신을 배우고 관철하며 전역 및 장기적인 높이에 서서 개방

을 확대하는 것을 확고한 . 새로운 도시 좌표는 칭다오가 새 시대 발전에 새

로운 청사진을 열었다 . 

칭다오시 당위원회 부서기 겸 시장 겸 칭다오시 국제도시전략 추진위

원회 주임 멍판리 ( 孟凡利 ) 가 국제도시전략을 구현하는 것은 개방의 우위 

추가 , 중심도시 구축 , 도시 품질 제고에 반드시 거쳐가야 할 단계라고 지적

했다 . 그는 미래를 향해 국제도시전략을 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미달

의 임무가 남아 있다 . 우리는 도시의 대외영향력과 자원 집합 능력 육성에 

힘쓴다 . 칭다오가 세계 도시 체계 중에 전략적 방향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전략적 경로를 명확하고 기업 국제화 , 시장 국제화 , 

산업 국제화 , 단지 국제화 , 도시 국제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칭다오를 

살기가 좋고 사업하기가 좋으며 관광하기가 좋고 , 외지의 사람들이 동경하

고 현지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현대화 국제도시로 만든다 .

중점을 붙잡고 유효공급을 확대하며 약점을 강화하여 국내외 선진도시

를 벤치마킹하고 칭다오는 도시 발전의 품질과 등급을 꾸준히 향상하고 있

다 . 새 시대에 들어 글로벌 좌표를 겨냥하여 국제해양명성을 건설하고 칭다

오가 다시 출발한다 .

2017 년 12 월 28 일 제 10 판 2017 년 12 월 28 일 제 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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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이 두루 알려져 있는 영상도시인 칭다오는 또 다른 영

광스러운 새 명함—세계‘영화의 도시’ 를 갖게 되었다 . 이달 초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신규 도시 명단이 발표되었고 

칭다오는 ‘영화의 도시’ 의 칭호를 수여 받게 되었으며 중국 첫

째의‘영화의 도시’ 로 되었다 . 

영화를 말하자면 사람들이 항상 미국 ‘할리우드’, 인도 ‘볼

리우드’ 가 떠올린다 . 동방 ‘드림리우드’ 를 만들고 있는 칭다

오가 중국 최초의 ‘영화의 도시’ 의 칭호를 받았고 중국 영화 

발전사에서 이정표의 대사건이기도 하고 영화와 백 년 유서가 

있는 칭다오는 중국 영화 발전의 새로운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

다 .

멀리 동방을 바라보면 세계가 ‘드림리우드’ 에 초점을 두

고 이 도시의 번창을 주목하고 있다 .

칭다오 세계‘영화의 도시’선정
유네스코 명단 발표

2017 년 11 월 09 일  제 10 판 2017 년 11 월 09 일  제 10 판

글 / 양요

청도 완다 동방영상도시 . 하건생 , 장진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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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영화꿈
칭다오는 바다를 둘러싸고 있어서 많은 로맨틱과 꿈이 수반되도 

있다 . 

만약에 영화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칭다오 오랜 역사가 중국 영

화의 역사와 비슷해서 중국 영화 역사에도 많은 칭다오의 기록이 남

아 있다 :

1898 년에 독일 사람이 칭다오에서 칭다오 시민의 일상생활

을 보여주는 기록 영화를 촬영했다 . 1905 년에 이 영화가 중국에

서 상영된 후 짧은 기간에 < 칭다오 신보 > 에서 ‘칭다오에서 영

화가 상영될 것이다’ 는 뉴스가 기재되었다 .

칭다오 후베이로 17 호에 위치하고 있는 수병클럽 옛터

는 중국 내에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되고 완벽하게 보존

되는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역사 건축이라고 인정되었으며 

100 여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 지금 여기를 칭다오 영화문

화 창업산업의 종합플랫폼—1907 광잉 ( 光影 ) 문화 창업

기지로 만들었다 .

실제로 붉은 기와와 짙은 나무 숲 , 푸른 바다와 하

늘의 독특한 풍격있는 칭다오는 본래부터 ‘천연 스튜디

오’ ‘만국건축박람관 ( 萬國建築博覽館 )’ 이라는 별칭

을 가지고 있다 . 중국 영화의 도시가 생긴 그 순간부

터 칭다오는 중국 최고의 로케이션 중의 하나로 되

고 매년 200 여 개의 영화 제작진이 칭다오에서 촬

영한다 .

칭다오는 영상인재가 배출되는 도시이다 . 

초기에 최웨이 , 왕룽지 , 후에 탕궈창 , 황샤오

밍 등 칭다오에서 왔거나 칭다오에서 자라는 

스타들이 중국 각 시기의 영화계에 지위를 

가지고 있다 .

문화적 콘텐츠에서 보면 칭다오에 본

토의 제노문화 ( 齊魯文化 ) 도 있고 외래

의 이국문화도 있으며 해양은 칭다오에 

해납백천 ( 海納百川 ) 의 해양문화 정신

을 부여한다 . 다양한 문화가 결합되어 

칭다오의 개방 , 포용 , 다원의 도시 

성격을 구성하고 영상산업의 번창에 풍성한 토

대를 제공해 준다 .

영화 문화 산업 발전의 토대를 한층 두텁게 

하려면 아이디어의 접촉과 떨어질 수 없다 . 이번 

접촉은 칭다오가 영화 산업을 발전하는 마음을 굳게 

했다 . 

두바이 종려도를 디자인했던 미국 HHCP 디자인

회사 총재 라이루이가 10 여 년 전에칭다오에 왔을 때 

개발 예정의 봉황 모양과 같은 아름다운 섬—바로 지금 

칭다오 서해안에 위치하는 봉황도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

다 . 이로부터 칭다오는 여기서 영화문화산업을 계획하여 

건설하기를 시작했고 북경영화대학 칭다오창의매체학원을 

계획하여 도입했다 . 그 학교는 북경영화대학의 유일한 독립

학원으로서 현재 문학 , 감독 , 연출 , 애니메이션 제작 등 10

여 개 전문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

2009 년 중국영화표현예술학회상 ( 금봉황상 ) 이 장기적으

로 칭다오에 정착되었다 . 같은 해 제 10 회 중국국제어린이영화

제 , 중국국산영화거래회의 등 활동을 개최했다 . 북경영화대학을 

이어 상해연극대학도 여기에서 교육학교를 설립했다 . 지금 여기에 

규모를 갖게 되어 영산만 영상문화 산업구가 형성되었다 .

2013 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성대한 영화 행사인 동방영화도

시의 건설 사업을 시작했다 . 4 년을 넘어 동방영화도시 영상산업단지 

제 1 기 공사는 이미 준공되어 운영하기를 시작했다 . 처음에 제작구역

에 스튜디오 15 개 , 세트장 11 개가 정식으로 사용되었다 . 장이머우가 

감독한 < 만리장성 > 및 유명한 미국 레전더리 픽처스가 만든 < 퍼시픽림

2: 업라이징 > 등 제작진이 입주하여 촬영하기를 시작했다 . 

작년에 칭다오는 미국 할리우드에 들어가 널리 설명 추천하므로 칭다

오 동방영화도시가 미국 레전더리 픽처스 , 라이언스게이트 등 9 개 미국 영

화 회사와 11 편의 대작제작 협의를 체결했다 . 모든 건설을 이루고 나면 약 

100 편의 블록 버스터 영화가 동방영화도시에서 촬영될 것이다 . 

이제 칭다오는 단순한 의미에서의 ‘천연 스튜디오’ ‘스타의 요람’ 부터 영

화의 드림공장으로 성장되었고 , ‘드림리우드’ 소속 도시의 세 명함을 만들고 

있다 .

칭다오 풍경

012 추몽 칭다오 013추몽 칭다오



海
外
版

PEOPLE'S  DAILY  OVERSEAS  EDITION

海
外
版

014 015추몽 칭다오 추몽 칭다오

2017 년 11 월 09 일  제 10 판

영화 산업에 국제와 연결하는 통로를 열었고 대외 문화교류를 가속화하

는 데 유리하며 문화산업이 세계에 나아가도록 한다 . 

세계에 아홉 번째 ‘영화의 도시’ 로서 칭다오는 다른 ‘영화의 도시’ 

와 문화 교류의 유대를 건립했다 . 

브래드퍼드는 영국 초기의 문화센터이자 10 대 도시 중의 하나이고 

영화 제작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영화의 도시’ 로

서 영화는 줄곧 이 도시의 표지이다 .

지금 칭다오는 브래드퍼드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9 개 영

상 협력을 달성하여 점차 추진하고 있다 . 현재 주중국 브래드퍼드 영화 

사무처가 이미 칭다오에 정착하였다 . 주유럽 칭다오 영화판공실 준비

처도 정식적으로 성립되었다 . 중영영화제는 내년 4 월에 개최될 것이고 

영화 개방형 상담회도 다음 단계의 업무 스케줄에 들어가게되었다 . 

또한 칭다오는 ‘영화의 도시’ 인 마케도니아 비톨라와 < 발칸 반도 

영화도시 및 칭다오 영화도시 협력 양해각서 > 를 체결했고 브라질 산투

스 , 호주 시드니 , 이탈리아 로마 , 한국 부산과 상담 협력 중이며 공동

영상 생태권
칭다오에 < 칭다오시 ‘13•5’ 계획기간 문화발전개혁 계획개요

> < 영상산업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견 > < 칭다오시 영상산업발

전기금 관리사용방법 > 등 정책을 잇따라 실시하여 정책 지지 강도

든 , 혁신적 서비스 시스템든 , 합리적인 업종 분포든 , 모두 도시가 

세계적인 영상 고지를 조성하는 데 끊임없이 에너지를 불어넣는

다 .

< 영화산업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견 > 에서 5 년 연속 , 매

년 10 억 위안의 영상산업발전 특별자금을 설립하여 영상문화산업

구에 주요한 촬영 제작 업무를 완료한 우수영화 작품에 대해 최고 

제작 비용의 40% 를 보조금으로 준다 .

“지금 우리는 전국을 향해 ‘영화 시나리오 부화계획’ 을 시작

했고 우수한 시나리오와 창의를 공모하여 자금지원을 부여한다 . 

칭다오에서 등록된 영상 회사에 매우 후한연속 세수반환 정책이 

있다 . ” 칭다오시문광신국 담당자가 소개했다 .

전국 최초의 국제와 연결되는 영상산업 정책을 발표한 것부터 

칭다오시 영상산업발전기금 조성까지 , 국내에 혁신적으로 영상제

작 비용 보조 등 정책 조치 발표까지 ... 좋은 산업생태가 칭다오의 

영화산업발전의 후발 우세를 충분히 나타낸다 .

향후 칭다오는 영상산업 발전 10 대 중점 분야를 계획하며 영

상 산업 체인 상하유 각 환절에 미치고 영상의 후기 제작 , 영상 저

작권 거래 및 개발 , 영상 촬영 기지 건설 , 인터넷 영상산업 등을 

포함한다 . 작품 거래 플랫폼 , 프로젝트 융자 플랫폼 , 인재교류플

랫폼 등 5 대 건설 플랫폼으로 영화산업의 집군화 발전에 정책보장

을 제공한다 . 

칭다오 영상은 방식 전환과 구조 조정인 10 대 신흥 중점산업 

중의 하나로서 전산업 체인의 발전 모드를 만들어 정책과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며 고급 영상 문화 교류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외 

양질의 영상자원이 모이도록 유치하여 ‘드림리우드’ 를 만드는 데 

조력한다 . 

글로벌 펑요췐 ( 朋友圈 )
‘영화의 도시’ 로 선정된 것은 칭다오가 세계를 향해 개방을 

확대하는 새로운 명함이다 . 도시 창의 인터넷에 가입되어 칭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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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화예술 , 영상교육 , 영화산업 등 분야에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민간 문화 교류를 지원하며 영화 예술 , 기술 혁신 

플랫폼을구축하여 영화문화의 교류로 도시가 끊임없이 교류 

경로와 영역을 확장하도록 한다 . 

유네스코 ‘영화의 도시’ 신청 도시에 대한 고찰 기준은 영

화 산업의 규모에 제한되지 않고 도시 영화 문화의 콘텐츠도 

치중한다 .

칭다오는 해마다 농촌 공익영화 상영 , 학생 영화 상영 , 

도시 광장 영화 상영 등 행사를 기초로 올해 6 월에 중국 • 프

랑스 영화 전시 상영 활동을 했고 8 월에 2017 중국어영화전

시를 개최했으며 , 9 월에 연속으로 아시아 영상 문화 포럼 , 

제 16 회 영화표현예술학회상 ‘금봉황상’ 시상식 , 칭다오 영

화 거래 박람회 즉 제 15 회 전국원선국산영화 추천 설명회를 

주관했고 10 월에 칭다오시민문화예술제를 작동했다 .

아는 바와 같이 ‘기록 , 박물관 등 형태로 존재하는 영

화 유산’ 은 영화의 도시의 선정 기준 중의 하나이다 . 칭다오

에 전문적 영화박물관 건설 업무도 최근 년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호접루 ( 蝴蝶樓 ) 영화 박물관 , 수병클럽 옛터 

1907 영화 박물관을건설 • 개방했다 . 또 서해안 영산만 영상 

산업구에 있는 영화 • 과학을 일체로 통합된 칭다오 영화 박물

관이 있다 . 스타일이 다른 이 세 개 영화 박물관에 각종 영화 

문화 활동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공동으로 세계에 칭다오 영

화의 저력과 발전 미래를 전시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되고 

또한 신규 ‘영화의 도시’ 의 유력한 뒷받침이기도 된다 . 

칭다오가 ‘드림리우드’ 를 건설하는 영상꿈이 현실화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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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국제 경제 협력 제안은 아프로•유라시아에 관철되는데 한

쪽에는 경제가 활기를 띠는 동아시아 경제권과 연결되고 다른 한쪽에는 

번성한 유럽 경제권과 연계하게 되어 중간에 무한한 잠재력있는 광활한 

내지와 일관되게 한다. 새 시대에 개방형 경제를 전면적으로 구축하는 배

치 요구에 따라 지방도시 간 협력을 심도 있게 실천하기 위해 16일~24

일 칭다오시 당위원회 부서기 겸 시장 멍판리(孟凡利)가 칭다오시 대표단

을 이끌어 일본, 영국, 독일을 방문했다. 방문 기간 대표단 일행은 3개국

의 현지 정계 요인과 상공업계 인사들을 두루 방문했고 각각 협력 포럼 3

차를 개최해서 다양한 전략적 합작 협의를 체결했고 많은 프로젝트의 협

력 의향을 달성하게 되기를추진한다. 개발 및 교류를 통해 ‘일대일로’ 협

력 제안은 갈수록 많아지는 실속있는 지방협력으로 청사진에서 점차 현실

로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 대화 교류로 스파크가 생긴다
11월 17일 오후, 일본 도쿄에 ‘중일 지방경제무역협력 칭다오 포럼’ 

을 주제로 한 대화 포럼이 열렬히 개막되었다. 

주일본 중국대사관 쑹야오밍(宋耀明) 공사, 일중경제협회 이택정 이

사장, 산동성 정부 주일본 경제무역 대표처 총대표 및 일본 용왕(Aeon), 

미즈호 은행,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미쯔비시 상사, 스미토모 상사, 

이토추, 닉신제, 일본아시아투자회사(JAIC),더친(德勤)일본 등 일본 대기

업과 중요한 상협회에서 온 대표들과 삿포로, 가와사키,교토, 시모노세

키, 요코하마 시 등에서 온 일본 도시의 대표들은 모두 약 300명이 회의

에 참석했다.

대화 포럼이 칭다오 이미지의 홍보영상인 <실코로드 칭다오>로 시작

되어 귀빈들에게 칭다오가 국가 ‘일대일로’ 협력 방안의 중요 거점 및 노

드로서 지방경제무역협력을 심화하여 호혜윈윈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통

해 조성된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었다.

‘중일 경제무역 협력은 경제 글로벌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현

재, 중일 관계가계속 개선되고 칭다오시와 일본 삿포로, 가와사키 등이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의 협의를 체결했으며 파트너 도시의 프레임에 따라 

칭다오 유라시아
로‘실코로드’ 
협력 확대

(2017 년 11 월 30 일  제 10 판 (2017 년 11 월 30 일  제 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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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차, 다분야에 실제적인 협력을 전개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화는 

중일지방경제무역 협력에 새로운 하이라이트를 첨가했습니다’. 쑹야오밍이 연설에서 

이렇게 밝혔다. 

伊泽正이 칭다오시가 개최된 포럼에 중일관계의 회복세가 충분히 나타나고 이번 

활동은 향후 칭다오시와 일본 간의 교류 협력에 조력과 기회를 더할 거라고 표했다. 

칭다오의 일본 경제협력 동반자 도시인 삿포로도 이번 포럼에 대해 관심을 가지

고 있어서 시장 아키모토 가츠히로가 특별히 축전을 보내왔고 대표도 파견하여 포럼

에 참석하게 했으며 두 도시가 경제영역에 있어서 협력 교류를 강화하기를 바란다.

이번 대화 포럼이 ‘열렬’ 한 까닭은 이 칭다오의 제3대 외자 출처지 겸 제3대 무

역 파트너의 국가에서 칭다오와 그의 협력에 있어서 산업 기초가 깊고 전통적 우세가

있기 때문이다.

멍판리가 대화 회의에서 칭다오는 연이어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기타큐슈,교토, 

가와사키, 삿포로 등 도시와 각각 우호 도시, 우호 협력 도시 및 경제협력 파트너 도

시의 관계를 건립했고 상호 간에 경제무역 왕래가 날로 빈번하며 문화교류도 계속 심

화되어 각 협력 분야에 커다란 성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지금까지 일본이 칭다오에서 누계 2063 개의 프로젝트를 투자했는데 실제 투자

액이약 60억 달러에 달한다. 칭다오가 일본에서 누계 86개 프로젝트를 투자했고 최

근 년간 급속한 성장세가 나타난다. 2016년에 쌍방의 무역액은 68억 달러를 초과했

다. 빈번한 무역 왕래로 협력 열정도 조성되어 원래 100여명이 대화 포럼에 참가할 

예상였는데 결국 300 여명이 포럼 현장에 찾아왔다. 심지어 대화를 마친 후 일본 기

업 대표들이 잇달아 앞으로 나와 칭다오 대표단과 심도있는 교류를 더했다. 아울러 

협력 열정이 포럼의 계약 환절까지 계속되었다. 

칭다오시상무국이 개최한 프로젝트 계약식에서 칭다오시와 일중경제협회가 <중

일지방경제무역 협력 심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칭다오 시남구, 서해안 국

제경제협력구, 화퉁 그룹, 국신 그룹, 칭다오시 외상투자 서비스센터 등이 일본 아시

아투자회사, IUK, 세가(Seg), 노의달 로봇 등과 8개 투자 프로젝트를 체결했다.

주일 중국대사 청융화가 칭다오 대표단 일행을 회견했을 때 올해는 중일국교 정

상화 45주년인데 칭다오가 대표단을 파견하여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마침 제때를 만

났다. 중일 지방경제무역 협력 포럼이 개최되어 칭다오와 일본 기업 간에 호혜의 협

력을 위해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이번은 최근 년간 중국 지방도시가 일본에서 개최

한최대 규모의 활동이라고 알려졌다.

3일후 영국 런던에 교류로 조성된 협력 열정이 여전히 계속한다. 상무부가 확정

한중영 지방협력 제1차 시험지인 중국 도시 중의 하나로서 칭다오가 여기의 대화 포

럼에 들어가서 알찬 성과도 거두었다.

주영 중국대사관 상무공사 진쉬

(金旭), 영중무역협회 부주석 톰•트루

브리치 재즈가포럼에서 연설을 발표

했다. 리버풀 부시장 개러스•밀러, 영

국 국제무역부(DIT) 중국사(司) 부사

장 닉•다우스, 리버풀 투자무역서, 주

중 영국대사관 등 영국 정부부처의 대

표,영국 중화총상회, 더친(德勤), 푸화

용다오, 이뎬위안(伊甸园), 잉츠(英慈)

의료 그룹, 콘제니타(Congenica), 에

드워즈(Edwards) 그룹, 와이콤 애비 

스쿨, 자녠화(嘉年華)영국본부,헥사곤

(Hexagon) 등 영국 대기업과 상협회의 

대표 15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멍판리가 인사말에서 방금 열렸던 

중국공산당 제19기 대표 회의에서 사

람을 흥분시키는 목표를 세웠고 칭다

오시는 제 19기 당대회의 배치 및 계획

에 따라 가속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키

는 것을 연구하여 배치하며 영국 기업, 

대학교, 자문기구와 폭넓게 소통하여 

다분야에서 전방위 협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칭다오의 기업들이

영국에서 투자하여 사업을 하기를 추

진하여 칭다오와 영국 도시 간의 지방 

경제무역협력에 알찬 성과를 거두도록 

촉진시킨다고 밝혔다.

외국측도 칭다오의 협력 성의에 

대해 응답했고 ‘칭다오는 아름다운 연

해도시이기도하며 영국의 중요한 경제

무역 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 현재 칭

다오시와 영국이 경제무역, 의료, 교

육, 혁신 등 분야에서 사람들을 격동시

키는 협력 사업이 있고 칭다오에서 런

(2017 년 11 월 30 일  제 10 판 (2017 년 11 월 30 일  제 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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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에 직항하는 항선이 개통된 후 칭다오와 영국 간의 왕래가 더 편리하게 되고협력 공

간도 더 넓어진다고 믿습니다.’ 영중무역협회 부주석 톰•트루브리치 재즈가 밝혔다.

포럼 기간 칭다오시 상무국과 영국 제국이공대학 데이터 과학 연구소, 절강대학

교인구 빅데이터와 정책 시뮬레이션 작업실의 대표들이, 칭다오 중영 창신산업발전

유한회사와 영중대무역협회가 각각 <중영 지방경제무역 협력 도시 (칭다오) 빅데이

터 교류 플랫폼 건립에 관한 협력 의향서> 와 <중영 창신산업단지 공동 추진에 관한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칭다오 국제경제협력구가 리버풀과 협력 심화 양해각서

를 체결했다. 칭다오시 고신구, 교주 경제기술개발구, 칭다오진마오(金茂)부

동산, 정영 크루즈(칭다오)회사가 각각 케임브리지 대학교 혁신센터, 산동대

학교 국제 혁신전환 학원,아트라스 콥코(Atlas Copco) 그룹, 지리그룹, 영국

BE문화, 자녠화(嘉年華)영국본부, 영국 SMC디자인회사 등과 7개 투자 프로

젝트를 체결했고 총 투자액이 31.4 억 달러이다.

칭다오시 대표단이 독일 뮌헨에 들어가서 ‘경제 동력 전환 / 국제 생산

력 협력’ 을주제로 한 칭다오 초상정책 프로젝트 발표 대화 회의를 개최했

다. 주뮌헨 중국총영사마오징치우(毛静秋), 바이에른 경제위원회 주석 겸 바

이에른 주 전 경제부 부장 오토•위스호야, 레겐스부르크 부시장 다밍그, 뮌

헨 시장 대표 로리달, 독일 해외공상대회대표 및 바이에른 경제부 대표 거

핀, 올덴부르크 경제국 국장 웨이그린 등 독일 정부부문의 대표, 그리고 에

어버스, 시멘스, 알리안츠, 잉창(Evonik), 보쉬, 더친(德勤), 산동회계법인

(KPMG) 등 독일 기업과 기관의 대표, 독일 각 상협회의 대표 모두 120여명

이 대화에 참가했다.

독일 대화 회의에서 칭다오시 상무국이 더친(중국)과 현대산업 초상 전

문화 투자상담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중국•독일 생태원, 중국•독일 연합그

룹, 산디시공(三迪時空)그룹이 각각 시멘스, 시코(施柯)과기, 뮌헨 국제박람

그룹, 지아오 코바크스회사, 베를린 슈래셸 전자 회사, CellCore 회사, 독일 

라인코스트 회사, 독일3D인쇄 네트워크연맹 등과 협력 프로젝트 계약을 진

행했고 자율주행차, 로봇기술 연구개발, 3D 인쇄등 스마트 제조업 및 컨설

팅 서비스, 국제전람, 교육 등 현대서비스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널리 방문하고  공감대로 협력을 조성
영국 런던의 금융센터는 세계 경제의 집중지이자 세계 수백 개의 유명 

은행 및 증권 거래센터가 모여 있고 세계 500대 기업인 국제 회사 중에 70% 

이상이 여기서 지사를 설립한다. 

영국에 방문 기간 칭다오 대표단이 런던 시티 시장 보우맨(Charles 

Bowman)을 방문했을 때 멍판리가 칭다오는 중국에서 유일한 포춘관리 금

융 종합개혁 시험구로서 금융개혁과 산업혁신을 빠르게 추진하고 금융산업

의 집결발전을 촉진하며 국제 포춘관리 중심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런던 시티는 세계의 유명한 금융센터이자 장기간 발전하는 과정에 많은 귀중

한 경험을 쌓았고 특히 환경 최적화, 시장 개방 및 금융인재 교육 양성 등에 

칭다오가 배우고 참고할 가치가 있다. 런던 시티가 자신의 우세를 발휘하여 

칭다오 재부관리 금융종합개혁 시험구 건설에 저극적으로 참여하기를바란다

(2017 년 11 월 30 일  제 10 판 (2017 년 11 월 30 일  제 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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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혔다.

보우맨이 칭다오•중국 포춘 포럼에 참가한 경력은 그의 생생한 기억으로 되고 런

던시티는 칭다오와 금융 영역에 협력 교류를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실제적 성과를 만

들려고 한다고 표했다.

그 후 멍판리가 대표단 일행을 이끌어 런던 부시장 라지시•아그라월과 회견했고 

그가 런던시는 신기술, 신산업, 뉴업태 및 인프라 건설, 스마트 관리 등 분야에 앞서

서칭다오가 배울 만한 귀중한 경험이 많으며 쌍방이 경제무역, 금융 등에 협력할 영

역이 넓고 잠재력도 거대하며 더 높은 층차, 더 넓은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달성하기

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라지시•아그라월이 요즘 칭다오부터 런던까지의 직항 항로가 

개통되어 두 도시 간의 왕래가 더 편리하고 긴밀하게 되며 이 것을 계기로 쌍방이 금

융,경제, 문화 및 교육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호혜윈윈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런던에 있던 기간에 칭다오 대표단 일행은 칭다오 기업이 영국에서 투자하여 인

수합병한 DC—HD 설계원을 고찰했고 콘제니타회사, 파푸코크 헬리콥터 기지 프로젝

트팀을 방문했으며 영국 전 대학과 과학 국무장관 데이비드•윌리츠를 회견했고 영중

무역협회, 영국 특허증권과 투자협회, 케임브리지대학교 그리고 더친(德勤) 등 기구 

및기업 관련 책임자와 회담했다.

무역은 2차선 도로처럼 화물이 운송되는 동시에 기업과 투자자도 따라 갈 것이

다.칭다오 최초의 경제무역 협력 파트너 중의 하나인 일본에 칭다오를 투자하는 기업

이많다. 칭다오의 첫째 중외합자 기업, 첫째 외자은행은 모두 일본에서 왔고 첫째 국

제항로와 첫째 우호 도시는 다 일본과 관련된다. 이번 칭다오 대표단이 일본에서 폭

넓게 방문하여 많은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일본 방문 기간 칭다오 대표단이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세계 500대 기업인 IHI그

룹본부, 노무라 증권을 답사했고 칭다오 금융종합개혁 시험구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각각 도레이주식회사, 정다(正大)그룹 일본, 다이와 증권, 이토추 상사, 일본 아시아 

투자주식회사 등 기업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하이센스 일본 회사를 고찰했고 

일본에서 생산 경영과 연구개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독일 방문 짧은 3일에 칭다오 대표단이 레겐스부르크, 베를린, 뉘른베르크, 뮌헨 

4 도시를 방문했다.

레겐스부르크에서 칭다오 대표단이 레겐스부르크 대리 시장 거트루드•말츠•슈와

츠피를 회견했고 쌍방은 칭다오시와 레겐스부르크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협의 및 중국•독일 생태원에 레겐스부르크 주칭다오 대표처 설립에 관한 협의를 체결

했다. 레겐스부르크 문화창의센터와 과학기술 단지를 고찰했다. 베를린에서 대표단 

일행은 주독 중국대사 스밍더(史明德)를 방문하여 칭다오와 독일이 중점 분야와 중점 

업종에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그 후 지멘스 가스터빈 공장, 독일 건강연구원, 미네

이트공업 디자인, 보쉬 그룹 등 기업 및 기관을 방문했다. 뉘른베르크에서 대표단 일

행은독일 투허그룹을 방문했고 지모구(即墨區)와 투허그룹이 중유럽 과기환더미래청 

개발건설에 협력 협의를 체결했다.

시스템을 만들어 협력 성과를 견고하게 한다 .
‘생활을 시작점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친환경 스마트 마을SST가 일본 도쿄

역까지 50㎞의 후지사와 시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의 원래 주소는

파나소닉주식회사가 흑백 텔레비전, 냉장고를 생산하기 위해 최초로 간토에 설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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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공장이다. 공장이 폐기된 후 파나소닉회사가 후지사와 시청와 2014년에 스마트 도

시의 프로젝트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이 미래의 스마트 마을은 부지면적이 19헥타르이며 완전히 청결 에너지를 채택

하여 단지에서 녹색출행을 창의하고 정보의 스마트화 전달로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30%이상에 이를 것이다. 지금 단지 내에 400여 가구 입주했는데 최종에 1000 가구

가 거주할 것이다. 

일본 방문기간 칭다오 대표단 일행은 특별히 이곳에 와서 지속적 발전 가능한 스

마트 도시를 고찰하였고 일본 기업들이 저탄소 친횐경,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및 새

로운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배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쌍방이 에너

지절약 환경보호의 협력과 호혜윈윈 실현에 유리하다. 또한 발달된 도시의 교통문제

와주차난에 대해 칭다오 대표단이 특별히 일본 타워식 스마트 주차장과 도쿄의 야마

테터널을 고찰했다.

더 언급할 만한 것은 대표단이 참관 답사를 마치고 나서 이런 선진 기술과 방식

은바로 국내로 전달되었고 칭다오가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벤치마킹의 사례로 <칭다

오국제도시 전략 실시 2018-2019 년도 행동계획>에 적혔다. 이 행동계획을 우수년

마다한번 발표하고 한번에 100가지를 발표하며 도시 전역의 공부와 국제 선진과의 

벤치마킹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완벽한 체제가 칭다오시가 세계의 눈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 보완

하는 데 조력하여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길은 갈수록 넓어진다.

마찬가지로 개방의 길에서 이 도시가 꾸준히 탐색하고 완벽하게 하

는 체제도 있어서 전면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실적 경로를 찾고 있다.

독일 뮌헨에 ‘바이에른 경제의 집’ 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칭다오가 

(독일)에 설립해 외공상센터이다. 해외공상센터는 양방향 교류와 협력

의 유대를 담당하여 칭다오와 독일이 협력 연원이 있는 기초에 끊임없

이 열정을 더하게 한다. 칭다오는 이미 해외에서 이와 같은 해외공상센

터 7개를 설립했다. 이 유대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빈도와거리를 가깝게 

하게 되었다. 

‘칭다오시는 산동성의 경제발전 핵심 도시로서 독일과 각 영역에 

협력의 시범을 수립했다. 중국•독일 생태원은 중국•독일 양국 정부가 건

설하는 첫 번째 지속적인 발전의 시범 협력 프로젝트이며 공업과 생태

발전의 결합을 중시하여 중국 산업 단지의 전환 업그레이드에 대해 시

범작용을 했다. 칭다오시의 경제에 활력이 충분하고 발전에 앞서고 좋

은 기술 발전 비전이 있어서 향후 계속 바이에른 주와 각 영역에 협력

을 부단히 강화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건설한다고 바란다.’ 바

이에른 경제위원회 주석, 바이에른 주 전 경제부 부장 오토•위스 박사가 

이렇게 밝혔다. 

이와 동시에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 도시를 건립하는 것도 역시 칭

다오의 혁신적 조치이다. 이런 조치에 일상적인 연락 시스템을 건립했

다. 11월 23일 독일 뮌헨에 칭다오시 상무국이 각각 뮌헨 시, 올덴부르

크 시청 대표와 국제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 도시 건설의 양해각서를 체

결했다. 이로써 칭다오는 해외에서의 협력 파트너가 74개에이르렀다.

지금 칭다오는 74개 동반자 관계 도시 (또는 성, 주, 무역기구)와 

모두 일상적인 연락 체제를 만들었고 2년마다 한 번씩 동반자 원탁 회의

를 개최하며 정보를 전달하여 협력을 추진한다.

짧은 며칠 동안 경제무역 문화교류로 지방도시가 유라시아를 향해 

‘일대일로’ 지방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새로운 높이에 끌어 올

렸다.

실크로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발원되었는데 점차 세계 경제 문화 

교류의 길로 발전 변혁되었다. 지금 끊임없이 확충되고 있는 지방의 실

속있는 협력으로 새로운 장을 계속 만들고 있다.

(2017 년 11 월 30 일  제 10 판 (2017 년 11 월 30 일  제 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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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뉴스 (자오웨이) 12월7일에 칭다오는 중국—포르투갈어권 국

가 경제무역 협력포럼(마카오)상설사무처와 공동으로 ‘칭다오/포르투갈

어권 국가 생산력 협력 연계회’를 개최했다. 

모잠비크, 동티모르, 카보베르데, 기니비사우, 포르투갈 상투메 프

린시페 등 국가 및지역의 대표들과 칭다오 기업계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

하였다.

포르투갈어권 국가 및 지역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인구가 2억 명 이

상의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칭다오와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공

간이 매우 크다. 칭다오시 상무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칭다오와 

포르투갈어권 국가 간의 무역액이 27.5 억달러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 

21.1억 달러에 이르러 동기 대비 70.1% 상승했다. 올해6월 말까지 포

르투갈어권 국가들이 칭다오에서 프로젝트 누계17 개를 투자했고 투자

액이8110만 달러에 달했다. 칭다오가 심사 비준한 포르투갈어권 국가

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누계 15개가 되었도 그 중에 중국측 총투자액이 

6478 만 달러이다.

주홍콩•마카오 포르투갈 총영사관 상무 참사관 부스리가 칭다오와 

포르투갈이 상호보완하고 긴밀하게 교류하여 좋은 협력 기반을 가지고 

있다. 2010년에 칭다오시와 리스본 시가 자매결연을 맺었고 2012년에 

칭다오시와 포르투갈 대외무역투자촉진서가 양방향 경제무역 협력 협의

를 체결하였다.

부리스가 지리적 위치, 세수 등에서 포르투갈의 우세를 자세히 소개

했고 칭다오의 기업들이 포르투갈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모잠비크, 동티모르, 카보베르데, 기니비사우, 상투메 프린시페 등 국가 

및 지역에서 온 대표들이 각자의 우위를 소개했고 다양한 측면에서 칭다

오와 양방향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려고 표했다.

칭다오와 포르투갈
어권 국가 생산력 협

력 연계회 개최

2017 년 12 월 14 일 제 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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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화통(华通)그룹, 신화진(新华锦)그룹이 연계회에서 포르투갈어권 국

가와 협력계획을 설명했다. 화통그룹의 대표가 향우 영화 제작, 새로운 에너지, 

기술도입 등 중점 사업, 산업에 포르투갈어권 국가 및 지역과 협력을 전개하겠

다고 밝혔다. 신화진그룹의 대표가 카보베르데 등 포르투갈어권 국가에 있는 

수출입 업무를 중점적으로 설명했고 향후 포르투갈어권 국가 및 지역의 기업 

간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표했다.

중국•포르투갈 포럼 사무처 부사무총장 로드고가 칭다오와 포르투갈어권 

국가와 지역의 지방 경제무역 협력에 칭다오는 ‘일대일로’ 전략에 신유라시아대

륙교경제회랑주요 노드와 해상협력 전략적 거점에 자리매김하고 ‘유라시아경

제무역협력산업단지’ 를 제기하여 창립했고 ‘일대일로’ 지방경제무역협력 시범

구를 만드는 데 그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로드고가 최근 년간 중국•포르투갈 포럼 사무처와 칭다오가 협력하여 일

련의 경제무역 연계 활동을 개최하여 적극적 효과를 얻었다. 칭다오와 포르투

갈어권 국가 같이생산력 협력을 전개하는 데 잠재력도 크고 전도가 매우 유망

하다.

실은 칭다오와 포르투갈어권 국가 및 마카오 간의 경제무역 교류와 협력이 

계속 심도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년간 칭다오 시정부의 주요 지도자들이 잇따라 경제무역 대표단을 이

끌어 브라질, 포르투갈, 모잠비크, 카보베르데 등 포르투갈어권 국가를 방문했

고 마카오 특구를 고찰했으며 상무교류 회의를 열어 현지 각계의 적극적인 반

응을 얻었다. 칭다오와 중국•포르투갈 포럼 사무처, 브라질 상파울루 주, 카보

베르데 무역투자촉진국이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 건립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

다. 올해 8월에 칭다오 시장 멍판리가 대표단을 이끌어 마카오를 방문했고 칭

다오와 중국•포르투갈 포럼 사무처가 <유라시아경제무역협력산업단지 ‘일대일

로’ 국제 생산력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음으로써 칭다오와 포르투갈어권 

국가 그리고 마카오 간 국제 생산력 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을 한층 확대하고 칭

다오와 포르투갈어권 국가 그리고 마카오가 경제무역 교류과 협력을 더욱 심화

하는 데 튼튼한 기초를 닦았다.

이번 연계회에서 양측이 중요한 플랫폼과 창구인 중국•포르투갈 포럼 사무

처에 힘입어 포르투갈어권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공동으로 확대하고 칭다오 기

업들이 ‘해외로 진출’ 하여 포르투갈어권 국가에서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판매 경로와 시장을 확대하는 데 조력한다. 아울러 칭다오는 칭다오 커우안 및 

중국 (칭다오) 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 종합개혁 시험구의 우세를 살려 더 많은 

포르투갈어권 국가의 특색상품을 칭다오 시장에 진입하도록 촉진한다.

2017 년 12 월 14 일 제 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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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 국내외 39 분 ‘브레인’ 들이 칭다오에 모여서 ‘칭다오

시 국제도시 전략 실시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초빙되었으

며 제 19 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정신을관철하여 전면 개방 

신구도 형성 촉진에 관한 전체 배치에 초점을 두고 칭다오는 특

별히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위해 방법을 

계획한다 .

이것은 최근 년간 칭다오에 설립된 최고 등급의 ‘싱크탱크 기

관’ 이다 . 향후 초빙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칭다오 도시 개발 계

획 , 중대 사업의 입안 논증 등 작업에 참여하여 칭다오시 정책 , 

법규 , 방법 등 작성에 의견과 건의를 제기한다 .

고급 싱크탱크가 국제화에 아이디어를 내준다
도시의 외부와 정신을 전방위적으로 국제화하는 것은 거대

한 공사에 틀림없다 . 이 일은 잘 하려면 각측의 지혜를 모아 폭넓

게 힘을 뭉쳐야 한다 .

이번 칭다오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초빙된 전문가 중에 중

국공공외교협회 회장 리자오싱 ( 李肇星 ), 보아오 아시아포럼 자

문위원회 위원 룽융투 , 또 독일 , 일본 , 한국 , 싱가포르 , 태국 

및 국내의 경력이 풍부한 외교관 , 유명한 전문학자 및 다국적 회

사의 임원등 전문가 대표가 있다 .

이러한 전문가들은 금융 , 무역 , 외사 , 계획 , 관광 , 환경보

호 , 컨벤션 , 운송 , 해양 , 법률 등 분야에 미친다 . 그 중에 외국 

인사 12 명이고 각각 미국 , 일본 , 독일 , 영국 , 싱가포르 , 한국 , 

태국 등 국가에서 온 것이다 .

‘우리는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는 목적은 다양한 차원에서 칭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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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를 벗어나 다시 칭다오를 보고 칭다오가 국제도시 건설을 더욱 잘 추진하는 것입

니다 .’ 칭다오 국제도시전략추진센터 관련 담당자가 소개했다 .

자문위원회가 성립되었던 날에 제 1 회 전문가 컨설팅을 개최했고 초빙된 전문가

들이 어떻게 도시의 경제 , 문화 , 사회 , 생태문명 등에 발전수준을 제고하는가에 대

해 칭다오에게 많은 건의를 제기했다 .

그 중에 자문위원회 수석고문 리자오싱 ( 李肇星 ) 이 혁신적 발전 , 친환경 발전 

및 협동 발전 등 세 방면에서 칭다오 발전을 위해 건의했다 . 그는 칭다오가 국제도시

를 추진하는 과정에 혁신을 특히 중시해야 하고 더 깊은 차원에서 활력을 불러일으킨

다고했다 .

싱가포르 회의와 전시관리 서비스 회사 회장 랴오쥔승 ( 廖俊生 ) 이 보기에는 칭

다오가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데 기초가 견고하며 도시 자원도 풍부하고 칭다오의 지

리적위치 , 산업 , 국제 항구 , 국가 해양 전략 플랫폼 등 각종 이점을 충분히 이용해서 

도시에 점점 더 많은 유인력을 갖게 될 것이다 .

실은 해양 산업은 칭다오의 독특한 우세이다 . 칭다오 ‘아오산만’ 에 위치하는 블

루실리콘 밸리가 국가 ‘13•5’ 계획에 편입되었고 지금 해양과학기술 국가실험실 , 국

가심해기지 , 국가 해양장비 품질검사센터 등 17 개 ‘국자호 ( 國字號 )’ 과학연구 기관

을 모았고 해양과학 분야의 핵심 경쟁력을 구축했다 .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칭

다오시의 해양생산 총액이 2515 억 위안을 실현해서 전년동기 대비 15.7% 성장되었

다 .

독일 만하임시 원 제 1 부시장 노버트 • 아이거가 칭다오의 해양 산업에 관심을 

두었고 ‘해양학이 독특한 역할을 발휘하고 의료 산업에 응용되어 칭다오의 항구에 기

회를가져다 주겠다’ 고 생각한다 . 노버트 • 아이거가 칭다오의 오랜 친구로서 재임 기

간 만하임시와 칭다오시 우호협력 관계를 맺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 또한 그가 칭다

오의하이얼 , 하이센스 , 칭피는 모두 유명한 모범 기업이고 ‘이런 기업의 지혜를 모으

면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고 덧붙여 말했다 .

‘자문위원회’ 멤버 중의 하나인 주칭다오 일본영사관 부수석 영사 푸영호(福永護)

가연설에서 며칠 전 칭다오가 유네스코 ‘영화의 도시’ 칭호가 수여되는 것에 대해 높

이평가하고 ‘영화의 도시’ 는 칭다오의 새로운 도시 명함이 될 것이며 칭다오가 국제

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실제 사례이라고 밝혔다 . 

국제도시의 꿈에 저력이 충분하다
국제도시는 먼저 경제 분야에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 .

대외무역이 발달하는 것은 칭다오가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데 효과있는 강력한 

증거이다 .

자료를 의해 올해 지난 3 분기에 칭다오 상품 수출입에 전년동기 대비 19.6% 성

장되어 전국 수준보다 높고 산동성의 28.5% 를 차지한다 . 무역 서비스가 18.5% 증

가되고—세계 경제 주춤한 회복세 , 외부 소요 부진 , 불확정 요인 증가의 배경에 칭다

오 대외무역은 고속 성장인 ‘아름다운 곡선’ 을 그려냈다 .

수백 세계 500 대 기업이 행동으로 칭다오 국제화에 대한 인정을 표시했다 . 에릭

슨 , 네슬레 , 후이펑 , Shell, 머스크 , 푸화용다오 ... 통계에 따르면 해외 세계 500 대 

기업 중에 126 개가 칭다오에서 투자하여 246 프로젝트를 설립했다 . ‘칭다오는 국제 

도시를 건설하고 대외무역을 중시하는 동시에 인프라 차원도 중시해야 한다’. 국무원

발전센터 연구원 겸 연구실 주임 왕계승이 회의 현장에서 건의했다 .

칭다오는 인프라 건설 수준에 줄곧 앞서고 있다 . 

칭다오항은 태평양 서해안에 중요한 국제무역 항구 및 해상 운송 센터로서 세계 

제 7 대 항구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 며칠 전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이고 아시아

에서 최초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자동화 컨테이너 부두를 성공으로 운영하기를 시작

했고 칭다오의 국제화에 새로운 높이를 기록했다 .

하늘에는 국내선 127 편 , 국제와 지역 항로 19 편으로 칭다오와 세계가 연결되

게 한다 . 건설 중인 교동 국제 공항은 현대화 생태 스마트 공항에 목표를 둔다 . 칭다

오 교주만에 현재 국내 연해 지역에 유일한 복합운송 세관감독관리센터가 있다 . 중부 

유럽 ( 칭다오 ) 화물열차 , 중앙 아시아 화물열차 , 중몽 화물열차 등 국제적 화물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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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통 및 선로 연장에 따라 칭다오는 북쪽에 러시아 몽골 , 남쪽에 아세안 , 동쪽에 

일본 한국 , 서쪽에 유럽과 연결하는 국제 물류 통로 네트워크가 점차 형성된다 .

만약에 인프라 건설은 도시 국제화 추진의 필수 ‘하드 파워’ 라면 도시가 국제 인

재에 대한 유인력이 보다 넓은 정도에서 그 국제화의 ‘소프트 파워’ 를 나타낸다 .

최근 년간 칭다오는 연속 여섯 번으로 고가치의 영예— ‘외국인재 눈에 가장 매력

적인 도시’ 로 입선되는 것이다 .

이것은 국가 외국전문가국이 조직한 국내에 유일한 완전히 외국인 인재가 평가

하고노벨상 수상자 , 정부 ‘우정상’ 및 ‘천인계획’ 외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

가팀이 평가 선정한 인재유치 ‘중국도시랭킹’ 이고 국내외에 관심도가 높아서 ‘도시 

국제화의 풍향계’ 라고 불린다 .

금융의 국제화도 국제 도시의 중요한 표지이다 .

‘자산관리 금융종합개혁 시험구’ 인 황금간판을 가지고 있는 칭다오는 세계를 향

해국제 자산관리 정방향 투자 유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 향후 칭다오는 전방위 대

외개방의 구도를 구축할 것이다. 국제문화 교류를 강화하고 국내외 유명한 문화창의, 

제작 , 관리 , 마케팅 기관이 현지 문화 기업과 합자 협력을 격려하며 국내외 협력 교

육 , 과학 분야에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첨단 양질의 의료 자원 도

입을장려한다 . 세계를 향해 개방하고 칭다오의 국제화 발전은 갈수록 빠르게 된다 .

국제도시의 등급이 끊임없이 향상된다
칭다오는 바다로 성장되고 바다를 향해 흥기된다 . 이 자연 소질이 개방 포용의 

도시 성격을 조성했다 .

국제도시 건설의 위치 설정은 바로 칭다오가 ‘태어난’ 개방의 전통 때문이다 .

모처럼 칭다오는 국제 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각각 전환된 구체적 작업이고 

전체 시의 행동 목표와 연결된다 .  

최근 년간 칭다오는 국제 도시 전략의 업무체계를 전면적으로 건립하고 국제 도

시전략과 ‘13•5’ 계획 작성 , 도시 매스터 플랜에 ‘삼위일체’ 를 현실화하고 공동으로 

추진한다 .

며칠 후 칭다오가 < 칭다오시 국제도시전략 지표체계 > 를 발표해서 벤치마킹 도

시를 선정하고 국제 경쟁력 , 국제 영향력 , 국제 성장력 , 국제 유인력 및 국제 지원력

을 포함한 5 개 1 급 지표 및 35 개 2 급 지표를 설정했다 .

거대한 전략은 정확한 전술로 지원해야 한다 .

따라서 칭다오는 < 칭다오시 ‘국제화 +’ 행동계획 실시추진 (2016-2017 년 )> 을 

발표하고 ‘국제화 +’ 의 행동계획을 100 가지 실제적인 일로 구현하고 칭다오 국제도

시를 건설하는 전략 목표가 더욱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다 . 동시에 칭다오는 < 칭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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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 행동계획 벤치마킹 사례 지도수첩 > 을 편집했고 각각 목표를 찾아 

대조하여 업무를 분해하여 실제적 일로 적용해야 한다 .

자본의 힘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국제도시 건설 진도를 크게 

영향을 미친다 . < 칭다오시 국제도시 기금회 준비방안 > 은 칭다오가 제출한 

해결 방법이다 .

또한 칭다오가 국제도시전략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작업 차원에서 8 개 

전문 프로젝트 작업팀 , 30 개 전문 작업팀을 조성하여 전면적으로 국제도시

전략 ‘8+30’ 작업 추진 체계를 가동한다 .

지표 체계의 구체화부터 행동계획 발표까지 프로젝트 작업팀 , 오늘의 자

문위원회까지 , 다 실제적인 구체행동이다 . 칭다오는 계속 실속있게 국제도

시 전략을 추진해서 새로운 발전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올해 6 월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평가 기관 GAWC ( 글로벌화와 세

계급 도시 연구팀과 네트워크 ) 이 발표한 <2016 년 세계 도시 등급 평가 보고

서 > 에서 칭다오의 등급이 지난 번에 평가된 ‘고성장성’으로부터 두 급을 뛰

어올라서 ‘Gamma ＋’로 들어가게 되어 등급을 건너뛰었다 . 

10 월 30 일 , 중국사회과학원 ( 재경원 ) 과 유엔 인간 주거계획이 공동으

로 글로벌 경쟁력 랭킹을 발표했다 . 이 랭킹에 칭다오의 도시 등급은 C+ 이

며 경제 경쟁력은 0.6462 이고 세계 85 위에 있고 중국 도시 중에 15 위이다 .

며칠 전 , 포화용다오 회계 사무소가 발표한 < 칭다오시 국제도시전략 

2016/2017 년도 추진실시 평가 보고서 > 에서 칭다오의 국제도시 건설 효과

가 현저하다 . 주요 아래의 상항에 구현된다 : 수출 지향형 발전 성과 현저 , ‘표

준화 +’ 국제 지위 대폭 향상 , 국제 첨단인재 유치 성과 현저 , 도시 매력으로 

국제자원 유효적 집결 , 높은 수준의 도시건설 성과 현저 등 면에서 나타난다 .

며칠 전 산동성에서 열렸던 개방형 경제 대회에서 산동성 당위원회의 주

요 지도자가 칭다오의 국제도시 건설을 언급했을 때 산동성 내에 국제 환경이 

가장 좋은 곳은 칭다오이라고 칭찬했다 . 각지가 칭다오의 방법을 배우고 참

고해야 하고 국제화 도시혹은 국제화 가도 , 국제화 사구 창건 활동을 전개해

야 하며 국제화 계획 , 건설 , 관리 , 서비스 이념을 도입하고 높은 수준의 국제

화 학교 , 병원을 부대로 건설하고 고급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며 국제화 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 인재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유인력을 강화한다 . 

현대화 국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은 과제이다 . 국제

도시 전략을추진하는 꿈의 리더로 고급 싱크탱크에 힘입어 칭다오가 특색있

는 국제화 경로를 개척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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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의 성장은 세계 경제가 일정한 단계까지 발전하는 산

물이다. 국제도시 체계는 전 세계에 중요한 전략적 기능을 담당하

고 있다. 글로벌화의 심화에 따라 이런 도시들이 국제 경제, 정치, 

문화, 과학 기술의 핵심으로 성정되었다. 20세기 이래 세계 발전의 

추세를 전면적으로 관찰하면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이미 새로

운 발전경향이 되었다. 칭다오는 국내에 비교적 일찍이 ‘국제도시 

전략의 실시’ 를 제출한 도시 중의 하나이자 우월한 자연 입지 조건

과 대외개방 핵심도시로서의 자원을 가지고있다. 칭다오는 국가 연

해에 중요한 중심도시이며 튼튼한 경제산업 기초, 다원화 문화침

전, 해양 개발 우위를 갖고 있어서 국제 도시를 건설하는 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많은 하이라이트와 우세가 형성되었다.

칭다오가 국제 도시를 건설하는 전략적 목표는 일련의 세분

화 가능한 ‘지표 체계’를 통해 조작 가능의 100 가지 구체적 ‘행동

계획’ 으로 형성되어 국제 도시를 건설하는 업무에 조수가 있게 하

고 실제적 상황에 적용시킨다. 개혁 개방 이후 칭다오의 국제 지명

도가 끊임없이 향상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도시, 요트의 

도시, 해양의 도시, 여행의 목적지이며 게다가 최근 세계 ‘영화의 

도시’ 로 선정되어 이 도시가갈수록 개방포용 및 국제화 시야를 곳

곳에서 나타난다.

최근 년간 나는 여러 번에 칭다오에서 국제 회의에 참석했는

데 칭다오의 급속한 발전을 목격할 만하다. 개방형 경제 발전든, 

현대화 도시 체계 건설든, 이 도시 미래의‘싼완싼청’ 만구 발전 계

획든, 칭다오는 국제 도시로 매진하고 있다.

칭다오는 단지 산동의 칭다오, 중국의 칭다오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칭다오, 세계의 칭다오이어야 한다. 지금 칭다오가 천시 

지리 인화를 가지고 칭다오가 세계 일류의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하

고 세계 일류 도시의 기백을 갖으며 국제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 

새로운 성과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글로벌 CEO 발전 회의 연합 주석이다)

글/

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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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교주만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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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조치로 무
역 편리화 촉진

천년 전 , 칭다오는 역시 중국 해상 대외무역

에 중요한 도시였고 고대 해상 실크로드 출항지 중

의 하나였다 .

세월이 빨리 지나가지만 무역은 멈추지 않는

다 .

오늘날 칭다오 커우안 ( 口岸 ) 은 중국 황하유

역 및 환태평양 서안에 중요한 국제 무역 항구로서 

칭다오항 , 동가구항 두 개 1 류 ( 類 ) 해양 커우안

과 국가 1 류 ( 類 ) 커우안인칭다오 공항 커우안을 

가지고 있어서 무역이 편리하다 .

칭다오 커우안에 세관 , 상품검사 , 상무 등 부

처가 공동으로 편리화 무역 통로를 만든다 :

최근 년간 ‘실크로드 경제권’ 세관구역 ‘통관 

일체화’ 에 앞장서는 것부터 ‘검사검역 구역 일체화’ 

까지 ; “관검합작 ( 關檢合作 ) ‘세 개의 하나 ( 三個一 )’ 

통관방식”, 자유무역협정 수출실시 시범구 건설 , 

무역 편리화 연석회의 업무 시스템 건립까지 ... 칭

다오커우안에 무역 편리화 사업은 갈수록 활성화

된다 .

기업들이 ‘종이황금’ 으로 7 억 달러를 절약하
게 된다 .

‘관련 기관 직원들의 손가락은 진서우즈 ( 金

手指 ) 이니 서명 날인만 하면 흰 종이는 황금으로 

변합니다 . 외국 고객들이 이 증서를 다 인정합니

다 . 우리는 여기에 이 증서를 신청 처리하기가 매

우 쉽습니다 . 담당자가 전체 처리 과정에 가르쳐 

칭다오 커우안 ( 口岸 )

청도항

글 / 조위

2017 년 10 월 26 일  제 10 판

청도 교주만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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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료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 다시 한 번 원산지 

증명서를 받게 되는 칭다오 청양구 어느 생산업체의 사장 Mr. 유가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

Mr. 유가 소속 회사는 수건과 천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마이크로 기업

이며 주로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한다 . 지금까지 이 기업은 칭다오 커우안

에 연이어 중한 우대 원산지 증명서 29 부를 신고 취득했으며 수입 관세 약 

3 만 달러를 절감 면허했다 .

처음에 FTA 정책을 잘 몰랐는데 이제 식은 죽 먹듯이 숙달되는 ‘라오

쓰지 ( 老司機 : 고수 )’ 가 되었다 . Mr. 유와 그의 회사는 칭다오 커우안이 

FTA 정책을 충분히 이용해서 마이크로 기업의 수출로 외화창출에 조력하

는 성공한 사례 중의 하나가 되었다 .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 월 칭다오 커우안에 34.3 만 번의 수출

상품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고 상품 가치가 152.8 억 달러이며 관련 기

업이 외국 관세혜택 약 7 억 달러를 향유하게 되었다 . 

지금까지 중국은 23 개국 및 지역과 FTA 를 체결했고 중국과 FTA 를 

체결한 ‘펑요췐 ( 朋友圈 )’ 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 

그래서 화물 ‘신분증’ 인 원산지 증명서가 갈수록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 때문에이 인증서는 제품이 국제무역 영역에 들어갈 ‘경제 국적’ 과 ‘여

권’ 이기도 하고 자유무역 동반자 관세감면과 기타 특혜대우를 누리는 중요

한 증거이기도 하여 국제무역에‘종이황금’으로 불리고 있다 .

‘Mr. 유들’ 이 자유무역구 전략이 가져온 정책 보너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칭다오 커우안이 자유무역구 전략 구현에 초점을 두고 전

국에서 최초로 구축한 지방경제무역 협력 추진 시스템 때문이다 .

지난해 칭다오 커우안에 가장 먼저 국가 자유무역구 (FTA) 전략 지방

경제무역 협력추진 시스템을 건립하고 전국에서 첫 번째로 이 일을 전개하

는 유일한 기지건설 도시로 되고 정책 지식 교육 , 실시 효과 평가 , 대외 협

상 데이터 조사 연구 , 복제 보급 혁신 연구 및 교류 협력 활동 등 ‘5 대 기지’ 

를 중점적으로 건설한다 .

지금 칭다오 커우안에 세관 검사 상무 등 관련부처가 ‘자유무역구 우

대정책 수많은기업에 진입’ 활동을 주최하고 원산지 비자 서비스 ‘현현통 (縣

縣通 )’ 사업을 시작하며‘FTA 화물 통관 전용 창구’ 를 설립한다 .

수입 소고기 3 일에 출시
호주산 소고기 , 곡식을 기르는 미국산 소고기 , 천연 풀을 먹이는 뉴질

랜드산 소고기 , 루시 ( 魯西 ) 황소 ... 칭다오 푸순로 ( 撫順路 ) 도매 시장에 

몇 개 소고기 판매대 업소용 냉장고 안에 십 여 가지 포장된 소고기가 놓여 

있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수입된 것이다 .

‘우리 시장에 판매하는 소고기 중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수입해 온 

것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노점상 주인 MR. 손이 이렇게 말했다 . 최

근 년간 칭다오 시장의 수입 소고기가 갈수록 많아지고 , ‘이런 소고기가 수

입된 것에 불구하고 신선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가격도 국산 소고기보다 

비싸지 않아서 매출이 매우 좋아요’.

이 소고기는 3 일 전에 아직 한 마리 고기소였는데 아르헨티나 , 호주 

혹은 뉴질랜드의 목장에서 여유있게 먹이를 먹고 있었다 .

산동출입국검사검역국의 통계 데이트에 따르면 최근 년간 칭다오 커

우안에 소고기수입 물량이 빠른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 2012 년 

1,712 톤부터 2014 년 27,774 톤으로 급성장되어 증가폭이 1522% 를 달

한다 . 수입 나라를 보면 주로 호주 , 뉴질랜드 , 우루과이 , 브라질 등 국가

이다 .

시민 식탁에 수입 소고기를 갈수록 쉽게 살 수 있고 실속있는 생활은 

무역 편리화 때문이다 .

편리화 효과가 숫자로 구체화되면 더욱 직관적일 것이다 : 올해 상반기 

2017 년 10 월 26 일  제 10 판

칭다오 해관과 검사검역 기관이 연합하여 수출입 기업이 ‘한번의 통관’ 을 하면 된다 . 장진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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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커우안에 수입 육류 제품의 검사 통과 주기가 4 일이 단축되고 ; 수입 과일 검

사 통과 주기가 1~2 일로 단축되며 수입 냉동 수산물 당일 내에 검사 신고하여 통과

하는 것은 실현되었다 . 

“육류 제품 수입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산동출입국검사검역국이 ‘수입 육류 일체

화시설 주점 현장 검사검역 작업 모델 개혁’ 을 전면적으로 가동했다 .” 산동출입국검

사검역국 식품처 부처장 쟈오홍창 ( 焦宏強 ) 이 이렇게 말했다 . 이 때문에 검역국은 

수입육류 지정 항구의 일체화시설에 전문적 기관을 설립하여 수입 육류 등 제품의 현

장검사를 담당한다 . 현장에서 이동 단말기 , 법을 집행 기록기 등을 배치하여 주점 현

장 검사 , 샘플 선출 송부 , 합격 판가 등 업무를 실현하고 제때에 수입육류를 검사하

고 즉시 증서를 발급한다 . 

지금까지 이 기관 주점에 매일 냉동기 검사 가능 수량은 80 개에 달했고 예전보

다한 배를 높였다 . 화물차의 현장 검사시간을 줄여서 트럭마다 평균 200 위안 / 월의 

대기료가 감소되고 컨테이너마다 종합적 절감 비용은 약 500 위안이며 냉장고의 순

환 이용률과 물류 수송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

엄청난 따봉을 받는 스마트폰 앱
‘대외무역 대리 기업에게 시간과 비용은 기업 생존의 레드라인입니다 .’ 칭다오성

업 ( 成業 ) 물류유한회사 검사신고부 메니저 염효설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핸드폰

을 흔들여서 두 달 전에 새로 다운로드한 스마트폰 앱을 켜고 “ ‘국검창 ( 國檢窗 )’ 사

용 후 우리는 가서 줄을 설 필요가 없고 그냥 핸드폰에서 손가락으로 클릭해서 검사검

역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좋아요’ 를 누릅니다 ."

‘쿵쿵’. 핸드폰 그 쪽에 , 산동출입국검사검역국의 직원도 역시 신호음을 들었고 

기업이 ‘국검창’ 을 통해 신고 제출한 자료와 정보를 열중해서 처리하며 때로는 기업

이 온라인에서 제기한 의문을 즉시 답해야 한다 . 

‘어떻게 종이 없는 창구 건설 , 통관 편리화 개혁 등 작업 목표가 수출입 기업의 

수요와 결합하는가에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서 기업이 획득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창구 전환 업그레이드의 핵심입니다 .’ 산동국 통관처 처장 상란정이 “ ‘국검창’ 이 기

업에 시간과  돈 절약에 도와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기관과 기업이 소통하는 교

량이기도 하고 기업은 검사기관이 바로 그들의 옆에 있다고 느끼게 한다 . 

8 월 14 일 전국 최초의 검사검역 핸드폰 서비스 App ‘국검창’ 이 전면적으로 운

행하기를 시작했다 .

수출입 기업이 ‘국검창’ 을 통해 수시로 핸드폰에서 모든 창구에 직원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주관 업무 ,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다 . 핸드폰으로 전화와 조회를 할 수있어

서 원클릭으로 검사기관과 기업을 연결하게 된다 . ‘국검창’ 을 통해 핸드폰에서 바로

검사검역 업무인 줄을 서기 또 예약 , 검사신고 부속서류의 무지화 전송 , 통관

증서 인쇄 신청 및 검사검역 증명서 택배 신청 등을 전개한다 . 매번에 화물 통

관시간 0.5 일을 단축하고 검사신고 기업마다 1~2 명 현장 직원을 줄이게 되

며 ‘정보가 많이 달려가고 기업이 적게 뛰어다니다’ 는 것을 실현한다 .

인터넷 시대에 검사검역이 인터넷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를 제

고하는 것은 칭다오 커우안에 흔히 보인다 . 

응용 소프트웨어가 실제적 창구로비의 서비스 사항을 핸드폰으로 이전시

켜 업무 조회 , 업무 처리 , 업무 예약 및 감독 평가 등 기능을 일체화로 통합하

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심도있는 융합 , 기능 상호보조의 무지화 창구 서비스 

새 모델을 조성할 뿐만아니라 검사검역 서비스를 ‘손바닥 시대’ 에 진입하도록 

추진한다 .

기업들이 보내온 다섯 통 감사의 편지
1 월 26 일 , 정월 스물 아홉 오전이다 . 4300 톤 에틸렌을 적재한 배가 동

가구항에 도착했다 .

2017 년 10 월 26 일  제 10 판2017 년 10 월 26 일  제 10 판

칭다오 납세자가 핸드폰으로 세금처리 가능하며 사진은 칭다오시 보세구 국가세무국의 직원

이 핸드폰에서 세금처리의 등록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 장진강 쓰췌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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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물은 칭다오하이징 ( 海晶 ) 화공그룹유한회사가 구입한 중요한 화공 

원료이다 . 마침 설날 연휴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면 기업이 정식적 방학 

전에 통관 수속을 처리하지 못한다 . ‘만약 명절 후에 처리하면 선박이 항구에 

정체로 생긴 각종 비용이수십만 위안을 달합니다 .’ 이 회사의 관련 담당자가 

소개한다 .

이 상황을 알아본 후 황도 검사검역국 , 산동검사검역국화광기술센터의 직

원들이 첫시간에 기선에 올라 검역 , 샘플 추출 , 실험실 현장 검사 , 검무를 마치

고 즉시 증서를 발급했다 . 결국 기업이 그날 밤에 검사 증명서를 받았고 제때에 

통관 하화를 완성했다 .

사후 회사는 특별히 감사의 편지를 산동출입국검사검역국 사무실에 가져다 

주었다 .

얼마 전에 이 산동국 사무실이 방금 다른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

이 감사의 편지는 중화홍윤석유화공유한회사가 보내온 것이다 .

‘우리의 원유 배가 바다를 건너 항구에 정박하고 검사 인원이 가장 먼저 선

박에 올라 측정과 샘플 추출 업무를 한다 .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들이 업무 

시간이 완전히 혼란되어 시간의 한계가 없어지고 근무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낮과 밤도 가리지않다 . 심지어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고 배가 정박하는 시간은 

꼭 그들의 근무시간이다 .’

올해 들어 산동출입국검사검역국 사무실이 잇따라 이와 같은 다섯 통의 편

지를 받았다 . 남어지는 중석화 , 칭다오항구 , 연합석화가 보내온 것이다 .

감사의 편지는 칭다오 커우안이 무역 편리화를 추진하는 실제적 행동을 보

여주고 있다 .

신구 동력 전환을 추진하고 ‘팡관푸 ( 放管服 )’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기 

위해 칭다오 커우안이 계속 무역 편리화의 조치를 혁신하여 좋은 대종 자원성 상

품이 신속히검사 통과되는 것을 촉진한다 . 

작년 10 월 이래 , 산동출입국검사검역국이 연이어 < 산동검사검역국 대통

관 건설 진일보 추진에 관한 통지 > 와 < 산동검사검역국 지도부 건설 업무팀 인

솔 지속 심화 등 여섯 가지 중점공작 지도적 의견 인쇄 배포에 관한 통지 > 등 문

건을 하달했고 대통관 건설을 추진하는 구체적 요구와 진도를 명확했 .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올해 1~7 월 , 황도 커우안에만 원유 3578 만톤을 수입하여 전국 수입 총량

의 1/6 을차지한다 . 철광 수입 물량 5064.8 만톤으로 전국 수입 총량의 1/10 을 

차지한다 . 이 커우안에 대종 광산물의 평균 검사검역 통과시간이 13.38 일로 전

년동기 대비 18% 줄여서 전국 시스템 평균시간보다 43.3% 훨씬 적다 .

2017 년 10 월 26 일  제 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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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해외거래’ 실현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인 가나,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에 칭다오 아오

커마 냉장고를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것은 칭다오 칭졘(青建)그룹 ‘칭졘 +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 서비스 플랫폼에 다리를 놓아 관계를 맺어 준 

덕분이다. 칭졘그룹은 칭다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기업 ‘저우추취’ 에 

조력하는 축소판 뿐이다. 며칠 전 칭다오에서 개최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해외 시장 확장 특별 설명회에서300 여개의 칭다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 대외무역 기업의 대표가 참가하였고어떻게 크로스보더 전

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거래’ 를 실현하는가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 검

토했다. 

칭다오시 상무국의 데이터를 따르면 올해 1~9월 칭다오 크로스보더 전

자상거래의거래액이 158 억 위안에 달했고 연간 200억 위안을 돌파할 전망

이다.

크나큰 거래 데이터를 뒤에 칭다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모

델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에 덕분이다.

칭다오 하이얼그룹이 창설한 하이마오윈상 플랫폼에 ‘인터넷 + 빅 대외

무역’ 인 새로운 모드를 탐색하여 ‘통합, 개방, 투명, 편평화’ 방식으로 수출

입 무역 생태망을 만든다. 올해 지난 5개월 동안 플랫폼에 수출액은 1억 달

러를 돌파했고 비축된 기업 고객이 4000개를 넘었으며 공급체인 고객이 300

개를 초과했고 10 여개 성시(省市)에 두루 미쳐 11개 업종과 관련되며 해외 

구매업체가 1300개를 넘었다. 

칭다오 타이샹퉁다(泰翔通達)가 구축한 중국-아프리카 인터랙티브 크

로스보더 상무플랫폼은 중국-아프리카 인터랙티브 고급 상무교류 플랫폼

이 되어 중국 제품 수출 보급 업무에 집념한다. 지금까지 동부 아프리카 17 

개국과 지역의 마케팅 통로를 만들었고 신속하고 가시적인 수출 조작을 실

현한다.

아울러 칭다오에 많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브랜드 기업이 배출되

2017 년 10 월 26 일  제 10 판2017 년 10 월 26 일  제 10 판

글 / 송효화

청도 교주만대교



海
外
版

PEOPLE'S  DAILY  OVERSEAS  EDITION

海
外
版

052 053추몽 칭다오 추몽 칭다오

었다. 신화진신마오환구, 쿠트어 스마트 등 주력 기업과 가발, 의류 등 우위 

업종이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다. M2C (공장 대 소비자), 크로

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리스크 제어 시스템 등 전국에 이름나고 업계에 견

인력이 현저한 새로운 상무 모델로 칭다오가 전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분

야에 호감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칭다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의 발전은 좋은 정책 토대를 따날 수 

없다. 2016년4월부터 칭다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건설을 

정식으로 시작한 후칭다오시 상무국은 해관, 검사, 세무, 외환 등 감독부서 및 

관련 금융기관과 연합하여 연이어 40여 가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발전

을 격려하는 조치와 60 가지 금융서비스 사항을 내놓았다. 그 중에 외환관리

국이 국가외환관리총국에 6 가지 시행 정책을 신청 시행했고 ‘수출자가 외화

를 회수하며, 수입자가 외화를 지급한다’ 는 원칙을 돌파해서 종합 서비스 플

랫폼의 발전에 좋은 정책 지원을 제공하였다.

칭다오시 상무국 관련 담당자 소개에 의해 최근 년간 칭다오는 독특한 커

우안 우위,산업 우세를 발휘하여 지금까지 27 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산

업 단지를 건립했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 약 1000개를 모았으며 

‘생산과 무역 융합’ ‘금융창신’ ‘복합운송’ ‘전환 업그레이드’ ‘상업과 무역 일

체화’ 등 우위 특색을 혁신적으로 형성하였다.

칭다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건설에 국내외 유명한 기업

들이 진주하게 되기를 이끌어 왔다.

‘중국-파키스탄 크로스보더 산업연맹’ 은 중국-파키스탄 무역, 중국-파

키스탄 통관,스마트 물류, 공급체인 금융자원 등 연맹자원을 이용해서 칭다오

의 기업들이 파키스탄에 신속하게 시장을 확장하게 되기를 한다.

글로벌마켓그룹의 크로스보더 거래 엔진이 칭다오 양질의 제조업체의 제

품이 Amazon, Ebay 등 B2C 플랫폼을 통해 세계에 나아가고 ‘칭다오 제조’ 

가 ‘글로벌 브랜드’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조력한다. 제로 기반에 운영되는 제

조업 기업에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서비스 지원 교육, 크로스보더 생

태권의 전방위 정책 지지를 제공한다.

다음 칭다오는 산업 지원 정책 및 재정 자금의 상가효과를 발휘하고 ‘단

일창구’ 보급, 공공 해외 창고, 시장주체 강대화 등에 지원 정책을 내놓고 크

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에게 양호한 발전 소프트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칭

다오는 융자, 인재 등 통성문제에 대해 관련 유력 기업을 초청해 자원 도킹 활

동을 개최하여 칭다오 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 생태권을 만든다.

2017 년 10 월 26 일  제 10 판2017 년 10 월 26 일  제 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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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보고서에서 ‘전면 

개방 신구도를 형성하도록 추진한다’ 고 제기했다. 지방경

제무역 협력이 어떻게 더 넓고 더 깊은 분야에 매진하는

가?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는 경제협력 파트너는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힘이다.

11월 17일 칭다오는 일본 도쿄에서 ‘중일 지방경제무

역 협력 칭다오 포럼’ 을 개최했다. 칭다오의 오랜 친구—

경제무역 협력 동반자 도시 삿포로 시장 아키모토 가츠히

로가 특별히 축전을 보내왔고 두 도시가 경제 분야에 협력 

교류를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3일 만에 칭다오는 중영 지방경제무역협력의 시범 도

시로서 영국 런던에 와서 ‘중영 지방경제무역협력 칭다오 

포럼’ 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칭다오와 영국에 있는 경제협

력 동반자 도시—리버풀 시가 협력 심화에 관한 양해각서

를 체결했다.

이런 대화를 성공하게 달성한 것은 칭다오가 세계에 

나아가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 를 건립하는 시스템 때문이

다.

중앙에서 지방경제무역협력을 깊고 실속있게 만드는 

요구에 따라 칭다오는 이 혁신적 시스템을 통해 호동교류

를 추진하고 협력을 확대하며 새 시대에 대외개방의 새로

운 거점을 만든다.

국가급 협력 플랫폼 구축
칭다오가 ‘저우추취(走出去)’ 하여 파트너를 사귀는 

것은 2012년부터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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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년 2 월에 당시 중국 국가 부주석였던 시진핑이 팀을 이끌어 미국 방

문 기간 중미 지방경제무역협력 교류의 시스템을 건립한다고 제기했다. 칭

다오가 신속하게 반응을 나타내어 2013 년에 중미 지방경제무역협력의 중

점 도시로 심사 비준되었다.

이로부터 칭다오 대 미국 경제무역 협력은 원래 단순히 상 (협)회 간의 

교류 협력에서 지방 정부를 중점으로 한 전방위 교류 협력으로 전환되었다.

이 국제급 협력 플랫폼을 통해 칭다오와 미국 지방경제 협력이 갈수록 

폭넑게 된다.

2013 년 8 월 칭다오 공항부터 미국 제7대 공항—샌프란시스코 공항

까지의 대륙간 여객운송 직항 국제선이 정식으로 개통되어 칭다오시 심지

어 산동 지역에 ‘미국으로직항한다’ 는 여객 국제선 제로 기록의 돌파를 실

현했다.

중미 지방경제무역 협력의 중점도시에 덕분에 조지아 주립대학교와 중

국대외경제무역대학교가 협력하여 칭다오에서 ‘중미상학원’ 을 창설했으며 

상무, 금융, 법률, 리스크 관리 등 분야의 고급 전문인재를 키운다.

아울러 칭다오가 끊임없이 미국과의 지방 경제협력의 내용을 혁신

한다.

2014년 9월 칭다오가 연이어 미국 시카고, 조지아 주와 국제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립하여 전방위 협력을 시작했다.

작년 미국 칭다오공상센터가 정식으로 설립되어 칭다오와 미국이 지방

경제 협력의 새로운 교량을 구축했다.

칭다오는 중미 지방경제무역 협력의 중점도시일 뿐만 아니라 중영 지

방경제무역 협력의 시범도시이기도 하다.    

2015년 10월에 시진핑 주석이 영국에 대한 국빈 방문 기간 중영 지방

무역투자 연합작업팀이 설립되었다. 칭다오가 다시 적극적으로 호응한다. 

두 달 후, 상무부가 칭다오를 중영 지방협력의 중점도시로 확정했다. 

<칭다오시상무국 및 영중무역협회 중영협력산업단지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를체결했고 중영 혁신 산업 단지를 계획 건설하며 올해 11월 9

일에 이 산업 단지가 정식으로 시작된다. ‘중영 지방투자무역협력 포럼’ 에 

참석하고 <칭다오시 중영 지방무역투자협력 중점도시 건설 실시방안>을 

작성하여 인쇄 발부한다...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칭다오와 영국 지방경제무

역 협력을 새로운 고도로 끌어 올린다.

전문가들이 중미, 중영 지방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하는 국가의 톱 레벨 

디자인으로서 칭다오가 적극적 행동으로 선기를 붙잡아 순리적으로 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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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영 국가 간의 협력플랫폼에 들어가게 되어 칭다오와 미국, 영국 지방경제 협력의 

신국면을 개척했다.

지방협력의 새 모델 조성
경제협력 동반자 도시는 칭다오가 대외 지방경제 협력을 개척하는 데 실시한 혁

신적 조치이다.

2012년 8월 2일에 칭다오는 한국 부산과 첫째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 양해 각서

>를 체결했고 두 도시가 항구 물류, 무역, 금융, 관광, 현대 서비스 산업 등 분야에 양

방향 협력을 심화한다고 확정했다. 그 후 칭다오가 ‘저우추취’ 하여 경제협력 동반자

를 만드는 속도가 갈수록 안정되고 점점 더 빠르게 된다.

칭다오시상무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칭다오는 세계 72 개 도시 (성

주, 기관)와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립했고 세계 6대 대륙에 미쳐 32개 도시, 13

개 성주(省州) 혹은 대구역, 27 개 기관을 포함하고 46 개국 및 지역과 관련된다.

국제적 ‘펑요췐(朋友圈)’ 확대에 따라 2013년에 칭다오가 <해외도시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 건립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해서 향후 해외도시와 경제협력 동반자 관

계를 건립하는 것을 통해 해외도시와 전방위 경제무역 교류를 주체로 한 새로운 협력

구도를 조성한다고 명확했다. 

‘펑요췐(朋友圈)’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교류협력 플랫폼의 건립은 자연히 형성된

다.

2014년 한여름 8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13개 ‘파트너 도시’ 가 칭다

오를 방문하고 ‘칭다오 국제경제협력 동반자 도시 원탁 회의’ 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파트너들’ 이 한자리에 모여서 검토하고 <2013/2014 칭다오 국제경제협력 동

반자도시 연차 보고서> 를 성공으로 발표했고 201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칭다오 국제경제협력 동반자 도시 원탁 회의’ 를 개최한다고 약속했다. 

이런 ‘파트너들’ 은 이미 칭다오가 대외개방 확대에 가장 좋은 주석으

로 된다.

만약에 ‘저우추취’ 하여 파트너를 만드는 것은 칭다오가 폭넓게 친구

를 사귀는 제1단계이며 공상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역시 칭다오가 친구들

과 계속 연락하기 위해 설립한 종합 ‘역참’ 이다.

이런 공상센터가 칭다오시를 대표하여 주외국 상무대표 기관의 업무 

기능을 수행하여 칭다오 기업들이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데 서비스를 제공

하며 양방향 투자무역 협력을 촉진하고 동시에 ‘인재 유치’ 작업을 중시하

며 해외 인재 유치에 서비스하며 그의미는 매우 대단하다. 

현재 싱가포르, 한국 부산, 독일 뮌헨,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본 도

쿄, 이스라엘 텔아비브, 중국 홍콩에서 총 7 개 칭다오공상센터를 건립

했다.

칭다오시 해외에서 설립된 최초의 상무대표 기관으로서 싱가포르 공

상센터가 칭다오와 싱가포르 협력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공상센터 설립 

일주일 후 칭다오시와 싱가포르가 정식으로 도시 발전 전역 협력을 시작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싱가포르에 양측 협력을 ‘도시 발전 전면적 협력’ 

이념으로 향상시키는 도시로 된다.

작년 5월에 미국 칭다오공상센터가 정식으로 건립되었을 때 주샌프

란시스코 중국대사관 총영사 루린췐이 미국 칭다오공상센터의 성립은 ‘양

국정상이 합의했던 공감대에 관한 구체적 새로운 성과이며 중국 관련 성

(省)이 캘리포니아 주와 건립한 성주무역협력 시스템의 내용을 더욱 풍부

하게 했다. 칭다오공상센터가 칭다오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의 경

제무역 협력, 양방향 투자, 인재 교류를 심화하기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했고 중국 동남 연해 지역과 미국 서해안 간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매

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호왕래로 윈윈실현
2014년에 미국 IT 업계 거두—후이푸HP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칭다

오 기회’ 를 찾았고 여기서 글로벌 빅데이터 응용연구 및 산업 시범기지를 

투자 건설하고 HP회사의 중국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가 되었다.

지난해 6월에 미국에서 온 세계 500대 기업인 아마존도 칭다오에 눈

길을 돌려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AWS) 가 칭다오 시정부와 전략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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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쌍방은 칭다오－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연합창신

센터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정보, 기술, 인재, 자본을 모아 인터넷 기업 성

장의 생태 플랫폼을 만든다. 이것은 아마존 중국에 건립한 최초의 클라우드 

서비스 연합창조센터이다.

동시에 칭다오는 중국 브랜드의 도시로서 칭다오의 기업도 국제로 빠

르게 나아간다.

11월 14일 칭다오의 경제협력 동반자 도시—일본 도쿄에 하이센스 그

룹에 속한 상장회사 하이센스 전기주식유한회사가 도시바주식회사와 도시

바영상솔루션 지분의 95%를 정식으로 하이센스에게 양도한다고 발표했다. 

양도 완료된 후 하이센스 전기회사가 도시바 텔레비전 제품, 브랜드, 운영 

서비스 등 일괄 업무를 가지게 되고 도시바텔레비전 세계적으로 40년의 브

랜드 수권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칭다오의 유명한 기업인 하이얼도 칭다오가 파트너를 사귀

는 발걸음에 따라 세계적 경영 체인을 배치한다.

지난해 1월 15일 오후 가전 산업 펑요췐에 칭다오 하이얼 공식으로 발

표한 중대자산구매 예산안으로 도배되었다. 이 회사는 미국 제네럴 일렉트

릭과 <지분 및 자산 구매 협의>를 체결해서 제네럴 일렉트릭한테서 가전 

업무 관련 자산을 구매하고 거래액은 54억 달러이며 당시 중국 가전 기업 

해외 인수 역사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실례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들 수 없다: 미국 칭다오공상센터

가 관계를 맺어주는 것에 의해 칭다오싼샹과기(三祥科技)가 미국 Harco 회

사를 인수했고 칭다오선치린(森麒麟)타이어가 미국 조지아 주에 정착했다. 

동시에 신형 동태 혈당기, CRA-T면역치료센터 등 프로젝트가 칭다오에 정

착하였다.

칭다오에 투자하는 외자기업이 현지의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해

외로 진출’ 하여 윈윈을 실현한다.

영국 유명한 회계사 사무소—푸화용다오가 칭다오에서 설립한 분소가 

하이얼이 산요(三洋)전기, 뉴질랜드 Fisher&Paykel,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 가전 업무를 성공으로 인수하는 데 도와주고 칭다오항이 홍콩 연교소

에 성공적으로 상장하게 협조한다.

갈수록 더 많은 실례가 증명하듯이 글로벌 가치 체인이 긴밀하게 융합

되는 오늘날에 칭다오가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지방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드

를 혁신하여 심도있는 윈윈협력의 새 시대를 열을 것이다.

2017 년 11 월 23 일  제 10 판2017 년 11 월 23 일  제 10 판

칭다오 풍경



海
外
版

PEOPLE'S  DAILY  OVERSEAS  EDITION

海
外
版

063추몽 칭다오

2017 년 12 월 07 일 제 10 판

칭다오 : 문명을 도시 저
력으로 내재화

연속 전국문명도시 선정  국제도시 기준과 연결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회의에서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로우면서도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을 이룬다’ 고 제출했다. 제19차 당대

회의 정신을 관철 수행하여 문명을 도시의 문화적 저력으로 내재화시키는 것은 

칭다오가 스스로 꾸준히 노력하는 방향으로 된다.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칭다오는 꾸준히 문명도시 건설을 추진해 왔다. 

2005년에 칭다오는 전국 부성급성시(副省級城市) 측정•평정에 2위를 차지한 

우수성적으로 제1차‘전국문명도시’ 로 선정되었고 2011년, 2015년, 2017 년에 

연속 세 번으로 이 특별한 영예를 었다.

문명도시를 만드는 것은 칭다오에 대해 파립을 통해 도시 질적 변화를 도

모하는 성대한 일인 것 같다. 도시가 자가혁신을 시작했고 도시의 풍격과 이미

지를 만들어냈다.더 귀한 것은 칭다오가 문명도시를 만드는 것은 국제도시 전

략을 추진하는 것과 연결하여 도시 발전 심층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융합함으

로써 정례화 문명도시를 만든다.

명예의 장
‘전국문명도시’ ‘포장’ 은 엄격한 요구를 거쳐서 얻었으므로 쉬운 일이 아

니다.

전국문명도시는 전국에서 모든 도시 브랜드 중에 금함량(실질적 가치)이 

최고의 것이며 지금까지 국내 도시 종합 평가 중에 최상의 영예이다.

신판 < 전국문명도시 평가체계> (2015-2017년)의 정의에 따라 전국문명

도시의 칭호는 도시사회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종합적 명예 칭호이다. 

‘전국문명도시’ 의 영예를 얻으려면 평가 선정에 참여한 도시들이 3대 분

야, 12개 평가 항목, 90가지 평가 사항, 188조 평가 기준으로 된 엄격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그리고 평가 지표마다 국가의 각 부 위원회 판공실이 공포한 최신 

최고의 기준이다.

문명도시는 단지 도시의 명예 칭호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중요한 브랜드이

기도 하고 도시 종합 발전 수준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이다.

규칙에 따라 전국문명도시는 3년에 한번씩 선정하여 표창한다.

글 / 조위

2017 년 11 월 23 일  제 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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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전국정신문명건설표창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대회에서 새로 선정된 전국

문명도시, 전국도덕모범 등을 표창했다. 칭다오

시가 재검사를 통과해서 계속 ‘전국문명도시’ 명

예 칭호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칭다오가 연속 ‘전국문명도시’ 로 선정된 것

은 명실상부하다는 것은 디테일에 충분히 나타

난다.

표창 회의에서 칭다오 산하의 교주시가 현

급시 중에 수석을 차지한 우수 성적으로제5회 

전국문명도시로 선정되었다. 중처(中車) 칭다오

쓰팡(四方)기차차량주식유한회사의 고급 기술자 

녕윤전이 전국도덕모범으로 선정되었다. 칭다오

시 황도구 육신(育新)유치원 원장 팡치오샹이 전

국도덕모범 지명상 수상을 받았다.

또한 칭다오 산하에 전국문명촌진 5개, 전

국문명단위 8개, 전국문명캠퍼스 2개, 전국미성

년자 사상도덕건설 선진공작자1명을 선정되었

다. 

칭다오시 문명판(文明辦)의 데이터에 의해 

지금까지 칭다오시에 전국도덕모범 2명,지명상 

수상자 4명, ‘중국호인방(中國好人榜)’ 입선자 

74명, 산동성도덕모범 30명,지명상 수상자 27

명, 산동호인방(山東好人榜) 입선자 256명, 전

국문명가정 2 가구가있다. 칭다오교운(交運)그

룹 ‘애심 역참’, 타이핑쟈오(太平角)사구(社區), 

샤오포다오(小鮑島) 사구(社區), ‘즈쟈오다오(支

教島)’ 프로젝트와 리옌자오(李延照), 숭궤이화

(宋桂華) 등이 중앙선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전

국 ‘레이펑(雷锋)을 배우는 활동 시범지’ 등 선진

적인 전형(典型)으로 선정되었다. ‘즈쟈오다오

(支教島)’ 리수팡(李淑芳),칭다오 대중교통 그룹

의 천러러(陳樂樂)가 중국지원봉사연합회에서 

‘중국지원자’ 로선정되었다.

칭다오가 다년간의 노력으로 전반적인 

도시 문명의 수양을 육성했고—수여 받은 영

예를 간단히 나열하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

다:

최근 년간 칭다오시는 잇따라 중국 경

제활력 최고 도시, 국가역사문화명성, 중국 

브랜드의 도시, 중국 주거 환경상, 국가위생

도시, 국가 환경보호 모범도시, 국가원림도

시,전국 무상헌혈 선진도시, 국가 식품안전 

시범도시, 국가 지적재산권강시 창건시, 국

가절수도시, 중국 스마트도시 창신상, 전국 

사회치안 종합관리우수도시 등 명예 칭호를

얻었다.

  문명의 도시
11월의 칭다오에 찬바람이 불기를 시작

했지만 사람들이 마음 속에 훈훈한 느낌이넘

쳐 있다.

11월 26일 오전, 어느 부모가 고열량

궐의 아이를 안고 칭다오 청양구(城陽區)인

민병원의 진찰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회의에 

참가하러 온 청도대학교 부속병원 의사 장

옌(姜彦)이 아이의 입이 혈투성이 되는 것을 

보자마자 앞으로 가서 병세를 물어봤다.그

의 도움으로 그 아이를 봤던 순간부터 병원

에 보내어 응급치료를 받은 때까지 8분도 안 

되는 시간만 걸렸다.

<칭다오 문명망> ‘문명을 강조하고 새

로운 기풍을 세우자’ 는 칼럼에 장의사와 같

은 호인호사(好人好事)에 대한 보도가 매일 

두 편의 빈도로 즉시 업데이트되고 있다.

새 기풍을 세우고 사람을 교화한다.

시민 개인이 무심코 나오는 ‘선의’, 조직

기관이 추진한 ‘자선 행위’, 큰 사랑으로 도

2017 년 11 월 23 일  제 10 판2017 년 12 월 07 일 제 10 판

칭다오 서해안 신구 중의원의 의료요원들이 거리에서 무료로 노인에게 

건강검사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장진강 구여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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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문명의 힘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이 도시 문명의 힘은 보통 사람의 자선 행위로 구현되기도 하고 도시 관

리,사회 치안, 환경 보호, 정부 서비스로 구현되기도 한다...

디지털화 스마트 시스템에 힘입어 칭다오가 엄청난 정보를 구체적인 사항으로 

추출하고 도시 모든 디테일을 잘 관리하여 문명화 수준을 높인다:

‘스마트 칭다오’ 의 건설 목표에 초점을 두고 칭다오는 2015년 말까지 디지털화 

도시 관리 2차 프로젝트 건설을 이루었다. 이 시스템이 운영된 후 칭다오시는 도시관

리에 총 550여만 건의 문제를 발견했고 530여만 건을 종결해서 안건 종결률이97% 

에달한다.

민중의 안전감, 사회적 안전도는 도시 문명화 수준에 중요한 표지이다.

칭다오는 빅데이터 기반에서 입체화 사회치안 예방제어 시스템을 보완하고 영상 

단속 시스템 전체포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유동 인구 서비스 관리를 강화하고 110 

신고 접수 처리 작업을 규범화하며 치안 사건 ‘경조연동(警調聯動: 분쟁조정에 공안기

관의 행정조정과 사법기관의 인민조정 결합)’ 방식을 보급하고 문명교통 행동계획을 

계속 실시한다. ‘횡단보도 예양’ ‘차선변경 시 방향 지시등 안 켜기’ 등 단속 특별 활동

에 역점을 두어 도시 교통의 질서를 최적화시킨다.

붉은 기와와 짙은 나무 숲, 푸른 바다와 하늘의 칭다오는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

는중요성을 알고 있다.

며칠 전에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영도간부 천연자원자산 이

임감사 잠행규정>을 인쇄 배포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고 정례화의 감사제도가 공식

으로 건립된 것으로 상징한다.

칭다오 교주시는 최초로 이 감사업무를 탐색한 도시 중의 하나이자 교주시가 했던

천연자원자산 부채표 편성, 천연자원자산 지표평가 시스템과 직책확정 기준 작성 등 업

무도 전국에서 최초로 한 것이다. 심계서가 ‘교주의 경험’ 을 전국적으로 보급한다.

지방정부가 서비스와 문명창건이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대해 칭다오가 아주 좋은 

접속점을 찾아냈다:

칭다오시는 빅데이터 응용과 문명도시 만들기를 결합하여 사회관리와 민중을 서

비스하는 각 분야 각 환절에 융합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 지향을 형성하여 부단

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민중 이익의 최대공약수를 모색한다.

일찍이 1999년에 시 당위원회, 시정부의 포털 사이트인 칭다오정무망이 ‘시장 

우편함’ 을 개통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정부와 인민 간 소통을 하는 도

시가되었다. 이달 초 2017 년 칭다오시 정부부처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시민의 의견

을 들어주며 시민이 평의하기를 요청한다’ 는 ‘삼민(三民)’ 거버넌스 문의활동을 본격

적으로 가동했다. 칭다오는 시민에게 정책을 문의하는 데 집권방식 개혁의 삼부곡(三

部曲)을 나타냈고: 집권이념의 전환부터 집권방식의 개혁까지, 집권효가의 향상까지 

집권방식 개혁을 심화하는 실천력을 나타낸다.

  혁신적 행동
묵직한 ‘전국문명도시’ 의 상패는 칭다오가 도시문명의 수준을 새로운 높이에 끌

어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매번의 칼날을 안쪽으로 향해 자가혁신

을통해 이 땅에 문명정신을 응집하고 승화시켜 도시 심층에 융합하고 백성들에게 혜

택을 주는 귀중한 경험과 최고의 영광으로 된다.

하지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시문명의 품성을 이룩하려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15년부터 칭다오는 제5차 전국문명도시창건 업무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노

패(老牌: 역사가 오래되어 명성이 쌓임)’ 의 ‘전국문명도시’ 로서 칭다오시는 창건초기

에도 ‘단순히 창건을 위한 창건이 아니다’ 는 사업방향을 확정했고 문명도시의 창건에

정례화되고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 年 12 月 07 日   第 10 版 2017 年 12 月 07 日   第 10 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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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는 예로부터 문명도시창건에 ‘지구전(持久战)’ 을 잘 쳐야 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서서 문명을 진정하게 도시의 ‘유전

자’ 가 되게 한다.

최근 칭다오 각종 공공장소, 대중 매체에 문명디테일 알림말이 자주 나

온다. 금지나벌금으로 시민의 행위를 구속하는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달리 

이런 알림말은 시민 일상생활에서 흔히 저지르는 사소한 문명화 아닌 구체

적 행위에 접속점을 두고 ‘당신은잘 알아요, 잊지 마시고요’ 등 따뜻하고 작

은 알림말의 방식으로 문명예의 홍보 창의활동을 전개한다.

규구가 없으면 사각형과 원을 그릴 수 없다. 칭다오는 문명이 규칙에서 

법적 분야로 상승하게 하는 것을 탐구하고 올해1월1일부터 <칭다오시 문명

행위 촉진조례> 를 실시하여 법률 방식으로 시민의 행위가 문명화되게 규범

화한다. 칭다오는 이로써 국내에서 네 번째, 산동성에서 최초로 문명행위에 

대해 입법하는 도시로 된다.

칭다오는 문명도시창건과 국제도시 전략의 추진을 유기적으로 융합시

킨다.

최근 년간 칭다오시는 연이어 <칭다오시 개방발전 이념 현실화하

여 국제도시 전략추진 실시개요> <칭다오시 ‘국제화 +’ 행동계획 추진 

(2016~2014년)> 등 문건을 인쇄발표했고 행동의 목표, 책임 분업, 구체적 

조치를 명확하게 하고 문명도시창건의 요구를 국제도시 전략 계획에 융합시

켜서 두터운 문화적 축적을 양성한다.

문명은 도시의 내재적인 성격이고 도시 행복의 속뜻이며 도시 성장을 

추진하는 동력이다.

며칠 전, 칭다오시 <도시환경 품질 높이고 아름다운 칭다오 건설의 3년 

행동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2020년까지 도시 시설의 계획 건설 수준이 뚜렷하게 

제고되고 공공서비스 보장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며 도시 면모가 끊임없

이 향상되고 도시 이미지가 더욱 아름답게 되며 도시 관리 시스템이 더욱 완

벽하게 된다. 법률 집행도 더욱 규범화되고 도시 문명 수준이가 현저히 제

고되며 시민의 문화적 수준이 대폭 상승되므로 칭다오가 ‘현지 주민들이 자

랑스럽게 생각하고 외지 사람들이 동경한다’ 는 더욱 아름다운 해변도시가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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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와 짙은 나무숲, 푸른 바다와 하늘’ 이며 신성구는 빌딩이 숲을 이루어져 매

우 현대화적이다. 그는 칭다오 팔대관(八大关) 일대 옛 건축물을 가장 좋아한다. 

푸른 물이 뚝뚝 떨어질 듯한 송백 사이에 해안선과 일체로 융합된다. 여기서 산

책하면 유럽에 가게 되는 느낌이 든다. 사람들을 마음이 트이고 기분이 상쾌하하

게 한다. ‘이곳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좋아서 칭다오는 내가 본 도시 중에 살기가 

가장 좋은 도시이다. 내 아내와 딸도 칭다오를 아주 좋아한다. 그녀들은 처음에 

왔을 때 바로 여기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들은 칭다오가 이렇게 국제화되는 것

을 몰랐다.’

그 카기야마 슌타로가 칭다오를 사랑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칭다오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손님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집처럼 따뜻한 느낌

을 준다. 비록 가족들이 모두 일본에 있지만 카기야마 슌타로가 외롭지 않다. 가

끔 집을 그리워할 때 친구들과 일본요리 식당에 모여 한 잔을 마시면서 향수를 

해소한다. 주말에 그는 잘 아는 몇 친구들과 같이 해변을 따라 자전거를 탄다.

칭다오에서 카기야마 슌타로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다. 4년 동안 빙행

기를 타고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칭다오 사람은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느낀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일본공수 칭다오 지점 창립 20년 동안 칭다오에서 빠르게 발전해 오고 

있다.’ 카기야마 슌타로의 소개에 따르면 산동에 정착한 제1차 외국 항공사로서 

전일본공수가1994년 성립 초기에 매주 항공편 두 번씩 있는데 이제는 매일 두 

번씩 있고 각각 동경, 오사카로 가는 것이다. 화물 운송 항공편이 일주일에 10번

이 있다.

‘우리는 칭다오와 함께 성장한다. 칭다오는 우리한테 발전 기회를 가져왔다. 

우리는계속 여객들에게 특색있는 항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기야마 슌타로가 

이렇게 소개했다. 칭다오는 경제가 신속하게 발전하고 국제 영향력이 점점 더 크

게 된다. 전일본공수 일본 본부가 칭다오 시장을 매우 중시하여 매년 전문적으로 

강사를 파견해서 칭다오 직원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한다. 직원들이 손님에게 섬

세하고 진지하며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와 준다. 

주말에 카기야마 슌타로 ( 오른쪽 두번째 ) 가 친구와 같이 칭다오 해변에서 라이딩을 좋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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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칭다오에 오직 4년에 있지만 이미 칭다

오를 나의 집으로 생각한다.’ 전일본공수 칭다오 

지점 공항소 소장 카기야마 슌타로가 칭다오에서 

집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쉬는 날마다 친구들과 

같이 칭다오 올림픽 요트경기장에 산책하고 신선

한 공기를 마시면서 상쾌한 바닷바람을 쐬며 일상 

가정요리 식당을 찾아 칭다오 특색있는 해선물을 

시켜서 칭다오 맥주를 마시면 그는 매우 만족하다

고 생각한다.

‘칭다오에 온 후 나는 처음으로 정통적 중국

요리를 먹어봤고 너무 맛있다. 나는 라차오까라

(辣炒蛤蜊), 칭쩡꽃게(清蒸梭子蟹), 산시엔구워티

에(三鲜锅贴) 등을 특히 좋아하고 내 입맛에 딱 맞

다.’ 칭다오 음식을 말하자면 카기야마 슌타로가 

계속 칭찬한다.그는 많은 중국 도시에 가봤는데 

칭다오 해산물의 맛이 가장 좋고 요리법으로 해산

물신선한 맛을 최대한도로 유지한다. 

맛있는 음식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치도 있

다. 카기야마 슌타로 보기에 칭다오는산수가 아름

답고 풍경이 마음에 든다. 칭다오 노성구는 ‘붉은 

청
도
의

외
국
인

글/

송
샤
오
화

2017 년 12 월 21 일  제 10 판2017 년 12 월 21 일  제 10 판



海
外
版

 2017 年 08 月 03 日  第 10 版

072 추몽 칭다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