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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주시의 대외무역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Policy on Foreign Trade of Zhengzhou

펑지리*, 김영민**

Feng Ji Li, Young-Min Kim

요 약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동·서부 지역의 경제가 중부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한 반면 중부 지역은

경제발전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00년대 들어 지역 경제 발전 균형 등의 차원에서 중부 지역의 발

전이 국가 차원에서 거론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 정주시가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활용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정주시의 대외무역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정주시 항공항 경제종합 실험구 발전 계획(2013-2025년)”이 수립되

었으며 일대일로(一带一路, One Belt and One Road)이 건설되면서 5개 노선 중 2개 노선이 정주시를 관통하고 있

다. 또한, 중국 정주시 수출입 총액은 2018년 622억 달러로 2009년에 비교하여 약 10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주

시는 중부 6개 성도(장사, 남창, 우한, 합비, 태이위안) 중 수출입총액이 2009년에는 가장 낮았으나 현재는 가장 수출

입 규모가 크다. 또한, 정주시는 국내외 여객 및 화물수송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육로, 수로, 항공 등의 다양한 물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주성분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에서도 정부 정책이 대외무역(수출입 총액)에 직접적으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정주시의 사례는 지역 특성을 살린 정부 정책이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정주시, 항공항 경제종합 실험구, 일대일로, 주성분 회귀분석(PCA)

Abstract Since China opened its door to the world in 1978, its economic development had been concentrated in 
the Eastern and Western area compared with the middle area. From 2000s, the Chinese government started to 
develop the middle area in terms of balanced development. With this goal, “Plan on Zhengzhou Airport 
Economy Zone”, and “One Belt and One Road” has implemented in Zhengzhou, where is the an important 
traffic center in middle area. 
Meanwhile, the foreign trade of Zhengzhou has been increased about 10 times between 2009 and 2018. In 
particular, its growth is the fastest among six central cities in 2018 from the lowest in 2009.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Chinese government policy has an effect on the foreign trade of Zhengzhou. 
We find that based on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the government 
policie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Zhengzhou's foreign trade. It is meaningful that the 
government policy focused on the advantage of Zhengzhou contributes its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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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연해 지역 개방,

서부 대개발, 동북 노후 공업기지 진흥 등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동·서부 지역의 경제가

중부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부 지역이 경제발

전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00년대 들

어 지역 경제 발전 균형 등의 차원에서 중부 지역의 발

전이 국가 차원에서 거론되었다(Chen and Jin, 2020).

중부 내륙에 위치한 하남성은 중국에서 인구가 가

장 많은 성(省)으로, 하남성의 수도인 정주시는 중화 민

족의 최초 집거지 중 하나이며 중국 고대 수도로 유구

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정주시는 중국의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중심지이며 중국의 국도 및

철도가 교차하고 여객 및 화물 운송 센터가 집산되어

있는 대표적인 ‘교통 허브 지역’이다. 특히, 2013년 “정

주시 항공항 경제종합 실험구 발전 계획(2013-2025년)”

가 국무원에서 승인되어 국가급 항공항 경제종합 실험

구가 조성되었으며, 같은 해 제18기 제3차 전회에서 제

시된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도 정주시를 관

통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표 1>에서와 같이

정주시의 2009년 수출입 총액은 36억 달러에서 2018년

622억 달러로 약 10배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역의

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09년 정주시 생산총액도

2009년 501억 달러에서 2018년 1,537억 달러로 약 3배

증가하였으며, 산업 구조도 제3차 산업 비중이 2009년

의 42%에서 2018년 54.7%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

다.

특히, 중부 지역 6개 성도(장사, 남창, 우한, 합비, 태

이위안)의 대외무역을 비교해 보면 정주시의 대외무역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2009년 우한

과 합비의 수출입액이 중부 6개 도시 중 정주시가 가장

낮았으나 2012년 358억달러로 급증하면서 중부 6개 성

도에서 가장 수출입 규모가 큰 지역이 되었다[2].

한편, 중국 지역 발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1980년~1990년대에는 연해 지역의 대외무역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심립인(沈立人), 1988; 계숭

위(季崇威), 1989), 2000년 대 이후 경제발전 지역이 서

부 및 중부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최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후의(方旖旎,

2015)은 정주시의 2008년 이후의 대외무역에 대해 처음

으로 분석하였으며, 뢰우(雷宇, 2019)는 일대일로와 항

공항 경제실험구 등에 따른 수출지향형 경제 관점에서

하남성은 개방성 경제 체계를 보완하고 대외무역 발전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정지현(2011)은 중국 중부 지역이 대외 경제발전에서

거대한 잠재력과 활력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충배

(2019)는 일대일로 하에 중국 내륙항 발전의 특징과 패

턴을 도출하였다. 박진희(2014)는 중국 하남성 정주시

에서 폭스콘 등 외국인투자 기업이 정주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주시 전체의 수출액은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정주시가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활용한 중국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

에 따른 정주시의 대외무역 발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항공항 경제종합 실험구(郑州航空港经济综合实验

区) 및 일대일로 등의 정부 정책이 정주시의 교통 및

물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정주시의 대외무역 증가

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은 정주시 대

[1] 중국의 경제 지역은 4대 경제 지역(동부, 서부, 중부, 동북)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부 지역은 중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전체 경제 규모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2] 中国台湾网（2013.1.18.）, 富士康成为郑州市外贸出口“强
引擎”. 대만계 기업 폭스콘이 2010년 정저우에 공장을 세워
지면서 정주시의 대외무역도 증진되었다.

표 1. 정주시 대외무역 현황
Table 1. Foreign trade of Zhengzhou

연도
수입 총액
(십억달러)

수출 총액
(십억달러)

무역의존도

2009 1.4 2.2 7.5%
2010 1.7 3.5 8.7%
2011 6.4 9.6 20.7%
2012 15.6 20.3 41.1%
2013 17.7 25.1 42.0%
2014 19.8 26.7 41.9%
2015 25.8 31.3 48.4%
2016 23.3 31.7 44.8%

2017 25.1 34.6 43.5%
2018 23.2 39.0 41.7%

자료: 정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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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역 관련 정부 정책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정주시

대외무역에 미친 정부 정책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

고 마지막으로 I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정주시 대외무역 관련 정부 정책

1. 정주시 항공항 경제종합 실험구

중국 국무원은 “정주시 항공항 경제종합 실험구 발

전계획(2013-2025년)” 을 비준하였으며(2013년 3월 7

일), 이는 중국내 첫 국가급 공항실험기지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주시는 2025년에 국제 항공 화물 수

송 집산 중심지가 되며 항공 화물 수송량이 약 300만톤

에 달하여 중국에서 화물 수송량이 가장 많고 항공 관

련 첨단 산업이 발달하여 명실상부한 현대적 항공 도시

로 발돋움한다[3].

정주시에 항공항 경제종합 실험구(항공항구)이 건

설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주시의 편리한 교통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정주시(1)와 성내 주변의 8개 도시(신샹,

개봉, 상추, 저우커우, 루하, 낙양, 제원, 자오쭤 등)간

교통이 구축되어 30분 내에 왕래가 가능하다(1+8). 또

한, 중국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베이징-홍콩-마카오 고

속도로, 107번 국도와 베이징-광저우 철도(③), 중국의

동서를 관통하는 롄운강-신장 휘얼귀스 고속도로, 310

번 국도와 롄윈강-간쑤성 란저우 철도(①) 등이 모두

정주시에서 교차한다. 또한 정주시는 베이징-홍콩-주롱

철도(④), 하남성 자오쮜-광시성 남닝 철도(②) 등을 포

함한다. 정주시의 철도는 3개의 횡단 철도(②③④)와 3

개 종단 철도로(⑤①⑥)가 관통하여(三横三纵) 중국 동

서남북의 25개 성과 시에 연결되어 있어 중국 철도의

심장으로 불린다[4].

이와 같은 항공항구의 지리적 이점(중부) 및 교통발

달로 약 1.5시간이면 중국 인구의 60%, 2.5시간이면

90%를 만날 수 있다.

항공항구는 정주시내에 위치하며, 기획 면적은

415km²에 달하고 인구 26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구역

[3] 国家发展改革委. 2013. 「郑州航空港经济综合实验区发展
规划(2013-2025年)」.
https://baike.so.com/doc/8615385-8936360.html

[4] 大河网. 河南铁道部部长刘志军. 2004 「郑州是中国铁路真
正的心脏」. http://www.hnby.com.cn.

이다. 항공항구를 남과 북으로 구분하면, 북측 구역은

항공 물류, IT 디자인, 비즈니스, 살기 좋은 구역이라는

테마로 한 물류 환경, 남측 구역은 가공 제조업을 주축

으로 편리한 산업 환경이 각각 조성되어 임항 물류, 공

업단지, 첨단 기술 산업 단지가 구축되어 있다. 2018년

항공항지역의 신규 계약 프로젝트가 47개가 진행되었

으며 총투자액은 114.6억 달러에 달하였다.

항공항구에는 현재 54개 항공사(국내 항공사 42개,

국제 항공사 12개)가 입주하고 201개 항로(국제선 28개,

도시 109개)가 개통되었다. 또한, 21개의 화물 운송 항

공사가 있으며 화물 운송 항로 34개 중 29개가 국제 화

물 운송 항로이다. 15개의 국제 화물 터미널과도 연결

되어 있다[5].

한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항공항구의 화물 수

송량은 15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객 수송은 1,167만 명에서 2,430만 명에 달하였

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화물 수송 증가율은 전국 1

위를 차지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여객 증가

율은 대형 공항 중에 1위를 기록하였다[6]. 2018년 한

해에만 2735만 명의 여객이 이용하여 중국 내 12위를

차지하였으며, 화물 운송량은 51.5만톤으로 7위를 기록

하였다.

2. 일대일로

2013년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

안함으로써 중국의 중서부 지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과거 실크로드를 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옥준 2015).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실크로드를 연

결하는 무역의 촉진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내륙항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륙항은 내륙

경제 중심 도시의 철도 도로 합류점에 설치되어 화물

하역 및 유휴에 편리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주시는 일대일로 가

지나가는 중요한 도시로 중앙선과 중심선 두 노선이 관

통하고 있다.

[5] 데이터는 정주시 2018년 공보 참조
[6] 중국에 국가급 대형 공항은 정저우 · 칭다오 · 충칭 · 광저
우 · 상하이 훙차오 · 청두 · 창사 · 구이양 · 항저우 · 닝보
· 시안 · 난징·수도 공항 ·베이징 대신 공항 등 14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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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주시-유럽 국제철도 화물열차는 일대일로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정주시에서 시작해 신강 알라산

를 지나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 함부르크에 도착한다. 2013년 7월 18일 정주시-유

럽 국제철도 화물열차 첫 운행되었으며, 전체 운행 기

간은 11~15일로 해운보다 약 20일 단축할 수 있으며 항

공운송보다 약 80% 저렴하다[7].

Ⅲ. 정부 정책이 정주시 대외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1. 변수 및 데이터

항공항구 및 일대일로 등의 중국 정부 정책이 정주

시 대외무역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화물

운송 회전량, 고정 자산 투자, 대외발전 서비스 지출,

정책더미, 환율 등의 변수를 사용한다. 첫째,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운송, 보관, 하역 등의 물류시스

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화물운송 회전량을 사용한다.

화물운송 회전량은 화물 운송량과 화물 평균 운수거리

를 곱하였다(김진삼, 이기수, 2000). 둘째, 정부와 민간

기업의 고정자산투자가 늘어나면 기업의 상품생산 증

가 등으로 이어져 수출입도 늘어나게 된다. 셋째, 정주

시의 대외발전 서비스 지출은 수출입을 확대하고 장려

하기 위한 세제 지원 이외에 수출환급, 수출장려금 등

정주시가 지출한 금액이다. 넷째, 환율은 수출입가격에

[7] 데이터는 정주시-유럽 국제열차 공식 사이트 참조

(http://www.zzguojilugang.com/guojimaoyi/)

영향을 미치므로 변수로 포함하였다. 다섯째, 정부 정책

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주시 항공항구 및 일대일

로 정책이 발표된 2013년을 기준으로 2013년 전에는 0,

2013년 후에는 1을 부과하여 정책 더미로 사용하였다.

즉, 종속변수는 정주시의 수출입 총액(Y)이며, 독립변

수는 화물운송 회전량(TQ), 고정 자산 투자(FI), 대외발

전 서비스 지출(GS), 환율(EX), 정책더미(Dummy) 등

이다. 구체적인 사용변수 및 데이터는 <표 3>과 같다.

2. 주성분 회귀분석 추정 결과

사용변수의 상이한 단위 조정을 위하여 표준화하고,

이들 변수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ty)을 진단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주성분

회귀 분석을 한다(배재영 등, 2012: 368)[9]. 총분산표 및

주성분의 독립변수 가중 계수 행렬 등을 이용하여 구한

최종 추정식 및 주요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10].

[8] 독립변수간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선형회귀 분석을 하면 추
정이 왜곡되어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곽정전·진희진(郭呈
全，陈希镇. 2011: 157)에 따르면, 조건수(최대 고유치/최소
고유치)가 1,000보다 크면 독립변수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있
다. 조건수가 100보다 크고 동시에 1,000보다 작으면 독립변
수간의 다중공선성 관계가 있다. 고유치로 계산한 조건수는
4.46/0.005=892로 1,000보다 작으므로 독립변수 간에는 다중
공선성이 존재한다.

[9]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는 독립
변수의 공분산행렬을 직교분해함으로써 상관되지 않은 주성
분(Prinicipal Component, PC)이라 불리는 새로운 변수로
변환하는 분석기법이다.

표 2. 일대일로의 5대 노선
Table 2. Five lines of ‘One-Belt and One-Road’
명칭 주요 경로

1
북선
A

한국-일본해-블라디보스토크-훈춘-연길-길림-창
춘-몽골국-러시아-유럽

2
북선
B

베이징-러시아-독일-유럽

3
중앙
선

베이징-정주시-시안-우루무치-아프가니스탄-카
자흐스탄-헝가리-유럽

4
중심
선

롄운강-정주시-시안-란주-신장-중앙아시아-유럽

5 남선
천주-복주

해구-광주—북해-콸라룸푸르-콜롬보-콜카타-아
테네-이탈리아

표 3. 변수
Table 3. Variables
사용 변수 변수의 정의

종속변수

수출입총액(Y) 수출입총액(Y)=수입액+수출액

독립변수

화물운송
회전량(TQ)

화물운송 회전량(GT)
= 화물 운송량*화물 평균 운수 거리

고정자산
투자(FI)

정부와 민간의 고정자산 투자금액

대외서비스
발전지출(GS)

수출장려금 등 대외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주시가 지출하는 금액

환율(EX) 100달러 대비 인민폐의 금액

정책더미
(Dummy)

항공항구 및 일대일로 정책이 실시된
2013년 전후를 정책 더미로 사용
(2013년 이전=0, 2013년 이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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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0.102TQ+0.101FI+0.098GS-0.087EX+0.093Dummy

여기에서 Y=대외무역(수출입 총액)

TQ=화물운송 회전량

FI=고정 자산 투자

GS=대외발전 서비스 지출

EX=환율

Dummy=정책더미

첫째, 화물 운송 회전량(TQ)은 수출입 총액에 양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물류 시스

템이 수출입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의미한다. 둘째, 고정

자산 투자(FI)와 대외 발전 서비스 지출(GS)는 수출입

총액에 (+)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의

활발한 투자 및 정주시 정부의 무역촉진을 위한 수출장

려금 등과 같은 지출이 수출입 증가에 기여함을 의미한

다. 셋째, 환율(EX)의 계수(-)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정주시의 수출 못지않게 수입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보인다. 넷째, 정책더

[10] 지면상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추정과정은 생략한다. 관심있
는 독자에게는 별도로 제공가능하다.

미(Dummy)는 수출입 총액에 양(+)의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항공항구 및 일대일로 등 정부 정책이 정주시의

대외무역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

다.

이와 같이 실증분석한 결과, 정주시가 교통 중심지

라는 것을 활용한 정부 정책(일대일로 및 항공항 실험

구)이 정주시의 대외무역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중국은 세계 2위 GDP(14.1조 달러)로 2019년 6.2%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

을 지속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는 낙후된

중부 지역의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

(항공항구 및 일대일로)이 대외무역(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주시의 2018년 수출입 총액은 2009년 대비 약 10

배 증가하였으며, 무역의존도도 7.5%에서 41.7%로 급

증하고 있으며 중부 6개성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항공항구 계획으로 국내외 여객

및 화물수송량도 늘어나면서 항공도시의 면모를 갖추

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대일대로의 5개 노선 중 2

개의 노선(중앙선 및 중심선)이 정주시를 통과하며서

정주시는 육로, 수로, 항공 등 다양한 물류 시스템을 갖

추어 나가고 있다. 특히 주성분 회귀분석을 통하여 이

와 같은 정주시가 교통 허브라는 점을 활용한 정부 정

책이 대외무역(수출입 총액)에 직접적으로 양(+)의 영

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정주시의 사례는 지역 특성을 살린 정부

정책이 지역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

표 4. 데이터
Table 4. Data

수출
입
총액
(Y)
(십억
달러)

화물
운송
회전
량
(TQ)

고정
자산
투자
(FI)
(십억
달러)

대외서
비스
발전지
출(GS)
(백만달
러)

환율
(EX)
(100
달러
대인
민폐)

정책
더미
(Dum
my)

2001 0.99 252.7 4.14 0.01 827.7 0
2002 1.04 266.8 4.77 0.01 827.7 0
2003 1.41 252 7.01 0.02 827.7 0
2004 1.71 270.8 9.10 0.02 827.8 0
2005 1.92 287.7 11.48 0.05 810.1 0
2006 2.47 299.1 14.45 0.22 807.0 0
2007 3.16 332.7 19.14 2.68 780.7 0
2008 4.28 352.9 24.82 4.09 730.0 0
2009 3.60 404.3 32.05 8.72 683.7 0
2010 5.16 439.8 38.60 10.43 682.8 0
2011 15.99 527.1 42.04 13.37 662.2 0
2012 35.83 578.9 51.38 15.28 630.0 0
2013 42.75 620.7 63.13 20.16 629.0 1
2014 46.43 663.2 74.97 22.99 614.3 1
2015 57.03 693.2 89.20 26.57 622.8 1
2016 55.03 715.3 99.06 35.31 664.2 1
2017 59.64 779.2 106.91 41.30 673.7 1
2018 61.51 864.4 110.52 52.00 663.2 1
자료: 정주시 통계 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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