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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방안

조명철․김지연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이 주도한 두만강
지역개발계획(TRADP)에 그 모태를 두고 추진되는 정부간 협력체계를 의미
한다. 두만강개발지역에 갖고 있는 풍부한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TRADP 사업은 GTI로 변경되던 2005년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결과 회원국들은 2005년 TRADP를 GTI 체제로 전환하고 협력범위를
과거 러시아, 중국, 북한 중심에서 한국의 강원도 및 부산 지역, 몽골, 일본
으로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GTI
사업은 최근까지 추진력이 약했으며, 이는 2009년 중국이 두만강개발 사업
을 동북 3성 개발계획과 연동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책정, 격상하면서 활
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접경지역의 운
송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GTI 사업의 활성화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GTI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GTI 대
상지역 개발이 갖는 잠재력을 분석한 후, GTI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
적과 선행연구 고찰,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의 기대효과 등이 기술되어 있
다. 특히 연구 목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동향을 바탕으로 GTI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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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조짐,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
되었다. 또한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윤승현(2009), 심의섭․이광훈(2001), 이
성우(2010), 하영석(2002), 백종실(2005) 등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Church & Reid(1996)와 같은 해외 연구진들의 연구 내용도 소개되
었다. 이와 함께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과 내용, 기대효과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2장에서는 GTI의 추진현황이 기술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TRADP
의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 GTI의 출범 배경과 추진 현황으로 세분화되어
소개되었다. TRADP 사업은 1980년대 중국의 동해출로 확보방안을 모색하
는 과정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이후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
린 동북아 소지역 개발계획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다.
TRADP 초기 주요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었으며, 개발지역도 3국
접경지역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 TRADP는 GTI 체제로 전환되고,
동시에 주요 참여 국가도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으로 확대되면서 개
발 범위도 한층 넓여졌다. 2009년 북한의 사업 탈퇴로 인해 현재 참여국은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다. 2009년 중국이 두만강개발사업을 동북 3성 개
발과 연결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및 주변국에
대한 인프라 건설에도 열심을 보이면서 GTI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다.
제3장에서는 GTI의 잠재력이 분석되었으며, 이는 크게 지경학적 여건과
교통운송 잠재력, 경제적 상호보완성으로 구분되었다. 간략히 북한, 중국, 러
시아 세 나라의 교차지역인 이 지역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로, 철도․도
로․해운 운송망 등 교통운송에서 경쟁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두
만강 지역은 경제발전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두만강 유역은 경제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자원과 기
술의 수출, 북한․중국 동북지역은 노동력 수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은
에너지와 광물자원 수출, 한국, 중국은 경공업제품 수출, 중국․몽골은 농축
산품과 식량 수출 등이 있다.

4│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방안

제4장에서는 GTI에 대한 유관국들의 입장과 정책이 소개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입장과 정책, 중국, 러시아, 북한의 입장과 정책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한국정부가 GTI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주요 동기는 △유관
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GTI 대상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주변국과의 무
역교류를 활성화하여 아시아 시장선점 △다자간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간 경제교류 확대, 북한의 개방유도 및 통일 대비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
다. 중국은 GTI 사업을 동북 3성 진흥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북
3성 진흥전략은 랴오닝의 ‘5점 1선’ 계획과 지린성의 ‘창지투 사업’ 계획,
에이룽장의 ‘하다치 공업벨트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이는 랴오닝
‘2대기지, 3대산업’발전 전략, 지린성 ‘5대기지’ 발전 전략, 에이룽장 ‘6대기
지’ 발전전략으로 구체화된다. 러시아의 GTI 참여는 신극동지역 개발전략과
맞물려 계획,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전략은 극동․
자바이칼 지역개발 사업, 에너지․교통 장기전략 2020 사업, 에너지자원의
통합된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을 포함한다. 북한은 두만강지역 및 나선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저조한 사업 성과 및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한 불만으로
2009년 이 사업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특
히 나진항 개발을 통해 이 사업에 간접참여하고 있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GTI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과거 TRADP 사업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과거 제시
된 정책과제가 내포한 한계를 분석한 후 GTI 활성화를 위해 향후 유관국들
이 취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과거 TRADP 체제
에서 강조되었던 물류인프라 확충방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방안,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들이 검토되었고, 이 외 TRADP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지
적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는 GTI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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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이란 한국과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이 유엔개
발계획(UNDP)과 함께 동북아 지역에 구축한 정부간 협력체계를 의미한다.1)
GTI는 2005년 출범하였으며, 그 전신은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이 구상
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에서 시작한다. GTI 초기 협정회원국은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 5개국이었으나, 2009년 11월 북한이 라선지역개발 성과 부진을 원인으
로 GTI 탈퇴를 선언, 2010년 현재 GTI 회원국은 총 4개국이 되었다.
두만강 접경지역은 주변국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할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두만강지역 개발은 이 지역에 대한 개발자금
부족, 유관국 정부간 협력 부족, 투자유치 부진 등으로 인해 침체되어왔고,

1) GTI(2010). Background Brief: Greater Tumen Initiative(GTI). Retrieved on December 6 from.
(http://www.tumenprogram.org/index.php?id=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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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5년 GTI 체제가 출범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2000년대 후반까지 침체되었던 GTI는 2009년 8월 중국이 두만강개발 사
업을 포함한 동북 3성 개발계획을 중앙정부 사업으로 격상하면서 급속히 활
성화되고 있다. 중국은 동북 3성 개발계획에 따라 이 지역개발에 대한 구체
적인 계획과 전략 등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계획
에 따라 이 지역 내, 그리고 필요 시 주변국의 해당지역 내 취약한 인프라
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롄에 소재
한 중국의 창리(創立) 그룹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에 맞추어
나진항 제1호 부두의 개발권 및 사용권을 확보하였다.2) 또한 2010년 6월
권하 원정리 다리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이 외에도 중국은 훈춘 나진간
도로 확장 및 원정리 나진항 고속도로 건설 등을 북한과 합의한 것으로 조
사된다.3) 러시아 또한 2008년 10월 접경지역인 핫산과 나진을 잇는 철도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거행하였고, 2009년 핫산, 자루비노 항 인근지역의 인
프라시설 구축에 대해 중국과 합의하였으며, 도문 두만강 핫산 국제철도선
재개통을 위해 관련 국가들과 꾸준히 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접경지역의 운송 인프라 확충에 대해 관심을 보
임에 따라 정체되었던 북한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개발사업 재개 및 이를
통한 두만강개발사업의 활성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동
북지역 해상통로 확보와 외국인투자 확대에 관심이 있는 중국의 이해와 나
진․선봉 경제특구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북한의 이해, 극동지역 개발에 관
심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이해가 서로 맞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여
기에서는 GTI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GTI 대상지역 개발이 갖는 잠재력
을 분석하는 한편, GTI에 대한 유관국들의 입장과 정책들을 비교, 분석한

2) 연합뉴스(2010. 1. 15), 中 나진항 통한 동해 진출 초읽기 ,
3) 연합뉴스(2010. 6. 23), ｢훈춘정부 관계자 면담 내용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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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를 통해 GTI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윤승현은 두만강지역 개발의 전략적 가치가 확대되면서 환동해경제권의
교류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중국은 2009년부터 ‘중국의
두만강개발공정’이라는 명목하에 두만강개발계획을 중앙정부의 중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3 극동․자바이칼 프로그램’과 북․러의 나
진․핫산 간 철도 현대화 및 나진항 개발 사업을 통해 환동해권의 경제, 정
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두만강지역개발에 대한 국가간 전략과
계획이 적극 마련, 추진되면서, 환동해지역의 경제협력체 구축은 새로운 경
제발전 기회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4)
심의섭, 이광훈은 현재 동북아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제교류는 그 잠재적 수
준에 크게 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심의섭 외는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
의 현실적 방안 중 하나로 소지역 간의 경제개발 협력사업을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은 이 지역 내의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북아경제권의 실현을 가늠할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 동단거점이 구축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간 교역 증진과 경제성
장 효과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5)
Church & Reid는 국경지역 협력을 통한 도시 네트워크화는 공간적인 경
제효과를 크게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주장하였다. Church & Reid는 국

4) 윤승현(2009), 두만강지역의 신개발 전략과 환동해권 확대 방안 , 강원발전연구원.
5) 심의섭․이광훈(2001),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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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역 도시 간 국제적인 네트워크화가 진전되면 인력, 재화, 금융, 지식, 기
술, 정보 등이 축적되고, 이는 첨단 국제정보교류의 중추기능을 확보하는 주
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Church & Reid는 국경지역 경제
협력체 구축은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하여 도시지역의 국제화
를 확대시키고, 이는 도시산업의 국제화도 촉진시켜 지역경제발전 기회로 연
결된다고 주장하였다.6)
이성우는 두만강개발계획은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첫째로, 그는 두만
강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둘째로 북한 당국의 나진선봉 지역개발에 대한 지나친 의존 태
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개발 및 사용권 확보, 즉
원활한 사용이 두만강 개발사업의 성공을 가늠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데
북한은 이 지역개발에 필요한 도로, 통신, 전기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까지
모두 유관국들에게 의존하려 하기 때문에 북한의 지나친 대외의존적 태도가
개발계획의 추동력을 제약하고 있다. 셋째,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 미
국이나 유럽과 같은 재정 능력이 있는 역외 국가들에 대한 투자유인책 부재
가 이 사업의 활성화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었다.7)
하영석은 주요 거점항만과 경쟁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시베리아횡단
철도와 중국횡단철도가 활성화되면 아시아 주요 거점항만과 화물유치 경쟁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8)
백종실은 도래할 시대에는 국제적인 도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호협력
관계 구축이 상호 간의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
장한다. 백종실은 도시지역들의 국제적인 도시 네트워크 및 상호협력관계 구

6) Church, A. & Reid, P.(1996), “Urban power, international networks and competition: The example of
cross border cooperation,” Urban Studies, 33(8), pp. 1297-1318.
7) 이성우(2010), ｢두만강개발과 동아시아 다자협력 전망｣, JPI 정책포럼 , 2010-20, 제주평화연구원.
8) 하영석(2002), 아시아-유럽간 해륙철도 복합운송로의 경제성 비교분석｣, 해운물류학회지 , 제36호, pp. 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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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이 국제사회 내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억제하고, 정보, 상품, 인적자본, 금
융자본의 유입을 유도해 유관지역․유관국 간의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9)
유럽연합(EU)은 공동운송정책을 통해서만 경제통합이 가능하다고 인식하
고 유럽통합 과정에서 국가간 운송시스템 통합 작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유
럽연합 설립조약 제70조부터 제80조까지는 국가간 인프라 구축비용의 합리
화 방안, 에너지 소비 절감, 운송시간, 운송경로 및 조건의 최적화 방안, 공
동운송정책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역내 국가들 간 생산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역 증대와 교역에 따른 제반비용 감소가 필수적
인데, 이는 공동운송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10)

3. 연구방법과 내용
이 보고서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한 심층면접, 전문가 회의 등의 연
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진은 GTI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정
리했을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를 통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진
은 앞으로 GTI의 추진 방향을 가늠해보고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GTI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하
였다.
그러나 GTI의 핵심 지역으로 지목되는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극동지역,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이 국제사회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정치, 경제, 문화적
으로 민감하고, 특수성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9) 백종실(2005),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두만강지역 복합운송체계 구축 방안｣, 유통정보학회지 , 제
8권 3호. pp. 51～81.
10) 이기석(1998), ｢세계적 수준의 도시네트워크와 자유무역지구의 건설｣, 국토 , 11월호, 국토연구원, pp. 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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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특히 급속히 변화하는 모든 상황을 이 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한계가 따른다. 또한 이 연구는 특성상 가용한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
는 데 현실적 제약이 있어 연구진은 계량적인 방법보다는 정치경제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GTI의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GTI 대상지역 개발이 갖는 잠
재력 및 GTI 회원국들의 입장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GTI가 활
성화되기 위해 요청되는 국제사회의 협력방안과 한국 정부의 정책과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GTI의 협력 틀 변화가 예상되는 현 상황을 고
려하여,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4. 연구의 기대효과
한국의 GTI 참여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한국은 광역두만
강개발 대상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북
아 경제협력 추진의 일환으로 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이 계획을
통해 주변국들과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GTI의 다자간 통
로를 활용하여 동북아개발 및 이 지역 내 경제협력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
움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은 나선지역 개발을 통해 남북 간 협력체계를 구축
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이 GTI에 참여하는 목적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보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유관국들의 GTI에 대한 전략이 변
화되고, GTI 협력체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방
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필요를 당면하였다. 특히 GTI 협력 틀이 변화되
는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새로운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 계획에 대한 전
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단기적인 가시성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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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이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보고서에 대한 기대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보고서를 통해서 GTI 전신단계부터 최근까지의 변화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GTI에 대한 유관
국들의 달라진 입장과 정책을 집중 조명해 볼 것이다. 둘째, 이 보고서에서
는 한국 정부가 GTI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현재 GTI가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변화가능한
GTI의 청사진과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방안도 제시할 것이다.
특히 한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방안은 GTI 대상지역 개발이 갖는 잠재력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한국이 보유한 다양한 비교우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양자 간 경쟁력 있는 요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시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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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추진 현황

1.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 및 진행 과정
가. 추진 배경
두만강지역개발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 중국이 지린성의 동해출로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은 동해출로의 확보 방
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1988년 지린성의 훈춘시를 경제기술개발구로 지정
하였고, 이후 1990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두만강 실험항해를 실시하면
서 개발에 필요한 조사를 추진, 완료하였다.
이후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은 1990년 7월 중국 장춘에서 개최된 ‘제1차
동북아 경제기술발전 국제학술회의’에서 두만강 하구에 무역특구를 건설하는
안이 논의되면서 공론화되었다.11) 이와 함께, 철도, 항만, 하천 개발 전문가
들은 중국, 러시아, 북경 3국이 접경지역인 두만강 하구지역을 다롄과 같은

20│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방안

무역특구로 개발하는 계획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두만강 지역개발은 차츰 구체화되었다.
두만강 지역개발에 대한 논의는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동북아 소지역 개발계획(Northeast Asia Sub Regional Program)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들이 민간학술회의에서 논의하는 차원에서 유관국 대표들이
정부간 개발협력 사업으로 논의하는 차원으로 한층 격상되었다. 두만강 지역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만강 유역개발이 갖고 있는 잠재력, 특히 이 지역개발을 통
한 유관국들의 상호보완적인 경제이익 추구에서 찾을 수 있다. 두만강 지역
개발이 갖는 잠재력은 크게 지정학적 우월성과 교통운송 잠재력, 경제적 상
호보완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첫째, 지정학적 우월성은 두만강지역이 중국,
북한, 러시아 3국이 교차하는 동북아 중심지라는 점이다. 둘째, 교통운송 잠
재력은 이 지역이 동북아지역의 해상, 육상, 항공운송의 거점지가 될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대륙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
이다. 마지막으로 유관국들은 두만강 지역개발을 통해 자원협력뿐만 아니라
물류수요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의 자원
매장량은 매우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채년수 역시 길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물류 수요와 관련해서, 두만강 유역은 유관국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 서로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상호보완적 요소들을 보
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해로의 출구를 갖지 못한 중국과 몽골은 북한의
나진․선봉, 러시아의 자루비노를 통해 동해로의 출해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중국은 남방지역으로의 물류운송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11) 당시 정사성(丁士晟) 교수는 두만강지역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한 ｢도문강지구개발급기영향(圖們江地區開發及其
影響)｣이라는 논문을 발표함. 袁樹人等(1990. 9), 圖們江地區開發及其影響 , 吉林省人民政府經濟技術社會硏
究中心; 續集一. 長春 Lee, C.(2003). “Ten years of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Evaluation and
issues,” ERINA Booklet, vol 2. Niigata, Japa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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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동북3성의 경제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반대로 북한과 러시
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항만과 관련 인프라 시설을 개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관수수료를 통해 수입 증대 등의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기대
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역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에 참여함으로 중국 동
북3성의 내수시장을 보다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확보할 뿐만 아니라, 물류
운송 비용 절감 및 시간단축, 관세 혜택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호혜적 조건으로 유라시아의 시장진출 확대 기회까지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1년 10월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일
본 등 유관국 대표자들과 함께 평양회의에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을 정식으로 수립하고, 이 사업
을 동북아지역 개발에 대한 최우선 추진과제로 지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유
관국 대표들은 두만강 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12)하고,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두만강개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며, 실무자 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각국 대표들은 평양회의에서 20년 이내로 300억 달
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현대적 부두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인구 50만의 새
로운 산업도시와 국제투자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논의하였다.13) 간략히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에 필요한 소요투자액이 300억 달러로 산출한 근거는
교통관련 시설 구축으로 110억 달러, 신도시 건설로 120억 달러, 교육 및
인력개발 명목으로 10억, 기타 예비비 명목으로 50억 달러가 책정된 것에서

12) 제1안은 두만강경제지대(Tumen River Economic Zone) 건설안으로, 유관국들이 나진․선봉과 훈춘, 포시에트
를 잇는 소삼각 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방안을 의미함. 제2안은 두만강경제개발지
역(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건설안으로, 유관국들이 북한 청진, 중국 연길, 러시아 블라
디보스토크의 대삼각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각국이 행정적으로 협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안
임. 제3안은 동북아지역개발지구(Northeast Asia Regional Development) 구상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유관국들
이 일정지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사용권을 하나의 운영기구에 위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정리
됨. 마지막으로 제4안은 북한, 러시아, 중국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입지적 우위에 입각해 기반시설 개발비
용을 분담하자는 안으로 요약 정리됨.
13) 이성우(2010),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망: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의 건설을 중심으로｣, JPI 정책
포럼 , 2010-20, p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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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다.14) 이와 함께 유관국 대표들은 두만강 지역에 자유무역항을 건설
하고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좁게는 훈춘과 방천을 중심으로, 넓게
는 연길을 포함해 수출가공지대를 건설하는 안을 계획하였다. 북한은 좁게는
나진, 선봉 지역을 중심으로, 넓게는 청진을 포함해 중계형 수출가공지대를
설립하는 안을 계획했으며,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수출입 가공지대를
건설하는 안을 구상하였다.15)

❚ 표 2-1. 중국, 북한, 러시아 접경지역의 개발계획 ❚
구분

중국

북한

러시아

기본목표

훈춘에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

나진, 선봉 지역에
지유경제무역지대 건설

블라디보스토크에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

지대유형

수출가공지대

중계형 수출가공지대

수출입 가공지대

거점도시

소삼각: 훈춘, 방천
대삼각: 연길

소삼각: 나진, 선봉
대삼각: 청진

국제 내륙항
지린성 중심공업도시
동북아 중심공업도시

국제화물 중계 기지
가공수출 기지
국제적 관광 기지

소삼각: 자루비노
대삼각: 나호트카,
블라디보스토크
국제화물 중계 기지
(자루비노 항 개발 중심)

훈춘, 방천 집중개발
내륙항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준비

나진지구 집중개발
국제화물 중계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주요 산업 간 연관효과
제고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확충
수출주도형 가공산업
육성

동북아 중심공업도시로
육성
유라시아 해륙수송망
건설

종합적인 국제교류거점
도시 건설

지대가능

1단계
(1990~95)

2단계
개발
내용 (1996~2000)

3단계
(2001~10)

자원집약적 가공산업
건설(나호트카 개발)
기반시설 적체 문제
해소(자루비노 항 개발)
수입대체산업 집중 육성
고기술집약적 산업 육성

14) 이성우(2010); 윤승현(2009).
15) 임양택(1999), 아시아 대예측 ,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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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계속 ❚
구분

1단계
(1990~95)

중점
과제

중국

두만강 출해권 확보
나진, 선봉, 청진항 확장
훈춘-장령자-크라시키노 중국, 러시아 접속철도
연결철로 건설
및 도로 건설
방천 항 건설
신흥, 동명, 창평, 청계,
훈춘-방천 도로 건설
백학 공단 건설

두만강 준설과 방천항
2단계
확장
(1996~2000) 훈춘-방천 철도와 도로
건설
3단계
(2001~10)

북한

방천항 확장
동북지역 철도망 보강

러시아
자루비노 항 확장
크라스키노-자루비노
중국 연결철도 건설

항만 확장
중국, 러시아 연결
고속도로 건설
웅상, 관곡 공단 건설

자루비노 항 확장
크라스키노-자루비노
중국 연결철도 건설

항만 확장
후창, 홍의 공단 건설

자루비노 항 확장

자료: 임양택(1999); 윤승현(2009).

나. 진행 과정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은 유엔개발계획이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 동북
아 소지역개발계획 회의에서 이 사업을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과 함
께 동북아지역개발 중점사업으로 채택한 이후 200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
진되었다. 각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
가 중심이 되었다. 1단계는 1991년부터 1996년까지로 구분되고, 2단계는
1997년부터 2000년, 3단계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구분된다.16)

1) 1단계(1991~96년)
제1단계에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 참여국은 두만강 소삼각
지역(TREZ: Tumen River Economic Zone)17)을 점진적으로 공동 개발하

16) Greater Tumen Initiative(GTI). (n.d.).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TRADP). Retrieved on December 7, 2010 fromhttp://www.tumenprogram.org/index.php?id=128.
17) 두만강 소삼각 지역에 포함되는 곳은 중국의 훈춘-경신, 러시아의 포시에트-자루비노, 북한의 나진-선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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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기간 동안 TRADP 사업을 위한 정부간 계획관리위
원회(PMC: Program Management Committee) 회의는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회의 전반에 걸쳐 논의, 합의된 주요 내용은 TRADP 사업추
진 원칙, 추진체계, 재원조달 방안 등으로 정리된다. 각 회의에서 논의된 내
용은 아래와 같다.
제1차 회의는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되
었으며, 이때 논의 및 합의된 주요 사항은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운영 방안을 검토하며, 유관국들은 TRADP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발
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 회의에서는
유관국 대표들과 UNDP 관계자, 아시아개발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두만
강계획관리위원회 활동지침, 제도법률금융조사팀, 경제성 분석반, 기술적 타
당성 분석반 등 3개 실무작업반 활동지침, UNDP 사업계획서 및 향후 추진
일정 등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지침을 수립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제2차 회의는 같은 해 10월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때에는 북한과 중
국, 러시아가 토지를 일정 기간 조차해 회원국이 이를 공동 개발한다는 원칙
이 합의됨과 동시에 이원화된 정부간 조정기구 설립안이 합의되었다. 회원국
의 공동 토지개발 원칙과 관련해, 북한은 국가별로 해당지역을 독자적으로 개
발, 관리하고 필요 시 유관국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을 주장한 반면, 중국은
토지소유권 자체를 양도하고 공동으로 개발, 관리하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러
시아는 북한, 중국, 러시아 3개 인접국으로 구성된 소위윈회를 구성하여 토지
임차와 국경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북한과 중국 간 상충된 의견
은 북한이 양보함에 따라 합의되었고, 이후 개발 주체와 개발 방식에 대한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한편, 이원화된 정부간 협의기구란 5개국 위원회(The
Consultative for the Development of the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nd Northeast Asia)와 3개국 위원회(The Coordination Committee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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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nd Northeast
Asia)를 의미한다.
제3차 회의는 1993년 5월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TRADP 협정잠정안과
두만강지역개발회사 설립, 정부간 조정협의위원회(Commission) 창설에 관한
협정잠정안이 확정되었다. 북한은 유관국들의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관리위원회 회의장소 유치를 1992년 4월부터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제3차 계획관리위원회 회의는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서 중국, 러시아, 북한은 토지, 설비, 시설을 임대하는 당사자들로 북한이 반
대한 토지 임대문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시적으
로 차관급의 두만강지역개발조정위원회(Tumen Area Development Coordination
Committee) 설립안을 합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중국, 북한, 몽골,
러시아는 제3차 회의에서 두만강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의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ss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TREDA
and Northeast Asia) 창설을 합의하였다. 유관국 대표 및 UNDP 관계자들
은 자문위원회 산하에 두만강개발 추진기구로 두만강개발회사(TRADCO: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Corporation)를 설립하기로 합의해 본격
적인 추진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UNDP는 북경에 두만강사무소를 설치해 사
업 전반을 관장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하였다.
제4차 회의는 1994년 7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의 사망으로 제4차 회의에 불참하였다. 북한을 제외한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은 이 회의에서 ‘두만강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개발을 위한 동북아위원
회’를 구성하는 안에 합의하였으며, 이 외에도 조정협의위원회 협정문이 합
의되었고, 환경 양해각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이 지역개발이 점진적 방식
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략이 채택, 확정되었다.
제5차 회의는 1995년 5월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두만사무국 설치 문제
가 논의되었고, 중점사업 분야가 채택되었다. 특히 이 회의에서 유관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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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을 추진하는 협의․의결기구 결성안에 대해 가서명하였으나, 5개국
협력위원회와 3개국 조정위원회의 권한 배분에서 마찰을 빚어 합의에 도달
하지 못하였다.
제6차 회의는 같은 해 12월 뉴욕에서 개최되었으며, 유관국 대표들은 동
북아개발 협의위원회 협정문과 환경 양해각서에 서명하였고, 사무국 구성 방
안과 소재지 선정, 경비 부담, 조정협의위원회 산하로 통신, 인프라, 환경,
조정․조화․홍보 분야에 실무작업반 설치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 표 2-2. 제1단계 TRADP 정부간 회의에서 논의, 합의된 주요 내용 ❚
구분

일시

장소

제1차
PMC회의

1992. 2

한국
서울

- 분야별 실무작업반 구성 및 운영방안 검토
- 각국대표 중심의 운영방식 합의
- TRADP 개발방안, 대상지역, 재원조달 문제 등 논의

제2차
1992. 10
PMC회의

중국
북경

- TRADP 추진과 관련된 4가지 기본원칙 합의
- 이원화된 정부간 조정기구 설립 합의

제3차
PMC회의

1993. 5

북한
평양

-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협정 잠정안 확정
- 두만강지역개발회사 설립 및 정부간 조정협의위원회 창
설에 관한 협정잠정안 확정

제4차
PMC회의

1994. 7

러시아
모스크바

1995. 5

중국
북경

-

제6차
1995. 12
PMC회의

미국
뉴욕

- 당사국회의 협정문 서명
- 환경 양해각서 서명
- 정부간 조정협의위원회 산하의 통신, 인프라, 환경,
조정․조화․홍보 실무작업반 설치 논의

제5차
PMC회의

주요 논의․합의사항

- 정부간 조정협의위원회 협정문 합의
- 환경 양해각서 협의 완료
- 점진적 방식의 지역개발전략 확정

정부간 조정협의위원회 협정문 가서명
환경 양해각서 가서명
두만사무국 설치계획 논의
교역, 투자, 인프라 등 6개 중점사업 분야 잠정 합의

자료: 윤승현(2009); 이성우(2010).
Tsuji, H.(2004). “The Tumen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Its History and Current
Status as of 2004,” ERINA Discussion Paper No. 0404e, Niigata, Japa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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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 유관국들은 회원국들이 자금을 공동출자하여 공
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이 지역을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유
관국들은 두만강지역개발회사 설립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토지임대 방안이 무
산되자, 이 지역개발전략을 직접적 개발 방식에서 점진적 조화 방식으로 수
정하였다. 이후 유관국들은 이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을 장기간에 걸쳐
조성해가는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이와 함께 회원국 간의 투자계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TRADP 핵심기능
으로 설정하였다.

2) 2단계(1997~2000년)
제2단계에서는 실무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내
교역 및 투자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기간에는 총 4차
례의 정부간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단계부터는 정부간 회의가 계획관리위
원회(PMC) 형태에서 당사국회의(Consultative Commission) 형태로 변경되
었다. 이 기간에 추진된 주요 사업에는 나진 원정 간 고속도로 개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사업, 나진․선봉, 훈춘, 블라디보스토크, 울란바토르 등 각
국 투자요충지의 투자환경 조사 및 이 지역에 투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연
구, 두만강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전략행동프로그램(SAP: Strategy Action
Program) 작성 등이 포함된다.18) 각 조정협의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합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1차 회의는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 4월 중국 북경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때 논의․합의된 주요 사항에는 사무국 소재지, 사무국 운
영경비충당 방안, 중장기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 회의에서 각국 대표는

18) 임강택(2008),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의 특징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두만강유역 개발과 동북아지역 경제협
력 전망 , 중국 연변대학교 세미나 자료집, pp.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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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사무국을 처음 3년간은 북경에 두고 그 이후 서울과 블라디보스토크에
차례대로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회원국은 사무국 운영을 위해 5개
국이 매년 2만 5천 달러씩 균등 분담하는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이 외 중장
기 사업계획도 심의하였다. 한편, 북한은 두만강 개발사업의 통신 및 관련
기반시설부문 작업반 구성을 접경국가인 러시아, 중국, 북한에 한정해 별도
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두만강 개발사업은 난항을 겪게 되었다.
제2차 회의는 같은 해 10월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재원조
달 문제와 두만사무국 조직 및 운영 방안, 199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토의
가 이루어졌으며, 이 외에도 일본이 옵서버(Observer)가 아닌 조정협의위원
회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하는 결의안도 채택되었다.
제3차 회의는 1997년 11월 역시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인
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논의되었고,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사업계획이 유관국 대표들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일본이 옵서버의 신분을 유
지하는 안이 확정되었다. 한편 북한은 제3차 회의부터 일방적 불참을 통보하
였는데, 이는 1996년 9월 강원도 잠수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어났다. 또
한 북한은 나진․선봉 지역이 역사적 유물이 풍부하고 경관이 수려하다는
점을 들어 관광 개발과 연계된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투자유
치를 위한 전략적 선회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북한은 두만
강개발과 관련된 회의 참석을 거부하였다.
제4차 회의는 처음 1998년 10월 몽골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와
북한의 불참을 원인으로 이듬해인 1999년 6월로 연기되었다. 1998년 러시
아는 국내 정치불안에 의한 대표단 구성에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북한은 내
부조직 변화로 인한 대표단 구성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회의에 불참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후 1999년 6월 북한을 제외한 유관국들은 몽골 울란바토르에
모여 두만지역투자 네트워크 구축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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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제2단계 TRADP 정부간 회의에서 논의, 합의된 주요 내용 ❚
구분

일시

장소

주요 논의․합의사항

1996. 4

중국
북경

- 사무국 소재지는 처음 3년간 북경으로 하되 이후에는
5개국 지역에서 순환하는 로테이션 방식 합의
- 사무국 운영 경비는 5개국이 매년 25천 달러씩 분담
- 중장기 사업계획(96.7~97.12) 심의

제2차
1996. 10
당사국회의

중국
북경

- 재원조달 문제, 두만사무국 조직 및 운영, 1997년
사업 계획 논의
- 일본의 Commission 회원국 가입 권유 결의안 채택

제3차
1997. 11
당사국회의

중국
북경

-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논의
- 유관국들 제2단계 사업계획(’97~’99)에 서명
- 일본의 옵서버 신분 유지안 결의

제1차
당사국회의

제4차
당사국회의

1999. 6

몽골
울란바토르

- 두만지역투자 네트워크 구축 합의

자료: 윤승현(2009); 이성우(2010).

한편 제2단계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유관국들은 중
장기적 관점에서 TRADP 사업 방향 및 추진 전략들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운영에서 있어 참가국의 주인의식 결핍, 취약한 협력추진 체계, 사무국의 역
할 및 규모 축소 강조, 협력 범위의 확대 필요성 제기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
다. 더욱이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TRADP 사업은 정
체되었고, 이와 함께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두만강 지역의 개발
범위가 광범위해지면서 이 사업은 다자간 공동 개발보다는 국가별 독자 개
발 형태로 변모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심양, 장춘 등 대도시 개발을 시작한
반면, 북한과 한국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TRADP 사업은 점차 각국의 독자 개발에 기초한 협력 형태로 전환되었다.

3) 3단계(2001~04년)
제3단계에서 참가국들은 사업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였다. 참가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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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사업이 두만강 유역에 국한될 경우 주요 국가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두만강개발 사업을 동북아 국가간의 협력으로 확
대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이 사업을 국가간 공동사업으
로 간주하여, 각국의 협조를 유도하고, 국제금융지원 확보, 민간자금 유치 등
재원조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참가국들은 사업
의 지속성과 이를 통한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기능적․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고, 교역․투자, 교통․통신, 환경, 관광, 에너지 등 5개 부문을 활성
화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단계에서 정부간 회의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제5차 회의는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4월 중국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
의에서 유엔개발계획 및 회원국들은 이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일본
이 회원국으로 가입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고, TRADP 사업지역
을 북한 청진, 중국 연길, 러시아 나홋카에서 몽골,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유관국들은 사업추진 전반에
서 유엔개발계획의 역할은 축소시키고, 회원국의 역할은 강화하는 제도 개선
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할 중기 사업계획을
확정, 서명하였다.19) 제6차 회의는 200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
으며, 여기에서 논의, 합의된 사항에는 일본 가입을 위한 유엔개발계획의 일
본 정부와의 접촉,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역할 재조명 및 북한과 러시아
의 ADB 회원가입 지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유관국들은 동북아 지역의 경
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지역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는 점과 사업 우선순위를 인프라 건설에 두기로 동의하였다.20) 제7차 회의
는 2004년 7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유관국들은 이 회의에서 TRADP

19) 기획재정부(2001), 제5차 두만강개발계획 5개국위원회 회의결과 .
20) GTI(2002), 2002 Consultative Commission Meeting. Retrieved on December 7, 2010 from
http://www.tumenprogram.org/news.php?id=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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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약이 만료되는 2005년 이후 유엔개발계획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받
았고, 향후 동북아 경제협력의 방향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침서 등을 마련
하였다.21)
❚ 표 2-4. 제3단계 TRADP 정부간 회의에서 논의, 합의된 주요 내용 ❚
구분

일시

주요 논의, 합의사항

장소

제5차
당사국회의

2001. 4

제6차
당사국회의

러시아
2002. 6 블라디보스
토크

제7차
당사국회의

2003. 9

중국
홍콩

중국
북경

- 일본의 회원국 가입 문제(일본이 회원국으로 가입
하도록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
- TRADP 사업대상 지역 확대
- 회원국의 역할 강화 합의
- 2001~03년 사업계획 확정 및 서명
- 일본 가입을 위해 유엔개발계획이 일본 정부와 접촉
- ADB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구축
(북한, 러시아의 ADB 회원가입 지지)
- 동북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해당지역 인프라 구축
의 필요성 및 중요성 논의
- 2005년 이후 UNDP의 TRADP 사업 지원 약속
- 향후 동북아 경제협력 방향 및 사업운영에 대한 지침
마련(현실성 있는 사업 위주)

자료: 기획재정부(2001), 제5차 두만강개발계획 5개국위원회 회의결과 ; GTI(2002), 2002 Consultative
Commission Meeting; GTI(2003), 2003 Consultative Commission Meeting.

2.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출범 배경과 추진 현황
가. 출범 배경
TRADP는 입지적으로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한 축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2000년 중반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특히
TRADP는 2005년 GTI 체제로 변화된 이후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2009년 중국이 ‘창지투사업’을 중앙정부 사업으로 채택하고, 이를 발표한 이

21) GTI(2003), 2003 Consultative Commission Meeting. Retrieved on December 7, 2010 from
http://www.tumenprogram.org/news.php?id=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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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터 급속도로 활성화되었다. GTI 대상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외국인 직
접투자의 실적을 보이는 중국 연변지역의 경우, 2006년 말 누계기준으로
655개의 외자기업이 투자하였다.22) 한국, 홍콩, 일본이 주요 투자국이며, 누
계기준으로 한국은 기업 수의 74.5%, 외자투자액의 63%를 차지하였다. 연
변지역에 투자한 외자기업들의 대부분은 소규모며, 식품, 방직, 의복, 목재가
공, 전기부문의 제조업 또는 도소매 무역 및 음식점 관련 회사로 조사된다.
TRADP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두
만강유역 국제협력에서 가장 큰 제약 요인은 체제의 이질성과 불확실성이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유관국들
의 활발한 물자교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두만강유역의 국제협력 개발에
있어서는 한국, 북한 양국이 체제와 인식의 차이를 떠나 상호보완적 경제협
력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양국 간에 상호보완적 경제협력
은 매우 제한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국, 북한 등 일부 유관국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경계심 역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일본의 경제력은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본이 동북아지역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다양한 조치들은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리적 인접성 이외의 다른 요소들의 현격한 차
이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인접성 이외, 정치체제의 유사성, 국가 규모, 인구
규모 및 경제발전 수준 등이 비슷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이 사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만강 개발사업의 참가
국들의 조건을 살펴보면, 지리적 인접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에는 현격한

22) 윤승현(2007), ｢중국의 두만강지역 개발 현황과 시사점｣, 한중사회과학연구 , 제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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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중국 동북 3성 및 환발해 각 성과 시만 합친
면적이 남북한 전체 면적의 13배고, 러시아 원동지역의 경우는 63배에 달한
다. 경제발전 정도에 있어서도 일본의 국민소득은 동북아 협력권 국민소득에
88%, 무역액에 73%를 차지하는 등 그 편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
이 동 지역에 구축된 교통, 인프라 시설은 매우 미약할 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마다 개발계획도 매우 상이한 상황이라 외국기업․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사업이 안정적 추진을 제약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북한의 일관된 정책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이 사
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동해로의 출로 확보
로 평가되며, 이는 곧 북한의 나진․선봉항, 청진항 사용권 확보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 그러나 체제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로 인해 이
사업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가변적이며, 이는 이 지역으로의 해외투자자 유
치를 어렵게 하여 이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두만강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국의 각기 다른 입장, 개발 형태, 개발
목적 등은 참가국들 간의 의견 일치를 어렵게 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
해한다. 예를 들면, 중국이 이 사업에서 추구하는 주요 목표는 동해 출해권
획득 및 국경무역 활성화를 통해 동북 3성의 경제개발이었다. 중국은 나진․
선봉항 및 청진항을 통해 동북 3성에서 재배된 쌀과 옥수수 등 농산품과 석
탄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다롄 등 남방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
을 갖고 있는데, 이는 동해를 통한 물류운송이 시간과 비용 절감에서 모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이 사업을 통해 남북통일 기반을 조성하
고, 중국 동북 3성 및 유라시아 지역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북한은 이 사업으로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이
를 통해 외자를 유치하는 데 관심이 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홋
카를 포함하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경제지대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
으며, 이 사업을 통해 극동지역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한반도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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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R)-시베리안철도(TSR) 연결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교통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몽골은 출해 운송루트를 확보하는 것과, 시베리아 고속철도 운행에 따
른 물류 중개지로 통과료 수입을 확보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함
께 몽골은 소삼각지역․대삼각지역 개발 및 TSR 몽골철도(TMR) 연결을 통
해 몽골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주변국에 수출하는 것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
다. 일본의 중앙정부는 사업 참여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지
방정부는 해상수송로 구축을 통해 경제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상충되는 관심․이해 범위는 사업 추
진과 관련해 의견 합의를 어렵게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어렵게 한다.
넷째, 두만강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의 한계도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두만강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개발자금이 조달되
어야 하는데, △인근 지역의 취약한 사회간접자본 △자유무역지대 형성의
미비 △투자보호협정 실천의 한계 △국제금융 협력의 부재 △북한, 중국,
러시아의 외자도입 노력 부족 등은 개발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어렵게 하였
다. 2000년대 초반까지 두만강 하구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던 중국에서도 지
방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었고, 자금과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한국은 개발계획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까지 중국은 연해지역 중심으로 개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러시아는 체제전
환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가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극동지역에 투
자할 여력이 없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경제난과 안보 불안이 지속
되는 가운데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는 관련국 정부간 협의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참
여를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개발사업의 원동력을
마련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투자환
경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고,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안보적 긴장이
지속됨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진․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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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는 임금수준과 투지관련 비용에서는 양호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과도한 행정적 관여 △부족한 인프라 △남한 대표단 파견 거
부와 같은 남한 기업 투자의 배제 △북미 관계의 긴장과 국제사회의 불신
등이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부정적 요소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정식 명칭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등 대외개방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특히 2000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개성공단 개발이 추
진되고 북한 당국이 2002년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함으로써 북한 내부와
외국인투자자들의 나진, 선봉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낮아졌다. 두만강 하구
지역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나진, 선봉 지역의 개발이 정체되고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인프라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두만강지역 도시 간의 경제협력 프
로젝트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유엔개발계획 및 유관국들은 TRADP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
북아지역 내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TRADP 체제를 GTI 체
제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유엔개발계획 및 유관국들은 GTI 대상지역을
기존 TRADP의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에서 한국 강원, 속초, 울산, 부
산 등 일부 연해안 지역, 몽골, 일본으로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나. 추진 현황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은 2005년 9월, 제8차 5개국 당사국회의에서 참가국
들이 10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하면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특히 유관
국들은 두만강지역개발사업(TRADP)을 과거 중국, 북한, 러시아 중심에서
몽골과 한국의 부산으로까지 사업지역을 확대하면서 그 명칭을 광역두만강계
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변경하였다. GTI 체제로 전환된 이
후 2010년까지 당사국회의는 총 4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여기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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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주요 사항에는 회원국의 소유권 제고 및 유엔개발계획의 지속적인
참여와 사업지역 확대, GTI 핵심 분야별 협의체 설립 및 신규 프로젝트 선
정, GTI 사무국 법인격 부여, GTI 국제기구 전환 문제 검토, UNDP 지역
협력 프로그램 실시 등이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제8차 당사국 회의부터
제11차 당사국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8차 당사국 회의는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9월 중국 장
춘에서 열렸으며, 여기서 당사국 대표들은 기존 TRADP 체제를 GTI 체제
로 전환하고, GTI 체제를 출범시키는 것과 당사국회의 설립 협정을 10년 연
장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TRADP를 GTI 체제로 전환
하고 사업추진 협정을 10년간 연장하는 안에 대해 유관국들 간의 합의가 이
루어졌다. 당사국들이 TRADP에서 GTI 체제로 전환하게 된 근본 배경은
TRADP 체제에 내포된 다양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과 연동되었다. 실제 중국, 러시아, 북한 중심인 TRADP 체제에서
유관국들 간의 경제력 격차는 매우 큰데, 이는 참여국간의 경제협력 활동을
매우 축소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유관국들은 경제협력의
지역범위를 확대하고 회원국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력체제를
GTI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회원국의 주인의식 제고,
UNDP의 지속적인 참여와 두만강 소삼각 지역에서 중국의 동북 3성, 네이
멍구, 몽골 동부지역, 러시아 연해주, 한국의 강원 영동, 경북, 울산, 부산 등
동해안지역으로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채택, 합의했다.23)
제9차 회의는 2007년 1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었으며,
GTI 체제에서의 핵심 분야별 협의체 설립과 신규 프로젝트 선정 등에 합의
했다. 유관국들은 이 회의에서 에너지이사회(Energy Board)와 관광협의회

23) GTI(2005), 2005 8th GTI Consultative Commission Meeting. Retrieved on December 7, 2010 from
http://www.tumenprogram.org/news.php?i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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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Council), 기업인자문회(BAC: Business Advisory Council), 환
경협력 협의체 틀(Cooperation Framework on Environment) 설립을 결정
했다. 또한, 유관국들은 교통, 에너지, 관광, 투자, 환경 부문에서 10개의 신
규 프로젝트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는 데도 합의하였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 분야에서는 동북아훼리 노선 국경 인
프라 구축사업과, 자루비노항 현대화 사업, 몽골 중국 간 철도건설 타당성
평가, 훈춘 마리히노 철도운행 재개사업, 중국 북한 국경의 도로 및 항만 활
용 사업 등이 합의되었고, 이 가운데 한국 정부가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업은 동북아훼리 노선 국경 인프라 구축 사업과 자루비노항 현대화 사업
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역량 구축 사업이 합의되었고, 관광 분야에
서는 관광산업 역량구축 사업이 합의되었으며, 투자 분야는 TRADP 회원국
관료를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 교육사업이 합의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
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업은 관광산업 역량 구축과 시장경제
교육사업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월경성 환경영향 평가 및 환경기
준 표준화 사업과 두만강 수자원 보호 타당성 평가가 합의되었고, 한국 정부
는 월경성 환경영향 평가 및 환경기준 표준화사업을 유관국들과 함께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GTI 신규프로젝트는 과거 TRADP 체제에서 추진
된 사업들과 비교해 회원국들 간의 실제 협력을 유도하는 사업들이 제시되
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TRADP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된 주
요 원인 중 하나가 두만강지역의 미비한 교통 및 운송시설 때문이라는 사실
을 고려하여 GTI 신규사업에는 교통․물류 분야의 협력강화 계획이 반영되
었다.24) 그러나 GTI 신규투자의 재원조달 방식이 대부분 민간투자에 의존하
고, 두만강지역 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24) GTI(2007), 2007 9th GTI Consultative Commission Meeting. Retrieved on December 7, 2010 from
http://www.tumenprogram.org/news.php?id=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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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UNDP의 GTI 신규 사업 내용 ❚
분야

사업명
동북아훼리 노선 국경
인프라 구축
자루비노항 현대화

교통

몽골-중국 간
철도건설 타당성 평가
훈춘-마리히노
철도운행 재개
중국-북한 국경의
도로 및 항만 활용

에너지

에너지 역량 구축

관광

관광산업 역량 구축

투자

TRADP 회원국 관료
시장경제 교육

월경성 환경영향 평가
및 환경기준 표준화
환경
두만강 수자원 보호
타당성 평가

사업 내용

비용

트로이지-속초-니카타 간 정기항로
개설
자루비노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공사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철도
상세도안 마련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와
미국연구협의회(NRC) 간 협정체결
방안 마련
국경 간 수송촉진 협정 체결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
- 에너지위원회 신설
- 에너지 교역을 저해하는 비물리적
장벽 축소
- 관광위원회 구성
- GTI 관광가이드 제작
- 백두산 다목적 관광방안 마련
TRADP 회원국 중 저개발 국가의
관료에 대한 시장경제 학습기회
제공
- 국제기술규정(GTR) 월경 간
환경영향 평가
- 동북아 환경기준 표준화

5만
달러
8억
달러
50만
달러

두만강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력

재원조달
민간협력투자
민간협력투자
민간협력투자

5만
달러

민간협력투자

5만
달러

민간협력투자

25만
달러

민간협력투자

20만
달러

민간협력투자

20만
달러

민간협력투자

5만
달러

한국 및
관련국가

5만
달러

Toshiba
(일본)

자료: GTI. (n.d.), GTI Projects. Retrieved on December 7, 2010 from http://www.tumenprogram.org/index.php?id=167.

두만강개발 사업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된다. 제10차 회의는 2009년 3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으며, 당사국들은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2개
국 이상이 승인할 때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Fast Track 제도를 합의하
였고, 교통이사회 설립을 승인하였다.25)

25) GTI(2009), 2009 10th GTI Consultative Commission Meeting. Retrieved on December 7, 2010 from
http://www.tumenprogram.org/news.php?id=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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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회의는 2010년 9월 중국 장춘에서 개최되었으며, 논의, 합의된 주
요 내용은 한국의 2011년 제12차 당사국회의 개최 확정, 북한의 GTI 사업
복귀 촉구, 회원국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구축 추진, 무역원활화위원회 설립
확정, 12개 사업지원 확정, 사무국 인력충원 계획 재확인, 회원국 분담금
2012년부터 재조정, GTI 사무국의 법인격 부여 여부 등이었다. 첫째, 제11
차 GTI 당사국회의에서는 2011년 제12차 당사국회의지가 한국, 강원도 평
창 알펜시아로 확정되었으며, 회의개최 지원금으로 GTI 공동기금 7만 달러
를 확보하였다. 둘째, 중국, 러시아, 몽골, 두만사무국은 북한의 GTI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장춘선언문에 반영하였다. 셋째, 한국 강원도와 경상북도,
중국은 회원국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에 지
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러시아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이후 재
확인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중국은 신규협력 사업으로 초
(超)국경 경제지대 조성계획을 제안하였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해 사업의 성
격과 적용대상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유보적 입장을 취하
였다. 셋째, 이 회의에서는 무역원활회위원회 설립을 확정했고, 위원회 운영
세칙(TOR)의 대표직급은 국장급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무역원활회위원회 구
성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던 러시아가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국
경지대의 통관문제 해결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러시아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회원국 관료 시장경제교육’ 사업을 ‘무역원활
화 교육’사업으로 변경해 2011년 중반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중국 역시 무
역원활화를 위해 약 6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으로 조사되었다.26) 넷째, 12개
사업이 2011년 주요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25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섯째, 이번 회의에서는 사무국 인력충원 계

26) 한국 정부는 GTI 공동기금에서 3만 달러를 지원하고, 연수예산이 부족할 시 대략 2만 달러를 한-UNDP 신탁
기금에서 지원할 게획인 것으로 조사됨. 기획재정부(2010), 제11차 Consultative Commission 회의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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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재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Senior Program Manager와 Office Manager
가 신규 채용될 계획이며, 2010년 7월 조정관회의에서 현 사무국장인
Nataliya Yacheistova가 올해 12월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
라 신임 사무국장 선임 문제도 당사국들의 해결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섯째,
당사국들은 2012년부터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GDP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것
에 합의하였다. 현재 두만사무국 운영 경비는 연간 65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4개 회원국이 각각 2.5만 달러씩 부담하고, 남은 55만 달러는 한국, 중
국, 러시아가 GDP 규모에 따라 분담하여 충당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회원국
들의 분담금이 재조정되면,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의
분담금은 각각 5만 달러, 6.8만 달러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
은 4만 달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째, 당사국들은 두만사무국의
독립 법인화를 중간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당분간은 UNDP의 행정․기술
지원을 받는 안에 합의하였다. 제11차 회의에서는 GTI 사무국을 APEC 사
무국과 같이 법인격 사무국으로 독립시키는 안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관국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 표 2-6. GTI 회원국별 분담액 추산 방식 ❚
(단위: 미국 달러, %)

구분

중국

한국

러시아

각국 2.5만 달러

25,000

25,000

25,000

GDP 비율에 따른 분담

343,200

73,700

133,100

증감 조정

-108,200

38,519

69,851

분담액(A)

260,000

137,219

227,781

현재 기여액(B)

210,000

181,000

차액(A-B)

+50,000

-43,781

몽골

소계

부족분

100,000

550,000

-

550,000

0

-

0

0

25,000

650,000

0

159,000

25,000

575,000

-

+68,781

0

75,000

-

25,000

주: 차액에서 산출된 + 부호는 추가로 분담해야 할 경비를 지칭하는 한편, -는 분담금이 줄어들 것을 의미함.
자료: 제11차 GTI 당사국회의 참가자료(2010),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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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을 독립시키는 것은 다양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UNDP
가 제공하던 행정 지원을 GTI 사무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국의 법인격 부여는 유보하기로 하였다.27)

❚ 표 2-7. GTI 체제 출범 이후 정부간 회의에서 논의, 합의된 주요 내용 ❚
구분

일시

장소

제8차
당사국회의

2005. 9

중국
창춘

러시아
제9차
2007. 11 블라디보
당사국회의
스토크
제10차
당사국회의

제11차
당사국회의

2009. 3

2010. 8

몽골
울란바토
르

중국
장춘

주요 논의, 합의․사항
- GTI 체제 출범 합의
- 당사국 협정문, 환경양해각서 시효 10년 연장
- GTI 체제 출범 이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
- 에너지 이사회, 관광협의회, 기업인자문회, 환경협력
에 대한 협의체 설립
- GTI 10개 신규 프로젝트 선정
-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Fast Track 합의
(2개국 이상 승인 시 사업추진 가능)
- 교통이사회 설립 승인
- 2011년 제12차 당사국회의지 확정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 장춘선언문에 북한의 GTI 복귀를 요청하는 내용 포함
(중국, 러시아, 몽골, 두만사무국 입장 기술)
- 회원국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구축
- 무역원활화위원회 설립 확정
- 2011년 12개 주요 사업 및 지원금(25만 달러) 확정
- 국별분담금 재조정 및 인력확충 합의
- 두만사무국의 법적지위 현행체제 유지 합의

자료: GTI(2010), 2010 11th GTI Consultative Commission Meeting.

27) GTI(2010), 2010 11th GTI Consultative Commission Meeting, Retrieved on December 7, 2010 from
http://www.tumenprogram.org/news.php?id=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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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잠재력 분석

1. 지경학적 여건
두만강 지역의 지경학적 우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 지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교차 지역이다. [그림 3-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두만강 지역은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의 국경선과 인접해
있다. 두만강개발 지역은 크게 소삼각 지역과 대삼각 지역으로 구분된다. 소
삼각 지역이란 나진․선봉과 훈춘, 포시에트를 잇는 대략 1,000㎢의 지역을
지칭하고, 대삼각 지역이란 북한 청진, 중국 연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10,000㎢ 지역을 의미한다. 하구로부터 동쪽에 러시아가 위치해 있
고, 서남쪽에는 북한이, 직선으로 15㎞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훈춘시가 위치해 있다. 이와 함께 배후지역으로는 중국의 동
북지역, 몽골,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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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두만강유역 지도 ❚

자료: 백성호(2009), 최근 두만강유역개발 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 , 대한상공회의소, 2009. 12. 9. 세미나
자료집, p. 34.

둘째, 이 지역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로 평가된다. 두만강 입구가 동북아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해의 해상, 육상, 항공 운송의 거점지역으로 평가
된다. 두만강 하구에서 동해의 주요 항까지 최단거리를 살펴보면, 북한의 나
진항까지는 40㎞, 청진항까지는 80㎞이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는
160㎞, 일본의 니가타항까지는 800㎞, 부산항까지는 750㎞이다.28) 이뿐만
아니라,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방천만은 동해와 일본의 쓰루가 해협을 거쳐
태평양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거리는 8,400㎞에 이른다. 해상뿐만 아니라
두만강 유역은 러시아 시베리아 철로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으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대(大)육교 동쪽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셋째, 이 지역은 해운의 중심지로 손꼽힌다. 나진․선봉, 핫산, 자루비노가

28) 심의섭․이광훈(2001),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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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진․선봉항은 중국에 의해, 자루비노항
은 한국과 중국에 의해 근대적 항만으로 개발되고 있다. 중국 훈춘은 직접
바다에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방천항을 통해 동해로
연결된다. 1990년 중국은 두만강을 거쳐 동해로의 출해를 시도한 바 있다.
러시아와 두만강 철교는 중국 국경과 6㎞의 거리에 있으며, 통과 높이는
9.6m다. 따라서 기존항로에 대한 별도의 정리 없이, 항로표지만 설치하면 방
천에서 선박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방천항은 수심이 낮아 중량
50~300톤급 선박만 수용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2009년 중
국은 수심 9~11m로 50만 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북한의 나진항 1호 부두의
10년 사용권을 확보하였다.

❚ 그림 3-2. 두만강의 지경학적 우월성 ❚

45

제3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잠재력 분석 │

2. 교통운송 잠재력
가.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현황
1) 철도망
두만강 지역의 철도망은 좁게는 북한, 중국, 러시아 3국과 모두 연결되어
있고, 넓게는 주변국인 한국, 몽골, 유럽으로까지 연결되어 있다. 중국과 북
한은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문 남양 청진, 도문 남양 나진, 집안 만
포, 단동 신의주 등 4개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도문 훈
춘 카메소와야․자루비노 패더거얼나, 수분하 만주리 블라디보스토크 등 2개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북한 러시아도 홍의 두만강 나진 핫산 블라디보
스토크 1개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다.29)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유럽으로
이어지는 TSR의 시발점이 된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 간 철도는 유럽과 아시
아를 연결하는 루트로 확장될 수 있다. 중국 몽골 러시아 철도는 러시아 치
타 몽골 초이발산 중국 아르산 백성 창춘 도문 북한 나진 청진 루트로 연결
되어 있다. 현재 몽골 초이발산 중국 아르산 구간의 철도는 건설계획 중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3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몽골 초이발산 중국
쑨부이르 아르산을 연결하는 410㎞ 노선이고, 둘째는 몽골 초이발산 커롱통
사구 아르산을 연결하는 520㎞ 노선이며, 셋째는 금주 초이발산 비치그트
(Bichigt) 적봉 금주를 연결하는 1,600㎞의 노선이다.

29) 백종실(2005),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두만강지역 복합운송체계 구축 방안｣, 流通情報學會誌 ,
제8권 3호, pp. 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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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두만강지역 중국-북한-러시아 철도연결 상황 ❚
구분

구간

비고

중국-북한

도문-남양-청진
도문-남양-나진
집안-만포
단동-신의주

도문-남양: 1,435mm(표준궤)
연결궤도: 1,435mm(표준궤)
연결궤도: 1,435mm(표준궤)

도문-훈춘-카메소바야,
자루비노-패더거얼나(핫산)

훈춘-카메소바야: 42㎞
훈춘-카메소바야: 1,520mm(광궤)

중국-러시아

수분하-만주리-블라디보스토크(TSR)
홍의-두만강-나진-핫산-블라디보스토크
(TSR-유라시아 연결철도)
러시아 치타(자루비노-핫산)-몽골 초이발산-중국
쑨부이르-아르산-백성-장춘-도문-북한 나진-청진
러시아 치타(자루비노-핫산)-몽골 초이발산러시아-몽골커롱통사구-아르산백성-장춘-도문-북한 나진-청진
중국-북한
러시아 치타(자루비노-핫산)-초이발산-비치그트
(Bichigt)-적봉-금주-백성-장춘-도문-북한
나진-청진
북한-러시아

수분하-그로데코트:
1,520mm(광궤)
홍의-두만:9.5㎞
도문-패더거얼나: 광궤
410㎞
520㎞
1,600㎞

자료: 백종실(2005), p. 60; 于瀟(2010), p. 31~32.

중국과 북한은 1954년 1월 ‘중-조 직통철도운행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6
월부터 평양에서 북경까지의 여객열차를 운행하였다. 남양-도문 노선은 1960
년대 체결된 ‘국경여행열차운행협정’을 바탕으로 운행되었으며, 중국과 북한
은 양국 간 국경지역 주민들의 친선교류를 장려하고자 운행하였다. 특히 도
문 남양 청진 노선은 청진항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동북 3성 간 중개화물을
수송하는 목적으로 이용했다. 이 노선을 통해 탈북하는 북한 주민의 수가 꾸
준히 증가하자 북한당국은 협정은 존속시키되 여객열차 운행은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만포 지안 노선은 화물수송 시 비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으
며, 단동 신의주 노선은 평양에서 시작해 신의주, 단동, 산하이관, 텐진을 거
쳐 베이징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이 노선은 총 운행거리가 1,347㎞이고,
소요시간은 약 22시간 20분이며, 주 4회 왕복 운행하고 있다.30) 한편 2000
년대 들어 중국은 두만강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동변도 철도를 건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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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변도철도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따라 건설되고 있으며, 다롄을 기
점으로 단동과 도문, 훈춘, 에이룽장의 수분하까지 1,318㎞에 걸쳐 이어진
다.31) 중국은 동변도철도를 통해 운송비 절감과 변경무역 활성화 등의 경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문 북한 두만강 러시아 핫산 철도 구
간이 2007년 12월 재개통되고, 훈춘시와 나진시 간의 나진항 공동개발, 청
진항을 포함한 북한의 북부일대 도시가 동변도철도와 연결될 경우 북 중 접
경지역 교통물류는 급속도로 활성화되어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상당할 것으
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중국은 에이룽장의 자원을 절강성까지 운송하는 데
있어 내륙철도를 이용할 경우 15일, 내륙철도와 다롄항을 이용할 경우 7일
이 걸린다. 그러나 나진항을 이용할 경우 중국은 물류운송시간을 4일로 단축
할 수 있으며, 연길 다롄 부산항을 이용할 경우 3일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
다. 종합해 보면, 현재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철도는 도문 남양 두만강 나
진 철도, 도문 회령 청진 철도, 도문 남양 두만강 핫산, 단동 신의주 크게 4
가지며, 중국이 동변도철도를 통해 물류운송 시간을 단축하여 얻을 수 있는
물류운송비용 절감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32)
중국과 러시아 간에 연결된 철도노선은 2000년 7월 개통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중국 지린성 훈춘과 러시아의 카미소바야(Kamyshovaya) 간의 노
선은 총 40㎞이며, 이 노선은 러시아 자루비노항, 보스토치니항, 나호트카항,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연계되어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유라시아로 연결되
는 시베리아 철도(TSR)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훈춘 카미소바야
노선은 유라시아로까지 연계된다. 이 노선의 연간수송능력은 300만 톤에 달
하나 운영사의 자금난, 광궤와 표준궤의 차이 등 다양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

30) 백종실(2005), ｢열차시험운행 김정일 애용 북-중 및 북-러 연결노선｣, 연합뉴스, 2007. 5. 16.
31) Ibid.
32) 于瀟(2010), ｢推 大
族自治州商 局.

通道建 面 的

及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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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易 展

, pp. 31～42, 延 朝

해 이 노선은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도문 훈춘 장
령자 러시아의 카메소와야 시베리아 철도는 중국의 훈춘 장령자 통상구 러시
아의 크라스키노 슬라브양카를 연결하는 도로와 연결되며, 이 도로의 상태는
2급 수준으로 평가된다. 장령자 세관을 통과해 러시아로 이동하는 중국 화물
은 이 운송로를 통해 자루비노, 포시에트로 운송되며, 이후 일본, 한국, 미국
등 전 세계 다양한 지역으로 이송된다. 현재 중․러 무역의 활성화를 제약하
는 가장 큰 요인은 극동 러시아 지역을 지나는 철도의 일부 구간이 민영기
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이용규칙 및 정책에 대한 국영철도와 민영
철도 간의 차이를 발생시켜, 중 러 통로를 이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이용자들
에게 불편을 준다는 점이 지적된다.
북한과 러시아는 ‘조․러국경철도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양국 간 철도노선
을 상호 협의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북한 러시아 간 노선은 홍의에서
시작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어 있다. 양국을 연결하는 노선은 초기 두
만강에서 핫산까지 연결되었으나, 1963년 도문에서 홍의를 연결하는 9.5㎞
의 홍의선이 신설됨에 따라 북한 러시아 간 철도는 홍의에서부터 블라디보스
토크로까지 연결되었다. 한편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하바로프스크에서 이르
쿠츠크, 옴스크 등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러시아 간
철도 역시 중국 러시아 노선과 마찬가지로 유라시아로까지 연결된다. 평양에
서 출발해 핫산, 하바로프스크, 바이칼을 거쳐 모스크바까지 연결되는 여객
열차는 1,214㎞의 거리를 주 2회 왕복 운행하며, 출발에서 도착까지 소요되
는 시간은 대략 1주일 정도다.
러시아와 몽골, 중국과 북한을 함께 연결하는 철도노선은 러시아 치타 몽
골 초이발산 중국 아르산 백성 장춘 도문 북한 나진 청진이며, 몽골 초이발
산과 중국 아르산을 연결하는 계획은 2007년 8월 중국 국무원에서 비준한
동북진역진흥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 철도건설 계획은 중국 두만강지역 개
발계획의 주요한 건설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몽골 역시 자원개발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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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중국과 협력해 몽골철도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몽골은 2010년 현재
타반 톨고이(Tolgoi) 샤인샨드(Saynshand) 초이발산 철도를 우선 건설할 계
획으로 조사되며,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이 노선을 중앙철도와 합류하게
할 계획이다. 몽골은 이 노선 개발을 바탕으로 샤인샨드에 산업기지를 건설
하고, 동서부 광산을 샤인샨드 산업기지로 운송해 가공처리 후 이를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 그림 3-3. 두만강지역 중국-북한-러시아 철도망 ❚

자료: 백성호(2009), p. 15.

33) 于 (2010), ｢長吉圖先導區:探索沿邊地區開發開放新模式｣, 東北亞論壇 , 第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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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망
두만강 지역의 도로망은 철도와 비교해 발달되지 않은 상태며, 중국의 도
로가 북한과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실정이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이 지역의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2009년 ‘창
지투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발표되면서 이 지역의 도로시설 확충 및 기
타 인프라시설 개선작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북한, 러시아 3국을 연결하는 도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중
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도로망은 단동 신의주 선, 남양 도문 선, 훈춘 나진
선, 연길 청진 선, 연길 나진 선, 용정 삼봉 선 등 6개 망이며, 중국과 러시
아는 훈춘 슬라브양카 망, 수분하 연해주 망, 북한 러시아 간 도로는 나진
핫산 선이다.

❚ 표 3-2. 두만강지역 중국-북한-러시아 도로연결 상황 ❚
구분

중국-북한

구간

비고

단동-신의주

-

남양-도문

-

훈춘-권하-원정리-나진

- 훈춘-권하: 39㎞, 2급 도로
- 북․중 운송협약에 근거

연길-삼합-회령-청진

- 북․중 운송협약에 근거
- 북․중 운송협약에 근거
- 훈춘-사타자: 11㎞, 2급도로

연길-사타자-샛별-나진
용정-개산툰-삼봉
중국-러시아

훈춘-장령자-크라스키노-자루비노-슬라브양카

- 훈춘-장령자: 14㎞, 2급도로
- 중․러 운송협약에 근거

수분하-극동 연해주
북한-러시아

나진-도문-핫산

- 43㎞

자료: 백종실(2005), p. 62.

중국과 북한은 무산 남평, 장백 혜산, 대홍단 고성리 등 10개 지역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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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연계수송을 하고 있다. 두만강 지역의 양국 연결도로 가운데 가장 화물
수송이 많은 도로는 도문 남양이며, 권하 원정리 간 도로가 그 뒤를 잇는다.
이 외에도 장백 혜산, 사타자 샛별, 남평 무산, 삼합 회령 등의 도로를 통해
서도 양국 간 화물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권하 원정리 나진 간 연결도로는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연계수송망이며, 도로 총 길이는 연길에서
권하까지 157㎞와 원정리에서 나진까지의 73㎞를 합한 230㎞에 이른다. 현
재 중국 도로는 전 구간이 포장된 상태며, 북한 구간은 나진, 선봉 시내만
포장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실제 북한의 도로포장률은 5% 수준이며, 폭은
6~7m, 15° 이상 경사도를 나타내는 구간도 전체 도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북한의 원정교두에서 나진 구간까지 50㎞ 속도로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눈이
많이 오는 동절기나 우천 시에는 소요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길 나진 도로는 중국 연길에서 오전 5시에 출발하면 8시에 훈춘
세관에 도착하고, 중국 북한 국경을 9시에 통과한 후 2시간 후에는 나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34), 즉 양국을 당일에 왕복 운행할 수 있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철도 시설은 매우 노후화되
어 있어 운행이 불안정하며, 소요시간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나진항을 이
용하는 화물은 대부분 도로를 통해 수송된다. 한편 중국은 2009년 북한의
나진․선봉항 사용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2010년 현재 장춘 훈춘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권하 원정 다리보수 및 원정 나진 간 도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으로는 만주리(Manzhouli), 동으로는 하바로프스크
(Khabarovsk), 두만강 지역에서는 핫산에서 훈춘까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양국을 연결하는 도로는 중국 훈춘과 러시아 자루비노 구간인데, 현재 훈춘

34) 중국 세관은 30분 이내로 통관을 완료하나, 북한세관에서는 1시간 이상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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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루비노 구간의 도로는 포장되어 있다. 이 구간을 통해서는 자루비노항을
통한 수출입 화물이 주로 운송되며, 중국 연변지역 및 백두산 지역으로 오는
관광객 및 무역업자가 이 도로를 통과하는 주요 이용자들이다. 자루비노항에
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대부분이 비포장 구간이며, 정기노선 버스
도 없어 일반인들의 이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경이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연결된 도로는
없다. 북한과 러시아 간 도로는 중국을 통해서 이어지며, 양국간 수출입은
도로보다 철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림 3-4. 두만강지역 중국-북한-러시아 도로망 ❚

자료: 백성호(2009),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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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운송망
두만강지역 내 해상운송망은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과 러시아
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북한과 러시아 항만시설의 현대화 수준은 낮으
나 향후 이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고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역내 운송
망으로 활용될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항만과
해상운송망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북한도 나진․선봉항, 청진항 개발을 통해
중국 남방지역 및 한국, 일본과의 연결 해상운송망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
다. 중국과 몽골은 오래전부터 동해출로를 확보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중국은 해상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및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
체계를 구축․유지하며,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대외개방 전진기
지 구축 전략 중 하나로 훈춘의 방천항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방천항은
1930년대까지 중국의 소규모 선박들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1960
년대 이후 북․중․러 3국이 두만강 하구지역에 국경선을 확정하면서 중국
은 방천항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방천항은 두만강 퇴적작용으
로 하상이 높아지면서 현재는 대대적인 준설공사 없이는 선박이 다닐 수 없
는 상태다. 그러나 중국은 방천항을 준설공사하여 2,000~3,000톤급 선박이
다니는 항로로 개발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실제 방천항 개발은 1990년대
초 TRADP 사업이 모색되던 당시부터 중국 정부가 검토한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1997~2010년 토지사용계획’에서 방
천항 60㎢를 개발하여, 이를 500톤급 선박 2대가 정박 가능한 부두 2개를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35)

35) 방천항에서 동해까지 떨어진 거리는 10km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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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두만강지역 북한, 러시아, 중국 해상운송 연결 상황 ❚
구분

북한

구간

비고

나진-부산

- 중국이 연변을 거쳐 동해로 나가는 관문.
1995년 10월 개통
- 정기선 컨테이너 운항

나진-울산

- 비정기 화물항로

나진-홍콩
자루비노-이요산꼬
자루비노-아끼다
러시아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토크-속초
자루비노-이요산꼬
북한-러시아
- (중국)

방천항
(두만강 3국 접경지역)

- 비정기 화물항로
-

일본으로의 항로. 1999년 8월 개통.
정기선 컨테이너 운항
정기여객 전문 수송망(동춘항운 운항)
2000년 4월 개통. 2004년 블라디보스토크
연장 운항

- 비정기 화물항로
- 300톤급 이하 선박들만 이용 가능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진이 도표화.

북한의 정기항로는 중국, 일본, 홍콩 항로를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이 외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북미 등으로 향하는 수출입 화물은 중
국, 홍콩, 일본, 한국 항만 등에 환적되어 북한으로 운송되고 있다. 나진 부
산 항로는 1995년 개통되었으며, 실제 운행은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가 체
결되고, 한국의 국보해운(주)과 북한의 민경련 산하기관 간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루어졌다. 첫 운항은 2007년 5월 1,853톤급의 강성호가 빈 컨테이너
20피트 50개, 40피트 10개 등 60개를 싣고 출항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같은 해 10월 강성호는 1,126톤급 비파호로 교체되었으며, 2010년 10월부
터는 1,592톤급 단결봉호로 교체해 운행하고 있다. 북한 항만은 첫 운항 이
후 올해 2월까지 매달 3차례씩 열흘 간격으로 남북을 오가며 화물을 운송했
으며, 올해 3월에는 월 2회로, 이후 4월부터는 1회로 운항횟수가 줄어들었
다.36) 운항횟수의 감소 원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다. 그러나
단결봉호의 운항횟수가 이전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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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된 북한의 화폐개혁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폐개혁이 실패하자 북
한은 한국에 판매할 물품 구입이 어렵게 되었고, 이는 양국 간 정기항로의
운항횟수 감소로 이어졌다는 추측이다. 한편 단결봉호는 건어물, 식음료, 고
사리, 버섯, 의류, 냉동어류 등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오며, 부산항에서는 섬
유원단 재료와 폐비닐, 음료수 등을 싣고 떠난다. 부산항에서 적재되는 화물
은 두만강지역 화물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구간의 운임은 2009년도
나진에서 부산까지의 항로, 40피트를 기준으로 1,800달러다.37)
북한의 나진항과 청진항 개발 및 사용권 확보는 두만강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며, 특히 나진항은 태평양과 한
반도,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지리적 특수성38) 때문에 북한, 중국, 러시아 모
두의 관심을 받는 항이다. 나진항과 청진, 선봉항은 중국 동북 3성의 화물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항만 운영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러시아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 나진항은 천혜의 항만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부동항으로 알려져 있으
며, 총 5개 부두 가운데 현재 3개의 부두가 개발되고 있다. 나진항은 안벽길
이가 2,515m이고, 5천~1만 톤급 선박 1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
이며, 300만 톤의 하역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청진항은 청진 시내에
위치한 천연항만으로, 7개 부두 중에서 5,000톤급 선박 정착지가 5군데, 1
만 톤급 선박 정착지가 8군데 있으며, 매년 하역량은 800만 톤에 달하고 있
다. 선봉항은 원유를 도입하여 가공정제한 후 출하하는 유류전용 항만으로

36) 연합뉴스, ｢부산-나진 북 화물선, 운항횟수 줄었다｣(2010. 5. 16).
37) 백종실(2005); 연합뉴스 , ｢북, 부산-나진 해운항로 독점｣(2009. 8. 10).
38)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 랜드브리지(Land Bridge)의 시발점인 보스토치니까지의 거리는 9,463km이고, 러시아
핫산역에서 북한 두만강역까지는 15km가까운 9,448km이며, 두만강역에서 나진항까지는 불과 50km이다. 보
스토치니 항만은 시설이 부족하고, 이용료가 비싸 동절기 사용이 어렵다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반면, 근
처에 위치한 나진항은 보스토치니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나진항은 시
베리아철도의 시발점이자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거점항만, 중계항만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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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연간 취급능력은 300만 톤에 달한다. 선봉항은 원유양하 설비인
일점계류부표를 구비하고 있으며, 25만 톤급 유조선 정박이 가능한 규모다.
이와 함께 선봉항 인근에는 연간 약 200만 톤 가량의 원유 처리가 가능한
승리화학연합기업소와 35만 Kw급의 북한 유일의 석유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 그림 3-5. 라진항 부두 위성사진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통일국제협력팀 풀 토의자료(내부자료).

❚ 표 3-4.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 인프라 상황 ❚
부두
총계

나
진
항

접안능력

수심 하역능력 안벽길이 창고면적
(m)
(만톤)
(m)
(m2)

15

2만 톤x2
2만 톤x1
1호
6천 톤x2
2천 톤x2
2만 톤x2
1.5만 톤x1
2호
6천 톤x1
2천 톤x2

300

9~11
이상

2,448
129,763
(1,335)*

야적장
면적
(천m2)

하역 장비 주요 화물

177

50

924

5,430

45,414

150

914

16,019

27,742

짚 크레인
비료,
(5~10톤급)
목재, 잡화
3기,
비료창고
짚 크레인
석탄,
(5~10톤급)
잡화,
4기, 30톤급
컨테이너
크레인 2기

주: * ( ) 밖은 무역 부두, 안은 수산, 조선소부두에 대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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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계속 ❚
부두

접안능력

2만 톤x2
나 3호 1.5만 톤x1
진
2만 톤급
항 조선소 수리소,
건조도크

수심 하역능력 안벽길이 창고면적
(m)
(만톤)
(m)
(m2)

9~11
이상

야적장
면적
(천m2)

하역 장비 주요 화물
짚 크레인
(5~10톤급) 석탄, 목재
4기

100

610

5,859

56,607

-

(1,015)

-

-

-

-

15톤급
크레인

벌트화물

청진항

2

10

800

5,270

-

-

선봉항

20

23

30

555

-

-

원유, 원유
가공품

자료: 조명철(2009), ｢최근 두만강지역개발 동향과 정책 시사점｣, 최근 두만강유역개발 현황 및 시사점 세
미나 자료집 , 2009. 12. 9.

북한과 중국 간에는 남포 다롄 항로와 남포 단동 항로가 운항되고 있다.
남포에서 상하이, 칭따오 등의 항구로도 부정기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화물
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북한과 중국 간의 화물운송은
해상운송보다는 육상운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9년 중국이
북한의 나진항 10년 사용권을 확보함에 따라 중국의 북한을 통한 해상운송
이용실적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과 일본 간의 화물수송은 과거 니가타 원산, 요코하마 고베 남포 등의
항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북한의 9,672톤급의 만경봉호는 니가타 원산 항로
를 통해 월 2~3회 운항하였으며, 파나마 국적의 3척은 요코하마 고베 남포
항로를 통해 월 1회 정도 부정기선 형태로 운항하였다. 그러나 2005년 북한
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대두되고, 일본이 북한에 대
한 5단계 경제제재를 단행함에 따라 양국 간 경제 및 인적 교류는 현재 전
면 중단된 상태다.
러시아 항로는 동춘항운(주)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이 항로는 화물
수송보다는 여객수송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 화물수송의 경우 훈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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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통관화물이 대부분이며, 운송되는 주요 화물은 섬유, 의류, 가죽 관련
경공업 원부자재 등이다. 러시아 항로의 주요 이용객은 중국의 연변, 훈춘
지역으로 가는 여행자나 무역업자들이다. 동춘항운은 2004년부터 속초에서
자루비노까지 운행하던 항로를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러시
아 항로 이용객들은 각각 자루비노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복심사로 인한 다양한 애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 항로를 이용하는 국적선의 경우 북한 항만에 기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관회사는 편의치적선을 투입하거나 국적선을 북한 해역
을 우회하여 운행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 기업은 시간․비용 낭비뿐만 아니
라 다양한 행정적 어려움도 경험하게 된다.
러시아에는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총 45개의 상업항이 있으며, 이 가운
데 극동지역에 위치한 주요 항만에는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바니노,
나호트카, 자루비노, 포시에트 등이 있다. 극동지역에 위치한 여러 항구 가운
데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 등이 관심을 갖는 항구는 극동지역 남서쪽에 위
치한 자루비노항이다. 자루비노항은 입지적 조건이 뛰어난 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와는 해상으로 104㎞(4시간), 우수리스크와 철도로
186㎞(3시간), 중국 훈춘과는 철도로 116㎞(2시간), 연길과는 도로로 180㎞
(3시간) 떨어져 있다. 그러나 자루비노항의 현재 시설은 열악한 편이다. 전면
수심이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10m로 대형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하
고, 컨테이너 화물처리 전용시설이 없어 컨테이너화물 처리가 어려우며, 4개
선석 중 수출용 목재 부두와 철광석 부두, 속초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국제선
계류장 선석만 일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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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자루비노항의 입지적 조건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 통일팀 내부자료.

❚ 표 3-5. 자루비노 항만시설 현황 ❚
구분

연장(m)

설계수심(m)

현재수심(m)

개장연도

제1선식

150

9.0

8.6~9.9

1992

제2선식

150

9.0

7.5~8.6

1988

제3선식

200

9.75

7.4~8.8

1980

제4선식

150

9.75

6.8~8.9

1980

자료: 한국항만기술단.(2007. 12), 통일국제협력팀 전문가풀 발표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 물류운송망 잠재력
동북아 해운항만 전문가들은 두만강지역 항구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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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운항만 전문가들은 2010년 두만강지역
국제교통수송망을 통한 러시아 석유 물동량은 50만 톤에서 2020년에 100만
톤으로 100% 성장할 것으로 추정한다.

❚ 표 3-6. 두만강지역(훈춘-투먼) 국제교통수송망을 통한 물류 예측 ❚
(단위. 만 톤)
2005년

2010년

2020년

러시아 석유

-

50

100

러시아 철광석

-

100

250

100

200

300

몽골 광물

-

400

800

몽골 농축산물

-

-

150

중국 동북지역 농축산물

100

300

500

중국 동북지역 공업제품

-

50

100

훈춘 원료 및 공업제품

10

50

100

연변 기타지역 원료 및 공업제품

100

200

300

중․러 간 경제교역으로 발생하는 물동량

20

80

120

합 계

330

1,430

2,720

물동량 발생 지역 및 품종

러시아 목재

자료: 원동욱(2009), 최근 두만강유역개발 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 , 대한상공회의소, 2009. 12. 9, 세미나
자료집, p. 49.

이 지역의 신규 물류운송망 개발․설치는 운송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해,
이 지역 물류운송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환동해권 지역의 기존 물류
운송망은 지린성․에이룽장 다롄항 부산항 니가타까지 총 13일을 소요하는
데 반해, 신규 운송망은 자루비노항 니가타항 또는 서울 속초 니카타항으로
직접 연결되어 운송시간을 1~1.5일까지 대폭 단축시킨다(그림 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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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환동해권 지역의 기존 물류 운송망․신규 물류 운송망 비교 ❚

자료: 백성호(2009), 최근 두만강유역개발 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 , 대한상공회의소, 2009. 12. 9, 세미나
자료집,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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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과 다롄항을 거쳐 두만강 지역까지 연결되는 해상 트럭수송의 복합
운송 비용과 시간을 산출해 보면, 카페리선을 이용할 경우 1TEU 기준으로
비용은 총 2,681달러, 50시간이 소요되고, 컨테이너선의 경우 비용은 2,381
달러, 107시간이 소요된다.39) 40피트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
용은 카페리선의 경우 3,338달러, 컨테이너 전용선으로는 2,888달러가 소요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0) 운송시간의 경우, 카페리선으로 다롄항까지 수송
한 이후 훈춘까지 트럭을 통해 화물을 수송할 경우 대략 50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컨테이너선으로는 107시간이 걸린다. 수송시간은 각 항만의 선박 대기
나 트럭의 가용상태 등 항만과 트럭시장의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카
페리선의 수송시간이 컨테이너선보다 짧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카페리선이
항만에 곧바로 입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림 3-8. 인천-다롄-두만강지역의 카페리․컨테이너-트럭 수송 비용 및 시간 ❚

자료: 백종실(2005), p. 69.

인천 다롄 두만강지역의 해상 및 철도 복합운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은 카페리선의 경우 1TEU 기준으로 2,194달러, 70시간이 소요되고, 컨테이

39) 백종실(2005), 2005년 기준.
40) 백종실․최중희․황진회(2004), 두만강지역 복합운송체계 구축방안 연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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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선을 이용할 경우 1,894달러 127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롄항에서 훈춘까지 주 2회 컨테이너 전용열차가 운행되고, 해상수송 후 화물
이 컨테이너 열차에 곧바로 적재된다는 조건하에 컨테이너는 3일 만에 두만
강지역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아 항만에 대기하게
될 경우에는 수송시간은 70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롄항 경로
를 이용하는 철도수송은 도로수송에 비해 운임이 적게 드는 반면, 수송시간
은 20시간 더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철도운송의 경쟁력은 다롄항
단둥항 둔화 두만강지역 무단장 수이펀하 지역을 연결하는 1,380㎞ 길이의
중국의 동변도철도가 완성될 이후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
해 두만강지역의 복합운송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3-9. 인천-다롄-두만강지역의 카페리․컨테이너-철도 수송 비용 및 시간 ❚

자료: 백종실(2005), p. 70.

속초항과 자루비노항을 거쳐 두만강지역까지 연결되는 해상․트럭수송의
복합운송 비용과 시간을 산출해 보면, 카페리선을 이용할 경우 1TEU 기준
으로 비용은 총 1,316달러, 시간은 28시간이 소요되고, 컨테이너선의 경우
비용은 2,103달러, 시간은 28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1) 속초항
에서 자루비노항까지 카페리선으로 화물을 수송할 경우 운송비용은 다롄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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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비용보다 대략 50% 저렴하며, 수송시간 역시 60% 가량 단축할
수 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운송비용은 다소 높아지는 반면 운송시간은
78%가량 단축할 수 있다.

❚ 그림 3-10. 속초-자루비노-두만강지역의 카페리․컨테이너-트럭 수송 비용 및 시간 ❚

자료: 백종실(2005), p. 71.

부산항에서 나진항까지 1TEU을 해상과 트럭을 이용해 수송할 경우 수송
비용은 해상운임으로 650달러, 내륙수송운임으로 200달러, 총 850달러가 소
요되며, 수송시간은 96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부산
항에서 다롄항까지 1TEU 화물을 운송할 경우 수송비용은 부산 나진항과 비
슷한 850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수송시간은 부산 나진항보다 하루가 더 소
요되는 120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2)

3. 경제적 상호보완성
두만강 지역은 경제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2006년 기준,

41) Ibid.
4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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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 유관국들의 전체 인구는 15억 명 이상이며, 환동해 지역에만 1.5억 명
이상의 인구가 모여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43) 특히 [표 3-7]과, [표 3-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GTI 유관국들의 무역액이 세계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1990년 11.4%에서 2000년 13.4%, 2005년 16.2%, 2009년 17.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이 유관국이 갖고 있
는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참여국들에게 상호상생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석 가능하다.
❚ 표 3-7. 세계무역 규모 대비 두만강개발사업 유관국들의 무역규모 비교 ❚
(단위. 억 달러)

연도
1990

1995

2005

2006

2007

2008

2009

구분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세계무역
33,832.2
35,174.3
69,006.5
50,832.4
51,458.1
102,290.5
103,691.0
107,569.0
211,260.0
119,947.0
123,493.0
243,440.0
139,128.0
143,329.0
282,457.0
160,378.0
165,241.0
325,619.0
123,643.6
128,882.5
252,526.1

중국
627.6
538.1
1,165.7
1,489.7
1,321.6
2,811.3
7,626.5
6,602.2
14,228.7
9,697.0
7,918.0
17,615.0
12,187.0
9,562.6
21,749.6
14,293.4
11,319.2
25,612.6
12,034.2
10,039.1
22,073.3

한국
러시아
678.2
-*
744.1
1,422.3
1,313.6
776.0
1,351.1
464.0
2,664.7 1,240.0
2,854.8 2,393.0
2,612.4
974.1
5,467.2 3,367.1
3,263.3 2,918.8
3,093.8 1,325.2
6,357.1 4,244.0
3,737.4 3,529.3
3,568.5 1,994.4
7,305.9 5,523.7
4,267.6 4,598.0
4,352.8 2,670.0
8,620.4 7,268.0
3,557.2 2,817.8
3,494.5 1,637.2
7,051.7 4,455.0

몽골
0.9
1.4
2.3
4.7
4.2
8.9
10.6
11.8
22.4
15.4
14.3
29.7
19.5
20.6
40.1
25.3
32.3
57.6
15.0
27.1
42.1

북한
17.3
24.4
41.7
7.4
13.1
20.5
10.0
20.0
30.0
9.5
20.5
30.0
9.2
20.2
29.4
11.3
26.9
38.2
10.6
23.5
34.1

일본
2,880.0
2,353.6
5,233.6
4,435.4
3,362.5
7,797.9
5,951.4
5,152.2
11,103.6
6,471.8
5,787.2
12,259.0
7,148.8
6,218.9
13,367.7
7,828.6
7,624.5
15,453.1
5,815.8
5,518.6
11,334.4

미국
3,931.1
5,170.2
9,101.3
5,836.7
7,712.1
13,548.8
9,044.3
17,325.4
26,369.7
10,371.0
19,192.6
29,563.6
11,627.1
20,174.1
31,801.2
13,001.9
21,660.2
34,662.1
10,570.5
16,035.7
26,606.2

주: * (구)소련으로부터 러시아의 독립을 원인으로 러시아 통계는 1992년부터 가능.
자료: 한국무역협회(2010), 세계무역 통계 ; 코트라(2010), 2009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43) 심의섭(2009), ｢신 동해교류 전망: 환동해 지역의 물류협력 및 산업발전 전망｣, 新 동해권 경제교류 전망과
지역협력구상 국제세미나 자료집, pp. 2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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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 GTI 유관국들의 무역액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
(단위: %)

연도 19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비중* 11.4 11.8 12.8 13.9 14.2 14.2 13.8 13.6 12.2 12.7 13.9 13.4 14.1 14.9 14.9 16.2 16.7 17.0 17.5 17.8

주: * 비중=(중국+한국+러시아+몽골+북한+일본 무역총액)/세계무역액 %.
자료: 한국무역협회: 세계무역 통계(2010).

두만강 유역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이 경제자원 요소의 자유 유통과 교환을 조정
할 수 있으면 각국은 경제자원의 최적 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자원과 기술의 수출, 북한․중국 동북지역은 노동력 수출, 북한, 중
국, 러시아, 몽골은 에너지와 광물자원 수출, 한국, 중국은 경공업제품 수출,
중국․몽골은 농축산품과 식량 수출 등이다. 첫째, 중국의 경우, △동북지역
에 집중된 장비제조업 △공업부문 선진국 기술도입을 통한 동북 3성의 시장
경쟁력 확보 △대두, 옥수수 등 식량가공업, 육류가공 및 유제품 생산을 포
함한 농산품 가공업, 노동집약형 경공업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은 노동력, 에너지, 광물자원, 화공제품, 경공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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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중급기술, 농축산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수입은 국별로 차별화될 것
이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자본, 고급기술을 수출하고, 북한․러시아․몽골에
서는 광산물과 건축자재를 수출하며, 한국․일본에서는 자동차, 정밀기계, 전
자제품과 특수강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둘째, 러시아 시베리아 및 극동지
역에는 석유, 천연가스, 금속광물, 석탄, 목재, 철광석, 초탄, 갈탄 등 천연자
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에너지, 목재, 광산자원 및
부분 고급기술은 수출하고, 개발자금은 한국과 일본에서 유입하는 구조를 형
성할 수 있다. 반대로 수입구조는 북한과 중국에서 노동력과 경공업제품을,
중국과 몽골에서 신선한 농축산품과 곡식을 수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셋
째, 한국의 제조업은 남동부에 위치해 있고, 일본의 제조업은 태평양 연안지
역에 위치해 있다. 이들 양국의 수출입 물동량은 태평양 항로를 이용하고 있
기 때문에 두만강지역 개발은 양국의 화물수송에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한국은 자본, 부분적 고급기술은 수출하고, 노동력은 북한과 중
국으로부터, 에너지와 광산자원은 몽고로부터, 농축산품과 식량은 중국과 몽
고에서, 부분적 고급기술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구조를 형성, 유지할 것
으로 기대된다. 넷째, 북한은 에너지, 광산자원, 철강제품, 수산품, 인력 등을
수출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자본, 고급기술, 중국으로부터 경공업제품, 중국
과 몽고로부터 식량과 목축제품을 각각 수입하는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예
상된다. 다섯째, 몽골 동부지역 역시 석유 및 석탄, 아연, 우라늄, 황금, 소금
을 포함한 광산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내몽고 동부의 목축업은 동북아
지역에서 우위를 확보한 분야다. 따라서 몽골은 광물자원과 축산물을 수출하
는 대신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재원이나 기술 등은 일본이나 한국 등을 통
해 확보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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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 GTI 유관국들의 경제적 상호보완성 분석 ❚

❚ 표 3-8. GTI 사업을 통한 유관국들의 경제적 상호보완성 ❚
국가(지역)

장점

일본

자본, 첨단기술, 자본재, 신속하게
이동 가능한 고급기기, 경영기법

에너지․공업원료의 대외의존, 일부
농산물 부족, 노동력 부족

한국

자본, 산업기술, 이동 가능한
기기의 중간재 생산

에너지와 공업원자재 대외의존,
노동력 부족

석유, 석탄, 농림자원 풍부, 일정한
중화학공업 기초, 풍부한 노동력,
광대한 시장

자본, 선진설비, 기술과 경험 부족,
인프라 부족

풍부한 산림, 비금속광석, 석유,
가스, 석탄, 일부 중화학공업제품

농산물과 경공업제품의 부족, 자본
부족, 낙후된 산업구조, 경제기술

광물자원, 금속광석, 초급 가공품,
수산물, 양질의 노동력

자본과 기술 부족, 농산물과
경공업제품 부족, 낙후된 산업,
기술, 인프라시설 미비

풍부한 광물자원 및 축산물

교통, 통신, 인프라 미비, 자본, 기술,
설비, 농산물, 경공업제품 부족

중국(동북지역)

러시아(극동지역)

북한

몽골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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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지역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높이는 대표 요인 중 하나는 에너지․
자원개발을 통한 경제협력으로 논의될 수 있다. 두만강 유역의 에너지․광물
자원은 종류가 다양하고 매장량이 많으며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에너지․자원 보유국으로는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을 지적할 수 있다.
러시아에는 석유, 가스, 석탄자원이 풍부하다. 러시아 전체 지역에 매장이
확인된 석유량은 [표 3-9]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이 2004년 기준으로 9,900백
만 톤이며 이는 세계 매장량의 6.1%를 차지하는 규모다. 러시아 전체 석유
매장량 가운데 동시베리아에 매장된 규모는 17%, 극동지역에는 5%, 두 지
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총량은 러시아 전체의 22%를 차지한다.44) 가스의
경우 러시아 전체에 매장이 확인된 가스량은 43,200톤이며 이는 전 세계 매장
❚ 표 3-9. 전 러시아․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석유․가스․석탄 매장량 및 생산량 ❚
(단위: 백만 TOE, %)

구분
확인매장량
러시아/세계 매장량(%)
생산량
러시아/세계 생산량(%)
동시베리아/러시아 전체
매장비율(%)(A)
극동지역/러시아 전체
매장비율(%)(B)
A+B %

석유
9,900
6.1
458.7
11.9

가스
43,200
26.7
530.2
21.9

석탄
68,700
17.3
127.6
4.7

17

5.5

33.6

5

3.5

9.5

22

9

43.1

자료: 양의석 외(2006); 유승직 외(2006); 홍철선 외(2007).

량의 26.7%를 차지한다. 러시아 매장량 가운데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
매장된 가스량은 러시아 전체 매장량의 5.5%에 해당하는 2,376톤 정도다.45)
석탄의 경우 러시아 전 지역에 매장이 확인된 규모는 68,700톤이며 이는 전

44) 양의석․이성규․이경완․주진홍․노남진․이승희(2006), 러시아 동북아 지역 석유수출시장 확장과 역내 국
가의 동 시베리아 석유자원 도입, 활용전략 , 에너지경제연구원.
45) 유승직, 이성규, 주진홍, 양지은, 이경화, 이승희(2006), 통합가스공급시스템 추진에 따른 동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의 가스도입방안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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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매장량의 17.3%를 차지한다. 러시아 전역의 무연탄 및 유연탄의 확인
매장량은 2006년 기준 491억 톤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외 아역청탄과 갈
탄 매장량은 1,079억 톤으로 확인된다. 러시아 전체 석탄 매장량 가운데 동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에 확인된 석탄량은 33.6%이다.46)
중국의 동북 3성은 석유, 천연자원, 석탄, 철광석 등이 풍부한 지역으로 평
가된다.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전체에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215억 9,763만 톤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동북 3성에 매장된 양은 전
체 규모의 40%를 차지한다. 중국 전역에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가스량은 1조
3

5,100억 m 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동북 3성에 매장된 것으로
3

확인된 양은 13%에 해당하는 1,604억 m 이다.47) 중국 전역에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석탄의 양은 1,145억 톤으로 추정되며, 그 가운데 동북 3성에 매장된
석탄량은 13%에 해당하는 148억 톤으로 조사된다. 이 외에도 동북 3성에는
철광석과 수자원, 삼림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표 3-10 참고).
❚ 표 3-10. 중국 전체 및 동북 3성의 주요 자원 매장량 ❚
구분
중국 전체
동북 3성
- 랴오닝
- 지린성
- 에이룽장

석유
(만 톤)
215,976
86,171
17,015
15,758
53,171

가스
3
(억 m )

석탄
(억 톤)

철광석
(억 톤)

수자원
3
(억 m )

삼림
(만 헥타르)

15,100
1,604
500
200
904

1,145
148
55
16
77

66.8
64.7
1.6
0.5

5,076
3,772
560
744

3,467
634
806
2,027

주: 석유제품 환산기준: 1톤=8.45배럴
자료: 심의섭(2009), p. 65; 최성희․오세신(2006), p. 9.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평가받는 몽골 역시 석탄과 석유를 포함해, 구리,
몰리브덴, 텅스텐, 금, 형석, 아연, 우라늄 등을 보유하고 있다. [표 3-11]에

46) 홍철선․김경술․정규제․박용덕․이성규․소진영․정용현(2007), 동북아 에너지시장분석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47) 심의섭(2009), p. 65; 최성희․오세신(2006), 동북아 지역의 FTA 체결을 위한 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
중국, 일본의 에너지 부문 ,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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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는 바와 같이 몽골에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석탄량은 2009년 기준으로
240억 톤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석유는 50억 배럴, 그 외 구리와 몰리브
덴은 각각 5.4억 톤, 텅스텐은 2억 톤, 금은 3,000톤, 형석 5,900억 톤, 인
광석은 24억 톤, 아연 1억 톤, 우라늄 6만 톤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다. 몽골
의 주요 광산은 [표 3-12]에서 보듯이 타왕톨고이, 나링 소하이트, 바그노르,
시웨 어버, 마르다이, 더르너드, 고르왕 볼라그 등이다.
❚ 표 3-11. 몽골의 주요 자원 매장량 ❚
자원명

매장량

자원명

매장량

석탄
구리
몰리브덴
텅스텐
금

240억 톤

형석
인광석
아연
석유
우라늄

5,900억 톤

5.4억 톤
5.4억 톤
2억 톤
3,000톤

24억 톤
1억 톤
50억 배럴
6만 1,600톤

자료: Mineral Resources Agency Mongolia(2009); 이효선(2009), ｢몽골의 자원분포현황과 자원활용방안｣,
KIEP 전문가풀 회의자료 에서 재인용, p. 3; 심의섭(2009), ｢한국과 몽골간의 자원개발 협력｣,
KIEP 전문가풀 회의자료 .

❚ 표 3-12. 몽골의 주요 광산 ❚
광산명
타왕톨고이
나링 소하이트
바그노르
시웨-어버
마르다이
더르너드
고르왕 볼라그
토모르테이
어유톨고이
차강 소와르그
에르텐트
부렝항
버러
토모르테잉 어버
아스카트

지하자원
석탄
석탄
갈탄
갈탄
우라늄
우라늄
우라늄
철
구리, 금
구리
구리
인
금
아연
은

매립지
남고비, 처그트체지
남고비, 고르왕테스
울란바타르, 바그노르
고비숨베, 시워고비
더르버드, 다시발라드
더르버드, 다시발라드
더르버드, 다시발라드
셀렝게, 후테르
남고비, 항고비드
다른고비, 망다흐
어르헝 바잉-운드르
홉스골, 알라그 에르덴
셀렝게, 바양골
수흐바타르
바잉-을기, 너거 노르

저장량
1,510억 톤
9,080만 톤
5억 1,280만 톤
5억 6,400만 톤
1,104톤
58,933톤
16,073톤
2억 2,950만 톤
구리: 2,800만, 금: 805톤
구리: 1억 2,800만, 몰리브덴: 4.4만 톤
구리: 3,200만, 몰리브덴: 9만 톤
4,050만 톤
22톤
82만 톤
2,247톤

자료: Mineral Resources Agency Mongolia(2009); 이효선(2009), ｢몽골의 자원분포현황과 자원활용방안｣,
KIEP 전문가풀 회의자료 에서 재인용,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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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시 석탄뿐만 아니라 금, 은, 동, 철, 아연, 몰리브덴, 우라늄, 흑연,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 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광물자원은 크게 석탄광, 금속광, 비금속광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첫
째, 에너지 광물로 불리는 석탄자원의 경우, 북한은 무연탄 45억톤, 유연탄
160억 톤, 총 205억 톤의 석탄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48). 무연탄의
주요 부존지역은 평안 북부탄전과 평안 남부탄전이며, 이 외에도 함남 고원,
금야지구, 자강도 강계와 전천지구, 량강도 혜산지구 및 강원도 문천지구 등
이며, 유연탄 부존지역은 함북 북부탄전, 남부탄전, 평남 안주탄전 등이다.
둘째, 금속광으로 분류되는 자원에는 금, 은, 동, 철, 연․아연, 몰리브덴, 중
석, 니켈, 알루미늄, 망간, 우라늄 등이 포함된다. 북한의 금 매장량은 금속
기준(Au 100%)으로 2,000톤으로 추정되고, 은은 금속기준(Ag 100%)으로
5,000톤, 동은 금속기준(Cu 100%)으로 2,900천 톤으로 조사되었다. 철 매
장량은 20억~40억 톤으로 추정되며, 연은 1,060만 톤, 아연은 2,110만 톤,
몰리브덴은 5,400톤, 중석은 2,000만 톤, 니켈은 3.6만 톤, 우라늄은 2,600
만 톤 등으로 추정된다. 그 외 정확한 매장량은 확인되지 않으나 알루미늄과
코발트, 안티몬, 크롬, 수은, 비소 등의 자원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북한이 보유한 비금속광물 자원에는 흑연, 마그네사이트, 중정석, 인회
석, 석회석, 형석, 규사(석), 고령토, 활석, 장석, 화강암 등이 포함된다. 흑연
의 매장량은 200만 톤으로 추정되며, 마그네사이트 60억 톤, 중정석 210만
톤, 석회석 1,000억 톤 등으로 추정된다. 그 외 북한은 인회석, 형석, 규사
(석), 고령토, 활석, 장석, 화강암, 대리석, 람정석, 운모, 규조토, 석면 등의
광물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자원에 대한 정확한 매장량
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49)

48) 대한광업진흥공사(2010), 국별정보: 북한의 광업협황 .
49) 대한광업진흥공사(2005).

73

제3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잠재력 분석 │

❚ 표 3-13. 북한의 주요 자원 매장량 ❚
(단위: 백만 톤)

광종

잠재 매장량

광종

잠재 매장량

무연탄

4,500

망간

0.3

유연탄

16,000

니켈

0.036

금

0.002

인상 흑연

2.0

은

0.005

석회석

100,000

동

2.9

고령토

2.0

연

10.6

활석

0.7

아연

21.1

형석

0.5

철

5,000

중정석

2.1

중석

0.246

인회석

150

몰리브덴

0.054

마그네사이트

6,000

자료: 대한광업진흥공사(2010); 북한 광물정보사이트(http://north.kores.net).

두만강 지역 내 매장된 풍부한 천연자원은 유관국 및 주변국들의 수요와
맞물려 이 지역에 거대한 에너지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표
3-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두만강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7
개 국가 중,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 일본 5개 국가가 소비하는 1차 에너
지 소비량은 2008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53% 이상을 차
지한다.50) 만일 TSR 연결을 통해 에너지시장이 유럽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을 예상한다면 에너지 소비량은 70% 이상으로 증대된다. 위에서 언급한 5
개국이 같은 기간 소비한 석탄 소비량은 전체 석탄 소비량의 70%를 차지하
고 있으며, 석유는 47.3%, 천연가스는 44.6%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유관
국들의 에너지 자립도를 살펴보면, [표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미국의 에너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자립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이는 이들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로 재해석된다.

50) 에너지경제연구원(2010), ｢해외에너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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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중국과 러시아, 몽골의 에너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해외수입 의존
도는 세계 상위 30개국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이들이 세계 자원부국
임을 재확인시켜주는 지표로 작용한다. 종합하면, 두만강지역 내 풍부한 광
물․에너지 자원은 이 지역 내 존재하는 수요와 맞물려 두만강 지역에서의
에너지․자원시장 형성가능성 및 개발 잠재력으로 연결되며, 이는 궁극적으
로 참여국들의 경제발전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특히,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의 경제협력은 향후 두만강개발 사업을 북미, 유럽 등 다른 지역의 경제협력
체와 연계시켜 그 협력 범위를 확장시키는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다.

❚ 표 3-14.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1차 에너지․석유․석탄․천연가스

소비량(2008년 기준) ❚
국가 1차 에너지 소비량
소비량 비중(%)
구분
(Mtoe)
*

석탄
소비량
(천bbl/일)

비중
(%)

석유
소비량
비중
(Mtoe)
(%)

천연가스
소비량
비중
(bcm)
(%)

미국

2,299.0

21.3

565

17.5

19,418.7

24.6

657.2

22.7

중국

2,002.5

18.6

1,406.3

43.4

7,998.9

10.1

80.7

2.8

러시아

684.6

6.35

101.3

3.1

2,796.6

3.5

420.2

14.5

일본

507.5

4.7

128.7

4.0

4,845.5

6.1

93.7

3.2

한국

240.1

2.2

66.1

2.0

2,291.0

2.9

39.7

1.4

주: *는 세계전체 소비량가운데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총합=10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10), 해외에너지통계 .

❚ 표 3-15. 한국․미국․일본의 에너지․석탄․석유․천연가스 자립도(2008년 기준) ❚
(단위: %)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에너지 자립도*

0.2

0.75

0.18

석탄 자립도*

0.02

1.06

0.00

구분

석유 자립도*

0.01

0.37

0.00

천연가스 자립도*

0.01

0.87

0.04

주: * 자립도 산출기준 = 생산량 / 소비량 * 10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10), 해외에너지통계 ,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창복 박사 전화 인터뷰,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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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
대한 유관국들의 입장과 정책
분석

1. 한국의 입장과 정책
한국은 GTI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부터 협력관
계를 구축하여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
청받아 왔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유관국들과 협력체계를 구축․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정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인적
교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해오고 있다. 구체적
으로 한국 정부는 앞의 [표 2-5]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GTI 대상지역 인프
라개발과 관련된 동북아 페리루트(Ferry Route) 국경 인프라 및 자루비노항
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외에도 GTI 회원국 관료들의 시장경제교
육을 실시하면서 유관국들 간에 활발한 지적․인적 교류 활동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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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GTI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주요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GTI 사업을 통해 유관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51)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 일부 GTI 참여국들은 세계적인
에너지, 광물자원 보유국으로 알려진 반면, 한국은 원자재 및 에너지․광물
자원이 빈약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한국의 유관국들과의 경제협력 강
화는 무역, 투자규모 증대뿐만 아니라 자원협력을 통해 일정량의 자원도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중국은 몽골과 러시아 극동지역에 항
만․도로․철도 등 인프라 시설을 개보수 또는 신설해주는 조건으로 유관국
들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 원유, 광물자원 등을 공급받
기로 해당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중국은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 내 도로․철도 등을 개보수해주는 조건으로 러시아로부터
연해주 지역의 천연가스를 일정기간 공급받기로 했다. 또한 중국과 몽골 간
의 접경지역에서 몽골지역 내 철도시설을 구축해 주는 조건으로 몽골로부터
상당한 양의 광물자원을 공급받기로 했다. 한편,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은 석
탄, 목재, 일부 농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유관국들과 경제협력을 통해 대외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
북 3성, 러시아 극동지역, 몽골의 개발, 특히 이들의 자원개발에 동참함으로
써 이들이 갖고 있는 자원의 일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은 GTI 대상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주변국과의 무역교류를 활
성화하여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이 두만강 개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는 중국이며 한국의 대중 투자건수 및
규모는 [표 4-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GTI 사업이 추진된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건수 및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이 이 지역이

51) KIEP GTI 자료 평가 및 전문가회의 내용 반영(201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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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한국의 총투자규모와 한국의 GTI 유관국에 대한 투자규모 비교 ❚
(단위: 건, 백만 달러, %)
한국의
연도 총투자규모
건수 금액

1991 891

1,318.2

1994 2,652 2,365.6
1997 2,768 3,797.7
2000 3,900 5,218.9
2003 5,392 4,685.1
2006 10,147 11,620.5
2009 7,405 19,436.9

한국→중국

한국→러시아 한국→몽골

건수

금액

건수

135(52)*

42.5(11.2)*

9

15.2**

3.2**

1,298(487)* 639.9(116.4)*
48.9**

1,142(370)* 770.9(107.3)*
41.3**

37.8**

46.2**

29.5**

-

-

12.1

165

389.5

1.0** 1.3**

-

-

3

0.2

10.7**

3.4** 0.9** 18.5** 29.5**
33

58.0

244

526.0

1.4** 0.5** 0** 0.0** 1**

2.5**

9**

22.2**

59.9

441

890.3

35

8.4

4

1.4

54

4.0

13

2.6

237

24.4

11

0.9

113

0.6** 0.5** 0** 0.0** 2**
47

113.6

52

19.4

391

0.5** 1.0** 1** 0.2** 4**

2,089(285)* 2,081.9(278.1)* 169
28.2**

12.0

30

0.4** 0.1** 0** 0.0** 6**

3,120(421)* 1,772.3(129.8)*
57.9**

금액

17.2

16

14.5**

4,687(584)* 3,424(223.3)*

건수

0.9** 0.2** 0** 0.0** 2**

1,399(324)* 756.3(83.7)*
35.9**

금액

24

20.3**

한국→미국

금액 건수 금액 건수

37

27.1**

한국→일본

426.0 113

25.3

1.6** 16** 23.4**
96.6

1,225 1,433.5

1.9** 31** 27.5**
52.0

993 1,064.7

1.1** 18** 22.7**
247.9 1,906 1,805.4
2.1** 19** 15.5**

344

375.3 1,264 3,546.5

2.3** 2.2** 2** 0.1** 5**

1.9** 17** 18.2**

주: ( )*는 한국의 동북 3성 지역에 투자한 규모.
**는 해당연도 한국의 총투자규모에서 유관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0), ｢해외투자통계｣.

❚ 표 4-2. 한국 전체무역액 대비 한국과 GTI 유관국 간의 무역액 비교 ❚
(단위: 억 달러)
연도

구분

수출
수입
무역총액
수출
2003
수입
무역총액
수출
2006
수입
무역총액
수출
2009
수입
무역총액
2000

한국

1,722.7
1,604.8
3,327.5
1,938.2
1,788.3
3,726.5
3,254.7
3,093.8
6,348.5
3,635.3
3,230.9
6,866.2

한국-중국 한국-러시아 한국-일본 한국-몽골 한국-미국 한국-북한

184.6
128.0
312.6
351.1
219.1
570.2
697.6
485.6
1,183.2
867.0
542.5
1,409.5

7.9
20.6
28.5
16.6
25.2
41.8
51.8
45.7
97.5
41.9
57.9
99.8

자료: 한국무역협회(2010), 한국무역통계: 국가별 수출입 .
코트라(2010), 2009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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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31.8
52.3
17.3
36.3
53.6
26.5
51.9
78.4
217.7
494.3
712.0

0.6
0.02
0.62
1.0
0.04
1.04
1.1
0.1
1.2
1.7
0.2
1.9

376.1
292.4
668.5
342.2
248.1
590.3
431.8
336.5
768.3
376.5
290.4
666.9

5.6
14.1
19.7
7.8
16.1
23.9
9.5
20.5
30.0
10.6
23.5
34.1

갖는 개발 잠재력 및 중요성을 인지한다는 사실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이 두만강개발 사업을 중앙정부 사업인 창지투 사업과 연결하여 추진하
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되며, 이에 따라 동북 3성의 내수시장을 선점하려는 외부투자자들의 이 지
역에 대한 투자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과 관련해서 살
펴보면, 2009년도 한국의 전체 무역액은 [표 4-2]에서 보듯 6,86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한다. 이 가운데 한국․중국 간의 무역이 차지하는 규모는 한국
무역총액의 20.5%를 차지하는 1,409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러시아
간의 무역액은 99억 8천만 달러(1.5%)를 차지하였으며, 몽골과는 1억 9천만
달러(0.03%), GTI 옵서버 국가인 일본과 미국과의 무역액은 각각 712억 달
러(10.4%)와 669억 9천만 달러(9.7%)를 기록하였다.52) 한국의 무역총액에
서는 제외되었으나 같은 기간 남북 교역액은 34억 1천만 달러를 차지하고,
이는 한국의 전체 무역액에서 0.5%를 차지하는 규모로 환산할 수 있다.53)
특히 한국의 무역총액에서 GTI 유관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
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을 나타내는 단서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GTI 참여 배경에는 다자간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간 경
제교류를 확대시키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여 통일을 대비하자는 측면이 포
함되어 있다. 특히 나선지역 개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교우위에 있어 투
자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나선지역 개발의 성공은 북한의 개방 확대 및
이를 통한 산업시설기반 조성 기회 확대 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는 궁극적으로 통일 대비에 도움이 된다. 2010년 초 북한은 나선지역을 포
함해 모두 8개 도시를 경제특구54)로 조성하고, 이 지역 내 도로, 철도 등

52) 한국무역협회(2010), 한국무역통계: 국가별 수출입 , 2010 .10. 1 기준, http://www.kita.net에서 인용.
53) 코트라(2010), 2009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
54) 북한은 신의주를 경공업․방적 중심의 산업도시, 청진을 중공업도시, 나선지역을 석유화학도시, 김책을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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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시설을 확충하며, 국책은행을 설립하는 동시에, 세제우대 조치를 취해
외국인투자자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55) 나선지역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개방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
다. 이는 곧 북한의 개혁개방 및 남북통일 기회로 연결되는 동시에, 북한 내
산업시설 구축 및 남북간 경제력격차 감소로 이어져 마침내 통일비용 절감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찰스 월프는 남북이 현 경제수준56)에서 통일할 경
우 북한을 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통일 비용은 1조 7천억 달러
로 추산되는 반면, 북한의 GDP 수준이 현재보다 2배로 증대되고 한국 수준
으로 맞추지 않는다면 통일비용은 620억 달러로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발표
했다.57) 브렌케는 독일이 통일비용으로 20년간 총 1조 4000억 유로를 지출
했고, 비용의 대부분은 동독지역에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동독 주민의 사회
복지비용을 지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밝혔다.58) 따라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직간접 형태의 경제협력은 통일비용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최근 국제사회의 이 지역개발에 대한 급격한 관심과 유관국
들의 변화에 부응하며 두만강 지역개발의 전략과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두만강개발 사업이 초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유관국들의 입장 차이 및
다양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상당 기간 침체기에 머무르자, 과거 한국 정부
는 기본적인 활동에만 참여하며 소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왔다. 이에 따라
과거 두만강 사업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전략과 정책은 매우 취약했었고, 개
발․시행된 전략과 정책들도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급급한 단기전

제련 도시, 함흥을 석탄화학도시, 원산을 조선도시, 평양을 하이테크산업 도시, 남포를 의약품․식용유 중심의
산업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55) 동아일보(2010. 3. 3), 북, 평양 등 8개도시 경제특구 지정 .
56) 남북한의 1인당 GDP가 각각 2만 달러와 700달러 수준이고, 인구가 남한 4,800만 명, 북한 2,400만 명이라고
전제함.
57) 데일리NK(2010. 3. 17), 미전문가 추산 남북 통일비용은 .
58) 조선일보(2010. 10. 1), 통독 20년, 실험 20년 “언제 쓸지 모를 통일세 걷느니 그 돈 차라리 경제 재투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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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정책 위주였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두만강개발을 전담하는 독립
된 정부부서의 부재 및 이를 꾸준하게 연구, 관리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
력 양성기관의 부재를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주변국들
의 참여 전략에 변화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이 지역개발에 국제사회의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두만강개발에서 중
심축이 될 수 있는 독자적 전략과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중앙정
부는 이 사업에 주도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주력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들은 두만강개발을 지역경제 발전
과 연계시켜 다양한 정책과 전략들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강원도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과 연계해 강원 동해권을 환동해권 물류 거점지역으로 육
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인프라시설 구축․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며, 공항․항만형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계획하고, 원주권에 내
륙컨테이너 기지를 건설하는 동시에, 강원지방관세청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강원도는 동북아 물류중심 기반 구축을 위해 정(井)자형 고속복합 교통망 구
축 계획59)을 갖고 있으며, 이 외에도 부산 강릉 원산 나진을 잇는 강릉 저
진 간 동해북부선 건설을 확정하고, 이를 TSR과 연결하는 작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60) 속초시는 2007년 7월 ‘동해비전 2020’을 수립, 공표
하고 100대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해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삼척은 2008년부터 LNG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환동해 에너지벨트 조성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61) 이들 지방정부들은 그들의 사업계획 및 개발전략, 유관
정책들을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62)

59) 2시간대 생활권 실현 전략의 일환으로 계획, 준비 중임.
60) 심의섭(2009), ｢신 동해교류 전망: 환동해 지역의 물류협력 및 산업발전 전망｣, 新 동해권 경제교류 전망과
지역협력구상 국제세미나 자료집 , 강원도․강원발전연구원.
61) 강원도청(2010. 3. 19), ｢삼척 LNG산단 등 3개 산단 승인으로 단지조성 본격 착수｣, 보도자료.
62) 강원도청(2010. 7. 7), ｢환동해안권 물류 거점지역으로｣. 인용 출처
http://www.provin.gangwon.kr/executive/page/sub04/sub04_06_01.asp?hb_Mode=readArticle&hb_
BoardManager_ID=BDAADD05&hb_BoardItem_ID=126063. 출력일자 201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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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으로 한국 정부가 모색하는 주요 전략 및 정책의 하나는 주변국들
의 인프라 개발,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산업시설기반 조성에 동참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과 산업경쟁력 등을 상호발전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
으로 조사된다. 과거 주변국의 산업시설 기반조성 사업 참여는 이 지역에서
사업하는 것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수준에서 기업의 역
량만큼 참여하는 형태, 즉 민간협력투자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주)동
춘항운은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1991년 속초 나진 훈춘 간 해륙교통로 개설
을 추진하였다. 이후 한국과 중국, 북한, 러시아 정부는 차츰 해당지역 내 항
로개설에 합의하였다. 다른 예로는 북한항만 개발에 관심을 가졌던 (주)한국
항만기술단(이하 한국항만) 사례를 들 수 있다. 한국항만은 사업 추진에 필
요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유관국 관계자 회의에 참석해
사업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사업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다.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유관국
들과 지역 내 산업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꾸준
히 논의해 오고 있다.
현재 두만강 사업은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 정부는 중앙 및

❚ 그림 4-1. 한국 정부의 GTI 참여 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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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차원에서 모두 국제사회의 변화에 민감히 대처하며 이 사업에서 주도
적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 중국의 입장과 정책
유엔개발계획과 GTI 사업 참여국들이 두만강개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분야는 크게 에너지, 환경, 투자, 교통, 관광 5가지 분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이 전제되어 있다.
중국은 GTI 사업 추진에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는데, 중국의 주
요 전략은 운송로 확보와 물류체계 건설이다. 중국은 ‘일핵양축(一核兩軸)’
정책을 바탕으로 5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핵양축은 하나의 핵과 두
개의 축으로 풀이되며, 이때 하나의 핵이란 중국 지린성 훈춘시를 수출가공
구, 중․러자유무역구, 변경경제협력구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계획을 의미한
다. 중국은 훈춘시를 2010년까지는 연간 화물처리 능력이 245만 톤에 이르
는 국제화물 집산지 겸 국제물류단지로 건설하고, 2020년까지는 훈춘의 기
초 인프라를 구축하여 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선진개방형 변경세관도시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두 개의 축이란 중국이 러시아와는 ‘도로․항만․
세관’의 물류통로를 건설하고, 북한과는 ‘도로․항만․구역’ 물류통로를 건설
한다는 계획이다.63) 중국은 주변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해 두만강 지역의
투자 및 교역 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외 도로․철도․해상
운송로를 확보하며, 물류체계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동북 3성
진흥전략으로 연결되는 동시에 중국의 두만강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이다.
중국의 동북3성 진흥전략은 크게 랴오닝의 ‘5점 1선’ 계획과 지린성의

63) 윤승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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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지투 사업’ 계획, 에이룽장의 ‘하다치 공업벨트 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추
진되며, 이는 랴오닝 ‘2대 기지, 3대산업’ 발전 전략, 지린성 ‘5대 기지’ 발
전 전략, 에이룽장 ‘6대 기지’ 발전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첫째, 랴오닝
의 ‘5점 1선’ 계획이란 다롄 장홍도, 다롄 화위안 산업단지, 영구 연해산업
기지, 진저우만 산업단지, 단동 산업단지 등 5개 지역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

❚ 표 4-3. 동북 3성의 발전 전략 ❚
지역

발전계획

발전전략

중점 분야

랴오닝

5점1선

2대기지
3대산업

- 2대기지: 설비제조업 분야
(자동차, 선박, 공작기계, 항공, 우주 등)
- 3대산업: 첨단기술, 농산물가공, 관광․컨벤션

지린성

창지투 사업

5대기지

- 5대기지: 자동차, 석유화학, 농산물가공, 현대 중국의
학․BP, 첨단기술

에이룽장

하다치
공업벨트
조성사업

6대기지

- 6대기지: 장비제조, 석유화학, 에너지, 녹색식품,
의학, 임업가공

하여 중점 개발시킨다는 계획이다.64) 또한 이 계획에는 황보하이 연안을 관
통하는 빈하이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연해경제지대를 형성하고 요녕 중부 도
시군을 이끌어 대외개방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낸다는 계획도 포함된다.
랴오닝은 연해지역으로 지리적 경쟁력뿐만 아니라, 토지자원, 에너지, 인재․
노동력, 교통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65) 중국은 이러한 경쟁력을 보유한 랴

64) Zhang Hui Zhi(2009),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hinese Northeast
region”, New Prospects for Regional-Level Economic Cooperaton in the East Sea Rim, Seminar
Proceeding 09-04, pp. 291-300, Gangwon Province & Gangwon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65) Zhang H(2009).
- 지리적 경쟁력: 발해와 황해 사이에 위치한 요녕성은 ‘N자형’ 해안선을 갖고 있으며, 요녕성 5점 1선으로
지목된 경제발전지역은 모두 항구에 근접해 유리한 발전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
- 토지자원 경쟁력: 요녕 연해경제지대의 5개 중점 발전지역의 총 계획 면적은 374.33㎢에 이르며, 요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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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닝을 ‘2대 기지, 3대 산업’ 전략으로 개발시키고자 한다. 이때 말하는 2개
기지란 설비제조업과 원자재산업을 말하며, 3대 산업이란 첨단기술, 농산물
가공, 관광․컨벤션 분야를 지칭한다.
둘째, 창지투 사업은 내부건설 계획과 다른 지역과의 연동개발 계획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으며, 8개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하나,
내부건설 계획은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공간 배치 계획과 산업발
전 계획, 기초시설건설 계획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경제공간배치 계획과 관
련하여, 창지투의 주요 3개 개발지역은 훈춘시, 옌룽투, 창지경제구다. 산업
발전 계획은 공업, 서비스업, 농업 영역으로 구분되며, 기초건설시설 계획은
교통시설, 수리시설, 에너지개발, 정보기반시설, 환경보호 5개 영역으로 구분
된다. 기타 지역과의 연동개발 계획은 지린성 기타 지구와의 협력 계획과 헤
이룽장, 랴오닝, 네이멍구와의 협력계획, 중국 국내 기타 성 지역과의 협력계
획으로 세분화된다. 둘, 창지투 개발선도구와 중국 내 기타 지역과의 연동개
발은 지린성 기타 지구와의 협력, 헤이룽장, 랴오닝, 네이멍구와의 협력, 기
타 다른 성과의 협력으로 구분된다. 즉, 창지투 사업은 8대 중점사업을 중심
으로 추진되며, 간이 두만강지역 자유무역지대 건립, 국제내륙항구 건립, 과
학창업지대 건립, 국제합작산업지대 건립, 현대물류지대 건설, 생태관광지대
건립, 서비스업 집중지대 건립, 현대농업시점구 건립으로 요약된다.66)

안선은 산업 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연해간석지, 버려진 염전 등 풍부한 토지자원을 갖고 있음.
- 에너지 경쟁력: 요녕지역에는 석유, 석탄, 전력 자원이 매우 풍부함.
- 인재․노동력 경쟁력: 요녕성은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대학교가 많아 고급인력
를 양성, 배출할 기회가 풍부함.
- 교통 경쟁력: 5개 중점 경제발전 지역은 모두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항구와 인접해있어 해상운송이
가능하며, 철도노선을 통해 서북아 지역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5개 경제발전지역 주변에 심양, 다롄, 진
저우, 단동 공항 등이 위치해 있어 항공운송도 이용이 가능해 뛰어난 교통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66) 吳昊(2010), ｢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與大圖們江區域合作開發的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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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창지투개발 내부건설 계획 및 기타 지역과의 연동개발 계획 ❚
대구분 소구분

공간
배치
계획

분류
훈춘시

대외개방 창구 기능 담당, 다국적 경제협력 전개

옌룽투

옌지, 룽징, 두먼 지역. 대외개방의 최전방 지대로서 두먼강
지역 중요 물류센터와 국제 산업협력 서비스 기지의 기능을
중점 담당

창지 경제구

내부
건설
계획

공업영역
산업
발전
계획

서비스영역
농업영역

기초
건설
시설
계획

기타
연동
계획

기초
건설
시설
계획

내용

창춘, 지린 중심. 자체적인 산업기반과 인재 및 과학기술의
우위를 이용하여, 생산 요소를 진일보시키고 산업개발을 통하여
지역협력 개발을 지탱하는 핵심 후배지의 기능 담당
자동차제조업, 석유화학공업, 농산품가공업, 전자정보산업,
제련건재산업, 장비 제조업, 바이오산업, 신소재산업 등 8대
신형 공업기지 중점 건설
현대 물류업, 특색 관광업, 문화 창조산업, 서비스 하청업,
비즈니스 전시 컨벤션업, 금융 보험업 등 첨단 서비스 산업을
중점 발전
경작지 자원 보호, 농업기반시설 건설 강화, 식량종합 생산
능력 강화, 특색 있는 농업 발전

교통시설

일체화된 입체 교통망 건설. 중점 항목은 창춘을 중심으로
하얼빈-다롄 철도 여객 운송 전용선, 창춘-지린 철도 여객 운송
전용선, 지린-투먼 고속철도, 창춘-지린 등 중심 도시의 도시
순환 고속도로 및 기타 도로 건설 포함

수리시설

쑹화강, 투먼강 및 주요 도시의 홍수 방지 사업, 지린성 중부
지구의 인쑹공수 사업, 농업 수리 사업, 수자원 오염 관리
프로젝트 등

에너지개발

훈춘 발전소 3기 사업, 둔화 저수량 발전소 사업, 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 유모혈암 탐사 및 개발 사업, 창춘-지린, 지린-연길
천연가스 수송관로 사업

정보기반
시설

3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TV, 차세대 인터넷 사업 중점 강화,
전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지(Station) 건설

환경보호

순환경제, 저탄소 경제발전, 백두산 천연림 보호, 쑹화강 유역
수질 오염 처리, 지린성 중부지구 흑토리 관리 등

지린성 기타 지구

창지투 개발 개방 선도구는 지린성의 장점 건설, 지린성 기타 지구
경제성장 연동. 지린성 기타 지구를 창지투 개발 건설에 융화

헤이룽장, 랴오닝,
네이멍구

창지투 개발선도구와 헤이룽장, 지린, 네이멍구 사이의 철도,
도로 중점 건설, 교통네트워크 구축, 기업 간 초지역적
협력체계 구축, 둥베이지역은 에너지개발 이용한 협력사업 전개

기타 다른 성

동남 연해 성시와 산업단지 건설, 선진 성시의 선도구 산업 강화

86│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방안

❚ 표 4-5. 창지투 8대 중점사업 ❚
구분
두만강지역 자유무역지대
구축
국제내륙항구 구축
과학창업지대 구축
국제합작산업지대 구축
현대물류지대 구축

생태관광지대 구축
고급 서비스산업 클러스터
구축
현대농업시범구 구축

내용
- 1단계: 한-중-일-러 간에 양자, 다자 다국적 자유무역지대 구축
- 2단계: 역내 경제통합 추진, 두만강 국제자유무역지대 구축
- 장춘 피더항 구축
- 세관, 상품 검사, 국경 검문, 관련시설 등 통합운영 체계 마련
장춘 국가 바이오산업기지와 광전자 산업기지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공공 플랫폼 만들어 첨단기술 연구센터와 산업단지 조성

중․일, 한․중, 중․러 등의 국제산업단지 구축
장춘 룽지아, 연길 공항과 훈춘 항구를 기반으로 보세가공,
보세물류, 보세창고를 결합해 동북아 및 동북지역으로 향하는
물류집결지 건설
백두산 생태자원과 국경지대의 지리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생태시범지대 구축
금융보험, 세계적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를
중국으로의 유인 계획, 서비스, 아웃소싱, 비즈니스 전시, 문화
아이디어 등 동북지역 자본시장 구축, 현대적인 서비스 시스템 형성
토지의 집약 경영 및 적정규모의 경영 실시, 농업의 완전 기계화
적극 추진, 시설농업과 정밀농업 크게 발전

자료: Zhang Hui Zhi(2009).

셋째, 하다치 공업벨트 계획은 알칼리성 토지를 개발하고, 기존의 산업기
지 및 산업경쟁력, 과학교육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하다치 공업지역에 국내외
자본과 기술을 도입한다는 전략이다. 에이룽장 서남부 빈저우 철도 연선에
위치한 하다치 공업벨트는 하얼빈, 다칭, 치치하얼, 자오둥, 안다 등을 포함
한 지역이다. 중국은 이 지역을 복합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며, 새로운 시스
템, 하이테크, 수출지향형, 생태화가 실현되어 있는 경제중심지, 에이룽장 노
후공업기지 진흥전략의 핵심지역으로 개발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67)
동북 3성 진흥계획은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3단계에 걸쳐 추
진되며, 현재는 2단계에 진입해있는 상태다. 이 단계에서 중국 정부는 2007
년 8월 ‘동북진흥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연해지역 발전, 서부 대개발,

67) Zhang Hui Zh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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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 궐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주요 특징은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내몽고 자치구를
동부지역에 편입시켜 이 지역의 경제발전도 함께 계획, 추진한다는 점이다.

❚ 표 4-6. 동북 3성 진흥계획의 3단계 구분 및 단계별 주요 내용 ❚
단계

연도

1단계

2004~05

2단계

2006~10

3단계

2011~20

핵심 전략
- 기계설비, 철강, 석유화학, 농산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각기 특색있는
기초 산업기지 형성
- 잉여인력 해소, 사회적 기능 분리 등을 통해 국유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양호한 기업경영 환경 조성
-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포함한 소유 구조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한편
경영관리 시스템 추진
-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기본적으로 완료하고 국제적으로 지명도와
특색을 갖춘 산업 클러스터와 가치 사슬이 형성된 산업기지 건설
-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 핵심 경쟁력 강화로 국제적인 기업으로 육성
- 첨단기술 산업, 기계설비 제조, 원자재 산업 중심. 이 외 농산물 가공 및
녹색식품, 의약, 관광, 식량 등을 보조로 하는 산업구조 형성

자료: 實施東北地區等老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干意見(2003); 振興東北地區等老工業基地工作要點的通知(2004); 關
於促進東北老工業基地進一步擴大對外開放的是實施意見(2005); 振興東北; 윤승현(2009), p. 45. 재인용.

2009년 8월 중국 중앙정부는 국무원 회의에서 동북진흥개발전략이 2003
년 추진된 이후 괄목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한층 가속화한다
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2008년 5년 임기로 재선된 원자바오 총리는 첫 번
째 임기에서 괄목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동북 3성 진흥
계획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 3성 진흥전략의 핵심 축 하나는 대외개방 확대와 연관되어 있다. 동
북 3성의 대외개방 전략은 적극적 대외개방과 주변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통, 물류 인프라 건설 등으로 요약되며, 이는 중국
의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두
만강개발 사업은 [표 4-7]에서와 같이 중국 동북 3성 개발계획의 일부로 요
약되며, 좁게는 지린성 정부가 추진하는 창지투 개발사업과 직결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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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는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국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동북 3성의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68)

❚ 표 4-7. 동북 3성의 대외개방 확대 정책 ❚
정부

개발지원 내용

중앙정부

- 동북진흥계획강요(2003.10)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2003년)
․대외개방에 대한 구체적 언급 부재
- 국무원 판공청 동북진흥사업요점통지(39호 문건, 2004. 4)
․금융, 보험, 비즈니스, 관광 등 서비스산업 개방
․외자 도입, 접경국가 및 기타 성과의 협력 강조
- 동북지역 개방 확대 실시 촉진에 관한 의견(36호 문건, 2005. 6)
․하이테크 외자기업 우대 지위 부여
․접경국가와의 경제무역 협력강화 등 개방확대 방침 재강조
․북한, 러시아의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우선지원 방침 표명

중앙정부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1차 5개년 규획 강요(2005년)
․접경국가와의 기술 및 경제협력 확대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자원, 에너지 협력
․동북지역 변경무역 활성화 장려
․두만강지역의 국제협력 강화
․물류중심․수출입 가공중심․국제상업중심 지역 육성(수분하, 훈춘, 단동 등)
․훈춘-나선 간 국경경제협력구 건설
․동변도 철도 건설 촉진과 교통 인프라 완비

지린성
정부

- 진흥 지린성 노공업기지 규획 강요(2004년)
․국제협력 강화: 동북아 국제협력 강화, 개발구 확대(두만강개발, 훈춘합작구 건
설), 러시아·한국·일본·북한과의 경제무역·과학기술·자원 등 다방면의 협력과 교류
추진, 변경무역 발전
․한․일․러 등 주변시장 개발과 구미 잠재시장 개척
․노무수출 확대, 기업의 글로벌 투자 및 경영 장려
․교통운수, 물류, 금융, R&D, 교육, 문화, 소매업, 관광 등 서비스 산업 대외
개방 확대
․인수합병, 지분참여 등 외국자본의 국유기업 개혁 참여 장려
- 지린성 제11차 5개년 규획 강요(2005년) 및 훈춘시 ‘11·5’ 기간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 규획
․외자도입 확대, 대외경제협력 강화
․훈춘시의 대외개방창구 역할
․훈춘 변경경제협력구, 수출가공구, 상호무역구 발전,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과
통상환경 개선
․훈춘-하산, 훈춘-나선 국제협력구 건설
․러시아와 ‘도로, 항구, 세관 일체화(路港關 一體化)’ 추진
․북한과 ‘도로, 항구, 구역 일체화(路港區 一體化)’ 추진

68) 吳昊(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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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계속 ❚
정부

개발지원 내용

에이룽장
정부

- 에이룽장 노공업기지 진흥 총체 규획(2004년)
․자본, 기술, 인재, 관리의 유기적 도입으로 중외합작의 대형기업 건설
․서비스 분야로 대외개방 확대, 외자이용 규모 및 질 제고
․대러시아 교류 강화, 흑룡강을 아시아-유럽의 창구 및 동북아의 산업금융클러
스터로 발전
․한, 일과의 경제무역 협력 강화
․대경유전의 국제화 경영 추진, 기타 성의 자본 도입 확대
․주요 철도,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교통운수망 건설로 국제경제무역의 통로
건설 가속화
․요녕, 길림과 공동으로 동변도철도 건설 추진, 새로운 출해통로 구출
․중․러 간 하천 수운 개발
- 에이룽장 제11차 5개년 규획 강요(2005년)
․대러시아 협력 강화
․대외무역의 다원화(국내 다른 성, 특히 홍콩과의 공동협력 추진)
․대외투자, 노무 진출, 자원개발 탐사 등 ‘走上去’ 확대
․종합교통망, 수리시설, 도시기초건설 등 인프라 확충

랴오닝
정부

- 요녕 노공업기지 진흥 규획(2005년)
․‘외자기업 유치(引進來)’와 ‘走上去’의 연계를 견지, 개방형 경제체계 구축
․외자도입 방식의 다원화, 외자 이용의 양과 질 제고
․해외진출전략 추진, 러시아․북한 등과 자원협력, 동북지역 경제협력 강화
․항만조건 등의 이점 활용, 다롄을 중심으로 동북아 국제항운 중심 전략 추진
․수리, 에너지, 도시 기초 인프라 건설 및 생태환경 보호
․교통, 물류업 발전
- 요넝성 제11차 5개년 규획 강요(2005년)
․중앙정부의 개방 우대정책 적극 활용
․국유기업에 대한 외상투자 장려
․일본·한국·유럽 등과 산업협력구 추진
․‘인진래(引進來)’와 ‘주상거(走上去)’의 유기적 결합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확충 및 수자원 건설 확대

자료: 國務院辦公廳關於印發2003年實施東北地區等老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干意見, 國辦發, 2003; 國務院辦公廳
關於印發2004年振興東北地區等老工業基地工作要點的通知, 國辦發, 2004, 39號; 國務院辦公廳關於促進東
北老工業基地進一步擴大對外開放的是實施意見, 國辦發, 2005, 36號;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
第十一個五年規劃綱要, 2005; 振興吉林省老工業基地規劃綱要, 2004; 吉林省, 黑龍江省, 遼寧省, 國民經
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綱要, 2005; 琿春十一個五年期間圖們江區域國際合作開發規劃; 遼寧老工業
基地振興規劃, 2005; 黑龍江省老工業基地振興總體規劃, 2004; 윤승현(2009), p. 51~53. 재인용.

중국 동북지역 물류운송을 위한 제2의 해상통로 개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나선-훈춘 ‘도로․항만․구역 일체화’ 사업은 두만강개발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일체화 사업은 훈춘 나진항 연결통로 건설사업 이외에, 나
진과 선봉 사이에 위치한 관곡동에 면적 1.3㎢의 나선중국투자합작지역69)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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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항 배후지에 면적 3.7㎢의 보세구 건설 계획을 모두 포함한다. 즉 중국
의 일체화 사업은 북한,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가와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
여 투자 및 교역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 일본 등 동북아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국제적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계획을 내포한다. 중
국은 일체화 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관국들에게 국경 운송로 수입 및 관광 수입 증대, 국제운
송로 인프라 건설, 극동지역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의 종합적인 개발 이익,
북·중·러 시장의 물류통로 확보, 통상무역 증가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
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표 4-8. ‘도로․항만․구역 일체화’ 사업의 경제적 기대효과 ❚
나라․지역
중국
지린성

연변주

북한
러시아
한국
일본

기대효과
동북 3성 개발·개방, 국유기업의 개혁 도모, 동북아지역 국제물류 교두보,
제조업 발전의 상승, 더 많은 외국인투자 유치, 국제인력자원의 협력,
관광산업 발전 촉진
북한과의 국경무역을 통한 안정된 물류통로 확보, 국경지역(북한) 원자재 및
이를 활용한 가공업 발전, 용이한 수출입을 통한 통상무역 발전
통상구 무역 활성화, 지리적 특성의 물류비용 긍정적 효과, 주강삼각주 및
장강삼각주에 기 진출한 외국인투자 기업이 통상구 지역의 개발구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인력이 커짐, 이로 인한 통상구가 외국인기업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 아시아-유럽 철도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지리적 특징으로 국제물류
중심으로서의 중심 역할
개혁․개방 가속화, 국제 정치 및 경제면에서 신뢰, 국제운송로 개설 및
운송로 인프라 건설, 국제 신뢰 확보로 인한 국방비 감소와 효율적인 활용,
국경 운송로 수입 및 관광 수입 증대
극동러시아 지역의 경제 부흥, 국제운송로 인프라 건설, 극동지역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 종합적인 개발 이익, 물류서비스 및 국경 운송로 수입 증대
북·중·러 시장의 물류통로 확보, 동해 및 부산 등 항구도시의 동북아물류
중심의 지위 확보, 이를 통한 국제물류 서비스 수입 증가, 동북아 내륙의 관광
개발, 한반도 평화의 신뢰 도모로 국방비 삭감 및 이에 따른 경제 효과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 확보 유리, 자국 상품의 경쟁력 강화, 물류비 감소에
따른 경쟁력 강화, 교통 인프라 시설의 투자효과, 통상무역 증가

자료: 윤승현(2009), p. 57.

69) 가공수출, 상업서비스센터 중심의 공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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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중국의 GTI 주요 전략 ❚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진이 도표화.

3.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
러시아의 GTI 참여 전략 및 정책은 중국만큼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중국과 비교해 적극적이지 않다. 그
러나 러시아 정부가 2000년대 초 발표한 신극동개발 전략은 러시아 정부가
두만강 개발과 연관된 극동지역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증거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개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계획 등을 인지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
고 이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는 과거 중
앙정부의 관심 부족 및 열악한 인프라 상황, 이로 인한 제한된 투자유치 상
황 등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극동지역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은 인
구감소뿐만 아니라 극동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경제성장 격차 확대, 극동지역
의 존립 위협 및 국가안보 위기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푸틴 정부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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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이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을 위해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것임을 천
명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계획
에 대한 연방예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중점투자 분야를 수송부문으로 변경하
며, 블라디보스토크의 인프라 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건설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 선회는 두만강개발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표 4-9. 개발계획의 소요자금 출처 및 사용 부문 ❚
(단위: 백만 루블, %)

구분
소요 자금
출처별
구분

사용
부문별
구분

2002~10 개발계획

2008~13 개발계획

441,202.4(100)****

567,008.7(100)****

연방예산

32,659.4(7.4)

426,271.2(75.2)

지방예산**

30,367.6(6.9)

55,272.9(9.7)

예산 외***

378,175.4(85.7)

85,464.6(15.1)

총 자금 소요

441,202.4(100)

418,486.2(100)

연료·에너지 콤플렉스

253,111(57.4)

138,110(33)

수송 콤플렉스

89,091.6(20.2)

218,882.1(52)
28,247.2(7)

산업용 기반시설

8,204.9(1.9)

광물·원료 콤플렉스

31,262.2(7.1)

-

임업 및 수산업 콤플렉스

32,953.2(7.5)

-

공업부문 육성

11,068.3(2.5)

-

사회생활 부문
기타

3,419(0.8)

18,294.4(4)

12,092.2(2.7)

14,952.5(4)

주: * 2002~10 계획은 2002년도 현행가격 기준, 2008~13계획은 각 해당연도의 현행가격(기대물가 가중치
로 환산한 가격) 기준.
** 연방 구성주체 및 지방자치제 예산.
*** 기업 및 외국인 투자, 은행 여신 등.
**** ( ) 수치는 비율(%).
자료: Federal’naya tselevaya programma “Eknomicheskoe i sotsial'noe razvitie Dal'nego Vostoka I
Zabaikal’ya na period do 2013 goda,” 2007; Federal'naya tselevaya programma, 2007.
“Postanovlenie ot 21 noyabrya 2007 g, #801 ‘O vnesenii izmenenii v postanovlenie
Pravitel’stva Rossiiskoi Federatsii ot 14 aprelya 1996 g. #480’(http://www.government.ru);
정한구(2009). pp. 75～7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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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GTI 참여는 신극동지역 개발전략과 맞물려 계획, 추진되고 있
다. 러시아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전략은 [표 4-10]와 같이 크게 극동․자
바이칼 지역개발 사업, 에너지․교통 장기전략 2020 사업, 에너지자원의 통
합된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 추진되며, 이는 중국의 동북 3
성 진흥계획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극동․자바이칼 지역개발 사업의
주 내용은 동부지역의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
인다는 것이다. 에너지․교통 장기전략 2020 사업은 러시아 정부의 장기적
인 에너지․교통 정책의 청사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에너지․
교통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외적으로 러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이익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요약된다. 에너지자원의 통합된 공급시
스템 구축사업은 동부지역 에너지산업 발전 및 에너지자원 공급 계획으로,
이는 러시아 동부지역의 안정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고, 동북아지역에
서 러시아의 이익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표 4-10. 러시아 신극동지역 개발전략 ❚
구분

극동·자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

특징

-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계획

-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부지역 경제개발
-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목적

에너지․교통 장기전략 2020

에너지자원의 통합된
공급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 러시아 정부의 장기적인
에너지/교통 정책 청사진

- 동부지역 에너지산업 발전 및
에너지자원 공급 계획

- 국가 에너지․교통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
- 에너지 수급 및 수송
안정
- 경제구조의 현대화 및
다각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대외적으로 러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이익
보장

- 동부지역 에너지 수급안정
- 국가경제 전체 및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
- 아·태지역 시장 진출
-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 이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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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0. 계속 ❚
구분

전체
특성

에너지
부문

극동·자바이칼지역
개발 프로그램

에너지․교통 장기전략 2020

- 연방예산에 의한 사업
추진
-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

- 정부 통제와 독점구조
유지 상태에서 효율성
증대 추구
- 추진과정에서
시장변화에 따라
실천과제의 실현가능성
검토·수정
- 복합적인 접근방법 제시
지향

-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
지역에서 생산된 자원을
가공하는 산업(정유,
화학·석유화학, 가스가공,
헬륨가공, LNG생산 등)
- 이들 산업 개발을 위해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아·태지역으로의
에너지자원 수출시장
다원화
-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
- 에너지자원 생산 증대
및 운송량 증대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
- 고부가가치 에너지제품
생산·수출 비중 증대

에너지자원의 통합된
공급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 시장상황 변화에 맞추어서
에너지자원 개발 시점 결정
- 에너지자원 수출다원화를
고려한 수송인프라 구축
- 에너지자원 가공공장 건설을
통한 고부가가치 에너지제품
생산
- 자원가공단지 건설부문에
중점적으로 외국기업 참여 요청

자료: 성원용 외(2008),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 정여천 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델은 극동지역을 국가 지원하에 자원기지로의 발전시키는 안이다. 러
시아는 중앙의 집중적인 지원하에 극동지역을 고부가가치 산업지역으로 육성
하여 이를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 자립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러시아 국내시장과 아시아․태평양 해외시장 두 방향으로 동시
진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이에 필요한 개발비용은 중앙예산으
로 충당할 안이다. 둘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원수출 주체로 발
전시키는 안이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주
변국들의 내수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
서 극동지역에 수출과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외자유치 및 자원수출 등 이른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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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본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셋째는 중국 동북부 지방의 경제와 통합 발
전 안으로 요약된다. 러시아는 중국, 특히 중국 동북지역과 경제통합을 도모
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세 번째 모델에 대한 재원 마련 역시 두 번째 계획과 유사하게
러시아는 외자유치에 의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70)
러시아의 GTI 참여 전략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극동지역 개발전
략을 중심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2013 극동․자바이칼 프
로그램’이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 유치 인프라 건설, 철도․도로․항만 등 주요 운송․인프라 구
축, 에너지개발 및 석유․화학 등 산업복합단지 건설, 광물개발 및 임업, 농
업, 어업 협력, 환경․교육․의료․인프라 시설 등 크게 5가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다. ‘2013 극동․자바이칼 프로그램’의 주요 5개
사업 가운데 두만강개발 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사업은 운송․인프라
구축사업과 산업복합단지 건설사업, 광물개발 및 임업․농업․어업 협력으로
정리된다. 운송인프라 구축사업에는 TSR TKR 연결사업, 치타 하바로프스
크 나훗카 고속도로 건설사업, 주요 항만 개보수, 국경터미널 사업 개발 등
이 포함되고, 산업복합단지 건설에는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가스관 건설,
석탄․화학가스 복합단지 건설 등이 포함되며, 광물개발 및 임업․농업․어
업 협력에는 석탄, 우라늄, 철광, 금광 등 광물자원 개발 및 광산 개발, 셀룰
로즈․펄프공장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된다.71)

70) 정한구(2008), ｢러시아의 국가정책과 극동지방: 지역개발정책을 중심으로｣, 정여천 편,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
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1) 고재남 외(2008), ｢주변국의 극동지역 정책｣,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 정여천 편, 서
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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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1. 2013 극동․자바이칼 프로그램 개요 ❚
구분

2012
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
유치 인프라
건설

철도, 도로,
항만 등 주요
운송인프라
구축
에너지 개발 및
석유·화학 등
산업복합단지
건설
광물 개발 및
임업, 농업,
어업 협력
환경, 교육,
의료 인프라
건설

내용
- 회의장 주변 도로, 교량, 항만 건설 등 블라디보스토크 발전 계획
- 극동지역 내 항만특구(나훗카, 보스토치니항) 개발
※ 2012 APEC 정상회의 블라디보스토크 유치(2007. 9월 결정) 관련
주요 투자사업
․교통 물류 인프라 건설: 국제공항 시설 및 활주로 개보수, 신규 도로
및 교량 건설
․회의장, 호텔 및 주택 건설: 국제회의장(7,000석), 박람회의장,
호텔(1만 객실 규모), 체육문화시설 및 레저관광특구 조성 등
․산업시설: 극동송유관, 정유화학, LNG 및 상업용 경비행기 생산시설 등
- TSR/TKR 연결사업, 바이칼·아무르 철도(BAM)와 아무르-야쿠티야
철도 연결망 건설 등
- 치타-하바로프스크-나훗카 연결 자동차 도로 건설, 주요 철도노선 인접
자동차 도로의 개보수 등
- 주요 항만 개보수 및 국경터미널 사업 개발 등
-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4,300㎞, 135억 달러, 타이쉐트-나훗카)
- 가스관 건설
- 산업복합단지(석탄, 화학가스 복합단지) 건설
- 석탄, 우라늄, 철광, 금광 등
․철광산 콤비나트(33억 달러, 사하)
․광산 개발 및 철광석 처리단지 개발(아무르주)
- 셀룰로즈․펄프 공장(14억 달러, 하바로프스크)
- 병원(종합병원, 소아병원, 결핵요양원, 한방병원, 암센터 등) 건립
- 학교 건설
- 상하수도 건립, 쓰레기 처리 공장 등 정화시설 등
- 아무르 강변 보강공사 등

자료: 고재남 외(2008), p. 252.

현재 러시아는 GTI 참여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접근하고
있으며 자루비노항을 포함해 연해주 지역의 주요 항만 개발 및 이를 위한
투자자 유치, 나진항 개발, 나진 핫산 물류망 확충 사업 등을 중심으로 대두
만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두만강개발과 관련해 나진항보다는 자
국 영토인 나홋카, 블라디보스토크, 보스토치니, 자루비노 등 기존 연해주 지
역의 주요 항만시설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물류망 확
충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해주 지역 내 위치한
다양한 항만 중에서 동북 3성 화물 유치를 목적으로 러시아는 자루비노항
개발 및 이를 위하 투자자유치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북 3성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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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자루비노항의 물동량 규모는 2012년 115만 톤에서 2020년 217만 톤
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72)실제 자루비노항은 도로, 철도망과 접근성이
비교적 우수하고, 중국 및 북한에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심이 깊어 하
역능력․개발잠재력이 높은 항으로 평가된다. 자루비노항 사용․개발과 관련
해 현재 (주)동춘항운이 자루비노항 2번 부두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중
국 지린성 정부가 자루비노항 사용권 확보를 전제로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핫산 훈춘 도로건설 및 철도 개보수 사업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와 함께 러시아 정부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자루비노항을 개발할 투자자
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73)
❚ 표 4-12. 중국 동북 3성 개발에 따른 예상되는 나진항, 자루비노항의 물동량 ❚
(단위: 천 TEU)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랴오닝
전체
통관
물동량 처리

4,365
4,737
5,138
5,568
6,023
6,517
7,046
7,610
8,211

661
718
778
844
912
987
1,067
1,153
1,244

중국 동북 3성 수출입 물동량
지린성
에이룽장
전체
통관
전체
통관
전체
물동량 처리 물동량
처리
물동량

725
786
853
924
1,000
1,082
1,170
1,263
1,363

472
512
556
602
652
705
762
823
888

1,172
1,272
1,380
1,496
1,618
1,751
1,893
2,044
2,206

합계
통과 처리
나진항 자루비노항

1,172 6,262 1,152.5
1,272 6,796 1,251.0
1,380 7,371 1,357.0
1,496 7,988 1,471.0
1,618 8,641 1,591.0
1,751 9,350 1,721.5
1,893 10,918 1,861.0
2,044 10,918 2,010.0
2,206 11,780 2,169.0

1,152.5
1,251.0
1,357.0
1,471.0
1,591.0
1,721.5
1,861.0
2,010.0
2,169.0

소계

2,305
2,502
2,714
2,942
3,182
3,443
4,020
4,020
4,338

주: 1) 랴오닝 화물의 유치 가능 비율은 미주와 일본을 기종점으로 하는 화물 비율의 50%인 15.15%를 적용함.
2) 지린성 화물의 유치 가능 비율은 일본 및 미주 화물 30.29% 및 기타 화물의 50%인 34.86%를 합
한 65.15%를 적용함.
3) 에이룽장 화물은 100% 유치 가능한 것으로 전제함.
4) 러시아와 북한 항만에 대한 배분은 동일한 비준을 부여함.
자료: 부산항만공사 외(2007), pp. 191～194.

또한 러시아는 사할린과 시베리아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주변국에 판매하는

72) 부산항만공사 외(2007),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연구 .
73) Interview with an Executive Director of Zarubino Port on June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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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확보 및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목적으로 북한의 나진항 개
발 및 나진 핫산 물류망 확충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나진항
개발을 전제로 3호 부두의 50년간 사용권을 확보한 상태다.74) 러시아는 북한
과 54㎞의 철로를 신설하고, 10개의 철도역 및 3개의 터널, 40개 이상의 교
량과 그 외의 설비들을 개보수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 공사 규모는 약 1
억 5천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북한 철도성과 러시아
철도공사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향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물류회
사를 설립할 뿐만 아니라, 나진 핫산 물류망 확충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러시
아는 나진 핫산 물류망 확충사업을 바탕으로 TSR 물동량을 확보하고, 시베
리아 석유․천연가스의 중개기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연해주 극동지역을 금융, 무역, 연구, 교통, 통신 분야가 발달한 자유경제지역,
공업단지, 항만물류 중심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75)
❚ 그림 4-3. 러시아의 GTI 주요 전략 ❚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진이 도표화.

74) Interview with government officers in Hunchun and Yenji, China in June, 2010.
* 인터뷰 관계자 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연합뉴스, 北.中 라진항 사용합의 파장클 듯 , 2010. 3. 8.
75) 성원용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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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입장과 정책
현재 북한은 대두만강사업의 참여국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다. 북한은
2009년 5월 당시 GTI 의장이었던 이샤오준 중국 상무부 차관에게 서한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탈퇴 의사를 전달하였고, 같은 해 11월 TRADP 당사
국회의 설립협정(1995)에 따라 공식 탈퇴했다. 북한의 탈퇴는 두만강지역 및
나선지역 개발과 관련해 저조한 사업성과76)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불
만 표출 등이 원인이었다. 현재 북한은 공식적인 대두만강 사업의 참여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특히 나진항 개발을 통해
이 사업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북한은 [표 4-13]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초부터 나선시 개발 및 이
를 통한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개방정책을 적극 실시하였다. 북한은 제3차 7
개년 계획(1987~93년)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1991년 ‘정무원 결정 74호’를
통해 나진과 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개혁, 개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북한의 초기 나선지역 개발 구상은 이 지역을 동북아의 화물중
계지, 수출가공기지, 관광 및 금융 기능을 가진 국제도시로 개발할 계획이었
다. 이후 북한은 나선시 개발과 이 지역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제도 개혁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외국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국
내 자원을 동원하여 항로, 도로개발 등 나진 선봉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환경을 조성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외자유치 실적이 부진하자 북한은
1995년 3단계 국토총건설계획을 2단계로 수정하고, 나진 선봉 시를 직할시
로 승격시켰다. 또한 1997년에는 환율현실화 조치 및 외화사용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지대 내의 자영업을 허용하는 한편, 국제자유시장을 개설하는 등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하였다.77) 그러나 북한의 적극적인 개발 의지 및 다각

76) 2004년 말까지 나진, 선봉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규모는 1.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통일부(2005. 9. 22), 주간 북한동향 , 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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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선시 개발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주요 실패 원
인으로 지적되는 요인에는 북한의 엄격한 외국인 출입 규제, 미비한 인프라
시설, 과도한 개발계획, 개방을 우려한 폐쇄적인 조치, 남한 기업의 진출 봉
쇄 등이 지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한의 핵 개발 및 한반도 내의 안보불
안 요소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 수요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다.

❚ 표 4-13.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개발 추이 ❚
시기

내용

1991년 12월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

1993년 3월

- ‘나진·선봉지대 국토총건설계획’ 수립
1단계(1993~95년):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과 공단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
2단계(1995~2000년): 국제화물 기지로서 역할 강화 및 수출주도형
제조업 투자 유지
3단계(2000~10년):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 중심
국제교류의 거점도시화

1993년 9월

- 나진·선봉 직할시로 개편

1995년

- 외자실적 부진으로 국토총건설계획 수정
당면단계(1993~2000년): 국제화물 중계기지, 수출가공 기지 건설
전망단계(2001~2010년): 국제교류의 거점도시 건설
- 법적․제도적 투자환경 개선(세관 규정, 건물 양도 및 저당 규정 등)
- 북한 내부자원을 동원, 자력으로 운송체계 보완 및 인프라 정비
나진-부산 간 컨테이너 항로 및 원정-권하(중국) 간의 통로 개설
원정-나진 간 도로포장, 원정-선봉 간 도로 신설

1996년 9월

- 나진·선봉 투자 포럼 개최(26개국 110개 기업 540명 참석)
- 49건 3억 5천만 달러 투자 계약, 22건 3,400만 달러 실행

1997년 6월

- 투자실적 부진으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강화
‘외화 바꾼 돈표’ 유통 폐지와 환율 현실화, 변동환율제 실시
지대 내 개인자영업 허용 및 원정리 국제자유시장 개설
국영기업의 독립채산제 실시

77) 현대경제연구원(2010),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 배종렬(2010), ｢라선특별시 지정배경과 개발과
제｣, 수은 북한경제 , 여름호, p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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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3. 계속 ❚
시기

내용

1998년 9월

- UNDP와 UNIDO의 지원하에 나진기업학교, 나진기업정보센터 설립
- 헌법 개정 이후, 지대 통제 강화 정책 실시
‘자유’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로 호칭
나진·선봉행정경제위원회 폐지, 군부와 당국 개입 확대
원정리 국제자유시장 출입통제 강화
남한 기업의 지대방문 중단 (이후 나선시 개발은 소강 상태가 되었음)

2001년 5월

- 나선직할시로 행정구역 통합

2005년 7월

- 북중, 나진항 개발 합의(나진-원정 간 도로건설 MOU 체결)
- 북중 나선 국제물류합영회사 설립

2008년 3~4월

- 나진-하산(러시아) 철도 현대화 및 나진항 개보수 협의

2009년 11월

- 중국, 나진항 1호 부두 개발권 획득, 1호 정박지 보수 완료

2010년 1월

- 나선특별시로 승격

2010년 1월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

2010년 3월

중국 국가관광국 ｢중국 관광단체의 조선관광실현에 관한 양해문｣에
따라 4월 12일부터 북한 관광 허용

2010년 3월

라선특별시 훈춘시와 원정-권하 간 두만강 다리 보수공사 착공식 진행

2010년 4월

조선관광무역회사의 연길대표처에 조선관광비자의 직접 취급을 허용

2010년 4월
2010년 5월

라선시 몽골 도로·운수·건설 및 도시경영성과 경제무역 협조발전에
관한 양해문 조인
중국 국가해관총서 훈춘-나진-상해를 잇는 석탄수송 해상항로의 개설
승인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83호; 金光日(2010),
｢朝鮮 津特別市物流開發現況及前景｣, 北
易 展
, pp. 71～98 ; 현대경제연구원(2010), p.
4; 배종렬(2010), p. 8.

북한은 과거와 같은 실패를 피하기 위해 나선시 개발을 중국의 동북 3성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력으로 나선시 개발이 불
가능한 북한은 중국의 대북투자를 유도해 나선시를 대외무역 전진기지로 개
발하려는 의도를 내보이며, 중국은 나진항 개발을 통해 동북 3성의 물류효율
성을 제고하고 해양물류망을 확보하여 향후 동북아 경제권을 선도하려는 전
략을 나타낸다.
북한은 2010년 1월 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하고,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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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였다. 북한의 라선특구법은 1993년 1월 자유경제경제무역지대법으로
신설된 이후 2010년 현재까지 1999년, 2002년, 2005년, 2007년, 그리고
2010년 모두 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가운데 1999년 2월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4호 및 2010년 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83호에 따른 법 개정은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1999년 2월 개정된
법에서는 라선시의 지위를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로 변경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2010년 1월 개정법은 라선시를 특별시로 개정한
이후 처음 개정한 법으로 그 의의를 평가받는다.78) [표 4-14]에서와 같이
특히 2010년 개정법은 투자환경 및 각종 제도에서 1999년의 것보다 한층
개선, 완화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 표 4-14. 1999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2010년 개정법 비교 ❚
구분 항목

라선경제무역지대법(1999. 2. 26)

법의 사명

지대의 효과적 관리 운영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사업 개선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 지역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 중계수송,
금융, 관광, 봉사 지역

규정 없음

- 투자 분야: 공업, 농업, 건설, 운수,
통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 등

지대사업의
국가지도

내각의 통일적 지도

라선경제무역지도기관과
라선인민위원회

투자 형식

합작, 합영, 단독투자 같은 형식

직접투자나 간접투자 같은 여러 형식

규정 없음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포함

지대의 지위
투자 분야와 장려
부문

해외조선동포의
경제무역활동

지대 개발과 관리
운영

-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중앙기관: 자기 임무와
권한에 따라 지대개발과 관리
운영사업을 지도
- 라선시인민위원회: 현지행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10. 1. 27)

- 라선경제무역지도기관: 지대 개발과
관리운영 사업을 지도
- 라선시인민위원회: 현지 집행

78) 배종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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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4. 계속 ❚
구분 항목

라선경제무역지대법(1999. 2. 26)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10. 1. 27)

기술인재 육성

규정 없음

기술기능 실습을 위한 노동력
해외파견 가능

비상설지도위원회
운영

규정 없음

신설(지대 개발과 관리운영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 적시 해결)

특수경제구의 운영

규정 없음

정해진 데 따라 공업구, 농업구,
과학기술구, 가공무역구 등 설립 운영

지대밖기관·기업소·
단체와의 경제거래

규정 없음

지대의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투자기업은 지대밖
기관·기업소·단체와 경제거래 가능

지대밖 위탁가공

외국투자기업만 가능

지대의 기관·기업소·단체도 가능

월임금 최저기준

규정 없음

라선시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과 합의

결제화폐

조선원 또는 전환성 외화

조선원 또는 정해진 외화

소득세율

결산이윤의 14%

결산이윤의 14%이나 국가가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 10%

해당 절차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
가능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
무사증제 실시

무사증제 실시

자료: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제484호, 제583호; 배종렬(2010), p. 12에서 재인용.

현재 북한과 중국 간의 라선시 공동개발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동
북 3성과 연계된 나선시 개발은 나선시 주변의 인프라 확충 및 배후산업지
대 조성 계획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동북 3성의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나진항 개발권을 확보하였으며, 이와 함께 인프라 투자를 확
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원자바오 총리 방북 시 1호 부두 개발 및 운영
권을 확보하였으며, 그 대가로 나진 훈춘 간 도로를 신설해주기로 합의하였
다.79) 또한 훈춘시는 라선시 인민위윈회와 중국의 원정 북한 권하간 두만강
다리 보수에 필요한 360만 인민폐(RMB)를 훈춘시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79) 연합뉴스 ( 2009. 10. 7), 중, 북 나진항 부두 개발권 확보 .
Interview with government officers in Hunchun and Yenji, China in Ju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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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2010년 5월 말 다리보수 공사를 완료, 개통하였다.80) 이와 함께
중국은 올해 4월부터 조선관광무역회사의 연길 대표처에서 조선관광비자의
직접 취급을 허용하는 한편, 같은 해 5월 삼합 청진 칠보산 관광코스를 개통
해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전면 허용하였다.81)
나진항 개발을 중심으로 나선시 개발에 따른 경제효과를 추정해 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나진항 개발은 대략 4억 3천만 달러의 부가가치를 가져
올 것으로 추정된다. 나진항 개발 시 동북 3성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물동
량은 2020년 기준으로 약 263만TEU으로 추정되며, 같은 해 나진항의 총
물동량은 400만TEU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4억 3천만 달러 규모의

❚ 표 4-15. 나진항 유치 가능한 물동량 추정 ❚

연도

전체 물동량

나진항 유치가능 물동량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합계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합계

2010

3,379

585

956

4,920

311

202

527

1,040

2011

3,726

645

1,054

5,425

340

220

577

1,137

2012

4,076

705

1,153

5,934

374

243

635

1,252

2013

4,476

777

1,270

6,523

412

267

698

1,376

2014

4,931

853

1,396

7,180

452

293

767

1,511

2015

5,416

938

1,532

7,887

496

322

841

1,659

2016

5,945

1,029

1,682

8,656

545

353

923

1,821

2017

6,522

1,130

1,846

9,497

597

387

1,012

1,996

2018

7,151

1,238

2,024 10,413

654

424

1,109

2,188

2019

7,838

1,357

2,218 11,413

717

464

1,215

2,396

2020

8,584

1,486

2,429 12,499

785

509

1,331

2,625

주: 나진항의 시설과 운영체계 및 나진항~동북 3성 간 연계 운송망이 정비되었을 경우의 추정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8),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 p. 324; 현대경제연구원(2010), p. 9.

80) 배종렬(2010).
81) 人民 (2010. 5. 25), 조선 청진-칠보산 관광코스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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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효과로 환산되며, 향후 러시아와 한국의 물동량이 함께 유입될 경우 나
진항의 개발 효과는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82) 또한 나진항
개발이 주변의 선봉항, 청진항 개발로 확대되고, 이러한 주변지역 개발이 관
광산업으로 연계되면 나진항 개발의 경제효과를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선시 개발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북중경협을 한층 활
성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나선시 개발은 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과 연동
되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두만강 개발사업이 안
정권에 진입하고 나진항 개발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북한은 대두만강 사
업에 다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동북 3성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나선시는 훈춘시와 연계되어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개발될 것이고, 북중경
협은 압록강대교와 나진항 개발을 중심축으로 하여 한층 가속화될 것이 예
상된다.

❚ 그림 4-4. 북한의 입장과 전략, 정책 ❚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진이 도표화.

82) 현대경제연구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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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유관국들의 입장과 전략, 정책
가. 일본
일본의 대두만강개발에 대한 기본 입장은 환동해 경제권 구상으로 정리되
며, 일본은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두만
강개발을 니가타현을 중심으로 일본 북서지역의 경제개발과 연계해 추진한다
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다자협의체와 경제통합 움직임에 대해 일
본은 본국이 주도권을 갖고 환동해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이 사업
에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추진 초기 일본은 중국 동북부의 거대한 시
장잠재력을 의식하고 두만강 하구 정비를 위한 엔화자본의 지원 용의까지
표명하면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두만강개발
구상단계에서 이 사업을 통해 북한과 수교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전쟁배상금
의 일부를 나선시 개발지원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83)
북한의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은 북․일 간 국교정상화회담 타결 이
전에 일본의 경제협력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등 북한 역시 일본의
대북투자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2004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일본 전체로 확산되고, 이에 대한 반북감정이 일본 내에
서 고조되면서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되었고 현재 양국 간 정치․경제협
력 및 사회적 교류 등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일본은 민간 위주로 이 사업에 접근하고 있다. 1992년 8월 일본은 16개
의 기업과 단체가 두만강유역 개발과 관련한 북동아시아경제위원회를 구성하
였으며, 이는 일본 측의 공식창구로 발족되었다. 이 사업에 대한 일본의 참
여주체는 도토리, 니이가타, 도야마, 호쿠리쿠 등 동해연안의 일부 지방 자치

83) 이성우(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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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 환동해경제연구소와 일본경제연구센터, 내외정책연구회 등을 포함한
일부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이다. 이들 학술, 연구기관은 두만강 개발에 대한
학술회의 개최, 연구회 활동, 러시아 극동․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조사를 꾸
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외 일본 측 사업기관에는 노무라 증권, 도쿄은행, 마
루베니 상사, 닛쇼이와이, 니혼유센, 고마쓰, 일중경제협회, 러시아동구무역회,
일조무역회, 동아시아무역연구회 등이 포함된다.84)
일본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표출하는 동시에 매우 신중한 입장
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과의 마
찰을 우려하고, 주변국의 오해를 의식하며, 이 사업추진과 관련된 재정지원
마련의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동북아의 경제
협력이 조직화될 경우 역외국인 미국과의 마찰을 예상하여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는 과거 시베리아,
연해주, 만주 지역을 포함한 동북아권 경제진출 전략의 일환이라는 국제사회
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 사업 참여에 대해 신
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동북아 경제협력이 조직화될 경
우 일본은 이 사업추진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일본에게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인
들이 일본의 적극적인 대두만강 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나. 몽골
몽골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과거 코메콘(COMECON)
경제체제에 의존한 국가 중 하나인 몽골은 소련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고
코메콘 경제가 붕괴됨에 따라 새로운 협력 상대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얻

84) 이성우(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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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특히 미비한 경제수준으로 인해 인프라시설 개발에 대한 자금이 부족
하고, 사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몽골에 외국인투자자 유치 및 이들을 통
한 인프라 개발, 동해로의 출로 확보는 경제성장 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몽골은 대두만강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필요한 외자를 유치
하고, 산업시설을 개발하는 동시에 동해출로를 확보하고자 한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몽골의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알려진 바가 없
으며, 추후 이 사업에 대한 몽골의 주요 전략은 자원협력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9

제4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 대한 유관국들의 입장과 정책 분석 │

제5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

1. 과거 두만강개발 사업에서 제시된 정책과제
가. 물류인프라 확충
유엔개발계획과 TRADP 참여국들은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만강지
역 내 복합운송체계의 구축 필요성에 동조하면서도 각국의 상이한 정치, 군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 이 지역에 실제로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구체적으로, 유관국들은 두만강지역의 관문
역할을 담당할 나진항, 자루비노항의 항만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또한 유관국들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러시아 간의 연결도로
및 북한 내 나진항까지의 연결도로 확장, 개보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참
여국들은 철도를 통한 운송능력 강화 필요성도 꾸준히 논의해 왔다. 즉, 각
국은 이 지역에 항만, 철도, 도로, 물류센터, 환적센터, 차량, 내륙물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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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 Inland Container Depot) 건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논의하였으나, 이
는 논의단계에 머물렀을 뿐 실제 행동으로 실천된 사례는 매우 적다.

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두만강지역 개발이 최근까지 침체를 겪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
특히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외국인투자자 유치로 연결되는데,
최근까지 각국은 이 지역개발에 필요한 외국인투자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
을 경험했다. 각국은 두만강지역에 외국인투자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노력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 지역의 열악한 투자환경과 경제여건, 북핵 문제로 인
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위험 등은 외국인투자를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국제사회는 동
북아개발은행 및 동북아지역개발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설치 방안을 논의했
다. 유엔개발계획과 GTI 유관국들, 아시아개발은행은 이 사업에 필요한 재
원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동북아개발은
행(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의 설립, 두만강지역개발금융(Tumen
Region Development Facility) 지원, 또는 아시아개발은행에 동북아개발기
금(Asian Development Bank’s Northeast Development Fund)의 설치, 민
간투자자금인 동북아․두만투자공사(NEATIC: Northeast Asia/ Tumen
Investment Corporation)를 설립 방안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유관국 대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만 있었을 뿐,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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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유관국들은 복합운송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관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정보화, 물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자유화, 복합운송과 연관된 다
자간 공동협정 체결 등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 왔다. 유관국들은 복합운송체
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행정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나, 이러한 공감대
가 각국의 법제도, 행정체계 개선으로까지는 연결되지는 못했다.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북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국경을 통과할 때 각국의
복잡한 통관․통과 절차, 표준화되지 않은 요금징수 체계, 상이한 국별 세관
및 출입국 사무소 이용 시간, 제한된 트럭의 운행지역 등의 문제로 인해 이
용자들이 경험하는 여러 불편은 꾸준히 개선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유관국들은 여전히 동일한 통관관련 법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국가마다 상이
한 통관제도는 적용되는 상황이며, 별도의 투자환경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출입국, 통관, 검역 등 국경통과 절차, 검사, 사람과 동식물 검약 등과 관
련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각국의 트럭이 국경을 통과해 최종 목적지
까지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트럭운행 범위
도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경근무 시간을 상
시근무체제로 전환하여 국경 통과에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행정체계
개선작업도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각국은 복합운송체계 확대조치의
일환으로 표준화, 정보화,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
음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논의에 그칠 뿐 제도 개선 및 이용
자들의 불편 해소, 이를 통한 이용객 증가 또는 지역경제교류 활성화로까지
이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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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유관국들은 지속적인 협의체계 구축․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관심
을 가져왔다. 각국은 복합운송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대상과 투자우선순
위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국경 통과 및 통관체계의 간
소화, 그리고 시설과 장비의 표준화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해 왔다. 구체적으로 유관국 대표 및 전문가들은 거래비용 절감 및
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철도와 도로의 경우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차량운
행 범위와 확대, 기관차 및 화차의 상호면세, 국경에서 불필요한 절차 생략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또한 유관국 대표 및 전문가들은 두만강 지역의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훈춘, 핫산, 나진, 선봉 지역을 포함하는 변경경제
합작지역과 같은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은 논의수준에
그칠 뿐 실천되지 못했다.

2. 과거 두만강개발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과거 추진되었던 TRADP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TRADP가 GTI로 변화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첫째, 과거 TRADP
개발계획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하
나를 들여다보면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백화점식 개발계획에 불과하였다. 각
국의 과다한 개발 의욕과 지방정부의 비현실적 지역개발 욕구에 의해서 거
의 모든 산업 개발이 포함된 백화점식 개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것을 실행시킬 재원이나 각국의 제도의 정합, 인력, 기술 등 다양한 보장
조건들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다. 예컨대, TRADP 사업 초기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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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북한은 40억 달러 이상의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들을 의욕적으로 제시하
였으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한 자금, 제도, 기술, 인력,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되지 못하고 결국 북한이 나진선봉 개발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예는 TRADP 사업에 포함된 중국과 러시
아의 지역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TRADP 사업
에서 제시된 광범위한 개발 프로젝트 중 실제로 완성된 프로젝트는 거의 없
고 그 중에서 시작조차 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자루
비노항 개보수 사업은 GTI 체제로 전환되던 2005년부터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각국의 의욕은 강했지만 실천 가
능성을 찾고 구체화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따라서 향후 추진될 GTI 사업에
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하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실현
가능한 사업을 찾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두만강지역 개발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비전의 결여는 이 사업의 성
공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선 이 지역에 참여하는 각국 및
지방정부들은 지방경제 개발과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의 개념에 대해 혼돈 또
는 동일시하고 있고, 따라서 국제협력 우선보다는 지역개발 우선이라는 낮은
차원의 개발 행동들을 진행해 왔다. 사실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은 북한, 러시
아, 중국 접경지역의 지경학적 강점을 최대한 살려 이 지역의 경제개발을 적
극화하자는 데 초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자면 당연히 3국은
국제적 협력 즉, 제도적 조화, 정책적 협력, 기술적 합의, 인력 이동의 유연성
등 국제협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최우선시하여만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
어서는 이러한 합의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자국 지역의 자
본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이어서 고유한 의미의 국제지역 개발협력의 성격은
반감되고, 대신 지방경제 개발이라는 성격이 부각되는 실수를 범하였다. 따라
서 향후 GTI 사업에서는 지방경제 개발과 GTI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국제협력 차원의 협력이슈들을 적극 개발하고 실현시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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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엔개발계획과 유관국들은 과거 두만강개발 사업에서 기업의 적극
적 역할을 유도해내지 못했다. 원래 개발 사업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정도에 따라서 그 성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도 그랬고 지금도 두만강개발 사업은 아직도 유관 정부 차원의 협의의 틀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발계획의 구체적 실현 당사자도 유엔
개발계획이나 각국 정부의 소규모 재정지원의 틀에 묶여 있다. 물론 두만강
지역에 있는 중국의 동북지방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그리고 북한에는 거대한
두만강개발 사업을 주도할 만한 경험 있는 대규모 국제기업이 없는 것도 사
실이지만, 이 지역 말고도 세계에는 자금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 구축과 정책적
유인책들을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데 있다. 따라서 향후
추진될 GTI 사업에서는 이 지역에 국제경쟁력과 자금력이 있는 다양한 기업
들을 유치하기 위한 실효적 전략과 정책을 구사하는 데 개발협력의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특히, GTI 사업과 지역정부의 개발사업, 이 지역 기업들의
개발행위가 방향성을 갖고 보조를 맞추면서 나갈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두만강 개발을 위한 유관국들의 제도적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것
은 이 사업의 주요한 실패요인이다. 철도, 도로, 항만, 항공 등 다양한 물류
인프라의 개발, 각국을 잇는 관광벨트의 개발, 자원, 에너지 등의 지역산업개
발 등의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려면 각국이 가지고 있는 상이한 제도환경
을 정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유관국들의 개발사업을 위한 제도적 정합 노력은 상당히 부진하였다. 예컨대,
철도 개발 하나를 놓고 보아도 이 지역에서 아직도 북한의 제도와 중국, 러
시아의 제도가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운송에 신속성이 중시되는 물
류거점 조성개발 사업으로서의 두만강개발 사업은 아직도 초기수준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3국은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제도 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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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각자 지방정부 차원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특구제도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들은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이것들을 상호연결하기 위한
국제적 제도정합 노력은 낮은 수준에 있다.
다섯째, 두만강개발 사업의 추진 주체들은 이 지역개발 사업이 안보환경
개선과 연동되어 추진해야 하지만 그것을 간과한 것이 중요한 실패요인이기
도 하다. 사실 두만강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초기단계를 돌이켜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가장 주요한 동기 중 하나는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이루
어내는 데 있었다.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의 안정화 제고가 중요한 정책적 목
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과 안정화사업은 별개로 분리되어 있었다. 예컨
대, 한편에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대남도발이 끊이지 않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두만강개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상이한 현상들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한반도의 긴장이 두만강 지역개발의 중요성과 필연성을 지속
적으로 떨어뜨리고 많은 국가, 많은 기업들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향후 GTI 사업은 한반도의 안보적 환경 개
선과 긴밀히 연동시켜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과거 두만강개발 사업에서는 참여국 간 지나친 경합성, 미 일
유럽 등 선진국의 무관심, 각국의 지역경제와 기업의 영세성 등 다양한 문제
점들이 노출되었다. 향후 GTI 사업 추진의 성공 여부는 과거의 문제점을 정
확히 짚어내고, 합리적이고 실표적인 정책대안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 그
결과가 긍정적일 수 있다.

3. GTI 제도에서 시도되어야 할 정책과제
첫째,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목표와 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구체적
인 실행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과거 GTI 사업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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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문제점은 비현실적인 목표와 개발 프로젝트를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
고, 구체적인 이행가능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GTI
사업에서는 실천 가능한 합리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 실현을 위한 동원
가능한 수단들을 선정하며,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단계별 실행 과제들을 선정
해가야 한다. 예컨대, 물류인프라 개발에서도 투자규모가 작은 연계인프라
개발부터 선정 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며, 단계별 투자재원 조달방안과 각국
의 제도 정합을 위한 조치들을 실효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지금과 같이
처음부터 철도, 도로, 항만, 항공 등 모든 것을 추진한다는 식의 개발 목표와
프로그램은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GTI 사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한다. GTI 사업은 지역
적으로 광대하고, 여러 국가가 참여하며,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기획되
고 있어서 방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특혜적인 제도와 기술 및 인력이 공급되
어야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개발 사업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없고, 1~2개의
프로젝트로 완성될 수 없으며,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따
라서 GTI 사업이 지속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발 대상의 우
선순위 설정과 선후차를 잘 가리고, 매 프로젝트마다 단계와 개발 규모를 잘
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단 설정된 개발대상에 대해서는 자본과 기술과 노
력, 제도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개발을
지속할 수가 있다.
셋째, GTI 개발 사업을 각 국가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으로 전
환해야 한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국의 동북지역, 북한의 북부지역, 러시
아의 극동지역은 각국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성장과 개발이 상
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들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취약하고, 영세한 기업들이
다수를 이루며, 문화와 제도가 뒤떨어져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와 기업들에
GTI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추진력과 적극성이 극히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다. 사실 GTI 사업이 목표하고 있는 방대한 개발 프로젝트들을 실현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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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력이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야만 한다. 중앙중부 주도의 개발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GTI 사업이 국가간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외교성을 띠고 제도정합의 협상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즉, 국내의 제도 개혁, 상대국과의 제도협상,
투자협상 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중앙정부 고유의 대외경제 및
외교 사업이다. GTI 사업이 국가 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이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외적 활동에서 국가가 가
장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MF, World Bank, ADB, E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자본유치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EU 국가 등 선진국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각국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지
방정부보다 훨씬 신뢰성에 있어서나 실효성에 있어서 높게 나타난다.
넷째,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GTI 사업은 중국, 북한, 러시아 접경지역에서 일어나지만 비(非)접경
국가 중 가장 큰 이해관계와 이용 수요가 높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자금과 기
술력, 개발경험에 있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다. GTI 사업의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나라도 한국과 일본이며, GTI 사업추진 결과로
나타나는 개발대상에 대한 이용을 가장 많이 할 나라도 한국과 일본이다. 따
라서 GTI 사업에 성공여부는 사실 한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 경험을 어떻
게 빨리 많이 저렴하게 끌어들이는가에 달렸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경제의
발전과 연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GTI 사업은 한국 동해안의 강릉, 삼척,
포항, 울산, 부산 등 동해안 지역과 일본의 니카다, 도토리, 나홋카, 홋카이
도 등 일본 서부지역의 지방경제 발전과 적절히 연동될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GTI 사업은 과거의 각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보다 세부화해
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각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류될 수

118│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방안

있는 개발협력 사업으로 보다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각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류될 수 있는 개발협력
프로젝트들은 대단히 다양하다. 거기에는 지방정부 차원의 중소규모의 산업
개발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으며, 관광, 어업, 사회문화교류 등 다양한 협력
과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
다섯째, 동북아 경제협력과 GTI 사업을 적절히 분리하고 각각을 독립적으
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을 포함
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자원협력, 에너지협력, 어업협력, 산업협력, 무역협력 등 분야도 상당히 다양
하다. 특히 최근 동북아 경제협력 차원에서는 무역 활성도를 한 단계 높이는
차원에서 한․중․일 FTA(Free Trade Agreement)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
나 GTI 사업은 분명 북한을 포함하여 북․중․러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하
여 별도로 추진되는 개발투자 협력사업이다. 만약, 동북아 경제협력과 GTI
사업을 분리해내지 못한다면 GTI 사업은 북한이 배제된 채 중․러의 개발협
력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동북아 개발협력 속에서 GTI도 한
개의 투자협력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이 적절히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에게 있어 GTI 사업은 북한의 북부지역을 개발해야 하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GTI 사업은 적절히 분리해야 하고 그것을 수단
화하여 북한의 개발과 변화를 유도해내야 하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전략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GTI 사업은 동북아 경제
협력 사업과 밀접하게 연동되면서도 적절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북한 개발이 차별되지 않도록 전략적 조정을 해나가야 한다.
여섯째, GTI 사업은 북한의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다. 일부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부분적 개방을 하고는 있으나
그 수준과 규모,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 그나마 미미한 성과마저 타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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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보급 확산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를 유도함
에 있어서 시장경제에 입각한 성공적 개발지역의 모델은 대단히 중요한 기
능을 가진다. 따라서 GTI 사업은 북한에 시장경제 기능이 작동하는 소규모
경제자유지역이 형성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
진선봉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성공적 모델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단지, 북한이 개혁개방 의사가 적고 합리적 제도정착의 의사가
적은 현 단계의 상황을 고려해 북․중․러의 어느 한 지역의 국제산업 복합
특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나진선봉지역을 확대하여 훈춘
일부지역과 러시아의 핫산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나진선봉 국제산업 복
합개발특구(가칭)로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추진될 경우
경제특구가 북한 자의대로 여닫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막고 삼국이 경쟁적 개
발의욕을 유도해내고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초국경지대 개발은 아직 동북아지
역에서 추진된 적이 없는 사업이지만,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인 의향
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만 설득한다면 추진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광역나진선
봉 국제산업 복합개발특구로 추진된다면 이 지역개발에 대한 일본의 거부감
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나진선봉
개발의 단점도 극복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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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ssessment of Greater Tumen Initiative(GTI) and
Policy Roadmap
Myung-Chul CHO and Jiyeon KIM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which originated from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 is a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mechanism in North-East Asia.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is the key supporter, and four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People’s Republic of China, Mongolia and Russian
Federation are the major participants. In spite of its great potential, GTI had
been shelved due to several challenges including disharmony of interest among
member countries, weak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lack of funding to
reactivate the project. However, GTI has received new stimulus since China
adopted it as part of its central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2009. Its
revitalization is expected, and this mean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close
watch on the development of the GTI. This book includes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GTI, analysis of reasons for its deactivation, current trends
in efforts to move it forward, and policy responses for its activation and
consistent development.
This book comprises of five chapters. Included in the first chapter are
the purposes of this study, previous studies on subjects related to G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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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ies, and expected effectiveness. In the second chapter are historical
backgrounds and processes of both TRADP and GTI. In the third chapter,
potentials of development under GTI are assessed,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transport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ourth
chapter, strategies and policies toward the GTI of each member country are
introduced, especially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hange in attitudes and
policies of the Chinese government toward the GTI. In the fifth, policy
responses to GTI activation are introduced. This part is composed of
assessment of policies taken in the TRADP system, challenges in the TRADP
system, and tasks in revitalization of the G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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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의 서비스산업 분석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강준구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민경제 전반에서 서비스산업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부진한 상태이며, 이는 향후 우리
나라의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활
용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의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분석하고 국제
비교를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산업의 제반
여건과 문제점을 객관적·정량적으로 파
악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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