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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전에서 중부굴기의 의의

중국 발전에서 중부굴기의 의의
徐長生(華中科技大學經濟學院 院 長)
蕭一嘯(華中科技大學經濟學院 硏究員)

중부지역은 중국의 내륙지역으로 개혁･개방 이전에는 중국의 주요 공업
기지로서 발전이 비교적 빠른 지역이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연해지역
우선 발전전략이 채택되면서 중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연해지역
과의 격차는 점점 커지게 되었다. 근래에 실시한 중부굴기 전략은 중국 지
역협조발전의 마지막 중요 전략이며, 이 전략의 실시로 중부지역은 빠른
발전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부지역은 중국의 중요 식량생산기지, 에
너지 자원기지, 현대장비 제조 및 신기술산업기지와 종합물류허브 지역이
되어 앞으로 중국의 발전과정에서 나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 중부지역 개황
중국 중부지역은 산시(山西), 안후이(安鰴), 장시(江西), 후난(湖南), 후
베이(湖藍), 허난(河南) 6개 성으로 구성된 중국 내륙지역으로 동서를 잇
고 남북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위치에 있다. 중부지역 총면적은 102만
8,000㎢로 전국 토지의 10.7%를, 인구는 3억 6,100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농촌인구는 2억 4,400만명으로 중국 농촌
인구의 1/3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중부 6개 성의 GDP는 7조
100억 위안으로 전국 GDP의 20.89%를 차지하고 있다. 중부지역은 중국의
대규모 인구밀집지역이자, 경제 내륙지역이며, 중요 시장으로서 중국의 지
역분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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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부지역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그러나 중부지역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
래 중국은 30여 년간 경제성장의 기적을 창조하였지만 동시에 각 지역간
경제불균형이 나타났다. 동부의 주장삼각주, 창장삼각주, 환발해만은 대표
적인 경제발달지역이 되었고, 특히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연해도시는 이
미 중국경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서부지역은 중앙정부의 ‘서부대개
발’ 전략 실시에 힘입어, ‘제9차 5개년’, ‘제10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서기
동수(서부지역의 가스를 동부지역으로 옮기는 공정), 칭짱철도(칭하이-티베
트 간 철도) 등과 같은 중대 프로젝트 건설로 이미 빠른 경제성장을 실현
하였으며 시안, 청두, 충칭 등의 도시로 대표되는 경제특별구를 형성하였
다. 동북지역은 2002년부터 ‘동북진흥’ 계획을 실시하여 최근 몇 년간 다
롄, 선양 등의 도시가 대표적으로 고속경제발전을 시현하였다. 동부의 번
영, 서부개발, 동북진흥과 비교해 중부지역은 신중국 초기에는 비교적 경
제가 발달한 지역이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속도가 더뎌 다른 지역
에게 계속 추월당하였다. 중부의 경제발전은 주변 지역의 발전에 비해 상
대적으로 느렸을 뿐만 아니라 동부지역과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었는데 이
것이 소위 ‘중부함몰(中部塌陷)’ 현상이다.
그러나 중국 전체의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중부는 바로 중국의 ‘허
리’로 ‘허리를 곧게 펴야’ 중국이라는 거인이 똑바로, 안정적으로 걸어 나
갈 수 있으며 중국경제가 전면적으로 협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표 1. 중국 동･중･서부 GDP 총량 및 상대적 비율
(단위: 경상가격 억 위안)

연도
지역

1980

1990

1995

2000

2002

2006

동부

2,202

9,537

32,344

55,690

68,289

126,272

중부

1,301

5,160

15,075

24,865

29,651

49,629

서부

871

3,750

10,471

16,655

20,081

33,296

중부/동부

59%

54%

47%

45%

43%

39%

서부/동부

40%

39%

32%

30%

29%

26%

자료: 中國統計年鑑(1999, 20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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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부지역 발전의 가속화는 중국의 국가경제력을 향상
시키는 중대한 전략적 조치로 동서를 융합하고 남북을 연결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객관적 수요를 촉진시킬 것이다. 중부 6개 성은 각각 중부굴기 전
략을 세웠는데, 허난성은 ‘중위안(中原)도시군’ 우선발전전략, 후베이성과
후난성은 ‘우한(武漢)도시권’과 ‘창주탄(長株潭)도시군’ 우선발전전략, 안
후이성, 장시성은 장삼각과 주삼각지역에 적극적으로 편입, 연해산업 이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부 6개 성은 해당 지역에 전국적인 식량 핵심 주산
지, 선진제조업기지, 기존 공업기지의 리모델링, 자원형 도시로의 전환과
국유기업 개혁, 교통시설의 취약구조 해결, 생태환경 복원, 교육위생산업
발전, 재정부담 경감 등 중부굴기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심도 있는 지지
를 희망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 지역발전의 총체적인 전략 중 중부지역의 중요한 역할은
‘동서연결’이다. 중앙정부가 실시한 중부지역 굴기전략 중 중부지역의 역
활은 전국의 ‘3개 기지, 1개 허브’가 되는 것이다. 즉 중부지역을 전국의
중요한 식량생산기지, 에너지자원기지, 현대장비 제조설비 및 하이테크 산
업기지와 종합물류허브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중부지역의 식량 생산량은
중국 총 식량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며 산시, 허난, 장시 등의 성이 보유
한 풍부한 석탄자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발전이 중국의 식량과 에너지
보장 및 자원제약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가 없
다. 이 지역에 대한 농업기초시설 투입 확대와 농업생산능력 향상은 앞으
로 중국의 ‘삼농(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
이다. 또한 농민의 수입증가는 최종적으로 내수확대 촉진으로 이어져 전반
적인 경제발전전략 실시 기반을 강화해줄 것이다. 다음으로 중부지역은 풍
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에너지 기지, 원자재 기지임과 동시에 깊은 문화
적 잠재력과 함께 인재가 운집하는 지역으로 중국의 중요한 과학연구교육
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만약 중부지역이 자원, 지리, 인문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한다면 빠른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중부지역의 진흥을 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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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발전에 대한 중부지역의 역사적 역할
신중국 수립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균
형발전전략을 채택하고 대량의 인력･물력･재력을 중서부지역에 투입하였
다. 특히 일련의 공업부문을 중서부지역에 배치함으로써 동부와 중서부 간
발전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였고, 기존의 심각한 공업배치와 자원분포 간의
괴리도 개선할 수 있었다.
건국 초기 소련이 원조한 156개 항목의 중점 프로젝트는 내륙지역에
4/5, 연해지역에 1/5이 분포되었다. 156개 항목 중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
전, 자원배분, 내륙공업 발전의 중점 및 국방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원칙을 세워 공업화 건설지역 배치를 확정하였다. 한편으로 동북, 상하이
등 기존 공업기지들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창
장 북쪽, 바오터우(包头), 란저우(兰州) 동쪽지역을 신공업기지로 중점 건
설하였다. 156개 프로젝트는 동북지역,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에 주로 배치
되었고, 그중 민간공업기업에 배치된 106개 항목 중 32개가 중부지역에
배치되었으며, 국방기업에 배치된 44개 항목 중 35개가 중부지역과 서부
지역에 배치되었다. ‘제1차 5개년’ 시기 전국 기본건설투자는 각 지역에
배분되었는데 그 비중은 각각 동부 36.9%, 중부 28.8%, 서부 18%였고,
‘제3차 5개년’ 시기에 이르러 동부 26.9%, 중부 29.8%, 서부 31.8%로 변
화했다. 중부 공업 총생산액의 전국 비중은 1952년의 21.79%에서 1957년
에 22.60%로 상승하였고 1965년에는 29.72%에 달하였다. 자원배치의 관
점에서 보면, 신중국 건국 초기 중국의 실제 생산력 배치는 동부에서 중서
부로 최초의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 후방기지 건설로 침략
전쟁을 방지하려는 중대한 전략상 의의가 있었으며 동시에 이 전략으로 중
서부지역의 낙후를 개선하고 중부지역에 발전의 황금기를 제공, 조성하려
하였다.
집중된 자금투입은 중부 공업화건설의 서막을 열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공업부문과 제품이 다수 출현하였으며, 자주형과 내수형 공업구조가 형성
되면서 초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업체계와 기초시설이 구축되었다.

- 4 -

중국 발전에서 중부굴기의 의의

하지만 ‘철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기형적인 중공업 구조를 초래하였고
‘식량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역시 단일화된 농업구조를 낳아 심각한 경제
구조 불균형과 자원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생태환경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 기간 중부의 중공업 비중은 50%에 달하였는데 국민경제 수용
능력을 초과하고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억제하였다. 강철, 기계, 화학비
료, 시멘트, 방직, 제지 등의 산업에서 규모의 불경제 상황이 심화되고 중
부 각 성 공업의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중복건설과 폐쇄적 국면이 계
속 악화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전쟁에 대비하여 ‘3선(三線)’ 건설
프로젝트가 착수되어 산시, 장시, 허난서부, 후베이서부 및 후남서부 등지
가 ‘3선’이 되었고, 프로젝트 건설 중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국가
는 연해기업의 전략적인 후방지역으로 이전 및 기간산업 신설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여 공업기지를 건설하였는데 교통운수, 에너지공업, 제
련공업, 기계공업 등의 부문에 집중하였다. 십여 년간의 ‘3선’ 건설은 중부
지역의 공업발전을 이끌며 일련의 신흥기술과 최첨단제품 생산기지를 형
성하였고 어느 정도 산업구조 향상과 경제력 강화를 가져왔다. 1978년 산
업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제일 작았던 제2차 산업의 비중이 가
장 커졌으며 제1･2･3차 산업의 구조는 39.2 : 42.4 : 18.4로, 2차, 1차, 3차
순서로 비중이 큰 새로운 단계로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신중국 성립부터 개혁개방 초기 단계까지 중부지역은 국가
전략의 중점지역으로 국가의 대량 투자에 의지하여 건국 초기 동부지역과
의 격차를 대폭 줄였고 중국의 중요한 철강, 제련, 기계제조 등 중공업기
지를 구축하여 빠르게 공업화가 진행되어 일련의 중대형 도시가 형성되었
다. 다른 한편으로 중부지역은 중공업 분야의 거점지역으로 자리 잡아 중
국에 대량의 에너지와 원자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국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량의 잉여 노동력을 제공하며 중국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계획경제체제
가 초래한 산업구조의 왜곡과 지나치게 빠른 공업발전은 농업발전을 저해
하였다.
중공업의 지나치게 빠른 발전은 경공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 공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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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중공업을 중시하고 경공업은 육성하지 않는(重重轻轻) 기형적 구조
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공업제품의 발전에 과도하게 집중한 결과 교통운수
업과 기타 서비스업은 심각하게 낙후되었다. 이 또한 개혁개방 이후 ‘中部
塌陷’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3. 중국 발전 실현에 대한 중부지역의 영향
(1) 전국 최대의 상품식량과 사료식량 기지

중부 6개 성 지역은 아열대와 온열대로 기후가 온화하고 일조량이 풍부
하며 강우량도 풍족하여 농업에 적합한 평원, 임업에 적합한 산지, 낙농에
적합한 초원과 어업에 적합한 호수 등 다양한 농어업에 적합한 자연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다. 2006년 중부 6개 성의 경지면적은 2,899만ha로 전국
의 23.8%, 임지 면적은 3,044만ha로 전국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수역
(水域) 면적은 창장, 황하, 회하, 해하 4개 강 일대에 걸쳐 있고, 그중 파
양호, 동정호, 소호 등 담수호, 늪의 수자원 총량이 7,029억㎥로 전국의
25%다. 담수 양식 면적은 216만ha, 전국의 46.2%로 전국 농업지역 중 화
남지역보다 낮으나 기타 지역보다는 높다. 농업자원개발 이용도는 동부보
다 낮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동부와 비교적 큰 격차가 존재하지만 갖고
있는 잠재력은 더 크다. 서부의 1인당 평균 토지 면적은 중부보다 넓으나
자연조건, 경제기술조건 모두 중부만 못하다. 중부지역은 중국의 중요한
상품식량과 사료식량 기지로 전국적으로 식량을 자급하는 상황에서 전국
의 식량 품종개량과 날로 증가하는 사료 공급의 임무를 맡고 있다. 2008년

표 2. 중부지역 식량생산량(2008년)
구 분

산시

안후이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

중부지역

식량생산량(만 톤)

1,028

3,023

1,958

5,365

2,227

2,805

16,406

전국 점유율(%)

1.94

5.69

3.69

10.11

4.20

5.28

30.91

자료: 中國統計年鑑 2009.

- 6 -

중국 발전에서 중부굴기의 의의

중부 6개 성의 식량생산량은 1억 6,400만 톤으로 전국 총생산량(5억 3,800
만 톤)의 30.91%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유류, 면화, 돼지고기 등의 농산품이 많이 생산되며, 담수 수
산품의 매년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25~40%에 이르고 베이징과 상하이,
저장, 푸젠 광둥성 등 연해지역의 중요한 농업생산물 공급기지다.

(2) 전국에서 제일 중요한 석탄과 전력 등 에너지 생산기지

중부지역은 전국 토지의 10.7%를 점하고 있으며 30% 정도의 광물자원
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요 광물자원의 점유율이 토지 점유율의 세 배에 이
른다. 그중 귀금속, 비철금속, 희소금속, 에너지 광물 보유량이 전국의 1/3
이상이고 철금속, 화공원료가 전국의 약 1/5, 건자재 및 비금속광물 역시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토의 점유율도 상당하다. 중부 6개 성의 광물
자원 밀도는 동부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서부보다도 현저하게 높아 농업,
에너지자원과 원료 등 기초산업 발전에 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의
여타 지역보다도 에너지 우위에 있다. 중부는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 생산
기지다. 장시는 원자력 발전, 산시, 허난, 안후이는 석탄, 후베이, 후난은
수력발전에서 전국 선두에 있으며, 전국 최대의 우라늄 생산기지, 석탄기
지, 수력발전소 모두 이 일대에 자리잡고 있다. 2003년 중부 6개 성의 석
탄 생산량은 5억 1,900만 톤, 전력 생산량은 4,186억㎾로 전국 점유율
31.1%와 21.9%에 달하였다. 그중 산시의 석탄생산량, 후베이의 수력발전
전력생산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동부지역의 공업이 빠른 발전을 보인
원동력은 중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강철, 자동차와 중공업기기 등 위주의 중공업기지

중부지역의 원료류 중형공업구조의 특징은 뚜렷하다. 중부 6개 성의 원
재료 공업 역시 우위산업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전국에서 중요한 판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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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특수강 기지, 합금 기지, 철, 텅스텐, 알루미늄, 납, 아연, 탄탈 생산기
지, 시멘트, 유리공업 기지, 석탄화학공업 기지 등이 속한다. 공업 원자재
제품 대부분의 총생산량이 전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09년 중부
의 최대 철 생산지역은 허난성으로, 생산량이 2,606만 톤에 달하고, 그 다
음은 산시, 안후이와 후베이로 평균 2,000만 톤 정도다. 후난과 장시 두 개
성의 강철 생산량은 1,400만 톤 정도로 적은 편이다. 중부지역의 자동차
시장은 이미 6대 집산지 중 하나가 되어 2008년 시장 점유율 21%로 동풍,
기서, 강회 등의 자동차 기업이 있다.

표 3. 중부지역 공업 총생산액(2008년)
(단위: 억 위안)
구 분

산시

안후이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

중부지역

공업총생산량

10,023

11,162

8,499

26,028

13,454

11,553

80,719

비중(%)

1.98

2.20

1.67

5.13

2.65

2.28

15.91

주: 비중은 전국 공업 총생산액 대비임.
자료: 中國統計年鑑 2009.

(4) 노동력 수출지역

중부지역 산업구조 중 전통 농업의 비율은 비교적 높아 중부지역 농촌에
대량의 잉여 노동력이 존재하였고, 개혁개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노동력은 보다 효율이 높은 지역과 분야로 자연스럽게 유출되었다.
표 4. 이농 취업 노동자 수 및 구성(2006년)
구 분
이농취업노동자
수(만 명)
전국 대비
지역별 비중(%)

전국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지역

13,181

3,846

4,918

4,035

382

100

29.18

37.31

30.61

2.90

자료: 제2차 전국농업조사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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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을 떠나 취업한 노동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전국 이동 취업자
중 37.31%를 차지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유출 지역 또한 성 밖으로의 이동
이 67.6%로 약 3,330만 명에 이른다. 이농 취업자의 산업별 종사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2차 산업으로 유입되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뒤를
이으며, 노동력 다수가 연해지역으로 유입되었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의
제조업 중심으로 중부지역 노동력이 성 밖 동부지역으로 이동하여 중부지
역 내부의 지역간 분포가 불균형을 이루었다. 이러한 불균형과 중부지역
제조업의 성 간 분포 차이는 높은 연관성이 있다. 예컨대 2000년 광둥성은
모든 중부지역의 노동력을 흡수하여 유출입 인구의 43.5%에 달하였다. 이
는 광둥성에 노동밀집형 제조업이 집중되었던 것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
당시 광둥성은 전국 전자 및 통신설비제조 생산액의 32%를 차지, 같은 해
저장과 장쑤 양 지역에 있는 중부지역의 노동력 19.5%를 흡수하였는데 이
또한 현지에 전국적인 대량의 방직산업을 집중시킨 결과 그 생산액이 전
국의 43.1%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중부지역 이탈
노동력 유동 및 산업 선택이 노동력 유동 및 제조업지역 분포와 높은 상
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중부지역이 동부 연해지역에 대량의 노동력을 제
공하여 동부지역은 지금까지도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
는 반면 중부지역의 제조업은 계속 변두리화되어 가고 있다.
표 5. 이농 취업 노동력 유입 및 취업 현황(2006년)
취업지역별(%)
향외현내
현외시내
시외성내
성외
산업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전국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지역

19.2
13.8
17.7
49.3

29.9
18.4
33.1
18.6

13.5
9.9
9.0
67.6

15.2
12.4
12.8
59.6

26.9
31.5
24.2
17.4

2.8
56.7
40.5

2.5
55.8
41.7

2.2
57.1
40.7

3.6
58.4
38.0

4.2
44.3
51.5

자료: 第二次全國農業普査公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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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중부지역은 지리적 우위, 풍부한 자연자원, 천혜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자원, 노동력 같은 요소공급 측면에서 중국발전에 공
헌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는 제1산업과 전통 중공업에 편향된 경향을 보
이고 있어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군락을 이룰 수 없었고 대량의
자연자원, 인력자본 및 물적자본은 동부의 고효율산업과 영역으로 유입되
었다. 이렇게 중국의 주요 요소 수출지가 된 중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대량
의 염가 제품과 노동력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중부지역과 동부지역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게 되었고 결국 ‘中部塌陷’을 형성하게 되었다.

4. 중부지역 발전 가속을 위한 책략
2004년 9월 중국 공산당 제16차 4중전회에서 통과된 ‘당의 집정능력 강
화 건설에 대한 결정’에서 처음으로 ‘중부지역 굴기 촉진’이 제기되었다.
같은 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다시 중부굴기 촉진을 2005년 6대 임
무에 삽입하였다. 연해 개방에 이은 서부개발, 동북진흥 이후 중부지역의
협조발전 문제는 결국 중국의 ‘小康社會’ 건설을 위한 중대한 의의를 갖는
국가전략으로 격상되었다. 중국의 동서와 남북의 발전은 연관이 깊은데,
중부지역은 중국발전 전략에서 동과 서를 잇고 남과 북을 연결시켜 발전
효과를 전달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현재 중국
은 산업구조 조정과 발전방식 전환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중부
지역이 중국경제 발전에서 새로운 성장점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1) 농업 발전의 강화, 농업 구조전략 조정의 가속화

농업은 중부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산업 중 하나다. 중부의 농업은 전국
농업생산 중 특히 식량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주
요 농산품 공급과 수요 총량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풍년으로
인해 여유가 생겼지만 전반적인 농업 발전수준은 아직도 낮다. 농업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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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구조에서도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데 농민수입 하락 등 많은 심각한 문
제를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향후 중국 농업기초의 안정을 지속시키려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야 하는데, 대대적인 농업 산업구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농업생산과 경영방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농업
산업 구조조정의 중점사항에는 대대적인 축산업 발전, 종자개량을 통한 품
종개량 비중 향상, 적극적인 고부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이 있다. 농업생산
과 경영방식 개선의 중점사항에는 적극적인 기계화, 집약화와 지역 전문화
가 필요하다.
중부지역 농업의 현황과 특징에서 보았듯이 구조조정과 생산경영방식
개선을 통해 중부지역을 중국 최대 육류･유제품 전문 생산벨트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대적 경공업 발전으로 내수충족과 적극적인 농촌시장 개척 유도

중부지역의 경공업 발전에는 두 개의 우위가 보이는데 하나는 농산물과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것, 다음은 거대 내수시장의 중심지에 근접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중부지역은 비교적 경공업 기반이 탄탄한 곳이었지만 개혁개
방 이후 큰 발전기회를 잡지 못하고 동부지역의 갑작스런 출현과 함께 우
후죽순으로 생겨난 많은 향진기업의 충격으로 거의 설 자리를 잃게 되었
다. 최근에서야 중부지역 경공업 발전 형세가 다소 호전되었지만 그 거대
한 잠재력을 발휘하기는 아직도 요원하다.
앞으로 중부지역은 내수수요 확대라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은
민영 중소기업을 근거로 중국 내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농산품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고 풍부한 농산품 우위를 발휘하여 브랜드 창조, 시장
세분화, 잠재시장공간 개척, 제품품질 향상 등의 방법을 통해 전통적으로
우세했던 경공업을 다시 진흥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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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적인 중공업 발전 수준 향상, 가공 기술 향상, 정보기술을 통한
전통산업 개조, 자동차와 대형장비 위주 기계전자공업 발전에 전력

중부지역의 중공업 비중은 비교적 높아 각 지역 산업의 수위를 점하고
있으나 그 단계가 낮아 가공 정도는 높지 않다. 중공업의 내부구조를 살펴
보면 중부지역의 중공업은 채굴업과 에너지, 원자재산업 위주여서 후속 가
공업의 비중이 비교적 낮으며 그 가공 수준 또한 높지 않아 제품기술 함
량이 낮고 부가가치가 적어 수익이 낮다. 따라서 신형공업화를 위해 노력
해야 하며 국가가 제시한 10대 산업 진흥계획에도 부합해야 한다. 또한 우
위에 있는 자동차와 대형장비제조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기계공업 기술 수준 향상을 가속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채
광업과 에너지 원자재 공업 역시 가공 기술과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
고 신제품 품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끊임없이 그 부가가치와 효율을
향상시켜 현재의 우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기술진보 가속화와 중부지역의 연구개발과 혁신능력 향상

중부지역은 우수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없어 효율성이 높은 동부
지역으로 중부지역 생산요소가 유출되었다. 정보화를 통해 공업화를 촉진
하고 전통 농업과 공업부분의 고오염･고소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
친화와 자원절약을 중부지역의 새로운 공업화 개혁방안으로 삼아야 한다.
한편 중부지역의 인문과학 자원 우세를 이용하여 과학기술 진보를 꾀하고
이를 돌파구로 삼아 산업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가져와야 한다. 지역혁
신 시스템을 구축･완비하여 시스템 혁신과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여 중
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요소와 자원을 중부지역 내부에서 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또한 물류와 교역비용을 대대적으로 절감시킬 것이다.
중부지역은 탄탄한 산업기초와 과학교육 자원의 우위를 이용하여 과학
기술 진보 가속화라는 난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시스템 혁신을 통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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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산업과 현대장비제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략적인 지주산업을 육
성하고 있다. 중부 6개 성의 하이테크 산업과 현대장비제조업은 우수한 기
초를 지니고 있다.
우한의 동호하이테크단지 ‘中国光谷’은 중국 광전자 분야의 지식이 가
장 밀집된 지역으로 광통신 분야에서 이미 네 개의 국제표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섬유 광케이블의 생산규모는 전 세계 2위이고 국내시장 점유율
은 50%에 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후베이성 하이테크 산업의 증가속도는
중국 전 성 평균 공업 증가속도의 300% 이상이다. 2008년 하이테크 산업
생산액은 공업 총생산액의 30.5%, 2009년 하이테크 산업 생산액 비중은
전 성 생산액의 10% 이상에 달하였다.
하이테크 산업 발전은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에 중요하다. 하나의 과학기
술 성과 전환이 하나의 산업이 성립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2008년 4월 30일 晶能光电(江西)유한공사는 1기 공정 준공에 투자하였
다. 자체적인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硅衬底蓝光二极管材料及器
件(블루레이 LED 재료 및 기기)’는 난창(南昌)대학 江凤益 교수 및 그
연구단에 의해 연구, 제작되어 외국기업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조
명 영역을 타파하였다. 이는 장시성 하이테크 기술성과 산업화 프로젝트의
중점 항목이었으며, 이로 인해 난창에 LED 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현
재 난창하이테크 지역에는 이미 联创光电, 晶能光电, 欣磊光电 등의 선
두기업이 모여 있고 30여 개의 하청기업을 대동하고 있으며, 이에 2012년
장시성의 LED 산업은 1,000억 위안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베이 최대의 우위는 과학교육의 우위이다. 우한에는 42개 고등교육기관
과 56개 국가급 연구소가 있어 과학교육지표에서 전국 종합 5위에 랭크되
어 있다. 과학기술의 우위를 발전의 중요 요소로 전환시키는 과학기술 성
과 전환은 기업, 은행, 과학연구소, 담보부 회사 등을 유치하여 산학연 협
력의 장을 조직하는 정책과 조화를 이룬다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엔지니어링 산업은 후난성에서 가장 먼저 판매 수입 1,000억 위안을 돌
파한 산업으로, 엔지니어링 산업의 3대 거두인 中联重科, 三一重工, 山河
智能의 3개 상장기업 총시장가치는 국내 기타 엔지니어링류 상장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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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보다 크다. 中联重科는 이탈리아 CIFA를 인수한 후 단숨에 세계 최
대 콘크리트 기기제조 공급상이 되었다. 현재 장사경제기술개발구는 10㎢
이상의 발전 구역을 계획하면서 일련의 엔지니어링 우위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에 착수하여 엔지니어링 산업의 산업군과 산학연을 추진하고 있다.
허난성의 장비제조업 역시 탄탄한 기초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전국
최대의 트랙터 제조공장이 있는 一拖集团이 있고 광산기계, 방직기계, 엔
지니어링 기계 및 자동차 제조업, 전력설비와 송변전 장비 제조업 등이 있
다. 이러한 제조업은 경쟁력이 강하고, 성장 전망이 좋으며, 산업의 연관성
이 매우 높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허난의 전략적 지원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
전국에서 중요한 현대장비제조업 및 하이테크 산업 기지가 되는 것은
국가의 중부 6개 성 발전에 기대하는 역할 중 하나이자 중부지역이 노력
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5) 적극적인 연해지역 산업 이전과 산업구조 향상 가속화

기업은 구역경제의 세포이고 기업 창업률은 구역경제 활력의 미시적인
기초다. 최근 몇 년간 전국 총기업수가 매년 5%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 속에 중부지역 기업은 국가 관련 사업 이전과 지역경제발전 정
책 지원에 힘입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2008년 말까지 전국의
실제 기업수는 971만 4,600개이며, 중부 6개 성의 실제 기업수는 215만
2,000개로 동년 말 대비 5.06% 증가했고 전국 총기업수의 22.15%를 점했
다. 서부 10개 성의 기업은 155만 개로 동년대비 4.24% 증가, 전국 총기업
수의 15.96%를 점하고 있고 동부 12개 성은 601만 2,600개로 61.89%를
점하고 있다.
국가정책의 유도하에 산업 이전의 물결이 일고 있다. 중앙정부는 정책상
중부의 자원자본에 다시 대대적인 투자유치를 하여 대규모의 산업 이전
프로젝트가 중부지역으로 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세계 500대 기업인 ‘联
合利华’는 세계 최대 생산기지를 상하이에서 안후이성 허페이로 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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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고 독일의 보스크사는 창사에 투자 예정이며 ‘中芯国际’는 칩 부분
을 우한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2007년 정부는 가공무역산업정책을 조정하
여 동부와 중서부에 대해 차별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였는데 그 결과 가공
무역기업들이 동부지역에서 중서부지역으로 대대적으로 이전했다. 장시의
난창과 간저우, 허난의 교주와 신샹, 안후이의 허페이와 우후, 후베이의 우
한, 산시의 타이위안, 후난의 천저우 등 중부지역의 9개 도시는 전국의 가
공무역이 옮겨오는 중점 계승 도시가 되었다.
동시에 정부는 중부지역 사회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4년
이래 중부지역의 고정자산투자 비중은 30%를 넘기 시작하여 전국에서 선
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는 ‘중부굴기’라는 목표를 분명히 달성할 것임을 알
리는 지표다. 2008년 전 사회고정자산투자에서 동부지역 투자는 8조 7,412
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0.9% 증가하였으며, 중부지역 투자는 4조 5,38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2.6% 증가하여 중부에 대한 투자 증가폭이 동부를 앞
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비준 후 실시한 ‘중부지역굴기촉진계획’에서는 향후 5~10년까지
중부지역의 우위를 발휘하여 낙후 돌파를 실현하고 굴기의 실현 시기를
앞당겨 중부지역의 발전이 중국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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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의 낙후에서 굴기까지의 변화와 발전
葉 青(中南財經政法大學 敎授)

예로부터 중국은 구역을 나누어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현재
중국의 동부지역은 발전단계, 서부지역은 개발단계, 동북은 진흥(振兴)단
계, 중부는 굴기(崛起)단계에 각각 있어, 4대 지역이 협조･발전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중부의 낙후(中部塌陷)에 대한 연구는 중부지역 굴
기전략 진행을 촉진시키고 있다. 중부지역이 굴기하기 위해서는 산업조절
역량 증가 및 과학교육, 토지, 금융정책에 관한 투자를 증가시켜야 할 뿐
만 아니라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 중국 4대 지역 협조발전시기
중국은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대국으로서 자연조건, 역사적 배경, 사
회경제 발전수준 등에서 지역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구역
을 나누어 각 지역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일종의 역사적인 선택
이다.
고대 중국의 기본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3대 경제지역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즉 ① 북방, 서북 가뭄 지역, 반가뭄 지역과 칭짱고원(青藏高
原)의 고산구 목축업 경제지대, ② 황하 중하유역 지대의 밭작물지역, ③
친링(秦岭)-화이허(淮河) 이남의 벼농사지역으로 나뉜다. 위진 남북조시대
부터 송원시대까지 목축업지역과 밭작물지역은 대체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명･청 시대에는 벼농사 농업경제지역과 밭작물 농업경제
지역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였다. 3대 경제지역의 이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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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번 중국 역사에 큰 이슈였으며 중국 역사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중국 수립 이래, 전국은 동북, 화북, 화동, 화중, 화남, 서남, 서북 7대
경제협력구로 나뉘었다. 그 후 정부는 화중과 화남 두 경제협력구를 중남
경제협력구로 합병하여 전국을 화북, 동북, 서북, 화동, 중남, 서남의 6대
행정구로 나누었으며 이를 ‘따취(大区)’로 약칭하였다. 화북은 중앙에서
직접 관할하고, 동북에는 인민정부를 설치하였으며 기타 각 경제구역에는
군정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따취’는 1급 지방정부로서 각각 몇 개의 성
급 행정단위를 관할하였다. 1952년, 6대 행정구역은 행정위원회로 바뀌었
으며 중앙정부가 파견한 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관리･감독을 할 뿐 더 이
상 그 자체가 1급 지방정권은 아니었다.
1954년 보다 집중적이고 통일된 관리를 위하여 6대 행정위원회를 폐지
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 지역을 중앙에서 직접 관할하기 시작하
였다. 예컨대 화동행정구역으로는 상하이시(上海市), 난징시(南京市), 산
둥성(山东省), 수베이행정구(苏北行政区), 수난행정구(苏南行政区), 완베
이행정구(皖北行政区), 완난행정구(皖南行政区), 저장성(浙江省), 푸젠성
(福建省), 타이완성(台湾省)이 있다.
1958년 국가계획위원회는 생산력 분포의 불균형과 불합리한 상태를 점
차적으로 변화시키고, 각 지역의 인재와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전
국적으로 완전한 공업시스템을 건립하는 동시에 각 지역마다 그 지역 특
색에 맞는 공업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6대 행정구역을 기
반으로 전국을 7대 경제협력구로 나누었다. 7대 경제협력구로는 동베이징
제협력구[헤이룽장성(黑), 지린성(吉), 랴오닝성(辽)), 화베이징제협력구(베
이징(京), 톈진(津), 허베이성(冀), 산시성(晋), 내몽골(内蒙古)], 서베이징
제협력구[산시성(陝), 깐수성(甘), 닝허자치구(寧), 칭하이성(青), 신장자치
구(新)], 화동경제협력구[산둥성(鲁), 장수성(苏), 안후이성(皖), 상하이시
(沪), 저장성(浙), 장시성(贛), 푸젠성(闽), 타이완성(台)], 화중경제협력구
[허난성(豫), 허베이성(鄂), 후난성(湘)), 화남경제협력구(광둥성(粤), 광시
자치구(桂)]와 서남경제협력구[쓰촨성(川), 구이저우성(贵), 윈난성(滇), 시
장자치구(藏)]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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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정부는 화중과 화남 두 경제협력구를 중남경제협력구로 합병하
였고 그 후 전국은 또다시 6대 경제협력구로 조정되었다.
7･5계획(1986~90) 기간에는 계단식 지역경제개발 사상을 반영하였다.
즉 연해지역의 경제기술 우위를 이용하여 내륙자원을 개발하고 점차적으
로 변방 소수민족지역을 발전시켜 동부연해, 중부내륙, 서부지구의 3대 경
제지대를 형성하였다.
— 동부지대: 랴오닝(遼), 허베이(冀), 베이징(京), 톈진(津), 산둥(鲁), 장
쑤(苏), 상하이(沪), 저장(浙), 퓨젠(闽), 광둥(粤), 하이난(琼: 해남성
(海南省)), 광시(桂)의 12개 성･직할시･자치구로서, 전국에서 인구밀
도 및 경제밀도가 가장 높고, 경제력이 탄탄하며, 시장경제가 발달한
지역이다. 기본적으로 ‘有海皆東(바다를 끼고 있는 곳은 모두 동부)’이
다.
— 중부지대: 헤이룽장(黑), 지린(吉), 네이멍구(内蒙古), 산시(晋), 허난
(豫), 후베이(鄂), 후난(湘), 안후이(皖), 장시(赣)의 9개 성･자치구로
서, 전국에서 경제가 비교적 발달하였고 인구가 비교적 집중되어 있
는 지역이다.
— 서부지대: 구이저우(贵), 윈난(滇), 시장(藏), 샨시(陝), 간쑤(甘), 닝샤
(寧), 칭하이(青), 신장(新)의 9개 성･자치구로서, 전국에서 경제가
비교적 낙후되고, 인구가 비교적 희소한 지역이다.
1999년 서부대개발 실시로 인해 3대 지대의 포괄범위에도 변화가 발생
했다. 광시성과 내몽골자치구가 서부지역에 포함되었고, 동부지역은 11개
성과 직할구로 조정되었으며, 중부지역은 8개 성･직할시･자치구를 포함하
게 되었다.
2003년 중국은 동북의 구공업지대 진흥전략을, 2006년에는 중부굴기 전
략을 제시하였다. 그로 인해 지금의 4대 경제구역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발전의 실제와 부합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
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및 동부지역의 우선적 발전이다. 동부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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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허베이(冀), 베이징(京), 톈진(津), 산둥(鲁), 장쑤(苏), 상하이(沪), 저
장(浙), 푸젠(闽), 광둥(粤), 하이난(琼)이 포함되며, 중부로는 산시(晋), 허
난(豫), 후베이(鄂), 후난(湘), 안후이(赣)가 포함되고, 서부로는 네이멍구
(内蒙古), 광시(广西), 구이저우(贵), 원난(滇), 시장(티벳)(藏), 샨시(陝),
간쑤(甘), 닝샤(寧), 칭하이(青), 신장(新)이 포함되며, 동북으로는 랴오닝
(辽寧省), 지린(吉林省), 헤이룽장(黑龙江省)이 포함된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경제성장과 4대 경제구역의 협조 발전이 강조되었다.
중앙정부는 각 지역에서 반드시 자원환경과 발전잠재력을 기반으로 장점
개발, 중점개발, 개발제한, 개발금지 등 서로 다른 조건에 근거하여 각 지
역의 기능적 역할을 명확히 하며, 그에 상응한 정책과 평가지표를 제정하
고, 점차적으로 지역별 특색이 있는 지역적 발전구조를 형성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국민경제 발전과정에도 반드시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고려
하고, 도시와 농촌발전, 5대 구역발전, 경제사회발전, 인류와 자연의 조화
로운 발전, 국내발전과 대외개방을 전면적으로 고려하는 ‘5대 총괄(五个统
筹)’ 과학발전관에 입각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중부발전은 곧 중국의 발전
(1) 중부의 낙후(中部塌陷)

중부 6개 성의 면적은 전국의 1/10을 차지하고, 인구는 전국의 28.1%를
차지하므로 중부의 발전은 곧 중국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인 정책지원이 약해 ‘중부낙후(中部塌陷)’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2003
년 3월 중앙정부가 동북 구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를 명확히 한 후, 모든
관심은 중부로 집중되었다.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1차 연구포럼에서는 중
부낙후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 2000∼05년의 경제수치는 이 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① 경제총량: 2000년 중부 6성 GDP 합계는 1조 9,790억 9,800만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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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국에서 2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5년의 6개 성 GDP
는 3조 7,230억 3,000만 위안으로 전국 비중은 18.9%로 하락하였다.
② 발전수준: 1인당 GDP 수준을 보면 2005년 중부지역의 인당 GDP는
1만 608위안으로 전국 평균(1만 4,040위안)의 75.6% 수준이며 1980년보다
12.4%포인트, 1990년보다 7.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주민수입 면에서 보
면 2005년 중부지역의 도시･읍 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 수입은 2,956.6
위안으로 전국 평균 수준의 83.9%이며, 동부 수준의 65.9%다. 농촌주민의
1인당 평균 순수입은 2,956.6위안이며 전국 평균 수준의 90.8%, 동부 수준
의 62.6%다.
③ ‘3화(三化)’ 발전과정: 중부지역의 공업화･도시화･시장화 발전과정은
동부지역보다 확연히 낙후되어 있고 전국 평균 수준보다 뒤떨어져 있다.
공업화 발전과정의 기본지표인 2차 산업 부가가치의 GDP 점유 비율은
2005년 동부지역이 51.6%, 전국 47.5%, 중부지역 46.8%였다. 2005년 전국
의 도시화율은 43%이고, 중부지역은 36.5%로 전국 평균 수준보다 6.5%포
인트 낮았다. 중부지역의 도시화율 역시 동부지역 및 전국 평균 수준보다
확연히 낮고, 다수 상품의 전국 대비 시장점유율도 낮다.
④ 경제구조: 2005년 중부의 3차 산업 구조는 16.7 : 46.8 : 36.5로 전국이
12.6 : 47.5 : 39.9이고, 동부는 7.9 : 51.6 : 40.5이다. 2005년 중부의 3차 산업
고용구조는 50.5 : 21.1 : 28.4였던 데 비해 전국은 44.8 : 23.8 : 31.4의 비율
을 보이고 있다. 중부에서 1차 산업종사자 50.5%가 창출하는 생산성과는
전 산업의 16.7%로 경제구조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의 생산성보다 낮은
편이다.
⑤ 소비품 소매총액: 2000년 중부지역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7,329억
위안으로 전국의 20.6%를 차지하였다. 2005년 중부지역의 사회소비품 소
매총액은 1조 3,184억 위안으로 전국에서의 비중이 19.4%로 낮아졌다.
⑥ 고정자산투자: 2000년 중부지역의 고정자산투자액은 5,597억 위안으
로 전국의 17.5%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중부지역 고정자산투자 중 상당
부분이 에너지원자재 업종에 투자되어 생산능력의 과잉이 나타나고 중부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과 지속적인 균형발전에 불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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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출입 총액: 2000년 중부지역의 수출입총액은 148억 달러로 전국에
서의 비중은 3.1%였으며, 2005년 중부지역 수출입 총액은 415억 달러로
전국에서의 비중은 2.9%였다. 중부지역은 해양과 인접해 있지 않고 국경
지대가 아니어서 외향형 경제발전에 불리하다.
(2) 중부굴기의 제기

2004년 3월 5일, 원자바오 총리는 제10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제2차 회의
정부활동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구역협조발전의 촉진은 중국
의 현대화 건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략이다. 지속적으로 서부대
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동북지역 등 구공업기지의 진흥 및 중부지역의 굴
기(崛起)를 촉진하여 동부지역의 빠른 발전을 장려하고 동부･중부･서부가
상호협력하고 보안하여 공동발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구역협조발전의 주요 이슈는 중부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정
부는 중부지역이 지역적 우위와 경제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지원해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부지역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발전의 보폭
을 넓히며, 현대농업과 주요 상품양식기지 건설을 신속히 진행하고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며 공업화와 도시화 수준을 제고
해야한다.
이는 중국 지도자가 정식 공문에서 처음으로 중부굴기를 제안한 것으로
중부 6개 성 전국 인민대표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후, 중부 6개 성에서 참
가한 대표들은 중부굴기에 호응하는 의견을 부단히 제시하였다. 또한 각
성･시･구에서 계획발전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인 ‘양회’에서
2005년 중부굴기를 국가전략으로 정식 격상시켰으며 11·5계획요강에 포함
시켰다.

(3) 중부굴기 전략 제시

중부 6개 성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되는 상황에 대해, 200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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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중부지구 굴기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고, 36조항의
정책조치를 공개하였다. 여기서는 중부의 전국 중요 식량생산 기지, 에너
지원자재 기지, 현대장비제조 및 첨단기술산업 기지, 종합교통운수의 허브
구축을 제시하였다.
2007년 4월 13일 국무원은 ‘국가 중부지역 굴기업무 사무실’ 설립을 허
가하여 중부지역 발전전략･계획과 정책조치를 연구하고 중부굴기 관련 업
무를 위한 협력･실천･촉진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또한 국무원은 ‘동북지역
등 구공업기지 진흥 및 서부대개발에 대비한 중부 6개 성에 관한 정책 실
시 범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이 통지를 근거로 중부 6개 성의 기존
미납세금 징수면제와 세수우대 등 다양한 우대조치를 부여했다.
중부 6개 성은 4월 26일 정저우(郑州)에서 열린 제2회 중국 중부 투자
무역 박람회에서 海關總署, 國家質檢總局과 중부굴기의 협력 촉진에 관
하여 공식 서명하였으며, 푸젠, 상하이, 칭다오(青岛), 광저우(廣州), 닝보
(宁波), 톈진, 선전 7개 항구와는 “중부 6개 성 항구 통관 협력구도 협의”
에, 국가개발은행과는 “금융서비스 협력협의”에 각각 공식 서명했다. 난창,
간저우(赣州), 천저우(郴州), 우한, 신샹(新乡), 교주(焦作), 허페이(合肥),
우후(芜湖), 타이웬(太原) 등 9개 중부도시는 상무부로부터 ‘가공무역의
계단식이동 주요 담당지역(加工贸易梯度转移重点承接地)’으로 지정받았
다. 국가는 정책, 자금, 중요 건설 배치 등 다방면으로 중부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4) 중부 6개 성의 조치

중부굴기 전략이 제시되기 전 중부 6개 성은 각자의 특징에 맞는 굴기
전략조치를 제시하였으며 장기간 쌓아온 발전역량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6
개 성의 이런 조치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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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부 6개 성 전략조치의 공통점
첫째는 도시권(군, 지대)을 형성한다. 중부 6개 성은 점차적으로 도시권
(군, 지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인식하고, 도시협력정책을
수립하여 도시권(군, 지대)을 형성하였다. 예컨대 산시성(山西省)에서는 타
이웬(太原)을 중심으로 다퉁(大同), 린펀(临汾), 진청(晋城) 등 주요 도시
를 포함하는 ‘人’자형 경제지대가 형성되었으며, 허난성에서는 ‘중위안(中
原)도시군’, 허베이(河北)에서는 ‘우한(武汉) 1+8 도시군’, 후난(湖南)에서
는 ‘3＋5 도시군’[창주탄(长株潭)을 중심으로 1.5시간 교통거리를 반경으
로 하는 도시군, 창사(长沙), 주저우(株洲), 샹탄(湘潭), 위에양(岳阳), 창
더(常德), 이양(益阳), 러우디(娄底), 헝양(衡阳) 등 8개 성, 직할시, 12개
현급 도시, 28개 현, 617개 읍을 제정], 안후이성에서는 ‘허페이-푸후(芜湖)
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권’, 장시는 난창과 간저우(赣州)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경제권’을 형성하였다.
둘째는 현구역(县域) 경제의 육성발전과 ‘삼농(농업, 농촌, 농민)’ 문제
를 중시한다. 중부 6개 성의 현구역 경제발전은 불충분하며, 특히 ‘삼농’
문제가 심각한 바, 이는 전면적인 ‘小康’ 목표의 실현에 심각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구역 경제의 발전과 ‘삼농’ 문제 해결을 십분 중
시하여, 구체적인 조치와 장려제도 등을 통해 현구역 경제의 신속한 발전
가속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농업세 폐지를 선포하였고, 각종 농
업우대정책을 실시하여 도시와 농촌의 통합적인 발전을 기획하였다.
셋째는 대외개방 역량을 강화한다. 중부 6개 성은 모두 각 지역의 장점
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본토의 생산요소와 외부적
인 생산요소를 상호 결합하는 것만이 생산요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임을 인식하였다.
넷째는 각자 지역우위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제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
다. 산시성에서는 화학과 의약산업, 신형재료산업을 목표로, 허난성에서는
생물의약, 전자재료, 나노기술, 현대중약 등을 주요 영역으로, 안후이성에
서는 화학공업, 에너지원, 첨단기술, 농산물가공을 주요 발전방향으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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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성에서는 장비제조, 강철유색(钢铁有色), 담배제조, 전자정보, 신형재료,
생물의약을 중점 산업으로 삼았다.
2) 중부 6개 성 전략조치의 차이점
･ 산시성: 국유기업의 주도하는 에너지자원 중공업기지로 육성한다. 운
영체제와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기준에 큰 격차가 존재하므로 환경파
괴 및 심각한 오염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제도와 메커니즘의 혁
신을 강조하고 기업활력을 증강시켜 전반적인 경제발전의 추동력을
제고한다. 순환경제를 최대한 발전시켜 인류와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을 실현하고, 산시성 경제발전의 우위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한다.
･ 안후이성(安徽): ‘861’ 전략계획 추진을 주로 한다. 즉 가공제조, 원재
료, 화학공업, 에너지원, 첨단기술, 농산물가공, 관광과 문화 등 8대
산업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홍수방지 및 보안, 통신, 정보, 생태, 신용
과 인재 등 6대 기초공정 건설을 강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1인당 국
민총생산액이 1,000달러 이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장시성: 창장삼각주(长三角), 주장삼각주(珠三角), 민난(闽南)에 근접
한 지역적 위치상의 장점을 바탕으로 ‘창장, 주장, 민남 세 구역에 연
이어 3개 기지 1개 후원(后花园)’을 건설하는 개방발전전략을 제시하
였다.
･ 허난성: 농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전력을 다
해 ‘삼농’ 문제를 해결한다. 우선 농업세를 면제하고 농민 의무직을
전면적으로 취소했으며 농촌에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시범 실시하였다.
그리고 농촌의 교통을 개선하고 도로를 건설하였다. 또한 빈곤지역에
있는 농촌 초･중 학생에게는 학업 관련 보조금 지원을 실시하고 곡물
재배 농민들에게는 우량종과 농기구 구입 보조 등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늘렸다. 둘째로는 공업화 발전의 진전을 가속화하여, 신형공업
화에 매진한다. 비교우위에서 출발하여 전통산업의 개조와 고도화에
의거하여 전통산업을 발전시키고, 노동집약형 산업을 개조, 고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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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난성: 첫째로 ‘남진(南进)’ 전략에 힘입어 경제의 신속한 발전을 추
진한다. 다음으로 중공업화 발전전략을 중시하는 동시에 지역의 특색
을 바탕으로 장비제조, 강철유색, 담배제조 등 3대 지주산업을 육성하
며, 전자정보, 신형재료, 생물의약 등 3대 신흥산업을 지원하고, 식품
가공, 석유화학공업, 건축재료, 조제공업 등 4대 전통산업을 제고한다.
특히 판매수입이 1,000억 위안을 넘는 기계장비제조업과 재정수익이
높은 담배제조업, 전략적 지위에 있는 전자정보와 통신설비제조업의
발전을 중시한다.
･ 후베이성: 첫째로 ‘세 가지 개선, 한가지 육성’(三改一培育)-(시스템
개혁, 환경개선, 태도개선 및 시장주체의 육성) 정책에 근거하여 기반
을 다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전력하여 경제발전 역량을 강화한다.
둘째로는 신형공업화 추진에 주력하며 ‘공업강성전략(工业强省战略)’
을 실시하여 후베이성의 공업경쟁력을 높인다.

3. 중부굴기 계획 제시
2009년 9월 23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는 ‘중부지역굴기계획촉진안(促
进中部地区崛起规划)’을 통과시켰다. ‘중부지역굴기계획촉진안(促进中部
地区崛起规划)’을 통해 2015년까지 중부지역 경제발전 수준을 현저히 제
고하고, 발전 활력을 한층 증강시키며,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현저히 제
고하여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새로운 진전을 이룩한다는 목표를 쟁취한
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중부굴기’의 8대 임무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양식 생산기지
건설 강화를 중점으로 하여 현대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신속
한 농업 구조조정으로 농업산업화 경영을 대대로 추진한다. 농업농촌 기초
설비 건설을 강화하고 농업 종합생산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농민수익
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농촌의 개혁을 추진한다. 둘째는 최적화된
분포 및 집중개발, 고효율적 이용, 정밀한 가공, 안전한 환경보호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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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주요 에너지원재료 기지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대규모 광산건
설을 추진하고, 전력과 전력망 건설을 가속화하여 원재료의 정밀가공분야
를 적극 발전시킨다. 셋째는 핵심기술과 관건기술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현
대장비 제조업과 첨단기술 산업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독자적인 혁신능력
을 강화하고 장비제조업의 전반적인 실력과 수준을 높인다.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며 첨단기술 및 선진기술을 이용하여 전통 제조업을 개조
한다. 넷째는 교통자원배치를 최적화하고 종합적인 교통운수 허브로서의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철도망과 공항 건설을 가속화하고, 간선도로망을
완비하며 수로운송, 도관운송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섯째는 창장, 룽
하이(陇海) 연해의 징광(京廣), 징구(京九) 2개의 횡단노선과 종단노선의
경제벨트 형성을 가속화하여 적극적으로 활력 있는 도시군으로 육성해야
한다. 구공업기지의 진흥과 자원형 도시(친환경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현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구지역(老区) 혁명 및 민족지역과 빈곤지역의 발
전을 가속화한다. 여섯째로는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원절약과 종합적인 이용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농경지 보호를 강화하
고 물 자원 이용의 종합적인 효율을 향상시킨다. 일곱째로는 우선적으로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문화체육사업을 강화하며, 기본의료와 공공위생복
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취업을 최대한 확대하고 사회보장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여덟째로는 빈약한 고리를 돌파구로 하여, 개혁개방 및 체
제 메커니즘 혁신을 가속화하여 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부단히 증강시켜야
한다. 나아가 중부굴기를 지원하는 정책체제를 한층 개선한다.
만약 2006년의 조치가 중부지역을 수렁에서 건진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2009년의 계획은 한 단계 높이 새로운 고지에 오른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계획의 첫 네 가지 조항은 ‘세 개 기지, 한 개 허브’로 요약할 수 있
다. 다섯 번째 조항은 중부지역의 지역적 우위를 뚜렷이 강조하였다. 가로
로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팡하이(陇海) 철도와 창장 수역은 세로로 놓
인 징광, 징구 철도 두 선과 함께 ‘井’자형 교통망을 형성한다. 중부 6개
성은 마침 ‘井’자의 중심에 위치하여 동서와 남북을 잇는 작용을 하고 있
다.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조항은 중부의 3대 우위를 보여준다. 첫째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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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자원이 풍부하여 노동력 원가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이다. 투자자들
이 원가-수익의 시각에서 고려해볼 때 보통 노동력 원가가 싼 지역으로 투
자방향을 결정한다. 둘째는 토지자원이 비교적 넓다는 점이다. 셋째는 자
원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산시성, 허난성, 안후이성은 중국의 3대 석탄 생
산 성이며, 장시간저우(江西赣州)는 세계적인 희소자원을, 그리고 후베이
성은 풍부한 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4. 중부의 문제와 해결책
중부지역은 아주 양호한 발전기반과 우위를 갖추고 있다. 특히 구역 위
치의 우위, 자원 우위, 공업기초 우위, 과학기술 교육의 우위와 역사･문화
유산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발전을 제약하는 뚜렷한 모
순과 문제점도 존재한다. 그 예로는 공업화, 도시화, 시장화 수준이 낮고
대외 개방 정도가 높지 않고 경제발전의 동력과 활력이 부족한 것을 들
수 있다.

(1) 중부발전에 존재하는 문제점

1) ‘삼농’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첫째는 양식생산 문제로, 중부는 중
국 양식안전의 중임을 맡고 있다. 둘째, 현과 읍, 농촌의 부채부담이 과중
하다. 통계에 의하면 중부지역 농촌의 1급 평균부채는 500만~700만 위안
에 달하며 촌급(村级) 부채는 20만~50만 위안에 달한다. 셋째, 수리시설과
농경수리시설의 심각한 문제다. 새로운 수리시설 공사가 지체된 탓에 낡은
시설의 대부분은 1960~70년대에 건설된 것으로 오랫동안 수리를 하지 않
아서 안전상 커다란 위험이 존재한다. 넷째, 아직도 대량의 빈곤층 인구가
존재한다. 중부지역의 절대빈곤층 인구는 전국의 26%를 차지하며 상대적
빈곤층 인구도 전국의 31%를 차지한다.
2) 아직까지 공업발전을 제약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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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가 너무 경공업에 치중되어 있거나 혹은 중공업에 편중되어 있다.
초중형(超重型), 원료형, 초급형 상태가 바로 중부의 일부 공업구조의 주
요 특징이다. 강력하면서도 산업 연관효과가 크며 가공도가 높고 기술 수
준이 높은 상품과 생활용 소비품이 부족하다. 공업 성장은 주로 생산요소
의 고투입(高投入)과 자원의 고소모(高消耗)에 의지하고 있다. 둘째, 공업
성장방식이 아직도 체계가 없이 불안정하다. 셋째, 일부 자원의 지속 가능
한 이용 능력이 부족하다. 넷째, 자원형 도시(친환경도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3) 생태환경 파괴와 환경오염이 비교적 심각하다. 첫째, 물 오염이 보편
화되었다. 둘째, 도시와 광업구역의 공기오염이 심각하다. 셋째는 토사유
실, 토양파괴 문제가 있다.
4) 사회사업 발전이 뒤떨어져 있고, 농촌 기초교육 여건이 매우 낙후되
어 있다. 첫째, 교육투자가 부족하다. 둘째, 학교 운영여건 개선 임무가 엄
중하다. 셋째, 교사들의 전체적인 수준이 낮고 구조적 모순이 확연하다. 농
촌의 의료위생도 더없이 낙후되어 있다. 의료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농촌 의사들의 문화와 전문지식 수준이 낮으며, 사회보장제도의 보급률이
낮고 보험수혜자의 증가속도도 느리다.
5) 교통운수 시스템 건설상 여전히 빈약한 고리가 있다. 중부 6개 성은
동서남북 운송의 대통로에 위치해 있으며, 유럽-아세아주 대륙, 창장 황금
통로의 교차점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 일부 도로
는 미발달 상태이며, 수운(水運) 개발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각종 운송방식과 운행능력 역시 전체적인 계획과 설계가 부족하며 자원의
합리적인 배치로 현대화 물류시스템을 형성하기 힘들다.

(2) 중부굴기에 관한 건의

1) ‘세 개 기지, 한 개 허브(三个基地一个枢纽)’ 구축 업무를 잘 추진
해야 한다.
첫째, 식량 주산지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부지역의 토지면적은 102
만 8,000㎢로 전국 토지면적의 10.7%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5년 중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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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양식 생산량은 1억 4,778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30.5%를 차지하였고,
목화 생산량은 176만 4,000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30.9%를 차치하였으며,
유료작물 생산량은 1,253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40.7%를 차지하였다.
둘째, 에너지원재료 산업과 구공업기지의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중부지
역은 광산물자원이 풍부하며 중국에서 중요한 석탄, 유색금속, 흑색금속의
생산기지다. 석탄, 금, 은, 동, 텅스텐, 보크사이트 등 약 40종의 중요 광물
과 희유광물 매장량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에너지원재료 기지다. 그 중
중부지역의 석탄 매장량은 전국의 87.5%를 차지하고, 철광 매장량은 전국
의 28.4%를 차지하며, 유색금속 생산량은 전국의 40.2%를 차지한다. 하지
만 이런 산업의 부가가치는 모두 비교적 낮으며, 폐기물 배출량이 많고 에
너지 소모가 높아서 사회적 부담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효율성 역시
매우 낮은 상태다. 따라서 자원종합개발 이용수준을 향상시켜 자원의 우위
가 산업 및 경제의 우위로 변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산업의
연관 효과를 제고하고, 에너지원재료 산업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
야 한다.
셋째, 신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중부지역은 산업기반과 인
재를 확보하고 있어 신흥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비교적 양호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뿐 아니라 중부지역은 인구가 많고 시장잠재력도 매우 크
다. 중부지역의 대학과 전문대학, 과학연구원과 기업의 협력역량을 강화해
야 하며 과학연구기구와 기업 간 상호 협력체제를 갖추고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과학연구기구와 기업의 적극성을 제고해야 한다.
2) 중심도시군을 건설해야 한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해볼 때 중부지역
은 대도시에서의 견인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중부지역은 이미 몇 개의 중
심도시군(지대)을 형성하였는데, 예컨대 중위안(中原)도시군, 우한도시군,
창주탄(长珠潭)도시군, 완장(皖江)도시대, 창주(昌九)도시대 등이 있다. 도
시군의 형성은 생산요소를 집중시키고 집약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자원환경 유지 능력이 강하고 발전기반이 비교적 탄탄한
도시군에 의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중부지역 경제발전과 인구밀집
을 유지할 수 있는 구역을 형성하여 점차적으로 주변지역의 발전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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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
3) 사회사업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11･5규획’ 기간 중부지역 사회사
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부지역의 현실상황을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교육･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부지역 공공서비스 간의 지역 차이를 줄
여야 한다. 중부지역은 인구가 많고, 특히 농업인구 비중이 매우 크므로
중부지역 인력자원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만 중부지역의 인구 압력을 완화
시킬 수 있으며 인구 대구(大區)에서 인구 강구(强區)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농촌 의무교육 지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구혁명 구역, 소수민족 지역과 빈곤층 지역의 의무교육 지원역
량을 강화하여 이런 지역의 빈곤가정 자녀들도 기본적인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동시에 시장요구를 바탕으로 중등직업교육과 재교육
을 적극적으로 양상하며 고등교육 인재배양 구조를 조정하여 중부지역의
인재 구조를 제고해야 한다. 중부지역 공공위생시스템의 투자역량을 강화
하고 도시와 농촌에 전면적으로 질병예방과 의료구조 시스템을 건립하며,
신형 합자의료제도 건립을 끊임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4) 중부협력을 강화하여 ‘중부삼각(中三角)’ 경제권을 건설하여야 한다.
2010년 7월 26일에 발표된 ‘서부청서(西部蓝皮书): 중국서부경제발전보고
(2010)’에서는 ‘11･5규획’ 기간 서부대개발은 반드시 ‘서부삼각(西三角)’
경제지역을 중점적으로 건설해야 하며 서부대개발의 선두 지역으로서 중
국 경제발전의 네번째 성장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장차
다관중(大关中)과 청위경제지대(成渝经济带)를 합쳐서 시안, 충칭, 청두
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삼각경제구를 형성할 것이며, 이 경제구는 서북, 서
남의 통합 경제중심으로서 서부의 중심 및 선두지역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하였다.
2010년 4월 3일 필자는 후난대학교 양형(两型)사회 국제연구포럼에서
“서부에서는 이미 ‘서부삼각’을 제시하였는데, 중부의 ‘중부삼각’은 어찌하
여 불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중부는 현재 구심력이 없어
이 지역을 떠나가는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이에 필자는 중부삼각경제구우한, 창사, 난창 도시군의 협력을 제시하였다. 우한은 중부에서 제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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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 중국 중부의 중심 도시이며, 4대 항공 허브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베이징과 함께 2대 고속철도 핵심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견은 이미 얼마 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다.
2004년 4월 중국지질대학의 이장안(李长安) 교수는 중국경제의 ‘제4극’은
우한, 창사, 난창의 ‘금삼각(金三角)’을 정점으로 하는 창장중류의 대도시
군(大都市帶)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징광, 징구, 저간(浙赣)선과 이미 건
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고속도로를 정점으로 연결하여 포양후(鄱阳湖), 둥
팅후(洞庭湖), 장한(江汉)의 3대 평원 자연자원의 우위를 바탕으로 그 사
이에 난창-구장(九江), 창사-웨양(岳阳) 등의 ‘경제회랑’을 건설해야 한다
는 것이다.
후베이일보 2004년 10월 21일자는 샤전쿤(夏振坤), 친준원(秦尊文)선
생의 문장을 발표하였다. ｢경제성장거점의 양성: ‘장후(江湖)삼각주’ 건설
(≪培育经济增长極：营造“江湖三角洲”≫)｣에서는 우한, 창사, 난창을
핵심으로 장한평원(江汉平原), 둥팅후평원(洞庭湖平原)과 포양후평원(鄱
阳湖平原)을 배후로 하는 삼각경제구인 ‘장후삼각주’를 제안하였다.
2006년 1월 중국민주동맹 후난성 샹탄시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샹어간 후
난, 후베이, 안후이 등 여러지역에 걸친 계획을 제정하고 중부굴기를 촉진
할 것을 건의하였다. 우한, 창주탄, 난창 도시군은 서로 300∼400㎞ 떨어
진 곳에 위치한 중부지역에 우뚝 선 대형 금삼각지역을 형성하였다. 장삼
각, 경진기(京津冀), 동북, 성유(成渝), 주장삼각주는 점차적으로 중국에서
하나의 거대한 환경제구(環經濟區)로 발전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여기에는
하나의 핵심경제구역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다.
2006년 2월 9일 장시성에서 열린 ‘양회’에서 중국민주건국회 장시성위원
회는 우한-창사-난창 대도시권의 중부삼각 구축 관련 의안을 제출하였다.
이미 형성된 우한, 창사, 난창 세 개 중심도시를 핵심으로 저간선(浙赣线),
창장중류 교통회랑을 주축으로 하여 창장삼각주와 주장삼각주에 상응하는
삼각주를 형성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력과 중심도시의 작용을 강화하려
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시군을 국제적 기능을 갖추고 다지역에 걸
친 영향력과 혁신능력을 겸비한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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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부굴기와 4개 성1) 의 경제적 위상
신태용(산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1. 머리말
2000년대 중반2) 이래 중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동부 연안
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되어 온 중국 중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
한 ‘중부굴기(中部崛起)’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중부굴기의 대상이 되
는 중국 중부의 6개 성 산시(山西), 장시(江西),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및 안후이(安徽) 중에서도 안후이, 허난, 후베이 및 후난 4개
성은 지리적으로 중부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중부굴기의 정책 효
과를 중부 6성, 나아가서는 동부 연안 및 서부로 확산시키는 데 견인차 역
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중앙정부의 기대는 2006년
4월에 공표된 ｢中共中央, 國務院關於促進中部地區崛起的若干意見｣(10
호 문건)에서 중부굴기의 핵심 추진전략의 하나로 각 성의 도시군 형성을
제시하면서 중부 4성의 각각 1개 도시군을 대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데
서도 엿볼 수 있다.3)
1) 安徽, 河南, 湖北 및 湖南의 4개 성을 지칭함.
2) 중국 중부의 발전이 중국 중앙에서 공식적으로 촉구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3월
溫家寶 총리가 ‘政府工作報告’에서 “중부 지구 굴기의 촉진”이라는 중요 전략구상
을 밝히면서 “중부지구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협조발전(協調發展)의 중요 방향”
이라고 지적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후 2006년 2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 ‘중부굴기’ 촉진을 위한 강령을 담은 ｢促進中部崛起的若干意見
(中部崛起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 채택되면서 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3) 후베이성의 ‘武漢成市圈’, 허난성의 ‘中原成市群’, 후난성의 ‘長株潭成市群’ 및 안후
이성의 ‘皖江成市帶’ 건설 구상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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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부굴기 중에서도 안후이, 허난, 후베이 및 후난의
4개 성을 대상으로 중국 전체 및 중부 6성에 대한 경제적인 위상을 검토
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검토 작업은 중부굴기 정책이 지니는 잠재력과 제
약, 중부굴기 정책에서 중부 4개 성이 갖는 중요성과 한계에 대한 개괄적
인 파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 틀은 중부 4개 성의 주요경제지표를 중국 전체 및 중부 6성의 합
계와 비교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여기에 덧붙여 중국 국가발전화개혁위원
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가 2009년 9월에 발표한 ‘中部地區崛起促進
規劃’의 핵심사업인 이른바 ‘3개 기지, 1개 허브’4) 건설 계획에서 중부 4
개 성의 위상, 그리고 중국이 2008년 말에 수정하여 시행 중인 ‘中西部地
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을 통해 중부 4개 성의 외국인투자 중점 유치
분야를 보완하여 검토함으로써 한국과 중부 4성의 투자협력 가능성을 검
토해 보기로 한다.
주요경제지표는 이를 기본환경, 생산환경, 시장환경 및 개방환경으로 나
누고 각각 3～5개의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중국 전체 및 중부 6성, 그리고 중부굴기의 핵심지역으로 인식되
어온 중부 4성을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하기 위해 중국 통계국의 중국통
계연감을 집중적으로 활용했음을 부기한다.

2. 주요경제지표 분석
(1) 기본환경

기본환경 분석을 위해 인구, 면적 및 교통 인프라 지표를 채택하였는데,
교통 인프라는 다시 철도운행 연장, 도로 연장 및 내하수 연장 거리를 각
각 비교하였다.
4) 3개 기지: 중국 중부지역을 식량생산기지, 에너지원재료기지 및 현대장비업･고부가
가치산업기지로 발전시킴.
1개 허브: 중국 중부지역을 중국의 종합교통운수(綜合交通運輸) 허브로 발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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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중부 4성의 기본환경
교통 인프라

구 분

인구
(2008년
만 명)

면적
(만㎢)

전국

132,802
(100)

960.0
(100)

79,687
(100)

3,730,164
(100)

122,763
(100)

중부 6성

35,466
(26.7)

102.8
(10.7)

18,493
(23.2)

1,020,994
(27.4)

32,624
(26.6)

중부 4성

27,655
(78.0)

70.43
(68.5)

12,519
(67.7)

762,406
(74.7)

26,519
(81.2)

철도운행 연장
(2008년, ㎞)

도로 연장 내하수운 연장
(2008년, ㎞) (2008년, ㎞)

주: 중부 6성 및 4성의 ( ) 안 수치는 각각 전국 및 중부 6성 대비 비중임.
자료: 中國統計年鑑2009.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부 4성의 인구는 약 2억 7,700만 명(2008년)으로
중부 6성 인구의 78%를, 중부 6성의 인구는 약 3억 5,500만 명으로 중국
전체의 27%를 점하고 있다. 이 수치는 앞으로 중부 4성의 경제력을 중부
굴기 대상 6개 성 합계와 비교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예컨대 중
부 4성의 공업 총생산액이 중부 6성 합계의 78%보다 높다면 중부 4성의
공업생산기반은 중부 6성의 평균보다 강한 것이며, 반면에 78%보다 낮다
면 중부 4성의 공업생산기반은 중부 6성의 평균보다 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중부 4성의 면적은 70만 4,000㎢로 중부 6성 합계의 69%를, 중부
6성의 면적은 102만 8,000㎢로 중국 전체의 11%를 점하고 있다. 이 수치
는 교통 인프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중부 4성의 철도운행 연
장은 1만 2,519㎞로 중부 6성 합계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중부 4성의
도로연장과 내하수운 연장은 각각 중부 6성 합계의 75% 및 81%를 점하고
있다. 이 수치를 통해 중부 4성의 철도운행 인프라는 대략 중부 6성 평균
수준이나, 도로운행과 내하수운 운행 인프라는 중부 6성 평균에 비해 상당
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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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환경

생산환경 분석을 위해 전 산업 평균임금, 제조업 평균임금, 외상투자기
업 직공 평균임금,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를 각각 비교하였다.
표 2. 중국 중부 4성의 생산환경
구 분

전 산업 평균임금 제조업 평균임금
(2008년, 위안)
(2008년, 위안)

외상투자기업
직공 평균임금
(2008년, 위안)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
(2008년, 만 명)

전국

29,229
(100)

24,192
(100)

32,653
(100)

2,021.0
(100)

중부 6성

24,232
(82.9)

21,180
(87.5)

23,989
(73.5)

548.6
(27.1)

중부 4성

24,422
(100.8)

21,881
(103.3)

25,611
(106.8)

419.5
(76.5)

주: 중부 6성 및 4성의 ( ) 안 수치는 각각 전국 및 중부 6성 대비 비중임.
자료: 中國統計年鑑2009.

분석 결과를 보면, 중부 4성의 임금 수준은 전반적으로 중부 6성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 산업 평균임금은 2만 4,422위안으로 중부 6
성 평균보다 0.8% 높고, 제조업 평균임금과 외상투자기업 직공 평균임금
은 각각 2만 1,881위안 및 2만 5,611위안으로 중부 6성 평균보다 각각
3.3% 및 6.8%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는 419만 5,000명으로 중부 6성의 76.5%를
점하고 있다. 중부 4성의 총인구는 중부 6성 총인구의 78%를 차지하고 있
다. 따라서 총인구 비중을 판단지표로 적용하면, 중부 4성의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의 총인구 대비 비중은 중부 6성 평균보다 낮은 셈이다.
이 분석을 통해 중부 4성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은 중부 6성 평균보다
높고, 고등교육 기반이 그다지 강하지 못해 기술혁신, 제품의 고부가가치
화 추진 기반은 중부 6성 평균에 비해 다소 약하다는 잠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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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환경

시장환경 분석을 위해 GDP 총액, 최종소비지출, 1인당 소비액, 공업 총
생산액, 그리고 도소매업 종사자수를 각각 비교하였다.
표 3. 중국 중부 4성의 시장환경

구 분

전국
중부 6성
중부 4성

GDP 총액
(2008년,
억 위안)

주민 1인당
소비액
(2008년, 위안)

최종소비지출*
(2008년,
억 위안)

공업총생산
(2008년,
억 위안)

도소매업
종사자수
(2008년,
만 명)

30,0670.0

8,183

149,112.6

507,448.3

514.4

(100)

(100)

(100)

(100)

(100)

63,188.0

6,353

30,945.6

80,722.3

115.8

(21.0)

(77.6)

(20.8)

(15.9)

(22.5)

49,769.0

6,474

24,663.0

62,198.8

89.0

(78.8)

(101.9)

(79.7)

(77.1)

(76.8)

주: * 최종소비지출 = 주민소비지출 + 정부소비지출.
중부 6성 및 4성의 ( ) 안 수치는 각각 전국 및 중부 6성 대비 비중임.
자료: 中國統計年鑑2009.

분석 결과를 보면, 중부 4성의 GDP 총액(2008년)은 4조 9,769억 위안으
로 중부 6성 합계의 79%, 주민 1인당 소비액은 6,474위안으로 중부 6성
평균의 102% 수준, 최종소비지출은 2조 4,663억 위안으로 중부 6성 합계
의 80%로, 각각 중부 6성 평균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공업 총생산액(2008년)은 6조 2,198억 위안으로 중부 6성 합계의
77%, 도소매업 종사자수는 89만 명으로 역시 중부 6성 합계의 77% 수준
을 보이고 있다. 중부 4성의 중부 6성 대비 총인구 비중을 감안할 때, 이
2개 분야는 중부 6성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중부 4성의 공업 및 도소매업 기반은 다소 약하다. 취
약한 산업기반에도 불구하고 중부 4성의 일반적인 소비 수준은 중부 6성
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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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방환경

개방환경 분석을 위해 수출입액, 무역의존도, FDI 유입액을 각각 비교하
였다.
표 4. 중국 중부 4성의 개방환경

구분

전국

대외무역액
(2008년,
억 달러)

수출액
(2008년,
억 달러)

수입액
(2008년,
억 달러)

25,632.6

14,306.9

11,325.6

(100)

(100)

(100)

989.4

591.8

397.4

(3.9)

(4.1)

(3.5)

709.2

422.0

287.1

(71.7)

(71.3)

(72.2)

중부 6성
중부 4성

434,937

외상투자
등록자본
(외자분,
2008년 말,
억 달러)
10,389

(100)

(100)

무역의존도 外商投資企業數
(2008년,
(2008년 말,
%)
戶)
59.2
10.9
10.5

38,142

712

(8.8)

(6.9)

29,334

487

(76.9)

(68.4)

주: 중부 6성 및 4성의 ( ) 안 수치는 각각 전국 및 중부 6성 대비 비중임.
자료: 中國統計年鑑2009.

분석 결과를 보면, 중부 4성의 수출액 및 수입액(2008년)은 각각 422억
달러 및 287억 달러로 각각 중부 6성 합계의 71%, 72% 수준을 보인다.
이에 따라 중부 4성의 무역액은 709억 달러로 중부 6성 합계의 72%를 차
지하고 있다. 이는 중부 4성의 대외무역 활동 수준이 중부 6성 평균을 밑
돌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중부 4성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10.5%로 중부 6
성 전체의 10.9%를 하회하고 있다.
또한 중부 4성의 외국인투자기업 수(2008년 말)는 2만 9,300여 호로, 중
부 6성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등록자본금(외자분)은
487억 달러로 중부 6성 전체의 68%에 머물러 있다. 이를 보면, 중부 4성
의 외자유치 및 활용 정도는 중부 6성 평균을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중부 6성의 대외무역액이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 외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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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수와 외투등록자본 규모가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중부 6성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부 4성의 대외무역 및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은 이 지역의 지체(遲滯)된
대외개방 환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3개 기지, 1개 허브’ 건설 계획 검토
여기서는 지난해 9월 중국 국가발전화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
會)가 발표한 ｢中部地區崛起促進規劃｣의 핵심 사업인 ‘3개 기지, 1개 허
브’5) 건설 계획과 중부 4성의 위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3개 기지, 1개
허브 건설 계획은 중국 중앙정부가 인식하는 중국 중부지구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향후 추진할 중부굴기의 중점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설계획에서 중부 4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곧 중부 4성
이 중부굴기 계획의 전반적인 추진에서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
표 5. 중국 중부 4성별 ‘3개 기지, 1개 허브’ 건설 계획
대분류

에너지원
재료기지

장비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중분류

안후이성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대형석탄기지 건설

◯

◯

△

△

전력기지 및 전력망
건설

◯

◯

◯

◯

원재료 精深 가공
발전

철강/비철/
석화

석화

철강 /석화

중요 광물 자원탐사
강화

비철

철광석/
비철

철광석/
비철

우라늄/
비철

장비제조업 대폭
발전

에너지절약
설비/
자동차

고압개
폐설비

청정고효율
발전설비/고
압개폐설비/
자동차

청정고효율
발전설비/고
압개폐설비/
궤도교통
설비

5) 주 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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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대분류

중분류

장비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고부가가치산업
발전
전통제조업
기술개조

안후이성

허난성

후베이성
민항기조립

우량 안전･녹색식품/가전제품/전통섬유의류/현대제지

전국적 교통 허브
도시 건설
종합교통
운수 허브
건설

후난성

철도망건설 가속

◯
◯

◯

간선도로확충

◯
◯

◯

◯

◯

공항 건설 가속

◯

◯

◯

◯

內河水運확충

◯

◯

◯

◯

◯

◯

현대물류시설 건설
주: 1) ○: 해당사항 有, △: 현상 유지, 구조조정.

2)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각 성 공통, 전자정보/바이오/신에너지･신소재/군민융합.
자료: 중국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中部地區崛起促進規劃｣을 활용, 요약.

지면의 제약과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경제교류 기대 분야를 감안, 식
량생산기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만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 5]는 ‘3개 기지, 1개 허브’의 주요 사업내용을 다시 중분류하고 각 항
목별로 사업이 언급되어 있는 성을 조사하여 이를 각 성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에너지원재료 기지 건설 사업의 4개 중분류 사업, 즉 대
형석탄기지 건설(후난, 후베이성은 구조조정), 전력기지 및 전력망 건설,
원재료 정밀 가공(후난성은 언급 없음), 중요 광물자원 탐사에서 중부 4개
의 각 성은 모두 사업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원재료 청심 가공에서
는 비철금속과 석유화학, 중요 광물자원 탐사에서는 철광석과 비철금속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장비제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 발전 분야에서는 에너지 절약
설비, 자동차, 고압개폐설비, 청정고효율 발전설비, 궤도교통설비 관련 장
비제조업의 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4개
- 40 -

중국 중부굴기와 4개 성의 경제적 위상

성 모두 전자정보, 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군민융합산업 육성이 언급되
고 있는 가운데 후난성에서는 민항기 조립산업의 발전도 구상하고 있다.
전통제조업의 기술개조에 대해서는 4개 성 공통으로 우량･안전 ･녹색식품,
가전제품, 전통섬유의류, 현대제지산업의 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종합교통운수허브 발전 분야에서는 4개 성 모두 철도망 건설 가속
화, 공항 건설 가속화, 내하수운 확충을 도모하는 가운데, 몇몇 분야에서는
일부 성에서의 중점 발전이 계획되고 있다. 즉 전국적 교통허브 도시 건설
은 허난성과 후베이성에서, 간선도로 확충은 후베이성과 후난성에서, 현대
물류시설 건설은 허난성과 후베이성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우리는 중부 4성이 ‘중부굴기’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3개 기지, 1개 허브’ 계획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중부 4성은 에너지원재료산
업, 장비제조업･고부가가치산업 및 종합교통운수산업 등에서 중부굴기의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외자유치 중점 분야 검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경제발전은 왕성한 외국인투
자 유입에 힘입은 바가 컸다. 중국이 중부지역의 경제발전에 눈을 돌리면
서 중부 4성이 과연 어떤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기대하는지 살펴보는 일
은 향후 한국과 중부 4성 간의 투자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긴
요할 것이다.
중국 국가발전화개혁위원회는 상무부 등과 공동으로 2008년 12월 ｢中
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유치 중점 산
업 리스트-2008년 수정판)을 발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여기서는 이 리스트를 토대로 중국 중부 4성의 외국인투자 유치 중점 분
야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음 표는 앞에서 말한 리스트에 나와 있는 각 성별 외국인투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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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분야 가운데 3개 성 이상에 해당되는 분야를 선정해 놓은 것이다. 이
표를 통해 우리는 중부 4성에서 집중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
분야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중부 4개 성에서 모두 외국인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분야는 동식물 약재,
중약재 개발생산, 포장 장식 인쇄품 인쇄, 신형 시멘트 생산(일산 4,000톤
이상), 전신(電信) 부가가치 서비스, 도로여객운수, 도시 가스, 열, 수도 공
급망 건설/ 관광지 보호, 개발 등이다. 이 분야들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살
펴본 ‘3개 기지, 1개 허브’ 건설 계획 추진에 긴요한 품목들이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이 건설 계획을 지원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표 6. 중국 중부 4성의 외국인투자 중점 유치 분야
구 분
동식물약재, 중약재 개발 생산
포장 장식 인쇄품 인쇄
신형시멘트 생산(일산 4,000톤 이상)
電信 부가가치 서비스
도로 여객 운수
도시 가스, 열, 수도 공급망 건설
관광지 보호, 개발 및 경영
고급 직물, 의류 제조
자동차 부품 제조
비철금속 精深 가공
직업교육기구

중복 수
4
4
4
4
4
4
4
3
3
3
3

해당 성
安徽, 河南, 湖北, 湖南
〃
〃
〃
〃
〃
〃
安徽, 河南, 湖北
〃
安徽, 河南, 湖南
安徽, 湖北, 湖南

자료: ｢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을 이용, 작성.

한편 중부 4성 중 3개 성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분야는 고급
직물, 의류 제조, 자동차 부품 제조, 비철금속 정밀 가공, 직업교육 기구
등이다. 이는 전통산업 기술개조와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3개 기지’ 건설 계획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품목들이어서 역시 외국인투
자 유치를 통해 3개 기지 건설, 나아가서는 중부굴기에 활력을 불어 넣으
려는 중국 중앙정부의 의지가 표출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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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직업교육 기구 분야를 중부 4성 중 대다수에
서 중점 유치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력 교육을 통해 인
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향후 중부굴기의 성패와 관련하여 크게 중시되고
있다는 증거다. 30여 년간의 압축성장으로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이른
한국의 개발경험이 직업교육을 통해서 중국 중부 4성의 개발에 기여할 수
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요약과 대응
이상의 분석을 통해, 중부 4성의 전국 및 중부 6성 합계에서 경제적 위
상과 에너지원재료, 공업, 교통운수 분야의 개발 중점, 그리고 외국인투자
유치 중점 분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
해 잠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중부 4성의 경제적 위상 평가
- 중부 4성의 기본환경, 생산환경 및 개방환경은 중부 6성 평균에 비해
취약하다.
- 다만 시장환경, 특히 소비 규모 및 소비 수준은 비교적 높아 시장 발
전이 기대되고 있다.
-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시장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는 생산 및 개
방 환경의 개선, 확대가 요망된다.
□ ‘3개 기지, 1개 허브’ 건설 계획과 중부 4성의 위상 평가
- 중부 4성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교통물류의 발전을 지향하는 ‘3개
기지, 1개 허브’ 계획 실시의 중요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요 산업발전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각 성 및 주요 도시
의 산업입지 계획을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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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 4개 성의 외국인투자 유치 중점 분야 평가
- 4개 성의 외국인투자 유치 중점 분야는 대체로 ‘3개 기지, 1개 허브’
건설 계획의 큰 틀과 일치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가 중부 4성의
장기 발전에 안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국인투자 유치 희망 품목이 4개 성 전체 혹은
다수의 성에서 중복되므로 과열경쟁의 우려도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 중부 4성의 경제교류에 대한 대응방
안을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중부 4성은 지리적 위치를 감안할 때, 중부의 중심으로서
중부굴기의 발전을 견인할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 투자자
의 입장에서는 중부 4개 성에 국한하지 말고 중부굴기의 대상인 중부 6성,
나아가서는 중국 전체의 발전전략, 산업입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대상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부 4성의 투자환경이 반드시 중
부 6성의 평균보다 양호하다고 할 수 없으며, 중국 전체의 투자환경에 비
해서도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조치다.
둘째, 중부 4성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발전 잠재
력에 착목, 한 중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을 각 산업, 각 성의 개발구 등을
중심으로 좀더 미시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는
주로 매크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지만, 실제 교역･투자 활동은 중국의
중부 4성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개략
적인 검토 자료일 뿐이다. 한국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중부 각
성의 주요 도시군을 중심으로 자신의 아이템을 가지고 보다 면밀한 투자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어도 중부지구의 6개 성 사이에는 시장진입 제한이나 시장분할
행동에 대한 유효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
당국도 ‘中部地區崛起促進規劃’(2009. 9)에서 향후 정책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부지역의 경제발전은 그 지리적 위치를 감안할 때, 동부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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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다는 훨씬 더 내수 중심적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 중
부 6성 내에서만이라도 원활한 자본, 원자재, 상품 등의 유통이 이루어진
다면, 이는 중부지역의 생산, 시장기반 확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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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 중류 도시군의 구축 평가
秦尊文(湖北省 社會科學院 副院長)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연해지역의 개혁개발전략을 상징하는 지역간 비
균형적 발전단계와 서부대개발, 동북 노공업기지 진흥전략, 중부굴기 전략
을 상징하는 지역경제의 조화발전단계를 겪었으며, 국토개발의 구조는 이
에 맞게 연해지역 우선에서 연해와 연강지역이 동등하게 중시되는 시기에
진입하게 된다. 게다가 연강(沿江)지역의 발전전략 역시 창장삼각지역(长
江三角洲)에서 창장 유역 일대로 전면적으로 확대 추진되었다. 창장중류
도시군(長江中游城市群) 구축은 창장유역과 전국 국토의 전면적 개발, 중
부지역 굴기 촉진, 새로운 경제성장점의 확립에 대하여 중요한 전략적 의의
를 갖는다.

1. 창장중류 3성 도시군 발전 개황
(1) 우한도시권(武漢城市圈)

우한도시권은 후베이성(湖北省)과 우한시의 지도자가 2002년 초 성(省)
의 사회과학원 학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설립되었다. 그 범위는 우한(武汉),
황스(黄石), 어저우(鄂州), 샤오간(孝感), 황강(黄冈), 시엔닝(咸寧)과 치엔
장(潜江), 톈먼(天门) 등 9개 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국무
원(国务院)은 우한도시권을 전국자원절약･환경우호형 사회건설종합개혁실
험구(社会建设综合配套改革试验区)로 승인하였다. 우한도시권의 국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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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5만 7,800㎢이며 후베이성 면적의 31.1%를 차지한다. 또한 그 환경･
자연조건이 우수하고 도시밀집도 역시 비교적 높으며 경제기초도 양호하
다. 2009년 우한도시권의 인구는 성 전체 인구의 52.4%로 성의 GDP 중
60.07%, 지방재정 일반예산 수입의 53.7%, 사회상품소매총액의 61.44%를
차지하였고, 실제이용 외자액은 성 전체의 80% 이상으로 후베이성에서 경
제력이 가장 높은 핵심 구역이다(표 1 참고). 우한도시권은 중부지역 6개
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중부 중에도 중간에 위치한 종합적 지역 우위
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독특한 작용을 하고 있다.
표 1. 2008~09년 우한도시권 주요경제지표
(단위: 만 명, 억 위안)

연도

우한도시권

후베이성

비중(%)

지표

2008

2009

2008

2009

인구

2994.60

2997.16

5720

52.44

52.40

지역총생산

6972.11

7707.46 11330.38 12831.52

61.53

60.07

2008

2009

5711

고정자산투자

3707.96

5048.29

5798.56

8211.85

63.95

61.48

사회소비품소매총액

3150.42

3642.59

4965.82

5928.41

63.44

61.44

385.83

437.51

710.24

814.78

54.32

53.70

지방재정일반예산수입

(2) 3+5 도시군

3+5도시군은 창주탄(长株潭)도시군을 기초로 확장된 것이다. 창주탄도
시군은 1982년 최초로 후난성(湖南省) 사회과학원 학자의 건의로 설립되
었다. 그 범위는 창사(长沙), 주저우(株洲), 샹탄(湘潭) 3개 시를 포함하며
면적은 2만 8,000㎢로 성 전체의 13.2%를 차지한다. 2007년 12월 우한도
시권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전국자원절약･환경우호형 사회건설종합개혁실
험구(社会建设综合配套改革试验区)로 승인되었다.
2006년 11월 후난성은 정식으로 ‘3+5’ 도시군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기
존 창주탄의 기초 위에 이양(益阳), 로우디(娄底), 위에양(岳阳), 창더(常
德), 헝양(衡阳) 5개 시를 포함시켰다. ‘3+5’ 도시군의 면적은 9만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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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고 성 전체의 45.3%의 비중을 차지한다. 2009년 ‘3+5’ 도시군의
인구는 4,138만 1,600명에 달하며 지역총생산은 1조 347억 4,800만 위안이
고 지방재정일반수입은 537억 100만 위안으로 각각 성 전체에서 59.97%,
80.02%, 63.5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8년 실제이용 외자금액은 31억
8,700만 위안이며 성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58%으로 후난성 경제
발전의 핵심적 성장점이다(표 2 참고).
표 2. 후난 3+5 도시군 주요경제지표
(단위: 만 명, 억 위안)

연도

3+5 도시군

후난성

비중(%)

지표

2008

2009

2008

인구

4,094.38

4,138.16

6,845.20

지역총생산

8,760.51 10,347.48 11,156.64 12,930.69 78.52 80.02

고정자산투자

4,181.91

5,660.51

5,649.97

7,695.35 74.02 73.56

사회소비품소매총액

3,147.63

3,756.88

4,119.66

4,913.75 76.41 76.46

449.20

537.01

717.02

844.96 62.65 63.55

지방재정일반예산 수입

2009

2008

2009

6,900.2 59.81 59.97

(3) 포양후생태경제구[환포양후도시권(環鄱陽湖城市群)]

2005년 초 장시(江西)성은 난창(南昌), 간저우(赣州), 푸저우(抚州)를 중
심으로 3개 도시권 건설 구상을 제시하였으며, 2006년 12월 장시성은 난
창을 중심으로 하는 환포양후도시권(環鄱阳湖城市群)을 먼저 집중적으로
건설하자는 사회과학원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2008년 장시성은 포양후생
태경제구(鄱阳湖生态经济区) 건설을 결정했으며 2009년 12월 ｢포양후생
태경제구규획(鄱阳湖生态经济区规劃)｣은 국무원의 허가를 받고 정식으
로 국가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승급하였다. 포양후생태경제구의 면적은 5만
1,200㎢이고 장시성 전체 국토면적의 30%이며, 인구는 성 전체의 약 45.6%
를 차지한다. 2008년 지역총생산은 3,948억 위안으로 장시성 GDP의 60.92%
를 차지하고 고정자산투자액과 사회소비품소매총액 모두 성 전체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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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투자액과 사회소비품소매총액 중 50% 이상을 차지한다. 동시에 이 지
역은 장시성 대외경제의 중요한 창구로서 2008년 실제이용외자액은 23억
500만 위안이며 성 전체의 실제이용외자액 중 63.32%의 비중을 차지한다
(표 3 참고).
표 3. 2008년 포양후생태경제구 주요 경제발전지표
(단위: 만 명, 억 위안)

지역
지표
인구
지역총생산

포양후 생태경제구

장시성

비중(%)

2,006.6

4,400.1

45.60

3,948

6,480.3

60.92

고정자산투자총액

2,808.49

4,738.6

59.27

사회소비품소매총액

1,182.36

2,082.8

56.77

지방재정일반예산수입

227.79

488.6

46.62

실제이용외자(억 달러)

23.05

36.4

63.32

(4) 이징징(宜荆荆)도시군

2002년 후베이성 사회과학원은 ‘이징징(宜荆荆)도시권’(이징징도시군)
건설을 제시하였다. 후베이성은 2010년에 ｢정부공작보고｣에서 “적극적인
신형도시화 추진, 우한도시권의 건설과 동시에 이징징(이창: 宜昌, 징저우:
荆州, 징먼: 荆门) 등 새로운 도시군을 점차 형성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을
제출하였다. 그중 이창은 성의 부중심 도시와 후베이성 창장 경제벨트 상
단의 중심도시로 인식되며, 경제력과 총량은 성 전역에서 우한에 버금간
다. 징저우는 후베이 창장경제벨트 중부의 중심도시이며, 문화의 층이 두
텁고 경공업 발전이 매우 빠르다. 징먼은 후베이 전통 노후공업 기지이며
공업기초가 양호하다. 이징징도시군의 면적은 4.81만㎢이며 성 전체 면적
의 25.87%를 차지한다. 2009년 총 인구는 1,349만 7,400명이며 지역총생산
은 2,554억 9,500만 위안으로 성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6%와
19.9%이다. 또 고정자산투자액, 사회소비품소매총합과 지방재정 일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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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등 주요한 경제지표가 성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3%,
19.31%와 11.71%이다(표 4 참고).
표 4. 2008~09년 이징징(宜荆荆)도시군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만 명, 억 위안)

연도
지표

이징징도시군
2008

2009

후베이성

비중(%)

2008

2009

2008

2009

5,711

5,720

인구

1,346.67

1,349.74

23.58

23.6

지역총생산

2,170.96

2,553.95 11,330.38 12,831.52 19.16

19.9

고정자산투자

1,025.04

1,502.65

5,798.56

8,211.85 17.68

18.3

947.65

1,144.61

4,965.82

5,928.41 19.08 19.31

77.68

95.44

710.24

814.78 10.94 11.71

사회소비품소매총액
지방재정일반예산수입

다년간의 발전을 거쳐 3개 지역의 산업융합 추세는 끊임없이 강화되었
으며 시장일체화 역시 줄곧 추진되어 이미 도시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도시군 건설 열정도 왕성하다.

2. 창장중류도시군 구축이 국가의 주요 기능구 요구에 부합
이 4개 도시군은 지리적으로 3개 성의 범위를 넘었으나 아직 유기적인
틀을 형성하지 않았다. 4개의 도시군을 기초로 한 창장중류도시군 구축은
국가의 관련 정책, 특히 국가의 주요 기능구 규획 요구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2006년 3월 14일 제10회 인민대회 4차회의에서 통과된 ｢중국 국민경제
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 강령(中华人民共和国 国民经济和社会
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 이하 강령)｣에서는 전문적으로 ‘주요 기능
구의 추진과 형성(推进形成主体功能区)’을 한 장으로 다루고 있다. 강령
에서는 자원환경 담당능력, 현존하는 개발밀집도와 발전잠재력, 미래 중국
의 인구분포, 경제구조, 국토이용과 도시화 형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고려
하여 국토공간을 최적화개발, 중점개발, 개발제한, 개발금지의 네 가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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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구로 분류하였다. 소위 최적화개발구역은 국토개발 밀도가 이미 비교
적 높고 자원환경 담당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구역이다. 또 중점개발구역
은 자원환경 담당능력이 비교적 강하고 경제와 인구 클러스터 조건이 비
교적 좋은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자원환경 담당능력이 비교적 약하고
대규모 집적경제와 인구조건이 그다지 좋지 않으므로 전국 혹은 비교적
큰 지역범위의 농산품 공급안전 또는 생태안전과 연관되는 지역이다. 개발
금지구역은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각종 자연보호구역이다. 이와 같이 주요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지역정책과 성과평가를 개선하고 공간개발 질서를
규범화하여 합리적 공간개발구조를 형성한다.
그림 1. 창장중류도시군 범위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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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와 성 양쪽의 주요 기능구 규획 작성을 요구하고,
2020년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주요 기능구 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2010
년 6월 12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전국 주요 기능구 규획(全国主体功能
区规劃, 이하 규획)이 통과하였다. 본 규획은 환보하이(環渤海)지역, 창장
삼각주와 주장(珠江)삼각주지역을 ‘국가최적화개발구역(国家優化开发区
域)’에 속하게 하였다. 그 발전방향은 방대한 토지점용 의존을 개선하고,
고소모 자원･고오염 배출을 통한 빠른 경제성장 패턴에서 벗어나 질과 효
율 제고를 우선 고려하고, 글로벌 분업과 경쟁 단계에 참여하여 전국 경제
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발전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주요 지역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중원지역, 창장중류지역, 청위(成渝)지역, 후바오어
(呼包鄂)지역, 하창(哈长)지역, 동롱하이(东陇海)지역 등 12개 지역을 ‘국
가중점개발지역(国家重点开发区域)’에 포함시켰으며, 그 발전방향은 충분
한 기초설비와 창업환경 투자 개선, 산업클러스터 발전 촉진, 강건한 경제
규모, 공업화와 도시화 발전, 최적화개발지역의 산업이전 담당, 개발제한구
역과 개발금지구역의 인구이동을 담당하여 점차 국가 경제발전과 인구 클
러스터의 성장점을 지탱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3대 최적화개발구역은 현재 중국경제 발전의 선도자인 동시에
현실적인 3대 성장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2개 국가중점개발지역은 전
국 지역협조발전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지역이다. 그중 몇 가지
중요 개발지역 도시군의 틀은 초기에 형성되었고 일체화 조건을 구비하여
아마도 새로운 대도시군으로 성장할 것이다. 창장중류지역은 유일하게 3개
성을 가로지르는 중점개발지역으로 가장 먼저 일체화가 구축될 전망인 대
도시군이다.
대도시군 구축에는 하나의 중심도시가 필요하다. 주요 기능구의 요구와
중부지역 발전의 필요에 근거하면 우한은 마땅히 이러한 중심도시로 건립
되어야 한다. 2009년 9월 국무원에서 통과한 중부굴기촉진규획(促进中部
崛起规劃)은 “우한을 중심으로 창장의 편리한 수로에 의지하여 이창, 징
저우, 위에양, 어저우, 황강, 황스, 지우장 등 연강 도시의 종합적인 경제력
을 강화하여 산업클러스터의 기틀을 만든다”라고 제시하였다. 201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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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우한시의 총체적 도시규획에 대하여 우한시를 “중국 중부지역의
중심도시”라고 회답하였다. 매우 분명한 것은 우한은 마땅히 창장중류도시
군 중심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장중류도시군 구축은 이 일대의 도시 분포를 더욱 지프의 법칙(Zipf’s
Law)과 부합하게 하였다. 즉, 두 번째 도시의 인구는 최대의 1/2이며, 세
번째 도시는 최대도시의 1/3, 기타도시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예측 가능하
다. 첫 번째 도시와 두 번째 도시의 인구비는 도시수위도(城市首位度)라
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도시수위도는 2와 같거나 살짝 작은 것이 정상 혹
은 적당하다고 본다. 만약 2보다 크다면 불균형이며 과도하게 집중된 추세
라고 본다. 사람들은 우한을 ‘독특하고 큰 한 그루의 나무(一树独大)’라고
자주 말한다. 우한도시권과 후베이성의 도시수위도는 대단히 높기에(각각
7.9와 5.8임) 지프의 법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우한을 창장중
류의 3성에 편입하여 생각한다면 수위도는 2.87로 낮아진다. 만약 창주탄
이 두 번째 도시로 합쳐지면 1.75의 수치로 낮아진다. 우한은 원래 전국적
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영향 범위를 후
베이성만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만약 영향 범위를 성(省) 내로 제한할 경
우 자연스럽게 수위도는 약간 높아진다. 이는 우한이 우한도시권의 첫 번
째 도시로만 제한될 수 없으며 더욱 큰 도시군의 첫 번째 도시가 될 수 있
는 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 더욱 넓은 범위에서 우한이 첫 번째 도시
로 여겨진다면 지프의 법칙과도 부합된다.

3. 교통기초설비를 돌파구로 창장중류도시군을 구축
(1) 창장 항해운송

창장중류는 전체 창장 유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며 전국에서 동부･중
부･서부 3대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류의 순조로움은 창
장이 순조로움이며 중부의 활기는 바로 전국의 활기이다(中游畅则长江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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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部活则全国活)”. 현재 국가의 관련 부서와 위원회는 이 3개 성을 매우
중시하며 이를 계기로 한층 더 개발된 수로를 통하여 3개 성의 융합을 강
화하고, 특히 창장중류 항구지대(港口群) 건설을 통하여 창장중류 도시군
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1) 후베이(湖北)
2008년 5월, 중국 공산당 성 위원회는 우한의 신(新)항구(이하 ‘우한신
강’) 건설에 대한 중대한 전략을 세웠다. 우한신강은 우한, 어저우, 황강,
시엔닝의 4개 시에 걸쳐 있으며 총 면적은 9,300㎢이다. 성 정부의 지도하
에 집중적인 규획, 건설, 투입을 통하여 성과 시가 각 지역과 연합하는 태
세를 형성했다. 2009년 우한신강의 물동량은 8,657만 톤이며, 전년대비
4.11% 성장하였다. 우한신강은 창장의 연결체가 되기 위하여 현재 창장중
류의 수상운송 중심지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억 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항구, 천만 개의 콘테이너’를 건설하고 현대수운물류, 종합보세서비
스, 임강(临江)산업개발을 포괄하는 현대항, 국제항, 중추항을 건설하여 창
장중류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선도하고자 한다.
2) 후난
위에양은 유일하게 창장과 인접해 있는 도시이다. 동팅후(洞庭湖)의 수
계는 시앙베이(湘北), 시앙시(湘西), 시앙난(湘南)의 3대 지역과 시앙지앙
(湘江), 즈지앙(资江), 위안지앙(沅江), 리수이(澧水)의 4대 강물이 연결되
는 지점이며 수운 네트워크망은 성의 범위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2009년 위에양 항구의 화물 물동량은 6,539만 톤이며, 그중 청링지항(城陵
矶港)의 화물물동량은 1,653만 톤이다. 창사(长沙) 신항구의 총 화물물동
량은 436만 톤으로,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한 편의 글로 창사시의
우위를 표현하자면 “시앙지앙(湘江)의 북쪽으로 800리를 가면 동팅후가
나오고 창사의 위대한 해양경제문명이 시작된다. 창주탄도시군과 우한도시
권이 연결되고 ‘중부도시 내부’의 전략수단을 공동으로 담당한다. 베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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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北拓)에서 동팅후에 도착한 후 창사는 비로소 강을 지나 바다에 도착
하는 도시가 되고 창사 경제 역시 내륙경제에서 해양경제 문명으로 넘어
간다. 후난의 항구와 해양운송은 두 대도시군과 두 실험구의 연결점임에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다.
3) 장시(江西)
‘11･5규획’ 이래 항공운송의 투입을 확대하고 건설속도와 프로젝트 비
축 확대로 주요 지류와 창장 주류의 협조적 발전을 실현하고 수상운송 발
전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여 내륙수운의 빠르고 튼튼한 발전을 추진한
다. 2009년 지우장항구의 화물 물동량은 2,308만 1,000톤으로 창장 수상운
송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대비 1.4% 증가하였다. 2010년 4월 장시(江
西)성 인민정부는 ‘창장 수로건설의 수운발전수준 제고에 관한 몇 가지 의
견(关于长江黄金水道建设提昇水运发展水平的若干意见)’에서 ‘12･5규획’
시기 말에 새롭게 Ⅱ급 156km 항로와 Ⅲ급 180km 항로가 증설될 것이며
창장, 간지앙(赣江), 신지앙(信江)의 고급 항로를 골격으로 하는 포양후(鄱
阳湖) 고급 항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4) 교통운송부
창장중류 지역에 ‘우한신강을 주체로’, ‘이창, 징저우, 황스, 창사, 위에
양, 지우장, 난창을 종합운송의 주 골격으로’, 또 ‘중부지역의 중요한 항구
를 보충’하는 국내 종합운송 환적집산기지(国内综合运输中转集散基地)
를 만든다. 중점적으로 에너지, 철강, 화공원료, 완제품, 건축재료 및 대외
무역 물자 등 대량의 화물이 환승할 수 있는 항구를 건설하고 철로, 수로
연계항을 신속히 건설한다. 동시에 야금공업의 원료, 완성품, 건축자재 환
적을 주로 하는 중소형 항구도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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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

현재 한창창(汉长昌) 고속도로는 순환노선이 완성되었다. 우한에서 출
발하여 시엔닝-츠비(咸宁―赤壁)를 거쳐 후난성에 진입하고 린시앙(临湘)
―위에양―미루오(汨罗)―창사―주저우―리링(醴陵)을 거쳐 장시(江西)
성에 진입한다. 핑시앙(萍乡)―이춘(宜春)―펀이(分宜)―신위(新余)―장
수(樟树)―펑성(豊成)―난창―용시우(永修)―더안(德安)―지우장을 거쳐 후
베이성에 진입하고, 황메이(黄梅)-황스-어저우를 거쳐 우한으로 다시 돌아오
는 노선으로 선로는 22개 현(县) 이상의 도시를 통과하며 평균 거리는
50km 미만이다.
한창창 고속순환도로는 한이(汉宜: 武汉-宜昌) 고속도로, 우징(武荆: 武
汉-荆门)고속도로, 수이위에(随岳: 随州-岳阳) 고속도로, 징위에(荆岳: 荆
州-岳阳) 고속도로, 창창(长常: 长沙-常德) 고속도로, 창용(长永: 长沙-永
州) 고속도로, 시앙탄샤오양(湘潭邵阳) 고속도로, 난창지안(南昌吉安) 고
속도로, 난창상라오(南昌上饶)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구축되었다. 창장중류
그림 2. 한창창(汉长昌) 고속순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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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이미 전국에서 고속도로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가 되
었다. 이는 한창창지역이 전국의 시장 중심이 되기에 매우 유리하고 우한도
시권 및 이징징도시군, 창주탄도시군, 환포양후도시군의 유기적 연결에도
유리하며 창장중류도시군의 형성을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3) 철도

3개 성 간에는 일찍이 철로의 상호교통이 있었다. 몇 년 전 동차조(动车
组)가 개통되었으며 한창창 간에 주행시간은 3시간이면 충분하게 되었다.
현재 한창창 구간은 고속철도의 소통으로 더욱 원활해졌다. 우광(武廣)고
속철도의 개통은 우광경제벨트의 형성을 견인하였고, 특히 고속철도는 중
부에서 발전의 우세를 보이는 후난과 후베이를 통과한다. 창사에서 우한까
지는 1시간이 소요된다. 우광고속철도는 도시 간의 시간과 공간 거리를 크
게 단축하였으며, 후난성과 후베이성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시키고 두 대도
시군 협력을 더욱 촉진하였다.
현재 규획 중인 우지우(武九) 여객전용 철도는 우한시에서 시작하여 어
저우시, 황스시내, 다예(大冶)시, 양신(阳新)현, 장시성의 루이창(瑞昌)시
를 거쳐 종점은 장시성의 지우장이다.

4. 창장중류도시군은 네 번째 중국경제 성장점이 될 것으로 전망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징진지 지역은 중국 경제의 3대 성장점임이 공
인되었다. 네 번째 성장점으로서 경쟁에 참여하는 주요 지역은 창장중류
지역과 청위(成渝)지역이다. 5개 지역을 비교해 보면, 창장중류도시군은 3
개 성과의 공동경쟁을 거쳐 중국의 네 번째 경제성장점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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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활한 면적에 많은 인구

창장중류 도시군은 중국의 중요한 인구 집중지역 중 하나로 면적은 25만
3,100㎢에 달하며 총인구수는 1억 442만 1,100명으로 중국 전체에서 각각
2.64%와 7.86%를 차지한다. 이 두 항목의 지표 모두 창장삼각주, 주장삼
각주, 징진지 지역보다 높으며 청위도시군과 비교하여 면적은 3만 3,000㎢
넓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0.34%포인트 높다. 인구는 약 1,400만
명 많으며 그 비중 역시 1%포인트 높다.

(2) 경제총량은 청위를 크게 초과, 주장삼각주와 징진지도시군에 점차 근접

창장중류도시군의 경제총량은 창장삼각주와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그
러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장삼각주와 징진지에 근접하고 청위지
역을 크게 초과한다. 2008년 창장중류 도시군의 지역총생산은 2조 1,851억
5,800만 명 위안이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7%이고 창장삼각주와
는 10.68%포인트 차이가 난다. 그러나 주장삼각주와 징진지도시군의 격차
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작다. 총생산액은 청위지역의 1조 5,600억 7,300만
위안보다 40% 높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약 2.1%포인트 높다(표 5
참고).
표 5. 창장중류도시군과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징진지, 청위도시군의 경제지표 비교
지역･비중
지표
국토면적(만㎢)

창장중류도시군

창장삼각주도시군

비중
(%)

비중
(%)

수치

수치

주삼각도시군
수치

비중
(%)

징진지도시군
수치

비중
(%)

청위도시군
수치

비중
(%)

25.31 2.64

11．00

1.15

4.17 0.43

3.47 0.36

22.04

2.30

인구(만 명)

10442.11 7.86

8908.97

6.71

4771.76 3.59

7941.89 5.98

90.89.47

6.84

지역총생산
(억 위안)

21851.58 7.27

53955.79 17.95

29745.61 9.89

29834.75 9.92

15600.73

5.19

공업 증가액
(억 위안)

8954.55 6.94

26276.13 20.35

14007.73 10.85

11504.43 8.91

6438.09

4.99

고정자산투자총액
(억 위안)

11723.4 6.80

20343.56 11.81

7916.81 4.60

13965.50 8.11

8652.72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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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지역･비중

창장중류도시군
수치

지표

비중
(%)

창장삼각주도시군
수치

비중
(%)

주삼각도시군
수치

비중
(%)

징진지도시군
수치

비중
(%)

청위도시군
수치

비중
(%)

사회소비품소매
총액(억 위안)

8428.06 7.77

17396.94 16.04

9391.26 8.66

10397.91 9.58

5919.49

5.46

수출입총액
(억 달러)

417.12 1.63

8864.84 34.61

6568.76 25.64

3848.79 15.02

314.81

1.23

실제외상직접투
자(억 달러)

93.37 10.10

416.31 45.06

174.68 18.90

223.18 24.15

57.13

6.18

지방재정일반예
산수입(억 위안)

1140.50 1.97

5796.61 10.02

2248.32 3.89

3078.66 5.32

1181.64

2.04

지방재정일반예
산지출(억 위안)

2298.77 3.68

6171.16

9.89

2548.01 4.08

4169.81 6.68

2886.55

4.62

연말금융기구예
23922.82 5.00
금잔액(억 위안)

94505.76 19.77

47021.1 9.84

68205.08 14.27 23709.14

4.96

연말금융기구대
16387.58 5.12
출잔액(억 위안)

70370.10 21.99

28937.10 9.04

38280.97 11.96 14799.81

4.62

도시주민평균가
12743.18
처분소득(위안)

—

22158.40

—

22458.00

—

15426.00

—

12913.45

—

농촌주민평균순
수입(위안)

—

10050.30

—

8890.30

—

5951.30

—

4761.00

—

4959.10

자료: 湖北省統計年鑑2009; 湖南省統計年鑑2009; 江西省統計年鑑2009; 江
蘇省統計年鑑2009; 浙江省統計年鑑2009; 河北省統計年鑑2009; 창장삼
각주: 16개 도시, 주장삼각주: 9개 도시, 징진지: 10개 도시, 청위도시군: 15개 도
시, 3+5 도시군: 8개 도시, 이징징(宜荆荆) 3개 도시 “2008年国民经济和社会发
展统计公报”.

(3) 투자는 주장삼각주와 청위를 초과하여 징진지도시군과 근접

창장중류도시군의 투자는 그 기반이 비교적 강하다. 2008년의 고정자산
투자총액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이며 이미 주장삼각주보다
2.2%포인트를 능가하였고 징진지도시군과 비슷하다. 그러나 창장삼각주도
시군과는 여전히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청위도시군과 비교하면 고정자
산 투자총액은 35.5%를 초과하였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8%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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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 높다. 이는 창장중류도시군의 투자 성장이 매우 강하며 강한 발전 우
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4) 장비제조업의 명백한 우위

창강삼각주의 장비제조업과 방직･경공업은 전통적 우위 지주산업이었
다. 동시에 석유화학, 철강, 전자정보산업 등은 국제경쟁력을 구비한 전략
산업이다. 주장삼각주는 현대장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선박제조 산업
이 중점적으로 발전했으며 국제적 기술장비제조산업 기지가 형성됨과 동
시에 장비제조업, 원자력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수변전설비, 수치제어공
작기계 및 시스템, 해양공정설비의 5개 주요 영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
었다. 징진지지역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이 주종인 현대 제조업이 중
점적으로 발전하였다. 청위지역은 자동차･오토바이, 항공공업, 원자력발전
산업이 중점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창장중류도시군의 장비제조 분야의
우위는 명확하며 중형기계공업, 중대산업설비 제조업, 자동차, 궤도교통설
비 제조업, 선박 등 분야에서 많은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다. 만약 높은 과
학기술･부가가치･산업연관도가 환경보호 등 지속 가능한 발전 조건을 충
족하여 선진제조업과 부합한다면 창장중류도시군은 선진제조업 발전의 중
점이 될 것이고 높은 산업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5) 양호한 첨단기술산업 발전 추세

창장중류도시군의 첨단기술산업은 징진지,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와 비
교하면 비교적 작지만 청위지역과 비교하면 우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발전 추세 역시 양호하다. 2009년 12월 베이징 종관춘(中关村)에 이어 우
한의 동후(东湖)첨단기술개발구는 두 번째 국가급 자주혁신시범구가 되었
다. 현재 동후첨단기술개발구는 이미 전자정보, 생물기술과 신의약, 신소
재, 선진제조기술 등에서 우위 영역을 형성하였다. 동후첨단기술개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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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의 광섬유･광케이블 생산기지이며 광섬유･광케이블 생산규모는
세계 제2위다. 국내시장에서 50%의 점유율, 국제시장에서는 12%의 점유율
을 확보하였다. 또 중국 최대의 광전기부품 생산기지이며 광통신제품 연구
개발 제조기지, 레이저설비 생산기지이기도 하다. 창주탄도시군은 첨단기
술산업 클러스터이며, 2개의 국가급과 1개의 성급 첨단기술산업원을 가지
고 있다. 10개 이상의 국가급 첨단기술산업화 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
에 창주탄도시군 역시 국가급 종합성 첨단기술산업기지다. 2009년 과학기
술부에서 창주탄 연강 국가급 첨단기술 산업벨트를 승인하였고 그 건설목
표는 100개의 핵심적 고기술기업과 10개의 특색산업화기지를 중심으로, 3
대 창조서비스플랫폼과 3개의 창조창업시범원을 지원하는 첨단기술 산업
벨트다. 게다가 전자정보, 신소재, 선진제조, 생물과 의약, 항공 우주비행공
업, 생산형 서비스업 등 6대 중점산업이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09
년 12월 국무원이 정식으로 포양후생태경제구규획(鄱阳湖生态经济区规
劃)을 승인한 이후 환포양후 도시권은 10대 첨단기술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켰다. 이 10대 첨단기술산업은 태양전지재료, 풍력과 원자력, 그린
카 및 동력전지, 항공제조, 반도체조명, 금속신소재, 생물과 신의약, 현대농
업 및 녹색산업, 문화 및 창의 등이며 이미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6) 인재의 우위

과학기술 지출 측면에서 보면 창장중류도시군의 과학기술 관련 지출은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징진지와 차이가 매우 크다. 2007년 과학기술 관
련 지출은 29억 300만 위안으로 주장삼각주와는 67억 5,000만 위안, 창장
삼각주･징진지와는 100억 위안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등 과학기술투자가
분명히 부족하였다. 창장중류도시군의 교육비 지출은 제3위로서 주장삼각
주보다 높으나 창장삼각주와 징진지도시군보다는 여전히 매우 적다. 그러
나 청위도시군은 과학기술 관련 지출과 교육비 지출을 막론하고 기타 4개
도시군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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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창장중류도시군과 여타 도시군의 과학교육 실력 비교
지역 창장중류도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징진지

청위

항목

시군

도시군

도시군

도시군

도시군

과학기술지출(억 위안)

29.03

191.12

96.53

123.64

23.80

교육지출(억 위안)

371.04

793.53

335.88

569.62

311.30

17.07

30.09

11.84

47.26

15.26

229

228

99

205

116

258.42

241.80

97.94

173.27

130.82

과학연구, 기술서비스업
인원(만 명)
보통고등학교(개)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만 명)

자료: 中国城市统计年鉴 2008.

고등교육기관과 과학기술 인원으로 보면 창장중류도시군의 고등교육기
관 수가 가장 많으며 229개에 달한다. 재학생은 258만 4,200명에 달하며
창장삼각주와 징진지도시군보다 약간 높다. 주장삼각주는 이 5개 도시군
지역 중 가장 낮다. 창장중류도시군은 과학연구･기술서비스의 종사자가 17만
700명에 달하며 주장삼각주도시군보다 높다. 그러나 징진지의 종사자수는
창장중류도시군의 2배 이상이며, 청위지역 역시 고등교육기관과 과학기술
인원 등 지표가 모두 주장삼각주보다 높으며 4위를 차지한다. 창장중류도
시군과 비교하면 청위지역의 고등교육기관 수는 창장중류도시군의 1/2이
고 과학기술과 기술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수는 창장중류도시군보다 1만
8,100명 적다.

(7) 국내시장의 비교우위 뚜렷

창장중류도시군은 중부지역에 위치한 핵심지역이며 국내시장체제 중 중
추적 지위에 위치하고 뚜렷한 지리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창장중류도시군
은 전국 7.86%의 인구와 7.77%의 사회소비품소매총액, 6.80%의 고정자산
투자규모, 거대한 내수잠재력, 광활한 시장공간을 보유한 내수 확대의 중
점지역이다. 청위도시군의 고정자산총액과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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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2%와 5.46%이며, 이는 창장중류도시군보다
각각 1.78%포인트와 2.31%포인트 낮아 여전히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현재 연해지역･해외시장의 생산요소는 중부지역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다. 신속한 창장중류도시군의 건설은 그 비교우위를 발휘하기에 유
리하며 국내외시장의 생산요소 흡수는 중국 국내시장의 허브 건설을 가속
화할 것이다.
이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창장중류도시군이 비록 연해 3대 도시
군보다 경제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지표는 청위도시군보다 우
월하다. 그러므로 창장중류 3개 성이 협력하여 중국경제의 네 번째 성장점
을 조성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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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도시권의 산업발전 현황 및 평가
정지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2010년은 중국 중부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침이 집중적으로 발
표된 해다.1) 2005년 중부굴기 전략이 천명된 이후, 중부지역의 주요 언론
은 그동안 중국의 지역경제발전전략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부지역이 이제
야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푼 보도를
앞 다투어 내보냈다. 그러나 이로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중부굴기 전
략이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국가급 전략이라는 사실 이외에 그로
부터 기대되는 어떠한 변화도 수반되지 않았다. 자칫하면 유명무실한 전략
으로 추락할 뻔했던 중부굴기 전략은 2009년 원자바오의 ‘중부굴기촉진계
획(促進中部崛起規劃)’ 발표 이후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2008
년 말 불어 닥친 금융위기 한파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세계경
기 침체로 인한 수출급감이 중국 경제성장에 급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
다. 이에 중국은 세계경제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내수시장 확대가 더욱 절실해졌다. 그전과는 다르게 2010년에
중부굴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중부지역 발전 지침이 연이
어 발표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부굴기 발전전략의 핵심인 도시화 전략의 특징은 중소도시 중심의 발
전이 아닌 거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중부지역의 경제 및 산업을 발전시키
1) 중국을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나, 본고에서는 중부지역의 범위를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산시(山西) 등 6개
성(省)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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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한다는 것이다. 중부 6개 성(省)에는 각각 하나의 거대 도시권2)이 형성
되어 있고, 각 성의 성도(省都)를 중심으로 구성된 거대 도시권의 발전을
촉구하고 있다.3) 그중 우한도시권(武漢城市圈)은 중부지역에서 발전 잠재
력이 가장 높고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또한 우한도시권은
중부지역 중 유일하게 한국의 공관 및 공공기관이 동시에 진출해 있는 지
역이기도 하다. 특히 2010년 10월 25일 중국에서 여덟 번째 한국 총영사
관이 우한시에 개설되었다. 주(駐)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후베이성･후
난성･허난성･장시성 등 중부 4개 성을 관할하는 중국 중부지역의 첫 번째
총영사관이다. 또한 KOTRA 우한 무역관이 후베이성과 후난성 지역으로
투자진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이 향후 한국기업의 중부
지역 진출, 특히 우한도시권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후베이성 우한도시권의 산업발전 현황, 특히 산업구조
의 특징과 산업클러스터 발전 수준 및 지역적 분포를 중심으로 한국기업
의 우한도시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2) 도시군(城市群), 도시권(城市圈), 도시벨트(城市帶)는 도시밀집 지역의 서로 다른 발
전 단계를 반영한 표현이다. 도시군은 일정 지역범위 내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도시
의 집합으로 도시군 내 도시들은 서로 빠른 교통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경제발전
및 도시화 수준이 비도시군 지역보다 높다. 그러나 도시권에 비하여 도시군 내 도
시들 간의 관계는 물리적인 거리만 가까울 뿐 기능적으로는 아직 결합되지 않은
상태이며, 중심도시가 아직 제기능을 하지 못하여 도시간 격차가 심각하지 않다. 반
면, 도시권은 도시군이 점차 발전하여 도시들 간의 기능이 밀접히 연결되고 상호협
력을 이루며 ‘점-권-선’식의 공간구조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형성된 도시지역이다.
도시벨트는 도시권 효과가 확산된 공간이 연속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축 형태로 확
산되거나 벨트 형태로 분포하며 교통편을 통해 외부로 연장･확산된 형태로 ‘점-면’
의 융합을 통해 더욱 광범위한 지역으로 파급된다(王何, 白庆华, ｢我国三大都市圈发
展研究｣, 软科学 2003年 第5期). 본고에서는 위의 세 가지 표현 모두 ‘도시가 밀
집되어 있는 지역’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지역을 지칭하
는 중국어 고유명사 표현에 준하여 서술하였음.
3) 중부지역의 6대 도시권에는 후베이성의 우한(武漢)도시권, 후난성의 창주탄(長株潭)
도시군, 허난성의 중위안(中原)도시군, 안후이성의 완장(皖江)도시벨트, 장시성의 환
포양후(環鄱陽湖)도시군, 산시성의 타이위안(太原)도시군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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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한도시권의 산업구조 및 특징
(1) 우한도시권 개황

우한도시권은 후베이성의 성도(省都)인 우한을 중심으로 반경 100㎞ 이
내에 위치한 황스, 어저우, 샤오간, 황강, 셴닝, 셴타오, 첸장, 톈먼 등 9개
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1+8’ 도시권이라고도 불린다. 우한도시권은 후
베이성의 동편에 위치하며, 후베이성에서 인구와 산업 등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의 중심지다. 우한도시권은 그 면적
이 5만 8,000㎢ 정도로 후베이성 전체의 31%를 차지하나 도시인구 비중
은 전체의 60%에 달하는 등 후베이성에서 인구, 특히 도시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다. 또한 2008년 우한도시권의 GDP 총생산액 비중은 전체의 66%
를 차지했으며, 이 중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우한도시권의 대외경제부문인 수출입액 및 해외직접투자
(FDI)는 각각 170억 4,000만 달러와 34억 5,000만 달러로 그 비중이 모두
전체의 8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수준이었다(그림 1 참고).
그림 1. 우한도시권의 도시 분포 및 경제적 위상(2008년)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동향, 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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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한도시권의 산업발전 추이(2003~09년)

자료: 湖北统计年鉴(2004~09년 각 연도).

2009년 우한도시권의 GDP 총액은 8,000억 4천만 위안으로 그중 58%
정도인 4,620억 2,000만 위안을 우한에서 생산하였다. 또한 우한도시권의
2차 산업 부가가치는 3,702억 6,000만 위안으로 전체의 48.3% 정도를 차
지하였다. 2차 산업 중 공업 부가가치는 3,147억 4,000만 위안이었으며, 그
중 우한이 2,142억 1,000만 위안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황스가 290억 위안
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우한도시권의 산업별 생산액 규모는 2005년 2차 산업 규모가 전년대비
1.9%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5~06년 산업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이후 2008년까지 성장률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다시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산업구조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한 나라 혹은 지역의 산업구조는 1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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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심에서 제조업 위주의 2차 산업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고, 다시 2차
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위주의 3차 산업으로 그 무게중심이 변화해나간
다. 이는 그동안 세계 각 지역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로서
‘페티 클라크의 법칙’이라고도 하며 쿠츠네츠에 의해 실증적으로 검증되기
도 한 산업구조 변화 과정이다. 즉,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는 한 나라 혹은
지역의 경제발전에 따른 자원배분구조 및 경제발전 과정과 수준을 반영한
다고 할 수 있다.
표 1. 우한도시권의 산업별 생산액 및 산업구조(2008년)
(단위: 억 위안, %)

지역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우한

145

1,828

1,988

황스

41

298

218

어저우

42

148

80

황강

193

204

204

샤오간

132

244

217

셴닝

82

154

124

셴타오

45

109

80

톈먼

47

74

66

첸장

36

113

63

우한도시권

761

3,170

3,041

후베이성

1,780

4,964

4,587

중국 전체

34,000

146,183

120,487

산업별 비중

자료: 湖北统计年鉴 2009; 中国统计年鉴 2009.

[표 1]은 2008년 우한도시권 각 지역의 산업별 생산액과 산업구조를 보
여준다. 우한도시권 9개 도시 중 유일하게 우한시의 산업구조만이 3차 산
업>2차 산업>1차 산업의 형태로 나타났고, 나머지 8개 도시 모두 2차 산
업>3차 산업>1차 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우한시의 3차 산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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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0.2%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8개 도시의 3차 산업 비중은 우한 도시
권의 평균인 43.6%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2차 산업의 비중은 어저우,
황스, 첸장 등이 각각 54.9%, 53.5%,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우한도시권의 평균인 45.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황강, 샤오
간, 셴닝, 텐먼 등의 1차 산업 비중이 모두 20%를 넘어 우한도시권의 평
균은 물론이고 후베이성의 평균을 초월하였다.
전체적으로 우한도시권은 2차 산업>3차 산업>1차 산업 형태의 산업구조
를 보이지만, 1차 산업의 비중이 후베이성 및 중국 전체 평균보다 낮고, 3
차 산업의 비중이 후베이성 및 중국 전체 평균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 지역이다.

(3) 산업구조 왜곡

생산액을 기준으로한 산업구조 분석 결과와는 달리 취업자 수를 기준으
로 우한도시권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우한도시권의 1차 산업 종사자 비
중이 27%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평균인 39.6%와 후베이성
평균인 35.4%에 비하며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우한의 1차 산업 생산액
비중이 3.7%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일
정 지역의 산업구조가 생산액 기준과 취업자 수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
는 것은 산업구조가 왜곡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 2]에서는 우한도시권의 산업별 생산액 비중과 고용 비중을 이용하여
산업구조의 왜곡 정도를 분석했다. 우한도시권 전체적으로 1차 산업의 왜
곡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중 특히 우한시의 왜곡도가 -0.79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중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로 우한시의 1차 산업 생산
액 비중이 고용 비중의 2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생산성이 낮다는 뜻이
다. 1차 산업의 왜곡 현상은 중국의 농촌에 존재하는 방대한 잉여노동력을
고려하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우한시의 경우 농촌의 잉여노동
력이 더욱 과다함을 알 수 있다. 향후 이러한 1차 산업의 과잉노동력이 2,
3차 산업으로 이동해야 더욱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 2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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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우 우한도시권의 모든 지역은 생산액 비중이 고용 비중보다 크게
나타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2차 산업의 노동력 수
요가 클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3차 산업의 경우 우한, 황스, 샤오간을 제
외한 우한도시권의 6개 지역에서 고용 비중이 생산액 비중보다 크게 나타
나 이 지역의 3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우한도시권 전체의 3차 산업 생산성은 후베이성 평균보다는 다소 높으나 중
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향후 우한도시권이 전통적 서비스업에서 벗
어나 고급 서비스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표 2. 우한도시권의 산업구조 왜곡 정도(2008년)
구분

생산액 비중(%)

고용 비중(%)

산업구조 왜곡정도

우한

1차
산업
3.7

2차
산업
46.2

3차
산업
50.2

1차
산업
17.4

2차
산업
34.2

3차
1차
산업
산업
48.3 -0.791

2차
산업
0.349

3차
산업
0.038

황스

7.4

53.5

39.1

21.0

39.9

39.1 -0.646

0.339

0.001

어저우
황강

15.4
32.1

54.9
34.0

29.7
33.9

34.1
37.2

31.4
27.0

34.5 -0.549
35.8 -0.138

0.748 -0.138
0.257 -0.051

샤오간

22.2

41.1

36.7

32.4

33.2

34.4 -0.315

0.241

셴닝
셴타오

22.8
19.2

42.8
46.5

34.4
34.4

30.2
19.4

25.3
39.6

44.5 -0.245
41.0 -0.012

0.693 -0.227
0.172 -0.161

톈먼

25.0

39.5

35.5

29.9

22.8

47.4 -0.162

0.736 -0.251

첸장
우한 도시군

16.9
10.9

53.2
45.5

29.9
43.6

23.0
27.0

29.8
31.8

47.2 -0.267
41.2 -0.596

0.783 -0.365
0.431 0.059

후베이

15.7

43.8

40.5

35.4

24.6

40.1 -0.556

0.783

0.010

중국전체

11.3

48.6

40.1

39.6

27.2

33.2 -0.714

0.785

0.207

GDP

0.065

주: 산업구조의 왜곡 정도는 각 산업의 생산액 비중과 고용 비중의 차이를 고용 비중으로
나눈 값으로, 생산액 비중과 고용 비중이 같을 경우 왜곡 정도는 0이 됨.
자료: 湖北统计年鉴 2009; 中国统计年鉴 2009.

(4) 우한도시권 내 지역간 산업구조 유사성

우한도시권 내 각 지역의 산업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은 지역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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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우위를 서로 보완하기 어렵고 특화된 지주산업이 분명하지 않으며 자
원의 유동성이 낮고 중복 건설 현상이 심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한도시권 9개 도시의 산업구조 유사성을 분석한 것이 [표 3]과 [표 4]
다. 여기서 산업구조의 유사성 정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위의 식에서  와  는 비교하려는 두 지역이고  와  는 각각 산업
 의  와  지역의 산업구조 중 비중을 나타낸다.   는  와  두 지역

의 산업구조 유사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즉,  는 0보다 크거나 같
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며(  ≤  ≤  ), 만일    이라면 두
지역의 산업구조가 완전히 동일함을 나타내고,    이라면 두 지역의
산업구조가 완전히 다름을 나타낸다. 또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지
역의 산업구조가 더욱 유사함을 알 수 있다.4)
표 3. 우한도시권 9개 지역의 산업구조 유사성 지수(2008년)
구분

우한

우한
황스

1.000
0.979

황스

어저우

황강

샤오간

1.000

어저우

0.930

0.983

1.000

황강
샤오간

0.860
0.942

0.879
0.959

셴닝

0.923

셴타오
톈먼
첸장

셴닝

셴타오

톈먼

0.907
0.966

1.000
0.978

1.000

0.932

0.936

0.990

0.996

1.000

0.937
0.914

0.969
0.927

0.983
0.941

0.966
0.993

0.997
0.995

0.929

0.981

0.999

0.920

0.973

첸장

0.986
1.000

1.000
0.987

1.000

0.949

0.988

0.951 1.000

주: 산업의 종류를 1, 2, 3차 산업으로 분류하였고 각 산업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그
비중을 적용하였음.
자료: 湖北统计年鉴 2009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함.
4) 陳先強(2010), 武漢城市圈產業一體化研究, 華中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總8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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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우한도시권 각 지역의 산업을 1, 2, 3차 산업으로 분류하여 구
한 유사성 지수로, 우한도시권 내 지역간 산업구조가 매우 유사함을 보여
준다. 황강과 우한, 황강과 황스를 제외한 다른 지역 간 유사성 지수가 모
두 0.9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셴닝과 톈먼, 어저우와 첸장, 샤오간과 셴타
오 등은 산업구조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우한도시권 9개 지역의 규모 이상 공업 구조에 대한 유사성 분
석을 한 결과다. 여기서 공업 구조의 유사성 지수는 공업부문을 채굴업,
제조업, 전력･가스 및 용수 생산과 공급업 등 3개의 대그룹하에 35개 소그
룹으로 분류하여 계산한 것이다.
표 4. 우한도시권 9개 지역 규모 이상 공업의 유사성 지수(2007년)
구분

우한

황스

우한

1.000

황스

0.513

1.000

어저우

0.667

0.654

어저우

황강

샤오간

셴닝

셴타오

톈먼

첸장

1.000

황강

0.319

0.369

0.505

1.000

샤오간

0.244

0.204

0.327

0.670

1.000

셴닝

0.431

0.442

0.542

0.780

0.799

1.000

셴타오

0.189

0.087

0.162

0.674

0.582

0.524

1.000

톈먼

0.303

0.206

0.272

0.711

0.582

0.557

0.802

1.000

첸장

0.277

0.364

0.162

0.481

0.400

0.351

0.637

0.600

1.000

주: 규모 이상 공업의 종류를 채굴 분야, 제조 분야, 전력･가스 생산 및 공급 분야 등
35개로 분류하였고, 각 공업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그 비중을 적용하였음.
자료: 陳先強(2010), 武漢城市圈產業一體化研究, 華中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總86期.

우한도시권 9개 지역의 규모 이상 공업 구조의 유사성은 3차 산업으로
분류한 산업구조 유사성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우한과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어저우, 황스, 셴닝 등), 규모 이상
공업 구조의 유사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 72 -

우한도시권의 산업발전 현황 및 평가

는 우한과 인접하다는 지리적 우위를 이용하여 우한의 산업발전 모델을
모방하였거나 우한과 유사한 일부 산업의 이전을 적극 수용하였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3. 우한도시권의 산업클러스터 발전 현황 및 지역적 분포
(1) 발전 현황 및 특징

최근 후베이성의 시(市), 현(縣), 진(鎮) 및 개발구(開發區) 등에서 산업
클러스터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경제규모도 증대되고 있으며 산업발전
으로 인한 파급효과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6년 말, 후베이성의 산업클
러스터는 모두 206개로 이와 관련된 기업이 1만 667개, 취업자가 136만여
명, 당해연도 매출액이 4,354억 위안에 이르렀다. 이 중 연 매출액 100억
위안 이상의 산업클러스터가 5개, 50억~100억 위안 규모가 10개에 달했고
10억~50억 위안 규모가 60개, 1억~10억 위안 규모가 120여 개 정도를 차
지했다.5) 우한도시권 내 각 지역의 발전 수준과 부존자원의 차이로 인하
여 지역마다 형성되어 있는 클러스터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한도시권의 경쟁력 있는 지주산업은 전자정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방직, 식품 산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우한도시권의 중점 성장형 산업클러스터 중 다수가 이미 다원화된 상품
과 비교적 완비된 산업사슬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어저우 금강석 절삭
공구 산업클러스터는 100여 종 이상의 금강석 절삭공구 관련 상품을 생산
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또한 셴타오 펑창(彭场) 부직포
산업클러스터의 경우, 분업이 점차 세분화되고 다양한 단계의 상품이 협력
시스템으로 생산됨으로써 산업사슬이 보다 확장되어 주변지역으로 확대되
고 있다.
5) 武漢大學經濟學院課題組(2009), ｢武漢城市圈產業集群發展研究｣, 武漢城市圈經濟社
會發展報告(2008~2009), 社會科學文獻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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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도시권의 산업클러스터는 그 발전 형태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진다.
우선 혁신형 클러스터와 저비용형 클러스터를 들 수 있다. 혁신형 클러스
터는 주로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으로 인해 하이테크 산
업이 발전하여 생긴 클러스터로 경로 의존성이 생겨 꾸준히 지속･발전되
는 특징을 가진다. 여기에는 우한동시후(東西湖)개발구 레이저 산업클러스
터, 잉청(應城)시 창장부(長江埠) 정밀화공 산업클러스터, 어저우시 바이
오의약 산업클러스터, 샤오간시 전자정보 산업클러스터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저비용형 클러스터는 방직, 의류 등 대부분 전통적인 수공업과 노동
집약적 산업에 관련된 클러스터로서, 주로 저렴한 생산요소 가격과 우대정
책 등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저비용형 클러스터의 기업은 규모
가 크지 않은 편이나 분업이 잘 되어 있고 전문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
으로, 개도국의 주된 산업발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우한도시권에서는
우한동시후 식품가공업 클러스터, 한촨(漢川)시 방직의류 산업클러스터 등
이 대표적이다.
또한 내생형 클러스터와 외생형 클러스터가 있다. 내생형 클러스터는 주
로 지역 내의 역량이나 자원, 기술, 시장 등의 요인을 기반으로 발전한 형
태로 그 생성은 해당지역의 기업가 정신, 공업 및 상업 전통, 향진기업 기
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로 중소기업 중심의 민간경제 형태로 나타
난다. 대표적으로 샤오간시 황마이링(黄麦嶺) 인(P) 및 인가공 산업클러스
터, 윈몽(云梦) 염화공 산업클러스터, 잉청 염화공 클러스터 등이 이에 속
한다. 반면 외생형 클러스터는 지역 외부의 역량과 요소로 인하여 발전한
형태로 외국인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가 많다. 가령 우한동시후 식
품가공업 클러스터에는 다수의 대만 자본기업(統一그룹 등) 외에도 홍콩
華潤, 프랑스 다농, 싱가포르의 華豐, 일본의 來福, 미국의 펩시콜라와 코
카콜라 등 다양한 외국인 독자 및 합자기업들이 모여 클러스터를 형성하
고 있다.
이 밖에도 부존자원형 클러스터, 경제개발구 중심의 클러스터 등이 있
다. 부존자원형 클러스터는 해당지역의 자원을 개발･이용하거나 가공 생산
을 중심으로 발전한 형태로 후베이성 클러스터의 70% 이상이 이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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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첸장시 화공 산업클러스터는 해당지역의 간수, 석유, 천연가스 등과 관
련된 산업이 중심이 되고, 치춘(蕲春)시 의약산업 클러스터는 해당지역의
한약재 관련 산업이 주를 이룬다. 개발구(공업단지) 중심의 클러스터는 각
지역 정부가 공단의 산업계획 및 공간계획을 강화하고 기업의 공단 입주
를 적극 유치하여 발전한 형태로, 개발구는 우한도시권 산업클러스터 발전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어저우 옌지(燕矶) 금강석 절삭공구 산업
클러스터는 금강석 절삭공구 제조단지, 금강석 단결정체 제조단지, 금강석
절삭공구 주물질 제조단지, 석재가공단지 및 금강석 상품시장 등의 공단과
시장을 갖추어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샤오간시 산업클러스터의 80%
이상이 공업단지(개발구)에 집중되어 있다.6)

(2) 지역적 분포

우한도시권의 주요 우위산업은 전자정보산업, 자동차 및 부품업, 제련업,
장비제조업, 방직의류업, 식품음료가공업 등이 포함되며, 이들 산업은 우한
을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7)
전자정보산업은 우한도시권에서 성장이 빠르고 우위가 분명한 지주산업
중 하나다. 우한은 ‘중국의 광(光)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광전자 관련 R&D,
인재 및 산업의 우위를 갖추고 있으며 광전자산업, 레이저산업, 통신산업
등 특화산업이 집중적으로 발달한 지역이다. 현재 우한도시권은 세계적으
로 중요한 전자제품 소비재 생산기지, 광섬유･광케이블의 R&D 및 생산기
지, 중국 내 광통신 설비･부품과 이동설비 시스템 및 최종재의 중요한
R&D 및 생산기지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6) 武漢大學經濟學院課題組(2009), ｢武漢城市圈產業集群發展研究｣, 武漢城市圈經濟社
會發展報告(2008~2009), 社會科學文獻出版社.
7) 梁亞莉, 羅欽, 方亞飛(2009), ｢武漢城市圈產業流動研究報告｣, 武漢城市圈經濟社會發
展報告(2008~2009), 社會科學文獻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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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자정보산업 분포

우한도시권의 전자정보산업은 우
한시의 풍부한 전자정보 기술자
원, 산업기반 및 시장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주요
클러스터로는 우한시의 동후고
신기술개발구, 둔커우개발구, 동
시후 우자산(吴家山) 개발구, 어
저우시의 거뎬(葛店)고신기술개
발구, 황스시의 츠후(磁湖)고신기
술개발구, 샤오간시 개발구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셴닝시와 톈먼
시에 전자정보 산업단지를 건설

하고 있어, 향후 클러스터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은 우한도시권의 주
그림 4. 자동차 및 부품업 분포

요 우위산업 중 하나로 자동차제
조는 주로 우한경제기술개발구
에 집중되어 있다. 완성차, 특히
승용차의 생산 및 R&D 능력은
중국 내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
고 있다. 관련 시장 및 물류시스
템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우한
은 이미 중국의 중요한 자동차
시장이다.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은 우한 둔커우개발구와 샤오간,
셴타오 등 우한과 인접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밖에도 황강,

황스, 톈먼, 셴닝, 첸장 등지에 핵심 부품기업이 모여 있다. 향후 자동차산
업의 집적 발전과 협력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중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
는 자동차산업 기지가 되는 것이 우한도시권의 목표다. 이를 위해 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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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및 신재료 등을 응용하여 안전하고 저렴하며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중점
적으로 개발하고 전동자동차의 산업화를 가속화하여 승용차 및 전동차의 주
요 생산 및 R&D 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완성차 생산에 적합한 대
형 부품생산기업을 육성하여 높은 과학기술 수준이 필요한 중요 부품을
개발하고, 우한이라는 대도시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동차산업 관련
기술･시장･물류서비스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우한도시권의 우한-어저우-황스 일대는 후베이성의 주요 제련산업 벨트
로서 광산 채굴, 제련, 가공개발, 설계 등 비교적 완비된 시스템을 갖추었
으며, 60여 개 철강기업이 집중된 중서부 최대의 철강공업기지다. 중국 3대
철강업체인 우깡(武鋼)은 산업규모, R&D, 경영능력 면에서 모두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우한 강철의 정밀가공 산업사슬이 어저우, 황스, 황
강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한도시권의 유색금속 제련공업은 동 제련 및 알
루미늄 제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동 제련은 황스 따예(大冶)유색금속회
사에 집중되어 있고, 알루미늄 제련공업은 주로 양신(阳新)과 첸장 등지에
분포한다.
철강산업의 선두기업과 주요
그림 5. 철강･제련업 분포

서비스 시스템(기술 R&D, 시장
및 물류 등)은 우한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철강산업사슬은 상류
및 하류산업과 주변도시로 확대
되고 있으며 시장 및 서비스 체
계가 완비된 상태이다. 우한, 황
스, 어저우 등지에 흑색･유색금
속 제련산업기지가 있고, 첸장
장진(張金) 알루미늄 가공산업단
지, 샤오간 한촨 금속제품 산업
클러스터 등이 조성되어 있다.

우한도시권의 장비제조업은 교통운수설비제조, 일반기계제조, 전문설비제
조,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등이 주를 이루며, 우한을 중심으로 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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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장비제조업 분포

샤오간, 셴타오, 첸장 등의 지역
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
히 선박제조, 디지털제어 선반
및 디지털제어 시스템, 발전설비,
제련 플랜트, 석유기계, 환경보
호 설비, 곡물기계, 방직기계 분
야의 우위기업과 그 클러스터가
갖추어져 있다. 현재 우한과 주
변지역의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
에 있는데, 우한과 어저우는 선
박제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

계를 맺고 있다. 주요 산업클러스터로는 우한동후신기술산업개발구-장샤(江
夏)장비제조업 클러스터, 우한경제기술개발구-차이뎬(蔡甸)장비제조업 클러
스터, 칭산-양뤄 장비제조업 클러스터 등이 있다.
우한도시권은 방직의류산업에 대
그림 7. 방직의류산업 분포

해 뚜렷한 우위를 갖추고 있어,
연해 방직의류업의 중요한 이전
지역이자 중부지역 방직의류업
의 집적지가 되고 있다. 최근 연
해지역의 기업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우한도시권의 방직업도 빠
르게 발전하고 있다. 클러스터화･
공단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고, 창장(長江) 이북지역을 중심으
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우한 한
커우 북쪽, 황피(黃陂), 샤오간 한
촨, 샤오난(孝南), 샤오창(孝昌),

톈먼, 첸장, 셴타오 등 도시권 서쪽과 서북 지역에는 도시권 내 최대의 면
방직 및 위생용 방직품과 의류 생산기지, 시장이 조성되었다. 또한 황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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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저우(黃州), 퇀펑(團風) 및 우한시 신저우(新州) 등 도시권 동북지역에
는 의료용 방직품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셴닝 및 황스의
양신현 등 도시권 남부지역에는 마방직산업이 발전하였고, 우한, 어저우,
황스, 황강 등 도시권 동부지역에는 의류 및 실크방직품 클러스터가 조성
되었다.
다른 우위산업과 달리 방직업은 우한시의 지주산업이 아니며 우한 주변
지역에서 연해 및 우한의 방직산업 이전을 빠르게 수용하고 있다. 여기서
우한은 주로 시장, R&D, 서비스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으며, 최대 도매
시장인 우한 한정졔(漢正街) 의류시장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
다. 주요 클러스터로는 한촨시 방직의류가공업, 셴타오시 부직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셴타오시 면･모 방직 및 의류산업, 첸장 면방직 및 의류산업,
톈먼시 면방직 및 의류산업, 우한시 황피구의류업, 셴닝시 셴안(仙安)구
마방직업 클러스터 등이 대표적이다.
화학공업은 우한도시권이 강한
그림 8. 화학공업 분포

발전잠재력을 가진 지주산업이다.
석유화공의 경우, 우한은 80억
톤 에틸렌 사업을 통해 우한시를
화공도시로 부상시키고 화공산
업의 선두지위를 강화하려는 계
획을 가지고 있다. 염화공 및 인
화공 정밀가공 분야도 빠르게 발
전하고 있으며 이미 특화된 화공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었다. 정
밀화공 산업은 관련 공단에 집중
되는 추세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
이며, 의약화공 역시 양호한 발

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클러스터로는 우한 화공신청, 동후 바이오
의약기지, 샤오간시 잉청 염화공산업단지･황마이링 인화공산업단지･창장
부(長江埠) 정밀화공 신재료산업단지, 어저우시 거뎬개발구 화공의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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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첸장시 염화공 석유화공산업단지, 셴타오 정밀화공산업단지, 우한동
시후 의약화공기업 클러스터, 황강시 우셰(武穴)의약기업 클러스터, 뤄텐
(羅田)의약기업 클러스터, 치춘 및 톈먼의 의약기업 클러스터 등이 대표적이다.
우한도시권에는 비금속 광산
그림 9. 건자재산업 분포

자원이 풍부하고 건자재 소비시
장에 대한 수요가 많아 건자재산
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우한시
는 후베이성 최대의 건자재 소비
시장이자 건축재료 생산과 제조
의 중심지다. 영세 건자재 기업
들이 산재한 현재의 상태를 개선
하기 위해 우한, 황스, 어저우,
황강 등을 산업회랑으로 만드는
전략을 추진 중이며 황스와 황강
등 석회석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대규모 시멘트 생산기지를 중점

건설하고 있다. 또한 치춘과 황메이(黃梅) 등지에는 세라믹 생산기지를,
퉁산(通山)과 황강 등지에는 고급 석재 생산기지를, 우한･어저우･황스･셴
타오･톈먼･첸장 등지에는 신형 건자재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클러스터로는 황스와 황강시 우셰(武穴)에 시멘트산업 클러스터, 우한 칭
산의 신형벽재 클러스터, 퇀펑 건자재산업 클러스터, 우한 황피구･우창구･
양뤄(陽邏)개발구의 건자재 기업클러스터, 우한 둔커우 유리 및 정밀가공
기업클러스터, 황강 치춘 및 셴닝 셴안의 삼림가공 건자재기업클러스터, 셴
닝 통산 석재기업클러스터 등이 있다.
식품음료산업은 우한시 동시후 식품공업클러스터가 그 규모도 크고 관
련 시장･물류･R&D 등 서비스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다. 우한 주변지역의
식품음료업도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한과의 협력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주된 생산은 주변지역이 담당하고, 시장･물류･R&D 등 서비스 기능은
우한이 중심이 되는 형태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우한, 황강, 황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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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식품음료산업 분포

예시, 셴닝, 셴타오에 농부산품
가공을 포함한 식품가공 산업
단지 및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어저우, 샤오간, 톈
먼 등지에 농산품, 수산품 가공
자원 및 일부 핵심기업이 있어
향후 기업클러스터로 발전할 가
능성이 크다.

표 5. 우한도시권의 지역별 지주산업
지역

지주산업

우한
(중심도시)

전자정보(광전자),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철강 및 정밀가공, 석유화학, 장비제
조(선박, 디지털제어 선반, 발전설비, 제련 플랜트), 바이오의약, 담배제조 등

황스
(부심도시)

유색금속(동, 알루미늄 등) 제련 및 가공,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장비제조, 식
품음료, 건자재(시멘트, 신형 건자재)

어저우
황강
샤오간

철강 제조, 바이오의약, 광전자기계, 설비기계 및 선박 제조, 석유화학, 건자재
(시멘트, 금강석 등)
건자재(규석, 화강석, 시멘트, 신형 건자재), 식품음료, 의약화공(한약, 합성원
료약 등), 방직의류(면방직 및 실크)
화공(염화공, 인화공),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전기기계, 식품가공

셴닝

마방직, 식품음료(맥주 등), 삼림가공, 제지, 인쇄, 건자재(석재, 시멘트), 화공

셴타오

방직의류(방직, 염색, 의류가공 등), 식품가공, 부직포 제조, 정밀화공, 자동차부품

톈먼

방직의류, 의약화공, 장비제조(자동차부품, 특수차량 등), 식품가공

첸장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및 정밀가공, 염화공, 방직의류(고급면사 및 중고급
의류), 알루미늄 제련 및 가공, 장비제조(자동차부품, 석유기계장비, 환경보호
설비), 농부산품 가공, 의약(타우린, 안과용 약, 의료용 위생재료)

자료: 梁亞莉, 羅欽, 方亞飛(2009), ｢武漢城市圈產業流動研究報告｣, 武漢城市圈
經濟社會發展報告(2008~2009), 社會科學文獻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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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시사점
(1) 산업구조 및 클러스터 미성숙

우한도시권 내 일부 노후공업기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산업발
전의 초기단계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적지 않은 개발구에서 여러 산업을
육성하다보니 특화된 우위산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관련
산업 및 여러 기업들이 단순히 모여만 있을 뿐 서로간의 연관성이나 협력
시스템이 미비하여, 우한도시권의 산업집중도는 높은 반면 경쟁력은 약한
상황이다. 실례로 셴닝의 일부 기업은 연해지역에서 생산설비를 이전해 왔
으나 이와 관련된 협력 시스템이 미비하여 이를 연해지역을 통해 해결하
다보니, 생산비용이 오히려 더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경쟁력 약화를 경험
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주도기업의 클러스터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개발구 내에 전문화된 생산성 서비스업무 및 산업기술 R&D 관련 시
스템이 미비하며 기업간 협력이나 분업이 효율적이지 못한 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후베이성 정부 및 각 시 정부 등에서는
산업클러스터를 중점 육성하고 산업별･지역별로 분업과 협력 시스템을 갖
추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후베이성 정
부는 2010년 후베이성 중점육성 산업클러스터 67개의 목록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우한도시권의 클러스터 35개가 포함되어 있다(표 6 참고).
표 6. 2010년 우한도시권의 성(省)급 중점 육성 산업클러스터
지역

개수

중점육성 산업클러스터

우한

8

우한 동후 생물의약산업, 우한 동후 광통신산업, 우한 동후 반도체조명･
광전지산업, 우한시 동시후(东西湖)구 식품가공산업, 우한시 차이덴(蔡甸)
구 전자산업, 우한시 황피(黄陂)구 의류산업, 우한시 장샤(江夏)구 중공업
기계산업, 우한시 신저우(新洲)구 철강제품산업 클러스터

황스

3

황스 샤루(下陆)구 동제련 및 정밀가공업, 따예(大冶)시 음료식품산업, 황
스 의류산업 클러스터

어저우

3

어저우 생물의약산업, 어저우 금강석 절삭공구산업, 어저우 철강 정밀가공
산업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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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지역

개수

중점 육성 산업클러스터

황강

7

황강 선박제조업, 투안펑(团风)현 철근구조산업, 우셰(武穴)시 의약화공산
업, 마청(麻城)시 자동차부품산업, 치춘(蕲春)현 의약화공산업, 황강 화샤
(华夏) 보일러(窖炉)산업, 잉산(英山)현 명주방직산업 클러스터

샤오간

6

샤오간 전자기계산업, 안루(安陆)시 식량기계 산업, 한촨(汉川)시 방직의류
산업, 샤오간 샤오난(孝南)구 제지산업, 잉청시 화공산업, 윈몽(云梦)현 비
닐포장산업 클러스터

셴닝

5

셴닝 전기기계산업, 셴닝 셴안(咸安)구 모시방직산업, 통산현 석재산업, 통
청(通城)현 연마공구산업, 츠비(赤壁)시 방직의류산업 클러스터

셴타오

1

셴타오 펑창(彭场) 부직포산업 클러스터

톈먼

1

톈먼 의약산업 클러스터

첸장

1

첸장 저커우(泽口)화공산업 클러스터

자료: 武汉东湖新技术开发区经济发展局(2010), ｢省经信委, 省财政厅关于公布2010
年度湖北省重点成长型产业集聚名单的通知｣(鄂经信产业[2010]220号), 2010-9-14.

(2) 교통 및 행정구역의 제한

우한도시권은 주요 우위산업이 우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중심도시인
우한과 주변 8개 도시의 경제 및 산업발전 격차가 매우 크며, 이러한 격차
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한의 경제규모가 크기
는 하지만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규모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 특
히 4대 지주산업인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광전자 산업의 규모는 크나 경
쟁력이 낮다. 주지하듯,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업과 협력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우한 및 주변도시의 산업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한과 주변지역 간의 인프라 격차
를 완화해야 하며, 특히 교통시스템을 완비하여 지역간 인접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우한과 톈먼, 셴타오, 첸장 간에는 철도가 없
고 우한과 황강 간 철도는 있으나 직선거리가 아니라 운수거리가 길다. 또
한 우한과 주변도시 간 고속도로는 있으나 이것이 모두 우한에 집중되어
있어 우한 시내의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키며 이로 인해 교통 및 물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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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우한은 중국의 배꼽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리적인 우위를 가진 중국의 4대 철도허브 중 하나이다. 특
히 최근 우한과 광저우를 잇는 고속열차가 개통되어 우한에서 창사까지 1
시간 10분, 우한에서 광저우까지 3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는 등 후베이성 밖
지역과의 교통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우한도시권 내의 산업구조가 유사하거나 중복투자가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행정구역 제한으로 인해 지역간 비교우위가 제대
로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한도시권 9개 도시의 경제발전 수준도 각기
다르고 각 지역의 이해관계도 다르며 서로 분리된 행정관리체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재화시장에도, 요소시장에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
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실제로 현지의 학자나 정부 관
계자와 면담을 나누어보면 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는 있으나 아직
까지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가 쉽지 않다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3) 시사점

최근 중국의 내수시장, 특히 중서부 내륙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중
국 내부만의 문제도, 한국의 문제도 아닌 전 세계가 집중하는 문제다. 물
론 중국 내부적으로는 지역간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농간 격
차 완화를 통한 사회 안정, 산업이전을 통한 산업고도화, 내수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등 복잡다단한 이유로 인하여 내륙지역의 발전을 도모하
고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및 세계 각국은 미래의 거대시장으로서
중국 내륙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중부지역은 현재까지 수출입 및 해외직접투자 등 대외경제 비중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기회와 위험 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장
이라고 볼 수 있다. 그중 우한도시권은 중부지역의 발전에서 가장 핵심적
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의 공관과 공공기관이 진출해 있는 유일한 중부
지역으로서 기회가 많고 위험요인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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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다.
우한도시권은 현재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IT 등 광전자산업을 중점 육
성하고 있고 자동차 및 부품업, 철강, 화학공업 등이 비교적 발전하여 한
국 관련 기업의 부품 수출이나 직접투자가 유망하다. 또한 우한도시권의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된 각종 기회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
나 우한도시권은 업종별로 투자환경, 산업클러스터 발전 수준 및 지역적
분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며, 현지의 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부품조달 및 수출 비용과 시간 등의 물류환경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한도시권의 산업클러스터는 대부분 지역 내 개발구(공
단)를 중심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급 혹은 성급 주요 개발구
의 우위업종, 생산환경, 정책적 우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한
도시권에는 아직 한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중심도시 우한이
향후 서비스업 위주로 발전할 전망이므로 한국의 다양한 소비재를 취급하
는 유통 체인이나 관광상품 공동개발, 한국적인 요식업･미용업 등의 진출
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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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의 외자투자 발전 연구
張建淸(武漢大學 中部發展硏究院 副院長)

1. 중부지역 외자투자의 기본 상황
(1) 중부지역 외자이용액 및 비중 분석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통계를 조사해 보면 전국 외국인직접투자액에서 동부지역이 차지하는 비
중은 평균 87.2%이며 가장 낮은 해에도 84%를 넘었다. 실제투자액의 평
균은 513억 1,000만 달러였다. 한편 중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6%, 가장 높을 때도 11%를 차지했을 뿐이며 실제투자액의 평균은 50억
8,000만 달러였다. 또한 서부지역은 평균 4.2%를 차지했으며 비중이 가장
높을 때는 7.2%, 실제투자액의 평균은 4억 2,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여기
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대부분 동부지역에 몰려 있으
며 중부 및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적다.
중국의 외자이용액 규모는 끊임없이 커지고 있지만, 지리적 위치, 경제
적 조건 차이, 정책적 편향으로 인해 외국투자가 동부 연해지역에 과도하
게 집중됨에 따라 투자의 지역구조가 균형을 잃게 되었다. 외자의 대부분
이 특히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동부지역에 집중되고, 이와 비교할 때 중
서부지역의 외자이용액은 비교적 적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투자가 중국
중･서부지역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진행과정은 여전히
느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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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동･중･서부지역의 실제 외국인직접투자액 및 비중 변화(1999~2008년)
(단위: 억 달러, %)

연도

동부
금액

중부
비중

금액

서부
비중

금액

비중

1999

354.3

87.9

37.5

9.3

11.4

2.8

2000

357.9

87.9

37.0

9.1

12.3

3.0

2001

408.6

97.2

41.0

8.8

19.2

4.1

2002

457.3

86.7

50.1

9.5

20.1

3.8

2003

459.5

85.9

58.3

10.9

17.2

3.2

2004

522.1

86.1

66.8

11.0

17.4

2.9

2005

535.6

88.8

48.3

8.0

19.4

3.2

2006

595.6

90.5

39.78

6

23

3.5

2007

656.4

87.8

54.5

7.3

36.8

4.9

2008

783.4

84.8

74.36

8

66.18

7.2

평균치

513.1

87.2

50.8

8.6

24.3

4.2

자료: 中國商務年鑑(2000~2009)에 있는 각 성의 수치를 합산하였음.

그림 1. 중부지역의 실제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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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부지역 외자이용의 근원지 구조 분석

2008년 홍콩의 대중국 투자액은 410억 3,600만 달러로 중국 총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44.41%를 차지하였으며,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 일본, 케
이맨제도, 한국, 미국, 사모아, 대만의 대중국 투자 비중은 점자 하락하여
각각 17.27%, 4.80%, 3.95%, 3.40%, 3.39%, 3.19%, 2.76%, 2.05%이다. 중
국의 가장 큰 투자국은 홍콩과 버진아일랜드로 중국 총 외국인직접투자액
에서 61.68%를 차지하였다.
표 2. 2008년 중국 국가(지역)별 실제 외국인투자액과 비중
국가(지역)

금액(만 달러)

점유율(%)

홍콩

410,3640

44.41

버진아일랜드

159,5384

17.27

싱가포르

44,3529

4.80

일본

36,5235

3.95

케이맨제도

31,4497

3.40

한국

31,3532

3.39

미국

29,4434

3.19

사모아

25,4975

2.76

중국 대만

18,9868

2.05

자료: 中國統計年鑑2009.

표 3. 2008년 중부지역의 국가(지역)별 실제 외국인투자 비중
국가(지역)

점유율(%)

국가(지역)

점유율(%)

홍콩

52.08

미국

3.58

버진아일랜드

13.21

중국 대만

5.19

싱가포르

3.40

이탈리아

1.22

일본

2.02

-

-

자료: 2009년 중부 각 성 統計年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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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국 중부지역에 대한 홍콩의 투자액은 101억 300만 달러로 중
부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액 중 52.08%를 차지하였으며, 버진아일랜드, 싱
가포르, 일본, 미국, 대만 및 이탈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21%,
3.40%, 2.02%, 3.58%, 5.19%, 1.22%이다. 홍콩과 버진아일랜드의 투자는
중부지역 외국인직접투자액의 65.29%를 차지한다. 홍콩과 버진아일랜드는
중국에서 가장 비중이 큰 투자국이며, 이는 중부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3) 중부지역 외자이용의 업종구조 분석

2008년 중부지역이 체결한 1,646건의 외국인직접투자 건수 중 1차 산업
과 관련된 투자는 모두 107건으로 6.5%, 2차 산업과 관련된 투자는 모두
1,060건으로 64.4%, 3차 산업과 관련된 투자는 479건으로 29.1%를 차지한
다. 계약한 외국인직접투자 액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차 산업이 15억
5,000만 달러로 3.59%, 2차 산업이 300억 8,000만 달러로 69.73%, 3차 산
업이 115억 1,000만 달러로 26.69%를 차지한다. 실제 외자이용액 기준으
로는 1차 산업이 3억 4,000만 달러로 2.04%, 2차 산업은 118억 4,000만 달
러로 70.13%, 3차 산업은 47억 달러로 27.84%를 차지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중부지역의 외자투자는 70% 이상이 2차 산업에
분포하며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낮다. 이 같은 현상을 초래
한 주요 원인은 첫째, 중부지역은 저렴한 노동력 자원이 풍부하여 노동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부지역의 2차 산업은 주로 노동
집약형 산업이므로 외자가 2차 산업, 특히 제조업에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둘째, 중부지역은 자체 내수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다. 이는 공업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가 큼을 의미한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러한 제품
생산에 투자하는 것은 소비자 선호 파악, 시장규모 확대, 판매비용 절감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부지역의 제조업 방면 투자유치 정책은
기타 분야, 즉 금융, 은행 등보다 더 느슨하다. 더욱이 제조업의 발전이 취
업을 확대하고 현지의 총생산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여 제조업 방면의 외
자투자가 현지에서 더 많은 우대조치를 누릴 수 있다. 이 역시 외자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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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집중하게 된 원인이다.
표 4. 2008년 중부지역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액
구분

건수

계약외자

실제외자

건수

계약외자

실제외자

(만 달러)

(만 달러)

(%)

(%)

(%)

1차 산업

107

15,4967

3,4434

6.5

3.59

2.04

2차 산업

1060

300,8305

118,4342

64.4

69.73

70.13

3차 산업

479

115,0965

47,0105

29.1

26.69

27.84

자료: 중부 각 성 統計年鑑(2009); 中國商務年鑑(2009).

표 5. 2008년 중부지역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업종
농업, 목축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 LPG 및 용수 생산과 공급업
건설업

건 수
107

계약외자

실제외자

(만 달러)

(만 달러)

154967

34434

37

77334

141281

597

2145982

643827

53

406697

126515

373

378292

272719

교통운수, 저장 및 우정업

35

96069

28999

정보전달, 컴퓨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

38

110440

28678

도･소매업

82

64957

35406

숙박 및 요식업

39

89324

27243

금융업

23

26984

15844

부동산업

26

371981

196345

159

122998

84223

31

74227

22150

수리, 환경, 공공시설 관리업

19

106734

23336

국민서비스와 기타서비스업

10

70650

5940

교육

6

74

326

보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

3

1117

204

문화, 체육, 오락업

8

15410

1411

임대 및 상무서비스업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및 지질 탐사업

자료: 중부 각 성 統計年鑑(2009); 中國商務年鑑(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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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차･3차 산업의 하위 업종을 살펴보면, 2차 산업 중에도 제조업과
건설업에 외자가 집중되어 있다. 2008년 제조업과 건설업의 실제 외자이
용액은 중부지역 총 실제 외자이용액에서 각각 38.12%, 16.15%를 차지한
다. 3차 산업 중 외자는 주로 부동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몇 년간 중
부지역의 부동산업 이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대량의 외자를 끌어들여 이
러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금융, 보험, 상업서비스 등의 업종은 개
방시기가 비교적 늦은 탓에 아직 많은 외자유입을 실현하지는 못했다.
표 6. 2008년 중부지역 업종별 외상투자 비중
(단위: %)

업종

건 수

계약외자

실제외자

6.5

3.59

2.04

2.25

1.79

8.37

36.27

49.74

38.12

3.22

9.43

7.49

22.66

8.77

16.15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 LPG 및 용수 생산과 공급업
건설업
교통운수, 저장 및 우정업

2.13

2.23

1.72

정보전달, 컴퓨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

2.31

2.56

1.7

도･소매업

4.98

1.51

2.1

숙박 및 요식업

2.37

2.07

1.61

1.4

0.63

0.94

1.58

8.62

11.63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 및 상무서비스업

9.66

2.85

4.99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및 지질 탐사업

1.88

1.72

1.31

수리, 환경, 공공시설 관리업

1.15

2.47

1.38

국민서비스와 기타서비스업

0.61

1.64

0.35

교육

0.36

0

0.02

보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

0.18

0.03

0.01

문화, 체육, 오락업

0.49

0.36

0.08

자료: 중부 각 성 統計年鑑(2009); 中國商務年鑑(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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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부지역 외자유치 우열분석, 건의 및 전망
(1) 중부지역 외자유치 우위 분석

1) 풍부한 농업과 광산 및 에너지자원
중부지역은 풍부한 농업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 중부지역의 식
량, 면화 및 유류 생산량은 각각 1억 6,407만 1,000톤, 199만 3,000톤,
1,263만 2,000톤에 달하며 전국에서 31%, 27%, 43%를 차지한다. 동시에
중부지역은 풍부한 광산자원과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
시(江西)의 비철금속과 철금속, 산시(山西)의 석탄자원과 허난(河南)의 석
유자원, 후베이(湖北)와 후난(湖南)의 전력 및 수리자원이 있다. 2008년
중부지역 원탄량과 발전량이 각각 10억 9,000만 톤과 7,989억 4,000만kWh
에 달하여 각각 전국 총량에서 39%와 23%를 차지하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대외개방 정도를 제고하고 대외개방 분야를 확대하면서 세계 에너
지 부족 현상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중부지역의 잠재된 자원
우위가 외자를 유치하는 요인이 되었다.
2)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 자원
동부지역과 비교하여, 중부지역의 토지는 매우 저렴하며 노동임금은 더
욱 저렴하다. 최근 창장(长江)삼각주와 주장(珠江)삼각주의 토지이용 공간
이 점차 부족해지면서 토지자원의 수량적 측면에서 중부지역의 토지우위
를 더욱 돋보이는 상황이 되었다. 노동력 요소 면에서 보면 2008년 말 중
부지역의 총인구는 3억 5,500만 명이며, 이 중 노동력 인구가 약 1억
3,000만 명으로 전국 총 노동력 인구의 약 1/4을 차지한다. 중부지역은 노
동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평균 노동임금이 연해지역보다 낮다. 2008년
중부와 동부지역의 근로자 평균 임금은 각각 2만 4,269위안과 3만 7,044위
안으로 동부지역이 중부지역의 1.53배에 달한다. 중부지역의 노동력 임금
은 동부지역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므로 임금 측면에서 중부지역은 동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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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비해 외자투자 유치에 더 유리하다.
3) 거대한 시장
전국 시장 구조에서 보면, 중부지역은 시장의 중심지역에 위치하므로 확
실한 지리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중부지역의 인구는 3억 5,500
만 명으로 중국 총인구의 27%를 차지한다. 이는 중부지역이 거대한 소비
잠재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인투자자 특히 다국적 기업이 중부
지역 투자에 매력을 느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중부지역의 경제성장
이 가속화되면서 2008년 중부지역의 1인당 GDP는 1만 7,860위안으로
21% 성장하였는데,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은 도농 주민의 소득과 소비
의 증가를 가져와 중부지역의 시장공간을 계속 확장시킬 것이다. 2008년
중부지역 도시주민의 1인당 소득은 1만 3,226위안으로 2007년 대비 13.7%
증가하였고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2조 2,152억 8,000만 달러로 2007년 대
비 23.2% 증가하였다. 거대한 소비 잠재력과 시장공간은 외자 투자지역
가까이에서 제품을 판매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데 유리하므로, 이는 중부지
역이 외자를 유치할 때 큰 우위 요소다.
표 7. 2008년 중국 지역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주요 지표
지표
토지면적(만 ㎢)

전국 총합
960

동부지역
절대치

중부지역

비중

절대치

서부지역

비중

절대치

91.6

9.5

102.8

10.7

686.7

동북지역

비중
71.5

절대치

비중

78.8

8.2

연말 총인구(만 명)

132802

47964.8

36.7

35465.6

27.1

36522.4

27.9 10874.1

8.3

국내(지역) GDP(억 위안)

300670

177579.6

54.3

63188

19.3

58256.6

17.8 28195.6

8.6

26.9

1차 산업

34000

12145.5

36

9227.1

27.3

9065.1

3307.8

9.8

2차 산업

146183.4

91726.7

55

32192.6

19.3

28018.6

16.8 14942.6

9

129112

83346.6

55.9

28330.7

19

23953.7

16.1 13350.3

9

120486.6

73707.4

58.2

21768.3

17.2

21172.9

16.7

9945.2

7.9

37213

-

17860

-

16000

-

25955

-

공업
3차 산업
1인당 국내(지역) GDP(위안)

22698

사회고정자산 총 투자액
(억 위안)

172828.4

77735.5

46

36695.2

21.7

35948.8

21.3

18714

11.1

지방재정수입(억 위안)

28649.8

16729.7

58.4

4403.7

15.4

5159.2

18

2357.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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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지표

전국 총합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지역

절대치

비중

절대치

비중

절대치

비중

절대치

비중

지방재정지출(억 위안)

49248.5

20737.6

42.1

9869.3

20

13765.7

28

4875.9

9.9

재화 수출입 총액(억 달러)

25632.6

22487

87.7

989.3

3.9

1067.3

4.2

1089

4.2

수출액(억 달러)

14306.9

12425.2

86.8

591.8

4.1

653.5

4.6

636.5

4.4

수입액(억 달러)

11325.6

10061.9

88.8

397.4

3.5

413.8

3.7

452.5

4

105.9

105.5

-

106.5

-

107

-

105.1

-

52870.9

13586.6

16407.1

31

13951.9

26.4

8925.3

16.9

소비자물가 지수(전년도=100)
양식(만 톤)

25.7

면화(만 톤)

749.2

222

29.6

199.3

26.6

327.1

43.7

0.8

0.1

유류(만 톤)

2952.8

806.7

27.3

1263.2

42.8

754.1

25.5

128.8

4.4

원탄(억 톤)

27.9

2.7

9.7

10.9

39

12.3

44

2

7.2
31.2

원유(만 톤)

19001.2

7021.3

37

559.7

2.9

5500.1

28.9

5920.1

발전량(억kWh)

34668.8

14614.3

42.2

7989.4

23

9702.5

28

2362.6

6.8

79687

17880

22.4

18493

23.2

29535

37.1

13778

17.3

3730164

948995

25.4

1020994

27.4

1421085 38.1 339088

9.1

철도운행거리(km)
도로거리(km)
고속도로

60302

22815

37.8

16316

27.1

16456

27.3

4716

7.8

승객마일(1억 명/km)

23196.7

7804.2

38.4

5974.5

29.4

4892.7

24.1

1642.6

8.1

화물마일(1억 톤/km)

110300.8

52223.6

52.6

20732.2

20.9

16403

16.5

9882.6

10

1893

총 체신업무량(억 위안)

23649.5

12620.9

53.4

4227.2

17.9

4897.3

20.7

사회소비품소매총액(억 위안)

108487.7

60539.7

54

22152.8

19.7

19239

17.2 10240.4

8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위안)

15781

19203

-

13226

-

12971

-

13120

-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위안)

4761

6598

-

4453

-

3518

-

5101

-

9.1

자료: 中國統計年鑑 (2009).

(2) 중부지역의 외자유치 제약요인 분석

동부지역이 대규모 외자를 유치하는 경우, 중부지역의 외자유치에는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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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의존(path dependence)
개혁개방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중국 대외개방의 중심은 동부 연해지
역이었고, 경제특구와 연해개방도시부터 연해개발지역까지 연해개방지역
벨트를 형성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90%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집중되
었다. 1990년대 이후 대외개방이 점차 창장연안지역, 내륙지역으로 확산되
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는 더욱 많은 지역 선택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
다. 그러나 원래 연해지역에 투자하였던 외자기업 및 이와 관련된 기타 기
업은 정보가 많은 기존 투자지역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연해지역의
성공한 합자기업과 해당 기업단체는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들 쪽에 투자를
하도록 유인할 것이다. 이러한 순환의 누적은 폴 크루그먼(Paul R. Krugman)
이 묘사한 지역발전 중 ‘경로의존’ 현상과 부합한다. 경로의존 영향하에서
중부지역이 비록 동부 연해지역과 완전히 같은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자를 유치하는 데 분명 불리하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근
10년 동안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동부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동부지역
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그림 2. 최근 10년 중국 총 외국인투자 대비 동부지역의 비중
(단위: %)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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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규모
중부지역과 동부지역은 인구 수와 1인당 소득수준 모두 매우 차이가 크
다. 동부지역의 면적은 중국 총 면적의 9.5%를 차지하고, 중국 총인구의
36.7%가 몰려 있으며 GDP의 54.3%를 차지한다. 2008년 동부지역 도시와
농촌 1인당 소득은 각각 1만 9,203위안과 6,598위안으로 각각 중부지역의
1.45배, 1.48배에 달한다. 보통 외자가 중국에 들어오는 가장 주요한 동기
는 중국시장 점령인데, 동부지역 시장 규모는 중부지역보다 훨씬 크다. 따
라서 동부지역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선택 대상이 되었다. 동부지역은 중
부지역보다 확실히 투자환경이 양호하다. 2009년 동부지역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이 7조 1,058억 5,000만 위안을 달성하였고, 이는 중부지역의 2.70
배에 달한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동부지역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의 평
균은 6조 491억 7,000만 위안으로 중부지역의 2.73배다. 이를 통해 동부지
역의 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외자를 유치하는 데 분명한 우위
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2007~09년 동･중･서부지역 사회소비품소매총액 비교
(단위: 억 위안, %)

연도

전국 총계

동부
절대치

중부
비중

절대치

서부
비중

절대치

동북지역
비중

절대치

비중

2007

89210.0 49876.8 54.2 17983.4 19.6 15730.7 17.1

8360.4

9.1

2008

10848.7 60539.7

19239 17.2

10240

9.1

2009

132678.6 71058.5 53.6 26409.7 19.9 23038.7 17.4

12171.7

9.2

평균치

77579.1 60491.7 53.9 22182.0 19.7 19336.1 17.2

10257.4

9.1

54 22152.8 19.7

자료: 中國統計年鑑.

3) 기초 인프라
생산지역과 생산요소 및 시장이 분리된 경우, 운송비용 및 간편성이 외
국인직접투자시 지역선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2008년 동부지역
의 고속도로 거리는 중부지역의 1.39배로, 중부지역의 교통운송 기초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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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최근 몇 년 새 크게 개선되긴 하였지만 동부지역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이 동부 연해지역의 토지와 기타 생산원가가 중부지
역보다 높더라도 제품원가(생산기술+운송원가) 측면에서 동부지역이 여전
히 지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유다. 중부지역의 원가 우위는 오직 표면
적 또는 국부적인 우위일 뿐 총원가를 고려한다면 열세임이 분명하다. 이
외에 중부지역의 일부 생산요소가 동부지역으로 이동해 어느 정도 연해지
역의 관련 요소가격 상승을 억제하였고 동시에 기술 발전 역시 전통적 생
산요소가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소시켜 외자기업의 원가절감 요
구를 수용할 수 있었다.
4) 노동력 수준
최근 몇 년간, 중부지역의 각 성･시･구는 평균적으로 중･고등학교, 대학
교 및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연
해지역보다 낮다. 이 외에 중부지역의 인력은 성도(省都) 도시와 중앙의
소속기업, 삼선(三线)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외자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잉
여 인력이 매우 적다. 풍부한 노동력은 외자기업이 지역을 선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로 중부지역의 고급 노동력 부족이 외자
를 유치하는 데 또 다른 불리한 요인이 되었다.
5) 산업 관련
2008년 동부와 중부지역의 1차, 2차, 3차 산업 비율은 각각 6.8 : 51.7 :
41.5와 14.6 : 50.9 : 34.5다. 동부 연해지역과 비교하여 중부지역은 농업이
여전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화 기초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낮다. 특히 중부지역의 공업은 중공업 비중이 전국 평
균 수준보다 높고 생산 기초적인 상위제품이 많으며 비국유경제 발전이
낙후하고 국유기업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산업기초는 잠재된 외국
투자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외자유치를 제약하고 있다. 이와 반
대로 동부지역의 양호한 공업기초와 산업구조는 외자산업의 특징과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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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더욱이 점진적으로 형성된 산업관계가 관련 외자를 유치하는 데 중
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 외자기업이 발전할수록 생산기술 수
준과 제품기술 함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동부지역은 더욱 외자유치
에 적합한 지역이 되었다.
6) 투자환경(상업문화, 정책법규, 시장효율, 정보비용 포함)
동부지역은 비교적 발달한 상업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자발적
인 상업의식이 외부에서 온 현대공업 문명과 쉽게 융합되어 점차 외국인
투자에 적합한 기초환경(정책, 문화, 제도, 법률 등)을 조성하고 있다. 법규
와 정책의 완성도, 개방도, 투명도 및 정책이행을 보면, 동부지역이 중부지
역보다 확실히 우수하다. 중부 일부 지역은 관료주의가 심각하여 계약서
이행이 규범적이지 못하고 투명도가 부족하여 다가오던 투자자가 오히려
뒷걸음치게 만드는 등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원
재료와 서비스 조달, 상품시장 개척, 노동력 고용, 계약서 협상 등의 비용
이 높다면 자연히 외국인직접투자는 비용이 낮은 지역에 집중될 것이다.
중국 동부 연해지역의 시장경제는 짧은 시간에 빠르게 발전하였고, 중부
지역에 비해 시장시스템이 완전하며 정부의 사업효율도 비교적 높다. 이
역시 개방 이후 동부지역이 시종 비교적 높은 외자유입 증가율을 유지하
는 중요한 원인이다.
최근 몇 년 새, 정보경제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연구에서 직
접투자의 지역 선택은 외국투자자가 정보원가를 낮추려는 이성적인 선택
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정보원가의 높고 낮음이 대외
투자자의 지역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 투자자의 외자이용과 비
교하여 외국인투자는 투자하고자 하는 나라의 사회와 경제 및 문화 환경
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보비용이 지역 선택 시 중요하게 작용
하므로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 지
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국제교류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이
다. 외국투자자가 현지의 민족풍습과 정치, 경제 특징을 쉽게 이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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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보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중부지역 외자유치를 위한 정책 건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내륙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아직
하나의 추세에 불과한 것으로, 중부지역은 적극적으로 다방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신속히 외자를 유치하여 경제발전 활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1) 외국인직접투자의 동기를 파악하여 제조업자의 원가절감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투자를 하는 주요한 동기는 생산원가의 절감이다.
그러므로 중부지역은 투자환경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현재 상
황에서 노동력 임금, 토지가격은 외국인직접투자 비용에 영향을 주는 가장
주된 요인이다. 노동력 요소는 저렴한 가격 외에도 노동력의 수준 역시 매
우 중요하다. 현재 중부지역이 노동력 임금 측면에서 비교적 큰 우위를 확
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임금은 또 다른 측면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
를 들어 공업생산효율이 낮다면 이러한 저임금 원가의 우위는 완전히 없
어질 것이다. 현재 중부지역의 생산효율을 고려한 임금 수준은 동부지역에
비해 매우 낮다. 그러므로 중부지역은 기초교육과 각종 직업교육을 발전시
켜 현지의 노동력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토지 요소에
서는 토지사용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공장 소재지 주변의 환경에 관심을
갖고 양호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총비용기준, 비용
대체 가능성, 지역선택상의 타성을 고려할 때, 중부지역의 노동력과 토지
가격으로 인해 낮아지는 원가가 운송으로 증가되는 비용보다 훨씬 커야
외국투자자는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정보원가 역시 외국인직접투자자 지역 선정을 결정하는 중요 요
인이다. 이것이 중부지역에 시사하는 바는 시장개방도를 높이고 시장건설
을 완비하면 외국인직접투자의 전체과정이 국제화수준에 부합하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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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외국인투자의 시장과 비(非)시장의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현대 경
제 발전에 필요한 시장경제 개혁정책을 취하여 가능한 한 빨리 각종 요소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시장시스템을 완비하며, 시장 메커니즘을 규범화하
고 시장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
추어야 한다.
2) 효율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집적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여 외국인직접
투자를 유치하여야 한다.
집적경제는 외국인직접투자자가 지역을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매
우 중요한 요소다. 중부지역이 더욱 많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지 공업의 부대시설 능력을 향상시키며 도
시화 추진을 강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중국 중부지역의 도시화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
중부지역 일부 대도시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부지역
의 도시화 수준을 충분히 향상시켜야만 막강한 시장수요와 완비된 기초
인프라를 통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다. 둘째, 도시 서비스업의 집적효과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해야 한다. 금융, 서비스, 통신, 법률,
소매 등 민망한 업종을 중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를 위한 집적효과를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경쟁력을 갖춘 현지
의 특정 산업과 외국인직접투자를 결합하고 적합한 산업정책과 부가조치
를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산업의 집적효과를 강화하고 외국인직접
투자의 경로의존을 이용하여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야 한다.
넷째, 이미 투자 중인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동태적인 지원정책을 제정하
고 재투자를 격려하여 특정 제조업자의 집적효과를 형성해야 한다.
3) 외국인직접투자에 유리한 제도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도적 환경 역시 외국인직접투자자가 지역을 선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 중부지역이 대규모 외자유치를 목표로 한다면 외국인투자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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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우수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정책의 안정성을 보장
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전통계획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
되는 과도기에 대외개방을 진행하면서 매우 다양한 문제가 생겨 정책의
불안정성이 쉽게 유발되었고 외국투자의 리스크를 증대시켰다. 중국은 외
자유치 정책이 지역마다 다르며 이러한 정책이 철저히 이행되는지 여부는
지역마다 더욱 큰 차이가 있어 투자자가 받아들이는 정책의 불안정성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중부는 외자유치에 있어 최대한 정책의 안
정성을 유지하고 제정한 정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둘째, 중부지역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부족하여 과중한 조세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 국가의
우대정책이 동부지역에 편중되면서 중부지역의 공업 평균 세부담이 가중되
었다. 이는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데 불리하므로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 중
지방정부는 무분별한 분배를 지양하고 각종 세금과 비용 정리를 실시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감면 측면에서 중부기업에 더욱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4)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중부지역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의 행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자환경을 홍보하여야 한다. 그
렇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투자환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위험이 있다.
중부지역은 각종 매체를 통해 현지 투자환경의 우월성을 홍보하고, 조건이
되는 지방정부는 지역투자 수익모형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투자수입의 정
량분석 결과를 제공한다면 투자자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고 확실한 환경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4) 향후 중부지역의 외자유치

발전 추세를 살펴보면 향후 한동안 동부 연해지역은 여전히 중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우선선택 지역이 될 것이다. 연해지역은 약 30년에 걸친
대규모 개발건설을 통해 현재 투자환경이 날로 정비되고 있으나 발전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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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을 아직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정부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 일정시기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선택은 점차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원인으로 첫째, 동부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가의 일부 우대혜택이
점차 폐지되고 있는 반면 중･서부지역은 각각 국가의 중부굴기와 서부대
개발이라는 우대정책을 누리고 있다. 둘째, 상업 서비스의 대외개방이 확
대될수록 외국이 중국에 설립하는 지점, 각종 중간기관 및 도･소매와 전신
서비스의 지역적 한계가 점차 감소하면서 외국투자자의 내륙투자 기회가
확대되었다. 셋째, 산업클러스터 증가와 경제발전 수준 향상으로 동부 발
달지역의 토지가격과 노동임금이 점차 상승하면서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이와 같이 투자가 내륙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는
점진적 지역이전 추진전략을 실시하여 우선 발전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중부지역, 성 특히 창장 중류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다. 이 지역은 지리적
위치상 연해와 가깝고 대외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며 투자환경 역시 서부지
역보다 좋으므로 이후 외국투자자의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부지역
은 지리적으로 중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인구가 많으며 경제발전 역시 어
느 정도 기초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
장하고 있어 점차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나타낼 것이다. 외국인투자는 중
국 국내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시장 잠재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중부지역은 노동력 자원이 풍부하고 실제 임금수준이 비교적 낮으
며 노동생산성 역시 서부지역보다 높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중부지역은 임금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외자가 내륙으로 유입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중부지역을 선택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의 중부굴기 전략이 실시됨에 따라 중부지역의 투
자환경은 점차 개선될 것이고 외국투자자가 중부지역에 투자하는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이며 중부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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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중부지역에서 외국투자는 우선 조
건이 비교적 좋은 우한(武汉), 창샤(长沙), 정저우(郑州), 난창(南昌) 등
중･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것이다. 산업발전 측면에서 국가정책과 투자수익
률의 영향을 받아 외국투자자는 중부지역이 경쟁력을 갖춘 기초 인프라
건설 등의 농산품 가공과 식량, 에너지, 원재료 공업, 광산설비, 제련설비,
석화설비, 농기계, 자동차, 선박 등을 위주로 한 기계제조업, 의류, 식품,
경공업, 전자 등의 노동집약형 산업, 물류, 교통운송 등 현대서비스업, 전
자정보, 바이오, 신에너지와 신소재 등 첨단기술산업 등에 투자할 것이다.

3. 중부지역에서 한국의 투자 상황 및 투자 기회
(1) 중국 전체 및 중부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 현황

1992년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
으며, 증가 속도도 중국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속도보다 높다. 중국
에 대한 한국의 투자 건수와 계약외자금액 및 점유율은 1990년대 말부터
계속하여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006년 처음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중국에 신설된 한국 투자기업 수는 4,262개, 계약외자금액은 123억
1,600만 달러, 실제사용 외자금액은 38억 9,500만 달러로 2005년과 비교하
여 각각 30.3%, 37.67%, 24.64% 하락하였다. 2006년 한국의 신규 투자기
업 수, 계약외자금액, 실제투입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중국에 유입된 외자
총량의 10.28%, 6.36%, 6.18%를 차지한다.
2006년 말 현재 중국에는 총 4만 3,130개의 한국 투자기업이 있으며, 이
는 중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 수의 7.26%를 차지한다. 한국의 계약외
자금액은 826억 4,000만 달러로 총 중국 계약외자금액의 5.59%를 차지하
고, 한국의 실제투입금액은 349억 9,900만 달러로 중국 총 실제투입외자금
액의 5.11%를 차지한다. 실제사용 외자누적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한
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7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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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중국에 대한 한국의 실제투자액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36억 7,800만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5.57% 하락하였다. 2008년 중국에 대한 한국의 실
제투자액 31억 3,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4.76% 하락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형세가 호전되면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 역시 다시 증가하고
있다.
투자분야를 보면, 2006년 한국은 중국에서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분
야에 63개의 투자기업을 신설하였으며 계약외자금액은 8,300만 달러, 실제
투입 외자금액은 4,300만 달러로 이는 각각 한국의 대중국 신규 투자기업
의 1.48%, 한국 총 계약외자금액의 0.67%, 한국 총 실제투입금액의 1.11%
를 차지한다. 제조, 채굴, 에너지 생산 및 공급 분야의 신규 한국 투자기업
은 2,958개, 계약외자금액은 100억 4,900만 달러, 실제투입 외자금액은 33
억 6,000만 달러로 각각 중국 신설 총 한국 투자기업의 64.4%, 한국 총 계
약외자금액의 81.5%, 한국 총 실제투입금액의 86.26%를 차지한다. 서비스
무역 분야의 신규 투자기업은 1,253개, 계약외자금액은 22억 6,900만 달러,
실제투입 외자금액은 5억 100만 달러로 한국의 대중국 신규 투자기업의
29.4%, 한국 총 계약외자금액의 18.41%, 한국 총 실제투입금액의 12.86%
를 차지한다. 즉 중국에 대한 한국의 외자투자는 주로 제조, 채굴과 에너
지 생산 및 공급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에 이 분야로 동부지역에 진입한 신규 한국 투자기업은 3,901개,
계약외자금액은 117억 6,500만 달러, 실제투입 외자금액은 37억 9,500만
달러로 중국에 신설된 총 한국기업의 91.67%, 한국 총 계약외자금액의
95.52%, 한국 총 실제투입금액의 97.43%를 차지한다. 중부지역에 신설된
한국 투자기업은 277개, 계약외자금액은 4억 9,300만 달러, 실제투입 외자
금액 6,800만 달러로 중국에 신설된 한국 투자기업 전체의 6.5%, 한국 총
계약외자금액의 4.01%, 한국 총 실제투입금액의 1.75%에 불과하다. 이 수
치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주로 동부지역에 집중해 있으
며 중부지역의 비중은 매우 작다.
2007년 중부 6개 성 중 후난, 장시, 안후이(安徽) 및 산시 4개 성에 대
한 한국의 실제투자액은 1억 4,200만 달러로 4개 성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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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중부지역 총 외자금액의 0.86%를 차지한다. 2008년의 4개 성에 대한
실제투자금액은 3억 7,400만 달러로 중부지역 총 외자금액의 1.93%를 차
지한다. 이는 중부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
여주며 더욱 많은 한국기업이 중부지역에 투자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2) 향후 중부지역에서 한국의 투자 기회

향후 중부지역과 한국은 공동으로 양호한 경제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산
업, 기술, 에너지, 환경, 노동 분야의 합작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의 기
회가 있을 것이다.
1) 양호한 경제무역 환경 조성
전국적으로 보면 한･중 자유무역구 건설을 추진하여 무역 마찰을 줄임
으로써 무역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할 수 있고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살
펴보면 한국기업의 중부지역 진출이 중부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한
국과 중부지역의 상호투자를 촉진하고 중부지역 법률과 법규 및 관련 정
책의 투명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산업분야
농업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현재 보유한 중점분야의 협력을 강화시
키며 새로운 협력분야를 확장해야 한다. 중부지역의 농업우위가 충분히 발
휘될 수 있도록 하며 농업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무역
을 확대하며 농업투자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의 자동차기업과 중부지역의 대형자동차기업이 제품과 기술개발,
부속품 생산과 무역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 인재 교류와 육성을 강
화하며 양측이 안전, 환경보호 등 자동차 표준 방면의 협력을 강화한다.
철강분야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철강산업 협력 메커니즘 및 정보를 상
호 제공하는 체계를 완비한다. 한국 철강기업과 중부지역 철강기업(예: 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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钢)의 기술과 환경 분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양측이 철강산업 표준화
를 추진하여 세계 철강시장에서 양측의 협력을 강화한다.
3) 기술, 에너지, 환경과 노동 분야
쌍방이 바이오기술, 전자기술, 유전자 농업 및 신소재 등 중부지역의 경
쟁력이 비교적 우수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에너지 절약,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자원연합
개발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한･중 환경산업 중심의 조직 기능을 발휘하고 중부지역과 한국 환경기
술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환경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취업, 노동 표준, 노사 관계, 직업 기술 능력 개발, 직업 자격 제도, 노동
통계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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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부지역의 경제발전과 한국경제
이준엽(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1. 서론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한 중국의 불균형 발전전략은 1978년 이후 동부
연안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중서부지역의 상대적 저발달을 초래했다. 지
역간 경제성장의 격차는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
대 중반 이후에는 중국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등장한다. 이에 1999
년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 2003년 동북진흥계획(東北振興計劃), 2006년
중부굴기(中部蹶起) 등 낙후지역의 경제성장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
는 일련의 대규모 지역경제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처럼 낙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고려는 당
시 중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현상을 배경으로 하고있다. 즉, 서부대개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개혁개방 20여 년 동안 이어진 동부지역 발전의 결과
로서 동서간의 소득격차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면서 시
작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동부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서부지역의 자
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이 추진되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 대규모로 진행된 국유기업 구조조정에서 가장 큰 영
향을 받은 곳은 중공업 부문의 대형 국유기업 비중이 높은 동북 3성이다.
당시 국유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실업은 동북지역에 상당
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 이에 이들 지역의 산업구조조정 및 기술개발
을 통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합하는 중공업 및 첨단산업 기지로서 동
북지역의 부흥이 모색된 것이 동북진흥계획이다.

- 108 -

중국 중부지역의 경제발전과 한국경제

중부굴기는 동부, 서부, 동북부 지역의 성장 및 개발계획 발표 이후 정
책적으로 소외된 마지막 지역인 중부지역에 대한 고려의 결과다. 중부지역
이 오랜 기간 동안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이유는 이들 지역의 경제
적 불균형이 서부지역처럼 심각하게 낙후되거나 동북지역처럼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중부지
역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역사의 중심지역이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전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심화되는 한･중 간 경제교류 및 중국경제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비교적
최근에 입안된 중국 중부지역의 대규모 지역경제 발전계획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중부지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통팔달의 교통,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 등을 갖추어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로서 역할 또
한 가능하리라는 점에서 중부지역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동안 중부지역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게 이루어
졌음을 고려하여 중부지역을 개괄하는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중부지
역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는 대외무역의 측면에서 중부지역의 위상 및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3
장에서는 중부지역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한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4장에서는 역사적･지리적 측
면에서 중부지역 발전의 의의에 대하여 후베이성 우한시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중국 중부지역과 한국의 무역관계
중국 중부지역은 최근 10여 년간 대략 중국 전체 수출 및 수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3~4%에 머물러 있는 등 중부 6개 성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의 대외무역을 나타내고 있다(표 1 및 그림 1 참고).1)
1) 2008년 중부 6개 성의 GDP는 중국 전체 GDP의 19.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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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교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수입비중은 낮게
나타나며 매우 불균형한 무역구조를 나타낸다. 이는 중부지역이 매우 낮은
수준의 대외무역비중을 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대외개방 수준이 한
국과의 교역에서는 전형적인 산업간 무역이라는 낮은 수준의 대외교역에
머물러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베이성의 경우에도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 수입 모두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과의 교역에서는 수
입비중이 0.3%에 머물러 대외교역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2 및 그림 2 참고).2)
후베이성을 비롯한 중부지역의 낮은 대외개방수준은 외국인직접투자 현
황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먼저 중부지역과 후베이성 모두 경제규모에
비하여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3 및
그림 3 참고).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이 지역의 낮은
대외교역 수준 혹은 국제분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부지역, 특히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처럼 저조한 투자실적은 이들 지역과
이루어지는 대외무역 분업구조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동부연안지역의 세계 교역에서 자본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무역구
조가 동일화되는 경향과 비교하여 볼 때, 중부지역의 낮은 요소 부존도와
반제품 위주의 수출은 이 지역과 동부지역의 산업구조 사이에 상당한 격
차가 존재함을 말해주고 있다(그림 4 참고). 또한 무역구조에서 동부지역
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부지역과 동부지역은 소득격차도
역시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서로 다른 산업
구조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지역간 분업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여전히 시장분할이 존재하여 통일시장 형성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2) 2008년 후베이성의 GDP는 중국 전체 GDP의 3.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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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중부지역의 대한국 대외교역 비중
(단위: %)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

수출
4.76
4.22
4.22
4.24
3.78
3.65
4.06
3.63
3.66
3.88
4.59
3.71

1)

수입
3.40
3.68
3.56
3.28
3.04
3.37
3.15
3.28
3.14
3.52
3.91
3.80

대한국 수출
8.51
9.39
8.90
8.36
7.76
7.29
7.82
8.08
7.22
6.10
7.73
4.61

2)

대한국 수입2)
1.79
2.38
2.43
2.40
2.12
1.83
1.41
1.17
0.99
1.08
1.34
1.33

주: 1) 중부굴기 계획의 대상인 후베이, 장시, 안후이, 허난, 산시, 후난성 수출 및 수입
액의 합계가 전체 중국 수출 및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중부 6개 성의 대한국 수출 및 수입총액이 중국 전체의 대한국 수출 및 수입총
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그림 1. 중부지역의 대한국 대외교역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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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후베이성의 대한국 대외교역 현황
연도

수출1)

수입1)

대한국 수출2)

대한국 수입2)

1998
1999

0.89
0.79

1.13
0.93

0.81
1.00

0.37
0.57

2000

0.76

0.89

0.73

0.45

2001
2002

0.67
0.64

0.97
0.83

0.61
0.65

0.48
0.34

2003

0.59

0.79

0.60

0.26

2004
2005

0.55
0.55

0.77
0.88

1.04
1.46

0.22
0.24

2006

0.61

0.78

1.10

0.27

2007
2008

0.66
0.80

0.76
0.86

0.90
1.42

0.25
0.32

2009

0.79

0.82

0.72

0.35

주: 1) 후베이성 수출 및 수입액의 합계가 전체 중국 수출 및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임.
2) 후베이성의 대한국 수출 및 수입총액이 중국 전체의 대한국 수출 및 수입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그림 2. 후베이성의 대한국 대외교역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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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부 및 후베이성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단위: %)

연도

중부

후베이성

한국의 대중부

한국의 대후베이

2000

6.81

2.02

0.47

0.00

2001

5.98

1.61

0.57

0.00

2002

6.28

1.62

0.50

2.23

2003

6.44

1.58

1.13

0.07

2004

6.53

1.73

1.00

0.17

2005

7.10

1.76

1.36

0.45

2006

7.33

1.64

1.02

0.09

2007

7.20

1.49

0.81

0.11

2008

7.18

1.46

1.27

0.02

자료: 中国统计年鉴 2009.

그림 3. 후베이성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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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국의 권역별 수출구조
(단위: %, 2004년 기준)
60
50
40
30
20
10
0
동부연해 남부연해 북부연해

반제품

동북

황하중류 장강중류

부품 및 부분품

자본재

서남

서북

소비재

자료: 이준엽(2000), ｢중국의 권역별 무역패턴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4호,
p. 317.

표 4. 후베이성의 주요 수출입 품목
(2009년 기준)

수출
수입
8471(8.5%), 8517(7.2%), 8528(2.2%), 8542(12.1%), 2709(8.9%), 2601(5.0%),
8473(2.2%), 8901(2.0%), 8542 (2.0%), 9013(3.8%), 8471(2.2%), 8517(1.9%),
중국 전체
9013(1.7%), 8443 (1.4%), 8541(1.3%), 1201(1.9%), 2710(1.7%), 7403(1.6%),
6110 (1.2%)
8541(1.6%)
8517(13.0%), 8471(6.3%), 8542(4.8%), 8542(20.7%), 9013(13.4%), 2710(4.0%)
중국의
7208(3.5%), 9013(2.3%), 2701(2.0%), 8517(3.8%), 2917(2.8%), 2902(2.5%),
8504(1.5%), 8541(1.4%), 8544(1.4%), 8473(2.2%), 3902(1.7%), 9001(1.7%),
대한국
2709 (1.3%)
3901 (1.6%)
8901(5.1%), 8528(4.9%), 8525(3.2%), 2601(13.5%), 8708(11.3%), 8542(4.8%),
후베이성 8704(3.1%), 6307(2.7%), 8708(2.1%), 2603(3.7%), 8517(2.6%), 8802(2.2%),
8517(2.0%), 8473(2.0%), 6203(1.9%), 9013(2.0%), 8421(1.7%), 8408(1.6%),
전체
8534 (1.9%)
7002(1.6%)
7208(30.6%), 7228(4.6%), 2510(3.1%), 9013(10.7%), 2713(10.6%), 8542(10.2%)
후베이성의 2804(2.8%), 7607(2.5%), 8454(2.4%), 3901(8.7%), 8408(7.5%), 3902(6.0%),
2922(2.2%), 3401(1.8%), 8708(1.8%), 9001(4.8%), 3903(4.6%), 7606(3.6%),
대한국
8517(1.8%)
8462(3.6%)
주: 밑줄이 표시된 품목은 세계 무역 및 한국과의 무역에서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품목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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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내무역의 관점에서 한국과 중부지역의 낮은 수준의 국제분업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즉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무역 상대국 간의 요소부존도
가 비슷할수록, 시장규모가 클수록, 무역장벽이 낮고 운송비용이 적을수록,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많을수록 산업내무역의 비중은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
의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중부지역 혹은 후베이성과의 낮은 무역비중, 불균형
한 수출입 구조는 이 지역 경제활동 수준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Loertscher･Wolter 1980; Greenaway･Milner 1984; Balassa･Bauwens 1988).
주요 수출입 품목을 통해서도 이 지역과 한국과의 국제분업 수준을 파
악할 수 있다(표 4 참고). 즉, 한국의 주요 수출, 수입 품목은 중국이 세계
와 교역하고 있는 주요 수출 및 수입 품목과 상당히 유사하다. 반면에 후
베이성으로 대표되는 중부지역의 수출, 수입 품목의 경우 중국의 세계 및
한국과의 교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품목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이러한 차
이는 후베이성의 수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지역의 산업구조 및
낮은 소득수준, 낮은 대외개방도 등에 기인하여 세계무역 및 한국과의 무
역에서 중국의 동부연안 지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중국 중부지역의 경제적 위상
중국에서는 지방보호주의 및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하는 독립적인 산업
구조로 인하여 지역간 교역이 축소되는 시장분할이 중국경제 전체 및 개
별 지역의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후
베이성을 중심으로 중국 중부지역의 기타 지역과의 경제적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하여 Granger Causality 검정을 실시한다. 대상기간은 1978~2004년으
로 각 지역의 GDP 차분을 사용, 다음의 오차수정모형(ECM: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검정한다.3)
d (GDPt i ) = α 0 + α1d (GDPt i−1 ) + α 2 d (GDPt i− 2 ) + β1 + β 2 d (GDPt −j1 ) + β 3d (GDPt −j 2 ) + eit

3) Granger Causality 검증에 선행되는 단위근 검정 및 공적분 검정 결과의 표기는 생
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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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근이 존재하는 시계열자료에 대하여 Johansen Cointegration 기법에
의한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후 개별 성시(省市)에 대한 Granger 인과관계
를 다음의 [그림 5, 6, 7]에 정리하였다. 그림에서 화살표의 방향은 지역간
Granger 인과관계의 방향을 의미한다. Granger 인과관계의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개혁개방을 선도하며 소득수준이 높은 동부연안 지역인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의 경우, 이들 지역의 경제성장이 중부 및 서부지역의 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간
에는 쌍방향의 인과관계가 나타나며 서로의 경제성장에 밀접한 영향을 주
어 이들 지역이 통합된 경제권역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둘째, 서부대개발의 중심 지역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대규모의 인프
라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쓰촨성(四川省), 충칭시(重慶市)의 경우 이들
지역의 경제성장은 인근 지역인 중부지역뿐 아니라 동부연안 지역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낙후된 서부지역이 중국정
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권역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중부지역은 서부 및 동부연안 성시의
경제성장에 후발하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부지
역 자체의 인접 성 간에도 별다른 경제적 영향력을 주지 못하여 통합된
경제권역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Granger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부지
역은 그동안 중국의 기타 지역으로부터 수동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받으며
중국경제 성장의 주도적 권역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중부굴기
계획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중부지역 내부에서도 긴밀한 경제적 관
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권역화를 통한 분업과 규모의 경제
실현이 이들 지역의 경제성장에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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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동부연안 상하이, 저장, 장쑤성의 Granger Causality 인과관계

그림 6. 서부지역 쓰촨, 충칭의 Granger Causality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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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후베이성의 Granger Causality 인과관계

4. 역사적･지리적 관점에서의 중부지역
중부지역은 중국역사에서 오랜기간 동안 중원(中原)이라는 이름으로 불
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신중
국 건립 이후 마오쩌둥의 ‘三線戰略’으로 동북 및 서부지역에 중공업기지
를 건설하는 등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짐에 따라 중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동부연안의 개혁개방이 우선시됨에 따라
다시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었다. 결국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서부대
개발, 동북진흥계획 실시가 결정된 이후 마지막 소외지역에 대한 고려로서
중부굴기계획이 채택된다.
그러나 중부지역은 몇 가지 측면에서 향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중부지역은 중국의 동서부를 연결하는
중간지대인 동시에 평야지대로서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 건설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후베이성의 경우 양쯔강의 중류에 위치한 내륙수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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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다.
둘째, 중부 6개 성은 중국의 단일 권역으로서는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내수 위주 성장전략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동부지역에 비하여 낮은 노동비용과 외자기업 우대정책, 서부지역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통환경 등은 외자기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서 투자증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8. 미국과 중국의 중첩지도

주: 미국의 뉴욕시와 중국의 상하이시를 같은 위치로 하여 중첩한 지도임.
지도에서 녹색선은 미국의 동서철도노선임.

미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지리적 측면에서 중국과 중첩해보면 중부지역,
특히 후베이성의 경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
와 같이 지리적 측면에서 19세기 미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은 횡단철
도를 통한 동부(東部)와 서부(西部)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은 시카고다. 후베이성의 우한(武漢)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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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측면에서 시카고와 유사하다. 시카고가 배후 곡창지대를 경제기반
으로 성장한 도시라는 점은 우한이 중부지역의 곡창지대를 배후지역으로
한다는 점과 유사하다. 시카고가 세인트로렌스 운하를 기반으로 한 내륙수
로의 중심지였다는 점과 우한이 양쯔강 수로의 교통요지라는 점 또한 유
사하다. 시카고가 미국의 교육 중심도시라는 점 또한 우한이 중국의 중요
교육도시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 또한 중
국 동･서부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시카고의 개방적이고 시장친화적
인 문화가 경제성장의 문화적･제도적 동인이었음을 중국 중부지역의 각
지역이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중국정부가 입안한 대규모 경제권역발전계획인 중부굴기 계
획을 한국의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조망하였다. 본고의 주요 결론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부지역과 한국의 경제관계는 무역 및 투자 측면에서 중국의 여
타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초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흡한 경
제교류는 중부지역의 낮은 대외개방도, 비교열위의 산업구조, 열악한 사회
인프라 등에서 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낮은 수준의 외국인직접
투자는 이들 지역의 무역구조를 산업간 무역에 주로 의존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둘째, Granger 인과관계 분석을 통하여 볼 때, 중부지역은 동부연안 및
서부지역과 비교하여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역할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다. 이는 중부지역이 여타 지역의 경제성장에 의존하는 피동적
존재로, 또한 중국경제 성장에서 정책우선순위가 가장 떨어지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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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상술한 바와 같은 중부지역의 저조한 경제성장 경험에도 불구하고
중부지역은 동부 및 서부에 비교하여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유리한 교
통환경 및 풍부한 시장을 갖추고 있어 내수시장 발전의 주요 수혜지역이
라는 점, 동서부 통합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
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역할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측
면에서 한국 역시 과거의 동부연안지역 위주의 중국진출에서 벗어나 새로
운 시장 및 생산기지라는 관점에서 중부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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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의 도시기능 정립과 산업발전의 핵심 전략
張建華(華中科技大學 經濟發展硏究中心 副主任)

1. 머리말
우한(武漢)은 ‘중국 중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그 기능이 정립되었다.
한편으로 이는 중국 국가전략구조의 필요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현재
위안의 종합실력과 경쟁력을 통해 이 기능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
한의 사회경제발전, 특히 산업발전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우한은
국가의 전략적 의미상 지역적 중심도시라는 중책을 담당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하므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강화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우한은 중부지
역 견인, 집산, 광범위한 영향력 행사 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산업발전에서 광전자 정보통신, 선진장비 제조, 신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금융서비스, 상업무역물류 등 적합한 산업을 선택, 육성하여
이들 산업이 우한시 공업화 후기의 주도산업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올해 중국 국무원이 승인한 ｢우한시 2010～2020년 종합건설 규획｣에서
는 우한시가 “역사문화의 도시, 중국 중부지역의 중심도시, 전국에서 중요
한 공업기지와 과학교육기지 및 종합교통 중추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년간 지속되던 중부 중심도시 논쟁에 드디어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다
년간 정저우(郑州), 창사(长沙) 등을 위시한 중부 기타 성도가 ‘중부 중심
도시’라는 명칭을 오랫동안 탐낸 이유는 국가전략 측면에서 중대한 위치를
점한다는 거대한 유혹에 기인하기보다는 우한의 위상이 부족하여 다른 지
역들을 설복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정부는 우한을 중부지역 중심도시로 삼고 더 나아가 중부지역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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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도시임을 명확히 하여 중부굴기 ‘선두’ 경쟁에 대한 국가의 선택과 방향
을 제시하였다. 중부지역의 중심도시라는 명칭은 국무원이 승인한 톈진(天
津)의 ‘북방경제중심’에 충칭(重庆)의 ‘창장(长江) 상류의 경제중심’에 상
응하는 것으로 우한의 도시 기능 정립은 이미 국가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우한의 사회경제발전, 특히 산업발전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우한이 국가 전략상의 지역적 중심도시라는 중책을 담당하는 데 아직 부
족하고 실력과 능력을 강화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주된
논지는 중국의 도시전략 기능 정립에서 우한시를 정확히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새로운 기능 정립에 있어 우한이 어떻게 산업발전
의 핵심 분야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다.

2. 지역중심도시: 우한의 도시 기능 정립
근대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우한은 상하이에 버금가는 중국무역센터,
항구도시, 중국 제2대 금융센터로 역사적으로 ‘동방의 시카고’라는 명성을
누렸다. 이는 우한(역사상 주로 汉口)이 자신의 지역적 우위를 충분히 발
휘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징한(京汉)선과 한위에(汉粤)선이 우한에서 교차
하며, 창장(长江)과 한장(汉江) 대동맥이 우한에서 동시에 흐른다. 1949년
이래 19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우한은 중국 4대 공업도시 중 하나로 우
(武)자로 시작하는 ‘우강(武钢)’, ‘우쫑(武重)’, ‘우궈(武锅)’, ‘우촨(武船)’
등 매우 뛰어난 기업이 있었다. 그러나 20여 년 후 우한은 일선 도시 대열
에서 뒤떨어졌고 먼저 개혁개방된 동남연해의 많은 도시보다 발전이 뒤처
졌다.
최근 3~4년간 중국 전체의 발전전략 조정으로 우한은 새로운 발전 기회
를 얻게 되었다. 2006년 4월 국무원이 ‘중부지역 굴기 촉진에 관한 의견’
을 발표하면서 우한은 중부굴기 전략의 참여 도시 중 하나로서 전략거점
의 지위와 기능이 주어졌다. 2007년 1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우한도시
권을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两型) 사회 건설 종합개혁 시범구로 승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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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우한은 도시권 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으며 자원절약형･환
경친화형 개혁시범구를 이끌어 간다는 국가적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2009년 12월 국무원이 동후(东湖)첨단기술개발구를 국가자주혁신 시범구
로 승인, 동의하면서 정부가 우한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아졌다. 우한은
글로벌 자주혁신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받았고 혁신에 의
거하여 발전을 추진하는 본보기 도시가 되었다. 짧은 3년여의 시간 동안
우한은 국가발전전략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그 지위를 충분히 실현하였
으며, 그 기능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한
시가 국가급의 지역중심도시로 지정된 것은 국가전략구조의 요구에 기인하
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도시가 진정한 국가의 지역중심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는 실력과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최근의 발전 추세를 살펴보면,
우광(武廣)고속철도가 개통되고 징한(京汉)고속철도도 곧 개통됨에 따라
종합교통중추로서 우한의 지위가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통시
설 건설과 경제사회의 대발전을 맞이하여 우한은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
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2009년 우한의 GDP는 4,500억 위안 이상에 달
하여 13% 이상 성장하였고 부성급(副省級) 도시 제1대열로 빠르게 발전
하였으며, 우한의 급격한 발전 추세는 주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튼튼한 과학교육 기초에 주목하여 국무원 관련 위원회는
우한에 각종 시험구, 시범구, 시험시, 산업기지 등 수십 개의 도시 명칭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 혁신형 시험도시, 전국 최초 종합교통중추연
구 시험도시, 국가 신형 공업화 산업 시범기지, 종합형 국가 첨단기술산업
기지, 국가 순환경제 시범원구, 중국 서비스 외주 시범도시, 전국형 물류중
심 도시, 국가 지구공간 정보산업 기지와 곧 확정될 창장중류해운센터 등
이 있다. 국가 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기본 조건인 종합경제능력, 과학기술
혁신능력, 국제경쟁능력,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원활한
교통을 위한 능력, 정보교류능력, 지속가능발전능력 등 7대 지표를 고려하
여 종합적으로 추측한 결과 우한의 종합 추정치는 전국 35개 도시 중 8위
를 차지하였고, 중서부 지역 19개 도시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우한보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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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인 선전(深圳), 난징(南京), 항저우(杭州)는 주장(珠江)삼각주와 창
장삼각주 지역에 속하며, 그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은 광저우, 상하이와 중
복된다. 그러므로 종합실력과 시장경쟁력에서 보면 현 단계의 우한은 유리
한 조건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중부지역의 국가 중심도시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한이 국가의 지역중심도시, 더 나아가 전국중심도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한은 국가의 전략적 의미상 중심도시로서 중국 도시체계의 핵심 교점이
자 주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국가지역발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제사
회 성장지이며, 중국과 세계 도시체계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국제경제 체계
에 융합되는 결합점으로서 정치중심, 경제중심, 교통정보중심, 과학교육중
심,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전략적 의미에서 지역중심도시는 2대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자원 배분기능으로 한 지역에 대한 각종 발전 요소자원의 집결･
배분･정리 능력이다. 둘째, 경제사회 발전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이끄는 기
능으로 한 지역에 대해 경제, 문화, 교육, 보건, 과학기술 등의 견인능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두 개의 기능이 일정지역
범위에서(행정구역 지역을 뛰어넘어) 충분한 영향력을 형성하면 비로소 국
가의 지역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
우한의 경우, 창장 중하류지역 최대의 도시로서 전국 지역경제발전의 구
조상 동과 서를 연결시키고 동북을 관통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의 발전 구
조를 보면 우한은 중부지역 견인, 집산, 광범위한 영향력 행사라는 관점에
서 그 기능이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는 경제종합실력,
대외개방도, 기술선도능력, 정보화 수준, 주변지역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
는 능력 등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역중심도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여전
히 부족함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한을 국가의 전략적 의미상의 지역
중심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자 어려운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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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한시 공업화 단계 판단
발전경제학 이론에 근거하여 공업화 단계의 변천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주로 1인당 GDP, 1･2･3차 산업구조, 취업구조, 공업구조, 도시화 수준 등
다섯 가지가 있다.

(1) 1인당 GDP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홀리스 체너리(Hollis Chenery) 등은 1978년 1인
당 GDP를 측정하여 경제발전을 ‘3단계, 6개 시기’로 구분하였다. 궈커샤
(郭克莎)는 2000년 홀리스 체너리의 검증결론을 확장하여 1996년 1인당
GDP를 측정하여 경제발전단계를 구분하였다. 1인당 GDP를 1,240∼2,480
달러, 2,480～4,960달러, 4,960∼9,300달러, 9,300～14,880달러로 구분하여
공업화의 제1, 제2, 제3, 제4단계로 각각 대응시켰다. 2008년 우한시의 1인당
GDP는 4만 4,290위안으로 2008년의 환율에 따라 환산하면 6,336.20달러
(2008년 환율 1달러당 인민폐 6.99위안)다. 그러나 2008년 수치를 1996년의
수치와 비교하기 위해 미국 GDP 디플레이터(2005년을 기준시기로 1996년
의 GDP 디플레이터는 83.088, 2008년 디플레이터는 108.483)와 1996년의
인민폐-달러 환율(1달러당 인민폐 8.31위안)을 이용하여 환산하였고, 2008
년의 1인당 GDP를 1996년의 불변가격에 따라 계산한 결과 4,082.08달러
가 나왔다. 홀리스 체너리, 궈커샤 등의 구분 방법에 따르면 우한시의 공
업화는 제2단계라고 볼 수 있다(국제통화기금, http://www.imf.org).

(2) 1･2･3차 산업구조

미국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발전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국민경제 중 공업의 비중은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형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하였다. 1차 산업의 비중이 20% 또는 그 이하로 하락, 2차
산업의 비중이 상승하여 3차 산업보다 높고 GDP 구성 중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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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적 클 때 공업화는 중기단계에 진입한 것이며, 1차 산업의 비중이
10% 이하로 더 하락하고 2차 산업의 비중이 최고 수준까지 상승한 후 상
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하락으로 전환하고 3차 산업이 GDP 구조에서 최
대 비중을 차지하면 바로 공업화 성숙기에 접어들어 탈공업화 단계가 시
작되고 발달경제 과도기에 접근한 것이다.
우한시의 2001∼08년 1･2･3차 산업 구조를 보면 산업조정이 점진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 1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하락하
여 2008년에는 그 비중이 3.7%였고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약 50%에 이르렀다. 2008년 우한시의 1･2･3차 산업 구성비는 3.7 :
46.1 : 50.2다(표 1 참고). 총체적으로 우한의 공업화 정도는 끊임없이 제고되
고 있으며 발전 중심은 이미 서서히 2･3차 산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사이먼 쿠즈네츠의 경험분석 판단에 따르면 우한시의 공업화 수준은 이미
성숙기에 도달했다.
표 1. 우한시 1･2･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연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2001

6.3

44.1

49.6

2002

6.2

43.3

50.9

2003

5.8

43.3

50.9

2004

5.4

43.9

50.7

2005

4.9

45.5

49.6

2006

4.5

46.1

49.4

2007

4.1

45.8

50.1

2008

3.7

46.1

50.2

자료: 우한시 통계정보망(http://www.whtj.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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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구조

사이먼 쿠즈네츠 통계분석의 표준 모델에 따라 각 산업의 총 종사자 수에
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표로 값을 취하면 공업화를 3단계로 구
분할 수 있다. 즉 총 종사자 수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 이상, 약 30%, 20% 이하일 때 공업화 단계는 초기, 중기와 후기로 대
응된다.
우한시의 취업구조를 보면 2･3차 산업이 노동력을 흡수하는 핵심임을
알 수 있다. 2001년부터 1차 산업의 노동력 비중이 점차 하락하였고 2008
년 이래 감소폭이 이미 6%포인트에 달했다. 산업 중심은 1･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였다. 2004년부터 우한시는 1차 산업 종
사자가 취업자 중 20% 이하를 차지하였다(표 2 참고). 사이먼 쿠즈네츠의
경험분석 판단에 근거하면 우한시의 취업구조는 이미 공업화 후기단계에
진입했다.
표 2. 우한시 1･2･3차 산업의 취업구조(2001~08년)
(단위: %)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2001

23.5

37.9

38.6

2002

21.1

35.2

43.7

2003

20.1

35.1

44.8

2004

19.6

33.8

46.6

2005

19.1

32.6

48.3

2006

19.4

32.7

47.9

2007

18.7

33.2

48.1

2008

17.5

34.2

48.3

연도

자료: 우한시 통계정보망(http://www.whtj.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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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업 내부구조

W. G. 호프만은 호프만비율(제조업 중 소비재공업과 생산재공업 간의
순생산액 비) 설정을 통해 공업화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생
산재공업 발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단계로 호프만비율이 5(±1)이며, 2단
계는 생산재공업 발전이 급속히 확대되는 단계로 호프만비율이 2.5(±1)이
고, 3단계는 생산재공업과 소비재공업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단계로 호프
만비율이 1(±0.5)이다. 4단계는 생산재공업이 우위인 단계로 호프만비율이
1 이하이며 중공업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한다. 2001년 이래 우한시의
호프만비율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표 3 참고) 2008년에는
0.3으로 공업화 4단계에 해당한다.
표 3. 우한시 공업 내부구조
(단위: 억 위안)

구분

경공업

중공업

호프만비율

2001

660.38

951.38

0.694

2002

712.19

1057.73

0.673

2003

804.98

1189.51

0.676

2004

968.14

1434.2

0.675

2005

579.30

2095.11

0.277

2006

720.84

2441.22

0.295

2007

971.27

3039.03

0.320

2008

1434.67

4817.12

0.300

연도

자료: 우한시 통계정보망(http://www.whtj.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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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화 수준

도시화 수준은 공업화 진행 과정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도
시화 수준은 일반적으로 총 인구 중 도시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
여 측정한다. 50% 초과 시 기본적으로 도시화를 실현한 것으로 여긴다.
이때 경제는 대체로 공업화 중기단계에 속하며, 70% 초과 시 도시화 정도
가 매우 높은 것으로 여기며, 이때 경제는 대체로 탈공업화단계에 속한다.
2008년 말 우한시의 호적인구는 833만 2,400명으로 그중 비농업인구가
537만 2,400명이고, 도시화율은 이미 64.5%에 달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한
시는 이미 기본적으로 도시화를 실현하였고 공업화의 중･후기단계에 처해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2001년 이후, 우한시의 공업화 진행 과정이 매우
빠르며 1인당 GDP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산업구조가 끊임없이 고도화되
고 중공업화 정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도시화수준이 비교적 높
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로 다른 각도와 표준에 근거하여
우한의 공업화 수준에 대하여 분석하면 우한시는 현재 공업화 중기에서
공업화 후기로 가는 과도기 단계에 있으며 매우 빨리 공업화 후기의 초급
단계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업화 단계 이론에 근거하면 공업화 수준
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산업구조는 기본적으로 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다시 가공도가 더 높은 공업 중심으로 구조가 점차 업그레이드
되는 규칙을 따른다. 공업화 중기 경제발전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은 공
업화 위주의 제조업 부문으로 이 단계에서 산업은 대부분 자본집약형 산
업에 속한다. 그리고 공업화 후기 경제발전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은 고
가공업 위주의 제조업 부문으로 이 단계에서 산업은 대부분 기술집약형
산업에 속한다. 우한시는 공업화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에
있으며 우한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흥산업을 적절하게 선택하
여 공업화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우호우쾌(又好又快, 좋으
면서 빠르게)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다.

- 131 -

중국의 중부지역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4. 우한시 산업구조 변화와 현황 분석
(1) 우한시 산업구조 종합분석

1) 경제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우한의 지역 내 총생산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2002
년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하
락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2001～08년 동안 우한
의 지역 내 총생산은 1,348억 위안에서 3,960억 1,000만 위안까지 상승하
였고 연평균 성장속도는 14.6%, 2008년 1인당 GDP는 2001년의 2.48배에
달한다.
그림 1. 우한시 10･5규획 이후 GDP 성장 추이

자료: 우한시 통계정보망(http://www.whtj.gov.cn).

2) 1･2･3차 산업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며 산업구조가 고도화됨
2001∼08년까지 1차 산업의 평균성장률은 4.1%, 2차 산업은 15.9%, 3차
산업은 13%에 달하였다. 그중 2차 산업의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며 3차 산
업이 그 다음이다. 1･2･3차 산업구조의 비율이 2001년의 6.3 : 44.1 :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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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한시 11･5규획 이후 1･2･3차 산업의 성장 추이

에서 2008년의 3.7 : 46.1 : 50.2로 변하면서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었
고, 이미 2･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형성하였다.

(2) 우한시 공업 내부구조 분석

2차 산업에는 주로 건축업, 공업이 있다. 우한의 2차 산업은 공업이 약
83%를 차지한다. 여기서는 우한시 공업발전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
하고자 한다.
2008년 우한시 전체의 규모 이상 공업기업은 모두 2,188개로 수용 취업
자 수가 총 69만 명 정도이며 총 공업생산가치 5,773억 7,600만 위안, 공
업 증가치 1,388억 위안, 매출액 5,648억 3,200만 위안을 실현하였다. 그
중 2,854만 4,300위안의 이윤을 달성하였고, 6,757만 7,600위안의 이윤과
세금을 실현하였다. 국민경제의 업종별 표준에 따르면, 우한시의 공업 업
종은 주로 교통운수시설 제조업, 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전자설비 제조업, 전력 및 열에너지 생산과 공급업, 전기기
계 및 기자재 제조업, 담배 제품업, 석유와 코크스 및 핵연료 가공업, 화학
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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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0･5계획 이후 우한시 규모 이상 주요 공업 업종 총생산액
(단위: 억 위안)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공업 총생산액

728.5 1,139.0 1,334.5 1,678.3 2,285.4 2,818.6 3,525.6 5,773.8

교통운수시설 제조업

116.5

181.8

204.8

210.8

336.4

507.2

690.3 1,473.7

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178.9

195.1

250.0

355.1

469.2

460.5

587.2 1,217.8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전자
설비 제조업

99.0

116.3

112.3

88.7

194.2

276.5

340.0

444.9

전력 및 열에너지 생산과 공급업

33.7

42.3

39.8

56.0

197.0

220.1

309.0

649.2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19.9

59.5

96.7

101.5

111.3

157.2

207.5

260.8

담배 제품업

34.1

37.3

45.6

78.5

104.8

131.8

186.3

224.5

석유, 코크스 및 핵연료 가공업

62.5

69.8

85.5

114.7

166.1

184.9

180.7

201.7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16.4

40.9

40.3

61.3

55.5

62.2

81.4

100.1

의약 제조업

22.3

63.3

61.0

63.8

55.0

69.9

79.7

69.4

75.4

91.6

비금속광물 제품업
기타

21.7

26.7

32.9

43.3

55.5

64.7

123.3

306.0

365.7

504.7

540.4

683.6

788.2 1,040.4

자료: 우한시 2001~2009년 통계연감.

어 있으며, 이상의 10개 업종이 총 공업생산가치의 약 80%를 차지한다(표 4
참고).
공업 내부구조를 살펴보면, ‘중공업 우선발전’이라는 경제정책을 추구하
였기 때문에 중공업에 치중하게 되어 중공업･경공업 간 발전 불균형을 초
래하였다. 2008년 우한시의 중공업 생산액은 4,817억 1,200만 위안으로 우
한시 전체 공업 생산액의 77.05%를 차지하여 중공업의 비중이 확연히 높
고 중공업 성장률은 75.8%로 성장 속도가 경공업(경공업은 전년동기대비
21.7% 성장)보다 확연히 빠르다.
각 업종이 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자동차업 위주의 교통운수설
비 제조업과 철강업 위주의 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 가장 크다(그림 3 참고). 그러나 최근 들어 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
업의 비중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반면 교통운수설비 제조업의 비중은 매
년 상승하여 2006년 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을 앞질러 우한시의 공업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되었다. 발전 추세를 보면 교통운수설비 제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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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1위를 유지하고 우한시의 공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년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전력 및 열에너지 생산과 공급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8년에는 그 비율이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전자설비 제조업을 앞질러 우한시 공업의 제3대 업종이 되었다.
각 업종의 성장속도를 보면 최근 몇 년간 성장이 가장 빠른 것은 전력
및 열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업(신에너지 등 업종 포함)으로 2001～08년까
지 평균 성장속도가 44.92%에 달하며(표 5 참고), 그중 2005년에는 251.98%
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전력 및 열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업의 발전을
주시하는 이유는 우한시가 국가의 ‘양형사회’ 건설 종합개혁 시범구로 승
인된 후 신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10･5계획 이후 이후 우한시 규모 이상 주요 공업 업종의 비중 변화
(단위: %)

연도

- 135 -

중국의 중부지역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표 5. 10･5계획 이후 우한시 규모 이상 주요 공업 업종의 성장속도
(단위: %)
연평균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성장
속도

총생산액

7.54

56.36

17.17 25.77

36.17

23.33 25.08

교통운수시설 제조업

2.49

56.05

12.62

2.94

59.58

50.77 36.09 113.49 37.75

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13.12

9.07

28.11 42.05

32.13

-1.85 27.52 107.38 29.07

30.42

17.41

-3.39 -21.00 118.92 42.37 22.94

1.07

25.47

-5.91 40.58 251.98 11.72 40.36 110.12 44.92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전자설비 제조업
전력 및 열에너지 생산과
공급업
담배 제품업

17.47

9.27

22.47 72.03

33.59

25.68 41.39

20.51

29.14

석유, 코크스 및 핵연료 가공업

-8.90

11.76

22.47 34.12

44.85

11.28 -2.27

11.61

14.43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26.50 148.84 -1.30 51.97

-9.41

11.94 30.96

22.95

20.62

의약 제조업

-22.39 183.48 -3.74

-13.82 27.26 13.95 -12.99 11.62

비금속광물 제품업

97.59

4.61

28.14

41.30 32.01

16.55 16.63

25.64

24.73

-0.49 198.44 62.49

23.07 31.74

9.65

30.86

30.72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22.98

5.00

63.77

21.46

37.82

30.35

자료: 우한시 2001~2009년 통계연감의 관련 데이터에 근거하여 산출.

이 외에 교통운수설비 제조업(자동차업 위주), 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
공업(철강업 위주),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와 비금속광물 제조업의 평균
성장속도는 모두 30%를 초과하므로 이들의 발전 역시 경시할 수 없다.
공업에 대한 각 업종의 기여도를 보면 철강업 위주의 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이 공업에 미친 기여도는 30.60%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자
동차업 위주의 교통운수설비 제조업으로 30.13%에 달한다(표 6 참고). 즉,
우한시 총 공업생산가치가 1위안씩 증가할 때 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
업이 0.31위안, 교통운수설비 제조업이 0.30위안의 기여를 한 것이다. 두
업종의 기여도가 이렇게 높을 이유는 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성
장속도가 매우 빨랐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전력 및 열에너지 생산과 공급
업 등 산업 기여도가 10%를 초과하여 우한시 공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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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우한시 규모 이상 주요 공업업종의 공업에 대한 기여도(2001~08년)
(단위: %)

2001~08
2008년
공업성장률에
연평균 성장 차지하는 비중
대한 기여

연도

기여도

교통운수시설 제조업

30.72

25.52

7.84

30.13

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37.75

21.09

7.96

30.60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전자설비 제조업

29.07

7.71

2.24

8.61

전력 및 열에너지 생산과 공급업

24.73

11.24

2.78

10.68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44.92

4.52

2.03

7.80

담배 제품업

37.82

3.89

1.47

5.65

석유, 코크스 및 핵연료 가공업

29.14

3.49

1.02

3.91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14.43

1.73

0.25

0.96

의약 제조업

20.62

1.20

0.25

0.95

비금속광물 제품업

11.62

1.59

0.18

0.71

자료: 우한시 2001~2009년 통계연감의 관련 데이터에 근거하여 산출.

표 7. 우한시 3차 산업 각 업종의 증가치 명세표(2003~08년)
(단위: 억 위안)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차 산업 증가치

825.18

954.23

1109.40

1279.1

1572.75

1987.73

교통운수, 창고, 우정업

100.84

141.00

165.59

167.21

182.74

233.06

정보전달, 컴퓨터서비스,
소프트웨어업

40.94

62.00

74.42

84.57

104.99

134.91

도소매업

186.22

212.18

234.62

261.19

301.19

396.86

숙박, 요식업

83.71

91.67

105.00

121.42

131.95

168.15

금융업

64.48

71.56

88.22

125.98

195.23

239.19

부동산업

64.84

77.15

86.83

105.92

134.14

137.62

교육업

82.24

75.23

89.77

99.85

132.43

163.30

문화, 체육, 오락업

18.86

19.51

23.38

28.00

36.12

51.60

기타

183.05

203.93

241.57

284.96

353.96

463.04

자료: 우한시 통계정보망(http://www.whtj.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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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한시 3차 산업에서 주요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3차 산업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한시는 몇 년간 도소
매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러나 최근 그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4 참고). 그 다음으로 교통운수, 창고 및 우정업으로 역시 최근
그 비중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끊
임없이 증가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 2위까지 상승하
였다. 향후 우한시 3차 산업의 발전에서 금융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각 업종의 성장속도를 보면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올라갈수록 문화, 교
육, 오락업 등 업종에 지출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2003∼08년
문화, 교육, 오락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8.07%로 3차 산업 중 가장 성장이
빠르다. 이 외에 우한시의 첨단기술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실시된 영향으로 정보전달, 컴퓨터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연평균 성장률 17.22%를 달성, 3차 산업 전체 성장률보다 3.88%
포인트 높다. 금융업의 증가치(부가가치)는 2003년 84억 4,800만 위안에서
2008년 239억 1,900만 위안으로 연평균 성장률 16.95%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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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우한시 3차 산업 주요 업종의 성장률(2003~08년)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성장률

3차 산업

12.50

13.80

13.10

13.00

14.2

13.5

13.34

교통운수, 창고, 우정업

9.40

11.90

5.20

3.20

14.20

5.40

8.15

13.70

23.30

21.80

15.00

9.80

20.30

17.22

도소매업

11.50

12.00

12.30

10.60

25.20

13.20

14.03

숙박, 요식업

12.90

12.00

12.40

12.30

12.00

15.00

12.76

금융업

14.10

12.50

18.00

34.70

8.30

15.80

16.95

부동산업

18.50

20.60

4.90

14.30

17.10

86.90

9.71

연도

정보전달, 컴퓨터서비스,
소프트웨어업

교육업

15.60

16.00

18.90

10.80

13.90

20.30

15.87

문화, 체육, 오락업

10.10

24.60

14.60

18.60

17.20

24.00

18.07

자료: 우한시 통계정보망(http://www.whtj.gov.cn).

각 업종이 3차 산업에 기여한 기여도를 보면 도소매업과 금융업이 3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성장이 비교적 빠를 뿐만 아니라 3
차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각각 26.72%와 19.47%로 가장 높다(표 9 참고).
즉, 3차 산업이 1위안 성장할 때 도소매업이 0.27위안 금융업이 0.19위안
의 기여를 한 것이다. 그 다음 정보전달, 컴퓨터서비스, 소프트웨어업, 숙
박과 요식업, 교육 등 업종은 3차 산업에 10% 이상 기여 하여 3차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재 우한시 3차 산업의 주도산업은 여전히 노동집
약형 산업이지만 정보전달, 컴퓨터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 금융업, 문화･
체육･오락업 등 기술집약형 산업 역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한시의 공업화 수준을 신속히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3차 산
업구조로 업그레이드하고 정보전달, 컴퓨터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 금융업
등 산업 위주의 고도 지식밀집형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고급
서비스업의 경쟁우위 육성에 주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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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최근 몇 년간 우한시 3차 산업 주요 업종의 기여도
(단위: %)

평균
성장

2008년의 비중

3차 산업의 성장률에
대한 기여

기여도

교통운수, 창고, 우정업

8.15

11.72

0.95

9.06

정보전달, 컴퓨터서비스,
소프트웨어업

17.22

6.79

1.17

11.16

도소매업

14.03

19.97

2.80

26.72

숙박, 요식업

12.76

8.46

1.08

10.31

금융업

16.95

12.03

2.04

19.47

부동산업

9.71

6.92

0.67

6.39

연도

교육업

15.87

8.21

1.30

12.41

문화, 체육, 오락업

18.07

2.60

0.47

4.48

자료: 우한시 2004~2009년 통계연감의 관련 데이터에 근거하여 산출함.

5. 우한의 향후 핵심 신흥산업 선택
우한시의 산업구조 현황 분석을 통해 현 단계의 공업발전은 여전히 중
공업 등 자본･노동집약형 산업 위주의 공업체계임을 알 수 있다. 우한의
공업발전이 더욱 빨리 공업화 후기 단계에 들어서도록 하려면 이러한 자
본집약형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고가공산업의 발전을 중점
적으로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성장단계에 있는
신흥산업은 새로운 시장 수요를 불러오고 산업기술 수준 또한 향상시킬
수 있어 그 성장속도가 빠르고 성장률이 높으며 모든 산업구조 변동에 핵
심적인 작용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업화 발전의 과도기에 우한시는 경제발전에 적합한 신흥산
업을 면밀하고 신중히 선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업화 후기 단계의 선
도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한시 산업발전의 현재 상황과 신흥산업의 선
택기준을 결합하여 생각해보면 향후 일정 시기 우한의 산업은 주로 다음
과 같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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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전자 정보통신 산업

우한은 광섬유와 광학섬유 생산규모가 전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며 국
내시장 점유율 50%, 국제시장 점유율 12%에 달하고 광전기 부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 국제시장 점유율이 6%에 달한다. 우한시의 이동통신
기지국 피드계(Feed system)의 생산량은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레이저 제품
의 시장 판매액은 총 국내 판매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전국 상위 4개의
레이저 기업 중 3개 기업이 우한에 있다. 2008년 동후첨단기술개발구는
기업 총 수입 580억 위안을 달성하여 신흥산업 중 소득이 가장 큰 개발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광전자 정보통신 산업은 산업 견인효과가 확실
하다. 정보산업은 정보산업 자체의 발전과 혁신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더
욱이 중요한 것은 전통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의 혁신을 촉진시켜 신속한
경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전자 정보통신 산업은 우한시에
서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신흥산업 중 하나다.

2) 선진 장비제조 산업

자동차 제조, 신형 철강원료 제조산업을 기반 삼아 동펑(东风)그룹과 우
강(武钢)그룹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신형 철강제조 산업체인을 적극 발전
시켜야 한다. 자동차, 가전 통합공장을 중심으로 수천 개의 중･소형 자동
차와 가전공업과 관련된 모형, 전자, 기계가공 등 관련 부품 생산 공장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고급 디지털 및 기초제조설비, 규모가 매우 큰 집
적회로 등 전략적 발전이 필요한 중대 장비,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자동
차 및 고속철도 교통설비, 고기술 선박 등 선진 교통수단 제조,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및 개선이 절박한 디지털화, 녹색화 중대 장비에 중점을 두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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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에너지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산업

우한은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원자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수소에너
지 등의 분야에서 모두 상당한 연구능력을 구비하였다. 특히 태양전지모
듈, 광전자건축제품, 태양광 LED, 풍력세트 전자제어 시스템, 원자력 가동
중 검사 등 분야는 중국에서 가장 앞선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핵
우한핵운영기술주식회사(China Nuclear Power Operation Technology Corporation)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 선두그룹에 속하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양형사회’ 종합개혁시범구로서 우한도시권은 후포(湖泊) 정비 및
전통산업 배출 오염물 등 환경보호 측면에 대한 요구가 더욱 엄격해지고
환경보호 제품의 수요량이 매년 확대될 것이다. 2004～08년 동안 환경보
호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52.14%였다. 2008년 말 기준 우한시 동후신기
술개발구는 모두 87개의 환경보호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량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제품 생산 경험을 쌓았으므로 송풍기 설비제조, 선진 원
자력발전 설비제조, 석탄을 고효율 청정에너지로 전환, LED, 선진 스마트
파워 그리드 등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4) 신소재와 바이오산업

우한시는 국가 횃불계획의 일환으로 우한 신소재 산업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금속신소재, 무기비금속신소재, 신형고분자소재와 정밀화 학신소재
등 분야에서 비교적 강한 산학연 협력혁신 우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완
성된 창업 투자시스템 건설, 자본과 과학기술 연결을 위한 플랫폼 건설,
다양한 융자루트 구축 등 신소재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 양호한 환경
을 제공하였다.
우한시 바이오산업 우위제품의 중국 전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 고주파 치료기기의 경우 전국 시장점유율이 95%
에 달하며, 레이저 의료기기는 전국 시장점유율이 60%이며, BT 바이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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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전국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한다. 2008년 현재 우한시의 바이오산업
기업은 약 200개에 달하며 그 판매소득은 이미 100억 위안을 초과하였다.
우한은 국가 바이오산업 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기술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동식물기능유전자, 동물세포융합 및 단일클론성 합체, 고
병원성 미생물, 사람과 가축에 무해한 생물농약 방면에서 선진 수준을 유
지하고 국제적으로도 선진수준에 이르기도 하였다. 녹색농업제품, 동식물
유전자 개량, 식품안정 검사측정 등은 전국에서 선도적인 자리를 점하고
있다. 바이오자원 방면에서 우한시는 전국 최대의 유전자원 센터로서 다종
의 미생물, 동식물 유전자원이 있으며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초소형 전자공학 기초 및 관련 소재, 광전자 소재,
신형 화면표시 소재, 특수기능 소재, 나노미터 소재, 주요 신약 제조, 현대
중의약, 백신시약 양성, 바이오 농업 등을 중점 발전시켜야 한다.

5) 금융서비스업

금융업은 현대 경제의 핵심이다. 동시에 에너지 저소모, 오염이 없는 녹
색산업이면서 고지능,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이자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
발전방식 전환의 우선 선택 산업이다. 기타 산업과 비교하여 금융업은 비
교할 수 없는 거대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한시의 상업은행 규모
는 작고, 영향력도 미미하다. 비록 우한에 1,061개의 은행이 있지만 후베
이(湖北)와 우한에 속하는 은행은 우한시 상업은행 하나밖에 없다. 우한시
상업은행의 등록자본금은 5억 6,800만 위안으로 규모가 너무 작고, 우한시
의 도시은행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지역을 벗어난 전국적 규모의 은행이
되기에는 너무 요원하여, 금융센터를 건설하는 중책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한을 금융기구 집중, 금융시장 완비, 금융혁신 활성화, 금융서
비스 고효율의 지역금융센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한의 금융업을 신속히
발전시켜야 하며, 그 밖에 우한시와 후베이성의 금융자원을 통합･조정하
고, 2∼3개의 지방성 상업은행을 설립하며, 향후 지역 금융지주회사를 설
립하여 지역 금융의 자유로운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은행업, 증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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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등 핵심 금융업의 개혁을 추진하고 연합, 주식 출자, 민관합작경영,
중외합작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여 공정한 경쟁, 자유로운 금융업 발전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현지의 금융기관과 외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
치하고, 중국 측의 시장우위를 이용하여 외국 측의 자금 및 관리 우위와
교환하여 상호 윈윈(win-win)을 실현하여야 한다. 외자 진입 장벽을 낮추
고 우대정책을 실시하며 외자금융기구를 우한에 유치하여 업무를 확대하
고 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중부굴기’를 이용하여 우한시 금융업의 새로
운 굴기를 실현해야 한다.

6) 상업무역 물류업

상업무역 수준은 도시의 경제 활력을 측정하는 중요 지표로서, 현대 물
류업은 전 세계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신흥 서비스
업이며 그 발전 정도 역시 도시의 종합실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그
러므로 상업무역 물류업 분야에서 우한은 대외무역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
다. 그리고 대형 체인점 또는 소매기업, 현대 중개판매 도매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신 경영방식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
다. 또한 본부 경제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체인경영을 지원하는 배송물
류를 지속적으로 건설, 완비하고 농업 산업화의 농자재, 농산품, 콜드체인
전문물류를 서비스하고 전통 창고도매기업이 제3자 물류로 전환해야 한다.
운수업, 창고업, 대리 화물운수업, 정보산업 등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7) 문화창조 산업

우한시의 과학기술 문화 우위를 바탕으로 문화 산업체인을 확장하고 우
한시에 이미 건립된 광구(光谷) 애니메이션 산업원(产业园)과 추텐(楚天)
181 문화창조 산업원 및 뤄자(珞珈)문화창조 산업원 등의 대형 문화창조
회사를 통해 산업 발전을 견인하여야 한다. 동시에 대학을 근거로 우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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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조 산업 발전을 위해 풍부한 인적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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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주탄도시군의 발전 현황 및 평가
이혁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중국 중부지역이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현재 동부지역이 산업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맞아 자본･기
술집약형 산업 발전과 노동집약형 산업의 이전이 요구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중부지역이 연해지역의 노동집약형 산업과 세계 제조업
의 주된 이전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향후 중국 공업화의 중점 발전지
역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중부지역 각 도시군의 발
전전략은 ‘중부굴기’의 요체이며, 여러 개의 도시가 모여 형성된 고밀도의
경제지구인 도시군의 발전으로 향후 소득 증가와 함께 내수시장 확대의
토대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중부지역은 중국의 동서남북을 잇는 중추지역이며, 도시군
건설을 통해 중부굴기를 촉진시켜 지역간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또한 중부지역 발전은 연해
지역과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서, 향후 풍부한 에너지와 광물
자원 등을 바탕으로 원재료 산업 및 제조업 발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중부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우위를 바탕으로 연해지역의 산
업과 기업의 내륙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이 중부지역의 잠재시장에 타깃을 맞추어 진출하거나 진출을 모색하
고 있다.
중부지역 중에서도 창주탄(長株潭)도시군은 창사(長沙), 주저우(株洲),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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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湘潭)을 중심으로 하는 후난성 정치･경제･과학기술･교육의 중심이다.
각종 경제 지표에서 후난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창주탄
도시군은 강한 경제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등에 인접하여 있고, 중국의 동서남북을 잇는 중요한 교통 요
충지다. 또한 창주탄도시군은 중국의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 건설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향후 중부지역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닐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후난성 창주탄도시군을 중심으로 도시군의 경제개황,
산업현황 등에 대해 서술하며, 창주탄도시군의 시장 및 동부지역 산업 이
전지역 또는 기업의 생산기지 거점 이전지역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평가
해보고자 한다.

2. 창주탄도시군 개황
창주탄도시군은 창사, 주저우, 샹탄 등 3개 도시가 샹장(湘江)을 사이로
‘品’자 형으로 위치하고 있으며,1) 도시간 거리는 약 40km에 불과해 ‘1시
간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1 참고). 창주탄도시군을 구성하는 3개
도시의 총면적은 2만 8,000㎢이며 총인구수는 1,342만 명으로, 후난성 전
체에서 각각 13.2%,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후난성의 정치･경제･과학
기술･교육･교통･통신의 중심으로 강한 경제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1) 창주탄도시군은 핵심 도시인 창사, 주저우, 샹탄 3개 도시의 조합을 지칭하며(그림
1의 작은 원), 광의의 창주탄도시군(3+5)은 중심도시에서 1.5시간 반경에 위치한 위
에양, 이양, 창더, 로우디, 헝양을 포함한다(그림 1의 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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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창주탄도시군의 주요 도시 분포

그림 2. 2009년 창주탄도시군의 주요경제지표

자료: 이혁구 외(2010), ｢후난(湖南)성의 환경보호산업 발전현황 및 시사점｣, KIEP 중
국성별동향브리핑 1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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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주탄도시군의 경제는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후난성 경제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 참고). 창주탄도시군의 지역총생산
(GRDP) 규모는 5,506억 7,000만 위안으로 전체 후난성의 약 43%를 차지
하고 있으며, 수출입 총액은 약 67억 달러로 전체 후난성의 약 67%, 외자
유치 규모는 실제투자액 기준 27억 4,000만 달러에 이르러 전체 후난성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매판매액과 고정자산투자 규모는 각각
2,112억 5,000만억 위안, 3,468억 7,000만 위안으로 전체 후난성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각각 43%, 45%에 달하며, 경제성장 기여율은 36.8%, 64.7%
로 후난성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창사시는 창주탄도시군의 핵심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 이
후 창사시의 후난성 내 비중은 매년 상승 추세에 있으며, 2009년 현재 창
사시의 경제 규모는 전체 후난성의 29%이며, 창주탄도시군 내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68%에 달한다(그림 3 참고).
그림 3. 창사 경제규모의 비중 추이

자료: 도시별 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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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주탄도시군의 산업 현황
(1) 산업구조

2009년 현재 후난성의 1차 산업은 전년대비 5% 증가한 1,969억 6,700만
위안으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2%에 달한다. 2차 산업은
5,682억 1,900만 위안이며, 그 비중은 4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차 산업은 11% 증가한 5,278억 8,300만 위안으로 비중은 40.8%로
나타났다(그림 4 참고). 후난성은 전통적인 공업도시답게 2차 산업 비중이
높은 편이며, 1990년 40%에 가깝던 제1차 산업의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
으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2)
그림 4. 후난성 산업구조 변화 추이(1990~2009년)

자료: CEIC.

2) 자세한 내용은 이혁구 외(2010), ｢후난(湖南)성의 환경보호산업 발전현황 및 시사점｣,
KIEP 중국성별동향브리핑 10-24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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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창주탄도시군 도시별 산업비중(2009년)
구분

1차 산업
생산액

2차 산업

비중

생산액

3차 산업

비중

생산액

비중

창사

179.4

4.8

1,893.6

50.6

1,671.8

44.6

주저우

107.8

10.5

560.3

54.8

354.5

34.7

샹탄

89.3

12.1

387.8

52.4

262.3

35.5

자료: 도시별 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2009).

한편 2009년 현재 창주탄도시군의 3개 도시 역시 2차 산업 비중이 모두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창사를 제외한 주저우, 샹탄의 경우 1차 산업의
비율이 각각 10.5%, 12.1%로 두자릿수를 상회하고 있으며, 3차 산업의 비
중 역시 창사를 제외한 주저우, 샹탄 2도시는 40% 미만으로 후난성 평균
수준(40.8%)에도 미치지 못했다(표 1 참고).
한편 창사시의 서비스업 기업 수는 1만 7,163개로 전체 기업의 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부가가치 총액은 1,67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3.9%
성장하였으며, 전체 창사시 경제성장 기여율은 45.8%에 달하고, 주로 도소
매업 등 전통 서비스업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보서비스, 관광, 부동산
등 신서비스업 비중이 커지고 있다.3)

(2) 특화 산업

입지계수분석(location quotient analysis)은 특정 지역 산업의 집적 정도를
식별하는 도구로서 특정 지역 모 산업의 전국대비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알 수 있다. 아래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창주탄 지역의 주요 산업 중
중국 전체와 비교하여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기반산업은 담배가공, 유색금속
야금, 교통운수장비, 비금속광물제품, 화공원료 및 제품, 전문장비 제조, 전
기기계 등이다. 그중에서 창사의 담배가공 입지계수는 59.8로 가장 높은 반
면, 전자통신장비, 식품가공 등은 입지계수가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세한 내용은 창사시 통계국의 ｢長沙市2009年服務業發展報告｣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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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창주탄도시군 주요 제조업의 집적도
구분

창주탄도시군

창사

주저우

샹탄

담배가공

41.26

59.80

0.00

0.00

유색금속야금

3.69

0.77

7.88

0.79

교통운수장비

3.48

1.71

6.00

0.42

비금속광물제품

2.68

0.97

3.20

1.62

화공원료 및 제품

2.57

0.94

2.81

1.69

전문장비제조

6.15

7.36

0.36

1.68

전기기계

1.58

0.69

0.04

1.95

흑색금속야금

2.67

0.38

0.09

4.22

전자통신장비

0.49

0.61

-

0.13

식품가공

0.83

0.37

0.22

0.89

주: 1) 주저우시 데이터는 2008년 통계연감을 이용하였으며, 전자통신장비 항목이 없는
관계로 누락함.
 


2)    (   : 해당지역 i산업의 근로자수,  : 해당지역 전체 근로자수,  : 중

 

국 i산업의 근로자수,  : 중국 전체 근로자수), LQ>1: 기반산업, LQ<1: 비기반산업
자료: 2009 長沙統計年鑑; 2008 株州統計年鑑; 2009 湘潭統計年鑑; 2009
中國統計年鑑.

도시별로 살펴보면, 창사시는 담배가공, 교통운수장비, 전문 장비제조업
등에 특화되어 있으며, 주저우시의 경우 유색금속야금, 교통운수장비, 비금
속광물제품, 화공원료 및 제품 등에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샹탄시의 경우 비금속광물, 화공원료 및 제품, 전문장비제조, 전기기계,
흑색금속야금 부문에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저
우의 유색금속야금업의 입지계수는 7.88, 샹탄시의 흑색금속야금업은 4.22
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지의 풍부한 망간 등 부존자원에 기인한 것으로 취
업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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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창주탄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 또한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다.4) 아
래 [표 3]에서 보듯, 2002년 창주탄지역의 관광수입은 전체 후난성 관광수
입의 50%를 차지하였다. 2006년에는 47%, 2008년에는 약 45%에 달해 창
주탄도시군은 후난성 관광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창주
탄도시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은 그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었고, 동시
에 3차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3. 창주탄도시군의 관광수입 비교
후난성
구분

창사
국내
(억 위안)

주저우

국내
(억 위안)

해외
(만 달러)

2002

220.3

31,000

2006

546.65

5,030

2008

808.84

6,170

271.2

4,240

샹탄

해외
(만 달러)

국내
(억 위안)

해외
(만 달러)

국내외
(억 위안)

90.28

1,470

7.1

175.2

13.76

197.95

3,080

31

621

29.4

48.6억 위안

44.85

자료: 廖素清(2010), ｢长株潭产业结构演进机理分析｣, 黑龙江对外经贸, 제1기, p. 90.

(3) 신전략산업 육성

창주탄도시군은 후난성에서 경제가 가장 발전한 지역이며, 주요 생산요
소인 자본･기술･노동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창
주탄도시군은 담배, 전기기계, 금속야금, 장비제조 등을 기반산업으로 하여
발전해왔으며, 그중 주저우와 샹탄의 운수장비 및 금속야금 분야는 중국
내에서도 톱클래스에 있다.
한편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후난성 역시 그 시류에 편승하고자 신전략산업 육성 전략을 계획
하고 있다. 후난성의 신전략산업 육성 전략은 발전방식 전환을 위한 산업
구조 고도화를 의미한다. 후난성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및 교육 인프라
4) 후난성은 장가계, 동정호 등 유명한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관광
산업 총생산액은 1,055억 위안, 연간 해외 관광객 수는 57만여 명으로 중부지역 내
에서 1위에 올라 있다. KOTRA(2010), ｢中, 후난성 주요 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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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선진장비제조업, 신소재, 신에너지, 환경보호, 정보, 바이오, 우
주항공 등 7개 산업을 신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5)
또한 2007년 12월 창주탄도시군은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兩型社
會) 건설을 위한 시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중부지역 및 전체 중국의 경제발
전에서 그 위상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제11차 5개
년 계획에서 창주탄도시군을 중국 도시화의 중점 지역 및 전국 7대 중점
육성 도시 중 하나로 지정한 바 있으며,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 건
설, 신공업화와 도시화를 유도하기 위한 선도지역,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에코 도시 클러스터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창주탄
도시군은 인프라 및 생태환경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 정보･신
소재･신에너지･바이오테크놀로지･우주항공 등 하이테크 산업을 중점적으
로 발전시키고, 상강(湘江) 유역의 종합 정비 등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외에도 금융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역금융센터를 건설하고
국내외 각종 금융기관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6)

4. 창주탄도시군 평가
창주탄도시군은 후난성의 정치･경제･과학기술･교육의 중심으로, 후난성
의 각종 경제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강한 경제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중국의 동서남북을 잇는 중요한 교
통 요충지다. 또한 창주탄도시군은 중국의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 건
설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향후 중부지역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위
상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내수시장과 동부지역 산업이전 및 기업의 생
산거점 이전지역으로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5) 자세한 내용은 이혁구 외(2010), ｢후난(湖南)성의 환경보호산업 발전현황 및 시사점｣,
KIEP 중국성별동향브리핑 10-24호 참고.
6) 朱翔(2010), ｢长株潭城市群发展模式研究｣, 当代经济, 2010年 3月(上), pp. 4~7.
- 154 -

창주탄도시군의 발전 현황 및 평가

(1) 우세요인

창주탄도시군의 우세요인으로 입지조건의 우위를 들 수 있다. 후난성은
지리적으로 화북, 화동, 화남, 서부를 연결하는 중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인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망과 철도망이 정비되
고 있으며, 창사시는 2009년 12월에 개통한 무한-광저우 간의 고속철도의
정차역이다.
창주탄도시군은 전체 후난성 연구개발 인력의 3/4과 과학기술 성과의
80%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하이테크 산업, 문화산업과 관련해 중국 내
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창주탄 3개 도시에는 후난대학, 중난(中
南)대학, 샹탄대학, 창사이공대학, 후난사범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밀집해
있어 풍부한 인적자원과 함께 과학기술교육 기반 조성을 갖추고 있다.7)
이러한 우위를 바탕으로 2009년 후난성 하이테크 제품의 부가가치액이
전체 후난성 GDP의 11.5%에 달하는 성과를 냈으며, 2009년 국가과학기술
장려 부문에서 상하이, 베이징에 이어 3위에 올랐다.8) 또한 중국의 항공엔
진 분야에서 ‘북방의 선양(대형항공엔진), 남방의 주저우(중소형 항공엔진)’
라는 산업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주저우의 엔진설계 수준은 중국 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중소형 항공엔진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인다.
튼튼한 경제기초 역시 창주탄도시군의 우위로 꼽을 수 있다. 2009년 창
주탄도시군의 지역총생산 규모는 5,506억 7,0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20.6%
늘어나 전체 후난성 경제성장률보다 7%포인트 높았다. 또한 [그림 5]에서
7) 후난성은 과학기술 및 교육 환경이 뛰어나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갖춘 지
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후난성은 중국 공정원과 중국 과학원의 아카데미 회원 수가
45명이며, 국가급 중점 실험실 10개소, 국가급 프로젝트 기술연구센터 5개소, 성급
중점실험실 29개소, 포스트닥터 실험실 49개소를 갖추고 있다. 曾万涛(2010), ｢中国
城市群联市制研究-以长株潭为例｣, 东南大学出版社, p. 117.
8) 창사시의 경우 2009년 연구개발 투입 규모는 GDP의 2.1%에 달하며, 과학기술 진보
의 경제 공헌도가 54%에 달한다. 湖南日报(2010), ｢长沙成为全国首批创新型试点城
市｣.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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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 중부지역의 타 도시군에 비해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
규모에서도 중위안(中原)도시군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그림 5. 중부 4대 도시군의 경제규모 및 성장률 비교(2008년)
(단위: 억 위안, %)

자료: 2009 湖南統計年鑑; 2009 河南統計年鑑; 2009 湖北統計年鑑; 2009
安徽統計年鑑.

(2) 열세요인

도시간 격차는 창주탄도시군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창주탄 세 도시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핵심도시인 창사시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다. [표
4]에서 보듯, 창사의 경제규모는 주저우, 샹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
고 두 도시를 합한 것보다 크다. 세 도시의 경제발전 추세를 볼 때 그 격
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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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창사, 주저우, 샹탄의 경제규모 비교
2000년

2007년

1인당
GRDP
(위안)

1인당
GRDP
(위안)

2008년
1인당
GRDP
(위안)

2009년
1인당
GRDP
(위안)

구분

GRDP
(억 위안)

창사

656.4

11,262

2,190.3 33,711

3,001.0 45,765

3,744.8 56,620

주저우

291.4

7,949

748.7 20,257

909.6 24,560

1,022.6 27,474

샹탄

213.7

7,643

523.1 19,036

654.8 23,672

739.4 26,608

GRDP
(억 위안)

GRDP
(억 위안)

GRDP
(억 위안)

자료: 연도별 도시 통계연감, 도시별 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2009).

성시별 도시와 농촌의 소득수준을 보면, 2009년 후난성의 도시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1만 5,084위안이며, 농촌 1인당 순수
입은 8.8% 증가한 4,910위안으로 모두 중국 전체 평균 이하에 그치는 수
준이다(그림 6 참고).
최근 10년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 1인당 순소득은 각각
2.2배, 2.1배 늘어났으며, 향후 소득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부지역에서는 허난성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성(2008년 기
준 6,380만 명)이기 때문에 소비시장의 잠재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
러나 도농간 소비규모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창주탄도시군
의 내수시장 확대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표 5 참고).
3대 수요지표에서 볼 때 창주탄도시군은 다른 중부 도시군에 비해 열위
에 놓여 있다. 먼저 소비 측면에서 보면 창주탄도시군의 소매판매 총액은
1,457억 7,000만 위안으로 중위안도시군과 우한도시군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투자 측면에서 보면 창주탄도시군의 고정자산총액 규모는 2,624억
9,000만 위안인 데 반해 우한도시군의 고정자산총액은 5,908억 4,000만 위
안에 달한다. 수출 측면에서 보면 창주탄도시군의 수출액은 53억 1,000만
달러로 다른 도시군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또한 [표 6]에 나타나듯
이 3대 수요지표 중 수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 창주탄도시군의 비중
은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후난성 경제성장에서 창주탄도시군은 다른 도시
군에 비해 견인력이 현저하게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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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국 성시의 도농 소득수준 비교(2009년)

자료: CEIC.

표 5. 후난성 도농간 소비판매액 비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도시시장

604.24

799.93

922.76

1,101.20

1,321.32

농촌시장

181.72

242.86

282.07

336.62

386.73

도농격차

422.52

557.07

640.69

764.58

934.59

자료: 湖南統計年鑑(2009); 湖南藍皮書(2009).

표 6. 중부 4대 도시군의 3대 수요지표 비교(2008년)
구분
소매판매액
(억 위안)

비중

고정자산투자액
(억 위안)

비중

수출액
(억 달러)

비중

창주탄도시군

우한도시군

중위안도시군

완장도시군

1,457.7

3,150.4

3,243.1

1,596.7

35.4%

63.4%

57.3%

53.8%

2,624.9

3,708.0

5,908.4

4,776.3

47.4%

65.7%

56.3%

70.8%

53.1

89.9

78.1

88.0

63.1%

76.8%

72.9%

77.5%

자료: 2009 湖南統計年鑑; 2009 河南統計年鑑; 2009 湖北統計年鑑; 2009 安徽統
計年鑑.

- 158 -

창주탄도시군의 발전 현황 및 평가

(3) 한계점

2006~15년 기간은 창주탄도시군 일체화 계획을 이행하고 전면적으로 추
진하는 단계로 경제일체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는 단계다. 또한 창주탄도
시군이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사회 건설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
후 후난성 경제성장의 핵심으로서 중부굴기 전략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창주탄도시군의 산업구조 비율을 보면 전형적인 공업
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자본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전할 여지가 충
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륙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 산업이전에 필요한 인
프라 부족과 중복투자에 따른 경쟁력 약화, 그리고 행정적인 장애물이 단
점으로 지적된다. 창주탄도시군은 산업이전지구의 인프라 미비와 도시별
중복투자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창주탄도시군 내 도시
간 공동 인프라 건설, 산업배치, 자원이용, 요소이동 등에서 협력이 순조롭
지 않고, 상호간 중복되는 산업이 너무 많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9) 독립
된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산업발전의 일체화를 이루어 산업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어렵다.10)
또한 대부분 산업이전 기업의 기술수준이 높지 않으며,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고, 생활시설 또한 부족한 상황이
어서 동부 연해지역의 산업이전에 제약요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천저우
(郴州)가 유치한 가공무역은 주로 전자, 의류, 염색, 농가공품, 광업제품
등이며, 융저우(永州)가 유치한 가공무업은 주로 의류, 모직, 광제품 등으
로 노동집약형 산업이 주가 되며, 부가가치도 낮다. 가공무역기업은 대부
분 광둥에서 주문을 받아 반제품을 가공 생산한 후 위탁업체인 광둥기업
이 수출하는 구조다. 따라서 핵심기술, 자체 브랜드가 있을 수 없고 기업
의 이윤도 낮을 수밖에 없다.
9) 刘涛(2005), ｢行政区经济-长株潭经济一体化的瓶颈｣, 经济地理, 25(5), pp. 682~684．
10) 甘蓉蓉･夏安桃(2010), ｢长株潭城市群竞争力研究｣, 合作经济与科技, 2010年3月号
上(总第388期),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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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동부지역 산업이전 및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을 놓고 지역간 경
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광둥성이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은 광둥성의
북부 및 동서 양익을 중심으로 주장삼각주 기업의 이전을 독려하고 있다.
샤오관, 칭위안 등은 주장삼각주 대기업의 이전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는 창주탄도시군의 동부지역 산업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5. 맺음말
창주탄도시군은 창사, 주저우, 샹탄을 중심으로 구성된 후난성의 정치･
경제･과학기술･교육의 중심이며, 최근 후난성의 각종 경제지표에서 창주
탄도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강한 경제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등에 인접해 있고, 중
국의 동서남북을 잇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다. 또한 창주탄도시군은 중국의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 건설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향후 중
부지역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위상과 전략적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창주탄도시군은 후난성의 자본･기술･노동력 등 주요 생산요소가 집중되
어 있는 지역이며, 최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부 연안 제조업의 산업이전지로 꼽힌다. 현재 창주탄도시군의 3개 도
시는 1시간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향후 철도망 건설로 인해 30분 경
제권을 형성할 전망이며, 도시화와 함께 최근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
어 생산 거점 및 시장으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된다.
물론 창주탄도시군은 연해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고 산업 사슬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으며, 유통･물류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나 향후 중부시장의 내수확대 등 중부시장 전체의 규모를 고려할 때 비
용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자본력을 가진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전
초기지 성격의 투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160 -

창주탄도시군의 발전 현황 및 평가

참고문헌

[국문자료]
이혁구 외. 2010. ｢후난(湖南)성의 환경보호산업 발전현황 및 시사점｣.
KIEP 중국성별동향브리핑 10-24호.
Kotra. 2010. ｢中, 후난성 주요 산업 현황｣.
[중문자료]
甘蓉蓉･夏安桃. 2010. ｢长株潭城市群竞争力研究｣. 合作经济与科
技.
朱翔. 2010. ｢长株潭城市群发展模式研究｣. 当代经济.
曾万涛. 2010. ｢中国城市群联市制研究-以长株潭为例｣. 东南大学出
版社.
廖素清. 2010. ｢长株潭产业结构演进机理分析｣. 黑龙江对外经贸.
刘涛. 2005. ｢行政区经济-长株潭经济一体化的瓶颈｣. 经济地理.
長沙統計局. 2010. ｢長沙市2009年服務業發展報告｣.
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中國統計年鑑.
湖南統計年鑑.
河南統計年鑑.
湖北統計年鑑.
安徽統計年鑑.
長沙統計年鑑.
株州統計年鑑.
湘潭統計年鑑.
湖南日报.

- 161 -

중국의 중부지역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부 록
세미나 소개
1.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0년 8월 22일(일)
□ 장소: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라마다(Ramada) 호텔
나. 세미나 개최 목적 및 주최 기관
□ 개최 목적
- 중국의 새로운 내수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 중부지역의 경제
발전 현황, 핵심 발전전략 및 투자환경을 이해하고 새로운 한중 경
제협력 방안을 모색
□ 주최 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화중과기대학(華中科技大學), (사)한중경제포럼
다. 참석자
□ 한국 측: 이장규(KIEP), 지만수(KIEP), 정영록(서울대), 신태용(KIET),
유재원(건국대), 이준엽(인하대), 현문학(매일경제), 이혁구(KIEP), 정
지현(KIEP), 장상해(KOTRA), 김상필(KOTRA), 이지훈(KOTRA), 왕
찬(서울대 박사생) 등
□ 중국 측: 쉬창성(徐長生) 화중과기대 경제학원 원장, 친쥔원(秦尊文)
후베이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예칭(葉青) 중남재경정법대학 교수, 장
젠칭(張建請) 우한대학 중부발전연구원 부원장, 장젠화(張建華) 화중
과기대 경제발전연구 중심 교수, 화중과기대학 및 우한대학 박사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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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미나 프로그램
시간

08:30~10:00

10:00~10:20

10:20~12:10

12:10~13:30

13:30~15:00

15:00~15:20

15:20~16:50

17:00~18:00

내용
제1세션
▣ 사회: 이장규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단장
1. 从‘中部塌陷’到‘中部崛起’的演变
- 예칭(葉青), 중남재경정법대학 교수, 후베이성 통계국 부국장
2. 중부굴기와 중부 4개 성(省)의 경제적 위상
- 신태용 KIET 연구위원
◉ 지정토론
- 토론자: 지만수(KIEP), 장젠화(張建華, 화중과기대)
coffee break
제2세션: 10:20~12:10
▣ 사회: 쉬창성 화중과기대학 경제학원 원장
1. 论长江中游城市群的构建
- 친쥔원(秦尊文) 후베이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2. 우한도시군의 산업발전 현황 및 평가
- 정지현 KIEP 부연구위원
3. 한국기업의 중부지역 진출 현황 및 전망
- 장상해 KOTRA 우한KBC 관장
◉ 지정토론
- 토론자: 유재원(건국대), 장젠칭(張建請, 우한대)
오찬
제3세션: 13:30~15:00
▣ 사회: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한중경제포럼 대표
1. 外资在中部地区投资发展研究
- 장젠칭(張建請) 우한대학 중부발전연구원 부원장
2. 중국 중부지역 경제발전과 한국경제
- 이준엽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지정토론
- 토론자: 이장규 예칭(葉青)
coffee break
제4세션: 15:20~16:50
▣ 사회: 쉬창성 화중과기대학 경제학원 원장
1. 武汉在中国的城市定位与产业发展的重点选择
- 장젠화(張建華) 화중과기대학 교수
2. 창주탄도시군의 투자환경 및 발전전망
- 이혁구 KIEP 부연구위원
◉ 지정토론
- 토론자: 지만수 친쥔원(秦尊文)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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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및 토론 내용 요약

[제1세션]
가. 발표내용

1. ‘중부함몰(中部塌陷)’에서 ‘중부굴기(中部崛起)’로의 변화
－ 예칭(葉青) 중남재경정법대학 교수, 후베이성 통계국 부국장
□ 중부 6개 성의 면적, 인구 및 GDP는 각각 중국 전체의 10%, 28%,
20% 정도로 중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였고 서부대개발, 동북진흥으로 대표
되는 지역균형발전전략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음.
- 중국의 중심에 위치한 중부지역만 발전하지 못하고 움푹 꺼져 있
는 모습을 빗대어 ‘중부함몰’이라는 표현이 생겨남.
- 이는 경제규모, 1인당 GDP 수준, 경제구조, 소매판매액, 고정자산투
자, 무역액 등 다양한 통계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음.
□ 이러한 ‘중부함몰’ 국면의 타계를 위하여 2003년 주룽지 총리를 시
작으로 중부지역 발전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2005년 정
식으로 중부지역 발전이 ‘중부굴기’ 전략으로 명명되면서 국가전략
으로 승격되었음.
- ‘중부굴기’란 그 전까지 함몰되어 있던 중부지역의 발전수준을 끌
어올린다는 의미임.
- 중부굴기 전략에 있어서 중부지역은 중국의 중요한 식량생산기지,
에너지 및 원자재 기지, 현대적인 장비제조 기지 및 종합 교통 중
추(3개 기지, 1개 허브)로 기능해야 함이 명시됨.
□ 중부지역의 발전을 제약하는 문제로는 ‘삼농(농업, 농촌, 농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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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업부문의 병목현상, 교통인프라 미비 등을 들 수 있음.
- 중부지역의 식량생산 수준은 양호하나 수리시설 설비 및 공사 관
련 경비가 가장 심각한 문제임. 수리설비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
하고는 있으나 기존의 설비는 대부분 1960~70년대에 공사한 것으
로 연식이 오래되고 관리상태가 좋지 않아 위험한 경우가 많음.
- 중공업은 중부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러
한 산업들이 대부분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면서 중간재 생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중부에서 생산된 중간재는 대부분 연
해지역에서 최종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됨. 이 때문에 중부지역
에서는 경공업과 중공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문제임.
- 중부지역은 지리적으로 중국 주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의 밀집 정도가 창장삼각주 지역보다 낮은
수준임.
2. 중부굴기와 중부 4개省의 경제적 위상
－ 신태용 KIET 연구위원
□ 중국 중부 4개 성(安徽, 河南, 湖北, 湖南)은 지리적으로 중부 6성
의 중심은 물론, 중국 전역을 동서남북 4방으로 연결해 주는 중심축
에 위치하고 있음.
- 이러한 지리적 우위를 배경으로 이 지역은 중부굴기의 핵심지역으
로서의 역할은 물론,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운수 허브로
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적
위상은 그다지 높지 않음.
- 주요경제지표 가운데 교통 인프라, 소비활동을 제외하고 생산, 시
장, 개방 환경은 중부 6성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국 중앙정부는 ｢중부지구 굴기 촉진 규획｣을 통해 중국 중부지역
에 “3개 기지, 1개 허브”를 구축한다는 큰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 중
부 4성은 이 계획에 따라 식량, 에너지･원재료, 현대장비업 및 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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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산업기지, 그리고 종합교통운수 허브로의 발전이 기대됨.
- 이와 아울러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위
산업목록(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을 통해 외국인투자도 적극적
으로 유치하고 있어, 중부 4성에 대한 외자의 투자는 중국의 장기
발전계획과 조응하면서 이들 4개 성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중부 4성의 경제적 위상 현실과 향후
발전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투자 희망 지역의 투자환
경을 중국 전역과 비교하여 그 우위를 추출해내는 노력이 요망됨.
- 한편 중국 정부는 중부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이 중부의 내수를 진작
시키고 중부지역의 지속적 경제발전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중부지역 내의 시장진입제한, 시장 분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시장경제의 더욱 원활한 발전을 도모할 필
요가 있음.

나. 토론내용

□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지역간 경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부대개
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부지역과의 격차가 축소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중국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수시장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 이
와 같은 내수촉진 움직임이 중부지역 발전에 어떠한 작용을 할 것인
지 궁금함(지만수 KIEP).
- 중서부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지를 중서부로 이
전하는 추세가 나타나야 함. 가령 선전(深圳)의 유명 대만기업인
팍스콘이 생산기지를 내륙으로 이전한다면 충칭에서 노트북을 생
산하게 될 것이고 우한에서 데스크탑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향후
세계 최대의 데스크탑 생산기지가 될 것임. 이는 생산비용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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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내륙시장에 보다 근접하게 되기 때문임. 중서부 내륙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활성화되면 중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이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간 경제격차를 해소하는 데 공헌하게 될 것
임(예칭 葉青).
□ 중부지역이 여러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중부굴기 전략을 성공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임무를 완성해야 함.
- 우선 위에서 언급한 ‘3개 기지, 1개 허브’ 구축을 철저히 완성하고
7대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함. 중부지역은 산업기반이 비교적
양호하고 인재가 풍부하여 신흥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음. 또한 인구가 많고 시장잠재력이 거대함.
- 또한 중부지역 내 중점도시군을 건설해야 함. 이미 일정 수준의 도
시군이 중부에 형성되어 있는데(중위안, 우한, 창주탄, 완장, 창지
우 도시군 등) 이러한 도시군의 형성은 생산 요소들을 집결시키는
역할을 하여 집약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함(장젠화(張建華) 화중과
기대).

[제2세션]
가. 발표내용

3. 창장(長江)중류 도시군 건설에 관한 논의
－ 친쥔원(秦尊文) 후베이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 창장중류 도시군은 후베이성의 우한도시군과 이징징도시군, 후난성
의 창주탄도시군, 장시성의 환포양후 도시군 등 4개의 도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창장도시군의 건설은 중국정부의 주요기능구(主體功能區) 구축 계
획에도 부합하여 향후 제4의 성장거점으로 성장할 전망임.
- 주요기능구 구축계획은 지난 2006년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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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통과되었음.
- 주요기능구 구축계획은 보다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국토를
‘최적개발지역’, ‘중점개발지역’, ‘개발제한지역’, 개발금지지역’ 등
4개로 분류하고, 그 주요 기능에 따라 지역의 발전정책 및 성과평가
시스템을 완비하여 합리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토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환경수용능력이 약화되기 시작한 ‘최적
개발지역’에는 중국의 3대 성장거점인 환보하이, 창장삼각, 주장삼
각 지역 등이 포함됨.
- 반면 환경수용능력이 강하고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어 있어 조화로
운 발전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는 ‘중점개발지역’에는 중위안 지
역, 창장중류 지역 등 12개 지역이 해당됨(중국 주요기능구 계획,
2010년 6월).
- 위의 12개 ‘중점개발지역’ 중 일부는 현재 도시군의 형태를 초보적
으로 갖추고 있고 미래의 새로운 대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짐.
□ 창장중류 도시군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
- 우선 창장항운을 개발해야 함. 창장의 중류는 창장 전체를 이어주
면서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이는 중부경제가 활발해지는 것을 의미함.
- 둘째, 고속도로를 완비해야 함. 우한-창사-난창(漢長昌) 고속도로
의 건설은 ‘중부삼각지역(우한-창사-난창)’에 있어 중요한 교통 기
반시설임.
- 셋째, 철도 건설을 촉진해야 함. 우한-창사-난창은 삼각형(△) 형태
로 위치하며, 이 지역의 일체화는 2001년부터 논의되고 있음. 현재
이 지역은 3시간 경제권이지만 머지않아 1시간 경제권으로 변화할
것임(우한-창사-난창 지역간 1시간 거리).
□ 창장중류 도시군은 중국 제4의 경제성장 거점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는데, 경쟁지역인 충칭-청두(成渝) 지역보다 경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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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인구, 면적, 경제규모에 있어 충칭-청두 지역을 능가하며 주장삼각
지역 및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지역과 근접거리에 위치함.
- 또한 장비제조업이 발전하였고 첨단산업의 기반이 양호하며 우수
한 인재가 비교적 풍부하여 제4의 성장거점이 될 능력이 충분함.
- 창장중류 도시군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고, 창장삼각지역 및 완장(皖
江)경제벨트와 연결되면 그 규모는 워싱턴, 보스턴 등의 거대 도시
군을 추월할 것임.
4. 우한도시군의 산업발전 현황 및 평가
－ 정지현 KIEP 부연구위원
□ 우한도시군은 우한을 중심으로 반경 100㎞ 내에 있는 8개 도시를
포함하며 이 때문에 1+8 도시군이라고 함.
- 우한도시군은 후베이성의 인구 및 경제가 집중된 핵심지역으로 특
히 우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큼.
- 우한의 GDP 규모는 우한도시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투자와
소비 모두 도시군의 60%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임.
- 우한의 1인당 GDP는 우한도시군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데, 우한
을 제외한 8개 도시의 1인당 GDP는 우한도시군 평균에 미치지 못
할 정도로 우한과 기타 8개 도시와의 격차가 큼.
□ 우한도시군의 우위산업은 전자정보, 자동차 및 부품제조, 철강, 장비
제조, 방직, 화공, 건자재, 식품음료 등으로 일정 수준의 산업클러스
터가 형성되어 있음.
- 방직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위산업은 우한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방직업의 경우도 생산을 제외한 R&D,
서비스센터, 시장으로의 기능은 우한이 그 중심 역할을 함.
- 특히 중국의 광(光)밸리로 불리는 우한은 동후하이테크개발구를
중심으로 어저우, 황스, 샤오간 등과 협력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우한도시군 각 도시의 산업별 생산액과 취업구조를 통해 산업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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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1차 산업의 왜곡이 가장 심하고 2차
산업의 노동력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1차 산업의 왜곡은 농촌의 잉여노동력 과다로 인한 것임.
- 특징적인 것은 우한, 황스, 샤오간을 제외한 6개 지역에서 3차 산
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함.
- 우한도시군은 중국 전체 대비, 1차 산업의 왜곡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3차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어 있음.
□ 우한도시군의 지역간 산업연계성을 보면, 중심도시인 우한에 각종
중점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주변 중소도시의 경제발전 수준
이나 클러스터 형성 정도가 미약한 상황임.
- 4대 지주산업인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광전자 산업의 규모는 크
지만 경쟁력이 약함.
- 산업연계성의 중요요인인 교통 연계수준이 낮음. 즉, 중부의 주요
성도끼리의 교통시설은 빠르게 구축되고 있으나 도시군 내의 도시
끼리는 철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직선거리가 아닌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요인으로 우한도시군 내의 지역간 클러스터 발전이 더디고
협력생산시스템이 불완전함.
□ 우한도시군 내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하고 행정
구역을 초월한 산업체인을 구축하며, 지역간 경제적 연계성을 강화
하여야 도시군 전체의 통합발전이 가능할 전망임.
5. 한국기업의 중부지역 진출 현황 및 전망: 후베이성, 후난성을 중심으로
－ 장상해 KOTRA 우한KBC 관장
□ 한국기업의 중부지역 진출은 그 역사와 규모 면에서 연해지역에 비
해 매우 미약한 상황임.
- 지리적 요인, 진출방식(수출가공, 연해의 거대시장 확보 목적) 등의
요인으로 한국기업의 투자가 연해지역에 집중되면서, 내륙지역은
소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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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 투자환경이 악화되는 연해지역에 대한 투자 위주에서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내륙으로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정부 또한 내륙으로의 산업이전을 장려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한국정부와 기업도 내륙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기 시작함.
- 내륙으로의 진출은 내수시장 확보, 투자비용 절감, 원활한 인력 수
급, 중국의 거대 기업에 대한 부품소재 납품 등 다양한 요인이 있
을 수 있음.
- 연해, 서부, 동북에 이어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는 중부내륙, 그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후베이 및 후난과의 경제교류 확대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신성장의 활로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한 돌파구로
자리할 전망임.
□ 2009년까지 후베이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모두 62개로 총 투자규모
가 8,300억 달러에 이르는데 그 중 80~90%가 우한에 집중되어 있음.
- 투자형태는 매우 분산적인 특징을 가지고 투자규모는 연해지역에
비해서 작은 수준이나 발전잠재력이 높음.
□ 최근 대기업 중심의 한국기업이 우한을 투자진출지역으로 고려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실제 투자로 연결되는 경우가 증가함.
- SK 에너지는 중국석유(SINOPEC)와 20억 달러의 에틸렌 공장에
투자를 확정함.
- LS 전선은 후베이성 이창(宜昌)의 국유기업을 인수하여 2,500만
달러를 투자함.
- 산업이전의 예로, 한국타이어는 9억 달러 규모의 투자진출에 있어
우한과 충칭을 두고 고민하고 있음(현재 공장은 쟈싱(嘉興)에 있음).
- 또한 롯데그룹이 최근 KOTRA를 통해 우한을 3~4차례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내륙거점 지역의 선정에 고심하고 있음.
- 최근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기업의 후베이성을 비롯한 중
부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이 증대될 전망임.

- 171 -

중국의 중부지역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나. 토론내용

□ 서울의 경우 인구 과밀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경제발전이 제
약되기도 하는데, 중국의 경우 도시군의 최대 인구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창장중류 지역과 같이 300㎞ 이내의 지역에, 인구가 고도로
밀집되는 것은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또한
도시화에 따라 인구의 이동이 불가피한데, 중국의 호적제도(戶口制
度)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이동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유재원,
건국대)
- 중국 도시군의 인구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고 오히려 현재는 인구
가 집중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주요기능구의 ‘개발제한지역’의
인구를 ‘중점개발지역’으로 집중시키고 있음. 창장중류지역의 도시
군 규모는 서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서울처럼 인구분산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님. 물론 이 지역도 부동산 가격, 환경 및
노동력에 대한 조건의 악화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
점이 되면 이러한 압력을 주변도시로 분산시킬 것임. 중국의 호구
(戶口)제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호구로 인
한 제한도 적어졌음. 특히 중소도시 및 향진에서는 호구로 인한 제
한이 거의 없음. 물론 우한은 대도시이므로 호구로 인한 제한은 어
느 정도 존재함(친쥔원, 후베이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 우한도시군의 일체화 문제에 있어, 우한에서 가까운 도시의 경제 발
전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우한에서 50㎞ 이상 떨어진 지역의 발
전은 비교적 느린 편임. 우한의 경제규모는 4,500억 위안인 데 반해
황강(黃岡)은 700억 위안 규모임.
- 또한 정저우 중심의 중위안 도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한도시군의
여러 도시의 경제 규모가 천억 위안을 넘음. 가령 뤄양(洛陽)의 경
제총량은 2,030억 위안임.
- 우한 도시군 내에서 산업의 조화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행정적
인 문제임. 우한의 관리들은 모두 우한이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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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업과 같이 오염이 심각한 산업만을 주변도시로 이전하려고 함
(장젠칭(張建請), 우한대).

[제3세션]
가. 발표내용

6. 중국 중부지역 외국인투자 발전에 관한 연구
－ 장젠칭(張建請) 우한대학 중부발전연구원 부원장
□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지리적 위
치, 경제 조건의 차이, 정책적 편향 등으로 인해 동부연해지역에 과
도하게 집중되었고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함.
- 대부분의 외자는 동부지역 중에서도 발전속도가 빠른 곳에 집중되
어 있고 중서부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적은 편임. 최근 들어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님.
- 또한 외국인투자는 주로 2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그 비중이
64.4%에 달하는데 이는 중부지역의 인건비가 저렴하고 시장이 광
활하기 때문임. 3차 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29.1%이며 1차 산업
은 6.5%에 불과함.
□ 외국인투자에 있어서 중부지역은 풍부한 자원, 저렴한 노동력 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과 기반시설 부족, 노동의 낮은 질적 수준 등의
단점을 지님.
- 농업, 광산,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데 특히 산시성의 석탄, 후베이성
의 수자원 등이 대표적임.
- 또한 노동력 및 토지의 가격이 저렴하고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
지고 있음.
- 반면 기존 투자의 90% 이상이 연해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동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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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조건이 우수하여 신규투자 역시 동부지역
으로 집중됨.
- 또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낮은 편이며, 산
업클러스터가 완비되지 않았음.
□ 외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진출 동기를 파악하고 원가절감
을 촉구하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산업집적 효과를 높이고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함.
- 한국의 대중(對中)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중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적은 상황임.
- 한·중 양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 자동차, 철강 및 신에너지 기
술 등 분야의 투자가 증대되길 희망함.
7. 중국 중부지역 경제발전과 한국경제
－이준엽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중국 중부지역과 세계 및 한국 간의 무역량이 중국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음.
- 특히 한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수출입의 비중 차이가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후베이성의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매우 적음.
- 또한 중부지역 및 후베이성에 대한 세계 및 한국의 투자 역시 매
우 적음.
□ 중국 전체로는 세계 및 한국과의 무역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형 품목
의 비중이 높은 반면, 후베이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원자재, 반제품
수출입을 위주로 하여 산업내 무역의 지수가 낮게 나타남.
- 한국, 대만과 중국 8대 권역의 산업내 무역 요인에 대한 계량분석
결과 1인당 소득, 외국인직접투자 등이 산업내 무역지수를 결정하
는 주요 요인이었음.
□ 중국 각 성시(省市) 경제성장의 그랜저 인과관계분석 결과, 동부연
안의 성시와 쓰촨, 충칭 등 서부의 성시은 주변 지역의 경제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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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침.
- 반면에 중부지역의 성시는 이러한 파급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있고
후베이성의 경우에도 주변 지역으로부터 경제성장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음.
□ 후베이성 경제성장에 대한 제언
- 미국 경제발전의 역사적 경험과 비교할 때, 후베이성은 현재의 시
카고와 경제･지리적으로 유사함.
- 시카고가 구비한 교통인프라. 배후 곡창지대, 문화적 개방성, 시장
중심적 문화는 후베이성, 특히 우한의 경제발전에 있어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나. 토론내용

□ 장 부원장님께서는 중부지역, 특히 우한의 여러 가지 투자 매력을
제시하셨는데, 외자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정책적인 우대조치가 중
요한 고려사항임. 중부지역에 대한 투자에 어떤 정책적인 우위가 있
는가?(이장규, KIEP)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역별 우대조치는 현재 모두 산업에 따른 우
대조치로 전환되었음. 이 때문에 특구 지역에 대한 정책적 우대를
제외하고는 중부와 동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같은 정책
의 적용을 받음. 이는 우한도 마찬가지임. 그러므로 우한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등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환경
을 개선시켜야 함(장젠칭, 우한대).
-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가 매우 중
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우한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이장규,
KIEP)
- 소프트웨어 환경은 정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투자
환경이라고 생각함. 외자기업에 대한 정책 시행에 있어서는 친절하
고 우호적인 태도가 중요한데, 고위급 관리자가 지지를 하더라도
하급관리자가 정책집행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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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함. 연구에 따르면 후베이성은 하드웨어적인 조건이 훌륭하여 중
서부지역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조건은 부족
한 편임(장젠칭, 우한대).
□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들이 우한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
해서는 우한의 중점산업에 주목해야 함. 특히 우한은 자동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싶어하며 동펑(東風) 계열이 아닌 자동차 브랜
드, 가령 비야디(比亞迪) 등이 우한에 투자하기를 희망함. 현재 프랑
스 및 일본 등의 자동차 회사가 기진출해 있는 등 기본적인 산업기
반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우한이 중부 최대의 자동차
제조 기지가 되었으면 함. 중국인들은 자동차를 매우 좋아하는데, 본
인도 자동차를 4번이나 교체하였을 정도임. 즉 자동차에 대한 수요
는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중부지역은 자동차를 중점산업으로 육성시
켜야 함(예칭(張建請), 후베이성 통계국).

[제4세션]
가. 발표내용

8. 우한시의 경제적 위상과 산업발전전략
－ 장젠화(張建華) 화중과기대학 교수
□ 우한은 역사적으로 매우 번영한 도시로 경제적 위상이 높은 지역이
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발전이 더디었고 현재는 이를 회복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음.
- 역사적으로 우한은 동방의 시카고라는 별칭이 있었음.
- 우한은 2006년 중부굴기전략, 2007년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
건설, 2009년 동후하이테크개발구 등의 국가급 발전전략 지역으로
금융, 특허보호, 하이테크기업 창업 등과 관련된 우대정책의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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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함.
- 우한-광저우, 우한-상하이 고속철이 이미 개통되었고 베이징-우한
고속철이 곧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의 중심지임.
- 또한 우한의 인구는 1,000만 명에 육박하고, GDP 규모가 4,500억
위안에 달하여 중국 8위를 차지함. 상위 7위권 도시는 모두 연해지
역 도시로, 중서부지역의 1위가 우한임.
□ 우한의 산업화 단계는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종합적
으로 볼 때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임.
- 1인당 GDP 기준으로는 총 4개 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고 3차 산
업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성숙단계에 해당하며, 취업구조를 기준으
로 보면 산업화 후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내부구조에 있어서는 4단계에 해당하나, 소비재 산업이 낙후
하고 우수브랜드를 육성하지 못하였음. 도시화 수준은 중국 평균을
상회함.
□ 우한시의 중점산업은 가공업, 기술집약적 산업 등으로 2010년 발표
된 중국 하이테크 산업 중점분야 중 상위 9개 부문이 우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점산업임.
-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재 광전자, 설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및
바이오, 금융, 비즈니스 물류, 문화창의 등 7개 분야가 유망함(우한
의 광섬유와 광케이블은 세계 2위 수준임).
9. 창주탄도시군의 투자환경 및 발전전망
- 이혁구 KIEP 부연구위원
□ 창주탄도시군은 후난성의 자본·기술·노동력 등 주요 생산요소가 집중
된 지역이며, 최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부 연안 제조업 산업이전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음.
- 창주탄도시군은 창사, 주저우, 샹탄을 중심으로 구성된 후난성의
정치･경제･과학기술·교육의 중심임.
- 최근 창주탄도시군은 후난성의 각종 경제 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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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로 커지고 있는 등 강한 경제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지리적으로도 창장삼각주와 주장삼각주 등에 인접하여 있고,
중국의 동서남북을 잇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임.
□ 창주탄도시군은 중국의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 건설을 위한 시
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향후 중부지역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위상
을 지니고 있어 전략적 의의를 가짐.
□ 현재 창주탄도시군의 3개 도시는 1시간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향후 철도망이 건설되면 30분 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이며, 급격한 도
시화와 함께 최근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생산 거점 및 시장
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됨.
- 물론 유통·물류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향후 중부시장의 내수확대 등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비용이 크다
고 할 수 없으며, 전초기지 성격의 투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나. 토론내용

□ 중부굴기 전략에 있어 우한시는 중심도시로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
으나, 나머지 5개 성의 성도(省都)와 여전히 큰 경제격차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보는가?(지만수, KIEP)
-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임. 이는 우한뿐만 아니라 계속 발전하
고 있는 다른 지역들의 동태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
임. 현재로서는 이러한 격차가 축소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
음. 만일 5년 내에 우한시의 경제발전 애로요인을 해결하고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경우,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장젠화, 화중과기대).
□ 올해 후베이성의 경제규모는 후난성을 추월할 것이고 우한에 있는
동후하이테크개발구는 그 면적을 224㎢에서 518㎢로 확대시킬 계획
임. 동후하이테크개발구는 2009년 말 중관춘(中關村)에 이어 두 번
째로 자주혁신시범구로 선정된바, 하이테크산업화 기지를 구축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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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고 있음.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는 데 중관춘의 우위가 크지만,
규모가 큰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에는 동후개발구의 우위가 더
욱 큼(친쥔원(秦尊文), 후베이성 사회과학원).
[종합토론]

□ ‘서부삼각지역(충칭-청두-시안)’과 대응되는 ‘중부삼각지역(우한-창사난창)’의 구축 및 발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
는데 실제로 시행하게 될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어떤 단점이 있다
고 생각하는가?(한국 측)
- 200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부삼각지역’과 관련된 많은 이
론과 가설들이 발표되었으며 우리도 실제 시행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함. 중부 6개 성은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협력
관계라기보다는 경쟁관계라고 할 수 있고 그 경쟁 정도는 매우 심
한 편임.
- 이에 중부지역 연구자들은 사례분석과 이성적 판단에 근거하여 중
부지역간 협력을 주장해왔음. 그 예로 동북 3성의 협력 방식인 ‘3
개 성, 2개 시’ 계획을 들 수 있음.
- ‘중부삼각지역’이라는 개념은 이들 지역간의 지리적인 편리성 때문
으로 후베이(우한)-후난(창사)-장시(난창) 3개 성이 삼각형의 형태
로 연결되어 있고 각 성의 성도에 산업이 집중되어 있음.
- 또한 직선형 구조가 아닌 삼각형 구조라는 점에서 발전의 기회와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음. 실제로 ‘서부삼각지역’은
본래 청두-충칭 지역의 협력관계에 시안(西安)을 추가하여 삼각형
의 구도가 된 지역인데, 이때부터 중앙정부의 지지를 받게 되었음.
이는 이들 지역이 서부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등 더욱 파급력
강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중국 측)
□ 최근 중부지역, 특히 후베이성 우한에 외자기업이 성공적으로 투자
한 사례가 있는가? 또한 후베이성 출신 사업가 중 크게 성공한 케이
스가 있는가?(한국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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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사례는 매우 많음. 우한에는 프랑스 및 일본의 사업체가 비
교적 많음. 최근에는 지멘스, 우중(武重), 알카텔 등이 성공하였음.
- 후베이 출신 성공한 기업가 중에는 타이캉 생명보험(泰康人壽)의
사장이 대표적임. 과거 그는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경매사업을 시작
하였고 가장 영향력 있는 경매회사를 만들었음. 그러나 경매사업이
큰 돈을 벌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업으로 전환함. 그 당시에
는 금융업이 개방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일찍이 중국보험감독관
리위원회에 신청하여 금융업이 개방되면서 처음으로 비준을 획득
한 개인보험회사가 됨.
- 지우저우통(九州通)이라는 의약회사가 있는데, 이는 후베이의 삼
형제가 경영하는 개인의약회사임. 이들은 후베이 잉청(應城)지역에
서 농사와 의료를 겸하는 의료인이었음. 현재 이 회사는 매출액
54.7억 위안 중국 3위, 민간기업 1위로 성장하였음.(중국 측)

- 180 -

부 록

세미나 프로그램 및 현장사진

제1세션: 08:30~10:00

1. 从“中部塌陷”到“中部崛起”的演变
- 예칭(葉青) 중남재경정법대학 교수,
후베이성 통계국 부국장
2. 중부굴기와 중부 4개 성의 경제적 위상
- 신태용 KIET 연구위원

제2세션: 10:20~12:10

1. 论长江中游城市群的构建
- 친쥔원(秦尊文) 후베이성회과학원 부원장
2. 우한도시군의 산업발전 현황 및 평가
- 정지현 KIEP 부연구위원
3. 한국기업의 중부지역 진출 현황 및 전망
- 장상해 KOTRA 우한KBC 관장

제3세션: 13:30~15:00

1. 外资在中部地区投资发展研究
- 장젠칭(張建請) 우한대학 중부발전연구원 부원장
2. 중국 중부지역 경제발전과 한국경제
- 이준엽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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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션: 15:20~16:50

1. 武汉在中国的城市定位与产业发展的
重点选择
- 장젠화(張建華) 화중과기대학 교수
2. 창주탄도시군의 투자환경 및 발전전망
- 이혁구 KIEP 부연구위원

종합토론: 17:00~18:00

- 182 -

부 록

주요 참가자 명단
정영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장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태용 (산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재원 (건국대학교 기획처장, 경제학 교수)
현문학 (매일경제신문 기자)
이준엽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장상해 (KOTRA 武漢 무역관장)
이혁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원)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원)
왕 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대학원생)
徐長生 (華中科技大學 經濟學院 院長)
葉 青 (湖北省 統計局 副局長)
秦尊文 (湖北省 社會科學院 副院長)
張建淸 (武漢大學 中部發展硏究院 副院長)
張建華 (華中科技大學 經濟發展硏究中心 副主任)
蕭一嘯 (華中科技大學經濟學院 硏究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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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中部发展和韩中经济合作 研讨会资料

叶青：湖北省统计局副局长，中南财经政法大学教授
主题：从“中部塌陷”到“中部崛起”的演变
发表：
一．武汉整体情况介绍：
武汉作为中国“中部中心城市”，是中国五大中心城市之一，年经济总量
在4500亿元以上，比起其他中心城市，即使是非直辖市的广州，年经济总量
也接近一万亿元，这充分说明了广州的区位优势。
武汉也是全国两大高铁枢纽城市之一。其中从北京到达中国北部各城
市，只需要3到4小时。而从武汉达到中国南部各城市，只需要2到4小时。同
时也是航空枢纽城市。
武汉除了有较为发达的制造业，也是商贸发达的城市，有很大的商贸市
场位于汉口北部。

二．中国的区域划分体系：
中国是一个幅员辽阔、人口众多的大国，在自然条件、历史基础、社会
经济发展水平等方面存在着显著差异。因此，分区域因地制宜地发展经济，是
一种历史的选择。
古代中国的基本经济格局可划分为三大经济带：(1)北方、西北干旱半
干旱区与青藏高原高寒区的游畜牧经济带；(2)黄河中下游地区的旱作农业
带；(3)秦岭一淮河线以南地区的稻作农业经济带。
新中国成立以后，改革开放以前，全国形成华北、东北、西北、华东、中
南、西南六大行政区，简称“大区”。这些大区既是经济合作区域，也是政治
管理单位，在特殊时期，这样的划分方法在其后的经济建设中曾发挥了重要
作用。“大区”是一级地方政府，分别管辖若干省级行政单位。1952年，六大
行政区改设行政委员会，仅作为中央的派出机构监督地方政府，本身不再是
一级地方政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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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革开放以后，特别是从 1986年开始，为了制订 “七五”计划(1986~1990)，提
出了地区经济的梯度开发思想，以沿海为基地，以其经济技术优势开发内地
资源，进而再向边疆少数民族地区发展，形成东部沿海、中部内陆、西部地
区三大经济地带。
2003年，中国提出振兴东北老工业基地战略，2006年提出中部崛起战
略，最终形成现在的四大经济区域，基本上符合中国经济发展的实际。准确
的提法是：西部开发、东北振兴、中部崛起、东部率先发展。以此为基础，
强调全国经济的公平增长和四大经济区域的协调发展。

三．中部塌陷与中部崛起
(一) “中部塌陷”：
中部六省的面积占全国的十分之一，人口占全国的28.1%。可以说，中部
的发展即是中国的发展。但是，由于长期以来缺乏政策支持，形成了“中部
塌陷”的状况。从经济总量，人均GDP水平，“三化”进程，经济结构，消费品
零售总额，固定资产投资，进出口总额各统计数据都可以看得出来。

(二) 中部崛起的提出：
2003年，朱镕基曾在做政府工作报告的时候提出过，从03年下半年开始，
学者开始关注中部塌陷的问题。正式的提出是在2004年3月5日上午，温家宝
总理在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二次会议上做的政府工作报告中指出：
“促进区域协调发展，是我国现代化建设中的一个重大战略问题。要坚持推
进西部大开发，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促进中部地区崛起，鼓励东部
地区加快发展，形成东中西互动、优势互补、相互促进、共同发展的新格
局”。“加快中部地区发展是区域协调发展的重要方面。国家支持中部地区发
挥区位优势和经济优势，加快改革开放和发展步伐，加强现代农业和重要商
品粮基地建设，加强基础设施建设，发展有竞争力的制造业和高新技术产
业，提高工业化和城镇化水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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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是中国领导人第一次在正式文件中提及“中部崛起”。赢得了包括笔者
在内的中部六省的全国人大代表的掌声。从此，来自中部六省的代表不断发
出“中部崛起”的呼声。实践证明，中国每年的全国“两会”，是各省市区提出
区域发展政策的重要场所。2005年，“中部崛起”正式上升为国家战略，并被
写入“十一五”规划纲要。

(三) 中部崛起战略的提出：
针对中部六省发展相对缓慢的状况，2006年4月，国务院出台了 ≪关于促
进中部地区崛起的若干意见≫，出台了36条政策措施，提出要把中部建成全
国重要的粮食生产基地、能源原材料基地、现代装备制造及高技术产业基地
以及综合交通运输枢纽。
2009年9月23日，国务院常务会议讨论并通过 ≪促进中部地区崛起规划≫。通
过实施 ≪促进中部地区崛起规划≫，争取到2015年，中部地区实现经济发展水
平显著提高、发展活力进一步增强、可持续发展能力明显提升、和谐社会建
设取得新进展的目标。此规划的重点在于提出要加快形成沿长江、陇海、京
广和京九“两横两纵”经济带，积极培育充满活力的城市群。
如果说2006年是把中部地区从洼地里提升出来的话，2009年的新规划的
获批则是在此基础上再造一个高地。规划的前四项部署可以概括为三个基地
一个枢纽。第五项部署突出了中部地区的区位优势。两条横向大动脉陇海铁
路和长江水道，与京广和京九铁路两条纵向大动脉形成一个“井”字型，而中
部六省正好处于“井”字的中心，承东启西、承南启北。第六七八项部署体现
了中部的三大优势，一是劳动力资源丰富，劳动力成本相对较低。投资者从
成本—收益角度考虑，会把投资转向低劳动力成本地区。二是土地资源相对
比较宽松。三是资源丰富。山西、河南、安徽是中国三大煤炭生产省份，江
西赣州拥有世界上少有的稀土资源，湖北有丰富的水资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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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中部的问题与解决方案
中部在改革开放的20年当中错过了发展的黄金期，可以说是不公平的。
那么现在怎样利用新的机会发展呢？我们要先关注问题，再提出解决方案。

(一) 中部发展存在的问题
1．“三农”问题仍很突出。中部粮食生产有一定的基础，复旦中国粮食
安全的重任。除了粮食生产和乡村债务负担的问题，水里设施和和农田水利
基础设施问题是最为严重的问题。新的水利工程发展缓慢，老的工程大部分
建于20世纪六、七十年代，年久失修，存在大量病险隐患。
2．制约工业发展的“瓶颈”尚未突破。中部以重工业为主，比如湖北最
大的产业是汽车，然后是钢铁产业，一是造成严重的污染问题，二是最终消
费品多由沿海制造，如何协调轻工业和重工业也是个问题。
3．交通运输体系建设仍存在薄弱环节。中部六省虽然位置优越，但仍
存在薄弱环节，高速公路，高铁密度都不如长三角。

(二) 中部崛起的建议
1．切实做好“三个基地一个枢纽”的工作。所谓三个基地是指粮食基
地，能源原材料制造基地，和装备制造业基地。湖北，湖南市重要的粮食生
产区。山西以及河南矿产资源丰富，湖北市水电大省。在建国初期，前苏联
帮助新中国进行建设的126个项目中，武汉有8项，是除东北以外项目最多的
地区，这些项目成果现在仍然发挥着重要的作用。
2. 中部新兴战略：积极培育七大新兴产业。中部地区具有较好的产业
基础和人才支撑，具有发展新兴产业的基础。而且中部地区人口众多，市场
潜力很大。以武汉市为例，全国百所211重点大学中，武汉占有7所。今年全
国600万大学毕业生中，武汉占有30万。IBM在大连的办公大楼里有4000名
员工，现在也准备在武汉建设一个，为的就是人才。因此，要加强中部地区
大专院校、科研院所与企业的合作力度，建立科研机构与企业之间的良性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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动机制，提高科研机构与企业在科技创新方面的积极性。以建设高新技术产
业基地为重点，加快发展软件、光电子、电子信息、生物工程、现代中药、新
材料等新兴产业。
3．打造重点城市群。目前中部地区已经形成了若干重点城市群(带)，如
中原城市群、武汉城市群、长珠潭城市群、皖江城市带、昌九城市带等。这
些城市群的形成，对于集聚生产要素，实现集约式发展起到重要作用。
4．打造“中三角”经济区。“西三角”经济区将大关中和成渝经济带整合
在一起，形成以西安、重庆、成都为中心的西三角经济区，把西北、西南的
经济重心构建成统一的西部重心和龙头，这不能不说是对中部崛起的挑战。
2010年4月3日，笔者在湖南大学两型社会国际研讨会上提出，既然西部
提出“西三角”，中部为什么不能有“中三角”?中部正在形成一种“非向心
力”，“去中部化”现象严重。笔者提出“中三角”经济区——武汉、长沙、南昌
城市圈的合作。事实上，这一建议早有专家提出。不止有湖北的学者，湖
南，江西都有人提出过这样的想法。明年“两会”，笔者也会作为人大代表正
式提出这一提案。

申泰容：韩国产业研究院研究员
题目：中部崛起和中部四省经济位相
发表：
我的研究中，中部四省指安徽，河南，湖北，湖南四省。首先，我讲中部
四省和中部六省的基本投资环境做了对比，之后也对比了生产环境，市场环
境和开放环境。最后得出的结论是中部四省市场环境好，消费规模大，市场
发展令人期待，开放环境需要改善，并且要重视“三个基地，一个中心”的建设。
具体分析：首先中部四省发展的产业方面，在生物，新能源和原材料等
产业上有重复，这几个省对自身的产业重点定位并不明确。从产业目录来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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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部四省外商投资重点，我们可以发现多个领域都是需要外商介入的。我相
信，再过几年，会有更多的投资机会。在这个过程中，会出现各省重复投资
的现象。
从外商的角度看，各省的优势在哪里呢？比较很重要，参考可能性更重
要。我个人认为在内需推动成为经济发展主力的现时期，中部四省和六省作
为一个很大的市场，对经济发展有直接积极的影响。那么重点应该是做好建
立市场开拓，产品引入的机制。

讨论：
韩方问：在金融危机后，中国政府开始强调拉动内需发展，您觉得这对
中部地区的发展有何作用呢？
中方答：生产基地是跟着市场走的，为了拉动中西部市场，生产基地也
出现了内迁的趋势。比如深圳著名的台企富士康，就将生产基地内迁，在重
庆生产手提电脑，在武汉也建立了台式机的生产基地，以后可能成为世界最
大的台式机生产基地。这主要是因为一，更加靠近内地市场，二，成本低。
中西部地区收入相对低，主要因为就业不足，因此有大量内地劳动力在沿海
打工，春节的时候会出现“返潮”现象，那么生产基地内迁之后不仅可以降低
企业成本，也会对缩小地区贫富差距做贡献。

韩方问：您认为发展战略中有什么重点?和其他地区进行比较的时候，有
没有考虑过重复投资的问题?
中方答：中部地区首先农业条件是最好的。其次是装备制造业，因为战
时处于安全问题的考虑，国家曾经在中部城市建立了重工生产基地，那么中
部的大城市是有工业基础的，这是西部地区没有的优势。所以我们可以借机
中部崛起恢复以前的能力，从而减少重复投资。再次是交通问题，我们运输
网络密度远低于沿海地区，这将制约发展，所以进行交通建设是另一个重
点。最后，从最近几年的报道看，西部地区可以说是灾害较多，中部地区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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于地理位置较为安全的地域，这也降低了投资风险。希望各位学者对湖北多做宣传。

韩方问：“中三角”这个系统想要协调起来可以说存在很大困难，如果真
的做起来，和其他的地域比有什么优缺点呢？
中方答：从04年到现在，“中三角”一直存在于理论假设，我们承认实现
是有困难的。中部六省迄今为止的合作实际上非常少，竞争反而更多。基于
一些真实案例以及理性考虑，学者呼吁要合作。比如“东北三省”的合作，“三
省两市”计划(包括东北三省会和大连)，他们分开重点，合力发展。提出这个
概念，也是因为地理上的便利，三个省会基本是三角形，边长为300公里，三
个城市的产业各有侧重。并且，“三角”比“一线”的机会更多，著名的例子就
是“西三角”原来只有“成渝”两家合作，直到加上西安才引起中央重视，因为
这将对整个西部有带动作用，会有更大发展。

秦尊文(湖北省社科院副院长)
题目：论长江中游城市群的构建
发表：
今天我的发表主要有四个部分的内容：一、长江中游发展概况，二、国
家方面为什么支持，三、如何建设长江中游城市群，四、长江中有城市群有
望成为中国经济增长第四极。

一、概况：目前，中国存在四个官方认可的城市群，分别是武汉城市圈，长
株潭城市圈，鄱阳湖生态经济圈，以及宜荆荆城市群。

二、 构建长江中游城市群符合国家主体功能区要求：上述四个城市群，由于
地跨三省，迄今尚未形成有机整体。以四个城市群为基础构建长江中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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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市群，符合国家相关战略，特别是符合国家主体功能区规划的要求。2006
年3月14日，十届人大四次会议表决通过的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
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 专列“推进形成主体功能区”一章。≪纲
要≫ 根据资源环境承载能力、现有开发密度和发展潜力，统筹考虑未来
我国人口分布、经济布局、国土利用和城镇化格局，将国土空间划分为
优化开发、重点开发、限制开发和禁止开发四类主体功能区。所谓优化
开发区域，是指国土开发密度已经较高、资源环境承载能力开始减弱的
区域；所谓重点开发区域，是指资源环境承载能力较强、经济和人口集
聚条件较好的区域；所谓限制开发区域，是指资源环境承载能力较弱、大
规模集聚经济和人口条件不够好并关系到全国或较大区域范围农产品
供给安全或生态安全的区域；所谓禁止开发区域，是指依法设立的各类
自然保护区域。按照主体功能定位调整完善区域政策和绩效评价，规范
空间开发秩序，形成合理的空间开发结构。2010年6月12日，国务院常
务会议通过了 ≪全国主体功能区规划≫。≪规划≫ 将环渤海地区、长江三
角洲地区和珠江三角洲地区列为“国家优化开发区域”。中原地区、长江
中游地区、成渝地区、呼包鄂地区、哈长地区、东陇海地区等12个地区
列为“国家重点开发区域”。可以看出，国家三大优化开发区域是目前中
国经济发展的龙头，也是现实的三大增长极；而12个国家重点开发区域
是对全国区域协调发展具有重大意义的城市化地区，其中有几个重点
开发区域的城市群框架初步形成、具备一体化条件并有可能发展成为
新的大城市群。长江中游地区是唯一地跨三省的重点开发区域，最有希
望率先构建一体化的大城市群。其中，武汉毫无疑问是中心城市。之前
有提到过两纵两横的格局，若加上“宝成线”这一纵，就是三纵两横。

三、 怎么建设城市群：我认为要以交通基础设施为突破口构建长江中游城
市群。
首先是长江航运开发。长江中游在整个长江流域起着承上启下、沟通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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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东中西三大地带的重要作用。“中游畅则长江畅，中部活则全国活”。现
在三省和国家有关部委对此十分重视，可以以此为契机，通过进一步开
发黄金水道加强三省融合，特别是通过建设长江中游港口群，促进形成
长江中游城市群。其中，武汉更是长江枢纽。
其次是高速公路的建设。目前，汉长昌高速公路形成了一个完整的环
线。汉长昌高速环路的建成，为“中三角”提供了很好的交通基础，我们
可以沿着公路和铁路的交通通道布置基础设施。
再次是铁路建设。“汉长昌”三个城市群呈环状，中心地带是保护区。2001
曾经提出过三群融合，合成大区，我认为现在已经时机成熟。三省之
间，早有铁路相互沟通。前几年动车组的开行，汉长昌之间相互车程只
需3小时。目前，汉长昌之间正在被高速铁路进一步沟通。汉长昌之间
高铁完全建成之后，汉长昌“3小时经济圈”将演变为“1小时城市圈”。

四、 长江中游城市群有望成为中国经济增长第四极：长三角、珠三角、京津
冀地区是公认的我国经济的三大增长极，参与第四极竞争的主要是长
江中游地区和成渝地区。通过在五大地区中的比较，长江中游城市群经
过三省共同奋斗，有望成为中国经济增长第四极。通过比较可以发现，尽
管长江中游城市群现有经济实力相对落后于沿海三大城市群，但是绝
大部分指标都优于成渝城市群。起优势表现在幅员辽阔人口众多，经济
总量远超成渝直逼珠三角和京津冀城市群，投资超越珠三角和成渝接
近京津冀城市群，装备制造业优势突出，高新技术产业态势良好，人才
优势比较突出，国内市场比较优势明显。因此，长江中游三省联手，完
全有能力打造中国经济增长第四极。并且在打造成功后江河长三角经
济带衔接，连接皖城带，其规模将超过美国华盛顿‐波士顿的大城市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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郑知贤：韩国对外经济政策研究院研究员
题目：武汉城市圈产业发展现状与评价
发表：
前面几位着重讲了宏观方面的发展状况，我认为微观的分析也值得重
视。今天我要讲的就是武汉的城市圈发展。也就是“1+8”城市圈。武汉在湖
北省，面积除外，其他的各项指标都远远超过其他地区，特别是GDP，因此
可以说武汉市湖北省经济发展的集中地。
通过数据比较我们发展，武汉在各个指标上都领先，但是其他城市的增
长率也是不错的。具体分析各产业，我们可以看出，电子信息产业，主要集
中在武汉，鄂州，黄石，孝感都有覆盖；汽车产业主要集中在武汉，孝感和
仙桃也有覆盖。钢铁业也是重点，在武汉，鄂州和黄石形成了冶炼产业带。现
代装备也的重点仍在武汉。纺织行业主要集中在湖北省东部，棉纺织工业发
达，黄冈地区医疗纺织业强，咸宁则是麻纺织工业强。武汉、鄂州主要生产
服装和丝织品。武汉的纺织工业有研发团队和服务，其他地区则是各有重点
产品。化学工业一武汉为中心。
评价：从产业歪曲表中我们可以看出，第一产业的歪曲最严重，第二产
业劳动力需求最大，而第三产业的发展已经停滞一段时间了。武汉的产业过
度集中。“8”和“1”的落差很大。武汉虽有大企业，但是产业竞争力薄弱，名
牌少。跨省交通设施发达，省内交通薄弱。比如，武汉到天门，仙桃和潜江
市不通铁路。武汉到黄冈有铁路但是不是直达，非常慢。武汉到各个城市虽
有高速公路，但是收费站很多，物流成本高。武汉城市圈内协调发展系统不
完善，有必要在个城市间筛选产业，重点培育。这样的构造有助于经济发展
的连贯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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张相海： 大韩贸易投资振兴公社
郑博士的论述非常充分，要补充的是现在各省市已经准备了大计划，包
括地铁，核电等8大产业。
叶青补充：靠近武汉的城市经济发展是OK的、50公里以外比较缓慢。武
汉的经济总量有4500亿，城市圈内排名第二的黄冈就只有700亿了。和郑州
的城市圈相比，很多城市是超过千亿的，比如洛阳就有2030亿。对于城市圈
内的产业协调，最大的障碍来自于行政压力。武汉的官员都希望做大武汉，
只愿意把像纺织一类的污染严重的产业让给周边城市来做。
张相海：
以2009年为例，来湖北的投资的韩企有62家，总投资额有8300万美元，80%
~90%集中在武汉。投资趋势不明显，非常的分散。从市值上看，和沿海地
区相比微不足道。对内陆来说，武汉的发展潜力还是很大的。韩国在内陆的
投资时政府所关注的，大企业陆续来武汉投资，比如SK能源就投资了20亿
的化工项目。RS电线在宜昌投资2500万。韩泰轮胎在武汉和重庆之前左右
摇摆，乐天也来考察武汉，可以说期待越来越强。

讨论：
韩方问：中国对城市群人口的最大规模有没有限制呢?
中方答：目前是没有的，并且现在鼓励人口集聚，讲限制开发区的人口
集中到重点开发区来。
韩方问：我认为300公里以内，人口高度密集对经济发展是会产生负面
影响的。
中方答：国情是不同的。目前我们的城市群其规模远未达到像首尔这样
的大城市群的程度。我知道首尔集中了韩国40%的人口，现在已经到了要将
人口往周边地区疏散的程度，是对经济发展造成了一定的负面影响的。其实
我们也会关注地价，环境和劳动力的压力。在正确的时机将压力疏散到周边
城市。汲取教训，既利用城市群发展的规模效应，又能够分散过度集中在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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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市的压力。
韩方问：在不改变户籍制度的情况下如何操作呢?
中方答：户口是有限制的。但随着户口含金量的降低，户口的限制也大
大降低，在中小城市和乡镇，是几乎没有任何限制的。但在大城市，如武
汉，还是存在一定限制的。

韩方问：以“长三角”为例，产业分类明显，“中三角”的产业是如何划分
的呢？另外，虽然现在内需是重点，出口也是不能忽视的。是不是武汉会起
到港口城市的作用，如果还没有，那么会向这方面发展吗?
中方答：在“长三角”，上海明显比其他城市高出一截，是非常明显的垂
直分工，可是说这样的产业划分是很优的。而“中三角”并没有这样明显的差
距。武汉相对来说是要高一些，但没有到上海的高度，所以“中三角”存在一
定程度上的产业同构，现在主要是水平分工。其实武汉在历史上和周边的城
市是垂直分工的，曾经排名是数一数二的地位，现在已经降到12位，我们相
信随着武汉实力的恢复，将会成为像广州这样的城市。武汉有高新示范区，能
在技术上带动周边城市，国家在武汉建有东西湖保税物流中心，这样的地方
在全国的数量也是有限的。武汉还是有优势的。关于内需和出口的问题，这
是针对武汉的实际的。我认为强调内需就忽视外需是错误的，都要重视。不
能因为全球金融危机就放松外需，甚至力度上要加大。

韩方问：刚才提到美国华盛顿波士顿的城市群，除了这个，你们有没有
和其他国家的城市群做过比较研究?
中方答：我们也很关注。在美国形成了世界第一个城市群，之后法国的
学者又提出有四个城市群，其中上海为中心的城市群是最后一个。
韩方问：那么在比较的过程中，对其他城市群的优缺点有什么了解?
中方答：我们有自己的特点。美国的人口分布松散，占用耕地面积多，而
首尔和东京的城市群又密度过高，这两个方面都是我们要注意的，要平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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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方问：刚才您提到武汉有望成为中国经济发展的第四极，那么包括韩
国在内的外商要重视武汉的什么特点呢？比如重点投资的产业。
中方答：今后武汉是国家城市化工业化的主战场。外资很适宜来武汉投
资，我们拥有丰富的水电资源，人才多，国外很多的物流中心也建在武汉，我
们希望韩国企业也能选择武汉发展。
叶青答：我来补充一下。在武汉有很多法国车和日本车，武汉也想把轿
车产业做大，希望非东风系的汽车公司落户武汉，比如比亚迪。武汉希望成
为中部最大的汽车制造基地。中国人非常喜欢车，我本人就换过四辆，所以
需求是很大的。所以中部会以汽车为重点产业来发展。

张建清(武汉大学中部发展研究院常务副院长)
题目：外资在中部地区投资发展研究
发表：
今天我的发表主要分为三部分，首先是基本情况的介绍，然后是中部地
区的优劣势分析，最后结合韩国的情况谈一些自己的看法。
一、基本情况：中部地区的投资主要分成两大块，一个是沿海投资的内迁，还
有一个是外资投资，今天只讲外资。虽然中国利用外资规模不断扩大，但
是由于地理位置、经济条件的差异，加上政策的倾斜，使得外商投资过
于集中在东部沿海地区，投资的地域结构明显失衡。具体的表现是：外
资大部分集中于东部地区且发展速度迅猛，相较之下，中西部地区利用
外资比较少。近几年来，虽然外商投资有向中国中西部扩张的趋势，但
是这种进展仍然较为缓慢。
来源结构方面，以全国为分析对象和以中部地区为分析对象的结果是相
似的。香港和维尔京群岛是两大投资来源地。但是由于这两个地区或者
国家都是避税天堂，所以很难判断到底真正的投资者来自哪个国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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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业结构方面，第一产业占6.5%，第二产业占64.4%，第三产业29.1%。
投资主要分布在第二产业的主要原因是中部地区有廉价劳动力以及广
阔的市场。
二、吸引外资的优劣势：
优势主要体现在三个方面。首先是丰富的农业、矿产和能源资源。湖北
是水电大省，在宜昌这个电力资源丰富的城市，就有大量投资集中在电
缆和纺织这样的耗电行业。然后是廉价的劳动力和土地资源。
劣势主要体现在：1.路径依赖：改革开放以来，90%的外资投资都集中
在沿海地区，沿海地区因为积累了优越的软硬件条件，对外资的吸引力
很高，在一定程度上使中部地区在竞争中处于劣势。2、市场规模相对
于东部地区较小。3、基础设施不完备。4、劳动力的素质不如东部沿海
地区。5、相关产业发展有限，没有形成完整的产业链，不利于投资。
6、经验不足和官僚氛围使得投资环境不如沿海。
吸引外资的建议：1、把握外商直接投资的动机,帮助厂商降低成本。2、采
取有效措施,充分发挥集聚效应以吸引外商直接投资。3、积极营造有利
于外商直接投资的制度环境。4、积极通过多种渠道宣传投资环境

三、韩国在中部地区的投资机遇
韩国对华投资越来越大，但在中部地区投资较少。结合两国情况，建议
投资的产业领域包括农业、汽车业、钢铁业以及新能源技术等。

李准晔(仁荷大学经济学教授)
题目：中国中部地区经济发展与韩国经济
发表：
一、贸易与外商投资现状：中部地区的世界与韩国之间的贸易有所不同。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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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地区对世界和韩国的贸易比重较小，大部分集中在沿海地区。中部地
区占中国的总出口额和总进口额的比重差异较小。但中部地区占对韩国
的出口额和总进口额的比重差异较大。湖北省的世界与韩国之间的贸易
有所不同。湖北省的从韩国进口的比重较小。中部地区和湖北省的韩国
外商投资比重非常小。

二、产品别贸易趋势：中国与世界和韩国的贸易结构相近现象凸现出来。中
国与世界和韩国的主要产品相近，以资本和技术密集性产品为主。湖北
省与世界和韩国的贸易有所差距。原材料与半制品在主要贸易产品内。

三、产业内贸易趋势：韩国、日本、台湾在中国各地区贸易中符合产业内贸易的
理论研究结果显示，收入高、素禀赋条件差距相对小的东部地区，韩、日、台
的产业内贸易比重相对高。
中国各地区的产业内贸易中，垂直产业内贸易是主要贸易形势。东亚3
个地区与中国8大区域贸易中，种类相同而质量和价格存在一定的差异
的产品贸易是其主要贸易形势。韩国和台湾在中国东部地区产业内贸易
与垂直产业内贸易的比重增加。韩国、台湾在此地区市场占有率增加以
及此地区产业结构升级有一定的相关关系。

四、计量分析：通过产业内贸易决定因素计量因素我们发现，PCGDP和FDI
对产业内贸易影响大。如果湖北省需要产业升级，那么需要外商投资。通
过各省经济发展对其他省的影响我们发现，湖北省的发展对其他省发展
的带动性有限，但是其他省的发展积极的影响了湖北省的发展，具体的
原因还没有深入的研究，推测与交通和消费有关。

五、美国中部地区发展的经验：19世纪美国发展的一个动力是中西部开发。当
时中部地区的芝加哥是中西部开发的带动城市。1870年铁路完工后，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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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哥成为连接东西部的交通枢纽, 到20世纪，芝加哥成为重工业的中心
城市。芝加哥的周围是美国粮食生产地域。同时芝加哥是开放性文化的
城市。铁路产业衰退后，芝加哥仍然是美国工业、交通、服务业的核心
城市。后来芝加哥转变为世界的金融中心，有三家主要交易所。从这些
方面我们也发现了芝加哥与武汉的相似之处，武汉也是交通枢纽，重工
业城市。但是很多人认为芝加哥的发展主要是因为其开放的文化。
张建清补充：我之前在芝加哥呆过一年，我认为确实芝加哥最大的特点
就在于文化的开放。武汉有很多地方和芝加哥是相似的。比如芝加哥不
靠海靠湖，铁路发达，并且也是拥有美国两所名校西北大学和芝加哥大
学，类似于我们中国的武汉大学和华中科技大学。但芝加哥的开放性武
汉是没有的，这是值得武汉学习的地方。

讨论：
韩方问：您刚才提到中部的很多优势，不过企业对外投资，政策优惠还
是考虑的重点，请问在政策上中部地区有什么吸引力么?
中方答：在税收等政策上，除了特区有特权，中部和东部地区基本一
样，国家没有差别待遇。可是武汉也不可能有更多的优惠。从目前情况看，政
府对武汉最大的优待就是宽松的环境，允许先试验。武汉能够吸引人的主要
还是靠软环境，比如我们的人才资源。
韩方问：那么改善软环境时，比较重要的是政府的态度，这点武汉有准
备吗?
中方答：软环境方面，我们主张“人人都是投资环境”，不止政府，即使
是的士司机的态度也会影响投资人的想法。以前有人讲过一个外商来武汉，因
为的士司机开车态度蛮横，从不让人，所以直接回机场坐飞机回国了。在政
府方面，其实大的政策都是热情友好的。但是中国有句话叫“菩萨好拜，小
鬼难缠”，有些政策大官支持，但是底下的小官的执行总出问题。虽然客观
讲，改善了外资环境，吸引了外资对政府官员也是政绩，是有好处的，但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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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们未必都这么看。据研究，硬件上的条件湖北省是不错的，在中西部很有
优势，但是软件上偶遇欠缺。

韩方问：近期有没有外商投资成功的案例？在武汉的企业家中有没有取
得很大成就的?
中方答：有很多。比如打得并购案。武汉的法国项目非常多，还有日本
的。最近有西门子，武重，阿尔卡特等。湖北的企业家中，我可以举一个例
子，康泰人寿的老板就是湖北人，现在这个企业做的很大。
韩方问：他是怎么起家的?
中方答：他以前是研究员，后来干起了拍卖的生意，并且做成了最有影
响力的拍卖公司。但是那个时候他就看到拍卖的前景不那么赚钱，所以转向
保险业。尽管当时金融业根本没有开放，他很有眼光，很早就向保监会提出
了申请。后来金融业开放以后他的企业是首批获批的私人保险公司。
叶青答：我来补充一下。“九州通”是个医药公司。是湖北的三兄弟经营
的私人医药公司。现在是全国第三大医药批零公司，并且已经上市了，56.7
亿的市值。而他们一开始就是应城的赤脚医生。

张建华(华中科技大学经济发展研究中心常务副主任)
题目：武汉在中国的城市定位于产业发展的重点选择
发表：
今天在座的各位，其实只有我一个是湖北人，某种程度上我更有权利回
答有关中部崛起的问题。刚才玄教授提到对武汉的投资环境怎么看，教授们
表示不那么乐观，但希望的大家充满信心。因为湖北和武汉会越来越开放。除
了硬件环境，软环境也在改善，开放意识也在增强。希望通过韩国同仁，通
过你们向韩国的企业家传递信息，湖北，武汉一定不会让你们失望，这里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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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资环境很好。
张建清补充：法国领事在任满期前在家宴请我们，我们问他对武汉的看
法。他觉得武汉变化很大，前景乐观。我们一致认为，沿海地区已经到顶
峰，虽然条件好，但是潜力小。武汉的潜力很大，实际程度比起应该达到的
程度小的多。有很大空间发展。对于外资来说，现在是最好的进入时机，竞
争不那么激烈。这是我的补充。

张建华：下面我着重谈一谈武汉在中国的城市定位和产业发展的选择。
今年下个月在武汉有一个韩国周，我相信会有很多韩国的大企业来到湖
北，武汉，这是非常好的机会。

1． 定位问题：武汉定位为区域中心城市
武汉在历史上曾经很有地位。可惜中国改革开放之后，发展落后了。2010
年国家队武汉有新定位。土地不到十分之一，人口近30%。所以市场规
模很大。两型改革实验：很多东西可以试验。东湖高新作为自主创新示
范区：有优惠政策，比如股权激励，专利，高科企业创业。从综合实力
和市场竞争力来看，武汉有条件和潜力来承接。武汉是交通枢纽，GDP4500
亿以上，全国排名第八，前面七位都是沿海城市，中西部城市排名第一。
2． 武汉工业化阶段判断。
处于工业化阶段：从人均GDP来看,处于第二阶段(一共四个阶段)；从三
次产业结构看：全国范围加入乡村，在成熟阶段。从就业结构看，处于
工业化的后期阶段；从工业内部结构看：处于第四阶段。但消费品不发
达，没有好品牌，只有不鼓励的香烟品牌。从城市化看：高于全国平
均。综合判断：武汉的工业化阶段处于中期向后期过渡的阶段。
3． 产业结构演进：三次产业结构逐年增加，比全国快。工业内部结构：前
十行业占到80%。第三产业内部结构分析：8行业占80%。批发和零售
占比大，所以说乐天有机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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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武汉与中国较发达城市的产业结构对比。服务业有发展空间。“重型化”
较重。从行业集中度来看，区位熵的结果，武汉产业集中度不够。新兴
服务业，有很大空间。
5． 武汉下阶段产业发展重点。根据一般规律，适合发展产业包括搞加工，技
术密集。资源节约，两型保护，东湖高新，这些地方国家有重点政策倾
斜。有2010年的重点领域发展目录。前面九个领域都和武汉有联系，并
且很多方面国家在武汉做实验。个人估计有七个方面可以发展。理由：光
电子：武汉的光纤光缆，全球第二。装备制造；新能源；新材料和生
物；金融：李教授说芝加哥开放，金融业有三个交易所，武汉想发展都
没能发展起来。商贸物流业；文化创意产业。

李焱求(韩国对外经济研究院研究员)
题目：长株潭城市圈发展现状与评价
发表：
以前我认为长沙比武汉好。来了武汉之后我的想法有所变化。不过今天
我要谈的是湖南省的情况。
湖南省经济规模在中国排名第十，中部六省仅次于河南省，连续实现两
位数增长。湖南省第二产业比重高，第三产业比重也缓慢提高。批发和零售
方面比较有优势。拥有长株潭城市群，最近又提出3+5。城市距离近，交通
便利。城际轨道完成后，30分钟的经济圈会形成。也是交通枢纽。长沙在三
个城市里占比最高。经济规模方面，长沙更有优势。经济总量武汉更高，人
均长沙更高。经济对外依存度低。韩国对湖南省交易从05年开始一直有逆
差。96年LG

在湖南投资，是最大的，失败之后，一直有赤字。韩国对中国

的投资，中部来说，对湖南最大，5%，真个中部六个省合起来是7%。
湖南的优势：长株潭有四个国家级开发区，还有湖南省自己定的产业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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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地区。我的调查发现已有投资的香港台湾企业开始后悔，因为物流等等方
面基础设施不完备。加工产业对于除长株潭以外的地区门槛高，没有优势。
发展战略：湖南省有规划，落实在城市层面，合作不理想。开发区里有
26个产业群，但是重复严重，城市间招商引资竞争激烈。我在日本的调查发
现: 日本考虑对外投资时，第一位越南，然后是中国。台湾的一个调查结果
和日本类似，就是中部地区，湖北省以外，对他们吸引力不大。长株潭在十
年时间里增长2倍，内销潜力大。城乡市场规模的差距越来越大。沿海城市
产业转移，到中部城市。1小时经济圈，物流发达，可以考虑投资。

讨论：
韩方问：我知道宜昌有三峡大坝，很多教授都提到电力发达，那么产业
发展有何连贯性？还有光谷的发展已经成熟，下一阶段的重点是什么?
中方答：联系紧密。宜昌自己定位为水电之都。建设期间对当地建筑，地
产，服务，物流业的发展就很有带动，现在对旅游业带动也强。可惜电力都
调用东部沿海，而湖北是最大的缺电省，靠火力发电，也缺少煤。三峡是国
家的三峡，产业联系主要在国家层面。虽然三峡对当地的稳定也有作用，特
别是今年，对防洪工作起到很大的作用。
下一步方向：光谷被国务院09年下发的使命是作高科技产业产业化，把
本地的科教优势发挥。中关村的产业化基础没那么好，一是用地问题，在做
新企业孵化上中关村更有优势，但是做大规模的产业集群，光谷更有优势。
韩方问：武汉队中部崛起起到火车头作用，和其他五个最发达城市比
较，差距还是很大，您觉得如果成功，达到同样的水平需要多长时间。
中方答：这个很难预测，因为别人也在发展。只能说有希望缩小差距。如
果五年内可以解决发展瓶颈，十年发展加速，那么凭直觉判断，要20年。
韩方问：武汉作为中部地区最大的教育城市，教育人才比例高，和其他
大城市相比产业发展低，那么武汉毕业生留在本地多还是沿海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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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方答：去沿海的多，因为沿海地区收入高、机会多。在比较好的学
校，去沿海工作的更多。

结尾感言：
申泰容：今天很高兴和在座各位研讨，意义大，很高兴。
李焱求：今天很荣幸，得到了很多有用的咨询，以后希望有机会在长株
潭发展方面多交流。
张建清：希望以后保持联系，多交流。
叶 青：很刺激，研究很好，有新意；今年湖北的经济绝对超过湖南；关
于东湖自主创业区，由224到518平方公里，有很大发展空间。
张建华：非常感谢各位韩国同仁，希望有机会在交流，祝愉快。
李章揆: 武汉培养很多人才为东部发展做贡献，希望以后武汉做出更多
为中部发展加油。
李准晔：这次到武汉看，想在东湖区找机会赚钱。
柳在元：经过世界性的金融危机之后，我今天第一次在武汉参加研讨
会，我更确信武汉的发展可能性。希望武汉，中部崛起计划圆满成功，和韩
国合作更多。
郑知贤：荣幸参加论坛会，收益很多。今年三月要在湖北找研究中国地
区的专家，今天有机会一起见到，很荣幸。
池晚洙：虽然研讨会结束了，但今天是交流的开端。希望保持更密切的
合作。
徐长生：我希望这次中韩双方的交流具有历史意义。很荣幸华科经济学
院牵头，希望以后每年都有，向政府推广，发挥更大的作用。
郑永禄：这次研讨会，有三点重要意义：一、刚才很多人也提到，和五
位中国专家讨论，让我们更好的了解中部的发展状况。二、今天我们在座的
几位在一起呆了9个小时的时间，很有意义。三、最重要的是可以一起探讨
同样的问题，我们希望双方会到各自岗位之后，向政府和业界人员传达更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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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信息，以后韩国和武汉之间达到更协调的发展策略。今天这个研讨会，是
双方建立合作关系的开端，希望以后双方尽最大努力将研讨形式继续下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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