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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중국의 경제특구는 체제 전환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부족한 재원 및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한 창구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 중

국은 경제특구를 점차 확대하면서 GDP 증가를 비롯한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이러한 놀라운 성과에 주목하여 경제특구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제조

기업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두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로 중국은 경제특구를 통해 발전을 하면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제 성과를 거둔 현재의 경제 특

구들은 제조업보다도 오히려 서비스업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의 경제특구가 더 이상 제조업을 통한 창

구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10년 이후로 중국의 본래 강점

이었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라는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재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은 지식을 축적하

고 가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기술개발구를 시작으로 경

제 특구의 외연을 넓혀 신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특구의 변화를 고찰하고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 대해서 경제 특구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의 우

리나라는 지역불균형과 산업 전환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수도권

의 지식 기반 산업 생태계가 강하고 규제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특구는 우리나라가 해결책을 마

련하는데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직할시와 주요 경제특구의 종사자를 활용하여 산업

구조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중국의 지급(地級) 이상 도시들을 대상

으로 경제특구의 도입 여부가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



- ii -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현황 분석의 경우 일부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할시와 주요 경제특구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는 중국의 경제특구가 더

이상 수출 제조 거점으로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며 서비스업

을 통해 더욱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 전국 단위로 보았을 때는 더욱 급진적이어서 이미 2010년 이

후로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비중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회귀 분

석 결과에서는 제조업이 특화될수록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서비스업이 특화될수록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제특구의 지정 여부는 개발투자액, 교통, 경제 수준과 같은 지역

적 요소보다도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특구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점차

변화함에 따라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 한국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 기

반 서비스업이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 설치를 통한 인재 육성과 같은 지역 자

체의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지만, 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그 도시만의 차

별성을 만들어 지역의 인재 유출을 완화하고 기업이나 종사자들이 유입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지식 기반 산업

이 주로 수도권에 집적하면서 지방 도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

던 자본집약형 제조업이나 관광업과 관련된 단순 서비스업이 주력 산업

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산업 전환에 대한 저항이나 상호 연계

부족으로 지식 산업 집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정 공간을 신산업 육성의 거점으

로 삼는다면 비수도권의 산업 전환과 산업 고도화에 있어 더 효과적인



- iii -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중국 경제특구, 지식 기반 서비스업, 산업 구조 변화

학 번 : 2020-2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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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가 발전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산업의 집적이다.

산업이 집적하게 되면 동일한 생산요소를 투입해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고, 종사자들은 더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어 (이영성, 2016)

인구 유입과 비즈니스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 산업이나 집적

한다고 해서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대의 흐름

에 따라 요구되는 산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수요에 맞는 산업이 집

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높은 부가가치를 누리고, 도시가 지속적인 발전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모바일 컴퓨터와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태동

시키고 4차산업혁명을 가속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데이터의 축적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가 창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식 전파가 쉽고 생활이 편리한 대도시에서

집중되고 발전하는 경향이 있는데(조성의, 2019) 이러한 대도시에서 이

미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강하게 집적하게 되면, 산업 생태계와 사회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다른 지역의 도시들은 내부적인 지역 요인

들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

다. 또한 특정 도시로의 과도한 집중이 지속될 경우 환경 문제, 교통 혼

잡, 기업간 경쟁 심화, 지가 상승과 같은 집적 불이익을 발생시키고, 지

역간 격차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도 지식 기반 서비

스업을 성장시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도

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불균형이 심한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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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었고 다수의 연구에서는 지식 산업의 집적요인으로 인구 규모, 생활

시설, 교육 기관, 인적 자본 등을 지목하였다.(사호석, 2020; 문동진･홍준

현, 2021; 조성의, 2019; 유현지･이영성, 2020; 김헌민･진보경, 2019) 이러

한 요소들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공간적 집적에 분명 필요한 것들이지

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요소들을 비수도권 지역에 강화하는 것만으

로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경제특구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체제 전환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부

족한 재원 및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한 창구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 1978

년 선전을 시작으로 중국은 여러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는데 특구의 역할은 단순히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성장을 이끌어

가는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테스트베드(Test-Bed)이기도 했다. 일례로

상하이는 푸동신구(浦東新區)를 통해 중국의 금융 관련 비즈니스 도시로

성장했으며 선전은 첨단 제조업을 통해 화웨이, 텐센트와 같은 테크 기

업들을 배출해내며 베이징과 함께 중국의 지식 기반 산업을 이끌어가는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최근에는 내륙 지역 쓰촨성에 위치한 도시 청두가

동부 해안지역이 아님에도 지식 기반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

는데, 이처럼 중국의 경제특구는 지역 발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선도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4차산업혁명

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기존 산업의 저항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

고 있는 한국의 신산업 육성에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특구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에 미

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지역 발전 요인으로서의 경제특구의 역할을 고

찰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전환이라는 문제에 당면한 우리나라에 있

어 시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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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을 유발하는 변수로서 경

제특구를 조망한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개발구의 한 종류로서 도시 단위

로 지정이 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중국의 시(市)

단위로 한다.

그러나 중국의 시는 한국과 달리 직할시(直轄市), 부성급시(副省級

市), 지급시(地級市), 현급시(縣級市)라는 다양한 시 단위가 존재하기 때

문에 구분이 필요하다. 직할시는 한국의 특별시나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단위로 성(省)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베이징을 포함한 4개 도시가 지정

되어 있으며 인구 규모와 인프라가 타지역 대비 충실하게 갖추어진 지역

이다. 부성급시는 한국의 도청소재지나 특례시에 준하는 행정 단위로 직

할시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성도(省都)와 같은 지역의 중심 도시 및 큰

인구 규모와 경제력을 갖춘 주요 도시들을 포함한다. 지급시는 한국의

일반시에 준하는 행정 구역으로 부성급시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비농업

종사자 25만명 이상, 지역내총생산액 25억 위안 이상, 3차산업의 생산비

중이 지역내총생산의 35%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도시들을 포함한

다. (百度百科) 현급시는 산업화 및 도시화를 통해 서서히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가는 지역을 포괄하는 행정 단위로 한국에는 대응하는 행정 단위

가 없다.

경제특구는 지급시 이상부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현급시를 제외한 286개의 도시들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

다. 또한 특별 행정구의 경우 대륙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고 중

국의 통계연감에서도 특별 행정구를 따로 취급하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가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한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했으므

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에서 2018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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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자료는 2021년 기준 2019년 데이터가 가장 최신이나, 일부 데

이터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의 완전성을 위해 2018년까지

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먼저 지식 기반 서비스업 집적에 관련된 이론과 선행 연

구들을 검토한다. 해당 부분에서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와

해당 산업의 집적과 관련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며,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어떤 요소들이 집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는지 확인한다. 특

히 선행 연구를 토대로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지역별 산업 구조 변화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현황을 확인한다. 지역별 산업 구조 변화는 경제특구, 경제특구가 발전된

형태인 경제기술개발구, 직할시로 나누어 각 지구별로 제조업과 서비스

업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볼 것이며, 왜 경제특구와 서비스

업의 관계를 주목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현황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업 중에서도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 주목해

야 하는 이유와 경제특구와의 관계는 어떤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변수 구성을 통해서 실증 모형을 구성하고 추정 결과를

분석한다. 사용되는 데이터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계열 자료이며,

시계열 안정성 확인을 위한 단위근 검정을 선행하고 패널 모형을 통해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이후 결론과 시사점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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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고찰

1. 경제특구의 경제적 효과

과거 경제특구는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던 개발도

상국이 외국으로부터 부족한 재원과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이 강했다. 경제특구를 활용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던 중국의 경

우, 조세감면을 비롯한 혜택 제공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비특구 지역과

확실한 차이를 두어 체제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춤과 동

시에 외국으로부터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

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특구 사례로 분류되는 선전(Shenzhen)의 경우

농공업, 건축업,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었으며, 외국인 투자 방식 역시 단

순 위탁생산이나 합작 이외에도 외국인이 100% 출자하는 독립적인 외자

법인까지 설립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였음에도 관세 면제, 외환 송금, 국유화 금지라는 강

력한 혜택도 부여받았다. (유석춘ž이승건,1997) 이러한 차별화 정책을 통

해 중국은 <표 1>, <그림 1>,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1978년부터

경제특구를 점차 확대하면서 GDP 증가를 비롯한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었고, 경제특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최근

까지 꾸준히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동력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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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GDP (억 ¥) 1인당 GDP (¥)

1953 679 119

1960 1457 218

1970 2252 275

1980 4517 460

1990 18547 1634

2000 100280 7942

2010 412119 30808

<표 1> 중국의 GDP 및 1인당 GDP 변화

<그림 1> 1978년 중국 최초 5개 경제특구 분포 (카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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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84년 확대된 14개 연해경제개발구 분포

경제특구의 경제적 효과를 다룬 근래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특구의 효과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특구와 외국인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

리고 외국자본기업의 유입 관계를 살펴본 Song et al(2020)은 1998년∼

2013년 사이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특구의 설치가 외국 자본 유

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특구는 다른

지역 대비 정책적 우수함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고 기업

유치도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특구와 GDP 그리고

고정자본 증가의 관계를 연구한 Alder et al(2016)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

급 경제특구는 해당 지역의 GDP를 20%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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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본과 인적자본투자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누수효과(Spillover

Effect)를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존재함을 설명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연구는 Zheng(2021)의 연구인데 그는 1999년∼2008년까지 대도시가 아

닌 농촌 지역의 제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특구가 현지에서의 창업

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을

촉진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특구는 외부로부터의 기업 유입

보다는 해당 지역에서의 창업과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대기업의 확장을

통해서 고용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해안

지역에서 창업과 대기업의 확장이 주로 이루어졌고 같은 동부 지역이지

만 내륙에 있는 지역과 중부 지역의 산업 집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Zhang(2014)은 성공적인 경제특구 성과를 내었

던 광동성(廣東省)을 대상으로 산업 집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는데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산업 특화

도와 기간산업, 외국인 직접 투자가 고용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산업 집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경제특구는 외국인 투자를 통해 재원과 기술을 마련하고 고정자본과 인

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고정자본의 증가는 고용을 촉진하

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인적자본의 증가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높은 경제 성과를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며 제조기업은 공장, 인재

와 같은 생산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특구에서 만들어지거나 외부로부

터 집적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제조업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연

구라는 점에서 일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제조업은 다른 산업과 연

계되어 있는데 특히 서비스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특구에서

공장을 비롯한 고정자본이 증가하고 제조산업이 집적하게 되면 고용이

늘어나면서 종사자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데 이 때 이들 종사자와 가

족들의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업이 필수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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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의 배후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

가 형성되는 이유다. 실제로 중국은 경제특구를 통해 발전을 하면서 서

비스업의 비중이 <표 2>와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빠른 속도로 증

가한 바 있다. 따라서 경제특구가 충분히 성과를 보인 현재에 이르러서

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경제특구와 서비스업의 집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물론 Zhang(2014)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중국의 제조업은

근래까지도 서비스업보다 지역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경제

특구와 제조업의 집적 관계만 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의 연구는 대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중국의 농촌 지

역은 아직 노동력이 도시 지역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제조업의 역할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성장 못지 않게

중국의 서비스업 성장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비중 역시 빠르

게 증가해왔음을 감안한다면 제조업의 집적을 통해서만 중국의 경제특구

를 다루는 것은 서비스업이 발달한 현재 시점에서는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연도 제조업 비중 (%) 서비스업 비중 (%)

1978 47.7 24.6

1980 48.1 22.3

1990 41.0 32.4

2000 45.5 39.8

2010 46.5 44.2

2018 40.7 52.2

<표 2> 중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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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 변화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중국의 경제특구가 더 이상 제조업을 활

용한 위탁생산만을 통해 자본과 기술을 외부로부터 취하는 창구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의 평균 1인당 GDP가 약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중국의 본래 강점이었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라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2000년대부터 가속화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경

제의 패러다임은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 성장을 주

도하는 산업은 지식을 축적하고 가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문동진, 2019) 국내의 연구를 보더라도 문동진(2019)은 지식 기반 서비

스업이 대도시권에서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

다고 설명했으며 이정현 외(2017) 역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다수 분포

해있는 수도권에서 창업률과 고용 창출 효과가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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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예지 외(2010)에 따르면 지식 기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생산

자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중국의 경제특구는 단순히 제조산업 집적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 모델에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

하는 기술개발구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표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국가급 개발구 중에서 자본축적과 기술이전을 주요 목적으로 삼

았던 초기의 경제특구는 단 7개에 불과하지만, 기술과 지식 집약적인 테

크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기술개발구의 비중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특구의

도입이 현재도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지, 서비스업의 성장, 그 중에

서도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효과적일지 판단하

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특구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등급 분류 개수

국가급 개발구

경제특구 7

경제기술개발구 219

첨단기술개발구 168

세관특수관리구역 160

(보세구) 9

(수출가공구) 1

(국경경제합작구) 1

(종합보세구) 147

(보세항구) 2

성급 개발구

경제개발구

1991첨단신기술산업원구

특화 공업 원구

<표 3> 중국 개발구의 분류와 개수

郭太臣(2021), 百度百科를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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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정의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라는 개념은 지식 산업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분류되었다. 지식 산업에 대한 정의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기관은 OECD

로 세 가지 특성을 지식 산업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조건은

연구 개발이 활발해야 한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 특성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의 투입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고숙련 인력의 투입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OECD, 1999; 김

찬준 외, 2015) 이러한 조건을 기반으로 OECD는 첨단 제조업, 정보통신

업,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지식 산업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김헌민 외, 2013; Chica et al, 2021)

OECD의 정의는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으나 정의에 대

한 더 구체적인 기술(記述)도 있다. 김영수(2003)는 지식 산업의 정의를

협의적 정의와 광의적 정의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협의적 지식

산업은 인간의 머리에서 창출되는 지식을 노동, 자본과 같은 기존의 생

산요소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광의적인

지식 산업은 지식을 생산과정에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 기술 창출, 고부

가가치화하거나 지식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고 보았

다. 정리하자면 협의적인 지식 산업은 노동과 자본보다 사람의 아이디어

와 경험, 그리고 데이터가 더 많이 투입되는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이나 디자인, 컨텐츠 제작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광의적 지식 산업

은 협의적 관점에서의 지식 산업뿐만 아니라 지식을 매개로 생산성 향상

이 이루어진 기존의 산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각각 농업과 제조업의 생산

성을 향상시킨 스마트팜과 스마트팩토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김영수(2003)는 산업연구원이 지식 산업으로 분류한 업

종들을 기반으로 컴퓨터,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 메카트로닉스 등을

지식 기반 제조업으로 분류하였고,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 연구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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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등의 산업을 지식 기반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김찬준 외(2015)는 OECD의 지식 산업 정의를 기반으로 김영수

(2003)의 분류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첨단업종

범위, “산업발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의 규정을 참고하여 지식 기반 제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산업을 분류하였다. 그는 지식 기반 제조업의 경우, 화학, 의약, 금속, 전

자산업 등이 해당되며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출판, 정보통신업, 사업서비

스업 등이 속한다고 하여 김영수(2003)의 분류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

였다.

지식 기반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산업들을 살펴보면 노동 및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를 단순히 양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

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보서비스나 연구 개발과 같은 분야는 종사자들

의 인적 자본 향상 없이 단순히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경쟁력이 향상되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현재 공식적으로 확실

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 혹은 자본의 양적 투입 증

가로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

산업 집적은 생산자가 집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 도시와 같은 특정

공간에 밀집하는 현상이다. 집적 이익은 지역화 경제와 도시화 경제로

구분되는데, 지역화 경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기업들이 집적하

여 생태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공유하여 생산성 증대와 생산 비

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 도시화 경제는 도시가 커지면서 규

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이영

성, 2016; 주미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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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특화도와 다양성에 대해서 Glaeser et al(1992)는 지역 경쟁

과 도시 다양성이 산업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요소인 반면 지역 특화도는

유의미하지 않는 요소인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Henderson et al(1995)에

따르면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 다양성과 특화도가 모두 도시의

산업 성장에 도움을 주고 일반 자본재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 특화도만이

도움을 주는 요소라고 보면서 산업 성장에는 두 요소 중 하나만이 영향

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Henderson et al(1995)

은 산업의 성격에 따라 특화도와 다양성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영향력이 동일한

변수를 적용하더라도 제조업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Antonietti et al(2008)는 1998∼2003년 사이의 이탈리아 제조기업 데

이터를 사용하여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는 첫번째 단계에서는 지역 더미변수와 기업들의 고용 규

모 그리고 종사자와 자본액의 비율을 사용한 자본 집중도를 활용하였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종사자당 임금과 정보통신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한 투

자 여부, 산업단지 입지 여부, 지역내 기업의 밀집도를 활용하여

2-Stage Heckman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 규모가 큰 대기

업일수록 다양한 비즈니스를 향유하면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본 집중도는 유의하기는 했

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자본을 집중할수록 성장했던 제조

업과 달리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자본의 투입 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연구 개발업에 투자를 하는 기업일수록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산업단지에 속한 기

업이 더 많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창출해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입지한 공간의 특성에 따라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내 기업 밀집도 역시 커질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주

었는데 이는 산업 특화에 따라 집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역화 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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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김헌민 외(2013)는 지역의 혁신 역량이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지역 혁신 역량의 지표로 지역 경제여건과 서비

스 인프라 그리고 연구자원을 설정하였다. 지역 경제여건은 인구당 GDP

와 인구 당 기업수, 소득세로 구성하였으며 서비스 인프라는 인터넷 이

용률과 도로포장률, 예산규모, 과학기술 관련 예산으로 구성하였다. 마지

막으로 연구자원은 대학원생, 개발인력수, 지적 재산권 등록수를 활용하

여 지표를 구성하였고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각 지표가 지식 기반 서비스

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역의 경제

규모가 크고 생산수준이 높을 때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성장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지역의 소득 수준이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도시화 경제와 부합하

는 결과로 보여진다. 서비스 인프라의 경우 도로 포장률이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반면, 인터넷 보급률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저자는 정보통신을 통한 지식 교류와 상호학습과정이 지식 기

반 서비스업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과학기술예산은 통

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자원의 경우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

다.

원유호 외(2011)는 한국의 지역을 수도권, 광역시, 시군으로 분류하

여 지역의 입지와 규모가 지식 기반 서비스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사용된 변수는 인구 구조 여건, 산업 여건, 주거 여건, 교육

여건, 문화여건 등으로 각 여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식 기반 서비스업 성장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은 산업 여건으로 지역 분류에 상관없이 모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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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시군 지

역은 도로 길이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지식 기반 서비스업 집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연구 개발업에

대한 투자, 산업단지와 같은 특수 공간에 대한 입지 여부, 소비를 증진시

키고 다양한 사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지역의 소득 수준, 인재의 규모

그리고 개발 수준이 낮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교통 인프라

등도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특성들은 대체로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중국의 지식 기반 서비스

업이 중서부 지역으로도 이동하는 현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설명

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Qi et al(20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의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기술 집약 제조업처럼 동부 대도시가 아니라

중서부의 중심도시나 국경도시에서 높은 특화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

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된 특성들만으로는 이 현상

을 납득하기 어렵다. 동부 대도시의 특성이 중서부 도시들에 비해 압도

적으로 좋기 때문에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굳이 내륙도시에서 성장할 이

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Chen(2019)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통신업과 같

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핵심적인 산업이 서부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는 경제특구와 같은 정책적 요소를 도입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

려운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 공간에 대한 입지 여부라는

요인에 착안하여 중국의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 요인으로 경제특구

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경제특구의 역할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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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의 경제특구 현황

중국의 경제특구는 외국인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을 하는데 부족한 자

본과 기술을 축적하고 체제 전환의 장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

었지만, 초기에 운영하였던 경제특구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면서

중국은 경제특구를 개발구로 확장시켜 단순히 외부로부터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만이 아닌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부수적인 목적

도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의 경제특구는 14개의 연해 지역을 시작

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파생되면서 개발구로 발전하였다. 현재 경제특구

를 포함한 개발구는 다양한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종류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경제특구는 1978년부터 조성된 최초의 개발구로 선전, 주하이, 샨터

우, 샤먼 4개 도시에 설치되면서 시행되었다. 경제적 성과보다는 시범적

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경제특구는 다양한 지역이 아닌 수도 베이징

과 멀리 떨어진 광동성과 푸지엔성의 4개 도시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는

데,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전체 도시가 아닌 특정 지구만을 대상으로 시

범 적용하였다. 샤먼의 경우, 1980년 설립 당시에는 2.5에 지나지 않

았으나 5년뒤인 1985년에는 131로 60배 이상으로 규모가 커졌으며

(百度百科), 선전의 경우, 셔커우(蛇口) 지역만을 대상으로 공업단지가

조성되었으나 그 규모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전체 시 관할구역이 모두 경

제특구가 되었다. (유석춘 외, 1997) 경제특구는 중국이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던 시절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

역 불균형 전략이 기반이 되었으며, 체제 전환의 시범 구역이라는 목적

으로 특구 이외의 지역과는 철저하게 격리하여 운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효백, 2004) 산업적으로는 저임금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공

업이나 전자 제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핵심 부품

을 수입하여 최종조립이나 후공정을 하여 수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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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제기술개발구는 최초 5개의 경제특구에 이어 1984년부터 설

립된 개발구로 친황다오, 톈진, 옌타이, 칭다오 등을 포함한 14개 도시에

설치되었다. 경제기술개발구는 경제특구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이지만, 자

본축적을 위한 내부개혁과 외자유치를 위한 대외개방의 창구 역할에 중

점을 두었던 경제특구와는 목적이 달라 몇가지 부분에서 뚜렷한 차이점

을 보인다. 먼저 경제특구가 설립될 당시의 중국은 체제 전환에 대한 정

치적 위험성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동남부 해안 지역에 집

중하는 불균형 정책을 시행했지만 경제기술개발구는 내륙 지역의 일부

도시를 포함하는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정책으로 점차 전환되었다. 실제

로 경제특구의 경우 최초 4개의 도시에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하이난 섬

과 최서단에 위치한 유일한 내륙 경제특구 카스만이 추가되어 6개에 지

나지 않지만, 경제기술개발구는 초기에는 경제특구와 동일하게 동부 연

해 지역에 집중되었지만, 1990년 이후 내륙 지역에 대한 특구 설치가 가

속화되어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서부에도 다수의 특구가 있는

비교적 균형잡힌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외 개방성 역시 경제특구는 철

저하게 비특구와 격리하여 운영하였지만, 경제기술개발구는 격리가 아닌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 비특구와의 교류가 존재한다. (강

효백, 2004) 산업 역시 경제특구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통해 자본축적

과 기술이전을 도모했다면 경제기술개발구는 자본집약적 혹은 기술집약

적 특징을 가진 테크 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어 부가가치 창출능력

을 높이고 시장을 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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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3년 기준 중국 경제기술개발구 분포도

(連心罔ž百度百科, 2013)

1. 경제특구별 산업구조 변화

1) 경제특구의 산업구조 변화

경제특구의 산업 구조 변화는 2010년∼2018년간 제조업이 속해있는

2차 산업과 서비스업이 속해있는 3차 산업의 종사자수 변화를 보면 대략

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 4>와 <그림 5>를 보면 각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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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설립하였던 샤먼, 선전, 주하이의 2차 산업

종사자수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샤먼과 주하이의

경우 2차 산업 비중이 각각 7%, 14%만큼 두드러지게 하락하였으며, 전

자제품을 필두로 강력한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선전은 2차 산업

비중이 1%만 하락하였는데 이는 선전의 제조업이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

는 저부가가치 제조업 뿐만 아니라 지식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센서, 드

론 등의 고부가가치 제조업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와 <그림 6>을 보면 샤먼과 주하이의 3차 산업의 비중 상

승폭은 각각 8%, 15%로 2차 산업의 하락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선전의 2차 산업 비중이 하락한데 반해 3차

산업 비중이 2% 증가하였다는 것은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샨터우의 경우, 오

히려 2차 산업 비중이 증가하고 3차 산업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샨터우가 경제특구로서의 경쟁력이 근처의 선전이나 광저우

보다 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은 규모의 경제가 크고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식 기반 서비스업

은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3차 산업 종사자들이 주변 도시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실제로 광동성의 도시들은 광저우와 선전을 중심으로 그 위성도

시인 포샨(佛山)이나 동관(東冠)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경제

특구를 설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가 담보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너무 가까운 곳에 경제특구를 다수 설치할 경

우 경쟁에서 밀린 특구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한다고 해도 생태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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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2010년 2018년

종사자수 

(만 명)

비중

(%)

종사자수 

(만 명)

비중

(%)

Xiamen 66.02 69 96.82 62

Shantou 13.27 41 33.90 58

Shenzhen 138.71 55 262.83 54

Zhuhai 44.17 70 43.07 56

<표 4> 주요 경제특구 2차 산업 종사자수와 비중 변화

지역명

2010년 2018년

종사자수 

(만 명)

비중

(%)

종사자수 

(만 명)

비중

(%)

Xiamen 29.03 30 58.59 38

Shantou 18.97 59 25.01 42

Shenzhen 114.04 45 223.64 47

Zhuhai 18.24 29 33.88 44

<표 5> 주요 경제특구 3차 산업 종사자수와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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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요 경제특구 2차 산업 종사자수와 비중 변화

<그림 6> 주요 경제특구 3차 산업 종사자수와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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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기술개발구의 산업구조 변화

경제특구의 후속 특구이자 현재 중국의 개발구를 주도하고 있는 경

제기술개발구는 200개가 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984년부터 초기에

경제기술개발구로 지정되어 데이터가 누적되어온 12개의 주요 도시들만

을 살펴보기로 한다. 1984년 지정된 경제기술개발구는 총 14개의 도시를

포함하지만, 상하이와 텐진은 직할시이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경제기

술개발구로 포함하지 않는다. 먼저 <표 6>과 <그림 7>을 살펴보면 난

통, 렌윈강, 푸저우, 잔장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도시에서 모두 2차 산업

비중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감소 비중이 큰 지역은 다렌, 칭다

오, 원저우, 광저우와 같은 대도시들인데 각각 13%, 13%, 11%, 13%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표 7>과 <그림 8>을 살펴보면 3차 산업 비중 변화를 볼 수

있는데,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모두 증가한 렌윈강을 제외하면 모든 도

시들이 3차 산업에서는 2차 산업 비중 변화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도시일수록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폭이 커

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렌은 14%, 칭다오는 13%, 원저우는 11%, 광

저우는 13%의 비중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든

인구가 많은 대도시들이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국가 경

제를 이끌어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큰 도시일수록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주력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며 3

차 비중의 증가폭이 2차 산업의 하락폭과 비슷하거나 크다는 것은 변화

의 속도 역시 빠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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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2010년 2018년

종사자수 

(만 명)

비중

(%)

종사자수 

(만 명)

비중

(%)

Dalian 47.57 50 36.76 37

Qinhuangdao 11.17 38 9.28 33

Yantai 54.46 60 52.03 55

Qingdao 75.61 61 69.99 48

Lianyungang 13.67 40 20.89 44

Nantong 36.39 58 174.99 83

Ningbo 92.07 66 87.30 58

Wenzhou 72.51 67 59.93 56

Fuzhou 55.90 53 102.51 59

Guangzhou 105.73 43 105.76 30

Zhanjiang 13.62 33 21.43 40

Beihai 4.42 37 4.34 32

<표 6> 주요 기술개발구 2차 산업 종사자수와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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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2010년 2018년

종사자수 

(만 명)

비중

(%)

종사자수 

(만 명)

비중

(%)

Dalian 45.66 48 61.08 62

Qinhuangdao 18.38 62 19.03 67

Yantai 35.66 39 43.36 45

Qingdao 47.98 39 74.88 52

Lianyungang 18.46 54 25.79 55

Nantong 25.59 41 34.81 17

Ningbo 47.99 34 63.50 42

Wenzhou 35.30 33 47.35 44

Fuzhou 48.84 46 71.53 41

Guangzhou 140.04 57 242.75 70

Zhanjiang 24.72 61 30.67 57

Beihai 6.95 58 8.62 64

<표 7> 주요 기술개발구 3차 산업 종사자수와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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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요 기술개발구 2차 산업 종사자수와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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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요 기술개발구 3차 산업 종사자수와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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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제특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경제기술개발구에서 이러한 산

업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 도시들의 개별

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난통과 잔장의 경우 각각 상하이와 선

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상하이와 선전은 본래 제조업을 주력으

로 지역 성장을 추진해왔지만, 인건비와 지가의 상승으로 지식 산업과

연관된 핵심적인 제조업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제조업은 점차 외곽 지역

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도시는 오

히려 제조업이 집적하게 되는 특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며 서비스업은

더 좋은 인프라와 환경을 가진 도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

락에서 렌윈강의 경우를 보면 2차 산업이 증가하면서도 3차 산업도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렌윈강의 주변에 서비스업이 집적할만한 대

도시가 있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푸저우의 경우가 굉장

히 흥미로운데 푸지엔 성의 성도를 맡을 정도로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

고 오히려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선전과 마찬가지로 푸저우

의 제조업이 전자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KOTRA, 2010) 결론적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한다고 해서 모

든 지역이 다 성과를 얻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산업 구조가 서비

스업으로 모두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특구 설치 도시에서 이

러한 서비스업으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났으며, 특히 큰 도시일수록 이러

한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직할시의 산업구조 변화

앞서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의 사례를 통해 다수의 특구 설치

도시에서 3차 산업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큰 도시일수록 이

변화가 빠른 것을 확인하였다. 제조업을 포함한 2차 산업은 전반적으로

특구 지역에서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지식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 기반 제조업이 입지한 곳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덜 한 것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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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는 특구로 지정된 도시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규모가 작거나 낙후되었던 중국의 도시들은 아직 1차 및 2차 산업이 주

력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산업의 입지를 통해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올

라가면 3차 산업으로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통적으로 중국의

대도시였던 직할시의 산업구조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명

2010년 2018년

종사자수 

(만 명)

비중

(%)

종사자수 

(만 명)

비중

(%)

Beijing 151.24 23 135.56 17

Tianjin 97.74 48 101.17 39

Shanghai 158.16 40 196.26 31

Chongqing 116.69 47 178.93 46

<표 8> 직할시 2차 산업 종사자수와 비중 변화

지역명

2010년 2018년

종사자수 

(만 명)

비중

(%)

종사자수 

(만 명)

비중

(%)

Beijing 492.16 76 681.08 83

Tianjin 107.2 52 158.31 61

Shanghai 233.17 59 441.31 69

Chongqing 130.35 52 211.40 54

<표 9> 직할시 3차 산업 종사자수와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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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직할시 3차 산업 종사자수와 비중 변화

<그림 9> 직할시 2차 산업 종사자수와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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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의 산업 구조 변화는 오히려 앞서 살펴본 특구들보다도 더 뚜

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표 8>과 <그림 9>를 살펴보면 4개

도시 모두 2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총칭이 1%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도시들은 각각 6%,, 9%, 9%씩 감소한 것

을 볼 수 있다. 반면, <표 9>와 <그림 10>을 통해서 3차 산업 종사자수

비중을 살펴보면 총칭이 2%의 상승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

시들이 각각 7%, 9%, 10%의 상승폭을 기록하여 2차 산업의 비중 감소

폭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특구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오히려 대도시일수록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도시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도시에 걸쳐 산업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총칭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가 다른 직할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부분이 있는데, 이는 총칭이 다른 직할시와

달리 내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역마다 물가가 다

르기 때문에 동부 연안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 지역은 노

동임금 측면에서 아직 경쟁력이 있다. 따라서 총칭은 산업 구조의 변화

가 존재하지만, 기존의 2차 산업이 아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에 따

라 변화 속도는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인다.

2. 경제특구별 지식 기반 서비스업 현황

1) 경제특구의 지식 기반 서비스업

앞서 경제특구와 직할시의 데이터를 통해서 대도시일수록 더 빠르게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단순하면서도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함께 정보통신업, 연

구개발업 등 지식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조적인 산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 경제특구와 직할시에서 산업 변화를 이끌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현재의 서비스업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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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기반 서비스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인재

를 구하기 쉽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용이한 대도시에 집적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대도시의 산업 구조 변화가 단순히 인구 규모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표 10>,<표 11>,<표 12>을 보면 단순 서비스업인 도소매업과 숙

박업 그리고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종사자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다. 서

비스업의 비중 증가로 인해 모든 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증가율 측면에서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단순 서비스업보다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단순 서비스업은 도시별

로 산업마다 증가율 편차를 보인다는 특징인데, 예를 들어 샤먼 같은 경

우 도소매업의 증가율은 148%인데 반해 샨터우의 증가율은 49%밖에 되

자 않았고 주하이의 숙박업 증가율이 114%인데 반해 나머지 도시들은

100%를 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인 서비스업의 경우 도시의 지역적 특

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샤먼이나 선전의 경우 인

구가 많고 지역의 중심도시인만큼 도소매업이 크게 성장했지만, 다른 곳

은 그러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주하이는 관광도시 마카오에 인접해 있는

만큼 관광업과 관련된 숙박업이 크게 성장했지만, 다른 도시들은 그 주

하이만큼의 증가율을 기록하지는 못했다.

지역명 2010년 (명) 2018년 (명) 증가율 (%)

Xiamen 33200 82460 148

Shantou 19900 29624 49

Shenzhen 137600 300320 118

Zhuhai 21300 34515 62

<표 10> 경제특구 도소매업 종사자수와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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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2010년 (명) 2018년 (명) 증가율 (%)

Xiamen 26000 40506 56

Shantou 5600 6721 20

Shenzhen 70800 121435 72

Zhuhai 12700 27150 114

<표 11> 경제특구 숙박업 종사자수와 증가율

지역명 2010년 (명) 2018년 (명) 증가율 (%)

Xiamen 56300 153358 172

Shantou 28100 50713 80

Shenzhen 356000 890385 150

Zhuhai 45300 112837 149

<표 12> 경제특구 지식 기반 서비스업 종사자수와 증가율

하지만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모든 도시에 걸쳐 강하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도시별 격차도 크게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제약이 크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의외로 지역적 특성에 큰 영향을 안 보일 수도 있을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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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기술개발구의 지식 기반 서비스업

주요 경제기술개발구의 지식 기반 서비스업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도시에 따라 증가와 감소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경우는 모든 도시에 걸쳐 증가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경제기술개발구가 입지한 도시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업중에서도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도시에 따라 도소매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종사자 변화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부분이다. <표 13>와 <표

14>를 보면 렌윈강의 경우 도소매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각각

105%와 133%를 기록하면서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와 반대로 광저우의 경우 도소매업은 –16%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반해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114%로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도소매업과 같은 단순 서비스업의 성장이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업이 발달했다고 해

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반드시 발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 부분은 회귀 분석을 통해 서비스업의 특화

도가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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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2010년 (명) 2018년 (명) 증가율 (%)

Dalian 36100 47970 33

Qinhuangdao 6800 5399 -21

Yantai 27800 41333 49

Qingdao 39100 86591 121

Lianyungang 11900 24385 105

Nantong 15400 35858 133

Ningbo 50300 69666 39

Wenzhou 23300 19670 -16

Fuzhou 39100 74850 91

Guangzhou 886400 743799 -16

Zhanjiang 78500 63816 -19

Beihai 32700 28126 -14 

<표 13> 주요 기술개발구 도소매업 종사자수와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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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2010년 (명) 2018년 (명) 증가율 (%)

Dalian 117900 201090 71

Qinhuangdao 32100 40279 25

Yantai 69800 80535 15

Qingdao 89400 156431 75

Lianyungang 28200 65627 133

Nantong 50900 90099 77

Ningbo 137500 173686 26

Wenzhou 62400 111522 79

Fuzhou 148900 210374 41

Guangzhou 344700 737258 114

Zhanjiang 32300 50809 57

Beihai 11500 15840 38 

<표 14> 주요 기술개발구 지식 기반 서비스업 종사자수와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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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할시의 지식 기반 서비스업

중국의 대도시인 직할시의 지식 기반 서비스업 변화는 <표 15>,<표

16>,<표 17>과 같다. 우선 일반적인 서비스업의 경우 경제특구와 마찬

가지로 모든 도시에서 증가를 했으나 그 증가율은 도시마다 편차가 있었

다. 베이징이 도소매업과 숙박업에서 33%, 12%의 증가율을 기록한데 반

해 상하이는 금융, 무역, 관광이 발달한 도시 특성 때문인지 무려 220%,

161%라는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종사자수는

지역적 특성이 좋은 베이징과 상하이가 가장 높았다. 두 도시를 비교했

을 때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가 약 76만 9400명인데 반해 베이징은 약

207만 7700명으로 3배 정도 더 큰 지식 기반 서비스업 규모가 형성되어

있으며 같은 직할시인 텐진이나 총칭과 비교했을 때는 약 10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많은 인구, 좋은 인프라, 높은 소득 수준, 인재가 몰

려있는 직할시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 더 많은 종사자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명 2010년 (명) 2018년 (명) 증가율 (%)

Beijing 553800 736426 33

Tianjin 123900 192004 55

Shanghai 264300 844687 220

Chongqing 111700 194456 74

<표 15> 직할시 도소매업 종사자수와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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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2010년 (명) 2018년 (명) 증가율 (%)

Beijing 279600 312119 12

Tianjin 48300 55546 15

Shanghai 116700 304811 161

Chongqing 42500 59833 41

<표 16> 직할시 숙박업 종사자수와 증가율

지역명 2010년 (명) 2018년 (명) 증가율 (%)

Beijing 2077700 3107569 50

Tianjin 243600 497559 104

Shanghai 769400 1596042 107

Chongqing 244000 443757 82

<표 17> 직할시 지식 기반 서비스업 종사자수와 증가율

흥미로운 것은 <표 12>과 <표 17>을 보게 되면 종사자의 절대수로

보았을 때는 베이징을 비롯한 직할시가 경제특구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종사자 증가율을 보았을 때는 오히려

베이징이나 다른 직할시보다도 작은 도시에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점이다. 경제특구로 선정되

었던 선전, 샤먼, 주하이는 각각 150%, 172%, 149%라는 매우 높은 증가

율을 보이고 있고 다른 경제기술개발구 역시 대체로 베이징보다 높은 증

가율을 보이고 있다. 과거 경제특구가 외국인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을 하

는데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고 체제 전환의 장을 마련하는데 초점

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현재의 경제특구는 단순히 외부로부터 제조기업

을 유치하고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만이 아닌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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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서비스업을 육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경제특구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관계를 회

귀 분석을 통해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경제특구별 지역 특성 현황

1) 인구와 1인당 GDP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규모의 경제가 클수록 집적하는 특성이 있음

을 선행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역별 규모의 경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유추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인구와 소비 수준을 유추

할 수 있는 1인당 GDP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표 18>과 <표 19>를 보았을 때 직할시는 경제특구보다도 많은 인

구를 가지고 있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지만, 증가율 측면에서는 경제특

구에 비해 인구 증가가 둔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인구를 보았을 때 직할

시와 경제특구는 절대수와 증가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지만, <표 20>와

<표 21>를 보면 1인당 GDP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다.

2010년까지는 직할시가 높은 수준의 1인당 GDP를 누리면서 높은 소비

수준을 보여주었지만, 8년 후에는 경제특구의 도시들이 직할시의 1인당

GDP 수준을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소비 수준은 직할시와 경제특구가 크

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절대수 차이가 여

전히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는 아직 직할시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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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2010년 (명) 2018년 (명) 증가율 (%)

Beijing 1258 1376 9

Tianjin 985 1082 10

Shanghai 1396 1455 4

Chongqing 3303 3404 3

<표 18> 직할시 인구 증가율

지역명 2010년 (명) 2018년 (명) 증가율 (%)

Xiamen 180 243 35

Shantou 524 569 9

Shenzhen 260 455 75

Zhuhai 105 127 21

<표 19> 경제특구 인구 증가율

지역명 2010년 (¥) 2018년 (¥) 증가율 (%)

Beijing 75943 140211 85

Tianjin 72994 120711 65

Shanghai 76074 134982 77

Chongqing 27593 65933 139

<표 20> 직할시 1인당 GDP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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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2010년 (¥) 2018년 (¥) 증가율 (%)

Xiamen 58337 118015 102

Shantou 23600 44672 89

Shenzhen 106880 189568 77

Zhuhai 80697 159428 98

<표 21> 경제특구 1인당 GDP 증가율

2) 연구 개발액

연구 개발액은 혁신 역량의 중요한 요소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주

요한 집적 요인으로 관련 연구에서 자주 활용된다. 직할시의 연구 개발

액은 인구와 교육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아 2010년부터 경제특구보다 훨씬

큰 액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증가율에 있어서는 경제특구의 투자 증가 속

도에 미치지는 않으며 특히 선전의 경우 8년만에 베이징과 상하이의 연

구 개발액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경제특구를 통

해 의도적으로 많은 자본을 투자한 측면도 있겠으나, 그만큼 경제특구의

생활여건이나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고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지역명 2010년 (¥) 2018년 (¥) 증가율 (%)

Beijing 1789154 4258712 138

Tianjin 432530 1057097 144

Shanghai 2020326 4263655 111

Chongqing 178968 685887 283

<표 22> 직할시 연구 개발액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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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2010년 (¥) 2018년 (¥) 증가율 (%)

Xiamen 95969 285559 198

Shantou 14491 39795 175

Shenzhen 998426 5549817 456

Zhuhai 56984 455217 699

<표 23> 경제특구 연구 개발액 증가율

현황 분석을 종합하면 중국의 대도시들은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되었

던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 요인을 잘 갖추고 있고 이에 따라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크게 집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특구

로 지정된 도시들도 직할시 못지 않게 집적 요인을 잘 갖추어간다는 것

은 지역 불균형의 발생 원인을 생각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지역마다 얻을 수 있는 집적 이익이 다른 만큼 지역간 집적 요인의 편차

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특구라고 해도

모든 경제특구가 선전만큼의 거대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만큼 지식 기

반 서비스업이 직할시만큼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정말로 특구라

는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집적 요인이 경제특구에서 강하게 발현되

어서 나온 것인지를 명확히 보기 위해서는 경제특구와 지식 기반 서비스

업 간의 관계를 회귀 분석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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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모형과 연구 설계

1. 지식 기반 서비스업 집적 기제와 실증모형

본 연구에서 실증모형을 활용하여 답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은 첫째,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에 있어 경제특구의 영향력이 다른 지역적인

특성 요소에 비해 얼마나 강한가이다. 둘째, 경제특구의 설치가 과거 제

조업과 마찬가지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앞서 선행 연구를 통해서 분석하였을

때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은 도시화 경제와 지역화 경제가 모두 나

름의 영향을 미치는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데이터를 통해 현황 분석을 하였을 때는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지식 기

반 서비스업 종사자의 절대값이 컸고 증가율 역시 빠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도시화 경제의 영향력이 더 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산업의 성

장은 일반적으로 집적 이익이 발생할 때 촉진되기 때문에, 집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제 중 하나인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들

이 결국에는 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지식 기반 서비

스업의 성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Lazzeretti et al(2012)의 산업 입지 모형

을 사용하였다. 식은 다음과 같다.

     ⋯  식  
ln  lnln ln ln  ⋯ ln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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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Y는 산업의 공간분포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역별 산업 종

사자수이며,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인 X는 특정 지역에서 산업이 성장

하는데 영향을 주는 지역 혁신 수준, 지역 환경 그리고 집적 이익을 포

함한 외부경제효과 등을 나타낸다. 실증 분석을 위해 <식 1>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식 2>와 같은 로그 선형 모형이 되는데 해당 모형의 Y와

X는 <식 1>과 동일한 변수이며 β는 회귀 분석의 추정 계수로서 각 독

립변수와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낸

다. Lazzeretti et al(2012)는 종속변수로 창조적 산업의 종사자 비중을

활용한 입지 계수(Location Quotient)를 활용했으며, 독립변수로는 중심

도시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 지역화 경제를 대리하는

종사자당 지적 재산권 수, 고급인력의 수, 기업의 규모, 도시화 경제를

대리하는 지역 인구, 다양성 지수, 사회자본, 인구 밀도 등의 지표를 활

용하였다. 동일한 모형을 활용하여 신산업의 공간분포 패턴과 집적 요인

을 분석한 사호석(2020)은 지역 혁신 수준을 대리하는 변수로 대학원생

수와 기술관련 창업기업의 수를 활용하였으며, 지역 환경을 대리하는 변

수로는 문화시설 수와 학교 수를, 외부경제효과로는 입지 계수를 이용한

지역화 경제와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l-Hershman Index) 및 고용

밀도를 이용한 도시화 경제로 구성하였다. 두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Lazzeretti et al(2012)는 창조적인 산업의 집적에 있어 지역의 규

모, 생산의 다양성, 인적 자본의 집중이 창조적 산업의 집적을 유도한다

고 밝혔고 사호석(2020)은 인재와 기술창업기업의 수, 학교와 같은 인프

라, 고용 밀도, 특화도와 다양성이 신산업의 집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두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창조산업과 신산업은

각각 출판, 연구개발, 정보통신업을 포함하는 산업이므로 앞서 논의한 지

식 기반 서비스업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상의 산업 입지 모형을 활용했

을 때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지역의 혁신 수

준과 지역 환경으로 이를 기반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대리할 수 있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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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변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ntonietti et al(2008)의 연구에

서 산업단지 같은 특정 공간이 산업의 집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

과에 기반하여 지역별 경제특구의 적용 여부를 독립 변수로 구성하면 회

귀 분석을 활용하여 선행 연구에서 다수 활용하였던 지역 특성들이 변하

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때 경제특구의 설치만으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엄밀히 볼 수 있을 것이다.

2. 변수 구성

1)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조작적 정의

이상의 산업 입지 모형을 바탕으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 수준

을 나타내기 위한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별 총 종사자수에서 지식

기반 서비스업 종사자수를 나눈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을 사용하였

다. 선행 연구와 달리 종사자 비중을 사용한 이유는 중국의 도시별 종사

자수의 절대값이 도시에 따라 격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결과에 왜곡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값 대신 비중을 사용하면 종사자 규모에 따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중은 중국 통계국에서 매년 발간

하고 있는 중국통계연감, 중국 노동통계연감 그리고 중국 도시통계연감

의 다년간 자료를 활용했으며 기간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사물 인터넷 디

바이스의 보급이 확대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18

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지식 기반 제조업

까지 포함하여 산업을 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참고한 데이터의 출처원에서 지식 기반 제조업을 따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의 세부적인 데이터가 수록되지 않았고, 관련 데이터는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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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확보된 데이터

로 살펴볼 수 있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분석을 진

행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직 지식 기반 산업에 대한 공식적인 분류

는 확정된 것이 없으나 지식 기반 산업 분류에 관련된 복수의 연구에서

대체로 일치된 분류를 사용하고 있고, OECD와 같은 국제 기구와 “산업

발전법”과 같은 국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

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의 산업 분류는 국내법을 참조하여

분류를 했던 김찬준 외(2015)의 분류를 따른다. 그의 분류법을 기반으로

정리한 중국의 지식 기반 산업 분류는 다음 <표 24>과 같다.

한국이 표준산업분류를 통해 세세분류 단위까지 상세한 산업 분류를

제공하는데 반해 중국의 통계자료들은 한국의 자료로 대응하면 중분류에

해당하는 단위까지만 산업 분류를 하고 있어 한국만큼 자세한 분류를 제

공하지는 않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시통계연감의 경우 대분류

까지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분류 수준에서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가

불가능한 지식 기반 제조업을 제외한 지식 기반 서비스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대분류로 구분될 수 있는 정보통신업, 금융

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문화예술업의

종사자수를 활용하여 지식 산업의 비중을 계산하였다. 선행 연구의 분류

에 따르면 교육업과 보건업의 경우도 지식 기반 서비스업으로 포함되나,

교육업의 경우 중국 통계연감을 살펴보았을 때 중분류 수준에서 초중등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업 종사자를 전부 지식 기반 서비스업 종사자

로 보기에는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중국의 초중등학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과정으로 연구 개발보다는 기초 교육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선행 연구들 역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고

등교육에 종사하는 인원만을 인재의 지표로 삼아온 바 있다. 보건업의

경우 역시 중국의 산업 분류를 참고했을 때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

회복지 서비스업(社會工作, Social Service)이 포함되어 있는데 복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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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으로 요양과 같은 의료. 관련 서

비스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중국의 통계분류상 의료 서비스와는 구분

되고 있어 동일한 생산활동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따

라서 교육업과 보건업의 종사자는 왜곡을 피하기 위해 지식 기반 서비스

업에서 제외하였다.

지식 기반 산업 분류 산업 분류에 따른 해당 산업

지식 기반 제조업

화학, 의약, 플라스틱,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금속제품, 전자, 

의료/정밀기기/광학기기, 전기기기, 기계,
 자동차, 항공

지식 기반 서비스업
환경서비스, 출판, 정보통신서비스, 금융,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서비스, 
문화서비스

중국 지식 기반 제조업

화학 원료와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 제조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금속제조업, 
컴퓨터/통신/전자설비 제조업, 

정밀기계 제조업, 전기기계/자재 제조업

중국 지식 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문화 예술업

<표 24> 지식 기반 산업의 분류



- 47 -

2) 지역의 혁신 변수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누적된 데이터나 지식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

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사람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컨텐츠

를 제작하는 창조적인 활동이므로 강한 혁신 수준이 요구된다. 김헌민

(2013)에 따르면 지식 기반 산업의 성장에는 지역의 혁신역량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지표로 지역의 경제 수준, 지역의 교통 및

통신 인프라, 인력과 연구 개발비를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혁신 수준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데이터인 기술투자액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술투자액은 각 지방 정부가 기술 혁신을 위해 투

자하는 비용으로 연구 개발비와 같이 혁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

적인 변수이다. 다만 기술투자액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비중과 내생성

이 있을 수 있는데 비중이 높을수록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생태계가 촘

촘하게 구축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갖춘 공간에

더 많은 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 연도의 전년도 값인 t-1기 값을 적용하였다.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인적 자본에 대한 육성과 IT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

술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투자액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

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 지역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도시별 GDP와 도시별

1인당 GDP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인당 GDP를 채택하였다. 도시별

GDP는 1인당 GDP가 낮아도 인구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데 이

때문에 전체 생산액이 크다고 해도 1인당 GDP가 낮으면 해당 지역의

소비 및 투자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반면 1인당 GDP는 해당 지역

의 소득 수준을 대리하기 때문에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해당

도시의 경제 수준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제 수준은 그 지역의 생

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적인 인재들이

유입되거나 생활을 지속할만한 공간인지를 판가름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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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인당 GDP가 높을수록 해당 도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일 확

률이 높으므로 1인당 GDP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질 수 있으나 생활 환

경이 좋은 만큼 높은 물가와 지가를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음의 값을 가

질 수도 있다.

3) 지역의 환경 변수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기업간 경쟁률인데, 이영성(2016)에 따르면 노

동임금의 상승은 생산성의 증가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경쟁으로 인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업간의 경쟁으로 발생한 노동 임금

증가는 생산성이나 노동자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생존을 위한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이

동하는 것이 이주의 주요 원인임을 감안한다면 기업간 경쟁률이 높을수

록 인재들은 더 많은 임금을 누리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

이 있다. 이는 베이징과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들이 높은 생활비용을 요

구하는데도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강력하게 집적되어 있는 현상을 통해

서 알 수 있으며,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 미국

의 실리콘밸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모두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간

경쟁률은 지역별 환경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가 되며, 계수는 양의 값

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러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비

와 지가를 기록하기 때문에 집적 불이익으로 작용하여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일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중서부 지역으

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은 이러한 요소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

다.

높은 인적 자본을 가진 인재들은 임금 수준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도 하지만 생활하기 편한 곳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또한 지식 기반 서비

스업에 종사하는 기업 역시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호한다. 이는 박

경현(2015)의 연구에서 드러나는데 그는 문화 시설과 야간 활동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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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환경일수록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입지하

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하였다. 인프라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교통이다. 교통의 경우 인력의 통근 환경과 도시의 각 시설에 대

한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

다. 교통을 대리하는 변수로는 해당 지역의 도로보급률을 나타내는 도로

면적을 선정하였으며 계수는 양의 값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 환경을 대리할 수 있는 또다른 변수로는 인구가 있다. 앞서 언

급했듯이 인구가 많다는 것은 해당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다른

도시 대비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구에 따라 공공서비스나 문화서비스

의 규모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는 지역 환경을 나타내는 대단히 중

요한 변수다. 또한 인구가 많다는 것은 고용 시장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인재 풀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인력이 많이 필요한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 있어 매력적이다. 다만 과거 제조업이 발달한 지

역에 인구가 집중되었던 현상처럼,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이미 발달해서

인구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

술투자액과 마찬가지로 t-1기 값을 활용하였다. 물론 경제활동인구나 높

은 인적 자본이 많아야만 노동력이 풍부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2018년까

지의 기간은 중국이 고령 사회로 접어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만으

로 노동력의 규모와 지역의 환경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

서 인구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

지면 교통혼잡, 토지부족 등의 집적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 환경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외국인 직접 투자액 역시 주요한 변

수 중 하나이다. 외국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해당 지역의 잠재성, 입지 특

성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지금은 별다른 인프

라가 조성되지 않았더라도, 혹은 도시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

라도 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투자가 커진다면 산업이 집적될 수 있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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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마련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체제 전

환을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을 중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외국인 직접 투자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산업 특성 변수

이상의 변수들은 지역 내부에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이지만, 산업의 집적에는 이러한 지역 특성적인 요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도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희연(2010)은 지역별

제조업의 특화도와 제조업의 다양성 지수를 활용하여 지식 창출에 미치

는 영향을 보았는데 모두 유의한 변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에는 지역별 제조업 상황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

을 알 수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입지 계수를 활용한 제조업 특화도를

변수로 구성하였다. 또한 제조업이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치듯

이 서비스업의 영향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중국의 주력 산업

이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있고 경제특구와 기술개발구를 포함한 개발구

들이 입지한 도시들에서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제조업보다도 서비스업의 역할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서비스업의 비

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가진 계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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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 특구 변수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특구의 영향력이 다른 지역적인 특성 요소에

비해 얼마나 강한지 또한 경제특구의 설치가 과거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중국의 개발구는 경제특구와 더불어 경제기술개발구가 많

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지급 이상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경제특구나

경제기술개발구의 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더미 변수를 만들었으며, 개발

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행정적 특수성과 도시 규모에서 타도시와 큰 격차

가 있는 직할시는 따로 분리하여 더미 변수화하였다. 특히 직할시는 중

국의 대도시로서 인구와 산업이 자연스럽게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인

위적으로 설정한 경제특구가 기존의 대도시에 비해 얼마나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직할시와 경제

특구의 계수는 모두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

합하여 구성된 모형은 <식 3>과 같다.

ln지식서비스업비중   ∙ ln기술투자액  ∙ ln인당 ∙ ln기업경쟁률 ∙ ln도로면적   ∙ln인구  ∙ln   ∙ln제조업  ∙서비스업  ∙경제특구  ∙직할시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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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종류 변수 설명 변수 계산법

종속변수
도시별 지식 기반 서비

스업의 비중

ln(도시별 지식서비스업

종사자수/도시별 전체

종사자수)

특구 관련 변수

경제특구 여부
경제특구 = 1

非경제특구 = 0

직할시 여부
직할시 = 1

非직할시 = 0

지역 혁신 수준

기술투자액

ln(기술투자액 )
ln(도시별 제조업

LQ)

경제 수준

ln(1인당 GDP)

ln(도시별 서비스업

LQ)

지역 환경

기업간 경쟁
ln(도시별 종사자수/도

시별 기업수)

교통 ln(도로면적)

인구 ln(인구 )
외국인 직접 투자 ln(FDI)

산업 특성

제조업 상황
ln(도시별 제조업

LQ)

서비스업 상황
ln(도시별 서비스업

LQ)

<표 25> 변수 및 측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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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널 모형

본 연구에서는 9년간 중국 지급 이상의 도시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의 경제특구가 지식 산업 집적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고자 하였

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식 산업 집적에 영향을 미치

는 원인을 파악하는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된다. 양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회귀 분석이 가장 보편적으

로 쓰이는 방식이나 회귀 분석은 몇 가지 단점이 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을 고려할 수 없다

는 점이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시간적 효과(Time

Effect)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노동자의 생산성은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

지거나 경험이 누적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향상되기 때문에 단일한 시점

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회귀 분석을 할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연구의 시점에 따라 결론을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회귀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구가 진행

된 시점에는 연구 대상이 이미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구 대상의 환경

이나 특징을 통해 변화하는 특성을 개별적 효과(Individual Effect)라고

한다.

패널 분석은 이러한 회귀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

며, 연구 결과는 단일 시점에서의 결과가 아닌 다년간의 추세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변화를 겪더라도 신뢰성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 개별적 특성과 시간적 특성처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고려되지 못하는 변수를 누락 변수(Omitted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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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패널 분석에 사용되는 패널 모형은 이러한 누락 변수를 추가

하여 기존의 회귀 분석을 보완한 모형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식  
(     , i=1,2⋯N, t=1,2⋯T)

=관찰되지 않은 개별적 효과
=관찰되지 않은 시간적 효과
=오차항
i=데이터 대상

t=시간의 흐름

패널 모형은 기본 회귀 방정식에서 오차항 부분에 누락 변수를 추가

한 형식으로, 오차항의 변환 형태에 따라 One-Way ECM(Error

Component Model)과 Two-Way ECM으로 나뉜다. 개별적 효과를 나타

내는 누락 변수만이 고려되면 One-Way ECM으로 분류되며, 개별적 누

락 변수와 함께 시간적 누락 변수까지 고려된다면 Two-Way ECM으로

분류된다. 이상의 수식은 Two-Way ECM일 때의 식을 나타낸 것이며

One-Way일 때는 오차항의 식에서 시간적 누락 변수를 나타내는 가
제외된다.

이후 One-Way ECM과 Two-Way ECM은 다시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나누

어지는데 이 때 고려되는 것은 누락 변수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지의 여부이다. 누락 변수가 시간이 흘러 변하지 않는다면 고정효과모형

으로 분류되며 변한다면 확률효과모형으로 분류된다. 이상의 분류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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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6>을 살펴보았을 때,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에서 어

느 모형을 사용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별적

특성을 지닌 누락 변수가 독립변수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

다. (Johnston, 1997) 관련이 있다면 시간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

므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는 것이다. 실증 분석에서는 하우스만 검

정(Hausman Test)을 통해 두 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패널 데이터의 장점으로는 특정 대상에 대한 더 많은 변수

를 활용함으로서 많은 자유도와 가변성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있는데,

One-Way ECM Two-Way ECM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누락 변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지역마다 잠재

누락 변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지역마다 잠재,

또한 시간적 특성도

기간마다 잠재

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누락 변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며

지역마다 잠재

위와 동일하지만

지역 및 기간마다

잠재한 특성이

확률적으로 변화함

<표 26> 패널 모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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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ao, 2007) 표본이 많아질수록 모집단에 가까운 통계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회귀 분석에 비해 더 효율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실증 분석에서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의 편향성(Bias)을 통제

하는 것인데 패널 데이터는 동일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회귀 모형에 비해 편향

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패널 분석은 일반 회귀 분석에 비해 장점이 분

명한 방법이지만 문제점 역시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패널 데이터

는 동일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

에 연구 대상을 많이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패널 데이터 내

의 표본 집단이 모집단에 대해 대표성을 확실하게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물론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 사용된 많은 수의 표본 집단

역시 한차례의 조사만을 거쳤다는 점에서 대표성의 한계를 갖기는 어렵

지만, 패널 데이터의 경우 여러 차례 조사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응답자

의 부담 가중, 데이터 누락 혹은 모집단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거나 빠

지는 대상 변경 등의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현우, 2009)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되는 패널

데이터로 상기한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먼저, 중국은 2010년∼

2018년의 기간 동안 행정구역을 크게 변화시킨 적이 없다. 또한 신설되

거나 없어진 도시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표본 집단의 대

표성이 감소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닌 각 지방정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실시한 조사이

므로 응답의 부담이 거의 없을뿐더러 데이터의 누락도 거의 발생하지 않

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패널 분석은 단점은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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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 분석

1. 기초 통계

기초통계량은 변수의 본래 단위에 따른 규모를 살펴보는 것이 현황

파악에 용이하기 때문에 로그를 취하지 않은 기존의 단위를 사용하였다.

기초통계량은 다음 <표 27>과 같다.

먼저 지식 산업 비중의 경우 가장 낮은 지역의 비중이 2%인데 비해

가장 높은 지역의 비중이 38%로 지역 간 편차가 컸다. 이는 데이터 및

인재를 확보하기 좋고 수출과 인프라 구축도 상대적으로 잘 되어있는 동

부 해안 지역과 그러한 경쟁력이 부족한 내륙 지역이 단순히 GRDP 뿐

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있어 산업 전환의 속도에서도 극명하

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도로 면적만 보더라도 최소값이 52만으로 평균 1833만에도
한참 못 미치는데 반해 최대값은 2억 378만로 굉장한 격차를 나타내

고 있으며, 단순히 투자 유치 규모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FDI 역시 3만 달러 투자에 그치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평균 8억 9766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308억 2563만 달러가 투자되는

지역도 있다. 또한 중국 전체의 평균 지식 기반 서비스업 비중은 8.92%

로 중국 전체적으로는 아직 농업과 제조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평균의 약 네

배인 38%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 주로 동부 해안 지역이 지식 기반 서비

스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중국 정부

가 중서부 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내륙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게끔

하는 근본적인 기제중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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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식 서비스업

비중 (%)
8.92 4.90 2 38

기술투자액

(만 ¥)
91,213 317,375 150 5,549,817

1인당 GDP

(¥)
52,447 130,079 5,304 467,749

기업간 경쟁

(명)
670.38 663.04 39.33 9,952.63

도로면적

(만 )
1,833 2,394 52 20,378

인구

(만 명)
444.31 317.36 20 3404

FDI

(만 $)
89,766 213,566 3 3,082,563

도시별 제조업

(LQ)
0.85 0.48 0.02 3.04

도시별 서비스업

(LQ)
0.96 0.27 0.30 5.80

<표 27> 기초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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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부분은 기업간 경쟁률인데 경쟁이 크지 않은 지역은 기업

들이 평균 670.38명보다 작은 39.33명의 종사자를 가지고 있으나 대도시

와 같이 경쟁이 치열한 곳은 기업당 9952.63명의 종사자를 가지고 있다

는 점이다.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발달하는데 있어 인재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인구가 많은 곳이 좋을 수 있으나 대도시일수록 인재를 고용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영성

(2016)에 따르면 기업간 경쟁률이 강한 지역에서는 어떤 인재가 유출될

지 모르기 때문에 종사자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임금이 상승한다고 분석

되었는데, 정보통신업과 같은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서 중서부 도시로 이

동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기업들

혹은 높은 생활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

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산업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제조업 LQ와 서비스업 LQ를

보면 역시 최소값과 최대값의 격차가 각각 3.02, 5.50만큼 차이가 나면서

도시별 특화도의 격차도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살펴볼 것은 중

국의 평균 제조업 특화도는 0.85로 0.96을 기록한 서비스업의 특화도보다

낮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으로부터 점차 서비스업

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특히 최대값의 경우 제조업이 3.04

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5.80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발전한

대도시의 경우 이미 서비스업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투자액 같은 경우 지출이 가장 적은 지역은 150만 위안이고 가

장 높은 지역은 554억 9817만 위안을 기록하면서 도시별로 투자 규모가

다른 부분도 확인된다. 중국의 지급 이상 도시들의 평균 인구는 444.31만

명 수준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20만명에 불과하지만, 많은 지역은 무려

3404만명으로 인구의 밀집도 역시 불균형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중국의 지형은 서고동저라 동쪽으로 갈수록

평야가 많고 기후 역시 동부 지역이 좋기 때문에 지형적 요인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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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나 한국의 수도권처럼 지식

산업은 기후 환경과 생활 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

라 할 수 있다. 1인당 GDP의 경우 평균은 52447 위안, 최저 지역은 약

5304 위안, 최고 지역은 467749 위안으로 도시별 경제수준 차이도 큰 것

으로 보인다.

2. 시계열 검정

본 연구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실증 분석에 앞서 시계열

자료가 안정적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계열이 정상적

이지 않을 경우, 분석 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널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이 있

다. 단위근 검정은 변수마다 시계열의 정상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단위

근이 발견될 경우, 정상적인 시계열로 분류되지 못해 분석에 활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분 검정에서 변수간의 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시계열 자료가 있어도 패널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이두원, 1999)

대표적인 단위근 검정으로는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

이 있지만 해당 모형으로는 단순 시계열 자료를 검정할 수는 있어도 횡

단면 자료까지 포함한 패널 자료까지는 분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검정할 수 있는 LLC(Levin-Lin-Ch

u) 방법을 활용하였다. 검정 결과는 <표 28>과 같으며 모든 변수의 p값

이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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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Adjusted t*

Statistic
p-value

기술투자액 -20.4010 0.000

경제 수준 -2.4752 0.007

기업간 경쟁 -4.7420 0.000

교통 -17.3029 0.000

인구 -79.3548 0.000

외국인 직접 투자 -21.1957 0.000

제조업 특화도 -20.2226 0.000

서비스업 특화도 -20.7228 0.000

<표 28> LLC 검정 결과

3. 패널 검정

패널 분석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Pooled O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

과모형 3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이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여 분석

을 진행한다. 모형을 선정할때는 F-Test, Hausman, LM Test 3가지 방

식이 활용된다.

첫 번째 방식인 F-Test는 Pooled OLS와 고정효과모형 중에서 적합

한 모형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개별적 특성이 없다는 가설을 귀무가설로

한다. 두 번째 방식인 LM Test는 Pooled OLS와 확률효과모형 중에서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개별적 특성이 확률적으로 변하지 않

는다를 귀무가설로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인 Hausman Test는 고정

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에서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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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와 오차항 내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 귀무가설이 된다. 각 방식의 검

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F-Test 검정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고정효과모형이

Pooled OLS보다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LM-Test 의

검정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확률효과모형이 Pooled OLS

보다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Hausman 검정 결

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확률효과모형보다 고

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어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패널 데이터가 오차항의 등분산

성과 시계열 독립성을 만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다. (이희연 외. 2012)

패널 데이터의 자기 상관성 확인을 위해서는 Wooldridge 검정을 활용했

으며, 이분산성 확인을 위해서는 Wald 검정을 수행하였다. Wooldridge

검정은 1계(AR1)에 자기상관성이 없다를 귀무가설로 하며, Wald 검정은

모든 개체의 분산은 동일하다는 등분산성을 귀무가설로 하고 검정을 진

행한다. 검정 결과는 다음 <표 30>과 같다.

Test p-value

F-Test 0.000

LM Test 0.000

Hausman Test 0.000

<표 29> 패널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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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결과, Wooldridge 검정은 0.05 수준에서, 그리고 Wald 검정은

0.01 수준에서 모두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성과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를 사용하여 자기상관

성과 이분산성을 통제하였다.

4. 분석 결과

앞선 패널 검정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1>과 같다. 분석 결

과, 교통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하였으며, 1인당 GDP를 대

리 변수로 하는 경제 수준과 제조업 특화도의 경우 0.05 수준에서, 그리

고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우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Coefficient p-value

경제특구 0.135 0.000

직할시 0.626 0.000

기술투자액 0.020 0.000

경제 수준 0.009 0.014

<표 31> 분석 결과

Test p-value

Wooldridge Test 0.023

Wald Test 0.000

<표 30> 자기상관성, 이분산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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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핵심변수인 경제특구의 계수는 0.135로 대도시를 나타내는 직

할시의 계수인 0.626보다는 낮았지만, 다른 변수들과 비교해서는 서비스

업 특화도를 제외하면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에 높은 영향력을 보였

다. 기술투자액의 계수는 0.020, 교통 인프라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0.003을 기록하면서 지역의 혁신과 환경적인 부분을 대리하는 변수들의

영향력은 생각외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특구 지정을 통해서 혜택을 부

여하는 것이 지역의 인프라와 혁신성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지식 기반 서

비스업 집적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직할시의 계수가

0.626으로 서비스업 특화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 개인과 기업은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고 입지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높은 임금, 많은 일자리, 좋은 생활 여건등 집적 이익

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히 지

식 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앞선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이디어나 기술

을 가진 인재를 확보하기 쉽고 역내 교류를 통해서 지식 전파효과를 누

리기 원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즉, 경제특구 조성을

통해서 기존의 대도시들이 제공할 수 없는 차별화된 혜택이나 여건을 가

기업간 경쟁 -0.113 0.000

교통 0.003 0.131

인구 -0.146 0.000

외국인 직접 투자 0.003 0.067

제조업 특화도 -0.023 0.021

서비스업 특화도 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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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다면 지식 기반 서비스업 종사자들과 기업들은 좋은 정주환경

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도시를 두고 지방 도시로 이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라고 해서 반드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집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제 수준은 0.009로 양의 값을 나타

내면서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식 기반 서비스업 집적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수의 값이 크지는 않다는 점에서

집적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다. 높은 임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생활 비용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적 이익과 함께 집적 불이익의 요소도 공존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인구의 경우 –0.146으로 음의 값을 보여주면

서 집적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역시 인구가 많아

서 발생하는 장점과 별개로 교통혼잡, 노동시장 경쟁률 증가등의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간 경쟁률의 계수가 –0.113

으로 인구 및 제조업 특화도와 더불어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노동시장에서의 인재 확보로 인해서 대도시에 입지한 기업이 임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정보통신

업과 같은 일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중서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인 것은 이러한 집적 불이익과 역내 경쟁이 개인이나 기업의 입지에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

간적 제약이 적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동이 쉽게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 구조를 나타내는 변수인 제조업 특화도와 서비스업 특화도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조업 특화도의 계수는 –0.023

으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

되었으며, 반대로 서비스업 특화도의 계수는 0.816으로 지식 기반 서비스

업의 집적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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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분석에서 다루었던 발전된 도시일수록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그 중에서도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빠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중국 도시들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이 약화되고 서비스업이 강

화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비스

업으로 주력 산업이 바뀔수록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때

문에, 경제특구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관계는 우선 경제특구에서 서비

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커진 서비스업의 비중으로 인해 산업 전환이 일

어나면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집적시키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의 잠재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외국인 직접 투

자는 0.003의 계수로 양의 값을 가지면서 지식 산업 집적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지만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일수록 외자기업과 협력한 지식 산업 관련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 기반 서

비스업이 집적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혁신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인 기술투자액은 0.020의 계수 값을

보이면서 역시 지식 기반 서비스업 집적과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교통 변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오면서 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한해서

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인 도시들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

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영향력의 정도가 생각보다 두드러지지 않

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떤 지역에서 기술 혹은 인프라에 대한 적극

적인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지식 기반 서비스업, 나아가 지식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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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기존의 연구들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인재와 살기 좋은 정주 환

경, 인구 규모, 기술 기업의 비중 등이 지식 기반 서비스업 집적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지식 기반 서비스

업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었지만,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입지 변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기

도 하였다. 또한 중국의 경제특구가 제조업보다 오히려 서비스업으로부

터 더 많은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고, 그러

한 변화로 인해 경제특구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대

해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미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

되었던 집적 요인들에 더해 중국의 지역 발전 정책이자 산업 육성 정책

이기도 한 경제특구를 새로운 변수로 적용하여 중국의 지식 산업 집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일부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할시와 주요 경제특구에

서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발견

하였다. 이는 중국의 경제특구가 더 이상 수출 제조 거점으로서만 활용

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며 서비스업을 통해 더욱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 전국 단위로 보았을 때는

더욱 급진적이어서 이미 2010년 이후로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비중을 추

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제조업이 특화될수록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반대로 서비스업이 특화될수록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집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제특구의 지정 여부는 개

발투자액, 교통, 인구와 같은 지역적 요소보다도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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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특구의 주력 산업

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점차 변화함에 따라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세율과 물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

산업 종사자들이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 설치를 통한 인재 육성과 같은 지역 자

체의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지만, 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그 도시만의 차

별성을 만들어 지역의 인재 유출을 완화하고 관련 기업이나 종사자들이

유입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지식 산업이 수도권에 집적하면서 지방의 도시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자본집약형 제조업이나 관광업과 관련된

단순 서비스업이 주력 산업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산업 전환

에 대한 저항이나 연계 부족으로 지식 산업 집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정 공간을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로 삼고 산업 전환과 기존 산업 고도화를 적극

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분석 과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

고 있다. 첫 번째 한계점은 데이터의 한계다. 중국은 기본통계연감처럼

기초적인 데이터가 아니면 한국처럼 다양한 오픈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다. 성(省) 단위에서는 그나마 다양한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

지만 도시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매우 적어

진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 구조 변수로 성 단위에서는 산업 중분류 수준

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반해 도시 단위에서는 산업 대분류만을 제공하

고 있어 산업 구조 측면에서 지식 기반 산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영향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향후 도시 단위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

보하게 된다면 더 정확하고 풍부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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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다.

두 번째 한계점은 직할시에도 경제특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본 연

구에서는 경제특구가 설치된 일반적인 도시들의 효과를 조금 더 명확하

게 보기 위해 직할시를 경제특구에 포함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

에 직할시 내부에 존재하는 경제특구의 영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점이 있다. 또한 중국은 초기 경제특구의 성공 이후 신형도시화 정책의

일부로 다양한 도시에 개발구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운영의 역사가 짧아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여 입수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도시들중에서는 특구로 지정된지 얼마

안 된 도시도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더욱 구체적

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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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Special Economic Zones(SEZs) have served as bases to

secure insufficient resources and know-how from foreign countries

for system transformation and economic growth. China has been able

to achieve economic results by gradually expanding SEZs, including

an increase in GDP, and studies on SEZs have been steadily

progressing until recently by paying attention to these remarkable

achievements. However, there are two problems in the studies in that

they mainly conducted research by using 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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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ssue is that the proportion of the service industry increased

rapidly as China developed through SEZs. Thus, current SEZs that

have achieved some level of economic performance are likely to

receive more influence from the service industry rather than the

manufacturing industry. Second issue is that China’s SEZs are no

longer merely serving as growth bases through the manufacturing

industry. Since 2010, China’s original strengths, such as low labor

and land cost, have gradually weakened, and the industry leading

economic growth is being converted to 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KIBS) industry that creates high added value by accumulating

and processing knowledge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China is

also expanding the boundaries of SEZs, starting with the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s(經濟技術開發區), and using it

as bases for nurturing new industries.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SEZs and how effective the SEZs can be

for the KIBS industry. In addition, Korea is recently facing the

problems of regional imbalance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but it is

not easy to respond because the KIBS industrial ecosystem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strong and there are also some obstacles

such as regulations. Therefore, China’s SEZs are considered to be a

good reference material for Korea to come up with solutions.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using workers from metropolitan cities(直轄市) and major

SEZs, and examined how positively the introduction of SEZs in

Di-level cities(地級市) had positive effect on the KIBS industry. First,

in the case of current status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decreased and the shar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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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industry increased in most metropolitan cities and major SEZs

except for some cities. It means that China’s SEZs are no longer

used only as export manufacturing bases, and it can be seen that

diverse industrial ecosystem is being built through the service

industry. In particular, this phenomenon was more radical at the

national level of China, and the share of service industry has already

surpassed the propor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since 2010.

And regression result showed that the more specialized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more negative it had on the accumulation

of the KIBS industry; whereas the more specialized the service

industry, the more positive effect it had on the accumulation of the

KIBS industry. In addition, the designation of SEZs has more positive

effect on the growth of the KIBS industry than regional factors such

as development investment, transportation, economic level and also

indicating that it helps the development of the KIBS indsutry.

The implications that can be obtained from the abov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Korea, the same tax rate is applied in

all regions, so the KIBS industry does not easily move from Seoul

metropolitan area to other regions. Thu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region itself, such as building

infrastructure and nurturing human resourc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but it is more effective to

create SEZs to alleviate the outflow of local talent in the region and

induce companies and workers to flow in. Second, as KIBS industry

are mainly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capital intensive

manufacturing industry or tourism-related simple service industry that

have led Korea’s economic growth are sometimes become the main

industry in local cities. These industries are likely to hav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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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n the agglomeration of knowledge industries due to

resistance to industrial transformation or lack of interconnection.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if specific spaces are used as bases

for fostering new industries by actively utilizing SEZs, more effective

response will be possible to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industrial

advancement in non-metropolitan areas.

Keywords : Special Economic Zones, 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 Industrial Structure Change

Student Number : 2020-2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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