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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문화척，정치적，경제적인근접성이었다.그렇지만지역경제통합과정의결과는홍콩산업지리의단순한공간적외연확 

대이며， 오랫동안 홍콩의 지배적인 산업구조의 특정이었던 수출지향적 경공업중심 구조의 경쟁력 연장을 위한 공간적 해결 

책이었다. 홍콩-광동 지역경제통합은나아가개방지향척 접정공간의 이해와 접경지역 발전전략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주요어 : 지역경제통합， 접경경제공간， 외부가공， 일국양제， 서비스경제화， 지역격차 

M훨훌:t: 깨is stuφr investigates Hong Kong-Guar뺑ng r명ional economic in~뺑tion process and its impacts on r맹onal 

economies as well as its impl없디。ns for bo떠erregion 않udies and cross-border development strategy in the Korean con~없. π1e 

regi。띠1 economic intl앵ration was initiated ur빼rthe ∞i닙ition of the changing spatial development stra탱Y in the post-reform 

China and the ne어s of industrial restruct1.피ng in Ho명 Kor명. Its process has æen mainly shaped by the cultural, economic, 

poli뼈1 as well as geographical pra뼈nity rather than 여 generai factors in foreign d뼈t 띠V않m히1t reseaπh. S때때 dimension of 

the intl명ration can be ∞nsidered nα 。띠y as a simple expanded industrial geography of Hong Kong but also as a spatial flX for 

maintaining Hong Kong’s ∞mpetitiveness. N~얹heless ， the in않gratioo ex:perience has si맑퍼α1t implications for general bαder 

r양。n research ar넘 cros웅border development stra뺑yin Korea. 

Keywαå;: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Cross-bαder Economic Space, Out-processing, One Coun따 Two Systems, 

Tertia따ation ， Regional Dis따ity 

• 이 논문윤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없F-2002-072-BS1031) 
•• 서울대학교국토문제연구소선임연구원 

-19-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 : 개방적 접경경제공간의 형성과 의미 

I . 서론 

1978년말 이후 진행되어온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은 그동안의 눈부신 경제적 성과에 비추 

어 지금까지 수많은 학술적 · 전문적 관심의 대상 

이 되어 왔다. 경제개혁 초기의 놀라운 경제적 성 

과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경제개혁과정에 대 

한 상반된 평가， 즉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에 

서 경제개혁과정 및 전망에 대한 견해를 지닌 연구 

들이 동장하기도 하였다(Naughton ， 1994; Woo, 

1994). 또한 이러한 경제학적 연구와 함께， 경제개 

혁과정의 정치적 의미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매우 

다양한 연구들 또한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Shirk, 1993; Walder, 1995). 공간적 인 관점 에서 

중국의 경제개혁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는 지 역격 

차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지는데， 초기의 지역격차 

의 발생패턴에 대한 연구에서 점차 발생원인으로 

그 초점이 옮겨갔으며， 분석단위면에서는 전국적 

인 차원에서 개별 성단위 분석으로 나아가기도 하 

였다(Fan ， 1997; Wei , 1999; Long & Ng, 2001; 

Hemnann-Pillath, Kirchert and Pan, 2(02). 최근에 

는 경제개혁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조절이론과 같은 사회과 

학적 이론에 기초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Ma ， 

2(02). 

일반적으로 경제개혁과정은 생산활동을 위한 공 

간구조의 재편올 초래한다. 중국의 지역경제의 구 

조변화와관련된 일반적인 이해는사회주의 개발 

전략에 의한 남북간의 공간구조의 격차가 경제개 

혁이후 공간적인 불균둥발전전략으로 인하여 동 

서칸 공간구조의 격차패턴으로 심화되고 있다라 

는 점이다(Wei ， 2000). 이러한 공간적인 격~r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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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울러 중국의 경제개혁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 

간적 측면은 바로 지역경제의 동장이다. 즉， 시장 

화와 분산화에 기초한 경제개혁의 핵심전략은 지 

역경제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었고， 이 

에 따라 비교우위에 입각한 지역경제의 성장패턴 

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동장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주목을 받아온 성장단위지역은 바 

로 션전(探켜11)일대 주장(珠江)삼각지를 중심으로 

하는 광동(廣東)지역경제이며， 이는 홍콩과의 개 

방적 접경경제공간의 형성이라는 의미에서 여타 

지 역과 구별된다. 따라서 홍콩-광동 지 역경제의 발 

전은 경제개혁이후 지역경제의 발전과정 및 전략 

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새로운 개방적 접경경제공간 

의 형성과 발전올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 

올제공한다. 

본 연구는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을 중심 

으로 그 형성배경과 진행과정 그리고 해당 두 지 

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고찰한다. 아울러 통 

합과정에 대한 이해가 새로운 접경지역연구와 통 

일에 대비한 우리나라 접경지역 경제공간 발전전 

략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논의한다. 우선 제2장에 

서는 지역경제 통합과정에 대해 경제개혁에 기초 

한 정치경제적 배경과 함께 주요한 통합과정올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지역경제통합과정이 홍콩 

의 경제구조와 광동지역경제의 발전과정에 미치 

는 영향을 이해한다. 본 논문은 제4장에서 홍콩

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 

접경지역연구에 대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통일 

에 대비한 우리나라 공간전략의 발전에 대한 시 

사점을 논의하며， 제5장에서 논의의 요약과 함께 

결론을맺는다. 



11. 홍콤-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 

1. 경제개혁과 지역산업정책의 등장 : 지역 
경제통합의 정치경제학적 배경 

홍콩과 광동지 역간의 연계는 오랜 역사를 지니 

고 었다. 전통적으로 광동성은 홍콩에 대해 채소 

및 곡물과 용수의 공급지로서의 역할올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 · 불법적 이민을 통해 저 

임금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홍콩내 

제조엽의 대외경쟁력 유지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경제개혁이전 홍콩의 수입과 수출면에서 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7%，1.6%에 불과하여 그 

러한 경제적 연계가 서로의 경제활동에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낮았다(Wu ， 1997). 그러나 경제개 

혁이시작된후，두지역경제간의통합이 이루어지 

면서 홍콩-광동 지역경제의 성장은 눈부신 속도로 

이루어져 왔다.1999년 현재 광동성의 경제규모는 

중국전체의 9.8%에 달한다(표 1). 197용87년 기간 

동안 광동의 경제는 두자리수의 성장을 거듭하였 

으며， 홍콩 또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올 유지하였 

다.198용1999년 기간동안에는 광동성의 경제성장 

은 중국전체에 비해 1. 5배가 넘는 성장을 거듭하였 

으며，그결과중국경제내에서 위상제고뿐만아니 

라 아시아의 경제기적으로 일컬어지는 4마리의 용 

에 더하여 5번째 용으로 인식되기도하였다(Yuen ， 

1998). 결과적으로 홍콩-광동의 지 역경제 통합은 

두 지역 모두에게 지속적인 경제성장올 이루게 

하였다.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의 주요한 정치경 

제학적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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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홍콩 ?팡동 지역경제의 성장(1999년) 

구분 흥홍 광동 종국 

GDP(십억달러) 173 88 901 

일인당GDP(달러) 26.601 1.256 732 

GDP 구성(1%) 0 

1차산업 0.1 13.5 18.7 

2차산업 15.5 49.9 49.2 

3차산업 84.4 36.6 32.1 

GDP 증가율(%) 

1978-1987 8.4 11.5 10.1 

1988-1999 5.1 15.1 9.8 

자료 : SSB, 각년도 

그 하나는 경제개혁의 기본전략에서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는 공간발전전략의 수정이다. 경제개 

혁이전 ’균형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투자의 집중으 

로 인한 내륙지역의 개발은 혁명이전에 형성된 전 

통적인 해안-내륙지역의 격차를 완화시키게 되었 

다. 그러나 경제개혁이후 불균둥발전전략에 따른 

해안지역위주의 개발정책은 다시금 해안-내륙지 

역간 격차를 더욱 확대하게 되었다.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지역격차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은 

경제개혁올 굵형개발을 지챔는 사회주의적 공 

간정책으로부터의 결별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 주장올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 특히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불균둥발전이 새로운 형태로 창출되었다 

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Wu ， 1987; Zhao, 19<)6). 

Zhao(199(5)는 경제발전의 지역균풍화를 위해 중 

앙집권적인 계획메커니즘에 결코 의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지역균둥배분사이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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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의 상충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정책적 목적과는 별도로 현실에 

서는 중심-주변의 공간적 관계가 사회주의 중국내 

에서도오랫동안지속되어 왔다는점이 널리 인식 

되고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의 시작은 

공간적 발전전략의 분명한 수정으로 볼 수 있다. 

즉 경제개혁이후 진행된 정책과정속에서 계획당 

국이 기대한 바는 만일 특정지역이 입지상의 잇점 

올 활용하여 외국의 투자를 유치해서 발전할 수 있 

다면， 결국 성장의 열매는 공간적으로 확산되어 국 

가적으로공유될수 있다는점이었다. 이는분명히 

자급자족과 균형발전올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공 

간발전전략과는분명한 결별인 것이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중국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시 

작된 것이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발전계획의 수립 

하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하향식 접근이 적절히 

조화된 경제개발전략의 단순수정의 성격에서 출 

발한 것으로 이해된다(Naughton ， 1996). 이러한 

상황속에서 추구된 경제개혁정책의 핵심요소인 

분산화( decentralization)는 중국의 공간발전전략 

의 수립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산업공 

간구조의 재편에도 매우 중요한 결정력을 발휘하 

게 된다. 즉， 새로이 형성된 경제개발전략과 정치 

및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의 분산화는 결국 지역경 

제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형성하는 정치경제적 환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분산화에 의해 지방정부는 스스로의 경제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게 되었으며， 이는개발의 지역간차이를확대재생 

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속에서 광동성은 홍콩 

과의 인접성과 역사적으로 가졌던 세계경제로의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지역경제성장의 전기를 마 

련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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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화과정과 함께， 홍콩과 대만 둥에 대한 중국 

의 기본적인 전략인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도 홍콩과 광동의 지 역경제 

통합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 전략은 홍 

콩을 중국에 정치적으로는 통합시키고 경제적으 

로는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홍콩이 가지고 있던 경 

제적 역량과 입지적 잇점을 효과적으로 중국내 국 

민경제에통합할수있도록만들었다.이는지역간 

통합이나 협 력의 새로운 모형으로서 궁극적으로 

통일올 지행}는 과도기적 단계의 모형으로서 매 

우적절한기농올수행하게되었다. 

홍콩과 광동의 경제적 통합은 홍콩에 인접한 주 

장삼각지 특히 션전지역이 경제특구로 지정받으 

면서 시작되었다.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의 시작인 

경제특구의 지정이 광동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바 

로 중국정부가 산업 및 금융중심지의 기존 분포를 

고려한 탓이다. 우선 중국정부는 경제특구를 지정 

함에 있어 장차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었으며， 경제특구가 그 매개역할올 수행 

하도록 기대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생산자본의 

확보면에서 화교À}본01 가장 손쉬운 자원이란 것 

올 인식하였기 때문에， 4개의 경제특구의 입지도 

모두 화상들의 가장 중요한 고향들에 인접해서 결 

정되었다. 이 중 광동성내 션전과 주하이(珠海)는 

바로 광동태생 화상들의 자본을 겨냥한 입지선정 

이었다. 결과적으로 경제특구로의 자본의 유입중 

대다수는 바로 해외 중국인의 자본들에 의해 지배 

받게 되었으며， 자본의 지역별 · 부문별 분포가 갖 

는 성격도 결정하게 되었다(Sit ， 1998; Wu , 1997; 

Tuan and Ng, 1995a).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배경의 두 

번째 요소는 홍콩의 산업구조재편의 필요성이다.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비유되며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해오던 홍콩의 지역경제도 1970년대 석유위 

기를 지나면서 산업구조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지 

게 되었다. 홍콩은 2내방임적인 정치체제와 영연 

방체제하에서 지속적인 수출지향적 산업화단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홍콩경제의 경쟁력은 저생산 

비용， 신속정확한 배달， 제품주문의 변화에 대웅하 

는 유연성으로 성격지워진다(Sit ， 1998). 이러한 홍 

콩경제의 기초적인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는 오랫 

동안 지속될 수 있었으나， 경제개혁이 시작된 

1970년대를 지나면서 점차 지속적인 이윤율과 채 

산성의 악화로 인하여 그 한계가 노정되기 시작하 

였으며， 컬과적으로 저생산비용 구조의 지속을 위 

한 공간적 해결올모색하게 되었다. 

영국의 지배하에서 홍콩은 20세기 초반까지 오 

랜 기간동안 자체적인 산업화의 경험이 제한되었 

으며，산업화의 경험도해외무역과관련된조선관 

련 산업에 국한되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매우 적었다.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홍콩 

의 산업화는 바로 본토의 공산화에 의해 옮겨온 상 

해자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홍콩의 

산업화는 ’이식된’ 것으로 이해된다(Sit ， 1998). 이 

렇게 이식된 산업은 대부분 상해에서 중심적인 위 

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저임금 노동력에 기초한 경 

공업 위주의 구조를보였으며， 이는홍콩의 공업구 

조를 그대로 규정하게 되었다. 단기간내 상해로부 

터 건너온 자본에 의한 산업화는 여타 아시아국가 

들이갖지못했던기회였으며，따라서그당시 경공 

업제품의 생산면에서 상당히 높은 해외경쟁력올 

갖추게 되었다. 이는 홍콩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와 역사적인 상거래 경험과 결합되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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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주요한 수출국으로부상하게 되었다. 

저임금에 기초한 수출지향적 경공업구조에서 중 

공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구하였던 한국 

과 대만 둥 다른 경쟁국가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저 

비용적 수출지향적 산업구조가 경쟁력을 갖고 유 

지되었던 것은 홍콩정부의 소극적인 산업정책에 

따른 것이었다(Tuan and Ng, 1995a). 홍콩의 산업 

정책은 산업부문의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개 

입이나 지원이 없이 노동시장정책， 무역확대， 경제 

하부구조의 공급둥만에 초점을두었으며， 이는한 

국과 대만과 같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연구개발부 

문에 개입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한 

것과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2) 이러한 조건속에서 

도 홍콩은 오랫동안 노동생산성의 상송와 자본생 

산성의 하락를 토대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구조 

를 유지하였으며， 대외경쟁력의 유지를 통해 수출 

지향적 구조를 발전시켰다. 홍콩의 소극적인 산업 

정책의 배경으로는 우선 선태적인 전략산업에 대 

한 지원은 홍콩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긍정적 

인 불개입주의철학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한 산 

업간의 연계가 미비한 협소한 산업기반하에서 특 

정 산업에 대한 선택적 투자에 따른 전체 제조업으 

로의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힘들다고 판단되 

었올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무역관련 서비스부문 

내 다변화가 오히려 비용효과면에서 보다 적절한 

대안적 발전전략으로 칸주되었다(Tuan and Ng, 

1995a). 

결과적으로 홍콩의 산업구조는 다른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올 지니게 되었 

다.1949년부터 현재까지 홍콩의 가장 중요한 수출 

2) 산업정책은 산업의 수요에 영향올 미치고， 수요측면에서 시장을 창출하며 보다 우호적인 기업환경올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의 연 
구개발활동에 청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청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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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은 바로 의복과 섬유제품이며， 다음으로 개인 

소비용 전기제품이다. 노동투입도 기본적으로 저 

임금 · 저기술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 

본， 유럽 둥에 대한 시장집중도도 매우 높은 편이 

다. 아울러 시설설비 중간재 및 원료의 수입 때문 

에 지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낮으며， 기업의 규모 

도 대부분 소규모로서 매우 긴밀한 유연적 하청구 

조하에서 생산활동올 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면에서 한국， 대만을 비롯한 여타 아시아 개 

발도상국에 비해 매우 낮은 모습올 보이는 것이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홍콩의 산업구조가 갖는 중 

요한 특정은 바로 산업시설의 수직적 분포일 것이 

다. 1 ，00ü평방 킬로미터이내의 면적에 2백50만명 

의 인구가 거주하는 곳에서 산업의 입지는 처음부 

터 고밀도의 이용패턴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고밀도의 공업적 토지이용과 공업 및 비공업적 토 

지이용의 혼재가 홍콩의 산업지리의 중요한 특정 

으로자리잡게 되었다. 이는홍콩의 산업이 기본적 

으로소규모의 저공해발생 경공업으로서 풍부한노 

동력에 대한 접근성올 중요시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말 홍콩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이민법의 개정에 따라 

중국본토로부터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이 어렵게 

됨으로써 홍콩산업의 근본기좌 혼들리기 시작 

하였다. 결국 홍콩의 산업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에 따라 노동부족， 노동 및 지대의 비용상송， 환경 

부담금의 상송 둥에 따라 후발 개발도상국들에 대 

한 경쟁력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이 때문에 광 

동지역의 개방으로 인하여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 

한 지대의 용지에 대한 접근01 가농하게 되면서 단 

기간내 홍콩내 생산시설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었 

다. 따라서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상 나타난 

공간적인 특징은 바로 홍콩 산업지리의 공간적인 

확대이며， 이러한 공간적인 확대는 사실상 홍콩내 

에서도 진행되어 왔던 생산시설의 북향이동의 연 

장이다. 

2.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 

홍콩-광동의 지역경제통합은홍콩자본의 광동진 

출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경제개혁의 시작과 함께， 

처음 4개의 경제특구중 광동성내에 3개가 조성되 

었으며，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와 외국투자에 대 

한 우선정책으로 인하여 외국자본의 광동， 특히 주 

장삼가지유역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3) 일반 

적으로 지역경제성장올 위한 외국자본투자의 역 

할은 매우 잘 연구되어 왔다. 외국자본을 받아들이 

는 지역은 조세수입， 규모의 경제와 외부경제로부 

터의 혜택， 조직 및 경영의 향상， 기술이전과 시장 

의 확대 둥과 같은 잇점을 누리게 된다. 

지역경제의 통합초기 가장 뚜렷한 산업입지의 

확대꽤턴은 외부가공(out -processing) , 즉 수입가 

공공정의 지리적 이전이었다. 중국정부나 사업파 

트너는 공장건물， 노동력， 공업용수， 전기 및 여타 

기본 시셜을 제공하고， 홍콩지·본은 기계， 설비， 원 

료， 제품의 디자인 및 완성품의 판매를 담당하였으 

며， 중국쪽파트너에게는 임금과관련 비용올 위한 

가공비를 지불하였다. 이러한 수입가공공정의 이 

전은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합작기업의 형 

3) 일반척으로 팡동에 대한 홍콩투자의 85%까 주장삼각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장삼각지에 투자되는 외국~~본의 80-90%는 홍콩자 
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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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합작기업의 형태하에서 중 

국 파트너는사업에 따른 위험과 이윤올 함께 공유 

하게 되었으며， 투자기업은 보다 높은 세금 및 관 

세혜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979-95년 기간동 

안 홍콩의 투자자는 약 23.000건의 합작투자계약 

올 광동성과 체결하였으며 이는 총 140억불에 달 

하는 투자규모이다(Sit ， 1998). 

외부가공은 홍콩 제조업의 공간적 확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올 차지하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의 존재가 외부가공 및 합작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지적된다 4) 개혁이후 1990년대까지 홍콩에 

서 광동에 진출한 외부가공공장은 모두 20 ，000여 

개에 달하며， 이중 SOO!C숨 모두 주장삼각지내에 입 

지하였다. 홍콩자본에 의해 창출된 광동내 고용은 

5백20만명에 달하며， 주장삼각지내 고용의 35%, 

전체 생산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홍콩 

산업의 공간적 확대는 광동과 주장삼각지 경제의 

근본올형성하게 된것이다. 

지역경제의 통합올 통해 홍콩과 광동이 누린 혜 

택은 매우 높다. 홍콩은 먼저 생산비용의 감소에 

따라 수출지향적인 산업구조의 경쟁력이 보다 강 

화되거나 연장되는 효과를 누렸으며， 아울러 제품 

의 디자인， 판매， 경영과 같은 보다 기술집약적인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지역내 보다 높은 부가가치 

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히 제고되었다. 

션전도 마찬가지로 홍콩자본의 투자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신속히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으 

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기술의 이전도 발생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보다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의 이 

행이가능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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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광동 지역경제통합의 요인에 대해서는 그 

동안 다수의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MacPherson & 

Cheng, 1996; Wu , 1997; Ye and Qiu , 1999). 지 역 

경제의 통합은 홍콩자본의 광동투자에 의해 시작 

되었으며， 그러한 투자과정은 일반적인 외국직접 

투자에 대한 이론으로 어느 정도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즉， 외국투자의 유치는 대개 저비용 노동， 토 

지， 자원의 이용， 국내시장 잠재력의 크기， 정부의 

인센티브 둥의 세가지 요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 

다. 홍콩자본의 광동투자경험도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어느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올 셜명함에 있어 보다 중요한 

사실은 홍콩자본의 단순한 광동투자요인보다는 

통합과정 초기에 나타난 홍콩자본의 지배적인 위 

상에 대한 이해이다. 즉， 외국직접투자이론에서 지 

적된 요인들은 홍콩챔에게만 중요한 것01 아니 

며，다른모든외국자본에게 똑같이 작용하는요인 

들이다. 또한 저렴한 노동비와 국내시장의 잠재력 

은 초기 홍콩자본의 투자에 큰 영향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Wu ， 1997). 따라서 일반적인 외국 

투자이론은 홍콩-광동의 지역경제통합과정에 대 

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대광동투자에서 홍콩자본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 

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리적인 근접성에 기초 

한다고본다. 지리적 근접성은 결과적으로홍콩-광 

동간 인접지역의 접적의 경제에 기초한 지역적 분 

업올 창출하였다. 홍콩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형성은 홍콩과 광동내 주장삼각지간 중심-주변의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기능적으로 긴밀히 연관 

된 지역경제권올 만들었다.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 

4) 1985년 당시 홍콩은 임금은 월 2 ，200위안청도였지만， 광동에서는 154위안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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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경제권의 형성은 우선 생산시설 관리가 근 

접에서 가능해 짐으로써 관리인력배치에 따른 비 

용도 절감되었고， 필요한 부품 및 관련 생산자서비 

스 둥이 손쉽게 이용됨으로써 다양한 잇점을 갖게 

되었다. 

물리적인 근접성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바로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근접성일 것이다. 

일국양제체제를 추진하면서 중국정부는 홍콩에 

대한 정치적 통합의 전단계로서 경제적인 상호작 

용의 중대를촉진시키게 되었으며，홍콩은또한중 

국정부로 하여금 홍콩의 정치적 자율성과 경제적 

번영이 중국정부의 경제개혁의 추진에 매우 중요 

한 영향올 미친다는 것올 인지시킴으로써 중국으 

로서 귀속에 대한완충책올도모하게 되었다. 이렇 

듯 서로 다른 목적하에서지만 홍콩과 중국정부 모 

두 일국양제라는 공통된 체제구축를 추진하면서 

정치적 근접성이 경제적 상호작용의 놀라운 성장 

이 함께 공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일국양제의 원칙올 받아들일 수 없었던 대만의 경 

우， 대만자본올 겨냥했던 시아먼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는 사실로도 반중 

된다.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의 일차적인 요인 

은 분명히 경제적인 힘과 기능에 의해 특정지워진 

다. 그렇지만 기폰의 경제공동체와 같은 자유무역 

협정 둥에 의한제도적 통합이 홍콩-광동의 지역경 

제통합올 설명히는 부분은 매우 적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의 통합은 두 지역간의 거래비용을 낮추 

는 것올 의미하는 것이며， 관세는 그러한 비용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화적 친밀 

도를 포함}는 인적요소와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 

며， 특히 이 경우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관련성의 

역할은 보다 뚜렷하대Wu ， 1997). 이와 같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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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접성은 홍콩-광동의 지역경제통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올 담당하였다. 사회주의체제가 수립 

되기전 홍콩과 광동은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흐름 

에 의해 동일한 경제적 네트워크내에 참여하고 있 

었던 경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경제개혁과 

함께 홍콩자본의 유입이 가속화되었다. 자본투자 

로 대변되는 생산시설의 이전으로 인하여， 현재까 

지 거의 9QO/o의 홍콩의 생산기능01 광동， 특히 주 

장삼각지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결과 광동에 

투자되는 외국자본의 75o/07} 홍콩자본이며 광동의 

해외수출과 수입중 홍콩이 각각 84%와 75%를 차 

지하고있다. 

같은 문화와 역사를 가졌다는 것은 홍콩과 광동 

간의 문화적 근접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이다. 실질적으로 홍콩내 주민의 98%가 중국인 한 

족이며， 400/0의 홍콩주민은 중국 본토， 특히 광동 

태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친족네 

트워크는 홍콩자본의 광동투자과정에 깊이 관여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투자꽤턴의 특성올 규정하 

게 되었다. 친족관계에 기초한사회적 관계는홍콩 

자본을 생산， 인적관리， 판매 둥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 

다. 또한 대규모의 투자는 중앙정부의 숭인이 요구 

되기 때문에 친족관계를 통해 충분한 접근성올 가 

진광동성 정부와협의를위해 많은홍콩자본의 투 

자는소규모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규모 

의 기업이갖고있는유연성은개혁과정에 있는사 

회주의체제하의 수많은 불확실성에서 효율적으로 

대웅할 수 었다는 잇점도 가져온다. 결국 문화적 

근접성은 일국양제하에서 추구되어온 경제통합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홍콩자 

본이 여타 외국자본에 비해 지배적일 수 있었던 결 

과를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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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현재까 

지 보다 강화되고 있는 경향은 경제특구에 의한 홍 

콩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패턴의 증가이다. 홍콩 

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금융산업의 

눈부신 성장올 경험하였는데， 이는 특히 경제특구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요의 중가에 의해 영향받 

은바가매우크다. 

홍콩과 광동간에 존재하는 지리적일 뿐만 아니 

라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1978년이후 지역경제통합이 급속히 진행되어 왔 

다고 이해된다.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결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지난 20년간 

두지역의 경제는비슷한발전패턴을나타내고있 

다(그림 1). 이는 광동이 홍콩자본과 관광수요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이자 수출대상지가 되었다는 

사실에기초한다. 

홍콩-광동 지역경제통합은 또한 생산기농의 이 

그러나 홍콩과 광동의 지역경제통합은 무엇보다 

도경제적 보완성에 기인한다. 경험적으로홍콩과 

광동간에는 상호보완적 발전과 생산시설 이전을 

통해 형성되는지역간분업을 위한 매우 적절한생 

산요소/자원조건이 존재하고 있었다. 홍콩에 대해 

션전경제특구는토지， 노동， 에너지를 제공하였다. 

특히 중요한 자원은 바로 인적자원이었는데， 션전 

이 갖고 있던 위상 때문에 중국내에서도 우수한 인 

적자원의 풀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는 홍콩자본 

에게는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반면에 홍콩은 

자본， 생산， 경영 및 마케팅에서 강한 강점올 지니 

고 있었다. 이 생산요소 및 자원의 불균둥분포에 

의한 상호보완성은 바로 홍콩내 산업구조재편에 

따른 산업시설의 이전올 통해 공간적 분업의 형태 

로 실현 되었다. 션전지역으로의 생산시설의 확대 

가능성은 홍콩의 경제구조를 자체수출산업에서 

재수출부문으로 구조변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지 

〈그림 1) 홍콩 · 광동 지역경제 발전패턴 

0월 룹 영 형 형 협 협 협 용 협 용 횡 형 룹 형 형 형 형 열 획 횡 
→-중국 ---광동 ....-홍콩 

자료 : SSB 각년도 

-27-

25 

20 

5 

π
ω
 

m 

(
g
)
뼈
E
 E
{
{
니
〔}
Q
α
 



홍흥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 : 개방적 접경경제공간의 형성과 의미 

전에 기초한 공간적 분업을 통한 홍콩 산업지리의 

외연적 확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해된다. 이는 홍 

콩의 산업경제가 광동과의 공간적 결합을 통해 

’Front Shop Back Factoty’형태로 진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1978년 이후홍콩과광동성의 지역경 

제적 변화는 통합된 경제공간이라는 맥락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홍콩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를 서구의 탈산업화과 

정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면 올바른 이해가 아니 

며， 홍콩서비스산업의 경제는 광동으로 이전한 홍 

콩산업과 광통성내 제조업성장에 따른 사업서비 

스수요의 밀접한관련이 있는 것이다. 

매. 흥콤 및 광동의 지역경제 변동과정 

1. 지역경제통합과홍콩의 산업재구조화 

홍콩-광동 지역경제통합이 초래한 결과중 뚜렷 

한 것은 바로 홍콩의 제조업부문의 구조재면이다. 

GDP대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22% 

에서 1999년 5.8%':로 감소하였으며， 취업자의 면에 

서도 같은 기간동안 36.20/0에서 7.CJYü:.로 급감하였 

다. 이러한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동은 한때 홍콩 

제조업의 경쟁력 감소에 대한 우려까지 낳게 되었 

다(Tao 때d Wong, 2002).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 

타난 것은 바로 홍콩이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의 

중심지로 변모했다는 사실이다. 생산기능의 광동 

이전에 반하여， 고부가가치의 생산자서비스기능 

은 홍콩내에 남아있었으며，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 

비스업칸의 경계가모호하게 되었다. 

〈그림 2) 홍콩의 산업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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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에서 보이듯이， 홍콩경제내 서비스부문의 

성장은 주로 무역 및 운송부문이 주도하였다. 이 

부문은 기간중에 GDP대비 비중이 15.9%에서 

24.3%로 중가하였으며 특히 취업자면에서는 

7.7%에서 20.8%의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따 

라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홍콩의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는 광동성내 투자와 그에 따른 교역관련 

사업서비스의 수요중대와 무관하지 않음을 뚜렷 

이보여주고있다. 

그러한 특정올 GDP대비 교역량의 경우를 보아 

도 마찬가지이다(표 3). 상품교역량이 차지하는 비 

중의 변화를 보면， 자국수출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재수출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 현재 총 

수출은 GDP대비 11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재 

수출물량의 대부분은 광동성에서 생산된 것이며， 

이러한 물량의 처리를 위한 각종 사업서비스의 수 

요중대는 결국 홍콩내 산업구조를 제조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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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홍콩의 탈산업화와 서비스경제의 성장 
(단위:%) 

산업구봄 1981 1992 1999 

GDP 22.8 13.6 5.8 
제조업 

취업자 36.2 20.6 7.9 

GDP 15.9 23.8 24.3 
-口「여규 口i| Z 。EE4;

취업자 7.7 18.6 20.8 

GDP 2.6 3.7 4.1 
사업서비스 

취업자 1.9 4.3 5.2 

GDP 7.8 10.4 11.7 
금융， 보험， 은행 

취업자 2.7 5.0 5.0 

GDP 1.4 2.3 1.9 
통신 

취업자 0.7 1.1 1.2 

〈표 3) GDP대비 홍콩 산업구조의 변화 
(단위:%) 

GDP대비 홍콩 산업구조의 변화 GDP대비 서비스교역 
연 도 ι 

자쭉수훌 채수훌 

1981 47.1 24.4 

1987 50.8 47.5 

1992 30.0 88.6 

1997 16.0 94.0 

2000 14.2 104.4 

된 서비스경제화의 패턴을규정하게 되었다. 

산업집중도면에서 고찰된 제조업내 누적된 변화 

양상은 특히 고용의 감소면에서 뚜렷하다. 그렇지 

만 홍콩에 있어 제조업내 고용의 감소는 관련 서비 

스부문의 지속적인 고용팽창으로 인하여 그 효과 

가 보완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역내 실업은 아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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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훌 수입 

81.5 20.7 12.8 

98.8 24.0 13.6 

123.0 24.3 14.7 

122.3 22.5 13.6 

130.6 26.3 14.6 

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바로 탈산업화 

와 서비스경제의 동장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들 

이 겪었던 실업의 중대현상이 홍콩에는 드물었다 

는 것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바로 홍콩경제의 서 

비스화는 홍콩-광동 지역경제통합의 맥락에서 이 

해되어야한다는λ댐과깊이 연관되어 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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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내 노동생산성은 끊임없이 상숭하여 왔는 

데， 이는 자본투자의 감소와 지·본생산성의 침체를 

고려할 때， 제조업 고용의 감소로 인한 챈/노동 

간의 비율상숭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즉 제조업의 대외투자와 월경적 생산활동으로 인 

하여， 홍콩의 전통적인 노동집약적인 생산물의 생 

애주기는 연장되었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홍콩 

에 의한 광풍으로의 자본투자는 지역경제가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성격으로 구조변화하는데 거의 

기여하지 못하였다고볼수 있다. 

홍콩의 제조업이 경험한 또 다른 변화는 제조업 

과 관련된 서비스활동의 기업내 확충을 통해 많은 

제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사 

실이다. 국제적 인수， 소매， 브랜드개발， 정보통신 

둥과 같은 제조업과 관련된 활동들과의 전방연계 

를 강화함으로써 종합적인 서비스-제조업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종업원당부가 

가치액도 중가하게 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발전에 따라 홍콩의 경제는 수출주도형 제조 

업기반에서 서비스지배의 경제도 변동하였다. 이 

러한 국내총생산， 고용， 생산비용의 구성， 수출품 

의 구성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Tuan 

and Ng, 1995b). 

2. 광동의 지역경제성장과공간변화 

홍콩-광동의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대외자본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광동의 지역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한 발전은 경제지표에 의 

해 뚜렷이 보여진다. 광동의 지역총생산은 경제개 

혁부터 천안문사태이전까지 연 11.5%씩 성장하였 

으며， 그후 현재까지는 연 15.10/0씩 성장하였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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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약 3，500달러로서 

중국 전체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한다(SSB ， 2000). 

이러한 뚜렷한 경제성장은 바로 광동성으로 모여 

지는 외국자본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 

어， 총생산대비 외국자본투자의 비중에서 광동은 

1980년대 초반에는 겨우 1%미만이었지만 1990년 

대에 접어들면서 1O%.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광동성내 생산대비 자본투자의 비중 또한 같은 기 

간동안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광동성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바로 고도의 지·본축 

적에 의해 뒷받침되었다고볼수있다. 

다른 한편으로 광동경제의 성장은 경제개방에 

따른 세계무역체제로의 급속한 편입과 저비용 제 

조업에 기초한 수출지향적 산업구조의 성공에 의 

해서도 이루어졌다. 총 생산액에 대한 수출비중은 

1970년말 경제개혁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약 15% 

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500!o이 

상으로 중가하였다. 수출주도형 성장이론에 따르 

면， 총생산의 증가원인올 무역정책의 기조에서 찾 

고 있다. 수출주도형 정책은 지역이 갖고 있는 비 

교우위에 기초한 산업구조의 전문화를 촉진할 뿐 

만 아니라 총생산에서 수출부문이 차지동}는 비중 

을증가시키게 된다. 이는결국지역경제의 고도성 

장올 유발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동안 

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아시아의 개발 

도상국과 마찬가지로 광동의 지역경제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20여년간 눈부신 고도성장 

을이루게되었다. 

경제부문상 광동의 경제구조는 지난 20여년간 

경제개혁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중 

심의 제조업비중이 초반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공업과 서비스산업에 

집중하는 개인경제의 둥장으로 인하여 경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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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광동성내 외국투자 제조업의 공간적 분포 

출처 : Tuan and Ng (2002), p. 7 

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공간적인 발전패턴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지역경제성장의 추동력 역할 

을 수행하는 션전과 같은 주장삼각지경제의 형성 

이다(Chan ， 1998).5) 션전을 중심으로 한 형성된 경 

제공간은 홍콩에서 멀어질수록 산업화의 정도가 

낮아지는 전형적인 거리조락의 현상올 나타내고 

있다(그림 3). 실제적으로도 광동에 대한 외국투자 

제조업의 입지를 보면 그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제조업의 입지는 특히 경제개혁 초기에는 

홍콩에서부터의 근접성에 의해 많은 영향올 받았 

지만， 최근에 접어들면서는 각 지역내의 노동조건 

및 광동의 시장잠재력에 의해 제조업의 입지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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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되고 있다(Tuan and Ng, 2(02). 또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향진기업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지역내 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촌의 비중도 매우 높 

아졌다. 이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중국내 농촌 

공업화의 전통에 기초한 것으로서 경제발전을 위한 

농촌발전전략과소유권제도와 경제적 성과간의 관계 

에 대한논의에게 매우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다. 

광동지역경제의 발전에 따른 또다른 공간적인 

결과는 뚜렷한 지 역내 성장격차의 둥장이다. 특히 

홍콩에 인접한 지 역과 광동성 내륙지 역간의 지속 

적인 지역격차의 확대경향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광동성내 각 지역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변이계 

5) .2댐삼각지는 시장， 베이장， 동장의 세가지 하위 삼각지로 구성된 지 역으로서 총 17 ，200k퍼에 달하는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삼각 
지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중심지로서 자주 일컬어지는 주장삼각지는 이런 지리적으로 규정된 범위보다 광범위한 주장개방경제 
구를 의미한다. 이 개방경제구내에는 현재 12개의 시와 8개의 군이 속해 있으며， 특히 션전시가 그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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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변화를보면， 경제개혁초기 지역격차의 급격 

한 중가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4). 그러나 경제개 

발의 진행에 따라 그 격차는 점차 줄어들었으며，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철국 경제 

개혁 초기와 비교할 때， 지역격차의 정도는 상당 

히 심화된 모습올 보이고 있다. 광동생내 지역격 

차패턴에 대한 연구결과， 중요한 요인으로는 외국 

자본의 투자액과 지방정부의 수입으로 분석되었 

다(Fan ， 1995; Gu et. a1., 2(01). 

끝으로， 광동성의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 

〈그림 4) 광동성내 지역격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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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서비스와 인프라의 발전은 그에 뒤따르지 

못하였다.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통계를 기 

초로 볼 때， 최근까지도 광동에서 사회서비스의 

발전은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기 

도 하였다. 결국 경제개혁이후 사회서비스의 중가 

는 광동성내 인구성장율에 겨우 버금할 정도였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속도에 비해서는 훨 

씬 못미치는 발전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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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토론: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 
과정의함의 

l 개방적 접경경제공간의 형성과접경지역연구 

접경지역의 연구는 크게 국경 또는 경계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접근과 접경지역의 특성 도출과 유 

형화하려는 노력， 상호 협력적안 접경지역에서의 

경제적 통합관계에 대한 연구 퉁이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김상빈， 근간). 1990년 후반이후 

접경지역 연구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경향은 협력 

관계적 접경지역 연구이다. 경계를넘어서는협력 

은 민간 혹은 공적인 주체와 같이 참여주체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차원 (전지구적， 

국가， 지역 및 지방)의 정부기관들이 참여하는지 

규정되어야 한다. 초경계적 협력관계는 오늘날 지 

역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개발되고 있기도 

하다.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에 대한 이해는 현 

재 전지구적으로 나타나는 패쇄적 공간으로서의 

접경지역에서 개방적 · 협력적 개방공간으로서 이 

행에 따른 새로운 접경지역의 역할변화를 이해하 

는데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이러한 

지역경제의 통합이 다른 접경지역과는 달리 갖는 

특징은 바로 경제활동의 개방성과 대외지향성이 

다. 다른 접경지역내 경제협력관계는 경제면에서 

보호주의적 요소들이 함}지만 홍콩-광동의 경우 

는 자유무역체제와 지역간 외향적인 경제적 특성 

올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방적 경제공간이 갖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점에서 홍콩-광동의 지역경제 통합은 새로운 접경 

지 역 경제통합의 모형을 제시해 준다.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이 지닌 특징은 우 

선 수평적인 과정이란 점과 제품생애주기 및 정부 

의 유인책과 같은 전통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 

다는 정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특정은 경제 

적 보완성이 인접한 두 지역에서 존재했다는 점과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근접성의 존재에 따라 두 

지역간에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정책이 시행되었 

다는 점이다. 또한 접경지역내에서 존재하는 높은 

거래비용에 적절히 대웅할수 있는중소기업의 존 

재로 대별되는 지역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자서비 

스 중심의 발달도 중요한 통합과정의 발전요인으 

로 일컬어질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은 기존의 지역경제모형이나 

해외투자이론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 

에 점차 개방화되고 상호관련성이 높아지고 있는 

접경지역의 새로운 변동올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 

사점을지닌다. 

2. 우리나라접경지역 발전전략에 대한함의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은 통일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공칸발전전략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 

올 제공한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중인 

북한과의 경제협력관계는 모두 일정한 접경지역 

개발의 성격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 최근의 신의주 

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의 개발은 북한이 그동안 추 

진해온 경제개혁과정의 공간적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그 진행과정은 초기 중국의 개혁 · 

개방정책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지난 20여년간 

의 중국의 공간발전경험이 주는 시사점은 보다 중 

요하다고본다. 

우선 초기의 높았던 통일무드와는 관련된 여러 

-33-

地理學說훌훌 저140호 (2002.9) 

가지 정치적 문제를 안고서 공간적 접경지역 개발 

전략을 준비해야되는 점에서 볼 때， 홍콩-광동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다. 무엇보다도 그러 

한 지역경제의 통합은 ’일국양제’의 조건속에서 이 

루어졌다는 점 이다(Ye and Qiu , 1999). 즉， 지본주 

의와 사회주의체제를 표방하는 두 개의 주권국가 

하에서 지 역통합이 발전하여 왔다. 그러므로 여타 

다른 접경지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접경 

지역을위한공간전략의 맥락과매우유사하며，그 

에 따라 시사하는 바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 두 주 

권국가간에 이루어진 정책과정의 주요 특정올 보 

면， 먼저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서로간의 정치 

적 목적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긍정적이고 협력 

적인 정책올통해서 접경지역의 개발올선도하였 

다는 사실이다. 또한 홍콩과 광동간의 경제적 교환 

도 분명히 국가간의 국제적인 관계에 준하여 취급 

되었으며， 여타 경우와는 달리 자발적이고 상호호 

혜적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접경지역에서의 

개발은 정치적 상황에 의한 불확실성에 의해 거래 

비용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적 상호작 

용을 상당히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홍콩-광동지역 

의 경험과 같이， 지역경제의 통합과정， 특히 접경 

지역간의 경제통합은 국제적 관계의 형성에서 이 

루어지는 관세자유화와 같은 형식적이고 제도적 

인 통합수단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해당 지 

역별로 문화적 특성과 정치적 상황， 경제행위의 관 

행 및 신뢰구축의 미홉 둥에 의해 실제적인 거래비 

용이 여전히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제도적이고도 형식적인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제도적 통합올 이루 

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기존의 사회관계나 신뢰의 

구축올 위한 정책적 배려， 사회문화적 통합올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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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조치와동질성의 회복이 이러한점에서 매 

우중요한 과제도 여겨진다. 

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 

정의 진행과정과성격，그리고그러한과정이 미치 

는홍콩및 광동의 각각의 지역경제에 미친 결과를 

고찰하였다. 또한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인 접경지역연구의 발전과 우 

리나라 접경지역의 공칸전략수립에 대해 갖는 중 

요한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 

폰의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와 함께， 기하료와 통 

계분석올 통해서 통합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와 관 

련되어 있는 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홍콩-광 

동의 지역경제통합은중국의 공간발전전략의 수 

정과 홍콩 산업구조의 재면이라는 정치경제적 배 

경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진행과정에서는 중요하 

게 작용했던 요인은 바로 지리적이면서도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인 근접성이었다. 그렇지만 지역경 

제의 통합과정의 결과는 홍콩 산업지리의 공칸적 

외연확대이며， 오랫동안 홍콩의 지배적인 산업구 

조의 특정이었던 수출지향적 경공업중심 구조의 

경쟁력 연장을 위한 공간적 해결책이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통합을 통해 두 지역모두 

눈부신 경제성장올 이루었으며， 경제구조와 경관 

에도 근본적인 변동을 초래하였다. 홍콩-광동 지역 

경제통합은 나아가 개방지향적 접경공간의 이해와 

접경지역 발전전략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게 된다. 

본 연구는 먼저 홍콩광동의 지역경제통합도 상 

당히 구체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역경 

제통합과 접경지역의 발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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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올 제기한다. 

그러나 홍콩과 광동성에 대한 자료의 한계와 지역 

경제 통합과정이 상당히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는 점 때문에 홍콩과 광동간의 경제활동중심의 통 

합관계에 초점올 두었다. 따라서 보다포괄적인 통 

합과정의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인 통합과 

그에 의해 파생되는 동질성의 회복을 비롯한 사회 

관계의 변화도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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