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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샤먼시

샤먼시는 중국 최초 4대 경제특구 개방지역중의 하나이며, 중국
석재산업의 본산지이자 중국 석재물류유통의 60%, 중국의 경제
특구지역중의 하나이며 중국 석재의 60%를 수출입하는 중국내
의 대표적인 석재 수출입항일뿐만 아니라 세계 70대항과의 항로
가 개설된 중국 동남부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이다.

또한 샤먼시는 2005년 중국문명도시의 칭호를 얻을 정도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과 아열대기후와 해상화원이라 불리는 고량서등
관광지가 발달되어 있어 중국의 대표적인 휴양, 관광지역으로 발
전하고 있다.

중국 샤먼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반현황

자매결연일 : 2007년 7월 25일
위　　치 : 중국 복건성 동남부 (북위24°23'12.7”～24°54'29.3” 동경117°52'53.8”～118°26'1.2”)
인　　구 : 429만명
면　　적 : 1,700.61㎢
평균기온 : 20.9℃ (강수량 1200mm) ※남아열대해양성계절기후
행정구역 : 6구、21가도판사처、15진，178사회구역주민위원회、2주민 위원회、271촌 위원회
교육시설 : 대학교 16개, 중고등학교 120개, 초등학교 296개, 특수학교 6개
주요사업 : 화학섬유제조업, 제약업,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업, 기계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식품가공업 등

교류실적과 현황

민간단체 자매교류 현황

′06.9.6 : 샤먼시항무국- 목포신항만(자매항 협약서 체결)
′07.6.9 : 샤먼시청년기업가협회 - 목포청년회의소(우호교류협정 체결)
′07.7.25: 샤먼시 샤먼대학 -목포대학(우호교류협의서 체결)

주요교류실적

(2007년) 목포시 ⇔ 샤먼시 자매결연 체결 및 샤먼시내 목포시명도로 개설,샤먼 국제 화훼박람회장내 목포시 공원 조성
(2010년) 목포 해양문화축제 샤먼시 예술단 방문
(2012년) 제1회 샤먼시 한국관광문화 축제 목포시립무용단 샤먼시 방문,샤먼시 소백로무용단 - 목포시립무용단 여수엑스포 합
동공연,샤먼시 체육인사 목포시 국제육상투척경기 참가

일본 벳부시 중국 연운항시 노르웨이 함메르페스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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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2019년) 샤먼 국제마라톤 대회 참가
(2016년) 샤먼시 제19회 국제투자무역상담회 참가
(2017년) 목포-샤먼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샤먼로”명명식 개최
(2018년) 샤먼시와 경제무역 협력강화 MOU체결, 관광·투자 유치 설명회 및 수산식품 현지 판촉전 개최
(2020년) 코로나19관련 목포시에 (보건용마스크N95) 10,000장 지원
(2021년) 2021 우호도시 사진전 참여
(2022년) 중국(푸젠)-한국 클라우드 문화예술합동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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