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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운항시

연운항시는 중국 14개 연해개방 도시 중의 하나이며,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을 연결하는 아시아, 유럽 대륙횡단철도의 기점이다.

또한 세계 86개국 270여개의 항구와 해운 왕래를 하고있는 중국
8대 항구로서 연운항 앞바다의 해주만은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새우 양식으로 유명하다.

중국 연운항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승은의 고전신화소설 서유기에 등장하는 손오공의 탄생설화가 깃든 운대산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수정의 양
은 전국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4월 '수정절' 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일반현황

자매결연일 : 1992년 11월 1일
위　　치 : 강소성 동북부(북위34°12′∼ 35° 7′, 동경118°24′∼ 119°48′) ※ 목포시와 같은 위도상에 위치
인　　구 : 534만명
면　　적 : 7,615㎢
기　　후 : 연 평균기온 : 14℃ / 연 평균 강수량 : 920mm
기후특징 : 아열대 계절풍 해양성 기후
교육시설 : 대학교5개, 9년제 의무교육 보급률 100%
관광자원 : 화과산, 연도해수욕장, 해주만 등
농산품 : 밀, 벼, 옥수수, 면화, 땅콩, 잎담배 등 - 연간 생산량 210만톤
수산품 : 갈치, 준치, 조기, 참돔, 참새우, 조개, 게 등 - 연간 생산량 10만톤
海州灣은 전국 8대 어장의 하나이며 참새우 양식면적은 2천여만평으로 양질의 '동방 참새우'가 많이 남
광　　물

주요 광물 매장량 : 수정(450만톤), 사문석(10억톤), 대리석(1억톤)
생산량 : 淮北염전은 전국 4대 소금산지의 하나로 염전 1억 4천만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해염 생산량은 200만톤 이상임.
錦屛인광은 전국 6대 인광중의 하나로 연간 인광석 생산량은 150만톤 이상임. 연간 수정 수매량은 400여톤으로 전국 수매량
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대 수정의무게는 3.5톤임. (주요업종은 화공,방직,식품,기계,전자,의약,건축,건제 플라스틱
제품, 식품공업 등)

교류실적과 현황

직원 상호 파견: 8명(목포4. 연운항4)

목 포 시 → 연운항시 : '95(2명, 1년간) '97(2명, 1년간)
연운항시 → 목 포 시 : '95(2명, 1년간) '97(2명, 1년간)

일본 벳부시 노르웨이 함메르페스트시 중국 샤먼시

목포소개 > 자매결연도시 > 국외 > 중국 연운항시중국 연운항시

중국 연운항시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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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자매결연 현황

'95. 2. 20 : 연운항시 항무국 - 목포지방해양수산국
'97. 5. 16 : 연운항시 광파전시국 - 목포 MBC
'97. 10. 17 : 연운항시 직업교육 중심 - 목포 기계공고
'09. 5. 5 : 연운항시 청년연합회 - 목포JC(자매결연조인)

주요교류실적

(1992년) 양 시간 국제자매도시 체결
(1996년) 우호협력증진을 위한 협의서
(2008년) 한·중·일 신년음악회 목포시 예술단 파견, 항만포트세일
(2010년) 중국 연운항시 청년연합회 목포방문 중국 연운항시 국제 서유기 문화제 및 제1회 강소 해안 국제 관광 축제 참가
(2011년) 목포 청년회의소 연운항시 방문
(2012년) 한·중 수교 및 목포시⇔연운항시 자매결연 20주년,기념 경제문화교류 포럼
(2014년) 연운항 JC초청 목포청년회의소 연운항시 방문,연운항 실크로드 국제물류 박람회 참가
(2015년) 중국 연운항시 청년연합회 목포 방문
(2016년) 목포시 대표단, 목포 JC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 강화 협의 연운항시 방문
(2018년) 연운항시 인민대표대회와 목포시의회 교류
(2019년) 전남민주교육포럼 중국 연운항시 방문 및 시찰
(2018년~2021년) 연운항시가 속한 강소성 ‘우성회 청소년 국제회화전시회’참여
(2021년) 일대일로 주변도시 청년발전포럼 온라인 참여(목포청년회의소)
(2022년) 목포-연운항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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