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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창업정신인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
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中國 陝西省 西安에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2012년 4월 10일 중국정부와 성공적으로 체결했
다. 이는 미국 오스틴 공장에 이어 삼성전자가 두 번째 해외 前공정 반도체 생산
공장을 설립 한 것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2012.09.12.일 기공식을 성공적으로 거행하였고, 2013년 9월
12일 삼성전자 연구소, SDS 연구개발센터 오픈과 동시에, 后공정 진출 결정을 통
해 西安 三星 半導體 工場은 前공정에 이은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연구소
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트를 구축하게 되었다.1)
2014년 5월 9일 준공식을 거친 삼성전자는 채 2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10
나노급 플래시메모리를 정식으로 생산하게 되었으며2), 이로 인해 중국에는 “陕西
* 본 연구는 남서울대학교 정책과제로 연구된 논문임.
** 權容玉, 南首爾大學校 中語中文科 教授, yokwon@nsu.ac.kr
1) 大韓民國駐西安總領事館, 《中國西北三省 한국기업의사회적책임활동》, 西安: 韓國
總領事館, 2013, 15쪽.
2) 大韓民國駐西安總領事館, 《기업진출 가이드북- 陝西省 西安》.西安: 韓國總領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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速度”와 “陕西效率”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는 등 한국기업과 한국인에 대한 기
대가 최고조에 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中國 西部大開發의 核心
都市이자 習近平 국가주석이 제시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거점”으로 주목받는 陝
西省 西安의 변화를 고찰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Ⅱ장에서는 中國의 陝西省 西安 開發戰略과 環境을 중심으로 서안의
소비능력, 과학신구 개발과, 생활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삼성반도체의
서안입주 과정과 기본 인프라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Ⅳ장에서는 삼성 西安 입주에
대한 기대효과 대한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 삼성이 서안에 입주하며 중국 陝
西省과 西安의 전체적인 변화에 대해 深度있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中國의 陝西省 西安 開發戰略과 環境
1. 陝西省과 西安 주민들의 消費능력

陝西省은 2003-2012 10년간을 되돌아보면 경제 성장 면에서 두드러져, 吉林․
廣西․江西․山西와 黑龍江省을 추월하였으며, GDP를 보아도 2009년 3,000달러를
돌파하더니, 十二五( 12차 5개년계획, 2011-2015년) 첫해인 2011년 4,000달러를 돌
파하고 2012년
평균을 넘어서

말 6,110달러 에 달했고3), 2013년에는 6,885.8 달러에 이르러 전국
전국 14위의 富强한 省으로 발전 했다.4)
陝西省의 소비 수준을 보면 2014년에 이르러 전국평균 이상의 수준에 도달하여,
구매력을 잘 갖춘 부유한 省으로 성장했음은 다음 표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5)

館, 2014, 16쪽.
3) 陝西省政府, 〈陝西居民收入與經濟同步增長途經探析〉, 陝西調査 第37期, 2013, 1쪽.
4) 陝西省商務廳,《陝西省投資環境白皮書》, 西安: 陝西省商務廳, 2014, 4쪽.
5) 2014年一季度陕西民生经济调查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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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표에서 확인 되듯이 서안은 중서부에 위치하며 이전의 가난한 省과 都
市의 면모를 일신하고 전국 평균수준 이상의 부유한 성으로 성장하여 충분한 소비
능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 하였다.

2. 국가차원의 陝西省 西咸新區 개발6)
이런 陝西省의 省都인 西安은 중국이 국가적 프로젝트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서
있는 도시이다. 현재 순 서안 인구는 460만으로 추정하며 주변을 합하면 800만 정
도로 이야기 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를 2020년까지 1,000만 도시로 육성 발전시
키겠다는 것이 中國과 陝西省의 계획이다.7) 그 중 西咸新區 開發 계획은 陝西省
政府가 결정한 「關中-天水經濟區發展計劃」과 「國家主體功能區規劃」의 일환
으로 西安 國際化 大都市 형성의 중대 전략 중 하나이다. 이는 「西部大開發“十二
五”規劃」이 確定한 西部地區 重點 建設事業중 5大 都市 新區중 하나이기도 하다.
8) 西安의 이러한 국가적 발전 전략 이외에 또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발전전략이 잘

陝西省商務廳,《陝西省投資環境白皮書》, 22쪽. 2014년 1월 중국 國務院이 공식적
으로 陝西西咸新區를 國家級 新區로 선정함.
7) 류정, 〈서안의 개발 전략〉, www.globalwindow.org 2014.02.25.
8) 西咸新區는 西安과 咸陽의 중간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西安의 중심과 10 km거리
이고 咸陽의 중심과는 3 km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다. 西咸新區를 건설하면 陝西
省 內에 西安과 咸陽을 하나로 묶어 1,000만 도시로 육성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6)

하게 된다. 삼성을 비롯한 보세구역내 많은 기업들이 이들 중간에 위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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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는 도시이다.

2011년 陝西省 科學技術委書記 겸 科學技術廳 廳長인 奚正平의 말에 의하면, 동
년 5월5일 西安에서 陝西省 科學技術大會를 개최하고, 中國의 “科技特區” 건설을
정식 선포함과 동시에, “創新型陝西”열풍을 불러 일으켰다.9) 그는 十二五(12차 5개
년계획)期間 동안 과학기술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하여 陝西省 과학기술자원 센터
를 건설함과 동시에, 광범위한 과학기술의 교역과 그 성과를 신속히 파급시키는
커다란 무대를 만들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첫째 매년 600만 위안으로 60명
“科學技術의 청년 新星”을 발굴하고, “科學技術 10大 傑出 靑年”을 선발하여 陝西
省 전체에 과학영재 육성의 열풍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로는 十二五 末年
쯤 약 18만 과학기술 영재가 활동하고, 매년 특허가 5만 건 이상 출원되고 과학기
술 교역이 300억 위안을 넘어서며, 서부지역의 수위를 차지함은 물론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당당히 진입하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10)
西咸新區의 반전 목표는 2015년에 주요 인프라 건설과 산업발전구조를 구축하
고, 2020년까지 혁신 발전 방식으로 종합경제력․혁신능력․주민생활제고 등등의
西咸一體化 建設을 이루는 것이다.11)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西咸新區 개발에 상당한 투자와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聯合新聞 ,〈向“創新型陝西”挺進〉, 2011.07.07.
10) 同上
11) 陝西省商務廳,《陝西省投資環境白皮書》,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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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陝西省과 西安의 生活環境
이렇게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西安은 중국에서 기온이 높고, 공기가 안 좋
으며, 물이 부족한 도시로 정평이 나 있어 생활환경이 좋은 도시로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섬서성과 서안시 정부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그 중 기후 문제는 인력으로 어쩌지 못하지만 공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녹화사업
과 全 都市에 많은 차량을 동원해 물을 정기적으로 뿌리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
다. 특히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는 黑水의 일부를 끌어들여 많이 해결
했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수백 킬로 떨어진 湖北省 武漢에서 漢水를 끌어와 사용하
려는 南水北調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12)

陝西省 引汉济渭 工程圖

자료원: 陕西省水利厅(섬서성 수리공사청)

이러한 노력이 西安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中國 西部大開發의 核
心都市로 향후 중국의 중서부지역 진출의 橋頭堡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기 위해서
도 서안은 최고 중요한 거점도시로 주목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서안은 중국에서 각종 국가 중점 연구소가 없는 연구소가 없을 정도로 교
육의 도시인 동시에 연구 중심의 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반도체기술 및 전자공학
12) 표에서 보는 것처럼 陝西省 수리청의 자료에 의하면 “引漢濟渭 工程”이라 불리
며, 2030년 完工시 武漢 漢水의 물을 남쪽으로 西安 거처 渭南 지역까지 보내며,
북쪽으로는 咸陽을 거쳐 高陵 지역 이상으로 보낼 계획이다.

234

第46輯

기술 분야의 인재교육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활발하다. 이러한 조건과 환경, 그리
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中國政府와 陝西省의 一致된 노력이 삼성이라는 세계
적 기업을 陝西省 西安으로 유치하게 된 것이고 이는 우연이 아닌 필연의 결과라
고 보여 진다.

Ⅲ. 三星의 西安 入駐過程과 基本 인프라
1. 삼성의 서안 입주 과정
삼성전자는 2012년 9월 1100억여 원을 들여 SCV법인을 설립한다.13) 2012년 9
월 12일 기공식이 열리기까지의 과정도 만만치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 전 과정을 일일이 거론하기 쉽지 않지만 굵직 굵직한 결정과정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70億 달러를 투자하는 三星 西安半導體工場의 法人設立 申請에서 批准과
정이 88일 밖에 안 걸렸다. 이런 결과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피 말리는 협상
과 중국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 따랐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陝西省 副省長 婁
勤儉이 9월10일 國務院 副總理 李克强의 三星 起工에 대한 設立許可 文을 대독했
다. 그 내용을 보면, 李克强은 昨今의 中國은 西部大開發戰略으로 對外開放을 擴大
하며, 高技術 領域의 硏究發展․生産․營業 등 다양한 분야를 國際的 企業과의 관
계를 통해 계속 增强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모리 산업은 國民經濟와 社
會發展의 戰略性․基礎性과 先導性 産業으로, 10나노급 메모리는 중․한 양국이
각자 우세한 메모리산업을 가지고 深度있게 合作한 重要한 成果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2월 온라인상에 삼성전자가 중국의 다른 도시에 낙점을 찍
었다는 소식이 퍼지기도 했다. 당시 赵正永 陝西省長등 전적인 지지를 받고 삼성
전자유치 TF팀을 이끌던 趙紅專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 한다. 그러나 趙紅專은 냉
정을 찾고 종합 분석한 결과 삼성은 당연히 서안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자신감을
갖고 삼성 북경본사를 수없이 드나들었다.
趙紅專은 2012년 3월 20일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라 말했다.14) 그 날 밤 서
13) SCV란 삼성전자가 중국 서안에 삼성 중국 반도체 법인(Swashing China
Semiconductor Co. Ltd,)을 설립했는데 이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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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제일 후보도시로 선정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趙紅專은 省과 市 관계자들에게
눈물로 전화 보고를 했고, 다음날 韓國三星 金種重社長이 西安에 직접 와서 西安
이 第一 후보도시임을 宣布했다. 그리고 2012년 4월 10일 성공적인 MOU를 체결
하기에 이른다.
서안 삼성 반도체 공장은 SCS법인 설립준비를 하고, 법인설립 신청 88일 만에
批准이 나는 동시 9월 12일 中國 西安市 高新區 綜合保稅區域에 착공을 한다. 이
서안공장은 미국 오스틴 공장에 이어 삼성전자가 두 번째로 설립한 해외 반도체
생산 라인이기도 했다. 서안공장은 20여 개월 동안 공사를 거쳐 2014년 5월 9일 본
격적으로 서안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서 V낸드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

▲중국 서안 삼성 반도체 준공식 (2014.5.9.) ▲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이를 두고 陝西省 省長인 婁勤儉은 三星半導體工場 竣工式 祝辭에서 “삼성이
이렇게 빨리 순리적으로 西安 半導體工場을 준공하게 된 것은, 동일 종류의 건설
중 보기 드문 효율성을 창조한 결과다”라고 치하하며, “三星管理”와 “陝西效率”이
完璧하게 結合을 實現한 産物이라고 했다.15) 그러면서 앞으로 삼성그룹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部品會社들이 陝西省에 投資 및 進出하려 할 경우 더욱 넓은 영역과
더욱 심도 있는 합작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공언했다.16)
14) 2012년 3월 20밀 밤 10시 삼성 측으로부터 西安이 第一 候補都市라는 전갈을 받
았다 함
15) 2014년 5월 9일,三星半導體工場 竣工式 祝辭 〈“陝西速度”助力三星最短時間建成
世界最先進半導體工場〉참고.
竣工式 당시 赵正永은 黨書記가 되고 婁勤儉은 省長으로 身分이 바뀜
16) 2014년 5월 9일 陕西省 西安市에서 진행된 메모리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는 陝西
省 黨書記 赵正永․省長 娄勤俭․工新部長 苗圩․ 國家發開委 副主任 徐宪平, 권
영세 주중 한국대사․전재원 주서안 총영사․ 그리고 權五鉉 부회장 등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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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三星半導體의 西安入駐는 習近平 政府가 중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自身의
故鄕 近處에 三星을 유치하고 陝西省이라는 지방정부의 힘보다는 중앙에서 결정
하고 밀어 붙인 사업이라 평이 나 있는데 여러 곳에서 그러한 흔적을 발견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土地補償 문제도 陝西省 政府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三星과 中國
政府가 直接 협상하여 타결 하고 이를 집행하였기 때문에, 최근 당시 撤去民들이
집단으로 삼성공장 부근에 몰려와 토지보상을 더 해 달라고 시위가 벌어지는 등
陝西省 政府로서는 손 도 못 댈 문제가 제기되어 골칫거리로 등장하기도 했다. 즉
補償 當時보다 지금 三星周邊의 土地價格이 수직 상승하여 자신들의 토지 보상액
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었으니 재 보상 해 달라는 시위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섬서성 정부 책임자가 적절한 대답을 내 놓을 수 도 없는 실정이다.
三星半導體가 西安에 入駐한 것은 결과적으로 서안의 여러 면모를 일신시켰으
며, 100여개의 협력업체들 서안으로 입주시켜 직접 1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西安 高新區지역에 커다란 삼성 상권을 형성하였고, 1,000억 위안 이상의 반도체
군단을 형성했으며,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경쟁력을 갖춘 전자메카로 서안을 바
꿔 놓는 계기가 되었다.

2. 섬서성의 인구와 문화적 인프라
2013년 인구발전 보고와 우리 공관의 문건에 따르면, 陝西省의 2013년
말 인구는 3,763.7만 명에 이르며, 都市化 비율은 51.3%로 나타난다.17) 그 중 西安
은 省都로 주변을 합해 약 800만이 거주하는 중서부의 핵심 도시이다.
이러한 西安이 國家의 重點 國際化都市로 발돋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
음을 본다. 서안은 거리마다 각종 건물의 공간마다 “ 市民夢․創業夢․安居夢” 이
라는 구호를 붙여놓고 시정부와 시민이 함께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다. 이는 西安이 都農간 격차를 줄이며 일체의 발전을 실현하고, 300만 농민을 돕
섬서성

경영진이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娄勤俭 省長이“삼성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
무리 됐습니다. 섬서성은 앞으로도 삼성과 그 협력사들의 발전을 지원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덕담을 했고, 權五鉉 부회장도 “동서양 문명교류
의 핵심 역할을 했던 실크로드가 과거 시안에서 출발했듯, 한국과 중국의 협력으
로 탄생한 이곳 시안 공장이 ‘21세기 디지털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
니다.”라고 덕담으로 화답했다.
17) 大韓民國駐西安總領事館, 《기업진출 가이드북- 陝西省 西安》.西安: 韓國總領事
館, 2014, 3쪽. 陝西省 2013년 人口發展報告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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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 市民夢․創業
夢․安居夢”은 서안의 국민과 함께하는 중요 전략과 임무이기도 한 것이다.
최근 西安과 周邊 農村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都農간의 二元的 構造 및 制度
로 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충돌과 모순 문제들 이다. 때문에 都農이 合心하여 全域
西安․都市西安․生態西安을 목표로 우수한 산업자원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게
하고, 농민의 토이이익을 확실히 보호하며, 농촌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都農간의
經濟社會의 一體化발전 方面으로 계속 노력을 경주한 결과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
두었다. 都農이 共建․共享․共同繁榮의 국면을 형성하였다.18)
특히 서안은 여러 가지 환경 중 文化環境이 독특하다. 文化産業의 驅動力 측면
에서 보면, 서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도시이다. 陝西省과 西安市 大部分의 區와 縣이 價値가 대단히 높은 名勝古蹟과
獨特한 特色을 갖춘 物質文化遺産 및 非物質文化有産을 保有하고 있다. 빗물질 문
화의 예를 들면 曲江新區는 文化旅行産業을 爲主로하는 國家級 文化遺産 示範區
로써, 커다란 다양한 문화 여행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고, 咸陽 일대는 周, 문․무왕
의 墓을 비롯하여 秦․漢․唐에 이르는 수 千年의 각종 유물이 전승되고 있어, 地
域經濟發展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都農이 合作하여 高度의 文化産業으로 發展시
키는 모델을 創出해 가고 있다.
더불어 曲江新區와 臨潼區가 聯合하여 臨潼 國家旅遊 休養區를 開發하였으며,
文化를 復興시키고 百姓들을 富裕하게 만든다는 發展的 思考를 통해 文化先导․
旅游主导․生态先行의 原則에 따라 全面的으로 區域과 都農을 超越한 發展을 이
룩해 냈다.
이밖에도 曲江과 周至縣은 天賦的으로 獨特하고 濃厚한 歷史文化 資源을 이용
해 道文化의 核心的 展示區를 建設하여 이미 西安市와 陝西省의 融合 旅遊와 文化
示範地區로 發展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西安은 中國의 특수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특수 환경의 都市
로 과거의 전통과 현대의 과학이 공존할 역량을 풍부하게 갖춘 도시이다. 특히 온
기관과 시민들이 하나 되어 국제화 도시로 발돋움 하고 져 하는 노력과 문화를 통
한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중국최대의 문화도시임은 자타가 공
인하는 바이다. 비록 인구가 많은 省은 아니지만 中國의 西部大開發에 맞추어 그
核心都市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할 서안의 발전을 보며 중국의 미래를 발견함
18) 2014년 西安市가 발표한〈西安推進城鄕一體化發展硏究〉중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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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옳을 듯하다.

3. 陝西省 西安의 교육과 과학 인프라

陝西省의 省都인 西安은 세계 4대 古都의 하나이자, 북경 상해와 더불어 중국 3
대 교육도시 중 하나이다. 西安은 1967이래 중국 半導體 技術硏究와 實驗 및 敎育
基地의 하나이기도 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IT에 대한 연구와 발전 및 생산 기술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인프라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서안에는 40여개 대학에 전자공학․전자통신 등등의 상관
전공학과가 설치되어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50여개 유관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
었으며, 이미 2,600여 관련기술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었다. 삼성전자 현지 법
인 신재호 상무에 의하면 이보다 훨씬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된 것으로 설명 한
다19). 이 두 자료가 숫자적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西安이 이미 국제적 기술경쟁력
과 능력을 갖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당당히 삼성의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며 반도체산업의 무한한 경쟁력과 생산력을 갖춘 세계 최강의 도
시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 부회장 權五鉉의 말을 빌면, 삼성전자가 최고 중요하게 본 것은, 西安
이 迅速하게 최고 좋은 投資環境을 形成하였으며, 大量의 優秀한 人才를 포함한
合作의 基礎能力을 갖춘 部品生産 企業들이 充分히 구비되어 있으며, 無限한 政府
의 서비스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20)
특히 三星등 韓國企業이 들어와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며, 또 필요한 인재를 채
용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려면, 기본적으로 서안의 科學環境을 살펴봐야 한다.
西安의 科學技術産業의 驅動力을 살펴보면, 서안의 많은 과학기술 연구원과 연구
소 대학 등 과학기술 자원이 풍부하며, 과학기술 산업발전의 天富적 조건을 갖추
고 있다. 西安 高新區․閻良區등 어떤 區와 縣은 이미 科學技術産業化를 추진하여,
19) 신재호 삼성전자 서안 현지법인 상무는 “시안은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그 근거로. 대규모 공업단지 가동을 위한 전력 공
급은 석탄·석유 등 陝西省 북부 楡林 둥지의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西安에는 시베이공업대학·시안전자과기대학 등 60여개 대학교와 3000
여개 연구기관이 있어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우수 인재 확보에도 유리하다. 西安
에서는“ IT 분야를 전공한 대졸자와 석·박사 인력이 매년 5000~6000명씩 배출된
다.”고 설명한다.
20) 陕西成功承接国际化大项目(2014.5.9일), 이는 준공식 치사 내용의 제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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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化․農業現代化 등 都農이 結合하여 상당한 發展效果를 보았다. 또 高新區와
雁塔․長安․戶縣등이 합작하여, 産業圓과 産業區를 建設하고, 電子情報通信를 重
點으로 發展시키며, 生物醫學産業․半導體照明․소프트웨어와 서비스外裝․創新
型서비스업 등 新興産業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 新型工業化는 周邊地區의 都市
化 促進의 局面을 연출하기도 했다.
동시에 高新區․曲江新區등의 開發과 發展 中 농민들의 安置와 産業發展이 有
機的으로 잘 결합하여, 중국정부가 주장하는 사회보장과 과학기술산업이 잘 조화

를 이루는 전반적 발전을 이루었음을 본다.
西安은 이 밖에도 飛行機 分野의 硏究設計․生産提調․强度檢測․試驗飛行鑑
定․航空敎育등 一體의 아시아 最大의 航空城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閻良區는 航空․航天基地의 本山이며, 적극적으로 항공기와 관련된 설비제조업들
을 전적으로 발전시켰다. 결국 서안은 産業集約化․都市化의 加速․農村社區化․
公共서비스 均等化 등등의 노력으로 衛星城으로 변화시킴은 물론 國際化 大都市
의 建設과 한 세트를 이루는 都農發展을 統合的으로 推進하는 도시이다.
이렇게 인재플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IT분야를 비롯한 각종 과학 환경이 잘
갖추어진 도시에 삼성이 입주하게 된 것은 삼성으로서도 복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Ⅳ. 삼성의 西安 입주의 기대효과 대한인식 변화
1. 삼성 서안 입주의 기대효과
삼성전자가 서안에 입주하며 동반 진출한 국내 협력사들도 글로벌 운영체제를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서안으로 속속 입주하게 됐습니다.
V-NAND는 한국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증착공정의 비중이 높은데다,
이미 현지에 진출한 국내 협력사들은 60여 개社로 향후 100개社까지 확대될 전망
이다.21)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말 한 것처럼, 서안이 과거 동서
양 문명 교류의 핵심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한국과 중국의 협력으로 21세기 디지털
갖추며

21) 〈삼성전자가 중국 현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www.facebook.com.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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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세계 거대기업 삼성전자가 서안에 입주하게 되자 중국 전역에서 관심이
서안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서안 시민들도 흥분되어 길거
리 가로등에 아래 사진에서 보은 바와 같이 “삼성과 손잡고 함께 승리(윈윈)하자”
라는 구호를 내걸기도 했고, 공사 현장에는 '삼성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 陝西省 투
자 환경의 모범 사례를 만들자(加快三星項目建設速度 打造陝西投資環境典範)'라
는 표어가 붙어 있기도 했다.22)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1100억여 원을 들여 SCS법인을 설립한 이후, 신규 출
자와 증자를 거쳐 2014년 말 기준, 자산 6조 7653억 원(자본금은 2조 7267억 원)의
규모로 성장했다. SCS는 지배회사인 삼성전자의 자산총액(230조 4230억 원)의
2.9%를 차지하는 거대 회사로 급성장했음을 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의하면 삼성중국반도체(Samsung China Semiconductor
Co. Ltd,)는 2015년 3월 말을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주요 종속회사로 편입됐다.23)
삼성전자는 또 계속해서 2014년 말 후공정(반도체 테스트 및 패키징) 라인까지
완공해 완벽한 일관생산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즉 후공정 라인이 갖춰지면 서안
은 “글로벌 반도체 생산의 3거점 체재”의 한 축으로 명실상부한 세계적 메모리 반
도체 생산 기지가 되는 것이다.24) 결국 중국에서 10나노급 낸드플래시를 양산하며

김승범.〈삼성이 8조원 투자한 中 西安(시안)… 거리엔 "윈윈하자" 깃
발〉.chosun.com. 2013.06.28.
23) 장소희.〈삼성전자,中 반도체공장‘재조명’〉.www.thebell.co.kr.2015.5.15.
24) “글로벌 반도체 생산 3거점 체제”란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메모
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그리고 모든 반도체 제품을 생산, 조정하는 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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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힌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삼성의 중국 선택과 서안 선택은, 의심의 여지없이 중국의 경제와 소비시장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삼성그룹 중국 총 대표인 張元基가 말한 西
安神話는, 반도체 공장의 서안에서의 성공은 물론 중국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에 커다란 공헌을 함으로, 삼성반도체에 거는 기대를 희망적으로 표현한 新造語이
기도 하다. 중국이 삼성에 거는 기대만큼 한국정부와 삼성이 서안 삼성반도체에
거는 기대도 대단한 것이 사실이다. 그 기대에 맞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한․중 정
부와 삼성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본다.
균형

2. 三星入駐이후 韓國企業의 社會的 影響과 對韓認識의 變化

韓國企業의 社會的 影響 측면에서 보면, 陕西省 社会科学院 副院长인 石英
在 接受는 陕西지역 기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 될 것이다. 石
英在 接受 삼성의 서안 투자는 장차 서안지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IT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터넷․자동차전자․로봇산업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형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三星 本身으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 중국공장의 설립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2013년 9월 中國의 三星은 陝西省 政府와 社會公益 合作事業
에 대한 조인식을 체결한다.25) 이로 인해 2014년 3월 中國三星과 西安市는 “2014
년 中國三星 西安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동(2014年中国三星在西安的社会责任活动)
을 전면 실시했다.26)
삼성의 이런 구제사업 외에 서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각종의 사회활동을 소
개해 보겠다. 우선 한국 심택전자는 2012.8.11.일 서안근교 商洛市에 소재한 商洛仁
愛院(한센환자 80명수용)에 비상용 발전기세트(심택전자제품)․에어컨 3대․생필
품과 각종식품 기증했으며, 에어부산은 2013.12.23.-25일 3일간 한국 고신대병원
의료진과 지점장 및 직원들이 3일간 역시 商洛仁愛院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했으
며, 또 삼성은 西安 高新區와 합동으로 2013.9-12월 4개월 동안 兩聯一包 프로젝트

국을 연결하는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25) 이 조인식의 주된 내용은 “双方将共同推动三星在陕西省开展社会公益(CSR)活动”
이다.
26)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灾害救助、农村帮扶、教育支援、残疾儿童救助、环境保
护等方面”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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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동하여 지원지이역인 戶縣의 渭豊鎭과 新安村의의 인프라 개선․환경미화․
촌민교육․농산물 매출확대 활동 등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한인회․총영사관․한
국인산악회 등이 합하여 친환경 및 녹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각양각색의 사회사업
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어,27) 서안 정부와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對韓認識의 變化와 그 影響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서안에 입주하며, 서안
의 高新區에는 한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주변에는 한국 식당들이 점점 많아지며,
점점 많은 한국인들이 서안지역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다. 삼성이 서안에 들어온후
한국어를 배우려는 인구가 급증했으며, 西北大学에는 中韓敎育센터를 설립하는 등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서안에는 한국인들과 한상들이 집단으로 진출한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중국인
들의 눈에 한인가를 이룬 곳으로 지칭되는 식당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뤼띠 한인
타운이 형성되었고, 나름 고급주택과 식당 및 사무실이 잘 조성된 이취웬 한인 타
운, 曲江 지역의 한국 주재원 밀집 거주 지역, 그리고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며 당나
라 당시 최대의 서양문물이 흘러들어와 서양과 문화 및 문물교류의 중심역할을 했
던 大唐西市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문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문
화관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도 경상북도가 중추적으로 진출하여 많은 한국 전통풍
물 광고 및 관광명소와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주변 상가에 한상
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다.
또 陝西省에서 한국어과 설치된 대학으로는 기존에 西安 外國語大學과 인근 渭
南 師範大學 두 곳 뿐 이었으나, 삼성의 서안 입주와 발맞추어 西安 政法大學․飜
譯學院․培華學院 등 3개 대학에 이미 한국어학과를 설치하고 학생을 모집하기 시
작했으며, 西京大學․西安外事學院 등등의 대학에서 학과 설치를 준비하고 교육부
에 신청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밖에도 高等學校 과정에서는 유
일하게 陝西旅遊學校에 韓國語班이 개설되어 2015년 9월 3학년에 진급하게 된다.
한중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陝西省과 韓國의 釜山廣域市가 2014년 4월14일
서안에서 교류협력도시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진주시와는 우호도시 협약 식을 했
다. 2014년 3월 27일 한국 굴지의 은행인 하나은행이 서안지점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를 보면 삼상의 위력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중의 경제․문화․정치교류 등
각 방면에 영향을 발휘하게 했다. 이와 같이 삼성은 또 한․중 교류의 벨트를 형성
하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27) 大韓民國駐西安總領事館, 《中國西北三省 한국기업의사회적책임활동》.西安: 韓國
總領事館, 2013, 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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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안의 고속도로에 삼성IC 까지 설치하여 삼성이 물류유통을 원활히 하도록
돕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에게는 LA의 88올림픽 로드나 , 미국 현
대자동차가 소재한 엘라바마(Alabama)주 고속도로에서 일부구간이긴 하지만 코
리안 로드로 불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Ⅴ. 맺는말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중국 공장이 위치한 서안은 1100여 년간 중국의 수도
역할을 담당한 역사의 도시이자, 과거 동양과 서양의 문물을 연결하던 실크로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2012년 9월 1100억여 원을 들여 SCS법인을 설립한 삼성전자 서안공장이 .2012
년 9월 12일 기공식을 갖고, 2014년 말 기준, 자산 6조 7653억 원(자본금은 2조
7267억 원)의 규모로 성장했으며, 2014년 말 후공정(반도체 테스트 및 패키징) 라
인까지 완공해, 세계 반도체 산업의 지도를 바꾸는 역할을 자처 했다.
이러한 서안에 삼성전자가 입주한 것은, 서안이 국제화 대도시 건설에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는 동기를 유발하게 했으며, 서안의 메모리 산업의 한계성을 극복하
고, 반도체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서안을, 세계적 첨단메모리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
게 했다.
그러나 서안을 중심으로 한 陝西省 一帶에서는 삼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기업에
서 많은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했던 것에
비해, 실질적인 고용이 기대이상으로 많이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 인해 실망하는
분유기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삼성과 협력업체 그
리고 西安市와 각 기업들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서안 메모리 반도체 공장 이렇게 가동함으로 한국․중국․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 3거점 체제’의 구축을 완성한 것이다. 이제 또 삼성
에게 남아 있는 과제가 있다면, 남미․유럽․아프리카로 진출하여 세계 각처에서
한국의 삼성을 통해 반도체 글로벌화를 완성하는 것이라 본다. 그리고 2015년, 메
모리기술 산업이 3,000억 위안을 달성하고, 2020년 6,000억 달성하고자 하던 당초
의 그 꿈이 실현돼, 서안이 중국 최대 메모리 산업기지가 됨은 물론 세계적 메모리
반도체기지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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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为了推动三星電子项目引進陝西省，當時省委书记赵乐际、省长赵正永多次
会见三星电子高层。其結果2012年4月10日成功的签约三星電子入駐西安的協
議書。自签约以来，2012年9月12日在仅仅5个月的时间里，在国务院和国家发
改委的核准审批, 當天上午, 在西安高新区举行了隆重的开工奠基仪式。
三星电子投资的项目一期70亿美元既是韩国海外投资历史上最大的项目，也
是中国外商投资最大规模的项目，将成为韩中建交20年具有纪念碑意义的项
目。
2014年5月9日，三星西安半导体工厂将正式量产，从签约到开工，三星项目
的顺利实施诠释了“陕西速度”和“陕西效率”；从开通到投产，三星项目的正式
量产见证了陕西对国际化大项目的承接力。
三星落户西安后，学韩语的人数大增，在西安高新区，韩国人越来越多，周
围的韩国饭馆越来越多，越来越多的韩国人也来西安旅游。不仅如此，陕西省
与韩国釜山广域市和晋州市, 在西安签署友好城市。三星西安半导体项目，亦
大力促进了中韩两国经济、文化、政治等各方面的交流。
三星电子在西安建设世界领先水平的尖端存储芯片项目，还将带来160余家
配套企业。西安，也将携手三星，打造中国第一信息产业基地，促进信息产业
高速发展。我们决心到2015年，新一代信息技术产业规模达到3000亿，成为中
国信息产业第三极；到2020年，产业规模达到6000亿，成为中国第一大信息产
业基地。我们有信心用“陕西速度”和“陕西效率”，把西安打造成世界领先的信
息产业新高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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