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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DMSP-OLS 야간영상에서 추출된 빛합계지수와 시가지 정보는 사회·경제적 지표 추정과 도시 공간의 역동

성 등의 연구에 폭넓게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1992∼2012년 각 연도의 DMSP-OLS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과 인접

한 중국 지린성 도시들의 경제성장과 시가지 발달의 시·공간적 변화 패턴을 살펴보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지린성 

빛합계지수 및 각 도시의 빛합계지수는 모두 성장하였다. 또 빛합계지수와 시가지 면적 가중 중심점의 시계열 변화 

분석을 한 결과 전자는 북서 방향으로 후자는 남동 방향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따랐다. 이러한 방향성은 중국 정부의 

동북진흥전략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DMSP-OLS 자료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SNPP 

VIIRS DNB 영상자료의 공동 활용도 고려되어야 하며, 동시에 경제통계자료와 빛합계지수 간 상관관계에 기반한 회

귀모형의 구축을 통해 지역내총생산 등 경제지표의 추정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DMSP-OLS, 야간영상, 지린성, 빛합계지수, 시가지, 시·공간 변화 패턴

Abstract : DMSP-OLS nighttime satellite imagery could be used to derive the sum of lights (SOL) and 
built-up area, and the two indices have been widely employed to make the estimation of socio-economic 
variables and the dynamics of urban developments. Considering i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spatio-
temporal patterns of economic growth and urbanized area in Jilin Province, China, using DMSP-OLS 
data for a time span between 1992 and 2012. This study found the SOLs of both the province and most 
cities to tend to grow during the period. While SOL-weighted centroids’ means moved towards north-
western direction, urban-area centroids’ means followed the trend of south-eastern migration. These 
directional patterns could be associated with the Northeast Revitalization Plan of Chinese governments. 
Nonetheless, a future study will need to consider SNPP VIIRS DNB imagery in order to overcome 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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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정책을 펼쳐온 중국

은 해외직접투자와 공산품 수출증대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다(Chen et al., 

2014). 그리고 호구제도 완화에 따라 대규모 농

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1978년 18%에 불과

하였던 도시인구가 1990년대 말에는 31%로 증가

하였고, 2010년대 초반에는 중국 전체 인구의 약 

50%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eng, 

2011).

늘어난 인구 부양을 위한 도시공간의 외연적 확

대에 따라 중국 내 대부분 도시에서 시가지 면적은 

개혁개방 초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도시면

적의 증가율이 도시인구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

으로 보고되었다(Wei and Ye, 2014; Wang et al., 

2015). 이에 따라 대규모 주택 공실의 발생과 소위 

‘유령 도시화’라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Wang 

et al., 2015). 중국 도시의 시가지 면적 증가는 중

국의 국토개발 정책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개혁개

방 이후 중국 정부는 거점도시 중심의 점, 거점도시

의 연결을 위한 선, 도시공간의 확대를 통한 대도시

권화를 꾀하는 면, 대도시의 기능 연결을 위한 망 

방식의 순차적 국토개발 정책을 펼쳐왔다(박인성, 

2010).

시가지의 외연 확대는 중국의 현안인 지역 간 경

제성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정책과

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연

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지역, 중부지역 

및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동북진흥, 서부대

개발, 중부굴기 등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곽복선, 2013). Liu et al. (2010)

은 이러한 개발계획에 따른 지역의 경제성장이 시

가화 건조지역의 면적 증가를 초래한 주요 동력으

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You and Yang (2017)은 

3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통해 경제

적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시가지 면적 증가에 상대

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지역 또는 국가 단위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시계

열 변화는 정부 기관에서 수집하여 공식적으로 공

개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자료

수집 시스템의 부재 또는 기수집된 자료의 접근성 

제한 등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들

어 야간에 지표로부터 방출된 인공조명 세기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위성 영상자료가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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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lvidge et al., 2014) .

특히 미 공군이 운영하는 Defense Meteorolog-

ical Satellite Program (DMSP)에 탑재된 Opera-

tional Linescan System (OLS) 센서에서 획득한 야

간 영상자료는 국내총생산 및 지역내총생산 등의 

추정을 위한 대안 자료로서 인식되고 있다(Chen 

and Nordhaus, 2011). 그리고 DMSP-OLS 자료는 

도시화와 시가지 면적 등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

며, 이와 같은 자료는 중국 내 시가지 면적의 확장 

분석을 위한 공간 대안 자료로 받아들여진다(Small 

et al., 2005). 이에 본 연구는 DMSP-OLS 야간 영

poral limitation of DMSP-OLS data.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imate socio-economic indices, 
e.g., growth regional domestic product, using a regression model developed with correlation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atistics ad SOL.

Key Words :  DMSP-OLS, nighttime satellite imagery, Jilin Province, sum of lights, built-up area, spatio-
temporal chang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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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국 지린성을 구성

하는 도시별 경제 수준과 시가지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국내 지리학 분야에서 북중 접경지역에 대

한 경험적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지상현 

외, 2017; 조영국, 2017; 이승철 외, 2017; 정수열 

외, 2017). 하지만 이 지역의 공간 변화 실태를 시계

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신뢰성 있는 공식통계자료를 획득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위성 영상자료는 이러한 자료의 공백

을 해결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

를 활용한 국내 연구는 최근에 시도되고 있다(김민

호, 2017, 김민호 외, 2017). 본 연구는 최근 시도들

과 함께 경험적 연구 결과를 축적하는 의미를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지역 및 자료

1) 연구지역

지린성은 랴오닝성 및 헤이룽장성과 함께 중국

의 동북 3성 지역에 속한다. 동북 3성은 1970년 초

반까지 중화학공업의 발달에 힘입어 중국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 이 지

역의 경제는 동부 연해에 소재한 지역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낙후되어 실업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

다(원동욱 외, 2013). 이에 동북 3성 지역의 경제발

전을 위해 2000년대 초반 동북진흥전략을 수립하

여 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권오국, 2011).

지린성의 행정구역에는 그림 1과 같이 7개 지급

시, 부성급시인 창춘시 및 옌볜 조선족 자치주를 포

함한다. 이 성에는 약 19만 km2 면적에 2017년 기

준 2,733만 명의 인구가 거주한다(중국전문가포럼, 

그림 1. 지린성의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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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린성의 성도인 창춘시는 중국의 농공업기

지이자 자동차 공업기지의 산업기능을 담당하며, 

지급 행정구역인 지린시는 화학공업 기반이 산업이 

발달하였다(이근·한동훈, 2007). 바이청시, 쑹위안

시, 쓰핑시, 라오위안시, 퉁화시, 바이산시는 지린

시와 같은 행정구역 위계에 속하는 도시들이다.

2) 연구 자료

미국 공군은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

상자료와 해양자료를 수집하는 Defense System 

Application Program과 Data Acquisition and 

Processing Program을 운영하였다(Dickinson et 

al., 1974). 이 두 프로그램의 역할은 이후 DMSP로 

이어졌고, 1960년대 초반 DMSP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에 발사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OLS 센서가 

이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자료를 수집하였다(Ama-

ral et al., 2005).

DMSP OLS는 1973년부터 지표에서 방출되는 

야간 인공조명 세기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영상자

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lvidge et al., 

2007). 미국 해양대기청 산하 국립환경정보센터는 

일 단위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연평균자료를 디지털

화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국립환경정보센터에

서 공개하는 연평균자료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산

불 등과 같은 빛 에너지 세기를 제거한 후 시가지의 

인공조명시설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 세기를 평

균하여 6비트 방사해상도로 기록한 것이다. DMSP 

OLS 연평균 영상자료는 1992∼2013년 기간으로 

제한되고, 2013년 자료의 상호보정모델 계수가 부

재한 현실이다(김민호 외, 2017). 이에 본 연구는 

1992∼2012년 사이 각 연도의 평균 빛세기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 방법

1992∼2012년 사이 관측 임무 기간을 고려하여 

F-10, F-12, F-14, F-15, F-16, F-18의 번호가 

부여된 DMSP 인공위성에 탑재된 OLS 센서에 의

해 관련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졌다. 서로 다른 인공

위성의 센서 노후화 등의 문제로 인해 동일 지역에 

대한 화소의 값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는 상황이 발

생하여 연도별 자료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NCEI, 

2019).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Elvidge 

et al.(2014)는 2차 회귀식에 기반한 상호보정모델

을 제시한 바 있다.

두 DMSP 인공위성의 임무기간 중복에 의해 동

일 연도의 빛세기 영상자료가 제공되며, 이에 따

라 어느 위성의 자료를 활용할지에 대한 선택의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 Liu et al. (2012)와 Wu et al. 

(2014)는 연내보정모델을 활용하였다. 개혁개방 이

후 중국의 지속적 경제 및 도시의 성장을 고려하여 

Zhang et al.(2015)는 연간보정모델을 이용하여 중

국의 도시개발 연구에 이용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보정모델은 중국의 사회·경제지표의 추정에 관한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었다. 각 연도의 평균 빛세기 

자료에 적용된 상호보정, 연내보정 및 연간보정모

델에 관한 상세 내용은 김민호 외(2017)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김민호 외(2017)와 김민호(2017)은 

세계은행의 연도별 중국의 국내총생산과 세 단계 

보정과정을 거친 영상자료의 화소값 합계 간 변화 

경향의 유사성을 제시하였다.

DMSP-OLS 영상자료는 지역 또는 국가의 경

제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자료로 알려져 있다

(Chen and Nordhaus, 2011). 특히 Elvidge et al. 

(2014)는 DMSP-OLS 자료를 이용한 빛합계지수

와 국내총생산과 같은 경제지표 간 밀접한 상관관

계를 보고하였다. Huang et al. (2016)과 김민호 외

(2017)은 중국의 지역별 경제수준의 시계열변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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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빛합계지수를 활용한 바 있다. 본 연구도 이 

지표를 이용하여 지린성의 행정구역별 경제수준 변

화를 고찰하였으며, 빛합계지수로부터 연간성장률

과 복합 연평균성장률를 도출하여 도시 간 시계열 

변화의 비교에 이용하였다.

DMSP-OLS 영상자료는 시계열 시가지 변화 연

구에 이용되었으며, Zhang et al. (2015)는 시가화 

건조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식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성별 임계값을 제시하였

다. 이에 따르면 지린성의 경우 DMSP-OLS의 화소

값 46이 시가지 추출을 위한 임계값에 해당하며, 본 

연구는 이 값을 적용하여 9개 행정구역 시가지의 시

계열 변화를 분석하였다.

4. 결과

본 연구는 DMSP-OLS 영상자료에 상호보정, 연

내보정 및 연간보정 등 세 단계 전처리 과정을 적용

하였다. 그림 2는 모든 전처리 과정을 거친 1992년, 

2002년 및 2012년 세 시기 지린성의 DMSP-OLS 

자료를 컬러영상으로 합성한 것이다. 1992∼2012

년 기간 동안 지린성에서는 대체로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외연 확장에 따라 도시지역의 개발

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발달 패턴

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창춘시와 인근 지역

과의 연결성이 최근에 발달하고 있다. 지린시와 쑹

위안시에서도 창춘시와 유사한 패턴으로 시가지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지린성의 빛합계지수는 1992년보다 약 2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난 20여 년 동안 연평균 

약 4%씩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와 

2010∼2012년 두 시기 동안 연평균성장률은 감소

하는 추세였으나, 2000년대에는 8%씩 증가하였다. 

그림 3은 연도별 중국 각 성의 빛합계지수에 관한 

최소, 최대 및 평균을 지린성의 빛합계지수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지린성의 빛합계지수는 1990년대 

그림 2. 세 시기 야간인공조명 자료를 이용한 컬러합성영상



463DMSP-OLS 야간영상자료를 이용한 접경지역의 경제성장과 시가지 면적의 시계열 변화 패턴 추정: 중국 지린성을 사례로

초반과 2009년 및 2010년에 중국 평균과 유사한 수

준이었으나 다른 시기에는 대체로 이보다 낮은 편

이었다.

빛합계지수 증가는 지린성 전체뿐만 아니라 개별 

도시에서도 관측되었다. 1992∼2012년 사이 쑹위

안, 바이청, 창춘 및 퉁화 4개 도시는 지린성보다 큰 

폭인 2.2배 이상 성장하였다. 이외에도 지린시와 옌

볜 조선족 자치주가 1.9배, 라오위안시가 1.7배, 쓰

핑시와 바이산시가 1.6배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표 1은 지린성과 각 도시의 빛합계지수의 시계

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는 지린성 도시들의 빛합계지수 분포 양상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이 그림에서 붉은색 원

은 평균을 의미한다. 이 지수의 지린성 전체 총합

은 1992년에서 2010년까지 대체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감소하였다. 창춘시의 빛합

계지수는 관측 시기 동안 다른 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지린시가 각 시기에서 창춘시 다음으

로 높았다. 쓰핑시는 대체로 세 번째 순이었고, 옌

볜 조선족 자치주는 1992년에 네 번째로 높은 수준

이었으나, 2012년에는 쑹위안시보다 낮아졌다.

1990년대에는 도시 간 빛합계지수 격차가 비슷

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증가하였다. 빛합

계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간 차인 범위는 2010년

에 가장 큰 컸고, 이 수치는 1992년의 약 2.6배 수준

이었다. 그러나 이 격차는 2010년을 지나 2011년부

터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연평균 빛합계지수는 창춘, 쑹

위안과 바이청 3개 도시에서 5%, 퉁화시에서 4%, 

지린시, 라오위안시와 옌볜 조선족 자치주에서 3%, 

바이산시에서 2%의 증가 패턴이 나타났다. 1990년

대, 2000년대와 2010∼2012년 등 세 시기별 연평균

성장률은 지린성 전체와 같이 각각 감소, 증가, 감

그림 3. 지린성 빛합계지수 시계열 변화

표 1. 지린성 및 도시별 빛합계지수의 변화.

구분
빛합계지수(x1,000)

변화비
1992년 2012년

바이청 13.1 37.0 2.8

쑹이안 23.9 69.7 2.9

창춘 77.1 191.5 2.5

지린 57.7 112.3 1.9

옌볜 조선족 자치주 30.1 58.0 1.9

쓰핑 47.6 74.4 1.6

라오위안 16.2 26.8 1.7

퉁화 20.6 46.2 2.2

바이산 20.6 32.8 1.6

지린성 307.0 648.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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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패턴이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쑹위안시, 창춘

시, 지린시와 퉁화시 각각에서 연평균 9% 수준의 

성장률이, 옌볜 조선족 자치주에서 약 6%의 증가율

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도시에서 1990년대

보다 2010년대 초반에 연평균 빛합계지수 감소 폭

이 더 큰 수준이었다.

그림 5는 도시별 빛합계지수의 연간성장률을 제

시한 막대그래프이다. 모든 도시에서 정(正)적 성장

과 부(負)적 성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대부분 도시에서 2000년대 빛합계지수의 연간성장

률이 1990년대와 2010년대 초반보다 더 높았다. 특

히 쑹위안시, 창춘시와 지린시는 다른 도시보다 연

간성장률이 높은 수준이었고, 이들 도시에서 큰 폭

의 성장은 1999∼2000년 및 2008∼2009년 사이에 

발생하였다. 2011년과 2012년 사이 바이청시, 옌볜 

조선족 자치주와 바이산시에서 빛합계지수의 정적 

성장이 나타났고, 자치주에서의 증가율은 다른 두 

도시에 비해 높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도시

에서는 빛합계지수 연간성장률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보정 과정을 거친 각 연도의 

DMSP-OLS 영상에 화소값 46을 임계값으로 적용

하여 지린성의 시가지를 추출하였다. 지린성 전체

의 도시면적은 연평균 약 4% 수준에서 지속적 증가

하여 2010년대 초반의 시가지 면적은 1990년대 초

반보다 약 4배 넓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

대에 연평균 2% 수준이었던 지린성 시가지 증가율

은 2000년대에 이르러 급격하게 증가하여 연평균 

9%로 나타났다.

그림 6은 각 도시의 시가지 화소 수에 관한 시계

열 변화를 스트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서 옌볜은 옌볜 조선족 자치주를 의미한다. 창춘시

와 지린시의 시가지 면적은 다른 도시들보다 넓었

으나, 바이산시의 시가화 건조지역은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었다. 대부분 도시의 시가지 공간 범위는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이르러 큰 폭으로 증가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시기에 시가지 면적의 연

평균 증가율은 창춘시, 지린시와 쓰핑시에서 8%, 

바이청시에서 10%, 그리고 쑹위안시, 라오위안시

와 바이산시에서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옌볜 조

선족 자치주에서는 연평균 13%의 시가지 면적 증

가가 이루어졌고, 가장 높은 증가율(15%)은 퉁화시

에서 나타났다.

그림 4. 지린성 도시들의 빛합계지수 분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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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시별 빛합계지수의 연간성장률: (a) 바이청, (b) 쑹위안, (c) 창춘, (d) 지린, (e) 옌볜 조선족 자치주, (f) 쓰핑, (g) 라오위안, 

(h) 퉁화, (i) 바이산

그림 6. 도시별 시가지 화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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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볜 조선족 자치주의 도시면적은 1990년대 쑹

위안시와 쓰핑시보다 좁았으나, 2000년대에는 쑹

위안시와 비슷해졌을 뿐만 아니라 쓰핑시보다 넓

어졌다. 본 연구의 관측 시기 동안 쓰핑시의 시가지 

면적은 약 2.8배 넓어졌으나, 옌볜 조선족 자치주의 

도시면적은 약 4.1배 넓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린성의 전체 시가지 면적에 대한 도시별 시가

화 건조지역 면적 비중은 그림 7에 제시된 바와 같

다. 창춘시의 경우 도시면적 비중이 모든 관측 시

기 동안 타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린시에서는 

1990년대 초반 높은 수준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시가지 비중 

변화 추세는 쑹위안시와 쓰핑시에서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대 옌볜 조선족 자치주의 비중은 

쑹위안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이와 유

사한 패턴은 퉁화시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림 8은 1993년, 2001년과 2011년 세 시기의 도

시별 시가지 공간 범위를 나타낸 지도이다. 기존 시

가지 외곽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도시지역의 면적이 

늘어난 대표적인 예는 창춘시와 지린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도시에서는 대체로 방사형의 도시개발

이 이루어졌고, 지린시에서는 북서-남동 축을 따라 

시가지가 발달하였다.

바이청시, 쑹위안시, 쓰핑시와 라오위안시 등에

서도 기존 시가지의 공간적 외연 확대에 따른 도시

발달 패턴이 관측되었다. 이와 유사한 시계열 추세

는 옌볜 조선족 자치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특

히 옌지시에서는 창춘시와 같은 방사형의 도시개발

이 이루어졌다. 이 자치주에 소재한 훈춘시의 경우 

2010년대 초반에 이르러 러시아보다는 북한 방향

으로 시가지가 확장되는 개발 패턴이 확인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투먼시는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시

가지가 대체로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여 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가지 면적 증가는 퉁화시에서 발

생하였으며, 이 도시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개발

된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시가지 발달 패턴이 

확인되었다. 그림 8의 퉁화시 남동쪽에 소재한 시가

지는 북한 만포시와 이웃한 현급 행정구역인 지안

시이다.

그림 7. 지린성 전체에 대한 도시별 시가지 화소 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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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대외개방 당시인 1978년 중국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동북 3성 지역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약 

15%에 달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에 이 비중은 약 

9%대로 낮아졌다(이수행·김인경, 2006). 시설의 

노후, 국영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상당 기간 동

안 상대적 저성장 현상을 겪기도 하였다. 경제침체

는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해

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에 ‘동북진

흥전략’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개발을 이루는 사업

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동북 3성 내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은 해

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DMSP-OLS 영

상자료의 분석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랴오닝성의 빛합계지수는 중국 전

체 성의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김민호 외, 

2017), 본 연구에 의하면 지린성의 경우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국내총

생산에서 각 성의 지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

대 초반까지 랴오닝성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헤이

룽장성이 그 뒤를 이었다(이수행·김인경, 2006).

동북 3성의 지역 간 경제개발 격차는 대외교역을 

위한 각 성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도 

있다. 랴오닝성의 경우 다롄시와 단둥시 항구를 통

한 대외교역이 가능하고, 헤이룽장성은 북한보다 

경제 상황이 나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다. 이에 비

해 지린성은 북한의 낙후된 지역과 접해 있고 외부

로 연결하는 교통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러한 입지적 불리로 인해 지린성은 동북 3성 중에

서 가장 낙후되었다. 이에 지린성 정부는 2000년대 

중반에 창춘시·지린시, 투먼시·훈춘시를 묶어 ‘창

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2009년부터 

이 계획은 국가전략인 ‘창지투 개발계획’으로 격상

그림 8. 세 시기 간 도시별 시가지 공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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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김석주, 2009; 김범송, 2011).

2000년대 들어 지린성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

대와 1990년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으

며(Sun, 2013),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2000∼

2011년) 사이 이 지역은 연평균 12% 이상의 고성장

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Zhang et al., 2014). 

이러한 지린성의 경제성장은 DMSP-OLS 영상자

료를 이용한 빛합계지수 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도 있다. 1990년대에 감소하던 빛합계지수 성장

률은 2000년대에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20여 

년 동안 이 지수의 총합은 약 2.8배 성장하였으며, 

같은 기간 연평균 약 6%씩 증가하였다.

최근 중국 내에서는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고 

지역간 발전격차가 커지는 등 지역불균형 문제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주연, 2017). 지린성에

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2009년 기준 지린

성 전체 지역내총생산을 차지하는 비중 중 최대인 

창춘시(36%)는 최소인 옌볜 조선족 자치주의 약 6

배 수준이었다(서종원·안병민, 2011). 창춘시의 비

중은 현급 행정구역인 훈춘(0.2%)보다 약 180배 높

았다. 이와 같은 지역 간 경제적 불균등 수준은 야

간에 지표에서 반사된 인공조명 세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Lessman and Siedel, 

2017). 지린성 빛합계지수 시계열 추이와 관련한 

본 연구의 상자도표를 살펴보면,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이 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간 차가 대

체로 컸고, 2010년대 초반의 빛합계지수 범위는 이

전 두 시기보다 더 넓어졌다(그림 4 참조).

DMSP-OLS 자료로부터 추정된 도시별 경제 규

모와 시가지 면적 간 정적 상관 경향성을 찾아볼 수

도 있다. 지린성 지역내총생산의 약 50% 이상을 차

지하는 창춘시와 지린시의 시가지 면적이 성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창지투 개발계획

에 따르면, 창춘시와 지린시는 일체화를 통해 국제 

물류와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2010년 12월에 개통된 고

속철도에 의해 두 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이 된 것

으로 알려져 있다(현동일, 2011; 서종원·노상우, 

2015).

빛합계지수가 약 2배 이상 성장한 퉁화시의 시가

지 면적은 2000년대에 다른 도시들보다 높은 수준

으로 증가하였다. 이 도시와 랴오닝성 단둥시를 연

계한 퉁단경제벨트 구축사업이 2009년에 발표되었

고(이헌진, 2009), 대북무역의 4대 도시 중 하나인 

지안시가 인접해 있다. 이는 2010년대 초반에 퉁화

시 시가지 면적 증가 속도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 더 

그림 9. (a) 시가지 면적 가중 중심점과 (b) 빛합계지수 가중 중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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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졌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퉁단경

제벨트는 13차 5개년 계획기간에 바이산시를 묶어 

바이퉁단 경제벨트 구축사업으로 확대되었다(이상

훈·허유미, 2016).

연벤 조선족 자치주의 시가지 공간의 시계열 변화 

패턴도 퉁화시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창지

투 개발계획에는 북한의 라선경제특구와 연계한 차

항출해(借港出海)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옌

지-룽징-투먼은 전진기지 기능을, 훈춘은 관문(또

는 창구)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서

종원·안병민, 2011). 퉁단경제벨트와 창지투 개발

계획에 따라 지린성에서는 서부보다 북한과 가까운 

동부지역에 개발역량의 집중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는 시가지 건조지역 중심점의 이동 패턴을 나타낸 

그림 9(a)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를 거쳐 2010년대 초반까지 중심점들은 

남동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빛

합계지수 중심점은 그림 9(b)와 같이 시가지 개발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6.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DMSP-OLS 영상으

로부터 도출된 빛합계지수는 지린성의 경제성장에 

관한 시계열 추세와 지역 간 개발격차를 추정하기 

위한 공간자료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역개

발의 공간적 방향성도 동일 자료에 기반한 시가지의 

시계열 변화 패턴을 통해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DMSP-OLS 자료에 의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

는 200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 온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추진한 창지투 선도구와 퉁단경제벨트 사

업 등 동북진흥전략에 의한 지역개발의 성과를 분

석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야간 지표를 관측한 SNPP 

VIIRS DNB 영상자료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 그리고 경제통계자료와 빛합계지수 간 상관관

계에 기반한 회귀모형의 구축을 통해 지역내총생산 

등 경제지표의 추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기

수집된 경제통계자료를 분석에 이용할 때 최근 불

거진 중국 지방 정부의 통계조작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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