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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거대도시군 형성과
지역정책 시사점
김원배｜경기개발연구원 연구자문역

중국 3대 연해 경제권은 동아시아 경제지리 구도
재편의 선봉장

현재 3대 메가리전은 인구나 경제 규모에서 대
만이나 한국을 초월하거나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
였다(김원배, 2007). 경제규모에서 창장삼각주 지

중국은 이미 동아시아 교역체계의 중심으로 부상

역은 한국의 규모를 이미 능가하였고, 일본의 도쿄

하였으며, 향후 자유무역협정 확대, 대외 투자연계

메가리전에 필적하는 규모다. 홍콩과 광저우(

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단순한 생산중심지가

州)를 중심으로 하는 주장삼각주 지역도 한국의 경

아니라 점차 판매와 운영기능에서의 글로벌기지로

제규모를 곧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의

전환될 것이다(Bliss et al, 2008). 중국의 글로벌

3대 메가리전과 일본이나 한국의 메가리전이 동아

생산네트워크에서의 고도화 과정은 핵심 메가리전

시아 경제지리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다. 실제적으

또는 거대도시군(都市群)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로 중국 문화권인 대만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화교

이미 부상한 중국의 3대 연해 메가리전인 창장(長

자본이 지배하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제외하면

江), 주장(珠江)삼각주, 베이징-텐진 회랑은 동아

동아시아에서 범중화경제에 속하지 않는 나라는

시아 경제지리 구도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이다(김

일본과 한국뿐이다.

원배, 2007). 여기에 형성 중인 산둥(山東)반도,
푸젠(福建)성 남동부, 그리고 랴오둥(遼東)반도의

거대도시군 전략의 논거와 목표

도시군을 추가하면 6대 도시군이 된다. 중국 정부
가 추진하는 중위앤(中原), 창장중류, 쓰촨(四川)

메가리전 전략의 핵심 논거는 규모와 다양성의 경

성과 충칭(重慶), 관중( 中)을 더하면 모두 10대

제이며, 도시 간 연계를 통한 기능특화, 그리고 산

도시군이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의 생산과 소비의

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혁신역량의 배가에 있다.

중심지가 될 것이다.

제2의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고속철도의 건설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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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10대 도시군 경제 지표

비농업
면적
도시화율 도시수 읍수
인구
인구
도시군 명칭 (1,000
(%)
(백만 명)
(개) (개)
2
km )
(백만 명)

시역
GDP
(10억
위안)

도시구
GDP
(10억
위안)

1차
산업
비중

2차
산업
비중

실제이용
3차
외자
산업
(미화 10
비중
억 달러)

랴오중난
(遼中南)

96.22

31.22

17.30

55.41

22

400

1364.53

987.13

8.96

56.85 34.20

11.55

징진지
(京津冀)

182.50

74.77

25.86

34.58

27

986

2983.48

3471.07

10.59 49.55 39.86

16.42

산둥반도
(山東半島)

85.29

45.26

23.91

44.48

35

640

2350.84

1248.03

7.45

59.56 33.62

7.36

창산자오
(長三角)

112.89

87.29

43.19

49.48

53

1022

5395.58

3459.87

5.01

55.31 40.14

41.54

주싼자오
(珠三角)

54.74

29.21

20.74

71.01

17

17

2553.78

2758.89

5.16

45.48 38.34

17.79

하이시아시안
(海峽西岸)

55.88

23.06

8.13

35.23

16

467

870.41

409.69

11.60 50.11 38.29

5.41

관중
(關中)

74.70

33.06

8.13

24.58

9

469

446.11

288.83

14.66 49.60 35.74

1.31

중위앤
(中原)

56.83

39.23

12.06

39.23

23

371

1027.41

339.27

11.57 60.32 28.10

3.17

창장중류
(長江中游)

143.07

58.48

18.96

34.99

30

762

1109.97

591.13

19.74 45.16 35.09

4.40

촨위
(川 )

221.80

100.38

27.04

26.94

27

1989

1560.07

904.10

20.43 49.20 31.30

5.63

1083.91 521.95

205.30

41.59

259

7123 19662.18 14453.99 11.51 52.11 35.47

114.57

1328.02 606.67

45.68

650

19322 30067.00 18618.97 11.31 48.62 40.07

144.26

합계
전국

9600

전국대비
점유율(%)

11.29

39.30

33.84

39.846 36.864
15838 714

65.39

77.63

79.42

자료: 中國地區經濟統計年鑑(2009), 中國城市統計年鑑(2009) 및 해당 성별 통계연감

터넷 확장과 함께 중국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를

州), 닝보(寧波), 우시(無石), 난징(南京) 등 창장

위한 것이지만, 도시군 구축에도 중요한 작용을 하

하류 16개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로 만들어

고 있다. 개별 도시군 내에서 도시 간 기능특화와

세계 유수 경제지역과 경쟁하겠다는 의도다(肖金

비즈니스 연계, 또한 지역통합을 이끌어내는 수단

成外, 2009).

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창장삼각주에

한국경제 규모를 능가하는 창장삼각주나 주장

상하이(上海)를 필두로 쑤저우(蘇州), 항저우(杭

삼각주의 핵심 문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다.1) 여기

1) Chen(2007)에 의하면 체제와 제도문제 이외 지방간 또는 지역간 경쟁으로 인하여 산업구조 고도화가 지체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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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고속철도와 10대 도시군(2011년 상반기 기준)

Index
HSR Line(<250km/h)
HSR Line(>300km/h)
HSR Line(Planned)
Megalopolis Region
*HSR=High-Speed Rail in China

자료: Wikipedia, 중국정부 자료, 도시군 관련 자료에 근거, 김원배·서민호 작성.

에는 산업클러스터 구축, 도시 간 산업 및 기능의

(Brenner, 1998; Johnson, 2009). 특히 상하이와

특화와 협력, 지적 자산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혁신

같은 거대도시 지역에서의 전략적 계획은 성정부

창출 역량의 강화가 핵심이다. 즉, 요소 확대투입

나 중앙정부의 관리역량 강화와 기능적 중요성을

경제구조에서 혁신창출 경제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재인식시키는 핵심적 정치 전략으로 인지되고 있

것이 중국의 전략인 것이다.

다(Xu and Yeh, 2010).

중국의 메가리전에 대한 관심 증대 배경에는 세

둘째, 성 차원에서 거대도시지역 계획은 국내 및

가지 정치경제적 이유가 있다. 첫째, 중앙이나 성

글로벌경제 지도에서 지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정부 입장에서 분권화에 따른 정치적 분절화는 관

데 기여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미국

리역량의 약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효과적 지역통

과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에서 지역경쟁력이 핵심

제를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변수로 부상했다는 의미다.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서구의 영역규모 재조

셋째, 성정부에서는 도시군 형성에서 중앙의 지

정(rescaling)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장, 창장삼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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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빈하이신구 개발에서 중앙의 지원이 지역의 위

에 협의체제가 정착되고 있는 단계다(Cheung,

상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므로, 다른 지역에서도

2010).

중앙의 도시군 지정을 원하고 있다(Xu and Yeh,
도시군 전략은 과거 중국의 도시화 정책에서

2010).

커다란 전환을 의미
도시군 육성을 둘러싼 최근 동향
과거 중국은 대도시 성장 억제 정책을 펼쳐왔고, 제
서구 거대 도시지역의 재조명 배경에는 세계화, 탈

10차5개년계획에서는 대, 중, 소도시와 소성진의

산업화, 서비스경제의 부상 등에 따른 공간구조 조

협조발전을 강조했다. 제11차5개년계획에서는 분

정이 있었다. 이 결과 도시지역은 영역 규모의 재조

산식 도시화 전략 대신 집중식 도시화 전략을 채택

정이 일어나는데 그 유형은 다양하다. 도시 간 통

하고, 도시군 개념을 제시하였다. 17대 전국인민대

합,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기능 중심의 도시 간 연

회에서 거대도시 중심으로 도시군을 형성하여 새

계협력 체계, 그리고 월경적 협력체계가 대표적인

로운 경제성장극을 배양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박

유형이다(Savitch, 2010).

인성, 2009).

중국의 경우 거대 도시지역 계획의 특징은 명시

도시군의 이점으로는 규모의 경제, 강력한 과학

적 통제와 경쟁지향적이라는 점이다. 1980년대 지

기술 진보, 더 큰 경제성장의 확산효과가 거론되었

역협력이 행정조정이나 도시 네트워킹에 머무른

다. 소규모 성진 중심의 분산된 도시화 전략은 실질

반면, 최근에는 정책통합과 구조적 경쟁력에 우선

적 도시화에도 불리하고 환경 생태계에도 더 큰 악

하고 있다.

영향을 미친다. 만약 맥킨지가 예측한 대로 2025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도 다핵공간구조가 형

3억 5천만 명의 도시인구가 새로 증가하게 되면, 약

성 중이다. 성장, 발전,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도시

10억 명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다(McKinsey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분별한 도시확산 등으로

Global Institute, 2009). 동시에 인구 100만 명 이

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중앙

상의 도시 수는 221개로, 500만 명 이상의 도시도

정부는 경제활동의 지역 간 합리적 배치를 추구하지

23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도시인

만, 도시지역을 담당하는 정치적 실체는 없다. 행정

구를 전 지역에 걸쳐 분산 배치하는 것보다는 도시

권역을 가로지르는 지역정책을 조율할 기제가 미흡

군을 육성하여 전국 차원에서는 분산하되 지역 차

하거나, 중앙부서 간에도 상이한 목적을 가지고 관

원에서는 집중시키는 대규모 분산 집중식

할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decentralized concentration) 도시화가 생산구조의

최근 10여 년 동안 주장삼각주나 창장삼각주 사
례에서 보듯이, 점차 계획조정 기제가 발전 중이다.
주장삼각주의 경우 홍콩과 광둥(廣東)성 간, 홍콩
과 선전(深

), 그리고 홍콩과 베이징 중앙정부 간

고도화, 소비규모의 확대로 중국을 글로벌 시장으
로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도시화는 스티글리츠
가 지적한 대로 연해지역 수출경제의 고속성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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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저렴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군 육성

노동력을 제공하여 가공수출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정책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산업구

크게 기여하였다.2) 물론 후커우(戶口)제도로 인해

조조정이나 농민공 문제를 포함한 노동력 확보(최

농민공에 대한 사회보장책(교육과 의료)을 마련하

근 주요 대도시의 가파른 임금 상승률), 환경 문제

지 못해 사회불안의 씨앗을 제공하고 있지만, 값싼

가 존재하며, 또한 지역 전체의 거버넌스 구조 정립

인건비라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 것은 중국 경

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제 고속 성장의 핵심적 요인이었다.
현재 주장삼각주, 창장삼각주, 그리고 징진지

지역정책 시사점

등 3대 지역이 도시군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
으며, 향후 모두 10~12개의 거대도시군을 조성하

중국의 거대도시군 전략은 중국 특유의 도시화 방

겠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구상이다(肖金成外 ,

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학문적 또는 정

2009). 이들 도시군은 중국 내수시장의 중요한 소

책적 관점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국가정

비처인 동시에, 중국경제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책의 힘과 결부된 세계화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베이징-광저우 고속철도 연변의 중부지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도시화의 양상을 보

도시군(중위앤과 창장중류)의 형성과 발전은 중국

여주고 있다. 덧붙여 농민의 도시이동이 제도적으

의 내수시장 확대, 내륙지역 노동력의 흡수 등으로

로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구이동은 경제발

제2의 중국경제 성장엔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전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빈부

된다.

격차의 확대, 농민공에 대한 차별적 복지 혜택 등

한편 국무원발전연구중심(2009)의 예측에 따르

사회불안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도시군 전략은 도

면 2020년경에는 기존의 12개 도시군을 포함, 총

시군 전체가 농촌 노동력을 도시부문으로 흡수하

24개의 도시군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

는 여력을 확대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경제침체 시

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실시를 제안

에는 거대한 지역이 문제지역화될 가능성도 간과

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부서와 구역을 연계한 계획

할 수 없다.

협조 시스템 구축, 중서부지구와 동북지구의 도시

지역적 차원에서도 상이한 행정조직 간의 갈등

군 발전 지원, 전국단위 및 도시군 내부에 도시 간

과 협력을 조정하는 소위 거버넌스의 문제가 이미

철도 및 고속철도 등 고속교통 네트워크를 건설하

발생하고 있다. 세계화의 심화과정에서 중국뿐만

여 도시군을 주체로 하는 도시체계를 한층 더 발전,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대도시지역의 대두

도시의 조방식 확장에 대처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는 불가피하게 정책 조정 및 다층적 협력을 필요로

도시계획 관리 및 이에 상응하는 입법업무를 강화

하고 있다. 핵심은 이러한 조정 및 협력에서 시장과

2) 우리의 경우 1960, 1970년대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다. 중국이 우리와 상이한 점은 이러한
농촌 잉여 노동력의 도시로의 이동이 규모나 공간적 거리로 인해 단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몇 단계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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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라고 하는 두 가지 힘을 국가나 지역의 상황에

역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

맞게 적절히 이용하는가이다. 한국정부에서 제시

이다.

한 광역경제권 구상이 겉돌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그간 수도권 등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많은

이 어떤 방식으로 거대도시군을 형성해 나가는가

논의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진 성

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도 던지는 시사점

과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 거대도시지역

이 클 것이다.

에서의 구조고도화 속도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

중국의 도시군 전략이 우리나 주변국에게 던지는

을 수도 있어, 수도권 등에서의 산업이나 공간구조

과제는 4종 4횡의 고속철도로 연결된 10~12개 도

의 고도화는 시급한 상황이다. 단기간에 중국이 추

시군이 향후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이며, 정부나 지

격하기 어려운 기술, 서비스, 문화 자본이 융합된

자체, 기업의 입장에서 이들 도시군을 어떻게 이해

형태의 서비스 산업으로 구조 고도화를 조기에 추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들과 연계, 협력, 그리고 경쟁

진할 필요가 있다.3) 수도권에서 LCD 등 제조업 클

할 것인가다. 한-중 경제의존이 심화되고, 교통 연

러스터 이외에 선진 서비스클러스터를 구축해야 중

계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중국의 핵심경제

국 거대지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 것이다.

권을 이루는 10~12대 도시군을 어떻게 파악하고

공간구조나 기반시설 개발에서도 획기적인 고

한-중 동반 발전에 활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

도화가 필수적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7년

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지자체나 기업의 입장에서

여가 되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힘

도 중국 경제의 성장, 구조 전환, 내부 지역경제의

들다. 단순히 외부투자에 개방한다는 차원에서의

변화를 주도할 이들 도시군의 성격과 실체를 파악하

자유는 이제 의미가 없다. 세계 모든 나라의 기업과

고 향후 발전추세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고, 편안하게 동북아 관련

과제다.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제공용의

또한 한국 전체에 필적하는 개별 중국 도시군의

장소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필자가 주장한 바 있

형성과 발전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 광

는‘공유도시(global interface city)’또는 국제도

역경제권이나 초광역경제권의 내용적 적실성을 재

시의 조성도 공간구조 고도화에 유용한 방안이 될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것이다.4)

수도권이나 동남권 등 한국의 광역권 정책에서

단순히 구조물의 건설이 아니라 의식과 태도의

도 중국의 거대도시군은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제

전환을 통해 세계 및 주변지역과 교류, 소통, 창조

12차5개년계획에서 천명한 중국 경제의 구조 조

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기반시설 구축에서도

정, 산업구조 고도화, 내수 확대는 대부분 거대도

중국에 비해 국토가 협소한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

시권에서 일어날 것이다. 창장지역이나 징진지지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규모보다 질로 승부해

3) IT기술 활용 물류, 양질의 서비스와 결합된 의료 관광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4) 김원배(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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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대국 중국에 비해 인구소국에다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의 구조적인 과제로는 인재 유치와
육성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창장이나 징진지 등 거
대도시군은 당분간 농촌에서의 인구 유입으로 내
수 성장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한국의 도시지역은
점차 인구 감소로 성장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동시
에 중국 거대도시가 외국자본 유입과 함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있어, 동아시아 도시 간 인재 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다. 인력수입 문제에
대한 처방은 간단하지 않지만, 이중 국적 및 장기체
류 허용 등 보다 유연한 이민정책을 도입하여 인재
유치와 육성 및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이 배
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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