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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중국 내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행된 중앙의 내륙개발 정책의 결과가 성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된 현상을 규
명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중, .
국 내륙지역개발 정책과 국내정치경제에 대한 이해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
고 대다수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천착하고 있으며 중앙, ,
정부 차원의 자원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의 성.
과가 성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
는 매개 요인을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년 이후 서부대개발 진흥동북 중부, 2000 , ,
굴기 등의 국가 프로젝트의 대상이 된 성들을 대상으로 정책 시행 이전과 이
후 경제발전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사한 지. ,
리 지형 경제조건을 공유하면서 동일한 중앙정책의 대상이 된 성들임에도, ,
정책시행 기간 동안 경제적 성과에 사회발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였다 이에 더해 각 지역에 대한 중앙의 특혜와 지원을 지표를 통해 제시함. ,
으로써 위와 같은 내륙개발정책의 성과 편차는 중앙의 차별적 자원 재분배,
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분배된 자원을 이용하는 지역의 역량과 전략에 주목하게 된 본,
연구는 중국의 지역격차완화와 경제통합의 실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
한 기준으로서 성 내부의 적응잠재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省
자원의 혁신 해외투자환경개선을 변수로 하는 두 개의 가설로 구체화하였다, .
서부지역의 구이저우와 윈난 동북지역의 지린과 헤이룽장을 사례로 두 가지,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의 내륙개발정책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서부와 중부 동북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서부지역에서는 첫 번째, .
가설의 설명변수인 새로운 자원의 개발과 혁신여부가 중앙의 내륙개발정책
성과의 편차를 더 잘 설명하고 있는 반면 동북지역에서는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해외투자확보가 더 중요한 성공요인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내륙개발정책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유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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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정책적 지원을 받았더라도 성 차원의 노력에 따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도 소모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기존 중국 내륙지역에 대한, .
연구에서 수동적 행위자로 간주되었던 지방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서부지역에서는 새로운 자.
원의 개발을 통한 독립적 지위를 확보한 성 중부 동북지역에서는 투자환경, ・
개선을 통해 해외투자를 확보한 성이 높은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발견
은 중국 내륙지방정부에 대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주요어 중국의 내륙지역 개발정책 서부대개발 진흥동북 중부굴기 중앙정: , , , ,
책의 성과편차 성 내부의 적응잠재력,

학 번: 201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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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Ⅰ

문제제기와 연구 질문1.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해 나가고 세계
시장의 강국으로 등극했지만 이러한 눈부신 성장에는 부작용이 따랐다, .
중앙정부와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이 고안한 개혁초기의 정책들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인 성장에 유리한 지역 주요하게는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시,
킨 반면 다른 지역들에 대한 관심은 의도적으로 유보하였다 다시 말해. ,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은 내륙지역의 희생과 소외를 대가로 가능했던 셈
이다.

중국 내 지역들의 경제적 격차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져왔다.1) 표면
적으로 중국 전체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역마다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개혁 개방의 진전 수준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국.・
내적으로 통합된 시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
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국 내 소수민족 인구의. ,
대부분이 저 발전된 내륙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격차문제가( )低
정치 사회의 잠재적인 갈등과 연결되면서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2)

1) 중국의 경제격차에 대해 Shaoguang Wang and Angang Hu, The political
economy of uneven development : the case of China, (New York: M. E.
Sharpe, 1999); David Denny, "Regional Economic Differences during the
Decade of Reform," Joint Economic Committee for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ed.), China's Economic Dilemmas in the 1990's, (New
York: M. E. Sharpe, 1991); John Fitzgerald (ed.), Rethinking China's
province, (London: Routledge, 2003); “李子奈 畢明強 我國地區發展差距實； ；

” , 2 1998).證分析 河南社會科學 第 期， 『 』 （
2) Hongyi Lai, “China’s Western Development Program Its Rationale,

Implementation, and Prospects,” Modern China, Vol. 28, No. 4 (2002), p.
432.; Dali Yang, “Economic Transformation and Its Political Discontents
in China: Authoritarianism, Unequal Growth, and the Dilemmas of
Politic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9 (2006),

수잔 셔크p. 143.; , 강준영 장영희 옮김, , 판도라의 상자 중국 서울, , ( :『 』 한국외
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p. 45; 정재호 중국의 개혁 개방 년 그 성공과 위, “ - 20 :
기에 대한 평가 중국 개혁 개방의 정치경제 서울 까치,” - : 1980-2000 , ( : , 2002),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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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는 제 차 개년 계획 에서 처음9 5 (1996-2000)
으로 지역 간 양극화를 중국의 미래 번영과 안정 그리고 통합에의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였다.3) 이후 중국 정부는 재정개혁을 통해 중앙의 세입을
늘려 중앙의 경제 재분배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부대개발, (西

진흥동북 중부굴기 프로젝트를 실시함으), ( ), ( )部大開發 振興東北 中部崛起
로써 기존 동부연해지역 중심의 지역개발정책을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중.
앙 정부는 내륙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 투자하,
는 기업에게 법적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

그런데 내륙개발정책의 성과는 모든 지역에서 균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과 속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중앙정부가.
의도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정책 실시 이후에 오히려 상대적인 경,
제 수준이 더 하락하여 동부연해지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 지역도 있다.
실제로 몇몇 연구들은 내륙개발 프로젝트 이후에 연해지역에 대한 저발전
성 들의 의존이 오히려 증가했으며 격차가 심화되고 통합이 저해되었( ) ,省
다고 주장하기도 한다.4)

아래의 표는 서부대개발을 시작으로 내륙개발정책이 본격화된 2000
년을 기준으로 삼아 정책 실시 이전 년과 이후 년 동안 각 성의, 10 10

성장추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비교한 것이다 각 성 의 연평GDP . GDP
균 성장속도와 전국에서 그 성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함께 나타GDP
내었다.

23.
3) Yehua Wei, Regional Development in China: States,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London: Routledge, 2000), p. 3.
4) Nicolas Becquelin, "Staged development in Xinjiang," The China Quarterly,

No. 178 (2004); Tim Oakes, "Building a southern dynamo: Guizhou and
state power," The China Quarterly 를 참고, No. 178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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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내륙개발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각 성 의 경제지표 비교< -1> , ( )省Ⅰ

주 성장률 변화는 내륙개발정책이 본격화된 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년과: GDP 2000 10※
이후 년의 성장률을 측정 비교하였다10 GDP , .5) 성의 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GDP

년 값과 년 값을 비교하여 전자가 높으면 비중 축소 후자가 높으면 비중 확대로2000 2013 ,
보았다.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검색일자: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년 월 일 지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2015 3 27 .) GDP .

내륙개발정책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성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내륙개발정책이 실시되기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개 성이 있는9
반면 나머지 개 성은 정책 시행 전인 년대보다 그 후인 년대에, 12 90 2000
오히려 더 느리게 성장하였다 특히 동북지역의 랴오닝과 헤이룽장 중부. ,
지역의 허난 서부지역의 윈난 간쑤 신장은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성, , ,
의 비중 또한 내륙개발정책이 실시되기 전보다 오히려 축소되었다GDP .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 그리고 어. ,
떻게 대부분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들의 성과가 엇갈리게 되는 것일까 즉? ,

5) 연평균 성장률 은 첫번째 연도의 데이터를(CAGR) A1 번째 연도의 데이터를, n An 이

라 하였을 때, r = 



 



  로 계산하였다.

비중
성장 속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GDP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축소GDP

정책 실시 이전보다
이후에 빠르게 상승

산서 네이멍구 장시, , ,
후베이 구이저우 티벳, , ,

섬서 칭하이 닝샤, ,
x

정책 실시 이전보다
이후에 느리게 상승

지린 안후이 후난, , ,
광시 충칭 쓰촨, ,

랴오닝 헤이룽장 허난, , ,
윈난 간쑤 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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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요인 혹은 조건들이 가난한 성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중앙
의 시도들을 성공 혹은 실패로 이끄는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성? ,
들이 중앙의 도움과 특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연료로 삼아 발
전해 나가고 어떤 성들이 이것들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보조정책으로 허
비해버리는가?

기존 연구의 검토와 논문의 의의2.

중국의 지역경제발전과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위한 중앙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지금껏 여러 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유의미한 성과를 만,
들어냈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특정 성급 정부와 도시 차원의 사례들에 대.
한 관찰에 기초하여 각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추
적한다 내륙개발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한 중앙정부의 자원분배능력과 정책.
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연구들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공 혹은 실패로 일반화1)

중국의 내륙지역개발정책을 연구하는 대부분 연구들은 정책과 프로
젝트의 유용성 여부를 일반화하고 그 성패를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연구들은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놓는다 한편에서는.
내륙 저발전 성들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인프라와 생산시설 건설 그리고,
눈에 띄는 경제 활성화와 같은 가시적인 변화들을 강조한다 이 연구들은.
과거에 동부연해지역에 한정되었던 개혁정책들이 내륙의 성들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노력들이 중국의 전 지역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변혁,
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다.6) 특히 중국 국내 학자들의 연구에

6) 내륙개발정책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관점의 연구들은 Hongyi Lai, “China’s
Western Development Program Its Rationale, Implementation, and
Prospects,” Modern China, Vol. 28, No. 4 (2002); Shantong Li, and
Zhaoyuan Xu, “The Trend of Regional Income Disparit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B Institute Discussion Paper, No. 85,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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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책의 긍정적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7)

반면에 회의론자들의 경우 내륙지역에서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 문,
제들에 주목한다 이들의 연구는 가장 극심한 빈곤을 경험해 왔던 최. GDP
하위 성들이 중국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점GDP ,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의 감소는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한
다.8) 또한 내륙에서 거둔 성과들은 그들의 경제적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상승한 결과가 아니며 중앙의 대중영합적 정치인들의 정치적 수사, ( )修辭
내지는 기회주의적 지방 관료들의 경쟁적인 성과 부풀리기라는 점에서 허
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9) 일부 학자들은 내륙지역에 새로
지어진 공장들과 기초 설비의 실제 용도를 조사한 결과 내륙의 시설들의,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동부연해지역
의 산업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예를 들어 산시와 쓰. ,
촨 신장의 광산업은 주로 연해지역에 값싼 석탄과 석유 희토류 등을 공, ,
급하기 위한 것이며 구이저우 윈난 등의 발전소는 연해 도시들의 높은, ,
전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의 자립적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10)

2008); , “ ,” ,畢濤 西部大開發戰略政策實施效果實證研究 以新疆為例 數據分析— 『 』
김경환 외 중국 중부굴기의 정책변화가 산업이전과 내수시3 2 (2008); , "第 卷 第 期，

장에 미친 영향 국제지역학논총 제 권 제 호 를 참고," , 5 2 , (2012) .『 』
7) , “21 ,” , 25 2 (2010);王卓 世紀初期中國西部開發的成效評價 社科縱橫 第 卷 第 期『 』 ， 　

, “ , ” , 9喻新安 中部崛起戰略實施十年的成效 經驗與未來取向 中州學刊 第 期、 『 』 　
(2014); , “ ,” ,張碩 振興東北老工業基地政策實施效果分析 吉林廣播電視大學學報『 』

참고5 (2008) .第 期　
8) 대표적으로 Chris Candelaria, Mary Daly, and Galina Hale. “Beyond Kuznets:

Persistent Regional Inequality in China,”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Series 7 (2009); Minjia Chen, and Yongnian
Zheng. “China’s Regional Disparity and Its Policy Responses,” China &
World Economy, Vol. 16, No. 4 (2008) , “ :高新才 西部發展戰略 過去的扭曲與未

,” , 25 10 (2010).來的重點 社科縱橫 第 卷 第 期『 』 ， 　
9) Victor Shih, "Development, the second time around: The political logic of

developing western China,"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4, No. 3
(2004), pp. 427 - 428.

10) David Goodman, “The campaign to ‘Open Up the West’: National,
Provincial-level and Local Perspectives,” The China Quarterly, No. 178,
(2004) Nicolas Becquelin, "Staged development in Xinjiang,"The China
Quarterly, No. 178 (2004) Tim Oakes, "Building a southern dynamo:
Guizhou and state power,"The China Quarterly 를 참고, No. 178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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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상반된 관점은 현대 중국과 그 지역 발전 과정을 이해하
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 연구들은 특히 격차완화를 위한 중국 중앙정.
부의 정책이 가지는 초기성과를 강력하고 명확한 주장으로서 평가하고 있
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의 국내적 상황과 이를 확장한 국제적.
선택에 대한 비교적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의 정치 경.
제와 관련한 광범위한 논의의 장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들은 다양성을 가지는 성들을 연해 내륙으로 양분하-
여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경제력이 좁혀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분
석에 머문다거나 개별 성 의 일화적 증거들을 토대로 성급, ( ) (anecdotal)省
하게 일반화하는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 초반 연해지역에 위치한 각 성들과 도시 사이의 성장
편차에 대한 탁월하고 분석적인 비교연구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내륙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들은 지극히 드물다, .11) 이는 내륙지역의
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보다는 각 성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성 간의 일
대일 비교를 지양해온 경향과 관련이 있다 물론 내륙지역의 개 소수민. 5
족 자치구의 정치적 특성 이 가운데 특히 신장이나 티벳과 같이 분리 독,
립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은 그 특수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하.
지만 내륙의 많은 성들이 지형 산업 정치상의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 ,
으며 이 점이 고려된다면 두 내륙 지역의 비교를 통한 유의미한 분석이,
충분히 가능해진다.

지역격차완화를 위한 자원 재분배 에 대한 연구2) ' '

기존연구의 또 다른 한 흐름은 앞서 말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정책 제도 연구에서 출발한 학자들은 특정 정책의 성패의 관점이. ,

11)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과정에서 도시 간에 존재하는 성장 편차와 그 원인을 분석하
는 대표적인 저작으로 Jae Ho Chung (eds.),　 Cities in China: Recipe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form era, (London: Routledge, 1999);
Peter Cheung, Jae Ho Chung, and Zhimin Lin (eds.), Provincial Strategies
of Economic Reform in Post-Mao China: Leadership, Politics, and
Implementation, 를 참고(New York: M. E. Sharpe,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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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자원분배의 효율성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유용성을 측정하려고 한
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집행의 최종결과.
를 결정하는 조건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또 성공과 실패에 대한 판단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사례의 기본적인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실,
패한 사례에서 효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자원재분배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발견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중앙정부의 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는 한계를 가진다 예컨대 홍 의 논문은 전형적으로 중앙 정부의. , (L. Hong)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충칭의 성장은 중앙과의 협상에 유리. ,
한 지방리더십 삼협댐과 같은 중앙의 거대 건설 프로젝트 중앙의 재정지, ,
원에 힘입은 것이다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조치도 시장 내부에서의 자연스.
러운 경쟁이나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의지라기보다는 중앙의 적극적인 압
력에 순응한 결과라고 말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저자는 지역 발전의 성. ,
패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직접적으
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12)

마찬가지로 솔린저 의 논문에서 우한 시가 개혁개(D. Solinger) , ( )武漢
방 이후 고전한 것은 내륙지역이 가지는 약점을 공유해서도 아니고 지방,
리더들의 개혁의지가 약하거나 그 성향이 보수적이었기 때문이라 하기도
어렵다 그보다는 중앙이 특혜를 통해 의도적으로 동부 연해를 지원하고.
우한은 소외시켰기 때문이다 즉 솔린저는 이 글을 통해 내륙지역의 경제. ,
적 성과는 여전히 중앙의 손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다.13)

물론 중앙정부의 자원분배는 국가 경제정책의 우선적인 관심,
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특히 중국 경(priority) .

제에 잔존하는 특성 즉 중앙정부의 자원분배 자체가 실질적인 성과로 직,
결되는 사회주의 경제의 일반적 특징은 지역 발전에서 중앙의 자원 분배
자체가 갖는 중요성을 무시하지 못하게 한다.

12) Lijian Hong, "Chongqing: Opportunities and risks,"The China Quarterly,
No. 178 (2004), pp. 461-462.

13) Dorothy Solinger, "Despite decentralization: disadvantages, dependence
and ongoing central power in the inland-the case of Wuhan,"The China
Quarterly, No. 145 (1996),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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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앙의 재정지원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정책이 실현되는 양
상도 모든 것이 중앙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개혁개방.
시기 연해지역 성급 정부와 도시의 발전전략과 개혁을 다룬 연구들은 중
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원할당 뿐 아니라 지역의 개혁의지와 리더십,
정책시행능력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14) 실제로 지방정부의 정책
은 높은 대응력과 집행력 그리고 지역이 가진 특수성에 따라 융통성을 발,
휘하고 혁신하기에 용이하다는 강점을 지닌다.15) 이와 같은 연구들은 중
앙의 재분배 정책 이외에 지방차원의 전략과 다양한 노력들이 지역의 경
제 발전에 차이를 야기한다는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연해지역 지방정부들의 발전전략이 가지는 영향력을 강조하
는 기존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내륙지역 성들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16) 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발언권
과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넓혀 온 동부 연해의 부유한 성들과 달리 내륙의,
빈곤한 지역들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의 혜택을 받고 그 정책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행위자로 그려져 왔다 이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내륙지역의 특성상 여전히 성 정부의 역할보다는 중앙 정,
책의 역할이 더 클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부대개발을 비롯한 내륙개발 정책들이 연성정책“ (soft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가 보충되policy)”

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홀빅 은 이 프로젝트 자체에 중앙. (H. Holbig)
에서 미리 정해둔 정형적이고 완결된 틀이 있기보다는 유동적

인 것이어서 목표의 실현방식이 상당부분 성 의 구체적인(amorphous) , ( )省

14) Peter Cheung, Jae Ho Chung, and Zhimin Lin (eds.), Provincial Strategies
of Economic Reform in Post-Mao China: Leadership, Politics, and
Implementation, (New York: M. E. Sharpe, 1998); David Goodman (eds.),
China’s Provinces in Reform: class, community and political culture,

가 대표적이다(London: Routledge, 1997) .
15) ; ” ” ,嚴漢平 王欣亮 西部大開發以來地方政府政策演進及績效評價 重慶社會科學， ，『 』

173 (2009), pp. 25 26.第 期　 –
16) Hans Hendrischke and Feng Chongyi,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a's

Province, 는 동부 뿐만 아니라 서부(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의 구이저우 섬서와 중부의 장시 산서에 대해서도 성 차원의 주체적 역할과, , ( )省
노력에 대한 챕터를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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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과 조정에 달려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17)

특히 정책시작 초기에는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방향설정과 틀이 중요
한 역할을 하지만 본격적인 개발과정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정책 구상,
및 시행의 주체가 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한다.18) 실제로 내
륙지역에서도 성의 정체성 과 이에 맞는 정책의 시행(provincial identity)
을 강조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자립성과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대내적인
결속을 강화시켜 발전을 도모하기도 한다.19) 따라서 기존연구 특히 내륙,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지금껏 가볍게 다루어졌던 성 차원의 전
략과 개혁들을 살펴보는 작업이 요구된다.

논문의 의의3)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기존의 연구들은 중국의 내륙지역발전 정책,
과 정치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 역,
시 가지고 있다 대다수의 논문들은 정책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천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자원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륙개발정책의 성패를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려는 기존의 연구,
흐름과 차별화하여 이 정책의 성과는 성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발
견하고 강조한다 성공 또는 실패라는 모순되는 주장이 대립하면서도 양측.
모두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내륙 지역의 발전 과정,
에서 두 가지 면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본 논.
문은 이 대립되는 주장들이 각각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 두 모순되,
고 복합적인 상황이 내륙지역에서 모두 발견되는 현상이라는 문제의식에
서 출발한다 다만 이것은 두 가지 주장을 단순히 흡수하고 종합하는 양. ,

17) Heike Holbig, “The Emergence of the Campaign to Open Up the West:
Ideological Formation, Central Decision-making and the Role of the
Provinces,” The China Quarterly, No. 178 (2004), pp. 335-336.

18) ; ” ”, p. 26嚴漢平 王欣亮 西部大開發以來地方政府政策演進及績效評價，
19) David Goodman, “Structuring Local Identity: Nation, Province and County

in Shanxi During the 1990s,” The China Quarterly, No. 172 (2002), p. 8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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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내지는 절충적 연구가 아니라 충돌되는 두 결과를 초래하는 매개적
요소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임을 밝혀둔다.

둘째 내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의 연구에서 정책 시행의 주,
인공으로 여겨져 왔던 중앙정부에 비해 기껏해야 영리한 수혜자의 역할로
제한되었던 지방정부를 새롭게 조명한다 본 논문은 지방정부를 단순히 중.
앙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시장,
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남아야 하며 내부의 빈곤을 해결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주체라고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와 능력을 가지는.
지방정부가 어떤 주도적 결정을 통해 내륙정책 효율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셋째 방법론에 있어서는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한 분석을 채택한다, .
기존 연구들은 대개 연해와 대비되는 지역으로서 내륙지역 전체의 발전양
상을 측정하거나 내륙지역의 성 또는 시에 대해 단일사례연구를 진행해왔,
다 전자의 경우 연해와 내륙지역 간의 경제격차 변화양상을 효과적으로. ,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내륙 내에서도 각 성들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내륙 각 성에 대한. ,
심도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지만 개별 성 의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 )省
일반화된 논의를 어렵게 한다 본 논문은 두 성을 사례로 선택하고 비교연.
구를 진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

논문의 핵심 주장 및 가설3.

앞에서도 언급했듯 개혁개방 직후 연해지역의 발전에 있어 성 정부
차원의 발전전략과 다양한 노력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조명되고 강조된
바 있지만 중국의 내륙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은 주로 중앙정부의 자,
원재분배를 중심으로 평가되었다.20) 그러나 중국 경제의 세계시장으로의

20) 연해지역 발전에서 성 차원의 노력에 관한 연구로는 Peter Cheung, Jae Ho
Chung, and Zhimin Lin (eds.), Provincial Strategies of Economic Reform
in Post-Mao China: Leadership, Politics, and Implementation,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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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이 더욱 확대되면서 내륙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
어서도 국내 국외의 변화와 압력과 이에 대응 혹은 적응하려는 성 차원, ,
의 노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21)

그래서 본 연구는 중국의 지역격차완화와 경제통합의 실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서 성 내부의 적응잠재력이라는 새로운 개
념을 제시한다 성의 높은 적응잠재력은 대내적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립능력을 키우고 대외적으로는 변화하는 세계시장에 효율적으로 적응하,
기 위한 노력을 통해 달성된다고 보며 본 논문은 이것이 정책 성과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의 적응 잠재력은 두 가지로 정의 측정한다 첫째 새, . ,
로운 자원기반의 개발 혹은 자원혁신은 성의 잠재력을 높이고 중앙정책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하나의 전략이 된다 중앙에 의해 결정되고 실시되었던.
전통적인 자원분배 할당과는 달리 자원 혁신은 지역 스스로 지역을 위, ,・
해 통제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자원을 개발하는 것
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낸다든지 기존의 자. , ,
원기반을 다른 지역 혹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익으로 작용
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국가정책의 수혜를 비슷하게 받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새1.
로운 자원기반을 개발하는 성은 소극적인 성보다 더 많은 경제적 성장을
달성한다.

가설 검증을 위한 지표의 설정은 연구 대상이 되는 지역의 기존산업
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원기반은 각 성.

M. E. Sharpe, 1998); David Goodman (eds.), China’s Provinces in Reform:
class, community and political culture,　 를 참고(London: Routledge, 1997) .

21) Seung-Youn Oh, “Fragmented Liberalization in the Chinese Automotive
Industry: The Political Logic behind Beijing Hyundai’s Success in the
Chinese Market,” The China Quarterly, 에서는 년 중국의No. 216 (2013) 2001

가입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채택 적용시키면서 자신WTO ·
의 산업정책을 추구하고 스스로가 정한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
정부를 강화시켰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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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다르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구이저우 윈난 신장 티. , , ,
벳 네이멍구와 같이 지하 자연자원에 의존해 온 서부의 성들이 있는가, ,
하면 중부 성이나 동북지역은 중공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구체적으, 6 .
로 본 논문에서 서부지역의 사례로 선택한 구이저우와 윈난의 경우 기존, ,
의 주요 발전 자원이자 중앙정부의 주력프로젝트가 된 산업을 지하자원을
이용한 전력사업으로 보았으며 전력사업의 비중변화는 서남지역에서 각,
성의 석탄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 변화와 전력 생산량으로 측정하였다.
중부 동북부 지역의 사례인 지린과 헤이룽장의 경우에는 중공업을 지역의,
지배적인 기존산업으로 보고 그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새로운 자원기반의 적극적인 발전은 교육과 에 대한 성정부의R&D
지출로 조작화하였다 전력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반.
면에 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이것이 경제자원 혁신과 개발R&D ,
에 있어 해당 성이 가진 높은 잠재력을 대변한다고 보았다 이에 추가하.
여 중앙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액과 성급 이하의 지방 프로젝트에 대한 투,
자액을 비교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성에 요구하는 역할과 지역 스스로가,
고안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 사이에서 개별 성이 무엇을 중시하고 성
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둘째 변화하는 세계시장에서 선호되는 규칙과 규범에 순응하는 것,
은 성이 중앙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또 다른 전략이 된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지만 지방과 세계 차원의 행위자의 선택이
중국에서 지역 발전을 이끄는 대등한 힘으로서 부상하였다.22) 이러한 맥
락에서 두 번째 가설은 중국 내부에서 성 차원의 노력이 세계 시장의 요
구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중앙정책의 효과가 증진된다고
주장한다.

내륙지역의 발전은 정부의 투자가 어디로 가야하느냐의 문제에 국한
되지 않으며 중국이 동부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투자를 어떻게 내륙으로,
돌려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인프.

22) Yehua Wei, Regional Development in China: States,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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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으며 그,
것보다 필요한 것은 자본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라
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23) 이는 구체적으로 시장시스템이 들어오고 작
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해외 기업 투자에 유리한 환경
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실제로 민영기업들은 정부가 투자와 경제활동을 독점하는 것에 대,
해서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에 지방정부는 가입 이후에 국가 정책이. WTO
사기업이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될 것이고 정부가 점진적,
으로 비정부경제행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설득한
바 있다.24)

그런데 이 개혁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속도와 적극성에 많은 차이
를 보인다 각종 정책과 법률의 제정에 있어 지방정부가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 지역 단위의 분석이 시장질서로 이행하는 과정,
과 속도를 살펴보는 데 있어 새로운 함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
에서는 시장에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조정해왔던 내륙 지방 정부들
이 기존의 역할을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일부 맡기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
하되 효율성을 높여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살
펴본다.

가설 국가차원에서 비슷한 법적 행정적 개혁을 실시하였음에도2. ,
해외기업의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든 성일수록 더 큰 경
제성과를 거둔다.

가설 검증을 위해 내륙의 지역정부들의 행정규제 정도와 성급개발,
구 지정 개수를 조사하며 중부 동북지역의 경우 국유기업의 비율을 추가,
적으로 조사한다 이 결과로 형성된 투자에 친화적인 환경 은 년에서. ‘ ’ 2000

23) Dwight Perkins, “Designing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China”,
in Ding Lu, and William Neilson (eds.), China's west region development:
Domestic strategies and global implications (New Jersey: World Scientific,
2004), p. 20.

24) Lijian Hong, "Chongqing: Opportunities and risks,"p.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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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민간부문 투자액으로 반영된다고 보고 그 성장률을 측정함으2012 ,
로써 투자 친화적인 환경으로의 변화 정도를 판단하였다 여기서 민간부문.
투자는 해외투자기업의 총투자로 지표화하였다.

연구 설계4.

연구의 대상 및 시기1)

본 논문은 중국의 개 성 시 자치구 가운데 내륙의 개 성급31 ( , ) , 21
단위에 대해 연구한다 동북부 지역의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중부 지역. , , ,
의 허난 후난 후베이 장시 산서 안후이 그리고 서부 지역의 신장 티, , , , , , ,
벳 칭하이 네이멍구 닝샤 간쑤 섬서 쓰촨 충칭 구이저우 윈난 광시, , , , , , , , , ,
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내륙개발정책의 대상지역으로 각각 진흥동.
북 중부굴기 서부대개발 캠페인에 포함된 지역들이다, , .25)

연구 시기는 중앙정부에 의해 내륙지역의 발전과 지역격차 완화가
중요문제로 언급되기 시작한 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제 차 개년 계획1995 . 9 5

에 대한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은 비로소 양극화를 중국의 미(1996-2000)
래 번영과 안정 그리고 통합에의 심각한 위기로 규정했다, .26) 본 논문은,
이러한 지도부의 인식이 본격적으로 내륙개발정책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은 년 이후로 보았고 주요 지표들의 시기 비교도 년을 기준으2000 2000
로 삼았다.

25) 동북지역의 랴오닝 과 서부지역의 광시 는 바다를 접하고 있어 연해지역( ) ( ) ,遼寧 廣西
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다른 동부지역과는 달리 각각 산업의 낙후성 빈곤 문제를, ,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어 진흥동북과 서부대개발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두 지역 또한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

26) Yehua Wei, Regional Development in China: States,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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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과 사례의 선택2)

내륙지역 개발정책이 성마다 서로 다른 성과를 거두는 것에 영향을
주는 매개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본 연구는 최대유사체계에 의한 비교방법
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내륙지역개발정책의 대상 성들 가운데 유사한.
여건과 환경을 가졌고 비슷한 내용의 중앙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판이하게 나타났던 두 성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비교를 위해 채택된 지역은 남서부 내륙에 위치한 윈난과 구이저우
성과 동북지역의 지린 헤이룽장 성이다, .27) 중부굴기와 진흥동북은 이미
어느 정도의 산업발달을 이룬 지역에 대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서부대개발
과 구별되는데 이런 이유로 서부 개 성 중부와 동북부의 개 성들 가, 12 , 9
운데에서 두 개의 사례씩 선정하여 각각 비교를 실시하였다.

우선 서부대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윈난과 구이저우는 다양한,
점에서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구이저우는 정책시행 이후 그 이전보다
현저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윈난은 오히려 성장률이 하락하고 국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GDP .
우선 둘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두 서부내륙 개 성에. , 12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들의 지리 경제적 불리함을 공유하고 있다 구이저우.
와 윈난성은 해안을 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부연해의 발전된 성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해외 국내 경제교류에서 모두 소외된 편이었다 둘째, . ,
다른 내륙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경제개혁의 물결에서 소외되어 높은 국유
기업 비율과 이들 기업의 비효율적인 운영 중공업에의 편중 발전 등으로, ,
발전에 불리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성은. ,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력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윈난과 구이저우.
는 서부대개발의 주요한 프로젝트인 서전동송 의 핵심 성“ ( )” ( )西電東送 省
으로 광둥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넷째 빈곤인구가 많은 동시에 다양한 소. ,

27) 윈난과 구이저우를 최대유사체제에 의한 비교사례로 선정한 글은 John
Donaldson, "Why do similar areas adopt different developmental
strategies? A study of two puzzling Chinese province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가 있으며 년대에서 년까Vol. 18, No. 60 (2009) 80 2003
지 관광산업발전과 빈곤완화를 위한 두 지역의 전략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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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구이저우에는 한족 먀오족 부이족. (62%), (12%),
을 비롯한 여 종류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윈난 또한 한족(8%) 50 ,
의 비율은 적고 이족 바이족 좡족 등 개가 넘는(67%) , (11%), (4%), (3%) 50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2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이저우는 내륙발전 정책 이후 윈난보다 빠르,
고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구이저우는 여전히 일인당 최하위를 벗어나. GDP
지 못하고 있지만 성 의 총 는 간쑤를 따라잡아 위를 기록하였, ( ) GDP 26省
다 반면 윈난은 년부터 년까지 네이멍구 지린 섬서 등 개. , 2000 2013 , , 7
성에 자리를 내어주고 위까지 추락하였다 두 지역의 성장 편차는 본24 .
논문의 장에서 더 상세히 설명한다.Ⅲ

다음으로 동북굴기의 대상인 지린과 헤이룽장 역시 유사한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개발정책에 따른 경제 성장 양상은 판이하,
다 지린과 헤이룽장은 모두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지린 국경의 대부.
분은 북한과 맞닿아 있으며 동쪽 국경의 일부는 러시아와도 접해있다 헤.
이룽장 또한 북쪽과 동쪽 국경이 러시아와 닿아있다 헤이룽장은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모두 인구의 이상이 한족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지린90% .
의 한족 비율은 헤이룽장의 한족 비율은 이다91%, 95% .29)

지린과 헤이룽장이 속한 동북지역은 서부 중부에 비해 발전의 효과,
가 부진한 곳이며 두 지역 모두 년보다 년의 순위가 하락, 2000 2013 GDP
하였다 하지만 헤이룽장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성장률이. GDP GDP
모두 하락한 데 비해 지린의 비중은 정책시행 이전보다 이후에 확, GDP
대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인당 의 성장률의 경우 지린은 전국. 1 GDP , 31
개 성 가운데 번째로 빠르게 성장한 반면 헤이룽장은 위로 매우 느리13 29
게 성장하여 두 성의 인당 가 역전되었다1 GDP .

물론 구이저우와 윈난 지린과 헤이룽장을 사례로 선택한 것이 지니,

28) , 2000 ,國家統計局 年第五次人口普查數據『 』
(http://www.stats.gov.cn/tjsj/ndsj/renkoupucha/2000pucha/html/t0106.htm
, 검색일자 월 일: 3 25 .)

29) , 2000 ,國家統計局 年第五次人口普查數據『 』
(http://www.stats.gov.cn/tjsj/ndsj/renkoupucha/2000pucha/html/t0106.htm
, 검색일자 월 일: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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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구이저우와 윈난은 모두 지리적으로 중국의 서남.
지역에 위치하지만 구이저우는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은 반면 윈난은 베
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 점, , ,
은 윈난의 성장에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았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유사점과 함께 윈난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
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이저우보다 부진하고 있는 이유를 밝힐 것이다, .

서부지역에서 구이저우와 윈난보다 더욱 효과의 편차가 뚜렷한 사례
를 비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가령 네이멍구 윈난. , - ,
섬서 윈난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완전한 역전을 보여주고- GDP
있어서 본 논문의 사례선정 과정에서도 고려된 바 있다 하지만 네이멍구.
와 윈난은 각각 서북 서남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정학적 지리경제적 특성, ,
이 상이하며 섬서와 같은 경우 중국에서 가장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
된 성인 윈난과 달리 한족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지리적
특성도 달라 최대유사체제에 의한 비교에 적합한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하
였다.

마지막으로 중부 동북지역에서 동북지역의 지린과 헤이룽장을 사례,
로 택하고 중부지역의 개 성 가운데서는 사례를 추출하지 못한 것에 대6
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중부 개 성은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 민족적. 6 , , ,
으로 유사하여 훌륭한 비교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의 장에서 밝혀지는 것과 같이 정책 이후 효과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Ⅲ
서부 동북지역과 구별되어 중부지역에서 중앙정책 결과의 편차가 적게 나,
타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특징이며 향후 연구들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논문의 구성5.

본 논문은 서론을 제외하고 모두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
로 이어지는 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시행을 이해하Ⅱ
기 위해 논문의 핵심 질문을 검증하기에 앞서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 “ ”,



18

진흥동북 의 내용을 조사하고 법적 재정적 규제완화와 특혜에 대해 알“ ” , ,
아보았다 내륙개발정책이 중앙정부의 중요한 정책기제로 떠오르게 된 이.
유과 시기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내륙개발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한다 더 주요하게는 내륙 성들이 이러한 중앙의 지.
원과 정책에 비례한 경제성과를 얻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은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진흥동북의 대상이 되는 성들을 대상, ,Ⅲ
으로 정책의 결과가 지역 내에서도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
한다 서부 중부 동북부 권역 성들이 공유하는 특징과 각각의 상이한 조. , ,
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권역 내에서 상반되는 성과를 보인 사례
를 비교하게 된다 이는 가설검증에 앞서 종속변수 값의 차이를 규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에서는 구이저우와 윈난 지린과 헤이룽장을 각각 비교함으로써,Ⅳ
가설을 검증한다 비슷한 환경과 경제적 조건을 공유한 두 지역이 대응하.
고 적응하는 방법과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었으며 이것이 어떻게 중앙의,
내륙개발정책의 서로 다른 성과로 귀결되었는지 보여준다 우선 서부지역. ,
의 구이저우와 윈난에 대해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하위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다시 중부 동북지역의 사례로 선정된 지린과 헤이룽장, ·
에 대해 동일한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이루어진다 장은 결. Ⅴ
론에 해당하며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함의와 한계에 대,
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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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정부의 내륙지역 개발정책과 효과.Ⅱ

지역격차의 심화와 지도부의 문제인식1.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
은 비단 중국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멕시코의(regional disparity) .

치아파스 인도네시아의 마두라 는 모두 중국의 내륙에(Chiapas), (Madura)
위치한 성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빈곤한 지역이며 심지어 미,
국에도 애팔래치아 산맥 부근의 빈곤지역이 존재한다.30)

일반적으로 국가 내에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발생하게 되는 내재
적인 원인은 내륙지역의 경우 연해지역과 달리 지리적 혹은 지형적으로,
무역과 산업발달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의 번영한 도시들이 교통과 무역에 유리한 연해지
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차적인 원인은 빠른 성장
을 위해 정부가 실시한 효율성 위주의 정책이다 특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
경제활동에 개입하고 시장을 통제하는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격차가 인
위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분야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중국.
의 심화된 지역격차가 상당부분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탓이라는 의견에 동
의하고 있다.31)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실패로 피폐해진 국가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성장 위주의 경
제정책을 실시했다 정부는 집중적이고 선별적 발전이 중국의 경제적 성장.
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며 이러한 연해지역 성장의 파급효과, (trickle-down

가 궁극적으로는 전체로서의 국가번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생각했effect)

30) Sylvie Demurger, Jeffrey Sachs, Wing Thye Woo, Shuming Bao, Gene
Chang, and Andrew Mellinger, “Geography, economic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in China,” Asian Economic Papers 참고, Vol. 1 (2002), p.147 .

31) Minjia Chen, and Yongnian Zheng, “China’s Regional Disparity and Its
Policy Responses,” China & World Economy, Vol. 16, No. 4 (2008), pp. 16

참고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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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 이에 년 개혁개방 이후 년 가까이 중앙정부는 산업 발달과, 1978 20
수출에 유리한 동부 연해지역에 정부 투자와 정책적 특혜를 집중시켰다.
동시에 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경제성과에,
따라 성급 정부 지도자들의 정치적 출세를 보장하는 방식(province-level)
으로 지역 간의 경쟁을 유도하였다.

효율 우선의 성장정책은 크게 성공을 거둬 중국은 년간 세계에서20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사실 이런 놀라운 성장은 연해지역에만,
국한되는 현상이었다.33) 이 기간 내륙지역은 중앙의 관심과 실질적인 지
원 모두에서 소외되었다 중앙정부는 국가의 부가 축적되면 그 효과가 자.
연히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논리로 불만을 잠재우면서 부분적,
일시적으로 빈곤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다.34) 그러나 중앙정부가 내륙을 지
원한 방식은 장기적 관점에서 그 지역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
니라 극도의 부족상태만 해결하는 미봉책에 불과하였으며 오히려 중앙에,
대한 내륙지역 성들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의존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
져오게 되었다.

실제로 정부가 내륙개발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언급하기 직전인
년 일인당 차이를 살펴보면 동부연해 중부내륙 서부내륙의1995 GDP : :

비율이 정도로 중부와 서부의 비중이 각각 동부의 반에도1 : 0.5 : 0.3
채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 서부 내륙에 집중.
되어 있었는데 년 지정된 개의 빈곤지역 빈곤현 가운데 가1994 592 ( ) 90%
내륙의 농촌이었다.35)

32) Yehua Wei, Regional Development in China: States,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London: Routledge, 2000), p. 2.

33) Ding Lu, and William Neilson, “Introduction: West china
Development-Issues and Challenges,” in Ding Lu, and William Neilson
(eds.), China’s West Region Development: Domestic Strategies and Global
Implications, (New Jersey: World Scientific, 2004), p. 1.

34) Yehua Wei, Regional Development in China: States,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p. 2.

35) Jae Ho Chung, “Regional disparities, policy choices, and state capacity in
China,” China Perspectives 참고, No. 31 (2000), pp. 4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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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국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정책 고안 과정< 1>Ⅱ–

년도 내용

1984

전국인민대회 기 중전회 연설에서 자오쯔양은 지역 불균형에 대한6 2

우려를 표출하지 않음 차 개년 계획 기간 동안 지역 개발. 7 5 (1986-90)

정책의 우선순위는 동부지역의 발전.36)

1988
본격적으로 수출위주의 연해발전전략을 택하게 되면서 년대에 연, 90

해 내륙 격차는 더욱 악화됨- .37)

1995

제 차 개년 계획 에서 중국 공산당은 처음으로 지역 간9 5 (1996-2000)

양극화를 중국의 미래 번영과 안정 그리고 통합에의 심각한 위기로,

규정 이후로 중국 중앙정부는 지역 간의 경제격차를 줄이는 것을 경.

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게 됨.38)

1999

월 일 서안에서 열린 서북 성 국유기업 개혁 및 발전 좌담회6 17 ‘ 5 (西

에서 처음으로 서부대개발 정책)’北五省區國有企業改革和發展座談會

언급. 國務院關於實施西部大開發若寒政策措施的通知 國務院關於進《 》《

발표.一步推進西部大開發的若干意見》 39)

2000

월 서부대개발 정책이 정식으로 시작됨1 , ‘ ’ .

월 상무부는 중서부지역에의 외국인투자 첨단기술발전 경제구조6 , , ,

개선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중서부지역 해외투자 우세산업 목록, (中《

발표) .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 》 40)

2003

월 국무원 정부업무보고 중 동북지역 등 낙후된 공3 ( )政府工作報告

업기지의 신속한 조정과 개조가 필요함을 언급 월 일 중공중앙정. 9 29 ,

치국에서 동북지역 낙후공업기지의 진흥전략 실시에 대한 약간의 의《

견 통과( ) .關於實施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干意見 》

2004

월 일 원자바오 총리가 국무원 정부업무보고 중 중부지역3 5 , ( )溫家寶

개 성에 대한 중부굴기 계획을 언급6 ( ) .中部崛起 41) 년 초에 중(2006 《

공중앙 국무원의 중부지역 굴기에 대한 약간의 의견 (中共中央國務院

)關於促進中部地區崛起的若干意見 》을 공식 발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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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은 중국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변화 과정을 정리한< -1>Ⅱ
것이다 년에 이르러 중국 중앙정부는 동부연해지역과 내륙지역 사이. 1995
에 벌어진 격차를 심각한 문제로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년에 서부 내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서부대개발 년에 동북2000 ‘ ’, 2003 3
성의 부활을 위한 진흥동북 년에는 중부 개 성의 성장을 위한 중‘ ’, 2004 6 ‘
부굴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된다 중부와 동북지역에 대한 프로젝트는’ .
서부대개발이 발표되고 난 이후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지만3, 4 , 2000
년에 상무부에서 발표한 중서부지역 해외투자 우세산업 목록 (中西部地《

에 서부지역 뿐 아니라 헤이룽장 지린과 중부) ,區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 》
개 성 모두가 포함되었다6 .43) 이는 년에 서부지역 뿐 아니라 내륙지2000

역 전반의 발전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내륙지역의 저발전 상태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려는 다음과 같
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중국의 중앙정부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
지방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 을 가지고 있다 오랜 분열의 역사와‘ ’ .

넓은 영토에 대한 통치의 어려움이 이러한 두려움을 만들어 낸 것이다 경.
제발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힘이 강화되고 각지의 주민들이,
다양한 요구를 집단시위 등의 형태로 표출하면서 이러한 우려( )群體性事件

36) Jae Ho Chung, "Regional disparities, policy choices and state capacity in
China."China Perspectives 참고, Vol. 31 (2000), p. 36-40 .

37) Xiaolan Fu, “Limited linkages from growth engines and regional
disparities in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2 (2004), p. 149.

38) Yehua Wei, Regional Development in China: States,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p. 3.

39) ; ” ”嚴漢平 王欣亮 西部大開發以來地方政府政策演進及績效評價， , pp. 25 - 26.
40)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article/b/f/200207/20020700031080.shtml,
검색일자 년 월 일: 2015 3 26 )

41) “ ,” ,中部崛起發展傳略 新華網『 』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6-05/24/content_4591615.htm,
검색일자 년 월 일: 2015 3 26 )

42) 국무원 공보 ,國務院公報（ ）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327809.htm 검색일자, :

년 월 일2015 3 29 )
43) 이 목록에 동북지역의 랴오닝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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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욱 강해졌다 특히 중국의 개 소수민족자치구 네이멍구 닝샤 신장. 5 ( , , ,
티벳 광시 가 모두 서부내륙 주요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불, )
만완화를 통한 지배의 안정성 획득을 위해서도 지역격차의 완화가 중요하
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44)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지역불균,
형 극복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동부의 연해지역은 이미 많은 인구.
와 산업시설로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부의 풍부한 자원과 넓은 토지,
를 이용하여 높은 성장을 유지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즉 서부지역의 인.
프라를 확충하고 대규모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서부지역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서서히 둔화될 연해지역에의 해외투자,
와 경제성장을 서부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상쇄시킬 수 있게 된다.

셋째 중국이 성장초기의 수출위주전략에서 내수의 활성화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수출위주의 전략을 택할 경우 지리.
적 입지가 좋은 연해지역의 발전이 결정적이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중국 영토의 인구의 를 차지하고 있는 내륙지방의 도시화와 주71%, 30%
민들의 구매력 향상이 중요해진다.45)

이처럼 지역 간의 격차를 축소하고 각 성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
하는 일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 ,
제로 인식된다 특히 내륙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의 불만을 완화.
하고 정치사회적 결속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국내외,
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46)

44) Ding Lu, and William Neilson, “Introduction: West china
Development-Issues and Challenges”, p. 1.

45) Hongyi Lai, “China’s Western Development Program Its Rationale,
Implementation, and Prospects,” pp. 436-440.

46) David Goodman, “The campaign to ‘Open Up the West’: National,
Provincial-level and Local Perspectives,” pp. 317-318; Dali L. Yang,
“Economic Transformation and Its Political Discontents in China:
Authoritarianism, Unequal Growth, and the Dilemmas of Politic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9 (2006), pp. 143–

참고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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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 완화 정책의 내용2.

중국 정부는 중앙재정을 강화하여 성 들의 수입을 재분배하는 동( )省
시에 저 발전된 내륙지역에 대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개, ( ) ,低
발구를 지정하며 직접 빈민구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 )扶貧
하였다 지역격차가 계속 심화되자 년대에는 서부대개발. 2000 ( ),西部大開發
중부굴기 진흥동북 의 장기적 국가 캠페인을 실시했( ), ( )中部崛起 振興東北
다 이 대규모 캠페인들은 그 자체로 정형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정책이.
라기보다는 지역개발정책의 큰 틀과 장기목표를 제시하는 연성정책‘ (soft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policy)’ .47)

년에 내륙지역개발정책을 위한 거대 프로젝트 가운데 서부대개2000
발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월에 주룽지 총리를 조장으로 하는, 1 ( )朱鎔基
영도소조가 만들어졌다 서부대개발은 기본적으로 내륙지역의 교통시스템. ,
과 생산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원과 인력의 우세를 활용하여 빈곤완화와 빠
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발전한 동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을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묶어내기 위한 것이며 경제,
적인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속된 국가건설 과 민족(state-building)
의 단결 생태환경의 보호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48)

중부지역과 동북지역은 자급자족을 중심으로 한 계획경제 시기 중국
의 중요한 전략기지로서 에너지 공업과 재료공업 발전을 위해 많은 중앙
지원을 받았던 곳이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중앙의 지원이 연해에 집중되면,

47) Heike Holbig, “The Emergence of the Campaign to Open Up the West:
Ideological Formation, Central Decision-making and the Role of the
Provinces,” pp. 335-336.

48) 서부대개발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인 “中国西部开发
”(网 www.chinawest.gov.cn/); Hongyi Lai, “China’s Western Development

Program Its Rationale, Implementation, and Prospects,” (2002); David
Goodman, “The campaign to ‘Open Up the West’: National,
Provincial-level and Local Perspectives,” (2004); Heike Holbig, “The
Emergence of the Campaign to Open up the West: Ideological Formation,
Central Decision-Making and the Role of the Provinces,” (2004); ;王洛林 魏

, , ( : , 2003),后凱 中國西部大開發政策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
(http://tsg.ncxh.gov.cn/ebook/F/F0/A2035551.pdf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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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49)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적 산업구조,
낙후된 생산시설 비효율적인 기업운영 등의 폐단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개,
혁개방 이후 중부와 동북지역의 성들의 경제적인 역량은 악화되었다 진흥.
동북과 중부굴기 프로젝트는 과거에는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년대 이후80
정체와 쇠퇴의 길을 걸어온 중부와 동북지역의 성들을 재건하고 산업구조
를 재편하기 위한 것이다.

진흥동북 프로젝트는 년에 시작되었다 국무원의 진흥동북지역2003 . 《
등 낙후공업기지 영도소조에 대한 결정 (國務院關於成立國務院振興東北地

에 따라 총리인 원자바오를 조장으로 하)區等老工業基地領導小組的決定 》
는 영도소조가 조직되었고 지금은 리커창이 조장을 이어받고 있다 프로, .
젝트의 주요 목표는 농업의 산업화 공업기업 특히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
및 낙후 공업시설 재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다, .50)

중부굴기 프로젝트는 진흥동북 프로젝트가 시작된 다음 해인 2004
년에 시작되었다 중부굴기의 주요 목표도 진흥동북과 유사하게 농업생산.
과 관련 산업의 발전 도로 인프라 확충 해외투자유치 낙후된 공업구조, , ,
와 생산시설의 개선 도시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51)

서부의 개발은 빠르게 빈곤을 완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제성장
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반면에 중부와 동북지역은. ,
서부내륙지역보다 경제발전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인프라 수준을 갖추

49) 계획경제시기 중국의 지역개발전략에 대해서 Barry Naughton, "The third front:
defence industrialization in the Chinese interior," The China Quarterly,

를 참고No. 115 (1988), pp. 351-86 .
50) 진흥동북 프로젝트에 관하여 진흥동북 홈페이지,

(http://www.chinaneast.gov.cn/ 와) Jae Ho Chung, Hongyi Lai, and
Jang-Hwan Joo. “Assessing the ‘Revive the Northeast’ (Zhenxing Dongbei)
Programme: Origins, Policies and Implementation.” The China Quarterly,
No. 197 (2009); ; , " : ,"林木西 時家賢 體制創新 振興東北老工業基地的關鍵 東北大『

( ) , 6 , 4 (2004 7 ); “學學報 社會科學版 第 卷 第 期 年 月 文宏 振興東北老工業基地戰』 ，
” ( ) , 6 , 1略中的地方政府競爭分析 長春工程學院學報 社會科學版 第 卷 第 期， 『 』

(2005); “ ” ,張碩 振興東北老工業基地政策實施效果分析 吉林廣播電視大學學報， ， 『 』
참고89 (2008) .第 期

51) 중부굴기 프로젝트는 신화통신의 중부굴기 특별페이지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6-05/31/content_4624662.htm 와) 馮

, “ ,” , 16 , 4德顯 中部地區問題實質和創新發展的政策思考 世界地理研究 第 卷 第 期『 』
를 참고(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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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투자환경도 양호한 편이지만 낙후된 시설과 국유기업의 비효율,
경영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 .
성장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들은 성장속도보다는 질적 개선에 초점이 맞
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52) 이 캠페인들은 여러 하부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정책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금투입증가정책1)

중국 내의 지역격차가 심화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개혁의 과정에
서 중앙정부의 세입의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발전.
하는 동부의 연해지역은 확대된 경제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중앙의 재정지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던 내륙지역들의 상황,
은 계속 악화되었다 결국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 발언권에 있어. ,
서도 강력해지고 있는 동부 연해 성들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지원을 받,
지 못하는 내륙지역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년 분세제1994
개혁을 실시하였다.53)

중앙정부는 서부에 수리시설 도로 자원개발 등 인프라 건설 프로, ,
젝트를 우선적으로 안배하고 많은 재정적 건설자금을 투입하였다 서부대.
개발 프로젝트 이후 첫 년 동안 개의 메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천 억3 36 6
위안 억달러 이 투자되었다 저발전된 성급 정부들에 대한 국가 정책(720 ) .
성 은행대출도 함께 확대되었는데 같은 기간 중국의 은행부문은 서부지역,
에 천억 위안을 대출해 주었다6 .54) 국제금융조직과 외국정부의 우혜차관,

52) 둘 이상의 프로젝트를 비교하는 글로는 Chen, Minjia, and Yongnian Zheng,
“China’s Regional Disparity and Its Policy Responses,” China & World
Economy, Vol. 16, No. 4 (2008); Jae Ho Chung, Hongyi Lai, and
Jang-Hwan Joo. “Assessing the ‘Revive the Northeast’ (Zhenxing Dongbei)
Programme: Origins, Policies and Implementation.” The China Quarterly,
No. 197 (2009); ; , ” ,”劉傳江 馮碧梅 西部大開發與中部發展戰略的比較與思考 中『

, 5 (2008); ; ; ; , “' ' '州學刊 第 期 相偉 千慶蘭 盛科榮 樊傑 西部大開發 與 振興東北老』
' ,”工業基地 戰略的比較與思考 兼論國家製訂地區發展戰略的科學內涵與內容範疇－

참고, 26 , 6 (2006) .經濟地理 第 卷 第 期『 』
53) 이 재집중화 조치를 통해 년에 중앙과 지방 정부의 수입 비율이(recentralize) 1993

이었던 것이 년에는 로 중앙재정이 대폭 강화되었다22 : 78 1994 56 : 44 .
54) Ding Lu, and William Neilson, “Introduction: Wes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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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의 자금투입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였다.

표 는 내륙지역 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2> ,Ⅱ
년 이후 각 경제권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부 투자의 추이를 정리2000

한 것이다.

표 국가 예산에 의한 고정자산투자액과 각 지역의 비중< -2>Ⅱ 55)

출처 중국통계연감 년판: 1996※
(http://www.stats.gov.cn/english/statisticaldata/yearlydata/YB1996e/E5-5e.htm)

년판2001
(http://www.stats.gov.cn/english/statisticaldata/yearlydata/YB2001e/ml/indexE.

중국국가통계국 자료htm);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검색일자 년 월 일 를 바탕으로 계산2015 3 27 .) .

참고Development-Issues and Challenges”, p. 1 .
55) 동부지역은 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광둥 하이난을, , , , , , , , ,

포함하는 연해 개 성급 행정구를 말한다 중부지역 동북부지역 서부지역은 내륙10 . , ,
지역개발정책의 대상이 되는 나머지 개 성으로 본 논문 페이지에 설명한 바와21 9
같다.

년1995 년2000 년2005 년2010
고정자산투자액 억 위안( )

전체 430.7 1265.44 3561.09 13835.6
동부 166.2 407.51 997.4 3029.9
서부 116.06 413.32 1364.46 6039.4
중부 113.73 328.98 825.11 3489.7
동북 34.71 115.63 374.12 1276.6

전체 투자 대비 비중 (%)
전체 100 100 100 100
동부 39 32 28 22
서부 27 33 38 44
중부 26 26 23 25
동북 8 9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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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역에서 국가 예산에 의한 고정자산투자의 액수는 빠르게 증
가하고 있지만 전체 액수에서 동부 서부 중부 동북지역으로 분배되는, , , ,
투자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추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중부와 동북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고정자산투자의 비중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부,
지역과 서부지역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관찰된다.

년에는 정부투자의 가 동부에 있는 개 성에 집중되었으1995 39% 10
나 서부대개발이 시작한 년에는 서부로의 투자가 로 가장 많아, 2000 33%
동부의 를 약간 앞섰다 그 이후로도 동부연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투32% .
자는 로 감소하여 년에는 중부지역에 대한 투자액보다 적28%, 22% 2010
어졌다 반면에 서부지역에의 투자는 빠르게 상승하여 년에 정부 고. 2010
정자산투자의 가 서부로 향했음을 알 수 있다44% .

또한 이 밖에도 중앙정부는 매년 특별자금 을 지방정부, ( )專項資金
예산지원의 형태로 분배하여 각 정부가 이 예산을 사회보장 항목에 사용,
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자금은 각 성의 경제적 기여도와 인구 등 정해진.
공식에 따라 분배되는 일반성 재정전이지불과 달리 매년 각 지역의 필요,
를 중앙정부가 판단하여 분배하기 때문에 지역 간 재분배효과를 가지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환경개선정책2)

내륙개발정책이 본격화된 다음 해인 년 중국은 의 정식2001 WTO
회원국이 되었다 내륙개발 프로젝트에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
도적 행정적 개혁이 강조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가입과 함께 국제시, WTO
장에서의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56)

특히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어 온 중국 특유의 지방보호주의는 중
국이 극복해야할 중요한 과제로 여겨져 왔다.57) 지방보호주의는 비효율성,

56) 이문기 시대 신발전 전략과 중국모델의 변용 전성흥 편 중국 모델론 개, “WTO ,” , :『
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서울 부키, ( : , 2008), p. 340.』

57) 지방보호주의는 국가 간의 보호주의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의 시장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말한다 계획경제 시절 자력갱생 정책으로 인해 중국.
의 각 지역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교류하기보다는 각자가 모든 산업을 보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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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투자 및 공급과잉 그리고 와 구조조정 지연 등의 여러 가지, M&A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고 국내 다른 지역의 기업뿐 아니라 해외기업에게도,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었다 중국정부는 지방보호주의가.

규정에 위배된다는 인식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보호주의 해소에WTO ,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58)

대표적으로 중앙정부는 행정심사비준제도의 개혁을 실시하였다.59)

중앙정부는 행정심사비준제도의 개혁을 통해 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정,
부와 시장의 관계를 조정하며 정부를 축소하면서 경영관리권을 기업에 이,
양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簡政放權 60) 또한 정부 문건을 통해 시장기제‘
로 대체할 수 있는 심사비준은 시장기제를 통해 운영한다 고 밝히고 있.’
다.61) 년 월부터 개혁을 실시한 국무원과 각 지역정부는 시장개방2001 10
과 공정경쟁에 장애가 되고 실질적으로 유효한 작용을 발휘하기 어려운
행정심사비준을 취소하거나 하위 기관으로 분권하였다.62)

경제구조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개. 혁개방 이후 분권과 지역의 자율성이 강화
되면서 성정부가 자신의 경제를 지키고자하는 의지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면
서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강화되었다 지방보호주의에 관해서는. 한내희 김창도 중, , “
국의 지방보호주의 현황과 전망 제 호,” POSRI China Weekly , 21 (2004); ,趙芸『 』
" ," , 27 ,地方保護主義的成因及其對中部崛起戰略的影響 衡陽師範學院學報 第 卷 第『 』
1 (2006 2 ); , " ,"期 年 月 張千帆 中國地方保護主義及其治理機制 石河子大學學報 哲『 （

참고) , , ( , ) .學社會科學版 第 卷 第 期 年 月』 ２６ ４ ２０１２ ８
58) 중국의 지방보호주의 현황과 전망 포스코 연구소 보고서" ", (2004).
59) 행정심사비준제도는 정부의 각 부문이 관할 영역에 속하는 기업 단체 혹은 개인, ,

이 모종의 법률자격을 얻거나 행위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 허가하는 제도로서,
계획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시장영역에서 기업에 대한 행정심사비준.
제도는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절차로 새로운 기업의 유입과 경제활동 자체를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급 정부와 서로 다른 부서의 중복적인 심사 항목.
과 최대 년까지도 지연되는 승인 기간은 기업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했으며 실제로2
최종적으로 승인을 얻기 이전에 프로젝트나 공장건설이 흐지부지되기도 한다

행정심사비준제도에 관해(Dorothy Solinger, "Despite decentralization," p. 8.).
서는 ; , " ", ,戴黍 劉兆帆 地方政府行政審批制度改革的困境與對策 中国行政管理『 』 第
7期 (2011); Dorothy J. Solinger, "Despite decentralization", The China
Quarterly, 1994

60) , "< > ,"錢昊平 南方周末兩會特別報導 聽部署爭試點不搶跑地方改革方案大比拼 南『
,方周末』 2014 3 6 (年 月 日 http://www.infzm.com/content/98673, 검색일자: 2015

년 월 일5 10 ).
61) 국무원 공보, 《國務院批轉關於行政審批制度改革工作實施意見的通知 2001国发》 〔 〕

33 (号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1/content_61155.htm, 검색일자:
년 월 일2015 3 2 ).

62) 국무원이 년 월2001 10 《 를 발표하면서關於行政審批制度改革工作的實施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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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지역에 대한 투자환경개선정책은 기존에 연해 지역들에 집중되
었던 특혜를 내륙지역까지 확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후 연해지역에 대한 국가급 개발구의 지정은 수출과 해외투자를 빠르게
확대시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63) 내륙지역에 대한
국가급 개발구의 지정은 내륙개발을 위한 다른 정책들보다 앞선 시기인

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표 은 년에서 년 사이에1991 . < 3> 1990 2010Ⅱ–
중앙정부가 각 성에 부여한 국가급 개발구의 개수를 정리한 것이다.

년대 이전에는 동부연해지역에만 국가급개발구가 지정되었던 것90
과 비교할 때 내륙지역에 많은 국가급개발구가 지정되기 시작한 것은 중,
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년 월에는 중서부지구의 해외투. , 1999 12 《
자기업에 년간 부여하는 기업소득세 감면에 관한 통지3 15% (國家稅務總

15%局關於實施對設在中西部地區的外商投資企業給予三年減按 稅率徵收企
가 발표되어 중서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業所得稅的優惠的通知 》

혜택을 처음으로 명시하였다.64) 내륙지역에 국가급 개발구가 지정된 초기
에는 내륙지역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동부지역에 적용되던 정책특혜가
내륙지역으로 확장된 것과 비교할 때 정부의 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변,
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공식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개혁의 실시 동기와 관련해.
년 월 일자" WTO", ,2002 5 15 ,全國行政審批制度研討會研討應對 中廣網『 』

( 검색일자 년http://www.cnr.cn/home/national/200205150168.html, : 2014
월 일 을 참조10 18 ) .

63) Jae Ho Chung, “Preferential policies, municipal leadership, and
development strateg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Qingdao and Dalian,” in
Jae Ho Chung (eds.), Cities in China: Recipe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form era, (London: Routledge, 1999), pp. 110-115.

64) 중서부지구의 해외투자기업에 년간 부여하는 기업소득세 감면에 관한 통지3 15%《
( 15%國家稅務總局關於實施對設在中西部地區的外商投資企業給予三年減按 稅率徵收

원문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 1999 172 ) :企業所得稅的優惠的通知 国税发 号》 〔 〕
(http://www.mofcom.gov.cn/aarticle/b/f/200207/20020700031139.html 검색,
일자 년 월 일: 2015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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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가급개발구 합계 년 년 지정< 3> (1990 -2010 )Ⅱ– 65)

주 국가급 개발구는 다섯 종류가 있는데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 1) (國家級經濟技術開發※
국가급고신기술 첨단기술 개발구 국가급수출가공구), 2) ( ) ( ), 3)區 國家級高新技術開發區

국가급보세구 국가급변경경제합작구( ), 4) ( ), 5) (國家級出口加工區 國家級保稅區 國家級邊
로 구성되어 있다 표의 수치는 년부터 년 사이 각 성에 부여) . 1990 2010境經濟合作區

된 다섯 종류의 국가급개발구를 합한 것이다.
출처 중국개발구망 을 바탕으로 직접: (http://www.cadz.org.cn/kaifa/economy.php)※

계산.

중서부지구의 해외투자기업에 년간 부여하는 기업소득세 감면3 15%《
에 관한 통지 는 일정기간 내에 내자기업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율,》
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민족자치지역에15% .
서는 성급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라 세금 우대 및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덧붙인 점이 기존에 국가급개발구에 적용되던 특혜와 다른 점이다.66)

65) 정재호 교수님 과정에서 찾게 된 자료임RA .
66) 중서부지구의 해외투자기업에 년간 부여하는 기업소득세 감면에 관한 통지3 15%《

( 15關於實施對設在中西部地區的外商投資企業給予三年減按 稅率徵收企業所得稅的％
)優惠的通知 》

(http://www.mofcom.gov.cn/aarticle/b/f/200207/20020700031139.html)

서부지역 국가급개발구 수 중부지역 국가급개발구 수
네이멍구 5 산서 3

광시 8 안후이 9
충칭 5 장시 12
쓰촨 7 허난 10

구이저우 3 후베이 8
윈난 7 후난 8
티벳 1
섬서 8 동북지역 국가급개발구 수
간쑤 5 랴오닝 15

칭하이 2 지린 9
닝샤 2 헤이룽장 8
신장 8



32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상무부는 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2000
중서부지역 해외투자 우세산업 목록 ( )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 》

를 발표하여 중서부지역에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하였다.67) 각 성에
대해 해외투자에 우세한 산업을 발표한 이유는 각 성이 비교우위에 대한
고려 없이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제적인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년 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비준된 중화인민공화국경제. 1996 3 《
사회발전 계획 및 년 장기목표"9 5" 2010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각 지역의 비교우“ ” 2010 )展 九五 計劃和 年遠景目標 》
위에 의한 산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68)

경제구조의 개선과 도시화 정책3)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도시화를 진행하는 정책은 서부지역보다는 동
부와 중부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특히 국유 공업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북진흥 프로젝트는 기존 중공업중심의 공업구조에서 신형 공업
화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세우고 있다 산업구조의 조정과.
함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
다.69) 제도적으로도 동부에 비해 뒤처진 경제체제 개혁의 속도를 높여 국

67) 년2000 《중서부지역 해외투자 우세산업 목록 ( )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 》:
http://www.mofcom.gov.cn/article/b/f/200207/20020700031080.shtml,

년 발표 목록2004 : http://www.china.com.cn/chinese/PI-c/626038.htm,
년 발표 목록2008 :

http://www.china.com.cn/policy/zhuanti/tzzg/txt/2008-12/25/content_17004451.
htm 년 발표 목록, 2013 :　
http://www.sdpc.gov.cn/zcfb/zcfbl/201305/W020130516388520815145.pdf　
참고.
(검색일자 년 월 일: 2015 3 26 )

68) , " ," , 27 1998), p.張懋功 發揮比較優勢 加快雲南發展 陝西師範大學學報 第 卷『 』 （
의 원문은224. “ ” 2010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 九五 計劃和 年遠景目標《 》

전국인민대표대회
(http://www.npc.gov.cn/wxzl/gongbao/2001-01/02/content_5003506.htm)
페이지 참고 검색일자 년 월 일. ( : 2015 5 10 )

69) Jae Ho Chung, Hongyi Lai, and Jang-Hwan Joo. “Assessing the ‘Revive
the Northeast’ (Zhenxing Dongbei) Programme: Origins, Polic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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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제의 비중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고자 한다, .70)

중부지역은 중국의 중요한 식량생산지역으로서 농업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역시 중대형 국유기업의 개혁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
고 있다.71) 중부지역은 특히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통해 이 분
야에 대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지역별 국유공업기업 수 변화< 4>Ⅱ–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검색일자: ,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년 월 일 국유 주식 공업기업 항목을 바탕으로 직2015 3 27 .) ( ) ( )国有控股工业企业单位数

접 계산.72)

Implementation.” The China Quarterly, 참고No. 197 (2009) .
70) ; , " : ," p. 254.林木西 時家賢 體制創新 振興東北老工業基地的關鍵
71) ,中共中央國務院關於促進中部地區崛起的若干意見《 》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327809.htm 검색일자, :
년 월 일2015 3 29 )

72) 중국국가통계국의 지역별 통계에서 공업기업은 크게 국유 주식 공업기업1) ( ) (國有
사영공업기업 해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 2) ( ), 3) , ,控股工業企業 私營工業企業

공업기업 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가운데( ) .外商及港澳台商投資工業企業 국유 주식( )
공업기업 ( 은 기업의 전체 자산 주식 가운데 국유자산의 비중이) ( )國有控股工業企業
다른 어떤 소유자의 자산보다 많은 기업을 가리키며 해당 지역에서 국유경제의 통,
제 정도를 반영한다.

년2000 (A) 년2013 (B) B/A

전체 53489 17851 0.33

동부지역 25691 7094 0.33

서부지역 15523 5294 0.42

중부지역 16097 4013 0.29

동북지역 7426 1450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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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국유공업기업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부지역과 동북2000 ,
지역에서 국유공업기업 수가 더 많은 비율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전체에서 국유공업기업은 년에서 년까지 로 감소했고 동부2000 2013 1/3 ,
지역의 국유공업기업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내륙지역 가운데 서.
부지역 국유공업기업의 감소추세는 평균보다 느리지만 중부지역과 동북지,
역은 국유공업기업 감소폭이 크다 이 기간 동안 중부지역의 국유공업기업.
은 원래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동북지역은 무려 수준으로 가장29% 1/4
많이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국유기업분야에 대한 개혁과 이를 통한 경제구조의 변화
는 서부지역보다는 중부와 동북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
책임을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이들 지역의 국유기업은 동부지역보다도,
빠르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대외 대내개방 확대정책4) ,

해외투자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도 이루어졌다 중앙정부는 내.
륙지역의 농업 수리 생태 교통 에너지 시정 환경보호 광산 관광 등, , , , , , , ,
인프라와 자원개발을 지원하고 기술연구개발센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
다 또한 서비스무역영역의 대외개방 은행 해외소매기업 무역기업의 투. , , ,
자지역을 확대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 외자은행들이 점차 인민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통신 보험 관광업에 투자하고 중외, , ,
합작회계사사무소 법률사무소 프로젝트설계회사 운송기업 시정공용기, , , ,
업 기타 개방이 허락된 기업이 많이 세워지도록 장려한다 외자의 폭넓은, .
이용과 지역별로 특정프로젝트에 대해 외국인우대대출을 허용하기도 하였
다.

대외개방과 함께 대내개방도 강조된다 지역에 대한 뚜이커우지원.
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내륙지역의 생산능력 자체를 키워줄 수( ) ,對口支援

있는 협력도 장려되고 있다.73) 중복건설을 방지하고 낙후된 기술이 전이

73) 중앙정부가 직접 동부 연해 성과 내륙의 빈곤지역을 짝지어 지원하게 하는 정책으
로 개혁개방 이후 한정된 중앙의 자원을 연해에 집중시키면서 내륙에 대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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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는다는 전제하에 재정 세수 신용대, ,
출 경제무역 공상 노동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부와 중부기업들이, , , ,
서부지역에 투자하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내륙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지.
분 매입 인수합병 기술이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작을 진행하는 것을, , ,
중앙정부가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74)

국내의 여러 성들 간의 연계는 동부 연해지역이 내륙지역에 투자하
고 합작을 진행하면서 경제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뿐 아니라 마치 백화점과,
같이 한 성에 모든 산업이 망라되어 포화상태에 있는 동부가 서부와 역할
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일례로 구이저우와 윈난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게 된 광둥에서는 규모가 작은 발전소들이 문을 닫았다.75)

해외 및 국내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자 근간이 되
는 인프라 건설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역의 기업투자 상승에 간접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문건에서도 알 수 있듯 중앙정부는 해외투.
자의 유치를 적극 장려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
정책과 법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부분 지방 스
스로의 역량과 전략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연해와 내륙의 동반 상승 정책5)

내륙지역의 개발과 지역 간 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들은 단순히 앞
서 지적한 내륙지역의 대내적인 개방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년대. 2000
중국의 지역정책의 핵심적인 목표는 뒤처진 내륙이 동부 연해지역의 경제
수준을 쫓아가는 것을 넘어 이 두 지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동반 성장
하는 것이다 이는 동부와 서부가 함께 움직인다 나아간다 는 의미의 동. ' ( )' "
서호동 이라는 정책 슬로건으로 압축된다( )" .東西互動 76)

지속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고안된 정책이다.
74) , 2000 33 ,國務院關於實施西部大開發若干政策措施的通知 國發 號《 》 〔 〕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1/content_60854.htm).
75) Darrin Magee, "Powershed politics: Yunnan hydropower under great

western development."The China Quarterly,No. 185 (2006), pp. 24-26.
76) 동서호동 에 대해서는" " , " ," , 2007 11 13曹玉書 論東西互動 中國信息報社 年 月 日『 』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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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내륙개발이 단순히 내륙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경
제의 총체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중요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첫.
째로 중국 경제 전체의 둔화된 성장세를 극복할 수 있는 길로서 내륙발전,
정책이 언급된다 이전까지는 광둥 장쑤 상하이 산둥과 같이 경제적 여. , , ,
건이 우수한 몇몇 성들이 중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이
들의 역할만으로 높은 성장을 유지해나갈 수 없게 되었기에 내륙지역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둘째 외부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상쇄하기 위,
해 내수의 성장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연해지역 경제의 포화 상.
태와 관련이 있다 모든 산업이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전력과.
에너지가 부족한 점은 연해 경제의 큰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사실 년대 말부터 이미 서부의 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80
있었고 년부터 서부 전력의 일부가 동부로 보내졌다, 93 .77) 하지만 서전동
송 이라는 이름이 붙고 프로젝트가 본격화한 것은 년 서부( ) 2000西電東送
대개발 이후였다 중앙정부는 내륙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부의 전기.
를 동부 연해지역으로 보낸다는 서전동송 서부의 천연가스를‘ ( )’,西電東送
동부로 옮긴다는 서기동수 프로젝트를 가장 중요한 중앙프로‘ ( )’西氣東輸
젝트로 삼았고 전기를 보내는 것이 서부의 발전을 돕는다는 논리도 이 때,
완성되었다.78) 서전동송에 따라 네이멍구 간쑤 산서 섬서 의, , ( ) ( )山西 陝西，
전기는 베이징 텐진 허베이로 쓰촨의 전기는 상하이 저장 장쑤로 또, , , , , ,

(http://www.stats.gov.cn/tjzs/tjsj/tjcb/zggqgl/200711/t20071113_37583.html,
검색일자 년 월 일 중국서부개발 홈페이지의: 2015 5 10 ); 카테고리“ ”東西互動
(http://www.chinawest.gov.cn/web/Column.asp?ColumnId=56 검색일자, :

년 월 일 에서는 동 서 각 지역 간 교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다2015 5 12 ) , .
77) 년 월 윈난 에너지자원을 개발하여 광둥으로 전력을 보내는 합작에 관한 협1988 6 “

의 가 이루어졌다( )” . (“' '關於合作開發雲南能源資源向廣東送電的協議 西電東送 東西
년 월 일자,” , 2013 11 28 ,共贏 經濟日報『 』

http://www.qstheory.cn/jj/qyzh/201311/t20131128_296585.htm 검색일자, :
년 월 일2015 3 25 )

78) 년 주룽지 총리는 서전동송프로젝트는 서부지역 대개발에서 중점적이고 핵2000 “
심적인 프로젝트로서 전력을 다해 완수해야 한다 고 언급한 바 있다, .” . ( “西電東

: ,” (2002),送 締造東西部共贏 大地 第九期『 』，
http://www.people.com.cn/GB/paper81/6563/643458.html 검색일자 년, : 2015
월 일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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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 윈난 광시의 전기는 광둥으로 보내진다, , .79) 서기동수 프로젝트
는 신장지역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를 통해 상하이와 광둥으로 운반
한다.80)

소결3.

이상으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중앙정부가 중국의 심화되는 지역격
차를 중요한 정치 경제적 사안으로 인식하게 된 과정과 그 해결책으로서
실시하게 된 내륙개발정책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계획경제 시절 피폐화된.
국가의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채택한 연해 지역 주도의 수출중
심 성장은 중국 전체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국제시장질서로의 성공적인
편입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주었지만 그 대가로 높은 수준의 지역격차
가 생겨나게 되었다.

경제적인 통합의 부족으로 인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어려움뿐 아니
라 여기에서 파생되는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성이 중국 전체의 심각한 문,
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는 년 제 차 개년 계획1995 9 5
을 시작으로 지역경제정책의 방향을 내륙성장과 중국 경제 전체의 유기적
인 발전으로 전환하게 된다.

자금투입을 통한 인프라 건설 투자환경 개선 정책 그리고 대내외, ,
의 개방을 확대하는 일련의 대규모 계획들은 궁극적으로 현재 괴리되어
있는 서부내륙와 동부연해의 경제를 연결시키고 각자의 비교우위에 따라

79) 서전동송에 관하여는 “ : ,” (2002),西電東送 締造東西部共贏 大地 第九期『 』，
http://www.people.com.cn/GB/paper81/6563/643458.html 검색일자 년, : 2015
월 일3 25 ) , “' ' ," , 2013 11 28陳允鵬 西電東送 東西共贏 經濟日報 年 月 日　 『 』

(http://www.qstheory.cn/jj/qyzh/201311/t20131128_296585.htm 검색일자, :
년 월 일 참고2015 5 10 ) .

80) 서기동수의 자세한 내용은 冉永平，
“ ,” , 2012 10 10 .科學發展成就輝煌 西氣東輸構築 能源大動脈 人民日報 年 月 日： ， 『 』
(http://www.cusdn.org.cn/news_detail.php?id=219332 검색일자 년 월, : 2015 5

일 의 서기동수 프로젝트 특별페이지20 ), 新浪財經
(http://finance.sina.com.cn/nz/westtoeast/index.shtml 검색일자 년 월, : 2015 5

일 를 참고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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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 대규모 프로젝트로 포괄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일관적.
으로 추진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심지어 몇몇 내륙지역개발의 목.
표들은 서로 상충하여 갈등을 잠재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투자와 시장주도.
성장이라는 목표 사이의 충돌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생태환경상의 목표,
사이의 모순 그리고 소수민족지역에 억지로 이루어지는 경제발전, (forced

과 사회경제적 안정의 유지의 상충 등이 있다economic development) .81)

내륙개발정책이 가지는 연성정책 으로서의 특징과 그 하(soft policy)
위 정책들의 우선순위와 조합이 유동적이라는 특징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지방 정부의 능력과 전략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륙에 대한 중앙의 특혜와 지원이 시.
작된 이후 큰 틀에서 동부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경제를 대비시키는 것
에 관심을 집중해 온 많은 연구들은 바로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장에서 소개된 중앙의 내륙개발정책의 대상이Ⅱ
된 성들이 사실은 서로 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제시한다.

81) Heike Holbig, “The Emergence of the Campaign to Open Up the West:
Ideological Formation, Central Decision-making and the Role of the
Provinces,” p.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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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중앙의 내륙지역 개발정책.Ⅲ
성과 편차

개혁개방 초기 연해지역 위주의 개발이 낳은 부작용인 연해 내륙간-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아래의 표는 중국의 동부 중부 동북 서부로 분류되는 개의 지역에 대, , , 4
해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 연평균 성장률 변화를 나타낸 것이GDP , GDP
다.

표 중국의 지역별 경제 비중 및 성장률 변화< 1>Ⅲ–

주 표의 성장률 값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명목 성장률이다: GDP GDP .※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검색일자: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년 월 일 지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2015 3 27 .) GDP .

각 지역이 중국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GDP (%)

년1995 년2000 년2005 년2010 년2013
전체 100 100 100 100 100

동부지역 51.8 53.4 55.5 53.1 51.2
중부지역 19.6 19.2 18.8 19.7 20.2
동북지역 10.3 9.9 8.6 8.6 8.6
서부지역 18.4 17.5 17.1 18.6 20.0

각 지역의 연평균 성장률GDP (%)

1995-2000 2000-2005 2005-2010 2010-2013

전체 11.4 15.1 17.0 13.0

동부지역 12.1 16.0 16.0 11.6

중부지역 10.9 14.6 18.1 13.9

동북지역 10.5 11.9 16.9 13.2

서부지역 10.3 14.6 19.0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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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이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여전히 동부가GDP ,
압도적인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륙발전 정책이 시.
작된 이후로도 한동안 비중이 증가하다가 년대 중반 이후에 감소하기2000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동부 개의 성이 중국 전체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10
지하고 있다 표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경제 비중의 최상위를 차지하는.
광둥 장쑤 산둥의 비중은 년에 에서 년에 로 거, , GDP 2000 28% 2013 27.9%
의 감소하지 않았다 내륙지역 가운데에서도 중부 동북 서부지역이 변화. , ,
양상이 다른데 서부지역의 비중은 에서 로 가량 상승하, 17.5% 20% 2.5%p
였지만 중부는 에서 로 상승하였고 동북 성이 중국에, 19.2% 20.2% 1%p 3
서 차지하는 경제비중은 내륙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만큼1.3%p
감소하였다.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년 이전까지는 동부의 성장률GDP , 2005
이 가장 높았던 반면 그 이후 기간에는 동부의 성장률이 평균 성장률보다
낮아지면서 서부와 중부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 년 이후에는 동. 2010
북지역의 성장률도 평균 성장률을 넘어섰다.

중앙 내륙지역 개발정책의 경제성과 편차1.

내륙지역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분명 중국 전체 에서 내륙 경, GDP
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동부연해지역보다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
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내륙지역개발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서론의 표 에서 드러나듯 중국 중앙정부의 내륙개발이 정. < -1> ,Ⅰ
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여전히 부진한 경제성과를 보이고 심지어는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는 성들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시.
되었던 중국 전체 에서 각 성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GDP
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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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부 각 성들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1> GDPⅢ– 82)

주 그림을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서부지역 개 성 가운데 대표적으로 개 성의 패턴: 12 8※
을 표시하였다.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검색일: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자 년 월 일 지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작성: 2015 3 27 .) GDP .

각 성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서부지역에서 쓰촨 다음으로GDP ,
비중이 큰 세 성인 네이멍구 섬서 윈난의 엇갈린 결과를 볼 수 있다 네, , .
이멍구와 섬서는 비중이 성장하여 선을 넘어 선 것에 비해 똑같이 서2.5%
부대개발의 대상지역인 윈난의 경우 전국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GDP
려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빈곤지역인 서부지역에서도 중소규모의 경제에 속하는 신장,
구이저우 간쑤는 중국 전체 경제에서 남짓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 1-1.5%
다 신장과 간쑤의 비중이 정체되고 있음에도 유일하게 구이저우의 비중. ,
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수민족자치구이자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는 닝샤와 티벳 가운0.5%

82) 중국 총액을 으로 두었을 때 각 성의 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GDP 100 , GDP
계산한 것으로 이 지표를 통해 각 성이 중국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경제 규모,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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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티벳은 여전히 에도 이르지 못하는 미미한 비중에 머물고 있어서0.2% ,
내륙지역개발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곳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닝샤는. ,
여전히 중국 경제에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
간의 비중증가를 보인다.

그림 중부지역 성들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2-1> GDPⅢ–

그림 동북지역 성들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2-2> GDPⅢ–

주 중국의 전체 를 으로 두었을 때 각 성의 가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 GDP 100 GDP .※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검색일자: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

년 월 일 지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작성2015 3 27 .) G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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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과 동북지역의 성들은 서부지역의 성들보다는 평균적인 경
제수준이 높다 각 성마다 경제규모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

가 전국 의 를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GDP GDP 2% .
그림 의 중부 개 성을 살펴보면 서부지역에 비해서 중부< 2-1> 6 ,Ⅲ–

지역의 비중은 대체로 큰 변화를 겪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일정한 패턴의 차이가 드러난다 후베이 후난 안후이 장시. , , ,
의 경우 중부굴기가 시작된 년 이후 년이 지난 시점에서 비중이2004 2, 3
서서히 증가하는 반면 허난과 산서의 비중은 정체되고 있다, .
그림 에서 동북지역의 경우 년에는 랴오닝 헤이룽장 지린< 2-1> 1995 , ,Ⅲ–

의 경제규모가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 헤이룽장의 비.
중은 추락하고 있으며 지린의 비중은 매우 서서히 증가하여 년에는2013
둘의 경제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접근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랴오닝이 년부터 년까지의 급격히 경제비중이 하락했으나2000 2003 2003
년 진흥동북이 실시된 시점 이후에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각 성이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성의 초기 경제 규모와 인구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
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알아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음으로.
는 각 지역의 일인당 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GDP .
결과 내륙지역의 일인당 변화도 각 성마다 상이한 패턴을 보인다는GDP
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서부지역 성들의 평균대비 일인당 변화는 아. GDP
래 그림 와 같다< -3>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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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국 평균 대비 서부지역의 일인당 변화< -3> GDPⅢ

주 그림에서 세로축의 값은 매해 중국 전체를 기준으로 한 일인당 를 으로 놓: GDP 100※
았을 때 각 성의 일인당 값을 나타낸 것이다GDP .83) 서부지역 개 성 가12 (province)
운데 년에서 년 동안 일인당 성장률 기준 상위 개 성인 네이멍구 섬2000 2013 GDP 3 ,
서 구이저우와 하위 개 성인 티벳 윈난 신장만을 표시하였다, 3 , , .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지역별 일인당 자료: GDP※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jsessionid=5E010AE4E56FCBE59A74

검색일자 년 월 일 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A7808C76CCB3?m=fsnd, : 2015 3 27 .) .

평균의 남짓이었던 네이멍구의 일인당 는 년 이후 연80% GDP 2000
평균 의 성장률을 보이며 년에는 개 성 가운데 일인당19.7% 2013 31 GDP
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섬서 또한 평균의 를 조금 넘고 있던 년6 . 60% 2000

과 비교할 때 년에는 평균치를 넘어서는 정도로 성장했다 구이저우2013 .
는 비록 여전히 낮은 수준의 일인당 를 기록하고 있지만 년 전에GDP 2000
전국 평균수준의 밖에 되지 않았던 일인당 가 로 올라선 것35% GDP 55%
은 분명 큰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성의 일인당 성장률은 서부. GDP

83) 이 지표는 일인당 의 절대량이 아니라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한 상대값의 변화GDP
를 알려주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해당지역 인구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
정도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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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을 기준으로도 나란히 위를 차지하였다1, 2, 3 .
반면 점선으로 표시된 성장률 하위 개 성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3 .

티벳 윈난 신장은 년 이후 서부 개 성들 가운데 일인당 가, , 2000 12 GDP
가장 느리게 성장하였으며 전국 개 성을 기준으로도 차례로 위, 31 20 , 22
위 위를 기록하였다 그림을 살펴보면 이들의 경우 전국 평균을 기준, 27 . ,
으로 한 상대적인 일인당 값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GDP
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신장과 윈난의 경우 년 이후 상승추세에도. , 2010
불구하고 년의 상대적 일인당 가 내륙개발정책이 시작되기 이전2013 GDP
의 값보다도 낮다.

그림 전국 평균 대비 중부지역의 인당 변화< -4-1> 1 GDPⅢ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지역별 일인당 자료: GDP※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jsessionid=5E010AE4E56FCBE59A7

검색일자 년 월 일 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4A7808C76CCB3?m=fsnd, : 2015 3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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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국 평균 대비 동북지역의 인당 변화< -4-2> 1 GDPⅢ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지역별 일인당 자료: GDP※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jsessionid=5E010AE4E56FCBE59A7

검색일자 년 월 일 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4A7808C76CCB3?m=fsnd, : 2015 3 27 .) .

중부지역에서는 개 성 모두에서 전국평균 대비 일인당 의 값6 GDP
이 증가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성장패턴이 다르다는 것이다 산서. .
와 허난은 서부대개발이 시작된 해이자 포괄적 의미에서 내륙개발이 시작
된 년에 상승패턴을 보이다가 년부터 유지되고 있고 후베이 후2000 2005 , ,
난 안후이의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년대 초반에는 유지되다가 중반, 2000
이후에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장시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년대 초반까지 동부연해지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경제90
성장을 이루었던 랴오닝은 하락 정체기를 겪고 년대 중반 이후 다시, 2000
높은 일인당 를 회복하고 있다GDP .84) 한편 헤이룽장과 지린 사이에서는,

84) 랴오닝은 사실 해안을 접하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동부연해 지역이 가지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 랴오닝을 포함시킨 것은 높은 국유기업 비율 낙. ,
후한 중공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이유로 헤이룽장 지린과 함께 진흥동북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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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당 의 역전이 이루어졌다 헤이룽장의 지표는 꾸준히 하락하여GDP .
년 이후 전국평균수준 이하로 떨어진 반면에 지린은 일인당 의2005 , GDP

빠른 성장을 달성하여 내륙지역에서는 드물게도 전국 평균을 넘어서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발전 및 민생지수2.

내륙개발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 본 논문은 비교적 자료 접
근이 쉬운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경제성장 이외에 사회발전과,
환경개선 또한 내륙 발전 정책의 중요한 목표이다 양적인 성장 이외에 내.
륙지역의 생활 환경 전체가 개선되는 것은 내륙지역 발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 각 지역의 발전을 경제 성장 이외에 더욱 포괄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지표 가운데 발전 및 민생지수‘ (發展與民生指數

가 있다 발전 및 민생지수 는 중국Development and Life Index; DLI)’ . ‘ ’
각 성의 경제사회발전과 민생개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년부터 중국2000
통계학회와 중국통계국 통계연구소에서 조사 발표하는 지표이다, .85)

표 표 표 는 각각 내륙개발정책의 대상이< -2>, < -3>, < -4>Ⅲ Ⅲ Ⅲ
된 서부 중부 동북 지역에 속하는 성들의 년과 년의 발전 및, , 2000 2013
민생지수를 비교하고 그 증가율과 전국을 기준으로 한 증가율 순위를 매,
긴 것이다.

의 대상지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85) 발전 및 민생지수 는 경제발전 민생개선 사회발전 생태건설 과학기술 혁신의‘ ’ , , , ,

다섯 가지 카테고리에 따라 여 항목을 평가하여 각 성의 발전과 민생 정도를40
측정하여 도출한다 중국국가통계국. ( ,
www.stats.gov.cn/tjsj/zxfb/201412/t20141231_661933.html, 검색일자 년: 2015
월 일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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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부지역의 발전 및 민생지수< 2>Ⅲ–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발전 및 민생지수: ‘ ( Development and Life發展與民生指數※
검Index; DLI)’ (www.stats.gov.cn/tjsj/zxfb/201412/t20141231_661933.html,

색일자 년 월 일: 2015 3 27 .)

표에서 각 성을 년의 지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해 보았을 때2013 ,
경제 성장과 규모 면에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충칭 섬서 쓰촨, , ,
네이멍구가 상위를 차지하고 남서지역의 광시 윈난 구이저우가 그 다음, ,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북지역의 닝샤 간쑤 신장 칭하이 티. , , , ,

년2000 년2013 증가율 전국순위/ ( )

서부 평균 34.18 60.08 4.43

1 충칭 36.14 68.67 5.06 (2)

2 섬서 38.21 63.94 4.04 (15)

3 쓰촨 35.46 63.82 4.62 (4)

4 네이멍구 35.78 59.64 4.01 (16)

5 광시 34.83 59.48 4.2 (13)

6 윈난 35.42 57.59 3.81 (18)

7 구이저우 28.66 55.83 5.26 (1)

8 닝샤 31.37 55.75 4.52 (6)

9 간쑤 29.31 54.1 4.83 (3)

10 신장 30.92 53.47 4.3 (10)

11 칭하이 31.06 52.6 4.14 (13)

12 티벳 30.09 52.54 4.3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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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은 모두 하위권이다.
년에서 년 사이 증가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책이 실시2000 2013

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증가율.
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구이저우 충칭 간쑤 쓰촨의 지수가 년 동안, , , 13
각각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5.26%, 5.06%, 4.83%, 4.62%
이뤄냈다 이들뿐 아니라 서부의 대부분 성들이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 4%
하며 중국 전체 성들 가운데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년을 기준으로. 2013
할 때 서부지역의 발전 및 민생지수는 평균 로 동부 중부60.08 , (73.17),

동북부 평균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율에(62.35), (63.53) ,
서는 로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서부지역 가운데 윈난만이 유4.43% .
일하게 대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3% .

표 중부지역의 발전 및 민생지수< 3>Ⅲ–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발전 및 민생지수: ‘ ( Development and Life發展與民生指數※
검Index; DLI)’ (www.stats.gov.cn/tjsj/zxfb/201412/t20141231_661933.html,

색일자 년 월 일: 2015 3 27 .)

년2000 년2013 증가율 전국순위/ ( )

중부 평균 36.85 62.35 4.13

1 후베이 40.35 63.98 3.61 (23)

2 안후이 36.13 63.62 4.45 (7)

3 후난 37.89 62.42 3.91 (17)

4 장시 35.8 62.07 4.32 (9)

5 산서 34.31 61.54 4.6 (5)

6 허난 35.85 60.91 4.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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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중부지역 개 성들의 발전 및 민생지수는2013 6
모두 에서 사이로 측정되어 서부 중부 동북 동부 연해지역 가운데60 64 , , ,
가장 적은 내부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86) 지수의 증가율에 있어서는 이보
다 큰 편차를 보이는데 산서 안후이 장시가 빠르게 상승한 반면 허난과, , ,
후난 후베이의 발전 및 민생지수는 비교적 느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년에 중부지역에서 높은 발전 및 민생지수를 기록한 후베이와2000
후난의 지수는 느리게 증가하고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던 산서와 장시의,
지수는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부지역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발전 및 민생지수의 수렴이 일어나게 되었다.

표 동북지역의 발전 및 민생지수< 4>Ⅲ–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발전 및 민생지수: ‘ ( Development and Life發展與民生指數※
검Index; DLI)’ (www.stats.gov.cn/tjsj/zxfb/201412/t20141231_661933.html,

색일자 년 월 일: 2015 3 27 .)

년을 기준으로 한 동북부지역의 발전 및 민생지수 평균2013 (63.53)
은 중부 와 서부 지역 평균과 비교할 때 가장 높지만 증가율(62.35) (60.08) ,
은 이들 가운데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랴오닝과 지린 헤이룽장의. ,

86) 년 동부지역에서 가장 높은 발전 및 민생지수를 기록한 지역은 베이징으로2013
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낮은 허베이의 지수는 이다90.57% 61.08% .

년2000 년2013 증가율

동북부 평균 40.32 63.53 3.56

1 랴오닝 42.42 67.07 3.59 (24)

2 지린 40.18 61.54 3.33 (27)

3 헤이룽장 38.11 60.89 3.6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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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지수 증가율이 중반 대에 머물며 모두 중국 전체에서 증가율13 3% ,
위 밖에 놓이게 되었다 앞선 경제지표의 비교에서 지린성이 유일하게20 .

성장세를 보였지만 사회발전 민생 환경을 포괄하는 이 지표에서는 오히, , ,
려 동북지역의 세 성들 가운데 가장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소결3.

연해지역 전체와 내륙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분명 정,
책실시 이후 내륙의 성장세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내륙을 구성하는 여러,
성들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양하고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서부 중부 동북지역에 속해 각각 유사한 지리 지형 경제조건을 공유하, , , ,
면서 동일한 중앙정책의 대상이 된 성들임에도 정책시행 기간 동안 경제,
적 성과와 사회발전의 정도에는 차이가 발견됐다.

서부에서 네이멍구 섬서 구이저우는 경제규모는 다르지만 비, , GDP
중과 성장률 일인당 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윈난, GDP . , ,
신장 간쑤 티벳과 같은 곳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상대적인 하락을 면하지, ,
못했다 중부의 성들은 비교적 균일하게 완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일.
인당 성장 패턴에 있어 시기상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동부는 내륙지GDP .
역 가운데 성장세가 가장 부진한 곳으로 진흥동북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랴오닝과 헤이룽장의 뚜렷한 하락이 발견된다 하지만 지린은 상대적으로.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발전 및 민생지수의 증가율 순위는 앞서 살펴본 경제성장 지표들의
순위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기준을 통해 측.
정된 이 지표 또한 충분한 함의를 가진다 특히 내륙개발정책이 어느 정. ,
도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이후에는 사회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내륙지역,
주민 삶의 질적인 개선이 점점 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에서 확인한 내륙지역 각 성들의 편차는 년 이후 실시된2000Ⅲ
중앙정부의 프로젝트와 이에 따른 특혜와 지원이 동일하게 성과로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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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중앙의 지원이 일시적인 도움.
을 넘어서 실제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효과로 이어지는가 하면 다른 성에,
서는 중앙 지원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모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
내륙개발정책이 일시적인 성장을 넘어 지역 스스로의 경제적 잠재력을 높
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분배 이외에,
그 분배된 자원을 이용하는 지역의 역량과 전략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어.
지는 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실효성 있는 지역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차원의 매개변수들을 탐색하고 검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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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적응잠재력과 내륙개발정책의 효과.Ⅳ

중국 중앙정부의 내륙개발 정책은 내륙지역이 낙후된 경제상황을 빠
르게 극복하고 성장의 동력을 마련함으로써 연해지역과의 벌어진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일반적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재정지원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자원 산업구조 지정학적인 환경. , ,
등에서 출발점이 유사한 지역들 사이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서부대개발의 대상이 된 개 성들 가운데 구이저우와12
윈난 중부굴기와 진흥동북 프로젝트의 대상이 된 개성들 가운데 지린과, 9
헤이룽장을 비교하며 정책의 상이한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본다.
비슷한 지리적 경제적 여건을 공유하고 유사한 내용과 정도의 중앙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이저우와 지린은 각각 윈난 헤이룽장보다 높은, ,
정책 성과를 보였다.

서부지역과 중부 동북지역을 구분하여 성공과 실패사례를 고른 것·
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내륙지역 안에서도 서부와 중부 동북 지역이 다, ,
른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부지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온 빈곤지역이라면 중부지역과 동북지역은 자급자족 중심의 계,
획경제 시기에는 상당한 지원을 받으며 발전하다가 개혁개방 이후 동부연
해지역에 밀려 중앙의 관심에서 멀어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지역들에 실시된 프로젝트의 내용과 목표도 차이를 보인다 서부대개발.
의 주요목표는 빈곤완화인 반면 중부굴기와 동북진흥의 정책 초점은 산업,
구조 개혁과 낙후시설개선에 맞춰져 있다.87)

본 논문에서는 지역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개발정책과 개혁조치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이행하고 자발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해당지역
에서 개발정책의 궁극적인 성과를 좌우한다고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

87) Jae Ho Chung, Hongyi Lai, and Jang-Hwan Joo “Assessing the ‘Revive，
the Northeast’ (Zhenxing Dongbei) Programme: Origins, Policies and
Implementation,”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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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차원의 상이한 노력을 두 가지 가설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이와 같
은 편차를 발생시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서부지역 개발정책의 효과 차이 구이저우와 윈난의 비교1. :

구이저우성과 윈난성은 중국 내에서도 가장 빈곤한 성들로 언급되곤
한다 지리적으로 해안을 접하고 있지 않아 무역에 불리하고 지형적으로도.
열악하다.88) 윈난은 서쪽과 남쪽으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을 접하고 있, ,
지만 구이저우는 국경도 접하고 있지 않다 이 두 지역은 다양한 소수민, .
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를 넘지만 특정민족의 비율이 지30% ,
배적이지 않아 소수민족자치구로 인정받지 못했다.89)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온 두 지역은 년 서부대, , 2000
개발이 시작되면서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다른 서부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많은 중앙의 관심과 실질적인 투자 특혜를 받게 되면서 빠른 경,
제성장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구이저우와 윈난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다음의 표 구이저우와 윈난의 년과 년의 여러 경< 1> 2000 2013Ⅳ–
제 지표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88) 구이저우의 는 산지와 구릉이고 윈난 또한 의 산지와 의 구릉과 고92.5% , 84% 10%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89) 구이저우의 인구는 한족 먀오족 부이족 을 비롯한 여 종류의 소(62%), (12%), (8%) 50
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윈난 또한 한족 의 비율이 다른 성들에 비해 낮으(67%)
며 이족 바이족 좡족 등 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11%), (4%), (3%) 50 .
( , 2000 ,國家統計局 年第五次人口普查數據『 』

http://www.stats.gov.cn/tjsj/ndsj/renkoupucha/2000pucha/html/t0106.htm,
검색일자 년 월 일: 2015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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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이저우와 윈난의 년 년 경제지표 비교< 1> 2000 - 2013Ⅳ–

주 전국을 단위로 한 연평균 발전 및 민생지수 증가율은 발표되지 않아 서부지역의:※
평균증가율로 대신하였다.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지역별 총액과 산업별: GDP GDP,※
공업부가가치 검색일자(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

년 월 일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2015 3 27 .) .
발전 및 민생지수 (www.stats.gov.cn/tjsj/zxfb/201412/t20141231_661933.html,
검색일자 년 월 일: 2015 4 12 .)

구이저우의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년대에 걸쳐 꾸준히 성2000
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국에서 이 기간 동안 번째로 빠른 성장. 6
속도이다 반면에 윈난의 경우에는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가 서.
부 내륙 가운데서도 큰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로 중국, 14.60%
평균 성장률인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장률 순위15.39% .
를 보면 전국에서 위 서부지역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구이저우의25 , .
차 산업 비중은 년 동안 가까이 감소하여 산업구조의 면에서도1 13 14%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전국에서 번째로 높은 공업부가가치 증가율을12
보이고 있다 반면 윈난은 차 산업 비중이 줄어든 정도와 공업부가가치. 1
증가율에 있어서 부진하고 있다.

구이저우와 윈난의 위와 같은 편차에 대해 중앙의 지원이 선별적으
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90) 앞에서도 언급했듯

연평균
GDP

성장률
(%)

연평균
일인당GDP
성장률(%)

년2013
차1

산업비중(
%)

차산업1
비중

변화량(
%p)

공업부가
가치(工業

)增加值
증가율(%)

연평균
발전및민생

지수
증가율

평균 15.39 13.98 8.72 -6.30 593 4.43*

구이
저우

17.18
위(6 )

17.78
위(3 )

12.35 -13.99
717

위(12 )
5.26

윈난
14.60

위(25 )
13.70

위(22 )
15.73 -5.74

435
위(28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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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틀에서는 내륙에 속한 모든 성들이 중앙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재정지원과 국가급 개발구 지정 인프라 건설 등 세부적인 항목, ,
별로 살펴보면 내륙지역 내에서도 중앙지원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의 특혜정책이 연해지역에 집중된 시기 동안에 연해지역의 성, ( )省
들에 대한 지원이 정도와 시기상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91)

특히 발전기반과 재정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내륙의 경우에는 중앙의
지원이 경제성장 여부를 가름하는 절대적인 요소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
나 초기 중앙지원의 필요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성장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적은 지원이 실패를
예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표 구이저우와 윈난에 지정된 국가급개발구 수< 2>Ⅳ–

출처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 ); (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國土資源部※
건설부 중국개발구심의결정공고목록( ), ( ) ,建設部 中國開發區審核公告目錄『 』

2006 (年版（ ） http://www.sdpc.gov.cn/zcfb/zcfbgg/200704/t20070406_126961.
html 검색일자 년 월 일, 2015 3 30 )

90) Dorothy Solinger, "Despite decentralization: disadvantages, dependence
에and ongoing central power in the inland-the case of Wuhan,"pp. 33-34

서 유사한 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
91) 중앙의 선별적 특혜에 대해서 Jae Ho Chung, “Preferential policies, municipal

leadership, and development strateg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Qingdao and Dalian,” in Jae Ho Chung (eds.), Cities in China: Recipe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form era, (London: Routledge, 1999), pp.
110-115.

국가급개발구 수 누계( )

년대90 년대2000

구이저우 1 3

윈난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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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연해지역의 성들에는 이미 년부터 국가급개발구가 활발히1984
생겨났지만 구이저우와 윈난은 년에 처음 국가급개발구를 지정받았, 1992
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의 대표적 특혜정책인 국가급개발구 지. ,
정 수와 시기에 있어서 구이저우보다 윈난이 유리했다 년대에 구이저. 90
우에서는 년에 구이양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1992 (貴陽國家高新技術產業

가 유일하게 국가급개발구로 지정된 반면 윈난에는 같은 해 쿤밍) ,開發區
첨단기술개발구 완딩변경경제합작구( ), (昆明高新技術產業開發區 畹町邊境經

허커우변경경제합작구 루이리변경경제합), ( ),濟合作區 河口邊境經濟合作區
작구 등 개의 국가급개발구가 지정되었고 년대( ) 4 2000瑞麗邊境經濟合作區
에 새로 지정된 국가급개발구 수도 구이저우가 개 윈난이 개로 윈난이2 , 3
더 많았다.92)

그림 구이저우와 윈난에 대한 국가예산 내 고정자산투자액< 1>Ⅳ–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검: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색일자 년 월 일 전사회고정자산투자 중 국가예산 내 자금: 2015 3 27 .) ‘ (全社会资产资国预内

항목을 바탕으로 계산’ .资

92) 구이저우에는 년에 구이양경제기술개발구 년에 쭌2000 ( ), 2010貴陽經濟技術開發區
이경제기술개발구 가 지정되었고 윈난에는 년에 쿤밍경제( ) , 2000遵義經濟技術開發區
기술개발구 년에 쿤밍수출가공구( ), 2005 ( ), 2010昆明經濟技術開發區 昆明出口加工區
년에 취징경제기술개발구 가 지정되었다( ) . (曲靖經濟技術開發區 中國開發區審核公『

2 0 0 6 ,告 目 錄 年 版》 （ ）
http://www.sdpc.gov.cn/zcfb/zcfbgg/200704/t20070406_1269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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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에 의한 고정자산투자에서도 오히려 윈난이 구이저우보다
매년 더 많은 중앙의 지원을 받아 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구이저우의 성. ,
장과 윈난의 상대적인 정체와 부진은 중앙의 선별적 특혜에 의한 것이라
고 단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다른 변,
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지역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개발정책과 개혁조치
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이행하고 자발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해당
지역에서 개발정책의 궁극적인 성과를 좌우한다고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지역차원의 적응잠재력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가설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편차를 발생시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새로운 자원의 개발 혁신 자원 공급자에서 자립적 주체로1) , :

중국의 지하자원은 대부분 서부 내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중.
앙정부는 내륙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부의 전기를 동부 연해지역으
로 보낸다는 서전동송 서부의 천연가스를 동부로 옮긴다는‘ ( )’,西電東送
서기동수 프로젝트를 가장 중요한 중앙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 )’ .西氣東輸

서전동송에 따라 네이멍구 간쑤 산서 섬서 의 전기는 베이, , ( ) ( )山西 陝西，
징 텐진 허베이로 쓰촨의 전기는 상하이 저장 장쑤로 또 구이저우 윈, , , , , , ,
난 광시의 전기는 광둥으로 보내진다, .93)

구이저우와 윈난은 경제적으로 저발전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소외되
어 있으면서 자원이 풍부하다는 특징을 공유하며 서전동송 프로젝트에 따,
라 광둥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에너.
지와 전력의 공급처가 되는 중요한 곳이기에 지역개발정책 초기에 바로
이 분야에 중앙정부의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차 자원이 풍부하면서 시장적인 기반은 갖추어1
져 있지 않은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 또한 가진다 이러한.

93) “ : ,” (2002),西電東送 締造東西部共贏 大地 第九期『 』，
http://www.people.com.cn/GB/paper81/6563/643458.html 검색일자 년, : 2015
월 일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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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가진 지역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이.
지역들은 자원에서의 우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체질의
변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 대한 자,
원 공급처에 머물게 될 위험도 가지고 있다 후자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 ,
원에 대한 의존을 지속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기존 연구들을 통.
해 지적되었듯 서부지역이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졌다는 사실은 축복이 아,
니라 저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94)

아래의 표는 중국 남부 개 지역의 전체 석탄 생산량을 으로5 100%
두고 그 가운데 각 성이 차지하는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표시한 것
이다.

표 중국 남부지역의 석탄생산 분담< 3>Ⅳ–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검색일자: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
년 월 일2015 3 27 .)

년에는 남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가 구이저우에서1990 47.4%
생산된 것이었으나 년에는 윈난에서 생산되는 석탄이 남부지역 전체2010
의 를 넘어가고 있다 이 결과 석탄에 있어 남부지역 최대의 생산자가55% .
구이저우에서 윈난으로 변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이저우 생산량의

94) Dwight Perkins, “Designing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China,”
in Ding Lu, and William Neilson (eds.), China’s West Region Development,
pp. 18-19 Tim Oakes, "Building a southern dynamo: Guizhou and state
power,"pp. 85-87.

년1990 (%) 년2010 (%)
광둥 11.5 6.7
광시 12.8 13.5

하이난 - -
구이저우 47.4 24.5

윈난 28.2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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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를 넘기면서 이 지역 석탄 생산이 윈난으로 집중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현상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상의 비교우위와도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 윈난이 상대적으로 많은 석탄 매장량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석탄 생산에 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년 기준으로 구. 2003
이저우의 석탄 매장량은 억 톤 윈난의 석탄 매장량은 억 톤이었지149 , 157
만 년에 이미 각각 억 톤 억 톤으로 구이저우의 매장량이 오, 2005 148 , 74
히려 많아졌다 이후 윈난은 광산탐사를 통해 매장지역을 더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년에는 억 톤 밖에 남지 않았다2012 59 .

석탄 생산뿐 아니라 에너지 공업 전체에 대해서도 윈난과 구이저우
의 투자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윈난의 경우 에너지 공업 특히 국유부문. ,
의 에너지공업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구이저우도 윈난과 함께 에너.
지 생산을 높이고 동부지역에 이를 전달하는 일종의 전력기지역할을 중앙
으로부터 부여 받았으나 서부 평균 증가량에 미치지 못한다.

표 구이저우와 윈난의 국유부문 에너지 공업 고정자산투자< -4>Ⅳ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검색일자: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
년 월 일2015 3 27 .)

년 서부지역의 에너지 공업 고정자산 투자는 억 위안이었1995 43.55
고 구이저우와 윈난은 이보다 한참 적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이.
저우보다 윈난의 국유부문 에너지 공업 고정자산투자액이 더 적었다 이.

년 억 위안1995 ( ) 년 억위안2012 ( ) 증가량 배( )

서부평균 43.55 400.38 9.2

구이저우 26.83 229.55 8.5

윈난 22.63 453.18 서부최고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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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아직 서전동송이 본격화하지 않아 구이저우와 윈난에서의 에너지
투자가 적었던 것이다.

하지만 년의 값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서부지역의 국유부2012 .
문 에너지공업 고정자산투자가 배 가량 늘어난 가운데 특히 윈난의 고9.2 ,
정자산투자액이 약 배 늘어났다 구이저우와 윈난의 투자액이 역전되고20 .
도 그 간격이 한참 멀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윈난의 국유부문 에너지 공업.
고정자산투자 증가 속도는 서부에서 가장 빨랐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기존 산업이자 중앙정부에 의해 서부지역에 기
대되는 역할인 지하자원 에너지 산업 발전에 있어 윈난이 구이저우보다,
더 주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부의 성들이 경제성장을 이.
루고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에너지공급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서 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지역.
고유의 시장을 형성할 여지가 없이 자원공급처로서의 종속적인 위치에 속
하게 된다면 자체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기회가 없어지고 인프라 건설의
효과는 외부로 증발되어 버린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은 양날의 칼이다 지방정부의 자.
립적 발전을 저해하고 의존성을 키우기도 한다 성 정부는 기존 산업을 계.
속 발전시키면서 중앙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에 관련한 프로젝트를 따오
려고 노력하지만 여기에만 관심과 자원을 쏟아 부을 경우에는 중앙의 손
과 통제에서 벗어나기 점점 어려워진다 내륙지역의 성들이 모두 중앙의.
지원을 통해 일시적인 경제 반등 혹은 빈곤완화의 효과를 얻게 되지만, ,
이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서부지역에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 자체적
인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지방정부마다 고유의 자원을 개발.
하고 혁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장을 위한 성의 자립적인 노력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성의 잠재력을 상승시키려는 노력을 알아보,
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교육과 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사하였다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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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이저우와 윈난의 정부지출 대비< 5>Ⅳ–
교육 지출 비중 년R&D, (2007 )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검색일자: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
년 월 일 지방재정지출 항목2015 3 27 .)

제한된 재정범위 내에서 구이저우는 많은 부분을 와 교육에 투R&D
자하였다 총 정부지출 가운데 가 넘는 부분을 이 항목에 투자하였고. 22%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반면 윈난은 기존에 발달했던 대.
규모 사업에 열중하고 새로운 자원의 개발과 탐색에는 적은 관심을 보였다.

구이저우의 선택은 기존에 중국 지방정부 지도자들에 대한 인식을
반박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정책결정자들은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올.
리고 다른 성과 경쟁함으로써 승진을 도모한다는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지.
방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중앙이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와 교육에 투자를 하려는 선택이 서부지역의 성장R&D
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성이 중앙이 요구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이익과 목표를 극대화하여 실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앙프로
젝트에 대한 고정자산투자95)와 지방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
한 고정자산투자96)의 비율을 비교해보았다.

95) 중앙프로젝트에서 중앙 은 중공중앙 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 국무원 각 부 위원‘ ’ , , ,
회 곡 총공사 및 직속기구가 직접 이끄는 건설 프로젝트 기업 사업 행정단위를, , , , ,
지칭한다 이 고정자산투자 계획은 국무원 각부문에 직접 편제되고 명령이 하달되.
거나 하급기관에 위탁되어 실시된다 여기에는 중앙이 수직관리하는 부문 예컨대. ( ,
국가통계국 각급조사팀 과 중앙직속기업 사업단위 예를 들어) , ( , ,工商銀行 中國電

등이 포함된다 중국국가통계국 지표해석, ) . ( )信 中國石油

총 정부지출 억위(
안)

교육 지출R&D, 비중(%) 순위

구이저우 795.4 176.27 22.2 3

윈난 1135.2 203.64 17.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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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앙프로젝트에 대한 고정자산투자와 지방이 직접 추진하는< -6>Ⅳ
프로젝트에 대한 고정자산투자의 비율 서부지역( )

주 년에는 충칭이 쓰촨으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충칭에 대한 통계값은: 1995※
쓰촨에 포함된다.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검색일: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자 년 월 일 종속관계에 따른 고정자산투자: 2015 3 27 .) ( )按隸屬關係分固定資產投資
항목 농촌 불포함( )

중앙 프로젝트는 국가가 기획하거나 허락한 프로젝트로서 일부분 중
앙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 지역차원의 프로젝트는 국가의 승인과,
는 별개로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다른 성의 정부 민간 기업으로부터 투자,
를 유치하는 프로젝트이다 중앙프로젝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
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계획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반.
면 지역차원의 프로젝트가 많은 것은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개발할 항목
을 고안하고 자신의 역량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96) 지방프로젝트에서 지방 은 성급 이하 즉‘ ’ , ( ) (省 自治區 直轄市 地 區 市 州、 、 、 、 、
의 급에 걸친 지방정부가 직접 지도하고 관리하는 건설 프로) ( ) 3盟 縣 區 市 旗、 、 、

젝트 기업 사업 행정단위를 지칭한다 중국국가통계국 지표해석, , , . ( )

년 억위안1995 ( ) 년 억위안2012 ( )
중앙

프로젝트
지방

프로젝트
지방 중앙/

비율
중앙

프로젝트
지방

프로젝트
지방 중앙/

비율
네이멍구 61.78 60.01 1.0 712.7 11037.07 15.5

광시 43.58 113.52 2.6 327.6 9017.58 27.5
충칭

134.8 215.32 1.6
428.54 8181.83 19.1

쓰촨 936.3 15594.01 16.7
구이저우 22.94 42.79 1.9 338.56 5166.39 15.3

윈난 28.18 119.61 4.2 754.16 6799.36 9.0
티벳 1.8 29.38 16.3 263.55 406.96 1.5
신장 117.9 64.3 0.5 1421.94 4436.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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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 의하면 윈난은 많은 양의 중앙프로젝트에 의한 투자< -6> ,Ⅳ
를 받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추진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액수는 가장 적
게 증가하였다 중앙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지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
비율을 보면 티벳 신장 닝샤에 이어 중서부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
다 년에 쓰촨 다음으로 많은 지방차원의 프로젝트 투자를 달성한 반. 1995
면 년에는 충칭 광시 내몽고에게 따라 잡히고 과거 반에도 이르지, 2012 , ,
못했던 구이저우도 근접해오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프로젝트 비중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지방 프로젝트는 지방의 이익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 지방 프로, .
젝트는 중앙프로젝트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지역의 특수조건을 고
려하여 설계된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프로젝트에 비교해 중앙 프로젝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중앙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역의.
경제발전이 중앙정부의 프로젝트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중앙의 지원은 지,
방정부의 자립적 발전을 저해하고 의존성을 키우기도 한다 지방 정부는.
중앙의 프로젝트를 따오려고 노력하지만 여기에만 관심과 자원을 쏟아 부
을 경우에는 중앙의 손과 통제에서 벗어나기 점점 어려워진다 결국 성장.
을 하더라도 중앙의 일시적인 투자에 힘입은 성장인 것이다 또한 경제정.
책 이외의 분야에서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한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은 양날의 칼 인 셈이다‘ ’ .

지금껏 중국의 내륙개발정책을 조명한 연구들과 언론보도들 심지어,
는 중국 지도부의 성과보고에서조차 중앙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에 유독 집
중적인 관심을 쏟아온 것을 고려할 때 표 의 결과는 더욱 흥미롭, < -6>Ⅳ
다 지방정부의 필요와 전략에 의해 기획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중.
앙정부의 결정과 지원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은 내륙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교육과 지방 프로젝트에 대한 비중에 나타나듯 구이저우는R&D, ,
중앙에 의해 요구되는 역할을 단기적으로 충족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
는 장기적이고 성의 요구에 부합하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윈난과 달리 구이저우가 서부대개발 프로젝트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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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요컨대 구이저우와 윈난을 사례를 비교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 ,

이 새로운 발전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중
앙에의 의존도를 줄일수록 내륙개발정책의 효과가 증대된다는 첫 번째 가
설은 서부지역에서 상당한 타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윈난이 석탄생.
산을 비롯한 에너지 공업 분야의 투자를 높인 반면 구이저우는 와, R&D
교육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 성급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액을
유치함으로써 성 내부의 적응 잠재력을 끌어올림으로써 윈난에 비해 훨씬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는 오랫동안 자체적인 경제 인프라와 산업기반 없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빈곤완화기금에 의지해 온 서부지역의 경우 내륙개발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원개발에 천착하기보다는 교육 등 장R&D,
기적 항목에 투자함으로써 성의 자립적 경제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중앙 프로젝트를 더 많이 유치하는 것이 서부성장.
의 핵심이라는 기존의 인식과 실제로 성들이 이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현
상과 반대로 성급프로젝트 실행에 비중을 두고 있는 구이저우가 그렇지,
못한 윈난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기업의 투자환경 개선2)

표 은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중국지방보호정도< 7> “Ⅳ–
연구 라는 보고서에서 발표된 자료로 중국 내 기( )”中國地方保護程度研究
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행정규제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성을 1
위 위로 매기고 각 성이 지적된 빈도수를 계산해 지표화 한 것이다- 5 .
이 지표들은 각 지방정부가 행정규제를 통해 보이지 않는 지역 장벽을 쌓
고 있는 정도와 이로 인한 외부 기업의 투자 용이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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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부의 지역별 행정규제 정도< -7>Ⅳ

※ 출처: ; , “ ,”陳波 劉云中 中國地方保護程度研究 中國國務院發展研究中心調查研究報『

한내희 김창도 중국의 지방보호주의 현황과 전망, 46 (2003) ( , , “ ,” POSRI China告 第 號』 『
제 호 에서 재인용Weekly , 21 (2004) )』

윈난의 행정규제 정도보다 구이저우의 행정규제 정도가 더 높은 것
을 측정되어 가설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이저우는 서부에서.
세 번째 전국에서는 번째로 행정규제가 까다롭고 윈난의 순위는 이보, 19 ,
다 낮아 각각 위와 위를 기록하고 있다7 25 .

행정규제정도 전체 순위

쓰촨 5.7 10

섬서 5.3 13

구이저우 3.9 19

신장 3.9 20

간쑤 3.3 22

광시 3.2 23

윈난 3.1 25

충칭 3 26

네이멍구 2.8 27

닝샤 2.1 28

칭하이 1.9 29

티벳 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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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부지역 내에서의 차이는 사실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
당할 것이다 허난 상하이 베이징 과 비교할 때 서부의. (14.2), (12.2), (12.1)
행정규제는 적은 편이다 기업들 가운데 구이저우와 윈난을 위로 꼽은. 1
빈도수는 로 동일했으며 굉장히 적었다0.7% .

따라서 서부에서 중복건설을 막고 지방보호주의를 줄여야 한다는 중
앙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에 의하면 서부에서 행정적 규제에 의한
지방보호주의는 기업 활동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 셈이 된다 그렇.
다면 서부의 투자환경은 얼마나 덜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냐의 문제가 아닌
얼마나 더 적극적이냐에 따라 결정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성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환경개선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급 개발구가 지정된 수를
나타낸 표이다.

표 구이저우와 윈난의 성급개발구 수 누적< 8> ( )Ⅳ–

출처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건설부: ( ); ( );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國土資源部 建※

중국개발구심의결정공고목록), ( ) ,設部 中國開發區審核公告目錄『 』 2006年版（ ）

(http://www.sdpc.gov.cn/zcfb/zcfbgg/200704/t20070406_126961.html 검색일자,
년 월 일 목록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2015 3 30 .) .

표의 내용은 구이저우보다 윈난이 더 많은 성급 개발구를 지정한 것
으로 나타난다 내륙개발이 시작되기 전 구이저우는 개 윈난은 개의. , 9 , 12
성급 개발구를 가지고 있었고 정책이 시작된 이후 년까지 구이저우가2006

년 년1992 -1995 년-2000 년-2006

구이저우 7 9 13

윈난 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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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정한 개발구는 개 윈난은 개로 나타난다 자료의 한계로4 , 3 . 2006
년 이후 새로 늘어난 성급 개발구를 조사하지 못했지만 년까지의 결2006
과로 봤을 때 윈난과 구이저우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가설과 반, ,
대로 윈난의 성급개발구 지정을 통한 투자유치 노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두 지역이 해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투자 총
액은 어떻게 다를까?

표 년과 년 구이저우와 윈난에 이루어진 해외투자기업< 9> 2000 2013 ,Ⅳ–
의 투자총액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검색일: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자 년 월 일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2015 3 27 .) .

표에서 해외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을 비교해보면 년에는 윈난의2000
에도 미치지 못했던 구이저우로의 해외투자가 년에는 수준까1/3 2013 1/2

지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증가속도에 있어서 구이저우는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에서는 번째 전체 개성 가운데서는 번3 , 31 6
째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윈난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 ,
있어 내륙지역 가운데 해외투자 유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
에도 불구하고 구이저우보다 해외투자가 느리게 증가하였다.

종합해볼 때 해외기업의 투자환경개선과 내륙개발정책의 경제적 성,

해외투자기업의 투자총액 백만 달러( )

년2000 년2013 증가율 서부순위 전체순위/

구이저우 1493 11856 17.3 3위 위/6

윈난 4819 24097 13.2 7위 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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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상관성을 밝히는 두 번째 가설에 대해 서부지역에서는 상관성이 입
증되지 않았다 서부지역의 경우 아직 해외투자에 의존할만한 기반이 마. ,
련되지 않았고 동부 중부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가, ,
성장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은 이유일 수 있다 하지만 서부의 개혁과.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환경 개선에,
의한 서부의 안정적 지속적 발전은 중요성을 더해 갈 향후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중부 동북지역 개발정책의 효과 차이 지린과 헤이룽2. , :
장의 비교

지린과 헤이룽장은 모두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지린 국경의 대,
부분은 북한과 맞닿아 있으며 동쪽 국경의 일부는 러시아와도 접해있다.
헤이룽장 또한 북쪽과 동쪽 국경이 러시아와 닿아있다 또한 지린과 헤이.
룽장은 모두 인구의 이상이 한족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지린의 한족90% .
비율은 헤이룽장의 한족 비율은 이다91%, 95% .97)

중부와 동북지역의 개 성 가운데에서 중부지역 개 성들은 대체로9 6
큰 편차 없이 완만한 성장을 보인 반면 동북지역의 지린과 헤이룽장은 확,
연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지난 년간 일인당 의 역전을 겪었을 뿐. 10 GDP
아니라 다른 여러 경제지표에서도 판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

97) , 2000 ,國家統計局 年第五次人口普查數據『 』
(http://www.stats.gov.cn/tjsj/ndsj/renkoupucha/2000pucha/html/t010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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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린과 헤이룽장의 년 년 경제지표 비교< 10> 2000 - 2013Ⅳ–

주 전국을 단위로 한 연평균 발전 및 민생지수 증가율은 발표되지 않아 동북지역의 평:※
균증가율로 대신하였다.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검색일: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자 년 월 일 지역별 총액과 산업별 공업부가가치 자료를 바탕: 2015 3 27 .) GDP GDP,
으로 계산 발전 및 민생지수.

검색일자 년(www.stats.gov.cn/tjsj/zxfb/201412/t20141231_661933.html, : 2015
월 일4 12 .)

앞장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동북지역의 성장률은 서부나 중부지역에
비해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동북 지역의 모든 성이 그런 것은 아니,
다 사실 헤이룽장에 대한 중앙정책의 성과가 좋지 않은 반면 지린은 나. ,
름대로 선전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발. ,
전 및 민생지수를 예외로 한 다른 지표들에서 모두 지린이 헤이룽장을 앞
선다.

년에서 년 사이 지린의 연평균 성장률과 일인당2000 2013 GDP
성장률은 각각 전국 위 위 수준으로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다GDP 16 , 13 .

동부 연해지역을 포함하는 전국 수준에서 지린의 차 산업비중은 여전히1
높은 편이지만 년과 비교했을 때 이상 감소하였으며 특히 공업부2000 9% ,

연평균
GDP

성장률
(%)

연평균
일인당
GDP

성장률(%)

년2013
차산업1

비중(%)

차산업1
비중

변화량
(%p)

공업부가가
치(工業增

증가)加值
율(%)

연평균 발전
및 민생지수

증가율

평균 15.39 13.98 8.72 -6.30 593 동북3.56*

지린
15.74

위(16 )
15.42

위(13 )
11.24 -9.19

824
위(8 )

3.33

헤이
룽장

12.43
위(30 )

12.35
위(29 )

17.12 +4.96
225

위(31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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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 증가율에 있어서 전국 위의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반면 헤이8 .
룽장은 이 지표들에서 전국 개 성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31 .
특히 차 산업 비중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공업부가1 ,
가치 증가율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린의 성공과 헤이룽장의 부진이 중앙정부의 지린에 대
해 차별적인 혜택과 지원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래.
는 국무원이 지린과 헤이룽장에 지정된 국가급개발구 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지린과 헤이룽장에 지정된 국가급개발구 수< 11>Ⅳ–

출처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 ); (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國土資源部※
건설부 중국개발구심의결정공고목록( ), ( ) ,建設部 中國開發區審核公告目錄『 』

2006 (年版（ ） http://www.sdpc.gov.cn/zcfb/zcfbgg/200704/t20070406_126961.html,
검색일자 년 월 일 과 중국개발구망2015 3 30 .) ( ,中國開發區網
http://www.cadz.org.cn/kaifa/economy.php 검색일자 년 월 일 목록을, 2015 3 15 .)
바탕으로 직접 계산.

헤이룽장은 년대에 이미 개의 국가급 개발구를 지정 받았으며90 6
이는 내륙개발정책의 대상 성들 가운데 랴오닝 개 다음으로 많은 수이(8 )
다 년대에는 지린에 개 헤이룽장에 개의 새로운 국가급개발구가. 2000 5 , 2
지정되어 일견 이것이 지린의 상대적인 성공 요인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
만 년에 지린에 지정된 하나의 국가급개발구 수출가공구 를 제외한, 2000 ( )

국가급개발구 수 누계( )

년대90 년대2000

지린 4 9

헤이룽장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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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발구는 모두 년에 지정된 것이어서 이것으로 지린의 성장과2010
헤이룽장의 부진을 설명해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림 지린과 헤이룽장에 대한 국가예산 내 고정자산투자액< -2>Ⅳ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검색: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일자 년 월 일 전사회고정자산투자 중 국가예산 내 자금: 2015 3 27 .) ‘ (全社會固定資產

항목을 바탕으로 계산)’ .投資中國家預算內資金

국가 예산에 의한 고정자산투자에서도 오히려 헤이룽장이 지린보다
거의매년 더 많은 중앙의 지원을 받아 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린의 성. ,
장과 헤이룽장의 하락은 중앙의 선별적 특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유사한 조건과 환경을 가진 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중앙의 정책,
이 서로 다른 성과로 귀결되게 하는 다른 매개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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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원의 개발 혁신 중공업 의존도 감소시키기1) , :

지린과 헤이룽장이 속한 동북지역은 서부지역과는 달리 계획경제시
절부터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받아온 곳이다 주은래총리는 제 회 전. 1
국인민대표대회 제 차 회의 정부공작보고 에서 계획 년1 “‘1.5 (1953-1957 )’『 』
은 국가의 주요 역량을 중공업 제련공업 연료공업 기계제조공업 화학공, , , ,
업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시켜야 한다 고 이야기 했으며 당중앙은 러시아” ,
와 근접해 있고 석유 석탄 철 삼림 자원이 풍부해서 중국에서 비교적, , ,
이른 시기에 일정한 공업기반을 이룬 동북지역의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
에 중국의 가장 중요한 중공업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98) 그 결과 동북지
역은 중국의 맏아들 중국 산업의 요람“ ( )”, “ (共和國的長子 中國工業的搖

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중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籃 99) 특히 자동
차 중장비 조선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 .100)

하지만 년대 중반 이후 중국 경제 체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1980
경제로 전환되면서 동북지역은 중부지역과 마찬가지로 동부연해지역의 빠
른 발전에 추월당하게 되었고 산업은 낙후되어 의 위치를 잃어버렸“ ”老大
다 중공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동북지역의 산업은 개혁개방 이후.
오히려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101)

년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헤이룽장 및 지린성 전체 공업 부2014
가가치 내 중공업의 비중은 각각 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63.5%, 69.2%
있다 특히 에너지 공업 부가가치 비중이 를 차지하는 헤이룽장의 경. , 60%
우 헤이룽장 전체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의 가 따칭유전, 50% (大慶油

)田 102)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 기업 공업부가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헤이룽

98) ; , " :王桂英 李敏 东西互动促进区域经济协调发展 兼论建国以来区域经济发展战略的　
주은래 발언은," , 1 (2005), p. 62.演变 新疆社科论坛 第 期『 』 『 , (周恩来选集 下卷 人』

참고, 1984), p. 133 .民出版社
99) Jae Ho Chung, Hongyi Lai, and Jang-Hwan Joo “Assessing the ‘Revive，

the Northeast’ (Zhenxing Dongbei) Programme: Origins, Policies and
Implementation ” p. 110.，

100) , " ," , 45 ,崔健 振兴东北经济战略与中日韩投资合作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第 卷 第『 』
1 (2005 1 ), p. 100.期 年 月

101) ; , " :王桂英 李敏 东西互动促进区域经济协调发展 兼论建国以来区域经济发展战略　
," p. 65.的演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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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전체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리커창 총리 역시.
동북 지역 산업 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헤이룽장의 따칭유전,
과 지린의 이치자동차( )一汽汽車 103) 등 기업의 매출 하락이 헤이룽장 및
지린 전체 경제를 좌우하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04)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성의 적응잠재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지린과 헤이룽장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아래는 지린.
과 헤이룽장 성의 정부 총지출 가운데 와 교육 지출의 비중을 비교한R&D
것이다.

표 지린과 헤이룽장의 정부지출 대비 교육 지출 비중< 12> R&D,Ⅳ–
년(2007 )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검색일자: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년 월 일 지방재정지출 항목2015 3 27 .)

지린과 헤이룽장의 정부지출 대비 와 교육지출의 비중은 표R&D <
의 구이저우와 윈난의 동일한 지표에서 관찰된 차이와 비교할 때-5> ,Ⅳ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두 지역의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 R&D,
지출비중이 모두 전국에서 위 밖의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린20 ,
이 헤이룽장이 로 지역개발정책의 성공사례인 지린이 실패17.6%, 18.3%

102) 헤이룽장에 위치한 중국 최대 유전기업.
103) 지린성 소재의 대형 자동차 기업.
104) 북경사무소 이슈분석 년 월 일KIEP , , (2015 4 17 ),『 』

http://csf.kiep.go.kr/www/user/board/skin/issue/boardView.jsp?pbrd_seq_
n=5&brd_seq_n=359590, 검색일자 년 월 일( : 2015 5 12 )

총 정부지출 억위안( ) 교육 지출R&D, 비중(%) 순위

지린 883.8 155.52 17.6 25

헤이룽장 1187.3 217.25 18.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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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인 헤이룽장보다 오히려 재정의 더 적은 부분을 교육에 사용하R&D,
고 있다.

다음으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기대와 이익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극대화하여 실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앙프로젝트에 대한 고정자산투자와 지방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고정자산투자의 비율을 비교해보았다

표 중앙프로젝트에 대한 고정자산투자와 지방이 직접 추진하는< -13>Ⅳ
프로젝트에 대한 고정자산투자의 비율 동북지역( )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검색일자: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년 월 일 종속관계에 따른 고정자산투자 항2015 3 27 .) ( )按隸屬關係分固定資產投資

목 농촌 불포함( )

중앙프로젝트에 대한 고정자산투자와 성이 직접 추진하는 프로젝트
에 대한 고정자산투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년 지린의 지방 프로젝트, 2012
투자액이 중앙프로젝트 투자액의 약 배 헤이룽장의 지방 프로젝트 투14.6 ,
자액은 중앙 프로젝트 투자액의 약 배로 지린의 지방 프로젝트 투자10.6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의 지표를 통해 보았을 때 지. ,
린이 성의 실질적 이익에 부합하는 산업에 더 집중함으로써 헤이룽장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내부의 잠재력을 키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년 억위안1995 ( ) 년 억위안2012 ( )

중앙
프로젝트

지방
프로젝트

지방 중앙/
비율

중앙
프로젝트

지방
프로젝트

지방 중앙/
비율

랴오닝 131.44 193.44 1.5 823.81 20711.56 25.1

지린 51.65 106.51 2.1 594.04 8668.2 14.6

헤이룽장 95.68 103.02 1.1 809.05 8566.4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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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년에 이미 지린의 지방 프로젝트 투자액 비중이 동북1995 3
성 가운데 가장 높다 표 에서 같은 지표에 대한 구이저우와 윈난. < -6>Ⅳ
의 수치가 년과 년 사이 역전 현상을 보인 것과 달리 지린과 헤1995 2012 ,
이룽장의 경우에는 정책이 실시되기 전부터 이미 지린의 지방 프로젝트
투자액 비중이 중앙의 비중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 요소가 지린과 헤이룽
장의 경제 성장 편차에 영향을 준 것이라 해석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성이 새로운 발전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중앙에의 의존도를 줄일수록 내륙개발정책의
효과가 증대된다는 첫 번째 가설이 서부지역에서 타당성을 보인 반면 동,
북지역에서는 반대되거나 부족한 증거만을 보여주었다.

해외기업의 투자환경 개선2)

중부지역과 동북부 지역은 서부지역에 비해 지방보호주의가 심한 편
이다 표 서부의 지역별 행정규제 정도 지표에서 서부 개 성들. < -7> 12Ⅳ
은 위에서 위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아래 표10 30 , < -14>Ⅳ
의 중부와 동북부의 지역별 행정규제 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지린과 헤이룽장은 중부와 동북부 가운데 가장 행정규제정도가 낮은
지역이다 이 둘의 행정규제 정도를 비교해보면 헤이룽장은 점으로 전. 4.4
국 위 지린은 점으로 위를 차지해 지린의 행정규제가 더 적은 것17 , 3.8 21
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린은 중부 동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점 이하의. , 4
점수를 받았으며 전국 순위도 위권 밖을 기록해 지방보호주의 경향이, 20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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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부와 동북부의 지역별 행정규제 정도< -14>Ⅳ

출처: ; , “ ,”陳波 劉云中 中國地方保護程度研究 中國國務院發展研究中心調查研究『
한내희 김창도 중국의 지방보호주의 현황과 전망, 46 (2003), ( , , “ ,”報告 第 號』

제 호 에서 재인용POSRI China Weekly , 21 (2004) )『 』

행정규제를 얼마나 적게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기업들이 얼마나 정
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를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해외기업이 건설과 투자를 더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지방정부차원의 노력 또한
성 마다 다를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헤이룽장과 지린은 국.
가급개발구 이외에 각자 성급 개발구 수를 지정하여 특혜를 제공하고 있
으며 지린이 헤이룽장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급개발구를 지정하였다, .

행정규제정도 전체순위

허난 14.2 1

후베이 8.1 4

후난 6.8 7

산서 5.8 8

안후이 5.6 11

장시 5.1 15

랴오닝 5.0 16

헤이룽장 4.4 17

지린 3.8 21



78

표 지린과 헤이룽장의 성급개발구 수 누적< -15> ( )Ⅳ

출처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 ); (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國土資源部※
건설부 중국개발구심의결정공고목록( ), ( ) ,建設部 中國開發區審核公告目錄『 』

2006 (年版（ ） http://www.sdpc.gov.cn/zcfb/zcfbgg/200704/t20070406_126961.
html 검색일자 년 월 일 목록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 2015 3 30 .) .

년부터 년까지는 헤이룽장이 지린보다 더 많은 성급개발구1991 1995
를 지정하였으나 년까지 지린이 개의 새로운 성급개발구를 지정하는2000 5
동안 헤이룽장은 하나의 성급개발구도 추가하지 않았다 년에서. 2000 2006
년 사이에는 지린이 개 헤이룽장이 개의 새로운 성급개발구를 추가20 , 18
하여 년까지 지린에서 지정한 성급개발구 수가 헤이룽장의 성급개발, 2006
구보다 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6 .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개발구를 통해 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동북지역이 적응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유기업위주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
는 일일 것이다 년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의 국유 및 국유주식공업. 2001 , ,
기업자산 총량은 성의 규모이상 공업기업 전체 자산 총량의 각 78.2%,

를 차지했고 동북지역 발전의 관건은 국유기업 위주의 소86.2%, 87.2% ,
유구조를 개혁하는 일이라 지적되었다.105)

국유기업은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적자로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영기업과 해외기업의 기업운영에 불리한 환경,
을 조성함으로써 간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106) 국가기관은 국유

105) ; , " : ," p. 255.林木西 時家賢 體制創新 振興東北老工業基地的關鍵
106)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의 내용과 한계에 관해서는 허흥호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와, “

과제 전성흥 편 전환기의 중국사회 변화와 지속의 역동성 서울 오름,” , : , ( : ,『 Ⅰ 』
를 참고2004) pp. 147-172 .

년 년1991 -1995 년-2000 년-2006

지린 10 15 35

헤이룽장 1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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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실시하고 또 금융기관은 국유기업에 대한 우선적,
대출과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사영기업과 해외기업에게는 상대적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년 이후 지린과 헤이룽장의 국유공업기업 수 변화를 그래프2000
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지린과 헤이룽장의 국유공업기업 수 변화< -3>Ⅳ 107)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검색일: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자 년 월 일 국유공업기업 항목을 바탕으로 직접: 2015 3 27 .), ( )國有控股工業企業單位數
작성.

107) 중국국가통계국의 지역별 통계에서 공업기업은 크게 국유 주식 공업기업1) ( ) (國有
사영공업기업 해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 2) ( ), 3) , ,控股工業企業 私營工業企業

공업기업 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가운데( ) .外商及港澳台商投資工業企業 국유 주식( )
공업기업 ( 은 기업의 전체 자산 주식 가운데 국유자산의 비중이) ( )國有控股工業企業
다른 어떤 소유자의 자산보다 많은 기업을 가리키며 해당 지역에서 국유경제의 통,
제 정도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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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지린의 국유공업기업 수가 헤이룽장의 국유공업기업 수2000
보다 많았으나 진흥동북 프로젝트가 실행된 이후 국유공업의 개수가 역전
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지린과 헤이룽장의 국유공업기업 대비 사영공업기업 수< -16>Ⅳ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검색일: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자 년 월 일 국유공업기업 수 사영공업기업수2015 3 27 .), ( ),國有控股工業企業單位數

항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 .私營工業企業單位數

사영공업기업 수와 비교해 보면 헤이룽장과 지린의 차이가 더 명확
히 드러난다 년에 지린과 헤이룽장의 국유공업기업과 사영공업기업. 2000
의 수는 비슷한 수준이었고 오히려 지린의 국유공업기업 비중이 더 높았
다 그러나 년의 자료를 보면 지린의 국유공업기업 수가 더 큰 폭으. 2012
로 줄고 사영공업기업도 빠르게 증가하여 국유공업기업보다 사영공업기업
의 수가 배 많게 되었다 반면 헤이룽장은 사영공업기업 수가 국유공7.5 . ,
업기업 수의 배 가량에 머물렀다3.8 .

그렇다면 해외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성의 적응잠재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투자성장 효과로 연결
되었을까 아래의 표 은 년과 년 지린과 헤이룽장에 이? < -17> 2000 2013Ⅳ
루어진 해외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을 나타낸 것이다.

년2000 년2012

국유공업
기업 (A)

사영공업
기업(B)

B/A
국유공업
기업 (A)

사영공업
기업(B)

B/A

지린 1667 212
0.13

위(22 )
357 2689

7.53
위(14 )

헤이룽장 1588 217
0.14

위(21 )
458 1758

3.84
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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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과 년 지린과 헤이룽장에 이루어진 해외투자기업< 17> 2000 2013 ,Ⅳ–
의 투자총액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검색일: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fsnd,※
자 년 월 일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2015 3 27 .) .

지린에 대한 해외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은 헤이룽장보다 빠르게 증가
하였으며 증가율은 로 전국 위를 차지했다 반면 헤이룽장의 증가, 11% 19 .
율은 에 머무른 것을 알 수 있다8% .

종합해볼 때 해외기업의 투자환경개선과 내륙개발정책의 경제적 성,
과의 상관성을 밝히는 두 번째 가설에 대해 서부지역에서는 타당성이 입
증되지 않았지만 동북지역에서는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해외투자가 서부지역보다는 동북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결3.

윈난과 구이저우는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이래 서전동송의 주력군으
로서 광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아이러,
니하다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적극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한.
윈난은 다른 서부지역들보다 그 성장세에 있어 뒤처지게 되었고 구이저우,
는 윈난보다 적은 투자를 했지만 빠르게 성장하였다 물론 구이저우는 여.

해외투자기업의 투자총액 백만 달러( )

년2000 년2013 증가율 증가율 순위

지린 7661 31779 11.6 위19

헤이룽장 8344 22794 8.0 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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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중국 의 최하위에 위치해 있지만 빠른 성장세를 보여 서부지역GDP
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을만하다.

지린과 헤이룽장이 속한 동북지역은 서부나 중부지역에 비해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곳으로 지적되지만 이러한 결과는 사실 랴오닝과 지린의,
꾸준한 발전이 상쇄할 수 없을 정도로 헤이룽장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
다 헤이룽장은 와 일인당 성장률에서 내륙지역 가운데 가장 더. GDP GDP
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률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 GDP
내륙개발정책이 실시되기 전인 년대보다 오히려 퇴보하였다90 .

서부지역의 구이저우와 윈난 동북지역의 지린과 헤이룽장을 사례로,
두 가지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의 내륙개발정책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서부와 동북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서부지역에서는.
첫 번째 가설의 설명변수인 새로운 자원의 개발과 혁신여부가 중앙의 내
륙개발정책 성과의 편차를 더 잘 설명하고 있는 반면 동북지역에서는 투,
자환경개선을 통한 해외투자확보가 더 중요한 성공요인이었다.

윈난이 에너지부문의 투자와 설비 인프라에 주력한 반면 와 교, R&D
육부문의 투자에는 소홀했고 이는 단편적인 수치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윈난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대변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구이저우는 부족한.
재정능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정지출의 가 넘는 액수를 와 교육22% R&D
이라는 장기적 사업에 투자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급 프로젝트와 성급.
프로젝트의 비율은 구이저우가 성의 실질적 이익에 더 근접하는 프로젝트
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부지역에서 첫 번째 가설이 여러.
증거를 통해 상당한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동북지역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못했다.

동북지역에서 내륙개발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준 요소는 두 번째 가
설에서 제시한 해외투자환경의 개선이었다 지린은 행정규제의 완화 성급. ,
개발구 지정을 통해 해외기업에게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을 기울였고 그 결과 헤이룽장보다 많은 해외투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
반면 서부지역에서 해외투자와 경제성장 사이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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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논문 요약1.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경제의 급속성장은 연해와 내륙지역
간 경제 격차를 심화시켰고 이는 중국 국내의 시장통합을 통한 지속성장,
과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이에 중국 공산당.
과 중앙정부는 년에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년2000 ( ) , 2003 , 2004西部大開發
년에 각각 진흥동북 중부굴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였( ), ( )振興東北 中部崛起
고 내륙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으로 강력한, ,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시된 이후 내륙지역과 연해지역의 격차가 좁혀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륙을 구성하는 각 성들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는 다양하고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서부 중부 동북지역에 속해. , ,
각각 유사한 지리 지형 경제조건을 공유하면서 동일한 중앙정책의 대상, ,
이 된 성들임에도 정책시행 기간 동안 경제적 성과와 사회발전의 정도에,
는 차이가 발견됐다.

서부에서 네이멍구 섬서 구이저우는 경제규모는 다르지만 비, , GDP
중과 성장률 일인당 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윈난, GDP . , ,
신장 간쑤 티벳과 같은 곳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상대적인 하락을 면하지, ,
못했다 중부의 성들은 비교적 균일하게 완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일.
인당 성장 패턴에 있어 시기상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동부는 내륙지GDP .
역 가운데 성장세가 가장 부진한 곳으로 진흥동북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랴오닝과 헤이룽장의 뚜렷한 하락이 발견된다 하지만 지린은 상대적으로.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내륙지역 각 성들의 정책성과 편차는 년 이후 실시된 중앙정부2000
의 프로젝트와 이에 따른 특혜 지원과 그에 따른 결과 사이를 매개하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륙개발정책이 일시적.
인 성장을 넘어 지역 스스로의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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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분배 이외에 그 분배된 자원을 이용,
하는 지역의 역량과 전략이 매우 중요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성의.
적응잠재력으로 개념화하였다.

성의 적응잠재력을 자원의 혁신 해외투자환경개선을 변수로 하는,
두 개의 가설로 구체화하고 서부지역의 구이저우와 윈난 동북지역의 지린,
과 헤이룽장을 각각 중앙내륙개발정책의 성공 실패 사례로 선정하였다, .
사례의 비교를 통해 본 논문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적극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한 윈
난은 다른 서부지역들보다 그 성장세에 있어 뒤처지게 되었고 구이저우,　
는 윈난보다 적은 투자를 했지만 빠르게 성장하였다.

지린과 헤이룽장이 속한 동북지역은 서부나 중부지역에 비해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곳으로 지적되지만 이러한 결과는 사실 랴오닝과 지린의,
꾸준한 발전이 상쇄할 수 없을 정도로 헤이룽장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
다 헤이룽장은 와 일인당 성장률에서 내륙지역 가운데 가장 더. GDP GDP
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률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 GDP
내륙개발정책이 실시되기 전인 년대보다 오히려 퇴보하였다90 .

서부지역의 구이저우와 윈난 동북지역의 지린과 헤이룽장을 사례로,
두 가지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의 내륙개발정책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서부와 중부 동북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서부지역에, .
서는 첫 번째 가설의 설명변수인 새로운 자원의 개발과 혁신여부가 중앙
의 내륙개발정책 성과의 편차를 더 잘 설명하고 있는 반면 동북지역에서,
는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해외투자확보가 더 중요한 성공요인이었다.

윈난이 에너지부문의 투자와 설비 인프라에 주력한 반면 와 교, R&D
육부문의 투자에는 소홀했고 이는 단편적인 수치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윈난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대변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구이저우는 부족한.
재정능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정지출의 가 넘는 액수를 와 교육22% R&D
이라는 장기적 사업에 투자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급 프로젝트와 성급.
프로젝트의 비율은 구이저우가 성의 실질적 이익에 더 근접하는 프로젝트
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부지역에서 첫 번째 가설이 여러.
증거를 통해 상당한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동북지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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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주지 못했다.
동북지역에서 내륙개발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준 요소는 두 번째 가

설에서 제시한 해외투자환경의 개선이었다 지린은 행정규제의 완화 성급. ,
개발구 지정을 통해 해외기업에게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을 기울였고 그 결과 헤이룽장보다 많은 해외투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
반면 서부지역에서 해외투자와 경제성장 사이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의의와 한계2.

본 논문은 첫째 중국의 내륙개발정책이 연해지역과의 격차를 줄였,
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 기존의 연구흐름과 차별화하여 정책의 성과,
가 성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하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지역개발정책을 통해 중앙의 유사한 경제적 정책적,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 차원의 노력에 따라 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상쇄하고 소모해버릴 수도 있,
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둘째 기존 중국 내륙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중앙정책의 수혜자 혹, ,
은 수행주체로 여겨져 왔던 지방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 강조하였
다 연해지역 성들의 자율성과 정책결정능력 그리고 그 편차를 다룬 많은. ,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륙지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과소
평가되어왔다 본 논문은 자립적인 능력과 이를 통해 성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적다고 여겨진 내륙지역의 성들 또
한 중앙의 정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강조하였다.

셋째 서부지역과 중부 동북지역에서 각각 사례를 채택하여 비교하, ,
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발견은 서부지역과 중부 동북,
지역에서 정책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원인이 다르다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기본 경제 인프라가 부족하고 중앙에 대해 재정적 정치적으로 오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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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의존해 온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자체의 성장동력이 되는 자원을 개
발함으로써 이러한 의존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였다 반면 계획. ,
경제시기 이미 일정한 정도의 산업발달을 이룬 동북 중부지역의 경우에는,
해외시장에 적응하고 해외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앙정책
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됨을 보여준다.

여러 의미 있는 발견들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한계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가장 주요하게 본 논문은 내륙개발정책 초기 년의 성과를 보. 10
여주고 있다 즉 내륙개발정책의 최종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행. ,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편차를 설명하고 있다 진흥동북과 중부굴기는.

년 서부대개발은 년을 정책의 최종 달성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2025 , 2050
에 본 논문의 결과만을 가지고 각 성의 최종성과를 판단 예측하는 것에, ,
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중부지역 개 성의 경우 정책성과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아 사6 ,
례로 선택하여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연구 능력과 시간의 한계로,
중부지역에 대한 분석은 후행연구에 맡기게 되었다 하지만 서부지역과 동.
북지역과 구분되어 중부지역에서 발견되는 성 간 유사한 성장패턴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사례에 대한 더 심층적인 논의로 진행하지 못한 점도 본 논문의
한계이다 구이저우와 윈난 지린과 헤이룽장을 대상으로 각각 비교 연구. ,
를 진행하였고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지만 여러 성을 대상으로 조사하,
는 과정에서 각 성의 정치적 환경이나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풍
부한 설명은 희생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내륙지역 연구에서 부.
족했던 비교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비교사례 연구에는 미치지 못한 한계를‘ ’ ‘ ’
가진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근거로 설명하지 못한 점도 앞으로 보
완되어야 할 문제다 특히 본 논문은 주로 중국국가통계국의 수치자료들과.
중문 문헌들을 토대로 작성되었는데 각 성의 지방지나 각 부처급 자료들,
을 통해 보완한다면 한층 풍성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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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and under which conditions could national efforts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China be effective for improving
underdeveloped areas and reducing regional gaps in economic
development? Rather than hastily judging whether these efforts
are successful or are not in terms of the immediate
consequences on provincial economic growth and provincial
integration based on episodic cases, this thesis attempts to
explore factors that differentiate trajectories of a national policy
involving the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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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sis proposes a theoretical concept of
intra-provincial adaptive potential as the primary mediator. This
is a mechanism or condition in which a national policy can avoid
the abortive fate after a short-lived impact on a province.
Specifically, provinces that have adaptive potentials such as the
existence of a newly built dynamo for sustainable growth or the
adoption of renovated administration systems fitting a global
market show a growth pattern that takes advantage of national
policy in a more sustainable fashion. However, provinces without
these potentials fail to convert the benefit into long-term growth
opportunities.

Analyzing panel data of change in economic conditions
among provinces in China with originally similar resource-base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a national policy to improve
underdeveloped area, we found between similar province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workings of the policy. In
addition, the thesis compares Guizhou and Yunnan among the
western provinces and Jilin and Heilongjiang among the
northeastern provinces. Through the comparisons of the two
groups, we found that the central project’s success in the
western provinces is determined mainly by the existence of a
newly built dynamo rather than provincial polices and laws that
fit the global market. Conversely, the growth of northeastern
provinces is affected more by provincial policies and laws that fit
the global market rather than the existence of a newly built
dynamo.

In conclusion, there are two main contributions of the
thesis. First, rather than trying to provide a somewhat hasty
judgment of success or failure of individual programs or assess
the rationality of programs in their optimal resource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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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aise questions for why and how most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of China follow the path that deviates from
the initial intentions. Second, the thesis re-evaluates local
institutions in underdeveloped regions that are generally lowered
as clever beneficiaries, and accentuates provincial independent
preparations for effective adaptation to the central government’s
overall vision and evolving global market.

Keywords: National project for Reducing Regional Gaps in China,
“Open up the West,” “Revive the Northeast,” “Rise of Central
China,” Differentiate Trajectories of a National Policy,
Intra-Provincial Adaptive Potential

Student Number: 201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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