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
민
일
보 

해
외
판 

추
몽
칭
다
오 

주
간

2018

년 

가
을 

호

글을 더 보기,  
바코드 스캔

추몽칭다오 주간

추
몽

국제해양유명도시 건설
더 활력있고    더 패션 아름다우며    더 매력적이다

칭다오

20
18

년
 가

을
 호

역사문화유명도시

칭다오시국제도시전략추진센터



青 岛  建 设 国 际 海 洋 名 城

칭다오
국제해양유명도시 건설



칭다오
국제해양유명도시 건설

언제 어디서나 e칭다오

칭다오시상무국 저작권 소유
GTC TECHNOLOGY (칭다오)유한회사 기술지원

칭다오에서 E쇼핑을 하며, 원클릭으로 칭다오 관광을 즐긴다. 

8 가지 언어 및 여러 언어 간 실시간 통역 기능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힌디 어, 몽골어, 일본어, 한국어)으로 음식과 쇼핑, 교통 

출행, 도시 관광 안내 서비스를 장애없이 체험할 수 있고, 활력이 

넘치고 패션 아름다우며 매력적인 칭다오를 충분히 체험한다.

칭다오에서 E쇼핑을 하며

바코드를 스캔해 
AP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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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을 호

‘상하이협력기구’ 정신을 발양하고 지방협력 확대

칭다오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칭다오 국제 전시컨벤션에 ‘황금날’ 맞이한다

산과 바다를 넘고 협력하여 윈윈 실현

칭다오는 국제화에 들어간다

칭다오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한다

외국인 칭다오 투자: 0부터 815.4억불까지의 비약

칭다오 대외 경제협력: 0부터 324.34억불까지

해외투자 무역액: 0부터 200여 억불까지

칭다오: SCO정상회의 효과를 확대하여 
일한 간 협력 확충

칭다오 영국공상센터 현판식 개최

칭다오에서 해외로 진출한 ‘중국 브랜드’

국내외 원사 109 명 참석

칭다오 ‘원동 컵’ 국제 경기대회 브랜드 육성

‘상하이협력기구’ 정신을 발양하고 
지방협력 확대

외국인 칭다오에서
러시아 사람 니카: 
무술 때문에 중국과 결연

외국인 칭다오에서
송서소: 
미국 교수의 칭다오 생활

올해 6 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는 칭다오에서 원만하게 막을 내렸다. 

중국 정부는 회의에서 칭다오에서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건설을 지지한다고 발표했고, 이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은 

중요한 경제성과 중의 하나이며, 역시 칭다오의 사명, 책임 및 담당이다.

9 월 5 일, 황해지변에 칭다오는 다시 한 번 많은 중량급 국내외 전문가를 

맞이했다. 이런 전문가들은 초청을 받아 칭다오시 국제도시전략 실시의 

전문가자문위원회 제 2 차 회의에 참석하고 국제도시 건설을 위해 계책을 

한다.

‘중국--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설명회 벨로루시•러시아•타지키스탄에서 개최

개방 이념에서 생생한 실천까지

칭다오는 국제화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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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협력기구’ 정신을 
발양하고 지방협력 확대
‘중국--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설명회 벨로루시•러시아•타지키스탄에서 개최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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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 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는 칭다오에서 원만하게 막을 

내렸다. 중국 정부는 회의에서 칭다오에서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건설을 지지한다고 발표했고, 이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은 중요한 경제성과 중의 하나이며, 역시 칭다오의 

사명, 책임 및 담당이다.

　뜻이 일치하면 산과 바다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불구하다. 9 월 12 

일 - 19 일, 칭다오시 위원회 부서기, 시장 멍판리가 이끄는 비즈니스 

대표단은 벨로루시, 러시아, 타지크스탄을 방문했다. 방문 기간, 대표단 

일행은 3개 국가에서 현지의 정치인 및  산업계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방문하며 세 차례의 비즈니스 회의를 개최했고, 협력 동반자 비망록 3 

개, 프로젝트 협력 합의 27 개를 체결했으며 프로젝트 협력 의향 33 

개를 달성했다.

　수일 간의 경제무역 문화 교류를 통해 칭다오가 상항이협력기구 국가 

간의 지방경제협력을 확장하고 신시대에 전면적 개방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대화가 잘 진행된다.
깊은 교류로 협력 의사가 나온다.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를 주제로 칭다오 관련 

정부 부처 및 11개 칭다오 기업의 대표로 구성된 비즈니스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3 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상하이협력기구의 회원국인 

벨로루시, 러시아, 타지키스탄 모두 이 주제에 적극적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주선으로 삼아 칭다오와 깊이 교류하며 협력을 논의하여 

공동이익을 추진하고 있다.

　9 월 12 일, 벨로루시 민스크 십여 도의 기온에 사람들이 시원하게 

느끼고 민스크  북경호텔 내에 떠들썩하고 여기서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에 벨로루시 / 칭다오 비즈니스 

대화회" 라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대화회는 벨로루시 현지 정계 요인, 관련 기업과 상협회 대표 120 

여 명이 참가해 열기가 뜨거웠다.

　대화는 '실크로드 칭다오' 이미지 홍보 동영상으로 오프닝하고 

내빈들에게 칭다오는 국가 '일대일로' 제안의 중요한 지점과 노드로서 

지방경제협력을 심화하여 호혜상생과 공동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가져온 새로운 기회를 보여준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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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벨로루시 중국 대사 최계명은 축사에서 칭다오 대표단의 방문은 

중국-벨로루시  실속있는 협력과 중국-벨로루시 지방협력 발전에 새로운 강력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협력기구 칭다오 정상회의 기세를 의해 중국과 벨로루시 지방협력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이한다.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는 

칭다오 커우안의 복합운송의 기능 우위에 따라 '물류선도, 무역 확대, 생산력 협력, 

글로벌 발전, 쌍원 호동' 의 운영 모델로 국내외에서 동시에 전개하고, 칭다오와 

벨로루시 각 도시에 더 넓은 협력 공간을 제공할 것 이다. 벨로루시는 기업이 

시범구를 플랫폼으로 하는 것을 확대하고 일본과 한국, 아세안, 남아시아, 나아가 

더 많은 지역의 중계무역 및 국제 전자상거래 등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 대화회에서 멍판리의 현장 발언은 

벨로루시 측 대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이번에 칭다오 대표단의 방문은 벨로루시 공상계에 칭다오 및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의 건설과 발전 상황을 설명하여 쌍방에게 더 

많은 합작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 벨로루시 경제부 부부장 마도셰비치가 

이렇게 말했다.

　대화회가 끝난 후 벨로루시의 기업 대표들은 잇따라 칭다오 대표단과 깊이 

교류하고, 열정적인 불꽃은 논단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화회에서 칭다오시 상무국은 각 벨로루시 비쳅스크 주 공상회,  

중국-벨로루시 공업원 대표와 국제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중국외운화중유한공사와 중국-벨로루시 상무물류원, 울란생물그룹과 

벨로루시 국가과학원 미생물소가 각각 전략적 협의서를 체결하였다.

　대화에는 현지 언론의 밀접한 관심을 받았다. 9 월 13 일, 현지 주요 매체 

백통사는 <벨로루시와 중국 칭다오가 유효한 비즈니스 대화를 건립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즉시 관련 활동의 상황을 보도했다.

　이틀 후, 러시아 네바 강 꺾어지는 곳에 위치한 스몰리궁에서 교류를 통해 닦는 

협력 불꽃이 지속되고 있다. 이곳의 대화회에도 성과가 가득했다.

　관계자들은 스몰리궁에 회의를 가지는 것은 러시아 측이 칭다오 비즈니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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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단 에  대 해  

진심으로 환영한 것이다.

　“올해는 '중러 지방협력 

교류의 해' 가 시작되는 년이며,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칭다오시가 서로 

우호도시이며, 칭다오 대표단은 이번에 

와서  양국  지방협력 교류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추세에 매우 맞춘다.” 대화회에는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중국 부총영사  장수우가 말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장 그리노프가 환영사에서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아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칭다오는 우호 도시로서 각자의  우위를 

발휘하여 양측의 지방경제협력을 추진하며, 쌍방 사회경제의 

공동발전에 유익하다고 밝혔다.

　대화회에는 14 개 중러 협력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계약했고 중국-러시아 

지방협력센터 건립 및 항공장비, 전자가전, 바이오 제약, 식품 음료, 가거 건재, 과학 

교육 문화 등 분야에 투자무역 협력을 포함한다. 대화 후 양측의 협력 열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칭다오 비즈니스 대표단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정부 외련위원회가 조직한 100 여 

개 업체와 전문적 주제로 한 투자 협의가 실시되어 양방향 투자무역 협력 사업 의향을 달성했다.

　9 월 18 일 오후, 칭다오시 대표단은 타지키스탄에 들어가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두샨베에 ‘타지키스탄 / 칭다오 비즈니스 대화회’ 를 개최했고, 현지 정상계의 

140 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했다.

　대화회에서 칭다오시 상무국과 타기크스탄 국가공상회와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립하는 협의를 체결하고, 

청건그룹과 타기크스탄 교통부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칭다오는 화화 국제 비즈니스 컨설팅 기구를 "칭다오시 

칭다오 풍경 관사오줘 장진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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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 컨설팅 기관" 으로 초빙했다.

　타지키스탄에서 칭다오는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경제무역 부장 제 17 차 

회의에서 상하이협력기구 경제무역 부장회의 프레임에서 “중국-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역 연합위원회”를 설립하여 회원국 간의 경제와 무역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으로 시범구를 잘 건설하고 육성한다.

심도있게 연결한다
지방협력의 잠재력 발휘

　칭다오는 중국의 첫 번째 대외개방 도시이며 신유라시아대륙교 

경제회랑의 주요  노드 도시 및 해상협력 전략적 거점 도시이다. 오르샤시는 

벨로루시의 중요한 교통 물류의 허브이며 지리적 장점이 뚜렷하고 공업 

기초가 좋고, 칭다오와 여러 방면에  상호 보완될 수 있다.

　오르샤시 방문 동안 칭다오 화통그룹,  중외운화중회사,  

중처쓰팡기차차량, 해윤실크 등 기업과 "브레미노--오르샤 복합운송 

공업과 물류원구" 관리회사가 깊게 교류하고  콜드체인 운송 및 

농산물 수입 등 협력 의향을 탐구하고 있다.

　벨로루시 민스크주에 위치한 중국-벨로루시 공업원은 

‘일대일로’ 연선국가 및 지역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아시아 국가의 시장과 연결하고 있다. 이 원구는 '일대일로' 

제안에 근거하여 중국과 벨로루시 정부가 공동으로 지지하여 

건설하는 국가 협력 프로젝트이다.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의 건설은 

중국-벨로루시 경제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 더 넓은 발전 

전망을  가져올  것이다 .  칭다오의  우수한  기업도  

중국-벨로루시 공업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칭다오 비즈니스 대표단의 방문에 대해 

중국-벨로루시 공업원 관리위원회 주임 아로신과가 첫 

시간에 호응했다.

　부단히 심화된 지방협력은 칭다오와 벨로루시의 

열렬한 무역 왕래에서 비롯되었다. 칭다오시 상무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 월, 칭다오와 벨로루시 무역 

수출입 총액은 동기대비 54.1% 성장했다.

　올해와 내년 중러 지방협력 교류의 해를 통해 

칭다오 방문도 러시아와 지방협력의  잠재력을 

발휘했다. 9 월 15 일 - 17 일, 칭다오 비즈니스 

대표단은 연이어 상트페테르부르크 AIRT 회사, 

상하이협력기구 실업가위원회 비서처, 러시아 

헬리콥터 본부, 러시아 기계 수입무역 주식회사들을 

방문해 힐소프 해양연구소를 방문했다. 매번 방문에 수확이 

가득했다. 같은 기간에 개최된 칭다오 관광 설명회에도 

적극적인 효과를 거뒀다.

　영상 예술은 인문 교류를 가까이하는 강력한 유대이다. 

러시아 영화업무자협회 및 모스크바 영화 제작소를 방문해 

중국 첫 "영화의 도시" 로서 칭다오에서 러시아 영화 문화 예술 

축제를 개최하고 중-러 지방문화 교류와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건의에 적극적 호응을 받았다.

　9 월 17 일, 칭다오 비즈니스 대표단은 상하이협력기구 

실업가위원회 비서처를 방문했고, 쌍방은 <칭다오시 상무국, 

상하이협력기구 실업가위원회 비서처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건설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를 체결했으며 

칭다오 중-러 직회사 10 억 달러의 조립 프로젝트 계약을 기록했고, 

러시아 바토스탄 공화국 공상회 및 칭다오 웨이동그룹은 교육합작의 

비망록을 체결했고, 러시아 기계 수입 무역 주식회사, 칭다오 파로디해 

궤도교통 과학기술 유한공사 및 칭다오시 청양구 정부 3 자 전략적 

기본협의를 체결해 칭다오 청양에 중-러 지하철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한다.

　상하이협력기구 실업가위원회 비서처의 지원 아래 칭다오와 

상하이협력기구 국가 지방경제협력 관계가 급속히 성장한다. 러시아 

바시키르 공화국 우법시와 칭다오는 모두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회담을 개최한 도시이니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 올해 8 월 17 일, 

칭다오시 상무국과 바시키르 공화국 상공회는 칭다오에서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협력하여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건설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칭다오) 포럼' 을 개최,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의 기본협정 아래 

교육협력 및 물류무역 사업 공동 건설 등 문제에 일치한 의견을 초보적으로 

달성했다.

　러시아 바시키르 공화국 하미도프•루스트무 대통령은 올해 6 월에 칭다오에서 

성공으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회의 개최에 축하하고 대표단에게 올해 

10 월에 바시키르 공화국 우법시에 개최되는 제 4 회 상하이협력기구 및 브릭스 국가 

중소기업 포럼의 상황을 소개했다. 향후 양측은 원구, 물류, 인재 교류 및 국제 포럼 

전람회 분야에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

　회견 후 상하이협력기구 실업가위원회 비서처, 러시아 바시키르 공화국 공상회와 

칭다오 웨이동그룹은 협력 비망록을 체결했고, 상하이협력기구 실업가위원회 비서처, 

칭다오 란구와 칭다오 웨이동그룹은 교육훈련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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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구축
‘상하이협력기구’ 의 파트너와 밀접하게 연결

　9 월 17 일, 칭다오 비즈니스 대표단은 "옛 친구" -- 상하이협력기구 실업가위원회  비서처를 

방문하였다.

　일찍이 2015 년, 칭다오는 벌써 상하이협력기구 실업가위원회과 공동으로 '일대일로' 유라시아 

경제무역협력 산업단지를 건설했고, 단지는 국가급 교주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해 있다.

　상하이협력기구 칭다오 정상회담 이후, 칭다오에서 첫  상하이협력기구 국가 수입 상품 전람회, 제 

1 회 상하이협력기구 국가 영화축제 등 시리즈 활동을 개최했고 영향력이 뛰어나다.

　2018 년 7 월 19 일까지 칭다오는 이미 상하이협력기구 국가 중의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인도, 파키스탄, 캄보디아, 니팔, 화이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9 개 국가의 14 개 

도시 (성주, 기구) 가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칭다오시 상무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 년에 칭다오와 상하이협력기구 관련 국가와 수출입 

무역 총액이 58.24 억 달러에 달해 12.5% 상승했다. 2017 년 말까지, 칭다오는 상하이협력기구의 

국가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74 개, 중국측 투자액이 5 억 달러이다. 상하이협력기구 관련 국가 누계 

칭다오에서 투자한 프로젝트 226 개, 계약 외자 4.7 억 달러, 실제 이용외자 1.57 억 달러를 달했다.

　이번에 칭다오 비즈니스 대표단 방문 동안 각종 합작, 계약 활동은 "SCO" 와 관련되어 있다.

　칭다오시 상무국과 벨로루시 비쳅스크 주 공상회는 경제협력 동반자 건립 협의를 체결하고, 쌍방은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를 중요한 합작 플랫폼으로 경제무역 정보 공유 및 

경제무역 대표단의 정기적인 상호 방문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쌍방이 무역, 물류, 투자, 금융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같은 활동 현장에 칭다오시 상무국과 중국-벨로루시 공업원은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립하고 양측은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에서의 

협력을 추진한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MOIKI 강가 대도 36번지 A806에 칭다오의 아홉 번째 국외 

공상센터--칭다오 러시아공상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9 월 14 일, 이 공상센터는 칭다오시 시장과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대리 시장은 공동으로 현판을 했다.

　새로 운영된 칭다오 러시아공상센터는 상하이협력기구의 회원 국가, 독립연합체 국가를 향해 '공동 

상의, 공동 향유, 공동이익' 의 원칙에 따라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중대 배치를 

구현하고 목표는 공상센터를 상하이협력기구 국가의 영향력있는 지방 양방향 투자무역 협력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만든다.

　칭다오는 이 공상센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멍판리는 미래에 칭다오 러시아공상센터를 

플랫폼으로 러시아에서 구미 지역과 달리 투자유치 의 모델로 진행하고 업무 이념을 전환하여 

특색있는 투자유치의 길을 걷는다고 밝혔다.

　수일 간의 경제무역과 문화 교류를 통해 여러 개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 미래에 칭다오와 

"SCO 펑요췐" 간의 지방경제무역 협력과 교류에 참신한 발전의 장을 열 것이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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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8 월 23 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 23 개국의 46 개 도시(성와 주, 기구)에서 온 대표들이 함께 

칭다오에 모였다. 칭다오에서 2년 한 번에 개최하는 국제 경제협력 동반자 도시 칭다오 원탁회의에서 이러한 ‘동반자’ 를 

모았다. 

　세계적으로 경제무역 파트너를 맺고 칭다오는 전국 범위 내에 지방경제협력 시스템을 건립하고 동반자 도시 간 사무 

연락관을 설립하여 정기적으로 쌍방이 투자무역 협력 분야의 의향과 정보를 소통하고 양방향 투자무역 합작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신세대에 칭다오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는 생생한 증거이다.

시스템 혁신: 심층적 산업 융합
　동반자는 2 개에서 89 개까지, 2 개 국가에서 56 개 국가와 지역까지, 칭다오는 단  짧은 6 년을 썼다.

　이번 원탁회의에서 발표된 <2017/2018 칭다오 국제 경제협력 동반자 도시 연간보고서> 에서 데이터가 칭다오에서 최근 

년간 국제 경제협력 동반자 도시의 성과를 기록했다.

　칭다오와 경제협력 동반자의 이야기는 2012 년부터 말해야 한다.

　칭다오와 부산 하나는 세계 제 7 위의 항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세계 제 6 

위의 컨테이너 부두가 있다.

　2012 년 8 월, 중일한 자유무역 협정 협상의 배경에서 지방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이 두 도시가 첫 번째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 양해각서> 를 

체결했으며 칭다오가 세계적으로 국제 경제협력 동반자 도시를 맺기를 

시작했다.

　'동반자 맺기’ 에 더 넓은 의미가 있으며 칭다오로 하여금 더 넓은 개방의 

마음, 더 빈번한 도시간 소통, 더 깊은 차원의 산업 융합을 가지게 했으며 더 

혁신적인 협력 시스템을 창조했다.

　첫 번째 '동반자' 부산을 사레로 하고, 칭다오와 부산은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두 곳의 항구 물류 협력을 견인했다. 칭다오항과 부산항이 

전략적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정기적으로 인원을 파견하여 서로 방문한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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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지 4 개월 이후, 부산은행 칭다오 지점이 정식으로 

개업되었다.

　부산은 칭다오, 나아가 중국의 시장을 중시하고, 칭다오는 부산 및 한국의 기술과  자본 등의 

장점을 중시하고 있다. 두 곳의 교류는 항상 정부가 단체를 조직하여 기업가들을 데리고 고찰하며 

양방향 투자무역 교류를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 밸리의 소재지이며,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의 영향으로 

칭다오와의 소통도 점점 잦아지고 있다. 2013 년 10 월, 샌프란시스코시 정부에서 단표단을 

파견하여 중국을 방문하며 칭다오와 정식으로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으로 칭다오가 대 미국 경제무역 협력은 원래 단순히 상(협)회와의 교류는 

지방정부를 중점으로 한 전방위적 교류와 협력으로 전환했다.

　이후 칭다오와 샌프란시스코는 직항을 실현하였고 칭다오 고신구와 실리콘밸리가  협력하고 

중처쓰팡과 시카고의 지하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중국 궤도교통 장비업이 선진국에 지하철 

차량을 수출하는 프로젝트 중의 거래액이 가장 많은 기록을 세웠다.

　칭다오의 국제 '펑요췐' 이 끊임없이 확대되어, 지방경제협력의 교량을 만들고 서로간의 협력은 

더욱 순조롭게 될 것이다.

　칭다오시 부시장 류졘쥔이 말했듯이 칭다오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국제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 

시스템을 건립하고 양방향 투자무역 협력을 강화하며 대외무역 협력의 넓이와 깊이를 확대했다. 

문화, 관광, 교육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매우 광범위하며 전방위적 국제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다.

　이전에 칭다오는 이미 국제 경제협력 동반자 원탁회의 2 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14 년에 

열렸던 제 1 회 원탁회의는 ‘협력, 윈윈 -- 글로벌화 시대의 지방 국제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 

를 주제로 하며 그 때 칭다오와 해외 15 개의 도시(성과 주, 기구)와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2016 년, 제 2 차 원탁회의는 “ ‘일대일로’ 에 기반한 배경에서 국제간 지방경제협력 동반자 

관계” 를 주제로 한 것이다. 제 2 회 원탁회의를 개최했을 때, 칭다오와  국외 49 개의 도시(성과 

주, 기구)가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플랫폼 구축: '일대일로' 협력의 청사진 
　이번 원탁회의는 “통상칭다오 신쓰루, 경제협력 새 파트너 -- 신시대 '일대일로’ 배경에서 

국제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 를 주제로 하고 국제 간 지방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동으로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미래의 협력 전망을 제기했다. 즉 개방과 포용 발전을 실현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발전을 돌출하며, 손을 잡고 공동발전을 함께 도모한다. 이런 소원은 동반자 도시의 

인정을 받았다.

　“칭다오와 헤이그는 모두 해변 도시이다. 애초부터 우리는 칭다오와의 무역협력을  매우 

중시한다. 헤이그는 '일대일로' 에서의 유럽 포털이자 세계적 상업센터이며, 현재 130 여 개의 

칭다오 기업이 투자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정도에서 칭다오가 설립한 국제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시스템 덕분이다. 경제무역 정보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고효율적이고 정확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시정부의 대표가  증밍이 이렇게 표했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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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다오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우리는 한창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칭다오의 조선업체들이 투자하기를 바란다.” 모리셔스의 대표 푸사왕•비피

•나즈야가 모리셔스 지리적 위치가 우월하고, 어업자원이 풍부하며, 현재 칭다오 

루하이펑그룹이 모리셔스에 원양 어업 프로젝트를 설립하였으니, 그는 더 많은 칭다오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 주의 대표 정근이 보기에 하이신, 하이얼, 선치린 타이어 등 칭다오 기업들은 이미 

조치아주에 입주했다. 이것은 칭다오와 조지아주 간의 밀접한 무역 왕래를 증명하고, 향후 

칭다오와 관광, 교육, 물류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 바이에른 주의 대표 유옥은 연설에서 이 주의 기업 지멘스, 중덕안련보험 등  기업이 모두 

칭다오에 투자했고, 하이얼은 바이에른 주에 연구팀을 설립했고, 칭다오와 바이에른 주는 맥주 

제조,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점이 있다. 2016 년  바이에른 주의 FC 바이에른 뮌헨 

축구팀은 칭다오 중덕생태원과 합작하여 중국에서 최초의 'FC 바이에른 뮌헨 축구학교' 를 

건립했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어 있으며  양지간의 교류 협력을 잘 추진하고 있다.

　칭다오 ‘일대일로’ 더블 포지션인 지리적 강점 및 칭다오에서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건설의 허가로 적지 않은 협력 기회를 가져왔다.

　카자흐스탄의 대표 에이등•베예지로프가 이번에 많은 수화를 얻었다고 했다. "칭다오의 

복합운송을 통해 우리에게 협력 기회를 가져왔다. 우리는 칭다오의 한 물류회사와 협력의사를 

달성했다. 물류 운송, 해철 운송 등 영역에서 깊게 협력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독일 함부르크는 유럽의 포털로서 칭다오와 협력할 기회가 많다. “우리는 유일하게 ‘일대’ 와 

‘일로’ 가 합류하는 독일의 도시이다. 이것은 칭다오와 같다. 또 매주 많은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함부르크를 거쳐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와 해철연운, 물류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펼칠 수 있다.” 독일 함부르크의  대표 마리나가 이렇게 소개했다.

실제 효과 도모: 지방협력 심화
　친구와 만나서 유난히 친하다고 느낀다.

　23 일 오후 열린 프로젝트 상담회에서 약 200 개 칭다오 기업과 경제협력 동반자 도시의 

대표들이 뜨거운 교류를 진행했으며 때때로 협력의 불꽃을 창출했다.

　카보베르데의 대표와 북선중공업의 대표들이 대형 유람선, 화물선과 구명정 구입  등에 협력 

의향을 달성했고, 오스트레일리아 남호주는 칭다오의 에너지 회사와 협력하여 태양광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려고 한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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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장 밖에도 정말 훌륭하다.

　회의 동기에 2018 칭다오 국제 경제협력 동반자 특색 제품 전시회, 

'칭다오 맥주의  밤' 즉 세계 미식의 날 친목활동을 개최했고 대표들을 

소집하여 칭다오 도시 기획관, 칭다오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주 

회의장, 칭다오 맥주 박물관을 참관했으며 '동반자' 간의 호감도를 한층 

제고했다.

　만약 "저우추취" 를 하여 파트너를 맺는 것은 칭다오가 광범위하게 

친구를 만나는 첫 걸음이라면, 해외 공상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바로 

칭다오가 "동반자" 와 연락 유지를 위해 설립한 만능의 ‘역참’ 이다. 

　지금까지 칭다오는 이미 싱가포르, 한국 부산, 독일 뮌헨,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본 도쿄, 이스라엘 텔아비브, 중국 홍콩, 영국 런던에 8 

개 공상센터를 설립했으며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공상센터는 건설 

준비 중이다.

　캐나다 EMV회사는 칭다오 라이시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지에 

입주했으며 한국 SM 오락 그룹은 칭다오 서해안 문화예술 마을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고...... 바로 이러한 해외공상센터에서 구축한 협력의 

교량에 의해 갈수록 더 많은 양방향 투자무역  협력이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혁신적으로 구축한 지방협력 플랫폼을 통해 칭다오의 '펑요췐' 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실시하고 있는 현대산업 맞춤형 투자유치의 새로운 

모델로 칭다오와 이런 '친구'의 협력 방향이 더욱 정확하게 되고 품질도 

더 높게 된다.

　해양 신흥 정방향 투자유치 업무팀, 항공우주 산업 정방향 투자유치 

업무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산업 정방향 투자유치 업무팀, 

스마트제조 장비산업 정방향 투자유치 업무팀, 궤도교통 장비 산업 

정방향 투자유치 업무팀, 과학기술 연구개발 고신기술 정방향 투자유치 

전문팀... 칭다오에서 규모가 방대하고 분업이 세분화된 30 개의 정방향 

투자유치 업무팀이 전 세계를 향해 전문적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맞춤형 투자유치 모델을 통해 거둔 성과가 사람을 놀라게 한다.

　최근 이치다중 화동기지가 정식으로 운영하기를 시작했고 이 

투자액 100 억 위안,  연간 생산량 30 만 대의 ‘세계급 공장’ 이 

칭다오 자동차 산업의 집합 능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

　독일의 지멘스도 여기에 ‘칭다오의 기회’ 를 열어 칭다오 

중덕생태원에서 중국에서 유일한 ‘스마트 제조’ 를 핵심적인 

과제로 한 연구개발혁신센터, 또 지멘스가 독일 본토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설립한 첫 번째 공업 4.0 적용하는 스마트제조 

혁신센터이기도 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8 년 6 월까지 칭다오시에서 누계 외자 

이용액이 800 억 달러를 넘었으며, 144 개 세계 500 대 기업이 

칭다오에 272 개 프로젝트를 투자했다.

　칭다오에 투자 '자기장 효과' 를 가져다 주는 것은 이 도시 

투자유치 정책의 성의 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끊임없이 향상되는 

국제 비즈니스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

　칭다오시 상무국 국장 마웨이강이 현재 칭다오에서 국제도시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해양유명도시 건설을 

개발 목표로 하고, 기업, 시장, 산업, 원구, 도시의 국제화를 

추진하며 법치 투명 편리의 총체적 요구에 따라 중국에서 심사 

사항  최소, 소요 시간 최단, 서비스 최고의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칭다오의 ‘해외진출’ 사업도 가속되고 있다.

　2018 년 6 월까지 칭다오는 해외에 투자한 프로젝트 누계 1560 

개이며, 중국측 합의 투자액 324.34 억 달러이고, 세계 99 개 국가 

및 지역에 분포되고 있다. 2017 년에 칭다오의 국제 무역액이 1 

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대외무역의 질적 발전을 실현했다.

　칭다오는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지방경제협력 모델을 혁신하며, 

세계를 향해 호혜상생의 심도있는 협력 신시대를 열고 있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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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추 9 월, 칭다오 전시컨벤션 산업에 풍작의 계절을 맞이한다. 한 달 동안 

여러가지 국제회의가 칭다오에서 개최--간단한 데이터로 최근 칭다오에서 국제 

전시컨벤션  행사가 집중 개최되는 성황을 그려냈다.

　이러한 국제 박람회를 자세히 보면 관광업, 해양경제 협력, 지식 재산권, 

국제도시 건설,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칭다오의 산업 구조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나타내며, 또 도시의 국제적 영향력이 계속 

향상되는 것을 보여준다.

　9 월 7 일은 칭다오 국제 전시컨벤션의 '황금날' 이라고 할 수 있으며 3 가지 

국제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이날에 개최된 2018 세계관광도시연합회 칭다오 향산 관광 포럼에 세계 59 

개국, 112 개 관광 도시, 200 여 개의 관광업 관련 기업 및 유엔을 포함한 여러 

국제 조직의 400 명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국가 여행부 부장 및 

관광도시의 시장 50 여 명이 참석했다.

　같은 날, 칭다오 서해안에서 2018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 칭다오 포럼이 

막을 내렸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칭다오가 '일대일로' 건설에 깊이 융합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 칭다오 포럼이 이미 효과적으로 

칭다오와 한일 및 동맹 지역이 해양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되었으며 국제적 영향력이 계속 제고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중일한 및 아세안 (10+3)의 바탕에서 회의 참석 범위는 유럽, 

칭다오 풍경 왕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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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아프리카, 호주 등 53 개 국가 및 지역으로 확대되며 

지난해보다 15 개국을 증가했고 국내외 대학교, 과학연구 기관, 

기업 및 조직의 내빈 600 여 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이  날에 '지식경제계의 올림픽 '  이라는 글로벌 

지식경제대회가 칭다오에서 열렸다. 400 여 명의 국내외 내빈은 

스마트 시티에 대해 검토했고 8 장의 과학기술 포럼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120 여 명의 전문가와 학자, 기업계의 엘리트가 

스마트 제조, 스마트 교통, 스마트 건축, 지혜 에너지 등 분야에 

초점을 두어 새로운 사고를 나누며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고 

실속있는 협력을 논의했다. 

　하루에 세 가지 국제 회의가 동시에 거행되는 것을 통해 칭다오 

국제 전시컨벤션의 매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지난 9 월 5 일, 칭다오시 국제도시 전략 실시 전문가자문위원회 

제 2 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장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좌석에 가득 차 있었고 중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근 20 개 국가에서 온 경력이 오래된 

외교관, 유명한 전문가와 학자, 다국적 회사의 고위급 관리자 등 

고층차의 국내외 전문가들은 초청을 받아 회의에 참석했다. 그들은 

이번 칭다오행의 목적은 바로 이 도시의 국제화 건설을 위해 

획책을 하는 것이며 그 중에 전시컨벤션 산업의 국제화를 

제고하는 것도 포함된다.

　9 월 12 일, 2018 칭다오 국제 해양과학 전시회는 칭다오 

란구에서 열렸으며 국내일류의 해양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기업의 

첨단 과학기술 제품을 전시하고 동시에 칭다오 해양 국제 고위급 

포럼 및 국제 수중 로봇 대회를 개최하며 최고 규모, 최고 영향력이 

있는 전국, 나아가 글로벌 해양과학기술 교류의 플랫폼과 성과 

거래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조력한다.

　전문가들은 전시컨벤션 산업이 경제의 ‘청우계’ , 업종 발전의 

‘풍향계’ 로서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제 대형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미 도시 종합 경쟁력의 중요한 표지가 되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7 년에 칭다오에서 영향력이 있는 전시컨벤션 

행사 359 가지를  열렸고, 전시 면적은 345 평방미터이며, 동기대비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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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2.2% 와 15.8% 증가했으며 ‘중국 10대 최고 브랜드 전시컨벤션 도시’ 로 

선정되었다. 중국 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표된 <중국 전시경제 발전 보고서 

(2017)> 에서 칭다오 전시회의 수량과 전시면적은  모두 전국 도시 중에 제7 

위를 차지했다.

　많은 전시회가 칭다오에 정착하는 것은 칭다오가 국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떠날 수 없다.

　최근 년간 칭다오에서 국제도시 전략을 실시하여 도시의 대외 영향력과 자원 

집합 력을 육성하고 대대적으로 기업 국제화, 시장 국제화, 산업 국제화, 원구 

국제화, 도시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으며 관광하기도 좋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동경하며 현지 사람들이 자랑하는 현대화 국제도시를 

만든다. 이로써 회전업의 급속한 발전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였다.

　이 가운데 회의전시업을 제고하는 것은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중요한 일환이다. 

방금 발표한 <칭다오시 ‘국제화 + ’ 추진의 행동계획 (2018 /2019 년)> 에서 

칭다오는 싱가포르, 홍콩, 베이징, 상하이 등 도시의 국제 회의 개최의 경험을 

배우고 국제회의 마련하는 수준을 제고한다고 제기했다.

　올해 6 월에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칭다오 정상회의는 칭다오가 국제화 대도시 

대열에 들어가는 새로운 이정을 열었고 칭다오의 회의전시업의 국제화 수준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렸다.

　상하이협력기구의 동풍을 빌어 정상회의 이후의 시대의 칭다오는 승세를 타면서 

정상회의 확대 효과를 충분히 이용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준 등 

영역에서 전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 하고 동북아에서 국제 회의전시업의 유명 

도시를 적극적으로 만든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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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바다를 넘고 협력하여 
윈윈 실현
—칭다오 중미 지방경제협력에 실제 효과 실현 

칭다오 풍경 멍타오 촬영



030 031

2018년07월19일 제10판

추몽 칭다오 추몽 칭다오

　7  월  1 1  일 ,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과  시카고  

초상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 

도시와 미국 시카고 시 투자협력 포럼' 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현재 형세에서 미국 시카고 시 대표단의 

방문으로 미국 지방정부와 업계에서 양국 간의 

경제협력 전망에 대해 자신이 있으며,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쌍방 경제무역 협력을 지지하며, 무역 보호주의를 

반대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상무부 부장의  보좌관 

리청강이 포럼 축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미국 시카고 시 시장 Emanuel은 축사에서 “현재 형세에서 중미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시카고는 양국의 기업이 협력적인 경쟁을 전개하는 것을 

환영하며, 더 많은 중국 기업이 시카고에서 투자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다.

　미국 시카고 시 및 중국측의 8 개 회원 도시 및 기타 지방도시의 정부 부서, 기업,  

기관 등에서 온 320 여 명이 포럼에 참석했다.

　칭다오는 이 포럼에 참석한 8 개 회원 도시 중의 하나이다. 또한 칭다오는 중국측의 도시 

대표로서 상무부 종산 부장이 Emanuel 일행을 접견한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중국 상무부에서 확정한 중미 지방경제협력에 중요한 도시로서 칭다오는 중국 도시와 미국 시카고 시 

무역투자 합작 연합 작업팀의 성원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중미 지방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칭다오의 노력에 

거둔 효과를 연구할 가치가 있다.

동반자 관계 맺기
　뜻이 맞는 사람은 산이나 바다로 떨어져 있어도 멀다고 느끼지 않는다

　자원 장점과 발전 목표에 있어서 두 도시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칭다오는  황해에 인접하며 시카고는 미시건 호 가에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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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다. 칭다오는 중국에서 유일한 자산관리를 주제로 하는 금융 종합개혁 

시험구이며, 시카고는 국제금융센터로 세계적으로 이름난다. 칭다오와 시카고는 

상무부에서 확정한 중미 지방경제협력 시범 도시이다.

　태평양과 북미 대륙을 넘으며 2014 년에 두 도시는 국제 경제협력 동반자 도시로 

이루었다.

　두 도시의 자매결연 원인에 뜻이 잘 맞추는 것과 역사적 기회가 있다.

　2012년 이래 중국 상무부는 연이어 국내 관련 성와 시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카고, 아이오와 주, 텍사스 주, 미시건 주, 워싱턴 주, 뉴욕 주 등과 ‘무역투자 협력 

연합 업무팀’ 의 시스템을 건립했다. 

　칭다오는 캘리포니아, 시카고의 연합 업무팀에 가입하였고, 잇따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시카고•조치아주와 동반자 도시로 만들었으며 미국과의 경제무역 

협력은 원래 단순히 상(협)회와의 교류협력에서 지방정부를 중점으로 한 전방위적 

교류협력으로 전환했다. 

　최근에 두 도시 간의 경제무역 교류를 통해 깊은 우정을 볼 수 있다.

　작년 6 월, 칭다오는 시카고에서 열렸던 중미 지방경제협력 일련의 활동에 

참석했고, 중미 정치계와 재계 등 각 업계의 대표 약 800명의 대표들과 검토했다. 

중국-시카고 업무팀에 중국측의 지방도시 대표로서 칭다오는 ‘중국 성시--미국 

중서부 주시 정계와 재계 선도자 원탁회의’ 에 참석했다. 지난 해 이후 칭다오는 

하이얼 그룹, 칭다오맥주, 중처쓰팡, 중칭졘안 그룹 등 기업을 조직하여 중국 성와 

시--미국 중서부 투자무역 협력 포럼, B2B 기업 연결회 등 시리즈 활동에 

참석하게 했고 미국의 기업과 교류해서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도모한다.

　이번 회의에는 칭다오시 상무국 국장 마웨이강은 초청을 받아 중국측 지방도시의  

대표로서 시카고 시장이 가진 오찬회에 참석했으며 Emanuel과 업무회담을 

나누었다.  ‘시카고 초상국은 칭다오에서 대 중국 사무실을 설립하고, 양측의 무역 

왕래를 한층 촉진하며, 칭다오에서 차기 중국 도시와 시카고 시의 투자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건의합니다.’ 마웨이강은 현장에서 초청을 보냈다.

　Emanuel은 이것을 흔쾌히 받았다. 그는 시카고와 칭다오 협력의 기초가 튼튼하고  

잠재력이 크고 전망이 넓다고 말했다. ‘칭다오시 대표단이 최근 년간 시카고를 

방문해서 설명하는 것을 통해 나는 칭다오에 대해 깊은 인상을 남겼으니 반드시 

기회를 찾아 칭다오를 방문할 것이다. 우리는 칭다오와 긴밀한 상호 방문을 

유지하며, 칭다오에서 대 중국 사무실을 설립할 가능성을 적극 고려할 것이다.’ 

Emanuel이 이렇게 대답했다.

협력
　하루의 포럼은 비록 시간이 짧았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포럼에서 약 20 개의 칭다오 기업이 각각 미국의 기업 대표와 교류하고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칭다오 풍경 왕저둥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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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다오 하이얼은 미국의 지방도시에 새로운 개발 생산 기지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시카고 시 초상국과 회담을 가졌다. 신화진 신마오환구 국제무역 

유한회사와 미국  선진 의료기술협회가 의료장비, 기계, 기술에 대해 

무역협력의 합의를 이루었다. 칭다오 국판홀딩스 그룹과 미국 CIVP 기금이 

공동 투자에 대해 검토했다. 칭다오 신토지농업 과학기술회사와 시카고 시의 

두 개 농기업 기업이 지능 재배 시설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했다. 금천성

(칭다오)법무사무소와 미국의 테네시주 중국발전센터 (주중국 사무처)는 

칭다오에서 대 미국 쌍방 투자무역에 대해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칭다오에서 사무처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했다......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칭다오와 시카고 끊임없이 강화된 경제 왕래와 연락 

덕분이다.

　미국 현지 시간 2017 년 3 월 16 일, 중처 칭다오 쓰팡기차차량 

주식유한회사는 시카고에서 공장 건설의 착공식을 거행했다.

　앞서 1 년, 중처쓰팡주식유한회사에서 총 금액 13 억 달러의 시카고 지하철 

차량 프로젝트를 얻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지하철 차량 구매 수주 — 

846 대의 지하철 차량 주문을 받았다. 이것은 중국에서 한 번에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지하철 차량이 가장 많은 기록을 세웠다.

　이 프로젝트는 막 결성되자마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때 주미국 

중국대사 최천개가 축하 편지를 보냈으며 ‘중미 지방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범’ 으로 칭찬하였다.

　정초식에서 이맨뉴얼은 중처쓰팡회사가 시카고에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 이 중대한 투자 항목은 시카고 

동남부와 전체 시카고에 새로운 경제 동력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시카고가 

참신한 21세기 신도시 교통시스템 구축에 조력할 것이고, 시카고와 중처의 

협력 관계는 공장에 멈추지 않고 쌍방이 오랜 기간에 호혜상생의 시작을 

바란다’ 고 말했다.

　경제무역 협력을 주선으로 하며, 칭다오와 시카고의 교류도 깊어진다. 작년 

7 월,  산동대학교와 미국 시카고대학교가 협력하여 건립한 산동대학교 

공공관리연구원은 산동대학교 칭다오캠퍼스에서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오늘날 이 연구원은 성립된지 1주년인데 연구 성과가 꽤 많았다. 이번 달 말, 

칭다오 서해안에 위치한 ‘봉황의 소리’ 라는 대극장에는 음악회가 열릴 

것이다. 그 때 ‘미국 시카고의 실내악단 청년관현악단 Momento  Virtuosi’ 

약속대로 미묘한 악장을 가져갈 것이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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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상생
　호혜 윈윈을 통해야 협력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유지할 수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강당에서 미국인 칭다오에서 창업한 사례가 있었다. 2003 년,  미국 

사람 마슈는 칭다오에 우창(칭다오)데이터기술유한회사를 창립했다. 현재, 이  회사는4 대 

해외교부센터, 보험 아웃 소싱 업무 시장 65% 이상을 보유한 업계의 선도 기업으로 되었다.

　또한, 미국 세계 500 대 기업인 랑순과기는 2000 년에 칭다오에 투자하여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다. 지난 6 월, 미국 HP가 투자한 혜여글로벌데이터응용연구센터가 

칭다오에서 착공하였고 빅데이터 업종에 '벨 실험실' 을 건설할 것이다. 올해 6 월, 칭다오 - 

아마존 AWS 연합혁신센터 청년혁신창업 기지가 정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것은 처음으로 

미국 아마존 AWS 본부 브랜드 수권을 받은 연합 혁신 센터이다......

　생생한 사례를 제외하면 정확한 데이터도 가장 좋은 증거이다.

　칭다오시 상무국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칭다오의 제1위의 무역협력 동반자 및  제 4 

위의 외자 원천지이다. 올해 지난 5 개월, 칭다오와 미국의 수출입 총액은 47.64 억 달러로 

동기대비 12.9% 증가하였다. 올해 5 월까지 미국은 칭다오에서 누계 1907 개 프로젝트를 

투자하였다.

　무역은 이차선 도로이다. 미국 기업들이 칭다오에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칭다오의 기업들도 잇딸아 미국에 가서 투자하여 사업을 한다.

　칭다오 하이얼은 미국에 설립한 연구개발 회사는 1999 년에 창립부터 

현지화 관리 모델을 취해 현지에 180 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하이얼의 미국 

공장의 연간 생산력이  20 만 대이다. 하이신 미국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전국적 대형 체인 경로에 들어갔다. 2008 년, 칭다오 

금왕이 미국에 투자하여 미국 금왕오일개발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금왕회사는 누계 465 평방킬로미터의 미국 유전 채굴권을 구입했다. 

현재 연간 오일 생산량 약 300 만 톤이다.

　특히 언급할 만한 것은 칭다오에서 대외개방의 시스템을 혁신하여 

세계적으로 해외 공상센터를 설립한다. 2016 년, 샌프란시스코 밸리에 설립한 

칭다오 (미국) 공상센터는 칭다오와 미국 지방경제협력을 촉진하는 해외 

역참이다.

　현재, 중미 지방경제협력에 중요한 도시로서, 칭다오는 중미 지방경제협력을 

심화하는 혁신도시 건설에 힘쓰고 있으며 미래가 기대된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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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고존령 자오웨이

개방 이념에서 생생한 실천까지

칭다오는 국제화에 
들어간다
　9 월 5 일, 황해지변에 칭다오는 다시 한 번 많은 중량급 국내외 전문가를 

맞이했다. 이런 전문가들은 초청을 받아 칭다오시 국제도시전략 실시의 

전문가자문위원회 제 2 차 회의에 참석하고 국제도시 건설을 위해 계책을 

한다.

　국제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거대한 공사이다. 칭다오에서 

근년 창립된 최고 규격의 싱크탱크 기구로서 칭다오시 국제도시전략 

전문가자문위원회 (이하 ‘자위회’ 로 약칭) 는 각측의 지혜를 집중해 광범위한 

힘을 통합해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의탁이 된다.

　칭다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 도시의 국제화 건설은 개방 이념에서 

생생한 실천에 이르기까지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효과도 뛰어나다.

고급 싱크탱크가 계책을 한다.
　"글로벌 해양유명도시를 건설한다: 세계화 상황 아래 새로운 발전 동력 전환 

중의 개방 활력", 자위회 제 2 차 회의의 주제를 초점으로 하고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칭다오 국제도시 건설에 몇 십 가지 건의를 제기했다.

　“칭다오에는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고, 많은 우수한 과학연구 기구를 모았다. 

미래의 발전에서 칭다오는 기존의 자연 자원을 통합하여 이용하는 동시에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책임도 있다. 예컨대, 칭다오에서 고규격의 리더십그룹을 

성립하여 이 일을 담당하고, 또 이 업무팀을 시범으로 만들 수 있다.” 자위회 제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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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회의에서 첫 번째로 발언한 전문가로서, 독일 만하임무 전 부시장 겸 대리 시장, 칭다오 

영예시민인 노버트•아이그는 이렇게 말했다. 또한 그는 칭다오에서 만하이무에 가는 

화물열차를 개통하여 두 도시 간의 연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회의에는 산동성 당위원회 상위, 칭다오시 위원회 서기, 칭다오시 국제도시전략 추진위원회 

주임인 장장팅이 새로 초빙된 전문가들에게 초빙장을 발급했다. 이 자위회는 전 외교부 부장 

리자오싱이 수석고문으로 맡았으며, 원 외경무부 부부장 룽융투가 주임을 맡는다.

　지금까지 이미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약 20 개국에서 온 오랜 경력이 있는 

외교관, 유명한 전문가 학자와 다국적 기업의 고위급 관리자 등 전문가들이 초빙을 받았으며 

금융, 무역, 외사, 계획, 여행, 환경보호, 회전, 운송, 해양, 법률 등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 칭다오 정상회의 후, 칭다오는 국제 대도시 대열에 들어갔지만, 이 지위를 

고수하고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회적 

역량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 장장팅이 말했듯이 칭다오는 모든 건의를 귀중하게 여기고, 실천에 

옮긴다.

　‘회의가 끝난 후에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관련 부서를 조정하고 전문가들의 건의에 대해 구현 

촉구하여 문건을 형성하고 전문가 본인에게 피드백을 했다.’ 칭다오시시장, 칭다오 국제도시전략 

추진위원회 주임인 멍판리가 지난 번 자위회 회의 후에  ‘우리는 자위회을 설립하는 목적은 바로 

외부의 지혜를 통해 칭다오를 벗어나 칭다오를 바라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국제도시 전략을 

생각한다고 희망한다.’

　베이징대학교 광화관리학원 교수 무상기는 자위회에서 가장 일찍 초빙된 전문가 중의 한 

명이다. “칭다오는 국제도시 건설에 새로운 월차적인 돌파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에 따라 칭다오는 국제 대도시에 올라가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새로운 과정을 열었다” 고 밝혔다.

　자위회 회의를 제외하고, 칭다오에서 전문적으로 자위회 사무처를 설립했고 일상 업무기구로 

자문 시스템의 상시화를 확보한다.

시스템의 혁신 
　“하이얼의 고객 최고의 장인의 정신을 창의하고 교주만 보호 강도를 강화하며, 도시 지역에 

새로 건설된 고층 건물에 녹지 비율을 증가하고, 칭다오 시직 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끈다.” 

이것은 리자오싱이 제1차 자위회에서 제기한 4 가지 건의다.

　칭다오의 통계에 따르면 자위회 제1차 회의에서 62 개의 전문가 건의를 받았으며 칭다오에서 

이미 하나하나로 구현했고 모든 건의에 피드백을 한다고 확보했다. 이 중에 일부 건의가 <

칭다오시 ‘국제화 + ’ 추진의 행동계획> 에 선정했다.

　“칭다오에서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겉만 번지르하지 않고 빈티가 나지 않는다. 제1 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현장 제기한 건의는 칭다오가 상세하게 기록했고 제안을 각 부서로 나워 

줬다.” 칭다오가 지난 번 회의에서 전문가의 건의에 대한 실시 상황을 청취한 후, 룽영투가 

긍정적으로 말했다.

칭다오 풍경



043042

2018년09월06일 제10판

추몽 칭다오 추몽 칭다오

　또한 칭다오는 국제도시 전략의 추진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모색했다. 차례로 쌍년업무제를 실시하고, 쌍년제 작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바로 칭다오가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데의 혁신적 

조치 중의 하나이다. 현재 칭다오는 2016/2017 와 2018/2019  

두 차례의 <칭다오시 ‘국제화+’ 추진의 행동계획>을 인쇄 

발행했고 각각 100 가지 와 200 가지 중점 업무 사실을 

확정했다. 내용은 경제 성장, 도시 계획, 사회 관리, 공공 서비스, 

국제 교류, 인문 환경, 인재 도입 등을 촉진하는 각 방면을 

포함하고 현재 1 차 (2016/2017)에서 확정된 100 가지 실사가 

기본적으로 완성됐다. 2 차 (2018/2019) 의 200 가지 실사가 

추진되고 있다.

　세계적 시야, 국제 표준으로 실실히 작업하고, 칭다오는 연이어 

2 판 <'국제화 +' 행동계획 대조사례 지도수첩> 을 편집하여 

만들었고, 각각 80 종, 132 종 국내외 도시 건설의 선진 사례를 

편집했고 칭다오에서 행동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국제 사례를 제공한다.

　제도 건설을 말하자면 칭다오시 국제도시전략추진센터의 관련 

관계자는 "칭다오에서 전문적으로 국제도시전략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8+30+1’ 의 업무 시스템을  형성했다. 이 

가운데 ‘8’ 은 바로 8 개의 전문 사업팀, '30' 은 즉 30 개의 

전문적 사업팀, ‘1’ 은 위원회에서 하설한 전문가자문위원회 

사무처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략적 합력을 형성하고, 국제도시 

건설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칭다오시 국제도시전략 지표체계> <국제도시전략 실시추진의 

평가방법> 등 30 만자를 넘는 관련 문서는 칭다오의 국제도시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이 문건들을 펴서 보면 칭다오에서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모든 행동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자본의 역량 발휘에 잘하는지 않는지가 큰 정도로 국제도시 건설의 

진전을 미치게 될 것이다. 칭다오에서 성립된 ‘란만국제도시발전기금회’ 

도 회의 기간에 발표된다.

　고규격의 위원회, 높은 수준의 자위회, 높은 기점의 기금회, 

구체적인 행동계획, 국내외와 대조하는 지도수첩...... 칭다오는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경로를 모색하여 현저히 

효과를 얻었다. 어느 전문가가 칭다오에 가서 조사 연구하여 고찰한 

후, "칭다오에서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데 취하는 조치가 실속있고 

속도가 빠르니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라고 밝혔다.

착실히 추진한다
　달려가 쉬지 않고, 비로소 오랫동안 공로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칭다오시는 국제도시 전략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현저한 효과를 

얻었고, 국내외 몇 개의 연구 보고서에 의해 칭다오시 국제도시 

건설의 새로운 높이를 기록하였다.

　2017 년 6 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평급 기구 - 세계화 및 

세계적 도시 연구 조직 및 네트워크 (GAWC)가 <2016 세계 도시 

평급 보고서> 를 발표했고, 칭다오의 도시 등급은 'Gamma＋' 로 

뛰어 올랐고, 세계적 랭킹은 2012 년의 193 위에서 143 위로 

올랐고,  같은 해  9  월 ,  푸화영다오가 발표한 <칭다오시 

국제도시전략 연도 추진실시 평가 보고서 (2016/2017)> 에 

따르면, 2016/2017 년에 칭다오의 각종 지표가 진보되어, 국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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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성과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같은 해 10 월,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원)과 국제 연합 인간 주거 계획이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보고서 (2017 -2018)> 에서 칭다오의 도시 등급은 C 

+ 이며, 경제 경쟁력은 세계 85 위, 중국 15 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상하이 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 <국제도시 블루서: 국제도시 발전 

보고서 (2018)> 에 따르면 칭다오는 제 3 위권에 입선된다.

　이전에 세계화와 세계적 도시 연구 조직 및 인터넷, 푸화영다오, 

북경대학, 절강대학, 중국사과원에서 발표된 여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칭다오의 국제도시 건설에 효과가 현저하게 대외개방은 

국내에서 선두 수준이다.

　올라가는 정확한 숫자는 칭다오에서 착실히 국제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발전 곡선을 그려냈다.

　칭다오시 상무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 7 개월, 칭다오에서 

국제무역 총액 678.6 억 달러를 실현해 7.6% 상승했다. 새로 비준한 

외상 투자 프로젝트 584 개로 50.52% 증가했다. 비안된 대외투자 

프로젝트 69 개, 실제 투자액 13.48 억 달러로 108.79% 성장했다. 

<칭다오시 국제도시전략 지표체계> 를 대조해 보면, 이 숫자는 

바로 칭다오의 경제무역 국제화의 진실한 증명이다.

　외국 친구들의 실제 생활과 체감을 통해 한 측면으로 칭다오 국제 

흡인력을 나타낸다. 최초로 칭다오에서 투자한 외상으로서 한국인 

임영철이 깊은 감수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칭다오에서 27 년 동안 

생활했고, 칭다오의 국제화가 점점 깊어지고, 대외 개방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실감하고, 외국인은 이 도시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다” 고 말했다. ‘임영철’ 같은 외국인의 

인정 덕분에, 칭다오 연속 7 번 ‘매력 중국--외국인 눈의 가장 

매력적인 중국 도시’ 로 선정됐다.

　지도에서 칭다오의 대표적인 경치인 ‘잔교’ 를 찾아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칭다오는 마치 광활한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거대한 

선박과 같고, 잔교는 바로 그의 닻사슬이다. 이때, 그는 이미 닻을 

올리고, 상하이협력기구 칭다오 정상회담을 새 출발점으로 

국제해양유명도시를 건설하는 길에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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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자오웨이  양야오

칭다오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한다
　중국 연해도시 첫 번째 대외개방의 발걸음과 함께 칭다오는 개방적인 자세로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다.

　개혁개방 40 년은 시간의 표척이며, 성장의 각도를 측량하고 있다. 개혁개방으로 가져오는 경제와 사회발전의 

‘보너스’ 는 칭다오에서 계속 검증되고 있다. 칭다오의 개방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개방에 더 높은 수준에서 

주동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하였다.

　당의 19 기 대표회의 보고서에서 현대화 경제 시스템을 건설하고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추진한다고 

지적하였다.

　국제도시를 건설하여 전 영역, 전 관할 구역에서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것부터 '일대일로' 시장을 깊게 하고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를 건설하는 것까지, 또 현대 국제무역 운행 시스템을 만들어 세계 범위 내에 

경제 협력 파트너를 만나 지방경제협력이 더 깊은 데에 발전하는 것을 추진한다...... 개혁개방 40 년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칭다오는 높은 위치, 높은 시야, 고품질을 통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끊임없이 들어가기를 

추진한다.

　지금부터 본 잡지는 상•하 두 편의 보도를 통해 칭다오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는 생생한 실천을 

소개할 예정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고, 칭다오 발전의 잠재력을 계속 방출하고 있다. 올해 6 월에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칭다오 정상회의는 칭다오가 현대화 국제 대도시 대열에 들어간다고 상징하고, 또한 수준 

높은 개방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개혁개방은 칭다오에서 시대를 따라 앞서는 중요한 보물이다. 실천의 발전은 끝이없으며, 개혁개방은 

끝이 없으니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우위를 

창조해야 한다.’ 산동성 위원회 상위 겸 칭다오시 위원회 서기 장장팅이 이렇게 말했다.

높은 위치 설정 국제해양유명도시 건설
　산이 높아야 등반이 있고, 길이 멀어야 갈 수 있는 일이 있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실현하려면 우선 높은 

위치 설정이 있어야 한다.

　한 청사진 보고서에서 칭다오 높은 수준의 개방도시의 더 높은 목표를 묘사해 내다. <칭다오시 국제도시 

전략 실시 종합발전 비전 보고서 (2017/2050)> 에서 2020 년 ~ 2035 년, 칭다오는 국제 영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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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 도시 품질을 높이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제 무역센터 도시 건설의 기반을 다지고, 

점차적으로 국제해양유명도시 건설의 기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35 

년부터 본 세기 중엽 (2050 년)까지 칭다오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주선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실력이 튼튼하고 도시 문화 소프트 실력이 두드러진 

비교적 강한 세계의 영향력있는  혁신형 국제해양유명도시를 건설한다.

　전 영역, 전 관할 대외개방을 이끌고 바로 칭다오가 국제해양유명도시를 건설하여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는 생생한 실천이다. 국제도시 전략을 깊게 실시하고, 칭다오에서 

혁신적인 시스템을 형성했다.

　국제 선진 이념, 표준 및 패턴을 대조하는 것부터 칭다오에서 연이어 국제도시 전략 실시 

강요, 국제도시 전략 지표체계, 국제도시 건설 벤치마킹 수첩을 만들어 8 개특별 업무팀, 

30 개 전문적 업무팀 및 하나의 국제도시 전문가 자문위원회 비서처로 구성된 업무 

시스템을 만들었다. 상부설계가 '국제화 +' 행동 계획에 구현되며, 칭다오에서 이미 2 차 

총 300 항 구체적 업무계획을 형성했으며 기업, 시장, 산업, 원구, 도시 5 개 국제화에 

초점을 두어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장기적 전략 목표를 현재 실제로 구체화하여 업무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다.

　칭다오 국제도시전략 전문가자문위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칭다오에서 성립된 

최고규격의 싱크탱크 기구로서 이미 국내외 전문가 고문 49 명을 포괄하고 있다. 며칠 

후에 이 위원회의 제 2 차 회의가 칭다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국제해양유명도시 건설: 

세계 정세에서 신구동력전환 중의 개방 활력" 이라는 주제로 칭다오의 발전을 위해 경로를 

계획한다. 아울러 회의에서 '칭다오시 란만 국제도시 발전 기금회' 가 성립할 예정이다.

　하나 하나의 혁신 초치가 시스템화되고 효율적인 운행 시스템을 형성하고 이 도시에서 

해양유명도시를 건설하는 목표를 세분화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그것을 꾸준히 견지하면, 비로소 오랫동안 공로를 할 수 있다. GaWC (글로벌화 및 

세계적 도시 연구팀) 2017 년에 발표한 세계도시 차트 순위에서는 칭다오의 평급은 

지난번의 236 위 '고성장' 으로 143 위의 'Gamma +' 급으로 올랐고 일본의 오사카, 영국 

버밍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등급이다.

　마치 칭다오 멍판리 시장이 말했듯이 “신구 발전동력 전환을 빨리 실시하려면 반드시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해야 한다. 인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심이고,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당이다. 칭다오는 더 높은 경지, 더 넓은 시야, 더 큰 기백, 더 자세하고 

실속있는 행동 풍격으로 새로운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살기 좋고 행복하며 혁신형 

국제도시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높은 포지션  '일대일로' 에 깊이 갈고 있다
　높이 올라가야 멀리 바라볼 수 있다.

　‘일대일로’ 를 제안해서 칭다오 새로운 ‘기회의 창’ 을 열어 칭다오가 대외개방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다.

칭다오 라오산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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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로 성과를 나타낸다. 칭다오시 상무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 ~ 6 월, 칭다오는 '일대일로' 연선국가 시장에 

대한 수출입 총액이 1169.53 억 위안으로 칭다오의 대외 수출입 총액의 48.8% 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칭다오 기업은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지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28 개, 협의 투자액은 10.4 억 달러이다.

　'일대일로' 건설 중에 경제무역 협력은 정초석과 부스터가 된다.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를 건설하는 것은 상하이협력기구 칭다오 정상회담에서 거둔 

새로운 경제 성과이며 칭다오가 '일대일로' 건설에 깊게 융합하여 상하이협력기구의 국가 지방경제협력 확장 

제고하며, 신시대 전면개방 새로운 국도를 구축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열었다.

　누더기를 입고서 초라한 수레를 끌며 산림을 개척한다. 기회를 붙잡고 적극적 행동하여 ‘일대일로’ 에 

융합하는 탐구와 실천은 칭다오에서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건설로 이끌고 칭다오는 '일대일로'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를 만들고 있다.

　‘일대일로’ 건설 지도팀을 건립하고 경제무역, 인재, 금융, 관광, 교통물류, 외시외선, 해양 경제과학 7 

개 전문적 추진 업무팀을 설립하며 해상 실크로드 연구원 등 '일대일로' 고급 싱크탱크를 성립하여 30 개 

'일대일로' 건설 중대 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일대일로’ 건설 중대 사업 비축고 건설 추진한다...... 

칭다오는 결단력이 있게 행동한다. 현재 이 시범구 건설은 이미 국가 전략으로 된다.

　세계적 협력 구도를 의해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는 부단히 

상하이협력기구의 국가와 협력을 심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유럽 2 대 세계 경제권에 미쳐 

'상하이협력기구 + X' 의 총체적 확대 배치를 구축한다. 중아 내륙 지역  등 상하이협력기구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아태 대양 시장과 연결하는 '출해구' 를 만든다.

　동쪽으로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여 중일한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를 적극적 건설하고 

일본과 한국이 상하이협력기구 국가 등 유라시아 대륙 시장을 지향하는 중계무역 및 제삼자 

시장의 협력을 확대한다. 서쪽으로는 신아시아유럽대륙교 경제회랑에 따라 유라시아 

경제연맹, 중동유럽 '16 + 1' 국제협력 시스템을 연결하고 중동유럽 ‘16+1’  

지방경제협력을 깊게 추진한다. 남쪽으로 동아시아 해상 운송 항로와 범아시아 철도에 

따라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과 아세안 '10 + 3' 국제협력 시스템과 연결하여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맹중얀미얀 경제회랑 건설에 참여하며, 동맹 '10 + 3' 및 

남아시아 국가 지방경제협력을 추진한다. 북쪽으로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철도와 

몽골의 '초원의 길' 건설과 연결하여 중몽러 경제회랑에 깊이 융합하고 

중국-포르투갈권 국가 경제무역 포럼 등 국제협력 시스템과 연결하고 라틴 

아메리카-아프리카 시장을 지향하여 글로벌화 경제협력 새 구도를 확대하고 

유라시아 대륙시장과 아태 대양 시장 호통호연의 국제무역 대통로를 

공동으로 구축한다.

　쉬지 않고  달려가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  현재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의 발전 계획이 이미 작성되었고, 

미래에 칭다오 커우안의 복합운송의 기능 우위에 따라 '물류 선도, 

무역확대, 생산력 협력, 국제발전, 쌍원호동' 의 운영 모델로 '서쪽에서 

중앙 아시아와 유럽과 연결되고, 동쪽에서 일한과 아시아 태평양과 

연통되며 남쪽에서 동맹 남아시아와 관통되고 북쪽에서 몽러 대륙’ 

에 도달하는 국제 복합운송 무역 대통로를 만든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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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품질  현대 국제무역 운행 시스템 구축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발전 구도에 직면하고, 이 도시는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 방식을 

탐색하여 질적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칭다오는 가장 먼저 전국에서 화물 수출입액, 서비스 수출입액 및 해외 투자무역 매출액을 

포함한 ‘삼위일체’ 의 현대 국제무역 운행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새로운 시스템 프레임 아래, 

칭다오는 국제 생산력 협력을 심화하고 경제 전환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며 대외투자의 

질과 효율의 변혁을 추진하고 세계 경쟁에 참여하는 새로운 우위를 만들며; 해외진출에 대한 

서비스 촉진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대외투자 협력 서비스 보장을 강화한다.

　국제 생산력 협력을 심화하고, 칭다오는 장비, 기술, 브랜드, 표준, 서비스의 해외진출에 

지지하고 중점 국가, 중점 영역에 총 투자액 200 억 달러의 경제협력 중점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이러한 중점 프로젝트 중에 하이얼 그룹은 러시아에서 냉장고와 세탁기의 생산 라인을 

확대했고, 인도에서 백전 제품 생산 확대를 시작했으며, 하이얼 파키스탄 루바경제구 연간 

매출액이 3 억 달러를 실현했다. 하이신 그룹은 멕시코 공장과 남아프리카 공업원 2 기 확장 

작업을 착공했으며 남아프리카 공업원을 의해 남아프리카에서 최대 텔레비전 제조업체가 

되었고, 시장규모는 아프리카 대륙 15 개 국가에 미친다. 세륜금우그룹은 베트남에서 투자하여 

해외 타이어 제조 기지 2 기 사업을 건설하고 누적 투자액이 4.6 억 달러이다. 루이창면업은 

아프리카 5 개 국가에서 면화 재배와 가공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아프리카 20 여 만 농가에 

혜택한다.

　합병 항목의 증가로 칭다오 대외투자 질과 효익 변혁의 유력한 예증이 되었다. 통계 데이터에 

따라 2017 년에 칭다오에서 신규 합병 프로젝트 18 개이며 연간 누적 추가 합병의 투자 규모는 

15.6 억 달러이다. 이 중에 하이신 그룹은 2015 년 샤프의 북미 TV 업무를 성공적으로 인수한 후 

1.1 억 달러로 도시바의 TV 업무를 구입했다. 노신예호그룹은 6000 만 달러로 전자로 산업 사슬 

상유의 영국 디지털 영화관 소프트웨어 AAM회사와 프랑스 3D 영화관의 장비 공급 업체인 Volfoni

회사를 인수했으며 점차적으로 영화관 기술 서비스 영역에서 콘택트 챔피언이 되었다. 쌍성은 39 억 

위안으로 금호타이어의 45% 지분을 보유하고, 정식으로 그의 지주 주주가 되었다.

　시장 경제에서 유형한 손과 무형의 손이 합력으로 형성해 질적 경제성장의 내적 동력을 창출했다.

　최근 년간 칭다오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통상칭다오 신쓰루, 경제협력 새 파트너' 를 주제로 한 

경제무역 촉진의 시리즈 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경제협력 전략 배치를 보완하고 최적화하며, 89개 

도시 및 성주와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55 개 국가 및 지역을 포함한다. 고급 회계사 

사무소, 변호사 사무소 등 전문화 투자 서비스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해독, 정부와 기업의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런 새로운 우세, 새로운 동력을 통해 칭다오 경제의 높은 품질의 발전 새로운 곡선을 그려냈다. 

시스템의 드라이브로 칭다오의 높은 수준의 개방은 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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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부터 815.4억불까지의 비약

머리말:

　개혁개방 40 년에 초목이 자라기에 알맞은 비와 바람 같다.

　칭다오는 우리 나라에서 개혁 개방 초기에 첫 번째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한 동부 연해도시로서 그 때 

‘삼래일보( 三来一补 )’ 로 시작하였는데 외자 이용부터 수출을 통한 외환 창출, 대외 청부공사를 발전하여 

‘인진라이’ 와 ‘저우추취’ 가 결합되는 것을 적극 추진하는 것까지, ‘아웃 소싱 서비스’ 배로 발전하고, 서비스 

무역, 서비스 수출입 돌파적으로 발전한다. 칭다오 대외무역 중에 5 가지 업무 데이터는 0에서 현재 도시 경제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되었다.

　이런 천지개벽의 변화는 우리 나라 개혁개방 이래 사회발전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다. 개방적인 정책 

보너스가 강력한 발전 동력으로 전환되고, 지역 발전의 속도를 크게 가속화하며 외향형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엔진이 되었다. 오늘부터 본 잡지는 ‘개혁개방 40 년: 숫자로 칭다오를 본다’ 라는 칼럼을 내놓아 

칭다오에서 외자 사용, 대외무역, 대외 경제협력, 아웃 소싱 서비스, 국제 서비스 무역 등에 관한 보도를 발행하고 

각 측면에서 개혁개방으로 도시 지속적 성장에 창출된 동력을 나타낸다.

　0은 1978 년 개혁개방을 하기 전에 칭다오에서 누계 외자 이용의 통계 숫자였다. 2018 년 6 월까지 이 숫자는 

815.4억달러가 됐다.

　무에서 유로, 유에서 우수한 것까지, 개혁개방인 호재정책으로 칭다오 외자 이용의 통계데이터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칭다오의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이며 다분야의 대외개방 구조 중에 외자를 이용하는 것은 시 전체의 경제사회 

발전, 도시 기능 향상 및 국제화 도시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40 년 동안 칭다오에서 외자이용은 최초의 '삼래일보' 가공무역으로 시작하였는데 금세기 초에 제조업 대형 

프로젝트가 집합되어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을 추진하고 최근 년간 서비스 산업의 외자가 빠르게 증가되어 

외국인 칭다오 투자: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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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057추몽 칭다오 추몽 칭다오

개혁개방 40년: 
숫자를 통해 
칭다오를 본다

절반을 차지했으며 '해외진출' 과 '국내도입' 결합도고 항목 품질 계속 향상되며 

구조가 날로 최적화되는 양성한 발전 구도가 이미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첫 번째 기업’, ‘ 5 개 단계 ’, ‘ 145 개 기업’, 이 몇 개의 키워드로 계속 

상승하는 칭다오 외자 이용의 발전 곡선을 연결했다.

　1984 년 12 월 14 일, 칭다오는 이미 깊은 겨울로 들었다.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칭다오에서 첫 번째 중외합자 기업에 대한 열렬한 기대를 막을 수 

없었다. 이날, 칭다오 HUAHE국제리스유한회사의 개업식에는 손님과 

친구들이 자리에 가득하였다.

　이 회사는 칭다오시의 첫째, 또 산동성의 첫째, 우리 나라에서 두 번째의 

중외 합자 기업이며 칭다오리스회사, 중국은행 칭다오신탁자문회사 및 

일본 쇼와리스회사가 합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며 큰 기대를 걸었다.

　같은  해  칭다오시에서  최초의  중외  합자  생산기업--  

칭다오화린합판유한회사가 성립되었다. ‘돌을 더듬어 가며 강을 

건너다’ 는 첫 번째 합자 기업으로서 개혁개방 초기에 비즈니스 

실루엣이 되었다.

　칭다오시 상무국의 자료에 따르면, 1992 년부터 2000 년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는 칭다오 외자이용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를 시작했으며, 이 기간에 포스코 제철,  삼미전기, 

루슨트 (Lucent), 정대 등 외자 항목이 칭다오에 집중 입주했다.

　2001 년,  우리 나라가 WTO에 가입했으며 칭다오 

외자이용에 산업 최적화와 업그레이드, 지역 조화 발전을 

추진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숫자는 최선의 증거이다. 2003 년부터 2008 년까지 

칭다오시에서 연간 외자 이용액이 16 억 달러에서 36 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두 배 이상을 증가하였다. 이 기간에  

확정된 전만 컨테이너 부두 항목이 산동성에서 최대의 

외자 기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되었다.

　'12.5' 계획 기간 5 개 '10 억 단계' 로 칭다오에서 외자 

이용의  '황금시대' 를 그려냈다.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칭다오에서 외자 

이용액은 연이어 30 억불, 40 억불, 50 억불, 60 억불, 

70 억불인 5 개의 ‘10 억 단계’ 로 비약해서 전국 

부성급 도시 중에 선두자리에 고수하고 있다. 

칭다오에 투자한 국가와 지역은 약 100개에 달해 

전세계의 주요 경제권을 포함한다.

　이 기간에 외자의 인수 합병, 해외 상장, 투자성 

회사, 창업투자 회사, 지분 출자 항목이 늘었다. 

하이얼 그룹과 KKR가 전략적 투자 협의를 

달성해 외자 이용액은 5.18 억 달러이며, 

알리바바는 일일순 물류에 주식으로 투자하여 

외자 이용액은 2.5 억 달러이다. 칭다오은행과 

칭다오항그룹이 홍콩에서 상장하였으며, 

하이얼 스마트건강과  중덕생태원이 각각 

홍콩과 독일에서 상장했는데......

　칭다오는 외국인 기업가가 선호하는 최고의 

투자 목적지 중의 하나로 되어 ‘금메달 투자도시’ 

로 수여받았으며 ‘투자 칭다오’ 가 해외에 이름을 

날리고 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칭다오는 여전히 세계 500 대 

기업이 선호하는 투자 목적지  중의 하나다.

　칭다오시 상무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칭다오와 독일  에어버스, 독일 폭스바겐, 

미국 골드만 삭스, 미국 아마존, 이탈리아SANTA 

BARBARA POLO 은행 등 세계 500 대 기업이 28 개의 

외자 프로젝트를 설립했다. 현재까지 144 개 세계 500 대 

기업들은 칭다오에 투자한 276 개 항목이 업계의 중견과 

선도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가운데서 지멘스(칭다오)혁신센터는 지멘스가 독일 

본토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투자하여 설립한 첫 번째 공업 

4.0 응용을 진행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이다. 칭다오 YI 

TSAI 재부관리유한회사는 국내에서 최초의 외상 독자의 자산 

관리 회사이다. 칭다오 — HP소프트웨어 글로벌 빅데이터 

프로젝트, 아마존 부화기 프로젝트가 칭다오에 입주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 그룹은 유럽 아닌 다른 지역에 건립한 첫 H135 시리즈 

헬기 총생산 라인이 칭다오에 입주했다. 베이치는 캐나다 EMV와 

제휴하여  칭다오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기지를 만든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칭다오에서 외자이용은 제조업을 위주로 한 

것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동시 중요시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맟추기 위해 칭다오에서 '30 개 전문적 투자유치팀이 천 개의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방문' 을 핵심으로 한 신형 현대산업 투자유치 정책 

시스템을 형성했고 이것을 손잡이로 투자유치 이념이 정책 우대 및 정부 

유치를 위주로 한 이원화 전통적 투자유치 모델에서 환경 최적화와 

자본운영인 네 가지 것을 동시 중요시하는 현대산업  투자유치 혁신적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각종 자금을 주도 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에 투입하도록 유도한다.

　상하이협력기구 칭다오 정상회의 이후 칭다오는 국제화 대도시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더 개방적인 마음으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할 것이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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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몽 칭다오 추몽 칭다오

칭다오 대외 경제협력:

0부터 324.34억불까지
　바다로 인해 생기고 바다로 인해 번창하는 칭다오는 개방되고 진취적이며 용감하게 모험을 

잘하는 해양문화 특질을 갖는다. 여기서 창립된 기업들도 이러한 성격을 가지며 ‘해외로 

진출’ 하여 도전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

　칭다오시 상무국의 자료에 따르면 1983 년 전, 칭다오에서 누계 대외투자 규모는 0였다. 

2018 년 6 월까지 이 숫자는 324.34 억 달러였다. 개혁개방 40 년 동안 칭다오가  해외에 

누계 프로젝트 1560 개를 투자했으며, 중국측의 협의 투자액이 324.34 억달러이고 세계 99 

개 국가 및 지역에 분포되고 있다.

　보기에 무미건조한 숫자는 칭다오 경제가 이미 외향적 기본 특징을 형성해 국제화의 초기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했다.

　칭다오의 대외투자에 0 의 돌파를 실현한 것은 1983 년의 일였다. 그해에 칭졘그룹은 

처음으로 해외에 가서 국가 대외원조 공사를 맡았다.

　‘해외진출’ 의 경로가 열리자마자 칭다오의 기업들이 해외발전을 도모하기를 시작했다.

　1990 년, 칭다오국제경제기술협력공사는 대외 경영권을 취득했으며, 이것은 칭다오에서 

첫 번째 국제 노동력 협력 (선원 포함), 국제 공사 청부 및 대외 경제지원 경영자격을 가지는 

대외경제 회사이다. 1996 년부터 하이얼 등 칭다오의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탐색했으며 연이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서 공장을 

설립했다.

　‘2001 년 전에 칭다오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무역을 선두로 하는 것부터 해외  

가공무역, 다국적 인수 합병, 해외 개발, 해외 자원 개발 및 국외 공업단지 건설 등  다양한 

경영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칭다오시 상무국의 관련 업무 인원이 이렇게  소개했다.

칭다오 풍경 왕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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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몽 칭다오 추몽 칭다오

개혁개방 40년: 
숫자를 통해 
칭다오를 본다

　2001 년,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칭다오의 기업들이 ‘해외진출’ 로 

전환하여 해외 업무는 무역 연락 서비스를 위주로 한 것부터 해외 생산 

판매를 위주로 한 것으로 전환했으며, 해외 무역기구는 무역 대표처부터 

해외 판매 회사로 전환했다.

　제도는 역시 생산력이다. 그 동안 칭다오에서 잇따라 <‘저우추취’ 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 <‘저우추취’ 전략 진일보 실시에 관한 의견 > <

민영기업 ‘저우추취’ 진일보 촉진에 관한 의견> 등 문건을 내놓았다. 

하이얼, 하이신 등 칭다오 기업들이 해외에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마케팅 

네트워크를 보완하며, 해외 생산기지를 배치 건설하여 현지화 경영을 

전개한다. 지파, Kingking, MESNAC, 루이창면업 등 실력있는 민영기업이 

해외에 생산기지를 설립했고, 칭졘그룹 등 건설업체는 해외 지원 공사를 

의해 현지에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현지의 부동산 관련 개발 프로젝트를 

자주적으로 청부한다.

　이 도시는 개방하는 과정에서 ‘일대일로’ 더블 포지션 도시로 되어 

칭다오 대외개방의 수준 ‘향상’ 에 새로운 경로를 제공했다.

　2012 년 이후, 칭다오에서 ‘저우추취’ 와 ‘인지라이’ 결합된 개방 

전략을 혁신적으로 실시하며 < ‘저우추취’ 와 ‘인진라이’ 결합된 발전 

전략을 실시하여 대외개방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에 관한 약간 의견>을 

내놓았고 해외로 진출한 발전 행동계획을 실행한다. 

　지금까지 칭다오 하이얼그룹은 전 세계에서 5 대 연구개발센터, 21 개 

공업단지 및 66 개 무역회사를 배치 설립했으며 고객이 100 여 개 국가와 

지역에 분포되고 있다. 하이신그룹은 해외회사 17 개, 생산기지 3 개, 

연구개발센터 7 개를 건립했으며 제품이 130 여 개 국가와 지역에 

판매되고 있다. 뎬젠( 电 建 )3회사, 칭졘그룹이 국제 청부공사 회사 225 

위권에 올랐다.

　하이얼, 하이신, 쐉싱( 双 星 ) 등 칭다오 기업들이 해외에서 일본 산요, 

뉴질랜드 Fisher&Paykel, 미국 GE Appliances, 일본 샤프, 한국 

금호타이어 등 국제적인 유명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및 첨단 기술을 인수 

합병하여 해외 연구개발센터를 배치 구축하며 자주 첨단 브랜드를 만든다.

　현재, 칭다오에서 국제도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 범위에서 89 

개의 국제경제 협력 동반자를 맺었으며 싱가포르, 한국, 독일, 미국, 일본, 

이스라엘, 중국 홍콩, 영국에 해외상공센터 8 곳을 설립했다. 이러한 것들은 

칭다오 기업의 ‘저우추취’ 에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이다. 날로 개방해 

나가는 칭다오에서 더 많은 ‘해외진출’ 의 이야기가 생길 것이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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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몽 칭다오 추몽 칭다오

해외투자 무역액: 

0부터 200여 억불까지
　칭다오의 국제무역 시스템에 특수한 지표 체계 -- 외국 투자 무역액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2017 년, 칭다오의 국제 무역액은 1150 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중에 해외 투자 

무역액은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246 억달러를 완성했으며 21% 를 차지해 동기대비 

13% 증가하였다.

　해외 투자 무역액은 무엇인가? 즉 '해외로 진출한다' 는 칭다오 기업이 해외에서 현지 

구입, 생산, 판매의 개방형 경제에 생긴 국제 무역액이다. 실제로 이 혁신적 시스템의 

설립 자체가 바로 높고 광범위한 칭다오 개혁개방에 대한 반영이다.

　말하자면 하이얼 그룹부터 얘기해야 한다.

　2015 년, 하이얼 그룹은 대외무역 수출입의 세관 데이터가 계속 떨어졌는데 하이얼의 

데이터는 그렇지 않았다.

　"현재 우리의 제품은 기본적으로 1/3 수출, 1/3 국내 판매, 1/3 해외 공장에서 현지화의 

생산과 판매를 완성한다" 고 밝혔다. 하이얼 그룹 동사국의 주석 겸 CEO 장루이민이 

하이얼 그룹은 해외에 공장을 설치하여 생산과 판매를 실시하였으며, 이미 하이얼이 

국제적 분업 합작에 참여하는 중요한 형식이 되었고, 외국의 투자 매출액도 역시 하이얼 

국제무역의 중요한 부분이며, 전통적 세관 수치를 기초로 하는 대외무역 통계 모델을 

통해 기업의 국제 무역의 실적을 이미 진실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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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40년: 
숫자를 통해 
칭다오를 본다

　하이얼과 같은 곤혹스러움이 있는 자 중에, 칭다오에서 

‘해외로 진출한다’ 는 기업도 적지 않다. 하이신, 칭졘그룹, 

산동전력건설 3 회사, Kingking, 사이룬, 신화진 그룹, 지파 

니트 등 다양한 유형의 글로벌 경영 기업들은 같은 문제를 

제출했고 국제적인  경영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최초로 ‘해외로 진출한다’ 는 기업이 있는 연해 

개방 도시인 칭다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개방형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칭다오 기업들이 이미 

세계의 무대에 나와 글로벌 가치 체인의 분업과 협력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때문에 칭다오 대외무역의 

형식, 구조와 규모 등에 모두 현저한 변화가 생겼다.

　개방의 흐름에 용감하게 앞서는 칭다오는 일련의 탐구를 

해봤다. 이 도시는 개혁개방을 심화시키고,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를 구축하고, 현대 국제무역 운행 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을 탐색하기를 시작했다.

　2016 년, 칭다오는 상무부의 지도에서 가장 먼저 

‘삼위일체’ 의 현대 국제무역의 운행 시스템을 가동했고 

화물 무역, 서비스 무역, 해외 투자무역의 융합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그 해 칭다오의 해외 투자무역 매출액은 216.1 억 

달러였으며, 이로써 칭다오의 국제무역 총액은 처음으로 

천억 달러 권에 들어서 1005 억 달러를 달해 '이정표' 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해당 전문가들은 현대 국제무역 지표체계는 통계 체계, 

심사 체계, 평가 체계, 국제무역의 정책 방향과 '지휘봉' 이라 

밝혔다. 칭다오에서 가장 먼저 현대 국제무역 지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도에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전통적 

국제무역이 현대 국제무역으로 전환하는 데의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칭다오 풍경



067066

글/

양
야
오 

자
오
웨
이

2018년07월12일 제10판2018년07월12일 제10판

추몽 칭다오 추몽 칭다오

확
대
하
여 

일
한 

간 

협
력 

확
충

칭
다
오: SC

O

정
상
회
의 

효
과
를 

　방금 끝났던 상하이협력기구 칭다오 정상회의는 칭다오를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의 국가적 위치 설정을 

부여했으며 또 칭다오가 국제화 대도시에 들어가는 막을 열었다. 

어떻게 상하이협력기구 칭다오 정상회의 효과를 확대하고 더 깊고 

넓은 영역에서 시범구 건설을 추진하여 지방협력을 확장하는가에 

대한 탐색을 한초도 멈추지 않았다.

국제무역 대통로를 개통한다.
　‘동쪽으로 일본 한국 아태와 연결하고, 서쪽으로 중앙 아시아 

유럽에 도착하며, 남쪽으로 동맹 남아시아에 통하고, 북쪽으로 몽골 

러시아에 도달한다.’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내에 유라시아 경제무역협력 산업단지의 포지션에 따라 칭다오 

커우안을 상하이협력기구의 국가들이 일본 한국과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지향하는 '출해구' 로 만들어 칭다오가 주변 국가와 지방도시 

경제무역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다.

　7 월 5 일, 칭다오시 상무국 국장 마웨이강이 비즈니스 대표단을 

이끌어 한국 서울에 있는 중일한 삼국협력 사무처를 방문해 어떻게 

지방협력을 추진하는가에 대해 회담을 가졌다.

　2011 년에 설립된 중일한 삼국협력 사무처는 서울에 상설되고 

비서장은 한-일-중의 순서에 따라 교대로 임명된다.

　칭다오 비즈니스 대표단은 한국에서 오랜 경력을 지닌 외교관 

사무처의 비서장 이종헌에게 칭다오 연해개방 도시의 특색, 경제사회 

발전 현황 및 한국과 무역 왕래 관련 상황을 설명했으며, 특히 중국 

정부가 칭다오에서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건설을 지지하고 칭다오와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지방 양방향 투자 

무역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발전 기회를 가져왔다.

칭다오 풍경 멍타오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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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다오 교주에 위치한 유라시아 경제무역협력 산업단지는 바로 ‘중국 -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의 소재지이며 또는 2014 년에 국가에서 

설립된 첫 연해의 복합운송 세관특수 감독관리 센터이기도 하다. 시범구의 발전 

계획 중에 ‘육상•해상•공항’ 인 복합운송 쾌속 통로를 건설하는 것은 바로 

문항의 하나다.

　겹겹이 깔아 놓은 레일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칭다오항에 운반된 화물을 직접 

칭다오 교주로 접속하여 운송하며 서쪽으로 중국-아시아 화물열차,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통해 중앙 아시아와 유럽 국가에 수송되며, 남쪽으로 중국-한국 

쾌속철도, 동맹 쾌속철도를 통해 동맹과 남아시아 국가에 수송되고, 북쪽으로 

중국-몽골 화물열차를 통해 중국-러시아 경제회랑에 수송되며, 동쪽으로 

칭다오 커우안 해철 연합 수송을 통해 일본과 한국으로 운반되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시장을 지향한다.

　이렇게 해서 시범구의 건설로 칭다오는 상하이협력기구 관련 국가들이 

아태시장을  지향하는 ‘출해구’ 로 만들었고, 또한 일본과 한국의 제품이 유럽 

아시아 대륙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계 무역의 플랫폼을 제공했다.

　현재 칭다오에서 중국-아시아 화물열차, 중국-유럽 화물열차, 중국-몽골 

화물열차,  중한 쾌선, 동맹 전선 5 개 국제 화물열차 선로를 개통했고 

중국-아시아 화물열차는  신장 아라산코우, 훠얼궈쓰 커우안을 통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 도달하고,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내몽고 만주리를 

거쳐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하며, 중국-몽골 화물열차는 내몽고 얼롄하오터를 

거쳐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통달하고, 중한쾌선은 대외적으로 한국 인천, 

국내에서 광동 석룡과 연결되며, 동맹 전선은 광서 핑샹을 거쳐 베트남 양산•

동등•하내 등지로 통달했다.

　‘중일한 삼국협력 사무처는 칭다오에서 중일한 FTA 틀 안에서 지방경제협력 

시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기를 희망하며, 일본과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시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 마웨이강이 이렇게 말했다. 

　중일한 삼국협력 사무처 이종헌 비서장이 이렇게 밝혔다. 현재 중일한 

삼국협력에  좋은 형세를 보이며, 사무처는 삼국 지방도시 간의 협력을 지지하고, 

칭다오에서 중일한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 건설을 지지하고 중일한 

지방경제협렵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제기하며 삼국협력과 관련된 활동을 

칭다오에서 개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우리는 이미 세계화와 개방된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지역 협력의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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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유지해야 하며 함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사무처의 일본측의 대표 야마모토 쿄지 부비서장도 

지방협력의 미래 잠재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무처의 중국측의 대표 한매 부비서장은 칭다오 같은 

지방도시가 자신의 장점을 이용하여 협력을 넓히는 것을 

매우 지지한다고 밝혔다.

옛 친구 간의 새로운 공감대
　7 월 3 일, 한국 부산. 이것은 최초로 칭다오와 국제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는 도시이며, 또는 이번 칭다오 

대표단 방문 일정의 첫 곳이다.

　하나의 큰 일 -- 2003 년 3 월 칭다오시 및 부산 

광역시는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두 도시간 

열렬하고 성과가 많은 교류와 왕래를 기록했다. 2012 년 8 

월에 양측이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부산항과 

칭다오항은 우호 항구 관계를 맺었으며, 두 도시는 항만 

물류, 금융 등 경제무역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2014와 2016 년, 부산시는 두 번으로 칭다오시 경제협력 

동반자 도시 원탁회의에 참석했다. 2016 년 11 월, 2018 년 

3 월, 칭다오 - 부산 경제협력 이사회 제1차 회의, 제 2 차 

연석 회의는 각각 칭다오 및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한국 기업들이 칭다오 상하이협력기구 시범구를 

플랫폼으로 하고 유라시아 대륙시장을 지향하는 국제물류 

및 중계무역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쌍방이 중일한 FTA 

담판 틀에서 지방경제협력을 위해 공간을 넓혀 지방적 

차원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유리하다.’ 

마웨이강이 회담에서 이렇게 소개했다.

　칭다오에서 제출한 제안에 즉시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칭다오에서 제출한 협력 제안을 듣는 과정에서 부산시 

산업통상국 국장인 송양호가 늘 찬성했다. 그는 ‘모든 협력 

제안에 진지하게 회답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또한 송양호는 

방문단을 데리고 8 월에 칭다오에서 개최되는 ‘2018 칭다오 

국제경제협력 동반자 도시 원탁회의’ 에 참여하고 같은 기간에 

칭다오 풍경 왕화 촬영



073072

2018년07월12일 제10판2018년07월12일 제10판

추몽 칭다오 추몽 칭다오

칭다오 - 부산 경제협력 이사회 제 3 차 연석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적극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분야를 방문하여 교류를 촉진한다.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후에 칭다오는 국제화 대도시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 탄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 도시에 대해 국제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종점없는 자발적인 

추구이다.

　한국 서울 종로구 종로 38 호는 세계 지능 지속가능 도시 조직의 소재지이다. 이 조직은 

정보, 통신, 기술 및 전자 정무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인 도시 발전에 조력하고 있다. 

고도로 부합된 국제화 주제가 쌍방의 첫 만남에 바로 합의된다.

　“우리는 칭다오시와 공동으로 혁신창업, 지혜 원구 건설을 추진하고 국제도시 전략 평가 

시스템의 협력을 검토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세계 지능 지속가능 도시 조직의 집행 비서장 

데이비드•햄이 이렇게 말했다.

　회담 시간이 비록 짧았지만 성과가 꽤 많았다. 다음으로 세계 지능 지속가능 도시  조직은 

칭다오시 국제도시전략추진센터 및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칭다오연구원과 국제화 방면에 

협력하고 협력사항이 일정에 적혀 있다.

　칭다오 비즈니스 대표단이 한국 인천에도 왔다.

　송도 신성은 한국의 두 번째로 큰 항구 인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흥 자유무역과 

국제비즈니스센터이다. 이것은 칭다오가 자유무역 항구를 건설하는 위치 설정과 딱 맞붙고 

있다.

　7 월 5 일, 칭다오시 비즈니스 대표단은 한국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에 와서 고찰했고 

인천시 중국 협력 담당관 박정진 등과 업무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박정진은 칭다오와 경제협력 관계를 맺는 것을 적극적 연구하고 칭다오를 

초청해 올해 10 월에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동아 경제교류 추진 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호혜상생의 제안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다.

　기업계에서도 협력 의사를 산출했다. 7 월 6 일, 칭다오 비즈니스 대표단은 쌍성 그룹이 

한국의 금호타이어를 인수 합병하는 의식 현장에 나와 칭다오와 한국 기업이 두 가지 기업 

간 연압하여 지방경제협력에 새로운 내용을 주입했다는 것을 기록했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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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월 16 일, 칭다오 (영국) 공상센터는 런던에서 

정식으로 개업했으며 칭다오가 해외에서 설립한 

여덟째 해외공상센터가 되었다. 이것은 며칠 전 

칭다오 시정부 대표단이 영국을 방문한 후 중-영 

지방경제협력에 거둔 또 하나의 성과다. 또 이번에 

대표단이 독일, 폴란드를 방문했으며 일련의 

경제무역 설명회를 개최했고 많은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지방경제협력을 위해 새로운 창을 

열었다. 

　런던에서 칭다오 (영국) 공상센터 현판식을 

개최하는 동시에 2018 중-영 지방경제협력 칭다오 

포럼도 개최했다. 회의에서 칭다오 부시장 류졘쥔이 

칭다오 (영국) 공상센터는 중영 지방경제협력 틀 

안에서 경제 협력, 문화 교류에 초점을 두어 영국의 

기업들이 칭다오에 투자하는 데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칭다오의 기업들이 영국에 입주하는 것을 

지원하고 칭다오와 영국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소개했다.

　‘영국과 칭다오는 금융, 스포츠, 창의적 설계 등 

분야에서 이미 풍성한 협력 성과를 거두었으며, 

칭다오 (영국) 공상센터의 설립에 따라 양측이 

상술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중 무역협회 동사국의 성원 겸 

부주석인 요한•마이카오린이 칭다오는 영-중 

무역협회의 회원 기업 중에 광범위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에서 살기가 가장 좋고 가장 

번영한 도시 중의 하나로 보며, 또한 칭다오는 항구 

물류, 가전 전자, 공업 제조 등 분야에 육성한 브랜드 

및 거둔 성과도 그에게 매우 인상적이다고 밝혔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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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국 중국대사관의 공사 참사관 김욱이 축사에서 

2015 년에 국가에서 첫 번째 중-영 지방투자무역협력의 

중점 도시로 선정된 이후 칭다오와 영국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매년 영국에 가서 경제무역 교류회를 

개최하여 중-영 관계의 ‘황금시대’ 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중-영 지방투자무역 협력의 첫 번째 중점 도시로서 

칭다오는 상무부에서 중-영 양국 지방무역투자 협력에 

관한 총체적 배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며 양국간의 

경제무역 왕래에 조력했다.

　칭다오시 상무국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칭다오의 제 

7 위의 무역 동반자이며 유럽에서 칭다오의 첫 번째 외자 

원천국이다. 2017 년, 칭다오와 영국의 무역액은 81 억 

위안에 달했다. 지난해 양측은 협력을 통해 칭다오 서해안 

신구에 중-영 혁신산업단지를 설립했다. 칭다오는 

‘요트의 도시’ 로서 이미 연속 13 년 영국과 협력하여 

걸리버 세계일주 요트경기를 개최했으며 이 요트경기와 

협력 시간이 가장 긴 도시로 되었다. 칭다오에서 런던에 

왕래하는 국제 항공편을 개통했다.

　대표단이 영국에서 지방협력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과 폴란드도 방문했다.  독일 방문 동안 칭다오 

시정부 대표단은 뮌헨에서 ‘2018 중국 칭다오 경제발전 

동력전환 비즈니스 회의’ 를 개최했으며, 상하이협력기구 

칭다오 정상회의가 끝난 후 해외에서 개최한 첫 번째 

설명회가 되어 적극적이고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바이에른 경제위원회 주석•바이에른 주 전 

경제부 장관인 오토•웨스호예 박사가  환영사에서 

중-독 양국간의 경제무역 협력이 갈수록 밀접하게 

되고, 칭다오는 양국 협력의 모범도시로서 모범 

역할을 발휘했고 양국간의 경제무역 왕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독 양국 기업들이 

중-독 생태원에서 패시브하우스, 친환경 에너지, 

전기 자동차 등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력을 

전개했으며,  더 많은 독일 기업이 칭다오와 

투자협력을 진행하여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자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칭다오 시정부 대표단은 레겐스부르크 

시정부, 바이에른 주 경제부, 라인란트팔츠 주 

경제부 및 뮌헨 박람센터를 방문했고 프랭크퍼트 

공상회에서 ‘칭다오에 초점을 두며--중국에서 

살기 가장 좋은 경제도시’ 라는 주제로 한 특별주제의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독일 RECARO 사업 투자증가, 

Frey건설 등 일련의 중점 사업을 추진했다.

　폴란드 방문 동안 칭다오 시정부 대표단은 

‘칭다오--그단스크 우호도시 양방향 협력 

경제무역 및 관광 설명회’ 를 개최했고, 주 폴란드 

중국대사관 및 경상처, 폴란드 투자무역국 등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칭다오의 경제무역과 관광에서의 

장점을  설명했고 양방향 투자무역 촉진, 기초인프라 

협력에 초점을 두어 심도있게 교류했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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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눈부신 브랜드 가족 — 하이얼, 하이신, 칭피, 쌍성, 

아오커마, 중처쓰팡.....  그들은 칭다오 브랜드의 기력을 받쳤다. 

중국에서 첫 번째 공업문명을 접촉하는 도시 중의 하나로서 

칭다오와 칭다오 브랜드는 공생하여 서로 어울려 빛나고 있다.

　올해 6 월에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 칭다오 정상회의에서 

칭다오를 국제화 대도시 대열에 올리게 했다.

　나날이 향상되는 국제적 지명도와 영향력을 통해 많은 칭다오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명함’ 으로 되어 있으며 

‘중국 브랜드’ 가 국제 무대에서 우뚝 솟는 중요한 지주 중의 

하나이다.

칭다오 브랜드는 이렇게 "제련" 되었다
　칭다오 브랜드에는 애초부터 훌륭한 이야기가 부족하지 

않았다.

　하이얼은 '깨뜨려서 나온 브랜드', 칭다오 맥주는 '멈춰서 나온 

브랜드', 하이신은 '피박 받아 나온 브랜드', 쌍성은 '태워서 만든 

브랜드'... 칭다오 브랜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에 유명한 

‘다섯 송이 금화’ 는 대부분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칭다오 경제 발전의 흐름에는 대량의 우수 상표 

브랜드가 산출되었고 브랜드 집합 효과가 갈수록 드러나고 있다.

　6 월 말, 세계 브랜드 실험실은 2018 년 <중국 최고 가치 500 

대 브랜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기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유로의 아버지’ 로버트 먼델이 주석을 맡았으며, 매년 

발표한 보고서는 높은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10 여 개 칭다오 기업이 들어갔다. 그 중에 칭다오 

하이얼은 제 3 위를 차지하고, 칭다오맥주, 하이신, 쌍성, 

아오커마 등 칭다오 유명 기업도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가전전자, 음료, 고무 타이어, 교통, 금융 등 여러 분야에 

분포되고 브랜드 "행렬" 의 형식으로 열진되어 있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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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트에 입선된 기업을 종합적으로 보면, 칭다오는 각 유력 산업에서 선도기업을 주도로 여러 

브랜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가전전자 산업에 있어서 칭다오 하이얼, 하이신, 아오커마가 국내외 소비자들이 가장 익숙한 중국 

브랜드로 되었다. 해립미달, 성달전기, 영상전기, 해용상용냉련 등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 산업의 생태 

활성화를 격발하고 있다.

　음료 산업에 있어서 칭다오맥주, 노산광천수, 화동포도주, '황주 북종' 지모노주 등  음료의 브랜드는 

끊임없이 집군의 품목 풍요도를 확장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 중처쓰팡, 칭다오항은 우리 나라를 위해 

여러 '대국 중기' 를 개발했다. 고무 타이어 분야에서 쌍성, 세륜금우, 센치린; 방직 영역에서 쿠트지능, 

지파, 해리아도 각자 업종에서 명성이 멀리까지 퍼진다......

　칭다오의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칭다오에서 누적 68 개 ‘중국 유명 브랜드’ 를 육성했다. 

최근 5 년 동안 칭다오에서 101 개의 중국 유명 상표를 만들었다.  현재 칭다오는 마드리 시스템에 신청 

수량이 1 위를 차지한 중국 도시로 되었고, 칭다오 브랜드 발전은 ‘백화제방’ 을 보이고 있다.

칭다오 브랜드는 해외로 진출한다.
　하이얼은 뉴질랜드 Fisher&Paykel, 미국 GE 가전 업무를 인수 합병했다; 하이신은  샤프의 멕시코 

공장, 일본 도시바 칼러 TV 업무를 인수했다...... 우리 나라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 하는 

과정에서 칭다오 브랜드의 표현이 평범하지 않다.

　7 월 6 일, 칭다오 쌍성그룹이 한국의 금호타이어를 합병하는 인도식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칭다오 쌍성그룹은 약 39억 위안으로 금호타이어의 45%의 주주를 가져  정식으로 지주 주주가 

되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칭다오의 기업이 ‘해외로 진출’ 의 발걸음이 그리스 아테네에 왔다.

　8 월 2 일, 칭다오항과 그리스 비레에프스항은 전략적 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였고, 쌍방은 항구 

경영 관리의 실천 경험을 나눌 것 이다. 이로써 칭다오항에서 수립된 국제 우호 항구는 이미 20 여 

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자본과 관리의 수출로 칭다오항은 전 세계 범위 내에서 다원적 발전의 새로운 

공간을 개척했다.

　칭다오항은 미얀마 차우크퓨 마덕도 항구에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연해 항구에서 

첫 번째 해외로 관리 경험을 수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또 칭다오항은 마즈키 부두 회사와 

합작하여 이탈리아 Vado Ligure항 컨테이너 부두 및 냉장 부두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자본의 해외 

수출을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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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다오 브랜드는 전세계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고, 칭다오 브랜드를 대표로 하는 

‘중국 브랜드’ 는 세계로 하여금 중국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있다.

　국제 시장에는 하이얼의 제품을 해외 100 여 개 국가와 지역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하이신은 

해외에 18 개 회사, 3 개 생산 기지, 12 개 연구개발 기구를 설립하고 제품을 130 여 개 국가 및 

지역으로 판매하고 있다; 칭다오맥주의 기업 경제효과, 발전 품질 및 생산규모는 전면적으로 

세계 전선에 진입했으며, 아오커마 및 빌•게츠 산하 기금과 협력하여 세계 유명 콜드체인 

생산업체로 발전하고 있다.

　브랜드를 견인으로 기능 전환을 추진하고 브랜드의 '해외진출' 을 실현하는 것은 

대기업의 전속이 아니다.

　2003 년에 성립된 칭다오삼련쇄업유한회사는 외국 브랜드 10 여 개를 인수했으며  

천 여 개의 특허를 소유하여 중국에서 최대의 자유 브랜드의 자물쇠 수출 기업으로  

되었고, 명월해조그룹은 48 년 동안 해조 활성 물질 연구에 주력하고, 국제와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각각 25%와 33%에 달해 세계 1 위를 고수하고 있다...

칭다오 브랜드가 전 세계에 명성이 퍼진다.
　매년 두 번으로 개최되는 광교회에서 칭다오시 상무국이 주최한 

'통상칭다오 브랜드의 도시' 라는 글로벌 마케팅 프로모션은 국내외에서 

온 광교회에 참석하는 구매상과 내빈들의 광범위한 관심을 이끌었다. 

세계 구매자 집합된 큰 플랫폼 광교회에서  칭다오는 세계 협력 

파트너에게 칭다오 브랜드의 이미지 및 기회를 보여주고, 칭다오의 

풍부한 브랜드 자원을 소개한다.

　여러 해의 육성을 통해 "통상칭다오, 브랜드의 도시" 시리즈 

설명회는 이미 14 번을 개최했으며, 칭다오 브랜드가 

"해외로 진출" 하여 국제 시장을 넓히는 중요한 플랫폼과 

칭다오의 또 독특한 특색있는 도시 명함이다. 국제 

시장에서 일부 칭다오 브랜드는 물론 유명 브랜드 뿐만 

아니라 역시 고급 브랜드의 대명사다.

　한 해외 소비자가 해외 소셜미디어 (SNS)에서 

네덜란드에 여행을 했을 때 현지 음식점 

종업원에게 "가장 좋고 가장 비싼 맥주" 를 

주라고 했는데 칭다오 맥주 한 병을 받았다" 

고 말했다. 이것은 완전히 그의 'Made in 

China' 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으며, 중국 제조와 저가격 간의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이 부호화된 맥주를 자주 브릭스 

국가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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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조직, 상하이협력기구 칭다오 정상회의 등 연회 

장소에 선보이고, 혀끝의 중국 품질로 세계 각지의 손님을 접대하여 중국 

브랜드가 세계에서의 '이미지 담당' 중의 하나로 되었다.

　칭다오 브랜드와 같이 세계로 진출하는 것은 이 도시의 명성이다.

　미국 시카고, 중처쓰팡은 독특한 내고냉 기술을 가져 지하철 차량 

생산공장을 건설한다. 일본 도쿄 긴자 들뜬 갈림길에서 하이얼의 거폭 건물 

외벽 광고가 행인들의 시선을 이끌었다. 2016 유럽 컵, 2018 러시아 

월드컵 녹인장에서 초록색 배경에서의 흰색 글자 하이신 TV 브랜드 표식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상하이협력기구 칭다오 정상회의 기간에 칭다오 브랜드는 다시 한 번 전 

세계 손님들의 찬탄을 받았다.

　칭다오항 전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중처쓰팡 중국의 고속열차 제조 

현장을 참관한 후, 러시아의 프라키미르, 오레그 부자는 "칭다오, 나아가 

전체 중국에서 발생한 변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놀랍게 한다" 고 감탄했다. 

파키스탄에서 온 한•아브두르와질드는 하이얼 박물관을 참관한 후 

“중국의 공업 수준, 칭다오의 과학기술 발전에 사람들이 탄복할 수 있다” 고 

찬탄했다.

　세계를 보면 브랜드 경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브랜드 견인, 브랜드 흥시' 를 실시하는 도시 중의 

하나로서 칭다오는 전국에서 최초로 '표준화 +' 도시 발전전략을 

실시한다고 제출한 도시이며  시장이 주임을 담당한 칭다오시 표준화 

위원회를 성립한다. 첫 번째 ‘국가 상표 전략 실시 시범 도시’ 로서 

칭다오는 첫 번째로 상표 등록 신청 접수 창구를 설립하는 13 개 도시 중의 

하나이다. 2018 년, 칭다오는 '내외 겸수하여 브랜드 강한 도시를 

건설한다’ 는 목표를 하고 기준 제고 , 품질 업그레이드, 브랜드 효과 

강화를 작용점으로 하며 브랜드 건설을 기반으로 브랜드의 도시의 

영향력을 높인다.

　실력이 있고 품질이 있으며 담당이 있는 "칭다오 브랜드" 는 중국 고급 

브랜드의 우수 대표로 되고 있으며 ‘통상칭다오, 브랜드의 도시’ 가 

세계적으로 칭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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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원사 109 명 참석
　해외원사 고급인재의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 8 월 16 일~18일, 제 2 회 해외 원사 칭다오행 즉 

칭다오국제원사 포럼이 칭다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새로운 이념 구현, 새로운 동력 육성, 

새로운 발전 추진’ 이라는 주제로 22 개 국가 및 지역의 109 명 원사들을 회의에 참석하게 

끌어들였으며 그 중에 중국 국적 원사 7 명, 중국계 외국인 원사 17 명, 순수 외국 국적 원사 85 명이 

있고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 장비제조, 인터넷 정보, 바이오의약 등 첨단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 49 명 사원들이 계약해서 칭다오국제원사항에 입주하였으며 53 개 기업과 금융기관 및 41 

개의 대학교 및 과학연구소가 각각 칭다오국제원사항과 협력할 의향을 이루었다.

　포럼 개막식에서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구미동창회 (중국유학생친목회) 

회장인 천주가 발언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은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경로이며, 국제협력은 

인류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고, 윈윈의 이념은 과학기술 혁신을 격발하는 중요한 

보장이며, 핵심기술의 돌파와 핵심문제의 해결을 선두로 하고, 성과 전환과 산업 추진을 목표로 

하며, 협조 혁신과 협력 윈윈을 방향으로 하여 국제 협력 및 단체 협력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인류가 

직면하는 공동 도전을 대응하여 인류 문명의 진보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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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에 따르면 칭다오 리창구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원사항은 2016 년에 칭다오시에서 만든 

원사 선두를 선명한 특색으로 한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화 플랫폼이다. 이 원사항은 

‘학력이 높고 전공에 정통하며 학계 정상급 수준의 희귀한 인재’ 의 지향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사 100명 특히 외국 국적인 원사를 도입하여 과학연구와 성과전환을 진행하며 

국제일류의 독창적인 원사의 창조혁신과 창업투자의 고지를 만들어 우리 나라에서 세계적 

주요 과학센터를 건설하는 것에 조력한다. 지금까지 원사항은 이미 ‘잡교벼의 아버지’ 인 

위안룽핑 원사, ‘국보급’ 과학가 마웨이밍 원사, 당대 ‘정전기 방직 나노 섬유의 아버지’ 

서러미 원사 등을 포함한 100 여 명 원사를 도입했으며 ‘해수벼’, ‘나노 신재료’ ‘폴리펩티드 

소핵산 항종양 신약’ 등 16 개 원사의 프로젝트가 입주해서 운영하기를 시작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원사들을 초청해 원사항 구역을 참관 답사하고 많은 원사들이 칭다오 

국제원사항에 입주하려는 강력한 뜻을 표했다. 이번에 칭다오원사항과 계약한 전문가 중의 

하나인 2011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 세계에서 유명한 화학 및 재료 과학가 Danny 

Shechtman가 연설에서 나는 칭다오에서 인재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한 노력을 보아 

매우 기쁘고, 매우 좋은 조건을 창조하였고, 내가 여기에 교육협력을 진일보 진행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러시아과학원 원사 Vladimir Shaydurov가 칭다오국제원사항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플랫폼이자 이곳에서 좋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계 각 국가에서 온 업계의 선도자와 

교류할 수 있다으며 내가 연구하는 분야는 수학 계산인데 미래에 칭다오 국제원사항과 진일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는 바에 따르면, 해외원사 칭다오행 활동 및 원사 고차원적 기술교류의 첨단성, 연속성, 

체계적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장기적으로 ‘칭다오 국제원사 포럼’ 을 개최하는 것을 

확정했으며, 해외원사 칭다오행의 시리즈화, 규범화, 제도화, 상시화를 한층 촉진하며 칭다오 

국제원사항의 건설 수준을 가속 제고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원사와 기업•대학교•과학연구 기관 간의 소통과 교류를 더욱 

중요시하고 초청 범위는 단 칭다오시의 범위 내를 제한하지 않고 산동성, 나아가 전국에서 

유명한 대학교, 과학연구 기관 및 업계의 선두적인 기업으로 확대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다학교, 과학연구 기관, 기업 및 원사가 서로 교류하게 만들고 원사 및 기업, 대학교, 

과학연구 기관, 그리고 칭다오 국제원사항 및 기업, 대학교, 과학연구 기관 간 긴밀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원사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더 많은 기업, 대학교, 과학연구 기관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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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 협력 심화에 조력

칭다오 ‘원동 컵’ 국제 
경기대회 브랜드 육성

　며칠 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었던 제 4 

회 동방경제 포럼에서 칭다오 자주 브랜드의 경기대회인 

‘원동 컵’ 국제 요트대회는 요트 스포츠 분야에 최고 

경기대회 조직상을 수상받았으며 중국-러시아 양국의 

지도자가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것은 상하이협력기구 

칭다오 정상회의 이후, 칭다오 요트 운동이 국제 무대에서 

또 한번 화려하게 선보인 것이다.

　이번 ‘원동 컵’ 국제 요트대회는 9월 1일에 칭다오 

요트경기센터에서 출발하였으며 중국, 러시아 및 

한국에서 온 6 개 요트팀이 9 월 8일부터 9 일까지 잇따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였다.

　칭다오시 중대 국제 요트경기 (경축) 활동 위원회 관련 

담당자가 금명년은 중국-러시아 지방협력 교류의 해이며 

제 3 회 '원동 컵' 국제 요트대회는 동방경제 포럼의 

시리즈 활동에 들어가게 되어 각국의 회의참석 지도자는 

시상식에 참석했으며 칭다오에서 요트경기대회를 

발전하고 해양 인문 교류를 강화하는 신념을 격려했다.

　연속 3 번 '원동 컵' 에 참석했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7 척 클럽의 리더 예얼마코프가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가 직접 시상을 해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육 교류를 계속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격려입니다’ 라고 마음을 설레게 했다.

　소개에 따르면 10 여 년 전, 예얼마코프의 아버지는 

러시아에서 유명한 요트 운동  선수였으며, 그를 데리고 

요트를 몰고 칭다오에 와 봤으며, 베이징 올림픽의 요트 

대회에 응원했다. 이로써 예얼마코프 부자는 중국 요트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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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계의 인사와 서로 알게 되었고, 연합으로 요트 대회를 

개최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동 컵’ 국제 요트 대회는 

양측이 공동 노력으로 추진하는 결과다.

　아는 바에 의해 ‘원동 컵’ 국제 요트 대회는 칭다오 

자주 브랜드의 원양 요트 경기이며 2016 년에 창립되었다. 

이런 도전적 성격을 지닌 이안 항해 경기가 원동 지역에서 

국제 요트 경기가 없는 공백을 메워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까지 중국에서 거리가 가장 긴 원양 경기이기도 하다.

　이전에 ‘원동 컵’ 국제 요트대회는 2 회를 성공으로 

개최했으며, 앞의 2 회 원동 컵의 항로가 모두 칭다오와 

한국 목포 사이에 왕복하는 것이다.  2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 ‘원동 컵’ 의 국제적 지명도와 호감도가 날로 

향상되고 있다.

　'원동 컵'  은 칭다오와 러시아가 협력과 교류를 

심화하는 축도이다.

　올해 4 월, 중-러 지방협력원은 칭다오 서해안 신구에서 

정식으로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중-러 지방협력 교류의 

해에 시작한 중-러 지방협력원이고, 중-러 지방경제협력,  

인문 교류를 위한 국제화 시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올해 7 월, 제 3 회 ‘상하이협력기구 청년 교류영’ 이 

칭다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교류영을 계기로 

칭다오에서 '상하이협력기구 청년호' 요트의 명명식을 

거행했다. 의식이 끝난 후 전체 참가자들은 요트 체험을 

진행했고, 상하이협력기구의 회원국과 관찰 회원국에서 

온 11 개 국가의 대표와 중국의 청년 대표 총 200 여 명이 

함께 출항하며 청춘의 돛을 올려 상하이협력기구의 

발전에 조력한다.

칭다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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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진정한 중국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송서소는 미국 

사람이다. “제 본명은 snow 라고 합니다. 송서소라는 이름은 

공자아카데미의 중국어 선생님이 지어준 거예요. 정말 좋아해요. ” 

송서소가 이렇게 말했다.

　송서소와 중국의 인연은 그의 미국 사무실에서 늘 걸려 있는 사진부터 

얘기해야 한다.

　사진에는 40 여 명의 중국 동료와 학생들 가운데서 피부가 하얗고 

콧대가 높은 송서소는 웃음을 자아내는 모습이 눈에 띈다. 뒤의 벽에 걸려 

있는 ‘Happy Birthday’ 글자 및 색색의 풍선을 통해 생일 파티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사진은 송서소 37 세 생일에 찍었던 것이다.

　“성년이 된 이후, 나는 이렇게 정식으로 생일을 지내는 경우가 드물다.” 

2016 년 3 월 23 일, 칭다오에서 봄 경치가 아름다운 시절이다. 그날 

오후, 송서소의 동료와 학생들은 케이크, 꽃을 사 오고 풍선, 가랜드 등 

간단한 장식물로 칭다오대학교 과학기술원에 한 곳의 회의실을 생일 

파티로 꾸몄다.

　“파티의 벽에는 가랜드로 내 영어 이름—snow 맞추고 있었다. 그들은 

예쁜 종이에 ‘Happy Birthday’ 라고 썼다. 함께 노래를 불고, 춤을 추며, 

케이크를 먹고, 매우 따뜻합니다.” 생일 파티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사진을 받은 후 송서소는 바로 그것을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의 

사무실에 걸었고 눈을 들어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 천연 고분자 나노구조 연구의 최고 학자로서 2015 년부터 

송서소는 매년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칭다오대학교 과학기술원에 보낼 

것이고 단체를 데려 칭다오대학교 과학기술원에 관련 연구를 한다.

　“현재 송서소의 주요 연구방향은 단백질 정체발광 재료이며 이것은 

혼합 재료의 일종이고 건축•의료•환경관리 등 분야에 광범위한 응용 

전망이 있다 ” 고 밝혔다. 멀리서 온 동료들에게 칭다오대학교 

혼합재료연구원 집행원장 당건국이 진심으로 환영한다.

　2015 년에 당건국이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방문 동안 

처음으로 송서소를 만났다. ‘그때 칭다오대학교에서 벌써 국가 한합재료 

국제 과학기술 합작 시범기지를 설립해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그에게 칭다오에 와서 우리와 함께 연구하는 

것에 동의하느냐 물어봤는데, 그는 통쾌하게 승낙했다.’ 

송서소는 프로젝트를 가져 비행기를 타고 칭다오대학교 

과학기술원에 왔다.

　기지와 협력을 통해 송서소는 지금 이미 단백질 정체 

나노구조의 연구와 합성을 완성했다.

　“일상적인 교류에서 교수님이 아주 너무 친절하고 거드름을 

피우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그를 좋아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일 

파티를 같이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 장우가 송서소를 따라 3 

년 동안 공부했고, 이 지도 선생님을 언급했을 때 장우는 3 개 

“아주” 로 송서소에 대한 인정을 표했다. “그는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하버드 대학, 옥스포드 대학교 같은 일류 대학교를 

조럽했으며, 지금 전문적 분야에 거둔 성과도 훌륭하고, 

학술연구에 심취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송서소가 사소한 시간의 이용을 통해 그가 학술연구에 대한 

열정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인터뷰를 받은 틈에 송서소는 노트북을 꺼내고 분자형 모델이 

적혀 있는 연구서를 열어 자세히 보았다. 십 여분 만에 송서소는 

손뼉을 치면서 “자,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송서소의 눈에는 분자식 모델은 건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시 “예쁘고, 재미있으며, 쿨하다”.

　송서소는 매년 칭다오에 일하고 생활하는 것에 매우 만족스럽다. 

그는 소재의 연구팀을 좋아하고, 칭다오에서 순수한 과학연구 

환경을 좋아하며, 칭다오 노산에 역사감이 있는 하늘 높이 우뚝 

솟은 고목을 좋아하고, 새우완자, 만두, 물만두 등 중국 음식을 

좋아하며, 칭다오에서 언제나 '0 도 콜라' 를 살 수 있는 편리함을 

좋아한다.

　5 월 말, 송서소의 부모와 처아도 칭다오에 왔고 그가 가족의 

5식구를 데려 해수욕장, 오사광장, 팔대관, 소어산, 라오산 등 

칭다오의 경치를 샅샅이 돌아다녔다.

　“내년에 내가 칭다오에 반년 정도 보내고, 가족도 같이 올 

예정이에요.” 송서소는 미래에 좋은 기회만 있으면 칭다오에 

일하고 생활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칭다오를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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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무술 때문에 칭다오와 결연했고, 

나는 이 도시를 사랑한다. 여기에 있는 동안 

나는 매우 편안하다. ” 칭다오와의 인연을 

말하자면 니카는 한 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했다.

　일찍이 2008 년에 니카는 칭다오대학교에서 

유학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칭다오에 왔다. 

유학 기간, 니카는 학교의 무술 동아리에 

참여했고, 중국 무술과 인연을 맺었다.  그 

때 칭다오대학교 국제교육대학의 무술 

교사인 서숭은이 니카의 무술 학습에 대한 

노력에 감동했다. 결국 서숭은이 ‘서양 

제자’ 인 니카를 마지막 제자로 삼았다.

　유학이 끝난 후 ,  니카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돌아가고 회사를 창립했다. 

회사가 빠르게 발전하는 동시에, 니카는 

계속해서 중국 무술을 공부하는 집착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모스크바에 무술 학교가 있지만 

정종적인 중국 무술은 아니다.” 니카가 

말했다.

　결국 사업 성공도 니카가 중국 무술을 배우는 갈망을 막을 수 없었다. 2015 년 8 월,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칭다오에 돌아오고 사부를 찾아 무술을 다시 습득하게 

되었다.

　니카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유약해 보이지만 무술을 연습할 때 빈틈없이 정연하다. 

무당권, 내가권, 외가권, 쌍칼, 장검...... 니카가 좋아하는 중국 무술에는 권각도 있고 ‘칼과 

검’ 도 있다. 무술에 심취한 그녀는 칭다오 무술 경기에서 두 차례로 금메달을 따았다.

　“휴식 기간 나는 스님이랑 거림산에서 무술을 연습할 것이다. 주말마다 사부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자기의 집에 돌아온 것과 같다.” 니카는 “이런 느낌이 내가 칭다오에도 

집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중국 무술을 배우기 위해 니카의 대부분의 휴식 시간을 빼앗았다. 근무 시간에 니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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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ber Valley유한회사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 구역의 매니저이다. “내 일터도 

중국 무술 때문에 얻은 것인데, 하늘에서 ‘떨어졌’ 듯이 생긴 것이다.” 니카는 식지를 

내밀어 위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사부님을 찾으러 칭다오에 왔던 비행기에서 니카의 옆 좌석에 마침 Rubber Valley

총경리였다. 비행 동안 두 사람이 잡담을 나누었다. “우리 총경리님은 니카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판매 경험이 넉넉하고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에 능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인재는 정말 드물다.” Rubber Valley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자 

조뢰가 “총경리님은 즉시 Rubber Valley에 와서 일을 하면 어떻냐 물어봤다” 라고 

소개했다.

　그 후, 이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니카는 Rubber Valley그룹을 깊이 알아본 후  

2016 년에 정식으로 입사했다. 지금 니카는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 지배인이 

되었다. 니카의 가입에 대해 조뢰가 아주 환영하고 “니카는 해외 보급과 마케팅을 잘하고, 

무역 조작, 상업 컨설팅,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제외하며, 외국인의 사고로 고객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그는 인터넷 프로모션 

마케팅에 훌륭하다.”

　현재 니카는 칭다오에 완전히 융합되었으며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

　몇 년 동안 칭다오에서 생긴 변화를 언급하면 니카는 “10 년 전과 비교하면 칭다오는 

출행의 편리함과 기초시설 보완 등 많은 영역에서 큰 변화를 이루었다” 라고 말했다. 10 년 

전, 커피를 좋아하는 그녀가 칭다오로 유학해 왔을 때 카페를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카페를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칭다오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새로 개설된 지하철도로 

출행의 편리함을 크게 제고했다. 또한 발달된 인터넷 쇼핑으로 니카가 수입상품을 

구매하는 데 좋은 통로를 제공했다.

　“근무와 무술 연습을 제외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집에서 스스로 요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니카는 “요리를 매우 좋아한다. 특히 칭다오 해산물을 즐겨 

먹는다 ” 라고 하며 “집에서 바지락 볶음을 자주 한다” 라고 말했다.

　상하이협력기구 칭다오 정상회담 개최된 후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인 러시아에서 온 

칭다오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인 니카는 매우 기뻤다. “나는 ‘일대일로’ 제안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회사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더 많은 무역과 협력의 기회를 찾기를 바란다.”

　“미래, 내가 오랫동안 칭다오에 일하고 생활할 거예요.” 니카는 “칭다오에 창업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여기에 가장 뛰어난 업무팀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중국 무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러시아 사람 니카



비고: 현재까지 칭다오의 해외 

경제협력 동반자 도시(성, 주,  

무 역 기 구 ) 는  이 미  9 6 개 에  

달했는데 이 그림에서 그 중의 

일부를 보여준다. 

추몽 칭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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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표: 쉬쥔

상임대표: 상스뱌오

전화번호：0065-69223780、0065-69223781

핸드폰 번호：0065-83382993、0065-96225721

E-mail:  xj9877@126.com、13606309901@163.com

사무실 주소:  싱가포르 안송로 8 호 빌딩 루이거스 AXA 

                    34 층 1호 3420, 우편번호:068811

칭다오(싱가포르)공상센터
수석대표: 후이지광

상임대표: 천진졘

전화번호：0082-51-998-0277、0082-51-998-0278

핸드폰 번호：010-5680-0756、010-2028-8379

F-mail: qdc2015@naver.com

사무실 주소: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번 

                 부산국제금융센터 53층, 우편번호: 608828 

칭다오(한국)공상센터
수석대표: 쉬보

상임대표: 잔하이칭

전화번호：0049 89 59993616

핸드폰 번호：0049 0 15258543657

E-mail: qingdaoxubo@163.com、zhanhaiqing@163.com

사무실 주소: 뮌헨 마르크스-요제프 거리 5번, 바이에른 

                   경제인 회의, 우편번호: 80833

칭다오(독일)공상센터

칭다오(미국)공상센터
수석대표: 뤼쿤 

상임대표: 쭤아이민

핸드폰 번호：+1（415）278-1090、15317813997

                   +1（415）525-6598、17091307587

E-mail:  lk7373@hotmail.com、13791981518@163.com

사무실 주소: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2025 게이트웨이빌딩 

                   202룸, 우편번호: 95110

수석대표: 멍리

상임대표: 위안신밍

전화번호：0081-3-6757-8596、0081-3-6757-8597

핸드폰 번호：0081-7038695164、0081-7038583440

E-mail：qdbcc_jp@163.com

사무실 주소: 도쿄도 지요다구 칸다진보쵸 3정목 10번지

우편번호：101-0051

칭다오(일본)공상센터
대리 수석대표: 인나신

핸드폰 번호：+972-54-8861126

E-mail：qdcbci@gmail.com

사무실 주소: 이스라엘 마카비 텔아비브 키부츠 

                   카로유 거리 47번 

칭다오(이스라엘)공상센터

대리 수석대표:  무쉐

상임대표: 자오화

핸드폰 번호：+852-69969166

E-mail：13953253353@163.com、zhaohua0822@163.com

사무실 주소: 중국홍콩 애드미럴티 하르코트 로드 18번 

                  애드미랄티센터 1좌 2609실

칭다오(홍콩)공상센터
수석대표:오일용

상임대표:수순

E-mail：wrl1969@aliyun.com、

              suisun5379@163.com

칭다오(영국)공상센터8
수석대표：샤펑

상임대표：가오등판

핸드폰：18678908887,13553002971

E-mail： 18678908887@163.com、gaodengpan@163.com

주소：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이카 강(MOYKA) 

        Embankment 36호 A806

칭다오(러시아)공상센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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