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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
청두·란저우
오종혁 전문연구원 ojh@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기본현황
청두(成都) 개황

란저우(兰州) 개황

▶ 쓰촨(四川)성의 성도

▶ 간쑤(甘肃)성의 성도

▶ 약 2300년이 넘는 역사를 보유한 중국 서부지역의 핵심 도시 중 하나

▶ 과거 실크로드 시대부터 동서지역 간·국가 간 경제교류의

- 면적 : 12,100㎢

중요한 통로였던 도시

-인구 : 1,210만 명(2014)

- 면적 : 13,100㎢

-인구밀도 : 1,000명/㎢(2014)

-인구: 369만 명(2015)

-지역총생산량(GRDP) : 1조 801억 위안(2015)

-인구밀도 : 281명/㎢(2015)

-1인당 지역총생산량 : 1만 2,079달러(2015)

-지역총생산량(GRDP) : 2,095억 위안(2015)

-고정자산투자 : 7,007억 위안(2015)

-1인당 지역총생산량 : 5만 6,972위안(2015)

-소매판매총액 : 4,946억 위안(2015)

-고정자산투자 : 1,803억 위안(2015)

-산업구조 : 1차 3.5%, 2차 43.7%, 3차 52.8%(2015)

-소매판매총액 : 1,152억 위안(2015)

-기후 : 아열대 습윤기후, 연평균 기온 15.2~16.6℃,

-산업구조 : 1차 2.7%, 2차 37.3% 3차 60.0%(2015)

연평균 강수량 873~1,265mm
-자매도시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김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기후 : 대륙성 온대 대륙성 기후, 연평균 기온 10.3℃,
연평균 강수량 327mm(6~9월에 집중)
-자매도시 : 경상북도 포항시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하얼빈시
●창춘시

2015년 1차 대상지
-	중서부 지역 거점도시 : 충칭 직할시, 우한(후베이성),

●우루무치시

정저우(허난성), 시안(산시성)
●시닝시

2016년 2차 대상지

●선양시
●베이징시
●톈진시
●후허하오터시
●스쟈좡시
●인촨시 ●타이위엔시
●지난시

◎란저우시
●시안시

- 남 중부지역 주요도시 : 창사(후난성), 난창(장시성)
- 서부지역 주요도시 : 청두(쓰촨성), 란저우(깐수성)

●라싸시

●허페이시
●우한시
●항저우
●충칭시
●난창시
●창사시
●구이양시
●푸저우시

◎청두시

- 북동 중부지역 주요도시 : 허페이(안휘성), 타이위안(산시성)
- 서부 국경도시 : 우루무치(신장), 쿤밍(윈난)
●쿤밍시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의 핵심 도시 대상은 대외경제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상

●정저우시 ●난징우

●난징시

●광저우시

●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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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成都)의 일반 현황
지리적 특성
■	쓰촨성 성도인 청두시는 중국 서부지역의 핵심 도시이자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 및
장강(长江) 유역 개발의 핵심 거점지역
－	청두시는 지리적으로 중국 서남부에 위치하며, 서부지역에서 충칭시 다음으
로 큰 경제·인구 규모 보유
•청두-충칭 간 추진 중인 청위경제권(成渝经济圈) 건설을 통해 중국의 4대
경제권으로 부상 중
－	최근 일대일로 등 국가전략에 따른 개발 확대의 일환으로 국제항공노선, 국제
화물철도 등 물류환경이 개선되면서 외자기업 진출이 증가
■	청두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메이산(眉山)시, 쯔양(资阳)시 일부를 포함한 톈푸신구(면적
1,578㎢, 인구수 600만 명 규모)가 2014년 국무원으로부터 국가급 신구(新区)로 비준
－	톈푸신구는 2020년까지 GRDP를 3,000억 위안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20~2030년까지 쓰촨성 평균보다 2%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발전
목표를 설정1
•국가급 신구는 국무원이 직속 관리하는데,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두어 운영
하고 특수 관리권한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단지와는 구별됨
－	톈푸신구는 ICT·자동차·신재생에너지·신소재·바이오의약·금융의 6대
주력 산업이 있으며, 8대 산업 단지를 보유
－	톈푸신구 일대에 교통망을 확충함으로써 그동안 높은 산맥에 둘러싸여 접근
이 어려웠던 쓰촨지역의 교통난(蜀道难)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며, 청두 도심
지역의 산업발전에 제약이 되는 공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2
사회문화적 특성
■ 23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청두시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소비지
수가 높아 중국의 주요 소비거점으로 급부상
－	청두는 소설 ‘삼국지(중국 제목은 삼국연의)’의 배경이 되는 지역으로, 중국 삼
국시대(221∼263년)에 촉한(蜀漢)을 통일한 유비(劉備)가 수도로 삼았던 곳3

1 
四川日报. 2015.11.16. 四川省人民
政府关于四川天府新区总体规划
(2010~2030年)2015年版 的批复,
解读二.
2 
노수연·오종혁, 2016
3 
오종혁, 2012

－	예로부터 땅이 비옥하며 물자가 풍부해 ‘톈푸즈궈(天府之國)’라는 별칭으로도
불림4

4 
오종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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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임에도 불구하고 과시형 소비성향이 높아 소비지수가 높음
•청두에 내·외자 유통기업 진출이 집중되자 주변지역에서 찾아오는 소비자
가 늘고 있으며, 고가의 수입소비재 및 자동차 등 시장규모는 중국 내 상위
권 차지
행정구역 현황
■ 청두시는 10개의 구(区)와 4개의 현급시(县级市), 5개 현(县)으로 구성
－	도심에 해당하는 칭양·진니우·청화·진장·우호우구에 인구가 집중
－	2016년 국무원이 행정구역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솽리우가 현에서 구로 승급

표1 도심지역 소개
도심지역

특징

칭양구

투푸차오탕(杜甫草堂)이나 진샤(金莎) 유적지 등 유명 관광명소 소재

진니우구

도매시장이 발전되었으며, 최근 북부지역 개발(北改) 추진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중

청화구

1990년 청두시 행정구역 조정 후에 새로 생겨났으며, 청두역을 중심으로 발전

진장구

청두시 최대 상업구역인 춘시루(春熙路)와 옌스커우(鹽市口) 소재

우허우구

쓰촨대학을 비롯해 지역 내 대학교가 집중되어 있으며, 청두시 하이테크기술 산업단지가 위
치하고 있어 다수의 외자기업 소재

자료 오종혁, 2012를 토대로 정리

그림1 청두시 행정구역

1~5에
해당하는
구역이
도심지역에
해당

1
2
3
4
5

평저우시

친양구
진니우구
청화구
진장구
우호우구

두장옌시
신두구

피현
원장구
따이현

치홍라이시
푸장현
자료 오종혁, 2012.7를 토대로 수정

충저우시

1

2
5

신진현

칭바이장구
진탕현

3
4

솽리우구

롱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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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황
■ 2015년 청두시 GRDP는 중국 서부지역에서 충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전년대비
7.9% 증가한 1조 801억 위안), 이는 쓰촨성 경제의 35%에 해당
－	2015년 기준 청두시 인구는 쓰촨성 전체인구의 14.7%에 불과하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은 편으로, GRDP와 소비시장 규모는 각각 35.8%,
35.6%를 차지하며 대외무역과 해외직접투자(FDI)는 각각 76.9%, 74.6%를
차지
•대외무역과 FDI가 청두지역에 집중된 이유는 쓰촨성에서 물류 인프라가
우수하고 지역 내 우수인력이 집중되었기 때문
•청두시 12.5기간 성장률: ’11(△15.2)→’12(△13.1)→’13(△10.2)→’14(△
8.9)→’15(△7.9)5

그림2 서부지역 주요도시 GRDP 규모 비교(2015년)

그림3 청두의 쓰촨성 내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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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두의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ICT·자동차·기계·화학 등이며,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에너지 절약 및 환경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하는 추세
－	ICT 분야는 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델, 레노보 등 반도체, 디스플레
이, 컴퓨터 제조 기업이 진출
－	자동차는 SUV,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 생산과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 보유에 중
점을 두고, 기계는 공업기계와 부품소자, 화학은 전방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
－	(주요 산단) 청두시에는 약 20여 개의 산업단지가 소재하며, 그중 청두 하이

5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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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기술 산업단지(이하 ‘청두고신구’)와 청두 경제기술 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
•2015년 기준 500개 글로벌 기업 중 199개가 청두에 진출해 있으며, 대표
적인 진출기업으로는 인텔·슈나이더 전기·보쉬·다농·케펠랜드·필
립스·텐센트 등
•청두고신구는 ICT· 바이오·기계 산업 중심이며, 청두 도심 서쪽은 제
조, 도심 남부지역은 서비스 중심
■	청두는 내륙지역 가운데 서비스업 발전 수준이 높은 편이며, 유통·금융·물류 등
생산형 서비스 발전에 치중
－	청두시는 종합쇼핑몰 건설과 선두적인 글로벌 유통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각
종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기능 유치, 교통운수 허브기능 강화 등을 추진
•전 세계 약 170여 개 도시와 연계되는 항공노선과 국제화물철도 건설을
통해 해외수출 확대를 추진
■	청두시 소비시장 규모는 4,94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대표 상권
은 춘시루(春熙路)와 옌스커우(鹽市口), 톈푸신청(天府新城)으로 구분
－	청두시는 서부지역에서 충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소비시장
－	최근 소비시장은 인터넷 구매가 급증하는 추세로, 30~40대가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
－	춘시루와 옌스커우는 청두 중심부에 위치한 서부지역 최대 상권으로, 왕푸징
(王府井)·이텅양화탕(伊騰洋華堂)·런허춘티엔(仁和春天)·런헝즈디(仁恒
置地)·IFS 등 로컬 및 외자 대형 쇼핑몰이 밀집
•춘시루 상권의 일일 유동인구는 평균 40만 명 수준이며 옌스커우는 15만
명 수준
－	톈푸신청은 최근 지하철 개통과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몰 개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 롯데백화점이 진출
13·5 규획 시기(2016~2020년) 도시발전 계획6
■ 청두시는 13.5 규획시기에 중국 평균(6.5%)을 상회하는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여,
2020년에는 2010년의 3배 이상의 경제규모를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
－	청두시는 서부지역 경제중심지 건설을 위해 제조 및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적극 촉진

6 
‘13·5 규획’에서는 2016~2020년까지
해당 지역의 5개년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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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 13.5기간 예상 성장률: ’16(△7.4)→’17(△6.9)→’18(△6.6)→’19(△
6.3)→’20(△6.0)7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혁신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 예산 비중을 4%
까지 끌어올리고 1만 명당 특허 보유량을 25건으로 끌어올릴 계획
•또한 혁신창업센터 조성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 추진
■ 청두시는 2020년까지 산업별 부가가치 제고를 목표로 설정(공업 부가가치는 6,500억
위안, 서비스 부가가치는 9,800억 위안 달성)
－	제조업의 클러스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클러스터(청두 고
신구) 1개와 1,000억 위안 규모 클러스터 2개 구축을 추진
－	제조업은 ICT, 자동차 등 주력산업 육성 외에도 신산업 발전 촉진과 식품·
경공업 등의 구조개선을 추진
－	서비스는 생산성 서비스업 외에 유통, 관광, 문화 등 생활형 서비스업의 질적
제고를 추진
■ 청두시는 13.5 기간 인프라 현대화 추진, 철도 교통망의 밀도 제고, 주거환경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
표2 청두시의 13·5 규획 시기 주요 발전 계획
구분

주요 목표

종합

•중고속 성장 유지, 2020년 GRDP 목표 2010년의 3배 이상, 서부지역 경제중심지 건설
•지역 혁신, 창업 중심지로의 도약(국가 혁신형 도시 및 혁신개혁 실험구 건설)
•‘일대일로’ 및 창장경제벨트의 핵심도시로의 역할 모색(매년 외자이용액 10% 증가, 대외
무역액 6.5%씩 성장 목표 등)

산업

제조
•ICT,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육성
•바이오의약, 정밀기계 및 스마트 제조장비,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신소재, 신에너지 업
종의 빠른 발전 추진
•식품, 경공업, 건축재료, 금속제련 업종 구조개선
서비스
•물류, 금융, IT, 과학기술 등 생산성 서비스업 발전 추진
•유통, 관광, 문화, 헬스케어 등 생활형 서비스업 품질 제고

인프라

•기초 인프라의 현대화 수준 제고, 철도교통 네트워크 밀도 제고, 주거환경 개선
•도시화율 77%(상주인구 기준)로 제고

자료	청두시 13·5 규획 강요(中共成都市委關于制定全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个五年規劃的建議), 청두시
2016년 정부업무보고(2016年成都市政府工作報告), 청두시 정부 홈페이지 ‘한 개의 그림으로 살펴보는
청두의 향후 5년(一圖看懂未来5年的成都有多棒, http://www.changsha.gov.cn/xxgk/szfxxgkml/ghjh/
qsfzgh/201601/t20160122_876587.html).

7 
EIU,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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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교류 현황
■	(교역규모) 한국의 대쓰촨성 수출은 12억 7,700만 달러, 수입은 7억 5,400만 달러로
5억 2,300만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한국은 2010년부터 IT 부품과 석유화학 제품을 위주로 한 중간재 수출 구조
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내수용 수출 비중이 점차 확대8
■	(한국 교류도시) 2016년 기준 한국의 대구광역시, 경북 김천시, 충북 제천시 등과 자매
교류 혹은 우호도시 교류 진행 중
－	한국의 지자체들과 청두시는 주로 공무원 상호파견, 문화교류를 추진 중이
며, 최근 내수 유통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참여 등으로 교류 범위 확대 추세
표3 청두시-한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현황(2016년)

청두시

쓰촨성

한국 자치단체명

체결일자

체결형태

경북 김천시

2000.11.7

자매

충북 제천시

2008.9.5

우호

대구광역시

2015

우호

전라남도

2004.4.26

우호

충청남도

2008.9.5

우호

자료	각종 자료 정리

■	(기업 진출 현황) 2010년 이후로 청두 진출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제조기지로
서의 활용보다는 주로 유통·식음료·운수·IT 등 서비스업 분야 진출이 활발
－	유통업체인 롯데백화점이 진출했으며, 휴롬은 제품 판매와 더불어 카페사업
을 통해 현지사업 확대 중. 금호고속이 진출하여 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현대상선은 도큐멘테이션 센터(Documentation Center) 운영
•그밖에 다수의 한국계 은행과 물류기업들이 사무소 형태로 활발히 진출 중
•2015년 말 청두 고신구에 한중혁신창업단지가 설립되면서 현지 창업에
대한 청년창업가들의 관심도 증가
－	한국무역협회가 청두에 지부를 설립하였으며, 농수산유통공사가 안테나숍을
오픈하는 등 기관의 진출도 증가 추세
8 
이상훈·오종혁, 2015.8, 중국 지역
별 내수용 수입시장 분석: 쓰촨성,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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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저우(兰州)의 일반 현황
지리적 특성
■	간쑤성의 성도인 란저우시는 황하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실크로드 시대
부터 동서지역 간·국가 간 경제교류의 중요한 통로 역할9
－	란저우시는 간쑤성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지이며, 산시성 시안시(陕西省
西安市)에 이어 중국 서북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10
－	최근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중점 도시로 주목받고 있으며, 주변도시와의 철도
및 교통 접근성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 중
■	2012년 란저우시 북부지역 용덩현(永登县)과 가오시현(皋兮县) 일대를 포함하는
란저우신구(면적 821㎢ 규모)가 다섯 번째 국가급 신구로 비준
－	란저우신구는 기존 도심지역의 개발면적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동부지역으
로부터의 산업 이전, 석유화학 및 신에너지산업(태양광, 풍력 등)을 발전시키
기 위하여 형성
•란저우신구는 국무원으로부터 중국 서북부 지역의 주요 경제발전 구역,
산업이전 시범지역의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향후 서부지역과 중앙아시
아를 연결하는 중요 전략지역으로 발전 모색11
－	란저우신구는 2020년까지 GRDP 1,000억 위안/인구 60만 명 규모의 도시로
발전하고, 이후 2030년까지 GRDP 2,700억 위안/인구 100만 명 규모의 도
시로 발전한다는 목표 설정
－	하이테크기술·석유화학·장비제조·바이오제약·IT·물류·농업 등 7대
분야를 지주산업으로 육성 예정
9 
주시안 총영사관 자료, 2016.4

사회문화적 특성
■ 란저우를 대표하는 4대 키워드는 황하, 실크로드, 란저우 우육라면(拉面), 문화 월간지
‘독자(读者)’
－	란저우는 중국 내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황하가 관통하며, 풍부한 고대 실크
로드 유물이 출토되는 지역
－	중국 10대 면요리 중 하나로 꼽히는 란저우 우육라면은 약 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12
－	문화 월간지 ‘독자’는 중국 간행물 중 발행량 1위로, 2000년대 중반에는
1,000만 부 이상의 월 발행량을 기록13

10 
란저우시 정부 제공자료, 2014.6
11 
란저우시 정부 제공자료, 2014.6
12 
百度百科, 검색 결과 참조
(http://baike.baidu.com/subview)
13 
百度百科, 검색 결과 참조
(http://baike.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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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현황
■	란저우시는 청관(城关)·치리허(七里河)·시구(西固)·안닝(安宁)·홍구(红古) 5개구
와 용덩(永登)·가오시(皋兮)·위중(榆中) 3개현으로 구성
－	청관구가 구도심에 해당하며, 최근 란저우신구로 도심지역 확대
•란저우는 도심부에 산이 있는 동서로 긴 형태이며, 산 주변에 구도심이
형성되어 도심 면적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그림4 간쑤성에서 란저우의 위치 및 행정구역

란저우신구

자료 저자 작성

란저우

구도심

경제 현황
■ 2015년 란저우시 GRDP는 전년대비 9.1% 증가한 2,095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12.5기간 간쑤성 경제성장률보다 매년 1.0~2.5% 포인트 높은 수준 기록
－	12.5기간 란저우시는 4년간 두 자릿수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면서 5년간 경제
규모가 1.5배 증가
•그러나 서부지역 12개 성·시·자치구 성도들 가운데 란저우시의 GRDP는
9번째에 불과하며, 충칭과는 7.5배, 청두와는 5.1배 정도의 격차를 보임
•란저우시 12.5기간 성장률: ’11(△15.0)→’12(△13.4)→’13(△13.4)→’14(△
10.4)→’15(△9.1)14
■ 란저우시 경제규모는 간쑤성 전체의 약 1/3에 해당하며, 대외무역과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

14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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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저우시는 2015년 기준 간쑤성 전체인구의 14.2%에 불과하나 GRDP는
30.8%, 소비시장은 39.6%를 기록했으며, 대외무역과 FDI는 각각 63.7%,
99.6% 차지
그림5 12.5 기간 란저우의 GRDP 규모 및 성장률 추이
GRDP(억 위안)

그림6 란저우의 간쑤성 내 위상
GR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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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5年兰州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016.3.21,兰州市统计局.

0

대외무역

소비

자료 CEIC 웹사이트

■ 란저우시의 주력산업은 석유화학·농식품 가공·전력산업 등 7대 분야15가 있으며,
친환경 산업이 빠르게 성장
－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액에서 7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1.7%에
해당하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석유화학과 농식품 가공
•2015년 란저우시 석유화학업의 부가가치액은 113억 위안, 농식품 가공업의
부가가치액은 139억 위안을 기록16
－	12.5 기간 순환경제 기지화,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클러스터 육성, 자연환경
복원사업 추진
13·5 규획 시기 도시 발전 계획17
■ 란저우시는 13.5 규획시기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여 2020년 GRDP 3,000억 위안 달성
을 목표로 설정
－	란저우시는 2016년 GRDP 성장률을 7.5%로 제시했으며, 향후 란저우 도심면적
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반경 100㎞ 일대를 한 시간 경제권으로 육성할 예정
－	또한 란바이과학기술혁신개혁실험구(兰白科技创新改革试验区) 발전을 통해
도시 핵심경쟁력 제고를 추진

15
석유화학, 비철금속, 농식품 가공, 금
속제련, 전력, 장비제조, 석탄
16
2015年 兰州市国民经济和社会发
展统计公报, 2016.3.21., 兰州市统
计局.
17
2015년 12월 발표된 ‘란저우시 13.5
규획에 대한 건의(中共兰州市委关于
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
五年规划的建议)’를 정리한 기사 등
을 종합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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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저우시는 13.5 시기 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신성장 산업과 서비스업 육성
에 주력
－	란저우시는 석유화학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기존 7대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부지에는 빅데이터·문화관광·헬스케어·수성 신소
재(水性新材料)·도시투자개발 등의 신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예정
•업종별로 3,000~5,000억 위안 규모로 육성하고 해당 클러스터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서비스업의 란저우 GRDP내 비중을 65%로 끌어올릴 예정
•3D프린터, 빅데이터, 북두GPS, 이동인터넷,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을 새로운 산업 성장점으로 육성
■ 란저우는 란저우신구를 통해 대외개방 및 협력 확대를 모색
－	란저우신구는 2020년까지 연평균 20% 성장, GDRP 400억 위안 달성이라는
목표 설정
•란저우신구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 소득과 농촌주민 일인당 순수입 증가
율을 란저우시 목표보다 높은 연평균 11%, 12%로 설정
－	란저우신구에 말레이시아 회교 산업단지(马来西亚清真产业园), 중한산업단
지(中韩产业园)를 조성하고, 란저우 자유무역구 설립 추진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및 교류확대 모색

표4 란저우시의 13·5 규획 시기 주요 발전 정책
구분

주요 발전 계획

종합

•중고속 성장 유지, 2020년 GRDP 3,000억 위안 달성
•인구 500만 명 규모 대도시화 추진 및 핵심 경쟁력 제고 노력
- 란저우 도심 반경 100㎞ 일대를 한 시간 경제권으로 설정, 중소 위성도시 육성
- 란바이(兰白)과학기술혁신개혁실험구 발전 추진

산업

•산업 구조조정, 3차산업 및 신산업 육성, 민영경제 비중 확대
•석유 화학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해당 부지에 신산업 유치 추진
- 빅데이터, 문화관광, 헬스케어, 도시 투자개발, 수성 신소재(水性新材料) 등 신산업
규모를 3,000~5,000억 위안 규모로 육성
•2020년까지 란저우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을 65%로 제고

•란저우신구를 개방전략 플랫폼으로 육성 개발
란저우신구 •말레이시아 회교 산업단지(马来西亚清真产业园), 중한산업단지(中韩产业园) 조성
•란저우 자유무역구 설립 추진을 통해 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시장 확대 모색
자료 兰州市绘制, ‘十三五’发展路线图, 2015. 12. 18, 每日甘肃网; 兰州新区 ‘十三五’规划纲要发布, 2016.2 3, 兰州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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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교류 현황
■ (교역 규모) 2015년 한국의 대(對)간쑤성 교역 규모는 5억 2,800만 달러이며, 그 규모
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한중교역에서 차지하는 절대 규모는 미미한 수준
－	2015년 한국의 대간쑤성 수출은 전년대비 67.1% 증가한 3,800만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135.4% 증가한 4억 9,100만 달러를 기록
•한국은 2015년 미국과 베트남을 제치고 간쑤성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
하였으며, 간쑤성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0.0%에서 2015년
22.2%로 대폭 상승
•대한국 수출품목은 섬유 및 의류, 전기전자부품(직접회로, 변압기), 철강
등 다양화
■ (한국 교류도시) 란저우시와 한국의 지자체 간 교류협력은 포항시가 유일하며, 2015
년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경제·문화·과학 등 분야에서 교류 추진
－	란저우와 한국 지자체 간의 교류는 많지 않으나, 간쑤성 내 지우췐(酒泉)과 둔황
(敦皇)시가 각각 전남 고흥군과 경남 남해군과 우호 혹은 자매형태로 교류 진행
표5 란저우시-한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현황(2016년)
간쑤성

한국 자치단체명

체결일자

체결형태

란저우시

경북 포항시

2015.7.10

우호교류 의향 체결

지우췐(酒泉)시

전남 고흥군

2013.8.28

우호교류 의향 체결

둔황(敦皇)시

경남 남해군

2007.1.22

자매

자료	주시안 총영사관 자료(2016.4)

■ (한국기업 진출 현황) 간쑤성 에너지 및 물류 사업에 LG상사가 진출(2015), 그밖에
소규모 일부기업 소재
－	2015년 말 기준 한국기업은 간쑤성에 63건을 투자하였으며, 총 투자금액은
2,500만 달러
－	LG상사는 2015년 간쑤성 전력투자그룹(GEPIC) 등 현지 주요 기업들과 화력발
전 및 신재생에너지 합작사업 추진 중18
•총 32억 위안이 투입되며 2017년 하반기에 준공될 우웨이(武威)석탄열병합
발전소에 LG상사가 지분 참여19

18
LG상사, 中 간쑤성 에너지·물류 사업
진출, 2015.3.19, 이데일리.
19
‘LG상사 중국 간쑤성, 석탄 열병합
발전소 지분 30% 확보’, 2015. 8. 13,
머니투데이

이머징 씨티 시리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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