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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의 대외무역 관문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이후 수출입 구조 및 대중국 무역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이 정 윤 

국경을 초월한 경제 활동의 세계화는 생산과 무역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급속한 세계경제 편입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역내 

무역의 패턴을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항만과 공항 같은 무역 관문은 수출입 

화물유동의 핵심 결절이자l 국가간 화물유동이 공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 가장 적절한 연구 대상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외무역 관문체계의 변화를 1990년대 이후의 수출입 구조와 대 

중국 무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문을 매개로 국제 화불유동 연구에 활용할 개념 

틀을 정립하고l 관문체계의 변화 과정을 항만과 공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나아가 수 

출입 화물 특성에 따른 관문 선택의 차별성을 밝히고l 관문과 연계된 배후지-지향지 관계 

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들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는 전반적인 산업구조 재편의 결과를 반영 

한다. 배후지 수출입 산업의 성장과 쇠퇴에는 시기적 · 지역적 편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수출입 산업의 성장과 함께 화물의 중량대비 단가도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아시아 역내l 특히 대중국 교역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은 근거리를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둘째l 급속한 제조업 중심의 대중국 FDI는 한 · 중 공급사슬이 발달해 온 원동력이다. 

대중국 투자와 교역의 분포는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고l 배 

후지의 대중국 교역 분포 역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투자와 교역의 지리 

적 차별성은 한 · 중 황해연안에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셋째l 새로운 환황해 항만 네트워크는 철저히 배후지의 시장 규모를 기반으로 발달하 



였다. 대중국 무역을 통해 수도권 항만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항만 관문체계의 탈집중화 

가 촉진된 반면l 나머지 서해안의 군소 항만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한편 에너 

지 · 자동차 · 조선 등과 같은 벌크화불 항만의 성장과 항만 비즈니스 환경 변화로 인한 

군소 항만들의 성장 노력은 항만 관문체계 분산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수출입 화물의 가치 증가와 항공 관문의 성장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r 수 

위 관문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항공 화물의 특성은 배후지 수출입 화물유동의 방향을 근 

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수출입 화물의 가치 상승 추이 그리고 항공 수요의 증가가 예상 

되는 역내 교역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l 무역 관문으로서 공항의 역할은 향후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l 배후지의 수출 산업 분포는 시간 경과에 따라 관문 인근 지역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패턴은 항공 및 해운화불에서 모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I 관 

문을 중심으로 배후지의 수출 산업이 수렴하는 현상은 보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제 환 

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섯째l 배후지-지향지의 산업 연계 정도에 따라 수출 화물유동의 구조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산업별로 수출 화물의 특성이 다르고 배후지-지향지의 산업 분포가 각기 다 

르기 때문이다. 지향지의 산업 특성이 배후지 화물유동에 미치는 영향은 항공 화물보다 

해운 화물 관련 산업에서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동일한 수출 화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l 지향지의 방향은 시기와 관계없이 

배후지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지향지의 개척이 

일부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상의 연구 성과들은 새로운 방향의 대중국 무역이 급속히 발달하는 오늘날I 역동적 

인 수출입 산업 공간과 대외무역 관문체계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이처럼 관문 

을 중심으로 한 국제 화물유동 분석과 함께l 지역의 산업 네트워크를 공간적인 관점에서 

고찰했던 연구 전통이 결합된다면l 화물유동 현상이 공간 변화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관문I 관문체계I 항만I 공항I 배후지I 지향지l 화물유동I 무역 I 수출입I 공급사슬I 

경쟁력l 중국. 

학 번: 9820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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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로 

1.1 연구 배경과 목적 

이른바 J세계화(globalization)'가 점차 국가간 경제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됨 

에 따라l 우리나라 역시 급격한 경제구조 재편의 홍역을 겪고 있다. 지난 반세기 성장을 

이끌던 제조업의 상당수는 이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대로 빠르게 이전하였고/ 

국경을 초월한 각종 경제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역내 

(域內) 생산 · 물류 · 소비 네트워크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으며I 그 지역 범위도 급속하 

게 확장시켰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역규모와 이에 수반되는 수출입 화물유동은 1990 

년대 이후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l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공간질서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난 세기l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이 매우 컸던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관문체계 특히l 

전통적인 무역 항만체계는 그 주된 대상이었던 대일(對日)， 대미(對美) 교역에 유리한 방 

향으로 집중되고 누적되었다. 비단 관문의 집중뿐만 아니라 나라의 전반적인 인구I 도시 y 

그리고 산업의 분포 역시 이러한 공간적 속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 

대 이후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경제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대외무역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이 된 사실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 

여주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대중국 교역의 급속한 발달은 단지 새로운 방향의 대외무역 지향지가 형성된 것 이상 

의 의미를 지난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많은 제조업체가 중국으로 이전 

한 사실은 역내 생산의 지리가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음을 방증(倚證)하는 것이다. 역내 

경제 환경의 재편은 결국 수출입 구조의 변화로 귀결될 것이며I 이는 변화된 대외무역 

구조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물류 · 관문체계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처럼 급변하는 대외무역 환경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수출입 공간질서를 창출하 

는 과정은 공간의 변화와 그 원리를 연구하는 지리학자에게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산업 물류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l 때마침 동북아 물류 허브 

(hub) 중심국가 건설의 포부를 밝힌 정부 시책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많은 연구들이 양 



산되고 있다. 역내 물류 허브는 항만 및 공항 관문을 통해 구축되는 것이므로 관련 연구 

가 축적된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성장을 전제로 한 

정책적 비전 또는 발전 계획에만 치우쳐 있어l 화물유동이 지닌 공간적 함의를 분석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일례로I 적지 않은 항만 연구들은 관문 화물유동의 근본 원인인 

배후지-지향지간 관계는 거의 주목하지 않은 채l 화물을 담는 용기(用器)에 불과한 컨테 

이너의 처리량만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관문 및 화물유동 연 

구가 자칫 피상적인 논의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점차 긴밀해지는 세계 경제의 통합과 그로 인한 화물유동 증가는I 관문을 사이에 둔 

배후지와 지향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결과이다. 화물유동은 그 자체가 지리적인 현상이 

며 I 또한 시 · 공간에서 상호 의존적인 산업 공간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 

주제이다. 그러나 공간적인 시각을 꾸준히 강조해 온 지리학 역시 l 아직 화물유동 분석에 

활용할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리학의 오랜 학문 전통은 관문I 그리고 

경제 활동의 세계화 현상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루었으나r 글로별 생산 활동의 결 

과물이자 관문을 출입하는 (수출입) 화물유동의 실상은 아직 대부분 연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I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한 국제 화물유동l 

특히 대중국 교역이 우리나라 무역 관문체계와 배후지의 산업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풍부한 공간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l 배후지-지향지의 관계 

를 함께 고려했던 관문 연구와 경제 활동의 연속성을 강조해 온 지리학 연구전통의 기반 

위에 서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l 관문체계 변화와 배후지 화물유동 분 

석에 활용할 연구개념 틀을 모색한다. 둘째l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관 

문체계 변화를 이끄는 제반 요인들을 도출한다. 셋째y 대중국 투자와 교역의 지리적 특성 

을 밝히고l 이것이 우리나라 관문체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l 관문체계 변 

화 과정을 항만과 공항으로 나누어 검토하고l 이것이 배후지의 화물유동과 수출입 산업공 

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다섯째I 배후지-관문-지향지 관계를 동시에 살피 

는 다양한 사례 연구를 제시함으로써l 관문체계 변화의 공간적 함의를 다각도로 고찰한다. 

상기 목적들을 위해 단계별로 수행할 연구 내용과 방법은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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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논문에서 수행할 연구 내용과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문체계 변화 및 국제 화물유동 연구에 활용활 개념 틀 모색. 

관문 연구와 경제 · 생산 활동의 세계화에 대한 연구는 모두 지리학자들의 오랜 관심 

분야였으나y 그 동안 서로의 접점(接點)을 찾지 못한 채 각각 독립적으로 발달해 왔다. 이 

는 해당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제약하는 요인이었고l 동시에 지리학에서 국제 화물유동 관 

련 연구가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리학의 연구 전통들을 

l관문l을 매개로 결합시킴으로써l 새로운 분석개념 틀을 모색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지리학의 선행 연구들에 대한 문헌 리뷰와 함께I 인접 학문 분야의 관련 논의들을 

검토할 것이다. 경제 활동의 연속성을 강조하고I 또한 배후지-지향지의 상호 관계 속에서 

관문을 바라보았던 기존 연구 전통에 꺼리I라는 공간적 개념이 접목될 것이다. 

둘째，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의 변화 분석. 

관문체계의 변화는 관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외무역 구조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의 변화를 품목구성f 화물특성I 

배후지/ 지향지 등으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관문체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제반 요인틀을 

도출한다. 이는 주로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국제상품분류기준(HS code)을 활용하여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입 품목구성 

의 변화 특징을 밝힌다. 둘째l 수출입 화불특성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I화물의 중량대비 단 

가l를 선정하고， 1990년대 이후 이의 변화과정을 고찰한다. 셋째/ 시 · 도별 수출입 비중의 

변화와 주요 수출입 화물의 지역별 비중을 분석함으로써 배후지 수출입 여건의 변화 과 

정을 검토한다. 마지막 지향지 분석은 수출입 대상국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에 

서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중국 관 

계가 중접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셋째， 대중국 투자와 교역의 지리적 특성 분석.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의 변화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고려하여I 대중국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와 교역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수행한다. 대중 

국 투자 추이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재정경제부의 자료를 기반으로l 그리고 양국 교역 추 

이와 그 특성은 한국무역협회와 중국 해관(海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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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단일 국가가 아닌 성(省) . 시(市) 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l 투자와 교역의 지리적 

차별성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 및 의존도를 시(市) . 

도(道) 수준에서 분석하는 동시에I 양국의 각 지역별로 상호 교역 품목이 차별적으로 구 

성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 

국 교역의 공간적 패턴을 이해할 수 있으며I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교역 패턴이 우리나 

라 관문체계 변화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관문체계 변화 분석 1- 항만 관문체계의 탈집중화. 

과거 부산항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우리나라 항만 관문체계가， 1990년대 이후 수출 

입구조 변화와 대중국 무역 발달에 따라 어떤 변화과정을 겪고 있는지 분석한다. 황해연 

안을 중심으로 발달한 한 · 중 무역 네트워크가 수도권 항만의 성장을 이끌고l 수출입 구 

조 변화로 에너지 · 자동차 · 조선 관련 항만들이 성장하면서 항만 관문체계가 분산되고 

있음을 고찰한다. 새로운 항만 네트워크의 형성과 발달이 항만 배후지의 시장 규모에 따 

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y 또한 변화하는 해운환경에서 군소 항만들의 

생존 전략과 그 한계를 검토한다. 이상의 논의들은 해양수산부l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각 

종 언론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항만 관문체계의 탈집중화 추세에 대 

한 분석은/ 대중국 수교이전인 1991년과 2004년의 항만별 수출l 수입 그리고 전체 교역비 

중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수행된다. 이때 r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287R 무역항만 중 

각 시기별 교역규모 상위 157R 항만이다. 

다섯째， 관문체계 변화 분석 II- 공항 관문의 성장. 

수출입 구조의 변화로 고가(高價) 화물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어느 때보다 무역관문으 

로서 공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밝힌다. 화불 가치와 운송수단(관문) 선택간의 관계 

를 살피기 위해I 수출품목 전체 (HS 4단위， 1，186개)를 대상으로 양자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다. 관세청l 무역협회 그리고 외환은행 환율자료를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수출입 화 

물의 가치증가 추이를 고찰하고I 그 결과 주요 수출입 화물의 항공 관문 의존 경향이 심 

화되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항공 화물의 극심한 수위 관문 집중 현상이 배후지 물류의 

방향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논의한다. 끝으로 항공 화물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 

는 역내 교역환경을 고찰함으로써l 향후 공항 관문 성장의 지속 여부가 검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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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사례연구 1 - 화물특성벌 관문 선택이 배후지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인 관문체계 변화과정을 분석한 후l 이러한 변화가 배후지 수출 산업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분석한다. 그 중 첫 번째로I 수출 화물의 특성이 배후지 화불유 

동과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화물특성에 따라 관문 의존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l 관문별(공항 및 항만) 수출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례별로 

관문 이용패턴의 차이/ 배후지(시 · 군 · 구 수준)의 수출실적/ 그리고 수출 제조업체수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비교 · 분석한다. 여기서 도출된 결과는 일반적인 모형의 수립에 활 

용하는데l 이때 l거리에 따른 배후지 운송 경쟁력의 개념을 도입한다. 또한 지리학의 기존 

연구 성과들을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논의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사례연구 11 - 지황지의 산업 특성이 수출 화물유동 구조에 미치는 영향 

동일(同一) 지향지에 대한 수출이라도 무역 관문의 선택과 화물유동의 전체적 구조는 

수출 산업별로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 대외교역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중에서 화물의 특성과 교역 비중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양국간 배 

후지-지향지 연계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l 아것이 결국 수출 관문의 선택과 

전체 화물유동 구조를 형성하는 원인임을 논한다. 수출 화불유동의 전체 구조를 도시하 

기 위해서 배후지-관문l 관문-지향지 화물유동량을 할당하는 모형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구축된 전체 화물 유동구조는 수출 산업별 배후지-지향지 관계와 그 변 

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여댈째， 사례연구Ill- 지향지 방향이 관문 선택과 배후지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끝으로l 교역 지향지의 방향이 관문의 선택과 배후지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다. 동일한 품목이 다른 서로 방향의 지향지(중국/ 일본)로 수출될 경우l 수출 화물의 

관문 이용패턴y 배후지(시 · 군 · 구 수준)의 수출실적/ 그리고 수출 제조업체수의 분포에 

는 각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가 비교될 것이다. 이것의 분석 결과 또한 일반적 모형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것이며/ 여기에서도 기존의 지리학 연구 성과들이 반영될 것이다. 이러 

한 노력들은 기존 연구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I 향후 보다 다양한 화물유동 연구 논의 

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밝힌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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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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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 장 문현면구 및 이론적 검토 

국제 화물유동의 관문인 항만 · 공항에 대한 연구와 더욱 세계화되고 있는 경제 활동 

에 대한 연구는 모두 지리학자들의 오랜 관심사였다. 그러나 거의 모든 화물유동은 경제 

활동의 결과물이고/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무역 상품은 반드시 i관문l을 통해 들고 

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f 오랫동안 이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부족했다는 점은 의 

외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연구자는 그간 지리학에서 거리를 두고 각각 발달해 온 l관문 

연구I 전통과 I글로벌 생산 활동 연구I의 흐름을 정리하고l 이 두 연구 전통을 체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접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1 지리학의 관문 연구 

i관문(gateway)'은 어떤 지역을 드나드는 출입구이자 서로 다른 이질적 공간을 연결 

하는 결절(結節)이다. 라틴어원 'port'가 때문(gate)' 또는 I문(door)'을 의미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1) , 육상공간과 해상공간을 연결하는 항만(port)은 오래 전부터 가장 전형적인 

관문으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지리학자들의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지리학의 관문 연구는 그 개념이 확장되고 운송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연구 범위 

또한 확대되어 왔다. 일례로 Burghardt는 캐나다와 미국 중서부 도시들을 사례로 배후지 

범위와 생산력 수준이 다른 지역 사이에 새로운 중심지 (central place)가 등장할 수 있다 

는 i관문도시 (gateway city)' 가설2)을 발표함으로써 그 개념을 확장시킨 바 있으며 3)， 20 

1) Burghardt, A.F. (1971) A hypothesis about gateway citi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 Vol. 61 , No. 2, pp.269-285. 

2) Burghardt이전에 관문도시 개념은 이미 Mackenzi (1933)로 부터 논의되어 Ullman (1957) 등을 
통해 발전하였다 

Mackenzie, R.D. (1933) The M etropolitan Community , New Y ork: Russell & Russell, 
Ullman, E.L. (1957) American Commodity Flow, A Geographical Interpretation of Rail 

and Water Trqffic ßased on Principles of Spatial Interchang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Burghardt, 1971에 서 재 인용). 

3) 과거 육상의 내부 관문은 ‘국경(國境)’과 같은 정치 · 행정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취급하였으 
나， Burghardt의 개념은 이러한 종래의 관문 연구 대상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관문도시’ 개념은 비록 뒤넨의 ‘고립국 이론’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심 kore/ 
center) 지 역 과 주 변 또는 배 후지 (periphery or hinterlandltributary area)와의 관계 를 이 해 하 
려는 근대지리학의 전통에 그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관문도시가 탄생하는 가 
장 큰 이유로 거리에 대한 임계(臨界) 값이 존재하고， 지역마다 생산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었으며， 도시의 대표적 특정으로 운수(교통) 및 도매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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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중반 이후 기술 혁신에 따른 교통수단의 발달은 현대적 관문으로서 i공항(空港) 및 

각종 (내륙) 터미널I의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l 항만은 그 역 

사적인 중요성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날 화물 운송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로 인해 여 

전히 가장 중요한 관문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전통적인 관문 

으로서 l항만/에 대한 지리학계의 연구I 즉 i항만지리학(port geography)'의 연구동향을 

분야별로 정리한 뒤/ 화물유동의 관문으로 새로이 부상하는 i공항’ 및 /터미널에 대한 연 

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관문 연구의 의의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환경 하 

에서의 논의의 한계가 검토될 것이다. 

2.1.1 항만~I 리학 언구의 발달 

지리학에서 항만연구는 이미 19세기말부터 Hettner 등에 의해 기초적인 이론적 논의 

가 진행된 바 있으나4)， 본격적인 연구는 20세기 이후l 특히 국제간 해상 무역이 활발해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됐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항만에 대한 지리학계의 연구 

를 통칭하여 i항만지리학I이라고 일걷는데/ 그 학문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연구 주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모아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Br빠on5)은 

i항만 연구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표준화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l고 까지 주장했는 

데/ 이는 연구 대상인 항만(또는 항구도시)의 고유 특성이 국가 및 지역마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항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배후지 및 지향지의 상호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역 

동적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6) 

항만지리학 연구의 기본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방법론의 토대를 처음으로 

마련한 이는 Weigend이다)) 그는 항만(port)， 운송수단(carrier)， 화물(cargo)， 배후지 

(hinterland), 지 향지 (foreland), 해 양공간(maritime space) 등의 6가지 를 항만지 리 학의 기 

꼽았다. 가설의 구체적인 사례로 쌍둥이도시 (twin city)의 등장을 언급한 그는 관문도시를 

중심지 (central place)에 접근하기 위한 주된 통로로서 인식하는 동시에 배후지와 외부세계 

연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실체로 이해하고 있다. 

4) 한주성 (1996) 교통지 리 학， 법 문사， p.153. 
5) Britton, ].N.H. (1965) The extemal relations of seaport: Some new consideration,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qfie, Vol. 56, pp.109-121. 
6) 이정윤 (1997)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 항만체계와 컨테이너 화물의 배후지 유동특성， 서 
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7) Weigend, G.G. (1958) Some elements in the study of port geography, Geographical 
Review, Vol. 48, No. 2, pp.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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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요소로 파악하고， 항만 연구는 항만 자체의 독립된 현상만이 아니라 관계적 패턴 

(relational pattern)의 틀 안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ritton(1965) 역시 I 항만 

연구는 항만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의 외부 세계와의 연결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i해상교통의 지리학I을 주창한 Zeleski는 항만 연구를 해 

상교통과 관련된 제반 요소들의 공간분포를 살피는 것으로 규정하고I 항만노동력의 지리 

적 분포와 특화도가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고 논하였다.8) 

이런 전통을 계승하여 항만 연구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틀이 확립되고 그 세부 연구에 

대한 분류가 시도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Bird9)는 항만의 특성이 단지 입지 

(立地)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l 화물의 발생지 (origin)와 도착지( destination) 간의 

교환의 특성에 의해 그 기능이 정해지는 것이라 논하면서 항만지리학 연구를 8가지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10) 또한 Hilling과 Hoylell)은 Weigend의 견해를 발전시켜 현대 상 

황에 보다 적합한 항만지리학 연구 요소들을 정립함으로써 학문의 체계화에 크게 기여하 

였다. 즉 항만지리학은 여러 분야의 협력 연구가 필요한 학제적 연구이며/ 항만 자체뿐만 

아니라 그 배후지 및 지향지와 관련된 제반 요소들에 대해서 이론적I 공간적 그리고 시 

계열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그림 2-1). 한편 Vallega12)는 항만에 대한 

8) Zeleski, ]. (1972) Remarks on the range and method of research of the geography of sea 
transportation, Geographia Polonicα， Vol. 21 , pp.79-89. 그는 1) 항만을 중심 으로 한 교통노 
선 분포 및 결합상태와 자연조건과의 관계， 2) 교통결절지로서 항만의 형태와 특성， 배후지 

와 지향지， 3) 국가 및 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반영하는 화물유동의 방향 · 구조 · 밀 

도 · 계절성 등을 파악하는 것 등이 항만 연구의 주된 연구 대상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위 
해서 역사적인 서술 · 비교연구 · 통계적 방법 · 정량적 분석 등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개념 
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항만과 전후방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Zeleski 
및 선행 연구자들의 통찰력은 지향지 배후지간 경제통합이 가속되는 오늘날 다시 주목할 가 
치가 었다. 

9) Bird, ].H. (1980) Seaport as a subset of gateway for regions: A research surve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4, pp.360-370. 

10) Bird, ].H. (1984) Seaport development: Some questions of scale, in Hoyle, B.S. and 
Hilling, D. (eds.) Seaport Systems and Spatial Change , John Wiley & Sons, pp.21-42. 
Bird가 구분한 8가지 연구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적-일반적 접근， 2) 항만의 경제적 입 
지 또는 항만투자효용 평가를 위한 경제학적 접근， 3) 항만이 지역개발 및 도시 성장촉진에 

미치는 역할， 4) 기술 및 수송수단 발달에 관한 기술지향적 접근， 5) 항만간 포괄적인 비교 

연구， 6) 일반적인 예측을 위한 미래지향적 접근， 7) 해상교통의 세계시스템적 접근， 8) 항만 

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1) Hilling, D. and Hoyle, B.S. (1984) Spatial approaches to port development, in Hoyle, B.S. 
and Hilling, D. (eds.) Seaport Systems and Spatial Change, John Wiley & Sons , pp.l• 19. 

12) Vallega, A. (1986) From ports to the port system: A geographical explanation, Ports et 
Mers , pp.l47-155. 그는 항만의 실체가 항만기능， 항만간의 관계， 항만과 지역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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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관 명쟁 

그럼 2-1) 항만지리학의 요소 
출처: Hilling and Hoyle (1984) , 한주성 (1996) 참고 재구성. 

연구가 개별 항만들의 집합 또는 구조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특정 

국가(또는 지역) 항만 전체를 하나의 체계 (system)로 파악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을 역설하였다. 

1990년대 이후 냉전의 종식과 함께 경제 활동의 세계화가 만개하면서I 생산 활동의 

지리적 범위는 국경을 넘어 더욱 확대되고 화물의 이동도 급속도로 증가하였다.13) 따라 

서 국제 교역의 주요 결절인 항만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컨테이너 

화( containerization)로 대표되는 운송기술의 발달I 국제 무역의 급속한 성장 등 항만 관 

련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l 이러한 변화가 항만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연구 주제와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I 항만을 

연구하는 지리학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했던 점은 항만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 그와 연 

계된 배후지， 지향지l 그리고 항만 주변 환경을 함께 고려하려 했다는 것이다. 

치는 수많은 제약 하에서 진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체계내부에서 항만 기능의 배분은 보 
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양식으로 전개되며， 그 결과 항만 규모에 따라 항만간 새로운 관계가 
정립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항만체계 (port system)의 목적이 체계 내부적으로는 항만간 

적절한 기능 및 유동의 배분으로 경쟁을 줄이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해당 항만체계의 경 
쟁력을 높여 대외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라 언급하였다. 

13) 일례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전 세계 연평균 생산성장률은 2.7%였 
던데 비해， 국제 수출입 물동량은 연간 6.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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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ukels과 Wever14)는 199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지리학자들의 항만 연구를 첫째r 

항만 재화의 유동(flows of goods), 둘째l 항만과 연관된 산업기능(industrial function), 

셋째l 항만간 경쟁 (port competition) 등으로 크게 나눈 바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구분은 

Bird(1984)의 그것에 비해 다양한 항만 관련 논의를 세밀하게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고l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글로벌 환경 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포함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선행 연구들과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여 항만지리학 연 

구를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보았다.15) 첫째l 항만도시 성장 및 항만 시스댐 발 

달 이론/ 둘째l 항만의 배후지-지향지 분석l 셋째l 항만(또는 항구도시)과 지역과의 관계 16)， 

넷째/ 항만간 경쟁y 마지막으로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한 항만의 대응 등이다. 

2.1.2 항만도^I 생장 및 항만 ^I 스템 발달 이론 

이제까지 항만지리학 연구의 일반요소 도출 및 세부 연구 분류에 관한 기존 논의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들 중 공간변화의 일반 원리를 추구하는 지리학자들이 가장 큰 관 

심을 가졌던 분야는 항만(또는 항구도시)의 성장 및 항만 시스댐의 발달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론의 개발이었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은 이후에 살피게 될 기술 및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지만l 개념화 및 모형 개발을 통해 후속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방법론의 범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모형은 크게 개별 항만(항구도시) 수준과 전체 항만 시스댐 차원의 두 가지로 

14) Kreukels, T. and Wever, E. (1996a) Ports in Western Europe: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1패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Vol. 87, No. 4, pp.291-292. 

15) 이후 살펴볼 항만 관련 연구들은 상기 5개 주제 중 주로 특정 주제와 관련된 것이나， 일부 
연구들은 여러 주제들을 함께 다루기도 한다. 이런 경우， 본문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해 

당 연구주제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한 곳으로만 분류하였다. 

16) 지리학자들은 공간적 실체로서 항만의 ‘산업입지’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 
것은 원료 및 생산품의 선적 기능을 하는 항만 특성과 전통 입지이론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환적지의 특성이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들은 항만을 일종의 ‘성장극(growth 

pole)’으로 인식함으로써 항만 인프라와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 승수효과를 일으키 

고 결국 지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 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제 3서l 계 항만도시들 
을 대상으로 한 경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반면 최근 연구들은 항만(항구도시)의 역사가 오 

래되면서 기존 낡은 시설과 부지의 활용， 수변공간(水邊空間)의 재활성화(waterfront revitalization)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특정이 있다. 그렇지만， 이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연구들은 대부분 
항만을 ‘특정 공간’ 또는 ‘개별 도시’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들로， 항만(관문)을 배후지와 지향지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 
단하여 본문에서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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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할 수 있다. 

1960년대 틀어 항만의 공간적l 형태적 특징에 주목한 저술이 등장하면서 지리학자들 

은 항만 발달단계에 대한 일반적인 모형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는더P7)， 이를 최초로 제 

안한 이는 Bird이다. 컨테이너 혁명 이전에 제시된 Bird의 I anyport model' lS)은 항만 형태 

와 기능간의 관계뿐만 아니라l 배후지부터 지향지까지 화물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 

는 개념 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19) Bird의 초기 모형은 곧 컨테이너 항만에도 적용 

되었고20)， 유럽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뒤를 이었다.21) 이 모형은 

과거의 낡은 항만 시설과 입지로는 항만 운영의 기계화/ 선박의 대형화 등의 변화를 수 

용할 수 없게 되면서l 기존 시설을 개량하거나 과거의 공간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곳에 

새로운 항만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 

라 항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l 항만 기능이 부두별로 특화되고 도심과 떨어진 

지역에 더 갚은 수심을 갖춘 새로운 부두(또는 신항만)가 건설되는 과정은 이로서 설명 

이 가능하다.22) 최근 McCalla23)는 컨테이너화에 따른 항만 공간의 역동적인 변화 및 터 

17) Morgan, F.W. (1961) Ports and Harbours , 2nd Edition, Hutchinson University Library, 

London(Robinson, 2002에 서 재 인 용) . 
18) Bird, ].H. (1963) The MaJor Seaports of the United Kingdom , Hutchison, London. 그가 
제시한 항만 발달단계는 다음과 같다.1) 초기 항만， 2) 선창가 주변 확장， 3) 선창가 주변 
정비， 4) 부두시설 정비， 5) 선형(線形) 부두시설의 형성， 6) 부두별 화물취급의 전문화. Bird 
는 항만과 관련된 활동이 이전되는 것은 기계화된 운영이 가능하고， 보다 큰 배가 접안(接 

뿜)할 수 있는 갚은 수심을 제공하는 새로운 입지를 찾는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19) Robinson, R. (2002) Ports as elements in value-driven chain systems: The new paradigm, 
Maritime Policy and Management, Vol. 29, Issue 3, pp.241 • 255. 

20) Bird, ].H. (1971) Seaports and Seaport Terminals, Hutchison, London. 
21) Hoyle, B.S. and Pinder, D.A. (eds.) (1981) Cityport Industnalis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Pergamon, Oxford. 
22) Charlier(1992) 같은 연구자는 새로운 시설의 입지보다는 기존 부두시설의 개량(upgrade)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만은 기존 시설 인근， 때로는 수 십 km 떨어 
진 곳에 새로운 부두를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산항의 경우에도 부두별로 화물의 종 

류가 특화되고， 과거 부산항 범위를 넘어 새로운 컨테이너 부두 또는 항만들(신선대， 우암 

감만부두 및 가덕도 신항만 등)이 단계적으로 확장한 것을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지리 

학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결국 항만 활동이 공간적으로 분산되는 과정이라 이해하고， 이를 

단일 항만수준에서 내부 경쟁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Charlier ]. (1992) The regeneration of old port areas for new port uses, in Hoyle B.S. 

and Pinder D.A. (eds.) European Port Cities in Transition, Pergamon: London, pp.l37-

154. 
23) McCalla, R]. (2αμ)From ‘Anyport’ m ‘superterminal’: Conceptual perspective on containerization 

and port infrastructure, in Pinder, D. and Slack, B. (eds.) Shipping αu1 Ports in the Twenη-first 

αntuη: Glo뼈뼈tion， Technologiad αnnge αu1 the Envinα1!Ylent， Rouledge, pp.l23-141.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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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널화에 주목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나l 이 역시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항만의 

발달 과정을 언급한 것으로 Bird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 Anyport'로 대표되는 항만 발달단계 모형이 개별 항만(또는 항구도시) 수준의 논의 

라면I 이와는 달리 항만 및 교통로의 발달과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전체 항만 시스렘 및 

배후지 간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들이 있다. Taaffe 등24)은 서아프리차 개발도상국을 사례 

로 교통망과 내륙 중심지 개발에 따른 이론적인 항만 발달 과정을 제시하였고， Rimmer2S) 

는 항만 시스댐의 진화에 더욱 초점을 맞춰 Taaffe 모형을 수정하고/ 또한 모텔의 적용범 

위를 피(被)식민지배 경험이 있는 국가에 한정함으로써 그 설명력을 높였다. 비록 항만 

발달 단계를 규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은 아니었지만， Vance26)의 I상업모형 (mercantile 

model)'은 항만의 성장과 발전 동인을 외부적 요소(장거리 무역)에 둠으로써 국제 교역 

의 관문으로서 항만의 성장을 이해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기 모델들이 주로 순환-누적적인 경제적 과정을 통해 항만 기능이 집중하고 

성장하는 것을 설명하였던데 반해， Hayuth27)는 컨테이너화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항만 

발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는 컨테이너화로 배후지 내륙에 집하(集倚)센터가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면서I 항만 기능이 정체될 경우 오히려 주변 항만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전체 

항만 시스댐이 분산될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였다. Hayuth의 이러한 논의는 

이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변형 모텔28)과 항만 시스댐의 분산 및 집중을 분석한 다양한 

컨테이너 항만의 발달이 1) 시작， 2) 확장， 3) 시설확충， 4) 강화/통합， 5) 재개발 등의 순환과 

정을 되풀이 하며， 이 과정들은 항만이 컨테이너 관련시설의 제공 및 개선을 통해 기술변화 

에 부응하면서 발달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모델을 미 동부항만들(거시적 수준) 

및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Cha비eston)항(미시적 수준)에 적용 · 입증하려 시도하였다. 
24) Taaffe, E.]. , Monill, R.L. and Gould, P.R. (1963) Transport expans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Geographical Review , Vol. 53, No. 4, pp.503-529. 
25) Rimmer, P.]. (1967a) The search for spatial regularities in the development of Australian 

seaports 1861-1961/2, Geogr，때;ska Annaler, Vol. 49, No. 1, pp.42-54. 
26) Vance, ].E. (1970) The Merchant ’s W orld: The Geography of Wholesaling,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 
27) Hayuth, Y. (1981) Containerization and the load center concept, Economic Geography, 

Vol. 57, No. 2, pp.160-176. 그는 일부 항만에 규모의 경제가 집중됨으로써 그 항만 배후지 
에 집하센터가 설립되는데， 기존 항만의 정체로 인해 비경제가 발생하면 항만간 경쟁으로 

결국 제2의 항만 설립이 유도되어 기존 집하센터의 지위가 위협받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 

는 주변부 항만의 도전은 허브 항만이 정체됨에 따라 일어나는 결과물이며， 군소항만들은 
주로 낮은 인건비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대형항만과 경쟁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사례로 시애틀항의 공간 및 환경적 제약 때문에 인근 타코마(Tacoma)항이 성장한 것을 예 

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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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들의 기초가 되었다.29) 

그러나 최근 Notteboom과 Rodrigue30)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공급사슬이 

통합되고 내륙 운송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항만 지역화(port 

regionaliza tion)'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이 개념은 항만(도시) 수준뿐만 아니라 

항만 시스템 수준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데(부록 1 참조)， 그 핵심은 3자 물류산업 (3PL) 

의 성장I 내륙 물류시장에서의 규모의 경제 추구 등으로 배후지 운송시장이 점차 통합되 

면서 항만은 이전보다 더욱 긴밀하게 배후지와 연계 · 통합된다는 것이다. 특히 항만당국 

의 사업적 요구가 증폭되는 항만 민영화 추세가 이러한 경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모텔은 내륙 물류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항만 민영화가 성숙된 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고l 또한 기존 대형 항만의 선도적 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틈새시장을 통한 소형 

항만의 성장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렇지만l 글로별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와 함께 내륙 불류시장의 특성 및 공급사슬의 통합과정 등을 항만 성장의 요인으로 새롭 

게 제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항만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대한 보편이론 및 모형화를 시도한 이런 연구들은 항만의 

경관 또는 발달 단계별 형태만을 지나치게 중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항만(도시) 

및 항만 시스템의 역사적인 발달 단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고I 또한 공간의 

원리에 대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개 

별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모텔로 거듭날 수 있으며l 또한 우리나라 항만(도시) 및 

항만체계의 발달음 분석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개별 항구도시의 형성과 발달과정을 밝히는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는데31)， 특히 식민지 

28) Wang, JJ (1998) A container load center with a developing hinterland: A case study of 
Hong Kong , Joumal of Transport Geography, Vo1. 6, pp .187-201. 

29) Hayuth, Y. (1988) Rationalization and deconcentration of the US container port system, The 
Professional Geographer, V 0 1. 40, pp.279-288. 

Kuby, M. and Reid, N. (1992)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U.S. 
general cargo port system: 1970-1988, Economic Geograplψ， Vo1. 68, pp.272-289. 

Notteboom, T. (1997) Concentration and load centre development in the European container 
port system, ] 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 0 1. 5, pp.99-1l5. 

McCalla, R. (1999) From St. John’s to Miami: Containerisation at Eastem seaboard ports, 
GeoJournal, Vo1. 48, pp.21-28. 

30) Notteboom. T.E. and Rodrigue, J-P. (2005) Port regionalization: Toward a new phase in 
port development, Alaritime Policy &- lHanagemenl, Vo1. 32, No. 3, pp ‘ 297-313. 

31) 우리나라에서도 지리학， 환경계획학， 건축학 등에서 항만도시의 발달과정을 분석하는 연구 

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개별 항만도시(목포 · 부산 · 인천 · 군산 · 충무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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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항구도시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역사적인 접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항만 관련 연구는 그 수와 사례가 매우 적은 편이며I 또한 전체 

항만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1.3 항만의 배후 ~I 와 ~I 향 ~I 

개별 공간으로서 항만이 어떤 고유의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I 그 항만의 화물이 도달 

하는 공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는 지리학자들의 가장 오래된 관심이자 꾸준한 

연구대상이었다. 지지(地誌)적인 관심은 물론l 도시 배후지 또는 세력권을 분석하는 근대 

지리학의 전통과 맥이 닿는 이런 논의들은 20세기 초반부터 주로 경제지리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고l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북미 지역 항만을 중심으로 많은 사례 연구 

들이 제시되었다(표 2-1). 

시기적으로 살펴보면I 이와 같은 경향의 연구들은 1960년대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이 

루어지다가 1970년대에 들어 주춤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이 시기 본격적으로 컨테이 

너 화묻이 등장하면서 기술 발달과 항만간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이 증가한 반면l 항만 

지리학의 연구 체계가 여전히 미숙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1980년대 중반 항만지리학 

연구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전통적인 항만 배후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조성되었고/ 이러 

한 경향은 최근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항만지리학 분야에서 배후지/ 지향지 분석과 

관련되지 않은 연구를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일이겠으나/ 이 시기 이후 발표된 대다 

마산 등)의 발달과정에 초점을 두어 전체 항만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부족하 
였다. 항만도시 발달과 관련된 주요 연구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정일성 (1976) 목포의 도시지리학적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부 (1980) 항만이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호 (1981) 우리나라 항만도시의 발달과정과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관희 (1985) 한국 항만도시의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정숙 (1985) 항만이 근대도시형성에 미친 역사 · 지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생활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주한 (1987) 항만도시의 CBD입지와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종만 (1988) 인천의 항만기능과 도시발달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정정인 (1991) 항만도시 부산의 성장과 내부구조에 관한 연구， 지리학， 제26권 1호， pp.82~97. 
김기혁 (1991) 부산항사，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조승환 (1995) 우리나라 항만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양희 (1995) 항만도시의 CBD공간구조와 수변공간의 변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정도 (2003) 근대기 마산의 도시변화과정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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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항만의 배후지， 지향지 연구 

연구 XI 역 댄구 사많| 

0 2.-1 
TT t:::I 

몬트리올(Jones 1925), 텍사스(Chambers 1931), 시애틀(Seeman 1935) , 밴쿠버 
(Stevens 1936) , 오대호 지역 및 중서부(Lezius 1936)" 미국 주요항만 비교연구 
(Patton 1958), 뉴욕(Johnson 1954), 시카고(Mayer 1955), 노스캐롤라이 나 
(Randall 1968), 뉴잉 글랜드 지 역 (Osleeb and Ratick 1983) 

유럽 전반(Pounds 1947, Bird 1967, Sukens 1986, Hoyle and Pinder 1992, 
Kreukels and Wever 1996) , 영 국(Walker 1939, Tavener 1950, Elliott 1969, 
Schirach-Szmigiel 1973, Hoare 1986, Beresford 1986) , 프랑스(Levainville 1923, 
Weigend 1955, Baudouin and Collin 1996), 스례덴(Nordin 1937), 동부발틱해지역 
(van Cleef 1945), 네멀란드(Morgan 1948) , 독일 (Weigend 1956) , 이탈리아 
(Rodgers 1958), 소련(T aaffe 1962), 몰타(Karmon 1986), 스페 인 (Arqued 1996) 

북디| 

호주(Britton 1962, Bird 1965/1968, Rimmer 1967a), 뉴질 랜드(Rimmer 1967b/c) , 
오서|야나아 | 볼리비아(Bowman 191 이， 중국(Williams 1920), 아프리카 전반(Deasy 1942), 앙골 
및 기타 I c}(Hance and van Dongen 1956, van Dongen 1961 ), 탄자니아(Hance and van 

Dongen 1958) , 가나(Dickson 1965), 나이 지 리 아(Ogundana 1972) 

수의 해외 연구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까닭은 해당 연구들이 배후지와 지향 

지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개별항만 화물 유동의 공간 범위에 대한 분석보다는 항만간 

경쟁과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관심사의 변천에 따라 연구 유형과 초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항만 화물의 배후 

지y 지향지 유동과 그 특성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관심임에는 틀림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항만 화물유동 연구에서 실제 화물 발생의 근원 

인 항만 배후지와 지향지의 경제현상l 산업구조 및 상호 연계 수준에 대해 주목한 경우 

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항만의 배후지/ 즉 수출입 화물의 지역별 발생과 도착을 분석한 

연구는 1980년대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김광식32)은 당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이 수도 

권l 영남지방과 전남 여천시에 집중되어 있으며y 이들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 관문 역시 

부산을 비롯한 일부 항만에 국한되어 있음을 밝혔다.33) 1990년대에는 컨테이너 화물 중 

심으로 항만 배후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l 조수경 34)은 부산항을 사례로 수출 화물 품목 

32) 김광식 (1980)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항만이용실태 조사분석， 지리학논총， 제7호， pp.53-63. 

33) 당시 주요 수출입 항만으로 언급된 항만은 부산， 인천， 포항， 울산， 삼일(여천)， 마산， 군산， 

묵호 등의 8개 항만이 다. 

34) 그는 수출배후지를 품목 특성에 따라 대도시， 공업도시， 기타 도시 등으로 유형화한 반면， 
품목별 배후지 유형은 각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까닭은 지향지의 선택은 수송 
항로의 규모와 선사의 항만 터미널 선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조수경 (1993) 부산 콘 

[b 



과 교역지 비율 변화를 살펌으로써 부산항의 배후지와 지향지의 공간 구조를 분석하였 

다. 한편 이정윤은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 항만의 수출입 배후지 분포를 시 · 군 · 구 수 

준에서 분석하고y 항만별로 배후지 화물유동에 거리마찰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35) 그러나 이들 연구 외에 우리나라에서 항만 배후지를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데 l 이는 과거 우리나라 항만 체계가 부산항 중심의 일극(一極) 체제였기 때문이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36) 

2.1.4 항만관 검쟁 
도시 배후지의 공간 범위가 중심 도시의 세력에 비례하듯이/ 항만의 배후지 범위 역 

시 해당 항만의 크기/ 시설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Miller37)가 최초로 항 

만간 경쟁을 항만지리학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온 이래l 이 주제는 많은 지리학자들의 관 

심을 받았다. 특히 미국 항만의 전체 배후지 구조를 파악하려 했던 Carter38),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뉴질랜드 항만의 경쟁과 집중과정을 밝힌 Rimmer39), 그리고 항만 경쟁 

의 일반요소 도출을 시도한 Kenyon40)과 이를 뉴욕항에 적용했던 Sun과 Bunamo41)의 연 

테이너 수출항의 후배지와 지향지의 공간구조 -국적 3사의 경우-， 충북대학교 대학원 지리 

학과 석사학위논문. 

35) 이정윤 (1997) 전게서. 그는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의 배후지 화물유통의 거리계수(ß)를 
산출하고， 항만별 화물유동에 거리가 미치는 영향은 항만의 배후지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또한 중력모형을 통해 예측된 항만 배후지 화물유동량과 실제 화 

물유동량을 비교함으로써 컨테이너 항만별 배후지 우세지역과 그 화물유동의 특성을 밝히 

고자 하였다. 

36) 과거 우리나라 수출입 항만은 자체 배후지를 가진 일부 특수항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수출 
입 화물이 부산항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수출입 항만 배후지에 대한 논의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항만체계의 변화와 항만 민영화 추세는 보다 다양한 배후지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만 관문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논문 5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룬다. 

37) Miller, W.H. (1937) Competition for the ocean trade of Los Angeles, Economic 
Geography, Vol. 13, No. 4, pp.325-333. 

38) Carter, R.E. (1962) A comparative analysis for United States port and their traffic 
characteristics, Economic Geography, Vol. 38, No. 2, pp.l62-175. 

39) Rimmer, P.]. (1967c) The changing status of New Zealand seaports, 1853-1960,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57, No. 1, pp.88-100. 

40) Kenyon, ].B. (1970) Elements in inter-port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 Economic 
Geography, Vol. 46, No. 1, pp.l -24. 

41) Sun, N-C. and Bunamo, M.C. (1973) Competition for handling U.S. foreign trade cargoes: 
The port of New York ’s experience, Economic Geography, Vol. 49, No. 2, pp,l5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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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은 항만경쟁 연구의 고전으로 꼽힌다. 

그러나 사실 i항만간 경쟁I이라는 주제는 화물유동의 배후지 범위에 관심을 가진 거 

의 모든 항만연구에 내재된 관심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도시 내부에서 

신 · 구(新 · 舊) 항만지역이 경쟁하는 과정을 밝힌 이론들l 전체 항만 시스댐의 단계적 발 

달을 모형화했던 이론들l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많은 사례 연구들 역시 같은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Kreukel과 Wever(1996a)는 l항만간 경쟁I이 지리학 

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활발한 연구 분야라고 지적하였는데l 이는 1970년대 이후 두드 

러진 글로벌 경제의 확장과 기술발달의 영향으로 항만 및 해운시장 환경이 급속히 변화 

한 것과 관계 갚은 것이다. 

항만간 경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들은 다시 그 공간적인 범위에 따라 크게 개별 

항만(또는 항구도시) 수준과 지 역 전체 수준으로 나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앞서 살핀 

'anyport 모텔I과 관련된 논의42)로 기술발달로 인해 개별 항만 수준에서 겪는 내부 경쟁 

을 다루고 있으며43)， 후자는 선사(船社， shipping liners)들의 정기선 서비스 구조가 대형 

42) 과거 항만들이 도심과 가까운 강 하구 어귀나 해안에 위치함으로써 충분한 수심을 확보하 
지 못하고 입출항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기술발달에 의한 선박의 대형화는 보 
다 갚은 수심을 요구하게 되고， 또한 운항시간 감소에 대한 요구가 커짐으로써 항만은 기존 
도심과 떨어진 외곽 지역에 새롭게 입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Bird의 ‘anyport model ’ 

에서 이미 언급된 것으로， 항구도시 수준에서 항만의 경쟁을 다룬 내용은 대부분 이러한 논 
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43) 지리학자로서 해상교통 기술발달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Mayer(1973) 
로 그는 당시 새롭게 부상하던 컨테이너 화물과 연계/복합수송(intermodal transport)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이후 항만지리학 논의들은 ‘컨테이너’를 빼고 
논하기 힘들 정도로 그 관심의 초점이 빠르게 이동하였으며 대부분의 항만 연구 역시 컨테 

이너항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기술 변화는 ‘항만간 경쟁’에 대한 연구에 대부분 
반영 되 었지 만， Wallace(1975) , Robinson (1986) , Todd(1993) , Cullinane and Khanna(2000) 등 
의 연구는 기술이 항만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Mayer, H.M. (1973) Some geographic aspects of technological change in maritime 
transportation, Economic Geography, Vo1. 49, No. 2, pp.145-155. 

Wallace, I. (1975) Containerization at Canadian port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65, No. 3, pp.433-448. 

Robinson, R. (1986) Spatial adjustment to container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Asian model, Ports et Mers, pp.333-351. 

Todd, D. (1993) The interplay of trade, regional and technical factors in the evolution of 
a port system: The case of Taiwan, Geograjïska Annaler, Human Geography, Vol. 75, 

pp.3-18. 
Cullinane, K. and Khanna, M. (2000) Economies of scale in large containerships: Optimal 

size and geographical implications, ] 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 0 1. 3, Issue 3, 

pp.181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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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지리적 범위에 따른 항만간 경쟁 연구 

않구 쁨우| 댄구 샤짧 

Charlier(1992), Todd(1994), Baird(1996), Notteboom et al.(1997), 
Vigarie( 1999), Cullinane , et al. (2004), McCalla (2004) 

Slack(1985, 1993), Hayuth(1988) , Charlier(1988), Fleming(1989), Miyajima 
and Kwak (1989), Kuby and Reid(1992), Fleming and Hayuth(1994), 
Hoyle and Charlier(1995), Kreukels and Wever(1996b), Notteboom 
(1997) , van Klink(1998) , Fleming and Baird(1999) , Hoyle(1999), Marcadon 
(1999), McCalla(1999b), Nuhn (1999), Zohil and Prijon(1999), Atkin 
and Rowlinson(2000), Brunt(2000), Heaver et al.(200 1), Martín and 
Román(2003), Veldman and Buckmann(2003) 

JH 뿔황만 츄춘 

국가/지역 수춘 

및 
허보(hub) 경쟁 

관헌 

1;\ 1 트워크 

(network) 및 
복활수송 

Slack(1990), Drewe and Jansse(1998), Robinson(1998), van Klink and 
van den Berg(1998), Bendall and Sten(1999), Ridolfi(1999), McCalla 
(1999a) Notteboom(2002), Saldanha and Gray(2002) 

항만 중심의 i허브-스포크(hub-and-spoke) 구조로 재편되면서 지역 전체 항만 시스댐 변 

화를 촉진시키고l 그 결과 더욱 치열해지는 항만간 경쟁을 다루는 특정을 보인다. 한편 

경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을지라도 선사들의 정기선 서비스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연 

구l 그리고 항만 컨테이너 화물의 철도 및 도로와의 연계수송(intermodal transport)이 항 

만배후지 확장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I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 항만간 경 

쟁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문에서는 항만간 경쟁 연구에 함 

께 포함시켰다(표 2-2). 

항만체계의 경쟁을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대형 항만들간의 허브 경쟁에 그 초점을 맞 

춰l 서비스 네트워크 구조의 형태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44) 이러한 경향은 환적(換積， transfer) 화물의 중요성/ 즉 

44) 우리나라의 항만 경쟁 관련 연구는 대부분 부산항 또는 광양항이 역내 물류 허브로서 기능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우리나라 항만체계 내에서의 상호 경쟁과 
협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기 힘들다. 역내 컨테이너 허브에 경쟁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많은 논문과 보고서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항만별 처리 실 
적 및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한 예측에 경도되어 있어 항만화물 유동의 근본 원인인 배후지
지향지간의 관계는 주목하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 관련 논의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경석 (1999) 한반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 방안연구， W orking Paper 99• 65, 국토연구원. 
배병태 (2002) 중국 경제의 급부상에 따른 부산항의 발전전략，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18집， 
2호， pp.109-133. 

하헌구 · 이성원 · 예충열 (2002) 동북아지역 물류중심 건설， 교통개발연구원 동북아경제포럼. 
임종관 (2003) 중국의 위상변화와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화전략， 중국의 부상과 우리나 
라의 물류중심화전략 세미나자료(2003. 12. 2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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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항만이 지역내부의 지선(支線I feeder line)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누리는 경제적 

혜택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록 최근 Notteboom4S)은 지중해(地中海) 항만 시 

스댐의 경쟁 및 변화를 다루면서 새로운 항만의 입지가 기존 화물 유동의 변화 및 소형 

항만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점을 밝혔고l 대형선사 또는 항만당국의 비즈니스 전략이 소 

형 항만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Slack과 W ang46) I Ha1l47) 등의 연구가 있었지만/ 이 

들 역시 항만의 외부 네트워크와 항만 산업의 주변 환경만을 주목했을 뿐/ 해당 항만의 

배후지 화물 및 그 유동 특성의 변화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만경쟁 논의들은 우리나라 수출입 항만체계가 부산항(쏠山港) 집중이 점 

차 약화되고 중소형 항만들(특히 l 서해 및 남해안 일부 항만을 중심으로)이 성장하고 있 

는 추세를 설명하는데 적용할 수 있으나l 충분하지는 못하다.48) 그 까닭은 기존 논의들 

대부분이 항만성장 및 경쟁을 주로 (대형) 컨테이너 항만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어y 전체 

관문체계의 경쟁과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분석의 대부분이 부피 단위인 컨테이너 처리량(TEU)49)만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l 역내 

화물의 발생 과정 및 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제공하기 어렵다. 물론 수출입에서 

한철환 (2003) 컨테이너항만의 발전패턴과 중심항만전략에의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오일석 (2005) 부산신항의 동북아 중심항 기능 수행을 위한 로지스트레이드 전략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45) Notteboom T. (2000) The peripheral port challenge in container port systems, Unpublished 
paper, IAME Conference, Naples. 

46) Wang , ].]. and Slack, B. (2000) The evolution of a regional container port system: The 
Pearl River Delta, ] 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ol. 8, Issue 4. pp.263-275. 
Slack, B. and Wang , JJ (2002) The challenge of peripheral ports: An Asian perspective, 

GeoJ ournal, Vol. 56, pp.159-166. 
47) Hall, P.V. (2004) Mutual specialisation: Seaport and the geography of automobile imports, 

Tíjdschrift voor Economísche en Sociale Geografíe, Vol. 95, pp.135-146. 
48) 우리나라 항만체계 내에서 항만간 경쟁을 다룬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다. 다만 최근 지방자 
치의 활성화， 항만 민영화 추세와 더불어 최근 후발 군소항만들의 생존전략과 관련된 논의들 

이 발표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이충배 (2002) 경기화주들의 평택항에 대한 인식도와 발전전략，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18집， 

1호， pp.135-157. 
허기영 (2003) 평택항의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의 개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제통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관호 (2004) 국제 물류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군산항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함관식 (2005) 대산항의 발전전략 모색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49) 컨테이너 화물의 기본 단위로 Twenty-foot Equivalent Unit의 약자다. 즉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용기 하나로 ’부피’ 기준의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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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운송수단의 

표준화를 통해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고안된 용기(用器)일 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은 그 안에 들어있는 i화물l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컨테이너 정기선의 허브-스포크 

구조에서 항만 경쟁 및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는 환적화물은 매우 가변적인 속 

성을 지니고 있다. 자체 배후지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 환적 수요는/ 해운시장의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배후지-지향지 관계에 의해 발 

생되는 화물이 아닌l 철새처럼 떠날 수 있는 화불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항만 경쟁 및 성 

장 이론은 연구의 본말을 전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항만체계의 

성장과 경쟁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항만의 배후지로 드나드는 다양한 화물의 특성과 

유동방향의 변화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 

2.1.5 글로벌 환경 변화억| 따른 항만의 대옹 
l항만간 경쟁l과 더불어 1980년대 중반l 특히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연구주제는 i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항만의 대응I이다. 이러한 흐름은 다음과 같이 크 

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국제무역) 변화에 따른 항만 

경관의 변화와 (특히 개도국 및 저개발국) 항만이 국제무역 네트워크에 어떠한 과정으로 

편입되는지에 대한 연구l 둘째I 항만운영 및 행정 (port operationj governance)에 대한 연 

구로/ 글로벌 시장경쟁에 대응하는 중앙 · 지방정부의 항만정책(민영화 등)， 항만당국 및 

선사들의 전략 등이 항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이다. 전자가 글로벌화에 따른 항만의 

구조적I 외연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후자는 항만 주변 환경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actors)에게 보다 많은 관심음 기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표 2-3). 

비록 이러한 연구틀은 글로벌 경제변화를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에서 접근했거 

표 2-3)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황만의 대응 연구 

찮혔 좋탔~뤘푹l .. Ahi웰I 

I Marti(1985), Airriess(199 1), Todd(1993), Comtiois(1999), Airriess 꿇짧짧 월체탤혔 i f (200 1), Pedersen(2001), Rimmer and Comtois(2002 , 2004) 

I Baird(1995, 2003a, 2003b), Slack et 8/.(1996, 2002), Rimmer(1998), 
짧짧쩔팩， 앓짧 I Slack(1999 , 2004), Zan(1999), Juhel(2000), Martin and Thomas 

짧 쫓월훌쩔 I (2001 ), Notteboom and Winkelmans(2001 ), Loo and Hook(2002), 
Rodrigue(2004}, Hall(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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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l 항만산업 주변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는데 치우쳐 공간적 함의를 제대로 논의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지만/ 오늘날 글로벌 환경에서 항만이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과 실제 

항만 운영의 현실적인 요소들을 환기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우 

리나라에서도 항만공사가 설립되면서 항만 민영화에 관련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은 이러한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50) 

항만은 시설 및 설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것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기에는 많은 관련 주체들(중앙 · 지방정부I 항만당국l 터미널운영자l 국내외 

운송업체l 화주(貨王)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항만 또는 관문 시스 

댐의 변화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l 항만 화불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배후 

지l 지향지의 산업 환경뿐만 아니라/ 그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글로벌) 경제 상 

황의 변화I 그리고 항만을 운영하는 주체들과 그들을 둘러싼 제약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2.1.6 화물유동의 새로운 관문 -공항 및 화물터미널-

항공기술의 발달과 전반적인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항공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공항 관문에 대한 지리학계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항공노선 

의 네트워크 구조l 항공 산업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가 미치는 영향 등은 가장 활발히 연 

구된 주제였다. 하지만I 종래 지리학의 항공 관련 연구 대부분은 주로 승객유동 분석에 

초점을 두었던 까닭에 항공 화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비록 항공노선 

의 허브-스포크 구조가 승객뿐만 아니라 화물유동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밝힌 연 

구가 있지만51)， 과거 국제 교역에서 항공 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항만에 비해 매우 미 

미했기 때문에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지리학자 역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화물운송에서 시간요소 및 신뢰성 문제가 점차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 

50) 차태황 (200이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 대한 항만공사제 도입 타당성 연구I 인하대학교 국제통 
상물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정우 (2004) 항만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항만공사 설립을 중심으로←， 부산대 
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승은 (2005) 동북아 거점 항만 구축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공사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부산항만공사(BPA)를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1) 0 ’Kelly, M.E. (1998) A geographer ’s analysis of hub • and-spoke networks, ] 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ol. 6, Issue 3, pp.17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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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 , 국제교역 화물이 점차 고가화 · 경량화 되는 추세에 따라 항공 화물의 중요성은 더 

욱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외 공히 지리학 문헌을 중심으로 항공 화물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53) 그렇지만 아직까지 항공 화물에 대 

한 연구들은 원론적 수준에서 다뤄지고 있을 뿐/ 국제 항공 화물의 특성이나 그 배후지 

범위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관계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 

다. 국제무역에서 화물이 어떤 운송수단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해당 지역/국가의 관문 

체계 변화 및 향후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화물 운송수단의 선택은 운임l 관문(공 

항l 항만)과 화불 발생지와의 거리/ 운송화물의 특성(단가I 중량I 시간요소 등)， 지향지(화 

묻목적지)와의 연계 정도(노선l 거래처 관계 등) 등의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지만/ 아직까지 항공 화불을 동일한 배후지 항만 화불과의 경쟁 또는 보완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없다.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지리학 관문연구의 새로운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내 

륙 화물터미널이다. 특히 오늘날 물류가 제조업 생산성 증가에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l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화물터미널은 보 

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54) Rodrigue55)는 생산성의 증가가 교통수단의 효율성에 의해 

서가 아니라 주로 터미널의 효율성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논했고， Slack56)은 여러 곳 

52) Hesse, M. and Rodrigue, J - P. (2004) The transport geography of logistics and freight 
distribution, ] 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 0 1. 12, pp.171 • 184. 

53) 김종석 • 이명현 • 이상권 (1998)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회물부문 허브화를 위한 정책방향 교통개발연구원. 
장재구， 한주성 (2000) 사천공항 항공 화물수송의 시 · 공간적 특성과 배후지， 대한지리학회지 
제35권， 제 1호， pp.53-75. 

정명수 (2003) 동북아 지역내 물류허브로의 과제 ←인천공항의 항공물류를 중심으로 중국 
의 부상과 우리나라의 물류중심화전략 세미나자료(2003. 12. 28) , UPS 한국지사. 

임성수 · 김재철 (2004) 한 • 중 화물수송을 중심으로 한 인전국제공항의 기능과 역할， 인천발전연구원. 
Bowen, ].T. (2004) The geography of freighter aircraft operations in the Pacific Basin, 

] 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o1. 12, pp .1• 11. 
Lasserre, F. (2004) Logistics and the internet: Transportation and location issues are 

crucial in the logistics chain,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ol. 12, pp.73-84. 
Luis, ].A.H. (2004) The role of inter • island air transport in the Canary islands, ] 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ol. 12, pp.235-244. 
Behnen, T. (2004) Gennany’s changing airport infrastructure: The prospects for ‘newcomer’ 

airports attempting market entry,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ol. 12, pp.277-286. 
54) Goetz, A.R. and Rodrigue, J-P. (1999) Transport tenninals: New perspectives,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o1. 7, Issue 4, pp.237-240. 
55) Rodrigue, J-P. (1999) Globalization and the synchronization of transport tenninals,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ol. 7, pp.25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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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흩어져 있는 터미널들이 허브 터미널의 정체 및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 

목하였다. 한편y 터미널이 지역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이것과 해당 지역 산업과 

의 연계성에 주목한 연구가 있는 반면57)， 터미널이 그 기능과 관련된 각종 업체들을 유 

치함으로써 지가(地價)를 상승시켜 개발에 일조한다는 논의가 있다.58) 그러나 이러한 논 

의들 역시 항공 화물 연구와 마찬가지로 화물터미널이 전체적인 화물 유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전개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화물터미널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나59)， 항만 및 공항과 더불어 국제화물 유동을 매개하는 기 

능보다는 국내화물 집산지로서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는 특정을 보인다. 

2.2 글로벌 생산 활동에 관한 연구 

항만체계 또는 전체적인 관문체계는 그것의 배후지 및 지향지간 화물유동 특성에 의 

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므로l 그 변화 과정을 보다 갚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문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글로별 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난 반세기 지리학계에서 폭넓게 수행된 i경제 및 생산 활동의 글로벌화l 

와 관련된 연구들이 어떤 과정으로 발달해 왔으며/ 또한 그 주요한 논의들을 무엇이었는 

가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연구 전통이 앞서 살핀 관문 연구전통과 상호 보완되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관문 연구의 전통 못지않게 경제 활동I 특히 기업 활동의 공간적 패턴에 대한 연구 역 

시 지리학자들의 오래된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초기의 대표적 경향으로는 기업 활동이 

56) Slack, B. (1999) Satellite terrninals: A local solution to hub congestion?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ol. 7, Issue 4, pp.241-246. 

57) McCalla, R.].; Slack, B. and Comtois, C. (2001) Interrnodal freight terrninals: Locality and 
industrial linkages , The Canadian Geographer, Vol. 45, pp.404-413. 

58) Hesse, M. (2004) Land for logistics: Locational dynamics, real estates markets and 
political regulation of regional distribution complexe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V 0 1. 95, pp.l62 • 173. 

59) 한지연 (2001) 복합화물터미널의 국가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세홍 (2004) 화물터미널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화물 터미널을 중심으 
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혜옥 (2004) 서울시 화물 터미널의 입지특성과 공간적 연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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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되는 과정을 생산비 및 운송비가 절감되는 입지를 찾는 노력으로 이해했던 신고전학 

파들(neo-classical theories )60)과I 기업 활동 정보의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불완전 

함에 주목했던 행태주의적 접근들(behavioral approaches )61)을 들 수 있다. 비록 이런 초 

기 이론들이 모든 입지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화를 이끌어 낸 것은 아니지만， 20세 

기 중반까지 개별 기업들의 공간 활동을 이해하는 분석 틀을 제공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경계를 뛰어넘는 경제 활동l 특히 

기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원료 · 부품조달l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활동들의 지리적 범위 

역시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는 전통 입지이론이 고려하던 공간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것 

이었으며l 결과적으로 새로운 글로별 경제하에서의 기업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수많은 

논의들을 양산하였다. 특히 FDI와 다국적 기업 (multi/ trans-national corporation) 활동의 

공간적 함의에 대한 연구들이 두드러졌다. 

FDI와 다국적 기업 활동들이 주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점에 따라I 초기의 이론 논의들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지배-종속관계I 기업 활동 

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맑시즘(marxism)과 구조주의( structuralism) 전통이 결합된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그리고 이를 계승한 세계체계론(world system theory)62)등이 선진국 기업이 제 3세계로 

산업 입지와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그러 

나 1970년대 이후 글로벌화의 확대로 기업 활동이 훨씬 복잡하게 진행되면서y 선진국이 

주도하던 FDI와 다국적 기업 활동은 일부 신흥공업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고l 따라 

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중심 (core)-주변부(periphery) 또는 선진국-개도국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고착화된 이론틀로는 새로운 현상틀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곧 경제 · 

생산 활동의 글로벌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양산하였는데l 여기서는 이를 첫째y 다국 

적 기업에 대한 논의l 둘째I 글로벌 생산 활동의 지역화(regionalization) 논의/ 셋째l 글로 

벌 생산 활동에 대한 사슬(chain) 및 네트워크(network)적 접근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60) 신고전학파 입지 이론의 대표적 논의들로는 Weber(1909), Hotelling (1929) , Hoover(1937), 
Lösch (1939) , Isard(1951, 1956), Greenhut(1955) , Smith (1 967, 1971) 등이 있다(Polenske and 
Hewings 2004). Polenske, K.R. and Hewings, G.].D. (2004) Trade and spatial economic 
interdependence, Papers in Regional Science, Vol. 83, Issue 1, pp.269-289. 

61) 입지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을 주목했던 행태주의 논의들로는 Simon (1957) , Pred(1967) , 
Stanford(1969), Rees (1972) 등이 있다. 

62) Wallerstein, 1. (1974) The Modern World 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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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국제무역에 관련된 논의들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l 각 논의들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 기존의 지리학 관문 연구 전통과 어떤 접점 

(接點)에서 조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2.1 다국적 '1 엄 관련 논의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경계를 뛰어 넘은 기업 활동이 경제의 글로벌화를 주도하였기 

때문에l 많은 학자들은 다국적 기업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한 보편적 개념 틀을 제시하고 

자 노력하였다. Dicken63)은 이를 크게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으로 구분하고I 전자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시스렘 개념을 바탕으로 한 i자본순환의 국제화l의 관점으로I 후자 

로는 Hymer64)의 개 척 가이 론(undisputed pioneer)65), Vemon66)으로 대 표되 는 제 품수명 

주기 이 론(product 1ife cycle) 그리 고 Dunning67)의 절충이 론(折衝理論， eclectic paradigm) 

등을 사례로 들었다.68) 

l자본순환의 국제화(internationa1ization of the circuits of capital)’란 다국적 기 업 의 

활동을 i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발달하는 일반적 현상의 일부l라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 

개념의 장점은 경제 활동의 국제화를 설명할 때 I 자본l 생산 그리고 상품교역이 서로 연 

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에 있지만I 구체적 기업 활동의 지리적l 조직적 그리고 

산업 분야별 특징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63) Dicken, P. (2003) Global Shift: Reshaping the Global Economic Map in the 21st Centuη， 
4th edition, Guilford. 

64) Hymer, S.H. (1972)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 OUlηal of Economic Issues , Vol. 
6, Issue 1, pp.91-111. 

(1976)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Foreign Investηzent， Cambridge: MIT Press. 

65) 독점적 우위이론(monopolistic advantage)이라고 하기도 한다. 

66) Vemon, R. (1966) Intemational investment and intem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1e, 
Ql따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0, pp.190-207. 

(1979) The product cyc1e hypothesis in a new intemational environmen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α1d Stαtisti’cs， Vol. 41, pp.255-268. 

67) Dunning, J,H. (1980) Towards an ec1ectic theory of intemational production: Some 
empirical tes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11. pp.9-31. 

68) Dunning (1993)은 이 외 에 도 모방형 발달(Follow-up development), 위 기 분산 가설 (the risk 
diversification hypothesis) , 거 시 적 금융 및 환율이 론(Macro-financial and exchange rate 
theories) 등의 개념과 이론을 소개한 바 있으나， 이론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저술발표의 
연대를 고려하여 본문에서는 Dicken의 분류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Dunning, J,H. (1993) 
M 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Global Economy, Addison • Wisely Publish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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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관점이란 개별 기업 행태에 초점을 맞춰 다국적 기업의 출현을 설명하는 것이 

다. 이미 1960년대부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처음 제시했던 Hymer는 해외시장에서 

외국기업이 현지기업에 비해 겪게 되는 불리한 시장환경I 시장의 불확실성l 각종 규제 등 

에 주목하고l 다국적 기업의 탄생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다국적 기업의 초기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 이후의 연속적 발 

달에 이해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Vernon은 다국적 기업의 출현을 /고유한 제품주기 

에 따라 생산요소에 따른 최적 입지가 달라지기 때문l이라고 해석하였는데l 이 역시 해외 

투자의 초기단계 설명에는 부합하지만l 생산시설 이전을 비용절감 차원에서만 이해했기 

때문에 수출증가 도모 및 신규 시장개척 등과 같은 중요한 FDI 요인을 설명할 수 없고y 

또한 생산이 세계 곳곳으로 동시에 분산됨에 따라 어느 국가도 국제무역에서 특정상품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看過)하였다. 

한편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을 보완한 Dunning의 절충이론은 FDI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등장 조건으로 다음의 3가지가 충족될 때로 보았다. 첫째I 해당기업 고유 

의 우위 또는 소유권의 이점들(ownership-specific advantages )69) 이 있고I 둘째y 그 기업이 

(해외시장에) 자신의 우위를 임대하거나 파는 대신 내부화(intemalization) 하는 것이 유리하 

다고 판단한 경우70)， 셋째l 이전하려는 해외 입지의 고유한 제반 요소들(location- specific 

factors)71) 이 만족스러운 경우 등이다. 그의 논의는 다국적 기업 활동자체를 설명했다기 

보다는 설명에 필요한 개념들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l 그 개념들간의 관계가 여전 

히 이론화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Dicken 2003, 전게서)， 이전의 다양한 이론 

들을 통합한 진전된 논의로 평가된다，72) 

69) 기업고유의 우위 또는 소유권의 우위란 기업 내부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이 스 
스로 창출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지식， 조직， 기술력을 말하 

며， 이 과정을 통해 법적인 사용권한을 얻게 되거나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얻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우위는 기업의 크기， 다양성 또는 기술적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Dunning의 논의는 기업의 규모가 시장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던 

Hymer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70) Coase( 1937)의 제안에서 시작된 내부화 논의가 다국적 기업 행태에 응용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Casson(1976)과 Rugman(1981)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기업은 내부화 

를 통해 해외에 진출할 수도 있고 해외기업에게 자신의 기업우위를 임대해서 로열티를 받 

는 두 가지 대안이 있으나，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내부화 전략이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것 

이라 이해하고 있다(Dicken. 2003에서 재인용) . 

71) 여기에 해당되는 요소로는 1)(새로운) 시장， 2) 자원， 3) 생산비， 4) 정치적 상황(정치적 위 
험수준 포함)， 5) 문화적/언어 적 친밀감 등이 있다(Dicken， 2003에서 재인용) . 

72) 주성 재 (2002)는 Dicken이 제 시 한 상기 이 론 외 에 Knickerbocker( 1973)의 과점 경 쟁 이 론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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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출현에 대한 이론적 수준의 논의와 더불어 기업의 해외생산 유형을 구분 

하려는 시도들이 뒤를 이었다. Dunning73)은 해외생산 기업을 그 진출 동기에 따라 1) 자 

원추구， 2) 시장개척， 3) 효율성추구， 4) 전략적 투자 등으로 구분하였고y 이외에도 탈출 

형 l 지원형/ 수동형 등의 투자유형이 있다고 논하였다. 반면 Dicken은 이를 간단히 시장 

지향 생산과 자산지향 생산으로 분류하고I 생산단위가 조직되는 유형을 기초로 다국적 기 

업의 생산방식을 1) 세계적으로 집중된 생산， 2) 소비시장 개별 생산， 3) 세계 또는 지역시 

장을 위한 상품의 전문화， 4) 국경을 초월한 수직적 통합 등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지리학자틀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지역에 어떻게 뿌리를 

내렸으며 해당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I 그리고 기업의 전후방 연계와 국지적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론적 해석은 물론 기업의 해외입지 과정과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큰 기여를 

했고l 또한 오늘날의 기업 활동이 국가경계를 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꾸준히 

부각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 연구들은 FDI의 흐름이나 분포 그리고 연속적 과정 

으로서 기업간 연계 및 네트워크를 강조하면서도y 이것이 창출하는 실제 국제교역l 특히 

물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간 다국적 기업 논의에서 화물유동 또 

는 교통은 주요한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거나l 단지 그것이 가지는 i기회와 제약요인I 또 

는 i시공간 압축기능l 등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껴) 

2.2.2 글로벌 생만 활동의 ~I 역화 논의 

경제 활동의 세계화가 생산 활동의 국제화 및 교역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75)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조직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급하면서 여 기 서 도출된 follow-the-leader 행 태 (Dunning의 follow-up development 논의 와 
유사， 연구자주)와， 제품수명주기이론에서 기업들이 임금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을 선호하 

는 점 등을 지리학에서 FDI의 분석에 활용 가능한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73) Dunning (1993) 전 게 서 . 
74) Clark, G. , Feldman, M. and Gertler, M. (eds.) (2000)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Dicken, P. (2003) 전 게 서 , 0 ’loughlin, J et 
al. (eds.) (2004) Globalization and Its Outcomes. Guilford. 

75) Held, D., McGrew, A. , Goldblatt, D. and Perraton, J (1999) Global Transformation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Dunning (1993) 전 게 
서 , Dicken (2003) 전 게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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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활동은 노동의 공간적 분업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패턴에 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지만76)， 이러한 활동들이 어떤 지리적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는 

고찰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를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1990년대 이후 많은 지리학자들은 FDI를 통해 가속되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 활동이 

i세계적 (global)'차원보다는I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i지역 (regional)'차원에서 통합되고 있 

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끼 그 까닭은 EU나 NAFTA 같이 지역의 정치구조에 의해 촉진된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공간의 기본 원리인 i지리적 근접성 (geographical 

proximity)' 때문일 것이다. Morrison과 Roth78)는 일찍이 다국적 기업 활동이 글로별 차 

원보다 지역수준의 통합을 선호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논했다. 첫째l 생산시설을 지역 

수준에서 통합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잠재적 한계일 수 있다. 둘째l 지역화 

전략은 전체 글로벌 수준보다 빠른 배송/ 보다 나은 고객만족y 그리고 적은 수준의 재고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지역화 전략은 조직적인 관점에서 더 유리하고 추가적인 지 

원 역량의 발휘를 쉽게 한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아시아 지역의 역내 경제통합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l 

1990년대 이후 이런 현상을 반영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일본 기업들에 대한 연구인데I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이 이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들 기 

업의 FDI가 역내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주요 요인이었다는 논의들이 그것이다，79) 

76) Yeung, H. W -C. (2001) Organizing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in Southeast Asia: 
Implications for production fragmentation, trade, and rules of origin, ] ournal of Economic 
Geography, Vo1. 1. pp. 299-321. 

77) Morrison, A.J., Ricks, D.A. and Roth. K. (1991) Globalization versus regionalization: 
Which way for the multinational? Organí2atíonal Dynamícs, Vo1. 19, pp.17-29. 

Levy, B. (1995)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Toward the shaping of a tripolar 
world economy? The Intematíonal Executíve, Vo1. 37, pp.349-371. 

Poon, ].P.H. (1997) The cosmopolitanization of trade regions: Global trends and 
implications, 1965-1990, Economíc Geography, V 0 1. 73, No. 4, pp.390-404. 

Kozul-Wright, R. and Rowthom, R. (1998) Spoilt for choic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geography of intemational production, 0재ord Revíew of Economíc Polícy, 
Vo1. 14, No. 2, pp.74-92. 

Poon, ].P.H, et al. (2000) Myth of the triad? The geography of trade and investment 
‘bloc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ísh Geographers, Vo1. 25, pp. 427 • 444. 

Yeung (2001) 전 게 서 . 
78) Morrison, A.]. and Roth, K. (1992) The regional solution: An altemative to globalization, 

Transnatíonal Corporatíon, V 0 1. 1, pp.37 -55 (Dicken, 2003에 서 재 인 용) . 
79) Alvstam, C. (1995) Integration through trade and direct investment: Asian Pacific pat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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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런 논의들은 Cumings80)에 의해 주목받은 i날아가는 기러기(flying geese) 모형'81) 

으로 뒷받침 되었는데/ 이 모형은 그간 아시아 개도국 성장을 설명하는 많은 연구에 반 

영되었지만y 산업생산의 지역화가 미치는 복잡한 정치경제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82) 

또한 아시아 역내의 투자 및 생산의 계층적 지역화는 일본I NIEs(신흥공업경제지역군) 

및 ASEAN-3 국가들의 노동 및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경쟁력에 대한 압력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과정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83) 

한편 일본 기업이 선도했던 아시아 역내에서의 FDI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홍콩l 대만l 싱가포르 등의 NIEs가 그 뒤를 잇게 되었고l 이는 중국과 동 

남아 국가들이 제조업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긴밀히 통합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최 

근 경제지리학 문헌을 중심으로 많은 관련 연구들이 축적되는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84) 

in Le Heron, R. and Park, S.O. (eds.) The Asian Pac댄c Rim and Globalization: 
Enterprise, govemance and territor따liη， Avebury, pp.107-128. 

Murphy, A.B. (1995) Economic regionalization and Pacific Asia, Geographical Review, Vo1. 
85, No. 2, pp.127-140. 

Hill, R.C. and Fujita, K. (1996) F1ying geese, swanning sparrows or preying hawks?: 
Perspectives on East Asia industria1ization, Competition and Change, Vo1. 1, pp.285-298. 

Urata, S. (1998) ]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sia: Its impact on export expansion 
and techno10gy acquisition of the host economies, Waseda University and ]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http://www . .icer.orjpjeng/pdf/discussion53.pdf) 

Tiw따i， P. et al. (2003) Spatia1 pattem of ]apanese manufacturing industry in four ASEAN 
countries, Papers in Regional Science, Vo1. 82, No. 3, pp.389-402. 

80) Cumings, B. (1984) The ongms and deve10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1itica1 
economy: Industria1 sector, product cyc1es and po1itica1 consequen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 01. 38, pp.1 -40(Bemard and Ravenhill, 1995에 서 재 인 용) . 

81) 이 모형은 원래 1930년대 후반 일본 경제학자인 Akamatsu Kaname가 일본 섬유산업을 사 
례로 후진국의 발전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수입에 의존하던 후진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산 설비와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역량이 생겨 역수출(팽輸出) 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양에 착안하여 만든 모형이다. Vemon의 제품수가주명 

이론이 개별 기업의 행태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반해 이 모형은 특정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한 특정을 보인다. 
82) Bemard, M. and Rave따피1， J (1995) Beyond product cyc1es and flying geese: Regionalization, 

hierarchy,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East Asia, World Politics, Vol. 47, No. 2, pp.171-209. 
83) Hart-Landsberg, M. and Burkett, P. (1998) Contradictions of capita1ist industria1ization in 

East Asia: A critique of "flying geese" theories of deve10pment, Economic Geography, 
Vo1. 59, No. 2, pp.112-143. 

84) Li, P.P. (1998) The evo1ution of mu1tinationa1 finns from Asia, ] ournal 01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Vo1. 11, Issue 4, pp.321-337. 

Kiminami, L.Y. and Kiminami, A. (1999) Intra-Asian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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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관심 역시 주로 해외자본(또는 해외 모기업)과 자국 토착 

기업과의 관계I 선진기술 이전과 글로벌 경제통합을 통한 해당국가의 경제발전l 그리고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 등의 주제에 맞추어져 있을 뿐l 경제통합의 중요한 결과물인 

역내 원료 및 부품의 조달l 최종생산품 유동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지리학의 생산 활동 국제화 관련 연구가 교통 및 물 

류에 대한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은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2.2.3 글로벌 경껴| 활동억| 대한 ^t슬 및 네트워크쩍 접근 

경제 활동에 대한 분석 흐름이 과거 개별기업 또는 단일지역 수준에서 점차 국가 및 

지역 경계를 뛰어넘는 주체들 간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구조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면서l 경제지리학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i사슬l 또는 /네트워크I 개념을 활용한 많 

은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현실 세계를 사슬이나 네트워크로 파악하려는 시도들은 기본적 

으로 그 개념 자체에 형태적인 I은유(隱혜)’를 내포하고 있고 그 이론적 출발점이 상이한 

까닭에 용어의 의미와 활용에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85)， 또한 분석 주체들에 따라 

개념의 적용과 연구 대상이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인다.86) 

Papers in Regional Science, Vo1. 82, No. 3, pp.389-402. 
Dicken, P. and Hassler, M. (2000) Organizing the Indonesian clothing industry in the 

global economy: The role of business networks, Environment and Planning A , Vo1. 32, 
pp.263-280. 

Ismail, R. and Yussof, I. (2003) Labour market competitivenes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case of Malaysia,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Papers in Regional 
Science, V 0 1. 82, No. 3, pp.389-402. 

Park, S.O. (2003) Economic spaces in the Pacific Rim: A paradigm shift and new 
dynamics, Papers ín Regional Science, Vol. 82, No. 2, pp.223-247. 

Sjöholm, F. (2003) Which Indonesian firms export?: The importance of foreign networks, 
Papers in Regional Science, Vo1. 82, No. 3, pp.389 • 402. 

Emst, D. (2004) Global production network in East Asia’s electronics industry and 
upgrading prospects in Malaysia, in Yusuf, S. et al. (eds.) Global Production Networking 
and Technological Change in East Asi’á, The World Bank, pp.89-157. 

Hassler, M. (2004) Raw material procurement, industrial upgrading and labor recruitment: 
Intermediaries in Indonesia ’s clothing industry, Geoforum, Vo1. 35, Issue 4, pp.441-451. 

85) Sturgeon, T.]. (2001) How do we define value chains and production networks?, IDS 
Bulletin, Vo1. 32, No. 3, pp.9-18. Polenske and Hewings (2004) 전 게 서 . 이 들은 공급사슬 
개념이 크게 두 가지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생성되었다고 보았다. 하나는 사회간접시설 
계획 및 산업개발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초기 문헌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학， 산업공학 
및 경영학 문헌과 관련된 물류 및 공급사슬 관련 개념들이다. 

」1 
l ’ ’ 

[J 



그 동안 사슬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 활동을 분석하려는 시도들은 Porter87)의 가치 

사슬(value chain, 또는 부가가치사슬 value-adding/ added chain)과 프랑스의 filière 전 

통의 분석기법들이 있었다. 전자의 핵심은 전후방으로 연결된 기업 활동에서 사슬의 각 

주체들(elements) 이 각 과정을 거칠 때마다 가치 (value)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치는 기업 수익 (pay-off)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즉 /해당 사슬이 창출한 총 가치I는 소 

비자가 지불하는 i가격I과 같고I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사슬 

이 창출한 가치로 이해하는 것이다. 김선배88)는 이 가치사슬의 개념을 Dicken89) 이 언급 

한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즉 연속성을 가진 생산 

체계가 각 공정마다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l 경제지리학의 생산 요소별 투입-산출 분석 

에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치사슬 개념은 원래 경영학적인 J비 

용Y 또는 i효용l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추상화 수준이 높고l 주로 개념적인 수준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 공간적인 함의/ 특히 화물유동 연구에 직접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하 

지만 I사슬내 개별요소들이 각각 독자적인 가치 창출의 주처「라는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이후 공급사슬상의 개별 물류 요소들(항만I 국내 · 외 운송업l 창고업 등) 역시 가치창출 

의 주체이자 전체 공급사슬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써 인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후자인 fili송re는 i최종 수요자의 만족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 

는 주체들의 집합I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원래 과거 프랑스 식민지로부터 농산품의 전달 

과정을 분석하던 것으로 생산 및 분배시스댐 내부의 경제적 과정들음 보다 조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1970년대 프랑스 경제학자가 고안한 개념이었다. 이것의 주된 목표는 상 

품 흐름의 지도를 작성하고 filière 내부 주체들의 활동을 계층적 관계로 분석함으로써l 

경제적 통합과 비통합의 역동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었다.90) 그러나 이 전통 

86) Polenske, K.R. (2001) Competitive advantage of regional intemal and extemal supply 
chains, in Lahr M, Miller RE (eds.) (2001) Essays in honor of Benjamin H. Stevens. 
Amsterdam: Elsevier Publishers, pp.259 • 284. 

87) Porter, M.E. (1985) αmpetitive Ad뼈1따~e: Creating and Sustaining Sμperior Perfom뼈1ce， 

New Y ork: Free Press.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 London: Macmillan. 

88) 김선배 (1997) 한국 컴퓨터산업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 
학위논문. 

89) Dicken, P. (1994) The repoke lecture in economic geography: Global-local tentions firm 
and states in the global space economy, Economic Geography, Vol. 70, pp.101-128. 

90) Raikes, P. et al. (2000) Global commodity chain analysis and the French filièr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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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고전경제 분석의 뿌리인 다양한 회계(會計)기술은 물론이고 시스댐분석/ 산업조직/ 

주류 경제학I 경영학/ 마르크스 경제학 등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과 방법론을 차용(借댐) 

했기 때문에 분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비록 이러한 방식이 

권력에 대한 의존과 분배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부 주체들에 주목하고 있지만I 주된 분석 

대상이 I대기업 I과 l국가기관I이라는 두 유형에 지나치게 집중하기 때문에l 생산 네트워크 

내부 주체들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91) 

이러한 논의들과 더불어 지난 10여 년간 지리학에서 가장 폭넓게 받아들인 사슬적 개 

념 은 글로별 상품사슬(global commodity chains, 이 하 GCC)의 개 념 이 다.92) Hopkins와 

Wallerstein93) 이 창안하여 Gereffi와 Korzeniewicz94)등에 의 해 폭넓 게 수용l 발전 된 이 

GCC 개념은 종속이론의 분석 전통을 따른 것이다. 이 개념은 국경을 초월한 기업의 교 

역활동l 그리고 이것과 발전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을 수행함으로써 세계체계 

의 범주(範購)들을 구성하는데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GCC논의들은 l신국제노동분업I 

이 경제/ 사회공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했던 흐름과 유사한데y 기존 논의들과 다른 

점은 과거 핵심/반주변/주변부 등과 같은 정적(靜的)인 공간구분을 버림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산업조직의 실체를 포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농산품 유동분석에 치중했던 filière 전통과는 달리 GCC분석은 산업 생산품에 초점을 

Comparison and critique, Economy and Society, V 01. 29, pp 390 • 417. 
91) Henderson, ]. et al. (2002)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the analysis of economic 

development,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1. 9, Issue 3, pp.436-464. 
92) Leslie과 Reimer(1999 )는 상품사슬과 관련된 제반 논의들을 이론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글로별 공급사슬 논의， 둘째， 공급 시스템 (systems of provision) , 셋 
째， 상품순환(commodity circuits). 이들은 글로별 공급사슬 논의는 종종 사슬내 개별 결절의 
독창성을 간과하는 문제를， 공급 시스템 논의는 비록 생산과 소비의 상호관계를 인식하지만 

사슬내 다른 측면보다 사회적 관계비용의 맥락에서 생산의 역동성을 과장되게 해석하는 문 

제를， 끝으로 상품 순환 논의는 개발의 문제들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넌다고 

보았는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 논의들의 이론적 배경이 취하는 정치적 입장 때 

문이라고 해석하였다. 

93) Hopkins, T. and Wallerstein, 1. (1986) Commodity chains in the world-economy prior to 
1800, Review , Vo1. 10, pp.l57 • 170. Wallerstein은 무역을 생산， 금융과 더불어 국가의 지배 
력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세계체계상에서 무역은 국가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상품사슬은 첫째， 투입-산출의 구조(생산과 서비스의 결합) , 둘째， 영역성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일련의 경제 활동 중 생산과 물류 네크워크가 집중 또는 분산되는 움 
직임) , 셋째， 지배구조(권위나 권력관계)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았다(한주성 2003에서 재인용). 

94) Gereffi, G. and Korzeniewicz, M. (eds.) (1994) Commodity chains and global capitalism, 

Praeger, Westport,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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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고y 비록 역사적인 측면을 소홀하게 다루기는 하였으나 국제무역의 이면에 존재하는 

경제통합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생산 시스렘이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Gereffi 

에 따르면 상품사슬은 생산 활동과 관련된 모든 범위(디자인I 생산l 제품 마케팅 등)를 포 

괄하는 개념인더L 그는 이것을 크게 생산자 유발(producer-driven)사슬과 구매자 유발 

(buyer-driven)사슬로 구별하였다. 이 중 전자는 대기업I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전후방 연 

계를 모두 포함한) 생산 네트워크 통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 

며 95)， 후자는 대형 판매상I 마케터 및 브랜드 생산업체들이 분산된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96) 그는 두 개의 상품사슬 중 구매자 유발 사슬 

이 글로별 환경에서 주로 수출지향적인 제3세계 국가들의 산업화를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자신은 주로 미국시장과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및 중남미 지 

역의 의류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97) 

GCC.와 관련된 논의는 이후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관광98)， 서비스업 99)， 신발100)， 

자동차 및 부품101)， 전자제품 및 기타102)， 과일 및 채소103)， 심지어 불법상품(코카인)104) 

95) 자동차， 항공기， 컴퓨터， 반도체 및 중장비기계와 같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들이 이 범 
주에 포함된다. 

96) 의류， 신발， 완구， 가정용품， 가전제품， 수공품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주로 포함된다. 
97) Gereffi, G. (1994) The organization of buyer-driven global commodity chains: How US 

retailers shape overseas production networks, in Gereffi and Korzeniewicz (eds.) 
αmmodiη αl1l.ηs α1d Global Capitalism, Praeger, pp.95-122. 

(1999) Intemational trade and industrial upgrading in the apparel commodity 
chain, Joumal of lnternational Economics, Vol. 48, pp.37-70. 

98) Clancy, M. (1998) Commodity chains, services and development: Theory and preliminary 
evidence from the tourism industry, Review of l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5, 
pp.122-148. 

99) Rabach, E. and Kim, E.M. (1994) Where is the chain in commodity chains?: The service 
sector nexus, in Gereffi and Korzeniewicz (eds.) Commodity Chains and Global 
ω!pitalism， Praeger, pp.123 • 141. 

100) Schmitz, H. (1999) Global competition and local cooperation: Success and failure in the 
Sinos Valley, Brazil, World Development, Vol. 27. pp.143-161. 

101) Bames, J and Kaplansky, R. (1999) Globalisation and trade policy reform: Whither the 
automobile components sector in South Africa,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Sussex(Raikes et al. 2000에 서 재 인용). 

102) Kenny, M. and Florida, R. (1994) ]apanese maquiladoras: Production organization and 
global commodity chains, W orld Development, V 0 1. 22, pp.27 -44. 

103) Reynolds, L. (1994) Institutionalizing flexibility: A comparative analysis of Fordist and 
post-Fordist models of Third World Agro • export production, in Gereffi and Korzeniewicz 
(eds.) Commodíη Chaíns and Global Capítalism, Praeger, pp.143-161. 

104) Wilson, S. and Zambrano, M. (1994) Cocaine, commodity chains, and drug politic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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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상품사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개별산업에 대한 사례 분석은 지나친 일반화 

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GCC 개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들은 일부 설득력 있는 비판105)에도 불구하고 상품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실체들 

에 대해 보다 세밀한 사고의 틀을 제공해준 것으로 평가된다(Leslie and Reimer 1999 

)106). 특히 사슬이 지년 연속적인 속성상 그것을 따라 이어지는 화불유동을 명확히 인식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정 

치경제적 분석요구에서 출발한 GCC 개념은 화물유동분석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l 관련 연구들이 산업의 전후 연결과정을 하나의 사슬로 주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물유동에 대한 충분한 언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i사슬l 접근 방식의 약점은l 생산 및 분배 과정들을 주로 수직적이고 선형적인 

것으로 개념화함으로써 고도로 복잡한 현실상의 네트워크 구조들l 즉 수직적일 뿐만 아 

니라 수평적이고 또한 사선형이기도 한 경제 활동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는 것이다.107) 이처럼 기업 조직이 점차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l 기업 환경에서 비물질 

적 자원의 증가와 함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I 

최근 경제지리학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108) 

네트워크에 관한 논의들로는 앞서 언급한 Dicken의 l생산사슬I 개념이 확대된 것 이 

외에도I 행위자(주체)-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109),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ErnstllO)와 Henderson 등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논의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lobal 

transnational approach, in Gereffi and Korzeniewicz (eds.) Commodíty Chaíns and Global 
Capitalism, Praeger, pp.297 - 315. 

105) Henderson et al. (2002)은 다음의 4가지를 GCC개념의 약점이라 지적하였다. 첫째， GCC의 
단순한(생산자 및 소비자 유발) 사슬구분 방식은 다양한 경험적인 실제를 구분하는데 충분 

하지 않다. 둘째， 현재의 사슬은 과거로부터 진행된 것이며 또한 미래 발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GCC는 현재 사슬에만 초점을 두어 그것의 역사 및 함의를 재구 

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셋째 특정 지역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해당 기업의 

국적(國籍) 변수를 간과되었다. 넷째， 기업 활동을 수동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기업 전략에 
대한 독립적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노 

동시장의 조직 및 근무여건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106) Leslie D. and Reimer S. (1999) Spatializing commodity chains, Progress ín Human 
Geography, Vol. 23, No. 3, pp. 401-420. 

107) Henderson et al. (2002) 전 게 서 . 
108) 이병민 (2001)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 기업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 
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109) 이 이 론에 대 한 다양한 논의 는 http:j /carbon.cudenver.edu/ -mryder/itc_datal acLnet.htm1참조. 

110) Emst, D. (2때0)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the changing geography of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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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network, 이하 GPN) 개념 등이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역동적인 경제 

공간의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i사슬I 개념(가치사슬l 생산사슬/ 글로벌 상품사슬 

등)을 확대 ·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한 기업 활동 분석이 

역동적인 산업공간을 보다 잘 이해하고l 또한 해당 산업이 뿌리내린 지역과의 관계를 보 

다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게 했음은 분명하다. 최근 산업 공간의 세계화와 국지화(loc떠ization) 

가 동시에 진행되면서I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의 형성과 발전은 (지역) 경쟁력의 원천 

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111)， 또한 다양한 기업간 네트워크가 기술혁신의 잠재력을 향상시 

켜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높였음을 밝힌 연구들도 이루어졌다.112) 하지만 네트워크 개념 

을 통해 분석의 범위가 무형(無形)의 것까지 확장되면서I 산업 활동의 결과로 항상 나타 

나는 화물유동 현상은 오히려 더욱 주목받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사슬 및 네트워크 개념은 오늘날 더욱 자유롭게 국경을 뛰어넘어 

수행되는 다양한 경제 및 기업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 

다. 이들은 모두 경제 활동이 상호 연결된 구조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l 기 

업의 연구 · 생산 · 분배 · 소비 활동의 상호의존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거시적으로나 미시 

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로 기업조직의 통합l 지역에서 

의 뿌리내림l 해당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데 집중하는 반면f 그러한 활동 

들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실제 화물유동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점은 매 

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글로별 산업-생 

산 활동에 대한 연구전통과 지리학의 관문 연구전통이 만날 수 있는 점점에 대해 논하고 

자한다. 

system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East• West Centre Working Paper, 
Economics Series No. 9, Honolulu. 

(2002) Global production networks in East Asia’s electronics industry and 
upgrading perspective in Malaysia, East-West Centre Working Paper, Economics Series 
No. 44, Honolulu. 

111) 박삼옥 (2002) 네트워크 세계의 산업 산업의 세계화와 국지화 , 대한지리학회지， 제37권， 

제2호， pp.ll1 -130. 
112) Asheim, B.T. (2000) Industrial districts: The contributions of Marshall and beyond, in 

Clark, G.L. et al. (eds.) The 0.χ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pp.413-431. 

Feldman, M.P. (2000) Location and innovation: The new economic geography of innovation, 
spillovers, and agglomeration: 같은 책， pp.373-394(박삼옥 2002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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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국껴|무역에 대한 이론적 접근 

상기 논의들 외에도 글로별 경제 활동과 관련한 연구 흐름에는 국제무역 현상을 보다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한 논의들이 있다. 이것은 지역 · 국가의 비교생산비 우위 개념을 

주창한 Ricardo의 국제분업론을 그 뿌리로 둔다. 국제무역 이론은 자체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복잡한 이론 발달과정을 겪었고113)， 그에 따라 지리학에서도 오래전부터 경제지리 

학 문헌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제무역을 다룬 지리학 

의 연구는 아프리카의 커피무역과 항만간의 관계를 밝힌 Dongen114) 연구 이래l 관문을 

매개로 한 화물유동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115) 

한편 무역 현상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접근은 Smith116)의 초창기 논의이래l 앞서 살 

핀 Vernon(1966)의 제 품수명 주기 이 론， Wallerstein(197 4)의 세 계 체 계 론， Porter(1990)의 국 

가경쟁우위론， Krugman의 신국제무역이론(1993) 등의 다양한 논의와 연결되어 지금도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주로 경제의 세계화의 맥락에서 무역 

의 공간적 범위I 무역 관련 정책y 제 3세계와의 무역격차 등의 관점에서 국제무역을 접근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17) 그러나 상기 연구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화불유동에 

113) 국제 무역에 관련된 이론들로는 Mill의 상호수요(균등)이론， Haberler의 기회비용설， 

Heckscher~Ohlin 정 리 , Leontief의 역 설 , Stolper~Samuelson 정 리 등 이 었 다. 
114) van Dongen, I.S. (1961) Coffee trade, coffee regions , and coffee ports in Angola, 

Economic Geography, Vo1. 37, No. 4, pp.320~ 346. 
Glasmeier, A. , Thompson, ].W., and Kays, A.]. (1993) The geography of trade policy: 

Trade regimes and location in the textile and apparel complex, Economic Geography, 
Vo1. 18, No. 1, pp.19~ 35. 

115) 국제무역의 사례연구는 항만의 배후지 지향지를 다룬 고전 지리학의 관심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의 범주에 해당하는 논의들은 앞의 2.1장에 이미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116) Smith, R.H.T. (1970) Concepts and methods in commodity flow analysis, Economic 
Geography, Vol. 46, pp.404~416. 

117) Storper, M. (1992) The limits to globalization: Technology districts and intemational 
trade, Economic Geography, Vol. 68, No. 1, pp.60 • 93. 

Krugman, P. and Elizondo, R.L. (1996) Trade policy and the Third World metropolis, 

Journal 01 Development Economics, Vol. 49, Issue 1, pp.1 ~270. 

Poon, ].P.H. (1997) The cosmopolitanization of trade regions: Global trends and 
implications, 1965~ 1990, Economic Geography, Vol. 73, No. 4, pp.390 • 404. 

Feenstra, R.C. (1998) Integration of trade and disintegration of production in the global 
economy, Journal 01 Economic Perspective, Vol. 12, No. 4, pp.31 • 50. 

Markusen, ].R. and Venables, A.]. (2000) The theory of endowment, intra-industry and 
multi-national trade, Journal olInternational Economics, Vo1. 52, Issue 2, pp.209-409. 

Paluzie, E. (2001) Trade p이icy and regional inequalities , Papers in Regional Science, 

V 0 1. 80, pp.6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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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언급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l 일부 논의는 앞서 살핀 경제 활동의 세계화의 논 

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3 국제 화물유동에 관한 지리학 연구 전통의 조화 

2.3.1 '1 존 논의들의 한제와 국퍼| 화물유동 연구억|며 관문의 의의 

지금까지 간극(間源)을 두고 각각 발전해 온 지리학의 관문(항만 및 공항)에 대한 연 

구와 생산 활동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지리학자들은 오래전부 

터 관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면서l 관문과 연계된 배후지 및 지향지 특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일찍부터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부 

분의 연구에서는 관문 자체 및 그 주변 환경에 보다 주목했을 뿐I 화물유동의 근원인 배 

후지-지향지간의 역동적 경제 변화 과정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반면 생산 

활동의 세계화 논의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산업 활동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경험연구를 

제시하고 또한 이런 활동들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것 

임을 강조했지만l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국제) 화물유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표 2-4). 

오늘날 다양한 지리적 차원(지역 · 국가 등)에서 경제 시스댐 변화를 초래하는 가장 

표 2-4) 기존 관문 연구 및 글로벌 생산 활동 연구의 성과와 한계 

훌월뚫 앉:한 훌옳훌훌훌 쨌짧 훌훌 옆-i1 

• 배후지/지항지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 글로벌 샘산 활동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쌍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시각을 강조 이론 및 사례연구 제공 

• 관문의 발달과정， 경쟁， 주변 환경변화에 • 사슬， 네트워크개념 등을 통해 국제경제， 생산 
대한 다양한 이론 및 경험연구 제공 및 교역 활동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 

했계I • 역동적인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 글로벌 경제 및 생산 활동의 결과울인 실제 
배후지-관문-지항지 상호관계 고찰 미약 화물유동에 대한 관심 및 실증연구 부족 

Sjöberg O. and Sjöholm, F. (2002) Trade liberalisation and the geography of production: 
Agglomeration, concentration and dispersal in lndonesia ’'s manufacturing industry, 
Presented paper on the seminar in The Leverhulme Centre for Research on 
Globalisation and Economic Policy, 27/June/2002, School of Economics, University of 
Nottingham,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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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요소는 경제통합의 가속화로 인한 화물유동의 증가이다. 또한 시-공간에서 상 

호의존적인 경제 활동을 연구할 경우I 화물유동은 가장 적절한 연구주제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리학에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118) 국제 화물유동 

에 대한 연구 역시 아주 부족한데l 한주성 119)은 그 이유를 지리학에서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이 다양화되지 못했고 기존 연구들이 적절한 분석방법론을 확립시키지 못했기 때문 

이라 해석하였다 12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최근 교통지리학 및 경제지리학자들은 l물류l를 매개(媒介)로 

한 공동 연구의 모색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121)， 또한 운송비에 관심을 둔 많은 경제학 

자들 역시 무역에서 차지하는 교통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주목하고 있다.122) 그렇지만 

118) Hesse, M. and Rodrigue, J -P. (2004) The transport geography of logistics and freight 
distribution, ] 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 0 1. 12, pp.171 -184. 이 들은 전통적 인 교통지 
리학에서도 그 동안 연구의 중심은 주로 사람의 통행에 놓여 있었고， 화물 유동은 도매활동 
과 관련된 연구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소매활동이나 특히 국제물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경제지리학의 세계화 논의에서 교통의 역할은 주요 문 
제로 다루어지지 않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운송비가 무역규모에 근본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고 단지 교통이 가지는 제약과 기회요인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논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까닭이 그 동안 교통 
을 단순히 ‘파생된 수요’로서만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화물 운송의 경우에는 

새롭게 변화하는 물류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의 이해가 ‘통합된 수요’로서 인 

식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19) 한주성 (2003) 유통지리학， 한울. 
120)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학계의 역사가 짧고， 경제 발달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졌 

기 때문에 국제물류와 관련된 연구가 미진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그는 McConnell 
의 견해를 인용하여 국제 화물유동(국제물류)에 대한 접근방법을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간 (또는) 국가내 수준에서 공간체계의 성장과 발전이 무역 패턴에 미치는 영향， 둘째， 

관문이나 그 배후지의 영향， 셋째， 생산의 국제화， 운송， 통신， 제조기술의 혁신， 국제노동 분 
업체계나 정치 경제체제 변화가 무역의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121) 일례로， 미국지리학회 (AAG)는 최근 연례 학술대회 (annual meeting)에서 교통 및 경제지리 

연구 분과의 공동개최로 매년 물류 연구와 관련된 특별 세션을 마련하고 있다. 2004년 

(Philadelphia, PA)은 ‘Re-Exploring the Interface between Economic Geography and Transport 
Geography', 2005년 (Denver， CO)은 ‘Global Production Network' 등의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오는 2006년 (Chicago， IL)에는 ’Gateway City'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122) Venables, A.]. and Limao, N. (1999) Geographical disadvantage: A Heckscher-Olin-von 
Thünen model of intemational specialization, The W orld Bank, Washington, December. 

Thompson, R. (2000) The role of transportation in the global food system, in Coyle, W. 
and Ballenger, N. (eds.) Technological Changes in the Transportαtion Sector: Effects on 
US Food and Agriculture Trade, USDA, Washington, pp.1-4. 

Frankel, ]. (2000) Integrating transportation and geography into trade analysis, in Coyle, 

W. and Ballenger, N. (eds.) Technological Changes in Transportation Sector: Effects on 
U. S. Food and Agriculture Trade , USDA, Washington, pp.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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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의들은 원론적 수준에서 그 필요성만을 검토할 뿐l 아직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경험 연구의 축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국제무역에서 외생(外牛) 변수로만 

인식되던 운송비를 다시 조명하는 최근 논의들조차 운송비 감소가 전체적인 교역규모를 

증가시켰음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123)，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역내 경제 활동 

이 통합되는 현상과 그 결과인 국제 화물유동이 공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이에 연구자는 그간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지리학 관문 연구의 전통과 

경제-생산 활동의 세계화에 대한 연구가 i관문l을 통해 서로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에 착안하여 (국제) 화불유동 연구에 활용할 하나의 개념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제의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국가간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지 

만/국가의 실체y가 존재하는 한 국제 화불유동은 반드시 관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의 활동l 글로벌 생산 활동의 지역화 과정I 사슬 및 네트워크 관점y 국 

제무역이론 등 국제 화물유동이 발생하는 배경과 원인을 무엇으로 설명하던 간에/ 그것 

이 국경을 넘어 상호 연결된 경제 활동의 결과물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연속선상의 길목에 있는 관문에 주목하고 이를 중심으로 배후지와 지향지의 화물유동 특 

성을 연구하는 것은/ 역으로 기존 글로벌 경제 활동 분석 논의에 새로운 시각의 연구 성 

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방법은 관문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연 

계된 배후지 및 지향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던 지리학 관문 연구의 전통 

과 부합되는 길이기도 하다. 

Pedersen, P.O. (2001) Freight transport under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Africa, 
] 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ol. 9, pp.85-99. 

123) Kumar, S.N. and Hoffmann, J (2002) Globalization: The maritime nexus, in Grammenos, 

C. (ed') The Handbook of Maritime Economics and Business, London: Lloyd’s of London, 
pp.43-62.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 교재에서 운송비는 다루어지지 않거나， 전체 거래비용의 
일부로만 간주되고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통과 운송 인프라는 입지이론과 개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무역과 경제개발에 더 이상 큰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은 그 까닭을 첫째， 운송비의 감소와 더불어 교통의 

연결성 및 효율성이 증가했고， 둘째， 교통(운송비)과 경제성장(화물유동에 미치는 영향도 포 

함됨→연구자 주)과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그것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 
고 보았다. 그렇지만， 최근의 경험적인 연구(0’Rourke and Williamson, 1999)는 운송비의 감 
소가 교역을 증가시켰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운송비 변수는 거리나 다른 입지 요 
인들보다도 무역규모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nderson(1999) 
은 운송비가 항상 무역의 성장을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그간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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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t슬 깨념의 효용과 공관적 껴리 깨념의 적용 

생산 활동의 세계화 관련 연구에서 지리학 및 사회과학자들이 도입했던 I사슬l개념이I 

연속적인 경제 활동의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화물유동 과정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음을 앞서 논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경영학I 산업공학 등의 물류 관 

련 연구에서도 연속적인 경제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 · 관리하기 위해 유사한 개념을 수 

용하여 널리 활용하고 있다. 최근 물류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하나 

인 l공급사슬(supply chain)'은 비단 재화의 유동뿐만 아니라 생산 · 조달 · 소비활동과 관 

련된 모든 관련 유 · 무형 요소들의 집합적 활동을 일걷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I 그 정 

의는 대략 다음과 같다(표 2-5). 

이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공급사슬은 i원료구입부터 소비자까지 이르는 동안l 정보 

및 재화의 가공(변형)， 유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l이다. 이 개념 역시 경영학 및 물류관리 

의 차원에서 고안되고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124)， 앞서 살핀 가치사슬이나 GCC 논의와 

마찬가지로 화물유동 분석을 위해서 활용되기 보다는 분야별 연구자 및 의사결정자틀의 

표 2-5) 공급사슬의 정의 

학 x. 용썰λ}술(supply chain)의 청 와 

Handfield an엉 1- 원자재추출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보의 
야ichols125l 흐름뿐 아니라 재화의 흐름과 변형과 관련된 모든 활동 

1- 공급자， 제조자， 운송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수많은 경영주체 들이 
당eamon 126} 함께 노력하여 원료를 획득하고， 이 원료를 최종 산물로 변환하고， 

최종 산물을 소매업자에게 제공하는 통합된 과정들 

• 원료의 구매에서부터 최종소비자까지 제품(및 정보)의 유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수요 예측， 공장입지， 투입물 조달， 원료취굽， 주문과정， 

Coyle et 8/. 127) 상품포장， 운송 및 사용， 저장 및 적재노선， 재고관리， 반품처리， 운송 관련 
정보， 펴|품 및 불량품 처리 그리고 부품과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물류시스템 

124) 한동철 (2002) 공급사슬관리 • SCM- , 시그마인사이트. 그는 공급사슬 또는 공급사슬관리의 

개념이 1980년대 미국에서 생성되어 당시 생산과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던 기법들(just-in -time 
생산， 무재고Oean) 생산)과 1990년대 판매방식 효율화를 위한 기법들(신속 대응， 효율적 고 

객 대응)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1990년대 중반부터 새롭게 부각된 것으로 보고 있다. 
125) Handfield, R.B. and Nichols, E.N. (1999) Introduction to Supply Chain Management, 1st 

edition, Prentice Hall(임종관 外 2004에서 재인용) . 
126) Beamon, B.M. (1998) Supply chain design and analysis: Models and methods, 

International ] ournal 01 Production Economics, Vol. 55, pp.281 • 294. 
127) Coyle, ].]., Bardi, E.]. and Langley, C.]. (1988) The Management 01 Business Logistics, 

West Publishing Company, St. Paul,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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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적용된다.128) 그러나 경제 활동의 상호의존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활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이러한 접근방법 

은/ 앞서 살핀 지리학 연구 전통들과 맥을 같이 할뿐만 아니라 화물유동 연구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또한 여기에 공간적인 관점의 분석이 더해진다면 급변하는 경제 및 산 

업공간에 대한 보다 풍부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공급사슬 개념을 도입하여 사슬 특성이 지역 및 산업구조 재편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연구한 학자는 Pereira이다.129) 그는 미국 시카고 금속공업의 공급사슬 특성을 

i주문형I과 i표준형 l으로 나누고130)， 공장으로부터의 화불유동 방향에 따라 사업주가 고려 

하는 운송 관련 요소들의 중요도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31 ) 금속업체들이 공급사 

슬 운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5가지는 출고의 경우 1) 운송시간， 2) 신뢰성， 3) 운 

송비， 4) 접근성， 5) 물품 추적가능 여부 순(順)인데 반해I 공장으로 들여오는 물품의 경우 

에는 1) 운송비， 2) 운송시간， 3) 신뢰성， 4) 접근성， 5) 물품 추적가능 여부의 순이었다. 여 

기에서I 도입시 최우선으로 고려되던 운송비가 출고시에는 3번째로 밀려난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신고전 입지이론에서 운송비는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으나， Pereira의 연구는 공급사슬의 관점에서 화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집합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I 이로써 공급사슬 특성이 화물유동과 기업 

의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Pereira 이후 공급사슬 개념을 화물유동 분석에 적용한 이는 McCann, Polenske 등을 

꼽을 수 있다. McCann 132)은 지역간 무역을 설명하고자 기업입지 행태를 결정하는 운송 

비 모델을 개발했는데I 제품의 중량대비 가격이 높으면(주로 주문된 상품들) 그것이 낮은 

128) Polenske (2001) 전 게 서 
129) Pereira, A.E. (1997) Implications for Transportation Planning of Chang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e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Urban Studies and Planning,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30) 금속공업의 ‘주문형(custom) ’ 사슬이란 연장， 거푸집， 주형 같이 고객의 고유한 주문에 의 

한 특수 제품들을 말하는 것이고， ‘표준형 사슬’은 금속기구나 컨테이너처럼 상대적으로 표 

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지역간 교역흐름을 예측하는데 추가 
적 요인을 제공해 주었는데， 일례로 주문형 사슬에 속한 기업은 표준형 사슬 기업보다 긴 
리드타임(lead time)과 적은 재고수준을 가지고 있는 반면，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규 

격화된 운송 및 물류 전략들이 부족하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131) 그는 금속기업의 화물유동 방향을 제품 출고와 원자재 도입의 두 가지로 구별하여， 화물 
운송시 개별 기업이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측되는 127~ 항목의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132) McCann, P. (1998) The Economícs ollndustríal Locatíon: A Logístícs-Cost Apprcαch， 

Sprínger, Berlín, Heidelberg,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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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표준화된) 제품보다 긴 연결망과 다른 패턴들을 갖게 된다고 보고l 기업에게 있어 

정보 획득과 교통-거리 비용의 상대적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Polenske는 투입산출 모텔을 기초로 중국 철강 산업에서 석탄l 코크스 및 철강 선적(船 

積)에 대해 분석하고I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지변화 및 새로운 운송노선이 개발됨에 

따라 대안적인 선적 패턴들이 만들어 내는 오염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공급사슬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정책결정자의 목적에 따라 기업들은 집적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모 

일 수도 있고I 분산경 제 추구를 위 해 흩어 질 수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흥미로운 연구에도 불구하고I 이후 화물유동 연구에서 사슬 개념을 반영한 사 

례가 거의 없음은 아쉬운 일이다. 이러한 개념을 활용한 화물유동 연구들은 그 수가 매 

우 적고I 주로 특정 사업에서 미시적 차원의 분석을 시도한 까닭에 그 범위를 벗어난 일 

반화에 실패하고 있으나133)， 이것이 화물유동 분석에서 사슬 개념이 지니는 가치와 잠재 

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사슬 개념들(가치사슬， fili응re， GCC, 

생산사슬l 공급사슬 등)은 주로 개별 산업 내부의 제품(또는 자재) 및 정보(또는 자금)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거나 그 프로세스를 밝히기 위해 고안 · 적용된 개념이지만/ 

관문을 중심으로 한 국제 화물유동 분석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일반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134) 

쩔 관문않없eway) 
-+화물유동 

원료 

댔) 
품급πt 

F8 F9 

그림 2-2) 제조업 화물유동의 일반적 경로와 관문의 위치 

133) Polenske and Hewings (2004) 전게서. 
134) 정보(또는 자금)의 유동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경험연구에서 그 실체를 찾아 분석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슬 개념을 ‘실제 화물(제품 및 자재) 유동’에 한정하고， 이를 화물 

유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그 패턴이 복잡한 제조업을 대상으로 적용해 보았다. 

낌
 



그림 2-2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화물유동 패턴을 사슬 형태로 표현하고 이 

것이 (수출입과 관련된) 국제적인 것일 경우 각 단계에서 관문이 놓일 수 있는 위치를 개 

념화 한 것이다. 관문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이를 통과하기 이전(H1~H9)은 배후지 화불유 

동이고 그 이후(F1~F9)는 지향지에서의 화물이동이 된다. 세계화의 진행이 더디었던 국가 

경제 시대에는 완제품의 수출입(그림 번호 3)과 원료 · 부품의 수출입 (1， 2, 8)에서 국제 

화물유동이 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 확산에 따른 교역량의 증가I 그리 

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초국적 생산 활동의 활성화에 따라 제조업의 화물유 

동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관문을 거치는 경우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135) 따라 

서 관문을 중심으로 한 화물유동 분석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지난다. 

그렇지만 국제 화물유동의 연속적인 과정을 관문을 중심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화물 

유동에 대한 공간적 분석이 담보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l거리 l라는 공간적 의미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이에 유용한 것의 하나가 

최근 물류연구에서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Y사슬간 경쟁l의 개념이다. 즉 글로벌 경쟁의 

주체가 y사슬 내 개별 요소들이 아니라 공급사슬 전체I라는 것이다.136) 이는 Porter의 가 

치사슬 논의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I 사슬내 모든 참여자들(생산자l 국내외 운송업 

및 창고업자l 도 · 소매상 등)은 가치를 창출하는 독립된 주체지만l 여기서의 핵심은 l공 

급사슬이 창출하는 전체 가치에 따라 결국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135) 전반적인 대외교역 증가로 관문의 화물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화물유동 사슬의 일부 
(또는 전체)가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관문 화물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완제 

품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 과거 국내 화물(2， 8)은 초국적인 제조업 공급사슬로 인해 국제 

화물으로 전환되고 또한 완제품 공장과 연계된 다른 화물유동(3. 6. 7) 역사 화물특성과 국 
내외 시장의 점유율에 따라 국내외 운송 비율이 달라진다. 완제품의 주된 소비지가 국내인 
경우， 생산 공장의 이전은 부품 · 반제품의 수출(2)과 완제품 역수입 (3) 등의 국제 화물유동 

을 발생시킨다. 반면， 완제품의 주된 소비지가 국외인 경우는 완제품의 국내 관문 이용(3)은 

감소하고 부품 · 반제품(2)의 수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편 과거 상대적으로 단순했던 

원료산지에서 최종소비자까지의 화물 유동은 정보통신기술 및 다양한 운송 서비스의 발달로 
더욱 복잡해진다. (1) ~ (5)까지의 흐름이 전통적인 화물유동 패턴이었다면， 최근 인터넷 · 전 
화 주문， 온라인 결제수단의 발달， 택배 . (국제)특급화물 서비스의 성장 등은 수많은 소량 · 

직거래 형태의 교역을 등장시키고 있다. 공장(또는 도매상)으로부터 중간과정 없이 소비자에 
게 직접 전달되는 유동(7. 9)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관문을 이용하는 국제 
화물 유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36) 한동철 (2002) 전게서， 임종관 外 (2004) 세계 물류환경변화와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 
원. Heaver, T.D. (2004) Logistics in East Asia, in Yusuf, S. et al. (eds.) Global Production 
Networking and Technological ClY1nge in East Asia,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pp.297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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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137) 

이러한 논리는 화물유동에도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 국제 화물유동을 하나의 사슬로 

볼 수 있다면l 그 중간에 놓인 관문과 물류 관련 산업들 역시 해당 산업의 가치창출에 기 

여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항만 경제학자인 Robinson 138) 이 글로벌 경 

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기존 항만의 역할과 미래에 의문을 던지면서y 항만이 단순히 

특정 장소나 기능으로서 이해되는 것에서 벗어나 가치사슬에 연결된 하나의 주체 (agent) 

또는 요소(element)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견해를 대표하는 것이다. 

Carbone과 de Martino 139)는 이러한 개념을 프랑스 자동차산업(르노자동차)과 Le Havre 

항만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l 항만을 사슬의 일개 결절로 보고 해당 항만 

이 가치창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후지-지향지 

간 화물운송이 지난 공간적인 함의에 대한 언급은 결여되어 있다. 

국제 화물유동을 보다 공간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슬 구성요소간 꺼리I 

에 따른 운송비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국제 화물유동 사슬(그림 2-2)에서， H(l ~9)는 각 

구성요소로부터 관문까지의 배후지 화물유동을I 그리고 F(l ~9)는 관문에서 지향지까지의 

화물유동을 의미한다. 이 때 I 각 구성요소들의 입지에 따라 관문으로부터의 거리는 각기 

다르다. 거리에 비례하는 운송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해당 (화물운송) 사슬의 경쟁 

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관문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화물의 

관문 선택 패턴 또는 배후지-지향지간 유동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면， (국제) 

화물유동을 보다 공간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37) 에를 들어， A기업이 B기업보다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도 A기업의 운송 및 
판매망， 즉 A기업이 포함된 전체 공급사슬이 B기업의 그것보다 비효율적인 경우， 시장에서 

는 B기엽 제품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기업(제조업 
체)은 단순히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한 공급사슬이 경쟁 기업의 공 

급사슬과 경쟁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는 효율적인 운송 서비스가 더욱 필요 

한 이유가 되고 있다(Kumar and Hoffmann 2002, 전게서). 그러므로 오늘날 운송 관련 활동 
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공급사슬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는 더 나아가 

공급사슬이 시간절약， 신뢰성， 표준화， 적시(適時) 배송， 정보 시스템 지원， 유연성과 고객만 

족 등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Morash， E.A. and Clinton, S.R. 
(1997) The role of transportation capabilities in international supply chain management, 
Transportation ] ournal, V 0 1. 37. pp.5-17J 

138) Robinson, R. (2002) Ports as elements in value-driven chain systems: The new 
paradigm, Maritime Poliα and Management, Vo1. 29, Issue 3, pp. 241-255. 

139) Carbone, V. and de M따tino， D. (2003) The changing role of ports in supply-chain 
management: An empirical analysis, Maritime Policy’ α1d Mα1Qgement， Vo1. 30, pp. 3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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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글로벌 경제의 물류 환경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문간 경쟁 

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관문은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기능 

변화에 직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각종 물류산업(선사 · 항공사I 내륙운송 및 창고운영 

회사l 화물복합운송업자(forwarder) 및 운송대행사 등)의 역할 역시 급속히 변화하고 있 

다. 이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분석 개념이 필요하며 I 연속적 

인 경제 활동을 강조하는 사슬 개념은 이러한 요구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관문을 둘러싼 제반 산업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사슬 전체가 창출하 

는 경쟁력에 주목하고I 또한 여기에 거리라는 공간적 개념을 적용시키는 작업은 관문뿐 

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국내외 운송시장 특성/ 그리고 전체 수출입 화물유동의 함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 틀을 제공해 준다. 

2.3.3 관문을 중심으로 한 배후7\1- 7\1 향7\1 화물유동 분엑툴 

지금까지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시키는 세계화 환경에서 관문을 국제 화물유동 과정 

의 한 구성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다양한 논의 전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 

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산업 측면에서만 화물유동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보다 일 

반화된 논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글로벌 경제하에서 국제 화물유동이 지니는 복잡성은 

해당 산업의 역내 경제통합 수준I 다시 말해 본국과 해외지역의 산업 및 시장 환경이 연 

관되어 있는 정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경제통합 수준이 높은 산업에서는 다양한 화불 

유통(사슬)틀이 관문을 사이에 두고 복잡하게 형성되는 반면y 그렇지 않은 산업에서는 그 

형태가 훨씬 단순할 것이다. 또한 동일 산업분야라도 제품특성 및 기술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각 교역국이 생산 및 소비에 참여하는 비율이 다를 것이므로l 특정 산업에서 국제 

화물유동 현상을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r 개별 산업의 화물유동 분석은 사례연구 이상의 의미가 없으 

며 1때) I 흐름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길목에서 그 구조를 파악하고 변화를 분석하는 것 

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 화물유동을 /관문I을 중심으 

로 파악하는 이점(利點)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연구자는 배후지-지향지간 화물유동 분 

석에 활용할 개념 틀을 관문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관문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140) Polenske와 Hewings(2004)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개별 산업분석을 위해 고안된 기존 공급사 
슬 개념은 해당 산업 이상의 일반화를 성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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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배후지 및 지향지 특성/ 그리고 관문 주변 환경인 국내외 운송시장의 특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이들의 관계를 상호 연결된 연속적인 형태로 표현하면 그림 2-3과 같다. 

관문체계를 사이에 두고 배후지와 지향지에는 각기 다른 경제 상황과 산업구조를 가 

진 지역들(1，2，3'" / A，B，C"')이 존재한다. 관문체계 내부에는 운송수단별로 복수의 관문 

(공항/ 항만)들이 경쟁하고 있고141) ， 각 관문은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142) 물론 개 

별 관문에서 배후지I 지향지까지의 거리는 각기 다르다. 배후지-지향지간의 교역량(실선 

의 굵기)은 지역별로 고유의 경제규모와 산업의 특화정도l 그리고 양 지역의 경제통합(교 

역)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상호교역이 이루어지는 산업별로 화물유동(산업별 교역 

~I역별 쟁제생웹 맺 싼업구조 
배푸~I외으| 교역I정"흉엽 수준 
국'I/~I병쩡부 쩡빽 및 '1JI별헤l획 

~I역별 정제생황 및 씬업구쪼 
~I항1\1와으| 교역f정쩨통엽 수즘 
국가11\1병쩡부 쩡빽 및 께빌게|획 

그림 2-3) 국제 화물유동에서 배후ÃI-관문-ÃI 황지의 관계 

141) 우리나라에서 도로 및 철도는 무역 관문으로의 기능이 미미하기 때문에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142) 정기항로 네트워크， 화물취급 및 설비수준， 관문 이용 및 통관비용 각종 부대 서비스 및 
관련 각종 정책 등 

” 
메
 



1, 2, 3''')의 흐름을 구분할 수 있다. 배후지-지향지간 경제통합 수준이 높은 산업(예: 산 

업별 교역 1)의 경우l 화불의 유동량도 많고 여기에 참여하는 배후지 및 지향지도 다양하 

며 또한 다양한 운송수단과 여러 곳의 관문을 활용한다. 반면 경제통합 수준이 미미하여 

상호교역의 규모가 작거나 특정 지역에만 특화된 산업(예: 산업별 교역 3)의 경우는 소수 

의 배후지와 지향지만이 상호 연결되고 운송수단 및 관문 이용 패턴도 단순할 것이다. 

기존 물류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l 배후지-지향지간 화불유동에서 어느 관문을 선택하 

느냐의 문제는 전체 사슬의 l경쟁력 l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경우y 특정 운송 

수단에 의존해야만 하는 화물143)을 제외하고는 화물특성에 따라 운송수단간 경쟁이 먼저 

이루어진다. 동일 산업이라 하더라도 품목별 화물특성이 각기 다를 것이므로 고가치 저 

중량 화물은 J공항l으로 그렇지 않은 화불은 i항만/으로 운송되는 패턴을 보일 것이다.144) 

운송수단이 결정된 이후에는 동일 운송수단의 관문간 경쟁이 발생하는데I 관문의 선택은 

관문 자체의 특성(서비스 수준/ 화물발생지 및 도착지와의 거리 등)과 국내 · 외 운송시장 

의 특성(운송비 I 노선l 관문과의 연계정도l 운송 관련 업체들의 경쟁 및 제휴관계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각 관문이 처리하는 화물량의 비율도 달라질 것이다. 

배후지-지향지간 산업별 화물유동 규모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양 지역의 경제 및 산 

업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지역간 경제통합이 강화되는 산업은 화물유동의 규모도 더 

욱 커지면서 그 구조가 복잡해지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교역단절로 인해 화물유동 자 

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때 (국내외 운송시장 특성을 포함한) 관문체계의 특성은 운송 

효율성 증가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통합을 증진시킬 수도 있지만I 비효율의 심화로 인 

해 두 지역 화물유동 규모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한편 관문 자체 특성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145)， 이는 해당 관문이 선택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쳐 성장하는 관문과 그렇지 못한 

관문의 명암이 나될 것이다. 배후지-지향지 화물유동에서 관문간 경쟁과 관문체계 구조 

변화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그림 2-4와 같다. 

143) 신선도나 시간을 다투는 화물은 대부분 항공으로， 부피와 중량문제로 항공을 이용하지 못 
하는 화물은 대부분 항만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44) 물론，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다른 운송수단 및 지향지의 특성에 따라 가변적이 된다. 
예를 들어 중량과 부피 문제로 대부분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이라도， 해당 관문체계 항만들 

이 지향지까지 운송하는 선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해상운송 뒤 장거리 육상 
운송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동일한 화물이라 하더라도 항공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항공 화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높은 비용 때문에 그만큼 비용 경쟁력이 감소하는 것이 
므로 이러한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145) 신규 서비스항로의 개설 또는 새로운 설비의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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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관문체계의 변화와 배후ÃI-관문-ÃI 향지의 상호 관계 

지금까지 논한 바와 같이 밀접하게 연결된 글로벌 경제 활동을 배후지-관문-지향지의 

상호 관계로 파악하는 개념 틀은 관문 및 관련 주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화물유동 분석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체 

화물유동에서 관문과 연결된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나/ 배후지-지향지 관계를 함께 

고려했던 관문 연구와 글로별 산업 활동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했던 지리학 연구 

전통의 접점을 찾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슬의 경쟁력이라는 개념을 수용하 

고 여기에 l거리 I라는 공간적 해석을 적용함으로써 배후지 (수출) 산업 구조 변화를 이해 

하는 논리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관문y 배후지l 지향지 그리고 국내 · 외 운송시장은 모두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실체이다. 역내 수출입 화물유동 규모와 그 구조는 이틀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l 이는 다시 해당 국가의 수출입 관문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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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 틀을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외무역 관문체계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중국의 

역할은 보다 자세히 고찰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논문 후반부에는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에 초점을 두고y 수출 화불특성 및 지향지 구조가 배후지 수출산업 및 화물유동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m 

ω
 



쩌13 장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의 변화 

대외무역 관문체계의 변화는 그를 통해 출입하는 수출입 화물의 유동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화물유동의 흐름이 바뀌는 까닭은 첫째y 화물 자체의 성격이 바뀌어 다른 운송 

수단이 이용되거나I 둘째l 배후지와 지향지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운송경로가 변화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즉 수출입 구조는 수출입 운송수단과 관문 이용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전체적인 무역 관문체계의 역할 분담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관문체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l 같은 기간의 수출입 구조 변화과정을 

먼저 살펼 필요가 있다. 이에 수출입 구조의 변화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 

될 것이다. 첫째/ 수출입 품목 구성의 변화/ 둘째l 수출입 화물특성의 변화l 셋째/ 우리나 

라 배후지(市 · 道)의 수출입 비중 변화y 마지막으로 수출입 대상국의 변화이다. 첫 번째 

와 두 번째 품목에 대한 분석은 수출입 운송수단 및 관문 선택패턴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l 나머지는 배후지와 지향지의 관계를 살펌으로써 추후 이를 관문체계 변화 

와 함께 해석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3.1 수출입 품목 구성: HS Code(국제표준상품분류) 2단위 기준 

3.1.1 수줄 품목 구생 변화의 특징 
특정 국가(또는 지역)의 수출 품목의 비중이 변화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 궤(動)를 같이 한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한 국가 전체의 기술수준l 

수요조건 및 노동시장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146)， 이는 글로벌 교역 

시장에서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이 획득 또는 상실되는 과정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 과정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시기별 

로 주요 수출품과 그 비중이 바뀌어 왔던 사실은 이를 잘 뒷받침한다.147) 

앞서 밝힌 바와 같이I 본 연구는 l중국(中國)'이라는 새롭고 강력한 동아시아 역내 경 

제 파트너가 등장하고 경제 활동의 글로벌화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를 분석기간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며I 또한 

146) 박삼옥 (1999) 산업구조재편과 경제공간 변화 현대경제지리학， 도서출판 아르케. 
147) 산업화 초기 섬유， 신발， 가발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제품으로 구성되었던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들은， 1970-1980년대 산업구조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각종 중화학 및 조립형 
산업 생산품들로 대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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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되는 결과로서 주요 수출 품목의 구성과 그 비중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박삼옥은 1990년대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의 주된 특징을 I노동집약적 산업의 지속 

적 퇴조와 기술집약적 산업의 성장/으로 요약하면서l 기술집약적 산업의 성장 사례로 수 

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조립형(첨단산업형 포함)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을 지적한 바 있다.148) 이는 최근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I제조업 양극화(兩極化I 

polarization)' 논의와 그 맥을 같이 하는데I 김인철 · 민성환149)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공업 · 중공업간 양극화 외에도， 1990년대 이후 특히 I생활관련 

형 산업 l과 /가공조립형 산업 I간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밝혔다.150) 이는 우 

리나라 산업구조/ 특히 수출 연관성이 높은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점차 고부가가치 산업 

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연구자는 변화된 산업구조와 수출 품목간 

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l 국제 무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상품분류코드(깐l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151)를 바탕으로 1990년 이 후 

우리나라 수출 상위 107R 품목의 순위 및 비중의 변화를 조사하였는데y 그 결과는 표 3-1 

과같다. 

148) 그는 광공업 조사통계 표준산업 분류코드(SIC ，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기 반하 

여 제조업을 분류하였다. 여기서 조립형(첨단산업형 포함) 제조업에 포함되는 산업으로는 플 

라스틱 (SIC 252, 이하 SIC 생략) , 조립금속(28) ， 기타 기계 및 장비 (29) ， 사무 · 계산 · 회계용 
기계제조업 (30)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 음성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2) ,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 ，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35) 등이다. 

149) 김인철 · 민성환 (2003) 우리나라 제조업 양극화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150) 그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제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생활관 

련형 · 기초소재형 · 가공조립형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생활관련형에 포함되는 것은 음식료품 
(SIC 15, 이하 SIC 생략) , 담배(16) ， 의복(18) ， 가죽 · 가방 · 신발(19) ， 출판 · 인쇄 · 기록매체복 
제업 (22) ， 가구 · 가타제품(36) 등이며， 가공조립형에는 조립금속(28) ， 기계장비 (29) ， 사무용기 

기 (30) , 기 타 전 기 기 계 (32) , 영 상 · 음향 · 통신 장비 (32) , 정 밀 · 광학기 기 (33) , 자동차(34) ， 기 타 

운송장비 (35) 등이 포함된다. 

151) HS 코드란 국제무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화물 분류방식이다. 코드는 총 10자리 숫자 
로 구성되는데， 처음 2단위는 상품의 재질 · 기능에 따라서 01부터 99까지 97개 품목으로 구 
분되어 있다(77， 98은 미지정)， 4단위 3-4번째 자리는 상위품목을 가공단계별로 분류한 것 

으로 무역량 및 추가 상품개발에 따른 품목의 균등성을 유지하기 위해 코드의 분할 · 이전 · 
삭제 · 추가가 이뤄지기도 한다. 6단위 5-6번째 자리는 상위기준에 부합하면서 운송 · 보험 
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며， 6단위까지는 모든 품목이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마지막 10단위 4자리는 각국 사정에 따라 분류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우리나라 재 
량권이 반영된 코드는 HSK로 명명된다. 본 분석은 총 107ß 단위 중 상품의 특성을 대표적 
으로 제시하는 처음 2단위를 기준으로 수행되었다(HS 2단위 상품 코드 목록은 부록 2참조) .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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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주요 수출 품목의 변화 (HS 2단위， 1990-2004년) (단우1: US $ 100 만) 

순위 
1990 1995 2000 2004 

월졸윷용 수훌액 짧유용 쏠￡륙 수옳액 젊유촬 솔률불 수출액 칩유촬 훌훌훌융 수훌액 접유왈 

85 14 ,772 22.7% 85 38.075 30 .4% 85 46 ,366 26.9% 85 73 ,170 28.8% 

a 84 5.217 8.0% 84 12.323 9.9% 84 29 ,732 17.3% 84 39 .403 15.5% 

3 64 4.307 6.6% 87 9,358 7.5% 87 15 ,266 8.9% 87 32 ,106 12.6% 

4 62 3 ,305 5.1 % 54 6,159 4.9% 2γ 9.376 5 .4% 89 15.321 6.0% 

5 72 3 ,040 4 .7% 89 5,533 4.4% 89 8.229 4.8% 39 11 ,900 4 .7% 

6 42 3 ,017 4.6% 39 5,163 4.1% 39 7.280 4.2% 72 10.578 4.2% 

7 89 2.801 4.3% 72 4.719 3.8% 72 5.955 3.5% 27 10.532 4.2% 

8 54 2,631 4.1% 73 3,314 2.6% 29 4.970 2.9% 29 8,749 3.5% 

9 61 2,498 3.8% 71 2,843 2.3% 54 4,804 2.8% 90 5 ,767 2.3% 

10 87 2,324 3.6% 29 2,821 2.3% 60 2.522 1.5% 71 4 ,129 1.6% 
71 ε} 22 ,104 32.5% 꺼 Et 34.750 27.8% 71 풍} 37 ,768 21.8% 껴 ξ} 42 ,190 16.6% 

첩 쳐| 65 ,016 100.0% 전체 125 ,058 100.0% 첩처i 172 ,268 100.0% 많천士 253 ,845 100.0%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표에서 알 수 있듯r 지난 15년간(1990~2004년)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끈 산업은 전기

전자(HS 85, 이하 HS 생략)와 보일러-기계류(84)이다. 두 산업 품목의 수출 점유율은 

1990년 이래 꾸준히 높아지다가 2000년 전후로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나 전기-전자의 경 

우 최근 반도체 및 휴대폰 등의 수출호조로 다시 그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152) 

1990년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자동차(87) 및 조선(89) 등의 고부가가치 조립 

형 산업과 플라스틱 산업 (39)의 수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광학

정밀기기 (9이 제품이 새로운 수출 주력품으로 등장한 것이 눈길을 끈다. 반면 기초산업과 

관련된 광물성원료(석유제품， 27), 철강(72) 및 유기화학품(29) 등이 수출에 기여하는 비 

중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l 과거 10대 수출 품목에 포함되었던 신발-모자류(64) ， 의류 

(62), 가죽제품(42)， 인조장섬유(54)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1990년 전체 수출의 67.5% 

152) 신용상(2004)은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편중화(偏重化)현상을 지적하면서， IT제품(OECD기준 

정보통신부분)의 수출비중이 2003년 총수출의 50% 이상을 상회(1995년 가격기준 51.9%)하 
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동 품목의 1997년 비중이 24.2%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놀라운 
증가 속도이다. 수출에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의 집중이 심화되는 것은 수출구조의 취 
약성이 증가될 우려를 낳는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 산업 
구도의 고도화，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은 하지 
못하는 고용정체형 성장(jobless growth)구조로 변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신용상 (2004)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고용정체형 성장에 대한 의미 , 한국은행 기자 
단 세미나 자료집， 한국금융연구원J. 

띠
 써 



를 담당하였던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점유율은 2004년에는 무려 83.4%로 증가하였다. 

수출품목 순위 및 비중의 변화는 앞서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I 우리나라 산업 특 

히 제조업에서 노동집약적 또는 생활중심형 산업이 퇴조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 

다. 기업 또는 국가(또는 지역)의 수출활동은 해당 업체(국가)가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우 

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노동집약적 저부가가 

치 제조업의 해외유출 현상은 해당 산업들l 즉 생활중심형 산업이 그 비교우위와 경쟁력 

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산업 및 수출구조가 점차 가공조립형(첨단산 

업 포함)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발달하는 현상은 해당 산업들이 뿌리내렸던 지역의 

산업 · 수출구조를 변화시키며l 나아가 수출화물 자체의 특성과 관계된 불류 및 관문이용 

패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보다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3.1.2 수입 품목 구성 변화의 특징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90년대 가공조립형 산업 위주로 재편된 우리나라 수출구 

조는 같은 시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중심으로 전환되었던 전반적인 산 

업구조의 변화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무역 관문은 한 국가(또는 지역)의 수출품을 배 

출하는 동시에 수입품을 흡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수출입 구조의 변화가 관문체계에 미 

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수입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난 15 

년간의 수입 품목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I 역시 국제 표준상품분류코드(HS 2단위)를 바탕 

으로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입 상위 107R 품목의 순위와 그 비중의 변화를 조사하였 

다(표 3-2).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의 수입 구조는 수출에 비해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상위 10대 품목에 대한 집중도 역시 약간 높아지고 있으나[68.2%(1990) • 

75 .1 %(2004)] 수출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 

조의 특성상 광물성 연료(HS 27, 이하 HS 생략)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그간 

경제 규모의 성장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에너지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입을 이끈 주요 품목은 전기·전자(85)， 보일러-기계류(84)， 광학-정밀기기 (9이 등인데 이 

는 각종 설비를 위한 기계 · 장비의 수입과 함께 주요 수출 산업의 부품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철강(72)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관련 품목의 꾸준한 수입 

증가와 함께 이의 원료가 되는 광 · 슬랙류(26)가 2000년 이후 10대 수입 품목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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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주요 수입 품목의 변화 (HS 2단위， 1990-2004년) (단우1: US $ 100만) 

f윤후f 1995 많117휴 6훌~많11 2혹7 주 Z힐00뀔O 훌 2~휴 7흥~훌 2혹7 햄 2004융j 흉훌 、 수없했 t 훌훌 

23 ,785117.6%11 27 1 38 ,077123.7%1127 1 50 ,331122.4% 
앓 19 ,316 1 14.3% 11 85 1 35 ,511 1 22.2% 11851 45 ,464 1 20.3% 
3 19 ,013114.1%1184 1 20 ,873113.0%11 84 1 24 ,845111.1% 
4 6 ,9101 5.1%11 90 1 6 ,7601 4.2%11 72 I 14 ,0841 6.3% 
5 6.012 4.5% 72 5 ,990 3 .7% 90 10.819 4.8% 
§ §잉 2.340 3 .4% 29 5.521 4.1 % 29 4 ,971 3.1% 29 7 ,212 3.2% 
? 41 1 ,793 2.6% 71 3.125 2.3% 71 2 ,916 1.8% 71 4.452 2.0% 
8 44 1.607 2.3% 44 2 ,606 1.9% 39 2 .712 1 .7% 39 4 ,399 2.0% 
g 39 1 ,396 2.0% 88 2 ,480 1.8% 76 2.133 1.3% 87 3 ,585 1.6% 
10 10 1 ,316 1.9% 39 2 ,466 1.8% 26 2 ,096 1.3% 26 3 .498 1.5% 

71 타 22.233 31.8% 71 탑 43.885 32.5% 역합 38.442 24.0% 71 또￥ 55 ,774 24.8% 
한체 69 ,844 100.0% 전체 135 ,119 100.0% 전쳐Y 160 ,481 100.0% 펀처i 224 ,463 100.0%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l 유기화학품(29)， 플라스틱 (39) 및 귀금속 · 보석류(71)의 수입은 꾸준한 추세를 

보이는 반면， 1990년 10대 수입 품목에 포함되었던 원피 · 가죽(41) ， 목재관련 제품(44)， 

곡물류(10)는 그 비중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원피 · 가죽과 목재관련 제 

품의 감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생활관련형 산업의 쇠퇴 경향과 맞물 

려 있는 것이나153)， 곡물의 경우는 수입 규모의 절대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l 타 산업에 

비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졌기 때문이다.154)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처리하는 관문체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 양자를 결합한 교역 

추세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입 비중이 산업 품목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리하였다(표 3-3).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대외 교역을 주도한 상위 품목의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04년을 기준으로 전기-전자(85)， 보일러-기계류(84) 및 광물성원료(27) 등이 전체 수출 

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l 최근 자동차(87)와 광학-정밀기기 (9이 산업의 빠른 성 

장l 그리고 귀금속 · 보석류(71)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이 새로운 주요 교역 품목으로 등장 

한 것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철강(72)， 조선(89)， 유기화학품(29)， 플라스틱 (39) 등의 비 

중은 전체 교역규모의 증가와 함께 꾸준한 비중을 유지하는 반면l 신발-모자류(64)， 의류 

153) 원피 · 가죽제품(41)의 수입액은 1990년 17억 9，300만 달러에서 2야4년 9억 1.800만 달러로 49% 

감소했으며， 목재류(44)수입 역시 26억 600만 달러에서 18억 6，700만 달러로 28% 감소하였다. 
154) 곡물(10) 수입액은 1990년 13억 1 ，600만 달러에서 2004년 22억 400만 달러로 67%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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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품목별 교역규모 변화 (HS 2단위， 1990-2004년) (단위: US $ 100 만) 

순위 
1990 1995 2000 2004 

도"'"ξ표 .프 ïil협악 점유옳 훌훌복 ïil역액 첩유율 프c포:1S --E1L ïil협액 첩휴뚫 효t:Ei표 -「E ïil역액 침유융 

85 23 ,511 17.4% 85 57 ,391 22.1% 85 81 ,877 24.6% 85 118 ,633 24.8% 
2 84 17 ,608 13.1 % 84 36 ,108 13.9% 84 50 ,605 15.2% 84 64.248 13.4% 
3 27 11 ,720 8.7% 27 21 .485 8.2% 27 47 ,453 14.3% 27 60 ,862 12.7% 
4 72 6 ,611 4.9% 72 11 ,629 4.5% 87 16 ,897 5.1 % 87 35 ,691 7.5% 
5 64 4,398 3.3% 87 11 ,429 4.4% 72 11 ,945 3.6% 72 24 ,662 5.2% 
6 29 4,220 3.1 % 29 8 ,341 3.2% 39 9,992 3.0% 90 16 ,586 3.5% 
7 89 3 ,548 2.6% 39 7,630 2.9% 29 9,940 3.0% 89 16 ,350 3.4% 
8 62 3 ,388 2.5% 90 7,496 2.9% 90 8,656 2.6% 39 16 ,299 3.4% 
g 87 3 ,254 2 .4% 54 7,260 2.8% 89 8 ,429 2.5% 29 15 ,961 3.3% 
10 42 3,054 2.3% 89 7,089 2 .7% 54 5 ,591 1.7% 8 ,581 1.8% 

71 타 53 ,547 39.7% 71 Er 84 ,319 32 .4% 71EI- 81 ,364 24.4% 71Et 100 ,434 21.0% 
전 ￡책 134 ,859 100.0% 전쳐I 260 ,177 100.0% 잔쳐i 332 .749 100.0% 장처i 478 ,307 100.0%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62), 가죽제품(42)， 인조장섬유(54)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교역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 

고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수입보다는 수출 품목의 구조변화 과정과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l 이는 우리나라 대외교역 구조의 변화가 수출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집약적(또는 생활관련형) 산업의 비교우위 상실로 전체 교 

역 구조가 고부가가치 조립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실은 대외무역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1990년 전체 대외무역의 60.3%를 담당하였던 

상위 10대 교역품의 점유율은 2004년에는 무려 79.0%로 증가하고 있다. 

교역 규모의 전반적인 증가와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입 품목의 변 

화는 수출입 화물의 운송 수단 및 관문 선택 패턴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특수 하역 

시설이 필요하거나 또는 화물자체의 고유한 성질로 인해 특정 운송수단에 의존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155)， 수출입 화물의 운송수단 및 관문 선택은 주로 I화물의 가치I에 의해 결정 

될 것이다. 가치가 높고 부피가 적으며 중량이 가벼운 화물의 운반에는 신속하고 신뢰성 

이 우수한 항공기가 선호될 확률이 높은 반면l 반대의 경우엔 비용이 저렴한 해운이 선 

택된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수출입 화물의 특성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분 

석할 필요가 있다. 

155) 특수항만 전용화물(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선박， 철강， 원광석 등)과 항공운송 선호 화물들 
(고가품， 습기에 취약한 제품， 신선도 및 시간에 민감한 제품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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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출입 화물의 특성 

3.2.1 주요 수출품의 중량대비 가격 변화 

수출입 화물의 특성에 따라 운송수단과 관문을 선택하는 패턴이 다르다는 가정을 바 

탕으로 연구자는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 화물의 특성으로서 l화물의 중량대비 단 

가I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156) 

그림 3-1은 1990년 이래 우리나라 전체 수출 품목의 중량대비 평균 단가의 변화추이 

를 나타내고 있다.157) 1990년 kg당 1，125원 수준(1$=함716.40)이었던 우리나라 수출품의 

평균 가격은 2004년에는 2，436원(1$=￦1，043.80)로 약 2.2배 I 달러화 기준으로는 약 1.5배 

($1 .57→$2.4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990년대 초반 kg당 1，000원 내외에서 등락을 거 

(￥￥IKg’ 
3,000 

2.500 

2,000 

1,500 

1,000 

wg i77ftkg 

500 

0 

￥￥2 ，406/kg 
￦2 ，4361kg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그림 3-1) 수출품의 중량대비 평균단가 변화 (1990-2004년) 

156) 수출입 화물의 단가는 일반적으로 달러화($)로 표시되나 국내 배후지 운송관점에서 분석 

을 하기 위해 여기서는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1990년대 중반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분석상의 오류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각 연도 환율은 외환은행 자료를 참 

고로 매년 마지막날(12월 31 일)의 매매기준율(賣買基準率)을 적용하였다. 

157) 수출액-중량-평균단가의 변화 (1990~2004년) US $ 100만， 만톤， ￦/kg) 

휩 E표 수출핸 훌훌쌓 수훌탤 뚫향 훌병끓표~J~ 수훌§씩 훌훌￥ 훌향질및딸J~ 

1 당90 65.016 4.141 125.058 7.269 1,333 172.268 10.990 1.975 

t991 71.870 4,7 11 129 ,7 15 7,680 1.426 150 .439 10 ,741 1.857 

1992 76.632 6.888 136 ,164 8,009 2.406 162 .471 9,886 1.973 

1993 82 ,236 6,577 132 ,313 10 ,377 1,540 193 ,817 9,963 2,330 

i 웠혔4 96.013 7,727 143 ,685 10 ,276 1,602 253 ,845 10 ,879 2 .436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한국외환은행(매년 12월 31 일자 매매기준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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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하던 수출품 단가는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l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 

시장이 요동쳤던 1997년을 전후로 급등락(急購落) 현상을 보이며 또한 국제 환율시장 및 

경제상황이 불안했던 2000년을 전후하여 약간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인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교역품의 가치 또한 증가하는 것 

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처럼 연평균 8.3%에 이르는 높은 단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1990---2004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시장가격 기준)의 연평균 성장률이 5.7%, 소비 

자 물가 총 지수의 연평균 성장률이 4.6%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미
 

특
 

이
「
 J1 0-

으
근
 

므
보
 

음
 
화
 

있
 

출
 

수
’
 

것으로 판단된다.158)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수출품들이 1990년대 들어 급격하게 고가화되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전체인 경향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l 산업별 

성 변화를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추후 화물의 특성과 관문 선택간의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보다 자세한 중량대비 단가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이에 2004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상위 15대 품목(HS 2단위)을 대상으로 지난 1990년 이후 수출 화물의 

중량대비 단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표 3-4). 

(단우1: ￦/kg) 표 3-4) 주요 수출품의 중량대비 가격 변화 (1990-2004년) 

다{당1(2004/1990) 

3.0 

1.7 
1 6 

10.8 

1.3 

2.3 

3.0 

1.4 

2.1 

7.8 

0.9 

2.6 

1.4 

1.3 

1.2 

2.2 

9808 I 20 ,207 I 27 ,240 I 29 ,159 

7,102 1 7.7 42 1 15.7 46 1 11 ,881 
4,155 1 4,762 1 6,921 1 6,665 

2141 2601 1.4371 2,321 

1,043 1 1,0481 1.313 1 1,393 

342 1 447 1 600 1 784 

115 1 114 1 295 1 343 

645 1 587 1 734 1 924 

f뚫 I 29 ,9661 41 .7431 51 ,9081 64 ,168 

警 I 35 ,257 1 209 ,023 1 243.466 1 273 ,624 

얀쪼짧첼폼 4,687 1 6,363 1 6,012 1 4,345 

폼 592 1 564 1 1,291 1 1,507 

죄휩짧폼 1,6931 1,9151 2,1961 2,315 

6o I 댐맑합소/표랬앓 편뚫 5,213 1 6,236 1 8.7 18 1 6,517 

48 t 靈8μ휩짧훌홉 604 1 864 1 945 1 740 

수養쫓흉 천흉H 뿔뿔 1,125 I 1,333 1 1,9,!!.i I 2,436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한국외환은행(매년 12월 31 일자 매매기준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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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KOSIS 통계정보를 참고로 연구자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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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HS 2단위 97개 수출 품목 중l 상위 15개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무려 89.2%에 달하며 (2004년)， 이 중 수출 양대 품목인 전기-전자(전체의 

28.8%)와 보일러-기계류(전체의 15.5%)의 수출품의 중량 대비 단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04년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단가는 kg당 29，159원I 보일러-기계류는 11，881원 

인데l 이는 수출품 전체 평균 단가보다 각각 12.0배， 4.9배나 높은 수준이다. 즉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 화물의 고가화는 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두 품 

목의 수출 단가의 증가 패턴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전기-전자는 1990-1995년 사이l 

보일러-기계류는 1995-2000년 사이에 급격한 가치 증가가 있었는데/ 분석기간 전체로 

보면 전기-전자는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평균(2.2배)보다도 빠른 속도로 단가가 상승하 

고 있는 반면l 보일러-기계류의 수출 단가는 평균 증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동시에 최근 

에는 그 절대 단가마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159)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이 점차 고가화 되는 특징이 있고I 또한 그 단가 급등의 시기가 

각기 다르다는 것은 수출 화물의 운송수단 및 관문 선택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높은 화 

물단가는 최종가격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뜻하며l 이는 운송수단 

선택의 폭을 넓히는 효과를 갖는다. 즉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항공 운송에 대한 부 

담이 줄어옮으로써l 무역 관문으로서 공항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또 

한 화물 단가의 인상이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경우l 이는 국제시장에서 특정 

화물(제품)의 가격이 급등했거나 해당 산업 하위품목 구성에서 고가화물의 비율이 증가 

했음을 뜻한다. 이러한 변화들 모두 항공 화물의 성장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며I 그 결과 항공관문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화물 특성의 변 

화를 통해 운송수단 및 관문 선택패턴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 이후 수출 주력 상품들의 급격한 고가화 현상이 항공 

관문의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논문의 5장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될 것이다 16이 

159) 이는 환율변동의 영향도 있겠으나 해당 품목의 시장여건 변화로 단가가 다른 하위 수출품 
목의 비중이 변화했거나， 국제경쟁의 결과로 수출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60) 또한， 화물가치가 절대적으로 높은 품목들(광학-정밀기기 (90) 귀금속(71))의 교역 증가가 

항공관문의 발달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밝히는 작업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평균보다 화물 
가치가 빠르게 증가한 선박 및 부품(89) ， 광물성 연료(27) ， 철강제품(73) 등의 품목들도 1990 
년대 이후 전반적인 수출품 단가상승을 이끈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품목들은 
화물자체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항공관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들 품목은 전형적인 항만 특수화물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화물단가 상승과 
관계없이 해상운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단가 변화정도가 미미한 메리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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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주요 수입품의 중량대비 't팩 변화 

각종 산업원료 · 원자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입구조 특성 때문에I 수입품의 중 

량대비 단가는 수출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수입단가의 변화 패턴은 

수출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 

1990년 kg당 292원(1$=￦716.40)이었던 우리나라 수입품의 중량대비 평균 가격은 

2004년에는 585원(1$=￦1，043 .80)로 약 2.0배 I 달러화 기준으로는 약 1.4배 ($0.41→$0.56) 

상승하였다. 1990년대 초반 kg당 300원 미만에 불과했던 수입 단가는 1995년 이후 꾸준 

하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l 이 역시 1997년 전후의 극심한 예외와 또한 2000년 전후 국 

제무역 현실을 반영한 패턴을 보인다.161) 

1990년 이후 수입품의 중량대비 단가는 매년 평균 7.0%씩 증가하고 있다. 비록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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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수입품의 중량대비 평균단가 변화 (1990-2004년) 

/뜨개질 편물(60) 같은 중가(中價) 품목의 경우， 항만 공항 선택 패턴 및 그 비율변화가 어 

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161) 수입액-중량-평균단가의 변화 (1990~2004년) 

면.s:: -λ?- gJ Q!!、 뚫향 ￡행짤표D~ 환s:: 수힐했 풍향 행균BJ~ 수필했 좋합 ￥행뭘한가 

1990 69 ,844 7,140 2,919 1995 135 ,119 2,835 3,693 160 .481 3,563 5,674 

1991 81 ,525 2,108 2.943 1996 150.339 3,040 4,175 141.098 3,632 5.152 

1992 81 ,775 2.276 2.832 144.616 3.307 6 ,188 152.126 3.728 4.898 

1993 83.800 2.390 2,833 93.282 2.947 3.823 178.827 3.807 5.627 

j 영94 102.348 2.588 3.119 119 ,752 3.278 4.184 224 .463 4.007 5.848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외환은행 환율정보(매년 12월 31 일자 매매기준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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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단가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하나y 이 역시 앞서 살핀 같은 기간의 다른 경제지표보 

다는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최끈 수입단가의 증가는 원유(原油)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함께I 역내 (제조업) 산업 연계의 강화로 고부가가치 부품에 대한 수요l 그리 

고 중간재 및 완제품의 역수입 현상이 늘어나는 경향과 맞물려 있다.162) 수입 상위 15대 

품목의 1990년대 이후 중량대비 단가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5). 

수입은 수출에 비해 상위 품목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2004년 기준 상위 157R 품 

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입 품목(전체의 

22.4%)인 광물성원료(원유)의 가격 인상이 전체 단가 상승에 큰 영향음 미쳤으며 163)， 원 

표 3-5) 주요 수입품의 중량대비 가격 변화 (1990-2004년) (단우1: ￦/kg) 

순우| 코므 수입품목 1990 1995 2000 2004 중가(2004/1990) 

27 휩뚫성 연료 98 91 213 220 2.2 
2 85 전짜-쩔}.} 31 ,272 45 ,374 70 .737 58 , 142 1.9 
3 84 ~앓2.1 - JI 겨}류 13 ,013 19 ,773 31 .472 20 ,956 1.6 
4 72 훌형많 234 290 349 514 2.2 
5 90 짧활-장잃 JIJI ￥￥ 43.648 116 .429 188 ,393 132 ,778 3.0 
6 29 ￥우펴호}학훌훌 622 817 1.049 1.063 1.7 

7 71 구{끓속함 278.904 968 ,763 285.415 615 .741 2.2 
8 39 뚫2.L::느학휴 1, 193 2 ,861 4 ,322 4 ,093 3.4 

9 87 At톨차 6 ,239 10 ,944 12.819 13 ,082 2.1 
10 26 휠-앓랙-쫓i 38 34 62 73 1.9 
11 76 앓E류 01 룹저{훌훌 1,529 1,847 2.423 2 , 118 1.4 

12 38 학흉 효f짧앓앓홈 2 ,000 2.808 2 ,776 2 ,807 1.4 

13 74 훌〈鋼)져I풍 1.303 2 ,573 2 ,904 3 ,613 2.8 
14 10 필옳 104 116 149 190 1.8 
15 28 E퓨 JI 효}학훌훌 278 445 767 712 2.6 

수없쯤 전했 響딸 292 369 567 585 2.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한국외환은행(매년 12월 31 일자 매매기준율 적용). 

162) 일례로， 2004년 전기 전자의 수입의 경우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HS 8542) , 보일러 

기계류는 기타고유기계류(HS 8479)7} 가장 많이 수입되는 품목이었으며， 각각의 kg당 수입 

단가는 $1 ,620.0, 없8.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연구소(2002) 보고서에 따르 
면， 대중 투자법인의 매출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한국 수입)은 전체의 16.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중간재 · 완제품 수요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교역이 발생한 것이다. 

163) 2000년의 높은 수입단가는 국제유가 급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2000년 WTI(서부택 
사스 중질유)기준 가격은 배럴당 $27에서 $40수준까지 올랐다. 이는 1 .2차 석유파동， 1990년 
대 초 걸프전에 이은 4번째 국제유가급등 사례이다. 유가급등의 주된 원인은 OPEC의 감산，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아시아권의 빠른 소비회복， 미국의 장기호황 동년 9월의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원유재고가 크게 부족했었기 때문이다. 동년 OPEC의 4차례 증산과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등으로 12월부터 가격이 안정되었으나， 이후 911 테러， 아프간전 이라크전， 미국 허리케인 
피해 등으로 꾸준히 다시 오르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1) 2001년판 한국경제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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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외에도 철강산업 관련 원료[철강(72)， 광-슬랙-회 (26))]와 플라스틱 (39)， 동(꽤)제품(74) 

등의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인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빠른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자재류는 절대적인 가격이 매우 낮고 또한 특수한 항만시설을 필요보 하는 화 

물인 까닭에 관문 선택 패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에너지 · 원자재를 제외하고 수입의 가장 큰 부분(2004년 기준 전체 수입의 31 .4% )을 

차지하는 전기-전자(85) 및 보일러-기계류(84)는 동종(同種) 수출품과 비교해서도 중량대 

비 단가가 매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기준 전기-전자의 kg당 수입단가는 무려 

58，142원l 보일러-기계류는 20，956원이었는데y 이는 해당 수입이 수출 및 내수블 위한 고 

가의 소재 및 부품I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고부가가치 완제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4년 전기-전자 수입 47개 하위품목(HS 4단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l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HS 8542)'인데l 이는 

전체 전기-전자 수입액의 44.6%를 차지하는 것에 반해 중량은 1.5%에 불과하여 평균 수 

입 단가는 kg당 1，703，478원에 이른다.164) 이런 특정으로 볼 때/ 우리나라 수입 품목들은 

수출품에 비해 저가의 원자재와 고가 부품류간에 l수입단가 양극화I 현상이 극심하게 나 

타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이는 수입 화물의 운송수단 및 관문 선택은 수출품에 비 

해 단조로운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원자재를 비롯한 대부분의 저가 화물 

이 항만으로 수입되는 반면l 일부 초고가 화물들의 수입에서 공항에 대한 집중이 심화되 

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3.3 배후지별 수출입 비중 

3.3.1 ^I.도별 수출 벼종의 변화 

앞서 우리나라 대외무역의 산업별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서l 화물의 특성이 항만 관 

문의 차별적 성장과 항만-공항간 관문 이용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수출입 화물이 어떤 관문을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화물특성이라는 변수의 영향도 

164) 이 외에 전기-전자 분야에서 수입점유율 4-6%를 차지하여 수입규모 5위내에 든 품목들 
은 1각종 전기 부품(8529) ’， ’반도체디바이스(8541 ， 8543)' , ’음향 · 시각신호기기 (8531)’ 등인 

데， 이 품목들의 평균 단가 역시 kg당 156，235원 -503，049원에 이르고 있다(한국무역협회 및 
한국외환은행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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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지만I 수출품을 생산하고 수입품을 필요로 하는 I배후지I와 경쟁 관문들 간의 거리 

(운송비)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특정 기업(또는 지역)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사슬 

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고려했을 때 l 배후지의 화물이 어떤 관문을 이용하느 

냐는 운송시간 및 비용측면에서 전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역별 

수출입의 상대적인 성장 및 쇠퇴를 살펴보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각 지역의 수출규모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보았다(표 3-6). 

1996년 1，303억 달러였던 우리나라 전체 수출규모는 2004년에는 2，538억 달러로 약 두 

배 가까이 (95%) 증가하였으나l 그 이면(畵面)에는 확연한 지역적 차별성이 존재한다. 종 

래 수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던 서울은 1990년대 중반이후 그 수위(首位) 자리를 경 

기에게 넘겨준 반면165)， 울산 · 경북 · 충남 등의 지역에서 수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앞서 살핀 수출 품목의 구조 변화와 함께r 대표적 수출 품목인 전기-전자 및 보일러-기계 

류의 지역별 수출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과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표 3-6) 지역별 수출 구조의 변화 (1996-2004년) (단우1: US $ 100 만) 

순우t 
1996 2000 2004 

ÃI 쩍 수훌액 버훌 :양훌쩍 벼옳 자역 수옳액 엽f 옳 

서훌 25 ,524.0 19.6% 영 )1 38 ,031.3 22.1% 청 JI 46 .475.2 18.3% 

2 경 J! 16.953.9 13.0% 서옳 31 ,913.4 18.5% 뚫찮 37.470.1 14.8% 

3 뿔샅 16,001.6 12.3% 뚫싼 19.972.1 11.6% 경휩 33 ,951.2 13 .4% 

4 효합삼 13,958.6 10.7% 총남 16 ,990.8 9.9% Jd 훌훌 29 ,924.0 11.8% 

5 :ι삐a 냐 cl 11 ,576 .4 8.9% 경남 16.65 1.3 9.7% 총합 29.271.6 11.5% 

6 령톨월 9.7 48 .4 7.5% 경붉 15 ,652.5 9.1% 청앞 24.292 .4 9.6% 

7 생활 9,690.3 7.4% 7,536.6 4.4% ~낡 12.608.6 5.0% 

8 뽕닮 8,945.8 6.9% 5,804.9 3.4% 2.!현 10.652.4 4.2% 

9 ClF류 5,386 .4 4.1% 4.835.5 2.8% 擾북 7.545 .7 3.0% 

10 전냥 4.600.1 3.5% 4,747.8 2.7% 뿜산 6.433.9 2.5% 

11 흉흉뿔 3,850.2 2.9% o ‘ T‘ 3 , 182.6 1.8% 훌창§쥬 5,287.6 2.1% 

12 환톨확 1,662.2 1.3% 전릇확 2,881.1 1.7% 전협 4,224.7 1.7% 

13 량겪S 1.436 .4 1.1% 다I=? 2,849.3 1.6% CII 부 3,155.0 1.2% 

14 집{월 790.7 0.6% 다{전 837.1 0.5% CII 철 1,837.8 0.7% 

15 휩훌환 199.2 0.2% ~윤원 337.9 0.2% 월흉설 641.5 0.2% 

16 왜추 20.8 0.0% 제주 39.8 0.0% 졌l쭈 69.7 0.0% 
철 쳐{ 130,345.0 100.0% 전했 172,267.5 10앙.0% Z셜쳤I 253,844.7 100‘ 0% 

출처: 관세청. 

165) 특히 2000년 이후 전반적인 수출 증가 현상과 대조적으로 수출액의 절대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업체들이 속한 국제 화물유동 사슬이 점차 그 경쟁력 
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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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지역별 전기-전자 품목의 수출규모 변화 (2000-2004년) (단우1: US $ 100만) 

XI 쩍 
2000 2001 2002 2003 2004 

수훌훌액 I;j l 율 수출쩍 삼|훌훌 :양훌액 버옳 수훌훌액 tll 옳 수훌쩍 비율 

서뚫 6,406 13.8% 6.031 15.9% 6,271 14.3% 6,864 12.5% 7,781 10.6% 
인헐 852 1.8% 752 2.0% 1,013 2.3% 1,871 3.4% 1 ， 80L~ 2.5% 
경기 14,209 30.6% 10 ,176 26.9% 11 ,577 26 .4% 14,145 25.7% 18 ， 90L~ 25.8% 
다f 전 174 0.4% 181 0.5% 234 0.5% 313 0.6% 401 0.5% 
충낱 6,256 13.5% 3,492 9.2% 5,247 11.9% 7,510 13.6% 11 ,995 16.4% 
훌북 2,905 6.3% 1.974 5.2% 2,383 5.4% 3,076 5.6% 5,267 7.2% 
강원 34 0.1% 24 0.1% 25 0.1% 28 0.1% 31 0.0% 

르C그드는 1브 ̂ ‘I 님 C그} 30,836 66.5% 22.630 59.8% 26,750 60.당% 33,807 61 .4% 46, 179 63.1% 
대구 117 0.3% 60 0.2% 124 0.3% 166 0.3% 261 0.4% 
?:l~ 6.233 13.4% 6,358 16.8% 8,374 19.1% 11 .758 21 .4% 16, 158 22.1% 
부잖 222 0.5% 237 0.6% 292 0.7% 390 0.7% 520 0.7% 
올산 1,263 2.7% 1,065 2.8% 1. 114 2.5% 1,039 1.9% 1.195 1.6% 
:ζ쳐그 」C3} 5,307 11 .4% 5.426 14.3% 5, 197 11.8% 5,566 10.1% 5.959 8.1% 

영남지방 13, 142 28.3% 13, 146 34.8% 15, 101 34,4% 18,919 34.4% 24,093 32.9% 
광주 2,034 4.4% 1.788 4.7% 1,826 4.2% 2,063 3.7% 2,598 3.6% 
전남 41 0.1% 10 0.0% 18 0.0% 17 0.0% 19 0.0% 
전북 312 0.7% 251 0.7% 233 0.5% 246 0.4% 282 0.4% 
제추 0.0% 0.0% 0.0% 0.0% 0.0% 
기타 2,387 5.2% 2,049 5.4% 2,077 4.了% 2,326 4.2% 2,899 4‘0% 
합계 46,366 100.0% 37 ,826 100.0% 43,928 100.0% 55,053 100.0% 73,170 10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표 3-8) 지역별 보일러-기계류 품목의 수출규모 변화 (2000-2004년) (단우1: U잔 $ 100 만) 

지역 
2000 2001 2002 2003 2004 

수훌액 버옳 수훌훌쩍 벼뚫 수훌Q쩍 tll 뚫 수훌9젝 tll 뚫 수옳앤 비뚫 

서옳 1,375 4.6% 1,660 7.1% 1,763 6.4% 1.958 6.2% 2, 127 5.4% 
2!천 1,596 5.4% 1,366 5.8% 1,469 5.3% 1,885 5.9% 2,585 6.6% 
경기 10,924 36 .7% 7,967 33.8% 8,460 30.5% 8,107 25.5% 8.174 20.7% 
1]전 62 0.2% 72 0.3% 98 0.4% 182 0.6% 238 0.6% 

총날 4,991 16.8% 2,660 11.3% 4,633 16.7% 5,614 17.7% 8,919 22.6% 
충룩 841 2.8% 476 2.0% 605 2.2% 528 1.7% 755 1.9% 
강현 15 0.1% 13 0.1% 13 0.0% 19 0.1% 2L1 0.1% 

중부지방 19,804 66.6% 14,214 60‘4% 17 ，04섭 6L5% 18293 57‘ 6% 22 ,822 57.9% 
다{구 345 1.2% 299 1.3% 366 1.3% 482 1.5% 620 1.6% 
경톨종 4,365 14.7% 3,601 15.3% 4,545 16.4% 6,193 19.5% 7, 186 18.2% 

부산 429 1.4% 407 1.7% 484 1.7% 618 1.9% 768 1.9% 

옳산 629 2.1% 741 3.1% 811 2.9% 1,062 3.3% 1,246 3.2% 

경닮 3, 120 10.5% 3,438 14.6% 3.757 13.5% 4,302 13.5% 5.741 14.6% 

영남지방 8,888 29.9% 8,466 36.0% 앉，963 35.9% 12.657 39.9% 15,561 39.5% 

광추 632 2.1% 584 2.5% 605 2.2% 661 2.1% 821 2.1% 

전남 27 0.1% 26 0.1% 42 0.2% 45 0.1% 57 0.2% 

전톨륙 378 1.3% 245 1.0% 77 0.3% 96 0.3% 12L1 0.3% 

처1 .2휴 0.0% 0.0% 0.0% 0.0% 2 0.0% 

기타 1,038 3.5% 85월 3.6앓 725 g‘6~옳 803 2.5% 1,004 2.6% 

활;없 29,732 100;0% 23,556 100‘웠앓 21.1월흉 10.0..했% 31.1$2 100.0% 39.403 100‘ 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호|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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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수출 규모가 증가한 지역으로는 울산/ 경북l 충남 그리고 경기 등을 꼽 

을 수 있는데/ 각 지역별로 수출 신장을 이끈 산업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지역의 

품목별 수출 자료 구득이 가능한 2000년 이후를 분석한 결과l 울산의 수출 성장은 자동 

차(87)와 플라스틱 (39) 산업 등이 주도하는 것에 비해166)， 최큰 경북 및 충남의 수출 성장 

은 전기-전자(85)와 보일러-기계류(85) 산업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3-8). 이는 

지역별 산업입지 특성이 배후지 전체의 수출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와 보일러-기계류의 수출 성장이 같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들 산업이 공동의 지역 생산기반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데167)， 이들과 성격이 유사한 

광학-정밀기기 (9이 산업 또한 경북 및 충남 지역의 수출을 이끌고 있음이 확인된다.168) 

한편l 경기 지역은 자동차(87)와 광학-정밀기기 (9이 등의 수출을 바탕으로 지역별 수출 

에서 수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169)， 2000년 이후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성장속도가 둔화 

되고 있다. 이는 최근 수도권의 전반적인 수출경쟁력 약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1990 

년대 중반 서울과 인천에서 이미 시작된 수출점유율의 감소현상이 시차(時差)를 두고 경 

기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수도권의 각종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 

로운 충남의 빠른 성장은 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70) 

166) 앞서 우리나라 수출에서 자동차와 플라스탁 제품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논한 바 있는 
데， 이를 주도하는 지역이 바로 울산이다. 2000년 기준 57억 2，300만 달러였던 울산의 자동차 수 
출은 2004년 121 억 600만 달러로 112%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플라스틱 수출은 9억 4，700만 
달러에서 27억 5，200만 달러로 288% 증가하였다. 

167) 보일러-기계류 산업의 지역별 수출구조가 전기→전자와 유사한 까닭은 보일러-기계류 산 
업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세부 품목들이 ’순수공작기계(純特工作機械) I 보다는 전기-전자 
제품의 특성이 강한 ‘계산기기 및 관련 주변기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논문 후반부에서 다시 다룬다. 여기서， 한 가지 주 
목되는 차이점은 전기←전자 산업에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경남지역이 보일러 기계류 수출에 

서는 그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창원시(昌原市)를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 가계 
공업이 그 수출규모를 늘린 결과인데， 2000년 27억 9，800만 달러이었던 경남 창원시의 보일 
러-기계류 수출규모는 2004년 49억 9，700만 달러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경남지역에서 창원 
시가 차지하는 보일러 기계류 수출비중은 2004년을 기준으로 전체의 87%에 달한다. 

168) 광학←정밀기가의 경우， 2000년 8，400만 달러였던 경북의 수출은 2004년 23억 2，300만 달러 
로 무려 27.6배나 증가하였고， 충남은 2000년 6，000만 달러에서 2004년에 7억 9 ，700만 달러로 
13.3배 증가하였다. 2000년 경북에 소재한 철강 제조업체의 총 수출액은 16억 7，900만 달러 
였으나， 2004년 이는 37억 1 ， 100만 달러로 2.2배 증가하였다. 

169) 경기지역의 자동차， 광학-정밀기기수출은 2000년 각각 39억 700만 달러， 6억 6，900만 달러였 
으나， 이는 2004년 96억 3，500만 달러 및 10억 9，200만 달러로 각각 153%， 62%씩 증가하였다. 

170)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 산업성장의 중심이 시기별로 서울 · 인천→경기 남부→충남 북부 
로 옮겨감에 따라 수출성장 및 쇠퇴 과정 역시 이를 반영한 시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충남의 성장이 수도권에 인접한 천안 · 아산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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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서울 소재 수출산업 중 그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대표 

적인 것들로는 플라스틱 (HS 39 이하 HS 생략)， 인조장섬유(54)， 의류 및 부속품(62) 및 고 

무(4이 등으로 나타났다.171) 수출 규모의 절대적인 감소 현상은 부산 및 대구에서도 나타 

나는데， 1996년 전체 수출의 10.7%를 차지해 시 · 도별 수출 규모 4위에 올랐던 부산은 

2004년에는 불과 2.5%로 10위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같은 기간 대구의 수출점유율도 

4.1%에서 1.2%로 급감하였다. 이들 지역에서 수출이 감소한 대표적 품목들로는 부산은 

신발 · 모자(64)와 완구(95)， 대구의 경우는 인조장섬유(54) 였다.172) 이처럼 서울 · 부산 · 

대구 등 우리나라 대도시들의 수출 감소 현상은 김인철 · 민성환(2003)의 주장처럼 (과거 

대도시에 주로 입지했던) ，생활관련형 f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현상을 대변 

하는 것이다. 

산업구조에 따라 지역별 수출 증감의 명암이 엇갈리는 현상은 해당 지역의 수출 불류 

구조 및 관문이용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수출이 증가하는 지역은 해당 지역 

과 관문 사이의 화물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I 그렇지 못한 지역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또한 지역 고유의 산업구조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의 상품이 생산됨으로써I 관문 

(항만 또는 공항)별 수출 물류 수요는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고부가가치 화불 

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일수록I 과거 항만 중심의 수출 물류체계가 새로운 

공항 중심 물류 체계로 전이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다. 

3.3.2 ^I.도별 수입 비중의 변화 

각 지역의 차별적 산업구조에 따라 수출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 

으로/ 같은 기간 수입의 지역별 구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지역 수입 규모에 대한 

자료 구득이 가능한 2000년 이후를 살펴보았을 때l 서울I 경기 및 울산 등의 세 지역이 

를 잘 보여준다. 참고로 천안시 및 아산시가 충남지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춤은 2000년 

74.7%(126억 9，300만 달러)에서 2004년 83.4%(244억 1 ，5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71) 서울 소재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2000년 수출액은 25억 3，400만 달러이었으나 2004년 13억 

9，400만 달러로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인조장섬유는 25억 400만 달러에서 
13억 3，000만 달러로 47%, 의류 및 부속품은 18억 700만 달러에서 11억 6，000만 달러로 36%, 

고무제품은 12억 1 ， 100만 달러에서 6억 4，900만 달러로 46%가 각각 감소하였다. 
172) 2000년 부산 소재 신발 · 모자 생산업체의 총 수출액은 4억 8，300만 달러였으나， 2004년 이 
는 2억 7，600만 달러로 43%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완구류는 1억 2，3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로 39% 감소하였다. 한편 대구의 인조장섬유는 2000년 9억 5，000만 달러에서 2004년 6 
억 4，100만 달러로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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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y 경북I 전남 및 충남의 수입 점유율이 꾸준 

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표 3-9). 

이러한 현상은 수입품 수요가 해당 지역의 인구 및 산업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변동의 폭이 크지 않다는 점(서울I 경기)， 우리나라 수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광 

물성연료(27) 수입과 관련된 지역(울산l 전남I 충남 등)의 성장173)， 그리고 최근 새롭게 수 

출 증가를 주도하는 지역(경북I 충남 등)의 수요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1강) 

이러한 결과는 비록 수출만큼은 아니더라도 수입의 지역구조 역시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l 이 또한 수입 화물의 관문이용 및 내륙 

물류패턴과 전체적인 관문체계의 변화에 일조할 것임이 분명하다. 

표 3-9) 지역별 수입 구조의 변화 (2000-2004년) (단우1: US $ 100 만) 

순우{ 
2000 2002 2004 

X' 쩍 -껴「‘ <t]it t *3「셔 버율 XI 역 -ιιr- [』〉jl o !「g 벼옳 XI 쩍 -λ「。tjiO-「H 엽|율 

서옳 37 ,637.5 23.5% 서뚫 36 ,880.2 24.2% 서옳 48 ,382.5 21.6% 

2 경 JI 35 ,635.1 22.2% 경 JI 29 ,285.9 19.3% 경?’ 42 , 125.4 18.8% 

3 옳산 20.794.4 13.0% 옳산 18,943.1 12.5% 옳산 29 ,789.8 13.3% 

4 경롭 12, 161.9 7.6% 경월 13,986.2 9.2% 경울월 21, 762.9 9.7% 

5 전남 10.781.0 6.7% 전남 10,550.7 6.9% 졌남 17,341.3 7.7% 

6 e!천 10.250.2 6.4% 그ζJj L E」그 9,644.3 6.3% 출납 15,425.6 6.9% 

7 총냥 9,978.1 6.2% 慶남 9.335.3 6.1% 켜ζ:::> 나 C그 13.895.6 6.2% 

8 평삽 9,499.6 5.9% 인천 8,385.9 5.5% 21 펀 13,579.8 6.0% 

9 부싫 3,985.4 2.5% 부산 5,316.9 3.5% 부싶 6.7 40.0 3.0% 

10 풍톨윷 3,313 .7 2.1% 충E륙 3,252.9 2.1% 중흥홉 5,251.6 2.3% 

11 광￡￥ 1,843.9 1.1% 팡~ 1,741.5 1.1% 광후 3,037.5 1.4% 

12 쩍뿔 1,501.3 0.9% 전툴확 1.600.0 1.1% 천훌확 2,522.6 1.1% 

13 대구 1,395.3 0.9% 따f정 1,425.8 0.9% 대전 1,991 .4 0.9% 

14 01 환 1,259.0 0.8% 따F~ 1,390.1 0.9% 앉l .::;:t 1.920.4 0.9% 
15 장훌환 381.3 0.2% 강현 329.4 0.2% 확헌혈 586.0 0.3% 

16 재추 52.5 0.0% 져I추 57.9 0.0% 졌1 2튜 110.3 0.0% 
절 처l 160,48 1.0 100,0% 전체 152.126.2 100‘ 0% 천처} 224,462.7 100.0% 

출처: 관세청. 

173) 2004년 기준 지역별 수입에서 광물성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울산 61.5%(183억 2 ，700만 달 
러 ) , 전남 67.6%(117억 2 ，200만 달러 ) , 충남 47.0%(72억 5，200만 달러 )에 달한다. 

174) 2004년 기준 지역별 수입에서 지역 수출견인 산업(전기-전자， 보일러-기계， 광학-정밀기 
기， 철강 등)과 관련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 73.3%(159억 4，300만 달러) 충남 33.7% 

(51 억 9，600만 달러)에 달한다(이상 각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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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출입 대상국의 구성 

3.4.1 수출 대앙국 벼중의 변화 

항만지리학의 연구방법론을 최초로 제시한 W eigend (1958)부터 이의 학문적 기틀을 

완성한 Bird(1981)와 Hilling & Hoyle(1984)에 이르기까지l 지리학자들은 항만(관문) 연구 

가 그 배후지와 지향지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천명한 바 있다. 지금까지 1990년 

대 이후 관문체계 변화를 이해하는 선행 작업으로서 관문을 통해 출입하는 수춤입 화물 

의 특성 변화와 함께l 배후지의 수출입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 

면 같은 기간 관문을 통해 연결된 우리나라 대외무역 지향지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관문체계의 지향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역 대상국들의 산업 · 무역구조 변화에 대 

한 조사가 요구되지만/ 수많은 대상국들의 모든 사항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 

라서 여기서는 상호 무역의 결과로 나타난 주요 수출입 대상국의 교역 비중 변화를 살피 

고l 이러한 과정이 우리나라 관문체계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논하고자 한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의 변화를 정리한 표 3-10에서 알 수 있듯이l 

한국전쟁 후의 해외원조 무역I 그리고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수출지향 경제정책 하에 

서l 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러 

한 경향은 1990년대 초반까지도 면면히 이어져I 1990년 당시 양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49.2%)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당시 미 · 일 이외의 주요 

표 3-1 이 주요 수출 대상국의 변화 (1990-2004년) (단우1: US $ 100만) 
-ι」TA--‘- 1990 19혔g 2000 2004 

.!fl 국Jr 수출액 정유촬 등학Jt 수훌했 짜~.g. i 흩;츠g E극 J. 수훌액 첩유율 E국 J. -ιA「‘ 닐 ε톨;ag 。-「g 장유옳 

미국 19.360 29.8% 디i 쩍 24.131 19.3% 01 국 37.611 21.8% 훌흥E혹 49.763 19.6% 
2 잃본 12.638 19.4% 앓본 17,049 13.6% 월본 20 .466 11.9% 01 훌 42 ,849 16.9% 
3 훌훌훌 3.780 5.8% 좁드꽉 10.682 8.5% 총관 18.455 10.7% ~보 ...... 21 .701 8.5% 
4 s--;1? t::1 2.849 4.4% 훌흥홍 9.144 7.3% 훌혈룡 10.708 6.2% 홍홍 18.127 7.1% 
5 상좌훌훌 1,805 2.8% 싫::;.훌훌 6,689 5.3% Ole! 8,027 4.7% 다{만 9.844 3.9% 

6 영등균 1.750 2.7% 훌를잃 5,965 4.8% 성짜훌 5,648 3.3% 도등잃 8.334 3.3% 

71 3H LtU 1,731 2.7% CH 띤f 3,882 3.1% 짧드를 5,380 3.2% 성 J~훌 5.654 2.2% 
8 때맑 1.249 1.9% 10 2,958 2.4% 톰앓 5.154 3.0% 영확 5.516 2.2% 
9 꿇혈~ 1. 119 1.7% h샤、f 2,951 2.4% MY 3,515 2.0% 10 3.678 1.4% 
10 ID 1,079 1.7% 뽕응확 2,874 2.3% 10 3,504 2.0% MY 4.480 1.8% 
가타 17,656 27.1% )1εf 38 ,733 31.0% JIS 53.800 31.2% 가Et 83 ,899 33.1% 

C:! Ã-II 65.016 100.0% 현줬l 125,058 100.0% 전향11 172,268 100.0% 월처i 253.845 100.0% 

주) 10: 인도네시아， MY: 말레이지아.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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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상국으로는 독일 · 영국 · 캐나다 · 프랑스 등과 같은 원거리의 선진국들과 홍콩 · 

싱가폴 · 대만 ·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아시아 역내 국가들로 이 지역들은 각각 우리나라 

수출의 약 11 ~1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역간 보다 지역내 무역이 활 

성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지향지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전반적인 수출 지향지 다변화 추세와 함께 1990년대 이후 상위 10대 수출 대상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17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놀라운 속도로 늘어났는데， 1990년대 중반에 

이미 우리나라 3대 수출 대상국으로 등장한 중국은 2003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 되었다.176) 또한 같은 기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역내 국가들(홍콩 · 싱가 

폴 · 대만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등)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에서 1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양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04년의 경우 25.4%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종래의 극심한 대일 · 대미 의존에서 점차 벗어나 중국과 동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은l 전반적인 글로벌 무역 환경과 수출경쟁력의 

변화l 그리고 해외투자 · 제조업의 이전 등으로 역내 경제통합이 가속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우리 기업이 개척한 제조업 공급사슬이 대중국 수출 수요를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재중(在中) 한국투자법인(주로 제조업)이 우리나라 

로부터 수입하는 규모가 전체 대중 수출액의 36.6%, 대중(對中) 흑자 유발액의 54.5%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끼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이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근거리(近距離) 무역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특징은l 주력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 및 보일러-기계류 품목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표 3-11과 3-1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이들 품목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인 미국 

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f 중국의 몫과 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중 · 단거리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우리나라 수출 지향지 구조는 글로벌(global) 

175) 1990년 우리나라 상위 10대 수출국이 전체 수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8%였는데， 
2004년 이는 66.9%로 감소하였다. 

176) 2004년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19.6%를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5년 9월말 현재 
21.9%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177) 신용상 (2004)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고용 정체형 성장에 대한 의 
미 한국은행 기자단 세미나 자료집， 한국금융연구원(제시된 추정치는 2002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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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동이 i지리적 근접성에 기반해 지역 (regional) 차원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된다 

는 많은 지리학자들의 논의와 맞닿아 있다. 또한l 강화된 역내 산업 연계는 이전보다 더 

욱 빈번한 교류를 장려하는 것은 물론l 새로운 (고부가가치) 화불수요를 촉진시키는 특징 

이 있다.178)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수출지향지 구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문체 

계에 대한 요구는 오늘날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표 3-11 ) 전 JI-전자 품목의 주요 수출 대상국 변화 (1995-2004년) (단우1: US $ 100 만) 

f쏟￥} 
1995 2000 2004 

E푹 Jl 수홉옳g석 짧￥￥옳 §광Jf 깅양혈훌했 훌찾￥훌훌옳 E핵가 i양훌훌짝 훌§S￥옳 

or=쩍 11 ,354 29.8% 갑i 등학 11 ,661 25.1% 01 쩍 14,434 19.7% 
2 쩔풍환 4,669 12.3% 앓은혼 4,594 9.9% 중쭉 11 ,956 16.3% 

3 성 Jt포문 3,542 9.3% 흉홉흉홍 3,726 8.0% 잃본 6.046 8.3% 
4 효‘「E§@ ggig 3,410 8.9% 뚫묶 3,430 7.4% 좋흉홈 5,994 8.2% 

5 훌황 2,614 6.9% 싱것~~표ê. 3,205 6.9% 다{단f 4.869 6.7% 

6 다f 펀f 1,523 4.0% 칩l e! 2,745 5.9% c드-1 。 i르i 3.470 4.7% 

? 띨갖댐101 人10t 1,383 3.6% 훌룹않101 쳐 O~ 2,022 4.4% 성까조l~윤 3,209 4.4% 

8 영확 854 2.2% 효--g1g ii:l 1,933 4.2% 영꽉 1.805 2.5% 

9 풍국 822 2.2% 앓표l 훤 1,811 3.9% 필리핀 1.560 2.1% 

10 2.~人!Ot 670 1.8% 영국 1,520 3.3% 닮허10lÁIOt 1,365 1.9% 
71 E!- 7,234 19.0% JI 답 9,7 19 21.0% 기타 18,462 25.2% 
정 x~1 38 ,075 100.0% 전쳤i 46 ,366 100.0% 전처| 73 , 170 10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표 3-12) 보일러-기계류 품목의 주요 수출 대상국 변화 (1995-2004년) (단우1: U딩 $ 100만) 

쏠우I 
1995 200앙 2004 

획가 수훌Q!! 

점2유84357훌 4 3 9 9 1%%%%% ” 국 미 일 대 종 엉국가국본g국! 1 수훌액 
잖 S끊옳 확 Jt :쏟醫액 젊협뚫 

01훌 3, 134 9,203 31.0% 뚫 E국 9,724 24.7% 

a 중딱 998 3,478 11.7% O!~북 6,033 15.3% 

3 잃혼환 894 2,529 8.5% 훌흉혈 2,956 7.5% 

4 싱있쪼~ 600 2.033 6.8% g살본 2.768 7.0% 

5 셉i 훌옳플i5표 483 2.015 6.8% 3:응~iε! 1,787 4.5% 

6 독잃 467 3.8% 합생앓플~E도 1,286 4.3% 다i 앉f 1,291 3.3% 

7 21 5.합l"lm 417 

3.4% ιI 싱 g 혹카임 훌 A월훌포i코르 
986 3.3% 앓없101λ1 Ot 1,283 3.3% 

g 훌철홉 364 3.0% 710 2.4% 해훌훌훌iE 1,267 3.2% 

9 쩔응확 353 2.8% 602 2.0% $창 E확 1.194 3.0% 

10 짧월101λ10t 320 2.6% 569 1.9% 면tλi 코 710 1.8% 
카 흘g 4,293 34.8% 회표* 6,321 21.3% JI E.t 10 ,390 26 .4% 

짚컸 져i 12,323 100.0% §잖했t 29 ,732 100.0% 잖쳐1 39 ,403 10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178) 여기에 대한 논의는 논문 4.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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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수입 대상국 비중의 변화 
지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르 

게 이전하는 현상은 수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가 주로 중동(中東) 및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그 변화의 정도는 수출에 비해 완만한 형태를 보인다.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주요 수입 대상국의 변화를 정리한 표 3-13에서 알 수 있듯y 일 

본과 미국은 비록 그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수입 대상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절반 이상은 전기-전자l 

보일러-기계 및 광학-정밀기기 등으로l 이는 기술력 차이에 의한 고부가가치 설비와 기기 

의 수요에 의한 것이다.179) 한편 경제발전과 더불어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광 

물성연료 수입 관련 국가들(사우디아라비아l 아랍에미리트I 호주l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180)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입 대상국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시 중 

국의 역할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1990년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불과 3.3.% 

에 머물렀던 중국은 2004년 전체 수입의 13.2%를 차지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두 번째 수 

표 3-13) 주요 수입 대상국의 변화 (1990-2004년) (단우1: US $ 100 만) 
τ iAr‘ 19앉잉 1995 2000 

우| 국가 수없 QS 쩔휩월 국JI 수앓댔 따C그{ T ζTi ξ ε즐E 국파 수없앤 장휴뚫 국Jt 

잃혼 18,574 26.6% 잃뽑 32 ,606 24.1% 앓홉 31 ,828 19.8% 앓용룡 

a OI~ 16,942 24.2% 미국 30 ,404 22.5% 01 드라 29.242 18.2% 중국 

3 ~드。2:르l 3.284 4.7% 7.401 5.5% 뚫국 12,799 8.0% DI 국 

4 효추 2.589 3.7% 6.584 4.9% SA 9.641 6.0% SA 
5 중E짝 2.268 3.3% 5.432 4.0% 앓추 5.959 3.7 0

;;' ~~설 

6 SA 1.725 2.5% 휠주 4.897 3.6% 10 5.287 3.3% 좋주 

7 10 1.600 2.3% 10 3.325 2.5% Mγ 4.878 3.1% CH 만 

8 MY 1.586 2.3% 3'HU다 2.604 1.9% UAE 4.703 2.9% UAE 
913H따다 1,465 2.1% 때단f 2,564 1.9% 대만 4.701 2.9% 10 
10 다{만 1,452 2.1% MY 2,515 1.9% 훌.....，쩍 "'" 4.625 2.9% • Mγ 

기 Er 18,359 26.2% 자 6 36 ,787 27.2% JIξ} 46 ,818 29.2% JI EI-
펀 쩌l 69 ,844 100.0% 펀쩌| 135,119 100‘ 0% 훨처| 160,481 100.0% 현처i 

주) SA: 사우디아라비아， 10: 인도네시아， MY: 말레이지아， UAE: 아랍에미리트.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호| 무역정보. 

2004 
-」T‘- 。t:i! 。-「μ 처디 T C3T 동ζ;올 

46.144 20.6% 

29.585 13.2% 

28.783 12.8% 

11 ,800 5 ‘ 3% 
8 ,486 3.8% 
7.438 3.3% 
7.312 3.3% 
7.290 3.3% 
6.368 2.9% 
5,679 2.5% 

65 ,578 29.2% 
224 ,463 100.0% 

179) 대일본 및 대미국 수입에서 전기→전자 보일러-기계류 및 광학→정밀기기 등이 전체 수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기준 일본의 경우 56% 미국의 경우 51%에 달하고 있다. 

180) 광물성 연료(HS 27)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전체 수입의 15.8%에서 2004년 

22.4%로 크게 증가하였고， 수입액 역시 110억 2，300만 달러에서 503억 3，l00만 달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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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1990년 당시 중국에서 수입되는 주요 품목은 농수산물l 섬유 

원료/ 에너지 · 광석 등과 같은 단순 원료류가 전체의 2/3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3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였고181)， 그 대신 전기-전자l 

보일러-기계류 및 철강 · 금속 제품이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51.9% )을 차지하고 있다. 이 

러한 현상 역시 양국간 FDI 및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지역의 생산 및 교역의 지리가 

통합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단거리 증심의 교역발달/ 그리고 동아시아 역내 제조업 연계 

가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입 증가 현상은 관문체계의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문 5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3.5 소 결 

지금까지 대외무역 관문체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선행 작업으로써 1990년대 이후 우 

리나라 수출입 구조의 변화를 품목 구성/ 화물의 특성/ 배후지 및 지향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수출은 같은 기간에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기-전자/ 보일러

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고가(高價) 화물과 일부 특수화물의 성장이 두드러졌고l 그 결과 

수출 화물의 중량대비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배후지 

들이 성장했으나I 지역별 산업구조에 따라 수출 산업의 성장 및 쇠퇴 시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해당 지역의 인구 · 산업 규모를 반영하는 수입은 그 품목과 배후지 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l 에너지 수입을 담당한 지역과 수출 산업이 성장하는 지역들의 수입 비 

중이 증가하였다. 지향지의 경우y 종래의 대미(對美) . 대일(對티) 교역 비중이 현저히 줄 

어드는 대신I 대중국 교역의 비중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아시아 

역내 무역도 빠르게 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대외교역 방향이 재구성 

(reorientation)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우리 

나라 대외 무역의 구조는 수입보다는 수출이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다. 

수출입 구조의 변화는 수출입 운송수단 및 관문 이용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항 

만 수출입 화물은 표준화된 포장 · 운송이 가능한 일반화물(잡화)과 특수한 하역시설을 

181) 1990년 당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체 품목중 농림수산물， 섬유류， 광산물 등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6%에 달했으나 2004년 동일 품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29.4%로 급감하였다(MTI1단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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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특수화물로 분류된다.182) 전자는 대부분 일반 컨테이너 (dry container)에 적재 

되어 컨테이너 및 일반 항만(부두)을 통해l 그리고 후자인 특수 · 벌크 화물(광불성원료 · 

자동차 · 조선 · 철강 · 유기화학품 · 광석류 등)은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수항만(부 

두)을 통해 수출입 된다. 화물의 특성에 따라 이용하는 항만이 다르다는 것은 수출입 품 

목 구성의 변화가 항만 관문의 차별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990년 전체 

상위 107R 교역품목 중I 특수화물의 비중은 19.1 %에 불과했으나 2004년 이는 33.9%로 늘 

어났는데(표 3-3 참조)， 이는 우리나라 항만 관문체계에서 특수화불 항만이 성장하는 주 

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입의 또 다른 특징은 저부가가치 품목(신발-모자 

류 · 의류 · 가죽제품 · 인조장섬유 등)의 교역 규모가 감소한 반면/ 전기-전자 · 보일러·기 

계 · 광학-정밀기기 · 귀금속류 등과 같은 고가 화물의 교역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다. 수출입 품목이 점차 고가화되는 것은 상품의 최종 판매 가격 중 운송비의 비중이 낮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출입 물류에서 운송수단 선택의 폭이 커지는 효과가 있 

는데l 즉 운송비가 비싼 항공에 대한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무역 관문으로서 공항이 성 

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되는 것이다. 과거 대외무역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 

던 해운 대신y 최근 안정성 · 신뢰성 · 신속성이 높은 항공 운송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출입 구조 변화에 따른 항만 관문의 탈집중 

화와 공항 관문의 성장은 논문의 5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분석될 것이다. 

산업구조에 따라 지역별 수출입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I 이 역시 해당 지역의 수출입 

물류와 관문 이용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즉 대외교역이 증가하는 지역은 관문까지의 화 

불유동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l 그렇지 못한 지역의 수요는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고유의 산업구조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의 수출입 화물이 생산 · 소비됨으로써I 지역과 

관문(항만 또는 공항)간 물류 수요는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고부가가치 화물의 

수출입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I 과거 항만 중심의 수출입 물류체계가 새로운 공항 중심 

물류 체계로 전이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다. 

수출입 대상국은 전체 수출입 화물유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화물의 관문 선택 

과 수출입 물류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역별 수출입 특성은 해당 지역의 산 

업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수출입 공급사슬의 경쟁력 유지여부는 어떤 관문 및 

182) 한국무역 협 회 · 한국화주협 의 회 (1997) 수출입 운송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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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물류체계가 그것을 지원하느냐에 달려있다. 배후지와 지향지 사이에 위치한 관문은 

전체 수출입 물류 사슬을 연결하는 핵심으로l 화물유동의 전체 공간구조와 운송비를 결 

정한다. 관문과 지향지의 관계가 배후지 화물유동 및 수출 산업 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문의 6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분석될 것이다. 

모든 수출입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선의 경쟁 

력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수출입 물류의 차원에서 이는 화물 이동의 거리 · 시간 · 비용을 

단축하는 것이며l 이는 곧 배후지로부터 가장 유리한 관문과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과정 

이 된다. 배후지와 멀리 떨어진 관문l 또는 지향지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관문뜬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관문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I 해상 수송에 적 

합하지 않은 화물의 비중이 높아지면 공항이 새로운 무역관문으로 부상할 것이며 l 또한 

특수화물의 비중의 증감에 따라 기존의 항만 관문체계 역시 변화를 겪는다. 따라서 수출 

입 화물의 특성과 배후지-지향지간 관계를 결정하는 수출입 구조의 변화는 해당 국가의 

대외무역 관문체계를 변화를 이끄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관문 연구에서 배후지l 지향지 

의 관계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η
 바 



쩌14 장 대중국 투자와 교역의 발달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 및 관문체계의 변화를 논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 

해야 할 것은/ 같은 시기 강력한 교역 파트너로 등장한 l중국l의 역할이다. 이미 살핀 바 

와 같이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 변화의 가장 큰 동인이었기 때문에I 대중국 교역 

의 발달 과정과 그 의미를 살피는 작업은 전체 관문체계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 

요하다. 생산 및 교역의 지리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FDI의 역할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I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추이와 그 특징을 먼저 살핀다. 그리고 이것이 양국 

제조업의 연계와 교역에 미친 영향을 논할 것이다. 또한 한 · 중 교역의 지리적 차별성과 

더불어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 배후지의 상황이 차례로 분석될 것이다. 

4.1 대중국 투자 및 교역의 추이 

4.1.1 대중국 투짜의 주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전체 해외 

직접투자와 그 권역별 비율 변화를 정리한 것은 다음 표 4-1과 그림 4-1, 4-2와 같다. 

표 4-1)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권역벌 추이 (1989-2004년) (단위: US $ 100 만) 

얹 .s: 윷풍 E확 O~λi채 O오fl 를축 01 쫓풍는잖 01 S추 좋갖 자탑 짧펴l 
{중품 l 

1989 6.4 121.6 285.2 55 .4 19.1 84.8 572.6 

1990 16.2 274.2 438.3 66.8 64.1 99.2 958.8 

1991 42.5 383.5 459.8 41.6 89 .4 99.3 1.116.1 

1992 141.1 379.9 390.8 36.5 143.1 127.9 1.219.4 
1993 263.7 239.5 390 .4 43.8 175.0 15 1. 1 1,263.5 

19당4 633.9 518.8 567.0 49.9 357.2 176.7 2.303.5 

1995 840.9 892.9 554.0 121.9 613.6 112.9 3,136.0 

1996 903.0 928.1 1,597 .7 272.3 604.4 109.7 4.415.2 

1997 727.7 1003.8 894.7 280.0 432.2 31 1.3 3.649.6 

1998 685.3 1362.2 966 .4 242.6 1,229.8 250 .4 4.736 .7 

1999 353.3 918.6 1,396.8 227 .7 299.5 90.3 3,286.1 

2000 674.0 847.6 1.401.3 1.499.0 289.0 272 .4 4,983.3 

2001 587.2 737.8 1.457.7 97.6 2.129.0 53.9 5,063.2 

2002 964.6 685 .4 550.8 246.9 956.8 120.8 3.525.3 

ε003 1.478.6 717.9 1,028.8 180.4 207 .4 123.3 3.736 .4 
2004 2,291.1 1, 110.7 1,384.0 345.2 706.9 126.8 5,942 .4 

t f ￡ 영F§흥g정~ 용g훌g 했04) 1(02,9656 12,320.1 14.455.6 3.914.9 8.425.2 1,938.5 52.019.8 
1.1%) (23 .7%) (27.8%) 7.5%) (16.2%) 3.7%) (100.0%)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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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권역별 비중 변화 (1991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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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2) 대중국 투자의 규모와 점유율 추이 (1989-2004년) 

한-중 수교 직전인 1991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FDI는 주된 교역 대상국인 미국 · 일본 

과 자원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가 이루어졌던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의 3.8%에 불과하였던 중국의 비중은 양국 수교(1992년) 이 

후 빠르게 늘어났으나/ 그 성장 추세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국제통화기금(IMF) 관 

리 체제를 겪으면서 둔화되었다. 자본의 해외 유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3년간 감소세로 

돌아섰던 대중국 투자는/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 

거된 1999년 이후 다시 활성화 되었다.2004년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규모는 

무려 22억 9，910만 달러로 증가하였는데l 이는 전체 FDI의 38.4%를 차지하면서 양국 교 

역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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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껴|조업 중심의 투짜와 공급^t슬의 발달 

대중국 FDI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타 지역에 비해 I제조업 I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해외투자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가 시작된 1962년 이래 전체 투자건수의 62.1% , 투자금액의 

53.5%를 제조업이 차지하였다. 하지만 대중국 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투자건수의 85.1 %, 투자금액의 85.3%에 달한다. 비록 중국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FDI 

로 l세계의 공장I이 되었고l 중국이 유치한 전체 외국 자본 가운데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2000년 기준 63.5%)을 감안하더라도l 제조업에 유난히 편중된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 패턴은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4-3). 

이러한 현상은 양국 생산요소의 비용 차이가 초래한 역내 생산구조의 재편 과정과 맞 

물려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급감했던 대중국 투자가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국내 경제 회복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이는 WTO 가입으로 꽃 

을 피운 중국의 경제개방 가속화와 선진국형으로 전이하려는 한국 산업의 구조적 변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 중심의 대중국 투자는 역내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한-중 양국이 생산의 역할 

을 분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연계 강화를 통해 역내 

우리나락 현껴I FDI의 씬업별 tll충 

(1968~2004. 투짜액 11준) 

우럭나릭 대중국 FDI악 씬업별 UI종 

(1989-2004, 투쩌액 11준) 

펀껴|께| 대충국 FDI익 씬업멸 UI중 

(2000, 투쩌액 끼|‘준 

그림 4-3) 대중국 투자의 제조업 집중 경향 비교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박승록(2002)184) 

183) 앞서 언급한 대로， 대중국 투자는 대중국 수출 수요를 증폭시키고 있다. 신용상(2004)에 따 

르면 2002년 중국의 한국 투자법인이 수입하는 규모가 전체 대중 수출액의 36.6%, 대중 흑자 
유발액의 54.5%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신용상 (2004)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의 변 
화와 정책시사점 ←고용정체형 성장에 대한 의미 , 한국은행 기자단 세미나 자료집) . 

184) 박승록 (2002) 중국의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 한국경제연구소 기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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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185) 

과거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우리나라의 경제 및 수출산업은 

임금 상승과 확대된 노동 단체의 영향력 등으로 인해 점차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 

려워졌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과거의 시장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 제조업체들은 문을 

닫거나l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이탈하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 

서 주된 이전 대상이 된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으며I 때마침 채결된 한 · 중 수교와 적극적 

인 시장개방을 표방한 중국의 대외 정책은 제조업의 이전을 가속화한 촉매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제조업 활동에 어떠한 이점을 갖고 있으며l 무엇이 한 · 중 제조업 공급 

사슬의 발달을 이끌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양국의 제조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 

는 각종 산업생산 요소들의 비용 차이는 그 답의 일부를 제공해 준다(표 4-2). 

2000년 기준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중국보다 6.9배나 높고186)， 양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생산직은 평균 8.4배 l 관리직의 경우 평균 6.9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I 산업단지 분양가의 경우도 한국이 4.3배 비싸며l 총 매출액에서 물류비가 차지 

하는 비중도 중국보다 평균 1.9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노.사 관계와 

노동 시장의 유연성 수준마저 중국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I 제조업체의 생산비용과 

경영여건 모두 중국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 해외 입지이전의 주요 동기는 제조단가를 낮추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잠재적인 시 

장을 개척하기 위한 요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노동집약적) 기업의 가장 

표 4-2) 한·중 산업 생산요소의 경쟁력 비교 

쭉 J~ 

환 필 I 100.0 11 $ 7.75 1 $ 7.94 11 $ 149/m2 
11 8.75% 11 47 35 

좁 확 14.4 11 $ 0.92 1 $ 1.15 11 $ 351m2 
11 4.67% 11 38 23 

출처 1) JETRO(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 2000). 
2)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이전 동향과 대응과제. 
3) IMD(l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세 계 국가경 쟁 력 연 감 2002). 

185) 무역연구소(2002)에 따르면 지난 10년간(1992-2001년) 우리나라 수출입 증가에서 중국의 

기여율은 각각 21.0%와 16.1%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중 투자법인의 매출에서 한 

국에 대한 수출은 전체의 16.3% 매입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전체의 40.7%를 차지해 이 
들이 우리나라 대중 무역흑자의 주요 창출원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무역연구소 
동향분석팀 (2002) 대중투자의 수출 · 입 효과， 무역연구소) . 

186) 서울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베이징은 14.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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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이전 동기가 l생산비 절감/이었다면l 최근 기술 · 자본집약적인 산업들이 현지 생 

산 · 판매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새로운 잠재시장 개척을 

위한 요구에 기인한 바 크다. 최근의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생산비의 절약(40.8%)과 함께 중국 시장에 대한 개척 (40.8%)이 똑 

같이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187)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에 

각종 규제가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각 성(省) . 시(市)가 경쟁적으로 해외자본에 

대한 유치 및 관련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차이이다. 즉 우리 기 

업들의 생산비 절감 및 새로운 시장에 대한 요구l 제조업 친화적인 중국 정부의 정책 등 

이 어우러져 오늘날의 한 · 중 제조업 연계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188)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생산 라인 또는 공장을 해외로 이 

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68%에 달하는데l 이 중 중국을 그 대상지로 꼽는 

기업이 무려 65%에 이르며I 이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향후 중국시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89)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I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국 이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양국의 산업 연계가 더욱 강화 

될 것임을 의미하며l 또한 향후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활성화되면 상호 FDI를 통한 

생산의 지리 재편으로 양국의 경제는 더욱 통합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조업의 이전이 역내 물류 이동에 미치는 변화는 무엇인가? 그림 

4-4는 우리나라에 있던 제조업 완제품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하는 경우l 발생할 수 있는 

역내 화물유동의 변화를 간략하게 개념화한 것이다. 에너지와 원자재는 제 3국에서 수입 

하고 공장이전 후에도 전체 생산량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만 하더라도/ 부품 및 완제 

품 화물의 이동 구조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FDI를 통한 제조업의 

이전시 투자국과 수혜국간에 발생하는 화불유동의 변화는 크게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의 영향을 일반화하여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187) 전국경제인연합회 동북아팀 (2004) 우리 기업의 대중투자 현황과 개선과제 조사， 전경련 
CEO REPORT ON CURRENT ISSUE NO. 2004-28 전국경제인연합회. 

188) 대한상공회의소 (2002)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 실태 및 계획 설문조사. 
189) 전경련(2004)의 같은 조사에서 향후 중국시장의 전망을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기업의 

78%가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며， 14.3%는 증가 추세가 최소한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 중국시장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본 기업은 7.6%에 불과 
했다. 또한 과거 경험을 포함하여 향후 중국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철수할 것인가는 질 

문한 문항에는 무려 84.6%가 그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 
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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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뚫D해 
렐협염I렀f 

l 한국풍심의역내져|쪼엽연거 l 풍국풍섭의역내제조업연거 

그럼 4-4) 대중국 투자로 인한 역내 제조업 화물유동의 변화 

표 4-3)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제조업 이동시 투자국과 수혜국의 물류흐름 변화 

默---헬--짧~~l잃% D t 국ζ가굴/Ã효 댁엎~ 화~물유~동 변~화 FC샤 뚫짜증국 FD’ ，* ê해품 ÃI 역끊흉I! 

수톨옳 수짧 '*영옳 '*、。t;jl 화뚫수효 

1. 저13국 에너지·원자재의 유입 N - N + 전환 

2. 투자국-수혀|국간 공굽사슬 화물 유동 + +- - -+ 증가 
^I 잖 

1) 저13국 수출시 3. 수혀|국 생산 - N + N 전환 
영황 

최종 완제품 2) 본국 역수입시 N + + N 증가 

이동의 변화 3) 수혜국 내수시장 진출 - N N - 그C그~ .:: λ.L、

2!첩 1. 투자·수혀|국간 유/무형 사업네트워크 강화 
+ + + + 증가 

영향 2. 교역규모 증가에 따른 전반적 경제성장 

주:1) 총 생산량은 제조업의 해외이전과 이후가 같다고 가정함. 
2) +: 유동량 증가 유동량 감소， N: 큰 영향 없음. 

출처: 이재우(2004 ， pp.10-12)를 잠고하여 재구성 

제조업 공장의 이전이 양국간 불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l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 원자재 유동의 변화I 둘째I 투자국(본사)과 수혜국 

(해외공장) 간의 공급사슬 부품유동l 끝으로 해외공장에서 제조한 완제품의 수출 등이다. 

첫 번째는 원래 FDI의 투자국으로 유입되던 제3국의 에너지 · 원자재 수요가 수혜국 

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국으로의 수입 물동량은 감소하지만 수혜국에서의 수 

입 활동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역내 전체 화물유동 수요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둘째l 투자국 본사와 해외공장간 새로운 국제 분업이 발생함으로서 전체 화물이동 수 

요가 증가될 것이다. 제품에 다양한 기술수준의 부품이 투입되는 경우l 과거 수혜국에서 

공급받던 일부 노동집약적 부품의 유입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국 주도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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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공급사슬의 수직적 특성 때문에 기존 모기업에 공급하던 국내 자회사(또는 협력기 

업)들이 수혜국에 관련 부품들을 수출함으로써 역내 화물수요는 전체적으로 증가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190) 

끝으로 최종 제품이 이동하는 경우I 품목에 따라 과거 본국의 매출비율(수혜국수출I 3 

국 수출 및 내수시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초래하는 영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장의 이전 후에도 해당기업의 총 생산량과 매출비중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I 과거 수혜국 수출물량은 내수로 전환되어 지역의 전체 화물유동을 감소시키는 반 

면l 과거 투자국의 내수물량은 본국으로의 역수입 수요를 발생시킴으로서 역내 물류 수 

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 때 제3국 수출물량은 투자국-수혜국간 물류의 단순한 전환을 

의미하므로 전체적인 역내 화물이동 규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조업 해외투자의 대부분은 기업들이 보다 나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I 공장의 해외이전은 과거보다 생산 규모의 증가를 

통해 역내 화물이동 규모를 증가시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도I 해외 투자를 통해 유발되는 간접적인 효과 역시 역내 불류증가에 크게 기여하 

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양국간 교역 증가로 형성 · 강화된 유 · 무형의 사업 네트워크 

는 단기적으로는 연관 산업의 교역을 증가시키는 인프라가 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국간 

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l 추가적인 교역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 준다.191) 요컨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한 · 중 공급사슬은 양국 교역과 그에 수 

190) 물론， 대기업이 부품협력 기업들과 해외로 동반 진출하는 경우에는， 본국에서 수혜국으로의 
물류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반대로 새로운 공 
급사슬이 구축되어 역내 물류를 창출하기도 한다. 무역연구소(2004)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해 
외로 이전한 해당 업체에서 납품받던 국내 기업의 12.9%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관계를 유지 
하고 있으며， 새로운 납품업체를 해외에서 찾는 비율 역시 29.0%에 이르고 있다(무역연구소 

(2004) 제조업 해외진출이 국내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 이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역내 물류흐름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투자국 수혜국 공급사슬은 역 

내 화물유동 규모를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191) Lipsey and Weiss(1984)는 간접수요 창출의 효과로 수혜국에서 투자국의 제품이 출시되면 
서 연관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즉 해외 자회사의 설립은 홍보효과와 

함께 영업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수혜국에서 모기업 제품의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Desmurger (2000)는 일본과 한국의 투자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논한 바 있다. 이재우(2004)는 해외투자가 수요창출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직접적 효 

과도 있지만，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기술발전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이 해 하고 있다(Lipsey， RE and Weiss, N.Y. (1ffi4) Foreign pr띠uction 뻐dexpαt in manufacturing 
industries, Review of Economics αu1 Statistics Vol. 64, Demurger, S. (2αx)) Economic Opening 
and Growth in α1Ína， Development Centre Studies, OECD. 이상 이재우(2004)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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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물류이동 규모를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4.1.3 대중국 교역의 추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I 한 · 중 두 나라의 교역 

은 냉전시대의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오랫동안 제한되었다. 1980년대 후반 비로소 재개 

된 양국 교역은 한-중 수교(1992년) 및 중국의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 

였다. 수교 이전인 1991년의 경우y 양국간 교역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체 

교역의 3%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대중국 투자의 효과가 반영되면서 양국 

간 교역 규모와 그 상대적 비중은 모두 빠르게 증가하였다.192) 지난 15년(1989~2004년) 

간 양국의 교역 규모는 연평균 30% 이상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는데I 그 결과 2004년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8%, 반대로 우리나라의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전체의 16.4% 수준까지 늘어났다(표 4-4). 

표 4-4) 한 · 중 교역의 추이 (1990-2004년) 
한필 ... 좋필 풍푹 ... 한등학 천 처l 

연도 환E학 

용대 중수비국입” 
종국 

홍대 한수비국입μ 홍대 한교비국억2) 찌흙μ 1) 홍대 중교비국역잉 옳태흉:벼츄옳2훌〉 :츄홍훌액1) 쫓대흉수엽I옳3) 수。gJ 때 Qll1) 

1990 0.9% 0.63 1.3% 2.0% 1.76 3.2% 2.1% 2.40 1.7% 

1991 1.4% 1.04 1.7% 3.0% 2.81 4.2% 2.9% 3.85 2.4% 

1992 3.5% 2.64 3.3% 2.9% 3.08 4.6% 4.0% 5.72 3.1% 
1993 6.3% 5.26 5.2% 3.1% 3.39 4.7% 5.5% 8.65 4.2% 
1994 6.5% 6.76 6.3% 3.6% 4.93 5.3% 5.9% 11.69 5.0% 
1995 7.3% 9.72 7.8% 4.5% 7.05 5.5% 6.4% 16.76 6.0% 
1996 8.8% 11.93 9.0% 5.0% 8‘ 02 5.7% 7.1% 19.95 6.9% 

1997 10.0% 14‘ 25 10.5% 5.0% 9.62 7.0% 8.4% 23.87 7.4% 

1998 9.0% 13.48 10.7% 3.4% 6.37 7.0% 8.2% 19.84 6.6% 

1999 9.5% 15.46 10 .4% 4.0% 8.34 7.4% 8.6% 23.80 6.9% 
2000 10.7% 20.83 10.3% 4.5% 12.04 8.0% 9.4% 32.88 7.3% 

2001 12.1% 20‘ 79 9.6% 4.7% 12‘ 91 9.4% 10.8% 33‘ 70 7.0% 

2002 14.6% 26.16 9.7% 4.8% 16.47 11 .4% 13.1% 42.63 7.1% 

2003 18.1% 39.13 10.4% 4.6% 21.00 12.3% 15.3% §β.12 7.4% 

2004 19.6% 55.97 11.1% 4.7% 28.70 13.2% 16.6% 84.67 7.8% 

(단우1: US $ 10 억) 

출처:1)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와 중국해관통계 (CSS)의 평균값. 
2)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3) 중국해관통계 (China Customs Statistics). 

192) 무역연구소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과 대중국 투자는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빌접한 관계 
를 보이고 있다(무역연구소 동향분석팀 (2002) 대중투자의 수출 · 입 효과， 무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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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한 · 중 교역의 추이 (1989-2004년) 

한 · 중 교역의 증가 양상은 앞서 살핀 대중국 투자 추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발 

생한 두 가지 중요한 거시경제 사건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하나는 1990년대 중반 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국제 금융위기이며 l 다른 하나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다.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이전은 초기성장기로 볼 수 있는데y 그 당시 양국 

교역은 연평균 40% 이상의 높은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렇지만 아시아 금융위기로 전반적 

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양국 교역 규모는 1997~1998년 사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16.9%) 성장을 하였고， 2000년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성장둔화와 더불어 그 성장 폭이 

축소되는 정체기를 겪기도 한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양국 교역은 다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한 · 중 교역의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것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대외무역을 시작한 이래l 미국은 단 한 번도 우 

리나라의 제 1 교역국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중국은 일본과 미 

국을 제치고 한국의 가장 중요한 대외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한편 같은 기간 우리 

나라 역시 중국의 3번째(홍콩 제외) 교역 대상국이 되었는데/ 이 역시 우리나라 경제규모 

를 고려했을 때 매우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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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중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2004년) 

fE우{ 
수 셜훌 -λr 이 "'" 

등학 ::n 수훌했 점유目l E학 J~ 수엽액 

미국 124,973 21.1% 일본 94 ,192 

2 롱콩 10 1, 126 17.0% 대만 64 ,760 

3 인c:::::!보 '- 73 ,536 12.4% 한쪽 62 ,166 

4 한국 27,809 4 ‘ 7% 미극 44,653 

5 ~ 。드크| 23 ,754 4.0% 드-드1 。 E긍| 30 ,159 
전처| 593 ,647 100.0% 560 ,811 

출처: 중국해관통계，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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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995 

(단우1: US $ 100만) 
쩔 차i 

첩유님l 짝 J~ ïïì 혈액 짧￥쭈셈I 

16.8% 미국 169,626 14.7% 
11,5% qζ~ 료 L브- 167,728 14.5% 

11. 1% 옹콩 112,928 9.8% 

8.0% 한획 89,975 7.8% 

5.4% 대만 78 ,308 6.8% 

100.0% 1,154,458 100.0% 

2)û샌 2()J4 

그럼 4-6) 우리나라 주요 수출입 대상국의 상대적 지위 변화 (1991-2004년) 

그림 4-6은 1990년대 이후 한 · 중 교역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의 상대 

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된 수출입 화물유 

동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1990년대 이후 나타난 대외교역 흐름 변화와 이것 

이 관문체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4.2 대중국 투자와 교역의 지리적 차별성 

4.2.1 대중국 덩 .^I 별 투짜의 공관적 특징 

앞서 한 · 중 양국간 투자와 교역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역내 물류의 증가 

를 이끌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단일한 실체로 인식되고 있지만l 

이와 같은 접근은 대륙 규모의 면적을 지닌 중국이 다양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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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과(看過)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바로 인접한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l 북서쪽의 

베이징(北京市)과 남서쪽의 광둥성(廣東省)은 전혀 다른 방향의 지향지인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입 구조와 대외무역 관문체계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 중 

국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지역적 수준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견지 

에서 이 절에서는 한 · 중 투자 및 교역의 발달과정을 중국 성(省) . 시(市) 수준에서 고찰 

하고자 한다.193) 

표 4-6) 대중국 투자의 성·시별 누적규모 (1988-2004년) (단우1: US $ 1,000) 

총 FDI ('88~104) 세계 FDI 저|조앓 FDI C88~104) 흉FDI중 
;:1 역 

견수 투짜액 젊 S쿠옳 (l88 T~적'02) 건수 투자액 접유옳 
Ãil 조업 
벼좁 

헤이롱장성(黑龍江省) 310 186.7 11 1.7% 0.8% 256 137, 166 1.5% 73.5% 

지린성(吉林省) 744 244 ,204 2.2% 1.0% 603 167,242 1.8% 68.5% 

동북 지역 1,054 430 ,915 3.9% 1.8% 859 304,408 3.3% 70.6% 

랴오닝성(違寧省) 1,685 912 ,591 8.3% 4.8% 1.389 694.002 7.4% 76.0% 

베이징(北￡市) 754 1, 178,566 10.8% 4.0% 411 772 , 160 8.3% 65.5% 

텐진(天澤市) 1,006 1. 122, 118 10.3% 3.9% 904 1,080 ,829 11.6% 96.3% 

허베이성(河北省) 253 134, 135 1.2% 1.9% 229 123,539 1.3% 92.1% 

산둥성(山東省) 4,055 3,037 ,372 27.8% 6.8% 3,649 2,897125 31.0% 95 .4% 
장쑤성(江蘇省) 866 1,872 ,994 17.1% 14.0% 809 1,770 .482 18.9% 94.5% 

황해안 저역 8,619 8,257 ,776 75.5% 35.4% 7,391 7.338, 137 78 ‘ 4% 88.9% 

상하이(上海市) 598 766 ,428 7.0% 8.4% 416 407 ,379 4.4% 53.2% 
저장성(꽤江省) 368 480 ,595 4.4% 3.8% 332 422 ,914 4.5% 88.0% 
부젠성(福建省) 87 68 ,022 0.6% 9.5% 78 66 ,207 0.7% 97.3% 
광둥성(廣東省) 338 443 .725 4.1% 27.3% 311 431 ,428 4.6% 97.2% 

중남부 해안 XI 액 1,391 1.758 .770 16.1% 48.9% 1.137 1,327.928 14.2% 75.5% 
산시성(山西省) 20 8, 149 0.1% 0.5% 16 6.4 11 0.1% 78.7% 
시성(俠西省) 14 7,732 0.1% 0.8% 8 1,735 0.0% 22 .4% 
허난성(河南省) 33 9,820 0.1% 1.2% 28 8,379 0.1% 85.3% 
쓰환성(四川省) 52 50 ,603 0.5% 1.6% 39 37 ,589 0.4% 74.3% 
우베이성(湖北省) 28 36 ,967 0.3% 2.1% 22 35 ,940 0.4% 97.2% 
안루이성(安徵省) 33 41 ,242 0.4% 0.9% 27 40 , 193 0.4% 97.5% 
구이저우성(貴州省) 5 6, 194 0.1% 0.1% 5 6, 194 0.1% 100.0% 
우난성(湖南省) 25 164,235 1.5% 1.6% 22 163,950 1.8% 99.8% 
장시성(江西省) 19 16.406 0.1% 1.0% 19 16.406 0.2% 100.0% 
간쑤성(i:t蕭省) 6 728 0.0% 0.1% 6 728 0.0% 100.0% 
칭아이성(좁海省) 121 0.0% 0.0% 121 0.0% 100.0% 
윈난성(L;南省) 13 4,331 0.0% 0.3% 2 641 0.0% 14.8% 
야이난성(海南省) 16 24,791 0.2% 1.8% 10 22 , 149 0.2% 89.3% 
5개 자지구(自治區) 36 119,228 1. 1% 2.0% 26 43 ,519 0.5% 36.5% 

4’훌확 ÃJ ç척 및 X~ÃI 구 301 490‘ 547 4.5% 13.9% 231 383,955 4.1 앓 78.3% 

활 졌l 11,365 10,938.008 100.0% 100.0% 9，없 8 9 ，354，4셨g 100‘ 0% 85.5%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193) 중국의 지역구분 및 행정구역 정보는 부록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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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대중국 투자 누적비율의 성 · 시벌 차이 (1988-2004년) 

표 4-6과 그림 4-7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가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 · 누적되었는가 

를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의 대중국 투자가 광둥성(廣東省)에서 상하이(上海市)에 이르는 

중남부 해안 지역에 집중된 반면/ 우리나라의 투자는 중국 황해연안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랴오닝성(違寧省)， 베이징(北京市)， 텐진(天律市)， 허베이성(패北집)， 산둥성 

(山東省、)， 장쑤성(江蘇省) 등으로 구성된 중국 황해연안 지역은 우리나라의 전체 대중국 

FDI 중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I 이 중 제조업의 비중은 89%에 이른다. 중국 황해연 

안 지역이 유치한 세계 각 국의 투자가 중국 전체의 35%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투자의 집중 정도를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역과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근접성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며l 홍콩과 대만의 대중국 투자 사례 

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194) 이들 지역 외에 우리나라의 투자가 상대 

적으로 집중된 곳은 동북지역195)인데 l 이곳 역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흙 뿐만 아 

194) Lee, J-Y and Rodrigue, J-p (in press) Trade reorientation and its effects on regional 
port system: The Korea-China link along the Yellow Sea rim, in preparation, Growth and 
Change, special issue on Global Production Network. 

195) 중국의 지역구분은 헤이롱장， 지린， 랴오녕성을 묶어 하나의 I동북 3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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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린성(吉林省)과 헤이롱장성(黑龍江省)으로 구성되어 있다. 

4.2.2 생 .^I 별 대한국 교역의 ~I 리적 짜별엉 

1980년대 홍콩 인근 광둥성에서 시작된 중국의 대외 개방 및 산업화는 중국의 국가 

및 지역 발전계획에 의해 점차 해안을 따라 북상(北上) 중이다. 최근 상하이가 글로벌 경 

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l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황해안 지역이 향후 중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더 

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대중국 투자의 이러한 지리적 속성은 추후 살펴 

보게 될 한 · 중 물류 네트워크의 발달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I 또한 차별적인 

지역 공급사슬을 구축함으로써 양국의 지역별 교역 규모와 물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다음 그림 4-8과 표 4-7은 중국 성 · 시별 대한국 교역규모의 차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대뚫쭉 .:ø!역~. 싫AI뿔 
첩휴옳 (2004) 

• 20%01상 

톰풀 10 ‘ 20% 

륜고 5 - 10 % 

口 1-5% 

口 1 %미만 

400km 
‘-----' 

/푸챈혔ν 

훌 ...... 혹젠.0쨌、 

를r광둥성 

그림 4-8) 대중국 교역의 성·시벌 분포 (2004년)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연구자는 해안입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랴오닝성을 ‘황해연 
안 지역’에 포함시키고， 그 나머지 지역을 동북지역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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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중국 성·시벌 대한국 및 전 세계 무역규모 비교 (2004년) (단우1: US $ 100 만) 

XI 역 훌륭 교혈 수뚫 =:λr‘:gJ 

참국 (a) 컸검 않:쳐I (섰} 한훌 (c) §첼 싫l 껴I (d) 환5확 {앙} 챔 서i 찌I (f) 
헤이릉장성(黑龍江省) 473 7.153 245 3,696 228 3.457 

지린성(吉林省) 527 7, 138 374 1.906 153 5,232 

1 ,1G%og> f{41.,2a%g1j (2‘E 8%1gj tQ §‘，g8g0&ε〕 381 (1 8 ‘,56%8g>
뜯똥톨룩 져 혁 (1 ‘ (0 ‘6%) 

7‘0% (a!b) 11.0% (c!d) 4.4% (e/f) 

랴오닝성(違寧省) 4.429 39 ,932 2,364 19 ,603 2.065 20.329 

베이징(北g市) 4,024 42 ,830 555 13 , 135 3.469 29.695 

텐진(굿澤市) 6,967 43 ,254 1.670 20 ,502 5,297 22 .752 

허베이성(河北省) 1, 188 15 ,277 871 9.710 317 5,567 

산둥성(山東省) 12,697 69 .446 5,580 37.211 7, 117 32.235 

장쑤성(江蘇省) 17,994 179,472 3.602 88 , 105 14 ,392 91.367 

47,62%gg} 3f3혔3g‘j82%111 14,642 1( 88, 72%홉§〕 3g ，56없57j 2Q1r ,0g%45>
훌향해2!' 지역 {5정， {52 ‘ 7앓〕 31 ‘ (52. {36 

12‘ 1% (a!b) 7.8% (cJd) 16‘ 2% (e/O 

상하이(上海市) 10.051 156,830 2,340 69 ,742 7,7 11 87.088 

저장성 u折江省) 4,967 94.7 15 1.686 61,223 3.281 33 .492 

푸젠성(福建省) 2.725 49 ,941 499 30.569 2.226 19.372 

광둥성(廣東省) 18,677 363 ,598 4, 167 192,561 14,510 17 1.037 

3§,54%RO> 6t5§751, 6O?f3&4) 8.3§%ga] 3t55§4.，6Q않gg) t4 a47.，§7영g&8〕 3(515 0I，5g%8앉〉 
풍남부 해안 앓역 (40. (31 ‘ 

5.5% (a!b} 2.5% (cJd) 웠.9% (e!f) 

산시성(山西省) 900 9,054 865 7, 197 35 1.857 

싼시성(俠西省) 386 4.556 339 2,624 47 1.932 

허난성(河南省) 688 7,291 641 4.379 47 2,912 

쓰환성(四川省) 480 10,353 264 5,333 216 5.020 

후베이성(湖北省) 427 7.563 290 3.252 137 4.311 

안후이성(安徵省) 435 6,988 142 3,556 293 3,432 

구이저우성(貴州省) 111 2,380 92 1,278 19 1.102 

후난성(湖南省) 484 6,078 173 3, 136 311 2.942 

장시성(江西省) 117 4.819 63 2,608 54 2,211 

간쑤성(납蕭省) 225 1,985 222 1.036 3 949 

칭하이성(좁海省) 194 924 97 462 97 462 

윈난성(:z;;南省) 64 3,740 43 2,023 21 1,7 17 

하이난성(海南省) 83 2,896 49 824 34 2,072 

내이멍구(內豪古)자지구 395 4,374 366 1,889 29 2.485 

기타(4) 자치구 267 11 ,871 210 6,087 57 5,784 

LH 훌훌 AI 혈 훌싫 ):J ÃI;잠 x ‘1; 
(낄 1i ，34었g。) 3t79.，잉 1 영 g&g} 

3.6앓 (e/O 

출처: 중국해관통계 (China Customs Statistics)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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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31개 성(省) . 시(市) . 자치구(담治區) 중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곳은 광둥성이다.2004년을 기준으로 광둥성은 우리나라 전체 대중국 교역의 20.8%를 차 

지하고 있으며I 장쑤성 (20.0%)， 산둥성 (14.1 %), 상하이 (11.2% ) 및 텐진(7.7% )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l 광둥성은 중국에서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I 이 지역과의 교역 규모가 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우 

리나라와 많은 교역을 하는 성 · 시들은 주로 황해연안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2004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대외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8% 

인데 비해/ 황해연안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2.1%에 이른다. 이는 이 지 

역에 집중된 투자와 그로 인한 제조업 공급사슬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을 촉진시켰음을 입 

증하는 것이다. 

광둥성의 경우처럼 l 지역의 절대적인 경제 규모는 교역 규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 성 · 시별 전체 교역과 대한국 교역의 상대적인 비중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 규모와 관계없이 대외 교역에서 우리나라와 보다 관계 갚은 지역들을 

찾아낼 수 있고l 또한 이러한 결과는 향후 양국 교역의 지역별 추이를 예측하는데도 활 

용할 수 있다. 그림 4-9는 각 성 · 시가 중국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대한국 교역 

비중을 비교하여 그 우열 정도를 도시(圖示)한 것이다. 이 역시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상 

대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은 모두 황해연안 지역과 그 내륙 배후지로 구성되어 있음이 잘 

나타난다. 

분석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황해연안에 입지한 허베이성의 대한국 교역 비중이 예상 

보다 낮은 반면l 내륙에 멀리 떨어진 후난성(湖南省)에서의 비중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다.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허베이성의 비중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투자 및 교역 

이 I베이징-텐진 회랑(回願， corridor)에 집중됨으로써y 인접 지역인 허베이성이 상대적인 

소외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내륙에 멀리 떨어진 후난성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것은 이 지역에 우리나라 수출주력품의 하나인 모니터 산업 현지법인들이 많이 진출했기 

때문이다.196) 

196) 재 정 경 제 부 해 외 직 접 투자 인 포 넷 (http:νwww.kocis.go.kr/main.htm)과 한국수출 입 은 행 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모니터 생산 관련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 진출한 주요 업체들로는， 한국전기초자(TV모니터용 유리밸브) , 천우정공 
(모니터브라운관 금형) , 엘지화학(형광체) , 화성정밀(모니터용 편향코일) 진흥전자(빔 보정용 
마그네트) 등이 있으며， 2004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후난성에 투자된 금액은 총 1억 6，400만 달 
러로 황해연안 이외 지역의 대중국 투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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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한국 교역 우여|쩌역 

D 對 한국 교역 얼써IÄI역 

口 對 한국 및 여|께| 교역 균행|역 

~난썽 

o 400km 
1....--닝 

A: 對한국 교역에서 각 省 · 市 • 自治區가 차지하는 비율 
B: 전체 교역에서 각 省 · 市 · 自治區가 차지하는 비율 

(A/B < 0.95는 對효댁 교역 열세， 0.95 드 A/B 드 1.05는 균형， 1.05 < 깨B는 對효탁 교역 우세) 

그림 4-9) 중국 성·시벌 대한국 무역의 우얼 분포 (2004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에서 황해연안과 그 배후지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 

다는 사실은l 향후 한 · 중 교역의 지속적인 발달에 따라 우리나라 관문제계가 겪게 될 

변화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대외교역 지향지는 교역에 

적합한 새로운 수출입 불류와 관문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의 경제 성장 

중심이 점차 북부 해안과 서부 내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올 때/ 이러 

한 지향지 구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황해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교역의 발달이 우리나라 관문체계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을 강 

력하게 시사한다. 

4.2.3 생 .^I 벌 대한국 수입 만업의 1\t 별적 분포 

중국 성 · 시별로 대한국 교역의 규모와 그 상대적 중요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은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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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중국 성·시벌 대한국 주요 수입 산업의 분포 (2004년단위: US $ 100 만) 

갚웹r 깅쏟 ;많앓혼;f￥E흘2 절 X3i쌓S쩍l:JI 싫했 5.Clf.::양앓 ~싫엽i 

a 3 4 § 

짧훌홍짧 14.510 23.3% 85 39.9% 90 11.5% 3앉 11.0% 84 9.2% ?았 6.6% 
a ’ 14.392 23.2% 90 29.7% 85 28.0% 29 12.3% 84 9.4% 72 8.4% ζ〉

3 싱혀원O(天lL흥보l:~웰?6gf)6)l 7.711 12 .4% 90 23.8% 85 23.1%1184 

12 9%%%% 8 2 7 37eg7 

7.9%112흉 6.5% 
4 흥f뚫 7.117 11.4% 85 23.8% 84 12.5%1139 11 .4 6.7鍵많뿔 5 §혈한 5.297 8.5% 85 57.8% 84 5.9%1190 5.6 5.1 
6 많101 장 (~t選F륜I 3.469 5.6% 85 20.6% 27 18.2%1184 15.4 13.4 

7 À1 짤싫《漸江짧〉 3.281 5.3% 29 31.2% 39 16.5% 흉4 13.8% 72 9.2% 27 8.9% 
8 동퓨휩1 싫〈짧행홉 〈鐘選뿔寧》 2.226 3.6% 90 26.2% 85 21.3% 84 13.6% 29 11.3% 39 10.5% 
g 2f2.펄짧〈 짧〉 2.065 3.3% 85 24.4% 84 17.0% 39 9.2% 72 6.5% 87 4.9% 
10 용{ 짧101{혈 (5함~t짧} 317 0.5% 39 17.1% 29 14.0% 84 12.9% 27 10.1% 55 8.4% 

11 겼홉않싫{湖챔장짧j 311 0.5% 85 28.9% 84 24.0% 70 18.4% 72 11 .4% 27 3.4% 
12 e.!'훌않성 t安f緣짧} 293 0.5% 84 22.8% 87 16.6% 39 15.6% 72 12.6% 27 7.3% 
13 찮101 훌훌짧성 t찔뚫훌훌;조짧} 228 0.4% 84 33.2% 29 32.1% 85 7.9% 72 7.6% 27 4.2% 
14 쓰뿔성〈 t훌g촬g*jl*{￥짧옳}i 159 0.3% 2였 36.5% 85 32.0% 84 14.6% 90 9.3% 39 3.6% 
15 ÀI 효!향 153 0.2% 85 22.0% 29 13.3% 38 9.7% 

8294 
9.2% 72 8.5% 

JI a 635 1.0% 

전 종11 62.166 100.0% 85 29.8% 90 14.8% 84 11.1% 8.0% 3당 7.8% 

출처: 중국해관통계， 한국무역협호| 무역정보. 

각 지역의 고유한 산업여건으로 인해 교역에 적합한 수출입 품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양국 수출입의 배후지-지향지 연계의 차이를 살피기 위해서는 중국의 각 지역들이 

어떤 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I 

2004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성 · 시별 대한국 수입 점유율과 주요 수입 품목의 구성을 조 

사 · 분석하였다(표 4-8). 

2004년을 기준으로 중국 전체의 대한국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은 전기-전자(HS 

85, 이하 HS 생략)로 전체의 29.8%를 차지하였고l 그 뒤를 광학-정밀기기 (90， 14.8%)와 보 

일러-기계류(84， 11.1 %)가 따르고 있다. 광둥성을 비롯한 상위 교역 성 · 시들의 수입 패 

턴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수입 품목의 구성에 현저한 차이가 발견된다. 광둥성과 텐진 등 

은 전기-전자(85) 품목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탁월하게 높은 반면I 장쑤성과 상하이는 

광학-정밀기기 (9이 품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도시인 상하이I 베이징 

등은 에너지 (2끼 관련 품목의 수입량이 많고I 중국 최대의 중화학공업 지역 197)인 장쑤성I 

197) 장쑤성(江蘇省)의 난화(南化) 그룹과 난징(南京) 화학공장은 중국 화학공업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며， 양즈(揚子) 석유화학과 이정(魔證) 화학섬유는 중국 제일의 석유화학기업이다. 또한 
장쑤성은 중국 남부에서 가장 큰 유화산업 기지이도 하다(중국전문가포럼 (CSF) 중국성시별 
정 보， http://csf.kiep.go.kr/ offer/info.nsf/O/ e43d09335a20705e49256cc3002c13d2?OoenDocument) 

한편， 저장성(꽤江省)도 화학공업이 5대 주력산업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항저우(抗州) 

Q 

니
 



저장성(漸江省) 등에서는 전체 평균에 비해 화학 산업 관련 (29， 39) 품목의 수입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와 교역의 패턴이 각 지역의 고유 

한 산업 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품목 

에 따라 수출입 화물의 운송수단 선택과 관문 이용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l 이처럼 지향 

지별로 교역 품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양국 수출입의 물류 구조가 지역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국간 전체 수출입 물류 구조는 산업별 지향지 관계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배후지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l 이에 관해서는 추후 논문 6장 

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하도록 한다. 

4.3 배후지(시 · 도별) 대중국 교역의 지리적 차별성 

4.3.1 ^I.도별 대중국 교역 비중과 의존도 

앞서 지역의 수출입 구조는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며l 이의 변화는 수 

출입 물류 및 관문이용 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논하였다. 관문을 지향지와 배 

후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 했던 지리학자들의 오랜 믿음을 고려했을 때I 대중국 

교역이 빠르게 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무역 관문의 배후지가 중국과 맺고 있는 관 

계를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대중국 교역이 초래한 수출입 물류의 

방향 전환과 관문 선택 패턴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후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시 · 도별 수출입 자료 구득이 가능한 2000년 이후I 우떠나라 각 

지역의 대중국 교역 비중과 의존도의 변화 추이를 정리 · 분석하였다198)(표 4-9). 

2000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였으나l 최판의 급속 

한 교역 증가와 더불어 이 비율은 16.6%(2004년)까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띤 2000년 

전체 대중국 교역의 1/4 이상(25.9%)을 차지하던 서울의 비중은 2004년에는 17.1%로 줄 

었는데l 이러한 교역비중 감소 현상은 부산 · 대구 · 대전 · 인천 · 광주 등 우리나라 대도 

정밀화학 공업단지 개발과 함께 화학공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한국케띠컬네트워 

크 홈페 이 지 , http://korea.chemnet.com/investment/index.htm#3). 
198) 본문에서는 대중국 수출과 수입을 모두 합한 전체 교역규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같은 
기간의 우리나라 시 · 도별 대중국 수출과 수입의존도 변화 결과는 부록 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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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시 · 도벌 대중국 무역 비중 및 의존도의 변화 (2000 . 2004년) (단위: US $ 1,000) 

2000 2004 다{좋국 

A'.또 접했 
점유납i 

ol 중풍휩 
첩유월I 

윷홍E꽉 전쳐l 
청유납| 

ol홍곤양 
훌훌유바 

풍즈학 .9.1존 

E겸 E학잎석 ζ-r;!π g “ *1 O --H1 .9.1홉뚫 -딛r-C-뼈「%“1 E뮤 S쩍액 의촌뚫 증가옳 

짧켜| 332.749 100.0% 31.253 100.0% 9.4% 478.307 100.0% 79.348 100.0% 16.6% 1.8 
서뚫 76.077 22.9% 8.106 25.9% 10.7% 78.307 16.4% 13.544 17.1% 17.3% 1.6 
효룹찮 8.821 2.7% 1.452 4.6% 16.5% 13.174 2.8% 2.689 3.4% 20 .4% 1.2 

태구 4.245 1.3% 528 1.7% 12.4% 5.076 1. 1% 1. 227 1.5% 24.2% 1.9 

인천 17.772 5.3% 1.802 5.8% 10.1% 24.219 5.1% 3.549 4.5% 14.7% 1.4 

광주 5.027 1.5% 422 1.3% 8 .4% 8.325 1.7% 481 0.6% 5.8% 0.7 

때전 2.096 0.6% 209 0.7% 10.0% 3.829 0.8% 474 0.6% 12.4% 1.2 

옳삼 34.240 10.3% 2.631 8.4% 7.7% 67.260 14.1% 8.247 10.4% 12.3% 1.6 

경 JI 73.681 22.1% 6.074 19.4% 8.2% 88 ‘ 587 18.5% 16.607 20.9% 18.7% 2.3 

강원 719 0.2% 88 0.3% 12.3% 1.228 0.3% 217 0.3% 17.6% 1.4 
뽕톨륙 8.062 2.4% 492 1.6% 6.1% 12.797 2.7% 1.725 2.2% 13.5% 2.2 
충남 26.969 8.1% 2.200 7.0% 8.2% 44.697 9.3% 7.172 9.0% 16.0% 2.0 
점를확 4.382 1.3% 519 1.7% 11.8% 6.747 1.4% 1.217 1.5% 18.0% 1.5 
전낭 16.586 5.0% 1.741 5.6% 10.5% 29.950 6.3% 5.168 6.5% 17.3% 1.6 
경룹 27.814 8 .4% 2.916 9.3% 10.5% 55 .714 11.6% 12.526 15.8% 22.5% 2.1 
경남 26.151 7.9% 2.060 6.6% 7.9% 38.188 8.0% 4.481 5.6% 11.7% 1.5 

쩌1 2뜯 92 0.0% 12 0.0% 13.2% 180 0.0% 16 0.0% 9.1% 0.7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호| 무역정보. 

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3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생활중심형 산업 

을 기반으로 하는 대도시의 수출입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을 잘 반영한다. 반 

면 서울로부터 시 · 도별 수출입의 수위 자리를 넘겨받은 경기와 최근 새로운 수출입 중 

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울산 · 경북 · 충남 · 충북 등은 대중국 교역에서도 그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이는 차별적인 지역별 산업구조가 해당 배후지의 수출입 성장 추이 

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대중국 교역 규모와는 별개로y 향후 지역별 대중국 추이를 예측하기 위해 

서는 시 · 도별 교역에서 중국의 상대적인 중요성I 즉 대중국 교역 의존도와 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이 전국 평균(9.4 %)보다 

높았던 지역은 부산·대구·경북·서울·인천 등이었던 반면I 충남·충북·경남·울산 

등은 중국보다는 다른 국가와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이 비율은 빠르 

게 변하고 있는데I 양국 교역의 증가에 따라 모든 시 · 도별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으나 그 증가 추이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l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약 1.8배 정도 증가(9.4%→16.6%)했는데l 시 · 도별 대중국 교역 의존 현상은 경기 · 충 

m m 



북 · 경북 · 충남 · 대구 등에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같은 기간 

양국 교역을 이끌었던 산업(전기-전자l 보일러-기계류l 정밀-광학기기 등)이 이들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했기 때문인 반면l 대구의 경우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산업 특성이 중국 

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으로 것으로 판단된다.199) 이처럼 대중국 교역 비중이 

늘고 그 의존도가 심화되는 시 · 도가 편중되어 분포하는 사실은l 앞서 대중국 교역이 주 

로 상해 이북의 중국 황해연안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수출입 불류 

및 관문체계 변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 중 교역에서 양국 배후지-지향지 관계의 차 

별성이 우리나라 관문체계와 수출입 물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논문의 5 

장과 6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분석될 것이다. 

4.3.2 ^I.도별 대중국 수출 싼업의 분포 

중국의 지역별 산업 구조로 인해 대한국 교역 비중과 수입 품목의 구성 비율이 달랐 

던 것처럼l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도 시 · 도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산업별 

한 · 중 교역의 배후지-지향지 연계의 차별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배후지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200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 · 도별 대중국 수 

출 점유율과 주요 수출 품목의 구성을 조사 · 분석하였다(표 4-1이. 앞의 표 4-8과 아래 표 

4-10을 비교해 보면 양국의 수출입 규모와 품목의 구성 순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I 이 

는 양국의 통계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200) 

우리나라 시 · 도별 대중국 수출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 · 충남의 중부지방과 경북 • 울산 

199) 중국 섬유산업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구의 주력 산업인 섬유산업이 중국과 
의 관계를 빠르게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훈 (2002) 섬유산업의 한 · 중 
경쟁력 비교 및 중국 진출 확대 방안， 산업연구원) . 

200) 한 · 중 교역에서 양국의 수출입 통계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수치에는 약간의 차이 
가 발생하지만， 전체 추이는 동일하다. 수출통계는 주로 FOB(Free on borad, 본선인도조건) 가 

격을 반영하고 수입은 CIF( Cost- insurance-freight, 수출업자 비용부담조건) 가격찰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출보다 수입통계의 규모가 크게 산정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국인 

홍콩을 경유한 교역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홍콩 

을 경유한 대중국 교역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경제연구소 (2005) 한 · 중 겸제 교류의 
새 로운 패 러 다임 , http:νwww.hri.co.kr/uploaφbbs_file/publica디on/BSR20050512_2. pdf). 양국 
수출입 통계에서 또 하나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는 상위 5대 품목에 들지 
못했던 (7위) 광학 정밀기기 (90)가，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는 두 번째 품목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제품의 수출단가가 높아 운송료 보험료 등의 제반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한 중국측 통계에는 홍콩을 경유한 수입물량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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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이 시·도벌 대중국 수출 점유율과 주요 수출 품목의 구성 (2004년) (단우1: US $ 100만) 

XI 혈 Z츄 앓훌I 톨 쫓흥홉혈;;(앓 짧 x￥i량g쩍훌훌 다f 흉흉쩍 창황I 501 수훌훌쫓홍훌홉 ~ .. ~활합f 
쫓위 g 3 4 5 

쩔JI 10.398 20.9% 85 48 .7% 84 23.1% 영앙 4.6% 87 3.3% 74 3.2% 
2 결툴륙 9.566 19.2% 85 30.2% 84 26.0% 72 19.0% 90 14.7% 행 1.8% 
3 옳산 7.370 14.8% 29 26.6% 27 24.6% 39 13.2% 87 10.4% 4.6% 
4 형흉첩 5.805 11.7% 84 33.7% 29 19.7% 85 18.6% 90 8.6% 6.1% 
5 서옳 4.569 9.2% 85 19.3% 84 11.0% 60 8.7% 3양 6.7% 54 4.9% 

6 청낱 4.211 8.5% 39 32.1% 29 30.7% 72 19.2% 27 13.7% 40 1.8% 
7 짧낭 2.101 4.2% 84 31.1% 85 30.3% 73 6.4% 72 5.5% 39 3.6% 
8 얹헐 1.643 3.3% 84 35.9% 85 17.0% 29 8.8% 72 7.1% 27 5.4% 

9 부샅 1.096 2.2% 84 16.4% 64 12.3% 72 10.8% 85 10.0% 87 5.3% 
10 뽕혼월 925 1.9% 85 50.9% 84 14.6% 90 6.7% 39 6.0% 48 4.7% 
11 끊흩륙 803 1.6% 87 49.9% 85 12.6% 29 8.4% 39 6.0% 55 5.9% 
12 대구 702 1.4% 84 33 .4% 85 12.2% 90 10.4% 54 10.0% 59 6.5% 
13 01 전 278 0.6% 84 38.2% 48 31.5% 85 5.9% 90 4.4% 24 3.7% 
14 광국S 212 0.4% 84 41.0% 85 38.3% 72 9.3% 39 2.1% 52 1.5% 
15 강훌설 81 0.2% 87 30.7%뽑 14.3% 85 13.9% 84 10.2% 74 10.2% 
16 져1';:쯤 0.0% 89 36.7% 26.1% 07 15.8% 06 10.0% 84 6.7% 

전 x~1 49.763 100.0% 85 24.0% 1184 19.5% 29 9.7% 39 7.5% 72 6.8%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호| 무역정보. 

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전자(85， 

24.0%)와 보일러-기계류(84， 19.5%)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유기화학품(29， 9.7%), 

플라스틱 (39， 7.5%), 철강(72， 6.8%) 등의 품목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시 · 도별 

고유의 산업구조에 따라 수출 품목의 구성 비율은 역시 차이를 보인다. 

경기 · 경북 · 충남 등의 지역에서는 대중국 주력 수출품들(전기-전자l 보일러-기계류) 

의 비중이 가장 큰 반면y 에너지 및 화학 산업이 발달한 울산 · 전남에서는 유기화학품 

(29)과 플라스틱 (39)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 제철산업이 입지한 경 

북 · 전남은 철강(72) 수출의 비중이 높았으며/ 서울 · 대구 · 전북 등에서는 섬유산업 관 

련 품목들(54， 55, 59, 60)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고유한 산업 여건이 

해당 지역의 교역 규모와 수출입 품목의 구성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은 여기에서도 다 

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차별적인 배후지의 수출 구조는 지향지의 수입구조와 맞물려 

전체 수출입 운송수단 및 관문 선택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문의 6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분석될 것이다. 

% 



4.4 소 결 

지금까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외무역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중국 투 

자와 교역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다. 중국이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이 되는 과정에는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대중국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대중국 투자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제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양국 생산요소 비용의 차이와 새로운 수요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긴밀해진 한 · 중 산업 연계는 역내 불류에도 큰 영향을 미쳤 

는데/ 제조업체의 이전으로 원료 · 부품 · 완제품 등의 화물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은 불론 

양국간 전체적인 교역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0년대 이후 대중국 투자와 교역은 우리나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황해연안 지역 

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특정을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경북l 울산 등의 지 

역이 대중국 교역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각 지역의 고유한 산업여건에 따라/ 

교역 규모와 그 품목 구성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처럼 양국간 교역이 특 

정 지역에 편중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관문체계 변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관문체계 특히/ 전통적인 의미에서 항만체계는 대일 

(對日) . 대미(對美) 교역에 유리한 남동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냉전시대의 안 

보논리/ 양항(良港)에 유리한 자연조건 등도 이러한 관문체계 형성의 한 이유였다. 그러 

나 대중국 교역의 성장은 우리나라 대외무역 지향지 구조를 재구성 (reorientation)하고 있 

다. 새로운 대중국 교역에서 부산항 중심의 기존 관문체계는 그렇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단거리 교역일수록 배후지와 관문간의 거리는 보다 중요한데I 중국과의 교역 

에서 부산항을 경유하는 것은 물류경로의 우회(注回)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양국 

교역이 중국 황해연안과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는 현실은 수출입 물 

류경로를 더욱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중국 교역의 발달은 새로 

운 지역에 수출입 관문이 성장하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환 

황해 항만 네트워크의 발달은 이러한 요구가 공간에 반영된 것이며I 그 결과 차별적인 

관문 성장을 통해 기존 관문체계의 집중이 완화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문의 5장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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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5 장 우리나라 때외무역 관문체계의 변화 

1990년대 이후 한 · 중 교역이 우리나라 중부지방과 중국의 황해연안 지역을 중심으 

로 발달하고 있음을l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환황해(環黃海) 물류 네트워크의 탄생 배경이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앞서 3장에서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고가화 추세와 

함께 특수화물의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 

들이 우리나라 대외무역 관문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한다. 관문체계의 변화는 수출 

입 활동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여기서는 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하나는 우리나라 수출입 품목 구성 및 화물특성 변화에 

따른 관문체계의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대중국 교역의 발달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것 

이다. 전자에서는 우리나라 항만 관문체계의 전반적인 탈집중화 현상과 함께 무역 관문 

으로서 공항이 성장하는 추이가 분석될 것이며 l 후자에서는 새로운 한 · 중 항만 네트워 

크의 발달I 관문별 대중국 무역의 차이와 차별적 성장I 그리고 공항 관문의 성장에 영향 

을 미치는 중국의 역할 등이 검토될 것이다. 

5.1 수출입 구조 변화와 따른 관문체계의 대응 

5.1.1 항만별 대외교역 벼중의 변화 

무역항에는 모든 종류의 수출입 화물이 출입할 수 있으나 일부 대형 항만을 제외하고 

는 해당 항만의 배후지에 특화된 화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정이 있다. 이처럼 수출 

입 화물이 그 특성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항만(부두)이 다르다는 점은l 품목별 교역 비중 

의 차이가 차별적인 항만 성장을 이끌 수 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 

출입에서 광물성원료(HS 27, 이하 HS 생략)， 자동차(87)， 조선 (89) 등과 같은 특수화물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했던 사실은/ 이들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들이 다른 항만들에 비해 빠 

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이 되었다. 이런 견지에서 1990년대 이후 수출입 품목 

비중의 변화가 우리나라 항만의 차별적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국 교역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직전인 1991년(한 · 중 수교 직전) 이래 

우리나라 주요 무역 항만들의 수출 및 수입 순위와 그 비중 변화를 정리하였는더L 그 결 

과는 표 5-1, 5-2와 같다201). 

201) 분석대상은 전체 28개 무역항 중 각 시기별 교역액 기준 상위 15개 항만이다. 

w 



표 5-1) 주요 무역항의 수출 규모 순위 변화 (1991-2004년) (단위: US $ 100만) 
1991 횡 수 ’995 홍ru 후 %훌O액O 정휴1:1 1 2004 

순혐 
합ru :팎훌했 쩔똥쭈혈} .e! 옳흥g§ 정 ￥￥물l 합판f 수훌액 쩔짤벼 

E휴선 46.258 

78 0% ”H999 횡 을 인 마t양ξ 천 산 
64.023 70.0% 부찮 68.183 57.2% $향혈 82.039 48.2% 

a 훌싼 3.396 5.7% 8.424 9.2% 뚫쌀 12,576 10.5% 훌흥상 21 ,060 12.4% 

3 21 철 2.226 3.8% 7,650 8.4% 21 천 10.578 8.9% 21 용얀 12,651 7.4% 

4 DI 효 1.990 3.4% 1,912 2.1% 짧앓 4.905 4.1% 뿔흘섹 11.313 6.6% 

5 포형 1,234 2.1% 1,678 1.8% g찮 3,368 2.8% 훌행않 10,074 5.9% 

6 팡않 1,224 2.1% 온산 1,633 1.8% ￡쳐수 2,881 2.4% 온션 5.065 3.0% 

7 g확 E앉 1.156 1.9% $훌쫓상 1,345 1.5% DI~훌 2,835 2.4% 〔엠수 4,241 2.5% 
8 홀& 503 0.8% 촉포 1,230 1.3% Qj산 2.454 2.1% 복포 3,901 2.3% 

9 〔셔추 497 0.8% 고현 1. 118 1.2% m찮 2.063 1.7% :t.황 3,548 2.1% 
t 。 그3혈 482 0.8% 여수 1,049 1.1% ￡윷쏘 2.017 1.7% DI 쏘 3.491 2.1% 

11 마삼 202 0.3% Ol~ 565 0.6% 효f짧 1.777 1.5% 그〕현 2.734 1.6% 

12 흉옆 52 0.1% i!:& 233 0.3% 고현윷 1.738 1.5% m섬 2.681 1.6% 

13 동해 49 0.1% 뎌{상 192 0.2% 평택 1.737 1.5% 군싼 2.542 1.5% 

14 완.s:: 33 0.1% 뚫협{ 134 0.1% 문삼 1.245 1.0% Qj삼 2.133 1.3% 

15 삼월 24 0.04% 흘확~ 102 0.1% 흘확~ 377 0.3% 흥륙.!l 1.587 0.9% 

71 당 48 0.1% 718 178 0.2% 718 505 0.4% 가 8 1,210 0.7% 

합 겨I 59.374 100.0% 향펴I 91 .466 100.0% 할계 119.239 100.0% 합활1 170.270 100.0% 

주: 전반적인 수출 항만 관문체계 변화는 부록 5 참고.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표 5-2) 주요 무역항의 수입 규모 순위 변화 (1991-2004년) (단우1: US $ 100 만) 
1991 1 얹95 2000 2004 

손짝홍 효‘ nl I 수엽않 혈유업t 짧e.r 수앓쩍 젊휴월l 쩔3월i 수앓했 쩔유잠l 황일f 수없했 짧￥우샘’ 

부산 I 36.184 57 .4% 부삽 54 ,927 56.8% l:f.샀 45 ,025 43.2% 부살 62 ,401 41.3% 

2 얹챔 I 8 ,591 13.6% 21 휩 12,098 12.5% 흘훌칩 13,129 12.6% 21 환 20 ,226 13.4% 

6,952 11.0% ￡훌샅 9,385 9.7% 앉홉헨 11.288 10.8% 뚫& 17,001 11.2% 

4 〔져수 3,708 5.9% 〔쳐수 6,124 6.3% 〔양수 9,7 15 9.3% 〔셔수 14,594 9.6% 

5 포훌양 1,738 2.8% 질문삼 3,787 3.9% Ql셨 6.542 6.3% E환산 9,978 6.6% 

6 §쯤값f 1,726 2.7% 훌훌짧 2,852 6.2% 태& 6.137 4.1% 

7 훌끓앓 1.536 2.4% 짧흩약 1.380 1.4% 11 i!l ê!l I 2,994 2.9% ￥행됐 5.433 3.6% 

8 갑}산 568 1.0% 뽑 1.262 1.3% 11 ~gfl 2,626 2.5% 포표황 5,070 3.4% 

495 0.8% 1.184 1.2% 11 ~~.I 2.448 2.4% 흘항앓 4,564 3.0% 

10 I 짤눴 | 327 0.5% 843 0.9% 11 Ofè!' 1 1,630 1.6% m싼 1,646 1.1% 

196 0.3% 쩌; 802 0.8% I!irè!' I 808 0.8% ￡균산 1.205 0.8% 

194 0.3% 347 0.4% Ilåt~ .5t. 1 272 0.3% 그3용협 546 0.4% 

148 0.2% 318 0.3% E훌혈혈 260 0.3% 쓸양흰센 g훌 477 0.3% 

139 0.2% 263 0.3% iH휩 212 0.2% 뚫ôH 470 0.3% 

0.2% 259 0.3% 흉쫓훌웠 187 0.2% :2.혈 454 0.3% 

792 0.8% 'Ia 543 0.5% 71 훨 1.034 0.7% 

96 ,623 100.0% 響;예i 104,136 100.0% 훌찢펴f 151 ,2361100.0% 

주: 전반적인 수입 항만 관문체계 변화는 부록 5 참고.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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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전체 항만 수출의 78.0%, 수입의 57.4%를 담당하던 부산 

항은 점차 수출입 모두에서 그 수위성이 약화되고 있다.2004년에 이르러 부산항이 우리 

나라 항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 이하(48.2%)로 떨어졌고I 수입에서의 

비중도 4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202) 이와 같은 변화는 대중국 무역에 힘입은 일부 항 

만들의 성장 때문이기도 하지만203)， 1990년대 이후 자동차 · 조선 · 에너지 등의 특수화불 

비중이 늘면서 관련 항만들의 교역 규모가 증가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6%, 수출 순위 10위에 불과했던 자동차(87)는 

2004년 전체 수출의 12.7%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3번째 수출품으로 성장하였다(표 3-1 

참조). 1990년대 초반의 경우/ 대부분의 자동차 수출은 전용 부두를 갖춘 울산항과 함께 

인천항l 부산항 등의 대형 항만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 수출 

은 기존 대형 항만보다는 평택 · 군산 · 목포 등과 같은 군소 무역 항만에서 보다 많이 이 

루어지고 있다.204) 이는 배후부지에 여유가 있는 항만들이 넓은 선적 공간을 필요로 하 

는 자동차 산업의 요구에 적극 부응했기 때문이다.205) 대형 항만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 

202) 여기서 분석되는 부산항의 감소현상은 절대적인 교역 규모가 아년 전체 항만교역에서 부 
산항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이다. 표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체 대외교역 
규모가 커지면서 부산항의 절대적인 교역규모는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3) 1990년대 이후 인천 · 평택항의 지속적인 성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2000~2004년 기 

간중 인천항의 수출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예외가 있는데 이는 대우자동차(부평공장)가 

GM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인천항의 자동차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38억 

6，200만 달러였던 인천의 자동차 수출은 2004년 30억 5，800만 달러로 20.8% 감소하였다. 대 
중국 교역 발달이 관문체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한다. 

204) 1990년을 기준으로 3대 자동차 수출항만(울산 · 인천 · 부산항)이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99.2%에 달했는데， 이는 2004년에 60.3%로 감소하였다. 반면， 평택항(28.4%) 
과 군산항(7.3%) 등이 새로운 자동차 수출항만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최큰에는 목포항에서도 

자동차 수출이 시작되었다. 

주요 항만의 자돌차 수줄큐모 변화 (1991 ~2004년 ( 단위 US $ 100만) 

fE 19913유 2비% 6 B M 항 잉만현 1995 
20영Q 2004 

추t 황월* 수훌홈했 쩔 수률출했 철유엽l 짧반 수홉틀했 접 ￥￥넙i 짧편 t쏟훌랬 침휴t:t l 

뚫용싫 1.4291 53.2%11 ill~ I 3.6461 39.0% 옳윷짧 6 ,059 1 39.7% 쫓훌잖 10 .4121 32 .4% 

2 ill 휩 699 26.0% 뚫싫 3 ,556 38.0% e.!천 3 ,862 25.3% 행트약 9 , 121 28 .4% 

3 E뷰~ 537 20.0% 효함혈 1,289 13.8% 척역~ 2,163 14.2% *휴산 5 ,901 18 .4% 

4 ir.싼 -11 ~표한 3 0.0% ￥형훌헬 1,380 9.0% 인훨 3 ,058 9.5% 
§ 평흩학 - 쩔택 - 끊셨 999 6.5% ir삶 2 ,336 7.3% 
갖 I Et 21 0.8% Jf Et 864 9.2% '1 휩 803 5.3% JIÐ 1.278 4.0% 
절 Ãil 2 ,686 100.0% 천처i 9 ,358 100.0% 참처I 15 ,266 100.0% R현쳤i 32 ,106 100.0%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205) Hal1(2004)은 군소 항만이 자동차 같은 특정화물 화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항만과 화주의 ’상호전문화(mutual specialization) ’라고 정의하였다. 군소 항만의 자동차수출 

m 

잉
 



기 때문에 해당 항만의 교역에서 자동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나l 군소 항만 

에서 자동차의 수출은 항만 성장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2004년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자동차 수출의 비중은 전체의 각각 7.2% ， 24.2% 에 불과한 반면l 울산항의 경우는 49.4%, 

평택항과 군산항은 전체 수출의 각각 80.6% , 91.9% 에 달한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우 

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는 전통적인 대형 항만들에게는 항만 성장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또한 군소 항만들에게는 성장의 주된 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또 다른 특수화물로는 조선 

(89)을 꼽을 수 있다. 1990년 전체 수출 중 7번째 (4.3%) 품목에 해당하던 조선은， 2004년 

에는 자동차에 이은 4번째 수출품(6.0%)으로 부상하였으며(표 3-1 참조)， 항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1990년)에서 9.0%(2004년)로 증가하였다. 선박의 수출은 조선소가 

입지한 항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조선 산업의 수출 증가 또한 차별적인 항만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이 된다. 조선 산업의 수출 증가는 초대형 조선소가 입지한 항만들(미포 · 

옥포 · 고현 · 울산항 등)이 이끌고 있으나206)， 최근 목포 · 진해 · 통영항 등과 같은 군소 

항만들에서도 조선 관련 수출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207) 

증가는， 민영화 과정에서 안정적인 고객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항만공사(P A, port authority) 
와 적체가 없는 독자적인 항만공간을 확보하려는 화주의 이해가 부합하여 발생한 현상이라 
는 것 이 다(Hall， P.V. (2004) Mutual specialisation: Seaport and the geography of automobile 
import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n때:e， Vol. 95, pp.l35-146L 최 근 평 
택 · 군산 · 목포항 같은 군소 항만들이 항만 잉여공간에 자동차를 비롯한 별크(특-수)화물을 
유치하는 노력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영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군소 
항만들의 이러한 발전 전략은 기존 항만 관문체계의 탈집중화를 낳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 

인이다. 군소 항만들의 성장전략과 한계에 대해서는 추후 5.2.2에서 다시 언급된다. 
206) 대형조선소가 입지한 미포 · 옥포 · 고현 · 울산항 등이 전체 조선 수출의 대부분(2004년 기 

준 88.0%)을 담당하고 있으나， 각 항만이 전체 조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당 연도 

선박수주 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1A-F-‘- 1991 1995 2000 2004 
우| 황e!' 수출액 접유물{ 함만 ￡암홉g책 짧유섭i 향암f 수훌했 쩔휴섬l 함만 수훌했 쩔유엽t 

01 쏘 1,990 48.2% 뚫~ 1,533 27.7% OIÆ 2,835 34.5% 목쏘 3,876 25.3% 

2 옥포 1,154 27.9%홉 1,175 21.3% 복=t. 2,017 24.5% OIÆ 3,491 22.8% 

3 고웹 482 11.7% 1,118 20.2% .J1종혔 1,738 21. 1% 그H혔 2,734 17.8% 

4 뚫찰 228 5.5% 힘g륜 565 10.2% 쫓훌산 576 7.0% 뚫뭘산포 2,272 14.8% 
§ 목쏘 - 포 52 0.9% E를포 295 3.6% 1. 117 7.3% 
가 6 275 6.7% 갖16 1.090 19.7% )1ε} 768 9.3% )1ε↓ 1.831 12.0% 

~ 종11 4,129 100.0% è'!혔f 5,533 100.0% è'!혔l 8,229 100.0% 졌gÃtl 15,321 100.0%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207) 목포에 위치한 현대삼호조선(舊 한라삼호조선) , 진해항의 STX조선(舊 대동조선) , 통영항의 
신아조선 등이 대표적인 업체이다. 이밖에 최근 전라남도는 f조선산업 클러스터 f구축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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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l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특수화불은 에너지(광불성원료 등)이다. 

1990년대 이후의 경제규모 성장 그리고 본격적인 승용차 시대의 개막으로 우리나라 에너 

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1990년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15.8%를 차지했던 광물성 

원료(2끼는 2004년에는 22.4%로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에너지 항만으로는 원유 수입 

항인 울산 · 여수 · 대산 · 온산항과 LNG 수입항208)인 인천 · 평택항 등이 있다.209) 이 중 

인천 · 평택항은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특수화물을 고루 취급하고l 또한 대중국 교역 발 

달로 인해 일반화물의 취급 규모 역시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I 에너지 수입이 이들의 성 

장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유 도입 항만에서 에너지 수입의 비중은 매우 

큰더1 210) ， 전반적인 에너지 수입의 증가는 항만 교역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에도 변화 

를 가져왔다. 1991년 4대 에너지 수입항(여수 · 울산 · 온산 · 대산항)이 우리나라 항만 수 

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9.6%이었으나 2004년에는 31.5%로 증가하였고l 수출입 

을 모두 합한 항만 전체 교역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13.7%에서 25.0%로 늘어나고 있다 

일환으로 해남군에 대한조선을 유치하여 새로운 중형조선소를 건설하고 있다. 대형조선소가 
대형 유조선(탱커， LNG선 등)과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것과 달리， 중소형조선소는 고객의 
특화된 수요에 부응한 중소형 선박들을 생산한다. 중형조선소의 수출이 항만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은 목포 · 진해 · 통영항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이 이들 항만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기준 각각 70.4%(11 억 1 ，700만 달러)， 97.5%(6억 2，100만 
달러)로， 이는 2000년 이후 무려 3.8배， 2.4배나 증가한 것이며 통영항 역시 조선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990년대 이후 대형조선 항만의 수출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1990년 

93.3%→2004년 88.0%)은 이들의 성장보다 군소 조선항만의 성장이 더 빨랐기 때문이다. 비 
록 규모의 한계로 인해 중소형 조선항만의 성장이 전체 항만 관문제계에 끼치는 영향은 미 
미하지만， 이들 역시 기존 항만체계의 분산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208) 2002년 경남 통영시에도 LNG시설이 완공되어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처리량이 적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209) 2004년 기준， 이들 항만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89%에 달한다. 

- - - -

r‘ιr 1991 1995 2000 2004 
우l 황휩 -AT‘- C t >j l 。--}14 참유엉| 짧만 수입액 점휴닙! 향반 수압했 정유비 황딴! I 수압요석 접유닙 l 

물상 4 ,498 35.3% 여수 5 ,310 27.9% 좁산 9,446 24.8% 여수 12 ,264 24 .4% 
g 〔강:양 3 ,050 23.9% 뚫삼 5,083 26.7% 〔셔수 9 ,003 23.6% 옳산 11 ,064 22.0% 
3 용섰 1,291 10.1% 뚫산 3 ,005 15.8% 다{산 6 ,429 16.9% 온샀 7 ,666 15.2% 
4 앉합 862 6.8% 뽕릎적 1,308 6.9% 훨샀 5,298 13.9% (]샅 6 ,054 12.0% 
5 훨틀석 491 3.9% (]싼 1, 143 6.0% 연원 2,974 7.8% 2.!훨 4,423 8.8% 
8 (]싼 - 요I 참 950 5.0% 협툴§ 2 ,544 6.7% 평택 3 ,167 6.3% 

]1 εx 2 ,556 20.0% ]IE~ 2,214 11.7% ]1ε} 2,383 6.3% ]1 짧 5 ,693 11.3% 
졌 쳐i 12 .748 100.0% ~쳤} 19 ,013 100.0% 캡처{ 38 ,077 100.0% ~혔i 50 ,331 100.0%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210) 2004년 기준 여수항은 전체 수입 중 84.0%, 울산항 65.1%, 온산항 76.8%, 그리고 대산항은 
98.6%가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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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뀐 뺀필뀐 
역|녀]1;1 

그림 5-1) 4대 에너지 항만이 전체 항만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1991 .2004년) 

(그림 5-1). 즉l 에너지 항만은 전체 항만 교역의 1/4을 담당하는 규모로 성장하면서l 과 

밀한 부산항 중심 항만 관문체계의 탈집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에너지 항만들 사이에서 대중국 관계가 차별적으로 나 

타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에너지 항만들은 국내 수요를 위해 원유를 가공 · 

정제할 뿐만 아니라 일부 잉여제품을 수출하는데l 항만의 입지에 따라 대중국 교역 수준 

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과 가장 인접한 대산항의 경우/ 대중국 에너지 

수출은 1995년 1억 9，200만 달러에서 2004년 21억 3，300만 달러로 11.1배나 늘었으며 l 이 

는 대산항 전체 수출의 2/3(67.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런데 같은 해 다른 에너지 항 

만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수항 37.7%, 울산항 47.9%, 온산항 21.4% 에 머 

무르고 있다，211) 항만별로 생산 및 수출되는 제품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I 

이는 거리효과(距離效果)가 반영된 매우 지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중국 

에너지 수출이 증가하는 현실은l 국내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향후 에너지 관련 교역이 

더욱 더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관련 항만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결국 우리나라 

항만 관문체계의 탈집중화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입에서 특수화물의 비중이 늘면서l 이들을 처 

리하는 관련 항만들이 성장이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수출입 

품목 구성에 따라 수출과 수입 항만의 관문체계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종합해서 살펴보 

면/ 전체적인 대외무역 항만체계의 변화 과정을 고찰할 수 있다. 다음 표 5-3과 그림 5-2 

는 지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의 전체 교역 순위와 해상 무역에서의 점유 

율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211) 관문별 대중국 교역 비중의 차이는 5.2.2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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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주요 무역황의 전체 교역 순위 변화 (1991-2004년) (단우1: US $ 100만) 

§환얄각 
1991 1995 2000 i갔 g혔00했4 훌정￥￥I::H 짧얀T jj'l ç찾했 홉휴셉i 흉~e.t jilS월앤 협￥추업i 짧협f l겹 E혁액 짧유업I 짧암* 

효함옆 82 .442 63.3% E짤싼 118,950 63.2% E힘한 113,208 50 .7% S류ù!' 144,440 44.9% 

2 요f 흩전 10,817 8.8% 요l 훤 19.748 10.5% 옳싼 25 .705 11.5% 뚫산 38 ,062 11.8% 

3 훌옳셨 10,347 8.5% 뚫샅 17,808 9.5% 요l 천 2 1.865 9.8% 얹헐 32.877 10.2% 

4 않수 4,206 3.4% 〔져수 7, 173 3.8% 〔펴수 12.596 5.6% 〔섭수 18.835 5.9% 

5 포항 2,972 2.4% 온설 5.4 19 2.9% 온산 9.825 4.4% 횡택 16.745 5.2% 

6 짱항 2.761 2.3運 4.197 ι f〕 .ι/~~。 디{산 8.995 4.0% 온싼 15.044 4.7% 

7 활& 2.229 1 ‘ 8 3.174 1.7% 광양 7.531 3.4% 광얹 14,638 4.6% 

8 01 훌 2 ‘ 129 1.7 2.521 1.3% 평§했 4.731 2.1% !i!훨 8‘ 618 2.7?/b 
g ￡확!i! 1.233 1.0% 

10 ol산 859 0.7% 
11 고환 503 0.4% 

12 ￥혈릎잭 495 0.4% 

13 E균산 327 0.3% 

14 톨fÆ 245 0.2% 

15 장승효 198 0.2% 
JI 휠 668 0.5% 

전체 122.431 100.0%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 

1991 

• 1% '" 4.99% 

훌확포 

고현 

평택 

대섭 

문산 

DI 쏘 

E얄헝 

JIE￥ 

전차i 

• 
、

‘<

J 

/ 

1.493 0.8% 

1 ‘ 436 0.8% 

1,381 0.7% 

1. 377 0.7% 
1,035 0.6% 

709 0 .4% 

350 0.2% 

1.319 0.7% 

188,090 100.0% 

포항 4.226 1.9% {]산 8,269 
많산 3.693 1.7~/ê。 Ot산 4,327 

01 포 2.881 1‘ 3% 옥포 4.183 
S확!i! 2.085 0 ‘ 9% 2샅 3.747 
군산 2.053 0.9% 01 포 3.583 
고현 1.950 0.9% 고환 3.281 
복쓰& 545 0.2% 목쏘 1,884 

펴 6 1,486 0.7% JIE￥ 2,973 

전했 223 ,375 100.0% 접처| 321 ,506 

;섯 

씨시… X 
》쫓? 、、 \ 

剛택따2%)\끼 ---. 
i、-- 2004 

2.6% 

1.3% 

1.3% 

1.2% 

1.1% 
1.0% 

0.6% 

0.9% 

100.0% 

、 X 포향 
찮iF 사 ~(2 

(4.7￥~) -1→/울산 

섣 
팩 샤 

〈7팎힘삼L싱f창 
주요 항만믹 하i상무역 참유율 

e 5% ‘ 9.99% 

• 10% "'19.99% 

그립 5-2) 우리나라 대외무역 항만 관문체계의 변화 (1991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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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구조의 변화가 수입보다는 수출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212) ， 

1990년대 이후 항만 관문체계의 변화는 수출 항만체계의 변화 과정과 유사하다(표 5-1과 

부록 5 참조). 1991년 부산항이 우리나라 항만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7.3% 

에 달했으나l 과밀한 집중은 그 후 꾸준히 완화되어 2004년에는 전체의 44.9% 만을 담당 

하고 있다. 이러한 탈집중화 현상은 대중국 교역에 힘입은 수도권 항만(인천 · 평택항)의 

성장과 함께 수출입 구조 변화에 따라 자동차 · 조선 수출 항만(울산 · 평택 · 군산 · 미 

포 · 고현항)과 에너지 취급 항만(여수 · 온산 · 대산 · 울산항)의 교역이 급속히 성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새로이 컨테이너 부두를 개장한 광양항 역시 기존의 부산 

항 중심 항만 관문체계의 탈집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배후지의 산업 발달이 더디었 

던 동해안 항만(동해항)과 특수화물 취급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군소 항만들(장승포항 · 

완도항)은 무역 항만의 서열에서 밀려나고 있으며I 이들의 자리는 새로운 에너지 항만(대 

산항)과 군소 항만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목포항 등이 대신하게 되었다. 

그림 5-2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거 부산항 일극체제(一極體制)였던 우리나라 무역 

항만 관문체계가 점차 서해안 및 남해안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l 이는 배후지 수출 산업 및 화물유동 

구조의 변화와도 갚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것에 관폐서는 논 

문의 6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5.1.2 수출입 화물의 특성과 운송수단별 관문 맨택 
일부 특수화물을 제외하고l 수출입 화물의 운송수단과 관문의 선택은 대부분 화물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입 화붙이 빠르게 고가화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I 이러한 경향은 운송비에 대한 부담을 낮춤으로써 항공 화물이 성 

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수출입 화물의 가치와 운송수단 선택 

과의 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품목 

을 l，1867H로 나누고(HS 4단위)， 이 중 2004년 수출실적 상위 100대 품목을 대상으로 화 

불의 중량대비 단가와 운송수단 선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213) 여기서 수출품을- 주된 분 

212) 수출항만의 순위와 교역 비중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입항만 체계는 부 
산항의 집중완화와 수도권 항만의 성장을 제외하고 그 변화의 폭이 매우 작다. 

213) 부록 6과 7은 분석에 활용된 품목들의 중량대비 단가와 운송수단(항공기 선박) 선택의 관계， 
그리고 해당 품목들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분석의 오류를 줄이고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특정 운송수단에 대한 선호가 강할 것으로 판단되는 36개 품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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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y 수입품의 경우 단가 양극화 현상으로 운송수단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4) 

2004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공항의 이용 비율은 32.8% 인데 비해I 수출 상위 품목 

들은 전체의 59.4%가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해당 품목들의 중량대비 단가가 

전체 평균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다.215) 중량대비 단가와 수출 운송수단 선택 간의 관 

계를 보다 일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수출품 중량대비 단가의 log값낀6)과 품목별 f항공 

운송분담률I 변수를 활용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 두 변수 사이에 

는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l 모텔을 통해 획득한 회귀식은 양자의 관계를 

매우 잘 설명하였다.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相關係數， r)는 0.891, 결정계수(決定係數， R2) 

는 0.79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5-4). 

표 5-4) 수출품의 중량대비 단가Oog)와 황공 분담률간의 단순 회귀분석 결과 

상환껴|수 
(r) 

0.891 

앓청첼수 
(Rι) 

0.794 

제외된 품목은 초고가 화물 또는 신선도 유지 문제로 항공을 이용하는 경우와 특수항만 전용 

화물이 분명한 경우이다. [어류(03， 1 개)， 광물성원료(27， 1 개) , 유기화학품(29， 5개)， 화학공업품 

(38, 1 개) , 플라스틱 (39， 5개-일차 원료에 한함)， 귀금속(71 ， 2 개)， 철강(72~73， 107H), 동 알루미 
늄 아연괴 (74， 76, 79, 각 1 개)， 기계류(84， 2 개-트럭， 불도저 등 항공기 탑재불가 제품에 한함) , 
자동차(87， 3 개) , 선박(89， 2개) 등 총 36개 품목] 

214) 단가가 월등히 높은 수입품들은 과거부터 이미 항공으로 운송되었고 값이 싸고 부피가 큰 
원자재는 화불가치 상승파 관계없이 항상 항만운송에 의존한다. 

215) 분석대상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7%에 달하는데， 그것은 이들 품목의 2/3 
정도가 전기 전자(24개) 보일러←기계류(14개) 광학←정밀기기류(4개)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64개 품목의 평균 수출 가격이 kg당 $11.49인데 비해， 전체 수 

출품의 평균 가격은 $ 2.33/kg에 불과하다. 분석 대상 중 공항이용률이 절반(50%)을 넘는 것 
은 167H 품목인데， 이 역사 전기 전자(11 개) , 광학 정밀기계류(3개) 및 보일러-기계류(2개) 등 

의 고부가가치 제품들이다. 항공운송비율이 높은 수출품의 kg당 단가는 모두 $30이상이며， 

공항이용률이 50%에 못 미치는 품목 중 kg당 단가가 $25를 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제품 단가가 낮은 고무제품(40) ， 종이 (48) ， 합성섬유(54~55) 등은 대부분 항만을 통해 수출되 

고 있다. 한편， 보일러→기계류 품목 중 디젤엔진류(HS 8408, $ 6.33/kg 항만 99.7%)와 냉장 · 
냉동고(HS 8418, $ 4.22/kg, 항만 99.7%) 등은 다른 저가 상품보다도 항만이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그 까닭은 해당 제품의 부피로 인해 항공기 적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216) 분석대상 64개 품목들의 단가가 kg당 $ 0.68(HS 4810, 도포한 지(紙) , 판지， 카오린 등)에 
서부터 $1,147.74(HS 8542, 전기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까지 매우 폭넓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단가 변수에 log값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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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통해 수출입 불류에서 화물의 특성I 즉 화물의 중량대비 단가가 운송수단 및 

관문 선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고부가가치 수출입 화물의 교 

역 증가는 우리나라 항공 관문 성장에 좋은 토양을 제공한 것이다. 수출입 산업과 공항

항만 관문 분포의 차별성을 고려했을 때 I 이는 전반적인 수출입 물류체계의 변화I 그리고 

관문의 차별적 성장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주요 수출품의 화물특성 변화에 따라 관 

문이용 패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다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990년 

이후 주요 수출 품목의 공항-항만 수송 분담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21끼(표 5-5). 

1990년대 초 전체 수출의 16.8% 에 불과했던 공항의 수출 운송 분담률은 1995년 

26.6%, 2000년 30.6%, 2004년 32.8%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출의 양대 품목인 전기-전자(85)와 보일러-기계류(84)의 항공 

수송이 늘어난 것에 힘입은 것이다. 이들 품목은 절대적인 수출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 

라l 수출 단가의 상승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앞서l 전기-전자는 1990-1995년 

사이/ 그리고 보일러-기계류는 1995-2000년 사이에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음을 보았 

는데I 이는 같은 시기 전기-전자(37.5%→62.5% ) 및 보일러-기계류(18.6%→45.0%)의 항공 

분담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해당 품목들의 항공운송 비중은 

표 5-5) 주요 수출 화물의 항만-공황 이용비율 변화 (1991-2004년) 
1 앉당1 1995 2000 2004 

혈황 황짧 뿔황 황e! 헬흉* 황딴 훌긍황 황만 

16.8% 83.2% 26.6% 73 .4% 30.6% 69 .4% 32.8% 67.2% 
37.5% 62.5% 62.2% 37.8% 66.9% 33.1% 72 .4% 27.6% 
26.3% 73 .7% 18.6% 81 .4% 45.0% 55.0% 47.1% 52.9% 

0.7% 99.3% 0.6% 99 .4% 0.7% 99.3% 0.6% 99 .4%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1. 1% 98.9% 0.7% 99.3% 1.6% 98 .4% 1.9% 98.1% 
0.0% 100.0% 0.0% 100.0% 0.1% 99.9% 0.1% 99.9% 

휩훨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1% 99.9% 5.4% 94.6% 5.3% 94.7% 3.1% 96.9% 

55.5% 44.5% 56.6% 43.4% 63 .4% 36.6% 55.2% 44.8% 

10 71 79 .4% 20.6% 95.6% 4.4% 93.9% 6.1% 92.6% 7.4% 

11 

휠 
4.5% 95.5% 3.7% 96.3% 4.3% 95.7% 4.2% 95.8% 

12 0.7% 99.3% 0.7% 99.3% 1.5% 98.5% 2.0% 98.0% 

13 1.0% 99.0% 0.8% 99.2% 0.6% 99 .4% 0.8% 99.2% 

14 3.8% 96.2% 3.9% 96.1% 7.6% 92 .4% 7.8% 92.2% 

15 48 1.2% 98.8% 0.8% 99.2% 0.9% 99.1% 1.1% 98.9%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217) 품목의 관문별 운송비율 자료는 1991년 이후부터 구득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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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전기-전자 및 보일러-기계류 수출의 항공 운송 분담률 변화 (1991-2004년) 

1995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는 최근 수출입 물류에서 운송수단 선택 패턴의 변화와 관 

문의 차별적 성장을 이끄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 품목 이외에도 화불의 중량대비 단가가 매우 높은 귀금속(71)과 광학-정밀기기 

(90) 제품은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높은 항공 운송 분담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특수항 

만 시설을 이용하는 자동차(8ηl 선박(89)， 철강(72)， 광물성 원료(2η 등은 수출 가격의 지 

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운 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종이 (48) 등의 

저가 화불 역시 기간 내내 높은 해운 수송비율을 보였다. 

하나 흥미로운 점은I 전통적으로 해상 운송에 의존하던 수출품 중 일부에서 최근 항 

공 운송의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플라스틱 (39)， 철강(73)， 메 

리야스 · 뜨개질 편물(6이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I 플라스틱은 1991년 1.1% 였던 항공 화 

물이 2004년에는 1.9%로 성장하였고I 같은 기간 철강과 메리야스 · 뜨개질 편물의 항공 

수출비중도 각각 0.7%에서 2.0%, 3.8%에서 7.8%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수출품의 하위 제품 일부가 고가화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218) 이는 항만 수출에 

주로 의존하던 저가제품 생산 산업이라도y 하위 품목의 고급화에 따라 운송수단 및 관문 

선택 패턴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18) 2004년 이들 품목의 평균 수출단가는 각각 1 ，393원/kg(39) ， 1,507/kg(73), 2，315원/kg(60)이었으 

나， 이 들의 하위 품목 중 항공으로 수출된 제품의 가격 는 각각 11，148원/kg(39) ， 7，122원/kg(73) ， 
8，246원/kg(60) 이었다. 품목별로 항공수출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하위품목으로는 기타 플라스틱 

(HS 3926), 철강 관연결구(HS 7307) , 메리야스 • 뜨개질 편물 중 폭이 30cm를 초과하며 탄성사 · 고 
무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5/100 이상인 것(HS αX)4) 등이다(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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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공항 관문의 엉장과 그 특생 

전기-전자(85)와 보일러-기계류(84)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 수출입 화물의 증가와 더 

불어I 비록 미미한 수준이지만 저가 수출입 화물 운송에서도 공항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 

는 경향은l 수출입 물류에서 항공 관문의 중요성이 커지는 원인이다. 이런 맥락에서 1990 

년대 이후 우리나라 항만 및 공항 관문의 교역 분담의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주요 무역 관문(상위 5개 공항 및 항만)의 수출입 규모와 그 

비중의 변화를 정리하였다(표 5-6, 5-7).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국제 교역이 시작된 이래l 부산항은 수출 · 수입 모두에 

서 단 한 번도 무역 관문의 수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다.1990년만 하더라도 전체 수출 

의 69.5%, 수입의 44.8%를 담당할 정도로 부산항이 우리나라 수출입 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다. 김포공항은 일찍이 부산항에 이어 두 번째 무역관문의 지위를 차 

지하고 있었지만/ 당시 김포공항의 수출 규모는 부산항의 약 1/5, 수입 규모는 약 2/5 정도 

표 5-6) 주요 무역 관문의 수출 규모 및 비중 변화 (1990-2004년) (단우1: US $ 100 만) 

E ιr:9-1‘ 
1990 1995 2000 2004 

~ 긴 I그: 수훌액 젊유섭{ 환분 수훌액 접유비 환뭘 수흩액 점유섬| 핀환 수줄액 쩔유엽f 

닙산항 44 ,557 69 ,5% 부삼항 64 ,023 51 ,2% 부산항 68 , 183 39 ,6% 인효필좋} 82 ,780 32 ,6% 

2 김포공항 9,984 15.4% 김포공항 32 ,549 26 ,0% 잃포공항 52 ,069 30 ,2% 부산향 82 ,039 32 ,3% 

3 윷산항 3,720 5.7% 훌산합 8.424 6.8% 뿔산항 12,576 7.3% 뿔산향 21.060 8.3% 

4 2.!현항 1.969 3.0% 띤l 쩡항 7,650 6.1% 언천황 10,578 6.1% 인펀항 12,651 5.0% 

5 포항항 1,364 2.1% 휩않항 1,912 1.5% 팡암향 4,905 2.9% 평탤항 11,313 4.5% 
가 Et 3 ,421 5.3% )1 타 10.500 8 .4% 가a 23.957 13.9% 차 εi 44,002 17.3% 
전 처i 65 ,015 100.0% 전처t 125,058 100.0% 장쳐1 172,268 100.0% 전쳐| 253.845 100.0%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표 5-7) 주요 무역 관문의 수입 규모 및 비중 변화 (1990-2004년) (단우1: US $ 100 만) 

손우f 
1990 1995 2000 2004 

E갚든은 :양앓쩍 훌줬홉엽f 많문 수없액 젊쩔I:H 홀f뚫 ‘ *'‘。g)2!!μ 젊￥￥1:1 1 표싼릎 수잃§생 젊월벼 

쌓산향 31 ,294 44.8% 효휴삼합 54,927 40.7% 확포끊항 53 , 196 33.1% e.!환휠황 67 ,793 30.2% 

2 킴끊휠황 13, 148 18.8% 휠요5!훌천끓쫓황향 36 , 191 26.8% 부산響 45 ,025 28.1% E름혈합 62 ,401 27.8% 

3 뚫산황 7,603 10.9% 12,098 9.0% 졸울혈황 13, 129 8.2% 요!줬훌영 20 ,226 9.0% 

4 e.!현항 7,429 10.6% 뚫산황 9 ,385 6.9% 요1 천향 11 ,288 7.0% 뚫삼휠 17,001 7.6% 

5 여수합 3,982 5.7% f쳐수짧 6, 124 4.5% (Jj수협 9,7 15 6.1% 〔약수합 14,594 6.5% 

경 I Ef 6 ,388 9.2% 영lEl 16,394 12.1% )IS 28 ,128 17.5% 경 i 릎f 42 ,448 18.9% 

~ Ã~! 69 ,844 100.0% ~줬i 135,119 100.0% 짧쳤t 160,481 100.0% §앉 x11 224,463 100.0%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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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환황해 물류 네트워크의 발달/ 특수화물 항만의 

성장 등으로 항만 관문체계가 분산되면서l 부산항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경향은 점차 

완화되었다. 우리나라 상위 5개 무역 관문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l 

수출의 경우 1990년 전체의 94.7%에서 2004년 82.7%로l 같은 기간 수입은 90.1%에서 

81.1%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의 변화로 특수화물 관련 항만들이 성장했기 때 

문이기도 하지만l 화물의 고가화로 인해 항공 운송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수위 항공 관문인 김포(인천)공항은 부산항을 제치고 수입에서는 

2000년/ 그리고 2004년부터는 수출입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제1 무역 관문으로 발돋움했 

다.1990년대 이후 대표적인 항만 관문인 부산항과 항공 관문인 김포(인천)공항이 우리나 

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그림 5-4와 같다. 

김포(인천)공항으로 대표되는 항공 관문 성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l 수위 관문에 대 

한 교역 집중도가 항만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높다는 점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중심 국 

제공항이었던 김포y 그리고 2001년 새롭게 개장한 인천공항이 수출입 관문으로서의 역할 

을 빠르게 신장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김해I 제주 등 우리나라 지방공항의 무역관문 

기능은 여전히 보잘 것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항공 화물의 양이 적었던 1990년 당시 

우리나라 제2의 항공 관문이었던 김해공항의 경우l 전체 항공 교역의 5.3%를 차지하기도 

하였으나I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항공관문 수출입 교역에서 김해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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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부산황과 인천(김포)공항의 교역 분담률 변화 (1990-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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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우리나라 황공 관문의 무역 규모 추이 (1990-2004년) (단우1: US $ 1,000) 

월향 
1990 1995 2000 2004 

총 jjlf청 """ 훌 l않혈맹 I:l I 풍 훌훌 ïilf확했 닝{풍 I 총 jjlf적댔 낭 i 중 

김쏘 23 , 131 .718 94.7% 68.739.757 96.1% 105,266.236 97.3% 470 ,769 0.3% 
E!환 150.572,934 97.9% 
링해 1,286 ,359 니 5.3 o/c。 2.757 .793 3.9% 2,846 ,282 2.6% 2.659 ,655 1.7% 
저l 추 11, 121 0.0% 22 ,897 0.0% 19,677 0.0% 42 ,527 0.1% 
대구 5,810 0.0% 14,114 0.0% 12,907 0.0% 10 ,046 0.0% 
청쭈 37 ,037 0.1% 4.173 0.0% 

iJ:선 99 0.0% 40 0.0% 266 0.0% 

광쭈 14 0.0% 5 0.0% 21 0.0% 
2싼 293 0.0% 29 0.0% 7 O,()% 

합펴| 24.435 ,316 100.0% 71 ‘534.693 100.0% 108‘ 182.178 100.0% 153.760.399 100.0% 

출처: 한국무역협호| 무역정보. 

점점 낮아지고 있다.219) 반면， 2004년을 기준으로 전체 항공 교역에서 인천공항이 차지하 

는 비중은 전체의 97.9%에 이르며 인근 김포공항의 처리 실적을 합하면 무려 99.6% 에 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5-8). 

이는 중심 공항이 다양한 국제 항공 노선을 확보하고 있기에/ 제한된 노선만을 취항 

하는 지방 공항에 비해 대외 무역에서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항공 화물의 수위 관문 

에 대한 집중성은 수출입 수요가 배후지 어느 지역에 발생하던지 간에y 특정 관문으로 반 

드시 이동해야 됨을 뜻한다. 이는 배후지 수출입 물류 및 연관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더L 여기에 대해서는 논문 5.3.2와 6장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하도확 한다. 

5.2 대중국 무역 발달과 관문체계의 대응 

5.2.1 판팡해 항만 네트워크의 발달 
1980년대 후반부터 분위기가 무르익은 한 · 중 교역을 위해 양국 정부는 1989년 3월 

직항 해운항로 개설을 처음으로 승인하였고l 같은 해 6월 최초의 컨테이너 노선이 취항 

하였다. 이 노선은 부산항을 기점으로 다렌(大連)， 텐진(天律)， 상하이(上海) 등을 순환 · 

연결하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인천항에도 기항(寄港)하였고 양국 물동량이 뚱가하면서 

추가 선박이 투입되었지만220)， 모든 항만에 기항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점차 부산항과 

219) 김해공항 국제화물의 절대적인 처리물량은 감소하지 않은 채 일정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김포/인천공항의 급격한 처리물량 증가로 인해 상대적인 규모가 감소하는 것이다. 

220) 1989년 6월， 한/중 최초 정기 직항로 제 1차선 "M!V MELISA" 처녀취항， 동년 7월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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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항만간의 직기항(直寄港) 서비스로 대체되었다)21) 

반면r 인천항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대중국 해운 서비스는 이보다 한 해 늦은 1990년 

10월 중국 산둥성의 왜이하이(威海)를 연결하는 카페리 화객선으로 시작되었다. 워1 이하 

이는 산동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로 인천과는 불과 440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부산 

항을 기점으로 한 컨테이너선이 화불만 취급했던 것에 비해y 이 새로운 노선은 매주 3회 

화물(최대 250 TEU)과 승객(최대 656명)을 동시에 운송하였다. 또한 2-3일 정도 소요되 

던 운항 시간을 한나절 정도(14시간)로 단축함으로써 인기를 끌었다. 

한 · 중 최단거리 항만간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이 노선이 큰 성공을 거두자y 인천과 

황해연안의 중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려는 수요가 반영되면서 1990년대 전반기 동안 인천 

-텐진 (1991.12)， 인천-칭다오(1993.5)， 인천-다렌(1995.1이 등의 노선이 차례로 개통되었 

다. 이러한 인천항의 차페리 화객선은 수도권의 대중국 화불 수요를 바탕으로 급속히 성 

장하는 동시에l 한 · 중 항공 노선이 전무하던 이 시기 양국의 유일한 인적(人的) 교류 운 

송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222) 우리나라 대중국 투자가 중국 황해연안에 집중 

되고/ 그 결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차별적인 교역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처럼 

양국의 인적 · 물적 교류가 초기부터 이 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한 · 중 교역 규모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l 카페리 선박의 제한된 적재 능력 

으로는 수도권의 대중국 화물 수요를 모두 소화하기가 어려워졌다. 선박의 작은 용량으 

로는 화물운송에서 I규모의 경제I를 이루지 못하는데다l 인천항의 불리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관련 항만비용 및 입출항 시간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천항을 

정기 직항로 제 2차선 "MN MACAU VENTURE" 투입， 동년 11월 한/중 정기 직항로 제 
3차선 "MN MILD SPLENDOUR" 투입， 1990년 4월 한/중 정기 직항로 제 4차선 "MN 
]IN SHIN 투입 (장금상선 홈페 이 지 http:끼Iwww.sinokor.co.kr/about/history.asp). 

221) 순환형(備環型)형 셔틀서비스는 최소 선박의 투입으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장점이 있 

는 반면， 직기항 서비스에 비해 투입 선박의 회전(回轉)이 늦기 때문에 항만간 운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초기 한 · 중간 화물량이 적었을 당시 부산 인천-다랜←텐진 
상하이를 연결하던 순환형 서비스는 물동량 증가에 따라 부산과 중국 주요 항만을 직접 연 
결하는 직기항 노선으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물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인천항은 컨 

테이너 노선에서 배제(排除)되었고， 인천항의 대중국 화물운송은 1990년 이후 단계적으로 설 
치된 인천 중국간 카페리 화객노선이 흡수하게 된다 

222) 최초의 한 · 중 정기 항공노선은 1994년에야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우 
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및 제조업 공급사슬이 상하이 이북 연안에 집중되었던 것은， 이러한 
한 · 중 해운노선을 따라 해당 지역과 인적 및 물적 교류가 활발했던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인천항 인근 차이나타운의 부흥과 소위 f보따리상’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한 · 중 
무역업 종사자들의 성장 역시 이러한 해운노선의 발달과 함께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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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5) 황해연안 한·중 항만 네트워크의 발달 과정 (1990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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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황해연안 한·중 황만 네트워크의 발달 과정 (2000.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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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으로 하는 카페리선의 화물운송 요금은 컨테이너 전용선에 비해 매우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으며I 이는 수많은 수도권 화물이 대중국 컨테이너선 전용 서비스를 운영하 

는 부산항으로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대중국 교역이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이후 더욱 심화되었는데l 이러한 물류 경로의 왜곡은 화주들에게는 시간 

및 비용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223) 그 결과 수도권 항만과 황해연안 중국 항만간 

의 컨테이너 전용노선을 요구하는 압력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는 결국 2000년 11월 평택과 중국 산둥성 칭다오(춤島)깐 최초의 

황해 컨테이너 직항노선이 개통됨으로써 실현되었다. 1990년 이후 황해 항만 네트워크 

발달을 주도했던 인천 대신 평택이 먼저 컨테이너 전용 서비스를 시작한 까닭은ν 국책(國 

策) 개발 항만으로 선정된 평택항에 대한 정책적 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l 그 보다는 인 

천항을 기반으로 한 · 중 해운시장을 선점한 기존 카페리 선사들이 후발 컨테이너 해운업 

체와의 경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카페리 선사들의 반대와 정부의 시장 진입규 

제로 인해， 2003년 초까지 인천은 상하이 (1998.8.)224)를 비롯해서 랴오닝성(違寧省、)의 단 

둥(터東， 1998.7.)과 잉커우(營口， 2003.1.), 산둥성의 얀타이(煙台， 2000.10.)와 스다오(石 

島， 2002.7.) 등의 중소 항만들과 카페리 노선 네트워크만을 확충했을 뿐I 컨테이너 전용 

직항 노선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반면 평택항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후원 하에 수도권 

신규 관문으로서의 틈새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었다. 평택-칭다오 노선 외에도 평택-텐 

진r 평택-다렌/ 평택-상하이간 컨테이너 전용노선이 2001년 4월과 9월I 그리고 2002년 7월 

에 각각 신설되었으며I 산둥성의 롱청(榮成， 2001.10.)과 르조우(8 照I 2003.6.)를 각각 연 

결하는 새로운 카페리 노선들도 취항시켰다. 

그러나 선점 경쟁업체의 이기적인 방어와 시장의 요구를 왜곡한 항만 네트워크 발달 

정책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수도권의 대중국 무역관문으로 인천은 화객선/ 

평택은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분리 · 발전시키려던 초기 계획은 화주들 및 관련 시민단체 

의 끈질긴 노력으로 결국 좌절되었다. 그 결과 2003년 6월 인천항은 중국 칭다오를 주 2 

회 연결하는 컨테이너 직항노선을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2004년 한 해 황안 텐진y 

다렌/ 상하이l 단둥l 얀타이/ 혜이하이 등 총 6개의 대중국 컨테이너 직항 노선윤 추가로 

223) 대중국 화물운송에서， 특히 수도권 화주의 경우， 광둥성(廣東省)을 비롯한 상하이 이남 지 
역으로 운송할 때 부산항을 이용하는 것은 운송경로상 큰 문제가 없으나， 상하이이북 지역 
의 경우에는 극심한 경로우회로 인해 비용 및 시간의 낭비가 초래된다. 

224) 동 노선은 2002년 운항시간 · 비용측면에서 항공노선과 경쟁에 어려움을 겪으며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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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하였다. 또한 기존 카페리 노선 외에도 허베이성 친황다오(奏멸度， 2004. 4.)와 장쑤 

성 렌윈강(連굽港， 2004. 12.)에 새로운 카페리 노선을 확충함으로써 인천항은 명실공히 

환황해 물류 네트워크 중심 항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225) 

이와 같은 황해연안 정기선 노선/ 즉 항만 네트워크의 발달 과정은 양국의 배후지 수 

요가 강력히 반영된 결과이다. 수도권 항만들이 대중국 항만 네트워크를 빠르게 구축하 

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l 같은 기간 중국과 인접한 다른 서해안 항만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극히 미미했던 점은 이를 더욱 잘 보여주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일찍이 1996년 

6월 중국 산둥성의 얀타이를 매주 1회 연결하는 카페리 화객선(자옥란호)이 취항하였으 

나I 배후지의 충분치 못한 시장성으로 인해 곧바로 위기를 맞았다. 고객 유치를 위한 자 

구책으로 2000년 10월에는 노선을 부산항까지 연장하였으나， 2004년 같은 선박이 인천

렌윈강 구간에 대체 투입되면서 결국 노선을 앓게 되었다. 목포항의 경우도 2002년 11월 

상하이와 크루즈 화객선을 취항했지만 별다른 시장의 반응을 얻지 못하다가， 2003년 4월 

중국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파동과 회사 사정으로 5개월 만에 운항이 중 

단된 뒤 아직 재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많은 지리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I 황해연안 항만 · 물류 네트워크의 발달 과정은 

철저히 배후지의 시장규모에 의해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환황해 항만 네 

트워크의 발달은 당분간 수도권 항만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며I 다른 군소 항만은 배후 

지 여건에 따라 추가로 발달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226) 이처럼 대중국 교 

역의 발달은 대외무역 관문의 차별적인 성장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데y 대중국 교역이 우 

리나라 대외무역 관문체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룬다. 

5.2.2 대중국 무역과 항만 관문의 짜별적 엉장 

1990년대 이후 대중국 교역의 발달이 우리나라 항만 관문의 성장에 미쳤던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해l 주요 무역 항만(2004년 기준 상위 15개)들을 대상으로 대중국 교역규모와 

225) 이로써 한 · 중 화객선 노선은 2005년 10월 현재 인천 10 7H, 평택 2개， 군산 1개이다. 이외 

에 동해 속초항에서 출발하여 지린성의 훈춘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생략하였다(한 · 중 카페리 화객선 노선의 상세 현황은 부록 8 참고) . 
226) 최근， 군산항은 얀타이와의 노선을 잃은 후， 새롭게 산둥성 칭다오와 카페리 노선을 개통 

(2004. 11)한 바 있으며 평택에서 상하이를 오가는 컨테이너선도 군산항에 기항(寄港)하기 

시작(2004. 8)하였다. 군소항만의 항만 네트워크 발달과정을 배후지 · 지향지 연계를 통해 보 
다 세밀하게 살피는 작업도 차후 흥미있는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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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주요 황만의 대중국 무역 규모 및 비중 변화 (1991-2004년) (단우1: US $ 100만) 

순위 
1991 1995 2000 

황만 jj')혈액 점유많 훨만 ïilf혈했 점유셈| 짧만 jj')혈핵 첩뮤벼 

부산 2,349 54.5% 

부올인여산 천 수 산ll| 9, 148 

57 ‘ 5~~。 부산 13.502 48.6% 

2 e.!훤 1, 104 25.6% 3 , 186 20 ‘ 0% 요l 환 6.532 23.5% 

3 뚫섰 371 8 ‘ 6'1ó 1.057 6.6% 옳찮 1.947 7.0% 

4 짤산 105 2.4~b 618 3.9% 짧앙 1.234 4 ‘ 5% 

5 쏘항 95 2.2% 포온광산횡앙 493 3.1% 〔남수 1,069 3.9% 

6 여수 61 1.4% 310 2.0?- 대산 991 3.6% 

7 광양 56 1.3% 281 1.8% 포황 784 2.8% 
g m설 42 1.0% ir산 273 1.7% §휠삼 426 1.5% 
g 흩확보 18 0.4% m산 189 1.2% 입}찰 375 1.4% 

10 온선 17 0.4% 다f산 83 0.5% 군산 281 1.0% 

11 Ol~ 3 0.1% 폭포 56 0 ‘ 4% 평택 198 0.7% 

12 똑포 o 0.0% 틀쪽.5!. 26 0.2% 흘혹풍 79 0.3% 

13 고현 O 0.0% 쩡탤 14 0.1% .'j}현 32 0.1% 

14 평택 - 미쏘 4 0.0% 펴 i 쏘 4 0.0% 

15 다4 잖 고현 2 0.0% 옥쏘 3 0.0% 

가 6 92 2.1 ~/b )16 160 1.0% JIE~ 311 1. 1% 

전 쳐l 4 ,313 100.0% 전훗11 15 ,900 100.0% 현쩌| 27 ,768 100.0% 

주: 같은 기간 항만별 대중국 수출 및 수입규모 변화는 논문 부록 9 참조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그 비중의 변화를 정리한 것은 표 5-9와 같다. 

2004 

짧만 jj')혈엎 점유셈l 

루산 24.247 41.2% 

요l 환 13 , 167 22 .4% 
뚫셨 4 ,970 8 .4% 
훌향않 3 ,889 6.6% 
혈택 3,3S)7 5.8% 

포항 2,52:2 4.3% 
〔쳐수 Î ,857 3 ‘ 2~o 

CH 혈 1,674 2.89b 

흘싼 1, 172 2.0~~ 

군산 562 1. 0% 

m샅 464 0.8% 
S획조표 131 0.2% 

표현 128 O.2?/ó 
01쏘 67 0.1% 

옥쏘 46 0.1% 
)1 탑 616 1.0% 

전쳤i 58.909 100.0% 

우리나라 전체 항만 교역에서 부산항의 역할이 감소하였듯이/ 이러한 경향은 대중국 

항만 무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양국 교역 초기인 1991년의 경우l 대중국 교역에서 

부산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54.5%였으나 이는 1990년대 중반을 고비로 점차 낮아져 2004 

년 현재 41.2%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부산항의 탈집중화에 기여한 가장 중요 

한 요인은 대중국 무역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 항만의 성장이다. 이는- 물론 앞 

살핀 황해연안 항만 네트워크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227)， 이런 맥락에서 대증국 교역 

발달과 수도권 항만의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서 

의 

1990년 전체 인천항 수출 실적의 1.2%, 수입의 6.3%만을 차지하던 중국은y 수출에서 

는 1993년부터 l 수입은 1997년부터 인천항의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 되었다. 그림 

5-7은 1990년 이후 인천항의 수출입에서 중국의 역할이 어떻게 증대되었는가를 잘 보여 

227) 1991년 대중국 교역에서 25.6%를 차지한 수도권항만(인천 · 평택항)의 비중은， 1995년 
20.1%로 낮아졌으나， 2000년 24.2% , 2004년 27.7%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90년대 전반기에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당시 수도권항만의 카페리선이 급증하는 화물을 감당하지 못하여 많 
은 대중국 화물이 컨테이너노선을 보유한 부산항으로 우회했기 때문이다. 최근 컨테이너 전용선 
의 취항으로 수도권항만의 대중국 교역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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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대중국 교역이 인천항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I 최근 대중국 컨테이너 정기노 

선이 확충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2004년 현재 중국은 인천항 수출의 절반(49.0%)， 수 

입의 1/3(34.4%)을 차지하고 있는데I 이러한 성장 추세는 지속적인 컨테이너 정기선 노 

선의 확충과 함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평택항의 성장에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은 인천항의 경우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수출입 물량이 적었던 1990년대는 대중국 교역이 평택항의 주된 성장 동인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평택항의 성장이 자동차(87) 수출에 크게 의존하면서l 자동차 교역에서 

60'lι 

49.3’@ 
50% 

40’& 

30앙b 

20% 

10% 

O‘%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그림 5-7) 인천항 수출입에서 중국 비중의 변화 (1990-2004년) 

40% 

35% 

30앙ι 

250/0 

20% 

15~ι 

10~ι 

5% 

O‘%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그림 5-8) 평택황 수출입에서 중국 비중의 변화 (1995-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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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중국이 항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228) 그렇 

지만 1990년대 말 이후 확충된 대중국 정기선 네트워크를 통해l 평택항의 교역에서 중국 

이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5-8). 

이처럼 1990년대 초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발달한 환황해 항만 네트워 

크는 수도권 항만(인천항 · 평택항)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5-9는 

1990년대 이후 수도권 항만의 교역 규모가 성장하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229) 두 항만의 

(US $백만) 
35.000 

15.000 

30.000 •---

25.000 

• @ n 
g 챙

 

10‘000 

5.000 

o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그힐 5-9) 수도권 항만(인천항·평택항)의 교역규모 성장 추이 (1990-2004년) 

228) 2어0년 평택항 자동차수출($ 13억 8，어0만)의 90.8%는 미국에 집중된 반면， 대중국 수출실적 

은 전혀 없었다. 한편， 2004년 평택항의 자동차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7%이다. 

229) 
댄5:- 드긍확 R석 수혈훌액 수앓액 연5:- E룹역멜 수훌빨 :양엽했 연 së 핑Q:j섭。Q!l -ιrk- 깅 응용등 Q!l :양짧탤 

1 앉당0 9.399 1.969 7,430 1995 19 .748 7.650 12.098 2000 21.866 10.578 11.288 
1991 10.817 2.226 8.591 1996 22 .767 9.863 12.904 2001 18 ,928 7.575 11.353 
1992 12 ,040 3.044 8 ,996 1997 22.061 9 ,799 12 ,262 2002 20.204 7 ,165 13.039 
1993 12 .777 4.008 8.769 1998 15.354 8.192 7.162 용003 24.632 9.197 15 ,435 
1994 14 ,640 4.924 9.7 16 1 앉앉당 18.083 9,405 8 ,678 2004 32.877 12 ,651 20 ,226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f전 5풍 -ζF 앵2!~ :츄옳훌§엑 수앓않 얹5:- g휴혔 Q확 :휴驚§씩 춰능앓g학 E염!i ￡휴 S척 9석 수훌웹 수없헥 

1990 464 0 464 1995 1.382 2 1.380 20앙장 4 .731 1.737 2 ,994 
1991 495 0 495 199융 2.068 35 2.033 2001 7.978 4.725 3.253 
1 당92 581 2 579 1997 1.998 126 1.872 강002 9.655 5.970 3.685 
1993 799 2 797 19양웠 1.329 210 1.119 2003 12.609 8 ,265 4.344 
1994 978 O 978 1999 1.777 116 1.661 2004 16.746 11.313 5,433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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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은 같은 시기 우리나라 교역 증감의 전반적인 추세를 반영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으 

나/ 특히 2000년 이후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한 · 중 컨테이너 정기선이 본격적으로 

취항하면서 성장의 속도가 유난히 빨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인천항과 평택항의 대중국 교역은 단지 그 규모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l 항만의 교역 

품목 구성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다.1990년대 중반까지 인천항의 교역에서 가장 큰 부분 

을 차지하던 품목은 1차 원료 관련 제품들이었다. 그러나 대중국 교역의 활성화로 인해 

인천항의 주된 취급 품목은 전기-전자(85)， 보일러-기계류(84)， 광학-정밀기기 (9이 및 의류 

(62) 제품 등으로 빠르게 대체되었다.230) 한편 과거 LNG 수입을 주로 담당하던 평택항은 

최근 자동차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231)， 또한 대중국 컨테이너 · 화객 노선이 확 

충되면서 항만 취급 화물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2000년 평택항의 교역에서 

0.1% 내외에 불과했던 전기-전자(85)와 보일러-기계류(84) 품목의 비중은， 2004년에는 

9.6%까지 늘고 있다(부록 9 참조). 제조업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는 한 · 중 교역의 강화와 

함께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처럼 항만별 교역이 고부가가치 화물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은 향후 수도권 항만의 성장을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I 결국 

우리나라 항만 관문체계의 탈집중화 추세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전체 항만 관문체계의 탈집중화 추세를 이끌었던 특수화물 취급 항만의 성장은 

대중국 교역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 

에서 에너지 · 화학(29， 39)과 철강(72) 등은 전기-전자(85)와 보일러-기계류(84) 다음으로 

중요한 품목이다232). 대중국 교역에서 에너지 및 화학 관련 수출입 비중이 증가함에 따 

라 관련 항만들(울산 · 여수 · 대산 · 온산항 등)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233)， 또 

230) 1995년 까지만 해도 인천항의 대외 교역에서 철강(72) ， 광물성원료(27) ， 원피 가죽(41) 등 

1차 원료 관련 품목이 인천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8.4%에 달했으나， 이들 품 
목의 비중은 이후 빠르게 줄어들었다. 반면， 2004년 기준 전기 전자(85)를 비롯한 상기 4개 

품목이 인천항 교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2.5%에 달한다. 
231) 평택항의 자동차 수출은 2000년 7월 2개 선석에 7.500대 규모의 야적장을 갖춘 자동차 전 
용부두의 개장과 함께 시작되었다.2004년에는 선적전 품질검사(PDI: Pre Delivery Inspection) 
와 각종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물류기지가 건설되었고， 현재 2개 선석의 자동차 전용부두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성장 그리고 수출 관련 항만 인프라의 확장 
등으로 인해 향후 평택항의 자동차 수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3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 · 중 에너지 교역은 빠르게 늘고 있으며， 화학 관련 품목(유기화학 
품， 플라스틱)은 대중국 수출의 3， 4번째(전체의 9.7%， 7.5%)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대표 4-10 참조). 

233) 에너지 및 화학관련 4개 항만(울산 · 여수 · 대산 · 온산항)이 한 · 중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1991년 10.4%에서 2004년 18.4%로 빠르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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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중국 항만 교역에서 포항 및 광양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 역시 양국간 철강(72) 교역 

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234) 이 중 포항은 교역의 대부분이 여전히 철강 관련 제품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I 광양은 최근 대중국 컨테이너 화물이 항만 성장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는 차이를 보인다.235) 

1990년대 이후 중국과의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i서해안시대I라는 화두가 유행처럼 떠돌 

자/ 우리나라 항만(도시)들l 특히 중국과 인접한 서해안 항만들은 막연한 성장의 기대에 

부풀었었다. 이는 때마침 시작된 지방정부의 비전/ 지역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그리고 

오랫동안 발전의 신화에서 소외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의 희망을 통해 증폭되었다. 그러나 

배후지의 인구 · 산업 규모가 작은 항만이 성장의 열매를 취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이다. 앞서 항만의 성장은 지향지와의 정기 해운노선 발달에 따른 화물유동의 증가y 그리 

고 해당 항만에 특화된 특수화물의 교역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모두 배후지 시장 규모와 관련된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정기 노선이 취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또한 해운 노선의 발달 정도는 항만 지향지와 배후지의 인구 · 

산업 규모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I 환황해 정기 해운노선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항만I 그리고 대중 

국 특수화물 교역과 관련된 항만들 외에I 대중국 교역이 다른 항만 관문의 성장에 미치 

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항만별 교역 지향지에서 중국이 차 

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항만의 교역 규모와 관계없이 대중국 무역이 해당 항만의 성장 

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의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정리한 것은 다음 표 5-10, 그림 5-10과 같다. 

전체적인 대중국 교역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항만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늪 비중 역 

시 1991년 3.5%(수출-1 .7%， 수입 -5.3%)에서 2004년 18.3%(수출-21 .4 %, 수입-14.8%)로 빠르 

게 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대중국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항만 관문의 성장에 주된 

234) 철강(72)은 2004년 기준 대중국 수출에서 5번째(전체의 6.8%)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품 

목이다. 1991년 1억 1 ，700만 달러였던 대중국 철강수출은 2004년 33억 9，600만 달러로 29배나 
늘었으며， 철강 교역 증가에 따라 포항 및 광양항이 대중국 항만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5%(1991년)에서 10.7%(2004년)로 증가하였다. 

235) 2004년을 기준으로 포항항의 대중국 수출 중 철강 관련 제품(72， 73)은 전체의 99.2%(1 ,802 
/1 ，816백만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광양항에서 이들 품목의 비중은 전체 수출의 25.6%(814/3,176 
백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러 현상은 광양항에서 1990년 후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컨테이너 수 

출입 때문이다. 참고로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적었던 1998년의 경우， 대풍국 수출에 

서 철강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2.9%(263/284백만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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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이 항만벌 수출입에서 중국의 비중 변화 (1991-2004년) 

순우l' 황만 
1991 1995 

졌처} :융혈옳 * “Tι::. gJ 전했 수靈 수。 

루산 낄.8% 1. 6% 4.5% 7.7% 8.1% 7.3% 

2 e.!흰 10‘ 2% 3.9% 11.8% 16.1% 20.6% 13.3~1ç， 

3 옳산 3.6% 1.2% 4.7% 5.9% 7.6% 4.4% 

4 광양 2.0% 3.2~s 1.1% 8.9% 10.9% 5‘ 8% 

5 평됐 - 1.0% 0.0% 1. 0'7 

6 포황 3.2% 3.7% 2.8% 11.7% 11.9% 11 .7% 

? 여수 1.5% 7.4% 0.6% 8.6% 42.6% 2.8S~ 

8 답f잖 - 6.0% 40.1% 0.5% 
g E흔한 0.8% 1.8% 0.5% 5.7% 17.3% 0.7'}; 

10 군산 32.0% 0.0% 32.1% 26.4% 91.0% 7 ‘ 6% 

11 m삼 4.9% 1.5% 5.9% 7.5% 6.5% 9.5~/S 

12 목쏘 17.5% 0.0% 22 2% 9.6% 18.6% 9.4% 

13 그l 흩샘 - 0‘ 1% 0.29.6 0.0 '7 

14 01 훌 0.1% 0.1% 1.4% 0.6% O.4O/Q 1.4% 

15 목포 3.8% 4.6% 0.0% 

)1ε} 9.1% 0.0% 11.2% 11.5% 3.9% 13.6% 

뿔 f굿 3.5% 1.7% 5.3% 8.5% 9.8% 7.2% 

* 2004년 기 준 항만별 대 중국 교역 순우I(표 5-9 잠조). 
출처: 한국무역협호| 무역정보. 

25% 

2000 

잔처| 수혈훌 수。 

깐 .9% 11.5% 12.6% 

29.9% 34.6% 25.5% 

7.6% 11 ‘ 9~!ó 3.4% 

16.4% 20.0% 9.6% 

4.2% 6.3% 2.9% 

18‘ 6% 28.5% 11.3% 

8.5% 33.2% 1.2% 

11.0% 38.0% 0.9% 

4.3% 11.4% 0.6% 

13.7% 10.4% 18.8% 

10.2% 11.1% 8.9% 

14.5% 8.2% 28.6% 

1.6% 0.6% 10.4% 

0.1% 0.1% 0.0% 

0.1% 0.0% 4.4% 

20.9% 2.6% 30.4% 

12.4% 14.5% 10.1% 

2004 

전체 수혈훌 :::ιr 。t:j，

13.1% 17.1% 16.4% 

40.0% 49.0% 34.4% 

13.1 앓 19.8% 4.7% 

26.6% 3 1.5% 15.6% 

20.3% 18.7% 23.5% 

29.3% 51.2% 13.9% 

9.9% 36.5% 2.1% 

20.2% 67.1% 4.0% 

7.8% 21.4% 0.9'% 

15.0% 15 .7% 13 .4% 

10.7% 10.3% 11 .4% 

7.0% 4.0% 22.9% 

3.9% 1.5% 15.9% 

1.9% 1.9% 0.0% 

1‘ 1% 0.5% 8.9% 

20.7% 3.6% 32.5% 

18.3% 21.4% 14.8% 

21.4%: 

.20% 

15% 

10% 

5% 

0% 

1991 1992 용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그럼 5-1 이 우리나라 항만 수출입에서 중국 비중의 변화 (1991-2004년)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각 항만의 입 

지와 취급 화물의 종류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은 차이를 보인다.2004년을 기준으로 대중 

국 무역의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항만은 수도권 항만(인천항 · 평택항)과 특수화물 

취급 비중이 높은 일부 항만(광양 · 포항 · 대산항 등) 등에 국한되며/ 이틀을 제외한 나머 

지 항만에서 중국의 역할은 아직 제한적이다. 이는 군산항 · 목포항 등 중국과 지리적으 

로 인접한 서해안 항만 또한 예외가 아니다. 다시 말해 대중국 교역을 통한 항만 관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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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혜택은 수도권 및 일부 특수항만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이 처음 시작된 1990년대 초만 해도y 서해안 군소 항만들(목포항 · 군산 

항)은 다른 어느 항만보다도 대중국 교역의 비중이 높았다，236) 비록 배후지의 수출 산업 

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은 벌크 화물의 수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y 당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과의 교역 활성화가 이들 항만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이후 배후지 시장 규모에 기반했던 대중국 

해운노선 발달 과정에서 소외되면서I 이들 항만의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 

려 크게 축소되었다. 이른바 I서해안시대l를 맞아 호남지방 불류중심 항만의 기치를 내걸 

었던 목포항과 군산항의 대중국 교역 비중은l 오늘날 전국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237) 같은 기간 인천항의 대중국 교역비중이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게 성장한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 항만은 대중국 교역의 발달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보아도 무방 

하다. 애초 기대와는 달리y 서해안의 군소 항만들이 대중국 교역에서 오히려 위축되고 있 

는 것은y 배후지의 경제 규모 그리고 지향지와의 역동적인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막연한 예측이 지니는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항만의 성장은 배후지 시장 규모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러한 한계가 항 

만 성장의 영원한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많은 지리학자들은 배후지 수요가 반영된 차별 

적 항만 성장 과정을 밝히는 연구와 함께I 군소 항만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도 관심 

을 기울여왔다，238) 특히 컨테이너 화불과 관련 없이 군소 항만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한 

버1(2004)의 I상호전문화l 논의는 우리나라 군소 항만의 발달에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239) 

236) 표 5-10를 보면， 1991년 우리나라 항만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9.1%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군산항과 목포항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각각 32.0%, 17.5%에 이르고 있다. 

237) 2004년 목포항의 대중국 교역액은 전체의 7.0% (131/1,884 백만 달러)에 불과하며， 군산항의 
대중국 교역 액은 전체의 15.0%(562/3,747 백만 달러) 수준이다. 

238) 일례로 Hayuth는 대형 항만 정체의 반사이익으로 주변부 항만이 성장할가능성에 대해 고찰 
하였고， Slack과 Wang은 대형선사 또는 터미널운영사의 전략에 의해 군소 항만이 성장할 수 
있음을 논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대형 컨테이너 항만과 인접한 군소 항만을 사례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항만 발달과정에서 소외된 일반 군소항만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Hayuth, Y. (1981) Containerization and the load center concept, Economic Geography, 

Vo1. 57, No. 2, pp.160-176. 
Slack, B. and Wang , ].]. (2002) The challenge of peripheral ports: An Asian perspective, 

GeoJoU1ηal， V 0 1. 56, pp.159-166. 
239) 앞서 언급한 Hall(2004)의 l상호전문화(mutual specialization)' 개 념 은 군소 항만의 성 장전 
략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비록， Hall은 민영화와 관련된 항만공사의 시장 확보 전 

략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항만공간에 대한 수요 때문에 관문을 능동적으로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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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지방자치의 강화와 항만 민영화 추세에 따라 항만 비즈니스 환경은 큰 변화를 

겪고 있고I 따라서 항만의 운영주체들은 항만 관리와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 

받는다. 그 결과 공격적인 시장 공략과 화주유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현 

상은 우리나라 항만들에게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l 기존 대형 

항만의 자동차 수출을 잠식하며 성장하는 평택 · 군산 · 목포항24이의 사례는 Hall의 논의 

가 우리나라 현실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동차 수출 이외에 우리나라 군소 항만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성장 전략은 

(수입) 벌크화불 유치를 통한 톰새시장 개척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목포항이 신외항 배후 

부지에 I국제상설 석재(石材)전시장f을 설립함으로써 우리나라 석재 유통의 중심지로 발 

전하고자 노력하는 것과 중국으로부터 곡물 · 철강 · 유연탄 등의 수입이 늘면서 항만 성 

장이 촉진되고 있는 현상은 이를 잠 보여주는 사례이다，241) 비록 벌크화물에 기반한 항 

만발달 전략은 낮은 화불가치로 인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고l 또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항만 주변 환경을 황량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하지만 항만 운영의 효율을 높여 

야 하는 비즈니스 환경은 화물종류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 

며 242) ， 또한 항만에 화물이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산업 및 물류 네트워 

크의 발달을 모색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요컨대I 배후지 시장 규모와 취급 화물의 특성에 따라 그 성장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1990년대 이후 대중국 무역의 발달이 우리나라 항만 관문체계의 탈집중화 현상을 이끌고 

는 화주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40) 앞서 살핀 평택， 군산항의 사례 외에도， 목포항의 자동차 화물은 최근(2004년) 신외항의 개 
장으로 인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2001년 목포항의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1%에 불과하였으나 이는 2004년 23.1%. 2005년 9월말 현재 46.7%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수출은 중형 조선사업과 함께 목포항의 성장을 이끌고 있으 

며， 2000년 이후 항만 관문체계에서 목포항의 역할을 제고하는 주된 원동력이 되고 있다. 
241) 목포항의 대중국 수입액은 1995년 1 ，600만 달러(전체 수입의 9.5%)이었는데， 이는 2004년 

6，800만 달러(전체의 22.9%)로 4.2배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목포항 전체 수입이 1.7배(17 

억 223만 달러→29억 7，072만 달러) 늘어난 것에 비해 매우 빠른 증가속도인데， 수입증가를 
이끈 품목의 대부분이 별크화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242) 최근 항만 민영화 추세로 항만공사(P A, port authority)와 부두운영회사nα:::， terminal operating 
company)의 설립이 활발해지면서， 비즈니즈 관점에서의 항만운영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항만 운영당국은 항만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게 되며， 이런 맥락에서 
별크화물은 회피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유치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배후지에 해당 화물의 수요 · 공급이 충분히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항만 성장에 배후지가 미 
치는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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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향후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를 예측하끼 위해서 

는 개별 항만별로 배후지와 지향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경험적인 연구들이 보 

완되어야 한다. 산업 · 무역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글로벌 경쟁은 보다 치열해지고 

있으며I 또한 물류서비스에 대한 화주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어 

떻게 부응하느냐가 향후 항만의 성장과 쇠퇴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민영화가 빠 

르게 진행되는 항만 비즈니스 환경에서l 공급사슬의 일원으로 성장하려는 항만들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배후지-지향지의 모든 관계가 종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항만 관문 

체계의 변화는 그 어떤 것보다 지극히 공간적인 현상이며l 지리학자들이 지속적인 관심 

이 요구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5.2.3 공항 관문의 엉장과 중국의 역힐 
앞서 우리나라 수출입에서 항공 화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운송수단별 무역 관문의 

성장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최근 인천공항은 국내 수출입 화물뿐 

만 아니라 역내 항공 화물의 환적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243)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y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Korean Air)은 2004년 전 세계에 

서 항공 화물을 가장 많이 운송한 항공사로 선정되었다.244)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느냐의 

여부와 그 성장 수준의 전망은 우리나라 제1의 교역 파트너로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국 수출입 항꽁 화물의 

증감 여부가 전체 항공 화물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1990년 

대 이후 대중국 무역에서 항공 및 해운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정리한 것은 표 

5-11, 그림 5-11과 같다. 

1990년대만 해도 한 · 중 교역이 저부가가치 화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 

시 양국 교역에서 항공 화물의 규모가 매우 작았다는 사실로도 확인된다.1990년대 중반 

까지 대중국 교역에서 항공 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l 전체 수출의 5%, 수입의 10%미만 

243) 현재 항공기술력으로는 승객과 화물을 만재한 상태에서 동남아 지역부터 북미지역까지 논 
스톱 운항이 불가능하다. 미국 동부지역의 경우 인천공항은 논스톱 운항거리의 거의 끝단에 

위치한다. 인천공항이 동남아시아와 북미간 노선의 화물 및 승객의 환적 · 환승 허브가 되고 
있는 추세는 이러한 기술적 · 지리적 제약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44)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 2004년 세계 항공 수송설적’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화물수송량 

은 전년보다 20.1% 늘어난 81억 6，400만 t . km를 기록 세계 1위에 올랐다(조선닷컴 6월30일자 
httD:f /www.chosun.corrνeconomy /news/200506/200506300293.htm1). 이 는 우리 나라 항공 화물 
의 수출규모가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북아 역내의 환적수요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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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 대중국 무역 관문(항만/공항)의 수출 규모 및 점유율 변화 (1990-2004년) 
:양 월훌 ‘ Ar 。t:j| 

연훌 황만 철황 황 묘f 휠횡 

수출했(천$) 정유활 수출웰(천$) 쩔유훌훌 수입댔(행$) 갖I3{ T CTi s 톨a흩 수입했(천$) 것C그{ T CT> g ε효a 

1990 559 ,396 99.3% 3,863 0.7% 2,206 , 196 97.9% 48 ,033 2.1% 

1991 990 , 116 99.3% 7, 152 0.7% 3 ,322 ,851 97.0% 104,008 3.0% 
1992 2,594.728 99.0% 26 ,534 1.0% 3,534 ,674 95.3% 174,280 4.7% 

1993 5,007 ,394 98.5% 78 ,787 1.5% 3,693 ,510 94.5% 213 ,605 5.5% 

1994 6,086 , 142 98.1% 115.831 1.9% 5.184.504 95.3% 257.235 4.7% 
1995 8,958.838 98.2% 166 ,581 1.8% 6.941 .437 94.3% 420.611 5.7% 
1996 10.989 ,656 97.0% 344.441 3‘ 0% 7.871.608 92.8% 615 , 170 7.2% 
1997 12 ,936 ,244 95.6% 590 .403 4.4% 9 ,276 ,903 92.3% 776.232 7 ‘7% 
1998 11 ,374,294 95.5% 535 ,654 4.5% 5,650 ,286 87.6% 798.7 17 12.4% 
1999 12 ,954,941 94.8% 716 ,049 5.2% 7,093 ,961 80.9% 1,677 ,947 19.1% 
2000 17 ,269 .748 93.7% 1, 160.665 6.3% 10.497 ,911 83.5% 2,070 ,693 16.5% 
2001 16 ,739.066 92.1% 1.438.575 7.9% 10.799.028 83.3% 2, 165 , 198 16.7% 
2002 19 ,025.415 80.1% 4.7 13.564 19.9% 13.950.295 81.8% 3, 112 ,362 18.2% 
2003 26 .441 .734 75 .4% 8,642 .485 24.6% 16 ,992 ,911 78.9% 4,542 ,569 21. 1% 
2004 36 .454 ,661 73.3% 13 ,288 ,596 26 ‘ 7% 22 .453 ,788 76.9% 6.732 ,273 23 ‘ 1% 

출처: 관세정，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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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 대중국 무역에서 항공 분담률의 변화 (1990-2004년) 

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점차 높아져 2004년 현재 대중국 수출의 26.7%, 수입의 

23.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의 항공 운송 분담률은 2001년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l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고가 화물의 대한국 

수입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중국 교역에서 항공 화물의 점유비율(25.4%)은 

아직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평균(32.8%)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는 향후 대중국 무역 

발달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항공 화물의 규모가 더욱 성장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수출입 화물의 고가화와 함께 향후 대중국 교역에서 항공 화물이 중요한 또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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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l 중국의 지역발전 계획 및 열악한 내륙물류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다. 최근 중국은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l 경제 성장의 중심지역을 연안에서 내륙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245) 그러나 연안지역에서조차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중국 품류산업의 

취약성을 고려했을 때 246)， 향후 중국 내륙 지역과의 교역에서 감당해야 할 꼴류비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 운송비와 함께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과도한 내륙 운송 

비가 발생할 경우l 이것이 시간 및 비용의 차원에서 항공 운송에 비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라는 중국 내륙 지역때 대한 항 

공 운송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이며24끼 이런 과정을 통해 고가화물윤 물론 일 

부 중가(中價) 화불에서도 한 · 중 항공 화물의 유동 규모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 고유의 수출입 물량과 관계없이I 동북아 역내 교역 규모의 증가와 항 

공 운송 인프라의 차별성 때문에 공항 관문이 성장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은 급속히 늘 

어나는 항공 화물수요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데/ 상하이 푸동공항의 경우 폭 

발적으로 늘어나는 화물 수요를 미처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의 동북부 지역은 항 

공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공항 시설이 태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중국 수출 

물량의 일부가 i해운-항공(Sea & Air)의 형태 '248)로 우리나라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의 개항 이후 중국발(中國發) 해운-항공 화물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 

는데， 2001년 16，760톤이 었던 이 화물의 규모는 2002년 24，977톤， 2003년 35，965톤으로 매 

년 40%이상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 운송대상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49) 

245) KOTRA(2005)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연안과 내륙지역의 경제불균형이 심각해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부터 향후 50년간 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1개 

직할시(충칭)， 5개 성(쓰환/구이저우/윈난/싼시/간쑤) 및 5개의 자치구로 구성된 이 지역은 중국 

전체 면적의 70.1%, 인구의 28.6%(2002년， 3억 6，700만 명)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이따. 아직， 우 

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크지 않으나 매년 20-40%씩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직항 항공 

노선 개항과 총영사관 설치(成都) 등으로 우리나라와의 인적교류가 늘고 있고， 서부시장 자체가 

최근 5년간 1.5배 이상 확대되고 있어 청뚜(成都) 충칭(重慶) 시안(西安)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 진출에 전망이 밝다(KOTRA (2005) 중국 서부 대개발 현황과 우리의 진출방안). 
246) World Bank(2002)에 따르면 열악한 내륙물류 인프라로 인해 중국에서 미국까지 전체 컨 
테이너 운송비 중 중국 내륙에서의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0%이상으포 조사되었 

다(Carruthers ， R. and ].N. Bajpai (2002) Trends in trade and logistics: An East Asian 
perspective, Working Paper No. 2, Transport Sector Unit. Washington, D.C.: World Bank). 

247) 거리에 따른 비용증가 폭이 큰 항공운송에서 지리적 인접성은 전체 운송비용 젤감에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48) Sea & Air 화물운송은 해상운송의 저렴성과 항공운송의 신속성이 결합된 것으로 항만과 
공항에서의 환적을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운송형태이다. 

249) 해운 항공의 형태로 수출되는 중국 화물의 종류는 과거에는 섬유나 선발 악세사리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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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한 · 중 해운-항공(Sea & Air) 화물의 유동 패턴 (2003년) 
출처: 한국무역협회 (2004)를 참고하여 재구성. 

이러한 현상은 해운-항공이 항공-항공(Air & Air) 또는 육상-항공(Land & Air) 보다 

운송비가 저렴하다는 점 250)， 그리고 인천공항이 다양한 글로벌 항공 노선을 보유하고 있 

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을 통한 중국발 해운-항공(Sea & Air) 화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상하이와 산둥성의 칭다오였다. 해당 화물의 주된 목적지는 

북미와 유럽인데251)， 해운-항공의 연계 운송(intermodal transportation) 특성상I 우리나라 

항만에서의 환적과 인천공항까지의 국내 운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 중 항만 네트워크 

에 따라 공항과 가까운 인천항이 가장 많은 물량을 취급하는 가운데l 평택 및 부산항이 

나머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그림 5-12는 2003년 기준 중국발 해운-항공 화물의 지역별 

발생에서부터 우리나라 항만에서의 환적l 그리고 해당 화물의 최종 목적지까지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만 및 중국 항공사와의 경쟁l 그리고 인천항 · 인천공항의 관련 시설 미 

비 동의 이유로 중국발 해운-항공 화불의 향후 성장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252) 하지 

의 경공업 제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일부업체들 중심으로 전자제품과 자동차부 

품 등의 첨단제품이 운송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 
250) 중국발 해운-항공 화물은 항공-항공 화물에 비해 15~20% 저렴하며(비수기 기준)， 중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육상-항공 화물에 비해서는 지역에 따라 8~29%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 

되 었다[한국무역 협 회 (2004) , 예충렬 (2005)]. 

251) 한국무역협회 (2004) 중국발 Sea & Air 물동량 추이 분석. 
252) 쿄리아쉬핑가제트 2004. 7. 1 일자 기획기사"중국발 Sea & Air 호황당맞(L나1- .. … .. 시 .. ?‘?' 

(야(hπtt띠t디pν):jν/www.ks옐g.cαcoι따).샤.kr/cg따i-binínewsí끼le따fLme히nu뻐1띠0띠2_ne밍ws view?recno=34316&newsid=02&title 
=&check_title=&from_date=&to_date=&Page_no= 1 &oage_siz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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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최근 예충렬253) 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특히 우리와 인접한 황해연안(동북) 지역에 

서 항공 화물의 수요가 늘고 있고I 또한 중국의 항공 및 물류 인프라 확충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발 해운-항공 화물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이러한 추세는 국제 화물유동의 관문으로서 인천공항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I 일부 항만의 물동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화물 품목의 고급화 · 고가화에 따른 항공 화물의 성장은 우 

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발달과 병행하는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았다. 항공 

화물의 성장에 따라 무역 관문으로서 공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는 오늘날l 지금까지 

과도할 정도로 항만에만 치우쳐 있는 관문 관련 연구 역시 변화해야 한다. 배후지 화물 

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 화물의 특성을 고려하면서l 항만과 공항 관문간의 경쟁 및 

보완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5.3 새로운 관문의 성장과 배후지의 화물유동 

5.3.1 대중국 무역 항만관의 배후 ~I 경쟁 

1990년대 이후 한 · 중 황해연안에서 새로운 항만 네트워크가 발달할 수 있썼던 까닭 

은/ 종래의 대외무역 관문체계로는 급증하는 대중국 무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 

기 때문이다. 부산항에 편중되었던 우리나라 항만 관문체계는 한 · 중 수출입 물류에서 

시간적 ·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였으며y 이러한 비효율은 양국간 교역이 지역에 따라 차 

별적으로 분포하는 현실 때문에 더욱 증폭되었다. 전체 항만 관문체계 내에서 새로운 항 

만이 성장하게 되면y 지향지와 배후지에 대한 관문간의 경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항만 배후지의 수출입 화물유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l 신 · 구 관문 사이에서 

초래되는 배후지 경쟁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본 절에서는 기존 항딴 관문체 

계를 대표하는 부산항과 최근 대중국 무역의 중요 관문으로 부상한 인천항을 사례로y 두 

항만간의 배후지 경쟁을 분석하고자 한다. 

배후지에 대한 수출입 항만의 경쟁력은 항만과 배후지간의 운송비에 의해 결정된다 

는 가정 하에I 부산항과 인천항으로부터 우리나라 각 시(市) . 군(郞) . 구(區) 지역까지의 

253) 예충렬 (2005) 항공물류분야의 이슈와 전망， 한 · 중 물류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국제세미 
나 발표문(2005. 4. 6) , 교통개발연구원 동북아 · 물류 · 경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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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인천향우위 딛 부산항우위 | 
그림 5-13) 컨테이너 내륙운송비에 따른 
부산항 · 인천항 배후지 비교 (2005년) 

컨테이너 화물 내륙운송비를 비교하였다 

(그림 5-3, 부록 11)254). 왼편의 그림은 부 

산항 또는 인천항과 우리나라 시 · 군 · 

구 배후지간에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할 

경우/ 각 항만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배후 

지를 도시(圖示)한 것이다. 각 항만으로부 

터의 거리에 따라 내륙 운송시 항만별 우 

위가 결정되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데/ 수도권/ 강원/ 충남y 충북(영동군 제 

외) 그리고 서부 전북 등의 지역에서는 

부산항보다 인천항까지의 운송비가 저렴 

한 반면l 그 이외 지역에서는 반대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항만별 배후지 경쟁력은 화불 

의 내륙 운송비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 

다. 비용 측면에서만 보더라도l 내륙 운송 

비와 함께 항만처리 비용(보관비 l 부두 · 

터미널 하역비I 각종 세금 등)과 항만-지 

향지간의 해상 운송비 등이 함께 고려되 

어야만 동일 지향지에 대한 교역에서 경쟁 항만의 배후지 범위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국 교역에서 두 항만의 배후지 경쟁력과 그 비교우위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항만별 화물처리 비용과 중국 항만까지의 해운비용을 살펴야 한다(표 5-12, 5-13). 

254) 내륙 컨테이너 운송비는 현재의 업계표준요금(2003년 11월말 고시)에 따라 가장 보편적인 

컨테이너 화물인 40FT(1 FEU) 왕복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고시된 요율표에는 부산항의 
경우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운송요금이 제시된 반면， 인천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시 · 군의 요금만을 정해 놓고 나머지 지역은 이를 응용해서 적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부산항이 전국적인 항만 화물 배후지를 갖는 반면 인천항은 실제 배후지가 수도권 
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 국한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표준 요율표에 제시되지 
않은 지역의 운송비는 인근 시 · 군과의 상대적 거리를 참고로 연구자가 임의로 지정하였다. 
1990년대 중반 부산항 및 인천항의 배후지 화물운송 범위와 유동량 차이에 대해서는 이정윤 
(1997)의 연구에 잘 나와 있다(이정윤 (1997)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 항만체계와 화물의 
배후지 이동특성，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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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부산황， 인천황 컨테이너 화물의 황만 부대비용 (2005년 10월 기준) 
FCL 펴찮 홍*폈101 쩔 쩍강Oll:l l 쩔 

1:1 1용 Ul Ç척 TEU (20ft) FEU (40ft) 
뿌싼짧 

’‘ 
e.!홍전짧 뿜삼활 e.!휩황 

Termlnal Handling 1) ￦ 101 ,000 ￦ 101 ,000 ￦ 137 ,000 ￦ 137 ,000 

C야TR Tax2
) ￦ 20 ,000 면 제 ￦ 40 ,000 댄 제 

Warfage3l ￦ 3,360 ￦ 3,360 ￦ 6,720 ￦ 6.720 

주:1) 화물이 컨테이너터미널에 입고된 순간부터 선박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부산시가 TEU당 2만원씩 징수하는 지방세， 일종의 교통유발부담금(인천항은 면제). 
3) 부두사용료. 

출처: (주) 대한국제물류. 

표 5-13) 부산항， 인천황으로부터 중국 주요 항만까지의 해상 운송비 (2005년 10월 기준) 
FCL 경|쯤 하{상흘긍할 f(Ëi 

도 착 XI TEU(20ft) FEU (40ft) 
확효산휠 

’’ 
e1천황 E함찮황 요j 환황 

텐l잔항{텔정} $ 120.00 $ 250.00 $ 260.00 $480.00 

o행!향(랴오넓성〉 $ 170.00 $ 200.00 $ 320.00 $350.00 

창02횡{효f뚫성〉 $ 150.00 $ 200.00 $ 300.00 $350.00 

싫 ξ.01 짧t삶흉~Ol) $ 150.00 $ 220.00 $ 300.00 $400.00 

싫천향(핑품혈) $ 600.00 $ 650.00 $ 1,000.00 $1 ,050.00 

출처: (주) 대한국제물류. 

먼저 항만별 부대비용을 살펴보면I 두 항만에서 터미널의 화물 처리비용과 부두사용 

료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항의 경우에는 인천항에서는 면제하는 

CNTR 세금이 TEU255)당 2만원씩 추가로 부과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세금은 부산광역시 

가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I교통유발 부담금I으로/ 외부 지역의 화물이 도.심을 통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세(目的脫)이다. 한편l 좀국까지의 

해상운송 요금은 예상과는 달리 인천항이 부산항보다 모든 노선에서 더 비싼 것으로 나 

타났다.256) 이처럼 해상 운송거리와 전혀 관계없는 특이한 대중국 해운 요금체계는 텐진 

항 노선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다.257) 인천항에서 텐진항까지의 거리는 부산항에 

255) 컨테이너 화물의 기본 단위인 TEU가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의미하는 것에 비해， 도로에 
서 흔히 목격되는 대형 컨테이너 화물은 40피트이다. 이는 FEU(Forty-foot Equivalent Unit) 

로 불리며， 이는 2 TEU에 해당된다. 
256) 표 5-13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2005년 10월 현재 가장 보편적인 컨테이너 화물인 40FT 

적재컨테이너 (FCL FEU)를 기준으로 인천항에서 다렌， 칭다오， 상하이， 심천항까지 해운요금 
은 거리에 따라 각각 $350, $350, $400, $1 ,050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산향에서 동일 
목적지까지의 운임보다는 $30-$100 정도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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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2/3 정도에 불과하지만258)， 해운 요금은 오히려 부산항에 비해 FEU당 무려 두 배 

가까이($ 22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 

이처럼 왜독된 요금구조가 나타나는 것은 항만별로 해운 선사틀간의 경쟁 조건과 입 

항비용 등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산항의 대중국 해운 노선의 대부분은 대형선 

박을 보유한 선사들이 복수(複數)로 취항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운송에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는 동시에l 화물유치를 위한 선사간의 운송료 인하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인천항 

의 대중국 노선은 대부분 중소형 선박을 이용하는 독점 노선인데다I 갑문 · 예인선 등의 

특수 항만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박의 항만 체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특정을 보인 

다. 또한 인천항에서는 대중국 컨테이너 운송비를 결정할 때 선점 업체인 카페리 선사들 

과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렴한 운송료가 산출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259) 

이처럼 동일한 대중국 지향지에 대해서도 부산항과 인천항의 배후지 경쟁력에는 차이 

가 발생하며l 이는 곧 항만별 배후지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그림 5-14는 해상 운 

송비의 왜곡이 가장 두드러진 텐진항과의 교역시 l 인천항과 부산항의 비교우위 배후지 

범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지도의 열은 음영(陰影) 부분은I 텐진항과 

화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부산항이 인천항에 비해 추가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왜곡된 해운 요금구조로 인해 FEU당 부산항이 인천항보다 약 18만원 

(2005년 10월 기준)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260) 만약y 항 

만별로 해상 운송비가 차별적으로 인상되거나l 또는 항만 관문의 운영정책이 바뀌어 두 

항만의 비용 차이가 지금보다 커진다면/ 인천항은 더욱 많은 배후지를 부산항에게 잠식 

당할 수도 있다. 반대로 두 항만간의 총 운송비용의 차이가 줄어든다면 인천항의 배후지 

는 오히려 확장될 수 있다. 이처럼 항만간 배후지 경쟁은 항만-배후지간의 거리로만 결정 

257) 이런 현상은 다렌항 칭다오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58) 텐진항으로부터 인천항까지의 거리는 대략 460NM(노티컬마일， 해상운송 거리단위) , 부산 
항까지 는 680NM 이 다(:htto:j /www.cruise.or.kr/koreal.htn피). 

259) 초기부터 인천항의 대중국 항로를 선점했던 카페리 회사들은 규모의 한계로 컨테이너 전 
용선에 비해 높은 요율(料率)이 적용된 화물 운송비를 받는다. 컨테이너 해운업체들이 후발 

주자로 기존 대중국 항로에 진입하면서， 기존 카페리 선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차원에 

서 컨테이너 선사의 임의적인 운송비 텀핑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260) 텐진항과 교역시 인천항을 이용하면 FEU당 약 22만원 ($1=짧1.000)의 해운요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면， 부산항에서만 부과되는 4만원의 CNTR TAX를 면제받기 때문에 결국 FEU 
당 18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컨테이너 내륙운송 요금에는 도로통행료가 포함되 
어 있으나 부가가치세와 운송화물 보험료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전체비용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운송비만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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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찬향훈흉λ| 
얻천향 E륜싼향 (FCL FEU .Jt 훈) 

해상운솥요긍 ￦ 480,000 ￦ 260,000 

Terrninal Handling 빠 137,000 뻐 137,000 

CNTR Tax ￦ O ￦ 40,000 

VI/atfage f에 6, 720 #냉 6.,720 

비용함거| ￥￥ 623, 720 V￥ 443， 720 

흉균운좋소요시간 2일 3앓 

부산향우위 口 인천향우위 l 
부산향추가우위 | 
(인천향 운슐 01 억 18만원 미만 

그림 5-14) 중국 텐진항과 교역시 인천항， 부산항의 배후지 우위 비교 (FCL FEU 기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향지에 대한 해상운송비l 항만 자체의 관련 처리비용l 그리고 항만 

운영주체의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인 것이다. 

지도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I 두 항만간의 전체 운송비 차이에 의해 

잠식되는 배후지역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l 수도권 외곽에 섬(島)처럼 나타 

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부산항 배후지(짙은 음영부분)에 인접한 지역들(깅-원l 전북I 

충남 · 북 지역의 일부 시 · 군)이 새롭게 부산항의 배후지에 포함되는 이유는I 오로지 거 

리에 따른 내륙 운송비의 차이가 두 항만에서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차이보다 작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와는 멀리 떨어진 경기 남부(평택 · 안성시) 및 강원 일부(원주시) 지역에 

서 부산항의 배후지가 추가되는 것은/ 단순히 항만으로부터의 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나라 수출입 화물 운송시장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항만과 배후지간의 내륙운송비는 왕복요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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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수도권의 물류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내륙 컨테이너 기지( 

inland container depot ICD)를 설치하면서 I 경인지역 전체와 강원 서부 내륙지역(철 

원 · 춘천 · 홍천 · 횡성 · 원주 등)은 부산항까지의 내륙 운송비에 I편도l 요금만을 적용하 

도록 하였다)61) 따라서 이 요금체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항 운송 

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l 부산항은 수도권 화물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수위 수출입 관문인 부산항과 주력 수출입 배후지인 수도권의 

거리가 먼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현실이 반영된 고육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비교는 단지 운송비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 현실에 

서 화주들 또는 복합화물운송업자들의 항만 선택은 운송비뿐만 아니라 운항시간262)， 서 

비스의 빈도I 신뢰성 등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변수들에 의해서 보다 복잡하게 결 

정된다. 실제로 인천항은 부산항에 비해 해상 운송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l 운항횟수의 제약으로 화주가 원하는 선적(船積)일을 선택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비용/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여 화주가 어느 항만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 

인 가를 일반화하여 논하기는 어렵다.263) 

261) 건설교통부 고시(告示)에 따라 내륙에 공(空) 컨테이너를 항상 비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면서， 부산항~경인지역간 운송시 편도운임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 대표적인 시설이 경인 
ICD(경기도 의왕시 소재)이다. 수도권화물에 편도요금이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의왕기지에 
서 부산항까지 대규모 철도수송을 이용하거나， 컨테이너 수급상 공차로 내려가야 하는 화물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인지역 편도요금 구조를 자세 

히 살펴보면 ICD와 가까운 곳은 왕복요금의 60%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에 비해， 먼 지역은 
왕복 요금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 까닭은 명목상은 편도요금이지만 실제 운송비 구조는 
의왕~부산까지의 편도 요금과 의왕~최종목적지간의 왕복요금을 합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2005년 10월 현재， 부산과 서울(지역 1)간의 40FT 컨테이너 편도요금은 동일구간 왕 
복요금의 57% (541 ，000/949，000원)인데 비해， 부산과 춘천간의 이 비율은 77%(830,000/ 
1 ，074，000원)에 달한다. 한편， 20FT 컨테이너 내륙 운송비는 40FT 운송료의 90%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대한국제물류 허용수 차장 인터뷰 및 컨테이너 운송요율표 참고). 

262) 중국 주요 항만까지의 해상운송 평균 소요시간 (2005년 10월 현재) 

물 철 AI 
활딘f뿔 CH뚫E국 해상품옳 뿔닭 소앓사간 

E암싼향 ~환항 

훤 전 황 (~죠!) 3 일 2 일 

CH 짧 황 (요홉쩔 i 2 일 1 일 

청 Er. 황 (셀뚫혈j 3 일 1 。EE|

삶 했 황 (설종tüD 2 일 4 일 
싫 참 製 〔짧짧짧〕 6 일 8 일 

출처: (주) 대한국제물류. 

263) 인천항은 중국 황해연안 지역 운송시 부산항에 비해 운송시간(평균 1-2일)을 줄일 수 있 
는 장점이 있지만， 노선별로 주 1-2항차의 제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화주가 원 

- 133 -



이러한 현실적인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또는 평택항)이 새로운 대중국 항만 

관문으로 성장함에 따라 수도권 배후지들이 상해 이북의 대중국 교역에서 이전보다 유리 

한 여건을 갖추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새로운 관문의 등장은 배후지의 화물유동 및 이와 

연관 수출입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 

은 논문의 6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관문이 성장함에 따 

라 배후지의 대외 교역 경쟁력이 강화되는 현상은 지향지의 방향과 국내외 푼송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관문체계 연구에서 배후지 · 지향지간의 산업 및 교역 관계의 

변화/ 화물 및 관문자체의 특정뿐만 아니라I 국내외 운송시장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3.2 항공 관문 영장과 배후~I 내륙 운송 

앞서 수출입 화물의 품목 구성과 그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항공 관문의 역할이 그 어 

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관문의 성장은 반드시 이와 연계된 내 

륙 운송체계의 변화를 수반한다. 수출 화물의 특성 변화로 운송수단과 관문 이용 패턴이 

바뀌는 것은I 해당 화물의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과 관문간의 수출입 화물유동 즉 내륙 

물류경로가 재구성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해운 중심 관문체계에서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이 부산항을 경유했던 것처럼y 항공 화물의 극심한 수위 공항 집중을 고려한다면 우 

리나라 배후지의 거의 모든 수출입 항공 화물은 인천공항으로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런 맥락에서 항공 화불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사례로 차별적인 지역 수출 규모 

와 화물특성의 변화가 배후지의 물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서 3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항공 화물의 성장을 이끈 대표적 품목이 전기-전자 

(HS 85)이고y 이 품목의 수출 규모 성장 또한 배후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살핀 바 있다，264)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답게 전기-전자(85)의 수출 규모는 2000~ 

2004년의 짧은 기간 동안 1.6배 정도 증가했는데/ 지역별로는 경북 · 충남 · 충북의 성장 

이 두드러진다. 경북은 해당 지역에 입지한 선도 기업(삼성전자)의 역량이며265)， 수도권 

하는 날 선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반면， 부산항의 경우 중국 노선이 거의 매일(심지어 
는 하루 2~3회)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과 상관없이 선적일자가 급한 화물은 인천 대신 

부산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대한국제물류 허용수 차장 인터뷰) . 

264) 2000년 이후 전기-전자의 지역별 수출 규모를 정리한 것은 본문 p.64. 표 3-7에 잘 나타나 있다 
265) 우리나라 1~2위 수출품목인 f 핸드폰 및 디지털카메라(HS 8525)' 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구 

미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구미는 많은 전기 전자 제품을 생산 ·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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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주요 무역 관문의 전기-전자 수출 비중 변화 (2000-2004년) (단우1: US $ 100만) 

E판 훈 
깐000 2001 2002 2003 2004 

S양훌훌했 샘i 중 수출액 1::1 1 풍 t쏟쫓훌잊§ 엽l 讓 수홉랬 1::1 1 쫓 수홉@윗 엉I 훌톨 

e.!현〈겹훌)꿇황 30.785 66 .4% 22.832 60 .4% 28.237 64.3% 38.057 69.1% 52.809 72.2% 

협효씬황 13.976 30.1% 13.303 35.2% 13 .486 30.7% 14.513 26 .4% 17.025 23.3% 

J1 답 환뜬분 1.605 3.5% 1.691 4.5% 2.206 5.0% 2.484 4.5% 3.336 4.6% 

전쳤l 46.366 100.0% 37.826 100.0% 43.928 100.0% 55.053 100.0% 73.170 100.0% 

출처: 한국무역협호| 무역정보. 

대신 인접한 충청지역이 성장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출 산업성장 

의 중심 지역이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266) 

한편 전기-전자 수출 화불의 특성 변화는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된 항만과 공항 관문의 

수출 분담률 변화로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반도체 수출 급감이라는 특수 상황을 제외 

하면267)， 항공 관문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5-14).268) 전기

전자 수출의 지역별 실적과 관문별 분담률 추이를 동시에 살펴보면 화물특성 변화에 따 

른 배후지 내륙운송 구조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15는 지역별로 공 

항-항만 이용 비율이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269)， 각 지역과 관문간의 유동량을 할당하여 

2000년 이후 배후지-관문간 운송 패턴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270) 

2000년 이후 전자-전기의 부산항 이용률이 감소(30.1 %→23.3%)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체적인 수출규모 증가로 인해 각 배후지와 부산항간의 화물유동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 

었다，271) 반면 각 지역에서l 특히 경북 · 충남 · 충북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수출 물류 규모 

266) 2000년 전체 전기-전자(85) 수출의 46.2%를 차지하던 수도권의 비중은 2004년 38.9%로 감 
소하는 반면， 충남(13.5%→16.2%)과 충북(6.3%→7.2%)의 수출 점유율 증가가 두드러진다 

267) 2001년의 전 세계 IT산업 버블해소의 영향으로 국제 반도제 시장의 규모는 전년에 비해 

무려 -32.9%나 감소했다. 관련 시장위축이 주력 수출산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SEMIPARK 반도체 산업동향 보고서). 이 사기 반도체 주력생산 지역인 경기지역의 절대 
수출규모 감소와 전기-전자 수출품의 항공운송비율 감소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268) 인천(김포)공항과 부산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 및 항만은 기타 관문으로 처리하였다. 
269) 자료의 한계로 지역별 관문이용율의 차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지역별로 동일 
한 비율을 적용하였다. 현실에서는 반도체， 휴대폰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수도권 및 경북)의 공항 수출비중이 이외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70) 지역별 수출규모(origin)와 관문의 화물 취급량( destination) 정보는 있으나， 불행하게도 각 
지역과 관문간의 유동규모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총 유출량과 
총 유입량 정보로 지역간 이동을 추산(推算)하는 모델인 ’2중 제약모델(double constrained 
model) ，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화살표의 굵기는 각 년도 수출규모에 비례한 값으로 표시하 
였다. 모댈에 대한 설명은 논문의 6장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271) 일례로， 즉，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의 전기 전자 수출에서 부산항의 이용률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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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짧합협 J 

냄포풍황 
(66.9%) 

l 쪼웰04 1 

윈천휠합 
(72 .4%) 

뭘만←[1 

3.0% 

총 수출규모 「
$ 731 억 70백만서 

4.3% 

그림 5-15) 시·도벌 전JI-전자 수출 관문 이용과 내륙운송 꽤턴의 변화 (2000' 2004년) 

(14.0% →9.1%)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부산항 경유 수출규모는 2000년 64억 9，100만 

달러에서 2004년에는 66억 5.800만 달러로 오히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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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272) 따라서 2000년 이후 전기-전자 수출 산업의 내륙 운송 

변화는 각 지역에서 항만까지의 유동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l 인천공항까지의 유 

동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l 화물특성에 따른 관문 선택과 배후지 수출 구조(품목 · 규 

모 · 점유율 등)의 변화는 지역에서 관문까지의 수출화물 유동l 즉 내륙 운송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출 화물의 고가화와 더불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지역 산업 및 

수출구조에 따라 배후지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선택되는 관 

문의 위치에 따라 배후지의 산업 연계와 그 운송 경쟁력이 달라진다는 사실과 관계가 갚 

다. 수출 화불특성에 따른 관문 선택과 배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문 6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분석될 것이다. 

5.4 소 결 
1990년대 이후 수출입 구조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큰 흐름으로 우리나라 대외무역 

관문체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하나는 고가(高價)화물의 수출입 증가로 항공 관문의 역 

할이 빠르게 신장되는 것이고I 다른 하나는 부산항 일극(一極) 중심이던 항만 관문체계가 

특수화불과 대중국 교역 증가로 인해 점차 탈집중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수출입 화물의 중량대비 단가와 항공 운송 분담률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 

계가 존재했는데l 최근 인천공항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관문으로 부상한 것은 고부가 

가치 화물의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항공 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현실을 잘 반영하 

고 있다.1990년대 이후 수출 화물의 가치증가는 전기-전자와 보일러-기계류 산업을 중심 

으로 진행된 반면y 수입 화물에서는 저가의 원자재와 고가의 부품류간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최근에는 일부 항만 의존 수출 산업에서도 항공 관문의 이용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 화물은 수위 관문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특성이 있는데/ 이는 배후지의 수 

출입 화물유동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과거 항만 중심 관문체계에서 

272) 대구 · 경북지역의 경우， 2000년 42억 6，600만 달러였던 공항 수출규모는 2004년 119억 2,600 
달러로 2.8배나 증가하였다. 해당 지역의 주력생산품을 고려했을 때 실제유동의 증가 정도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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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수출입 화물이 부산항을 경유했다면l 최근 항공 관문의 빠른 성장은 상당한 규 

모의 배후지 수출입 화물을 인천공항으로 모이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수출입 항공 화물 

에 대한 수요가 수도권과 경북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I 우리나라에서 배후지 화 

물유동의 방향 전환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항공 관문의 성장은 수출입 화물가치의 꾸준한 상승/ 그리고 향후 보다 많은 항공 수요 

가 예상되는 역내 교역 환경으로 인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90년대 초부터 형성된 한 · 중 환황해 항만 네트워크는 양국의 중요한 인적 · 

물적 교류의 통로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지리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I 1990년대 

이후 환황해 해운 노선은 철저하게 배후지의 시장 규모를 기반으로 발달해 왔다. 수도권 

항만(인천항 · 평택항)이 대중국 항만 네트워크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대 

부분의 군소 항만들은 이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비록 국내외 물류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그 배후지 범위는 제한되지만I 수도권 항만들은 대중국 교역 화물을 유치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전기(轉機)를 맞고 있으며 I 이는 부산항에 극도로 편중되었던 우리나라 항만 관문 

체계의 탈집중화를 이끌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수출입 구조 변화로 인해 에너지 · 

자동차 · 조선 관련 항만들이 빠르게 성장했던 현실도I 기존 무역 항만체계의 탤집중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대중국 교역의 증가 또는 특수화물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군소 항만들이 전체 관 

문체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민영화로 대표되는 항 

만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항만운영 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화물유치 전략을 수립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배후지 시장 규모의 한계로 정기 해운노선의 확보가 어려운 군 

소 항만들은 벌크화물 유치를 통한 틈새시장 개척을 성장의 주된 전략으로 삼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군소 항만의 적극적인 화물유치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 항만체계의 다원화 

를 진전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I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관문체계의 변화는 수출입 구조 

의 전반적인 변화I 중국이라는 새로운 지향지의 형성l 그리고 배후지의 고유한 여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관문과 배후지는 각기 다른 입지에 위치하기 

때문에l 어떤 관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출입 운송시간 및 비용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러한 차이는 공급사슬의 관점에서는 경쟁력의 일부이며 사슬간 경쟁하는 글로벌 시장에 

서 관련 비용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수출입 산업 공간에서 개별 구성원들이 경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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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쟁력 향상의 노력들은I 시간의 경과와 함께 공간에 투영될 것이다. 이 때 관문과 지 

역간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거리는 관문체계의 변화를 이끄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주목받 

아야 한다. 배후지의 화물유동과 수출입 산업공간의 변화를 관문과 배후지간의 거리에 

주목하여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관한 다양한 사례 분석은 논문 

의 6장에서 자세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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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 장 관문 및 XI훌fAl 특성이 배후지외 화물유동과 수졸 스법에 
미치는영향 

수출입 화물특성의 변화와 대중국 교역의 발달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외 

무역 관문체계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수도권 항만과 특 

수화물 항만의 성장을 통한 항만 관문체계의 탈집중화 현상이고I 다른 하나는 고부가가 

치 수출입 화물 증가로 인해 항공 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 

에서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관문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요인들을 대상 

으로 이들이 배후지의 수출 산업과 화물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첫째는 화물특성 

과 관련된 것으로/ 항만 및 공항 의존 수출 화물의 차별적인 관문 이용이 배후지의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는 배후지·지향지의 차별적 관계를 살피늪 것으로I 

수출 산업의 특성에 따라 배후지-지향지간 전체 화물 유동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가를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교역 지향지의 형성과 관련된 것으로l 수출 관문 

의 선택과 배후지 수출 산업의 분포에 지향지의 방향이 미치는 영향이 분석펼 것이다. 

화물특성에 따른 분석은 특정 지향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을 대상으로 논의 

될 것이나l 지향지와 관련된 분석은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중국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6.1 관문별 수출 화물유동과 배후지의 수출 산업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양대 수출품인 전기-전자(85) 및 보일러-기계류(84)의 세부 수 

출품목을 사례로y 특정 관문에 의존하는 수출 산업의 배후지 분포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한다. 관문별 분석 대상은 해당 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을 고려하여 선별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출 산업의 사례로는 보일러-기계류(84) 

의 하위 품목인 에어컨-공기조절기 (HS 8415)가I 그리고 항공 수출 산업의 사례로는 전기

전자(85)의 하위 품목인 휴대폰-디지털촬영기기(HS 8425)가 선정되었다. 분석에서 세부 

수출 품목을 사례로 정한 까닭은 화물자체가 지년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 

이다. 즉 특정 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선정함으로써 배후지 수출 산업의 분 

포를 관문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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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항만 관문 수출 만업: 억|억런-공 '1 조절 '1 

에어컨-공기조절기(이하 HS 8415)는 환풍기와 냉방기기(에어컨)를 포함하는 품목으로 

서 l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고 있는 보일러-기계류(84)의 세부 품목 중에서 네 번째의 수출 

실적을 보이는 제품이다.273) 이 품목은 시기와 관계없이 항만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정을 보이는데， 1990년대 이후 HS 8415의 수출 단가와 해운 운송율 추이를 정리한 것 

은 그림 6-1과 같다.274) 

이처럼 HS 8415의 수출에서 해운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은/ 해당 제품이 배후 

지 어디에서 생산되었냐와 관계없이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항만으로 운송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l 항만 수출은 항공에 비해 수위 관문에 대한 집 

중도가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출 지향지 관계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 볼 필요 

가 있다. 다음 표 6-1은 지난 10년간 HS 8415의 수출 지향지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11.493원ikg 

(멸Ikg) 

12,000 

100% 
99.7% 99.3η 98.8", 양훌 5%1때 훌 

해 
훈 80% 

수 
송 60% 

룹 40% 4 4 .898원 kg 
口

율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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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그림 6-1) HS 8415의 중량대비 수출 단가와 해운수송 분담률의 변화 (1991-2004년) 

출 

273) 보일러-기계류(HS 84계열)는 총 85개 하위 품목으로 구성된다.2004년을 기준으로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 (HS 8471)와 컴퓨터부품(HS 8473) 이 전체 수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그 
뒤를 기타 기계류(HS 8479) , 에어컨 · 공기조절기 (HS 8415) 냉장 · 냉동기구 및 열펌프(HS 
8418)가 따르고 있다. 이처럼 보일러 기계류의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위 품목들은 

전기 전자의 특성이 강한 고부가가치 화물이기 때문에 해운보다 항공 운송비율이 높다. 따 
라서 여기서는 상위 3개 품목 대신 에어컨 · 공기조절기 품목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보일러 기계류 주요 하위 수출품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부록 12 참조. 

274) HS 84 주요 세부 품목의 수출단가 및 운송수단별 수출 분담률 정보는 부록 12, 표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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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에어컨-공기조절기의 주요 수출 대상국 변화 (1995-2004년) (단위: US $ 1.000) 

순위 
1995 ε00。 ε004 

등끌있 수훌~ 짧휴훌훌 물가 :양훌훌~ 쩔유뚫 든를가 추훌쩍 갖o’ T CT> ￡ 흩공양 

01 딸2.IO~ 59 , 146 14.9% 01 국 273.514 22 .7% 01::육 233.630 14.9% 
2 ot 쪽 50.280 12.7% 01 탈2J m 71 ,081 5.9% 01 활2.lm 162,656 10.4% 
3 흉혈 34.200 8.6% 고2.1 쇼 63 ,022 5.2% :!::.1tI1~ 121.915 7.8% 
4 싫거훌Ië중 30.036 7.6% 사우휠 59.264 4.9% Á.S퓨 [1 95 .407 6.1% 
5 :ε聊면 19.058 4.8% E.i31 59.026 4.9% 학!사 5표 65 .435 4.2% 

6 호￡융 17.949 4.5% 스1tI 1 한 55 ,987 4.6% “AE 64.453 4.1% 
7 다i펀 16,208 4.1% ，2추 44.533 3.7% 흉E팍 62 ,979 4.0% 

8 표~L~ 뎌} 13.545 3.4% 흉흉훌 40.273 3.3% 01 환 53 ,835 3.4% 
9 :l2.I:!::. 13.326 3.4% UAE 38.028 3.2% 뚫쭈 52.888 3.4% 
10 II 향λ 11.947 3.0% 표!환5: 36.481 3.0% 판환E:: 50 ,897 3.3% 

현 차i 396.771 100.0% 월 줬I 1,206.935 100.0% ~ 쳐| 1,564 .4 18 10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HS 8415의 주력 수출품은 에어컨이다. 이를 반영하듯 HS 8415의 수출 대상국 중 미 

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수출지역도 날씨가 무더운 국가(유럽 지중 

해l 중동/ 남미 및 동남아시아)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 

이 빠르게 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HS 8415는 대중국 수출이 늘고 있기는 하나 그 증 

가 속도는 아직 빠르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HS 8415의 수출의 경우l 항만 관문간의 경 

쟁이 아직 치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275) 즉 HS 8415의 수출은 해당 제품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느냐와 관계없이 대부분이 화물이 부산항에 모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수출 공급사슬의 거리 · 시간 · 비용의 관점에서 해석하자면l 부산항과 가까운 지 

역은 다른 배후지에 비해 HS 8415의 수출에서 그만큼 유리하다는 뜻이다. 

수출 화물의 특성에 따른 관문 선택이 배후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수출 산업의 배후지 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관문으로부터의 거리가 서로 다른 지역들은/ 각기 고유한 (운송비) 경쟁력을 갖게 된다. 

만약 지역별 생산여건이 모두 같다면I 관문으로부터의 거리는 해당 지역 수출 산업의 경 

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물론 현실 세계의 수출 경쟁력은 이보다 훨 

씬 많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l 거리에 따른 운송비의 차이만 

으로 특정 수출 산업의 배후지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l 수출 

산업 지역의 변화 과정을 관문과의 거리에 초점을 두고 해석함으로써l 추상적 개념인 공 

275) 앞서 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항과 수도권 항만과의 경쟁은 주로 중국의 상하이(上 
海) 이북(以北) 지역의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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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사슬 경쟁력에 공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l 또한 지역 수출산업 구조변화 과정 

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해운에 대한y 특히 부산항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HS 8415의 지역별 수출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I 2000년 이후의 수출 배후지의 분포를 정리한 결과는 표 6-2와 같다. 

2000년 전국 80개 시 · 군I 92개 제조업체에서 총 12억 600만 달러 규모의 제품을 생 

산 · 수출했던 HS 8415는l 수출 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2004년에는 수출 배후지역 및 관련 

제조업체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2000-2004년 기간 중 HS 8415 수출품은 크게 경남l 

경기y 광주의 3개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I 이는 해당 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들이 전 

체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276) 다음 그림 6-2는 2000년 이미 영남지방 

이 우세했던 HS 8415 품목의 지역별 수출이 최근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상 

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6-2) 에어컨-공기조절기의 수출 배후지 변화 (2000' 2004년) 

Xlf합 
2000 2004 

수훌핵f천$) I:H 훌훌 수훌액{천$) 벼훌훌 
‘ “‘~‘. 

셔·많·뿌 
2000 

우i 수훌헥{환$) 닙|훌훌 

A，뚫 4.649 0.4% 8.143 0.5% 경남 창원시 635.678 52 .7% 

2.!훤 5.738 0.5% 2.026 0.1% a 경기 수원시 364.366 30.2% 
줬 71 398,781 33.0% 227.148 14.5% 3 광주 광산구 110.571 9.2% 
태전 19 0.0% 10 0.0% 4 충남 아산시 42.167 3.5% 
훌§납 42.341 3.5% 43.301 2.8% 5 경기 용인시 23.304 1.9% 
충톨혹 0.0% 1.191 0.1% 6 인천 부평구 5.271 0.4% 
휩종환 0.0% 82 0.0% r 경기 평택시 3,790 0.3% 

중부지방 451 ,530 37.4% 281.903 18‘ 0% 80셔·찮 92짧쳐I 1,206,935 100‘ 0% 
다1 -=11 296 0.0% 4.569 0.3% (상세자료는 부록 13 참조) 
짧톨월 317 0.0% 5.144 0.3% 
특효찮 1.562 0.1% 3.020 0.2% 
뚫흥잖 32 0.0% 495 0.0% 

-“‘-‘r: λ1;찮·훤 
2004 

짱갱 수쫓짧헥〈챔$) 업|옳 

짧는# 641.631 53.2% 1.146.363 73.3% 경남 창원시 1.129.044 72.0% 
영남지방 643,837 53;3% 1.159,592 74.1% 2 경기 수원시 202 ,777 12.9% 
쩔주 11 1.561 9.2% 122.902 7.9% 3 광주 광산구 122.902 7.8% 
찮눈끓 2 0.0% 0 0.0% 4 충남 아산시 39.066 2.5% 
쳤흘확 5 0.0% 21 0.0% 5 경기 용인시 13.665 0.9% 
자i 주 O 0.0% O 0.0% 6 경남 김해시 6.065 0.4% 
기타 111.566 했;2% 122,923 7.9% 7 경남 마산시 4,689 0.3% 
훌양컸1 1.206~왔35 10O:~0% 1,564,418 100.0% 91 샤’찮 106앓 ~11 1,564;418 10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상세자료는 부록 13 잠조) 

276) 창원시의 HS 8415 생산비율이 높은 주된 원인은 세계 1위 에어컨 생산업체인 LG전자의 영 

향이며， 수원시 및 광주 광산구의 실적은 삼성전자 및 캐리어의 수출 실적에 힘입은 것이다. 이 
밖에 위니아만도 · 센추리 · 두원공조 등의 아산공장，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용인공장， (주)웹시바 
의 부평공장， 일진산업의 마산공장 등이 HS 8415의 지역 수출을 담당하는 대형 기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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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짧샘추훌싫쩍 환홈 (2짧4)] 수훌관분 점유울 
(홍 91JH λ|월， 144개 업체i 

인천공힐 1.4% 

인천1멸택함 0.4% 

부산항 88.6% 

고C그t~그!1응~ 7.2% 

기타 2.3% 

휠균단가: $5.48Ikg 

All룹밟 tF옳훌 첨흡옳 
{H58515-20엉@판) 

• 25%01상 

• 10 - 25% 

톰훌 1 - 10% 

E그 0.01 - 0.1 % 

亡그 0.01 % 미만 

30km 
‘-“““"' 

λIl군별 수훌 점휴훌훌 
(H58515-2oo4얹l 

25 %이상 

10 - 25 % 

1 - 10% 

0.01 ‘ 0.1 % 

11 0.01 %미만 

o 30km 
‘“--“"' 

그럼 6-2) HS 8415의 수출 배후지 분포와 관문 이용 때턴의 변화 (2000.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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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HS 8415 수출 배후지 분포의 변화 추이를 보면/ 경남(창원시)의 집중현 

상은 더 극심해진 반면(53.2%→73.3%)， 광주와 경기(수원시) 지역의 수출 비중 감소가 두 

드러진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HS 8415 수출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의 영향이다. 구체적 

인 사례로 창원시 LG전자의 수출 규모는 급증한 반면I 같은 기간 수원시 삼성전자는 수 

출 에어컨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했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27끼 이처럼 HS 8415 수출의 

지역 분포와 그 변화가 일부 대기업의 실적과 생산입지 전략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관문에서부터의 거리l 요인만으로 배후지역 수출구조의 변화 경향을 설명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수출실적 뿐만 아니라 수출의 

증감에 기여하는 전체 제조업체수의 증감 추이를 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HS 8415의 수출은 LG.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가정용 · 업소용 에어컨 

이외에도I 중소기업이 제작 · 수출하는 차량용 에어컨I 공기조절기 및 관련 부품들로 구 

성되어 있다.278) HS 8415의 수출 제조업체수가 전국적으로 2000년에 927R , 2004년에는 

1087R 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산업에 다양한 규모의 연관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음 

을 방증(倚證)하는 것이다. 또한 시기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HS 8415 제품이 항만을 통 

해 수출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의 제품들 역시 항만l 특히 부산항에 의존적인 

품목들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2000년 이후 HS 8415 수출 제조업체수의 지역별 변화 추 

이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3과 같다. 

앞서 대기업에 의해 주도된 전체 HS 8415의 수출 지역구조가 영남지방에 집중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해당 제품의 수출을 달성한 (중소) 제조업체의 증가 역시 영남지방을 중 

심으로 이루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부지방에서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산업 성장 

의 시차가 반영되면서/ 지역 전체의 수출 제조업체수는 현상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667R→68개). 이에 비해 부산항과 인접한 영남지방은 경남을 중심으로 HS 8415 품목의 

277) 삼성전자는 백색가전 부분의 빠른 해외이전과 함께 광주(광역시)사업장을 내수 및 프리미 
엄 제품 제조기지로， 수원사업장은 연구개발 및 마케팅 거점으로 하는 생산기지 개편을 단 
행하였다. 2000년 문을 연 중국 쑤저우(蘇州)사업장은 이미 분리형 에어컨과 중소형 드럼세 
탁기의 생산거점이 되었고， 전자레인지 공장은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옮겼다. 수원에 남아 
있던 마지막 에어컨 생산라인도 2004. 11월 광주로 이전하였으며 또한 최근에는 동유럽 지 
역에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의 해외공장 설립 또는 사업장 이 
전은 향후 지역별 수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Kbench News 2002. 5. 27일자， Digital 
Times, 2004. 4. 28일자， ZDNet Korea 2004. 11. 5일자) . 

278) HS 8415를 HS 6단위 로 세 분하면 8415.l0(창문형 또는 벽 걸 이 형 제 품)， 8415.20(자동차용 
제품)， 8415.80(기타 제품)， 8415.90(각종 관련 부품) 등으로 나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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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지역벌 에어컨-공기조절기 수출 제조업체수의 변화 (2000-2004년) 

ÃI~쩍 
2000 2002 2004 

않뒀1 :0:양 벼훌훌 짧쳤|츄 f:ll 훌훌 짧처1 :0:휴 댐옳 

셔뚫 28 30 .4% 30 27.8% 22 20 .4% 
면쩔 8 8.7% 9 8.3% 5 4.6% 
령갓i 24 26.1% 24 22.2% 28 25.9% 

;CbF; -trj- 대웰 0.9% 
Ãl 방 좁남 5 5.4% 3 2.8% 10 띤 3 C;!~ 

충퉁흘 1.1% 0.9% 3 ι 끼 8S/~。

월현 0.9% 
소계 66 71.7% 69 63.9% 68 63.0'% 
대구 1. 1% 0.9% 4 3.7% 
혈뿔 1.1% 4 3.7% 2 1.9% 

영남 부씬 13.0% 10 9.3% 10 9.3% 
ÃI 방 옳한 0.9% 

경남 8 8.7% 18 16.7% 20 18.5% 
소계 22 23.9% , 34 31 ,5% 36 33.4% 

JI Et 4 4.4% § 4.6양& 4 3 ‘ 7없 

전체 92 100% 108 100% 108 1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수출을 달성한 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앞의 그림 6-2를 보면 2000년 117~ 시 · 군(227~ 

업체)에 불과했던 영남지방의 HS 8415 수출 배후지가 2004년에는 고속도로망(경부 · 구마 · 

남해고속도로)을 따라 모두 20개 시 · 군(36개 업체)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잘 나타난다. 

이처럼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항만 관문(부산항)에 의존적인 수출 제조업체가 증가하 

고 있다는 사실은I 관문과 인접한 지역이 그만큼 수출 활동에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는 관문과 배후지간의 거리가 배후지 수출 산업의 성쇠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시사한다. 중량대비 가격이 낮은 화물은 공급사슬에서 운송의 연결망이 짧다고 주 

장한 McCann279)의 견해를 빌리자면l 중량대비 단가가 낮은 항만 의존 수출산업에서 관 

문으로부터 배후 생산지까지의 거리는 수출 산업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대기업의 사례에서 부산항과 인접한 LG전자(경남 창원시)가 여전 

히 주력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28이l 장거리 배후지 운송구조를 지닌 삼성 

전자(경기 수원시)가 해외 생산기지 건설을 서둘렀던 사실은I 관문과 배후지의 거리 그리 

279) McCann (1998) 전 게 서 . 
280) 최근 LG전자 역시 동유럽에 창원공장 1/3 규모의 생산기지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 

써 현재 25%선인 LG전자의 백색가전 해외 생산비중은 2007년엔 40-50%선까지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찍이 백색가전 부문의 해외 생산기지 개척을 단행한 삼성전자의 해 
외법인 생산비중은 2002년 이미 전체 생산의 61% 수준에 달하고 있다(서울경제 2005. 4. 18 

일 자， htto:/ / economy .hankooki.corrνloage/industry /20050Lνé2005041717254낌7580.ht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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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것이 초래하는 화물운송 경쟁력의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281) 

현실에서 확인되는 이와 같은 경향들은 화불가치에 따라 운송비의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졌음을 밝혔던 선행 연구들과 글로벌 시장경쟁 환경에서 내륙 운송이 더욱 중요해졌 

다는 학자들의 지적을 잘 반영하고 있다，282) 최근 공급사슬이 통합될수록 항만(관문)과 

배후지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경향을 논한 I항만지역화(port regionalization)' 

개념은 바로 글로벌 화물유동l 즉 수출입 활동에서 관문과 배후지간의 운송 경쟁력을 확 

보하는 노력을 설명하는 것이다.283)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제조업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우l 만약 지역의 생산 여건이 

동일하다면 관문으로부터의 거리(내륙 운송비)가 해당 기업(지역)의 수출 경쟁력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관문으로부터의 거리가 배후지 수출산업 성쇠 

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I 지금까지 살펴본 항만 의존 화물 

의 경우와 함께 항공 관문을 통해 수출되는 화물의 경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6.1.2 항공 관문 수출 싼업: 휴대폰-다 π| 털촬영 11 1 1 

휴대폰 · 디지털촬영기기(이하 HS 8525)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전자-전기 (HS 85) 중에서도l 반도체 (HS 8542)와 함께 수출실적 1~2위를 다투는 제 

품이다.284) 앞서 살핀 HS 8415가 시기와 관계없이 항만 관문에 의존하는 수출 화물을 대 

표했다면I HS 8525는 1990년대 이후 화물특성의 변화로 항공 관문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 

게 증가하는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특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285) 1990년대 이후 HS 

281) 물론，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은 해당 기업의 고유한 경영전략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배후지-관문간의 운송경쟁력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또한， 수출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내수시장에 대한 운송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생산시설 입 

지변화를 수출 경쟁력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다. 이는 거리 및 운송비의 관점에서의 연 

구에 개별 기업의 행태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82) 2장 p.42. Pereira(1997) 관련 논의 참조. 
283) 2장 p .14. Nottebool1l and Rodrigue(2005) 논의 와 부콕 1 참조. 
284) 전기-전자는 총 48개의 하위품목으로 구성된다. 1990년대 이후 전기 전자의 수출을 이끈 
품목은 반도체 (HS 8542)다. 그러나 2000년까지 전기-전자 수출의 40%가 넘는 점유율을 보 

이던 반도체는 최근 휴대폰 · 디지털촬영기기(이하 HS 8525)의 급속한 성장으로 수위 자리 
를 위협받고 있다. 1990년 전기 전자의 10대 수출품목에 들지 못했던 HS 8525는 1995년 10 
위 (2.3%)， 2000년에는 2위 (13.6%)로 올라서더니 2004년에는 반도체와 거의 대등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전기-전자 주요 하위 수출품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부록 14 참조. 

285) 반도체 (HS 8542)는 높은 중량대비 단가와 항공수송 분담률의 특성을 지녔지만， 이미 1990 
년대 초반부터 거의 모든(96.9%) 제품이 항공을 통해 수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경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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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6-3) HS 8525의 중량대비 수출단가와 항공운송 분담률의 변화 (1991-2004년) 

8525의 수출 단가 변화와 항공수송 의존도의 증가 추이를 정리한 것은 위 그림 6-3과 같다. 

그림 6-3은 1990년대 초 20~30%내외에 불과하던 HS 8525의 항공운송 분담률이 급격 

하게 상승하는 추세가 해당 품목의 수출단가의 상승 양상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관련 제품의 특성에 따라l 시간이 갈수록 화물이 경 

량화 · 고가화 되는 추이를 반영하는 것이다.286) HS 8525 수출에서 항공 화물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은I 항공 관문의 수위 집중성을 고려했을 때/ 제품이 어느 지역에서 생 

산되느냐와 관계없이 반드시 인천공항(2001년 이전은 김포공항)으로 운송된다는 것을 뜻 

한다. 이 역시 수출 공급사슬의 거리 · 시간 · 비용의 관점에서 해석하자면l 띤천공항과 

가까운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HS 8525 수출에서 그만큼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HS 8525의 고가화 추세가 본격화 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수출 대상국 변화를 

정리한 표 6-4를 보면l 아직 이 품목 수출의 대부분은 여전히 미국 · 영국 등의 선진국을 

해석할 수 없다. 반면 HS 8525는 1991년 전기 전자 수출에서 차지하는 몫이 1.5%에 불과했 
으며 중량대비 단가도 비교적 낮은 편이었기에， 당시 21.1%만이 항공으로 수출되었다. 그러 
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휴대폰 ·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HS 8525의 
평균 수출단가는 불과 10년 동안 5배 이상 폭등하였다. 이러한 HS 8525의 고급화 · 고가화 
경향은 수출 운송수단을 해운에서 항공으로 전환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었고 따라서 2004년 
HS 8425 수출의 항공수송 분담률은 무려 95.5%에 이르고 있다. 또한， HS 8525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최근 더욱 높아져， 반도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목으로 자리 잡았다. 즉， HS 8525 수출의 성장이 1990년대 이후 전기←전자 수출구조 변화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수출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86) 시간경과에 따른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휴대폰 · 디지털카메라 제품들의 가능이 향상되는 
동시에 보다 가벼워지고 제품의 가격도 오르는 경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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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휴대폰-디지털 촬영기기의 주요 수출 대상국 변화 (1995-2004년) (단위: US $ 100만 

순위 
1995 2000 2004 

국가 수훌~ 잦C3{ T ζ?~ ε~ 등국 Jr 수훌쩍 쟁유옳 국가 수셜훌했 쫓~~i ε~ 

01:;급 428 49.8% 01 국 2.540 40.4% 01 필 7.070 24.7% 

2 영국 85 9.9% 흉콩 664 10.6% 명곽 1.120 15.3% 

3 흉흉혈 68 7.9% 효추 315 5.0% 훌흥훌 1.027 7.5% 
4 캐나다 36 4.2% 앓 f륜 277 4.4% 흘확앓 953 7.0% 

5 도응윌 35 4.1% 투흑앓 262 4.2% 판환~ 838 4.5% 
6 쓰합스 28 3.3% 때틴i 217 3.5% e.!도 811 3.3% 
7 S효추 24 2.8% 싱거:t.로 178 2.8% 01 앓려않 789 3.3% 

8 앤 λi 휠 24 2.8% 휠러펀 157 2.5% 효향.6: 634 3.2% 
9 01 휩2.IO~ 20 2.3% 프랑스 138 2.2% 줍국 569 3.0% 

10 납I 철환드 18 2.1% 영국 123 2.0% 싫 J~쏘르 520 1.8% 

전 처l 859 100.0% 전 차i 6.287 100.0% 접 차t 20.340 10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호| 무역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HS 8525와 같은 고가 첨단제품은 해당 상 

품을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과 관련 인프라(무선통신시설 및 각종 디지털설비)가 구축된 

곳에만 수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아직 그 비중은 높지 않으나 과거 수출실적이 거 

의 없던 인도 · 중국과 같은 후발(後發) 개도국의 비중이 최근 조금씩 늘고 있는 사실은 

향후 이들의 경제성장에 따라 HS 8525 수출 지향지에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수출품의 특성에 따라 지향지 구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해운이나 항공 

화물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수출품의 특성에 따라 지향지 구조가 다르고/ 또한 그 

변화과정에 시차가 존재하는 사실은 배후지 산업 및 화물유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수위 항공관문에 대한 의존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I 항공 화물의 지향지 

가 배후지 수출 화물유동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287) 따라 

서 항공 화불의 배후지 산업연계와 화불유동 변화는 앞서 살핀 HS 8415처럼 수위 항공 

관문과 배후지와의 관계(거리 · 시간 · 비용 등)를 중심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HS 8525의 배후지 수출 분포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2000년 이후 

HS 8525 수출 배후지의 시 · 도별l 시 · 군별 변화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6-5와 같다. 

2000년 62억 8，600만 달러 규모의 제품이 수출된 HS 8525는 전국 94개 시 · 군 총 327 

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HS 8525 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해당 품목의 수출 

규모는 불과 4년 만에 3.2배나 증가하였고l 수출실적을 기록한 시 · 군 · 구 지역 및 제조 

287) 지향지에 따라 비교우위가 다른 항만이 서로 경쟁하는 경우， 지향지 구조의 특성은 관문 
선택 및 배후지 화물유통 구조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문 7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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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휴대폰-디지될 촬영기기의 수출 배후지 변화 (2000. 2004년) 

ÃI 였 
2당앙Q 2004 

수讓§생{혼~$) !:H 훌훌 수용쫓 Q잭〈홍헨$) 엽 f 훌훌 

-ιt:!ι!: 
샤‘짧.~ 

2000 
휘 수훌쩍(천$) 1:1 1 훌쫓 

서뚫 409 ,636 6.5% 2,889 ,294 14.2% 경남 마산시 2,395.680 38.1% 
연천 42 ,916 0.7% 84 ,510 0.4% a 경북 구미시 2,260 ,973 36.0% 
경거 883 ,635 14.1% 3 ,656 .785 18.0% 3 경기 이천시 422 ,668 6.7% 
대전 5 ,573 0.1% 1,642 0.0% 4 서울 금천구 322.979 5.1% 
충남 5 ,381 0.1% 49 ,745 0.2% 5 출북 청주시 222 .430 3.5% 
충북 264 ,617 4.2% 2,373 ,557 11 .7% 6 경기 수원시 213 ,078 3.4% 
강원 2,654 0.0% 75 0.0% 7 경기 김쏘시 98 ,319 1.6% 

중부지방 1,614 ,412 25.7% 9.055 ,607 44.6% 94샤·끊 327없했 6 ,286 ,372 100.0% 
대구 296 0.0% 1.868 0.0% (상세자료는 부록 15 참조) 
정 ...... 피t닐 2.262 .738 36.0% 8.121 ,021 40.0% 
부산 3.556 0.1% 10 ,246 0.1% 
옳산 22 0.0% 3.723 0.0% 

• “‘!ιt:‘ 혀·끊·구 
2004 

우l 수훌액(첨$) 엽t 옳 

켜ζ::> 나C그 2.402.706 38.2% 3.061.028 15.1% 경북 구미시 8 ,120.571 40.0% 
영남지방 4,669 ,317 74.3% 11.197 ,887 55.2% a 경남 마산시 2.987 .430 14 .7% 

광주 179 0.0% 39.032 0.2% 3 충북 청주시 2.332 ,508 11.5% 
잔남 O 0.0% 0 0.0% 4 서울 금천구 1,971.897 9.7% 
접툴록 2.465 0.0% 3.261 0.0% 5 경기 김포시 1.644 ,392 8.1% 
쩨주 0 0.0% 0 0.0% 6 서울 중구 581.537 2.9% 
기타 2,644 O.영% 42 ,294 0.2% ? 경기 이천시 389 ,574 1.9% 
활겨| 6 ,286.372 100% 20 ，29양，788 100% 109셔·찮 478없 l~1 20 ,295 ,788 10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상세자료는 부록 15 참조) 

업체도 각각 1097~ 지역， 478개 업체로 늘어나고 있다.2000년의 경우 지역별로는 마산시 

를 중심으로 하는 경남이 전체 수출의 38.2%를l 그리고 구미시가 속한 경북지역이 36.0% 

를 차지하면서 그 뒤를 이었고288)， 나머지 수출은 대부분 경기 · 서울 ·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25.7%)에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HS 8525의 수출은 일부 선도 대기업의 영향 

으로 수도권에 비해 영남지방의 점유율(74.3%)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E데 l 이러 

한 분포 패턴은 앞서 살펴 본 HS 841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름에 따꽉 변화를 

겪는다. 

그림 6-4는 과거 영남지방 중심의 HS 8525 수출이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보 재편되 

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HS 8525의 수출 성장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경 

북(구미시 삼성전자)은 꾸준한 점유율을 유지한 반면/ 경남(마산시 노키아티엠씨)은 그 

288) 경남 마산시의 8525품목 생산비율이 높은 것은 세계 1위 휴대폰 제조사인 핀란드 NOKIA 

의 하청공장(노키아티엠씨)이 이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마산의 노키아 TMC는 세계적 규 
모(연간 4，500만대)의 휴대폰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1988년부터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중 
매출액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경북 구미시의 높은 비중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및 
8525관련 제품생산 실적에 기인한 것이다(한국무역협회 내부자료 및 전자신문 2004. 11. 8일 
자 http:j/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4020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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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군뽕수훌점유옳 
tHS8525-2000년 ) 

• 25%01상 

• 10 ‘ 25% 

훌뿔 1 - 10 % 

묘교 0.1 - 1 % 

〔그 0.1 %미만 

λ11문혈 수훌훌점휴훌 
tHS8525.2004년》 

• 25% 이상 

• 10 - 25% 

뿔훌 1 - 10% 

따띄 0.1 - 1 % 

E그 0.1 %미만 

그립 6-4) HS 8525의 수출 배후지 분포와 관문이용 때턴의 변화 (2000'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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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수출 주력 기업의 성장둔화로 인해 경남의 점유율이 감소 

한 것과 대조적으로l 같은 시기 경기 · 서울 · 충북 등의 중부지방에서는 HS 8525의 수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는 해당 기간 이 지역 HS 8525 생산 업체의 수출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I 대표적인 업체로는 서울(구로) . 경기(평택) . 충북(청주) 등애 생산시설 

을 보유한 LG전자와 경기지역 두 곳(이천 · 김포)에 공장을 둔 팬택(& 큐리텔)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들 업체의 수출실적I 그리고 생산 공장의 이전 전략 등에 따라 

HS 8525의 지역수출 구조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289) 

이처럼 HS 8525의 수출 배후지 분포 역시 소수의 대기업 실적에 의해 큰 영향을 받 

고 있기 때문에/관문에서부터의 거리/라는 요인으로 배후지 수출구조 변화를 논할 때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물론 동일제품(휴대폰)의 경우 인천공항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조금이나마 유리한 것은 사실 

이다. 하지만 이것이 해당 제품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쳐 해당 기업(지역)의 수출실적 

을 좌우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290)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서 HS 8415 

처럼 HS 8525 수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의 배후지 구조 변화를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비록 HS 8525 품목 산업에서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의 수출지역 분포가 

소수의 대기업 실적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I HS 8525에는 휴대폰 외에도 디지털 

카메라I PC카메라l 무선송수신기기 등과 같은 첨단 전기-전자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 

다)91) 이러한 품목들의 상당 부분은 기술력을 갖춘 벤처 및 중소기업들을 통해 수출되 

고 있으며/ 이는 HS 8525 수출 제조업체가 수백 개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더욱이 2000년 이후 거의 모든 HS 8525 제품이 공항을 통해 수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중 

289) 일례로， 최근 LG전자는 서울， 경기， 충북에 분산되어 있는 휴대폰 생산시설을 경기도 평택 
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과정은 향후 해당지역의 HS 8525 수출비중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우리나라 주요 휴대폰 제조엽체들은 중 

국， 유럽， 남미 등에 휴대폰 생산기지를 이미 건설하였거나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향 

후 휴대폰 국제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출실적이 변화하거나 해외생산기지와 국내 모기업간 

의 관계가 변화할 경우 이 역시 지역별 HS 8525 수출비중에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90) HS 8525의 경우， 중량대비 수출 단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2004년 기준 $243.12/kg) , 매출 

액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관문으로부터의 거리에 기반한 

운송비 보다는 다른 경쟁력 요소들(품질， 시장인지도 광고 · 마케팅 등)이 수출규모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291) HS 8525를 6단위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이 4개의 하위 품목으로 나눌 수 있다. 8525.10( 방 

송용 송수신기기)， 8520.20[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이용하는 각종 무선통신기기(휴 

대폰， 카폰， 무전기 등)]， 8525.30[CCD(고체촬영소자)를 활용한 각종 디지털카메맙J， 8525.40 
[기타 디지털카메라로 PC카메라와 MP3플레이어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기능 물품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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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제품들 역시 항공 관문에 의존적인 품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00년 이후 HS 8525 수출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수의 지역별 추이를 정리하였는데I 그 

결과는 표 6-6과 같다. 

대기업의 휴대폰 수출실적에 따라 전체 HS 8525의 수출 배후지가 중부지방을 중심으 

로 재편되는 상황과 유사하게/ 표 6-6은 2000년 이후 HS 8525 수출 (중소) 제조업체수의 

증가 역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경기에서 2004년에 수 

출 실적을 획득한 HS 8525 업체는 모두 153개였는데I 이는 2000년에 비해 무려 87개나 

늘어난 것이며I 같은 기간 서울도 50개 업체가 추가로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들은 기존 수출업체들이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이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실적을 내지 못하고 수출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I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지역은 해당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에 항공 관문(인천공항) 의 

존적인 HS 8425 수출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문과 인접한 지역이 그만큼 수출 

활동에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앞서 살핀 항만 관문 의존 수출 

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I 관문과 배후지간의 거리가 

배후지 수출산업의 성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보다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l 지역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관문으로부터의 거리에 

표 6-6) 지역벌 휴대폰-디지털 촬영기기 수출 제조업체수의 변화 (2000-2004년) 
2000 갚002 2004 

앓종11 수 t:J 1 훌훌 | 닮쩌i츄 t:J 1 월 표 없짧츄 버훌훌 

118 49.8% 162 49.1 168 45.2% 
19 8.0% 16 4.8% 14 3.8% 
66 27.9% 111 33.6% 153 41.1% 

0.4% 3 0.9% 3 0 ‘ 8% 
3 1.3% 6 1.8% 3 0.8% 
4 1.7% 4 1.2% 3 0.8% 

0.4% 3 0.9% 0.3% 
21ε 89.5앓 305 92.4% 345 92‘g양& 

4 1.7% 5 1.5% 5 1.3% 
4 1.7% 2 0.6% 4 1.1% 

12 5.1% 4 1.2% 11 3.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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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효율적인 관문체계와 수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반 

생산여건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때 l 지역의 수출산업은 비로소 성장하게 될 것이 

다.292) 서울 · 경기 지역의 성장과 대조적으로 항공 관문과 가장 가까운 인천이 HS 8525 

수출에서 위축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대변(代辯)한다. HS 8525 같은 첨단산 

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관문 이외에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생산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요인들이 배후지 수출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I 항공 화물 관련 산업의 지역별 수출이 이처럼 (수위) 공항관 

문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사실은 배후지 수출 산업의 발달 및 쇠퇴과 

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I관문(關門)'의 영향이고 어디까지가 해당 

관문이 입지한 l지역의 힘 I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특히/공항I은 HS 8525와 

같은 첨단산업이 성장하기에 유리한 대도시 인근에 입지하기 때문이다. 

해당 산업이 입지한 지역의 역량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대해서는 경제지리학의 최근 

이론과 경험적인 연구들이 잘 밝히고 있다. 특히 항공 수송에 친화적인 ’첨단산업 I의 경 

우l 지역혁신 네트워크의 형성에 유리한 대도시 지역l 즉 수위 항공 관문과 인접한 지역 

에서 더욱 잘 발달한다는 점은 이미 많은 경험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박삼옥， 2002 전게 

서). 이런 맥락에서 관문과의 거리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접근 방법과 함께 해당 산업이 

입지한 지역여건에 대한 보다 갚이 있는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I 산업(제풍) 특성이 

관문 선택(화물유동 패턴)과 배후지 수출산업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따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1.3 화물특성별 관문 면택과 배후1t1 수출 만업 

지금까지의 사례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l 화물의 특성이 배후지의 화물유동과 수출 

산업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6-5는 수출 화물 

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문 선택 패턴이y 배후지 수출 기업의 분포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 한 것이다. 

변화가 발생하기 이전의 이상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위쪽 그림은I 특정 국가(지역)의 

항만 관문과 중심도시 간에 연속적인 회랑을 따라 수출 산업이 분포하고 있으며l 항공 

292) 여기서의 지역 여건이란 생산비 요소(임금， 토지 등)는 물론 연구 · 개발， 국가 및 지방정부 
정책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l지역혁신 산업 네트워크’ 전체의 역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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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은 중심도시 인근에 입지해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중심 회랑으로부터 떨어진 

지역(左下 및 右上)들에도 비록 규모는 작으나 독자적인 수출 산업이 형성되어 있고l 각 

지역별 항공 의존 수출업체와 해운 의존 수출업체는 각각 비슷한 비율로 혼재(混在)되어 

있다고 설정하였다. 여기서 각 기업(지역)의 수출 규모는 도형의 크기로 표시하였고I 분 

석의 편의를 위해 항만 및 공항 관문은 하나씩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래쪽 그림은 시간 경과에 따라 수출 화물의 차별적인 관문 선택이 해당 수출 기업 

의 분포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항공 관문 인근 지역의 경우I 공항 관 

문에 의존적인 기존 기업들의 수출 규모가 성장(그림 번호 중 1)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업 

이 배후지 수출기업으로 등장(2)하고 있다. 반면 이 지역에 입지했던 항만 의촌 수출 산 

업은 관문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 규모가 줄 

거나(3)， 수출 공급사슬에서 도태되거나(4)， 관문 인근 지역으로 입지를 이전(5)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항만 관문 인근 지역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항공 관문 의존 산업이 공항(수위도시) 인근에서 성장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운송 거리상의 이점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다양한 산업 네트워크가 수출 증진에 유리 

한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항만 의존 수출 산업이 항만 인근에 집중하는 

것은 운송 거리를 줄여 경쟁력을 획득하려는 이유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관문 특성에 따라 배후지 수출 기업의 분포와 그 변화 과정에 대 

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해 주지만/ 해당 수출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기업틀의 구 

체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밝힐 수 없다. 수출 산업에서 위축 또는 도태되는 기업의 

경우/ 이들이 폐업(閒業)을 한 것인지l 내수시장으로 전환한 것인지l 아니면 수출 경쟁력 

을 획득하기 위해 유리한 관문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인지의 등의 여부는 보다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293) 

한편 관문 또는 산업의 중심 회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들은 산업 발달에 필요한 생 

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미약하고 운송비 경쟁력 또한 취약하기 때문에l 전반적인 수출 산 

업의 쇠퇴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이라도 해 

당 지역이 성장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면I 오히려 수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 

293) 본 연구는 수출 산업의 측면에서만 분석되었기 때문에 내수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결여되어 있다. 수출 산업의 생산입지 이전 과정에서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수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조치이자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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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 가능성 (6， 7)도 있다.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운송비 부담이 

큰 항만 의존 산업보다는l 지역 산업 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항공 화 

묻(첨단산업) 의존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항공 관문과 멀리 떨어 

진 경북(구미)지역이 지역 선도기업(삼성전자)의 역량과 인근 협력업체와의 연계를 바탕 

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 기업들이 관문 인큰 지역으로 수렴 

하려는 경향은l 글로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오늘날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 

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즉/ 항공 관문 의존 산업들의 입지 압력이 높아지 

고 있는 것은/ 수도권이 보유한 산업 네트워크의 역량과 내수시장의 수요를 흡수하려는 

요구와 함께 (공항) 관문까지의 운송비를 줄임으로써 보다 나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 

는 노력이 중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무겁고 값이 싼 브라운관(음극선관) 모니 

터 시절l 주로 영남지방(구미 · 창원 등)에 입지했던 TV' 모니터 제조업체들이/ 최근 가 

볍고 비싼 LCD 모니터 시대로 전환되면서 수도권(경기 파주 엘지전자)과 중부지방(충남 

천안 · 아산 삼성전자)에 초대형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것은l 바로 제품(화물)의 특성 변 

화가 배후지 수출산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294) 

추상적 개념이었던 사슬의 경쟁력에 I관문으로부터의 거리 I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부 

여함으로써 우리는 배후지 수출산업 성쇠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다. 비록 관문과의 관계 

만을 살피기 때문에 수출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향후 지역의 다양한 산업 네트워 

크를 분석했던 최근의 연구 성과들이 결합된다면l 산업 공간 특히 수출 활동에 대한 공 

간적 설명력은 더욱 높아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개별 산업 및 지역 차원에서 보다 구 

체적인 경험 연구가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노력은 관문 연 

구가 배후지와의 관계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해 온 지리학자들의 오랜 

믿음에 부합하는 길이자/ 거리 및 운송비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었던 기존 연구들의 지평 

을 넓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294) 2004년 기준으로 음극선관모니터 (HS 8471602021) 수출에서 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의 10.9%(6，500만 달러 중 700만 달러 )에 불파한 반면 LCD모니 터 (HS 8471602023) 수출에 서 
항공의 비중은 무려 81 .1 %(67억 5，100만 달러 중 54억 7，800만 달러)에 달한다. 한편， 컬러 
TV모니터의 핵심 부품인 컬러TV음극선관(HS 854011)의 항공 수출비율은 겨우 0.1%에 불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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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산업별 지향지 특성과 수출 호}물의 유둥7조 

관문은 배후지의 수출 통로일 뿐만 아니라 지향지와의 관계로 함께 묶여있는 수출입 

화물유동의 핵심 결절이다. 관문으로부터의 거리가 배후지 수출 산업의 분포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I 배후지 수출 화물이 관문을 선택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지향지와 

의 관계가 고려될 수밖에 없다. 많은 지리학자들이 배후지 및 지향지의 전체 관계 속에 

서 관문을 연구해야 함을 역설했던 것은 바로 지향지와 밀접하게 연결된 관문익 고유 기 

능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절에서는 산업별로 차별적인 지향지 특성이 

수출 화물의 전체 유동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리나라 대외교역에 미치는 영 

향력을 고려하여 대중국 교역이 주된 분석 대상이 될 것이며l 보다 다양한 연구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앞서 분석했던 산업들은 배제하였다. 그 결과 양국 교역에서 콘 몫을 차 

지하는 플라스틱 (HS 39)과 광학-정밀기기 (HS 90)가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l 전자는 

항만 의존 수출 산업의 특성을l 후자는 항공 운송비율이 높은 수출 산업의 특성을 대변 

할 것이다. 

6.2.1 항만 의존 깐업의 대중국 수출: 플라스틱 

앞서 에어컨-공기조절기(이하 HS 8415) 수출을 논하면서I 항만 의존 수출 산업은 운송 

비 절감 등을 위해 관문 인근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항만 의존 산업인 플라스틱의 수출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출 화물특성이 지향지 구조에 반영되었던 HS 8415의 경우는 대중국 수춤 비중이 

크지 않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화물이 부산항에서 수출되었고 배후지 화물유동을 살필 

때도 부산항과의 관계만 고려하면 되었다. 하지만 대중국 플라스틱의 수출은 여와는 상 

황이 전혀 다르다. 최근 대중국 항만 네트워크의 발달로 수도권 항만(인천 · 평택항)들은 

부산항에 집중되던 중국 수출물량을 잠식하고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의 수출에서 관문과 

배후지의 관계는 수도권 항만과 부산항의 경쟁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즉 중국이라는 

새로운 지향지는 배후지 수출 산업의 분포와 전체 화물유동 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플라스틱 수출의 또 다른 특정은 그 원료가 되는 에너지 · 화학 산업과 밀접 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산업이 입지한 항만 또는 인근 배후지가 플라스틱의 생산 · 

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l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대부분이 

경부축 회랑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l 전남 지역에도 대형 에너지 · 화학 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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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지역벌 대중국 플라스틱 수출 규모 변화 (2000-2004년) (단위 : US $ 1,000) 

Xt gggo 2002 수훌 ag04 쩔휴 
C**1* 수훌했 짧!￥주납 I 수홉했 쩔유많 §찍 웹 

서 울 789.559 1 41 .4% 11 464.540 1 21.9% 11 306 .494 1 8.2% 
인천 21.2051 1. 1%11 22.9161 1.1%11 42.3981 1. 1% 
경 기 156.597 1 8.2% 11 165.562 1 7.8% 11 285.908 1 7.6% 
강원 228 1 0.0% 11 573 1 0.0% 11 1.506 1 0.0% 
대전 1.157 1 0.1 % 11 1.682 1 0.1 % 11 9.684 1 0.3% 
중남 231.0841 12.1%11 236.0811 11.1%11 351.7701 9.4% 

중북 11.778 1 0.6% 11 28.914 1 1.4% 11 55.266 1 1.5% 
뚫 E휴 χI 밟 1.213 ,608 1 63.6% 11 922,270 I 43.5% 11 1,055,G30 I 28.1% 
부산 37.808 1 2.0% 11 37 .768 1 1.8% 11 47.985 1 1.3% 
울산 218.557 1 11 .4% 11 484.036 1 22.8% 11 976.533 1 26.1 % 
경 남 31 .442 1 1.6% 11 33.091 1 1.6% 11 75.017 1 2.0% 
대 구 17.313 1 0.9% 11 18.769 1 0.9% 11 38 .489 1 1.0% 
경 북 47.055 1 2.5% 11 75.674 1 3.6% 11 154.692 1 4.1 % 

않남저항 352.175 1 18‘ 4% I1 649.338 I 30.6% 11 1,292,716 1 34.5% 
광주 3.929 I 0.2% II 3.223 1 0.2% II 4.480 I 0.1 % 
전남 310.012 1 16.2% 11 519 ,937 1 24.5% 11 1,349 ,881 1 36.0% 
전북 31, 1401 1.6% 11 29 ,6401 1.4% 11 48 , 1491 1.3% 

효ξ닮 II 합 345,081 1 18.1% 11 52 ， 8。〈) I 26.0% 11 1,4o2,534 1 37.4% 
제주 및 기타 19 1 0.0% 11 0 1 0.0% 11 61 1 0.0% 
전 처1，9Q8，884 1 10(] .0% 11 2,122,406 I 10(),0% 11 3.748.311 I 10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입지한다는 사실은/ 이 지역 역시 플라스틱 수출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음 

을 뜻한다. 플라스틱 산업의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I 대중국 수출의 지역별 성장 추이 

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결과는 표 6-7과 같다. 

대중국 교역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2000~2004년 동안 대중국 플라스틱 수출 역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원료가 되는 에너지 · 화학 산업이 발달한 전남과 울산이 대중국 

플라스틱 수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반면l 서울은 같은 기간 수출의 절대 규모가 유일 

하게 감소하는 배후지이다. 그 결과 2000년 대중국 플라스틱 수출에서 전체의 63.6%를 

담당하던 중부지방의 점유율은 2004년 28.1%로 감소하였고/ 대신 호남과 영남지방의 수 

출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플라스틱 수출에서 항만 관문에 대한 의존도는 비록 미세한 감소가 있으나 시기와 관 

계없이 여전히 높다. 그렇지만 관문별 수출 분담률의 변화는 지역별 수출 증감 양상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2000년 이후 중부지방의 수출비중이 빠르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l 같은 기간 수도권 항만의 수출 분담률은 오히려 증가(9.6%→14.8%)하고 있음 

에 주목해야 한다. 수도권 항만의 대중국 플라스틱 수출 점유율은 1990년대 중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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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관문별 대중국 플라스틱 수출 규모 변화 (1995-2004년) (단우1: US $ 1,000) 

수출 관문 
1995 2000 2004 

수줄액 첩유벼 수출댔 절유섬| 수출액 절유비 

공항 전처‘ 2,606 0.2% 5.288 0.3% 74.316 2.0% 

연천항 64.234 5.0% 125.327 6.6% 342 .421 9.1% 
평〔그 당 êl 하 〈그} 0.0% 56 .444 3.0% 215.272 5.7% 

꾼산향 183.217 14.4% 8.008 0.4% 2.279 0.1% 
고〈그~g} 등 gt 468 0.0% 304.945 16.0% 1.143.191 30.5% 
여수항 16 1.034 12.6% 235.783 12.4% 152.848 4.1% 

뿌산황 697.256 54.6% 863.854 45.3% 1.159 .423 30.9% 

올산황 163.794 12.8% 305.839 16.0% 653.774 17.4% 

JI Et 3.525 0.3% 3.396 0.2% 4 .787 0.1% 

전 체 1.276.134 100.0% 1.908.884 100.0% 3.748.311 100.0%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무려 세 배나 늘어났는데I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 발달한 환황해 컨테이너 · 화객선 네트 

워크로 인해 과거 부산항으로 우회하던 화물들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영남지 

방의 높은 수출 비중과 빠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 항만들(부산 · 울산항) 

의 수출 분담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 (1995년 67.4% • 2000년 61.3% • 2004년 48.3%) 

은 이러한 경향을 잘 뒷받침한다. 한편 인접 배후지의 취약한 수출기반 때문에 타 산업 

의 수출에서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던 호남지역 항만들(광양 · 여수항)은 대중국 플라스틱 

수출에서는 배후지의 수출 증가와 더불어 그 역할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인접 배후지의 수출 증감 양상과는 달리 영남지방 항만의 역할이 축-소되고 수 

도권 항만의 수출 분담률이 빠르게 성장하는 현상은I 바로 플라스틱 수출의 지향지 관계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항만이 중국 상하이 이북 지역과의 교역에 

특화되어 있음을 고려했을 때/ 중국 각 지역별 대한국 플라스틱 수입 비중을 살피는 것 

은 이러한 지향지 관계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향지 방 

향은 수출 관문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2000년 이후 중국 각 지 

역의 대 한국 플라스틱 수입규모와 그 점유비율의 변화 추이를 정리하였는데I 그 결과는 

다음 표 6-9와 같다. 

중국의 대한국 플라스틱 수입의 지역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1990대 후반 이후 광 

둥성(廣東省、)을 중심으로 한 중남부 해안지역의 수입 집중이 완화되면서 I 산둥성(山東 

省)， 장쑤성(江蘇省) 등 황해연안 지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 지향지로서 상하이 이북 지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이 지역과의 교역에 특화된 

수도권 항만들의 성장 추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대중국 플라스틱 수출 화물유동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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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중국 성 · 시벌 대효벅 플라스틱 수입 규모 변화 (2000-2004년) (단우1: US $ 1,000) 

자 연 
2000 2002 2004 

수앓액 점룹율 ‘ -λrQtslO-「H 정답뚫 J…r、 。t:엌} O -「H 점융율 

헤이릉장성(黑龍江省) 10,094 0.4% 3,569 0.1% 6,154 0.1% 

지린성(吉林省) 13,634 0.5% 9,997 0.3% 12,528 0.3% 

똘휠 XI 역 23,728 0.9% 13,566 0.5% 18,682 0.4% 

랴오닝성(違寧省) 108,066 4.1% 125,678 4.4% 189,047 3.9% 

베이징(北g市) 144,598 5.5% 81 .442 2.8% 170,056 3.5% 

텐진(天澤市) 105,537 4.0% 165,524 5.8% 270 ,709 5.6% 

허베이성(河北省) 28.471 1.1% 30 ,263 1. 1% 54 ,258 1.1% 

산둥성(山東省) 302 ,220 11.5% 399 ,659 13.9% 808 ,515 16.6% 

장쑤성(江蘇省) 157,824 6.0% 181 ,348 6.3% 413 ,160 8.5% 

황해 얹얀 지역 846 ,716 32.2% 983 ,914 34.3% 1,905,745 39.1% 

상하이(上海市) 188,773 7.2% 208.842 7.3% 469 ,314 9.6% 

저장성 u折江省) 305 ,976 11.6% 354 ,200 12.3% 542 ,181 11.1% 

푸젠성(福建省) 121 .7 10 4.6% 145,064 5.1% 234.499 4.8% 

광둥성(廣東省) 1,037,140 39 .4% 1. 103,110 38 .4% 1,597.493 32.8% 

중남E휴 하l e!" XI 역 1.653.599 62.8% 1.811.216 63.1% 2,843,487 58.3% 

산시성(山西省) 3.788 0.1% 290 0.0% 663 0.0% 

산시성(俠西省) 3,143 0.1% 218 0.0% 310 0.0% 

허난성(河南省) 9.783 0.4% 2,674 0.1% 9,539 0.2% 

쓰환성(四川省) 8,309 0.3% 1,530 0.1% 6,313 0.1% 

루베이성(湖北省) 12.445 0.5% 8,002 0.3% 16.195 0.3% 

안루이성(安徵省) 39 ,205 1.5% 38 ,031 1.3% 45 ,853 0.9% 

구이저우성(貴州省) 215 0.0% 295 0.0% 138 0.0% 

루난성(湖南省) 2,092 0.1% 1.398 0.0% 6,280 0.1% 

장시성(江西省) 3,031 0.1% 1,596 0.1% 2.943 0.1% 

간쑤성(납蕭省) 3.033 0.1% 1,211 0.0% 323 0.0% 
칭하이성(좁海省) 589 0.0% O 0.0% 111 0.0% 

윈난성(L;南省) 3.884 0.1% 2,091 0.1% 7.041 0.1% 

하이난성(海南省) 1.157 0.0% 1,672 0.1% 735 0.0% 

5개 자지구(自治區) 17.746 0.7% 3.840 0.1% 10,818 0.2% 
LH 훌풀 XI ~씌 댈 X~회:암 108,420 4.1% 62,848 2.2% 107,262 2.2% 

합 ;셰 2,632.463 100% 2,871 ,544 100% 4,875,176 100% 

출처: 중국해관통계，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변화추이를 살펴보면l 산업별 수출에서 배후지/ 관문/ 그리고 지향지가 서로 어떻게 영향 

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다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6-6은 2000년과 2004년 사이 우리 

나라 대중국 플라스틱 수출에서 배후지-관문-지향지간의 화물유동 구조의 변화를 잘 보 

여주고 있다. 

이처럼 수출 화물의 전체 유동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I 배후지-관문 그리고 관문

지향지간의 화불유동 규모를 추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획득한 

한 · 중 지역별 수출입 규모와 관문별 처리실적을 바탕으로l 중력모형의 하나인 I제약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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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대중국 플라스틱 수출의 화물유동 구조의 변화 (2000 .2(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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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ed model)'295)을 수정 · 응용하여 두 개의 구간(배후지-관문I 관문-지향지)으로 

나누어 배분하였다.296) 또한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모형에서의 제약은 임의의 

값이 아니라 국내 배후지 수출 물류의 특성29끼과 관문-지향지간 해운 노선(컨테이너 및 

화객선)의 연계 상황298)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그림에서 화살표의 굵기는 해당 년도 

의 전체 수출 규모와 지역-관문간의 유동량의 규모를 비례 값으로 표현한 것이다. 

2000~2004년 사이 대중국 플라스틱 수출에서 배후지-관문-지향지간 지역별 화물유동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I 전남 · 울산과 항만 관문간의 배후지 화물유동이 큰 폭으로 늘 

어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반면 중부지방의 전체 수출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295) 0띠 매트릭스에서 출발지 (origin)와 도착지 (des디na디on)의 유동량 정보는 있으나， 구간별 

유동량 정보가 없을 경우 기종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각 구간의 유동규모를 추산하는 것을 

이중제약모형 (double constrained mode})이라고 한다. 모형의 기본공식은 다음과 같다. 

ζ =Ai찍q디;á;/ 

ε 끽j= q = ε A;1꺾DjcJ0 J. Ai 二 ε πJ 二 l긴 = ε Ai1꺾l긴믿 f· Bl = 다----

ε fl;Dj마-
j i = 1 i = 1 

ε Ai D;á;j J 

여기서 Ai , Bj 및 dij-ß 등은 balancing factor와 거리계수를 의미한다. 이정윤(1997)은 1996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별 배후지 화물유동의 거리계수(ß)를 부산 0.44， 인천 1.83 ， 울산 1 .10 ， 마 

산 0.86 등으로 산출한 바 있다. 항만별 화물유동에 거리가 미치는 영향은 항만의 배후지 규 
모에 따라 다른데 배후지 규모가 작을수록 거리계수는 크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 계수 

는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의 값을 현재의 분석에 사용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거리마찰 계수를 산출하여 모형에 적용하는 대신 국내외 운송현실을 바 

탕으로 항만과 배후지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간 값을 계산하였다(아래 각주 299, 300참조). 
296) 각 지역과 관문의 수출입 규모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관문으로부터 배후지 또는 지향지까 
지의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배후지-관문간의 정보로 1차 할당을 하고， 다시 관 
문 지향지간의 정보로 2차 할당을 하여 최종 구조를 도시하였다. 

297) 관문-배후지간의 유동량 배분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불류구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였 
다. 예를 들어，1) 수도권의 수출화물은 수도권 항만의 비싼 운송료 · 적은 서비스 빈도 때문 

에 부산항 또는 광양항에서 선적(船積)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2) 군소 항만은 인접 배후지의 화물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상의 현실들을 고 

려하여 전체 행렬 (6x6)의 각 구간별 할당은 수도권 항만과 군소항만의 값을 먼저 구하였다 
즉， 이들 항만의 물동량이 대부분 인접 배후지에서 유입된 것으로 간주하고， 항만과 배후지 
간의 유동량을 비율에 맞게 계산한 뒤 이를 제한 나머지 값으로 전체 행렬 (matrix)을 다시 
작성하여 유출입 규모를 할당한 뒤 합산하였다. 계산은 Excel을 사용하였으며， 유출과 유입 
의 값이 거의 일치할 때까지 반복 수행하였다. 

298) 관문 지향지간의 유동량 배분에서 부산항과 광양항은 중국 모든 해안지역에 해운 노선을 
가진 반면， 인천항은 아직 상하이 이북 지역에만 그리고 군산항의 경우는 산둥성과 상하이 
에만 취항한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항만별로 지향지에 대한 행렬을 각각 따로 계산하였 
다. 즉 위의 경우 부산항의 지향지 행렬은 llx1 인천항은 7x1, 군산항은 2x1이다. 이를 통 
해 수도권 항만， 군소 항만들의 지향지 유동량을 먼저 배분한 후， 이를 제한 나머지 값으로 
중국 각 지역과 부산 · 광양항의 유동량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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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항만의 수출 실적은 과거 다른 지역의 항만으로 유출되던 물량을 되찾으면서 증가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의 경우 적지 않은 수도권 수출물량이 부산항에서 선 

적되었던 이유는 당시 주요 수출 지향지가 중국 남부에 집중되었던 것과 관계가 갚다. 

하지만 상하이 이북 지역에 대한 수출 수요가 증가하고I 때마침 강화된 환황해 항만 네 

트워크에 힘입어 수도권 항만의 수출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관문-배 

후지간 수출 산업의 연계 정도가 배후지의 수출 산업여건 뿐만 아니라 관문-지향지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향지 방향이 배후지 수출 산업 분포 

및 화물유동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절(6.3)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하도록 한다. 

6.2.2 항공 의존 깐업의 대중국 수출: 광학-정밀 '1'1 

앞서 살핀 대중국 플라스틱 수출이 항만 중심의 수출 화물유동 구조를 분석하기 위함 

이었다면/ 항공 운송 비율이 높은 다른 산업과 비교함으로써 지향지 관계가 전체 화물유 

동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다. 대중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항공 운송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광학-정밀기기 (HS 9이 산업은 이에 적합 

한 사례이다. 표 6-10과 6-11은 2000년 이후 대중국 광학-정밀기기 수출에서 각 지역 및 

수출 관문의 점유비율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플라스틱의 수출이 배후지의 에너지 · 화학산업의 입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듯이l 광 

학-정밀기기의 수출 또한 배후지 산업 여건의 영향을 받는다. 광학-정밀기기의 세부 품목 

특성이 전기-전자(85) 및 보일러-기계류(84) 품목들과 유사하기 때문에299)， 배후지의 수출 

분포도 이들 산업과 매우 유사하다. 영남과 중부지방이 해당 산업의 수출을 양분하고 있 

는 가운데/ 경북을 선두로 충남/ 경기의 빠른 수출 증가가 두드러진다. 대중국 교역이 늘 

면서 산업별 수출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l 광학-정밀기기의 대중국 

수출 증가 속도는 놀라운 수준이다.2000년 1억 3，400만 달러였던 수출 규모는 2004년 26 

억 8，700만 달러로 무려 20배 이상 증가했는데l 최근 2년간의 성장속도가 특히 빠르다. 

관문별 수출 분담률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항공 화물 비중 

의 증가 현상이 광학-정밀기기의 대중국 수출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 

북을 중심으로 영남지방의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I 부산항의 수출 분담 

299) HS 90의 공식분류명은 ’광학기기 · 사진용기기 · 영화용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 
기 ·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f 이다. 이들은 전기-전자 또는 보일러-기계류의 

주력 수출품인 l계산기기 및 주변 기기’의 특성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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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이 지역별 대중국 광학-정밀기기 수출 규모 변화 (2000-2004년) (단우1: US $ 1.000) 

자쩍 
2000 2002 2004 

수출했 청유납| 수훌Q섹 점유 til --A「- ε 릉iQ …「μ 접유비 

서울 25 .484 19.0% 22.830 9.4% 72 .720 2.7% 

인천 4.662 3.5% 9.271 3.8% 18.109 0.7% 

경기 27 .421 20.5% 102.313 42.2% 480.768 17.9% 

강원 4.920 3.7% 6.781 2.8% 11.501 0.4% 

대전 6.888 5.1% 3.585 1. 5% 12.265 0.5% 

중나C그 8.558 6.4% 7.407 3.1% 498.093 18.5% 

중북 1.267 0.9% 2.497 1.0% 61.878 2.3% 

중부자발 81.200 60 .7% 156,686 64.6% 1.157,338 43.1% 

부산 2.773 2.1% 3.726 1.5% 9.104 0.3% 

울산 737 0.6% 24.657 10.2% 4.591 0.2% 
그C그H:그L 39.173 29.3% 36 .456 15.0% 39.559 1.5% 

대구 4.008 3.0% 2.355 1. 0% 73.259 2.7% 
B~특j 6.190 4.6% 19.032 7.9% 1.401.565 52.2% 

영널자방 52.881 39.5% 86.226 35.6% 1.528,078 56.9% 
τζ7jL -;「t: 119 0.1% 303 0.1% 684 0.0% 

전남 576 0.4% 14 0.0% 74 0.0% 
~그 t=j; 1.097 0.8% 1.209 0.5% 2.389 0.1% 

오남자방 1,792 1.3% 1.526 0.6% 3 ,149 0.1% 
제주 및 기타 0.0% 0.0% 189 0.0% 
합 겨| 133,872 100.0% 242.436 100.0% 2.686.750 100.0% 

출처:관세청，한국무역협호| 무역정보 

표 6-11 ) 관문별 대중국 광학-정밀기기 수출 규모 변화 (1995-2004년) (단우1: US $ 1.000) 

수출 찔환 
1995 2000 2004 

수훌g형 점휴섬| '*훌액 철룹엽t 수훌액 점합 til 

평헐전쳐| 5.201 9.3% 42.664 3 1.9% 1.050.089 39.1% 

2.!~짧 11.582 20.8% 34.917 26.1% 608.927 22.7% 
평탤황 0.0% 0.0% 160.060 6.0% 
광양향 0.0% 245 0.2% 10.349 0.4% 
확경산황 37.912 68.1% 52 .788 39 .4% 854.580 31.8% 
JI 타 984 1.8% 3.258 2.4% 2.745 0.1% 
합 겨I 55.679 100.0% 133.872 100.0% 2.686 .750 100.0%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비율은 오히려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것의 주된 이유는 항공 수출 비중 

의 증가로 항만 관문의 역할이 감소했기 때문이지만l 같은 기간 수도권 항만들의 운송 

분담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현상(1995년 20.8% • 2000년 26.1% • 2004년 28.7%)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는 강화된 대중국 해운 노선을 기반으로 수도권 항만들이 과거 부 

산항으로 유출되던 배후지의 수출 화물을 유치한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화물특성 변 

화에 따른 항공 관문의 성장과는 별개로I 중국이라는 새로운 지향지가 수출 관문l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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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 중국 성시벌 대한국 광학-정밀기기 수입 규모 변화 (2000-2α)4년) (단우1: US $ 1,000) 

XI ç혹 
꼈000 2002 2004 

추잃g짝 찮￥￥옳 수앓액 젊합옳 수잃쩍 찮융옳 

헤이롱장성(黑龍江省) 640 0.2% 1,947 0.2% 1.334 0.0% 
지린성(吉林省) 1,904 0.7% 3,327 0.3% 5.801 0.1% 

홈틀륙 X! 쩍 2,544 1.0% 5.274 0.4% 7,135 0.1% 
랴오닝성(違寧省) 6.211 2.4% 26 .768 2.1% 46 .743 0.5% 
베이징(北京市) 9,874 3.9% 29.819 2.3% 287.273 3.1% 
텐진(天澤市) 49 ,539 19.3% 114,605 9.0% 298.925 3.3% 
허베이성(河北省) 669 0.3% 431 0.0% 1.292 0.0% 
산둥성(山東省) 24.256 9.5% 30 .489 2.4% 115,805 1.3% 
장쑤성(江蘇省) 18.110 7.1% 413 .427 32.5% 4.271 ,941 46.5% 

황혀{ 얹2I :;\1 연 108,659 42 .4% 615 ,539 48.3% 5,021 ,979 54.7% 
상하이(上海市) 18.884 7.4% 113.440 8.9% 1,839.039 20.0% 
저장성 c折江省) 855 0.3% 9,051 0.7% 24,566 0.3% 

푸젠성(福建省) 982 0.4% 212 .795 16.7% 582 ,899 6.3% 

광둥성(廣東省) 120 ,134 46.9% 305 ,865 24.0% 1.674 ,080 18.2% 

줍남E염 õa 2I Xl 였 140,855 55.0% 641, 151 50.3% 4, 120,584 44.9% 

산시성(山西省) 84 0.0% 1, 101 0.1% 165 0.0% 

산시성(俠西省) 209 0.1% 475 0.0% 1,573 0.0% 

허난성(河南省) 144 0.1% 7 0.0% 74 0.0% 

쓰환성(四川省) 1.562 0.6% 2,190 0.2% 15.369 0.2% 

루베이성(湖北省) 298 0.1% 4.998 0.4% 644 0.0% 

안루이성(安徵省) 127 0.0% 503 0.0% 3.120 0.0% 
구이저우성(貴州省) O 0.0% 233 0.0% 113 0.0% 

후난성(湖南省) 969 0.4% 1,270 0.1% 6,857 0.1% 

장시성(江西省) 297 0.1% 268 0.0% 1,249 0.0% 

간쑤성(1:t蕭省) 290 0.1% 100 0.0% 200 0.0% 

칭하이성(좁海省) 0 0.0% 0 0.0% 0 0.0% 

윈난성(:L;南省) 0.0% 223 0.0% 300 0.0% 

하이난성(海南省) O 0.0% O 0.0% 0 0.0% 

5개 자치구(自治區) 0 0.0% 0 0.0% O 0.0% 

나f 훌혹 Xlf혈 및 Xt줬구 3，영81 1.6% 11.368 0.9% 29 ,664 0.3% 

환 탔l 25용.062 100% 1,273.420 100% 9.181.807 100% 

출처: 중국해관통계，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항만의 성장 및 쇠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2000년 이후l 수출 

지향지인 중국 각 지역별로 대한국 광학-정빌기기 수입 규모와 그 점유율 변화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표 6-12). 획득된 자료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수출과 동일한 분석방법을 통해 

배후지-관문-지향지간의 전체 수출화물 유동구조를 표현한 것은 그림 6-7과 같다. 

표와 그림은 대중국 광학-정밀기기 수출에서 배후지-관문-지향지 화물유동꾀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규모의 수출 증가로 거의 모든 지 

역의 화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배후지-관문 사이에서는 경북에서 수도권 관문(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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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힘 6-7) 대중국 광학-정밀기기 수출의 화물유동 구조의 변화 (2000 .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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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천 · 평택항)으로의 화물유동 증가가 특히 두드러진다. 이는 대부분 경부축을 따라 

부산항으로 내려가던 종래의 우리나라 수출 화불유동의 변화를 의미한다. 관문지향지간 

유동에서는 광학-정밀기기의 대중국 주요 수출 지역이 광둥성으로부터 황해연안의 장쑤 

성과 상하이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새로운 수출 지향지로 부상하고 있는 이들 성 · 시가 

수도권 항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수출 

지향지의 변화는 전체적인 배후지-관문-지향지 화물유동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l 수 

출 관문의 차별적 성장을 이끄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산업 특성이 화물의 종류와 특성을 결정하기에/ 이것이 전체 수출입 화물유·동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하다. 화물의 특성 변화함에 따라 운송수단별 관문 선택 비중 

의 변화하는 것은 이러한 영향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렇지만 지향지의 산업적 특 

성이 관문과 배후지 화물유동에 미치는 영향은 공항 수출 산업보다는 항만 의존 수출산 

업에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항 수출 화물은 수위 관문에 대한 집중 

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I 관문까지의 거리나 지향지의 방향과 상관없이 한 곳(인천공항)으 

로 이동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경북에서 인천공항으로 광학-정밀기기 수출 화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y 해당 화물의 지향지가 중국이어서가 아니라 인천공항이 독점적인 지위 

를 지난 항공 관문이기 때문이다.300) 이에 비해 항만은 지향지의 방향에 따라 수출화물 

을 유치하는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플라스틱과 광학-정밀기기의 수출 지향지가 점차 

중국 상하이 이북지역으로 재편되면서I 이들 지역과의 교역에서 비교 우위를 지닌 수도 

권 항만의 수출 분담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잘 뒷받침한다.301)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l 지향지의 (산업 및 방향) 특성은 관문체계의 특성을 반 

영하여 배후지 수출 화물유동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지향지가 기존 관문체계와 다른 방향인 경우l 새로운 관문이 성장하면서 관문 

간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다. 이는 결국 차별적인 관문의 성장을 유도하여 기존 관문체계 

의 탈집중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수위 관문의 독점성이 강한 항공 화물이 빠르게 성 

300) 여기서도 배후지과 공항관문간의 절대적인 화물유동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었다. 한편， 향 
후 지역공항이 해외 항공노선을 확보하여 수위공항의 집중도가 완화되는 경우에는， 항만의 
경우와 유사하게 배후지 화물유동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 
부 지방공항에서 일본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항공노선이 확충되고 있는 상황에 
서， 새로운 항공 네트워크 형성이 우리나라 항공 관문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차 

후 흥미있는 연구주제일 것이다. 
301) 지향지 방향이 배후지 화물유동과 관문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보 
다 자세하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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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면I 해당 관문체계는 오히려 일부 관문을 중심으로 집중할 수도 있다. 이처럼 관문 

체계의 변화는l 배후지의 수출입 구조 및 화물특성의 변화l 관문과 국내외 운송시장의 특 

성y 그리고 지향지와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힌 종합적인 상호작용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6.3 수출 지향지가 관문 선택과 배후지 분포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수출 산업별로 배후지와 지향지의 연계 정도가 다르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수출 화물유동의 차이가 초래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는 지향지의 방향이 관문 

의 차별적 성장l 배후지 화물유동l 그리고 배후지의 수출 산업 분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일한 수출 품목을 선정하고 이것이 중국과 일 

본에 각각 수출될 경우 관문 이용과 배후지 수출산업 분포에 발생하는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항만 의존 수출에서 관문 선택의 차별성이 보다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연구 사례로는 플라스틱의 세부 품목 중 두 곳의 지향지에 대한 수출 규모가 유사 

한 플라스틱 필름(PETE， HS 3920)을 선정하였다. 

6.3.1 동일 수출 화물의 π| 향π| 별 관문 면택과 배후1\1 분포 

앞서 대중국 수출에서도 상하이 이북 지역과 중국 남부지역이라는 지향지 방향의 차 

이가 수도권 항만과 부산항간의 관문 경쟁/ 그리고 내륙 화물의 유동구조에 차이를 발생 

시켰음을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부산항 역시 상하이 이북 지역과 교류하고 있기 때문 

에I 지향지의 방향이 관문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부분 상쇄(相殺)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지향지의 방향이 관문 선택과 배후지 수출 산업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분명 

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중국과 전혀 다른 방향의 지향지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여 

기서는 항만 의존 수출 산업인 플라스틱의 세부 품목을 사례로y 대중국 및 대일본 수출의 

경우를 비교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플라스틱 필름(이하 HS 3920)을 선택한 까닭은 

이 품목의 양국 수출 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며I 또한 비교대상 수출 지향지로 일 

본을 선택한 이유는 운송거리가 주는 왜곡의 가능성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302) 

302) 지향지별로 수출물량에 차이가 크면 배후지 수출 산업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지향지까지 거리에 차이가 크면 해상운임에 영향을 주어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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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플라스틱필름 수출 지향지별 배후지 수출 규모의 차이 (2004년) 

자역 
융활띨 수훌훌 잃홀 '*훌 

수춤〔훨$) 냥|훌훌 수출{(환$) 섬}훌훌 
f윤 

λ1.많·힘 
좁든극 추옳 

우’ 수출〔천$) 냥}훌훌 

Á-! 뚫 18.192 15.5% 8.967 6.9% 경기 수원시 11.826 10.1% 
얀현 7.758 6.6% 2.588 2.0% a 경북 구미시 9.484 8.1% 
령거 44.540 37.9% 49 .741 38.1% 3 경기 화성시 7.918 6.7% 
대졌 1.4 11 0.0% 245 0.0% 4 서울 영등쏘구 6.641 5.7% 
충남 10.538 1.2% 6.481 0.2% 5 인천 남동구 5.738 4.9% 
중뿔 5.592 9.0% 3.789 5.0% 118λ，.군 334엽처I~J17.513 100.0% 
강환 14 4.8% O 2.9% (상세자료는 부록 16 잠조) 

중부지방 88,048 74.9% 71 ,812 54,9% 
태구 321 2.2% 259 0.9% 
경북 12.040 6.0% 37.741 2.3% 
부산 2.625 2.5% 1.226 10.3% 
뚫산 7.093 0.3% 3.036 0.2% 

;;:‘!‘:’‘ 
셔·끊i구 

일본 수훌 
위 수출(천$) 업}옳 

경남 2.891 10.2% 13.520 28.9% 경북 구미시 34.038 26.0% 
영남지방 24,970 21.2% 55.781 42.7% a 경기 수원시 26.394 20.2% 
광주 0 0.0% 0 0.0% 3 경기 안성시 7.825 6.0% 
전남 3.472 3.0% 9 0.0% 4 경남 김해시 6.356 4.9% 
전확 1.026 0.9% 3.110 2.4% 5 경기 김보시 4.609 3.5% 
쩨주 0 0.0% O 0.0% 96서·군 175앓처| 130.712 100.0% 
기타 4.498 3.8% 3,119 2.4% (상세자료는 부록 16 참조) 
짧껴| 117,513 100.0% 13β ， 713 10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호| 무역정보. 

표 6-13은 2004년 중국과 일본에 수출된 HS 3920의 배후지 수출 규모의 차이를 비교/ 

정리한 것이다. 양국에 대한 HS 3920 수출 규모는 각각 1억 1，800만 달러와 1댁 3，100만 

달러로 큰 차이가 없고/ 수출품의 평균단가 역시 kg당 $ 2.7과 $ 2.6로 거의 동일한 제품 

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향지 방향에 따라 배후지의 지역별 수출 규모에는 큰 차 

이가 존재한다. 

동일한 수출품임에도 불구하고， HS 3920 대중국 수출의 배후지가 중부지방에 편중 

(전체 수출의 74.9%)되는 반면/ 대일본 수출 실적은 중부지방(54.9% )과 영남지방(42.7%) 

이 양분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지향지 방향에 따라 배후지의 수출 실적 분포에 차 

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주로 이용한 수출 관문이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 

이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수도권 항만(인천항 · 평택항)은 대중국 HS 3920 수출에서 

전체의 1/4(25.2%)을 담당하고 있으나I 대일본 수출에서는 무역 관문으로서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6-8을 보면l 거의 모든 대일본 수출 물량은 부산항에서 처리 

되고 있음이 잘 나타난다.303) 

303) 부산항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대중국 수출 물량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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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392Q CII훌푹 수출 펼쩍 분포 
t총 훌양흉 λ1-군 257짧 열협1) 

Alt군별수훌점뮤폴 
(HS 3920~2004년) 

• 10% 미상 

• 5 -10% 

魔 1-5% 

뎌 0.5 - 1 % 

D 0.5% 미만 

중국 수출관문 월온 

9.1% 인천공항 1.2% 

22.0% 인천항 O.•% 

3.2% 평택향 0.0% 

2.5% 광~함 0.5% 

63.0% 부산함 98.1% 

0.3% 기타 0.1% 

$118만 수출긍맥 $131만 

$2.7/kg 평균단가 $2.6/kg 

H훌 3월20 CII쩔 본 수출 설 쩍 분포 
t훌 혔짧 AI-궁 111J삐 엽채i 

그립 6-8) HS 3920 수출 지향지별 관문 선택과 배후지 분포의 차이 (2004년) 

배후지의 수출 실적이 인접 항만의 수출 분담률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 l 그리고 

그 결과 대중국 수출 배후지가 대일본 수출에 비해 중부지방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지향 

지 방향이 수출 화물의 관문 선택과 배후지 산업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지역별 수출 실적이 해당 지역의 수출 경쟁력을 반영하는 결과임을 고 

려할 때/ 중부지방은 중국이라는 새로운 지향지와 수도권 항만 관문을 통해/ 항만 수출의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이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중국 교역이 

활성화되는 오늘날 이러한 발견은 우리나라 관문체계와 배후지 수출 산업에 시사하는 바 

가 매우 크다. 

차별적인 지향지 방향이 배후지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 

해I 앞의 6.1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향지 방향별로 수출 제조업체수의 지역별 증감추이를 

어나는 주된 이유는， 6.2.1에서 살핀 바와 같이， 중국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지 
역이 수도권 항만에서 취항하고 있지 못한 중남부 해안지역(전체 수입의 58.3%)이기 때문이 
다. 부산항에서도 일부 상하이 이북지역에 대한 수출물량을 소화하기 때문이기도 한다. 즉 
부산항은 중국 남부지역에 대한 전체 수출 물량을 취급하는 동시에 상하이 이북지역의 수출 
물량을 수도권 항만들과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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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플라스틱필름 수출 지향지벌 배후지 수출 제조업체수의 변화 (2000-2004년) 
좋국 수훌 쩔흰환 수훌 

지역 2000 2004 2000활 
업체수 암|율 업체수 엉|훌훌 업체수 접처|수 비률 

서올 110 42.3% 67 26.6% 30 1 24.6% 11 30 1 25.6% 
면천 11 4 ‘ 2~/ó 16 6.3% Q 7‘ 496 8 6.8% 
청 ]1 76 29.2% 90 35 ‘ 7% 37 30.3% 39 33 ‘ 3% 

중부 대펀 3 1.2% 3 1. 2% 0.8% 0 0.0'% 
:\1 방 충남 6 2.3% 10 4.0% 9 7.4% 3 4.3% 

충룩 3 1.2% 6 2.4% 6 4.9% 4 3.4% 
강휩 0.4% 2 0.8% o 0.0% o 0.0% 
소계 낄 10 80.8% 194 77.0% 92 75.4% 86 73.5% 
때구 3 1.2% 7 2.8% 2 1.6% 2 1. 7~/Ó 
경북 6 2.3% 15 6.0% 5 4.9% 8 6.8% 

여ζ:〉 」I3F 부산 25 9.6% 20 7.9% 10 8 ‘ 2% 9 7.7% 
:\1 방 울삼 O 0.0% 3 1.2% O o‘ 0% ι 。- I 1‘ 7% 

경남 14 5.4% 11 4.4% 11 9.0% 8 i 6.8% 
소계 48 18.5% 56 22.2% 29 23.8% 29 24.8% 

JI E~ 2 Q‘8% 2 g‘ 8% g‘당당& 2 1.7% 
펀 처| 260 100.0% ε52 100.0% 122 100.0% 117 10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호| 무역정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표 6-14는 2000년 이후 대중국 및 일본 수출에서 지 

역별 수출 제조업체수의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저부가가치 수출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와 더불어 2000년 이후 수도권의 HS 3920 

수출 제조업체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빠트게 감소하고 있다)04) 서울의 많은 제조업체 

가 수출 공급사슬에서 도태됨에 따라， 2000년 이후 HS 3920의 수출 제조업체 분포에서 

중부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중국(80.8%→77.0%)， 대일본(75.4%→73.5%) 수춤에서 

통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중국 수출에서 중부지방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은 대일본 수출의 그것에 비해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높게 나타난다. 수도권 관문을 통 

고
 
。

한 대중국 교역이 인접 배후지(중부지방)의 수출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있는F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향지 방향에 따라 배후지 수출 산업의 경쟁력이 차별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이다. 주력 관문과 멀리 떨어진 중부지방 전체(경기 제외)에 

서 대일본 HS 3920 수출업체가 감소한 반면/ 대중국 수출 제조업체는 서울을 제외한 전 

체 중부지방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한다，305) 

304) 경기지역의 HS 3920 수출 제조업체가 늘어난 까닭은， 앞서 언급한 수도권 산업화의 시차 
가 반영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부 기업의 새로운 창업과 함께 서울에서 이탈한 HS 
3920 업체가 이전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런 추세에 따라 경기는 울산과 함께 2000-2004년 
사이 대중국 및 일본 수출업체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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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I 특정 지역에서 수출 제조업체가 늘어나는 현상은 해당 지역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중부지방의 HS 3920 산업은 대일본 수출 

에서는 관문과의 거리로 인해 수출 경쟁력을 차츰 잃고 쇠퇴하는 반면l 대중국 수출에서 

는 새로운 수도권 관문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06) 과거와 다 

른 방향의 지향지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항만 관문의 성장을 이끌고I 이는 배후지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문체계의 변화를 배후지 및 지향지 

관계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급변하는 수출 산업 공간 변화의 한 단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6.3.2 7\1 향7\1 별 관문 면택과 배후7\1 만업 분포의 관계 

앞의 6.1.3과 마찬가지로 지향지 방향이 배후지 수출 화불의 관문 선택과 수출 산업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그림 6-9는 새로운 수출 지향지가 

성장하면서 지향지 방향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수출 화불의 관문 선택이 배후지 

수출 산업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한 것이다. 

변화 이전의 이상적인 상황을 묘사한 위쪽 그림은 특정 국가(지역)에 수위 항만 관문 

A와 그 보다 규모가 작은 항만 B가 동시에 존재하고I 관문 도시 주변과 두 도시간의 회랑 

을 따라 수출 산업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관문 A는 다양하고 빈번한 

지향지 해운 노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관문 B는 지향지 관계가 단순하고 연 

계 정도도 미약하다. 동일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라고 가정할 경우/ 수출 경쟁력의 논 

리에 따라 A항만 주변 지역은 남동방향 지향지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주로 분포하고 B항 

만은 그 반대이다. 관문 A의 교역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인접한 업체는 관문 

B에 인접한 기업에 비해 수출 규모(원의 크기)도 크고 수출에 참여하는 업체의 수도 많 

다. 기업 특성에 따라 관문 A, B를 함께 이용하여 양쪽 지향지에 수출하는 업체도 있고l 

305) 앞서 언급한 경기를 제외하고， 2000~2004년 사이 대일본 수출업체가 증가한 지역은 경 
북 · 울산 등의 영남지방에 국한되고 있다. 반면 대중국 수출업체는 대구 · 경북 · 울산 등의 
영남지방뿐만 아니라， 인천 · 충남 · 충북 · 강원 등 대부분의 중부지방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306) 2000 ~ 2004년 사이 HS 3920 대중국 수출은 5，400만 달러에서 1억 1 ，800만 달러로 2배 이 

상 증가한 반면， 대일본 수출은 1억 400만 달러에서 1억 3.100만 달러로 30% 증가하는데 그 
쳤다. 대일본 수출규모 증가는 구미 · 김해시를 비롯한 영남지방과 일본과 특수한 관계를 맺 
고 있는 일부 중부지방(수원 · 안성 · 김포)의 영향이다. 중국 수출기업들이 비교적 고른 점유 
율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대일본 수출은 소수 상위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특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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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지황지 방향에 따른 관문 선택과 배후지 수출 산업 분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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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관문을 통해 한 곳의 지향지로만 수출하는 업체가 혼재되어 있다. 또한 중심 회랑 

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도 비록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독자적인 수출 산업이 형성되 

어 있다. 

변화 이후의 시기를 표현한 아래쪽 그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위 관문의 지위는 

변화하지 않은 가운데I 소형 항만 B의 지향지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 

다. 대외교역 지향지와의 연계가 향상되면서 항만 관문의 크게 즉 항구 도시의 영향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그림 중 번호 1). 여기서는 해당 수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I 시간 경과에 따라 양쪽 관문에 위치한 수출업체들의 수출 규모 

와 수출업체 수가 모두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2). 관문과의 거리가 멀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의 업체들은 수출 규모가 감소하거나(3) 수출 공급사슬에서 도태되 

고(4)， 나머지 일부는 생산입지 이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5). 시기와 관계없이 

양쪽 지향지(및 관문)와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며 성장(또는 쇠퇴)하는 수출업체들(6) 이 

있는 반면I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쪽 지향지로 수출을 전문화하거나(7) ， 또는 

기업 수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출 지향지를 다변화하는 기업들(8)도 존재할 것이다. 

본 모형은 해당 수출 산업이 모든 지향지와의 교역에서 성장한다는 시나리오에 기초한 

것이나/ 수출 산업이 쇠퇴하거나 또는 한쪽 지향지와의 교역은 성장하고 다른 방향의 교 

역은 위축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모형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항만 관문을 주로 이용하는 수출 산업이 항만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은l 관문까지 소요되는 운송비를 줄임으로써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향지 구조의 변화로 성장한 새로운 관문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I 그 톰을 개척하는 수출 기업들의 노력들은 공간상에 누적될 것이 

며 결국 배후지 화물유동 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 위의 모형과 시나리오는 그러한 과정 

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모형 역시 수출 산업에 제한된 논의라는 점은 아 

쉬움으로 남는다. 현실 공간에 대한 설명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내수시장과의 관계/ 

해당 산업이 입지한 지역의 제반여건l 그리고 운송비 요소가 산업 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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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소 결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관문체계는 이를 지원하는 내륙 수출입 물류체 

계와 맞물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관문이 성장하여 수출입 화불유동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l 각기 다른 지역에 입지한 배후지의 수출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윤 미친다. 

관문체계의 변화가 초래하는 경쟁력의 차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누적되는 것이며/ 

결국 배후지 수출 산업 공간의 변화로 귀결된다. 이러한 공간적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문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I 화물특성에 따른 차 

별적인 관문 이용이 배후지의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둘째/ 산업별 지향지 특성이 수 

출 화물의 전체 유동구조에 미치는 영향/ 셋째I 지향지의 방향이 관문의 선택과 배후지 

수출 산업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우선 수출 주력 산업의 대표적인 품목들을 사례로 분석한 결과I 배후지의 수출 실적 

과 수출 제조업체들은 모두 화물의 특성(공항 또는 항만 의존)과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 

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관문 인근 지역으로 집중하고 있었다. 관문 인근 지역에 수출산 

업이 수렴(收했)하는 현상은 글로별 교역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산물로 이해 

된다. 둘째l 배후지-지향지간 산업별 연계 정도에 따라I 화물특성l 관문 선택 패턴 그리고 

전체 화물유동 구조에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때 지향지의 산업 특성이 전체 수출입 

화물유동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항공보다 해운화물 산업에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y 지향지의 방향은 시기와 관계없이 배후지 수출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l 이는 새로운 지향지의 발달이 일부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 분석을 수행하면서 유동량 배분모형을 통해 배후지-관문-지향지의 화물유동 규 

모를 할당함으로써 산업별 수출 화물의 전체 유동구조와 그 변화 과정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추상적 개념인 l사슬간 경쟁’에 l거리 l라는 공간적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수출 화물의 관문 선택과 배후지 산업 공간의 변화를 보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 

다. 새로운 방향의 대중국 교역이 발달하는 오늘날l 이러한 발견들은 역동적인 수출 산업 

공간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내수시장의 역할과 해당 기업의 의 

사결정 과정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l 향후 공간적 관점을 강조하 

는 연구 노력들이 축적된다면 화물유동 연구의 지평은 더욱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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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요약과 결론 

경제 및 생산 활동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가 경계를 뛰어넘는 무역 규모 역시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외무역에서 국가의 문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I 

화물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그 흐름의 길목에서 전체 

적인 구조를 살핀다면 국가간 화물유동이 공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이 바로 국제 화물유동 연구에서 그 흐름의 핵심 결절인 I관 

문I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묻유동 분석에 활용할 하나의 개념 틀을 모색 

하고자I 물류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l사슬간 경쟁력 l 개념에 I거리 l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배후지-관문-지향지 관계에 적용시켰다. 이는 화물유동 현상과 관 

계 갚은 지리학 연구 전통들의 접점을 찾는 동시에 공간적인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 

이다. 

대외무역 관문체계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출입하는 전체 수출 

입 구조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의 변화를 품목 구성l 화물의 특성I 배후지l 지향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수출입 

품목과 화물특성의 변화는 같은 기간에 진행된 전반적인 산업구조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이 퇴조하고 기술집약적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구조 양극화로 인해I 

우리나라 수출품은 고가치 화물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수출 화물의 중량대비 단가도 빠 

르게 상승하였다. 그 결과 이들 산업을 보유한 배후지의 교역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으 

나l 산업구조에 따라 지역별 수출 산업의 성장 및 쇠퇴 시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 

수입은 인구 및 산업 규모를 반영하는 속성으로 인해 시기별 변화는 크지 않았으나/ 에 

너지 수입 관련 지역 그리고 수출 산업 성장 지역들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였다. 수출입 

대상국의 경우l 종래 대미(對美) . 대일(對터) 교역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드는 대신 중국의 

역할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이와 동시에 아시아 역내 무역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대외무역이 꺼재R구성 (reor야r따lta따tion띠1냐)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이 되는 과정에는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한 대중국 FDI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업의 비중이 유 

난히 높다는 점인데/ 이러한 현상은 양국 생산요소 비용의 차이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 

려는 수요로 인해 촉진되었다. 역내 생산의 지리가 급속하게 재편되면서 우리나라의 제 

조업 공동화 현상은 가속된 반면r 양국간 더욱 긴밀해진 제조업 연계는 역내 교역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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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화물유동 패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중국 투자 및 교역의 지역적 분포는 우리나 

라와의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는데/ 산둥성(山東省)을 중심으로 하는 황해 

연안과 그 배후지역이 한국 자본의 유치는 물론 대한국 교역 의존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중국 투자 및 교역의 지리적 차별성은 한 · 중 황해연안에 새로운 물 

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수출입 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대외무역 관문체계의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이는 크게 항만 관문체계의 탈집중화와 공항 관문의 역할 신장으로 나뀔 수 있다. 

우선 1990년대 이래 발달된 황해연안 대중국 항만 네트워크는 양국의 인적 · 불-적 교류의 

통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해운 노선은 철저히 배후지의 시장 규모를 기 

반으로 발달했는데/ 수도권 항만(인천항 · 평택항)은 대중국 무역에 힘입어 새로운 성장 

의 전기(轉機)를 맞고 있다. 이는 부산항에 극도로 편중되었던 항만 관문체계가 분산되는 

요인이 되었고/ 또한 같은 시기 에너지 · 자동차 · 조선 관련 항만들의 교역 규모가 빠르게 

성장했던 점도 기존 관문체계의 집중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최근 민영화로 

대표되는 항만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대형 항만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군소 항 

만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l 이러한 환경 변화는 향후 항만 관문체계의 분산을 지속시키 

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한편 최근 인천공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관문으로 부상한 것은 고부가가치 화 

물의 증가로 항공 관문을 통한 수출입 비중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다. 수출 화물의 가 

치 증가는 전기-전자(HS 85)와 보일러-기계류(HS 84) 산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진행 

된 반면I 수입 화물에서는 저가의 원자재와 고가의 부품류간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수위 관문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항공 화물의 특성은 배후지의 수출입 화 

물유동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수출입 항공 화물의 성장은 

전반적인 화불가치 상승y 그리고 향후 보다 많은 항공 수요가 예상되는 역내 교역 환경 

으로 인해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을 사례로 배후지 분포의 변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후지의 수출 실적과 수출 제조업체들은 관문 인근 

지역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패턴은 항공 및 해운화물 모두 일관되게 나타 

나는데I 무역 관문(항만-공항)을 중심으로 배후지 수출 산업이 수렴(收했)하는 현상은 보 

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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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관문 선택 l 그리고 그 결과로 초래되는 배후지 수출 산업공간의 

변화는I 추상적인 I사슬간 경쟁l 논의에 공간적 개념인 l거리 I를 적용한 모형을 통해 보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공간의 변화를 

이해하고 수출입 물류를 분석하는 새로운 개념 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내수 

시장의 역할l 그리고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밝혀 온 기존 연구 성과들이 결합된 

다면l 화물유동에 관한 보다 풍부한 공간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향지 역시 수출 산업의 관문 선택과 배후지의 화물유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량 배분모형을 통해 배후지-관문f 관문-지향지의 화물 유동량을 할 

당함으로써 수출 화물의 전체적인 유동구조와 그 변화 양상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배후지-지향지간의 산업 연계 정도에 따라 수출 화물유동의 구조는 큰 차이를 보 

이는더L 이는 산업별로 수출 화물의 특성이 다르고 또한 배후지-지향지의 수출입 산업 분 

포에 공간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향지의 산업 특성이 배후지 화불유동에 미 

치는 영향은 항공 화물보다 해운 화물 관련 산업에서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며/ 지향지의 

방향은 시기와 관계없이 배후지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새로운 지향지의 개척이 일부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새로운 방향의 대중국 교역이 발달하는 오늘날 지향지의 관계에 보다 주목하는 공 

간적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요컨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외무역 관문체계의 변화는/ 수출입 구조의 전반적 

인 변화/ 중국이라는 새로운 지향지의 형성 l 그리고 배후지와 지향지의 고유한 여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사례 분석은 관문으로부터의 거리l 

그리고 차별적인 지향지 관계가 배후지의 화불유동과 산업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관문을 중심으로 배후지와 지향지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노력 

은I 소통이 부족한 채 다른 영역에서 발달한 지리학의 전통들을 결합시킬 뿐만 아니라l 

역동적인 공간구조의 변화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해 준다. 경제 활동의 지리 

적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그로 인한 화물유동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는 오늘날 공간 

적 관점의 접근은 이러한 현상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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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otteboom & Rodrigu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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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 수준에서의 황만지역화 개념 
(출처 : Notteboom & Rodrigu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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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퍼| 통용 상품분류 코드(HS 코드) 2단위 목록 
코E즈 뿔쪽영 코표므 혹t::IξE --E1L n C그# 

01 산동물 31 비료 

02 드i껴으 , A -1| 도 ζ표3λ E4E 드 ι껴g 32 
유연-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안료， 페인트， 퍼티， 잉크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용품류 

04 
낙농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34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완스， 연마조제불， 

동물성생산품 양초， 조형용 페이스트 

05 기타 동물성생산품 35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굴루우，효소 

06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36 
화약류，화공붐，성냥， 발화성합금， 
특정가연성조제품 

0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굴류 또는 멜론 껍질 38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09 커피， 차， 마태， 향신료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0 .;;:구1 글 C그등 40 고무와 그 제품 

11 
제분공업생산붐，맥아，전분，이눌린， 밀의 41 원피(모피제오1)와 가죽 
글루우턴 

12 
재유용 종자-과실， 각종 종자 과실， 42 

가죽제불， 동물거트의 제불， 

공업용 의약용식물， 짚-사료식물 마구-여행용구-핸드백-기타 유사제품 

13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43 모피，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품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15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45 코르크와 그 제품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6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46 

짚-어|스파르토-71 타 조물재료의 제불과 

수생무척추동물의 초제품 농세공물，지조세공물 

17 당류와 설탕과자 47 
목재펄프， 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지-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8 쿄코아，코코아조제품 48 지와 판지， 제지용펼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19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불， 49 

인쇄서적-신문-호|화-기타 인쇄물， 

베이커리제품 수제문서 타이프문서， 도면 

20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조제품 50 견 

21 각종 조제식료품 51 앙모-섬수모-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22 음료， 알코올，식초 52 면 

23 식붐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53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조제사료 ~ 도 i긍긍 

24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54 。2J~자 C그서 口 T 。T

25 소금，황， 토석류，석고，석회，시멘트 55 인조단섬유 

26 광， 슬랙， 회 56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
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27 광물성 연료-광물유-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57 앙탄자류와 기 타 방직 용 섬 유제 바닥깔개 

고C그}묵 ='서 c> 와 -， λ 

무기화학눔， 
특수직물， 더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28 귀금속-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58 

유기-무기화합물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29 유기화학품 59 
치투r-~투-'- -후~-피 1 복 1 -다-'-느'--- 저 --，흔‘하 '--' 바 ζ::> 지--，욕~ 선 C그유 ”의 l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30 의료용붐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게질 편물 

출처 : 관세 청 품목분류검 색 시 스템 (http://www.customs.go.kr/hs/isp/lndex.i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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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제속) 
코릎 뚫활영 코E. 훌등쪽영 

61 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81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82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01-스푼과 포크 

것은 제외) 및 이들의 부분품 

63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니트， 중고의류， 중고 
83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방직용 섬유제품， 녕마 

64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이들의 부분품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66 산류-지팡이 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절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87 절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t「j E tjr E i륙i ι :lL~ -!f-~ ι←=r E lEi 

68 석-플라스터-시맨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유사한 재료의 제품 

69 도자제품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광학기기 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
70 유리와 유리제품 90 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tj「 t trj E iEZ ι :lL~ -!f-~ ικ~~ 

71 진주， 구|석 반귀석， 구|금속， 구|금속을 입힌 91 시계와 그 부분품 
금속，모조신변장식용품，주화 

72 jεi크~B 92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73 철강의 제품 93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74 동과 그 제품 94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75 니켈과 그 제품 95 
완구-유희 용구-운동용구 및 그 부분불과 
-t「j : ι-‘i-~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영§ 잡품 

77 원7 예|등 λ를근 고크 -A「XtilE 효5과 r 고 E도 C> i4E4

78 연과 그 제품 98 

79 아연과 그 제품 99 기타 

80 주석과 그 제품 

출처 : 관세 청 품목분류검 색 시 스템 (http://www.customs.Qo.kr/hs/jsp/lndex.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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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중국의 지역 구분과 엉 .^I. 짜1\1구별 행정구역 

접정~I역 및 작~I구 

그림 1) 중국 1\1역 구분 

닝사후。|쭉 

씬장홉억~1힐 X썩구 

자지구 혈젠 
\ 빼01장 ‘ ì-
\ 셰익황구 \ I 

\ 짜쩌구 \ { 
i!f~냥협 

\ 핵뼈。l엉 
~^I였 

~쑤쩡 tl륭엉 
칭학。}엉 

싼^J엉 
OJ납엉 짱혐엉 

^t행t협 .. ) 협1I:I;t. 
!t쯤엉 '111양|쌍 얹후억엉 / 앙ðlOI 

쩌장짤 
후tt썽 

구01확~었 함^I혔 
，월엉‘ 

!Hi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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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1구 웠짧 

f핸|님생 

그림 2) 중국 엉.^I.짜1\1구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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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우리나라 ̂I.도별 대중국 수출-수입 의존도의 변화， 2000-2004년 

표 1 ) 우리나라 시·도별 대중국 수출 의존도의 변화 (2000-2004년) (단위: US $ 1,000) 

수출 
2000 2004 돼중국 

펀처| CH중펄 중국 전채 당{좋5꽉 중국 ‘ 。석| 죠 ι*드 
지역 

수출액 
첩월캡i 

수훌액 
점양1:1 1 

의존율 수훌액 
젊유닙i 

수훌했 
첩짝닙i 

와존율 증가옳 

합경| 172,266 100% 18,455 100% 10.7% 253 ,845 100% 49 ,763 100% 19 ,6% 1,8 
}에뿔 31 ,913 18 ,5% 4,066 22 ,0% 12 ,7% 29 ,924 11 ,8% 4,569 9.2% 15.3% 1.2 
부산 4,836 2.8% 724 3.9% 15.0% 6,434 2.5% 1,096 2.2% 17.0% 1.1 
돼구 2,849 1.7% 268 1,4% 9,4% 3.155 1.2% 702 1,4% 22.2% 2.4 
앉천 7,527 4 ,4% 852 4.6% 11.3% 10,645 4.2% 1.643 3.3% 15 .4% 1.4 
항주 3, 183 1.8% 335 1.8% 10.5% 5,288 2.1% 212 0 .4% 4.0% 0 .4 
대전 837 0.5% 120 0.6% 14.3% 1,838 0 .7% 278 0.6% 15.2% 1.1 
뚫산 19,972 11.6% 2, 196 11.9% 11.0% 37 ,470 14.8% 7‘ 370 14.8% 19.7% 1.8 
경기 38.041 22.1% 3,498 19.0% 9.2% 46 ,466 18.3% 10,398 20.9% 22 .4% 2.4 
강원 338 0.2% 21 0.1% 6.3% 642 0.3% 81 0.2% 12.6% 2.0 
중룩 4,748 2.8% 224 1.2% 4.7% 7,546 3.0% 925 1.9% 12.3% 2.6 
충남 16.991 9.9% 1,552 8.4% 9.1% 29 ,272 11.5% 5,805 11.7% 19.8% 2.2 
전북 2,881 1.7% 278 1.5% 9.7% 4,225 1.7% 803 1.6% 19.0% 2.0 
전남 5,805 3.4% 1,374 7.4% 23 .7% 12,609 5.0% 4,211 8.5% 33 .4% 1.4 
~→3~ 15,653 9.1% 1 ‘ 970 10.7% 12.6% 33 ,951 13 .4% 9,566 19.2% 28.2% 2.2 
:ζ껴그 L C그L 16.651 9.7% 975 5.3% 5.9% 24,292 9.6% 2, 101 4.2% 8 .7% 1.5 

제주 40 0.0% 0.2 0.0% 0.6% 70 0.0% 1 냐뇌% 1.5% I 2 .4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호| 무역정보. 

표 2) 우리나라 시·도벌 대중국 수입 의존도의 변화 (2000-2004년) (단우1: US $ 1,000) 

'"ι「。』jI
2000 2004 돼좁력 

지역 전체 
젊휴1:1 1 

CH 뚫~ 
젊유밟 

중E팍 전쳐i 
점유냥I 

따3 뚫E쩍 
젊￥쭈밟 

중국 외존 

수입액 -AT‘~ gJ Q!j 외촌훌훌 '"ι「 。』ji O --찌1 -AT‘.gJ Q끼” 의똥훌훌 증가옳 

합강| 160,481 100% 1,799 100% 8.0% 224,463 100% 29 ,585 100% 13.2% 1.7 
샤옳 44, 164 27.5% 4,040 3 1.6% 9.1% 48,382 21.6% 8,975 30.3% 18.6% 2.0 

부산 3,985 2.5% 728 5.7% 18.3% 6,740 3.0% 1,593 5 .4% 23.6% 1.3 

CH 팎 1,395 0.9% 260 2.0% 18.7% 1,920 0.9% 525 1.8% 27 .4% 1.5 

얀찬 10,245 6.4% 950 7.4% 9.3% 13 ,574 6.0% 1,907 6.4% 14.0% 1.5 

광후 1,844 1.1% 87 0.7% 4 .7% 3,038 1,4% 269 0.9% 8.9% 1.9 

CH.잡 1,259 0.8% 90 0 .7% 7.1% 1,991 0.9% 195 0 .7% 9.8% 1.4 

울산 14,268 8.9% 435 3 ,4% 3.0% 29 ,790 13.3% 876 3.0% 2.9% 1.0 

겸가 35 ,640 22.2% 2,576 20.1% 7.2% 42 , 121 18.8% 6,209 21.0% 14.7% 2.0 

강현 381 0.2% 67 0.5% 17.6% 586 0.3% 136 0.5% 23.2% 1.3 

총톨확 3,314 2.1% 267 2.1% 8.1% 5,252 2.3% 801 2.7% 15.2% 1.9 

종합 9,978 6.2% 648 5.1% 6.5% 15,426 6.9% 1,367 4.6% 8.9% 1.4 
환틀중 1.501 0.9% 240 1.9% 16.0% 2,522 1.1% 414 1.4% 16.4% 1.0 

전남 10,781 6 .7% 367 2.9% 3 .4% 17,341 7 .7% 957 3.2% 5.5% 1.6 

경북 12 , 162 7.6% 946 7 .4% 7.8% 21 ,763 9.7% 2,960 10.0% 13.6% 1.7 

~책::>나 <;;1 9,500 5.9% 1,085 8.5% 11 .4% 13 ,896 6.2% 2,380 8.0% 17.1% 1.5 

자l 추 53 0.0% 12 0.1% 22.7% 110 0.0% 15 0.1% 13.9% 0.6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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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수출-수입 항만 관문쩨|계|의 변화， 1991-2004년 부록 

、-

/ 

.\포항 
(2.1%) 

미포 
1%) 

율산 
(IZ4%) 

2004 

인천
(7.4%)" 

~.、 • 형택(6.6%) 

‘ 3 많，ιι 、. 
'---기// 양、; 

) 군산 
.(1.5%) 

~ ( r 
、

• 

>

-
t、?

‘) 

인천‘. 
(3. 8%) 

/ 

iι，포항 ‘., (2.1%) ‘- 미포 E-떠.4%) 

.-홉톨를i 울산 
-넘를....，_ (5 카16) 

광앙 를톨톨 •• 
(2.1%);싱‘ 1톨를lU.iA!li깅-

’ 시\.흩영윷톨톨 
- 씬、페i μ 째 

1991 

• 5%~9.99% 

• 10%~19.99% .1% ‘ 4.99% 

그림 1) 우리나라 수출 항만 관문체계의 변화 (1991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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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 수입 항만 관문체계의 변화 (1991 . 2004년) 

- 209 -

‘ j 옥포 
수(0.명~)싱 、

센 /ιμ、 여수 
、

νJ ‘<<' 

주요 항만의 해상수출 점유율 

_20% 이상(비례 



부록 6. 주요 수출품의 중량대비 단't와 운송수단 면택관의 관계1 ， 2004년 

주: 64개 세부품목(HS 4단우1) 상세정보는 다음 부록 7 참고.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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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계속) 

댄효 
써S 2004 헌)~ 혈황(짧끓)1) 

코뜨E :츄훌훌액(환$) 종향(kg) ($!kg) 수훌훌쩍(천$) 

41 8516 814.827 139.659.644 5.83 61.321 

42 8517 768.753 10.309.592 74.57 427.155 

43 8518 745.055 45.665.288 16.32 237.020 

44 8521 836.349 33.695.397 24.82 158.045 

45 8522 943.048 30.546.656 30.87 567.515 

46 8523 895.955 115.892.867 7.73 426.277 

47 8525 20.340.102 83.664.218 243.12 19.418.871 

48 8527 387.249 6.450.366 60.04 205.399 

49 8528 3.451.954 181.849.922 18.98 294.005 

50 8529 8.689.394 158.586.486 54.79 5.232.697 

51 8531 795 .463 2.202.894 361.10 795.463 

52 8532 468.652 14.951 .428 31.34 264.380 

53 8534 1.22 1. 184 14.794.624 82.54 1.050 .496 

54 8536 620.559 25.053.665 24.77 272.772 

55 8539 395.934 16.990.707 23.30 166.200 

56 8540 2.765 .762 669 .477.524 4.13 111.287 

57 8541 1.149.119 11.510.438 99.83 988.629 

58 8542 20.530.979 17.888.106 1.147 .74 20.272.869 

59 8543 725.356 4.809.568 150.82 639.928 

60 8544 1.090.113 259.398.320 4.20 46.541 

61 9001 503.397 7.017.137 71 .74 263.686 

62 9009 353.134 22.952.204 15.39 16.836 

63 9013 3.069.016 16 .411.834 187.00 1.788 .446 

64 9018 472.162 20 .750.997 22 .75 277.828 

64 훌훌목 $123‘ 65억 10.76백만똘 11.49 $ 73.41 ç착 

수훌전쫓11 $ 253.84월 108.78했면똘 2.33 $ 83.20학 

주: 64개 세부품목(HS 4단우1) 상세정보는 다음 부록 7 참고.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 211 -

운윷훨낭f 훌륭 

7.5% 

55.6% 

31.8% 

18.9% 

60.2% 

47.6% 

95.5% 

53.0% 

8.5% 

60.2% 

100.0% 

56 .4% 

86.0% 

44.0% 

42.0% 

4.0% 

86.0% 

98.7% 

88.2% 

4.3% 

52 .4% 

4.8% 

58.3% 

58.8% 

59.4% 

32.8% 

짧et(t학확} 

:양醫~(현$) 훨총월{좋 

753.506 92.5% 

341.598 44 .4% 

508.035 68.2% 

678.304 81.1% 

375.533 39.8% 

469.678 52 .4% 

921.231 4.5% 

181.850 47.0% 

3.157.949 91.5% 

3.456.697 39.8% 

0.0% 

204.272 43.6% 

170.688 14.0% 

347 .787 56.0% 

229.734 58.0% 

2.654.475 96.0% 

160.490 14.0% 

258.110 1.3% 

85.428 11.8% 

1.043.572 95.7% 

239 .7 11 47.6% 

336.298 95.2% 

1.280.570 41.7% 

194.334 41.2% 

$ 50 ， 24쩍 40.6% 

$ 170.64혈 67.2% 



부록 7. 수출 화물 특엉과 운송수단 면택 분액대앙 목록 (HS 4단우1， 64'H 품목) 

번호 코s 풍뭘명 

392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 수|트 • 필름 • 박 또는 스트립 (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a 392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 쉬트 필름 · 박 · 스트립 
3 3923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용기 · 포장용기 · 뚜껑 마개 ·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3926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5 4002 합성고무，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 천연고무와 합성고무의 흔합물 

6 401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신품에 한한다) 

7 4107 기타의 동물가즉 (탈모한 것) 
8 4810 도노한 지와 판지 앙면 · 한면을 도포한 한지와 판지， 카오린， 기타 무기물질로 도포한 것 

g 5402 합성장섬유사 (재봉사소매용사 제오1)， 67 테시텍스미안의 합성 모노필라멘트 포함 
10 5407 합성장섬유사의 직물 
11 5503 합성단섬유 (방적준비처리 한 것 제오1 ) 
12 5603 부직포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3 5903 플라스틱을 침투 · 도쏘 · 피복 · 적증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호에 해당하는 것 제오1) 

14 6001 파일편물 (롱파일 및 테리편물 포함，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펀물의 것 ) 

15 6004 머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중량 .... ) 
16 6005 경펀직 직물류(거룬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저16001 호 내지 저16004호의 것은 제오1) 

17 6006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 
18 6110 저지 • 물오버 • 가디건 • 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펀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 ) 
19 6115 팬티호스， 타이즈， 스타킹， 기타 앙말류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 
20 6204 여자 · 소녀용 슈트， 앙상블， 자켓， 브레이저， 드레스스커르， 치마바지， 승마용 바지 
21 6406 신발류부분품， 안장， 힐쿠션 및 유사물품， 각반 · 레깅 및 이와 유사물품과 부분품 
22 8207 수공구용 (동력 작동식의 여부불문).기계용의 호환성 공구 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01 

23 8408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디젤 · 세미디젤 엔진 ) 

24 8409 내연기관의 부분품 (제 8407 , 저18408호의 먼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된) 

25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후드 
26 8415 공기조절기 (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i습도만 ..... ) 

27 8418 냉장고 · 냉동고 기타 냉장 또는 냉동기구 및 열펌프 
28 8419 열처리 기기류 온도변화에 의한 재료를 처리 하는 기계 설비또는 장치， 즉시식 저장식 뭘가열기. 
29 8431 기계 전용， 주로 사용 부품 

30 8450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 (세탁 .건조 겸용기포함 ) 
31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자기식 또는 광학식 

32 8473 저18469호 내지 저1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33 8477 고무 ·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34 8479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35 8480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베이스 주형제조용의 모형 및 긍속 (잉콧용의 것을 제외한다) 
36 8481 파이프 • 보일러의 동체 • 탱크 •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탬 • 코크 • 밸브 

37 8501 전동기와 발전기 (발전세트 제외) 

38 8504 변압기 · 정지형 변환기 (예， 정류기)와 유도자 

39 8507 축전지 (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출처 : 관세 청 품목분류검 색 시 스템 (http://wWw.customs.go.kr/hs/jsp/lndex.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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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계속) 
번호 코드 품뭘명 

41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난밤기기와 토양가열기 ，전 

42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43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 이어폰과 마이크로폰， 가청주파증폭기 ，음항 
44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45 8522 제 8519호 내지 제 8521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6 8523 음성기록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기록용의 매매체 (기록이 안된 것에 한하며 
47 8525 무선전화용 · 무선전신용 · 라디오 방송용 또는 델레비전용 송신기기와 델레비전 카메라 .. 

48 8527 무선전화 · 무선전신 또는 라디오 방송의 수신용 기기의 기기 
49 8528 델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라디오 밤송수신기 · 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 ... ) 

50 8529 무선 송수신기기 레이다기기 · 항행용 무선기 털레비전 수상기의 부분품 

51 8531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빌 사이렌 .도난정보기 ) 

52 8532 고정식 · 가변식 또는 조정식 축전기 

53 8534 인쇄회로 

54 8536 전기회로의 개펴|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개펴IJI. 계전기 • 퓨즈 • 서어지억저IJI. 플러그 • 소켓 .) 

55 8539 필라멘트 램프 또는 방전램프와 아아크 램프 
56 8540 열전자관 ·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 
57 8541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둘 .... ) 

58 8542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호|로 

59 8543 기타의 전기기기 

60 8544 절연전선 케이블 (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과 기타의 전기절연처1 (도체) 

61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 8544호의 것 이외의 광섬유케이블， 펀광재료제의 판， 
62 9009 사진식 복사기 (광학기구를 갖춘 것 또는 밀착식의 것에 한한다)와 열식복사기 
63 9013 액정 디바이스 · 레이저기기 (레이저 다이오드 제오1 )및 기타 광학기기 

64 9018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 • 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 

출처 : 관세 청 품목분류검 색 시 스템 (http://wWw.customs.Qo.kr/hs/jsp/lndex.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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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한-중 콰펴|리 화객면 쥐항 현황 (2005.10.현째) 

황 로 사 짧 J:J 까~ ￡C셔〉 총훌룰수 * λr‘·소ξ:5 느 ζiE }쳐1 [활소황요활셔간수} 합로3핵설 

면천-월101 하염| 위동항운유한공사 T LT- 二EZ르lEc== 
26,463 

여객: 656명 주 3회 
1990.9 (238m잃 ,440km) (한·중 합작) 브릿지 11 화물: 250TEU (14H) 

앉원t칭 ct오 위돔항운유한공사 T L-T 二E己EEE==
29,544 

여객: 450명 주 3호| '93.5 
(330m잃 ,611 km) (한·중 합작) 브릿지 V 화물: 280TEU (20H) ('02.3) 

~웹-탬철 진천국제객화항운 
천 인 26,463 

여객: 604명 주 2호| 
'91.12 (460m앓 ,852km) (한·줌 합작) 화물: 249TEU (25H) 

요j천}환흘싼강 렌윈강중한윤도 
자옥란 16,071 

여객: 392명 주 2회 
'04.12 (390m일 ,722km) 유한공사(한·중) 화물: 293TEU (24H) 

얀천‘얀801 얀타이중한윤도 
항설란 16,071 

여객: 392명 주 3호| 
'00. 10 

(283m잃 ,522km) 유한공사(한·중) 화물: 293TEU (15H) 

인천，ζ}현! 대인훼리(주) 
대 인 12,365 

여객: 555명 주 3회 
'95.10 

(2880~잃 ,533km) (한·중합작) 화물: 125TEU (17H) 

e.r첨-닭뿔 단둥국제항운 도C그님C〉}며C그즈T 
10,648 

여객: 599명 주 3호| 
'98.7 

(284마잃，526km) 유한공사(한·중) (오리엔탈펄 11) 화물: 130TEU (16H) 

인천--'싶따요 롱청화동해운 화동명주 
12,659 

여객: 599명 주 3호| 
'02. 7 

(220m잃 ,407km) 유한공사(한·중) (화동필) 화물: 132TEU (13H) 

인훤，잃광i 5F 범영훼리(주) 자정항 
12.304 

여객: 332명 주 2회 
'03. 1 

(420m앓，778km) (한·중 합작) (아라프랄레 화물: 228TEU (22H) 

인천-흔!활CL2 진인해운유한공사 
루-，구 =하 o 12.304 

여객: 348명 주 2호| 
’04.4 

(394m잃 ,730km) (한·중 합작) 화물: 228TEU (21H) 

평택-롱첩 롱정대룡해운 
대 룡 8.091 

여객: 834명 주 3회 
'01.10 

(2100~월，388km) 유한공사(한·중) 화물: 150TEU (12H) 

행행·르조우 황해훼리(주) 
모닝글로리 16.340 

여객: 600명 주 3회 
'03.6 

(372짜앓 ，68앉km) (한·중 합작) 화물: 107TEU (20H) 

E꾼산*월 Ct2 정해윤도(주) 
세원 1 호 12.304 

여객: 300명 주 3호| 
'04.11 

(310m앓 ,574km) (한·중 합작) 화물: 228TEU (18H) 

룹월초*훌룡훈*뚫2.tCI 동춘항운(주) 여객: 467명 주 2회 
'00.4 

동춘호 12.023 (연장 
(378웰앓 ;71 였~km) (한·중 합작) 화물: 136TEU (17H) 

03.1 1) 

출처: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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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주요 항만 대중국 수출-수입 운위 및 비중 변화， 1991-2004년 

표 1) 주요 항만 대중국 수출순위 및 비중 변화 (1991-2004) (단우1: US $ 100 만) 

순우I 
1991 1995 2000 2004 

황당f ïïJ역헥 정유닙I 항딴 ïïJ역액 장염tH 항만 ïïJ역쩍 정유비 항만 꾀역액 장유많 

부산 726 73.3% 부H 5.160 57.7% 황산 7.825 45.3% 부산 13.997 38.4% 

2 앉환 87 8.8% 인천 1.579 17.6% ~천 3.657 21.2% 인천 6.205 17.0% 

3 포함 46 4.6% 울산 643 7.2% 뿔산 1 ‘ 498 8.7% 뿔산 4.167 11.4% 

4 뚫산 42 4.2% 여수 447 5.0% 광양 9젠 5.7% 핑양 3.176 8.7% 
g 광양 39 3.9Sb 온삽 282 3.2~~ 여 t양 957 ) ζ'. 、5% 평택 2.119 5.8% 

6 〔강수 37 3.7% 군산 212 2.4% 다f산 933 5.4% 포황 1.816 5.0% 

7 온산 9 0.9% 고ζ그↓。gj= 208 2.3% 쏘항 507 2.9% 여수 1 ‘ 550 4.3% 

8 태산 q、」 U3% 노항 160 1.8% 온산 385 ι r) ι η- 。/。/ 대산 1.431 3. 딩 ~o 

9 파포 (、j ‘ 1 ~/~ 마산 109 1‘ 2% 마산 230 .3% 온산 1.082 3.0 c;'~ 

10 펼팩 G 0.0 '?r 대산 77 。’ g% 군산 129 0.7% 많산 400 1. 1% 

11 대산 0 0.0% 율용프g 56 0.6% 평댔 110 O.6~~ O~산 c 〔f 「/「/ 0.8% 

12 옥쏘 0 0.0% 물쏘 10 0.1% 똑쏘 31 O.2S/~ 01 쏘 67 0.2% 

13 군산 o 0.0% 01 쏘 ι " 0.0% 고현 10 낀 1 ，?j~ 목쏘 63 0.2% 

14 고혐 G 0.0% 고현 2 0.0% 미보 4 。 .0% 고현 41 0.1% 

15 훌확~ 0 0.0% 평택 o 0.0% 목포 o 。 O~/Ó 흘럭포 21 0.1 ~o 

JI 타 G 0.0% JI 당 12 0.1% 커타 13 0.1 ,?{, JIB 43 0.1% 

전 처l 990 100.0% 전체 8.947 100.0% 전자 17.257 100.0% 잔처| 36 .412 100.0% 

출처: 한국무역협호| 무역정보. 

표 2) 주요 항만 대중국 수입순위 및 비중 변화 (1991-2004) (단우1: US $ 100 만) 

순우§ 
1991 1995 2000 2004 

항만 .lil역했 짧암닙| 항만 11ι1 여 -‘ Q!/ 쩔￥￥ tfl 항만 ïïJ역했 점유비 횡E! 교여Q:lQ!써1 정유샘I 

합산 1.623 48.8% 효휴상 3.988 57.5% 부산 5.677 54.1% 뿜산 10 , 250 45.6% 

2 인환 1.017 30.6% 요1 천 1.607 23.2% ~헐 2.875 27 .4% 요j~전 6.962 31.0% 

3 뚫한 329 9.9% 뚫산 414 6.0% 뚫산 449 4.3% 평 ξ석 1.278 5 .7% 
4 군산 105 3.2% 3표황 333 4.8% 포황 277 2.6% 율산 803 3.6% 

5 포항 49 1,5% 여수 171 2.5% 광양 253 2.4% 광않 713 3.2% 

6 다}선 39 1.2% m산 80 1.2% iI:산 152 1.4% ~항 706 3.1% 
7 〔강수 24 0.7% 평앓 73 1.1% mB 145 1.4% 〔월수 307 1.4% 

8 확3표 18 0.5% 군산 61 0.9% 여수 112 1.1% 얄{산 243 1. 1% 
g 훌랑향 17 0.5% 온산 28 0.4% 평훌학 88 0.8% m산 187 0.8% 
10 온산 8 0.2% 복:!é. 16 0.2% 뎌1H 58 0.6% iI:삶 162 0 .7% 
11 다 I ~흘 2 0.1% 평흘쩍 14 0.2% 훌확포 48 0.5% 똥혈삽 90 0.4% 

12 평 g쩍 O 0.0% CH 싼 6 0.1% 홉삽 41 0.4% 그]홈 87 0.4% 
13 티{산 O 0.0% o!포 2 0.0% 고현 22 0.2% 훌철포 68 0.3% 
14 옥!r!: O 0.0% 옥쏘 O 0.0% 옥쏘 3 0.0% 옥포 25 0.1% 

15 그3 중참 O 0.0% 표현 0 0.0% Ol~ O O‘ 0% 01 포 0 0.0% 
Jl 휩 92 2.8% 가B 148 2.1% J1S 298 2.8% 차휩 573 2.6% 

졌 혔i 3.323 100.0% 전렀| 6.941 100.0% 월처! 10.498 100.0% 졌§혔{ 22 .454 100.0%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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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대중국 교역 발달억| 따른 수도권 항만의 쥐급 화물 구엉 변화 

2004 

1995 

4 

0% 20% 40% BO% 100% 60'폴 

그림 1) 인천황 주요 교역품목의 구성비 변화 (1995' 2004년) 

2004 

감
 얘 니
 띠
 

2000 29.2% 

o. 

0% 20% 60% 80% 40% 

그림 2) 평택항 주요 교역품목의 구성비 변화 (2000'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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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부만항과 인천항의 배후π| 내륙운송비 비교 (40FT FCL, 왕복요금， 단위:￦) 

짙확쩍 Xf 부산향)1 정 인천향JI 잠 뭘적 XI 부산함)1 쩔 인천항JI 점 

가 횡 ~ 1,074,000 392 ,000 다{전광혈시 586 ,000 522 ,000 

강릉시 916 ,000 똥해서 743 ,000 588 ,000 

강짚군 628 ,000 동효휴천서 984,000 338 ,000 

거 저l λl 448 ,000 m 산 시 236 ,000 690 ,000 

거창군 468 ,000 흩욕 표 시 633 ,000 

경산시 393 ,000 679 ,000 무안군 633 ,000 

경후시 299 ,000 679 ,000 문 경 ^I 561 ,000 

그] 형 끊 472 ,000 잃 양 ̂ I 258 ,000 

그〕 성 군 362 ,000 보형시 790 ,000 488 ,000 

고성군 1,023 ,000 보성군 585 ,000 

고양시 961 ,000 187 ,000 보은군 62 1.000 

고장짧 681 ,000 봉 호f 군 557 ,000 

고흉군 589 ,000 뿌안군 625 ,000 

팍성군 569 ,000 부여군 626 ,000 520 ,000 

공주서 626 ,000 428 ,000 부천사 961 ,000 140 ,000 

고} 천 서 923 ,000 187 ,000 뿜산 λ1 LH 135 ,000 952 ,000 

광영서 923 ,000 174,000 부산(J I 장군) 153,000 889 ,000 

광양시 452 ,000 사천서 356 ,000 

광주시 953 ,000 272 ,000 산청꾼 433 ,000 

광주짧엇사 575 ,000 667 ,000 삼월서 686 ,000 590 ,000 

끄i 산 군 645 ,000 520 ,000 상주셔 561 ,000 

구많군 537 ,000 A-l 싼 서 796 ,000 514,000 

:r. 2.1 서 960 ,000 M 옳 f 949 ,000 192 ,000 

:;:t 01 λ| 478 ,000 604 ,000 셔 뚫 2 923 ,000 187 ,000 

군산서 670 ,000 580 ,000 사천군 743 ,000 578 ,000 

군 우I 군 11 489 ,000 성 남 λi 923 ,000 27 1.000 

군포시 923 ,000 174,000 성 추 ￡균 492 ,000 679 ,000 

굽산군 626 ,000 등짝 초 셔 1,023 ,000 

깊 저i λi 654 ,000 수행사 917 ,000 257 ,000 

감천서 531 ,000 590 ,000 순창군 561 ,000 

잃 3흉 셔 987 ,000 187 ,000 EE 천 샤 452 ,000 737 ,000 

집해서{앓산^l) 153,000 샤흉샤 923 ,000 161 ,000 

나주셔 622 ,000 O~ 산 λl 659 ,000 407 ,000 

남양쭈λi 960 ,000 311 ,000 앉 옳 λI 520 ,000 

효학 혈 ̂ I 626 ,000 앉 산 λl 923 ,000 174,000 

한앓군 916 ,000 안 성 λi 917 ,000 363 ,000 

딸앓군 575 ,000 요f gf λi 923 ,000 174,000 

닿찮찮 796 ,000 431 ,000 않앓뿔 947 ,000 588 ,000 

업1:;:t(짧짧 E판) 423 ,000 636 ,000 양쭈필 993 ,000 338 ,000 

Ofll쩔짝샤 421 ,000 653 ,000 g쌓 흉협 군 953 ,000 42 1.000 

출처 : 컨 테 이 너 내 륙운송요율표(http://www.uls21.com/itc_oneway_bι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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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계|속) 

짚쪽쩍치 혐산함)1 첨 면환함)1 집 ￡확청 X’ 흐름삼함껴젊 연환황)1 첩 

〔섭 수 샤 496 ,000 737 ,000 죠j 후 ÁI 338 ,000 

〔낱 쭈 군 823 ,000 420 ,000 ξ! 천 군 645 ,000 446 ,000 

〔강 천 군 496 ,000 진해샤 224 ,000 

〔강 천 시 496 ,000 737 ,000 참 행 E한 360 ,000 

연 )1 군 62 1,000 I 창 원 λt 239 ,000 690 ,000 

얹천군 1,024,000 368 ,000 천 e! ÁI 639 ,000 386 ,000 

영광군 654,000 훨훨군 1,039 ,000 

영덕군 486 ,000 청도군 423 ,000 

영 홉 i!: 586 ,000 590 ,000 청송많 478 ,000 679 ,000 

영암군 633 ,000 청양군 778 ,000 

영월군 1,039 ,000 587 ,000 청원문 645 ,000 482 ,000 

영주샤 557 ,000 청주시 621 ,000 482.000 

영천샤 360 ,000 훈천사 1.074.000 465 ,000 

여| 산 군 684 ,000 448 ,000 룸 으쯤 人I 670.000 554 ,000 

예천군 557 ,000 칠평군 492 ,000 653.000 

2 산 샤 917 ,000 319.000 EH 빽 λ} 688 ,000 590.000 

등략 흰 군 586 ,000 524 ,000 티{ 안 군 796.000 553 ,000 

완도군 710 ,000 흉영사 362 ,000 

완 ;퓨 t!:‘ 670 ,000 휩 E튜 사 1,000 ,000 268 ,000 

용인시 810 ,000 311 ,000 평창군 1,039 ,000 588 ,000 

뚫 삼 λl 25 1,000 690.000 평 됐 λI 917 ,000 363 ,000 

뿔진군 636.000 쏘천군 1,004 ,000 368.000 

앓 추 λ{ 770 ,000 476 ,000 포 황 人} 371 ,000 

룹 성 i!: 645 ,000 488 ,000 협남시 938 ,000 284 ,000 

으I 령 군 336.000 회톨군 40 1.000 

의성끊 515 ,000 홈~ e! t월 267.000 

으I 왕 샤 917 ,000 174,000 형양군 504.000 

앉장부사 96 1,000 265 ,000 뿔뿔않 647 ,000 

01 천 Á! 810 ,000 386 ,000 휠 용천 E한 433.000 

악 산 λI 663 ,000 580 ,000 해월군 644,000 

E.! 협 (강중t t!:) 1,030 ,000 296 ,000 훌 성 2 778.000 448.000 

만훤(영쫓.5:.) 1,030 ,000 296 ,000 흥홈 혼전 군 922 ,000 471 ,000 

e.!천광역 λl 961 ,000 125,000 혔성사 917 ,000 334,000 

g상 쉴 E균 570 ,000 훌양 §쏟 f한 577 ,000 

청 설 E꾼 622 ,000 흉흉 셨 끊 823 ,000 

장훌잖 593 ,000 

장쭈샤 654,000 580 ,000 

절 좋옳 ÁI 621 ,000 

X처 쩔 人l 908 ,000 

찮 E표 끊 742 ,000 

출처 : 컨 테 이 너 내 륙운송요율표(http://www.uls21.com/itc_oneway_bQ_k.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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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분액대상 면정 잠고짜료: 항만 관문 수출 깐업 

표 1) 보일러-기계류 주요 세부품목의 수출비중 변화 (1990-2004년) (단우1: $ 100 만) 

=‘c!: 1990 1995 2000 2004 

워 품목 수훌 비뚫 폼목 수훌 바중 품목 수출 비중 품확 수출 삼I 풀 

8471 1,970 37 ,8% 8471 3,956 32 ,1% 8473 9,970 33 ,5% 8473 10,863 27.6% 

2 8473 579 11.1% 8473 771 6.3% 8471 9,291 31.2% 8471 10,149 25.8% 

3 8411 377 7.2% 8479 708 5.7% 8415 1,207 4.1% 8479 2,432 6.2% 

4 8427 209 4.0% 8411 606 4.9% 8479 1,173 3.9% 8415 1,564 4.0% 

5 8418 183 3.5% 8429 589 4.8% 8418 836 2.8% 8418 1,481 3.8% 

6 8479 133 2.5% 8418 432 3.5% 8429 627 2.1% 8429 1,468 3.7% 

7 8480 106 2.0% 8415 397 3.2% 8480 563 1.9% 8414 873 2.2% 

8 8415 98 1.9% 8414 367 3.0% 8414 559 1.9% 8450 865 2.2% 

g 8481 83 1.6% 8428 336 2.7% 8419 405 1.4% 8480 814 2.1% 

10 8428 78 1.5% 8419 308 2.5% 8450 378 1.3% 8431 734 1.9% 

가 8 1,401 26.9% )1 타 3,853 31.3% )1ε} 4,723 15.9% JI8 8,160 20.7% 

전체 5,217 100.0% 절처t 12,323 100.0% 전했 29,732 100.0% 전쳐| 39.403 100.0% 

주: 코드별 품목정보는 관세청 품목분류검색시스템 (http://wWw.customs.go.kr/hs/jsp/lndex.jsp) 참고.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표 2) 보일라-기계류 주요 수출품의 단가 및 항공수송 분담룰 변화 (1991-2004년) (단우1: ￦/kg) 

품목 1991 1995 2000 2004 

(4단워} 종량태I:J I 歸XHS8 중향당|닙! 황꿇'*'좋 HS 84LH 훌훌*다1!:!1 황공수총 HS 84내 중량다{비 황공수옳 HS 84내 
딴]1 같i훌납|풍 딴]1 분닮훌훌 :양훌성|중 딴 JI 문당훌홍 :양훌당|중 8]f 훈앓훌훌 추홉 tll 중 

8473 128,140 89.5% 11.0% 115,445 79.3% 6.3% 179,249 90.8% 33.5% 109,604 84.4% 27.6% 

8471 15,893 13.8% 34.7% 16,122 17.3% 32.1% 36,148 36.7% 31.2% 76.064 76.4% 25.8% 

8479 8.699 10.7% 2.9% 14,573 14.2% 5.7% 17.316 22.2% 3.9% 15.989 19.8% 6.2% 

8415 4,898 0.3% 1.5% 6,562 0.7% 3.2% 7,323 1.2% 4.1% 5,725 1.5% 4.0% 

8418 3,021 0.2% 3.9% 3,646 0.2% 4.8% 4,555 0.2% 2.8% 4.400 0.4% 3.8% 

행끓 8,220 26.2% 100.0% 7,742 18.6% 100.0% 15,7 46 45.0% 100.0% 11 ,881 47.1% 10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한국외환은행 환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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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억l억런-공'1조절기의 ̂I-군-구별 수출 규모， 2000년과 2004년 (단위: US $ 1,000) 
人l-;:è-구 수출(2000) 섭|율 

순위 
시-옆-.::;:t 

EE우l 
수훌(2004) 닝|율 

전처| 1,206,935 100.0% 전체 1,564.418 100.0% 

경남 창원시 635.678 52.7% 경남 창원시 1.129.044 72.0% 

2 경기 수원시 364.366 30.2% 2 경가 추휩 λ| 202.777 12.9% 

3 광추 광산구 110.571 9.2% 3 광쭈 광산구 122.902 7.8% 

4 충남 아산시 42.167 3.5% 4 쫓남 아산서 39.066 2.5% 

5 경가 용인시 23.304 1.9% 5 경 )1 용인서 13 ,665 0.9% 

6 2.!천 부평? 5,271 0.4% 6 경남 짐했서 6.065 0.4% 

7 경기 평탱시 3.790 0.3% 7 령남 마삼λ| 4,689 0.3% 

8 경기 화성시 3.254 0.3% 8 Qj구 앓성군 4,547 0.3% 

9 경남 사천시 2,749 0.2% g 청월 영천서 4,258 0.3% 

10 경가 뿜천시 2.437 0.2% 10 경남 사천서 4,220 0.3% 

11 경남 마산시 2, 115 0.2% 11 충남 챈안사 4, 159 0.3% 

12 서옳 종꿇구 2.076 0.2% 12 경기 화성사 3.656 0.2% 

13 광주 통구 989 0.1% 13 경가 평택사 3.275 0.2% 

14 부산 사하구 872 0.1% 14 서똘 종로구 2.084 0.1% 

15 경기 군포시 836 0.1% 15 서옳 강남구 1.280 0.1% 

16 서울 강남구 784 0.1% 16 경기 사흥서 1,250 0.1% 

17 서울 영뚱포구 681 0.1% 17 서뚫 송퍼구 1.153 0.1% 

18 경남 창영군 663 0.1% 18 서뚫 성확구 1.067 0.1% 

19 서뚫 송파구 376 0.03% 19 서옳 판악구 1.037 0.1% 

20 부산 사상=? 345 0.03% 20 요l 찰 남똘=? 1,031 0.1% 

21 인천 남홍구 337 0.03% 21 서올 공천규1 950 0.1% 

22 서올 서좁구 312 0.03% 22 충북 잔천군 929 0.1% 

23 대구 수성꾸 289 0.02% 23 부싼 감서우 921 0.1% 

24 경북 영천시 285 0.02% 24 령기 꾸è.1 사 862 0.1% 

25 경남 김해시 275 0.02% 25 안환 협평구 839 0.1% 

26 부산 었창군 235 0.02% 26 부산 중구 804 0.1% 

27 령 )1 2.!'산시 220 0.02% 27 경남 창녕;:;: 784 0.05% 

28 경껴 고양시 205 0.02% 28 경남 잔추셔 706 0.05% 

29 충남 흰안시 153 0.01% 29 부산 사혀구 644 0.04% 

30 경상 진주시 149 0.01% 30 청는하 졌!하{서 499 0.03% 

31 경기 구러시 132 0.01% 31 훌산 남구 493 0.03% 

32 서물 성훌구 113 0.01% 32 경록 포황λi 490 0.03% 

33 인천 냥구 110 0.01% 33 부삼 λ}성구 431 0.03% 

34 경 Jl e!양시 73 0.01% 34 영 )1 1;염천 λi 428 0.03% 

35 서똘 마포구 72 0.01% 3당 경훌확 훌팍군 395 0.03% 

36 경거 고f천시 71 0.01% 36 경가 강꿇λi 386 0.02% 

37 경거 서훌시 56 0.00% 37 짧 JI t윗.!l λi 386 0.02% 

38 서울 구로구 55 0.00% 38 흉훌형 경청쩔;:;: 253 0.02% 

39 써뿔 뚫Qj훈구 53 0.00% 39 경남 윷짧 λi 205 0.01% 

40 셔옳 환악구 48 0.00% 40 서훌옳 .kI홉-? 203 0.01%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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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계속) 
λ1-군*구 수훌(2000) 비율 시 -i?-꾸 수출(2004) 성 l 율 

순위 순우l 
전처i 1,206 ,935 100.0% 전처l 1,564 ,418 100.0% 

41 서옳 용산구 46 0.00% 41 경기 고앙시 160 0.01% 

42 부산 봉:t 38 0.00% 42 경남 함안군 148 0.01% 

43 E휴산 낭구 36 0.00% 43 부산 남꾸 108 0.01% 

44 경기 앙혈군 28 0.00% 44 인천 중구 99 0.01% 

45 충남 흉성군 22 0.00% 45 서뚫 용산구 93 0.01% 

46 경별 청도잖 21 0.00% 46 서울 구로구 88 0.01% 

47 서울 강셔구 21 0.00% 47 경가 안성시 83 0.01% 

48 인천 동구 20 0.00% 48 경기 성남시 76 0.00% 

49 울산 동구 20 0.00% 49 강원 춘천시 71 0.00% 

50 다{전 태덕구 19 0.00% 50 서울 동대품구 68 0.00% 

51 후산 영도구 16 0.00% 51 경거 하남시 67 0.00% 

52 뚫산 녕구 12 0.00% 52 충남 당잔군 54 0.00% 

53 부삽 총구 11 0.00% 53 서울 풍구 38 0.00% 

54 경복 구 01 사 9 0.00% 54 인천 서구 35 0.00% 

55 대구 중구 7 0.00% 55 부산 해운대구 34 0.00% 

56 서옳 강동쭈 5 0.00% 56 후산 영도:t 33 0.00% 

57 전월 남쩔 λ| 5 0.00% 57 험산 연제꾸 33 0.00% 

58 부산 긍정구 4 0.00% 58 서옳 강서구 25 0.00% 

59 경 )1 김포시 4 0.00% 59 인천 동구 22 0.00% 

60 영기 얀성시 3 0.00% 60 경기 안양시 22 0.00% 

61 경냥 양산군 3 0.00% 61 전복 잊산시 21 0.00% 

62 부산 서구 2 0.00% 62 서옳 마포구 20 0.00% 

63 서옳 금천:t 2 0.00% 63 대구 달서구 18 0.00% 

64 경기 광추시 2 0.00% 64 충남 연 Jl i? 16 0.00% 

65 전상 광앙시 2 0.00% 65 경기 않쭈군 15 0.00% 

66 서옳 서때문구 2 0.00% 66 경 )1 따추시 15 0.00% 

67 충월 청주시 0.00% 67 경 JI 쩍장혐서 14 0.00% 

68 경기 양흉군 0.00% 68 서올 영뜰포구 12 0.00% 

69 경뚝 힐곡군 0.00% 69 앓원 영월군 11 0.00% 

70 서뚫 중:t 0.00% 70 서울 강북쭈 9 0.00% 

71 E쯤산 E휴산진구 0.00% 71 경기 안산시 9 0.00% 

72 전북 군산시 0.00% 72 충톨록 청후시 9 0.00% 

73 부상 수옆구 0.00% 73 셔뚫 강동구 7 0.00% 

74 강월 §원주시 0.00% 74 서옳 똥작구 7 0.00% 

75 서울 뚫작구 0.5 0.00% 75 대전 대딪구 7 0.00% 

76 경 )1 낭앓주λ| 0.4 0.00% 76 총남 끓주시 7 0.00% 

77 e.!했 서-? 0.1 0.00% 77 뿌산 똘쭈 6 0.00% 

78 효양상 연제;:t 0.1 0.00% 78 많:큐 셔구 4 0.00% 

79 써뚫 노원구 0.1 0.00% 79 경샅 짧산AI 4 0.00% 

80 전남 옆짧 0.05 0.00% 80 옳훌6! 쭉:t 3 0.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호|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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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계속) 
λ←E왔‘? 수훌(2000) 엽 l 율 AI-앓--융 수훌(2004) tll 옳 

f용우i 
1.206,935 

술위 
전 îif 100.0% 현쳐} 1,564,418 100.앙% 

81 부산 ht구 3 0.00% 

82 따{웠 휴성? 3 0.00% 

83 E휴싼 카장'2 3 0.00% 

84 경기 포천서 0.00% 

85 셔옳 앙흰구 0.00% 

86 경 JI C셔추'2 0.00% 

87 령륙 섬주군 0.4 0.00% 

88 원환 껴|앓구 0.3 0.00% 

89 전납 확포사 0.3 0.00% 

90 령 F협 핑 01λi 0.03 0.00% 

91 경기 오상시 0.01 0.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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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분엑대상 면정 참고짜료: 항공 관문 수출 산업 

표 1) 전기-전자 주요 세부품목의 수출비중 변화 (1990-2004년) (단우1: $ 100 만) 

‘λ:!:‘- 1990 1995 2000 2004 

위 풍훌확 수출 납|좋 풍흘즉 수홉 엽}뚫 품확 수출 비홍 풍휠 수출 버중 

8542 4.108 27.8% 8542 16 .795 44.1% 8542 20.006 43.1% 8542 20.531 28.1% 

2 8527 1.516 10.3% 8548 4.420 11.6% 8525 6.287 13.6% 8525 20.340 27.8% 

3 8528 1.507 10.2% 8528 1.901 5.0% 8540 3.574 7.7% 8529 8.689 11.9% 

4 8521 1.140 7.7% 8540 1.730 4.5% 8529 1.972 4.3% 8528 3.452 4.7% 

5 8523 871 5.9% 8521 1.499 3.9% 8528 1 ‘ 582 3.4% 8540 2.766 3.8% 

8 8540 826 5.6% 8527 1.087 2.9% 8541 1.108 2.4% 8534 1. 221 1.7% 

7 8516 569 3.9% 8529 1.040 2.7% 8516 1.093 2.4% 8541 1.149 1.6% 

8 8517 439 3.0% 8516 1.007 2.6% 8522 1.035 2.2% 8544 1.090 1. 5% 

g 8529 437 3.0% 8523 988 2.6% 8521 949 2.0% 8522 943 1.3% 

10 8541 430 2.9% 8525 859 2.3% 8504 837 1.8% 8504 941 1.3% 

가 8 2.929 19.8% 가 8 6.749 17.7% JI 답 7.423 16.0% JIEt 12.048 16.5% 

전체 14.772 100.0% 전처l 38.075 100.0% 전처i 46.366 100.0% 절쳐l 73.170 100.0% 

주: 코드멀 품목정보는 관세청 품목분류검색시스템 (http://wWw.customs.go.kr/hs/jsp/lndex.jsp) 참고.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표 2) 전JI-전자 주요 수출품의 단가 및 항공수송 분담률 변화 (1991-2004년) (단우1: ￦/kg) 

풍확 1991 1995 2000 2004 

(4단휘〉 흉향때비 황공수솔 HS 85Ul 좋향당}셉| 황핑수송 HS 85LH 총향때!:II 항셜3수송 HS 85내 풍향다I !:I I 항쩔수솔 HS 85LH 
당가 분담훌 수훌비醫 단가 운딸훌 수훌!:II 흉 8Jì 뿐당훌 수훌냥|종 8JI 문당훌 수훌성|총 

8542 590.107 96.9% 31.0% 1.122.561 98.5% 44.1% 1.414.071 99.2% 43.1% 1.198.016 98.7% 28.1% 

8525 41.332 21.1% 1.5% 142.152 56.0% 2.3% 263.176 92.8% 13.6% 253.764 95.5% 27.8% 

8529 14.623 18.5% 2.9% 15.549 12.8% 2.7% 31.313 50.2% 4.3% 57.193 60.2% 11.9% 

8528 7.196 0.3% 9.8% 8.509 0.5% 5.0% 12.978 11.3% 3.4% 19.814 8.5% 4.7% 

8540 4.343 0.5% 5.9% 5.850 2.7% 4.5% 8.758 3.6% 7.7% 4.312 4.0% 3.8% 

평균 10.851 37 .4% 100.0% 20.207 62.2% 100.0% 27.240 66.9% 100.0% 29.159 72 .4% 10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한국외환은행 환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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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휴대폰디~I털 촬엉'111의 ̂I-군-구별 수출 규모， 2000년과 2004년 (단우1: US $ 1,000) 

순위 
λ!-~-구 수총(2000) 엽 l 율 시-휠*팎 수출(2004) 벼율 

손우| 
전자| 6,286,372 100.0% 전체 20,295,788 100.0% 

경남 마산시 2.395.680 38.1% 경북 구 01 사 8.120.571 40.0% 

2 평북 구 DIλ| 2.260.973 36.0% 2 청넓 of썼 A! 2.987 .430 14.7% 

3 영기 01 천시 422.668 6.7% 3 총북 청주시 2.332.508 11.5% 

4 서울 긍천구 322.979 5.1% 4 서올 금현구 1.971.897 9.7% 

5 충북 청주시 222 .430 3.5% 5 경가 월포서 1.644.392 8.1% 

6 경기 수원시 213.078 3.4% 6 서울 중구 581.537 2.9% 

7 경기 김포시 98.319 1.6% 7 경 )1 01천사 389.574 1.9% 

8 충북 청원군 39.683 0.6% 8 경기 수원서 30 1.242 1.5% 

9 인천 남동7- 33.329 0.5% 9 경 ]1 평탤시 298.098 1.5% 

10 경거 쁨천시 31.003 0.5% 10 경기 안성 λl 282 .793 1.4% 

11 서울 중구 28.134 0.4% 11 경기 설남사 257.839 1.3% 

12 경기 안앙시 24.854 0.4% 12 서옳 강낭구 185.963 0.9% 

13 경기 성남시 21.161 0.3% 13 평 )1 e!산시 142.265 0.7% 

14 경가 평탤시 17.124 0.3% 14 경기 광명 λi 91.857 0.5% 

15 경기 화성시 16.157 0.3% 15 경낭 창원시 73.529 0.4% 

16 경가 만성시 15.863 0.3% 16 경기 부천시 67.355 0.3% 

17 서울 서초구 14.505 0.2% 17 서울 서초구 63.560 0.3% 

18 경기 오산시 14.402 0.2% 18 경가 용인사 52.598 0.3% 

19 서윷 구로구 12.242 0.2% 19 경기 안앙시 50 ,, 561 0.2% 

20 서울 강남구 9.194 0.2% 20 총남 첨e!λl 48.896 0.2% 

21 서울 강서구 8.242 0.1% 21 인천 남구 41.580 0.2% 

22 서옳 영둥포구 7.725 0.1% 22 황주 광산구 38.904 0.2% 

23 경남 창원시 7.008 0.1% 23 총튿육 청웠군 38.813 0.2% 

24 인천 서구 5.996 0.1% 24 잉천 샤꾸 30.980 0.2% 

25 대전 똥7- 5.423 0.1% 25 서총 강서구 23.985 0.1% 

26 충납 천만λ| 5.381 0.1% 26 경가 힐정부λI 21.269 0.1% 

27 경가 광영 λl 4.578 0.1% 27 경가 훨}성 λi 16.280 0.1% 

28 강원 춘천시 2.653 0.0% 28 서울 마포구 14.897 0.1% 

29 전뚝 군산시 2.465 0.0% 29 씨q 훌훌 :감꿇구 12.891 0.1% 

30 서옳 따포구 2.250 0 ‘ 0% 30 셔옳 송표f 7- 11.844 0.1% 

31 인전 부평구 2.192 0.0% 31 llf.산 \5! !ξ 7- 9.520 0.0% 

32 충뚝 음성군 2.191 0.0% 32 경가 표}추서 8.978 0.0% 

33 령켜 표}주λ| 1.731 0.0% 33 써옳 옆뚫.:!íE.=? 8.885 0.0% 

34 평기 낡앙추시 1.667 0.0% 34 었!환 넓뚫구 7.290 0.0% 

35 뿌산 영도구 1.570 0.0% 35 서올 양흰구 6.935 0.0% 

36 부산 사삶구 1.318 0.0% 36 짧 J! ~균 5훌 AI 6.014 0.0% 

37 청북 영짧 λ| 1.095 0.0% 37 짧 JI .:ï1옆AI 4.573 0.0% 

38 써올 숍표}구 1.065 0.0% 38 평 JI 2.상셔 4.011 0.0% 

39 인현 켜|앓구 714 0.0% 39 옳{:!-. 옳￡흙군 3.710 0.0% 

40 2.!훨 냥:감 635 0.0% 40 헌훌륙 많섭λi 3.261 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호|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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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계속) 
A뉴문-=11 수훌(ε000) 비율 사*군-=11 수훌(2004) tJ l 율 

순우X 순위 
한쳐i 6, 286.372 100.0% 전처| 20.295.788 100.0% 

41 서뚫 동대룬구 624 0.0% 41 인환 부평구 3.247 0.0% 

42 청북 칠곡필 616 0.0% 42 경기 앙주군 2.137 0.0% 

43 경기 고양시 522 0.0% 43 경기 여주군 2, 120 0.0% 

44 서올 경동구 493 0.0% 44 충북 충추시 1 ‘ 992 0.0% 

45 경 )1 군포시 382 0.0% 45 서옳 용산구 1.602 0.0% 

46 서울 용산구 354 0.0% 46 서울 강동구 1.565 0.0% 

47 서올 종로구 351 0.0% 47 많전 유성구 1.432 0.0% 

48 충북 영똘구 311 0.0% 48 많구 북구 1 ‘ 280 0.0% 

49 서옳 휠악구 270 0.0% 49 경기 사흥시 1, 190 0.0% 

50 서울 서대운구 262 0.0% 50 서울 종로구 1,073 0.0% 

51 부산 부산진구 246 0.0% 51 서옳 관악구 983 0.0% 

52 다{구 수성구 243 0.0% 52 경기 와왕시 826 0.0% 

53 서울 성똥구 241 0.0% 53 총낡 당죠12 775 0.0% 

54 서울 양천구 234 0.0% 54 경기 남앙주시 740 0.0% 

55 부산 동구 218 0.0% 55 인천 겨|앙구 550 0.0% 

56 서뚫 앓룩우 105 0.0% 56 인천 중구 547 0.0% 

57 렇산 충구 101 0.0% 57 서울 똥대문꾸 415 0.0% 

58 서옳 성뚝=11 99 0.0% 58 부산 사상구 410 0.0% 

59 광주 북구 91 0.0% 59 ?!l 특 →프* ~ξ~ 그 -그~2그 403 0.0% 

60 서울 좋랑구 89 0.0% 60 서울 강월구 364 0.0% 

61 서올 팡진구 83 0.0% 61 인천 동홍구 317 0.0% 

62 광주 동구 71 0.0% 62 대구 동구 266 0.0% 

63 부산 급장=11 70 0.0% 63 서뚫 중랑구 225 0.0% 

64 대전 대탁구 55 0.0% 64 대구 서쿠 221 0.0% 

65 경확 경주시 54 0.0% 65 충뚝 읍성군 209 0.0% 

66 다i전 서구 52 0.0% 66 서옳 광진구 177 0.0% 

67 서울 노원구 49 0.0% 67 서울 않평구 149 0.0% 

68 다i전 융성구 42 0.0% 68 횡주 북구 128 0.0% 

69 경 JI 팡주시 41 0.0% 69 서옳 노원구 126 0.0% 

70 때구 동구 39 0.0% 70 서울 성북=11 121 0 ,0% 

71 서울 동작꾸 37 0.0% 71 대전 대학=11 94 0.0% 

72 인천 중구 37 0.0% 72 태구 닮서구 78 0.0% 

73 경 JI 암산시 28 0.0% 73 부산 중구 74 0.0% 

74 E쯤산 앓=11 21 0.0% 74 부신 남구 66 0.0% 

75 경기 포천시 20 0.0% 75 대전 서구 55 0.0% 

76 뚫산 알구 19 0.0% 76 서옳 동작구 54 0.0% 

77 황주 동양삽=11 17 0.0% 77 부산 많장구 53 0.0% 

78 경 )1 여쭈군 16 0.0% 78 뽕냥 EH 안2 53 0.0% 

79 령낭 거쩌{샤 15 0.0% 79 다X 전 훌룡=11 52 0.0% 

80 앉월 댄수쭈 14 0.0% 80 부산 수양구 50 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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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제속) 
샤…5:-규1 수훌(200여 영l률 λ1-월-.::ÿl 수훌(2004) 밟율 

순위 f효춰 
전쳐| 전자l 6.286.372 100.0% 20,295,788 100.0% 

81 부산 강서구 9 0.0% 81 ÆI靈 삶뚫구 46 0.0% 

82 청거 동E듀휩셔 8 0.0% 82 경넓 졌!짧 AI 44 0.0% 

83 1]꾸 앓성군 8 0.0% 83 강짤 숙초λi 37 0.0% 

84 서뿔 은평구 7 0.0% 84 부산 첩{룬대구 32 0.0% 

85 경기 서흉λ| 7 0.0% 85 충룩 잔천군 30 0.0% 

86 1]구 톨 ::jì 5 0.0% 86 청기 고}웠 AI 28 0.0% 

87 경기 황인λ| 5 0.0% 87 휩 )1 포현서 27 0.0% 

88 옳산 동:감 3 0.0% 88 부산 사하구 25 0.0% 

89 경넓 거창군 3 0.0% 89 평뿔 포황λl 25 0.0% 

90 경거 없정부서 2 0.0% 90 1]:강 추성구 24 0.0% 

91 부산 사구 2 0.0% 91 경북 옆천시 23 0.0% 

92 돼구 중구 2 0.0% 92 청냥 )!짧시 18 0.0% 

93 총북 보온군 0.0% 93 장훤 EIl백사 18 0.0% 

94 앙현 현흉시 0.2 0.0% 94 강쩔 앓앓군 17 0.0% 

95 짧)! 꿇추섭 14 0.0% 

96 옳cl 똥 ::jì 13 0.0% 

97 튜§싼 흉~:jl 12 0.0% 

98 충낭 Of섭셔 12 0.0% 

99 1]전 중E닥 9 0.0% 

100 충넓 혔.Jlæ 7 0.0% 

101 혈낭 앓상λi 7 0.0% 

102 훌흉흥확 §헝훌S i:감 4 0.0% 

103 짧 JI :jlè-Iλi 4 0.0% 

104 앓환 훌흰2 3 0.0% 

105 E뷰씬 횡혈장:jl 3 0.0% 

106 부산 뿔구 2 0.0% 

107 총남 높찮AI 0.5 0.0% 

108 서윷 ss醫;큐 0.05 0.0% 

1.09 훌훌삼 쌀:암 0.02 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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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플라스틱 필름의 ̂I-군-구별 대중국 및 일본 수출 규모， 2004년 (8얻1: US $1 ,000) 

* /}?~·? AI-~분i구 풍힐수훌 tll 율 잃본수출 업|율 ‘ <:!:ι~ λ1- 군-::rt 풍확수출 비율 앓혼수출 비율 

위 전체 117,326 100.0% 130,676 100.0% 우l 전체 117.326 100.0% 130.676 100.0% 

경욱 구밍샤 9.484 8.1% 34.038 26.0% 41 경가 용인시 1.318 1.1% 27 0.0% 

2 경기 수원사 11.826 10.1% 26.394 20.2% 42 총넓 논삼시 214 0.2% 1.086 0.8% 

3 사울 영릎포꾸 6.641 5.7% 2.614 2.0% 43 총룩 윌천군 1.054 0.9% 235 0.2% 

4 경남 김해 AI 2.198 1.9% 6.356 4.9% 44 충남 당진군 1.255 1.1% 29 0.0% 

5 곁기 회성사 7.918 6.7% 482 0.4% 45 경기 빠주시 777 0.7% 395 0.3% 

6 경기 얹성시 512 0.4% 7.825 6.0% 46 서울 동작구 361 0.3% 667 0.5% 

7 울산 남구 5.643 4.8% 2.466 1.9% 47 경기 군포시 103 0.1% 883 0.7% 

8 eJ천 낭동구 5.738 4.9% 2.229 1.7% 48 인천 계앙구 946 0.8% 0.0% 

g 경기 성남시 4.967 4.2% 949 0.7% 49 경기 앉앙시 845 0.7% 57 0.0% 

10 총낭 천안사 3.957 3.4% 1.217 0.9% 50 경기 약왕시 870 0.7% 15 0.0% 

11 경 ]1 김포시 542 0.5% 4.609 3.5% 51 부산 사상구 486 0.4% 388 0.3% 

12 서옳 강남구 4.329 3.7% 185 0.1% 52 서뚫 서초구 354 0.3% 371 0.3% 

13 경기 고}천시 1.425 1.2% 2.861 2.2% 53 인천 서::rt 384 0.3% 340 0.3% 

14 경륙 영천시 2.308 2.0% 1.942 1.5% 54 충남 정앙군 16 0.0% 581 0.4% 

15 뿔북 청주시 2.623 2.2% 1.374 1.1% 55 경기 광주시 462 0.4% 115 0.1% 

16 경기 암산샤 2.722 2.3% 1.192 0.9% 56 서울 급힘구 386 0.3% 174 0.1% 

17 경기 평탠사 1.956 1.7% 1.729 1.3% 57 경남 진 0>> 시 228 0.2% 302 0.2% 

18 전낭 여수시 3.469 3.0% 9 0.0% 58 인천 남구 505 0.4% 0.0% 

19 서뚫 중구 1.287 1.1% 2.013 1.5% 59 충북 충주시 4 0.0% 498 0.4% 

20 총남 아산시 2.007 1.7% 1.008 0.8% 60 부산 동짧구 0.0% 500 0.4% 

21 충록 청훨군 1.363 1.2% 1.627 1.2% 61 경기 하남시 427 0.4% 72 0.1% 

22 경것| 끊천시 2.947 2.5% 0.0% 62 충북 진천군 417 0.4% 29 0.0% 

23 짧 ]1 부천시 936 0.8% 1.675 1.3% 63 뚫산 북~ 105 0.1% 314 0.2% 

24 서울 머포쿠 2.069 1.8% 388 0.3% 64 서울 은평구 0.0% 409 0.3% 

25 앓남 앙산상 200 0.2% 2.176 1.7% 65 대구 될성군 193 0.2% 184 0.1% 

26 경남 활안군 0.0% 2.273 1.7% 66 서옳 종뿔구 359 0.3% 14 0.0% 

27 경냥 AI-천시 0.0% 2.225 1.7% 67 부산 해훈때::rt 361 0.3% 6 0.0% 

28 장복 익산시 51 0.0% 2.173 1.7% 68 서울 용산구 48 0.0% 315 0.2% 

29 좋날 공주샤 1.621 1.4% 459 0.4% 69 부산 강셔구 348 0.3% 0.0% 

30 충낭 좋성군 0.0% 2.066 1.6% 70 경기 구 èl 시 348 0.3% 0.0% 

31 령기 양추휠 1.784 1. 5% 51 0.0% 71 서올 광진꾸 117 0.1% 219 0.2% 

32 경확 김현 AI 47 0.0% 1.746 1.3% 72 M뿔 양흰구 323 0.3% 10 0.0% 

33 M옳 송파구 199 0.2% 1.453 1.1% 73 경남 창원시 219 0.2% 58 0.0% 

34 옳잖 울추찮 1.345 1.1% 256 0.2% 74 경기 〔쳐주꾼 272 0.2% 0.0% 

35 점톨혹 쩔주군 907 0.8% 634 0.5% 75 전확 군산시 31 0.0% 171 0.1% 

36 대전 많떡구 1.225 1.0% 212 0.2% 76 경확 경산시 195 0.2% 0.0% 

37 짧 JI 시흉샤 1.187 1.0% 237 0.2% 77 o!쳤 유성구 152 0.1% 33 0.0% 

38 총낭 연JI2 1.413 1.2% 0.0% 78 경기 고양시 166 0.1% 0.0% 

39 효양상 사하구 1,157 1.0% 253 0.2% 79 eJ철 좋구 142 0.1% 10 0.0% 

40 Á-I옳 ::rt꿇구 1.340 1.1% 6 0.0% 80 서옳 앓써~ 151 0.1% 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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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계|속) 
acAr‘ λ1-끊-:jl 흉 E양'*'훌 tfl 훌훌 잃않i양훌 tfl옳 g낀1:‘ λl-~균야:? 홉§￥:양훌 tfl 율 앓볼수흩 비옳 

위 천체 117,326 100.0% 130,676 100.0% 뜸역 전처i 117,326 100.0% 130,676 때0.0% 

81 전북 잉싫군 16 0.0% 132 0.1% 121 CH구 똥구 2 0.0% 0.0% 

82 E뷰싫 부샀앓1:? 131 0.1% 0.0% 122 장월환 뿔황끊 2 0.0% 0.0% 

83 다}꾸 앓서꾸 50 0.0% 74 0.1% 123 천남 u쭈써 2 0.0% 0.0% 

84 경켜 의정뚫Aj 105 0.1% 0.0% 124 령남 마산셔 0.0% 0.0% 

85 경냥 월앙λ| 0.0% 99 0.1% 125 부산 탱자l구 0.0% 0.0% 

86 총틀획 8-양2- 96 0.1% 0.0% 126 혐산 수영:? 0.0% 0.0% 

87 경기 남앙후시 10 0.0% 83 0.1% 127 울산 좁:? 0.0% 0.0% 

88 충남 여|산군 55 0.0% 35 0.0% 128 강핸 훈천 AI 0‘ 0% 0.0% 

89 경 JI 01 짧시 76 0.1% 13 0.0% 129 짧혼육 상주셔 0.0% 0.0% 

90 경기 앙평군 0.0% 74 0.1% 130 평§확 앓팩군 0.0% 0.0% 

91 서올 성확구 0.0% 67 0.1% 

92 서뚫 강동구 52 0.0% 0.0% 

93 총톨욕 옳성2- 25 0.0% 28 0.0% 

94 인현 뿌뿔:? 43 0.0% 9 0.0% 

95 서醫 중람구 32 0.0% 14 0.0% 

96 E휴샀 는:t:? 43 0.0% 0.0% 

97 경낱 외형2 39 0.0% 0.0% 

98 경냥 전추λ| 6 0 ‘ 0% 32 0.0% 

99 부산 꽁장구 4 0.0% 33 0.0% 

100 대구 뿔:? 35 0.0% 0.0% 

101 서올 짧다1훈꾸 34 0.0% 0.0% 

102 많전 Á,:? 29 0.0% 0.0% 

103 서옳 썽흉:? 8 0.0% 19 0.0% 

104 태구 좁;큐 24 0.0% 0.0% 

105 경기 광멸λl 22 0.0% 0.0% 

106 폈톨륙 젊주시 22 0.0% 0.0% 

107 E휴산 흉.::;:r 10 0.0% 11 0.0% 

108 g윌산 M:? 2 0.0% 18 0.0% 

109 부산 똘구 0.0% 18 0.0% 

110 CIl구 서.::;:r 17 0.0% 0.0% 

111 경북 청추AI 0.0% 15 0.0% 

112 앓현 원깅흩λ| 11 0.0% 0.0% 

113 서훌훌 서대뚫:? 4 0.0% 5 0.0% 

114 형흉톨확 좌i썼2 8 0.0% 0.0% 

115 O! l영 짧;양 6 0.0% 0.0% 

116 청껴 앓산λ| 4 0.0% 0.0% 

117 평북 포항시 4 0.0% 0.0% 

118 서뚫 환~:? 3 0.0% 0.0% 

119 §양싼 확f 3 0.0% 0.0% 

120 서훌훌 훌훌흥쭈 0.0% 2 0.0% 

출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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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Trade Gateway System: 
A New Trade Pattern and the Development of thε Sino-Korean Supply Chain Since 1990 

Lee, Jung-Yoon 

Departmεnt of Gεography， Graduate School, 

Sεoul National University 

The global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has fundamentally transfo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cross-border production and trade. In particular, the 

rapid integration of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has bee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rocesses impacting the change 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regional trade pattems. A gateway, such as a port and an airport, does not 

only function as the nexus of trade freight flows , but it is also the most 

appropriate subject for investigating the effects on spatial change. 

This thesis will argue that the restructuring of Korean trade, as caused 

by the "China effect," has been the main factor behind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trade gateway system since 1990. A new gateway-oriented 

conceptual frame for logistical research wiU be applied to the analysis, and 
the changing process of a gateway system, including ports and airports, 
will be examined in terms of this analysis. Furthermore, the trade gateway 
selection as influencεd by the properties of freight will be examined, and 
several case studi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εtween the hinterland and 

foreland will be carried out as wel l. The m ‘ j or findings arε as follows: 

F irst: The change in Korεan trade pattems since 1990 has reflected the 
overall industrial restructuring process in Korea. The ups and downs of 

trade industries in the hinterland have shown a temporal and regional 

differential, and the value of trade frεights has increased rapidly. Korean trade 

reorientation toward Asian countries, especially China, has created a new 

regional supply chain based on short-distance inter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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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e rapid manufacturing-oriεnted FDI on China since 1990 has 

beεn the main force that has been working to develop the Sino-Korean 

supply chain. The distribution of FDI and tradε with China corresponds to 

a 1εvel of gεographical proximity 찬om Korea. The geographical differentials 

of FDI and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led to the dεvelopment 

of a nεw logistic network along the Yellow Sea rim. 

Third: Thε new trans-Yellow Sea port network was developed based on 

thε market potential of each port ’s hinterland. The growth of the Sεoul 

metropolitan arεa ports, such as lncheon and Pyεongtaek， induced by 

S ino-Korean trade, has accelεrated the de-concentration of thε port systεm ， 

but other ports that do not havε a strong enough hinterland market havε 

been neglected in this process. A new port businεss εnvironment， which 

εncouragεs the growth of bulk freight and port competition, is another 

rationale behind the de-concentration of the Korean trade port systern. 

Fourt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lue of trade freight and the 

growth of the' airport as a trade gateway is very high. Air trade freight 

tends toward a high convergence to the chief airport, and this has affected 

the fundamental directional change of freight flows in the hinterland. 

Considering the growth trend of tradε freight 、ralue and the rεgional trade 

environment, it is expected that the role of the airport as a trade gateway 

will became more consolidated. 

Fifth: Export industriεs in thε hintεrland havε a tεndεncy to be drivεn 

into the gateway in time. These pattems arε common to most of the export 

industries, and this phenomenon can be understood as an effort to achieve 

a high level of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trade market. 

Sixth: According to industrial linkages between the hinterland and foreland, 
the structures of trade freight flows reveal various pattems. These diffìεrences 

havε originated from the properties of freight. The differεntial distribution of 

hinterland and/or foreland industries is another reason behind them. 

Port-dependent freight has a greater influence on hinterland freight flows 

than an airport-dependent one. 

Seventh: The dirεction of the foreland is anothεr m매or factor that affected 

the competitiveness of export industries in the hinterland. This implie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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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a new trade foreland can maintain a certain level of 

competitiveness between conventional export industries. 

These findings are very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space and a gateway system. The conventional research approaches 

that have contributed to defining the role of domestic demands and to 

examlnlng many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should be in accord with a 

new concεptual frame for logistic rεsearch. By doing so, we can broaden 

our undεrstanding of the dynamic spatial transformation caused by freight 

tlows. 

Keywords: gatεway， gateway system, port, airport, hinter1and, foreland, freight 
flows, trade, imports and exports, supply chain, competitiveness, China. 

Student ID: 9820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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