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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7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펼쳐온 중국은 최근 들어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불균등 성장에 

의한 지역 간 경제개발 격차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DMSP-OLS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접경지역의 접경국가별, 권역별 및 도시별 경제성장의 시·공간적 역동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상호보정, 연내보정, 연간보

정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친 영상자료로부터 빛합계지수를 도출하였다. 도시별 빛합계지수에 관한 변동계수, 연간성장률, 복합 

연평균성장률의 시계열 추세와 빛합계지수 중심점의 시·공간적 변화패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접경지역의

권역 간 경제개발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도시별 불균등은 여전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인접 국가 간 지정학적

관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 경제성장의 시계열 변화를 최근까지 살펴보기 위해 향후 연구에는 2013년부터

제공되는 SNPP-VIIRS DNB 영상자료를 함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중국 접경지역, 경제개발 격차, 시·공간적 역동성, DMSP-OLS, 빛합계지수

Abstract : China has opened its doors to foreign countries from late 1970s, and it has experienced tremendous
economic growth in recent years. Meanwhile, an economic-development gap between regions has emerged to 
be a socio-economic issue in the nation.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spatio-temporal dynamics of economic
growth, associated with Chinese border regions, using DMSP-OLS time-series imagery at the scales of neighboring
countries, zones and cities. To do this, the sum of lights was calculated from the satellite images with 
inter-calibration, intra-annual calibration, and inter-annual calibration. In addition, subsequent spatio-temporal 
analyses were made on the basis of coefficient of variation, annual average growth rate, compound annual growth
rate and SOL-weighted centroids. This study found the decrease of economic growth gap between border zones.
On the contrary, it was also revealed that unequal city-level growth in economy still remains in border regions 
of China. Such a socio-economic problem might be influenced by geo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neighboring countries. Both DMSP-OLS and SNPP-VIIRS DNB nighttime imagery would need to be 
incorporated in future research for making spatio-temporal analysis spanned to the most recent year.
Key Words : Border regions of China, Economic development gap, Spatio-temporal dynamics, DMSP-OLS, Sum

of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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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1970년대 말 동부 연해 지역을 

거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자본

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1980~1990년대까지 

이어진 개방정책은 도시개발의 동력으로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2000년대 말 국내총생산과 수출액의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는 등 비약적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박광득, 

2008; 오승렬, 2008; 박인성, 2010; 송준 등, 2010; 윤준상, 

2010).

이처럼 급속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등 

성장에 따른 개발격차의 심화라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Jones et al.(2003)은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지역 간 약 24

배의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약 50배의 지역내총생산 차이

를 보고한 바 있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 이어진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에 따라 동부 연해와 내륙 간 1인당 지역

내총생산 차이가 약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Fan et al., 

2011).

중국 정부는 지역 간 경제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내의 정

치적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11차 5개년 지역개발

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여 전 국토를 동북, 동부 연

해, 중부 및 서부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이근·한동

훈, 2007). 동부 연해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동북·중

부·서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2000년대 초반 동북진

흥,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등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곽복선, 2013). 이는 동-서 간 개발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된 경제발전 및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개발전략으로 볼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역 단위 경제 수준의 시계열 변화는 해당 국

가에서 수집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그러

나 센서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관

련 자료의 획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종종 기구축된 통계

자료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뿐 아니

라 공식 발표된 자료의 신뢰도가 문제시될 수 있는데, 최

근 중국 국내총생산 자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Clark et al., 2018).

인공위성에서 획득된 원격탐사 영상자료를 이용한 연

구는 상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군은 군사적 목적의 기상자료 획득을 위해 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 (DMSP)로 지칭되는 인

공위성을 1962년에 지구 궤도에 발사하였다. DMSP는 

Operational Linescan System (OLS)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

며, 이 센서에 의해 수집된 영상자료는 야간에 전 세계 지

표로부터 방출되는 인공조명 세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다(Elvidge et al., 2007). 주간에 획득된 인공위성 영상자

료가 도시지역 추출에 활용될 수 있으며(정재준, 2012), 

DMSP-OLS 영상자료도 시가화 건조지역의 공간 범위 탐

지, 불투수 지표의 추출, 도시화의 동적 시계열 패턴, 빛공

해 등 도시와 관련한 연구에 활용되었다(김민호, 2014; 

Small et al., 2005; He et al., 2006; Ma et al., 2012; Kim and 

Choi, 2015; Huang et al., 2016).

야간 인공조명 세기를 기록한 인공위성 영상자료는 국

내총생산뿐만 아니라 지역내총생산 등과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이므로 지역 또는 국가별 경제활동 수준의 절대적 평

가 또는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다(Doll et al., 2005). 따라서 

DMSP-OLS 영상자료는 지역별 또는 국가별 경제 수준 및 

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공간자료로서의 성격을 지

닌다(Chen and Nordhaus, 2011; Henderson et al., 2012; 

Keola et al., 2015; Donaldson and Storeygard, 2016; 

Guerrero and Mendoza, 2018). 

이에 본 연구는 DMSP-OLS 영상자료에 기초한 정량지표

를 이용하여 도시별, 권역별 및 접경국가별 등 다중 축척

에서 중국 접경지역의 경제 수준에 관한 동적인 시·공간 

변화패턴과 동일 지표의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상대적 경제

개발 격차의 시계열 추세에 관한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지역 및 자료

1. 연구지역 개관

Hao et al.(2018)은 그림 1(a)와 같이 자연 및 인문환경과 

지정학적 상황을 함께 고려한 지리적 개념을 적용하여 지

급 행정구로 구성된 접경지역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중국 해 등 총 5개 권역으로 구분

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 구분에서 남중국 해 권역과 연안

에 소재한 동북아시아 일부 권역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에 따라 경제성장 및 도시개발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

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중국의 개방정책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그림 

1(b)와 같이 접경지역을 내륙 및 해양으로 구분한 후 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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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재한 행정구역은 선행 연구의 지리적 개념을 적용하

였다. 중국 접경지역의 권역은 야간에 지표를 촬영한 인공

위성 영상자료의 시계열 분석을 위한 공간 단위로 활용되

었다. 5개 권역에는 총 96개의 지급단위 행정구가 속해있

으며, 이 중 49개 행정구는 연해 권역에 소재한다. 동북아

시아 권역은 19개, 동남아시아 권역은 13개, 중앙아시아 

권역과 남아시아 권역은 각각 9개와 6개 지급 행정구역을 

포함한다.

표 1은 인접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 권역

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연해 권역의 49개, 동남아시아 

권역 중 국경을 접하지 않은 2개를 제외한 45개 행정구역

이 내륙에서 이웃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들 중에

서 단일 국가와 국경을 접한 행정구역은 34개, 두 나라와 

접경한 행정구역은 9개 그리고 세 국가와 접한 행정구역

은 1개로 집계되었다. 몽골과 러시아에 인접한 행정구역

의 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남, 미얀마, 카자흐스

탄, 북한의 순이었다.

2. 연구 자료

DMSP에 탑재된 OLS 센서는 가시광선-근적외선과 열적

외선 두 개의 밴드를 제공하며, 이들 자료는 전 세계를 대

그림 1. 중국의 접경지역

(a)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한 권역 구분, (b) 내륙과 해양을 고려한 권역 구분

표 1. 이웃 국가와 국경을 접한 접경권역별 행정구역 수 현황

국가
행정

구역

접경

권역*
국가

행정

구역

접경

권역

북한 3

NEA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1

SA

북한, 러시아 1 네팔, 부탄 1

러시아 8 부탄, 인도 1

러시아, 몽골 1 인도 1

몽골
6 인도, 네팔 1

3

CEA

인도, 미얀마 1

몽골, 카자흐스탄 1 미얀마, 라오스 2

SEA카자흐스탄 3 미얀마 4

키르기스스탄 1 베트남 5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1

* NEA: 동북아시아, CEA: 중앙아시아 SA: 남아시아, SEA: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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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구름과 구름 상부 온도에 관한 정보 획득을 위한 목

적으로 활용되었다. 1970년대 이후 DMSP-OLS 자료는 시

가지의 가로등과 같은 인공조명에서 방출된 인공 빛세기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Croft, 1978). 

OLS 센서는 가시광선-근적외선 밴드에 야간에 지표의 인

공조명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를 기록한다(Elvidge et 

al., 2007). 

극궤도 인공위성인 DMSP-OLS는 고도 830km에서 운용

되며, 약 1km 공간해상도와 약 3000km의 관측 폭으로 야

간에 지표를 탐지한 영상자료를 수집한다. 이 자료는 경도 

–180°~180°와 위도 –65°~75° 공간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괄한다. DMSP-OLS의 디지털 자료를 구축하여 관리하

는 미국 해양대기청 산하 국립환경정보센터(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일 단위 자료로부터 제작된 야간 인공조명 세

기에 관한 연평균자료를 공개한다. 6비트 방사해상도로 

제작된 연평균자료의 개별 화소는 단위가 없는 0~63 사이

의 값을 갖는다. 본 연구는 1992~2013년 기간에 수집된 연

도별 DMSP-OLS 평균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III. 연구 방법

DMSP-OLS 영상은 시계열 분석을 위한 우수한 자료로 

알려져 있으나, 센서 노후화로 인해 동일 지역 화소값의 차

이가 발생하여 영상 간 직접 비교가 어려워진다. 센서 보

정장치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만, DMSP 인공위성에는 관련 장치가 탑재되어 있지 않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 회귀식

에 기초한 Elvidge et al.(2014)의 상호보정모델을 이용한 

전처리 과정을 적용하였다(식 (1) 참조). 


 

  
 

                           (1)

(여기서, DNi,ajusted는 i 연도의 보정된 화소값을, DNi,raw는 i 

연도의 원 합성자료의 화소값을, C0, C1 및 C2는 회귀계수

와 상수를 의미함)

1994년과 1997년~2007년 기간의 각 연도에는 서로 다

른 두 개의 DMSP 인공위성에서 수집된 OLS 영상자료가 

제공된다. 중국 대상의 선행연구에서는 동일 연도의 두 개 

영상자료를 동시에 활용하기 위해 식 (2)의 연내보정모델

에 기초한 전처리 과정을 적용한 바 있다(Liu et al., 2012; 

Xu et al., 2014; Zhang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도 상호

보정 영상자료를 대상으로 연내보정모델을 적용하는 두 

번째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2)

(여기서, DNi,adjusted는 i 연도의 보정된 화소값을 의미하고, 

DNi,Fa와 DNi,Fb는 i 연도의 두 위성자료의 화소값을 의

미함)

Zhang et al. (2015)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도시

개발을 고려하여 인접 연도 간 동일 지역의 야간 인공조명 

수준의 변화패턴에 관한 연간보정모델을 식 (3)과 같이 제

시하였다. 중국을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는 본 연

구도 두 단계 전처리 결과 영상을 대상으로 연간보정을 적

용하였다.

 












 i f 
   

   
 



  
 


i f 

   
  

 

(3)

전술한 식 (1)~식 (3)은 중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김민호 

등(2017)과 김민호(2017)의 연구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Elvidge et al.(2014)와 Huang et al.(2016)은 행정구역별 

DMSP-OLS 영상의 화소 밝기값 총합인 빛합계지수(sum 

of lights, SOL)과 국내총생산 및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 

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영상

자료를 구성하는 화소 중에서 인공조명이 부재한 지역에

서도 화소 밝기값이 0보다 큰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Elvidge et al.(2014)는 임계값을 적용하

여 산출된 빛합계지수를 국가별 사회·경제지표 추정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의 임계값을 적용하여 

도출된 빛합계지수를 중국 접경지역의 시계열 분석에 이

용하였다. 시계열 분석에는 이 지수의 시계열 현황뿐 아니

라 권역별 편차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변동계수도 이용되

었다. 그리고 연간성장률(annual average growth rate) 및 

복합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도

출하여 빛합계지수의 시계열 변화 추세에 관한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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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였다. 이뿐 아니라 연도별 접경지역의 도시별 빛

합계지수의 중심점에 관한 시·공간적 변화 패턴도 분석

하였다.

IV. 결과

그림 2는 세 단계 전처리 과정을 거친 1992년, 2002년과 

2012년의 야간인공조명 세기에 관한 3차원 지도와 1992~ 

2012년 기간 동안 발생한 빛세기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연해 권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인공조명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와 인접한 권역에서는 빛의 

증가뿐 아니라 시가지의 공간적 외연 확대에 따른 지역 간 

연결성 강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1992~2012년 기

간 동안 대부분 접경지역에서 빛세기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연도별 보정결과에 임계값이 적용된 영상으

로부터 빛합계지수를 도출하였다. 그림 3은 전체 접경지

역 및 권역별 빛합계지수에 대한 상자도표를 나타낸 것이

며, 그림에서 붉은색 원 기호는 이 지표의 평균을 의미한

다. 전체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여 년 동

안 빛합계지수는 지속적 성장 추세를 보인 반면, 행정구역 

간 지수 격차가 증가하였다. 

연해 권역의 빛합계지수는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

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권역은 연해 권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1992~2012년 기간 동안 다른 권역보다 현

저한 시계열 증가 현상이 이 두 권역에서 확인되었다. 동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권역에서도 이와 유사하였으나, 

타 권역과 비교할 때 다소 상이한 특성이 나타났다. 즉 

1992~2008년까지 동북아시아 권역의 빛합계지수는 완만

한 변화였으나, 2009년에 이 지표가 급격하게 높아졌다. 

중앙아시아 권역에서도 2010년에 이와 유사한 시계열 특

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4는 각 권역의 연도별 빛합계지수 총합의 연간성

장률 변화에 관한 그래프이다. 1992~2012년 기간 동안 대

체로 모든 권역에서 정적 성장률 추세가 나타났으나, 동북

아시아 권역에서는 부적 성장률이 발생한 시기의 빈도가 

다른 권역보다 다소 높았다. 그리고 2008~2009년 사이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접경지역 전체에 대한 빛합계지수 총

합의 복합 연평균성장률은 5.7%로 분석되었다. 남아시아 

권역은 약 13.3%로 전체 성장률의 약 2배 이상 수준이었

다. 동남아시아 권역과 중앙아시아 권역은 각각 10.0%와 

7.8%로 접경지역 전체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해 

그림 2. 야간인공조명 세기의 시기별 3차원 지도와 1992∼2012년 기간 변화의 2차원 지도

(a) 1992년, (b) 2002년, (c) 2012년, (d) 1992∼2012년 기간 변화



김민호

- 70 -

권역은 5.4%로 전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고, 동북아시

아 권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4.9%로 접경지역 전역의 증가

율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5개 권역 중 가장 낮은 편이었다.

본 연구는 그림 5와 같이 빛합계지수에 관한 권역별 행

정구역의 변동계수를 산출하였다. 남아시아 권역에 속하

는 도시 간 빛합계지수 편차는 전체뿐 아니라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동남아시아 권역

의 변동계수는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동북아시아 권역

에서는 반대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유사한 편차 수준이었던 중앙아시아 권역과 연해 

권역의 변동계수 폭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중·후반 시기 동안 다소 컸으나, 2010년대 초반에 차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은 접경국가별 행정구역의 빛합계지수 총합의 시

계열 변화를 스트림도표로 제시한 것이다. 연해를 제외한 

내륙 접경지역 전체의 지수 총합은 1992년에서 2012년 사

이 약 3.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지수의 시계열 변

화는 접경국가에 따라 상이한 동적 특성을 보였다.

그림 3. 접경지역의 빛합계지수(x1,000)

(a) 전체, (b) 연해 권역, (c) 동북아시아 권역, (d) 중앙아시아 권역, (e) 남아시아 권역, (f) 동남아시아 권역

그림 4. 권역별 빛합계지수 연간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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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012년 기간 동안 러시아와 몽골에 접한 행정구역

의 빛세기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북한과 이웃한 접경지

역의 빛합계지수는 1992년에 세 번째 순위였으나, 최근 들

어 이 지역의 빛세기는 카자흐스탄과 베트남에 인접한 행

정구역보다 낮아졌다. 이와는 반대로 미얀마, 인도, 키르

기스스탄 등과 이웃한 행정구역의 빛합계지수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1992년과 2012년 각 행정구역의 빛합계지수를 

원형막대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두 시기 모두 연해와 동북

아시아 권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의 빛합계지수는 대체로 

다른 접경지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러시아·몽골과 국

경을 접한 후룬베이얼과 동일 권역 내 다른 도시 간 큰 폭

그림 5. 권역별 빛합계지수 변동계수

그림 6. 행정구역의 접경국가별 빛합계지수 총합의 시계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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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2012년에 이르러 대부분 접경지역에서 빛합계지수의 

증가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권역에 속하는 도시에서 이 지표의 뚜렷한 상승이 확인되

었다. 남아시아 권역으로 분류된 카스와 허톈은 역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의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신장 위구르 자

치구에 속하는 두 도시는 파키스탄 및 인도와 인접해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야간에 지표를 촬영한 DMSP-OLS 영상자료로

부터 도출된 도시별·권역별·접경국가별 중국 접경지역

의 빛합계지수에 기초한 경제 수준의 시공간 변화패턴과 

함께 경제개발의 상대적 격차의 경향성에 관한 추정 결과

를 제시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거점중심의 단핵도

시개발, 거점도시 간 연결, 시가지 확장에 의한 대도시 육

성, 대도시 간 기능 연결을 목표로 하는 점(点)-선(線)-면

(面)-망(網) 방식 순으로 국토개발을 추진해왔다(박광득, 

2008; 박인성, 2010). 중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된 지

난 20여 년 동안 DMSP-OLS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해 권역 

대부분에서 인공조명 세기가 증가하였으며, 타 권역의 경

우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빛세기 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졌

다. 이외에도 거점 지역 주변으로 인공조명의 공간적 확장

성과 연결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국토개발 전

략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연해 권역 이외의 접경지역에 대한 빛합계지수의 증가

는 개혁개방 이후 이 권역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 간 경제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개발전략이 반영

되어 나타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계열 분석

에 의하면 총량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

국 접경에 소재한 행정구역 간 빛합계지수 편차 폭이 커지

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의 정

치적·이념적 정당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

로 중국 정부는 동북진흥,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등 개발

전략을 적용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근·한동훈, 2007; 이종

화, 2007; 곽복선, 2013). 이러한 정책집행의 결과는 빛합

계지수의 복합 연평균성장률과 지난 20여 년 동안의 평균 

빛합계지수를 제시한 그림 8을 통해 살펴볼 수도 있다.

그림 8(a)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

아 권역에 속한 행정구역의 빛합계지수 복합 연평균성장

률이 연해 권역 도시들보다 대체로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

이었다. 이는 지역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일정 

수준의 결실로 나타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

구에 의하면 199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중국 전체의 지니

계수가 경제적 불평등을 의미하는 임계값 0.4를 넘어섰으

그림 7. 권역별･행정구역별 빛합계지수(x1,000)

(a) 1992년, (b) 2012년(CA: 중앙아시아, NEA: 동북아시아, SA: 남아시아, SE: 연해, SEA: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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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성별 경제발전 격차도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종화, 2007; 정주연, 2017). 빛합계지수 평균을 제시한 

그림 8(b)에 의하면 불균등한 경제 수준은 접경지역의 권

역별·행정구역별에서도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

역 내 도시 내에서도 발생한 현안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개혁개방의 수혜를 입은 연해 권역 내에서

도 1992~2012년 동안 빛합계지수의 평균이 도시마다 서

로 달랐다. 이와 같은 현상은 거점 중심의 지역개발 전략

이 투영되어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다

른 권역에서도 같은 논리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

아시아 권역의 카스는 2012년에 권역 내 다른 도시보다 빛

합계지수가 높은 편이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속한 이 

도시는 2010년에 광물과 석유 등 자원 수출을 위한 경제특

구로 지정되었으며(김은화, 2014), 2010~2012년 빛합계

지수의 복합 연평균 성장률은 2000년대보다 약 4.1% 포인

트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속적 경제발전에 힘입어 인접국과 적극적 협

력을 강화하며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이기현 등, 2014), 이는 내륙 접경지역과 중국 전역 간 빛

합계지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2년 대비 2012년의 

빛합계지수는 중국 전역에서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

나, 이웃 국가와 접경한 행정구역에서는 약 3.5배 높아졌다.

그러나 중국과 인접국 사이에는 해양 영유권 갈등, 국경

분쟁, 미국과의 패권 경쟁,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으로 인

해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김재관·주장완, 2010; 

김태형, 2012; 장준영, 2012; 이기현 등, 2014; 이요한, 2016). 

지정학적 관계는 접경지역 간 경제개발 격차를 초래한 또 

다른 요인으로 추정되며, 이는 내륙에 소재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1992년과 2012년 두 시기 간 빛합계지수 총합에 

대한 접경국가별 빛합계지수 비중 차를 요약한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12년에 러시아와 접한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5%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2년(35.5%)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몽골과 중앙아시아 

국가와 접한 행정구역들의 빛합계지수 비중은 증가하였

다. 특히 1992년에 몽골과 접경한 도시들의 빛합계지수 비

중은 러시아에 접한 도시들보다 낮았으나(20.2%), 2012년

에는 26.9%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양국 간 상반된 

전략적 관계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패권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안보 협

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중앙아시아 지역과 몽골의 자원

과 시장을 둘러싸고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 있었다(신성원, 

2014).

미국과의 군사·안보 패권의 전선인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

는 1992년에 러시아와 몽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의 

북한에 접한 도시들의 빛합계지수 비중(9.4%)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양국 

그림 8. (a) 권역별·행정구역별 복합 연평균성장률(%), (b) 1992∼2012년 빛합계지수(x1,000) 평균

(CA: 중앙아시아, NEA: 동북아시아, SA: 남아시아, SE: 연해, SEA: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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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갈등과 국제사회의 제재 여파로 2012년에 북한과 접한 

도시의 빛합계지수 비중이 5.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

는 같은 해 카자흐스탄과 접경한 도시의 비중(9.4%)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미얀마와 인접한 도시의 비중(4.5%)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관계에 따른 중국 외

교 및 경제의 무게중심은 동북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남

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가중평균을 이용한 행정구역별 빛합계지수 중심점

의 시계열 변화를 나타낸 그림 9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9(a)와 같이 모든 권역을 포함하는 경우 빛합계지

수 중심점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북-남 또는 남-북 

방향으로의 이동 추세가 우세하였으나, 2010년대 이후 서

남 방향으로의 경향성이 강하다. 내륙 접경지역만을 대상

으로 분석한 그림 9(b)에 따르면 빛합계지수 중심점이 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중앙아시아 지역과 동남아시아 

표 2. 행정구역의 접경국가별 빛합계지수 총합에 관한 비중 변화

(단위: % 포인트)

국가 비중 차 국가 비중 차

북한 -3.89 키르기스스탄-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2.33

북한-러시아 -2.35 네팔-부탄 +0.11

러시아 -15.07 부탄-인도 +0.06

러시아-몽골 -0.53 인도 +1.80

몽골 +6.73 인도-네팔 +0.02

몽골-카자흐스탄 +1.07 인도-미얀마 +0.06

카자흐스탄 +2.48 미얀마-라오스 +1.23

키르기스스탄 -0.32 미얀마 +3.26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0.49 베트남 +2.52

* 비중 차는 2012년 빛합계지수 비중에서 1992년 빛합계지수 비중을 뺀 값을 의미함.

그림 9. 빛합계지수 중심점의 시계열 변화

(a) 내륙 권역과 연해 권역, (b) 내륙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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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육상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를 

구축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제안한 후 중국 정

부가 이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 추진하면서 당사국 간 경제

적 협력 관계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양 영

유권, 국경, 티베트 문제 등으로 인해 베트남 또는 인도뿐

만 아니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회귀 전략에 따라 군

사·외교·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미국과의 분쟁과 갈등

이 존재한다(신성원, 2014; 김경숙, 2018). 

이와는 반대로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연계를 추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하였고,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수립해 오고 있다(이승신 등, 2017). 북한 핵개발에 따

른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성도 함께 고려할 때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향후 접경지역 대상 중

국 정부의 경제개발을 위한 주축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

다고 볼 수 있다.

Lessman and Siedel(2017)은 야간 지표의 빛세기가 한 

지역의 경제뿐 아니라 여러 지역 간 경제 불균등 수준과 높

은 상관관계임을 연구를 통해 보고한 바 있다. 이를 고려

할 때 야간 인공조명세기를 기록한 DMSP-OLS 영상자료

의 시계열 분석결과를 통해 1992~2012년 동안 중국 접경

지역 권역 간 개발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

으나, 접경 도시 간 경제발전의 불균등 극복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야간에 지표로부터 방출된 인공조명 세기를 기

록한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는 지역개발 및 

경제 수준 파악을 위한 공간적 대안 자료로서 DMSP-OLS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

나 DMSP-OLS의 수집 시기에 따라 빛합계지수 시계열 변화 

추세에 관한 본 연구는 1992~2012년으로 제한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2013년에서 최근까지의 시계열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SNPP 인공위성에 

탑재된 가시근적외복사계 센서를 통해 수집된 DNB 영상

자료도 함께 분석에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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