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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DMSP 위성의 OLS 센서에서 촬영된 Stable Lights 영상자료로부터 랴오닝성과 단둥시의 빛합계 

지수를 도출한 후 이 지표와 경제 수준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랴오닝성의 빛합계 지수는 다른 성급 지역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실질 성장률과 1인당 평균 임금 등 이 지역의 경

제 수준 향상을 지시하는 경제 지표 변화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둥시의 빛합계 지수는 다른 지급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주요 경제 지표에 기초한 이 도시의 경제적 지위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시기에 비해 1998~2007년 사이 대북무역이 활성화된 단둥시 시할구의 빛합계 지수의 연간 증가율이 높아졌

고, 비슷한 기간 동안 북중 교역액과 북한의 대중 수출액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햇볕정책의 영향으

로 남·북한 간 긴장 관계가 완화되었던 것을 비추어볼 때, 빛합계 지수는 단둥시의 지정학 및 지경학의 특성을 설명

할 수 있는 공간 대안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DMSP OLS, 빛합계 지수, 랴오닝, 단둥, 지정학, 지경학

Abstract : This research derived sum of light (SOL) for Liaoning and Dandong, China, from DMSP OLS 
satellite images acquired at nighttime during 1992 to 2012 and investigated its potential association with 
economic status. The SOLs of Liaoning were found to be continuously increasing and higher than those 
of averages for the other provinces across the time period. The temporal pattern of SOLs would be inter-
preted to well ref lect the economic status of this region based on real growth rate and average wage per 
capita. Nevertheless, the SOLs of Dandong were lower than the average of the other prefecture-level cit-
ies, which indicated the economic status of this city in China. Meanwhile,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SOLs for Dandong turned out to be increase for 1998~2007,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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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제사회에서 확대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은 1970년대 말부터 실시된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비약적 경제발전에 기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광득, 2008).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농업부문

에서 과감한 개혁정책을 펼쳐 연간 농업생산액의 

증가를 달성하였고, 광둥성(廣東省)의 선전(沈圳)

과 주하이(珠海) 등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홍콩과 

대만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는 등 동부 연해지역을 

거점 개발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대외 개방정책을 추

진하였다(오승렬, 2008). 

이와 같은 경제 및 도시개발정책은 1980년대 및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개혁·개방 초

기 선전과 주하이 경제특구의 성공을 경험한 중국

은 1980년대에 광둥성 샨터우(汕頭), 푸젠성(福建

省) 샤먼(夏門), 랴오닝성(療寧省) 다롄(大連) 및 

광시성(廣西省) 베이하이(北海) 등 동부 연안지역

의 항구도시에 국가급 경제개발특구를 설립하였다

(박인성, 2010). 1990년대에 이르러 상하이 푸동지

구와 5개 장강 연안도시를 아우르는 장강 삼각주 지

역뿐 아니라 13개 변경도시, 4개 변경 성, 성정부의 

소재지인 성회(省會)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

루어졌다(박인성, 2010). 중국은 이처럼 해외 자본

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산업부문의 개

혁과 공산품의 수출 증대가 가능해졌고, 이는 1980

년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국내총생산과 수출액

이 연간 각각 15%와 23%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중

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송준 외, 

2010).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연해지역

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내륙 지역은 대외

개방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지역 간 경제발전 격차

가 심화되는 지역개발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었다

(윤준상, 2010).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랴오닝,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龙江)을 아우르는 소위 동

북 3성 지역은 개혁·개방 이전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힙입어 기계,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중화학공

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권오국, 2011; 김부용·임민경, 2013; 원동욱 외, 

2013).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이 지역의 산업생산액

이 1980년대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등 중국

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가 크게 약화되었다(이

기호, 2004; 이근·한동훈, 2007; 김부용·임민경, 

2013). 이처럼 동북3성 지역의 경제가 쇠퇴하면서 

실업 및 사회보장 문제 등을 일컫는 ‘동북현상’뿐 아

니라 2000년대 초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도

시와 농촌 간 불균형 심화를 지칭하는 ‘신동북현상’

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동욱 외, 2013). 따

라서 중국은 기존 지역개발정책의 폐해로 지목되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정(地政)·지경(地經)학적 

temporal patterns in the trade amount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the export amount of North 
Korea to China were similar to those of SOLs in the same time period. The political assoc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was improved with ‘Sunshine Policy’ during 1997~2007. Taking it into account, 
SOL is expected to be valuable spatial proxy index that could explain the geopolitcal and geoeconomic 
aspects of Dandong.

Key Words :  DMSP OLS, sum of light, Liaoning, Dandong, geopolitics, geo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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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고려한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쇠퇴한 동북 3성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동북진흥전략’을 수립하였다(박

광득, 2008; 권오국, 2011). 

대외개방이 이루어진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중

국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동북 3성 지역의 

경제수준 부침(浮沈)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북한과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 측

면을 고려하면 남·북한 및 국제 정세가 이 지역 경

제에 영향을 준 것은 자명할 것이다. 특히 동북 3성

의 주요 도시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시는 북한과의 

교역을 위한 통행 및 통관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데, 선행연구는 중국 대북교역의 80%가 이 도시에

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영윤, 2010; 

김부용·임민경, 2013). 따라서 단둥시는 지정학·

지경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인구와 국내총생산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지표

는 지역 경제 수준의 시계열 변화 추이뿐 아니라 다

른 지역과의 상대적 비교를 위한 주요 정보로 활용

된다. 일반적으로 이 지표는 지역별로 집계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통계자료는 시간적 스케일과 

공간적 접근 제한성에 따라 획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 다수의 선행연구는 사회·경제지표를 설명

할 수 있는 공간적 대안 자료(spatial proxy data)로

서 인공조명시설에서 방출되는 야간 빛 에너지 세

기를 기록한 인공위성 영상자료의 잠재성을 제시하

였다(Ghosh et al., 2010; Chen and Nordhaus, 

2011; Roychowdhury et al., 2011; Elvidge et 

al., 2014; Huang et al., 2016). 이에 본 연구는 랴

오닝성과 단둥시를 대상 지역으로 빛 세기에 기초

한 지표의 시계열 변화뿐 아니라 이 지표와 경제 수

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단둥시의 경제 수

준 변화를 지정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2. 연구지역 및 자료

1) 연구지역 개관

중국은 과거에 전국을 성급(省級)-현급(縣級)-

향급(鄕級) 등 3단계의 위계로 행정구역을 분할하

였으나(이강원, 2008), 현대에 이르러 성급과 현급 

사이에 지급(地級) 행정단위를 신설하면서 4단계 

위계로 행정구역을 구분한다(박종기, 2014). 그림 

1은 성급 행정단위인 랴오닝성의 위치 및 지급시인 

단둥시 위치와 하위 행정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단

둥시가 위치한 랴오닝성은 최상위 성급 행정단위로

서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랴오닝성의 면적은 

약 14.6만 km2로서 중국 전체 면적의 약 1.5%를 차

지하고 있으나, 2012년 기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 

등 지표에서 지린성이나 헤이룽장성보다 경제 수

준이 높은 편이다(이근·한동훈, 2007; 원동욱 외, 

2013). 

중국 정부는 철도 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고속철도를 건설하였고, ‘4종4횡

(四縱四橫)’1)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8개의 주요 

여객전용 노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이현아 

외, 2015). 랴오닝성의 성도(省都)인 선양(沈陽)은 

4종 노선의 하나인 징하(京哈) 여객전용선의 베이

징-선양 구간의 종착지이면서 동시에 하얼빈-다

롄 구간의 경유지이다(서종원·노상우, 2015). 따라

서 선양은 고속철도 네트워크 측면에서 동북3성 주

요 도시 중 교통물류의 중심지라고 볼 수도 있다.

지급도시인 단둥시는 랴오닝성 전체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며, 2012년 기준 조선족 1만 7천명을 

포함하여 약 248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박종철·정은이, 2014). 그림 1(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도시는 현급 행정단위인 둥강(東港)시, 펑

청(鳳成)시 그리고 관뎬 만주족 자치현뿐만 아니라 

전싱구(振兴區), 위안바오구(元宝區)와 전안구(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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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區) 등 세 개 현급 시할구(市轄區)를 포함한다. 최

근 통계에 의하면, 압록강변에 위치한 전싱구와 위

안바오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개발 

수준이 높으며, 1km2당 2000명이 넘는 인구가 거

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민경, 2012).

단둥역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하는 시할구는 

이 도시의 교통 중심지이기도 하다. 단둥역은 2015

년에 개통된 도시 간 고속철도 노선인 ‘선단여객전

용선’을 통해 선양과 연결된다. 그리고 시할구는 압

록강을 가로지르는 조중우의교를 통해 북한 신의주

와 연결되며, 단둥세관이 위치한다. 따라서 이 지역

은 교통·물류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지정학 및 지경

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통관지역이다. 둥강

시는 북한이 경제특구로 개발하려던 황금평과 접하

고 있고, 압록강 지류인 소록강을 통해 신도군의 비

단섬과 연결된다. 황해로의 출해가 가능한 이 도시

에는 정기 여객선을 통해 인천과 연결되는 단둥항

이 비단섬 서쪽에 위치한다.

2) 연구 자료

야간에 지표를 촬영한 영상자료는 유전과 정유공

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뿐 아니라 도시의 가로

등과 건물 등 인공조명시설에서 방출된 빛 에너지 

수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roft, 1973). 

1960년대 초반 미국 공군은 군사적 목적의 기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DMSP)를 추진하면서 인공위성

을 지구 궤도에 발사하였다(Amaral et al., 2005). 

DMSP 위성에 탑재된 Operational Linescan 

System(OLS) 센서는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빛 에너

지를 가시광선-근적외선 분광밴드(visible-near 

infrared band)에 기록한다.

고도 830km 상공에서 운용되는 DMSP OLS는 

저 수준의 빛 에너지(10-9Watts/cm2/sr)를 탐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DMSP는 동일 지역

을 매일 방문하므로 일 단위 빛 관련 영상자료 제작

이 가능하다(Elvidge et al., 2007). 최근 미국 해양

그림 1. (a) 중국 성급 행정구역, (b) 랴오닝성의 선양시와 단둥시, (c) 단둥시 하위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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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청 산하 National Geophysical Data Center 

(NGDC)는 일 단위 DMSP OLS 영상자료를 합성하

여 연간 빛 에너지 세기를 제공하는 디지털 자료를 

제작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표 1은 DMSP 

OLS 연간 합성영상 자료의 특성을 나타낸다.

Version 4 Nighttime Lights Time Series로 

알려진 DMSP OLS 연간 합성영상은 ‘avg_vis’와 

‘stable_lights(이하 Stable Lights)’ 등 두 가지 형

식으로 제공된다. NGDC는 빛 에너지의 절대 양인 

방사값 대신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과정을 거쳐 산

출된 디지털 수치(digital number, 이하 화소값 또

는 DN)를 합성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에 기록한다. 

따라서 연간 합성자료는 와트 단위의 빛 에너지 세

기 대신 단위가 없는 0~63의 값을 갖는다. ‘avg_vis’ 

자료는 산불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방출되는 빛 에

너지를 기록한 반면, Stable Lights 자료는 이와 같

은 현상을 제거하여 도시지역에서 연간 지속적으

로 방출되는 빛 에너지 정보를 저장한다. 본 연구는 

Stable Lights 형식으로 제공되는 DMSP OLS 연간 

합성영상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DMSP OLS는 1973년부터 전 세계 지표로부

터 방출되는 야간 빛 에너지를 관측하고 있으나

(Elvidge et al., 2007), NGDC는 1992년부터 2013

년의 Stable Lights 영상만을 공개한다. DMSP 인공

위성은 사전에 계획된 수 년 동안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그림 2와 같이 1992년부터 2013

년까지 F10에서 F18로 명명된 총 6개의 DMSP 인

공위성이 야간에 지표를 촬영하였다. 몇몇 위성의 

임무 기간이 중복되어 연도에 따라 두 개의 DMSP 

OLS 연간 합성영상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DMSP 

OLS로부터 제작된 모든 Version 4 Stable Lights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 방법

Stable Lights 연간 합성영상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DMSP 위성에 탑재된 OLS 센

서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그러나 

표 1. DMSP OLS 연간 합성영상 자료 특성 

(NGDC, 2017)

공간해상도 30 arc second (약 1km)

관측 폭* 3,000km

관측 범위**
위도 -65°~75°

경도 -180°~180°

* 관측 폭은 단위 영상이 촬영할 수 있는 최대 폭을 의미함.

** 관측 범위는 합성된 전 세계 영상의 경·위도 공간 범위

를 지칭함.

그림 2. DMSP 인공위성의 지구관측 임무수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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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위성이 동일한 장소를 재방문하는 시간 차이, 

센서 노후화 및 보정장치(calibration device)의 부

재로 인해 같은 연도의 동일한 빛 에너지 양임에도 

불구하고 두 합성영상에는 서로 다른 화소값이 기

록될 수 있다(Elvidge et al., 2009). 따라서 NGDC

는 두 시기 간 합성영상의 직접 비교를 권고하지 않

는다.2)

최근 Elvidge et al. (2014)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상호보정(inter-calibration) 모델을 개

발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1999년 F12 위성 영

상과 다른 연도의 영상 간 2차 다항식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회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

련된 2차 다항식 회귀모델이다.

DNi,adjusted=C2DNi
2
,raw+C1DNi,raw+C0

(i=1992, 1993, ..., 2012) 식 (1)

위 모델에서 DNi,ajusted는 i 연도의 보정된 화소

값을, DNi,raw는 i 연도의 원 합성자료의 화소값을, 

C0, C1 및 C2는 회귀계수와 상수를 의미한다. 

식 (1)에 제시된 회귀모델은 중국을 대상지역으

로 설정한 연구에서 활용되었다(Ma et al., 2012; 

Wu et al., 2014; Xu et al., 2014; Zhang et al., 

2015). Elvidge et al . (2014) 회귀모델은 2012

년 영상까지 적용되었으므로, 본 연구는 이 모델

의 회귀계수와 상수를 이용하여 1999년을 제외한 

1992~2012년의 Stable Lights 영상을 보정하였다. 

이 모델을 적용하여 보정된 Stable Lights에는 63 

이상의 화소값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들 값은 원 

자료의 최대값인 63으로 조정하였다.

연구의 대상 시기 중에서 1994년과 1997~2007

년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DMSP OLS에서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제작된 Stable Lights 자료가 제공된

다. 동일 연도 두 영상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선행연구는 식 (2)에 제

시된 연내보정(intra-annual calibration) 과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Liu et al., 2012; 

Wu et al., 2014; Zhang et al., 2015).

DNi,adjusted= (DNi,Fa+DNi,Fb)/2

(i=1994, 1997, 1998, ..., 2007) 식 (2)

위 식에서 DNi,adjusted는 i 연도의 보정된 화소값을 

의미하고, DNi,Fa와 DNi,Fb는 i 연도의 두 위성자료의 

화소값을 지칭한다. 본 연구는 식 (1)에 의해 상호보

정된 1994년과 1997~2007년 Stable Lights 영상

을 대상으로 식 (2)를 적용하여 연내보정을 수행하

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

께 농촌지역의 시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도

시화 현상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정 

시기의 야간 빛 세기 수준은 향후에 큰 변화가 없

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Zhang et al., 2015; He 

et al., 2006). 이와 같은 중국 내 도시화 특성을 고

려하여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간보정(inter-

annual calibration) 모델을 제시하였다(Zhang et 

al, 2015).

 

DNi,adjusted=

0
(DNi+1+DNi-1)

2

⎧
⎨
⎩

ifDNi-1=0 DNi+1=0 DNi ∨ 0

ifDNi-1 ∨ 0 DNi+1 ∨ 0 DNi=0

식 (3)

본 연구는 식 (3)을 활용하여 1993년부터 2011년

의 Stable Lights 자료에 대한 연간보정과정을 수행

하였다. 

본 연구는 상호보정, 연내보정 및 연간보정 등 세 

단계 전처리 과정을 거친 각 연도의 Stable Lights 

자료로부터 빛합계 지수(sum of lights, 이하 SOL)

를 도출하였다. 이 지표는 국내총생산 및 인구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각 지역의 사회경제지표

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자료의 성격을 띤다(Elv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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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4; Huang et al., 2016). 빛합계 지수는 

행정단위 등과 같은 주어진 공간단위 내 디지털 수

치의 총합을 의미하는데, 이를 산출하기 위해 임계

기법(thresholding technique)이 주로 활용된다. 

Elvidge et al. (2014)는 전 세계 국가별 SOL을 산

출하기 위해 비도시지역으로의 희미한 빛 세기인 

DN=6을 임계값으로 설정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

를 토대로 랴오닝성과 단둥시 공간범위 내에 포함

된 화소 중 6이상의 값을 갖는 화소만을 추출하고 

합산하여 이들 지역의 빛합계 지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였다.

4. 결과

그림 3은 각 연도와 DMSP 위성별 Stable Lights 

영상으로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국지 영상을 추출

한 후 이에 포함된 모든 화소값의 합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에 따르면, 중국의 야간 빛 세기 수준은 계

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2년부

터 2012년 동안 중국의 빛 세기는 약 4배 정도 높아

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DMSP 위성에서 촬영된 영상의 

화소값 합은 다르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시계열 DMSP OLS 

연간 합성영상을 대상으로 상호보정, 연내보정 그

리고 연간보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세 단계 전처리 보정과정을 거친 Stable Lights 

영상의 화소값 합은 그림 4와 같다. 상호보정과 연

내보정 그리고 연간보정까지 마친 두 결과 모두에

서 빛 에너지 수준이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증

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8~1999년

과 2000~2001년 사이에 두 결과에서 주요한 두 가

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상호

보정·연내보정만 수행한 경우 1999년의 빛 수준이 

1998년에 비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그

림 4(a) 참조), 연간보정 자료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그림 4(b) 참조). 이 뿐 아니라 전

자의 보정만을 수행한 결과영상에서 2001년의 빛 

수준이 2000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후자

의 결과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공한 

1992~2012년 기간 동안 각 연도별 중국국내총생

그림 3. 연도·위성별 Stable Lights 영상의 중국 내 화소값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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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제시한 그래프이다(WB, 2017). 그래프에 따

르면, 본 연구의 대상 시기 동안 중국 국내총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시계열 추세는 상호·연내·연간 등 모

든 보정과정을 거친 Stable Lights 화소값 합과 유

사한 시계열 패턴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보정과정을 통해 산출된 연간 Stable 

Lights 자료를 임계기법을 활용한 빛합계 지수 산출 

및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6은 모든 보정과정을 통해 제작된 1992년, 

2002년, 2012년 Stable Lights 영상에서 중국 지역

만을 추출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6(a)~6(c)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중국은 최근 20여 년 동안 빛 세기 

수준의 증가했을 뿐 아니라 동부 연해지역에서 내

륙으로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에 따른 중국의 

국토 공간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경

제발전에 따른 도시개발 수준 향상은 개혁·개방 초

기부터 순차적으로 개방되어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선전·주하이, 상하이, 다롄·샤먼·샨터우 등을 포

함한 도시의 빛 세기 수준과 시가지 면적의 확장에 

잘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대도시 주변으로 시가지역이 확장되는 면

형 발달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주요 도시 간 연

결성이 발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d)는 세 

시기 자료를 RGB 색상으로 합성한 결과물3)로서, 시

기별 중국의 국토개발 패턴과 더불어 지역 간 개발 

불균형도 나타내고 있다. 허베이, 산둥, 장쑤, 광둥 

그림 4. 보정된 영상의 화소값 합계: (a) 상호보정 및 연내보정, (b) 연간보정

그림 5. 중국의 국내총생산 변화 추이(1992~2012년) 

출처: WB,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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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연해에 위치한 지역 및 허난성의 빛 세기 수준이 

매우 높은데, 이는 이 지역의 경제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리고 주요 도시와 인접 도시 간 연결성

이 강화되면서 도시 간 네트워크가 발달하였고, 도

시화 지역이 동부에서 서부로 진행되는 공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을 기준

으로 중부와 서부내륙지역의 도시개발 수준은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 3성의 경우 2002년과 2012년 사이 빛 세기 

수준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09

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동북진흥정책 

추진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북진흥정

책에는 창춘-지린-투먼을 잇는 ‘창지투 선도구 개

발 계획’이 포함된다(권오국, 2011). 그림 7은 이들 

지역의 1992년, 2002년, 2012년의 Stable Lights 

영상과 이들 영상의 RGB 합성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1992년과 2002년보다 2002년과 2012년 사이

에 이 지역의 빛 세기 수준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시

가지역이 도시 주변부로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1992년, 2002년, 2012년 랴오닝성의 

Stable Lights 영상자료와 이 자료의 RGB 합성영

상을 나타낸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이 지역의 선양

시, 안산시, 다롄시 등 주요 도시의 야간 빛 세기가 

그림 6. 세 단계 보정과정을 거친 중국의 Stable Lights 영상:  

(a) 1992년, (b) 2002년, (c) 2012년, (d) 세 시기 자료의 RGB 합성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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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이었다(그림 8(a) 참조). 2000년 초반은 

이전 시기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안

산-잉커우 지역에서 선형의 시가지 확장이 이루어

졌다(그림 8(b) 참조). 2010년 초반에 들어서면서, 

그림 8(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요 도시의 주변으

로 시가지역이 확장되었고, 연안에 위치한 도시들

이 선형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여 년 동

안 랴오닝성 빛 세기 수준 및 시가화 지역의 변화는 

세 시기 자료를 합성한 그림 8(d)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일 시기별 단둥시의 빛 세기 수준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a)와 9(b)를 살펴보면, 단둥시의 시가

화 수준은 1990년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큰 

변화 없이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림 9(c)

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 초반에 들어서면서 시

할구 북서방향으로 시가지가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 둥강시에 인접한 전싱구 남

부에 신구(新區)가 개발되면서 이 지역의 빛 세기 

수준이 증가하였다. 둥강시의 경우, 기존 주변지

역으로 시가화가 확대되었고, 시할구 방향으로도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두 도시 간 연결성이 강화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펑청

시와 관뎬 만주족 자치현의 시가지역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 시기 동안 단둥시의 빛 세

기 수준과 도시개발 변화는 RGB 합성영상인 그림 

9(d)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정된 시계열 Stable Lights 자료를 활

용하여 성별 및 지급시별 빛합계 지수를 산출하였

고, 이를 기초로 랴오닝성과 단둥시의 상대적인 경

제수준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10은 1992~2012

년 각 연도의 성별 SOL의 기술통계값과 함께 랴오

닝성의 빛합계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랴오닝성의 빛합계 지수는 성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1992~2012년 사이 연간 3%씩 꾸준

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 랴오닝성 

빛합계 지수는 연간 3%의 비율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 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2012년 기간 동안 연간 -1%의 증가

율을 보였다. 

그림 11은 각 연도별 단둥시 빛합계 지수와 다른 

지급시 SOL의 기술통계를 제시한 그래프이다. 단

둥시의 빛합계 지수는 다른 지급시 평균보다 낮았

으며, 최근에 들어서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전체에서 단둥시가 갖

는 경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SOL은 증가하는 

그림 7. 창지투 선도구 개발지역의 빛 세기 수준 및 개발지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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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랴오니성 빛 세기의 시계열 변화: (a) 1992년, (b) 2002년, (c) 2012년, (d) 세 시기의 RGB 합성영상

그림 9. 단둥시 빛 세기의 시계열 변화: (a) 1992년, (b) 2002년, (c) 2012년, (d) 세 시기의 RGB 합성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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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21년 기간 동안 빛합계 

지수가 연간 4%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연간 변화율을 살펴보면, 1990년대 단둥시의 빛합

계 지수는 1%씩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4%

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10~2012

년 3년간 -10%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도별 Stable Lights 자료로부터 단둥

시를 구성하는 하위 행정구역별 빛합계 지수를 산

출한 후 시계열 변화를 그림 12에 제시하였다. 대상 

기간 동안 SOL의 증가와 반복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모든 행정단위의 빛합계 지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할구와 둥강시의 

SOL은 펑청시와 관뎬 만주족 자치현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둥강시는 연도에 따라 시할

구보다 높은 수준의 빛합계 지수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에는 경제수준의 차이뿐 아

니라 두 지역 간 상대적인 면적 차이가 영향을 끼쳤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펑청시와 만주

족 자치현은 시할구에 비해 더 넓은 면적임에도 불

구하고 이들 지역의 SOL은 시할구에 비해 매우 낮

았다. 이는 이들 지역의 경제 수준이 시할구에 비해 

낙후된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표 2는 단둥시를 구성하는 행정단위의 시기별 연

간 SOL 증가율을 제시한다. 1992년에서 2012년 사

이 모든 행정구역에서 연간 3.0~5.2%의 빛합계 지

수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2000년

대, 2010~2012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모든 지역에서 빛합

계 지수의 연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2010

년대 초반에 이르러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 랴오닝성의 빛합계 지수

그림 11. 단둥시의 빛합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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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둥시에서 대북교역의 중심지인 시할구의 경우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간 연간 SOL 증가율

은 약 6% 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났다. 둥강시는 두 

시기 간 시할구에 비해 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으

나,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초반에 이르러 빛합

계 지수의 연간 감소율이 더 컸다. 

5.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야간에 지표로부터 방출된 빛 에너지 

세기를 기록한 199~2012년 총 21년의 DMSP OLS 

연간 합성영상을 대상으로 상호·연내·연간보정 등 

일련의 전처리 과정을 적용하였다. 보정된 합성영

상을 기초로 중국, 랴오닝성 및 단둥시의 시가지 변

화를 살펴보았고, 랴오닝성과 단둥시를 대상으로 

빛합계 지수를 도출하여 이에 관한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였다.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을 이

루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단핵 거점도시 중심

의 점(点), 거점도시들은 연결하는 선(線), 단일 도

시의 개발구역의 확대를 통한 대도시권화인 면(面), 

그리고 대도시의 기능을 연결하는 망(網) 방식의 순

차적인 국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박광득, 2008; 

박인성, 2010). 이와 같은 개발방식의 결과는 동부 

연해지역에서 내륙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공간 패

턴은 DMSP OLS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 단둥시 하위 행정단위의 빛합계 지수

표 2. 단둥시 하위 행정단위의 시기별 연간 빛합계 지수 변화율
(단위: %)

시기 시할구 둥강시 펑청시 관뎬 만주족 자치현

1992~2012년 4.0 4.6 5.2 3.0 

1992~1999년 0.9 3.7 3.4 5.4 

2000~2009년 7.2 10.8 5.0 10.7 

2010~2012년 -1.6 -11.0 -8.6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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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DMSP OLS 영상은 랴오닝성의 시계열 변

화를 잘 반영하였다. 랴오닝성의 경우, 선양과 안산 

등 도시 주변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후루

다오-진저우-잉커우-다롄 등 연안지역의 도시 성

장과 함께 이들 간 네트워크도 야간 인공위성 영상

에 잘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화의 공간 확산 패턴은 

중국 정부의 동북진흥전략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이 전략은 5점 1선 계획’으로 지칭되기도 하는

데, 여기서 5점은 다롄, 잉커우, 진저우와 단둥에 소

재한 5개 공업지역을 의미하고, 1선은 후루다오에

서 단둥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지칭한다(원동욱 외, 

2013). 

단둥시의 도시개발은 2000년대 후반부터 활발

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DMSP OLS 영상판

독 결과에 의하면, 시할구와 둥강시 도심 주변지역

으로 시가지역이 확대되었고, 신구를 중심으로 두 

지역 간 공간적 연결성이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최근 신구에는 해외자본의 유입과 함께 고급 아

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으며, 물류단지와 공업단

지 등이 들어서고 있다(박민희, 2009). 이러한 신구

의 토지이용 패턴변화는 그림 13(a)와 13(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andsat 영상에 비해 고해상도인 

Google Earth 영상을 살펴보면(그림 13(c)), 이 지

역 시가지 블록 조성이 잘 정비된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현재 신구 지역의 서쪽에는 단둥 공항이 

위치하고 있고, 동쪽 압록강에는 북한 신의주 남쪽

과 연결되는 신압록강대교가 건설되었다. 현재 이 

다리는 신의주 방향 800m 공사 구간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단둥시는 신구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청사를 이전하였고, 2015년 10

월에 민간차원의 대북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

으로 ‘조중변민호시무역구’를 개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단둥시는 동북지역의 출해통로뿐만 아니라 

중국 대북교역의 주요 통로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므

로, 중국 정부는 교통물류 인프라의 개선과 함께 북

한 신의주와의 연계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원동욱 외, 2013). 

1992~2012년 기간 동안 랴오닝성의 빛합계 지

수는 다른 성급지역의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중화학공업이 발

그림 13. 단둥시 시할구에 위치한 신구 지역:  

(a) 1992년 Landsat 영상, (b) 2016년 Landsat 영상, (c) Google Earth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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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했던 이 지역의 경제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침

체되었으나, 동북진흥정책과 연해경제벨트 등 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03~2013년 사이 

랴오닝성의 실질 성장률은 전국 평균 10.3%보다 높

은 12.6%인 것으로 보고되었다(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 2017). 이 뿐 아니라 2002~2012년 사이 1인

당 평균 임금이 3.6배 증가하면서 이 지역 소득 수준

이 빠르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

원, 2014). 랴오닝성의 SOL은 1992~2001년 사이 

증가율이 0%로 나타났으나, 2002~2012년 기간 동

안 연간 8% 증가하였다. 따라서 DMSP OLS 영상의 

Stable Lights로부터 도출된 빛합계 지수는 랴오닝

성의 경제 수준 변화를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둥시는 상하이보다 매우 낮은 경제규모(2010

년 기준 1/25의 지역내총생산)를 보이며 랴오닝성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최근 5

년간(2006~2010년) 주요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알려져 있다(임민경, 2012). 본 연

구의 빛합계 지수 시계열 변화도 단둥시의 이러한 

변화 추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도시의 

SOL은 1992~2012년 기간 내내 다른 지급시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의 SOL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증가하는 추이를 보

이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연간 4% 수준으로 증

가하였다. 빛합계 지수의 시계열 변화에서 2010년

은 전년 대비 36%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 

시기에 단둥시 전체 무역액에서 대북 무역이 차지

하는 비중이 2007년 30%에서 60%까지 높아진 것

으로 추정되기도 한다(임민경, 2012). 

단둥시의 시할구는 중국의 대북한 교역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이 지역의 경제는 

남·북한 관계 및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정부 대북한 정책에 따라 남·

북한 관계는 경색·냉각과 완화·해빙 국면이 이어

져 왔다. 표 3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 재

임 기간에 따라 단둥시 시할구의 빛합계 지수 연간 

증가율을 제시한 것이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영삼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 지역의 빛합계 지수가 마이너스 증가

하였다. 이 시기에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와 미국의 영변 핵시설 정밀타격 등 북한을 둘러싸

고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관계가 악화되었

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진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

을 승계하여 더욱 발전시켰고, 이에 따라 시할구 빛

합계 지수가 연간 7%씩 급격하게 성장하는데 영향

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정부 시기에서 시할

구 SOL이 더 높은 수준의 연간 증가율로 나타났으

나, 200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동북진흥전략의 결

과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지정학적 측면 이외에도, 단둥시 시할구의 빛합

계 지수와 북중 교역액과 북한의 대중 수출액 간 관

계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44)는 연구 보고서에 제

시된 북중 교역액과 북한의 대중 수출액을 SOL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 14(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할구 빛합계 

지수의 시계열 변화는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 변화

표 3. 한국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단둥시 시할구 빛합계 지수의 연간 변화율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기간 1993~1997년 1998~2002년 2003~2007년 2008~2012년

증가율 -6% 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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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북중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

였고, 이 기간 동안 시할구 SOL도 꾸준히 증가하였

다. 빛합계 지수가 큰 폭으로 높아진 2010년대 초반

에 북중 교역규모도 이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 

그림 14(b)에 제시된 2000~2009년 사이 북한의 대

중국 수출액 추이도 같은 기간 동안 분석된 빛합계 

지수와 대체로 비슷한 변화 추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남·북관계가 가장 우호적인 시기로 받아들여지는 

노무현 정부 시기(2003~2007년) 북한의 대중국 수

출액은 연간 10%씩 꾸준한 성장세가 지속되었고, 

시할구의 빛합계 지수도 7%씩 지속적 증가율을 보

였다. 이처럼 빛합계 지수와 경제의 관계에도 불구

하고 북중 교역액과 북한의 대중 수출액에는 단둥

시 시할구 이외 지역과의 무역액이 포함되므로 이

를 해석하는데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DMSP OLS에서 야간에 

촬영된 Stable Lights 영상은 랴오닝성과 단둥시 시

가지 확장의 변화뿐 아니라 영상으로부터 도출된 

빛합계 지수는 지역 경제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공

간 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

히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에 따라 중국은 대

북 무역과 관련된 정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

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할 때 지정학과 지경학이 서

그림 14. (a) 빛합계 지수와 북중 교역액과 (b) 북한의 대중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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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얽혀 있는 단둥시와 같은 동북 3성 주요 도시의 

지정학에 따른 경제수준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공간 대안 자료로서 빛합계 지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1) 4종은 남북방향, 4횡은 동서방향의 고속철도 노선을 의미

한다.

2) 이 기술은 DMSP OLS 자료와 함께 ‘README_V4’ 파일에 

나타난다.

3) RGB 합성결과에서 청색, 녹색 및 적색은 각각 1992년, 

2002년, 2012년에 개발된 지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

색과 녹색은 각각 1992년과 2002년에 개발된 수준이 2012

년까지 머물러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적색은 2012년에 개

발된 지역을 지칭한다. 각각의 색상의 혼합으로 시기 간 변

화를 살펴볼 수 있다. 흰색은 세 가지 색상의 혼합 결과이므

로 지난 20여 년 동안 높은 수준의 빛 세기에 변화가 없는 지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노란색 계열은 녹색과 적색의 혼합

이므로 2002년과 2012년 사이에 주로 개발된 것으로, 청색

과 적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타나므로, 이와 관련된 영상 

지역은 2002년보다는 2012년에 들어서면서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북3성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데, 특히 랴오닝성의 선양과 인접 지역에서 이와 같은 특성

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4) 그래프는 북중 교역액은 통일부(2017)의 북중 교역액과 김

영윤(2010, p.30)의 북한 대중국 수출액 자료를 토대로 제

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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