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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대중국 교류 성과와 과제

글 • 박경철 丨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충역사적으로 백제지역에 속했던 충남지역은 중국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던 지역이다 공 

주（옛 지명 熊津）와 부여는 북방민족의 문화를 잘 계승해 일본으로 전파했으며, 당진（唐津）은 지명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했던 지역이었고 서산과 태안지역은 일찍이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지역이다 백제의 무령욍은 중국 남조의 양（梁）나라와 교류를 하며 쇠락했던 백제를 부흥시키 

기도 했다. 부여에서 발견돼 백제의 자존심을 되찾게 한 금동대항로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긴 했지만 

중국의 향로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패망한 이후 충남도지역과 중국 간의 교류는 내리막갈로 접어들게 

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중국으로부터 천주교 등 기독교사상이 내포지역으로 들어와 일찍 개화사상이 싹 

트기도 했지만 이후 이어진 일제의 침탈과 뒤따른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중국과의 교류는 거의 단절되었 

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 교류와 교역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충남도 또한 중국과의 교류 

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충남도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전기지가 조성돼 대기업 등 많은 기업이 대중국 수출을 주도했다 현재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47%로 우리나라 전체의 대중국 수출의존三 26%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 높아갈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적 교류 못지않게 충남도는 중국의 허베이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하고 있으며 올해 20주 

년을 맞고 있다• 또한 산둥성을 비롯한 8개 성급 지역과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교류를 하고 있으며 충남 

도 15개 시 • 군 또한 중국의 각급 시 • 협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교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통상교류에 비해 공공 및 민간교류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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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도의 대중국 지방정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현황

충남도는 한중수교가 체결되고 2년。］ 지난 후인 1994년 10월 중국 허베이성과 가장 먼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그 외 모두 8개 지역과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다방면으로 교류해왔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1> 참고）.

교류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도는 1994년 중국 허베이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산둥성 

（1995）, 쓰촨성과 상하이 시（1998）, 옌볜조선족자치구（20C2）, 지린성과 장쑤성（20C5）, 랴오닝성（2010） 등과 

우호협력을 체결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중국 남방의 대표적인 전략지역인 윈난성과 2013년 6월 우호협 

력을 체결했다• 금년 10월에는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 

고 헤이룽징성과는 우호협력 관계에서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해 교류협력을 체결할 예정이다•

〈표 1>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체결지역 및 교류활동 현황

구분 단 체（체결일） 전체 교류 내용

자매결연 허베이성 (94. 10. 19)

- 2010 세계대백제전 대표단 참가（10. 9, 5명）

・ 허베이성 경 제관계자방문 도내 기 업체 벤치마킹 （3회）

・ 충남서예가협회단 허베이성 방문

・ 백 제문화제 허 베이성 예술단 공연

・ 충남공예조합 허베이성 방문, 양 지역 공예협회간 교류

- ［청소년교류」（9회, 92명）

우호협력

1. 산둥성 C95.10. 31)
- 산둥성 청소년문화예술학교 방문공연（13. 8.15, 100명）

- 공무원교육원 중국어 과정 현지어학연수（09. 10, 산둥대 15명）

・ 칭다오경제무역박람회 및 산등성 청소년 밀레니엄 행사참가（01）

2. 옌볜조선족자치주

・ 투자유치설명회 상호교차 개최

・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옌볜주 농식품업체（3개） 참가（0아. 9월）

- 농림 수산 환경, 문화 관광 체육교류 : 20회 223명

・ 청소년 교류등（4회/44명

3. 지린성 (02. 4.16)

-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 폐막식에 지린성 부성장 참석

・ 인삼엑스포 대표단 및 전기업체 참가（11. 9,14명

・ 지린성 동북아청소년축제 공연단 참가（2회）

4. 장쑤성 C05. 9. 27)

・ 송석두 행정부지사 환겅교류회 및 환경박람회 참가（13.11）

・ 환경 분야 시 책교류회 개 최 （매 년）

- 공무원교육원 정 예공무원과정 중국어 연수（09厂'11, 동남대, 57명

・ 장쑤성 노인복지포럼참가（1L1Q 복지보건국장）

5.쓰쵠성 (08. 9.5)
・ 쓰촨대지진（08. 5.12） 피해복구 성금 전달（2.000만원）

・ 서부박람회 참가 및 우수상품전 개최（10.10, 투자통상실장 등 대표단 7명）

6.상하이시 (08. 11. 3)

- 실국장 신도시 건설과련 벤치마킹C09. 2월）

• 기획찰장 일행 상하이 엑스포초청 참가（10. 5）：

» 早차유치 설 명회, 우수상품 전 개최

7.랴오닝성 (10. 11. 3) • 랴오닝성 잉 키우항과 항만교류를 위한 실무방문（13. 4）

8. 윈난성 (13. 6.5)

• 2000년 윈난성 쿤밍국제 화훼박람회 참가

- g 안편堂국쩨꽃박람회 벤치마킹

• 우호교류협정 채켤 項 제1회 餐摩-남야시 아 박람회 참가（'13. ®

자료 :충남도청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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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5개 지자체의 대중국 교一류협력 현황을 보면, 지역의 위치와 산업구조에 따라 그 편차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북부지역인 천인-, 안산 당진이 가장 활발히 중국과 교류협력을 전 

개하고 있고 서해안지역인 서산, 태인-, 보령지역도 비교적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천안은 산업과 문호卜 

（흥타령축제 관련）부문에서 교류가 활발하며, 아산은 산업과 농업부문에서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당진 

과 서산은 새로운 항로개설 관련해 중국을 활발히 접촉하고 있고 태안은 관광 부문에서 중국과의 교류 

에 콴심을 가지고 있다 내륙지역지만 논산시에서는 기호유교문화권의 발전을 진흥하기 위해 최근 들어 

산둥성 지닝시（齊寧市）와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공주시, 계룡시, 서천시, 예산군은 

자매결연 지역이 없을 정도로 교류활동이 저조하며 서천군의 경우에서 서해안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과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건이 하나도 없을 정도 매우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15개 지자체장 대부분은 중국과의 교류협 력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지역의 상품 시장 확대에 가장 큰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인-시와 아산시는 실제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직접 수출 상담과 전시회 개최를 통해 계약추진 건도 상당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교 

류 활성화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의 중개 혹은 지원으로 중국의 각 지역 혹은 단체와 교류도 진행되고 

있다 교류협력 분야는 주로, 의료 문화행사（축제 참가, 고대 뱃길 탐방 등）, 농업, 교육 및 홈스테이 통 

상, 종교（유교） 탐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충남도의 대중국 통상교류 현황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체결한 이후 양국 간 쿄역량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전체 교역량 가운 

데 한국의 대중국 교역량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점차 높아져 갔다• 특히 우리나라 천체 교四량 가운 

데 충남의 대중국 교역량의 타 지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대중국 수출 의존도도 훨씬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

우리나라 광역자치별 2013년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경기도, 울산광역시에 이어 3위이 

다• 금액은 약 65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인 5,590억 달러 중 11.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 

라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이며, 충남의 경우 충남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의 비중。］ 47%로 전국에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다• 충남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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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13년도 광역자치별 수출금액
《단위 :택뱐 난테,

순위 지역 전체수출 중국수출 비중 순위 지역 전체수출 중국수출 비중

1 겅기 102,005 32,547 32% 1 서울 128,640 28,635 22.3%

2 울산 91,513 14,395 16% 2 경기 102,150 26,027 25.5%

3 충남 65.185 30.856 47% 3 울산 83,915 1.971 2.3%

4 서울 60,316 17,935 30% 4 인천 38,660 5,402 14.0%

5 경북 53,765 14,502 27% 5 전남 44,655 아 20 2.1%

6 경남 51.859 6.921 13% 6 충남 33.980 3.131 9.2%

7 전남 41,402 11,851 29% 7 겅남 28,496 4,508 15.8%

8 인천 27,288 4,395 16% 8 겅북 17,181 2,897 16.9%

9 광주 15,868 1,400 9% 9 부산 13,471 3,870 28.7%

10 부산 13,263 2,441 18% 10 충북 6,509 1,701 26.1%

11 충북 13,735 4,516 33% 11 전북 4,470 972 21.7%

12 전북 10.116 1.351 13% 12 광주 4.915 479 9.7%

13 대구 7,012 1,626 23% 13 대구 3,532 1,470 41.6%

14 대전 4,030 894 22% 14 대전 3,341 744 22.3%

15 강원 2.173 232 11% 15 강원 1.411 297 21.0%

16 세종 904 255 28.2% 16 세종 1,058 379 35.96%

17 제주 103 4,876 5% 17 제주 260 29 11.3%

합계 560,536 145,869 26% 합계 516,643 83,432 16.1%

출처 : 한국무역협회 지역별수출입 통계（2013. 12 기준）

여 기서 더 주목할 점은 중국뿐만 아니 라 소위 중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홍콩, 대만에 대한 충남 

도의 수출액 비중을 합하면 전체 수출액 비중의 64.5%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가운데 

중화권 수출액 비중이 33.8%인 것콰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충남도의 대중국 교역（수출）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고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욱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중국 경제교역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샤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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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과제

대중국 교류협력에서 충남도는 그동안 행정 및 경제교류 이외에도 인적교류,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관광교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도 남아있다.

첫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방향과 초점이 희미하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교류의 폭이 넓고 다양해지는 것은 

좋으나 교류협력지역이 넓다보면 충남도가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지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 

는다. 교류협력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함으로써 충남도가 목표로 하는 상품수출의 기회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지방 

정부의 공공외교 차원에서 충남도가 대중국 교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너〕-가 잘 보이지 않는다. 적은 예산과 인력 

으로 중국과 교류협력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은 자칫 유명무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각 광역지자체에서는 대중국 교류협력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얻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비교적 뚜렷하지만 

충남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충남도는 최근 '서해안비전 을 제시하고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써 발돋움하려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환황해권의 핵심국가인 중국, 특히 발해만과 서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연해안 지역들과 어떤 교류협력을 실시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도 

함께 저〕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충남도와 지자체 간 연계협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충남도는 중국의 9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을 체결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연계 협력한 활동들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충남도 자체적으로만 교류협력이 이뤄 

지고 있다. 물론 충남도와 각 15개 지자체가 지향하는 목표와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충남도와 중국의 성급 지방정부 간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문1간단처〕와 하급 지자체 간 

교류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대중국 교류협력을 진행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관해 그간 축적한 다양한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통상 교류사업 지원에서 민간단체 교류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도내 기 

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상품전시와 판매 지원사업에 치중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민 다수가 대 

중국 교류협력에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충남도에서 '서해안비전 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 환황해권 물류기지 육성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더 많은 교류협력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이 정부 주도에서 민관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다른 국가보다 중국의 비중이 앞으로도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충남도 차원에서도 앞 

으로 더욱 늘어날 대중국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의 보강과 함께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자문과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포럼, 자문위원회 등) 구성 등도 필요하다.

淤 본 내용은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4)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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