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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Central China: 

Decade Achievements and Problems

Shi, Yi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achievements of the development strategy of 

central China which has been implemented 10 years ago. The two major objectives of 

the development strategy of central China are to develop the central regions of 

china, and to narrow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central and other regions, 

especially the east. So the achievements of the strategy are conducted with two 

points of view; firstl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the economic growth of central 

regions using time series data; secondly to examine the progress in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between eastern and central China using cross section data. 

In this paper the economic growth, industrialization and household income are 

mainly used as three aspects of the economic indicators in analysis process. First of 

all, we overview the economic growth of central regions since the development 

strategy of central China has been implement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economic growth indicators using regional GDP and regional per capita 

GDP and fiscal revenue are observed. The central region in the past 10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of rise of growth i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results were obtained. Central region's GDP which was 3.7411 trillion yuan in 

2005 rose to 13.8671 trillion yuan in 2014, the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11.9%,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growth rate by 2.6%p. Per capita GDP growth during 

this period rose from 10635 yuan to 10635 yuan,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Fiscal revenue growth in the same period from 226.4 billion yuan to 1345.8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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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an, the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22.5%,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growth rate of 4.1%p.

Secondly, industrialization results using the industrial added value, industrial structure 

change and fixed assets investment are examined. Industrial added value of central 

regions increased from 1.3828 trillion yuan in 2005 to 6.0622 trillion yuan in 2014, the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18.4%,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growth rate of 

8.3%p. In industrial structure change, while the percentage of first industry decreased, 

that of second and tertiary industry increased. Investment in fixed assets that was 

1.6147 trillion yuan in 2005 rose to 12.4112 trillion yuan in 2014, the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28.1%,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growth rate of 4.9%p.

Thirdly, in order to analyze the changes of residents' income, we use the urban 

and rural residents per capita income and consumption level in central regions as 

observation index. The per capita income of urban residents which was 8831 yuan in 

2005 increased to 24838 yuan in 2014,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12.2%, 

slightly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growth rate by 0.1%p. The per capita income 

of rural residents increased from 2981 yuan in 2005 to 98611 yuan in 2014,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13.8%,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growth rate 

by 0.2%p. The total amount of social consumer goods sold which was 13274 yuan in 

2005 increased to 56146 yuan in 2014,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17.7%, 

higher than the nationa average by 1.3%p.

The economic gap between regions, especially between the central and the east 

was investigated for the same period. During the decade implementation of the 

development strategy of central China, the gap between the eastern and central 

regions presents a narrowing trend in almost every indicator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gional GDP gap between the eastern and central regions reduced from 

39.1% in 2005, to 33.3% in 2014, down 5.8%p. Furthermore The per capita GDP gap 

between eastern and central presents the same trend. The fiscal revenue gap 

between the two regions reduced from 21.1% in 2005 to 19.5% in 2014, down 1.6%p.

Secondly, the industrialization level gap between the two regions which was 

calculated by the percentage of national industrial added value reduce from 45.0% in 

2005 to 36.8% in 2014, down 8.2%p. In industrial structure, although the centr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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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s behind the eastern region, after 2011, the proportion of primary industry and 

second industry reduced, the proportion of the tertiary industry increased as the same 

pattern in the eastern region. Total investment in fixed assets, the gap reduced from 

33.2% in 2005 to 16.1% in 2014, down 17.1%p.

Thirdly, the residents' income gap between the two regions was measured by the 

percentage of central residents' income in the eastern residents' income. The central 

urban residents' income which accounted for 66.6% of the eastern residents' in 2005 

rose to 72.1% in 2014, increased 5.5%p which means the gap was recuced. In rural 

residents' income rose 58.2% in 2005 to 65.9% in 2014. The gap of sales amount of 

social total retail of consumer goods between the two regions recuced from 34.9% in 

2005 to 31.2% in 2014, down 3.7%p.

From overall perspective, as the average values of economic indicators in the 

central regions continue to increase during the decad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development strategy of central China we conclude that the development strategy of 

central China has made great contributions to economic development of central 

regions. In addition, observation of three indicators, that is,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the residents income explains that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regions is gradually reduced. 

KEY WORDS: Development strategy of central China 중부굴기전략; Economic 

growth 경제성장; Economic gap 경제적 격차; Industrialization 공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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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5년 중공중앙은 중부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중부굴기전략을 시작했다. 이로써 중국은 선부론에 입각한 불균형 발전전략에

서 균형발전으로의 전략적 변경을 마무리하게 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동

부연해지역 우선발전전략을 통해 동부지역을 빠르게 발전시켰다. 이후 1999년 

서부대개발사업을 통해 서부지역, 2003년 동북진흥정책을 통해 동북지역에 대

한 발전을 도모하고 마지막으로 중부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입안하게 되었는

데 그것이 중부굴기전략이다.

중부굴기(中部崛起)전략은 이미 시작된 서부대개발(西部大开发)사업1)과 동북

진흥(东北振兴)정책2)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게 시작되어 관련 정보와 선행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중부지역은 동부, 서부 및 동북지역에 비해 상대

적으로 면적이 작고 인구도 적은 편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촌인구의 비

중과 1차 산업의 취업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부지역은 산서성(山西省), 하남성(河南省), 안휘성(安徽省), 호북성(湖北省), 

호남성(湖南省)과 강서성(江西省)의 6개성을 말하며, 중국 인구의 26.51%인 3억 

6,262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중국 GDP의 21.78%인 약 13조 8,672억 위안을 담

당하고 있다(2014년 기준). 중부지역 6개성의 중심도시들은 동서남북 교통의 중

심지 역할을 하면서도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나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와 같은 

1) 서부대개발사업은 1999년 통과되어 국무원이 2000년 3월부터 실행한 중경시(重庆市), 사천성

(四川省), 광서장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귀주성(贵州省), 운남성(云南省)등 12개 성을 포함한 

서부지역의 대개발을 위한 정책을 말한다.

2) 동북진흥정책은 국무원이 2003년 9월부터 실행한 요녕성(辽宁省), 길림성(吉林省)과 흑룡강성

(黑龙江省)을 포함한 동북지역 옛 공업기지의 진흥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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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도시군을 형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각 성 마다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

성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동

부 연해지역 우선개발정책, 서부대개발사업과 동북진흥정책에 자원과 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에서도 소외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

에 중부굴기전략의 핵심은 먼저 중부지역 6개성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첨단기

술을 기반으로 2차와 3차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의 현대화와 공업화 및 도시화

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었다.

중부굴기전략은 타지역의 개발정책에 비해 가장 늦은 2005년에 시작되었지만, 

전략의 시행과 더불어 이 지역에 대규모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중부지역 

6개성의 평균 성장률이 10%를 넘어서는 등 발전 속도가 중국의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부지역의 지역적 특징으로는 내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요지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의 시작

과 더불어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이 지역은 동부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이미 발전된 동부지역에 투자되었던 외국인 투자가 쉽게 이전될 수 있

다는 점과, 다음으로 중국내에서 교통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국내 동

부와 서부 나아가 동북부 지역과의 연결에 유리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지만 중부굴기전략이 시작된 지 이미 10년

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부굴기전략

은 늦게 시작된 만큼 그 성과는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본 논문은 중부굴기전략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 것이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모두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서술하고 있다. 제2

장에서는 중부굴기전략 정책의 성립배경과 추진과정을, 제3장에 중부굴기전략

의 주요내용 및 기본개황을 분석한 후, 제4장에서 중부굴기전략 10년의 경제적 

성과와 발전격차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부굴기전략의 주요 목표를 고

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2005-2014년의 기간 동안 몇 가지 경제적 지표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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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0년간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

하고 본 연구의 결론을 맺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발행된 통계연감에서 관련 통계수치를 참고하고 국내외

의 기존 연구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지역 간 비교분석

을 통해 중부굴기전략의 성과를 다양한 각도로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중부지역 전체의 발전 성과이외에도 중부에 속해 있는 6개성의 성과

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동·중부 지역 간의 발전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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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부굴기전략의 성립배경과 추진과정

2.1 중부굴기전략의 성립배경

1978년 개혁개방이 실시된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은 동부지역 우선 발

전, 서부대개발사업, 동북진흥정책 등의 지역개발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왔

다. 신 중국 창립부터 1978년까지 30년 간, 중국정부는 균형발전전략을 끊임없

는 실행했으며, 투자와 재정 지출정책은 변두리와 낙후지역에 집중 투자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1978년 개혁개방 실행 이후 중국정부는 지역경제발전전략

을 크게 수정했다. 균형발전전략에서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전환하여 연해지역을 

우선 발전시키고자하였다. 개방과 발전의 정책이 연해지역 쪽에 집중적으로 투

자했기 때문에 연해지역은 빠르게 발전했다. 이로 인해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경제발전 격차가 더욱 커졌다.3)  

개혁개방 이후 중부굴기전략이 시행되지 이전까지의 통계를 보면, 동부지역은 

1980~2003년 기간에 전국 비중이 50.2%에서 58.86%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1990

년 이후 중부지역의 경제수치를 보면 전국 비중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낸

다. 먼저 1인당 GDP에서, 1980년의 경우 중부지역은 전국평균의 88% 정도였지

만, 1990년에는 83%, 2003년에는 75%까지 하락했다. 다음으로 같은 시기 중부

지역과 동부지역의 GDP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중부지역에 비해 동부지역의 

GDP 규모가 최대 6배정도 차이가 난 적도 있었다.4)

중부지역의 발전추세와 발전 속도는 동부지역은 물론이고 서부지역보다도 낮

았다. 특히 서부대개발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국내외 투자가 서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3) http://www.docin.com/p-602571499.html 中国经济增长的地区差异分析.

4) http://finance.sina.com.cn/roll/20050311/09191422138.shtml.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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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게 되었다. 1998년 서부지역은 고정자산투자가 31.2% 증가한 반면에 중

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14.4%에 그쳤다. 2001년 서부지역 투자증가율은 20.1%였

으나 중부지역은 17.6%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자 중부지역은 경제

적으로 더욱 더 낙후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尙昱曉, 2014, 5).

중부지역의 “3화”과정5)은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부 연해지역보다 낙후

하여 전국 평균보다도 낮았다. 2차 산업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공업화의 성과를 

반영하는데, 2001년 전국평균 성장률은 52.2%였으나 중부지역은 45%로 이에 크

게 미치지 못했다. 그동안 중부지역은 중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요 도시들도 경제중심도시 및 거점도시가 되기에는 부족하였다. 중부지역의 

경우 각 성의 수도가 있는 도시 중에서 단 한 곳도 전국 도시경쟁력순위에서 

상위 10위에 든 적이 없었다.(李中元, 2013, 19). 

중부지역은 특히 농촌인구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도시화와 비농업 산업

으로 이전하는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중은 중부 6성이 전국평균보다 5%p 높았다. 비

국유경제의 발전은 도시화과정의 중요한 내용이며, 비국유경제의 발전 규모가 

경제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장화과정의 기본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표에서 중부지역의 비중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동부 연해

지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다. 중부지역의 공업화, 도시화와 시장화 정도를 

전국평균과, 특히 동부 연해지역과 비교해보면 통계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尚昱晓, 2014, 5-6).

중부지역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집중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사이에 위치하

여 이들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함몰되는 형세를 보여 왔다. 그

러나 중국정부가 지역정책의 방향을 불균형 발전에서 균형발전으로 선회하면서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중부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중부지역을 다시 일으킨

5) 3화는 공업화, 도시화와 시장화를 말한다. 공업화란 하나의 국가와 지역경제 가운데서 공업생

산 활동이 점차적으로 주도적 지위를 획득하는 발전과정을 말한다. 도시화란 농업을 위주로 한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 공업과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현대화된 도시사회로 점차적으로 변화하

는 역사적 과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직업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토지 및 지역공간의 변화

를 가리킨다. 시장화는 가격기능을 이용하여 수요와 공급이 평형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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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의 중부굴기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후발정책으로서 중부굴

기전략은 더욱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중요성도 점차적으로 상승하여 국가 

주요전략의 하나로 채택되었다.(许玉峰, 2007, 22).

2.2 중부굴기전략의 추진과정

중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처음으

로 ‘중부굴기’의 전략을 제기하였다. 중부지역 6개성은 중부굴기전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선진적인 제조업 기지의 설립을 요청하였다. 특히 중부지역에서는 전

국 최대의 식량생산기지 설립과, 중부지역이 구 공업지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4년 3월에는 정식으로 중부굴기전략으로 구체

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같은 해 9월에 중국 공산당의 주요 방침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이후 2005년 3월에는 중국 정치협상회의에서 주최하고 정부 10개

부서 및 위원회가 참석한 회의에서 정식으로 중부굴기전략이 논의되었다.(尚昱

晓, 2014, 6). 

2005년 9월에는 국가개발은행과 호북성이 <중부굴기개발성금융합작협의(促进

中部崛起开发性金融合作协议)>를 체결하고 500억 위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

다. 2006년 4월에는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중부지역 굴기에 관한 의

견>을 공포하여 중부굴기전략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후 같은 해 

5월에는 이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정책조치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부굴기전략이 2006년에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고, 정책 시행 전년

도인 2005년을 정책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연도로 삼고 있다.(정영록, 쉬창성, 

2011, 39). 

2008년 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중부지역 굴기 계획’이 국무원의 업무

일정에 추가되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제기한 ‘중부지역흥기계획촉진’(초

고) 발표 이후 중부 6성이 각 성의 현황에 따라 관련계획을 수립했다. 2010년 8

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부지역흥기계획실행의견에 관한 공지사항'과 ‘중

부지역성시발전을 촉진하는 지도적 의견과 공지사항’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총체적 목표를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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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중부굴기전략제기.

2004년  3월 중부굴기전략에 대한 전략과 구상을 정식으로 제안.

2004년  9월 중부굴기전략에 대한 당의 방침 채택.

2005년 3월 6일
전국정협이 주최하는 국가 10부 위원회(국)가 참석하여 

중부지역 굴기전략제안.

2005년 8월 21~23일
호북성(湖北省)을 중부지역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지점

으로 결정. 

2005년 9월 6일

국가개발은행과 호북성(湖北省)이 ‘중부굴기 개발금융

합작협의' 체결, 국가개발은행은 ‘10.5', ‘11.5'계획건

설의 항목에 500억 위안 제공결정.

2006년 4월 ‘중부지구 굴기의 약간의견' 공포(총36조 의견).

2008년 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중부지역 굴기 계획’이 국무

원의 업무일정에 추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제기

한 ‘중부지역흥기계획촉진’(초고) 발표 이후 중부지

역 6개성이 각기 현황에 따라 관련 계획을 수립.

2010년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부지역흥기계획실행의견에 관

한 공지사항’과 ‘중부지역성시발전을 촉진하는 지도

적 의견과 공지사항’발표. 2020년까지 총체적 목표 

수립지시.

자료: http://midchina.xinhuanet.com/index.htm.

Table 1 중부굴기전략의 형성과정

따라서 "중부지역의 발전이 없으면 진정한 지역 간의 협조와 도농 간의 협조 

발전도 실현할 수 없으며, 전면적인 과학적 발전도 실현할 수 없고 조화로운 

사회도 구축할 수 없다.”이것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와 중부지역 6개성 정부 

발전연구센터로 구성된 <중부굴기전략촉진정책연구> 연합 연구팀의 관점이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중부지역의 발전 현황은 중국 현대화의 실현 정도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그것을 결정한다.(张合林，2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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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부굴기전략의 주요내용 및 기본개황

3.1 중부굴기전략의 주요내용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2006년 4월 15일에 정식으로 <국무원의 중부지역 굴기

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중부굴기전략은 동부지역의 선도적 발전, 서부대

개발사업, 동북진흥정책 등과 함께 중국의 옛 공업기지를 재개발하고 낙후된 

중부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의 지역균형개발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무원이 제시한 주요 주요목표는 농업의 현대화, 에너지 

원료기지화, 장비제조업 및 기술산업기지 건설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러한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용을 요약한 것이 Table 2이다. 이하에서는 

중부굴기전략의 주요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본다. 

주요목표 주요내용

현대화 농업의 적극적인 

발전

식량기지 및 농업과 농촌의 기초 시설 건설을 강

화하여 농업구조를 빠르게 조정하고, 농업의 산

업화 경영을 추진하여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올

리고 농민수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

주요 에너지 원재료기지 

건설

합리적 배치, 집중적 개발, 효율적 이용, 안전하

고 친환경적 원칙에 의거해서 탄광 건설을 대규

모로 추진하고, 전력과 전선망을 신속하게 건설

하고, 원재료의 정밀가공을 크게 발전시킨다.

현대화 장비제조업 및 고

급 기술 산업 기지 건설

핵심기술과 기술연구개발력을 통해 자주적 혁신 

능력을 강화하여 장비제조업 전체의 실력과 수준

을 높인다. 고급 기술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

고, 첨단기술과 선진기술을 이용하여 전통적 제

조업을 개선한다.
자료: http://baike.baidu.com/link?url=57gPJbg4haAiAMjDsjuzxXMw1zqGHqPI8IxwE0tzX2OeD5CG

      F7LvupqJoE-lpBADXEmWrhRMxezi82xmODdDxK#2 에서 정리.

Table 2 중부굴기전략의 주요목표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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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대화 농업의 적극적인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내용이다. 이를 위해 중

국정부는 <5천만 톤 식량생산능력계획(2009-2020년)>에 따라 중부지역을 안정적

인 곡물 생산 기지로 건설하여 2020년까지 중부지역의 곡물 생산량이 중국 총 

곡물 생산량의 1/3을 점하도록 하여 국가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6) 이를 위해 농업 종합개발 및 토지개발기금과 같은 기존의 특별기금

을 통합적으로 조정하여 식량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고, 주요 수리 프로젝트, 기

본 농지의 개량, 식품의 개발 및 연구, 축산업의 확장, 농업의 기계화, 재해 예

방 및 농업 환경 보호, 식품 저장 및 물류 개선 등을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국가

급 곡물 생산기지를 건설하는데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농산품 

가공의 고도화, 품질 강화 및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선도적인 농업기업을 육

성하여 대형 및 특대형 선도 기업들이 우세한 농산물과 부가산업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여 농업업무의 조직을 강

화시키는 것도 포함된다.(尚昱晓, 2014, 24).

둘째, 주요 에너지 원재료 기지의 건설을 위한 주요 정책내용이다. 광물자원

이 풍부한 중부지역에 대해서는 중요한 광산물 자원 탐사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통제하는 정책을 구상했다. 이를 통해 중부지역을 중요한 에너지 원료

기지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주요 지역별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산서의 진북(晋北), 진동(晋东), 진중(晋中), 안휘 양회(安徽 两淮), 하남 대

형과 특대형 석탄기지의 건설을 강화하고,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는 중·소 탄

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석탄층 메탄을 개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시에 석탄, 전기, 도로, 항구, 화학공업과 관련된 산업을 일체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질서 있게 석탄 및 화학 공업화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국가와 지역급 

대형 전력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의 일부이다. 수력자원을 합리

적으로 계획하여 개발하고, 새로운 에너지 자원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중부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이 지역에 에너

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尚昱晓, 2014, 25).

마지막으로 셋째, 현대화 장비제조업 및 고급 기술 산업 기지 건설에 대한 주

6) http://www.gov.cn/gzdt/2009-11/03/content_1455493.htm.<全国新增1000亿斤粮食生产能力

规划（20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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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내용이다. 중부지역은 원자재가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중공업에 우위를 

지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중요한 기술설비를 도입하여 교

통설비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시스템통합능력 및 국산 부속품 이용수준을 높이

며, 수입을 대체할 제품을 개발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형기계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계제조업의 연구와 제조수준을 한

층 더 높이고, 관련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며, 제품을 세분화시켜 기술등급별

로 분업체계를 완비하여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

로 하고 있다. 아울러 광산기계 산업도 촉진시켜 채굴공사를 위한 기계설비의 

발전을 도모하고, 부속품에 대한 연구발전을 촉진하여 중대형 세트장비 제조업

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3.2 중부지역 각 성의 기본개황

중부지역은 산서성(山西省), 하남성(河南省), 안휘성(安徽省), 호북성(湖北省), 

호남성(湖南省)과 강서성(江西省) 등 6개성을 말하고 동부, 서부, 남부 및 북부

와 연결되는 중요한 지역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 중부지역의 총 면적은 102.8만

㎢로 전국 토지면적의 약 10.7%를 차지한다. 중부굴기전략을 제출할 때 중부지

역의 총 인구수는 전국의 약 28.1%를 차지했고 전국의 GDP는 약 18.8%를 점하

고 있었다. 중부굴기전략을 실시함에 따라, 특히 11.5계획 이래 국내도시화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지역의 일체화 정도도 깊어졌다. 이런 배경에서 생

산요소의 유동성이 증대하였는데, 국내 호적제도의 개혁이 확대되어 중부지역

의 노동력이 전국범위로 유출되고 있었다. 2010년 말 전국의 6차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거주지원칙에 따라 중부지역의 총인구는 3.56억 명으로 전국의 약 

26.6%를 차지했으며 11.5계획 초기에 비해 약 1.4%p 하락했다. 중부굴기전략의 

실시 이후, 경제는 빠르게 발전해서 2014년 GDP 총량은 전국의 비중은 2005년

의 18.8%로 21.8%로 증가하여 중부굴기전략 제출 때보다 3%p 상승했다.

Table 3은 2005년 기준, 중국 내 중부지역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내 총

인구의 26.9%가 거주하고 있는 중부지역은 중국 국토의 10.7%를 점유하고 있어 

다소 높은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5년 말 기준 중국 전체의 성당 

평균 인구인 4,217만 명을 산서성을 제외하고 모두 상회하고 있으며, 하남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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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1억 명을 육박하고 있다. 중부지역의 특성 중 하나는 농촌인구 비중이 높

은 점을 들 수 있다. 2005년 중국의 농촌인구 비중은 57.0%이나, 중부지역은 모

두 이를 상회하고 있는데, 산서성 57.9%, 안휘성 64.5%, 강서성 49.5%, 하남성 

69.3%, 호북성 56.8% 호남성 62.9%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중부굴기전략에 따라 중부지역은 도시 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도시화가 빠르

게 진행되어 도시화 수준이 높아졌다. Table 4를 보면, 2014년 말에 중부지역 

도시 인구는 1억 8,056만 명으로 2005년 보다 5,192만 명이 증가했으며, 증가율

로는 약 40.4%에 이르렀다. 도시화 수준은 2005년 37%에서 2014년의 61%로 증

가하여 24%p 상승했다. 그 중에서 산서성, 안회성, 강서성, 하남성, 호복성과 호

남성의 도시화율은 2005년의 42%, 36%, 37%, 31%, 43%,와 37%에서 2014년의 

54%, 49%, 50%, 45%, 56%, 49%까지 증가했다.

국 토

면적 비중
인구수 농민인구수

산서성 1.6 3,355(2.6) 1,942(57.9)

하남성 1.7 9,380(7.2) 6,505(69.3)

안휘성 1.4 6,120(4.7) 3,947(64.5)

호복성 1.9 5,710(4.4) 3,243(56.8)

호남성 2.2 6,326(4.8) 3,985(62.9)

강서성 1.7 7,588(3.3) 3,756(49.5)

중부 합계 10.7 32,202(26.9) 23,378(72.6)

자료: 중국통계연감.

Table 3  2005년 중국 중부지역 현황

                                                          단위: %,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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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05년 2014년

도시인구 도시화수준 도시인구 도시화수준

산서성 1,413 42.3 1,962 54.3

안회성 2,173 36.5 2,990 49.5

강서성 1,595 37.8 2,281 50.6

하남성 2,875 31.2 4,265 45.3

호복성 2,467 43.4 3,238 56.2

호남성 2,341 37.5 3,320 49.3

중부지역 12,864 37.2 18,056 61.8
자료: 중국통계연감(2005년과 2014년).

Table 4 2005년과 2014년 중부지역 도시화 발전 현황

단위: 만 명, %

  

2006년 4월에 중앙이 <중부지역굴기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출하여 중부

지역 “3개 기지, 1개 중추”의 전략을 확립했다. 이는 전국에서 중요한 식량생

산기지, 에너지 원재료기지, 현대장비제조 및 첨단기술 산업기지와 종합교통중

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부굴기를 촉진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

를 명시하고 일련의 정책을 제출했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중부지역은 중국에서 

인구 밀도가 크고, 경제총량이 높고, 시장잠재력이 거대한 중요한 지역이며 중

국의 지역적 분업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중부지역의 빠른 발전은 

국가전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여 조화로운 사회주

의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하다.(晏涛, 2012, 25).

중부지역의 발전이 없으면 진정한 지역 간의 협조와 도농 간의 협조 발전도 

실현할 수 없으며, 전면적인 과학적 발전도 실현할 수 없고 조화로운 사회도 

구축할 수 없다. 이것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와 중부 6개성 정부 발전연구센터

로 구성된 <중부굴기전략촉진정책연구> 연합 연구팀의 관점이다. 어느 의미에

서 보면 중부의 발전 현황은 중국 현대화의 실현 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며, 심지어 그것을 결정한다.(张合林，2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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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중부 6성 지리 분포도

3.2.1 산서성의 기본개황

산서성은 태항산(太行山)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황하(黄河)의 동쪽에 있다. 

총면적은 15.67㎢로서 전국 총면적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거주 인구는 3,648

만(2014년 기준) 명이다. 산서성에는 태원(太原), 대동(大同), 삭주(朔州), 양천(阳

泉), 장치(长治), 흔주(忻州), 여량(吕梁), 진중(晋中), 임분(临汾), 운성(运城), 진성

(晋城) 등 11개 지급시, 총 85개현, 11개 현급시, 23개 시 직할구가 있다. 성의 

수도는 태원(太原)이다.

2014년 산서성 GDP는 12,75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하였다. 그 가운

데서 1차 산업 부가가치는 788억 위안으로 3.8% 증가하였으며, GDP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6.2%였다. 2차 산업 부가가치는 6,343억 위안으로 3.7% 증가하였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7%였다. 3차 산업 부가가치는 5,628억 위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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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증가하였다.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으며,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44.1%였다. 2014년 1인당 GDP는 35,064위안을 달성하였으며, 고정

자산투자는 12,296억 위안에 달했다.

2014년 선서성의 재정 총수입은 1,82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하였다. 

세금수입은 1,13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국내 

부가가치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자원세금과 건축세금은 총 924억 

위안으로 4.3% 감소하였다. 재정지출은 3,096억 위안으로 2.2% 증가하였다. 

2014년 산서성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6,538위안이었고, 전년대비 9.4% 

증가하였다.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4,069위안이었으며, 전년대비 8.1% 

증가하였다.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은 8,809위안이었고, 전년대비 10.8% 증가하

였다.(산서성 통계공보, 2014년).

3.2.2 안휘성의 기본개황

안휘성은 바다에 가까운 내륙으로 화동지구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강소

성, 산동성, 하남성, 호북성, 강서성, 절강성에 인접해 있다. 성의 수도는 합비시

(合肥市)이다.  총면적은 13.96만㎢로서 전국총면적의 1.45%를 차지한다. 이 면

적은 화동(华东)지역에서는 3위, 전국에서는 22위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2014년 

안휘성 거주인구는 6,083만 명이다. 안휘성은 회하(淮河), 장강(长江), 신안강(新

安江) 등 3대 강에 둘러싸여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2014년 GDP는 2조 84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2% 증가하였다. 산업으로 분류

하면, 1차 산업 부가가치는 2,392억 위안으로 4.6% 증가하였다. 2차 산업 부가

가치는 1조 1,204억 위안으로 10.3% 증가하였다. 3차 산업 부가가치는 7,252억 

위안으로 8.8% 증가하였다. 1차, 2차, 3차 산업의 구조는 11.5% : 53.7% : 34.8%

이 되었다. 그 가운데서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1.2% 증가하였다. 2014년 1

인당 GDP는 34,427위안을 달성하였으며, 고정자산투자는 21,689억 위안으로 전

년대비 16.5% 증가했다.

2014년 안휘성의 재정 총수입은 3,66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하였다. 

지방 공공세금수입은 2,21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하였다. 재정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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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4억 위안으로서 7.2% 증가하였다. 

2014년 안휘성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4,839위안이었으며, 전년대비 

9.0% 증가하였다.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은 9,916위안이었고, 전년대비 12.0% 

증가하였다.(안휘성 통계공보, 2014년). 

3.2.3 강서성의 기본개황

강서성은 중국의 동남부, 장강중하류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강남지역에 속하

며, 동쪽은 절강성(浙江省), 복건성(福建省), 남쪽은 광동성(广东省), 서쪽은 호북

성, 안휘성에 가까우며 또한 장강과 연결되어 있다. 강서성는 중국에서 인접되

어 있는 성시가 제일 많은 성이다.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주해삼각주(珠海三

角洲)와 해서경제구(海西经济区) 등 발전지역에 공동으로 속하는 중심지역이다. 

강서성의 총면적은 16.69㎢이고 2014년 거주인구는 4,542만 명이며, 11개의 지

급시로 조성되었으며 성의 수도는 남창시(南昌市) 이다.

2014년 GDP는 1조 5,709억 위안이었고 전년대비 9.7%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서 1차 산업 부가가치는 1,68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다. 2차 산업

부가가치는 8,38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다. 3차 산업 부가가치는 

5,63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하였다. 1차, 2차, 3차 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도는 각각 5.0%, 65.8%와 29.2%였다. 1, 2, 3차 산업은 구성비는 10.7% 

: 53.4% : 35.9%이다. 1인당 GDP는 34,661위안으로 전년대비 9.2% 증가하였다. 

2014년 공업 부가가치는 6,995억 위안을 달성하여, 전년대비 11.2% 증가하였다. 

2014년 재정총수입은 2,68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다. 그 가운

데서 공공재정의 세수는 1,88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6.1% 증가하였다. 재정총

수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 전년대비 0.7%p 증가되었으며, 그 중

에서 세수총수입은 2,18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하였다. 세수가 재정 

총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81.3%였다. 재정지출은 3,882억 위안으로서 11.9% 증

가하였으며, 고정자산투자는 1조 5,11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7.6% 증가했다.

2014년 강서성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6,734위안이었고, 전년대비 10.8% 

증가하였다.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4,309위안이었으며, 전년대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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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은 10,117위안이었고, 전년대비 11.3% 증가

하였다.(강서성 통계공보, 2014년).

3.2.4 하남성의 기본개황

하남성(河南省)은 중국의 중동부, 황하의 중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강소성(江苏省), 산동성(山东省), 안휘성와 가깝고, 남쪽으로는 호북성과 연결되

고, 서쪽으로는 섬서성(陕西省), 북쪽으로는 산서성, 하북성(河北省)과 연결되어 

있다. 하남의 국토면적은 16.7만 ㎢로서 전국성시에서 17위를 차지하며, 전국 

총면적의 1.73%를 차지하고 있다. 거주 인구는 9,436만(2014년 기준)  명이고 전

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전성의 GDP는 3조 4,939억 위안이며, 전년대비 8.9% 증가하였다. 공업 

부가가치는 1조 5,904억 위안이었고 전년대비 9.5% 증가하였는데, 그 중 1차 산

업 부가가치는 4,161억 위안이고 전년대비 4.1% 증가했다. 2차 산업 부가가치는 

1조 7,903억 위안이고 전년대비 9.6% 증가하였다. 3차 산업 부가가치는 1조 

2,876억 위안이고 전년대비 9.4% 증가하였다. 1, 2, 3차 산업의 구성비는 11.9% 

: 51.2% : 36.9%이다. 2014년 하남성의 1인당 GDP는 37,073위안이다.

2014년 하남성의 재정총수입은 4,09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하였다. 

지방 공공재정수입은 2,73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3.4% 증가하였는데 그 가운

데서 세수는 1,951억 위안으로 10.5% 증가하였다. 재정지출은 6,043억 위안으로

서 8.2% 증가하였다. 

2014년 하남성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5,695위안이었고, 전년대비 8.4% 

증가하였다.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4,391위안이었으며, 전년대비 8.9% 

증가하였다.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은 9,416위안이었고, 전년대비 11.1% 증가하

였다. 2014년 고정자산투자는 30,782억 위안이었으며, 전년대비 18.0% 증가하였

다.(하남성 통계공보, 2014년).

3.2.5 호북성의 기본개황

호북성은 중국의 중부, 장강의 중류, 동정호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북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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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남성, 동쪽으로는 안휘성, 동남과 남쪽은 강서성, 호남성과 연결되어 있으

며, 서쪽으로는 중경시(重庆市), 서북쪽으로는 섬서성(陕西省)과 연결되어 있다. 

전체 면적은 18.59㎢로서 전국 총면적의 1.95%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14번째로 

크다. 호북성은 북쪽에 위치한 동정호로 유명하다. 성의 수도는 중부지역의 유

일한 부성급 성시이며, 중부지역의 중심도시인 무한시(武汉市)이다. 2014년 호북

성 거주인구는 5,816만 명이다. 

2014년, 호북성의 GDP는 2조 7,367억 위안이었고, 전년대비 9.7%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서 1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3,177억 위안이었고, 전년대비 4.8% 성장하

였다. 2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1조 2,840억 위안이었고, 전년대비 10.1% 성장하

였다. 3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1조 1,350억 위안이었고, 이는 전년대비 10.5% 성

장한 것이다. 1차, 2차, 3차 산업의 구성을 보면 2013년은 12.2% : 47.6% : 

40.2%에서 11.6% : 46.9% : 41.5%로 조정되었다. 2014년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하였다. 호북성의 1인당 GDP는 47,124위안을 달성하였으며, 고

정자산투자는 22,96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0.4% 증가했다.

2014년 호북성은 재정수입은 4,096억 위안인데, 전년대비 14.8%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지방의 공공재정 예산수입은 2,567억 위안인데 이것은 전년대비 

17.1% 증가한 것이다. 재정지출은 5,009억 위안으로서 14.6% 증가하였다. 

2014년 호북성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8,283위안이었고, 전년대비 11.0% 

증가하였다.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4,852위안이었으며, 전년대비 9.6% 

증가하였다.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은 10,849위안이었고, 전년대비 11.9% 증가

하였다.(호북성 통계공보, 2014년).

3.2.6 호남성의 기본개황

호남성은 지리적으로 장강의 중부 강남지역에 있으며 대부분의 토지가 동정

호(洞庭湖) 남쪽에 위치하여 호남이라 부르게 되었다. 호남의 지역에 있는 상강

(湘江)이 남북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지역은 샹[湘]이라고도 부른다. 호남

의 동쪽은 강서에 인접해 있고, 서쪽은 중경시(重庆市)와 귀주성(贵州省), 남쪽

은 광동성(广东省)과 광서성(广西省), 북쪽은 호북성에 인접해 있다. 토지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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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21만 ㎢으로 전국토지면적의 2.21%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10위로 큰 지

역이다. 2014년 거주인구는 6,737만 명이다.

전성 GDP는 2조 7,04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서 1

차 산업 부가가치는 3,14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다. 2차 산업 부

가가치는 1조 2,48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다. 3차 산업 부가가치

는 1조 1,41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다. 장기적 거주인구를 계산

해보면 1인당 GDP는 40,287위안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하였다.

1차, 2차, 3차 산업의 구성 비율은 11.6% : 46.2% : 42.2%이다. 2014년 공업 

부가가치는  GDP의 39.7%로 전년대비 0.9%p 감소했다. 선진기술제품의 생산량

은  GDP의 19.0%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2.7%p 증가했다. 1차, 2차, 3차 산업이 

경제성장에 공헌한 비율은 각각 5.3%, 47.5%와 47.2%이다. 그 가운데서 공업 부

가가치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3%였다. 생산성 서비스업이 경제성

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8%였다. 비공유제 경제 부가가치는 1조 5,896억 위

안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하였고,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58.8%였다. 고정자

산투자는 21,27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9.4% 증가했다.

2014년 호남성의 재정수입은 3,630억 위안인데, 전년대비 9.5%를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지방의 공공재정 예산수입은 2,260억 위안인데 이것은 전년대비 

11.3% 증가한 것이다. 재정지출은 5,025억 위안으로서 7.1% 증가하였다.

2014년 호남성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7,622위안이었고,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다.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6,570위안이었으며, 전년대비 9.1% 

증가하였다.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은 10,060위안이었고, 전년대비 11.4% 증가

하였다.(호남성 통계공보,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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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부굴기전략 10년의 경제적 성과와 발전격차

4.1 선행연구와 분석 방법

4.1.1 선행연구

그동안 진행된 중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서부대개발에 

집중되어 중부굴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중부굴기전략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는 전략의 시행 직후 중부지역의 현황과 

특성 및 중부굴기전략의 목적과 정책화 과정 및 추진전망에 대한 연구(김동화, 

2007)나 서부대개발사업, 동북진흥계획, 중부굴기전략 등 중국의 세 가지 지역

발전정책의 추진배경과 특징에 대한 연구(이종화, 2007)가 있으며, 중부굴기전략

의 정책변화가 산업이전과 내수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김경환 외, 2012) 

등이 있다.

또한 중국 측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풍부하나 연구의 주요 내용은 역시 

중부굴기전략 실시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주로 중부굴기전략의 추진배경 및 

그것이 가져올 성과를 예측하는 연구(周绍森 & 陈栋升, 2006; 李彦亮, 2006)가 

많이 이루어졌다. 중부굴기에 대한 성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중부굴기전략의 방법론과 관련된 연구로, 王泽强(2008)은 지역의 충돌 및 지

역의 합작과 중부굴기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肖金成 & 宋立(2006)은 중부지역

이 각 성의 비교우위와 구체적인 특성에 통해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张新艳(2007)은 중부지역과 다른 지역이 경제발전의 현실적 격차

를 연구했으며, 杨文彦(2010) 중부굴기는 중부낙후 혹은 주변화라고 보고 중부 

주변화의 의미를 분석하고 중부굴기의 정당성을 지적했고, 段瑞君(2010)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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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각도에서 중부굴기를 탐구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는 시행 초기 중부굴기전략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중부굴기의 방법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

다. 하지만 전략이 시행된 시기가 매우 짧아서 그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중부굴기전략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중부굴기

전략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적 길이가 부족할지 몰라도 그 동안의 

발전성과를 검토해 보고 평가해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2005년-2014년까지 10년 동안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중부

굴기정책의 성과를 가시화시키고 향후 중부굴기 10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동·중부 지역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중부지역의 발전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4.1.2 분석 방법 

2011년 6월 13일 국가통계청의 구분방법 따르면 중국의 지역별 사회경제발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당 중앙, 국무원은 지역발전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근

거를 제공하였다. <중공중앙, 국무원 촉진 중부굴기전략 대한 및 가지 의견>, 

<국무원 서부대개발에 대한 및 가지 정책조치의 실시의견> 및 당의 16차 전국

대표대회 보고의 주지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지역은 다음의 Table 5에서와 같이 

동부, 중부, 동북부, 서부의 4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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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역

북경시(北京市), 천진시(天津市), 하북성(河北省), 산동성(山东省), 강

서성(江苏省), 상해시(上海市), 절강성(浙江省), 복건성(福建省), 광동

성(广东省), 해남성(海南省)

중부지역
산서성(山西省), 하남성(河南省), 호북성(湖北省), 호남성(湖南省), 강

서성(江西省), 안휘성(安徽省)

동북부지역 흑룡강성(黑龙江省), 길림성(吉林省), 요녕성(辽宁省)

서부지역

중경시(重庆市), 사천성(四川省), 광서장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귀주성(贵州省), 운남성(云南省), 섬서성(陕西省), 감숙성(甘肃省), 내

몽고자치구(内蒙古自治区), 영하회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신강

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청해성(青海省), 서장자치구(西藏

自治区)

자료: http://baike.baidu.com/link?url=NuQLEdWaQOw4DUqGdfa4F9kxo7UTejR1-

          tyErvVDqYiKUB1lqnbrASFH-jvrz2GECMXu0kvffsxnylkEXBgKl.

Table 5 중국 4개 지역의 구분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중부굴기전략의 성과와 지역격차는 기본적으로 중부굴

기전략의 목표에 근거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중국 정부가 중부굴기전략을 실시

하게 된 것은 낙후된 중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동부지역과의 격차를 축

소시킴으로써 중국의 현대화 건설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부굴기전략의 목표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중부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다

른 하나는 이를 통해서 다른 지역 특히 동부지역과의 경제발전의 격차를 줄여

서 조화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이 두 가지 점에서 중

부굴기전략을 실시한 이후의 성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중부굴기전략을 실

시한 이후 중부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평가해 보고, 다음으로 전

략을 실시한 이후 다른 지역 특히 동부지역과의 경제적 격차가 어떻게 변화했

는지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2005-2014년에 걸친 10년간의 각 지역 통계자료를 

이용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는 중국통계연감을 이용했으며, 공업 부가가치

와 같은 통계연감에 없는 자료는 각 지역에서 발표하는 사회경제발전지표를 참

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성장, 공업화, 주민생활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 22 -

의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중부지역의 경제성장과 지역격차에 대

한 경제적 지표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동일하게 분석한다. 먼저 경제성장지표

로는 지역 GDP, 지역의 1인당 GDP 및 지역의 재정수입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공업화와 관련된 지표로는 공업 부가가치, 고정자산투자 및 산업구조 자료를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과 관련된 지표로는 도시주민 소득과 농촌주민 

소득 및 주민소비수준을 각각 이용한다.

4.2 중부지역의 경제적 성과

4.2.1 경제성장

4.2.1.1 지역의 GDP

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거시경제지표는 지역 GDP이다. 이는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을 가장 종합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이다. Table 6을 보면, 지역 GDP는 

2005년 3조 7,411억 위안에서 2014년 13조 8,671억 위안으로 약 10조 1,260위안 

증가했으며, 전국비중은 20.2%에서 21.6%로 상승했다. 이를 각 성별로 고찰해 

보면, 2005-2014년까지 중부굴기 이후 10년 간 하남성이 약 2조 4,352억 위안으

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산서성이 약 8,528억 위안으로 중부 6성 중 가장 적게 

증가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호북성과 호남성인데 이 두 개 성은 

같은 기간 동안 30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금액으로는 각각 2조 위안 

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액은 지역의 경제적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GDP 증가율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중부지역 전체의 2005-2014년간 GDP 증가율은 270.7%로 중국전

체의 GDP 증가율 246.4%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고찰해 보면 호북성이 

315.3%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다음으로 호남성이 310.1%를 기록했으며, 안휘

성(289.7%)과 강서성(287.2%)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의 증가율보다 낮은 곳은 

산서성(201.6%)과 하남성(230.0%) 두 성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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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2005 2014
10년

증가액

10년

증가율

산서성 4,231(11.3) 12,759(9.2) 8,528 201.6

안휘성 5,350(14.3) 20,849(15.1) 15,499 289.7

강서성 4,057(10.8) 15,709(11.3) 11,652 287.2

하남성 10,587(28.3) 34,939(25.20 24,352 230.0

호북성 6,590(17.6) 27,367(19.7) 20,777 315.3

호남성 6,596(17.7) 27,048(19.5) 20,452 310.1

중 부 37,411(20.2)* 138,671(21.6)* 101,260 270.7

전 국 184,937 640,641 455,704 246.4

*는 전국 비중임. 나머지 괄호안의 수치는 중부지역에서 각성이 점하는 비중

임. 

자료: 2005-2014년 중국 통계청.

Table 6 중부 6성의 GDP 변화 (2005-2014년) 

단위: 억 위안, %   

  

각 지역의 GDP가 그 지역의 총체적인 경제적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GDP의 성장률은 지역경제의 전체 규모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나

타내는 지표이다. 중부지역 전체로 보면 2005년 평균 12.4%의 성장률을 달성하

던 것이 2014년에는 평균 9.0%로 검소하였으며, 1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11.9%

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평균 9.3%보다 높은 수준이

다.

이를 지역별로 고찰하면 10년간 가장 빠른 성장속도를 기록한 곳은 안휘성과 

호북성으로 연평균 모두 12.4%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2009년도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성장속도가 느려졌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추세를 유지했다. 2009년을 기준

으로 하여 전후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2009년 이전 성장률이 

이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09년 이후의 성장률도 전국의 평균성장

률 수준에 비해서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부굴기전

략이 실시된 이후 중부지역 각 성의 경제발전 속도가 전국의 경우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왔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성장률의 격차가 더 커졌음을 말해 준

다. 즉 중부지역 연평균 성장률은 2005-2009년의 12.5%에서 2010-2014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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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로 1.2%p 하락했지만, 전국의 경우는 같은 기간 10.0%에서 8.5%로 1.5%p 

하락했다. 

2005 2014 10년 평균
05-09년 

평균(A)

10-14년 

평균(B)

산서성 12.5 7.0 11.3 10.5 10.6

안휘성 11.8 9.2 12.4 12.8 11.9

강서성 12.8 9.7 12.1 12.8 11.5

하남성 14.1 8.9 11.7 13.1 10.4

호북성 11.4 9.7 12.4 12.9 11.9

호남성 11.6 9.5 12.3 12.9 11.5

중 부 12.4 9.0 11.9 12.5 11.3

전 국 10.4 7.4 9.3 10.0 8.5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 년도.

Table 7 중부 6성의 GDP 성장률

  단위: %

  

4.2.1.2 지역의 1인당 GDP

한 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고찰해 볼 수 있는 지표는 지역의 1인

당 GDP이다. 중부지역의 1인당 GDP는 2005년 10,635위안에서 2014년 38,106위

안으로 10년 간 약 27,471위안이 증가했으며, 10년 증가율은 258.3%로 같은 기

간 전국의 10년 증가율 22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각 성별로 고찰해 보

면 2014년 1인당 GDP는 호북성, 호남성, 하남성, 산서성, 강서성과 안휘성의 순

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호북성의 성장이 가장 빠르다. 호북성의 경우 1인

당 GDP는 2005년 11,431위안에서 2014년에는 47,124위안으로 10년간 35,693위

안이나 증가하였고 10년 증가율은 312.2%에 이르러 중부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300%를 넘었다. 10년 증가율을 살펴보면 산서성과 하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성은 전국수준(228.0%)보다 높게 나타났다.



- 25 -

1인당 GDP

2005 2014 증가액 증가율

산서성 12,495 35,064 22,551 180.5
안휘성 8,670 34,427 25,757 297.1

강서성 9,440 34,661 25,221 267.2
하남성 11,346 37,073 25,727 226.7

호북성 11,431 47,124 35,693 312.2
호남성 10,426 40,287 29,861 286.4

중 부 10,635 38,106 27,471 258.3

전 국 14,185 46,531 32,346 228.0

자료: 2005-2014년 중국 통계연감 각 년도.

Table 8 중부 6성의 1인당 GDP

     단위: 위안, %

Fig. 2 중부지역 6성의 1인당 GDP 추이 (2005-2014년)

지역의 1인당 GDP 증가율이 이처럼 전국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나는 점은 중부굴기가 중부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

였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Fig.2에서 보듯이 2005-2011년까지 

중부 6성의 1인당 GDP는 전국수준보다 모두 낮았는데 2012-2014년까지 호북성

만 전국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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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지역의 재정수입

지역의 재정수입은 지역의 기초시설투자와 생태환경의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는 등, 사회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지역재정수입 지표를 통해 중부굴기전략의 정책성과를 확인해 본다.

Table 9를 보면, 중부지역의 재정수입은 2005년 2,264억 위안에서 2014년 

13,485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국의 재정수입에서 점하는 비중은 

7.2%에서 9.6%로 상승했다. 10년 증가율도 495.6%로 전국의 343.5%보다 높았다. 

중부지역 재정수입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22.5%로 전국의 18.4%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중부굴기 실시 이후 10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강서성으로 약 643.9%나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24.9%였다. 다음으

로는 호북성으로 582.7%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23.1%에 달했다. 안휘성

도 같은 기간 564.1%의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23.5%를 기록하여, 중부 6

개성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증가를 보인 지역은 산서

성으로 같은 기간 394.6% 증가에 그쳤으며, 하남성은 같은 기간 408.9%증가에 

머물렀으며, 같은 기간 호남성도 472.2%에 머물렀다. 하지만 중부 지역은 전국

의 증가율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보면 중부굴기전략 실시 이후 중부지역의 빠른 재정수입증가는 지역의 

시설투자와 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더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여

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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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14 증가액 증가율
연평균

성장률

산서성 368(16.3) 1,820(13.5) 1,452 394.6 25.3
안휘성 334(14.7) 2,218(16.4) 1,884 564.1 23.5

강서성 253(11.2) 1,882(14.0) 1,629 643.9 24.9
하남성 538(23.8) 2,738(20.3) 2,200 408.9 20.5

호북성 376(16.6) 2,567(19.0) 2,191 582.7 23.1
호남성 395(17.4) 2,260(16.8) 1,865 472.2 21.5

중 부 2,264(7.2)* 13,485(9.6)* 11,221 495.6 22.5
전 국 31,649 140,350 108,701 343.5 18.4

* 전국 비중임. 나머지 괄호안의 수치는 중부지역에서 각성이 점하는 비중

임. 

자료: 2005-2014년 중국 통계연감 각 년도.

Table 9 중부 6개성의 재정수입

단위: 억 위안, %

4.2.2 공업화의 추이와 발전추세 

한 지역의 공업화 수준은 그 지역의 경제적 발전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

는 또 다른 지표이다. 여기서는 중부굴기전략의 실시가 중국 중부지역 공업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공업 부가가치와 산업구

조 및 고정자산투자의 세 가지 지표를 선택하여, 중국 중부지역 공업화의 진행 

추이를 고찰해 본다.

4.2.2.1 공업 부가가치

한 지역의 공업화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초적인 지표로는 공업총생

산(工业总生产)과 공업 부가가치(工业增加值)를 들 수 있다. 중국통계연감(2009

년)의 통계작성지침에 따르면, 공업총생산 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 

생산된 공업 생산 활동의 총체적인 성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완(반)제

품의 가치, 대외가공비 수입, 반제품의 기말 기초 차액가치를 포함한다. 이에 

비해 공업 부가가치 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들이 행한 공업생산의 최종 결

과만을 화폐로 표현한 것으로 공업총생산에서 중간투입물을 뺀 후 부가가치세

를 더한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한 지역의 공업화 수준의 발전 정도를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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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하게 반영해 주는 지표는 공업 부가가치이다.(최성일, 2010, 33-34).

중부지역의 공업 부가가치는 2005년 1조 3,828억 위안에서 2014년 6조 622억 

위안으로 증가액만 4조 6,794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성장률은 연평균 18.4%로 

전국의 10.1%보다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 고찰해 보아도 2014년 공업 부가가치

는 2005년에 비해 대부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액 측면에서는 하남성이 10

년 간 1조 981억 위안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호북성(9,476억 위안), 호남성

(8,550억 위안), 안휘성(7,819억 위안), 강서성(5,539억 위안), 산서성(4,429억 위

안)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장률의 측면에서 안휘성이 23.1%로 가장 높았

으며, 그 외 약 20%가까운 성장률 보이는 곳으로는 호북성(21.8%) 뿐이었다. 하

남성의 경우 2005년에는 공업 부가가치가 4,923억 위안으로 중부 6성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2014년에도 공업 부가가치는 여전히 중부 6성 가운데 첫 번째

였다. 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중부 6성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05 2014

GDP에서 점하는 비중

증가액
연평균

성장률2005 2014
비중

변화

산서성 1,757 6,186 41.5 48.5 7.0 4,429 17.3
안휘성 1,484 9,303 27.7 44.6 16.9 7,819 23.1

강서성 1,456 6,995 35.9 33.6 -2.3 5,539 17.3
하남성 4,923 15,904 46.5 45.5 -1.0 10,981 14.7

호북성 2,008 11,484 30.5 41.9 11.4 9,476 21.8
호남성 2,200 10,750 33.4 39.7 6.3 8,550 16.0

중 부 13,828 60,622 37.0 43.7 6.7 46,794 18.4
전 국 76,190 227,991 41.2 35.6 -5.6 151,801 10.1

자료: 중국통계연감 

Table 10  중부 6성의 공업 부가가치

단위: 억 위안, %

공업화의 이러한 발전은 중부지역의 GDP에서 점하는 공업 부가가치 비중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부지역 전체로는 2005년 37.0%에서 2014년 43.7%로 증

가하였으며 10년간 6.7%p 만큼 비중이 증가했다. 이러한 비중변화는 같은 기간 

전국의 -5.6%p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고찰하면 안휘성이 2005년 27.7%

에서 2014년 44.6%로 증가하여 16.9%p의 비중변화를 보였고, 호북성(1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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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7.0%p), 호남성(6.3%p), 하남성(-1.0%p), 강서성(-2.3%p)의 순으로 비중변

화가 나타났다. 중부지역은 전국의 비중변화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

여주고 있다.

공업화의 발전 수준으로 보면, 중부 6성은 공업화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

를 보이고 있지만 각 성의 공업화수준은 격차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

역의 공업화수준은 3단계로 나눈다. (1) 공업화률 40% 이하는 공업화 초기단계. 

(2) 공업화률 40%-60% 구간은 공업화 중기단계. (3) 공업화률 60%를 이상은 공

업화 국가나 공업화 지역이다.(晏涛, 2012, 58). Fig.3을 보면 2005년에 중부 6성 

중 공업화률이 40%로 높은 성은 산서성과 하남성 뿐이었고 2014년까지 중부 6

성의 공업화률 40%이하는 호남성이 유일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부굴기 이

후 중부지역의 공업화 수준은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 중부 각각 성의 공업화률 변동 추세 (2005-2014년)

4.2.2.2 산업구조변화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서도 공업화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산업구조는 사회의 경제적 진보에 따라 제1차 산업의 비율이 차례로 저

하하고 대신 제2차 및 제3차 산업의 비율이 증대한다. 또한 클라크(C.G. Cl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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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경제의 진보에 따라서 제1차 산업 보다는 제2차 산업이, 제2차 산업

보다는 제3차 산업이 자본 노동력, 소득에 있어서 비중이 증대한다는 경험법칙

을 제시하고 이를 각국의 지료에 의거하여 통계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경제학

사전, 1988, 514).

Table 11는 중부굴기전략을 실시한 후 지난 10년 동안 중부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산업구조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1차 산업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2차 산업 및 3차 산업 비중이 증가하여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중부지역 전체로 보면 2005년 산

업구조는 16.1:46.8:37.1로 나타나 2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

나 아직 1차 산업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14년도에는 그 비중

이 11.1:49.6:39.3으로 나타나 1차 산업의 비중이 5.0%p 하락하고, 2차 및 3차 산

업의 비중이 각각 2.8%p, 2.2%p 상승했다. 같은 시기 중부지역 6성은 1차 산업

의 모두 하락했으며 2차 산업의 경우는 산서성과 하남성을 제외하고 다른 4성

은 상승하였다. 특히 안휘성의 경우에는 중부굴기전략 실시 이후 10년 간 2차 

산업의 비중이 41.6%에서 53.7%로 12.1%p나 증가하였다. 3차 산업 경우는 안휘

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다.

2005 2014 10년간의 변화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산서성 6.3  56.0 37.7 6.2  49.7 44.1 -0.1 -5.3 +6.4

안휘성 17.9  41.6 40.5 11.5 53.7 34.8 -6.4 +12.1 -5.7

강서성 19.0 47.2 33.8 10.7 53.4 35.9 -8.3 +6.2 +2.1

하남성 17.5  52.6 29.9 11.9 51.2 36.9 -5.6 -1.4 +7.0

호북성 16.5  42.8 40.7 11.6  46.9 41.5 -4.9 +4.1 +0.8

호남성 19.4 40.2 40.4 11.6  46.2 42.2 -7.8 +4.0 +1.8

중 부 16.1 46.8 37.1 11.1 49.6 39.3 -5.0 +2.8 +2.2

자료: 중국통계연감. 

Table 11  중부 6성의 산업구조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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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고정자산투자

거시경제에서 투자 및 소비와 수출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세 가지 변수이다. 

중부굴기전략의 주요내용은 농업의 현대화, 에너지 원료기지건설, 현대화 장비

제조업 및 고급기술산업기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촌의 기초시설

을 강화하고, 전력과 전력망을 정비하며, 기술연구개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막대

한 투자를 증가시킬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중부지역의 고정자산투자액로 반영

되어 나타날 것이므로 고정자산 투자액을 변화를 통해 중부굴기전략의 공업화

과정을 고찰해 볼 수 있다. 중부지역의 고정자산투자액은 2005년 16,147억 위안

에서 2014년 124,112억 위안으로 약 107,965억 위안 증가했다. 증가율로는 

668.6%로 전국의 477.6%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5 2014 증가액 증가율
연평균

성장률

산서성 1,827 12,296 10,469 573.0 25.1
안휘성 2,525 21,689 19,164 759.0 30.6

강서성 2,177 15,110 12,933 594.1 28.1
하남성 4,312 30,782 26,470 613.9 28.5

호북성 2,677 22,965 20,288 757.9 27.9
호남성 2,629 21,270 18,641 709.1 28.3

중 부 16,147 124,112 107,965 668.6 28.1
전 국 88,774 512,761 423,987 477.6 23.2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 년도.

Table 12 중부 6개성의 고정자산투자

단위: 억 위안, %

이를 성별로 고찰해 보면 2014년의 경우 하남성(30,782억 위안), 호북성(22,965

억 위안), 안휘성(21,689억 위안), 호남성(21,270억 위안), 강서성(15,110억 위안), 

산서성(12,296억 위안)의 순으로 고정자산투자가 크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이런 절대액은 성의 경제적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크기 때

문에 증가율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

부지역에서 고정자산투자가 가장 크게 증가한 성은 안휘성으로 759.0% 증가했

으며, 다음으로는 호북성(757.9%), 호남성(709.1%), 하남성(613.9%), 강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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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1%), 산서성(57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성장률는 안휘성(30.6%), 하

남성(28.5%), 호남성(28.3%), 강서성(28.1%), 호북성(27.9%), 산서성(25.1%)의 순이

었다. 증가율과 연평균 성장률은 중부지역의 모든 성에서 전국보다 높게 나타

났다. 따라서 중부굴기전략 실시 이후 고정자산투자의 증가는 중부지역의 공업

화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3 주민생활 수준

경제발전의 목표는 무엇보다 주민의 소득수준을 증가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중부굴기의 목표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중부굴기에 따른 경

제발전의 성과는 지역의 도시주민 가처분 소득, 농촌주민 순수입과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3개 주요 지표를 선택하여, 중부굴기전략 실시이후 중국 중부지역 

주민생활수준의 발전 및 변화추세를 고찰한다. 

4.2.3.1 주민소득수준

먼저,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보면, 중부지역 전체로는 2005년 8,831

위안에서 2014년에는 24,838위안으로 10년 동안 214.9%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

국의 증가율 20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안휘성이 10년 동안 

230.7%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강서성(221.5%), 하남

성(216.6%), 호북성(209.8%), 호남성(208.3%), 산서성(204.6%)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증가율에서 전국보다 낮게 나타난 성은 선서성이 유일했다. 연평균 성장

률의 측면에서는 중부 6성은 거의 같은 속도를 성장하였으며, 약 11.9%~12.9%

의 연평균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12.1%)보다 낮은 성장률 

보인 곳은 산서성(11.9%)과 호북성(12.0%) 및 호남성(11.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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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14
년평균 
증가액

10년 
증가율

연평균 
성장률

산서성 8,914 24,069 1,617 204.6 11.9

안휘성 8,471 24,839 1,733 230.7 12.9

강서성 8,620 24,309 1,675 221.5 12.3

하남성 8,668 24,391 1,669 216.6 12.2

호북성 8,786 24,852 1,683 209.8 12.0

호남성 9,524 26,570 1,795 208.3 11.9

중부 8,831 24,838 1,695 214.9 12.2

전 국 10,493 28,844 1,942 206.1 12.1

자료: 중부 6성과 전국의 통계공보.

Table 13 중부 6성의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단위: 위안,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중부 6성의 농민 순수입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농촌주

민 1인당 순수입을 보면 중부 2005년 2,981위안에서 2014년 9,861위안으로 10년 

동안 230.8%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국의 증가율 222.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를 성별로 고찰해 보면, 2014년도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은 역시 호북성이 

10,849위안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증가율 측면에서는 안휘성이 10년 동안 

275.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호북성(250.1%), 하남성(228.0%), 호남성(222.6%), 

강서성(209.8%), 산서성(20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성장률에서는 2개 

지역에서 전국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중부지역 전체로도 전국평

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남성과 안휘성의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14.0%와 

13.8%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4개성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국보다 

모두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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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14
년평균 
증가액

10년 
증가율

연평균 
성장률

산서성 2,891 8,809 622 204.7 11.9

안휘성 2,641 9,916 742 275.5 13.8

강서성 3,266 10,117 716 209.8 12.8

하남성 2,871 9,416 686 228.0 14.0

호북성 3,099 10,849 795 250.1 13.2

호남성 3,118 10,060 722 222.6 13.5

중부 2,981 9,861 714 230.8 13.8

전 국 3,255 10,489 755 222.2 13.6

자료: 2005년-2014년 중부 6성과 전국의 통계공보.

Table 14 중부 6성의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

  단위: 위안, %

도시주민과 농촌주민간의 소득격차를 고찰해 본 것이 Table 15이다. 이를 보

면, 중부지역 전체로는 2005년 도시 및 농촌의 소득격차는 3.0배에서 2014년의 

2.5배로 0.5%p 감소하였다. 이를 성별로 보면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안휘성은 

0.7%p, 호북성은 0.5%p, 호남성은 0.5%p, 산서성은 0.4%p, 하남성은 0.4%p, 강서

성은 0.2%p 순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상에서 볼 때 중부굴기가 시작된 지 10년

이 지난 시점에서 도시 및 농촌주민의 절대적인 소득수준의 차이는 현저하게 

높아지기는 했지만, 상대적인 소득격차는 줄어들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이

는 중부굴기전략 가운데 농업현대화 계획을 통해 식량기지 및 농업과 농촌의 

기초 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농업구조를 빠르게 조정하고, 농업의 산업화 경영

을 추진하여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올리고 농민수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

는 계획의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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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민 

(2005)(A)

농촌주민

(2005)(B)
A/B

도시주민 

(2014)(C)

농촌주민

(2014)(D)
C/D

산서성 8,914 2,891 3.1 24,069 8,809 2.7

안휘성 8,471 2,641 3.2 24,839 9,916 2.5

강서성 8,620 3,266 2.6 24,309 10,117 2.4

하남성 8,668 2,871 3.0 24,391 9,416 2.6

호북성 8,786 3,099 2.8 24,852 10,849 2.3

호남성 9,524 3,118 3.1 26,570 10,060 2.6

중 부 8,831 2,981 3.0 24,838 9,861 2.5

Table 15 도시 및 농촌간의 소득격차

단위: 위안, 배

4.2.3.2 주민소비 수준

주민의 소비 수준은 한 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활력 있게 발전해가고 있는가

에 대한 중요한 지표를 반영한다. 여기서는 중부지역 각 성별 사회소비재 매출

액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비수준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Table 16에서 사회소비재 매출액은 중국전체의 경우 2005년 6조 8,353억 위안

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4년에는 27조 1,896억 위안으로 10년 동안 약 20조 

3,543억 위안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증가율로는 297.8%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약 16.4%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비해 중부지역의 경우에는 2005년 1

조 3,274억 위안에서 2014년 5조 6,146억 위안으로 10년간 약 4조 2,872억 위안 

증가했으며 증가율로는 323.0% 연평균 성장률로는 17.7% 성장한 것이다. 이는 

중부굴기전략 실시 10년간 전국의 경우보다 중부지역의 소비재 매출액이 더 크

게 증가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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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14 증가액 증가율
연평균

성장률

산서성 1,411 5,718 4,307 305.2 21.1

안휘성 1,777 7,957 6,180 347.8 18.2

강서성 1,245 5,293 4,048 325.1 17.5

하남성 3,381 14,005 10,624 314.2 17.5

호북성 2,986 12,449 9,463 316.9 16.7

호남성 2,474 10,724 8,250 333.5 17.9

중 부 13,274 56,146 42,872 323.0 17.7

전 국 68,353 271,896 203,543 297.8 16.4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 년도.

  Table 16 중부 6개성의 사회소비재 총매출액

단위: 억 위안, %

이를 중부지역의 성별로 고찰해 보면, 하남성이 2005년 3,381억 위안에서 

2014년 1조 4,005억 위안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다음으로는 호북성(9,463억 

위안), 호남성(8,250억 위안), 안휘성(6,180억 위안), 산서성(4,307억 위안), 강서성

(4,048억 위안)의 순이었다. 물론 이는 각 성의 경제력 규모를 반영하고 있기 때

문에 성별 소비재 매출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증가율과 연평균 성장률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증가율로 보면 안휘성이 같은 기간 347.8%로 가장 크게 

증가하지만 다른 5개성의 증가율도 모두 300% 이상으로 높았다. 연평균 성장률

은 산서성이 21.1% 증가했으며 6개성 가운데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

하여 전국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중부지역의 모두 높게 나타났다.

4.3 동·중부 지역 간 발전 격차

중부굴기전략의 주요목표는 농업의 현대화, 에너지 원료기지화, 장비제조업 

및 기술산업기지 건설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목표가 설정된 

배경에는 다른 지역 특히 동부지역과의 발전격차를 줄여 전반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려는데 있다. 중부지역이 동부지역과의 발전격차가 크게 나타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책적 혜택이

다. 중국정부는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불균형”발전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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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해지역에 다각적인 혜택을 주

었으며, 투자정책, 세수면제, 재정자주권 등을 포함하는 특혜를 통해, 동부지역

에 국내외 자원과 생산요소를 유치하는 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그 지역이 빠르

게 발전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지리적 이점이다. 동부지역은 연해지역을 끼

고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접근성이 좋아 수출기지를 유치하기에 유리했고, 이

러한 지리적 조건은 동부지역이 대외개방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했다. 셋째, 

요소의 집중적 투입이다. 개혁개방 초기에 투자가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

어짐으로써 이후 동부지역은 이로 인해 형성된 누적적인 우위를 지니게 되었

다.(肖灿夫，2008, 65-67). 

이러한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동부지역과 여타지역은 그동안 상당한 발전

격차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격차로 인해 지역 간 불평등이 증가하였

다. 중국정부는 불평등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으로 해소하기 위해 그동

안 1999년 서부대개발정책으로 서부지역의 발전으로 도모하였고, 2003년 동북

진흥계획을 실시하여 동북지역에 대한 발전을 기획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5에는 중부굴기전략을 실시하여 중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 절에서는 중부굴기전략 실시 이후 10년 동안 중부지역과 동부지역의 발전

격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중부굴기전략의 성과를 상대적인 관

점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4.3.1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

4.3.1.1 지역의 GDP 성장 격차

먼저 동·중부 지역 간의 GDP 성장격차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17에서 각 

지역의 GDP가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았다. 2005년 중부지역의 GDP

는 37,411억 위안으로 전국의 20.3%를 점하였고 동부지역의 경우는 109,925억 

위안으로 전국의 59.4%를 점하였다. 2014년 중부지역의 GDP는 138,671억 위안

으로 전국의 21.9%를 점하였고 동부지역의 경우는 350,053억 위안으로 전국의 

55.2%를 점하였다. 중부굴기전략이 시행된 이후 10년 간 중부지역의 GDP는 약 

270.7%로 증가한 반면, 동부지역의 GDP는 같은 기간 약 218.4%로 증가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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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대액으로 볼 때 동부지역과 중부지역은 격차가 더욱 크

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동부지역과 중부지역간의 GDP

절대액의 차이는 2005년 72,517억 위안에서 2014년에는 211,382억 위안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전국
동부지역 중부지역 동중격차 동중격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절대액 비중

2005 184,576 109,925 59.4 37,411 20.3 72,514 39.1

2006 217,247 129,198 59.7 43,581 20.1 85,617 39.6

2007 268,631 154,030 57.9 52,970 19.7 101,060 38.2

2008 318,737 180,417 57.4 64,430 20.2 115,987 37.2

2009 345,046 196,674 57.7 70,577 20.5 126,097 37.2

2010 407,138 232,031 57.8 85,960 21.1 146,071 36.7

2011 479,576 271,355 57.4 104,475 21.8 166,880 35.6

2012 532,872 295,892 55.5 116,277 21.8 179,615 33.7

2013 583,197 324,765 55.7 127,874 21.9 196,891 33.8

2014 634,043 350,053 55.2 138,671 21.9 211,382 33.3

10년

증가율
246.4 218.4 270.7

자료: 중국통계연감.

Table 17 동·중부 지역  GDP 변화

단위: 억 위안, %

다음으로 Fig.4에서 지역별 전년대비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중부지역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2006년경까지는 동부지역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2007년부터는 동부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GDP의 절대액에

서는 중부굴기전략 이후 2014년까지 동·중부지역간의 격차가 계속적으로 확대

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성장률의 추이에서는 적어도 2007년 이후에

는 중부지역의 성장률이 동부지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중부굴기전략

의 성과로 인해 동·중부지역 간 격차의 축소를 전망해 볼 수 있다.7) 이러한 

전망은 동부지역과 중부지역의 지역 GDP가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의 차이를 통

7) Fig.4에서 보면 2006-2014년까지 중부지역의 GDP 성장률이 서부지역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부굴기전략의 실시기간이 서부대개발사업보다 짧고 서부지역의 경제총량, 

기초시설의 건설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발전의 기초가 이미 마련되었기 때문이다.(晏涛，

201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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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 동·중 격차의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비중으로 본 동·중 격

차의 추이는 2005년 39.1%p에서 2014년에는 33.3%p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

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06년경부터 중부굴기전략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성과가 지

역의 GDP에 반영됨으로써 이때부터 비중으로 본 동·중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지역 GDP 수준에서는 향후 동·중부 지역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GDP 수준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이하에서 

고찰하게 될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Fig. 4 지역별 전년대비 GDP 성장률 추이(2006-2014년)

4.3.1.2 1인당 GDP 지역 격차

지역 GDP에서 전망해 본 2005년 중부굴기전략 이후 지역 소득 격차의 감소 

추세는 1인당 GDP수준의 변화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Table 18에서 중

부지역의 1인당 GDP는 2005년 10,635위안에서 2014년 38,106위안으로 증가하였

으며, 같은 기간 동부지역의 1인당 GDP는 27,387위안에서 72,409위안으로 증가

하였다. 2005년 중부지역의 1인당 GDP는 동부지역의 38.8% 수준이었으며, 절대

액 면에서는 16,752위안의 격차가 있었다. 2014년에는 절대액으로는 34,303위안

으로 격차가 크게 높아졌지만 비중으로 보면 52.6%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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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는 중부지역의 1인당 GDP 증가율이 동부지역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부지역의 동부지역대비 1인당 GDP 비중

은 2005년 38.8%에서 2014년에 52.6%으로 1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추세 역시 지역 GDP 격차 변화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일 것으로 생

각된다. 중부지역 1인당 GDP의 전국비중이 2005년 75.0%에서 2014년에는 

81.9%로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동부지역과의 격차는 개선되고는 있

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동부대비 1인당 GDP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도 와서야 달성되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동부대비 비중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부굴기전략의 성과로 인한 것이

라고 파악된다. 

전국 동부 중부
전국대비비중 동부대비비중

절대액 비중 절대액 비중

2005 14,185 27,387 10,635 3,550 75.0 16,752 38.8

2006 16,499 31,122 12,181 4,318 73.8 18,941 39.1

2007 20,169 36,166 15,072 5,097 74.7 21,094 41.7

2008 23,708 41,250 18,173 5,535 76.7 23,077 44.1

2009 25,608 43,938 19,828 5,780 77.4 24,110 45.1

2010 30,015 50,584 24,249 5,766 80.8 26,335 47.9

2011 35,181 57,936 29,317 5,864 83.3 28,619 50.6

2012 38,354 62,533 32,462 5,892 84.6 30,071 51.9

2013 41,805 67,834 35,483 6,322 84.9 32,351 52.3

2014 46,531 72,409 38,106 8,425 81.9 34,303 52.6

자료: 중국 통계연감 각 년도.

Table 18 동·중부 지역 간 1인당 GDP 비중 변화

단위: 위안, %

   

4.3.1.3 재정수입의 지역 격차

다음으로는 지역의 기반시설투자를 위한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수입의 동·중 

격차를 고찰해 본다. Table 19을 보면, 중부지역의 재정수입은 2005년 2,264억 

위안에서 2014년 13,485억 위안으로 지난 10년 간 약 495.6% 증가했다. 이에 비



- 41 -

해 동부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8,956억 위안에서 40,808억 위안으로 약 

355.6% 증가했다. 이는 중부굴기전략 실시 이후 10년 간 중부지역의 재정수입

이 동부지역의 재정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으로 본 동·중 격차도 2005년 21.2%p에서 2014년 19.5%p로 줄어든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중부지역 재정수입의 전국비중 추이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부지역 재정수입의 전국 비중이 2005년 7.2%에서 2014

년에는 9.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전국 동부 중부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 동중격차

동부 중부

2005 31,649 8,956 2,264 28.3 7.2 21.1 

2006 38,760 10,844 2,950 28.0 7.6 20.4 

2007 51,322 14,053 3,591 27.4 7.0 20.4 

2008 61,330 16,729 4,405 27.3 7.2 20.1 

2009 68,518 19,057 5,040 27.8 7.4 20.4 

2010 83,102 23,005 6,371 27.7 7.7 20.0 

2011 103,874 28,741 8,496 27.7 8.2 19.5 

2012 117,254 32,678 10,326 27.9 8.8 19.1 

2013 129,210 36,752 12,035 28.4 9.3 19.1 

2014 140,350 40,808 13,485 29.1 9.6 19.5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 년도.

Table 19 동·중부 지역 간 재정수입의 전국비중 및 동중격차 추이

단위: 억 위안, %

4.3.2 지역 간 공업화 수준 격차

4.3.2.1 공업 부가가치의 지역 격차

중부지역의 공업 부가가치는 2005년 13,828억 위안에서 2014년에는 60,622억 

위안으로 10년간 약 338.4% 증가했으며, 같은 시기 전국의 공업 부가가치에서 

점하는 비중은 18.1%에서 26.6%로 증가했다. 동부지역은 2005년 48,097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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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14년 144,457억 위안으로 약 200.3% 증가하였으며, 전국에서 점하는 비

중은 63.1%에서 63.4%로 약간 증가했다. 이는 중부굴기전략 실시 이후 10년간 

중부지역의 공업 부가가치 성장 폭이 동부지역의 약 1.7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

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부굴기전략의 실시 이후 중부지역의 공업

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전국 동부 중부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 동중격차

동부 중부

2005 76,190 48,097 13,828 63.1 18.1 45.0

2006 90,351 59,754 16,883 66.1 18.7 47.4

2007 107,367 75,455 21,331 70.3 19.9 50.4

2008 129,112 82,714 27,299 64.1 21.1 42.9

2009 134,625 86,691 29,878 64.4 22.2 42.2

2010 160,030 102,302 38,603 63.9 24.1 39.8

2011 188,572 118,493 49,486 62.8 26.2 36.6

2012 199,860 126,043 53,748 63.1 26.9 36.2

2013 210,689 135,434 58,198 64.3 27.6 36.7

2014 227,991 144,457 60,622 63.4 26.6 36.8

자료: 중국통계연감 및 각 성 통계공보 각 년도.

Table 20 동·중부 지역 간 공업 부가가치 비중의 격차 변화

단위: 억 위안, %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으로 고찰해본 동중격차는 2005년 45.0%p에서 2014년

에는 36.8%p로 약 8.2%p 하락했다. 공업 부가가치의 동중격차를 지난 10년간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면 중부굴기전략 실시 초기에 해당하는 기간인 2007년

까지는 동중격차가 50.4%p로 오히려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부지역 내에

서 공업화의 불균등한 발전과 같은 문제도 있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중부굴기

전략의 주요내용이 농업의 현대화, 에너지원료 기지화, 장비제조업 및 고급기술 

산업 기지 건설 등 주로 농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어서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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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중부굴기전략의 성과는 전략이 실시된 이후 대략 2008년부터 나타

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공업화의 동·중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

으로 여겨진다. 이는 공업 부가가치의 중부지역 전국비중 및 동·중 격차 추이

를 보여주는 Fig.5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5 공업 부가가치의 중부지역 전국비중 및 동중격차 추이

Fig.5는 중부지역의 공업 부가가치가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과 동·중 격차의 

추이를 그린 것이다. 먼저 전국비중을 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계속적으

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고 있다. 다만 2014년에는 전년대비 비중이 약간 감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다. 다음으로 동·중 격

차 추이를 보면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상승한 후에 2008년부터 하락으로 바뀌

었다. 이후 동중격차는 비록 2013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추세적으

로는 계속해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를 통해 중부굴기

전략은 중국 중부지역 공업 부가가치의 생산을 촉진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

할 수 있다.

4.3.2.2 산업구조변화의 지역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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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동부지역의 총생산물로 본 1차, 2차, 3차 산업의 비중은 7.7:51.4:40.9

로 나타났다. 이는 2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으로써 경제발전 과정

에서 공업화가 한참 진행되는 단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2014년 동부지역의 산

업구조는 5.9:43.8:50.3으로 제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변하여 경제발

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부지역의 산업구조는 2005년 16.1:46.8:37.1에서 2011년에는 12.3:53.5:34.1로 

변하여 1차 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든 반면 2차 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4년까지 산업구조는 11.1:49.6:39.3으로 변화하여 1차, 

2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준다. 하

지만 동부지역에 비해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

고 있어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본다면 동부지역에 비해 경제발전의 정도가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별 10년간의 산업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동부지역의 경우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서 각각 1.8%p와 7.6%p 감소한 반면 3차 산업은 9.4%p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에 중부지역의 산업구조는 10년 동안 1차 산업에서 5.0%p감소한 반면 2찬 

산업과 3차 산업에서 각각 2.8%p와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발

전하게 됨에 따라 산업구조는 1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이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중부지역의 

경우는 동부지역에 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과정이 뒤떨어져 있지만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동부지역과 같이 1차, 2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 45 -

전 국 동 부 중 부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2005 11.7 46.9 41.4 7.7 51.4 40.9 16.1 46.8 37.1

2006 10.7 47.4 41.9 7.0 51.5 41.5 14.7 48.7 36.6
2007 10.4 46.7 42.9 6.8 50.8 42.4 14.4 49.5 36.1

2008 10.3 46.8 42.9 6.7 50.7 42.6 14.2 50.5 35.2
2009 9.9 45.7 44.4 6.5 49.3 44.1 13.6 50.4 36.0

2010 9.6 46.2 44.2 6.3 49.4 44.3 13.0 52.4 34.6
2011 9.5 46.1 44.3 6.2 48.8 44.9 12.3 53.5 34.1

2012 9.5 45.0 45.5 6.2 47.8 46.0 12.1 52.8 35.1
2013 9.4 43.7 46.9 5.9 46.2 47.9 11.4 50.7 37.9

2014 9.2 42.7 48.1 5.9 43.8 50.3. 11.1 49.6 39.3
10년변화 -2.5p -4.2p +6.7p -1.8p -7.6p +9.4p -5.0p +2.8p +2.2p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 년도.

Table 21 지역별 산업구조변화의 추이

단위: %

구분 전국 동부 중부

2005

1차 산업 11.7 7.7 16.1

2차 산업 46.9 51.4 46.8
3차 산업 41.4 40.9 37.1

2014

1차 산업 9.2 5.9 11.1

2차 산업 42.7 43.8 49.6
3차 산업 48.1 50.3 39.3

10년 변화
1차 산업 -2.5p -1.8p -5.0p
2차 산업 -4.2p -7.6p +2.8p

3차 산업 +6.7p +9.4p +2.2p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 년도.

Table 22 지역 간 산업구조변화의 격차

단위: %

4.3.2.3 고정자산투자의 지역 격차

유형고정자산의 투자에 대한 동·중 격차를 고찰하기 위해 Table 23을 보면, 

2005년 중부굴기전략을 실시한 후에 중부지역의 유형고정자산투자의 전국비중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5년 18.2%에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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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로 상승했다. 반대로 동부지역의 경우 2005년의 51.4%에서 2014년에는 

40.3%까지 11.1%p 떨어졌다. 이것은 중부굴기전략이 중부지역에 대한 유형고정

자산투자 방면에서 정책적으로 더 많은 배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에 따라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동·중 격차도 2005년 33.2%p에서 2014년에는 

16.1%p까지 크게 하락했다.

전국 동부지역 중부지역
전국비중

동중격차
동부 중부

2005 88,774 45,626 16,147 51.4 18.2 33.2

2006 109,998 54,637 20,898 49.7 19.0 30.7

2007 137,324 64,876 27,746 47.2 20.2 27.0

2008 172,828 77,735 36,695 45.0 21.2 23.8

2009 224,599 95,548 49,852 42.5 22.2 20.3

2010 251,684 115,854 62,891 46.0 25.0 21.0

2011 311,485 130,262 70,824 41.8 22.7 19.1

2012 374,695 151,922 86,614 40.5 23.1 17.4

2013 446,294 179,096 105,739 40.1 23.7 16.4

2014 512,761 206,454 124,112 40.3 24.2 16.1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 년도.

  Table 23 중부지역 고정자산투자총액 비중의 동중격차 변화

단위: 억 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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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중부지역 고정자산투자총액 비중의 동중격차 변화

4.3.3 지역 간 주민생활수준 격차

4.3.3.1 도시주민의 소득 격차

중부굴기전략 이후 전국 및 동부대비 중부지역의 주민소득의 격차를 고찰해 

보기 위해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과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의 절대액 및 

상대적 비중의 추이를 고찰해 본다. 

Table 24에서 보면 중부지역의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05년 8,831위

안에서 2014년 24,838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기 동부지역은 13,262위안

에서 34,434위안으로 증가했다. 중부지역의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전국 

및 동부대비 격차는 절대액으로 2005년의 전국대비 1,662위안과 동부대비 4,431

위안에서, 2014년에는 각각 4,006위안과 9,596위안으로 증가했다. 이는 절대액의 

측면에서는 중부지역의 소득이 전국 및 동부지역에 비해 격차가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비중으로 보면 2005년 중부지역은 전국의 약 84.2%, 동

부지역의 약 66.6%에서 2014년에는 각각 86.1%와 72.1%로 증가했다. 전국대비 

비중과 동부대비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지역과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있

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부굴기전략의 실시 이후 전국과 동부의 절대액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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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가했지만, 상대적 비중이 하락함으로써 중부지역의 도시주민 소득은 중부

굴기전략 이후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부굴

기전략은 도시주민 소득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결과는 중부굴기전략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결과가 주민소득의 증가

로 빠르게 연결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전국 동부 중부
전국대비비중 동부대비비중

절대액 비중 절대액 비중

2005 10,493 13,262 8,831 1,662 84.2 4,431 66.6

2006 11,759 14,894 9,911 1,848 84.3 4,983 66.5

2007 13,786 16,908 11,586 2,200 84.0 5,322 68.5

2008 15,781 19,228 13,197 2,584 83.6 6,031 68.6

2009 17,175 20,957 14,321 2,854 83.4 6,636 68.3

2010 19,109 23,298 15,912 3,197 83.3 7,386 68.3

2011 21,810 26,462 18,273 3,537 83.8 8,189 69.1

2012 24,565 28,930 20,650 3,915 84.1 8,280 71.4

2013 26,955 31,632 22,694 4,261 84.2 8,938 71.7

2014 28,844 34,434 24,838 4,006 86.1 9,596 72.1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 년도.

Table 24 중부지역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격차 변화

단위: 위안, %

4.3.3.2 농촌주민의 소득 격차

Table 25를 보면, 중부지역의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은 2005년 2,981위안에서 

2014년 9,861위안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시기 동부지역은 5,123위안에서 14,964

위안으로 증가했다. 중부지역의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의 전국 및 동부대비 격

차는 절대액으로 2005년의 전국대비 274위안과 동부대비 2,142위안에서, 2014년

에는 각각 628위안과 5,103위안으로 증가했다. 이는 절대액의 측면에서는 중부

지역의 소득이 전국 및 동부지역에 비해 격차가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그러

나 이를 비중으로 보면 2005년 중부지역은 전국의 약 91.6%, 동부지역의 약 

58.2%에서 2014년에는 각각 94.0%와 65.9%로 증가했다. 이는 중부굴기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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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이후 전국과 동부의 절대액 격차는 증가했지만, 상대적인 비중은 하락함

으로써 중부지역의 농촌주민 소득은 도시주민소득과 마찬가지로 중부굴기전략 

이후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부굴기전략은 

농촌주민 소득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동부 중부
전국대비비중 동부대비비중

절대액 비중 절대액 비중

2005 3,255 5,123 2,981 274 91.6 2,142 58.2

2006 3,587 5,656 3,301 286 92.0 2,355 58.4

2007 4,140 6,396 3,846 294 92.9 2,550 60.1

2008 4,761 7,239 4,437 324 93.2 2,802 61.3

2009 5,153 8,044 4,763 390 92.4 3,281 59.2

2010 5,919 9,127 5,465 454 92.3 3,662 59.9

2011 6,977 10,704 6,466 511 92.7 4,238 60.4

2012 7,917 12,051 7,361 556 93.0 4,690 61.1

2013 8,896 13,357 8,291 605 93.2 5,066 62.1

2014 10,489 14,964 9,861 628 94.0 5,103 65.9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 년도.

Table 25 중부지역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의 격차 변화

단위: 위안, %

4.3.3.3 주민 소비수준의 격차

주민의 소비 수준은 한 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활력 있게 발전해가고 있는가

를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이다. Table 26을 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소비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2014년에 중국 사회 소비품의 소매총액이 

271,896억 위안에 달하여 연평균 약 16.6% 성장하였다. 2014년도 사회소비재 총

매출액이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은 동부지역의 경우 51.8%로 2005년의 54.3%에 

비해 2.5%p 줄어들었고 중부지역의 경우는 2005년 19.4%에서 2014년 20.6%로 

약 1.2%p 증가하였다. 절대적인 격차로 보면, 2014년 중국 동·중부 지역 사회

소비품 소매총액은 84,804억 위안의 차이가 나타나, 2005년의 23,875억 위안보

다 차이가 오히려 더 커졌다. 하지만 상대적인 격차로 보면, 2005년에 중국 중

부지역 사회 소비품 소매총액은 동부지역의 35.7%를 해당하였으나, 2014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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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율이 39.8%로 상승하였다.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의 격차로 본 동중격차는 

2005년 34.9%p에서 2014년에는 31.2%p로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동부지역 대

비 중부지역의 사회소비재 총매출액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동부지역 대비 중부지역의 비중은 2005년 35.7%에서 꾸준히 비

중이 증가하여 2014년에는 39.8%로 상승하였다.

전국 동부 중부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

동중격차
동부 중부(대동부비중)

2005 68,353 37,149 13,274 54.3 19.4(35.7) 34.9

2006 79,145 42,996 15,403 54.3 19.5(35.8) 34.8

2007 93,572 50,592 18,394 54.1 19.7(36.4) 34.4

2008 114,830 61,706 22,756 53.7 19.8(36.9) 33.9

2009 132,678 71,059 26,409 53.6 19.9(37.2) 33.7

2010 156,998 83,862 31,330 53.4 20.0(37.4) 33.4

2011 183,919 97,651 36,957 53.1 20.1(37.8) 33.0

2012 210,307 110,666 42,672 52.6 20.3(38.6) 32.3

2013 242,843 126,380 49,853 52.0 20.5(39.4) 31.5

2014 271,896 140,950 56,146 51.8 20.6(39.8) 31.2

연평균

성장률
16.6 16.0 17.4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 년도.

Table 26 중부지역의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의 전국비중

단위: 억 위안, %

이처럼 비록 절대액에서는 동·중 격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적어도 상대적인 

수준에서는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5-2014년 10년

간 중부굴기전략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본다면 중부굴기전략을 실시한 이후 중부지역의 

경제사회는 빠르게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앞에서 고찰해 보았듯이 주요 경제

사회 발전지표도 전반적으로 제고되었기 때문에 중부굴기전략은 초보적인 효과

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부지역의 경제발전 속도와 실력이 증가하여 

경제총량 면에서 전국 평균수준과의 격차가 줄어들어 중부굴기의 모습이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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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晏涛，2012, 112)  

중부지역의 경제총생산량과 1인당 GDP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적 

총생산량으로 볼 때, 중부굴기전략의 실행이후 중부지역의 국민경제는 지속적

이고 균일하게 성장하는 추세를 실현하였다. 경제 총생산량이 중국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중부굴기전략을 실행하기 이전보다 높아졌다. 중부지역의 고정

투자, 사회소비도 모두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고정자산투자의 속도를 연구

해볼 때, 중부는 동부보다 더 빠르다. 이것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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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평가

지금까지 중국의 중부굴기전략 실시 이후 10년간의 성과를 중부지역이 얼마

나 경제발전을 달성했는가 하는 측면과 다른 지역, 특히 동부지역과의 경제적 

격차가 어떻게 변화했나 하는 두 가지 시각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것을 종합하여 중부굴기전략을 실시한 이후 10년간의 성

과를 평가하고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성장의 지표로서 사용한 지역 GDP와 지역의 1인당 GDP 및 재정수

입의 측면을 고찰 본 결과, 중부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굴기전략의 성과로 인

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역의 GDP는 2005년 

37,411억 위안에서 2014년 138,671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약 11.9% 성

장했는데, 이는 전국의 경우보다 2.6%p 높은 것이다. 1인당 GDP는 같은 기간 

10,635위안에서 38,106위안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정수입은 같은 

기간 2,264억 위안에서 13,485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22.5%로 전국평

균보다 4.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업화의 성과지표로서 사용한 공업 부가가치,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정자산투자를 고찰해 보았다. 중부지역의 공업 부가가치가 2005년 13,828억 

위안에서 2014년 60,622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8.4%로 전국

의 경우보다 8.3%p 높게 나타났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중부지역은 2005년 

산업구조가 16.1:46.8:37.1에서 2014년에는 11.1:49.6:39.3로 변화했는데, 1차 산업

은 5.0%p 하락하고 2차, 3차 산업은 각각 2.8%p, 2.2%p 상승하여 공업화가 증가

되었다. 고정자산투자를 보면 2005년 16,147억 위안에서 2014년 124,112억 위안

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28.1%로 전국의 경우보다 4.9%p 높게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소득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중부지역의 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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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 1인당 평균 소득 및 소비수준을 고찰해 보았다. 도시주민 소득의 경

우 2005년 8,831위안에서 2014년 24,838위안으로 상승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2.2%로 전국의 경우보다 0.1%p 높게 나타났다. 농촌주민 소득의 경우 2005년 

2,981위안에서 2014년 9,861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3.8%로 전국

의 경우보다 0.2%p 높게 나타났다. 주민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으로 주민소득수

준은 2005년 13,274억 위안에서 2014년 56,146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7.7%로 전국의 경우보다 1.3%p 높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중부굴기전략의 실시에 따른 10년간의 경제적 성과를 고찰해 본 결

과 모든 지표에서 전국평균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중부지역의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부굴기전략은 지난 10년간 일정한 성과를 올린 것

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중부굴기전략의 목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부지역

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경제격차가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알기 위해 동부지역과 중부지역간의 비교분석도 실시하였

다. 

먼저, GDP 변화를 보면 동·중부지역이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의 격차는 2005

년 39.1%에서 2014년의 33.3%로 5.8%p 줄어들었다. 중부지역의 1인당 GDP가 

동부지역에서 점하는 비중은 2005년의 38.8%에서 2014년 52.6%로 13.8%p 증가

하였다. 동·중부지역의 재정수입이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의 격차는 2005년 

21.1%에서 2014년 19.5%로 1.6%p 약간 줄어들었다. 이상으로 이 3가지 지표를 

통해 고찰해 본 결과 동·중부지역의 경제성장격차는 중부굴기전략이 실시된 

지난 10년간 꾸준히 줄어들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공업화 수준격차를 고찰해 보면, 동·중부지역이 전국에서 점하는 

공업 부가가치 비중은 2005년 45.0%에서 2014년 36.8%로 8.2%p 줄어들었다. 산

업구조의 경우 중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과정이 뒤떨어져 

있지만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동부지역과 같이 1차, 2차 산업의 비중이 줄

어들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정자산투자총

액은 동·중부지역이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의 격차는 2005년 33.2%에서 2014년 

16.1%로 17.1%p 줄어들었다. 이상과 같이 공업화의 3가지 지표를 통해 고찰해

본 동·중 격차의 추이를 볼 때 중부굴기전략 이후 동부지역과의 경제적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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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 수준 격차를 보면 도시주민 소득의 경우 동부지역 대비 

중부지역의 소득비중은 2005년 66.6%에서 2014년 72.1%로 5.5%p 증가했으며, 

농촌소득의 경우는 2005년 58.2%에서 2014년 65.9%로 7.7%p 증가했다. 사회소

비재 총매출액의 경우 동·중부지역이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의 격차는 2005년 

34.9%에서 2014년 31.2%로 3.7%p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주

민생활수준에서도 중부굴기전략 이후 동부지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먼저 중부지역의 경제지표는 중부굴

기전략 실시 이후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중국의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

에 중부굴기전략이 중부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

다. 또한 지금까지 고찰한 세 가지 지표 즉 경제성장, 공업화, 주민수입의 측면

에서 고찰해 보아도 중부굴기전략 실시 이후 동부지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부굴기전략이 본 괘도에 올라가면서 

동부지역과 중부지역의 경제적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

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를 두고 중부굴기전략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에

는 이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중부굴기전략은 중부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오는 동시에 동·중부지역 간의 격차를 서서히 해소해 가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부굴기전략의 실시를 통해 지난 10년간 이상과 같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향

후 전략의 성과를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으로 생각된다. 먼저, 지난 10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부 6성이 기본적으로 

산업구조가 비슷하여 성간 비교우위를 통한 특화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향후 

전략의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각 성별 특화를 통해 중복투자를 줄이고 규

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략 실시 이후 10년 

동안의 산업구조 고도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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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

으나 3차 산업의 비중이 전국의 경우보다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3

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부지역은 중국에서도 농

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농업의 발전이 중부 지역의 발

전에 중요하다. 특히 삼농문제의 해결은 향후 중부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관건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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