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외 출 장 복 명 서

국 외 출 장 복 명 서

(중국)
1. 출장목적
○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에서 수탁과제로 수행 중인 ｢해외
어항 개발 협력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중국의 해외어항 협력사
업 조사를 위한 중국센터와의 사전 협의
○ 상해센터 업무파악

2019. 9.

2. 출장자
○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 한광석 연구위원
○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연구실 이종훈 부연구위원

3. 출장지 및 출장일정
○ 중국 상해 : 2019. 8. 7(수) ~8. 11(일) 4박 5일
일자

8.7(수)
8.8(목)
8.9(금)
8.10(토)
8.11(일)

주요일정

◦ 부산 공항 출발 → 중국 상해 공항 도착
◦ KMI 상해센터 방문
◦
◦

- 중국의 대외 어항 개발 협력사업 조사관련 회의
- 중국의 해외원조 사업체계 조사방법 협의
KMI 상해센터 방문
- 중국의 대외 어항 개발 협력사업 조사계획 수립
- 상해센터 업무 파악
KMI 상해센터 방문
- 중국의 대외 어항 개발 협력사업 조사계획 수립
- 상해센터 업무 파악

◦ 중국 상해 공항 출발 → 귀국

한광석․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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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인천

→ 상해

상해

상해
귀국예정이었으
나 태풍으로
인해 1일 연장
상해
상해
귀국

→

1. 중국의 대외합작 추진배경

〇
〇

2. 중국 지역별 '해상실크로드' 국제협력 내용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은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중요한

〇

2016년에 중국 연해지역은 '일대일로' 건설 실시방안을 연이어 내놓았는데 각 지

협력 제안을 제시했는데, 2015년에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역은 현지의 특징과 우위조건을 고려해서 기존의 협력 체계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비전과 행동 의 발표에 따라 '일대일로' 건설은 이미 구상단계에서 실시단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분야와 협력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개척할 예정임

로 들어섰음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각국 정부와 기

성(구/시)

업이 일련의 협력 합의를 달성했음

〇 연선국가와의 전략 연계 및 행동을

[표 2] 중국 연해 성(구/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추진 주요내용

함께 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와 국가해양국은 '일대일로' 건설 해상협력 구상 을 제정하여 발표한

주요협력 지역

협력내용

福建)

아세안 지역

-해양경제, 해양생태, 해양과학기술, 해양재해 감소·
예방, 원양어업, 인문합작

广东)

남태평양/아세안/아프리카

푸젠(

광둥(

바 있음

海南)
광시(广西)
저장(浙江)
상하이(上海)
장쑤(江苏)
산둥(山东)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하이난(

[표 1] '일대일로' 해상협력 구상 협력내용

협력 분야

협력 종지

녹색발전의 길
함께 걷기

- 중국정부는 연선구가가 해양생태환경보
호 활동을 공동 추진하여 더 품질 좋은 해
양생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세계 해양생
태 안전을 수호하자고 제창함.

해양번영의 길
함께 창조

안정보장의 길
함께 구축

스마트혁신의 길
함께 건설

협력관리의 길
함께 모색

협력 내용

- 각국의 비교 우위조건을 발휘하여 해양
자원을 과학적으로 개발·이용함.
- 상호연통을 실현하고 블루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함께 누림.
- 협력으로 서로 이득이 되고 윈윈하는 해
양공동안전이념을 제창함.
- 해양 공공서비스, 해사관리, 해상구조, 해
양재해 예방 및 해상 법 집행 등에 관한 협
력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저항 능력을
제고하여 해상안전을 공동 수호함.
- 해양과학연구, 교육훈련 및 문화교류 등
에 관한 협력을 심화시키고, 해양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과학기술 성과의 이용을
촉진함.
- 해상협력 심화를 위한 민의기반을 든든
하게 마련해 줌.
- 긴밀한 블루파트너 관계 수립은 해상협
력 추진의 효과적 방법.
- 전략연계와 대화협상을 강화하고, 협력
에 관한 합의를 심화시키고 정치적 상호
신뢰감을 증진하여 양자·다자 간의 협력
체계를 수립하며, 해양 거버넌스에 공동
참여하고 해상협력 심화를 위해 제도적 보
장을 제공해 줌.

-

해양생태시스템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 보호
지역 해양환경 보호 추진
해양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협력 강화
블루카본 국제협력 강화
해양자원 개발·이용 협력 강화
해양산업 협력 수준 제고
해상 상호연통 추진
해운 편리화 수준 제고
정보 인프라 연통 건설 추진
북극 개발·이용에 적극적 참여

-

해양 공공서비스 협력 강화
해상 항행안전 협력 전개
해상 합동구조 전개
해양재해 예방·감소 능력 향상
해상 법 집행 협력 추진

-

해양 과학기술 연구와 기술 협력 심화
해양과학기술 협력 플랫폼 공동 구축
스마트 해양 이용 플랫폼 공동 구축과 이용
해양교육과 문화교류 전개
해양문화 홍보 공동 추진

-

해양 고위층 대화 체계 수립
블루경제 협력 체계 수립
해양계획 연구와 응용 전개
다자 협력 체계 강화
싱크탱크의 교류와 협력 강화
민간조직 간의 협력 강화

- 해외단지
- 농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남중국해 주변/해상 실크로드 연선
아세안

- 관광, 어업, 열대농업
- 블루경제 시범구
- 산업단지, 물류

해상실크로드 연선

- 산업단지, 관광, 석유·가스, 원양어업, 해운, 전자상
거래

해상실크로드 연선

- 해운, 과학기술, 무역, 투자, 관광

해상실크로드 연선

- 원양어업, 해양플랜트, 해양과학기술, 해양종합관
리

해상실크로드 연선

- 산업단지, 해운, 원양어업

동남아,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 남아시아
동북아

- 해양플랜트, 고급 제조업, 석유·가스, 화학공업, 원
양어업, 해운
- 에너지, 신산업, 산업단지
- 산업단지, 생상력 협력

3.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사례

〇 최근 몇 년 동안에 중국 해양관련 기업은 원양어업, 해양 석유·가스업, 해양공정
건축업, 해양플랜트 제조업 및 원양해운업 등 여려 분야에서 '21세기 해상실크로
드' 연선국가와 실무적인 협력을 전개해왔으며, 뚜렷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효
과를 이루었음

가. 원양어업

〇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가를 비롯한 많은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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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력 관계를 맺었음. 그 가운데 20여개 국가와 어업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8

과학기술, 해양운수, 선박 건조·정비, 해양관광 및 해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

개 정부 간 국제어업 조직에 가입했음

은 실무적 교류를 전개해왔음

- 2012년부터 중국은 7개 지역어업관리조직의 사무에 참여했고, 모리타니, 아르헨
티나, 시에라리온 등 국가와 정부 간 협력 체계를 수립
- 베트남과 함께 베이부완(北部湾)에서 방식증류 활동을 전개했으며, 필리핀과 함
께 수산양식 협력을 추진했음

- 2016년에 그리스는 COSCO가 제시한 피레우스항에 대한 67% 주주권 인수 계획을
비준했음

〇 중국과 파키스탄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기를 위해 과다르항, 경
제단지 건설 등을 비롯한 19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나. 해양공정 건축업

〇 중국교통건설공사(中国交建, CCCLTD)와 중국철도건설공사(中国铁建, CRCC)를 비
롯한 공정건축 기업은 해외에서 대량 프로젝트를 얻었다. 이는 주로 철도, 공로,

- 중국초상국그룹(招商局集团)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항에 대한 경영관리권을 획득
했는데, 양국은 함반토타항을 남아시아 지역의 무역·운송 중추로 구축하고자 하고
있음

교량, 터널, 공항, 항만, 운하, 자원개발, 도시종합체와 산업단지(园区) 건설 및 공
업투자 등이 포함됨

〇 CCCLTD는 65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 일련의 강한 영향력과 큰 규모를 지닌 '

<그림 중국이 개발 중인 항만>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서 '일대일로' 건설의 중요한 추진자 중 하나
로 되었음.

〇 2016년까지 CCCLTD가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1,600개를 초과했으
며, 총 계약액은 1,000억 달러를 넘었다. 또한, 109개 국가·지역에서 210개 해외기
구를 설립했고, 145개 국가·지역에서 실질적 업무를 전개하고 있음

〇 CCCLID는 인프라 시설 건설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건설까지 확장하고
있음
- 현재, CCCLID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건설 프로젝트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말레이
시아, 싱가포르와 스리랑카 등 국가를 포함하며, '일대일로'와 관련된 산업단지 건
설 프로젝트는 이미 17개가 계약된 상황임
- 그 외에는 말레이시아 말라카 임해공업단지의 건설, 미얀마 쟈요퍄오항(皎漂港) '항
만+원구+도시'의 종합 일체화 개발 등 프로젝트도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음

4. 중국의 해외합작 주요 기관
다. 항만 분야

〇 2014년에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할 때 그리스는 중국과 각 분야에
서 협력을 심화시키고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
혔으며, 피레우스항에 관한 건설을 제대로 추진함으로써 동서방 교류와 협력의

가. 국가국제발전협력청(国家国际发展合作署)

〇

2018년 3월 중국정부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 심화에 대하여'를 발표하고, 국
가국제발전협력청을 구성하여 국무원 직속기구로 하고, 상무부의 대외원조 업무

교량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음
- 2015년에 '중국-그리스 해양협력의 해'가 시작한 후 양국이 해양 인프라 건설,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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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직책, 외교부 대외원조와의 조정 등의 직책을 통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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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는 분산되어 있는 대외 협력 사업을 통함시킴으로써여 개도국에 대한 효

신뢰성, 풍부한 관리와 기술 경험, 세계 100여 개 국과 경제 협력을 실시하였다.해

율적인 지원을 과적인 지원과 더불어 일대일로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은 눈부신 실적으로 미국 Engineering News-Record(ENR) 차트에 성공적으로 이름

만든 조직임. 2018년 9월 중국어 영어, 불어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운영되었음

을 올렸으며, 세계 최대인 225개 국제 공사의 하청업체 중 하나가 되었음
- 최근 몇 년 동안 동사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 호응하여, 국가 정치 외교

〇 주요기능

전략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핵심적 이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 대외원조 전략지침, 기획, 정책 수립, 중대 현안 조율 및 건의, 합작서외 지원 방식
개혁 추진, 대외원조 방안과 계획 수립, 대외원조 프로그램 확정 및 평가 실시 상

GE그룹의 '5개 범용'전략을 선도하여, 국제화 경영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함. 단 합작청외 구체적인 집행 업무는 여전히 관련 부서의
분업에 따라 부담

<해경공사 조직>

〇 조직
- 청장 1, 부청장 3외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운영됨
- 총괄국 : 기관의 일상적 운영, 정보, 민원, 정무공걔, 정보화, 재무 업무 담당
- 정책기획국 : 대외원조 전략지침, 비전,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원조 정책, 법률 초안
과 규약을 마련하며, 대외원조 총괄방안과 계획을 수립, 대외원조 사업 연도별 예
결산 작성
- 지역1국 : 아시아, 유라시아, 북아프리카, 동유럽 지역 국가 및 지역조직에 대한 지
원방안과 계획 수립, 관련 대외 원조프로그램 확정
- 지역2국 :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남태평양국가 및 지역조직에 대한 지원
방안과 계획 수립, 관련 대외 원조프로그램 확정
- 감독평가 : 대외원조사업의 감독 및 종합평가
- 국제협력국 : 대외원조 국제교류, 남남협력 지원기금, 대외원조 인적자원 개발 협력
담당, 대외원조 정보발신, 기관외사
- 인사국 : 기관의 당원, 간부인사, 기구편성 및 기율검사 수행

나. 중국해외경제협력유한공사(이하 海經公司CCOEC)

〇 1965년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중국해외경제협력유한공사(이하 海經公司
CCOEC)는 중국 최초로 국제경제협력과 국가대외경제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국유중
점 복합기업 중 하나임
- 해경공사는 설립 이래, 전 세계 전력 에너지·인프라 건설, 공업과 민간 건축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집적·전반적인 해결을 실시해 왔으며, 우량한 실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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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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