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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미나는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향후 중국 지역경제의 구
조적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및 한ㆍ
중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다. 특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부지역, 중국 개혁ㆍ개방 및 경제발전의 선두지역인
장강삼각주,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북지역의 현
안 및 변화에 대해 짚어보고 새로운 협력분야로서 소프트웨어(SW)산
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로 한ㆍ중 간 국가 차원으
로 연구되어왔던 경제협력과 FTA 관련 이슈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과 발전을 논의하였다.
먼저 중국 서부지역 경제전문가인 시베이대학 쉬장용 교수에 따르
면 서부대개발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이 점진적
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화의 진전은 경제성장, 산업의 구
조조정 및 고도화 촉진, 고용구조의 합리화, 1인당 소득의 상승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쉬 교수는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이 1% 증가하
면 경제(GDP)성장률이 0.88%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추정결과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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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였으며, 향후 서부지역 도시인프라에 대한 건설투자의 주체 및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
망하였다. 이 발표의 지정토론에 참여한 KIEP 이상훈 박사는 체계적
인 도시화 발전을 위해 광활한 서부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생산성을
함께 추진해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장강삼각주지역은 중국 내에서도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어 산
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저장대학 민영경제연구
소 예젠량 박사에 따르면 장강삼각주는 특히 차세대 IT, 신에너지, 신
소재, 첨단장비 제조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은 적합한 중국 측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
하며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배후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에 대해 토론자인 KIEP 노수연 박사는 장강삼각주 내에서도 지역
(省)별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 주목할 것을 지적하였다. 일례로 장
쑤, 저장, 상하이 3개 지역에서 모두 차세대 IT를 중시하지만 장쑤성
과 저장성은 특히 사물간 인터넷산업에 중점을 둔다. 또한 중앙정부
가 역점을 두는 7대 산업 외에도 장쑤성은 스마트그리드와 해양플랜
트를, 저장성은 원자력 발전과 해양플랜트를 별도로 육성 중이다.
ERINA 주용하오 박사에 따르면 동북지역은 노후공업기지의 개조
및 자원채굴형 도시의 대체산업 육성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북진흥계획’을 지난 10년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제고되고 외국인투자 및 수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동북지역은 중국
내 에너지공급 및 농림업 관련 주요 생산기지로서 물류인프라 건설,
농산물 및 목재 가공, 석유화학, 자동차 및 장비제조 등 분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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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려된다. 토론자인 KIEP 김부용 박사에 따르면 동북진흥전략은
지역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중국이 공업화 중기로 진입하는 역사적 단계에서 중공업을
통한 종합적 국력 향상이라는 필요성 때문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동북지역은 중국 전체 경지면적의 18%에 달하는 광활한 곡창지
대가 분포하며 쌀, 옥수수, 콩 등의 생산량이 많아 농업 관련 분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NIPA의 김준연 박사는 SW 분야의 한ㆍ중 협력에 대해 발표하였
다. 중국은 SW 산업의 디지털콘텐츠분야 중 온라인게임산업과 관련
하여 제품모방과 M&A를 통해 한국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현
재 온라인게임분야에서 한ㆍ중 간 협력은 한국기업이 게임개발을 맡
고 중국이 자국 시장 내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
다. 이러한 협력의 내실화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인력교
류, 관련 서비스시장 개방 등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
다. 토론자인 KIEP 오종혁 연구원은 도시화의 빠른 진행으로 우리 기
업의 진출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IT 서비스, 임베디드 SW
분야 등의 협력이 유망하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디지털가전, 의료기
기, 자동차, 산업기계 등 분야가 지능화ㆍ네트워크화 추세를 보이므
로, 유관 분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할 것을 강조하였다.
KIEP 정지현 박사는 중국의 도시개발 추진 현황과 한ㆍ중 협력방
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중국의 도시개발 관련 시장은 그 규모가 방대
할 뿐 아니라 설계, 건설, 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특수성 및 도시개
발사업의 특성 때문에 개별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중국의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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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
의 진출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형 도시개발
모델을 발굴하고, 양국 정부 간 고위급인사를 주축으로 협의체를 구
성하며 정부조달사업 관련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인 해
외건설협회 홍석재 대리는 우리 업체의 중국 신도시건설분야 진출이
그동안 주로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비교적 단순한 단지개
발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진출지역의 확대와 더불어 개발지역의 기능
적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국제무역연구원 정환우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한ㆍ중 양국의 지방
정부는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해 상호 접경지, 클러스터, 역내 중심지
위주로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서로의 양자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중국 랴오닝성을 포함한 동북지역과 우리나라 수도권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토론자인 GRI 김군수 박사는
한ㆍ중 지방정부 간 협력사례로 경기도와 산둥성을 제시하면서, 향후
두 지역의 경제특구 간 인적ㆍ물적 교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
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 두 지역은 한ㆍ중 FTA 시범지역으로
서 한ㆍ중 FTA의 영향과 효과, 제약요인 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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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중국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ㆍ 중국 서부지역의 도시화 발전과 외국기업의
투자기회
쉬장용ㆍ쑤젠쥔

ㆍ 장강삼각주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과
한국의 협력방안 연구
예젠량

ㆍ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한ㆍ중 경제협력
주용하오

중국 서부지역의 도시화
발전과 외국기업의 투자기회

요 약

*

쉬 장 용

**

쑤 젠 쥔

중국의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서부지역에서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

어 왔다. 전체적으로 도시화 수준이 꾸준히 높아져 중국 전체에서 서부지역 도시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도시의 산업구조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엄격히 통제됐던 도시
화 정책도 점차 완화되면서 도시화를 추진하는 동력도 정부 주도에서 시장 위주로 전환
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든 이후 특히 중국의 서부대개발전략이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
됨에 따라 향후 서부지역 도시화 진행의 방향은 매우 명확해지고 있다. 도시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산업구조의 현대화와 다양한 도시인프라 건설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도시화에서 저탄소, 친환경, 생태, 조화로운 도시건설 등에 대한 의식이 점차 확대되고
도시발전의 개방성과 포용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과 해외기업 간의 협
력과 발전을 위한 폭넓은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으므로, 해외기업은 기술과 규모, 경영에
서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중국 서부지역 지방정부 및 기업들과의 다양한 협력관계
를 통해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상생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서부지역, 도시화, 개발동향, 투자기회

* 시베이(西北)대학 중국서부경제발전연구중심 부주임 겸 교수
** 시베이(西北)대학 중국서부경제발전연구중심 박사 겸 부교수

1. 서론
도시화는 경제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경제사회 발전수준
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도시화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경제의 고속성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 여
러 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21세기에 접어든 이후 세계경제의 구도가 크게 변화하면서 개발 도
상에 있는 대국인 중국 역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이 더욱 시급해졌
다. 이런 배경에서 도시화의 촉진은 중국에 더욱 중요한 전략적 의미
가 있다. 도시화가 추진되면 자본, 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가 이전되
어 집적효과를 통해 지역의 산업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선도적 기능과 파급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내수를 확대하고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
중국은 영토가 광활한 나라로 전국을 크게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
부지역과 동북부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서부지역으로 쓰
촨(四川), 충칭(重慶), 윈난(雲南), 구이저우(貴州), 티벳(西藏), 샨시
(陝西), 간쑤(甘肅), 칭하이(靑海), 닝샤(寧夏), 신장(新疆), 광시(廣
西), 네이멍구(內蒙古) 등 12개의 성과 직할시 및 자치구가 포함되

며, 면적은 538만 평방킬로미터로 전국 국토면적의 56%를 차지한다.
2010년 말 현재 중국 서부지역의 인구는 중국 전체 인구의 26.9%인
3억 6,100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서부지역의 도시화 없이 중국이 높
은 수준의 도시화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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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역 도시화의 촉진 및 서부지역 도시화에 어떤 노선과 모델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국의 서부대개발 과정에서 지역 간 격
차 해소, 내수확대, 민족단결 및 사회안정, 국경 안정화 등을 위해 필
수적일 뿐 아니라 경제발전방식 전환과정에서 서부지역 현대화의 전
략적 핵심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서부지역
도시화의 발전 과정과 경향에 대한 연구는 중국과 중국의 서부지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서부에 대한 세계의 이해 및 협력과 발전을 모색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중국 서부지역 도시화 30년의 회고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중국의 도시화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들었다. 경제사회의 발전, 도시화 관련 제도의 변화와 함께 서부지역
의 도시화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음에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다.
가. 전체적인 도시화 수준의 지속적인 제고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부지역의 전체 도시화 수준도
빠르게 향상됐다. 도시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도시화율은 1978년 11.97%에서 2011년에 43.08%로 31.11%포인트,
연평균 0.9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도시화율은 17.92%
에서 51.22%로 33.3%포인트, 연평균 1.04%포인트 상승했다(그림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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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78~2011년 중국 및 서부지역의 도시화율
(단위: %)

60.00
50.00
40.00
서부도시화율

30.00

전국도시화율

20.00
10.00
0.00
19781980198219841986198819901992199419961998200020022004200620082010
자료: 당해 연도 중국통계연감을 근거로 정리, 작성.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그림 1]에서 전국의 도시화율이
1999년 30.89%에서 2000년에 36.22%로 갑자기 상승했는데 이는 중
국 인구통계방식의 변화 때문이다. 1999년 이전에는 인구변동의 표본
데이터로 산출했지만 2000년 5차 인구조사의 데이터를 근거로 삼았
다. 서부지역의 도시화율 역시 2008년 32.92%에서 2009년에 39.46%
로 급상승했는데, 역시 인구통계방식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나. 서부지역 도시 수의 전국 대비 비중, 지속적 상승
도시의 수를 살펴보면 1978년 중국의 전체 도시 수는 193개로 동
부지역이 69개, 중부지역이 84개, 서부지역이 40개였고, 서부 도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7%였다. 2000년 서부대개발전략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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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면서 서부지역은 눈부신 발전을 구가하며 도시의 수도 1978년에
비해 4배로 증가하여, 전국 도시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4%포인
트 높아졌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전국의 신규도시 가
운데 서부지역의 신규도시가 8개로 전국 범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4%포인트 상승했다(표 1 참고).

표 1. 1978년, 2000년, 2011년의 서부 및 기타 지역의 도시발전상황 비교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연도

전체
도시 수

도시 수

백분율(%)

도시 수

백분율(%)

도시 수

백분율(%)

1978

193

69

38.5

84

43.5

40

20.7

2000

663

275

41.47

228

34.39

160

24.13

2011

657

262

39.88

227

34.55

168

25.57

자료: 당해 연도 중국통계연감을 근거로 정리.

도시의 발전규모로 살펴보면 란신(蘭新, 란저우(蘭州)~우루무치
(烏魯木齊)), 빠오란(包蘭, 빠오터우(包頭)~란저우), 롱하이(隴海,
장쑤롄윈항(江蘇連雲港)~란저우), 란칭(蘭靑, 란저우~칭하이) 등 4
대 철도간선은 서부지역 철도교통의 대동맥으로, 이들 철도 축을 따
라 일련의 도시군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들 도시군의 막대한 성장
활력이 점차 발휘되고 있다(표 2 참고).

중국 서부지역의 도시화 발전과 외국기업의 투자기회

15

표 2. 서부지역의 주요 도시군
도시군
청위(成渝)
도시군

주축

주요 도시

이빈(宜賓), 루저우(瀘州), 멘양(綿陽),
충칭, 청두
즈공(自貢), 난충(南充), 러산(樂山),
(成都)
네장(內江), 광안(廣安), 수이닝(遂寧)

란저우
도시군

란저우

닝샤
옌황(沿黃)도시군

인구 및 경제 규모
(2010년）
인구 약 9,840.7만 명
GDP 약 1.58조 위안

바이인(白銀),우웨이(武威), 시닝(西寧),
딩시(定西), 톈쉐이(天水)

인구 약 797.19만 명
GDP 약 712억 위안

닝샤

스주이산(石嘴山), 인촨(銀川),
우중(吳忠), 중웨이(中衛), 구웬(固原)

인구 약 400만 명
GDP 약 1,300억 위안

관중(關中)
도시군

시안
(西安)

통촨(銅川), 바오지(寶鷄), 셴양(咸陽),
웨이난(渭南)

인구 약 2,212.3만 명
GDP 약 2,072.88억 위안

톈산(天山) 북쪽
도시군

우루무치

북부만(灣)
도시군

난닝
(南寧)

투루판(吐魯番), 하미(哈密), 미췐(米泉),
푸캉(阜康), 우자취창지(五家渠昌吉),
인구 약 458만 명
스허즈(石河子), 쿠이툰(奎屯),
GDP 약 2,903.18억 위안
커라마이(克拉瑪依)
베이하이(北海), 친저우(欽州),
방청(防城)항, 위린(玉林), 충줘(崇左)

자료: 저자종합정리.

그림 2. 청위경제구

자료: 百度(www.baidu.com, 검색일: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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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약 1,225만 명
GDP 약 1,778.79억 위안

그림 3. 란저우 도시군

자료: 百度(www.baidu.com, 검색일: 2012. 12. 11).

그림 4. 시안을 중심으로 한 관중 도시군

자료: 百度(www.baidu.com, 검색일: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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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우루무치를 중심으로 한 톈샨 북측 도시군

자료: 百度(www.baidu.com, 검색일: 2012. 12. 11).

그림 6. 난닝을 중심으로 한 북부만 도시군

자료: 百度(www.baidu.com, 검색일: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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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산업구조의 지속적인 고도화
도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
다. 특히 3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집중이 필요하다. 30
년 동안의 발전을 통해 서부지역의 비농업부문이 눈부시게 성장하면
서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2차 산업의 비중은 약 48%에서
안정화되고 있으나 3차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어 최고 49%에 이르렀
다. 이러한 2차, 3차 산업의 발전으로 도시의 경제발전이 촉진되고 도
시화 과정 역시 촉진되었다.

그림 7. 1994~2010년 서부지역 도시의 비농업산업 생산액 구조의 변화

생산액비중%
60.00

2차 산업비중

3차 산업비중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中國國家統計局(www.stats.gov.cn, 검색일: 2012. 12. 11).

중국 서부지역의 도시화 발전과 외국기업의 투자기회

19

라. 도시 유입인구를 엄격하게 통제하던 도시화 정책의 완화
도시화의 속도는 정부의 도시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점
은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1978년 이전 중국은 엄격
한 도시ㆍ농촌 분리정책을 실시해 도시의 안정과 전체 경제의 질서를
지켜왔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농업생산력이 향상되면서 농업부문
에서의 잉여노동력이 늘어나게 되었고,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해 이러
한 잉여노동력의 외부이전을 질서 있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도시인프라시설의 수용능력 및 도시에 대한 관리경험 부족,
부족한 관리능력을 감안해 중국정부는 1980년대 초 ‘대도시의 규모
억제, 중소도시의 합리적 개발, 소도읍(small town)의 적극 육성’이란
도시화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는 ‘경작지는 떠나더라
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공장에서 일하더라도 도시로 가지 않도록 하
는’ 정책이었다. 따라서 농촌의 잉여노동력은 농업에서는 전출되었지
만 여전히 농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도시화에는 큰 어려움이 있
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는 매년 풍년이 거듭되면서 농업에서
갈수록 많은 잉여분이 생겨났고 농촌의 잉여노동력 문제도 더욱 심각
해져 비농업분야로의 이전이 시급해졌다. 한편 동부연해지역의 개방
과 경제특구 지정으로 인해 일반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인력
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노동력의 지역 간 이
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농민은 ‘경작지를 떠나 공장으로 이동’
하였을 뿐 아니라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
시화의 속도도 유례없이 빨라졌다. 21세기에 접어든 이후 도시 규모
를 제한하던 도시화 정책은 갈수록 힘을 잃고 대신 도시화의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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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게 되었다. 전입수속을 개혁, 간소화하고 대도시와 특대형 도
시로의 호구(戶口) 이전 규제를 완화해 생활력과 발전능력을 갖춘 농
민이 도시에 진입해 비농업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도시
주민 간 장벽 없는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도시 유입 농민들의
취업난,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 및 근로조건, 개인의 합법적 권리침해
등 제도 밖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합법적이고 고정
적인 주소, 안정된 직업 및 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와 동거하
는 직계가족은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도시상주호구(주민증)를 발
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부 지방에서는 심지어 농민의 도시 거주와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출현으로 많은
농촌주민들이 다른 성(省)의 도시로 이동함으로써 도시화의 발전을
크게 촉진하였다.
마. 도시화 발전 기제의 변천
도시화의 발전기제는 도시화의 운영기제와 동력 기제를 포함한다.
그중 도시화의 운영기제는 경제체제의 일부로서 주로 경제체제에 의
해 결정된다. 그러나 도시화의 동력기제는 주로 생산력의 발전상황에
의해 결정되며 생산력의 발전수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경제발
전단계마다 각기 다른 동력구조를 갖는다.
서부지역을 살펴보면 1980년대 도시화의 운영기제는 주로 계획 위
주, 즉 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해 실시됐으나 1990년대 초 경제체제
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계획과 시장이 동시에 존
재하며, 두 가지 체제가 함께 중국의 도시화를 이끌었다. 1990년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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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후부터 시장경제체제가 점차 확립되고, 특히 서부대개발전략이
제정, 실시됨에 따라 시장화가 도시화 발전의 주된 운영기제로 자리
잡았다. 이전보다 농촌주민의 도시 유입이 더욱 자유로워졌고 호적
제도 이외에는 더 이상 농민의 도시 진출을 막는 다른 제도적 장벽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호적제도의 경우에도 먼저 부가되던 각종 복
지를 철폐함으로써 농촌주민의 도시 진출을 가로막았던 현실적인 제
약은 크게 줄어들었다.
도시화의 동력기제에는 이를 추동하는 내부로부터의 미는 힘(Push)
과 외부로부터의 당기는 힘(Pull)이 존재한다. 그중 도시화를 미는 힘
은 농촌의 잉여부문에서 비롯된 것이고 당기는 힘은 도시의 현대산업
이 확장되고 구조가 전환되면서 농촌의 생산요소(노동력 포함)를 유
인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도시화를 추동하는 이 두 가지 힘이 모두 커졌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설명해야 할 것은 도시화 요인 중 하나인 농촌노동력의 도시
진입동기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1980~90년대에는 도
시와 농촌 간 큰 소득격차 때문에 많은 농촌인구가 논밭을 떠나 도시
로 갔는데 당시의 목적은 매우 단순했다. 바로 농촌에 있을 때보다
더 높은 소득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 점은 개발경제학자인 토다로
(Michael P. Todaro)의 노동력 이동 동기에 관한 고전적인 해석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최근 10년을 보면 중국의 신세대 농민의 도시 진출
동기는 다양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젊고 배움을 가진 이들이 도시로
진출하는 이유는 돈을 버는 것 외에도 도시를 ‘집’으로 만들기를 더욱
바라기 때문이다. 도시의 생활방식과 소비관념, 문화와 분위기가 그
들을 도시로 강하게 이끌고 있다. 2011년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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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중국 신세대 농민공(농민 출신 노동자)은 전체 8,487만 명으
로 이미 외지 농민공의 주류이자 산업계의 중요한 노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 가운데 가족 전체가 함께 나온 농민공이 이미 25%를 차지
한다. 2011년 중국 부녀연합회와 중국가정문화연구회가 발표한 ｢신
세대 도시진입노동자 결혼실태 조사보고｣에 따르면 신세대 농민공이
노동을 통한 최대 수확으로 세상을 알고 기술을 배우며 삶의 질을 개
선한 것으로 꼽았고, 57%가 도시에 정착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농
민공 도시 진입 동기의 이러한 변화로 도시 관리가 과거보다 훨씬 복
잡해져 도시 관리에서 지방정부들의 지혜가 더 많이 필요해졌다.

3. 중국 서부지역 도시화 발전효과에 대한 검토
도시화의 경제효과는 크게 집적효과와 파급 및 확산 효과,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촉진, 산업구조조정의 가
속화, 고용구조 개선 및 국민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나타난다.
가. 도시화의 경제성장 추진
도시가 늘어나고 도시규모가 확대되면서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거
래의 효율이 높아져 집중된 경제는 생산효율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경제의 성장을 앞당긴다. 경제규모의 각도에서 보면 서부지역의 도시
GDP, 공업총생산 및 사회소비재 매출액이 모두 이 지역의 70% 이상
을 차지하면서 도시는 이미 국민경제의 중요한 주체가 됐다. 경제효
율의 각도에서 보면 도시의 자원이용효율과 산출은 농촌을 크게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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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므로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서부지역 도시화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도를 더욱 객관적으로 측
정하기 위해 우리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서부 12개 성의 GDP와
도시화 자료를 근거로 GRDP를 유발변수 Y, 도시화율을 독립변수 X
로 하는 회귀방정식을 세워 [식 1]과 같은 모형을 도출했다.
LnY=0.884926LnX+3.938245
R 2=0.816926

[식 1]

[식 1]은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서부지
역 GDP가 0.88%포인트씩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화율이
상승하면 경제성장촉진효과가 매우 분명함을 알 수 있다.
나.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 고도화의 지속적 촉진
도시화를 통해 농업인구의 비농업인구로의 이전은 산업의 구조조정
과 고도화를 위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시장의 수요를 늘려 2차, 3차
산업의 빠른 발전을 촉진한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서부 12개 성의
패널 데이터에 근거해 2차 산업을 유발변수 Y2, 3차 산업을 Y3로 하고,
도시화율을 독립변수로 회귀방정식을 세워 [식 2]와 같은 모형을 도출했다.
LnY 2=0.964059LnX+2.766893
R 2=0.802643
LnY 3=0.973350LnX+2.614689
2
R =0.75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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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

[식 2]는 도시화와 2차, 3차 산업 발전이 강한 정비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2차 산업은
0.96%포인트, 3차 산업은 0.97%포인트 성장할 수 있다.
다. 고용구조의 합리화
도시화가 빨라지고 인구의 도시 유입이 늘어나면서 지역의 고용구조
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두드러진 특징은 노동력의 2ㆍ3차 산업의
취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서부 12개 성의 도시화율
과 2ㆍ3차 산업의 종사자 자료를 근거로 도시화율과 2차 산업 종사자
비율(Y2b), 3차 산업종사자 비율(Y3b)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방정식
을 도출하였다.
LnY 2b=0.113589LnX+4.582510
R 2=0.968594
LnY 3b=0.186706LnX+4.902241
R 2=0.961327

[식 3]

[식 3]의 결과는 도시화가 취업구조를 개선시키는 데 확연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2차
산업의 종사자 수는 0.11%포인트, 3차 산업은 0.19%포인트 늘어날
수 있다. 3차 산업의 노동력 흡수효과가 2차 산업에 비해 훨씬 크다는
사실은 서부지역에서 도시로 진출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진입하는
곳이 3차 산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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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인당 소득의 지속적 상승
도시화는 비농업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력을 농업에서 공업으
로 이전하게 한다. 이러한 이전은 농촌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뿐 아니
라 도시주민의 복지도 향상시킨다. 서부지역 12개 성의 도시화율과
농촌주민의 1인당 소득(Y1n),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Y2c)을 근
거로 서부지역의 도시화율과 1인당 소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방
정식을 세웠다.
LnY 1n=0.562705LnX+5.474737
R 2=0.253854
LnY 2c=0.577101LnX+6.676138
R 2=0.177429

[식 4]

[식 4]는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서부지역
농촌주민의 1인당 소득이 0.56%포인트,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은 0.58%포인트 상승함을 보여준다. 도시화율의 상승이 도시와 농촌주
민의 1인당 소득증가에 일정한 효과가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4. 중국 서부지역 도시화 과정의 문제점
가. 도시화 속도는 공업화율과 대체로 일치하나 비교적 낮은
도시화 수준
지리적 환경과 역사, 경제개발수준 등으로 인해 서부지역은 도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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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시작되어 도시화 수준이 낮다. 그러나 동태적 발전의 각도에서
보면 서부지역의 도시화율과 공업화율은 대체로 일치한다. 세계은행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도시화율과 공업화율
(공업총생산 비율로 표시)의 계량모형을 보면 공업화율이 1% 높아질
때마다 도시화율이 1.88% 증가한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1995년부
터 2011년까지 서부지역의 공업화율은 40.94%에서 51.74%로 10.8%
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에 도시화율은 20.30%포인트 상승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 시기의 서부지역 실제 도시화율을 살펴보면 1995
년 23.05%에서 2011년 43.08%로 20.03%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은 서부지역의 도시화 발전속도
와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국 평균수준과 수평적으로 비교해보면 서부지역의 공업화
수준은 낮은 편이다. 1978년부터 2011년까지 33년간 서부지역의 도시
화율은 전국 평균수준을 하회하였으며 이러한 격차는 2009년 이전까지
계속 확대되었다.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은 전국 평균과 1978년에
5.95%포인트, 2008년은 14.07%포인트의 격차를 보이다가 2009년 이
후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기 시작하였지만 2011년
현재 서부지역 도시화 수준은 전국 평균에 비해 여전히 8.14%포인트가
낮은 상황이다.
나. 서부지역 내 성(省)별 도시화 수준의 큰 격차
도시화는 도시인구의 증가로 대표되며, 이는 도시화의 중요한 특징이
자 지표가 된다. [그림 8]은 도시인구를 활용해 계산한 서부 12개 성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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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서부지역 성(省)별 도시화율 변화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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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당해 연도 중국통계연감을 근거로 정리, 작성.

시 지역의 1978년, 2000년, 2011년의 도시화 수준이다.
[그림 8]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수평적으로
비교해보면 동일 연도의 성(省)별 도시화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
1978년 서부 12개 성ㆍ시 가운데 신장과 네이멍구의 도시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도시화 수준이 비교적 낮다.
그 가운데 광시, 충칭, 쓰촨, 티벳 지역의 도시화 수준이 서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쓰촨의 경우 도시화율이 불과 8.44%에 지나지
않았다. 2011년 서부지역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56.6%인 네이멍
구지역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24.52%인 티벳지역으로, 최고와 최
저 사이에 32.08%포인트의 격차가 있다. 둘째 수직적으로 비교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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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역 성ㆍ시 지역의 도시화율 상승속도가 매우 고르지 못하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서부대개발전략으로 인해 서부지역은 도시화
율이 급속히 높아져 12년 동안 17.04%포인트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각 성ㆍ시 별 도시화율의 증가속도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났다. 속도가
가장 빨랐던 다섯 성은 광시(26.3%), 닝샤(21.22%), 충칭(20.72%), 윈
난(18.12%), 구이저우(17.48%)이었으며, 속도가 가장 낮았던 세 성은
신장(-5.43%), 티벳(6.48%), 칭하이(11.62%)였다. 셋째 지역분포로 볼
때 서북지역이 서남지역에 비해 도시화가 다소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서남지역 6개 성의 산업화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
다. 불균형한 도시구조의 개선 필요
서부지역은 도시구조가 불합리하여, 특대형 도시와 소도시의 비중이
크고 중대형 도시의 비중은 매우 낮다.
서부지역의 도시구조를 보면 2011년 서부의 85개 지급 시 가운데
특대형 도시가 4개, 대도시가 28개, 중형 도시는 27개, 소도시는 26개
다. 서부지역에서 인구 4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있는 지역은 충칭, 쓰촨,
샨시, 신장뿐이다. 구이저우, 윈난, 광시에만 인구 200만~400만 명인
도시가 있고, 쓰촨성은 인구가 200만~400만 명인 초대형 도시가 없다.
충칭, 구이저우, 윈난, 광시, 신장, 닝샤 지역은 100만~200만 명 인구의
대도시가 없고 충칭, 칭하이, 티벳은 100만 명 이하의 중소형 도시가
매우 부족하다. 소도시와 초대형 도시의 비중이 전국 평균수준이나 동
부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고 도시공간의 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형
이 평탄한 쓰촨분지에 서부지역 도시의 35.09%, 황토고원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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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칭짱(靑藏, 칭하이ㆍ티벳)고원 및 신장
지역의 도시는 서부 전체에서 4.01%에 불과하다.

표 3. 2011년 서부 12개 성(시, 지역)의 지급(地級)도시 수 및 구조분포 상황
성
(시, 지역)

충칭

쓰촨

구이
저우

윈난

티벳

샨시

합계

1

18

4

8

1

10

400만 명 이상

1

1

도시
규모

200~400만 명

간쑤 칭하이 닝샤 신장

12

1

5

1
1

1

합계

9

14

85
4

4.71

1

4

4.71

3

6

24

28.24

3

4

27

31.76

3

3

24

28.24

2

2.35

1

10

2

2

50~100만 명

5

2

3

6

3

1

20만~50만 명

2

1

3

1

6

4

1

광시

1

100~200만 명

20만 명 이하

2

네이
멍구

1

1

1

비중
(%)

주: 도시규모 분류: 시의 상주인구에 따라 50만 명 이하는 소도시, 50만~100만 명은 중형 도시, 100만~300만 명은
대도시, 300만~1,000만 명은 특대형 도시, 1,000만 명 이상은 메가 도시.
자료: 당해 연도 중국통계연감을 근거로 정리.

라. 도시 기능 및 효율의 개선 필요
서부도시의 발전은 대부분 국가의 계획에 따라 국가재정을 통한 산업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지시형’ 발전노선을 걷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지역은 도시의 기능이 단조로운 편이다. 대체로 자원의 특징에 의
해 세워져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장기 계획이 부족하고 인프라시설에
대한 부채가 많으며 도시산업이 단조롭기 때문에, 집적능력 및 파급능
력을 갖춘 경제핵심지역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며 전국을 대상으
로 한 무역, 정보, 금융, 교육, IT, 문화 등의 서비스 기능 역시 매우
취약하다. 동시에 서부지역은 도시 전체의 경제규모가 작아 동부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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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큰 차이가 있다. 서부지역의 도시 공업 총생산은 동부지역의 40%에
도 못 미치고 도시의 토지 이용과 경제효율 역시 동부지역의 1/8에
그친다. 금융의 경우 서부지역은 아직까지 강한 지역금융센터의 기능을
갖춘 도시가 없다. 그러므로 도시발전의 ‘성장거점’기능이 약하고 주변
지역의 사회 및 경제 발전에 대한 파급력 및 선도적 기능은 아직 제한적
이다.

5. 중국 서부지역 도시화와 향후 전망
21세기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와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및 성장방식의
전환에 따라 서부지역의 도시화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이 나타날
전망이다.
가. 도시화 발전 가속화
앞으로 10~20년 내 중국 서부지역의 도시화는 급성장하는 시기에
진입할 것이다.
우선 국제환경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중심이 빠르게
이동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요소의 이동과 개편, 산업구조의 조정과
이전이 빨라지고 있다. 중국(특히 서부지역)이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
기타 요소가 집중되는 이상적인 지역이 되어감에 따라 서부지역의 도시
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국내상황을 보면, 첫째 전 세계 경제구도가 크게
조정받는 환경에서 산업의 고도화와 현대적 산업체제의 구축을 통해
경제성장방식을 조속히 전환하는 것이 각급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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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는 현대산업이 집적되는 중심이자 지역경제의 성장거점기능을
하며 도시ㆍ농촌 주민 소득향상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도시화 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자연히 각급 정부가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실현하는 중요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서부대개발전략이 심화단계에 접어든
후 삶의 질 개선이 서부대개발의 각종 정책 제정의 출발점이 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서부지역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
로 확대하는 동시에 각급 정부에서도 서부지역의 새로운 산업화 및
도시화 추진, 도시기능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셋째 국가 차원의 지역발
전계획이 지속적으로 제정돼 지역경제 성장거점으로써의 도시기능이
생겨나고 강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이미 발표된 광시북부만 경제구
계획, 청위 경제구 계획, 관중ㆍ톈쉐이 경제구 계획, 샨시ㆍ간쑤ㆍ닝샤
구 혁명기지 진흥 계획 등과 현재 의견수렴 중인 ‘후허하오터(呼和浩
特)ㆍ빠오터우ㆍ인촨ㆍ위린(榆林) 경제구 계획’, ‘란저우ㆍ시닝ㆍ거
얼무(格爾木) 경제구 계획’ 등이 있는데 위 계획들은 모두 관할 주요
도시의 기능과 발전목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분명 서부지
역의 도시화를 크게 촉진할 것이다. 넷째 도시 인프라시설이 지속적으
로 개선되면서 도시의 발전에 중요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도시의 대중
교통, 간선도로 및 기준에 부합하는 철도교통이 앞으로 빠르게 발전하
면서 도시의 도로체계도 점차 완벽하고 원활한 체계로 자리 잡아 갈
것이다. 소도시와 핵심 소도읍의 상하수도, 난방, 가스, 도로 등 공공인
프라가 적극 건설될 예정이며 도시 오수처리시설과 파이프 건설 공사,
쓰레기 집중처리시설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섯째 호적제
도의 완화와 농촌토지거래제도의 개혁 등을 통해 농민의 도시진출에
대한 제약요인을 완화함으로써 도시화를 뒷받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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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서부지역의 도시화는 곧 ‘발전의 봄날’을 맞이할 것이다. 현재
의 도시화 수준을 기준으로 예측해보면 2020년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은
약 60%에 달하고 도시규모(도시 수, 공간 포함)도 현재보다 2배 이상으
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과 인구의 집중으로 앞으로 도시발전의
성장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나. 도시 산업구조의 현대화
세계 금융위기 후 세계경제의 구도와 산업의 발전방식, 글로벌 분업
체계에 변화가 생기면서 국내외 산업구도에도 새로운 대조정이 촉진되
고 있다. 서부지역은 현대식 도시체계와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으며 요소의 집적효과가 확산효과보다 커 산업고도화가 앞으
로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는 다음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첫째 서부지
역의 성(省)들은 지역별 자원의 특징에 따라 테마산업의 집중육성과
자본 유치, 관련 기업들과의 산업체인 개선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급성장을 촉진해왔다. 예를 들어 쓰촨성에서는 레노버, 델, 인텔, 폭스
콘, 콤팔, 위스트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 등 글로벌 전자정보산업
브랜드와 제조 메이커를 유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
하고 있다. 신에너지, 신소재, 전자상거래, 디지털 뉴미디어 산업을 키
워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관광, 금융, 물류, 바이오, 문화
창의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웰빙산업과 환경산업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둘째 산업의 집적효과를 통해 발전잠재력이 크고 파급력이 강한
첨단기술 산업사슬을 마련하기 위해 서부지역은 산업단지 및 산업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도시의 현대식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과 매개체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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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안시는 자본 유치 및 프로젝트를 통한 산업발전
전략을 통해 취장(曲江), 첨단기술(高新), 경제기술개발(經開) 등 7대
테마 산업기지 및 산업단지(삼성전자 단지 포함)를 건설함으로써 시안,
더 나아가 샨시성의 현대산업 발전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서부지역에서는 문화산업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문화산업단지의 육
성 및 발전의 효과가 현저히 나타나 방송영상, 뉴스출판, 문화엔터테인
먼트 등 여러 핵심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도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안시의 경우 2010년 문화산업의 부가
가치가 GDP의 5.7%인 184억 위안에 달해 문화산업은 이미 시안시의
5대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다. 도시 인프라 건설투자의 다양화
중국의 서부대개발전략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교통망 위주의 인
프라 건설에 역점을 두고 서부지역의 ‘5개 가로망과 4개 세로망, 4개
국제도로(5橫, 4縱, 4出境)’ 등 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앞으로
중국의 국경 길과 동ㆍ중서부 간 물류 길이 열릴 전망이다. 2010년
중국은 서부지역에서 6,822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 23건을 통해 철도,
도로, 공항, 대형 수리시설 등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서부지역
대형 인프라 건설이 새로운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동시에 서부지역
의 투자규모와 투자주체에 큰 변화가 생겨 BOT, TOT, ABS 등 다양한
투자 및 조달 방식이 도입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비국유 자본을
유치해 ‘투자한 사람이 수익을 거두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단일하고
비효율적이었던 투자구도가 크게 바뀌었으며 투자주체 역시 정부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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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부, 국내기업, 국외 자본으로 투자방식도 다양화하였다. 투자주
체와 자금원의 다원화로 서부지역의 도시화가 크게 촉진될 것이다.
라. 저탄소, 친환경, 생태, 조화의 도시화 발전관 수립
산업화의 발전과 지구적 온난화로 인해 인류는 에너지와 자원 부족에
직면해 있다. 특히 21세기 이후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발전관이 점차 공감을 얻으면서 전 세계 도시발전에서도
저탄소, 친환경, 생태, 조화와 같은 관념이 점차 실천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런 관념들이 서부지역의 도시화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주로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도시발전 계획에서 과거에는
규모의 확장만 중시하고 환경보호는 소홀히 해왔으나, 도시발전의 수와
규모를 중시하면서도 발전의 질을 더욱 중시하여 경제효과와 사회효과,
생태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한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샨시성 시셴(西
咸)신구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원도시’를 지향한다고 밝혔
다. ‘강력한 핵심 분야, 빠르고 편리한 교통, 아름답게 가꾸어진 마을,
도시 농업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도시관념을 따라 ‘전원도시’로 발전시
켜나감으로써 ‘전원 속의 도시, 도시 속의 전원’의 발전목표를 실현하겠
다고 밝혔다. 둘째 생태 및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도시의 녹지를 크게
늘리고 도시의 녹지율과 산림축적량(forest growing stock)을 확대해
도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오염을 없애 도시의 생태환경을 정화
하고 있다. 셋째 산업부문에서 환경보호기준을 갈수록 강화하여 에너지
소모가 많은 오염유발산업을 퇴출시킴으로써 저탄소 순환산업의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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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만든다. 예를 들어 시안의 시셴신구는 도시의 발전형태에서 넓
은 범위에서 큰 규모의 전원도시 모델을 표방하였는데, 이는 곧 서부지
역 도시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발전하는 도시
경제글로벌화와 서부대개발이 전략의 심화에 따라 서부지역도 전면
적인 개발과 개방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첫째 서부지역은 상하
이협력기구, 중국ㆍ아세안 간 FTA, GMS(메콩강유역개발사업), 중아
시아지역 등 경제협력의 발판을 활용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중점 경제개발ㆍ개방 시범지구를 건설해 서부지역 도시들과
세계의 연계를 앞당기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장 카슈카르, 코르고스에
경제개발구를 세워 특별경제정책을 실시하고 광시 동싱(東興), 윈난
뤼리(瑞麗), 네이멍구 만저우리(滿洲里) 등에 중점 개발ㆍ개방 시범지
구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서부지역과 세계 각국 간 요소의 왕래와
이동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 셋째 출입국 검사 및 세관 기능을 가진
국경도시 건설 및 유라시아 대륙교의 기능을 통해 서부지역 가공무역의
국경도시 및 비단길 주변 도시로의 이전을 촉진하여 서부도시와 외부의
긴밀한 산업적 연계 및 서부지역 도시들과 세계의 산업적 분업과 융합
을 촉진하였다. 넷째 충칭 량장(兩江)신구, 충칭 량루춘탄(兩路寸灘)
보세항, 시안 국제항만구역 등의 건설 및 닝샤, 간쑤, 신장 등 성(省)의
지정학적 우위를 통해,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추진
하여 향후 세계시장과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물류비용을 낮추고 상품교
역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서부국제박람회, 동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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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및 투자무역박람회, 중국ㆍ아세안 박람회 등 서부지역의 주요 박
람회는 서부와 세계경제의 통합 및 교류의 무대가 될 뿐 아니라 세계에
개방되고 포용적으로 발전하는 서부지역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10~20년간 서부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
시의 발전특징을 보일 것이다.

6. 서부 도시화 발전 중 해외기업의 투자기회
(관중ㆍ톈쉐이 경제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서부대개발전략이 심화단계에 접어들면서 중앙정부는 지역
의 성장거점 강화를 통해 서부의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방향은 중점지역 발전계획의 잇따른 발표와 실시에서도 잘 드러
난다. 예를 들어 이미 발표된 광시북부만 경제구 계획, 청위 경제구
계획, 관중ㆍ톈쉐이 경제구 계획, 샨시ㆍ간쑤ㆍ닝샤 구혁명기지 진흥
계획 등과 현재 의견수렴 중인 ‘후허하오터ㆍ빠오터우ㆍ인촨ㆍ위린
경제구 계획’, ‘란저우ㆍ시닝ㆍ거얼무 경제구 계획’ 등이다. 이러한 계
획들이 발표ㆍ실시됨에 따라 외국기업들도 중국 서부에서 사상 유례없
는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관중ㆍ톈쉐이 경제구를
예로 들어 간략히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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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중ㆍ톈쉐이 경제구의 기본 상황
관중ㆍ톈쉐이 경제구(이하 경제구)는 샨시성의 시안, 통촨, 바오지,
셴양, 웨이난, 양링(楊凌), 상뤄(商洛, 일부 구 및 현)과 간쑤성 톈쉐이
관할 행정구역이 포함돼 있고 면적은 7만 9,800평방킬로미터,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2,900만 명으로 샨시성 남부의 한중(漢中), 안캉(安
康), 샨시 북부의 옌안(延安), 위린(榆林), 간쑤성의 핑량(平凉), 칭양
(慶陽), 롱난(隴南) 등 지역이 직접 영향권에 있다.
중국 내륙의 중심에 위치한 관중ㆍ톈쉐이 경제구는 유라시아 대륙교
의 거점이자 전국 교통ㆍ정보의 주요 허브이며 서부지역을 동중부지역
과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80여 개 대학, 100여 곳의 국가급 또는
성급 중점 과학연구기관과 100여 만 명의 과학인재가 있으며 국가급
또는 성급 개발구 21곳, 첨단기술산업육성기지 5곳, 대학의 과학연구단
지 3곳이 있는 중국의 국방군수기지이자 종합 첨단기술산업기지이며,
주요 장비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 가운데 관중지역은 샨
시성에서 농공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팔백리 친촨(秦
川, 샨시ㆍ간쑤 지역의 친링(秦嶺) 이북 평원지대를 이른다)’이라 불린
다. 전체 면적 6만 5,500평방킬로미터, 행정범위 내에 시안, 통촨, 바오
지, 셴양, 웨이난, 양링, 상뤄 등 6개 도시를 포함하며 샨시성 인구의
60%가 밀집돼 있는 관중지역은 중국 16대 중점건설지역 가운데 하나
로 선정된 바 있다. 간쑤 남동부에 위치한 톈쉐이지역은 ‘롱(隴, 간쑤의
약칭) 위의 작은 강남’이라고도 불린다. 전체 면적은 1만 4,392평방킬로
미터, 시 전체가 양쯔강과 황하라는 양대 유역을 가로지르고 신유라시
아 대륙교를 관통한다. 현재 기업체 749개가 입주해 있는 톈쉐이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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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공과 제조를 중심으로 전자기기, 기계제조, 방직업 등 3대 주력
산업기반 하에, 식품, 건설자재, 화학공업, 제련, 피혁, 담배, 플라스틱
등의 산업이 발전 중으로 선진적 장비를 갖추고 다양하며 기술력과
지역특색을 살린 산업체계가 형성되었다.
나. 관중ㆍ톈쉐이 경제구의 공간구도
｢관중ㆍ톈중 경제구 발전계획｣(2009~20년)에 따르면 경제구는 앞
으로 ‘1핵, 1축, 3확산’의 공간발전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1핵’이란
대도시 시안(셴양)을 가리키는 말로 경제구의 핵심이다. ‘1축’은 바오
지, 통촨, 웨이난, 상뤄, 양링, 톈쉐이 등 부핵심도시를 거점으로 형성한
서부의 발달된 도시그룹과 산업밀집지대를 일컫는다. ‘3확산’은 핵심
도시와 부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외부로 뻗어나간 간선을 따라 영향지역
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구 남북 양측의 발전을 촉진함을
말한다.
도시체계를 계획할 때 핵심도시, 부핵심도시, 3급 도시, 중점 진(鎭,
한국의 읍에 해당), 일반 진 등 5단계로 구성된 체계를 구축한다.
－ 핵심도시: 시안ㆍ셴양의 통합건설을 추진해 시안을 국제적인 대
도시로 육성한다. 2020년까지 도시인구를 1,0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고 주요 도시면적을 800만 평방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한다.
시안시를 중국의 주요 과학기술연구센터, 역내 비즈니스 물류 컨
벤션센터, 역내 금융센터, 국제 일류관광도시 및 중국의 주요 첨
단기술산업 및 선진제조업 기지로 건설한다.
－ 부핵심도시: 바오지, 통촨, 웨이난, 상뤄, 양링, 톈쉐이의 중심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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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부핵심도시를 거점으로 인구와 산업을 집
중시켜 대규모의 도시그룹을 형성한다.

다. 관중ㆍ톈쉐이 경제구의 산업발전구도
｢관중ㆍ톈중 경제구 발전계획｣(2009~20년)에 따르면 관중ㆍ톈쉐이
경제구는 산업발전에서 다음 몇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1) 항공우주
시안ㆍ옌량(閻良) 국가 항공첨단기술 산업기지를 바탕으로 대형수
송기, 터보프롭비행기, 범용 비행기 등의 핵심 산업과 항공기 엔진

및 관련 산업, 탑재시스템 등의 항공 관련 산업, 항공핵심부품, 전용설
비, 정비서비스 등 부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2) 장비제조
시안, 셴양, 바오지, 톈쉐이를 집중설계지역으로 하여 CNC 공작기
계, 자동차, 초고압 송전 및 변전설비, 전자통신설비, 엔지니어링 기계,
특수 전용 설비, 태양전지 등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3) 자원가공
바오지, 웨이난, 통촨, 상뤄, 톈쉐이 등지를 중심으로 주요 광물자원
의 개발과 심가공을 추진한다. 납과 아연, 티타늄 산업과 석탄, 화학비
료, 몰리브덴의 심가공 등 산업, 알루미늄가공, 건축자재, 세라믹산업,
다결정 실리콘 등 신소재산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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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산업
역사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진나라와 당나라의 전통과 불교, 도교
와 같은 종교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혁신한다. 현대문화를 적극 알려
방송영상, 뉴스출판, 문화공연 및 창작산업을 발전시킨다.
5) 관광산업
시안을 중심으로 역사ㆍ인문관광, 자연생태관광, 혁명유적관광 및
휴가관광을 적극 발전시켜 경제구를 국제 일류관광지로 육성한다.
6) 현대 서비스업
현대식 물류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시안 국제항만지대, 셴양공항산업
단지, 시안 내륙항형 종합보세구를 추진해 중국 내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내륙항, 유라시아 대륙교의 중요한 물류센터로 발전시킨다.
라. 관중ㆍ톈쉐이 경제구의 핵심지역: 시셴신구
시셴신구는 샨시성이 ｢관중ㆍ톈쉐이 경제구 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2010년 설립한 부성급 개발구로 시안, 셴양의 건설구역 사이에 위치
하고 동쪽으로 시안시 중심으로부터 10킬로미터, 서쪽으로 셴양시에서
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총계획면적은 882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공항
신도시, 펑동(灃東)신도시, 친한(秦漢)신도시, 펑시(灃西)신도시, 징허
(涇河)신도시 등 5개 지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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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셴신구의 공간적 구도

자료: 百度(www.baidu.com, 검색일: 2012. 12. 11).

｢시셴신구 종합계획｣에 따라 신구 내 각 신도시의 산업적 포지셔닝
은 다음과 같다.
1) 펑동신도시: 첨단기술과 컨벤션 산업을 위주로 첨단기술의 연구개
발과 육성에 주력하고, 스포츠, 컨벤션비즈니스, 문화관광, 현대식 농
업, 부동산 개발 등을 집중육성한다.
2) 공항신도시: 서부 국제화 항공물류센터, 공항 비즈니스센터 및
공항 인근의 제조센터를 건설하고 항공운수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
며 역내 항공사의 본부기지, 항공부품 제조 및 비행기 정비기지 등을
유치ㆍ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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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한신도시: 현대도시농업, 문화관광 및 현대식 서비스업과 제조
업(자동차부품 생산 및 조립, 통신전자장비 제조업, 신에너지 준비 제조
업, 신소재, 바이오 등)에 주력한다.
4) 펑시신도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소재, 바이오 의약 소재, 전자
통신 소재 등 신소재 산업기지의 건설에 주력한다.
5) 징허신도시: 시안 국제화 대도시의 북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
생산ㆍ유통 종합 서비스, 에너지본부와 중앙 상업지구를 핵심으로 하며
첨단장비 제조와 친환경, 지리정보 등의 산업을 집중육성한다.
마. 시셴신구의 해외투자기업 요건
신구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시셴신구는 대외투자 유치에 적극 힘쓰
고 있다. 신도시마다 투자 유치국을 세우고 일련의 투자 유치정책을
제정했다. 각 신도시를 종합해보면 투자 유치의 기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해당 신도시의 산업계획방향에 부합하는 산업. 첨단기술 사업이
나 기업을 환영한다.
2) 우수한 경제력. ‘대규모 투자를 우선 유치’하고 산업용지의 투자가
1묘(약 200평)당 250만 위안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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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도적 기능과 시범적 기능. 집적효과, GDP 유발효과, 고용 창

출, 세수 등 강한 파급력과 시범효과를 갖춰야 한다.
위의 사항으로 볼 때 전자정보산업, 자동차산업, 신에너지산업, 디지
털 엔터테인먼트산업 등 한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들은 중국 서부에서
시장전망이 매우 밝다고 하겠다.
바. 시셴신구의 해외투자기업 우대정책
투자정책을 위해 샨시성 인민정부는 2011년 11월 ｢시셴신구 개발건
설의 우대정책｣(30조)을 제정했는데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된 주요 정
책은 다음과 같다.
1) 10년 이상 경영하고 일반생산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
소득세(법인세에 해당)의 세율을 24%로 낮춰 징수한다. 생산에 종사하
는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익이 발생한 해와 이듬해의 소득세를 면제
하고 3년째부터 5년째까지 세율을 12%로 낮춰 징수한다. 외국인수출
기업은 수출액이 해당 연도 총생산의 70% 이상이 되면 해당 연도는
기업소득세의 세율을 10%로 낮춰 징수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연간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해의 소득으로 보전할 수 있으며 다음해의
소득으로 보전이 불가능할 경우 해마다 보전할 수 있다. 단 최장 5년으
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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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육성하는 공공 인프라시설 사업의 사업투자 경영소득 및 조건
에 부합하는 환경보호, 자원절약 사업의 소득은 소득세의 ‘5년 면제,
5년 절반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국내외 투자장려산업, 외국인투자우위산업의 경우 총투자액 가운
데 수입한 자기 설비에 대해 관세와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지분투자방식으로 비상장 하이테크 중소기업에 투자한 지 2년
이상(또는 2년)된 창업투자회사는 규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하이테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70% 비율로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연도의 공제금액이 부족할 경우 차기 납세연도
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5) 선진기술의 서비스 외주기업과 시범단지에 대해 세수우대를 실시
해 기술연구개발과 자주혁신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소프트웨어와 서
비스 외주기업 중 주민기업에 대해 1년의 납세연도에 한해 500만 위안
이 넘지 않는 부분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위안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을 감면한다.
6) 시셴신구는 관련 산업의 용지이용우대를 실시한다. 산업용지 양도
금의 최저기준은 ｢전국 산업용지 양도 최저가 기준｣의 10~50%를 기준
으로 집행한다. 금융기관의 사업용지는 우선적으로 토지공급계획에 편
입시키고 필요한 용지는 중국 관련 법규에 따라 모집, 경매, 등록한
뒤 양도가 30% 이하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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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셴신구 공항신도시의 국가급 시안종합보세구 B구역에 투자한
기업은 시안국제항만구역과 동등하게 중국의 보세물류 및 보세항 관련
통관우대정책의 혜택을 받는다.
8) 신규 진입한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연도 영업세 증가분의 전액
환급을 실시한다. 납세연도부터 3년 내 기업이 납부한 소득세의 지방유
보부분을 환급하고, 4년째와 5년째에 기업이 납부한 소득세의 지방유
보부분의 50%를 환급한다.
사. 다원화된 협력방식
시셴신구의 투자 유치경험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협력방식이 병존한
다. 하지만 중국 쑤저우(蘇州)의 싱가포르 산업단지나 우한(武漢)의
한국 산업단지와 같은 방식이 더욱 인기가 있다. 그밖에 한국기업들은
삼성전자의 시안 투자를 통해 배울 수 있다.
1) 중국 서북지역의 첫 싱가포르 산업단지가 시셴신구의 펑둥신도시
에 들어선다. 계획면적은 5평방킬로미터, 크게 산업협력지역, 상업서비
스지역, 주거보조지역 등 세 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세계 500대 기업과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전자정보, 신에너지, 신소재, 사물인터넷(IoT)
등의 선두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예상되는 총투자규모
는 80억 달러, 건설 후 연간 생산규모는 1,000억 위안을 초과할 전망이다.
2) 한국이 우한에 건설할 한국 산업단지다. 2012년 6월 16일 창장(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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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우한 우쟈산(吳家山) 경제기술개발구
에 한국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용면적은 4평방킬로미터, 1기
착공면적은 500묘(약 10만 평)이며 10~15년에 걸쳐 완성차 조립 및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3) 삼성전자의 시안 투자는 참고할 만하다. 전체 투자규모는 300억
달러, 그 가운데 1기 투자규모는 70억 달러이며 직접적인 고용유발효과
는 1,200명, 160여 개의 관련 기업 유치, 서비스 인력 1만 3,000명,
연간 생산액은 약 150억 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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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삼각주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과 한국의
협력방안 연구

요 약

예 젠 량*

중국정부가 2010년부터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발표한 이후 장강델타지

역에서도 각자의 전략과 중점산업을 발표하여 경제의 고속성장 중 나타난 저부가가치,
낮은 기술수준, 지속불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국가경제의 방향을 대표하고,
전체 산업발전에 선도역할을 하면서, 자원소비가 적고 성장잠재력이 크며 종합적 효과가
좋은 기술밀집형 산업들이 전략적 신흥산업으로서 중점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각
지방정부는 자체 지역 강점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이 중요한 기술혁신사업에 막대한 투자
와 편향적인 산업 및 금융 정책을 통해 지방정부 행정법규 형식으로 이 산업들을 지원하
고 있다. 이에 관련 기업들 역시 점차 성장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정부가 통제하는 국유기업, 전통산업에서 전환 및 고도화한 기업, 연구기관과
협력한 기업, 해외유학생들이 귀국 후 만든 기업, 외국과의 합작기업, 외국기관이 중국에
세운 기업 등이 있다. 신흥산업 발전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장강델타
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좋은 방안이며 한국기업
의 참여를 위해서는 적합한 산업과 중국 파트너를 찾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필요한 연
구기관과의 협력과 배후 생산체계 구축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각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주의함으로써 상생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장강삼각주, 전략적 신흥산업, 중ㆍ한 협력

* 저장(浙江)대학 민영경제연구센터 연구원 겸 부교수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의 고속성장을 거치면서 자원과 노동력,
자본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추진한 조방형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러한
발전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임이 점차 나타났다. 자원의 과도
한 개발과 사용, 환경용량의 지속적인 감소, 노동력 원가 상승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노동집약형 전통 산업 역시 국
제적으로 두 가지 측면의 압력을 받고 있다. 하나는 수출목적지 시장,
특히 선진국 시장의 무역장벽이 계속 늘어나고 메이드 인 차이나 제
품이 반덤핑/반보조금 제소와 조사를 받음으로써 중국의 수출이 영향
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제 관계와 이미지도 타격을 받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산업 이전에 따라 중국의 전통 제조업 역시 동남아 및
남아시아 등 국가의 경쟁과 도전을 받아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미래 발전
에 대한 판단을 위해 중국정부는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정책을 발표하
였다. 2010년 10월 10일 중국의 국무원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国务院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
兴产业的决定)｣(国发 [2010]32號)을 발표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은

중대한 기술혁신과 발전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사회 전반과 장기
적 발전에 대해 중요한 선도역할을 가지면서 기술집약형, 물질자원의
저소모, 큰 성장잠재력, 종합적 효익이 좋은 산업을 말한다’고 지적하
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차세대 정보기
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산업, 신에너지산업, 신소재산업,
신에너지자동차산업 등 7대 중점발전전략적 신흥산업을 확정하고
2015년까지 이러한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8%까지
끌어올리고 2020년에는 이 비중을 15%로 올리기로 하였다.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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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정책에 따라 각 지방정부 역시 각자의 조건에
맞게 상응하는 지방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정책을 제정하였다.
장강삼각주지역은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자 주요한
제조업 집적지역이다. 이 지역의 산업발전은 전체 중국의 산업발전에
주도적이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상황,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및 한국의 산업과
기업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기업의 장강삼각주지역의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에 대한 참여가능성과 실현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장강삼각주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상황

가. 상하이(上海)
상하이는 중국의 금융 및 경제의 중심지로, 산업기반이 튼튼하여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상하이의 첨
단기술산업기반이 강하여 ‘종합적 국가 첨단기술산업기지’와 국가 전
자산업, 소프트웨어산업(수출), 바이오산업, 민용 항공산업기지 등 국
가급 산업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첨단장비, 민용 항공기 등 분
야에서도 국가급 신형 공업화 시범기지가 있다. 첨단기술산업의 자체
지식재산권 보유율이 약 30%에 이르며 2010년 총생산은 6,958억 위
안, 12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22%를 넘어서 규모 이상 공업 기
업의 총생산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상하이 첨단기술산
업의 자주혁신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실리콘 베이스의 첨단 SOI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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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휴대폰 베이스밴드 칩(Baseband Chip), 고온 초전도체 소재, 7,500
톤 전회전 플로팅 크레인, 초초임계 화력발전 기술 등 자체 혁신 성과
도 내고 있다. 게다가 반도체 세척 설비, 지하철 실드(Shield) 등 선진
설비 역시 국제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2010년 말까지 전략적
신흥산업분야에서 국가 공정 실험실 7곳, 국가 공정 연구센터 18곳,
국가 공정 기술연구센터 13곳, 국가 인증기업 기술센터 38곳이 승인
을 받았다. 2012년 1월 4일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상하이정부 1호 문
건(沪府发[2012]1號)으로 ｢상하이시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12차 5
개년 개발계획(上海市战略性新兴产业发展“十二五”规劃)｣을 발표
하였다. 이 개발계획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상하이시의 전략적 신흥산
업 발전의 목표와 중점영역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5년까지 상하이시
전략적 신흥산업의 산업부가가치를 2010년의 배로 늘리고 전체
GRDP의 비중을 15%까지 높이며 전략적 신흥산업에서 제조업 생산
이 공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
시했다. 또한 전략적 신흥산업 투자가 공업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50% 가량이 될 것이다. 기업 연구개발경비 지출이 주요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중대
과학기술 기초시설 3곳, 국가 공정 연구센터(공학실험실) 10곳, 국가
공정 기술연구센터 10곳, 국가 인증기업 기술센터 20곳을 신설하고,
산업기술 혁신전략 협력기업 100개 사업장 구축, 생산규모 100억 위
안을 초과하는 선도기업 10개 사, 상장기업 50개 사, 생산규모 1억
위안 초과 핵심 기업 1,000개 사 등을 만들기로 하였다. 또한 본 계획
에서는 상하이시가 향후 5~10년 동안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 산업,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첨단 장비제조산업, 바이오산업, 신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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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하이시 ｢12차 5개년 개발계획｣의 중점발전대상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목표(2015년)

중점분야

소프트웨어 및
정보 산업

영업이익 6,000억 위안

1. 소프트웨어산업
2. 정보서비스산업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생산규모 3,000억 위안

1. 집적회로, 2. 신형 디스플레이, 3. 통신 및 네
트워크, 4. 사물간 인터넷(IoT), 5. 자동차용 전
자기술

첨단장비제조
산업

생산규모 3,000억 위안

1. 민용항공기, 2. 위성 및 응용, 3. 궤도교통,
4. 해양공정설비, 5. 스마트 설비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1,200억 위안,
서비스아웃소싱 수입 300억
위안

1. 바이오메디컬, 2. 바이오 농업,
3. 바이오 의약품 제조(Bio-Manufacturing),
4. 관련 서비스

신에너지산업

생산규모 1,200억 위안

신소재산업

1. 원전, 2. 풍력산업, 3. 태양에너지,
4. 스마트 그리드

생산규모 1,800억 위안 이상, 1.첨단 기능성 소재, 2.첨단 구조소재
그중 핵심 신소재 산업 생산규모 3.고성능 복합소재
600억 위안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

생산규모 500억 위안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생산대수 20만 대 가량, 생산
규모 500억 위안 규모

1.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모터 및 구동 시스템,
2. 산업용 인버터, 3. 폐열폐압 이용 설비, 4. 수
오염 방지설비, 5. 탄소 포집, 배연가스 먼지 제
거, 탈황 탈질, 6. 대량 고체폐기물 종합 이용
1.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 PEV 등 승용차,
3. 배터리, 캐패시터 등 PEV 버스

자료: ｢상하이시 전략적신흥산업 발전 ‘12차 5개년’계획(上海市战略性新兴产业发展“十二五”规劃)｣에
따라 상하이시 1호문건 (沪府发〔2012〕1號）정리.

신소재산업,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등
8대 산업을 중점육성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다(표 1 참고).
나. 장쑤(江苏)성
장쑤성은 중국의 선도적인 제조업 중심지로 산업규모에서 중국 선
두를 달리고 있다. 2010년 장쑤성의 신흥산업 매출액은 동기 대비
35.8% 늘어난 2조 647억 위안으로 산업규모에서 전국 수위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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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산업혁신능력도 높고 2010년 신흥산업분야에서 기업의 연구
개발투자비가 전체 연구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
며, 신흥산업 관련 특허 수도 전체의 60%를 초과한다. 장쑤성의 혁신
능력은 전국 1위로서 신기술, 신장비에서 국내 선두 위치이며 국제
선진수준에 도달하는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신흥산업 발전기반이 양
호하여 2010년 말 현재 전국 동 업종 내에서 선두수준인 신흥산업 기
업이 80여 개가 넘어 신에너지, 신소재, 전자정보, 스마트 그리드, 첨
단장비 제조 및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등에서 우수한 기업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과 선진 기술수준의 신소재, 신의약, 신
에너지 관련 상장기업들이 있다. 또한 장쑤성의 신흥산업 생산의
60%와 첨단기술산업 생산의 40%가 16개 국가급, 성급 첨단기술단지
에 집중되어 있다.
2011년 12월 28일 장쑤성 발전개혁위원회는 ｢장쑤성 ‘12차 5개년
개발계획기간’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江苏省“十二五”
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规劃)｣을 하급기관들에 전달하고 ‘12

차 5개년 개발계획기간’ 말(2015년)에는 장쑤성의 전략적 신흥산업
기술 수준과 규모가 전국 선두를 차지하여 전국 전략적 신흥산업의
선도발전지역 및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전략적 신흥산업 선도지역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략적 신흥산업 생산규모는 매년 30%
이상씩 늘어나 2015년이 되면 전략적 신흥산업과 신흥산업 부가가치
가 지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0%와 18%로 확대되고 산
업고도화, 에너지 절감 및 배출 저감, 고용창출 등에서 선도와 추진
역할이 명확해질 것이다. 2020년에는 전략적 신흥산업과 신흥산업이
전체 성의 경제발전을 이끌고 지역 GDP 내 전략적 신흥산업 및 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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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비중이 각각 18%와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100개 중점기술과 관련, 핵심 기술 확보에 노력하여 100개 이상의 자
체 중대 혁신사업과 산업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00개의 중대 자체
혁신상품을 육성하며 100개의 국내외 유명 브랜드를 만들어 국제 선
진수준에 도달하는 산업과 핵심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몇몇 분야에서
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신흥산업 연구개발 제조기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전략적 신흥산업분야의 핵심 기업의 매출액 대
비 연구개발 투자비중을 3% 초과하여 유지하도록 하고, 전체 성의 특
허 가운데 전략적 신흥산업 기업의 특허 취득 비중을 40% 이상이 되
도록 할 계획이다. 50개의 기술수준이 높고 차별화된 전략적 신흥산

표 2. 전략적 신흥산업 중 ‘12.5 기간’ 장쑤성의 중점발전산업
중점산업

중점분야

신에너지산업

1. 태양에너지 이용 기술, 2. 풍력 발전, 3. 바이오매스, 4. 원전 관련 산업

신소재산업
바이오 기술 및
신의약산업

1. 기능성 신소재, 2. 첨단구조 소재, 3. 범용 기반 소재
1. 신의약, 2.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3. 바이오 육종,
4. 바이오 의약품 제조(Bio-Manufacturing)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 1. 고효율에너지 절약, 2．첨단환경보호산업, 3. 자원 리사이클링
사물간 인터넷(IoT)과
클라우드 컴퓨팅

1. IoT(농업, 광산, 메디컬 케어, 교통물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가정보안
등에 스마트기술 응용）, 2. 클라우드 컴퓨팅(가상화, 클라우드 컴퓨팅 응용
플랫폼, 클라우드 시큐리티, 클라우드 스토리지, SaaS, PaaS, IaaS）

차세대 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산업

1. 차세대 정보망, 2. 전자 핵심 인프라 및 부품,
3. 신형 디스플레이 기술 및 제품, 4. 첨단 소프트웨어, 5. 서비스 아웃소싱

첨단장비제조산업

1. 궤도 교통설비, 2. 지능형 제조설비, 3. 전용 설비, 4. 항공 관련 산업

신에너지자동차산업
스마트그리드산업

1. 신에너지 버스, 2. 신에너지 승용차, 3. 신에너지 특용차
1. 신에너지 발전 전력계통 연계 및 제어 설비,
2. 스마트 그리드 축전 설비, 3. 지능형 송변전 설비, 4. 지능형 배전 용전 설비,
5. 지능형 Dispatch Communication System

해양 엔지니어링 설비 산업 1. 신형 해양 공정 설비, 2. 주력 해양 공정 장비, 3. 해양 이용 공정 건설장비
자료: 장쑤성 ‘12차 5개년 계획기간’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 계획에 관한 통지(关于印发江苏
省“十二五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规划的通知)(苏政发〔2011〕186號)에 따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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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군을 중점 발전시키며, 50개의 성급 이상 전략적 신흥산업 특색 산
업기지를 건설하고 자주혁신능력과 기술선도역할이 있는 핵심 기업
100곳, 중점혁신기업 500곳을 육성하여 세계적인 산업 선도기업들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장쑤성은 이 계획에서 12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 동안 중점발전시킬 전략적 신흥산업을 제정하였다(표 2 참고).
다. 저장(浙江)성
저장성은 중국에서 민영 경제가 가장 발달한 성으로 전통산업분야
에서 민영기업의 생산규모가 매우 커서 높은 시장경쟁력을 가지고 있
다. 요소가격의 상승과 시장경쟁의 가열로 민영기업들도 산업고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신흥산업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저장성
은 바이오의약,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신에너지산업과 사물간
인터넷(IoT), 신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에서 중국 내 수위를 달리며 각
산업별 선도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2011년 10월 26일, 저장성 경제 및 정보화 위원회는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 발전사업의 가속화에 관한 실시 의견(关于加快推进战略
性新兴产业培育发展工作的实施意见)｣을 발표하여 12차 5개년 개

발계획기간 동안 저장성은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중대 핵심 기술적 난
제들을 해결하고, 중대 기술 산업화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전형적인
응용 시범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여, 12.5 계획기간 말(2015년)에는 전
략적 신흥산업에서 5,000억 위안 가량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체
GDP 중 해당 산업 비중을 12%까지 확대하며 산업규모와 혁신능력
에서 중국 내 선진수준을 확보하여 차별화되고 국내 일류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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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산업 특색 기지들을 건설함으로써 전체 성의 경제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9대 중점발전산업을 발표하였다(표
3 참고).

표 3. 저장성 ‘12.5기간’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발전중점분야
산업
IoT

중점분야
센서 및 무선 센서망, 네트워크 전송 및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SI 표준
화, IoT 응용 및 콘텐츠 서비스

청정고효율 발전설비, 초고압 송변전(플랜트) 설비, 대형 석유화학 및 석탄화학 공
업 플랜트 설비, 지능형 교통, 궤도 교통설비 및 자동차 핵심 부품, 고성능 건자재
첨단장비 제조업 장비 및 공정 시공 장비, 신형 방직기계, 대형 신형 농업설비, 첨단전자, 바이오,
메디컬 및 제약 장비, 첨단 CNC, 첨단 경공업 장비, 고성능 공업용 자동제어시스
템 및 검사시스템, 핵심 기계 기초 부품
신에너지산업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이용 장비 산업, 광열, 조력, 해류 발전설비, GSHP 등
기타 신에너지

신소재

마그네틱 소재, 광섬유 광케이블, 광트랜지스터, 태양광 신소재, LED 신소재, 신형
전지 소재, 신형 철강 소재, 고성능 비철금속 소재, 고성능 용접 소재, 특수 유리섬
유, 녹색 건축 소재 및 탄소섬유, 고성능 세라믹, 불화물, 유기 실리콘 소재, 합성
소재, 첨단 기술 방직 섬유, 차별화 섬유(Differntial Fiber), 산업용 방직섬유 등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

폐열 이용 설비, 전기 모터 및 가동 설비, 고효율 조명제품, 자원순환 이용 설비,
수오염 방지 및 리사이클링 설비, 대기오염 방지 설비, 고체폐기물 처리 및 종합
이용 설비, 환경 모니터링 계기 및 자동 모니터링 설비, 환경보호 제약 및 기능성
소재 등

바이오산업

특수 API 및 약물 제제,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녹색 농업 바이오 제품, 현대
중약(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 건강식품 및 화장품, 농업 육종 재배, 해양 바이
오 개발, 바이오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제조(Bio-Manufacturing) 기술, 바이오 환
경기술 등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완성차, 전지, 구동 모터, 전기제어시스템 관련 핵심 부품, EPS,
자동 에어 컨디셔너, 충전기, 완성차 주행 모니터링 시스템 등 관련 제품 및 부품

해양 신흥산업

특수 해양 공정 설비 및 첨단 선박, 수중 적재작업 및 범용 기술 장비, 해양 관측
모니터링 장비, 해수 담수화 설비, 해수 직접 이용 설비, 해수 화학자원 추출 설비,
해양 약물, 해양 바이오 제품, 해양 청정에너지 이용 장비, 심해 광물자원 탐사 개
발장비 등

원전 관련 산업

핵구역(NI, Nuclear Island) 증발기, 압력용기, 원자로 내 부품 및 2차측건물(CI,
Conventional Island) 보조기 등 중장비 플랜트 설비, 자동 계기 제어시스템, 소
방 모니터링 제어시스템, 통풍 및 공조 설비, 원전 펌프/밸브 관련 제품

자료: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 발전에 관한 중공 저장성 위원회 저장성 인민정부의 실시 의견(中共
浙江省委浙江省人民政府关于加快培育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实施意见)｣ (浙委[2011]76號)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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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강삼각주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특징
가. 탁월한 발전조건
장강삼각주지역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조건이 중국에서 가장 뛰
어난 지역이다. 우선 이 지역은 전통산업 기반이 탄탄한데, 전통산업
발전으로 제조업 관련 풍부한 생산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 혁신
의 밑받침인 자금과 기술도 풍부하다. 많은 전통산업 내 많은 기업들
은 외부의 경쟁압력과 기업 자체의 발전 필요 때문에 혁신과 신산업
발전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중서부의 다른 공업화 초기 지
역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지역의 신흥산업은 비교적 시작이 빠르다. 장강삼각
주지역은 중국 내 공업화가 일찍 시작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공업이
먼저 성숙단계에 이르렀고, 많은 산업들이 자원 및 요소 경쟁의 압력
에 직면하여 기업의 발전방식 전환과 고도화의 필요성에 일찍부터 직
면하여 왔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장강삼각주지역의 지방정부들
은 발전방향을 공업경제의 양적 확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고 공
업의 양적 규모 팽창에만 치중하지 않고 산업의 질에 더욱 치중하겠
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방정부들은 기업의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및 기업과 연구기
관의 협력을 장려하여 기술형 기업들이 일찍 시장에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이 지역은 중국의 과학연구기관이 밀집된 지역 중 하나로, 베
이징을 이은 중국 과학연구의 중심지역이며, 이러한 일류 대학과 과
학연구기관들이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에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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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상하이와 장쑤, 저장 등 세 지역에는 중국의 ‘985계획’
대학이 9곳 있고, 22개의 중국 ‘211공정’ 대학이 있다. 또한 국가급
실험실, 연구기지, 검사센터 등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기
관의 연구성과는 생산기업들과 결합하여 신흥산업 발전에 좋은 환경
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위의 세 지역은 중국의 금융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전
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 상하이시는 중국
의 금융센터로 자본시장이 매우 발달하였다. 장쑤성과 저장성도 발달
된 경제와 풍부한 민간자본이 있어 이러한 풍부한 자본들이 혁신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은행대출이나 벤처캐피털,
투자회사 등을 통한 여러 방식으로 신흥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
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강력한 재정수단을 사용하여 전략적 신흥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의 계획에서 정부는 중
점산업의 재정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발
전목록에 들어간 산업은 정부의 직접 재정보조금과 세제감면, 생산용
토지 및 공장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급 이상의 정부는 모두
신흥산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유도기금을 구성하고 초기 단계
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각 지방에서는 인재 유치와 프로젝트에 대
한 장려책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해외유학생이 귀국하여 창업할 경우
많은 혜택을 준다. 2010년 상하이시는 해외고급인재 유치 계획을 발
표하여 5~10년 내에 국가의 중대전략 및 상하이 중점발전전략 목표
와 관련된 인재 수요에 관해 시급한 분야의 고급인재를 유치하고 조
건에 부합하는 기업, 대학, 과학연구소, 공업단지 등에 20~30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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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해외고급인재 혁신창업단지를 만들어 해외고급인재의 창업을 위
한 길을 열어주었다. 장쑤성은 2008년 9월 17일 해외인재 1만 명 유
치 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장쑤
성은 1만 명 이상의 해외고급인재를 유치하여 50명의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와 기술연구인재를 확보하며 500명 이상의 창업 우수 인재와
5,000명 이상의 자체 지식재산권 및 기술성과를 보유한 고급기술인재
를 유치하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저장성은 2009년 해외고급인재 유치
계획을 가동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우선발전대상 중점산업과 과학기
술혁신 중점분야에 대해 성급부터 순차적으로 해외고급인재를 유치
하여 5~10년 내에 1,000명의 핵심 기술성과를 확보하고 첨단기술산
업 발전과 신흥학문을 이끌 학문별 리더, 기술선도인재와 고급창업인
재를 유치하여, 중점지원하기로 하였다.
나. 혁신 선도 및 전략적 특성
전략적 신흥산업의 중점발전은 글로벌 산업발전의 미래 동향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경제발전의 현황과 산업 이전 및 고도화
의 수요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장강삼각주지역에서 중점발전시키는
전략적 신흥산업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전략 수요에 의해 중점발전시키는 산업이다. 우주항
공 관련 산업, 원전 관련 산업,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관련 산업,
해양 관련 산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산업은 국가 안보와 발전
전략 및 국가경쟁력과 관련이 있어 대량의 인적ㆍ물적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산업 관련 기업들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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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가가 통제하는 대형 국유기업들 및 이러한 대형 기업과 관련하
여 현지화한 협력업체들이다.
두 번째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선도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신소재
관련 산업, 바이오 메디컬 관련 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산업 등
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산업은 자체 기술 발전의 산물로서, 이러한
산업의 발전은 전체 국민경제의 다른 관련 산업의 발전과 변혁을 가
져올 수 있어 산업연계성이 강하다. 이러한 산업의 선도역할이 발휘
되려면 강력한 응용기반과 관련 산업기반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의
발전은 이러한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며, 이러한 산업의 응
용을 위한 거대한 시장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 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이 있는 산업이다. 예를 들
어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산업, 신에너지 관련 산업 등이 여기
에 속한다. 이 산업들의 발전은 중국의 전통산업 발전과정에서 높은
에너지 사용과 오염, 자원소모 등 점점 부각되는 자원 및 환경에 대한
부담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날로 강력해지는 환경
과 녹색경제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보
호산업과 신에너지산업의 발전은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해 국민경제
의 자원 및 에너지에 대한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 산업의 합리적 지역 배치와 클러스터 형성
전통산업의 자연적인 발전과는 달리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은 정
부 주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간지리적 배치 및 클러스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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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특징지어진다.
국토발전을 위한 공간적 분포에서 상하이는 전략적 신흥산업의
H(High-Technology)형 코리도를 제시하였다. 자딩(嘉定), 송장(松
江), 펑시앤(奉贤), 진산(金山) 등 옌볜 산업벨트와 바오산(寶山), 창

싱다오(长兴岛), 진차오(金桥), 장장(张江)(핵심단지), 린강(临港) 등
연해산업벨트, 민싱(闵行), 차오허징(漕河泾) 등 중부 산업 축을 통
해 산업중심축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하이 첨단기술 서비
스산업의 ‘중환(中環)’산업벨트 구축에도 노력할 것이다. 장장(张江)
(핵심단지), 진차오(金桥), 우자오창(五角场), 다보수(大柏树), 시북
공업구역(市北工业区), 톈디 소프트웨어단지(天地软件园), 홍차오
(虹桥), 차오허징(漕河泾), 쉬후이빈장(徐汇滨江), 차오허징푸장원
(漕河泾浦江园) 등을 포함하여 차별성과 강한 혁신능력, 산업 집적
특성을 갖춘 전략적 신흥산업 시범기지를 형성할 계획이다.
장쑤는 지역 내 경쟁우위를 고려한 산업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장
쑤 남부지역에는 산업기술자원의 강점을 살려 첨단산업을 발전시킴
으로써 자체 지식재산권과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며 첨단제품과 첨
단산업의 빠른 발전을 추진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높
여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전략적 신흥산업기지와 전국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신흥산업 선도 발전지역으로 발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쑤
성 중부지역에는 산업기반의 강점을 살리고 국제적 성격을 부각시켜
개방적 혁신을 통해 일부 핵심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략
적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장쑤 북부지역은 차별화
된 자원 강점을 잘 살려 합작 발전을 적극 유치하여 영향력 있는 전략
적 신흥산업 성장지역으로 조속히 발전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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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의 주요 지역별 산업배치계획을 보면 항저우만지역은 항저
우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발전과 기반기술 연구개발의 강점을 살려 첨
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용타이원(甬
台温)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전통산업 고도화를 중심으로 장비제조,

신에너지, 해양산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저장성 중부지역은 산업의
강점을 살려, 신흥산업 프로젝트를 집중 유치하고 네트워크와 서비스
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나간다. 저장 서부의 산악지역에서
는 생태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산업 및 바이오농업에 주력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실현한다.
구체적인 지역별 발전계획에서 두 가지 모델이 존재한다.
첫번째는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로, 각급 정부가 인정하는 첨단
신기술개발단지를 핵심으로 하고 일련의 우대조치를 함께 제공함으
로써 신흥산업의 집적 및 육성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1992
년 7월에 25만 평방킬로미터 부지에 개설된 상하이시 장장(张江) 첨
단기술단지는 중국정부의 설립 승인을 받은 국가급 첨단기술산업 개
발구이다. 현재 이 단지에는 국가 상하이 바이오메디컬기술 산업기지
와 국가정보산업기지, 국가 집적회로산업기지, 국가 LED 산업기지,
국가 863정보보안성과 산업화(동부) 기지, 국가 소프트웨어산업기지,
국가 소프트웨어수출기지, 국가 문화산업 시범기지, 국가 온라인게임
및 애니메이션 산업기지 등 여러 국가급 기지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 모델은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단지이다. 주로 주도적 기업
이 입주함으로써 주도기업을 위시한 생산 협력업체들이 모여 들어 형
성된다. 장쑤성 창저우(常州) 톈허(天合) 태양광 산업단지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단지는 2008년 4월에 조성되었고, 2.12평방킬로미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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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며 톈허(天合) 태양광 유한공사는 태양광산업 발전의 선도기업
으로서 1998년 설립되었고 2006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
다. 이 단지에는 톈허 태양광을 위시하여 산업의 업스트림과 다운스
트림, 설비, 부품, 보조재 등을 모두 갖춘 지역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를 형성하고 있다.
라. 공공성격의 플랫폼 건설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은 강력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가 선행
되어야 하며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는 신흥산업의 개척에서 외부효
과가 크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대부분 정부가 통제권
을 갖고 있는 대학과 연구소가 운영하며 일부는 국가에 위임을 받은
기업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관은 정상적인 과학연구사업
을 책임지며 기업의 생산과 관련 있는 프로젝트 연구개발에 적극 참
여하여 기업의 생산과정 중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중국 경제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 실시로
이러한 플랫폼에 새로운 과제가 부여되었다. 기존의 각 부처별 플랫
폼을 정리ㆍ통합하여 공공성을 가지고 신흥산업 발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응하는 것이다.
상하이의 경우, 상하이시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관한 12차 5개
년 개발계획에서 39개의 관련 공공 플랫폼을 제시하였다(표 4 참고).
저장성과 장쑤성 역시 유사한 플랫폼 건설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플
랫폼은 정리ㆍ통합 이외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더 많이 확보하여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계획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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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하이의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중요 플랫폼 일람표
신흥산업

중요 플랫폼 건설

S/W 및
소프트웨어 테스트 플랫폼, 네트워크 보안 테스트 및 인증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공동
정보서비스
실험실, 전자정부 및 공공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
산업
차세대
정보기술
제조산업

국가급 집적회로 연구개발센터, 중국과학원과 공동 설립한 상하이 IoT 센터, 공업신식화부
와 합작 건설한 3G 이동통신 단말기 연구 테스트 공공서비스 플랫폼, 광학공학, 슈퍼컴퓨
터 센터, TFT-LCD 국가 공정실험실

첨단장비
제조산업

국가 해저 장기 과학관측시스템, 민항 상하이 항공기 감항(Airworthiness) 평가 센터, 국
가 민용 항공기 및 모터 검사 기술 기반 플랫폼, 해양 과학기술 연구 센터

바이오
산업

단백질 과학연구센터, 국가 간암 과학센터, 항체 약물 국가공정 연구센터, 상하이 바이오
샘플 데이터 베이스, 상하이 병진의학(Translational Medicine) 연구센터, 실험 동물 공공
서비스센터, 바이오 메디컬 혁신제품 인큐베이팅 기지, 현대 농업기술 혁신 서비스기지

신에너지
산업

스마트그리드 수용가 제품 테스트 서비스 플랫폼, 국가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연구개발센
터, 국가 해상 풍력 제품 테스트 플랫폼, 태양광 제품 테스트 플랫폼

나노 기술 및 응용, 경합금 정밀 성형, 울트라파인 파우더 등 국가 공정 연구센터, 선진
신소재산업 소재, 금속 복합재료(MMC), 섬유 소재 개선, 고성능 세라믹 및 미세 구조 등 국가 중점
실험실 건설, 민용 항공 복합재료 연구센터
신어네지
자딩(嘉定)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및 시범 기지, 푸둥 린강(浦东临港) 신에너지 자동차
자동차산업 생산 시범 응용 기지
자료: ｢상하이시 ’12.5기간’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上海市战略性新兴产业发展“十二五”规劃)｣(沪
府发〔2012〕 1號) 정리.

마. 금융지원 중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높은 리스
크를 안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전략적 신흥산업에서 주
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러 필요한 정책과 조치들을 통해 양호
한 전략적 신흥산업 투자환경을 만들어 민간부문과 국제적 자본들도
관련 분야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상하이시는 “12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
을 제정할 당시 리스크 구제, 국유자산 관리, OTC 거래 등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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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비하고 창업투자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 계획에서 상하이시의 창업투자 유도펀드의 역할을 충분히 활
용하고 전략적 신흥산업분야의 창업 초기 단계 투자펀드를 중점조성
하여 민간투자자들이 엔젤투자활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장려하
고 혁신형 민영 중소기업을 중점지원하며, 보험사와 연기금, 기업연
금관리기관과 기타 기관투자자들이 신흥산업 창업투자와 지분투자펀
드의 참여, 민간자본의 전략적 신흥산업 투자 장려를 하도록 할 것을
밝혔다. 동시에 다양한 자본시장의 파이낸싱 기능을 적극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다양한 자본시장에서의 파이낸싱과 M&A
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장외시장의 건설을 통해 발전단계가 상이한
창업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며, 채권시장의 발전을 유도하
여 중소 민영기업 등이 채권시장을 통해 파이낸싱할 수 있도록 할 것
도 지적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관련 금융상품을 적극 장
려하고, 과학기술 담보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대출담보시스템을 발
전시키며 보험대출상품을 촉진하고 소액 대출과 M&A 관련 대출을
장려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장쑤성은 네 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기업 여신한도 확대,
낮은 금리 대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보조,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주
식담보대출, 자본확충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사회자본이 신흥산업분야
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 벤처캐피털을 적극 발전시킨다.
성급 신흥산업 창업투자 선도펀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시, 현
(시)에 선도기금을 설립하고 사회자본이 지분참여형식으로 벤처캐피
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창투사(벤처캐피털)들이 창업 초기
와 확장기의 신흥산업 관련 창업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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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12차 5개년 개발계획기간 말(2015년)까지 전체 성의 전략적 신
흥산업 창업투자 자산규모를 1,00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셋째, 기업
의 단기 기업어음(CP), 중기 어음(MTN), 회사채 발행을 장려 및 지
원하고, 중소기업의 공동어음 발행, 집합채권 발행 메커니즘을 모색
한다. 서비스 규모가 크고 국내 동종 업계에서 선두위치에 있는 기업
들의 중국 메인보드 상장을 적극 추진하고, 실적이 뛰어나고 고성장
중인 첨단기술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보드나 Chinext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조건을 갖춘 기업들은 해외에서 상장하여 자금조달
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12차 5개년 개발계획기간 말(2015년)에는
기업의 상장 수가 전국 선두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시중 은
행의 과학기술분야 지점이나 과학기술 소액 대출회사 설립을 추진하
고 보험사들의 과학기술 관련 보험서비스를 장려하며 과학기술 담보
회사 설립도 장려한다. 12차 5개년 개발계획기간 말(2015년)까지 각
종 과학기술 은행, 과학기술 소액 대출회사, 과학기술 보험기관 수를
200여 개까지 확대한다.
저장성 정부에서는 첫째, 저장성의 전략적 신흥산업 재정 특별 자
금을 위해 중앙재정을 통해 전략적 신흥산업의 중점프로젝트 지원을
확보하여 중점전략적 신흥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
다. 둘째, 금융기관과의 소통과 협조를 통해 다양한 담보시스템을 구
축하고 리스크 보상 등 재정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며 은행과 기업
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금융기관이 전략적 신흥산업의 중점프
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적극 추천할 것이다. 셋째, 파이낸싱 채널을 확
대하여 PEF 등 직접 파이낸싱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전략적 신흥산업 발
전을 위한 다양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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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적 신흥산업의 대표적 기업
가. 국가주도형 전략기업
이러한 기업은 국가의 전략의도와 발전방향을 대표하며 기본적으
로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국유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은 수는 많지 않
으며 주로 원전, 우주항공, 차세대 통신기술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비교적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상하이항공기제조유한공사(SAMC:
Shanghai Aircraft Manufacturing Co.)를 들 수 있다. SAMC는 1950
년에 설립된 회사로, 1970년대부터 중국 자체 설계, 자체 지식재산권
을 가진 4-engine 제트기 Y-10(运十)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고 미국
의 구 맥도날더글라스사와 35대의 MD82/83기를 합작생산한 바 있
다. 메인 제조업체로서 기체의 70%를 국산화한 MD90-30 간선 비행
기 2대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2009년에는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COMAC(중국상용항공기공사) 자회사로서 항공기 최종 조립제조사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ARJ21-700 항공기의 연구개발과 국가 대형 항
공기프로젝트의 연구와 생산을 맡고 있다. 대형 항공기 중요 특별 프
로젝트는 중국정부가 자체 혁신능력 강화와 국가 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중대 전략적 프로젝트로서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
전계획 강요(2006~20)”에서 확정한 16개 중대 특별 프로젝트 중 하
나이다. 현재 중국 대형 항공기는 상업노선에 투입되고 있으며 C919
대형 여객기가 2014년 첫 비행을 할 예정이고 2016년 처음으로 고객
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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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통산업 중 선진화 기업
일부 전통산업 가운데 선도기업들은 인수합병 및 합작 등의 방식을
통해 전략적 신흥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업들은 전통산
업에서 큰 성과를 거둔 기업들이지만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여 혁신과
고도화를 통해 기업실적을 제고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
로는 닝보(宁波)의 샨샨기업(杉杉股份有限公司)을 들 수 있다. 샨
샨기업은 저장성 닝보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1992년에 설립
되었고 1996년에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 2009년부터 리튬
전지 생산을 시작하였다. 리튬전지 양극 재료와 전해질 등 완전한 리
튬이온전지 재료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6개의 자회사가 비교적
완벽한 리튬전지 소재 제품 라인업을 갖추어 총생산규모가 7,000톤을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지회사로 성장하였다. 현재 LFP 생산기술
을 갖추고 소규모 양산을 이미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전해질을 주재
료로 하는 6불화인산리튬을 연구개발 중이다. 샨샨의 지주회사는 현
재 오스트리아의 광산기업과 니켈코발트(NiCo) 광산자원을 합작개발
하고 있어 리튬전지 재료의 업스트림산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이 회
사는 현재 리튬전지 일관 생산전략으로 업스트림의 광산(Yerilla)과
미드스트림의 리튬전지(湖南海纳), EV 단말(航天杉杉)까지의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추고 있다.
다. 산학연 합작기업
산학연 협력, 즉 산업계와 학교(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와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에 기대어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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딪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생산운영을 통
해 학교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기업의 생산내용으로 전환하여 제
품혁신을 실현한다. 중국의 산학연 협력은 학교에서 창업한 각종 공
장(중국에서는 교판기업이라 함)에서 시작되었다. 전략적 신흥산업
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산학연 협력은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는데,
선진적인 연구기술을 생산현장에서 운용함으로써 신흥산업을 발전시
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66년에 시작된 장쑤 양리그룹(扬力集团)
은 양저우시 한장(邗江) 경제개발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 중점 첨단기술기업, 중국 단조프레스 선두기업, 500대 중국 기
계기업에 선정된 바 있는 대형 공업용 단조프레스 생산기업이다.
2011년 이 회사는 7,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난징항공대학, 둥난대
학 등과 합작하여 1,360톤 3차원 멀티스테이션 서보(Servo) 프레스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 프레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프레스로, 이는 양
리그룹의 유압 프레스 장비 제조능력 및 대형 공작기계 설계 및 생산
에서 중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라. 해외 귀국 유학생 창업기업
신흥산업 발전, 특히 첨단기술산업 발전에서 해외유학생들의 귀국
창업은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일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 경험
을 쌓거나 해외 유명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해외유학생들은 선
진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생산으로 전환하면 산업발전
을 이끌 수 있다. 장쑤성의 Suntech Power(尚德电力)는 귀국 유학생
이 창업한 기업으로, 이사장인 스정롱(施正荣)은 중국 태양광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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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에서 유학하
여 1991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개인이 10여 개의 태양전지 관
련 기술 발명특허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에서 실리콘
박막 생장방법을 연구해낸 인물이다. 2000년 호주에서 2년 동안 받은
40만 달러와 기술을 가지고 귀국하여 선텍파워를 창업한 스정롱은 우
시(无锡)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02년 9월 첫 번째 생산라인을 가동
하였다. 2004년 PHOTON International에 의해 태양전지업체 가운데
글로벌 톱 10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5년 말에는 세계 태양광 톱
5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150메가와트 태양전지 제조능력을 갖추고 있
는 선텍파워는 세계 4대 태양전지 생산기지 중 하나이다. 2005년 7월
미국 Red Herring 잡지는 아시아 첨단기술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100
대 기업에 선텍을 선정하였고 선텍은 혁신능력과 발전잠재력, 산업
전망, 과학기술 역량 등에서 아시아 100대 기업에 랭크되었다. 2005
년 선텍파워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중국 최대의 태양광
업체가 되었고, 2007년에는 창업자 스정롱이 타임지에 글로벌 환경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2009년 말 스정롱은 호주 엔지니어링 아카데미
회원(사)이 되었다.
마. 중외합작기업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으로 전략적 신흥산업분야에서 생산하
는 경우, 중국 기업이 주요 생산기지와 생산능력을 제공하고 외국쪽
에서 기술을 지원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전형적인 예가 저장성 완
샹그룹(萬向集团)이다. 완샹그룹은 2012년 2월 미국의 Smith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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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s Co.와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중국에 설립된 전기차 생산기
업으로 EV 스쿨버스를 생산한다. 완샹그룹은 중국 최대의 자동차부
품 제조업체이다. 2012년 2월 완샹그룹과 미국의 Smith Electric
Vehicles Co.이 협력 약정을 맺고 완샹이 스미스 측에 2,500만 달러,
합자회사에 7,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스
미스 브랜드로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신차는 완샹의 전기차부품기
술과 스미스 전기차 플랫폼의 특허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으며 스미스
의 구동시스템을 포함한다. 스미스의 구동시스템은 구조화 구동 제어
장치와 보조동력 관리시스템의 일체형 인버터 및 영구 자석모터
(Brushless permanent magnet motor)를 장착하였다. 앞으로 두 회사
는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시스템에서 지속적이고 깊은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 외국계 기업 투자기업
일부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전략적인 필요성에 따라 선진 생산기술
을 중국시장에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전략의 필요에 의해 그리고 중국의 산업기반과 정부의 관련 우대정책
들을 고려하여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신흥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독일
ThyssenKrupp 그룹은 중국의 많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고급 탄소강, 스테인리스, 엘리베이터, 차바퀴와 핸들을 연결하는 스
티어링 칼럼 등의 분야를 모두 아우른다. 2009~10 회계연도에는 중
국에서의 전체 매출이 20억 유로에 달하였다. 2010년 ThyssenKrupp
그룹은 난징 장닝(江宁)과학원에 1억 9,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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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방미터 부지에 크랭크 축 생산기지를 건설하였는데, 이 기지에서는
중형 및 대형 상용차의 엔진 크랭크축을 생산하게 된다. 2012년 말
정식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매년 36만 개의 중대형 상용차 엔진
크랭크축을 생산할 예정이며 ThyssenKrupp 단조그룹은 전략적 요충
지인 중국에서의 생산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고성능의 단
조프레스는 크랭크축 생산기술의 핵심 설비이다. 난징 크랭크축 생산
기지의 단조프레스는 동종 업계에서 최대의 단조프레스가 될 전망이
며 최대 프레스는 1.2만 톤에 달하고 발생하는 압력은 6,000미터 높
이의 시멘트 기둥이 1평방미터의 표면을 누르는 힘과 같아서 생산기
지의 bright spot이 될 전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절반 정도의 상
용 트럭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난징 크랭크축 생산기지의 제품은 주
로 중국의 넓은 중대형 상용차 메이커들을 대상으로 판매될 예정이
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중국의 도시들이 유로IV 배출규정을 따르게 될
것이며 향후 유로V 배출기준이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ThyssenKrupp
이 선도하는 크랭크축 생산기술은 중대형 상용차산업이 이러한 엄격
한 환경보호기준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장강삼각주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과정에서 한국기업
의 참여방안
한국은 중국보다 먼저 산업화의 길을 걸었다. 정부주도하의 발전과
정 역시 중국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며 한국의 신흥산업 발전모델 또
한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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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선행 발전과 문화지리적 강점을 이용하면 장강삼각주지역의 전
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더 심도 있고 넓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적합한 산업 선택
한국기업들이 장강삼각주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합한 산업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보다 선행
하여 산업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에 비해 우위산업들이 있
으며 이러한 산업들은 장강삼각주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방향
과 거의 일치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자정보산업과 반도체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10년 한국 반도체산업 수출액은 200
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13%가 넘는다. 이
는 미국, 일본을 뒤이은 세계 3위 규모이다. 메모리분야의 글로벌 점
유율은 세계 1위이다. 현대(SK 하이닉스), 삼성, LG가 한국 국내의
반도체산업을 선도하며 한국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신에너지산업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
는 신흥산업으로 태양에너지와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이 추진되면서 2015년까지 신에너지산업은 한국에서 반도체
와 조선을 이은 지주산업으로 성장할 예정이다. 이 산업의 발전은 한
국의 수출을 362억 달러 늘리고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릴 것으
로 보인다. 조선산업 역시 한국의 지주 산업 중 하나로 세계 최고의
선박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도 세계 조선업에서 한국은
32.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일본 25.7%, 중국 19.6%).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삼호중공업 등이 선두 4개 업체이다. S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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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은 중국 다롄 창싱다오(长兴岛)에 대형 선박건조기지를 만들고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유조선, 쇄빙선 등 고부가가치 선
박을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이러한 산업은 모두 중국이 배울 수 있는
산업들로서 중국, 특히 장강삼각주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
과도 잘 부합하므로 이러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나. 적절한 협력파트너 선정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전략적 신흥산업에 투자하려면 신흥산업 자
체 발전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의 각종 정책과 산업규제 문
제에도 맞서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오랜 동안 생산기반을 갖춰온
국제적 기업이 아니면 신흥산업분야에 외국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것
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적합한 합작파트너를 찾으면 비교
적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중국에 진입할 수 있다. 한국기업이 장강삼
각주지역 신흥산업에 투자할 때에도 이러한 방식이 가장 좋을 것이다.
합작파트너 선택은 장강삼각주지역에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
택해야 하고 변신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거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
는 기업이어야 한다. 한국기업과 합작파트너의 합작은 상호투자에 의
해 새로운 공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기술제공을 통한 합작도 가능하
다. 최근 추세는 양자가 합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는 각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기존 경영방식과 제도시스템의
영향을 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므로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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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한 연구개발 플랫폼 확보
구체적인 제품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들은 중국의 장강삼각주
지역에서 먼저 연구개발거점을 확보하여 이 연구개발 플랫폼의 운영
을 통해 기술 연계 네트워크를 점차 형성해나간 후 생산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 연구개발 플랫폼을 통한 생산에는 몇 가지 방법이 가
능하다. (1) 산업과 기술의 강점을 통해 기술정보서비스형 연구개발
플랫폼을 만들어 중국의 관련 산업분야 기업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한
다. 그러면 기술을 지분으로 하여 지분참여를 통해 기업의 성장에 참
여하고 연구개발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이 연계된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2) 관련 기업들의 기술수요를 수집한 후 이를 기반
으로 연구개발 플랫폼을 만들고 이러한 기술수요를 타깃으로 연구를
통해 솔루션을 확보함으로써 이 기업들에 대한 기술적 영향력을 형성
한다. 그 후 적절한 시기에 회사를 만들고 기술 관련 핵심 제품을 제
공한다. (3) 중국의 시장과 기업, 심지어 연구개발인력을 이용하여 장
강삼각주지역에 연구개발 플랫폼을 만들고 신흥산업분야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 기초 위에서 산업화하여 생산에 들어간다.
라. 필요한 지원시스템 구축
전략적 신흥산업은 전통산업과 달리 산업의 기술표준 등이 아직 확
정되지 않은, 계속 발전과 변혁을 거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하
에서 관련 기업 네트워크의 형성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형성에 매
우 중요하다. 장강삼각주지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은 양호한 기업
협력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생산시스템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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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협력관계
를 맺음으로써 중국에서 생산을 위한 진정한 뿌리내리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협력시스템의 구축은 여러 경로가 가능하다. 첫
번째 방법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기업들의 긴밀한 기술협력을 통
해 완벽한 생산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한 주도
적 기업이 다수의 기업과 거래협상을 해야 하므로 중국에 처음 진출
한 한국기업들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또 다른 방법은 산업단지를 만
들어 협력기업들에 낮은 비용으로 개방하고 협력업체들이 입주하여
생산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체계 구축을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는 긴밀한 기술 협조와 협력이 가능하다.
장강삼각주지역에서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산업단지 건설에는 두
가지 기본 형식이 있다. 하나는 주로 강력한 실력과 산업경쟁력을 가
진 기업이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 영향력을 통하여 협력업체들을 입주
시키는 것이다. 삼성은 2012년 시안에 삼성타운 건설을 결정하고 9.4
평방킬로미터 부지에 1단계 70억 달러를 들여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
였다. 또 다른 방법은 한국 정부 혹은 산업협회를 통해 중국 지방정부
와 한국 산업단지를 합작으로 만드는 것이다. 2012년 4월 한국정부와
우한시 정부는 우한의 4평방킬로미터 부지에 우한 한국 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한국계 자동차부품 메이커, 첨단장비 제
조업체, 건강 바이오식품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마. 각급 정부의 수요 대응
중국에서 투자하여 생산하는 데에는, 특히 전략적 신흥산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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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중국정부가 산업발전을 위한 핵심자원인 기술과 인력, 토지,
허가권 등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지방정부
가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러한 희소한 자원을 외국기업에 유리하게 하
는가는 중국에서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
다. 어떤 외국인투자기업이든 만약 중국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싶
다면 먼저 지방정부의 정책운영방향을 파악하고 외국계 기업의 투자
를 통해 최대한 지방정부의 수요가 만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체
적으로 지방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경제
성장 실적이다. 각 지방의 성장 실적은 모든 지방정부의 핵심과제이
다.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한다는 정치적 강요 아래서 모든 각급 지방
정부가 이에 동원되어 매년 경제성장 목표를 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규모 외자 유치는 지방정부의
성장 목표 실현에 큰 도움이 되므로 지방정부의 지원을 쉽게 얻을 수
있다. (2) 지방정부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의 특정 목표에 도움이 되
어야 한다. 2010년 국가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을 제정한 이후
부터 각급 지방정부, 특히 현급 지방정부들의 경우는 전략적 신흥산
업에 필요한 산업기지, 연구역량 지원, 인재, 금융 지원 등이 부족했
다. 따라서 외국인이 전략적 신흥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현급 정부 입
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3) 현지 기업의
업종전환 및 고도화에 대한 선도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업이
발달한 장강삼각주지역은 기업들이 대부분 발전방식 전환과 산업고
도화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
다. 만약 해당 산업의 선두 기업이나 핵심 기술 제공자가 제조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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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가서 투자, 생산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이끌 수
있다면 기업과 지방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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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한ㆍ중 경제협력

요 약

주용하오*

중국의 동북지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핵심지대, 국제 경제협력의 거점에

위치해 있고 동쪽은 일본과 한국으로 통하며 북쪽은 몽고와 러시아 등 극동지역과 연결돼
있다. 계획경제시대에 동북지역은 국유경제 위주의 소유제 구조를 갖추고 자원형 산업,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과거 동베이징제의 이러한
찬란한 성과는 오히려 무거운 부담이 되어 경제사회 발전이 크게 정체되었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과 사회보장체제의 개혁 심화, 비공유제 기업 발전 지원 및 자원형 도시로의 전환
지원, 소유제구조 조정,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이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2003년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의 진흥전략
실시를 결정하였다. 동북진흥전략을 실시하면서 동북지역에서는 농업 및 공업 부문과 관련
개혁의 심화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고용분야의 압력도 다소 감소하였다. 동시에 교통인프
라 건설이 가속화됨에 따라 동북지역의 대외개방도 속도도 빨라졌다. 한국은 동북지역의
중요한 무역파트너이자 중국의 각 성(省)이 투자와 기술을 유치하는 대상국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동북지역과 한국의 경제협력이 어느 정도 진전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동북지역이
전체 한ㆍ중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한국의 동북지역 직접투자액을 보면, 랴오닝(遼寧)성은 현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 내륙의 두 성(지린[吉林], 헤이롱장[黑龍江])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상당히 적다. 앞으로
랴오닝성과 한국의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내륙 두 성의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면 동북지역의 대외무역규모 확대와 대외협력의 수준 제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성(省) 간 또는 동북아지역의 물류협력체계를 만들어 내륙과
전역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운송망을 구축하는 것이 한ㆍ중 교역의 발전 및 동북아의 지역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핵심용어: 동북지역 동북진흥전략 국유기업개혁 한ㆍ중 경제협력 물류환경
* ERINA 연구주임

1. 서론
‘동북 3성’이라고도 불리는 중국의 동북지역은 일반적으로 중국 동
북지역에 있는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헤이롱장(黑龍江)성의
3개 성을 일컫는다. 넓은 의미에서 동북지역은 여기에 네이멍구(內蒙
古)자치구의 동부에 있는 후룬베이얼(呼倫貝爾)시, 싱안맹(興安盟),

시린궈러맹(錫林郭勒盟), 통랴오(通遼)시, 츠펑(赤峰)시 등 5개 도
시도 포함한다. 2011년 연말을 기준으로 동북 3성의 토지면적은 78.9
만 평방킬로미터로 국토면적의 8.2%를 차지, GDP(지역총생산)는 전
국의 9.6%인 6,977억 달러로, 인구는 전체 인구의 8.1%인 1억 1,000
만 명을 기록했다.1)
중국의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은 남쪽에서 시작되어 점차 북쪽으로
확산되어왔는데 동북지역은 주강삼각주(珠三角), 장강삼각주(長三
角), 환발해(環渤海) 지역에 이은 중국의 새로운 주요 개방지구로, 경

제의 제4대 성장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계획경제시대에 동북지역에는 자원형 산업과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국유경제가 주도하는 소유제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연해지역과 비교했을 때
동북경제의 눈부신 성과는 지난 과거가 되었으며 국유기업의 경영부
실과 실업문제, 부실대출 등의 문제가 무거운 부담이 되어 이 지역
사회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 그 후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
지 진흥전략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와 국무원의

1) 국가통계국, ｢中国统计摘要｣ 2012년판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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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의견(中共中央, 國務院關於實施東北地區等老工業基地振
興戰略的若干意見)｣(2003년), ｢동북지구진흥계획(東北地區振興規
劃)｣(2007년),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국

무원의 약간의 의견(國務院關於進一步實施東北地區等老工業基
地 振興戰略的若干意見)｣(2009년) 등 동북 노후 공업기지의 진흥

을 위한 전략과 정책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최근 몇 년간 동북지역의
경제가 눈에 띄게 발전했다. 동북 3성의 개방을 한층 확대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중국정부는 2005년 6월 ｢동북지역 노후 공업기지의
대외개방 확대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關於促進東北老工業基地進
一步擴大 對外開放的實施意見)｣을 발표했다. 이 문건을 통해 외국

자본이 국유기업 조직개편에 참여토록 장려하고 서비스무역 등의 개
방을 추진, 지역의 우위를 활용한 지역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일
련의 정책을 제시하여 동북지역의 개방 확대를 위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그밖에 지방정부는 동북진흥전략에 발맞춰 동북지역
여러 성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이에 상응하는 지역별 발전계획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헤이롱장성의 하얼빈
(哈爾濱)시, 다칭(大慶)시, 치치하얼(齊齊哈爾)시를 잇는 ｢하다치
공업벨트 건설계획｣, (2) 랴오닝성의 보하이(渤海)만 연안도시를 중
심으로 한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 (3) 지린성 창춘(長春)
시, 지린시, 투먼장(圖們江) 유역의 통합발전을 촉진하는 ｢창춘ㆍ지
린ㆍ투먼장(창지투)을 개발ㆍ개방의 선도지역으로 삼는 중국 투먼장
지역협력 개발계획 요강｣, (4) 선양(瀋陽)을 중심으로 반경 200km
범위의 ｢선양 경제구 국가신흥공업화 종합개혁지원 시범지구｣ 등의
지역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2), (3), (4)는 이미 국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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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거쳐 국가급 전략으로 격상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전략 및 지
역 전략 계획의 제정으로 동북지역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지원과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그림 1]에서 보듯 동북지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한국, 북
한, 몽고, 일본, 러시아 극동지역 및 중국 동북지역 포함)의 핵심지대,
경제협력의 거점에 위치해 있어 바다를 사이로 한국, 일본과 마주하
고 있고 동으로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으며 남동쪽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과 마주보고 있다. 동북아의 경제협력이 깊어지
면서 중국 동북지역은 동북아의 중요한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동북아의 지정학 및 경제구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12년 중국정부는 ｢중국 동북지역의 동북아지역 개방을 위한 계획
요강(中國東北地區面向東北亞區域開放規劃 綱要)｣을 제정하고
동북지역을 새로운 시기 중국 대외개방의 전략적 거점이자 동북아 개
방의 중요한 허브로 육성할 것을 밝혔다.
한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중요한 이웃으로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교역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중국 동북지역과 한국의 경제교류도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동북 3
성은 오랫동안 한국을 투자 유치의 중요한 시장으로 삼아왔고 한국과
의 경제협력에 어느 정도의 진전을 거두었다. 하지만 연해도시인 다
롄(大連)을 제외하면 동북지역과 한국의 경제협력은 환발해, 장강삼
각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뒤처져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에서 동북 3성 사이에도 큰 격차가 존재한
다. 한국의 동북지역 투자는 랴오닝성에 집중되어 있고 내륙인 지린
성과 헤이롱장성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다. 그러므로 한국과 동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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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동북지역

자료: 저자 작성.

륙지방이 효과적인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면 글로벌화 시대의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발전과 한ㆍ중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발전
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다음에서 동북 경제의 특징과 동북진흥전략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동
북지역)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을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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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진흥전략의 배경, 현황 및 성과
가. 전략의 배경
1949년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대형 국유 공업회사들
이 밀집되어 있는 동북지역은 ‘공화국의 맏아들’로 불리며 공작기계,
전력설비, 채굴설비,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
조를 형성하여 중국의 공업화 과정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오랜 동안 지하자원을 무절제하게 개발한 결과 동북지역은 자원이 고
갈되고 석유, 석탄, 철광석의 저장량이 급감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광둥(廣東)성, 장쑤(江蘇)성, 산둥(山東)성, 상하이
(上海)시 등 연해지역에서는 외국자본과 민간기업 크게 늘어나고 섬
유산업 등 노동집약형 산업의 대외수출이 확대되면서 경제가 비약적
으로 발전했다. 이에 반해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공업기지인 동북
지역은 경제성장의 우위가 약화되면서 점차 연해지역의 성(省) 및 도
시들에 뒤처지고 제품경쟁력 약화, 자원고갈, 실업문제 등에 직면하
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78년 랴오닝성의 지역총생산(GRP)은 광둥성
의 129%, 산업총생산은 193%였지만, 2003년엔 이 비율이 각각
44%, 39%로 하락하였다.2)
동시에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실업문제(일시적 실직[下崗], 취업
대기자 포함) 역시 매우 심각해졌다. 2002년 말 랴오닝성에 등록된
도시실업자 수는 74만 명, 헤이롱장성의 경우 38.8만 명으로, 도시실

2) 연도별 ｢新中国50年统计资料汇编｣; ｢中国工业经济统计年鉴｣; ｢中国统计年鉴｣을 근
거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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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률이 각각 6.7%, 4.9%에 달해 전국 평균수준(4.0%)을 초과하였다.
당시의 실직자 수 통계를 더 살펴보면 2002년 랴오닝성의 실직자 수
는 전국 전체 실직자 수(410만 명)의 약 20%를 차지하는 77만 명, 헤
이롱장성은 전국 실직자 수의 10%를 차지해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3)
중국 통계 당국이 발표한 도시등록실업률이란 해당 기간 말 도시취
업자 수와 도시등록실업자 수의 합에서 도시등록실업자 수가 차지하
는 비중을 가리킨다. 이 중 ‘도시등록실업자’란 비농업인구 가운데 노
동 가능연령(만 16세부터 퇴직연령)에 속하는 사람 가운데 노동능력
이 있으나 직업이 없어 취업을 하고자 현지 고용 관련 당국에 구직등
록을 한 자를 가리킨다. 도시등록실업률의 통계대상 가운데 농민 출
신 노동자(農民工)는 포함되지 않는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랴오
닝성, 지린성, 헤이롱장성의 등록실업률은 모두 전국 평균(2.8%)에
비해 1~4%포인트 높다. 그러나 도시등록실업자 통계에 실직요소를
추가한다면 동북지역의 실직 및 실업률은 연해지역의 성시나 전국 평
균에 비해 6~11%포인트 높다.
동북지역의 낙후된 경제상황을 바꾸기 위해 중국정부는 2003년 3
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9기 전국인민대표자회의 5차 회의에서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의 개혁을 적극 지원해 두터운 기반과 인
재밀집지역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토록 하고 국유 경제요소를 조정해
산업구조, 기업조직구조, 지역분포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며 조건이 되는 지역에 새로운 장비제조기지를
건설한다. 적극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자원이 고갈된 광산을 폐쇄하

3) ERINA(2008), ｢东北亚动向分析｣[J], ERINA REPORT, Vol. 84,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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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북지역 및 연해 주요 성시의 도시등록실업률 및 실직ㆍ실업률
(단위: %)
도시등록실업률

실직ㆍ실업률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전국 평균

2.8

2.8

2.8

2.8

7.1

7.3

7.2

5.9

랴오닝성

4.4

4.6

4.8

6.1

16.0

18.2

18.1

13.0

지린성

3.5

4.4

5.1

4.6

13.0

13.9

16.1

13.8

헤이롱장성

3.0

3.0

3.4

4.8

13.0

18.3

16.9

14.4

상하이시

3.6

4.2

4.8

5.6

7.2

7.7

6.5

7.2

장쑤성

2.8

3.1

3.5

4.0

7.6

6.5

6.1

6.2

저장(浙江)성

3.9

4.0

4.0

3.9

7.8

6.2

5.1

4.5

푸졘(福建)성

2.2

2.2

2.6

3.1

3.0

3.0

3.9

3.6

산둥성

3.6

3.5

3.8

3.4

6.3

5.8

5.9

4.7

광둥성

2.6

2.7

3.1

3.1

6.1

5.7

5.1

4.0

주: 1. 도시등록실업률=도시등록실업자/(도시취업자 수+도시등록실업자 수)×100%
2. 실직ㆍ실업률=(도시등록실업자 수+실직자 수)/(도시취업자 수+도시등록실업자 수-도시의 농민
출신 노동자 취업자 수)×100%
자료: 丸川知雄(2002), ｢伴随国有企业改革的失业问题与对策｣[R], 中国金融制度改革与其课题,
104; 中国劳动统计年鉴.

고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자원채굴 위주의 대도시 건설과 대형 광산
지역의 발전을 가능케 할 대체산업 개발을 촉진하며 새로운 광산채굴
방식을 연구, 탐색할 것’을 밝혔다.
2002년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이끄는 새 중앙지도부가 집권하면
서 동북지역은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같은 해 11월 열린
중국공산당 16기 전국대표자대회에서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의
조정과 개혁지원, 자원채굴형 도시의 대체산업지원’을 기본방침으로
‘동북진흥’이란 표현이 언론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2003년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원자바오 총리는 조사연구를 위
해 랴오닝성, 헤이롱장성, 지린성을 방문해 현지 정부 및 대형 국유기
업의 관리자와 좌담회를 갖고 국유기업의 경영상황과 실직 실업자의
생활상황에 대한 보고를 수렴했다. 랴오닝성을 시찰하면서, 원자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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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의 진흥이 서부대개발전략만큼 중
요하다. 이는 ‘동서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말했
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열린 중국공산당 16기 3중 전회에서 ‘동
북진흥’이 다시 한 번 주목 받았다. 16기 3중 전회에서는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약간의 의견(關於實施東北
地區等老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干意見)｣을 채택함으로써 동북진

흥을 위한 기본방침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1)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과 개선, (2) 국유기업의 사회적 직능 분리(병원, 학교), (3) 국유기업
의 기업소득세 감면, (4) 기술혁신에 대한 예산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주목할 것은 동북지역 경제가 직면한 국유기업 개혁, 자원형 도시
의 전환, 산업구조조정, 실직 등의 문제들은 모두 중국경제가 안고 있
는 문제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는 점이다.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지속
성장은 주로 고정자산투자의 성장, 외국인이 투자한 노동집약형 산업
의 대외수출에 의존한 것이다. 미래 중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은 기술혁
신을 통한 내수확대에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는 산업구조조정이라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의 해결 여부가 동북지역 산업구조
조정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특히 CNC 공작기계 등 장비제조
업의 혁신은 기술개발과 기능의 축적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전통산업
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동북지역은 이 방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나. 동북진흥전략의 추진 현황과 성과 평가
시간(2003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순서대로 살펴보면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거나 승인한 동북지역의 주요 지역 정책은 총 50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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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북지역 관련 주요 지역정책(2003~12년)
발표일자

지역정책명

발표 및
승인 부처

2003년 10월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약간의 의견｣
중앙위, 국무원
中發[2003] 11호

2004년 2월

｢중앙위, 국무원의 농민소득증대 촉진을 위한 약간의 정책에 관한
중앙위, 국무원
의견｣[2004] 1호

2004년 2월

｢동북지역 중앙기업 조정 및 개혁에 관한 지도 의견｣ 國資發規劃 국무원 국유자산
［2004] 172호
감독관리위원회

2004년 4월

｢2004년 농업세 세율 인하 및 일부 양식주산지 농업세 면제 개혁 재정부, 농업부,
시범문제에 관한 통지｣ 財稅[2004] 77호
국가세무총국

2004년 5월

｢국무원의 지린성 도시사회보장체제개선 시범실시방안 동의에 관한
국무원
회답｣ 國函[2004] 35호

2004년 5월

｢국무원의 헤이롱장성 도시사회보장체제개선 시범실시방안 동의에
국무원
관한 회답｣ 國函[2004] 36호

2004년 8월

｢중앙위의 동북 노후 공업기지 진흥전략의 동북지역 인재그룹 강화
중앙위, 국무원
이행을 위한 실시의견｣ 中辦發[2004] 22호

2004년 9월

｢동북 노후 공업기지 일부 광산 및 유전의 기업자원세 세액 조정에 재정부,
관한 통지｣ 財稅[2004] 146호
국가세무총국

2004년 9월

｢동북 노후 공업기지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이행에 관한 통지｣ 財稅 재정부,
[2004] 153호
국가세무총국

2004년 9월

｢동북지역 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문제의 규정｣ 財稅[2004] 재정부,
156호
국가세무총국

2004년 9월

｢2004년 동북지역 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 임시방법｣ 財稅 재정부,
[2004] 168호
국가세무총국

2004년 11월

｢2004년 동북 노후 공업기지 진흥을 위한 하이테크산업 발전 1차 국가발전개혁
특별 사업계획｣ 發改辦高技[2004] 177호
위원회(발개위)

2004년 11월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의 은행업 대외개방 확대 관련 사항에 중국 은행업
관한 공고｣ 銀監發[2004] 84호
감독관리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의 동북 노후 공업기지 진흥을 위한 하이테크산업
국가발전개혁
2004년 11월 발전 1차 하이테크 산업화사업에 관한 통지｣ 發改高技[2004]
위원회
2057호
｢지린성 랴오웬(遼源)탄광지구, 통화(通化)시, 훈춘(琿春)시 석탄채
국가발전개혁
2004년 12월 굴 지역 정비사업 2004년 정부예산 내 특별자금(국채) 투자계획에
위원회
관한 통지｣ 發改投資[2004] 2689호
200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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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2004] 226호
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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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발표일자

지역정책명

발표 및
승인 부처

2004년 12월

｢동북지역 군용품, 하이테크 생산기업의 부가가치세 공제범위확대 재정부, 국가세
실시 문제에 관한 통지｣ 財稅[2004] 227호
무총국

2005년 1월

｢국무원판공청의 2차 중앙기업의 사회직능업무 분리문제에 관한 통
국무원판공청
지｣ 國辦發[2005] 4호

2005년 1월

｢국가발전개혁위 판공청의 동북지역 전력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배포 국가발전개혁
에 관한 통지｣ 發改辦能源[2004] 58호
위원회

2005년 2월

｢재정부ㆍ국가세무총국의 동북 노후 공업기지자산의 감가상각정책 재정부,
집행요건에 관한 통지｣ 財稅[2005] 17호
국가세무총국

2005년 2월

｢2005년 동북 노후 공업기지개혁 및 중점산업구조조정 특별(1차) 국가발전개혁
정부예산 내 특별자금(국채) 투자계획｣
위원회

2005년 2월

｢2005년 동북지역 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재정부,
財稅[2005] 28호
국가세무총국

2005년 6월

국토자원부,
｢동북 노후 공업기지 토지 및 광산자원에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
국무원
國土資發[2005] 91호
동북진흥판공실

2005년 6월

｢동북 노후 공업기지 대회개방 확대에 관한 실시의견｣ 國辦發[2005]
국무원판공청
36호

2005년 10월 ｢동북지역 판자촌 개혁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建住房[2005] 178호 건설부
2005년 11월

｢국무원의 동북지역 국유자회사 개혁시범업무 지도의견 동의에 관한
국무원
회답｣ 國函[2005] 88호

2006년 9월 ｢랴오닝성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리스트｣ 商務部令[2006] 47호 발개위, 상무부
2006년 12월

｢동북 노후 공업기지 기업미납세 면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財稅 재정부,
[2006] 167호
국가세무총국

2007년 8월 ｢동북지역 진흥계획｣

발개위, 국무원
동북진흥판공실

2007년 12월

｢국무원의 자원형 도시 지속가능한 성장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국무원
國發[2007] 38호

2008년 2월

｢국무원의 송화(松花)강 유역 홍수예방계획에 관한 회답｣ ｢국무원의
국무원
랴오(遼)하 유역 홍수예방계획에 관한 회답｣

2008년 8월

｢내몽고 동부지역 기업미납세 면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財稅 재정부,
[2008] 109호
국가세무총국

2009년 1월 ｢서비스 외주산업 발전촉진문제에 관한 회신｣ 國辦函[2009] 9호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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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발표일자

지역정책명

2009년 3월 ｢2차 자원고갈도시명단 배부에 관한 통지｣ 發改東北[2009] 588호
2009년 4월

발표 및
승인 부처
발개위, 국토
자원부, 재정부

｢국무원의 헤이롱장 쑤이펀허(繡芬河)종합보세구 설립 동의에 관한 국무원
회답｣ 國函[2009] 51호

2009년 7월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

국무원

｢국무원의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진흥전략 실시확대에 관한 약간 국무원
2009년 9월
의 의견｣ 國發[2009] 33호
2009년 11월

｢창지투(창춘ㆍ지린ㆍ투먼장) 개발ㆍ개방의 선도지역으로 삼는 중국 국무원
투먼장 지역협력 개발계획 요강｣

2010년 2월 ｢동북지역 관광업발전계획｣

국가여유국,
발개위

2010년 4월

｢국무원판공청의 지린성 지린경제개발구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국무원
격상에 관한 회신｣

2010년 6월

｢국가발전개혁위 판공청의 일부 자원고갈도시 전환의 심의 논증 상 국가발전개혁
황에 관한 회신｣ 發改辦東北[2010] 1510호
위원회

2010년 9월

｢2009년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 진흥업무 진전 및 차후 중점업 국가발전개혁
무계획 배포에 관한 통지｣ 發改東北[2010] 2061호
위원회

2010년 11월

｢동북지역 농업발전방식 전환 및 현대식 농업 건설에 관한 지도의견｣
발개위, 농업부
國辦發[2010] 59호

2010년 12월

｢따샤오싱안링(大小興安嶺)삼림지구 생태보호 및 경제전환계획 배 발개위,
부에 관한 통지｣ 發改東北[2010] 2950호
국가임업국

2011년 1월

｢중러지역협력계획 요강 및 양국 공동 인프라시설 건설협력 강화 양 발개위, 국가
해각서 이행 배부에 관한 통지｣ 發改辦東北[2011] 105호
개발은행 판공청

2011년 10월

｢따샤오싱안링 삼림지구 교체산업의 특별사업 조직 실시에 관한 지 국가발전개혁
도의견｣ 發改東北[2011] 2191호
위원회

2011년 11월

｢동북지역 물류산업 발전계획 배부에 관한 통지｣ 發改東北[2011] 국가발전개혁
2590호
위원회

2012년 3월

｢동북진흥 ‘12차 5개년’ 계획 배부에 관한 통지｣ 發改東北[2012] 국가발전개혁
641호
위원회

2012년 4월

｢중국 두만강 구역(훈춘) 국제협력시범지구 건설지원에 관한 약간의
국무원판공청
의견｣ 國辦發[2012] 19호

2012년 6월

｢2012년 지방자원고갈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지출 관리방법｣
재정부
財預[2012] 305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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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정책, 산업발전 및 기업개혁 정책, 자원형 도
시전환지원정책, 사회보장정책, 지역의 대외개방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표 2 참고).
동북진흥전략 실시 이후의 주요 지역정책을 살펴보면 2007년을 경
계로 하여 경계 이전 동북지역을 위한 지역정책은 주로 ‘수혈’ 기능을
강조했고 대다수의 정책이 동북지역 산업발전과정에서 시급히 해결
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보조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
나 2007년 이후의 대다수 지역정책들에서는 ‘직접 수혈’기능 강조에
서 ‘조혈기능 강화’로 바뀌었고 자원형 도시의 구조전환, 지역산업발
전 및 대외개방의 방안과 대책 등 구체적인 문제4)들이 강조되기 시작
되었다.
동북진흥전략을 실시한 이후 중국이 실시한 동북지역을 위한 여러
지역정책들이 점차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종합적이고 구체화되
어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북 3성의 경제사회 발전과 대외개방,
인프라시설 건설에 뚜렷한 성과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갈등과 문제들
도 존재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첫째, 경제성장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2003년부터 동북 3성의 경제성장률은 연속 9년 동안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2011년 랴오닝성의 경제 실질성장률은 12.1%, 지린성은
13.7%, 헤이롱장성은 12.2%를 기록해 3성의 경제성장률 모두 전국
평균 성장률인 9.2%(그림 2)를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현재 중국경제

4) 金凤君ㆍ陈明星(2010), ｢东北振兴”以来东北地区区域政策评价研究, J｣, 经济地理
(08), pp. 1261~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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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북지역 경제 실질성장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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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国國家统计局(www.stats.gov.cn, 검색일: 2012. 12. 4).

의 성장둔화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수요의 감소, 기업수익률의
하락 등 부정적 요소가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에 다소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
둘째, 국유기업의 체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체제메커니
즘 혁신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 5월 국무원 동북진흥판공실이 발표한 ｢동북진흥 3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말까지 랴오닝성 국유 대형기업의 85% 이
상이 주식제 개혁을 실시하였고 국유 중소기업의 소유권제도도 기본
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지린성은 핵심계획에 포함된 816개 국유 공업
기업의 개혁을 완전히 마무리하였으며, 헤이롱장성에선 전체 개혁대
상기업의 96%에 달하는 3,302개 기업에 대한 개혁을 마쳐 국유기업
의 제도개혁은 기본적으로 마무리되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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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을 겪는 과정에서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은 선양시 테시
(鐵西)구를 예로 살펴보면 동북진흥전략이 실시된 후 선양시 정부는
과거 침체되고 쇠퇴한 노후 공업지역이었던 테시구를 대상으로 체계
적이고 종합적으로 조화롭고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중 테시구와
선양 경제기술개발구의 행정업무를 통합하고 시(市)급 경제관리권한
을 부여하여 통합된 행정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였다. 지속적인 모색과 개혁을 통해 테시구 내 공작기계,
송풍기, 중장비 등 잠재력 있는 핵심기업들은 역사의 무거운 짐을 벗
고 제도전환과 구조조정, 자주혁신을 거치며 경쟁력이 강화되고 기술
과 설비의 업그레이드를 실현, 경영관리수준과 시장경쟁력이 크게 향
상되었다. 2012년 6월 현재, 테시구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506
개 사로 늘어났고 6개 기업은 생산규모 100억 위안을 초과하였으며,
44개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중국 내에서 업계 1위를 차지했다.6)
동북 3성이 비교적 광범위한 국유기업의 제도개혁을 마침으로써
비국유 경제의 비율이 다소 높아지긴 하였으나 국유기업 제도개혁으
로 인한 미해결 채무 등의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국
유기업 자회사(廠辦大集體, 국유기업의 자금지원으로 설립된 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도개혁을 위한 자금
은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중앙정부 직속 국유 중대형기
업이 동베이징제를 주도하는 전반적인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다.7)
5) 国务院振兴东北办(2007), ｢东北振兴三年评估报告｣[R], 振兴东北网(5. 23), http://chin
aneast. xinhuanet.com/2007-05/23/content_10091405.htm.
6) 中央党校调研组.脱胎换骨的改造(2006), ｢翻天覆地的变化—沈阳市铁西区三年整体
改造和振兴调研报告｣[J], 理论前沿, (24): 42. 辽宁日报 2012年 6月 19日.
7) 姜四清ㆍ王姣娥ㆍ金凤君(2010), ｢全面推进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的战略思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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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시등록실업률이 감소 혹은 유지되고 있어 전국 평균과 비
교했을 때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랴오닝성의 도시등록실업률은 2002년 6.8%의 최고점을 찍은
뒤 점점 낮아져 2011년 3.7%까지 하락하였다(그림 3). 동북지역의 실
업문제가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도시등록실업률의 통
계대상에 실직자, 농민공의 실업요인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동
북 3성의 실제 실업률은 정부가 발표하는 도시등록실업률보다 높을
것이며 앞으로도 고용문제가 어려울 것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운송 인프라시설이 개선되어감에 따라 화물 운송량과 회전량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림 3. 전국 및 동북지역 도시등록실업률의 변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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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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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国國家统计局(www.stats.gov.cn, 검색일: 201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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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동북지역 화물 운송량 및 회전량(운송방식별)
연도
화물운송량
（만 톤）
철도
도로
해상
랴오닝성
화물회전량
（억 톤/km）
철도
도로
해상
화물운송량
（만 톤）
철도
도로
해상
지린성
화물회전량
（억 톤/km）
철도
도로
해상
화물운송량
（만 톤）
철도
도로
해상
헤이롱장
성
화물회전량
（억 톤/km）
철도
도로
해상
화물운송량
（억 톤/km）
철도
도로
해상
전국
화물회전량
（억 톤/km）
철도
도로
해상

2003

2004

83,515

89,625

95,558 105,966 116,917 121,346 135,055 158,484

2005

2006

2007

13,885
65,981
3,649

15,014
70,164
4,447

15,029
74,799
5,730

16,306
82,142
7,518

2,385

2,948

3,350

4,044

5,818

7,034

7,754

9,029

1,028
227
1,131

1,160
327
1,461

1,197
416
1,738

1,208
475
2,362

1,296
568
3,954

1,347
1,354
4,333

1,307
1,550
4,897

1,403
1,930
5,696

31,436

33,286

34,162

35,213

37,935

31,105

34,771

40,729

6,153
25,211
72

6,552
26,659
75

6,634
27,441
87

6,159
28,965
89

6,278
31,573
84

7,422
23,558
125

7,478
27,032
261

7,490
33,013
226

531

596

606

612

655

1,158

1,167

1,282

440
91
0

500
96
0

507
99
0

505
106
0

530
124
1

593
564
1

570
596
1

598
683
1

54,350

57,011

61,800

65,847

70,137

53,976

54,208

59,314

14,267
39,031
1,052

15,143
40,712
1,156

16,123
44,376
1,301

16,069
48,389
1,389

16,891
51,996
1,250

17,795
35,424
757

16,744
36,486
978

17,717
40,582
1,015

991

1,097

1,167

1,211

1,282

1,691

1,645

1,826

809
163
19

875
204
19

920
228
20

937
252
21

979
290
14

1,029
653
8

981
657
7

1,057
762
7

17,752
90,387
8,778

2008

2009

2010

19,141 20,316 20,689
92,938 105,088 127,361
9,267
9,651
10,434

1,561,422 1,706,412 1,862,066 2,037,892 2,275,822 2,587,413 2,825,222 3,241,807
221,178 249,017 269,296 288,224 314,237 330,354 333,348 364,271
1,159,957 1,244,990 1,341,778 1,466,347 1,639,432 1,916,759 2,127,834 2,448,052
158,070 187,394 219,648 248,703 281,199 294,510 318,996 378,949
53,859

69,445

80,258

88,952

101,419 110,301 122,133 141,837

17,247
7,100
28,716

19,289
7,841
41,429

20,726
8,693
49,672

21,954
9,754
55,486

23,797
11,355
64,285

25,106
32,868
50,263

25,239
37,189
57,557

27,644
43,390
68,428

주: 회전량 = 화물중량 X 운송거리

자료: 中国國家统计局(www.stats.gov.cn, 검색일: 201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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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역의 교통운송망은 철도, 도로, 수운(내륙하천운송 및 해상
운송 포함), 항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철도와 도로가 차지하
는 비율이 큰 편으로, 하다(하얼빈ㆍ창춘ㆍ선양ㆍ다롄)철도노선과 도
로운송노선이 동북지역 교통의 대동맥이다.
동북진흥전략을 실시되면서 동북지역의 화물 운송량과 회전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3). 여러 운송망 가운데 철도운송의 비율이
전국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내륙지역인 지린성
과 헤이롱장성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동북지역의 철도건설수준은 줄곧 전국의 평균수준을 상회한다. 하
얼빈, 창춘, 선양, 다롄, 멘저우(綿州), 치치하얼, 자무스(佳木斯), 무
단장(牧丹江), 통랴오(通遼) 등의 도시를 허브로 하여 주요 간선인
하다선(하얼빈ㆍ다롄)과 90개의 지선이 이어지는 동북철도망이 형성
되었다. 2010년 말까지 동북지역 철도의 총연장은 전국의 15.5%에
해당하는 1만 4,088km다. 철도의 밀도는 1.79km/100km 8)로, 이는 전
국 평균수준인 0.95km/100km 2의 1.9배에 해당한다. 그밖에 ｢국가 중
장기 철도망 건설계획(國家中長期鐵路網建設規劃)｣(2008년 수정)
에 따라 하얼빈ㆍ다롄 간 여객전용노선의 건설이 빠르게 추진 중이며
무단장ㆍ쑤이펀허(綏芬河) 여객전용노선(2010년 7월 착공), 창춘-훈
춘 여객전용노선(2010년 10월 착공) 등도 건설 중에 있다.
도로를 살펴보면 동북지역 도로의 총연장은 34만 4,000km로, 전국
의 8.6%를 차지한다. 국토면적과 인구비율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의
건설수준 역시 전국 평균수준과 비슷하다. 중국정부가 2005년 발표한

8) ｢中国交通年鉴｣ 2011년판을 근거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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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고속도로망 계획(國家高速公路網規劃)｣에 따라 2030년까지

동북지역의 고속도로는 6,000km로 확대될 전망이다.
항구의 경우, 동북지역 가운데 랴오닝성만 바다를 접하고 있다. 랴
오닝성의 주요 항구로는 다롄항, 잉커우(營口)항, 멘저우항, 단동(丹
東)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동반도 남단에 위치해 있는 다롄항은

160개국 300여 항구와 노선이 개통되어 있는 동북지역 최대의 항구
다. 2010년 말 기준 다롄항의 선석은 196석, 그 가운데 1만 톤 급 이
상은 76개, 전체 하역능력은 2.46억 톤, 컨테이너 통과 능력은 370만
TEU, 항구물동량과 하역능력 간의 비율은 1:1.1이다. 전국 최대, 최
첨단의 30만 톤급 원유부두를 갖추고 있고 40만 톤급 광석부두는 국
내 최대, 최첨단의 광석전용부두 가운데 하나로 해상 환적 및 보세분
배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환발해지역까지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2015
년까지 다롄시 항구의 선석 수는 295석, 항구의 전체 하역능력은 5억
톤, 컨테이너 물동량은 1,260TEU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9)
동북지역의 교통인프라 건설상황을 보면 다롄항에서 랴오닝성 기
타 지역까지의 고속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어 운송에는 기본적으로 문
제가 없다. 그러나 내륙에 위치한 지린성과 헤이롱장성은 중국의 중
요한 석탄과 식량의 산지로, 가을과 겨울은 다롄항을 통해 중국 기타
성ㆍ지역으로 식량과 석탄 등 전략물자를 내보내는 절정기이기 때문
에 철도운송의 수요가 너무 많아 철도운송 부족현상이 빚어지곤 하며
이 때문에 기타 화물의 운송스케줄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어려움

9) 宫之光(2012), ｢中国大连市现代物流业的现状与展望｣[J], ERINA REPORT, 102, pp.
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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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북지역에서는 현재 여객전용수송철로 건설, 고속
도로 확충, 물류단지 및 배송센터 건설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운송 인프라시설이 완비됨에 따라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이 전망된다.
다섯째, 수출지향형 경제도 눈부시게 발전했다.
[표 4]에서 보듯 2011년 동북 3성의 총수출입규모는 1,565.2억 달
러(수출 737.1억 달러, 수입 828.1억 달러)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2010년의 4.1%에서 4.3%로 높아졌다. 그중 랴오닝성의 총수출입
규모는 959.6억 달러(수출 510.4억 달러, 수입 449.2억 달러)로 2002
년에 비해 3.4배 성장했다. 지린성은 220.5억 달러(수출 50.0억 달러,
수입 170.5억 달러)로 2002년에 비해 5.0배 성장, 헤이롱장성은
385.1억 달러(수출 176.7억 달러, 수입 208.4억 달러)로 2002년에 비
해 7.9배 성장했다.

그림 4. 동북 3성 실제 이용 외국인직접투자액 및 전국 내 비중의 변화
(단위: 억 달러, %)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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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国國家统计局(www.stats.gov.cn, 검색일: 201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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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0~11년 동북 3성 대외무역 통계
(단위: 억 달러)
연도
2000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롱장성

전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08.5

81.7

12.4

13.1

14.5

15.4

2,492.0

2,250.9
2,435.5

2001

111.1

88.0

14.6

16.7

16.1

17.7

2,661.0

2002

123.7

93.7

17.7

19.3

19.9

23.6

3,256.0

2,951.7

2003

146.3

119.3

21.6

40.1

28.7

24.6

4,382.3

4,127.6

2004

189.2

155.2

17.2

50.8

36.8

31.1

5,933.2

5,612.3

2005

234.3

175.7

24.7

40.6

60.7

35.0

7,619.5

6,599.5

2006

283.2

200.7

30.0

49.2

84.4

44.2

9,689.8

7,914.6

2007

353.2

241.5

38.6

64.4

122.6

50.4

12,204.6

9,561.1

2008

420.6

303.8

47.7

85.7

165.7

63.2

14,306.9 11,325.6

2009

334.4

294.8

31.3

86.2

100.8

61.5

12,016.1 10,059.2

2010

431.2

375.5

44.8

123.7

162.8

92.2

15,777.5 13,962.4

2011

510.4

449.2

50.0

170.5

176.7

208.4

18,986.0 17,434.6

자료: 中国國家统计局(www.stats.gov.cn, 검색일: 2012. 12. 4).

대외교역의 성장과 함께 동북 3성의 외국인직접투자 이용액도 지
속적으로 증가했다. 2011년 동북 3성이 실제 이용한 FDI 규모는
290.0억 달러였으며 중국 내에서의 비중이 2002년의 9.8%에서 25.0%
로 상승하였다. 랴오닝성이 242.7억 달러로 2002년에 비해 5.2배 성
장했고 지린성은 14.8억 달러로 3.7배, 헤이롱장성은 32.5억 달러로
2.4배 성장했다(그림 4). 3개 성 가운데 랴오닝성의 FDI 유치규모가
가장 컸는데 주로 연해도시 다롄과 핵심도시 선양의 우수한 외국자본
유치환경에 힘입은 것이다. 내륙의 지린, 헤이롱장성 등 두 성은 연해
지역에 비해 물류 인프라시설의 미비하고, 낮은 물류 효율, 지리적 강
점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내륙), 제한적 기업 경영환경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동북지역의 대외개방 확대와 수출지향형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북내륙지역 투자의 제도적 환경과 투자 유치 서비
스를 개선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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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ㆍ중 경제협력
1992년 8월 한ㆍ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에서 경제협력과 교역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양국은 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강해
양국의 교역액은 최근 들어 크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자 중요한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한ㆍ중 관계가 심화 발전됨에 따라 한국 역시 중국 동북지역의 중
요한 무역파트너이자 여러 성의 중요한 투자 유치 및 기술도입 대상
국으로 자리잡아왔다. 동북 3성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한국과의 경
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북 3성과 한국의 경제협력이 어느 정도
진전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장강삼각주, 환발해 지역과의 협력과
비교할 경우 아직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그밖에
한국과의 경제협력은 동북 3성 간에도 큰 격차가 있어 한국의 무역과
투자는 주로 연해지역인 랴오닝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내륙의 지린
성과 헤이롱장성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자금과 기술, 경영
노하우 등 한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하고 동북지역의 지리적 장점과 지
정학적 특징을 잘 살려 동북 노후 공업기지의 자원조건과 산업기반을
충분히 이용한다면 한국기업들은 동북 3성, 특히 내륙지역과 높은 수
준에서의 산업협력을 위한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과 중국(동북지역)의 경제관계,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 변화과정
과 특징에 대해 분야별로 분석하고 한ㆍ중 경제관계 발전에 대한 전
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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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ㆍ중 협력관계
2012년은 한ㆍ중 양국의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다. 과거 양국 관계
에는 북핵, 영해분쟁, 국민감정 악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양국의 경제관계 강화는 양국 관계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한ㆍ
중 양국의 경제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전제와 출발점이 필요
한데 필자는 양국 경제관계에 2개의 기본 전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양호한 정치관계이다. 이는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뒷받침이자
기반이다. 한ㆍ중 관계는 지난 20년간 냉전 종식이라는 역사적 배경
에 힘입어 발전해왔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이후 양국은 오랫
동안 적대관계에 있다가,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한ㆍ중 간 민간교

표 5. 한ㆍ중 협력관계의 변화
시기

협력관계의 변화

중국 국가주석(임기)

한국 대통령(임기)

한중수교
우호협력관계

양상쿤(楊尙昆)
（1988년 4월 8일~
1993년 3월 26일）

노태우
（1988년 2월 25일~
1993년 2월 24일）

1992년 8월

1998년 11월 21세기를 향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

2003년 7월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08년 5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장저민(江澤民)
（1993년 3월 27일
~2003년 3월 14일）

후진타오(胡錦濤)
（2003년 3월
15일~재임）

김영삼
（1993년 2월 25일~
1998년 2월 24일）
김대중
（1998년 2월 25일~
2003년 2월 24일）
노무현
（2003년 2월 25일~
2008년 2월 24일）
이명박
（2008년 2월 25일~재임）

주: 2012년 7월 현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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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시작됐다. 당시는 수교 전이었기 때문에 경제와 민간 교류는 그
규모가 매우 작았다. 냉전 종식 후인 1992년 8월 양국은 드디어 비정
상적인 상태를 종결하고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 후 20
년의 한ㆍ중 관계를 냉전 종결 후의 양자관계라 부를 수 있다. [표 5]
에서 보듯 한ㆍ중 협력관계는 초기의 ‘우호협력관계’에서 1998년의
‘협력적 동반자관계’ 및 2003년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거쳐
2008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어왔다.
한ㆍ중 수교 20년 동안 양국관계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이 기간에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작
하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 경제의 고속성장을 실현했
다. 한국 역시 냉전 종식과 경제의 글로벌화라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
으로 변신하였으며 해외시장에서 마케팅을 중시해온 한국기업들도
이에 따라 대중 투자전략을 끊임없이 조정해왔다.
그 다음으로 지리적 위치로 볼 때 한ㆍ중 양국의 경제교류는 ‘섬나
라’와 대륙의 경제관계다. 양국은 북한을 끼고 마주하고 있어 경제관
계는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 큰 화해가
없는 상황에서 양국은 경제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이러한 객관적인 현
실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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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ㆍ중 교역액의 변화
(단위: 억 달러)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중국(홍콩/마카오/
타이완 제외)

對한국
한국
對중국
（홍콩/마카오/
타이완 제외）

2010년

수출

2,492

7,620

9,689

12,178

14,307

12,016

15,778

수입

2,251

6,600

7,915

9,560

11,326

10,059

13,962

수출

113

351

445

561

739

537

688

수입

232

768

897

1,038

1,121

1,025

1,383

수출

수출

2,835

3,240

3,715

4,220

3,635

4,664

수입

1,605

2,612

3,094

3,568

4,353

3,231

4,252

수출

185

619

695

820

914

867

1,168

수입

128

386

486

630

769

542

716

주: 수출 FOB 가격, 수입 CIF 가격 적용.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에 근거해 작성.

나. 한ㆍ중 무역관계
최근 들어 한ㆍ중 양국의 교역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이
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가 되었다. 한국무
역협회(KITA)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체 수
출의 25%를 차지하고 대중 수입은 전체 수입의 15% 이상을 차지한
다. 한국은 중국의 4대 수출국이자 2대 수입국이 됐다. 중국 국가통계
국의 자료에 따르면 한ㆍ중 양국의 교역액은 2000년의 345억 달러에
서 2010년에는 5배 성장한 2,072억 달러로 상승하였다(표 6).
한ㆍ중 양국 무역의 상호 의존도는 무역결합도지수(TII: Trade
Intensity Index)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TII 지수란 양국간 무역
의 상호의존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무역
상대에 대한 한 나라의 수출이 그 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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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역상대의 총수입이 세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을 가
리킨다. 수치가 클수록 양국의 무역이 긴밀히 연계돼 있음을 나타낸
다. 무역결합도의 계산공식은 [식 1]과 같다.
TII＝(Xaic/Xai)／(Mac/Maw)

[식 1]

[식 1]에서 TII는 i나라의 c나라에 대한 무역결합도, X aic는 i나라의
c나라에 대한 수출, X ai는 i나라의 총수출, M ac는 c나라의 총수입,
M aw은 세계의 총수입을 가리킨다. 만약 TII>1이면 i, c 두 나라의 무
역관계가 긴밀함을 보여주고, TII<1이면 i, c 두 나라 무역의 상호 보
완성이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고 무역관계가 느슨함을 설명해준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결합도 계산결과는 [표 7]에서 보듯 중국이 한
국에 대한 TII가 1995년 2.8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3.71로 상승했
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다수 품목의 TII 지수가 모두 1을 초과
했고 2007년에는 화공제품, 식품, 기타 품목의 TII 지수가 모두 5 이
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편직물(니트와 크로셰) 및 자수의 경우
가장 높은 11.53에 달했다. 1995년에 한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결합도
가 1 이하인 품목이 3개 있었지만 2007년에는 모든 품목의 지수가 1
이상이었다. 한ㆍ중 간 무역결합도 분석결과가 보여주듯 현재 한ㆍ중
양국의 무역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높은 상호 보완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동북 3성의 對한국 총수출
입규모는 86.6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1.6배 성장했다. 한국과 동북
지역의 교역액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동북지역이 한중 교역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동북 3성과 한국의 수출입규모가 한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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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과 중국의 무역결합도지수(TII)의 변화
중국의 대한 무역결합도
명칭 및 HS 코드

한국의 대중 무역결합도

1995 2000 2005 2007 1995 2000 2005 2007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전부 00~99

2.80

3.64

4.05

3.71

1.72

1.94

1.92

1.84

기계, 기계공구, 전기설비 및 부품 등 84~91

1.29

2.01

3.06

2.88

0.87 1.92

1.81

1.83

원자로, 보일러, 기계 공구 및 부품 84

2.31

1.73

2.69

3.16

0.59 1.67

1.54

1.35

전자ㆍ전기기기, 음향설비 및 부품 85

0.94

2.04

2.45

2.52

1.03

1.54

1.62

차량, 항공기, 선박 및 운수 관련 설비 86~89 1.02

0.57

2.21

1.14

0.45 1.93 2.74 2.33

정밀기기 및 설비 90~91

1.56

3.29

6.26

3.63

0.40 1.30 0.88

6.41

6.67

6.28

5.95

1.88

2.07 2.58 2.81 2.89

화학품 28~40

1.56

1.31

2.12 2.33 2.52

화학공업제품 28~38

7.36

9.11

9.05

8.23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39~40

5.12

4.44

3.89

3.79

1.07

1.61

3.35

4.37

5.01

2.35 6.37 6.28 5.52

어류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03

1.33

2.06

2.41

2.54

2.56 6.62 5.12 4.57

곡물 10

4.26

1.13

12.76 10.63 5.28 3.12 2.39 2.02

가공식품 16~24

2.37

2.72

3.85

4.37

2.94 3.32 4.29 4.35

0.27

0.35

0.33

0.35

3.23 4.49 4.69 7.09

0.32

2.31

2.52

1.73

1.25 2.94 5.13 7.67

식품 1~11, 16~24

동식물유, 기타 식물제품 12~15
동식물유, 지방, 초, 정제식용유지 15
기타제품 64~67, 92~97

5.50 12.78 13.63 9.98

광물연료, 광물유 및 제품 등 27

0.00

섬유원료 및 섬유제품 50~63

1.21

1.64 2.02

1.63

1.97 2.08 1.80

6.32

4.31

3.61

2.11

2.35 2.45 1.95

2.62

3.57

4.37

4.47

2.45 2.78 2.41 2.05

화학섬유 및 제품 54~55

1.59

2.05

2.37

2.49

5.78 4.18

편물(니트) 및 자수품 61~62

2.89

1.83

7.05

11.53 2.64 3.87 3.09 2.24

비금속 및 제품 72~83

2.10 2.05

2.92

4.33

4.14

3.46

철강 72~73

2.55

4.23

4.13

3.75

3.23 2.48 3.02 2.87
4.23 2.84 3.34 3.02

철강 72

3.02

3.86

3.67

3.63

4.53 4.27 4.45 3.44

철강제품 73

1.51

2.95

4.31

3.58

2.08 1.88

3.01 2.92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의 HS 2자리 코드의 무역자료를 근거로 계산.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6%였지만 점차 감소해
2010년에 4.2%까지 낮아졌다(그림 5).
동북 3성이 한국에 주로 수출하는 상품은 철강, 광물연료, 의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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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의 교역액(2000~10년)
(단위: 억 달러, %)
(%)

3000
2500

동북 3성 이용 외국인직접투자의 전국비중(우축)
랴오닝성(좌축)
지린성(좌축)
헤이롱장성(좌축)

30
25

2000

20

1500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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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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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근거로 산출해 작성.

계류, 전자전기, 유기화학, 종자와 과일, 철강제품, 수산물, 섬유제품
등이다. 그러나 종자, 과일, 수산물 등 저부가가치제품의 비중이 비교
적 높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지린성과 헤이롱장성의 경우 더욱 심
하다. 동북 3성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기계류, 전자전
기, 철강, 플라스틱, 광학기자재, 광물연료, 유기화학, 선박, 철강제품
및 인조장섬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최근 들어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 가운데 기계류, 철강, 플라스틱 등의 제품 비중은 줄었
으나 동북지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 가운데 이 제품들의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다. 동북 3성이 한국과 수출입하는 상품 가운데 부가
가치의 차이가 명확히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동북 3성과 한국
이 여전히 수직형 분업의 무역구조임을 알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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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대중 투자 변화와 특징
[그림 6]에서 보여주듯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액(실제 투자액)은 한ㆍ
중 수교를 계기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중 직접투자가 한국의
대외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1992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
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기업의 투자능력이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한국 국내에서 노동력 비용이 일
시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로 인해 한국의 대중 투자가
1999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세
계의 공장’인 중국경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경제에 대
한 영향력이 갈수록 커졌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중 투자는 대량의 값
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산업 외에 중국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시장개척형 투자 역시 급속히 증가했다. 2002년
후 한국기업은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다시 대중 투자를 늘렸는데
2007년 이미 52.5억 달러에 달했다. 2002년부터는 한국의 대외 투자
가운데 대중 투자의 비율이 대미 투자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2005년
39.7%에 달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노동력의 비용과 위안화 환율
이 오르고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중국으로의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국의 대중 투자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10) 宋龙镐(2010), ｢中国东北三省与韩国之间贸易关系的特点分析｣[J], 东北财经大学学
报, 03, pp.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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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액(1988~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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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자료를 근거로 산출해 작성.

한국의 전체 대외 투자 가운데 대중 투자의 비율은 1992년부터 줄
곧 10% 이상을 유지하면서 중국은 한국의 대외 직접투자(FDI)의 중
요한 대상국이 됐다. 중국 내 한국기업의 경영실적도 양호하여 순수
익률, 수익을 내는 기업의 비율, 매출액 성장률, 부채비율 등 모든 분
야에서 다른 나라에 투자한 기업보다 우수하다.11)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는 한ㆍ중 교역에서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다. 첫째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는 한국의 원자재 대중 수출을 촉진했으며, 둘째 중국 내
한국 자본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했다.12)

11) 汝信ㆍ从政治(2005), 经济, 文化看近年来中韩两国关系的发展[J], 当代韩国 01, p. 2.
12) [日]百本和弘ㆍ李海昌ㆍ朱永浩(2008), ｢韩国企业对华投资的现状及问题点－以天
津市为中心｣[J], ERINA REPORT, Vol. 84,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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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보면 한국의 대중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 2009년 6월까지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가 가장 많이 집중된
분야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 장비로 전체 투자액의 20.88%를
차지했고 투자액은 56.9억 달러에 달했다. 그밖에 10대 분야에 자동
차,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도매, 소매업, 화학공업품, 금속제품가공,
비금속제품, 기타 기계장비, 금융보험, 섬유제품, 비금속광물제품이
포함됐다.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는 주로 환발해지역, 장강삼각주, 동북 지역
및 주강삼각주에 집중돼 있다. [표 8]에서 보듯 한국기업의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1980~2009년 6월)의 누적 투자액 가운데 산둥성의
투자액이 가장 많고(대중 투자의 23.8% 차지), 그 다음은 장쑤성
(21.4%), 베이징시(13.3%), 랴오닝성(8.8%), 톈진(天津)시(8.3%), 상
하이시(6.6%), 광둥성(4.3%), 저장성(3.7%), 허베이(河北)성(1.5%),
지린성(1.4%)이다(표 8).
1990년대 말 중국에 들어온 한국기업은 주로 생산비용을 낮출 목
적인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투자지역이 주로 환발해지역과 조선족
이 거주하는 동북지역에 집중됐고 투자분야는 섬유의복, 피혁제품가
공, 식품가공 등 노동집약형 산업이었다. 2001~07년 사이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되어왔으며 주요 투자지역은 전자산업이
밀집한 장강삼각주(특히 장쑤성이 다수를 차지)에 집중되었다. 산업
구조로 볼 때 투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제조업이지만 비중은 점차 줄
어드는 추세다. 최근 몇 년간은 도소매, 금융보험 등 제조업 이외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상위 5개 성, 자치
구, 직할시의 투자 합계는 한국의 대중 투자총액에서 75.6%를 차지하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한ㆍ중 경제협력

111

표 8. 한국 대중 투자의 지역별 분포상황(상위 10위 성, 자치구, 직할시)
순서

1

2

3

4

5

6

7

성, 자치구, 직할시
산
둥

장
쑤
베
이
징
시
랴
오
닝

톈
진
상
하
이
시
광
둥

8

저
장

9

허
베
이
성

10

지
린

전국합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신설법인 수(개)

547

646

823

866

790

725

누계

327

6,866
6 ,4 95.3

투자금액(백만 달러）

256.6

501.7

601.5

690.3

840.8

802.5

797.6

투자사업 평균투자액(만 달러)

46.9

77.7

73.1

79.7

106.4

110.7

243.9

94.6

신설법인 수(개)

129

173

239

198

238

214

127

1,677

투자금액(백만 달러）

205.9

406.7

573.7

616.1

1,080 .7

1,565 .4

509.6

5 ,8 36.0

투자사업 평균투자액(만 달러)

159.6

235.1

240.1

311.2

454.1

731.5

401.3

348.0

신설법인 수(개)

92

125

198

205

232

196

138

1,555

투자금액(백만 달러）

173.7

204.2

343.9

449.5

270.1

1,022 .9

639.5

3 ,6 27.5

투자사업 평균투자액(만 달러)

188.8

163.4

173.7

219.3

116.4

521.9

463.4

233.3

신설법인 수(개)

150

194

226

270

259

278

146

2,674
2 ,4 12.1

투자금액(백만 달러）

65.7

105.5

204.6

186.1

183.5

487.2

520.8

투자사업 평균투자액(만 달러)

43.8

54.4

90.5

68.9

70.8

175.2

356.7

90.2

신설법인 수(개)

132

139

163

214

180

155

116

1,696
2 ,2 68.4

투자금액(백만 달러）

106.9

112.0

146.5

218.3

293.1

297.8

197.1

투자사업 평균투자액(만 달러)

81.0

80.6

89.9

102.0

162.8

192.1

169.9

133.8

신설법인 수(개)

103

110

135

163

179

211

177

1,389

투자금액(백만 달러）

62.1

92.4

106.6

163.7

219.9

272.1

279.7

1,7 95.5

투자사업 평균투자액(만 달러)

60.3

84.0

79.0

100.4

122.9

128.9

158.0

129.3

신설법인 수(개)

46

64

87

64

77

75

64

651

투자금액(백만 달러）

38.1

62.9

118.8

84.4

127.5

203.2

228.0

1,161.4

투자사업 평균투자액(만 달러)

82.8

98.2

136.5

131.8

165.6

270.9

356.3

178.4

신설법인 수(개)

58

75

88

75

93

67

58

677

투자금액(백만 달러）

61.2

119.7

98.5

123.5

81.3

143.9

122.0

1,010 .1

투자사업 평균투자액(만 달러)

105.5

159.6

112.0

164.6

87.5

214.8

210.4

149.2

신설법인 수(개)

32

32

41

35

51

36

18

401

투자금액(백만 달러）

17.0

22.7

23.7

63.9

56.5

123.4

30.8

418.8

투자사업 평균투자액(만 달러)

53.0

70.9

57.8

182.5

110.9

342.7

170.9

104.4

신설법인 수(개)

42

40

56

64

82

66

38

1,021

투자금액(백만 달러）

16.2

13.8

19.2

37.6

21.1

38.4

23.4

371.5

투자사업 평균투자액(만 달러)

38.6

34.5

34.3

58.7

25.7

58.2

61.5

36.4

신설법인 수(개)

1,389

1,681

2,145

2,254

2,299

2,119

1,285

19,689

투자금액(백만 달러）

1,062.2

1,756.6

2,335.8

2,790.6

3,378.6

5,248.7

3,746.2

27,288.6

투자사업 평균투자액(만 달러)

76.5

104.5

108.9

123.8

147.0

247.7

291.5

138.6

주: 신설법인 수와 투자액은 모두 실제 투자이행규모를 근거로 한다. 직접투자액의 누계는 1980년부터 2009년 6월의 누계이며,
순서는 직접투자액의 누계를 근거로 하였다.
자료: [日］全载旭ㆍ朱永浩(2010), ｢韩中经济关系-以贸易投资关系为中心｣, 韩国经济的现代课题[M], p. 203, 日本:日本评论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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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다음에서는 위 5개 성, 시에 대해 설명하고 특징을 분석하
고자 한다.
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투자를 받는 곳은 산둥성이다. 서울, 경기
도, 인천, 부산 지역의 한국기업들은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대부분 황
해 건너 산둥성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산둥반도 동부 연해의 칭다오
(靑島), 웨이하이(威海), 옌타이(煙臺) 등의 시에 주로 집중돼 있다.
산둥성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타
연해지역과 비교해 노동력과 물류비용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한국기
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노동집약형인 섬유의복, 피혁,
가방, 신발 산업부터 ITㆍ통신설비, 범용설비, 전용설비, 화학원료 및
화학공업제품 등 자본ㆍ기술집약형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투자했
다.13) 1990년대 말 많은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이 생산거점을 산둥성
으로 옮겼고 최근 들어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산둥성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산둥성에 투자한 사
업의 평균투자액은 줄곧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 가운데 2위는 장쑤성이다. 2003년 이후 이
지역에 대한 한국자본기업의 사업 평균투자액은 기타 성, 시, 자치구
보다 훨씬 높다. 전자산업 위주의 한국자본기업의 실제 투자이행규모
는 2001년 1.3억 달러에서부터 크게 증가하여 2007년에 15.7억 달러
에 달했다. 장쑤성에 한국의 투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장쑤성 쑤저우
(蘇州)에 대량의 IT, 전자산업회사들이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투자
규모로 볼 때 한국이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산업 및 비금속

13) 范振洪(2007), ｢山東吸收韓國投資的現狀、前景及對策｣[J], 當代亞太,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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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분야에서 장쑤성에 투자한 누계액은 해당 산업의 대중 투자에서
약 40%를 차지, 석유화학과 기계장비산업은 약 30%를 차지한다. 전
자통신장비산업에 투자한 대표적인 회사는 반도체회사로 하이닉스반
도체, 삼성전자, LG필립스 등이 포함돼 있다.
3위는 베이징시다. 한국의 베이징 투자는 제조업(자동차, 트럭이 전
체의 21.3%,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가 6.1%, 1차금속이
4.4%를 차지)과 비제조업(금융보험이 20.3%, 도소매가 11.3% 차지)
이 비슷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베이징에 투자한 한국기업 가운데 선
두기업으로 관련 회사들의 베이징 투자를 유발하고 있다. 그밖에 금
융보험분야에서는 2007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잇달아 베이징에
투자했다.
4위는 톈진시다. 환발해경제권 및 톈진 빈하이(瀕海)신구 개발을
실시한 이후 톈진시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장점으로 주목 받고 있
다. 한국과 가깝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투자 인기 지역이기도 하다. 한ㆍ
중 수교 초기부터 한국기업은 톈진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
다. 투자기업의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90%에 육박하고 전자통
신설비, 일반가전, 디지털가전, 자동차부품 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삼성전자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회사의 생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톈진경제기술개발구 마이크로전자산업구를 중심으로 한국의 IT
관련 부품제조업체들이 잇달아 톈진에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 톈진시
에 IT 부품의 구매, 생산, 상호 공급체제 등의 산업집중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5위는 동북지역의 랴오닝성이다. 동북지역에는 조선족이 비교적 많
은데 이 점이 랴오닝이 한국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큰 강점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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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지리적으로 한국에 가까워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랴오닝의 한국 투자사업 유치건수는 산둥성에 이어 전국 2위다. 그러
나 대형 투자사업의 수가 적고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며 주로 선양시와
다롄시에 집중돼 있다.
한국기업,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은 국내시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외 직접투자를 글로벌 시각에서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기업
들은 마케팅을 중시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
며, 인재육성에 힘쓴다. 최근 들어 발전을 거듭하는 중국시장에 대응
해서도 한국기업들은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시
장 개척을 위해 한국기업들은 마케팅전략에서 동부 연해지역뿐 아니
라 소비자시장을 더욱 세분화하여 내륙지역을 겨냥한 목표시장을 설
정하고 있다. 2011년 한국삼성경제연구소는 1인당 GDP와 도시인구
수를 기준으로 중국 287개 소비시장을 4등급으로 분류했다(표 9).
이 가운데 2선도시의 선양, 다롄과 3선도시인 푸순, 번시, 진저우,
잉커우, 랴오양, 송웬, 안산, 판진, 다칭은 모두 동북 3성의 중심도시
이자 중점도시다.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고 판
매체제를 수립해 2선도시, 3선도시를 적극 개척하는 일은 앞으로 한
국기업이 동북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
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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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국의 소비도시 분류 일람표
도시등급

수량

1선
도시

3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2선
도시

17

충칭, 톈진, 선양, 난징(南京), 우한(武漢), 청두(成都), 다롄, 우시(無錫), 창저우
(常州), 쑤저우,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칭다오, 옌타이, 창샤(長沙), 션전(深
圳), 포샨(佛山)

98

다통(大同), 옌청(鹽城), 푸톈(莆田),자오좡(棗庄), 타이안(泰安), 샹판(襄樊), 하
이커우(海口), 구이양(貴陽), 란저우(蘭州), 우루무치(烏魯木齊), 시안(西安), 친
황다오(秦皇島), 한단(邯鄲), 바오딩(保定), 창저우(滄州), 후허하오터(呼和浩
特), 통랴오(通遼), 푸순(撫順), 번시(本溪), 진저우(錦州), 잉커우, 랴오양(遼陽),
송웬(松原), 롄윈항(連雲港), 양저우(揚州), 전장(鎭江), 타이저우(泰州), 지아싱
(嘉興), 후저우(湖州), 샤오싱(紹興), 진화(金華), 저우산(舟山), 우호(蕪湖), 췐저
우(泉州), 장저우(漳州), 지우장(九江), 신위(新餘), 지닝(濟寧), 르자오(日照), 라
이우(萊蕪), 더저우(德州), 빈저우(濱州), 핑딩(平頂), 푸양(濮陽), 황스(黄石), 스
옌(十堰), 이창(宜昌), 주저우(株洲), 샹탄(湘潭), 웨양(岳陽), 창더(常德), 주하이
(珠海), 장먼(江門), 잔장(湛江), 자오칭(肇慶), 후이저우(惠州), 칭웬(淸遠), 중산
(中山), 리우저우(柳州), 구이린(桂林), 판즈화(攀枝花), 취징(曲靖), 스자좡(石家
庄), 탕샨(唐山), 타이웬(太原), 창춘(長春), 지린(吉林), 하얼빈(哈爾濱), 쉬저우
(徐州), 타이저우(台州), 허페이(合肥), 푸저우(福州), 샤먼(厦門), 난창(南昌), 지
난(濟南), 쯔보(淄博), 웨이팡(潍坊), 린이(臨沂), 정저우(鄭州), 뤄양(洛陽), 둥관
(東莞), 난닝(南寧), 쿤밍(昆明), 어얼둬스(鄂爾多斯), 위시(玉溪), 진창(金昌),
커라마이(克拉瑪依), 숴저우(朔州), 빠오터우(包頭), 안산(鞍山), 판진(盤錦), 다
칭, 난통(南通), 원저우(溫州), 마안산(馬鞍山), 둥잉(東營), 웨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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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이화(綏化), 상뤄(商洛), 롱난(隴南), 리우안(六安), 우란(烏蘭), 헤이허(黑河),
황강(黃岡), 허츠(河池), 충줘(崇左), 다저우(達州), 야안(雅安), 리장(麗江), 스마
오(思茅), 린창(臨滄), 라사(拉薩), 핑량(平凉), 지우췐(酒泉), 칭양(慶陽), 우중
(吳忠), 중웨이(中衛), 친중(晉中), 윈청(運城), 신저우(忻州) 등

3선
도시

4선
도시

도시명

주: 1인당 GDP와 도시인구 수를 기준으로 287개 소비도시를 4등급으로 나누었다.
자료: 中国三星经济研究院(2011), ｢中国2, 3线城市投资战略｣[R], SERI China Review, 第11-10号.

4. 결론
종합해보면 동북진흥전략 실시 이후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은 국유
기업 개혁, 산업발전, 사회보장제도 확대, 대외 개방확대분야 등에서
중요한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를 기반으로 2012년 3월 국무원은

116

중국 지역경제 변화와 새로운 한ㆍ중 협력방안

｢동북진흥 ‘12차 5개년’ 계획(東北振興十二五規劃)｣을 승인하여 ‘12차

5개년’ 기간(2011-2015년)의 동북 등 노후 공업기지 진흥을 위한 목
표를 제시하였다. 동북지역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장비제조업기지, 국
가의 신흥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기지, 국가의 중요 상품식량 및 농목
업 생산기지 및 중요 기술연구 개발 및 혁신 기지로 육성해 개방된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동북진흥 ‘12차 5개년’ 계획｣에서
는 ‘12ㆍ5’기간의 8대 주요 과제를 명시했다. (1) 국가의 식량안보를
최우선목표로 현대식 농업을 발전시켜 농촌의 생산과 생활조건을 개
선한다. (2) 현대식 산업체계를 발전시킨다. 전통산업의 고도화, 전략
적 신흥산업의 육성, 서비스업, 해양경제의 발전을 적극 추진한다. (3)
지역발전의 공간적 구조를 최적화하여 산업의 집중발전을 촉진한다.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을 통해 지역의 혁신능력을 강화한다. (4) 자원
형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한다. 대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역사적 문제의 해결에 힘쓰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 메커니
즘을 수립한다. (5) 인프라시설을 개선하고 잘 갖춰진 종합교통운송
체제와 다양한 청정에너지체계를 마련한다. (6) 삼림, 초원, 습지 및
하천유역 등 주요 생태지역의 보호와 정비를 강화하고 자원 및 에너
지 절약과 배출저감을 강화한다. (7)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조치
를 실시하고 판자촌 개혁을 포함한 보장성 주거안정사업을 조속히 추
진한다. (8) 국유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공유제경제를
발전시킨다. 국유 산림지역 및 농지개간체제 개혁을 추진한다. 대외
개방수준을 종합적으로 끌어올려 동북아에 개방된 허브를 건설한다.
그밖에 동북지역의 대외 개방을 공동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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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012년 8월 동북지역의 4개 성과 자치구 협력 행정지도자 연석
회의가 헤이롱장성 푸웬(撫遠)현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랴오닝성, 지
린성, 헤이롱장성,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동북지역 관광 및 항공 상
호 발전에 관한 협력 합의(東北地區旅游與航空互動發展合作協議)｣,
｢동북 3성 및 네이멍구 동부지역 도로교통사업 협력에 관한 포괄적

합의(東北三省與蒙東 地區公路交通項目合作框架協議)｣에 공동
서명했고 동북 4성ㆍ구의 6개 세관 및 4개 검험검역국은 ｢세관검역
협력메커니즘 건설에 관한 합의(建立關檢合作機制的協議)｣에 서명
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지역 전체의 범지역 협력을 추진할 조율체제
와 정책메커니즘이 형성됨에 따라 앞으로 정책 조율 및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시방안의 이행이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과거 20년 동안 한ㆍ중 양국의 경제관계는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향후 한국과 중국(동북지역)의 경제관계를 전망하면 필자는 다음 몇
가지 분야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한ㆍ중 양국의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분야별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한ㆍ중 양국은 북한을 끼고 마주하고 있어 ‘섬나라’와 대륙
의 관계와 같다. 북한지도자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
도 정세는 아직 불투명하다.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양국은
정치적 교류와 신뢰를 강화하고 상호 조율하여 한반도가 직면한 문제
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둘째 한ㆍ중 양국의 경제협력체제를 개선해 한ㆍ중 FTA을 조속히
체결한다. 최근 국제경제가 정치화되어가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
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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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국 역시 중국의 2대 수입국, 4대 수출국으로 양국의 경제관계가
점점 밀접해지고 있다. 양국의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경
제협력체제를 개선해야만 한다. 양국이 FTA의 틀에서 투자를 보호하
고 무역을 촉진하는 것은 이상적인 해결메커니즘이 될 것이다. 한ㆍ
중 FTA의 조속한 체결은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
한 의미가 있다. 게다가 양국은 ‘ASEAN+한ㆍ중ㆍ일(10+3)’의 틀에
서 풍부한 협력의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는 한ㆍ중 FTA의 체결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동북지역의 물류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해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환경 건설을 앞당긴다. 현재 한국과의 경제협력에서 랴오닝성
은 견인차 역할을 하며 내륙의 지린, 헤이롱장성을 훨씬 능가해 ‘랴오
닝성만 독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내륙의 두 성 역시 한국을 포
함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잠재력은 갖췄지만 외자 유치를 끌어들일
충분한 환경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안심할 수 있고 우수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여부가 앞으로 한국기업이 동북 내륙 두
성에 대한 투자(또는 이미 중국 연해지역에 투자한 한국기업이 내륙
의 두 성에 재투자하거나 이전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
다. 그러므로 동북 3성(특히 내륙지방)에 있어 핵심도시 및 중점도시
간의 물류거점시설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범지역 물류배송을 추진
해 빠르고 원활한 물류네트워크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투자 유치의
정책적 환경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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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SW 산업의 성장과
한ㆍ중 협력*
요 약

**

김 준 연

본 연구는 산업별로 기술특성이 다르고 이에 따라 기술혁신의 내용과 패

턴이 달라진다는 신슘페터학파의 ‘기술체제’란 개념을 활용하여 중국 SW 산업의 기업
혁신전략과 정부의 노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온라인게임
의 경우, 비록 혁신의 전유성은 낮지만 높은 콘텐츠 기획력 등이 요구되는데, 중국기업들
은 외국게임을 모방하거나 불법복제를 했으며, 응용 SW 산업의 경우 모방이나 창조적
혁신이 어려워, 중국기업은 자체 개발보다는 M&A 등을 통한 재빠른 기술습득자의 전략
을 선택했다. 한편 IT 서비스산업은 신기술은 물론 타산업과의 융ㆍ복합 혁신이 자주 등
장하는 산업으로 기술의 전유성과 축적성이 매우 높아, 후발국인 중국과 한국 모두 미국,
인도 등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 정부의 개입(산업정책)은
인위적 ‘기회의 창’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 즉 정부의 보호가 온라인게임산업에
서는 자국시장에서 퍼블리싱의 기회를, 응용 SW 산업에서는 초기 제품개발의 단초를 제
공했다.

핵심용어: 응용 SW, 중국 IT 서비스

* 본고는 김준연,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국가전략(2)｣(KIEP, 2009. 12)과 김준연ㆍ박태
영ㆍ이근의 ｢중국 SW산업의 기술추격과 정부의 역할｣(현대중국연구 제13집 2호,
2012. 2)의 내용을 참고, 보완, 추가하여 작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제학 박사

1. 서론
최근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제조업뿐만이 아닌
IT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도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기술추격을 달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분야에서 중국정
부는 심의ㆍ허가권을 강화하여 외산게임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
으며, 중국기업은 초기 퍼블리싱 모델로 출발하여 자체 게임을 출시
하고 해외시장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또한 응용 SW 분야에서 중국기
업은 주로 ERP와 보안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시장입지를 확대하고 있
다. 초기 중국기업은 중국의 분절된 시장구조와 특수한 수요에 기반
하여 제품을 차별화하고 점차 M&A 및 공동개발 등을 통해 선진기술
을 흡수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한편 IT 서비스는 높은 기
능신뢰성으로 인해 고급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국제표준
이 현지 특수성보다 중요하며, 산업간 융ㆍ복합으로 인해 새로운 시
장기회가 창출되는데, 최근 중국이 자동차, 조선, 휴대폰 등 제조업분
야에서 빠르게 기술성장을 달성하면서, 향후 이와 연계한 동반성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SW 산
업의 기술성장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디지털콘텐츠(온라인게임)
가. 기술체제
1996년 등장한 최초의 온라인게임인 ‘바람의 나라’(넥슨)부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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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1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D에서 3D, 그리고 네트워크게임부
터 다중접속롤플레잉게임(MMORPG: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캐주얼게임, 1인칭슈팅게임(FPS: first person shooting
game) 등 다양한 장르의 온라인게임이 등장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
마트폰과 결합한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
는데, 정보통신기술(IT)과 문화기술(CT: cultural technology)의 복합지
이며, 감성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기술체제(technological
regime)는 다음과 같다.1)
첫째, 기술진보의 의존성은 낮으며 신규 서비스 개발의 기회성이
높다. 기술을 도구로 삼아 콘텐츠를 구현하는 것이 게임의 본질이라
고 볼 때, 궁극적으로 기술은 콘텐츠 구현의 수단이며, 고객에게 어필
하는 핵심요소는 기술이 아니라 게임성(유희성)이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산업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고기술ㆍ고사양의 게임이 반드시 모
든 구식 기술기반의 온라인게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구
식 기술이라도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재조합하고 고객에게
어필하는 게임성(유희성)을 제대로 발현한다면, 새로운 온라인게임장
르 및 제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서비스 개발의
기회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술혁신의 전유성은 낮다. 온라인게임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크게 게임엔진, 콘텐츠, 그래픽, 그리고 게임성(유희성)과 연관된 게
임스토리 기획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게임엔진은 시장에서 이미 상
용화되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그래픽은 게임사용자가 게임을

1) 온라인게임의 기술특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최지선 외(2007) 참고.

중국 SW 산업의 성장과 한ㆍ중 협력

127

해보면 쉽게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설사 획기적인 콘텐츠 기획을 통해
만들어진 고사양ㆍ고기술의 온라인게임이라도 게임의 기본적인 유희
성은 외부에서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모방으로부
터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술 측면에서 축적성은 낮을지 모르나, 시장에서 사용자와
의 상호작용을 통한 서비스 측면에서 축적성은 매우 높다. 완제품 출
시를 기본으로 하는 제조업과 달리 온라인게임은 통상 시장에 출시될
당시 완성도가 20~50% 정도로, 출시 후, 3~10년간의 서비스기간 동
안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성장하는데, 이를 위해서 거의 매일 각종
버그에 대한 패치가 이루어지며, 수시로 대규모의 업데이트가 이루어
진다. 이때 작은 혁신과 큰 혁신을 적절히 배합하여 고객만족도(게임
성, 유희성)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혁신을 성공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의 자기만족도보다는 시장에서 게임유
저가 요구하는 게임성(유희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게임의
기획, 개발, 운영 및 홍보의 전 단계에 걸쳐 유기적이며, 통일되게 구
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온라인게임은 반제품상태로 시장에 출시되어,
서비스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이 점차 완성되어가고 시장상황에 따라
진화성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는 현지
게임유저의 요구사항, 성향파악 등이 가장 중요한 혁신의 원천인 것
이다. 사실 이러한 혁신은 선발기업에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 개발된 온라인게임의 낮은 상용화율이다. 온라인게
임의 종주국이라는 한국도 2005년 총 452개의 게임이 개발되어 약
100개의 게임이 시장에 출시되었으나, 이 중 공개테스트(open β-test)
를 마치고, 상용화 단계까지 돌입한 게임은 단 3개에 불과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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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성공을 의미하는 온라인게임의 상용화율은 매우 낮다.2)
이러한 온라인게임산업의 특성을 추격론의 입장에서 다시 정리하
면, 온라인게임의 높은 서비스 개발의 기회성과 낮은 기술진보의 의
존성은 추격기업에 유리할 것이다. 반면에 게임성 높은 콘텐츠를 기
획할 수 있는 역량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속적으로 서비스
를 고도화해가는 노하우는 축적성이 높아서 추격 초기의 후발기업에
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가의 제도적 특성으
로 인해 자국의 후발기업이 외국의 선발기업보다 소비자와의 상호작
용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한다면, 혹은 현지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게임성 파악에 용이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면, 이는 더 이상 후발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 추격전략과 성과
1) 패쇄적인 허가제도와 개발- 퍼블리싱 모델 형성
중국의 게임시장은 1990년대 세가, 닌텐도 등 일본게임기업들의 게
임들이 불법으로 거래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3) 한편 온라인게임
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2000년 초반으로 Soft China,
Soft World, 인터서브사, 화에이사(Waei)와 같은 대만게임회사들이
중국에서 게임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이며, 2000년 후반부터는 북

2) http://news.sportsseoul.com/read/life/277485.htm?ArticleV=old(검색일: 2006. 2. 6).
3) 당시 중국은 주로 미국, 일본 기업의 OEM을 하면서 그래픽 기술을 축적하였고, 1990년
대 후반 들어 MUD 게임의 글로벌 생산거점이 되었다. 당시 대표게임으로는 Disney’s
Donald Duck Advance, Rayman 2(PS), Football 2000(GBC), Dragon Quest(GBC),
Pokem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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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사(삼국지 온라인)를 필두로 해서 ActozSoft(천년) JC 엔터네인
먼트(Redmoon), 이소프넷(드래곤라자), Wemade(미르의 전설) 등 한
국 온라인게임들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정부
는 외산 온라인게임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는 2000년을 전후
하여 자국 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현지 온라인게임 서비스에 대한 각
종 규제와 허가에 관한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전자출판물관리규정｣
(신문출판총서, 1998. 1. 1),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국무원, 2000.
9. 25), ｢인터넷출판물관리잠정규정｣(신문출판총서, 2002. 8. 1), ｢인
터넷문화관리잠정규정｣(문화부, 2003. 7. 1)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중국시장에서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려는 모든
기업은 반드시 영업허가증, 서버접속허가증(ISP), 상업용 서버허가증
(ICP), 전자공고허가증, 모바일부가서비스허가증, 인터넷출판허가증,
해외수입게임의 출판번호, 상품등기번호, ISBN(게임 CD 발행), 인터
넷문화경영허가증, 게임내용심사 등 복잡한 중국정부의 승인과 허가
과정을 거쳐야 했다.4) [표 1]은 중국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위한 허가
에 대해 정리한 표인데, 중국정부는 특히 서버접속허가증(ISP), 상업
용 서버허가증(ICP)을 국내기업에만 발행하고, 판호(출판번호), 전자
공고허가, 인터넷출판허가, 인터넷문화경영허가 등은 중국 현지 기업
과의 협력을 전제로 외국기업에 발행을 제한하여 외국기업이 단독으
로 허가증을 취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현지에서 직접 게
임유통을 할 수 없는 외국기업은 중국 현지 기업을 통해 퍼블리싱(유
통)을 하는 개발ㆍ퍼블리싱 형태의 협력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5)

4) 상세 내용은 KIPA(2004. 5), p. 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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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위한 허가증 종류 및 발행기관
허가증의 종류

발행기관

증서의 기능

비고

영업직조

공상부분

영업활동의 기본증서

-

ISP
ICP
전자공고 허가증

서버의 접속에 관한 허가
신식산업부

모바일부가서비스 허가
인터넷출판 허가증
출판번호(판호)

상업용 서버 허가
BBS, 채팅룸 설립 허가
문자서비스 허가

신문출판총서

인터넷출판 허가
외산게임의 필수증서

상품등기인증

지방신문
출판국

문서 제출 보관으로 대체

ISBN

전자출판사

게임 CD 발행 허가

저작권계약등록회답본

국가판권국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게임내용심사

자국 기업에만
발행

문화부

저작권에 대한 증명
종교, 선정성, 폭력성 등 심의

법인대표가
외국인인 경우,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고 외산게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의

중국 표준 부합 여부

자료: KIPA(2004. 5), p. 94; KOCCA(2011. 3), p. 96.

2) 모방을 통한 기술축적
중국 온라인게임시장은 몇몇 성공적인 외산게임에 힘입어 2001년
3,700만 달러(약 430억 원)이었던 것이, 2002년 1억 1,000만 달러(약
1,280억 원), 2005년도에는 7억 800만 달러(약 8,200억 원)로 크게
확대되었다.6) 국내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중국 퍼블리셔들 간에는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성공적인 외산게임의 퍼블리싱에 대한
대가, 즉 계약금과 로열티 상승으로 이어졌다. 중국 퍼블리셔의 입장
에서는 시장 성공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막대한 초기 계약금을 지

5) 상세 내용은 KIPA(2003. 10), p. 80 참고.
6) KISDI(2006. 10. 16), p. 33; iResearch(2006), p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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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1~03년 중국 온라인게임 퍼블리싱게임 현황
시기

온라인게임

2000
2001

개발사

현지 퍼블리셔
(유통사)

기업명

국가

Three Kingdoms online

Bookmark

Korea

Sanya

Mir

Wemade

Korea

Shanda

2001

Stone Age

Digi Park

Japan

Waei

2001

Red Moon

JC Entertainment

Korea

Asiagame

2001

Tombstone in heaven

Synopex

Korea

Asiagame

2001

Millenium

Actoz Soft

Korea

Asiagame

2002

MU

Webzen

Korea

The 9

2002

Heros of Jin Yong

Soft-World

Taiwan

Soft-World

2002

King of Kings

Soft China

Taiwan

Asiagame

Cross Gate

Square-Enix

Japan

Square-Enix
(China)

2002

Helbreath

Soft Family

Korea

Asiagame

2002

Dragon Raja

esofnet

Korea

Asiagame

2002

Shining Lore

Pantagram

Korea

Jing He

2002

Laghaim

Barunson

Korea

Gamania

2003

Jian Xia Qing Yun Online

Kingsoft

China

Kingsoft

2003

Mir World

Shanda

China

Shanda

2003

Mir 3

Wemade

Korea

Optisp

2003

리니지

NCSoft

Korea

Sina

2002

자료: 한국게임산업개발원(2002. 4), p. 472; KIPA(2004), pp. 115~116; KIPA(2006. 2), p. 252;
KIPA(2007. 2), pp. 130~138 참고.

급해야 하고, 설사 서비스 운영에 성공하더라도 수익의 30~50% 정도
의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게임개발사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감당해
야 했다. 또한 게임의 현지 운영에서, 현지 유저의 수요변화에 따라
캐릭터 변경 및 교체, 스토리 추가, 아이템 개발 등에서 여전히 개발
사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7)
한편 중국 퍼블리셔들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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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 복제 온라인게임 현황(2003~08년)
복제 게임

원작 게임

게임명

복제기업(중국)

게임명

개발사

Kart Rider

넥슨

Crazy Kart

Shanda

Kart Racer

88Joy

큐큐탕

Tencent

크레이지 아케이드

넥슨

수퍼음악가

나인유

o2jam

나우콤

오디션

T3

댄싱스타

나인유

열무파티

완미시공

동유기

중국 BL 테크

엘소드

KOG

크레이지 기타

중국음유향사

기타히어로

엑티비젼

패트릭스

상하이매직그리드

페이퍼맨

사이칸엔터테인먼트

오로라블레이드

IGG

라그나로크

그라비티

몽환국도

Shanda

크림푸

위메이드

전기세계

Shanda

미르의 전설

엑토즈

던전 앤 드래곤

Shanda
던전 앤 파이터

네오플

명장삼국 WOF

The 9

귀취등온라인

Shanda

쾌락서유

The 9

메이플소토리

넥슨

뮤X

The 9

뮤

웹젠

익스트림바스켓볼

나인유

프리스타일

JC엔터테인먼트

자료: KOCCA(2009), pp. 2~10;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05/
2009100501369.html(검색일 : 2009. 10. 6).

위해서 온라인게임의 독자개발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
다. 온라인게임의 독자개발에는 기술적 측면에서 크게 게임성(유희
성)에 관계된 게임스토리 기획, 게임엔진과 콘텐츠 그래픽, 게임 소스
코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요구되는데, 우선 게임의 소스코드는

7) 한ㆍ중 온라인게임기업 간 로열티 비중은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
03090302011559658005(검색일: 2011. 2. 10); KIPA(2009. 1), p. 2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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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복잡성이 낮고, 게임의 엔진은 시장에서 이미 상용화되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그래픽부분은 게임유저로서 게임을 해보면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후발자의 입장에서 카피가 어렵지 않으
며, 선발자도 외부복제로부터 이를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게
임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스토리(Game Story)의 기획은
실제 게임유저의 게임 선호와 성향에 대한 분석 및 통찰력과 매우 밀
접한 관계가 있으며, 향후 개발될 게임의 시장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노하우인데, 이는 후발자는 물론 이 분야의 선도기업에도 가장 어려
운 부분이다. 앞서 설명한 온라인게임의 낮은 상용화율은 이를 잘 나
타내주는데,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진 콘텐츠에 의해서만 고객의 욕구
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유저 검증도 성공의 중요한 부
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이버공간 속에서 고객과 고객 간의 만남
과 교류, 그리고 함께 즐긴다는 것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유저가 몰리
는 온라인게임의 네트워크 외부성까지 감안한다면, 신규개발한 온라
인게임이 성공한 기존 게임과 경쟁하여 성공할 가능성은 더욱 낮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 중국 퍼블리셔들은 낮은 시장성공의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 R&D 투자를 감당하면서 단독으로 게임을 개
발하기 어려웠는데, 결국 로열티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2003년
이후부터 중국기업은 검증받은 선도기업의 게임을 모방한 복제게임
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후발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해외검증받은
인기게임의 복제야말로 로열티의 부담을 없애면서, 동시에 독자개발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의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다. [표 3]은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중국기업에 의해 복제
된 게임을 나타내는데, 이들 모두 시장점유율 상위를 기록하는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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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들로서, 대부분이 샨다(Shanda), 텐센트(Tencent), 더나인
(The 9) 등 현지 주력 퍼블리셔들을 중심으로 전략적이고 경쟁적으로
복제개발되어 시장에서 유통되었다.
당시 게임복제는 해외게임의 게임성은 물론 그래픽, 심지어 이름까
지 그대로 베껴서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카트라이더, 오디션, 던전앤
파이터 등 시장에서 게임성(유희성)을 인정받은 게임의 경우, 여러 회
사가 동시에 경쟁적으로 모방해서 다수의 모작게임이 동시에 유통되
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개발사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도 모호
한 해석과 입장을 견지하였다.8) 한편 현지 정부로부터 게임유통에 대
한 출판번호를 계속 받아야 하는 해외 게임개발사는 설사 중국시장에
모작게임이 등장하더라도, 중국정부의 모호한 현지 저작권법의 적용
과 폐쇄적인 허가제도 때문에 적극적인 소송을 전개하지 않았다. 이
러한 복제개발을 통해 중국기업들은 해외게임에 구현된 다양한 게임
성과 유희성을 자유롭게 체험하며, 현지 시장에 적용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개발과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역량을 점차 축적해나가게 되
었다.

8) 이러한 사례가 바로 샨다(Shanda)인데, 이 기업은 2003년 ‘미르의 전설’을 그대로 모방한
‘전기세계(Mir-World)’를 서비스했고, 제작사인 위메이드社(한국)는 이를 중국 법원에 고
소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샨다는 모작게임인 ‘전기세계’를 계속 서비스했
고, 심지어 2004년 3월에는 나스닥에 상장하여 1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
다. 위 소송은 결국 중국 정부 및 법원의 모호한 입장 해석으로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소
송을 제기한 위메이드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중국 현지기업과의 승소에 대한 불
확신, 또한 이미 장기화된 소송에 따른 피해, 그리고 만약 패소시 중국시장에서의 악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위메이드가 샨다와 2007년 합의하면서 전격 취하되었다.
또한 11월 ‘미르의 전설’ 개발사인 Actoz(한국)를 9170만달러에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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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1)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
중국정부가 패쇄적인 허가제도로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시기에, 중
국 온라인게임기업들은 외산게임을 퍼블리싱하면서 서비스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한 후, 외산 인기게임을 복제한 모작게임을 개발하면서
독자게임개발에 필요한 기술역량을 갖춰나갔는데, 중국기업의 기술능
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개발 R&D, 서비스 운영, M&A를 통한 외부
기술의 확보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 개발인력과 R&D의 규모 측면에서 보면, 현재 중국 내
에서 주요 게임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개발자 수는 선진국 중견급 게
임업체의 전체 직원 수와 맞먹는다. 중국 5위 업체 Changyou(創遊)
의 경우 신작 온라인게임 ‘Lu Ding Ji(鹿鼎记)’과 ‘Tian Long Ba
Bu(天龍八部)’에 각각 260명과 120명의 개발자를 따로 배정하고 있
으며, 또 Perfect World의 경우는 2010년 1분기 기준 2,200명의
R&D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1년 사이에만 700명이 증
원된 규모다. 한국에서 R&D 역량이 가장 높은 NCSoft의 경우도
2010년 정규직원 2,821명 가운데 R&D 인력은 국내 949명, 해외지사
425명으로 전체의 48.7%인 1,374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한국을 포함
하여 선진시장의 게임업체를 통틀어 R&D 인력으로만 2,000명 이상
을 거느린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R&D 지출규모 면에서는
샨다(Shanda)의 경우 R&D 투자액이 2010년 1분기에만 2,430만 달
러(약 28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4%, 전년 동기 대비
50% 늘어난 규모다. 경쟁사인 Perfect World 역시 2010년 1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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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만 달러(약 262억 원)를 R&D 비용으로 투입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액률을 기록했다. Net Ease의 경우는 2010년 1분기 R&D 지
출이 1,350만 달러(약 156억 원)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지만,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80% 가량 증가한 액수다. 참고로 한국에서 R&D 투
자를 가장 많이 하는 NCSoft의 경우, 2008년 매출액 2,402억 원 중
R&D 투자로 약 897억 원(37%), 2009년 매출액 4,525억 원 중 R&D
투자로 1,110억 원(25%)을 투입하고 있다.9)
둘째, 게임서비스 운영능력 제고 측면에서, 왕이(Neteasy, 网易)의
몽환서유는 2010년 단일게임으로 최대 동시접속자인 260만 명을 기
록했으며, Tencent는 게임 합산 동시 접속자 수가 800만 명에 육박하
는데, 이들이 서비스하는 한국게임 ‘던전앤파이터’는 최고 동접자 수
가 2011년 7월 첫째 주 기준 250만 명에 달했다. 이는 한국에서 최대
동시접속자를 기록한 바람의 나라(넥슨)가 2011년 기준 41만 명이고,
리니지의 경우, 2011년 10만~14만 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동시접속자 수는 매우 대단한 규모이다. 이처럼 방대한 이용자를 대
상으로 안정적으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은 서버 및 네
트워크 관리능력, 현지 게임이용자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유저정보, 게임성향, 트렌드 등 고급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각종 예기
치 못한 돌발사태에 대한 대응력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서비
스 운영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M&A를 통한 외부기술의 도입과 게임콘텐츠 확보이다. 이는
온라인게임의 기술특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비록 기술진보의 의존성

9) KOCCA(2011), p. 7; 최지선ㆍ김형진(2010. 9. 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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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국 현지 온라인게임 기업의 주요 M&A 및 기술거래 현황
기업명

연도

형태

M&A/기술거래

국명

M&A

Shenzhen Fenglin
Houshan

중국

- 모바일게임 지분 확보(51%)

Shanghai Shulong Tech

중국

- 모바일게임 지분 확보(51%)

Japan Bothtec Inc

일본

- 게임개발사 지분 확보(11.2%)

2003

Shanghai Shenhda
Xinhua

중국

- 게임그래픽 기술력 확보(70%)

2004

US Zona

미국

- 게임개발기술 확보(100%)
- 게임개발기술, 인력

2003
2003
2003

Shanda

2004

Perfect
World

The 9
Changyou

지분

Bianfeng

중국

2004

Actoz Soft

한국

- 미르의 전설 게임기술

2010. 1

MochiMedia

미국

- 모바일 플랫폼, 미국시장 개척

2010. 9

identity Games

한국

- Dragon Nest, 고사양게임개발

2009. 12

Global InterServ

대만

- 개발센터, 테스팅 등

Runic Games

미국

- 고사양게임개발인력

CC Media

일본

- 게임 포털, 운영노하우 확보

2010
2010

M&A

M&A

2011. 6

크립틱 스튜디오

미국

- 장르 확대, 미국 진출기반 확보

2010. 2

Red 5

미국

- 장르 확대, 미국 진출기반 확보

2010. 7

M&A

2011. 4
M&A

OpenFeint

미국

- 모바일게임 플랫폼 시장 개척

7Road Technology

중국

- 웹 게임시장으로 장르 다양화

Comsenz

중국

Studio Hon

2010

지분

Topping
Nextplay

- SF 배경 MMORPG
한국

Redduck

M&A

Roit Games

- 캐주얼게임
- 캐주얼 RPG
- FPS 게임

GH Hope Island
2011. 2

- 인터넷 서비스기업(커뮤니티)
- 액션 RPG

Reloaded Studios
Tencent

확보한 기술 및 자산

- TPS Game
미국

- 온라인게임 개발사

자료: http://mdev.pann.nate.com/info/250437150(검색일: 2011. 9. 26); http://www.mt.co.kr/vi
ew/mtview.php?type=1&no=2010052607536073461&outlink=1(검색일: 2011. 9. 26); htt
p://www.mud4u.com/gnews/news_view.php?mc=news&sc=china&seq=41651(검색일: 20
11. 6. 21); KIPA(2006. 2), p. 252; KIPA(2009. 1), p. 20, p. 21, p.298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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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의 기회성은 높지만, 새로운 장르의 잦은
출현과 시장으로부터의 다양한 게임성 구현에 대한 요구를 자사의 개
발역량만으로는 만족시키기 어렵다. 또한 개발 성공보다는 시장검증
이 게임성 확인의 가장 확실한 경로인 상황에서, 퍼블리셔는 소작 출
시보다 다작을 동시에 출시하는 것이 성공한 게임을 보다 많이 확보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기업들은 다양한 게임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보하는 최선의 대안으로 인수합병(M&A)
를 적극 추진했으며, 또한 ‘동시다작출시전략’의 일환으로 소형 게임
사의 게임개발에 자금을 투자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게임의 유통권을
확보하는 지분투자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표 4]에서는 중국 현
지 온라인게임기업의 주요 M&A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전략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샨다(Shanda)와 텐센트(Tencent)이다. 특히 샨
다(Shanda)는 2003년부터 소규모 게임개발사를 인수하여 개발역량을
확보하다가 2004년 한국 온라인게임 개발사인 Actoz를 M&A하여 중
국 최고 흥행게임인 ‘미르의 전설’의 개발기술을 획득하였고, 2010년
1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모치미디어(MochiMedia)’를
인수하여 미국시장 진출기반을 확보하기도 했다.
2) 추격의 성과
[표 5]는 중국 게임 개발역량 제고 및 수출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기업들의 자체 개발역량이 제고됨에 따라 중국기업이 자체 개발
한 게임건수는 2004년 이후 점차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기
업이 개발한 온라인게임은 2004년 62개, 2008년 286개, 2010년에는
356개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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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국 게임 개발역량 제고 및 중국게임의 수출규모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체 개발건수

62

192

218

250

286

321

356

테스트, 서비스 중인 게임

51

115

74

108

144

189

230

서비스 중인 수입게임(건 수)

85

77

52

55

48

33

26

해외 수출규모(백만 불)

-

7

20

55

72

106

229

구분
중국
게임

자료: IDC(2006); 경향게임즈(2011. 9. 23); http://mud4u.com/gnews/news_view.php?mc=
news&sc=china&seq=42335(검색일:2011. 8. 4)를 참고해서 재구성.

표 6. 연도별 중국 온라인게임의 원산지 비중
(단위: %)
연도

2003

2004

2005

중국

17

36

47

58

56.8

60.8

한국

70

50

40

30

27.9

25.6

국가

2006

2008

2009

-

-

-

-

3.9(일본)

3.3(일본)

기타

-

-

-

-

1.8(미국)

1.5(미국)

13

14

13

12

9.6

8.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게임산업개발원(2008. 7); http://www.kocca.kr/knowledge/report/__icsFiles/afieldfil
e/2010/05/02/74828.pdf(검색일:2011. 9. 23)을 참고하여 작성.

또한 [표 6]은 연도별 중국 온라인게임의 원산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산 온라인게임의 시장점유율은 2004년 36%를 시작으로
2005년 47%, 2006년에는 58%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
년 이래로는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반면, 2001년부터 시
작된 한국 온라인게임의 중국 진출은 한류의 영향에 힘입어 한때 시
장점유율이 최고 80%까지 이르렀으나, 2004년 50%, 2005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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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0%, 2008년 27.9%, 2009년 25.6%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
다. 또한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게임을 수출하기도 하는데, 2010년 한
해 동안 34개 업체의 82개 게임이 세계 40개국 이상에 수출됐으며,
Perfect World의 경우는 2010년 1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고 현재 세
계 60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10)
라. 정책적 시사점
첫째,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정부는 향후 한ㆍ중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인력 교류, 서비스시장 개방 등에 대한 협상력
을 높여야 한다. 현재 한ㆍ중 게임산업에서 FTA와 관련하여 주요한
이슈는 서비스, 투자, 원산지,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이다. 각각의 분야
마다 협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국내 기업 및 산업의 성장에 유리하
도록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네이버의 중국 진
출모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11)
둘째, 국내 온라인게임기업의 누적적 혁신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콘
텐츠 모방에 대비하고, 소프트혁신을 통한 콘텐츠재조합혁신, 재사용
성 극대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다작개발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서버보완기술을 통한 소스코드의 무단복제가능성을 차단하
고, 상표권 등록 등을 통한 저작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게임

10) 상세 내용은 글로벌게임 트렌드, KOCCA(2011), p. 10 참고.
11) 이에 대해서는 2004년 NHN의 중국 진출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NHN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NHN차이나를 통해 하이훙지주회사와 50%의 지분인수조건으로
Ourgame Assets(聯衆資産)을 세우고 기존 개발ㆍ유통모델보다 안정적인 게임 퍼블리
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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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희성)의 효율적인 창출이 독창적인 게임콘텐츠의 전유가능성을
높여준다. 다수의 게임이 각 개발팀이나 스튜디오 차원에서 개별적으
로 검토되고 추진된다면, 정보 개방과 공유를 통해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하고, 각 스튜디오 개발팀 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효과적인 개발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콘텐츠의 재사용 및 재가공을 통
해 신속개발과 개발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져야 동남아, 일본 등 3국
시장에서 중국게임 콘텐츠와의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셋째, 기존 개발ㆍ유통 협력 진출모델에서 직접 퍼블리싱, 제품기
획ㆍ현지 완제품 개발ㆍ유통, 공동개발, 현지 개발사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진출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속성영역을 중심으
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개발을 포함한 외부 지식원천의
활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공동개발과정에서 각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
한 수준의 유리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적 콘텐
츠 기획에서 게임성과 관련된 시나리오 기획은 한국 측에서 주도적으
로 하되 그래픽, 단순코딩, 개발 등 현지 개발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기업에 아웃소싱을 통한 협력도 가능하다.

2. 응용 SW 산업
가. 기술체제
응용 SW 분야는 ERP, CRM, SCM, HRD 등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
하고 있는데 주로 MS, SAP, Oracle 등 글로벌 선도기업이 시장의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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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로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응용 SW 산업의 기술체제(technological
regime)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기회가 매우 높다. 우선 제품개발기간의 측면에서 최소
5~10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생명공학산업에 비해 응용 SW의
개발은 2~3년 정도로 매우 짧으며, 특히 대표적인 응용 SW인 ERP는
MRP(1975~85년), MRPII(1980~95년), ERP(1995~2000년), ERPII(2000~
05년)를 거쳐 최근 클라우드 기반의 SaaS형 ERP, 모바일 기반의 ERP
서비스 등으로 관련 IT 기술과 융합되어 기존과는 다른 제품 및 서비스
의 출현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으로 볼 때, 응용 SW 산업은
타 산업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기술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술혁신의 축적성과 전유성이 높다. 산업별로 구축하는
ERP의 경우, SW 기술 자체보다 산업 내에 존재하는 고유한 생산방
식에 대한 지식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형성된 국제 표준수준의 경험이
핵심 경쟁력인데, 이는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기업
용 SW는 기업 내부의 복잡한 업무프로세스를 통합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본다고 해서 쉽게 이해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한 동일한 산업군 내라 하더라도 개별 기업마다
하드웨어 사양과 업무프로세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별로 구축되는 응용 SW는 복제를 통한
대량유통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지식과 기술의 높은 축적성이 특정 산업 혹은 특정 업무영역
에서만 작동한다. 즉 ERP 등 기업용 SW는 산업별로 존재하는 고유
한 생산방식,12) 전문영역별로 존재하는 고유한 지식 및 재화의 흐름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별 전문지식은 일종의 암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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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산업 내에서만 축적되고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설사 제
조업분야에서 ERP 시스템 구현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조업과
는 다른 생산방식과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철강, 항공, 전력 등 타
산업에서의 성공은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응용 SW의 특성을 추격론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높은 기술
발전의 기회성은 후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편 높은 전
유성과 축적성은 후발기업이 외부 선진 지식과 기술을 접근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국가의 제도적 특성과 정부의
개입으로 후발기업이라 하더라도 외국기업보다 시장접근이 유리하고,
산업별 전문지식의 획득과 축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해진
다면, 높은 전유성과 축적성은 더 이상 후발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
지 않을 수 있다.
나. 추격 전략과 성과
1) 제도적 특수성과 초기 제품개발
ERP 시스템의 중국 내 도입은 1978년 길림성 장춘 제1기차공사
재무관리 SW의 시험개발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시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모든 산업에 국제회계준칙보다는 사회주의 기업회계제도를
적용하고 있었다. 1980년대 말 중국정부는 기업의 전산시스템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시기에 기업용 회계 SW에 대해서 사회주의 회계준칙
의 적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계관리 SW 관리규정｣(재정부,

12) 개별 생산, 주문조립, 재고생산, 순차생산, 반복생산, 연속생산 등 산업별 특성에 따른 고
유한 생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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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2)을 발표한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중국 내 모든 기업용
재무 SW는 중국 사회주의 회계준칙에 기반한 ｢상업용 회계 SW의
심의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상품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정
부는 1994년에 재무부 회계결산 SW 기본기능 규범화를 시작으로 ｢회
계전산화기본기능규범｣, ｢상품화 회계계산 SW의 심사평가규칙｣(1994),
｢회계전산화관리방법｣(1994) 등을 연이어 발표하는데, 이로써 모든

중국 내 통용되는 기업용 회계 SW 제품에 사회주의적 회계제도를 체
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되었다. 이러한 사회주
의 기업회계준칙에 기반한 기업용 ERP의 상세 기능 정의 및 엄격한
심의제도는 ｢회계관리 SW 관리규정｣(1989. 12)의 발표 이후 2000년
재정부의 국제회계준칙에 기반한 ‘신기업 회계제도’가 전국적으로 실
시되기까지 약 11년간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제도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회계, 재무 관련 SW 개발사들이 속속 등장하는데,
베이징카이스(北京開思) ERP, 베이징화지아(北京和佳) ERP, 상하이
밍(上海明) MRPII 등 약 300여 개 기업이 이 시기에 제품개발에 성
공하여 시장에 진입하였다. 당시 중국기업들이 상품화한 회계모듈은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제품이다. SAP, MS 등 해외
선도기업이 MRP에서 MRPII를 거쳐 ERP로 발전했다면, 중국은 타
자기에 의한 기계화도 거치지 않고, MRP 시대도 건너 뛰어 곧바로
ERP의 기능모듈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표 7]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직전인 1999년 당시의 중국
ERP 및 재무회계 SW 시장에서의 기업별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는데,
SAP 등 외국기업들은 ERP 시장에서 6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반
면, 중국기업들은 중국의 독특한 기업회계제도에 기반하여 기업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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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999년 기업별 중국 ERP, 재무회계 SW 시장점유율
구분

주요
외국기업

기업

ERP 시장점유율(%)

SAP

31.2

QAD

9.7

Fourth Shift

7.8

Oracle

7.6

Symix

4.2

SSA

4.5

재무 SW 시장점유율(%)

65

용요우(Ufida)
주요
중국기업

40

진디에(KingDee)
신중다(新中大)

-

23.9
-

안이(安易)

8.3

87.6

7.8

랑차오(浪潮)

7.6

기타(중국, 외국기업 포함)

35

12.4

합계

100

80

-

자료: CCID(2000), p. 51, p. 54, p. 63; IDC(2000), p. 13.

관리 SW를 개발하고, 자국 시장에서 87.6%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
보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토착 SW 기업은 제도적 특수
성에 기반하여 초기 제품을 개발하고, 이로 인해 외산기업들과의 직
접적인 경쟁은 회피하면서 자국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
이했고, 반대로 당시 사회주의 기업회계제도에 대해 생소했던 해외
ERP 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상세기능 정의와 심사제도로 인해 중국시
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2) 정부 주도의 조기시장 확보와 외부기술 습득
중국은 WTO 가입을 앞두고 과거 사회주의체제의 각종 제도를 국
제관행에 맞게 수정하기 시작했다. 기업용 회계 SW도 역시 예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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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어서, 2000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정부는 국제회계준칙에 부합하
는 ｢신기업 회계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WTO에 가입하게 되는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중
국이 WTO 가입을 앞두고 개혁개방의 폭을 넓히면서 국제회계준칙으
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1997년 무렵부터 외국계 ERP 기업은 중국
진출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1997년에 전문 회계 SW 기업인 Dac
Easy가 외국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중국 재정부의 재무 SW 심의를 통
과하면서, SAP, Oracle, Symix, Scala, SSA, Forth Shift, BAAN 등
외국계 ERP 기업의 중국 진출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편 외국계
ERP 기업의 중국 진출이 진행될수록, 중국 회계 SW 기업들의 시장
입지는 상대적으로 위협을 받았는데,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재무관
리시스템의 판매액 규모는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급감하는 반면
ERP 시장규모는 1998년 3.5억RMB에 불과했지만 2001년을 계기로
대폭 상승하여 2005년에는 38.9억RMB에 달했다.
이러한 재무 SW 시장의 급격한 축소는 중국 ERP 기업들이 비록
현지 제도적 특수성 때문에 회계 SW의 모듈화에 성공하여 자국 시장
에서 선진제품과의 경쟁회피에는 성공하였지만, 제도전환이 가속화되
면서 초기에 누리던 비교우위가 소실되고, 비로소 외국계 SW 기업과
의 경쟁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추격의 위기가
시작될 무렵,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조치들을 내놓았
는데, 바로 정부의 주도적 시장 창출과 시장보호가 그것이다.
첫째, 정부 주도의 시장창출이다. 2000년 6월 국무원이 ｢SW 산업
과 반도체산업의 발전정책(일명 18호 문건)｣을 발표한 후, 2002년에
신식산업부, 과기부, 상무부 등 각 부처는 합동으로 정보화를 통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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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추진정책(信息化帶動工業化政策)을 위한 ｢제조업 정보화프로
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국 27개 성,
46개 도시에 약 2,000여 개의 정보화시스템 시범 운영기업(test bed)
을 선발하여 정보화시스템(ERP)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당시 중국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발시키는 조치인 동시에 중국 토착
회계 SW 개발기업에는 정부로부터 정책적으로 보호된 저기능ㆍ저가
격(protected low-end market)의 시장창출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2001년과 2003년을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정보화 시장수요는 정부 주
도의 정보화시스템 도입사업으로 인해 중소기업 정보화시장이 전체
SW 시장에서 약 30%로까지 확대되었다.13)
둘째,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시장이다. 2003년 6월 중국정부는 ｢중
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政府採購法)｣을 발표한다(國務院 2003. 6).
이 법은 SW 조달에서 자국산 SW 사용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정부시스템 도입 시 국산화율 50~70% 이상을 강제하고 있다.
정부 및 공공 시장은 전체 중국 응용 SW 시장의 약 14~20%를 차지
하는 큰 시장인데, 2003년 이후 정부 및 공공 시장에서 일부 시스템
SW를 제외하고 거의 국산품으로 대체되었다.
결국 이러한 정부 주도의 시장창출 노력 덕분에 1997년 9%에 불과
했던 중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하여
2005년에는 재무 SW 분야에서 98.5%, ERP 59.8%, CRM 53.3%를
달성하면서 시장추격에 발판을 마련하는 반면, 같은 해 SAP, IBM 등
외산 ERP 기업들은 재무 SW 분야에서 점유율이 1.5%에 불과하고,

13) CCID(2002), p. 59; CCID(2003), p. 68; CCID(2005), p. 6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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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CRM 등 시장에서도 용요우(UFIDA), 진디에(Kingdee) 등 현
지 ERP 기업보다 낮은 ERP 40.2%, CRM 46.7%를 기록했다.
3)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가)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
성공적인 제품개발과 중국정부의 보호로 조기 시장을 확보하기 시
작한 중국 ERP 기업은 대만, 홍콩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ERP
기술과 제품을 습득한 후에도 M&A를 통한 외부기술 도입에 적극적
이었으며,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확보에도 매우 적극적으
로 투자를 진행했다. 대표적인 토종 ERP 기업은 용요우(UFIDA)와
진디에(Kingdee)인데, 이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약 50%에
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의 자체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R&D,
국제인증, M&A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요우(UFIDA)와 진디에(Kingdee)는 ERP 시스템의 성숙도
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약 15% 정도의 R&D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용요우(UFIDA)의 R&D 인력은 2009년 현재 베이징 본사의 R&D 본
부, 난징 제조업 R&D 센터, 상하이 Advanced Applications Research
Center에 1,800명으로 중국 내 다른 ERP 기업의 전체 인력이 3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외에 박사후
연구소, 중국 최대 Java 연구소, Microsoft와 공동운영하는 Joint Development
아시아센터 등을 포함하면, 신기술 개발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R&D
투자는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2011년 현재 용요우(UFIDA)는
ERP 관련 국제특허출원건수가 115개로 중국 내 최다 특허권을 보유
한 ERP 기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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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UFIDA, Kingdee의 매출액, R&D 투자비중 및 직원규모 현황
(2002년~04년)
구분

UFIDA
2002년

2003년

KingDee
2004년

2002년

2003년

2004년

매출액(US$) 76,385,727 94,121,628 113,569,350 46,082,240 57,197,258 69,768,598
R&D
투자비중(%)

12

15

16

9.27

14.33

14.3

직원규모(명)

2,875

3,404

4,261

1,747

2,557

2,928

자료: UFIDA(2002), pp. 3~11; UFIDA(2003), pp. 3~13; UFIDA(2004), pp. 3~15;
KingDee(2002), pp. 6~41; KingDee(2003), pp. 4~42; KingDee(2004), pp. 6~50을
참고하여 본격적인 기술추격이 시작되는 2001~04년 현황을 정리.

중국 토착기업이 글로벌기업인 SAP, Oracle 등을 자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추격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2002년인데, 바로 이 시기부터
용요우(UFIDA), 진디에(Kingdee)의 R&D 투자도 함께 증가한다. [표
8]을 참고하면, 2004년 두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각
각 16%, 14.3%로, 이는 업계 평균인 10%보다 높은 수준이며, 동시에
중국 내 진출한 외국계 ERP 기업이 매출액 대비 약 7%의 R&D 비
용을 지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의미 있는 투자이다.
둘째, 높은 R&D 투자는 결국 기업의 기술능력 제고로 연결되는데,
용요우(UFIDA)와 진디에(Kingdee)는 SW 분야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국제인증인 CMM 인증 Level 4 이상을 모두 취득했다. [표 9]를 보
면, SW 제품과 시스템 개발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CMM 인증
에서 용요우(UFIDA), 진디에(Kingdee) 모두 2002년에 CMM 3을 획
득하고, 2004년에 CMM 4를 획득했는데, 당시는 전 세계 100개 미만
의 기업이 이 등급을 획득했고 중국 내에는 5개 기업만이 이 등급을
통과했다. 그리고 2006년에 용요우(UFIDA)는 드디어 ERP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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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국 ERP 기업의 연도별 CMM/CMMi 인증 획득 비교표
CMM/CMMi

2002년

2004년

2004년

2006년(CMMi)

용요우(UFIDA)

Level 3(6월)

Level 4

Level 5

Level 5

진디에(Kingdee)

Level 3(12월)

Level 4

-

-

자료: UFIDA(2003), p. 37; UFIDA(2004), p. 45; http://global.kingdee.com/en/news/dongtai/7
6/2004-04/542.htm(검색일: 2011. 9. 26); http://tech.sina.com.cn/it/2005-07-08/17566
58427.shtml(검색일: 2011. 9. 26)을 참고.

아시아 최초로 SW 성숙도의 최고 수준인 CMM 5와 CMMi 5를 획
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R&D에 대한 투자로 인해 높은
기술능력을 확보한 용요우(UFIDA)의 시장점유율은 2002년 24.30%,
2004년 27.40%, 2006년 29.70%로 상승했고, 2006년 이후부터 2011
년까지 줄곧 ERP, 관리 SW, 재무 SW 등 모든 기업관리 SW 분야에
서 중국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M&A를 통한 외부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이다. ERP 시
스템은 높은 전유성을 가지고 있어, 후발자가 외부 지식과 기술에 대
한 접근과 습득이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ERP의 기술노하우와 학습
효과는 특정 산업 내, 혹은 특정 업무영역 내에서만 축적되어, 설사
한 산업에서 ERP 구축의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였다고 하더라도 다
른 산업에서는 전혀 다른 생산방식과 지식의 축적방식이 요구되어,
이 분야에 초기 진입기업은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이유로 용요우(UFIDA)와 진디에(Kingdee)는 자체 R&D를 시도하기
보다는 M&A를 통해 자사에 필요한 기술노하우와 다양한 생산방식
에 대한 지식을 외부로부터 도입했다. [표 10]은 용요우(UFID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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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추진한 기술거래 및 M&A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용요우
(UFIDA)는 2001년 대만 한캉(漢康) 제조 ERP 기술팀의 인수합병
후에도 2002년에 당시 세계 5위 ERP 기업인 스웨덴의 IFS社(Industrial
& Financial System)와 공동으로 UFIDA IFS 엔지니어링社를 베이
징에 설립하여 전력, 항공 산업에 진출했다. 또한 그 후에도 2010년
최근까지 모바일, 금융 ,부동산, 전자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

표 10. 용요우(UFIDA)의 외부기술 접근 및 기업 인수합병(M&A) 현황
(단위: RMB)
시기

확보방식

인수한 기업명

비고(확보한 기술, 자산 등)

2002. 1

지분인수(75%)

IFS社(스웨덴)

2002. 6

현금지급(100만$)

ENTENA(미국)

- 재무분석 솔루션 확보

2002. 8

-

深圳碩旺公司

- 인력관리(HRP) 기술 및 개발팀 인수

2002. 12

현금지급

北京安易軟件

- 전자정부 시장 국내 1위 달성
- 재무관리분야 국내 시장점유율 4위

2003. 8

-

北京丰富汇理

- 기업그룹사 회계결산 관련 솔루션 확보

2006. 11

지분인수

北京诺德迅科技

- 금융관리솔루션(FMS)

2007. 1

지분인수(66.6%)

Fidatone(미국)

- 3G 모바일 비즈니스솔루션 기술습득

2008

현금지급(200만$)

Shanghai Tian Nuo - 부동산관리시스템 기술습득

2008. 10

지분인수(100%)

Fang Zheng Chun
- 전자정부, 정부 재무 관련 기술 습득
Yuan

2008. 10

현금지급(700만$)

Turbo CRM

- 서비스산업의 CRM 기술 확보

2009

현금지급(30만$)

泰州智源软件

- Knowledge Management 관련 기술 확보

2009

현금지급(15만$)

2009

현금지급

绵阳兴宏佳科技

-

2009

현금지급

台州汉易软件

-

- UFIDA IFS 엔지니어링 설립(베이징)
- 전력, 항공분야 ERP 솔루션 개발

Tong Chung Eng -

2009. 5

현금지급(100만$)

Maite Technology - 상품주기관리, DB 기술습득(PDM)

2009. 9

현금지급(200만$)

Shanghai Heng Ju - 네트워크 관리기술 습득

2009. 9

현금지급(100만$)

Shanghai Ha Jiu

- 네트워크 관리기술 습득

2010. 6

현금지급(6,200만$)

Ying Fu Si Wei

- 자동차 관련 정비관리시스템 기술습득

자료: UFIDA 2002~10년 연도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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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M&A를 추진하여, 산업별로 최적화된 모범사례 및 고유한 생산방
식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14)
한편 용요우(UFIDA)와 마찬가지로 진디에(Kingdee) 역시 M&A를
통한 외부기술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표 11]은 이를 정리한 표
인데, 2001년 1,350만RMB(약17억 원)를 출자하여 홍콩자본의 제조
업 ERP 기업인 카이스(開思)의 90% 지분을 TCL(홍콩)로부터 사들
였다. 초기 MRP의 기술개발에 익숙한 카이스(開思)의 ERP 제품은
TEEM로 대기업의 자동화시스템이었는데, 진디에(Kingdee)은 베이
징카이스를 인수하여 대기업 ERP 구축기술과 인력을 동시에 확보하

표 11. 진디에(Kingdee)의 외부기술접근 및 기업 인수합병(M&A) 현황
시기

지분 확보(%)

인수한 기업명

2002

65

선전 Kingdee 미들웨어

확보한 기술 및 자산
- 지분 인수

2001

100

베이징 카이스(北京開思)

- 대기업 ERP 구축 기술인 Teems 확보

2001

90

상하이 카이스(上海開思)

- 대기업 ERP 구축 기술인 Teems 확보

2002

25

신야사이방(新亞賽邦)

2006

-

Godline

- 제조 ERP 기술로 K/3의 기능고도화 기여

2009

-

Sunsoft

- KIS의 소매점 버전을 출시

2009. 4

-

Qisheng Electronics

2010

-

JAMA

2010

-

Pro Way

2011

82

Guangzhou Wisetop
Computer

- Java, J2EE, XML, Web 기술 확보

- 섬유, 의류산업 대상의 ERP시스템 구축
- K/3, EAS의 재산관리 솔루션 추가
- K/3의 제조업 PLM(생산관리공정기술) 개발
- 상하이 Kingdee Medical SW의 기능 강화

자료: http://www.pedaily.cn/Item.aspx?id=193951(검색일: 2009. 4. 14); http://www.marbrid
geconsulting.com/marbridgedaily/2011-08-02/article/48375/kingdee_acquires_82_stak
e_in_wisetop(검색일: 2011. 8. 2); http://www.kingdee.com/pub/139208306/2010/files/
CCBI%2018%20Oct%202010%20pdf.pdf(검색일: 2011. 9. 18)를 참고하여 작성.

14) http://www.ufida.com.cn/about/gongsilicheng.aspx를 참고(검색일: 2008. 5. 18).

중국 SW 산업의 성장과 한ㆍ중 협력

153

였고, 자사가 보유한 중소기업형 솔루션인 K/3와 함께 전체 ERP 시
장을 타깃으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진디에
(Kingdee)는 제조업분야의 Godline(2006년), 섬유, 의류 산업에 특화된
Qishung(2009년) 등을 차례로 인수합병하면서 진출 가능한 산업범위
를 지속적으로 넓혀갔다.
나) 추격의 성과
중국 토착 ERP 기업은 1989년 현지 사회주의제도의 특수성에 근
거하여 기업용 회계 SW 제품을 개발하면서 시장에 진입했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기존의 제도적 특수성이 사라지는 시기에는 대
만, 홍콩 등 외부기술을 인수합병(M&A)하면서 기술능력과 시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그림 1]을 보면, 1997년 9%이던
시장점유율은 2006년에 62%로 상승했고, 반대로 SAP, IBM 등 외국
기업의 점유율은 1997년 91%에서 2006년 38%로 하락하여 불과 10
년 만에 중국시장에서 추격을 당했다. 특히 중국 내 ERP 분야를 선도
하는 토착기업인 용요우(UFIDA)의 경우, 2010년 현재 중국 내 재무
SW 분야에서 이 분야 2위, 3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것보다도
많은 27.9%(1위)이며, 또한 기업관리 SW 분야 22.8%(1위), ERP 분
야 28.3%(1위), 재무 SW 분야 27.9%(1위), CRM 분야 16.9%(1위),
인력개발(Human Resource Planning)분야 18.4%(1위), 자산관리분야
17.4%(1위)로 기업정보화의 전 분야에 걸쳐 탁월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15)

15) UFIDA(2010), ｢2010年 年度報告｣,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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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적 시사점
중국 응용 SW는 전반적으로 글로벌기업과 비교해서 기술적 열위
에 처해 있으면서도 보안, ERP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제품차별화를 통
해 글로벌 기업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이는 현지 후발기업
들이 글로벌시장과는 다른 현지 시장 구조와 수요에 기반하여 제품을
차별화한 것이 주요한 성공요인이었다.
이에 기반하여 국내 SW 기업은 첫째, 국내시장에서 국내 IT 인프
라와 사용자 요구사항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제품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시장에서 해외 SW 제품과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전략
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안정된 국내 시장기반은 해외진출
의 내적 역량 축적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둘째, IT 인프라 확충과 정보화 수준의 성숙으로 인해 신규로 창출
되는 분야에 국내기업들은 신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장
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병원정보화분야의 의료영상정보화
가 좋은 예이다. 인피니트 테크놀로지는 기존 아그파와 GM이 장악하
고 있는 필름형 의료영상분야에 뛰어들어 선도기업과 동시에 2D 의
료영상정보장치를 개발하고, 결국 이들보다 앞서 3D 영상전송장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인피니티는 국내시장의 70%를 점
유하고, 중국, 동남아는 물론 미국 등 선진국시장에도 활발히 진출하
고 있다.
셋째, 해외 현지 시장 확보의 또 다른 경로로서 M&A를 적극 고려
해볼 수 있다. 기존 기술이 이른 시간 내에 시장에서 소멸하고, 또한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빈번한 SW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볼 때,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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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중국 ERP 시장점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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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기업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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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ERP 기업 점유율

자료: CCID(2001~06); UFIDA(2002), p. 18; UFIDA(2003), pp. 22~23; UFIDA(2004), p. 24;
UFIDA(2005), p. 26; UFIDA(2006), p. 30; UFIDA(2007), p. 53; UFIDA(2008), p. 37를
참고하여 작성.

는 독자기술개발이 어려운 분야에서 재빠르게 외부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현지 관련 분야의 시장진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같은 후발국가들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4. IT 서비스산업
가. 기술체제
IT 서비스산업은 크게 컨설팅, IT 아웃소싱, 교육 등 영역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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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근에는 IT의 활용이 과거 정보화시스템 구축(system integration)
위주에서 산업별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엔지니어링 아웃소싱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일반적인 SW 산업과 마찬가지로 IT 서비스 분야도 기술기회가 매
우 높다. 이는 IT 인프라의 진화 및 플랫폼 다양화에도 영향을 받지
만, IT 서비스 개발의 방법론에서도 기인한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SaaS, SoA, Cloud Computing 등 새로운 방법론이 매우 빈번하게 등
장하여 지금 신기술이더라도 시장에서 불과 2~3년만 지나면 구기술
로 인식되어 퇴장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산업 간 융ㆍ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IT 서비스분야의 기술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기술기회와 관련해서 IT 서비스산업의 기술진화과정을 살펴
보면, 도메인기술과 SW 기술 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동시에 제품의
첨단화, 다기능화에 대한 시장수요 확산이 맞물리면서 제품경쟁력 향
상을 위한 SW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16) 특히 최근 IT
서비스기업들은 기존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제품개발영역
까지 진출하고 있다.17) 이와 같이 IT 서비스의 대상이 각 산업 제품
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산업군도 정보가전, 통신단말 등
IT 기기에서 자동차, 항공 등 제조산업에 이르기까지 특정 산업영역
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품과 서비스를 최적화
16)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제품 R&D 단계에서부터 SW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실
제로 제품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되고 SW 융합이 확산되는 상황이나 정작 도메인 기업은
SW 전문인력 확보, 개발방법론, 개발프로세스 관리 등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
다. SW 크기 및 난이도가 5년마다 6배씩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제
제조사들도 제품의 경쟁력이 도메인기술이 아닌 SW 기술에 의해 좌우되는 사실은 인지
하고 있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SW량에 비해 대처방식이나 대응속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17) 컴퓨터월드(2009. 5), ｢엔지니어링 아웃소싱(EO)의 개념과 전략적 중요성｣, K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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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기획, 설계 단계부터 프로세스관리, 모델링, 테스팅 등의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IT 서비스의 기술전유성은 매우 높다. 특히 IT 아웃소싱의 경우 과
거 정보시스템 중심의 사업영역을 넘어 제품의 기획ㆍ설계ㆍ생산 등
전통적으로 제조기업이 수행해왔던 부분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지식은 제조사가 제공, IT 서비스기업은 이를 시스템 개
발에 반영하고, 최종 결과물은 수요기업이 외부에 개방하지 않기 때
문에 외부로부터의 모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식기반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분야는 SW 공학기술이외에도 조
선, 자동차, 항공, 반도체 등 각 산업별 전문지식의 축적과 제품의 특
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별 고급 전문 SW 엔지니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조선, 자동차 등 산업의 엔지니어링 아웃소
싱의 경우, 다년간의 제품 기획, 설계를 통해 다듬어진 절차 및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기반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일종의 조직학습의
결과물로 암묵적 지식에 해당하며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
다. 이처럼 산업별 전문지식의 축적과 이를 통한 모범사례(Best
Practice) 확보는 IT 서비스의 혁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현재 일본 등 선도국 기업과 개발 및 테스팅 분야에서
아웃소싱 형태의 협업을 통해 기술습득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 분
야에서 선도국인 인도의 경우, 이러한 경험의 축적으로 기존의 IT 아
웃소싱 영역을 점차 R&D 영역으로 확장했고,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아웃소싱(EO) 시장에서 신규 분야 창출 및 방법
론 개발을 통해 시장우위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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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격 전략과 성과
1) 하드웨어 주도적 시장과 부족한 IT 고급인력
중국 IT 서비스시장은 2000년 2억 4,000만 달러, 2004년 41억
4,200만 달러, 2005년 51억 1,800만 달러, 2006년에 123억 달러로 연
평균 31%씩 고속성장하고 있으나 중국 전체 IT 시장에서 IT 서비스
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다.18)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전체 IT 시장에서 IT 서비스
44%, 하드웨어 34%, 패키지소프트웨어가 22%를 차지하고 있는 반
면, 중국은 하드웨어가 73%, IT 서비스 17%, 패키지소프트웨어 10%
로 구성되어 있어 하드웨어 위주의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IDC
2006). 이러한 하드웨어 위주의 시장구조는 중국 IT 서비스 기업의
자생에 필요한 요람시장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19) 또한 앞서 언
급했듯이 IT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산업별 고급 전문 SW 엔지니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중국은 현재 IT 서비스분야 고급 전문인
력은 공급부족상태에 있다. 중국에서 IT 아웃소싱 업체는 약 2,800개
이며,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하는 인력 수는 약 90만 명에 달하지만,
현재 중국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석사 및 그 이상 학력 졸업자는
약 1만 5,000명으로, 관련 전공 학부생은 7% 정도이다. 특히 박사학
18) 2006년 중국 아웃소싱시장은 전년대비 39.3% 성장한 121억 위안(1,510MUS달러)에 달
하며, 2012년은 전년 대비 36.5% 성장한 165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7), ｢신흥국가의 SW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포지셔닝 전략｣,
p. 51 참고, 2005년 기준 중국 IT 서비스기업 수는 약 9,400여 개이며, 이 중 90% 가량
이 중국기업으로 추정되며 외국기업 또는 합자기업은 약 10%에 불과하나, 벤더별 점유
율을 보면 외국계 기업인 IBM과 HP가 각각 5.8%와 5.3%의 점유율로 선두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기업인 Neusoft, CS&S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위 5개 기업의
점유율을 다 합쳐도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않아 시장의 과점도는 매우 낮다.

중국 SW 산업의 성장과 한ㆍ중 협력

159

위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자는 2,000명도 되지 않아,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의 공급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 아웃소싱 모델에서 글로벌 R&D 센터 활용으로
중국 IT 서비스는 현재 Neusoft, Hisoft, SinoCom 등 중국 토착기
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권역별 매출에서는 일본이 최
대 시장을 이루고 있다.20) 일본은 중국에 최초로 진출한 발주국가로
서, NEC와 Fujitsu 등의 회사는 1990년대 초에서부터 SW 개발프로
젝트를 중국기업에 아웃소싱해왔다. 현재 중국의 일본 소프트웨어 아
웃소싱의 수주는 주로 다롄(大連)과 베이징(北京)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데, 이 두 도시는 전체 시장의 45~50%를 차지하고 있으
며 각 도시의 소프트웨어 총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0%, 70%에 이른다. 두 번째는 상하이(上海), 선양(沈陽), 시안(西
安), 항저우(杭州)를 포함하는 그룹이다. 일본의 비중은 각 도시의 소

프트웨어 총수입의 40~60%를 차지한다.21) 그러나 현재 중국 IT 아
웃소싱의 주요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초급수준의 코드 작성, Call
Center(BPO) 등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수요 디자인과 프레임

20) 2007년 이후 중국 오프쇼어 아웃소싱의 권역별 매출을 비교해보면 일본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대신, 유럽과 미국의 비중이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1) 현재까지는 시장 자체가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제3그룹으로
는 지난(濟南), 청두(成都), 선전(深圳), 광저우(廣州) 등으로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업계
에 막 진출한 도시들이다. 이 도시들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홍
콩과 대만의 비중이 높고 미국 및 유럽의 비중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일본이 주도적 지
위를 갖지 않는 광저우나 선전과 같은 화난(華南) 도시들이고, 두 번째는 이 도시들을
제외한 기타 도시로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서비스시장 규모 자체가 작고 시
장이 성숙하지 못하여 이제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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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혹은 대형 프로젝트의 아웃소싱 등은 거의 없고 심지어 테스
트 아웃소싱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바로 이 부분이 산업별 전문지식
(industrial domain knowledge)의 축적과 이를 통한 모범사례(best
practice) 확보가 중요한 IT 서비스산업에서 중국이 인도 등 선진 IT
서비스 국가에 비해 열위에 처해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한편 최근 들어 중국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시장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국 내 다국적기업 IT R&D 센터이다.
DHC, Beyondsoft, 뉴소프트(Neusoft), Sinocom 등 일부 중국 토착
IT 서비스기업은 국외 사용자로부터 직접 수주를 하고, 계약 체결을
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소프트웨어 아웃소싱기업은 규모가 작고 국제
경영경험이 부족하여, 직접 해외로부터 오더를 받을 능력과 조건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중 글로벌기업의 IT R&D 센터는 중요
한 계약 체결의 경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IBM, MS, HP 등은 자
신의 SW 아웃소싱 혹은 본사에서 요구받은 과제의 일부를 중국 IT
아웃소싱기업에 넘기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미국과의 IT 아웃소싱
업무는 대부분 미국시장에서 직접 수주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다국적
기업의 중국 R&D 센터 혹은 그 지사로부터 하청받은 것이다. IBM은
매년 1,000만 달러 이상의 SW 아웃소싱 과제를 중국기업에 발주하고
있으며, SUN, Oracle, HP,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중국 아웃소싱을 통
해 SW 업무 중 상당 부분(현지화, 테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 기업은 130개 이
상에 이른다. 인도의 경우, 2000년도 초반에 해외 ODC(off-shore
development center)가 많이 구축되어 관련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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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마켓(2006년 1분기)(좌),
중국 IT 서비스 마켓(2006년 2분기)(우)

China IT Services Market Breakdown by Vendor Q1 2006

China Software Outsourcing Market Breakdown by Vendor Q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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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FIDES Research & Consulting(2006. 9)에서 재인용.

중국의 대표 IT 서비스기업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사업비중보다 하
드웨어나 타 분야 사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대표적인 IT
서비스기업은 Digital China와 Neusoft이다. 우선 Digital China(매출
액 약 18억 달러, 2007)23)는 배급, 시스템, 서비스 등 3개 부문의 사
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서비스부문은 시스템 통합, 애플리케이
션 SW 개발, 컨설팅과 트레이닝 등이 주요 사업영역이다. Neusoft
Group24)은 1991년 랴오닝(선양)에서 현지 대학과 일본 Alpine사 간
22) 특히 최근 인도 Infosys 가 중국에 IT 아웃소싱센터를 설립하여 0.8%의 시장비중을 차
지하였다
23) IT 서비스기업으로는 IBM 과 HP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갖고 있는 Digital China
는 매년 28%씩 성장하여 2006년 25억 5,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24) 중국 아웃소싱 최대 기업인 뉴소프트(Neusoft)는 아웃소싱 인력 1,800명을 보유하고 있
는데, 이는 인도기업이 2만 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 것에 비해 1/10의 규모로 다른 중국
기업의 인력규모는 인도에 비해 턱없이 작은 편이다. 또한 DHC의 인력규모는 1,300명,
Sinocom은 1,000명, CS&C(中軟)는 700명, 기타 기업은 500~600명 선에 불과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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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인트벤처로 시작하여 도시바와 공동으로 SW 개발사를 만들어,
2008년 현재 4,000여 명의 IT 아웃소싱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Neusoft는 주로 과세, 뱅킹, 교육, 제조업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콜센터, 인터넷데이터센터, 데이터 처리 등 기본적
인 BPO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DHC, Sinocom, Venus Software 등 현지 중견기업과 최근 주목
받는 WorkSoft, Handsome, Electronics, Bamboo, Newtouch, Wonders
Group 등 현지 중소기업들 역시 주로 일본기업시장을 중심으로 응용
SW 및 계열사 개발하청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벤더별로
Neusoft, Hisoft와 SinoCom이 상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25)
한편 기술성숙도를 나타내는 CMM 수준을 살펴보면, 중국은 과거
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2006년 시장점유율 상위 10대
기업 중에 뉴소프트(Neusoft)가 2002년 12월에 SEI-CMM(소프트웨
어기능의 성숙도 모델) 평가에서 CMM 5 인증(부문급)에 통과하여
최초로 CMM 5급 인증에 통과된 최초의 중국 SW 기업이 되었으며,
그 후로 CMM 인증획득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2007년 현재 중국의
CMM 5의 획득건수는 25건에 달하고 있다. 2005년에 CMM 5를 통
과한 기업은 뉴소프트(Neusoft), DHC, HiSoft, 화웨이(Huawei) 상하
이연구센터, 신우과기(新宇科技), UFIDA로 6개 기업이 있으며, 2007
년 현재 중국 SW 기업의 품질인증 획득 수는 급속히 증가하여 CMM
5 통과기업이 25개, CMM 4 통과기업 16개, CMM 3 통과기업 316

웃소싱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25) 그러나 10위 기업들의 전체 시장점유율이 21.2%에 불과하여 중국 IT 아웃소싱시장의
집중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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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주요 국가별 CMM Level 획득 현황
구분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소계

미국

132

161

192

7

56

548

중국

13

67

316

16

25

437

인도

6

6

98

7

75

192

자료: CMU(2008), 국가별 CMM Level 획득표.27)

개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같은 기간에 CMM 5 인증 75건을 확보하
고, 내부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PCMM(people capability Maturity
Model), MBNQA(Malcom Baldridge National Quality Award), CFPM
(Cross Functional Process Mapping), BSC(Balanced Score Card),
ISO 등 품질향상에 주력하는 인도와 CMM 5 통과건수가 56개에 달
하는 미국 등 선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중국기업은 아직 기술역량
제고가 필요한 상태이다.26)
3) 고부가가치로의 진출영역 확대와 시장다변화
현재 IBM, MS 등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현지 R&D 센터 및 IT
아웃소싱센터 등을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고 있
는 점은 중국 IT 서비스기업의 기술역량 제고에 매우 좋은 기회요인
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중국 IT 서비스기업들의
진출분야를 살펴보면, 시스템 구축이 50.3%(2,572MUS달러), 시스템유지

2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7), ｢신흥국가 SW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포지셔닝 전략｣, p.
64 참고.
27) 2008년도 현재 한국의 CMM 5 획득건수는 SDS, LGCNS, Posdata 등을 중심으로 약
6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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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22.5%(1,153MUS달러), IT Planning 15.1%(774MUS달러), 교
육 8.6%(440MUS달러), 시스템 운영 3.5%(176MUS달러) 순으로 인
도 등 IT 서비스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기술성숙도가
낮은 저부가가치분야에 집중(7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IT 서비스기업은 자체 기술역량을 확보하여 기존 BPO 및 단순 하청
개발시장에서 EO(engineering outsourcing) 등 생산개발과정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산업별 전문지식과 선진 모범사례를 지속
적으로 축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시장확대 측면에서 보면, 중국
상위 10대 IT 서비스기업 대부분(6개)이 일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향후 진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이는 비단 기업의 매출액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만, 국가별로 다양한 산업영역에서의 전문지식
과 모범사례의 경험 이전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IT 서비스 수주시장에서 일본이 전체 시장의 59.2%를 차지하여 중국
최대의 아웃소싱 발주국가이며, 유럽과 미국이 약 22%를 차지하고
있고, 홍콩은 10.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오프쇼어 아웃소싱 및 IT 서비스를 차세대 성장분
야로 삼아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IT 서비스 진흥을 위한 11차 5개년 계획
과 ‘SW 기업 인정표준 및 관리방법’에 따라 SW 제품의 품질향상과
SW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자금 융자와 세금우대혜택을 지원하
고 있다.
둘째, 중국정부는 다롄, 상하이 등 주요 거점지역에 SW Park 설립
을 추진하고 글로벌 아웃소싱기지로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SW 시장
및 오프쇼어 아웃소싱시장의 성장으로 중국의 기술집적단지들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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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ㆍ질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北京) 중관춘(中關村)
SW Park에는 Oracle, TCS, Iona, Siemens, IBM 등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중국 IT 아웃소싱 전문기업들인 Neusoft, Dayang Technology,
China UnionPay, Hanwang 등도 입주해 있어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
집적단지로서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롄 SW Park의 경우, 2008년 현재 입주기업 800여 개사 중 글로
벌기업이 300여 개사이고, 이중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43개사이다. 이 지역은 일본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활발하게 IT 아웃
소싱을 추진하고 있으며, Shenzhen 하이테크 산업단지는 중국정부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면서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해외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8)
다. 정책적 시사점
IT 서비스분야는 중국과 한국 모두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가 큰
분야이다. 따라서 이 분야는 온라인게임이나 응용 SW 분야와는 달
리,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으로 국내 SW 산업구조를 선
진화하고 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내시장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
행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자생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28) 2006년부터 중국 상무부는 제11차 5개년 규획기간 내 10개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 아웃
소싱 도시를 선정하여 100개의 다국적기업에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0개의 중
대형 서비스업체를 양성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2010년까지 서비스 수출을 2005년의
4배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8), ｢중국 서
비스 아웃소싱 산업 육성 전략과 전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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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예를 들면 사업 추진 시 계약주체 간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기존 제안요청서를 선진화하며, SW 사업의 대가기
준을 현실화하는 등 국내 열악한 시장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
둘째, 고급인력 양성과 해외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SW 분야는 산업의 특성상, 고급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나. 최근 국내 IT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경우, 2004년 이후
매년 줄고 있으며, 이로 인해 IT 서비스기업의 석박사급 고급인력 부족
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즉 구직난 속의 구인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R&D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5. 결론
중국의 SW 산업의 혁신을 다룬 본고는 중국 SW 산업의 기업혁신
전략과 정부의 노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우선 본 연구는 중국기업들의 학습과정과 추격전략을 해당 산업 기
술체제의 특성과 연관하여 이해하였다. 온라인게임은 비록 혁신의 전
유성은 낮지만 게임성 높은 콘텐츠 기획력과 소비자 대상의 높은 서
비스 노하우 축적이 요구되는데, 중국기업들은 초기에 한국, 일본 등
의 외산게임을 퍼블리싱하면서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한 다음,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시기에는 외국 인기게임을 모방하거나 심지어 불
법복제를 하기도 했으며, 새로운 장르의 잦은 출현과 다양한 게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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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성) 구현에 대한 시장요구에 대해서는 M&A 전략을 선택했다.
한편 응용 SW의 경우, 모방이 쉽지 않고 축적성 또한 높아서 중국기
업들은 자체 개발보다는 M&A 전략을 추진했다. 한편 IT 서비스분야
의 경우, Cloud, Big data 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가 타산업
과 융복합하면서 진화하는 특성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전유성과 축적
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은 물론 한국도 미국과 인도 등 선도국과
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기업들이 시장진입의 장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독자
적인 혁신역량을 확보하게 되는 추격과정에서, 중국정부의 개입, 즉
산업정책이 결정적인 ‘기회의 창’ 역할을 하였음을 포착하였는데, 즉
온라인게임산업에서 중국정부의 패쇄적인 허가제도와 응용 SW 산업
에 중국정부의 자국산 우대정책 등이 그것인데, 중국정부의 이러한
시장보호 및 자국 기업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입과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바로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인
기회의 창’을 활용한 중국 토착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하여 결과적으
로 외국기업들을 자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추격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온라인게임산업의 경우, 중
국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인력 교류, 서비스시장 개
방 등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내 온라인게임기
업의 누적적 혁신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콘텐츠
개발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 개발ㆍ유통 협력모델에서
현지 개발사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진출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응용 SW 산업의 경우, 국내 특수성에 기반하여 제품을 차별화해서
안정된 국내 시장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규 서비스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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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개발하고,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경쟁사의
기술과 시장경쟁에서 M&A를 전략적 대안으로 적극 고려해볼 필요
가 있다. 한편 IT 서비스분야의 경우,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
내시장의 환경 선진화 및 융복합 추세에 맞는 고급인력 양성 등에 초
점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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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분야의 한ㆍ중
협력방안*

요 약

**

정 지 현

향후 20년간 중국의 신규 도시인구가 매년 1,000~2,000만 명씩 증가하면

서 도시개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최근 리커창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스마
트시티, 에코시티 등 신개념의 도시건설 수요가 증대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도시개발
관련 시장은 그 규모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설계, 건설, 감리, 환경, IT, 의료, 교통, 교육,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동반진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국내 건설시장 포화로 해외시
장 진출이 불가피한 한국에 종합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
나 중국의 도시개발 관련 사업의 특성상 개별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성에 제약이 크기 때
문에,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진출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 역시 기
술, 아이디어, 자본 등 방면의 경쟁력을 갖춘 외국과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한국형 도시의 진출을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중국 도시개발시장에 진출한 싱가포르, 스웨덴,
말레이시아의 개발협력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ㆍ중 간 도시개발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안
하였다. 우선 한국은 중국의 도시개발 수요, 한국의 강점, 세계적 트렌드에 맞춘 한국형
도시를 발굴하고 양국 정부 간 고위급 관료를 주축으로 하는 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개발 투자재원의 조달방식을 다원화하고 한ㆍ중 FTA 협상에서
건설, 환경 등 서비스와 정부조달부문에 대한 진출 제약 완화를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밖에 중국의 도시개발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위하여, 중국의 관련 기관 및
인사와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도시개발 관련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전담기구 설립 등이 필요하다.

* 본고는 2012년 7월 19일 개최된 ‘중국 지역경제 변화와 새로운 한ㆍ중 협력방안’ 세미
나에서 발표한 ｢도시개발분야의 한ㆍ중 협력방안」(ppt 자료) 및 정지현 외(2012),중
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
한 프로시딩 원고이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시진핑(习近平), 리커창(李克强)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신지도
부는 도시화를 미래의 신성장동력이자 내수확대의 최대 잠재적 원천
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
융위기로 인하여 중국의 해외수요(수출)가 크게 감소하면서 내수확대
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으며 도시의 비농업부문에서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1) 중국의
도시인구는 2012년 현재 7억 1,000만 여명으로, 2011년(도시화율
51.5%)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은 이후 다시 2,000만
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 발표한 제12차 5개년 규획(이하 12.5
규획)에서 제시한 2015년까지의 도시화율 목표인 51.5%를 이미 초과
한 수준이다(2012년 52.6%). UN, World Bank 및 중국 주요 기관에
서 발표한 도시화율 전망치를 종합하면, 향후 20년간 중국의 도시인
구가 매년 평균 1,700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2) 이를
토대로 하면, 중국은 향후 20년간 3억여 명의 신규 도시인구가 생활
할 공간을 마련하고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ㆍ유통ㆍ소비하는
과정에서 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1) 중국이 기존의 소성진(小城镇, 작은 도시) 전략과 다른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요인에는 도시의 비농업부문에서 농촌의 유휴 노동력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다
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0년 춘절(음력 설) 명절 이후 크게 염려했
던 광둥성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광둥성 경기가 좋지 않아 실업이 예견
되던 노동자들이 명절기간 동안 고향에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후, 다른 지역으
로 이전하여 광둥성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 노동력구조에 대한 학계
의 연구 중에도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발표가 많아지고 있다.
2) 연구기관마다 중국의 도시화율이 70%에 이르는 시기에 대한 전망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도시화율이 70%에 이르기까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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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화의 공간적인 범위는 중국 각 성(省)
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개발 및 재개발 등 도시개발 관련 사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각 지역별로 도시개발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12.5규획을 통해 향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전
략적인 도시화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도시화사업
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철도ㆍ도로ㆍ지하철ㆍ공항ㆍ항만 등 교통인
프라와 원자력ㆍ태양광ㆍ풍력ㆍ수처리 시설 등 에너지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주택 건설, 농촌 및 중소도시 인프라 건설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개발수요가 증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중국의 도시개발 수요 및 시장의 성장이 분명하게 예측되지
만, 관련 시장이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성은 더욱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서 중국은 외국의 자본, 기술,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협력
개발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시장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희망적이다.
실례로 최근 리커창 총리는 ‘중ㆍEU 도시화 파트너십 고위층 포럼’
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통한 친환경 도시화 구현이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은 이미 싱가포르, 스웨덴, 말레이시아 등 국가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중국의 많은 도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인프라 건설
및 도시 관리ㆍ운영 시스템 등과 관련된 차별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민간 및 공공 건설시
장의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국내 건설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
으로, 관련 부문의 해외시장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론 한국은
국내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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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이라크 등에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으나 중국 도시개발시장
에 대한 진출은 저조한 편이다. 또한 중국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
는 것은 건설, IT, 환경뿐만 아니라 의료, 유통,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연관 기업의 중국 진출까지 포괄하는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단순한 도
시시설의 건축이 아닌 도시개발 구상부터 시스템 구축과 관리, 운영
까지 협력하는 복합 내수형 진출이 긴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도시개발 현황 및 주요 협력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도시개발분야의 한ㆍ중 협력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중국의 도시개발 현황
가. 도시개발 관련 투자 현황
본 절에서 다루는 도시개발 관련 투자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중
도시개발과 관련된 투자를 의미한다. 2012년 중국의 전체 고정자산투
자액은 37조 4,695억 위안이며 그중 97%에 해당하는 36억 4,854억
위안이 도시부문에 투자되었다.3) 이 도시 고정자산투자 중 도시개발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투자항목은 [표 1]과 같다. 2012년 중국의 도
시개발 관련 투자규모는 18조 8,455억 위안으로, 전체 도시 고정자산
투자의 51.7%를 차지하였다. 즉 중국의 전체 고정자산투자 중 97%

3) 지난 10년(2003~12년)간 도시 고정자산투자와 농촌 고정자산투자의 비중은 94:6에서
97:3 정도까지, 도시 고정자산투자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76

중국 지역경제 변화와 새로운 한ㆍ중 협력방안

표 1. 중국 도시개발 관련 투자 현황(2012년)
(단위: 억 위안, %)
항목

전체

도시고정자산투자 총액

364,854.1

전체 대비 비중

100.0

전력ㆍ가스ㆍ수자원
공급

중앙

지방

내자

홍콩ㆍ마카
오ㆍ대만

외자

23,763.
10,547.
341,090.4 344,031.1 10,275.9
8
1
6.5

16,671.9 (8.9) 4,590.4

93.5

94.3

2.8

2.9

12,081.5

16,168.7

324.7

178.5

전체 대비 비중

100.0

27.5

72.5

97.0

1.9

1.1

건설

3,685.3 (2.0)

193.0

3,492.3

3,641.3

28.4

15.6

전체 대비 비중

100.0

5.2

94.8

98.8

0.8

0.4

교통운수ㆍ창고

30,881.4
(16.4)

6,802.5

24,078.9

30,471.9

220.0

189.5

전체 대비 비중

100.0

22.0

78.0

98.7

0.7

0.6

부동산

92,639.4
(49.2)

2,335.3

90,304.1

85,575.5

4,645.4

2,418.5

전체 대비 비중

100.0

2.5

97.5

92.4

5.0

2.6

수리ㆍ환경ㆍ공공인프
라

29,618.4
(15.7)

1,196.3

28,422.1

29,435.2

107.8

75.3

전체 대비 비중

100.0

4.0

96.0

99.4

0.4

0.3

주민ㆍ기타 서비스

1,685.8 (0.9)

27.7

1,658.1

1,662.6

7.7

15.5

전체 대비 비중

100.0

1.6

98.4

98.6

0.5

0.9

교육

4,608.2 (2.5)

235.0

4,373.2

4,578.1

18.3

11.7

전체 대비 비중

100.0

5.1

94.9

99.3

0.4

0.3

보건ㆍ사회복지

2,617.0 (1.4)

105.9

2,511.1

2,597.7

9.5

9.7

전체 대비 비중

100.0

4.0

96.0

99.3

0.4

0.4

공공관리ㆍ사회보장

6,047.4 (3.2)

372.8

5,674.6

6,034.3

9.5

3.6

전체 대비 비중

100.0

6.2

93.8

99.8

0.2

0.1

도시개발 관련 투자

188,454.7
(100)

5,381.4

2,924.4

전체 대비 비중

100.0

2.9

1.6

15,931.0 173,323.7 180,948.9
8.5

92.0

96.0

주: ( ) 안은 도시개발 관련 투자총액 대비 각 항목의 투자비중을 의미한다.
자료: 『中国统计年鉴201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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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도시에 투자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도시개발에 투자되
고 있다.
도시 고정자산투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비중은 6.5:
93.5로 지방정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도시개발 관련 투자에
서도 지방정부의 투자가 전체의 92%에 달할 정도로 높다. 도시개발
관련 투자 중 중앙정부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전력ㆍ
가스ㆍ수자원 공급 부문과 교통운수ㆍ창고 부문이다. 특히 철도운수
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비중이 86.5%로 가장 높았으며 항공운수
(46.2%), 전력 생산ㆍ공급(33.8%) 등 역시 중앙의 투자가 비교적 많
은 분야이다. 철도, 항공, 전력 등 지역범위를 초월하는 교통인프라
및 에너지인프라 구축은 주로 중앙정부의 투자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부분의 도시개발 관련 항목은 지방정부의 투자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 이는 중국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서 지
방정부의 자금력 및 집행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도시개발 관련 투자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부동
산 투자로 전체 도시개발 투자의 49.2%를 점유하며 지방정부의 투자
비중(97.5%)이 압도적으로 높다. 부동산 투자에 이어 교통운수ㆍ창고
(16.4%), 수리ㆍ환경ㆍ공공인프라(15.7%) 및 전력ㆍ가스ㆍ수자원
(8.9%) 분야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리ㆍ환경ㆍ공공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주도로(투자비중 96%) 추진되고 있다.
중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투자는 비교적 적은 편으로,
홍콩ㆍ마카오ㆍ대만계 기업의 투자비중은 2.9%이고 기타 외자기업
의 투자비중은 1.6%에 불과하다. 도시개발 관련 분야별로 외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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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부동산 투자로 홍콩ㆍ마카오ㆍ대만
계 기업의 투자가 5.0%이고 기타 외자기업의 비중이 2.6%로 전체 외
자기업의 투자가 7.6%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전력ㆍ가스ㆍ수자원 공
급 분야에 대한 외자 비중은 3.0% 정도이며, 이밖에 대다수 도시개발
관련 투자에 대한 외자의 비중은 1%대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외자기업의 해당 분야에 대한 경쟁력이 낮거나 진출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다수 정부조달사업과 밀접한 분야로 중국정부의 해당 시장
에 대한 개방도가 아직 매우 낮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중국 도시개발과 관련된 고정자산 투자영역은 외자기업
에 제한적으로 개방된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 시장규모가 거대하고,
향후 도시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존 도시의 녹색화, 첨단화 등 재개
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추가적 개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가령 도시개발과 가장 밀접한 산업인 건설업의 경우 2012
년 총생산액 규모는 13조 7,218억 위안에 달하지만, 그중 홍콩ㆍ대만
계 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의 비중은 0.8%에 불과하며 특히 외자 독
자기업의 비중은 0.2%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기
업 수, 직원 수, 시공ㆍ준공 면적 중 외자기업의 비중 역시 각각
0.9%, 0.5%, 0.5%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건설업 추진에 필수적
인 토지(사용권) 구매가 현지 지방정부에 의하여 로컬기업에 배타적
으로 적용된 결과이며 이로 인해 외국기업의 현지 건설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4)

4) 2012년 중국 건설업 총생산액은 13조 7,218억 위안이며 그중 외자기업의 생산액은 1,127
억 위안(홍콩ㆍ대만 650억 위안, 기타 477억 위안)이었으며, 전체 기업 수는 7만 5,280개
이고 그중 외자기업 수는 680개(홍콩ㆍ대만 385개, 기타 295개)이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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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개발 수요 전망
도시개발사업의 범주에는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부동산, 건설 등
매우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이고 부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모든
분야를 정확하게 고려한 수요와 전망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
다. 이에 본고에서는 도시개발 관련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였던 부동산개발 투자 추이와 도시화 수요의 기본이 되는 도시인구
증가를 중심으로 도시개발 수요를 전망하였다.
2012년 중국의 도시인구는 7억 1,182만 명으로 전체 인구(13억
5,404만 명)의 52.6%로, 2015년까지 도시화율을 51.5%로 제고시키
겠다는 12ㆍ5규획의 목표는 이미 초과달성되었다.
중국의 도시화율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UN, World
Bank 및 중국정부 산하기관에서 관련 전망치를 발표하였다. UN은
2012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도시화율이 2020년 60%에서 2035년
70%(2030년 10억 명)를 넘어 2050년 7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
망하였다.5) World Bank는 China 2030(2012) 보고서에서는 2030년
중국의 도시인구가 전체의 2/3, 즉 67%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
다.6) 중국사회과학원(CASS)은 ｢도시발전보고서｣(2012)를 통해 2020년
도시화율이 60%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중국 인구발전연구
중심(CPDRC) 역시 중국 도시인구가 2020년까지 약 8억 5,000만 명
직원 수는 전체 4,267만 명이고 그중 외자기업의 직원 수는 23만 명(홍콩ㆍ대만 13만 명,
기타 10만 명)이다.『中国统计年鉴2013(2013).
5)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Population Division(2012),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
6) World Bank and Development Research Center for the State Council(2012), China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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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하여 60%의 도시화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중국의 도시인구는 그 증가속도가 점차 둔화되면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2020년에는 도시화율이 무난히
60%를 넘어서 2030년까지 도시인구가 연평균 약 1,700만 명씩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30년까지 약 3억 명의 인구가 추가로 도시
에 진입한다는 추산이다.
한편 중국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투자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신규 도시인구 수로 나눈 1인당 투자액도 빠르게 증가
하여 2011년 30만 위안 수준에 육박할 정도였다. 만일 이러한 1인당
투자규모가 유지되고 매년 도시인구가 1,700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고려할 경우, 중국의 부동산개발분야에 매년 약 5조 위
안의 투자가 유발될 것이다.7) 물론 신규 도시인구 1인당 부동산개발
투자액이 앞서 가정한 것과 다르게, 향후 크게 낮아지거나 높아질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인당 투자액이 낮아질 가능성과 관련하여서
는,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부양 투자의 여파가 남
아 있어 2011년 1인당 투자액 규모가 지나치게 높아졌을 수 있다는
점과 중국의 보장성 주택건설정책으로 향후 부동산투자 수요가 낮아
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8) 반면 1인당 투자액이 높아질 가능성
으로는 소비계층의 분화로 인한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각종 공

7) 정지현 외(2012),『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8) 중국은 12.5 규획 기간(2011~15년) 동안 3,600만 채의 보장성 주택(면적 50㎡ 이하의 보
급형 소형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1~12년 1,000만 채, 2013~14년 1,600만 채가
건설될 계획이며, 이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신규 도시인구의 주택문제가 상당 부
분 해소되어 향후 부동산투자를 위축시킬 충분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지현 외
(2012),『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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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설 및 상업시설의 고급화 등이 예측된다는 점과 신규공급토지를
집체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익에 대한 자각수준 제고 및 지방
정부의 토지판매수익 확보유인 증대 등으로 인해 토지구매비용이 상
승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9)

표 2. 중국 도시개발 수요 추이(1995~2011년)
신규
도시인구
(백만 명)

도시 부동산개발 투자액

도시인구
(백만 명)

도시화율
(%)

1995

352

29

10

3,149

5

1996

373

31

21

3,216

5

2

15,316

1997

394

32

21

3,178

4

-1

15,135

연도

(억 위안)

GDP 대비
비중(%)

증가율 신규 도시인구
(%)
1인당(위안)
31,515

1998

416

33

22

3,614

4

14

16,428

1999

437

35

21

4,103

5

14

19,539

2000

459

36

22

4,984

5

21

22,655

2001

481

38

22

6,344

6

27

28,837

2002

502

39

21

7,791

7

23

37,100

2003

524

41

22

10,154

8

30

46,154

2004

543

42

19

13,158

8

30

69,254

2005

562

43

19

15,909

9

21

83,733

2006

583

44

21

19,423

9

22

92,490

2007

606

46

23

25,289

10

30

109,951

2008

624

47

18

31,203

10

23

173,351

2009

645

48

21

36,242

11

16

172,580

2010

670

50

25

48,259

12

33

193,038

2011

691

51

21

61,740

13

28

293,999

자료: 정지현 외(2012),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의 [표 2-5] 재인용.

9) 신규 공급 토지를 집체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익에 대한 자각수준이 제고되고 있
는 사례로, 토지보상 문제로 인한 갈등을 표출한 광둥성 우칸춘의 농민시위사태를 들 수
있다. 정지현 외(2012),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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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간적 도시화 추진계획
현재 중국은 도시인구 증대라는 인구의 도시화와 함께 도시지역 확
대라는 공간적 도시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자연발생적인 도시화
과정에서는 도시부문의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산업성장에 필요한
인력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이 생활할 공간
과 일할 공간(산업부지)이 확대되면서, 인구의 도시화와 공간적 도시
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반면 중국은 도시화를 유발할 수 있는 있
는 중점산업을 정하고 이 산업들이 집적되는 공간(생산기지)을 선별
하여 이를 통해 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12.5규획’에 효율적인 국토개발 추진을 명시하고, 이듬해
인 2011년 6월 ｢전국 주체기능구(主體功能區) 규획｣을 발표하여 이
를 구체화하였다. 주체기능구 규획에서는 중국 전역을 도시화 지역,
농산품 주산시, 중점생태기능구로 구분하였고 기능별로는 최적화개발
지역, 중점개발지역, 개발제한지역, 개발금지구역 등 네 개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도시개발과 관련된 도시화추진지역은 최적화개발
지역과 중점개발지역을 포함한다. 최적화개발지역은 높은 인구밀도와
과잉개발로 자원 및 환경의 과부화가 초래된 지역으로 도시기능이 최
적화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역
인 환발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이 해당되며 도시개발 최적
화, 건설용지 증가 통제, 생태환경 개선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중점개발지역은 자원 및 환경의 적재능력과 인구 및 경제 집적조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공업화 및 도시화를 통해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중서부 18개 지역(省)을 중심으로,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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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의 산업을 이전받고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확대하며 중대형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산업 및 인구를 집적시킬 계획이다.
위와 같은 중국 전체의 공간적 도시화 추진계획과 함께 중국 각 지
역 역시 공간적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 및 경제 발전수준이
높은 3대 경제권 내에서는 기존 도시의 업그레이드 및 새로운 콘셉트
의 도시개발사업이 주를 이루는 반면, 상대적으로 산업화 및 경제발
전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성도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를 포함하는
도시집합체인 도시군(도시권) 개발(인프라 및 산업기반 조성 등)이 대
세를 이루고 있다.

그림 1. 중국의 도시개발 현황

시안
국제화 도시
톈산베이포 경제벨트/
톈산난포산업벨트/
난장 삼지주

헤이룽장 도시군 /
하다치무 도시벨트
네 이 멍 구 후바오어
탕산
에코시티
타이위안
도시군

선우신청

중위안 도시군
환수도 경제권

베이징 국제 창업원/
빈하이 신구 베이징 11개 신도시
톈진 에코시티

닝샤 옌황 경제지구

쑤저우
공업단지

하이시도시군/
동부도시군

장강 삼각주 경제권

란저우
핵심경제구

주강삼각주 경제권

쓰촨 5대 경제 구

허페이
경제벨트

청위경제구

산둥반도 블루경제구/
황허삼각주 생태경제구/
省 도시군/
루난경제벨트
푸동신구/
충밍다오 공업단지/
상하이 10개 신도시/
상하이 라전 프로젝트

환포양후 생태경제구
구이저우
첸종경제구

우한도시군
창주탄 도시군

광저우 지식도시
베이부만 경제도시

자료: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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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도시개발 협력사례(정부간 협력사례)
각 지역마다 도시화가 추진되고 있는 중국에는 현재 다양한 도시개
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다수의 외국기업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도시개발사업에는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해당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물론 미국, EU 및 일본 등 도시 설계와 건설 등
사업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기업 자체적으로 중국의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들 역시 정부의 간접적인 후방지원이 뒷받침되
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도시개발분야의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간 협
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중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주요 특징, 현
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과의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도시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싱가포르이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국내외 다양한 도시개
발사업 경험을 토대로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과 도시개발 협력사업
을 구상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지역, 콘셉트, 규모의 도
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쑤저우 공업단지와 같은 공동개
발 성공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는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어 그
협력 방식과 노하우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밖에 에코시티 구
축에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을 비롯하여, 오랜 경제협
력관계를 유지해온 말레이시아 등과도 공동으로 도시개발을 추진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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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과 외국 정부 간 주요 도시개발 협력 프로젝트
프로젝트

협력
국가

개발
기간

개발
면적

도시 콘셉트

산업ㆍ주거ㆍ상업ㆍ
연구ㆍ교육 기능이
통합된 복합도시
주거ㆍ레저ㆍ상업
톈진
2008~
싱가포르
30㎢ 기능이 복합된 친환경
에코시티
20
도시
스마트시티ㆍlearning
광저우
2010~
싱가포르
123㎢ 시티ㆍ에코시티 지향형
지식도시
30
미래도시
중국 최초로
탕산만
2009~
스웨덴
150㎢
심비오시티
에코시티
20
*
(SymbioCity) 구현

지역적 분포

쑤저우
싱가포르 1994~ 80㎢
공업단지

친저우
산업단지

말레
이시아

2012~
55㎢
25

중국-스웨덴
탕상만 에코시티
중국-싱가포르
톈진 에코시티
중국-싱가포르
쑤저우 공업단지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 산업도시

중국-싱가포르
광저우 지식도시

저탄소첨단과학
산업단지

주: * SymbioCity란 에너지, 상하수 처리, 쓰리기 처리 등 도시운영의 3대 기능을 종합관리하는 스웨
덴식 도시개발모델이며 스톡홀름 인근의 친환경도시인 하마비(Hammarby)시가 대표적이다.
자료: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가. 쑤저우(苏州) 공업단지
1994년부터 개발사업이 시작된 쑤저우 공업단지(SIP: Suzhou Industrial
Park)는 당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하이테크 산업단지 육성이 필
요했던 중국과 국가전략 차원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및 도시개발모델
의 타지역 적용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필요했던 싱가포르의 이해관계
가 맞아떨어져 성사되었다. 당시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가 주롱
(Jurong)과학산업단지를 모델로 하는 산업단지를 중국에서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면서 양국간 협력구상이 시작되었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쑤저우 공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공동투자를 통
해 중신그룹이라는 개발회사(CSSD, 中新集團)를 설립하였고 중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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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은 인프라 건설, 투자 유치, 토지개발,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 컨설
팅 서비스 등 단지 개발 및 건설 등을 담당하였다. 중신그룹은 1994
년 중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35:65의 비율로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중국 측 컨소시엄은 14개의 중국 국유기업으로 구성되었고 싱가포르
측 컨소시엄은 정부 연계기업인 케펠그룹10)을 주축으로 다수의 외국
기업 참여까지 포함된 24개 기업으로 구성되었다.11) 이후 2001년에
양국은 상호 협의하에 중신그룹의 지분구조를 65:35로 조정하였으며
2005년 증자를 통해 52:28로 지분비율을 조정하였다(나머지 20%는
홍콩 등 기타 투자자).12)
쑤저우 공업단지 협력개발에서 싱가포르의 핵심적 역할은 인재육
성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선진적인 도시개발 경험을 전수하였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쑤저우 공업단지 개발 및 관리에 참여하는 공무
원 등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유관기관에서 담당분야를 직접 체험하는
교육ㆍ트레이닝 프로그램을 150여 차례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약
2,500명 이상의 관계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무경험을 체득
하였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운영 관련 비용 모
두를 전적으로 지원하였다(항공료 제외). 이는 도시개발에서 새로운
기능을 갖춘 도시(단지)를 외형적으로 건설하는 것보다 이러한 도시
가 유지ㆍ운영되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10) 케펠그룹은 싱가포르 공기업 지주회사인 테마섹(Temasek)에 속한 정부 연계기업(Government
Linked Company)으로 부동산개발, 해양산업, 에너지환경기술 등의 사업을 운영 중인
싱가포르의 10대 기업 중 하나이다.
11) 싱가포르 측 컨소시엄에 참여한 외국기업에는 삼성, 미쯔비시, GE, Rodamco 등이 대표
적이다.
12) 중신그룹의 지분구조 변화와 관련된 배경 및 과정은 정지현 외(2012),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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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이러한 도시관리시스
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공무원 등 관계자가 도시 운영 및 관리
방법을 숙지하고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교육과 훈련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쑤저우 공업단지는 협력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중국 최고
의 산업단지로 성장하였다. 1994년 이후 약 17년간 쑤저우 공업단지
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0%를 넘어섰으며 국내외 2만 개 기업의 입
주가 진행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쑤저우 공업단지의 개발
경험을 중국 내 다른 지역 개발에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개발경험 전
수사업을 양국이 공동으로 투자한 중신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이다.13) 단순한 산업단지 건설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개발모델의 보급
을 통해 싱가포르식 도시(산업단지)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형 도시의 중국 진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 톈진(天津) 에코시티
톈진 에코시티(SSTEC: Sino-Singapore Tianjin Eco-City 2008~20년)
는 톈진시의 만성적인 물부족문제를 싱가포르의 수자원 활용경험을
통해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양국 정부간 협력프로젝트이다. 실제로 싱
가포르는 폐수처리시스템을 통해 폐수를 재활용함으로써 전체 용수
소비량의 약 15%를 절약하고 있다.

13) 중신그룹은 장쑤성 수첸(宿遷)시와 난퉁(南通)시의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여 쑤저우
공업단지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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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50:50으로 투자한 개발회사가 톈진 에코
시티의 단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초기 투자자본은 40억 위안(약
6억 달러) 정도였다. 개발기간 중 146억 위안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
이다. 출자비중은 양국이 동일하였으나, 출자방식에서는 중국 측이
현물(토지)출자, 싱가포르 측은 자본(현금)출자를 통해 개발회사에 투
자하였다. 또한 중국은 톈진 국유기업인 타이다(泰達)와 국가개발은
행을 중심으로, 싱가포르는 케펠그룹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 특히 톈진 에코시티 개발사업은 세계은행 지
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al Facility)으로부터 약 700만 달러
의 개발자금을 지원받았고 기술자문 등도 받고 있다.
현재 톈진 에코시티에서 추진 중인 에코 프로젝트에는 히타치, 필
립스, ST 엔지니어링, 지멘스 등 외자기업의 참여가 활발하다. 히타치
는 에코-CBD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홈에너지 관리시스템 및 전기
자동차 솔루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ST 엔지니어링은 에코
-CBD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에코 비즈니스 파크의 폐기물수집장
치 설계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다. 광저우(广州) 지식도시
광저우 지식도시(SSGKC: Guangzhou Knowledge City)는 쑤저우
공업단지와 톈진 에코시티(중앙정부 간 협력사업)와는 달리 광둥성
정부(지방정부)와 싱가포르 중앙정부 간 협력개발사업이다. 2008년
당시 광둥성 당서기 왕양은 제2의 경제도약 원동력으로써 싱가포르
의 발전경험을 중시하여 광둥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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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싱가포르가 지식산업발전이라는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14) 이
를 통해 2010년 광둥성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 협력채널이 정식으
로 가동되었으며 개발업무 관련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광저우 지식도시는 광둥성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가 50:50으로 출
자하여 설립한 개발회사가 단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본금 규모
는 40억 위안 수준이었다. 중국 측은 광저우 지식도시관리위원회가,
싱가포르 측은 싱브릿지(Singbridge)15)가 각각 설립한 법인을 중심으
로 컨소시엄이 구성되었다.
광저우 지식도시개발사업 추진에서 중국 측은 관리규정 제정 및 대
규모 인프라사업 추진 등을, 싱가포르 측은 도시설계ㆍ부동산개발 및
도시관리시스템 전수 등을 분담하여 주관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와
의 협력사업의 특징인 도시관리시스템 전수는 식수공급시스템, 도시
디자인설계, 전자정부시스템 등과 관련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써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도 광둥성 정부는 공공시설과 교육시설 등
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싱가포르의 관련 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 IDA 인터내셔널은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과 디지털시티 마스터플랜 설계ㆍ운영관리 분야에서 협력 사업에 참
여하였으며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 설립 프로젝트에
협력하였다.
14) 당시 당서기 왕양은 지식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제2의 경제도약을 추진하고, 산업고도
화 및 사회관리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경험을 통해 광둥성 발전모델의 방향성을 수립하
고자 협력을 제안하였다.
15) 싱브릿지(Singbridge)는 싱가포르 공기업 지주회사인 테마섹(Temasek)이 100% 지분을
보유한 출자회사로, 2009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총괄개발자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아시아, 중동 등 신흥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중국시장에 중점적으로 진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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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탕산만(唐山湾) 에코시티
탕산만 에코시티(TBEC: Tangshan Bay Eco-City 2009~20년)는
허베이성 탕산시가 자매도시인 스웨덴 말뫼시(에코시티 성공사례)에
협력을 제안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2009년부터 개발사업이 추
진되었다. 스웨덴 입장에서는 국가 미래주력산업인 생태환경산업을
중국에서 구현할 시범지역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탕산만 에코
시티 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
탕산만 에코시티는 중국 최초로 스웨덴식 도시개발모델인 ‘심비오
시티(SymbioCity)’를 구현한 사례이며 기존 싱가포르와의 협력과는
달리 시(市)정부 차원에서 시작한 협력사업으로, 대규모 자본투자보
다는 기술협력과 인력 교류 및 교육 등이 주요 협력분야이다. 도시건
설자금의 대부분을 탕산시 정부의 투자(인프라 건설에 100억 위안 투
입)와 서브 프로젝트를 통해 유치한 기업의 투자로 충당하고 있으며
스웨덴 정부는 일부분을 지원하였다.16)
국제대학단지, 레저단지, 中日생태협력단지, 국제관광단지 등으로
구성된 탕산만 에코시티 개발사업에는 SWECO, PURAC, TERMO
등 스웨덴 기업이 각각 엔지니어링 컨설팅, 수처리ㆍ바이오폐기물 처
리 엔지니어링, 열역학 관련 설계ㆍ설치ㆍ운영ㆍ관리 서비스 등을 중
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中日생태협력단지는 21세기형 의료건강
시범지역으로 노무라종합연구소, 일본설계, 다이와주택, 샤프 등 일본

16) 스웨덴 정부의 자금출자는 스웨덴 수자원처리업체인 Purac Environmental Systems가
건설 중인 자원관리센터 시범프로젝트에 스웨덴 국제개발처(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가 300만 크로나(SEK, 약 42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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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연구를 비롯한 디자인, 부동산개발, 에너지절약기술 등의
분야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부 차원의 협력에서 시작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으
로 격상시키려는 노력 중에 있는 본 개발사업은 자금난 및 중앙정부
의 정책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둔화되고 있다. 탕산시의 상위 정부
인 허베이성에서 자금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아 건설자금 모집에 난항
을 겪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억제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체가 적극적인 투자 및 개발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 친저우(钦州) 산업단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정부 간 협력사업인 친저우 산업단지(QIP: Qinzhou
Industrial Park: 2012~25년)는 말레이시아의 MSC 계획17)을 벤치마
킹하고 아세안지역과의 교류 확대 및 저탄소주거지역 개발 등을 목적
으로 광시장족자치구의 친저우시에 건설되고 있다. 이 협력사업은
2011년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수교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업추
진에 합의함에 따라 2012년 4월 착공되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총자본금 3억 달러를 각각 51:49의 비율
로 출자하여 개발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회사를 중심으로 현재 인프
라를 건설하고 있다. 중국 측은 현지 국유기업들과 중국개발은행 등
이 주축이 되고 말레이시아 측은 RH 그룹(자원가공, 미디어, ICT, 부
동산개발)과 SP Setia 그룹(부동산개발) 등이 주가 되어 협력사업을
17)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계획은 글로벌 IT 기업 유치와 자국 기업 육성을 통
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하여 2020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말
레이시아의 국가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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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이다. 또한 향후 말레이시아 콴탄(Kwantan)지역에도 친저우
산업단지와 유사한 규모의 공동 산업단지를 설립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2002년 중국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기업협력, 투
자자문, 정부 간 교류 및 협상 등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말레
이시아ㆍ중국 비즈니스 이사회(MCBC)를 설립하였는데, MCBC의
주석을 중국 특사로 임명하여 친저우 산업단지 프로젝트 관련 협조
및 감독 업무를 부여할 정도로 본 협력사업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친
저우지역이 해안과 인접한 남쪽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 때문에 향후 개발면적 확대에 제약이 따르고
인프라 및 산업기반 시설, 고급인력 등이 부족하여 개발사업에 어려
움이 예상된다.

4. 한ㆍ중 협력방안
주지하듯 도시화와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이
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가진 국가와의 협력 수요가 매우 크다. 또한
중국 도시개발분야의 정부 간 협력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중국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외국 정부 및 기업은 대부분 해당 도시
의 개발경험이 있거나 에코시티, 스마트시티 등 최근의 경제사회적
트렌드를 잘 접목한 새로운 콘셉트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한 초기 개발협력사업의 성공을 토대로 개
발콘셉트, 협력 지역 및 파트너 등을 다양화하고 있다. 즉 우리 역시
중국 도시개발시장 진출에서 중국의 needs, 한국의 강점, 글로벌 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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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국의 주요 도시개발 협력사업의 정부간 협의체 구조
개발 프로젝트

협력국가

최상위 협의체

의장

정부수준

쑤저우
공업단지(SIP)

싱가포르(1994)

연합협조이사회

양국 부총리

중앙

톈진
에코시티(SSTEC)

싱가포르(2008)

연합협조이사회

양국 부총리

중앙

광저우
지식도시(SSGKC)

싱가포르(2010)

싱가포르-광둥성
협력회의*

광둥성 부성장,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

지방(중),
중앙(싱)

탕산만
에코시티(TBEC)

스웨덴(2009)

감독위원회

양측 시장

시급
지방정부

친저우
산업단지(QIP)

말레이시아(2011)

중국-말레이시아
경제무역연합위원회

상무부장(중),
무역공업 부장(말)

중앙

자료: 정지현 외(2012),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의 [표 5-1].

드를 접목한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 협력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은 △기술협력 위주의 산업단
지 및 배후 주거지 개발 △첨단 IT 등 하이테크 기술 기반의 스마트
에코시티 및 U-city △첨단의료복합단지 △세종시와 같은 행정중심복
합도시 개발 등을 협력모델로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
통과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양국 정부의 고위급 관료가
주축이 되는 협의체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회의를 개최할 필요
가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과 도시개발 협력사업을 추
진 중인 주요 국가의 중앙정부간 최상위 협의체 의장은 양국 부총리
혹은 장관급 인사이다. 최근 중국 지방정부가 외국정부와 도시개발
협력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만을 파트너로 고수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정부를 적절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개발사업 관련 이해관계의 조정, 민관협력 수행 등 효율

194

중국 지역경제 변화와 새로운 한ㆍ중 협력방안

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해외 도시개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ㆍ중 간 도시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방식에 따라 대
규모의 투자재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재원조달방식을 다원화할 필
요가 있다. 싱가포르와 같이, 정부간 협력사업에 외국기업 및 금융기
관과의 공동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대규모 자금투자에 대한 부담과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국기업의 참여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해당 도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도 다른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 또한 톈진 에코시티의
사례와 같이 세계은행 등 제3기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
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탕산만 에코시티 사례처럼,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협력방식이 아닌 기술협력 및 인력 교류 위주의 협
력 등도 협력 경험의 축적 및 실리적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도시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 환경 등 분야의 중국
시장 진출 제약에 대한 논의를 한ㆍ중 FTA 협상에서 거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서비스의 경우, 자국에서 취득한 건설면허 자격등급
및 실적을 점진적으로 상호 인정해주고 외자기업에 대한 입찰제한요
건도 완화해줄 것을 논의해볼 수 있다. 또한 정부조달사업에 관련된
협상을 통해 중국의 지방정부 조달사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분야와 관련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
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별 기업의 시장
접근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도시개발 관련 주요 기관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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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 위주로
중국 도시개발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중국과 정부 간 협
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ㆍ중 무역협회 등 민간조직을 활
용하여 자국 기업과 중국 유관 기관 및 업체 관계자들 간의 교류 및
협력을 후방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영국계 도시개발 관련 기업
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국 도시개발사업
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우리 중소기
업의 중국 진출 지원 전담기구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의 경우, 광저우 지식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자국의 경쟁력 있는 중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촉진단위(EPU) 사업부를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12개 중소기업이 광저우 지식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
다. 이밖에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중국 도시개발시장의 후
발주자인 자국 기업의 인지도 및 적응력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대행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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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FTA, 지방 발전과
지방간 협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요 약

정 환 우*

FTA는 국가간 교류에서 관세 감면/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투자 및 서비

스 자유화, 경제협력 촉진효과 등을 가져오며, 이는 양국 지방의 발전과 지방간 교류에도
나타난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지역경제권(‘황해경제권’)은 FTA로 대표되는 통상협
력이 미미한 가운데 민간수준의 자연적 교류는 급증해온 대표적인 지역이다. 한ㆍ중
FTA는 이러한 민간수준의 자연적 교류와 미미한 협력 간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선 집적효과, 지리(인접성)효과, 수요(산업)효과 등을 기준으로 볼 때 한ㆍ중 FTA는 한
국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략 경인지역, 인천권, 새만금권, 다도해권 등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농업개방 미고려 시). 한편 중국 쪽으로는 대략 동
북지역, 수도권, 장강삼각주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지역간 협력도 한ㆍ
중 FTA가 체결되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
가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한ㆍ중 FTA가 포괄적인 협정이 될 필요가 있다.

*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1. FTA, 지방경제, 지방협력
FTA는 양국간 관세 및 관세 이외 분야에서 국가 간 교역을 증대시
킴으로써 무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확대시키며, 양국간 시장을 통합
하는데서 오는 규모의 경제와 경쟁활성화 등을 통해 양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된다.1) 그러나 이러한 FTA의 경제성장효과를 공간적
으로 좁혀볼 경우 성장촉진효과는 지역경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더 나아가 지역경제 성장효과는 각 지역이 FTA의 효과를 누릴 수 있
는 여건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FTA의 성장촉진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여건으로 클
러스터, 거점지, 접경지, 역외가공지 등을 들 수 있다. 클러스터란 인
위적으로든 자연적으로든 FTA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산업의 집적
효과가 이루어졌던 지역을 말한다.2) FTA 효과가 발생하면서 생기게
되는 양국간 무역과 투자가 확대될 경우 이 지역이 가장 먼저 집중적
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접경지역도 FTA의
효과를 빨리 보게 되는 지역이다. 양국간 교역이 늘어날 경우 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을 통하기 마련이고, 교역이 많아지는 곳에 거
래와 생산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물론 접경지가 지리적으로 가장 가
까운 곳일 필요는 없다.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는 항구지역일 수도 있
고, 공항지역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특수한 상황이긴 하나
역외가공지3) 역시 지역경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역외가공지역 인
1) 정인교(2001), FTA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46~49.
2)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마이클 포터(2001), 경쟁론, 세종연구원, 제7장 참고.
3) 2012년 5월 한ㆍ중 FTA 협상 개시 당시 한ㆍ중 양국은 한반도 역외가공기지 설치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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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란 FTA 체결 당사국이 인정한 제3의 지역 생산제품을 체결당사
국의 제품이라고 인정하고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ㆍ중
FTA에서는 당연히 북한이 대상지역이다.
이상에서 본대로 FTA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이점을 누릴 수 있
는 지역으로 클러스터, 거점지, 접경지를 들 수 있다. 즉 공간적으로
FTA가 체결된 뒤 무역이 집중되고, 생산이 집중되며, 거리가 가까운
곳이 1차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그림 1 참고).

그림 1. FTA와 지역경제 성장촉진효과 개념도

FTA 효과
투자 확대

동태적 효과

무역 확대

Customer
겹정지

지역발전

거점지
역외가공지

자료: 저자 작성.

용에 대해 기본 합의를 이루었다고 발표했다. ｢한ㆍ중 통상장관 회담결과(한ㆍ중 FTA 협
상 개시 선언)｣,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1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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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TA는 해당국의 지방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세 및 비
관세 장벽이 많이 남아 있던 단계에서 국가의 지방 간 교류는 중앙
차원의 장벽으로 인해 활발하지 않았으며, 지방이 교류의 주체가 되
기는 힘들었다. 지방간 교류의 장애, 예를 들어 관세, 통관, 상호 인정,
투자 등에 대한 제한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약되었기 때문에 지방정
부들로서는 실질적으로 교류를 촉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FTA가 체결되면, 타결된 협상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긴 하
겠지만, 이제 지방이 양국간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다. 과거 중앙을 통하거나 중앙 차원의 규정을 적용해야만 지방간 교
류가 가능했으나 이제 장벽이 완화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교류의 내
용과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 2. FTA 체결 전후 지방 간 교류 변화 개념도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중앙
(한,중)

지방
지방

지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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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방

2. 한ㆍ중 지방간 교류 및 협력의 현주소
가. 동아시아지역 협력의 현황
한ㆍ중간 지방간 교류를 살펴보기 위해 일단 상이한 개방수준하에
서 지방간 교류와 발전이 어떤 형태를 띨 수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국가간 협력 내지 개방 수준을 세 가지 유형, 즉 폐쇄(적대),
개방, 통합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폐쇄, 즉 적대 상태는 양국간
관계가 없는 상태로서 국경이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
킨다. 이 경우 양국 경제는 단절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교류 중심지
의 후보인 변경지역은 낙후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냉전시기에 동유럽
과 서유럽 변경지역, 동독과 서독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고 갈등기
에 중ㆍ러 접경지역과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이런 예를 볼 수 있다.
개방단계의 지방간 교류유형도 있다. 폐쇄, 즉 단절 상태는 아니나
통합단계도 아닌 상태를 가리킨다. 이 유형에서 국경은 교류와 소통
의 통로로 역할을 하며 국제무역, 해외투자, 공간적 성장 확산의 중심
으로 대두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 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만 지
방간 교류와 발전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한ㆍ일
수교 이후 한ㆍ일 간 접경지역(대한해협 양안지역), 관계 정상화 이후
중ㆍ러 접경지역을 들 수 있다. 특히 한ㆍ중 수교 이후 환황해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며 수교 이전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아졌지만 지방간 교
류가 본격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4)

4) 수교 이후 한ㆍ중 지방간 교류의 성과와 한계에 관련해서는 김동성(2004. 4), 한중 지방
정부의 교류와 발전전략 비교,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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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제개방수준에 따른 접경지역의 발전 및 교류 유형과 사례
(단위: %)
국가 간 협력

폐쇄(적대)

개 방

통 합

국경의 역할

- 장벽으로서의 국경

- 개방 국경(교류, 소통) - 無장벽 국경

지역발전의
특성 및 요인

- 변경지역 낙후

- 국제무역
- 해외투자
- 공간적 성장 확산

-

- EU(발틱연안, 독ㆍ폴 접경)
- 한ㆍ일 해협지역
- NAFTA(미국ㆍ멕시코 접경,
- 중ㆍ러 접경(정상화 이후)
캐나다ㆍ미국 접경)
- 환황해(中, 개방 후)
- 싱가포르ㆍ조호르ㆍ리아우 지역

예

냉전기 동서유럽
냉전기 동서독
갈등기 중러접경
남북한

- 요소이동
- 지역성장(집중과 분업)

자료: 본문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한ㆍ중 양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이 개방단계에 이르긴 했지만 경
제통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동북아(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지역) 특유의 긴장과 견제 관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적 지
역강대국화를 지향하는 중국은 대외경제와 관련해서도 자국을 중심
으로 한 통상협력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또 다른 지역강대국인 일본에 대해 협력을 하면서도 상호 견제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물론 중간규모에 중간수준의 발전단계에 있
는 한국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일본에 대한 자세와 다소 다르
게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강화와 제도화에 좀 더 적극적이다.
한국의 동북아지역전략은 정권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동북의
평화와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가교역할을 추구해왔다는 공통적인 특징
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개방적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추진 및 이
과정에서 자신의 교량역할 확대이다.5)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전략도 이

5) 한국의 대외 통상전략 및 동아시아 통합전략에 대해서는 정인교 외 공저(2009), 동아시
아경제통합: 주요국 입장과 통합 관련 이수, 서울경제경영, 제4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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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개방적ㆍ전면적 지역협력 확대 및
FTA 허브역할 강화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한ㆍ중 간 협력 강화 및
제도화, 특히 2012년 시작된 한ㆍ중 FTA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물론
일본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며, 더 나아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표 2. 동북아 3국의 지역협력 비교

동아시아
전략
지역경제
협력
양자 협력

한국
‘동북아중심국가’
→ 개방적
동아시아(아태)주의(?)
개방적, 전면적 지역협력
확대
한ㆍ일: 확대,
제도화 모색
한ㆍ중: 확대,
제도화 모색

중국

일본

독자적 지역강대국화

미ㆍ일동맹에 기초한
개방적 아태주의

자국 중심의 협력망
구축

자국 중심의 선별적
양자협력 확대

중ㆍ일: 확대, 상호 견제
중ㆍ한: 확대, 제도화
모색(좌동)

일ㆍ중: 확대와 견제
일ㆍ한: 확대와 제도화

자료: 저자 작성.

나. 한ㆍ중 간 지역별 교역 현황
한ㆍ중 FTA가 지방 발전 및 지방 간 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
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별 무역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역동향
은 앞에서 밝힌 클러스터, 접경지, 거점지와 관련해 각 지방이 어떤
비중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23.7%와
17.8%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서울(12.6%), 울산
(12.4%), 경북(9.2%), 전남(8.7%), 경남(5.3%), 인천(3.5%)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대중 수입의 지방별 비중을 보면 수출과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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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34.4%와 28.0%로 절
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외에 경남(8.5%), 인천(5.5%), 부산(5.1%),
경북(3.4%)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인천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반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유는 두
지역이 산업생산지역이라기보다는 도시로서 무역중심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지방별 대중 무역구조를 통해 볼 때 한ㆍ중 FTA가 발효될 경
우 대체로 기존의 산업과 무역 중심지인 대도시, 특히 황해연안지역
이 좀 더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림 3. 대중국 수출입의 지방별 비중

<대중 수출의 지방별비중(2010~11)>
부산, 2.0 전북, 1.2 대구, 1.1 대전, 0.6 강원, 0.1
충북, 2.5
제주, 0.0
광주, 2.6
인천, 3.5
경기,
경남, 5.2
23.7
전남, 8.7

인천, 5.5

경북, 9.2

울산,
12.4

<대중 수입의 지방별 비중(2010~11)>
전북, 1.1 대전, 0.7 광주, 강원, 제주,
전남, 1.9
충북, 2.4 대구, 1.6
0.7 0.4 0.0
울산, 3.0
충남, 3.2
경북, 3.4
서울,
34.4
부산, 5.1

서울,
12.6

경남,
8.5

경기,
28.0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kita.net, 검색일: 2012. 11. 28).

이런 의미 있는 차이는 각 지방의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림 4]는 각 지방의 수출에서
대중 수출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을 보면 충남, 경기, 서울, 전남, 충북, 광주
등이 전국 평균 24.6%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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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중국과 가까이서 마주보고 있는 황해 연안지역의 수출에서 대중
수출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접경지가 FTA의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남,
충북, 광주 등은 절대적인 수출량이 많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중 수출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지방별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
난다. 중국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는 경공업 중심지의 대중 수입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구(36.6%), 부산(29.7%)이 바로 그 지역
이다. 전통 대구의 섬유산업 등 경공업 중심지의 경우 중국에서 가공한
중간재를 자기 지역의 생산에 활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다만 해당 산업이 중국의 추격에 직면해 있는 산업임
을 감안할 때 일방적인 이익이라고 보기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우리나라 지방의 수출입 중 중국의 비중

<지방의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2010~11)>

(%)
40.0
35.0

40. 5
34. 3

31. 0
28. 0

24. 6

36. 6

30.0

31. 3
24. 1
26. 5

23. 9
21. 1

20.0

18. 1
18. 2
17. 9

15.0

12. 9
10. 5
8. 6

10.0
5.0
0.0

29. 7
25. 3 24. 3

25.0

전국
충남
경기
서울
전남
충북
광주
대구
경북
대전
인천
부산
울산
전북
영남
강원
제주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지방의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2010~11)>

23. 9 23. 8
21. 5

19. 9

19. 3

16. 6

12. 7
12. 7

11. 4

10. 7
8.7
3.6 3.2

전국
충남
경기
서울
전남
충북
광주
대구
경북
대전
인천
부산
울산
전북
영남
강원
제주

(%)
45.0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kita.net, 검색일: 201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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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입의 중국 성(省)별 비중
<한국 대중 수출의 성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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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http://kita.net, 검색일: 2012. 11. 28).

중국 측 지방별 무역분포를 봐도 대동소이하지만 일부 다른 현상도
보인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장쑤성, 산둥성, 상하이, 톈진 등 중국의
연해 경제중심지이자 황해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다만 중국 전체
대중 교역의 중심지인 광둥성은 과거 한ㆍ중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크지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광둥성의 경우 FTA에 의한 이득에서 접경지로서보다는
클러스터 및 중심지적 효과를 많이 누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대체
로 광둥성을 제외하면 황해연안지역이 발전촉진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접경지적 혜택과 중심지적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전체 경제나 대외 교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랴
오닝성 등 동북 3성 지역은 한ㆍ중 FTA의 효과를 더 많이 누릴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클러스터 및 중심지적 효과를 보는 데는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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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접경지적 이점을 누리기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
역들은 역외가공지 인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북한과 인접해 있어
이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6. 한국의 대중 지방별 투자 추이

<한국 대중 수출의 성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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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출입은행(검색일: 2012. 11. 28).

한국의 지방별 대중 투자를 통해 중국 측 지방별 FTA 수혜효과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중 투자는 단연 장쑤성과 산동성에
집중돼 있다. 그 뒤를 랴오닝성, 광둥성, 상하이시가 잇고 있다. 한ㆍ
중 FTA에 따른 투자확대와 이에 따른 지방성장촉진효과는 한국의 투
자가 집중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렇게 볼 때 광둥성을 제외하고 장쑤성과 산동성, 랴오닝성, 상하이시
등이 지방성장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랴오닝성은 한국의 대중 투자가 많기도 하지만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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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곳이며, 특히 한국ㆍ북한ㆍ중국과 중첩적
접경지로서 여러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된다.

3. 한ㆍ중 FTA와 지방 발전, 그리고 지방간 협력
이상 살펴본 한ㆍ중 간 무역의 지방별 분포를 이용하여 한ㆍ중
FTA에 따른 지방별 성장촉진효과를 그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클
러스터, 접경지, 중심지, 이 위에 역외가공지역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다. [그림 7]에서 지역별 원의 크기는 효과의 정도를 의미
한다.
가장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역시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이다. 그 뒤를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인천 등이 이을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도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평가되는데, 제주도는
제조업 기반과 대중 수출입이 많지 않지만 최근 들어 서비스업과 관광
을 중심으로 한ㆍ중 간 교류가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작은 규모에
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 제주도는 한ㆍ중 간 교류 발전의 미래를 가늠
하는 상징지역이 될 수도 있다.
반면 경상남도와 부산, 울산, 대구 등은 한국 내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한ㆍ중 FTA의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물론 상호 경쟁촉진 및 규모의 경제 등 이른바 ‘동태적
효과’를 감안할 때 이 지역들이 한ㆍ중 FTA의 부정적 효과, 즉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효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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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한ㆍ중 FTA의 한국 지방별 경제적 효과 평가

자료: 저자 작성.

다음은 중국 측 지방별 경제촉진효과이다. 마찬가지로 상기 네 가
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발전효과 순위는 대략 랴오닝성
(동북 3성) → 장쑤성(장강삼각주) → 산동성 및 베이징, 톈진, 허베
이성(수도권 지역) → 광둥성(주강삼각주지역) 등이 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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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ㆍ중 FTA의 중국 지방별 경제적 효과 평가

자료: 저자 작성.

중국경제, 특히 중국의 대외 및 한ㆍ중 경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중서부지역이 한ㆍ중 FTA의 효과를 많
이 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이유는 한ㆍ중 FTA에 따라 중국경제가
한국에 더욱 개방되면서 한국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늘어나고, 이 결
과 혜택을 좀 더 누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상 양국의 FTA 체결에 따른 지방 성장에 대한 기대효과 전망을
종합하여 양국간, 지방간 협력구도의 윤곽을 그려보면 대략 [그림 9]
와 같다. [그림 9]에서 두 가지의 대략적인 특징을 알아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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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한ㆍ중 FTA의 양국간 지방간 협력에 대한 효과

자료: 저자 작성.

이다. 첫 번째는 한ㆍ중 수교 이후 한ㆍ중 간 교류 자유화 단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황해를 중심으로 한 지방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
리라는 것이다. 자유화 단계에서 나타난 접경지 및 클러스터, 중심지
강화 현상이 한ㆍ중 FTA를 통해 더욱 촉진되고 더 나아가 이 지방을
아우르는 지방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접경지효과와 역외가공효과의 중첩적 작용에 따른 중국ㆍ한
국ㆍ북한 간 교류 심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는 중국의 동북지역(특히 랴오닝성)과 한국의 수도권 지역을 아우르
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한ㆍ중 지방간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ㆍ중 FTA, 지방 발전과 지방간 협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213

4.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나
이상 개방화 단계에서 형성된 한ㆍ중 간 무역 및 투자의 지역별 구
조를 중심으로 한ㆍ중 FTA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주요 지방별로 미
칠 경제적 효과와 지방간 교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클러
스터, 접경지, 중심지, 더 나아가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혜택효과까지
요인으로 추가하여 검토한 결과 양국 모두 경제중심지이자 양국간 교
류가 집중되는 곳(즉 접경지), 특히 수도권 지역(한국)과 동북 3성 지
역(중국)이 FTA의 효과를 기대해도 되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효과에 기반한 환황해지역 내 지역 간 협력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에 근거할 때 한ㆍ중 FTA의 지방발전효과와 지
방간 교류와 관련하여 대략 세 가지 분야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우선 지방간 기대효과에 어울리는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기
대효과가 큰 지역은 기대 예상 및 수요 증가 예상분야에 대해 사전적
인 준비가 필요하다. 황해연안지역에서는 지방간 협력사업환경이 바
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위한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
에는 동북 3성ㆍ수도권 등 접경지역 간의 협력강화방안을 사전적으
로 마련하는 일이 포함된다. 물론 지역 전체로는 기대효과가 크더라
도 피해예상분야가 함께 존재하는 지역은 각별한 사후대책도 필요하
다. 충남, 전북, 전남 등 지역은 전체적으로는 기대효과가 크지만 피
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의 비중이 커 기회와 우려가 공존하는 지역이
다. 이 지역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피해 대비와 사후대책을 지방
차원에서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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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한ㆍ중 FTA를 추진함에서 일부 FTA 협상내용을 일부
지방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해보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6) 예를 들
어 비관세장벽 완화/철폐나 경제협력사업, 투자자유화 확대 등의 경
우, 완화/철폐 등 사업의 경우 대체로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워낙 방대하고 지
역 간ㆍ부문 간 격차가 심한 중국의 입장에서 일괄적인 협상 타결과
실시에 조심스러운 태도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
한 문제가 심각할 경우 중국의 입장에서 기대효과가 크고, 다른 지역
에 대한 충격이 덜한 지역, 혹은 선진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상기 FTA
협상대상을 시범적으로 추진해보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본격적
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산동성, 랴오닝성, 톈진 등 한ㆍ중 FTA
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장쑤성,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 내 선진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고, 한국으로
서는 전체 지역이나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우선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른 시간 안에 가시화되진 않겠지만 협상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중국의 접경지역ㆍ북한ㆍ한국의 접경지역을 아우르는 협력
사업 내지 무역ㆍ투자 원활화 사업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업은 단순히 한ㆍ중 양국의 지방 발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ㆍ중 양국, 더 나아가 북한을 포괄하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
고 공동번영에도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6)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중국의 전문가들 중에서도 지방간 시범사업의 필
요성에 대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ㆍ중 FTA, 지방 발전과 지방간 협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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