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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협정에 따라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우수 기술 등 통상 교역이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제 

온실가스 규제 및 신환경법 강화로 인한 분쟁 및 기술.법률 서비스 등의 전문성과 실효성 있는 현지 서비스가 더욱 수요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한중기술플렛폼 에서는 2007년 중국 환경.에너지 중점 대학인 강소성 동남대학에서 최초 설립 되어 

지금은 북경에서 우수 기술의 중국 진출 지원과 한.중 기업 및 단체, 대학,전문기관 등에 500여차 이상 중국 전문가를 배양 

하였으며, 50 여건의 한.중 합작을 성공시키고 1000 여개 중국 기업과 한.중 정부.산.학.연의 전문가로 구성 되어 재 중국 

한국기업의 환경 운영 개선을 위한 환경 진단을 통하여 해법 제시와 중국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환보부를  

비롯하여  주중한국대사관 등 유관 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국 속의  유일한  “ 한중기술플렛폼”입니다. 

“한.중 기술 플렛폼”(中韩技术平台)은 

                      중국 유일의 한국 기술 전문HUB 입니다. 

1. 한중기술플렛폼 –배경 

한.중 정상 : FTA 협상 2014.5 



主要工种 总规模 中国企业比重 

建筑 143.5 81.5% 

交通 158.2 96.1% 

化工产业(环境) 326.4 23.0% 

水处理 9.7 61.8% 

单位: 10亿$ 

保险，证券 

中国 

城市化 
食品，红外 

交通产业 

智能城市 

下水处理 

食物垃圾处理 

医疗设备 

装饰装潢 

智能楼宇 

根据中国城市化的Biz 

中国建设市场内Local 销售比例(2012) 

中国40大建设公司销售额基准 

排名 地区 城市化率 排名 地区 城市化率 

全国 35.33% 16 青海 36.01% 

1 上海 89.76% 17 湖北 34.56% 

2 北京 80.13% 18 福建 34.11% 

3 天津 63.14% 19 山西 33.48% 

4 江苏 55.98% 20 河北 32.04% 

5 广东 52.17% 21 浙江 31.70% 

6 辽宁 51.45% 22 四川 28.14% 

7 黑龙江 48.78% 23 甘肃 27.38% 

8 吉林 46.89% 24 江西 26.67% 

9 新疆 42.77% 25 安徽 22.85% 

10 山东 41.97% 26 云南 22.76% 

11 内蒙 41.18% 27 湖南 22.29% 

12 宁夏 39.42% 28 河南 22.27% 

13 重庆 39.40% 29 广西 19.17% 

14 海南 37.95% 30 西藏 16.89% 

15 陕西 37.09% 31 贵州 16.58% 

중국 성.도시별 도시화 율(2013) 
2. 중국의 도시화와 환경 체감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관련 법률, 기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환경 법령의 기업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환경 검사 기관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철저하고 엄정한 시행을 촉구 

중국 화남미국상회가 425개의 중국 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2월에 실시한 설문결과에서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 겪는 최대의 애로사항은 ‘중국 정부와의 법률관련 마찰’인 것으로 조사됨 

첨단 장비를 활용, 대기와 수질 오염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 및 불시검사 빈도를 점점 
높이고 있음 

중국 환경당국의 단속 강화는 3분기(2013년)에만 총 11,114건의 환경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벌금부과액은 총 483.45백만 위안(약 78.9백만 달러)에 달함 

구분 강화 전(前) 강화 후(後) 비 고 

규제집행 강도 낮음 매우 높음 정기, 불시검사 빈도↑, 자동·과학화 장비 활용 

공무원 기강 낮음 매우 높음 원칙적, 보수적, 관시를 통해 해결 어려움 

자의적 판단 높음 높음 수치는 명확, 규제문구·처벌수위에 대한 자의적 판단 여전 

인허가 취득 양호 매우 어려움 장기간 소요, 인허가 불허 업종 확대 

주민관심도 낮음 매우 높음 환경에 대한 인식율 높아져 빈번한 민원제기 

환경설비 비용 낮음 매우 높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설비 비용 상승 

지역별 규제 정부규제 준용 정부규제 이상 해당 지역의 환경이슈에 따라 정부규제 기준 이상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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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고도 경제 성장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으며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이 증가 하면서 에너지 안보에도 위협을 받고 있슴. Summary 

 이러한 에너지 이슈 해결을 위해 국가 12.5계획(2011-2015) 에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 목표 및 실시방안 제시. 
세부적규제 대상범위는 사업장.제품 규제가 11.5대비 크게 강화 
(만개기업.에너지 경영시스템구축)GDP당 에너지소비량 감소 성과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혁명을 추진하며 에너지 공급 
다양화,효율제고,기술혁명,에너지시스템고도화 및 국제협력을 통하여 
5대 전환 달성 노력. 2016년 13.5에서는 에너지 문제 
혁신,장기적탐구,지속적강화,합리적에너지사용,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산업 구조 변화 추진 예상. 

 2013년 부터 중국은 지역 탄소 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실시 (2성 5시 
: 북경.천진.상해.중경.호북.광동.심천)를 하고 있으며 전국배출권 
거래제 확대를 위한 (탄소배출권거래관리잠정방안)을 발표함.  

3. 중국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규제  



世界最大的能源生产和消费国 

资源矛盾：能源安全问题不容忽视 

中国 世界 

2013年
底化石能
源资源探
明储量 

 

石油 

109 ton 2.5 238.2 

占比 1.1% 100% 

储采比 11.9 53.3 

天然
气 

1015 ㎥ 3.3 185.7 

占比 1.8% 100% 

储采比 28.0 54.8 

煤炭 

109 ton 
114.5

0 
891.5 

占比 
12.8

% 
100% 

储采比 31 112.9 

2013年消费量 

总量 
MTOE 

2,852
.4 

12,73
0.4 

人均 
TOE 

2.11 1.8 

2013年底世界能源资源探明储量 
2013年세계에너지 자원 매장량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 및 소비국 

자원갈등 : 에너지 안보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xport, Mt 55 90 84 94 87 72 63 53 45 22 19 15 9 7 6 

Import, Mt 2 2 11 11 19 26 38 51 40 126 163 182 289 327 290 

Net import,Mt -53 -88 -73 -83 -68 -46 -25 -2 -5 103 144 167 279 320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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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源安全风险：煤炭进出口 

중국의 석탄 수출입 



可再生能源装机容量 可再生能源发电量 

신재생 에너지 설비용량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资源矛盾：能源安全问题不容忽视 

자원갈등 : 에너지 안보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 



낮은에너지효율 能源利用效率低  

• 能源效率有待提高。中国产业结构不合理，第二产业特别是高耗能工业能源消耗比重过高，工业能耗占总能耗的70%左右

，高耗能行业用能占到工业能源消费量70％左右。2013年中国能源消费量占世界比重22.4%，但按照官方汇率计算的GDP

在世界总量中占比仅为12.3%。但中国单位产品（按物理量计算）的能源消费量差距远低于价值量的差距。 

• 에너지 효율 강화 필요 :중국 산업구조 불합리가 원인/ 제2산업 중 에너지 다소비 공업의 

소비 비율이 높음/ 공업에너지 소비가 국가 총에너지 소비의 약 70% 차지 / 공업에너지 소비량 중 

약 70% 를 에너지 다소비 업종 사용 

 
• 环境污染严重，生态破坏问题突出，环境形势十分严峻。二氧化硫，氮氧化物，颗粒物等排放都居世界第一，雾霾、二氧化碳

、二氧化硫、氮氧化物和有害重金属排放量大，臭氧及细颗粒物（PM2.5）等污染加剧。化石能源特别是煤炭的大规模开发利
用对生态环境造成严重影响。应对全球气候变化形成实质性碳排放约束。 

• 2013년 중국에너지 소비량은 세계의 22.4% 차지 : 공식환율로 계산시 GDP는 세계 총량의 
12.3 %, 중국의 단위 제품 에너지소비량 기준시 가치량 차이보다 적음. 

环境制约因素不断加强 (환경제약 요소지속적강화) 

• 환경오염 증가로 생태파괴 문제 도출 :이산화황,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 배출이 세계에서 
가장 높음 / 스모그,이산화탄소,이산화황,질소산화물과 유해 중금속의 배출량이 큼/오존및 초미세먼지 
등의 오염 가장 심각/화석에너지 특히 석탄의 대규모 개발 이용은 생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줌. 

•  전 지구의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탄소 배출을 제한  



分类 “十一五”规划(2006~2010) “十二五”规划(2011~2015) 

目标/목표 

- 能源原单位 比2005年降级  20% 

- 에너지 원단위 05년 대비 20% 감축 

-能源原单位 比2010降级 16%:10년대비16%감축 

- 控制能源消费总量 40亿tce, 电力使用量 6 1,500亿kwh(에

너지소비총량 40억.전력사용량 6조 1,500억kwh로 억제) 

- 二氧化碳排放量比2010年减少 17% 

- Co2배출량 10년 대비 17% 감축 

主要内容 

주요내용 

- 基础设施建设 (인프라구축) 

- 先进技术发展(선진기술발전) 

- 强化研究能源先进技术(에너지선진기술연구 강화) 

- 开发可再生能源 /신재생 에너지 개발 

- 控制能源消费总量及提高效率 (按省市分配能源及电力消费

总量)/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및 효율제고/성별에너지전력 총 

소비량 할당 

- 推进能源国际合作 / 에너지 국제 협력 추진 

为实现节能

计划实施相

关措施 

에너지절약계

획실현을 위한 

조치 

1. 实施对目标责任制的审核工作 

2. 分析企业能源使用量和制定节能计划 

3. 实行能源使用现状报告制度 

4. 对比不同行业间的能源效率 

5. 促进节能技术改革 

6. 强化节能管理 (企业增设能源管理组织及人员等) 

-목표심사 

-기업에너지 사용량 분석/에너지절약 계획수립 

-에너지 사용 현황 보고제도  

-업종간 에너지효율 수준비교 

-에너지절약 기술혁신 사업추진/에너지절약관리강화/조직,인력 

확보 등) 

1. 明确总量管理目标 (按省市分配能源及电力消费总量) 

2. 实行能源诊断及使用现状报告制度 

4. 建设能源管理体系(GB/T23331) 

5. 万家企业节能低碳行动实施 (能源审核及制定能源计划 等) 

6. 能效标识 及实施节能产品认证制度 

 

-총량 관리 목표 명확화 

-에너지 진단 및 현황 보고제도 

-에너지 경영 시스템 구축 

-만개 기업에너지 절약/저탄소 규제 (에너지회계감사 등) 

-에너지 효율 표시 및 절약제품 인증제도 실시  

“十二五”规划中节能及温室气体控制目标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관리 목표 



实现目标的企业监管(碳交易) 

• 온실가스 배출관리 진행 : 

  녹색개발,저탄소개발.추진으로 지구 기후변화 효과작 대응 / 2011년말 국무원의 탄소배출권거래시장설립제기      

(12.5온실가스 배출 관리방안)/ 2011년 10월 국가발개위 12.5계획 기간 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설립지시/ 

북경.천지.상해.중경.호북.광동.심천 시범 거래 실시 

• 탄소 거래 시작 

 2013년 부터 탄소 거래 시범 사업 시작 / 2013년 6월 심천탄소거래 시장 시작 이후 중국의 2개성 5개시 탄소거래 

시범 사업 공식적 시작/2015년 부터 탄소 거래 대체적인 시장 형성 구축 / 13.5기간 부터 전면적 거래 예상 

• 신재생 에너지 / 전기 자동차  

 2020년 누적 생산 500만대 이상 전기차 판매/2025년 누적 1,200 만대 이상, 전기차 충전 네트웍 구축.데모 및 

전기자동차 상용화 개발 장려.전기자동차 주요 부품의 기술 연구 및 표준 강화.유지보수 및 서비스시스템 구축으로 

전기 자동차 리스 사용 독려 

 

  

목표실현을 위한 기업관리 (탄소거래) 



“十二五”规划目标完成情况(12.5 계획 목표 달성) 

分类 十二五规划 (12.5 계획) 

制度 

内容 

규제내용 

• 制定7个试点地区，按地区制定方案实行 (7개 시범지역 확정 후 자체적 방안제정) 

 

 

 

 

 

 

 

• 按省市控排行业(성별 대상분야) 

-深圳(심천):电力,天然气,水处理,制造,运输,建设,建筑 (전기.천연가스.수처리.제조.운송.건설.건축물) 

-北京(북경) : 电力, 热, 制造, 建筑(전력.열.제조.일반빌딩) 

-上海(상해) : 油气(오일가스), 航空, 电力, 钢铁, 有色(비철), 纤维(섬유), 造纸, 矿物 

-天津(천진):钢铁,化学,电力,热,石油化学,油气,矿物,建设(철강.화학.전력.열.석유화학.오일가스.광산.건설) 

-重庆(중경) : 钢铁, 合金, 碳化物(카바이드), 烧碱(가성소다),水泥(시멘트),铝(알루미늄) 

-广东(광동) : 水泥, 钢铁, 陶瓷(세라믹), 石油化学, 纤维,有色,电力,造纸,塑料(플라스틱) 

-湖北(호북) : 电力, 钢铁, 化学, 水泥, 有色, 汽车(전력.철강.화학.시멘트.비철금속.자동차) 

分类 深圳 北京 上海 天津 重庆 广东 湖北 

交易开始日 2013.06 2013.11  2013.11 2013.12  2014.6 2013.12 2014.04  

减排目标/목표 16% 18% 19% 19% 17% 19.50% 17% 

控制企业/대상 635 415 191 114 254  184 138 

行业/분야 7个 4个 8个 8个 6个 9个 6个 

排放权亿t)활당량 0.3 0.47 1.6 1.6 1.3  3.88 3.24 

단위GDP당 배출감소 혹은 탄소배출권거래 



 

 

에너지 소비량 

지표 설정 

비석화 에너지와 천연가스.원자력발전 비중 증가 

(고 탄소에서-저탄소로 전환) 

 총괄방향 
5대 전환을 통한 청정 

에너지.전탄소.고효율. 

지능화실현 

 에너지 혁명(推动能源革命) 

적극적인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저 효율 – 고효율화 전환) 

청정 에너지 수준 향상 

(오염-그린으로 전환) 

분포식 에너지 발전을 촉진 

(집중에서 분포와 집중을 결합하는 방식전환)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 및 수요형식변경 
(수요를 줄이고 과학적공급증가로 전환) 

      - 에너지소비량: 2015.40억 TCE, 2020년 48억 TCE로 억제/석탄 소비량 :2020년 42억톤으로 억제) 

      -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량 : 2011-2015 16% 감축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2011-2015年下降 17%,2005-2020下降40-45%,2030年CO2排放量 

         达到峰值/  -에너지 소비 총량 중 비석화에너지 비율: 2015年 11.4% ； 2020年 15%；2030年20%。 

중국에너지발전주요목표/지표 
中国能源发展主要目标和指标 

 

 목표 :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  아름다운 중국과 생태문명 건설 



에너지절감 기본 방향 (规划的基本方向) 

 

  에너지 소비 총량제 주요 임무(“十三五”节能和能源消费总量控制的主要任务) 

1. 强化能源消费总量和强度“双控”目标要求 (에너지 소비 총량 및 에너지 강도 관리) 

2. 强化调整产业结构 (지속적인 산업 구조 조정) 

3. 推进重点用能部门能效提高 (기술개선 추진) 

4. 推动节能产业加快发展 (시장의 정교한 관리 및 정부의 인도 결합) 

5. 促进通用用能设备能效提高 (에너지 절감형 생산방식 및 소비 방식 실현) 

6. 建立并实施能效领跑者制度 (현대화된 에너지 절감 관리 시스템 건설) 

7. 推进终端能源消费清洁化利用 (청정 에너지 이용) 

 에너지  절약의 중요 수단 9가지 방안 제시 

1.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증대.에너지소비억제.다소비 산업의 에너지 총량 규제 

2.중국산 석유.가스 공급 확대  

3.석탄 소비의 고효율.저오염화 

4.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5.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증대 

6.국제적 에너지 협력 강화 

7.석유대체 및 비상예비 대응 능력 강화 

8.에너지 시스템 개혁 

9.에너지 첨단과학 혁신 수준 향상 



□ 중국 新환경보호법 이란?  

○ 2014.4.24 공포, 2015.1.1부터 정식 발효(1989.12월 시행 후 25년 만에 개정) 

- 새 환경보호법은 47개 조항→70개 조항으로 증가,  

△환경부의 법적 권한  △환경보호 관리감독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 등 규정 신설 

※ ’15년중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토양오염방지법> 개정 예정 

○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 : 불법적 환경오염에 대해 무관용 원칙(零容忍) 

-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법률이라 불리는 만큼 법률의 실시에 있어서도 가장 엄격한 집행력을 보일 

것(2014.12.31, 전국전화화상회의) 

- 누적일수에 따른 처벌,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등 강력 조항 

※ “환경은 곧 민생이며,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2015.3.6 시진핑 국가주석 

장시(江西) 대표단 회의) 

□ 환경법치 핵심내용 

1)개발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약 

2)녹색발전, 순환발전,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는 생태문명 법률제도를 조속히 구축 

3)생산자 환경 보호의 법률 책임을 강화하며 불법 행위의 원가를 대폭 인상 

4)자연자원재산권 법률제도를 구축하고 국토공간개발 보호분야 법률제도를 보완  

5)생태보상, 토양, 물, 대기오염방지 및 해양생태환경보호 등 법률법규 제정 및 보완 

4. 중국 진출 기업의 환경 변화 및 대응  



시멘트  제지 

 

■ 공업정보화부는 2014년도 제1기 공업 업종의 낙후 및 과잉생산기업 퇴출리스트를 공개하며, 생산라인(설비)의 가동중지와 함께 금

년 말까지 전기업 퇴출 및 다른 지역으로의 생산라인 이전을 금지 

 시멘트 381개, 제지 221개, 합금주철 164개, 염색 107개, 코크스 44개, 제철 44개, 동 제련 43개, 카바이드 40개, 납축전지 39개, 

제강 30개, 피혁 27개, 평판유리 18개, 납 제련 12개, 전해알루미늄이 7개, 화학섬유 4개 

 중국 환경보호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 3분기에만 총 11,114건의 환경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벌금부과액은 총 483.45백만 

위안(약 78.9백만 달러)에 달함 

 강화된 규제 이행으로 인한 부담이 청산보다 클 경우를 대비해 3가지 선택사항(중국에 잔류,U턴, 타국으로의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동시에 진행 

 강과 호수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을 보유한 지역, 민원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이 많은 지역은 투자 지양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전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제가 더 강화될 것 이라는 기조 

인식이 필수 

15개 업종  1181개 

기업포함 

  对象  염색 

 기업 환경 관리 규제  



①2015.6월 말까지, 환경감시 집법을 가로막는 “토정책(土政策)” 정리‧폐지 : 지방에서 투자를 끌어 들이고 시장진출 기준을 
낮추는 것 

②2015년 말까지 환경보호 전체검사 실시 :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모든 오염배출업체의 오염배출 상황, 각종 자원 개발이용 활동의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상황 문제 발견 시 상급 인민정부 등에 보고하고 사회에 공개 

 

 ③불법오염배출 엄격 단속 : 불법행위를 엄격히 처벌. 개선 거부시 형사구류 처벌하거나 범죄 구성시 사법기관에 이송 

- 연대책임이 있는 환경서비스 제3자 기구에 대해 책임을 추궁 

- 환경신용평가제도구축, 환경법 위반업체를 “블랙리스트”/사회신용체계(신용불량기업은 향후 여러 분야에서 제한) 

- 사회단체 환경오염, 생태파괴,공공환경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기소 또는 민사 소송을 독려 

 ④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과의 연계 조치 : 각 급 환경보호부서와 공안기관은 3가지 제도(연합집법 연석회의, 상설 연락원, 

중대안건 협상처리)와 4개 메카니즘(안건이송, 연합조사, 정보공유, 상벌기구)을 구축 

 ⑤국민, 법조인, 기타 조직이 환경법 감독에 참여하여 집법의 전 과정을 공개(외부감독 시행) : 대중들은 환경보호부서의 정보공개, 

서한, 우편물, 전화 등의 방식을 통해 의견 전달 (“12369” 환경신고 핫라인) 

 

 ⑥평생책임 : 관리감독 불이행, 조사 미실행, 처리 미실행, 이송 미실행 등 4가지 행위는 책임 추궁, 범죄 해당 시 인민검찰원으로 

이송 

- 2015년부터 시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하급 환경감찰기구의 집법사업에 대해 감독과 조사를 실시(성급 환경보호부서는 매년 

관할행정구역 내 30% 이상의 시와 5% 이상 현에 대해, 시급 환경보호부서는 매년 관할행정구역 내의 30% 이상의 현에 대해 

환경감찰을 실시하고 감찰결과를 지역인민정부에 보고) 

<환경감시집법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环境监管执法的通知)>(2014.11.28 국무원) 

 기업 환경 관리 강화 내용  



中韩环术平台 

(한.중기술 통합 플렛폼) 

해외 프로젝트 전담 

 (클러스터 역할) 

바이어 매칭 통한 실효성 

(수요.공급기술교역지원)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전문가양성.수요기술분석) 

■ 현지 잠재고객 인프라 구축 

■ 동일 업종의 역량 집결 

■ 현지 소통 공간 구축 

■ 우수기술 온라인 교역  

■ 기술동향,신기술정보 센타 

■ 현지 환경에너지 전문가 양성 

■ 중국 진출 지원 사업  

■ 현지법률및환경분쟁지원 ■ 수요기술분석 및 바이어매칭 

중국환경시장 

확대 전망 

해당 기관별 

 실효성 부족 

동일 업종의 

역량 집결 필요 

연속적.지속성 

부족 

기술.환경분쟁 

서비스 

 중국의 지형적 특성과 환경에너지 기술의 전문성을 고려 하여 선택적 우위 기술을 선별하고 정부주도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토대로 전문성을 확보한 산.학.연 민간 전문가 육성 및 활용으로 중국 진출기업의 기술.법률분쟁  서비스와 바이어 매칭을 통한 

사업지원,미래환경산업 인프라 구축 등 중국전문가 조직의 비즈니스 클러스터 역할이 필요함. 

정부.민간 전문가  중국기관 및 바이어 

 통합 플렛폼을 통한 사업 역량강화  



地址：北京市朝阳区望京阜通东大街 

电话：86-134-8889-6214 

          82-010-3819-5597 

邮箱：yjwon062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