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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ㆍ토론 요약
본 세미나는 2013년 정식 출범한 시진핑 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중
국 주요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지역별
진출전략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다. 특히 동북지역의 주요 개발프로
젝트, 중부지역의 유망ㆍ신흥 산업의 발전 현황, 동부지역의 특구 육
성 현황을 짚어보고 한ㆍ중 협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기업
의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 및 진출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먼저 중국 동북지역 경제전문가인 지린성 사회과학원 마커 원장은
지린성 두만강에 위치한 훈춘(琿春) 국제협력시범구의 현황과 전망
을 소개하였다. 훈춘 시범구는 한국이 소비시장과 노동력 공급지로
활용 가능하고, 북한과의 협력 및 한ㆍ중ㆍ일 FTA에서 주도권을 확
보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발표의 지정토론자로 참
여한 KIEP 김부용 박사는 훈춘 시범구는 창지투(長吉圖) 개발사업의
일환이고, 훈춘시는 동해로 나가는 출구에 위치해 매우 중요한 기능
을 할 것이므로, 더 많은 외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사업에 외자 참여의 진입문턱을 낮추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헤이룽장성은 중국의 대러시아 및 동북아 협력의 핵심 교두보이다.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다즈강 소장에 따르면, 헤이룽장성은 무단(牡
丹)강ㆍ수이펀(绥芬)하 지역개발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기업은 중국ㆍ일본 기업과 공동으로 러시아 극동지
방의 자원, 물류, 관광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동아대 원동욱 교수는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
자가 적었던 가장 큰 이유를 높은 물류비용으로 꼽으며, 최근 물류환
경이 개선되었으나 다른 나라의 항구를 빌리는 형식의 사업은 동북아
국제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화중과기대 장젠화 교수에 따르면, 후베이성은 현재 후기 공업화
단계로 이동하는 중이고, 주로 아시아계 외국기업이 우한(武漢) 도시
군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중부굴기전략과 산업이전전략,
우수한 과학교육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할 계
획이다. 토론자인 KOTRA 장상해 차장에 따르면, 후베이성 우한(武
漢)시를 중심으로 외자기업의 관심이 급증하였고, 향후 중국 내수시

장에 한국기업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 중국 대기업과 한국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시성 사회과학원 궁젠원 연구원은 장시성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
전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였다. 특히 태양광, 풍력, 원자력, 신에너지
자동차, 항공기, LED 조명, 신소재, 바이오, 녹색식품, 문화창의 등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육성하고 있다. 한국은 자금, 인재,
기술 면에서 장시성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광산자원의
개발 및 가공, 태양광, LED 조명, 바이오, 녹색식품, 문화창의 산업에
서의 쌍방 협력을 강조하였다. 토론자인 KIEP 정지현 박사는 장시성
은 국유기업 비중이 높다는 점이 외자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반면, 중소기업이 이러한 국유기업과의 협력을 잘 이용한다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둥성 사회과학원의 구춘타이 부소장은 한국과 산둥성의 교류 현
황과 주요 발전계획을 소개하였고, 그 중에서도 칭다오(靑島), 옌타이

6

중국의 지역별 환경 변화와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방안

(煙台), 웨이하이(威海), 웨이팡(濰坊)의 신구가 한국기업의 진출 유
망지역이며, 향후 국제물류통로 건설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에서 상
호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자인 수원과학대 박정식 교
수는 산둥성의 해양산업은 기초분야에서는 중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높으나 원유 생산, 선박 수입, 컨테이너와 같이 좀 더 고도화된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러나 이러한 분야에 대기업 등의 진출이 활발하고, 경제구 발전과 관
련된 내부정책과 자금지원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된 점에서는 잠재력
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푸젠성 사회과학원 리훙제 부원장은 푸젠성의 경제적 위상과 주요
발전계획을 소개하였다. 리훙제 부원장은 향후 푸젠성은 항구, 도시,
산업의 3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할 계획이므로 이 클러스터들
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며, 따라서 한국기업은 친환경
제조, 산업 업그레이드, 스마트시티, 비교우위 등을 적극 어필해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인 KIEP 노수연 박사는 한국과 푸젠성 간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대만기업의 푸젠성 진출경험을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푸젠성의 각종 우대정책은
1차적으로 대만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나, 대만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면 우리 기업에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동아대 오동윤 교수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 투자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한ㆍ중 중소기업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국 중소기업은 초기 경공업 위주에서 1990년대 말 조정기를 거치면
서 중화학공업으로 투자업종이 변경되었으며, 향후 정보통신산업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또한 한ㆍ중 중소기업이 수출입과 설비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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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제3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것을 제시하
였다. 토론자인 산업연구원 이문형 박사는 향후 중국 경제는 더욱 내
수 위주로 재편될 것이므로 우리 중소기업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투자가 아니라, 향후에는 양
국 간의 쌍방향 투자를 제안하였다. 토론자인 지린성 사회과학원의
진메이화 연구원은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 한ㆍ중 중소기업의 협력
에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양국 중소기업이 제3국 시장을 공동
으로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푸젠
성 사회과학원 우창난 소장은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 진출 시 지역별
환경이 다름을 유념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 각 지역은
산업정책 유도도 중요하지만 클러스터형 발전도 중요시하고 있으므
로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론자인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의
류솽 부원장은 헤이룽장성에 한국 중소기업의 유망 진출분야로 한ㆍ
중 양측이 공동투자하여 변경지역에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해 파는 방식, 다칭(大慶)시의 LED, 애니메이션 산업, 농산품 고
부가가치 산업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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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마커(馬克)*

2012년 4월 13일 중국 투먼장(圖們江) 지역(琿春) 국제협력시범구가 공식

승인되었다. 시범구는 동북아 지역협력방식이 양자 또는 다자 간 협력모델로 발전하고
중국 대외개방의 새로운 전략인 ‘다자간 균형’의 배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중국 국
경지역 개발ㆍ개방의 6대 거점 가운데 하나다. 훈춘 시범구는 중장기 성장목표의 틀에서
‘4대 기지’를 중점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1년여의 과정을 거쳐 시범구 건설과 관련된 9
건의 특별 정책이 비준되고 경제촉진효과를 나타내는 등 이미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시범구의 설립은 한국기업이 중국 투먼장 지역에 투자하는 데 정책적, 산업적, 시장적 기
회를 가져다주고 있다.

핵심용어: 중국, 투먼장 지역 시범구, 한국 투자기회

* 지린성 사회과학원 원장

2012년 4월 13일 중국정부는 훈춘에 중국 투먼장 지역 국제협력시
범구(이하 ‘훈춘 국제협력시범구’)를 설립하도록 공식 승인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전국 주요 기능 지역계획｣과 ｢중국 투먼장 지역 협력개
발계획 요강- 창지투(창춘ㆍ지린ㆍ투먼), 개발ㆍ개방의 선도지역으
로 건설｣을 실시해 창지투 경제구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
옌볜의 개발ㆍ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다. 훈
춘은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타이틀이 포함된 시범구로서 광시 둥싱
(廣西東興), 윈난 뤼리(雲南瑞麗), 네이멍구 만저우리(內蒙古滿洲
里), 신장 카스(喀什), 코르고스(霍爾果斯)와 함께 중국 국경지역 개

발ㆍ개방의 6대 신거점으로 발돋움하였다.

1.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의 설립배경
훈춘 시범구의 설립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흐름과 중국 대외개방의
새로운 변화 속에 중국이 동북아 개방과 중국 동북지역의 발전을 추
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가. 동북아 지역협력의 노선 선택과 훈춘의 지리적 우위
동북아 지역은 세계경제 구도에서 성장잠재력과 전략적 상호 보완
성이 가장 큰 지역이지만 복잡한 정치관계, 역사관의 대립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통합된 메커니즘을 형성하지 못했다. 특히 한ㆍ
중ㆍ러ㆍ일 4국과 북한ㆍ몽고의 양대 경제권 간에 격차가 크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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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이 현재 동북아 지역협
력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중ㆍ러,
중ㆍ북 위주의 양자협력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한ㆍ중ㆍ일 FTA 위
주의 다자간 협력메커니즘 역시 구축되고 있다.
훈춘은 북ㆍ중ㆍ러 3국의 접점인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중심에 위
치해 있어 동북아 지역협력에 독특한 지리적 우위를 갖는다. 우선 훈
춘은 북ㆍ중ㆍ러 접점의 우위를 통해 러시아, 북한 등 상대적으로 낙
후한 권역의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 북ㆍ중ㆍ러 3국은
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중첩되는 수요가 커 중국은 북ㆍ러 양
국과 양자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북ㆍ중ㆍ러 3자협력을 추진해 동북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권역의 국가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훈춘은 ‘창춘ㆍ지린’의 내륙을 거점으로 일본, 한국 등
선진국 권역과 협력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훈춘은 서로
다른 권역 사이에 끼어 있어 둘 간의 통합을 조율ㆍ추진할 수 있으므로
시범구를 핵심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나. 다자간 균형을 이루는 중국의 대외개방전략
2012년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는 ‘호혜공영과
다자간 균형을 이루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방형 경제체제’의 대외개
방전략을 제시해 17차에서 제시했던 ‘국내외 연계’를 ‘다자간 균형’
으로 조정하였다. ‘다자간 균형’ 전략이 요구하는 새로운 시기 중국의
대외개방구도는 연해 개방지역에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고 내륙지
역을 중국이 국제경제체계에 편입하기 위한 격전지로 삼으며 옌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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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역에 특별 개방정책을 실시해 주변과의 협력을 강화, 옌볜 개방
을 새로운 시기 대외개방 확대의 중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헤이룽장(黑龍江), 지린, 랴오닝(遼寧),
네이멍구를 동북아에 개방하기 위한 주요 허브로, 신장을 서부로 개
방하는 주요 기지로, 광시(廣西)를 아세안과 협력하기 위한 고지로,
윈난을 서남지역의 개방을 위한 주요 교두보로 각각 발전시켜 국경지
역의 대외개방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배경하
에 동북아의 두 나라와 동시에 마주하는 국경 개방지역, 투먼장 지역
협력의 핵심인 훈춘은 20여 년의 국경 개방, 소지역협력의 경험을 갖
추고 있어 새로운 개방구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의 계획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의 총면적은 90㎢, 전체 훈춘시와 징신진(敬
信鎭)이 속한다. 그 중 훈춘시에는 14㎢의 훈춘 구도시와 13㎢의 신

도시, 53㎢의 협력지역이 포함된다.
가. 기능적 영역
훈춘 국제협력시범구는 국제산업협력지역, 국경무역협력지역, 북ㆍ
중 훈춘 경제협력지역, 중ㆍ러 훈춘 경제협력지역 등 4개 기능지역을
포함하며 기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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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동북아 협력과 개발ㆍ개방을 향한 중요한 플랫폼

창지투의 산업기반에 근거해 훈춘의 개발ㆍ개방을 목표로 하여 북
한, 러시아, 일본, 한국, 몽고 등 동북아 국가와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의 경제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새로운 국내외 환경에서 훈춘 국제협력시범구
를 동북아 지역 각국이 서로 장점을 보완하는 효과적인 협력의 매개
체로 발전시킨다. 창지투 선도지역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더욱
개방적인 경제협력지역을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
2)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종합교통운송허브

중국과 북한, 러시아, 몽고를 잇는 육로 핵심 항과 북한ㆍ러시아가
공동건설한 항구를 기반으로 삼고 중국ㆍ북한, 중국ㆍ러시아, 중국ㆍ몽
고를 잇는 철도와 도로를 연결고리로 삼으며 일본해 연안국가를 연계
하는 육상ㆍ해상 복합운송노선을 교통망으로 하여 동북아 지역에 빠
르고 편리한 국제운송노선과 종합교통운송허브를 구축한다.
3) 동북아 지역의 상업물류센터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기본으로 국내외 두 개의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분업ㆍ협업을 개선,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흐름과 집중을 촉진한다. 국경지역의 수출가공과 선진제조
업을 육성하고 해외자원개발, 생산서비스, 국제물류구매, 해외여행 등
의 산업을 키우는 데 주력하여 동북아지역의 상업물류센터로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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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가 번영하고 환경이 아름다운 살기 좋은 생태형 신도시

자원개발과 함께 생태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생태형 도시 건설
에 힘쓰고 거주환경을 개선, 사회사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삶의
질을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아름다운 생태환경과 풍족한 삶의 살기 좋
은 지역을 만든다.
나. 건설목표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의 종합목표는 중국 동북지역의 진흥,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국경지역의 개방수준 향상과 중국의 대외개방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동북아지역의 국제협력 개발 및 중국 국경지역의
개발ㆍ개방 시범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틀에서 두 단계의 성
장목표를 설정하였다.
1) 건설 시작단계(2012~15년)

이 단계의 주요 목표는 2015년까지 개방형 경제성장구도를 기본적
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인프라시설체계를 잘 갖추고 우수한 체제, 시
장, 정책, 법률 환경을 조성한다. 국내외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개선하
고 대외개방체제 및 메커니즘을 확실히 혁신한다. 상업물류를 발전시
키고 국경 또는 국제관광을 활성화시키며 초보적인 수준의 국제협력
모델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가 연계된 발전, 개방형 경제성장
구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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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적 성장단계(2016~20년)

이 단계의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개방형 경제성장구도를 종합적
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북ㆍ중ㆍ러 국경 경제특구의 설립, 체제 및 메
커니즘 혁신, 종합교통운송허브 설립,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중ㆍ러, 북ㆍ중 간 입지 우위와 현재의 메커니즘을
활용해 국제협력지역의 건설을 기초로 국경 경제특구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에너지 수출입기지, 식량 수출입노선, 가공제조업기지
로 삼으며 가공업의 3국 면세, 특구 인력 및 차량의 자유통행 등 일련
의 특수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다. 건설의 범위
훈춘 국제협력시범구는 에너지ㆍ광산기지, 외향형 수출가공기지,
국제물류기지 및 국제관광기지 등 ‘4대 기지’의 설립을 범위로 하고 있다.
1) 에너지ㆍ광산기지

에너지ㆍ광산기지는 국제경제협력을 원동력으로 ‘시장과 자원은
해외의존, 정밀가공(심가공)은 국내 의존’을 추구하며 국내외 자원의
개발과 이용, 정밀가공에 힘을 기울이며 에너지ㆍ광산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에너지수출 공급기지의 경우 전력분야를
우선 발전시켜 대북 송전을 추진한다. 북한의 나선지역에 60만kwh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석탄자원 개발가공기지의 경우 이를
통해 석탄화학공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비철금속제품 가공수출기지의
경우 즈진(紫金)광업을 선두로 하고, 석유제품 생산가공기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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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무역, 석유 및 가스 저장탱크를 건설한다.
2) 외향형 수출가공기지

국경노선과 수출가공지역의 우위를 살리고 내륙에 근거해 러시아,
북한 두 시장에 진출한다. 국내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내외의
선진적인 생산기술과 공법을 도입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현대화된 외
향형 수출과 산업을 육성하며 조직적인 산업의 정착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선진화, 제품고도화, 종류의 다양화 및 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자동차부품 및 장비 제조업 기지, 파인스틸가공수출기지,
고급목제품 정밀가공 수출기지 및 단순 제조업 제품가공 수출기지 등
선진 제조업을 중점 발전시켜 투먼장 지역,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 파
급력이 크고 첨단기술력을 갖춘 대형 선진제조업 클러스터, 순환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한다.
3) 국제물류기지

국제물류기지의 건설은 현대화된 물류인프라, 물류 공공정보 플랫
폼, 국제물류노선, 투먼장 지역의 물류망 체계 및 전문적인 물류단지
건설을 포함하여 국제노선을 주축으로 옌볜 국경과 지역교통허브에
의존한 국내외 양방향의 역내 현대화 물류망을 구축한다. 현재 훈춘
국제협력시범구 물류노선 구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 대해
췐허(圈河)에서 원정 검문소교(元汀口岸橋)에 이르고 슈아이완즈
(甩彎子)에서 나선에 이르는 철도노선을 신설한다. 러시아에 대해서
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직접 마주하는 춘화(春化)항, 창링즈(長嶺子)
에서 러시아 항구로 이어지는 운송노선을 신설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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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항해노선의 재개 및 한ㆍ일 노선 연장을 추진한다. 몽고에 대해
서는 훈춘에서 아얼산(阿爾山), 초이발산(Choybalsan)까지 이어지는
철도 운송노선을 건설한다. 일본과는 훈춘ㆍ자루비노(Zarubino)ㆍ니
가타(新潟) 노선을 추진한다.
4) 국제관광기지

훈춘의 ‘삼강오국(三疆五國)’, 다양한 민족 풍속, 국경지역으로서
의 면모, 다양한 생태 등의 특징을 살려 국제관광의 협력을 적극적으
로 강화하고 국내외 관광자원을 통합해 관광산업을 신흥 핵심산업으
로 육성한다. 다국적 국제관광협력구 설립을 기준으로 하여 중ㆍ러
국제관광 경제협력구를 계획ㆍ건설하고 북ㆍ중 국제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환동북아 관광노선을 개설해 훈춘을 주
축으로 동북아 5국 관광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관광의 새
로운 구도를 형성한다. 국제관광도시의 기준에 따라 인접국가의 요식,
오락, 상품 등의 관광요소를 도입해 훈춘을 동북아의 유명한 관광지,
국내외 관광객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3.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의 현황
2012년 4월 승인된 이후 1년여의 시간 동안 훈춘 국제협력시범구
의 건설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 투먼장(圖們江) 지역(琿春) 국제협력시범구 건설 및 한국의 투자기회

19

가. 특별 지원정책의 비준
2012년 4월 국무원이 배포한 ｢중국 투먼장 지역(훈춘) 국제협력시
범구 건설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 근거해 시범구에서는 9개 분야에서
특별 지원정책의 지원을 받고 있다.
① 조세정책. 2012~15년 정부가 발전을 장려하는 국내외 투자사업,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한 수입 자가용 설비, 계약에 따라 설비와 함께
수입한 부품, 교체부품 등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② 산업구도와
투자. 신에너지, 신소재 및 장비제조업 등의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예산 내에서 인프라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③ 토지 이용. 용지계획지표상에 적절한 혜택을 부여하고
주요 사업의 건설용지를 보장한다. ④ 해외 인프라시설 건설. 북ㆍ중,
중ㆍ러 훈춘 경제협력구 사업 등 단지 건설과 관련된 해외의 대형 인
프라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 ⑤ 금융. 금융상품과 서비스방식의 혁신
을 추진하고 국내외 각종 금융기구를 유치하며 국제금융업무를 확장
한다. ⑥ 세관 모니터링 및 검문소 신설. 훈춘 철도검문소를 석탄수입
검문소에 편입시키고 전자검문소를 신설하여 지린성 내 화물의 국제
운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⑦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 양성. 국제과학
기술협력기지를 설립하고 혁신형 인재의 유치를 강화해 이 지역 혁신
체제의 건설을 촉진하고 중소 IT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⑧
통관의 편리화. 관광비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자가용 관광의 발전을
지원하며 주변국가 주민의 훈춘 국제협력시범구 출입국의 편의조치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⑨ 자금 지원. 아시아지역 협력특별자
금을 통해 정부예산이 투먼장 지역의 핵심 문제연구와 특별 계획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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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 중점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나. 경제발전 촉진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훈춘 국제협력시범구는 급속히 성
장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시범구의 기능지역 모두가 큰 폭
의 경제성장을 실현했고 그 가운데 협력구의 성과가 가장 두드러진
다. 예를 들어 협력구의 지역총생산(GRDP)은 동기 대비 30% 성장한
62.4억 위안, 산업총생산은 동기 대비 19.3% 성장한 130억 위안, 수
출입규모는 동기 대비 22.4% 성장한 8.2억 달러를 실현했다.
2012년 시범구의 발전은 훈춘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대외지향형 경제지표를 현저히 끌어올렸다. 2012년
훈춘시의 연간 지역총생산(GRDP)은 동기 대비 25% 성장한 125억
위안, 전체 공업총생산은 동기 대비 26.2% 성장한 256억 위안, 수출
입규모는 동기 대비 16% 성장한 11.6억 달러를 기록했다. 둘째, 중점
투자사업에 대한 촉진효과가 두드러졌다. 2012년 훈춘시가 실시한 중
점사업은 모두 90건, 총투자계획규모는 414억 위안, 실제 투자액은
동기 대비 40.2% 증가한 120억 위안이다. 이를 기초로 2013년 훈춘
시 실시 계획 사업은 130건이며, 774억 위안이 투자될 계획이다.
다. 시범구의 건설계획 초기 단계 확립
1년의 건설기간 동안 시범구는 이미 범위를 에너지ㆍ광산 기지, 외
향형 수출가공기지, 국제물류기지 및 국제관광기지로 확정했다. 4대
기지의 총사업규모는 훈춘시 중점사업 중 50%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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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훈춘시와 시범구 중점사업계획 총투자액의 비교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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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업에 광산품 및 수출가공 포함, 상업유통에 도로건설 포함.
자료: 珲春市经济技术合作局统计(검색일: 2013. 5. 10).

4대 기지 가운데 상업유통분야가 중요한 투자분야로 떠올랐다. 통
계에 따르면 2012년 상업유통분야의 투자계획금액은 152억 위안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41.2%를 차지한다.

그림 2. 4대 기지 투자계획 금액과 비중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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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珲春市经济技术合作局统计(검색일: 201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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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유통
관광

라. 물류노선 건설의 효과
시범구는 물류노선 건설을 통해 이미 투먼장 지역의 물류망 시스템
을 기본적으로 갖추어 국경지역 개발ㆍ개방을 위한 기반을 확실히 다
졌다. 러시아와 1,000만 톤급 국제 환적기지 건설에 착수해 자루비노
항의 1기 개선공사와 훈춘에서 러시아 카메소와야에 이르는 철도 시
운전을 성공리에 마쳤다. 크라스키노 검문소의 신축 공동조사건물은
곧 사용에 들어갈 예정이고 자루비노항의 냉동저장창고도 개선작업
을 마쳤다. 또한 훈춘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될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서두르고 있고 소형 차량의 국경 통과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 원정 검문소에서 나진항까지의 2급도로 개선사업
이 준공되고 중국 훈춘 췐허에서 북한 원정까지의 새로운 국경대교
설계와 조사 작업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췐허구안과 샤퉈즈(沙坨子)
검문소 간의 새로운 국경다리사업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 2013년 훈춘ㆍ자루비노ㆍ속초 노선이 운행을 재개했다. 중국
국내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도로, 철도, 해운을 통합시킨 국제교통허
브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대외운송을 통한 국내 화물
무역은 이미 누계 기준으로 10만 톤을 넘었다.
기본적인 물류노선망 체계를 갖춘 상황에서 시범구는 물류기지 건
설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훈춘 국제물류단지사업, 중국ㆍ동북아(훈
춘) 국제물류 집산센터사업 및 한국포항물류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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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범구와 한국의 협력 현황 및 한국기업의 투자기회
2009년 투먼장 지역 협력개발이 국가전략으로 격상된 이후 투먼장
지역 협력 선도지역의 창구인 훈춘의 개방 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한
국을 포함한 국내외의 훈춘에 대한 투자도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가. 시범구와 한국의 협력 현황
2012년 말까지 훈춘시의 외국기업은 모두 132개, 그 가운데 일본
회사는 17개로 외국기업의 12.9%를 차지했고 한국기업은 67개로
50.8%를 차지했다.
1) 노선 건설 협력

한국의 시범구 투자는 주로 물류에 집중되어 있어 노선 개설에서
협력이 비교적 활발하다. 현재 노선 건설분야의 양자간 협력은 주로
다음 몇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츠루가(敦賀)노선의 시찰, 부산
노선의 취항 성공, 속초노선의 재개, 한국 대아고속해운의 한ㆍ중ㆍ러
노선 운영, 한ㆍ중ㆍ러ㆍ일의 육상ㆍ해상 복합운송 추진, 환일본해
크루즈 관광노선 등이다.
2) 산업분야 협력

시범구와 한국의 산업분야 협력은 주로 포항 국제물류단지, 트라이
(Try) 섬유해외가공, 한국산업단지 산업부동산개발사업(한국 SK그
룹) 및 현대자동차 부품물류센터(한국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있다. 그

24

중국의 지역별 환경 변화와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방안

가운데 최대 규모의 건설사업은 포항 국제물류단지사업으로 총투자
규모가 약 11.65억 위안에 달하며 물류서비스지역, 무역서비스지역,
비즈니스물류지역 및 배후 생활지역 등 ‘4대 지역’을 건설할 예정이
다. 그밖에 시범구에는 이미 규모가 가장 큰 외자기업인 지린트라이
방직유한회사가 세워졌다. 시범구 특별 정책의 지원하에 윈다(運達)
편물, 홍펑(弘豊)의류, 지린트라이방직, 샤오다오(小島)의류 등 방직
회사들이 함께 의류의 해외가공 후 들여오는 시험을 하여 양호한 경
제효과를 거뒀다.
나. 시범구와 한국 간 협력의 특징
첫째, 한국의 관심이 높아졌다. 2009년 5월 한국정부는 강원도, 경
상북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동해안 지역의 투먼장 개발계획
(GTI)을 공식 승인함에 따라 한국기업의 투먼장 지역, 특히 훈춘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2010년 9월 한국 포스코그룹과
지린 퉁강(通鋼)그룹이 MOU를 체결하였고 2011년 9월 한국 SK그
룹과 투먼장 개발 선도지역인 훈춘시도 ‘한국 산업단지’ 투자협력의
포괄적인 협의를 체결하였다.
둘째, 협력의 전체 규모는 작은 편이다. 시범구에 투자한 외자기업
가운데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8%에 달한다. 하지만 투자규
모가 1,000만 위안 이상인 한국기업은 3곳, 5,000만 위안 이상 투자
한 한국기업은 두 곳뿐으로 전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편이다. 그 이
유는 첫째, 시범구의 설립시기가 짧기 때문이고, 둘째, 한국과 지린성,
동북3성과의 경제협력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무역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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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2011년 한ㆍ중 무역규모는 2,206.2억 달러에 달했지만 동북
3성과 한국의 무역액은 한ㆍ중 무역액의 4.8%인 106.2억 달러에 그
쳤다. 그 가운데 지린성과의 무역액은 7.9억 달러로 전체 한ㆍ중 무역
액의 0.3%에 머물고 있다.
다. 한국기업의 시범구 투자에 대한 기회 분석
1) 정책기회

중국정부는 시범구를 위한 9대 특별 정책을 실시한다. 그 가운데
면세정책, 물류비용 보조금 등은 한국 투자자에게 큰 이익을 안겨줄
전망이다.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해보는 것일 것
이다(先行先試). 이는 기업의 시범구 진입장벽을 낮춰 투자기업이 시
범구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다. 시범
구의 서비스 환경도 크게 개선하여, 주요 사업별로 1명의 관리위원회
간부, 하나의 전문기구, 하나의 전문팀이 맡는 이른바 ‘삼위일체’의
워킹 메커니즘을 실시하고 ‘컨설팅 메커니즘’의 도입과 서비스 환경
의 ‘경보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등 원스톱서비스제도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2) 산업투자기회

시범구는 2013년에 핵심 유치사업 약 63건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유치규모는 100여 억 위안에 달한다. 유치분야는 주로 에너지와
광산, 고급 섬유산업, 과학기술 등 산업분야의 49건, 레저쇼핑, 문화
미디어 등에서의 물류 3건, 한국이 투자한 훈춘ㆍ자루비노ㆍ부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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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포함한 노선 건설 7건, 관광 4건이 있다. 한국기업은 자국의 자
금과 기술적 우위를 활용해 시범구의 에너지ㆍ광산 가공분야에 투자
하고 한국의 독특한 문화산업의 우위와 서비스분야의 선진적인 관리
경험을 근거로 시범구의 관광 및 레저, 리조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3) 시장기회

대중국 투자의 형태가 바뀌면서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수단이 필요해졌다. 시범구는 바로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을 개척할 때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시범구는 또한
한국 기업이 러시아, 북한 나아가 동북아 시장을 개척하는 데 가장
좋은 루트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한국 최대의 무역파트너이자 시장이며 그 가운데 급속
한 성장단계에 있는 동북지역은 한국이 개척해야 할 신흥시장이다.
중국정부가 광역 투먼장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창지투 개발ㆍ개방
계획’을 국가전략으로 격상시킨 상황에서 광역 투먼장 개발의 중심지
인 중국 동북지역의 시장잠재력은 한국이 광역 투먼장 지역협력에 참
여케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다. 특히 ‘창춘ㆍ지린 통합화’ 계획
이 확정된 이후 한층 전망이 밝아졌다.
2010년 2월 20일 지린시 정부는 지린시 ‘창춘ㆍ지린 통합화’ 발전
계획을 확정했다. ‘창춘ㆍ지린 통합화’란 창춘, 지린 두 도시의 중심
50~70㎞를 반경으로 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그 경제규모가 성 전체의
2/3을 차지하며, 경제 비중이 창지투 개발ㆍ개방 선도지역의 90%를
차지한다. 이 지역은 창지투 경제에서도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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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발달, 산업집중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창지투 개발ㆍ개
방의 원동력이자 주무대이며 성 전체의 발전은 ‘창지’에, 창지의 발전
은 ‘통합’에 달려 있다. 창지투 지역발전전략의 실시를 기회로 지린성
의 두 핵심 도시인 창춘시와 지린시는 앞으로 통합을 적극 추진해 지
린 중부지역에 대도시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이다. 지린성 양대 도시의
결합은 지린성 산업발전에 유리할 뿐 아니라 한ㆍ중 협력에도 큰 시
장을 안겨줄 것이다.

참고문헌 및 관련자료
김부용ㆍ임민경. 2012. ｢창지투 개발의 현황과 시사점: 훈춘을 중심으로｣. 중
국성별 동향브리핑. 12월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慕容熙. 2012. ｢对加快中国图们江区域(珲春)国际合作示范区建设的几点
思考｣. 中国集体经济. 第30期.
梁明. 2010. ｢建设珲春国际经济合作示范区战略思路｣. 研究与探讨. 第
12期.
王景友. 2013. ｢四大基地助推珲春国际合作示范区跨越腾飞｣. 新长征.
3期.
汪洪涛. 2003. ｢东北亚区域经济合作模式的构筑｣. 社会科学. 第7期.
尹艳林. 2013. ｢多元平衡: 对外开放新战略｣. 国际贸易. 第2期.
赵爱玲. 2012. ｢东北亚的国际商贸通道: 珲春国际合作示范区｣. 中国
对外贸易. 第6期.
珲春市经济技术合作局(http://jshzj.hunchun.gov.cn/)(검색일: 2013. 5. 10).

28

중국의 지역별 환경 변화와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방안

헤이룽장성의 동북아 지역협력이
제공하는 ‘5대 기회’와
한국기업의 ‘4대 상업기회’

요 약

다즈강(笪志剛)*

미국의 아시아ㆍ태평양 재균형전략이 군사적 측면에서 경제무역 등 더 깊

은 차원으로 진행되면서 아시아ㆍ태평양, 특히 동북아 지역은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
다. 미묘한 양자관계, 점점 커지는 다자간 경쟁, 지속적인 전략방향 간의 마찰 등으로 인
해 지역협력의 수준과 흐름은 갈수록 오리무중이고 얼마 전까지 모든 나라가 낙관했던
동북아 지역협력의 잠재력, 활력과 기회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지역협
력에 영향을 주는 위기가 존재하지만 동북아 지역협력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주제, 호혜공
영이라는 공감대와 경제협력이 민생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지정학,
안보, 외교, 경제와 국민정서 등이 악화되는 추세는 이 지역협력의 잠재력, 활력, 규모, 기
회와 발전의 거시적 전망을 바꾸진 못했다. 동북아 지역협력에 관한 최신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판단에 따라 동북아의 핵심지역에 위치해 있고 러시아 및 동북아 지역협력에
지리적ㆍ입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헤이룽장성은 중ㆍ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등 동
북아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현실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헤이
룽장성과 그동안 쌓았던 경제협력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 역
시 양호한 한ㆍ중 관계 등 4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동북아의 중요한 협력파트너인 한
ㆍ중이 이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경제관계를 형성하고 호혜공영의 새로운 메커니
즘과 모델을 모색할 시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핵심용어: 동북아 지역, 헤이룽장과 한국, 경제협력

*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1. 동북아 지역협력의 난제와 긍정적인 변화
동북아 지역에는 지역외교, 정치, 안보와 관련된 갈등과 일시적 어
려움이 있으며 역내 양자 또는 다자 간 영유권, 이데올로기, 국민정서
등 여러 문제가 뒤엉켜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 단일화가 진행되어가
는 환경 속에서 지역협력의 잠재력과 규모가 크고, 활력이 넘치는 성
장지역이라는 큰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 위기가 가중되는 동시에 일
부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어 향후 동북아 지역협력을 낙관하는 기본적
인 판단에는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한ㆍ중ㆍ일 3국이 다시 자유무
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고 러시아가 극동대개발을 위한 ｢극동,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개발 국가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이 12차 5개년
개발 계획을 근거로 국경지역의 개발과 개방, 동북진흥전략의 새로운
10년 계획을 실시하는 등 지역협력, 특히 국경지역 위주의 국경 개방
과 성장은 계속 외부로부터의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가. 현존하는 난제
1) 지정학적인 상황 악화

지금 동북아는 그야말로 모든 일이 뒤엉켜 있다. 중ㆍ일 간 댜오위
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으로 인한 중ㆍ일 관계의
후퇴,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3차 핵실험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핵문제, 동북아 일부 국가와 남중국해 영해권을 주장하는 국가 사
이의 합종연횡(合纵连横) 등 동북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정치적 신뢰
가 낮고 국민정서가 악화되어 기업 간 교류가 제한되는 등 지정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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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정학적인 상황 악화로 인해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신뢰도 낮아지고 협력의 속도가 둔화되거나 심지어
퇴보가 나타나는 분야도 있다.
2) 지역안보의 급격한 악화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이 심화됨에 따라 군사적으로 한ㆍ미ㆍ일
동맹에 의존하고 경제적으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활용
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이로써
기존 안보의 ‘화약통’이자 새로운 안보의 ‘재앙지’인 동북아의 지정학
적 안보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냉전적 사고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군
사동맹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늘어나는 지역안보의 불확실성과 강대
국의 위협, 힘겨루기에 대한 걱정으로 지역 내 군비와 방어역량 강화,
역외 군사력이나 강대국의 힘을 빌려 지역안보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현상이 출현했다.
3) 지속적으로 악화 중인 지역외교

동북아의 지역외교에 전후 유례 없는 긴장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중ㆍ일 간 섬을 둘러싼 싸움은 이미 외교적 설전에서 해상의 군사 대
치상황으로까지 발전했고 전쟁의 불꽃이 삽시간에 번질 수도 있는 일
촉즉발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ㆍ일 양국은 종군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영토분쟁이 더욱 표면화되고 있고 북ㆍ일 수교협상은 지지부
진하며 러ㆍ일 간 영토문제는 해결이 요원하다. 이로써 동북아의 지
역외교는 양자 간 문제로 인해 다자외교가 경색국면에 빠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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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경제의 악화

동북아 지역협력에 심한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다. 지정학, 외교, 안
보의 영향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몇 나
라 간 양자관계의 악화로 인해 외교가 정치를 좌우하거나 정치가 경
제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와 경제의 결합현상이 출현했다. 기업 교
류와 민간관광 역시 정치적 요소의 영향을 갈수록 크게 받고 지역경
제의 성장 역시 국가전략과 정치적인 힘겨루기로 인한 벽을 넘지 못
하고 있다.
5) 악화된 지역감정

동북아 각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가 통하며 역사상의 왕래
가 잦았으나 최근 지역적인 긴장상태, 심지어 대립이 나타나면서 일
부 국가 간의 호감이 줄어들고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늘어나
고 있으며 국민정서가 악화되어 극단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 관광과 문화 교류 등 문화적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민족주
의 정서와 편협한 애국주의는 정치적 의지를 덮어 일부 전략적 결정
과 대응방안이 여론을 쫓아가는 형국이 되고 있다.
나. 긍정적인 변화
1) 최적의 협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는 전망은 불변

동북아 지역협력에 여러 위기가 가중되고 있지만 역내 각국의 경제
협력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바뀌지 않았고 지정학이 경제협력,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 역시 바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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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그러므로 지정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
더라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가장 크다는 사실
은 부인할 수 없다. 2012년 동북아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인
3.3%보다 4.1%포인트 높은 7.4%를 기록했다(표 1 참고). 최근 동아
시아의 GDP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
지며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 역시 커지고 있다(표 2 참고). 전 세계
가 성장률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동북아 지역은 2013년에
도 여전히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역할을 하고 있다.

표 1. 2012년 동북아, 아시아ㆍ태평양, 세계 경제의 성장 및 2013년 전망
(단위: %)

지역

연도

2012년

2013년

세계

3.3

3.6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5.6

6.3

동북아 지역

7.4

5.5

자료: IMF; UNCTAD가 발표한 데이터.

표 2. 2012년 동북아 지역의 주요 지표
유형

수치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면적(만 ㎢)

1700

육지면적의 11.5%

인구(억 명)

17

1/4

GDP(조 달러)

18

30%

무역규모(조 달러)

5

1/5

세계경제의 공헌도(%)

38

-

자료: 中国东北亚国家年鉴(2009~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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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의 최대 활력을 가진 지역이라는 사실은 불변

동북아의 지정학적, 외교적, 안보적 상황 등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
지만 이 지역이 현재 세계에서 경제 활력과 잠재력이 가장 크고,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르며 기회가 가장 많은 지역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동북아 각국의 GDP, 양자 및 다자 무역, 투자, 인적 교류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해준다(표 3 참고).

표 3. 2012년 동북아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 통계
(단위: 억 달러)
국내총생산
GDP

1인당
GDP
동기
순위 (순위)
대비(%)

수출입(동기 대비%)
총액
(%)

수출
(%)

수입
(%)

외자 실제
이용(%)

대외직접
투자
(%)

중국

8.3만

7.8

2

6,076
(87)

38,668
(6.2)

20,489
(7.9)

18,178
(4.3)

1,117
(-3.7)

772
(28.6)

일본

5.9만

1.9

3

46,736
(13)

16,840
(0.3)

7,984
(-3.1)

8,856
(3.5)

17.6
(3.4)

1,223
(12.4)

러시아

2.0만

3.4

9

14,247
(48)

8,372
(1.8)

5,247
(1.6)

3,126
(2.2)

1,546
(-18.9)

-

한국

1.2만

2.0

15

23,113
(34)

10,677
(-1.1)

5,481
(-1.3)

5,196
(-0.9)

-

232

-

-

200
(-)

68.1
(7.1)

28.8
(3.3)

39.3
(10.2)

-

-

12.3

137

3,627
(110)

111
(-2.6)

44
(-9.0)

67
(2.1)

39
(-17)

-

북한
몽고

550

(추산)
99

자료: 중국국가통计局(2012), ｢2012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中国商务部 홈페이지(www.mofcom.g
ov.cn, 검색일: 2013. 5. 15); IMF(2012), ｢2012 World Economic Outlook｣; 일본 내각부 경
제사회종합연구원 자료; 일본무역진흥기구 통계; 러시아 연방세관 데이터; KOTRA(2012), ｢2012
년 북한 대외무역동향｣; 몽고 국가통계위원회 잠정통계데이터 등.

3) 최대 협력규모라는 방향은 불변

최근 미국의 경제둔화,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와는
달리 동북아의 협력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ㆍ중, 중ㆍ러, 북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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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2년 동북아 국가 간 교역 일람
(단위: 억 달러)

국가별

금액

국가별

금액

중ㆍ러

881

러ㆍ일

320

중ㆍ일

3,295

한ㆍ러

212

한ㆍ중

2,563

북ㆍ러

10

북ㆍ중

60

러ㆍ몽고

8

중ㆍ몽고

66

한ㆍ일

643

북ㆍ일

-

일ㆍ몽고

-

한국ㆍ남북한

19.8

한ㆍ몽고

4.2

자료: 중국 상무부(www.mofcom.gov.cn, 검색일: 2013. 5. 15).

표 5. 2012년 중국과 동북아 각국 간 교역, 외자 상황 통계
(단위: 억 달러)
수출입(동기 대비 %)
총액
동북아

외자 유치
(누계)

해외투자
(누계)

금액(%)

수출(%)

수입(%)

38,668(6.2)

20,489(7.9)

18,178(4.3)

1,117(12,700)

772(5,020)

6,864.9(0.99) 2,895.6(4.9)

3,970(1.7)

104.4(1,423.8)

13.1(95)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17.8

14.1

21.8

9.4(11.2)

1.7(1.89)

중ㆍ일

3,294(-3.9)

1,516(2.3)

1,778(-8.6)

73.8(886.1)

2.2(15.9)

한ㆍ중

2,563(4.4)

877(5.7)

1,686(3.7)

30.3(528.9)

1.1(9.9)

중ㆍ러

881.6(11.2)

440.6(13.2)

441.0(9.2)

0.29(8.5)

6.6(44.2)

중ㆍ몽고

65.96(2.5)

26.53(-2.9)

39.42(6.5)

-(0.28)

3.2(22.1)

북ㆍ중

60.34(7.0)

35.33(11.6)

25.01(1.0)

-(-)

-(2.9)

자료: 중국 세관(www.customs.gov.cn); 중국 상무부 아시아사(司)(http://yzs.mofcom.gov.cn);
중국 상무부(www.mofcom.gov.cn); 주러 중국대사관 경제상무 참사처(검색일: 2013. 5. 15).

중, 중ㆍ몽고, 한ㆍ일, 러ㆍ일, 일ㆍ몽고 간의 교역은 모두 다소간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표 4 참고). 2012년 일본과의 교역이 3.9% 감소
한 것 외에 중국의 기타 동북아 국가와의 교역은 모두 최고치를 경신
했다(표 5 참고). 세계적으로 불황인 오늘날 동북아의 협력규모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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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늘고 있음은 경제가 외교를 개선하는 특수한 역할이 있음을
증명한다.
4) 협력기회가 가장 많다는 인식은 불변

각국이 전략적 게임을 확대하고 있다고 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
협력의 기회가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다. 미묘한 3자 관계 속에서
2013년 3월 26일 한ㆍ중ㆍ일 FTA 협상이 서울에서 열렸고 한ㆍ중ㆍ
일 FTA가 조속히 타결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여섯
차례나 진행됐던 남ㆍ북한 개성공단 협상, 베이징에서 열린 북ㆍ일 정
부 간 수교협상,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강화된 북ㆍ중 고위
층 교류 등은 모두 사람들이 지역 안정과 협력의 기회 및 공감대를
원하고 있고 상호 발전의 기회가 관계의 후퇴를 부분적으로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5) 최상의 협력적 발전이 진행되는 흐름은 불변

향후 동북아의 지역발전은 경쟁과 협력 및 갈등과 소통이 공존하며
경쟁과 교류가 교차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점을 추구)의 시대가 될 것이다. 국민 간의 상호 이해는 여전히
그 나라의 정치ㆍ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겠지만 동북아 지역은 민간
교류의 환경, 역사적 조건과 현실적인 기반이 단단하다. 특히 서로 연
결돼 있는 국경지역의 경우 주민의 국경을 넘어선 왕래, 통혼 등 빈
번한 교류로 지방정부 더 나아가 중앙정부에 대한 국경지역의 영향력
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안정과 협력에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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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이룽장성의 동북아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5대 기회’
최근 헤이룽장성의 경제는 9년 연속 성장을 지속하는 등 순조로운
발전모습을 보이고 있다. GDP 규모 1조 3,691억 위안, 식량생산 1,200
억 근(600억kg) 돌파, 대외무역 400억 달러 접근, 역외투자 40억 달
러 초과 등을 달성한 헤이룽장성은 대러시아 교역 및 투자에서 중국
내 성 가운데 1위로 중국 전체 대러시아 교역의 약 25%를 차지하며,
성 전체에서 러시아와의 교역이 절반을 차지하여, 외국자본과 중국
내 다른 성의 자금유치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개방의
성과는 헤이룽장성이 러시아에 집중하여 동북아로 확장하며 전 세계
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러시아 및 동북아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는 또한 중ㆍ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설정, 동북
진흥전략의 새로운 10년 계획 등의 유리한 요인, 중국정부의 동해안
개방전략과 동북아 협력에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 등을 헤이룽장성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래를 전망해볼 때
경제사회의 발전과 지역전략을 근거로 헤이룽장성은 동북아 지역협
력을 강화할 5대 기회를 다시 한 번 맞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 중ㆍ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한층 강화될 기회
2013년 3월 중국의 새로운 국가지도자로 취임한 시진핑 주석은 첫
순방국으로 러시아를 택했다. 후진타오 전 주석과 마찬가지로 국제관
계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대러 관계를 중시하고 새로운 시기에 중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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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세
계에 알린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성공적인 첫 순방은 중ㆍ러 정치관
계를 안정시켜 양국의 향후 10년 교류를 위한 기틀을 다졌고 지역 동
맹국 중시, 외교적 지원 획득, 군사협력의 조율, 에너지 협력 추진 등
여러 전략적 목표를 실현했다. 또한 양국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
하고 전략적 협력 수준을 끌어올렸으며 협력 공간을 넓힌 것으로 평
가된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은 에
너지, 천연가스, 임업, 농업 등 주요 분야에서 35건에 달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러 협력 강화는 중국의 지역, 안보, 경제,
소프트파워 등 여러 가지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준다. 2012년 중ㆍ러
양국의 교역액은 881억 달러로 중국은 이미 러시아의 최대 교역파트
너(그림 1, 표 6 참고)가 되었으며 중국은 영국을 제치고 러시아 4대
투자파트너가 됐다(그림 2 참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8년

그림 1. 2012년 러시아 대외무역 주요국 분포도
중국
11%

네덜란드
10%

독일
9%
이탈리아
6%

기타
53%

인도
1%

프랑스
3%

자료: 러시아 국가통계국의 2012년 무역데이터를 근거해 작성.

38

중국의 지역별 환경 변화와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방안

미국
3%

터키
4%

표 6. 2005~12년 중국 대러 무역ㆍ투자 통계표
(단위: 억 달러, %)

무역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액

전년 대비
성장(%)

291
333.9
481.5
569.1
395.1
555.3
792.7
881.6

37.1
14.7
44.2
18.2
—30.6
44.6
42.7
11.2

투자

전년 대비
수입액
수출액
성장(%)
158.9
175.5
196.9
238.3
212.3
259.2
403.7
457.8

31
10.4
12.2
21.0
—10.9
22.1
55.8
13.4

전년 대비
성장(%)

직접
투자액

전년 대비
성장(%)

45
19.8
79.8
16.2
—47.0
69.1
31.4
9.9

2
4.5
4.8
4.0
3.5
5.7
7.2
—

185.7
125
6.7
—16.7
—12.5
62.9
26.3
—

132.1
158.3
284.7
330.8
175.2
296.1
389.0
427.5

자료: 중국 상무부 및 러시아 국가통계국의 관련 데이터를 근거해 작성.

그림 2. 2012년 러시아 외자 유치 누계 국가별 분포도

일본
3%
버진 아일랜드
4%

프랑스
3%

사이프러스
20%

기타
15%

아일랜드
4%
독일
7%
영국
7%

네덜란드
17%
중국
8%

룩셈부르크
12%

자료: 러시아 국가통계국의 2012년 무역데이터를 근거해 작성.

월드컵이 러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예카테린부르크의 2020년 올
림픽 유치 신청, 러시아가 적극 추진하는 각종 특구, 특히 2009년 중ㆍ
러 정상이 체결한 중ㆍ러 지역협력 계획 강령이 점차 이행됨에 따라
양국은 에너지, 천연가스, 담수자원, 임업,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협
력을 강화해나갈 전망이다. 이로써 전국 대러 무역의 1/4, 대러 투자
의 1/3을 차지하고 대러 무역이 성 전체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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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12년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 달러, %)

연도

국내
총생산

전년 대비
성장(%)

고정자산
투자액

전년 대비
성장(%)

대외
교역액

전년 대비
성장(%)

외자
유치액

전년 대비
성장(%)

2012

20,400

3.6

3,866.8

6.7

8,372

1.8

1,546

—18.9

자료: 러시아 국가통계국의 2012년 무역데이터를 근거해 작성.

이룽장성은 다시 한 번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2012년 GDP 2조 달러를 돌파했
고(표 7 참고) 18년의 마라톤 협상 끝에 WTO에 가입해 경제성장의
호기를 맞이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재산업화, 산업구조조정에 중국의
경험과 기술, 자금이 필요해졌다. 특히 극동지역의 발전과 진흥은 중
국 동북지역과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더욱 중요해져 중국경제의 바람
으로 러시아 경제가 돛을 올리고 순항할 수 있음을 이미 러시아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가 모두 인식하고 있는 바다. 푸틴이 연이어 대통령
에 당선된 뒤 중국을 첫 순방국으로 삼은 것은 대중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동부지역에 힘입어 극동지역을 새로이
발전시키겠다는 분명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나. 동북 국경지역 개발ㆍ개방을 중시, 확대하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기회
30여 년의 고민과 실천을 거쳐 중국의 대외개방지역 전략은 동부
연해지역의 부분적인 개방에서 점차 중부 및 내륙 지역으로 추진, 최
근 동북 국경지역의 성으로 확대되어 점차 동서 간 격차와 남북 간
불균형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동서와 남북이 협력하고 조화롭
게 성장하며 함께 잘사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1992년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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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개혁ㆍ개방을 실시한 이후 공산당 17차 전당대회에서 국경지
역 개발ㆍ개방 전략을 제시했고 나아가 최근 국경지역 신 개발ㆍ개방
전략을 다시 내놓아 중국은 국경지역 개방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이
미 마련했다. 그 가운데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몽고와 마주하고
있는 동북지역은 동북아의 지리적, 협력의 우위와 중요성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다.
동서남북의 4대 구도를 살펴보면 2009년 7월 후진타오 총서기가
윈난(雲南)을 시찰할 때 윈난은 중남아시아와 남아시아로 통하는 중
요한 육로의 장점을 살려 중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메콩강 경제권
(GMS)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국경의 개방수준을 높여 대서남
지역을 향한 중국 개방의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4
월 국무원은 중국의 여섯 번째 종합보세구인 쑤이펀허(綏芬河) 종합
보세구의 설립을 인가했다. 환적, 국제배송, 국제구매, 중계무역, 상품
전시판매, 수출입가공의 기능 외에 기업 유치 및 정책 시범 실시의
기능을 갖춰 주변 및 내륙의 가공무역업체들을 러시아, 일본, 한국과
이어주는 우수한 국제물류 발전의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2012년 4월
6일 정부는 신장(新疆)ㆍ코르고스(Khorgos) 특구의 ‘1구 3단지’ 모델
을 공식적으로 확정해 중국ㆍ카자흐스탄 코르고스 국제 국경협력센
터를 시행하고 양국의 교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양국간 경제협력을 추
진하고 있다. 선전(深川)의 첸하이(前海)선전ㆍ홍콩 현대서비스업 협
력구를 향후 주강삼각주의 ‘맨해튼(manhattan)’으로 정하고 계획 중
인 첸하이협력구를 지역협력에 집중토록 하여 첨단 신흥서비스업과
컨벤션, 지역본부 경제를 중점육성하고 선전ㆍ홍콩 간 협력 강화, 국
제협력 추진을 위한 핵심기능지역으로 삼을 전망이다(그림 3 참고).

헤이룽장성의 동북아 지역협력이 제공하는 ‘5대 기회’와 한국기업의 ‘4대 상업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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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천도

평행적 지역잔략

균형적
지역전략

전면적 개방과 조화로운 발전구도

비균형적
지역전략

자료: 바이두(百度) 검색사진에 표시해 작성(http://www.baidu.com, 검색일: 2013. 5. 15).

중국 국경지역의 입지에 따른 전략판도를 보면 동북아 지역의 구도
가 개선되고 산업협력의 잠재력이 드러나면서 국내외의 새로운 산업
이전의 흐름으로 인해 외국자본과 남부지역의 자금이 북으로 이동하
기 시작했다. 동북아로 개방된 동북지역의 선도적 위치가 부각되면서
동북지역은 경제주기 및 산업이전에 따른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했
다. 정책적 측면에서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과 곧 제정될 ｢국경지
역 개발ㆍ개방 계획｣에서 다수의 동북지방 국경지역이 중점개발지역
에 선정되고 ｢헤이룽장성ㆍ네이멍구(內蒙古) 동부지역 국경지역 개
발ㆍ개방 계획｣(쑤이펀허ㆍ만저우(滿洲) 경제벨트 개방계획)이 곧 국
가전략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이러한 유리한 요인 때문에 동쪽으로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유럽대륙과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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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통로로서 헤이룽장성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 한ㆍ중 양국 새 지도자의 정치신뢰 강화가 가져올 관계
개선의 기회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그 후의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핵문제의
처리로 인해 한ㆍ중 관계는 한때 미묘한 침체기를 겪었다. 2013년 3월
14일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국가주석 및 군사위원회 주석에 당선되고
2013년 2월 25일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상호 축전과 시진핑 주석의 박근혜 대통령 특사
파견 등 양국 지도자 사이의 정치적 신뢰가 강화되고 한ㆍ중 관계가 확연
히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6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한ㆍ중 관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한ㆍ중이 전략적인 거
리를 좁히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하며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의 촉진역할을 했다.
한ㆍ중 지도자의 정치적 신뢰는 직접적으로 양국관계의 개선을 가
져왔다. 우선 양국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
인 중국 방문은 분명 한ㆍ중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다.
한ㆍ중은 경제 및 FTA,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협력 등에서 공통
의 이해관계가 있다. 게다가 지금은 국민정서가 우호적인 시기다. 박
근혜 대통령은 중국 방문 전 사절단을 중국에 파견하고 일본보다 우
선해 주한 중국대사를 회견했으며 역대 대통령이 미국, 일본을 먼저
방문했던 관례를 깨고 중국을 방문해 한ㆍ중 양국의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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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한ㆍ중 경제협력규모 역시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최근 한ㆍ중 무역이 급속히 성장해 중ㆍ일 무역액을 따라잡고 있다.
1992년 한ㆍ중 수교부터 2012년까지 한ㆍ중 무역액은 2,500억 달러
를 넘어섰다. 한ㆍ중 무역액 1,000억 달러 돌파는 13년, 2,000억 달러
돌파는 18년을 외쳤는데, 이는 중ㆍ일 무역액이 각각 30년, 35년이
걸렸던 것을 크게 앞선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 투자
파트너가 되었고 한국의 대중 투자는 4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한국
자본은 확연히 동북지역과 중부지역으로 이동 중이다.
마지막으로 한ㆍ중ㆍ간 인적 교류도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다. 한
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약 60만 명으로 곧 일본 거주인구 80만 명을
따라잡을 전망이다. 또한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은 6만 5,000명이
며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20만 명을 넘어섰다. 한ㆍ중 관계는 지
도자의 정치적 신뢰와 국민정서, 기업 교류가 가장 양호한 시기에 접
어들어 헤이룽장성과 한국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거시
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라. 다자간 통상 메커니즘인 한ㆍ중ㆍ일 FTA 협상 개시의 기회
동북아 및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영해주권 등 지역협력에 불리한
요소들이 아직 존재하지만 글로벌화와 지역통합이 심도 있게 추진되
고 있음에도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각종 통상전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세계는 이른바 통상전의 시대로 진입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은 다수의 주요 경제주체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통상전은 더욱 주목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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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는 최소한 TPP, 한ㆍ중ㆍ일 FTA, RCEP,
한ㆍ중 FTA, 일본 및 다수 국가의 EPA 협상 등 양자/다자 간 통상협
상이 진행 중이다(표 8 참고).
위의 다자 간 통상협상 가운데 한ㆍ중ㆍ일 FTA가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3국 가운데 중ㆍ일, 한ㆍ일이 영유권, 이데올로
기, 국민정서 등에서 대립과 저항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3국이 지리
적으로 가깝고 경제의 의존도와 인적 교류가 높아 호혜공영이 3국 경
제발전에 분명 현실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3국
의 FTA가 타결될 경우, 중국에는 47억~64억 달러의 경제효과와
1.1~2.9%의 GDP 견인효과, 일본의 경우는 67억~74억 달러의 경제
효과와 0.1~0.5%의 GDP 견인효과, 한국의 경우에는 114억~263억
달러의 경제효과와 2.5~3.1%의 GDP 견인효과가 있는 등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3월 26일 한ㆍ중ㆍ일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서울에서 첫 한ㆍ중ㆍ일 FTA 협상이 시작되었고 2013년 7월
30일 2차 협상이 상하이에서 열렸다. 협상은 농산물, 공산품의 관세
율 인하 및 외국부품 비율에 따른 자국 제품 인정 등의 문제에 대해
진행됐다. 한ㆍ중ㆍ일 FTA 협력은 동북아 지역에 동아시아공동체와
같은 경제주체를 형성시킬 뿐 아니라 관련 지역 경제협력의 파급효과
로 한ㆍ일과 지리적, 혈연적, 인맥의 장점을 갖춘 헤이룽장성의 대외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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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타결되거나 협상 중인 주요 통상내용
번호

전체 명칭

1

중국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중국이 처음 논의한 자유무역협정이자 현재까지 체결한 최대 규모의 자유무
역협정. 회원은 중국, 아세안 10개국 포함, 범위는 18.5억 명 인구, 1,400만 ㎢로
2010년 1월 1일 실시단계에 들어감.

2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2004년 11월 APEC외 무장관회의에서 한ㆍ미 양국이 FTA 협상 추진을
한ㆍ미 공식 결정함. 2006년 5월 3일 양자 간 FTA 협상을 정식으로 시작함. 여러
FTA 차례의 협상 끝에 2012년 3월 15일 0시에 공식 발효됨. 발효 후 15년 동안
대미 수출성장효과는 13억 달러, 3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3

중국ㆍ호주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양국 정부 고위층의 관심과 추진하에 2005년 중국과 호주가 FTA 협상의
중ㆍ호
개시를 발표함. 2012년 3월 21일까지 중ㆍ호 FTA 협상은 이미 18차례
FTA
개최됐지만 세부 사항의 이견 때문에 아직까지 타결되지 못함.

4

한ㆍ중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2012년 5월 2일 FTA 협상의 개시를 공식 발표함. 2013년 4월 26일 한ㆍ중
한ㆍ중 FTA의 5차 협상이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시에서 개최됨. 1단계 5차
FTA 협상이 끝남에 따라 한ㆍ중 FTA는 2단계 진입을 향하고 있음. 구체적인 범위
와 방향에 이견이 커 단기 내 체결이 어려울 전망임.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한ㆍ중ㆍ일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3국 FTA에 관한 학술연구와 산학연
공동연구 끝에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함. 2012년 5월 한ㆍ중ㆍ일 지도자가
한ㆍ중
베이징에서 연내 FTA 협상을 시작하는 데 합의함. 2012년 11월 20일 한ㆍ
ㆍ일
중ㆍ일 경제장관회담 후 한ㆍ중ㆍ일 FTA 협상의 개시를 발표, 2013년 3월
FTA
26~28일 1차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 2013년 7월 30일 2차 회담이 상하이
(上海)에서 개최됨.

5

6

7

8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중)

약자

TPP

진전상황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발기하여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및 투자 분야에서 100% 무관세 실시를 추진함.
미국은 2008년 2월에 가입, 2009년 11월에 이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으로 확대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그 후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
남, 캐나다, 멕시코가 협상의 회원으로 가입함. 2010년 3월 15일 첫 협상이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고 2013년 7월 15~25일 18차 협상이 말레이시아에
서 개최됨. 일본은 7월 23일 협상에 정식으로 참여함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중)

아세안 10개국이 발기하고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초청함
(10+6),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춰 16개국의 통일된 시장을 수립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임. 2011년 2월 26일 네피도(Naypyidaw) 아세안 경제장관회
RCEP 의에서 RCEP 초안이 작성되어 2011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
지도자가 이를 공식 승인함. 2012년 8월 16일 원칙적으로 RCEP의 설립에
합의함. RCEP의 범위는 35억 명 인구, GDP 세계 1/3인 23조 달러의 지역에
달해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전망임.

일본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중)

일본정부가 제기한 자국의 특색을 담은 ‘FTA’임. 2002년 일본이 EPA를 개시
한 이래 이미 싱가포르와 ｢일본ㆍ싱가포르 EPA｣를 체결했고 일ㆍ호주 EPA
협상이 연내 타결될 전망. 그밖에 몽고, 캐나다, 콜롬비아, EU와 협상 중임.
일본의 EPA 계획은 아세안 10개국, 중국, 한국, 인도, 호주, 싱가포르 등
16개국을 포함해 범위를 31억 명 인구, GDP 전 세계 1/4의 10조 달러까지
확대하는 것임.

EPA

자료: 중국 상무부 대외무역연구원,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관련 연구자료를 정리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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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국의 새로운 개혁으로 인한 동북진흥전략 강화의 기회
2003년 10월 중국이 동북진흥전략을 제정한 후 지금까지 동북진흥
의 10년은 동북지역 성장에 가장 좋은 시기로 동북지역의 경제사회에
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GDP 규모가 2배로 성장했고 대외무역이
배로 늘었으며 대외투자능력이 부각됐을 뿐 아니라 연속 5년간 GDP
의 성장률이 동부지역을 넘어섰다.
2012년까지 중서부와 동북 지역이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50%에 육박하고, 특히 동북지역의 발전은 국가 경제사회의 전
반적인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해주고 있다. 2012년 동북 3성은 여전히
GDP, 고정자산투자, 대외무역, 외자 유치, 해외투자에서 모두 증가하
는 양호한 상승세(표 9 참고)를 나타냈다. 2012년 동북3성의 GDP는
5조 400억 위안, 실제 고정자산투자는 4.13조 위안, 실제 총교역액은
6.4% 성장한 1,663.8억 달러로 동기 대비 전국 평균성장률보다 0.2%
포인트 높으며 실제 사용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동기 대비 13% 상승
한 365.1억 달러였다. 진흥전략 실시 10년 동안 총교역액은 연평균
16.5% 성장하였고, 수출액도 연평균 14.5% 성장하는 등 지역의 외적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발전을 거듭했다.
동북지역의 자원통합과 일체화도 빨라졌다. 2010년 시작된 ‘동북 4
성 행정지도자 협상 메커니즘’은 성 간의 주요 인프라 건설, 관광 등
산업구도, 시장통합 및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조율하는 데 기틀을
마련해주었으며 지역 내 교통ㆍ물류 등 하드웨어 시설 역시 개선되고
있다. 하얼빈ㆍ다롄(大連) 고속철도는 중국 ‘4종4횡’의 고속철도망인
베이징ㆍ하얼빈 고속철도의 중요한 일부이자 세계에서 처음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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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05~12년 동북지역 종합 경제지표 일람
성 구분
연도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고정자산
대외
대외
고정자산
고정자산
대외
GDP
GDP
GDP
투자
무역액
투자
무역액
투자
무역액
(조 위안)
(조 위안)
(조 위안)
(억 위안) (억 달러)
(억 위안) (억 달러)
(억 위안) (억 달러)

2005

0.8

4,204

410.1

0.4

1,802

65.3

0.6

1,794

95.7

2006

0.9

5,689

483.9

0.4

2,804

79.1

0.6

2,236

128.6

2007

1.1

7,435

594.7

0.5

4,003

103.0

0.7

2,864

173.0

2008

1.4

10,016

724.4

0.6

5,608

133.4

0.8

3,669

229.0

2009

1.5

13,075

629.2

0.7

7,260

117.5

0.8

5,029

162.2

2010

1.8

16,043

806.7

0.9

9,622

168.5

1.0

6,813

255.0

2011

2.2

17,726

959.6

1.1

7,442

220.5

1.3

7,524

385.1

2012

2.5

21,836

1,039.9

1.2

9,711

245.7

1.4

9,781

378.2

자료: 2013年 동북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经济社会发展统计公报｣를 근거로 정리.

영되는 극한지역의 장거리 고속철도로 동북지역의 하얼빈, 창춘(長
春), 선양(瀋陽), 다롄 등 3개 성회 도시와 1개 부성급 도시를 1시간

경제권으로 형성했을 뿐 아니라 동북지역 경제의 90%를 차지하는 하
얼빈을 핵심으로 하는 하다치(하얼빈ㆍ다칭(大慶)ㆍ치치하얼(齊齊
哈爾)) 산업벨트 경제권, 창춘을 핵심으로 하는 창지투(창춘ㆍ지린

(吉林)ㆍ투먼(圖們)) 개발ㆍ개방 선도 경제권, 선양을 핵심으로 하는
대선양 경제권, 다롄을 핵심으로 하는 랴오닝(遼寧) 연해도시벨트를
하나로 묶었다. 북쪽으로 자무스(佳木斯)와 연결, 더 나아가 푸웬(撫
遠)까지 이어져 환적ㆍ출항이 가능하고 남쪽으로 바로 단둥(丹東) 출

항까지 이어지는 동부지역의 동부의 국경철도가 연이어 개통돼 중국
동북지역의 북한, 러시아, 일본, 한국과의 지리적 우위가 더욱 부각되
고 있다. 투자액이 2,000억 위안에 달하는 다롄ㆍ옌타이(煙臺) 간 보
하이(渤海) 해저터널공사 역시 프로젝트 승인을 앞두고 있어 동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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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가전략에서 언급된 무쑤이(牡绥) 지역
국가 전략 및 계획
명칭

무쑤이 지역 관련 언급 내용

무쑤이 지역의
성장 전망

｢흥변부민(興邊富民)
행동계획｣

무쑤이 지역의 안정, 번영, 발전

국경의 안정과 경제 번영
및 통일

국가 ‘12차 5개년’ 계획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와 선양 경제구, 창지투
경제구, 하다치 및 무쑤이 지역의 지역발전

정부의 시야와 거시적
측면에 진입

국가 옌볜 개발ㆍ개방
계획

쑤이펀허, 둥닝(東寧) 항구를 중점개발지역에
선정

옌볜 개발구도 가운데
선도적 우위

옌볜 개발ㆍ개방 선도 벨트는 쑤이펀허, 둥닝,
푸웬, 퉁장(同江) 등 국경의 항구도시를 창구로
하고 무단장, 지시(鷄西), 자무스, 이춘(伊春),
헤이허(黑河) 등 옌볜 중심도시에 근거함 ……
쑤이만(쑤이펀허ㆍ
옌볜 개발ㆍ개방 지원벨트는 하다치 산업벨트를
만저우) 경제벨트 옌볜 핵심으로 동으로 쑤이펀허까지 이어져 하무쑤이
개방계획
(하얼빈ㆍ무단장ㆍ쑤이펀허) 대러 무역가공지역
과 연결, 서로 만저우까지 이어짐. 쑤이펀허, 무
단장, 하얼빈, 다칭, 치치하얼, 후룬베이얼(呼倫貝
爾), 만저우 등 중심도시와 국경의 항구도시를 하
나로 잇는 중요한 외향형 산업벨트를 형성함.
중국 동북지역의
동북아 개방계획 강령

중국ㆍ러시아 지역 우호 협력 시범도시

국가우대정책의 중점
지원

중ㆍ러 지방교류의
새로운 시대를 엶

자료: ｢国家十二五规划｣, ｢沿边开发开放规划｣ 등 관련 전략의 내용을 근거로 요약 정리.

산둥(山東)반도의 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동북진흥전략의 중요한 일환인 12차 5개년 개발계획에는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와 선양 경제구, 창지투 경제구, 하다치 및 무쑤이(무단
장(牡丹江)ㆍ쑤이펀허) 지역 등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이 명시
되어 있어 새로운 10년의 동북진흥이 곧 시작되고 동북경제가 고속성
장기에 진입해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013년부터 동북진흥계획의 이행과 함께 정부는 옌볜 개발ㆍ개방 계
획을 제정하였는바, 헤이룽장성과 네이멍구 동부지역의 개발ㆍ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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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역시 곧 국가전략으로 격상될 전망으로 동북진흥의 무게중심을
북쪽으로 옮기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이는 북부에 위치한 헤이룽장
성이 러시아, 일본, 한국 등 동북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경지역의 상
호 연계, 산업화, 도시화 추진을 앞당기는 데 현실적인 기회가 될 것
이다. 중국의 러시아, 동북아로의 ‘교두보’와 ‘허브’라 불리고 자원,
물류, 국제여행 협력의 대러 시범 협력 선도지역이며 바다로 나가는
항구, 노선을 효과적으로 건설하여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의 최전방
지역으로서, 동북아 지역에 문호를 개방한 무쑤이 지역은 이 지역과
국내외를 함께 이을 전략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표 10 참고).

3. 한국기업의 헤이룽장성과의 경제협력 심화의 ‘4대 기회’
최근 한국의 새로운 산업이동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기업, 특히 중
소기업의 대중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1년까지 한국기업의 대
중 투자는 누계 2만 건을 초과, 투자액도 36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
나 한국의 이번 산업이전도 남동쪽 연해지역의 토지, 노동력 등 경영
비용 상승의 영향을 받아 중서부 및 동북 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옌볜은 개발ㆍ개방의 선도지역이자 러시아 및 동북아 경제협
력의 교두보로, 허브인 헤이룽장성은 중국 북부로 뻗어나가는 지리적
우위와 함께 러시아, 일본, 한국과 협력하는 데 역사적, 인문적 강점
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쑤이만 경제벨트가 곧 국가전략지
역으로 격상될 예정이고 옌볜 개발ㆍ개방 계획의 동쪽 개방의 중요성
이 높아지는 등 유리한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헤이룽장성은 줄

50

중국의 지역별 환경 변화와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방안

곧 한국과의 IT 경제협력의 전략적 강화, 한국과의 경제협력기반, 2대
조선족 거주지로서 한국과의 혈연 및 인연을 중시해왔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헤이룽장성은 경제협력 강화에 동기가 뚜렷하고 협력의 잠재
력이 매우 크다.
가. 헤이룽장성, 중국의 러시아 및 동북아 협력을 위한 교두보
중국의 옌볜 개발ㆍ개방의 전체 틀에서 동북아 위주의 개방은 지정
학적 전략, 지역관계, 협력파트너의 자원보유수준, 경제규모, 상호 보
완의 잠재력 등을 막론하고 모두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
재 중국이 끊임없이 동쪽을 향한 지역전략을 세워 동북아의 양자ㆍ다
자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 국경전략의 노선 건설,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등의 움직임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헤이룽장성이
중국의 러시아 및 동북아 협력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기회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잘 드러난다.
첫째, 헤이룽장성의 국경지역 개방우위와 현실적인 기반에서 알 수
있다. 헤이룽장성은 중국 및 동북아 지역에서, 특히 대러 경제협력에
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국의 대러 무역과 투자에서 대표적인 성으
로 대러 무역은 여러 해 동안 헤이룽장성 대외무역의 절반을 차지하
였으며 전국의 대러 무역에서도 계속 선두에 있었다(표 11 참고). 강
과 바다의 복합운송(江海聯運), 육상ㆍ해상 복합운송 노선으로 헤이
룽장성의 동해 입항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국
가와의 협력에서 분명한 장점이 되고 있다. 무단장, 자무스, 헤이허,
쑤이펀허 등 국경지역의 크고 작은 도시의 집중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헤이룽장성의 동북아 지역협력이 제공하는 ‘5대 기회’와 한국기업의 ‘4대 상업기회’

51

표 11. 2008~12년 헤이룽장성 대러 무역, 투자 통계표
(단위: 억 달러)
무역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액
110.6
55.8
74.8
189.9
213.1

전년 대비
성장(%)
3.12
-49.6
34
154
12.2

수입
30.9
23.1
31.9
146.4
161.5

투자

전년 대비
성장(%)
20.9
-25.4
38.1
359
10.3

수출
79.7
32.7
42.9
43.5
51.6

전년 대비
성장(%)
-2.5
-59
31.1
1.5
18.6

투자
6.4
6.8
5.3
6.1

전년 대비
성장(%)
6
15

자료: 『黑龙江统计年鉴』, 2008~12년 연도별.

있는 가운데 하무쑤이 대러 무역 가공산업벨트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쑤이펀허, 퉁장, 푸웬, 둥닝 등 항만클러스터와 산업클러스터를 구축
하는 등 헤이룽장성은 국경지역 개방전략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힘쓰
고 있다.
둘째, 러시아로 향하는 지리적 강점이다. 러시아와 2,891㎞에 달하
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헤이룽장성은 25개의 1급 국경검문소가 있
다. 그 가운데 수상운송검문소가 15개, 공항검문소 4개, 철도검문소
2개, 육상검문소(도로) 4개가 있다. 연간 국제화물 수송능력은 3,000
만 톤, 국제여객 수송능력은 연인원 500만 명에 이른다. 2012년 성
전체의 화물 수송량은 2,524만 톤, 출입국 인원 수는 연인원 345만
명에 달했다. 쑤이펀허 항구의 대러 교역 역사는 이미 100년이 넘었
다. 25개의 국내외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러시아에 있는 해외
산업단지가 15개다. 블라디보스토크항(海蔘崴)을 경유하여 출국은
하지만 수출하지 않거나 러시아, 일본, 한국 등에 수출하는 육상ㆍ해
상 복합운송노선과 러시아, 일본, 한국을 연결하는 강ㆍ바다 복합운
송노선이 개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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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동북아를 아우르는 입지적 우위다. 동북지역 10여 개의 중요
한 물류, 무역 노선 가운데 헤이룽장성과 관련된 것은 육상ㆍ해상 복
합운송, 동북지역 동부철도(東邊道), 투먼장 환일본해 노선, 쑤이만
대통로 등 다섯 가지이며 국제노선 건설로 헤이룽장성은 러시아와의
연계성과 동북아를 아우르는 입지적 우위를 마련했다.
넷째 후발주자로서의 경제적 우위다. 헤이룽장성은 경제사회의 발
전 잠재력이 발현되는 시기에 진입해 후발우위가 뚜렷하다. ‘11차 5
개년’ 기간 동안 헤이룽장성은 노후 공업기지 진흥전략을 강화했고
‘8대 경제지역’, ‘10대 산업프로젝트’을 꾸준히 추진하여 성 전체
GDP와 지방재정소득이 각각 연평균 11.9%, 22.3% 성장해왔다.
2012년 GDP는 1조 3,691.6억 위안을 실현, 그 가운데 8대 경제지역
이 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했으며 분야 간 상호 연계효과가 확대됐다.
다섯째, 대러 협력 잠재력의 우위이다. 헤이룽장성의 대외개방 우
위는 대러 및 국경지역 협력에서 잘 알 수 있다. 헤이허는 북부 국경
지역 개방을 기반으로 러시아의 전력, 천연가스 수입, 국경 하천관광
등이 가능하며, 자무스는 3강(三江) 국경 개방지역에서 러시아 광물
수입가공, 벌크화물의 해외운송 및 헤이샤즈섬(黒瞎子島, 러시아 이
름 BolshoyUssuriysky), 리섬(離島)의 개발우위가 있으며, 무단장은
남동부 국경 개방지역에서 대러 해외투자협력, 국제연쇄가공, 국내
인프라 건설, 인적 교류 및 일본, 한국의 상품무역, 국제노선의 우위
를 갖고 있다.
여섯째, 지역의 선두, 핵심도시의 발전우위다. 8대 경제지역의 건설
을 거쳐 헤이룽장성은 이미 하다치 산업벨트로 대표되는 핵심지대와
무쑤이, 헤이허, 자무스 3강 지역으로 대표되는 중요지대가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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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지대는 성 전체의 유일한 선두도시와 주요 지역의 핵심
도시, 동북아와 마주하는 중요한 지점들을 연결, 집중시켰다. 하얼빈
을 축으로 여러 점이 포진한 방사형 도시집단구도는 헤이룽장성을 러
시아 및 동북아 수출입가공기지, 중ㆍ러 상품 집산센터, 러시아와의
첨단기술 협력기지, 동북아 관광지 및 환승지로 부상시켜 선두, 핵심
도시 및 핵심항구의 지역적 개방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나. 무쑤이 국경지역 개방으로 형성된 중국 동부 개방의 기회
무단장, 쑤이펀허, 둥닝을 중심으로 한 무쑤이 지역은 헤이룽장성
남동부의 중심이자 창구로 러시아와 가장 가깝고 육상ㆍ해상 복합운
송노선의 시작점이자, 유라시아대륙의 동진을 위한 접점이다. 2012년
무쑤이 지역의 대외 무역규모는 21.5% 성장한 126.6억 달러를 기록,
그 가운데 수출은 23.7% 성장한 49.2억 달러, 수입은 20.1% 성장한
77.4억 달러였다. 대러 무역액은 22% 성장한 65억 달러이다(표 12 참고).
주요 수출시장은 러시아, 미국, 북한, 한국, 일본이며 주요 수입상품
은 원유, 원목, 석유완제품, 철광석 등이다. 2012년 시 전체의 실제
사용한 FDI는 동기 대비 29.2% 증가한 3.39억 달러로 성 전체 실제
사용 FDI에서 8.7%를 차지했다. 주요 외자 유치국은 홍콩, 일본, 러
시아, 우크라이나 등이다. 무쑤이 지역의 대외개방은 러시아와 아시
아ㆍ태평양을 위주로 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개방형 무역의 새로
운 구도를 형성했다(그림 4 참고).
무쑤이 국경지역 개방이 중국 동부지역 개방의 돌파구가 될 것임은
몇 가지 면에서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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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05~12년 무쑤이 지역의 종합 경제지표 일람
연도/
내용

ＧＤＰ
(억 위안)

고정자산 투자 총대외 무역액 외자 유치액 해외투자
(억 위안)
(억 달러)
(억 달러) (억 달러)

3차 산업구조
(０:０:０)

2005

302.8

86.2

47.6

0.53

-

16.0:35.2:48.8

2006

347.1

101.2

61.9

0.63

-

14.9:33.9:51.2

2007

420.5

156.3

76.4

0.76

-

15:36:39

2008

501.1

221.3

100

1.10

-

16.7:35.2:48.1

2009

603.4

351.2

52.4

1.19

-

15.8:37.7:46.5

2010

781

517.6

90

1.23

-

16.0:39.5:44.5

2011

934.8

565.1

104.2

1.47

-

16.7:41.3:42

2012

1,092.7

782.6

126.6

1.6

-

17:40:43

자료: ｢牡丹江经济社会发展统计公报｣(2005~12년), 각 연도.

첫째, 국경지대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험지역이다. 복잡
한 주변정세 속에서 국경지역의 부족한 인프라시설과 미비한 산업클
러스터, 제한적인 자본 유치 등 지역협력에 불리한 요소를 효과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호 연계는 옌볜 개발ㆍ개방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헤이룽장성의 쑤이펀허, 헤이허, 둥닝, 퉁장은 바로 중
국 동부의 상호 연계를 위한 중요한 시험지역이 될 것이다.
둘째, 쑤이만 경제벨트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교두보이다. 쑤이만
경제벨트가 국가전략으로 격상되면 중국의 북부지역에서 후만(후허
하오터ㆍ만저우) 지역과 무쑤이 지역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동서
를 관통해 동쪽으로는 러시아, 일본, 한국과 연결되고 서쪽으로 러시
아, 몽고에 이어지는 중국 동북지역 인구 1/3과 면적 2/3를 아우르는
연해경제벨트를 형성함으로써, 무쑤이 지역은 하다치 지역의 넓은 배
후 지위로서 하다치를 지원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치타
(Chita)ㆍ만저우ㆍ하얼빈ㆍ쑤이펀허ㆍ블라디보스토크의 경로는 약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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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러시아, 한국, 일본이 무쑤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 달러)
일본, 1.24,
1%

한국, 1.27,
1%

러시아
러시아,
67.8, 54%

기타 국가,
56.29, 44%

일본
한국
기타 국가
단위: 억달러

자료: 牡丹江招商局(http://www.investmdj.com/index.asp, 검색일: 2013. 5. 15).

그림 5. 러시아 하바롭스크 경내의 헤이룽장 대교

자료: 2012년 10월 2일, 러시아 방문 시 헤이룽장에서 촬영한 시베리아 철도 하바롭스크ㆍ헤이룽장 대교.

로 치타ㆍ하바롭스크ㆍ블라디보스토크로 우회했을 때의 3,089㎞에
비해 약 1,000㎞가 단축된다(그림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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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무쑤이 지역 국제 무역 및 물류 노선 일람표
관련 지역 및
항구

노선 명칭

구체적 내용

쑤이펀허

육해연운노선

쑤이펀허ㆍ파그라니치니ㆍ우수리스크ㆍ블라디
보스토크ㆍ동부 항구(원저우(溫州), 상하이 등
중국 항구)

쑤이펀허

쑤이펀허 국제노선

쑤이펀허ㆍ파그라니치니ㆍ우수리스크

둥닝

둥닝 대륙교 노선

둥닝ㆍ폴타브카ㆍ우수리스크

무단장

무단장(하다(하얼빈ㆍ다칭 노선)
경유) 철도ㆍ해상 노선

무단장ㆍ다롄- 출항

무단장

무단장(동변도 경유) 철도ㆍ해상 노선

무단장ㆍ단둥- 출항

무단장,
쑤이펀허

쑤이만(쑤이만 철도 경유) 노선

블라디보스토크ㆍ쑤이펀허ㆍ무단장ㆍ하얼빈ㆍ
만저우리ㆍ치타

무단장

무단장(무투(무단장-투먼) 북중
무역노선

무단장ㆍ투먼ㆍ北남양

린커우(林口)

강해연운 노선

린커우ㆍ지시ㆍ치타이허(七臺河)ㆍ자무스ㆍ푸
웬ㆍ먀오제(廟街)-일본/한국

둥닝

환일본해 노선

둥닝ㆍ훈춘(琿春)ㆍ자루비노ㆍ속초ㆍ신사ㆍ
(청진)

둥닝

둥닝 북한 입항(동변도 경유)
무역노선

둥닝ㆍ훈춘ㆍ취엔허(圈河)

닝안(寧安)

닝안 중ㆍ러ㆍ북 무역노선

닝안ㆍ지린ㆍ창링즈(長嶺子, 훈춘)ㆍ췌엔허

자료: ｢牡丹江物流十二五规划｣.

셋째, 중국의 한ㆍ일 등 동북아 협력의 노선이다. 중국 동북지역은
이미 러시아, 한국, 일본과 연결되는 여러 개의 전용 수로와 육로를
갖췄다. 그 가운데 무쑤이를 가로지르는 ‘육상ㆍ해상 복합운송’ 노선
은 교통부 국제국이 처음으로 추진한 국제무역노선으로서 러시아를
접점으로 한국, 일본, 아시아ㆍ태평양 등 여러 국가로 통할 수 있어,
이 노선의 개통으로 무쑤이는 러시아, 한국, 일본과 경제협력에서 물
류의 강점을 확보함으로써 시공간적 강점을 갖게 되었다(표 13 참고).
넷째, 러시아와의 자원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자원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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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러 협력에서 중요한 분야다. 헤이룽장성은 매년 러시아로부
터 대량의 에너지, 광물, 목재 등 전략적 자원을 수입하는 데 무쑤이
지역은 러시아의 다양한 자원을 대량 수입할 수 있는 항구와 운송노
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분명 중국의 전략적 자원 수입에서 중요한
지역 및 저장기지가 될 전망이다(표 14 참고).
다섯째, 헤이룽장성의 동북아 문화 교류의 중요 창구다. 무쑤이 지
역은 동북아 주요 국가들과 유구한 인적 교류의 역사가 있다. 300년
전 이미 러시아와 통상을 맺고 1920년대엔 10여 개국이 무쑤이 지역
에 영사 및 상업기구를 설립했으며 더욱이 30여만 명의 조선족이 한
국, 북한과 문화가 비슷하고 언어가 통하며 약 1,000명의 일본 고아가
과거 무쑤이 지역에 잔류해 생활하는 등 무쑤이 지역은 동북아 국가
와의 문화적ㆍ인적 교류에 견실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헤이룽장성은 동북아와 노무협력을 강화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 동북아의 한국, 일본은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고
러시아 극동지역 역시 인구 유출 위기에 직면해 있어 무쑤이 지역은
동북아 각국과 각종 노무협력을 전개할 기회가 있다.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한국, 일본의 노무협력은 전국적으로 선두에 있고 무쑤이 지
역 노동력의 러시아 수출은 비용이 낮고 외국어 인재가 많으며 잉여
노동력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무쑤이는 분명 헤이룽장성의 동북아
노무협력을 강화할 기반이자 국가급 노동력의 훈련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쑤이는 중국 동부지역 개방의 돌파구로 중국 국경지역 개
방의 전체 구도와 주변의 복잡한 외교정세 해결, 러시아 및 한국, 일
본과의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헤이룽장성의 개방수준을
높이는 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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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중ㆍ러 지역협력 계획요강에 언급된 무쑤이 지역 사업 일람표
분야

사업 명칭

항구 및 국경 쑤이펀허 건설 및 개선- 파그라니치니 국제도로 창구
인프라 건설 및
기존의 둥닝 개선– 폴타브카 도로 창구의 교량
개선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항구를 공용해 출항하는 문제의 연구 논의
중ㆍ러
지역운송협력

중ㆍ러 국제화물의 러시아연방 해변/국경 및 기타 지역 경유 운송 협력 및 상호 협조
에 관한 문제 연구ㆍ토의
국제도로 개설 및 중ㆍ러 철도여객수송량 확대 가능성 문제의 연구 및 토의

중ㆍ러 협력
산업단지 발전
중ㆍ러
노무협력 강화

중ㆍ러 지역
관광협력

하얼빈, 무단장중ㆍ러정보산업단지(1구 3단지)
블라디보스토크중ㆍ러정보단지(1구 3단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및 러시아연방정부의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의 러시아연방 내,
러시아연방 주민의 중화인민공화국 내 단기노무에 관한 협정｣의 틀에서 협력 추진,
농업 및 양식업, 공사 총계약 및 하도계약 사업을 통해 노무협력을 강화함.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전시회 및 인접 도시에서 개최하는 국제관광포럼에 협
조ㆍ참여함.
중국 동북지역 및 러시아 극동/동시베리아 홈스테이관광 실시
인접지역의 관광노선 협조/상호 연계, 관광노선의 상호 연결 및 연장 기획
무단장시 연간 30만 톤의 방향족 화학 기초원료 생산사업
무단장시 연간 3,000톤의 폴리실리콘 생산사업
무단장시 펄프ㆍ페이퍼 통합사업

중ㆍ러 지역
협력의
핵심사업

무단장시 극동 국제 컨벤션센터 사업
무단장시 둥닝현ㆍ중ㆍ러 전자기계제품 산업단지 사업
무단장시 화마오(華茂) 국제물류기지 건설사업
쑤이펀허시 국제물류단지사업
쑤이펀허시 연간 22만 입방미터 생산의 중ㆍ고밀도 섬유판 해외원료공급사업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역 및 러시아연방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에서 국제문화제, 예
술경연, 영화주간 개최, 중ㆍ러 지역이 참가하는 기타 형식의 문화활동 개최

중ㆍ러
문화협력

고등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 강화, 조인트스쿨 장려, 유명대학의 학부생, 석박사생
공동 육성, 공동실험실 건립, 방문학자 상호 파견, 학과 간 교류 강화, 지역 IT 인력수
준 향상, 외국어교육 보급 추진, 청소년 교류방식 개설, 캠프 등을 상호 추진

자료: ｢中国东北地区同俄罗斯远东及东西伯利亚地区合作规划纲要(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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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과의 과학기술 경제협력 전략 강화를 중시해온 헤이룽장성
1992년 한ㆍ중 수교는 양국 경제협력의 서막이 열렸고 헤이룽장성
과 한국의 다양한 우호적 교류도 수교와 함께 시작됐다. 최근 한ㆍ중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양국의 교역액은 수교 초기 50억 달러
수준에서 2012년에 이르러 2,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당시 한국의 대
중 투자는 33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상호 투자의 누계액은 350억 달러
를 초과했다. 2015년에 한ㆍ중 교역액은 3,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상
호 투자는 1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그림 6, 표 15, 표 16 참고).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의 정치적 신뢰

그림 6. 2006~12년 한ㆍ중 무역액 및 성장률
(단위: 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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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 세관 연도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

표 15. 2008~12년 한ㆍ중 및 한ㆍ헤이룽장 무역
(단위: 억 달러)

항목/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한ㆍ중

---

1,563

2,072

2,456

2,563

한ㆍ헤이룽장

9.6

5.2

7.5

8.6

7.7

자료: ｢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2008~12년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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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2012년 한국의 대외투자 분포도(상위 10개국)
(단위: 건, 억 달러, %)
국가별

건수

금액(억 달러)

비율(%)

1

미국

1,156

37.9

16.4

2

중국

1,841

33.1

14.3

3

호주

78

22.0

9.5

4

홍콩

356

14.8

6.4

5

네덜란드

39

11.9

5.1

6

인도네시아

381

9.6

4.2

7

브라질

120

9.6

4.1

8

필리핀

219

9.3

4.0

9

베트남

737

9.3

3.9

10

캐나다

102

6.6

2.8

7,534

231.6

2012년 한국의 대외투자 합계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검색일: 2013. 5. 20).

가 크게 향상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은 도약을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동북지역에서 한국기업의 교역과
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투자항목이 부동산, 금융 등 현대 서비스산업
으로 확대되는 추세가 뚜렷하다(표 17 참고). 헤이룽장성과 한국의 경
제협력은 한ㆍ중 양국의 외교, 정치, 경제, 문화 관계와 함께 성장해
오면서 1992년 수교 때부터 지금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 20여 년의 과
정을 거쳐 현재 이미 헤이룽장성 대외무역협력의 중요한 일부가 됐다.
2012년 헤이룽장성의 대한국 교역액은 7.7억 달러, 한국 투자 유치
누계 총액은 10억 달러를 초과했다. 한국은 이미 헤이룽장성의 3대
무역파트너이자 4대 투자 유치국이 되었으며 헤이룽장성에 입주한
한국기업의 수는 1,200개를 넘어선다(표 18, 표 19 참고). 2007년 6월
헤이룽장성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특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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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2008~12년 한국 對중국 및 동북지역 투자
(단위: 건, 억 달러)
항목/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중국

한국
자본 유치

건수

3,297

2,117

2,291

2,201

1,841

금액

37.9

21.8

36.4

36.8

33.1

동북3
성

한국
자본 유치

건수

409

293

206

233

163

금액

5.8

2.8

6.2

6.0

1.7

헤이룽
장

한국
자본 유치

건수

15

12

14

10

5

금액

0.2

0.12

0.09

0.05

0.004

지린

한국 자본
유치

건수

72

63

45

46

41

금액

0.24

0.19

3.3

0.9

0.5

랴오닝

한국 자본
유치

건수

322

218

147

177

117

금액

5.37

2.49

2.83

5.06

1.20

주: 둥북3성의 데이터는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등 3성의 합계.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중국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 검색일:
2013. 5. 20.

급 전략조치인 ｢한국과의 경제협력전략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헤이
룽장성 인민정부의 의견｣을 제정하고 2010년 이전에 이 전략이 제시
한 양자 교역액 및 한국 투자 유치 각각 10억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
를 앞당겨 실현했다.
헤이룽장성이 한국과의 과학기술 경제협력전략 강화를 중시한다는
점은 다음 몇 가지 면에서 잘 드러난다.
첫째, 헤이룽장성은 한국과의 협력을 성의 대외개방전략의 핵심으
로 삼고 계속 중시해왔다. 2007년부터 헤이룽장성은 한국과의 과학기
술 경제협력전략 강화를 위한 성급 전략을 내놓고 양국 교역액 및 투
자를 두 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정한 뒤 줄곧 러시아와의 교역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한ㆍ일과의 연계 강화를 헤이룽장성의 동북아 지
역협력의 돌파구로 삼고,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헤이룽장성과
주변의 협력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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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2006~12년 헤이룽장성의 對한 교역액
(단위: 억 달러)
연도

수출입

수출

수입

2006

4.7

3.3

1.4

2007

4.2

3.3

0.9

2008

9.6

8.5

1.1

2009

5.2

4.2

1.0

2010

7.5

6.5

1.0

2011

8.6

7.7

0.8

2012

7.7

-

-

자료: ｢黑龙江商务统计年鉴｣(연도별); 하얼빈 세관(http://harbin.customs.gov.cn, 검색일: 2013. 5. 20).

표 19. 2006~11년 헤이룽장성의 실제 한국 투자 유치 상황
(단위: 건, 만 달러)
연도

건 수

투자금액

2006

39

1,713

2007

31

1,709

2008

16

14,418

2009

21

9,616

2010

17

10,280

2011

15

29,902

자료: ｢黑龙江统计年鉴｣의 연도별 자료를 근거로 정리.

둘째, 하얼빈 코리아위크 및 하얼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를 활용해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를 실시했다. 2005년
처음 개최된 하얼빈 코리아위크 행사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 개최됐
다. 최근 들어 한국기업의 하얼빈 상담회 참여가 많아져 2012년 23차
상담회에는 한국의 15개 도청과 협회, 150개의 기업이 참여해 전시규
모가 186개에 달했으며 한국의 모든 도와 시를 포함, 지난 상담회보
다 66.1%, 연속 5회의 성장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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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과의 협력에 ‘유치’와 ‘진출’을 결합한 전략을 실시해 2012
년 한ㆍ중 협력의 우호적인 분위기와 여수박람회의 기회를 통해 서울에
서 중국 헤이룽장ㆍ한국 서울의 경제협력 설명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
다. 한국정부의 산업자원부와 바이어에게 헤이룽장성이 최근 실시하는
‘8대 경제지역’과 ‘10대 산업프로젝트’ 전략으로 인한 큰 변화와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성장의 기회, 하다치 산업벨트, 신농촌 건설 및 동북진흥
의 새로운 조치 등의 비즈니스기회를 소개함으로써 한국기업이 헤이룽
장의 투자환경을 이해하고 협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라. 한국 문화ㆍ경제 협력에 관한 헤이룽장성의 우위
헤이룽장과 한국은 문화적 교류의 역사가 깊고 경제 교류의 기반이
견실하다. 지리적으로 볼 때 헤이룽장성은 한국과 함께 동북아의 중
심권에 속해 있으며 지리적으로 서로 가까워 운송거리가 짧다. 하얼
빈, 무단장에서 한국까지의 비행시간은 2시간여 밖에 걸리지 않는다.
쑤이펀허에서 러시아 극동항구의 육상ㆍ해상 복합운송노선을 활용하
면 부산 등 한국의 여러 도시에 직접 닿을 수 있고 둥닝에서 동부 국
경철도, 훈춘으로 이어지는 환일본해 노선을 이용하면 한국 속초에
직접 도착할 수 있다. 이처럼 헤이룽장과 한국 간 육로ㆍ항공 운송에
서의 강점은 동북아 국제 물류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더욱 부각될 것
이다(그림 7 참고).
문화적으로 볼 때 헤이룽장성과 한국은 서로 친근하고 교류가 밀접
하다. 전국에 240여 만 명 조선족 인구 가운데 헤이룽장성 무쑤이 지
역은 옌볜(延邊)자치주에 이어 2대 조선족 밀집지역으로 43만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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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무쑤이 지역, 러시아 및 동북아와 마주한 입지적 우위

자료: ｢大牡丹江城市规划｣ 내용을 근거로 정리.

조선족이 있어 동포로서의 친근감과 편리한 언어소통으로 한국투자
자들이 이 지역에 투자하면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한국어 인재들
이 많아 한국기업이 헤이룽장성에서 협력사업을 실시할 때 이 인재들
이 이중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자원 면에서 보면 헤이룽장성은 경제적으로 후발지역으로 토지, 노
동력, 원자재 등의 경영비용이 한국보다 현저히 낮아 한국투자자들에
게 매우 매력 있는 지역이다. 동북진흥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정책이
잇달아 실시되면서 헤이룽장성의 대외개방 발전의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한국기업에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를 줄 것이고 헤이룽장
성은 투자기회와 교역 잠재력이 크고 협력 전망이 밝은 투자유망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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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ㆍ경제 협력에 관한 헤이룽장성의 우위는 다음의 몇 가
지 면에서 잘 드러난다.
첫째,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다. 알다시피 하얼빈은
조선의 안중근 의사가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장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특별히 시진핑 주석
에게 하얼빈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언급했는데, 관련 역사유적의
개발은 앞으로 한국 관광객이 헤이룽장성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1위
자리를 굳히게 할 것이며 한국 국민의 하얼빈 문화에 대한 기대를 키
울 것이다.
둘째, 한ㆍ중ㆍ러 국경의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헤
이룽장성 남동부에 위치한 러시아와의 국경지역ㆍ무쑤이 지역에는
40여 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고 둥닝 산차커우(三岔口) 조선
족 자치향(鄕) 등의 조선족 거주 밀집지역이 있는데 이처럼 국경지역
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한ㆍ중, 한ㆍ중ㆍ러 다자 간 물류, 관광, 자원
협력에서 언어, 비즈니스 등에 필요한 인재를 제공해줄 수 있다.
셋째, 한국과의 협력에서 국제물류의 우위다. 헤이룽장성은 이미 9
개의 국제무역노선이 개발되어 있다. 그 가운데 최소 5개 노선이 한
국에 직접 연결된다.
넷째,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국제협력의 입지적 우위다. 남동쪽으
로 러시아를 향하고 한국, 일본과 연결되는 헤이룽장의 입지적, 지리
적 우위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2009년 4월 쑤이펀허 종합보세구의
건설 및 운영은 한국 부산항만공사를 포함한 여러 물류, 운송 기업으
로부터 주목받고 있고 보세구를 중심으로 무단장 지역이 뒷받침하는
자유무역지대는 곧 국가전략에 편입될 예정으로, 무쑤이 지역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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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러ㆍ일 4개국 및 북한, 몽고까지 아우르는 다국적 협력의 무
대가 될 것이다.

4. 한국기업과 헤이룽장성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언
1990년대 이후 한국이 헤이룽장성 대외경제협력에서 차지했던 위
치는 꾸준히 상승해 수년간 러시아, 일본과 함께 성 전체 교역 및 외
자 유치에서 3위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21세기 이후 헤이룽장성이 유
럽, 미국, 남미,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시장을 적극 개척하면서 헤이
룽장성과 한국의 경제협력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2007
년 한국과의 과학기술 경제협력전략이 실시되면서 몇 년간 전기를 맞
이했지만 미국, 유럽 및 남아시아 등 후발주자에 비해 헤이룽장성과
한국 간 협력의 잠재력은 크게 발휘되지 못했다. 한국기업과 헤이룽
장성 간에 자원, 물류, 관광 협력 및 대러시아 공동협력 등 여러 가능
성은 아직도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헤이룽장성의 8대 경
제지역 강화 및 10대 산업프로젝트 건설을 활용하고 더 높은 수준의
한ㆍ러ㆍ일 위주의 대규모 개방을 위한 유리한 시기를 계획하여 양자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ㆍ중ㆍ일 협력을 러시아 극동의 자원과 물
류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모델로 확대하길 제안한다.
가. 헤이룽장성의 8대 경제지역 및 10대 산업프로젝트 건설에
한국기업 참여
러시아, 동북아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헤이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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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8대 경제지역 및 10대 산업프로젝트 건설을 확고히 추진하면서
‘경제 건설은 산업에, 산업 건설은 사업에, 사업 건설은 실행에 역점
을 두고 3년간 산업프로젝트 건설을 통한 성 전체의 산업프로젝트 추
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다. 헤이룽장성의 자원우위에 근거한
장비 제조, 에너지 석유화학, 식품가공 등 중점산업의 비교우위가 날
로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영비용, 비교적 높
은 투자회수율 등의 요인으로 국내외 대기업 유치와 산업클러스터 형
성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특한 산업구조가 형성되고 산업체인도 갈수록 확대되
고 있다. 10대 산업 건설 가운데 헤이룽장성은 한ㆍ일 산업이전 수용
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과 선진 제조업 및 과학기
술산업에서의 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기업이 헤이룽장성
의 8대 경제지역 및 10대 산업프로젝트 건설의 시행시기와 각급 정부
가 한국과의 협력에 부여하는 정책적 혜택에 주목하여, 지금의 유리
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관련 프로젝트의 입찰과 자산 구조조정, 합자
와 자금조달 등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해 혁신형 협력 메커니즘을 실
현하고 상생을 추진하길 바란다.
나. 헤이룽장성의 한ㆍ러ㆍ일 위주의 개방정책에 한국기업의
적극 참여 환영
최근 헤이룽장성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혁신적으로 발전ㆍ개선
되고 있어 동북아의 한ㆍ러ㆍ일을 중심으로 하는 개방을 확대하고
‘러시아와의 상호 보완 우위, 한ㆍ일에 관련된 하이테크 협력우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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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를 겨냥한 확대우위, 아시아ㆍ태평양을 향한 개방우위’ 등 네 가
지 점진적인 개방전략을 잠정적으로 수립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헤
이룽장성의 한ㆍ러ㆍ일에 대한 대대적인 개방이 정부의 ‘국경 및 바
다의 개방전략(開邊通海)’을 중시하는 국경지역 개방전략과 일치한
다는 점이다. 헤이룽장성의 한ㆍ러ㆍ일 개방은 이미 중국의 개방구조
개선,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의 강화, 지역경제 협력발전 촉진, 중ㆍ
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강화, 동북아의 전방위 협력 강화의 위
치까지 격상됐다.
중ㆍ러 양국의 ｢중국 동북지역 및 러시아 극동/동시베리아 지역 협
력계획 요강(2009~18)｣ 관련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실시, 인프라시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 ｢‘12차 5개년 개발계획’에 따른 동북진흥
계획｣의 헤이룽장 국경지역의 개발ㆍ개방에 대한 관심, 핵심지역으로
무쑤이 지역 선정, ｢헤이룽장ㆍ네이멍구 동부 국경지역 개발ㆍ개방
계획｣의 국가전략 편입 예정 등 많은 현실적인 기회들이 있는바, 한
국기업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며 국제 물류ㆍ무역 노선과
국경 인프라시설의 건설, 교통노선 등 양자/다자 간 무역 및 투자에
유리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희망한다.
다. 러시아 극동의 자원ㆍ물류 등의 협력으로 한ㆍ중ㆍ일
기업협력이 확대되길 희망
헤이룽장성의 대외개방과 성장에는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대러
경제협력과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한ㆍ일과의 협력을 추진하
기 유리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러시아를 접점으로 하여 한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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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한ㆍ일의 자본을 유치해야 할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기업이 우위를 갖춘 분야에서 극동의 자원과 시장을 공
동개발할 필요가 있다. 2010년과 2012년 한ㆍ중ㆍ일 3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무역ㆍ투자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저가시장, 한ㆍ일은
점차 중고가시장을 차지하는 구도가 이미 형성됐고 극동지역에서의
경쟁이 협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지리적, 전통적 우위는
갈수록 줄어들고 저부가가치의 허술한 제품은 발전방식 전환과 산업
고도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반면 중국은 내륙의 강한 지원능력, 잘 갖춰진 생산요소, 비교적 우
수한 항구물류 및 비즈니스 촉진기능을 갖추고 있고, 현(縣) 단위의 국
내외 기업 유치 잠재력이 크며 외향형 전통산업의 첨단기술화, 첨단기
술의 산업화, 신흥산업의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는 우위가 부각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기업이 러시아 극동의 자원, 물류의 방향으로 협력
을 추진해 일본의 첨단기술ㆍ자금 우위, 한국의 성숙된 시장보급의 우
위, 중국의 노동력과 편리한 국제이동의 우위가 발휘되도록 하고 초국
가적, 입체적인 협력을 통해 3국 각자의 수출, 현지 가공, 수입보관능
력의 한계 및 대러 투자자금, 능력, 프로젝트, 규모의 부족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투자위험과 극동의 성장수요 등의 걸림돌을 해결해 러시아
극동시장에서 진정한 호혜와 상생을 실현할 수 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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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중부지역의 유망 성장분야와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ㆍ 후베이성의 유망 신흥산업과 외국인투자 기회
연구
장젠화(張建華)

ㆍ 장시성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및 국제
지역협력
궁젠원(龔建文)

후베이(湖北)성의 유망
신흥산업과 외국인투자 기회
연구

요 약

장젠화(張建華)*

최근 중국의 투자환경이 급변하면서 외자기업들의 대중 투자정책도 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바, 후베이성을 선두로 한 중부지역이 새로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떠
오르고 성장잠재력이 큰 신흥산업이 새로운 투자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그렇다면 후베이
성에서 외국자본의 성장에 적합한 유망 신흥산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판단기준은 무
엇일까? 외국자본, 특히 한국자본이 유망 신흥산업에 투자하면서 얻게 되는 주요 기회는
무엇일까? 본 보고서는 이 문제들을 살펴보고 외자기업(특히 한국자본)의 후베이성 투자
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후베이성, 유망 신흥산업, 한국기업

* 화중(華中)과학기술대학 장페이강(張培剛) 발전연구원장
겸 후베이성 중점 인문사회과학 연구기지 화중과학기술대학 혁신발전연구센터 주임

1. 유망 신흥산업의 속성과 판단기준
유망 신흥산업이란 기술혁신 및 사회수요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눈에 띄게 발전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이
러한 산업은 향후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강한 생명력, 밝은 성
장전망, 빠른 성장속도, 높은 성장률, 강한 경제사회 파급력 등의 특
징을 갖는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세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아서
‘떠오르는 산업(朝陽産業, sunrise industry)’에 비유한다. 일정한 조
건하에 유망 신흥산업은 점차 경제의 주도적인 부분이 되어 경제발전
에 매우 큰 원동력이 된다.
유망 신흥산업은 변동적인 개념이다. 경제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
라 유망 신흥산업이 담고 있는 산업유형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
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에서 유망 신흥산업인 특정 산업이 다른 나라
에서는 반드시 유망 신흥산업이 아닐 수도 있다. 같은 나라에서도 어
느 시기에 유망 신흥산업이 다른 시기에는 아닐 가능성도 있다. 과학
기술ㆍ생산방식ㆍ생산수단에 변화가 생기거나 사람들의 소비수준ㆍ
소비습관ㆍ소비모델 또는 시장의 기대가 바뀌는 상황에서 기존의 ‘유
망 신흥산업’은 심지어 ‘사양산업’이 되어 압력을 받거나 역사의 무대
에서 점차 퇴출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유망 신흥산업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부류의 산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
의 발전단계,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산업의 종류로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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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망 신흥산업의 속성
경제지역, 경제발전의 단계와 사회경제적 환경이 서로 다른 상황에
서 유망 신흥산업을 포함하는 산업의 유형에는 매우 큰 동태적 특징
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유망 신흥산업은 몇 가지 공통된 산업특징
을 갖는다.
1) 성장속도가 빠르다

전망이 밝고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만이 새로운 세기의 유망 신흥산
업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망 신흥산업의 성장속도는 산업의 평
균수준을 크게 웃돌고 경기주기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경제침체기에
유망 신흥산업은 강한 면역력을 발휘하여 성장속도 면에서 거의 영향
을 받지 않는다. 경기회복기가 되면 유망 신흥산업의 발전은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촉진하여 경제 전반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2) 시장수요가 크다

시장수요는 모든 산업의 생존, 발전, 건전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
이자 어떤 산업이 발전잠재력을 갖췄음을 판단하는 핵심요소이다. 시
장수요가 부족한 산업은 점차 쇠퇴하게 되고 실질적 또는 잠재적 시
장수요를 갖춘 산업은 끊임없이 자기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
망 신흥산업은 반드시 대규모의 실질적인 수요가 있거나 또는 대규모
의 시장수요를 창조해낼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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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적 지위가 높다

유망 신흥산업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한
다. 유망 신흥산업의 발전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거나 그 한계
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경제사회가 장기간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인 기반을 제공하고 일부 중요한 경쟁분야에서 산업기술의 선두적 지
위를 유지한다. 그밖에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망 신
흥산업은 경제시스템 내에서 주도적인 산업으로 성장해 경제의 구조
조정과 성장방식의 전환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4) 방향성이 명확하다

유망 신흥산업의 선택은 어느 정도 신호의 역할을 한다. 정부의 정
책방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미래경제발전의 무게중심을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이자 인재와 자금 유치, 기술연구와 산업정책 제정의
중요한 근거다. 유망 신흥산업의 형성은 사회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
으킬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다른 기업에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나. 유망 신흥산업의 판단기준
우리는 시장수요, 경제효율, 비교우위, 산업의 추진, 취업유발 등 다
중의 기준을 취하여 유망 신흥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시장수요기준

시장수요기준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수량화해 분석할 수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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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의 소득탄력성은 경제가 성장ㆍ발전함에 따라 상품의 사회적 수요
의 증가폭을 보여주는데 산업의 실재와 잠재적 수요, 그로 인한 산업
의 성장잠재력을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요의 소득탄력성계
수와 시장용량이 클수록 산업성장의 잠재력도 커진다. 그러므로 높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유망 신흥산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수
요의 소득탄력성은 수요성장률과 소득성장률 간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수요성장의 소득성장에 대한 의존도를 보여주며 경제운
영과정에서 본질적인 객관적 요건을 반영한다. i산업 수요의 소득탄
력성지표인 ei 는 [식 1]과 같이 나타난다.

ei 

y qi

qi y

[식 1]

이 가운데 y는 국민소득, qi는 i산업 제품의 수요량을 가리킨다. ei
가 클수록 해당 산업의 시장확장력이 강해 향후 일정 시기 동안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더 좋은 성장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경제효율기준

유망 신흥산업은 반드시 경제적 효율이 양호한 산업, 총생산의 성
장률에 두드러진 공헌을 할 수 있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길러낼 수 있는 산업이다. 경제효율기준은 산업의 매출액
성장률을 통해 표시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공식은 [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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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성장률= (당해 연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
[식 2]
위 지표가 0보다 크다면 당해 산업의 매출액이 성장했음을 의미하
고 지표값이 클수록 성장속도가 빠르고 시장전망도 밝다. 만약 지표
가 0보다 작으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로가 적합하지 않거나 품질에
비해 높은 가격 등의 문제가 있어 시장점유율이 축소됨을 의미한다.
3) 비교우위기준

유망 신흥산업은 그 지역에서 성장을 위한 장점을 갖춘 산업이다.
그래야만 특정한 상황에서 그 지역의 주도적인 산업으로 성장해 지역
전체의 산업구조 개선을 이끌 수 있다. 유망 신흥산업의 성장우위는
선도적인 기술, 충분한 자원, 성장기반 등에서 드러난다. 기술을 보면
이러한 우위들 때문에 유망 신흥산업은 전문기술 면에서 일류의 수준
을 유지하게 된다. 자원은 고유한 성장우위를 통해 해당 자원이 유망
신흥산업으로 흐르도록 할 수 있다. 성장기반의 이러한 우위는 성장
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기반을 굳건히 해준다. 입지계수(LQ)의 해당
지역산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사용해 측정할 수 있는데 계산공식은
[식 3]과 같다.

SI ij

Gij / Gi
Gj / G

[식 3]

[식 3] 가운데 SIij는 i지역 j산업의 입지계수, G ij는 i지역 j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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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G i는 i지역 개별 산업의 부가가치 총액, G j는 전국 j산업의
부가가치, G는 전국 개별 산업의 부가가치 총액을 가리킨다. 그러므
로 SIij는 특정 산업이 지역의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해당 산
업이 전국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을 보여준다. 위 지표
를 사용해 i지역 j산업의 생산액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가를 판단
함으로써 i지역이 j산업의 산업규모적 상대우위를 얼마나 갖췄는지
정할 수 있다. 만약 SIij＞1이면 i지역이 j산업에서 규모적인 상대우위
를 갖췄고 반대의 경우 상대우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유망
신흥산업 역시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하며 산업기여도가 높아야 한
다. 지역 내 부가가치의 비중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데 계산공식은
[식 4]와 같다.

WI ij

Gij
Gi

[식 4]

[식 4] 가운데 WIij는 i지역 j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기타 변수의 의
미는 위와 동일하다. WIij의 수치가 클수록 해당 산업은 유망 신흥산
업일 가능성이 높다.
4) 산업확산기준

유망 신흥산업은 산업 자체에 강한 성장세 또는 성장잠재력이 있어
야 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 또는 부대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유망 신흥산업은 관
련 산업을 강하게 이끌 수 있어야 하며 전ㆍ후방 연계와 영향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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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이러한 연관성을 통해 관련 분야의 발전을 이끌거나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분야는 또 다른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경제 성장과정의 연쇄반응과 가속효과를 강화시킨다. 일반적으로
어떤 산업의 관련 효과를 가늠하는 지표는 주로 영향력계수와 감응도
계수가 있다.
영향력계수(Fj)는 국민경제의 어떤 분야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늘
어날 때, 국민경제 각 부문에 발생한 생산 및 수요의 파급 정도를 말
한다. 공식은 [식 5]와 같다.
n 

F j

 bij

i 1



n n

bij

j 1i 1

n



[식 5]

n 

[식 5] 가운데

 bij

i 1

은 완전수요계수 행렬의 j열 합을 가리킨다. 열

별 분석을 실시할 때 해당 행렬의 동일한 열의 요소를 모두 더해
n 

 bij

를 얻는다. 이것의 경제적 의미는 j부문에서 생산한 한 단위의

i 1

최종제품이 국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완전 수요량, 즉 j부문이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추진력 또는 영향력을 가리킨다. 이 계산절차는
어떠한 문제도 없이 확정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의미를 담고 있다.


n n



j 1i 1

bij

n 는 완전수요계수 행렬 각 열의 합의 평균치다. 영향력계수가

클수록 j부문이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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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응도계수(Ej)는 국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늘
어날 때 어떤 부문이 이로 인해 받게 되는 수요의 민감 정도를 말한
다. 다시 말해 해당 부문이 다른 부문 생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생산량이다.
감응도계수 E j의 공식은 [식 6]과 같다.
n 

E j

 bij

i 1
n

n



i 1 j 1



bij
n

[식 6]

이 계수는 i부문이 다른 부문의 생산증가로 인해 어느 정도의 영향
을 받는지 반영하며 수치가 클수록 해당 부문이 최종수요 변동의 영
향을 크게 받음을 설명한다. 모든 부문의 최종수요가 증가할 때 해당
부문의 산출에 대해 더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이
중간제품에 사용되는 부문일 경우 감응도계수가 큰 편이며 제품이 소
비재나 최종제품의 부문일 경우 감응도계수가 비교적 작다.
5) 고용효과기준

유망 신흥산업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취업에 대한 판단도
고려해야 하고 대량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현지의 취업유발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고용성장률로 유망 신흥산업의
고용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식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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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j

yi'
yi

[식 7]

[식 7] 가운데 yi′는 연말 i산업부분의 직원총수, yi는 연초 i산업부
문의 직원총수다. 이 지표는 유망 신흥산업의 노동력 흡수능력을 보
여주어 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지위를 반영한다.
6) 자원환경밀도기준

유망 신흥산업의 성장은 ‘자원절약, 환경보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산업의 발전은 지속될 수 없다. 공업비용이익률과
에너지소비생산율을 통해 산업의 자원환경밀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① 공업비용이익률: 이익과 비용의 비율, 순이익 지표에 해당된다.
이 지표는 산업의 경제적 효과수준을 더욱 잘 반영한다. 수치가 클수
록 해당 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높음을 설명한다. 계산공식은 [식 8]과 같다.

Li 

Pi
Ci

[식 8]

[식 8] 가운데 L i는 i산업의 공업비용이익률, Pi는 i산업의 이익, C i
는 i산업의 원가비용을 가리킨다.
② 에너지소비생산율: 단위에너지가 발생시키는 생산을 반영한다.
수치가 클수록 해당 산업이 더욱 적은 에너지를 사용함을 설명한다.
계산공식은 [식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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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Ni
Ci

[식 9]

[식 9] 가운데 X i는 에너지소비생산율, N i는 산업 i의 총생산, C i는
산업 i의 에너지 총소비를 나타낸다.

2. 후베이성 유망 신흥산업의 기본 평가
가. 후베이성의 산업화 단계 평가
개발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산업화 단계의 발전수준을 평가하는 지
표는 주로 1인당 GDP, 1차, 2차, 3차 산업의 구조, 고용구조, 산업내
부구조, 도시화 수준 등 5개 항목이다.
① 1인당 GDP: 궈커샤(郭克莎,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는 1996년
에 달러를 기준으로 경제발전단계를 평가해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1
인당 GDP가 1,240~2,480달러인 경우 산업화 1단계, 2,480~4,960달
러인 경우 2단계, 4,960~9,300달러인 경우 3단계, 9,300~1만 4,880달
러인 경우 4단계로 분류했다. 2012년 후베이성의 1인당 GDP는 3만
8,501위안, 2012년의 1인당 GDP를 1996년의 고정가격으로 계산했
을 때 3,683달러가 된다. 첸나리(錢納里), 궈커샤 등의 구분방법에 의
하면 후베이성은 산업화 2단계에 해당된다.
② 3차 산업의 구조: 전반적으로 볼 때 후베이성의 산업화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성장의 무게중심은 이미 1차, 2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 중 3차 산업의 비중이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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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있다. 후베이성 통계국에 따르면 2012년까지 후베이성의 1차,
2차, 3차 산업구조는 12.8:50.3:36.9이다. 1차 산업의 비중은 15% 이
하로 떨어지고 3차 산업의 비중은 계속 늘고 있어 산업화가 천천히
성숙기로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후베이성의 2001~12년 산업구조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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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湖北省统计局(http://www.stats-hb.gov.cn, 검색일: 2013. 5. 20).

③ 고용구조: 2001년부터 후베이성의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전국
평균수준의 절반에 지나지 않은 반면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전국
평균수준을 상회했다. 1차 산업 취업자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3차 산
업의 취업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후베이성의 취업구조를 통해
2차, 3차 산업이 노동력을 유발하는 주력산업임을 알 수 있다. 2001
년부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비율이 점점 낮아져 10년간 감
소폭이 2.0%에 달하고 산업의 무게중심은 1차, 2차에서 2차, 3차로
이동해 후베이성은 이미 산업화의 중ㆍ후기 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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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후베이성 2001~10년 3차 산업 고용인구 백분율(2006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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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湖北省统计局(http://www.stats-hb.gov.cn, 검색일: 2013. 5. 20).

④ 산업 내부구조: 호프만계수로 계산할 수 있는데 제조업 중 소비
재산업과 생산재산업의 순생산비율과 같다. 호프만계수에 따르면 산
업화 과정을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H=(6~4), 인도처럼 소비
재가 제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2단계, H=(3.5~1.5), 일
본,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처럼 자본재의 생산은 급속히 성장하지만
소비재의 생산은 저조한 경우다. 3단계, H=(1.5~0.5), 미국, 프랑스,
독일처럼 자본재와 소비재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4단계, H=(1이하),
자본재의 규모가 소비재보다 큰 경우인데 아직까지 이런 단계인 국가
는 없었다. 2001년부터 후베이성의 호프만 비율은 전반적으로 줄어드
는 추세다(그림 3). 2012년의 경우 0.106으로 후베이성이 산업화 4단
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⑤ 도시화 수준: 2012년 말 후베이성의 전체 상주인구는 5,779만
명(상주 6개월 이상 인구)이었다. 그 가운데 도시 거주인구가 3,091만
명, 농촌 거주인구가 2,687만 명, 도시화율이 53.5%에 달했다. 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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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후베이의 호프만 비율(10년 추세)
0.7
0.6
0.5
0.4
중국의 호프만 비율

0.3

후베이성의 호프만 비율

0.2
0.1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0

자료: 湖北省统计局의 수치를 근거로 저자 작성.

이성은 이미 도시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 산업화의 중후기단계에 진
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 ‘10차 5개년 개발계획’ 이후 후베이
성은 산업화가 매우 빨리 진행됐고 1인당 GDP가 매년 성장했으며 산
업구조가 개선되고 중공업화 수준과 도시화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처
럼 각기 다른 각도와 기준을 통해 후베이성의 산업화 수준을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후베이성은 현재 산업화 중기에서
후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있고 매우 빠르게 후기의 초급단계에 접어
들 것이다. 산업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경공업 위주에서 중공업 위주
로, 다시 가공도가 높은 산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점증적으로
상향되는 산업구조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 산업화 중기에는 중화공업
위주의 제조업 부문이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단계의
산업은 대부분 자본집약형 산업이다. 그러나 산업화 후기에는 첨단가
공산업을 위주로 하는 제조업 부문이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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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단계의 산업은 대부분이 기술집약형 산업이다.
산업화가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단계에서 지역의 산업구
조는 급격하게 조정될 것이고 산업 간의 교체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이때 이 지역에는 대량의 유망 신흥산업이 출현하고 거대한 성장의
폭발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외자기업은 지역산업의 발전추이
를 정확히 판단, 산업분야를 제대로 선택한 뒤 투자결정을 내려야 한다.
나. 후베이성 유망 신흥산업의 평가
본 보고서는 후베이성의 산업별 수요탄성계수, 매출성장률, 입지계
수, 부가가치 비중,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고용유발률, 공업비용이
익률과 에너지소비생산율 등 지표에 대해 계산했다. 주성분분석법을
통해 지표마다 상응하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표별 가중치에 따라 종
합계수를 통계ㆍ산출했다.
주의할 것은 유망 신흥산업은 자원절약, 환경보호의 기준도 만족해
야 하므로 종합계수를 산출할 때 공업비용이익률과 에너지소비생산
율 등 자원환경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
나 3차 산업(금융업, 도ㆍ소매업 등)은 일반적으로 에너지소비가 낮
은 산업이고 공개된 통계연감에 3차 산업의 에너지소비데이터가 포
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데이터의 신뢰도와 3차 산업의 낮은 에
너지소비 특성에 비추어 3차 산업의 종합계수를 산출할 때 에너지소
비생산율 지표를 제외시켰다. 산출조건을 일치시키기 위해 본 보고서
는 국민경제의 모든 산업을 2차 산업과 3차 산업, 두 개의 부표본으로
나누어 종합계수와 순위를 각각 계산했다. 산업별 관련 지표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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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후베이성 3차 산업 종합계수표
산업
지표

금융업

도소매업

부동산

숙박 및
요식업

교통운수 및
창고업

수요탄성

0.0163

0.0506

0.0124

0.0420

0.0502

영향력계수

0.7447

0.6519

0.7178

0.9801

0.9537
1.3967

감응도계수

1.1378

1.3662

1.3221

0.8988

매출액 성장률

0.1104

0.2674

0.0840

0.3496

0.3396

입지계수

1.1777

1.4633

1.0725

1.1754

1.0830

부가가치 비중

0.0353

0.0785

0.0398

0.0231

0.0488
0.0711

고용유발률

1.0093

0.2879

-0.0029

0.1782

공업비용이익률

0.4653

0.0292

0.2521

0.0327

0.0612

종합계수

0.7322

0.8738

0.8563

0.8655

1.0214

순위

5

2

4

3

1

자료: ｢2007年湖北省投入产出表｣; ｢2007~12年湖北省统计年鉴｣을 근거로 저자 작성.

결과와 종합계수, 순위는 [표 1]과 [표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다.
종합계수의 순위에 따라 현재 후베이성의 유망 신흥산업은 교통운
수 및 창고업, 도ㆍ소매업, 숙박ㆍ요식업, 화학공업(의약제조업 등 포
함),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제지ㆍ인쇄 및 교육ㆍ스포츠용품 제조
업, 금속제품업, 통신기기ㆍ컴퓨터 및 기타 전자기기 제조업, 방직업,
가스 생산 및 공급업, 석유가공ㆍ코킹(coking)ㆍ핵 원료 가공업, 식품
산업, 전기ㆍ열 생산 및 공급업 등이 있다.
1) 교통운수 및 창고업

교통운수 및 창고업의 종합계수는 1.0214, 3차 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후베이성의 유망 신흥산업이다. 후베이성은 중국의 중부지
역에 위치하며 ‘9개 성과 통하는 요충지’이자 국내 핵심의 주요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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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후베이성 2차 산업 종합계수표
수요탄성

영향력
계수

감응도
계수

매출액
성장률

입지
계수

부가가치 고용
비중
유발률

공업비용
이익률

에너지소
종합계수 순위
비생산율

석탄채광 및
0.0121 0.9601 1.8160 0.0572 0.0393 0.0011 0.6392 0.0962
세척선별업

0.0625

0.4381

13

석유ㆍ천연
0.0046 1.8151 0.9807 -0.4994 0.0300 0.0008 0.5474 0.0198
가스 채굴업

0.0162

0.3942

19

0.0733 1.2043 0.7085 -0.3073 0.1336 0.0025 0.9489 0.0844

0.1572

0.3282

20

비금속광물
및 기타 광물 0.0412 1.3167 0.7309 0.2312 0.4898 0.0036 0.7603 0.1823
채광업

0.0808

0.4307

14

금속광산
채광업

식품업

0.0578 1.0513 1.1909 0.3558 0.8424 0.0573 0.9879 0.1374

0.0853

0.5046

9

섬유업

0.0530 1.2240 1.1892 0.3574 0.8009 0.0227 0.9234 0.0744

0.1235

0.5246

6

목재가공 및
0.0459 1.0881 0.7773 0.3311 0.5624 0.0076 0.7796 0.0950
가구제조업

0.1032

0.4173

16

제지인쇄 및
교육 스포츠 0.0770 1.2334 1.5440 0.5296 0.6267 0.0102 1.0774 0.0801
용품 제조업

0.0506

0.5920

3

석유가공,
코킹 및 핵 0.0313 1.2901 1.4055 0.2199 0.3737 0.0033 0.9661 0.0038
원료 가공업

0.5911

0.5103

8

화학공업(의
약제조업 0.0560 1.1582 2.4761 0.3515 0.7031 0.0406 0.8374 0.0774
포함)

0.0194

0.6726

1

비금속광물
제품업

0.0117

0.4569

12

금속제련 및
0.0532 1.1845 1.8935 0.2943 1.1785 0.0316 1.0616 0.0335
압연가공업

0.0447

0.6357

2

금속제품업

0.0655 1.1272 1.3590 0.4115 1.2785 0.0185 0.9879 0.0618

0.2296

0.5843

4

범용,
전문가용 -0.0022 1.0908 1.0486 -0.0404 0.6918 0.0310 0.7318 0.0762
설비 제조업

0.1195

0.3989

18

교통운수설
비 제조업

0.0223 1.1047 0.7257 0.1908 0.9273 0.0328 0.9444 0.1076

0.2182

0.4243

15

전기기계 및
기자재
0.0305 1.0615 0.7927 0.2102 0.6067 0.0125 1.0124 0.0587
제조업

0.4154

0.4083

17

0.0605 1.1323 1.1281 0.4140 0.4044 0.0239 0.1768 0.0848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0.1009 1.0079 0.8693 0.6020 1.5225 0.0180 1.4477 0.0836

0.9793

0.5822

5

전기ㆍ열
생산 및
공급업

0.0099 0.8762 1.4755 0.0646 1.3418 0.0331 1.2911 0.0686

0.0037

0.5027

10

가스생산 및
0.0491 0.7215 0.6512 0.3357 2.2693 0.0163 1.2632 0.1444
공급업

1.0707

0.5109

7

0.1986

0.4949

11

건축업

0.0388 1.2468 0.7492 0.2859 1.1355 0.0539 1.2841 0.0473

자료: ｢2007年湖北省投入产出表｣; ｢2007~12年湖北省统计年鉴｣을 근거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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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에 속하는 접점으로 ‘중국의 멤피스’라는 명성을 갖고 있다. 현재
후베이는 이러한 지역적 장점을 활용해 ‘종합 교통운송허브’, ‘국가
현대 물류기지’, ‘조국의 교차로’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용
지, 세수, 재정과 융자, 수수료와 가격, 서비스 보장 등과 관련된 다양
한 정책을 제정해 교통운수 및 창고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베이성의 교통운수 및 창고업은 중요한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이미 수많은 국내외 유명기업이 구도를
선점하기 위해 후베이에 진출해 있다. 2013년 알리바바는 인타임(銀
泰), Fosun(復星), 푸춘(富春), 쓰통이다(四通一達), 순펑(順豊) 및

자본시장의 선도기관, 은행, 금융기관과 함께 ‘중국 스마트 물류망’(CSN)
건설을 위한 협의를 체결하고 첫 중부 물류기지로 우한(武漢)을 선택
했다. 징동(京東), 판커(凡客) 등 전자상거래회사 역시 이미 우한에
물류망을 건설했고 당당(當當)은 우한의 창고물류면적을 10만 평방
미터로 확장했다.
2) 도ㆍ소매업

도ㆍ소매업은 후베이성이 전통적으로 우위를 갖추고 있으며 여전
히 성장이 매우 빠른 유망 신흥산업이다. 2012년 후베이성의 일정 규
모 이상 유통업1)의 상품 소매실적은 5,255.7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8% 성장했다. 특히 인터넷 경제가 출현하고 판매방식이 혁신적으
로 변화하면서 무점포 소매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 후베이성
의 2012년 무점포 일정 규모 이상 유통업의 연간 누적 소매실적은 동

1) 일정 규모 이상: 연간 생산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기업만 통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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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비 2.5배 성장한 40.1억 위안을 기록했다. 기타 관련 데이터는
[표 3]을 참고한다.

표 3. 2012년 후베이성 도ㆍ소매업 매출액 성장률
(단위: %)

지표

성장속도

일정 규모 이상의 도ㆍ소매업 매출액

21.8

그 중: 식품ㆍ음료ㆍ담배 주류

22.8

패션ㆍ신발모자ㆍ직물류

24.0

일용품류

26.0

무점포 일정 규모 이상의 도ㆍ소매업 매출액

250.0

자료: 湖北省统计局(http://www.stats-hb.gov.cn/, 검색일: 2013. 5. 20).

3) 숙박ㆍ요식업

늘어나고 있는 소비와 빨라진 생활패턴, 혁신적인 생활방식으로 인
해 요식업과 숙박업의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내수진작을 통
한 성장’이라는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 요식과 숙박업은 비약적인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4]를 통해 2012년 후베이성 요식ㆍ숙박업의
매출 성장속도를 알 수 있다.

표 4. 2012년 후베이성 숙박ㆍ요식업 매출 성장속도
(단위：%)
지표

성장속도

숙박ㆍ요식업 매출액

21.5

일정 규모 이상 숙박ㆍ요식업 매출액

24.8

그 중: 숙박업

19.6

요식업

26.8

자료: 湖北省统计局(http://www.stats-hb.gov.cn/, 검색일: 201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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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를 통해 알 수 있듯 일정 규모 이상 숙박ㆍ요식업의 매출 성
장속도는 24.8%에 달해 후베이성 국민경제의 평균 성장속도를 크게
웃돈다. 2012년 말 중국정부가 제정한 ‘8대 규정’, ‘6대 금령’은 고급
요식업에 타격을 주긴 했지만 패스트푸드, 간식, 중국식 샤브샤브, 농
촌체험 등 대중화된 소비 위주의 식당ㆍ호텔은 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중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비수요가 대중 요식업을 강하게 뒷받침하여 왕성한 시장의 생명력
과 강한 성장잠재력을 갖추게 만들었다.
4) 화학공업(제약 등 포함)

[표 2]를 통해 화학공업의 종합계수는 0.6726으로 2차 산업에서 1
위를 차지, 화학공업이 후베이성에서 종합실력을 갖춘 유망 신흥산업
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전 세계 석유화학공업의 성장엔진이 동쪽
으로 이동하면서 아시아 지역이 생산력과 수요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 됐다. 아시아는 향후에도 세계 석유화학공업의 투자처로 각광
받을 전망이다.
현재 후베이성의 화학공업산업은 고속성장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석유개발ㆍ정유 및 석유화학 생산기지, 염화학공업 생산기지, 질소비
료 생산기지, 농약, 의약, 염료 및 중간생산물의 정밀화학공업 생산기
지, 타이어 및 고무제품 생산기지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다. 모든 산
업의 과학기술개발체계를 형성해가고 있고 국가급 기술센터 1곳, 성
급 기술센터 13곳, 다수의 국가급 및 성급 첨단기술 연구 및 테스트
기지를 건설했다. 현재 후베이성의 화학공업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

96

중국의 지역별 환경 변화와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방안

을 맞이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준비 중인 우한 화학단지는 700억 위
안이 투자되어 일곱 가지의 에틸렌 후방산업 체인을 중점적으로 도입
할 예정이다. 우한 화학단지는 중부지역 석유화학공업제품의 공급센
터, 중부지역 석유화학공업 생산기지, 양쯔강 중류의 주요 항구 물류
기지 등 ‘1개 센터, 2개 기지’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최근 들어 인프라 시설, 부동산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화학공업, 철강 등 원자재산업을 포함한 공업생산의 전
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망 신
흥산업의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는 관련 기업이 새로운 성
장점과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5)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표 2]를 통해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의 종합계수는 0.6357로 2차
산업에서 2위를 차지, 후베이성에서 유망 신흥산업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경제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자동차ㆍ장비 제
조 등의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은 거대한
시장을 맞이했다. [그림 4]는 2000~11년 전국 철강산업의 시장수요를
보여준다.
후베이성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기지로 풍
부한 생산능력을 축적했다. 2010년 성 전체의 생산량은 선철 2,311만
톤, 조강 2,864만 톤, 강재 2,895만 톤, 10종 비철금속 86만 톤으로
‘11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 동안의 연간 성장률은 각각 9.7%, 12.8%,
12.9%, 13.6%를 기록해 각각 전국 6위, 7위, 10위, 16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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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국 철강산업 시장수요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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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1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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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smar database.

후베이성은 이미 국내 금속시장의 주요 공급처로 성장하였으며 강한
산업우위와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6) 제지ㆍ인쇄 및 교육ㆍ스포츠용품 제조업

제지ㆍ인쇄 및 교육ㆍ스포츠용품 제조업의 종합계수는 0.5920, 후
베이성의 유망 신흥산업에 속한다. 현재 중국의 제지산업은 새로운
성장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제지품 누적 생산은
4,845.8만 톤으로 동기 대비 20.7% 성장했다. 제지산업의 경상이익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등 여러 지표는 20%를 넘어선다. 제지산업
의 다른 경제지표는 [표 5]에서 알 수 있다.
7) 금속제품업

후베이성 금속제품산업의 종합계수는 0.5843으로 2차 산업에서 4
위를 차지하는 유망 신흥산업이다. ‘11차 5개년’ 기간 동안 금속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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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국 제지산업의 성장능력지표 정리
(단위: %)

고정자산
성장률

총자산
성장률

순이익
성장률

경상이익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2008년

8.5

14.5

-16.6

-20.5

-26.8

12.3

2009년

12.2

18.4

27.7

28.2

12.3

2.5

2010년

13.5

23.8

19.3

22.6

52.4

3.4

자료: csmar 데이터베이스.

업은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함께 빠르게 성장했다. 제품의 응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품질이 개선됐으며 생산량도 갈수록 늘고 있
다. 후베이성의 금속제품산업 생산은 2007년 190.5억 위안에서 2011
년 762.3억 위안으로 41.4%나 성장했다. 그 가운데 성장이 빠른 편인
제품은 플럭스 충전와이어, 스틸코드, 오일템퍼스프링 스틸와이어,
PC 케이블, 고압호스용 스틸와이어, 탄산가스 실드아크 용접용 솔리
드와이어, PC 스틸와이어, PC 스틸바 등이 있다.
8) 통신기기ㆍ컴퓨터 및 기타 전자기기 제조업

통신기기ㆍ컴퓨터 및 기타 전자기기 제조업의 산업종합계수는 0.5822
다. 현재 후베이성의 광섬유케이블은 생산규모에서 전 세계 2위를 차
지하고 국내시장 점유율 50%, 국제시장은 12%, 광전자부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 60%, 국제시장은 6%이다. 우한시 이동통신기지국 안테
나 급전시스템의 생산량은 전국 1위, 레이저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국
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전국 4대 레이저 기업 가운데
우한이 3곳을 차지했다. 통신기기ㆍ컴퓨터 및 기타 전자기기 제조업
에서 후베이성은 이미 기술혁신과 기업이 상호작용하는 혁신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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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형성해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원동력이 되고 있다.
9) 섬유산업

섬유산업은 종합계수가 0.5246으로 후베이성의 유망 신흥산업에 속
한다. 섬유산업은 후베이성의 전통적인 핵심산업이자 중요한 민생산
업, 비교경쟁우위를 갖춘 산업이기도 하다. 특히 연해지역 산업이 이
전되면서 후베이성의 섬유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다. 2012년
섬유 산업의 부가가치는 22.2% 성장한 603.8억 위안으로 최근 후베이
성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며 전망이 가장 좋은 산업으로 꼽혔다. 몇 년
의 성장을 거쳐 후베이성 내 면직, 패션, 모직, 마직, 실크, 선염, 편물,
가정용 직물, 화학섬유, 날염, 염색 등 산업체인에 수많은 우수한 섬유
회사가 모여들어 산업성장체계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다.
10) 가스 생산 및 공급 산업

가스는 중국의 에너지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생산과 생활에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다. ‘두 가지 형태’의 사회(자
원절약형ㆍ환경친화적 사회)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 생산 및
공급업은 이미 국민경제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종합적인 기초산업이
자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대외개방산업으로 발전하였다.
게다가 도시화의 가속화와 정부의 가스산업에 대한 개방과 지원, 후
방산업의 파이프라인 확장, 전방산업의 가스수요 성장 등 여러 유리
한 외부환경 때문에 가스산업은 절호의 성장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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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석유가공ㆍ코킹(coking)ㆍ핵원료 가공업

석유가공ㆍ코킹(coking)ㆍ핵원료 가공업은 종합계수가 0.5103인
후베이성의 유망 신흥산업이다. 21세기는 에너지 경쟁의 시대다. 석
유와 관련된 전후방산업의 발전은 국가의 에너지안보문제에 연관되
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기울여왔고 줄곧 국가의 중점육성산
업으로 여러 분야의 정책적 혜택을 받았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 최대
의 석유소비국으로 석유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므로 석유
가공ㆍ코킹(coking)ㆍ핵원료 가공업은 전망이 매우 밝을 것으로 판단
된다. 후베이성 석유가공ㆍ코킹(coking)ㆍ핵원료 가공업은 이미 산업
체계를 갖추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림 5]는 2009~11년 후베이
성 석유가공ㆍ코킹(coking)ㆍ핵원료 가공업의 생산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5. 2009~11년 후베이성 석유가공ㆍ코킹(coking)ㆍ핵원료 가공업의
생산추이
(단위; 억 위안)

800
700
600
500
산업 총생산
산업 매출액

400
300
200
100
0
2009

2010

2011

자료: 『湖北统计年鉴』(2010); 『湖北统计年鉴』(2011); 『湖北统计年鉴』(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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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품산업

식품산업은 종합계수가 0.5046인 유망 신흥산업이다. 식품산업은
국가경제, 국민생활과 연관된 중요한 산업으로 식량가공업, 식물성
식용유가공업, 담배가공업, 음료제조업, 육류제품가공업 등의 하위산
업이 포함되며 산업의 현대화 수준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품산업은 전통산업이자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유망 신흥산업
으로 산업 체인이 길고 관련도가 높으며 범위가 넓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식품산업은 후베이성에서 규모 1,000억 위안의 10대 산업 가운
데 1위를 차지하는 중점산업으로 이미 성장하였고 성 전체 산업경제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꼽힌다. 2012년 후베이성 식품산
업의 매출액은 5,082억 2,000만 위안으로 산업 성장기여도가 25%에
달해 후베이성 전체 산업 가운데 1위, 전국 식품산업 순위에서도 산
둥(山東), 허난(河南), 랴오닝(遼寧), 쓰촨(四川)에 이은 5위를 차지
했다.
13) 전기 및 열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종합계수 순위를 고려할 때 전기ㆍ열 에너지 생산 및 공급 분야 역
시 후베이성의 유망 신흥산업이다. 현재 후베이성은 여러 전기, 열 등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칭장쉐이부야(淸江
水布埡), 장핑허(江坪河) 등 대형 수력발전소, 황강(黃岡)발전소, 양

뤄(陽邏) 3기 발전소 등 화력발전소, 퉁산(通山), 리촨(利川) 풍력발
전소 등 신에너지 발전소와 ‘서전동송(西電東送)’,2) 남북 간 전력망
2) 서전동송(西電東送): 서부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동부지방으로 수송하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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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등 국가전력망 건설사업 등이 있다.
이는 에너지 생산과 공급 관련 기업들에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안
겨줄 것이다. 신에너지분야에서 난보(南玻)그룹, 자웨이(珈偉)과학기
술, 르신(日新)과학기술, 거린메이(格林美) 등 기업들이 고순도 실리
콘, 초미세 리튬전지 분말소재, 동력 리튬이온전지 전해액 및 전극소
재, 초미세 니켈 분말소재의 핵심기술을 연구, 기술우위를 통해 에너
지소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3. 후베이성 투자 외국자본의 발전 현황과 사례
개혁ㆍ개방 이후 후베이성은 대외개방을 질적ㆍ양적으로 확대해
외국자본의 이용에 큰 진전을 거두었으며 투자규모도 끊임없이 확대
되어왔다.
가. 후베이성 내 외국인투자 현황
FDI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후베이성의 외국자
본 이용규모는 1995년 겨우 11.09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중부지역 성장을 촉진할 정책을 제정하면서 외국
자본의 투자도 산업이전과 함께 후베이 등 중부지역에 유입됐다. 2008
년 후베이성이 유치한 외국인투자 계약금은 동기 대비 22.5% 성장한
51.4억 달러, 실제 투자한 외국자본은 동기 대비 17.5% 성장한 41.1
억 달러다. 그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 신규승인사업은 343건, 계약금
액은 43.4억 달러, 실제 투자된 금액은 32.5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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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0년 후베이성 FDI 국가(지역)별 상위 6개국
(단위: 건, 만 달러)

국가/지역

사업건수

외국자본 실제 투자액

중국 홍콩

204

93,034
20,030

미국

62

중국 타이완

57

8,706

일본

31

12,384

한국

19

2,979

캐나다

24

1,793

자료: 湖北统计年鉴(2011).

외국자본투자국이 주로 아시아에 집중돼 있다. 2009년 후베이성에
투자한 나라는 모두 37개국이며, 이 중 약 60%의 자금이 아시아 국
가 및 지역에서 투자되었다. 홍콩, 영국령 버진(Virgin)제도, 일본, 싱
가포르, 사모아, 네덜란드, 프랑스 등 7개국의 투자액이 각각 1억 달
러 이상이다. 그 가운데 최대 투자지역은 홍콩으로 2008년 후베이성
에 실제 투자한 금액은 14.3억 달러, 성 전체 외국인투자 가운데
44.1%를 차지한다. 영국령 버진제도, 케이맨(Cayman)제도 등 일부
자유항의 실제 투자는 6.7억 달러, 성 전체의 20.8%를 차지한다.
외국자본은 주로 우한(武漢) 도시권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후베이
성이 유치한 외국자본은 주로 우한, 황스(黃石), 이창(宜昌), 샹판(襄
樊) 등 우한시 권역에 집중돼 있다. 그 가운데 우한시는 외자 유치에

줄곧 유리한 위치에 있어 2010년 우한시의 실제 외자투자액은 25.7억
달러, 후베이성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우한 도시권은 인프라시설
이 잘 갖춰져 있고 수준 높은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 외국자
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우한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일
수록 외자 유치규모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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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자본의 후베이성 내 산업별 분포 특징
① FDI의 후베이성 3차 산업별 분포: 산업구조로 볼 때 외국자본의
후베이성 1차, 2차, 3차 산업별 분포는 고르지 못하다. 주로 2차 산업
에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3차 산업,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낮
아 ‘2-3-1’의 구도를 보인다. 매년 후베이성에 신규설립되는 외국투자
기업을 예로 들면 2005~07년의 연도별 신설 외국투자기업 수는 각각
471개, 423개, 385개였는데 그 가운데 제조기업 수는 각각 306개,
252개, 210개로 총수와 등록자본금 모두 신설투자의 50%을 넘어선
다. 최근 들어 1차, 3차 산업의 외자 유치 비중도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서비스업의 외자 유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산
업의 경우 위험이 크고 수익이 낮아 투자 비중이 현저히 낮다. 2010
년 1, 2, 3차 산업의 FDI 이용금액은 각각 0.4억 달러, 21.6억 달러,
10.4억 달러로 성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실제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각각 1.3%, 66.7%, 32%였다. 그 가운데 1차, 3차 산업의 비중
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포인트, 7.8%포인트 상승했다.
② 후베이성 1차, 2차, 3차 산업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분포: 2차 산
업 가운데 제조업은 외국인투자의 인기 분야로 2010년 전자기기 제
조업, 기계 제조업, 교통운수기기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의 외자 실제 투자액은 동기 대비 2.1% 성장한 약 20억 달러를
기록했다. 3차 산업에서 외국자본은 주로 부동산산업, 도ㆍ소매업, 숙
박ㆍ요식업에 집중돼 있고, 특히 부동산은 여전히 서비스업 가운데
주요 외자 유치분야다. 2008년 후베이성 부동산산업의 실제 외자 투
자액은 서비스업 전체의 64.4%를 차지하는 6.7억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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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미루어볼 때 후베이성 내 외자 투자산업은 분포가 고르지 않아
외자 유치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후베이 산업에 진출한 외국자본의 성공사례
1) 창페이(長飛) 회사

창페이 광섬유ㆍ광케이블 유한회사(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Company Ltd.)는 1988년 차이나텔레콤, 네덜란드 드라카통신
IT 회사(Draka Holding), 우한 창장(長江) 통신그룹 유한회사의 공동
투자로 설립됐다. 본사는 우한시 둥후(東湖)하이테크개발구에 위치,
면적이 17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사
양, 가장 선진적인 생산기술, 최대 생산규모를 자랑하는 광섬유ㆍ광
케이블 제품 및 제조장비 연구ㆍ생산기지다.
드라카통신 IT 회사의 본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 전 세
계에 3,000명의 직원이 있다. 사업분야는 광섬유ㆍ광케이블, 통신케
이블, 광대역 네트워크 건설 등인데 모두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
에 있다. 통신케이블분야에서 유럽시장의 선두주자인 드라카통신은
중국시장에서 1위, 북미시장에서는 3위에 올라 있다.
광섬유ㆍ광케이블 제조분야는 하이테크산업에 속한다. 창페이는
하이테크 회사로서 다른 중국기업들이 해외의 기술장벽에서 큰 성과
를 이루지 못한 것과는 다르게 20년 만에 중국 광통신산업의 선두기
업으로 성장하였다. 연속 18년간 생산판매량에서 산업 1위를 유지,
전 세계 2위의 광섬유ㆍ광케이블 제조사로 자리매김했다. 이 모든 성
과는 창페이의 정확한 시장예측과 판단, 끊임없는 기술혁신,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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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요창출에 기인한다.
2) 씨-본스 그룹(C-bons group)

씨-본스 그룹은 홍콩에 등록된 글로벌 회사다. 1989년 중국 대륙에
진출해 후베이성 우한시에 중국관리본부를 설립했다. 20여 년 동안
씨-본스 그룹은 여성용품, 의약, 식품, 미용, 패션, 부동산, 일용화학품
등에 종사하며 다각화된 사업구도를 구축했다. 씨-본스 그룹은 리화
씨본스(麗花絲寶), 바이란(柏蘭), 메이타오(美濤), 수레이(舒蕾), 펑
잉(風影), 순수앙(順爽), 제팅(潔婷), 이베이수앙(伊倍爽), 제타이(捷泰),
리수다(理舒達) 등 브랜드 500여 종의 우수한 신제품을 출시해 소비
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수레이’는 국가질검총국으로
부터 2003년 중국 우수브랜드제품에 선정, 2005년 중국 저명상표에
선정됨으로써 ‘메이드 인 후베이’의 중국 내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11차 5개년 개발계획’ 이후 씨-본스 그룹은 누적 기준 2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후베이 씨-본스 산업도시는 씨-본스 그룹의 주요 생산과학연구기지
다. 시엔타오(仙桃) 하이테크산업단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250묘
(약 5만 평), 직원 수는 1,200명, 투자 고정자산 3억 위안, 연 생산능
력은 32억 위안에 달한다. 현재 씨-본스 산업도시 내 3개 회사가 운영
중이다. 첫째 씨-본스 주식제 유한회사로 ‘수레이’ 시리즈의 세척용품
및 씨-본스 화장품 시리즈를 주로 생산한다. 둘째 씨-본스 위생용품회
사로 ‘제팅’의 휴지 등의 제품을 주로 생산한다. 셋째 씨-본스 제약
유한회사, 현재 ‘제타이’ 생명건강제품 및 ‘리수다’ 등의 약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씨-본스 그룹은 시엔타오 지역에서 여러 분야에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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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선순환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샴푸시장은 미국의
P&G가 50%, 2위인 유니레버가 15%, 씨-본스 그룹은 10% 정도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씨-본스 그룹이 이렇듯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
장의 수요에 부응했기 때문이다. 일용화학품산업은 국민의 생활수요
를 만족시키는 산업임과 동시에 제품혁신에 집중해 새로운 시장수요
를 자극ㆍ발굴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씨-본스 산하의 메이타오는 여
성용 소비시장에 주력할 뿐 아니라 예리한 소비통찰을 통해 남성제품
시리즈까지 범위를 확장했고 출시한 남성용 헤어젤 제품은 2010년
단숨에 중국 헤어젤 산업의 발전방향이 됐다.
질적ㆍ양적으로 성장한 씨-본스의 일용화학품 외에 씨-본스 글로벌
은 수년간의 다각화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분야인 여성용 위생용품
시장을 발굴했다. 이는 더 큰 무대이자 충분한 성장잠재력과 강한 매
력을 지닌 시장이었다. 그밖에 씨-본스 글로벌은 개인 및 가정 생활용
품시장에서도 전략적인 구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공기정화제 등의
개인 및 가정 생활용품시장을 보면 기존의 은폐형 공기정화제와 달리
분해형 제품을 개발해 담배로 인한 연기를 분해할 수 있게 했다.
3) 타이완 기업 투자지역

타이완은 이미 후베이성의 2대 외국자본 투자지역이다. 타이완 기
업은 후베이 지역에서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미 후베이성의 현대 산업
에서 중요한 일부분으로 성 전체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이끌고 있다.
후베이의 교통입지, 기술인력 및 생태환경적 우위, 양호한 공업ㆍ농
업 인프라, 타이완의 IT 혁신, 시장 운영 우위와 강한 상호 보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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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점 등은 타이완 기업이 후베이 투자를 통해 성장하도록 소중한
기회와 큰 잠재력을 제공한다.
둥시후(东西湖)구는 우한시의 서대문이자 ‘국가급 생태시범지역’
이다. 현재까지 퉁이(統一), 타이수(台塑), 웬둥(遠東), 다룽(大榮),
스린(士林)전기 등 56개 환경보호형의 타이완 자본회사가 진출해 우
자산(吳家山) 타이완 투자지역에 모여 화중지역 최대의 타이완 기업
밀집지역을 이루고 있다. 현재 우자산 타이완 투자지역에는 600여 개
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총계약투자금은 약 35억 달러에 달하며, 그
가운데 3자 기업3)이 약 280여 곳을 차지한다. 22만 제곱미터에 달하
는 우자산 타이완 투자지역에는 첨단기술산업의 인큐베이팅, 활용,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해협 양안 과학기술 산업단지, 메커트로닉스, IT
산업을 위주로 하는 메커트로닉스 산업단지, 물류보세창고, 항구 건
설을 골자로 하는 국제물류단지 및 식품가공을 위주로 하는 식품가공
단지 등 4개 ‘경제특구’가 건설돼 있다.
후베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교통입지, 소비시장의 장점 때문에 단지
내의 타이완 기업들은 점점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타이완 회사
의 성장으로 인해 투자지역의 브랜드 전시효과와 집중효과가 점점 나
타나면서 홍콩,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자본을 유치했다. 미국
펩시콜라, 코카콜라,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SinarMas), 일본 산요 등
13개 글로벌 500대 기업들도 잇달아 투자했다.

3) 3자 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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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베이성에 대한 한국자본의 투자 기회와 전망
중국경제가 회복되고 경제전망이 갈수록 밝아지면서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
12년 동안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총액 연간 성장률은 각각 42.1%,
35.7%, 29.5%다. 한국의 대외 직접투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국은 오히려 한국이 투자를 확대하는 대상이 됐다. 2012년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64.8억 달러의 FDI를 유치해 한국의 제2대 투자대상국
이며 한국은 대외 직접투자 신뢰도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됐다.
가.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 변화
투자 초기와 비교했을 때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환경과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지가 상승, 원자재와 노동력 등 생산원가 상승,
현지 제조업의 빠른 성장, 외자의 ‘超국민 대우’ 혜택 철폐, 환경보호
강화, 위안화 평가 절상 등 이러한 변화는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에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안겨줬다. 중국 투자환경의 변화로 인한 부담
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도 새로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투자산업분야가 점차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 제조업
내부에서는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이동했다. 1990년
대 초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 산업구조는 노동집약형의 전통 제조업에
압도적으로 편향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경영환경이 바
뀌면서 생산비용의 우위가 점차 사라지고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퇴출
되는 등 한국기업의 생존환경에도 극심한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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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은행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다수의 노동집약형 한국
기업이 적자상태에 있고 수익공간이 점차 줄어들면서 많은 회사들이
연이어 파산해 중국에서 철수했다. 2000년부터 기계, 석유화공, 자동
차, 반도체, 전자 및 통신기기 등 기술집약형 또는 자본집약형 산업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다수의
금융보험업, 운수물류업, 부동산업, 도ㆍ소매업 등 자본집약형 산업의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했다. 대한항공, E-mart, Lotte mart, CJ그룹, 삼
성전자, LG그룹, 현대그룹, 롯데그룹,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금호타이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수년간의 조정을 거쳐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 산업분야는 점차 제조
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 제조업 내부에서도 점차 노동집약형에서
기술 또는 자본 집약형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제조업 내부를 살펴
보면 방직, 의류, 비금속 광물제품 등 노동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2000
년 48.3%에서 2010년 15.6%까지 줄어들었고, 반면 전자, 자동차, 화
학공업, 운수기기 등 기술집약형 산업의 비중은 2000년 42.8%에서
2010년 64.6%로 상승했다. 그밖에 대중 투자의 종류가 첨단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다수의 한국기업(베이징현대, 하이닉스 등)이 핵심
기술과 설비를 가져와 중국에 R&D 센터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둘째 투자지역이 주로 환보하이(环渤海), 동북3성 및 장강삼각주
(长三角)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나 최근 연해지역에서 내륙으로, 동부
에서 중서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지역의
분포상황을 보면 한국기업은 아직도 여전히 주로 환보하이 지역, 동
북3성, 장강삼각주 등에 집중돼 있으나 최근 점차 중서부 등 내륙으
로 이동하고 있다. 환보하이 지역과 동북3성은 한국과 ‘다섯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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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람, 물자, 언어, 종교)’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고 풍부한 자원과
뚜렷한 비용우위, 우수한 외국자본정책과 환경 때문에 한국기업의 중
국 진출 초기에 선호하는 지역이었다. 1990년대 한국기업의 환보하
이, 동북3성 투자액은 전체 대중 투자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내륙
지방의 투자는 미미했다.
2005년 이후 한국기업의 중서부 지역 투자가 점차 늘었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중부굴기(中部崛起)’와 ‘서부대개발’정책, 중서부 지역
의 산업지원능력 강화와 투자 자원환경 개선 때문이고 연해지역 및
장강삼각주의 산업구조가 개선되고 한국기업의 투자요건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09년 산둥, 베이징, 랴오닝(遼寧), 장쑤(江蘇)
등 대부분 지역의 한국자본 유치가 줄어든 상황에서 후베이, 후난(湖
南) 등 중서부 지역의 한국자금 유치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후난,

허난, 후베이의 성장률은 각각 1,707%, 493%, 414%를 기록했다. 이
처럼 최근 들어 한국의 중서부 지역 투자가 확대됐지만 투자 규모와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기업의 산업과 지역분포의 변화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 투자환경과 외자기업의 생존환경이 극심하게 바뀐 상황에
서 한국기업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변화할 수밖에 없다. 즉 중국
경제성장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식견 있는 투자이념으로 변
화해야 한다.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한국기업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값싼 노동력, 우대정책’ 등 비용절감형 투자관을 버리고 한국기업의
기술과 자본우위를 활용해 비교우위를 갖춘 산업, 또는 현지의 유망
신흥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지역은 산업 이전의 규칙에 따라 투
자의 무게중심을 중서부 지역으로 적절히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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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기업의 후베이성 투자기회
현재 한국기업의 후베이성 투자는 유례 없는 기회를 맞고 있다. 거
시적 환경으로 볼 때 중국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구도에서 중요한 전
략적 위치에 있어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반드시 진출해야 할 핵심지
역으로 떠올랐다. 중국 상무부 소식에 따르면 글로벌 500대 기업 가
운데 이미 490개 사가 중국에 진출했다. 게다가 한ㆍ중 양국의 경제
관계가 고조되면서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에 유리한 협력기반과 정책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후베이성 자체의 성장으로 볼 때 후베이성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큰, 중부지역의 핵심 성으로 여전히 국내외 산
업이동을 담당, 중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략적 지점이며,
중국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성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볼 때 한국
기업의 후베이성 투자는 몇 가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1) 후베이성은 거대한 경제 성장잠재력과 우수한 산업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한국기업에 중요한 시장, 산업 및 공간을 제공한다

중국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원, 에너지, 노동력의 수
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후베이성이 풍부한 자원과
많은 인구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인구와 산업을 집중시킴으
로써 중국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내수정책에 힘입어 후베이성은 높은 인구밀집
도와 왕성한 시장수요를 기반으로 성장의 공간이 한층 더 넓어졌다.
후베이성은 향후 20년간 중국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중요한 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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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편으로 후베이성은 전통적인 공업기지이자 자주혁신 시범지
역이었기 때문에 이미 완벽한 산업체계를 갖추고 있고 풍부한 산업기
반, 잘 갖춰진 배후시설 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후베이성은 값싸고
우수한 생산자원, 천혜의 입지조건, 사통팔달의 종합교통 운송망, 풍
부한 인력, 기술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후베이성 투자에
유리한 산업성장의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베이성에는
130개의 개발구가 있고 한국기업만을 위한 ‘한국과학기술단지’, ‘한
국산업단지’, ‘한ㆍ중 협력 신도시’ 등의 인프라 건설과 산업성장, 거
주, 상업 부대환경 개선이 예정돼 있어 한국기업에 중요한 공간적인
뒷받침을 해줄 것이다.
2) 국내외 경제구도의 재조정과 ‘중부굴기’의 정부전략은 후베이성의
성장에 새로운 기회와 밝은 전망을 안겨줄 것이다

국내외 경제구도가 깊이 있게 조정되면서 전 세계 주요 생산요소와
산업의 중국 이동이 빨라지고 중국 내에서도 동부 연해산업의 중서부
이동이 빨라지고 있어 중국, 특히 중서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성장은
새로운 역사적 기회와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베
이성은 동부 연해의 높은 경제단계에서 서부의 낮은 경제단계로 넘어
가는 지점에 위치해 동부 산업의 이전을 책임지면서 편리하게 서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 국내외 산업 이전과정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
치에 있다. 한국기업은 후베이 지역을 중국 중서부 지역 진출을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로 삼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중부굴기’의 정부전략
이 구체적으로 실시되면서 후베이성을 포함한 중부지역의 정책적 지
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대형 건설프로젝트가 잇달아 착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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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생산기지, 에너지ㆍ원자재 기지, 현대 장비 제조 및 하이테크산
업기지, 종합교통운수허브 등 산업발전의 기반이 건설 중에 있으며,
도시화 및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중부지역의 성장기반과 체제,
정책환경이 개선되고 경제ㆍ사회의 자력 성장능력이 강화될 것이다.
중부지역 경제성장의 선두주자이자 ‘중부굴기’전략의 실시를 위한 중
요한 버팀목인 후베이성은 매우 큰 성장의 기회와 밝은 미래를 갖고
있다.
3) 후베이성과 한국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강한 상호 보완성과 연결성이
있어 한국기업의 후베이성 투자에서 훌륭한 산업협력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후베이성은 한국과 부존자원, 기술, 산업구조, 상품시장 등에서 강
한 상호 보완성과 연결성을 갖고 있다. 우선 후베이성은 중국의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어 넓은 시장이 있고 풍부한 노동력, 자연자원을 갖
추고 있지만 경제성장과정에서 자금 및 기술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이와 달리 한국은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노동력과 자연자원이 부족하
지만 막강한 자금력과 국내에 글로벌 수준의 선진산업기술을 다수 갖
추고 있다. 후베이성과 한국이 부존자원에서 상호 보완한다면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섬유산
업, 기계, 광업, 농업 분야에서 한국은 강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한된 토지, 광산자원, 노동력 때문에 국내의 산업발전이 쉽지 않다.
그러나 후베이성은 자원이 풍부한 성, ‘1,000개 호수를 지닌 성(千
湖之省)’, 농업의 성으로 특유의 부존자원 우위를 갖추고 있다. 이러

한 분야에서 양국은 산업 간 거래, 노동력 교류, 상호 투자를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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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 한편으로 후베이성은 철강공업, 자동차 및 교통설비 제
조, 화학공업 및 전력 등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광섬유 및 광통신
기기,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약 등 신흥산업에서 비교적 막강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 산업들은 바로 한국이 우위를 점하는 산업으
로, 특히 한국의 자동차, 화학공업, 전자ㆍ통신설비제조업 등은 세계
적인 생산기술을 갖추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산업분야에서 후베이와 한국은 산업 간 교역을 확대하거나
합자경영 등의 방식으로 함께 시장을 발굴할 수 있다.
4) 한국과의 협력사업이 후베이성의 성급 전략으로 격상돼 한국기업과
후베이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

후베이성 정부는 줄곧 대외협력을 매우 중시해왔으며 한국기업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왔다. 양 지역 간의 문화 교류와 경제협력
을 강화하기 위해 후베이성과 한국은 각각 2004년, 2005년, 2011년
‘후베이 한국 주간’, ‘한국 후베이 주간’, ‘후베이 한국 우정의 주’등의
활동을 개최해 한ㆍ중 양국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장을 열었다. 2011
년 후베이성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후베이성 정부와 대한상의의
후베이ㆍ한국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포괄적 협
의｣를 체결하고 한국기업의 후베이성 진출을 적극 추진했다. 그밖에
후베이성은 한국 IT 단지, 한국산업단지, 한ㆍ중 협력 신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통해 한국기업이 후베이성에 투자하는 데
우수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협력의 기초를 보면
한국총영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항공, 한국은행 등 4대 주
요 한국기관이 이미 모두 후베이성에 자리를 잡고 한국기업이 후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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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투자하도록 ‘현지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말까지 후베이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약 200개, 상주 대표기관 6곳, 전
체 투자액은 약 3억 달러에 이른다. 그 가운데 SK, 삼성, 현대, LG는
우한시와 화학공업, 전자, 병원, 지하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체결했
고 세계 500대 기업인 SK그룹은 우한을 SK 중국 진출의 최대 투자
지로 삼고 시노펙(中石化)과 에틸렌 80만 톤 등의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롯데그룹도 우한에 대형 비즈니스센터 건설과
몇몇 개별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은 우한에 한국기업 밀
집지역을 만들 예정이다. 한국기업과 후베이성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
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5) 한ㆍ중 경제협력이 점차 활기를 띠면서 한국기업의 후베이성 투자에
유리한 정책적 혜택을 주고 있다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는 지속적으로 고조
돼 왔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자 최대 수출시장, 최
대 수입국, 2대 대외 직접투자국이 됐다. 한국기업에 중국은 이미 전
략적 의미가 가장 큰 시장이다. 양국 경제협력의 전략적 측면을 보면
한ㆍ중 양국 정부는 양국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양국
기업이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
다. 예를 들어 2012년 한ㆍ중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같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 상무부 CCPIT의 공동추진하에
한ㆍ중 양국은 ｢상호 투자 협력 추진 업무계획｣을 체결하고 한국기업
이 중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에 적극 참여토록 장려하
는 등 대중 투자 촉진사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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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경제협력관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이미 전략
적 협력 동반자로 바뀌었고 양국은 무역과 투자 등의 분야에서 협력
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전망이다. 중국이 앞으로 한국기업의 중국 투
자에 유리한 관련 정책을 마련해 한국기업의 투자분야를 더욱 완화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기업의 중국, 특히 후베이성 투
자는 지속적으로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다. 한국기업의 후베이성 투자에 대한 제언
중국의 투자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한국기업의 우위와 후베이성
의 성장기회가 서로 부합하는 원칙에 의거해 한국기업의 후베이성 투
자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투자관념을 전환하고 공동의 성장을 모색한다

한국기업은 중국 투자 초기에 주로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보존자원에 매료됐다. 후베이성도 이런 부분에서 비교적 큰 우위를
갖췄지만 후베이성 자체의 성장과 기타 지역의 가격 및 수요 요소로
인해 이와 같은 우위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한국기업의 후베이성 투
자는 반드시 ‘비용절감’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을 갖
춘 투자 체계 및 관념이 필요하다. 한국기업이 후베이성의 실제 성장
상황에 근거해 산업협력과 시장수요를 주요한 투자동기로 삼고 후베
이성과 이익연합을 맺음으로써 유망 신흥산업과 우위를 갖춘 산업을
성장시키고 후베이성 및 국내외 시장을 공동개발할 것을 건의한다.
이로써 후베이성과 공동성장의 방식을 모색해 후베이에 뿌리를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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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밖에 외국인직접투자는 상호 투자
협력 등의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2) 내수전략에 발맞춰 성장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내수확장정책의 적극적인 실시는 중국 경제
사회발전전략의 출발점이며 소비의 확대는 전략의 핵심이다. 향후 오
랜 기간 중국정부는 여러 면에서 소비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
즘 수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게다가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인 중국
은 종합 국력과 국민 경제력이 점차 향상되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소
비시장을 개발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가장 중요한 세계시장으로 떠
올랐고 지위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앞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중
국의 내수전략을 충분히 고려해 중국의 미래 성장요건을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기업의 성장목표를 실현하길 건의한다.
3) 혁신의 지향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실현한다

중국경제의 성장방식이 전환되고 경제구조가 조정되는 상황에서
공산당 18차 전국대표회의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강화한다고 명
확히 밝힘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을 국가 전체 성장의 핵심에 두었
다. 중국에 연구기관을 세우거나 선진기술을 중국에 가져오는 외국기
업들에 대해 중국정부와 지방정부는 여러 정책적 혜택과 지원을 부여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한국기업이 가진 선도적인 기술수준에 비추
어 한국기업이 중국의 혁신주도형 전략에 적극 참여해 후베이성에서
기술우위에 유리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후베이성 산업발전의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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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차지하길 건의한다. 사실 삼성, LG전자 등 한국기업들이 모두
중국에 R&D 센터를 설립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LG의 어느 고위층
임원은 ‘중국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지역의 연구개발력
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4) 후베이ㆍ한국의 교류 강화를 통한 투자 준비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다. 후베이성 투자를 진행 중이거
나 준비 중인 한국기업이라면 반드시 형초(荆楚)의 문화, 사회체계,
시장환경 및 경제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강화해 경제발전과 인
문환경, 법률환경을 종합한 분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후베이성의
경영투자환경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정책을 세워야 한다. 본 보고
서는 몇 가지 방식(그 외 방식도 가능함)을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기
업의 전략결정부서 또는 외부에서 고용된 자문회사가 후베이성 투자
환경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연구와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본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산업체인의 전후방과 종적인 연계를 함으로
써 빠르게 후베이성의 산업발전환경에 융화, 후베이 입주를 위한 준
비를 한다. 셋째 투자 초기에 중국 또는 후베이 현지의 인재를 발굴하
는 데 힘쓴다. 그들을 통해 후베이성 및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해 기업
의 후베이성 내 발전에 완충역할을 하도록 한다.
5) 투자분야를 개선해 유망 신흥산업으로 전환한다

올바른 투자분야의 선택은 기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
다. 중국의 투자환경이 극심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기업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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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투자분야를 개선해 자국의 비교우위와 후베이성의 산업성장 전망
을 기초로 해 보고서가 판단한 유망 신흥산업으로 주요 투자분야를
바꾸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유망 신흥산업에는 교통운수
및 창고업, 도ㆍ소매업, 숙박ㆍ요식업, 화학공업(의약제조업 등 포함),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제지ㆍ인쇄 및 교육ㆍ스포츠용품 제조업,
금속제품업, 통신기기ㆍ컴퓨터 및 기타 전자기기 제조업, 방직업, 가
스 생산 및 공급업, 석유가공ㆍ코킹(coking)ㆍ핵 원료 가공업, 식품산
업, 전기ㆍ열 생산 및 공급업 등이 포함된다.
6) 합자 진출을 고려하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독립자본의 형태로 중국에 진출한다. 이
방식은 경영권 지배, 지식재산권 보호, 유연성 향상과 같은 장점이 있
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투자방식이 합자형태로 전환한다면 서로의 장
점을 보완할 수 있고 현지의 각종 자원을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후베이성의 경우 산업보호나 국가안보의 필요성 때문에
여러 산업(에너지, 전력, 금융, 통신 등)이 아직까지 완전한 대외개방
을 이루지는 못했다. 한국기업이 후베이성 정부 또는 현지 기업과 합
자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우위를 갖춘 관련 산업에 순조롭게 진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지 기업이 보유한 비즈니스, 사회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활용해 기업성장을 앞당길 수 있다. 현재 SK에너지가 시노펙
과 합자한 우한에틸렌사업, 베이징자동차투자유한회사와 한국 현대자
동차주식회사가 합자해 설립한 베이징현대자동차유한회사, 한국전력
공사와 허난성자오줘(焦作)시 정부가 합자 설립한 지우리산(九里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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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한국 SK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이 합자 설립한 UNISK(베이
징)정보기술유한회사는 모두 큰 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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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江西)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및 국제 지역협력

요 약

궁젠원(龔建文)*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과 발전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성장방식의 전

환,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중국의 중대한 전략적 결정이며, 동시
에 낙후된 장시성이 새로운 방식의 비약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조치
다. 이 과정에서 국제협력은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을 앞당기는 중요한 수단이다. 본 논
문은 장시성의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상황과 국제협력의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
할 것이다.

핵심용어: 전략적 신흥산업, 국제협력, 장시성

* 중국 장시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1. 전략적 신흥산업 및 그 배경
가. 전략적 신흥산업의 의미
이 개념은 중국의 독특한 개념으로 국제적으로 대개 신흥산업 또는
유망 신흥산업이라 일컬어진다. 전략적 신흥산업이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히 제기한 나라는 없지만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미국, 일본, 한국,
EU 등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특화된 경제구조에 따라 새로운 경제의
성장점을 찾고 핵심 신흥산업을 육성해 자국 산업구조의 종합적인 발
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통 신흥산업 또는 신흥 유망산업
이라 일컬어진다. 전략산업과 신흥산업의 정의를 각각 살펴보면, 전
략산업이란 한 국가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선정한 국
민경제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체적인 산업분야를 말한다. 주로
주도산업, 기간산업, 선도산업, 기초산업을 포함한다. 신흥산업이란
새로운 과학성과와 신흥기술이 발명되면서 생겨나는 산업으로 산업
의 기술, 제품, 설비, 서비스, 시장이 성장기에 있음을 강조한다. 정리
하면 전략적 신흥산업이란 중요한 기술혁신과 거대한 성장수요의 충
족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전체와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시장잠재
력이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다. 전 세계 IT의 새로운 산업방향
을 대표하고 산업의 구조조정, 성장방식의 전환, 국가경쟁력 향상에
근본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새로운 산업혁명과 거대한 사회
변화를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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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략적 신흥산업의 제기 배경
국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된 상황에서 각국
은 기술집약형 신흥산업을 성장의 핵심으로 삼아 미래의 세계경제 성
장과정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흥산
업은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주체의
국제경쟁력 향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과 고도화에 반드시 필요

과거 30여 년간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산업발전이
오랫동안 값싼 생산재 및 노동력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노동과 자
원집약형 산업이 과도하게 발전했다. 선진기술의 뒷받침이 부족해 ‘1
차 산업은 불안하고 2차 산업은 취약하며 3차 산업은 낙후된’ 기현상
이 나타났다.
2차 산업을 예로 살펴보면 중국은 이미 분야가 잘 갖춰지고 독립적
인 완벽한 산업체계를 수립해 전 세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주체이자, 산업대국으로 성장했다. 제조업은 점차 경제성장의 버
팀목으로 성장해왔다. UN 공업개발기구(UNIDO)의 통계보고서에 따
르면 2009년 세계 공업 총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5.6%에
달해 일본(15.4%)을 넘어 미국(19%)에 이은 전 세계 2대 제조업 대
국으로 성장하였다. 세계 500대 주요 공산품 가운데 중국은 220종 제
품의 생산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세계 공장’인 중국의 제조업은 대다수가 산업체인에서 저
부가가치의 하단에 머물러 있어 산업구조가 낙후되어 있고 산업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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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낮다. 중국 제조업의 평균 부가가치는 22.6%인 반면 미국은
44.9%, 일본은 35%, 독일은 37.9%다. 산업의 저급화로 인해 최고의
디자인, 튼튼한 제품, 다양한 서비스에서 매우 취약하여 국제무역에
서 기술표준의 참여권과 시장진입 및 제품교역의 주도권이 없고 시장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선진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어 중국이 의존하는 생산요소의 저비용우위가 점
차 사라지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유일한 출구는 산업의 고도
화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해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2) 경제성장방식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연적 선택

최근 10년간 중국은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에 엄청나게 노
력하며 에너지절감과 배출저감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힘을 기울
였다. 그러나 고소비ㆍ고배출의 허술한 성장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
진 못했다. 게다가 중국은 산업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GDP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에너지소비, CO2 배출규모가 크고 빠르게 증
가하고 있는 추세는 쉽게 바뀌기 어렵다. 2009년 중국의 조강 생산량
은 5.7억 톤, 시멘트는 16.5톤으로 세계 총생산량에서 각각 43%와
52%를 차지했는데 대부분 중국이 자체 소비했고 1차 에너지 소비는
31억TCE(석탄환산톤)에 달해 세계 에너지 총소비의 17.5%를 차지했
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GDP는 34조 위안(약 4.7조 달러)에 그쳐 세
계 GDP 54조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에 그쳤다.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규모가 이미 세계 2위로 도약했지만 엄청난 자원, 에너지

126

중국의 지역별 환경 변화와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방안

및 환경의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과 환경의 부담이 늘어나고 글로벌 경쟁구도가 변화하면서 자
원의 대량소비로 성장을 지탱하는 기존의 성장방식은 지속하기 어려
워졌다. 이에 중국은 경제성장방식을 적극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경
제주기에 진입해야 하는 것이다. 전략적 신흥산업은 지식ㆍ기술 집약
적이고 자원소모와 오염배출이 적으며 침투력이 강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최근의 그린경제, 순환경제, 저탄소경제의 세계 흐름을 잘 반영
한다. 자체 발전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
라 기존 산업의 개선과 향상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실현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성장방식을 바꿀 수 있다.
3)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

국제 금융위기 이후 경제침체에서 조속히 탈출하기 위해 각국은 적
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일련의 정책을 통해 신흥산업의 지원에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09년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 ｢미국
혁신전략: 지속가능한 성장의 추진과 수준 높은 일자리｣를 제정해 신
흥산업의 발전을 추진했다. EU는 전략적 에너지기술계획을 제정해
세계 일류의 청정기술과 고효율ㆍ저탄소 기술을 발전시켰다. 일본은
환경ㆍ에너지 기술 혁신계획, 신경제 성장전략, 저탄소 사회행동계획,
태양에너지 발전 이용 확대를 위한 행동계획, 해양 기본계획 등을 제
시했다. 한국은 ｢신성장동력 계획 및 발전전략｣을 제정해 친환경기
술, 첨단산업의 융합, 고부가가치 서비스 등 3대 분야의 17개 신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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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정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전 세계
적으로 경제사회의 발전구도에 엄청난 혁명이 발생하고 있고 IT가 새
로운 돌파구를 만들고 있으며 산업구조가 중대한 조정을 맞이하고 전
통산업이 위축되어감을 알 수 있다.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은 이미
각국이 미래의 국제경쟁에서 ‘고지’와 성장의 주도권을 차지하는 필
연적인 선택이 됐다.
때문에 중국 국무원은 적시에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과 발전에 관
한 결정｣을 제정해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신소재 등 7대 전략적 신
흥산업을 확정하고 2015년, 2020년까지 GDP에서 이 산업들의 부가
가치 비율을 각각 8%와 15%까지 늘리기로 계획했다. ｢중화인민공화
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2차 5개년 계획요강｣에서는 ‘전략적 신흥
산업을 선도적인 기간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핵심기술과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자주혁신능력 강
화, 첨단기술과 선진적용기술을 통한 전통산업 개선, 국제경쟁우위
구축, 성장주도권 확보 등을 통해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
할 계획이다.
4) 장시성의 비약적인 성장을 위한 필연적 선택

중국 중부에 위치해 있는 장시성은 동쪽으로는 저장(浙江)성, 푸젠
(福建)성과 남쪽으로 광둥(廣東)성, 서쪽으로는 후난(湖南)성과 인접
해 있고 북쪽으로는 후베이(湖北), 안후이(安徽)와 함께 양쯔강에 접
해 있다. 양쯔강 중하류에 위치한 장시성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장강
(長江, 양쯔강)삼각주, 주강(珠江)삼각주, 민강(閩江)삼각주 등 3대
경제발전 성과 가까운 성으로 입지적 우위가 뚜렷하다. 장시는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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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농촌지역으로 2000년 이후 산업화 발전전략을 실시해 내부자원
과 생태, 노동력의 우위를 발휘하고 선진국의 이전산업을 받아들여
이미 공업경제 위주의 산업성장구도를 구축하였다. 현재 장시는 산업
화 발전의 중기단계에 진입하였는바, 국내외의 선진적 경험으로 비춰
볼 때 이 단계의 주요 임무와 문제점은 바로 경제의 전환과 고도화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이다. 신흥산업을 발견할 수 있는가, 육성
할 수 있는가, 발전시킬 수 있는가 여부가 향후 산업의 수준과 전국
경제발전의 전략적 지위를 결정할 것이다.
전략적 신흥산업은 새로운 개념으로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이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발전하고 있어 양자가 맞고 있는 기회 역시 거의 평
등하다. 이는 장시성처럼 경제가 낙후된 지역에도 앞선 전략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국제 경제환경에서 장시성은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전시
켜 새로운 경제성장점들을 구축하고 일부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비약
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선진국과의 경제 및 기술 격차를 줄이고 새로
운 이익분배구조와 국제분업에서 성장력을 키우며 지역경제의 산업
적 특색을 마련한다면 장시성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략적 신흥산업의 선택
가.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택하는 근거
전략적 신흥산업은 한 나라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선택으로 현재의 경제사회발전에 중요한 뒷받침이 되어야 할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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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
야 한다. 그러므로 선택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제품이 안정적이고 성장전망이 밝은 시장수요를 갖춰야 하
며, 둘째, 산업의 과학적 수준이 높고 경제기술효과가 커야 하고, 셋
째, 기타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 세계 각국의 신흥산업 중점발전분야
국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위기에서 조속히 빠져 나와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각국은 약속이나 한 듯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
고 자국의 사정에 맞게 핵심 발전분야를 선정했다(표 1 참고).

표 1. 세계 일부 국가의 신흥산업 핵심 발전분야
국가

신흥산업 핵심 발전분야

미국

신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바이오 의약, 우주, 해양개발, 정보 및 인터넷,
기후변화대응

영국

바이오산업, 창조형 산업, 디지털산업, 통신산업, 그린에너지, 선진제조, 원자력에너지 재가
동 발전계획

프랑스 생태경제 및 그린화학공업, 재생에너지, 미래도시 건설, 미래 교통수단, 디지털콘텐츠
독일

디지털 소프트웨어 혁신연구, 약물치료와 신약 안전, 영상진단학, 스마트센서 및 안과학, 사
용자 및 환경친화적 혁신기술, 미래형 물류, 원자력에너지 재가동 발전계획

일본

정보통신, 나노소재, 시스템 신제조, 바이오 및 의료케어,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소프트웨어

한국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방
송통신융합산업, IT 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ㆍ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문화창조, MICEㆍ관광

인도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관광ㆍ문화관광 및 농업관광, 의료관광, 의약산업, 정보산업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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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선택
2009년 9월 하순, 중국 국무원은 세 차례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당시 총리였던 원자바오 전 총리는 전략적 신흥산
업의 발전은 중국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했다. 2009년 11월 원자바오
총리는 베이징 IT 업계에서의 연설을 통해 경제과학기술의 고지 선점을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전략적 신흥산업을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으
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10월 중국은 국가상황과 IT, 산업
기반에 입각해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하이
엔드 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육성분야로 확정했다. 2012년 5월 30일 국무원 상무회
의는 ｢‘12차 5개년 개발계획’ 국가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을 논의
를 거쳐 채택했고 세제 금융정책의 지원 확대, 기술혁신 및 인재정책
개선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신흥산업을 추진할 정책 및 방안을 제시했
다. 이로써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의 시대가 서막을 열었다.
중국의 각 성과 도시들도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과 계
획을 잇따라 내놓았다. 2009년 12월 장시성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을 제정ㆍ발표해 태양광, 풍력, 원자력발전,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 배터리, 항공 제조, 반도체 조명, 금속 신소재,
비금속 신소재, 바이오, 친환경 식품, 문화 및 창조 등 10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제시했다. 장시성은 2013년 실제 성장에 근거해 3년 동안
이미 실시했던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세부 조정을 실시해 조정 후
의 10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표했다. 태양광, 신소재, 리튬전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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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그린광원, 바이오의약, 항공 제조, 첨단장비 제조, 전자정
보, 친환경 식품, 문화 및 창조가 이에 포함됐다.

3 장시성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 현황
가. 기본 현황
1) 빠른 발전 속도와 발전 질의 안정적 향상으로 성 전체의 성장 촉진

2010~12년 장시성의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와 매출액은 매우
빠르게 성장해 성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40%에 달했다.
2010년 10대 신흥산업이 실현한 부가가치와 매출액은 각각 전체 산
업의 38.7%, 44.7%, 2011년의 경우 40.1%. 44.7%를 차지했다(표 2,
그림 1 참고).

표 2. 2010~12년 10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주요 지표 실현 상황
부가가치
연도

당해 실적
(억 위안)

매출액

동기 대비
성장
(%)

당해 실적
(억 위안)

고정자산투자

동기 대비
성장
(%)

당해 실적
(억 위안)

동기 대비
성장
(%)

총이익
당해 실적
(억 위안)

동기 대비
성장
(%)

2010

1,200.1

22.9

6,340.8

47.4

1,955.1

36.2

375.1

77.5

2011

1,568.3

21.6

8,500

34.1

2,135.3

39.0

452.5

21.3

2012

1,932.4

15.3

10,345.3

15.5

2,668.9

23.5

440.5

-0.3

자료: 江西省统计年鉴(2010); 江西省统计年鉴(2011); 江西省统计年鉴(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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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0~12년 전략적 신흥산업의 동기 대비 성장 및 성 전체 산업
평균성장률과의 비교
(단위: 억 위안)

7,000
6,000

5,854.6

5,611.9

4,885.2

5,000
4,359.2
3,910.9

4,000
3,101.9

3,000
1,932,4

2,000

1,568.2
1,200.1

1,000
0
2010年
산업부가가치

25%

2011年

전략적 신흥산업부가가치

22.9%
21.6%

21.7%
20%

2012年

규모 이상 산업부가가치

19.1%

20%

17.6%

15.3%
14.7%

15%

13.4%
10%

5%

0%
2010年

2011年

산업부가가치 성장률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 성장률

2012年

규모 이상 산업부가가치 성장률

주: 규모 이상- 연간 생산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기업만 통계에 포함.
자료: 통계자료를 근거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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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빠른 기술혁신으로 성 전체 산업고도화의 동력이 됨

10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최초 기술혁신, 응용개발 및 과학성과의
상용화가 갈수록 탄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조성이 완료되
거나 추진 중인 국가급 연구플랫폼은 15개, 성급 연구플랫폼은 211
개, 지식기술 혁신팀은 99개, 국가급 혁신기업은 12개, 성급 혁신기업
은 112개였다.
여러 기술이 국내외에서 선두적인 위치에 있다. 세계 최고의 폴리
실리콘기술, 세계 선진수준의 동슬래그기술, 원천 지식재산권을 보유
한 실리콘기판기술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난창헝텐(南昌恒天)동력
유한회사가 독일 META사, 중국 자동차엔지니어 기술연구원, 톈진
(天津)대학 등과 공동연구하는 차세대 고효율 친환경 내연엔진은 성
능지표에서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동종 엔진을 훨씬 앞서고 있어 중
국의 자동차, 선박, 동력기계의 전체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의
미가 있다.
3) 산업의 집적효과와 뚜렷한 특징으로 산업체인 형성

- 폴리실리콘 소재, 폴리실리콘웨이퍼, 태양광 전지 및 태양광 응용
제품을 위주로 하는 태양광 산업체인을 형성
- 원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반도체 조명 에피웨이퍼, 칩, 부품과
조명 응용제품의 LED 반도체조명기술 산업체인을 형성
- 연습용 항공기, 헬리콥터, 무인 헬리콥터 및 범용 비행기 등 비교적
잘 갖춰진 항공산업체계를 형성
- 프로듀스, 재산권거래, 풀서비스를 지원하는 문화창조산업의 클
러스터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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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 기업경쟁력을 통해 성 전체 새로운 산업화의 원동력이 됨

최근 들어 장시성의 일부 선두업체들이 개방협력의 길을 걸으며 성
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수준 높은 인재를 채
용하여 중요한 핵심기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시성의 새로운 산업발
전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다.
태양광산업에서 폴리실리콘은 전 세계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항
공제조산업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항공기제조업체 3개를 보유, 고정익
(翼) 항공기, 헬리콥터 등 양대 항공 핵심산업을 갖추고 있다. 바이오
신약산업에서는 4개 회사가 중국 20대 중의학기업에 랭크됐고 현대
농업 및 친환경식품산업은 전국 최대의 유기농차(茶) 생산기지, 친환
경 티오일 기지, 친환경 네이블오렌지 기지, 친환경 수산물 기지로 떠
올랐으며 문화창조산업에서는 Tellhow 애니메이션, 디카(笛卡)미디
어 등 6개의 국가급 애니메이션 기업을 갖추고 있다.
장퉁(江銅)그룹, 장우(江鎢)그룹, LDK Solar, 훙두(洪都)그룹, 싱
훠(星火)유기실리콘, 간펑(贛鋒)리튬, 징넝(晶能)광전기 등 전국 또
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도기업들을 육성하였다.
나. 발전의 주요 문제점
장시성의 전략적 신흥산업의 주요 제약요소로는 자금, 기술, 인재,
시장, 경쟁 등이 있다.
1) 기술혁신능력 낙후

장시성의 지역혁신능력은 2009년 전국에서 18위, 2012년 20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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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했는데 과학성과의 상용화율이 낮고 기업의 기술혁신력이 약하
며 보유한 핵심기술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 신에너지자동차의 경우,
시제품 생산단계에 머물러 있어 아직까지 규모화된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이 없다. 게다가 신에너지 자동차에 사용할 리튬전지 역시
이제 막 규모를 갖춘 생산라인을 건설하는 등 상용화가 느리게 진행
되고 있다.
2) 전문기술인재 부족

고급인재가 턱없이 부족하고 산업 일선의 인력자원이 적다. 기업에
기술혁신의 주체인 인재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비약적인 성장
을 위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
3) 자금투자 부족

전략적 신흥산업은 높은 인력자본 및 연구개발비용, 긴 투자주기,
일정한 리스크 때문에 사회로 하여금 투자를 망설이게 만든다. 최근
몇 년간 장시성의 각급 정부는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에 많은 관심
을 기울였지만 제한된 정부재정과 기업능력, 다원화 또는 다중적인
투ㆍ융자체계의 미흡 등으로 인해 자금 부족이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
전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4) 치열한 시장경쟁

첫째는 산업의 동조화가 저가시장의 경쟁을 가져왔다. 중국의 중부
를 예로 들면 6개 성(省)이 모두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신에너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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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바이오 등에 집중하고 있고 5개 성이 신에너지 자동차, 전자정
보 등의 분야에 관심을 쏟고 있다(표 3 참고).

표 3. 중국 및 중부 6개 성이 선택한 전략적 신흥산업
지역

건수

선택한 전략적 신흥산업

중국

7

신에너지, 신소재, 정보통신, 신의약, 바이오 육종,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전기자
동차

장시

10

태양광, 신소재, 리튬전지 및 전기자동차, 그린광원, 바이오의약, 항공제조, 첨단장
비제조, 전자정보, 친환경 식품, 문화 및 창조

안후이

10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신형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 공공안전, 고성능소재, 신에
너지 자동차, 태양광, 바이오 제조, 문화창조, 청정석탄

후난

7

선진장비 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정보산업, 바이오산업,
항공우주

후베이

7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산업, 하이엔드 장비 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및 신에너지
자동차,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허난

9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바이오산업, 신에너지산업,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신소재산
업,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산업, 하이엔드장비제조산업

산시
(山西)

9

신에너지산업, 신소재산업,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산업, 하이엔드 장비제조산업, 현
대식 석탄 화학공업산업, 바이오산업, 석탄층가스산업, 뉴스정보기술산업, 신에너
지 자동차산업

자료: 저자 작성.

둘째, 국제 보호무역주의로 야기된 경쟁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산
업은 이미 장시의 기간산업이 됐다. 하지만 미국, EU가 대표하는 국
제 보호무역주의는 중국의 태양광산업에 갖은 무역장벽을 설치함으
로써 장시성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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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시성 전략적 신흥산업의 국제협력
국제화는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다. 경제의 글로벌화 속에서 세계의 산업발전은 분업과 협력의 추세
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IT 자원과
산업자원 등의 국제적 공유와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장시와 같이 낙
후된 지역은 전략적 신흥산업의 자금, 기술, 인재 등의 문제해결을 통
해 R&D, 제조, 마케팅 수준을 높이고 전체 산업체인의 경쟁력을 높
이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
가. 전략적 신흥산업은 자본, 기술, 지식을 도입하는 중요한 플랫폼
1) 전략적 신흥산업의 외국인투자 집중(표 4 참고)

표 4. 2011~12년 성 전체 외국인투자 10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상황표

산업 명칭
태양광산업
풍력원자력
신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항공제조
반도체조명
금속신소재
비금속 신소재
바이오의약
친환경식품
문화창조
합계

50
28

2011년
총투자액
(만 달러)
131,268
43,564.2

등록자본
(만 달러)
85,476
19,020

24

22,784.4

21,132.2

4

9,376.5

6,276.5

2
11
47
56
11
15
17
261

3,320.4
14,062.4
14,893
21,320.4
4,150
2,352
12,030.2
269,745

3,114.2
10,230.3
2,893
8,214.2
4,150
1,986
11,012
167,227.9

1
20
15
5
20
36
110
324

1,024
41,950.6
51,801.3
4,264.9
63,715
29,171.4
61,900.4
663,742

1,024
31,713.3
34,869.3
2,647.3
46,072.9
23,242.4
20,854.3
397,426

기업 수

기업 수
93
20

2012년
총투자액
(만 달러)
381,262
19,275.8

등록자본
(만 달러)
217,546
13,180

자료: 江西省工商局(2011), ｢江西省外商投资企业市场主体分析报告｣; 江西省工商局(2012), ｢江西省外
商投资企业市场主体分析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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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신흥산업의 연구개발기지가 인재와 기술 유치의 중요한 수단

2010년 12월에 열린 13차 중국 유학생 광저우 과학기술 교류회에
서 해외유학생이 장시 전시관에 등록한 40개 연구방향과 프로젝트 가
운데 95%가 10대 전략적 신흥산업과 관련이 있었다.
난창(南昌)하이테크단지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스위스의 ABB
등 세계 500대 기업을 포함해 투자력과 기술력, 성장성이 뛰어난 기
업을 다수 유치했다.
신위(新餘)지역에서 신강(新鋼), S.A.V(賽維) 등 포스트닥터 워크
스테이션 두 곳과 국가 태양광 엔지니어기술 연구센터, 국가 태양광
기초소재 및 응용제품 품질감독 검사센터, 국가 실리콘소재 및 태양광
응용 산업화 기지, 국가 스크류 팽창 발전기 첨단기술산업화 기지 등
국가급 연구 플랫폼이 연이어 설립돼 박사 37명과 석사 76명을 유치했다.
나. 국제협력에서 장시성 전략적 신흥산업의 유리한 조건
현재 장시의 전략적 신흥산업은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산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양호한 자원조건, 개선된 정책환경, 잠재력이 큰 시장
수요 등 발전을 위한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1) 산업기반

산업기반을 살펴보면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제조, 에너지절약형 자
동차, 반도체조명 등 모두 양호한 기반을 마련했다. 장시는 이미 규모
와 체계가 상당히 잘 갖춰진 신에너지산업을 형성했다. 태양에너지
실리콘 소재의 생산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태양광산업은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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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업체인을 형성하여 매출액이 전국 2위이고 희토산업의 매출액
은 처음으로 100억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내 상위를 차지하였다. 반
도체조명산업은 빠르게 성장해 이미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산업
체인과 규모화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항공제조업도 빠르게 추
진되고 있어 난창 항공산업시티 프로젝트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바이오의약산업이 고속성장하며 중의약 및 중의제제의 생산/매출 규
모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새로 건설된 리튬전지음극 물질 생산라
인은 산업체인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2) 자원조건

자원조건으로 볼 때 장시는 자원이 풍부하고 생태환경이 우수하여
전략적 신흥산업을 성장시키기에 뚜렷한 비교우위를 지녔다. 예를 들
어 신에너지산업에서 원자력자원이 매우 풍부해 전국 1/3의 우라늄광
을 차지했고 판양호(鄱陽湖) 지역은 이용 가능한 풍력자원이 매우 풍
부하다. 신소재산업의 구리, 황금, 우라늄, 탄탈럼(tantalum), 나이오븀
(niobium) 등 11종 광물의 저장량은 전국 1위이고, 장시성 동북에는
아시아 최대의 구리광산과 전국 최대의 구리제련센터가 있다. 또한
장시성 남부는 예로부터 ‘세계 텅스텐의 도시’, ‘희토의 왕국’이라 불
려왔다. 전기자동차를 살펴보면 장시는 리튬자원의 저장량이 풍부해
고용량 고출력의 동력전지를 발전시킬 수 있고, 친환경식품산업을 보
면 장시의 삼림면적은 중국 내 2위인 63.1%에 달하기 때문에 농산물
도 풍부하므로 이러한 장점을 살려 친환경식품 브랜드를 육성ㆍ창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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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의 집중지역

판양호 생태경제지역은 자연, 입지, 정책적 우위를 갖춘 전략적 신
흥산업 발전의 주요 무대이다. 성 전체의 성급 이상 단지 94개 가운데
난창하이테크산업개발구 등 국가급 하이테크 기술산업개발구 4개가
포함돼 있어 전략적 신흥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4) 정책환경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13년 5월 16일 중서부산업
외국인투자 수정목록을 공동발표해 외국자본이 중서부 지역의 신흥
산업과 현대 농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했다.
장시 성 위원회, 성 정부는 ‘생태입성, 녹색굴기(生態立省, 綠色屈
起)’를 성장이념, 판양호 생태경제구 건설을 핵심으로 성 전체의 전략

적 신흥산업 계획과 관련 정책을 제정했다. 재정, 금융, 사업건설용지
등의 우대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장시성 전략적 신흥산업의 비교우위
를 충분히 살려 국내외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장시는 ｢장시성 전략적 신흥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추진
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고 ‘산업 유치 추진, 우선적 환경영
향 평가심사, 핵심사업 용지 보장, 재정 특별자금 편성, 세수정책 실
시, 인재지원 제공’ 등 12대 정책방안을 발표해 전략적 신흥산업이 발
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 국제협력방법
전 세계 산업발전의 추이를 연구하고 전 세계 과학기술의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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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자원을 잘 활용해 장시의 전략적 신흥산업 중 핵심 산업, 기술,
서비스가 국제시장을 개척하도록 뒷받침한다. 장시기업이 국제화 브
랜드를 육성하고 적합한 산업발전방향을 파악해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수준이 높아지도록 지원한다.
1) 협력의 핵심분야

향후 몇 년간 중점적으로 발전할 산업체인의 핵심 단계와 분야에
주력한다. 산업체인의 확장발전, 기술혁신발전, 에너지절약 응용개발,
정보기술발전의 응용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태양광, 구리, 텅
스텐 등 광산자원의 종합개발과 정밀가공, 반도체조명, 바이오ㆍ신의
약, 친환경식품, 문화창조 등 신흥산업에 집중해 산업체인의 확장발
전, 기술혁신발전,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기술의 응용개발, 정보기술
발전의 응용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2) 협력방식

합자, 독립자본, 지분이전, 자본시장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제
투ㆍ융자 협력을 추진한다. 기술도입, 공동개발, 협력연구기관 설립
및 R&D 외주 등 다중적, 다채널의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의 투자회사 설립을 장려해 외국자본이
전략적 신흥산업에 투자하도록 인도하거나 요건을 갖춘 기업이 해외
에서 주식ㆍ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해외 기업과 연구기관이 장시에 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거나
장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글로벌 R&D 외주를 추진해 외지에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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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하고 연구기관을 설립, 해외에 특허신청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장시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제표준 제정에 참여토록 장려하거나 외국
투자기업이 장시의 기술시범 응용사업에 참여토록 장려할 수 있다.
3) 협력지역

국제협력의 지역과 범위를 꾸준히 확대한다. 가까운 지리적 위치,
유사한 문화풍속, 밀접한 경제 연계 때문에 장시는 중국의 홍콩ㆍ마
카오ㆍ타이완 지역 및 동남아와의 협력을 각별히 중시하고 있다. 최
근 들어 장시와 홍콩, 마카오의 협력이 밀접해져 홍콩은 이미 장시
최대의 투자 유치지역으로 떠올랐다. 앞으로 장시가 국제협력을 강화
할 주요방향은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이다. 동아시아는 크게 두 부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동남아시아가 속한 ASEAN과 동북아인
한ㆍ중ㆍ일이다. 중국ㆍ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란창강(瀾滄江)ㆍ메콩
강 소지역협력기구 등의 틀에서 장시는 아세안 회원국과 갈수록 가까
워지고 있고 아세안 10+3(아세안+한ㆍ중ㆍ일), APEC 등의 메커니즘
하에서 일본, 한국과의 경제관계 역시 가까워지고 있다. 협력의 깊이
나 정치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향후 장시는 동북아에서 한국과의 협
력을 강화해야 한다. 신흥산업의 발전에서 한국은 자금, 인재, 기술
면에 뚜렷한 우위를 갖추고 있고 장시는 풍부한 자원, 우수한 생태,
낮은 비용의 생산요소와 시장잠재력이 커서 둘 간의 협력은 자금, 인
재, 기술, 시장 등 최적의 조합을 실현해 산업성장을 함께 촉진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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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동부지역의 특구 육성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ㆍ 산둥성 경제발전정책이 산업협력
(한국ㆍ산둥)에 주는 기회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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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푸젠성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한국기업의 기회
리홍제(李鴻階)

산둥성 경제발전정책이
산업협력(한국ㆍ산동)에 주는
기회 및 제언

요 약

구춘타이(顧春太)*
판전홍(范振洪)**

한국은 산둥성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다. 중ㆍ한

수교 이후 산둥성과 한국 사이의 경제 교류가 크게 발전하면서 양측 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최근 들어 중국은 ‘발전방식 전환 및 경제구조 조정’을 목표로 경제발전
구도를 다시 만들어나가고 있다. 국가의 새로운 개혁ㆍ개방의 틀 가운데 산둥성의 중요
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 산둥성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게 되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산둥과 한국 사이의 경제무역 협력에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산둥성과 한국 사이의 산업협력 발전을 촉진
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산둥ㆍ한국 산업협력, 신정책, 정책

* 산둥사회과학원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 산둥사회과학원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

가까운 이웃 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 중요한 무역파트너였다.
1992년 수교 이후 양측의 경제무역관계는 큰 진전을 거두었다. 그러
나 무역관계 발전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특히 1997년 동아시아 금
융위기 이후 한ㆍ중 양국의 무역규모는 크게 하락하였고 2000년이
되어서야 양국의 무역규모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03년
부터 양측의 무역규모가 다시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여 2007년 중국
은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이자 최대 수출시장 및 두 번째 수입시장
이 되었다. 한국 역시 여섯 번째 교역파트너이자 여섯 번째 수출입
시장 및 세 번째로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다. 최근 2년
동안 중국정부는 국가급 경제발전전략을 계속 발표한 바 있는데, 전
략적으로 지역별 발전계획을 새로이 검토, 실시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중국의 새로운 개혁ㆍ개방 구도 가운데 산둥성이 한층 주목받고 있으
며 향후 산둥성은 중국의 대외개방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둥성과 한국의 무역
협력 발전에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1. 산둥성과 한국의 무역협력 특징
한ㆍ중 수교 이후, 산둥성과 한국은 관계발전을 통해 신뢰와 우의
를 쌓아왔으며 지혜와 노력을 통해 부와 영광을 만들어왔다. 이처럼
산둥성과 한국의 경제협력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여러 가지 도전요인
도 있다. 양측의 협력관계는 “큰 잠재력, 뛰어난 성과, 점증하는 미래
변수”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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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큰 잠재력
자연 및 역사적 각도에서 볼 때, 산둥과 한국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이웃이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 지역은 가장 가까운 곳
(산둥 웨이하이에서 한국의 인천까지)이 94해리에 불과하며,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국 방문 당시 아침에 칭다오시의 닭이 울면
인천에서 들린다고 말했을 만큼 지리적으로 가깝다. 두 지역이 현재
지역경제 단일화의 상황 속에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이웃 국가로서
의 파트너 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산둥성과 한국은 모두 유교
문화권에 속한다. 산둥은 유교문화의 발상지이자 유학의 창시자인 공
자의 고향이며, 많은 한국인들은 유학을 유교로서 섬기고 있다. 공동
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풍습도 유사하다.
경제적으로 볼 때, 산둥성과 한국은 서로 다른 경제발전단계에 있
다. 산둥성은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의 상
호 보완성도 크다. 산둥성의 대한 수출은 주로 경공업 및 농산물 위주
이며 직물의류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수산물, 과채, 면
화 등 농부산물이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제품은 한국시장에서 수요
가 크고 한국 내 공급부족현상으로 인해 산둥성 제품의 수출로 수급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은 중화학공업이 비교적 발달하
여 한국에서 산둥성으로의 수입은 주로 중화학제품 위주이다. 한국의
중화학제품은 산둥성의 제조업 발전 촉진 및 공업화 수준 향상에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발전 상황으로 볼 때 최근 동아시아 경제
단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RCEP 협상과 TPP가 큰 화
두가 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특히 산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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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이의 산업 내 무역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걸쳐 긴밀하게 분업 협력하는 생산망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상술
한 상황은 산둥성과 한국의 경제협력이 양호한 환경을 맞이하고 있으
며 앞으로의 큰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 뛰어난 성과
한ㆍ중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는 부단히 새로운 발전을 이
루어왔다.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하였고,
2008년에는 한ㆍ중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1992년 수교 이후 한ㆍ
중 관계에서 이룬 빠른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중ㆍ한 포괄적 협력 동
반자관계를 한ㆍ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
였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1)
최근 양측은 한ㆍ중 양자 관계의 발전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한국
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첫
중국 방문을 “심신지려(心信之旅)”라고 정의하였다. 시진핑, 후진타
오, 장쩌민, 원자바오 등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도 모두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또한 양국 의회(전국인민대표대회) 사이의 교류도 빈번하여
한국은 1992년 한ㆍ중 의원 우호협회를 설립하였고 중국은 1993년
중ㆍ한 의원 우호협회를 설립하였다. 양국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 및
기타 고위인사들의 빈번한 접촉을 통하여 신뢰와 우의가 크게 증진되
었으며, 일련의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혀 왔다. 이러한
좋은 양국 관계는 산둥성과 한국의 경제 교류를 위한 훌륭한 기반과
1) ｢中韩联合声明｣(2008), 新华社.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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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공간을 제공하였다. 한국과의 경제협력은 중국의 대외개방에서
중요한 부분이자 산둥성의 대외개방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1) 지리적 편리성을 이용한 양자 무역발전 추진

무역규모는 두 지역 무역 교류의 중요성이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나
는 부분이다. 1992년 수교 이후 산둥과 한국 사이의 경제무역 교류는
날로 빈번해지고 무역통계도 계속 늘어왔으며 전반적으로 두 지역이
호혜와 공동성장의 양호한 발전을 이어오면서 산둥성이 전반적으로
중국 대한 무역의 선두지역이 되고 있다.
2000년까지 산둥과 한국의 무역총액은 56억 6,500만 달러로, 그 가
운데 산둥의 대한 수출은 22억 7,200만 달러, 수입은 33억 9,300만
달러였다. 2004년 산둥과 한국의 수출입액은 126억 2,000만 달러였
다. 이는 1992년 7억 2,000만 달러의 17.5배이며, 산둥성 수출입총액
의 20.8%, 한ㆍ중 양국 양자 무역액 중 14%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국은 산둥성 최대 수입대상국(지역)이다. 2004년 한국에서 산둥성
으로의 수입은 동기 대비 29.6% 늘어난 70억 8,400만 달러로, 당해
연도 산둥성 수입총액의 28.4%를 차지했다.
산둥성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으로는 전기 및 전자 제품,
기계설비, 철강제품, 플라스틱 원료, 편직물, 장섬유와 단섬유, 가죽
피혁, 유기화학제품, 광물연료, 금속제품 등이 있다. 2004년 산둥성의
대한 수출규모는 55억 3,0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32.5% 성장하여, 산
둥성의 당해 연도 수출의 15.4%를 차지하였다. 산둥성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전기 및 전자 제품, 의류, 방직물, 수산물, 운송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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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2~12년 산둥성-한국의 무역 발전상황
(단위: 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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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山东统计年鉴(2003～13年版).

기계 설비, 철강재, 채소, 신발류, 여행가방 등이다.2)
2008년 국제 금융위기가 발발하였을 당시 양자 무역에 타격을 입
은 바 있다. 2008년 한국과의 수출입 무역액은 254억 3,0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17.3% 성장하였고 전체 성의 16.1%를 차지하였다. 그 중
대한국 수출은 28.7% 성장한 131억 3,000만 달러로 전체 성 수출의
14.1%를 차지하여, EU, 미국을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주요 상품 가
운데 가전제품의 대한 수출은 66억 3,000만 달러로 전체 성의 같은
상품 수출의 17.3%를 차지하며,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규모는 31억
2,000만 달러로 22.8%를 차지한다. 패션, 직물 제품의 대한 수출규모
는 17억 4,000만 달러로 11.2%, 농수산물의 대한 수출은 10억 1,000
만 달러로 10.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산둥성으로 수입되는 규
모는 7.1% 늘어난 123억 달러로 전체 성의 18.9%를 차지하여 1위이

2) 산둥성 상무청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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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9년 상술한 세 분야의 통계 수치는 모두 조금씩 하락하였다
(그림 1 참고). 2010년부터 중국의 대외무역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산
둥성과 한국의 무역협력도 다시 생기와 활력을 되찾고 있다. 2010년
무역총액은 280억 9,0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23.2% 성장하여 2002
년 대비 4.23배 늘어났다. 그 중 산둥성의 대한 수출은 137억 7,0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24.2% 성장하여 2002년 대비 5.34배 성장하였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43억 1,0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22.3% 성장
하여 2002년 대비 3.35배 성장하였다. 2012년까지 한국은 산둥성의
최대 수입국이자 제4대 수출국으로 산둥성의 대외무역에서 매우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3)
2) 산업격차를 이용한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 촉진

역사적 요인의 영향으로 한국기업의 중국 및 산둥성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으나 한ㆍ중 수교 이후 몇 십 년간 빠르게
발전하였다. 1988년 한국에서 산둥성에 계약금액 416만 달러4)를 투
자하여 3개의 기업을 세웠다.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과정을 보면 대체
로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92년 한ㆍ중 수교 이전은 소규모로 투자 탐색단계라고 할 수 있
다. 정부 간 협력의 제도적 보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투자
규모가 매우 작았고 홍콩지역이나 일본을 경유하여 진행되는 간접투
자가 많았다. 1992년 8월 한ㆍ중 수교 이후가 산둥성에 대한 한국 투
3) 본고에서 인용된 데이터는 별도 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山东统计年鉴 데이터
에 따라 계산하였다.
4) 范振洪(2007), ｢山东吸收韩国投资的现状、前景及对策｣, 當代亚太,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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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두 번째 시기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던 시기이다. 1992년 8월
한ㆍ중 수교는 산둥성과 한국의 무역관계의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하
여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의 신뢰와 열정이 생겼던 시기였으며 한국의
대중 투자의 발전, 특히 직접투자가 크게 확대하게 되었다. 1992년 산
둥성에 대한 한국의 투자로 185개 기업이 생겼고, 실제 투자규모는
6,000만 달러로 한국은 산둥성에 네 번째로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다.
1996년 산둥성에 투자한 한국계 기업은 534개, 실제 투자액은 4억
8,000만 달러로 한국은 산둥성의 2대 투자국이 되었다. 1997~99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산둥성에 대한 투자는 다소 하락하였다.
금융위기를 벗어난 이후 산둥성에 대한 한국의 투자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00~05년까지 한국계 기업의 산둥성에 대한 투자는 고속성장단계
에 진입하여 한국은 산둥성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2006년부터 산둥성의 자원요소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세계경제 부
진 등의 영향으로 한국계 기업들이 집중된 칭다오와 옌타이 등지에서
계속 한국계 기업의 대규모 철수사건이 발생하여 산둥성의 한국자본
유입상황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그림 2 참고). 그 후 산둥성의 한국자
본 유치 총규모가 조금 줄어들었으나 안정적인 성장단계로 진입하였
다. 외자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한국계 기업의 산둥성
에 대한 투자의 질과 효율도 계속 향상되고 투자의 산업구조도 계속
고도화되었다. 양자 산업협력의 주요 분야는 IT 및 통신 설비와 범용
설비, 전용 설비, 화학원료 및 화공제품, 직물산업 등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조선과 자동차부품, 정밀 화공 등 자본 및 기술 집약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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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2~11년 한국의 산둥성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건, 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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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山东统计年鉴(2003～13年版).

들의 산둥성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늘어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가 노
동집약형 가공 제조업 위주에서 자본 및 기술 집약형 산업 위주로 개
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계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규모
역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산둥성의 외자 이용 총액에서나 중국의 외자 이용 총액에서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모두 5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그림 3, 그림 4 참고). 현재 한국의 20대 대기업 그룹 가
운데 15개(한국전력, 삼성, LG, 현대, SK, 한진, 롯데, 금호, CJ, 두산,
효성, 대우 등) 대기업 그룹들이 이미 산둥성에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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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1년 현재 산둥성의 외자 이용규모 현황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기타
자료: 山东统计年鉴(2012).

그림 4. 2011년 한국 대중 투자의 성별 분포 현황
(단위: 만 달러)

산둥, 85,479

기타, 71,888

저장, 15,983
장쑤, 81,757
자료: 山东统计年鉴(2012).

3) 중국 국가정책의 기회 포착을 통한 한국의 투자공간 확대

산둥의 경제는 ‘코끼리의 경제’라고 불린다. 인구가 많고 해외투자
및 해외건설 수주, 노무협력 등 여러 ‘해외진출전략(走出去)’ 추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외개방 초기인 1978년 산둥 대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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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가 미국 뉴욕에 산둥성 최초로 해외투자하여 루싱기업유한공
사(魯興企業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 2000년 이후 중국정부가 ‘해
외진출전략(走出去)’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산둥성의 관련 부서
들도 당 중앙의 ‘해외진출전략(走出去)의 적극적 연구 및 실시’에 관
한 지시정신을 성실히 이행하여 ‘적극적이면서 적절하게(積極穩妥),
강점을 살려서(發揮優勢), 핵심적 문제의 타개(重點突破)와 실질적
효과 중심(注重實效)’의 방침에 따라, ‘무역우선, 투자수반, 소규모에
서 시작하여 점진적인 발전(貿易先行, 投资跟進, 由小到大, 滚動
發展)’ 방식의 다국적 경영 프로젝트 모델과 ‘정부 주도, 기업 운영,

은행 서비스, 다양한 형식(政府引導, 企業運作, 银行服务, 形式多
樣)’의 업무추진시스템을 확립하여 기업의 다국적 경영발전 촉진을

산둥성의 대외경제 무역구조 조정의 중점으로 삼고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해외 투자협력과 노무협력 프로젝트를 전개하도록 적극 유
도하여 기업의 다국적 경영업무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들어 산둥의 대한국 투자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 금융위기 발발 이후 국제 경기 하강의
영향으로 해외자산과 우수한 기업의 가격수준이 낮아지면서 산둥성
은 즉각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및 글로
벌 마케팅망과 R&D 능력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빠른 발전을 이루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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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04~11년 산둥성의 대한국 투자 현황
(단위: 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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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山东统计年鉴(2012).

4) 증가하는 국제 교류

한국은 산둥성에 가장 많은 관광객을 보내는 아시아 국가이다.
2011년 산둥성은 총 138만 7,500명의 한국 관광객을 맞이하였다. 이
는 산둥성의 외국인 관광객 접객 수의 43%에 달하는 규모이다. 산둥
성은 중국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현
재 산둥성에 상주하는 한국인은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 간
교류에서도 한국은 산둥성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고 방문규모도 가장
큰 국가이다. 현재 산둥성과 한국의 많은 도시들이 우호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중 산둥성과 한국 경기도의 협력이 특히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2011년 산둥성과 경기도는 기존의 우호성/도, 우호도시의
기초 위에 다시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우호도시연합
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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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1년 산둥성의 외국인 관광객 접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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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山东统计年鉴(2012).

다. 미래 발전의 다양한 변수
우선 현재 동북아 지역발전에서 정치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지역갈
등이 가속화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여러 역사적인 문제가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고, 북한이 협상을 재개하
기로 하긴 하였으나 북한문제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여서 동북
아 지역협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로 산둥성과 한국 모두 무역에서 탈지역화의 경향이 나타
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1년부터 미국이 산둥성의 최대 교역대
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산둥성과 한국의 무역이 오랫동안 불균형관
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림 7]에서 보듯이 특정 연도 외에 산둥은
한국에 대해 계속 무역 적자상태에 있었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하지 못한다면 향후 양자 경제무역관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조화로
운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산둥성 경제발전정책이 산업협력(한국ㆍ산둥)에 주는 기회 및 제언

159

그림 7. 2002~11년 산둥성의 대한 무역역조규모 변동 추이
(단위: 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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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山东统计年鉴(2012).

2. 현재 산둥의 경제발전정책
경제발전방식 전환과 경제발전구도 고도화를 위하여 최근 중국은
지속적으로 국가급 경제발전전략을 내놓았다. 그 중 4개 국가급 전략
이 산둥성에 관계되는 것으로, 중국정부가 산둥성을 중요시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정책의 밀집도 측면에서도 전국 최고이다. 이 4개의
전략은 각각 산둥반도 블루 경제구역, 황허삼각주 생태 경제구, 중원
경제구, 한ㆍ중ㆍ일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역이며, 그 중 앞의 두 핵심
전략을 위주로 4개 구역에 대해 기능통합과 여러 정책들의 중복지원
을 하고 있다(雙輪驅動, 四區覆蓋, 功能整合, 政策疊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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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둥반도 블루 경제구
12차 5개년 개발계획이 시작되는 첫해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국
가발전전략이며 중국 최초의 해양경제를 테마로 한 지역발전전략이
다. 이 경제구의 전체 개발계획지역은 산둥 전체 해역과 칭다오, 둥
잉, 옌타이, 웨이팡(濰坊), 웨이하이(威海), 르자오(日照) 등 6개 시
와 빈저우(濱州)시의 우디(無棣)현, 잔화(沾化)현 등 2개의 연해 현
이 속한 지역을 포함한다. 해역면적은 16만 9,500평방킬로미터이며
육지면적은 6,400만 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한다.
이 경제구의 전략적 목표는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현대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하고, 세계 선진수준을 갖춘 해양기술교육 핵심구와
국가 해양 경제개혁ㆍ개방 선도구역, 전국 중요 해양생태문명 시범구
역을 건설하는 것이다.
건설계획을 정리하면, 1핵, 양극, 3개 벨트, 3개 그룹(一核, 两極,
三帶, 三組團)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중 1핵이라 함은 자오둥반도

(胶東半島) 첨단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역을 말한다.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웨이팡의 4개 도시가 이에 해당한다. 주요 발전목표는 해양
바이오 제약, 해양 신에너지, 해양 첨단장비 제조 등 전략적 신흥산업
의 규모의 발전을 통해 현대적 어업, 해양플랜트,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문화관광, 해양운송물류 등 특성화 산업클러스터를 촉진하고, 기
술과 장비 수준, 제품 부가가치 향상에 주력하며 해양식품가공산업과
해양화학공업 등 전통산업의 첨단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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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산둥반도 블루 경제구역 발전계획도

해안 개발 보호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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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웨이 도시군
원해 개발 보호벨트
핵심지역: 자오둥 반도 첨단산업 클러스터

칭웨이르 도시군

1. 하이저우완 북부 집중집약용
해양지역
2. 둥자거우 집중집약용 해양지역
3. 딩즈완 집중집약용 해양지역
4. 쳰하오 집중집약용 해양지역
5. 룽커우완 집중집약용 해양지역
6. 라이저우완 동남안 집중집약용
해양지역
7. 웨이팡 빈하이 집중집약용
해양지역
8. 둥잉청 동해 집중집약용 해양지역
9. 빈저우 해역 집중집약용 해양지역

성장엔진: 루난 임항 산업 클러스터

자료: 산둥반도 블루 경제구 건설 판공실 제공.

양극(两極)이라 함은 둥잉시와 그 주변의 황허삼각주 고효율 생태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산둥 남부지역에 있는 루난 임항산업 클러스터
(魯南臨港 産業集聚區)를 이른다. 전자는 해안 갯벌과 풍부한 석유,
가스, 광산 자원의 강점을 살려 친환경 해양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다. 후자는 르자오 지역 심수항 중심지역의 장점을 살림으로써 ｢철강
산업 조정 및 진흥 계획｣ 기준에 따라 르자오 철강기지 건설을 추진
하여 해양 선진장비 제조, 자동차부품, 석유ㆍ가스 저장 및 운송, 가
공 등 임항산업을 집중육성하는 사업이다.
세 가지 벨트(三帶)라 함은 해안 개발 보호벨트, 근해 개발 보호벨
트, 원해 개발 보호벨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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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 그룹(三組團)이라 함은 최근 칭다오ㆍ웨이팡ㆍ르자오, 옌타
이ㆍ웨이하이, 둥잉ㆍ빈저우 세 지역으로, 이들 도시군의 공동발전을
촉진하여 중국 동부 연해지역의 중요 도시군을 조성하고 해양경제의
집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 중 칭다오ㆍ웨이팡ㆍ르자오 같은
경우 칭다오가 핵심도시 역할을 하고 해안만을 둘러싼 도시그룹의 기
반을 만들어 칭다오와 웨이팡, 르자오 간의 경제적 연계성을 촉진하
여 보완적 기능과 산업적 인터랙션, 융합발전의 현대적 도시그룹을
형성한다. 옌타이ㆍ웨이하이 지역의 중요 과제는 한ㆍ일 양국과 경제
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산업이전을 적극적으
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둥잉ㆍ빈저우 지역은 현재 세 지역 가운데 발
전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다. 고효율의 생태와 순환경제의 특성이
두드러진 지역으로 산둥성과 한국 간 녹색산업의 발전에 협력 여지가
매우 크다.
중점산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블루 경제구는 전략적 신흥산업 육
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해양 우위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중점으로
단지와 기지, 기업을 위한 매개역할을 강화하고 해양 1차 산업 발전
을 가속화하고 해양 2차 산업 발전을 고도화하며 해양 3차 산업을 발
전시킴으로써 더 높은 수준에서 이들 산업이 시너지를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중 1차 산업은 효율 제고를 중심으로 한국
등 어업 발전 강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대적인 수산양식과 원양어
업, 연해지역의 특성화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차
산업 발전은 해양 바이오, 장비 제조, 에너지 광산, 플랜트 건설, 해양
화공, 수산물 심가공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자주화, 규모화, 브랜드화,
첨단화를 추진하여 역량이 강한 해양 우위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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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차 산업은 해양운송물류 및 해양문화관광산
업 발전에 중점을 둔다.
블루 경제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많은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재정정책에서 신에너지산업, 문화산업 발전 등
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중국 서비스산업 아웃소싱 시범도시의 조
건에 맞는 단지 내 도시에도 지원해주고 있다. 매년 산둥성과 각 시의
재정 중 20억 위안의 특별 자금을 배정하여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300억 위안에 달하는 블루 경제구역 산업
특별 기금을 마련하였는바, 이 기금은 산둥성에서 블루 경제구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자금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산둥 블루 경제구 금융체
제 개혁을 우선 지원하고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의 상장(IPO)을 지
원하고 있다. 해양지구와 도서, 토지 정책에서는, 해양 매립지는 우선
적으로 해양 우위산업 발전 및 경지보충, 생태계 보호로 사용한다. 중
앙정부의 투자계획과 성 정부의 중점대상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바
다를 이용한 녹색통로(도로, 철도, 제방 등의 녹화)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해역에서의 사용금 분배 사용에서 산둥성을 우선
고려하고 양식용 해역 사용 시 법에 따라 해역사용금도 감면하게 된
다. 대외개방정책에서 무역원활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나. 황허삼각주 고효율 생태 경제구
황허삼각주 고효율 생태 경제구는 2009년 중국의 마지막 삼각주
발전계획으로 승인받았다. 계획지역 범위는 둥잉과 빈저우 2개 도시
전체와 그 인접 지역이면서 자연환경 조건이 유사한 웨이팡 북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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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寒亭)구, 셔우광(壽光)시, 창이(昌邑)시, 더저우 러링(德州樂陵)
시, 칭윈(慶雲)현, 즈보 가오칭(淄博高青)현, 옌타이 라이저우(煙臺
莱州)시 등이 포함된다. 구를 설치한 6개 시의 19개 현(시, 구)을 포

함하며 전체 면적은 2만 6,500평방킬로미터로 전체 성의 6분의 1에
달한다. 2006년 개발구 내 총인구는 983만 9,000명, 지역총생산
(RGDP)은 3,256억 위안으로 각각 전체 성의 10분의 1과 7분의 1을
차지한다. 이 개발구의 포지셔닝은 중국 내 중요한 고효율 생태 경제
시범구, 특화산업기지, 비축 토지자원 개발구, 환발해 지역 내 중요한
성장지역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림 9. 중국 경제발전에서 황허삼각주 고효율 생태 경제구의 포지셔닝

환보하이 경제구

징진탕 경제구

둥잉
지역

황하 경제벨트

자오둥 반도
경제구

자료: 中国发改委(2009),｢黄河三角洲高效生态经济区发展规划｣.

황허삼각주 고효율 생태 경제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둥성
은 경제와 자원,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이념을 견지하여 높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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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첨단의 산업발전전략을 적극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각종 특화산업단지를 추진하였다. 현재 황허삼각주 고효율
생태 경제구에 위치한 둥잉, 웨이팡, 빈하이, 저우핑(鄒平) 경제개발
구를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로 승격시킴으로써 성급 이상 개발구가
이미 29개에 달해 사업소득 50억 위안이 넘는 특화산업단지가 19개
이다.
둘째, 각종 산업단지를 통해 특화산업을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고효율 생태농업기반, 친환경 공업 중심, 서
비스산업 지원의 고효율 생태농업체계를 적극 구축할 것이다. 전통적
인 석유산업과 염화학산업의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체인 확장과
오염 및 에너지 소모를 줄임으로써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정보기
술, 바이오제약, 첨단장비제약, 신에너지,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
의 빠른 발전을 이끌었고 산둥성과 한국의 상기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다. 중원 경제구
2011년 허난 18개 지역(地市) 및 산둥, 안후이, 허베이, 산시의 12
개 지역(地市)의 3개 현(县)을 포함한 지역이 승인을 얻었다. 전체 면
적은 28만 9,000평방킬로미터, 총인구 수는 1억 5,000만 명이다. 중
원 경제구는 면적 및 인구 면에서 중국 1위이며, 경제규모는 장강삼
각주와 주강삼각주, 베이징 및 그 주변인 징진기(京津冀) 지역에 이
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산둥성에서는 랴오청(聊城), 허저(菏澤), 타
이안 동핑(泰安東平) 현 등이 포함된다. 중원 경제구의 전략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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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의 중요 식량 생산 및 현대 농업기지, 중국 내 공업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시범지역, 중요 경제성장지역, 각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점, 현대적 종합 교통허브, 중
국 화하 민족역사와 문명의 전승 혁신지역을 구축하는 것이다.5)
라. 한ㆍ중ㆍ일 지방 경제협력 시범구
2012년 5월 제5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제9회 한ㆍ중ㆍ일 3국 경
제통상 장관회의, 제4회 한ㆍ중ㆍ일 재계 회의가 연이어 베이징에서
열렸다. 당시 원자바오 총리가 일본,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산둥성의 입지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경제협력 시범지역을 건설하
고 일본, 한국에서도 협력지역 선택을 적극 고려하여 3국의 산업협력
기지를 건설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범위를 보면 주로 산둥반도 블루
경제구를 기반으로 하며 전체 성에 관련이 된다.
이 경제구의 기능적 위상은 한ㆍ중ㆍ일 지방경제협력의 장, 한ㆍ중
ㆍ일 산업협력의 고지, 동북아 국제 해운물류허브, 한ㆍ중ㆍ일 경제
무역 교류 컨벤션 센터 건설이다. 대한국 산업협력 촉진을 위해서 산
둥성은 칭다오 한ㆍ중 혁신산업단지, 둥잉 한ㆍ중 장비산업단지, 옌
타이 한ㆍ중 신에너지 자동차산업단지, 웨이팡 한ㆍ중 해양 화공산업
단지, 웨이하이 한ㆍ중 정보기술산업단지, 르자오 한ㆍ중 자동차부품
산업단지, 빈저우 한ㆍ중 농업단지 등 7개 특화산업단지로 구성된
“한ㆍ중 산업단지”를 계획, 개발하고 있다.

5) 중원 경제구망(http://zyjjq.hd.gov.cn/gaikuang/zyjjqgk, 검색일: 201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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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산업협력분야에서 다음의 산업을 중점발전시킬 예정이다.
첫째, 전자정보산업이다. 칭다오, 지난, 옌타이 등 3개 지역에 가전산
업, 컴퓨터,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통신설비, 소프트웨어 산업 등의 산
업을 발전시키고 한ㆍ중ㆍ일 전자정보산업 협력벨트 구성을 탐색하
고 가전 및 전자정보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옌타
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클러스터 및 칭다오 쳰완(前湾) 보세항
구 국가급 자동차 완성차 수입포트 등 발전강점을 기반으로 옌타이에
한ㆍ중ㆍ일 자동차공업 협력시범구를 모색하고 칭다오에 한ㆍ일의
국가급 자동차 수출입 및 자체 자동차산업 육성 발전기지를 건설하고
자 하고 있다. 셋째, 웨이하이에 한ㆍ중 농산물 품질관리 시범지역 및
한ㆍ중 공동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설립하여 농업협력을 적극 추진하
고자 한다.

3. 산둥성과 한국의 산업협력에 산둥 경제발전정책이 가져다준
기회
중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경제발전 관련 새 정책들은 국가의 산둥
반도에 대한 애정과 희망을 알 수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산둥반도에
환발해 경제권과 장강삼각주 경제권을 남북으로 잇고 중국 연해지역
과 내륙을 동서로 이으며 태평양으로 향하는 개방형 경제발전지대가
형성되어 중국 경제발전의 제4의 성장동력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지리적 우위를 가진 한국은 이러한 정책조정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후 산둥은 4개의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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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투자 핵심지역이 형성될 것이다. 이 4개 지역은 또한 이후 산
둥반도 경제발전지대의 4대 접점이다.
① 접점 1: 칭다오 서해안 경제 신구
칭다오 자오저우만(胶州灣, 교주만) 대교와 자오저우만 터널이 개
통되어 이전의 바다에 도로가 생겨 칭다오와 황다오가 연결되었다.
자오저우만에 의해 나눠진 칭다오, 황다오(黄島), 홍다오(紅島) 세 지
역이 연결됨으로써 칭다오는 새로운 지역시대를 열게 되었다. 칭다오
는 이러한 기회를 잘 이용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서해안 경제 신
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림 10. 칭다오 서해안 경제 신구 기능구 분포도

자료: 青岛商务局.

산둥성 경제발전정책이 산업협력(한국ㆍ산둥)에 주는 기회 및 제언

169

② 접점 2: 옌타이 동부 첨단기술 해양 경제 신구
계획 총면적 600평방킬로미터로 풍부한 토지자원과 해양자원을 가
진 지역으로 발전공간이 크며 항구의 강점이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그림 11. 옌타이 동부 첨단기술 해양 경제 신구 개념도

자료: 青岛商务局.

③ 접점 3: 웨이하이 남해 신구
육지와 해양 자원의 통합개발을 통해 빈해지역 특색을 부각시키고
삼림과 습지, 해양, 모래사장 등 천연자원을 보호하며 블루 경제와 첨
단산업을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개발프로젝트의 “고오염, 고에너지 소
비와 저기술(两高一低)” 문제를 근절하여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 푸
른 물에 둘러싸인,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생태형 경제 신
구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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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웨이하이 남해 신구 발전 개념도

자료: 威海商务局.

④ 접점 4: 웨이팡 빈해 신구
중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산업체인 간의 통합과 단지화, 클러스터
화를 추진하여 진정으로 웨이팡의 미래 발전을 지원하는 산업체인과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상 4대 신구는 산둥의 국제물류센터 조성에 따라 앞으로 더욱 밀
접하게 연계되어 향후에도 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한 지역이 되어 산둥
성과 한국의 산업협력을 위해 막대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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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웨이팡 빈해 신구

산
업
벨
트

자료: 百度地图(http://map.baidu.com).

4. 산둥성과 한국의 협력 심화를 위한 제언
경제 글로벌화와 지역경제 단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둥
성과 한국은 경제관계가 밀접하여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 현재 산
둥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산업고도화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고,
양자는 반드시 기존 분야의 협력을 공고화해야 하면서 동시에 경제협
력의 질과 수준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 구체적으로 볼 때, 다
음의 사업을 잘 해야 한다.
가. 양자 협력기제 구축 적극 추진
우리는 산둥성이 한국 경기도와의 협력 경험과 모델을 한국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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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역에 소개하기를 바라며, 산둥성과 한국 각지의 최고 행정장
관 연례모임과 시장 간의 연례모임을 갖고 양자의 경제무역 협력에서
중요한 협력 프로젝트들에 대한 협상을 하여 중요 현안들을 해결하고
조건이 성숙되면 합동회의제도를 수립하기를 희망한다. 각종 산업협
력연맹, 기업연맹 등 더 많은 반관 혹은 비정부기구 조율시스템을 수
립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건전한 학술 교류와 인재 교류 시스템 구축
및 강화를 희망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산업협력의 기관 간 협조시스템을 구축한다.
산둥성과 일본 및 한국의 지방정부는 각각 상호 간에 산업협력위원회
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는 신흥산업, 첨단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현대 농업 등에서의 협력추진그룹과 같은 산업협력추진그룹을 설립
하여야 한다. 각 산업추진협력그룹은 각자의 정부부처 관리, 기업가,
전문가 및 학자로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산업협력항
목의 순조로운 시행을 보장하도록 한다. 산업협력 부처 간의 정기적
인 만남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로 산둥성과 일본 및 한국의 지방정부
가 비즈니스와 세관, 세무, 금융, 항만, 검역 등 부처와 합동회의시스
템을 갖고 금융 및 보험, 통관, 보세, 세금 환급 등에서 중국, 일본,
한국의 지방정부 경제협력시범구의 산업협력을 위해 편리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중국과 한국의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시범구 건설 적극 추진
2010년 5월 29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이 서울에서 회담 시 양측은 한ㆍ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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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것부터, 합의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원칙하에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한다고 선언하였다.6) 양자는 2013년 하반기 혹은
2014년 상반기에 정부 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이는 한ㆍ중 경제협
력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ㆍ중 FTA
창설을 위한 방향 설정 및 기반을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ㆍ중
FTA 협상에서 FTA 서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
이 산적해 있고 일부 민감분야는 단기 내에 조율이 어려울 것이기 때
문에 한ㆍ중 FTA 체결은 점진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 한ㆍ중 FTA
체결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한ㆍ중 양국 사이에 인접지역에 한ㆍ중
FTA 선도구역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며, 또한 현실성이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의 산둥성과 한국의 인천, 경기도 지
역은 한ㆍ중 FTA 선도구역에 적합한 지역이다. 산둥성은 환황해 지
역의 중심지대로 한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 입지에
우위가 있고 풍부한 자연자원과 완벽한 인프라, 두터운 경제기반, 높
은 개방성, 양호한 투자환경, 한국과의 오랜 경제무역 교류 역사, 빈
번한 인적 교류뿐 아니라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는 장점이 있다. 산
둥성은 이미 한ㆍ중 경제협력의 첨병이자 선도자이다.
특히 언급해야 하는 것은 2008년 9월 7일, 중국 국무원의 승인으로
설립된 칭다오 쳰완 보세항 구역은 2009년 9월 1일에 이미 11개 중
앙부처의 공동 검토 및 수락에 의해 공식적으로 보세구역 운영에 들
어갔다. 이는 중국 유일의 “기능통합, 복합정책(功能整合, 政策疊

6) ｢温家宝与韩国总统李明博举行会谈｣(2010), 新华网.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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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이라는 국가의 요구에 따라 보세구와 보세물류단지에 인근 항구

를 통합, 고도화하여 만든 보세항 구역이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높은 개방도와 최고의 정책적 혜택, 완벽한 기능, 가장 간편한 수속이
가능한 세관 특수 감독지역 중 하나로, 경내에서 세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境内關外) 자유무역지대 기능을 실현하여 한ㆍ중 FTA 선도지
역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9월 7일 중국
국무원은 옌타이 보세항 구역을 다시 승인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최
초로 수출가공구와 인근 항구를 통합하여 발전시킨 보세항 구역이다.
계획에 따르면 옌타이 보세항 구역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보세항 운
영을 시작할 것이다. 산둥성은 한ㆍ중 FTA 선도구역 건설을 위해 최
적의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인천과 경기도는 환황해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다.
선진제조업의 집적, 항구 및 공항, 물류, 금융 서비스산업의 발달을
이룬 지역으로 경제력 면에서 한국의 각 직할시와 도 가운데 가장 앞
서 있고 황해를 중심으로 중국, 특히 산둥성과의 연계에서 가장 중심
이 되며 한ㆍ중 FTA 선도구로서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다. 게다가
2001년부터 한ㆍ중ㆍ일 3국의 환황해 경제협력시스템의 틀 하에서
중국의 산둥과 한국의 인천, 경기도는 이미 양호한 협력을 하고 있으
며 한ㆍ중 경제협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선도적인 지역이다.
중국의 산둥성과 한국의 인천, 경기도에 한ㆍ중 FTA 선도구를 지
정하여 한ㆍ중 경제협력을 위한 시험의 장을 만들고 일부 특수한 정
책을 시행하여 한ㆍ중 FTA 협상의 난제들과 쟁점들을 선도구 내에서
시험, 연구하여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FTA의
여러 장애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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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ㆍ중 FTA를 위한 경험 쌓기를 위해서도 한ㆍ중 경제협력관계의
심화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편리하고 막힘 없는 국제 물류협력 가속화
산둥성은 한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 위치해 있다. 편리한
국제 노선 및 물류는 산둥성과 한국의 경제협력 수준을 제고하기 위
한 전제조건이자 기반이 된다. 지금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산둥성과
한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ㆍ중 해상ㆍ철도 복합운송에서 자동차 화물운송 협력을 진
행해야 한다. 산둥반도의 천혜의 지리적 조건과 우수한 공항 및 항구
인프라, 풍부한 정기 Ro/Ro 페리 운영경험 등의 유리한 조건들을 잘
이용하여, 한ㆍ중 양국이 서명한 ｢한ㆍ중 육해 복합운송 자동차 화물
운송 협정｣ 기준에 따라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르자오 등 항구와
한국 인천, 부산, 평택 등 항구에서 한ㆍ중 육해 복합운송 자동차 화
물 직접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둥성과 한국의 물류 협력을 위한 기
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ㆍ중 해상열차 페리의 연구검증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한ㆍ중 경제협력은, 특히 무역협력의 지속적인 심화에 따라
한ㆍ중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ㆍ중 해상열차 페리 운영구상을 제안하
여 한ㆍ중 관련 부처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산둥성의 웨이
하이, 옌타이 등 도시는 모두 한ㆍ중 해상열차 페리 프로젝트를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며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둥성은 앞
으로 한국과 관련 문제에서 협력하여 한ㆍ중 해상열차 페리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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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고 이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산둥성과 한국의
빠른 물류채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셋째, 한ㆍ중 해저터널 프로젝트의 연구 검증을 위한 협력이 필요
하다. 한ㆍ중 해저터널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한ㆍ중 양국 전문가들
이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중요한 문제이다. 해저터널 노선과 관
련하여 4개의 선택지가 있다. 즉 한국 인천에서 산둥 웨이하이까지
(341㎞), 한국 화성에서 산둥성 웨이하이까지(373㎞), 한국 평택에서
산둥 웨이하이까지(386㎞), 한국 옹진군에서 산둥 웨이하이까지(221
㎞)의 노선이 그것이다. 인구나 경제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한국 화성
에서 산둥 웨이하이까지의 노선이 가장 적합하다. 산둥성은 관련 부
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검증그룹을 구성하여 한ㆍ중 해저터
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산둥성과 해륙 대통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넷째, 산둥성은 한국의 항구들과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항구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항구 간의 협력 교류를 촉진시키는 효과
적인 형식이며 편리한 국제항로를 개척하는 중요한 방식이기도 하다.
산둥성은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르자오 등 항구와 한국의 인천,
부산, 광양, 울산, 평택, 군산, 제주 등 항구 간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항로 공동개발 및 컨테이너 복합운송과 국제환적, 물
류배송, 크루즈선 등의 개발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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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략적 신흥산업, 선진제조업,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선진농업의 협력 심화 강화
현재 산둥성은 산업조정진흥계획을 적극 이행하여 산업구조 고도
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둥성은 한국과 산업협력을 보다 심화 발전시
키기 위하여 다음의 산업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한다.
첫째, 전략적 신흥산업에서의 협력 강화이다. 현재 산둥성은 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
다. 산둥성은 한국과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정보산업 등 전략적
신흥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자본과 기술, 마케팅, 관리 등에서
전면적인 연결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동시에 산둥 첨단기술
산업 개발구와 한국 과학기술 공업단지의 연결을 통해 산둥성과 한국
의 전략적 신흥산업 협력의 장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둘째, 선진 제조업에서의 협력 강화이다. 여러 해 동안 산둥성의 제
조업은 규모 면에서 크게 성장하여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전
자정보, 장비 제조 등 우수한 산업군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
로 볼 때 산둥성의 제조업 산업구조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자체 혁신
능력도 강하지 않고 자원과 에너지의 고소비구조이다. 산둥성은 제조
업 강국인 한국과 자동차, 전자, 조선, 기계설비, 화학공업 등 산업에
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체인의 확장과 고도화를 희망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과 제조업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여 산둥과 한국
의 제조업 협력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한국 제조업과의 협력 기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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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를 희망한다.
셋째,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분야의 협력 강화이다.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이자 지역 이슈로서 지역
협력의 기회이기도 하다. 경제규모나 자원생산, 소비규모 등이 모두
큰 산둥성은 신재생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 개발잠재력이 매우 크다.
또한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에너지, 지열, 해양에너지 등이 모두 풍부
하여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추진 및 신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훌륭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산둥성은 경제발전방식 전환과정
중에 있어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에
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잠재력이 매우 크고 시장도 넓다.
반면 한국은 여러 해 동안의 발전을 거쳐, 특히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고 녹색경제와 저탄소기술, 특히 에너지절약
과 환경보호 분야에서 선진적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산둥성과 한국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분야의 상호 보완
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산둥성은 한국과 저탄소경제 및 녹색경제
시범구 건설, 순환형 도시 건설, 환경보호 시범단지 건설,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에너지 등) 개
발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한국 환경부 연구기관들과의
기술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신공정, 신설비 도입을 통해 한국과의
환경보호산업 협력기반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넷째, 선진농업에서의 협력 강화이다. 산둥성은 풍부한 농업 자연
자원과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농업기술과 관리노하우, 국
제시장 개척 및 농업발전기금 등에서 강점이 있다. 산둥성과 한국은
유기농업상품 재배, 가공시범단지 건설, 유기농법 과일 및 채소, 특수

산둥성 경제발전정책이 산업협력(한국ㆍ산둥)에 주는 기회 및 제언

179

작물과 축산물 생산 등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또한 양자 간 협력은
특성화 농업산업 협력벨트, 녹색산업 협력벨트 건설, 제3국 농산물 시
장 공동개발 등 농업협력의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마. 산업협력기반 구축
현실적으로 볼 때 한ㆍ중ㆍ일 지방 경제협력 시범단지 산업협력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제도적 협력의 틀이 뒷받
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노력
할 필요가 있다.
1) 산둥성과 일본ㆍ한국의 산업협력 고위급 포럼 개최

한ㆍ중ㆍ일 지방 경제협력 시범구의 산업협력을 위한 실질적 기준
에 따라 산둥성은 일본 및 한국의 지방정부, 재계, 학계 등과 산업협
력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한ㆍ중ㆍ일 지방 경제협력 시
범구 산업협력에서의 현안들을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해낼 필요
가 있다.
2) 산둥성, 일본ㆍ한국 기업들 간의 기업모임(연합회) 설립

실질적으로 기업이야말로 한ㆍ중ㆍ일 지방 경제협력 시범구에서
산업협력의 주체이다. 따라서 산둥성과 일본, 한국의 지방정부들은
여러 방식을 통해 산둥성과 일본, 한국 기업 연합회와 같은 모임을
만들어 이미 진출한 기업이나 합작을 준비하고 있는 관련 기업들을
흡수함으로써 협력 경험의 교류와 관련 정보 소통을 통해 시야를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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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인재를 육성하여 한ㆍ중ㆍ일 지방 경제협력 시범구 산업협력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3) 산둥성과 일본ㆍ한국 산업협력 상담회 및 전시회 개최

한ㆍ중ㆍ일 지방 경제협력 시범구의 산업협력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둥성과 일본, 한국은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산둥성의 칭다오,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등지, 일본의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고베,
히로시마 등지, 한국의 서울, 인천, 부산, 수원 등의 도시에서 산업협
력 종합 상담회 혹은 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산둥
과 일본ㆍ한국의 신흥산업, 첨단제조업, 현대적 서비스산업, 농업 등
분야의 상담회나 전시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산업협력의
성과를 함께 교류하고 산업협력의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함으로
써 한ㆍ중ㆍ일 지방 경제협력 시범구의 산업협력을 위한 양호한 분위
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바. 물류협력 심화 발전
한국은 물류산업의 발전을 통해 훌륭한 물류인프라와 완벽한 물류
시스템뿐 아니라 한국만의 관리노하우와 효과적인 방법들을 축적하
여 왔다. 한국에 비해서 산둥성의 물류산업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전반적인 수준이 낮아 현대적인 물류수요에 부응할 수
가 없다. 따라서 한국과의 물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
한 과제로서 다음의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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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구와 공항 간의 물류협력

산둥성과 한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따라서 산둥
성과 한국의 항구 및 공항 물류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첫째, 항구 건설 협력이 가능하다. 합자, 합작, BOT, TOT 방식을
통해 항구 건설 및 부두 경영, 항로 개척, 국제 물류단지 건설 등에서
협력할 수 있다.
둘째, 랜드브리지(대륙교) 운송협력 진행이다. 신유라시아 대륙교
기점인 산둥 르자오항의 강점을 잘 이용하여 신유라시아 대륙교 운송
(항구 환적, 저장운송, 화물 복합운송 및 대행 서비스 등) 서비스를
공동전개한다.
셋째는 원양 운송선박의 협력이다. 합자 혹은 합작으로 대형 원양
선박들을 건조하고 원양 운송서비스를 시작하여 원양 운송서비스 시
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나간다.
넷째는 공항 물류협력이다. 공항 물류단지를 공동건설하고 대형 화
물운송기를 유치하여 국제선 및 국내선 화물운송노선을 개척하여 동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공항 물류분배센터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2) 대형 물류기업 그룹 간 협력 추진

한국은 대형 물류기업 그룹이 많은데, 이 대기업들은 물류산업 발
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최근 산둥성의 물류기업 그룹들이 크게 약진
하고 있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산둥
성과 한국의 대형 물류기업 그룹 간의 협력 발전잠재력이 크다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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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합자와 합작 방식으로 대형 물류기업 그룹을 발전시킨다. 한
국의 대형 물류기업들은 자금과 인재, 선진적인 물류기술뿐 아니라
강한 운영능력, 시장개척 역량, 완벽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
다. 반면 산둥성의 경우에는 창고 및 노동력 비용이 낮고 저장능력이
강하며 자원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측이 합자
혹은 합작, 전략적 제휴를 통해 대형 물류기업 그룹을 만들 수 있다.
합작을 통해 물류배송, 체인점 방식, 프랜차이즈 경영, 전자상거래, 비
즈니스 에이전시, 우체국 물류 등 새로운 물류업태를 발전시켜 현대
물류산업의 규모와 실력을 크게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기업이 독자방식으로 대형 물류기업 그룹을 키워나가는
것을 장려한다. 산둥성은 물류산업 발전에서 양호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산둥성에 지역본부를 두거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구매, 환적,
분배, 배송 등의 대형 물류기업 그룹을 독자설립하도록 한국 대형 물
류기업 그룹을 유치할 것이다.
이밖에 산둥성은 실력과 비교우위를 갖춘 기업들이 독자, 합자, 합
작 등의 방식으로 한국에 대형 물류기업 그룹을 세우고 국내외 물류
시장 단일화 실현을 가속화하도록 적극 유도해나갈 것이다.
3) 물류인프라 협력 강화

현대 물류는 국가, 산업 구분, 영역을 뛰어넘는 복합적 산업의 성격
을 띠고 있어, 국제기준에 맞는 관련 인프라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
은 물류산업 발전에서 기초적인 작업에 주력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가
지고 있다. 산둥성은 이에 비해 물류산업 발전이 늦게 시작되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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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작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우선 물류 표준화 관련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물류시설, 물류설비,
물류도구, 전자텍스트 등의 표준을 협력 제정하고 산둥성과 한국이
조화롭고 통일된 선진 물류기술 표준화 체계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
둘째, 물류 정보화에서의 협력 강화이다. 공공네트워크 정보 플랫
폼을 공동구축하여 산둥기업들, 특히 물류기업들 간의 인터넷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한국 물류기업과의 자원공유, 데이터 공용, 정보교환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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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한국기업의 기회

요 약

*

리홍제(李鴻階)

2011년 3월부터 중국 국무원은 ｢해협서안(西岸)경제구발전계획｣, ｢핑탄

(平潭) 종합실험구종합 발전계획｣, ｢푸젠성 해협블루경제시험구 발전계획｣, ｢샤먼(廈門)
시 개혁 종합실험 전체 방안｣, ｢푸젠성 취안저우(泉州)시 금융서비스 실물경제 종합개혁
실험구 종합방안｣(이하 ‘3대 계획 2대 방안’이라 함)을 잇따라 발표하였다. 이는 푸젠성
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유리한’ 정책이다.
최근 들어 푸젠성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전반적인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타이완과 성장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경제적 지위는 높아져가고 있다. ‘3대 계획 2대
방안’이 전략적으로 실시되고 생태의 성, 혁신의 성 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면서 푸젠성
은 ‘대규모 통로’, ‘대규모 물류’, 도시군, 스마트시티 및 핑탄종합실험구 건설 등 대대적
인 산업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한국기업에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안겨줄 것이다.

핵심용어: 푸젠성 경제성장, 한국기업투자기회

* 푸젠사회과학원 부원장 겸 연구원

1. ‘3대 계획 2대 방안’과 푸젠성 경제성장의 특징
‘3대 계획 2대 방안’은 중국 국무원이 공표한 ｢해협서안경제구 발
전계획｣, ｢핑탄종합실험구 종합발전계획｣, ｢푸젠성 해협블루경제시
험구 발전계획｣과 ｢샤먼시 개혁종합실험 전체 방안｣, ｢푸젠성 취안저
우시 금융서비스 실물경제 종합개혁실험구 종합방안｣을 줄여 일컫는
말이다. ‘3대 계획 2대 방안’은 목적이 분명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높
을 뿐 아니라 내용이 많고 정책적 잠재력이 커서 푸젠성의 발전을 위
한 장기적이고도 ‘유리한’ 정책이다(표 1 참고).
가. ｢해협서안경제구 발전계획｣
해협서안경제구는 푸젠성 전체와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 취
저우(衢州)시, 리쉐이(麗水)시, 광둥(廣東)성 샨터우(汕頭)시, 메이
저우(梅州)시, 차오저우(潮州)시, 제양(揭陽)시, 장시(江西)성 샹라
오(上饒)시, 잉탄(鷹潭)시, 푸저우(撫州)시, 간저우(赣州)시를 포함,
27만 제곱미터(이하 ‘4성 20개 도시’라 칭함)에 이른다(그림 1 참고).
중국 국무원은 2011년 3월에 ｢해협서안경제구 발전계획｣을 승인하
고 해협서안경제구가 양안 주민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범지역으로서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외개방의 종합통로이자 동부 연해
지역 선진제조업의 중요한 기지, 중국의 주요 자연 및 문화 관광 중심
지임을 전략적으로 밝혔다. 여기에는 또한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적
극 추진해 양안의 호혜공영을 촉진할 것,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에 힘
쓰고 자주혁신능력을 높여 경제성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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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협서안경제구 범위

자료: 푸저우뉴스넷(검색일: 2014. 4. 15).

시와 농촌, 지역성장을 함께 고려해 조화로운 경제사회발전을 이루도
록 힘쓸 것, 개혁ㆍ개방의 심화를 통해 성장동력과 활력을 높일 것,
민생개선에 힘써 사회주의 및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추진할 것, 생태
문화 건설에 힘써 지속가능한 성장능력을 높일 것 등의 내용이 포함
되었다.
｢해협서안경제구 발전계획｣은 해협서안경제구라는 푸젠성의 중요
한 지위를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공산당 관할지역, 전통의 혁명지역,
소수민족지역으로서 기존의 정책적 혜택도 유지하고 있다. ‘타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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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고 있는’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해협서안경제구를 경제와 문
화가 지속적으로 번영하고 종합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며 주민
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조화로운 지역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푸젠성은 현재 이미 90여 개의 관련 부처 또는 국유기업과 협정, 회의
록 또는 MOU를 체결해 해협서안경제구의 과학적, 포괄적 발전의 기
틀을 마련하였다.
나. ｢핑탄종합실험구 종합발전계획｣
2011년 11월 중국 국무원은 핑탄종합실험구를 양안 교류협력의 선
행지역, 체제개혁의 혁신시범지역, 양안 동포가 함께 조화롭게 사는
지역, 해협서안과학발전의 선도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핑탄종합
실험구 종합발전계획｣을 공식 비준했다. 양안 교류협력의 새로운 모
델 모색, 체제와 메커니즘의 혁신, 종합적인 개방, 경제ㆍ사회ㆍ생태
의 조화로운 발전 등에 힘써 핑탄지역을 양안 동포가 함께 건설하고
새롭게 시도하며 과학적으로 발전해가는 공동의 터전으로 만들어나
가려는 것이다. ｢핑탄종합실험구 종합발전계획｣은 핑탄섬 전체의 개
방을 허가하고 통관모델, 세제지원, 투자허가, 금융보험, 타이완과의
협력, 토지지원 등에서 기타 경제특구보다 더욱 특별하고 유리한 정
책적 혜택을 부여주고 있다.
다. ｢푸젠성 해협블루경제시험구 발전계획｣
중국 국무원은 2012년 11월 ｢푸젠성 해협블루경제시험구 발전계획｣
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를 통해 푸젠성 해협블루경제시험구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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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협 경제협력의 요충지이자 전국해양과학기술개발 및 성과이전의
주요 기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현대해양산업의 집결지, 전국 만(灣)ㆍ
도서의 종합개발시범구, 해양생태문화 건설을 추진하는 선행지역이자
혁신적인 해양종합관리시범구라는 전략적인 지위를 밝히고, 현대해양
산업체계의 조속한 구축, 해양과학기술혁신능력의 향상, 해양자원의
과학적 활용 증대 및 생태환경보호, 연해지역 인프라시설 및 해양공
공서비스 역량의 강화, 푸젠ㆍ타이완 해양개발협력의 강화, 해양경제
의 대내외 개방 추진, 해양과학 개발체제ㆍ메커니즘의 개선 등을 주
문했다. 또한 투자, 세제, 금융, 산업단지, 산업, 과학교육, 인재, 해양
이용, 환경, 도서, 대타이완, 개방 등에 정책적인 혜택을 부여했다.
라. ｢샤먼시 개혁종합실험 전체 방안｣
중국 국무원은 2011년 12월 ｢샤먼시 개혁 종합실험 전체 방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를 통해 샤먼시를 양안 경제협력이 가장 밀
접한 지역, 양안 문화 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역, 양안의 직접적인 왕
래가 가장 편리한 통로, 양안의 동포가 어우러진 가장 아늑한 터전으
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양안 산업협력발전의 체제혁신, 양
안 무역협력의 체제혁신, 양안 지역적 금융서비스센터의 설립, 양안
문화 교류협력의 체제혁신, 양안 간 직접왕래의 편리화 체제혁신 등
5대 임무를 명시해 사회분야의 시범적 개혁과 도시ㆍ농촌 간 균형적
발전 체제혁신, 샤먼ㆍ장저우(漳州)ㆍ취안저우(泉州) 등 대도시의 통
합, 행정관리체계의 강도 높은 개혁, 종합적 개발체계의 혁신 등 함께
추진할 중점분야의 개혁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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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푸젠성 취안저우시 금융서비스 실물경제 종합개혁실험구
종합방안｣
중국 국무원은 2012년 12월 ｢푸젠성 취안저우시 금융서비스 실물
경제 종합개혁실험구 종합방안｣을 공식적으로 승인ㆍ채택했다. 이로
써 취안저우시는 저장성 원저우시 금융종합개혁시범구, 광둥성 주강삼
각주(珠江三角洲) 금융개혁 혁신종합 시범구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
급 금융종합개혁 시범구가 됐다. 실물경제에 이로운 다양한 금융기구
체계를 수립ㆍ개선, 소기업과 민간의 금융지원을 확대, 농촌 금융서비
스능력의 향상, 취안저우와 타이완ㆍ홍콩ㆍ마카오 교민의 금융협력 강
화, 민간금융의 규범화와 발전, 직접금융의 규모 확대, 보험서비스 수
준 향상, 금융리스크 예방 메커니즘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시
범지역, 민간금융의 혁신 실험지역, 금융생태의 실험지역, 타이완ㆍ홍
콩ㆍ마카오 교민의 금융협력지역을 조속히 건설하도록 요구했다.
‘3대 계획 2대 방안’은 목적이 분명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높으며
해협서안경제구가 이미 국가전략으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준다. 푸젠성
은 정부의 정책을 창조적으로 실행해 양안의 통합발전을 촉진하고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웠
던 사업 등에 대해 실험적 성격이 명확한 협력 메커니즘과 조치를 선
행적으로 시행해 해협서안경제구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섞여 발전하
는 중간지역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홍콩ㆍ마카오 모델과 다르고
선전(深川) 등 경제특구의 기능도 갖춘 대다수의 타이완 동포가 받아
들일 수 있는 평화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192

중국의 지역별 환경 변화와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방안

표 1. ‘3대 계획 2대 방안’의 지위와 주요 내용
계획 명칭

주요 내용

｢해협서안경제구
발전계획｣

1. 4대 포지셔닝: 양안 국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선행시범지역, 주변지역의
발전에 봉사하는 새로운 대외개방의 종합채널, 동부 연해지역 선진제조업의
중요한 기지, 중국의 주요 자연 및 문화 관광중심지
2. 6대 노력사항: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 해양안의 호혜공영을 촉진할 것,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에 힘쓰고 자주혁신능력을 높여 경제성장의 질적 수준
을 향상시킬 것, 도시와 농촌, 지역성장을 함께 고려해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을 이루도록 힘쓸 것, 심도 있는 개혁 개방에 힘써 성장 동력과 활력을
높일 것, 민생 개선에 힘써 사회주의 및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추진할 것,
생태문화 건설에 힘써 지속가능한 성장능력을 높일 것

｢핑탄 종합실험구
종합발전계획｣

1. 4대 지역: ‘양안 교류협력의 선행지역, 체제개혁의 혁신시범지역, 양안 동포
가 함께 살기 좋은 지역, 해협서안과학발전의 선도지역’을 건설
2. 4대 노력사항: 양안 교류협력의 새로운 모델 모색, 체제와 메커니즘의 혁신,
종합적인 개방, 경제ㆍ사회ㆍ생태의 조화로운 발전 등에 힘써 핑탄지역을
양안 동포가 함께 협력하고 새롭게 시도하며 과학적으로 발전해가는 공동
의 터전으로 건설

｢푸젠성 해협블루
경제시험구
발전계획｣

1. 7대 포인트: 현대 해양산업체계의 마련, 해양과학기술혁신능력의 향상, 해
양자원의 과학적 활용 증대 및 생태환경보호, 연해지역 인프라 시설 및 해
양공공서비스 능력의 향상, 푸젠ㆍ타이완 해양 개발협력의 강화, 해양경제
의 대내외 개방 추진, 해양 과학개발체제ㆍ메커니즘의 개선
2. 정책지원: 투자, 세제, 금융, 산업단지, 산업, 과학교육, 인재, 해양 활용, 환
경, 도서, 대타이완, 개방 등에 우대정책 실시

｢샤먼시 개혁종합
실험 전체 방안｣

- 4대 포지셔닝: 양안 경제협력이 가장 밀접한 지역, 양안 문화 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역, 양안의 직접적인 왕래가 가장 편리한 통로, 양안의 동포가 어우
러진 가장 아늑한 터전으로 건설

｢푸젠성 취안저우시 - 7대 임무: 실물경제에 이로운 다양한 금융기구체계 수립ㆍ개선, 소기업과 민
금융서비스 실물경제
간의 금융지원을 확대, 농촌 금융서비스능력의 향상, 취안저우와 타이완ㆍ홍
종합개혁실험구
콩ㆍ마카오 교민의 금융협력 강화, 민간금융의 규범화와 발전, 직접금융의
종합방안｣
규모 확대, 보험서비스 수준 향상, 금융리스크 예방메커니즘의 개선
자료: ‘3대 계획 2대 방안’의 관련 내용 저자 정리.

2. 푸젠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와 성장잠재력
가. 중국 내 푸젠성의 경제적 지위
근래 푸젠성은 개방형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경제력이 눈에 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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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푸젠성의 주요 경제 지표 및 지위(2012년)

전국
푸젠성

전국
누적

푸젠성
성장률
(%)

누적

성장률
(%)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1. GDP(억 위안)

519,322

7.8

19,702

11.4

3.8

2. 고정자산투자(억 위안)

374,676

20.3

12,709.7

25.5

3.4

3. 사회소비품목 총매출(억 위안)

210,307

14.3

7,149.5

15.9

3.4

4. 총수출규모(억 달러)

38,668

6.2

1,559.3

8.6

3.0

5. 실제외국인투자(실제확인 기준, 억 달러)

1,117

-3.7

63.4

2.2

5.7

117,210

12.8

3,008.9

15.9

2.6

91.8

11.8

2.5058

16.2

2.7

6. 총재정수입(기금 제외)
7. 위안화예금잔액(조 위안)
8. 항만화물물동량(억 톤)

97.4

6.8

4.1

10.9

4.3

9.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위안)

24,565

12.6

28,055

12.6

+3490

10. 농촌주민 1인당 현금소득(위안)

7,917

13.5

9,967

13.5

+2050

자료: 福建省统计局(2013), ｢2012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성장해 전국 및 지역 내 경제적 지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12년
푸젠성의 GDP, 고정자산투자, 소비재 매출, 실제 외국인투자규모 등
의 주요 지수가 다소 상승하였으며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농
촌주민의 1인당 현금소득 역시 전국 평균수준을 현저히 웃돌아 과학
적ㆍ종합적인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2 참고).
나. 중국 동부지역 내 푸젠성 경제의 지위
GDP, GDP 성장률, 1인당 GDP, 소비지출 및 행복지수 등의 지표
를 통해 볼 때 푸젠성과 중국 동부의 발전된 성ㆍ시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어 푸젠성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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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체 규모
2012년 푸젠성의 GDP는 1조 9,702억 위안으로 동부지역 GDP(32
조 465억 위안) 가운데 약 6%를 차지, 동부지역 GDP 평균수준(2조
9,133.2억 위안)의 67.6%에 이르며 동부지역 11개 성과 시 가운데 8
위를 차지했다(표 3, 그림 2 참고).

표 3. 푸젠성과 중국 동부지역 성ㆍ시 간 GDP 비교(2012년)
(단위: 억 위안)

省市

GDP
규모

동부 내
순위

전국
순위

省市

GDP
규모

동부 내
순위

전국
순위

푸젠성

19,702

8

광둥

57,068

1

12

랴오닝(遼寧)

24,801

6

7

1

상하이(上海)

20,101

7

장쑤(江蘇)

54,058

8

2

2

베이징(北京)

17,801

9

13

산둥(山東)
저장

50,013

3

3

텐진(天津)

12,885

10

20

34,606

4

4

하이난(海南)

2,855

11

28

허베이(河北)

26,575

5

6

자료: 관련 성ㆍ시의 ｢2012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를 근거로 정리.

그림 2. 중국 동부지역 11개 성ㆍ시의 GDP 비교

광둥
장쑤
산둥

저장

하베이

랴오닝
상하이

푸젠
베이징
텐진
하이난

0

G
D
P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60000

(단위: 억 위안)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국내경제순위

자료: [표 3]의 데이터를 토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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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푸젠성과 동부지역의 GDP 성장률 비교(2012년)
省市

2011년 GDP
(억 위안)

2011년 경제
성장률(%)

2012년 경제
성장률(%)

2012년 상주인구
(만 명)
1,413.2

톈진

11,191

16.5(1)

13.8(1)

상하이

19,195.7

8.2

7.5

2,380.4

베이징

16,000

8

7.7

2,069.3

장쑤

48,000

11

10.1(3)

7,920

저장

31,800

9

8.0

5,477

광둥

52,673.6

10

8.2

10,594

랴오닝

22,025.9

12(3)

9.5

4,389

푸젠

17,500

12.2(2)

11.4(2)

3,689

산둥

45,000

10.6

9.8

9,684.9

허베이

24,228

11.3

9.6

7,287.5

하이난

2,515.3

12(3)

9.1

886.6

자료: 관련 성ㆍ시의 ｢2012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를 근거로 정리(2011, 2012).

② GDP 성장률
푸젠성의 2008~12년 GDP 성장률은 각각 13.0%, 12%, 13,8%,
12.2%, 11.4%로 모두 동부지역의 4위 이상을 차지했다. 푸젠성의
2012년 GDP 성장률은 톈진시(13.8%)에만 미치지 못했을 뿐 장쑤성
(10.1%), 산둥성(9.8%), 허베이성(9.6%), 랴오닝성(9.5%), 하이난성
(9.1%), 광둥성(8.2%), 저장성(8%), 베이징시(7.7%), 상하이시(7.5%)
의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다(표 4 참고).
③ 1인당 GDP
중국 동부지역의 2012년 총인구는 5억 5,790만 7,600명이었다. 제
1레벨의 상하이, 베이징, 톈진의 2012년 1인당 GDP는 8만 6,625위
안, 제2레벨의 저장성, 장쑤성, 광둥성의 2012년 1인당 GDP는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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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푸젠성과 동부지역의 1인당 GDP 비교(2012년)
(단위: 위안)
성/시

1인당 GDP

동부 순위

성/시

1인당 GDP

동부 순위
7

푸젠

53,407

8

광둥

53,868

상하이

84,444

3

랴오닝

56,507

6

톈진

91,179

1

산둥

51,640

9

베이징

86,024

2

허베이

36,467

10

장쑤

68,255

4

하이난

32,204

11

저장

63,184

5

평균

57,441

자료: 관련 성ㆍ시의 ｢2012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를 근거로 정리.

그림 3. 2012년 중국 동부지역 11개 성ㆍ시의 1인당 GDP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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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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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1
인
당
G
D
P

80000 100000

(단위: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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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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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11

순위

자료: [표 5]의 데이터를 토대로 정리.

744.5위안, 제3레벨의 산둥성, 랴오닝성, 푸젠성, 허베이성, 하이난성
의 2012년 1인당 GDP는 4만 7,787위안이다. 푸젠성의 2012년 1인당
GDP는 제1레벨의 61.7%(2011년 55.6%), 제2레벨 지역의 87.9%(2011
년 83.1%), 1인당 GDP가 2011년에 비해 각각 6.1%포인트, 4.8%포
인트 줄어들었다(표 5, 그림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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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비지출
2012년 푸젠성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만 8,055위안, 농
민의 1인당 순소득은 9,967위안으로 각각 저장성(3만 4,550위안, 1만
4,552위안)에 비해 6,495위안, 4,585위안 낮고 장쑤성(2만 9,677위안,
1만 2,202위안)에 비해 1,622위안, 2,235위안이 낮다.
⑤ 행복지수, 즉 GDP의 실제가치(=1인당 가처분소득/1인당 GDP)
GDP가 담고 있는 의미와 크게 달랐다. 중국 동부지역의 2012년 주
민 행복지수 순위는 상하이시, 베이징시, 하이난성, 저장성(전국 5위),
광둥성(전국 8위), 푸젠성, 랴오닝성, 톈진시, 장쑤성(전국 23위), 허베
이성(전국 27위), 산둥성(전국 28위)의 순이었다. 푸젠성의 중국 동부
지역 순위는 6위, 전국 순위는 15위였다.
다. 푸젠성의 경제성장 잠재력
① 경제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푸젠성의 GDP는 6,560억 위안에서 1조
9,702억 위안으로 7년간 1조 3,142억 위안이 순 증가했다. 푸젠성의
경제구조는 아직 전환기에 있고 GDP와 1인당 GDP는 곧 새로운 도
약기를 맞이해 GDP가 2017년에 4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② 1인당 GDP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푸젠성의 1인당 GDP는 1만 8,476위안에
서 5만 3,407위안으로 7년간 3만 4,931위안이 순 증가했다. 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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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푸젠성 경제성장주기 변화표
주기

연도

최고점
연도

최고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주기길이(년)

1기

1979~83

1980

18.4

10.9

4

2기

1983~86

1984

17.9

11.7

3

3기

1986~90

1988

14.3

9.7

4

4기

1990~96

1993

22.6

16.0

6

5기

1996~2001

1997

14.0

11.0

5

6기

2001~10

2007

15.2

12.5

10

자료: 福建省统计局课题组, ｢关于我省转变经济发展方式若干问题的研究｣.

6.3296위안의 환율로 계산했을 때 푸젠성의 1인당 GDP는 2,703달러
에서 8,438달러로 7년간 5,519달러 순 증가했다.
③ 성장의 주기가 안정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푸젠성 통계국에 따르면 1979년 이후 푸젠성은 여섯 번의 경제성장
주기를 거쳤다. 1기는 1979~83년, 2기는 1983~86년, 3기는 1986~90
년, 4기는 1990~96년, 5기는 1996~2001년, 6기는 2001년 이후 현재
까지다. 1990년 이후 푸젠성의 경제성장주기는 명확히 길어졌고 2001
년부터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은 햇수로 이미 13년에 이른다. 이는 푸
젠성의 경제성장의 질이 높아지고 이미 선순환의 발전단계에 접어들
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표 6 참고).
④ 경제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푸젠성은 이미 산업화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진입했
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의 빠른 발전 등으로 인해 2012년 푸젠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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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산업비중은 9.0:52.2:38.8이다. 2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3차 산
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표 7 참고) 경제의 ‘연성화’ 단계에 진입한
상하이, 베이징, 톈진과 산업화 후기단계에 진입한 저장, 장쑤, 광둥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산업구조적 격차가 존재한다.

표 7. 2012년 동부지역 3차 산업 구조의 변화
지역

1차:2차:3차

지역

1차:2차:3차

상하이

0.64:39.36:60.0

저장

4.8:50.0:45.2

베이징

0.8:22.8:76.4

장쑤

6.3:50.2:43.5

톈진

1.33:51.72:46.95

광둥

5.0:48.8:46.2

산둥

8.6:51.4:40.0

랴오닝

8.7:53.8:37.5

허베이

12:52.7:35.3

하이난

24.9:28.2:46.9

푸젠

9.0:52.2:38.8

전국

10.1:45.3:44.6

자료: 관련 성ㆍ시의 ｢2012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를 근거해 정리.

⑤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큰 편이다
양적 지표로 볼 때 푸젠성이 GDP 1,000억 위안을 달성하는 데 15
년, 5,000억 위안(순 증가 4,000억 위안)을 달성하는 데 11년, 1조 위
안(순 증가 5,000억 위안)을 달성하는 데에는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1인당 지표로 볼 때 푸젠성의 1인당 GDP가 1만 위안을 넘어서는 데
21년, 2만 위안(순 증가 1만 위안)을 돌파하는 데 7년, 3만 위안(순
증가 1만 위안)을 돌파하는 데에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광둥, 산
둥, 장쑤, 저장에 비해 1년 이상 단축된 시간이다(표 8 참고). 2012년
푸젠성의 1인당 GDP는 8,000달러를 넘어 이미 중등소득국가의 수준
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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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타이완과의 발전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푸젠성의 2012년 GDP는 3,112.7억 달러로 같은 기간 타이완은
4,740.15억 달러(당시 뉴타이완달러 대 달러의 평균환율로 계산)였다.
타이완성 GDP와의 비율이 1978년 1/40에서 65.7%(2011년 47.3%)
로 34년 동안 63.2%포인트 줄어들었다(표 9 참고).

표 8. 푸젠성 1인당 GDP의 변화 추이
연도

1인당 GDP

소요시간

기타

1999

﹥1만 위안

21년

-

2006

﹥2만 위안

7년

-

2008

﹥3만 위안

2년

광둥, 장쑤, 저장, 산둥에 비해 1년 단축

2010

﹥4만 위안

2년

-

2012

﹥5만 위안

4년

중등선진국진입

자료: ｢福建省统计年鉴｣ 관련 연도자료를 근거로 정리.

표 9. 푸젠성과 타이완의 발전격차
(단위: %, 위안, 달러)

연도

푸젠성
경제성장률

타이완
경제성장률

푸젠성(위안) 타이완(달러) 푸젠성(달러)
1인당 GDP 1인당 GDP 1인당 GDP

타이완과의
비율

2006

14.8

5.44

21,105

16,491

2,703

16.4

2007

15.2

5.98

25,582

17,154

3,320

19.4

2008

13

0.73

29,755

17,399

4,343

25

2009

12.3

-1.81

33,437

16,359

4,903

30

2010

13.9

10.72

40,025

18,588

6,043

32.5

2011

12.2

4.03

47,433

20,246

7,344

36.3

2012

11.4

1.25

53,407

20,374

8,438

41.41

자료: 福建省统计局,｢福建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2012｣;
타이완 ｢国民所得及国内经济情势展望｣ 등을 근거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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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푸젠성 경제성장의 새로운 전략적 선택
가. 경제성장방식의 조속한 전환
경제성장의 효율성, 조화성, 혁신성, 공유성을 강조해 새로운 산업
화, 정보화, 도시화와 농촌 현대화를 동시에 조화롭게 추진하고 경제
구조의 전환과 개선을 조속히 실시해 경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경제성
장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표 10 참고).

표 10. 성장방식 전환 평가지표체계
1급
지표

성
장
효
율
성

성
장
혁
신
성

2급 지표

단위

방향

1급
지표

2급지표

방향

노동생산율

%

+

소비투자의경제성장공헌율

%

+

대출잔액산출률

%

+

2차, 3차 산업 부가가치 비율

%

+

에너지산출률

%

+

도시농촌주민소득 비율
(농민소득)

%

도시등록실업률

%

-

성
장
조
화
성

안전생산사고사망감소율

%

+

%

+

재정총수입성장률

%

-

억 위안 GDP당 이산화황,
화학적 산소배출량 감소율

R&D 경비 지출의
GDP 내비율

%

+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성장률

%

+

첨단기술산업
부가가치의
산업부가가치 내 비율

%

+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
실질성장률

%

+

특허획득성장률

%

+

노동보수가 1차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율
(노동분배율)

%

+

첨단기술산업 수출의
총수출 내 비율

%

+

기본사회보장보험의 가입비율

%

+

15세 이상의 전문대학
이상 학력 비율

%

+

도시화비율

%

+

R&D 경비지출의 GDP
내 비율

%

+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성장률

%

+

성
과
공
유
성

자료: 李玲玲ㆍ张耀辉(2011), ｢我国经济发展方式转变测评指标体系构建及初步测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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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집단’ 연계전략 실시
저탄소경제, 녹색경제, 순환경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항구집
단ㆍ도시집단ㆍ산업집단 등 ‘3집단’의 연계성장을 촉진한다. 그 가운
데 산업집단은 선두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14개 산
업사슬, 38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할 것이다. 항구집단은 샤먼만(廈
門灣), 푸저우만(撫州灣), 메이저우만(湄州灣) 등 3대 항구허브를 구

축할 것이다. 도시집단은 샤먼ㆍ장저우ㆍ취안저우, 푸저우(福州)ㆍ푸
텐(莆田)ㆍ닝더(寧德) 등 2대 대도시권을 집중적으로 건설할 예정이
다.
다. ‘입체적’ 연계 발전 촉진
정부기업, 민간기업, 외자기업의 역할을 충분히 살려 ‘입체적으로’
기업의 분업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푸젠성 경제발전의 ‘긍
정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 경제성장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대, 푸젠
성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한다.
라. 화교자원과 민간경제의 역할 발휘
푸젠성의 화교는 1,264만 명이 넘는다. 그 가운데 새로 유입된 화교
는 100여만 명으로 막강한 경제력과 넓은 비즈니스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어 푸젠성의 개방형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민간
경제의 ‘발원지’인 푸젠성은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자본의 기여도가 지
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상반기 성 전체의 민간투자는 3,925
억 위안, 고정자산 투자 확대에 대한 기여도가 7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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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성장 촉진
2012년 해협서안경제구의 경제규모는 3조 2,723.3억 위안에 달했
지만 경제성장의 층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지역 간 성장의 불균형 현
상이 심했다. GDP가 2,000억 위안이 넘는 1레벨에는 푸젠성의 취안
저우시(4,726.5억 위안), 푸저우(福州)시(4,218.3억 위안), 저장성 원
저우시(3,650.1억 위안), 푸젠성 샤먼시(2,807.1억 위안), 장저우시
(2,017.8억 위안)가 있고 1,000억 위안 이상인 2레벨에는 장시성 간저
우시(1,508억 위안), 광둥성 산터우시(1,415억 위안), 제양시(1,380.2
억 위안), 푸젠성 룽옌(龍岩)시(1,375억 위안), 싼밍(三明)시(1,339.3
억 위안), 장시성 샹라오시(1,265.4억 위안), 푸젠성 푸텐시(1,200억
위안), 닝더시(1,075억 위안)가 포함된다. GDP가 1,000억 위안 미만
인 3레벨에는 푸젠성 난핑(南平)시(996.8억 위안), 저장성 취저우시
(982.75억 위안), 리쉐이시(885.2억 위안), 장시성 푸저우(撫州)시
(825.04억 위안), 광둥성 메이저우시(746억 위안), 차오저우시(706.47
억 위안)가 있고 GDP가 500억 위안 이하인 4레벨도 장시성 잉탄시
(482.17억 위안)가 있다.

표 11. 2012년 푸젠성 지역(시)별 GDP 비교
(단위: 억 위안)

지역(시)

GDP 규모

지역(시)

GDP 규모

취안저우

4,726.5

싼밍

1,339.3

푸저우(福州)

4,218.3

푸텐

1,200

샤먼

2,807.1

닝더

1,075

장저우

2,017.8

난핑

996.8

룽옌

1,375

평균

2,189.1

자료: 福建省统计年鉴(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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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성내 경제의 조화로운 성장 촉진
푸젠성의 경제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 간 경제성장의
격차가 크다. 2012년 취안저우시, 푸저우(福州)시, 샤먼시, 장저우시의
GDP 합계는 1조 3,769.7억 위안에 달해 성 전체 GDP의 69.9%를 차
지했다. 그 가운데 취안저우시 GDP는 룽옌시의 3.4배, 싼밍시의 3.5
배, 푸텐시의 3.9배, 닝더시의 4.4배, 난핑시의 4.5배였다(표 11 참고).

4. 푸젠성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과 한국기업의 투자기회
가. ‘대통로’ 건설의 기회
‘12차 5개년’ 기간 동안 푸젠성은 주변의 지역발전과 양안 교류협
력의 확장에 도움이 될 전략적 목표에 따라 동서지역을 관통하고 남
북을 확장하며 지역협력과 양안의 연결을 위한 교통노선의 건설을 앞
당길 전망이다.
첫째, 각 항구군을 강화한다. 항구의 장점 발휘, 항구자원 통합의
강화, 항구구도의 개선, 합리적ㆍ상호 보완적인 항만운송시스템의 구
축을 통해 세계적이고 주변 및 중서부 지역에 봉사하는 규모화, 집약
화, 현대화된 해협서안항구군을 건설한다(그림 4 참고).
둘째, 철도망 구축(3종 6횡 9순환) ‘고속철도 건설, 해상통로 강화,
지역노선 관통, 서해도로망 개선’이라는 종합목표에 따라 철도망 발
전계획을 조속히 실시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성 외로 이동할 ‘3종 6횡
9순환’의 철도망을 건설함으로써 해협서안경제구와 ‘장강삼각주(長

푸젠성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한국기업의 기회

205

三角)’, ‘주강삼각주(珠三角)’, 중서부 지역을 연결할 빠르고 편리한

운송통로를 형성한다(그림 5 참고).
셋째, 도로운송망을 정비ㆍ개선한다. 양안을 연결, 중서부 지역과
양안 교류협력을 도울 종합운수통로를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요청
에 따라 고속도로의 건설과 일반 국가 및 푸젠성의 간선도로, 주요
현(縣) 도로의 개선과 건설을 추진하고 주요 간선과 간선, 지선이 서
로 연결되는 효과적이고 편리한 고속도로망의 형성을 앞당긴다(그림
6 참고).

그림 4. 푸젠성 항구지역 분포도

난핑시

닝더시

싼밍시

닝더항
푸저우시
푸저우항
푸톈시

룽옌시
취안저우시
샤먼시

푸톈항
취안저우항

장저우시
샤먼항
장저우항

자료: 福建省人民政府网(http://www.fujian.gov.cn, 검색일: 201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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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민간항공사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민간항공의 현대식 인프라
건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5개 공항 수용능력 확장사업을 완수한
다. 싼밍샤현(沙縣) 공항을 건설하고 샤먼 신공항, 우이산(武夷山)

그림 5. 푸젠성 ‘12차 5개년’ 철도망 계획구도 설명도

자료: 福建省人民政府网(http://www.fujian.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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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전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조속히 실시한다. 푸저우(福州) 공항
2기, 닝더, 푸텐, 장저우 공항 군민 공용 건설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핑
탄 공항의 사전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 푸저우, 샤먼 국제공항을 위
주로 하는 간선 및 지선이 결합된 공항구도를 형성한다(그림 7 참고).

그림 6. 푸젠성 ‘12차 5개년’ 고속도로 계획구도 설명도

기개통 고속도로
‘ 12.5’ 연장 고속도로

‘ 12.5’ 신설/사전작업중인 사업
‘ 12.5’ 계획 연구

자료: 福建省人民政府网(http://www.fujian.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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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푸젠성 ‘12차 5개년’ 공항 계획구도 설명도

현재 보유 공항
‘12.5’ 규획 공항
연구 계획 중인 공항

자료: 福建省人民政府网(http://www.fujian.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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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규모 물류’ 건설기회
환싼두아오(環三都奧) 항구, 민강(閩江) 하구, 핑탄 종합실험구,
메이저우만(灣), 취안저우만, 샤먼만, 구레이(古雷)ㆍ난타이우(南太
武) 신구, 우이(武夷) 신구, 싼밍(三明) 생태공업무역구, 룽옌 산업집

중구의 물류지역)의 건설을 앞당기고 항구지역의 물류산업을 추진해
항구와 철도 화물운송의 운용능력을 향상시킨다(그림 8 참고).

그림 8. 푸젠성 물류업 발전지역 분포

자료: 福建省人民政府网(http://www.fujian.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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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규모 산업’ 발전의 기회
연해산업집중벨트를 형성해 석유화학, 스테인리스, 구리, 알루미늄
가공, 희토, 자동차, 엔지니어기계, 전기공업, 컴퓨터 및 네트워크제
품, 이동통신제품, 태블릿디스플레이, 태양광, LED, 섬유패션 등 14
개 산업체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환싼두아오 항구산업기지, 뤄위
안만(羅源灣) 산업클러스터, 민강하구난이(南翼) 산업기지, 메이저우
만 산업기지, 취안저우만 산업기지, 샤먼만(지우롱(九龍) 하구) 산업

그림 9. 푸젠성 산업발전 집중구 계획

항구산업기지

자료: 福建省人民政府网(http://www.fujian.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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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둥산만(東山灣, 구레이) 산업기지, 민(閩, 푸젠을 일컬음)북, 민
중, 민서 산업집중구(그림 9 참고)를 집중발전시킨다. 이를 통해 중점
산업클러스터(그림 10 참고)을 형성하고 푸젠성 북부, 남부의 현대식
서비스업 성장 핵심지역을 위한 공간구도체계를 마련한다.

그림 10. 푸젠성 중점산업클러스터(기지) 분포도

민둥 전기가전
산업클러스터
난핑 임산가공 및 펄프지
산업클러스터
싼밍 금속 및 정밀가공
산업클러스터
싼밍 기계설비
산업클러스터
푸저우 자동차 및 부품
산업클러스터
푸저우 장인 화학공업
신재료 산업클러스터
푸톈 방직, 의류
산업클러스터
푸톈 목재가공 및 펄프지
산업클러스터
룽옌 구리 및 희토류
정밀가공 산업클러스터
룽옌 공정기계 및 전용설비산업
기지
취안저우 기계장비 제조
산업클러스터
취안저우 도기 건축 및 온수기
산업클러스터
취안저우 식품산업 클러스터
샤먼 자동차 및 공정기계
산업클러스터
장저우 농산품 가공
산업클러스터
장저우 태양광발전 유리 및
신재료 산업 기지

자료: 福建省人民政府网(http://www.fujian.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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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저우 금속 및 정밀가공
산업기지
창러 방직 섬유화학
산업클러스터
푸저우 태양발전 모니터
산업클러스터
메이저우만 석유화학
산업기지
취안저우 체육용품
산업클러스터
취안저우 의류방직
산업클러스터
샤먼 컴퓨터 및 통신
산업클러스터
샤먼 태양전기 산업클러스터
장저우 금속 및 정밀가공
산업기지
장저우 구레이 석유화학
산업기지

라. 도시군 건설의 기회
‘난핑ㆍ싼밍ㆍ룽옌’ 발전축, ‘푸저우(福州)ㆍ우이산’ 발전축, 중부
발전축, ‘샤먼ㆍ룽옌’ 발전축(그림 11 참고)의 구축을 계획한다. 2020
년까지 성 전체의 도시화 수준을 62% 이상으로 높이고 인구 300만
명, 100만~200만 명, 50만~100만 명, 20만~50만 명, 20만 명 이하의 도
시(縣급 도시)를 조속히 형성시켜 산업과 도시의 통합발전을 촉진한다.

그림 11. 푸젠성 도시군 발전계획

자료: 福建省人民政府网(http://www.fujian.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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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지털 푸젠성, 스마트시티 건설의 기회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스마트산업, 스마트보안, 스
마트교통, 스마트환경보호, 스마트산업단지, 스마트의료, 스마트그리

그림 12. 핑탄 종합실험구의 종합계획

자료: 바이두(百度) (http://www.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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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스마트물류, 스마트농업 등 응용시범사업을 조속히 실시한다.
2015년까지 80%의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실시토록 하고 성 전체 전
자상거래의 연간 교역규모를 3,000억 위안까지 향상시킨다. 소프트웨
어업의 부가가치를 1,500억 위안으로 끌어올리고 사물인터넷, 클라우
드 컴퓨팅, 삼망융합(방송, 통신, 인터넷 망의 통합)분야에서 100억
위안대의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한다.
바. 핑탄 종합실험구 건설의 기회
핑탄 종합실험구는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자 타이완과의 교류협력
에서 최전방의 플랫폼이다. 핑탄 자유항은 편리한 모니터링, 넓은 파
급범위, 특수한 기능과 낮은 위험 등 건설하기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양안의 ‘공동의 터전’을 세워 핑탄 종합실험구의 무역, 투자, 금
융, 인적 교류, 해운 등의 자유화를 추진한다(그림 12 참고).
사. 생태의 성, 혁신의 성 건설의 기회
저탄소경제, 녹색경제, 순환경제를 중점육성하고 에너지절감ㆍ친환
경의 산업기지 건설을 앞당긴다. 또한 경작인구, 수자원, 광산자원의
수용능력을 향상시켜 기술력과 경제적 효과가 높고 자원소모와 환경
오염이 적으며 인적자원이 충분히 발휘되는 새로운 산업화의 길을 걷
도록 한다(그림 13 참고). 2015년까지 생태적 농업생산, 깨끗한 산업
생산, 적은 자원 사용, 폐품처리의 자원화, 무해한 쓰레기 처리, 소비
의 절약화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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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푸젠성 ‘12차 5개년’ 에너지절감ㆍ친환경 산업기지의 계획도

태양열에너지 이용
산업기지

재생자원 거래시장

폐금속 재생자원 기지

에너지 절약 전기산업 기지

재생 자원 회수이용 기지
LED, 에너지 절약 램프
산업기지
환경보호 기지

LED, 에너지 절약 램프
산업기지
폐금속 재생자원 기지

플라스틱 회수집산/
가공기지
플라스틱 회수집산/
가공기지

환경보호 기지
LED, 에너지 절약 램프
산업기지
환경보호 기지
폐금속 재생자원 기지

태양열에너지 이용
산업기지

재생자원 거래시장
LED, 에너지 절약 램프
산업기지

LED, 에너지 절약 램프
산업기지
환경보호 기지
태양열에너지 이용
산업기지

자료: 福建省人民政府网(http://www.fujian.gov.cn).

5. 결론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자 수출입국이고 한국
은 중국의 3대 무역파트너이다. 2012년 5월 한ㆍ중ㆍ일 3국은 ｢한ㆍ
중ㆍ일 투자협정｣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향후 한ㆍ중
양국의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무역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전망
이다. 한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한국기업의 대중 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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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만 2,557건, 투자액은 396.8억 달러로 세계 각국의 대중 직접투
자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이 유치한 FDI(외국인직접투자)는 99.4억 달러, 대외직접투자규
모는 329.78억 달러로 대외 투자 규모의 격차에서 최고치를 기록했
다. 최근 한국기업은 글로벌 전략구도에 초점을 맞추며 대형 기업의
대외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투자산업은 주로 제조업, 광업, 금융보
험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에 강하게 집중돼 있다.
2011년 한국기업의 대외 투자액은 390.1억 달러, 그 중 제조업, 광업,
금융보험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의 투자 비중은 각각
26.9%, 25.3%, 17.4%, 7.9%, 6.6%를 차지하여 3대 산업의 비율이
69.6%에 달한다(표 12 참고).

표 12. 2010~12년 한국기업의 대외 투자산업 분포상황
(단위: 억 달러, %)

연도
항목

2010년

2011년

2012년

신고금액

신고금액

비율

성장률

신고금액

비율

성장률

총계

343.5

455.3

100

32.5

390.1

100

-14.3

제조업

91.2

100.8

22.1

10.6

105

26.9

4.2

광업

102

204.5

44.9

100.6

98.8

25.3

-51.7
29.2

금융보험업

63.8

52.7

11.6

-17.4

68

17.4

과학기술서비스업

19.1

32.3

7.1

69

30.8

7.9

-4.5

부동산임대업

22.7

11.2

2.5

-50.8

25.6

6.6

129.1

자료: 山东国际商务网(2013. 5. 8), ｢2012年韩国对外投资情况及发展趋势｣.

한국과 푸젠성은 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호혜협력의 가능성
이 크다. 최근 푸젠성의 생태의 성, 혁신의 성 건설이 추진되면서 ‘대

푸젠성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한국기업의 기회

217

통로’ 등 인프라시설 기술이 개선되고, 특히 도시군, 스마트시티, 산
업클러스터를 종합적으로 건설, 경제개발이 새로운 확장단계에 접어
들어 한국기업에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안겨줄 전망이다. 한국
내 산업(건축,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체계에서 IT 산업은 가장 우위가 높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원칙에 따라 비교우위
를 충분히 발휘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산업체인의 핵심가치에 입각해
친환경제조, 저탄소발전, 산업전환, 스마트시티 건설을 중심으로 합자
ㆍ협력 등 효과적인 경로를 통해 푸젠성의 전략적 신흥산업과 중화학
공업에 투자를 확대, 산업의 분업협력과 통합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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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과 미래 전략*

요 약

**

오동윤

한ㆍ중 양국 간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며 경제분야는 가장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약 25%에 달한다. 이러한 성장은 중소기업에도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다. 그러나 중소
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중소기업의 대중국
교역 증가추세는 수출, 투자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나, 수출과 달리 투자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비중은 정체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ㆍ중 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진행된 한국 중
소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기별로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
자를 구분했으며, 각 시기별로 투자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
자전략을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한국, 중소기업, 중국 투자

* 본 글은 오동윤(2012),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 특성 연구｣, 중국과 중국화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임.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1.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중요한 이유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양국 간 협력은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1) 특히 경제분야는 가장 괄
목할 만한 결실을 보고 있는 분야이다. 이 결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한ㆍ중 양국 간 무역규모는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12년 2,151억 달러로 35배 증가했다.2) 1992년 중국
은 한국의 6위 수출대상국이었으나, 2004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차지
하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3.5%에서 2012년
24.5%로 크게 상승했다.
한ㆍ중 양국 간 경제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중소기업에도 예외
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 전체의 대중국 교역보다 증가가 더 두드러진
다. 2012년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은 244억 달러로 중소기업의 대세
계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2.3%이다.
중소기업의 대중국 교역 증가는 수출뿐 아니라 투자에서도 이어지
고 있다. 그러나 수출과 달리 투자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은 정
체되어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규모는 2011년 36억 달러로 1992년
(0.9억 달러)과 비교해 25.3배 증가했으며, 대세계 투자 대비 14% 수
준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대세계 투자에서 대중국 투자 비중은 수
교 이후 20%대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1) 다양한 분야의 협력은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외국투자행위 자체를 정치적인 행위로 평가
하고 있다(김석우 2012).
2) 2012년 교역규모는 2011년에 비해 55억 달러 감소했다. 2012년 수출규모는 전년 대비
0.1% 증가했으나,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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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업규모별 해외투자(신설법인 기준)
(단위: %)
<대세계 투자>

<대중국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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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세계 투자는 전체 해외투자에서 대중국 투자를 제외한 것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통계를 보더라도 중소기업 해외투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신설
법인을 기준으로 대세계 투자(대중국 투자를 제외)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대중국 투자만 보더라도 중소기
업의 신설법인이 대기업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물론 투자규모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의 투자규모가 중소기업보다 크다. 대세계 투
자에서 대기업의 투자규모는 중소기업보다 5배 이상 크며, 대중국 투
자에서도 3배 이상 크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기업규모별로 투자 대상업종에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외환위기를 제외하곤 해외투자의
50% 이상을 제조업에 투자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의 제조업 투자 비
중은 3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제조업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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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업규모별 해외투자(투자규모 기준)
(단위: %)
<대세계 투자>

<대중국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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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세계 투자는 전체 해외투자에서 대중국 투자를 제외한 것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는 2000년대 초반 80%에 육박하는 최고수준을 기록한 바 있으나,
이후 점차 제조업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중국 투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제조업이 절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는 전체 대중국 투자
에서 9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제조업 투자도 70%
이상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대중국 투자는 과거에 비해 두드러지고 감소하는 추세
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설법
인 기준으로 보면, 현재 중소기업의 대세계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
는 비중은 30%에도 미치는 못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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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업규모별 제조업 투자 비중(투자규모 기준)
(단위: %)
<대중국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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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세계 투자는 전체 해외투자에서 대중국 투자를 제외한 것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대기업의 대세계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투자규모를 보더라도, 신설법인과 비슷한 양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사업체 전체의 중국 이전을 의미
한다. 일부만 이전하게 되면, 한국의 모(母)기업과 중국의 자(子)기업
으로 분리됨을 의미하며, 기업의 경영활동은 위험을 분산하는 경우가
된다.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고려할 때 이처럼 기업을 분리하는 것
이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기업 전체의 위험을 전
제로 한 기업활동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
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기업의 사활을 건 기업활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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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업규모별 대중국 투자 비중(대세계 투자 대비)
(단위: %)
<투자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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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이처럼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중요함에도 관련 연구는 많지 않
다. 대중국 투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과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전체 또는 대기업
중심의 연구들이다. 특히 중국의 투자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
다. 정보수집능력과 전문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이로 인해 대
중국 투자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ㆍ중 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진행된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기
별로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구분했으며, 각 시기별로 투자 현황
과 특징을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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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ㆍ중 수교 이후 시기별 대중국 투자유인
지난 20년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그 여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시기였던 2001년을 기준으로 크게 둘로 나뉜다. 2001
년 이전은 한국 내부요인에 의해 대중국 투자가 결정된 시기이다. 그
리고 2001년 이후는 중국 내부요인에 의해 대중국 투자가 결정된 시
기이다.
2001년까지 대중국 투자를 유인한 한국의 내부요인은 한국의 기업
환경 악화와 외환위기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은 인건비와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 따라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인건
비 부담이 높은 노동집약업종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1992년 수교한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업종의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견인했다.
이로 인해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는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
전인 1997년까지 지속되며, 이 기간(1992~97년)을 ‘1기: 제1성장기’
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수교와 함께 체결된 양국간 무역협정과 투자
보장협정, 중국의 수입관세율 인하3)는 가공무역을 하는 투자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한편 1998년 시작된 외환위기는 한국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산
업구조 개편을 촉진했다.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기업들은 값싼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한 대중국 투자를 확대했으며, 또한 산업구조에

3) 중국의 수입관세율은 1992년 43%에서 1997년 17%로 크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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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양산업 역시 값싼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해
대중국 진출을 가속화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는 2001년까지 지속된
다. 이 기간(1998~2001년)을 ‘2기: 조정기’로 정의할 수 있다.
2001년 이후 대중국 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은 중국 내부에서 발생
했다. 2001년(11월 9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중국의
고도성장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
화’된 국제통상환경이 중국에도 적용됨을 의미한다. 이에 중국은 경
제성장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장려했으며, 한국 중소기업도 이 기
회를 최대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중국경제는 폭발적인 고도성장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중국 투
자기업에는 유리한 경영환경이 제공됐다. 내수시장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에서 내수시장
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로 투자양상이 바뀌었다. 이러한 추세는 글로
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8년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2002~ 08
년)을 ‘3기: 제2의 성장기’로 정의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로 외국인투자 환경은 크게 악
화된다.4)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2007년부터 본격화된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이다. 중국정부는 2007~09년 3년 동안 4,745개 품목5)에 대
해 가공무역을 금지했다. 이 결과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제1성장기’에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커졌다. 또한 중국정부

4) 노무, 인사 등 각 분야의 외국인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무역투자공사ㆍ
대한상중재원(2012) 참고.
5)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단순 임가공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공무역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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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기별 대중국 투자 구분
시기

투자 유발요인

1기

제1성장기

1992~97

2기

조정기

1998~2001

3기

제2성장기

2002~08

4기

전환기

2009~11

한국
요인

중국
요인

한국의 경영환경 악화: 임금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외환위기와 산업구조 개편: 가격경쟁력
확보가 관건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WTO 가입,
고도성장
중국의 경영환경 악화: 가공무역 규제,
최저임금 상승

자료: 저자 정리.

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제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6)
이로 인해 중국의 최저임금제 인상은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는 경공업의 부진은 물론 중화학공업도 일시적으로 정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는 2011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2008~11
년)을 ‘4기: 전환기’로 정의할 수 있다. 대중국 투자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일종의 ‘전환기’임을 의미한다.

6) 중국은 1994년에 공포된 ｢기업최저임금규정｣에 따라 각 성과 시별로 해당 지역 성장률과
소득수준 및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해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
이징시의 경우, 2001년부터 10차례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해 월 435위안에서 ,1260위안으
로 12년 동안 189.65%나 급등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4% 임금인상이 이뤄졌
다(｢中 올 최저임금 평균 19.7%상승, 작년비 2.3%포인트↓｣, 201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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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기별 대중국 투자유인

한국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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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승
부동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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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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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TO 가입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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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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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외환위기

중소기업
제 1성장기

조정기

제 2성장기

전환기

자료: 저자 정리.

3. 중소기업의 시기별 대중국 투자
가. 1기: 제1성장기(1992~97년)
제1성장기 동안 중소기업은 높은 경공업 위주의 투자가 특징이다.
경공업은 주로 노동집약업종이기 때문에 중국의 값싼 인건비를 활용
하기 위한 투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인
건비와 부동산가격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대중국 투자를 전략
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신설법인 수는 2,369
개이며, 이 중 경공업이 신설법인의 절반 이상인 1,331개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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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투자규모는 13.6억 달러이며, 경공업 비중은 51.4%인 7억 달
러 수준이다. 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상위 3대 업종은 의복, 기타 제조
업, 섬유 등이다.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3대 업종은 섬유, 의복,
전자부품 등이다.
제1성장기 동안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은 다른 투자양상을 보였
다. 대기업의 투자규모는 14.4억 달러로 중소기업(13.6억 달러)과 비
슷한 규모이지만, 업종별로 보면 중소기업과 다른 양상이다. 신설법
인을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의 신설법인 중 2/3는 경공업이다. 상위
3대 업종은 전자, 식료품, 의복 등이다. 반면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보
면 중화학공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투자규모의 74.2%가 중화
학공업에 집중됐다.7) 상위 3대 업종은 전자부품, 비금속, 자동차/트레
일러 등이다.
이 기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홍콩을
경유하던 교역이 수교로 인해 직접교역으로 전환된 것도 수출규모 증
가에 기여했다. 1992년 27억 달러였던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97년
136억 달러까지 증가한바, 이 기간 연평균 38.6% 수출증가율을 기록
했다. 수출품목을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비중이 76%로 절
대 비중을 차지한다. 최종재는 23.5%, 1차 상품은 0.4%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7) 경공업은 식료품, 음료, 섬유, 의복/의복 액세서리/모피, 가죽/가방/신발, 목재/나무, 인쇄/
기록매체, 고무/플라스틱, 가구, 기타 제조업 등이다. 중화학공업은 펄프/종이, 코크스, 화
학물질, 의료용 물질/의약품, 비금속, 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의료/정밀/광학기기/시
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자동차/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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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기 기업규모별 대중국 투자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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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

이 기간 수출은 중소기업이 주도한다. 1992년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은 9억 달러였으며, 이후 연평균 47.9%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1997년 62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45.4%까지 상승했다.
나. 2기: 조정기(1998~2001년)
조정기 동안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
로 비중이 서서히 이동했다. 이 기간 중소기업의 신설법인 수는 1,494
개이며, 신설법인 중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은 각각 745개, 749개이다.
적은 숫자이나 중화학공업 신설법인이 경공업 신설법인보다 많다. 신
설법인을 기준으로 상위 3대 업종은 의복, 기타 제조업, 전자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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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기간 중소기업의 투자규모는 6.3억 달러로 1기의 절반에도 미치
지 못했다. 그러나 투자규모를 보면,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투자가
각각 2.6억 달러, 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화학공업 비중이 59.5%
에 달했다.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3대 업종은 전자부품, 의복, 섬
유 등이다. 의복, 섬유 등 경공업 업종의 투자규모가 큰 이유는 외환
위기기간 동안 사양산업의 대중국 투자 확대가 중화학공업과 동시에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제1성장기(1992~97년)에 비해 조정기(1998~2001년)가 짧았음에도
대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 조정기 대기업의 대
중국 투자규모는 13.5억 달러로 제1성장기에 비해 0.9억 달러 감소하
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의 투자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과는 다른 양상
이다.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 대기업의 상위 3대 업종은
전자부품, 의복, 섬유 등이다.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과정에서 경
쟁력을 상실한 업종을 대거 중국으로 이동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대기업은 조정기 동안 중화학공업의 대중국 투자를 크게 확대
한다. 조정기 대기업의 신설법인은 74개로 제1성장기의 1/3에도 미치
지 못했지만, 신설법인 중 75.7%가 중화학공업으로 제1성장기의 1/3
수준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를 반영하듯 신설법인을 기준으
로 상위 3대 업종은 전자부품, 비금속, 금속가공 등이다. 그러나 비금
속과 금속가공은 중화학공업으로 분류되지만, 기술집약적 업종이라기
보다는 노동집약적 업종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외환
위기 동안 대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확인할 수 있다.
조정기 동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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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기 기업규모별 대중국 투자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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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나 전체 대중국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수준
을 기록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2001년 182억 달러이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47.9%가 중소기업에 의해 달성됐다. 상대적으로 대
기업의 대중국 수출이 고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품목을 가공단계
별로 보면, 중간재 비중이 전체 수출의 82.3%를 차지했다. 제1성장기
(76%)에 비해 6.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최종재 수출 비중은
17.3%로 제1성장기에 비해 5.2%포인트 감소했다. 1~4기 중 조정기
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역대 최고수준이다.8) 중화학공업의 대중국 투

8)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 비중
(단위: %)
1期

2 期

4 期

1차상품

0.4

0.4

0.8

0.6

중간재

23.5

17.3

20.6

27.9

최종재

76.0

82.3

78.6

71.5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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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최종재 생산을 위한 부품과 소재의 대
중국 수출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다. 3기: 제2성장기(2002~08년)
제2성장기 동안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규모는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 기간 중소기업의 신설법인 수는 4,777개로 1기(제1성장
기)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투자의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이
자리잡았다. 신설법인 중 경공업 비중은 32.8%에 불과한 반면, 중화
학공업 비중은 67.2%에 달했다. 상위 3대 업종은 전자부품, 의복, 기
타 기계 등이며, 자동차/트레일러 업종의 투자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편 대기업은 1기, 2기와 비슷하게 신설법인을 기준으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비중이 2대 8 수준을 유지했다.
투자규모도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제2성장기 동안
중소기업의 투자규모는 60.8억 달러로 조정기에 비해 9배 이상, 제1
성장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은 76.5%로 제1성장기에 비해 3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상위 3
대 업종은 전자부품, 자동차/트레일러, 기타 기계 등이다.
제2성장기 동안(2002~08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매년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는 이 기간에 급격하게 대기업 중심으로 변했
다. 2008년 중소기업의 대세계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
중은 21.3%로 7년 전에 비해 7.8%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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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바,
2001년 47.9%에서 2008년 30.4%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그만큼 외
환위기로 수출부진을 겪었던 대기업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했음을 의
미한다.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 비중을 보면, 한국과 중국 간 분업구조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어윤대ㆍ백낙기 1999; 박상수 2002; 김
종섭ㆍ조윤아 2006; 이봉걸 2012). 제2성장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6%로 2기인 조정기에 비해 3%포인
트 이상 증가했다. 반면 조정기에 80%를 넘던 최종재 수출 비중은
제2성장기에 78.5%로 감소했다.9) 조정기 동안 중화학공업의 대중국
투자가 확대되면서, 한국에서 부품과 소재를 수입해 중국에서 가공
하는 생산형태가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중간재 수출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 4기: 전환기(2008~11년)
전환기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특징은 신설법인은 많지 않지만
투자규모는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또한 중화학공업 비중은 제2
성장기에 비해 더욱 증가했다. 이 기간 중소기업의 신설법인 수는
652개이며, 중화학공업 비중은 77.3%로 제2성장기에 비해 10%포인
트 증가했다. 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상위 3대 업종은 전자부품, 기타
기계, 자동차/트레일러 등이다. 한편 대기업은 과거에 비슷하게 신설

9) 주 8)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 비중 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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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3기 기업규모별 대중국 투자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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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법인의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비중이 2대 8 수준을 유지했다.
투자규모도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전환기 동안 중소
기업의 투자규모는 21.6억 달러이며, 이 중 중화학공업 비중이 80.9%
에 달한다.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3대 업종은 전자부품, 기타 기
계, 자동차/트레일러 등이다.
전환기 동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두드러지게 하락했다. 그
러나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은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
록했다. 2011년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462억 달러를 기록했
다. 2011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4.5%를 기록했다. 전환기 동안 이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 비중을 보면, 제2성장기부터 시작한 한국
과 중국 간 분업구조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성장기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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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4기 기업규모별 대중국 투자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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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

정기에 비해서도 중간재 수출 비중은 증가했으며, 최종재 수출 비중
은 감소했다. 전환기 동안 중간재와 최종재의 수출 비중은 각각
27.9%, 71.5%이다.
마. 대중국 투자 중소기업의 경영
2005~10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하락했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10) 2010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규모는 8억 달러이며, 영업이익률은 4.0%이다.
또한 2010년 중소기업의 투자수익은 7억 달러이며, 투자수익률은

10)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2005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는바, 경
영환경 분석은 2005년 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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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 경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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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출입은행.

12.6%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과 투자수익률 모두 2008년에 비해 4
배 정도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중국 투자 중소기업과 대미국 투자 중소기업의 경영
현황을 비교하면, 대중국 투자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과 투자수익률은
2005년 이후 플러스(+)를 지속했다. 반면 미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과 투자수익률은 금융위기 이후 소폭 개선되고 있으나 전
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국 진출 중소기업(현지 법인 기준)의 매출/매입 구조를 살펴보면,
현지 비중이 높다. 매출을 기준으로 2010년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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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소기업의 중국 현지 법인 매출입구조
(단위: %)

매출구조

매입구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현지 매출

54.8

55.2

60.5

60.1

60.9

한국 수출

33.7

34.7

31.3

32.0

33.5

3국 수출

11.5

10.0

8.2

7.8

5.5

현지 매입

55.4

57.8

58.4

52.8

56.8

한국 수입

38.6

35.7

31.9

40.0

37.9

3국 수입

6.0

6.4

8.2

7.2

5.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표 3. 기업규모별 대중국 투자목적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1기
(1992~97년)

2기
(1998~2001년
)

3기
(2002~08년)

4기
(2009~11년)

저임금 활용

19.7

15.6

14.4

18.9

수출촉진

41.3

45.5

25.5

14.4

현지 시장 진출

2.8

4.2

35.8

60.1

저임금 활용

33.0

33.9

28.4

24.7

수출촉진

38.8

38.8

30.9

24.0

현지 시장 진출

2.8

5.8

17.4

44.1

주: 각 기간 동안 비중을 산술평균한 것이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현지 매출로 60.9%이다. 이밖에 대한국 수출은 33.5%, 제3국 수출은
5.5%이다. 2005~10년 동안 전반적으로 현지 매출은 증가한 반면, 제
3국 수출은 감소하고, 대한국 수출은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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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매입구조를 보면, 매출구조와 같다. 2010년 현지 매입이 전체
매입의 56.8%를 차지했다. 대한국 수입에 의한 매입은 37.9%이며,
제3국 수입에 의한 매입은 5.3%이다. 이러한 매입구조는 2005년부터
큰 변화가 없다.
시기별 대중국 투자목적을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많은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1기(제1성장기)와 2기(조정기) 동안 중소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수출촉진과 저임금 활용이 투자를 유인했으며, 수출촉진
이 저임금 활용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대기업
의 대중국 투자는 수출촉진이 저임금 활용보다 2~3배 이상 높았다.
1992년 이후 대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이뤄진
이유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증가가 이를 뒷받
침하고 있다.
그러나 3기(제2성장기)와 4기(전환기) 중소기업의 투자목적은 현지
시장 진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투자목적은 3기 17.4%에서 4기 44.1%로 크게 높아졌다. 대기업
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3기 35.8%, 4기 60.1%로 시간이 경과할수
록 현지 시장 진출이 더욱 두드러졌다.

4. 요약 및 향후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전략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각 기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였다. 한국의 내
부요인이 대중국 투자를 유인했던 1기와 2기도 기업규모별로, 업종별
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1기(제1 성장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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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슷한 규모로 대중국 투자에 참여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경공
업 위주로, 대기업은 중화학공업 위주로 대중국 투자를 진행했다. 2기
(조정기)의 대중국 투자는 대기업의 중화학공업이 중심이었다.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시작된 3기는 한국 대중국 투자의 최고
성장기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역대 최고 수준의 대중국 투
자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이동했다. 이러한 현상은 4기(전환기)에도 지속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중국 현지 시장 진출, 현지 매출 및 매입이 크게 증가했다.
4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중국 투자의 특징은 투자목적이 중국 내
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점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내수시장 진출을 목
적으로 투자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4기에 들어서 내수시장 진
출을 본격화한다. 특히 가공무역 제한, 내수시장 육성 등 중국의 투자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중소기업이 이에 맞는 대중국 투자전략을 선택
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승신 외 2011).
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거리만큼 긴밀한 경
제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상대국에 대한 상호 의존과 존중이 공존하
기 때문에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김흥규
2011). 그러나 한국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는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고
민을 안겨주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교
차하면서 새로운 시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인 요인은 한
ㆍ중 FTA다. FTA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국 투자기업에 유리한 조
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중국 주재 인력의 비자문제부터 투자보호
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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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중국 투자 기업규모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비중
(단위: %)

신설법인
대기업
투자규모

신설법인
중소
기업
투자규모

1기

2기

3기

4기

1992~97

1998~2001

2002~08

2008~11

경공업

34.6

24.3

22.0

19.4

중화학

65.4

75.7

78.0

80.6

경공업

25.8

17.4

16.4

13.9

중화학

74.2

85.1

85.9

86.1

경공업

56.2

49.9

32.8

22.7

중화학

43.8

50.1

67.2

77.3

경공업

51.4

40.5

23.5

19.1

중화학

48.6

59.5

76.5

80.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청.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한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또한 중화학공업 중소기업의 대한국 부품ㆍ소재 수입이 좀 더 수월
해진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부품ㆍ소재를 활용한다는 점은 중국 현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과 중국의 양국 간 교역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양국 간 교역
확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바, 교역품목의 산업별ㆍ성질별 특
징에 따라 세분화된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방식ㆍ김창권 2011).
반면 부정적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과는 산업 내 분업보다는 동종 분야의 경쟁이 더 치열질

11) 일반적으로 해외투자는 자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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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업규모별 제조업 투자비중(전체 대중국 투자 대비)
(단위: %)

100

75

50

25

중소기업
대기업

0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것으로 예상된다(장윤종 2012). 중국의 경쟁력 향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부품ㆍ
소재에서도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복득규 외 2012). 이
경우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
실이다.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
년 89.4%에 달한다. 지난 20년 동안 1997~98년과 2007~08년 등 4년
을 제외하고는 제조업 비중은 80%가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러한 양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투자업종의 다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가공무역 제한, 임
금상승 등 제조업의 중국 투자환경은 어려워지는 반면, 중국의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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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와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은 서비스업에는 기회요인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대중국 투자는 서비스업이 그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은 가공무역에서 내수시장으로 경제성장의 중심이 옮겨갔다. 이에 맞
춰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내수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
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내수시장 진출이 그만큼
여의치 않다는 반증일 수 있다. 부품ㆍ소재가 모여 하나의 최종재를
만드는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기업 간 납품관계가 필요하다. 즉 대중
국 투자 중소기업의 중국 내 내수시장 판로는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과 마케팅 역량
을 고려할 때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내수시장의 지역별ㆍ소득별 다양성과 격차는 대
중국 투자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안종석 2012; 지성태 2011).
넷째, 대중국 투자 초기 진출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집약업종으로 대표되는 초기 진출 중소기업은 특별한
대안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업종들의 중국 내수시장
확대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섬유, 의복 등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
업종은 중국 내수시장에서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찾기 어
렵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현지 시장보다 가공무역에 집중했던 중소
기업일수록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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