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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천광역시는 중국 교류·비즈니스 선도 도시인 인천의 경

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내고자, 민관산학 각계와 함께 인차이나포럼

(INChina Forum)을 창립했습니다. 인차이나포럼은 글로벌 지식플랫

폼이자 한·중 정책대화의 채널,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연구·조사와 네트워크 조

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포럼 사업을 집성

하고 그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가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인천시의 정책 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에서 사무국

을 맡고 있습니다. 포럼 사무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강대국 

전략 경쟁 등 격변의 시기에,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 개척을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종합적 중국정보가 긴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21년 포럼 주요 연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서 중국정보자

료인 「인차이나핸드북」을 제작했습니다. 

이 조사서는 △인천-중국교류 현황 △중국 권역별 주요 도시정보

의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인 인천-중국 교류 현황에

발간사



제1부

목차 Contents

발간사…………………………………………………………………… 5

인차이나 핸드북 개요……………………………………………… 10

… 배경…및…목적…………………………………………… 10

… 범위…및…방법……………………………………………… 11

인천-중국 교류 현황

Part. 1 인천-중국 도시교류 현황

… 인천…국제교류…현황……………………………………… 19

… 인천-중국…국제교류…현황… …………………………… 24

Part. 2 인천의 중국인 유학생·다문화가정 현황

… 전국…중국인…유학생…현황… …………………………… 29

… 인천…중국인…유학생…현황… …………………………… 32

… 인천의…중국인…결혼이민자…현황… …………………… 35

Part. 3 인천 대중국 통상·물류 현황

… 인천…대중국…수출입…현황… …………………………… 39

… 인천…대중국…물류…현황…… ……………………………… 42

Part. 4 인천 대중국 투자현황

… 인천…대중국…투자…현황…및…추이………………………… 47

… 인천…대중국…지역별…투자…현황… ……………………… 49

… 인천…대중국…업종별…투자…현황… ……………………… 52

… 인천…대중국…기업규모별…투자…현황… ………………… 55

Part. 5 종합  

… 종합……………………………………………………… 59

서는 도시교류 및 인천의 중국인 현황, 그리고 교역·투자 등 경제 분

야 기초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 권역 주요 도시 정보를 다루고 

있는 제2부에서는 중국 전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36개 주요 도시

에 대한 기초 정보를 조사하여 정리했습니다. 각 도시들의 행정권역 

지도를 자체 제작했으며, 최신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면적, 인구, 경제

규모 및 순위, 주요 정책동향, 한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중국과 교류·비즈니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기업인 그리

고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인차이나핸드

북」을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인천 주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탑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시민 누구나 곁에 두고 활

용할 수 있는 핸드북으로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본 자료집의 제작을 지원하고 인차이나포럼을 함께 일구어 나가고 

있는 인천시 국제협력담당관실 나기운 담당관님, 중국정책팀 김혜영 

팀장님과 김담희 주무관님 등 시 관계자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리

고 자료집의 제작과 출판을 맡아 준 도서출판 다인아트에도 감사 드

립니다. 아울러 인차이나포럼 사무국 소속으로 조사를 담당한 인천

연구원 전유정, 윤성원, 황옌 연구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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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차이나 핸드북 개요

 ●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강대국 전략 경쟁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서 인천의 중국 교류·협력 내실화를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함 

 ●  인천광역시 의뢰로 인천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인차이나포럼의 

연구사업 일환으로 <인차이나핸드북2021>을 제작함

 -  2016년 창립한 인차이나포럼은 지역을 대표하는 중국 특화 국제

회의로 자리매김함

 -  2021년 인차이나포럼의 사무국을 인천연구원에서 맡고 있으며, 

포럼을 중국 교류·협력 종합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

구·조사 △전문가네트워크 △국제컨퍼런스 등 다양한 사업을 진

행하고 있음   

 ●  본 자료집의 목적은 △인천-중국 교류 정보 △중국 주요 도시정보

를 조사·정리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중국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참고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음

01 배경 및 목적

■■내용적■범위■
 ● <인차이나핸드북2021>는 총 2개의 내용으로 구성됨

 ● 제1부에서는 인천-중국 교류 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함  

 -  교류 현황은 ▲도시교류 ▲중국인 유학생·다문화 ▲통상·물류 

▲투자로 세부 분류하며 각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시교류) 인천-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현황, 인천-중국 지역별·분

야별 교류 현황 

 ◯  (중국인 유학생·다문화) 인천을 중심으로 중국인 유학생·다문화 가

정 규모 및 비중, 교육과정 및 전공, 거주 분포 등 조사 

 ◯  (통상·물류) 인천의 대중국 수출입·물류 현황 및 추이 정리

 ◯  (투자) 인천의 중국 투자 현황 및 추이, 지역별·업종별·기업규모별 투

자 정리

 ●  제2부에서는 중국 각 권역 주요 도시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여 정

리함

 -  중국 직할시·각 성의 성도 및 부성급시 등 총 36개를 선정하여 

▲인구·면적 ▲발전전략 ▲한국과의 교류 ▲경제·산업 등 정보

를 파악함 

 ◯ (인구·면적) 2021년 현재 각 도시의 인구·면적, 행정권역 지도 

 ◯  (발전전략) 도시 유관 국가 지역발전 전략 및 산업육성 정책 등   

 ◯  (한국과의 교류) 각 중국도시가 한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맺고 

있는 자매결연 현황

 ◯  (경제·산업) 지역내총생산(GRDP), 1인당GRDP, 사회소비판매총액, 

수출입, 해외직접투자(FDI) 규모 및 조사 도시내에서의 순위 

02 범위 및 방법

인차이나 핸드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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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인차이나 핸드북 개요

■■시간적■범위■및■자료출처

인천-중국 교류 현황 자료원

분류 자료 목록

1부

인천-중국

교류 현황

도시교류 인천광역시 시정발자취(2010~2020년)

사회
유학생 교육부(2020) 외국인유학생 통계자료

다문화가정 행정안전부(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경제
통상· 물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투자 인천항만공사 통계자료

2부

중국 도시정보 

인구 · 면적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발전전략 중국 도시정부 홈페이지 자료 및 <중국통계연감>

지방교류 중국 도시정부 홈페이지 및 지역별 <14 · 5규획>

경제 · 산업 한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  인천-중국 간 교류 현황 파악을 위해 2021년 기준 가용한 최근 통

계 자료 분석 

 ● 중국도시정보를 위해 2021년 기준 최신 중국의 통계자료 활용

 ●  인천-중국 교류 현황 파악을 위해 인천광역시 시정백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행정안전부,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수

출입은행 등의 통계자료 활용

 ●  중국도시정보를 위해 중국 도시정부 홈페이지 공식자료, 지역별 

14차5개년규획(14·5규획), 한국 시도지사협의회 한국-중국 자매우

호결연 현황, 중국통계연감 등을 활용

■■공간적■범위
 ●  본 자료집에서는 중국을 행정권역 구분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북부, 동부, 중서부의 3대 지대로 나눔

 ●  북부 지대에는 화북과 동북의 2개 권역이 포함되며, 동부연해에는 

화동과 화남 권역이, 중서부 지대에는 화중, 서남, 서북의 3개 권역

이 포함됨 

중국 성급 지역 분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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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각 권역 인구·면적 및 지역내총생산(GRDP)의 규모 및 비중을 정리

하면 아래 표와 같음

공간 및 기본 현황 

지역 
인구 면적 GRDP

인구(만명) 비중 면적(km2) 비중 규모(억 위안) 비중
전국  140,385 100% 5,813,400 100%   985,333 100%

화북권역    17,577 12.5% 1,040,094 17.9%  118,819 12.1%
베이징  2,154 1.5% 16,410 0.3% 35,371 3.6%
톈진 1,562 1.1% 11,967 0.2%  14,104 1.4%

허베이  7,592 5.4% 190,378 3.3%  35,105 3.6%
산시(山西)  3,729 2.7%  156,933 2.7%  17,027 1.7%

네이멍구자치구 2,540 1.8% 664,406 11.4%  17,213 1.7%
동북권역    10,794 7.7% 687,936 11.8% 50,249 5.1%
랴오닝 4,352 3.1%  148,629 2.6%  24,909 2.5%
지린  2,691 1.9% 147,873 2.5% 11,727 1.2%

헤이룽장  3,751 2.7%  391,434 6.7%  13,613 1.4%
화동권역    26,418 18.8%  376,319 6.5%  271,206 27.5%
상하이 2,428 1.7%   6,341 0.1%   38,155 3.9%
장쑤  8,070 5.7% 105,877 1.8%  99,632 10.1%
저장  5,850 4.2%  105,672 1.8%  62,352 6.3%
산둥    10,070 7.2% 158,429 2.7%  71,068 7.2%

화남권역    21,399 15.2%  550,133 9.5%  176,612 17.9%
푸젠   3,973 2.8%  123,731 2.1%  42,395 4.3%
광둥    11,521 8.2%  179,832 3.1%  107,671 10.9%

광시자치구  4,960 3.5%  239,066 4.1%  21,237 2.2%
하이난  945 0.7%  7,504 0.1%  5,309 0.5%

화중권역    33,517 23.9%  819,609 14.1%  201,711 20.5%
허난   9,640 6.9%  164,115 2.8%  54,259 5.5%

후베이   5,927 4.2%  151,745 2.6%   45,828 4.7%
후난   6,918 4.9%  196,587 3.4%   39,752 4.0%

안후이    6,366 4.5%  140,187 2.4%   37,114 3.8%
장시   4,666 3.3%  166,975 2.9% 24,758 2.5%

서남권역    20,331 14.5% 1,444,225 24.8% 111,913 11.4%
충칭 3,124 2.2%   82,402 1.4%  23,606 2.4%
쓰촨 8,375 6.0%  193,167 3.3% 46,616 4.7%

구이저우 3,623 2.6% 102,849 1.8%  16,769 1.7%
윈난 4,858 3.5%  195,406 3.4% 23,224 2.4%

시짱자치구   351 0.3% 870,401 15.0%    1,698 0.2%
서북권역    10,349 7.4%  895,084 15.4%  54,823 5.6%

샨시(陝西)     3,876 2.8%  205,317 3.5%   25,793 2.6%
간쑤     2,647 1.9%  384,133 6.6%    8,718 0.9%

칭하이     608 0.4%    17,947 0.3%    2,966 0.3%
닝샤자치구      695 0.5%    59,178 1.0%    3,748 0.4%
신장자치구    2,523 1.8%  228,509 3.9%  13,597 1.4%

자료: 중국통계연감(2020)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조사대상 도시를 권역별 구분하면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서남권역 시장자치구의 성도인 라싸시, 그리고 서북권역 신장위

구르자치구 성도인 우르무치시의 경우 도시 경제지표 등 기초정

보 수집의 어려움과 인천과의 교류 수요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조사에서 제외하였음

 -  직할시, 각 성의 성도 및 부성급시 외에 산둥성 지급시인 웨이하

이시의 경우 2016년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함께 한중FTA지방경제

협력시범도시로 선정된 점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음 

중국 권역별 주요 도시 

지대 권역 성·직할시·자치구 부성급시·지급시 

북부 

화북

①베이징 직할시 -
②톈진 직할시 -
허베이성 ③스자좡시
산시성 ④타이위안시
네이멍구자치구 ⑤후허하오터시

동북
랴오닝성 ⑥선양시, ⑦다롄시
지린성 ⑧창춘시
헤이룽장성 ⑨하얼빈시

동부 

화동

⑩상하이직할시 -
장쑤성 ⑪난징시, ⑫쑤저우시
저장성 ⑬항저우시, ⑭닝보시
산둥성 ⑮지난시, ⒃칭다오시,⒔웨이하이시

화남

푸젠성 ⒕푸저우시, ⒖샤먼시
광둥성 ⒗광저우시, (21)선전시
광시좡족자치구 (22)난닝시
하이난성 (23)하이커우시

중서부

화중

허난성 (24)정저우시
후베이성 (25)우한시
후난성 (26)창사시
안후이성 (27)허페이시
장시성 (28)난창시

서남

(29)충칭직할시 -
쓰촨성 (30)청두시
구이저우성  31  구이양시
윈난성  32쿤밍시
시짱자치구 라싸시 

서북

샨시성  33시안시
깐수성  34  란저우시
칭하이성  35  시닝시
닝샤후이족자치구  36  인환시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르무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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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권역 
주요도시

PART. 1 

베이징 직할시

톈진 직할시

허베이성 성도 스자좡시 

산시성 성도 타이위안

네이멍자지치구 성도 후허하오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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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는 정치· 문화 · 국제교류 중심지로서, 광역수도권 일체화를 위한 징진

지 전략을 이끌어가고 있음

 ●  베이징에 축적된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중국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됨

 ● 베이징시는 2008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동계올림픽의 개최지임 

베이징시 경제 규모 및 순위

2위 GRDP 35,371억 위안

4위 1인당 GRDP 164,220위안

2위 소비판매총액 15,064억 위안

1위 수입액 23,505억 위안

6위 수출액 5,172억 위안

2위 FDI 1,421,299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광역 서울(1993), 부산(2013) 

기초  인천 미추홀구-미윈현(1996) 

서울 중구-시청구(1994), 중랑구-둥청구(1994), 관악구-다싱구(1995), 종로구-둥청구(1995), 

동작구-핑구구(1995), 영등포구-먼터우거우구(1995), 강동구-펑타이구(1995), 

서대문구-하이뎬구(1995), 강남구-차오양구(1996), 도봉구-창핑구(1996), 마포구-스징산구(1996), 

성동구-화이러우구(1996), 성북구-순이구(1996), 동대문구-옌칭구(1997), 구로구-퉁저우구(2002), 

용산구-쉬안우구(2008), 서초구-둥청구(2011) 

부산 금정구-창핑구(2005), 부산진구-시청구(2014) 

충남 계룡시-화이러우구(2007) 

전남 함평군-창핑구(2004), 함평군-팡산구(2004), 신안군-다싱구(2016)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북
권
역

Beijing

베이징
수도·직할시

- 중화인민공화국 수도· 직할시 

- 중국 정치· 문화 · 국제교류 중심지

- 징진지전략의 핵심 거점 

면        적  16,410㎢   

인        구  2,154만명

행정구역 16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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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중국 수도권 관문도시인 톈진시는 북방경제의 선도지역으로서, 환발해권역 발전을 이끌어가

고 있음 

 ●  징진지 일체화 전략에 따라 베이징, 허베이성과의 경제 · 산업 융합발전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향후 첨단제조업 및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됨 

톈진시 경제 규모 및 순위

10위 GRDP 14,104억 위안

24위 1인당 GRDP 90,371위안

19위 소비판매총액 4,218억 위안

22위 수입액 629억 위안

25위 수출액 438억 위안

12위 FDI 473,161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광역 인천(1993), 서울(2009), 부산(2007), 경기(2008)  

기초  인천 미추홀구-탕구구(2004), 중구-허베이구(2013)

부산 사하구-둥리구(1994)

대구  서구-허시구(1994)

광주 남구-베이진구(2005), 광산구-진난구(1997)

경기 의왕시-우칭구(2001)

충남 보령시-한구구(2009)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북
권
역

Tianjin

톈진
직할시

- 직할시

- 중국 북방경제 선도지역 

- 제조업· 물류 중심지  

면        적  11,967㎢   

인        구  1,562만명

행정구역 16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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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허베이성 성도인 스자좡시는 성 남부 중심지로서 징진지 전략의 주요 거점도시임

 ●  국가신행정수도로 조성되고 있는 슝안신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

도화를 도모하고 있음  

스자좡시 주요 경제 규모 및 순위   (2019년 기준) 

25위 GRDP 5,810억 위안

36위 1인당 GRDP 52,859위안

24위 소비판매총액 2,465억 위안

24위 수입액 524억 위안

21위 수출액 655억 위안

23위 FDI 163,351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기초  충남 천안시-스자좡시(1997)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북
권
역

Shijiazhuang

스자좡
허베이성 성도 

- 허베이성 성도

- 허베이성 남부 중심지  

- 징진지일체화전략 거점 

면        적  15,848㎢   

인        구  1,052만명

행정구역 8개 구, 3개 시, 11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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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산시성 성도인 타이위안시는 석탄 등 지하자원 채굴이 지역의 주력산업임

 ●  탄소중립 등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에 따라 자원의존형 산업구조를 전환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현재 국가 자원의존산업구조전환 시범도시로 지정됨

타이위안시 경제 규모 및 순위

30위 GRDP 4,029억 위안

23위 1인당 GRDP 90,698위안

28위 소비판매총액 1,953억 위안

27위 수입액 468억 위안

22위 수출액 652억 위안

32위 FDI 9,717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기초  전남 순천시-타이위안시(2019)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북
권
역

Taiyuan

타이위안
산시성 성도 

- 산시성 성도

- 자원의존형 산업구조 전환 시범지  

- 일대일로 육상실크로드 거점 

면        적  6,988㎢   

인        구  384만명

행정구역 6개 구, 3개 현, 1개 현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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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네이멍구자치구 성도인 후어하오터시는 소수민족인 몽골족 집거지로서 석탄, 희토류 등 지하

자원 채굴업의 효율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몽골과의 육로해관 기능을 발전시켜 중국 북방교류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후허하오터시 경제 규모 및 순위

33위 GRDP 2,791억 위안

25위 1인당 GRDP 89,138위안

32위 소비판매총액 1,076억 위안

33위 수입액 61억 위안

35위 수출액 64억 위안

30위 FDI 25,733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기초  서울 관악구-후허하오터시(2012)

경남 밀양시-후허하오터시(1999)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북
권
역

Hohhot

후허하오터
네이멍구자치구 성도 

- 네이멍구자치구 성도

- 소수민족집거지 

- 일대일로 육상실크로드 거점 

면        적  17,186㎢   

인        구  249만명

행정구역 4개 구, 4개 현, 1개 기(旗) 



동북권역 
주요도시

PART. 2

랴오닝성 성도 선양시

랴오닝성 부성급 다롄시

지린성 성도 창춘시

헤이룽장 성도 하얼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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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랴오닝성 성도인 선양시는 계획경제 시기 중공업 거점으로서 동북 경제의 발전을 선도해 옴 

 ●  동북진흥전략의 중심지이기도 한 선양시가 향후 어떻게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것인지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함  

선양시 경제 규모 및 순위

22위 GRDP 6,470억 위안

29위 1인당 GRDP 77,777위안

16위 소비판매총액 4,480억 위안

20위 수입액 757억 위안

27위 수출액 316억 위안

22위 FDI 165,054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광역 인천(2014), 대구(2003), 광주(2007), 대전(2003)

기초  인천 동구-둥링구(1996)

서울 노원구-허핑구(1994), 관악구-톄시구(1998), 은평구-다둥구(1999), 강북구-다둥구(2000), 

은평구-위훙구(2003), 구로구-다둥구(2006)

부산 사상구-둥링구(1997)

대전 서구-선허구(1995), 중구-허핑구(2012)

울산 울주군-선베이신구(2003)

경기 김포시-신민시(1994), 안성시-랴오중현(1997), 성남시-선양시(1998)

강원 춘천시-선양시(1998)

충남 공주시-선양시(1999)

전북 군산시-선양시(2003), 전주시-선양시(2006)

전남 보성군-선양시 쑤자툰구(2000), 광양시-선양시(2007)

경남· 북 경남 거제시-선양시(2011), 경북 구미시-선양시(1997)

 (2021년 8월 25일 기준) 

동
북
권
역

Shenyang

선양
랴오닝성 성도

- 랴오닝성 성도

- 동북진흥전략 거점

- 제조업 혁신 시범지  

면        적  12,860㎢   

인        구  756만명

행정구역 10개 구, 1개 현급시, 2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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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광역 인천(1994), 광주(2011), 제주특별자치도(2001)

기초  인천 부평구-뤼순커우구(1997)

서울 강남구-중산구(1994)

부산 서구-창하이현(1995), 사상구-진저우구(1996), 수영구-진저우구(1996)

대전 유성구-시강구(1997)

경기 평택시-다롄시(2000)

강원 춘천시-다롄시(2003)

충남 아산시-푸란뎬시(1997)

전남 광양시-다롄시(1999)

경북 포항시-다롄시(2008)

 (2021년 8월 25일 기준) 

주요 정책동향

 ●  랴오닝성 부성급시인 다롄시는 동북지역의 경제 · 물류 중심지로서 북방의 발달을 이끌어 왔

음

 ●  한국 및 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의 교류협력 확대 및 제조업 혁신을 통해 침체된 동북지역 경

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다롄시 경제 규모 및 순위

20위 GRDP 7,002억 위안

20위 1인당 GRDP 99,996위안

21위 소비판매총액 3,637억 위안

10위 수입액 2,421억 위안

14위 수출액 1,940억 위안

28위 FDI 64,617만 달러

동
북
권
역

Dalian

다롄
랴오닝성 부성급시

- 랴오닝성 부성급시 

- 동북진흥전략 거점

- 북방 경제 · 물류 중심지 

면        적  13,739㎢   

인        구  599만명

행정구역 7개 구, 2개 현급시, 1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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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지린성 성도인 창춘시는 자동차 · 궤도차량 및 BIO 산업이 발달한 제조업 중심지임

 ●  중국의 제조업 혁신전략에 힘 입어 동북지역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

근 한중국제협력시범구를 조성하는 등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창춘시 경제 규모 및 순위

24위 GRDP 5,904억 위안

28위 1인당 GRDP 78,456위안

23위 소비판매총액 3,120억 위안

17위 수입액 847억 위안

30위 수출액 149억 위안

35위 FDI 3,612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광역 울산(1994)

기초 서울 양천구-차오양구(1995)

경기 성남시-창춘시(2009)

강원 태백시-창춘시(2003), 홍천군-창춘시 위수시(2015)

전북 전주시-창춘시(2006)

경북 포항시-창춘시(2010)

 (2021년 8월 25일 기준) 

동
북
권
역

Changchun

창춘
지린성 성도 

- 지린성 성도

- 동북진흥전략 거점 

- 자동차 · BIO 산업 발달

면        적  20,594㎢   

인        구  754만명

행정구역 7개 구, 3개 현급시, 1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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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헤이룽장 성도인 하얼빈시는 일대일로 북방네트워크의 거점도시로서 러시아와의 국제교류에 

특화되어 있음

 ●  석유채굴 등 에너지 산업이 발달했고, 세계적 동계축제인 빙등제의 개최지임 

 ●  중국 정부가 국가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하얼빈시를 비롯한 헤이룽장 주

요 지역이 농업현대화 시범지로 지정됨

하얼빈시 경제 규모 및 순위

27위 GRDP 5,249억 위안

35위 1인당 GRDP 55,175위안

- 소비판매총액 -

31위 수입액 132억 위안

31위 수출액 120억 위안

- FDI -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광역 인천(2009)

기초 서울 구로구-샹팡구(2006), 중구-하얼빈시(2009)

경기 부천시-하얼빈시(1995)

전남 장흥군-아성구(2013)

경남 창녕군-상즈시(1997)

 (2021년 8월 25일 기준) 

동
북
권
역

Harbin

하얼빈
헤이룽장성 성도 

- 헤이룽장성 성도

- 일대일로 북방네트워크 거점

- 석유채굴 및 에너지산업 발달 

면        적  53,076㎢   

인        구  951만명

행정구역 9개 구, 2개 현급시, 7개 현



화동권역 
주요도시

PART. 13

상하이 직할시 

장쑤성 성도 난징시

장쑤성 지급시 쑤저우시

저장성 성도 항저우시

저장성 부성급 닝보시

산둥성 성도 지난시

산둥성 부성급 칭다오시

산둥성 지급시 웨이하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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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세계도시 비전을 갖고 있는 상하이시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선도하고 있는 경제 수위도시임

 ●  상하이시는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혁신경제 역량 및 첨단산업을 활용하여, 미중 강대국 전략 

경쟁에 대응하고 중국정부가 제기한 소위 ‘쌍순환 전략’을 이끌어가기 위한 지역정책을 수립

하여 실행하고 있음

상하이시 경제 규모 및 순위

1위 GRDP 38,156억 위안

5위 1인당 GRDP 157,279위안

1위 소비판매총액 15,848억 위안

2위 수입액 20,326억 위안

2위 수출액 13,721억 위안

1위 FDI 1,904,791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광역 서울(2014), 부산(1993), 충남(2008), 전북(2003), 전남(1996), 제주(2009)

기초 서울 금천구-바오산구(1996), 강북구-자딩구(1997), 서초구-훙커우구(1999), 종로구-징안구(2000), 

강남구-푸둥신구(2008), 송파구-민항구(2009), 용산구-자딩구(2012), 강서구-창닝구(2013), 

영등포구-황푸구(2019)

부산 영동구-황푸구(1996), 동래구-훙커우구(1997), 연제구-황푸구(2004), 금정구-푸퉈구(2005), 

사하구-징안구(2008), 동구-쉬후이구(2008), 사하구-자베이구(2009), 북구-양푸구(2013)

충남 보령시-칭푸구(1999)

제주 서귀포시-충밍구(2018)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동
권
역

Shanghai

상하이
중화인민공화국 
직할시

- 중화인민공화국 직할시 

- 중국 경제 ·혁신· 물류 중심지

- 창장삼각주일체화전략 핵심지역

면        적  6,341㎢

인        구  2,428만명

행정구역 16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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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장쑤성 성도인 난징시는 고도로서 중국남방문화의 중심지임

 ●  난징시의 인구대비 과학기술산업 종사자 비중이 전국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 난징시의 생산자

서비스업 및 지식경제가 특화되어 있음 

 ●  창장삼각주일체화 전략에 따라 상하이시, 장쑤성의 쑤저우 등 주요 도시와의 산업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난징시 경제 규모 및 순위

11위 GRDP 14,031억 위안

3위 1인당 GRDP 165,681위안

9위 소비판매총액 7,136억 위안

13위 수입액 1,821억 위안

12위 수출액 3,007억 위안

15위 FDI 410,058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기초 경기 과천시-난닝시(2005)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동
권
역

Nanjing

난징
장쑤성 성도

- 장쑤성 성도

- 중국 남방문화 중심지   

- 창장삼각주일체화전략 거점  

면        적  6,587㎢

인        구 710만명

행정구역 11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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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장쑤성의 지급시인 쑤저우는 지역 최대 제조업 중심도시임

 ●  쑤저우시는 창장삼각주일체화 전략을 통해 주력 제조업의 첨단화 · 스마트화를 도모하고 있음.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의 등록특허수를 기록하는 등, 혁신경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쑤저우시 경제 규모 및 순위

6위 GRDP 19,236억 위안

2위 1인당 GRDP 179,174위안

7위 소비판매총액 7,813억 위안

4위 수입액 8,754억 위안

3위 수출액 13,233억 위안

13위 FDI 461,545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기초 대구 동구-우중구(2005)

경기 화성시-우중구(2000)

강원 태백시-쑤저우시(2005), 영월군-타이창시(2011)

전북 전주시-쑤저우시(1996), 군산시-쿤산시(1997)

전남 무안군-쑤저우시(2016)

경북 장자강시-포항시(2009), 타이창시-청송군(2015)

제주 제주시-쿤산시(2002)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동
권
역

Suzhou

쑤저우
장쑤성 지급시 

- 장쑤성 지급시

- 디지털경제 글로벌 선도 도시 

- 과학기술 집적지 

면        적  8,657㎢

인        구 723만명

행정구역 5개 구, 4개 현급시



94 중국정보자료집 인차이나 핸드북 2021 중국 도시정보 95

주요 정책동향

 ●  저장성 성도인 항저우시는 세계적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창업지이자 본사가 입지해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와 핀테크산업의 선도 도시임 

 ●  저장성 및 항저우시는 디지털보안장비, 집성회로, 인터넷통신, 스마트장비, 스마트가전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항저우시 경제 규모 및 순위

9위 GRDP 15,373억 위안

7위 1인당 GRDP 152,465위안

10위 소비판매총액 6,188억 위안

12위 수입액 1,839억 위안

10위 수출액 3,353억 위안

10위 FDI 612,818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기초 서울 강동구-항저우시(2000)

대구 북구-서호구(2018)

경기 수원시-항저우시(2009)

강원 춘천시-항저우시(1994)

전북 군산시-푸양시(2003), 남원시-항저우시(2011)

전남 여수시-항저우시(1994)

경북 경산시-항저우시(2001)

제주 서귀포시-항저우시(2002)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동
권
역

Hangzhou

항저우
저장성 성도

- 저장성 성도 

-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산업 선도도시   

- 창장삼각주일체화전략 거점   

면        적  16,853㎢

인        구 795만명

행정구역 10개 구, 1개 현급시, 2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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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저장성 부성급시인 닝보는 국제해운물류의 중심지로서 일대일로 해상실크로드의 거점도시임

 ● 2010년 개항한 닝보보세항구를 중심으로 국제전자상거래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음 

닝보시 경제 규모 및 순위

12위 GRDP 11,985억 위안

9위 1인당 GRDP 143,157위안

18위 소비판매총액 4,269억 위안

6위 수입액 3,201억 위안

4위 수출액 5,970억 위안

18위 FDI 236,341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광역 대구(2013)

기초 경기 평택시-닝보시(2002)

전남 나주시-위야오시(1997), 순천시-닝보시(2017)

경북 봉화군-펑화시(2014)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동
권
역

Ningbo

닝보
저장성 부성급시

- 저장성 부성급시

- 국제해운 · 물류 발달 

- 일대일로 해상실크로드 거점

면        적  9,816㎢

인        구 608만명

행정구역 6개 구, 2개 현급시, 2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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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산둥성 성도인 지난시는 산둥성 중서부 내륙의 행정· 소비경제 중심지임. 3차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인구대비 과학기술 종사자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이 특화되

어 있음

 ●  산둥성은 지난시를 지역 경제 · 금융 · 물류 ·과학기술 중심지로 육성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실행

하고 있음  

지난시 경제 규모 및 순위

16위 GRDP 9,443억 위안

16위 1인당 GRDP 106,416위안

13위 소비판매총액 5,162억 위안

25위 수입액 481억 위안

24위 수출액 644억 위안

19위 FDI 224,249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광역 대구(2011)

기초 서울 강남구-리청구(2007)

경기 수원시-지난시(1993)

경북 안동시-지난시(2014)

경남 하동군-장추시(2010)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동
권
역

Jinan

지난
산둥성 성도

- 산둥성 성도

- 산둥성 행정· 소비경제 중심지 

- 지식기반서비스업 특화 

면        적  10,244㎢

인        구 797만명

행정구역 10개 구, 2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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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산둥성 부성급시인 칭다오시는 지역 최대의 경제 선도 도시로 제조업· 물류 중심지임

 ● 산둥성은 칭다오를 중심으로 한 해양경제 육성 종합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중국수소항건설’ 등 첨단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엔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실

시하고 있음  

칭다오시 경제 규모 및 순위

13위 GRDP 11,741억 위안

12위 1인당 GRDP 124,282위안

15위 소비판매총액 5,127억 위안

8위 수입액 2,514억 위안

9위 수출액 3,410억 위안

11위 FDI 584,193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광역 인천(1995), 대구(1993), 대전(2013), 울산(2009)

기초 인천 중구-스난구(1996), 남동구-자오저우시(2000), 남동구-청양구(2000), 서구-스베이구(2004), 

동구-자오저우시(2011)

서울 서초구-라오산구(1998), 구로구-핑두시(1995)

부산 북구-자오저우시(1994), 사상구-자오저우시(1995)

대구 달서구-쓰팡구(1994)

광주 서구-스베이구(1995)

울산 울주군-라이시시(2000)

경기 평택시-칭다오시(1999)

충남 아산시-라이시시(2005), 금산군-칭다오시(2006)

전북 군산시-칭다오시(2003)

경남 김해시-라이시시(1997)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동
권
역

Qingdao

칭다오
산둥성 부성급시

- 산둥성 부성급시 

- 제조업· 물류 중심지 

- 중국 해양경제 선도지역 

면        적  11,293㎢

인        구 831만명

행정구역 7개 구, 3개 현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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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산둥성 최동단의 지급시인 웨이하이시는 2016년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함께 한중FTA지방경

제협력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함

 ●  이같은 정책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급서비스무역혁신시범도시에 선정되는 등 대외

개방형 경제 · 산업을 특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한중해륙복합운송 및 녹색금융 등 신성장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음

웨이하이시 경제 규모 및 순위

31위 GRDP 2,964억 위안

17위 1인당 GRDP 104,615위안

31위 소비판매총액 1,163억 위안

26위 수입액 481억 위안

20위 수출액 921억 위안

24위 FDI 122,247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기초 인천 중구-환추이구(2000), 서구-문등구(2012), 중구-경제기술개발구(2015)

서울 용산구-웨이하이시(2007), 금천구-환추이구(2015), 금천구-문등구(2015)

대구 중구-환추이구(2009), 수성구-웨이하이시(2019)

경기 평택시-룽청시(1999), 부천시-웨이하이시(2000), 하남시-루산시(2005), 화성시-웨이하이시(2008)

강원 영월군-웨이하이시(2018)

충북 옥천군-룽청시(1998)

충남 천안시-문등구(2002), 아산시-룽청시(2005), 서산시-룽청시(2012)

전북 군산시-웨이하이시(2013)

전남 여수시-웨이하이시(1995), 완도군-룽청시(1996), 신안군-경제기술개발구(2015)

경남 통영시-룽청시(1997)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동
권
역

Weihai

웨이하이
산둥성 지급시 

- 산둥성 지급시

- 한중FTA지방경제협력시범도시  

- 대외개방형 경제 · 산업 특화 

면        적  5,800㎢

인        구 257만명

행정구역 2개 구, 2개 현급시



화남권역 
주요도시

PART. 4

푸젠성 성도 푸저우시

푸젠성 부성급 샤먼시

광둥성 성도 광저우시

광둥성 부성급 선전시

광시좡족자치구 성도 난닝시

하이난성 성도 하이커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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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푸젠성의 성도인 푸저우시는 일대일로 해양실크로드 거점으로서 대외경제 기반을 지속적으

로 확충하고 있음  

 ●  푸저우를 중심으로 푸젠자유무역시험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교통인

프라, 산업· 문화 교류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인문실크로드를 테마로 한 문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외화교네크워크를 활용

한 국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푸저우시 경제 규모 및 순위

18위 GRDP 9,382억 위안

13위 1인당 GRDP 120,879위안

20위 소비판매총액 4,199억 위안

19위 수입액 784억 위안

15위 수출액 1,843억 위안

25위 FDI 94,116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기초 전남 광양시-푸저우시(2009)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남
권
역

Fuzhou

푸저우
푸젠성 성도

- 푸젠성 성도 

- 일대일로 해양실크로드 거점 

- 푸젠자유무역시험구 지정 

면        적  12,255㎢

인        구 710만명

행정구역 6개 구, 1개 현급시, 6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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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푸젠성 부성급시인 샤먼시는 중국-대만의 접경으로서 양안 교류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  샤먼시는 대만과의 사회문화, 경제산업 융합을 위한 다각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한 농업, 제조업 등은 물론 금융, 서비스 등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음 

샤먼시 경제 규모 및 순위

23위 GRDP 5,995억 위안

10위 1인당 GRDP 142,739위안

27위 소비판매총액 2,258억 위안

7위 수입액 2,884억 위안

8위 수출액 3,529억 위안

20위 FDI 197,995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기초 부산 금정구-쓰밍구(2002)

경기 평택시-샤먼시(2002)

전남 목포시-샤먼시(2007), 광양시-샤먼시(2007)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남
권
역

Xiamen

샤먼
푸젠성 부성급시

- 푸젠성 부성급시

- 대만 교류협력 교두보

- 일대일로 해양실크로드 거점 

면        적  1,701㎢

인        구 261만명

행정구역 6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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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광둥성 성도인 광저우시는 홍콩-마카오와 광둥성 일체화 발전을 위한 웨강아오대만구 전략

의 중심지임 

 ●  광저우시는 광둥자유무역시험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전자상거래시범도시이자 서비스무

역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도시의 지역경제 발전에 유리한 정책 환경을 갖추고 있음 

광저우시 경제 규모 및 순위

4위 GRDP 23,629억 위안

6위 1인당 GRDP 156,427위안

4위 소비판매총액 9,552억 위안

5위 수입액 5,258억 위안

5위 수출액 3,529억 위안

7위 FDI 714,349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광역 인천(2013), 부산(2019), 광주(1996)

기초 광주 동구-웨슈구(1997), 남구-난사구(2011)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남
권
역

Guangzhou

광저우
광둥성 성도 

- 광둥성 성도

- 웨강아오일체화 중심지  

- 광둥자유무역시험구 지정

면        적  7,434㎢

인        구 954만명

행정구역 11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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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중국 개혁개방 선도 지역인 선전시는 홍콩-마카오와의 일체화 발전을 도모하는 웨강아오대

만구 국가전략의 핵심 거점임. 또한 2021년 중국특색사회주의선행시범구로 지정됨

 ● 홍콩과 연계하여 물류, 금융, 자문 등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음

선전시 경제 규모 및 순위

3위 GRDP 26,927억 위안

1위 1인당 GRDP 203,489위안

5위 소비판매총액 9,144억 위안

3위 수입액 13,065억 위안

1위 수출액 16,709억 위안

6위 FDI 780,944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광역 부산(2000)

기초 서울 강남구-푸텐구(2016)

전남 광양시-선전시(2004)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남
권
역

Shenzhen

선전
광둥성 부성급시

- 중국 혁신경제 선도 도시

- 웨강아오일체화 핵심 거점

- 중국특색사회주의선행시범구 지정 

면        적  1,997㎢

인        구 551만명

행정구역 9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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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중국 서남단 광시좡족자치구 성도인 난닝은 중국-아세안 교류협력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난닝시는 이를 위해 도시 인프라와 경제산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관련하여 난닝공항경제시범구 건설을 통해 아세안과 중국 동남부를 잇는 항공 교통 물

류망을 구축하고 마이스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 난닝시는 매년 중국-아세안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음 

난닝시 경제 규모 및 순위

28위 GRDP 4,507억 위안

33위 1인당 GRDP 61,738위안

26위 소비판매총액 2,328억 위안

29위 수입액 384억 위안

26위 수출액 364억 위안

29위 FDI 31,018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기초 경기 과천시-난닝시(2005)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남
권
역

Nanning

난닝
광시좡족자치구 
성도

- 광시좡족자치구 성도

- 소수민족집거지 

- 중국-아세안 교류협력 교두보 

면        적  22,245㎢

인        구 782만명

행정구역 7개 구, 1개 현급시, 4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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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하이난성의 성도인 하이커우시는 하이난자유무역항 국가사업의 거점임. 중국정부는 2020년 

하이난성 전체를 무관세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였음

 ●  하이커우시는 자유무역지대 지정을 기회로 활용하여, 관광· MICE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

편 의료관광 및 유학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개척을 도모하고 있음 

하이커우시 경제 규모 및 순위

35위 GRDP 1,672억 위안

32위 1인당 GRDP 72,218위안

34위 소비판매총액 824억 위안

30위 수입액 245억 위안

33위 수출액 86억 위안

26위 FDI 67,154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기초 부산 동해시-하이커우시(2006)

강원 해운대구-하이커우시(2015)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남
권
역

Haikou

하이커우
하이난성 성도

- 하이난성 성도

- 관광· MICE 산업 발달

- 하이난자유무역항 전략 거점

면        적  2,297㎢

인        구 183만명

행정구역 4개 구  



화중권역 
주요도시

PART. 5 

허난성 성도 정저우시

후베이성 성도 우한시

후난성 성도 창사시

안후이성 성도 허페이시 

장시성 성도 난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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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시는 중원의 교통 · 물류 중심지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  2012년 설치된 정저우공항경제종합실험구를 중심으로 공항-철로 복합물류 운송과 전자 · 항

공설비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정저우시 경제 규모 및 순위

14위 GRDP 11,590억 위안

15위 1인당 GRDP 113,139위안

11위 소비판매총액 5,324억 위안

15위 수입액 1,452억 위안

13위 수출액 2,678억 위안

14위 FDI 440,542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기초 경북 청송군-관청후이족구(2016)

경남 진주시-정저우시(2000)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중
권
역

Zhengzhou

정저우
허난성 성도 

- 허난성 성도

- 중원 교통 · 물류 중심지 

- 중부굴기전략 핵심 거점 

면        적  7,446㎢

인        구 882만명

행정구역 6개 구, 5개 현급시, 1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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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후베이성 성도인 우한시는 중부권역 최대의 제조업 중심지임 

 ●  기간산업인 자동차, 철강, 화공 업종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광 · 메모리, 반

도체, 디스플레이, 단말기, 인터넷 등을 전략 산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우한시 경제 규모 및 순위

8위 GRDP 16,223억 위안

8위 1인당 GRDP 145,545위안

8위 소비판매총액 7,774억 위안

16위 수입액 1,078억 위안

19위 수출액 1,362억 위안

4위 FDI 1,230,896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광역 광주(2007), 대구(2016), 대전(2006)

기초 강원 태백시-우한시(2008)

충북 청주시-우한시(2000)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중
권
역

Wuhan

우한
후베이성 성도 

- 후베이성 성도 

- 화중 경제산업 중심지

- 신산업전환 거점

면        적  8,569㎢

인        구 906만명

행정구역 13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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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후난성 성도인 창사시는 기계 ·열차, 항공엔진 등 3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선도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창사시는 

2010년부터 중국-아프리카 다자 대화기구인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을 주관하고 있으며, 매

년 중국-아프리카경제무역박람회(CAETE)를 개최하고 있음 

창사시 경제 규모 및 순위

15위 GRDP 11,574억 위안

11위 1인당 GRDP 139,877위안

12위 소비판매총액 5,247억 위안

23위 수입액 606억 위안

17위 수출액 1,396억 위안

9위 FDI 637,366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광역 대구(2018)

기초 경북 구미시-창사시(1998)

경남 거창군-닝상현(2015)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중
권
역

Changsha

창사
후난성 성도

- 후난성 성도

- 기계 ·열차 ·항공엔진산업 발달

- 아프리카 교류협력 특화 

면        적  11,816㎢

인        구 738만명

행정구역 6개 구, 2개 현급시, 1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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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안후이성 성도인 허페이시는 창장삼각주일체화 전략의 거점으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 신형디스플레이, 집적회로, 신에너지자동차, 스마트가전 등을 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음

 ●  세계제조업대회, 세계디스플레이산업대회 개최를 통해 안후이 제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하고 있으며, 안후이 출신 해외화교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

이고 있음 

허페이시 경제 규모 및 순위

17위 GRDP 9,409억 위안

14위 1인당 GRDP 115,623위안

17위 소비판매총액 4,378억 위안

18위 수입액 829억 위안

18위 수출액 1,392억 위안

17위 FDI 339,150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광역 대전(2003)

기초 강원 원주시-허페이시(2002)

충남 서산시-허페이시(2008)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중
권
역

Hefei

허페이
안후이성 성도

- 안후이성 성도

- 창장삼각주일체화 전략 거점  

- 신산업전환 거점 

면        적  11,445㎢

인        구 770만명

행정구역 4개 구, 1개 현급시, 4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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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장시성 성도인 난창시는 항공제조, 중의약, 희토류 등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역량의 

제고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난창항공단지를 중심으로 항공제조, 민항운공, 항공서비스 등 종합적 항공산업체계 조성, 그리

고 희토류 등 장시성의 지하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난창시 경제 규모 및 순위

26위 GRDP 5,596억 위안

19위 1인당 GRDP 100,415위안

25위 소비판매총액 2,369억 위안

28위 수입액 416억 위안

23위 수출액 646억 위안

16위 FDI 377,156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기초 전남 나주시-난창시(2007)

 (2021년 8월 25일 기준) 

화
중
권
역

Nanchang

난창
장시성 성도

- 장시성 성도

- 항공산업 발달

- 부존자원 활용 산업육성

면        적  7,195㎢

인        구 536만명

행정구역 6개 구, 3개 현  



서남권역 
주요도시

PART. 6

충칭 직할시

쓰촨성 성도 청두시

구이저우성 성도 구이양시 

윈난성 성도 쿤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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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충칭시는 중국 내륙 유일의 직할시로서 서부 권역 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  중국정부의 혁신성장 국가전략에 보조를 맞추어 서부권역 연구개발기구를 집적하고 하이테

크 산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싱가폴 등과의 경협을 통한 충칭시 주력 제조업의 첨단화 · 스마트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금

융 · 물류 등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충칭시 경제 규모 및 순위

5위 GRDP 23,606억 위안

30위 1인당 GRDP 75,282위안

3위 소비판매총액 11,632억 위안

11위 수입액 2,080억 위안

7위 수출액 3,713억 위안

5위 FDI 1,031,042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광역 인천(2007),서울(2019), 부산(2010), 전남(2008)

기초 인천 계양구-사핑바구(2019)

부산 중구-주룽포구(2012)

광주 남구-바난구(2010)

경기 하남시-윈양현(2011)

전북 충칭시-부안군(2012)

 (2021년 8월 25일 기준) 

서
남
권
역

Chongqing

충칭
직할시

- 직할시

- 서부 중심도시  

- 일대일로 육상실크로드 거점

면        적  82,402㎢   

인        구  3,124만명

행정구역 26개 구, 8개 현, 4개 자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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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쓰촨성의 성도인 청두시는 서부 권역의 경제 · 문화 중심지임 

 ●  쓰촨성은 청두시를 서부권역 경제 ·과학기술 거점이자 국제교류 허브로 조성하고자 노력을 기

울이고 있음

 ●  일대일로 국제 육로철도와 연계하여 청두-독일 프랑크프루트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과의 

BIO, 정밀기계, 항공제조, 문화창의 산업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청두시 경제 규모 및 순위

7위 GRDP 17,013억 위안

18위 1인당 GRDP 103,386위안

6위 소비판매총액 8,313억 위안

9위 수입액 2,513억 위안

11위 수출액 3,310억 위안

3위 FDI 1,316,900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광역 대구(2015)

기초 부산 수영구-청두시(2013)

대구 수성구-윈장구(2018)

광주 남구-솽류구(2011) 

충북 제천시-청두시(2007)

전북 완주군-룽취안이구(2013)

경북 김천시-청두시(2000)

 (2021년 8월 25일 기준) 

서
남
권
역

Chengdu

청두
쓰촨성 성도

- 쓰촨성 성도

- 서부 경제 · 문화 중심

- 일대일로 육상실크로드 거점

면        적  14,335㎢   

인        구  1,500만명

행정구역 12개 구, 5개 현급시, 3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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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구이저우성의 성도인 구이양시는 서늘한 기후 및 지진· 태풍 등 재해가 적은 자연조건 등을 활

용하여 2013년부터 빅데이터 산업을 집중 육성, 2015년 국가빅데이터종합실험구로 지정됨 

 ●  현재 구이양시에는 애플, 화웨이, 폭스콘 등 국내외 주요 IT기업의 빅데이터센터가 입지해 있음

구이양시 경제 규모 및 순위

29위 GRDP 4,040억 위안

27위 1인당 GRDP 81,995위안

30위 소비판매총액 1,380억 위안

32위 수입액 77억 위안

29위 수출액 210억 위안

21위 FDI 178,000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기초 서울 금천구-구이양시(2015)

 (2021년 8월 25일 기준) 

서
남
권
역

Guiyang

구이양
구이저우성 성도

- 구이저우성 성도

- 빅데이터 산업 육성

- 일대일로 육상실크로드 거점

면        적  8,043㎢   

인        구  428만명

행정구역 6개 구, 1개 현급시, 3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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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원난성 성도인 쿤밍시는 중국-아세안 교류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MICE 산업 

등이 발달해 있음 

 ●  동남아 국가와의 철도·도로 및 전력· 통신 등 인프라 연계와 접경 초국경 산업단지 조성 등, 원

난성-동남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선도하고 있음   

쿤밍시 경제 규모 및 순위

21위 GRDP 6,476억 위안

21위 1인당 GRDP 93,853위안

22위 소비판매총액 3,187억 위안

21위 수입액 661억 위안

28위 수출액 248억 위안

27위 FDI 64,861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기초 경기 고양시-쿤밍시(2001)

경북 포항시-쿤밍시(2008)

 (2021년 8월 25일 기준) 

서
남
권
역

Kunming

쿤밍
윈난성 성도

- 윈난성 성도

- 소수민족집거지 

- 중국-아세안 교류협력 거점

면        적  21,013㎢   

인        구  578만명

행정구역 7개 구, 1개 현급시, 3개 현, 3개 자치현



서북권역 
주요도시

07

샨시성 성도 시안시

깐수성 성도 란저우시 

칭하이성 성도 시닝시

닝샤후이족자치구 성도 인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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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샨시성 성도인 시안시는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이자 일대일로 육상실크로드의 핵심거점임

 ●  서북 내륙 최대 경제 중심지인 시안시는 에너지·화공, 항공우주, 장비제조, IT 등 제조업이 발

달해 있으며 생산자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음

시안시 경제 규모 및 순위

19위 GRDP 9,321억 위안

22위 1인당 GRDP 92,256위안

14위 소비판매총액 5,141억 위안

14위 수입액 1,512억 위안

16위 수출액 1,730억 위안

8위 FDI 705,738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기초 경북 경주시-시안시(1994), 안동시-시안시(2020)

경남 진주시-시안시(2011)

 (2021년 8월 25일 기준) 

서
북
권
역

Xian

시안
샨시성 성도 

- 샨시성 성도 

- 서부대개발 중심지

- 일대일로 육상실크로드 거점

면        적  10,758㎢   

인        구  957만명

행정구역 11개 구, 2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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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간쑤성 성도인 란저우시는 2012년 서북 내륙 최초로 국가급 신구가 설치되는 등 서부대개발 

정책의 주요 수혜지역이며, 일대일로 육상실크로드 거점으로서 위상이 제고되고 있음

 ●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산업, 순환농업, 중의약재산업, 문화관광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란저우시 경제 규모 및 순위

32위 GRDP 2,837억 위안

31위 1인당 GRDP 75,217위안

29위 소비판매총액 1,672억 위안

35위 수입액 48억 위안

34위 수출액 72억 위안

34위 FDI 7,483만 달러

서
북
권
역

Lanzhou

란저우
간쑤성 성도

- 간쑤성 성도

- 서부대개발 중심지

- 일대일로 육상실크로드 거점

면        적  13,192㎢   

인        구  332만명

행정구역 5개 구, 3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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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칭하이성 성도인 시닝시는 서부대개발 및 일대일로 육상실크로드 국가전략을 기회로 활용하

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소금호수를 활용한 제염업, 식음료제조업, 녹색유기농축산업 그리고 청정에너지산업 등 칭하

이성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시닝시 경제 규모 및 순위

36위 GRDP 1,328억 위안

34위 1인당 GRDP 55,812위안

35위 소비판매총액 632억 위안

36위 수입액 12억 위안

36위 수출액 15억 위안

33위 FDI 7,565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기초 대전 중구-시닝시(1997)

전북 전주시-시닝시(2012)

 (2021년 8월 25일 기준) 

서
북
권
역

Xining

시닝
칭하이성 성도

- 칭하이성 성도

- 청정에너지· 유기농식품시범지

- 일대일로 육상실크로드 거점

면        적  7,607㎢   

인        구  209만명

행정구역 5개 구,  2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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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동향

 ●  닝샤후이족자치구의 성도인 인촨시는 일대일로 육상실크로드의 거점도시로서 지역발전을 위

한 교통 · 물류 및 산업기반 조성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아랍국가과의 종교적 유대에 기초하여 중국-아랍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를 일대일로 전략의 

중요 플랫폼으로 육성해나가고 있음 

 ●  아랍권 국가로의 농축산물 · 식품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항공물류 ·

전자상거래 등 신산업을 발전시켜나가고자 하고 있음  

인촨시 경제 규모 및 순위

34위 GRDP 1,897억 위안

26위 1인당 GRDP 83,492위안

33위 소비판매총액 830억 위안

34위 수입액 53억 위안

32위 수출액 104억 위안

31위 FDI  20,023 만 달러

한국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현황

기초 경북 경산시-인촨시(2007)

 (2021년 8월 25일 기준) 

서
북
권
역

Yinchuan

인촨
닝샤성 성도

- 닝샤후이족자치구 성도

- 일대일로 육상실크로드 거점

- 아랍권 교류협력 확대  

면        적  9,025㎢   

인        구  200만명

행정구역 3개 구, 1개 현급시, 2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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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천광역시는 중국 교류·비즈니스 선도 도시인 인천의 경험

과 지혜를 한데 모아내고자, 민관산학 각계와 함께 인차이나포럼

(INChina Forum)을 창립했습니다. 인차이나포럼은 글로벌 지식플

랫폼이자 한·중 정책대화의 채널,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

한 비즈니스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연구·조사와 네트워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포럼 사업을 

집성하고 그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가을 국제컨퍼런

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인천시의 정책 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에서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포럼 사무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강대국 

전략 경쟁 등 격변의 시기에,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 개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합적 중국정보가 긴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21년 포럼 주요 연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서 중국정보 자료

집인 「인차이나핸드북」을 제작했습니다.

중국과 교류·비즈니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기업인 그리고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인차이나핸드

북」을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인천 주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탑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시민 누구나 곁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 핸드북으로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 발간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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