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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백성 부유 환경 아름답고 사회문명도 높은 새로운 장쑤 조명
최근 분투한 5년•경제가 강하
고 백성들이 부유하며 환경이 아
름답고 사회문명도가 높은(强富
美高) 장쑤의 건설 만나보기−1+
13 성시 당 기관지 언론의 장쑤행
깃발 수여식이 신화뉴스미디어그

룹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당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제18
차 전국대표대회이래 장쑤 각지
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그려준 경제가 강하고 백성들이

부유하며 환경이 아름답고 사회
문명도가 높은 새로운 장쑤를 건
설하는 과정과 혁신에 힘을 모으
고 부민에 초점을 맞추며 높은 수
준의 샤오캉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兩聚一高)하는 과정에서

거둔 성과를 전시하기 위해 신화
뉴스미디어그룹은 장쑤성 13개
도시(設區市)의 당 기관지 그룹
과 손잡고 공동으로 분투한 5년•
경제가 강하고 백성들이 부유하
며 환경이 아름답고 사회문명도

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 장쑤 발전의 기조

 

  



난퉁 발전방향 재조정상하이
이북(上海北)에서 상하이 북대
문으로 건설
상하이와 연결해서 북상하이
상하이 이북에 이르고 다시 또
상하이 북대문에 이르기까지 난
퉁은 발전방향을 꾸준히 업그레이
드하고 있는바 이는 장쑤성 위원
회 성정부의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전략에 입각한 장구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난퉁이 융합발전과
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확고
하게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다
후퉁 창장대교 북단에 서서 남쪽
으로 내다보면 마치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창장 위에 가로누워 있는 것

같다 중쟈오2항국(中交第二航務
工程局有限公司) 1구간 입찰 사업
부 상무 부총경리 리유웨이(李有
爲)에 의하면 1구간은 84%의 공사
물량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후퉁대
교는 난퉁이 상하이로 편입해 들어
가는 황금통로로 거듭날 전망이
다 상하이로 편입해 들어가는 것은
난퉁의 숙원이며 그 동안 두 도시
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은 매우 활
발하게 진행되었다 상하이의 초고
층 건물(29층 이상) 100개당 15개
는 난퉁의 건설업계에서 건설하였
으며 난퉁은 50% 이상의 기업이
상하이와 협력하고 있고 30%의 고
급인력과 40%의 창업 또는 벤처투
자기관을 상하이에서 유치하고 있
다 현재 난퉁은 상하이와이가오차

오(外高橋)산업단지 상하이시베이
가오신(北高新)과학기술타운 상하
이양푸(楊浦)공업단지 등 7개 협력
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하이에
서 1억 위안 이상 기업 약 100개를
유치 또는 옮겨 왔다 한편 투자규
모가 350억 위안을 넘어 상하이와
난퉁 산업협력의 일곱 송이 금화
(金花)로 불리고 있다
난징 장베이(江北)신구 최
초가 만들어지는 곳
장베이신구개발단지에는 장쑤
성산업기술연구원 중더(中德)스
마트제조연구소 알리바바혁신센
터 등 플랫폼 프로젝트가 집결되
어 있다 이곳에서 인터뷰하면 가
장 많이 듣는 말이 최초이다 장
쑤성산업기술연구원은 마치 과학

기술혁신성과 진열관 같았다 난
징공업대학교 원사팀이 연구 개발
한 전 세계 최초의 펄프 및 제지 폐
수배출제로 기술은 위기에 몰렸던
난퉁의 한 투자규모가 100억 위안
에 달하는 펄프 및 제지 프로젝트
를 살렸다 신기한 막 한 장이 마
치 마술을 부리듯 검고 역겨운 제
지 폐수를 깨끗하게 먹어 치웠다
한편 이곳의 운영방식도 놀라운
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리더십 인
재를 뽑아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맡기고 있다 작년 중국과학원 허
페이(合肥)물질과학연구원 선진
제조소 상무 부소장의 자리를 사직
한 뤄민저우(駱敏舟)는 장쑤성 산
업기술연구원 프로젝트 매니저로
초빙되어 스마트제조기술연구소

가 높은 장쑤의 건설 만나보기−
1+13 성시 당 기관지 언론의 장쑤
행 대형 언론행사를 개최하였다
장쑤 각지에 문자 촬영 오디오•
동영상 기자 60여 명을 파견하고
수많은 편집인원들을 또 편집과

제작에 참여시킴으로써 문자 사
진 오디오•동영상 등 미디어 수
단으로 성시 당 기관지 소속 신문
인터넷 단말기에 장쑤의 건설 성
과를 전면적으로 전시할 계획이
다

소장직을 맡았다 비록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는 이미 이곳
로봇의 가장이 되었다 중국에서
최초로 만든 멀티서비스 로봇손이
그의 연구원에서 탄생하였다
쑤첸 겅처 쓰레기진에서 전자상
거래 타오바오진(淘寶鎭)로 변신
겅처진(耿車鎭) 다중촌의 유야
(優雅)가구유한회사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장롱 등 가구용
각종 널빤지를 가공하느라 여념이
없다 66세 치우융신(邱永信) 사장
에 의하면 비록 공장에는 노동자
40명 밖에 없지만 전자상거래 덕분
에 1년에 판매수입 2000여만 위안
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작년
빼빼로데이 날 온라인 매장은 불
과 몇 시간 만에 100만 위안이 넘
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치우융신은 겅처진에서 가장 먼
저 폐플라스틱산업에 종사한 사람
이었다 치우융신 등의 인솔 하에
겅처진의 플라스틱 가공산업은 신
속하게 발전하였지만 반면에 환경
이 크게 파괴되어 겅처냄새가 오
염의 대명사가 되기도 하였다 치
우융신은 또 겅처진에서 가장 먼
저 구조 전환을 한 사람이기도 하
다 그는 타오바오 온라인가구점
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강화 테
이블 학생용 장롱 찬장 등을 생
산하면서 26년 동안 경영하였던
폐플라스틱 장사를 접었다
정부의 지도 하에 군중들은 전
자상거래로 구조 전환하기 시작하
였다 겅처진은 3123가구가 구조
전환을 실현하여 크고 작은 가구
공장 581개를 세우고 온라인 매장
2253개를 차렸다

물의 장쑤 사진전
운치

서우시호(瘦西湖)의 사계절

대학생 혁신창업대회 창의성 돋보여

장쑤성 긴급 뉴스
장쑤 4대 항구 중국 20위 권 진입

최근 스페인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 핀란드 등 유
럽연합국가의 청소년 35명이 초청받고 난징에서 8일 동안 개최되는
유럽연합•중국 청년대사 문화탐방에 참가하러 왔다 16일부터 23
일까지 그들은 위화타이중학교 국제부 학생들과 1대 1로 짝을 맺어
그들의 가정에 입주해서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게 된다 중국과 유럽
청소년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인 유럽연합 국제학교 차이니즈 브
릿지 여름캠프는 2012년에 시작해서 2015년까지 4회 개최하였고
올해 최초로 난징에서 개최되는바 공식 명칭은 유럽연합•중국 청년
대사 문화탐방이다 주최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유럽연합국가의 청
소년들에게 육조고도인 난징의 문화와 역사를 홍보할 계획이다

쑤저우 방문 관광객 수 장쑤 절반 강산 차지
최근 장쑤성 여유국 관련 담당자와 성내 관광업계 전문가로 구성
된 심사팀이 쑤저우에 와서 쑤저우 국가전역관광시범지 건설업무에
대해 조사 연구와 심사를 진행하였다 작년 2월 중국국가여유국은
전역관광시범지 건설의 첫 번째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쑤저우는 장쑤
8개 시범지에서 유일하게 도시 전체를 시범지로 건설하는 곳이 되었
다 소개에 따르면 쑤저우는 전역관광시범지 건설로 관광산업의 전
면적인 발전을 추진하였다 올해 상반기 쑤저우는 국내 관광객 5389
만 명을 유치하여 국내관광수입이 1053억 위안에 도달하였고 전체
관광수입 1143억 위안을 실현함으로써 동기 대비 12% 증가하였다



     

최근 둥하이현 정부는 난징에서
발표회를 갖고 중국 보석•옥석 장
신구업계협회와 둥하이현 인민정
부가 주관하는 제14회 중국•둥하
이 국제수정축제가 오는 9월 28일
에 개막된다고 선포하였다
둥하이현은 수정자원과 석영자원
이 풍부해 저장량이 중국 70% 이상
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수정의
도시로 불리고 있다 수정산업 관
련 종사자는 약 25만 명 각종 수정
가공기업 3000여 개를 보유하고 있
는바 연간 3000만 개 수정 액세서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며 경치가 아름답
고 문화적 깊이가 있다 사계절 모두 빼

리와 500만 개 수정공예품을 생산
하는 규모를 형성하였고 연간 거래
액이 100억 위안을 돌파하였다
둥하이는 중국 둥하이 수정타운
중국 수정문화 창의산업단지 중국
수정박물관의 수정산업발전 플랫
폼을 형성하였다 수정 제품은 원
석 공예품 소장품 유행상품 일
용품 등 수십 개 종류의 수백 개 품
종을 아울렀다 둥하이현에는 또

500여 개 기업이 수출 업무에 종사
하고 있는바 일본 한국 동남아시
아 및 중국 홍콩•마카오•타이완 시
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또 유럽과 미국 시장
에 진출하였으며 연간 수출액은
15억 위안에 도달하였다 한편 둥
하이현은 중국 수정타운의 오프라
인 판매와 알리바바의 온라인 판매
양대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지는 전체 관광지의 23를 차지하
고 그중 5A급 관광지는 22개로 계
속 중국 1위 자리를 유지하였다
관광공공서비스에 있어서 작년
장쑤는 관광화장실 모두 944개 건
설 실제 완성 투자액은 451억 위
안에 도달하였고 관광주차장 377
개를 건설 총면적은 21824만 제
곱미터로 총투자는 162억 위안에
도달하였다 현재 장쑤는 또 각종
관광 전문 노선 200개 이상을 개통
하였다

새로운 트렌드가 된
무토양재배

장쑤 관광업 수입 1조 위안급 반열 진입
최근에 발표된 2016장쑤 관광
업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장
쑤는 관광업 수입 1조 위안급 반열
로 진입해 1026358억 위안에 도
달하였으며 지역 생산총액의 6%
를 차지하였다
작년 장쑤는 국내외 관광객 68
억 명을 유치하여 동기 대비 94%
증가하였고 관광업 증가치 4577
억 위안을 실현하여 동기 대비 13
4% 증가하였다 관광객의 장쑤에
서의 평균 체류 시간은 26일이고
일인당 평균 1507위안을 소비하
였다 한편 관광투자 1900억 위안
을 완성하여 동기 대비 114% 증
가하였는바 장쑤 고정자산 투자 증
가폭보다 39포인트 높은 수치를

실외 온도가 섭씨 40도를 육박하
는 날 기자는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약속 장소인 아Sir커피숍에 도착하
였다 가게가 비좁아서 기자는 한국
친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 걱
정이 되었다 하지만 손에 생수병을
들고 땀투성이 얼굴로 들어오는 박
건태씨를 보면서 기자는 빈틈없이
시간을 지키는 그의 모습에 감동하
였다 자리 잡고 앉아 우리는 커피
마시며 가볍게 대화를 나눴다
박씨는 한국 대전광역시 사람이
다 2008년 현지 대성고등학교를
다니며 난징대학교 해외교육대학
과 대성고등학교 간의 협력프로그
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
여 그는 시험을 보고 2011년 난징
대 법대에 와서 유학하게 되었다
2013년 귀국해서 2년 동안 군복무
를 하고 2015년에 다시 난징대로
복귀하였다 2016년에는 난징대

기록하게 되었다
해외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는 작
년에 모두 해외관광객 32977만 명
을 유치하였으며 그중 절반이 쑤
저우를 찾았다 해외관광객 중 또
일본 한국 미국의 관광객이 톱3
을 차지하였다 한편 국내관광객은
678억 명을 유치하였고 쑤저우
난징 우시가 선호하는 관광목적지
가 되었다 또 상하이 저장과 안후
이는 장쑤 10대 관광객 내원 성시
(省市)의 톱3을 차지하였다
A급 관광지 건설에 있어서 작년
장쑤는 A급 관광지 36개를 새로 비
준하여 A급 관광지 수는 모두 638
개에 도달하게 되었고 중국 2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3A급 이상 관광



유럽연합의 청소년 색다른 난징 체험

양저우의 서우시호는 호수가 가늘고



올해 상반기 장쑤 항구는 계속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이어갔는바
규모 이상 항구(화물 물동량이 연해 지역은 1500만 톤 내수 지역은
1000만 톤에 도달한 항구)에서 완성한 화물 물동량은 115억 톤으
로 동기 대비 96% 성장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국 항구 화물 물동량
순위에서 장쑤 4개 항구가 20위권에 진입하였다 올해 상반기 장쑤
성 항구의 대외무역 물동량은 24억톤으로 동기 대비 101% 증가하
였고 컨테이너 물동량은 840만 TEU로 동기 대비 32% 증가하였다
장쑤 연해 지역 항구는 화물 물동량 158억톤을 완성하여 동기 대비
16% 증가하였는바 소폭으로 반등하였다 연강 지역 항구는 화물 물
동량 847억 톤을 완성하여 동기 대비 116% 증가하였는바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였다 내륙하천의 항구도 회복세를 보였는바 화물 물
동량 144억 톤을 완성하여 동기 대비 66% 증가하였다 상반기 장쑤
항구의 화물 물동량과 대외무역 물동량의 증가 속도는 모두 중국 항
구의 평균 수준보다 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교통운수부에서 발표한 6월 달 중국 규모 이상 항구의 관련 통계
수치에 따르면 쑤저우항구 난징항구 난퉁항구 롄윈강항구의 화물
물동량은 각각 제3 15 17 18위를 차지하였고 쑤저우항구의 컨테이
너 물동량은 제10위를 차지하였다

최근 장쑤성 교육청 성위원회 인
터넷정보판공실 등 8개 부문이 공동
으로 주최한 장쑤성 제3회 인터넷+
대학생 혁신창업대회가 둥난대학교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의 주제
는 인터넷+ 새 시대 도전 혁신창업
역군 키우기이며 경기종목에는 모
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
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다양
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한편 창업아
이디어팀 초기 창업기업팀 성장형
기업팀 취업형 창업팀으로 나눠 진
행되었고 장쑤성 137개 대학교의 1
32만 개 팀 약 53만 명이 대회에 참
가하였다 사진은 3D 홀로그래픽 스
마트스크린이 보여주는 다양한 화면
이다

최근 사람들이 난징 마안
(馬鞍)신썬 농경문화원을 참
관하였다 해당 문화원은 난
징시 루허구에서 최초로 농
경문화를 주제로 건설한 현
대농업단지인바 5000여
에 달하는 스마트 비닐하우
스는 토양을 전부 스마트 온
실 재배 기질로 대체하였다

난징서 창업을 꿈꾸는 박건태씨
해외교육대학 중국언어학과로 전
입하였고 올해 7월에 막 졸업하였
다 현재 박씨의 졸업증서와 학위
증서는 관련 부문의 공증을 기다리
고 있고 학업의 스트레스가 없어서
인지 그는 매우 홀가분해 보였다
난징은 육조고도(六朝古都)이고
태평천국 시기에도 여기에서 전쟁
을 벌이고 도읍지로 삼았습니다 일
본군이 중국침략전쟁을 벌였을 때
는 또 난징을 점령하고 국내외를 충
격에 빠뜨린 난징대학살을 저질렀
습니다 이는 역사가 유구하고
아픔이 많은 도시입니다 지금 난징
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
가 발달하고 도시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난징에 대
해 가장 인상 깊은 점은 교통이 매
우 편리하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는 난징의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와 자전거•오토바이 전용도로가 있
고 또 보행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고 하였다 신호등에
는 카운트다운 숫자가 있는데 한국
대전시에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난징의 지하철도 매우 발달해 외출
이 편리하다고 하였다 특히 최근에
는 공용자전거가 발달해 자신도
Mobike공용자전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난징은 또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
속하고 있고 그 처벌기준도 한국보
다 강한바 이는 교통안전에 효과적
이라고 하였다
박씨는 여가시간에는 중국기업
과 한국기업에서 통역을 하면서 난
징과 창저우 우시 쑤저우 등 도시
를 자주 오간다고 하였다 장쑤는

박건태
씨의 최
근 모습

고속철도도 매우 발달하였는바 속
도가 빠르고 안전하며 시간대도 많
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하였다
박씨는 공부 외에 또 수영과 러닝
을 즐겨 한다 놀라운 일은 그가 중
국친구들과 같이 마작게임도 즐겨
한다는 점이다 그는 친구한테서 마
작을 배웠는데 처음에는 중독되어
휴대전화로 게임을 했다고 한다 나
중에는 휴대전화로 하는 것이 재미
없어 마작관에 가서 중국인들과 같
이 하였다고 한다 난징의 룰을 따
랐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였다

어난 경치를 자랑하며 완곡하고 함축적
인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저우쩌화•周澤華촬영

난징 최초 러시아
호박(琥珀) 수입
1시간 만에 세관 신고 및 통과 완료
러시아에서 수입한 호박 원석이
최근 난징 진링세관의 루커우공항
주재 사무소에서 순조롭게 통관되
었는바 세관 신고에서 통과까지 1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난
징 세관이 최초로 해당 종류의 물
품을 수입한 사례가 되었다
총중량 35톤 가격이 8120만 위
안에 달하는 이 호박 원석은 창저
우 위링룽(玉玲瓏)보석과학기술
유한회사가 화물전세기로 수입한
것이며 염주 목걸이 등으로 가공
되어 중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기업이 수입 관련 서류를 모두 준
비한 후 회사 컴퓨터로 전국 세관
통관 일체화 신고서를 제출하였습
니다 진링세관의 루커우공항 주
재 사무소의 샤야밍(夏雅銘) 담당
자는 세관은 심사 서류를 준비해서
화물이 도착하면 심사 절차에 따라
화물역으로 가서 검사검역국과 같
이 관련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였
다 세관 직원이 현장에서 조사한
수치를 후방으로 전송하면 난징공
항 검사검역국 직원이 화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그는 화장
실과 욕실 설비에 관심이 많다고 하
면서 현재 관련 협력회사를 찾고 있
는 중이며 난징에서 창업할 수 있기
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머
니는 제가 졸업하면 귀국해서 취직
하고 한국 여자친구를 찾아 결혼하
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씨가 말
하였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
터 말을 잘 듣지 않는 편이었습니
다 귀국하더라도 매일 부모와 같이
있을 수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볼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일을 하더라도
부모 보러 자주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난징에서
적당한 회사를 찾아 창업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리쭝장•李宗長 글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