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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중남미, 인도를 포함해 중앙아시아, 몽골,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지닌 나라로, 한국의 주요 교역
시장일 뿐 아니라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국가들은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신흥경제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으나, 발전 방법과 방향에서 각 국가의 역사 및 사회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
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기업의 신흥지역 진출이 확대·강화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보 수
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종류도 지역 및 국가 정보, 세부산업 및
시장동향, 투자진출 환경, 프로젝트 발주 등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부터 현지
정치 및 사회제도, 문화 및 관습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신흥지역
은 잠재력과 리스크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
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증하는 다양한 연구 수요
에도 불구하고 신흥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는 크게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큰 신흥지역
에 대한 종합적, 심층적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중앙아시
아를 대상으로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이 사업은 인
도, 동남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요 신흥지역
을 총망라하는 ‘포괄적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신흥경
제국 전문가간의 네트워크 구축, 신흥지역 관련 심층 연구보고서 및 논문집 발
간, 공동 세미나 개최 및 해외 전문가 초빙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발간은 국내 신흥지역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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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
업의 일환으로 매년 국내외 신흥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약 40
편의 논문을 엄선해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전 세계 신흥지역을 대
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46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습
니다.
공모된 논문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연구 수행과정에서 좋은 논평을 통해 질
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원내외 심사위원님들과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연구
를 해주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논문
집에 게재된 내용은 각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
이 아님을 밝힙니다.
아무쪼록 논문집 발간이 신흥지역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논문집이 학계, 정부 및 업계를 비롯해 신흥지역에 관
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원장 이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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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요인에
관한 내용분석*
고 상 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차 례

Ⅰ. 서론
Ⅱ. 우크라이나 사태의 실태
Ⅲ.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
Ⅳ. 러시아 언론에 나타난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요인
Ⅴ. 결론

Ⅰ. 서 론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서방이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는 크림 반도
를 합병하고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는 반면, 서방은 대러 경
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2014년은 1차대전
100주년이며 2차대전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2차대전 이후 유럽에서 국가의
붕괴와 탄생으로 영토가 변경된 경우는 있었지만, 타국의 영토를 강제로 합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 하에 국방연구, 2015년 12월 호에 게재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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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한 것은 크림 반도가 첫 사례이다. 서방은 강대국이 약소국의 영토를 빼앗
는 것은 19세기 국제정치라고 러시아를 비판한다.
라스무센(Rasmussen) 전 나토(NATO)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군사력뿐
만 아니라 정보, 언론 등을 동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를 전개하여 군사
작전에 활용하는 신개념 전쟁이다(Sharkov 2015). 우크라이나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러시아어를 이해하고, 러시아어로 된 신문, 잡지, 방송 등이 있기 때
문에 언론을 이용한 정보전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 신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
아가 개입하게 된 동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개입동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푸틴 대통령은 지정학적 우려, 위협인식, 동포
보호, 공동의 역사인식 등 다양한 논리를 내세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어느 요인이 러시아의 개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내고자 한
다. 그리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요인이 크림 반도의 합병과 돈바스
의 분리주의라는 두 사건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신문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러시아의 개입동기에 관한 내용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코메르산트(Коммерсанть), 라시이스카야 가제타(Российская
Гажета), 이즈베스치야(Известия)를 분석자료로 선택하였다. 1990년에 발간
된 라시이스카야 가제타는 정부기관지로서 발행부수가 100만 부이다. 같은
해에 발간된 코메르산트는 러시아 재벌 베레조프스키가 소유하였으나, 그의
몰락 이후 현재 가스프롬의 소유로 넘어갔고 약 25만 부가 팔리고 있다. 비
록 발행부수는 적은 편이지만 지식인을 구독층으로 하고, 정부기관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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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로 신속, 정확한 보도를 자랑한다. 1917년에 발간된 이즈베스치야는 소
련정부의 기관지였으나 체제전환 이후 사유화되었으며 현재 30만 부가 팔리
고 있다. 복수의 언론보도를 분석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러시아
언론에 다원주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의 크기는 1개월 분량의 신문보도이며, 2014년 3월
16일과 5월 11일 크림 반도와 돈바스에서 각기 실시된 주민투표 이후 1개월
치 보도기사를 분석할 것이다. 먼저 이들 신문에 게재된 우크라이나 관련 보
도기사를 모두 조사한 후, 이들 기사 중에서 단순보도 기사를 제외하고, 러
시아 정부의 개입동기가 발견되는 논조기사를 추려내 추가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분석은 관련 키워드의 수량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읽고 취재의도에서 개입요인을 찾는 맥락조사를 하고자 한다.
Mearsheimer(2014)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푸틴은 현실주의에 충실한 행
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
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나라는 외부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현
실주의 이론은 러시아가 서부국경에서 발생한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다양한 대응책 중에서 왜 특정 정책을
선택하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즉 현실주의 이론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강경반응을 잘 예측하지만, 왜 크림 반도를 합병했으며, 그리
고 왜 돈바스 지역은 합병이 아닌 다른 정책을 선택하는지 등과 같은 세부적
인 정책행보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다양한 외교정책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
명하려는 이론은 신고전적 현실주의다. 이 이론은 국내요인이 국가의 외교
정책 선택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고 본다. 국제체제에서 오는 외부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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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영
향력이 간접적이라고 본다. 즉 국제구조적 압력은 통치체제, 이념, 이익집단,
여론 등과 같은 국가 수준에서의 매개변수에 의해 해석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외교정책은 국제체제의 영향을 받은 후 즉각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
라 국내정치적 맥락에 의해 해석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Rose 1998).
Laruelle(2015)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을 민족주의로 설
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는 민족주의가 러시아 정부의 외교정책
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단체의 영향
력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대표적 민족주의 정
당인 조국당(Родина)이 러시아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
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이 민족주의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경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Gerber(2015)는 러시아의 외교정책에서 국민여론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
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러시아 국민은 미국에 대하여
안보 분야에서는 경쟁 및 대결적 태도를 취하지만 경제와 과학기술 등의 분
야에서는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이 대미 강경외
교를 원하는 것은 아니며, 푸틴이 친서방 정책을 취하더라도 국민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익집단의 관점에서 Surovell(2012)은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들이 겉으로는 나토 확대를 반대하지만, 러시아 에너지의 유럽시장
의존 등의 이유 때문에 서방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나토 확대를 묵인하
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옐친 대통령은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반
대하지 않았으며, 푸틴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 러시아의 나토 가입 의사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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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념, 이익집단, 여론 등의 국내적 요인이 러시아
외교정책의 형성요인은 아니지만, 외교정책의 강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요인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
후 나타난 언론보도를 통해 여론이 어떠한 개입요인을 선택적으로 강화했는
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의 실태를 조망하기 위
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관계,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와 원인 등
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다음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을 국내적 배경과 국
제적 배경으로 나누어 서술하며, 국내적 배경으로는 국민정체성의 이중성,
경제난과 과두정치에 의한 실패국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부상 등을 다
루고, 국제적 배경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유럽화, 유럽의 동구확대, 러시아의
개입 등을 다룰 것이다. 이러한 배경설명 후 내용분석 부분에서는 러시아 언
론에 나타난 러시아의 개입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Ⅱ. 우크라이나 사태의 실태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관계
푸틴 대통령은 크림 합병 기념연설에서 키예프는 러시아의 발상지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였다. 양국의 공동뿌리는 9세
기에서 13세기까지 루릭 왕국을 구성한 키에프 루시라고 불린 동슬라브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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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들은 988년 키예프 공국의 블라디미르 대공이 크림 반도에서 세례
를 받고 그리스정교를 받아들인 이후 공동의 종교와 문화를 갖게 되었다
(Putin 2014. 3. 18).
몽골의 침략으로 1441년 이후 흑해연안 지역은 크림 타타르의 지배를 받
았으나, 350여 년 만에 예카테리나 여제가 오스만 튀르크와의 전쟁에서 승
리하여 실지회복을 하였다. 크림 반도 인구의 80%를 차지하던 타타르인은
여러 차례의 강제이주로 현재 13%로 감소하였는데, 나폴레옹 전쟁 때는 시
베리아로, 크림 전쟁 때는 터키로, 그리고 2차대전 때는 시베리아와 중앙아
시아로 추방되었다(한정숙 2009).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시대에 많은 희생을 겪었다. 1930년대 스탈린의 집단
농장화와 대기근으로 약 200만 명의 농민이 사망한 홀로도모르가 발생하였
다. 2차대전 때는 약 500만 명이 희생하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에
이긴 결과 영토 측면에서 이득을 보았다. 오늘날 서우크라이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획득함으로써, 영토의 25%와 인구 1,100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그리
고 1954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통일에 합의한 페레야슬라브
(Pereiaslav) 협정 300주년을 기념하여 크림 반도가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편
입되었다(Magocsi 1996).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내어 준 것은 우크라이나 공
화국의 러시아 인구 비율을 높여서 러시아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다(Wilson
2014).
내전이 발생한 돈바스는 도네츠크(Donetsk) 주와 루간스크(Lugansk) 주를
포함하는 러시아 접경지역으로서 소련의 공업화 정책에 의해 많은 러시아
노동자들이 몰려왔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돈바스의 러시아인을 진정한 우크
라이나인으로 보지 않지만, 이곳 주민들은 홀로도모르로 희생된 노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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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하고 우크라이나를 공업화시킨 경제 역군이라고 생각한다.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들은 우크라이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후
르시초프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자라고 활동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자주 우크라이나인으로 오해받았다. 브
레즈네프는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로페트롭스크(Dnepropetrovsk)에서 태어나
고 시당 위원장을 지냈다. 체르넨코는 시베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우크라이나
인이다. 고르바초프와 그의 부인은 우크라이나 혼혈이다.
우크라이나의 국가건설은 지지부진한 과정을 겪었다. 국민 정체성이 19세
기 후반에 형성되었지만, 인종과 언어의 다양성 때문에 독자성이 약해서 독
립국가를 건설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국가를 건설
한 것은 차르 제국이 붕괴한 1917년 혁명 이후이다. 하지만 2년 만에 무너지
고, 1922년에 소련의 독립공화국이 되었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우
크라이나는 다시금 국가건설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
이나는 일시적 이별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재결합은 어렵게 되었고, 이
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영토의 일부가 러시아에 편입되는 부분결합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국가건설이 아직도 미완의 상태라는 것
을 말해준다(Wilson 2014).

2.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와 원인
우크라이나 사태란 키예프의 마이단(Maidan) 시위, 크림공화국의 합병, 돈
바스의 분리주의 내전이라는 세 가지 사건을 총칭한다. 마이단 시위는 EU와
의 협력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촉발되었기 때문에 유로마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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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라고도 불린다. 이 시위가 끝난 후 러시아인이 다수 거주하는 크림과 돈
바스 지역에서 안티마이단 시위가 일어났고, 그 결과 크림 합병과 돈바스 내
전이 일어났다. 마이단이란 광장을 의미한다. 2013년 말 키예프 시내 독립광
장에서 일어난 마이단 시위는 민족주의 성향의 자유당과 티모센코가 이끄는
조국당의 지지를 받았다. 이로써 마이단은 2004년의 오렌지 혁명에 이어 두
번째 혁명의 광장이 되었다. 시위대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주로 SNS와 인터
넷을 사용하는 30세 이상의 중산층 시민이었다(Onuch 2014).
오렌지 혁명이 17일 걸린 반면에, 마이단 혁명은 100일간 지속되었다. 러
시아 정부는 소치 올림픽이 폐막한 직후부터 본격 개입에 나섰다. 러시아 군
인들이 심페로폴(Simferopol) 공항 등 전략 거점을 점령하였다. 러시아는 흑
해기지 사용협정에 의해 최대 25,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데, 당시
12,500명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병력을 크림에 보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Howard and Pukhov 2014). 크림 의회는 분
리 독립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83%의 주민이 참여하여
96.7%가 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러시아 국가두마는 합병 요청을 승인
하였고, 크림은 러시아의 22번째 공화국이 되었다. 그리고 세바스토폴은 모
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어 세 번째 연방시가 되었다(Gregory 2014).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크림
합병을 미국은 그림자 침략이라고 비판하였다. 크림 반도는 러시아에 전략
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구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오랜 협
상 끝에 1997년이 되어서야 흑해함대 분할에 합의하였고, 관련 내용의 협력
협정은 다시 2년 만에 양국에 의해 비준되었다(우준모 2004).
세바스토폴 기지를 최초 20년간 임대하였던 러시아는 2010년에 다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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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추가 연장하는 대가로 대우크라이나 가스 수출가격을 톤당 100달러 할
인해주었다. 하지만 크림 합병과 함께 푸틴 대통령은 우호가격을 폐지하였
고, 현재 우크라이나는 30억 달러의 가스대금을 체납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
에 처해 있다.1)
크림 합병은 러시아 국내외에서 지지를 얻었다. 고르바초프는 크림 반도
를 잘못 넘겨준 역사적 오류가 정정되었다고 말하였다(Inter-Fax 2014). 슈미
트 전 독일 총리는 합법적이진 않지만 이해는 된다고 말하였다. 클라우스 전
체코 대통령은 러시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합병이라고
옹호하였다. 크림 합병은 돈바스의 러시아 주민을 고무하여 도네츠크와 루
한스크 민족공화국의 선포를 초래하였다. 브리들러브(Breedlove) 나토 사령
관은 러시아가 노보러시아(Novorossiya)를 재건하고자 한다고 경고하였다.
노보러시아란 1764년 이후 약 150년 동안 러시아 제국에 소속된 행정단위로
서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에서 돈바스까지의 흑해 연안을 가리킨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말로러시아(Malorossiya), 흑해연안을 노보러시
아라고 지칭하였다(Economist 2015. 2. 14).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공화국은 650만 주민에게 독립의사를 묻는 주민투
표를 실시하였고, 75%의 주민이 참여하여 96%가 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크림과 달리 돈바스 분리주의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는 제한적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주민투표의 연기를 촉구하였으며, OSCE가 파견한 국제감
시단이 반군에 의해 억류되자 규탄하며 석방을 도왔다. 또한 러시아의 언론
이나 민족주의자들과 달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노보러시아 재건을 지지한 적

1) New Eastern Europe(201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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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다(Sakwa 2015). 푸틴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
였고, 의회의 무력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직접 개입을 자제하였다(Wilson
2014).
그림 1. 우크라이나 전국 지도와 러시아 점령지역

자료: 우크라이나 국방부, http://www.mil.gov.ua.

4월 제네바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EU가 참가한 중재회의는 러시
아의 요구와 달리 반군 대표가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성과 없이 끝났고, 결국
9월 민스크에서 반군 대표가 참가한 5자 대표회담이 열려 휴전에 합의하였
다. 이 합의로 내전이 약화되었지만 완전 종식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우크라이나의 포로센코(Poroshenko), 대통령은 미국에 무기지원을 요청하였
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체첸화’를 목표로 소형 무기를 제공할 것을 고려
하였다. 이에 우크라이나 내전의 장기화가 유럽 안보에 위협이 되고 대량난
민 사태를 초래할 것을 우려한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돈바스 지역에 3년
간의 자치권을 주는 새로운 휴전이 합의되었고, 현재까지 잘 준수되고 있다
(Trenin 2014).

∙ 1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요인에 관한 내용분석

Ⅲ.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
1. 우크라이나 사태의 내부적 배경
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이중(二重) 정체성
우크라이나의 인구구성은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 직
전인 1989년에는 총인구 5,170만 명 중에서 우크라이나인이 3,740만 명
(72%), 러시아인 1,140만 명(22%)이었지만, 2001년에는 많은 러시아인이 이
주를 떠나서 830만 명(17.3%)으로 감소하였다. 러시아 주민은 동남부에 밀
집 거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 국민 중에서 러시아어 가능 인구는 무려
80%에 달한다. 미디어의 경우 2012년 발간된 신문의 60%, 잡지의 83%, 도
서의 87%, TV 프로그램의 72%가 러시아어를 사용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러 마이단 시위 중에도 거의 러시아어가 사용되었다(Fesenko 2014).
이중(二重) 정체성이 보편화된 우크라이나에서는 다양한 민족이 공통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원주의적 전통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민족적,
언어적 다양성은 국가에 대한 위험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풍부한 문화발전
에 기여하여 왔다. 고골(Gogol)은 우크라이나인이었지만 러시아어로 작품을
썼다. 따라서 다원주의적 사회문화에 상응하는 연방주의적 정치체제를 마련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가건설의 주요 과제이다.
2012년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최소한 주민의 10%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는
해당 지역의 공식어로 인정하는 언어법을 마련하였고, 27개 중에서 13개 지
역이 러시아어를 공식 인정하였다(정영주 2014). 하지만 우크라이나 민족주
의자들은 다언어 정책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의 러시아화를 초래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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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우려하고, 돈바스 사태의 해결책으로서 요구되는 연방주의 도입에 반
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의회는 5월 2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연방주의에 관해 묻는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는 제안을 거부하였다. 돈
바스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주의가 분리주의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우크라이나 현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연방주의가 아닌
분권주의다.2)

나. 낙후된 경제와 과두정치의 특징을 가진 실패국가
2013년 우크라이나의 국민소득은 3,920달러이고, 실업률이 10%에 달하며,
국민의 1/3이 빈곤선 아래에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수십 년째 경제발전
이 부침을 거듭하여, 소련 붕괴 당시의 경제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의 유
일한 국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잠재력은 매우 크다. 우크라이나는 항공,
로켓 산업에서 세계 6위의 수출국이다. 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숙련된
인력이 풍부하며, 국민의 90%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가스수송선, 자동차, 트
럭, 버스 등 운송장비 제조기반도 갖추고 있다. 세계 흑토의 30%를 차지하
는 비옥한 토양 덕분에 오래전부터 유럽의 식량창고로 불렸으며,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석탄을 많이 생산한다.
우크라이나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성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최대교역국으로서 2013년 수출의 24%와 수입의 30%를 차지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가스프롬의 두 번째 최대 고객으로서 300억
톤이 넘는 가스를 매년 수입한다. 주요 수출품은 철강, 금속, 기계, 무기 부
2) 우크라이나 Klimkin 외교장관과의 면담내용(201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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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농산물 등이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상품을 러
시아 시장에 판매하는데, 대러 수출품의 1/4이 돈바스 지역에서 생산된다.
그리고 러시아에 살고 있는 300만 우크라이나인의 연간 송금액이 100억 달
러로 GDP의 4%에 달한다(Adomanis 2014).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평가에 의하면
2011년에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등급이 하락하였다. 우크라이나는 과
두재벌이 지배하는 체제이다. 약 100명의 과두재벌이 국부의 80~85%를 소
유하고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권정치를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3년 우크라이나의 부패인식지수는 177개국 중에서 144위다. 야
누코비치 대통령은 과두재벌이 아니었지만, 권력획득 이후 과두재벌이 되었
다. 오렌지 혁명의 영웅인 티모센코는 러시아 가스 중개업을 독점하여 가스
공주라고 불리는데, 재벌이 된 후 조국당의 대표를 거쳐 총리까지 되었다
(Matuszak 2012).
포로센코 대통령은 대규모 제과업체를 가지고 있어 초콜릿 왕으로 불린
다. 2013년 그의 재산은 13억 달러로 우크라이나에서 일곱 번째 부자다. 마
이단 혁명구호 중의 하나가 과두재벌의 척결이었지만, 과두재벌이 대통령으
로 당선되었다. 이것은 마이단 혁명이 국내정치의 개혁을 가져오지 못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의 기저에 깔렸던 경제난과 과두체제에 대한 민중들
의 불만은 퇴색되고, 민족갈등과 동서대결이 부각된 것이다.

다. 우크라이나 반러 민족주의의 부상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민족이나 국가를 지칭하는 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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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변경을 가리키는 지역적 의미를 가졌다(구자정 2009). 이처럼 우크라
이나인은 한번도 민족국가를 건설한 역사적 경험이 없지만, 실제로는 러시
아 혹은 폴란드와 다른 역사적 발전경로를 걸어왔다(홍석우 2005).
우크라이나는 1996년의 제정헌법에서 우크라이나어를 유일 공식어로 지
정하였다. 이것은 모든 공문서와 표지판이 우크라이나어로 작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Wilson 1996). 또한 중앙집권주의를 채택하여 주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전국의 행정단위는 24개 주(Oblasts)와 두 개의
도시, 즉 키예프와 세바스토폴 그리고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구성되었고, 크
림 공화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급 수장에 의해 통치되었다. 사실 다민족
국가는 그 특성에 걸맞은 정부형태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벨
기에와 캐나다는 연방제를 채택하였고, 영국과 스페인은 연방주의는 아니지
만 지방분권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총선에서
10.44%의 지지를 얻으면서 급부상한 자유당은 우크라이나의 대표적 민족주
의 정당으로서 다민족 통치를 위해 중앙집권적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유럽의 민족주의는 반러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련 지배의 과
거를 청산하고 러시아와 결별하려는 동유럽과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회복하
려는 러시아 간에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Kuzio 2002).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
가들은 반러 정서를 확산시켜 EU와 러시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코모
로프스키(Komorowski)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의 UN 안보리 거부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yman 2014).
우크라이나에서도 반러주의는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있다. 유센코 대통령
은 2006년 의회에서 홀로도모르를 대학살(genocide)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누코비치 총리를 포함한 동우크라이나 출신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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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의 대기근은 소련 전 국민이 함께 겪었던 뼈아픈 희생이었다고 반
박하였다. 또한 유센코는 러시아 흑해함대가 조지아 전쟁 지원에 나섰을 때,
트빌리시를 방문하여 향후 흑해함대의 군사활동을 제한할 것이며 2017년
이후 기지사용권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러시아
와 갈등을 야기하였다(Mogaj 2014).

2.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부적 배경
가. 동과 서의 경계에서 서구로 향한 선택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의 기대와 달리 CIS 경제통합에 소극적이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EU와 나토에 가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노선을 표방할
때, 러시아에 대한 안보불안과 경제의존이라는 복합적 관계 때문에 늘 조심
스런 태도를 견지하였다(박정호 2006). 우크라이나가 노골적으로 친서방을
표방하게 된 계기는 오렌지 혁명이다. 2004년 대선에서 친유럽 유센코 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뒤처진 야누코비치 총리는 부정선거로 당선됨으로써 오
렌지 혁명을 촉발하였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선거무효 판결로 재선거가 실
시되고 유센코가 부활하였던 것이다(Petrov and Ryabov 2006).
유센코는 EU와 유럽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 협상을 추진하였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우크라이나는 EU와 단순히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
라 약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EU 규정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 이것은 우크라
이나와 러시아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EU의 스테판 퓔레(Stefan Füle) 주변국정책 집행위원은 우크라이나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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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자유무역지대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러 야누코비
치 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러시아는 유센코 정부가 3년에 걸쳐 협상한 유럽
연합협정에 서명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푸틴의 유라시아 보좌관인 세르
게이 글라지예프(Sergei Glazyev)는 친러 지역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150억 달러의 재정지원 및 우호적인 가스가격
등 경제적인 이득도 제시하였다. 이에 2013년 11월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서
명을 보류하면서 마이단 시위가 발생한 것이다(Walker 2014).
러시아의 관점에서 유럽연합협정은 서방이 모스크바에서 불과 480km 떨
어진 우크라이나를 뺏어가는 것이다. 러시아가 EU의 확대를 우려하는 이유
는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은 모두 나토에 가입하였기 때문이다(Wood
2014).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동유럽의 나토 가입을 주권국가의 결정이
라며 수용하였다. 하지만 2000년 푸틴의 나토 가입 의사에 대해서는 러시아
와 군사적 리더십을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반대하였다. 2차대전을 일으
킨 독일을 나토의 틀에 묶어 전쟁재발을 막았던 성공경험과 달리,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를 유럽 안보질서에서 배제한 것이다(Sakwa 2015).
나토 확대는 러시아에 서방에 의한 포위라는 역사적 악몽을 되새겨주었
고, 2008년의 조지아 전쟁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토 확대를 막으려는
두 번째 전쟁이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에 특히 치명적
으로 인식되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서방의 군사기지가 설치되고, 흑
해함대가 철수해야 되기 때문이다(Putin 2014. 5. 24). 소련 포위전략의 선구
자인 케넌(Kennan)은 미 행정부의 나토 확대를 비판하면서, 러시아가 유럽
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이유가 없고, 평화적으로 소련체제를 해체한 러시아
국민을 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Friedma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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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러시아의 지정학적 전략과 대우크라이나 정책
푸틴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는 경제발전을 강조하였지만, 지정학을 중시하
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그는 2007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은 UN을 무
시하고, 유럽재래식무기협정의 비준을 거부하며, 유럽에 MD 설치와 나토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일방적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였다. 러시아는 강대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 대등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 외교목표였지만 늘
좌절되었고, 따라서 진영 구축을 통해 강대국 외교의 지지 기반을 강화할 필
요성을 느끼면서 구소련지역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푸틴의 유라시아 통합구상은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CIS는
비자면제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경제공동체를 재건하려
고 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둘째, CSTO에서는 러시아가 군사
무기를 우호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협력을 모색하지만 나토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셋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2015년에 출범하였지만 우크
라이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미국은 견제를 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퇴임사에서 EEU를 저지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목표라고 말하였
다(Wilson 2014).
푸틴은 2005년 국정연설에서 구소련의 붕괴는 21세기의 지정학적 파국이
며, 러시아 민족의 비극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구소련 붕괴의 원
인이 과도한 제국유지 비용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소련의 정치적 복원보
다 경제적 통합을 추구한다.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은 푸틴을 영토변경
을 추구하는 수정주의자라고 부른다(Rasmussen 2014). 만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야심이 있었다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러시아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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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마이단 혁명을 분쇄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 이것을 호재로 삼고
개입하였을 것이다.
그는 1918년 독일과 휴전한 레닌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영토를 포기한 러
시아 지도자이다. 중국과 국경협정을 매듭지으면서 우수리 강의 섬들을 양
보하였다. 노르웨이와 오랫동안 다투었던 바렌츠 해의 경계선을 확정지으면
서 자연자원이 매장된 해양영토를 양보하였다. 또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와의 국경협정에서 프스코프(Pskov) 지역 일부를 양보하였다. 그리고 쿠릴
열도 4개 섬 중에서 작은 섬 2개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1956년 러일협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두 동강 나서 동부 우크라
이나는 러시아에 편입되고, 서부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
지 않는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영토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득인 것이다
(Migranyan 2014). 돈바스를 합병할 경우 러시아는 서구가 용인할 수 있는
선(redline)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홍완석 2014). 오히려 돈바스를 우크라이
나 국가체제의 교란요인으로 내재화시키는 것이 영토합병보다 더 유리하다
고 본다.3)

다. 서구의 러시아 견제정책과 그 한계
냉전의 종식은 불평등한 안보질서를 가져왔다. 서방은 냉전에서 승리했다
고 생각하지만, 러시아는 패전한 것이 아니라 공동 승리했다고 생각한다. 하
지만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된 반면에, 나토는 존속하고 더욱 확대되었
으며,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적대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008년 미국
3) 우크라이나 Klimkin 외교장관과의 면담내용(201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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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경선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푸틴 대통령이 KGB 출신이며
영혼이 없다고 비판하였고, 이 발언에 대해 푸틴은 미국 대통령이 되려는 사
람이 머리가 없다고 응수하였다(Stent 2014).
오바마 정부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메드베데프와 리셋을 추구하였으나
2012년 푸틴이 재등장하면서 무산되었다. 그리고 양국의 관계는 스노든 사
건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색깔혁명으로 주변국의 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목
격한 러시아는 서방의 내정간섭을 안보위협이라고 생각한다(Horvath 2013).
미국 국무부의 빅토리아 널랜드(Victoria Nuland) 유럽 및 유라시아 차관보
는 1991년 이후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위해 총 50억 달러가 넘는 지원을
했다고 말하였다(Nuland 2013).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서구의 제재가 가해졌다. 2008년부터
시작된 EU와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대화가 중단되었고, 소치에서 개최하기
로 한 G8회담이 취소되었다. 러시아 주요 인사의 해외자산 동결과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과 은행들이 제재의 주요 목표가 되
었다. 미국은 UN 총회에서 크림 합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안하여 통과
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육사 연설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 러시아를 고립시켰다고 말했다(Traywick 2014).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유럽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미
국에 대해서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위해 제공하였던 육상 보급로의
차단,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폐기 등으로 대응하였다. 유럽은 러시아와
의 긴밀한 경제관계 때문에 미국보다 제재에 소극적이다. 2012년 양자간의
교역액은 3,700억 달러로 미러 교역액 260억 달러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
고, 유럽 가스 소비량의 1/3이 러시아로부터 수입된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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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50년간 서방과 많은 갈등을 했지만 천연가스를 무기로 사용한 적이 없었
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틴 대통령은 2014년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Putin 2014. 7. 1).

Ⅳ. 러시아 언론에 나타난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요인
1. 신문별 및 보도지역별 논조기사의 비중
[표 1]은 크림 반도와 돈바스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 이후 1개월 동
안 러시아의 3개 신문이 다룬 우크라이나 보도에 관한 집계표이다. 총 434건
의 보도가 이루어졌으며, 신문사별 보도건수는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즈베스치야가 140건으로 가장 적고, 라시이스카야 가제타가 151건
으로 가장 많지만, 양자간의 차이는 11건으로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러
시아 신문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보도에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러시아 신문의 보도경향

신문
이즈베스치야
코메르산트
라시이스카야 가제타

보도지역
크림 반도
돈바스
크림 반도
돈바스
크림 반도
돈바스

자료: 필자의 구성을 통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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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보도
44
61
57
64
38
79

논조기사
14
21
10
12
13
21

소계
58
82
67
76
51
100

합계

140
143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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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러시아 언론보도를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에는 서로 다른 차이점이
나타난다. 크림 반도에 비해 돈바스에 관한 보도가 훨씬 많다. 크림 반도에
관한 기사는 총 176건인데 돈바스 관련기사는 258건에 달한다. 그 이유는
크림 반도의 경우에는 사태가 신속하고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된 반면에, 돈
바스 사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내전이라는 심각한 사태로 발전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라시이스카야 가제타는 크림 반도에 관한 보
도는 51건인 반면에 돈바스에 관해서는 두 배에 달하는 100건을 보도함으로
써 돈바스에 대한 관심이 월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부기관지로서
동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발생한 내전에 관하여 다른 민간언론보다 더 상세한
보도를 해야 할 책무감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림 2. 러시아 신문별 단순보도와 논조기사의 비율

자료: 필자의 구성에 의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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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표 1]에 나타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를 단순보도
와 논조기사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정리한 그림이다. 3개 신문 모두 단순보
도 기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즈베스치야와 라시이스카야 가제
타는 각각 75%와 77%의 기사가 단순보도에 해당하여 서로 비슷한 반면에,
코메르산트의 경우에는 85%에 달함으로써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
유는 코메르산트는 비교적 객관적 사실보도에 충실하고, 지식층을 주요 독
자로 하는 권위지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비해 이즈베스치야는 구독률에 관심이 큰 민영언론이기 때문에 독자
에게 어필하기 위한 논조성 기사를 쓰는 경향을 보이고, 라시이스카야 가제
타는 정부기관지로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여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당화하
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기사를 내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코
메르산트가 가스프롬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
려는 노력은 흥미로운 일이다. 하지만 다른 신문보다 논조기사의 비중이 낮
다는 것일 뿐이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태도를 옹호하는
것은 동일하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단순보도와 논조기사의 비중이 신문별로는 다르
게 나타나지만, 지역별 보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그림 3]에
잘 나타나고 있다. 돈바스와 크림 반도에 관한 러시아 언론의 보도에서 단순
보도의 비중은 공히 79%로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
아 신문은 보도지역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5건 중에 1건의 비율로 논조기
사를 내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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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크라이나 지역별 보도에서 단순보도와 논조기사의 비율

자료: 필자의 구성에 의해 작성.

2. 신문별 보도지역별 개입요인의 비중
[표 2]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언론보도 중에서 러시아의 개입요인을 파악
하기 어려운 단순보도를 제외하고 논조기사를 신문별, 보도지역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이즈베스치야는 35건, 코메르산트는 22건, 그리고
라시이스카야 가제타는 34건의 논조기사를 내보냈다. 그리하여 총 91건의
기사에서 러시아 신문은 우크라이나 개입요인으로서 안보위협, 지정학적 우
려, 러시아 동포의 보호 그리고 공동의 역사와 문명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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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크라이나 개입요인에 관한 러시아 신문의 보도경향

신문
이즈베스치야
코메르산트
라시이스카야
가제타

보도지역

안보위협

지정학

동포보호

역사문명

합계

크림 반도

4

2

4

4

14

돈바스

5

1

13

2

21

크림 반도

5

3

0

2

10

돈바스

3

1

8

0

12

크림 반도

3

2

2

6

13

돈바스

1

3

16

1

21

자료: 필자의 구성을 통해 작성.

안보위협을 강조하는 언론보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나토의 팽창이
다. 러시아 신문은 나토가 1997년에 러시아와 체결한 기본협정에 의해 군사
력의 전진배치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 확대를 통해 지
속적으로 서방의 군사시설을 동쪽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푸틴의 견해를 보도
하였다. 탈냉전으로 인하여 유럽에서 안보적 긴장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
고, 나토는 러시아를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의 영향권인 동
유럽으로 침투하여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다는 견해도 전했다.4)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정책에 관한 기사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안보위협은
강조되고 있다. 러시아 언론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군사지원 요청에 미국 상
원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승인하였고, 무기 공급은 러시아의
태도 여하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8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만큼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증언한 소

4) “Лидер антимайдана: «Власть регионам!»”(2014), Известия. (May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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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전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의 무력충돌 가능성도
부각시켰다.5)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언론은 냉전시대에 소련이 서방의 견제로 붕괴되
었던 것처럼 오늘날 러시아도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따
라서 반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 내전이 발생하였는데, 러시아
정부가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프랑스가 자국의 안
보에 중요하다는 명분으로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여 카다피를 축출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부에 강경책을 주문하였다.6)
지정학적 요인과 관련해서 언론은 우크라이나의 친서방화로 러시아의 안
보적 위상이 불리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의
시민단체와 미디어를 지원하며 반러 감정을 심어왔고, 부시 대통령 이후 우
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통해 유럽과 러시아를 반목시키려는 정책을 추구하
고 있다고 보도한다.7)
그러므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경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러시아 중에서 양자택일할 것이 아니
라 함께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유럽과 러
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중립화하고 완충지대화하는 것이 지역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역대 대통령들은 적절한 균형정책
을 취하면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여 왔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유

5) “Сенат СШ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одобрил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Украине”(2014), Коммерсанть.
(March 25)
6) “Безоблачное небо над Донецком”(2014), Известия. (May 23)
7) “Украинский борщ”(2014), Российская Гажета. (May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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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반러 정책을 취하면서 지역안정이 깨지고 있다고 주장한다.8)
동포보호에 관해서 러시아 언론은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
는 러시아 주민들이 소수민족으로서의 권리를 억압당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
하고 있다. 러시아 주민들은 연방주의를 원하지만 키예프 정부가 이를 무시
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언론인들이 감시받고 체포되고 있으
며, 거리의 간판과 표지판이 우크라이나어로 변경되어온 사실 등을 보도하
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크림 합병은 러시아 주민들이 20년간 우크라이나
에서 당한 점령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돈바스의 분리주의 내전
을 ‘러시아의 봄’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다.9)
그리고 돈바스 내전에서 ‘게르니카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러시아 민
간인의 피해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자
국민에게 탱크와 전투기로 공격하고, 민간인 거주지역과 병원을 공격하는
비인도적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다수의 노약자와 어린이가 죽고 있다고 전하
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민간인을 학살하는 국가는 EU에 편입할 자격이 없
다고 비판한다.10)
러시아 언론은 돈바스 사태를 북아일랜드 내전에 비유하면서, 내전 당사
자들이 서로 파시스트 혹은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정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만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
다. 그리고 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러시아 국내외의 인도적
단체들이 벌이는 구호활동에 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8) “Внутреннее возгорание”(2014), Коммерсанть. (May 12)
9) “Священная война”(2014), Известия. (May 16)
10) “Убийство городов”(2014), Известия. (Jun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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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러시아 국경을 봉쇄하여 구호품의 제공과 피난민의 탈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경지역에 인도적 통로의 개설을 요구한다.11)
언론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동 역사와 문명을 빈번하게 강조하
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혼혈인 솔제니친이 자신의 심장에는 두 개
의 문화가 함께 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3국은 키예프 공국에서
생겨나 다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발언을 소개
하고 있다. 또한 노보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슬라브, 핀, 바이킹, 그리스, 스키
타이 등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았고, 러시아인들은 3세기에 걸쳐 이 지역을
개척하고 지켰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푸틴은 자신의 아버지가 2차대전 당시
세바스토폴 잠수함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켰다는 이야기를
소개하였다.12)
특히 크림 반도와 관련해서 러시아 언론이 역사적 요인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크림 반도는 200년 동안 러시아 영토였던 반면에 우크라이나 영토였
던 시기는 불과 50년에 불과하며, 수세기 동안 러시아 영토였던 크림 반도에
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러시아 주민들을 위해서 합병이 바람직하다는 프
랑스 경제학자 아탈리의 인터뷰 의견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서방이 유고연
방으로부터 독립시킨 코소보 사건 당시 국제사법재판소가 코소보 주민투표
는 국내법에는 어긋나지만 국제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를 들
어 크림 합병은 국제법과 UN 헌장에 합치한다는 푸틴의 의견을 전하고 있
다. 그리고 미국이 스코틀랜드, 카탈루니아, 북부 이탈리아의 분리주의에 대

11) “Донецк как Белфаст?”(2014), Известия. (May 28)
12) “Александр Солженицын: С Украиной будет чрезвычайно больно”(2014), Российская Гаж
ета. (May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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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침묵하면서 크림 반도의 독립에 대해서는 비난한다는 론 폴(Ron
Paul) 전 미 하원의원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13)

그림 4. 신문별 우크라이나 개입요인에 관한 강조

자료: 필자의 구성을 통해 작성.

[그림 4]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요인에 대한 강조가 신문사별로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코메르산트는
다른 신문에 비해 안보위협과 지정학과 같은 안보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이즈베스치야와 라시이스카야 가제타는 상대적으
로 동포보호와 역사문명과 같은 역사 문명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
부기관지인 라이시스카야 가제타는 동포보호에 압도적인 비중을 두고 보도

13) “Крым сам решил свою судьбу”(2014), Российская Гажета. (Apri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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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신문은 논조기사의 절반 이상을 돈바스
와 크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주민들의 인권억압과 전쟁피해에 대하
여 보도하였다.

그림 5. 보도지역별 러시아의 개입요인에 대한 강조

자료: 필자의 구성을 통해 작성.

[그림 5]는 보도지역별로 볼 때, 어떠한 개입요인이 강조되었는지를 정리
한 것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 언론의 보도는 동
포보호에 압도적인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크림 반
도의 경우에는 안보위협과 역사문명 요인이 강조되고 있다. 크림 반도에 흑
해함대가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유럽 편입은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과 크림 반도가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토였다는 인식 등이 언론
보도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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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변량 분석을 통해 분쟁지역과 주요 개입요인 두 변수 사이
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유의도 수준 α
=0.000으로 정하고 χ2 (chi square) 분포를 검증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즉 분쟁
지역별로 언론사가 강조하는 개입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여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계산된 χ2 값 26.251이 유의도 α
=0.000, 자유도 df=(2-1)(4-1)=3에서의 기준값 11.345보다 크기 때문에 분쟁
지역과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개입요인 간에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보도지역과 개입요인 간의 상관관계

지역 / 이슈

지정학

동포보호

역사문명

크림

12
(13.19%)
(32.43%)
(57.14%)

7
(7.69%)
(18.92%)
(58.33%)

6
(6.59%)
(16.22%)
(13.95%)

12
(13.19%)
(32.43%)
(80.00%)

37
(40.66%)
(100.00%)
(40.66%)

돈바스

9
(9.89%)
(16.67%)
(42.86%)

5
(5.49%)
(9.26%)
(41.67%)

37
(40.66%)
(68.52%)
(86.05%)

3
(3.30%)
(5.56%)
(20.00%)

54
(59.34%)
(100.00%)
(59.34%)

21
(23.08%)
(23.08%)
(100.00%)

12
(13.19%)
(13.19%)
(100.00%)

43
(47.25%)
(47.25%)
(100.00%)

15
(16.48%)
(16.48%)
(100.00%)

91
(100.00%)
(100.00%)
(100.00%)

전체

안보

주: 괄호 수치는 위에서부터 빈도, 셀비율, 열비율, 행비율.
Pearson χ2 = 26.2511, 자유도 df= 3, 유의도 α=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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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는 민족적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많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민족갈등에 러시아와 같은 주변 강대국이 개입하면 국내적 내부문제
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우평균 2014). 현실주의 관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가 친유럽으로 선회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작용
하는 것에 대하여 러시아 측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러시아는 지역별로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크림 반도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합병조치를
취한 반면에, 돈바스 지역 주민의 동일한 요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러시아 정부가 두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
다는 것을 말해준다.
크림 반도는 흑해함대가 주둔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러시아 영토였기 때문에 합병의 필요성과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반면
에,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가 합병할 경우 얻게 되는 영토적 이익보다 우크라
이나의 나토 가입과 미국의 군사지원 등을 정당화시킴으로써 더 큰 안보 손
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가하락과 서방의
제재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러시아가 크림의 재건과 지원을 위해 이
미 상당한 재정적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돈바스를 합병한
다면 서방의 제재는 장기화되고 돈바스 재건을 위한 러시아의 재정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러시아의 외교정책이 민족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아 반서방 강경 노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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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널리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러
시아 정부가 두긴 등 민족주의자 그리고 로지나 등의 민족주의 정당과 적절
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의 외교정책이 민
족주의에 의해 맹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서 민족주의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민족주의는 외교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으
로 활용된다는 것을 돈바스와 크림 반도에 관한 언론보도에서 찾아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도하는 러시아 언론보도의 특징을 보도지역별로 살
펴보면 크림지역에 관한 보도에서는 안보위협과 역사 문명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 크림 반도가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동시에 러시아의 영유권이
제기되는 지역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돈바스 지
역에 관한 보도에서는 동포보호가 압도적인 이슈로 등장한다. 즉 이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 민족의 권리보호와 내전으로 인한 피해 등이 중요하게 다
루어지고 있다. 크림과 달리 돈바스 지역에 대한 보도에서 안보위협과 역사
문명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 정부가 이 지역을
합병할 필요성과 명분이 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서방에서는 푸틴이 크림 합병에 이어 돈바스 지역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언론보도를 보면 양 지역에 대한 차별적
인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언론은 크림 반도에 대해서는 합
병의 논리를 강조하지만, 돈바스 지역에서는 동포보호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돈바스 문제는 합병이 아닌 휴전과 연방제 도입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언론보도를 볼 때, 러시아가
돈바스를 합병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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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라시이스카야 가제타의 논조기사 목록

크림 합병에 관한 보도(2014. 3. 16~4. 12)
번호

일자

기사 제목

개입요인

1

3. 16

Сергей Нарышкин: Референдум в Крыму -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для России

동포보호

2

3. 18

Место в мире

안보위협

3

3. 18

В Россию

지정학

4

3. 18

Восток - дело громкое

동포보호

5

3. 18

Заявление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о Крыму и Севастополю

역사문화

6

3. 18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역사문화

7

3. 18

Кто смеется над демократией?

역사문화

8

3. 20

Без лишнего шума

역사문화

9

3. 25

Запад недооценил дружбу России и Китая

지정학

10

4. 8

Сергей Лавров: Никто не сделал для Украины больше,
чем Россия

안보위협

11

4. 11

Не стать “конвейером войны”

안보위협

12

4. 11

Россию на год лишили права голоса в ПАСЕ

역사문화

13

4. 11

Крым сам решил свою судьбу

역사문화

동우크라이나 내전에 관한 보도(2014. 5. 12~6. 12)
1

5. 12

Референдумы в Донецкой и Луганской областях вдохнови
т другие регионы

동포보호

2

5. 14

Донбасс! Кузбасс тебя слышит

동포보호

3

5. 14

Не допустить катастрофы

동포보호

4

5. 14

Остановите бойню

동포보호

5

5. 15

Украинский борщ

지정학

6

5. 15

Пример берут с Востока

동포보호

7

5. 16

Доклад ООН по Украине не отражае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동포보호

8

5. 16

Александр Солженицын: С Украиной будет чрезвычайно
больно

역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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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19

Мечты США не всегда сбываются

지정학

10

5. 20

Интервью Дмитрия Медведева телеканалу “Блумберг”

동포보호

11

5. 21

Олигарх переметнулся в Киев

안보위협

12

5. 21

Успокоить Украину

동포보호

13

5. 27

Готов быть украйним

동포보호

14

5. 28

Кадыров: В Донецке чеченских военных нет

지정학

15

5. 30

Украина: не убивайте своих детей

동포보호

16

5. 31

Украина применяет против ми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запрещенн
ые боеприпасы

동포보호

17

6. 6

Нужны инсулин и мука

동포보호

18

6. 6

“Семерка”: Обама - туз

동포보호

19

6. 6

Диалог вместо танков

동포보호

20

6. 10

“Калашников” против “Градов”

동포보호

21

6. 12

Слова генсека ОБСЕ вызвали протесты украинских бежен
цев

동포보호

표 5. 코메르산트의 논조기사 목록

크림 합병에 관한 보도(2014. 3. 16~4. 12)
번호

일자

기사 제목

개입요인

1

3. 17

“Запад впервые за 25 лет сталкивается с откровенным отк
азом играть по правилам”

안보위협

2

3. 17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с Россией из-за Украины — это послед
нее, что сейчас нужно миру»

지정학

3

3. 18

“США важно, чтобы россияне не отстаивали свои позиции”

안보위협

4

3. 18

Договор закрепили шампанским

역사문화

5

3. 24

Китайскоеотражение
-Азиякакбудущийисточникроссийскогокапиталаитехнологий-

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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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24

Крым на весь мир

지정학

7

3. 25

“Конечная цель США не так уж и привлекательна для чле
нов ЕС”

안보위협

8

3. 25

Сенат СШ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одобрил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Украине

안보위협

9

3. 28

В США подготовили новые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России

안보위협

10

4. 7

В Крыму появилась направляющая

역사문화

동우크라이나 내전에 관한 보도(2014. 5. 12~6. 12)
1

5. 12

Внутреннее возгорание

지정학

2

5. 12

Одесса. Мама

동포보호

3

5. 14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ая операция в Краматорске проходи
ла весьма скромно и быстро”

동포보호

4

5. 20

“Стратеги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Кремля в целом в отнош
ении Украины не изменилась”

동포보호

5

5. 21

Блог уполномочен заявить

안보위협

6

5. 22

Круглый стол на Украине обошел острые углы

동포보호

7

5. 26

Повторение — мать спокойствия

안보위협

8

5. 28

«Вряд ли нынешние члены ПАСЕ жаждут славы Геростра
та»

동포보호

9

6. 2

Самовооруженная республика

동포보호

10

6. 3

Украинские силовики объявили новую фазу «антитеррори
стической операции»

동포보호

11

6. 4

Украину обсудили всем НАТО

안보위협

12

6. 5

“Порошенко не собирается сбавлять темпы кар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동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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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이즈베스치야의 논조기사 목록

크림 합병에 관한 보도(2014. 3. 16~4. 12)
번호

일자

기사 제목

개입요인

1

3. 16

93% крымчан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присоединение к России

동포보호

2

3. 16

Единение сердец

동포보호

3

3. 16

«Кому-то это и не нравится, но мы счастливы»

역사문화

4

3. 18

Историческая подпись

역사문화

5

3. 19

Россия возвращается в историю

역사문화

6

3. 26

Украинский кризис: варианты выхода

지정학

7

4. 2

Россияне обиделись на Запад из-за Украины

안보위협

8

4. 7

«США нарушили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е принципы мирового п
орядка»

안보위협

9

4. 8

ПАСЕ зовет Украину в НАТО и обвиняет Россию в воен
ной агрессии

안보위협

10

4. 8

Европа: окончить холодную войну

지정학

11

4. 8

Росси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 ПАСЕ готова покинуть Страсбург

동포보호

12

4. 10

ОБСЕ и ООН просят защитить силовиков Украины от пр
еследования

동포보호

13

4. 10

Путин обсудил с «Народным фронтом» Крым и Севастоп
оль

역사문화

14

4. 15

Мазохизм не для сверхдержав

안보위협

동우크라이나 내전에 관한 보도(2014. 5. 12~6. 12)
1

5. 12

Бумага против свинца

안보위협

2

5. 12

Русская партия Сербии поддержала проведение референд
ума на Украине

지정학

3

5. 12

Новороссия — рожденная в огне

역사문화

4

5. 16

Священная война

동포보호

5

5. 19

В России расширяется сеть сбора помощи для Донецкой
Республики

동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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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20

Русские своих не бросают

동포보호

7

5. 20

Казаки и Донецкая Республика помогут друг другу

역사문화

8

5. 23

Лидер антимайдана: «Власть регионам!»

안보위협

9

5. 25

Демон евромайдана

안보위협

10

5. 25

На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ины побеждает Петр Порош
енко

동포보호

11

5. 26

Правозащитники создают комитет для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
ощи Украине

동포보호

12

5. 26

Москва и ПАСЕ призывают Порошенко к миру

동포보호

13

5. 28

Донецк как Белфаст?

동포보호

14

5. 29

Безоблачное небо над Донецком

안보위협

15

5. 29

Сохранить «русскую весну»

동포보호

16

5. 30

Весна тревоги нашей

동포보호

17

6. 4

СКР создал спецподразделение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престу
плений на Украине

동포보호

18

6. 5

В Ростовскую область въехало более 8 тыс. беженцев с
Украины

동포보호

19

6. 8

Убийство городов

동포보호

20

6. 9

Церемония с привкусом шоколада и пороха

안보위협

6. 10

Ополченцы не верят словам Порошенко о создании гуман
итарного коридора

동포보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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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소프트파워
접근전략-카자흐스탄 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김 선 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차 례

Ⅰ. 서론
Ⅱ.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대러시아인
디아스포라 접근전략
Ⅲ. 카자흐스탄 언어정책과 러시아어 사용자
Ⅳ. 결론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4년 유라시아 대륙을 긴장하게 하였던 우크라이나 유혈사태가 진정기
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외정책노선에서 유럽과 러시아라는
선택을 두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내전사태는 유라시아 지
역 국가들 중 특히 포스트소비에트 내 위치한 러시아 인접 국가들에 커다란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다. 미·러 갈등이 우크라이나 국내정치에 투영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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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발한 내전에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이 다시금 부각
되면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가 러시아의 근외지역 외교정책에서 핵심 요소
로 부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지역에 퍼져 살고 있는 러시아인 디아
스포라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내문제에 개입할 때 소프트파워 성격으로
활용해왔던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경우 문제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가 우크라이나 국내정치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고 우크
라이나를 군사적 내전상태로 몰아가는 강력한 하드파워 역할로 전환되었다
는 점이다.
소련의 붕괴는 러시아연방을 비롯한 15개 공화국 모두에 신생독립국의 현
안과 문제를 안겨주었다. 그 문제점 중 하나인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는 소련
시대 이래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널리 퍼져 살고 있었다. 러시아연방 이외
의 신생공화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러시아인들은 2천 5백만 명이 넘었으며,
이들은 소련붕괴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를 형성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연구가 인종과 민족의 틀에서 디
아스포라의 개념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단순한 틀로서 문화적 변동과
인종적 혼성을 포함한 권력 투쟁, 인종적 갈등과 소외, 차별을 설명하기에는
불완전하다.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확대되고 정체성 규정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서 국가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형성되면서
그 새로운 정책이 디아스포라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정의하기에는 그 범위가 애매모호하여 광범위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재외동포 혹은 재외 러시아인이라고 통칭하지만 상
황과 요인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인 개념에서 러시아
인 디아스포라는 인종적 범위를 넘어서 언어,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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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말한다. 러시아인이라는 인종적 분류가 매우 모호하기에 스스로를 러
시아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와 좀 더 광의의 개념일 수 있는 러시아어를 구
사하는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
스포라라는 개념에서 더 확대되어 러시아 공화국 내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까
지 포함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를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논문에서는 역사적으로 종교적 탄압을 피해 이주해간 1667년부터 1880
년대 말까지의 이주와 1917년부터 1922년 러시아 내전으로 발생한 국외이주
부분과 같은 오래된 과거의 디아스포라를 제외하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발생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특히 중
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 인구 구성 비
율 중 러시아인 디아스포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가 내 영향
력이 강한 카자흐스탄을 주요 대상으로 놓고 설명할 것이다. 2014년 우크라
이나 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가 군사적 영역에서 하드파워 역할을 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자국 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가 북부지
역 러시아 국경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우와
유사하다. 인접한 국가의 국민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

2. 선행연구 분석
국내에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개별 연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활성화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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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와 문제점들, 그리고 러시아의 대러시아인 디아스포라 정책에 대
한 추이 변화에 대하여 연구 분석물을 생산해 왔다.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개
념 변화 연구로서 김혜진(2010)의 연구에서는 디아스포라 개념 정리와 러시
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규정이 선행되었다.1) 사실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내
에 형성된 러시아 재외동포에 대한 디아스포라 개념 적용에 대하여 논리적
비약으로 볼 수도 있기에 단순한 재외동포라는 개념과 디아스포라라는 함의
가 상충하는 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김혜진(2010)의 글에서는 이러
한 논의를 정리해 주었다. 디아스포라 개념의 변천사와 개념 정리 그리고 학
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광의의 개념인 디아스포라를 규정하였으
며 그 설명을 바탕으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정리하였다. 이어 김혜진
(2012)은 한 단계 더 진전된 연구로서 러시아의 재외동포, 즉 러시아인 디아
스포라의 개념 확대 내용과 러시아 국가의 대러시아인 디아스포라 정책을
재외동포법 법률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2) 김경순(2007)3)은 우크라이나 내
존재하고 있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
크라이나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민족은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이다. 김경
순은 소련시기 주류였던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후 우크라이
나인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피지배계급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한 갈등과
우크라이나 국가건설에 있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움직임과 그에 대한 우
크라이나 정부의 견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김인성(2007)은 옛 소련지역에

1) 김혜진(2010), pp. 62~65.
2) 김혜진(2012), pp. 48~52.
3) 김경순(2007), pp.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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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분포상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러시아인
들이 이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경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정
러시아 시기와 소비에트 시기에 대하여, 그리고 소련 붕괴 이후의 포스트소
비에트 시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CIS 구
성 공화국에 잔류하여 남아 있었던 러시아인들에 대하여 국가별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러시아인들에 대한 CIS 국가들의 정책과 그들 국가 내 사
회적 지위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
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앞으로 러시아인 디아
스포라가 CIS 지역에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4) 그
외에 우평균(2007)은 몰도바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와 트랜스드니에스트리
아의 분리독립 문제를 분석하고 있으며, 성동기(2007)는 우즈베키스탄 내 러
시아인 독립세대의 민족과 국가정체성을 분석하여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우준모(2004)는 이러한 러시아 디아스포라가
CIS 국가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국가 내 소수민족으로 국가 건설과
통합과정에 미치는 대표적 사례로서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2014년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을 흡수 합병한 사건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앞서 연구한 것으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문제와 그 내재된 폭발
력을 예측하고 있었다.5) 김선래(2015)는6) 기존에 연구된 러시아인 디아스포
라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내 충돌하고 있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와 우크라
4) 김인성(2007), pp. 85~128.
5) 우준모(2004), pp. 191~222.
6) 김선래(2015), pp. 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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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정부와의 내전을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의 근외정책으로 러시아인 디
아스포라의 위상은 그 이전과 다르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변화
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가 강력한 하드파워로서 돌변할
수 있다는 가장 주요한 예로 우크라이나 내전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포
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 중심의 강력한 구심점을 추구하는 데 지렛대
로 작동하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하여 하드파워로 돌변하는 과정을 입
증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시작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내 러시아인 디아
스포라에 대한 관심은 2007~09년에 본격적으로 국내연구가 시작되었고,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로 인하여 다시금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내 주요 화두로 등장하였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이어 최근 중앙아시아 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러시아의 대근외 러시아인 정책과 이에 대응한 카자흐스탄의 언어정책을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다. 러시아의 근외 러시아인에 대한 정책의 주요한 주제
는 러시아어에 대한 논의이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포괄
적으로 해외동포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정책에 맞선 카자흐스탄의 국가 언어
정체성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초점이다.

3. 연구의 이론 및 구성
소련이 붕괴되어 15개 공화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많은 러시아인들은 자
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국에서 벗어나 타국에서 삶을 영위하는 집단이
되었다. 이를 러시아는 러시아인 재외동포로 부르고 있다. 재외동포의 또 다
른 용어인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로 dia(영어로 over)와 spero(to sow)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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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최초에는 고대 그리스가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 자국민을
이주시켜 정착지를 세운 것을 뜻하였으나 근대에 들어오면서 모국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일컫는 대명사가 되었다. 협의의 디아스포라
는 처음 종교적 용어에서 시작되었다. 하나의 민족이 떨어져 나가 다른 지역
에 정착해 있는 형태를 단순히 디아스포라라고 명명하였다. 현대 들어 모국
을 떠나 거주하는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 1990년대부터 디아스포
라라는 개념이 유대인 해외공동체를 초월하여 정의와 특성이 규정되기 시작
하였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정치학자 샤프란에 의하여 디아스포라라는 개
념이 정리되어 첫째, 모국 이외의 지역 이주경험, 둘째, 모국에 대한 공통적
인 기억과 신화의 공유, 셋째, 거주국 사회에서의 집단의식과 모국으로의 회
귀본능, 넷째, 모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내용
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개념을 모두 충족하는 디아스포라는 없다. 예를 들
면 유대인, 화교, 아르메니아인, 인도인, 한국인 등 한 마디로 용어 정의가
힘들기 때문에 샤프란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기본조건을 바탕으로 개념의
발전을 이루어 ‘모국을 떠나 타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을 광의의 개념
으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른다. 더 나아가 모국이 존재하지 않는 단일 민족국
가 내 타민족 공동체도 포함하여 디아스포라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러시아
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취바쉬인, 타타르인, 부랴티아인, 크림타타르인
등이 그 예이며, 중국의 티벳족이나 중국의 조선족, 그리고 유럽에 퍼져 살
고 있는 집시족도 광의의 디아스포라에 속한다.7) 그러나 단지 모국을 떠나

7) 전병국(2012), pp. 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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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 거주한다는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모두 다 디아스포라라고
명명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몇몇 학자들
은 거주국 내 자민족의 이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모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정치적 집단만이 디아스포라라고 규정하며, 좀 더 정치적 행태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의 정의를 두고 여러
학설이 존재하는 이유는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특정 민족이나 지역을 기
본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특정민족과 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와 대륙 전체를 묶어 명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카프카즈
디아스포라,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특정 종교를 지칭하는 이슬람 디아스포
라와 같이 광의의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코헨의 분류에 의하면 디아스포라
의 유형을 박해도피형, 제국식민형, 노동상업형, 문화적 디아스포라로 구분
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규정하는 데 다
양한 접근 방법과 시각으로 나름 정리를 해왔듯이 최근 들어 특정 국가와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디아스포라를 포함하여 역사와 문화를 공동으로 공유
하는 집단, 한 국가에서 다수가 아닌 소수를 차지하는 이종 집단도 넓은 의
미에서 디아스포라 범위에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샤프란과
코헨이 정리한 디아스포라 개념은 학문적 관점에서 규정한 것으로 그 틀에
서 벗어나지 못하면 디아스포라를 현실적으로 정리하지 못한다. 최근 들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에 대하여 민족과 장소 이외에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구
성하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소속감, 연대감에 따라 공동체성이 강하게 나
타나는 변수를 두고 디아스포라를 이해하려는 데 시사점이 있다. 샤프란과
코헨이 제시한 디아스포라 개념에 충실한 원형에 가까운 디아스포라도 있는
가 하면 일부분만 일치하는 디아스포라도 있기 때문이다. 즉, 디아스포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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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여러 조건들이 서로 엮이거나 중첩되어 나타나는 디아스포라 밧줄
로 이해한다면, 샤프란과 코헨이 제시한 디아스포라의 개념적 틀에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만 해당되더라도 디아스포라라고 보는 것이 무방하다. 디아스
포라 개념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적용할 때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퍼
져 살고 있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박해도피형의 범주에 둘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범주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개념 정
의로 보았을 때 이러한 유형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8)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특히 러시아 내 자국에도 150여 개 민족이 존재하고 있고 소
비에트 체제 내에서도 수많은 민족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소련의 붕괴는 소
비에트 체제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민족의 대규모 이주라는 현상이 나타나
게 됐다. 소련의 해체로 새로운 국경이 확정되고 그 국경 내의 민족들은 자
연스럽게 디아스포라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브루베이
케르(Р. Брубейкер)는 국경 재편성과 관련된 방어연합체라고 정의하면서 격
변의 디아스포라(диаспора катаклизм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9) 그는 국가
와 정치 같은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의하여 형성된 디아스포라를 격변의 디
아스포라라고 명명하면서 디아스포라의 하위그룹으로 정의하였다. 소련의
붕괴로 발생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내 디아스포라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
지하고 중요한 민족이 러시아인이다. 소련 붕괴 이전에 소연방에 흩어져 살

8) 영남대신문(2006), ｢디아스포라의 어원과 역사｣. (6월 7일)
9) Р. Брубейкер(2000), стр.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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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던 러시아인들에 대하여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된 후 15개 민족 공화국 내 주류 민족이 아닌 러시아인들
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화하기 시작하였으나 재정
적 어려움과 체계적 조직운영의 미숙, 그리고 구성원들의 낮은 단결 수준으
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민족 공동체로서 권리와 이익을 방어하고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 모국에 대한 연계와 영향력 강화를 위한 연대도
약한 수준에 놓여 있다.10)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근외지역 러시아인 디아스
포라에 대하여 민족공동체라는 영역을 넘어서 러시아어 사용자라는 개념으
로 확대 해석하여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복원하는 지
렛대로 사용하려고 한다.11)
논문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 존재하고 있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뿐 아
니라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 그
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접근전략 중 러시아 인과 러
시아 언어 구사자를 활용한 소프트파워 전략을 살펴본다. 특히, 포스트소비
에트 공간에서 무형의 자산인 러시아 언어권과 문화권, 그리고 외교적 자원
으로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혹은 재외동포라고 부르는)에 대한 러시아 대
외정책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러시아가 대중앙아시아 외교에서 단지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소프트파워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경우와 같은 하드파워로 그 영향력을 강화할 의도가 있는가가 이 논문의 주
요 분석사안이다.

10) 김혜진(2010), pp. 62~65.
11) 유진숙(2007), p. 130.

∙ 58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소프트파워 접근전략-카자흐스탄 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본 글의 2장에서는 러시아 근외지역에 대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정책을
살펴본다. 독립 이후 전개되어 왔던 러시아의 대러시아인 디아스포라 정책
중 언어정책과 소수민족정책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외교적 자원으로서 러
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지원과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중앙아
시아 국가 중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카자흐스탄을 중
심으로 러시아인이라는 접근방법보다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영향
력과 역할을 분석 기술해 본다. 또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배경과
분포도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영향력 중 핵심
사항인 러시아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국가전략을 살펴본다. 결론으로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정책과 전략에서 중요한 외교적 자원인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방향성을 살펴봄으로서 소프트파워
강화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Ⅱ.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대러시아인 디아스포라 접근전략
1. 소프트파워로서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2008년 10월 3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외무장관은 러시스
카야 가제타(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신문과 인터뷰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
재외동포들을 소프트파워 개념으로 접근해 발전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
다.12) 러시아 대외정책 기조에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소프트파워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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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접근하는 이러한 사고는 이미 2007년에 처음 언급된 바 있다. 이 같은 정
책기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2007년 러시아 정치학자 니코노프(Vyacheslav
Nikonov)의 주도하에 러시아인 세계재단이 창설되었다. 죠세프 나이(Joseph
S. Nye)의 정의에 의하면 강제력과 같은 물리적 힘을 동원하지 않고 자발적
인 행동을 끌어내는 힘을 소프트파워라고 한다. 개인 간에 있어서 자신의 이
익과 의지를 강요하는 하드파워와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상대도 원하도록
하는 힘을 소프트파워라고 한다. 국가간에 파워란 타국가에 대하여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하여 그 의지를 실현하는 힘을 말한다. 힘의 종류는 하드파워
와 소프트파워가 있으며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물리적 파워를 하
드파워라 하며 교육, 학문, 예술, 과학, 기술과 같은 이성적·감성적 접근 방식
을 소프트파워라고 한다. 소프트파워는 문화적 측면이 강하여 대중매체, 특
히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통하여 자국의 이미지를 고양한다. 러시아는 근외
지역에 퍼져 살고 있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소프트파워라고 규정하고,
이들 공동체를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
다. 최근 들어 해외 러시아인 공동체에 대한 언어와 문화적 지원과 관심은
이러한 러시아 대외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12)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2014), “Всемирный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й совет росси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
иков,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http://vksrs.com/info/2008/11/05/myagkaya-sila(검색일: 20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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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의 포스트소비에트 지역 언어정책
미-소가 대립하던 냉전 후기 소련에 소속된 15개 공화국의 공식 언어는
러시아어였다.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하여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3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 주요 언어 중 하나였다. 소련 붕괴는 이러한 러시아
어 지위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어 사용인구와 영역이
급감하였다. 특히 옛 소련지역은 각 공화국들이 러시아어 사용을 철폐하거
나 제한하는 언어전환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통적 러시아어 사
용 국가들이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민족언어를 중심으로 언어정책을 실
행하였다. 러시아가 러시아 내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신생
독립국가로서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였던 1990년대와 2000년
대 초반에는 해외 러시아어 사용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 지원할 여력
이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러시아 경제상황이 세계 지하자원 가격상
승과 더불어 호전되자 러시아 정부는 국제어로서 러시아어의 위상에 대하여
주요한 관심을 갖고 러시아어를 보급하고 러시아어 사용 인구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러
시아어와 러시아 문화의 확산이 러시아 소프트파워 강화에 중요한 핵심 키
워드라고 보았다. 이는 러시아 근외지역, 특히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러
시아어와 러시아 문화 확산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는 주요한 요
소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는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소프트파워 강화 정책에
주요한 대상이 된다. 1997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약 100만 명의 옛 소련인
들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로 인정받아 러시아 시민권을 발급받았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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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옛 소련에 거주하며,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공
동체였다.13)
2007년 러시아 정부가 신설한 루스키 미르(Русский мир) 재단은 러시아
어 교육과 세계적 확산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구체적인 활동은 해외 러시
아어 교육기관과 단체지원, 해외 러시아어 대중매체 지원, 러시아 국가 홍보
와 이미지 고양 등 러시아 공공외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14) 루스키 미
르라는 개념은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재외동포와 병행되었지만 푸틴 정권
에서는 더욱 강화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한 측면이 있다.15)
이 외에도 러시아 정부는 미디어를 통한 러시아어 영향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러시아어 영역인 루넷
(Runet)이다. 루넷은 러시아 연방을 넘어 중앙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대다
수의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에서 폭발적인 영토 확장을
하고 있다.16) 특히 루넷의 경우 소련시기 교육을 받았던 중년층이 아니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기에 그 폭발력이 대단하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인터넷상 러시아어 영토 확장에 대해 러시아어의 위상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고 키릴 도메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17) 중앙아시아
13) 김영술(2008), pp. 68~78.
14) 한 용(2013), p. 170. 해외 러시아어 확산을 위하여 러시아 연방 부설 ‘러시아 국제과학문화
협력센터’, ‘푸쉬킨 국립 러시아어연구소’, ‘러시아어 발전센터’, ‘러시아어 및 문학교수협의
회’ 등과 같은 강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15) 우평균(2011), p. 132.
16) 남혜현(2013).
17) 2004년부터 인터넷상에서 러시아어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루넷상(Премия Рунета)을 제
정 수여하고 있다. 국영라디오 방송사인 ‘Voice of Russia’가 주관하는 러시아 인터넷 주간(Н
еделя русского интернета)에서 ‘인터넷은 러시아어 영토(Интернет —территор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라는 구호 아래 해외 러시아어 사이트를 중심으로 학회를 개최한다. 루넷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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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에 퍼져 살고 있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들이 이러한 러시아어 사용권
확대의 핵심 위치에 있으며, 러시아 언어권 확산은 자동적으로 러시아어 권
역 문화 확대와 러시아 영향력 강화로 이어진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비러시아어 사용인구는 4천 4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70% 정도로 보고 있다.18) 이 중 비러시아어 사용 비율이 카자흐스
탄 6%로 그나마 비러시아어 사용인구가 적으며 두 번째로는 키르기스스탄
으로 32%가 비러시아어 사용인구이다. 그러나 그 외 다른 공화국들은 반수
이상이 비러시아어 사용인구이다. 타지키스탄이 55%, 투르크메니스탄은
80%가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어 사용인구를 반영
하듯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국가 공식언어
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은 국제 공식언어로만 채택되어
있고 그 외 두 국가는 러시아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19)
인터넷에서의 러시아어 확산과 같이 신문방송에서 러시아어 사용자들을
확대하는 것도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와 강화에 좋은 접근방법이다. 특히 러
시아 방송의 경우 포스트소비에트 영역에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뿐만 아니
라 옛 소련인들이 많이 시청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포스트소비에트 국가
성인들 중 거의 50%가 러시아 방송을 정기적으로 혹은 때때로 시청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어 사용률이 낮은 카프카스 국가들
과 발트 연안 국가들도 그러하다. 러시아 방송을 통하여 러시아의 현대 음악
증가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효율적인 소통수단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어 루넷
은 앞으로도 그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18)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http://www.demoscope.ru/weekly(검색일: 2014. 5. 2).
19) Скринник В .М. Россия и зарубеж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проблемы консолидации и интег
рации в новых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Бишкек: Изд-во КРСУ,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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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영화 그리고 대중문화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
는 이유도 크게 보면 러시아어의 저력에 있다. 소비에트 시기 70년간 러시아
어가 국가언어로 사용되어 왔기에 현재 40대 이상 성인 남녀들의 러시아어
능력은 소련시기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도 미디어를 통한 러
시아어 확산이 인근지역인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언어정책과 중앙아시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러시아어 확산정책은 단순한 언어정책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내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 강화시켜 나가는 소프트파워로서 작용하고 있다.

표 1. 중앙아시아 국가 내 러시아어 구사 인구

국가명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총인구

러시아어 사용자
(백만 명)

총인구 중 러시아어
사용자(%)

총인구 중 러시아인
비율(%)

14.9

12.6

85

30

4.7

2.1

45

12.5

6.5

2.5

38

0.7

24.7

14.0

57

4

4.5

2.0

45

4

자료: Romanenko, V. I.(2004), Pravovoj status I real’naya potrebnost’ v ispol’zovanierusskogo yazyka
v stranax CIS I Pribaltiki, Yandex에서 일부 발췌.

3. 러시아의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정책
독립 이후 러시아의 근외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외교정책은 일반적
인 소수민족 보호라는 소극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크림과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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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네스트르지역, 그리고 발트 3국에서 현지인들과 러시아인들 간의 갈등에
직면하면서 러시아 내부 민족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 5월 ‘러시아 연방 외교정책 지침서’에 근외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더 나아가 이들이 러시아의 중요한 외교적 자원임을
밝히고 있다. 1993년 11월에 발표된 군사 독트린에 의하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들, 즉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
우 군사력 사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이유는 크림 반도를
위시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와 발트 연안 국가들의 민족
주의적 정책에 대항하여 나온 독트린이다. 푸틴 정권에서 이러한 경향은 한
층 강화되어 러시아 근외 지역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 우호국가 벨트의 형성,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보장, 러시아어의 진흥과 확산
에 필요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20)
2008년 푸틴 정부에 의하여 발표된 ‘재외동포의 러시아연방으로의 자발
적 재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에서 다시 확인되는데 이 법은
근외지역, 특히 CIS 지역의 러시아인들에 대한 푸틴 정부의 관심을 나타내
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러시아 재외동포에 대해 러시아인이 아닌 옛 소
련 시민권자들로 해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어
구사자로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즉 2002년 국적법에서 근외 러시아
인들을 러시아 국민으로 간주하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인종적인 차원에
서 러시아인만이 아니라 러시아어 구사자로 확대하여 그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하려고 하는 새로운 의지를 뜻한다.

20) 김인성(2007), pp. 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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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러시아 정부의 러시아 근외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러시아인 디
아스포라에 대한 정책은 예전과 같이 소프트파워로서 중요한 외교적 자산으
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인뿐 아니라 러시아어
를 사용하는 소수민족까지 범러시아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인식하며 이들
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근외지역,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는 러시아 푸틴 정부의 영향력을 확산하는 중
요한 외교적 소프트파워로서 작동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1999년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정책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
ной политике РФ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을 제정하였
다. 여기서 동포의 개념을 2010년 개정법에 추가하였다. 러시아 동포란 첫
째, 한 국가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며 공통된 언어, 역사, 문화유
산, 전통과 관습을 영유하는 자와 그 직계후손, 둘째, 재외동포란 러시아연
방 영토 밖에 거주하는 러시아연방 시민, 셋째, 구체적으로 러시아연방과의
정신적, 문화적, 법적인 관계를 자유의지로 선택한 러시아연방 영토 밖에 거
주하는 사람과 그 직계후손들을 말한다.
러시아연방에서 규정한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동포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
적이다. 왜냐하면 러시아인이라는 규정 자체가 러시아연방 내 다양한 민족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러시아인이라는 인
종적 측면보다는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를 공유하는’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
다. 즉 종족적, 민족적 러시아인이 아니라 러시아 문화와 러시아어를 사용하
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동포로 규정하였다. 1991년 독립 이후 해외 러시아
동포에 관심이 없었던 러시아가 최근 들어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
외 네트워크에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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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보이다. 해외 러시아 동포, 즉 러시아어
를 사용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분으로 타국
의 국내정치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21) 우크라이나 사태
에서도 보듯이 우크라이나 동남부지역 러시아인들의 권리와 보호를 위하여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이러한 명분과 정책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다. 2008년 8월 조지아의 남오세티야 공화국을 공격했을 때, 남오세티야
공화국이 조지아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에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개전 3일 만에 조지아 영
토 1/3을 점령하여 항복을 받아냈다.22)
둘째, 해외의 러시아인들을 러시아 자국 내로 유입함으로써 필요한 노동
력을 충원한다는 접근방법도 있다. 독립 이후 러시아는 사망률 대비 출산율
이 떨어져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이 해외의
러시아인들에 대한 본국 귀환 프로그램이다.23)
셋째, 러시아인들도 소련시대와는 달리 자유롭게 해외이주와 이민이 가능하
다. 외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해당 국가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된다면 거주국가의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본국에 정치
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글로벌화되
어가는 지구촌에서 국가이익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21) 전병국(2012), pp. 136~137.
22) 조지아-러시아 전쟁은 2008년 8월 남오세티야에서 발발하였다.
23) 러시아 인구 밀도도 낮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현재 수준대로 간다면
2050년 러시아 인구는 현재의 40% 수준인 9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
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외부에서 충원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2006년 슬라브계 러시
아인 디아스포라들의 자발적인 이주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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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기존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정책적
인 지원과 관심을 지속해 나간다면 그 영향력은 상당할 것이다.

Ⅲ. 카자흐스탄 언어정책과 러시아어 사용자
1. 중앙아시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현황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인 1989년 소비에트 공화국 내 러시아인들은 모든
소연방구성공화국에 널리 퍼져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 디아스포라는 [표 2]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1천 130만 명에 가까웠으며
그다음으로 카자흐스탄 620만, 우즈베키스탄 165만, 벨라루스에 134만 명이
살고 있었다. 그중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총인구의 37.8%가 러시아인 디아스
포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구 비율상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라트비아 34%,
에스토니아 30.3%로 그 순위가 이어진다. 러시아인들은 17세기부터 러시아
의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카프카스와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거주지를 형성해 나갔다. 본격적인 대규모
이주는 국가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최초의 대규모 이주는 스톨리핀 개혁시기
인 1906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스톨리핀의 농업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 키르기스스탄 북부지방으로 러시아인들
이 대규모로 이주한 것이다. 소비에트 시기에도 두 차례의 대규모 이주가 발
생하였는데 1928년부터 1932년 사이 농업집단화 정책에 반대하던 약 500만
명의 쿨라크들을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에 강제 추방하면서 발생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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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흐루쇼프 시기 황무지개척운동으로 중앙아시아로 러시아인들의 이
주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강제이주를 제외하고 소비에트 시기에는 전반적으
로 근대적 형태의 이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 1960년대 중앙아시아 지
역의 테크노크라트는 러시아인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브레즈네프 시기
당과 국가의 관료들이 비러시아 지역으로 꾸준히 이주해 갔다. 그러나 1970
년대 이후 러시아인들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자 중앙아시아와 코카서
스 지역으로부터 러시아로의 역이주가 시작되었다.

표 2. 1989년 옛 소련지역 러시아인 분포도
(단위: 천 명)

국가명

총인구

러시아인

자민족 비율(%)

우크라이나

51,452

11,356

벨라루스

10,152

1,342

78

13.2

몰도비아

4,335

562

64

13.0

아제르바이잔

7,021

392

83

5.6

아르메니아

3,305

52

93

1.6

조지아

5,401

341

70

6.3

카자흐스탄

16,464

6,228

40

37.8

우즈베키스탄

19,810

1,653

71

8.3

타지키스탄

5,093

388

62

7.6

키르기스스탄

4,298

917

52

21.5

투르크메니스탄

3,523

334

72

9.0

에스토니아

1,566

475

62

30.3

라트비아

2,667

906

52

34.0

리투아니아

3,657

344

80

9.4

73

러시아인 비율(%)

22.1

자료: 고재남(1994), ｢러시아의 근외정책과 CIS체제의 장래｣, 러시아, 새질서의 모색, 서울:
열린 책들, p. 39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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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앙아시아 국가 내 러시아인 인구와 비율 변화
(단위: 천 명)

국가명

1917

1926

1959

1979

1989

2009

2014

카자흐스탄
(비율)

1,281
(21.7%)

1,280
(20.6%)

3,972
(42.7%)

5,991
(40.8%)

6,228
(37.8%)

3,906
(25.0%)

3,790
(23.6%)

우즈베키스탄
(비율)

90
(0.9%)

244
(4.5%)

1,092
(13.5%)

1,666
(10.8%)

1,653
(8.3%)

964
(3.5%)

n.a.

키르기스스탄
(비율)

92
(10.7%)

116
(11.7%)

634
(30.2%)

912
(25.9%)

917
(21.5%)

442
(8.6%)

n.a.

타지키스탄
(비율)

40
(3.8%)

75
(7.7%)

263
(17.3)

349
(12.6%)

334
(9.5%)

200
(2.0%)

n.a.

투르크메니스탄
(비율)

45
(4.4%)

6
(0.7%)

263
(13.3%)

395
(10.4%)

388
(7.6%)

68(2002년
기준
(1.1%)

n.a.

자료: 정경택(2009), ｢중앙아시아 6개국의 언어정책과 러시아 연방의 대응｣, 중앙아시아 정
치·사회·역사·문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심층연구 09-04, PP. 309~357과 외교
통상부 사이트를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

소련 해체 직후인 1990년대에는 옛 소비에트 공화국으로부터 러시아로
러시아인들의 이주가 급격하게 늘어나 옛 소련지역에 거주하던 러시아인들
의 11.4%에 해당하는 285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러시아로 이주를 하였다. 특
히 분쟁지역인 타지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지역에서
적게는 43%에서 많게는 56% 가까운 현지 러시아인들이 정든 땅을 떠나 러
시아로 이주하였다.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소련이 붕괴되기 전인 1989년과
붕괴 이후인 2000년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디아스
포라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 러시아인들은 주로 도
시에 거주하며 고급기술직과 행정관료로 종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대부분
의 나라에서 각 국가의 민족정체성과 언어정책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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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러시아인 전문 기술관료들이 중앙아시아를 떠나고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
들은 이들 러시아인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
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 러시아인 디아스포라가 많이 거주하는 카자
흐스탄의 경우 국가건설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와의 조화 속에서 정책을 추구해 나가
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 디아
스포라의 경우 기술전문 테크노크라트 이외에 농업에 종사하는 정착민들이
많아 소련 붕괴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간 테크노크라트와는 달리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영향 때문에 카
자흐스탄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에
합류하였으며, 2015년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일원으로 러시아와 유대
관계를 긴밀하게 형성한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2. 카자흐스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독립 이후 많은 학자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많은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대하여 주목해 왔다. 카자흐스탄이 초기에 시
행하였던 카자흐 민족언어와 문화의 부활 그리고 카자흐 민족화를 통한 민
족국가 설립과정에서 러시아인과 갈등이 필수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
었다. 예상대로 독립 초기 카자흐스탄 내 존재하고 있던 러시아인 디아스포
라는 카자흐스탄의 독자적인 민족정책을 시행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다. 2000년 독립기념 연설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의 정체
성에 대해 카자흐스탄이 민족국가임과 동시에 러시아인을 비롯한 다민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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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하는 유라시아 국가라고 강조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24) 그러나 카자흐
스탄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민족국가로서 카자흐스탄의 발전을 저해하
고, 카자흐 내부에 격렬한 민족 분규로 나타날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
다.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의 민족적 갈등은 중앙아
시아에서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와 지역이 존재하는 카
자흐스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하겠다.

그림 1. 2012년 카자흐스탄 내 외국인 비율

자료: http://yavics.ru.

24)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94년에도 초국가단체인 유라시아 연합 건설을 제안
하였다. 이 당시 소련 붕괴로 인한 혼란으로 카자흐스탄 국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동요
를 진정하기 위하여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 통합을 위한 국제회의 조직을 제안하였으나 러
시아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 72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소프트파워 접근전략-카자흐스탄 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표 4. 카자흐스탄 내 민족별 인구 변화 25)
(단위: 천 명)

민족명

1939

1970

1979

1989

1999

2009

2015

카자흐

2,327

4,161

5,289

6,534

7,985

10,096

11,497

러시아

2,458

5,449

5,991

6,227

4,479

3,793

3,666

우즈벡

120

207

263

332

370

457

535

우크라이나

658

930

898

896

547

333

295

위구르

35

120

147

185

210

224

251

타타르

108

281

312

328

249

204

203

독일인

92

659

900

957

353

178

182

고려인

74

92

103

99

100

106

-

[표 4]에 의하면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기 직전인 1989년 카자흐스탄 총
인구 1,650만 명 중 러시아인은 620만 명이었으나 2015년 현재 360여 명만
이 남아 있다. 이들 중 대다수가 50대 이상 나이든 러시아인들로 젊은 러시
아인들은 카자흐스탄을 떠나 좀 더 경제적으로 기회가 있는 러시아를 비롯
하여 외국으로 떠나갔다.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독일인 등 러시아어 사용
인구들의 대량유출로 인하여 1999년부터 카자흐스탄인들이 전체 인구의 과
반을 넘어선 53.4%로 실질적인 지배민족이 되었다. 2005년에는 그 비율이
더 증가하여 카자흐인들이 57.0%, 러시아인 26.7%, 우크라이나인 3.0%,
2015년에는 카자흐인 66.01%, 러시아인 21.05%, 우즈벡인 3.07%, 우크라이
나인 1.7%,으로 나타나고 있다.

25) 카자흐스탄 민족별 인구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http://yavics.ru/%E2%97%B9%D0%92%D0%B8%D0%BA%D0%B8%20%20wiki%E2%95%B1
%D0%9D%D0%B0%D1%81%D0%B5%D0%BB%D0%B5%D0%BD%D0%B8%D0%B5_%D0
%9A%D0%B0%D0%B7%D0%B0%D1%85%D1%81%D1%82%D0%B0%D0%BD%D0%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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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보듯이 러시아인들은 주로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에 밀집하여
살고 있어, 인구 분포상 북부지역은 러시아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26) 이
러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문제는 카자흐스탄 미래에 내포되어 있는 갈등요
소이다. 카자흐 연구자 올코트는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 민족국가 형성은 오
직 러시아의 용인 아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카자흐스
탄 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가 카자흐가 민
족국가로 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 것이다.27)
카자흐스탄의 언어정책은 ‘러시아어 사용집단’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뿐 아니라 독일인 우크라이나인 등 소수민족
들도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신생독립국
가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국가건설에 기본이 되어야 했고 이에 자국의 언어를
결정해야 했다.28) 언어는 민족국가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다민족
다언어 국가인 카자흐스탄은 국가 안정과 통합 그리고 국가건설을 위하여 국
가언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했다.29) 독립 이후 카자흐
스탄은 1993년 헌법에서 카자흐인이 주체가 되는 민족국가를 천명하면서 카
자흐어를 유일한 국가언어로 명시하였다.30) 이에 따라 카자흐 내 러시아인
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녀교육 문제로 인하여 이주가 촉진되었고,

26) Kazakhstan segodnya(2005), p. 32.
27) Olcott, Martha Brill(1996), p. 62.
28) Wardhaugh,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박의재 역
(1999), pp. 447~448.
29) 허승철(2002), pp. 330~340.
30) 1993년 헌법 발표 직후 1994년 한 해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해외유출은 481,000명으로 이
중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는 약 283,0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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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94년까지 약 80만 명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가 카자흐스탄을 떠났
다.31)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동지역 러시아어 사용집단의 1/5
이 감소하였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비롯하여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대거
해외유출은 카자흐스탄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으며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5년 헌법에 카자흐어와 동등한 러시아어 지위를 공식적으로 규정
하였다. 1997년 ｢카자흐스탄 언어법｣에도 러시아어는 카자흐어와 동등한 공식
적인 언어로 나타나 있다.32) 1997년 ｢언어법(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Languages)｣의 경우 카자흐인들은 2001년까지 카자흐어를 습득하고, 카자
흐인을 제외한 러시아인들과 소수민족들은 2006년까지 카자흐어를 습득해
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비카자흐인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조항이 삭제되
었다.33) 이는 카자흐스탄 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의식한 카자흐스탄 정
부의 고뇌의 흔적이며, 카자흐스탄이 줄기차게 추진하여 온 단일 카자흐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2001년 2월 ‘2001~10년 언어
발전과 규정’에 대한 대통령 명령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 기본적으로 카
자흐스탄 언어정책의 근간은 카자흐어의 전면적인 확산과 카자흐 단일국어
정착이다. 1995년 러시아어와 카자흐 언어의 이중언어정책은 그 당시 상황에
맞게 한 걸음 후퇴한 것이었고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카자흐어가 민족어로서
단일언어가 될 수 있다.34) 카자흐 정부는 이중 언어를 용인하면서 다른 한쪽
31) Kolsto, Pal. 1998. “Anticipating Demographic Superiority: Kazakh Thinking on Integration and
Nation Building.” Europe-Asia Studies, Vol. 50, No.1. Kotov. pp. 53~54.
32) 카자흐스탄 대통령 공식 사이트(http://www.akorda.kz/en/category/kazakhstan).
33) Fierman, William(1998), pp. 171~186.
34) 손영훈(2006), pp. 138~140. 1995년에 개정된 카자흐스탄의 헌법 총칙 제7조에 의하면 ‘카
자흐스탄 공화국의 국가언어는 카자흐어이며 국가기관과 행정부에서 러시아어와 카자흐어
가 동등하고 공식적으로 사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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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10년까지 모든 국가기관 공무원들의 카자흐어 습득을 강제하였고, 언
론매체도 방송의 50% 이상을 카자흐어로 방송하게 강제하였다. 자동적으로
러시아어 방송 프로그램이 적게 제작되었고 카자흐 언어로 된 프로그램 제작
은 확대되었다. 2007년 알마티에서 러시아 공동체와 러시아 카자흐스탄 양국
의 정보문화부 장관이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에 대한 ‘3개 언어 통합’에
대한 문화교류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였다.35)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
바예프는 기회가 될 때마다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
해 왔다. 1997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2030년까지 모든 카자흐인들
이 영어, 러시아어, 카자흐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2년
대국민 담화에서 카자흐스탄 어린이들에게 카자흐어와 영어, 러시아어를 동
등하게 교육시켜야 한다며 이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36)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영어 교육 수준과 정도를 바라보았을 때 영어
교육이 오히려 카자흐어를 교육시키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카자흐어가 정착이 안 되어 있는 현실에서 무리하게 영어의 중요성을 들면서
영어를 교육하는 것이 무리이고 영어 교육을 위한 인프라나 인적자원이 부족
한 현실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중언어정
책을 추진하는 여러 요인 중에는 러시아어에 대한 견제적 요소도 담겨 있다.
실질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의 높은 점유율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이 영어일 것이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체제로서 영어 사용을 국가에서 적극 권장한다면 자신의

35) Григорян М , Каликулов Д. В(2014), ‘Казахстане предложили изменить стат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http://www.bbc.co.uk/russian(검색일: 2014. 5. 2).
36) 김현태(2013), ｢카자흐스탄, 영어 공식 언어로 채택 추진｣, 연합뉴스.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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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러시아어보다는 영어를 선택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카자흐스탄
내 러시아어 사용 그룹인 우크라이나인, 우즈베키스탄인, 고려인, 독일인 등
이들에게 영어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영어 사용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러시
아어 사용자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카자흐어는 국가언어로 누구
나 구사할 줄 알아야 되고 러시아어와 영어는 선택 가능한 언어로 정착할 가
능성이 있다. 카자흐스탄이 국가건설 과정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러시아의
영향력으로 그 영향력이 카자흐스탄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
여 왔다. 비록 러시아와의 관계설정에 있어 가장 가까운 우방이지만 카자흐
스탄은 국가건설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독자적인 건설과정을 추진하여 나가
야 한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삼중언어정책이 글로벌화되
어가는 국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내 러시아어 사용
자의 비율을 줄이는 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37) 2011년 카자흐스탄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138명이 국가 공식언어로서 카자흐스탄어를 강화하고
자 연 서명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어를 국가 공식언어에서 제외하자
는 주장은 광범위한 소통과 러시아어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호응을 얻
지 못하였다. 2011년 9월부터 카자흐 국영 TV의 모든 프로그램을 카자흐어
로 방송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대중적 비판에 의하여 중단되었다.38) 이처럼
대다수의 카자흐스탄인들은 여전히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데 경제적·문화적
장점을 인정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소통의 언어로서 그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러시아어를 배척하기보다는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

37) 정은미(2014), pp. 197~198.
38) Central Asia Online(2011), http://centralasiaonline.com/en_GB/articles/caii/newsbriefs/2011/02/17/
newsbrie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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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하다고 본다.39)
표 5. 카자흐스탄 민족별 언어 구사능력
(단위: %)

민족

카자흐어

러시아어

제3언어

-

카자흐스탄

99.4

75

러시아

14.9

100.0

-

우크라이나

16.1

99.5

16.1(우크라이나어)

9.0

99.3

21.8(독일어)

80.0

59.2

97.0(우즈벡어)

독일인
우즈베키스탄

자료: Itogi perepisi naseleniia 1999 goda v Respublike Kazakhstana. Vol.I, Natsional’nyi sostavnaseleniia RK 2000, Almaty: Agentstvo RK po statistike, p. 33, pp. 181~183 재구성하였음.
그림 2. 카자흐스탄 내 카자흐어 대 러시아어 사용 분포도

자료: Языки в Казахстане среди аккаунтов VK(2015.6.19), http://acer120.livejournal.com/
49668.html.
39) Kamzieva, Gulmira, & Erkin Kamalov(2011), “Russian language still important in Central Asia: 20
years after fall of Soviet Union, language remains an issue,” http://centralasiaonline.com/en_GB/
articles/caii/features/main/2011/10/26/feature-01(검색일: 201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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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중앙아시아를 두고 200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경쟁에서 최근 들어 미국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아시아
를 두고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권 아래에 있는 중
앙아시아는 국가건설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외정책을 선택
하고 러시아와의 관계설정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에서는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책적 접근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들에 대한 러
시아 정부의 정책은 대외동포에 대한 지원과 법률 등에 잘 나타나 있다. 특
히 재외동포를 ‘러시아인’에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으로 확대하여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내 러시아어 구사자들에 대한 지원과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
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정책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서 러시아의 권익과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또 다른 대외정책의 표현이며,
그 전면에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가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러시아가 포
기할 수 없는 핵심지역이다.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러시아 근외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건설과 국가발전에서 단일민족과 단일언어 정
책을 추구하면서 국가정체성 형성을 국가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아
시아 국가들 중 러시아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어 있고 그 디아스포라가 국
가정책 결정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은 급격한 민족주의적 언어정책을 실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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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러시아어 사용영역을 축소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
책은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내 급진적 민족주의 세력에 대하여 카자흐스탄
민족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주어 민족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현존하고 있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러시아 정부가 대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준이 역내 세력 내 소프트파워 수준으로 한정되
어 있는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막강한 하드파워로서 역내 국가들을
좌지우지하는 외교적 도구로 활용되는지가 논의의 초점이다. 여기에서는 현
재 중앙아시아의 국제정치 구조가 우크라이나와는 다른 형태를 구성하고 있
기에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은 소프트파워로서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상
호 인정하고 전략적인 상호 외교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최근 러시아는 대외정책 노선에 있어 재외동포, 즉 러시아인 디아스
포라에 대한 권익과 지원 그리고 간섭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전통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
의 표현이다. 이는 러시아의 국가 의지로서 그 영향력 수준을 소프트파워 강
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불가근 불가원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러시아의 과도한 영향력 강화는 두려운 존재이나 그 영향력
을 인정하고 줄타기 외교를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
와 러시아는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서로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 중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문제가 국가정책 중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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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인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정책을 살펴보면 갈등구조를 생
산하기보다는 유연한 대응으로 통합적 사회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타공화국
중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도 복잡한 국내 인종적, 언어적 문제를 사회통합 차
원에서 풀어나가려는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역 대러시아인 디아스포라 정책은 민족과 언어,
문화적 접근방법으로서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파워 정책도 국제적 대립구도나 갈등이 중앙아시아 역내로 투사되는
경우에는 하드파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불씨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보겠다.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은 이러한 불씨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
하여 대러시아 외교관계 설정을 신중하게 추진하면서 해당국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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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一帶一路)’ 구상: 구상의 제기배경,
추진 현황, 함의 고찰을 중심으로*
김 애 경 (명지전문대학교 중국어과 부교수)

차 례

Ⅰ. 문제 제기
Ⅱ.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목표
Ⅲ.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제기배경과 추진 현황
Ⅳ.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추진성과와 함의
Ⅴ. 결론: 전망과 시사점

Ⅰ. 문제 제기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등장한 이후 중국은 대외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중국
의 꿈(中國夢)’,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구축, ‘친선혜용(親善惠容)의
주변외교’, ‘운명공동체(命運共同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 하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29호(2016년
상반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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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구상 등등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며 그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은 그야말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의 꿈’을 완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차원의 계획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과 10월에 ‘실
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 구축 구상과 ‘해상 실크로드(海上絲綢之
路)’의 공동건설을 제안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1) 중국의
꿈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장기적 포석으로서 일대일로 구상은 산업의 구조전
환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동력 모색이라는 대내적 필요성과 발전공
간 확대라는 대외적 필요성이 맞물려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0
년에 일본을 추월하여 GDP 기준으로 현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으
며, 2013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무역교역국이 되었다. 중국의 이
러한 경제적 부상은 지역질서와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현 국제질서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미국이 단독으로 세계질서를 운영하는 패권질서의 시대는 지났다는 평가도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중국이 경제적 부상과 함께 향상된 국
제적 위상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질서와 국제질서의 재구축을 희망하고 있
고, 최근 중국이 보이는 행태, 특히 일대일로 구상은 이를 현실화하고자 하

1) 習近平在納紮爾巴耶夫大學的演講(2013. 9. 7), ｢弘揚人民友誼共創美好未來——在納紮爾巴耶夫大
學的演講｣, 中國外交部, http://www.fmprc.gov.cn/mfa_chn/ziliao_611306/zt_611380/dnzt_611382/
ydyl_667839/zyxw_667918/t1074063.shtml(검색일: 2015. 3. 2); 習近平在印度尼西亞國會的演講
(2013. 10. 3), ｢攜手建設中國-東盟命運共同體——在印度尼西亞國會的演講｣, http://www.fmprc.gov.
cn/mfa_chn/ziliao_611306/zt_611380/dnzt_611382/ydyl_667839/zyxw_667918/t1084354.shtml
(검색일: 201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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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꿈’을 언급했지만, 시기별로
표현이 다를 뿐 중국은 건국 이후 줄곧 존중받는 강대국이 되기를 원했다.
중국이 제3세계임을 자처하던 마오쩌둥(毛澤東) 집권시기 때도, 도광양회
(韜光養晦) 원칙을 주장하며 매우 조신하게 국내경제 발전에 집중하던 덩샤
오핑(鄧小平) 집권 시기 때도 중국은 강대국이 되고 싶어 했다.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생긴 자신감으로 인해 장쩌민(江擇民) 전 국가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부흥’을 외쳤고,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和平崛起)’과 ‘조화로운 세계(和諧世界)’ 건설을 선언하였다.
이들은 이렇게 각기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을 뿐 중국은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강대국이 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2)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현 지도부가 집권하기 시작하는 10년은 중국의 강
대국화가 현실화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중국은 이미 1997년과 2002년
에 21세기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7년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2개의 100년(兩個一百年)’ 목표를 제시하였다. 즉 21세기 첫 10년 동안 중
국은 국민총생산을 2000년에 비해 두 배로 늘려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
하게 할 것이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는 ‘소강사회의
전면적 실현’을,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
명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3)
2) 김애경(2008), ｢중국의 부상과 소프트파워전략: 대 아프리카 정책을 사례로｣, 국가전략, 제14
권 2호, p. 147.
3) ｢高舉鄧小平理論偉大旗幟，把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全面推向二十一世紀: 江澤民在中國
共產黨第十五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1997. 9. 12),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
64568/65445/4526285.html(검색일: 201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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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16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제15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적 목
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21세기의 첫 20년이 중국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
회의 시기(戰略機遇期)’이므로 중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 기간을 반드
시 잘 이용해야 하며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결국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현 지도부의 집권기간은 이미 지나온 10년과 함
께 중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
의 시기’에 속한다.4)
중국은 ‘전략적 기회의 시기’인 현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발전
을 추구해야 한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부상하면서, 세력균형에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패권국과 신흥 부상국의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는 듯하다.5)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투사
되는 지역은 유라시아 지역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 및 일부 유럽 국가
까지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더 먼저 유사한 구상을 제기
하여 자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예컨대 2010년과
2011년 당시 힐러리(Hillary Rodham Clinton) 국무장관은 ‘아시아로의 중심
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과 ‘신실크로드(The New Silk Road)’ 이니셔티브

4) ｢全面建設小康社會，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 在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
告｣(2002. 11. 8),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9/65444/4429125.html(검색일: 2011. 8.
25); 김애경(2012), “시진핑시대의 대외정책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중국학연구, 제35집.
5) 미·중 간 전략적 이익출돌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는 다음을 참고. John Mearshieimer(2010),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D Power in Asia,”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No. 3, pp. 38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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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을 발표하였다.6)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과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가 투사되는 지역은 중국이 ‘주변’으로 규정하면서 시진핑 정부
가 특히 외교의 공을 들이는 지역이다. 즉 중국과 전략투사 지역이 중첩되고
있어 마치 ‘지정학의 부활’을 목도하고 있는 듯하다. 지정학이란 여러 이미
지를 떠오르게 할 수 있으나, ‘영토를 통제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행위’이다.7) 즉 중국과 미국이 내놓은 구상은 유라시아 지역과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방식을 제시
하고 있어 양국이 각자 제시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미국과의 경쟁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
에서 제기되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더 받고 있으며 그만큼 한국에서도 관심
의 대상이다. 한국은 비록 일대일로 구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이 그 속
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 정치·

6)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사실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일본
도 1997년 일찍이 ‘실크로드 외교전략’을 제시하였고, 유럽연합(EU)도 2009년 신실크로드
계획을 제시한 적이 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자체적으로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
고 있다. 한국 역시 2002년 김대중 대통력이 아셈회의에서 ‘철의 실크로드’ 건설을 제안하였
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2013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한국판 실크로드 구상을 제기하
였다. ｢지구촌 횡단하는 ‘위안화 로드’ - 중국, 경제 그물망 깐다｣(2014), 한국경제(10월 12
일); Hillary Rodham Clinton, “Progress Noted, but Questions Remain Over ‘New Silk Road’
Initiative,” U.S. Department of State(July 2011),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07/
168840.htm(검색일: 2015. 3. 5); MacKenzie C. Babb(2011), “Clinton Says Building New Silk
Road Is Critical for Afghanistan,” September 23, http://iipdigital.usembassy.gov/st/english/
article/2011/09/20110923170112eiznekcam0.5790216.html#axzz3aew4jjdZ(검색일: 2015. 3. 5).
7) 콜린 클린트 지음/한국지정학연구회 옮김(2009),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길,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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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함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및 일대일로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브’와의 협력방안, 시진핑 시기에 부활한 지정학적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미·중 관계에 대한 함의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다양한 보고서와 일부 연구논
문이 발표된 바 있다.8)
기존 연구 중 일부 보고서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현재까
지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고, 일부 연구논문들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
일로 건설의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대일로 구상이 갖는 함의
를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주변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대내외적 제기배경과 내용 및
일대일로 구상이 역내질서와 국제질서에 가져올 수 있는 정치·외교적 함의
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제기되었던 다양한 외
교개념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고찰하여 일대일
로 구상이 국제정치적 차원과 지역 차원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8) 이효진, 김영선, 이장규(2014. 9),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경제권 추진 동향과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8 No. 45; 남효정(2015), ｢중국의 실리와 명분이 담긴 큰 구상, 21세기
실크로드｣, LG Business Insight(3월 18일); 이일영(2015),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일대일
로(一帶一路)｣, 시선집중 GS&J, 제195호; 김규연(2015), “중 ‘一帶一路’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산업은행 조사월보(5월); 이상만(2015), ｢일대일로: 해양실크로드의 정
치경제적 함의｣, 國際地域硏究, 제3권 제1호; 서정경(2015), ｢‘일대일로’의 지정학｣, 차이
나브리프, 제3권 3호; 이동률(2015), ｢‘일대일로’ 구상의 정치외교적 함의와 과제｣, 성균차이
나포커스, 제19호; 신종호(2015),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20(8월 12일); 서정경(2015),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5집 2호; Michael D. Swaine(2015),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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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은 시진핑 지도부가 추구하는 대외전략의 면모를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전망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제시한다. 중국의 강대국화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지정학적 차
원에서 중국의 힘이 투사되는 주변지역 질서구축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은
이런 중국을 억제하고 봉쇄하고자 하며,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대일
로 구상을 제기하였다. 즉 이 글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중국의 주변외교
목표실현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중국의 우회적
대응이라고 가정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2장에서는 시진핑 시기 중국 주변외교 전략을 고찰한
다. 중국은 줄곧 주변지역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공을 들여왔다.
물론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국가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중
국처럼 부상하는 강대국이 그동안보다 훨씬 강도 높게 주변외교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이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주변외교의 전략과
목표를 고찰한다.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목표를 고찰하는 것을 통해 지정
학적 차원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한 배경과 추진 현황 및 내용을 고찰
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한 데에는 대내적, 대
외적 배경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이 글은 특히 미국의 대 중국 견
제·봉쇄에 대해 중국이 대응 차원에서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했다는 점에 집
중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내용과 추진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현재까지의 일대일로 추진성과와 함의를 분석한다.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현재까지의 성과보다 향후에 추진해야 할 부분이 훨씬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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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일대일로 구상이 중국의 주변지역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
이 실현되었을 때 주변지역 질서와 국제질서에 대한 파장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일대일로 구상 자체가 가지는 함의와 지역질서 및 국제질서에 가져올
수 있는 함의를 고찰한다. 결론에서는 앞서 고찰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구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목표
1. 주변외교 전략의 구성과정
중국의 주변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중국은
건국 이후 현재까지 줄곧 주변외교를 중시해 왔다. 비록 ‘주변’이라는 개념
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미·소 양극체제라는 국제질서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냉전시기에도 중국은 이웃 국가와의 친선관계 유지를 중요하
게 간주했다. 건국 초기에도 “이웃 국가와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건설
에 이롭게 한다(修睦四鄰, 以利國家建設)”는 방침을 세웠다.9) 이는 1950년
대 초 한국전쟁 참전 이후 중국은 우선 주변국가와의 친선관계를 유지하여
미국의 봉쇄전략을 타개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인도와 평화공존 5원칙에 합의하며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것으로
부터 시작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중국의 국내적 상황이 매우 불안
9) 陳叔亮, ｢新中國外交的偉大開拓者｣, http://www.people.com.cn/GB/shizheng/252/7619/7647/2541132.
html(검색일: 201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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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을 때나 소련과 갈등상황에 봉착했을 때에도 중국은 주변국가와 갈등하
고 있던 국경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친선관계를 유지했다.
냉전이 종식되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중국은 특히 주변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외교적 에너지를 쏟았다. [표 1]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 중국의 공식입장을 정리하였다. 1989년부터 1990년대 초
반 냉전이 종식되면서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를 경험하였
다.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1989년 6·4 천안문 사태를 겪었는데, 대외적으로는
냉전이 종식되고 이에 따라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되면서 천안문 사태
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보여준 인권탄압의 모습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되면서 외교적으로도
고립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중국은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
이었으며, 주변환경이 최대한 중국의 국내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노
력해야 했다. 즉 중국은 국내경제 건설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지역 환경조성
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서구 국가들의 중국 고립화 정책을 탈피하기 위한 방
안으로 주변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주변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침은 주변외교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공작보고 혹은 전국 당대표 대회에서의
보고와 같은 공식문건, 공식석상에서 관료들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
다. 주변외교와 관련된 중국의 주요 입장들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9년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
역에 기반을 두고 주변 안정을 도모한다(立足亚太, 稳定周边)”는 외교원칙
을 제기하였다.10) 1992년 3월 제7기 전국인대 제5차회의 정부공작보고에서
는 ‘주변국가들과 계속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외교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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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구성부분’임을 천명하였고, 같은 해 10월 제14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이하 당대회) 보고에서는 중국과 주변국가의 선린우호관계가 건
국 이후 가장 좋을 시기임을 천명하였다.11) 10월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위해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1997년 제15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주변국가와 선린우호(睦隣友好)관계
유지정책이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며 중국의 이 방침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2002년 제16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주변국가와 선린우호
관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이웃 국가와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동반자 관
계를 수립할 것’이며 ‘지역협력을 강화하여 주변국가와 교류와 협력을 새로
운 수준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2003년 탕자쉬안(唐家璿) 당시 국
무위원이자 외교부장은 ‘메콩강유역 경제협력 장관급회의’에서 ‘이웃 국가
와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중국외교의 구성부
분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중국은 ‘안정된 이웃(安隣), 부유한 이웃(富隣)’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절대로 ‘이웃을 기만하거나(欺鄰), 이웃에 폐를 끼치지(擾
鄰)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2) 같은 해 10월 원자바오 당시 총리는 인
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발전과 아시아

10) ｢中國周邊外交分量重｣(2013. 12. 13), 環球時報.
11) 政府工作报告 - 1992年3月20日在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五次会议上, http://www.npc.gov.cn/wxzl/
gongbao/2000-12/06/content_5002688.htm(검색일: 2015. 3. 13); 加快改革开放和现代化建设步
伐，夺取有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的更大胜利——江泽民在中国共产党第十四次全国代表大会上
的报告, http://www.gov.cn/test/2007-08/29/content_730511.htm(검색일: 2015. 3. 13).
12) ｢大湄公河次區域經濟合作部長級會議召開，國務委員唐家璿出席開幕式並講話｣(2003. 9. 19),
中國外交部，http://www.fmprc.gov.cn/mfa_chn/gjhdq_603914/gjhdqzz_609676/lhg_610326/
xgxw_610332/t25964.shtml(검색일: 201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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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흥’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평화, 안전, 협력, 번영’이 중국의 아시
아 정책의 목표임을 주장하며 ‘삼린(睦鄰, 安鄰, 富鄰)’ 정책이 중국의 발전
전략의 중요한 구성부분임을 강조하였다. 2007년 제17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국의 주변외교 원칙을 반복하고 있다.
2012년 제18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국이 기존에 표방했던
주변외교 원칙인 선린우호관계 유지와 삼린 정책을 반복하였고, 동시에 중국
의 발전이 주변국가에 더 잘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후
2013년 10월 24~25일, 시진핑을 포함한 정치국 상무위원 7인과 외교관련 주
요 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주변외교공작좌담회(周邊
外交工作座談會, 이하 좌담회로 약칭)’를 개최하여, 중국은 주변지역에 대해
‘이웃과 잘 지내고(以鄰爲伴), 화목한 이웃(睦鄰), 안정된 이웃(安鄰), 부유한
이웃(富鄰)’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지속시킬 것임을 강조하였고, ‘사이 좋은
(親), 진실된(誠), 베푸는(惠), 수용하는(容)’ 주변외교 원칙을 새롭게 제시하
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웃 국가들과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 새로
운 정세하에서 중국의 주변외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표 1. 중국 주변외교 관련 공식 발언

주요내용

비고

1989년

立足亚太, 稳定周边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기반을 두고 주변 안정을 도모한다

-

1992년

주변국가들과 계속 선린우호(睦隣友好)관계를 발전시키
는 것이 중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분

제7기 전국인대
5차회의
정부공작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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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주요내용

비고

1992년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위해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
성해야 한다

제14차 당대회
보고

1997년

주변국가와 선린우호관계 유지정책은 중국의 일관된
주장

1997년 제15차
당대회 보고

2002년

주변국가와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이웃
국가와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것’
이며 ‘지역협력을 강화하여 주변국가와의 교류와 협력
을 새로운 수준으로 추진할 것’

제16차 당대회
보고

2003년

‘이웃 국가와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동반자 관계를 수립
하는 것’은 중국외교의 구성부분임을 재차 강조; 중국은
‘안정된 이웃(安隣), 부유한 이웃(富隣)’이 될 뿐 ‘이웃을
기만하거나(欺鄰), 이웃에 폐를 끼치지(擾鄰)는 않을 것’
을 주장

메콩강유역
경제협력
장관급회의
(탕자쉬안
외교부장)

2003년

‘평화, 안전, 협력, 번영’이 중국의 아시아 정책의 목표;
삼린(睦鄰, 安鄰, 富鄰) 정책 표명

아세안+3
정상회의
(원자바오 총리)

2012년

선린우호관계 유지와 삼린 정책을 반복 주장, 중국의 발
전이 주변국가에 더 잘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

제18차 당대회
보고

2013년

“사이 좋은(親), 진실된(誠), 베푸는(惠), 수용하는(容)”
주변외교 원칙 제시; 주변국과의 운명공동체임을 강조

주변외교공작
좌담회

2014년

아시아안보협력기구 창설 제안;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
아인들이 수호해야 함을 강조

CICA 회의

좌담회에서 제시한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의 판국을 관리(驾
驭全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으로 통일된 계획을 세워(统筹谋划)
실천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경제, 무역, 과학기술 및 금융 등의 자원
을 총괄하고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주변국가와의 호혜협력을 심화시켜 윈-윈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셋째, 신안보관을 견지하고, ‘전면적 안보(全面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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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공동안보(共同安全), 협력안보(合作安全)’ 이념을 발의하여 지역안보 협
력을 촉구해야 하고, 지역 차원과 소지역(sub-regional) 차원의 안보협력에
주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관련 협력기제를 심화시켜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
진시켜야 한다. 넷째, 주변국가에 대한 선전업무, 공공외교, 민간외교 및 인
문교류를 강화해서 ‘중국몽’을 주변국 국민의 행복한 생활, 주변지역의 발전
전망과 결합시켜 운명공동체 의식을 주변국가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2013년 좌담회를 통해 밝힌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은 냉전 종식 후
중국이 주장해 왔던 우호적 주변 관계유지를 위한 외교원칙을 총망라한 집
합체이다. 이전과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훨씬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전면
적인 특징을 보인다. 주변외교에 대한 통일된 관리를 언급하고, 중국의 번영
과 주변국가의 번영을 결합시킨 운명공동체 의식을 제기하여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의 협력까지 촉구하고 있는 점은 중국이 주변지역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주변외교 전략의 목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전면적
인 수준의 주변외교 전략을 표명하였다. G2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이 시점
에서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주변외교와 관련된 원칙과 실천사항을
강조하였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의도하는 주변외교 전략의 목표는 무엇일
까?
실제 행태에 있어 중국의 주변외교는 2009~10년을 전후로 명시적인 변화
를 보였다고 평가받기 시작했다. 상당 기간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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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외적으로는 대응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국제질서의 현상유
지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13) 그러나 미국의 중국전문가 스웨인(Michael
Swaine)은 최근 중국의 대외행태에 대해 ‘독단적(assertive)’이라고 평가하였
는데, 그만큼 중국의 대외행태가 이전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던 것이 사실
이다.14)
예컨대,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미 양국은 대북
무력시위(show-of force) 훈련을 위해 미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을 계획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중국은 서해에 미 항
모가 진입하는 훈련이 전개된다면 G20 회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
명하며 한국을 압박했다.15) 2010년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어선
이 충돌한 이후 일본의 선장구속 조치에 대해 중국은 희토류의 전면수출 금
지와 같은 경제수단을 이용하는 등 강경한 조치로 대응하였다. 2011년에는
남사군도 부근에서 베트남 군함과 중국어선 간의 쫓고 쫓기는 사건이 발생
하며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어선이 베트남의 석유가스공사
(페트로베트남) 소속 조사선의 케이블과 엉키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중국
은 베트남의 석유탐사선 케이블을 절단하는 조치를 취했다.16)

13) Alastair Iain Johnston(2003), “Is China a Status Quo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No. 27,
Vol. 4, pp. 5-53.
14) Michael D. Swaine(2010), “Perceptions of an Assertive China,”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2, http://www.hoover.org/research/perceptions-assertive-china(검색일: 2010. 8. 20).
15) ｢연평도 사태로 본 ‘서해’ …… 남·북·미·중 ‘갈등의 바다’ 서해에 갇히다｣(2010. 12. 23), 국
민일보; ｢중국군 “미 항모 서해 오면 표적 될 것｣(2010. 7. 6), 경향신문; ｢“미 항공모함
보내달라” 읍소 ... 국방부의 굴욕｣(2014. 12. 9), 오마이뉴스.
16) 베트남 외교부는 “우리 해역에서 중국 탐사선이 벌인 의도적 공격” 이라고 비난했지만, 중
국 외교부는 “남사군도와 그 부속도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중국의 주권지역이며, 중국어
선이 정상적으로 조업 중일 때 베트남 군함이 중국선박을 몰아냈고 이 과정에서 중국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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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영유권 갈등 중인 스카보러섬(黃巖島, 중국명 황옌다오)에서는
2012년 중국 초계정과 필리핀 군함이 2개월 가까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
다. 이에 홍콩 언론은 중국 광저우(廣州) 군구와 난하이(南海) 함대가 동시에
2급 전투 대비태세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냈고, 필리핀산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과일에 대한 검역 강화와 함께 필리핀 관광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중국의
국가 여유국(旅遊局)이 중국 국민들에게 필리핀 여행을 자제하라고 촉구하
는 등 경제수단을 이용하여 필리핀을 압박했다.17) 2013년에는 중국이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하는 등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외행태가 이전과는 상이하
게, 즉 중국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외교적 압박조치들을 취한다
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이처럼 변화된 강경한 대외행태들은 중국의 경제력이 증대된 이후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더욱 관심의 대상이다. 중국의 강경한 대응행태는 중
국이 국가관계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보류하자고 했던 기
존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1972년 중국은 일본과
수교할 당시 센카쿠(釣魚島, 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는 주권과 관련된 민감
한 문제이기에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부분은
보류하고 공동 개발하자(搁置争议，共同开发)’는 방침을 주장하며 국교정상
화를 추진하였다.

의 그물망과 불법 탐사선의 케이블이 엉키게 됐다. 베트남 탐사선은 중국어민의 생명과 안
전을 고려하지 않고 1시간이 넘게 중국어선을 끌고 운항해서 중국어선이 그물망을 끊고 배
를 분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베트남, 남사군도 영유권 갈등｣(2011. 6. 10), 조선일보; ｢
外交部发言人表示: 中国要求越南停止一切在南沙侵权活动｣(2011. 6. 10), 人民日报海外版.
17) ｢중국, 2급 전투대비태세 돌입 …… 中-比, 남중국해 황옌다오(스카보러섬) 영유권 갈등 격
화｣(2012. 5. 11),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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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변화된 행태는 증대된 경제력만큼 주변지역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
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규모 세계 제2위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그 비중에 맞게 발언권(話語權)을 확대해야 한다는 최근 몇 년간 중국 국내
학자들의 견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18)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부문에서 행한 중국정부의 조치들과 발언들도 이러한 견해가 반영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19) 중국이 발언권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분명 중국의 주변지역에서부터 주변외교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
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2009~10년 주변국가에 보였던 공세적 행태가 과
거 중국이 주변국가에 보였던 모습과 상이했고, 거기에 2013년 10월 북경에
서 개최된 좌담회에서도 중국이 향후 주변국가들에 대한 외교에 더욱 매진
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이 지리적으로 중국과 이
웃하고 있는 주변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매우 중시한다고 밝힌 점은 크게 놀
랄 만한 일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성장하여 국제적 영향력이 증
대된다면 동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시아, 동아시아 지
역을 지지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었다.20)

18) 중국의 발언권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梁凱音(2009), ｢論中國擴展國際
話語權的新思路｣, 國際論壇, 第11券 3號, pp. 43~47; 劉長樂, ｢爭奪話語權是中國融入世界
的前提｣, http://academic.mediachina.net/article.php?id=4668(검색일: 2010. 4. 3); 王嘯(2010),
｢國際話語權與中國國際形象的塑造｣, 國際關係學院學報, 第6期, pp. 60~67.
19) 김애경(2014), ｢세계 금융위기와 중국의 대응담론-원인, 대응 및 중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제11권 1호, pp. 96~99.
20) 김재철(2003),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국가전략, 제9권 4호; 龐中英(2004)，中國與亞洲觀察, 研究, 評論,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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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개최한 좌담회에서도 중국은 그동안 주변지역과 국가에 대
한 외교를 매우 중시해왔다고 강조하고 있듯이, 건국 이후 줄곧 주변국가와
의 관계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냉전이 종식되고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주변외교는 주변국가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
는 요인을 관리하고, 주변환경의 안정을 유지하여 중국의 국내경제 번영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주변국가와 경제적 협력을 통해 중국이 주
변국가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계기로 이어졌으므로, 중국의 주변외교는 중
국의 국내경제와 주변지역의 공동번영을 촉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21) 중국
이 주변국가와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경험은 중국의
주변외교에 대한 향후 행보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주변외교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며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경제뿐만 아
니라 안보 분야 협력을 촉구하고 나선 점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다.
예를 들어 2014년 4월에 개최된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제안하며 “아시아의 일과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직접 처리해야 하며 아시아의 안보 역시 아시아인들이
수호해야 한다. …… 능력과 지혜가 있는 아시아인들은 협력강화를 통해 아시
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듯이, 중국은 주변외교 전략

21)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각에 대해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발전이 동아시아 경제의 발전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의 부상이 반드시
위협만은 아님을 강조하기도 한다. 예쯔청 지음, 이우재 옮김(2005), 중국의 세계전략,
(서울: 21세기북스), pp. 52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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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을 경제협력만이 아닌 정치·안보적 차원까지 확대시켰다.
2014년 12월 말일에는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전지구 전략 연
구원(亞太與全球戰略硏究院)에서 발행한 아태남서(亞太藍皮書)에 중국이
주변지역에서 중국의 역할을 적응자(適應者)에서 지역질서 조정자와 구축자
(構建者)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하였듯이,22) 중국의 주변외교의 목표
가 주변지역의 안정, 중국 국내경제의 번영 및 중국과 주변국가의 공동번영
을 넘어 주변지역에서 권력 확대 또는 영향력 증대로까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전에는 국내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과 이웃하는 주변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했다면, 최근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의 목표에는 주변지
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이 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여 통
제하고 쟁취하려는 지정학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중국
이 이웃 지역, 주변지역을 두고 미국과 지정학적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최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접근을 차단하고 싶어하기 때문
이다.
‘주변’에 대한 개념 역시 세계화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지리적
정의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주변외교’라 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에 대한 외교를 의미하겠지만, 중국의 ‘주변’이라는 개념은
지리적 범위와 이해관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가장 협의적인 개념으
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를 의미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둘째 광의적인 개념으로 중국과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22) 한석희(2014), ｢중국 주변국 외교의 성공전략｣, 성균차이나브리프, 제2권 제2호, pp. 80~84;
｢≪亞太藍皮書≫ 在京發布 學者總結2014亞太形勢｣(2014. 12. 31), 人民網, http://news.xinhuanet.
com/video/2014-12/31/c_127350430.htm(검색일: 201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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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와 지역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즉 동북아, 동남아, 남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를 가리키는 경우, 그리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주변(大周邊)과 같이 아시
아 지역에서 외연을 확대하여 중동과 남태평양까지 확대된 지역을 가리키는
가장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23) 중국이 최근 표명하는 ‘주변외교’
는 대주변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일대일로’ 구상은 대표적인 대주변
개념의 ‘주변외교’이다. 구체적인 제기배경과 내용 및 추진 현황은 다음 장
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Ⅲ.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제기배경과 추진 현황
1.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제기배경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 국내적 상황과 대외적 상황이 반영되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및 세계 각국과의 협
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제기하게 되었다는 게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히
고 있는 입장이다. 또 중국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세계경제가 회복되
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투자와 금융과 관련된 규범이 조정되어야 하며, 각

23) 대주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 胡琦(2010), ｢六十年来中国周边外交政策及其时代特征｣,
滄桑, 第4期; 祁懷高(2014), ｢構建面向未來十年的“大周邊外交戰略｣, 世界智識, 第4期; ｢中國
外交“大周邊”布局日趨完善｣(2015. 1. 9), 新華網, http://politics.people.com.cn/BIG5/n/2015/0109/
c70731-26358510.html(검색일: 2015. 1. 26); ｢“大周边外交”助力改善周边战略环境｣(2015. 1. 23),
半月谈網, http://www.banyuetan.org/chcontent/sz/hqkd/2015123/123726.html(검색일: 201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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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이 당면한 ‘발전’의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24) 일
대일로 구상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산업구조를 전환시켜야 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구
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여전히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지난
30여 년간의 발전은 주로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인진라이: 引進來) 상품을
수출하는 형태에 의존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발전은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중국 내 인건비 상승은 기존의 성장모델을 유지
하는 데 상당한 도전요인이 되고 있어,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정부는 조우
추취(走出去) 정책을 통해 상당한 해외투자를 유도해서 2014년에는 해외투
자액(ODI)이 외화유치액(FDI)을 추월한 상태이다.25) 이렇게 경제발전의 유
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기존의 거점 성장전략에서 중국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은 1980년대 점(4개 특구) →
선(1구 1도 14개 도시의 경제기술개발구) → 면(다롄(大連)~베이하이(北海)
까지의 연해 개방구)으로 확대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구하였다. 이후 서
부대개발(2000년), 동북진흥계획(2003년), 중부굴기(2006년)를 표명하며 내
륙의 발전을 촉구하였다. 이렇게 중국은 지속적인 확장전략을 통해 중국의

24) ｢推動共建絲綢之路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願景與行動｣(2015. 3. 29), 新華網.
25) ｢湯敏：一帶一路呼喚大國心態｣(2015. 1. 28), 人民網, http://theory.people.com.cn/n/2015/0128/
c83853-26465158.html(검색일: 2015. 3. 7); ｢“一帶一路”戰略下對外投資新格局｣, 中國金融四
十人論壇, http://www.cf40.org.cn/plus/view.php?aid=9148(검색일: 201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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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일대일로를 건설하여 발전공간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한다.26) 일대일로 건설
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그동안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다소 발전이
저조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일대일로 구상이 계획하는 물류 인프라가 완성
되었을 때는, 일대일로 권역에 포함되는 중국 내 28개 성 특히 중서부 지역
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27)
이렇게 중국은 대내적으로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전모델의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비서장
장옌성(張燕生)의 발언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장옌성은 2015년 1월
‘일대일로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일대
일로’는 중국과 세계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35년(2014~49년)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구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발전이 주로 서구 선진국들에 의지하여 이루어졌는데 일
대일로 구상은 주로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들이 대상국임을 강조하면서,
이 구상이 향후 35년 중국과 관련 국가들 및 전 세계 경제발전을 촉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8) 이 같은 발언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지난 35
년(1978~2013년)간 중국경제의 발전을 촉구했다면 향후 중국의 발전은 일대

26) 이일영(2015),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 시선집중 GS&J, 제195호,
p. 6.
27) 남효정(2015. 3. 18), ｢중국의 실리와 명분이 담긴 큰 구상, 21세기 실크로드｣, LG Business
Insight, p. 7.
28) ｢張燕生：“一帶一路”戰略改變中國和世界大格局｣(2015. 1. 17), 和訊網, http://news.hexun.com/2015
-01-17/172481270.html(검색일: 2015. 6. 15); ｢張燕生：“一帶一路” 戰略將助力全球經濟發展｣
(2015. 3. 7), 中國廣播網, http://finance.cnr.cn/zt/ydyl/ttq/20150307/t20150307_517921187.shtml
(검색일: 201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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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구상을 통해 이룰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하게 된 대외적 차원의 배경은 미국의 대 중
국 견제전략에 대한 대응이었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과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주변
외교의 일환으로 제기한 일대일로 구상과 대상지역이 중첩된다. 냉전이 종
식된 1990년대 초중반부터 미국은 이미 중국의 경제발전이 미국에 도전이
될 것이라는 ‘중국위협론’을 제기하여 중국이 미국 중심의 질서에 도전할 잠
재적 가능성을 우려했다.
미국의 우려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
다면, 그 이후에는 현실적 가능성으로 전환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
로 미국의 쇠락과 중국의 상대적 부상은 많은 변화를 동반시켰다. 때문에 미
국은 급격히 부상한 중국과 이에 따른 많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했을 것이고, 결국 미국도 지정학적 차원에서 중국의 주변지역 국가들
을 선제적으로 포섭할 필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이 제시한
구상의 하나는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이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로의 중심
축 이동’ 전략이다.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2011년 7월 인도 방문
당시 체나이(Chennai)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
아를 연결하자고 제안한 구상이다. 10월 미 국무원은 관련국 주재 미 대사관
을 통해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공지하도록 하였고, 이후 정식으로 미국
의 정부정책이 되었다.29) 호매츠(Robert D. Hormats) 미 국무부 경제·에너지·
29) Hillary Rodham Clinton(2011)，“Remarks o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A Vision for the
21st Century,” Chennai，India(July 20)，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07/168840.htm(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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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차관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의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10년 동안 미국이 전쟁을 통해 개입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을 중심으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선상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
적 재건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TAPI’라고 불리는 천연가
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정책으로, 투르크메니스탄(T)의 천연가스를 아프
가니스탄(A)을 경유해서 파키스탄(P)과 인도(I)에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30)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은 2011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
장관의 Foreign Policy 기고를 통해 알려졌다. 오바마 정부는 과거 어느 정
권보다도 아시아를 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 일환으로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은 첫 해외 순방지를 아시아로 결정하여 2009년 2월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였다. 당시 순방은 미국이 아시아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31) 연평균 10%
대의 고속성장률을 기록하였던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면
서 이 지역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증대되어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
적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32)
힐러리 전 장관 역시 다양한 장소에서 아시아 중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

일: 2014. 12. 13); Steve Le Vine(2011)，“New Afghan exit strategy: When in doubt，call it
the New Silk Road,” Foreign Policy(November 7).
30) 박승준(2015. 4. 3), ｢미국의 ‘對중국 포위망’ 뚫고 아시아·유럽 잇는 ‘뉴 실크로드’｣, 이코
노미조선; 李希光(2011. 11. 30), ｢美國新絲綢之路戰略與中國安全新形勢｣, 淸華大學國際傳播
硏究中心, http://www.media.tsinghua.edu.cn/index.php?m=content&c=index&a=show&catid=22&id=
1455(검색일: 2015. 3. 4).
31) 제프리 베이더 지음, 황성돈 옮김(2014),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내부에서 바라본 미국의 동
아시아 전략,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p. 29, 36.
32) 제프리·베이더 지음, 황성돈 옮김(2014),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내부에서 바라본 미국의 동
아시아 전략,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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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9년 7월에는 아세안 외무장관확대회의에 참석하여 미국이 동남아를
매우 중시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2010년 10월 28일에는 하와이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발표하였다. 전통 동맹국들과 양자간 안보동맹 강화, 신흥
강대국과의 협력강화, 지역 다자기구와의 교류 및 참여 확대, 무역 및 투자
증대, 광범위한(broad-based) 군사배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확산이라는 여
섯가지 주요 행동방침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전진배치외교(forward-deployed
diplomacy)가 주요 내용이다.33) 2011년 Foreign Policy 기고에서도 향후 10
년의 외교, 경제, 전략 및 기타 부문에서 정책의 중심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 이동시키겠다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
였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쇠퇴
라는 우려로부터 출발되었다고 판단된다. 아·태지역이 현재 경제 및 안보적
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신흥강대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
성하려는 단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이 감소
되거나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질서에서 미국이 배제될 것이라는 우
려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질서 구성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미·중 간 경
쟁구도 속에서 이 지역 국가들도 정책적 선택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직면
해 있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기고문에서 아·태지역 문제에 미국이 적극 참여할 것
임을 강조하여, 미국이 이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경제적·전략적 이슈에 대한

33) “America’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2010),” Remarks Hillary Rodham Clinton Secretary
of State Kahala Hotel Honolulu, HI(October 28), http://www.state.gov/secretary/20092013clinton
/rm/2010/10/150141.htm(검색일: 201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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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참여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이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
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향후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
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아·태지역이 기회의 땅이라는 점을 강조하
였다. 급변하는 아시아 정세로 인해 대두되는 현안들, 예를 들면 영토분쟁과
해상분쟁, 새로운 위협, 항해의 자유, 자연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의 지역분포를 유지하고 작전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는 방침도 제시하였다.34)
미국이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전략적 중심을 이동시키는 데에는 아시아가
경제적·안보적 차원에서 미국에 점점 더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
문이다. 경제적으로 아시아는 세계 총생산의 1/2을 차지하며 세계경제의 엔
진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미국과 아태지역의 무역액은 1조 1천억 달러로
미국과 유럽의 무역액 6천 7백억 달러의 두 배 정도를 기록하였다.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안보적으로도 중국은 군사비 지출을 크게 증가시키
고 있으며 전략적으로도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고자 한다. 스톡홀름 국제평
화연구소(SIPIRI)가 추산하고 있는 각국의 군사비 지출에 따르면 2013년 현
재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약 1,800억 달러로 추정된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탈냉전기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군사력 운용에서도 반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A2AD: Anti-Access and
Area Denial)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어, 미국은 중국이
중국 본토와 주변 해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34) Hillary Rodham Clinton(2011),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Octob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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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간주한다.35)
그림 1. 중국의 군사비 지출 추이

자료: SIPRI.36)

미국이 표명한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
의 대상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주변에 위치한 이웃 국가들이다. 중국의 주변
지역에서 미·중 양국은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정학적 차원의 경쟁관

35) U.S. Department of Defense(2011),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p. 2; 신성호(2012), ｢미국의 아시아귀환과 동북아정세｣, Policy Brief,
No. 6, pp. 1~12.
36)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http://www.sipri.org/research/armaments/milex/milex_database
(검색일: 2014. 8. 23),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2014),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KINU 연구총서 14-12, p. 25 그림 Ⅲ-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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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되어가고 있고, 이 지역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시아 지역에서 권력관계가 재편되고 있
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37) 중국은 이미 국력이 상승하여 스스로 외교환
경을 만들 만한 능력도 증가되었다는 중국 전문가의 의견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봉쇄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하게 한
다.38) 중국은 향상된 국제적 위상만큼 지정학적으로 주변지역을 통제하고자
할 것이고 이렇게 변화된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목표를 미국이 존중해 주기
를 바라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발전공간을 제약하는 견제와 봉쇄 전략
을 지속하고 있다.39)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대내외적 상황은 중국에 보다 적극적인 전
략을 제기하도록 촉구했다. 중국이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
내 산업구조 전환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을
통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봉쇄 정책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다.
결국 중국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통제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이 자
극이 되어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일대일로 구
상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일대일로 구상은 2013년에 처음
제기되어 추진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장기적 차원의 계획
37) 마틴·자크 지음, 안세민 옮김(2010),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서울: 부·키, pp. 375~382.
38) ｢專家: 中國外交布局以周邊爲中心，領導人因素加大｣(2014. 11. 25), 澎湃新聞, http://news.
takungpao.com/world/exclusive/2014-11/2838294.html(검색일: 2015. 5. 7).
39) 沈丁立(2012), ｢中美關係: 競爭合作 風險增大｣, 國際問題研究, 第6期, pp. 32~34; 朱鋒
(2012), ｢奧巴馬政府“轉身亞洲”戰略與中美關系｣, 現代國際關系, 第4期, pp. 1~7, p. 50; 金
燦榮, 趙遠良(2012), ｢奧巴馬連任後對外政策及中美關系前瞻｣, 現代國際關系, 第12期, pp.
10~15,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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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가와 이익공동체 및 운명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력 향상만큼 주변지역과 국제사회에서 정치·외교적 입지를 강
화시키기 위한 취지의 구상인 셈이다.

2.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추진 현황과 내용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과 10월 제기한 ‘실크로
드 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을 종합하여 발전시킨 개념이다. 시
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7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대학의
강연에서 중국과 유라시아 각국이 경제협력과 발전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실
크로드 경제벨트’를 건설하자고 제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강연을 통해 점(點)
으로 선을 이끌고 선에서 면까지 점차 지역협력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정
책소통(政策溝通)’, ‘인프라 연결(設施聯通)’, ‘무역원활(貿易暢通)’, ‘자금융
통(資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이라는 5통(五通)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시행한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심화시켜 더욱 긴밀하게 운명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
조하며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공동건설을 제의하였다.40)

40) 習近平在納紮爾巴耶夫大學的演講(2013. 9. 7), ｢弘揚人民友誼共創美好未來——在納紮爾巴耶夫大
學的演講｣, 中國外交部, http://www.fmprc.gov.cn/mfa_chn/ziliao_611306/zt_611380/dnzt_611382/ydyl
_667839/zyxw_667918/t1074063.shtml(검색일: 2015. 3. 2); 習近平在印度尼西亞國會的演講
(2013. 10. 3), ｢攜手建設中國-東盟命運共同體——在印度尼西亞國會的演講｣, http://www.fmprc.
gov.cn/mfa_chn/ziliao_611306/zt_611380/dnzt_611382/ydyl_667839/zyxw_667918/t1084354.shtml
(검색일: 2015. 3. 2); ｢習近平：創新合作模式 共同建設“絲綢之路經濟帶”｣(2013. 9. 7), 中國共
產黨新聞網, http://cpc.people.com.cn/n/2013/0907/c164113-22840646.html(검색일: 201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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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제안에 따라 점차 일대일로 구상으로 구체화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후 중국 지도부는 국내외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곳에
서 매번 일대일로 구상을 언급하였다.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언급들을 간략하게 [표 2]로 정리할 수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표 2. 일대일로 관련 발언과 내용

주요 내용
2013년
9월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 주장; 5통(五通) 실현
강조

비고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학 강연

11월

21세기를 향한 해상실크로드 건설 주장

11월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 문건에 정식으로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추진한다고 기재

인도네시아 국회연설

12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 건설은 2014년
경제의 중점

-

2014년
3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서둘러
규획; 아시아 전체의 진흥을 위한 양대 날개임을 강
조하고 서둘러 규획 주문

왕이 외교부장
양회 외신기자회

10월

아시아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경제 분야의 협력
을 강조하며 일대일로의 공동건설을 주장

리커창 보아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

11월

일대일로 건설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 중앙외사영도소조공작
문화 등 각 방면의 협력을 촉구한다는 점 강조
회의

2015년
2월

‘일대일로 건설공작 영도소조’ 조직; 장가오리 부총
리가 조장,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
로드의 공동건설 추진을 위한 청사진과 행동

3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공동
건설 추진을 위한 청사진과 행동’ 계획 발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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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3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공중앙의 전
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 문건에서는 정식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추진한다고 공표하였다. 12월에
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 건설이 2014
년 경제업무의 중점이라고 강조하였고, 2014년 3월 ‘정부공작보고’에서도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서둘러 규획(規劃)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41) 뿐만 아니라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외신기자회견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은 아시아 전체의 진흥을 위한 양대 날개이므로, 관
련국들이 공동 검토(共同探讨)하고 공동 건설(共同建设)해서 공동으로 수익
(共同受益)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42)
2014년 10월 보아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아
시아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경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일대일로의
공동건설을 주장하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11월에 개최된 중앙외사영
도소조 공작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건설은 실무적 협력을 통해
관련국들의 윈-윈(Win-Win)을 촉구하되,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대외협력의
각 방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이

41) ｢“一帶一路”引領慢牛行情｣(2015. 5. 11), 中國經濟網.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규획(規劃)’은
비교적 장시간이 필요한 발전계획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교육발전규획, 10년 규획, 농업
발전 장기규획 등으로 사용된다. ‘계획(計劃)’은 업무나 행동을 개시하기 이전에 사전에 세
우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 업무계획, 훈련계획, 과학연구 계획
등으로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계획’으로 통칭해서 사용한다. 실크로드 경제벨
트와 해상실크로드 건설은 짧은 시간 내에 완성될 수 없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
므로 ‘규획’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42) ｢王毅：“一帶一路”爲亞洲振興插上兩支翅膀｣(2014. 3. 8), http://www.fmprc.gov.cn/mfa_chn/
ziliao_611306/zt_611380/dnzt_611382/ydyl_667839/zyxw_667918/t1135313.shtml(검색일: 201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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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의 협력을 특히 강조하던 이전의 정책과 비교해 보면 현저한 입장
변화로,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중국이 경제적 차원의 협력을 추진할 뿐만 아
니라 연선(沿線)국가와의 다차원적,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
를 표명한 것이다.43)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목표가 주변지역의 안정 유지에
서 주변지역의 안정과 경제협력으로, 다시 주변지역의 안정, 경제협력 및 정
치·안보적 차원의 협력으로 확대된 점과 맥을 함께하는 부분이다.
2015년 2월에는 ‘일대일로 건설공작 영도소조(一帶一路建設工作領導小
組)’를 조직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대한 보다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
다. ‘일대일로 건설공작 영도소조’는 조장 한 명과 부조장(一正四副) 네 명으
로 구성되었는데, 장가오리(张高丽) 국무원 부총리가 조장을 맡았고, 왕후닝
(王沪宁) 중공중앙정책연구실 주임과 국무원 부총리 왕양(汪洋), 국무위원
양징(杨晶) 및 양제츠(杨洁篪)가 부조장을 맡았다. 일대일로 건설과 관련하
여 당 중앙에 영도소조가 조직되었다는 것은 중국이 일대일로 건설업무를
중시하고 있고 업무추진 속도를 가속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왕이 외교부장도 일대일로 건설의 ‘전면적 추진’은 2015년 중국외교의 핵
심어(keyword) 중 하나라고 밝혔다.44)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博
鰲論壇) 2015년 연차회의가 개최되는 기간이었던 3월 28일에는 중국의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외교부, 상무부가 소위 일대일로 백서라고 할 수 있는
43) ｢中國“一帶一路”引領對外戰略轉型｣(2015. 1. 2), 中國評論新聞網.
44) 제13기 3차 전국인대 기간에 왕이 외교부장은 2015년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관련
기자회견에서 2015년 중국외교의 핵심어는 ‘하나의 중점과 두 개의 주요 노선(一個重點, 兩
條主線)’인데, 하나의 중점이란 ‘일대일로’의 전면적 추진이고 두 개의 주선이란 평화와 발
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王毅谈2015年中国外交：重点是全面推进“一带一路”主
线是做好和平与发展两篇大文章｣(2015. 3. 8), 人民网, http://lianghui.people.com.cn/2015npc/n/
2015/0308/c394292-26656109.html(검색일: 201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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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공동건설 추진을 위한 청사진
과 행동(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계획
(이하 일대일로 백서)을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며, 영도소조 판공실을 국가발
전개혁위원회에 두어 구체적인 영도소조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내용
도 발표하였다.45)
일대일로 백서는 서언과 8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인 전략과 정
책을 담고 있다기보다 여전히 원칙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대일
로 구상을 제기하게 된 시대적 배경,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위한 원칙, 중점
협력 분야, 협력기제 및 전망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일대일로 구상의 연선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46) 일대일로 백서 발간이 “중국 외교전략
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임을 암시한다”는 평가처럼,47) 일대일로 백서 발간 이
전에는 논의단계였을 뿐이었지만, 향후에는 구체적인 조치들의 실행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주변 이웃 국가와 진행한 다양한 협력
들은 일대일로 건설과 연계되어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45) ｢“一帶一路”建設工作領導小組亮相｣(2015. 2. 3), 東方早報, http://www.dfdaily.com/html/33/
2015/2/3/1234060.shtml(검색일: 2015. 3. 5); ｢“一帶一路”建設工作領導小組再度亮相｣(2015.
3. 30), 環球網, http://finance.huanqiu.com/roll/2015-03/6050166.html(검색일: 2015. 5. 10).
46) ｢“一帶一路”具體方案出爐，中國四大區域全面開放｣(2015. 3. 29), 新華網.
47) ｢“一帶一路”頂層方案出爐引多角度解讀｣(2015. 4. 10), 人民網, http://news.163.com/15/0410/
09/AMR2IPIN00014JB6.html(검색일: 201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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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대일로 루트

자료: 국민일보 (2015. 3. 30).48)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그림 2]에서도 보듯이, 육상루트는 서안에서 시
작하여 우루무치-중앙아시아-이스탄불-뒤스부르크까지 이어지며 해상루트
는 푸젠성 취안저우(泉州)에서 시작하여 광저우-싱가포르-방글라데시-탄자
니아 바가모요 항구-홍해-지중해로 이어지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은 ‘정책소
통’, ‘인프라 연결’, ‘무역원활’, ‘자금융통’, ‘민심상통’이라는 5대 중점 사업
(五通)을 육상루트, 해상루트와 관련 있는 연선국가들과 추진한다는 것이다.
5대 중점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정책소통’ 사업은 일대일로 건설의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 국가의 다양한 차원의 거시정책 교류 기제를
조직하여 경제 및 실제 협력과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책의 통일성을

48) ｢힘받은 시진핑 “2020년 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하자”....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 연설｣
(2015. 3. 30),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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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자는 것이다. ‘인프라 연결’ 사업은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우선 사업영
역으로 연선국가들이 철도, 도로, 전력, 통신 및 에너지 운송과 관련된 기초
인프라 건설과 기술표준시스템을 통일시켜 점진적으로 아시아의 소지역 및
아시아·유럽·아프리카의 인프라 시설 네트워크를 연결시키자는 것이다.
‘무역원활’ 사업은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중점사업 영역으로 무역과 투자
의 장벽을 제거하고 다양한 자유무역지대를 수립하여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춰 변경과 항구의 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고 통관비용을 낮춰 연선국가들과
의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자금융통’ 사업은 일대일로 건설을
위해 필요한 버팀목과 같은 사업으로 AIIB, 브릭스개발은행과 같은 금융기
구 설립, 실크로드 기금운용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외국 기업들
의 중국 내 위안화 채권 발행 허용 및 중국 국내 금융기구와 기업이 국외에
서 위안화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금융 분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
는 사업이다. ‘민심상통’ 사업은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사회적 토대로 문화
교류, 학술교류, 인재교류와 같은 민간협력 확대로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것
이다.49)

49) ｢授权发布: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2015. 3. 28), 新華社,
http://news.xinhuanet.com/2015-03/28/c_1114793986_2.htm(검색일: 201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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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추진성과와 함의
1.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추진성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글자 그대로 단순하게 철도와 항만 건설을 통한
육상교통로(帶)와 해상교통로(路)만을 구축하는 계획이라기보다 아시아에
서 유럽지역까지 잇는, 경제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큰 그림이라는 것이
중국 대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50) 2015년 3월 종합적인 일대
일로 백서가 발표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예컨대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연선국가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지 획득을 위한 중국 지도부의 관련국가 방문, 일대일로 추진에 필요한
정치와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추진, 연선국가를 잇는 철도와
항만 등 교통·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부터 경제와 문화교류 추진,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과 금융기구 수립 등 후속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마련
하고 있다.
우선, 중국 지도부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방문을 통해 관련국의 공
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일대일로 구상
은 중국 주변외교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장기적인 차원의 계획이
다. 중국은 향상된 경제적 위상만큼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데, 이
50) 朴驻华, 刘潇萌, 滕卓攸(2015), ｢中国对“一带一路”直接投资环境政治风险分析｣, 張洁 主編, 中
国周边安全形势评估“一带一路”与周边战略(2015,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pp. 187~188;
Michael D. Swaine(2015),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7, pp. 1-24; Nadege Rolland(2015), “China’s New
Silk Road,” NBR(February 12), http://nbr.org/research/activity.aspx?id=531#.VOD-XP7mN10.
twitter(검색일: 201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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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국의 주변지역에서 시작하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은 단순한 상품무역
부터 국가의 기반시설 연결, 이를 지지해줄 수 있는 금융협력 및 경제협력,
민간협력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건설이 성공적으
로 추진된다면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질서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표 3. 중국 지도부(시진핑, 리커창)의 일대일로 연선국가 방문 현황 51)

지도부

시기

방문국가

논의내용

시진핑

2014.2

러시아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러시아의 동참을 환영

시진핑

2014.3

독일

시진핑

2014.4

벨기에

중국-유럽의 협력을 일대일로와 결부시켜 논의

시진핑

2014.6

아랍

일대일로 건설은 중·아랍의 공동이익에 부합;
인프라 건설을 추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각국
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 강화 합의

시진핑

2014.8

몽골

일대일로 건설과 AIIB 설립에 의견교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하는 데 협력강화

시진핑

2014.9

몰디브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지지, 적극참여 표명;
해양과 경제,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증진 합
의, 투자분야 9개 협정 서명

시진핑

2014.9

스리랑카

해양, 경제무역, 인프라 건설, 국방, 관광 등 다
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인식

인도

BCIM(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경제회
랑 개발의 공동추진 제안; 철도 기반시설 건설,
관개 기술 지원, 관광·문화 교류에 관한 협력협
정 체결

시진핑

2014.9

51) 김규연(2015. 5), ｢중 ‘一帶一路’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2015. 5. 8), 산업은행
조사월보, p. 93; ｢习近平访问哈萨克斯坦, 前年在哈首提丝路概念｣(2015. 5. 8), 北京靑年報,
http://news.qq.com/a/20150508/003459.htm(검색일: 2015. 6. 3); ｢习近平访白俄罗斯推动“一
带一路”向欧亚延伸｣(2015. 5. 10), 中国日报网, http://news.163.com/15/0510/15/AP8UTSCJ000
14SEH.html(검색일: 2015. 6. 3); ｢중국-베트남, 갈등은 관리하고 협력은 강화한다｣(2015.
6. 19), 연합뉴스; ｢몰디브 “시진핑 주창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지지”｣(2014. 9. 16),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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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지도부

시기

방문국가

논의내용

시진핑

2014.10

아세안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상협력 강화, 일대일로 공
동건설 추진

카자흐스탄

고속도로, 도시철도, 수력 및 풍력발전소 건설,
자동차, 승강기 제조 등 33건 협력 문건 서명,
70억 위안 규모의 통화 스와프 체결; 일대일로
추진에 협력의사 밝힘

리커창

2014.12

시진핑

2015.4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과 관련한 30여 개 MOU를 포함
한 51개의 협력 MOU 체결, 카라치~라호르~아
슬라마바드~페샤와르를 잇는 1,726㎞ 철도 간선
계약체결

시진핑

2015.5

러시아

러시아 모스크바~카잔 770㎞ 고속철도 건설에
공동투자 합의; 중국 페트로차이나와 러시아 가
스프롬의 러시아~중국 간 가스관 건설 합의

시진핑

2015.5

카자흐스탄

중국의 일대일로와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졸 구
상과 연결 논의; 에너지와 금융협력, 인문교류
심화와 안보 협력강화 합의

시진핑

2015.5

벨라루스

리커창

2015.5

베트남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적 지지 표명
기초 인프라 건설과 상호연결 프로젝트, 해상
및 금융 협력 합의

일대일로 구상은 관련국의 협력과 지지 없이는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중
국 지도부는 일대일로 구상을 발표한 이후 관련 국가와 일대일로 건설의 필
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얻어야 했다. 일대일로 구상은 초기
단계로 국가간 협력과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은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하며 연선국가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시진핑 주석
과 리커창 총리의 연선국가 방문은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로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연선국가들의 지지를 받거나 참여의지를 표명하
고, 해당 국가들과 관련 분야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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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중국의 언론에서도 근 60개국과 아세안, EU, 아랍국가연맹 및 국제기
구 등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한다.52)
둘째,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에 필요한 제도적 차원의 정책소통을 위한 연
구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연선국가들의
우호협력 촉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크로드 경제벨트 협동연구 창조센터
(丝绸之路经济带研究协同创新中心)’를 발족시켰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협
동연구 창조센터’는 육상루트가 시작되는 지점인 중국 서안에 있는 서안교
통대학이 상무부 및 산시성과 함께 조직한 것이다. 칭화대학, 란저우대학,
영국의 캠브리지대학, 미국의 뉴욕대학, 싱가포르의 싱가포르국립대학 등
관련 대학과 연구기구들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센터에서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을 위해 필요한 법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의 제도 구축과 우호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
고 소개되고 있다.53)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에서 참여 국가
들이 정책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구상을 성공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산업계의 공동연구를 통해 그 내용을 채워가
기 위한 행보라고 판단된다.

52) ｢一帶一路規劃將發多個語言版本已贏得60國參與｣(2015. 1. 23), 上海證券報; ｢習近平“一帶
一路”戰略構想取得實實在在成果｣(2015. 8. 6), 中國經濟網, http://world.people.com.cn/n/2015/0806/
c157278-27420588.html(검색일: 2015. 8. 6).
53) ｢“絲綢之路經濟帶研究協同創新中心”在西安啟動｣(2015. 1. 23), 新華網, http://politics.people.
com.cn/n/2015/0123/c1001-26438098.html(검색일: 201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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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철도, 도로 인프라 협력 추진 현황 54)

추진시기

주요 노선

추진 현황

2013.7

중국 허난성 정저우~독일 함부르크

국제화물열차 시범운행

2013.9

중국~우즈베키스탄

양국 협력강화 및 철도 조기착공
합의

2013.11

중국 광둥성 둥관~러시아 모스크바

국제화물철도 개통

2013.11

중국 시안~카자흐스탄 알마타

중국 시안~러시아 모스크바 노선
의 일부 개통

2014.2

중국~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
과 연계방안 논의

2014.7

중국 칭짱철도~네팔 르카저스

중국 칭짱철도의 라사~르카저시
개통

2014.12

중국 칭짱철도~네팔 키롱

인도, 부탄, 네팔 국경지역까지
칭짱철도 연장합의; 2020년까지
완공 예정

2014.12

중국 란저우~러시아 우루무치

총길이 1,776㎞의 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

2014.12

중국 구이양~광둥성 광저우

856㎞의 고속철도 개통

2014.12

중국 난닝~광저우

574㎞의 고속철도 개통

2014.12

중국 간쑤 우에이~카자흐스탄
알마타

2,646㎞의 화물운송철도 개통

2015.4

중국 카스~파키스탄 과다르항

카라코람 고속철도 개통 협약체결

54) 이효진, 김영선, 이장규(2014. 9),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경제권 추진 동향과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8, No. 45, p. 8; 김규연(2015. 5), ｢중 ‘一帶一路’ 전략이 한반도에 미
치는 영향 및 과제｣, 산업은행 조사월보, p. 96; ｢中國擬將青藏鐵路修築到尼泊爾, 穿過珠穆
朗瑪峰底下｣(2015. 4. 10), 財經綜合報道, http://business.sohu.com/20150410/ n411058191.shtml
(검색일: 2015. 6. 3); ｢甘肅開通首列“天馬號”國際貨運班列赴中亞｣(2014. 12. 12), 中國新聞
網, http://finance.chinanews.com/cj/2014/12-12/6873374.shtml(검색일: 2015. 7. 26); ｢現代化
交通方式初步實現絲路經濟帶“互聯互通”｣(2015. 1. 15), 新華網, http://politics.people.com.cn/n/
2015/0115/c70731-26390156.html(검색일: 201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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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철도, 항만 건설을 포함한 교통·통신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30여 개 국가와 고속철 건설 관련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데, 국가를 연결하는 고속철 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기
술은 중국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미 2009년 3개 노선(유라시아고속철, 중
앙아시아 고속철, 범아시아 고속철)을 확정했다.55) 따라서 [표 4]의 일부 프
로젝트는 일대일로 구상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추진되어 이미 개통된 노선
을 일대일로와 연계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칭짱철도(靑藏鐵路,
The qinghai-tibet railway)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2012월 4월 중국·네팔 간에
양국 무역증진 문제와 함께 협상을 시작한 바 있으며, 2014년 7월에는 칭짱
철도가 이미 티베트 라사(拉萨)에서 르카저(日喀則)시까지 연장되었고, 왕
이 외교부장이 12월 카트만두(Kathmandu)를 공식 방문했을 때 2020년까지
칭짱철도를 인도, 부탄, 네팔의 국경지역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56)
[표 5]는 중국이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동남아 국가, 중동, 아프리카,
유럽 국가들과 항만 건설 및 해상협력을 추진한 성과이다. 2013년 2월 중국
은 파키스탄 남부 과다르항의 40년간 운영권을 인수하였고 이 항구의 운영
과 관리는 중국해외항구유한공사(Chinese Overseas Port Holdings)가 담당하
게 되었다. 중국, 파키스탄 양국은 2015년 양국의 경제회랑 건설을 약속하면
서 일대일로 건설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의 핵

55) ｢中国“高铁战略”布局：正与数十国家谈合作｣(2014. 6. 19), 新京报, http://www.bjnews.com.cn
/news/2014/06/19/321553.html(검색일: 2015. 6. 5).
56) ｢중국의 일대일로 개발전략의 첫 단추는 네팔｣(2015. 4. 9), 글로벌이코노믹, http:// www.
g-enews.com/ko-kr/view.php?ud=201504091313149529042_1(검색일: 2015. 6. 7); ｢中國擬將
青藏鐵路修築到尼泊爾穿過珠穆朗瑪峰底下｣(2015. 4. 10), 財經綜合報道, http://business.sohu.
com/20150410/n411058191.shtml(검색일: 201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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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프로젝트로 6개의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은 그중 하나이다.57)
과다르항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의 한쪽 끝 지점에 위치해 있어 일대
일로 건설에 매우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과다르항 개발과 건설은 중국이
2001년 이미 파키스탄과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이후 10년 넘게 공을 들여왔
다. 과다르항은 파키스탄 남부에 위치해 있어 중국이 중동의 원유를 수입할
때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인도양을 통해 에너
지를 수송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58) 중국은 해양수송로 확
보를 위해 ‘진주목걸이(Strings of Pearls)’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파키스탄
의 과다르항은 중요한 거점으로 평가된다.59)

57) ｢習近平訪問巴基斯坦, 一帶一路起步中巴經濟走廊｣(2015. 4. 20), 中商情報網, http:// www.
askci.com/news/2015/04/20/115833lyw7.shtml(검색일: 2015. 6. 7).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외
에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신유라시아 대륙교량,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중국-인도차이나반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BCIM) 경제회랑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요 경제권을 철도·도로 등 물류망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일대일로 구
상 추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中,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전세계 6대 경제회
랑 추진｣(2015. 5. 28), 연합뉴스.
58) 이용인, 테일러 워시번 엮음(2014), 미국의 아시아회귀 전략, 서울: 창비, p. 76.
59) ‘진주목걸이 전략’이란 중국이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 원유와 자원 수송을 위한 해상기지
와 군사요충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파키스탄 과다르, 스리랑카 함반토타, 방글라데시
치타공, 미얀마 시트웨 등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이 거점들을 연결하면 진주
목걸이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렇게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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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항만 및 해상협력 추진 현황 60)

추진시기

주요 노선

추진 현황

2013.2

파키스탄 과다르항 운영권 인수

2014년 2월 경제협력지구 건설 가속
화 합의

2013.2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건설 합의

2014년 6월 방글라데시, 추가 투자
유치 의사표명

2013.3

탄자니아 바가모요 항구 개발협정
체결

2015년부터 건설 예정

2013.8

스리랑카 콜롬보 국제컨테이너터미
널 운행

중국 초상국 국제유한공사가 지분
85% 보유 및 운영계획; 중국이 차관
을 제공하여 스리랑카 함반토다항구
운영 중

2013.11

예멘 아덴항 및 모카항 컨테이너 부
두 확장을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차
관 제공 합의

중국~예멘 정상회담에서 항구 확장
건설 및 에너지 관련 양해각서 체결

2014.6

중국~그리스 무역투자협정 체결

해운 및 조선 협력강화 전망

2015.5

태국과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인골 대운하 건설합의

102㎞ 크라 운하 건설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

중국의 해상실크로드 건설은 이처럼 중국의 해양수송로 확보전략과 연계
되어 추진되고 있다. 2013년 2월 방글라데시의 치타공(Chittagong)과 미얀마
의 시트웨(Sittwe)에 항구를 건설하기로 한 합의, 8월 스리랑카의 콜롬보 국
제컨테이너터미널을 건설·운영하는 조치와 함께 2012년 6월부터 이미 운영
하기 시작한 스리랑카의 남부 함반토타(Hambantota)항 모두 중국의 ‘진주목

60) KIEP(2014. 9), 지역경제포커스, p. 10; 김규연(2015. 5), ｢중 ‘一帶一路’ 전략이 한반도에 미
치는 영향 및 과제｣, 산업은행 조사월보, p. 96; ｢王毅访尼泊尔提出九领域合作 欢迎赴西藏
朝圣｣(2014. 12. 26), 中国新闻网, http://www.chinanews.com/gn/2014/12-26/6916505.shtml(검
색일: 2015. 6. 3); ｢중국, 태국과 ‘亞 파나마운하’추진 … ‘일대일로’ 연계｣(2015. 5. 19), 연
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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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이’ 전략의 중요한 거점이다.61) 2015년 5월 태국과 합의한 크라 운하(Kra
Canal)가 완공된다면 말라카 해협을 대체하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단축
항로로서 중국의 광저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과 연계될 수 있다.
넷째,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금융기구를 수립하고 기
금을 조성했다. 중국은 2014년 말부터 일대일로 건설을 위해 금융과 인프라
건설지원을 위한 3대 금융기구인 실크로드기금,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AIIB), 브릭스 신개발은행(NBD)을 발족했다. 먼저 실크로드기금은 2014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을 발표한 이후 12월 100억 달러의 자본금으로 실크로드기금유한공사를 설
립해 2015년 1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자본금 100억 달러 중 외환보유고에
서 65억 달러, 중국투자유한공사와 중국수출입은행이 각각 15억 달러, 국가
개발은행이 5억 달러를 출자하였는데, 향후 투자 희망자들의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62)
실크로드기금의 출범을 통해 일대일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
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현재 실크로드기금은 중국정부의 자금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민간자본도 참여할 수 있고, 기금이 인프라 건설뿐
만 아니라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투자와 무역 활성화, 인적교류, 학술교류,
61) 이효진, 김영선, 이장규(2014. 9),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경제권 추진 동향과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8, No. 45, pp. 8~10; 이재형(2014), 중국과 미국의 해양경쟁,
서울: 황금알, pp. 218~219.
62) ｢中, ‘실크로드기금’ 출범｣(2015. 2. 17), 한국일보; ｢絲路基金起航｣(2015. 3. 20), 南方周
末, http://www.infzm.com/content/108368(검색일: 2015. 6. 7); ｢賈康：400億美元絲路基金設
立有助新一輪發展｣(2015. 8. 3), 人民網, http://www.cankaoxiaoxi.com/china/20150803/879061.
shtml(검색일: 201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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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 및 제반 정책제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까지 운용되어야 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어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자금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
망할 수 있다.63)
일대일로 건설에 필요한 금융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AIIB는 2015
년 6월 29일 출범했다. 2013년 10월 동남아 순방 중에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AIIB 설립을
제안하였고, 2014년 10월에 22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지난 2015
년 6월에는 회원국이 57개로 확대되었다. 현재 AIIB의 수권자본금은 1천억
달러이며 출범 당시 청약자본금은 982억 달러인데, 중국의 출자비율이
30.35%로 가장 많으며 투표권도 26.06%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이 사실상 주
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AIIB는 기본적으로는 회원국의
인프라 부문 건설을 위한 융자제공이 설립의 주요 목적이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비회원국에도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64)
이처럼 AIIB는 주로 아시아를 포함한 회원국의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
를 지원해서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이다. 반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세계 빈곤퇴치를 최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기존

63) ｢習近平主持加強互聯互通夥伴關系對話會並發表重要講話: 倡導深化互聯互通夥伴關系, 加強
“一帶一路”務實合作, 宣布中國出資400億美元成立絲路基金，爲“一帶一路”項目建設提供投融
資支持｣(2014. 11. 18), 中國外交部, 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 gjldrhd_
611267/t1208701.shtml(검색일: 2015. 6. 7); ｢絲路基金：一個巨大的杠杆｣(2014. 11. 14), 北
京晩報, http://bjwb.bjd.com.cn/html/2014-11/14/content_232647.htm(검색일: 2015. 6. 7).
64) ｢50个国家正式签署亚投行协定中国投票权占26.06%｣(2015. 6. 29), 環球網, http://china.huanqiu.
com/hot/2015-06/6797884.html(검색일: 2015. 6. 29);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 AIIB 출범
…… 한국 지분율 5위｣(2015. 6. 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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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구가 존재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발언권과 의결권이
미약하며 WB와 ADB가 아시아 지역의 개발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AIIB의 출범으로 세계 금융질서에 적지 않은 반향이 존재할 것이다.65)
중국은 또 2015년 7월에는 상하이에서 NDB를 정식으로 출범시켜 AIIB와
의 긴밀한 협력을 표명하였다.66) NDB의 자본금도 1천억 달러로 출범하였
는데 AIIB와는 다르게 브릭스 국가들이 20%씩 동일하게 분담하기로 했고,
NDB는 설립목적이 실크로드기금과 AIIB와 상이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일대
일로를 추진하는 데 직접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중국이 일대일로를 건설하여 주변지역과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
고 지역질서 재구성을 도모하는 상황이므로 중국이 주도하여 금융기구를 수
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 대한 투자교류가 증대되었다. 중국 상무
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 일대일로 연선국가인 싱가포르, 인도네
시아, 라오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등 48개국에 대한 중국기업의 직접
투자가 70.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22%가 증가되었고, 비금융 부문의
비율도 전체 직접투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은 일
대일로 연선국가 60개 국가로부터 1,401건의 해외사업을 수주받았는데 새롭
게 계약한 사업금액이 375.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이 해

65) “ADB의 추산에 따르면 2010~2020년까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자금
수요는 약 8조 달러에 달하지만, ADB 자본금 1,600억 달러와 WB자본금 2,200억 달러를 합
쳐도 약 3,8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김규연(2015. 5), ｢중 ‘一帶一路’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산업은행 조사월보, p. 94.
66) ｢金磚國家新開發銀行將與中國政府簽訂東道國協議｣(2015. 7. 22), 人民網, http://politics.
people.com.cn/n/2015/0722/c70731-27340031.html(검색일: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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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서 수주받은 사업 전체의 43.3%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16.7% 증가한 것
이다. 새롭게 수주받은 사업 중 5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는 137건,
금액은 309억 달러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다. 중국기업의 수주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동남아로 계약액이 40.3억 달러를 기록했고 전년대비
18.2%가 증가하였다.67)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구상과 관련 있는 성(省)들도 각자의 우위를 바탕으
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정부 차원에서 일대일로 구상이 제기된
후, 비록 국가 차원의 규획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일대일로 노선과 관
련 있는 성(省)과 자치구(自治區) 및 시(市)에서는 일대일로 사업을 정부공
작보고에 기재하고 올해의 추진업무들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표명하며 일
대일로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의 구상에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표명했다.68)
예를 들어 신장(新疆)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과 중국-서남아시아유럽의 물류유통 및 통신 인프라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표명하
였고, 광둥(廣東) 역시 해상로 연결을 가속화하고 아세안 국가의 항구 등 중
요한 기초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스촨(四川)도 비교우위
를 가진 20개 기업과 무역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연선)국가를 선별하
여 협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산시성(陕西省)은
67) ｢雙邊投資增量提質, 對外承包頻簽大單: 半年盤點：“一帶一路”合作超預期｣(2015. 8. 5), 人民
日報海外版.
68) 현재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지역에는 16개 성, 자치구 및 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크로드
경제벨트’ 노선에 신장(新疆), 칭하이(靑海), 간수(甘肅), 산시(陝西), 닝샤(寧夏)의 서북지역
과 충칭(重慶), 스촨(四川), 광시(廣西), 윈난(雲南)의 서남지역 및 최근 새롭게 확장된 네이
멍구(內蒙古)가 포함되어 있고 ‘21세기 해양실크로드“ 노선에는 장쑤(江蘇), 저장(浙江), 푸
젠(福建), 광둥(廣東), 하이난(海南) 등 동부지역과 최근 확장된 산둥(山東)이 포함되어 있다.
｢解讀：“一帶一路”裏沒被點名的省份做什麼｣(2015. 4. 5), 財經綜合報道, http://www.romaway.
com/ShowNews-2509761.shtml(검색일: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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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Republic of Tatarstan)과 과학기술협력단지를 조
성하여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과학기술거점을 조성하는 등 지방정부의 적극
적인 지지와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69)

2. 일대일로 구상의 함의
이처럼 일대일로 구상이 발표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지만 중국정부의
강한 추진의지가 반영되어 벌써 적지 않은 성과를 도출해냈다. 일대일로 구
상이 장기적 차원의 계획이고 현재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이 구상
이 중국의 의도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은 경제력 향상만큼 정치·외교적 영향
력도 인정받는 지역질서를 재구성하고 ‘중국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대일로 구상이 가지는 함의를 보다 자세히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우선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이 지금까지 제기한 어떤 외교이념보다도 구체
적으로 중국의 지역 및 글로벌 질서 재구성 의지를 읽을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은 줄곧 영향력을 회복하여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강
대국이 되고 싶어 했지만, 실력을 키울 때까지 항상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원칙이 대외전략을 지배해왔고, 이러한 중국의 의
도를 오해받을까봐 강대국이 되어도 패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줄곧 주
장해 왔다. 비록 일대일로 구상이 제시하는 협력 이슈가 주로 경제 분야이지
만,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경제적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곧 정치·안보적

69) ｢中俄科技合作示範園落戶陝西, 創絲路經濟帶科技支點｣(2014. 7. 22), 人民網, http://politics.
people.com.cn/n/2014/0722/c70731-25320373.html(검색일: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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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은 이미 학습했다. 그런데 일
대일로 백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중국과 연선국가들이 철도 교통망과 같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책의 통일성(정책소통)과 기술표준시스템의 통일(인프
라 연결)을 도모하고 금융기구 설립(자금융통)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일대일로 구상을 단순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새로운 견인차 역할이 필요했다. 중국
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과 주변국가 경제발전에서 견인차 역할을 자처
하며 공동번영을 강조하는 일대일로 구상을 발표하고 추진하면서 많은 관련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국내 발전전략의 전환이라는 대내적 차원
과 글로벌 질서에서의 영향력 확보라는 대외적 차원의 요인이 일대일로 구
상의 제기배경이라고 한다면,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 국내기업의 진정한 세
계화를 촉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국가전략의 의미를 지닌다. 중국 국내기업
의 해외진출을 독려하는 저우추취 정책은 이미 1990년대 중후반부터 제기
되어 왔지만, 일대일로 구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본격적인 해외진출
에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다.
국제질서와 지역질서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축을 구성한다면 다른 한 축
은 정치·안보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안보로
구성된 두 축이 독립적으로 운용되기는 어렵다.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그렇
듯이, 중국도 최대한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안보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일대일로 구상은 새로운 투자기회와 시장 확대를 통
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자 하지만, 이는 자연스럽게 투자대상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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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치·안보적 영향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은 일대일로 건
설을 통해 경제 분야의 협력을 적극 촉구하지만, 결국에는 제도와 금융 부문
의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정치·외교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큰 그림
을 보여주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가고 있어 향후 지역질서와 글로벌 질서의 물적 기반과 규범
제정 차원에서 상당한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일대일로 구상은 연선국가들과의 협력을 촉구하여 중국과 관련 국
가들이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해당 지역 강대국
과의 지역질서 구축에서 경쟁할 수 있다.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의 핵심 대상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이고, ‘해상실크로드’의 핵심대상국은 동
남아·남아시아 국가여서, 중국이 일대일로 건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때 러시아, 인도, 일본, 미국 등 지역 강대국들과 경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구성 국가인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원래 구소련 국가로, 경제와 정치·안보적 차원에
서 러시아가 자국의 세력범위라고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신동방정책
(New Eastern Policy)’을 표방하여 유럽과의 갈등을 극동개발을 통해 극복하
고자 하는 구상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초에는 유라시아경제
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을 출범시켜,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통
합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 국가들은 러시아의 경제통합에 협력하고 있지만 중
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중국의 조치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
주도의 EEU에 참여했지만,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과 인프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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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관련 협력의정서를 체결하고 통화 스와프를 약속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총리 아흐메토프는 2015년 3월 중국을 방문하여
약 230여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인프라
시설의 완성과 제조업 발전을 촉구하고, 양국의 화물운송 철로는 2월에 이
미 운영하기 시작했다. 타지키스탄에 대해서도 중국은 약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였고, 아제르바이잔도 유럽과 비교적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
하고 있지만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사를 표명했다.70)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중국에 지지표명을 하는 것은 이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IMF에 따르면 2015년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에서 올해 2%로 하락할 것이고, 아제르바이잔은
0.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
이잔은 2월 화폐가치가 각각 19%와 34% 하락했다. 카자흐스탄의 텡게화 역
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결국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어
쩔 수 없이 자원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계획을
자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71)
중앙아시아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심지역으로, 지정학적으로 매
우 중요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
는 신장(新疆)자치구의 안정을 유지하는 일은 중국 국내사회의 안정유지와

70) ｢日媒: 中亞國家爭做“一帶一路”樞紐｣(2015. 4. 21), 參考消息網, http://column.cankaoxiaox
i.com/2015/0421/750239.shtml(검색일: 2015. 8. 3).
71) ｢日媒: 中亞國家爭做“一帶一路”樞紐｣(2015. 4. 21), 參考消息網, http://column.cankaoxiaox
i.com/2015/0421/750239.shtml(검색일: 201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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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때문에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의 기조는 일차적으
로 인종분리주의와 테러주의가 신장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다.72)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조직하여 신장지
역의 안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하였고, 더 나아가 경제협력을 강화해가고 있
다. 결국 2000년 이후 중국은 주로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2009년 중국·중앙아시아 무역량이 러시아·중앙아시아 무역량을 처음으로 넘
어선 상태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간여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된 상황이다. 중국의 ‘실크로드경제
벨트’ 구상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세력관계가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
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73)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긴밀한 경제협력을 진행하
고 있고 전략적으로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뒷마당으로 간
주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경도 경향으로 인해 지역질서 구축에 있어
정치·안보적 차원의 영향력 유지와 확대를 두고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중·러 양국의 협력은 매우 고무적이다. 중·러
양국 정상은 2015년 5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유라시아 경제연합 연계를
위한 연합성명’을 통해 양국의 지역협력 구상의 연계를 합의했다.74) 2015년
7월 SCO 정상회의에서는 SCO의 협력의제를 원래의 안보 분야에서 경제와

72) 강택구, 김예경(2012), ｢중국과 중앙아시아 관계: 미국에 대한 소프트밸런싱 전략을 중심으
로｣, 국제지역연구, 제16권 2호.
73) ｢중앙亞 자원 쓸어 담는 중국｣(2015. 4. 29), 에너지경제, http://www.ekn.kr/news/article.
html?no=132763(검색일: 2015. 5. 30).
74) ｢“一带一路”如何对接俄“欧亚经济联盟”｣(2015. 5. 10), 一财网, http://www.yicai.com/news/2015/
05/4615864.html(검색일: 201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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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정보통신, 인프라 건설 및 인문교류 등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이 제시한 일대일로 구상의 5통과 맥을 같이한다.75)
셋째,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
과 갈등과 경쟁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일대일로 백서에서도 밝혔듯이, 중국
의 일대일로 구상은 단순하게 인프라 건설을 통한 육상실크로드와 해상실크
로드 건설이 목적이 아니다. 국내 발전전략의 전환이라는 국내적 배경, 무역
촉진 및 인프라 건설과 함께 연선국가들과 관련정책을 통일시키고, 금융 분
야의 지원과 협력, 민간 분야에서의 교류확대라는 5통을 달성하겠다는 다목
적의 큰 그림이다. 물론 일대일로 구상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극복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즉 중국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연선국가들과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초국가적 글로벌 프로젝트
라는 점이다.76) 일대일로 구상이 제기된 지 2년여가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중국이 현 국제질서 주도국인 미국과 경쟁하고 갈등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연선국가들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어 일대일로 구상이 실
현된다면 미국 주도하의 기존 국제질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 미·중 간
지역 질서에서 역내 에너지 자원 확보 및 운송로에 대한 물질적 경쟁과 국제
질서 재구축과 관련된 규범제정 부분에서 주도권 경쟁의 가능성이 있다.

75) 이 외에도 인도와 파키스탄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上海合作組織成員國元
首理事會會議新聞公報｣(2015. 7. 12), SCO, http://www.sectsco.org/CN11/show.asp?id=883
(검색일: 2015. 9. 21); ｢上合組織成立14年來首次擴員 印巴將加入｣(2015. 7. 7), 環球時報.
76) 이동률, ｢‘일대일로’ 구상의 정치외교적 함의와 과제｣(2015), 성균차이나포커스, 제19호,
p. 23; 신종호(2015. 8. 12),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20; George Magnus(2015), “China Must Prove Silk Road Plan is Serious,”
Financial Times(May 4), http://www.ft.com/intl/cms/s/0/6e8e7f74-f26d-11e4-b914-00144feab7
de.html(검색일: 201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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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의 핵심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의
일부 국가까지 기존 고속철을 이용하고 신규 고속철을 건설하여 이 지역 국
가들로부터 자원과 에너지 획득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해상
실크로드’ 구상의 핵심은 해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항구에 대한 투자건
설 및 운영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여 에너지 자원의 해상운송로 확보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현재 에너지 운송과 관련된 중요한 해상운
송로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은 모두 미국이 통제하고 있
다. 때문에 중국이 추진하는 ‘진주목걸이’ 전략과 함께 ‘해상실크로드’ 건설
구상은 미국의 제해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 해상운송로 확보를
위한 수단의 일환이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에 대한 투자와 교류를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함으로써 정책적 통일성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하기에 앞서 ‘신실크로드 이니셔티
브’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을 통해 부상하는 중국의 주변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고자 했다. 미국의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미
군의 철수로 올 수 있는 공백현상으로 아프가니스탄이 재차 테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지역 국가들의 경제재건을 돕는 경제통합 구상이지
만,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및 서아시아의 교통운송로와 경제발전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지정학적·지경학적 차원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시
킴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전략이다.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
기 위해 안보적으로는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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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
국은 안보적 차원에서 2010년 말 기준으로 유럽 주둔 병력을 약 72% 감축시
켜 79,940명을 유지한 반면 아·태지역 주둔 병력은 단지 29%만 감축시켜
111,114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위치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해
외주둔 병력을 상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77) 경제적 차원
에서는 TPP를 추진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의 이러한 전진배치 외교의 결과 그 대상국들인 아세안(ASEAN 11개국), 호
주, 인도, 한국, 일본, 북한 역시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합종과 연횡을 거듭
하면서 세력균형을 통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 미국과
의 양자관계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위험분산
(hedging)을 경주하고 있다.78)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 냉전적 사고이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
을 억제하고 봉쇄한다고 비판하지만, 중국이 정면으로 미국에 도전하는 모
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79) 대외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평
가받는 중국의 한 전문가도 중국이 서진(西進)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는데, 그의 논지는 이미 중국의 동북, 동남 지역과 비교하여 서쪽 지역
국가들과의 갈등은 거의 없고, 갈등과 충돌의 요인도 매우 적어서 지정학적·
지경학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므로 관련 국가들과 지역안보
77) 신성호(2012), ｢미국의 아시아귀환과 동북아정세｣, Policy Brief, No. 6, p. 6; 미국의 아시아
로의 중심축 이동을 통한 재균형 정책의 측면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 김재철
(2015), 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신흥 강대국의 부상과 지역질서, (서울: 한울), pp.
177~194.
78) 강병환(2014), ｢미국의 동사시아전략과 중국의 대응-해상패권경쟁과 갈등을 중심으로｣, 중소
연구, 제38권 제1호, p. 82.
79) 李文, 蔡建紅(2015), ｢“一帶一路”對中國外交理念的實踐意義｣, 東南亞研究, 第3期,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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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발전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여 중국의 장기적 이익과 책임대국의 이미지
구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80) 중국의 서진전략은 중국의 새로운 발전공간
확보라는 차원에서 제기되었으나,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 지역전략과 충돌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면서 1989년 이래 25년 만에 외교적으로
최대 조정을 감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 이후 제시됐
던 다양한 외교적 개념들은 이전 지도부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진핑 시기에 보이는 대외행태들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방식
을 취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현존 국제기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방식
을 취한다기보다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중국의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현재 세계 제2의 경제규모를 가진 행
위체이며 아시아의 최대 경제주체이다. 그러나 ADB는 일본이 통제하고 있
고 일본의 투표권 비율은 중국의 2배 이상이며 은행장도 줄곧 일본인이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중국
에 더 많은 발언권을 부여하는 개혁도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다.
결국 중국의 전략은 새로운 다자기구와 플랫폼을 수립하여 IMF와 ADB에
서 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고 할 수 있다. 일대일로
구상은 미국의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중국은 실
제 의도를 드러내어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미국에 도전하는 것을 피
하고 싶어 한다. 중국이 실크로드라는 역사적 명칭을 사용한 것도 지정학적
함의가 갖는 민감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일대일로 건설은 중국에서
80) 王辑思(2012. 10. 17), ｢“西进”, 中国地缘战略的再平衡｣, 环球时报, 예쯔청 지음, 이우재 옮김
(2005), 중국의 세계전략, 서울: 21세기북스, pp. 49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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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와 서아시아 및 유럽의 일부 지역
을 관통할 것이다. 동쪽으로는 아·태 경제권을 이끌고 서쪽으로는 유럽경제
권과 관련되어 전 세계 경제의 29%를 차지하는 약 21조 달러의 경제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전체 인구의 64%인 44억 명을 포함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경제회랑을 구축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81) 이렇게 표면
적으로는 일대일로 구상이 단지 연선국가들과 장기적 차원의 경제발전 계획
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일대일로 구상의 진정한 목적은 경제 이슈 이상의 목
적, 즉 중국의 주변지역에서 정치·안보 문제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평가
를 받는다.82)
물론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강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우선 일대
일로 건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역전문가가 중국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
국의 학자들은 일대일로 구상을 높이 평가만 하고 있을 뿐 관련된 리스트에
대한 분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파키스탄이나 미얀마 같은 잠재
하고 있는 정치적 위험요인을 중국정부가 주목하지 않는다면 이후 큰 대가
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셋째, 중국학자들이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전략
적 함의만을 주장하며 마치 미국의 패권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일대일로 구상이 꼭 성공할 것이라
는 전제만을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83)
81) 李文, 蔡建紅(2015), ｢“一帶一路”對中國外交理念的實踐意義｣, 東南亞研究, 第3期, p. 5.
82) Michael D. Swaine(2015),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7, p. 16; ｢日媒：中國外交政策25年來最大調整一
帶一路爲標志｣(2015. 2. 2), 大公網, http://news.takungpao.com/world/exclusive/2015-02/2909015.
html(검색일: 201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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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 국가들의 협력은 필
수이다. 결국 중국이 주변국가들의 협력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견인할 것인
지와 중국의 주변국가들에 대한 강대국들과의 경쟁에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
인지가 중국의 일대일로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Ⅴ. 결론: 전망과 시사점
이상으로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중국의 주변외교는 자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평화로운 환경조성부터 강대
국이 되는 데 필요한 지지기반을 구축, 중국의 발언권이 반영될 수 있는 주
변지역 질서 구축을 통해 ‘중국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후 지난 30년 동안 ‘인진라이’에 의존하여 발전한 중국경제는 지속
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발전모델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중국 국력의 확대를 우려한 미국은 중국의 주변지역에
대해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을 통해 중
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고자 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그동안의 산발적인 투자와 교류를 통합하여
83) “One Belt, One Road, One Frenzied Debate(2015),” The Diplomat(June 24), http://thediplomat.
com/2015/06/one-belt-one-road-one-frenzied-debate/(검색일: 2015. 8. 5); George Magnus(2015),
“China Must Prove Silk Road Plan is Serious,” Financial Times(May 4), http://www.ft.com/
intl/cms/s/0/6e8e7f74-f26d-11e4-b914-00144feab7de.html(검색일: 2012. 9. 21); 이동률(2015),
｢‘일대일로’ 구상의 정치외교적 함의와 과제｣, 성균차이나포커스, 제19호, p. 23; 신종호
(2015. 8. 12),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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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구상을 발표하였다. 육로와 해로를 따라 인프라 건설을 기초로
하여 ‘띠’와 ‘길’을 연결하는 경제협력지대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중
국이 발표한 일대일로 백서에 따르면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연선국가들과
정책, 금융, 무역 및 민간교류확대 등 5통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이다. 중국은
그동안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성과를 일대일로 구상 사업과 연결하기도 하
고, 일대일로가 통과되는 연선국가들과 새로운 협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도출해낸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금융기반인 실크로
드기금과 AIIB를 이미 출범시켰고, 관련 국가들이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적
극적인 참여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경제무역로 개통이지만, 실제로는
경제협력을 통한 제도구축과 규범제정을 포함한 정치·안보적 의미까지 확대
될 수 있는 큰 그림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견
인차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은 주변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자처하며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
건설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다면, 이는 경제적 영향력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치·안보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은 일대일로 추진과정에서 지역질서와 국제질서에서 상당한
경쟁과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일대일로의 핵심대상국은 포스트소비에
트 지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 동남아, 남아시아 지역들로 주로 개발도상국
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다. 중국이 주도적으로 일대일로 건설을 추
진했을 때 지역질서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겪을 지역강대국들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일대일로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기존 국제질서에 주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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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 매우 클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앞서 ‘신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와 ‘아시
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 구상들은 중국의 대외확장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향후 미·중 간 갈등을 어떻게 관리
하느냐는 일대일로 실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물론 일대일로 구상이 실현되는 데에는 여러 장애요인들이 존재한다. 예
컨대, 일대일로 구상 실현을 위해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막대한 대출
을 제공했지만 연선국가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어서 이들의 경제적 취약
성으로 인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84)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가 지역강대국과 중국 사이에서, 패권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분
산 전략을 취했을 때 일대일로 구상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게
다가 일대일로 구상의 성공여부는 중국경제가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거의 대부분의 발전전략과 정책은 일대일로 구상 건설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 그만큼 일대일로 실현을 위한 중국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이다.
한국과 한반도 지역은 일대일로 구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박
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정합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현재 구상단계이고, 현
실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경쟁하며 한국이 단독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은 다양한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
84) 신종호(2015. 8. 12),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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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과 동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국의 구상에 편승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한반도까지 연
장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겠다.
현재 명시적으로 제시한 ‘일대일로’ 구상에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동북지역은 제외되어 있으나, ‘일대일로’ 구상의 동쪽 확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15년 7월 시진핑 주석의 선양과 지린 등 동북지역
방문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이 지역을 러시아와 연계할 수 있
는 북방물류기지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일 수 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85) 중
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동북아 지역의 접경지대 초국경 소지역 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Greater Tumen Initiative)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방안, ‘창지투
(長吉圖: 창춘·지린·투먼)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
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약
속한 한·중 양국이 이러한 초국경 소지역 개발협력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
는 방안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어 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85) ｢지린성 방문 9일만에 또… 시진핑, 동북 랴오닝성 방문｣(2015. 7. 28), 한겨레; ｢9일만에
다시 동북3성행 … 광폭행보 펼치는 시진핑｣(2015. 7. 28),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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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탈냉전기 북‧러관계의 회고:
옐친 시기(1991년)~푸틴 3기 정부 전(2013년)
Ⅲ. 푸틴 3기 정부 이후 북‧러관계의 변화와 배경
Ⅳ. 북‧러관계 발전의 포괄적 전망과 영향요인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Ⅰ. 서 론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전략환경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이는 전 세
계로 파급되었고, 그 여파는 아시아, 중국, 한반도로 밀려들어왔다. 우크라이
나 사태는 2013년 11월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EU와의 통합을 위한 우크
라이나-유럽연합위원회 조약과 우크라이나-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DCFTA)
서명을 무기한 연기하고 러시아와의 연대를 천명하면서 촉발되었다.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과정에서 러시아는 2014년 3월 크림 반도를 합병하였
고,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귀결되면서, 국제사회
에 냉전에 대한 기억을 되살렸다. 이 과정에서 구소련 해체 후 1990년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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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짧은 밀월을 구가하던 러시아와 미국은 상호간 전략적 적대국이 되기
를 주저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유럽 또한 탈냉전 이후 경제 및 에너지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협력적 미래를 지향하여 왔으나,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공동 제재국면을 피해갈 수 없었다. 미국과의 대립, 유럽에서의 고립은 러시
아 대외정책에 변화를 요구했다. 러시아의 아시아 지향성이 더욱 강화되었
으며, 특히 중국과의 협력이 부각되었다.1) 이어서 서방으로부터의 압력은
풍선효과를 내며, 중국을 넘어 한반도로 파급되었다.2)
한국정부가 대러시아 제재에 소극적 참여로 양국관계가 엉거주춤한 사이
에 북한은 북·중 관계의 정체국면을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상쇄하고 있다. 이
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영향력 회복을 모색하는
러시아의 의도와 결합되어 상승효과를 보였다. 바야흐로 북한과 러시아 간
신밀월의 단계에 진입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
으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이 될지 과거 전통적 협력관계의 복원으로 이어
질 것인지에 대한 역내 국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북·러관계는 소련의 지원하에 성립된 북한정권이 성립된 후,
상호간 짧은 밀월을 거쳐 많은 부침을 겪었다. 북한은 냉전기에 중·소 갈등,
미·중 수교, 미·소 데탕트 시기 등을 지나며 때로는 중국에, 때로는 러시아에
밀착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펼쳤다. 위태롭게 전개되던 북·중·러 삼각관계는
1991년 탈사회주의화된 러시아의 탄생으로 급격하게 중국으로 균형추가 기
1) Черкашин П. В(2015),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и пе
рспективы их развития,” http://ifl.wl.dvfu.ru/files/Oriental_Institute_Journal_2015_02_04.pdf
(검색일: 2015. 2. 4).
2) “Олимпиаду в Сочи посетит второе лицо в КНДР после Ким Чен Ына,” http://odnoystrokoy.ru/?p=35964(검색일: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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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기 시작하였다. 탈냉전 초기 러시아의 친서방, 친남한 정책으로 북한의 대
중국 경사는 가속화되고 중국은 북한의 가장 든든한 후원국이 되었다. 그러
나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국도 없는 국제관계는 새로운 합종연횡 구도를
만들었다. 일취월장한 국력을 보유하게 된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국제사회
에 대한 책임론과 마주하며, 북한의 일탈에 대한 조정자의 역할이 요구되었
다. 중국의 이해와 북한의 이해가 상충하는 가운데, 러시아 요소가 부각되었
다. 때마침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새로운 변화요인을 제
공하였고, 대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북한의 의도와 조응하
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북·러관계의 변화는 단순한 양자관계 차원을 넘어 동북아 다자구도에 새로
운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 질서에
각각 ‘아태 재균형전략’과 ‘신형대국관계’로 맞부딪치며 동북아의 세력구도를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가세하는 형
국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요동치는 동북아 구도에서 핵보유국임을 자임하
는 북한에 추파를 던지며 미·중 양분구도로 전개되는 동북아 정세에 북한을
매개로 과거의 전통적 영향력 복원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전개가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기존 학계의 북·러관계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몇몇 논문에서는 우크
라이나 사태 이후의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 있
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논문들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
하되 북·러관계 변화와 발전을 미시적으로 고찰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
다.3) 또한 일부 논문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북·러관계를 조명하려는 시

15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도가 있었으나 북·러관계를 옐친 시기부터 현재까지 다소 평면적으로 분석
한 점에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4) 이어서 일련의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러관계 진전의 함의와 전망을 다루고 있
으나, 북·러관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미진하다고 볼
수 있겠다.5) 그리고 북러간의 밀착을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다루는 논문도
있으나,6) 근래 북러간의 밀착이 경제적 요인만이 아닌 전략적이고 외교안보
적 이해가 결부된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국면에서 북한과 러
시아가 밀착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국가관계의 가변성
은 항상 존재한다. 이는 북·러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일련의 양국관계
접근 현상에도 불구하고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요인은 다수 존
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근래 양측이 접근하는 의도와 발전 전망, 그리고 북·
러관계의 내면에 존재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면서 북·러관계 발전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 분석을 토대로 북·러관계 변화와 발전에 따른 한반도 및 동
북아 정세에 주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탈냉전기 북·러관계의 회고, 제3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의 전개, 제4장은 최근 북·러관계 발전과 배경, 제5
장은 북·러관계 발전의 포괄적 전망과 영향요인, 제6장은 결론과 정책 제언
이다.

3)
4)
5)
6)

홍완석(2014), 유영철(2014).
장덕준(2014).
우평균(2015).
이신욱(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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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탈냉전기 북 ‧ 러관계의 회고:
옐친 시기(1991년)~푸틴 3기 정부 전(2013년)
1. 옐친 정부 시기 북 ‧ 러관계(1991~99): 갈등과 조정
탈냉전 초기를 장식한 옐친 시기 북·러관계는 두 단계로 전개되었다.7) 첫
째 시기는 갈등기이다. 이는 1991년 말 소련 붕괴를 전후로 한 1994년까지로
상정할 수 있다. 북한은 1991년 8월 소련에서 발생한 실패한 보수 쿠데타를
지지함으로써 신생 러시아와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했다. 새로운 러시아의
집권자인 옐친은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재검토하였으며, 군사적 유대도 현저
히 약화되었다. 공격용 무기 공급은 금지되었으며 차관 제공도 동결되었다.
러시아는 1961년 북·소 동맹조약인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대
한 수정 및 폐기를 검토하였다. 옐친은 1992년 로가초프 외무차관을 통해 조
약의 자동군사 개입 조항인 제1조 규정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더 이상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
는 최후통첩이라 할 수 있겠다. 구소련 붕괴에 따른 탈냉전 초기 러시아가
대서방 화해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의 존재는 미미하게 취급되었다. 마침내
1992년 11월 옐친 대통령의 방한은 한반도 정책에 있어 한국 우위를 확인하
는 자리가 되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파기하고 대북한 군사 원
조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게다가 1993년 제1차 북핵위기가 도래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북한은 핵시설로 의심되는 영변의 두 시설

7) 김용복 외(2015), pp. 17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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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관련해 국제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진실게임을 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대통령 특사인 쿠나제 외무차관을 평양에 파견하여 IAEA 사찰을
종용하는 등 북한을 궁지로 몰았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1992년 2월 미
국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량
파괴무기와 이의 제조기술에 대한 확산방지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993년 3월 12일 NPT(핵확산금지조
약) 탈퇴를 결의하였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파견된 핵분야
지원 인력의 철수 및 교육훈련 중단 등을 실행하였다. 이제 북한과 러시아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나 실질적 차원에서 과거의 전통적 우호관계
의 면모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시기는 관계 전환기이다. 이 시기는 1994년부터 푸틴 집권 전인 1999
년까지로 볼 수 있겠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대외정책
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신생 러시아는 친서방 노선을 통해 국
가 재건립을 추진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원과 의도에 대한 의구심
은 가중되었다. 이렇듯 기존의 친서방 중심의 대외정책에 비판이 제기되면
서, 대한반도 정책 또한 재정립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북·러관계의
조심스런 회복으로 나타났다. 옐친 정부 초기의 대한국 편향정책은 도전에
직면했고, 러시아의 국익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었다. 따라서 러시
아의 대한반도 전략은 북한을 고려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는 자국산 경수로 공급, 다자
회담의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노렸다. 그러나 러시아
산 경수로 공급 계획은 북·러 밀착과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 복원을 우려한
미국과 중국의 견제로 무산되고, 북핵문제는 미·중 주도하에 남북한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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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4자회담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은 단지 일국적 차
원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안보구도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졌다. 더군다나 한·소 수교에 즈음하여 도입된 한국으로부터
의 경협차관 30억 달러 중 14억 7,000만 달러만 제공된 상황에서 1993년 잔
여 경협차관이 전격적으로 중단되면서 한국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새로운 모색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즈음하여 북러간에는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협의 흐름이 나타났으며,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1997년 들어 새로운 우호조약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1999년 3월 ‘북·러 선린우호협력협정’을 가조약함으로써 북러간 관계회복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신조약에는 1961년 북·러동맹조약의 핵심내용이었던
이념적 연대 조항과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는 이념적 동질성
에 기반한 특수국가관계가 아닌 보통국가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조약은 ‘안보위협 발생시 즉각 접촉’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유사시 제한적
군사협력의 길은 열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 2월 러시아 외무장관
이골 이바노프는 가조약에 서명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는 1990년
9월 당시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의 방북 이후 10여 년만의 대북한 외교적
행보이며, 북·러 회복의 상징적 조치이다.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평양도착 성
명에서 “조약이 양국관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고 21세기에 모든 분야에서
협력 발전을 증진할 것이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킬 것”을 천명했다. 이 조
약은 북한과 러시아에서 각각 2000년 4월, 7월에 비준되었으며, 양국 관계는
회복을 위한 새로운 걸음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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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푸틴 1 ‧ 2기 정부 등장과 북 ‧ 러관계: 회복과 균형
2000년 푸틴 정권의 출범은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국제
정치에서 현실주의가 푸틴 정부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고, 다극적 세계질서
와 강대국 건설을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이 동원되었다. 때마침 국제유가의
급등은 푸틴 정권의 강대국 노선에 든든한 물적 배경이 되었다. 러시아는 현
실주의와 고유가라는 물적 토대로 대외관계에서도 공세적으로 전개해나갔
으며, 성장하는 아태지역으로 관심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러시아 아태
전략의 핵심은 역시 중국 요소이다. 그러나 옐친 정부 아래 등한시되었던 북
한과의 관계회복은 러시아의 외교의 과제 중 하나였다. 소련 붕괴의 혼란 속
에 방치되었던 대북한 정책으로 인해 북·소 간 전통적 동맹의 약화와 와해를
야기한 것은 신생 러시아의 뼈아픈 외교 실책이었다는 반성이 있었다. 이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영향력 추락으로 이어지면서 동북아 안보구도에서 러시
아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제 새롭게 등장한 푸틴 정
부는 남북한 간 균형을 추구하는 가운데, 북한과 2000년 2월 ‘우호친선조약’
을 체결했고, 같은 해 7월 역대 소련시절 이래 최고지도자의 평양 방문이 실
현되었다. 뒤이은 2001년, 2002년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은 양국관계 복원의
신호탄이 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러북관계 강화를 위해 부시 미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북·
중·러 삼각연합전선의 형성, 북한 카드를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유지의 지렛
대로 사용, 중단된 남북대화의 중개자로 나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 시
베리아 횡단철도-한반도 종단철도(TSR-TKR: Trans Siberian Railway-Trans
Korean Railway) 연결 등 남·북·러 삼각협력을 통한 경제실익의 확보,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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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무기 판매를 통한 경제이익 증대 및 한국에 대한 북한 카드의 활용 등
에 정상회담의 무게를 두었다. 이때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러 양국관계가 정
치, 안보·군사, 경제 등 제분야에서 한 단계 더 격상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8)
2002년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의에서 푸틴은 “북한으로부터 악의 축
(Axis of Evil)-그 해 1월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지칭한-이라는 낙인을
떼어내고 물리적 제재를 수반하지 않고 북한을 변화의 길로 유도”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푸틴의 러시아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서는 중재
자로서, 북한의 대외문제에서는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시도하였다. 러시아는
스탈린 체제, 사회주의 체제라는 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 북한을 누구보다
도 잘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001년 7월 북한이 경제관리개선조치(7·1 조치)를 취하자 러시
아의 정책전문가들은 이를 제한적인 것이긴 하지만 ‘유례 없는 혁명적 조치’
로 환영하면서 북·러 관계 복원이 북한정치에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
하였다.9)
푸틴 1·2기 정부의 대한반도 균형정책은 푸틴의 후계자인 메드베데프 정
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2011년 8월 평양을 방문한 메드베데프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한반도 영향력 회복을 위한 청사진을 펼쳐보였다.
한반도에서 전통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근본
적으로 러시아의 정체성은 유럽 편향을 벗어나진 못했다. 게다가 이미 북한

8)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2012), 북방 삼각관계의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
로, 서울: 통일연구원, p. 125.
9) 이정철 외(2013),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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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의 영향력이 폭넓게 투사되고 있었으며,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역할
은 제한적이고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었다.

Ⅲ. 푸틴 3기 정부 이후 북 ‧ 러관계의 변화와 배경
1. 북 ‧ 러관계의 변화와 발전10)
푸틴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균형정책의 기조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난 1990년 옐친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지나치게 남한에 경사되었다는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하에 진행되고 있는 대한반도 균
형정책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국면을
촉발시키면서 러시아의 대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동
북아 질서의 현상유지가 아닌 적극적 개입을 통한 전략환경의 변화를 모색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받
는 변화는 북·러관계의 강화이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이미 2013년 2월 발
표한 ‘대외정책개념’에서 보인다. 러시아는 현 국제정세가 더 이상 미국 중
심의 일극체제가 아니며, 세계질서는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이 책
임을 다하는 다극체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 국제정세의 변화를 이끌어온 지역이 아태지역이며, 이곳에서 러
시아의 영향력 회복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11)
10) 박병인(2015), pp. 7~45(현대북한연구).
11) 제성훈, 강부균(2013),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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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점에서 2014년 3월 크림 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에 대한 미국 및
서방의 경제제재로 러시아는 기존의 동진전략이 유효했음을 인식하게 되었
을 뿐만 아니라 더욱 그 추세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인식의 귀결은 중국의 중요성 부상이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회복 기도이
다. 특히 대한반도 영향력 강화의 지렛대로 북한과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다. 이러한 러시아의 시도는 2011년 11월 김정일 사망 이래 위축된 대외관계
를 회복하고, 국제적 고립을 탈출하고자 하는 김정은 정권의 의도와도 맥을
같이하며 협력의 깊이를 확대해 왔던 것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매체는 경쟁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과
잠재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
다. 북한은 당국산하 학술기관의 논문을 통해 “원동지역의 경제발전에 일
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가 로씨야, 특히 원동지역과의 경제협
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제협력 의지를 다지고 있다.12) 또한 “우리는 로씨야와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거래를 해온 풍부한 경험과 토대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이에 토대하
여 로씨야와의 무역 특히 원동지역과의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짜고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러시아의 협력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13)
특히,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의 탈출을 모색하며 러
시아 극동지역과 두만강 지역을 고리로 북·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12) 김상학(2013), p. 55(경제연구).
13) 김상학(2014), p. 23(사회과학원 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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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가와의 다자협력에 관심을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14) 두만강 지역
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 지난 2009년 제2차 핵실험 이후 두만강 개발을
위한 국제협의체인 GTI를 탈퇴한 바 있지만, 근래의 인식변화는 주목할 만
하다.15) 북한은 해당 논문을 통해 “199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20여 년 동
안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주요 다국(多國)간 협력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두만
강 지역 개발과 그 확대판인 대(大)두만강 지역 개발”이며, 이와 더불어 “그
뒤를 이어 원유, 천연가스 수송관 부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조선 종단철도
의 연결 등이 주목되는 협력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게다가 논문은 “1990년
대에 동북아 국가들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일정한 거점,
중심지를 먼저 개발하고 그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다른 지역들도 전반적
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로부터 그런 거점, 중심지를 바로 두만강
지역으로 선정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
화는 향후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대륙철도 연결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은 두만강 지역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나진-선봉지역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경제기구들이나 외국전문가들의 타산에
의하면 두만강삼각지대를 통하여 나가고 들어오는 물동량이 전망적으로는
약 3억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분석을 하면서,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개발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다.16)
14) 리철성(2013), pp. 126~129; 박춘호(2013), pp. 57~58; 김홍일(2014), pp. 113~117.
15) 리행호(2014), pp. 43~44.
16) 김금희(2014), pp. 47~49.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중심이면서도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직접 해륙
으로 린접되여 있는 라선경제 무역지대는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아시아와 유럽을 련결하는 해
륙련대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교통로, 대륙교의 교각, 교두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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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러 간에는 러시아 극동지역과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활
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2013년 나진-하산 간 54km 철로 개통에 이어
러시아는 북한 나진항 3호 부두를 50년간 임차하고 있다. 양측은 나진-하산
간 철도 개통에 대해 ‘북·러 경협의 이정표’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
다. 러시아는 2014년 12월 나진항을 통해 유연탄 4만 500톤을 한국 포항항
으로 운송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초에 이미 2,400개 객차로 6만 4,800톤의
석탄을 북으로 운반했는데, 이는 1988년 이후 최대 물량규모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향후 자국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러
시아, 유럽, CIS, 한국 등을 연결하는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다.17)
이와 같은 북·러 접근은 장기적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가시적 성과는 러시아와 나진-하산 구간 철로 개·보수 완
성 및 나진항 현대화를 통한 물류 운송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이다. 이
미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어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가능성도 다대하다. 전문가들도 나진항이 개발되고 한반도 종
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가 연결되면 이 지역이 물류의 중심
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도 이러한 나선경제특구의 잠재
력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18)

17) Евгения Варакина, “Первый груз по ветке «Хасан-Раджин» отправится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
ея,” http://primorsky.ru/news/common/77646(검색일: 2015. 7. 13).
18) 전장석(2014),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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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 경제무역지대에서의 지대봉사업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체류하
고 있거나 투자활동을 벌리고 있는 외국인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와 생활
상 편의를 보장하고 투자가들의 기업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주는
경제활동이다.”

이처럼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양국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우
크라이나 사태 이후 긴밀한 인적 교류가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4년 2월 7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은 서방의 견제 속에 개최된 러시아 남부도시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
석하여 푸틴 대통령과 면담하고 북·러 협력의 출범을 알렸다.19) 이어서 북한
은 3월 27일 UN 총회에서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러시아에 행보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러시아는 3월 28일 UN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아킬
레스건인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지원하며 반대표를 행사하였다.
이러한 협력의 기조는 같은 해 4월 러시아 에너지안전센터 대표단 및 사할
린 주정부 대표단 방북, 유리 트루트네프(Y. Trutnev)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방북으로 나타났다.

19) “Олимпиаду в Сочи посетит второе лицо в КНДР после Ким Чен Ына”(2014),
http://odnoy-strokoy.ru/?p=35964(검색일: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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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0년 이후 북‧러관계 주요 일지

연도

내용

2000.2

조·러 우호선린협조 조약 정식 서명

2000.7

푸틴 대통령 방북, 조·러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개최
조·러 공동선언 발표

2001.7

김정일 방러, 조·러 정상회담 개최
조·러 모스크바 선언 발표

2002.8

김정일 방러, 조·러 정상회담 개최

2011.8

김정일 방러, 조·러 정상회담 개최

2013.9

나진항-하산 54km 구간 철도 개통

2014.5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 탕감

2014.6

ㆍ푸틴, 대북 차관 탕감 협정 비준
ㆍ조·러 경제공동위원회, 양측간 무역대금 루블화 결제 합의

2014.11

최룡해,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방러

2015

2015년 ‘북-러 친선의 해’ 지정

2015.5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러시아 70주년 전승절 참석

2015.7

조·러 공동선언 15주년 기념

이어서 그해 10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열흘간 러시아 방문,20) 11월 초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모스크바 방문 등 북한은 대러시아 외교를 적
극적으로 실행해 나갔다. 이렇듯 양국이 인적, 경제적 교류를 통해 협력의
깊이와 폭을 확대해 가던 중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11월 17일 김정은의 친
서를 휴대하고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면담하였다. 최룡해를 대표로
하는 방문단은 외교, 군사 및 경제 분야를 망라한 인사로 구성되었다. 방문
단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노광철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광근

20) “МИД: РФ и КНДР хотят вывести товарооборот на уровень 1 млрд. долларов.”(2014),
http://ria.ru/interview/20140929/1026031385.html(검색일: 201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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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성 부상 등으로 구성되었고, 방러 동안 푸틴 대통령 및 세르게이 라
브로프 외무상 등 러시아 최고위급에서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촉을
통해 상호협력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핵문제 해결방식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관해서 북한
의 입장을 청취하고 지지를 표명하였다.21)
한편, 두만강 지역개발과 같은 세부적 사업 외에도,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간 경협 확대를 위한 포괄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3월 극동개발부
알렉산드르 갈루쉬카(Aleksandr Galushka) 장관과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루스탐 민니하노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의 서막을 열었다.
갈루쉬카 장관은 현재 연간 1억여 달러에 머물고 있는 양국 교역액을 2020
년까지 지금의 10배인 1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22) 또한 북한의 경
화 결제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유로화를 루블화로 대체할 것에 합의하였다.23)
양국은 합의 이후 10월 20일 루블화로 무역결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로써 양측의 교역 활성화를 위한 기초공사는 마무리된 양상이다. 이
어서 4월 말 유리 트루트네프(Yuri Trutnev)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북한을 방문하여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반
적인 협력 기조하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이제까지 북러간의 교역 및
21) “Чхве Рён Хэ вылетел из Пхеньяна для визита в Россию…Ким Ке Гван сопровождает”(201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17/0200000000AKR2014111708
7453009.HTML?from=search(검색일: 2015. 8. 18).
22) “Министр: товарооборот России и КНДР может достичь 1 млрд. долларов к 2020 году”(2015),
http://ria.ru/economy/20150427/1061116591.html(검색일: 2015. 4. 27).
23) “Россия и КНДР перешли на рубль во взаимных расчетах”(2014), http://lenta.ru/news/2014/
10/20/rubl/(검색일: 2015. 7. 10); “Россия и КНДР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расчётах в рублях”(2014),
http://www.za-kndr.ru/analytics/a-galushka-stavim-zadachu-uvelichittovarooborot-s-kndr-do-1-mill
iarda-dollarov-k-2020-godu(검색일: 201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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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심화를 가로막았던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를 전격적으로 탕감한 것이
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하원이 4월 19일 비준한 109억 6,000만 달러(약
11조 3,797억 원) 중 90% 탕감안에 대하여, 5월 5일 최종문서에 서명했다.
잔여부분인 10%도 북한의 인프라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적극적 대북 경협사업 전개에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 2014
년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모스크바와 극동 아무르주, 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연해주 등을 잇따라 방문해 중앙정부 및 주정부 인사들과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서 2014년 10월에 ‘포베다’(POVEDA, 승리)라는 북·러
협력사업이 북한에서 개시되었다. 북한 철도 현대화에 따른 비용을 북한 현
지의 지하자원 개발로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북한 철도 현대화 소요비
용인 약 3,500㎞ 규모의 250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사업을 약 20년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북한과 러시아는 농업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북한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지은 뒤 생산물 일부를
본국으로 가져가기 위한 농업협력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극동 아
무르주를 기반으로 이미 농작물 재배를 시작한 북한은 이 지역의 농지 임차
규모를 늘리는 한편 다른 극동지역으로도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농업 협력
은 최근 들어 관계를 급속히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북한 공조의 대표적 사례
로 꼽히고 있다.24) 또한 10월 3일 러시아산 식량이 북한 남포항에서 하역을
시작한 이래 12월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에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식량 5만 톤의 납입이 끝났다”고 밝혔다.25) 러시아는

24) ｢북한, 러시아 극동 지역과 농업 협력에 가속도｣(2014), 연합뉴스.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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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초 UN 세계식량계획(WFP) 차원의 대북지원에 3백만 달러를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북한은 하역작업의 완료에 즈음하여 이를 양국간의 전통적
우정과 협력관계의 또 하나의 실례로서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북러간 협력은 2015년에도 이어졌다. 2015년 2월 알렉산드르 갈루
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리룡남 북한 대외경제상
을 맞이하며 2월 초 앞서 출범한 양국 민간경제협력 기구 ‘비즈니스 협의회’
를 통해 다양한 사업과제를 제시했다. 양 측은 중국과 접경한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동해쪽 나진항으로 이어지는 약 150km 구간 철도 개보수 사업
을 러시아가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러시아는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
을 잇는 철도 개보수 공사와 북한 내 철도 현대화 사업에 이어 중국 동북지
방과 나진항을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철도의 개보수 사업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26)
이어서 지난 2월 24일 러시아 하바롭스크를 방문한 리룡남은 러시아와 경
제무역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리룡남은 이날 하바롭스크 주정부 대
표와의 회동에서 2014년 북러간 채무 해결을 포함해 장기적인 경제무역 협
력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10년간 10억 달러 증가, 2015년 무역교
역량 3억 달러 증가를 독려했다. 리룡남은 또 러시아에 북한 내 광물자원 개
발 투자를 권유하며 러시아산 기계와 건축자재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
졌다. 당시 리룡남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농업(하바롭스크 변강주에 온실 건
설), 운송(북한 ‘포베다’ 철도 개보수), 기계공업, 러시아 자본을 이용한 북한

25) 조선중앙통신(2014. 12. 23).
26) ｢러-北 경제협력 강화…北철도 추가 개보수 합의｣(2015), 연합뉴스TV.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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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광물 산지 개발, 관광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7)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5년 3월 평양을 방문한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
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27일부터 에너지·무역·관광·인프
라 구축·농업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의 경제협력 사업을 쏟아내듯 발표했다.
27일 평양에서 갈루슈카 장관과 리룡남 대외경제상이 의정서를 체결했는데,
이에 따르면 2015년 2월 러시아 재정부와 북한의 식량차관 문제에 대한 양
측 공동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에 식량을 공급하는 문제와 북
의 지불능력에 관한 문제를 계속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러시아 극동
지역 연방 개입펀드가 보유한 곡물과 농산물 식품 5억 4천 9백만 루블(약
112억원) 상당, 4만 6천 톤 이상이 평양에 공급됐다.28)
북한은 경제적 분야 외에도 군사적 부문에서 협력 강화의 모습을 보이
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15년 후반기에 위험한 군사활동 예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23일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국가
두마(하원) 의장은 2015년 말까지 러시아가 북한과 위험한 군사활동 예방
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29) 이 협정은 북·러 양측이 양국
공동 국경 부근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수위를 높여야 한
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양국 국경에서 무력 분쟁 발생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7) ｢북 리룡남 대외경제상, 대러시아 교역확대방침 밝혀｣(2015), 뉴시스. (2월 24일)
28) ｢북·러 대규모 경제협력사업 발표.｣(201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
idxno=111811(검색일: 2015. 9. 30).
29) ｢러시아에 북한이 필요한 이유｣(2015), http://russiafocus.co.kr/politics/2015/07/03/47525(검색
일: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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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2015년을 ‘북·러 상호 친선의 해’로 지정하고 각종
기념 행사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30) 지난 5월에는 모스크바 러시아군중앙학
술극장에서 사상 처음 북한사진전(알렉세이 게르만 작가)이 북한 당국의 적
극적인 협조 속에 개최됐다. 최근엔 모스크바 근교 도시인 세르푸호프에 북
한문화원이 개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북러간의 밀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심혈을 기울여 개최하는 5월 9일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의 불참으
로 당초 기대했던 남북 정상회담을 중재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
하고자 했던 크렘린의 의도는 좌절되었다.31) 이는 러시아의 대한반도 전
략이 아직 정교하지 못하고, 게다가 북한에 대한 장악력이 아직 확고하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다. 향후 러시아는 대북 협력을 매개로 남북한 균형정
책을 강화하고 대한반도 영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 변화
냉전 종식 후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던 국제정치 질서는 2013년 말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정학적 의미에서 냉전 후 전개된 러시아와 서방대국 간 전략적 대립의 소
산으로 향후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러시아
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진영의 광범위한 제재에 직면하였다. 러시아는 수세
30) Кирьянов О.(2015), “Стартовал Год дружбы России и КНДР,” http://www.rg.ru/ 2015/04/
14/kndr.html(검색일: 2015. 4. 14).
31) “Эксперт: Отказ Пак Кын Хе приехать в РФ уменьшит суверенитет РК.” 2015. http://
rg.ru/2015/03/24/yuzhnaya-korea-site.html(검색일: 201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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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서방과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양측
은 우세를 점하기 위해 외교력, 정치력, 경제력 및 군사역량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말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소련의 해체 이후 우
크라이나 정부가 보인 행보는 러시아의 안보이익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
었기 때문이다.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국가건설 과정에서 안보확
립 문제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중동북 유럽 국가들의 선례를 추
종하여 유럽 접근전략을 모색했다.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안보정책은 본질상
서방 국가들로부터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 확보와 러시아의
영향력 축소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맥락에서 추진
된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럽 통합과정 참여를 국정목표로 제시하
면서 NATO와 EU 가입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갔다.32)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편입 시도는 러시아의 안보이해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
는 사안이었으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의 도화선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를 여러 서양대국들과 전면적인 대결로 이끌었
다. 러시아는 애국주의를 기치로 내걸면서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외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러시아의 대외정책 변화의 큰 기조는, 안보
는 서양을 향하고 경제협력은 동양을 향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를 동부와 서
부를 응시하는 한 쌍의 독수리에 비유한다면 동부에 위치한 독수리는 머리
를 쳐들어 동양을 향하고 서부에 위치한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서양

32) 박정호(2010), pp.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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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치하게 될 것이다. 그 세부전략은 ‘아시아에 경사되고’ ‘신흥국가들과
연합하여’ ‘미국과의 대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안
정시키는’ 것이다.33)
첫째, 아시아 제국에 경사되는 정책방향이다.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
역 국가들과의 경제관계와 정치관계를 대폭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며, 이는
근래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한다는 원칙과 일치
한다. 주요한 변화로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중
국경제의 발전에 의거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이용하
여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들 간의 경제협력관계는 더욱 돈
독해질 것이고 러시아의 동북개발 전략, 아시아 전략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다. ‘아시아 제국’들과의 협력 중에서도 러시아와 비슷한 전략적 이익과 원
칙을 갖고 있고 국제적 위상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위
기에서 객관적 입장을 고수해온 중국이 우선적인 협력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향후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을 가시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특히 상호 핵심이익을 수호하는 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울러
중대한 국제적, 지역적 안보와 에너지, 금융, 첨단기술, 상호협력, 군사기술
등의 문제에서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2014년 5월 푸틴 대통령
의 방중기간에 양국 정상이 체결한 공동선언과 러시아가 최근 중국과 협력
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러시아 엘리트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한
층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33) 王海运(2014), pp. 3~5.

∙ 174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이후 북‧러관계의 변화와 발전

둘째, 신흥국가 및 개발도상국과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신흥국가
들과 연합하는 목적은 현재의 국제관계가 심각하게 균형을 잃고 있으며, 부
조리한 국제질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자신을 신흥대국의 일원으로 자처하며 신흥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매우 중
요시하고 있으며, 브릭스 국가 및 중국·러시아·인도의 협력체제 형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 미국 등 서방의 제재로 더욱 고립되어가는 러시아는
신흥국가들과의 대연합에 더욱 집착하며, 이를 통해 서방과는 차별화된 새
로운 지정학적 역량을 규합하여 신흥대국들의 전략적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
려 시도한다. 향후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 국가, 중국·러시
아·인도의 협력체제 구축에 더욱 큰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미국과의 대결에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
해 러·미 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단기적으로 실질적 관계개선은 기
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러시아를 제재, 포위, 압박하는 전략을 지
속하여 왔고, 러시아의 부활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자명해졌다. 러시아
가 가진 저항에 맞서는 민족적 특성, 강한 군사력, 외부충격에 강한 내구력,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등을 볼 때 러시아는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
고 각종 국가자원을 동원하여 미국의 패권적 힘에 맞설 것이다. 양국간에는
상호 전략적 적대국이 되는 현상이 고착화될 것이고, 새로운 관계를 도모하
려는 노력은 적어도 오바마 정권 이후에야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 국력차로 인해 러시아가 미국에 정면으로 대치하기보다는 주변의 우
호세력을 규합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
들 들면, 우선 안마당인 CIS 회원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기본세력으로 하여, 미·중 갈등의 틈을 이용해 중국과의 협력에 박차를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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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아울러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 미국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파고
들며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을 도모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미·러 관계가 소
위 신냉전의 맹아를 보일지라도 러시아가 집단적, 전면적, 이념적 대항을 하
기에는 상대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러 관계가 신냉전으로 격화되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안정화된 대유럽 관계를 지향한다. 러시아가 지닌 태생적인 유럽 컴
플렉스, 유럽 국가의 경제력과 첨단기술, 문화적 친밀성, 경제적 상호의존의
엄존성은 러시아가 유럽을 등질 수 없는 수많은 요소 중의 일부이다. 비록
미국과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를 바로 유럽에 등치시킬 수 없다. 러시
아는 유럽과의 경제적, 기술적 협력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산업
도 유럽시장을 도외시할 수 없다. 이번 위기로 인해서 러시아와 유럽 관계는
정상괘도를 벗어나 있지만 양측은 향후 균형을 회복하고 협력할 여지가 상
당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부활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약화전
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다극화된 세계질서에서 하나의 극을 추구하며 대러
시아 관계에서 파국을 원치 않는 유럽과는 관계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 따
라서 유럽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미국발 도전과 압박에 역량을 집
중하는 것이 러시아의 전략일 것이다. 향후 러시아는 유럽과 간헐적으로 밀
당전략을 추진하되 협력의 최대치를 제고시킬 것이다. 동시에 대유럽 전략
을 이분화화여 선진유럽과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중유럽 및 동유럽 전략
에 대해서는 압박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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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양국의 접근 배경
근래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러관계의 변화와 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준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상술한 러시
아의 대외정책 변화과정에서 아시아 지향에 대한 요구는 분명해졌다. 유럽
과 서방의 점증하는 대러시아 압력 속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일말의 돌파구를 모색함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겠
다.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대치 국면에서 동북아 내 영향력 확대의 일환으로
북·러관계 강화는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21세기 들어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은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제고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과 남한 양측에
적극적 구애로 나타났다. 북·러관계는 회복과 발전을 기할 수 있었으며, 한
국과도 관계진전을 이루었다. 이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
지함으로써 극동지역 발전에 필요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도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 균형전략은 현 단계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된다. 현재 러시아의 대한반도 전
략은 큰 틀에서 두 가지 기조하에 전개되고 있다.34)
우선, 러시아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
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관점은 남북 양측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다. 즉 남북 양측이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안정적 발전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단계에서 통
34) 박병인(2015), 한반도 포커스, 2015 가을호, pp.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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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이루어지면 통일된 한반도는 남한이 흡수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될 가
능성이 크며, 이 배후에는 미국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게다가 통일
된 한반도는 아태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국가의 등장을 현실화
시킨다. 둘째,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대규모 혼란과 내전의 가능성이 존재하
며, 이는 난민 등의 발생으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으로의 월경을 초래
해 러시아 국경지대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셋째, 급작스런 상황 변화
와 대규모 혼란이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
이는 러시아의 장기 국가발전전략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것으로 본다. 따라
서 러시아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아태지역 진출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로운 공존 및 현상유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외부개입 반대와 북한의 정권붕괴
를 야기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이는 한반도 내 위기고조
를 완화하고, 외부세력이 한반도 문제를 격화시키고자 하는 기도를 차단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무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에 반대하며, 이러한 군사적 모험주의가 오판으로 인한 전쟁 발발 가능
성을 높인다는 점을 러시아는 우려한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내부모순이
격화되어 북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과 무력을 통해 북한정권의 안정
성이 위협받는 것을 반대한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2014년 5월 푸틴 대통령
은 양국의 발전을 저해해 왔던 북한의 대러 채무를 전력적으로 탕감하는
조치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북한이 외부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경계하는 데 기인한다. 이처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외부세력의 개입이든 내부모순에 의한 북한정권의
불안정이든 모두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역내 긴장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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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점이 러시아의 국가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상술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하에 최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적
극적 개입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35)
첫째, 안보·군사적 측면이다.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 확장정책은 동북아
최대 안보현안인 1·2차 북핵위기 과정의 경험이 반면교사가 되었다. 러시아
는 1992년 제1차 북핵위기 시에 미국의 적극적 개입의 결과인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위기가 봉합되는 장면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았다.
이처럼 러시아는 소련 붕괴가 자국의 역량을 동북아 지역까지 투사할 여력
이 없었을뿐더러, 친서방 및 친남한 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잃어버
린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2002년 제2차 북핵위기에는 실용적 현실주의에
기반한 대외정책의 가동으로 가까스로 2003년 출범한 6자회담에 승선할 수
있었다. 6자회담도 초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주도하에 운영되었다. 따라서 이
처럼 북한 및 북핵문제라는 동북아의 최대 군사·안보 현안에서 러시아의 영
향력이 배제되는 상황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접근은 유동적인 동북아 안보구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고
하기 위한 의도이다.
둘째, 정치·외교적 측면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1990년, 1992년 각각 한국
과 수교하였다.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 형제국에 대한 배신감이 팽배했음에
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달리 중국과의 정치·외교적 유대는 공고하게 이어나
갔다. 이는 러시아 외교사의 뼈아픈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이라

35) 박병인(2015), 한반도 포커스, 봄호,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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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대 경쟁국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지분을 양분하는 상황을 더 이상 좌
시할 경우 이 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현재 중국은 북한
에 대한 지분만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의 압력에 직면해 있어 북·중 관계가 불편한 상황이다. 이 기회에 러시아는
미·중이 양분하는 동북아 정치·외교 지형에 북한을 매개로 영향력 확대를 노
리고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의 고립을 아시아에서 전
통적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 및 유대 강화로 상쇄하려는 계산이다.
셋째, 경제적 측면이다. 3기 푸틴 정부는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지구 개발
을 위한 청사진을 가동하고 있다. 정부 내 극동개발부의 신설은 이에 대한
러시아의 의지를 읽게 한다. 그러나 러시아 동부지역의 경제적 활로는 북한
이라는 장벽에 막혀 있다. 현재 중국과의 협력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역시
아태지역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우회할 수 없다. 북
한과의 협력 확대와 영향력 확보를 통해 북한이라는 병목현상을 완화 및 해
결함으로써 러시아 동부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
가 상술한 북한의 대러 부채 탕감 등은 북한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두만강 지역 공동개발,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 진출 등은 북한의 개방화를 견인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러시아
철도의 아시아 연결, 러시아 석유 및 가스의 아시아 시장 확보로 이어지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위상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 장기적 국익의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는 북한의 의도와 조응하며 상호협력에 속도
를 내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대주변국 관계에서 러시아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북한이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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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 많은 정치안보적·경제적 ‘실리’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입지 강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힘겨운 ‘핵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
에서 미국의 일방주의,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러시아
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36) 또한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대내적으
로 권력 안정화에 몰두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주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를 이
루지 못했다.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합의된 일본 납치자 문제 해
결을 위한 북일 교섭도 초기 양측의 희망과는 달리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더욱이 전통 우방인 중국과는 북핵문제로 인해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
다. 국제사회는 북핵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자신들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론이 새
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이에 과도한 대중국 의존을 상쇄
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창출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그 대안은 러시
아라고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극동지역 개발과 북한을 매개로 동북아
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전략적 필요성하에 움직이고 있다.37)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간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듯해도 양국간
발전에 내재한 한계요인도 엄존하고 있다.
우선, 북핵문제와 상호 전략적 이해의 상이성 문제이다. 한반도는 이미 두
차례 핵위기가 발발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정세가 요동쳤다.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는 것은 러시아의 입장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복잡다기한
안보정세와 미국 및 그 동맹국의 군사적 압력에 직면한 북한은 ‘핵무장’을

36) 박정민(2013), p. 283.
37) 박병인(2015), 민족화해,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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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국가 안전보장을 도모하였다. 이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NPT 체
제의 수혜자인 러시아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충돌된다. 이렇듯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장’과 러시아의 ‘비핵화’는 상호간에 국가적 이
해가 충돌하는 접점이다. 지난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은 러시아의 이
해에 반하는 것으로 양국의 전략적 충돌의 객관적 지점을 반영한다. 이러한
양국간의 모순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상이한 정세 인식과 핵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
현하는 것이 러시아의 안정된 주변환경 창출을 위한 출발점인 것이다. 반면
에 북한의 ‘핵무장’은 국가의 생존과 안보전략의 출발점인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와 북한은 핵무기 문제에 있어서 관점과 입장을 달리한다.
북한은 탈냉전기가 도래했지만 한·일의 군사력은 날로 증대하고, 그들의 동
맹국 미국 또한 아태지역으로 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자신들을 둘러싼 가
혹한 국제정세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현 정세를
돌파함은 물론, 그 물적 수단으로 강력한 군대에 의존하였다. 한편 북한은
압박하는 적대국들과의 재래식 무기 경쟁을 우회하는 비대칭 전력으로서
‘핵무장’을 도모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무원에
처해 있어 인접 대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지
극히 당연한 국가전략 방향이다. 비록 북한의 핵무장이 러시아의 핵심이익
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지만 동북아 안보구도의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러시아의 아태지역 전략 수립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는 안정과 평화로운 환경을 유지하고 지역의 정세를 요동시키는 군비경쟁을
유발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이처럼 핵무기 문제에서 북·러 양국의
국가전략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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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안보환경을 보는 양국의 시각차이다.38) 냉전 종식 후, 러시아와 북
한은 각자의 국제환경에서 격렬한 변화와 마주쳤다. 소련 해체 후 구소련 공
간 내의 지정학적 변동 속에서 CIS는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략지대가 되었다. 그 와중에 유라시아 대륙의 전략적 상호
작용 속에서 한반도는 러시아 전략중점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비록 구소련의 위상에는 미치지 못하나 점차 국력을 회복하면서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과거의 영향력을 복원해나가고 있다.
북한은 구소련 해체에 따른 전 세계적인 안보구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한국은 적대국이었던 중국, 러시
아와 수교하면서 외교적 지평을 확장하였으나, 북한은 자신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어떠한 개선도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적대세력에 포위된 형국이다.
근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의 새로운 방식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정권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에 근본
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러시아가 체감하
는 안보환경과 온도차가 존재한다.
한편, 북·러 양국은 국제사회 안보환경을 바라보는 면에서 공통점도 존재
한다. 북·러 양국은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국의 발전을 위하
여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원한다. 이러한 공통성은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영
역에서 북·러 양국의 협조를 가능하게 한다. 북·러관계 발전에는 적극적 발
전요소가 있고, 또한 소극적 장애가 존재한다. 북·러관계는 경제분야에서 상
호 보완성, 안보분야에서 협조성이 상존한다. 새로운 국제정세하에 북·러관

38) 王美婧(2014),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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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양국의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Ⅳ. 북 ‧ 러관계 발전의 포괄적 전망과 영향요인
1. 북 ‧ 러관계 발전의 포괄적 전망
북·러관계는 정치영역 교류 강화, 경제분야 협력 심화, 군사분야 연계 확
대가 예상되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가장 활발하게 전개될 분야는 정치영역일 것이다. 러시아는 탈
냉전 초기 서방 편향적 정책지향을 보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면적 조
정을 통해 아태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그중 북·러관계는 안정적 발전
추세를 보여 왔다. 또한 향후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관계는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양측의 정치관계의 상승 무드는 전략적이고 제도화된 형
태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러간의 정치관계는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전
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북한과 러시아는 다양한 조약과 협정을 통해
관계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물론 양국은 한반도에서 공동의 이익
을 추구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이라는 동맹 수준의 관계
를 가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동북아 및 세계 안보정세의 유동성이 심해지
면 북러간 군사기술 이전 등 전략적 협력이 더욱 강화될 소지는 있다. 이러
한 북·러 밀착은 중국의 경계심을 촉발해 냉전기 북한의 등거리 외교가 재연
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될 수 있겠다. 둘째는 북러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다. 2015년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식에 김정은 참석이 불발되

∙ 184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이후 북‧러관계의 변화와 발전

면서 북·러 최고지도자 간 만남이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정상회담의 가능성
은 남아 있다. 정상회담 개최는 북러간 전면적 관계 증진의 신호탄이 되면서
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현안에 민감한 파장을 몰고올 개연성이 크다.
셋째는, 양측의 고위지도부 간의 교류협력 강화이다. 양측은 각각 지도급 인
사들 간의 접촉 라인을 조정하며 안정된 교류협력의 틀을 구축하고자 할 것
이다. 이것은 북·러 정상 간의 교류를 보완하면서 북러간의 협력을 심화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향후 북·러관계는 협정체결, 정
상회담 추진, 고위급 교류 형식을 통해서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경제분야의 협력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는 러시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면에서 극동지역에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야 하는데 북한도 중요한 잠재
적 고객 중 하나이다. 비록 북한의 시장성은 중국, 한국, 일본 등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작을지라도 아태지역 해양세력과의 접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민감
성이 북한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다. 양측은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경
제무역 분야에서도 잠재적인 협력요소들이 존재한다. 향후 북한의 대외관
계 개선이 북한에 대한 투자유인으로 전개되고 북한의 비교우위적인 요소
가 동북아 분업구조와 결합하면 역내에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개혁, 개방을 개시하고 서방의 지원이 전개될 수
있다면 서방 금융자본의 북한 진출로 새로운 시장의 탄생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안보분야에 대한 상호연계가 확대될 것이다. 러시아(구소련)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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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보협력은 역사적 연원이 깊다. 한국전쟁 전에 소련은 군사고문단 지원
및 조선인민군 훈련과 장비를 제공한 바 있다. 소련의 군사원조는 한국전쟁
초기 북한의 압도적 군사력의 주요 구성요소였다. 이후 한국전쟁 후 냉전기
소련은 북한에 다량의 군사원조를 제공했고, 냉전이 종식되기까지 북한군
무력의 상당 부분에서 소련의 역할이 지대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도 연원
을 추적하면 소련의 미사일 기술에 기초하여 전개되어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가 북한에 동맹적 수준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가
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군사기술 측면에서는 협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유라시아 대륙이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의 세력 확장에 직면하
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동진과 아태지역에서의 재균형 정책에서
북·러 협력 카드가 유용한 완충지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대한반도 정책에
서 균형을 추구할 수 있고, 아울러 미국과 벌이는 전 지구적 안보 게임에서
도 북한 카드가 유용한 자산으로 기능할 것을 기대한다.

2. 북 ‧ 러관계 영향요인
국제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각종 이익의 기초 위
에 세워져 있으며,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양국관계가 어디
에서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UN의 역할이 주목된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
가와 비국가, 비정부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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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와 조직들은 상호간의 의존과 경쟁, 충돌 관계를 맺게 된다. 유엔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국제기구이며, 대표적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각 주권국
가의 정치, 안보와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다. 북한에 대한 UN의 다양한 문제제기 방식과 제재 결정은 북·러관계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UN은 북한을 겨냥해 엄격한 경제제재를 실행하
고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연구 및 금융활동 등이
포괄되어 있다. 이러한 제재로 각 회원국은 북한향 화물 및 북한산 화물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
국으로서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핵위기를 해결하고, 한
반도의 긴장국면을 완화시키는 등 중요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북·
러관계는 UN 결의를 초월할 수 없다. 남북한이 공존하는 한반도는 아태지
역 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구성인자이다. 남북한으로 구성된 한반
도와 러시아는 상호작용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작동하에 놓여있다. 러
시아는 남북 양측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양국의 정치경제적 대화에
무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제사회는 UN의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
를 실행하고 있다. 북한 및 그와 교역하는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데 한반도
내 일방인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둘째, 미·러 관계의 역학은 북·러관계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의 대
외전략은 북·러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근래 미국의 ‘아태 재
균형’ 전략은 러시아의 ‘동진전략’과 한반도에서 접점을 이룬다. 미국의 대
북한 압박정책은 러시아의 아시아 전략에도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이는
북·러관계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북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단기적 예상을 한다면, 가까운 시기에 북미관계가 정상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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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
지만, 이는 대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열망의 다른 표현이다. 세계적 대국인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북한 생존전략의 일차적 관심사이다. 관계 정상화
는 생존의 보증수표이자 발전의 기반이 된다. 반면에 미국은 동북아의 현 안
보구도가 결코 자국의 이해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정세인식은 한·미, 한·일 등 동북아 안보구도가 동맹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가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은
북한에 대한 견제이자 압력으로 작용한다. 미국 및 유럽이 추진하는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러 양국은 동병상
련의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러시아는 서쪽에서 받는 압력을 동쪽에
서의 활로 개척으로 약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가 생성된다. 최근 미국
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통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다. 이와 연동되어 북·러는 협력공간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
는 아시아에서 발언권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셋째, 주요 주변국 간의 양자관계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장기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정치,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
다.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은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개혁, 개방의 가장 인접한 전선에 위치하며 북한 생존의 활로처로 기
능하고 있다. 비(非)서구연대로서 공고한 중·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확인된 중요한 국제정치적 변수다. 현재 중·러 관계는 견미·반패권주의라는
동일한 가치관에 기초해 유사 이래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다. 실제로
양국은 북한·이란·시리아 문제 등 주요 국제적 이슈가 부상할 때마다 공고한
연대를 과시했다.39)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체제의 부상

∙ 188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이후 북‧러관계의 변화와 발전

과 그 영향력 확대가 러시아로 하여금 자국을 무시 혹은 배제(Psssing Russia)
할지도 모르며, 중국이 상대적으로 중·러 관계 보다 미·중 관계를 더욱 중시
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40) 역사적으로 중·러 관계의 변화는 북한의
대외적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바 있다.
한편 러시아와 일본은 정중동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가 극동지
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장기적으로 일본을 도외시할 수 없다. 러시
아는 극동지역 발전에 접경국인 중국의 역할을 원하면서도 그 경제적 및 인
구학적 압력은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나 러·일 양국은 비록 영토문제로 다년
간 정체상태를 보여 왔지만 영토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면 협력의 폭과
깊이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부족 국가인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서시
베리아와 사할린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얻기를 원하고, 러시아는 일본의 정
밀한 전자기술과 기계기술을 원한다. 향후 러·일 접근에 따른 북한 요소의
상대적 부침은 북·러관계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이다.
넷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한국의 정책요인이다. 러시아는 한국과 소
련 해체기에 수교했는데 일천한 양국관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에
서의 협력은 북·러관계의 교역규모를 훨씬 상회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제시하면서 러시아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게다가 양국은 군사협력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 양국의
군사협력이 한미동맹이 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과를 낸다면 이는
북·러관계에도 일정한 파장을 낳을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군사협력으

39) 홍완석(2014), p. 104.
40) 백준기 외(2013),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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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러시아의 대한국 채무를 상쇄하는 데 따른 경제적 이익과 자국의 군사기
술 및 산업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한다. 또한 한국과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한국과 러시아의 이
해에 부합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효과성, 지속성이라는 점에
서 역시 한러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러가 협력의 접점을 넓히면
북한의 소외감은 고조되고, 이는 다시 동북아 국제관계와 북·러관계 진전에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북·러 양국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요인이다. 푸틴과 김정은의 정세
인식과 통치 스타일은 향후 양국의 관계를 규정짓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은 2012년 3기 집권을 통해
통치권력을 이어나갔다. 김정은 또한 집권 초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푸틴과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은 북·러 양국의
관계 증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변이 없는 한 푸틴과 김정은은 10
년 이상 공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래 북·중 관계의 정체 국면은 중국정부
의 책임대국론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으나, 시진핑 주석의 김정은 정권에 대
한 비우호적 태도도 원인으로 주목된다. 최근 북한 매체는 중국에 대한 반감
을 러시아에 대한 친화성으로 대체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북한은 러시아
와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푸틴은 재집권 후 서방의 대러 제
재하에 새로운 국가운영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무장화’로 인한 안보적 자신감으로 공격적 대외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김정은은 집권 초기의 정권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적으
로는 ‘선군정치’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핵무장화’를 통해 미
국의 ‘아태 재균형’전략에 맞서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에 상존하는 갈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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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러시아 이익을 침해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북미관계 개선은 요원하다. 이러한 객관
적 현실을 러시아는 오히려 전략적 호기로 활용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장기
성, 복잡성 등에 따라 미국 및 그 동맹국인 한국, 일본도 러시아에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파생된 뱅코 델타아시
아(BDA) 은행과 관련된 러시아의 역할 수행은 러시아가 동북아 안보 및 갈
등구도에서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북·러관계는 소련시절의 밀월기와 옐친 시절의 냉담기를 지나 푸틴 정부
에서는 기본적 안정기에 들어섰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내부적 안정
과 국제적 고립에서의 탈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는 과거 친
서방 정책으로 아시아에서 세력 퇴조를 경험했지만 푸틴 정부 등장 이후 동
방으로 눈을 돌리면서 북러간 관계 발전의 객관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더욱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개되는 서방의 대러시아 전방위 압박은 푸틴의
동방정책에 합리적 당위성을 더하는 형국이다. 푸틴의 대외전략에서 북·러
관계는 아태지역 국제관계 중 주요 요소이다. 러시아 외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유라시아 통합전략에서 대륙 양단의 균형의 동쪽 끝자락에 북
한이 있다. 따라서 북·러관계의 안정화와 발전은 러시아의 동서를 바라보
는 균형과 확장전략의 마침표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이처럼 북한은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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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변방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의 지정전략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지대
인 것이다.
북·러관계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2014년부터 급속한 변
화와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 이는 2000년 푸틴 1기 정부 이래 꾸준히 진행
되어온 아시아로의 행보가 최근 서방의 압력으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는 계
기를 제공했다. 이러한 양국관계의 변화와 발전은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직접적으로 야기되었다라기보다는 냉전 후 러시아의 대외전략, 특히 대동아
시아 전략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러시아 전략가들의 지정학적 의도
와 때마침 양국 공히 서방으로부터의 고립과 맞물리며 그 의미를 배가시키
고 있다.
그러나 국제 및 동북아 정세의 변화는 여전히 불확정성을 지니며 북·러관
계도 그 영향을 받는다. 국가와 국가관계는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며,
도처에 장애가 도사리고 있다. 각자의 이익기반 위에 각국간에는 여러 모순
이 발생하며, 북·러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양국의 관계발전에는 다양한 영향
요인이 내재해 있으며, 그 요인들의 조합에 의해 발전과 정체가 교차되어 나
타날 것이다. 북·러관계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은 상술한
것처럼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UN의 역할, 미·러 관계의 변화 양상, 중러·중일
관계 등 주요 주변국의 양자관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한국정부의 정책
요인, 북·러 양국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요인, 북핵문제와 상호 전략적 이해
의 상이성 엄존, 안보환경을 보는 양국의 시각차 등이다. 게다가 역내 안보
정세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도 출현할 것이다.
현재 북러간에 전개되는 협력의 분위기는 양측이 처해 있는 상황과 미래
필요성의 산물로서 협력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양측은 이미 출현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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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특히 비핵화 등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가 어느 방
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는 주변국의 관심사이다.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대국에 발전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더욱 공고하고 협력적인 관계하에 국
제사회로부터의 압력에 공동 대응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동의 위협과 공
동의 목표는 관계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기초하여 양측은 공동으로
생존과 발전의 공간을 확보해나가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술한 양국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토대로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이 정책
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북·러관계의 변화와 발전이 동북아 국
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다. 북·러관
계 진전에 대한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이 북한의 개방을 견인하고 촉진하
는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 정세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
면 서방으로부터 러시아의 고립이 진행되는 가운데 과거 전통적인 진영논리
가 득세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는 다소
불편한 북·중 관계이지만 아직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엄존하
는 가운데, 순망치한의 북·중 관계 구조가 변하지 않고 러시아의 대북지원과
협력이 이어지면 북한의 체제 내구력은 더욱 강화되고 대외관계에서 비타협
적 노선을 견지하여 현재 동북아 안보 최대현안인 북핵문제가 더욱 꼬이게
만들거나 답보상태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러시아 외교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북한에 작동될 수 있
는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북·러 관계 진전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한반도와 극동·시베리아를 잇는 종축협력 강화전략을 추진
해나가는 것이다. 현재 전개되는 러시아의 대북한 접근이 대한국 정책의 경
시는 아니다. 한국은 1990년 한러 수교 이래 러시아와 여러 면에서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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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을 넓혀왔다. 그 가운데 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성공의 중요한 열쇠이며, 러시아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전략은 기본적으로 균형정책의 토대 위에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남·북·러 삼각협력에 추진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러 밀착을 경원시만 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연계해 적극적인 남·북·러 삼각협력 구상을 현실화시키는 가운데
북·러협력을 우리의 국익 실현에 새로운 공간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방향
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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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국제운송로를 활용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방안 연구
서 종 원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차 례

Ⅰ. 서론
Ⅱ. 카자흐스탄 교통 인프라 및 교통물류 국제경쟁력 현황
Ⅲ. 카자흐스탄 국제운송로 발전전망과 지정‧지경학적 의미
Ⅳ. 카자흐스탄 국제운송로 연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방안
Ⅴ. 결론

Ⅰ. 서 론
최근 유라시아 신흥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지난 5년간
(2009~13년) 연평균 성장률이 5% 이상에 달하는 등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인
3%대를 훨씬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1) 이는 전통 경제강국인 유럽
등지의 경기침체와 대조되는 현상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유라시
아 경제협력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1) 김세진, 김주영(2014),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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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실크로드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교통
발전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유럽-아시아 교역 화물이 통과하는 주요 육상교역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유라시아 국제운송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해
운의 문제점, 즉 항만적체, 해상오염, 해적출몰 등을 보완하는 운송수단으로
서 카자흐스탄을 연계하는 유라시아 국제 육상운송망이 대안으로 떠오르면
서 카자흐스탄의 교통물류 발전 잠재력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이와 관련
UNECE, ADB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하는 유라시아 국제 육
상운송망에 대한 연구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등은
일대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 등을 통하여 카자흐스탄과의 교통협력 활성화
를 꾀하는 등 유라시아 교통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3년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래 다각적
인 차원에서 유라시아 협력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몽골
등 유라시아 신흥시장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부문에서 협
력의 외연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안정성,
높은 경제성장률 등 다른 신흥시장에 비하여 투자 매력도와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카자흐스탄의 운송시장은 그동안 해외기업 진출, 개발협력 사례
등이 현저히 낮은 만큼 향후 한·카 간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주변 중앙아 인접국에 비하여 인프라 및 물류경쟁력이 높고 유라시
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향후 교통물류 발전 잠재력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Silk
Road Express)의 한·카 연계방안 도출은 양국간 교통물류시장 협력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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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향후 한반도 통일 이후 직간접적인 연계까지 염두에 둔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불 수 있다.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관련 연구보고서 대부분이 카자흐
스탄 경제, 에너지 부분에 편중되어 있으며, 국제운송로와 관련해서는
CAREC, TCR 등 간접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교통물류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인프라, 물류
부문 국제경쟁력을 비교하고 국제운송로 발전 경로와 지정, 지경학적 의의
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한·카 간 교역구조 및 수출입물동량을 분석하고
현재 우리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양국 연계 국제운송로를 조사함으로써 최
적의 SRX 연계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 카자흐스탄 교통 인프라 및 교통물류 국제경쟁력 현황
카자흐스탄은 경제성장에서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나 인
프라 노후화, 물류제도 미비, 행정장벽 등 CIS권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
인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철도의 경우 노선 부족, 낮은 서비스 수준, 철도
개발자금 부족 및 잘못된 운임정책 등이 시급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2) 도
로 역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것은 물론 안전성도 낮은 편이다.3) 이 밖에도
항공, 수운 부문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으로 항공의 경우 ICAO에서
제시하는 항공기, 공항시설 및 운영인력 기준에 상당 부분 미달인 것으로 나

2) 위의 책, pp. 39-40.
3) 위의 책,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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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4)
한편 교통 인프라 수준과 물류운영 수준을 나타내는 인프라 경쟁력 지수
나 물류성과지수 측면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또는 CIS 국가들 중에서는 높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럽, 중국, 한국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현격
히 떨어지는 상황으로 향후 많은 투자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 카자흐스탄 교통물류 발전 양상과 현황
카자흐스탄은 1991년 소련 붕괴에 따른 독립 이후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
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IM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9~13년) 평균 성장률이 5.4%로 세계
평균 성장률인 3.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5) 이는 지속적인 국제원자재 가
격상승과 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6)
2014년 카자흐스탄 GDP에서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 도소매업
(2륜 및 4륜 차량 수리 포함), 부동산업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7.8%에 해당
한다.7) 이 중 철도와 도로의 경제부문 내 생산 비중이 큰 편으로 화물·여객
운송업자의 수익의 경우 철도와 도로의 분담비중이 50% 이상에 달한다.8)

4)
5)
6)
7)

위의 책, p. 40.
김세진, 김주영(2014), p. 1.
위의 책, p. 1.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2015),
p. 97.
8)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2015), “Официальная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я,” http://www.stat.gov.kz(검색일: 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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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통부문 GDP 시계별 추이

그림 2. 화물‧여객 운송업자 모드별 수익비중

주: 1) CHC 2008 기준에 따라 GDP 산출.
2) 2014년 GDP 산출액의 경우 사전 예상치에 근거.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
ике(2015), “Официальная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я,” http://www.stat.gov.kz(검색
일: 2015. 5. 14)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에 따르면 2009년 이래 최근 5년 동안 실행된 고정자본 투자금액
중 철도부문에 대한 투자가 파이프라인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약 9,631억 텡게 중 파이프라인 투자금액인 6,359억 달러를 제
외하면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이상에 달한다. 이어서 항공, 도
로, 해운 그리고 내륙수운 순으로 고정자본 투자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 운송수단별 고정자본 투자실적
(단위: 백만 텡게, 명목가격)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구분

625,666

390,649

568,425

660,891

963,170

철도

48,920

99,451

218,654

253,054

243,085

6,283

7,481

24,257

27,687

29,875

508,555

186,539

148,017

193,177

635,956

도로 및 도시전차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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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53

30

13

해운

4,577

7,539

20,030

1,409

2,965

항공

2,360

9,244

10,298

19,866

51,288

내륙수운

8

1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2015), “Официальная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я,” http://www.stat.gov.kz(검색일: 2015.
5. 14).

카자흐스탄의 교통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 나타난 공용철도
연장의 경우 2013년 기준 운영연장이 15,341㎞에 달한다. 이 중 29%에 해
당하는 노선의 전철화가 이루어진 상태다.9) 철도 총연장만 놓고 본다면 세
계에서 18번째로 긴 편으로10) 절대적 수치는 높은 축에 속하지만 철도 밀
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철도 노선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카자흐
스탄 철도 밀도는 국토면적 1,000㎢당 5.6㎞로 세계 평균 철도 밀도가 28.1
㎞(한국 35.6㎞)인 것에 비하면 노선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11)
공용도로 역시 영토면적에 비하여 노선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석
유, 가스 수출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인하여 파이프라인이 상대적으로
발달된 편이다.

9)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37.
10) CIA(2015), “The World Fact Book,” http://www.cia.gov(검색일: 2015. 5. 14).
11)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13), pp. 64-65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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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운송수단별 운영 연장
(단위: ㎞, ㎞/1,000㎢)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공용철도

14,463

14,358

14,530

15,021

15,016.1

14,892.4

15,332.9

15,341.1

공용도로

86,488

87,337

85,867

90,845

96,018

97,155

97,418

96,873

‧ 공용포장도로

80,263

82,483

81,331

82,818

85,961

86,217

87,140

86,581

29.5

30.3

29.8

30.4

31.5

31.6

32.0

31.8

4,002

3,529

4,356

4,032

4,063

4,094

4,151

4,151

파이프라인

-

-

17,652

16,783

20,180

20,230

20,238

20,238

‧ 가스관

-

-

10,137

10,138

12,269

12,318

12,318

12,318

‧ 송유관

-

-

6,696

6,645

7,912

7,912

7,919.7

7,920

‧ 석유제품관

-

-

819

-

-

-

-

-

‧ 공용포장도로 밀도
공용내륙수로

주: 공용철도 - 카자흐스탄 역내 해외 철도 포함.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2015), “Официальная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я,” http://www.stat.gov.kz(검색일: 2015.
5. 11).

카자흐스탄 내 화물수송 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쳤던 2009년
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자흐스탄 경제를 지탱하
는 주요 운송수단인 철도와 도로의 운송실적을 먼저 [표 3]을 통해 살펴보면
철도의 경우 톤·㎞ 기준 전체 화물실적(파이프라인 제외) 중 60%의 분담비
중을 차지하며 수출입 화물은 물론 역내 화물수송 부문에서도 큰 비중을 차
지한다. 이어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도로운송은 도소매업의 성장과 맞물
려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2) 하지만 도로 인프라 개발수준이
이러한 성장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수단으로 항공과 수운이 있다. 특히 수운의 경우 낮은 운임 등

12)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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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점으로 석유 관련 제품의 이용수요가 높다.13) 하지만 선박 부족, 항만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점 등이 산재해 있다.14)

표 3. 운송수단별 화물수송 실적

화물수송량
(천 톤)

전체

2007

2,124,184.1

2008

철도

도로 및
도시전차

파이프라인

항공

261,848.1 1,667,494.8

192,454.5

25.4

1,287.6 1,074.0

2,191,839.7

271,547.8 1,720,926.9

196,413.9

23.7

1,214.2 1,715.4

2009

2,104,254.1

247,414.4 1,687,333.5

165,029.5

21.3

900.9 3,554.6

2010

2,430,077.7

265,663.2 1,971,612.0

186,999.2

29.2

1,119.2 4,655.0

2011

2,964,963.5

277,150.0 2,475,481.9

206,663.3

29.4

1,082.0 4,557.0

2012

3,221,626.4

290,873.7 2,718,113.1

207,298.2

19.6

1,273.5 4,048.3

2013

3,497,918.5

289,349.5 2,982,660.8

220,807.0

24.0

1,092.7 3,984.5

2014

3,627,931.8

273,399.6 3,128,501.3

221,086.4

19.6

1,294.6 3,630.2

화물수송거리
(백만 톤‧㎞)

전체

파이프라인

항공

철도

도로 및
도시전차

내륙수운

내륙수운

해운

해운

2007

350,453.4

200,558.2

62,573.7

86,884.5

85.7

52.3

300.4

2008

369,826.3

215,110.6

63,476.8

90,293.9

69.5

55.3

820.3

2009

336,807.0

194,918.6

66,235.5

74,125.0

68.0

56.9 1,402.9

2010

381,024.8

210,713.3

80,219.6

86,863.0

94.0

79.4 3,055.7

2011

444,363.0

219,739.8

121,034.9 100,231.1

89.1

78.5 3,189.7

2012

475,278.0

232,939.6

132,265.3 107,203.6

54.9

61.8 2,752.8

2013

493,226.5

229,142.2

145,202.6 116,076.9

63.2

32.3 2,709.4

2014

487,375.7

214,110.9

155,069.4 115,651.4

49.2

26.2 2,468.5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2015), “Официальная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я,” http://www.stat.gov.kz(검색일: 2015.
5. 11).

13)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а(2010), pp. 40-41.
14)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а(2010),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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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 부문의 경우 도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4]의 2014년 인·㎞ 기준 여객수송 실적에서 도로의 분담비중은 86.3%를 기
록하였다. 철도운송은 2014년 여객운송 실적 분담비중이 9.2%에 머무는 등
도로와 대조적으로 여객운송 비중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모양새이다. 항공은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여객수송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수운은 여객운송
분담비중이 0.1% 이하에 머무는 등 실질적인 여객운송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4. 운송수단별 여객수송 실적

여객수송량
(천 인)

전체

2007

11,160,071.5

18,061.8

11,139,255.6

2,701.1

53.0

2008

11,318,291.1

17,521.3

11,297,844.0

2,838.5

88.6

2009

11,798,958.0

17,707.4

11,778,401.5

2,758.7

90.4

2010

13,179,279.5

19,117.1

13,156,653.0

3,401.2

108.2

2011

16,643,753.9

19,890.5

16,619,639.3

4,111.5

112.6

2012

18,483,848.5

24,132.2

18,455,060.2

4,558.7

97.4

2013

20,001,480.2

28,452.3

19,967,942.0

4,993.0

92.9

2014

21,292,989.3

34,427.1

21,253,048.3

5,447.7

66.2

여객수송거리
(백만 인‧㎞)

전체

철도

2007

124,365.1

14,587.4

104,434.5

5,341.8

0.6

2008

126,979.5

14,130.5

107,297.8

5,550.0

0.8

2009

130,465.5

14,519.9

110,630.6

5,313.3

1.5

2010

148,465.2

15,799.7

126,145.2

6,517.2

3.4

2011

188,325.5

16,482.8

163,981.7

7,859.1

1.9

2012

211,263.7

19,081.1

183,385.0

8,795.8

1.8

철도

도로 및
도시전차

도로 및
도시전차

항공

항공

내륙수운

내륙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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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여객수송거리
(백만 인‧㎞)

도로 및
도시전차

전체

철도

항공

내륙수운

2013

233,753.4

20,619.0

203,428.7

9,704.6

1.0

2014

249,579.0

23,750.5

215,238.5

10,588.9

1.2

주: 도로 및 도시전차의 경우 버스, 궤도전차, 트롤리버스, 택시 포함.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2015), “Официальная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я,” http://www.stat.gov.kz(검색일: 2015.
5. 11).

2. 카자흐스탄 교통물류 국제경쟁력 현황
이하 본문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교통 인프라 시설, 물류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WEF 인프라 경쟁력 지수와 World Bank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를 인접국가와 비교 분석하였다.
2014년 WEF에서 발표한 국제 인프라 경쟁력 지수에서 카자흐스탄의 철
도 인프라 경쟁력 지수는 4.2 수준으로 평가대상 144개국 중 28위를 차지하
였다. 하지만 항공, 도로, 항만 인프라 경쟁력 지수는 철도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련시대를 거쳐 정치, 경제 및 군사안보
목적으로 철도시설 개발이 크게 이루어진 반면, 내륙국가라는 지정학적 특
성상 항만 개발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인접하고 있는 CIS 권역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프라 경
쟁력 지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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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카자흐스탄 교통 인프라 국제경쟁력 비교

주: WEF에서 발표하는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인프라 경쟁력 지수는 1~7점 중 지수가 높을수록
인프라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자료: WEF(2014), pp. 428-431 표를 인용하여 저자가 그래프로 작성.
표 5. 주요국별 인프라 경쟁력 지수 현황

지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CIS 권역
한국
중국

도로
3.7
4
4
3
2.7
2.1
2.7
3
2.2
3.0
5.6
4.6

순위
80
69
65
113
123
140
124
109
139

18
49

철도
2.6
3.8
3.9
4.2
2.6
2.8
4.3
3
4.3
3.5
5.6
4.8

순위
68
37
33
28
67
61
26
53
25

10
17

항만
2.5
4.3
4.2
2.7
1.3
2.2
3.9
2.1
3.3
2.9
5.3
4.6

순위
134
63
67
123
144
136
81
140
107

27
53

항공
4.3
5
4.1
4
3.2
3.7
4.1
4
3.8
4.0
5.4
4.7

순위
72
44
84
85
123
102
79
91
99

31
58

주: * 내륙국가.
자료: WEF(2014), pp. 428-431 표를 인용하여 저자가 표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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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LPI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은 CIS 권역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물류효율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정시성, 화물추적, 물류경쟁력, 국제수송 부분에서 LPI 평가가 높았
다. 반면 통관, 물류시설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카자흐스탄 국제 물류경쟁력 비교

주: LPI는 World Bank에서 격년으로 발표하는 물류성과지표로 1~5 지수 중 높을수록 물류경
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자료: World Bank(2014), pp. 34-37 표를 인용하여 저자가 그래프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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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국별 LPI 현황

지역

LPI
종합

통관

물류
시설

국제
수송

물류
경쟁력

화물
추적

정시성

아르메니아

2.67

2.63

2.38

2.75

2.75

2.50

3.00

아제르바이잔

2.45

2.57

2.71

2.57

2.14

2.14

2.57

벨라루스

2.64

2.50

2.55

2.74

2.46

2.51

3.05

조지아

2.51

2.21

2.42

2.32

2.44

2.59

3.09

카자흐스탄

2.70

2.33

2.38

2.68

2.72

2.83

3.24

몰도바

2.65

2.46

2.55

3.14

2.44

2.35

2.89

러시아

2.69

2.20

2.59

2.64

2.74

2.85

3.14

투르크메니스탄

2.30

2.31

2.06

2.56

2.07

2.32

2.45

우크라이나

2.98

2.69

2.65

2.95

2.84

3.20

3.51

우즈베키스탄

2.39

1.80

2.01

2.23

2.37

2.87

3.08

CIS 권역

2.60

2.37

2.43

2.66

2.50

2.62

3.00

한국

3.67

3.47

3.79

3.44

3.66

3.69

4.00

중국

3.53

3.21

3.67

3.50

3.46

3.50

3.87

자료: World Bank(2014), pp. 34-37.

특기할 만한 점은 카자흐스탄이 1인당 GDP 수준에 비해서 LPI가 낮게
평가된 점이다. 해당 군집에 속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자원부국에 속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가봉 등이다. 이들 국가는 자원의
존적인 경제구조를 띠고 있으며 2, 3차 산업발전에 필요한 교통물류 등 기
반 인프라 시설 투자가 적시에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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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세계 LPI 평가 비교

자료: World Bank(2014), p. 12.

또한 [그림 6]과 같이 카자흐스탄의 교통 인프라 및 물류경쟁력을 종합적
으로 비교할 경우 카자흐스탄은 유럽, 아시아 그리고 중동권역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CIS 권역 중에서는 인프라와 물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은 CIS 권역 내에서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일궈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통, 물류 인프라 역시 상대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자원의존적인 경제구조와 내륙국가의 한계 등으로 유라시아 내에서
는 교통물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세계운송시장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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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카자흐스탄 교통 인프라 및 물류 국제경쟁력 비교

주: 1) 교통 인프라 경쟁력 지수는 WEF에서 발표하는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인프라 경쟁력
지수 기준에 따름. 지수값은 1~7 사이로 지수가 높을수록 인프라 경쟁력이 높은 것으
로 평가.
2) 물류 경쟁력 지수는 World Bank에서 격년으로 발표하는 물류성과지표로 1~5 지수 중
높을수록 물류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자료: WEF(2014), pp. 428-431 표; World Bank(2014), pp. 34-37 표 인용하여 저자 작성.

Ⅲ. 카자흐스탄 국제운송로 발전전망과 지정 ‧ 지경학적 의미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유럽과 아
시아를 연결하는 많은 국제운송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EU 등 많은 주
변 강대국 및 국제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지리적 우세를 이용한 유라시아
육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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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자흐스탄 국제운송로 발전 현황
가. 동-서 회랑
동-서 회랑은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중국 서부와 러시아, 유럽을 연계하
는 노선이다.15) 크게 3개 목적지별 노선으로 나뉘며 리가 향, 브레스트 경유
혹은 춉 경유 노선으로 분류된다.16) 철도와 도로가 연계되는 복합운송노선
으로 철도의 경우 카자흐스탄 내 총연장 3,025㎞, 속도 330㎞/day로 화물 수
송 시 9일가량 소요된다. 도로 총연장은 2,787㎞, 속도 600㎞/day로 소요일수
는 4.6일이다(표 7 참고).

표 7. 동-서 회랑 현황

카자흐스탄 경유

철도

도로

거리

3,025㎞

2,787㎞

속도

330㎞/day

600㎞/day

소요일수

9일

4.6일

자료: Strategy Partners Group(2011), p. 89.

동 노선의 주요 화물 품목은 기계 및 설비, 화학제품 및 소다, 금속제품,
건설자재, 비료, 압연금속, 비철금속 등이며 CCITIC Group, Henan Henfey
Electric, CNC Mashimpex 등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주요 화주 그룹에 속
한다.17) 주요 화물운송업자로는 카즈트란스서비스(Казтранссервис), 트랜스

15)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89.
16)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89.
17)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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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ТрансКонтейнер), Hegelmann Transporte, OSKAR Logistic, Techtrans
KZ, DB Schenker 등이 있다.18)
하지만 동 노선 이용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되는바 다음과 같은 해
결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9)
- 중·카 간 국경통관작업 운영시간 제한
- 중·카 간 통관협력 저조
- 중국발 화물에 대한 사전 정보 부재
- 철도운행 배차관리 시스템 노후화
- 비전철화 구간의 열차 길이 제한
- 알마티 철도구간 과적
- 운송 문건 작성 시 언어적 장벽
- 컨테이너화 저조
- 중국 측 열차의 화물 과적으로 카자흐스탄 구간 환적 시보다 많은 열차
필요

18)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89.
19)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89.

21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그림 7. 동-서 회랑 노선도

자료: Strategy Partners Group(2011), p. 89.

나. TRACECA 회랑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중국 서부와 남유럽을 연결하는 TRACECA 회랑
은 카자흐스탄 내 철도, 도로 그리고 해운과 연계 운행되는 복합운송노선이
다.20) 우선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철도-해운 연계 복합운송노선의 경우 총
연장이 5,048㎞에 달하며 운행속도 330㎞/day, 소요일수 15.2일이다. 도로-해
운 연계 복합운송노선은 총연장 5,496㎞로 운행속도 600㎞/day, 운송 소요일
수가 10.3일이다(표 8 참고).

20)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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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국-유럽(TRACECA) 회랑 현황

카자흐스탄 경유

철도-해운

도로-해운

거리

5,048㎞

5,496㎞

속도

330㎞/day

600㎞/day

소요일수

15.2일

10.3일

자료: Strategy Partners Group(2011), p. 90.

동 노선으로 수송되는 주요 화물품목에는 석유 및 석유제품, 광석, 금속,
건설자재, 화학제품, 면화, 소비재 등이 포함된다.21) ТШО, Agip КСО,
NCOC 등이 주요 화주 그룹에 속하며 카즈트랜스서비스(Казтранссервис),
트랜스컨테이너(ТрансКонтейнер), 카즈테미르트란스(Казтемиртранс), 카즈
모르트란스플로트(Казмортрансфлот), CASPAR, Techtrans KZ, DB Schenker
등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주요 운송업자들이다.22)
동 노선을 이용하는 데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23)
- 잦은 국경통과 횟수와 항만 환적 등으로 인한 높은 화물 운임 및 수송 시간
- 카자흐스탄 자체 선단 부재와 카스피해 해운의 불규칙한 운항 스케줄
- 악타우 항만 화물처리능력 부족
- 중·카 통관협력 저조
- 컨테이너화 저조
- 투르크메니스탄 투르멘바시 항만과 경쟁
- 동서향 화물물동량 불균형(서향 화물 > 동향 화물)
21)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0.
22)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0.
23)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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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RACECA 회랑 노선도

자료: Strategy Partners Group(2011), p. 90.

다. 중국-러시아 회랑
중국-러시아 회랑은 중국 서부와 러시아 흑해 항만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카자흐스탄의 출해 통로 역할을 한다.24) 중국에서 악사라이스카야, 노보로
시이스크로 이어지는 동 회랑은 철도와 도로가 연계되는 복합운송노선이
다.25) 관세동맹 경유 철도구간 총연장은 4,794㎞, 속도 330㎞/day, 운송일수
14.5일이다. 도로구간의 경우 총연장 4,781㎞, 속도 600㎞/day에 달하며 운송
소요일수는 8일이다(표 9 참고).

24)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1.
25)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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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국-러시아 회랑 현황

관세동맹 경유

철도

도로

거리

4,794㎞

4,781㎞

속도

330㎞/day

600㎞/day

소요일수

14.5일

8일

자료: Strategy Partners Group(2011), p. 91.

주요 수송 화물품목으로 곡물, 건설자재, 비료, 압연금속, 비철금속 그리고
소비재 등이 있다.26) 주요 화주 그룹에는 아르셀로르 미탈(Арселор Миттал),
카자흐믜스(Казахмыс), 카자흐스탄의 곡물생산업체 등이 포함되며 운송업
자로는 카자흐트랜스서비스(Казтранссервис), 카자흐테미르트랜스(Казтеми
ртранс), 루스아그로트랜스(Русагротранс), 트랜스컨테이너(ТрансКонтейне
р) 등이 있다.27)
해당 노선을 활용하는 데 발생하는 한계 및 리스크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28)
- 러시아 흑해 항만 화물처리능력 한계, 화물 포화
- 컨테이너화 저조
- 카자흐스탄발 수출용 곡물 수송열차 등 만성적 화차 부족

26)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1.
27)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1.
28)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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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중국-러시아 회랑 노선도

자료: Strategy Partners Group(2011), p. 91.

라. 중국-중앙아시아 회랑
중국-중앙아시아 회랑은 카자흐스탄 남부를 경유하여 중국 서부와 중앙아
시아를 연계하는 노선이다.29)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철도구간 총연장은
1,846㎞로 속도가 330㎞/day, 소요일수 5.5일이다. 도로구간 역시 운행되는
데 총연장이 1,500㎞에 달하며 속도 600㎞/day에 운송일수가 2.5일이다(표
10 참고).

표 10. 중국-중앙아시아 회랑 현황

카자흐스탄 경유

철도

도로

거리

1,846㎞

1,500㎞

속도

330㎞/day

600㎞/day

소요일수

5.5일

2.5일

자료: Strategy Partners Group(2011), p. 92.

29)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2.

∙ 220

카자흐스탄 국제운송로를 활용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방안 연구

주요 수송화물 품목에는 농산물, 소비재, 금속, 광석 및 전자제품 등이 포함된
다.30) 동 노선을 이용하는 주요 화주로는 СCITIC Group, Henan Henfey Electric,
CNC Mashimpex, AGMK, Uzmetkombinat 등이 있으며 관련 운송업자로는 카즈
트랜스서비스(Казтранссервис), 트랜스컨테이너(ТрансКонтейнер), 우즈베키스
탄철도공사(Узбекистон темир йуллари), 키르기스스탄철도공사(Кыргыз темир
жолу), WEGA TRANS, AyatTransTrade 등이 있다.31)

그림 10. 중국-중앙아시아 회랑 노선도

자료: Strategy Partners Group(2011), p. 92.

동 노선상에서 발생하는 한계점과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32)
- 중·카 국경 업무시간 제한, 협력 저조, 중국 측 화물이동 사전정보 부재
- 컨테이너화 저조

30)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2.
31)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2.
32)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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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역 화물처리능력 부족(중국-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이용 시 카자흐스탄 열차 회수 어려움 또는 지체
- 도로운송 부문 제도적 장벽: 중·카 간 화물차량 운송 제약
- 화물차량 노후화
- 카라-수, 투루가르트, 카시가르 철도역 통합계획에 따른 중국-중앙아시아
간 카자흐스탄 우회 철도노선 구축 가능성

마. 남-북 회랑
남-북 회랑은 러시아를 경유하여 북유럽과 이란 및 인도를 잇는 복합운송
노선이다.33) 카자흐스탄 내 철도 연장이 1,487㎞이며 속도 330㎞/day, 운송
일수는 4.5일이다. 도로의 경우 총연장 1,260㎞에 달하며 속도 550㎞/day, 운
송일수 2.4일이며 해운은 운영연장 1,150㎞로 운송 속도 460㎞/day, 운송일
수 2일이다(표 11 참고).
표 11. 남북 운송회랑 현황

카자흐스탄 경유

철도

도로

해운

거리

1,487㎞

1,260㎞

1,150㎞

속도

330㎞/day

550㎞/day

460㎞/day

소요일수

4.5일

2.4일

2일

자료: Strategy Partners Group(2011), p. 93.

주요 수송화물 품목에는 금속, 곡물, 석유 및 소비재 등이 있으며 주요 화
주 그룹에는 아르셀로르 미탈(Арселор Митал), 카자흐스탄 곡물생산업체,
33)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3.

∙ 222

카자흐스탄 국제운송로를 활용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방안 연구

우랄스카야 스탈(Уральская сталь), KSP Steel, 카즈엑스포르트아스틱(Казэк
спортастык), 텐기즈세브로일(Тенгизшевройл) 등이 있다.34) 대표적인 화물
운송업체로는 카즈모르트랜스플로트(Казмортрансфлот), 볼고탕케르(Волго
танкер), 카스파르(Каспар), IRSOTR, KazWestTrans, 카자흐트랜스서비스(Ка
зтранссервис), САТЭКО 등이 있다.35)

그림 11. 남-북 회랑 노선도

자료: Strategy Partners Group(2011), p. 93.

현재 동 노선을 활용하는 데 제기되고 있는 리스크 및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36)

34)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3.
35)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3.
36)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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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철도망 수송능력 제약
- 통관지점 처리능력 부족
- 우즈베키스탄 혹은 투르크메니스탄 경유 시 열차 지제 혹은 회수 어려움
- 화물차량 혹은 화차 노후화 심화
- 컨테이너화 저조
- 공급체인 관리방식 도입 시급
- 카자흐스탄 우회 남-북 운송로 통과화물 수송 가능성

바. 러시아-중앙아시아 회랑
러시아-중앙아시아 회랑은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러시아와 발트해 지역
을 중앙아시아와 연계하는 노선이다.37) 철도와 도로가 연계되는 복합운송노
선으로 카자흐스탄 경유 철도노선 연장이 2,183㎞, 운행속도 330㎞/day 그리
고 소요일수가 6.6일이다. 도로의 경우 총연장이 2,100㎞에 달하며 운행속도
650㎞/day, 소요일수는 3.2일이다(표 12 참고).

표 12. 러시아-중앙아시아 회랑 현황

카자흐스탄 경유

철도

도로

거리

2,183㎞

2,100㎞

속도

330㎞/day

650㎞/day

소요일수

6.6일

3.2일

자료: Strategy Partners Group(2011), p. 94.

37)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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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노선을 통해 수송되는 주요 화물품목에는 농산물, 소비재, 유용광물,
금속, 광석, 전자제품 등이 있다.38) 대표적인 화주 그룹에는 아르셀로르 미
탈 테미르타우(Арселор Митал Темиртау), 보가티르 코미르(Богатырь Коми
р), 아타메켄 아그로(Атамекен - Агро), AGMK, Uzmetkombinat 등이 속하며
운송업체로는 카자흐트랜스서비스, 트랜스컨테이너, 우즈베키스탄철도공사,
키르기스스탄철도공사 등이 있다.39)

그림 12. 러시아-중앙아시아 회랑 노선도

자료: Strategy Partners Group(2011), p. 94.

러시아-중앙아시아 회랑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계점 혹은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40)

38)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4.
39)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4.
40)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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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통관업무 시간 제한
- 도로 통관지점 수송능력 포화
- 컨테이너화 저조
- 공급체인 관리방안 도입 저조
- 우즈베키스탄 구간 열차 지체 혹은 회수 어려움
- 도로화물차량 노후화 심화
- 도로상태 불량, 도로 주변시설 개발 미비

2. 카자흐스탄 국제운송로 개발협력 현황
가. 국제기구 교통협력

1) CAREC
카자흐스탄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제기구 참여 운송로 개발 프로그램 중 대
표적인 사업을 꼽자면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을 들 수 있다. CAREC은 1997년 ADB가 주도한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체로
6개 다자기구, 10개 가입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직이다.41) 6개 다자기구
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통화기금(IMF),
이슬람개발은행(IDB),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B) 등이 포함되며
ADB가 CAREC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42) 해당 가입국으로는 아제르바이
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41) 조영관 외(2012), p. 16.
42) 위의 책,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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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몽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이 포함된다.43)
카자흐스탄은 CAREC 창립 멤버로 1997년부터 지역경제 부흥과 협력을
목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해오고 있다.44) 2001년 이래 CAREC 프로그
램을 통해서 카자흐스탄 교통, 무역 그리고 에너지 개발에 투자된 총금액이
7조 9,800억 달러에 달한다.45) 현재 15여 개의 CAREC 프로젝트가 카자흐스
탄에서 실행 중이며, 이 외에 8개 사업이 앞서 완료된 바 있다.46)
2000년 알마티와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간 도로 재건을 시작으로 카자흐
스탄은 현재까지 다수의 CAREC 운송회랑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오고 있
다.47) 카자흐스탄의 경우 6대 CAREC 운송회랑 중 4개 노선이 경유할 정도
로 지정, 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48) 6대 CAREC 회랑은
현대의 고대 실크로드로서 중국에서 코카서스 아제르바이잔, 유럽까지 이어
지는 노선과 카자흐스탄 남부에서 파키스탄 항만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정의된다.49) 특히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CAREC 운송회랑 1은 중국에서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화물

43) 위의 책, p. 16.
44) CAREC(2015), “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45) CAREC(2015), “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46) CAREC(2015), “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47) CAREC(2015), “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48) CAREC(2015), “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49) CAREC(2015), “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in CAREC,”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in CAREC,”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in CAREC,”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in CAREC,”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in CAREC,”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in CAREC,”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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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노선이다.50) 또한 CAREC 운송회랑 2 역시 카자흐스탄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코카서스 이남까지 연계되는 동서 노선으로서 그 중요도가 높은 편
이다.51)
그림 13. 6대 CAREC 운송회랑 노선도

자료: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가) CAREC 운송회랑 1
CAREC 운송회랑 1은 6대 CAREC 운송회랑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구간

50) CAREC(2015), “Kazakhstan in CAREC,”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51) CAREC(2015), “Kazakhstan in CAREC,”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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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노선이다.52) 카자흐스탄
과 키르기스스탄을 경유하여 중국에서 러시아까지 연계되는 노선으로 도로
총연장 13,600㎞, 철도 총연장 12,000㎞이며 물류센터 1개소, 공항 3개소가
위치하고 있다.53)
그림 14. CAREC 운송회랑 1 노선도

자료: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52)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검색일:
2015. 5. 21).
53)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검색일: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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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CAREC 운송회랑 1 구간 카자흐스탄 참여사업 리스트

재원조달 기관 및 비용

시행
시기

사업명

내용

동-서 도로 프로젝트
(Almaty-Korgos 구간):
서유럽-서중국 국제
통과 회랑(CAREC 1b)

Almaty-Khorgos 도로구간
건설 및 개선
서유럽-서중국 도로구간
고속도로 운영 현대화

World Bank: 1조 680억
2012~
달러
17
카자흐스탄 정부: 1억
8,800만 달러

CAREC
운송회랑 1
(Zhambyl 주 구간)
투자 프로그램,
프로젝트 2

Kulan-Blagoveshchenka,
Zhambyl 국경-Taraz 도로구간
개선

ADB: 1억 8,700만 달러
IsDB: 1억 7,000만 달러 2009~
카자흐스탄 정부:
15
5,800만 달러

남-서 도로:
서유럽-서중국
국제트랜짓회랑
(CAREC 1b, 6b)

Kyzylorda 주 도로 788.5㎞
복구 및 개선
Kyzylorda 주 국경-심켄트
연계 도로 273.4㎞ 복구 및
개선
프로젝트 운영능력 강화
도로 안전 및 서비스 향상
토목작업 관리 기능 확대

카자흐스탄 정부: 3억
7,500만 달러
World Bank: 2조
1,250억 달러

2009~
15

주: 홈페이지 게시 내용 중 2014년 이후 완료되는 프로젝트에 한해 기입.
자료: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나) CAREC 운송회랑 2
CAREC 운송회랑 2는 코카서스와 지중해 지역을 동아시아와 연계하는 노
선이다.54)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

54)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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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중국이 해당 노선에 포함된다.55) 노선
을 구성하는 철도 총연장이 9,700㎞이며, 도로는 9,900㎞이다. 이 밖에도 물
류센터 6개소가 운영 중이다.56)

그림 15. CAREC 운송회랑 2 노선도

자료: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55)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56)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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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CAREC 운송회랑 2 구간 카자흐스탄 참여사업 리스트

사업명

내용

재원조달 기관 및 비용

시행
시기

CAREC 운송회랑 2
(만기스타우 주 구간)
투자 프로그램,
프로젝트 2

Shetpe, Zhetybay 도시 간 도로
86.7㎞ 재건
Zhetybay, Aktau 도시 간 도로
83㎞ 재건
공사 감리 지원

ADB: 3억 7,130만
달러
카자흐스탄 정부:
5,280만 달러

2012~
17

ADB: 2억 8,300만
달러
카자흐스탄 정부:
5,000만 달러

2010~
16

CAREC 운송회랑 2 Aktau-Manasha 도로 구간 200㎞
(만기스타우 주 구간)
재건
투자 프로그램,
프로젝트 관리 및 제도적 지원
프로젝트 1
강화

주: 홈페이지 게시 내용 중 2014년 이후 완료되는 프로젝트에 한해 기입.
자료: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다) CAREC 운송회랑 3
CAREC 운송회랑 3은 러시아와 중동, 남아시아를 연계하는 노선이다.57)
회랑을 구성하는 철도 총연장은 4,800㎞, 도로 총연장 6,900㎞이다.58) 노선
상에 운영되는 물류센터는 1개소이다.59) 러시아 시베리아 남서부에서 시작
하는 CAREC 운송회랑 3은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
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중동과 남아시아로 이
어진다.60)

57)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58)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59)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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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CAREC 운송회랑 3 노선도

자료: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60)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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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CAREC 운송회랑 3 구간 카자흐스탄 참여사업 리스트

사업명

내용

CAREC 운송회랑 3
(Shymkent-Tashkent
구간) 도로개선
프로젝트

Shymkent에서 Tashkent로
이어지는 도로 37㎞ 재건

Shymkent-Tashkent
도로재건 프로젝트

Shymkent 및 우즈베키스탄
국경 연계 도로구간 재건
프로젝트 관리 자문 및 감리

재원조달 기관 및 비용

시행
시기

ADB: 1억 2,500만 달러
카자흐스탄 정부: 5,000만 2012~
달러
16
EBRD: 1억 9,700만 달러
EBRD: 1억 9,700만 달러

2012~
16

주: 홈페이지 게시 내용 중 2014년 이후 완료되는 프로젝트에 한해 기입.
자료: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라) CAREC 운송회랑 6
CAREC 운송회랑 6은 중동 및 남아시아를 유럽과 잇는 노선으로 크게 3
개 구간으로 나뉜다.61) 러시아와 유럽 지역을 아라비아해 카라치 및 과다르
또는 페르시안 걸프 해의 반다르아바스까지 이어주는 노선이다.62) 회랑을
구성하고 있는 철도 총연장은 7,200㎞, 도로구간 10,600㎞이며 운영 중인 물
류센터는 5개소에 달한다.63)

61)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62)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63)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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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CAREC 운송회랑 6 노선도

자료: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표 16. CAREC 운송회랑 6 구간 카자흐스탄 참여사업 리스트

사업명

내용

Shymkent-Tashkent
도로재건 프로젝트

Shymkent 및 우즈베키스탄 국경 연계
도로구간 재건
프로젝트 관리 자문 및 감리

남-서 도로:
서유럽-서중국
국제통과회랑(CA
REC 1b, 6b)

Kyzylorda 주 도로 788.5㎞ 재건 및 개선
Kyzylorda 주 국경 - 심켄트 연계 도로
273.4㎞ 재건 및 개선
프로젝트 운영능력 강화
도로 안전 및 서비스 향상
토목작업 관리 기능 확대

재원조달 기관 및 비용

시행
시기

EBRD: 1억 9,700만 2012~
달러
16
카자흐스탄 정부 3억 7,500만 달러
World Bank: 2조
1,250억 달러

2009~
15

주: 홈페이지 게시 내용 중 2014년 이후 완료되는 프로젝트에 한해 기입.
자료: CAREC(2015), “CAREC Corridors,” http://www.carecprogram.org/index.php?page=kazakhstan
(검색일: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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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국적 교통 협력

1) TRACECA
TRACECA(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는 흑해연안, 코카서
스 그리고 중앙아시아 간 교통 네트워크 향상을 통한 정치, 경제 발전을 목
적으로 하는 지역개발 프로그램이다. EU가 TRACECA 교통 프로젝트 사업
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으며 참여국에 대한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1993년 발족된 TRACECA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흑해, 코카서스, 카스피
해 그리고 중앙아를 경유하여 유럽과 중국을 잇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64) 현재 프로젝트 참여국으로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루마니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이 있다.65)

그림 17. 심켄트-타슈켄트 구간 2020년 교통량 예측

자료: EU(2012), “Priority Projects-Fact Sheets,” TRACECA Investment Forum 2012, p. 19. (Feb 28)

64) TRACECA, http://www.traceca.org(2015. 5. 22).
65) TRACECA, http://www.traceca.org(201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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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현재까지 TRACECA 프로그램 추진에 1억 8천만 유로 이상을 투자
하였으며 8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66) 이들 프로젝트 대부분
은 교통 인프라 개발, 법제도 통합, 안전성 향상 그리고 무역 효율화 및 물류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67)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교통 개발에 보다 초
점을 두고 관련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68) 카자흐스탄에서 추진되고
있는 TRACECA 노선 관련 우선 개발사업에는 대표적으로 심켄트-타슈켄트
도로재건 프로젝트가 있다. 동 노선은 TRACECA뿐만 아니라 CAREC, 서
유럽-서중국 국제통과회랑에 연계되는 구간으로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잇는
주요 구간이다.69) 도로재건 후 운행속도 120㎞/h 달성, 도로수송능력 확대,
운행시간 및 운임 절감, 여객수송 실적 확대, 통과화물 유치 확대, 국제화물
및 여객 이동 확대, 지역간 통합 가속화 등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70) 현
재 EBRD에서 재원조달을 하고 있다.71)

2) 서유럽-서중국 국제운송회랑
서유럽-서중국 국제운송회랑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는 대규모 교통 개
발 프로젝트이다. 동 노선은 중국과 유럽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카자흐스탄
과 러시아를 경유한다. 관련국 정부간 협약서 체결 외에도 국제금융기구 지
원하에 본 프로젝트 진행이 활발하다. 재원조달 국제기구로는 World Bank,
66)
67)
68)
69)
70)
71)

TRACECA, http://www.traceca.org(검색일: 2015. 5. 22).
TRACECA, http://www.traceca.org(검색일: 2015. 5. 22).
TRACECA, http://www.traceca.org(검색일: 2015. 5. 22).
EU(2012), “Priority Projects-Fact Sheets,” TRACECA Investment Forum 2012, p. 19. (Feb 28)
EU(2012), “Priority Projects-Fact Sheets,” TRACECA Investment Forum 2012, p. 19. (Feb 28)
EU(2012), “Priority Projects-Fact Sheets,” TRACECA Investment Forum 2012, p. 19. (Feb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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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RD, ADB, JICA, IDB 등이 참여하고 있다.72)
서유럽-서중국 국제운송회랑 주요 노선은 상트페테르부르크-모스크바-니
즈니노브고로드-카잔-오렌부르크-악토베-키질로르다-심켄트-타라즈-코르다
이-알마티-호르고스-우루무치-란저우-정저우-롄윈강으로 총연장만 8,445㎞
에 달한다.73) 이 중 카자흐스탄 경유 노선 연장이 2,787㎞, 러시아 2,233㎞,
중국 3,425㎞ 등이다.74) 기술적 측면에서는 도로 차선 4~6차선, 자동차 운행
속도 100~150㎞/h이며 대부분 유료화로 운영될 예정이다.75) 동 프로젝트는
2008년에 착공된 바 있으며 2019년 이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76) 카자흐
스탄 구간 완공 예상 시기는 2016년이며 러시아의 경우 2020년에 연계 구간
이 완공될 것으로 기대된다.77)
카자흐스탄 경유 구간 중 개보수 대상 구간 연장은 2,452㎞에 달하며 이에
따른 총 사업비용은 8,251억 텡게로 추산된다.78) 사업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에는 카자흐스탄 정부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민간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72)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ранзитный коридор Западная Европа - Западный Китай(2015), “Новый
путь в Европу,” http://www.europe-china.kz(검색일: 2015. 5. 26).
73)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ранзитный коридор Западная Европа - Западный Китай(2015), “Новый
путь в Европу,” http://www.europe-china.kz(검색일: 2015. 5. 26).
74)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ранзитный коридор Западная Европа - Западный Китай(2015), “Новый
путь в Европу,” http://www.europe-china.kz(검색일: 2015. 5. 26).
75) Википедия(2015), “Западная Европа - Западный Китай,” https://ru.wikipedia.org(검색일:
2015. 5. 26).
76) Википедия(2015), “Западная Европа - Западный Китай,” https://ru.wikipedia.org(검색일:
2015. 5. 26).
77) Википедия(2015), “Западная Европа - Западный Китай,” https://ru.wikipedia.org(검색일:
2015. 5. 26).
78)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ранзитный коридор Западная Европа - Западный Китай(2015), “Новый
путь в Европу,” http://www.europe-china.kz(검색일: 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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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정부는 동 사업에 1,361억 텡게를 투자할 방침으로 카라부탁-이
르기즈-키질로르다 주 국경 구간 개보수를 비롯한 악토베 도시 북부 우회도
로, 심켄트 구간, 대알마티 순환도로 출구 및 기타 구간에 대해 개보수 사업
이 이루어질 예정이다.79) 국제기구 조달 자금은 약 34억 달러로 이 중 World
Bank 지원금액이 21억 2,500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이며 ADB 7억 달러, IDB
3억 9,800만 달러, EBRD 1억 8,000만 달러 등이다.80) 또한 민간자본으로는
컨소시엄 형태로 2,666억 텡게가 유치될 예정이며 알마티-호르고스, 타슈켄
트-심켄트-잠빌 주 국경 구간 개보수에 투입될 방침이다.81)
그림 18. 서유럽-서중국 국제운송회랑 비교

자료: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ранзитный коридор Западная Европа - Западный Китай(2015), “Но
вый путь в Европу,” http://www.europe-china.kz(검색일: 2015. 5. 26).

79)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уть в Европу,”
80)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уть в Европу,”
81)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уть в Европу,”

транзитный коридор Западная Европа - Западный Китай(2015), “Новый
http://www.europe-china.kz(검색일: 2015. 5. 26).
транзитный коридор Западная Европа - Западный Китай(2015), “Новый
http://www.europe-china.kz(검색일: 2015. 5. 26).
транзитный коридор Западная Европа - Западный Китай(2015), “Новый
http://www.europe-china.kz(검색일: 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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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서중국 국제운송회랑은 기존 노선 대비 시간, 거리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즉 서유럽-서중국 국제운송회랑 이용 시에는 중국 롄윈강
항만에서 유럽 국경까지 10일가량 소요되나 수에즈 운하 경유 해운노선 이용
시 45일, TSR 이용 시 14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82) 향후 서유럽서중국 노선 개발 시 중국-카자흐스탄, 중국-중앙아시아, 중국-카자흐스탄-러
시아-서유럽 수송 화물이 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83)
한편 서유럽-서중국 국제운송회랑은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해당 국제운송회랑 개발 시 5개의 카자흐스탄 주, 즉 악튜
빈스크, 키질로르다, 유즈노-카자흐스탄, 잠빌 그리고 알마티 주가 경제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들 지역 거주 인구는 약 750만 명으로 전
체 카자흐스탄 인구의 약 40%에 해당한다.84)

3. 카자흐스탄 국제운송로 경쟁력 비교
상기 본문에서 카자흐스탄의 국제운송로를 살펴본바, 유럽과 아시아를 잇
는 주요 카자흐스탄 경유 노선은 CAREC, TRACECA로 크게 나눌 수 있다.
CAREC은 TCR, 서유럽-서중국 회랑의 일부 구간 혹은 연계 노선이다. TCR
노선의 경우 우리 물류기업이 중앙아시아로 화물 수송 시 가장 많이 활용하
고 있다. TRACECA 노선은 EU가 주도하는 국제운송로로서 러시아를 거치
82)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уть в Европу,”
83)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уть в Европу,”
84)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уть в Европ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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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ранзитный коридор Западная Европа - Западный Китай(2015), “Новый
http://www.europe-china.kz(검색일: 2015. 5. 26).
транзитный коридор Западная Европа - Западный Китай(2015), “Новый
http://www.europe-china.kz(검색일: 2015. 5. 26).
транзитный коридор Западная Европа - Западный Китай(2015), “Новый
http://www.europe-china.kz(검색일: 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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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노선이다.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유럽-아시아 연계 노선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제운
송로는 크게 4개로 축약되는데 수에즈 운하 노선, 남북 국제운송로, TSR 노선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중국 철도 노선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 노선 중 수에즈
운하, TSR 노선의 경우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속한다.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발표한 교통물류 전략 2030 중 [표 17]에 따르면 아
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표 국제운송로 중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대표노
선 2개와 우회노선 2개를 비교할 경우 베를린 도착을 기준으로 운임 면에서
TCR 노선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 경쟁력의
경우 TSR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TRACECA 노선의 경
우 통관국가가 많아 통관검사 및 환적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데다 운행 거
리도 멀어 해운수송보다도 시간경쟁력이 현저히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의 경우 전통적인 유럽-아시아 운송노선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화물
을 처리할 수 있고 운임이 낮은 편이라 물류기업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그림 19. 카자흐스탄 우회 유럽-아시아 연계 국제운송로 현황

자료: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Вторая,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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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카자흐스탄 기준 유럽-아시아 연계 국제운송로 비교

노선

㎞

통관지점 통관검사 및
(개소) 환적(단위: 일)

평균속도(㎞/day)

수송일수
(단위: 일)

카자흐스탄 경유 국제운송로
TCR 노선

TRACECA

11,777

18,389

중국, 철도

660

1

도스틱/브레스트

650

1

브레스트/베를린

1 000

1

상하이/도스틱

660

1

도스틱/악타우

650

-

악타우/바쿠

600

1

바쿠-포티

650

-

포티-로테르담

800

1

로테르담-베를린

1 000

1

3

8

26

4

16

42

3

7

22

1

3

28

카자흐스탄 우회 국제운송로

800

1

870

1

브레스트/베를린

1000

1

상하이/로테르담

800

-

로테르담/베를린

1000

1

상하이/보스토치니
TSR 노선

해운노선

13,021 보스토치니/브레스트

20,752

주: 1) TCR: 상하이-도스틱-모스크바-브레스트-베를린.
2) TRACECA: 상하이-도스틱-악타우-바쿠-포티-베를린.
3) TSR: 상하이-보스토치니-모스크바-브레스트-베를린.
4) 해운: 상하이-로테르담-베를린.
자료: Strategy Partners Group(2011), p. 96.

4. 카자흐스탄 정부의 국제운송로 개발전략
카자흐스탄 정부는 철도, 물류 발전을 위하여 ‘카자흐스탄 2030 전략
(Kazakhstan 2030 Strategy)’, ‘카자흐스탄 2050 전략(Kazakhstan 2050 Strategy)’,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2014～20’, 그리고 2014년 11월 11일 대통령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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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를리 졸-미래의 방향(Нұрлы Жол-путь вбудущее)’을 통해 다양한 정
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중 2013년 말에 채택된 바 있는 ‘인프라 개발
2014~20’ 프로그램은 2단계에 걸쳐 지역, 국가 교통 인프라를 개발하고 유
라시아 물류 허브화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85)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정부는 교통물류 허브이자 통과 수송 강국으로 자
리잡기 위하여 2011년부터 카자흐스탄 교통물류전략 2030을 통하여 다양한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해오고 있다. 카자흐스탄 교통물류전략 2030은 통과화
물수송 프로젝트를 카자흐스탄 교통물류시스템 발전을 위한 주요 선행과제
및 이니셔티브로 설정하고 있다. [표 18]에 따르면 주요 8대 과제로 통과 운
송로 연계도로 건설 및 개보수, 항만 및 공항허브, 교통물류센터 네트워크
구축 개발, 열차 현대화 및 증대, 통과 수송로 복합개발 추진, 통과화물수송
규정 국제화, 통관작업 효율 향상, 화물수송 및 인프라 관리, 모니터링, 감독
작업 IT 도입 및 현대화, 관련 인력 훈련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해당 과
제 실현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총 95건에 달하며 총금액
은 3조 8,267억 텡게로 추정된다.86)

85) Республика Казахстан(2013),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и интеграц
и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до 2020 года,”
http://pandia.ru/text/79/506/12414.php(검색일: 2015. 5. 26).
86)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ТРЕТЬЯ,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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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통과수송 잠재력 실현을 위한 8대 과제

과제

프로젝트 건수

금액

통과 운송로 연계도로 건설 및 개보수

22

2,579

항만 및 공항허브, 교통물류센터 네트워크 구축 개발

20

1,157.9

열차 현대화 및 증대

6

50.3

통과 수송로 복합개발 추진

16

1.5

통과화물수송 규정 국제화

10

-

통관작업 효율 향상

8

6

화물수송 및 인프라 관리, 모니터링, 감독 작업 IT 도입 및
현대화

5

31

관련 인력 훈련 강화

8

1

총계

95

3,826.7

자료: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ТРЕТЬЯ, p. 4.

상기 과제 추진에 따른 주요 국제운송로 개발사업으로는 서유럽-서중국
국제운송로 연계도로 건설 및 개발, 호르고스 및 도스틱, 알마티 교통물류센
터 트랜짓 클러스터 개발, 서유럽-서중국 교통물류서비스 촉진 등이 있다.87)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2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신실크로드 프
로젝트를 발표한 이래 국제운송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 프로젝
트는 속도(скорость), 서비스(сервис), 운임(стоимость), 보관(сохранность) 그리
고 정시성(стабильность), 즉 5C 원칙 실현을 포함하고 있다.88) 또한 신실크로
드 프로젝트를 통합 실행하는 기구로서 ‘KAZLOGISTICS’라고 명명된 통합기
관이 설립 및 운행 중이다.89)

87)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ТРЕТЬЯ, pp. 3-4.
88) KAZLOGISTICS(2015), “Экономический коридор «Новый Шелковый путь»,” http://www.
kazlogistics.kz/ru/media_center/interview/detail.php?id=577(검색일: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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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2년 12월경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실현
을 위한 복합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90) 해당 계획은 크게 7개 부문으로 나뉘
며 제도, 국제협력, 연구 및 신규 인력 양성, 정보 카자흐스탄-2020, 관련 부
문 촉진, 투자 사업 및 기본재원 개발 그리고 해운 및 항공 통과를 기본 골자
로 하고 있다.91)

5. 카자흐스탄 국제운송로의 지정 ‧ 지경학적 의미
국제기구 혹은 EU 등이 CAREC, TRACECA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아시아
경제 자립도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카자흐스탄은 많은 수혜를 얻고 있는 국
가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소련 독립 이후에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경
제뿐만 아니라 교통물류 측면에서 예속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즉 소련시대
건설된 철도, 도로 등의 SOC 기간망이 현재까지 운영되면서 당시 구축된 건
설 기준, 운영 수칙 등이 관성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어 해외기업들의 운송시
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도의 경우 러시아와 동일한 광궤를
사용함에 따라 표준궤를 사용하는 중국과 연계 수송 시 환적 및 통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를 포
함한 CIS 전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철도 궤간을 통한 예속화는
소련시대 군사, 경제적 목적에 의하여 실행되었으나 각국 독립 이후에도 소
89) KAZLOGISTICS(2015), “Экономический коридор «Новый Шелковый путь»,” http://www.
kazlogistics.kz/ru/media_center/interview/detail.php?id=577(검색일: 2015. 5. 28).
90) Республика Казахстан(2012), “Комплексный план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К
азахстан - новый Шелковый путь».”
91) Республика Казахстан(2012), “Комплексный план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К
азахстан - новый Шелковый пу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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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후신인 러시아의 영향력이 계속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CAREC, TRACECA 등은 카자흐스탄에 국제 모듈에 입각한 경제
및 교통물류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세계경제 및 운송시장으로 카자흐스탄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러시아로부터 자립도를 높이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
다. 특히 EU의 경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복원을 위해 중국, 카자
흐스탄, 코카서스 연계 통로를 건설함으로써 유라시아 국제운송로에서 러시
아를 배제하는 방안인 TARCECA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카자흐스탄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중국과 직접 연계되며 카스피 해를 통해 코카서스 지방과 연계될 수 있
는 중간지점으로서 향후 실크로드 구축에서 지정학적·지전략적 의미가 높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세계경제 글로벌화와 맞물려 동아시아와 유럽 간 교역량이 증
가함에 따라 고대 실크로드 재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유럽과 아
시아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지경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서남아를 비롯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와 CIS 및 유럽 간
경제협력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통과화물 수송 잠재력 실현 가
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유럽 간 이동 화물물동량이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대외 수출입화물 증가를 들 수 있다. 최근 중국정부
가 일본을 비롯한 한국, 동남아와 유럽 간 수송화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관련 국제운송로 중 1/3이 카자흐스탄 영토를 경유하고 있어, 향후
카자흐스탄의 통과화물 물동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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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발표된 카자흐스탄 교통 인프라 발전 프로그램 2010~14에서는
아시아와 유럽 간 교역물동량이 2015년 1조 달러에 달할 경우 카자흐스탄의
통과화물 수송에 따른 수익은 11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92)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법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통과화물 유치 매력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최근 자원수
출입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교통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내적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힘쓰는 한편 대외적으로 중
국, 러시아 등 인접국과 이어지는 연계통로 시설,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
상된다.

Ⅳ. 카자흐스탄 국제운송로 연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방안
1. 한 ‧ 카 간 국제운송로 연계 현황과 활용실태
가. 한 ‧ 카 간 교역 현황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국제운송로 연계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양
국간 무역량, 주요 교역물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국제운송로가 발전
92)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а(2010),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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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노선을 이용하는 물동량 수요가 적정량 이상 필요하기 때문
이다.
지난 10년간 양국간 교역량은 크게 증가해왔다. 한국의 카자흐스탄 수출
입 금액은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중량은 톤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역시 3배가
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도별 증감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안정
적인 물류운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인접한 중앙아
시아 등지를 포괄하는 노선 개발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0. 한 ‧ 카 간 교역량 현황(중량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015), 무역통계, http://www.kita.net(검색일: 2015. 5. 30) 통계자료를 바탕으
로 저자 작성.

∙ 248

카자흐스탄 국제운송로를 활용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방안 연구

표 19. 한 ‧ 카 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톤, %)

구분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2014년

907

-15.6

163,451

-15.0

561

125.1

498,428

771.9

2013년

1,074

21.4

192,383

12.6

249

-19.2

57,163

-37.8

2012년

885

17.0

170,922

0.3

308

-18.0

91,915

-21.6

25.2

170,390

-15.3

376

12.5

117,236

-32.2

2011년

757

2010년

604

96.2

201,204

80.5

334

100.7

172,909

44.8

2009년

308

-11.4

111,470

12.7

166

-52.5

119,424

-39.9

2008년

348

-36.3

98,928

-26.8

350

36.5

198,738

14.7

2007년

546

68.6

135,207

38.7

257

-6.9

173,239

-33.0

2006년

324

18.8

97,471

64.1

276

14.2

258,426

22.0

2005년

273

-13.2

59,397

3.4

242

18.4

211,739

3.7

자료: 한국무역협회(2015), 무역통계, http://www.kita.net(검색일: 2015. 5. 30) 통계자료를 바
탕으로 저자 작성.

2014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수출입 물량을 톤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
의 대카자흐스탄 수출량이 약 16만 톤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수
입량의 경우 약 50만 톤에 달하는 등 771.9% 폭증하였다. 수출입금액 역시
수출액이 약 9억 달러(-15.6%), 수입액은 5억 6천 달러(+125.1%)로 중량 기
준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카자흐스탄 교역
구조는 거시적으로 본다면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추세이나 미시적으로 연도
별로 접근한다면 증감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입화물 간 물동량
격차 역시 큰 편으로 한국의 카자흐스탄 수출화물이 전체 수출입화물의
25%, 수입화물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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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한 ‧ 카 간 교역량 현황(중량 기준)

주: 해당 교역량은 2014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입 중량 기준에 근거한 수치로 금액 기준
으로 보았을 경우 한·카 수출금액이 월등히 높은 편임.
자료: 한국무역협회(2015), 무역통계, http://www.kita.net(검색일: 2015. 5. 30) 통계자료를 바탕
으로 저자 작성; 배경지도의 경우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ТРЕТЬЯ, p. 67.

나. 한 ‧ 카 국제운송로 연계 현황
현재 우리 물류기업이 카자흐스탄과 교역 시 이용하는 주요 국제운송로를
꼽자면 TCR을 이용한 부산/인천-롄윈/칭다오-호르고스/알라샨코-카자흐스
탄 노선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TSR을 이용한 철도 주종 복합운송노선
인 부산/인천/광양-보스토치니-카자흐스탄 역시 운영되고 있으나 TCR에 비
하여 운송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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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우리 기업 이용 주요 한 ‧ 카 국제운송로

목적지
카자흐
스탄

노선

운송수단

1

부산/인천-롄윈/칭다오-호르고스/알라산코-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TCR, 해운

2

부산/인천/광양-보스토치니-모스크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TSR, 해운

자료: 서종원, 안병민, 이옥남(2014), p. 109 바탕으로 저자 작성.

TCR 주종 노선의 경우 수송일수가 23~35일이며, 운임은 알마티 기준으로
1TEU당 3,000~3,5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TSR 이용 노선의 경우 수송일
수가 이보다 많은 20~37일, 운임은 1TEU당 3,500~4,000달러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즉 TCR 연계 물류노선이 TSR 대비 시간 및 운임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중국정부가 통과화물에 대한 철도운임
인상을 단행하면서 TCR의 운임 경쟁력이 뒤처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경 환적적체, 보안 그리고 화차 미확보 등의 문제들이 늘어
나면서 이에 대한 대안 노선으로서 TSR 노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
이다.

표 21. 우리 기업 이용 주요 한 ‧ 카 국제운송로 현황

목적지
카자흐
스탄

화물품목

1
2

자동차(KD, CKD, SKD 등), 차량 부품,
레진, 메카닉 부품, 건설자재, 전자제품
등

운임(TEU)

수송일수

3,000~3,500 달러
(알마티 기준)

약 23~35일

3,500~4,000 달러
(알마티 기준)

약 20~37일

자료: 서종원, 안병민, 이옥남(2014), p. 110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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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우리 기업이 카자흐스탄과 교역 시 많이 이용하는 주요 노선
인 TCR, TSR 복합운송노선은 향후 SRX 구축 시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계
되는 노선이다. TCR 노선을 이용하는 우리 물류기업이 가장 많이 겪는 애로
사항이 국경통관 적체, 화차 부족, 화물안전 미비인 만큼 이에 관한 정부간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TSR 노선은 보스토치니 항에서
발생하는 통관 및 환적적체 문제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하 본문에서는 한·카 간 효율적인 물류운송노선으로서 한·카 연계 실크
로드 익스프레스 구축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한 ‧ 카 연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방안 도출
우리 물류기업의 이용 선호도가 높은 동시에 향후 SRX 구축 시 물류비용
과 시간을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노선을 꼽자면 TCR, TSR 노선으로 축약될
수 있다. 이 중 한국 물류기업이 카자흐스탄으로 화물 수송 시 자주 이용하
는 노선은 TCR 노선으로 중국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TCR 노선은 운임, 거
리 경쟁력이 TSR 노선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통과화물에 대한 철도운임 인상을 단행하면서 대안 노선으로서 TSR
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즉 TSR은 TCR 구간의 환적적체, 운임 인상
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 노선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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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한‧카 연계 SRX 예상 노선

자료: 1) 해당 노선 도출은 서중물류, http://www.sjl.co.kr; 서종원, 안병민, 이옥남(2014), p. 109 참고.
2) 배경지도의 경우 Strategy Partners Group(2011), КНИГА ТРЕТЬЯ, p. 67 참고.

이처럼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을 연계하는 TSR, TCR 등의 SRX 노선을
효율적으로 구축 및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드웨어적 관점에서 본 SRX 구축방
안은 카자흐스탄 교통 인프라 개발투자 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TCR과 연계되는 카자흐스탄 역내 교통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서는 교통시설 수준이 적정선 이상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
으로는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교통 인프
라 시스템 발전 및 통합 2020’ 등 교통 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 참여와
CAREC, TRACECA와 같은 다국적 교통협력 프로젝트 참여 등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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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를 실행하는 재정원으로는 우리나라 KOICA에서 실행하는 ODA 자
금을 고려해봄직하다. 이 밖에도 최근 카자흐스탄 공기업의 민영화가 가속
화됨에 따라 교통물류 관련기업의 인수 혹은 지분참여 등을 추진하는 것도
SRX 노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 보는 카자흐스탄 연계 SRX 구축방안은 통관과
KSP를 중심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통관은 국제화물수송에서 가장 중요
한 요소 중 하나로 정시성, 안전성 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국제조약 혹
은 양자간 협정을 통하여 통관 절차 등이 정해지기 마련이지만 카자흐스탄
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경우 이러한 협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통관시
설 미비 등으로 화물적체가 일어나기도 한다. TCR을 이용하는 우리 물류기
업이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문 중 하나가 통관이기도 하다. 카
자흐스탄의 경우 통관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통관대기 과정에서 도난,
카·중 간 궤간 차이에 따른 대차, 화차 부족 등의 요인으로 화물 정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카 양 정부간 통관절차 간소화, 우리 물류
기업의 화차 우선 확보에 대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향후 TCR 연계 SRX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SP 사업을 활용하여 카자흐스탄
내 교통 공무원, 관련 인력의 초청 연수를 시행하는 것도 SRX 구축을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KSP는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저개발국가와 공
유함으로써 공동상생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이다. 카자흐스탄 교통 관련 공무
원,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큰 축이 되었던 교통 개발 지
식을 전수함으로써 우리 교통기술, 규범의 현지 표준화를 실현하고 우리 물
류기업의 현지 운송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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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한 ‧ 카 간 SRX 연계 대비 교통물류 협력방안

분야

방식

내용

ODA

- 카자흐스탄 정부 교통개발 정책에 따른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사업
참여 가능성 검토
- 한·카 정부간 MOU 체결을 통하여 ‘카자흐스탄의 교통 인프라 시
스템 발전 및 통합 2020’ 프로그램 참여
- EBRD, CAREC 추진 지역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검토

민간
투자

- 카자흐스탄 국영기업 민영화 대상 운송기업 인수 혹은 지분참여
등 고려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6년 말까지 삼륙카즈나 자회사 중 일부를
민영화할 계획임(카자흐스탄 철도객차 제조회사, Euro Asia Air,
Kazmortransflot, Centre of transport services 등)93)
- 호르고스 물류단지 등 물류거점 개발 참여

통관

- 통관 간소화 협정 등을 통한 우리 물류기업 진입장벽 최소화
- 화물 운송정보 공유 추진
- 통관시설 현대화 참여 가능성 검토

KSP

- 교통물류 인력 교육 훈련
- 공무원 연수

하드웨어
부문 참여

소프트
웨어
부문 참여

Ⅴ. 결 론
카자흐스탄은 CIS 권역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일궈낸 국가로
풍부한 자원 매장량,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 침체,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이 연타
로 이어지는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대표적인 유라시아 신흥시장

93)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ая новостная служба, http://www.ca-news.org(검색일: 201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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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로 특히 교통부문의 발전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카자흐스탄의 교통 발전 잠재력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를 꼽자면 먼저 지
리적 이점을 들 수 있다. 고대 실크로드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경로에 자리잡고 있다. 최근 실크로드 재건에 대
한 국내외적 관심이 더해지면서 카자흐스탄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신실크로
드 프로젝트와 더불어 중국의 일대일로, EU의 TRACECA, 다자 국제기구의
CAREC 관련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운송로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각축장 속에 우리나라는 카자
흐스탄과 한반도를 잇는 SRX 노선 발굴 및 가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오고 있다. 올해 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 가시화를 위한 유라
시아 경협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경협 프로젝트 발굴과 실행 사업이 가
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관심 속에서 한·카 간 교통협력 외
연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변화하는 유라시아 환경 속에 카자흐스탄과 같은 신흥시
장의 등장은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포화상태에 이른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신흥시장의 선점은 우리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
져다 줄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추격하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이에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찾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카 교통물류 협력이라는 새로운 비전이 보
다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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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서론
Ⅱ. 별칭 지명의 정의와 특성
Ⅲ. 국가 이미지의 개념과 형성요인
Ⅳ. 아시아 지역
Ⅴ. 유럽 지역
Ⅵ. 결론

“Названия-это народное поэтическое оформление страны.
Они говорят о характере народа, его истории,
его склонностях и особенностях быта.”
Константин Паутовский

Ⅰ. 서 론
지명은 사람들이 주변의 지표, 취락, 지형, 하천 등에 붙이는 고유한 이름
이다. 지명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인식된 공간 형태를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하에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외국학연구, 제33집(2015년 가을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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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기도 하고, 정치적 변화의 역사를 반영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민속
이나 인구 이동, 언어의 확산과 변화, 지표를 점유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지
각과 변경, 환경에 대한 인간의 가치 평가와 관념 등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
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명은 지리학이 추구하는 지역성 파악에 매우 유용한 요
소이다.
지금까지 지명학 연구는 역사나 어원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옛 지명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지리학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다. 지
명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되거나 확대, 축소 또는 생성, 소멸되는 유기
체와 같은 존재이므로 지역성과 공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지리
학적인 지명 연구는 중요하다. 특히 지명에는 해당 지역의 시대적 우여곡절
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명으로부터 흥미로운 사실을 밝힐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학, 역사학, 언어학의 접점에 위치해 있는 지명학의 하
위 범주로서, 현대 러시아어에 존재하는 별칭 지명을 유라시아 지역의 지명
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어 별칭 지명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별칭 지명이 만들어진 역사적
맥락과 흐름을 그 기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짚어봄으로써 이 별칭 지명이 지
니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 언어적 가치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처럼 궁극적
으로 유라시아 각 지역의 별칭 지명 연구라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거시적 통찰, 러시아인의 시각에서 본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 이
미지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어 별칭 지명의 목록
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어 별칭 지명 목록1)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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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포털사이트상의 확장 검색을 통해 기존 목록 내용에 대한 확증, 추
가 및 보완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얻어진 리스트를 다시 대륙
별(아시아, 유럽), 국가별, 도시별로 분류하고, 각 별칭 지명에 대한 러시아
어판 위키피디아 검색 결과를 토대로 각 별칭 지명의 기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국가 이미지라 함은 총체적 개념으로서 국가별 도시
단위를 포괄하여 살펴볼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후술하겠지만 국가 이미지
의 개념 자체가 다차원적이고 총체적이며, 관광이 국가 이미지 형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개별 도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이 같은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 2장에서는 별칭 지명의 정의와 특성을, 3장
에서는 국가 이미지의 개념과 형성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4장, 5장에서는 각
각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공식 지명과의 비교를 통해 러시아어 별
칭 지명의 기원을 나열해 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
로 별칭 지명의 기원에 따른 유형별 분류, 국가 이미지와의 관계, 언어 현상
으로서 별칭 지명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도록 한다.

1) Образные названия территорий(2009), http://azbukovnik.blogspot.kr/2009/03/blog-post.html
(검색일: 201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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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별칭 지명의 정의와 특성
각 나라의 언어에는 국가, 도시, 대륙 등이 가지는 공식적인 지명 이외에
도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묘사하고 있는 비유적인 명칭들이 존재
한다. 지리적 대상물에 대한 이러한 비유적인 명칭을 ‘별칭 지명(Топонимыпрозвища)’이라고 한다.2) 이들은 특히 관광책자나 홍보 서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여러 국가들의 문화적, 역사적 명소 등을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
된다. 별칭 지명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어권 국가에서 폭넓게 사용
된다.3)
세계 각지의 별칭 지명은 러시아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방송이나 신
문, 잡지의 지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러시아어 별칭 지명은 상당 부분
타언어로부터 차용되었는데,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
치게 되면서 국제어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언어 현상으로서 별칭 지명은 그 발생과 소멸이 자연적일 수도 있고, 인위
적일 수도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뒤바뀌는 지역별 특화 농작물을 예
로 들 수 있겠다. 한라봉은 크기, 당도, 향이 기존의 감귤이나 오렌지보다 뛰

2) 러시아어로는 Топонимы-прозвища, 영어로는 Toponymic nickname에 해당하는 별칭 지명은
본래 ‘지명 별칭’이 올바른 해석이나 ‘공식 지명’과 대비를 이룰 수 있도록 본고에서는 ‘별칭
지명’이라 칭하기로 한다.
3) 미국의 경우 각 주나 도시의 별칭 지명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정부 웹사이트, 대학 또는 대학 스포츠팀 로고, 자동차 번
호판 등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인 홍보에 사용된다. 입법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별
칭이므로 ‘공식 별칭(official nickname)’이라 칭한다. Википедия(2015), Список прозвищ шта
тов США, https://ru.wikipedia.org/wiki/%D1%EF%E8%F1%EE%EA_%EF%F0%EE%E7%E2%E
8%F9_%F8%F2%E0%F2%EE%E2_%D1%D8%C0(검색일: 201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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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제주도 감귤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제주 하
면 떠오르던 ‘한라봉의 고장’이라는 별칭 지명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근래
에는 경남 거제와 전남 나주, 고흥에서도 한라봉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과 재배 중심지 또한 더위를 피해 영주, 안동, 문경 등 소백산맥 주변으
로 이동함에 따라 지금은 강원도 영월, 양구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머지않아
강원도가 사과의 주산지로 바뀔 수도 있다.4)
반면 과거 ‘사과의 고장’이라는 별칭 지명으로 불렸던 대구는, 세계적 패
션산업도시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섬유산업육성계획의 일환으로
‘밀라노 프로젝트(Milano Project)’를 1994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섬
유패션의 도시’라는 새로운 별칭 지명을 가지게 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도 새로운 별칭 지명의 발생을 초래한다. 일례로 유럽
이 이슬람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염려하여 ‘유럽’과 ‘아라비아’를 합한
‘유라비아(Eurabia)’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런던에서 급진적 이슬람 세력의
증가를 빗대어 ‘런더니스탄(Londonistan)’이라는 말도 생겼다.5)

4) 전국지리교사모임(2009), p. 200.
5) 러시아어로 각각 ‘Еврабия(유라비아)’, ‘Лондонистан(런더니스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의 기원을 살펴보면 정치적 신조어인 ‘Eurabia(유라비아)’는 이집트 태생의 영국 이슬람학
자인 밧 예올(Bat Ye’Or)에 의해 2000년대 초 생겨났다. ‘런더니스탄(Londonistan)’의 기원
은 1990년대 중반 프랑스 정부가 런던 내 과격 이슬람 세력의 현저한 증가와 이에 대한 영
국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을 비꼬는 데서 시작되었으며, 2007년 6월 4일에 출간된 영국 콜린
스(Collins) 영어사전 9판에도 등재되었다: ｢英 콜린스사전에 추가된 새 단어들 size-zero,
brainfood, 7/7｣(2007. 6. 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605018010(검
색일: 201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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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 이미지의 개념과 형성요인
오늘날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자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좋은
이미지는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6) 국제간
거래를 비롯해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이미지는 현대사회
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되었다.
그렇다면 국가 이미지란 무엇인가? 국가 이미지는 이미지의 개념을 국가
차원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이미지의 개념은 사용 분야와 관
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크게 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일반적 지각을 의미하고,
또 다른 관점은 제품 수준에서의 정의와 함께 보다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국
가 자체의 이미지로 분리하여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7)
제품 차원의 정의와 구분해 국가 이미지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후자의 관점에서는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차원들과 함께 구성원인
국민에 대한 이미지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 이미지
란 특정 국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 인상 등의 집합이라고 할

6) 한국 사회에서 국가 이미지 문제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성공적으로 개최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분수령으로
한국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기 위한 영문 국가 브랜드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가 만들어졌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월드컵으로 형성된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호의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위원회와 조직이 출
범했다. ‘국가이미지위원회’, ‘국가이미지개발위원회’, ‘국가이미지 지원조직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발족되었으나 모두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공염불에 그
치고 말았다.
7) 안종석(2005), p. 64, 재인용: 유재웅(2008),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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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국가 이미지는 해당 국가 상품이나 기업에 대한 이미지로 연결되
어 해외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마케팅 분야의
여러 연구에서 발표되었다. 한 국가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는 해당 국가 제
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 유사한 품질과 성능을 가진 다른 나
라의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또한 국가 이미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구매를 촉진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
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지 선
택에 국가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이 많다.8)
이처럼 국가 이미지는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관광지를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제품의 종류
나 질, 관광지 등이 국가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
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9)
국가 이미지는 다양한 요소로 형성된다. 국가 이미지는 해당 국가의 대표
적인 제품이나 국가의 특성, 경제적 및 정치적 배경, 역사 및 전통과 같은
변인에 의해 형성된다.

8) 일반적으로 관광은 국가의 해외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국가 이미지를 증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가 이미지라 함은 총체적 개념으로서 각
국가의 도시들을 포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9) 유재웅(2005),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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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 이미지 형성요소 10)

연구자

국가 이미지 형성요소

Kelman(1965)

사회/심리/문화적 유사성, 국제적 이벤트, 외국인과의 접촉
정도, 해외여행 정도

Nagashima(1970)

제품, 국가 특성, 경제 환경, 정치 환경, 역사, 전통

Wang(1978)

경제 발전 수준, 민주주의 정도, 문화적 유사성

Fakeye & Crompton(1991)

사회적 기회와 매력물, 자연적/문화적 쾌적함, 숙박과 교통
시설, 하부 구조/음식과 친절한 사람, 물리적 쾌적함과
레크리에이션 활동, 야간 오락 커뮤니케이션

Echtner & Ritchie(1991)

자연 체험, 휴양 환경의 편안함, 여행 편리성, 경제적 요인,
문화적 접촉, 각종 활동과 볼거리, 언어 소통 가능성

Roth & Romeo(1992)

혁신적, 디자인, 명성, 기술

Martin & Eroglu(1993)

경제성장, 민주화 수준, 대량생산 능력, 시민 정부, 산업화
정도, 노동 비용, 문맹률, 시장 자유화 수준, 복지 수준, 경제
안정성, 농산물의 자급도, 제품의 질, 삶의 수준, 기술적 연구
수준

Shin(1993)

경제적 발전 정도, 문화적 유사성, 정치 상황, 미국과의 동맹
관계

한충민(1994)

문화 발전 정도, 역사와 전통, 산업화 정도, 부유한 정도,
민주화 정도, 사회적 안정성, 국민의 근면성, 국민의 교육
수준

김용상(1999)

정치적 안정, 민주화 정도, 경제성장, 물가, 범죄 상황,
공공질서,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교육 수준, 친절과 예의,
자연경관과 기후, 국가 호감도

오미영, 박종민, 장지호
(2003)

품질 우수, 긍정 사고, 시장 경쟁, 국가 우호, 비즈니스, 문화
개방(세계화 요인), 의료 용역, 위생 관리, 교통 관리(사회복지
환경 요인), 높은 교육, 경제 발전, 민주국가(현대화 요인),
정치 불안, 경제 불안(사회 안정 요인)

10) 김용상(1999a), pp. 234~235; 김용상(1999b), pp. 95~96; 이춘수(2006), p. 20, 재인용: 유재웅
(2005),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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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미지 형성요소에 관한 국내외 학자들의 여러 견해를 정리해보면,
국가 이미지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 정치적 분위기, 문화적 발전, 교육 정도,
부유함, 국가의 크기, 인구 밀도, 인종과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요소, 지정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접촉, 국제적
사건 등 돌발적이고 일회성적인 사건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타칭 지명(Exonym)은 어느 국가나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외에 외부
인이 그 국가나 지역에 붙인 이름을 말한다. 이에 반해 국가나 지역 내부 사
람들이 붙인 지명을 자칭 지명(Endonym)이라고 한다.11) 별칭 지명을 타칭
지명으로 규정할 것인지 자칭 지명으로 규정할 것인지도 짚어볼 문제이다.
과거 식민지 국가들이 구식민제국으로부터 붙여진 타칭 지명을 거부하기도
하고, 영토 분쟁에 있어 국가간의 자칭, 타칭 지명은 정치적 문제를 내포하
고 있기 때문이다.12) 다음 4장과 5장에서는 각각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대
상으로 공식 지명과의 비교를 통해 별칭 지명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
겠다.

11) 위키피디아(2014), 타칭지명과 자칭지명, https://ko.wikipedia.org/wiki/%ED%83%80%EC%B
9%AD_%EC%A7%80%EB%AA%85%EA%B3%BC_%EC%9E%90%EC%B9%AD_%EC%A
7%80%EB%AA%85(검색일: 2015. 6. 13).
12) 독도문제(‘독도’ vs ‘다케시마’), 중일 영토분쟁(‘댜오위다오’ vs ‘센카쿠’)은 동아시아의 불
안은 물론, 주변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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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시아 지역
표 2. 아시아 지역의 공식 지명과 별칭 지명(Ⅰ)13)

공식 지명
Азия(아시아)

별칭 지명
‘Жёлтый континент’(황색대륙)

기원
역사

Вьетнам(베트남)

‘Балкон с видом на Тихий океан’
(태평양이 내다보이는 발코니)

지리

Горы Памир(파미르 고원)

‘Крыша мира’(세계의 지붕)

지리

Грузия(조지아)

‘Страна святого Георгия’
(성 게오르기의 나라)

역사

‘Священный город’(성스러운 도시)
‘Страна Ганга’(갠지스 강의 나라)

역사
지리

Баранаси
(바라나시)

‘Вечный город Индии’(인도의 영원한 도시)

역사

Мумбаи
(뭄바이)

‘Индийский Голливуд’(인도의 헐리웃)
‘Болливуд’(볼리우드)

산업

Река Ганг
(갠지스 강)

‘Река жизни и смерти’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강)

역사

‘Страна тысячи островов’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

지리

‘Жемчужина Индонезии’
(인도네시아의 진주)

지리

‘Поднебесная’(천하)
‘Среди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о’(中國)

역사
역사

‘Рисовое поле Азии’(아시아의 쌀 곡창지대)

산업

Иерусалим(예루살렘)

Индия(인도)

Индонезия
(인도네시아)

Китай(중국)

остров Бали
(발리 섬)

Великая
китайская
равнина
(화베이평원)

13) [표 2]는 러시아어 별칭 지명 목록(http://azbukovnik.blogspot.kr/2009/03/blog-post.html)을 토
대로 하여, 러시아 포털사이트상의 확장 검색을 통해 기존 목록 내용에 대해 확증, 추가 및
보완한 것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러시아어 알파벳순으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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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Жёлтый континент(황색대륙)’이라는 별칭 지명으로 불린다.14)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단에 남북으로 약 1,600㎞에 걸쳐 길게 뻗은
지형적 특성으로 ‘Балкон с видом на Тихий океан(태평양이 내다보이는 발
코니)’15)라 불린다.

그림 1. Карта Вьетнама(베트남 지도)16)

14) 러시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시아(Азия)’, ‘노란색(жёлтый)’, ‘대륙(континент)’의 세
가지 관련어 검색을 통해 검색 결과들을 살펴본 결과 오리엔탈리즘이나 레이시즘적 시각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올림픽 상징(Олимпийская символика)에 나타난
다섯 개의 대륙별 고리 색깔에 근거한 지명의 기원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인다.
15) 베트남의 별칭 지명인 ‘Балкон с видом на Тихий океан(태평양이 내다보이는 발코니)’의 유
래를 역사적 배경(가령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서 식민지를 확보하려는 프랑스의 야욕이나 동
남아시아 전역의 공산화 위험을 주장한 미국의 도미노 이론)에서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학술
대회 발표 당시 토론자의 언급이 있었으나, 러시아인의 시각에서는 매력적인 관광지로서 지
리적 특성만으로 나타난다. Вьетнам(2015), http://itu.ru/country/?id=76(검색일: 2015. 6. 13).
16) Besttravel(2015), Карта Вьетнама(베트남 지도), http://www.besttravel.ru/vietnam_m.php?co=25
(검색일: 201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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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중의 하나인 파미르 고원은 최고 높이 7,719m로
‘Крыша мира(세계의 지붕)’이라는 별칭 지명을 가지고 있다.
초기 기독교의 순교자이자 14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게오르기우스는 조지
아의 수호성인이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기억의 보고(寶庫)이자 종교적인
경외심과 민족의식의 원천이며, 그리스도 교도들에게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
도의 고통과 승리의 현장이다. 또한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마호메트의 신비
한 야간 여행의 목적지이자 이슬람교 제3의 성지이다.17)
바라나시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위치한 힌두교의 성지이다. 인도
신화에 따르면 바라나시를 흐르는 갠지스 강은 천상의 강으로 힌두교도에게
성스러운 강이다. 바라나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 버닝 가트(Burning
Ghat)는 화장을 하고 그 재를 갠지스 강에 뿌리면 삶과 죽음이 끝없이 이어
지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난다는 힌두교도들의 믿음으로부터 기인한다.
뭄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산업의 본고장
이다. 뭄바이의 옛 명칭인 봄베이(Бомбей)에 미국의 할리우드(Голлибуд)가
합쳐져 ‘Болливуд(볼리우드)’라 불린다. 한해 인도 전체 영화 제작 편수가
1,000여 편에 달하는데, 이 중 약 200편이 넘는 영화가 이곳에서 제작된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섬나라로 17,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리 섬은 사바나 기후와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 경관으로 ‘Жемчужина Инд
онезии(인도네시아의 진주)’라 불린다.

17) 원불교대사전(2015), 예루살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12979&cid=50765
&categoryId=50778(검색일: 201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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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별칭 지명에는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Поднебесная(천
하)’는 애초 전 세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다가 나중에 중국 황제의 권력
이 미치는 곳이라는 의미로 바뀌어 사용된다. 수세기에 걸쳐 중국인들은 자
신들의 나라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보아 ‘중궈(中國)’라 자칭했고, 이것이
러시아어로 번역 차용되어 ‘Среди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о(中國)’가 된다.
화베이 평원은 중국 문명의 요람으로 밀, 목화, 쌀 등이 재배되는 중국의
주요 곡창지대이다.
표 3. 아시아 지역의 공식 지명과 별칭 지명(Ⅱ)18)

공식 지명

Корея(대한민국)

Ливан(레바논)

별칭 지명

기원

‘Страна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아침의 나라)

역사

‘Азиатские тигры(драконы)’
(아시아의 호랑이, 용)

역사

‘Страна кедрового дерева’
(삼나무의 나라)

지리

‘Вертикальная земля’(수직의 대지)

지리

Непал(네팔)

‘Королевство снежных вершин’
(눈 덮인 정상의 왕국)

지리,
역사

Палестина(팔레스타인)

‘Земля обетованная’(약속의 땅)

역사

Сингапур(싱가포르)

‘Город льва’(사자의 도시)

역사

Стык границ Мьянмы,
Лаоса и Таиланда
(동남아시아의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의
접경지역)

‘Золотой треугольник’
(골든 트라이앵글)

산업

‘Опиумное поле Азии’
(아시아의 양귀비 밭)

산업

18) [표 3]은 러시아어 별칭 지명 목록(http://azbukovnik.blogspot.kr/2009/03/blog-post.html)을 토
대로 하여, 러시아 포털사이트상의 확장 검색을 통해 기존 목록 내용에 대해 확증, 추가 및
보완한 것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러시아어 알파벳순으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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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공식 지명

별칭 지명

기원

Таиланд(태국)

‘Страна тысячи слонов’
(수많은 코끼리의 나라)

역사

‘Блистательная(Высокая, Оттоманская) Порта’
웅대한(높은, 오스만 터키의) 대문

역사

‘Гора Ноя’(노아의 산)

역사

‘Страна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

지리

‘Белый остров’(설원의 섬)

지리

Турция
(터키)

Япония
(일본)

Арарат
(아라라트 산)

Хоккайдо
(홋카이도)

한국은 옛 국호인 조선(朝鮮)을 번역 차용하여 ‘Страна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아침의 나라)’로 불린다. 한국을 포함하여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Азиатские
тигры(아시아의 호랑이)’19) 또는 ‘Азиатские драконы(아시아의 용)’으로 불
린다. 이들은 모두 과거 제국주의 열강의 통치를 받았으나, 열강으로부터 해
방된 이후, 불과 몇십 년 만에 고도의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이루었다는 공
통점이 있다.
삼나무는 레바논의 국목(國木)으로 국기, 문장, 지폐, 주화, 훈장에도 그려
져 있다. 레바논 삼나무숲은 199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히말라야 산맥, 인도와 중국 티베트자치구 사이에 위치한 네팔은 2006년

19) 최근에는 ‘붉은 악마(Красные дьяволы)’와 더불어 한국 대표 축구팀(Сборная Южной Кор
еи по футболу)을 일컫는 별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Live Result(2015), Информация о коман
де, Южная Корея(South Korea), http://www.liveresult.ru/football/teams/%D0%AE%D0%B
6%D0%BD%D0%B0%D1%8F_%D0%9A%D0%BE%D1%80%D0%B5%D1%8F(검색일: 201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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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공식 국명이 네팔 왕국이었다가 군주제가 폐지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민주공화국이 된 나라이다. 가장 낮은 곳이 해발 70m이고, 국토의
40%가 넘는 지역이 3,000m 이상에 위치해 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산국
가이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뒤 젖
과 꿀이 흘러넘치는 풍요로운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 가나안
땅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다.

그림 2. Lebanon flag(레바논 국기)20)

13세기 스리위자야 왕국의 뜨리부아나(Tri Buana) 왕자가 현재 싱가포르
에 표류했을 때 사자를 목격하고 싱가뿌라(Singapura: 산스크리트어로 사자
의 도시)라고 명명한 것이 싱가포르 국명의 유래이다.
동남아시아의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이 메콩 강에서 접하는 산악지대를

20) Lebanon flag(레바논 국기)(2013), http://russiaru.net/sega1/status/c0000052800000112(검색일:
201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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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컬어 ‘Золотой треугольник(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부른다. 20세기 중반
에 생겨난 세계 최대의 마약·각성제 밀조 지대이다.
태국에서 코끼리는 신성한 동물로 숭배의 대상이다. 매년 3월 13일은 ‘코
끼리의 날’로 국경일로 지정되어 코끼리에게 과일과 야채를 대접하는 불교
의식이 거행된다. 태국인들에게 코끼리는 친근한 대상으로, 과거에는 도시
나 사원의 건설, 전쟁에 동원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태국 경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일등 공신이다.
오스만 터키 정부의 대재상 집무실을 가리켜 ‘Высокая Порта(높은 대문)’
이라 부르다가 나중에는 오스만 정부 자체를 칭하는 ‘Блистательная Порта
(웅대한 정부)’, ‘Оттоманская Порта(오스만 터키 정부)’라는 별칭이 생겨나
게 되었다.

Бытие
8:4. И остановился ковчег в седьмом месяце, в
семнадцатый день месяца, на горах Араратских.
8:5. Вода постоянно убывала до десятого месяца; в
первый день десятого месяца показались верхи гор
창세기
“8:4.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8:5.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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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라트 산은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대홍수 끝에 표류하다가 도착한
곳이라는 전설로 유명하다.
일본의 공식 명칭을 일본어로 발음하면 ‘닛폰(Ниппон)’ 또는 ‘니혼(Нихон)’
이다. 이것이 수세기 동안 여러 차례 변형을 거치면서 오늘날 러시아어로
‘Япония’가 되었다. 두 명칭 모두 한자어로 풀이하면 태양(日)과 근원(本),
즉 시작을 뜻하므로 ‘태양의 시작’, 곧 ‘Страна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떠오르
는 태양의 나라)’라는 별칭 지명이 된다.21) 또한 중국 수나라 시대부터 일본
을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로 지칭했는데, 이는 지리상 일본이 중국보다 동
쪽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홋카이도는 전역에 걸쳐 냉대 습윤 기후와 타이가 기후와 같이 매우 한랭
한 기후가 나타난다.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크고 겨울에 눈이 내리면 굳어
져서 잘 녹지 않아 전역이 폭설 지대로 지정되어 있다.

Ⅴ. 유럽 지역
앨비온(Albion)22)은 그레이트 브리튼 섬을 지칭하는 명칭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명칭이다. 항상 섬 저지대를 둘러싸고 있는 자욱한 해무로 인해 잘

21)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라는 별칭 지명이 태양, 즉 신에 의해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을 가진
자칭 지명이라는 설도 있다. Ярышева Елена(2012), “Япония-страна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http://6rasa.ru/yaponiya-%E2%80%93-strana-vosxodyashhego-solnca(검색일: 2015. 6. 18).
22) 혁명 전 러시아에서는 영국 외교 정책의 이중성을 비꼬아 ‘교활한 앨비온(коварный Альбион)’
이라 부르기도 했다. Википедия(2015), Альбион, https://ru.wikipedia.org/wiki/%C0%EB%F
C%E1%E8%EE%ED(검색일: 201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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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수식어인 ‘туманный(안개 짙은)’와 결합하여 그레이트 브리튼 섬 또
는 잉글랜드 자체를 시적인 의미로 부를 때 사용된다. 과격 이슬람의 아지트
가 된 런던을 일컬어 ‘Лондонистан(런더니스탄)’이라 부르기도 한다. ‘런던’
과 이슬람 국가들의 국명에 많은 ‘스탄(아랍어로 ‘땅’이라는 뜻)’의 합성어
이다.
벨기에의 도시 안트베르펜은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가공 및 매매 중심
지로 유명하다. 운하와 항구 도시인 브뤼헤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로 ‘Бельги
йская Вененция(벨기에의 베네치아)’로 불린다.
불가리아는 전 세계 장미 오일(oil) 공급의 70% 이상을 차지해 ‘Страна ро
зового масла(장미유의 나라)’로 불리고 있다. 온화한 기후와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는 자연조건 덕분에 천혜의 장미 재배산지로 손꼽힌다. 특히 불가리
아 장미 생산 중심지인 카잔루크(Kazanlak)에는 매년 장미꽃이 만발한 6월
에 열리는 장미축제를 보기 위해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든다.
도시 전체를 비추는 화려한 조명과 다뉴브 강의 아름다운 야경으로 부다
페스트는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었다.
독일의 국제 비즈니스와 금융의 중심지로서 뒤셀도르프(Dusseldorf)에는
약 170개 국내외 금융 회사들과 약 130개의 보험회사들이 있으며, 규모가
가장 큰 독일 주식시장 중 하나인 뒤셀도르프 주식시장이 있다.
고타(Gotha)는 독일 지도제작의 중심지이다. 특히 18세기부터 제2차 세계
대전 때까지 지도 및 지리 관련 서적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유스투스 페르테
스(Justus Perthes) 출판사로도 유명하다.
예나(Jena)는 독일 튀링겐에 있는 도시로 광학 렌즈, 광학 기기의 생산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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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럽 지역의 공식 지명과 별칭 지명(Ⅰ)23)

공식 지명

Англия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영국(대영제국)
Бельгия
(벨기에)

별칭 지명

기원

‘Туманный Альбион’(안개 짙은 앨비온)

지리

Лондон(런던)

‘Лондонистан’(런더니스탄)

역사

Антверпен
(안트베르펜)

‘Бриллиантовая столица мира’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수도)

산업

Брюгге
(브뤼헤)

‘Бельгийская Вененция’
(벨기에의 베네치아)

지리

‘Страна розового масла’(장미유의 나라)

산업

‘Париж на Дунае’(도나우의 파리)

지리

‘Автомобильный цех Европы’
(유럽의 자동차 생산 기지)

산업

Дюссельдорф
(뒤셀도르프)

‘Сейф Рура’(루르의 금고)

산업

Гота(고타)

‘Картографическая столица Европы’
(유럽의 지도제작 중심지)

산업

Йена(예나)

‘Оптическая столица Европы’
(유럽 광학 기술 산업의 메카)

산업

Пассау(파사우)

‘Баварская Венеция’
(바이에른 주의 베네치아)

지리

‘Нью-Йорк Европы’
(유럽의 뉴욕)

산업

‘Банковский сейф Европы’
(유럽의 은행 금고)

산업

‘Геркулесовы столбы’
(헤라클레스의 기둥)

역사

Болгария(불가리아)
Венгрия
(헝가리)

Германия
(독일)

Будапешт
(부다페스트)

Франкфурт
(프랑크푸르트)
Гибралтарский пролив
(지브롤터 해협)

23) [표 4]는 러시아어 별칭 지명 목록(http://azbukovnik.blogspot.kr/2009/03/blog-post.html)을 토
대로 하여, 러시아 포털사이트상의 확장 검색을 통해 기존 목록 내용에 대해 확증, 추가 및
보완한 것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러시아어 알파벳순으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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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공식 지명

별칭 지명

기원

‘Молочная ферма Европы’
(유럽의 낙농장)

산업

‘Страна всеобщего дизайна’
(전 세계 디자인의 중심지)

산업

Европа(유럽)

‘Еврабия’(유라비아)

역사

Западная Европа(서유럽)

‘Старый Свет’(구세계, 구대륙)

역사

‘Зелёная страна’(녹색 국가)

지리

‘Изумрудная страна’(에메랄드빛의 국가)

지리

‘Страна святого Патрика’
(성 패트릭의 국가)

역사

‘Ледяная страна’(빙하의 나라)

지리

‘Остров огня и льда’(불과 얼음의 섬)

지리

‘Отшельник Атлантики’
(대서양의 은둔자)

지리

‘Страна гейзеров и вулканов’
(간헐천과 화산의 나라)

지리

‘Сапожок’(롱부츠)

지리

‘Главный сад Европы’(유럽의 주요 정원)

산업

Рим(로마)

‘Вечный город’(영원의 도시)

역사

Стромболи
вулкан
(스트롬볼리
화산)

‘Маяк Средиземного моря’
(지중해의 등대)

지리

Дания(덴마크)

Ирландия(아일랜드)

Исландия(아이슬란드)

Италия
(이탈리아)

파사우(Passau)는 바이에른 주 동남부로 도나우(Danube) 강, 인(Inn) 강, 일
츠(Ilz) 강의 합류 지점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독일의 행정 수도는 베를린이지만, 경제적 수도는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라 할 수 있을 만큼 독일에서 경제적인 중심을 차지한 곳이다. 유럽 중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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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들어서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도 위치하고 있어서 유럽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EU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도 알려
져 있다.

그림 3. 세우타(Ceuta) 항구의 헤라클레스(Геркулесовы столбы) 기둥 기념물 24)

지브롤터 해협(Strait of Gibraltar)은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해협이
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지중해를 빠져나가는 길목이 거대한 바위들로 막
혀 있자 헤라클레스가 맨손으로 그 바위들을 다 찢어 버리고 길을 만들고,
그 바위들을 양쪽으로 내던져 지중해를 지키게 했다. 그리스인들은 헤라클
레스의 이름을 따서 그 바위들을 ‘Геркулесовы столбы(헤라클레스의 기둥)’
이라고 했는데, 이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현재의 지브롤터 해협이다.

24) Don’t Panic Ocean 2011: океан-это просто очень много воды(2011), 세우타(Ceuta) 항구의
헤라클레스(Геркулесовы столбы) 기둥 기념물, http://firstbyfirst.ru/?p=1727(검색일: 201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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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Датский дизайн(덴마크 디자인)25)

과거 손꼽히는 낙농 국가였던 덴마크는 최근 IT 강국, 디자인 강국으로 부
상하며, 새로운 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
다. 덴마크는 1997년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디자인 정책을 수립하고 디
자인을 국가 가치로 내세우는 나라로 여왕이 국제무대에서 외교 수단으로
활용할 정도이며 레고(LEGO), 로얄 코펜하겐(Royal Copenhagen Porcelain),
뱅 앤 올룹슨(Bang & Olufsen) 등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자랑한다.

25) VisitDenmark(2015), Датский дизайн(덴마크 디자인), http://www.visitdenmark.ru/ru/denmark/
dizayn/datskiy-dizayn(검색일: 201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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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이슬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유럽의 뿌리 깊
은 경계심의 표출로 ‘Еврабия(유라비아)’26)라는 표현이 생겨났다. 이 같은
유럽의 이슬람 경계의 기저에는 정치, 경제적 배경이 깔려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유럽 내 무슬림 인구의 증가가 이민정책부터 문화 정체성과 안보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책의 초점이 되어 왔다. 특히 세계 경제위기와 그
에 따른 취업난은 외국인 노동자를 넘어 외국인 전반에 대한 배타심을 키우
고 있다.27)
1492년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전까지 유럽인들에게 알려져 있던 유럽, 아
시아, 아프리카를 ‘Старый Свет(구세계 혹은 구대륙)’이라 부르는데, 러시아
어에서는 통상 ‘Западная Европа(서유럽)’을 뜻한다.28)

26) 정치적 신조어인 ‘Eurabia(유라비아)’는 이집트 태생의 영국 이슬람 학자인 밧 예올(Bat
Ye’Or)에 의해 2000년대 초 생겨났다. 러시아어판 위키피디아와 영어판 위키피디아의 다소
다른 설명이 흥미롭다.
Википедия(2015), Евравия, https://ru.wikipedia.org/wiki/%D0%95%D0%B2%D1%80%D0%B
0%D0%B1%D0%B8%D1%8F(검색일: 2015. 6. 23): “Еврабия — политическое клише, испо
льзуемое для негативного описания настоящего или мним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ли культур
ного сближения Европы и арабских стран.”
Wikipedia(2015), Eurabia, https://en.wikipedia.org/wiki/Eurabia(검색일: 2015. 6. 23): “Eurabia
is a political neologism. The concept was coined by Bat Ye’Or in the early 2000s. Bat Ye’Or
(pen name of Gisele Littman) claims a conspiracy of Europe, allegedly led by France and Arab
powers to islamise and arabise Europe and thereby weakening its existing culture and undermining
an alleged previous alignment with the U.S. and Israel.”
27) ｢‘유라비아 공포’에 떨고 있는 유럽｣(2009. 12. 4),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
pe/391553.html(검색일: 2015. 6. 23).
28) 엄밀히 말하면 ‘Старый Свет(구대륙)’은 ‘Афроевразия(아프로·유라시아)’가 정확한 표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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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t. Patrick’s Day(성 패트릭의 날)29)

아일랜드는 따뜻한 멕시코 만류 덕분에 겨울에도 눈이 오지 않아 1년 내
내 녹색 초원을 볼 수 있어 ‘Зелёная(Изумрудная) страна(초록의 나라, 에메
랄드의 나라)’로 불린다. 그리고 매년 3월 17일은 기독교의 축일로, 아일랜
드의 수호성인이자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전도한 성 패트릭을 기념하는 ‘성
패트릭의 날(Saint Patrick’s Day)’이다. 1995년 아일랜드 정부가 전 세계에
아일랜드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성 패트릭의 날을 홍보하기 시작하여 오
늘날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었다.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 해령의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산 활동
이 활발하며, 지열의 작용도 거대한 규모로 이뤄진다. 또한 북극권 바로 아
래에 국토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목의 생장에 제한을 받으며 빙하의 흐
름도 활발하다. 이런 지질학적 특징은 아이슬란드의 풍경을 다채롭게 만들
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에 뻗은 커다란 반도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Сапожок

29) St. Patrick’s Day(성 패트릭의 날)(2014), http://riva.com.au/2014/03/16/happy-saint-patricks-day
(201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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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부츠)’라 불린다. 이탈리아는 크게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 남부지역은 올리브, 포도, 토마토, 밀, 쌀 등의 생산으로 농업이 발달
하였으며, 특히 포도주 생산은 프랑스와 자웅을 겨룰 정도이다.
3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수도 로마는 수많은 침략과 파괴의 부침을
겪어왔지만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덕분에 ‘Вечный город(영원한 도시)’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북쪽에 위치한 스트롬볼리 화산은 용암 분출 시 용
암이 마구 튀는 스트롬볼리식 분화로 유명한 활화산이다. 용암이 분출되는
화려한 야경으로 ‘Маяк Средиземного моря(지중해의 등대)’라 불린다.

그림 6. Карта Италии(이탈리아 지도)30)

30) Словакия. Бардеевские Купели. Очарование провинциального музея(2015), Карта Италии
(이탈리아 지도), http://www.otzyv.ru/read.php?id=184671&v=280315003459(검색일: 201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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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룩셈부르크는 은행 및 보
험업, 철강업을 기간산업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국이자 공업국이다. 세계 최
대의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31)의 본사가 룩셈부르크에 위
치해 있다.
모나코는 관광산업, 국제 중계무역으로 말미암은 무역 중계 수수료, 새롭
게 등장하는 컨벤션 산업, 관광과 문화, 예술을 연계한 잔치와 오락, 운동경
기와 여가 산업이 재정에 큰 몫을 하는 주수입원이다. 특히 도박 산업이 발
달한 모나코에서는 화려한 카지노를 쉽게 찾을 수 있다.32)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제방과 풍차, 나무 신발로 유
명하다. 온화한 겨울철 날씨와 기름진 토양의 자연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네
덜란드의 농업은 최첨단 기술과 높은 생산성을 자랑한다. 특히 튤립을 중심
으로 하는 원예 농업이 발달했다.
노르웨이 국토의 72%는 빙하의 침식을 받은 평탄한 꼭대기를 지닌 산지
이다. 특히 북극해와 바렌츠 해와 접하고 있는 해안선은 피오르드로 유명
하다.
북위 74°~81°, 동경 10°~35° 사이의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스발바르 제도
는 유럽 본토의 북부로, 노르웨이와 북극점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

31) 룩셈부르크의 철강회사 아르셀로와 인도의 철강회사 미탈이 전신으로 2006년 두 회사가 합
병하여 아르셀로미탈이 되었다. Википедия(2015), Люксембург, https://ru.wikipedia.org/wiki
/%CB%FE%EA%F1%E5%EC%E1%F3%F0%E3(검색일: 2015. 6. 26).
32) Википедия(2015), Monaco, https://ru.wikipedia.org/wiki/%D0%9C%D0%BE%D0%BD%D0%B
0%D0%BA%D0%BE(검색일: 2015. 6. 27).

∙ 284

현대 러시아어 ‘별칭 지명’과 국가 이미지 연구 -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표 5. 유럽 지역의 공식 지명과 별칭 지명(Ⅱ)33)

공식 지명

별칭 지명

기원

‘Стальное герцогство’(철강 공국)

산업

‘Страна-банкир’
(은행가의 나라, 금융 중심지)

산업

Монако(모나코)

‘Страна-казино’(카지노의 나라)

산업

Нидерланды(Голландия)
(네덜란드)

‘Страна тюльпанов’(튤립의 나라)

산업

‘Цветочное поле Европы’(유럽의 꽃밭)

산업

‘Страна фьордов’(피오르드의 나라)

지리

‘Арктический оазис’(북극의 오아시스)

지리

‘Макушка Европы’(유럽의 정수리)

지리

‘Остров туманов’(안개 짙은 섬)

지리

‘Бедный задворок Европы’(유럽의 빈국)

역사

‘Спящая красавица Европы’
(유럽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지리

‘Страна за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저무는 태양의 나라)

지리

‘Швейная фабрика Европы’
(유럽의 봉제 공장)

산업

‘Главная улица Европы’
(유럽의 젖줄)

산업

Люксембург(룩셈부르크)

Норвегия
(노르웨이)

архипелаг
Шпицберген
(스발바르 제도)

Португалия(포르투갈)

Река Рейн(라인강)

유럽 대륙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포르투갈은 일찍이 EU에 가입하였으
나 산업구조가 선진화되지 못하여 다른 EU 국가와는 경제적 격차가 크다.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물산업 발전
과 함께 패션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주요 수출 품목은 의류 및 의류관련

33) [표 5]는 러시아어 별칭 지명 목록(http://azbukovnik.blogspot.kr/2009/03/blog-post.html)을 토
대로 하여, 러시아 포털사이트상의 확장 검색을 통해 기존 목록 내용에 대해 확증, 추가 및
보완한 것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러시아어 알파벳순으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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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채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신트라
(Sintra)의 페냐 성은 동화 속에나 존재할 법한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다.
라인 강은 스위스 중부 지방에서 발원하여 독일과 네덜란드를 가로질러
북해로 유입되는 중부 유럽의 대하천이다. 라인 강은 1815년 자유로운 항해
를 보장하는 빈 조약이 체결되어 본격적인 국제수로로서의 면모와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근대산업이 크게 발달됨에 따라 물동량이 더욱
증가되었고, 인접 국가들의 산업과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스위스의
바젤,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독일의 루트비히스하펜, 레버쿠젠, 뒤스부르
크, 마인츠 등 라인 강의 본류와 지류를 따라 발달한 수많은 상공업 도시가
이를 뒷받침한다.
보다이보는 대규모 금광지대로 메이저 금광 채굴 기업들이 위치해 있다.
브랸스크 주의 주요 산업은 농산물 가공업으로 농업이 발달했으며, 곡물
과 공업용 작물을 주로 재배한다. 볼가 강 유역은 유럽권 러시아의 1/3을 차
지한다. 강과 그 유역의 거대한 규모와 엄청난 경제적·문화적·역사적 중요성
으로 인해 세계적인 대하천으로 꼽힌다.
볼로그다는 남북과 동서의 철도 교차지점으로, 러시아 북부의 중요한 교
통 연계지이다. 주요 산업은 기계, 금속가공, 제재, 목재가공, 아마(亞麻), 식
품가공, 양조 등의 공업이며, 리넨, 레이스 등의 생산으로도 유명하다.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를 흐르는 드네프르 강 유역에는 300기가
넘는 수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돈바스와 크리보이로크의 공업지역과
우크라이나 남부 및 반도의 건조한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서시베리아의 가장 발달된 산업 분야는 석유, 가스, 석탄 채굴산업과 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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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다. 석유와 가스는 러시아 전체 채굴량의 70%, 석탄은 약 30% 그리고
목재는 10.7%에 달한다.
즈베니고로드는 자연보호구역인 스토로쥐카 강안(природный заказник «
Долина реки Сторожки»)의 그림 같은 풍경으로 ‘Русская Швейцария(러시
아의 스위스)’라는 별칭 지명을 얻게 되었다.

표 6. 러시아 지역의 공식 지명과 별칭 지명(Ⅰ)34)

공식 지명

Россия
(러시아)

별칭 지명

기원

Бодайбо(Иркутская
область)
(보다이보)

‘Золоторудная столица России’
(러시아 금광의 메카)

자연

Брянская область
(브랸스크 주)

‘Картофельное поле России’
(러시아의 감자밭)

산업

Река Волга(볼가 강)

‘Главная улица Европейской России’
(유럽권 러시아의 젖줄)

지리

Вологодская область
(볼로그다 주)

‘Льняное поле России’
(러시아의 아마 산지)

산업

Река Днепр(드네프르 강)

‘Главная улица Украины’
(우크라이나의 젖줄)

산업

Западная Сибирь
(서시베리아)

‘Нефтяное поле России’
(러시아 석유 자원의 보고)

산업

Звенигород(즈베니고로드)

‘Русская Швейцария’
(러시아의 스위스)

지리

Зеленоград(젤레노그라드)

‘Электронная столица России’
(러시아 전자 산업의 중심지)

산업

34) [표 6]은 러시아어 별칭 지명 목록(http://azbukovnik.blogspot.kr/2009/03/blog-post.html)을 토
대로 하여, 러시아 포털사이트상의 확장 검색을 통해 기존 목록 내용에 대해 확증, 추가 및
보완한 것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러시아어 알파벳순으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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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공식 지명

기원

‘Город невест’(신부의 도시)

역사

‘Город ткачих’(직물의 도시)

산업

‘Родина Первого Совета’
(최초 소비에트의 본산)

역사

‘Ситцевый край’(리넨 주)

산업

‘Текстильная столица России’
(러시아 직물의 중심지)

산업

‘Русский и Красный Манчестер’
(러시아의 맨체스터)

산업

Ивановская область
(이바노보 주)

‘Текстильлный край России’
(러시아 직물 중심지)

산업

Карелия и Ленинградская
область(카렐리야
공화국과 레닌그라드 주)

‘Озёрный край России’
(러시아 호수의 중심지)

지리

Калининградская
область(칼리닌그라드 주)

‘Янтарный край России’
(러시아 호박(琥珀)의 주)

산업

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й(크라스노다르 지방)

‘Житница России’(러시아의 곡물 창고)

산업

‘Всероссийская кочегарка’
(전 러시아의 보일러실)

산업

‘Всесоюзная кочегарка’
(전 소비에트의 보일러실)

산업

Иваново
(이바노보)

Россия
(러시아)

별칭 지명

Кузнецкий угольный
бассейн
(쿠즈네츠크 석탄분지)

젤레노그라드는 전자, 반도체, 컴퓨터 공학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어 ‘Эле
ктронная столица России(러시아 전자 산업의 중심지)’35)라 불린다.

35)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혁신기업의 산실을 만들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계획하에 모스크바
인근에 설립된 스콜코보 혁신센터(Инновационный центр «Сколково»)도 ‘Российская Кремниевая
долина(러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투자 분위기 침체와 고급인력의
해외유출로 인해 ‘러시아의 실리콘밸리’는 젤레노그라드의 별칭 지명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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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노보는 직물 산업, 교육 기관 그리고 혁명의 역사로 잘 알려져 있다.
17세기에 최초로 방적소가 생긴 이래 러시아 직물업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직물 기술자들은 여성이었다. 1905년 러시아 혁명 당시 이바노보보즈네센스크 노동자 대의원 전 소비에트(Иваново-Вознесенский общегоро
дской совет рабочих депутатов)가 최초로 설립되었다. 또한 섬유, 화학기
술, 동력, 농업, 의학, 사범대학 등 많은 고등교육기관들이 있다.36)
카렐리야 공화국과 레닌그라드 주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호수인 라도가
호(Ладожское озеро)와 오네가 호(Онежское озеро)를 비롯하여 약 6만여 개
의 크고 작은 호수들이 있다.
칼리닌그라드 주의 주요 자원은 호박이다. 전 세계 매장량의 90%가 이 지
역에 집중되어 있어 ‘Янтарный край России(러시아 호박(琥珀)의 주)’로 불
린다.
러시아 경제에서 크라스노다르 주는 가장 중요한 농업 지역으로, 러시아
농업 총생산량 1위(7%)를 차지한다. 곡물 총수확량은 러시아 전체의 10%,
사탕무 총수확량의 17.3%에 달한다.
쿠즈네츠크 석탄분지는 전 세계 대량 석탄 매장지 중 하나로 손꼽히며,
2013년 기준 채굴량은 2억 3천만 톤에 달한다.
마그니토고르스크는 러시아 첼랴빈스크 주의 도시로, 러시아 철강업의 중
심지 가운데 하나이다.

높아 보인다. ｢푸틴이 싫어”…러시아 고급두뇌 ‘엑소더스’｣(2014. 10. 28), http://news.heraldc
orp.com/view.php?ud=20141028000463&md=20141028103621_BK(검색일: 2015. 6. 28).
36) Википедия(2015), Иваново, https://ru.wikipedia.org/wiki/%C8%E2%E0%ED%EE%E2%EE
(검색일: 201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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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는 다양한 별칭 지명을 가지고 있다. 중앙집권적 통치 이데올로
기를 상징하는 수도로서의 면모를 나타내는 ‘Златоглавая(황금 지붕의 모스
크바)’, ‘Первопрестольная(왕좌)’, ‘Сердце России(러시아의 심장부)’, 정통
성을 강조하는 ‘Третий Рим(제3의 로마)’ 그리고 도시가 본격적으로 발달
하는 16세기부터, 일곱 개의 언덕이 서로 근접하게 위치한 로마에 비유하여
‘Город на семи холмах(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 부른다.
그림 7. Семь холмов Москвы(모스크바의 일곱 언덕)37)

Семь легендарных холмов Москвы в
середине XVI века:
1.Боровицкий холм (Маковица):
2.Псковская горка:
3.Таганский холм (Швивая горка):
4.Ивановская горка (Алабов холм):
5.Красный холм:
6.Старо-Ваганьковский холм:
7.Чертольский холм

표 7. 러시아 지역의 공식 지명과 별칭 지명(Ⅱ)38)

공식 지명

Россия
(러시아)

Магнитогорск
(마그니토고르스크)

별칭 지명

기원

‘Всероссийская кузница’
(전 러시아의 대장간)

산업

37) Википедия(2015), Семь холмов Москвы(모스크바의 일곱 언덕), https://ru.wikipedia.org/wiki/%
D1%E5%EC%FC_%F5%EE%EB%EC%EE%E2_%CC%EE%F1%EA%E2%FB(검색일: 2015. 6. 28).
38) [표 7]은 러시아어 별칭 지명 목록(http://azbukovnik.blogspot.kr/2009/03/blog-post.html)을 토
대로 하여, 러시아 포털사이트상의 확장 검색을 통해 기존 목록 내용에 대해 확증, 추가 및
보완한 것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러시아어 알파벳순으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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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공식 지명

별칭 지명

기원

역사

Москва(모스크바)

‘Белокаменная’(백석의 모스크바)
‘Город на семи холмах’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Златоглавая’(황금 지붕의 모스크바)
‘Первопрестольная’(왕좌)
‘Сердце России’(러시아의 심장부)
‘Третий Рим’(제3의 로마)

Новокузнецк
(Кемеровская область)
(노보쿠즈네츠크)

‘Угольная столица России’
(러시아 석탄 중심지)

Новый Уренгой
(Тюменская область)
(노비우렌고이)
Россия
(러시아)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상트페테르부르크)
Сургут
(Тюменская область)
(수르구트)
Тольятти(톨리야티)
Тула(툴라)
Урал(우랄)
Якутия
(야쿠티야)

Мирный
(미르니)

‘Газовая столица России’
(러시아 가스 중심지)
‘Газодобывающая столица России’
(러시아 가스 생산 중심지)
‘Город на Неве’(네바강 위의 도시)
‘Питер’(삐쩨르)39)
‘Северная Венеция’(북방의 베네치아)
‘Северная Пальмира’(북방의 팔미라)
‘Нефтяная столица России’
(러시아 석유 중심지)
‘Автомобильная столица России’
(러시아 자동차 중심지)
‘Город оружейников’(무기 제작의 도시)
‘Каменный пояс’(석대)
‘Природная кладовая России’
(러시아 자연의 보고)
‘Холодильник России(러시아의 냉장고)
‘Алмазная столица России’
(러시아 다이아몬드 매장지)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자연
산업
산업
지리
역사
지리
지리
산업
산업
산업
역사
지리
지리
산업

39) ‘Питер(삐쩨르)’는 최초 명칭인 ‘Санкт-Питер-Бурх’가 구어체로 축약된 형태로 18세기에
생겨났다.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Даля. В.И. Даль. 1863-1866. Питер, http://dic.academic.ru/dic.n
sf/enc2p/307070.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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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우렌고이는 러시아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에 위치한 도시로 1975년 처
음으로 가스 갱(坑) 시추가 이루어지면서 1980년 도시로서의 지위를 부여받
게 되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에 따라 이탈리아의 베네
치아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모델로 네바 강 하구의 늪지대 위에 건설
한 수상 도시이다. 18세기 중반 러시아 문학에서는 시리아의 고대 도시인 팔
미라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에 비유하기도 했다. 릘례예프(К. Ф. Рылеев)는
시 ‘델리아에게(«К Делии», 1820)’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В Пальмире Севера прекрасной
Брожу в унынии, как сирот несчастный,
Питая мрачный дух тоской.”
“아름다운 북방의 베네치아에서
우울하게 거닌다, 불행한 고아처럼
우수에 차 우울한 기분을 품은 채로.”

수르구트는 러시아 튜멘 주 한티만시 자치구에 있는 항구도시로 시베리아
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수르구트 경제의 기반은 수르구트 석유
가스사(ОАО «Сургутнефтегаз»)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 채굴 및 가공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톨리야티는 러시아 사마라 주의 도시로 1970년대 아브토바즈사(ОАО «А
ВТОВАЗ»)의 건설과 더불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아브토바즈사의
모노타운(Monotown)이 되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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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전도시인 툴라는 풍부한 철광석을 바탕으로 4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무기 제작과 금속 가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툴라가
‘Город оружейников(무기 제작의 도시)’라는 별칭 지명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로 잘 알려져 있는 우랄산맥은 시적인
표현으로 ‘Каменный пояс(석대)’이라 불린다. 또한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인
해 ‘Природная кладовая России(러시아 자연의 보고)’라는 별칭도 있다.
야쿠티야의 기후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대륙성 기후이다. 야쿠티야
에서 4월과 10월은 동계에 해당하며, 가장 혹한기인 1월과 온난기인 7월의
온도 차이는 70~75°C에 달한다.
미르니는 미르닌스키, 아나바르스키 뉴르빈스키 지역을 대상으로 다이아
몬드를 채광하는 알로사 주식회사의 거점 도시이다. 도시 내 사회문화적 주
요 조형물 건설이 알로사 주식회사의 자본으로 이루어지므로 미르니는 모노
타운적 성격을 띤다.

40) Advantour(2015), Тольятти - центр российского автопрома, http://www.advantour.com/rus/ru
ssia/togliatti.htm.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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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유럽 지역의 공식 지명과 별칭 지명(Ⅲ)41)

공식 지명

Украина
(우크라이나)

별칭 지명

기원

‘Страны ближнего зарубежья’
(근외 국가들)

역사

‘Мать городов русских’
(러시아 도시의 어머니)

역사

‘Хлебная корзина Европы’
(유럽의 빵 광주리)

산업

‘Лесной цех Европы’(유럽의 임업공장)

산업

‘Северный сосед’(북방의 이웃)

지리

‘Маркизова лужа’(마르키스의 웅덩이)

역사

Берега реки
Луара
(루아르 강변)

‘Долина замков’(고성들의 협곡)

지리

Ницца(니스)

‘Долина высокой
технологии’(테크노밸리)

산업

‘Законодатель мировой моды’
(세계 유행의 선도자)

산업

‘Парфюмерная столица мира’
(세계 향수의 메카)

산업

Киев(키예프)

Финляндия(핀란드)
Финский залив(핀란드 만)

Франция
(프랑스)

Париж(파리)

Хорватия
(크로아티아)

Дубровник
(두브로브니크)

‘Славянские Афины’(슬라브의 아테네)

역사

Швейцария
(스위스)

Цюрих(취리히)

‘Банковский сейф Европы’
(유럽의 은행 금고)

산업

Эстония
(에스토니아)

Таллин(탈린)

‘Город старого Томаса’
(토마스 할아버지의 도시)

역사

41) [표 8]은 러시아어 별칭 지명 목록(http://azbukovnik.blogspot.kr/2009/03/blog-post.html)을 토
대로 하여, 러시아 포털사이트상의 확장 검색을 통해 기존 목록 내용에 대해 확증, 추가 및
보완한 것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러시아어 알파벳순으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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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의 공화국 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는 ‘Страны ближнего зарубежья
(근외 국가들)’로 불린다.42) 수도 키예프는 동부 유럽에서 가장 오래 된 도
시의 하나로 ‘Мать городов русских(러시아 도시의 어머니)’라 불린다. 또한
유럽 최대의 밀 곡창지대로 유럽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 되고 있다. 우크라
이나의 밀 공급은 세계 곡물 시장에서 큰 변수를 차지한다.43)
핀란드는 침엽수림 지대가 국토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한 제재업은 핀란드의 주요 산업으로, 그 생산량은 유럽에
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1980년대 이후 농업 및 임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
서 노키아(Nokia), 리눅스(Linux) 등 첨단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 선진국
으로 변화를 꾀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지리상 동쪽부터 남쪽에 걸쳐 러시아
와 육로로 국경을 접하고 있어 북방의 이웃이라 불린다.
핀란드 만은 ‘Маркизова лужа(마르키스의 웅덩이)’라는 별칭 지명을 가지
고 있다. 이 별칭은 19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언론 매체, 문학 작품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대해(大海)에 비해 얕은 수심과 작은 규모를
부각시켜 네바 강 연안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44)
42) 우크라이나(Украина) 이외에도 카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 우즈베키스탄(Узбекистан), 타지키
스탄(Таджикистан), 키르기스스탄(Кыргызстан), 아르메니아(Армения), 조지아(Грузия), 아
제르바이잔(Азербайджан), 벨라루스(Беларусь), 몰도바(Молдова)가 ‘근외 국가’(Страны б
лижнего зарубежья)로 불린다. Баско, Н. В.(2003), с. 120.
43) 실제로 2010년 러시아가 밀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 국제 밀 가격은 한 달간 60%나 폭
등했다. 올 3월에도 우크라이나 정정불안과 최대 밀 수출국인 미국의 이상한파가 겹치면서
국제 밀 가격이 한 달새 20% 폭등했다. 흑해 주변국이 전 세계 밀 공급의 20%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다. (2014. 3. 27).
｢국제 밀값 ‘우크라 공포’…한달새 20% 폭등｣,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
327000829&md=20140330004338_BK(검색일: 2015. 7. 3).
44) 1811~28년 당시 프랑스 출신의 해군장관이었던 마르키즈 드 트라베르세(Маркиз де Травер
се)가 핀란드 만 내에서 발틱 함대의 항해를 제한시킨 것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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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기계,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등이다.
특히 랑콤, 루이 비통, 샤넬, 로레알 등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브랜드들이
다. 루아르 강은 길이가 장장 1,000㎞가 넘는, 프랑스에서 제일 긴 강이다.
루아르 강을 따라 아름다운 숲들이 펼쳐져 있고, 크고 작은 고성(古城)들이
숲 속에 자리잡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로 잘 알려진 니스는 오늘날 유럽 최대의 첨단산업
단지인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45)로도 유명하다. 파리에 국한
된 국토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혁신거점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1960년
대 이후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현재는 IT와 생명공학, 에너지 등의 고부가
가치 산업이 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 되었다. 1974년부터 단지개발에 착수하
여 1982년부터 프랑스의 국공립연구소, 대학연구소를 비롯해 IBM사, 다우
케미컬사, 디지털사 등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들의
연구소와 공장 등 200여 기관이 입주해 있다.
두브로브니크는 15~17세기에 발칸 반도의 예술과 문학이 크게 발전해
‘Славянские Афины(슬라브의 아테네)’라는 별칭 지명을 얻게 된다. 특히 르
네상스의 예술, 문학의 전성기에 크로아티아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이반 군
둘리치(Ivan Gundulić)의 서사시 오스만(Osman)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위스 취리히는 경제적, 정치적 안정 덕분에 신용이 높아 국내 은행 이외
에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 지점이 위치해 있으며, 세계 금융주식의 중심지로
서 유럽 최대의 외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탈린의 시청사 첨 탑 꼭대기에는 ‘Город старого Томаса(토마

45) 지혜의 신 소피아(Sophia)와 전원도시의 뜻을 가진 앙티폴리스(Antipolis)의 합성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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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할아버지의 도시)’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파수병 모양의 풍향계가 있다.
이 풍향계가 달린 첨탑이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의 상징물이 되었다.

그림 8. 토마스 할아버지(Старый Томас)46)

Ⅵ. 결 론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식 지명과의 비교를
통해 러시아어 별칭 지명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별칭 지명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데, 이때 다양한 요소들이 별칭 지명의 모티브가 된다. [표 9]는 유라시아 지
역을 나타내는 별칭 지명들의 기원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46) Таллиннские флюгера и кованые изделия. (2014), 토마스 할아버지(Старый Томас), http://
excursor.ru/tour/tallinnskie_flyugera_i_kovanyie_izdeliya. (7월 5일)

29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표 9. 별칭 지명의 기원 유형별 분류 47)

별칭 지명의 기원 유형별 분류
대분류

지리

역사

중분류

소분류

예시

기후

‘Белый остров’(설원의 섬)

자연환경

‘Спящая красавица Европы’
(유럽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지형

‘Крыша мира’(세계의 지붕)

경제

‘Бедный задворок Европы’(유럽의 빈국)

문화

‘Славянские Афины’(슬라브의 아테네)

종교

성서

‘Гора Ноя’(노아의 산)

성자
또는
성물

‘Страна святого Георгия’(성 게오르기의 나라)
‘Страна тысячи слонов’(수많은 코끼리의 나라)

신화
또는
전설

‘Геркулесовы столбы’(헤라클레스의 기둥)

정치

‘Еврабия’(유라비아)

지명

‘Питер’(삐쩨르)

공업

‘Город оружейников’(무기 제작의 도시)

농업

‘Картофельное поле России’
(러시아의 감자밭)

시적 표현
(Поэтические определения)

‘Маяк Средиземного моря’(지중해의 등대)

산업

현대 러시아어에 존재하는 지명 별칭의 경우 러시아 지역을 제외하고, 해
당 언어에서 러시아어로 차용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Российская Крем
ниевая долина(러시아의 실리콘밸리)’, ‘Долина высокой технологии(테크

47) [표 9]는, 앞서 [표 2]∼[표 8]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별칭 지명의 기원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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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밸리)’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명 별칭은 해당 언어에서 번역 차용
또는 음성 차용의 방식을 통해 러시아어로 넘어오면서 국제어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러시아어 지명 별칭에 나타난 국가 이미지 역시 세계인들
의 시각과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다.
일부이기는 하나 러시아인들의 독자적인 시각이 반영된 별칭 지명도 관찰
된다. 아시아와 베트남의 경우 기존의 레이시즘적 시각이나 역사적 배경과
는 상관없이 매력적인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다.
러시아 지역에 대한 별칭 지명의 경우 해당 지역의 자원과 이를 기반으로
발달한 산업으로 형성된 모노타운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많았다.
특정 지명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의 대명사화(Pronominalization)도 관찰된
다. 일례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가지는 수상 도시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타국가들의 수상 도시를 비유적으로 명명하는 데 근거가 된다. 베네치아와
마찬가지로 수상 도시라는 유사성에 근거하여 독일 바이에른 주의 파사우를
‘바이에른의 베네치아(Бабарская Венеция)’로, 벨기에의 브뤼헤를 ‘벨기에
의 베네치아(Бельгийская Вененция)’로 지칭한다.
별칭 지명과 국가 이미지의 관계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별칭 지명은 국가
이미지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표 9]의 별칭 지명의 기원 유형과
[표 1]의 국가 이미지 형성 요소가 대부분 합치되는 것이 그 근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별칭 지명을 타칭 지명이나 자칭 지명 중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
가 있다.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책적 프로세스가 자칭 지명으로 나타나
고, 그 결과물로 쇄신된 국가 이미지가 곧 타칭 지명이 되기 때문이다. 덴마
크의 경우 디자인 강국을 표방하여 국가 차원에서 디자인 정책 수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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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낙농 국가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디자인 강
국이라는 별칭 지명을 얻게 된 예이다.
별칭 지명은 어떤 체계화된 언어 이론이 아닌 단순한 언어 현상이다. 따라
서 별칭 지명 사용 시 무엇보다 사용자와 수용자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전제되어야 한다. 별칭 지명은 공식 지명과 더불어 동일한 지리적 대상물을
지칭한다. 하지만 별칭 지명이 가지는 비공식성과 민중적이고, 유희적이고,
표현적인 뉘앙스 전달 특성은 텍스트 수용자가 가지는 배경 지식의 차이에
따라 별칭 지명이 지칭하는 지리적 대상물의 파악을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칭 지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설명이나
범위 축소를 통해 구체화(~ в Европе, Европы)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술적 그리고 실무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지닌다.
첫째, 유라시아 지역연구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 문화, 역사, 정치, 경제 등 다
양한 특성들을 묘사하고 있는 별칭 지명을 살펴봄으로써 유라시아 지역 내
국가 개관에 관한 실질적이고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여타 학문 분야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국가 브랜드 및 이미지 관련 연구 분야에서 효용성이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각 주나 시 정부 차원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별칭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
브랜드 및 이미지 관련 연구 등 타 인접 학문분야로 연구가 확대, 심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 제고 정책을 위
한 제언적인 역할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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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익 중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부교수)

차 례

Ⅰ. 서론
Ⅱ. 기존연구 분석과 문제제기
Ⅲ. 러시아‧중국 간 동반자관계의 발전과정과 특징,
동인 그리고 한계성
Ⅳ. 푸틴‧시진핑 체제에서의 러시아‧중국 간 동반자관계
발전(2012~15년)
Ⅴ. 결론

Ⅰ. 서 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질서는 역내 다자간 협력기구를 바탕으로 형성되기보
다는 여전히 국가간 양자관계 발전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있다. 동시에 동 지
역의 질서는 한·미·일 3각 동맹관계와 북·중·러 3각 협력관계로 여전히 대칭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내 질서는 남북한을 비롯하여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 하에 중소연구, 제39권 3호(2015년 가을)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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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4대 세력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간의 양자관계 발전이 어떻게 형
성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역내 대칭적 구조인 한·미·일 3각 동맹관계와 북·
중·러 3각 협력관계에 따라서 형성·수립되고 있다.
2015년 현재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정세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다. 적어도,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수준(regional-level)’
에서 볼 때, 중국은 더 이상 부상(rising)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
다. 이미 중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지역패권(hegemony)’을 향하여 미국
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G2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거시적인 관점에
서 볼 때, 오히려 중국정부는 동 지역에서 얼마만큼 미국의 ‘신아시아 정책
(Pivot to Asia)’에 맞서 동 지역 패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심각하게 고려하
고 있다.
최근 중국의 G2 부상에 따른 미국·중국 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러시아·중
국의 지속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환경
과 역내질서 구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1)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중
국 두 대륙세력의 협력 및 경쟁(또는 충돌)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
역 전체의 ‘지역 안정성(regional stability)’ 문제에—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러시아와 중국은 최근 정치·외교·경제·군사·에너지·인적
교류 분야는 물론 사회 및 문화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범위를 확대하며 사상
유례없는 밀월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양국은 푸틴·시진핑 체제하에
거의 모든 부분에서 사상 최고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며 양국간
1) 동북아시아 지역 역학 구도형성에 있어 러시아·중국관계는 미국-러시아관계/러시아-일본관계
/중국-일본관계 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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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밀월기’를 구가하고 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글로벌 이슈
와 북핵 이슈 등 동북아시아 지역 현안문제 등에서 비슷하거나 거의 일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외교·경제·군사·에너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양국간 협력분야를 ‘다각화’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
다. 특히 2015년 5월 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행사와 같은 해 9월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전승절 기
념행사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은 양국간 사상 최고의 관계발전 상태와 푸틴
과 시진핑 양국 지도자들의 매우 친밀한 관계를 전 세계에 나타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집권 3기 체제와 중국 제5세대 지도부의 시진핑 체
제에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
가? 러시아·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에 대한 이전의 국내외 분석과
전망이 푸틴과 시진핑 체제에서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가? 양국간 동반자관
계 발전의 ‘지속성’은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가? 그리고 푸틴과 시진핑 체제
에서 양국간 관계발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는 무엇인가? 특히 푸
틴과 시진핑 체제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 관계발전이 한국 박근혜 정권의 유
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한국정부는 양국간 관계발전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러시아와 중국 간 동반자관계 발전에 관한 연구는 탈냉전시대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
서는 이미 1990년대 중·후반부터 국가전략적인 측면에서 본 주제에 대한 심
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탈냉전시대 러시아와 중국의 ‘동
반자관계 발전’에 관한 수많은 논의와 분석들은 주로 양국간 동반자관계 발
전의 긍정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한계성과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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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며 향후 양국 동반자관계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상당 정도 부정적인 시
각으로 평가·전망하여왔다.
그러나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이 분석하고 주장하였던 러시아와 중국 간
동반자관계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의 존재와 가능성에도 불구
하고 양국은 푸틴과 시진핑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의 동반자관계
(신밀월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간 동반자관계
발전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 전망에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푸틴과 시진핑 체제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
는 동반자관계의 심화 발전을 기존의 분석요인과 더불어 다소 새로운 요인
(국내요인)을 통해 연구되고 분석·고찰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12년 5월 출범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집권 3기와
2013년 3월 출범한 중국 시진핑 체제2)에서 새로운 단계로 더욱 발전, 심화
되고 있는 양국간 동반자관계 발전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양국간 관계발전이 향후 어떻
게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하고자 한다. 그동안 러시아·중국 관계에
대한 논문은 많았지만, 최근 푸틴·시진핑 체제하 양국관계를 본격적으로 분
석한 논문은 그리 찾아보기 쉽지 않다.3) 따라서 본 논문은 가장 최근의 러시
2) 본 논문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출범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국가 주석직을 승계한
2013년 3월로 한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 5세대 지도부 시진핑 체제의 출범은 2012년 가을로
간주할 수도 있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제18기 1중
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1중전회)를 통해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올라서
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대권을 장악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후진타오와 원자바
오가 각각 국가주석과 총리를 맡는 등 신구세력이 동거하는 체제여서 행동반경에 제약을 받
았다.
3) 예를 들면, 박병인(2014), pp. 9~15. 그러나, 본 글은 그리 심도 있게 푸틴·시진핑 체제에서의
양국간 관계발전을 분석한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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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중국 관계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
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이미 발간된 탈냉전시
대 러시아와 중국 간 동반자관계 발전에 관한 심도 있는 기존문헌 분석을
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주제(러시아·중국 동반자관계 발전에 대한 연구)에
대한 각국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전반적인 분석 경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러한 다양한 국가별 시각에 대한 기존문헌 분석은 오늘날 본 연구영역에서
필요한 새로운 연구 분석방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행 작업이다. 이러한 다
양한 국내외 기존문헌 분석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서방,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 기타 국가의 학술연구에서도 아직까지 찾아보기 쉽지 않은 매우 독창적
이며 선험적인 시도이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2012년 5월 푸틴 집권 3기 이전의 러시아·중국 간 동
반자관계 발전(1992~2012년)을 ‘지도자’별로 구분하여 양국 관계발전의 긍
정적인 요인과 한계성 등을 간략하게 분석하고자 한다.4) 본 논문은 러시아·
중국 간 동반자관계 발전을 시기적으로 푸틴의 집권 3기(2012년 5월 이후)
와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의 집권 1기(2012년 10월 이후)를 중심
으로 고찰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 이전(2012년 이전) 양국의 지도부였던
옐친-장쩌민 체제, 푸틴-후진타오 체제, 메드베데프-후진타오 체제에서 양국
간 동반자관계 발전에 대한 간략한 정리 분석이 본 연구주제에 대한 개관적
인 이해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 지도자별로 구분하여 양국간 관계발전을
분석하는 것은 무엇보다 양국의 지도자(또는 지도부체제)의 국정운영과 외
4) 기존 문헌 중 특정 정권의 시기를 한정하여 연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최태강(2004), pp.
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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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책 전반에 관한 역할과 영향력 등이 일반적으로 민주체제가 공고하게
발전한 국가들보다 매우 높기 때문이다.
셋째, 본 논문에서는 푸틴 집권 3기 러시아의 중요한 국가발전전략인 ‘신
동방정책’과 연관된 ‘극동지역개발전략’5) 그리고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의
핵심 국가발전전략인 ‘신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전략’과 연관된 ‘북서부지역
개발정책’ 등에 대한 요인을 양국간 동반자관계 발전 지속성의 주요 요인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양국의 핵심 국가발전전략과 국내발전전략은
푸틴·시진핑 체제하 양국간 사상 최고의 동반자관계 발전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전과는 달리 양국간 동반자 관
계발전의 핵심적인 협력요인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하는 ‘외부적’인 측
면과 더불어 점차 ‘국내(domestic)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문헌 조사방법’ 등을 통해 양국간 동반자관계 발전에
관한 각국의 기존문헌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후 양국간 새로운 동반자
관계 발전 경향과 요인 그리고 한계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
서는 하나의 개념과 이론을 통해 푸틴과 시진핑 체제에서 양국간 동반자관
계 발전에 관하여 고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목적에 보다 부합하

5) 러시아 극동지역개발은 러시아의 어느 한 지역에 대한 개발 차원이 아닌 향후 러시아 사회
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국가발전전략 사업이다. 따라서 현 푸틴 집권체제에서는 러시아 극
동지역개발과 맞물려 동북아시아 지역 인근국가와의 협력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이것은 러
시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극동지역개발의 성과를 위하여 인근국가인 중국, 인본,
한국 등과의 협력을 이전의 수준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러시아·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을 더
욱 강화하는 기제로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에서는 여전히 아시아 보다는
유럽 중심의 정책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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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다층적 분석
방법에 따라 러시아·중국 간 동반자관계 발전을 ‘쌍무적 수준’, ‘지역적수
준’, ‘글로벌수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총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
은 연구시기(범위)를 푸틴의 집권 3기와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인 2012년 5
월부터 2015년 5월과 9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행사까지로 한정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집권 3기의 푸틴 체제와 새롭게 등장한 시진핑 중국 제5세
대지도부체제 양국의 ‘정권차원’에서의 ‘내부적 요인’이 이전의 ‘국제사회에
서의 협력’ 또는 ‘신국제질서 형성’ 등의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점차 주요
한 발전요인으로서 양국간 사상 최고의 새로운 동반자관계 발전 및 그 지속
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본 연구주제에 관한 국내외 기존문헌을 고찰하고 연
구방법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푸틴·시진핑 체제 이전 러시
아·중국 관계 발전과정의 주요 사항을 이전 정권별로 간략히 정리 요약하며
러시아·중국의 동반자관계 발전의 특징, 발전 동인과 한계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양국간 동반자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정치외교·경제(에너지)·사회문화·군사 분야와 국내개발전략 등 다
양한 측면에서 고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향후 러시아·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전망하며 최근의 양국간 관계발전이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
니셔티브에 시사하는 함의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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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연구 분석과 문제제기
1. 한국 연구자들의 러시아·중국 관계발전에 관한 기존연구
국내 학자들의 러시아·중국 관계발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러시아·
일본/러시아·미국 관계 등 기타 강대국 간 관계연구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왔
다. 국내 러시아 외교정책 및 국제관계 전문가들 거의 모두 러시아·중국 간
관계발전에 관한 논문을 적어도 한 편 이상 발표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본 주제에 관한 국내 연구자들의 기존문헌은 다양한 주제와 측면에서 상당
한 정도의 연구 축적이 이루어져 왔다. 국내 연구자들의 본 주제에 대한 연
구방향과 주제를 분류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중국 관계발전이 동북아 및 한반도 그리고 북한 요소 등에
끼치는 영향 측면에서 분석한 경향이다(홍현익 2013; 장덕준 2012; 박창희
2012; 장덕준 2011; 문흥호 2011; 고상두 2004). 둘째, 러시아·중국 간 관계발
전을 정치·에너지·군사·경제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경향이다(조정
원 2012; 김상원 2011; 성동기 2009; 윤익중 2009; 유동원 2006; 서춘식
2003). 셋째, 러시아·중국 양국간 관계발전을 지역 안보기구 등을 중심으로
지역적 수준에서 분석한 경향이다(박정민 2013; 엄구호 2011; 윤영미 2009;
박상남 2005). 넷째, 러시아·중국 관계발전을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논문들이 많지는 않지만 주목할 만하다(이영형 2013; 제성훈 2009). 다섯째,
양국 관계발전을 러시아의 외교정책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논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신범식 2013; 백준기 2009; 권세은 2001; 김경순 2001).
무엇보다 중요하게, 본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양국간 전략적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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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관계 발전 측면에서 분석한 논문들도 다수 존재한다(신범식 2010; 윤익중
2009; 서동주 2009; 유동원 2006; 서춘식 2003; 신수식 2001; 홍완석 2000;
최태강 1998). 그리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인인
미국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 등도 존재한다(고재남 2011).

2. 서방 연구자들의 러시아·중국 관계발전에 관한 기존연구
미국의 대표적인 러시아·중국 관계 연구자인 Gilbert Rozman 교수는 최근
논문6)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는 이유가 양국이 물질적인 이익이 일
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양국 모두 미국과 유럽에 대항하는 국가로
서 자국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양국은 지
정학적 질서 측면에서 ‘동양’은 ‘서양’에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
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그것이 양국을 결속시키고 있다고 한다
(Rozman 2014). 즉, 양국은 단순히 미국에 대항하는 편의의 동맹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단일 정체성을 공유하는 형태의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해
석할 수 있다.
Rozman은 양국의 유대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첫째, 푸틴과 시진핑은 모두 과거 사회주의 시대에 대한 자부심과 미
국에 대한 반패권주의 생각을 국민에게 안겨주는 방법으로 자국을 통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일성이 중국과 러시아의 유대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양국

6) 2014년 10월 Foreign Affairs지에 기고된 그의 논문 “Why Chinese-Russian Friendship Is Here
To Stay”에서 본문과 같이 러시아와 중국 간 양국 관계발전을 분석하였다(https://www.foreig
naffairs.com/articles/east-asia/2014-10-29/asia-asians, 검색일 201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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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과 유럽이 아직도 식민주의를 청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셋
째, 양국은 2008년 발생한 세계 경제위기가 미국과 유럽의 경제정치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양국은 미국
과 유럽의 모델보다 자국(러시아와 중국 각기) 모델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편, 양국은 민주화 요구 운동이 집권 또는 지배체제를 위협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넷째, 양국은 자
신들이 결속하는 것이 외부의 위협에 대항하기에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
다. 즉, 양국은 정치 신념 측면에서 러시아·중국의 협력 조합이 다른 조합보
다 동맹적인 협력관계를 이루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한다. 다섯째, 양국은 민
족주의를 고취시켜 통치하는 방법과 독재 절차 과정 등이 매우 유사하다. 중
국은 푸틴의 대우크라이나 정책을 지지하고 러시아는 시진핑의 동아시아 전
략을 지지하며 상대방의 민족주의 정책을 적극 지지 또는 옹호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 간 관계발전에 관하여 다소 보수적이며 부정적인 시
각의 논문을 다수 쓴 미국 연구자는 Stephen Blank이다. Blank는 지정학적,
군사적, 그리고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양국간 관계분석을 하였다(Blank 2014,
2006). Blank는 주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의 논조로 양국간 관계발전을 분석하면서 양국간의 전
략적 동반자관계는 향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의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
아 현재와 같은 우호관계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그는
양국의 협력은 중국 우위(러시아는 하위)의 비대칭적인 협력 관계라고 분석
하고 있다.
스티븐 코트킨 프린스턴대 교수는 2013년 3월 시진핑 주석의 방러 기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임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경쟁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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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중국이 다소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문
(2013년 3월) 기간에 ‘중국 관광의 해’가 개막되고 양국간 국경분쟁은 논의
되지 않는 등 표면적으로는 매우 분위기가 좋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공감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양국의
이해가 달랐다고 전했다(조선일보 2013. 3. 28). 그 외에 동 주제에 관한 분
석을 한 미국 연구자들은 대략 Rosemary Quested(2011), Lowell Dittmer(2001),
Wilhelmsen and Flikke(2011), Alfred Low(1987), Norling Nicklas(2007),
Elizabeth Wishnick(2001), Thomas S. Wilkins(2008) 등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아시아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러시아·중국 관계발전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Warwick 대학교의 Peter Ferdinand 교수이다. 그
의 논문들은 러시아·중국 관계발전의 협력요인과 저해요인 등을 다각적인 측
면에서 상당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평가된다(Ferdinand 2007a,
2007b, 2008, 2011). 그 외 동 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영국 출신
연구자들은 Bobo Lo(2004, 2006), Natasha Kuhrt(2012), David Kerr(2005) 등
이다. 대개 이들의 논조는 러시아·중국 양국 협력의 근원적인 이유와 향후
갈등 소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연구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객
관적인 측면에서 양국간 관계발전을 분석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3. 러시아 연구자들의 러시아·중국 관계발전에 관한 기존연구
러시아·중국 간 관계발전은 러시아에서 탈냉전시대 가장 중요한 국가간
이슈로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동 주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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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다수의 러시아 연구자들은 러시아·중국 간 동반자관계 발전을 긍정적
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관점의 고찰과 분석도 상당수 있다.
본 주제에 관한 대표적인 러시아 연구자는 Titarenko로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Titarenko(2014)는 양국간 관계발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
며, 특히 2014년 5월 양국간 에너지 협력에 관한 상호협력을 양국간 관계발
전의 중요 요소로서 분석하였다. 나아가 그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인도와
의 삼각 경제협력에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Trofimchuk(2014)도 2014년
5월 양국간 정상회담을 분석하면서 양국간 관계발전을 에너지 이슈와
BRICS 공조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Titarenko와
Kyzik(2006)는 러시아와 중국 간 양국 관계발전을 2015년까지 예측하며 여
러 분야에서 양국이 협조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분석하였다. Titarenko와
Petrovsky(2015)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새로운 세계질서｣라는 논문에서
세계안정과 양국간 발전을 위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절대적인 협력을 강조하
였다.
그러나 Ivanov(2015)는 양국간 발전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
전을 이루었지만, 전통적인 양국 국민간 정서가 판이하게 다르는 등의 장벽
이 있으며 이미 이전에 양국간에 이루어졌던 많은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Voskressenski(2012)는 양국간 관계발전을 구소련연방 붕괴 이후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향후 4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에 대한 예측을 하였다.
Mansourov(2004)는 2000년대 초반 러시아와 중국 간 관계발전이 급속히 발
전할 무렵 양국 발전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
다. Lukin(2010, 2011)도 양국간 전략적 관계의 발전을 협력적인 측면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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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1990년대 후반 Karasin(1997)은 이미 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중장기적인 발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4. 중국 연구자들의 러시아 ‧ 중국 관계발전에 관한 기존연구
중국 내의 러시아·중국 관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낙관적 시각과 부정적 시
각의 두 부류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다.
중국 연구자들의 러시아·중국 관계발전에 대한 낙관적 시각은 다음과 같
다. 중국 내 다수의 연구들은 냉전 이후 러시아·중국 관계가 상호발전을 거
듭하여왔으며, 현재 최고의 우호적 협력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양
국은 양자관계 차원에서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교류가 증진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는 상하이협력기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협력 및
반테러, 반분리주의에 대한 공동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
한 국제적 차원에서는 양국이 미국의 패권 확장에 대한 공동의 전략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협력이 점차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左凤荣 2001; 吴大辉 2006; 欧阳维 2011). 그리고 2010년 이후 미국의 아시
아 회귀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학계에서는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양
국간 안보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의 연대에 대한 장밋빛 성장 예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杨晨曦 2014; 荀克宁; 衣保中, 张洁妍 2015).
러시아·중국 관계를 낙관하는 연구들은 양국관계의 발전요인에 대한 분석
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양국관계가 미국 요인에 의해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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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시각이다. 양국관계는 과거 냉전시기에도 미국 요인에 따라 그 관계의
성격이 조정되어 왔듯이 현재의 러시아·중국 관계 역시 미국 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양국간
에는 미국에 대한 반패권에 대한 공통의 전략이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아시아 회귀 이후 미국 요인은 러
시아·중국 관계 형성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역내 안보를 위한
러·중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杨成绪 2002; 马风书 2002; 王树春 2004;
袁胜育 2004; 杨云珍 2005; 金灿光 2008). 그러나, 미국 요인이 반드시 양국
간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과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미·중 간 의존성 확대에 따른 러시아의 견제 혹은 그 역의 관계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赵纪梅 2006; 王丽娟 2010; 李静杰 2014).
한편 최근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가 결코 미국 주도의 패권적 질
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공생공영, 상호이익 존중을 분명
히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楚树龙 2013, pp. 7~9; 金灿荣 2013, pp.
12~14). 따라서 새로운 국제 안보질서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선택은 미국을
포함해 러시아, 인도 등 주변대국들과 모두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중국 간 관계발전에 있어 미국 외 요인에 주목하는 연구들
이다. 이들은 미국 요인이 양국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
하나, 현재의 세계화 추세를 감안하였을 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입장
이다. 대신 양국관계는 양국의 중장기 전략 및 이익의 필요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고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항 역시 구조적인 결과라기보다는 국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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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钱文荣 2004, pp. 30~32; 王海运 2005, pp.
5~8; 庞晶, 吴丹 2006, pp. 36~37). 따라서 러시아·중국 관계에 있어 양국의
상호 공생과 이익이 중요하며(王永兴 2007, pp. 38~43), 단순히 정치안보협
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사회 전방위적으로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협력이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한다(冯青淑 2009, pp. 43~49). 특히
양국간 전략협력 동반자관계가 형성된 것은 양국의 현대화 건설에 대한 내
재적 필요, 즉 중국의 지속적 성장과 러시아의 국가 현대화 그리고 중국의
동북지방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 연계성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따라서 정치안보 협력만큼이나 향후 경제영역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주목한다(陈爱茹 2001; 孔寒冰 2001; 唐贤兴 2001; 孙伟春 2006; 马小平
2010; 李靖宇, 刘海楠, 张晶涛 2011).
한편 중국 연구자들의 러시아·중국 관계발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해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전통적 인
식의 차이, 잠재적 모순 등 양국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소들이 있다는 분석이다(赵华胜 2001; 赵纪梅 2006; 赵鸣文 2012;
夏苇航 2014). 첫째, 역사·지리적 갈등요소이다. 둘째, 중국인구의 이동과 관
련된 요소로 중국인들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로 인해 러시아는 이 지역의
민족성 및 영토안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셋째, 경제발
전 차이에 따른 중국 위협론이다. 넷째,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러시아
군부의 우려이다(阎学通 2012; 俞正樑 2012; 戴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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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러시아 ‧ 중국 간 동반자관계의 발전과정과 특징,
동인 그리고 한계성
1. 양국간 동반자관계의 정권별 주요 발전과정(1992~2011년)
가. 옐친 ‧ 장쩌민 체제(1992~99년)
1990년대 양국은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하에 냉전질서 종식 이후의 국제
질서 변화에 상호적응을 해왔으며, 1990년대 말 미국의 MD 계획에 대한 공
동 반발로 정치안보적 연대를 강화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중국의 경제발전과
러시아의 국가 현대화 과정에서 상호간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해왔다. 1991년
말 구소련연방이 붕괴하고 신생 러시아 연방이 출범하자 중국은 즉각 외교적
인 승인을 하였다. 동 시기 옐친과 장쩌민 체제에서 양국은 역사적인 동반자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며 탈냉전시대 미국의 일방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옐친·장쩌민 체제 양국간 주요 관계발전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1992년 말 옐친의 중국 방문 시 양국은 탈냉전시대의 우호관
계를 ‘실질적 동반협력관계(practical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s)’ 발전
합의로 설정하였다. 양국 수반은 23개 협정에 서명하며, ‘러시아·중국 관계
에 대한 공동선언’을 공식 발표하였다. 공동선언에서 양국은 상호 적대적인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을 것과 상대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제3국에 영토
를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베이징에서의 양국간 선언 내용의 핵심
은 상호간 불가침조약 성격의 정치적 협약이었다. 이 선언에서 옐친은 중국
을 유일한 합법국으로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옐친과 장쩌민은 군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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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발전 및 지역패권주의 배격과 각 분야의 협력 모색 등으로 양국간
관계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후 1994년 장쩌민의 방러 시 ‘21세기 건설적 동반자관계(constructive
partnership relations)’ 발전으로 합의하면서 미국 견제를 위한 양국간 공조체
제를 가시화하였다. 특히 1996년 4월 옐친의 방중 시 ‘21세기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 relations)’ 발전에 합의하면서 양국은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하였다.7) 즉, 양국이 1996년 4월 중국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의 발전에 서명한 것은 탈냉전시대 양국의 급격한
발전의 신호탄이었다. 회담에서 장쩌민 주석은 옐친 대통령을 ‘옛 친구’로
부르면서, 양국간의 동맹관계가 다시 부활한 듯한 분위기였다. 본 회담에서
양국은 미국에 대한 공고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옐친은
비록 미국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한 국가가 다른
모든 국가를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는 미국
과 우호 및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겠지만 중국과 더 가까운 사이임을 천명
하였다.

나. 푸틴 ‧ 장쩌민/후진타오 체제(2000~07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장 이후 양국간 관계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
하였다. 2001년 7월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 시 양국간 ‘선린우
호협력조약’이 체결되었다. 동 조약은 1980년에 실효된 ‘중소우호동맹상호
7) 러시아·중국 관계 발전은 탈냉전시대 동반자관계의 보기 내지는 전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양자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은 유행처럼 확산되기에 이르렀
다(윤익중 2009,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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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조약’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기한은 20년이다. 동 조약은 동맹을 체결하
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대결하는 것도 아니며, 제3국을 겨냥하는 것도 아니
다. 본 조약의 가장 큰 목적은 양국이 각기 추진하는 전환기 체제의 조속한
완결을 위하여 국내외 안정과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긴밀한 협력의 강
화에 있다.
2002년 1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과 이라크 문제
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2003년 5월에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강화를 확인하였다. 2004년 9월에는 원자
바오 중국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측과 경제·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같은 해 10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방
문하여 동부 국경확정에 대한 추가합의문서에 조인함으로써 양국간 약
4,300km에 이르는 국경 문제를 완전히 타결하였다. 다시 말해, 2004년에 양
국은 해묵은 국경획정 문제와 영토논쟁을 타결하며 관계발전을 지속하였다.
2005년 7월 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내정간섭에 반대하는 ‘21세기 국제질
서에 대한 공동선언(또는 신세계질서 공동구상)’을 발표하였다. 양국이 미국
의 패권주의에 공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후 2005년부
터 양국은 ‘평화사명(peace mission)’이라는 명칭으로 매년 육해공 삼군이 대
규모로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양국간 관계는 양국 정부
간 차원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차원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중국
에서는 2006년을 ‘러시아의 해(the Year of Russia in China)’로 정하며 전면
적인 수준에서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러시아에서는 2007년을 ‘중국의 해(the
Year of China in Russia)’로 지정하며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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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였다.

다. 메드베데프 ‧ 후진타오 체제 (2008-2011)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008년 5월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였다. 그리고 2008년 11월에는 APEC 정상회의와 G20 워싱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메드베데프 ‧ 후진타오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주요
국제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특히 양국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정치·경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적 행동계획(Strategic Action
Plan)’을 승인하였다. 이것은 양국간 실질적 관계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9년 6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며 정상회담을 갖고 양
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한층 심화시킨 가운데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전
방위적인 협력 증진을 지속하였다. 같은 해 9월 푸틴 러시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관계증진을 도모하였다.
특히 2011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 시 양국은 ‘전면적 전략협
력 동반자관계’로의 발전에 합의하였다. 메드베데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는 양국간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 등 정치부문에서 제도화
단계를 밟아갔으며, 경제·군사·사회 문화 등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도
모해 나갔다(서동주 2009, p. 27)

2. 러시아·중국 관계발전의 특징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1996년 4월 중국 베이징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서명하면서 탈냉전시대 급격한 관계발전을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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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0년대 중반 전략적 조정 이후, 양국은 현재(2015년)에 이르기까지 사
상 최고의 양자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양국관계는 양국 정상의 빈번한 접촉과 상호 합의문 등에서도 극명
하게 나타나고 있다.8)
러시아·중국 관계발전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특징은 다음의 두 가
지 사항이다. 첫째, 소련(러시아)‧중국 관계는 공산주의 체제라는 이념적 동
질성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 심각한 갈등관계가 지속되었다.9) 동맹의 개념
과 형태를 기초로 하여 냉전시대의 소련(러시아)‧중국 관계발전을 고찰하면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이데올로기적 동맹형태가 나타났어야 하는 것
은 상식이었다. 다른 한편, 당시의 강력한 소련에 중국이 편승하는 형태의
편승동맹도 나타났어야 했다. 그러나 냉전시대 초기—스탈린 시대(1949~53
년)—를 제외하고 양국은 어떠한 형태의 실질적인 동맹관계도 유지하지 않
았다. 오히려 양국은 스탈린 사후 1950년대 중반부터 공산주의 발전방향에
관한 양국간 이념갈등이 표면화되며, 이후 1950년대 후반부터 오랫동안 국
지전 등을 통한 전시상태를 겪었다. 1989년 5월 고르바초프 전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으로 양국은 관계개선의 해빙기를 맞는 듯하였
으나, 고르바초프 방중 시 나타난 천안문 사태 그리고 이후 소연방의 붕괴
등으로 양국관계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냉전시대를 마
감하였다(윤익중 2009, pp. 41~42).
8) 2001년부터 2014년 여름까지 러시아·중국 정상 간 상호방문과 정상회담은 약 15회에 달하며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합의문이 약 20여 건 이상 될 정도로 양국 정상은 빈번하게 서로 만나
양국간 협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문제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조하고
있다.
9) 냉전시대 중·소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Low(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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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탈냉전시대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국가자본주의라는 상당히 유사한
경제체제에서 ‘동반자관계’ 발전에 기초하여 양자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
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초 시작된 탈냉전시대는 새로운 국가간
관계와 국제질서 형성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현저
한 특징 중 하나는 국제사회가 이전 냉전시대 ‘이념적 동맹관계’의 구조 틀
로부터 ‘탈이념적 동반자관계’ 구조의 틀로 급격히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특
히 러시아·중국 관계 발전은 탈냉전시대 동반자관계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
해내며 ‘글로벌 수준’, ‘지역적 수준’, 그리고 ‘양자 간 수준’ 등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와 지역 및 국가 간 역학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
을 하고 있다.10)
따라서 냉전시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념 대결을 바탕으로 한 상호 대결
적인 동맹관계가 극명했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탈냉전시대 동반자관계
와 신개념의 새로운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 역학구도가 다
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시아 지역의 기본 역학구도가 미국과 일본 간 ‘신동맹관계’와 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큰 틀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중국 관계에 대한 이해는 미·중/미·일 관계에 대
한 이해와 더불어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신질서 형성과 지역 역학관
계에 대한 이해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

10) ‘전략적 동반자’는 일종의 외교적 수사로, 관계를 강화해 잘 해나가자는 뜻이지, 갑자기 실
질적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윤익중 2009, p. 42). 탈냉전시대의 ‘동반자관
계’는 냉전시대의 ‘동맹관계’와는 달리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국가간 관계가 아닌 국익을 극
대화하기 위한 유연한 ‘실리관계(practical or pragmatic)’를 바탕으로 한다. 동반자관계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는 다음을 참고할 것. 신범식(2010), pp. 1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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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의 동인
1990년대 러시아·중국 동반자관계 발전은 일차적으로 탈냉전시대 국제사
회에서 미국의 ‘일극체제(또는 일방주의: unilateralism)’에 대한 공동 견제를 목
적으로 시작되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동시에 양국은 다자적
(multi-lateral) 국제관계 모델 형성과 국제문제 현안 해결에서 UN 등 국제기
구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을 지지하였다.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군사
분야에서의 양국협력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양국의 공동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11) 이러한 맥락에서,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미국과 EU 등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둘째, 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급국(러시아)과 수요국(중국)으로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그 이익이 부합되어 2000년대 ‘에너지 안보’12) 차원
에서 협력이 양국 동반자관계 발전의 실질적인 주요 동인 및 결과가 되었다.
양국의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은 가히 ‘에너지 동맹’으로 표현될 정도이다.
예를 들면, 2003년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원유파이프라인(ESPO: East Siberia
Pacific Ocean)이 중국과 일본의 경쟁 끝에 중국의 다칭(Daching)으로 결정되
었으며, 2014년 5월 양국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양의 동시베리아
11) 2014년 11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
책에 우려를 갖고 있으며 두 나라가 힘을 합쳐 이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러시아
와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강화 시도에 우려를 갖고 있
다”고 말했다(Ria Novosti, 2014. 11. 18; 조선 2014. 11. 19).
12) 2001년 미국 부시 정권의 에너지안보 독트린 발표 이후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은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를 위한 에너지 전략을 국가이익 실현과 자국의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채택하여 왔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것.
윤익중·이용권(2005) pp. 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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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와 에너
지 문제에 대한 이슈에서는 매우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당
분간 별다른 큰 변수가 없는 한 협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그 중
요성은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많다.
셋째, 탈냉전시대 러시아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기본적으로 국제무
대에서 러시아의 독자적인 세력으로서의 지위를 객관적으로 강화하려는 것
이다(Lukin 2011, p. 53). 구체적으로 말하면,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
해 객관적으로 국제적 영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도래하는 다극 세계질서 속에서 러시아의 독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다. 중국 또한 글로벌 수준(global-level)에서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양국의 목적을 위하여,
상하이 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양국은 2000년대 들어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과 조직을 주도하며 국제사회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다.
넷째, 양국은 서구의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 반대 공유와 각자의 ‘분리주
의’에 대항하는 투쟁을 서로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양국은 정치체제상
서구의 그것과는 구분되는 점이 많으며 국제사회에서 양국 협력의 국내적
요소는 양국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푸틴의 러시아
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할 가능성이 적으며, 중국 또한 국가발전을 인민
의 자유와 권리신장보다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다민족 연
방국가로서 양국은 체첸과 신장·위구르 등지에서 지역 및 민족 분리주의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양국의 국내체제 안정상 위의 두 요소
는 앞으로도 더욱더 양국 협력의 중요한 매개로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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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러시아·중국 양국은 국내정치·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안정성’
추구를 위하여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등에 공동으로 대항하여 왔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과 기타 지역에서 합동 군
사훈련, 합동 대테러훈련, 합동 군·경찰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양
국의 지역안정성 협력은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동북아시아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 등에서 지역안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국은 막대한 정치·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4. 러시아·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발전의 한계와 문제점
2000년대 중반 이후 양국은 사상 최고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 한계와 문제점 등
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앞
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질서는 향후 러시아·중국 양국의 전략
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지역불안정과 더불어 예
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향후 주목하여
야 할 양국간 발생 가능한 문제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지도자들은 결코 양국관계를 ‘동맹관계(allied relations)’로 발
전시켜나갈 의향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2014년 4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어떤 형식의 군사·정치 동맹을 맺겠다는 계
획이 없다”, “동맹은 과거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조선일보 2014. 4. 18).
아마도 푸틴의 이러한 발언은 러시아가 언젠가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두는 듯하다. 어떠한 강제적인 제약이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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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없는 동반자관계의 특성상 푸틴의 러시아는 언제든지 현재의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필요에 따라 쉽게 청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듯하
다.13) 즉 양국은 결코 동맹관계로 불편하게(?)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이다. 중국 또한 러시아와 동맹을 맺지 않고(不結盟), 서로 대항하지 않고(不
對抗),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不針對第三方)는 것이 러시아·중국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선명한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조선일보 2014. 9. 17).
실제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세력의 쇠퇴가 더욱 진행될 경우 양국간
협력의 시발점인 미국의 단극체제 질서에 대항하였던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
계가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사
안이다.
둘째,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양국의 군사·안보·정치·경제적인 측면에
서 국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양국관계는 미
국의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패권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왔다.
양국은 미국의 반테러·비확산 체제에 협조하면서 되도록이면 미국과의 마찰
을 만들지 않으려는 전략을 취하여 왔다. 동시에 양국은 인접지역이면서 일
정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 등에서 영향력을 점차 강화하려
는 미국에 대해 SCO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대응하여 왔다. 그런데 중앙아시
아 지역에서 러시아·중국 공동보조의 핵심 이슈였던 미국과 NATO 세력의
철수(2014년 말)는 동 지역에서 양국관계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13) 탈냉전시대의 동반자관계는 그 관계의 지속성이 냉전시대의 동맹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
르다. 동반자관계는 언제든지 국익에 더 부합되는 방향으로 별다른 절차 없이 그 관계를 파
기할 수 있다. 즉, 동반자관계는 사실상 구속력이 거의 없거나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동반
자관계는 언제든 협력이 경쟁이나 적대적 관계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32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의미한다.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는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을 2015년 1월 여러 가지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출범시켰다. 러시아는 동지역에서의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유지를 푸틴 외교정책에서 최우선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동
지역에서 ‘신실크로드 경제권(New Silkroad Economic Cooperation)’을 계획
하며, 동 지역 국가들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러
시아는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이 강화되
며, 동시에 정치적인 협력이 증대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까?
셋째, 양국은 한반도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
적 요충지인 북한 이슈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는 자신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통일한국을 거부
하지 않지만, 중국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통일한국만을 주장하는 등 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
은 2000년대 들어 ‘동북공정’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 그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의 급변사태 등 한반도 유사시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과연 러시아는 북한 급변사태 등 한
반도 유사시 중국의 적극적 행위와 역할에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핵심인 러시아 극동지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 정부가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극동지역 개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러시아가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도 현실적으로 한계와 제약이 있다. 그렇다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중국의 국경 인근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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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과 기득권 주장을 그대로 용인하고 수용하기에도 어려운 일이다. 본 문
제에 대한 사전 조율이 없다면, 아마도 여타 국제문제에서 양국이 협력을
하였던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양상이 러시아·중국 관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양국은 옛 소연방 영향권 아래 있던 국가들—북한, 베트남, 쿠바, 몽
골 등—과의 양자 및 다자간 관계에서 서로 관계발전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
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푸틴의 러시아는 2000년대 이후 옛 소연방 영향
권하에 있었던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관계회복 및 협력강화를 추구하고 있
다. 이것은 현재 푸틴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는 과거 소연방과 혈맹이었던 베트남과의 관계
협력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14)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은 러시아·베트남 협력관계에 대하여 그대
로 러시아의 입장을 용인하기만 할 수 있을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러시아·북한 관계에 대해 중국은 어떠한 입장인가?
2014년 10월 초 북한 외상이 중국을 제쳐두고 미국과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
기에 이르렀다. 북한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향후 더욱 가까
워지는 러시아·북한 관계를 그대로 용인할 수 있을까? 즉, 향후 러시아·북한
관계, 러시아·베트남 관계 등이 보다 활발해지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새로운 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중

14) 2012년 러시아와 베트남은 러시아의 베트남 캄란만으로의 진출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최근
군사·경제 등 전방위 협력(무기 수출·FTA 협상·양국 남지나해에서 공동 조사 등)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2013년 1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 방문 이전에 베트남을 먼저 방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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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양국이 세계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지속하고 발
전시키려면 북한 및 베트남 등과의 협력관계에 있어 사전에 적절한 합의와
타협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셋째-넷째 요인을 요약하면, 양국은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리
고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서 향후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양
국은 각 지역에서 지향하는 국가전략과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은 확고한 ‘패권국가(hegemonic
power)’를 지향하지만, 러시아는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지역강대국(regional
dominant power)’을 추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는 확고한
‘패권국가’를 지향하지만, 중국은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지역강대국’을 추구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은 확고한 ‘패권국가’를 지향하지만,
러시아는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지역강대국’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
서 양국은 서로 ‘전략적 동반자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향후 국가전략이 충돌하는 ‘전략적 경쟁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러시아의 대 ‘중국 의존도’를 향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것
도 양국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양국간 무역 불균형, 에너지
의존도 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즉,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예
속 우려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러시아 정치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중국의
정치에서 러시아의 중요성보다 크다는 러시아 학자의 의견이 있는 것처럼
(Lukin 2011, p. 54), 러시아의 지나친 대중국 의존은 러시아를 중국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역사상 어떠한 양자관계도 상호 대등하지
못한 관계이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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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역사·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양국간 심각한 ‘민족적 비호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향후 양국간 관계발전의 지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양국 정부간 차원에서의 협력이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하
려면 일반 국민들 수준에서의 호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양국 국
민의 서로에 대한 불신과 비호감은 예전과 비교하여 그리 나아지고 있지 않
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극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인구학적 팽창을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 주민과 중국 노동자 간의 충돌, 불법조업 중 어선나포 충돌, 어선포
격 등이 심심치 않게 양국간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양국은 핵문제,15) 무기 수출과 수입, SCO에서의 주도권 다툼과
방향성 문제 등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수면 위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 이견이 있다. 더불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계획과
중국 동북 3성 지역개발(창지투 개발계획)이 향후 푸틴과 시진핑 체제에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공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
다(신범식 2013, p. 116).

15) 중국은 자국의 핵무기 감축에 대한 어떤 협정도 승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미국
과 러시아가 먼저 그들의 핵무기 저장물들을 특기하지 않은 양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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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푸틴 ‧ 시진핑 체제에서의 러시아 ‧ 중국 간 동반자관계
발전(2012~15년)
1. 정치 ‧ 외교적인 측면
양국관계의 중요성과 긴밀성은 양국 지도자들이 상대국을 첫 번째 방문
국가로 선택하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2011년 10월 푸틴 당
시 총리는 러시아통합당 차기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이후 바로 중국을 방문
하며 중국과의 관계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2012년 5월 푸틴은 제6
대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재취임한 후 첫 해외순방 중(옛 소연방 포함) 중국
을 방문하였으며,16) 푸틴 대통령은 중국 인민일보에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
없이, 또 양국의 이해관계를 제외하고서는 어떤 국제문제도 논의되거나 이
행되어선 안 된다”고 천명하였다(조선일보 2012. 6. 6).
2013년 3월 중국 국가주석으로 공식 취임한 시진핑은 첫 해외 순방국가로
러시아를 선택하였다. 2013년 3월 14일 시진핑 국가주석 선출 직후 가장 먼
저 축하 전화를 한 외국 정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다. 이미
국가주석 취임 이전 2013년 1월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협력동
반자 관계발전이 중국외교의 최우선 방향이라는 점은 확고부동하다”라고
강조하였으며 2013년 3월 방러 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가장 중
요한 전략적 협력동반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조선일보 2013. 3.
19). 양국 정상회담에서 푸틴과 시진핑은 미국과의 사이에서 균형추를 만들
16)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2년 5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되었던 G8 정상회담에 불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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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놓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나타냈다. 미국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겨냥한 것이었다.
또다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 첫 해외 순방국가로 러시아를 선
택하며 양국관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2013년 3월 중국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후 시진핑은 2015년 9월 초까지 푸
틴 러시아 대통령과 12번 회동(양국정상회담/SCO, BRICS, G20, APEC,
CICA 정상회담 등)하며 양국의 관계를 사상 최고의 동반자관계 발전으로
격상시켜 놓았다. 특히 중국정부는 2014년 하반기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인한 루블화 가치 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우회지원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필요하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할 것이라며 양국간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의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양국 국가통치 특성상 지도자의 역할과 영향력은 서방 지도자
들의 그것보다 더 크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8년 예정되어 있는 차기
러시아 대통령선거에 승리할 경우 대통령 집권 4선으로 푸틴은 2024년까지
러시아를 통치하게 된다. 현재 러시아 국내정치 특성상 푸틴이 러시아 대통
령 집권 4선에 성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17) 시진핑 중국 국가주
석도 중국 국내정치 특성상 국가주석직(5년)을 연임할 경우 2023년까지 중
국을 통치하게 된다. 이러한 양국 국내정치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중
국 관계는 푸틴·시진핑 체제로 향후 2023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
지도자의 집권 지속성은 양국관계가 더욱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할
17) 2014년 봄 러시아의 크림 합병 이후 푸틴은 약 80%가 넘는 절대적인 지지를 러시아 국민들
로부터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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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양국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2015년 현재(9월 초)까지—양국 관계발전이
푸틴·시진핑의 새로운 밀월기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
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지도부는 양국관계가 동맹관계로의 발전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어떤 형식의 군사·정치 동맹을 맺겠다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신경보 2014. 4. 18).
한편 외교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국제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
다극화 세계 창출, 그리고 신질서 구축 등과 같은 공통된 인식과 목표 달성
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
보다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 지역의
구도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및 대결구도로 전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현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바라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외교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이유는 대내적인 국
가발전 전략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 양국이 각기 당면한 안보위
협의 요소가 여전히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
문이다.
더불어,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위협요소의 해결
방식(다자간 협상과 대화)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과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만큼, 북한 핵문제 등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견지하고
있다.
18) 일부 언론에서는 양국간 관계발전을 ‘전략적 동반자관계’에서 ‘최강 파트너’라고 표현하고
있다(조선일보 201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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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 에너지적인 측면
가장 특기할 만한 최근의 러시아·중국 간 경제(에너지) 협력은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2014년 5월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주석이 중국 상
하이에서 만나 지난 10여 년간 협의되어왔던 가스공급 가격을 타결하고 약
400억 달러 규모의 동시베리아 노선 가스공급 계약체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동시에 동북아시아 지역
의 양자 및 다자 간 에너지 협력구도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에
너지 협력이다. 러시아는 2018년부터 중국에 380억㎥의 천연가스를 공급하
게 된다. 중국 소비량의 23%, 가스프롬 수출량의 16%에 달하는 수치이다.
나아가, 2014년 11월 베이징 APEC 정상회담에서 시베리아 서부노선 계약이
원칙적으로 합의되었다. 서부노선의 계약규모는 동부노선의 약 2배에 해당
된다. 시베리아 서부노선 계약이 체결되면 중국은 러시아 최대의 천연가스
구매고객이 되는 것이다.
한편 2013년 초 러시아는 중국에 북극 석유 공동개발을 제의하였고 중국
은 2014년 10월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해상운송 거리와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즉, 양국은 북극해 협력을 자원확보와 물류적인 측면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2014년 2월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하구의 양국 접경지역에 경제합작 구
역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
국 지린(吉林)성은 성(省) 인민대표대회에서 2014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 ‘중국 훈춘-러시아 하산 국경경제합작구’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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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2014년 5월 말 중국은 러시아·중국 간 ‘통일경제구’19)를 제안하기에 이
르렀다.
2012년 러·중 교역이 약 88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 해(2011년)보다
11.2% 증가한 것이었다. 또 중국이 2년 연속(2011년/2012년) 러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고 있으며 양국의 상호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양국간 교역 증가율은 1.6%였다. 2013년 러시아와 중국 간 교역량은
약 900억 달러에 달했다. 양국은 2015년까지 교역량을 1천억 달러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1992~2012년) 양국의 교역 규모
는 약 14배 증가했다(KOTRA).

표 1. 러‧중 각국의 수출입액
(단위: $bn)

중국(대러시아)

러시아(대중국)

수입

수출

수입

수출

2010

25.91

29.61

38.96

19.78

2011

40.36

38.90

48.03

34.69

2012

44.13

44.05

51.76

35.76

2013

39.66

49.59

53.17

35.62

2014

41.61

53.67

19.45

21.70

자료: UN comtrade(UN 세관통계 데이터베이스).

19) 중국 국가부주석은 2014년 5월 24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통일경제구’를 건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제안이 현실화
되면 인구 약 15억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 탄
생하는 것이다(조선일보. 201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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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은 일본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
렸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투자자들이 2013년 세계 156개국(지역)의 5,090개
기업에 901억 7천만 달러(비금융분야) 상당의 직접투자를 한 것으로 집계됐
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해온 일본에 대한 투자가 23.5% 급감한 것을 비롯해
EU(13.6%)와 홍콩(6.0%)에 대한 투자도 2012년보다 줄었다. 이에 반해 러시
아에 대한 투자는 518.2% 급증했고 미국 투자도 125.0% 증가하였다(조선일
보 2014. 1. 16).
2014년 10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과 1,500
억 위안(약 26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한편 2015년 8월
중국 중앙은행은 러시아와 접경한 자국 동북지방 도시(동북부 헤이룽장성
쑤이펀허시)에서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
용하였다.20)
한편 2014년 가을 ‘동해출구’ 확보를 위하여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극동지역에 ‘대형항만’(자루비노항 개발: 물동량 6천만톤 2018년 완공 예정)
등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2015년 초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과 협력하여
중국 지린성 접경지역인 두만강 하구 일대에 내·외국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초국경 국제관광구역’ 건설을 추진하고 나섰다.
2014년 9월 중국 총리 리커창의 모스크바 방문 시 중국은 러시아와 ‘철도
사업’ 부분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협력을 추구하였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

20) 쑤이펀허는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간 교역물량의 80%가 이동하는 무역 도시다. 인민은행은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에서 달러 대신 루블화와 위안화로 결제하는 관행이 확산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양국간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는 13억 2천만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조선일보 201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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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속철도 업그레이드나 일반철도 개조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조선일보 2014. 9. 25). 중국 철도 당국은 2015년 2월 28일 헤이룽장
성 하얼빈과 러시아 중부 비크랑을 연결하는 총연장 6,578㎞의 화물열차 노
선 운행을 시작했다(조선일보 2015. 3. 1). 그 외 양국은 훈춘·블라디보스토
크 국제고속철도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경제
구상인 ‘일대일로’(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실현을 위해 최근 러시아와 철도
분야 협력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9월 초 푸틴 대통령이 방중(베이징 전승절 기념행사) 기간
기대했던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나타나지 않았음은 주목해야 한다. 주
지하다시피, 서방의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중국과 체결한 석
유·천연가스 공급 계약의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양국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다. 즉, 2014년 11월 APEC 정상회의 때 포괄적 합의에
이르렀던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 천연가스 공급 사업은 당초 푸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정식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한
편 2014년 5월 정식 계약한 4천억 달러 규모의 동시베리아 지역 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도 예정대로라면 2019년에 첫 공급에 들어가야 하지만 아직
수출가격조차 정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러시아가 베이징 열병식 기간
중국과 금융·통신 등 분야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협력협정을 맺었지만 어
디까지나 ‘잠재적 투자’라는 보도가 있다. 더불어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 모
스크바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 이전에 1단
계인 모스크바·카잔 구간을 개통하기로 돼 있었으나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조선일보 2015. 9. 6).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은 전방위
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몇몇 주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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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지 않고 있다.

3. 군사 ‧ 안보적인 측면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군사훈련의 지리적 범위와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 한편, 양국의 군사과학기술 격차는 점차 감소하면서 더
욱 밀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양국은 이전과 비교하여 무기와
합동훈련 분야에서 협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3년 3월 시진핑 중
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시진핑 주석이 외국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러시아 국방부의
심장격인 작전통제센터를 방문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내가 러시아 국방부를 방문한 것은 양국의 국방 분야 협력
이 강화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13. 3. 24). 이
센터 방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 이는 러시
아·중국 관계가 석유·가스 등 에너지 협력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군사·정치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동 방문에서 중국은 ‘숙
원사업’이던 Su-35S 24대와 아무르급 잠수함 4척의 도입을 확정지었다. 중
국은 러시아산 최첨단 전투기 Su-35S와 아무르급 잠수함을 도입함으로써
해·공군 전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6월에는 러시아
가 중국에 약 100여 대의 최신예 전투기 ‘수호이(Su)-35’를 수출하는 데 합
의했다(환구시보 2013. 6. 25). 거의 같은 시기 나아가 러시아는 중국에
S-400 미사일 판매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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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러시아와 중국은 최근까지 국방 분야에서 적지 않은 협력을 해왔지
만 동시에 갈등요소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러시아 무기 복제
문제이다. 중국은 과거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등 각종 무기를 사들이고 나서
러시아의 동의 없이 벤치마킹해 독자 모델로 개발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러시아는 푸틴 집권 3기에 이르러 센카쿠(댜오위다오) 일대와 대만을 공격
할 수 있는 첨단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이전과는 달리 중국에 판매하
는 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고려하였다. 사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 구매에 관심을 표명해 왔으나 시기상조라는 러시아 군부와
정보기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자 우군 확보 차원과 중국과의
밀착관계 유지를 위하여 중국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
던 것이다. 2012년 중국은 러시아의 무기 수출국 중 3위를 기록했으며 양국
이 계약을 체결한 무기 무역액은 약 21억 달러(2조 2,659억 원)에 달했다. 중
국이 구매한 것은 주로 전투기 엔진과 Mi-171E 헬기, 기타 공동 연구·개발한
장비 등이었다(환구시보 2013. 2. 17).
나아가,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양국의 주요 합동군사 훈련 시행(경찰 및
특수부대 포함)은 다음과 같다. 양국은 2013년 6월 말에서 7월 초 두만강 하
구와 가까운 동해 북부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표트르 대제만 인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합동훈련(해상협력-2013)을 실시하였다. 2013년 6월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특수부대가 합동 대테러 훈련을 하였다. 중국 무장경찰 산
하 특수 기동타격대인 ‘설표부대’ 대원과 러시아 경찰 특공대원이 훈련에 참
가하였다. 2013년 7월 말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에서 병력
1,500여 명이 참가하는 ‘평화사명―2013’이란 명칭의 대테러 합동훈련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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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2014년 1월 말 러시아와 중국의 해군 함정이 지중해에서 처음으
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합동훈련은 테러 위협 대응, 해상 구조
훈련, 작전 공조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4년 5월 말 러시아와 중국은 중
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정상회의 개막
일인 20일부터 동중국해에서 합동군사 훈련(해상협력-2014)을 중국 창장 입
구와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하였다. 중국 해군은 중·러 합동훈련이 2012년
에 시작돼 양국의 정례적인 훈련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8월 말에는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주무허 훈련기지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
변국이 참가하는 대테러 다자훈련인 ‘평화사명-2014: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2014년 10월 양국 경찰이 국경지
대에서 처음으로 대테러 합동훈련을 했다. ‘리젠-2014’로 명명된 이번 훈련
은 양국 국경지대인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 만저우리에서 시행되었다. 2015
년 4월 말 키르기스스탄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
국들이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2015년 5월 초(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
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직후) 양국군은 지중해에서 처음으로 ‘해상연합
-2015(1)’이라는 이름 아래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중국해군
사상 최장거리 훈련이었다.21) 2015년 8월 말 양국은 연해주 앞바다에서 상
륙작전이 포함된 양국 해군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훈련(해상연합-2015
(Ⅱ))을 실시하였다. 양국의 합동군사 훈련은 2014년부터 양자 및 상하이협
력기구 틀 내에서 상시화 및 시스템화 단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14. 11. 27).
21) 중국해군 군함이 러시아와 합동군사 훈련을 위해 2015년 5월 4일 처음으로 ‘흑해’에 진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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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국은 새로운 ‘안보대화’ 및 ‘기구’를 창설하고자 상호 적극 협력하
고 있다. 2013년 10월 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과 미·중·
러·일 등 주변 강대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안보대화 창설을 추진하였다. 이미
러시아는 2012년 11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제안을 시작
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18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새로운 안보 대화 창
설을 제안하였다.
2014년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CICA)를 아시아의 안보 협력기구로 만들자고 공식 제안하였고, 푸틴 대통
령은 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중국이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며
아시아의 새로운 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런 구상은 신밀월기에 들어선 러시
아로부터도 강한 지지를 얻었다. 시진핑 주석의 제안은 미국이 북대서양조
약기구(나토) 회원국의 경험을 아시아에 적용, 아시아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는 구상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
었다.
그 외 양국은 헬기·장거리 여객기 공동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달 기지도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4년 6월 러시아는 달,
화성 탐사 등 우주개발에 힘을 합치자고 중국에 제안하였다. 2014년 10월에
는 양국의 방위산업체가 양국의 GPS를 연동시키는 방안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2015년 5월 양국은 미군의 CH-47 치누크헬기에 필적하는 신형 헬기
공동연구 개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5년 9월 초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
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대하였던 양국간 군수 분야에서의 협력이 나

∙ 344

러시아 · 중국 간 신밀월관계의 발전과 한계: 푸틴과 시진핑 체제를 중심으로

타나지 않았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4. 사회 ‧ 문화적인 측면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양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러시아
국내에서 일어나는 중국 위협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적교류를 활성
화하여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것은 양 국민간의 전통적
인 민족적 반감정서를 완화시키고 국민 차원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즉, 양국은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민 차원에서의 소통과 이해
를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더불어, 양국은 재해와 재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회적인 어려움에 처
했을 때 서로 적극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2013년 4월 말 지진
피해를 당한 중국에 연이어 구호물자를 보내며 정부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
을 나타냈다. 2013년 8월 말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계인 헤이
룽장의 범람 위기에는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2014년 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소치 올림픽 개막식 참석은 밀월기를
구가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관계를 증명하였다.22) 중국은 2014년
부터 러시아와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양국 박람회를 공동 개최하고 있다.

22) 중국정부는 지난 20일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계획을 밝히면서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이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양국 원수간의 친
밀·우의도 체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조선일보 2014. 1. 29). 중국 언론들은 특히 시진핑
주석이 2년 연속 러시아를 새해 첫 방문국으로 선택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
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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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와 헤이룽장성,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중국이 지난 24년간 단독
개최해온 ‘중국 하얼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를 2014년부터 양국 공동 주최
행사로 변경하고 행사명도 ‘중국·러시아 박람회’로 바꾸기로 최근 합의하였
다. 2014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 푸장창조혁신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러시아에 대해 첨단과학기술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
하였다.
매우 이례적으로, 2014년 상반기 중국에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어록을
묶은 푸틴 문집이 출간되었다(조선일보 2014. 6. 19). 2015년 5월 중국은
러시아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약 1억
1,200만 루블(약 24억 원) 상당의 구호품에는 조리용품, 담요, 건조기, 의료
기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2015. 5. 17).
201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오는 5월과 9월 각각 승전 기념
행사를 거행할 예정인 러시아와 중국은 ‘과거사’ 문제 대응에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 땅에서 전사한 구소련 병사들의
유해를 처음으로 공동 발굴한다.

5. 러시아·중국 동반자관계 발전과 국내 개발전략과의 상관관계
서론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오늘날 (푸틴·시진핑 체제) 양국간 동반자관
계 발전의 주요 요인 중 더욱 주목하여야 할 것은 양국정부가 자국의 국내
정치·경제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다. 이미 2009년
6월 러시아·중국 양국 수뇌부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전략 및 중국 동북지
역 진흥전략을 유기적으로 공동 진행하는 데 합의하여 협력을 더욱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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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은 접경국가로서 지리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국내 개발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서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계획을 위하여 인근 국가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중국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중
국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계획을 자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활
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 구축
과 농산물 및 목재의 생산·가공, 건축자재 생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양국의 국내개발전략 수행에 있어 양국
간의 협조가 점차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 푸틴의 신동방정책과 극동지역 개발정책
2000년 푸틴 정부 등장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 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강
한 러시아로의 회복을 통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역할 수행이다.
2000년대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일반적인 외교전략
목표는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주변국의 급격한 변화를 억지해 주변상황의 안
전을 보장하는 것 ②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
제하며 동 지역 내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 ③ 주변국가들과 선린우호
관계를 형성하는 것 ④ 역동적인 동북아시아 경제 및 에너지 공동체에 편입
하는 것 등이다.
2012년 5월 출범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제3기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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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대체로 근외 국가(CIS),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등으로 구분되어진
다.23)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아시아 외교의 핵심국가
일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 등 근외(CIS) 외교에서도 러시아의 유라시
아 주의를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현 푸틴 정권하 러시아의 중
국에 대한 외교전략 목표는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공동으로 대응 ②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 강화 ③ 에너지 자원의 수요확보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양국간의 현안) ④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협력
(예: UN과 SCO 등)이다.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여러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하
여 ‘신동방정책(New Eastern Policy)’을 추구하고 있다.24) 이에 따라, 러시아
극동지역(Russian Far East) 개발이 현 푸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가발전전
략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서 부상하였다.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 개최는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에 대한 강렬한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러시아 국내에서는 동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
를 제3의 수도 또는 동부수도 등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있을 정도이다. 실제
로 2012년 5월 푸틴은 재집권한 이후 연방정부 내 ‘극동지역개발부(Ministry
of Development for Far East)’를 신설하였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에 이전과는
다른 규모의 연방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에 전통적으로 중요하였던 유럽 지역에서 향후 국가발전의 경

23) 푸틴은 2012년 재집권 이후 현 러시아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역은 CIS(근외지역) 국가
들이라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24) 2012년 푸틴 재집권 이후 신동방정책 등 러시아의 대아시아 및 한반도 외교정책은 다음을
참고할 것. Юн Ик Джун(2013), pp. 2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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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 및 동력 등을 찾기에 한계에 부딪혔으며,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을 새
로운 지역(‘동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25) 또 다른 한편으로, 푸틴의 신동방정책 추진은 러시아 극동지역
(Russian Far East)의 사회·경제적인 발전 없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
아가 지역강대국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역할과 그 지위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의 어느 한 ‘지역
(region)’에 대한 개발 차원이 아닌 향후 러시아 사회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
한 ‘국가발전전략(national strategy for development)’인 것이다.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일련의 국제에너지 시장 동향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은 이러한 러
시아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
다.26)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 푸틴 집권체제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맞물려 동북아시아 지역 인근국가와의 협력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이것은
러시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의 성과를 위하여 인근
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 등과의 협력을 이전의 수준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
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함을 의미한다.27)
즉, 이러한 푸틴 정부의 상황은 러시아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
계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특히 러시아의 대중국 정책의 한 축은

25) 푸틴 집권 3기(2012~18년) 러시아 사회·경제의 가시적인 발전과 그 성과는 향후 푸틴의 집
권 4기(2018~24년) 연임 가능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은 물론이다.
26)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09년 극동개발의 기본정책방향을 담은 ‘2025 극동바이칼 경제사회발
전 전략’을 발표했다. 지역개발의 기본 프레임을 제시하며 단계별로 중점추진과제를 수립
했고, 향후 어떤 모습으로 극동이 탈바꿈될지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27) 다음을 참고할 것. Юн Ик Джун(2014), pp. 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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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이며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상당 부분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동북아시아 지역질서를 중국의 협
조를 통해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정책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나. 시진핑의 신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정책과 서북부 ‧ 동북부 개발정책
중국 시진핑 정부는 육로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
는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에서 동남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 유럽
까지 하나의 항로로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대륙을 종횡
으로 연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 대외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사회에서 위상회
복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질서 확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중국정부는 ‘화평굴기론’ 그리고 ‘신형대국관계론’ 등을 통하
여 국력을 시장시키고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화평굴기론은 중국이 국
제사회에서 책임지는 강대국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이고 동시
에 그에 합당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추구하는
중국외교의 목표는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미국 중심에서 주변국 중심으로(신
다자주의)28) ② 국제사회 편입에서 국제적인 책임수용으로 ③ 경제발전 기

28)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양자(兩者)외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세계경영을 위해 지역외교와 글로벌·다자(多者)주의 외교를 차분히 성
숙시켜 왔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은 다자주의 외교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2000
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ARF(ASEAN Regional Forum), ASEAN 플러스 3(한·중·일), 러
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하이협력기구 등 외교무대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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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서 종합적인 국익증진으로 전환 등이다.29) 사실, 2000년대 들어 중국정
부는 대아시아 정책에서 ‘책임대국’, ‘신안보관’, ‘화평최근’, ‘조화세계’ 등
다양한 이론을 개발하여 선전함으로써 자국의 급속한 부상을 정당화하기 위
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조영남 2006, pp. 265~306).
일반적으로 중국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지역은 미국, 러시아, 유럽, 그리고
아시아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중국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에너
지 확보’, 그리고 ‘다극체제 형성’ 등으로 함축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
러시아 정책의 중요한 축은 에너지 자원 협력과 미국의 일방주의 견제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통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주도하
는 새로운 역내질서를 형성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SCO, BRICS 등을 통하여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발전과 협력에 보다 무게를 두는 정책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행하여 오고 있으며, 중국외교에 있어 러시아의 중요성은 지
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외교가 미국 중심에서 주변국 중심으로 전
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또한 상호보완적
인 경제적 실리 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매우 중요한 국가로 간
주된다. 이러한 상황은 현 시진핑 체제하 새로운 차원에서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외교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협력발전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내개발전략(서북부대개발전략, 동북부대개발전략 등) 실행에 있어

29) 중국은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기구(UN, IMF, WTO, APEC)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다자주의 협력체 건설에 주도적으로 나서왔다. 그 과정에서 ‘중국 위협론’을 극복하면서
‘중국 기회론’을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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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의 일
대일로 국가전략과 지방개발전략은 접경지역 국가인 러시아와의 협력을 필
수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북 3성’(지린·헤이룽장·
랴오닝성) 지역들에 주변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
히 시진핑은 주변국 및 지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심화개혁을
통해 구조적 장애를 극복하고 대외개방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는 한편 낡
은 공업기지에 잠재해 있는 거대한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일보 2015. 3. 10). 이번 지시로 동북 접경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두만
강 유역 경제벨트인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방 선도구’ 사업, 훈춘의 대
규모 ‘국제 합작시범구’ 등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중국 동북부 개발전략과 깊은 연관이 있다. 창지투 개발이 2010년 중
국의 국가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남부와 동부 연안에 밀렸던 동북지역이 중국
의 새로운 경제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지린성은 또 최근
북한, 러시아와 접경한 두만강 하구 일대에 내·외국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초국경 국제 관광구역’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은 국가균형개발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그동안 발전
에 소외되었던 동북부 그리고 서북부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진
핑 체제의 안정과 성공 여부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요소는 부패 추
방 등과 더불어 어떻게 국가균형개발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며 러시아 또한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이다.

∙ 352

러시아 · 중국 간 신밀월관계의 발전과 한계: 푸틴과 시진핑 체제를 중심으로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양국 ‘정권 차원’의 ‘내부적 요인’이
이전의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또는 ‘신국제질서 형성’ 등의 ‘외부적 요인’
과 더불어 양국간 사상 최고의 새로운 동반자관계 발전의 주요 요인으로 설
명하였다.
러시아와 중국 양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별다른 급격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향후 2023년까지 양국의 관계발전은 푸틴·시진핑 체제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향후 양국간 동반자관계 발전과 그 지속성을 분
석하고 이해함에 있어 푸틴과 시진핑 양국 지도자의 집권 지속가능성에도
주목하여야 한다.30)
그러나 본문에서 고찰하였듯이, 러시아·중국 관계가 소위 ‘특별한 관계
(special relationship)’로 발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가 여전히 푸틴·
시진핑 체제에서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유대감이나 공통분모가 전
제되어야 하는데 양국은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역사적으로 가장 관계가
안 좋았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서방에서 ‘영미(British-American)관계’
는 특별한 관계로 일컬어진다. 이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인식을 같이한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중국 관계는 푸틴·시진핑 체
제에서도 당분간 필요에 따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양국관계 변화의 변수는 앞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30) 푸틴이 2018년 대통령선거 4선에 성공하는 경우 그의 통치기간은 2024년까지 될 것이며,
시진핑 또한 5년 임기의 주석직을 별다른 과오가 없다면 이전의 관례상 한 번 더 연임하여
2023년까지 중국을 통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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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향후 한반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등 지역적 수준에서 국가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양국간의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너지, 고속열차 등)가 상당 부분 표류하면서 양국은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공유하며 발전시켜 왔던 전략적 이해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군사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도 여전히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
다. 러시아·중국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려면, 양국간 전략적 이해관계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러시아·중국 관계발전에 관한 학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이 분석하고 주장하였던 러시아와 중국 간
동반자관계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의 존재와 가능성에도 불구
하고 양국은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의 동반자관계(신
밀월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간 동반자관계 발전
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 전망에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푸
틴·시진핑 체제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동반자관계 발전
심화는 기존의 분석요인과 더불어 다소 새로운 요인(국내요인)에 의하여 연
구되고 분석·고찰되어야 할 필요성이 동 주제 연구 분야의 학문적인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러시아·중국 간 동반자관계 발전에 관한 심화연구
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주제(more specific theme)’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① 푸틴과 시진핑의 국내개발 발전전략과 러시아·중국 가스 협력
② 푸틴 3기 극동·시베리아 개발전략과 시진핑 지도부의 동북부·서부 개발전
략이 양국 관계발전에 미치는 영향 ③ 러시아·중국 간 동반자관계의 지속·북
한 접경지역과의 상호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등이다. 즉, 향후 국내외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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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 동반자관계 발전에 관한 연구는 보다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측면의
심화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전문가와 중국 전문가가
공동으로 양국간 관계발전을 연구하는 작업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는 양국 관계발전 고찰과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가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에 시사하는 바는 정책
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2015년) 동북아시아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국가간 역학관계와 지역구도 체계가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동 지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 중심의
대결구도로 급속히 기존의 질서로부터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지역
정세 변화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양자 및 다자간 국가관계에 있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주변 4대 강국으로부터 유리한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며 한반도 통일환경을 이끌어내기가 이전보다 더욱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와 인접한 러시아와 중국 등 지역강대국들의 관계발전에
관한 것으로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러시아와 중국
간 관계발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푸틴·
시진핑 체제에서 양국간 관계발전이 한국 박근혜 정권의 ‘유라시아 이니셔
티브’ 제안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왜냐하면,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선언하였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은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향한 한국정부의 ‘신북방정책’이나 마찬가지이며 향후 한국정부가
궁극적으로 필수불가결하게 지향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대외전략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 간 동반자관계 발전과 한계에 관한 정확한 이
해와 예측 없이는 박근혜 정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은 한낱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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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가능성이 많으며, 한국정부가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다.31)
특히 한국정부의 중국 편향 대외정책은 러시아의 불만과 비협조를 야기하
고 있는 만큼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전략을 구사
하여야 박근혜 정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32) 사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그 출발점이 러시아 극
동지역(블라디보스토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유라시아 이니셔티
브’ 제안의 구체적인 주요 대상은 러시아이며, 지역적으로는 러시아 극동지
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러시아
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유라시아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
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은 경제혁신의 성장 동력
역할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것은 러시아의 ‘혁신 경제(modernisation)’와
한국경제와의 협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아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서도 러시아의 역할이 미국과 중국

31) 2013년 10월 중순 박근혜 정권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이라는 방법으로 새로운 외교
정책의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역내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
진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신북방정책’으로 불릴 정도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활성화 및 미래 발전을 의미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기존의 한국 외교의
핵심 축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로부터 서서히 새로운 외교 노선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국의 새로운대 중국, 대러시아와의 협력 정책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
32) 예를 들면, 2015년 5월 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행
사에 한국 대표로 윤상현 의원이 참석하였고, 같은 해 9월 초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던 중국
의 전승절 기념행사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에서의 이러한
행사 참여에도 한국정부는 참여인사의 지명도나 영향력 등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전
략과 정책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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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지대하지는 않지만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한반
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 3성, 남·북·러, 남·북·중 삼각협력을 적
극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한국정부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
반자관계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있는가? 특히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한국
정부의 현명하고 균형 있는 외교전략이 실행되고 있는가?
요약하면 한국정부는 중국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전략보다 러시아와의 관
계를 보다 긴밀하게 우호적으로 발전시켜 유라시아 대륙에서 더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교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정부는
대러시아 외교를 보다 세밀히 점검해야 하며 동시에 러시아·중국 간 관계발
전 동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예측 시나리오가 있어야만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러시아·중국 관계발전에 대
한 이해는 이미 미국·중국 관계발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급변하는 동북아
시아 지역 국가간 관계발전과 지역 역학관계 이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
소이다. 따라서 동 지역에서 러시아·중국 동반자관계의 변화 가능성은 향후
‘한반도 통일환경’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실행에 결정적인 변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입안자들에게 러시아·
중국 간 동반자관계 발전에 관한 새로운 관점과 함의를 제공함으로써 한반
도 통일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등 향후 한국의 외교안보 역량을 함
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양국간 관계발전 분석의
학문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실제적인 신북방 외교정책 과정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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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환동해권 다자협력에 대한 연구질문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 Tumen Initiative)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진
행되고 있는 북·중·러 국경지역 다자국제협력방안은 1990년대 초 국제연합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하에 국제지역연구, 제19권 4호(2016년 봄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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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주도한 두만강
지역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을 기초로
2005년 이를 확대 개편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관련국가들의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와 안보의 정착 가능성과
경제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서 1990년부터 25년간 지속되
어온 두만강 유역 국가의 협력계획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접경국가뿐
아니라 한국, 일본, 몽골과 같은 인접 국가들도 협력을 모색하는 다자협력의
주요 계기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동북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내륙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해로의 출구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 이를 중국 동북지역에서 생산하는 공
산품과 농수산물의 대일 및 대미주 수출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인식하고 있
다. 중국 미래발전의 핵심 전략지로 부상한 동북삼성을 중심으로 중국정부
는 최근 동북진흥계획의 틀 속에서 두만강 지역에서 다자협력에 대한 강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면
서 러시아의 발전을 위해 극동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모스
크바는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 사할린 및 한반도 가스관 연결, 나진~하
산 철도 연결 및 나진항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부상하
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일종의 경계심이 작용하여 다자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한편, 북한과 관계회복을 통해 동아시
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 육로를 개방해서 물류비용을 확보하고 나진·선봉 자
유무역경제지대를 활성화하여 국가발전전략의 요충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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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가지고 있으나 체제와 정권의 안보를 위해 신중한 접근으로 나오고 있
다. 한편으로는 나진·선봉 자유무역경제지대와 황금평 특구 및 신의주 개발
을 통해 외국자본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
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투자기업에 대해 인센티브와 세제혜택을 강화하
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와 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단일
경제권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른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출발점으로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다자협력 방안이 정책적인 중요성
을 가진다. 몽골은 동해 및 태평양으로 출구 확보를 통해 석탄과 구리 등의
지하자원을 수출하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
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만강 협력’에서 출발하여 ‘환동해 협력’으로 확대하여 추진
되는 다자협력 방안에 중점을 둔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협력체제로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여전히 남아 있는 냉전대결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조성
과 동질성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전략
지역으로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의 입장에서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접경국가를 우선 연구하고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유관국가의 정책방향을 분석·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
구하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하는 다자협력관계
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관된 정
책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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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다자협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환동해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
한 다자협력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적용하
여 각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위험을 수반하는 정책대안들 사이에 정책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를 설명
하는 전망이론은 최적화된 결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기대효용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의사결정에 관련된 심리학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이
론이다.
Daniel Kahneman와 Amos Tversky(1979, pp. 263-272)가 1979년 구성한 반
사경 게임(mirrored gamble)으로 알려진 실험을 소개하면서 의사결정자가 손
실과 이득을 어떻게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확실
성의 효과를 고려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가능성이 있는 사
항보다는 확실한 사항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확실
성 효과의 경우 사람들은 동일한 정도의 위험을 줄이는 것보다 위험을 확실
하게 배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위험의 정도를 10%에서 0%로
감소시키는 것과 35%에서 25%로 감소시키는 것은 모두 10%를 감소시키는
것이지만 전자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100만 원을 얻을 85%의 확률보다는 획
득이 100% 확실한 80만 원을 선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00만 원을 얻
을 85%의 확률보다 아무것도 획득하지 못할 15%의 확률을 크게 생각한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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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가 기대효용의 크기가 아니라 위험이 적은 안전성에 기초하여
선택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결정자는 효용극대화가 아니라 위험
회피(risk aversion) 또는 손실회피(loss aversion)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대효용이 높은 위험한 선택과 기대효용은 낮지만 안전한 선
택이 있을 경우 사람들은 기대효용이 낮아도 위험한 선택보다는 안전한 선
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손실이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대효용이론에 따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선택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는 위험을 추구(risk-seeking)하는 또는 위험을 감수
(risk-taking)하는 선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전망이론은 정책결정자가 어떤 상황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결정을 선호하
고 또 어떤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선호하는 태도를 영역효과
(frame effect)로 설명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익을 선택하는 상황에
서는 안전한 것을 선호하고 손실을 선택하는 경우에 모험적인 것을 선호하
는 태도를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익영역(gain frame)에서는 안전한 선택을
그리고 손실영역(loss frame)에서는 위험한 선택을 선호하는 것이 영역효과
이다. 인간의 정책결정은 선호가 불변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의 기본전제를 부정하고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위험을 회피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선택적으로
하면서 상황적 합리성(contextual rationality)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두만강 및 환동해 협력에 대해 전망이론을 적용하여 각국의 정책적 접근
을 분석하는 과정에 필요한 설명은 조사된 문헌의 내용분석에 대한 질적 연
구를 통해 개별 국가의 정책적 입장을 분석하여 현실 정책결정과정에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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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희망수준, 영역효과 등을 논의한다.
현실정치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준거점이 되는 현재 상황 또는 희망수준을
무엇으로 설정하는가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다. 영역효과를 결정하는 방
법은 현재의 모든 조건과 상황이 변하지 않고 지속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면 이익영역에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와 반
대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장래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
상되면 손실영역에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현실정치 문제에 있어서 이익
영역에 속하는지 손실영역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다양한 객관적 지
표를 이용한다. 그리고 위험한 선택과 안전한 선택을 판정하는 기준은 결과
가 변동하는 폭에 따른다. 결과의 변동이 작은 경우가 안전한 선택인 반면
결과의 변동이 큰 경우는 위험한 선택으로 간주하게 된다.
종합하여 설명하면,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
으로 판단되는 이익영역에서는 결과의 변동폭이 작은 안전한 선택을 선호하
게 된다. 반대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는 손실영역에서는 결과의 변동폭이 큰 위험한 선택을 선호하는 경향
이 있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정책결정자는 최근 획득하는 이득에 대해 더 높은 가
치를 부여하는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에 소유한 이익에 대
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을 최근획득효과라 하는데 이는 손실기피경향
과 연관되어 있다. 최근에 획득한 이익에 대한 포기는 현재 상태에서 손실을
의미하는데 최근에 획득한 이익일수록 손실을 감수하는 데 대한 보상이 더
크게 평가되기 때문에 최근에 획득한 이익에 대한 이익을 실제가치보다 높
게 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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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동해권 다자협력의 역사와 전략적 의미
1. 두만강개발계획의 전개와 사업 개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인 두만강 하구지역은 탈냉전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초 국제사회에서 저개발국가가 접경하는 지역이지만 지역협력을
통해서 국제적 경제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논의되었
다. 1991년부터 UNDP는 제3세계의 빈곤타파와 환경보호의 조화를 통한 지
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천하는 모델의 후보지로 메콩델
타 지역과 두만강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UNDP의 동북아 소지역계획
회의(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 Meeting)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으로 TRADP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TRADP를 추진한 UNDP의 정책 의도는 접경한 역내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중국의 동북삼성과 러시아의 연해주, 그리고 북한의 나진·선
봉지구를 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략지역으로 묶어 다자간 협력을 추진한
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TRADP는 두만강 유역의 접경당사국뿐 아니라 주변
유관국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TRADP는 홍콩이나 로테르담을 모
델로 하여 1991년 말부터 20년간 3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하여 두만강 하
류지역을 기술투자와 자유무역의 중심이 되는 자유경제구역으로 건설한다
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가칭 두만강 자유경제구역은 주변국의 물류를 기본
으로 자본, 기술, 노동력을 유인할 수 있는 개방형 도시를 건설하여 자유무
역을 경제의 원칙으로 참여국이 모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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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단계의 원대한 목표와 달리 결과적으로는 정치, 군사, 안보 등 복합적
이유로 당사국들의 합의와 구체적인 노력 부족으로 다자협력체 구성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지부진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두만강 접경지역
협력사업은 상당 기간의 소강상태를 거쳐 2005년 중국의 창춘에서 5개국 위
원회가 개발계획의 10년 연장에 합의하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
Tumen Initiative)으로 확대 개편됨으로써 2015년까지 사업을 연장하기로 확
정하였다. TRADP는 북한의 나진 선봉과 중국의 훈춘 그리고 러시아의 포시
에트를 연결하는 길이 1,000㎞, 면적 800㎢의 소삼각지역인 ‘두만강경제구
역 (TREZ: Tumen River Economic Zone)’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의 옌지, 그리고 북한의 청진을 연결하는 길이 5,000㎞, 면적 10,000㎢의 대삼
각지역인 ‘두만강경제발전구(TREDA: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로 구성되었다. GTI는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
라 사업범위를 대삼각으로 확대하고 창춘협정을 통해 교통, 에너지, 관광,
환경을 중점사업으로 확대 선정하고 공동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하는 등 적
극적인 추진에 합의했다(이소경 1994, p. 259).
GTI는 지역적으로 러시아의 연해주, 중국의 동북삼성과 내몽골,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몽골의 동부, 한국의 동해안 항구도시, 그리고 일본의 니가타
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해안지역을 포괄하는 환동해 초광역 다자경제협력지
역으로 발전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내세웠다. GTI 사업계획은 관련당사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적 비전보다 안보문제에 있어서 주변국들의 신뢰부족
이 더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북한은 GTI를 출범하던 창춘협정에는 합의했
지만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이유로 2009년 11월 GTI에서
일방적 탈퇴를 선언했다. GTI는 러시아, 중국, 한국, 그리고 몽골만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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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참여하는 다자협력체로서의 위상이 축소되었다.
두만강 하구에 접경국가를 중심으로 주변 유관국가의 참여를 통해 건설되
는 자유경제구역은 참여국가의 비교우위가 있는 자본, 기술, 노동력을 활용
하여 개방형 도시 및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여 전략적 발전의 거점으로 활
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두만강 개발계획은 동아시아 유관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기초한 합의라는 점에서 다자협력의 긍정적 사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나 2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논의를 통한 합의는 이루어
졌지만 실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두만강 유역의 개발
에 대한 25년간의 전개과정을 논의함으로써 관련국들이 안고 있는 다자경제
협력에 대한 인식, 이익의 균형, 그리고 협력에 대한 태도의 차이와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가. 제안단계: 1990~91년
두만강 개발에 대한 최초의 제안은 1990년 베이징과 창춘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 하와이대학의 동서문화센터와 일본 경제연구소가 무역특구를
건설할 것을 제안한 것이며, 뒤이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소련의 대
표가 참석하는 민간학술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제안으로 두만강 개발, 동해
자원 개발,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 다자협력체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다자
협력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1991년 10월
UNDP가 주최하는 다자협력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결과 10월
24일 채택된 보고서에서 TRADP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20년 내로
300억 달러의 외국자본 투자를 유치하여 홍콩이나 로테르담을 모델로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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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두시설과 도시기반을 갖춘 인구 50만 규모의 산업·물류 및 국제투자도
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소삼각을 중심으로 TREZ를 추진하고 향후 이를 대삼각으로 확
대하는 TREDA로 발전시켜 동북아시아의 국제관문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나. 본격추진 단계: 1991~93년
두만강 유역 개발과 관련한 유관 6개국 중에서 다자협력의 제안단계에 주
도적 역할을 한 것은 남북한, 중국, 몽골이며, 일본과 당시 소련은 옵서버 자
격으로 참가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주도한 것은 중국과 북한이었
다. 북한은 1992년 4월 말 관련국들의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은 이 회의를 통해 ‘동북아 경제포럼’을 조직
해 참여의사를 밝힌 6개국과 미국의 민간학자를 참여시켜 나진·선봉지역을
시찰하고 북한의 항만, 철도, 도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유경제무역지대 조
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북한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42억 달러
의 투자계획과 북한 국내법 정비, 투자기업에 대한 3년간 법인세 면제와 같
은 우대조치를 발표하면서 투자를 적극 유치했다.
중국은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과 북한에 항
구를 개발하는 방안을 타진하면서 태평양으로의 접근에 대한 기대를 공식
적으로 발표했다. 중국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1992년 8월 25일 블라디보스
토크에서 개최된 두만강 유역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를 통해 연해주 하산
지구 (Khasan District) 메르니첸코 행정장관은 러시아 측은 두만강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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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중국이 주도하는 두만강 개발에 부정적 뜻을 밝
혔다.
1993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된 통신전문가 회의에서는 한반도 중심의 기간
통신망을 구축하여 두만강 개발사업에 적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북한
은 서울·평양의 직통전화 설치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북한은 남북한의 직
통전화 설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되며 이 의제
는 남북합의서에 포함된 의제이므로 남북한이 양자협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산되었다. 1993년 3월에는 북한이 IAEA와 핵사찰 문제로 갈
등을 해오다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자 한반도 긴
장이 고조되면서 두만강 개발사업은 난항을 맞게 되었다.
1993년 5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두만강 지역개
발조정위원회 설치와 베이징에 두만강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제한적인 제도
화가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
면서 불협화음이 노출되었다. 동아시아의 접경지역인 두만강 유역에서 협력
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절대적 이익(absolute gain)의 기준에서 말하는 경제
적 이익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다른 국가가 추가적으로
더 많은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을 얻게 되면 자국의 안보적 불이익을 볼
것이라는 고려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고 북한은 남한에 의
한 체제흡수의 위협을 심각하게 고려함으로써 정치안보에서 신뢰 부족이 경
제협력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자협력의 패러독스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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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강기: 1994-2009년
1994년 7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4차 계획관리위원회에는 북한이 김일
성의 사망을 이유로 불참하여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이 ‘두만강 경
제개발지역 및 동북아 개발을 위한 동북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최초의
정부협의체를 수립하고 다자간 개발협력의 원칙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긍정
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김일성이 사망한 1997년 중반기를 기점으로 북한
은 두만강 유역 개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게 되었고 개발계획
은 점진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계획관리위원회에서 참가국들은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을 적극적으로 전
개하였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노출되었다. 투자유치에 필요한 도로, 항만, 통
신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을 해외투자에 의존하
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5차 회의에서
참가국을 중심으로 두만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협의 및 의결기구를 결성하
는 문제에 가서명을 하였으나 5개국 협력위원회와 3개국 조정위원회의 권한
배분에 대해 이견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1995년 12월 뉴욕에서 열린 6차 회
의에서는 사무국 구성방안, 사무국의 소재지, 사무국 운영의 경비부담과 같
은 내용을 협의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
하면서 사실상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1996년 초부터 북한 주민 300만 명이 식량난을 경험하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만강 유역 개발을 통
한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96년 9월 김복신 정무원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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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자리에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폴란드, 태국, 미얀마, 멕시코 등 17개국이 참가했지
만 남한은 불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1996년 9월 18일 잠수함 침투사건이 발생하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고 북
한은 나진·선봉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희망했지만 실제로 두만강개발계획
에 불참하면서 사업이 정체되었다. 이후 1998년 10월 몽골에서 열릴 예정이
던 두만강 개발계획 4차 회의와 1999년 6월 1일 몽골 회의에도 북한이 일방
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회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국, 러
시아, 한국, 몽골 등의 참가국들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2009년까지 소
강상태가 지속되었다.

라. 중국 주도의 재시도기: 2010년~현재
소강상태에 빠진 두만강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UNDP는 2005년 계획
의 지리적 영역을 한국의 동해안은 물론 일본과 몽골까지 확대하고 계획의
10년 연장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TRADP에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중단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
었다. 2006년 7월 남북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자들이 극동러시아 하산에서
5회 동북아 경제포럼을 통해 두만강 개발계획을 재시도하려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경제적 발전으로 국가
적 역량이 축적된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의 거점으로
두만강 유역에 주목하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중국은 국가적 역량을 바탕으로 독자적 개발을 내세우면서 2,800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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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자하는 ‘신두만강 개발계획’을 발효하고 이에 따라 북한의 나진·선봉
및 청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협력을 얻어 두만
강개발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중국은 동북지방에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6년 7월과 10월 북한이 미사
일 발사와 1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북·중 관계와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서 후속논의가 중단되었다. 2010년 북한은 나진항을 중국에 10년간 추가 개
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러시아에 신규로 50년간 사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나진항의 3, 4호 부두의 이용권과 경영권을 러시아가 획득하
게 되었는데 이는 두만강 지역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견제의 의미가 크다.
중국은 2009년 두만강 유역의 발전에 대한 북한과 러시아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동북지역에 이른바 ‘창지투 선도구(长吉图 先导区) 계획’이라
는 보다 적극적인 개발계획을 국무원 비준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상황을 계기로 중국이 적극적인 대러시아 협력정책을 추진한 것이
있다. 2009년 9월 중·러 정상이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
아 지역협력계획강요’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러의 경쟁구도
가 희석되었다(최명해 외 2012, p. 25).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5월 북한은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하여 11월 중국이 ‘창지투 선도구 계획’을 발표한
직후 GTI 탈퇴를 선언했다. 동북지역에서 출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
이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정부는 북한의 나진·
선봉과 청진을 활용하려는 계획에 기대를 걸었다.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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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북한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높게 평가했지만 북한은 중국의 기대를 좌절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협
상력을 제고하는 회피전략을 선택했다. GTI 탈퇴와 같은 북한의 돌출행위는
중국의 동아시아 협력시도에 부정적인 돌발변수로 작용하였다.

2.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략적 의미
국제관계에서 다자주의의 기원은 국가의 관계가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칙과 규범에 의해서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liberalism) 또는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에 기초해 있다. 나아가 다자주의 국제질서는 힘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국내정치에서 원칙으로 확립된 민주주의와 평등주의가
국제정치적 의제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
한다. 탈냉전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국제질서는 힘에 의한 현실주의 국제질
서를 극복하고 규범과 합의에 따른 제도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높
였고, 이 과정에서 EU의 제도화 진전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
타났다.
레짐 이론(regime theory)에 따르면 “일군의 국가에 의해서 수용되는 일련의
상호기대, 규칙, 규제, 규범, 조직화된 힘, 그리고 약속”으로 정의된다(Ruggie
1975, p. 570). 질서를 유지하는 중앙권위체가 부재한 국제사회에서 무질서
를 극복하고 개별 국가의 일탈행위를 규제하는 규범과 제도를 형성해 나가
는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협의와 합의를
수행하는 점에 주목했다. 복수의 국가가 협력을 통해 국제질서를 형성해나
가는 제도를 의미하는 다자주의는 “제도에 기초한 특정한 틀을 통하여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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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이상의 국가가 개별 국가의 정책을 조정하는 행동양식” 그리고 “3개국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 역할을 조정, 행동 제약, 기대감을 교환하는 제도적
접근”으로 인식하였다(Keohane 1990, pp. 731-732). 다른 학자에 의해서도
다자주의는 유사하게 “셋 또는 그 이상의 국가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된 행
위원칙’에 기초하여 조정하는 제도적 형태”로 정의된다(Ruggie 1993, p. 11).
다자주의는 참여국가의 숫자보다 집합적인 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범
(norms)의 역할에 주목한다. 다자주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질서는 다수의 참
여국가들 사이에 이익의 분할이 어려워지고 공통의 이익이 확대되기 때문에
공동의 행동을 통해서 참여국들이 각자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Ruggie 1992, pp. 565-566). 다자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주의가 있
는데 셋 또는 그 이상의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의미하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Alagappa 1995, p. 362).
아시아에서 다자주의 노력이 탈냉전 이후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동남아에서 시작한 ASEAN은 1967년 공식조직으로 출범하고 반세기 가까
운 기간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다자공동체로 조직을 확대·발전시
켜 오면서 EU에 상응하는 지역통합체를 지향하고 있으나 사실상 느슨한 협
의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밖에도 APEC과 같
은 다양한 다자주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통해 협력의 범위
와 강도가 확대되는 다자공동체 형성에는 성공적인 사례가 전무하다.
동아시아에서 다자주의 또는 지역주의와 같은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지리
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정체성을 획득하여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창
출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관행을 확보하려
는 움직임이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정책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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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것은 탈냉전 이후이다. 동아시아에서 다자협력체의 형성 노력에 있어
역내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협력이
뒤처져 있는 현상을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라고 규정하였다(동북
아평화협력구상팀 2015, p. 9). 동아시아에서 양자주의의 중첩에 기초한 기
존질서와 같이 다자주의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동아시아에서 다자주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냉전기 미·소가 대립하는 양극체제에서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는 미
국이 주도하는 일초단극체제를 거쳐 중국이 부상하는 다극체제로 세계질서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 의한 G2는 미·중의 대
결에 따른 신냉전의 양극체제로 전환하기보다는 EU와 러시아가 각자의 국
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역할과 위상을 모색하는 다극적 질서로 재편될 가능
성이 높다. 새로운 다극질서로의 재편은 동아시아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양자관계의 중복구조를 벗어나 복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주의 또는 지역주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둘째, 아시아보다 먼저 다자협력을 시도하고 성과를 거둔 유럽의 경험을
보면서 다자협력에 대한 진보적 인식이 아시아 국가에도 확대되었다. 국제
사회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적용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국제문제를 해결
하고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는 유럽의 경험이 아시아 국가들도 도달해야 하
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새로운 목표로 인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독
점적으로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에 불만을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과 러시아는 기존의 양자적 질서를 재편하는 정책수단으로 다자주의의 도덕
적 우월성과 역사적 진보주의를 주장해왔고 일정 부분 동아시아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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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을 얻고 있다. 패권국가인 미국의 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들은 다수의 참
여국가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과 규범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미국의 질서를 재편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했다.
셋째, 교통, 통신,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국제사회의 복합적 상호의존이
증가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냉전시대의 전통적 안보문제는
미·소 양 패권국이 해결할 수 있었지만 탈냉전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
문화, 환경, 질병과 같은 문제는 G2가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초
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이다. 빈곤퇴치, 환경오염 방지, 전염병의 확산
방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국가의 역할
도 공동의 조율이 필요한 국제 공공재로서 패권국가가 혼자서 공급을 독점
할 수 없다. 이러한 경험과 인식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들에
도 다자협력에 대한 기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경험하는 구조적 변화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지역주의 또는 다
자주의적 협력의 노력은 다양하게 시도되었지만 유럽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
인 제도화 단계 또는 실제 운영의 단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합체의 설립은 요원하거
니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단일한 정책 목표를 위한 다자협력 틀의 형성도 난
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신윤환 2009, p. 125). 동아시아가 경험하는
다자협력의 구조적 장애로 인한 협력체의 착근이 어려운 가운데도 다수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국제질서의 재편을 위한 개별 국가의 외교정책
으로서 다자주의가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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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동해 다자협력에 대한 유관국가의 입장 분석
1. 중국의 이해와 전략
중국은 표면적으로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경제발전 격차를 해소해야 하
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동북삼성이라는 새로운 잠재지역에서 찾아
야 했으므로 1991년 TRADP 시기부터 두만강 지역개발에 가장 적극적이었
다. GTI로 사업이 확대된 이후에는 상설 사무국을 베이징에 설치할 정도로
두만강 지역개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중국은 훈춘 인근에서 동해까지 약
15~20㎞를 남겨두고 북한과 러시아의 영토에 막혀 동해로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만강 하구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영토가 맞닿는 접점으로 모두에게 전
략적 요충지이지만 중국은 말 그대로 내륙으로 봉쇄되어 있다. 중국이 동해
출해권을 상실한 것은 19세기 중반 제국주의 침탈의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1858년 러시아는 아편전쟁으로 경황이 없던 청을 상대로 불평등조약인 하
이훈 조약을 체결하여 헤이룽장(黑龙江) 이북의 60만㎢를 차지했고 2년 뒤
인 1860년에 러시아는 청과 베이징 조약을 맺어 공동관리구역이던 연해주
40만㎢를 차지함으로써 중국은 동해에 접근이 차단되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동해 출해권 확보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와 무역거래는 물론 태평양으
로 진출하여 미주대륙과 동남아로 나아가는 권리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략적 의미가 크다.
중국은 1991년 5월에 체결된 중국·소련 동부 국경협정에서도 두만강 자유
항해권을 인정받았지만 소련이 붕괴하자 중국의 자유항해권은 사실상 유보

38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되었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협정을 재개하여 구소련 당시 맺은 국경
조약을 승계하기로 함으로써 2007년 8월 러시아와 동부 국경선에 대한 추가
의정서에 서명하면서 두만강 자유항해권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중국은 내륙
에서 동해와 태평양으로 직행하는 항로를 완전히 보장받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현실은 중국이 1992년 러시아와 국경회담에서 두만강·동해 항해권을 회
복했지만 두만강의 북·러 구간 철도교량은 수면에서 7m 높이로 수심이 얕아
300톤 미만의 소형선박만 운항할 수 있는 상태이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
측이 중국에 대해 계절성 조업을 하는 어선의 통항만을 허용하고 상선의 통
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출해권 문제협의에서 북한
의 승인과 양해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두만강 하구의 준설로 수심을 확보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
도 두만강 통행과 관련해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의 합의가 전제되어
야 한다(연합뉴스 2015. 3. 5).
중국의 변경도시인 방천(防川)에서 직접 동해로 나가는 방법은 두만강의
얕은 수심으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러시아 및 북한과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장애요인
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북한의 나진·선봉이나 청진항을 통하는 차항출해(借
港出海)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이다. 2012년 시진핑(习近平) 체제가 출
범하면서 ‘중국의 꿈(中国梦)’이 새로운 국가 정책목표로 등장했다. 중국의
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추상적 국가목표의 차원에서 중국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세계질서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이해된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기 이전에 아시아에서 중심국
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동해로의 진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몽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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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 중국의 북부내륙지방과 동북삼성을 연계하고 극동러시아, 한반도,
그리고 일본을 연계하는 환동해경제권을 주도하는 것이 중국의 꿈을 실현하
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월간중앙 2014. 6. 17).
중국은 동북진흥 프로젝트를 통해 창춘(长春), 지린(吉林), 투먼(图们)을
연결하는 두만강 변경지역 개발에 적극적이다(원동욱 외 2013, pp. 36~48).
이른바 창지투 선도구 사업은 창춘에서 두만강을 연결하여 2020년까지 선
진 물류기지 및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기지를 건설, 물류거점으로 발전시키
겠다는 계획으로 2,800억 위안(한화 약 457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
고(이동률 2013, pp. 196~197), 이와 연계한 8대 중점사업1)을 추진하고 있다
(Zhang 2009, pp. 291~295). 중국은 동북지역의 발전전략으로 일핵양축(一核
兩軸)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에너지, 환경, 투자, 교통, 관광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 추진한다(신용석 2014, pp. 131~132).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핵은
지린성 훈춘시를 수출가공, 중·러 자유무역, 그리고 변경경제협력구로 만들
어 발전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두 개의 축은 중국과 러시아의 연계
를 하나의 축으로,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연결을 다른 하나의 축으로 도로,
항만, 세관의 물류 통로를 연결한다는 계획으로 운송로 확보와 물류체계 건
설에 집중하는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 새로운 국가발전의 도약을 위해서 변경지역의 경제발
전이 핵심인데 우루무치(鸟鲁木齐)를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 난닝(南宁)에서
동남아시아와 연결되는 광서북부만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서남지역, 그리고

1) 창지투 8대 중점사업으로는 ① 두만강 지역 자유무역지대 ② 국제내륙항구 ③ 과학창업지대
④ 국제합작산업지대 ⑤ 현대물류지대 ⑥ 생태관광지대 ⑦ 고급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⑧ 현대
농업시범구를 포함하는 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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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삼성지역에서 국가발전의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발전전략
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 교통과 물류 인프라 건설을 통한 주변국과
적극적 협력강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동북지역에서는 물류운송을 위한
해상통로 개척이 발전전략의 선결조건이다. 앞에서 말한 일핵양축은 발전의
거점이 되는 5대 산업의 중심은 중국에 두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상통
로는 러시아와 북한 양쪽에서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시
급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박지연 2014, p. 21).
전망이론에 따르면 정책결정자는 상황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정책결정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이익영역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지만
손실영역에서는 위험한 선택을 선호한다. 중국은 동북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두만강 유역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에 막혀 동해 진출이 차단된 상태로 150년
이상 지났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에는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적절한 위상
과 역할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함께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
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정책목표 아래
최근 중국은 21세기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표방한 일핵
양축 그리고 일대일로(一带一路) 발전전략을 위해 서쪽으로 출구를 모색하
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보다 먼저 추진해온 동해를 통한 해양교통
로 접근 차단에 대해서는 심각한 국익손실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동해출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가의 경제
적 발전을 추구하는 계획이 동북지역에서 차단됨으로써 중국이 추구하는 국
가발전이 차단된다.

∙ 386

환동해권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다자협력 추진방안 연구: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활성화와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2. 러시아의 이해와 전략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동진정책의 이름 아래 극동지역 개발을 추진해왔지
만 이 지역은 변방의 군사요충지와 지하자원의 공급지라는 한계를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극동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는 정책목표 차원에서
는 극동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극동지역에 대한 정책적 추진력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UNDP가 소개한 TRADP의
사례처럼 구소련이 붕괴되고 이 지역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가 극동지역
주민들과 동북아시아 국제사회에서 형성되었지만 구체적인 발전계획은 실
천되지 못하고 2000년대로 접어들어서도 지속적인 저개발, 저성장, 인구감
소2)가 이어지고 있다.
탈냉전 초 옐친 정부 시기에 러시아는 탈이념주의, 탈제국주의, 실용주의
를 표방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제관계
에서 적절한 역할과 위상을 모색하고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대서양주의를 추
진했으나 1990년대 중반 러시아를 배제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가 확대되
자 유라시아주의로 선회하여 아시아와 극동에서 전통적인 냉전기 동맹국들
과 관계복원을 시도했다.
모스크바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극동
지역에서 주변국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국가위상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2) 극동러시아는 러시아 전체 영토의 40%를 차지하는 650만㎢이지만 인구는 1989년 795만 명
에서 2011년 640만 명으로 22년간 20%에 해당하는 155만 명이 감소하여 러시아 전체 인구
의 4.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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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다자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 입장은
동아시아에 전략적 관심을 집중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추
구라는 러시아 동아시아정책의 기조에 서 볼 때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전
개되는 다자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러시아는 스스로 아시아·태평양 국
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면서 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 극
동지역에서 추진하는 러시아의 발전 및 협력 전략은 중국에 비해서 구체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추진 의지가 적극적이지 않다(조명철, 김지연 2010, p. 93).
푸틴 집권기인 2006년 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은 경제적 저성장
이 장기화되면서 군사요충지로서 국가안보에 대한 역할이 위협적인 상황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극동러시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푸틴은 ‘2013년
극동·자바이칼 경제사회발전 연방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극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
들과 외교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극동지역을 경제협력의 허
브로 발전시키는 전략이다(윤영미 2012, p. 39). 러시아 정부는 중국의 ‘창지
투 선도구’ 사업과 유사한 발전전략을 추진했다. 극동러시아를 제조업의 중
심기지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국내시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으로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극동시베리아 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을 동북아시아에 수출하는 전략적 기지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극동지역에 제조업, 물류, 자원수출을 추진하는 전략적 거점
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운송 인프라 구축, 에너지 개발 및 석유화학 상업단지
를 추진하고 있지만 두만강 접경지역에서 논의되는 다자협력에 중국의 적극
적 참여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입장은 일면 이중적이다. 러시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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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는 극동 연해주를 동시베리아와 극동의 석유 물류 수출기지로 추진하
는데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최종 소비국가로 상
정하고 물류기지로서 대규모 석유터미널과 접안시설을 연해주 코즈미노 항
에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철도 분야 협력에도 적
극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연결하는 철도 3,500km를 재건하기로
협정을 조인한 데 이어 북한 내의 철도 405㎞를 현대화하는 협력사업을 승
인하고 이에 소요되는 250억 달러의 비용도 러시아가 우선 투자하고 비용은
북한산 광물로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는 동아시아의 다자협력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는 것과 달리 중
국과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경쟁적인 정책을 지향해왔다(윤황, 전형권, 이소
영 2015, p. 252). 두만강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온 러시아
는 북·중 관계의 악화를 계기로 나진항의 3호 및 4호 부두의 이용권과 경영
권을 러시아로 이양하였다. 2014년 7월 18일 나진항 3호 부두 터미널이 완공
되어 중국의 4만 5천 톤급 벌크선 ‘진하이쩡’호에 석탄선적 작업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자유아시아 방송 2014. 7. 18). 중국정부는 북한의 개방을 활용
하면서 자국이 원하는 방향에서 협력구도가 추진되어야 하지만 러시아가 북
한과의 협력을 선점함으로써 중국의 차항출해 전략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
은 러시아 Summa 그룹과 공동으로 훈춘과 자루비노를 연결하여 철도와 도
로 연계시스템을 만들어 자루비노 항을 중국의 출해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
을 세웠지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답보상태에 있다(연합뉴스 2014.
5. 23). 중국의 동해로의 출해는 러시아의 전략적 경쟁에 따른 북·중 협력 개
입과 중국과 선별적 사업추진으로 인해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최명해,
임수호, 이대식 2012, pp.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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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이해와 전략
두만강 유역에 대한 개발은 1990년부터 북한의 경제적 고립과 국가실패
로 인한 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한 국가가 경제
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이륙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빈곤, 기술적 후진성, 사회
간접자본의 부족, 시장제도의 미발달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극복해
야 하는데 북한은 자력으로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며 대
외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다. 북한 당국도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는 국내경제의 침체를 해소하는 이른바 개혁개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개방에 따른 주민의 경제생활 향상이 가져오는 체제의 안
정보다는 북한의 체제 개방에 따른 주민통제 완화와 이로 인한 체제불안요
인을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두만강 유역에서 논의되어 오던 다자 또는 양자 간의 경제협력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 이익(absolute gain)을 극대화하여 참여국가 모두가 이
익을 보는 정합의 게임(positive sum game) 또는 상생의 게임이다. 다만 북한
의 입장에서는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협력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만
이와 동시에 주민통제의 이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체제붕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음합의 게임(negative sum game)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경
제적 협력을 포기하고 정권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핵무기 개발이라는 극단
적 정책을 선택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개발과
제한적 경제협력을 동시에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경제협력의 전제조건으로 핵의 불능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와 정권의 안보를 위해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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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성과를 위해서 두만강 유역 개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인내를 가지
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어내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두만강 접경지역
에서 북한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북·중·러 또는 남·북·러의 다자협력체 추
진과 함께 북·중 그리고 북·러 양자관계의 등거리 외교를 통해 안보와 경제
적 이익을 확보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을 견지해오고 있다.
북한은 두만강 유역에서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치하는 개혁개방정책에 대
한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남한을 포함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로부
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 전략적 협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종단철도 구축은 동북아시아 경제발전과 평화보장과 연결되는
중요한 협력사업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시험운행만 하고 중단된 TKR의
정상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원칙론적인 입장을 주장한다.
이와 동시에 TKR이 개통되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고, 남한의 경우 육상을 통해 유럽의 주요 국가와 연결되어
물류비의 2/3를 절약하게 돼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경제협력과 평화공세를 통해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
내는 한편 냉전시기 동맹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와는 등거리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두만강 유역 개발협력을 이용하고 있다.
2011년 9월 제7회 중국 지린·동북아경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한 북한의 라선
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하산에서 두만강을 지나
라진항에 이르는 광궤 철도보수공사와 함께 중국의 훈춘에서 북한의 원정
리를 거쳐 라진항에 이르는 구간의 보수도 완공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0년 초반 훈춘·하산·라진을 연결하는 두만강 지역의 소삼각과 대삼각
협력구도를 20년의 시간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절히 안배하는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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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구체화시켰다.
북한은 탈냉전기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과정에서 식량과 에너지의
부족분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오면서 중국과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해왔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탈냉전 초기인 1995년 8월 7일에는 1961년
에 체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의 연장을 거부하는 입장을 북
한에 통보하는 등 북한과 관계를 단절하였으나 1998년부터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여 2000년 2월 9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 북한과 관계를 복원했다.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2001년 7
월과 2002년 7월 김정일이 모스크바와 극동러시아를 연이어 방문하면서 북·
러 관계가 개선되었다(안병민 2003, p. 9).
북한은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구소련 붕괴 후 한반도에서 영향력이
축소되었던 러시아가 입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가스, 에너지, 철도 분야에
서 러시아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러
시아의 북한에 대한 채무탕감은 냉전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2011
년부터 논의가 재개되어 2012년 협정에 서명하고 2014년 2월과 4월에 하원
과 상원이 각각 승인하고 5월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여 조약이 발효되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채무 109억 달러 중 90%에 달하는 100억 달러를 탕감
해 주기로 했다. 나머지 10억 9천만 달러는 북한이 향후 20년간 40회로 분할
해서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러시아가 북한의 보건, 교육, 에너지에 재투자하
는 조건에 합의하는 등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역정세 변화에 따라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얻어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양자관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의 양자관계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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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두만강 유역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4. 한국의 이해와 전략
한국의 입장에서는 분단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정치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접경국가인 북한, 중국,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한 1990년대 UNDP
가 주도한 두만강 개발계획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추진하는 새로운 전
략적 핵심으로 인식되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
선에서 발표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반도에서 북한을 거쳐 러시아 및
중국과 연결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국가들과 교통, 통신, 에너지 연계를 통해
평화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분단으로 인해 정치적 섬으로 고립된 남
한에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된다.
2007년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를 위한 남·북·러 합
작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다가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5·24 조치가 취해지면서 대북제
재 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남북관계 악화로 두만강 지역의 다
자협력을 구체화하기에는 단기적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정치
적 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반도 안보와 평
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경색이라는 악조건하에서도 나진과 하산 사이의 노후된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을 정비해 물류운송 사업에 활용하는 프로젝트에 한국의 기
업인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은 장기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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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다.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베리아산 석탄 4만 5천 톤을 나진항을 통
해 선박으로 포항항에 수입하였는데 물류비용 면에서 기존의 항로에 비해
서 경제적이며 남·북·러 삼각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국가의 협력 확대와 5·24
조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델로 인식되
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추진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
는 하나의 대륙(One Continent), 창조의 대륙(Creative Continent), 평화의 대
륙(Peaceful Continent)으로 요약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정책적
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파트너라는 점과 러시아의 푸틴 3기 정부
가 추진하는 아시아로의 복귀가 맞물리는 점에서 가능성과 기대가 높다. 유
라시아 국가간 교통·통신·에너지망의 연결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유라시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대륙(One Continent)’이 되는 과정에 한국이 대륙과 연
계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개선이 선결과제이다. 국내의 정치권과 기업에
서도 남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추진하는 철도연결사업이 ‘통일대박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한 우리의
5·24 조치에 대해 북한이 굴복하고 남북한 협력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
할 가능성은 낮은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출범 전 당선인 시절에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신뢰정치(trust politik)를 주장하였지만 2013년 2월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남북관계 개
선은 현실적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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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의 이해와 전략
일본은 전통적으로 태평양에 접한 연안지역이 정치와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온 반면 동해에 접한 동북지방의 연안지역은 태평양 연안지역에 비
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불균형 상태를 유지해 왔다. 1980년대 후반
부터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지역상공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일본 내
에서 지역적인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일환으로 북한, 극동
러시아, 중국의 동북삼성, 그리고 한국의 동해안지역을 포함하는 다자간 국
제협력을 구상하는 이른바 ‘환일본해경제권구상’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북
서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일본 국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북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동아시아 다자협의체와 경제통합을 활용하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일본의 입장에서 중국 북동부의 인구규모를 고려
할 때 시장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두만강 유역에 적극적인 투자와
진출을 고려했다.
두만강 개발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태도는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와 민
간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일본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 변화에도 불구
하고 낙후된 지역인 일본 서북지방의 니가타 현, 아키타 현, 돗토리 현 지방
정부는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일환으로 두만강 지역개발에 관심을
기울였다. 일본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의 34개 지
방자치단체와 교류를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을 출범시켰다.
니가타 현의 연구기관인 환일본해경제연구소(ERINA)가 주최하는 ‘동북아
시아경제회의’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 지방정부 대표와 관련 학자를 중심으
로 조직위원회를 발족시켜 지방간 협력체계를 추진했다. 니가타 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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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NA, 돗토리 현에서는 ‘돗토리정책종합연구센터’와 같은 연구소를 설립
하였다. 그리고 ERINA는 ‘환일본해아카데미포럼’과 같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교류와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일본의 사회당과 민주
당은 ‘환일본해포럼’을 지원하고 이를 ‘환일본해의원포럼’으로 확대 발전시
키고 ‘동북아시아권우호의원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동북아시아의 다양
한 문제를 연구했다(이찬우 2004, p. 2).
1992년 8월 일본의 16개 기업과 단체가 두만강 유역개발에 관련하여 ‘북
동아시아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 측의 공식창구로 발족하였다는 점에
서 일본은 민간 위주의 접근을 추진했다. 이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는 노무라
증권, 도쿄 은행, 마루베니 상사, 니혼슈센, 코마츠, 내외정책연구회, 일본경
제연구센터, 일중경제협회, 러시아동구무역회, 일조무역회, 동아시아무역연
구회 등이다.
UNDP가 제안한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 추진 초기였던 1990년대 초 일본
은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였으나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에서 중앙정부는
불참의사를 밝혔다. 일본의 태도변화에는 중앙정부와 미국의 영향력이 작용
한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이 두만강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
고 일본은 북한과 정식 국교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참여가 어렵다고 부정적
인 입장을 보였다.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과정에서 국교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
지만 북한이 핵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일본의 납북자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과정에서 미국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함으로
써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북한은 적극적인 일본의 투자를 희
망하면서 경제협력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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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전후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나진·선봉지
역에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800억 엔에
달하는 북한의 대일 채무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명확한 입장이 표명
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보하였다.
2002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일본 전역에서 여론의
관심을 받고 확대되자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해결을 요
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부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자 일본 내 반북감정이
고조되면서 2003년 6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단행되었다. 2004년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내려지면서 북·일 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이 포함되
는 두만강 유역 개발 참여를 전면 중단하였다. 2006년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
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자 일본의 중앙정
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강화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북한의 물
품 수입금지, 북한 국적자의 입국금지, 그리고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본 물
품의 대북수출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재조치를 단행했다(윤석상
2008, pp. 194~199). 일본정부는 2014년 7월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재조사하는 위원회 설치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조총련 간부의 북한 왕래
와 대북송금 등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하였지만 납치자 문제에 대해 북한
이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아 대북제재 조치를 2년 연장하여 적용하기
로 했다.
다른 한편에서 지엽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두만
강 유역개발에 대한 명칭이 문제가 되었다. 일본의 중앙정부는 환일본해권
구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을 정하여 일본해 및 일본해 연안지방에 대한
발전을 추진했지만 정체성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이찬우 2004, p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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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몽골의 이해와 전략
몽골은 전통적으로 광업과 목축업 같은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유지해왔는데 구소련의 붕괴로 COMECON이 해체되자 석유 등 에
너지 수출과 자금 및 기술 지원이 중단되면서 경제침체를 겪게 돼 1993년까
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다. 몽골은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의 일환으로 1990년 시장경제로 제도를 전환하고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아래 민영화를 추진하고 외국인투자법을 시행하는 등 경제개혁을
통해 1994년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1995년에는 외국인 투자와 민
영화 진행에 따라 민간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몽골의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와 캐시미어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수출을 통해 6.1%의 경제성장을 달
성했다. 몽골은 1996년 엥흐사이한(Enkhsaikhan)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외투
자 유치, 관세철폐, 사유화 추진 등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1998년 무역 및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면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지체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이효선 2000, pp. 14~16).
몽골은 자원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의 특성상 냉전시기부터 소련이 최
대 교역대상국이자 원조국으로 몽골 재정의 30%를 차지할 만큼 소련에 대
한 의존도가 심했다. 구소련의 붕괴로 원조중단, 원유공급 감축, 에너지 위
기, 환율변동에 따른 높은 물가상승과 같은 경제난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몽
골은 새로운 교역 파트너를 모색했다. 몽골은 경제원조를 획득하고 이를 통
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강화와 교역증진을 모색했
다. 몽골은 미국 및 일본과 최혜국 대우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이중과세 방
지협정을 체결하고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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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모색했다.
몽골의 적극적인 경제협력 다변화의 노력으로 냉전시기 COMECON 국가
와의 무역이 96%를 차지하던 무역의존도가 개선되어 한국, 중국, 일본 등 아
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냉전시기 몽골을 지원하던 소련의 붕괴 후 곤란을 겪고 있
는 몽골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과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몽골원조그룹회의가 1991년 9월부터 몽골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몽골에 원조를 지원하는 주요 공여국가로 일본, 미국,
호주, 독일,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24개국과 World Bank, ADB, IMF,
OECD, IBRD, UNDP, EU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고 옵서버로는
중국, 영국, 프랑스 등 8개국과 다수의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2010년에 들어와서 몽골의 주요 수출품인 구리 및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과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 노력으로 매년 7% 경제성장을 달성해왔
고 몽골정부는 10%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오유 톨
고이’와 ‘타반 톨고이’ 광산개발 프로젝트가 적극 추진되고 캐나다와 호주
기업이 참가하여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4~5년 후에는 국가 GDP
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소련의 의존에서 탈피하고 다변화를 추구한 10년 동안 몽골의 경제구조
는 중국에 대한 대외무역 의존도가 75%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중국이 러시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몽골의 수출은 2009년 기준으로 중
국(73%)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으로 캐나다(7.8%), 영국(6.7%),
룩셈부르크(3.4%)로 나타난다. 몽골의 수입은 2009년 기준으로 러시아(45%)
와 중국(25%)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으로 한국(7.3%), 미국(4.9%),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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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순으로 나타난다. 몽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서도 중국이 4,927
개 기업이 활동을 하는 한편 한국은 1,856개, 러시아는 752개, 일본이 428개,
그리고 미국이 227개 순으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 지리적으로 포위되어 있는 몽골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3의 이웃’ 정책을 추진하여 독립적인 전방위 외교정책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캐나다 등 외교 파트너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몽골의 전략광물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Petrochina가
몽골 내 석유탐사를 주도하여 몽골의 광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증가되고 중
국이 몽골의 원자재를 값싸게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이자 몽골은 경제안보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심화는 국제정치뿐 아니라 몽골의 국내정치에도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독자적 운영의 폭을 넓히는 방안으로 제3의 이웃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이재영, 이시영 2010, pp. 2~3). 몽골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높은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기 때
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몽골이 중국과 구소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상하이협력기
구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전략
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몽골은 지리적으로 외부세계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력이 절대
적이라는 점에서 두만강 지역의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참여를 추
진했다. 내륙국가인 몽골은 1991년 UNDP가 TRADP를 시작하던 단계부터
두만강 지역에서 다자협력사업 추진에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한국 및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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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비접경국가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러한 전략은 당분간 유
지될 것이다.

7. 전망이론을 통해 본 각국의 환동해 다자협력에 대한 평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자협력은 대만의 장개석, 한국의 이승만, 필리핀의
퀴리노 대통령이 공동으로 1954년 주도했던 지역다자안보 구상인 ‘태평양
동맹(Pacific Pact)’(노기영 2002, pp. 185~122)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
어졌지만 이 다자안보협력의 시도가 일본의 배제를 염두에 두었던 것처럼
동아시아 다자협력은 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아니라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외교정책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한계를 극복하
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다자협력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
는 학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다(유현석 2007, p. 42; 이영우 2003, p. 15; 이
승근 2010, pp. 132~133).
동아시아 다자협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존재해 온 전통적인 역사·영토 갈등과 같
이 민족주의적 감정에 따라 민족감정에 연계되어 정치적 폭발력이 강한 문
제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② 탈냉전으로 동서간의 이념대결이 종
식된 세계적 추세와 별도로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군사·이념 대결을 하고 있
고 나아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세계체제 차원에서 그리
고 지역질서 차원에서 군사적 대결구도가 상존하고 있어서 상호신뢰가 축적
되지 못했다. ③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문화적, 이념적, 제도적 이질성이
강하여 다자협력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 아시아적 가치와 같은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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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분모를 찾기 어렵다. ④ 동아시아에서 다자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논의
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맞물리면서 다자협력체 구성의 주도권 경쟁으
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고 러시아와 일본도 역내 주도권에 대한 경쟁에 부분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⑤ 역설적인 설명이지만 유럽에서 OSCE가 가능했던
것은 핵무기에 따른 공멸의 위협이 존재했기 때문인데, 동아시아에서는 이
러한 다자협의체에 걸림돌이 되는 다수의 부정적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동아시아 전체가 인지하는
공동의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의 가능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구조적 특성에 중점
을 두고 진행되었으나 개별 국가의 정책선택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본 연구
는 개별 국가가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하는 정책적
효용과 비용에 대한 고려를 전망이론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전망이론의
핵심은 기대효용의 크기가 아니라 위험이 적은 또는 안전하게 확보가 가능
한 효용의 크기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결정자가 항
상 위험을 회피하는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을 추구
하는 정책을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영역효과가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앞에서 논의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각국의 고려를 바탕으로 각국의 구체적인 정
책적 선호와 관련해 자세한 논의를 하고자 하며, [표 1]에 요약하였다. 환동
해 지역에서 유관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을 논의하기에 앞서, 환동해 다
자협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환동해 다자협력은 북한, 중국, 러시아 접
경의 두만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접경국가뿐 아니라 비접경 유관국가의 참
여를 통해 다자협력체를 구성하여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육로와 해양로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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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라는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국가들의 정책적 고려
에 전망이론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환동해 다자협력의 가능성을 분석하려고
한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각국의 전략적 핵심요소를 구성하는 요소로 준거
점, 희망수준, 영역효과, 이에 따른 전략선호가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
음에서 각국의 정책적 입장을 요약하여 자세하게 논의한다.

표 1. 전망이론에 따른 각국의 정책 고려사항

준거점

희망수준

영역효과

전략선호

중국

해양로 접근 차단

동해 출해

손실영역

위험감수

러시아

중국의 팽창저지

영향력 확대

이익영역

위험회피

북한

국내체제 안정

외부지원과 경제발전

이익영역

위험회피

한국

육로연결 차단

육로연계·통일대비

손실영역

위험감수

일본

낙후된 서북지역

서북지역 경제발전

이익영역

위험회피

몽골

지리적 포위

다자협력을 통한 외부와 연결

손실영역

위험감수

가. 중국
중국은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의 다자협력과 관련해 준거점은 동
북지역에서 해양으로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를 기초로 중국이
설정하는 희망수준은 동해로 해양출로를 획득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의 희
망목표라는 점에서 중국의 경우 준거점과 희망목표의 거리가 크고 이를 해
결할 경우 국가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크고 이 과정에서 잃을 것으로 예상
되는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환동해 다자협력과 관련
해 손실영역에 있기 때문에 현상을 변경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선호한다. 중국은 국력이 확대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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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얻게 되는 상대적 국익의 차이보다는 중국이 획득할 수 있는 절대적
국익의 크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무원 발표로 동북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확충
하여 경제발전의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동해를 통해 수출한다는 이른바 창지
투 선도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박동훈 2010, pp. 193~194). 중국의 입장에
서 두만강 유역의 개발은 산업시설 확충, 대외개방, 국제협력으로 정책목표
를 설정하고 있지만 핵심은 동해로의 출해권 획득이 정책적 목표이자 완결
로서 중국이 생각하는 준거점이다. 중국이 다자협력을 통해 출해권을 얻지
못한다면 구체화할 수 있는 국가이익이 증발되고 장기적으로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손실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
에 손실을 회피하는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
적인 대응을 선택하려고 한다. 중국은 동해로의 출해가 차단된 19세기 후반
부터 지속적으로 동해를 지나 태평양으로 접근하는 대안을 모색해왔다. 직
접적으로는 두만강 자유항행권 또는 북한의 나진항이나 청진항을 이용하는
차항출해를 가능하게 하는 두만강 하류지역의 공동개발을 추진해왔다는 점
에서 중국이 동북지역에서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출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기대효용의 손실이 크다고 보아왔으며 중국의 경제가 침체했던 공산정권 초
기보다 개혁개방이 본격화되어 중국의 경제가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기대효
용의 손실에 대한 판단이 더욱 확고해지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인 선
택에 대한 선호가 더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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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러시아
러시아의 입장에서 환동해 다자협력을 추진하더라도 중국의 영향력이 확
대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준거점은 중국의 현상유지
이다. 러시아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중국과의 다자협력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수출과 같이 중국
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지만 러시아의 국익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다자협력을
이용하려고 한다. 중국은 상대적 국익보다는 절대적 국익을 고려하는 반면,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중국의 상대적 팽창을 경계하는 만큼 다자협력을 통
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상대적 국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러시아는 환동해 다자협력에서 중국의 출해권에 대한 차단과 허용이라는 권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영역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는
다자협력을 통해 중국의 상대적 국력성장과 역내 영향력 확대를 원하지 않
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선택보다는 손실
을 회피하는 안전한 선택을 선호한다.
러시아는 국가발전을 위해 극동연해주를 경제협력의 허브로 활용하는 발
전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은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복 및 동시베리아 지역 협력 계획 강요 2009~18’에 서
명하는 등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의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러시아는 중국의 확대를 경계한다. 러시아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
해 극동연해주를 통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적극성을 보이고 있
지만 협력의 파트너로 한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선호하는 반
면 중국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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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의 비중이 낮고, 그로 인해 러시아와 국익의 충돌이 적고 러시아의 국익
에 위협이 적은 국가들과의 다자협력을 선호하고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직접
투자를 희망한다. 이에 반해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은 이미 러
시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국에 동해 출해를 허용하는 것은 중
국에 날개를 달아주는 위험한 선택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극동연해주 내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과 협력은
중국에 의해 러시아의 이익이 무방비 상태로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우려하는 점에서 러시아의 준거점은 중국이 팽창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
가 다자협력을 통해 국익을 확대하는 것이다(백준기 2103, pp. 186~187). 러
시아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제한적으로 가져가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위험 감수보다는 중국의 팽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회피하는 안전한 제한적 협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다. 북한
북한의 준거점은 국내체제 안정과 정권의 안보이며 정치적으로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실패로 인한 체제 불안요인보다 개혁개방
으로 인한 체제불안의 가능성을 더 위험하게 판단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경
제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외부세계의 경제적 투자와 지원을 얻어 경
제를 발전시키는 가능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내부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주민통제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희망수준이
다. 북한은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두만강 유역개발을 통한
개방경제로의 정책전환이 요구되었지만 북한에 전면적인 개혁개방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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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위험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손실을 회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
익영역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자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북한
당국은 국내경제의 실패로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는 방안으로 주변국의 투자가 필요한 한편, 속도조절이 되지
않는 개혁개방은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력 상실로 체제 불안요인이 급증하게
되어 더 큰 정치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대신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필요에 따라 양국으로
부터 경제적 실익을 취하는 등거리 외교가 상황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최
선의 선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경쟁적으로 북한에 철도, 도로, 항만 시설
과 같은 인프라 개선을 약속하는 상황이 최적이라고 판단한다(백준기 2013,
pp. 203~204). 북한은 개혁개방에 가속도가 붙게 되면 주민이 북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남한에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체제위기의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북한의 준거점은 국내정
치적으로 정권의 안보를 충분히 확보하는 수준에서 다자협력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면서 주변국으로부터 투자와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내경제를 활성
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낙후된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다자
협력은 주민통제의 상실이라는 지나친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전략으로 현재
북한 전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이익영역에 있는 북한이
환동해 다자협력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필요성이 없다. 대신 북한은 원칙적
으로 다자협력에 대해 소극적인 찬성의 정책선호를 유지하면서 주민을 통제
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를 유지하고 국내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외국
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위험회피 전략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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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
한국은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과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
기준점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거쳐 대륙국가인 러시아 및 중국과 육
로를 통해 수송망을 연결하는 것은 국내 정치·경제적인 효용은 물론 한반도
통일이라는 지역정치 차원에서 가지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환동해 다자협
력의 선호되는 목표 수준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통해 러시아 및 중
국과 연결하는 것이 단기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효용이 큰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효용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의 준거점은 다자협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효과도 극대화하는 것이 효과적 대안이라
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환동해 다자협력을 통해 현재 존재
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통일에 대한 준비에 거는 기대가 클수록
손실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환동해 다자협력을 성공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환동해 다
자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중국만큼 기대효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감
수하고 다자협력을 추진하려는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위험을 추구하는 전략을 선택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적극적으로 교통, 통
신, 에너지망을 연결하는 과정에 한국을 대륙과 연결하려는 정책의지를 밝
혔다는 점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통
일을 대비하는 것을 희망수준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환동
해 다자협력에 있어 손실영역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북한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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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륙과 육로 연결을 추진하려는 적극
성에 반해 단기적인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
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이러한 장단기 전략의 불일치는 이익의 영역
에서 위험을 회피하면서 미래의 국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정책대안만을 추구
하는 정책행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 차원
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지만 정치적 비용이 큰 5·24 조치의 해제와 같
은 적극적인 관계개선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궁극적인 희망수준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경제
협력을 추진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손실영역에 있으
면서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을 경유하는 교통, 에너지, 물류 분
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희망수준이 국내체제의 안
정과 정권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의 준거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는 것이다.

마. 일본
지방정부 차원에서 서북지역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
된 이른바 ‘환일본해경제권구상’은 일본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와 무관하게
추진된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다자협력에 대한 일본의 주체는 지방정
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단체를 중심으로 경제적 추진동력을 모색했으나 중앙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환동해 다자협력에서 일본의 기준점은
낙후된 서북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국 북동부의 인구를 바탕으로 한
시장 확대와 극동러시아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가능성을 접목하여 서북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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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본 지방정부의 희망수준이었다.
지방정부의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반해서 일본의 중앙정부는 환동해
다자협력의 본격적인 추진 단계부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았고 북한과
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는데 실질적인 이유로는 미국
의 부정적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일본 중앙정부의 입장에
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진행되는 다자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
장을 표명하는 미국의 정책의지에 반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만큼 손실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자협력
에 소극적인 위험회피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일본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환동해 다자협력에 참여할 경우 북한지역에 인
프라를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에 대한 전후배상금을 대치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시사했다. 북한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
서 일본은 북한과 적극적이고 성급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이익영역
에서 위험회피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과 전후배상 문제 이외
에도 일본은 북한과의 협력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인 납치문제에 있어 일
본 국내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해 북한
의 성실한 태도를 요구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응이 없자 일본 내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협력은 손실이 예상되는 이익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와 같은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북
한과 경제협력을 북·일 간의 다른 외교 사안을 해결하는 계기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협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북관계는 단순한 위험회피
보다 더 보수적인 정책을 선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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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몽골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원자재 가격의 등락과 같은 구조적 요인도 자본
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한 이후 몽골에 독자적으로 타개하기 어려운 구조적
역경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민주주의로 정치체제가 이행하고 러시아와 중국
에 포위되어 있는 몽골은 정권의 안전이나 군사적 안보를 고려하는 정책목
표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국가 차원의 경제발
전을 추진하는 몽골은 여전히 자원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와 내륙국가로
대양으로 진출이 어려운 지리적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율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역통로의 다변화와 같은 대안모색이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기준점이다. 몽골의 입장에서는 주변국들과 교류협력을 다변화하고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다자협력을 통해 몽골이 추
구하는 희망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몽골이 추구하는 희망
수준은 육로와 항로의 자유로운 이용과 이를 연계한 교역로 확보를 통해 이
른바 제3의 이웃을 모색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다.
몽골의 입장에서 다자협력을 통한 외부세계와 연계를 확보하고 지리적 포
위를 벗어나는 것이 국가발전에 중요한 진전이 된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이
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
용이 상당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환동해 다자협력은 몽골에 손실영역
에 있는 것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추진해야 할 만큼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지하자원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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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출은 물론 일반적인 무역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제활동
분야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의존은 국내정치에서도 종속의 심화를 가
져오기 때문에 자율성 확보를 위해 다자협력을 선호해왔다. 몽골은 다자협
력을 통한 지리적 포위를 탈피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구조적 한계의 극복이라고 보는 만큼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익의 개선이 어려운 손실영역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손실영역
에 있는 한 다자협력을 통한 교통로 확보에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인 정책
을 선호하는 것이다.

Ⅳ. 결론: 다자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과
한국의 대응
두만강 접경지역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접경을 이루고 있고, 이를 중심
으로 주변국가인 한국, 일본, 몽골과 같은 유관 국가들이 다자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핵심거점으로 1990년대 초부터 구체적
제안과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그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의 사실상 실패가 광역두만강개발계획으로 이어
졌는데 환동해권 구상의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은 명칭문제로 시작단계부터
불협화음을 경험하였다. 동아시아의 다자협력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획기적인 진전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첫째,
두만강 유역의 접경국가는 한때 사회주의 동맹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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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후 새로운 지역질서 형성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상대적 이익에 집
착하는 안보 측면에서 불신이 확대되었다. 북한은 국가실패로 인한 체제생
존을 위해 동맹국이었지만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을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동아시아의 안보문제와 안보불신이 해결되지 않
은 상태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데도 식민지배와 영토분쟁과 관련된 역사의 그림자
가 청산되지 못해서 새로운 다자협력에 부정적 요인이 된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 문제와 과거사 문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주제만 다를 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고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도서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동아시아 다자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지정학적 기준으로 동아시아에서
역외행위자이나, 세계적 패권국으로 동아시아에서도 중복된 양자관계를 통
해 대륙세력을 봉쇄하면서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을 배제한 동아시
아 국가들만의 다자협력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 미국은 양자관계를 중심으
로 동아시아의 안보질서와 경제질서를 통제하고 있는데, 새로운 다자협력
구상은 미국 중심의 질서를 변경하려는 위험한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따
라서 동아시아에서 기존의 다자협력 구상이 성공하지 못한 위협요인들과 차
별화되는 새로운 개념의 다자협력 프레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책제안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으려 한다.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체화 전략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은 경제 분야에서 상호협력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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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도는 증가하는 반면에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아
시아 패러독스’를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역내 국가의 다자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제안한 ‘유
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
륙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라시아 국가들 사이의 교
통, 통신,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역내국가들 사이의 평화와 협력을 추진
함으로써 역내국가들의 평화와 번영과 함께 한반도의 분단으로 정치적 섬으
로 남아 있는 남한이 대륙과 연결되는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
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 그리고 역사·영토 등을 둘러싼 동북
아 지역의 갈등구조를 다자협력의 틀로 전환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
여 동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환동해 다자협력은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구체화하는 정책수단이자 시험대
로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유라시아
지역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역내
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바와 같이 경제협력
에서 출발하여 안보협력이 제도화되는 단계에 들어가고 사실상 단일경제권
으로서 역외지역과 연계된다면 동아시아의 다자협력이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번영을 촉진하는 상승효과를 가지게 된다.
지역의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의 안전과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우
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역내평화다. 동아시아는 역내국가들 사이에
상대적 이익에 대한 경계와 상호 불신과 같은 불안정 요인이 다수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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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안요인에 대한 대안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같은 다양한 구상이 제안되고 있다. 평화는 신뢰를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가 제안한 다자협력의 정책구상을 구체화
하는 첫 단추로 환동해 다자협력구상이 좋은 시험대가 될 것이다.

2. 남북한 협력 및 한반도 통일 전략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적어도 남북한이 공유하는 정책목표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북한은 교류와 협력을 통한 통일에 대해서는 체제의 불안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남
북한의 견해차이가 극명하게 존재한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북한이 상대방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의 참여와 태도변화가 통일의 대전제이다. 북한은
1991년 2월 나진·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제한적 개방과 협력을 추진했지만 결국 사업 추진을 사실상 단념한 것이 북
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과거 우리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을 통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북한
의 의미 있는 변화를 견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남도발에 이용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박헌옥 2013, pp. 113~115)는 문제의식에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
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지 않고 북한이 성실한 자세로
대화, 교류, 협력에 나올 때 이에 상응하는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는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다. 협력의 선순환을 유도하여 남북한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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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는 구상이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위기상황이 전개되어도 일정
한 시간이 지나면 적당히 묵인·타협하고 다른 형태의 보상을 통해 교류협력
을 추진하다가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직면하는 악순환을 단절하는 것을 전
제로 한다. 북한의 무책임한 방종을 남한이 용인하는 기형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국제적 기준과 합의를
준수하는 관행을 남북관계에서도 기본원칙으로 자리잡도록 하여 지속가능
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이 추구하는 남북협력의 원칙을 지키면서 개
성공단의 재개라는 새로운 협력을 유도한 것은 이른바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의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
환동해 다자협력은 남북한이 원칙에 기초한 화해와 협력을 실험할 수 있
는 장으로서 적절한 대안이다. 중국, 러시아, 몽골, 한국이 참여하고 있고 북
한이 적절한 협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얻는 만큼 개혁개방을 통
해 국제사회와 교류를 하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자구도 아래 수용해야 가능하다는 것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행
위자로 유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3. 에너지 ‧ 물류전략과 북극항로
극동지역을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러시아 중앙정부의
계획은 동아시아의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기본 동력이다. 나아가 탈냉전 이
후 국제질서에서 상당한 후퇴를 경험한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다자질서 구
축을 통해 러시아의 위상에 상응하는 위상과 역할을 복구하려는 의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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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다자협력에 대해 러시아는 정책제안 단계에서는 적
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다자협력을 통한 중국의 팽
창과 그로 인한 러시아의 상대적 국력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발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 러시아 정부는 구
체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조선과 자동차, 하바롭스크에 항공과 조선, 사
할린에 연료 및 에너지, 아무르에 농업과 우주산업 등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
를 제안하고 있다(양정훈 2002, pp. 260~261). 환동해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양자협력에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장애요
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 러시아의 협력도 중국의 협력만큼 중
요한 핵심변수이다.
한국은 러시아가 극동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가진 신뢰할 만한 협
력 파트너라는 점에서 환동해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환동해 다자협력에 러시아의 참
여와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에 한국과 러시아가 양자협력을 통해 러시아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극동개발에 있어 러
시아가 추진하는 에너지 자원 개발과 수출에 한국이 시장으로서 역할을 수
행하고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는 물류기지로서 극동을 개발하는 러시아의
정책에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접목하여 TKR과 TSR을 연계함
으로써 한국과 러시아가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TSR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TKR의 연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북한이 체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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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위험에도 남한과 한반도 종단철도에 합의하는 데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전일수 1991, pp. 49~51).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새롭게 부상하는 북극항로는 최단거리의 해상실크로
드라는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3~4개월이라는 짧은 해빙기로 인해 상업
운항이 어렵고 쇄빙선을 사용해야 하는 비용 문제 등 많은 단점이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주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한·
러 협력의 주요 의제로 제시할 수 있다. 북극항로가 가지는 다른 장점은 러
시아가 경계하는 중국과의 이익 경쟁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협력의 대안이라
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4. 동북진흥계획과 병존 가능성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덩샤오핑은 점선면의 형태로 동남연안지역을 시
작으로 연안도시와 내륙지방을 연결하여 중국 전역으로 개혁개방을 확대해
왔다. 중국은 2009년 이른바 5점1선 계획의 일환으로 랴오닝성의 ‘연해경제
벨트계획’과 지린성의 ‘창지투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러시아, 극
동러시아와 협력, 그리고 북한과 압록강 및 두만강에서 협력을 통하여 동북
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부터 적극적인 자세
를 취해왔던 중국은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을 확대하여 중국의 동북삼성과 극
동러시아, 북한의 나진·선봉을 연결하는 동북진흥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진흥계획은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
이다. 궁극적으로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수용구조의 최적화, 자원보전과 환
경보호를 충족시키는 조화로운 발전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1차 산업, 2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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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그리고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현대화를 통해 동북지역의 발
전을 달성할 뿐 아니라 국가급 주체공능구를 육성하여 국가 차원의 경제발
전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동북진흥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통적인 기계공업부터 첨단 신소재 공업뿐 아니라 바이오 산업을 활용하여
농업의 현대화까지 달성하고 동아시아의 거대한 시장까지 확보하는 서비스
업의 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의 야심적인 전략은 중국 동북지역 자
체의 자원을 활용하여 중국의 발전을 추구하는 자급자족형 발전전략으로 주
변국과의 협력이 발전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발전전략에서 러시아 및 북한과의 협력은 공동의 발전을 위한 다
자협력의 성격보다는 중국의 발전을 위한 차항출해의 기지가 필요할 뿐이라
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진흥계획이 추
구하는 국제협력의 정책목표가 동해출해권 확보에 있다면 한국이 제안하는
환동해 다자협력에서도 중국과 한국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다자협력의 동인
을 찾기는 쉽지 않다. 러시아의 사례와 유사하게 TKR과 TCR을 연계하여 한
국이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우선
TKR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과 지원을 획득하는 것이 정책적으
로 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북한은 주체를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도 등거리
외교를 통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지만 탈냉전 이후 경제난에 따른 체
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식량, 에너지, 생필품을 중국의 지원
에 상당히 의존해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으
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이나 비핵화 같은 핵심정책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한국과 정책의 공존을 추진하려고 하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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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의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과 같은 다자협력 추진에서 중국이 핵심 파트너라는 점에서 중국과 공동의
이해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미국의 정책지원 가능성
세계 패권국가로서 테러와의 전쟁 이후 미국의 관심이 동아시아로 이동하
게 된 계기는 중국의 부상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함
으로써 주요 국익을 확대하고 그를 통해 다시 패권국의 지위를 강화하는 공
세적 패권전략을 유지해왔다(김애경 2005, pp. 209~211). 동아시아에서 중국
의 부상에 대해 미국은 봉쇄전략을 활용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 중심의 질서
를 변경함으로써 중국의 위상에 상응하는 역할과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미국의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전략은 양자관계에 기초한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대해 다자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규범과 제도를 형성하려
는 것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다자주의에 대해 미국은 표면적으
로는 협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폐쇄적 다자주의에 대해 미국의
개방적 다자주의로 대응하면서 동아시아 다자주의 질서에 미국을 배제하려
는 중국의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
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이 2015년 3월 참여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은 불
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Manyin et al. 2015, pp. 6-7). 나아가서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미국은 일본의 군사화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
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선호하는 데 반해서 한국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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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미국이 우려하는 바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
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박근혜와 시진핑이 전례없는
협력관계를 공언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해가 되는 수
준으로 한·중 관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박영호 외
2012, pp. 181~185).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우호적
으로 가져가는 과정에 일본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 공동의 이해를 확인했다
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불필요한 도발행위로 인해서 미군이
아시아에 주둔하는 빌미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정책적 연대는 약
해졌지만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 증대는 수용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있
다고 본다.
동아시아 다자주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동아
시아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형태의 다자협력에 대해 중국이 주도하면서 미국
을 배제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도
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한 동아시아에서 다자주의가 미국의 주도권에 호의적인 방향에서 시도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남북관계에 한국이 지도력을 발휘하
는 것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 정책의 핵심목표
로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장애가 되는 한국의 화해협력 정책에 대해 우
려를 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을 국제화함으로써 다국적 투자를
유치하려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비핵화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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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환영하지 않는다(Manyin et al. 2015, p. 4). 한반도를 포함해 동아시
아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다자협력 논의가 미국의 핵심적 이익에 침해가 되
는 경우에는 용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동해 다자협력의 경우도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중국
의 국익에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허용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그 결과 동
아시아에서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미국이 판단하는 경우
에는 한국이 미국의 의사에 반해서 다자협력을 추진하기에 정책적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시아 평화
협력구상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기보다는 유보적인 입
장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려에 근거해 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
력을 배제하고 한국정부가 대외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외교적 성과를
얻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주변국과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중첩에도 불구하고 환동해 다자협력이 가
지는 정책적 의미와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평가한다. 동아시아에서 탈냉전이 시작된 1990년
이래 다자협력은 지속적으로 제안되어왔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협력은 질적 측면은 물론 양적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
는 환동해 다자협력은 정책적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도로서 나름대로의 의미
가 크다.
동북아시아 다자협력에 대하여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접경
국가이자 동맹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
해 향후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가능성을 분석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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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 몽골, 일본을 포함하는 비접경 동아시아 유관국
가가 참여하는 다자협력체 구성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의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환동해 다자협력체를 구성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 몽골의 상
호보완조건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의 모델을 논의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변방지역 개발전략과 한국 및 일본의 투자전략의 보완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적 상호협력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정부가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정치적인 섬으로 남게 된 한국
의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나아가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다자협력 전략으로 활용할 기
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나진·선봉 그리고 청진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중화학 및 경공업 단
지 조성을 계기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전략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을 구축한다. 나아가 남북한 통일전략의 시험무대로 남북한의 사회, 경제,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한국은 환동해 다자협력을 추진하면서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 북극항로
개설 및 에너지·물류 협력과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그리고 북한의 적극적 참
여를 담보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역외 국가이지만 패권국인 미국의
아시아 회귀에 주목하고 동아시아의 상황전개에 정책적 관심을 가지는 초강
대국인 미국이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또는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동아시아 평화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전략을 모색하였다.

42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참고문헌
[국문자료]
김애경. 2005.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논쟁과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
호4호.
노기영. 2002. ｢이승만정권의 태평양동맹 추진과 지역안보구상｣. 지역과 역사, 제11호.
동북아평화협력구상팀. 2015.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서울: 도서출판 오름.
박동훈. 2010. ｢두만강 지역개발과 국제협력: 중국 ‘창지투 선도구’ 건설의 국제환경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
박영호, 김국신, 박인휘, 정기웅. 2012. 미국의 대한국 통일 공공외교실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12-03. 서울: 통일연구원.
박정우. 2014. ｢북·러합작 나진항 3호 부두에 첨단설비｣. 자유아시아방송. (7월 18일)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pier-07182014154331.html.
박지연. 2014.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현황과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2014년 겨
울호.
박헌옥. 2013. ｢개성공단 정상화와 북한의 협상전략｣. 군사논단, 제75호.
백준기. 2103. ｢북·러관계의 전략적 함의와 북중러 삼각관계와의 전략적 상호작용: 동맹,
균형, 그리고 위협인식｣. 아시아문화연구, 제32집.
신민재. 2015. ｢중국, 두만강 이용한 ‘동해 직접진출’ 추진｣. 연합뉴스. (3월 5일)
. 2014. ｢중국, 러시아 극동 자루비노 항 개발 참여｣. 연합뉴스. (5월 23일)
신용석. 2014. ｢두만강 지역의 관광개발 방향과 과제: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신윤환. 2009. ｢동남아의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그 역사에 대한 재해석｣. 동아연
구, 제56집.
안병민. 2003. ｢북러간 교통부문 협력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03-01-03.
양정훈. 2002.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따른 TSR(시베리아 횡단철도)-TKR(한반도종단
철도)의 역할｣.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6권 제2호.
예영준. 2014. ｢특파원 현지보고: 북·중·러 국경도시 훈춘을 가다. ‘한 뼘의 땅’에서 막힌
중국의 꿈｣. 월간중앙. (6월 17일)
원동욱, 강승호, 이홍규, 김창도. 2013.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424

환동해권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다자협력 추진방안 연구: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활성화와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현석. 2007. ｢동아시아 지역안보 거버넌스의 모색: 다자안보협력, 지역기구, 지구시민사
회의 다층적 거버넌스｣. 한국과 국제정치, Vol. 23, No. 3.
윤석상. 2008.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함의｣. 평화학연구, 제9권 3호.
윤영미. 2012.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과 극동지역발전과의 연계성 분석: 성과와
과제｣. 시베리아 극동연구, 제8호.
윤황, 전형권, 이소영. 2015. ｢동북아 초국경 지역협력 요인분석: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1호.
이동률. 2013. ｢중국 초국경 협력의 현황과 과제: 중국의 초국경 소지역 협력 사례를 중심으
로｣.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 평화와 초국경협력: 남북한, 중·러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기회연구 58.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이소경. 1994. ｢두만강 삼각주 국제자유경제무역구 건설구상｣. 지역사회개발연구, 제19
집 2호.
이승근. 2010.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과 선결조건｣. 세계지역연구논총, Vol. 28, No. 1.
이영우. 200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단국대학교.
이재영, 이시영. 2010. ｢주요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KIEP 지역경
제포커스 제10-2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찬우. 2004. ｢동북아시아 지역협력 활동에서 ‘동해/일본해’ 표기문제｣. 10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이효선. 2000.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몽경제 협력 전망｣. 제10차 한·몽 경제학회 국제학술
회의: 몽골 아이마크 지역의 특수성. 한·몽경제학회.
전일수. 1991. ｢이슈진단 두만강 개발계획과 우리의 대응방향｣. 해양한국, 제1991권 11호.
조명철, 김지연. 2010.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명해, 임수호, 이대식. 2012 ｢중국의 ‘두만강 이니셔티브’와 정책적 시사점｣. SERI 이슈
페이퍼. 서울: 삼성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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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역 내 국가간 개발협력사업 및 환경분쟁 사례 분석
Ⅲ. 유라시아 역내 환경 현황과 주요 개발계획 현황
Ⅳ. 유라시아 국제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 및 환경 이슈
대응방안
Ⅴ. 결론

Ⅰ. 서 론
유라시아 지역 내 국가간 경제·사회 협력을 통한 국제개발계획인 유라시
아 이니셔티브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국제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최근 들어 역내 주요
국가들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이 있는 계획들이 수립·발표되고
있다. 2012년 러시아는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32
억 달러 규모의 개발계획 및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한·러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TKR과 TSR의 철도연계, 극동지역 경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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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항구개발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역시 자국 내 개발계획의 추진은 물론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
행(AIIB)의 공식 출범을 주도하면서 유라시아 지역 내 인프라 건설에 대한
필요 자금과 더불어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유라시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 추진이 활발하게 논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안 중 하나는 관련 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평가 및 사후모니터링 협력체계 구축이다. 유라시아 국가간 공동
개발사업은 개발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환경
분야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획이나 사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
다. 지역 내 개발사업에서 파생되는 환경문제가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국경
을 넘어 인접국가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 국가간 외교문제로까지 발전하기
도 한다. 특히 사할린 유전개발 같은 일부 사례에서와 같이 계획이나 사업
자체를 중지 또는 무산시키기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유라시아 지역 내 국제개발에 따른 환경적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현지 국가간 월경성 환경문제로 인한 외교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최근
까지 환경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정부·비정부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몽골과 중국의 황사 문제, 경제개발에 따른 대기질 악화 및 오염물질 이동,
두만강이나 아무르강과 같은 국제하천 개발과 수환경 악화 등 구체적인 환
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있어 왔으나 대부분 환경분야에 국한되
어 논의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유라
시아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자연발생적인 환경문제라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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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역내 경제개발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환
경문제는 단순히 자국 내 환경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주
변국가들에까지 영향을 주는 월경성 환경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여 외교적인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라시아 지역 내 경제개발 국제협력사업에서 발생한
환경분쟁 사례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유라시아 역
내 국가간 개발계획에 있어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제환경평가 및 모
니터링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지역 내 국가간 개발협력사업 및 환경분쟁 사례 분석
1. 유라시아 역내 국제개발사업 환경갈등 사례
가. 러시아 극동지역 가스 ‧ 석유 개발에 따른 환경갈등
러시아 극동지역 사할린주는 가스, 석유 및 석탄 등의 에너지자원이 풍부하
여 러시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에너지 자원개발에 대한 압력이 높은 지역이
다. 러시아 사할린주는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러시아 전체 매장량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 역시 러시아 전체 부존량의 약 0.9%를 차지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에너지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
다.1) 이 지역에 대한 심해유전개발의 가능성과 신규 유전개발 등으로 인해 사

1) 에너지경제연구원(2006), ｢사할린 에너지자원 광구개발 참여전략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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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린에서 생산되는 석유 및 가스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할린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석유는 수출되고 있어 러시아 연방정부
는 정책적으로 이 지역을 포함한 극동러시아 지역에서의 에너지자원 개발과
수출을 강화해 오고 있다.2)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석유 등 에너지자원
의 수입 대부분이 중동 및 유럽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에너지 수입지역의
다변화 정책에도 사할린주는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다. 이처럼 사할린주는
에너지자원의 수출국(러시아)과 수입국(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부합되는 전략적인 지역이다. 동아시아 국가 중 에너지자원이 절대적으
로 부족한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사할린의 석유나 가스는 역내 위치한 에너
지 공급원으로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1992년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표
방하며 새롭게 등장한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자본을 끌어들여 사할린 지역의
원유개발을 계획·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로 사할린 제1프로젝트, 사할린
제2프로젝트가 연이어 추진되었으며, 총 9개의 개발프로젝트가 수립·진행되고
있다. 1999년부터 사할린 제2프로젝트가 추진된 지역에서 플랜트가 건설되고
원유 생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환경훼손 및 오염 문제가 국내외
적으로 제기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 구소련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국영기업 혹은 동유럽 국가들과의 합작기업 등을 통해 석유
및 가스 수출을 추진하였으며, 구소련이 해체된 1990년대 이후에도 이들 기업을 통해 개발
과 수출을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로의 전환 이후 새롭게 출발한 에너지 개발 및 수출기업인
가스프롬사 등의 경우 매우 부진한 사업실적을 나타내고 있었다. 구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혼란과 부정부패는 국가에너지 전략 및 정책에도 투영된 바 있다. 가
스프롬과 같은 국영기업의 경우 거대한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국가의 조정
능력 부재가 러시아 에너지 정책의 불안정과 실패로 귀결되어 결국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엄구호 외(2012),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과 에너지 외교의
효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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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진행 중이던 원유 개발 역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3)
러시아 정부는 1993년 사할린 1(엑손), 사할린 2(쉘), 사할린 3(엑손, 쉐브
론)에 대한 PSA4)를 체결했으나, 2004년 초 이후 환경문제와 자국 내 일부
법개정 사항을 소급 적용하여 그동안 외국기업에 의해 개발이 추진되고 있
던 여러 사할린 프로젝트의 계약을 파기하거나 공사를 중지시켰다.5) 러시아
는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진 뒤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으며, 이
를 타개하고자 석유, 광물 및 천연가스 등 자연자원의 개발권을 외국자본에
넘겨주고 개발비용과 이익을 함께 나누도록 했다.6) 그러나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예상되는 반발에도 환경문제를 빌미로 강력한 조
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들이 에너지자원 개발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자원에 대한 유출을 줄이거나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환
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국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
던 국가계획위원회의 생산력 발전과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은 이미 구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의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및 폐기물 처리 등 여러
분야에서 환경문제를 불러 왔다. 국가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
행하는 과도기에서 등장한, 올리가르히로 대표되는 신흥기업들 역시 지속가
능성을 외면한 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만 몰두하여 비판을 받고 있었
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전략

3)
4)
5)
6)

http://ko.wikipedia.org.
유전광구 개발을 위한 지분매매계약(PSA: Purchase Sales Agreement).
주러 한국대사관(2007), ｢2006년 러시아 석유가스산업 동향｣.
http://www.edaily.co.kr(2006. 12. 4), ｢사할린 에너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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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중 하나로 에너지 및 환경안보를 설정하였다.7)

그림 1. 러시아 사할린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현황

자료: Le Geographe Canadien 51(3), 2007.

7) 에너지경제연구원(2006), ｢사할린 에너지자원 광구개발 참여전략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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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할린 프로젝트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환경문제

자료: Le Geographe Canadien 51(3), 2007.

러시아 사할린 프로젝트에서 발생하였던 생태계 파괴, 멸종위기종 생존의
위협,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러시아 정부 차
원에서도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환경단체들은 회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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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희귀 어종보호를 위해 사할린 제2프로젝트의 송유관 건설을 반대하며
송유관의 선형변경을 요구하였다. 사할린 제2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사할린
에너지사는 지속적인 원유생산을 위해 해상유전으로부터 아니바만에 이르
는 800km 이상의 송유관과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여 왔다.8) 환경단체들은
해저 송유관 건설로 인해 유빙에 의한 송유관 파손가능성과 해양오염이 있
고, 국제적인 멸종위기 보호종인 회색고래가 송유관 건설에서 발생하는 소
음문제로 인해 서식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육상 송유관의 경우 약 1,100개의 하천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누
유가능성이 있고, 송유관이 연어 등 희귀어종들의 산란을 교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아니바만에 LNG 수출시설 건설이 지역 어
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해상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사할린에너지사
를 지방법원에 제소하였고 지방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마칠 때까지 건설을
중지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사할린 제1프로젝트의 경우 석유와 가스 개발
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생계보장과 보상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환
경단체 및 지역과 중앙정부 정치인들과의 연대도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다.
실제로 2004년 10월 제5차 북사할린 소수민족대회에서 지역주민들은 쉘,
BP, 엑슨모빌, 사할린에너지사 등 에너지 개발기업들에 순록 목초지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M. Bradshaw 2007;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캄차카 지역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은 오호츠크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캄
차카 석유 및 가스 탐사와 개발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캄차카생태계개발연
구소나 러시아과학원 극동분과 소속의 연구기관들 역시 이러한 개발계획 및

8) 에너지경제연구원(2006), ｢사할린 에너지자원 광구개발 참여전략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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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발이 오호츠크해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캄차카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대표들은 러시아 연방 검찰
이 로스네프트사의 석유 및 가스자원 탐사와 생산의 적법성을 조사해야 한
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9)
환경단체들은 석유기업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 및 투자은행에도 압력을
행사하였다. 환경단체들은 2002년부터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자연자원부, 사할린
지방정부 등에 사할린의 자연환경 훼손을 보다 강력히 통제할 것을 요구하였
다. 또한 동시에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세계은행(World Bank),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과 같은 사할린 2프로젝트에 금융을 제공하고 있
는 국제투자은행에도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제공을 근절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러시아 내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미국
환경보호단체들 역시 미국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United States)에
사할린 에너지사에 대한 자금지원 전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하도록 요구하였다. 국제투자은행들 역시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환경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위한 조치들을 취한 바 있다.
EBRD는 2004년 4월 사할린 제2프로젝트의 송유관 건설에 대한 환경적합성
평가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자를 보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EBRD의 사할린
2프로젝트에 대한 조치는 JBIC, 미국수출입은행 등 국제투자은행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투자은행의 투자결정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10)

9) 에너지경제연구원(2006), ｢사할린 에너지자원 광구개발 참여전략 II｣.
10) 에너지경제연구원(2006), ｢사할린 에너지자원 광구개발 참여전략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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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들로 인해 에너지자원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던 기업들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다. 사
할린 에너지사는 육상 송유관 건설의 경우 동절기 작업, 하상매립을 조건으
로 정부승인을 받았으며, 해저 송유관 건설 역시 멸종위기보호종인 회색고
래 보호를 위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국제 환경단체가 포함
된 합동조직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2004년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에서는
회색고래의 서식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송유관 선형을
새롭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초 사할린 에너지사는 당초 계
획했던 송유관 건설노선을 남쪽으로 20km 떨어진 지점으로 변경·결정하였
으며, 2005년 9월 회색고래자문단(WGWAP: Western Gray Whale Advisory
Panel)을 구성·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서
송유관 건설 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지역 수평굴착공법 적용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현지인들의 고용과 교육훈련, 하천보수, 도
로개량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도 노력할 것을 제시하였다.11)
엑슨사(Exxon) 역시 회색고래, 참수리 등 육상과 해양동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학교 등 교육기관에 기금후원, 박물관, 질병예방센
터 설립 등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지원사업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육상 송유관 건설 시 강과 하천에 서식하
는 어종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하천을 관통하는 계획을 최소화하고 건설공
정은 동절기에 실시하도록 협의하였다. 또한 지진에 의한 송유관 파열에 대
비해 고강도 강관사용, 30km 간격으로 비상 누유차단기 설치 등을 하는 한

11) 에너지경제연구원(2006), ｢사할린 에너지자원 광구개발 참여전략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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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사할린 주민과 순록 등 가축의 목초지에 대한 보상을 협상하고 사할린
소수민족대표단과 사할린1 석유기업 대표들 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되기도
하였다.
사할린 프로젝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개발사업의 지연
또는 중단, 개발사업 비용 상승은 물론 사회적 비용의 상승을 유발하는 요소
로 작용하기도 한다. 송유관 선형의 변경, 환경영향 분석을 위한 추가조사,
생태·환경 보전대책,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들은 자연환경 훼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2. 유라시아 지역 국제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갈등해소 사례
가. 노드스트림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사례
노드스트림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비보르크에서 독
일 그라이프스발트까지 가스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 연결사업
을 통해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이다. 2005년 러시아 국영회사인 가즈프롬사와 독일 바스프사의 합작으
로 노드스트림 프로젝트를 주관하였으며, 한화로 약 7조 원의 투자를 통해
2011년까지 2개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발트해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 개
발계획이다(그림 3 참고).
발트해를 관통하는 노드스트림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 이
슈는 개발계획 초기부터 이해당사국들은 물론 주변 인접국가들 사이에서 매
우 민감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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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는 Espoo 협약
을 통해 개발사업이 시작되는 2006년 11월에 관련 국가들에 통지되고 평가
를 실시하였다. 가스파이프라인의 노선 결정과 함께 이 노선으로부터 환경
적 영향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에 통보가 되었다. 가스파이
프라인 노선 중 배타적 경제수역 혹은 영해를 지나가는 독일, 핀란드, 스웨
덴, 덴마크, 러시아 등이 Espoo 협약 1차 당사국으로 포함되었다. 이들 국가
중 러시아의 경우 Espoo 협약에 비준을 하지는 않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위
해 이해당사국 범주에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그림 3. 노드스트림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의 노선과 인접국가 현황

자료: http://www.nord-st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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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이해당사국 외에 노드스트림 프로젝트로 인하여 환경적, 사회·경제적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의 발트해 인접국가들이 포함되었다. 노드스트림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발생 당사국(PoO: Parties of Origin), 영향받는 당사국
(AP: Affected Parties), 오직 영향만 받는 국가(OAP: Only Affected Parties), 이
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표 1 참고), 발생 당사국들은 해당국가의 책임
자들에게 알리고, 자국 내 관련법과 절차에 따른 과정을 진행하였다.12)
표 1. 노드스트림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관련 국가 분류

분류

해당 국가

발생 당사국가(PoO)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영향받는 국가(AP)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직 영향만 받는 국가(OAP)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자료: 이영준 외(2009) 재인용.

노드스트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주체들은 정부 당국자간 회의
외에도 십여 차례의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와 당사국은 물론 이해관계국들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회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사결정과정을
진행하였다. 일례로 가스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발트해 주변국가들의 주민과
환경 NGO들로부터 200여 차례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회의와 협의 그리고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의 노선을 수정한 대안 노선이 계획
에 반영되어 보고서로 제출되었다. 수정된 보고서는 다시 이해관계자들과 전

12) 이영준 외(2009),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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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대안 노선과 최적안을 선정하여 보고되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경우 각국 언어로 작
성·번역되어 관련 국가의 기관과 국민들에게 공개되었다. 환경영향평가 보
고서에서는 공사 및 운영 시로 구분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과 발생 가능한
사건 및 이에 따른 영향들을 분석하고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였다. 환경영
향 및 사고로 인한 오염영향은 심각성 정도에 따라 그리고 영향 범위와 규모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저감대책들을 수립하였다.

나. 카스피해 인접국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사례
카스피해는 러시아의 다게스탄 공화국, 칼미크 공화국, 아스트라한 주, 이
란의 길란 주, 마잔다란 주, 골레스탄 주가 연접해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카
자흐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둘러 싸여진 내륙호이며, 동시에 세계
에서 가장 큰 내륙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13) 내륙해이면서 내륙호의 특징
을 가지고 있어 기후조건이나 수환경 특성이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태적 환경 역시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내륙해인 카스피해는
염도는 보통의 해수 염도인 35‰에 비해 약 1/3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유역면적이 약 360만km 보다 큰 카스피해는 약 130여 개의 강이 유입되고
있으며, 약 26개의 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유입되
는 하천수의 부족으로 인해 해수면이 점차 하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생
태계의 질적 저하와 수환경의 오염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이다.14)

13) http://ko.wikipedia.org.
14) http://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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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카스피해 환경과 개발 현황

자료: http://www.envsec.org.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등 인접 5개국의 영유권 갈등이
계속되고 유럽,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이 이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카
스피해에 매장되어 있는 막대한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이권 때문이다. 확인
된 원유 매장량만도 약 400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5%에 이르며, 잠재
매장량은 2,600억 배럴로 중동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자원 매장지이다.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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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스의 잠재 매장량은 217조m 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카스피
해 석유의 60～70%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에 집중되
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카스피해는 다양한 지역에서 석유탐사와 광
물자원 개발 및 기타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국가
들은 물론 국제적인 개발투자 전문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어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
이 날로 치열한 가운데 카스피해를 둘러싼 인접국가들은 물론 이해당사국들
간의 외교전략은 이념이나 정치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
위주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국제적 정세는 자원 또는 에너지 개발에만 국한되어 있
지는 않다. 카스피해를 둘러싼 영유권과 국경문제 등과 같은 외교적 갈등은
물론 어족자원의 급감과 수산자원의 고갈, 수질오염 등 수환경의 질적 저하,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절대부족, 생태계 교란 등 생물다양성 질 저하, 물류
문제, 해상안전 등 카스피해를 사이에 두고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간 또는 지역간 갈등이 혼재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인식과 더불어 해결이 어려운 것은 카스피해 인접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근본적인 차이에 있다.
계속되는 개발압력과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카스피해 연안의 환
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1994년에 이 중 4개국이 주도가 되어 ‘카스
피해 지역의 환경보호에 관한 협력’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국제사회의 도
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UNDP, World Bank 그리고 UNEP는 공동으로

15) 김경신(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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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5개 당사국에 CEP(Caspian Environment
Programme)의 구성 및 시행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카스피해 환경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카스피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협
약’을 추진하게 되었다.16)
카스피해 지역에서의 석유자원 개발과 같은 대표적인 에너지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여러 개발프로젝트들은 이 지역의 해양환경은 물론 대기 및 수환
경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영향은 한
지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경과 같은 경계를 넘어 외교적 분쟁으로
까지 비화할 수 있는 월경성 환경문제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2000년대까
지 카스피해를 둘러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인접국가들 간의 논의 혹은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특히 월경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과 제도가 미비하
여,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투자자 혹은 개발자들의 사업 추진에
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11월 UNECE의 Espoo 협약 사무국, EBRD 및 Centre for International
Projects(CIP)의 협조하에 UNEP 주관으로 모스크바에서 카스피해 지역에서
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당시 참여국들
은 노드스트림에서의 Espoo 협약을 토대로 카스피해의 개발에 따른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
인 마련을 합의하였다. Espoo 협약은 단지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일
반적인 진행에 관한 골격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서 각국의 법

16) 이영준 외(2007),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44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적 절차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한 지침이 필요하였다.17) 이에 따라 1년여의
수정 및 검토 작업 끝에 2003년에 지침서 최종본이 완성되어 각국이 서명함
으로써 카스피해 지역에서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었다(UNEP and
Caspian Environment Program 2003).
이와 같이 이해당사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카스피해
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 혹은 개발계획에 대한 단계별 환경영향평가 과
정을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주관하는 개발추진
국가 및 영향을 받는 국가의 관계기관 및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
다. 개발사업자를 위한 지침서의 내용은 개발추진 국가를 위한 지침의 내용
과 거의 동일하다. 지침서에는 통지문의 구체적인 샘플을 포함하여 해당국
들이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제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18)

3.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간 환경분쟁 현황과 국제협력방안 분석
하천의 유역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목적은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수자
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며, 용수공급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친환경
적인 전력을 생산하고자 하는 데 주요한 사유가 있다. 후발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서방선진국들 역시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정책적으로 대
규모 댐을 건설해 왔다. 메콩강 역시 메콩강 본류는 물론 지류에 연접해 있

17) 이영준 외(2007),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연구｣.
18) 이영준 외(2007),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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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들의 경우 메콩강으로부터 이익을 도모하고자 적극적인 수자원개발
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자원 개발을 토대로 경제적 성장을 모
색하고 있다. 대규모 수자원 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예가 대규모 댐 건설이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계획·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메
콩강 유역에는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대규모 댐 건설과 같은
수자원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하류 각 지역에 인접한 국가들간의 외교적 분
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역 내에서의 대규모 댐 건설은 수자원의
공급과 관리 측면에서 하류지역의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질이나
생물다양성과 같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발
생시키고 있다.
현재 메콩 유역은 하류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수력 발전용 댐 건설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한 곳이다. 2013년 5월에는 총 47개의 댐이 이미 허가를 받
아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22개가 건설 중, 그리고 87개가 건설 계획 중에
있다. 그 외에도 206개의 시설이 주로 물 공급 및 관개용수 사용을 위해 건
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콩 유역 수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유
역 환경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메콩강위원회에서는 유역 전체 시각
에서 수력 발전사업을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력발전
계획(ISH 21: Initiative on Sustainable Hydropower)을 주요 프로그램의 하나
로 꾸준히 추진 중이다.19)

19) 유헌석 외, 2014.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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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메콩강 본류 댐 현황

자료: 유헌석 외(2014).

대규모 댐 건설을 통해 얻어지는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되는 전
력과 비교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과 더불어 메콩강의 지형적 특성을 감
안할 때 잠재적인 에너지와 수자원 개발규모가 매우 커 개발 측면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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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ADB의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Program’ 등을 통해 메콩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전력망이 구축될 경우 경제
발전, 빈곤퇴치, 그리고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콩 유역은 큰 성장 잠재력이 내재해 있어 주변국가들
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20) 이에 더해 ADB, World Bank 등 국제기
구나 유럽, 일본, 한국 등이 대규모 원조를 통해 메콩 유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의 동남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견제
하고자 하는 미국의 재등장으로 메콩 유역의 정치·경제 환경은 더욱 복잡해
지고 있다.21)
메콩강 유역에서 계획 또는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댐 건설사업의 경우 메콩
강에 연접해 있는 국가들 급속한 경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적극
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 베트남, 태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국가경제 성장
에 필요한 에너지원과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도 메콩강은 매우 필요한 자원
이며, 따라서 그들 국가들에서는 환경보전 보다는 개발이 우선적으로 고려되
는 하천이다. 저개발 상태의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들에도 메
콩강은 매우 중요한 자연자원이다. 수력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소비하고, 잉
여전력의 경우 인근 국가들에 수출함으로써 외화도 벌어드릴 수 있다. 안정적
인 전력의 생산과 공급은 경제개발의 수단이 됨과 동시에 열악한 주민들의 삶
을 개선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많은 개발이익이 있어 메콩강 유역 내 국가들
의 경우 자국 중심의 하천개발을 매우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

20) 유헌석 외(2014),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2)｣.
21) 이승호(2013), ｢메콩강 수력발전과 지속가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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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콩강개발의 경우 많은 환경문제와 외교적 마찰
을 유발하고 있다. 대규모 댐 건설은 메콩강 유역의 이화학적 수환경뿐만 아
니라 생태적, 환경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댐 하류 지역 또는 국가의 경
우 생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 역시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사회적·국제적 분쟁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최근 베트
남에서 열린 제2차 메콩강위원회 정상회담에서는 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논의가 되기도 하였다.22)
최근 메콩강 유역에서의 대규모 댐과 같은 수자원 개발사업과 더불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토지이용은 많은 환경적·생태적 문제를 야기하
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예측
되지 않은 가뭄과 홍수의 빈번한 발생, 그리고 상승되는 해수면은 유역 내
주민들의 삶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무분별한 개간과
같은 토지이용은 하천오염과 함께 식수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산사태 발
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하천 유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민
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토양의 침식, 서식지 파
편화 및 단편화, 생물종의 급격한 감소, 생물군집의 단순화 등 자연환경에
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발전을 위한 대규모 댐 건설은 상류로
부터 하류로 물과 영양물질 공급과 유입을 차단하며, 회유성 어류의 이동
을 방해하고, 하류 지역의 토양변화와 생물군집 감소를 나타내게 된다. 유
역 개발에 따른 부정적인 환경영향과 변화는 메콩강 유역에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지역의 농업, 어업, 임업 등 1차산업 생산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22) http://vnm-hanoi.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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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들의 주요 생계수단 박탈로까지 발전하게 되어 지역 현안으로 대두
되게 된다.
현재 메콩강 상류에서는 여러 개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
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2013년 5월 현재까지 메콩강에 총 7개의 댐을 완성하
였고, 향후 약 14개의 댐을 추가로 건설·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 내
최상류에 위치하는 댐들은 대부분 높이 100m 이상의 대규모 댐들로, 하류
메콩강의 수리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하류 국가
들의 홍수나 가뭄, 강 수위, 그리고 토사유출량 등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
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댐으로 다챠오샨 댐, 만
완 댐, 징홍 댐, 샤오완 댐, 그리고 누오쟈두 댐이 있으며, 이들은 높이가 최
소 110m에서 300m로 초대형 댐(mega-dam)으로 분류된다.23)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댐 건설사업들의 경우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
혹은 지역들에 미치게 될 영향을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류지역 국가들의 일방적인 개발사업 추진은 하류 국가들에 많
은 영향과 함께 국가간 외교적 분쟁 대상이 되고 있다. 2010년 메콩강 일부
지역에서 수위가 최저 수준을 나타내 중국의 일방적인 대규모 댐 건설이 원
인으로 지적되었으며, 메콩강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이 중국을 강력하게 비
난한 바 있다.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에서는 실제로 하천유량의 감소로 인한
염류의 축적, 토양 영양분의 질적 저하 및 감소, 토사 유출량 감소, 이로 인
한 지역의 농산물 생산량 감소, 유량 및 수문변화에 기인한 어획량 감소, 생
태계 교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3) 유헌석 외(2014),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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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라시아 역내 환경 현황과 주요 개발계획 현황
본 장에서는 유라시아 지역 내 국가들에서 계획·추진되고 있는 개발 현황
을 철도 중심으로 알아보며, 특히 남북경협 및 남북·중·러 국제개발의 일환
으로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 지역의 환경 현황과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다루
고자 한다.

1. 유라시아 지역 주요 개발계획 현황 분석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 내 각국은 활발한 경제개발계획을 발표·
추진하고 있다(그림 6 참고). 2012년 러시아 정부는 극동개발부를 신설하며
철도, 가스파이프 등의 건설과 더불어 북한과의 개발협력에 매우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 중국 역시 동북 3성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
다.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함께 러시아와의 가스파이프라인 연결사업, 두만
강 하류 및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경제·관광특구 개발계획, 원자력발전소 건
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들 관련 개발계획에 참여를 추진하
고 있으며, 일부 개발계획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유라시아 지역 내 다양한 국제 및 국가 간 개발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철도 건설사업이다. 중국정부가 2004년 발표한 25개년 국가 중장기 철도망
계획에 따르면 낙후된 철도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여객 수송 및 화물 운송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자 8종 8횡의 주간선 구축과 중국 철도연장 10
만km, 그리고 4종 4횡의 여객전용선 건설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24) 고
속 경제성장과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중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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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매우 빠른 철도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해당 계획을 2008
년 1차 수정하여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조정안 발표의 사유는 당초 계획 목
표를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기존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여객전용의 4종 4횡 주요 간선철도 건설과 함께 여객
과 화물의 분리를 통한 운송수요 합리화, 국제 수준의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제시·추진하고 있다(전동준 외 2014).

그림 6. 동북아시아 역내 철도, 가스파이프라인, 원자력 발전 등 개발계획 현황

주: 실선은 가스파이프라인, 점선은 가스파이프 노선 계획안, 큰원은 유전 및 가스개발, 흑백
선은 철도 및 연계철도, 노란점·빨간점은 원자력발전소, 사선은 환경보호지역).

24) 중국 ｢중장기철도망계획｣에 대한 내용을 ｢중국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협력 및 대응방안｣
(서종원 외 20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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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중국 철도망 계획

자료: 서동욱 외(2013)에서 재인용.
그림 8. 하산(러시아)-나진(북한) 연결철도 노선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자료: 연합뉴스(201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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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는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 역내 경제성장을 모색하
고자 하는 철도건설 수요가 높은 상태이다. 2012년 APEC 정상회담을 계기
로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현
재는 이러한 계획하에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에 대한 개발계획 중 TSR-TKR 철도 연결사업은 2013년 9월 하산과 나진을
연결하는 연계철도사업을 통해 이미 추진한 바 있다. 러시아 본토와 사할린
섬을 연결하는 네벨스코이 해협 횡단철도는 2019년에 건설이 시작될 예정
이며, 이 노선을 통한 홋카이도-사할린-러시아 본토 연결을 통해 일본-러시
아-유럽으로의 국제열차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25)

2. 두만강 하구 등 접경지역 개발 현황 및 환경 이슈
두만강 하구를 포함한 접경지역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36종이 서식하며,
전 세계 철새의 45%가 활용하고 있는 동아시아·호주 간 철새 경유지로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전 가치가 매우 크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4). 한반도
차원에서 볼 때 이 지역은 호랑이, 표범, 늑대, 여우, 사슴 등 한반도에서 사
라진 모든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서, 향후 아무르강 유역의 광활
한 대륙 생태계가 한반도와 연결될 수 있는 생태네트워크의 핵심지역이다
(최대영 외 2011).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및 동북아시아 생태축 측면에서 볼 때, 백두산은 기
본적으로 백두산 북쪽의 중국 지린성 내륙을 통해 러시아와 연결되지만 중

25) 일본·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국제열차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3년 11월 러시아 사할린
에서 관련 국제학술대회가 열린 바 있다(김학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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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내륙이 이미 상당부분 개발되어 생태축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
라서 백두대간에서 분지되어 장백정맥이 바다로 이어지는 두만강 하류의 보
전을 통해 러시아 시호테알린 산맥과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 연결전략이 생
태보전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일 이후 유라시아의 생
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동북아시아 생물군의 생존을 위해서
도 반드시 복원·보존되어야 하는 지역이다(전성우 외 2008).
2002년 UNDP가 두만강 유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환경분석에 따르면,
두만강 및 그 유역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환경문제로 토지 및 습지의 쇠퇴,
산림전용, 생물다양성 감소, 수질 및 대기오염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두만강
유역에서의 국제환경협력사업은 생태환경 복원 및 보전, 개발사업(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두만강 및 유역의 수질관리, 대기질관리, 폐기물관리가 주요
대상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국토연구원 2014).
먼저, 두만강 및 유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이
국제협력사업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 및 이동성 생물의 생물다
양성 및 서식지 보존사업과 산림보호 및 훼손된 산림지에 대한 조림 등 산림
복원사업을 들 수 있다. 두만강 유역은 호랑이와 표범 등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처가 되므로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을 중심으로 야
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특히, 두만강 하구의 경우 재두루미, 두루미 등 멸종위기 이동성
조류의 주요한 서식처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두만강 유역 중 북
한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기존 산림의 보호와 함께
조림과 재조림 등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황폐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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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사업과 산림조림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7 참고).

그림 9. 두만강 하구지역 위성영상 및 토지피복도

45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두만강 및 유역에서의 개발압력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영
향평가 실시가 필수적이다. 특히 두만강 및 그 유역의 개발, 경제특구 조성
등과 같은 각종 개발사업이 멸종위기 생물종의 서식을 위협하고 그들의 서
식처를 파괴하거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접경지역 개발
로 인한 인근 국가들의 환경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에서의 개
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가 요구된다(표 2 참고).

표 2. 두만강 하류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고려되어야 할 중점 검토사항

두만강 하구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주요 검토사항

-

두만강 본류 및 지류에 대한 하천 수환경 영향 예측
두만강 유역에 대한 하천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방안 수립
하천지형의 자연성 영향 여부 및 보전방안
하천습지, 하구습지 및 자연지형 등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이동성 조류 서식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대안 분석
국내외 지정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정밀 분포조사 및 보전대책
생태네트워크의 단절 여부 및 생물 이동·확산의 보전대책
국경지역 산림생태계 및 하천생태계의 영향 여부 및 저감방안
각국 보호지역에 대한 영향 여부 및 보전대책
습지, 사구, 하천 및 산림 등 주요 생물서식지 및 생물상 정밀 조사
Blue-Green Network 단절 여부 및 보전·복원 방안 수립
사구식물군락지, 습지식물군락지 등 특이 생물종서식지 분포 여부 및 영향 검토
해안사구 지형변화 예측 및 보전방안
해안사빈 및 사구 훼손 영향 예측 및 대안 검토
해양생태계 및 물리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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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유역의 수질오염은 개발압력뿐 아니라 중국 연변지역 등 인근지
역의 도시화 개발과 함께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
다. 수질관리사업으로는 수질 모니터링,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과 정
수장 등 환경기초시설 구축사업을 들 수 있다(국토연구원 2014). 두만강 유
역은 처리되지 않는 가정용 난방과 공장의 대기오염물질이 주오염원으로
서, 특히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대기오염부하를 줄이
기 위해 대기오염 처리기술 개선 및 저감시설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두
만강 유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으로는 대기오염 저감시설의 구
축 및 운영,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개선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개발사업들로 인한 인구 유입은
접경지역에서의 폐기물 발생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폐기물 관
리는 향후 두만강 유역의 인구 증가와 경제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정책적·사
회적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폐기물 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과 운영을 들 수 있다(국토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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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라시아 국제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 및 환경 이슈
대응방안
1. 역내 국가간 환경협력체계 구축방안
유라시아 지역에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 국가간 환경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역내 국제환경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형식의 조직 구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발사업 시 수행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이해당사국 간의
상호신뢰 구축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공동 개발사업에
대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당사국 및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의 기준과 범위, 평가항목 선정, 주민의견 수렴 절차, 모니터
링 방안 등 필요한 관련 사항들을 협의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루
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역내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
국들 사이에서 이러한 협력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자간 환경협력 수행을 원활히 하는 국제환경협력기구 설치가 바람직
하다. 그러나 현재의 역내 국가간 이해관계와 협력체계 상황으로 볼 때, 단
기적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에 협력·운영되고 있는 환경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논의
가능한 내용과 형식으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협력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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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는 방안으로서 국제기구 형태의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형태, 즉 독자적인 사무국과 관련분야 실무자 또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
성·운영하는 형태와 기존의 국가간 협의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역내 협력 또
는 협의기구 내 하위조직에 포함하는 형태로 제안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 국경 또는 지역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대규모 국제개발사
업의 환경·사회 및 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고려와 정책조정을 수행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 안의 경우,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자간 환경
협력기구를 신설·구성하는 것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원활하지 않
을 수 있다. 무엇보다 유라시아 및 동북아 지역에 유사한 형태의 환경협력체
계26)가 이미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역내 국제개발사업의 월경성 환경
영향평가와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환경협력조직을 구성할 만
큼의 절박함 또는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다. 이미 운영 중인 역내 환경협력조직들의 선례로 볼 때 특정 국가의 주도
하에 사업이나 협력이 추진되는 것을 타국가에서 견제하는 국가간 주도권
경쟁, 협력조직의 중·장기 비전 부재, 지역 국가간 협력경험의 부재 등으로
신설되는 국제환경협의체 구성은 다소 부정적이다. 또한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조달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이영준 외 2007).
두 번째 안의 경우 기존 환경협력조직을 활용하여 현재의 사무국을 목적
에 맞게 확대·발전시켜 국제개발사업에 대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26)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담(NEASPEC),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 TumenNET,
아태환경회의(ECO-ASIA),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아태경제협력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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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확대 운영되는 협력조직체의 경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를 효과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을 운영하는 것이 바림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대안에 대한 장단점은 다음
과 같다(이영준 외 2007).

표 3.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운영방안 비교

특징

장점

단점

- 별도의 독립된 기구 -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에 특 - 재원 등 운영비용조달에 있어
로서 의사결정체계 화된 기구로서 이 부문에 어려움
대안
및 사무국 운영
대한 전문적 대응 가능 - 별도의 새로운 기구(협약) 설
1
립에 대한 관련 국가의 입장
상이
대안
2

- 기존 환경협력체내 - 지역개발 차원에 있어 기타 - 월경성 환경영향평가가 주요
의 부문별 역할을 환경현안과 연계하고 지속 현안이 되지 못할 수 있음
수행
가능한 개발 개념을 적용하
는 데 유리

자료: 이영준 외(2007), 재인용.

[표 3]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각 대안에 대해 기존 환경협력조직을 활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역내 환경분야 장관급 회의
동북아시아 지역의 산성비, 대기오염, 황사, 오염원 이동, 서해와 동해의
해양오염 등 역내 환경이슈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의 환
경부 장관회의27)가 구성되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간 환경문제 해결
27)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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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협력방안 도출과 실행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제1차 회의는 1991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여 국가간 환경협력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모색
하였다. 관련 회의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추진되는 자국 또는 국제개
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역내 광역적 환경개선을 해결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28)
3국간 주 협력분야로 ‘3국간 공동체 의식제고와 정보교류 활성화’, ‘대기
오염방지 및 해양환경보전’, ‘환경기술협력 및 연구협력 강화’, ‘지구환경문
제에 대한 협력’ 등을 선정하였으며, 2000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2차 회의에
서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공동조사 연구,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 사업
등 실질적인 공동협력 프로그램인 ‘TEMM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추진해 오
고 있다(최재용 외 2004).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는 동북아를 이끌어가는 주요 3국의 환경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환경현안 전반에 걸친 포
괄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3국뿐만 아니라 러
시아, 몽골 및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TEMM+3 확대회의 등을 통하여 동북
아 지역 및 지구 환경논의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이영준 외 2007).

나. UN 아 ‧ 태경제사회이사회
UN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된 전쟁
28) 이영준 외(2009),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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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저개발국가들에 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하고자 UN 경제사회이사회로부
터 조직된 기구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재건, 개발유도, 경제성장을
주요한 목적과 활동으로 하고 있다. 현재 역내 49개국과 역외 4개국을 포함
하여 53개의 정회원국(9개의 준화원국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49년 준회원국으로 참여해 54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북한은 91년 정
회원국이 되었다.29)
아·태경제사회이사회는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인 아시아 개발은행(1966년),
메콩강 위원회(1995년) 등을 설립하였으며, 특히 동북아 지역에 대한 경제, 사
회 및 환경 분야에 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급회의(NEASPEC: 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와 같은 지역별 환경협력체제를 출범시켰다. 사무국은 사무총장
을 주축으로 주요 활동을 담당하는 8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환
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은 에너지 자원, 환경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분야에 대하여 회원국간의 지역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가고 있다.30)
유라시아 지역에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태경제사회이사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는 무엇보다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50여 개국 이상의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활동영역을 역내 환경협

29) http://ko.wikipedia.org.
30) 이영준 외(2007),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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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체계 구축에 활용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원활하게 도입·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태경제사
회이사회 조직 내에서 회원국간의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지역의 환경협력체
신설을 추진한다면 조직 구성에서 요구되는 필요 예산, 재원 및 인력확보 등
에 충분한 지원과 협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이해당사국을 동북아 지역 외 아시
아 국가 등으로 확대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동북아 국가 중 일부 국가들
의 경우 역내 환경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자국의 이익과 관련하여 다
소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사안에 따라 매우 소극적이거나 상반된 의
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에 따른 사안별 반응은 지역 환경협
력조직을 구성하고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태경
제사회이사회라는 역내 국제기구를 통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국가들은 물론 회원국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Espoo 협약 사무국(UNECE)
UNECE 산하의 형태로 운영 중인 Espoo 협약 사무국은 노드스트림 프로
젝트나 카스피해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UNECE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데 요구되는 정보와 전문적인 기술지원 제
공이 가능하다. 특히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실무자
반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 및 지역별 추진 사례에 따른 상호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Espoo 협약 사무국은 UNEP 등과 함께 카스피해 연안국들에 대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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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 환경영향평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바 있다. 러시아의 경우
Espoo 협약에 대한 비준은 하지 않았으며, 이란 또한 UNECE 회원국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국제체제에서 자국의 장기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월경성 환
경영향평가에 동참하고 있다.
남북한 및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4개국은 UNECE 회원국이 아니며
Espoo 협약에 미가입 상태이다. 그러나 기존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환경협력
체계는 각국의 주도권에 대한 상호견제에 의해 효과가 미흡하고 당사국의
핵심적인 국익과 관련된 사항은 다루지 않아 유효성이 낮다. 따라서 영향력
이 있는 UN 산하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협약(Espoo 협약) 사무국을 이용
하여 각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
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능을 갖는 별도의 지역
환경협력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31)

라. Greater Tumen Initiative
최근 들어 Greater Tumen Initiative(GTI) 개발 및 환경협력 체계가 다시 추
진되고 있으며,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국가간 개발 및 환경의 조화를 유도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GTI 협력체계에서는 두만
강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개선 등과 같은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전
략을 협의하고 있다. 역내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추진에 있어서 이해관계국
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GTI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상황에서 제
도를 도입하는 데 매우 유리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1) 이영준 외(2007),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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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적용방안
유라시아 지역 내 국가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추진하기 위
해서는 해결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많으므로 단계적으로 추진체계를 마
련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역내 이해당사국간에 독
립적인 협력기구를 신설하여 유지·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운영되고 있
는 지역 국제협력조직하에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련조직을 신설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국가간에 협의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으므로 단시일 내에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역내 국제협력기구를 통해 월경
성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다음에서는
기존 조직을 통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별 필요사항들을 검토하고
자 한다.

가. 1단계-의제 제안 및 공감대 형성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유라시아 역내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교육 프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분야 전
문가 교류 및 TEMM과 UNESCAP 등에 의제로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환경협의체에서 상정되는 월경성 환경
영향평가 관련 의제와 이에 대한 논의는 각국의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상호
이해하고 역내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간에 공감대
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라시아 지역에서 월경성 환경영향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해당국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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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관련 시행 지침 및 조직 구성방안 도출
각국의 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에 적합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협정문 및 시
행 지침을 개발하고,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구 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침에는 월경성 환경영향평
가에 필요한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 주민의견 수렴, 사후 모니터링, 갈등 조
정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사항들을 각국의 상호조율에 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실무작업반에서는 UNDP 및 GTI를 통해서 월경성 환
경영향평가 제도를 기존의 TumneNET 협력체제하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Tumen 사무국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무국 내에서 월
경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조직구성, 업무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우선적
으로 결정하도록 한다(이영준 외 2007).

다. 3단계-각국 국회 비준
전 단계에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협정문 및 지침 등 구체적
인 사안들이 준비되면 각국의 환경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중앙부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협정안에 서명하고 국회 비준을 거
치는 절차를 수행한다.

라. 4단계-제도 시행
모든 법적,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각국의 동의가 어려울 경우, 일단 월경성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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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골격협약이 우선 체결된
이후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부속의정서 등 후속협상을 마련하여 각국
의 동의하에 순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기간은 제도 도입을 위한 각국의 적극적인 노력뿐 아니
라 향후 동북아 지역의 주변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이영준
외 2007).

마. 국내 시행주체 선정 및 관련법 개정 필요성
역내에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국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접촉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선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의기관인 환경부가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의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역내 월
경성 환경영향평가 운영 시 환경부가 실제적인 업무와 국가간 접촉창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제도의 운영상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국제개발계획 또는 관련 협정 등과 같이 공식적인 주관부서가 환경부가
아닌 타부처일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국제협력기구의 사무국을 활용하여 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유라시아 지역 내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가간 환경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환경영향평가와 더
불어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앞으로의 상황
을 고려하여 기존의 법과 제도에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운영에 대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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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유라시아 지역 국제환경평가 방안 및 시스템 구축방안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제협력 개발사업의 현황과 전
망을 살펴볼 때, 장기적으로는 기존 개발협력 협의체 내 하부조직으로 지속
가능성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지속가능성 및 월경성 환경영
향평가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
다. 우선 기존 개발협력 협의체 내에 지속가능성과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
는 부문조직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개발 차원에서 지역환경 현안과 연계된
지속가능 개발전략을 적용·수립하는 데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동북아시아 다자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각각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에서 자체적으로 논의·결정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럴 경우 각 개발사업 간의 일관성, 연계성 및 형평성에
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
별도의 독립된 기구형태로 의사결정 체계 및 조직을 구축·운영할 경우 새
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설립할 때 국가간 이해관계를 조정·조율하는 것이 어
렵다. 또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인적 자원 등이 필요하
여 이에 대한 국가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월경
성 환경영향평가에 특화된 국제기구로서 다양한 국제협력 개발사업에 전문
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 및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국제개발사업 추진의 경우 상기의 두 가지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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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추진을 하되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협력체 구성전략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 과제로는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철도 연결사업, 항만개발사
업, 경제특구 개발사업 등 개별 사업추진 협력체 내에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독립적인 동북아 월
경성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각국의 환경영향평가 법·제도 비
교, 단계·절차 통합, 내용 협의 등 다자간 환경영향평가 통합시스템 구축의
토대가 되는 준비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기 과제의 경우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다자간 협
정체결을 위한 TEIA 절차, 형식, 내용, 평가방법 및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
인 통합안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협정체결을 유도하는 동
시에 개별 협력사업 내 환경전담조직과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기수행된
TEIA의 내용을 검토·지원하여야 한다.
장기 과제의 경우 최종적으로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전담기구를 설
립·운영하는 것이 목표이다.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운영되는 TEIA 전담조직
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국제협력 개발사업에
대해 지속가능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모니터링 등 전 과정 TEIA를
수행함으로써 동북아 대표 환경협력체를 완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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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속가능한 동북아시아 국제협력개발사업을 위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기구 설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 내용

자료: 전동준(2014), 재인용.

Ⅴ. 결 론
국가간 공동개발사업은 개발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 발생하는 환
경문제가 환경분야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획이나 사업 전체에 큰 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 지역 내 개발사업에서 파생되는 환경문제가 해당 국가뿐
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인접국가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 국가간 외교문제
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개발 협력사업에서 발생한 국제환경
분쟁 사례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유라시아 역내국
가간 개발계획에 환경평가 및 모니터링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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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상태를 보였던 1992년 이후
새로운 러시아 정부는 외국자본의 투자를 통해 사할린 지역의 원유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때부터 사할린 제1프로젝트, 사할린 제2프로
젝트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총 9개의 개발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추진되
고 있다. 1999년부터 사할린 제2프로젝트가 진행된 지역에서 플랜트 가동을
개시하였고, 원유 생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6년을 기점으로 환경문제
가 지역적·국제적으로 제기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 프로젝트를 재검토
하기 시작하였으며 진행 중이던 원유 개발도 중단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푸
틴 집권 이후 러시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예상되는 반발에도 환경문제를 빌
미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들이 에너지자원 개발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자원에 대한 유출을 줄이거나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반면에 러시아의 비보르크에서 독일 그라이프스발트까지 가스파이프라인
을 연결하는 노드스트림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는 발트해를 관통하
며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개발계획 초기부터 이해당사국들은 물론 주변 인접
국가들 사이에서 Espoo 협약을 통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속가능
한 개발사업을 유도한 사례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를 Espoo 협약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이해당사국들의 상호협력과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카스피해 지역에서의 여러 개발프로젝트들은 이 지역의 해양환경은 물론
대기 및 수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환
경영향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경과 같은 경계를 넘어 외교적
분쟁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월경성 환경문제들이 대부분이다. 2000년대까
지 카스피해를 둘러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접국가들 간의 논의 혹은

47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
다. 2000년대 이후 UNECE의 Espoo 협약 사무국, EBRD 및 CIP의 협조하에
Espoo 협약을 토대로 하여 카스피해 개발에 따른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시
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합의하였
다. 2003년에 지침서 최종본이 완성되어 각국이 서명함으로써 카스피해 지
역에서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었다.
메콩강 유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댐 건설은 하천과 인접해 있는
국가들 중 중국, 태국, 베트남 등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후발 개발
도상국들의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다. 또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역시
메콩강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
서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메콩강 유역 내 각국에서는 메콩강에서의 수
자원 개발이 매우 긍정적이며 매력적인 개발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댐들의 건설은 메콩강 유역의 수환경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는 물론 생태적, 환경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댐 하류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 혹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환경에 매
우 큰 변화, 특히 부정적인 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국제
적 환경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메콩
강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메콩강 유역
에서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기
도 하였다.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 내 각국은 활발한 경제개발계획을 발표·
추진하고 있다. 2012년 러시아 정부는 극동개발부를 신설하며 철도, 가스파
이프 등의 건설과 더불어 북한과의 개발협력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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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역시 동북 3성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함께 러시아와의 가스파이프라인 연결사업, 두만강 하류 및 북
한 접경지역에서의 경제·관광특구 개발계획,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들 관련 개발계획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개발계획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유라시
아 지역의 개발압력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
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가 필수적이다. 특히 두만강 및 그 유역의 개발, 경제특구 조성 등과 같은
각종 개발사업이 멸종위기 생물종의 서식을 위협하고 그들의 서식처를 파
괴하거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접경지역 개발로 인한
인근 국가들의 환경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요
구된다.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제협력 개발사업의 현황과 전
망을 살펴볼 때,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은 장기적으로는 기존 개발협
력 협의체 내 하부조직으로 지속가능성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별도
의 지속가능성 및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개발 차원에서 지역환경 현안과 연계
된 지속가능 개발전략을 적용·수립하는 데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동북아시아 다자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협력체계
가 구축되지 못해 각각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에서 자체적으로 논의·결정되어
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럴 경우 각 개발사업 간의 일관성, 연계성 및 형평성
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한 및 중국, 러시아, 일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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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협력
체 구성전략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전담기구
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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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증가 현황과 원인: 무역, 투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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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무역 현황
Ⅲ.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Ⅳ.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무역, 투자 의존
심화의 요인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Ⅰ. 들어가는 말
1. 연구목적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구소련을 계승한 러
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송유관과 가스관은 러시아
를 통해야만 해외 판매가 가능했고 무역도 항구가 없는 내륙 국가들이기 때
문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와의 무역에 치중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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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그러한 흐름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심화되었다.
2013년의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 투자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과의 무역,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
음을 느끼게 된다.
중앙아시아에서 1인당 GDP가 유일하게 15,000달러를 넘고 있어서 새로
운 무역, 투자의 허브로 각광받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
너이다.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무역액은 2013년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가장
많은 투자를 공여하고 있다. 중국은 무역, 투자 모든 면에서 러시아를 압도
하면서 카자흐스탄에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 우즈베키스탄도
2013년 중국과의 무역액 4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자국의 두 번째 무역 파트
너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최
대 투자 공여국이 되었다.
타지키스탄에서도 중국은 2014년 전체 무역액의 17%를 차지함으로써 러시
아(전체 무역액의 27.5%)에 이어서 두 번째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驻塔吉克经
商参处 2015. 1. 30). 또한 중국은 최대 투자 공여국으로서 타지키스탄이 필요
로 하는 사업들의 추진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타지키스탄에 대한 중
국의 직접투자는 1억 6,600만 달러(2013년 타지키스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액의 48.7%)로 러시아의 7,850만 달러의 2배 이상을 기록하였다(中华人民共
和国驻塔吉克斯坦大使馆经济商务参赞处 2014). 이는 러시아 전략연구소의 아
르달 쿠르토프가 말한 것처럼 타지키스탄이 이미 중국에 기울고 있다는 견해
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13. 5. 22).
투르크메니스탄도 중국과의 무역액이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면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현재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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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에 가장 많은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도 2008년
부터 중국과의 무역액이 늘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 중국은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6년 연속 두 번째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또한 해외에서 키르기스스탄으
로 수입되는 소비재의 대부분이 중국제품들이다. 아울러 그동안 키르기스스
탄 국내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던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
면서 2013년 중국은 4,545억 달러를 투자하여 키르기스스탄의 최대 해외 투자
공여국이 되었으며, 같은 해 전체 해외투자의 45.8%를 차지했다(驻吉尔吉斯
经商参处 2014. 12. 2). 2014년에는 중국의 대키르기스스탄 외국인직접투자액
은 2억 2백만 달러로 동년 키르기스스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액의 33.2%를
차지하였다(키르기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2015. 3).
상술한 바와 같이 2013년, 2014년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의 통계에서 중
국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는 두 번째 무역 파트너, 카
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투자에서는 중앙아시
아 5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투르크메니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전체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
중이 30%가 넘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은 중국 외 다른 국가들과의 국가
별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약 2.4배에서 약 7배 이상의 차이가 나
고 있다.1)
그렇다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의 수준

1) 중국이 2014년 키르기스스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한 국가들은 캐나다(2014년 키르기스스탄
의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 13.5%), 카자흐스탄(7.7%), 오스트리아(5.8%), 터키(4.5%)가 있다.
http://kg.mofcom.gov.cn/article/zxhz/tjsj/201503/20150300926377.shtml(검색일: 201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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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왜 과
거에 의존했던 러시아나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 국가들이 아닌 중국과 밀
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 본고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중앙
아시아 5개 국가들(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
탄, 타지키스탄)의 무역, 투자에서 대중국 의존도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국의
서부전략과 중앙아시아(박상남 2010)를 시작으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
전략(주장환 2010), 시진핑 정부의 중앙아시아 경제 안보 병진 전략(박병인
2014)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해외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사
회 변화와 역내에서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에 대한 분석(Marlène Laruelle &
Sèbastien Peyrouse 2012),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제고가 중앙아시아에서 러시
아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연구(Garret Mitchell 2014)를 통해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과 역내 영향력 제고에 대하여 연구해 왔다.
그러나 국제금융위기로 인하여 중국의 정치, 경제적 위상이 강화되기 시
작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카자흐스탄, 투르크메
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간의 무역, 투자 통계
와 주요 프로젝트들의 추진 계획들과 현황에 대하여 다룬 연구는 현재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제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제고하게 된 요인이라

∙ 480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증가 현황과 원인: 무역, 투자를 중심으로

고 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무역, 투자에서 적극적인 행보가 어떻
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
가들은 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를 대체하는 새로운 중심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

3. 연구방법과 논문 구성
본고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
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 간의 무역, 투자 관련 통계이
다. 통계는 중국 상무부의 국별보고 사이트의 카자흐스탄-중국 무역 관련 보
고서들과 중국 국가통계국, 중앙아시아 5개국 주재 중국 대사관 경제상무참
찬실에서 공개하는 통계 자료들을 이용할 것이다. 또한 중국경제망(中國經
濟網),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국내외 매스컴 보도들, 본 주제와 연관된
국내외 학술 논문들도 수집,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베이징 올림
픽으로 인한 경기 호황과 가을, 겨울에 뉴욕발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부터 2015년 8월까지 7년 8개월 동안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과 중국
간의 무역, 투자 흐름을 관찰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이
현지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들의 현황을 정리할 것이다. 아
울러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의 중국과의 무역, 투자 의존도를 분석하고 그
들이 중국의 제품, 자본에 의존하게 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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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무역 현황
1.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 중국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무역 흑자를 기록하게 해준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카자흐스탄이 중국에 무역 흑자를 볼 수 있는 원인은
아타수-신장 송유관을 통해 수출되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광물 자원과 비
금속, 화공 제품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광물 자원은 카자흐스탄의 대중국
수출액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63% 이상을 차지해 왔으며 양국의
교역 제품들 중에서 항상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해 왔다. 중국은 기계류와
전자 제품을 비롯한 공산품을 카자흐스탄에 수출하고 있지만 40억 달러 이
상의 수출액을 기록하는 제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표 1. 카자흐스탄 ‧ 중국 무역 추이(2005~14년)
(단위: 100만USD)

연도

무역액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45,163
61,709
79,577
108,988
71,563
81,268
101,610
112,200
106,837
99,888

동년 대비
증감(%)
38.6
36.6
29
37
-34.3
13.6
25
10.4
-4.8
-6.5

수출액

27,691
38,013
46,976
71,172
43,189
57,244
80,191
85,448
76,433
72,894

동년 대비
증감(%)
38.9
37.3
23.6
51.5
-39.3
32.5
40.1
6.6
-10.5
-4.5

수입액

17,472
23,695
32,601
37,816
28,374
24,024
21,419
26,752
30,404
26,905

동년 대비
증감(%)
38.3
35.6
37.6
16
-25
-15.3
-10.8
24.9
13.7
-11.5

차액

10,219
14,318
14,375
33,356
14,814
33,221
58,772
58,696
46,030
46,079

동년 대비
증감(%)
39.9
40.1
0.4
132
-55.6
124.2
76.9
-0.1
-21.6
0.1

자료: http://countryreport.mofcom.gov.cn/record/view110209.asp?news_id=43487(검색일: 201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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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카자흐스탄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2011~14년)
(단위: 100만USD)

2011

2012

2013

2014

에너지,
광물 자원

11,596

11,575
(70.2)

10,063
(71)

6,366
(64.9)

비금속 및
비금속 제품

2,871

3,407
(20.7)

2,559
(18.1)

1,952
(19.9)

화공

1,337

1,380
(8.4)

1,331
(9.4)

1,195
(12.2)

식물 제품

8

57
(0.4)

59
(0.4)

103
(1.1)

기계, 전자 제품

5

2
(0)

36
(0.3)

75
(0.8)

자동차 및
교통운수 설비

2

0
(0)

61
(0.4)

61
(0.6)

플라스틱,
고무

23

42
(0.3)

17
(0.1)

61
(0.6)

피혁 제품,
우편함

4

10
(0.1)

19
(0.1)

17
(0.2)

식품, 음료,
연초

1

2
(0)

5
(0)

15
(0.2)

동물성 유지,
식물성 유지

0

0
(0)

0
(0)

7
(0.1)

섬유 제품 및 원료

16

7
(0)

12
(0.1)

6
(0.1)

주: ( )는 당해 연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료: http://countryreport.mofcom.gov.cn/record/view110209.asp?news_id=43487(검색일: 201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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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의 대카자흐스탄 주요 수출 품목(2011~14년)
(단위: 100만USD)

2011

2012

2013

2014

기계류,
전자 제품

2,212

3,071
(41)

3,401
(41.5)

3,263
(42.5)

비금속 및
비금속 제품

599

1,095
(14.6)

1,323
(16.2)

850
(11.4)

섬유 제품
및 원료

190

433
(5.8)

600
(7.3)

599
(8.1)

플라스틱,
고무

288

414
(5.5)

519
(6.3)

490
(6.6)

구두, 신발,
우산 및 공산품

111

240
(3.2)

401
(4.9)

486
(6.5)

자동차 및
교통 운수 설비

545

1,045
(13.9)

646
(7.9)

428
(5.8)

가구, 완구, 잡화

158

218
(2.9)

211
(2.6)

263
(3.5)

화공

227

238
(3.2)

272
(3.3)

240
(3.2)

도자, 유리

207

225
(3)

198
(2.4)

188
(2.5)

광학, 시계,
의료기기

110

112
(1.5)

151
(1.9)

174
(2.3)

제지

45

50
(0.7)

73
(0.9)

164
(2.2)

주: ( )는 당해 연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료: http://countryreport.mofcom.gov.cn/record/view110209.asp?news_id=43487(검색일: 201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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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르크메니스탄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부터 무역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양
국의 무역액이 늘어나게 된 데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중국이 투
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으로부터 철강
제품, 기계류와 부품, 전자 제품, 영상 기기, 자동차와 부품, 카메라, 의료 기
기, 화학 용품, 가구와 침구류, 약품과 염료 등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2)

표 4. 중국 ‧ 투르크메니스탄 무역액(2009~13년)

연도

무역액(단위: 만USD)

전년 대비 증감(단위: %)

2009

95,419

14.9

2010

156,979

64.5

2011

547,893

249.1

2012

972,183

89.4

2013

1,003,480

3.3

자료: 中国海关.

3. 타지키스탄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무역액은 2003년 3,2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3
년에 누적액이 20억 달러까지 늘어났는데 그중 85%는 중국의 타지키스탄에
대한 공산품과 생필품 수출이었고 원재료를 중심으로 한 타지키스탄의 중국
수출은 15%를 차지했다.3) 이러한 무역 구조는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2014년
2) http://www.landbridgenet.com/silkroad/2015-06-11/19482.html(검색일: 2015. 6. 10).
3) http://mil.news.sina.com.cn/2014-10-23/1105807106.html(검색일: 201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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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15년 1/4분기 무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타지키스탄 세관에 따르면
2014년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무역액은 7억 7,700만 달러로 타지키스탄의 전
체 무역액의 14.6%를 차지하면서 러시아에 이어 타지키스탄의 두 번째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그중 중국이 타지키스탄에 수출한 금액은 7억 3,800만 달
러였지만 타지키스탄이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3,900만 달러에 불과했다.
2015년 1/4분기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무역액은 2억 4,300만 달러로 전년 1분
기 대비 21.53%가 감소하였다.4) 전년 같은 시기보다 무역액이 줄어들게 된
원인은 중국의 타지키스탄 수출액이 2억 2,2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6.34%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타지키스탄이 중국으로 수출한 금
액은 2,053만 달러에 불과해서 양국의 전체 무역액 감소를 피할 수 없었다.5)
중국은 타지키스탄에 기계 설비, 의류를 비롯한 방직 제품, 전자 제품과 영
상 기기, 구두와 차량, 차량 부품을 수출하고 있고 타지키스탄은 중국에 면
화와 광사, 생가죽과 피혁 제품, 과일과 견과류 등을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 구조는 생필품과 공산품 제조 기반이 빈약한 타지키스탄과 생필품과
공산품에 강점이 있는 중국의 상호 보완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
나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타지키스탄의 산업 생산 능력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액 증감이 양국의 무역액 증감을 결정
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4) http://easttime.info/news/tajikistan/foreign-trade-tajikistan-2014(검색일: 2015. 6. 5).
5) http://www.qqjjsj.com/zyjjdt/61084.html(검색일: 2015. 6. 12).

∙ 48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증가 현황과 원인: 무역, 투자를 중심으로

4. 우즈베키스탄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무역을 살펴보면 중국은 천연가스와 면화 등을
수입하고 우즈베키스탄은 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중국산 공산품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역 패턴에 있어서는 중국·
카자흐스탄과 유사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에너지 수출액이 중국의
기계류, 공산품 수출액보다 많지 않아서 중국이 매년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5. 중국 ‧ 우즈베키스탄 무역 추이(2010~14년)
(단위: 억USD)

연도

무역액

전년
대비
증감
(%)

수출액

전년
대비
증감
(%)

수입액

전년
대비
증감
(%)

차액

전년
대비
증감
(%)

2010

28.05

1.7

23.16

·

4.89

-76.2

18.27

·

2011

21.7

12.8

13.6

15.1

8.1

-38

5.5

-69.9

2012

28.75

32.75

17.84

31.27

10.91

35.26

6.93

26

2013

45.32

57.62

26.14

46.51

19.18

75.8

6.96

4.3

2014

42.71

-5.76

26.75

2.34

15.96

16.79

10.79

54.5

2015
(1~4월)

11.52

4.45

6.7

6.75

4.82

25.39

1.88

·

자료: http://www.mofcom.gov.cn/aarticle/i/dxfw/jlyd/201205/20120508105384.html(검색일: 2015. 3. 20);
http://fwmys.mofcom.gov.cn/article/i/jyjl/m/201301/20130100010493.shtml(검색일: 2015. 4. 21);
http://www.mofcom.gov.cn/article/i/jyjl/m/201401/20140100475080.shtml(검색일: 2015. 3. 21);
http://fwmys.mofcom.gov.cn/article/i/jyjl/e/201501/20150100882803.shtml(검색일: 2015. 3. 21);
http://uz.mofcom.gov.cn/article/jmxw/201506/20150601002286.shtml(검색일: 201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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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주요 수출 품목(2011~15년 1/4분기)
(단위: 억USD)

2011

2012

2013

2014

2015
(1월-4월)

건설 장비,
에어컨,
냉장고

2.60385*
(19.16)

4.69*
(26.3)

5.85
(22.39)

5.85
(21.87)

1.8
(26.91)

철강 및
철강 제품

2.15015
(15.82)

2.08
(11.65)

4.49
(17.17)

2.27
(10.37)

0.57
(8.56)

전자 제품 및
관련 부품

1.84247
(13.56)

2.46
(13.8)

2.4
(9.17)

3.17
(11.85)

0.73
(10.93)

화물차, 기중기
및 차량, 관련
부품

6.3347
(-20.28)

·

·

1.93
(7.23)

0.4
(5.97)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1.0748
(7.91)

·

·

1.76
(6.59)

0.49
(7.31)

주: ( )는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 에어컨, 냉장고 제외
자료: http://www.mofcom.gov.cn/aarticle/i/dxfw/jlyd/201205/20120508105384.html(검색일: 2015.
3. 20); http://fwmys.mofcom.gov.cn/article/i/jyjl/m/201301/20130100010493.shtml(검색일:
2015. 4. 21); http://www.mofcom.gov.cn/article/i/jyjl/m/201401/20140100475080.shtml(검색
일: 2015. 3. 21); http://fwmys.mofcom.gov.cn/article/i/jyjl/e/201501/20150100882803.shtml
(검색일: 2015. 3. 21); http://uz.mofcom.gov.cn/article/jmxw/201506/20150601002286.shtml
(검색일: 201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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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수출품은 2012년까지 면
화였으나 2013년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3기가 개통된 이후부터는 천연가
스가 최대 수출 품목이 되었다. 그러나 2015년 1/4분기에는 면화의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3.47%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우즈벡 면화 수요가 회복될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6)

표 7. 우즈베키스탄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2011~2015년 1/4분기)
(단위: 억USD)

2011

2012

2013

2014

2015
(1월-4월)

천연가스

·

·

9.63
(50.41)

8.03
(50.28)

1.51
(31.45)

면화

5.54189
(68.69)

7.95
(72.81)

6.67
(34.79)

5.26
(32.92)

2.25
(46.81)

천연 우라늄

·

·

2.2
(11.61)

2.14
(13.39)

0.79
(16.41)

자료: http://www.mofcom.gov.cn/aarticle/i/dxfw/jlyd/201205/20120508105384.html(검색일: 2015. 3.
20); http://fwmys.mofcom.gov.cn/article/i/jyjl/m/201301/20130100010493.shtml(검색일: 2015.
4. 21); http://www.mofcom.gov.cn/article/i/jyjl/m/201401/20140100475080.shtml(검색일: 2015.
3. 21); http://fwmys.mofcom.gov.cn/article/i/jyjl/e/201501/20150100882803.shtml(검색일:
2015. 3. 21). http://uz.mofcom.gov.cn/article/jmxw/201506/20150601002286.shtml(검색일:
2015. 6. 8).

6) http://uz.mofcom.gov.cn/article/jmxw/201506/20150601002286.shtml(검색일: 201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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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르기스스탄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은 1992년 양국간의 무역액이 3,549만 달러에 불과했
으나 2003년부터 무역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08년에는 9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9년의 국제금융위기, 2010년 키르기스스탄 국
내 정치와 사회 불안으로 인하여 양국 무역액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
났다.

표 8. 중국 ‧ 키르기스스탄 무역액(2003~10년)

연도

무역액(억USD)

2003

3

2004

6

2005

9

2006

22

2007

37.7

2008

93.3

2009

52.76

2010

42

자료: 中国海关.

2011년에 키르기스스탄 정국이 안정되면서 양국의 무역액은 다시 늘어나
기 시작해서 2012년에는 51억 6,200만 달러를 기록하고 그중 중국의 대키르
기스스탄 수출액은 50억 7,300만 달러, 키르기스스탄의 대중국 수출액은
8,896만 달러를 기록하였다.7) 중국의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액과 키르기스스

7) http://www.sinosure.com.cn/sinosure/xwzx/jmtx/hgjj/qymytt/xxsc/160681.html(검색일: 201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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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의 대중국 수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는 중국의 수출 품목이 의
류, 방직 제품군과 구두, 피혁 제품과 화학 섬유, 보일러, 기계류와 부품, 전
자 제품, 영상 설비와 관련 부품으로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는 반면에 키르기
스스탄의 대중 수출 품목은 동, 생가죽과 피혁, 철강, 광사, 알루미늄과 알루
미늄 제품과 같이 원재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8) 또한 중국
은 키르기스스탄에 필요한 생필품과 공산품들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에 수출하는 원재료들을 제외하고는 공업 생산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액과 키르기스스
탄의 대중 수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Ⅲ.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1.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2008년에 전년대비 1.5배가 늘어났으나
2009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부
터 투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는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8) Ibid.(검색일: 201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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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국의 대카자흐스탄 직접투자 금액(2004~11년)
(단위: 억USD)

연도

투자액

누적 투자액

2004

3.878

14.644

2005

2.161

16.805

2006

3.629

20.434

2007

3.582

24.016

2008

6.925

30.941

2009

6.063

37.004

2010

8.889

45.893

2011

11.618

57.511

자료: 주카자흐스탄 중국 경제상무참찬처 홈페이지(http://kz.mofcom.gov.cn).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대카자흐스탄 대외 직접투자액은 13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카자흐스탄의 대중국 직접투자액 3억
4,500만 달러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9)

가. 에너지
1) 카자흐스탄 - 중국 송유관
2005년 12월에 개통된 아타수·신장을 연결하는 카자흐스탄-중국 송유관은
카자흐스탄이 중국으로 원유 수출을 하게 되면서 원유 수출의 다변화를 이
뤄낸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중국 원유 수출이 시작
된 2006년 5월 25일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카자흐스탄 원유 총수입량은
5,008만 톤(약 3억 8,561만 6,000배럴), 수입에 지불한 금액은 329억 달러를

9) http://kz.mofcom.gov.cn/article/jmxw/201505/20150500989192.shtml(검색일: 201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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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했다.10) [표 3]에 나온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의 카자흐
스탄 연간 원유 수입량은 2012년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0. 중국의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량(2010~13년)

연도

수입량(만 배럴)

2010

7,741.426

2011

8,632.469

2012

8,241.849

2013

9,229.374

자료: 중국해관총서.

특히 2013년 신장 아라샨커우의 유량계 개조 공사가 완료되면서 송유관
을 통해 매년 2천만 톤(약 1억 5,400만 배럴)까지 원유 수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량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
다.11)

2) 카자흐스탄 유전 생산량 증대와 신규 유전 개발
유전 개발에 있어서 중국석유는 카자흐스탄의 아크자빈과 페트로 카자흐
스탄에 지분을 투자하여 참여하고 있다. 아크자빈이 보유한 유전들의 생산
량은 처음 시작했을 때 생산량 319만 톤이었지만 2012년에 1,064만 톤까지
증가하였고 페트로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유전들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0) http://kz.mofcom.gov.cn/article/ztdy/201306/20130600161324.shtml(검색일: 2015. 5. 10).
11) http://www.longau.com/gnyy/150513-19.html(검색일: 201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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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연속 1,000만 톤 규모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12) 중국은 중국석유가
투자한 유전 2군데의 생산량 증대에 만족하지 않고 신규 유전 개발도 추진
하고 있다. 2013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에 중국은
카자흐스탄 카샤간 프로젝트에 중국이 50억 달러(전체 지분의 8.33%)를 투
자하기로 하였다.13) 중국은 카샤간 프로젝트 다음 단계를 위하여 카자흐스
탄의 국영 석유 기업 카즈무나이가즈에 30억 달러를 분배하였다.14) 이와 같
이 중국이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에 8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신규 유전 개발
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 서부지역과 인접한 카자흐스탄에서 더 많은 양의 원
유를 확보함으로써 원유 수입선의 다변화를 통한 중국 내 원유 수급의 안정
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3) 발전소 건설
카자흐스탄에서는 2012년 6월 중국의 국유 기업 중국 수력발전건설집단
(中国水电建设集团)이 모이낙 수력 발전소를 완공하여 카자흐스탄의 남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15) 2008년부터 4년간의 공사를 통해 완공된
모이낙 수력 발전소의 발전기 용량(30만 메가와트)과 연간 발전량(1,027
GWH)은 카자흐스탄 최대 규모이다.16) 모이낙 수력 발전 공사가 완공된 지
12) http://news.cnpc.com.cn/system/2013/09/17/001448093.shtml(검색일: 2015. 4. 21).
13) 예브게니 홍·신범식(2014),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과 중국-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아시아리뷰, 제4권 제2호, p. 191.
14) Ibid, p. 192,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9/07/us-oilkashagan-china-idUSBRE98606620
130907(검색일: 2015. 5. 12).
15) http://intl.sinohydro.com/index.php?m=content&c=index&a=show&catid=69&id=334(검색일:
2015. 5. 21).
16) http://english.cwe.cn/show.aspx?id=1847&cid=22(검색일: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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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후인 2013년 9월부터 중국은 카자흐스탄 국영 에너지 기업인 삼
룩 에네르고와 이리 강에 커부락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
다.17) 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중국의 정책 금융기관인 국가개발은행과 중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조달할 계획이다.18) 커부락 수력 발전소가 완
공되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서부와 카자흐스탄의 국제 하천인 이리강의
수자원 관리와 카자흐스탄 남부의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투자 프로젝트들 외에도 중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투자
프로젝트는 증가 추세에 있다. 양국 정부는 2015년 3월 27일 양국 총리가
베이징에서 33개의 산업, 에너지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들에 대한 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였다.19) 현재 논의 중인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33개 프
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완전한 파악은 어렵다. 그렇지만 카자흐스
탄이 자력으로는 구축할 수 없는 산업 기반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국이 정부와 기업들의 자금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17) 예브게니 홍·신범식(2014),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과 중국-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아시아리뷰, 제4권 제2호, p. 192.
18) http://www.samruk-energy.kz/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935:---------190-&catid=43:companynews&Itemid=63&lang=en(검색일: 2015. 5. 23).
19) 2015년 3월 27일 양국 총리가 서명한 투자 프로젝트들의 총액은 236억 달러이다.
http://finance.sina.com.cn/world/20150327/192521828974.shtml(검색일: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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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르크메니스탄
가. 에너지

1)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2009년 12월에 개통된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1기와 2기, 2014년 6월 15
일에 개통된 중앙아시아 가스관 3기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은 사만·데페
(Saman-Depe) 가스전의 천연가스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중국 신장 훠얼궈스로 수출하고 있다. 1기 가스관 공사에 중국의 정책금융
기관인 국가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이 75억 달러의 차관을 제
공하였다. 국가개발은행이 제공한 거액의 차관이 없었다면 투르크메니스
탄의 천연가스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파이프라인 공사 진행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2) 가스전 개발과 가스 처리장 건설
중국은 파이프라인 공사뿐만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전 개발과 가
스 처리장 건설에도 참여하였다. 2009년 12월 29일에 중국석유와 투르크메
니스탄 천연가스 콘체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한 구노
르타욜로탄 가스전의 생산 능력 증대 공사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중국석유는 22개의 가스정 시추, 내부 수집 파이프라인과 가
스전 외부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건설, 연간 100억㎥ 규모의 천연가스 처
리장 건설을 진행하였다. 이 공사는 그로부터 3년 9개월이 지난 2013년 9월
4일에 중국석유가 구노르타욜로탄 가스처리장 1기를 열면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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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3년 9월 3일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칼키나쉬 가스전의 생산 능력 증

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칼키나쉬 가스전의 생산량을 연간 300억㎥까지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21)
상술한 바와 같이 구노르타욜로탄 가스전과 칼키나쉬 가스전은 중국의 자
금과 기술로 가스전 개발과 천연가스 생산량 증대를 진행하게 되면서 투르
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수출량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유정 복구와 개발
중국석유의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외에 시노펙은 자회사인 시노펙 셩리석
유관리국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유정 복구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투
르크메니스탄의 원유 확인 매장량은 2013년 기준 6억 배럴로 추산되고 있어
서 시노펙이 진출하기 전부터 이탈리아의 Eni, 아랍에미리트의 드래곤 오일,
독일의 RWE dea가 현지에 진출하여 원유 생산을 하고 있다.

22)시노펙의

유

정 복구와 개발이 앞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원유 생산으로 연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렇지만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시노펙이 투르크메니스탄 유정 개발에서 성과를 낸다면 원유 채굴과 생산에
도 나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

20) http://news.cnpc.com.cn/system/2013/09/05/001446244.shtml(검색일: 2014. 9. 20).
21) http://news.cnpc.com.cn/system/2013/09/05/001446076.shtml(검색일: 2014. 9. 23).
22) http://www.kita.net/nationKnow/turkmenistan/business/index.html(검색일: 201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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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
중국이 투르크메니스탄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실
크 생산이 있다.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실크 공장 건설을 위해 장기무이
자 대출을 제공하고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23)

3.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에서도 중국의 투자액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13년 타지키스탄
이 유치한 투자액 11억 1,800만 달러 중에서 직접투자 금액은 3억 4,100만
달러였는데 그중 중국이 타지키스탄의 광산 개발과 건축, 공업과 금융 서비
스 분야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은 1억 6,600만 달러로 러시아의 대타
지키스탄 직접 투자액(7,850만 달러)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였다.24)
외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타지키스탄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고 있다. 타지키스탄 중국대사관 경제상무참찬실과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5년 1월까지 중국에게서 9억 1,100만 달러의 외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25) 이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사용한 외채의 비중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중국이 타지키스탄의 최대 채권국이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3) http://sc.wudaoba.cn/j/z/f.html(검색일: 2015. 6. 11).
24) http://tj.mofcom.gov.cn/article/jmxw/201403/20140300525311.shtml(검색일: 2015. 9. 15).
25) http://tj.mofcom.gov.cn/article/jmxw/201501/20150100883861.shtml(검색일: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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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타지키스탄의 주요 채권국, 채권 기구

명칭

전체 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국

43.1

세계은행

15.6

아시아개발은행

13.3

자료: http://tj.mofcom.gov.cn/article/jmxw/201505/20150500987460.shtml(검색일: 2015. 6. 2).

타지키스탄 재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6월까지 중국이 타지키스탄
에 제공한 외채는 9억 4,2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5개월 전보다 3,100만 달
러 넘게 증가하였다. 타지키스탄에 대한 자금 지원은 중국의 정책 금융 기관
인 국가개발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26) 이와 같은 중국의 타지키스
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외채 제공으로 타지키스탄은 중국에 대한 의존
이 심해지고 있다.

가. 광물 자원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광물 자원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타지키스탄이다. 중국유색황금유한공사(中國有色黃金有限公司)
는 2004년 4월부터 타지키스탄의 파크럿(Fakrut) 금광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27) 파크럿 금광은 남아프리카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26) 국가개발은행이 타지키스탄에 제공한 대출에서 5억 3천만 달러는 에너지, 교통, 국가재정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다. http://tj.mofcom.gov.cn/article/jmxw/201505/20150500975573.
shtml(검색일: 2015. 6. 12).
27) 중국유색황금유한공사는 2014년 9월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회사이다. 회사 홈페이지에
는 타지키스탄 파크럿 금광 개발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회사의
주요 주주로는 중국유색황금유한공사(주식 보유 비율: 38.44%) 외에 중국의 증권 회사인 궈
타이쥔안증권(주식 보유 비율: 12.76%), 골드맥스 그룹(주식 보유 비율: 8.86%), 자오빈(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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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텐샨 벨트에 위치해 있다.28) 2004년 4월부터 중
국유색황금유한공사의 100% 투자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파크럿 금
광과 동부 파크럿 금광, 루피가, 수피드노예, 서므야노예에서 탐사와 금 채
굴을 하고 있다.29) 중국유색황금공사는 2012년 1월에 파크럿 금광 전체 개
발권을 획득했고 2030년 12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30)

그림 1. 파크럿 금광 위치

자료: http://www.cnfgold.com/projects/pakrut-licensed-area(검색일: 2014. 12. 5).

보유 비율: 7.26%) 등이 있다. http://www.cnfgold.com/NewsByYear/corporate(검색일: 2014. 12. 5);
http://www.cnfgold.com/corporate-information/share-structure(검색일: 2014. 12. 5).
28) http://www.cnfgold.com/corporate-information/about-us(검색일: 2014. 12. 5).
29) http://www.cnfgold.com/projects/pakrut-licensed-area(검색일: 2014. 12. 5).
30) http://www.cnfgold.com/corporate-information/about-us(검색일: 201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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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럿 금광 개발 외에 중국기업과 타지키스탄의 또 다른 금광 개발 프로
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저라프샨(Zeravshan)이다. 저라프샨에는 2007년
6월에 중국의 즈진광업(紫金矿业)이 75%, 타지키스탄 정부가 25%의 지분을
투자한 중타저라프샨유한공사(中塔泽拉夫尚有限公司, JV Zeravshan LLC
ZGC，약칭 ZGC)를 설립하고 1.6㎢ 면적의 금광에서 금의 채굴, 생산을 진
행하고 있다.31) 중타저라프샨유한공사는 저라프샨 금광 개발을 통해 2013
년까지 8,082kg의 황금을 생산하여 3,595억 달러의 판매 수입을 기록하였으
며 1억 2천만 달러의 세금을 타지키스탄 정부에 납부하였다.32) 즈진광업은
금광 개발과 채굴을 통한 이윤을 창출하고 타지키스탄 정부는 재정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금 외에 타지키스탄과 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광물 자원으로는 납
과 아연이 있다. 납, 아연은 중국의 민영기업인 상하이 하이청즈위엔(上海海
成资源)이 타지키스탄과 타중광업(塔中矿业)이라는 합자기업을 만들어서 알
던-토프칸, 파이-브라크, 노스알던-토프칸에 납, 아연 광산 개발, 건설을 진행
하고 있다.33) 특히 알던-토프칸 납, 아연 광산은 현재 아연 292만 톤, 납 380
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양국의 최대 광업 프로젝트이다.34)

31) 즈진광업(紫金矿业)은 1993년 푸젠성 즈진광산에서 시작하여 황금과 금속 광산 개발과 채
굴에 주력하고 있는 국유기업이다. 포브스가 선정한 2014년 세계 2,000대 기업에서 전체
1,390위, 세계 유색 금속 기업 23위, 세계 황금 관련 기업들 중에서 4위를 차지했으며 포춘
이 선정한 2014년 중국 200대 기업 중에서 117위를 차지했다. http://www.zjky.cn/new/About.
asp?id=9(검색일: 2014. 12. 7); http://www.zjky.cn/Portals/0/C_Info/job/xbgs.html(검색일: 2014.
12. 7).
32) http://www.zjky.cn/new/Layoutview.asp?id=4050(검색일: 2014. 12. 5).
33) 상하이 하이청즈위엔은 유색금속 무역업에서부터 성장해 온 민영기업이다. ｢海成: 追求卓越
创富报国｣, 人民网, http://finance.people.com.cn/GB/8215/388985/index.html(검색일: 2014. 12. 3).
34) 상게 인터넷 자료(검색일: 201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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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저라프샨 금광 위치 35)

자료: http://www.zjky.cn/new/Layoutview.asp?id=4050(검색일: 2014. 12. 5).

나. 산업

1) 중국-타지키스탄 공단
타지키스탄은 국내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투자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의 융자와 원조를 받아서 산업 기반 구축을 추진
하고 있다. 중국이 진행하는 산업 투자는 주로 광물 자원 제련과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2014년 4월 3일에 타지키스탄의 북부 수그드

35) [그림 2]에서 별표 옆에 ZGC 项目区라고 되어 있는 곳이 즈진광업이 황금을 채굴하고 있는
저라프샨 광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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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서 공사를 시작한 중국-타지키스탄 공단은 광물 자원 제련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공단에는 타지키스탄이 필요로 했지만 자국의 자금
부족으로 건설하지 못했던 납 아연 제련소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
를 주도하는 타중광업유한공사(塔中矿业有限公司, 약칭 타중광업)은 상하이
하이청즈위엔(上海海成资源)의 투자로 만들어진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합자
기업이다. 타중광업은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들 외에도 2014년에 공단
건설과 광산 개발에 5억 달러를 투자하여 200만 톤의 채굴량을 추가 확보하고
제련소를 건설하여 타중공단을 광물자원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
이다.36)

2)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4기
2014년 9월 13일부터 공사에 들어간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의 타지키스
탄 구간은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의 4기에 해당한다.37) 타지키스탄 구간은
기존의 3개 노선과 마찬가지로 투르크메니스탄을 기점으로 하지만 타지키
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파미르 고원을 지나 중국 서부의 신장으로 천연가스

36) ｢中国企业向西走 到中亚去淘金｣, 人民网 财经, 2014. 9. 19, http://finance.people.com.cn/n/2014/
0919/c387602-25696678.html(검색일: 2014. 9. 21).
37)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A선(2009년 12월 천연가스 공급 시작)과 B선(2010년 10월 천연가스
공급 시작)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를 우즈베키스탄 중부, 카자흐스탄 남부를 거쳐 중
국 신장의 아라샨커우로 운송해 중국 국내 가스관인 서기동수 2기 가스관과 연결된다. A선
과 B선은 매년 300억㎥의 천연가스를 운송하며 10,000km에 달하는 세계 최장거리 가스관이
다. C선(2014년 5월 천연가스 공급 시작)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신장 훠얼
궈스 세관까지 도달하며 중국의 서기동수 3기 가스관과 연결된다. 1,830km의 1개 노선인 C
선은 매년 250억㎥의 천연가스 운송이 가능하다. ｢中国-中亚 天然气管道 D线开工｣, 中国石油
新闻中心, 2014. 9. 15, http://news.cnpc.com.cn/system/2014/09/15/001507242.shtml(검색일: 201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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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운송한다.38) 특히 이번 구간은 파미르 고원을 관통하고 여러 개의 터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공사 중에 기술적으로 가장 어
려운 구간으로 분류되고 있다. 1,000km에 달하는 타지키스탄 구간이 완공되
면 매년 300억㎥의 천연가스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39)

3) 화신시멘트 타지키스탄 공장
시멘트 생산을 시작한 지 108년이 된 중국기업 화신시멘트(华新水泥)는
타지키스탄에 현지 공장을 운영하면서 타지키스탄의 안정적인 시멘트 생산
과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40) 타지키스탄의 웹사이트 AVESTA에 따르면
2015년 1/4분기 시멘트 생산량 38만 2,500톤 중에서 화신시멘트가 29만
5,300톤을 생산하여 전체 생산량의 약 72.5%를 차지하였다.41)

4) 타지키스탄 알루미늄 공장 현대화
타지키스탄 알루미늄의 생산 라인 현대화 사업에 중국수출입은행은 8,800
만 달러의 우대 금리 대출을 제공하였다.42) 중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한 대출
은 공장 설비의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전체 소요 예상 금액 1억 2,550만 달
러의 약 70.2%에 달하는 금액이다. 중국수출입은행의 대출은 구소련 시기에

38) ｢中亚天然气管道D线将成新丝路 有益互利共赢｣, 人民网, 2014. 9. 23, http://finance.people.com.cn/
n/2014/0923/c387602-25713377.html(검색일: 2014. 9. 24).
39) ｢中国-中亚 天然气管道 D线开工｣, 中国石油新闻中心, 2014. 9. 15, http://news.cnpc.com.cn/
system/2014/09/15/001507242.shtml(검색일: 2014. 9. 16).
40) http://www.huaxincem.com/about-huaxin/about-us/company-intro(검색일: 2015. 5. 28).
41) http://tj.mofcom.gov.cn/article/jmxw/201505/20150500966720.shtml(검색일: 2015. 5. 29).
42) http://tj.mofcom.gov.cn/article/jmxw/201501/20150100873459.shtml(검색일: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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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타지키스탄의 알루미늄 생산 설비의 노후화 현상으로 인한 어려
움을 해소하고 보다 질 좋은 알루미늄의 생산,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4. 우즈베키스탄
가. 에너지
중국석유가 주도한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3기가 2014년 6월 15일에 개
통되면서 우즈베키스탄도 중국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다. 1,830km에 달
하는 3기 가스관의 수송 용량은 250억㎥인데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100억㎥
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43) 2014년 우즈베키스탄이 가스관
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한 천연가스는 23억 8,250만㎥로 중국의 동년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4.17%를 차지하였다.44) 가스관을 통한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수입 외에도 중국의 국유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안그렌에서 노
천탄광 기술 개조 프로젝트와 화력 발전소 발전 블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그렌은 수도인 타슈켄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석탄 매장량의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탄광이 있어서 석탄 채굴과 화
력발전소 운영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그렌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천탄광 기술 개조 프로젝트는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를 통
해 제공하는 차관을 우즈베키스탄이 투자 자금으로 확보하고 중국의 국유
기업인 중국석탄과공집단이 우즈베키스탄과 1억 2천만 달러(1,333억 800만
43)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4-06/15/c_1111150657.htm(검색일: 2014. 11. 20).
44) http://www.wusuobuneng.com/archives/16453(검색일: 201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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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계약을 맺고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45) 중국석탄과공집단은 2013
년 2월 말까지 우즈베키스탄의 기술 개조에 필요한 설비 공급을 완료한 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기술 이전을 통해 안그렌 노천탄광의 석탄 채굴 효율
을 개선하여 석탄 생산량을 연간 300만 톤에서 600만 톤으로 증대할 계획이
다.46) 이 사업과 함께 진행되는 안그렌 화력 발전소 블록 신설 공사가 완료
되면 안그렌 노천탄광의 석탄을 안그렌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로 만들어서
안그렌과 인근 지역에 전력 공급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그렌 화력 발전소의 새로운 블록 건설 공사는 중국 국유기업 하얼빈 전
기 국제공정공사(哈尔滨电气国际工程公司)가 우즈벡 에네르고와 함께 진행
하고 있다. 이 공사는 2012년 9월 12일 하얼빈 전기 국제공정 공사와 우즈벡
에네르고가 2억 2,600만 달러에 계약을 맺으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안그
렌 화력발전소는 8개의 화력 발전 블록에서 484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해
왔는데 첫 번째 블록은 1957년, 여덟 번째 블록은 1968년에 사용되기 시작하
였다.47) 그 이후 새로운 설비가 도입되지 않아서 안그렌과 주변지역의 경제
개발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경우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즈벡 에네르고는 중국의 하얼빈 전기 국제공정 공
사(哈尔滨电气国际工程公司)와 안그렌 화력 발전소의 새로운 발전 블록을
건설하고 있다. 공사에 들어가는 2억 4,930만 달러(2,769억 4,737만 원) 중에
서 중국 수출입은행이 1억 6,560만 달러(1,840억 3,169만 4,000원)를 지원하
45) 중국석탄과공집단(中国煤炭科工集团) 이사장 왕진화(王金华)가 2014년 4월 1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석탄산업 국제화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임. http://www.tradetree.cn/content/3560/2.
html(검색일: 2014. 11. 15).
46) http://www.zmsyy.com/news_detail/newsId=213.html(검색일: 2014. 11. 15).
47)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323532.html(검색일: 201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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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즈벡 에네르고가 8,370만 달러(929억 8,233만 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48) 안그렌 화력발전소 설비 현대화가 완료되면 화력발전소의
석탄 연소율이 100만 메트릭 톤당 20%에서 100만 메트릭 톤당 45%로 제고
되어 안그렌의 전력 생산량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49) 또한 우즈베키스
탄의 고질적인 문제인 잦은 전력 공급 중단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나. 산업
중국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산업 분야 투자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곳
은 우즈베키스탄과 합자로 운영하고 있는 펑셩공단(鹏盛工业园区)이다. 펑
셩공단은 2009년 5월 중국 중앙정부와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무역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펑셩공단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
트에서 약 70km 떨어진 시르다리야 주 시르다리야 현 베톤카에 위치하고
있다.50) 이 공단에 투자한 중국기업은 저장성 원저우 시에 있는 중국 원저우
시 진셩무역유한공사(中国温州市金盛贸易有限公司)인데 약 7,1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51) 펑셩공단의 주력 분야는 휴대전화, 도자, 피혁, 제화, 수도 꼭
지 등으로 주력 분야 생산 라인을 통해 8,500만 달러의 생산, 2,800만 달러의
수출, 시르하 주 지방정부에 1,000만 달러 납세를 달성했고 2014년 말 기준
으로 1,300명(우즈베키스탄 현지 근로자 1,100명)을 고용하여 시르다리야 주

48)
49)
50)
51)

http://www.china-hei.com/news-2-view.php?id=3482(검색일: 2014. 11. 15).
메트릭 톤(metric tone)은 1,000kg을 1톤으로 하는 중량 단위이다.
http://www.pengshenguz.com(검색일: 2015. 8. 16).
http://www.pengshenguz.com/About(검색일: 201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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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52)
휴대전화 분야에서는 중국의 이동통신 업체 중싱(中兴)이 스마트폰 공장
을 운영하고 있다. 중싱은 펑셩공단에 공장을 운영하기 전부터 우즈베키스
탄의 이동 통신 산업의 발전을 돕고 있다. 중싱은 2004년에 우즈베키스탄의
이스트 텔레콤과의 협력을 통해 중싱이 자체 개발한 인터넷 공유기를 중심
으로 한 IP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였다.53) 또한 2010년 8월에는 우즈베키
스탄의 유셀과의 협력을 통해 수도 타슈켄트에 LTE 네트워크를 개통하였으
며 그 이후 펑셩공단에서 스마트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54)

중싱의 우즈베

키스탄 공장은 중국 이동통신 업체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최초로 세운 생산
라인이다.

다. 사회간접자본
중국의 우즈베키스탄 사회간접자본 건설 참여는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진
행되고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국내 철로에서 미비한 부분을 건설하고 이
를 중국 서부지역의 철로와도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이동통신 기업
중싱이 2012년에 수도 타슈켄트와 안그렌을 연결하는 철로 개조 사업에서
중요한 통신 신호 시스템 도입에 참여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55) 그 이후
중국은 국유 기업인 중국철도터널집단공사(中铁隧道集团公司)가 우즈베키
52) Ibid.(검색일: 2015. 8. 16).
53) http://www.zte.com.cn/cndata/magazine/zte_technologies/2004/6_4/magazine/200404/t20040423_
148278.html(검색일: 2015. 5. 29).
54) http://euroasia.cass.cn/news/393831.htm(검색일: 2015. 5. 30).
55) http://cafiec.mofcom.gov.cn/article/hyzc/tongjixuehui/201204/20120408084279.shtml(검색일: 201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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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 국가철로공사와 함께 안그렌 터널 공사를 2013년 하반기부터 진행하
고 있다. 이 공사는 2013년 7월 29일에 중국철도터널집단공사(中铁隧道集团
公司)와 우즈베키스탄 국가철로공사가 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5,500
만 달러를 투자하여 3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을 맺은 후에 같은 해
8월 1일에 공사를 시작하였다.56) 안그렌 터널 공사에 투자되는 4억 5,500만
달러(5,054억 5,950만 원) 중에서 3억 5,000만 달러(3,888억 1,500만 원)는 중
국의 정책 금융 기관인 중국 수출입은행이 지원하였다.57) 안그렌 터널이 완
공되면 우즈베키스탄 북부의 타슈켄트 주 안그렌에서 우즈베키스탄 남부에
위치한 파프까지 철도를 통해서도 왕래가 가능하게 되며,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권이자 북부인 타슈켄트 주와 우즈베키스탄 남부 지역 간의 인적 교류
와 물자 수송이 원활해지게 된다. 또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스-키르키
스스탄 잘랄아바트-안그렌 구간과 안그렌-파프 구간이 철로 연결까지 실현
되면 중국-키르키스스탄-우즈베키스탄 간의 철도를 통한 왕래가 가능하
다.58) 상술한 바와 같은 터널 공사와 철로 연결이 완료되면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을 뒷받침할 국제 도로망 건설 계획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59)

56) “Angren-Pap Railway Tunnel construction: 2 out of 19 kilometers built in a year,” Railway
News Website, 2014. 8. 31, http://www.raillynews.com/2014/angren-pap-railway-tunnel-construc
tion-2-19-kilometers-built-year(검색일: 2014. 11. 14).
57) “中吉乌铁路,”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view/942973.htm(검색일: 2014. 11. 13).
58) “乌兹别克斯坦总理视察中吉乌三国铁路重要地段,” 中国经济网, 2014. 11. 14, http://intl.ce.cn/speci
als/zxgjzh/201411/14/t20141114_3904529.shtml(검색일: 2014. 11. 15).
59) 조정원(2014), ｢우즈베키스탄 철도,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중심: 안그렌｣, Emerics 주간이슈
분석, 11월 15일,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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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중국은 투자와 유상 원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
다. 키르기스스탄 재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5월 말까지 중국이 정책
은행인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제공한 외채는 11억 5백만 달러인데 이는 키
르기스스탄 전체 외채의 32.8%를 차지하여 다른 국가들과 국제 기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기록하였다.60)

표 12.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외채 제공 국가(2015년 5월 말 기준)

국가/국제 기구

금액(억USD)

전체 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율
(%)

중국수출입은행

11.05

32.8

국제개발협회
(세계은행 산하)

6.46

19.2

아시아개발은행

5.6

16.6

러시아

3

8.9

일본국제협력기구

2.23

6.6

자료: 키르기스스탄 재정부http://kg.mofcom.gov.cn/article/zxhz/tjsj/201507/20150701053793.shtml
(검색일: 2015. 8. 21).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도 2013년부터 키르기
스스탄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키르기스스탄에 투자
하고 있는 분야는 광물 자원과 시멘트, 도로와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건설이다.

60) http://kg.mofcom.gov.cn/article/zxhz/tjsj/201507/20150701053793.shtml(검색일: 201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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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물 자원
중국이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는 광물 자
원이다. 철광석은 메이린즈위엔(美林资源)이 2008년에 키르기스스탄 나린
주 동부의 제팀 광산의 탐사, 개발권을 획득하여 채굴하고 있다. 제팀 광산
에는 50억 톤이 넘는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앞으
로 메이린즈위엔이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61) 아울러 즈진광업(紫金矿业)의 60% 지분 투자와 키르기스스탄 황금공
사의 40% 지분 투자로 만들어진 아오톤크 유한책임공사의 주도하에 진행되
고 있는 탈더프라크 조안 금광 개발도 2014년 12월이나 그 이후에 황금 채
굴 및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62) 탈더프라크 조안 금광은 키르기스스
탄 국내 금광 중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황금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63) 탈더프라크 조안 금광에서 황금의 채굴, 생산이 시작되면 매년 3.5
톤의 황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 가치는 70억 솜에서
75억 솜(약 1억 2,300만 달러에서 1억 3,200만 달러)으로 추산된다.

64)

61) 메이린즈위엔(美林资源)은 1998년 베이징에서 부동산 개발업으로 출발한 메이린 지주회사
그룹(美林控股集团)의 계열사이다. http://www.mylin.com/business/resources/beneficence_p/1177.aspx
(검색일: 2014. 12. 4).
62) http://kg.mofcom.gov.cn/article/zxhz/hzxm/201412/20141200817193.shtml(검색일: 2014. 12. 5).
63) http://www.zjky.cn/new/Layoutview.asp?id=4054(검색일: 2014. 12. 5).
64) 금광 개발은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미래의 정부 재정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주목하고 있다. 상게 인터넷 자료(검색일: 201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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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탈더프라크 조안 금광 위치

자료: http://www.zjky.cn/new/Layoutview.asp?id=4054(검색일: 2014. 12. 5).

나. 산업
중국 기업의 투자로 만들어지는 키르기스스탄의 산업 기반으로는 2014년
8월 29일에 공사를 시작한 커민 시멘트 공장이 있다. 키르기스스탄 남부지
역의 크민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멘트 공장은 중국 ZETH 시멘트와
키르기스스탄 전력공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서 매년 12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65) 크민 시멘트 공장이 완공되면
키르기스스탄에서 규모와 생산기술 면에서 우월한 생산 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66)

65) http://news.xinhuanet.com/world/2014-09/01/c_126939172.htm(검색일: 2015. 6. 17).
66) Ibid.(검색일: 201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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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로 건설
키르기스스탄의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은 중국수출입은행이
신용 대출을 제공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 남북 도로의 1기 공사는
2014년 5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 공사의 비용 4억 달러는
중국수출입은행의 신용 대출을 통해 조달하였다.67) 남북 도로의 2기인 아랄
-카잘만 구간 공사도 2015년 6월 중국 중앙정부와 키르기스스탄 중앙정부의
협의를 통해 중국수출입은행의 신용 대출, 중국 중앙정부의 우대 대출로 3
억 달러의 비용을 융자하기로 하였다.68)

Ⅳ.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무역, 투자 의존 심화의
요인
1. 국내자본 부족과 대외원조 획득의 어려움
중앙아시아 5개국은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자본 축적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기반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무상 원
조의 형태로 해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

67) http://kg.mofcom.gov.cn/article/jmxw/201506/20150601017294.shtml(검색일: 2015. 8. 21).
68) Ibid.(검색일: 201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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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지원해야 할 국가들과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만족할 만한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69) 또한 아시아개발
은행은 긴급 재난 상황과 관련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가 끝나
는 데 최소 4개월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
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 획득과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
는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역내 국가들에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과감한 지원
을 해주고 있다. 특히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
가들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중국과 같은 수준
의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러시아도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인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외채 제공이 쉽지 않다. 그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 자본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고 있다.

2. 국내 산업기반 취약
중앙아시아 5개국은 1992년 구소련 시기에 만들어진 산업 기반을 가지고
분리 독립한 이후 국내 자금의 부족으로 국내 산업 기반을 자력으로 구축하
69) 세계은행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과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지원, 중국의 신형
도시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의 개발도상국들과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
들에 많은 지원을 하기 어렵다.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동남아시아
에 전체 투자 집행액의 29.5%, 남아시아에 28.6%, 중앙아시아에 22.4%를 지원했다. 전체 투
자 집행액의 58.1%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 집중된 것이다. 최필수(2015), ｢AIIB와 한국
의 포지셔닝｣, 대한금융신문 웹사이트, 5월 24일,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55204(검색일: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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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섬유와 의류,
가전 제품, 생산과 건설 현장에 필요한 기계류를 좋은 품질로 생산, 판매하
는 국내 기업들이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섬유와 의
류, 전자 제품과 기계류는 선진국 제품들보다 저렴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우
수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3. 중국의 맞춤형 지원
중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에 지원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각국이 필요로 하
지만 자력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이 많다. 키르기스스탄의 남북 도
로 연결사업, 남북 송전망 구축사업과 타지키스탄의 아연 제련소를 중심으
로 한 타중공단 건설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중앙정부의 역량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투크르메니스탄의 천연가스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를 중국 서부지역의 신장으로 수출하는 중앙아시아
가스관, 카자흐스탄-중국 송유관도 중국의 자금이 없었다면 완성될 수 없었
던 사업들이다. 이와 같이 중국은 국가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이 보유
하고 있는 자본과 국유 기업들의 인력과 기술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필요
로 하는 사업들에 지원함으로써 자원 수출 루트의 다변화와 국내 에너지
공급 네트워크, 산업 기반과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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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 제언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
이나 원재료를 수입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보다 저렴하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중국산 공산품들과 생필품들을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무역 구조는 중앙아시아의 기업들과 소비자
들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중국의 공산품, 생필품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
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공산품에 의존하는 무역 구조는 중앙아시
아의 로컬 기업들이 자력으로 좋은 품질의 공산품과 생필품을 생산, 판매할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에서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을 제안하기 전부터 국유 기업들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과 ‘일대일로’ 전략이 나오게 된 후부터는 중국 중앙
정부의 정책 금융 기관들과 중국기업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국내 에너지 네트워크와 산업기반,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에너지와 광물 자원, 인프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투자와 신규
프로젝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투르크메니스
탄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1기, 타지키스탄의 파크
럿, 저라프샨 금광 개발 등을 제외하면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시작되
는 것들이 많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의 경제 지
원을 받기 어려워진 것과도 연관이 있다. 서방 국가들 중에는 현재 독일만이

∙ 51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증가 현황과 원인: 무역, 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국내경제와 세계경제의 침체
회복이 느려지면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단독으로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와
인프라 투자에 거액을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처해 있는 국제 경제환경을 살펴보면 중국에
더욱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와 루블화의
가치 변동,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연방정부와 기업들이 중국만
큼 대규모 투자를 하기 어렵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상술한 바와
같이 지원할 국가들과 영역이 많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충분한 지
원을 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생
활수준 향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
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주도하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지향하
는 목표와 성과를 이루려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구매력과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국 자본과 기업이 하지 않았거나 그들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이 자력으로 중앙아시아 진출을 고려
한다면 경제가 가장 발달한 카자흐스탄과 1인당 평균 GNI(국민순소득)가
3,000달러를 넘어선 우즈베키스탄이 적합할 것이다. 특히 두 나라의 경제발
전 과정에서 주택, 아파트 건설 수요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나라의 중산층, 부유층이 선호할 만한 주택,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기업들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카자흐스탄 주택 건설사업에 진
출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동일토건의 사례는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우
즈베키스탄의 주택과 신도시 건설 수요에 대비하여 준비한다면 성과를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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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립 초, 중고등학교나 사립 대학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과 자본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중산층, 부유층 가정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하
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것도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인하대가 타
슈켄트 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IT와 물류 분야의 학사 과정은 우즈베키
스탄 정부와 학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
히 교육 분야를 보면, 중국 중앙정부가 교육부의 한반(汉办)을 중심으로 해
외에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치는 공자학원을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등지에 설립한 것 외에는 중국 기업과 자본이 아
직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발전 과정에
서 다양한 양질의 교육 수요가 늘어나게 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우
리 기업들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이 특화된 분야들을 중심으로 진출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우리 기업들의 현지 사정
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력으로 투자와 현지 사업을 진행하
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세 나라 정부와의 직접
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파악해서 기업들의 진
출과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
기스스탄 정부와 방직, 피혁, 식품 등과 같은 노동집약형 제조업 공장과 물
류 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가능 여부를 협의할 필요가 있
다. 방직, 피혁, 식품 공장과 물류 센터가 건설되면 세 나라에 필요한 생필품
의 보다 원활한 공급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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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도로와 철도를 통한 중국 서부지역과 중부 유럽,
러시아로의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시장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단독으로 세 나라의 인프라 공사 수주를 원한다면 아
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 인프라 공사 입찰 참여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현지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인프라 공사 입찰을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장 개척과 그 과정에서 수반되
는 리스크를 줄이려면 아시아개발은행과 중국 주도로 만들어진 아시아인프
라투자은행의 공사 입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광물 자원 개
발에 있어서는 중국의 중앙 국유 기업들이나 러시아의 국영 기업들과 컨소
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건설과 제조업 공단 운영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기업과 컨소시엄을 만
들어서 진출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단
계를 고려했을 때 중공업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기업들과 함께 투자하
는 것도 고용창출과 러시아, 중국, 중부 유럽으로의 수출을 늘리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철강, 화공, 비금속 제품 제조업
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원재료인 석탄과 각종 광물 자원 조달이 용이하다.
이를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공업 분야에 투자한다면 원재료 조달 비용
을 줄이고,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인건비의 현지 근로자들을 활용하여 생산
한 제품을 러시아와 유럽, 중국 서부지역에까지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들과 중국기업들의 자본과 기술,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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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은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도시와 인프라,
주택 건설 수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공단 운영에 있어서도 투르크
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접경지역, 타지키스탄과 중국, 키르기스스탄과
중국의 접경지역에 우리 기업들과 중국기업들의 자본과 기술, 현지의 저렴
한 노동력을 결합하면 중국과 유라시아, 유럽 시장에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생산, 판매하여 지속적인 이윤 창출과 고용을 통한 현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상술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 중앙
아시아를 활용한 수출이 활성화되려면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서부지역, 중
앙아시아 국가들과 중부 유럽, 러시아와 독일(함부르크)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교통망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
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한 대륙 경제협력에 북한의 참여를 유
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정부, 기업들에 도로, 철로 통과 과정에서의
통행료 수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국의 정치 체제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 개방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
대일로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서부 지
역인 시안(西安)이나 충칭(重庆), 청두(成都), 정저우(郑州)에서 우리 기업들
이 생산하는 제품을 시안 신주역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까지 운송하는 장안
호(长安号)를 이용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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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러시아 광고시장 및 상업 광고의
특성 분석
조 준 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HK연구교수)

차 례

Ⅰ. 서론
Ⅱ. 러시아 광고시장의 경제적 규모, 가치 및 현황
Ⅲ. 러시아 상업 광고의 주요 표현 매체와 특성
Ⅳ. 현대 러시아 상업 광고의 스타일 분석
Ⅴ. 결론

Ⅰ. 서 론
20세기 후반 경제적 침체를 딛고 일어선 러시아는 빠른 경제회복과 함께
상업 광고의 활성화를 경험했다. 오늘날 러시아 시장의 역동적 변화 속에서
상업 광고의 역할은 전례없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가하락과 루블
화 약세 등 소비자의 구매를 위축시키는 특별한 경제적 악재가 없는 한 그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러시아 광고시장은 불과 20여 년을 지나오면서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이 고속성장을 이루었으며, 여기에는 정치적 안정, 투
자 확대, 국민의 구매력 성장, 소비시장 내 경쟁체제의 활성화 등이 크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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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러시아 광고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를
표현하고 시민의 문화적 감성에 부응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러시아는 구매력 지수와 경제자유화 지수, 인간개발지수에서 신흥국
가운데 가장 적합한 수출시장1)과 최고의 판매성장률을 가진 국제시장2)으로
간주돼 왔고, 2012년 WTO 가입으로 글로벌 브랜드의 활동범위가 보다 확장
됐다. 특히 시장경제 체제에서 성장한 도시 중산층과 젊은 소비층의 지속적
인 증가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오늘날 현지화
된 광고 마케팅 전략으로 러시아 소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한 취약한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급속히 증가한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은 전통적인 매체와 함께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광고 전략을 활성화시
키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러시아 상업 광고가 생성된 사회적 환경과 그 속에 내재된
문화적 가치 및 독특한 전달 방식에 대한 학술적 고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울러 러시아 상업 광고가 표현하는 독특한 가치
체계와 사회문화적 함의에 대한 분석은 지역학 연구자뿐 아니라 러시아 시
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의 마케팅 종사자에게도 필수적인 고려사항
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러시아 상업 광고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학계를 통틀어 매우 적
을 뿐 아니라,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개설이나 소개에 그쳐 고찰 수준 역시
1) Rhodes, Danny L. and Emery Charles R.(2003), “The effect of cultural differences on effective
advertising: a comparison between Russia and the U.S.,” http://www.freepatentsonline.com/article/
Academy-Marketing-Studies-Journal/166751778.html(검색일: 2015. 7. 20).
2) Moorman, Christine(2014), “The Riddle of Marketing in Russia,” http://www.forbes.com/sites/
christinemoorman/2014/02/18/the-riddle-of-marketing-in-russia(검색일: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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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지 못하다. 연구의 범위 역시 시간·공간적 측면에서 파편적이어서 러시아
광고에 대한 종합적인 윤곽을 제시하지 못했고, 연구 범위를 특정 시기나 특
정 매체, 일부 상품 범주로 한정하거나 특정 표현기법 분석으로 제한하여 현
대 러시아 광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를 노정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한 러시아 광고시장의 변화된 지
형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생산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오늘날 러시아 상업 광고가 러시아 고유의 환경적, 규범적, 사회
문화적 요인들과 글로벌 자본주의의 착종의 산물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글
로벌 광고가 구현하는 보편적 표상형식과 러시아 사회 고유의 항상적인 문화
유전적 요인들 사이에서 복합적으로 생산되는 독특한 가치체계로서 러시아
상업 광고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오늘날 러시아 광고시장의 경제
적 규모와 가치, 러시아 현지 광고의 스타일과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러시아 진출 국내기업의 마케팅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러시아 광고시장의 경제적 규모, 가치 및 현황
1990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러시아 광고시장은 1996년 러시아 연방
GDP에서 0.12%의 비율을 기록한 이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안정적인 성
장을 거쳐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을 지나 오늘날까지 러시아 연방 GDP에
서 평균 0.4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
부르크가 전체 광고 매출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인구 1백만 명 이상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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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도시들(볼고그라드, 예카테린부르크, 카잔, 크라스노야르스크, 니즈니노
브고로드, 노보시비르스크, 옴스크, 페름, 로스토프나도누, 사마라, 우파, 첼
랴빈스크)이 약 15%를 담당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러시아 광고시장 규모는
약 97억 달러로 한국(약 94억 달러)보다 한 단계 앞선 세계 10위를 차지했고,
1위인 미국(1717억 달러)과는 무려 17배나 차이가 났다.3) 제품별 광고비 지
출 규모에서는 최근 5년간 의료 및 제약 광고, 식료품 광고, 상점 광고, 화장
품 향수 광고, 자동차 광고의 순으로 나타났다.

1. 1990년부터 2001년까지 러시아 광고시장
러시아 광고시장의 특징은 상업 광고에 대한 역사적 경험의 부족이다.4)

3)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p. 68.
4) 중세기인 15~17세기 동안 러시아에는 대중에 대한 정규 정보전달 매체가 없었다. 17세기에
이르러서야 황제의 궁정에서 쿠란트이라는 필사본으로 발간된 신문이 나타났을 뿐 중세
러시아 도시는 정보의 공백상태에 있었다(Ягодкина 2014, p. 40). 이런 정보 전달 수단의 부
재를 채운 것은 각 도시를 돌아다니는 순례자와 이야기꾼, 17세기 초에 이르러 나타난 민중
목판화 루보크였다. 나무판 위에 화려한 색채로 표현되어 다양한 정보와 사상을 대중에게
전달했던 루보크는 러시아 시장의 발달과 함께 점차 상업 광고를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
(Ibid.). 18세기 초 러시아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정치 광고의 기능을 활용했던 표트
르 대제 집권기부터 구전 발화, 루보크, 판화, 인쇄물, 퍼포먼스 등 다양한 광고양식이 생겨
났다. 특히 1703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관보 ‘베도모스찌’에는 오늘날의 광고 양식 중 하나
인 카탈로그가 실렸으며, 그 뒤를 이어 발행된 ‘상트페테르부르크 베도모스찌’는 상업 광고
가 실리기 시작했고, 나아가 부록의 형태로 발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광고는 대체
로 상업적 기능보다는 정보제공의 성격에 가까웠다. 러시아에서 본격적인 상업 광고가 시작
된 것은 농노제가 폐지되고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유입됐던 1861년 이후였다. 가장 결정적인
시발점은 1863년 초 신문과 잡지에 상업 광고 게재 제한을 철폐한 사건이었다(Ibid., p. 41).
1865년에 ‘러시아 전보통신사(РТА)’, 1870년에 ‘메첼과 K 상회’의 모스크바 광고국 등 전국
규모의 전달력을 갖춘 러시아 최초의 광고 및 정보 대행사가 생겨났다. 1917년 10월 혁명 후
소비에트 정부가 ‘광고에 대한 국가 독점권의 시행에 관하여’라는 법령을 발표한 후 광고활
동은 정부에 의해 규제되기 시작했다. 소연방 시기 광고는 정치적, 사회적 홍보 수단으로 활
용되었고, 그 주문자는 개인이 아닌 국가 기관이었다. 상업 광고는 신경제정책(НЭП)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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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이르러 기업 활동과 개인 영리활동이 허용되고 경제
활동의 새로운 형태가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광고 분야의 새로운 장이 열
렸고, 이것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광고시장과 다른 중요한 차이를 가져왔
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는 최초의 개인 기업이 나타났고 경쟁적
경제 환경이 형성되어, 인쇄 출판과 언론, 대중 매체의 상업화가 시작되고
광고가 급속히 발전해나갔다. 1989년에는 광고시장이 형성되고 광고 회사들
간의 경쟁이 시작되었다.5) 정부 산하의 중앙집권화된 광고부서가 점차 해체
되고 기존의 광고 회사와 단체는 주식회사의 소유형태로 바뀌었다. 이 시기
최초의 광고주들은 생산과 소비를 매개하면서 판매시장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치고 경쟁에서 성공을 촉진시키는 광고의 역할을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했
다.6) 계획경제 체제의 붕괴로 침체나 축소를 겪었던 다른 시장과 달리 광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 개혁이 이루어진 첫 3년 만에 광고 활동의
주요 주체들과 개별 분과들의 역할 구조가 정립되었다.7)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소련 시장 진출에 나선 세계적인 거대 광고회사들은
완전한 외국자본의 기업을 불허하는 소련의 법 때문에 ‘Внешторгреклама’,
‘Союзреклама’, ‘Внешторгиздат’ 등 대형 국영 기관과 합작 기업의 형태로
활동을 시작했고, 이들이 국내에 갖고 있는 영향력과 소통망을 활용했다.8)

5)
6)
7)
8)

일시적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Ibid., p. 42). 소비에트기의
광고는 대체로 정치화되거나 이념화되었으나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주로 사회적 광고에 치우쳤던 소비에트 광고에서는 정보전달, 교육, 선전과 프로파
간다의 기능이 부각되었다.
Терещенко and Шитикова(2009), p. 17.
Трушина(2012), p. 214.
Ibid.
Ibid., pp. 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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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련은 시장 경제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페레스트로이카 직후의 광
고에서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광고가 모델로서 광범위하게 차용되었는
데, 러시아의 경제 현실과 문화적 특성, 러시아인의 정서적 특성에 대한 고
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광고의 효율성 면에서 자주 한계를 드러냈
다.9)
페레스트로이카 실행과 수입품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출범한 신생 시장10)
이 점차 시장 본연의 성격을 갖춰가면서 러시아 광고시장은 국가 경제의 현
실을 반영하는 지표로 성장해왔으며, 국가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여
왔다. 러시아 광고시장의 발전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1990년
에서 1995년의 시기로 이때에는 최초의 광고회사들이 생겨났고, 광고주의
무지와 독단성, 광고 제작자의 비전문성과 광고주에 대한 종속, 소비자의 과
도한 신뢰성, 대중매체의 모호성 등 광고문화에 대한 생경하고 부적절한 태
도가 지배적이었다.11)
본격적인 상업 광고가 시작된 것은 1991년부터였다. 소련 붕괴 후 전환기
사회에 들어섰던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러시아 광고시장은 비약적으로 발
전했다. 1995년 6월에는 러시아 연방광고법(О рекламе)이 제정되어 러시아
광고시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광고활동 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
하는 정부기관인 러시아연방반독점국(ФАС)이 설립됐다.
러시아 광고시장의 두 번째 단계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시기로12) 러

9) Ibid.
10) Антонов(2010), p. 28.
11) Ibid.
1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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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광고시장의 강도와 폭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때이다. 1992년부터 1996
년까지 불과 5년 만에 광고시장 규모는 대폭 증가했다. 1996년의 광고시장
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TV(4억 달러)와 신문과 잡지 등 출
판물(4억5천 달러)이며, 옥외광고(9천만 달러), 라디오(4천만 달러), 직접 마
케팅(4천만 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광고주가 광고
의 판매촉진 효과를 이해하고, 미디어바이어와 미디어셀러 등 광고시장의
중개인이 출현하고, 지역별로 광고회사의 수가 증가하고, 새로운 광고매체
가 등장하여 광고수단과 광고채널의 측면에서 규모의 성장을 가져왔다.
특기할 점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인쇄·출판물을 통한 광고가 TV 광고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이는 인쇄업체가 가장 많이 정부에 등록됐던 1996
년에 절정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한편 1995년 이후 2000년까지 TV 광고비
가 출판물 광고보다 적은 액수를 기록한 또 다른 이유는 1994년 광고비용의
폭발적 증가에 기여했고 TV 광고비를 꾸준히 증가시켰던 금융 피라미드가
파산하고 정부의 투기요인 근절 차원에서 은행광고가 축소됐기 때문이다.13)
대중매체가 국가자본 아래 완전히 통제되면서, 그 이전 몇 년 동안 광고매출
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금융 피라미드에 대한 광고가 대중매체에서 금지됨
으로 인해 광고계에 큰 변화가 일었다.
1998년 이전까지 국제 광고회사들의 활동이 러시아 토종 광고회사들을 압
도했던 것과 달리 1998년 이후에는 러시아 광고회사들이 국제 광고회사들과
동일한 총체적 구조와 기능(구매,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등)을 갖추게 되면서
대등해졌다. 1998년 무렵 러시아 광고시장 규모는 18억 달러에 근접했고, 광

13) Tretyak(2001),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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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업계에 5만 명이 종사하며 매년 그 숫자는 5천 명씩 증가했으며, 광고제작
자를 고수입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대두했다.14) 그러나 1998년에 발발한
금융위기와 네 차례에 걸친 루블화 평가절하로 인해 많은 거대 외국 광고주
들이 러시아를 떠났고 러시아 광고업계의 인력(미디어플래너, 카피라이터,
어카운트매니저 등)이 감축됨으로써 광고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 다른 한
편으로 이 위기를 틈타 식료품 산업을 비롯한 러시아 토종 기업들이 광고주
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광고시장의 구조가 급격히 바뀌었다.15)

표 1.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러시아 광고시장의 규모
(단위: 백만 달러, 부가가치세 포함)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2000

2001

TV

광고 전달 매체

10

80

250

200

400

550

480

270

510

라디오

1

10

20

30

40

50

60

50

70

인쇄‧출판

30

100

250

360

450

590

620

340

470

옥외광고

1

20

40

65

90

200

170

165

825

직접 마케팅

0

2

10

25

40

60

75

70

110

기타

8

58

130

190

280

350

350

230

340

합계

50

270

700

870

1300

1800

1755

1125

2325

자료: Антонов(2010), pp. 28-29의 자료를 필자가 정리.

[표 1]에서 보듯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러시아 광고시장은 평균 성장
률 93%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가 금융위기를 맞은 1998년을 즈음하여 처

14) Трушина, op. cit., p. 217.
15) 1998년 금융위기 전에 추잉검, TV, 오디오 등 가전, 청량음료, 분말 세제가 주로 광고 대상
이 되었다면, 1998년 이후로는 식료품 중에서 프랑스산 ‘다농’과 러시아 기업 브랜드인 ‘빔
빌단(ВимБильДанн)’ 등 요구르트를 위시한 유제품 광고, 과자와 맥주, 러시아 내에서 생산
된 제품이 가장 빈번하게 광고되었다. Ibid.,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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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고, 이 여파가 2000년까지 지속됐다가 2001
년 이후 큰 회복세를 보였다. 러시아 광고시장의 세 번째 단계는 2000년 이
후 현재까지 시기로, 성숙기로 지칭할 수 있다. 러시아 광고시장은 디폴트로
부터 탈출 후 다시 성장했고, 이는 광고시장의 글로벌화, 새롭고 선진적인
광고기술의 이용, 마케팅 경영철학의 채택, 시장에서의 매상 관리 수단으로
서 광고 기능에 대한 재인식 등의 형태로 가시화되었다.16)

2.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러시아 광고시장
2002년 이후 2006년까지 러시아 광고시장은 평균 34%의 성장률을 보였으
며, 러시아 연방 GDP에서 광고시장의 비율은 평균 0.3%를 기록했다. 이 시
기 광고시장 규모 증가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TV 광고요금의 상승, 신흥
광고주의 등장과 활동 증가를 들 수 있다.17) 이 5년 동안 시장 전체에서 TV
광고비용은 평균 44.7%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002년 전년대비
80%의 성장을 보인 후 매년 35%의 성장을 거듭했다. 인쇄·출판 매체는 평균
30%의 비중으로 전체 2위를 차지했으나, 점차로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전체 광고비용 중 평균 18%로 3위를 차지하는 옥외 광고는 평균 31%의 고른
성장을 기록했다.

16) Антонов, op. cit., p. 29.
17) Ibid.,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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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러시아 광고시장의 규모
(단위: 백만 달러, 부가가치세 포함)

광고 전달 매체

2002

2003

2004

2005

2006

TV

920

1240

1700

2330

3160

라디오

115

155

200

300

350

인쇄‧출판

755

935

1200

1390

1640

신문

165

195

250

290

345

잡지

260

350

470

580

705

광고홍보물

330

390

480

520

590

옥외광고

400

530

710

910

1180

인터넷

11

18

30

60

100

기타

9

12

15

40

60

합계

2210

2890

3855

5030

6490

자료: Антонов(2010), pp. 29-33의 자료를 필자가 정리.

표 3.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러시아 광고시장의 규모
(단위: 10억 루블, 부가가치세 제외)

광고 전달 매체

2007

2008

2009

2010

112.5

138.9

113.7

110.8

지상파 TV

-

137.6

112.2

109.2

케이블‧위성 TV

-

1.3

1.5

1.58

라디오

15.7

15.0

10.6

10.3

인쇄‧출판

51.9

75.3

42.0

38.0

신문

11.6

13.1

8.6

8.2

잡지

23.4

35.1

20.2

18.3

광고홍보물

16.9

27.1

13.2

11.4

옥외광고

40.4

45.8

27.3

29.7

인터넷

5.8

17.6

19.1

26.8

미디어 광고

-

7.4

7.7

10.5

문맥 광고*

-

10.2

11.4

16.3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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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광고 전달 매체

2007

2008

2009

2010

2.4

3.2

2.6

3.1

인도어(Indoor) 광고

1.9

2.5

2.1

2.4

영화관 광고

0.5

0.7

0.5

0.75

ATL 시장 합계

228.7

295.8

215.3

218.7

BTL 시장 합계

-

71.2

51.5

55.1

기타

주 : * 웹페이지 콘텐츠에 어울리는 광고를 띄워주는 기법.
자료: “Объем российского рынка рекламы в 2007 году достиг почти 9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2008), http://gtmarket.ru/news/media-advertising-marketing/2008/02/24/1662(검색일: 2015.
7. 15); “Объем рынка маркетинг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оссии в 2010 году”(2010),
http://www.akarussia.ru/knowledge/market_size/id457(검색일: 2015. 7. 18).

앞선 5년간 지속된 광고시장의 성장세는 2007년에도 지속되었다. 하지만
2008년 광고시장 규모의 증가는 2007년 후반기에 광고비가 급속히 상승하
고, 거대 광고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TV, 인쇄·출판, 라디오, 옥외광고 등
주요 미디어셀러들이 가격 정책을 수정하여 광고 가격이 큰 폭으로 치솟았
던 소위 ‘미디어 인플레이션’에 기인한다.18) 앞선 5년간 지속된 성장세는
2008년 두 번째 금융위기가 닥친 후 잠시 후퇴하였고 이런 흐름은 2010년까
지 지속되었다. 4대 주요 전달 매체인 TV, 인쇄·출판, 옥외광고, 라디오의 매
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1990년대와 대조적으로 인쇄·출판물의 광
고 매출은 TV 광고에 비해 급감하여 TV 광고의 1/3 또는 심지어 1/5 수준에
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이와 달리 인터넷 광고는 금융위기 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07년과 2008년 당시 인터넷 광고의 최대 광고주는
차례대로 자동차 업계, FMCG(일용소비재) 업계, 이동통신업계, 가전업계였
18) Антонов, op. cit.,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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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해 종래의 광고주들 가운데 금융기관과 소매업
계의 주문이 급감하였고, 광고 주문의 축소는 위기에 취약한 업계(은행, 보
험, 대부, 팩토링 업계, 건설 및 목제가공업계)의 특성을 반영했다.19)

3.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러시아 광고시장
2011년 러시아 광고시장은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의 4%대 성장을 넘
어 21%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2008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
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012년 러시아 광고시장의 총액은 ATL 서비스 부문
에서 약 3천억 루블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3% 증가했고, BTL 서비스 부문
은 전년대비 18%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2013년
의 광고시장 규모는 총 3,278억 루블로 전년대비 10% 증가했고, 인쇄·출판
매체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 성장세를 보였으며, BTL 분야는 전년대비
13%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들어 러시아 광고시장의 성장폭은 크게 위축됐다. 러시아 광고대행사 협회
(Ассоциация 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Агентств России)20)는 2014년 러시아 광
고시장이 4% 성장에 그친 것에 대해 광고계의 위기가 가시화되었고 이는
러시아 전체 경제상황의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1) 이 4년 동안
의약품 광고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으나 FMCG 광고는 점차 감소하고, 금융

19) Ibid., p. 32.
20) 1993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전 러시아연방 광고커뮤니케이션 시장 종사자들의 결집체
이며, 2004년 이전까지는 ‘РАРА’로 불렸다.
21) Брызгалова Екатерина(2014), “На рекламном рынке России начался кризис,” http://www.
vedomosti.ru/business/articles/2014/10/09/na-reklamnom-rynke-rossii-na(검색일: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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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험, 부동산, 자동차 광고 등 장기적인 고가 상품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표 4.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러시아 광고시장의 규모
(단위: 10억 루블, 부가가치세 제외)

광고 전달 매체
TV

2011

성장률(%)

2012

성장률(%)

2013

성장률(%)

131.0

18

143.2

9

156.2

9

지상파 TV

128.9

18

139.9

9

152.2

9

케이블‧위성 TV

2.16

36

3.31

27

4.0

20

라디오

11.8

15

14.6

23

16.5

13

인쇄‧출판

40.4

6

41.2

2

37.0

-10

신문

8.8

7

9.5

8

8.7

-9

잡지

19.8

8

20.1

1

18.5

-8

광고홍보물

11.8

3

11.6

-1

9.9

-15

옥외광고

34.3

15

37.7

10

40.7

8

인터넷

41.8

56

56.3

35

71.7

27

미디어 광고

15.3

45

17.9

17

20.1

12

문맥 광고

26.5

63

38.4

45

51.6

34

기타

4.1

32

4.9

14

5.7

16

인도어(Indoor)
광고

3.2

35

3.8

13

4.4

15

영화관 광고

0.93

25

1.11

18

1.3

17

ATL 시장 합계

263.4

21

297.8

13

327.8

10

BTL 시장 합계

68

23

80.4

18

90.6

13

자료: “Объем рынка маркетинг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оссии в 2011 году”(2011), http://www.
akarussia.ru/knowledge/market_size/id1865(검색일: 2015. 7. 18); “Объем рынка маркетинговых ком
муникаций России по итогам 2012 года”(2012), http://www.akarussia.ru/knowledge/market
_size/id2990(검색일: 2015. 7. 18); “Объем рынка маркетинг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оссии в
2013 году”(2013), http://www.akarussia.ru/knowledge/market_size/id4044(검색일: 201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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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러시아 광고시장의 규모
(단위: 10억 루블, 부가가치세 제외)

광고 전달 매체

2014

성장률(%)

2015년 1~3월

성장률(%)

159.8

2

30.1-30.6

-22

155.7

2

29.8-30.3

-21

4.1

3

0.34

-59

라디오

16.9

2

2.4-2.6

-25

인쇄‧출판 매체

33.0

-11

4.8-5.0

-34

신문

8.1

-7

1.3-1.4

-28

잡지

16.5

-11

2.3-2.4

-34

광고홍보물

8.5

-14

1.2-1.3

-37

옥외광고

40.6

0

7.0-7.3

-27

인터넷

84.6

18

18.1

9

미디어 광고

19.1

-5

2.8

-18

문맥 광고

65.5

27

15.0-15.7

16

5.1

-9

0.64

-29

인도어(Indoor) 광고

4.1

-6

-

-

영화관 광고

1.0

-20

-

-

ATL 시장 합계

340.1

4

63.4-63.9

-17

BTL 시장 합계

98.1

8

-

-

TV
공중파 TV
케이블‧위성 TV

기타

자료: “Объем рекламы в средствах 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 2014 году”(2014), http://www.
akarussia.ru/knowledge/market_size/id5354(검색일: 2015. 7. 18); “Рекламный рынок в
I квартале 2015 года”(2015), http://www.advertology.ru/article130626.html(검색일: 2015.
7. 18).

2015년 1/4분기 광고시장의 총규모는 약 635억 루블에 이르며, 이는 전년
도 같은 기간에 비해 17%가 감소한 것이고, 인터넷 광고를 제외하면 모든
매체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러시아 광고시장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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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기할 점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큰 감소 추세를 보이는 인쇄·출
판 매체를 위시하여 기존 4대 주요 광고 매체의 성장이 둔화, 후퇴하고 있다
는 것과, 이와 달리 인터넷 광고는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다. 특히 전문가들은 인터넷 문맥 광고가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22) 또한 모바일 기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모바일 광고시장의
규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시장경제 체제와 현대 러시아 상업 광고의 특징
지난 20여 년을 거치면서 러시아 소비자들은 광고가 상업의 동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고, 광고에 익숙해졌다.23) 1990년대에 러시아 광고시장
이 외연적 성장에 집중했다면 2000년을 기점으로 광고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지역광고의 활성화 등 내연적 성장이 시작되었다.24) 이전과 달라진 점은 광
고의 정보적 기능보다 감성적 호소 기능이 강조되고, BTL 광고 등 다양한
판촉 수단이 활용되며, 다국적 기업뿐 아니라 독자적인 러시아 브랜드 광고
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러시아 광고에서 광고 대상 제품의 원산지가
러시아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러시아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도 10년 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25)

22)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рекламы снизит темпы роста в 2015 году”(2014), http://www.astrakhanonline.ru/reklama/rossijskij_rynok_reklamy_snizit_tempy_rosta_v_2015_godu(검색일: 2015. 7. 18).
23) Трушина, op. cit., p. 232.
24) Ibid., p. 234.
2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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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러시아 광고시장에서 대다수 광고주는 외국기업들
이며,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6)
마케팅 조사 연구기관인 TNS Россия가 2014년 한 해 TV 광고를 기준으로
낸 집계에 의하면 10대 광고주는 Unilever(화장품과 식료품, 영국·네덜란드),
Procter & Gamble(화장품, 미국), MARS(식료품, 미국), PepsiCo(음료, 미국),
Reckitt Benckiser(가정용품, 영국), Novartis(제약품, 스위스), Henkel(위생용
품, 독일), L’Oreal(화장품, 프랑스), Johnson&Johnson(제약품, 미국), Nestle
(식료품, 스위스)의 순으로 나타나 광고시장의 외국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큼을 입증했다.27) 과거 1994년 10대 광고주에 올랐던 러시아 기업들
대다수가 금융피라미드 MMM을 비롯하여 모두 금융계였고 이들이 모두 파
산한 후인 1995년 이후로 광고시장이 외국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이런 형태
는 지속돼왔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러시아 기업의 경제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광고에 대
한 러시아 기업의 태도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외국기업이 광고를 장기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반면, 러시아 기업은 광고를 지출의 일부로 생각
하여 비용절감의 우선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28) 광고에 대해 러시아 기업
은 가능한 한 적게 투자하고 최대한 빠른 효율을 기대하며, 특히 지역 소재
기업일수록 그런 성향이 더 두드러진다는 점이다.29)
26) Ягодкина, op. cit., p. 50.
27) “Крупнейшие рекламодатели в 2014 году”(2014), http://www.alladvertising.ru/info/big
_brands_2014.html(검색일: 2015. 7. 18).
28) Трушина, op. cit., pp. 230-231.
29) Ibid., p. 231. 광고에 대한 러시아 기업의 낮은 인식이 상당 부분 소비에트 시기 관습의 영향
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에트 시기 동안 신제품은 사전광고 없이 판매됐고, 수요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가 아니라 공급할 여분이 있는 상품을 홍보하는 데 광고가 사용됐다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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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후로 20년 이상 10대 광고주 순위에 올라 있는 Procter&Gamble
와 MARS는 러시아 내에서 장기 사업 구축의 도구로서 광고를 이용해 왔
다.30) 또한 20년 이상 러시아 광고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외국계 FMCG 기업이며, 이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고 활동을 추진해왔
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음 외국산 제품이 러시아 TV에 광고됐을 때, 그 제품 자체의 이국성은
새로움 때문에 러시아인 소비자들에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광
고의 이국성 또한 강조됐으나, 곧 기업들은 러시아 소비자들이 그런 이국성
에 대한 급격한 반전으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을 목격했고,31) 러시아 시장
에는 문화적, 심리적 차원에서 고유한 전략이 요구된다는 사실과 함께 광고
대행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됐다.32) 짧은 러시아 광고대행업의 역사 속에
서, 러시아 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광고대행사는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한 국
제 광고기업과 러시아 국내기업으로 나뉜다. 먼저 1990년대 초부터 현재
까지 활동해온 주요 국제기업으로는 McCann-Erickson, BBDO Marketing,
Ogilvy&Mather, Bates Saatchi&Saatchi Advertising, Adventa-Ammirati Puris
Lintas, Young&Rubicam 등이 있고, 1996년과 1997년을 기점으로 대거 등장
한 신생 러시아 기업인 Максима, Приор, Аврора, NFQ, Видео Интернешнл,
Премьер СВ 등은 이런 국제기업들과 함께 점화된 광고시장에서 국내기업
뿐 아니라 국제기업의 고객을 놓고 경쟁관계를 벌여왔다. 러시아로 진출한
징이 있다. 또한 상품 제조자가 광고를 이용해 수요를 창출해내는 서유럽 경제와 달리, 소매
상인이 광고를 관리했다는 점이 소비에트 시기의 특징이었다. Smith(2002), pp. 75-76.
30) Tretyak, op. cit., p. 191.
31) Fedotova(2014), pp. 55-56.
32) Tretyak, op. cit.,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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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업들은 국제 광고대행사를 활용하는 한편, 러시아 국내의 광고대행사
를 신뢰하기도 하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러시아의 자생 광고대행사들이 러
시아인 소비자의 독특한 심리와 문화적 특성에 대해 보다 잘 파악하고 있어
서 같은 비용에 보다 큰 효율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33) 오늘날
러시아 광고시장에서는 TV, 라디오, 출판, 옥외광고, 인터넷, BTL 등 다양한
매체별로 국제 광고대행사와 국내 광고대행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광고
대행사는 대부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밀집해 있으며, 이런 불균
형적인 분포는 광고업계가 지역시장으로 확장해나가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34)

5. 상업 광고에 대한 현대 러시아인의 인식
1991년 전러시아여론조사센터(ВЦИО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응
답자가 미디어가 광고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광고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했고,35) 국제여론조사기관인 Roper Starch research firm의 1995년 조사
에서는 광고가 유쾌한 감정을 유발하는가라는 물음과 광고가 제공하는 정보
가 신뢰할 만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다수가 부정적으로 대답했다.36) 또한
2010년 말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레바다 센터(Levada Center)의 조사에 의하
면 상품을 선택하는 데 광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0%
에 이르고, 무려 61%의 응답자가 상업 광고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37)
33)
34)
35)
36)

Ibid., p. 195.
Ibid., p. 198.
Fedotova, op. cit., p. 53.
Ibid.,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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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2년 전러시아여론조사센터의 설문조사와 사벨리예바(Savel’eva)의
연구는 소득이 낮을수록 광고에 대한 불신이 큰 데 반해,38) 소득이 높을수록
광고를 합리적 소비를 도와주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큼39)
을 보여준다. 셰프첸코(Shevchenko)와 웰즈(Wells)는 광고에 대한 러시아인
들의 전반적인 비판적 태도를 다른 나라 소비자들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지
적했고,40) 사벨리예바는 다른 연령층보다 광고에 대한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광고에 대한 인식이 향후 바뀌어나갈 수 있음
을 전망했다.41)
이런 러시아인들의 광고에 대한 민감함과 부정적인 반응은 시장경제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광고에 대한 순진한 신뢰와 크게 대비되어 그
만큼 더 충격적이다.42) 광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태도의 원인은 여러 가지
로 진단할 수 있다. 먼저, 러시아보다 시민들이 광고에 대해 포용적으로 반
응하는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보다 높은 물질적 복지 수준 외에도 법과 직업
윤리, 사회 여론의 공동 작용에 의해 효율적으로 광고가 관리·통제되는 특징

37) Ibid., p. 55. 광고를 ‘기만’의 형식으로 받아들이는 원인을 셰프첸코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현실과 다른 환각적 이미지를 표현했던 소련 시기 광고 포스터에 대한 경험이
고, 둘째는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자신감 결여에서 오는 소비재 수입품에 대한 의심
이며, 셋째는 유동적인 사회적 계급 변동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의 증가이다. Shevchenko(2002),
p. 846.
38) “Исследование ВЦИОМ: Отношение жителей России к рекламе в 2012 году”
(2012), http://gtmarket.ru/news/2012/10/19/5114(검색일: 2015. 7. 18).
39) Savel’eva(2007), p. 48.
40) Shevchenko, op. cit.; Wells and Auken and Ritchie(2007), pp. 5-15.
41) Savel’eva, op. cit., p. 48.
42) 무이는 1994년 전환기 경제 환경에서 러시아인들이 광고를 매우 호의적으로 보았던 이유를
시장 구조에서 광고의 작용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선진국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Mooij(2010),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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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반면, 러시아는 광고시장이 형성된 후 한참 뒤에야 법이 제정된 데
다가 역사적 경험과 가치 기준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광고라는 새로운 현상
이 일종의 문화적 충격과 오해를 일으키는 혼란스러운 시장경제 체제의 상
징으로 인식됐음을 표층적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의 상업적 이해와 러시아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관의 충돌이 광고에 대해 부
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본질적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또한 지적할 수 있
다. 1990년대에 러시아 광고시장의 주류를 이루었던 글로벌 브랜드가 이 시
기 경제적 침체기에 있었던 대다수 러시아 국민들의 생활과 현격히 동떨어
진 가치를 소구함으로써 러시아 소비자가 광고를 이질적이고 허구적인 것으
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러시아 광고
시장이 형성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의 내용이 여전히 현실
과 큰 괴리를 나타낸다고 인식되는 사실43)은 광고기획 단계에서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광고 속의 표현이 현실과 괴리를 나타낼수록 소비자
가 혼란을 일으켜 구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44)
러시아의 광고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광고가 사회여론, 보편
적인 문화적 인식과 대립하면서 존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45) 러시아 소비자
는 광고를 단순히 제품에 대한 판촉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현실과 경
제의 상호작용으로 인식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46)을 고려해야 한다. 광고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광고 콘텐츠

43)
44)
45)
46)

Fedotova, op. cit., p. 56.
Колышкина and Маркова and Шустина(2014), p. 212.
Fedotova, op. cit., p. 58; Ягодкина, op. cit., p. 53.
Wells(1994),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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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향상과 독창성을 제고하는 것 외에도 광고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Ⅲ. 러시아 상업 광고의 주요 표현 매체와 특성
1. 러시아 상업 광고의 주요 표현 매체 분석
러시아 상업 광고는 전달 방법에 의해 크게 대중매체 광고, 옥외 광고, 인
터넷 광고, 간접 광고로 분류된다.47) 인터넷과 모바일폰 등 디지털 미디어 사
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매체를 통한 오프라인 광고는 러시아에서
여전히 강력하다.48) 다만 매체간 위상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 매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러시아 광고학자의 견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광고 전파 매체의 특성 비교

TV

라디오

잡지

신문

옥외광고

교통광고

표적수용자에 대한
영향력

중간

중상

높음

중상

낮음

낮음

표적수용자에 대한
접촉범위

높음

중간

낮음

낮음

높음

높음

표적수용자의 축적
속도

빠름

빠름

느림

빠름

느림

느림

광고게재비용

높음

낮음

높음

중간

낮음

낮음

자료: Щепилова(2010), p. 238.

47) Щепилова(2010), p. 323.
48) Moorman,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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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TV 광고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새로운 광고 형
태가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가장 빈번한 TV 광고 형태는 직접광고로서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의 사이나, 각 콘텐츠의 중간에 광고물을 삽입하
는 것을 뜻한다. 다만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광고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광
고는 한 시간 방송의 15%, 24시간 방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또한 연방법은 방송 중인 프로그램이 광고로 인해 중단되는 것에 대해
사전 공지하고, 방영되는 내용이 광고임을 시청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
를 삽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법에서는 방영되는 TV 프로그램의
화면에 광고나 러닝라인(бегущая строка)을 씌우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화면의 7%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49) 연방광
고법은 주류와 담배의 TV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에는 МузТВ, MTV, EuroNews, РБК ТВ 등 소수의 음악, 비즈니스
TV를 제외하면 전문화된 TV가 부족하며, 광고의 기회가 고정되어 있다. 또
한 99%의 국민이 TV를 보유하고 있지만, 5개 채널을 시청하는 수신자가
43%에 불과해 광고 노출에 제약이 있다.50) 그럼에도 TV는 제한된 시간 내에
표적수용자에 대한 접촉범위와 축적 속도에서 타매체보다 우월하다.51) 오늘
날 TV의 위상은 인터넷에 밀렸지만 그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다.

49) Ibid., p. 443.
50) Ibid., p. 139. 전파 범위의 측면에서 러시아 TV는 크게 네 종류로 나뉘는데, 첫째는 ‘러시아
전역 TV 방송 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전국망 TV(Первый канал, Россия, НТВ,
5 канал)이고, 둘째는 지역방송(2X2, СТС, ТНТ, Рен, Домашний, ТВЦ, ДТВ, ТВ-3, МузТВ,
MTV)이며, 셋째는 연합방송망의 할당된 방송을 담당하면서도 독자적인 지역 뉴스체제를
갖춘 방송(Эфир, СКАТ)이고, 넷째는 소재지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전면 편성된 방송
(4 канал, Афонтово-9)이다. Ibid., pp. 143-144.
51) Ibid.,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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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부터 옥외 광고는 수요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은행과 금융업,
부동산 업계가 주요 광고주를 차지하고 있다. 옥외 광고의 전체 매출 중
60% 이상을 이동통신 광고와 TV에서 광고가 금지된 담배 광고가 차지하고
있다.
잡지 등 인쇄 매체를 통한 광고는 표적수용자의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에
영향력이 크고, 정보적 성격의 광고에 적합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 데 도움을 주며, 외국기업보다 러시아 기업이 선호하는 광고 형태이
다.52)
전통적 광고 매체와 달리, 오늘날 러시아에서 저렴하지만 효율적인 광고
전파 매체로서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인터넷이며, 세부적으로는 텍스
트 블록과 배너를 이용한 광고, 문맥 광고, 블로그 광고, 지도검색 광고, 픽셀
광고, 클라우드 태그 광고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 광고의 꾸준한 성장
은 비교적 낮은 비용과 광고 효과에 대한 측정 가능성, 목표소비자에 대한
집중적 공략, 바이러스 마케팅과 게릴라 마케팅 등 새로운 기술의 적용 가능
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의 꾸준한 증가와 기술
발전에 힘입어 2008년 금융위기 동안에도 오히려 성장했고, 중소 규모의 광
고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53)
흔히 BTL(below-the-line)이라고 불리는 간접광고는 중개상인들과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한 매상 촉진과 다이렉트 마케팅, 판매현장 광고(POS), 특별
행사 광고, 바이러스 마케팅, 교차 광고 등을 포함하며 근 5년간 꾸준한 성장

52) 이수범(2005), p. 167.
53) Fedotova, op. cit., p. 59.

54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세를 이어왔다. 특히 FMCG 업계를 중심으로 당첨권 배포, 경품행사, 시음회
개최 등을 통한 판촉활동이 활용되고 있다.54)

2. 러시아 사회의 문화적 차원과 러시아 상업 광고의 가치 소구
(Appeal)
네덜란드 학자 기어트 홉스테드(Geert Hofstede)는 1970년과 2001년 국가
간의 기본적 가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 차원 모델을 제안했다. 이후
광고·마케팅 전문가들은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모델을 소비자 행동에서의
비교문화적 차이와 여러 문화의 마케팅과 광고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가치와
동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평가하고 인용해왔다.55) 최근의 사례로
서, 러시아 광고학자 야곳끼나(Ягодкина)는 홉스테드의 자료에 근거하여 러
시아 사회의 문화 차원을 중상의 권력거리, 높은 불확실 회피성향, 중하의
개인주의, 중하의 남성성으로 규정하며, 문화적 차원의 측면에서 러시아 사
회가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어느 나라와도 유사하지 않은 독특성을 보인
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런 문화 차원에 입각한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 소비자
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56) 또한 여러 학자들은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점수를 광고 마케팅 전략에 적용했는데, 먼저 마리케
드 무이(Marieke de Mooij)의 주장 가운데 러시아 문화 차원과 관련된 사항
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54) Tretyak, op. cit., p. 216.
55) Mooij, op. cit., p. 88.
56) Ягодкина, op. cit.,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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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러시아문화 차원에 대한 마리케 드 무이의 정의

문화적 차원

실현되는 가치

높은 권력거리

시장에 초기에 진입하여 1위 브랜드가 되는 것이 중요

높은 권력거리

연장자 및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존경. 부모와 자녀, 상사와
부하 간의 종속관계 및 상호호혜관계

높은 권력거리

어른들과 아이들의 활동영역의 분리

집단주의

소속된 사회체계에 근거하는 주체성. 상호의존적 자아, 가족적 자아.
자신이 속한 집단을 통해서 자아를 인식.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자아
규정. 타인 중심적 감정(타인의 존경, 체면과 수치, 타인에 대한 동정,
개인적 교감 중시). 공감, 포용.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유지 중시. 사
회적 지위에 부합하는 행동 중시

집단주의

업무보다 인간관계를 우선

집단주의

목표, 욕구, 신념에서 개인보다 내집단(in-group)의 관점을 우선시. 차
이보다 동질성 강조

집단주의

개인적 시간과 공적 시간, 사적인 공간과 공공장소의 뚜렷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음

집단주의

각 사회집단마다 다른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문화적 특수성을 견지

집단주의

제품브랜드보다 기업브랜드를 선호. 구체적 제품특징에 더 큰 흥미

집단주의

집단에 대한 소속감. 지배자에 대한 충성심

집단주의

자신의 고장이나 지역에 대한 강한 소속감. 소속감과 안전을 동일시.
소속감을 자아존중보다 중시

집단주의

낯선 브랜드에 대한 낮은 구매가능성. 브랜드는 신뢰받은 기업의 일부
라는 의식

집단주의

소비자의 태도와 미래의 행위 간의 비일관성, 비예측성. 상황적 요소에
큰 영향을 받음

여성주의

작은 것 선호. 다수의 의견일치를 위해 노력 성취와 경쟁보다 내적 조
화와 삶의 질 중시

여성주의

승자가 되는 것보다 패자에 대한 동정심을 가짐. 능력과시보다 겸손과
관계유지 중시

여성주의

역할차별이 작음. 남성의 파트타임 근무 빈발

여성주의

설득적 판매와 겸손한 접근방법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선호됨

여성주의

사회적 관계, 인류, 안전, 가족의 가치 중시. 타인의 인정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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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문화적 차원

실현되는 가치

여성주의

탄산음료나 주류가 구매자의 지위 표현과 무관

불확실회피성향

규칙과 형식에 대한 필요. 진실과 믿음의 추구

불확실회피성향

감정의 표현. 크게 말하거나 제스처를 동반한 의사소통

불확실회피성향

전문가에 대한 중시. 전문분야의 학위 취득 중시

불확실회피성향

일부 제품(생수, 가루세제 등)에 대해 순수함에 대한 요구 표현

불확실회피성향

현실을 구조화하려는 욕구. 함축적이고 전통에 근거한 규칙들

불확실회피성향

집의 소유에 대한 중시. 소유하고 있는 것의 유지 및 변화에 대한 거부감

불확실회피성향

체계적이고 자세한 정보에 대한 욕구

자료: Mooij(2010), pp. 74-188의 내용을 저자가 정리.

높은 권력거리 문화에 속한 러시아에서 소비자들은 부모, 교사, 의사에 대
한 불손함이 표현된 광고 내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57) 다른 한편으로, 아
동과 청소년을 목표소비자로 하는 브랜드 중 일부는 러시아의 이런 문화적
배경에 대한 역발상을 통해 자유롭고 불손한 아동의 이미지를 광고에 등장
시켜 아동과 청소년이 바라는 가치를 광고의 중심 메시지로 소구하기도 한
다.58) 광고는 바람직한 가치(연장자에 대한 존경)와 바라는 가치(가정과 학
교로부터의 자유와 독립, 연장자의 훈계에 대한 싫증)를 모두 표현할 수 있
는 역설적 측면을 갖고 있으며, 이때 바라는 가치를 소구하는 광고는 목표소
비자의 범위가 바람직한 가치를 소구하는 광고보다 제한적이다.
러시아 광고시장에서 최대 광고주를 차지하는 FMCG 브랜드의 광고 형식
은 일정한 방식으로 정형화돼 있다.59) 세제와 실내 청소용품 광고에서는 어
57) Ягодкина, op. cit., p. 47.
58) Ibid.
59) Ibid.,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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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지저분한 집을 최대한 빠르고 저렴하게 청소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주
부가 등장하고 새로운 제품을 권하는 추천인이 등장한다. 이 추천인의 지위
와 목소리 톤은 사회의 권력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바, 권력거리가 큰 러시아
에서는 사회적 지위에서 주인공(주부)보다 뛰어난 인물이 설정되는 것이 보
통이다.60)
개인주의가 중하로 나타나는 러시아에서는 개인주의가 자주 비판의 대상
이 되고 집단에의 소속이 합리적이고 유익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한편으
로, 광고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보호(바람직한 가치)와 어린이의 독립(바라는
가치)의 역설적 가치 소구가 모두 가능하다. 러시아인들이 좋아한 과일 주스
브랜드 ‘나의 가족(Моя семья)’의 광고 시리즈는 이런 역설의 사례를 잘 보
여준다. 이 광고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주스 1리터를 깨끗이 비운 어린
딸의 배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아빠에게 어린 소녀가 “아빠는 어서 주
스나 따르고 가버려!”라고 대꾸하는 대목이다.61)
러시아는 젠더에 따른 사회적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여성주의적 문
화 차원에 속하며, 이 때문에 광고에서는 자주 남성이 등장하지 않거나 여성
이 아이를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모습이 자주 표현된다. 여성과
남성의 이미지는 광고에서 정형화되어 있어서 여성은 노동에 바쁜 모습으
로, 남성은 맥주를 마시거나 스포츠를 즐기는 도락자의 모습으로, 또는 감기
약 모델로 자주 등장한다는 선입견이나, 광고 속 남성의 이미지는 연약하다
는 관점이 형성되어 있다.62)
60) Ibid., p. 48.
61) Ibid., pp. 48-49.
62) Ibid.,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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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 사회 중류층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오
늘날 은행 광고는 러시아 사회가 불확실 회피 성향이 강함을 보여주는 대표
적인 사례이다. 러시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은행이 제공하는 서
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행복한 예금자의 이미지보다 더 효과적이다.63)
1990년대 초 ‘MMM’의 광고는 오늘날 은행 광고의 틀을 정형화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 료냐 골룹코프라는 순진한 투자자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광고의
전면에 내세운 이 금융 피라미드는 몇 년 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파산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러시아 시민들이 이 금융 피라미드 사건을
회상하면서 떠올리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돈을
맡긴 순진하고 잘 속는 러시아인의 이미지(пионерская исполнительность)64)
이다.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무이가 제시한 [표 8]은 러시아인들의 문화적 차원인 높은
권력거리와 집단주의 성향과 관련하여 고급 브랜드 구매가 갖는 의미를 표
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러시아인들은 구매 결정에서 순응과 조화, 사회적 지
위에 대한 민감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다. 셰빗(Shavitt) 역시 양
적 연구를 통해 즐거움이나 독특함을 소구하는 서유럽 국가들의 광고와 달
리 러시아 광고가 신분에 대한 소구를 강조하며 제품 사용자가 타인에게 깊
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표현한다고 지적한다.65)

63) Ibid., p. 48.
64) Shevchenko, op. cit., p. 861.
65) Shavitt(2011), pp. 30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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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고급 브랜드에 대한 구매 동기

자료: Mooij(2010), p. 106.

무이는 또 다른 사례인 자동차 구매동기 분석에서도 러시아인들의 문화적
차원인 낮은 남성성과 높은 불확실 회피성향이 가족을 지켜주는 안전을 추구
하면서, 예술과 패션에서 나타나는 높은 디자인을 고려한 스타일에 관심을 가
질 가능성이 큼을 주장하고 있다.66) 아울러 러시아인들의 문화적 차원인 집단
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구매의사 결정에서 다른 구성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
고 외적 통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가
능성이 높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성주의 문화의 특성상 배우자가 구매의사
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도 지적되고 있다.67) 무이는 또한 이런 집
단주의 문화성이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대인적인 소통을 통해 습득하고 기업

66) Mooij, op. cit., p. 108.
6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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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감정과 신뢰로 구매결정을 내리게 하며, 강한 불확실성 회피성향의
문화적 특성상 구매결정 시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의견 선도자(Opinion
Leader)의 주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표 9]는 권력거리가 큰 문화와 여성주의 문화가 결합한 러시아 문화에서
권력과 연관된 신분상징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소구가 광고에서 일면 효과
적이면서도 동시에 과시에 대한 부정적 태도 때문에 과도한 신분상징은 지
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암시한다.68)

표 9. 지위에 대한 욕구

자료: Mooij(2010), p. 238.

68) 한편 홉스테드의 문화적 차원을 러시아 마케팅 연구에 적용한 또 다른 연구자인 페르난데
즈(Fernandez et al)와 나우모프&푸퍼(Naumov & Puffer)는 러시아 문화를 남성주의적으로
정의한다. 또한 나우모프&푸퍼의 경우 러시아 사회의 권력거리 지수를 낮게 책정했다는 점
에서 무이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Fernandez and Carlson(1997), pp.
21-28; Naumov and Puffer(2000), pp. 709-718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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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문화 차원의 도식에서 유의할 것은 러시아 사회 역시 경제환
경의 유동적 변화에 따라 문화적 정체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
다는 점이다. 개인주의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부의 증가와 비례
관계에 있고, 교육의 확대는 권력거리의 축소를 가져오며, 권력거리와 관료
주의, 불확실 회피성향은 경제 불황기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Ⅳ. 현대 러시아 상업 광고의 스타일 분석
1. 현대 러시아 광고의 소구 형태
소비자의 지역별 문화적 특성에 따르는 현지화된 광고가 제작되기 위해서
는 기본 광고형식이 전제된다. 광고학자 프랜젠(Franzen)이 개발했고 마리케
드 무이가 보완한 글로벌 광고형식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글로벌 광고형식

기본 기법

보조 기법

순수제시 방식(pure display)
공개기법
(announcement)

상품 메시지 방식(product message)
기업설명 방식, 다큐멘터리 방식
(corporate presentation, documentary)
라이프스타일법(lifestyle)

연상전이기법
(association transfer)

은유법(metaphor)
환유법(metonymy)
유명인을 통한 전이방식(celebrit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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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계속

기본 기법

보조 기법

추천인(presenter)
증언/추천(testimonial/endorsement)
레슨기법(lesson)

실연(demonstration)
비교(comparison)
방법(‘how to’)
생활의 단면 기법(slice-of-life)

드라마기법(drama)

문제해결기법(problem-solution)
비네트(vignettes)
연극기법(theater)

오락기법(entertainment)

유머(humor)
제품 중심의 연기(play or act around product)
만화기법(cartoons)

상상기법(imagination)

움직이는 영화 소도구(film properties in action)
기타, 비현실적인 연기(other, unrealistic acts)
움직이는 제품, 애니메이션(product in action, animation)

특수효과기법(special effect)

영화, 비디오 기술, 예술적 자극법
(film, video techniques, artistic stimuli)

자료: Mooij(2010), p. 247; 마리케 드 무이(2007), p. 311.

글로벌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는 보통 상품의 속성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며,69) 공개기법 스타일을 이용한다. 또한 광고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표 10]의 글로벌 광고형식은 새 브랜드를 시장에 론칭할 때 효율적이
라고 할 수 있다.70) 그러나 최초 광고가 아니거나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는
목표소비자의 문화에 초점을 맞춘 광고형식이 효율적이며, 앞의 표준형식
69) 위의 책, p. 337.
70) Александров(2003),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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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형되어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앞의 광고형식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
문화 차원과 관련하여 변형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러시아 문화 차원과 관련한 광고형식

라이프스타일법

착하고 친절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과의 연상
도모

은유법

시각적 은유의 강조

환유법

간접적, 시각적 설명을 통한 환유 선호

유명인을 통한 전이방식

간접적인 방식의 연상전이기법 선호

추천인

추천인이 주로 나이가 많거나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구성.
다수 추천인의 동시 등장. 부드럽고 비지배적인 인물의 출
연.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능력 전달

증언/추천

신원미상의 인물이 추천인의 대다수를 차지. 영웅에 대한
경시. 유명인사에 의한 증언기법의 부적합

실연

제품에 대한 많은 양의 세부정보 제시

비교

겸손하지 못함에 대한 거부감으로 잘 사용되지 않음

생활의 단면 기법
문제해결기법

관계지향적 보상 추구. 친화 욕구
해결과정에서 과학적 접근방법 채택

오락기법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에 신뢰를 쌓기 위해 사용

유머

자주 사용되지 않음. 직선적인 희극적 방법 사용

환상성

특수효과를 통한 동화적 이야기의 어필 가능성

자료: Mooij(2010), pp. 247-267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

무이는 유머처럼 특정 문화권 안에서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만이 이
해할 수 있는 관습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광고에는 다른 문화의 가치로 번역
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음을 강조한다.71) 그는 문화가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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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과 형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면서 “재미는 러시아의 개념이
아니다(Fun is not a Russian concept)”72)라는 러시아인 사회학자의 논평을
인용하며 광고의 형식, 내용, 스타일이 문화권의 테두리 안에서 공유된 지식
에 의존함을 강조했다.

표 12. 광고 스타일과 문화적 차원의 관계, 광고에서의 소구 유형

집단주의 문화

시각적 요소 선호. 이미지와 상징의 기능 중시

집단주의 문화

언어 상황적 형식의 우세. 상황에 따른 역할 정체성 중시. 지위에 따른
호명 방식. 집단정체성 표현

집단주의 문화

만연체의 사용. 은유, 수식어, 비유와 속담 등 간접적 표현 선호. 긴 문장
사용

집단주의 문화

완곡하고 덜 공격적이며 체면을 차리는 커뮤니케이션

집단주의 문화

영화와 드라마 형식 광고. 시각적 은유, 상징기호의 사용. 오락적 형태의
광고형식 선호

집단주의 문화

설득, 반복 등 경성판매의 형식과 소비자의 직접 증언은 설득 효력이
없음

집단주의 문화

내집단에서의 조화와 혜택, 가족, 베풀기와 나누기 등의 가치 소구

집단주의 문화

다원적 시간개념. 집단에 대한 소속과 관계 중시

집단주의 문화

많은 추천인의 등장. ‘함께’, ‘우리’, ‘현대적’, ‘세계적’인 문구의 사용

집단주의 문화

소비자에게 친밀감을 주기 위해 유명인을 모델로 사용

집단주의 문화

광고에 한 명의 모델만 외롭게 등장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인식

고상황문화권

메시지의 맥락 중시. 이미지의 숨겨진 의미와 은유 중시

높은 권력거리

제품 구매 시 정보원의 이용이 적음

높은 권력거리

신분상징 소구의 많은 사용. 연장자가 젊은이에게 조언하는 방식

71) Mooij, op. cit., p. 240.
72) Ibid.,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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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계속

높은 권력거리

브랜드를 조부나 부친 세대에서 사용했음을 언급하는 경향. 평등이라는
가치의 약화. 어른에 대한 존경 어린 묘사

높은 권력거리
불확실 회피성향

신문 구독수가 적음. TV가 신문보다 더 중요한 매체로 기능

불확실 회피성향

깨끗함에 대한 소구. 제품의 사용방법 및 작동방법의 상세한 전달. 기술
적 세부 묘사. 실험과 실험결과 발표. 전문가의 추천

불확실 회피성향

변화에 대한 거부. 전통과 안정 추구(바라는 가치) vs. 혁신(바람직한 가
치)의 역설적 가치 소구

불확실 회피성향

옷을 잘 입은 모델

불확실 회피성향

감정의 표현. 휴식과 안정의 가치 강조

집단주의 문화

소비자에게 친밀감을 주기 위해 유명인을 모델로 사용

여성주의 문화

광고에 대한 비판적 태도. 선호되는 광고를 쉽게 피력하지 않음

여성주의 문화

TV에 대한 짧은 시청시간과 낮은 호감도

여성주의 문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이용. 보다 부드럽고 인간 중심적인 웹사
이트 구성

여성주의 문화

개인적 성취와 성공 과시의 간접성. 친화와 관계 지향 중시

여성주의 문화

과장되고 경쟁적인 광고의 자제

여성주의 문화

보살핌, 부드러움, 작은 것에 대한 호감. 아이를 모델로 약자에 대한 사랑
표시. 절제된 표현과 겸손의 가치 선호

여성주의 문화

성 역할의 차이가 적음. 부드러운 이미지의 남성

여성주의 문화

메시지와 관련된 비중 있는 역할의 여성 모델

자료: Mooij(2010), pp. 217-243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

광고학자 야곳끼나의 러시아 광고 특성에 대한 언급은 무이의 광고 스타
일에 대한 분류를 지지한다. 그녀는 러시아 소비자들이 미국을 위시한 외국
기업의 광고를 접하면서 “직선적이고, 강요적이며, 모욕적일 정도로 유치하
다”73)고 평가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즉, 미국기업의 광고 메시지는 “지친 아
이에게 빤한 사실을 수백 번 설명하는 부모”74)의 목소리로 소비자를 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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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며, “세계에서 독서량이 가장 많은 민족에게 그런 호소는 모욕적인 것처
럼 느껴짐”75)을 강조한다. 또한 야곳끼나는 러시아 광고가 이런 실용주의적
이며 “형식이 비대한” 외국 광고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러시아적 영성과 고
상한 낭만성”76)을 강조하며 “내용이 비대한”77) 특성이 있고, “루스끼 스딴
다르뜨(Русский стандарт)”를 비롯한 다수의 은행광고가 보여주듯이 직접적
인 상업적 정보보다는 역사적 사건, 고전 명언과 같은 문화적 메시지로 소비
자의 “시야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치우친 나머지 때로는 상품에 대한 정
보를 모호하게 만들어 광고 활동 자체의 목적을 희석시키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야곳끼나는 러시아 광고의 이상적인 형태로서 상업적 정
보와 문화적 감성의 적절한 배합을 제안하고 있다.78)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서 대상 환경의 직접성과 간접성에 대한 양
적 연구를 진행한 미하일리첸코(Mikhailitchenko) 역시 메시지 전달의 직접
성을 강조하는 미디어 환경을 가진 미국과 달리 높은 독서량과 문자해독력
을 가진 러시아 소비자의 간접적인 메시지 전달방식에 대한 선호성향을 지
적했다.79) 또한 황금시간대에 방송되는 러시아 TV 광고의 콘텐츠 분석을
시도한 유자코바(Yuzhakova)는 러시아 시장을 마케팅 대상으로 한 광고의
특성은 포함된 정보량이 많으며, 메시지 제시에서 보다 이성적이며 문자적

73)
74)
75)
76)
77)
78)
79)

Ягодкина, op. cit., p. 53.
Ibid.
Ibid.
Ibid.
Ibid.
Ibid.
Mikhailitchenko(2009), pp. 9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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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강하다고 지적한다.80) 또한 러시아 소비자들이 과거 물품 부족의 경
험 때문에 상품의 입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성향이 강함을 고려
하여 광고의 정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81)
러시아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 모두 광고에서 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
주 이용되는 것은 역사와 전통에 대한 소구이다. 전통과 안정 추구에 대한
무이의 언급은 러시아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전통과 질서,
보호에 대한 소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82) 또한 변화의 거부에 대한 무이의 언급은 러시아 소비자들이 새로운
것보다 검증된 것을 선호한다는 주장에 의해 지지된다.83) 일례로, 고관여-감
성형 광고의 대표적인 제품범주에 속하며 러시아 국내와 해외 시장 양쪽에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지향하는 보드카 ‘루스끼 스딴다르뜨(Русский стандар
т)’는 환상적인 맛의 보드카의 비결이 깨끗한 물과 신선한 농작물, 정교한 과
학적 배합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원천이 러시아의 수려한 강과 토양, 계몽
정신과 과학기술에 뿌리내리며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전통적인 보드카 제조비
법을 엄수함에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저관여-감성형 제품에 속하는 마르스
사의 초콜릿 바 ‘스니커즈(Snickers)’ 광고는 러시아 내에서의 20년 동안 활동
을 전환기 러시아의 역사적 격변 과정을 견뎌온 불변성과 관련시킨다.84)
역사, 전통과 관련하여 현대 러시아 광고에서 사용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소구는 ‘민족적 정체성’, 또는 민족성에 대한 노스탤지어다. 러시아 역사의
80)
81)
82)
83)
84)

Yuzhakova(2015), pp. 125-130.
Ibid.
Moorman, op. cit.
Ibid.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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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 소비에트 시기에 대한 노스탤지어와 러시아 민족의 특수성과 메시아
적 사명에 대한 각인 등 민족적 동일화에 대한 호소를 통해 소련 제품 사용
경험이 없고 글로벌 브랜드 사용에 익숙해져 있는 오늘날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85) 특히 자본주의 도입 이후 외국 브랜드
에 의해 점령당하다시피 한 러시아 시장의 상황을 경고하면서 러시아 민족
적 정체성의 위기를 과장하여 애국적 소비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86) 이를
테면, 1990년대에 국제 광고대행사 DMB&B가 제작한 스니커즈 광고는 제
품의 판매를 극대화시키는 한편 스니커즈 브랜드를 러시아에 대한 서유럽
기업의 공략의 상징으로 인식시켰고, 이런 반서구화 사회 분위기를 이용해
소비에트 시기 브랜드인 야바(Ява) 담배를 재론칭한 ‘졸로따야 야바(Золотая
Ява)’ 광고는 서유럽과 다른 러시아의 민족적 특수성을 소구함으로써 성공
을 거둘 수 있었다.
무이는 문화권별로 특성화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문화적 차원에서 제
품에 대해 접근했다. 그의 주장 가운데 러시아 문화와 관련된 제품범주별 소
구 역시 광고기획자에게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러시아 소비자의 태도를 제품에 따라 세분하는 접근은 러시아 소비자의
가치 패러독스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 소비
자들은 외국산 제품과 국내산 제품에 대해 양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먼저
외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품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편, 러시아 시장으
85) Morris(2005), pp. 659-660.
86) Ibid., p. 660. 이렇게 오늘날 러시아 광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민족주의의 소구는 과거 러
시아 광고시장을 외국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서 과거에 억눌
려 있었던 정체성이 회복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의 한 과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는 Smith, op. cit., pp. 91-94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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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제품과 문화적 차원에서의 실현

식품
의류와 신발
영상 및 음향 전자제품
자동차
레저부문

음식의 상징적 기능과 청결 중시
지출의 비율이 높음(체면 중시). 상황에 맞는 옷차림 중시
개인주의적 다양성 및 자극의 욕구와 유관
차량 보유 욕구가 적음
자유시간을 가족과 친지와 보내기 때문에 지출이 낮음

브랜드 충성도

높음. 내집단 구성원에게 부정적 소문을 내는 방식으로 불만을
토로. 소문을 통해서 브랜드를 선택 또는 포기. 한번 이탈하면 다
시 돌아오게 하기 어려움

브랜드 선택

내집단 구성원에게 잘 알려진 제품 구입. 유명하다고 여겨지는
브랜드 선택.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브랜드 구입. 큰 규모의 브
랜드에 대한 신뢰

새로운 제품

사용 시도가 낮음. 조기수용자의 비율이 낮음

자료: Mooij(2010), pp. 118-124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

로 유입된 싸구려 제품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품으며, 국내산 제품에 대해,
특히 음료와 식품을 중심으로 국내산 브랜드에 보다 큰 신뢰와 충성도를 보
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내산 제품의 낮은 품질을 의심한다.87) 마케팅 기획
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소비자들이
제품별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외국산 브랜드는
자동차, 패션, 화장품, 시계 등 고관여 제품일 경우에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커진다.88) 오늘날 사치품에 해당하는 브랜드는 거의 외국산이다. 이런 까
닭에 역으로, 외국산 브랜드가 곧 고품질이라는 소비자의 반응을 의식하여
러시아 국내기업이 자사 브랜드나 기업명 자체를 외국식으로 개명하고 해외

87) Moorman, op. cit.
8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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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표등록을 하여 외국산 제품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 주방기기
‘Bork’와 신발 ‘Carlo Pazolini’는 러시아 기업이 각각 독일과 이탈리아에 상
표등록을 한 대표적인 제품들이다.89)
이와 반대로, 저관여 제품인 경우 러시아 국내기업의 이미지가 마케팅에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기업들은 기존의 러시아 기업을 인수
하고, 자사 고유의 브랜드보다는 이들의 지역 브랜드를 이용하는 마케팅 전
략을 펴고 있다. ‘펩시’가 러시아 국내기업 ‘빔빌단’과 ‘레베쟌스키’를 인수
하여, 자사 브랜드 대신 ‘빔빌단’의 ‘추도(Чудо)’ 브랜드를 통해 오트밀 제품
을 판매하는 것과, ‘코카콜라’가 러시아 브랜드 ‘밀톤(Милтон)’과 ‘니단(Нид
ан)’을, 덴마크 맥주회사 ‘칼스버그’가 러시아 브랜드 ‘발티카(Балтика)’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사례들 중 하나이다.90)
지난 20여 년간 러시아 소비자들이 외국 브랜드의 광고에 노출되어 온 만큼,
오늘날 러시아 시장을 목표로 한 광고들은 서유럽 국가들의 광고와 견줄 만큼
다양하고 세련된 표현방식을 갖고 있다.91) 또한 러시아 사회의 로컬적 특성에
맞춘 소구와 글로벌 광고의 소구가 균형적으로 사용된다.92)
광고에 표현된 가치 소구가 제품별로 어떻게 차별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서는 위계효과 모델의 일종인 FCB 매트릭스가 효과적이다(표 14 참고). 이
모델은 제품을 관여도와 인지적-감성적 태도의 요소로 범주화하여, 소비자가
정보수집과 판단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흥미도에 따라 적극적, 소극적으로

89)
90)
91)
92)

Ibid.
Ibid.
Morris, op. cit., p. 659.
Yuzhakova, op. cit.,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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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가와, 정보습득과 느낌 중에서 어떤 것이 선행하는가에 따라 광고
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과정을 네 개의 유형으로 정리한 것이다. 좌측
상단의 사분면에는 판단과정이 고도로 이성적이며 높은 관심을 갖게 하는
제품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런 광고효과 과정을 도식화하면 학습(learn)-느낌
(feel)-구매행동(do)의 순서가 된다. 우측 상단의 사분면에는 판단과정에서
감성이 크게 작용하는 제품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느낌
(feel)-학습(learn)-구매행동(do)의 순서가 된다. 좌우측 하단에는 저관여와 관
련된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들의 광고효과 과정을 도식화하면 각각 구매
행동(do)-학습(learn)-느낌(feel), 구매행동(do)-느낌(feel)-학습(learn)이 된다.
표 14. FCB 그리드 모형

자료: Parente(2000),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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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꼬바 옥사나는 홉스테드의 문화적 차원을 모델로 러시아 TV 광고 콘텐츠
를 분석하여 러시아 광고에는 사회적 지위와 연장자에 대한 존경, 애국심 등
높은 권력거리와 집단주의와 관련된 가치 소구, 그리고 여성주의와 관련된 가
치소구(양육, 가족, 인간관계), 불확실성 회피성향과 관련된 가치소구(전통, 테
크놀로지)가 많음93)을 지적했고, 홉스테드의 모형을 FCB 모형과 결합하여 고
관여-이성형 제품범주 광고에는 여성주의, 불확실성 회피성향(‘안전’)이, 고관
여-감성형 제품범주의 광고에는 여성주의, 집단주의적 가치(‘가족’)가 강조되
며, 저관여-이성형 제품범주의 광고에는 불확실성 회피성향과 ‘효과성’이, 저
관여-감성형 제품범주의 광고에는 여성주의와 불확실성 회피성향(‘가족’)이
부각된다고 분류했다.94) 또한 불확실성 회피성향을 반영한 ‘안전’에 대한 소
구가 많이 표현되는 동시에, 그것과 정반대의 가치인 ‘경이로움’에 대한 소구
역시 가치 패러독스의 차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95)
한편 이수범은 2000년 이후 러시아 인쇄매체 광고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
해 고관여 제품범주와 이성형 제품범주가 러시아 인쇄매체 광고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일반 수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TV 매체와 달리 전략적
인 소비 계층을 목표소비자로 하고 합리적인 소비 구매를 유도하는 잡지의
특성을 살린 광고 전략이라고 해석한다.96) 특히 잡지는 가격과 가치, 제품사
양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고관여-이
성형 제품범주의 광고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97)
93)
94)
95)
96)
97)

라꼬바 옥사나(2012), pp. 62~65.
위의 책, p. 67.
위의 책, pp. 70~71.
이수범, 앞의 책, p. 163.
위의 책,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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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이성적인 제품범주의 광고에서 러시아 국내 브랜드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외국 브랜드는 감성적인 제품범주의 광고에서 강세를 보이며,
국내 브랜드가 외국 브랜드보다 더 많은 정보량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
다.98) 특히 음료, 기호품 등 저관여-감성형 제품범주에서 가격, 가치, 제품
사양 등 정보의 양이 가장 적고, 의료, 교육, 건설, 보험, 부동산 등 고관여-이
성형 제품범주의 광고에서 정보의 양이 가장 높음을 밝혔다.99) 따라서 제품
범주의 특성에 따라 소구의 종류와 광고 내용의 선택이 요구된다.

2. 현대 러시아 광고의 제품별 사례 연구
<사례 1> 저관여-감성형 광고의 소구
그림 1. 2015년 코카콜라 광고 시리즈 클립 1

자료: http://www.advertology.ru/index.php?name=Media.

98) 이수범(2006), pp. 77~78.
99) 위의 책,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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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콜 음료인 코카콜라 브랜드가 2015년 제작한 TV 광고에서는 사무실
과 카페를 겸한 현대식 사무실에서 스포티한 젊은 남자가 “콜랴”, “멋진”,
“스포츠맨”, “웃기는 사람”, “음악가”, “매력남 그 자체”, “너 반했지?”라는
문구가 잇따라 새겨진 코카콜라를 들며 촬영에 열중해 있는 매력적인 젊은
여성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여자는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문구가 쓰인 코카콜라를 들며 그의 데이트 신청을 재치 있게 거절한다. 광고
는 “코카콜라를 마시며 너의 감정을 열어라!”라는 슬로건과 팩샷(packshot)
으로 끝난다. 이 광고는 젊음, 세련됨, 새로움, 미모, 유혹, 유머, 소통, 웃음
의 가치를 전달하며, 이를 위해 흰색 계열의 현대식 사무실을 배경으로 미모
의 남녀 주인공들,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표현했다.
“코카콜라를 마시며 너의 감정을 열어라!”라는 동일한 슬로건을 전달하는
2015년 코카콜라 광고 시리즈의 두 번째 광고에서도 가볍고 세련된 옷차림
의 낭만적인 외모의 남자가 같은 테이블에 앉은 귀여운 여자의 이름과 함께
“단둘이서 저녁을 보내기 위한 용량”이라는 문구가 적힌 콜라 병을 들어 보
이면서 데이트 신청을 하고, 이런 남자에게 여자는 “화목한 가족용”이라는
문구가 적힌 콜라병을 보이며 응수한다. 단둘이 저녁을 보낼 것을 제안하는
남자의 메시지는 2인용 크기의 콜라병 위에 씌어져 있고, 가족과 함께 보내
자고 가볍게 거절하는 여자의 메시지는 가족용 크기의 콜라병 위에 씌어져
있어서 소비자에게 코카콜라가 출시한 여러 종류의 제품을 뚜렷이 각인시킨
다. 앞의 광고와 마찬가지로 “콜랴”, “마샤” 등 친근한 러시아인 이름의 주인
공을 모델로 설정한 이 두 번째 광고는 개인주의적 가치의 표현과 함께 ‘가
족’이라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소구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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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5년 코카콜라 광고 시리즈 클립 2

자료: http://www.advertology.ru/index.php?name=Media.

같은 슬로건을 표현한 코카콜라 시리즈의 마지막 광고에서는 가볍고 멋진
옷차림의 청년이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으면서 “모든 이벤트를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쓰인 콜라 캔을 든 모습을 스마트폰에 담아 전송하
고, 이내 답장으로 받은 이미지에서는 그의 친구들이 그를 파티에 초대하듯
“커다란 파티용”이라는 문구가 쓰인 코카콜라 대형 패트병을 들어 보인다.
그러나 그다음 청년을 몹시 놀라게 하는 이미지가 곧 전송되는데, 거기에는
청년의 옆에 서 있던 중년의 청소부 여성이 “단둘이서 저녁을 보내기 위한
용”이라는 문구가 적힌 콜라 병을 들고 능청스럽게 미소 짓는 모습이 나타
난다.
이 세 광고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예기치 않은 전환은 직접적인 희
극적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이들 러시아판 코카콜라 광고에서 특징
적인 점은 남성과 여성이 직업적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아 성 역할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여성주의의 문화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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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5년 코카콜라 광고 시리즈 클립 3

자료: http://www.advertology.ru/index.php?name=Media.

이것과 비교하여 2011년 “신년 축일이 다가온다”라는 제목의 코카콜라
광고에서는 아직 직장에서 퇴근하지 못한 중년의 가장과 레스토랑에서 일
하는 피아니스트 청년이 붉은 옷을 입은 산타의 마술 덕분에 직장에서 빠
져나와 신년 전야에 들떠 있는 도심을 가로질러 자신의 연인과 자신이 사
랑하는 아들의 공연장에 찾아가 함께 파티를 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마지막
장면은 붉은 바탕에 흰 색 콜라병의 이미지와 함께 “새해를 가족들과 함께
보냅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끝나고 있다. 여기서 광고는 휴일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풍습과 가족의 가치 소구를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특수하게 새해 다음에 바로 시작하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으로
산타가 설정됐고, 피아니스트와 직장인을 실어 나르는 피아노와 의자는 산
타의 썰매를, 또 산타의 붉은 색 옷은 코카콜라의 라벨을 연상시키는 환유법
이 고상황 문화에 맞추어 간접적으로 제시되었다. 직장에 있던 주인공들이
가정의 식탁으로 옮겨지는 환상적인 설정은 특수효과기법에 의해 표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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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런 환상성과 동화적 성격은 러시아 소비자에게 크게 어필하는 측면
이 있다.100)

그림 4. 2011년 코카콜라 광고

자료: http://www.advertology.ru/index.php?name=Media.

러시아 시장에서 현지화에 성공한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도시락(Дошир
ак)’의 최근 광고는 러시아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광고 스타일로 표현되어 있
으나 초창기에는 오늘날과 달리 몇 가지 실수를 노출했다. 원래 제품의 명칭
을 한국어 발음대로 ‘Досирак’으로 론칭했다가 러시아 현지 제작자의 권유
에 따라 러시아인이 발음하기에 보다 적합한 오늘날의 명칭으로 변경했고,
엉성한 스토리라인과 슬로건의 모호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101) 아쉬운 점
은 언어적 장벽 때문에 브랜드 명칭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엄마가 만들어
준 라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102) ‘도시락’은 동종의 인
100) Александров, op. cit., p. 309.
101) Александров, op. cit., pp. 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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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트 제품범주가 아니라 슬로푸드 계열로 포지셔닝한 것이 주효했고, 초
기에 시장을 선점한 결과 동종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유하
고 있다는 점이 전문가에 의해 지적돼 왔다.103)
2008년의 광고는 광고대행사 ‘Leo Burnett Moscow’가 제작한 ‘도시락 애
호가’라는 제목의 비네트(단편적 스케치) 형식의 광고물로서 메시지 전달 방
식이 간접적인 것은 고상황적 문화를 고려한 듯하다. 광고 초반의 화면에는
러시아 시민들과 거리의 모습이 슬로모션으로 비쳐지면서 장중하고 진지한
느낌을 준다. 이런 배경에 맞춰 “우리 모두에게는, 이 여인에게도, 이 아이에
게도, 이 남자에게도”라는 굵은 톤의 보이스오버가 울리다가, 해설자가 장난
기 어린 톤으로 빠르게 “도시락에 대한 애호가가 숨어 있습니다”라는 대사
를 전달하는 순간, 화면에는 거리의 진지하고 엄숙한 시민들이 사라지고 게
걸스럽게 도시락을 먹는 부스스한 차림의 남자가 나타난다. 광고는 남녀노
소 또는 사회적 지위의 구분없이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도시락
을 좋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광고는 밝은 표정의 시민들의
일상을 배경으로 제품이 러시아의 민족성에 보편적으로 부합한다는 메시지
를 반전과 유머 기법을 사용하여 전달하고, 풍성함, 행복, 경이로움, 안락함,
자유, 저렴함을 제품의 이미지와 연결시켰다.

102) Ягодкина, op. cit., p. 52.
103) Александров, op. cit., 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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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08년 도시락 광고

자료: http://www.advertology.ru/index.php?name=Media.

2007년의 도시락 광고에는 ‘천국’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2008년 광고
와 동일한 대행사가 제작한 이 광고에는 도서관에 앉아 있는 한 소녀가 도
시락을 먹다가 그 부드러운 맛에 반해 마치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환상에
잠기는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굵은 톤의 남성 보이스오버는 “소고기 맛이
나는 새 도시락은 이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너무 부드럽다”라는 대
사를 전달하며, 효과음악과 이미지는 신제품 도시락의 경이로운 맛을 상징
적으로 표현한다. 여성을 모델로 하여 맛의 부드러움을 한층 강조하고 있
다. 2007년, 2008년 광고 모두 ‘경이로움’에 대한 소구를 이용했다는 공통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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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07년 도시락 광고

자료: http://www.advertology.ru/index.php?name=Media.

저관여-감성형 제품의 광고 중 일부는 은유적 스토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애착을 유도하기 위해 드라마 형식을
채택한다. 이런 광고는 부드러움의 느낌을 전달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관계와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 8월 ‘Солнечные продукты’ 사가
광고대행사 ‘Publicis Red Lion’에 의뢰해 제작한 마요네즈 ‘모스콥스끼 프로
방살(Московский провансаль)’은 모스크바, 사라토프, 노보시비르스크, 키
예프 등 다양한 현지 문화에 맞추어 제작된 짧은 클립 광고 시리즈에서 마요
네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하면서 음식의 맛과 요리를 통한 삶의
기쁨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중년 남자의 호박부침, 청춘남녀의 감자
와 토마토 샐러드, 소년의 커다란 샌드위치, 소녀의 홍당무, 청년의 닭요리
등 마요네즈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면서 모든 요리
에 자사 제품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이 광고는 풍성한
식탁 위의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중년의 남성과 소년소녀가 재미있게 요리
하거나 젊은 남녀가 요리하면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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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신선함, 젊음, 풍요로움, 밝음, 깨끗함, 즐거움 등의 이미지를 자사 제품
과 연결시킨다.

그림 7. 2010년 모스콥스끼 프로방살(Московский провансаль) 광고 시리즈

자료: http://www.adme.ru/moskovskij-provansal.

또한 2010년 봄 국제적인 광고대행사 ‘IncognitoCreative’와 ‘McCann Erickson
Russia’를 통해 출시된 광고에서는 문제해결기법이라는 표준적인 형식 위에
모스크바 시민들의 소련 시절의 삶을 흑백의 이미지로 묘사하면서 과거의 훈
훈했던 시민들 사이의 정과 유서 깊은 자사 제품의 연관성을 자연스럽게 연
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사 제품이 오래전 조부모나 부모 세대에서부터
사용됐음을 암시하기 위해 같은 식탁에 앉은 엄마와 딸의 이미지를 겹쳐 보
여주고 자사 제품의 깊은 역사와 ‘변함없는 맛’에 대해 강조하면서, 유동적이
고 가변적인 사회 현실에서 전통적인 가치와 안정을 희구하는 심리에 호소한
다. ‘변함없는 맛’ 시리즈의 광고는 모스크바 시내가 보이는 중산층의 가정집
에서 중년의 가정주부가 오래전의 노트를 꺼내보면서 자신이 옛날 초등학교
시절 요리 경연대회에서 모스콥스끼 프로방살 마요네즈를 써서 우승하고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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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자신의 남편이 될 소년에게서 상장을 받았던 일을 회상하는 장면을 소개
한다. 여성은 식탁에 둘러앉은 흥겨운 딸들을 향해 남편을 만나 사랑이 시작
된 것은 모스콥스끼 프로방살 덕분이라고 설명하고, 모스콥스끼 프로방살 마
요네즈를 사용해 만든 아내의 요리를 맛본 남편은 “예전과 똑같이 상장을 줄
수 있다”고 답변함으로 제품의 ‘변함없는 맛’을 강조한다. 이 광고는 제품이
주부에게 요리뿐 아니라 현재의 가족들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주의의 문화적 특징인 관계성과 가족애를 소구하고 있다.
‘변함없는 맛’ 시리즈의 다른 두 개의 광고 역시 1980년대 소련 사회의 청
년문화를 배경으로 두 남녀가 만나 결혼에 이르는 과정과 훗날 중산층의 가
정을 이룬 안정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월의 흐름에도 변치 않는 그
들의 사랑을 가능하게 한 것이 “75년 동안 모스크바 시민들과 함께 한” 자사
제품 덕분이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모스콥스끼 프로방살’의 광고
시리즈는 중산층 가정과 안정된 소련 시절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배경으로
역사, 안정, 가정, 편안함, 가족애에 대한 소구를 사용하고 있다.

<사례 2> 저관여-이성형 광고의 소구
계란, 닭고기, 육류 가공 식품을 생산하는 ‘볼쟈닌(Волжанин)’ 사는 자사
브랜드의 높은 품질과 신선도, 토종 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광고에서 가장 강
조한다. 로고의 첫 글자를 싱싱한 초목의 모양으로 디자인하고 자사의 상징
을 ‘황금 계란’을 낳는 러시아 전래동화 속 닭의 이미지로 설정한 것은 자사
제품의 높은 신선도를 강조하고 러시아 토착 기업이라는 인상을 각인시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시간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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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동반하기 마련인 수입 제품이 가질 수 없는 틈새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제품 홍보용 홈페이지의 기본 바탕에도 제품의 신선도를 상징하
는 초록색을 사용함으로써 자사 제품이 생태학적으로 깨끗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성형 제품이라는 점
을 감안하여 밀도 높은 정보가 시각적 요소와 함께 제공되어 있다.

그림 8. 볼쟈닌 사의 제품 홍보용 웹페이지

자료: http://oao-volganin.ru/news.html.

<사례 3> 고관여-감성형 광고의 소구
향수나 화장품 등 고관여-감성형 제품범주 광고의 경우 혁신적인 광고 형
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2008년 도산했으나 2000년대 전성기에는 러
시아의 주요 도시에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었던 향수·화장품 유
통회사 ‘아르바트-프레스티지(Арбат Престиж)’는 파격적인 크리에이티브
광고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 기업은 사업 초기부터 ‘유혹’이라는 핵심 의소
를 주제로 성적 소구를 사용한 도발적인 광고를 TV와 옥외 매체를 통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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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남성의 누드와 선정적인 제스처를 이미지로 사용하여 비윤리적이
라는 비난을 받곤 했다.104) 바지를 벗은 네 남자의 이미지와 “같이 냄새를
맡자!”라는 슬로건이 결합하여 도발적인 연상을 일으키는 이런 스캔들성의
광고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며 거부감을 일으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브랜
드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105) 또한 이 브랜드 광고의 특
징은 화장품과 향수가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애인과 아내,
어머니에게 향수를 선물하는 남성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구매자와 소비
자를 구분하여 남성 구매자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사용한 점에 있다.

그림 9. 아르바트-프레스티지 사의 광고

자료: http://www.yandex.ru

104) ““Население столицы возмущено и обеспокоено”. Реклама в сети магазинов “Арбат Пре
стиж” признана неэтичной”(2005), http://www.sostav.ru/news/2005/03/11/95(검색일: 2015.
7. 20).
105) Fedotova, op. cit.,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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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을 광고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과거의 관습과 달리, 여성 소비자를 마
케팅 대상으로 하는 현대 러시아 광고에서는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유명 여
성인사나 연예인을 제품의 모델로 사용하여 여성의 자기계발 욕망을 유발하
기도 한다. 화장품 회사 ‘깔리나(Калина)’가 제작한 피부 크림 광고 ‘검은 진
주(Чёрный жемчуг)’ 시리즈는 추천기법과 연상기법을 동시에 사용한 사례
로, 여기에서는 젊고 매혹적인 러시아의 유명한 영화배우, TV 진행자 3명을
연속으로 출연시켜 모델의 사회적 성공의 배후에 자사 제품을 통한 피부 관
리 습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모델들은 상품의 효능을 부드럽고
설득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브랜드의 이름에서 연상되는 고급스러움과 사
회적 성공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결합시킨다. 결국 브랜드와 모델의 연상
작용은 신분상징의 소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10. 화장 크림 검은 진주 시리즈 광고

자료: http://www.advertology.ru/index.php?name=Media&op=MediaShow&id=1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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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러시아 광고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소구는
로고와 브랜드 상징, 호화로운 배경, 우아한 제품외형을 통해 전달된다. 제
품의 외국산 표시는 브랜드의 고급스러움에 대한 암시로 사용된다. 이런 성
격의 광고는 제품 사용자가 타인보다 지적, 경제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메시
지를 자주 표현한다.106) 스위스의 손목시계 회사 ‘오메가’는 러시아 소비자
를 대상으로 한 제품 카탈로그에서 4개의 하위 브랜드를 남성, 여성 소비자
별로 구분해 놓았고, 자사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와 하위 브랜드에 대한
개별적인 소개를 병기하고 있다. 카탈로그라는 매체의 특성상 오메가 광고
는 시각적 이미지보다 언어적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성
적 서술보다는 감성적 호소에 집중되어 있다.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에서는 자사 제품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높은 품질과 독특한 가치, 디자인,
정확성, 견고함, 안정성을 강조하고, 하위 브랜드에 대한 세부 소개에서는
연상 환유기법을 사용하여 각 제품을 구매할 경우 고객이 얻게 될 상징적
지위와 독특한 성취감, 특정 인물과의 유사성(제임스 본드, 나사 우주비행사,
스쿠버다이버, 스포츠맨 등)을 전달하고 있다. 디자인 역시 차갑고 중립적인
색채의 표현으로 개인주의와 독립성, 자아의 확장 이미지(extended self
image)를 소구하는 남성용 사치품 광고의 전형107)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
가의 사치품일 때 외국산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보다 큰 효과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의 고급스러움과 높은 품질에 홍보의 초점을 맞
추고 있다.

106) Shavitt, op. cit., p. 309.
107) 김올가(2012),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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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오메가 사의 제품 카탈로그

자료: http://www.omega-watch-rf.ru/catalog.html.

<사례 4> 고관여-이성형 광고의 소구108)
자동차는 고관여-이성형 제품에 속하면서도 감성적 요소 역시 많이 갖고
있는 제품이다.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혼다의 ‘Civic 4D’ 모델은 이에 대한
108) 광고 연구자 Колышкина&Маркова, Шустина가 ‘야로슬랍스키예 크라스키(Ярославские кр
аски)’ 사의 가정용 페인트 재료(ЛКМ)의 광고를 사례로 고관여-이성형 제품 광고의 효율성
에 대해 양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관여-이성형 제품 광고 제작에 대해 조언
한 내용은 광고기획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먼저 광고 대상 제품의 유용성
과 품질, 안전성을 설명하는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둘째, 광고 자체뿐 아니라 광고대상 제
품에 대한 평가까지도 광고 모델에 좌우되기 때문에 광고 모델의 선택은 중요하다. 목표소
비자를 남성으로 정하는 경우 희극적인 캐릭터보다는 지혜로운 남자를, 능동적이고 현대적
인 이미지의 인물을 광고 모델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광고 대상 제품을 구매할
경우 그것이 구매자의 물질적 상태를 크게 향상시켜 줄 것이라는 편익의 암시가 광고에 포
함돼야 효과적이다. 특히 이런 소구 방법은 구매 능력이 있는 보다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다. 넷째, 광고에는 구매자의 직장 또는 가정의 구체적인 생활 속 사례가 소개되어 제품
을 통해 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이때 직장을 모델로 한
사례는 남성 구매자에게, 가정을 모델로 한 사례는 여성 구매자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 다섯째, 광고에 공격적인 내용이 담겨서는 안 되며, 최대한 광고의 스토리라인을 선
하고 우호적인 내용으로 꾸며야 하며, 여섯째, 유머적 요소는 광고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유머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특수한 관점(“유머는 항상 선해야 한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이다. Колышкина and Маркова and Шустина, op. cit., pp.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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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를 제공한다. 이 제품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서 특징적인 점은 화면
의 절반 이상을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가 차지하고 있고, 엔진 출력, 외형 디
자인, 테크놀로지에 대한 설명이 보다 작은 부분을 이루도록 구성되어 있다
는 사실이다. 이성형 제품이면서도 시각적 요소가 언어보다 더 많은 이유는
자동차라는 제품의 구매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언어적 설명에서도 제품에
대한 사실적 정보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수사적 질문(“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한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을까?”)으로
시작되는 자사 제품에 대한 평가(“탁월함”, “독특한”, “확장된”, “큰” “당당
한”, “두드러진”, “흉내 낼 수 없는”)와 구매자가 누리게 될 편익(“고품격”,
“편안함”, “매혹적인 여행”, “자신감에 충만한”)에 대한 수식어이다. 이를 통
해 궁극적으로 광고는 운전 시의 높은 기능과 편안한 승차감, 러시아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모든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는 완벽한 자동차라는 이미지
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12. Civic 4D 모델 홍보용 홈페이지

자료: http://www.honda.co.ru/cars/civic4d.

∙ 582

현대 러시아 광고시장 및 상업 광고의 특성 분석

Civic 4D 모델의 광고 카탈로그 역시 인터넷 광고에서처럼 이성적인 정보
보다 감성에 대한 소구가 강조되어 있다. 먼저 제품의 후면을 비스듬한 각도
에서 찍은 이미지의 배치는 소비자의 정서적 평가적 요소를 공략하겠다는
광고기획자의 의도를 암시한다.109) 일반 남성을 목표소비자로 설정한 광고
의 경우에는 이성적 요소가 지배적인 것에 비해 이 제품의 경우에는 기능과
제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이미지와 텍스트의 비율이 4:1이 되
도록 배치하여 감성적인 호소에 주력하고 있다. 언어적 설명에서도 자동차
의 기술적 제원에 대한 이성적 서술 외에 제품 구매자의 특징적 성향을 고려
한 정서적 평가적 서술이 강조되고 있다. 언어적 설명에서 반복되고 있는
“편안함”과 “안전”은 이 제품이 가족을 중시하는 남성 구매자 또는 여성 구
매자를 목표소비자로 설정해 놓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광고는 제품 광고에
서 목표소비자에 따라서 감성적 요소와 이성적 요소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
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110)
그림 13. Civic 4D 모델 홍보용 카탈로그

자료: http://www.honda.co.ru/Project/Storage/Cars/0000000042/3695_Civic4D_broshure.pdf.

109) Колышкина and Маркова and Шустина, op. cit., p. 112.
110) Ibid., pp. 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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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 러시아 광고의 성공 사례 분석
오늘날 러시아 국민의 90% 이상이 차(茶)를 소비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서 소비되는 차의 90% 이상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닌 수입품들이
다.111)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만큼 러시아
에서 차 문화는 널리 대중화되어 있으며,112) 생산지가 어느 나라인가와는
상관없이 상표와 포장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저가 제
품에 대한 구매는 감소하고 보다 높은 품질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113) 2000년대 초반 저가를 장점으로 앞세우며 홍보에 소홀했던
러시아 국내 차 생산 기업들과는 달리 글로벌기업 유니레버(Unilever)는
차 시장 광고비용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액수를 광고비에 투자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브랜드를 출시했다.114) 여론조사 기관 로미르(РОМИР)에
따르면, 2000년에 방영된 ‘베세다’의 TV 광고는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고 러시아 광고사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 중 하나로 손
꼽힌다.115) 유니레버 측에서 광고의 주안점으로 착안한 것은 러시아 사회
에서 차가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 이웃간의 친목 도모와 화
합의 매개역할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116) 따라서
111) Алексеева О. А.(2015), “Обзор рынка чая в России и его маркетингов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на
примере Майский чай,” http://www.scienceforum.ru/2015/pdf/9413.pdf(검색일: 2015. 7. 30).
112) Ibid.
113) Ibid.
114) Александров, op. cit., pp. 157-158.
115) Ibid., p. 161.
116) Ibid.,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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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초기 광고에서는 제품의 특징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제품이 사용
되는, 소통과 관련한 상황을 주제로 다루었다.117) 특히 오늘날 러시아 사
회에서 가족의 가치가 급락하고 가족 사이에 대화 시간이 줄어들 정도로
삶의 속도가 빨라진 상황을 고려하여 제품을 가족과 소통의 가치로서 포
지셔닝한 것이다. 이에 차 마시는 문화를 반영한 ‘좌담’, ‘대화’라는 의미
의 ‘베세다’로 브랜드 명을 정하여 불명료하고 개성 없는 다른 상품들과
차별화하고, 브랜드 아이콘을 가족과 차 마시기 습관을 연결하는 상징인
‘도모보이’로 정한 것은 성공적인 선택으로 평가된다.118) 상품의 아이콘
인 ‘도모보이’는 러시아 민속전통에 등장하는 신화적인 상징이지만 현대
적인 감각에 맞도록 세련되고 친근한 이미지로 각색되어 있다. ‘도모보이’
가 민속 전통에서 가정의 아궁이, 화덕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했다면,
광고 클립에서는 가족을 응집시키고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며,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수호자의 의미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베세다 차는 화목
(тепло)을 선물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라는 광고 슬로건 역시 러시아어
‘тепло’에 담긴, ‘차를 끓이는 물리적 온도’와 ‘온정’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재치있게 활용하고 있다.

117) Ibid.
118) Ibid.,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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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02년 베세다 광고

자료: http://salda.ws/video.php?id=RQIGH1MLVxk.

[그림 14]의 2002년 광고에서는 공동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속해 사는 전
형적인 러시아 도시 가정이 배경이 된다. 저녁시간 이 가정의 소녀가 피아노
를 치고 소음에 짜증이 난 이웃 주민들이 집으로 찾아와 항의한다. 이런 난
처한 상황에서, 베세다를 내밀면서 대화를 통해 그들의 화를 풀어주라고 권
유하는 도모보이에게서 묘안을 얻은 주부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와서 이야
기 좀 나누시지요”라고 말하면서 이웃들에게 차가 든 쟁반을 내보인다. 집안
에서 이웃들과 주인집 가족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악기를 연주한다. 이 광고
클립에서 팩샷은 찬장 위에서, “새로운 차, 풍부한 맛”이라는 대사와 함께
차주전자를 비출 때, “건강을 위해서 대화하세요!(беседуйте на здоровье)”
라는 대사와 함께, 결말 부분의 슬로건과 함께, 이렇게 총 4회에 걸쳐 등장하
며 광고의 스토리 속에 유기적으로 배합되어 있다.
팩샷과 함께 등장하며, 가족간의, 이웃간의 정과 친목을 강조하는 “베세다
차는 화목을 선물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라는 문구는 2000년 이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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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베세다 광고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슬로건이다. 최근의 베세
다 광고는 2000년 광고의 대성공 이후 기본 발상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수
정을 가하고 있다.
2010년 신제품 광고인 ‘빌로드 같은 맛의 베세다’에서는 가족의 가치와
제품의 부드러운 맛을 결합시키고 있다. 저녁을 차리던 중 갑작스런 정전에
당황한 아내에게 남편이 괜찮다며 촛불을 켜놓고 차를 마시자고 위로하는
장면은 일상의 우연한 차 시간이 가족에게 작은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 순간에는 빌로드 같은 맛의 베세다처럼 우아한 맛을 가
진 특별한 차가 필요합니다”라는 대사와 함께 “베세다 차는 화목을 선물하
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마무리된다.

그림 15. 2010년 베세다 신제품 광고

자료: http://www.advertology.ru/index.php?name=Media&op=MediaShow&id=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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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의 광고와 마찬가지로 ‘JWT Russia’가 제작한 2011년 광고는 가족
의 가치와 아이들의 놀이를 광고 클립 구성의 중심에 놓고 새로운 홍차 제품
이 지닌 “고전적이고, 향기롭고, 진한 맛”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브랜드 로
고인 집 모양의 찻주전자가 클립의 처음에 등장하고 가정적인 아버지가 집
안의 불을 끈 채 자녀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녀들과 놀이를 하
고 있는 중에 주부가 들어와서 이들을 놀래주면서 미소 띈 얼굴로 “차를 마
시러 가자”고 말한다. 식탁 위에서 베세다 신제품을 집어 들고 감탄어린 표
정을 짓는 소녀와 “맛 또한 새롭다”고 신제품을 소개하는 깊은 배려심의 도
모보이와 함께 “정성스럽게 자른 순수한 찻잎으로 풍부한 맛의 새로운 베세
다가 만들어졌습니다”라는 대사는 제품의 자연성과 신선함, 순수함에 대한
소구를 표현한다.
광고는 식탁에 둘러앉은 식구들 앞에서 “정말로 풍부한 맛이군!”이라고
호응하는 남자의 대사와, “풍부한 맛-보다 업그레이드된 베세다”라는 슬로
건, 그리고 도모보이 아이콘과 함께 등장하는 “검은, 맛있는”이라는 슬로건
으로 마무리된다. 이 광고는 오래된 아이들의 놀이인 무서운 이야기 놀이에
서 홍차의 색깔(‘검은’)과 새로운 상품의 속성인 ‘고전성’을 연상시키는 것
을 기본 줄거리로 채택했다. 또한 목표소비자를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젊
은 층으로 정하고 포장 역시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형태로 바꾼 점119)이 특
징이다.

119) “Детская страшилка от «Беседы» и JWT Russia”(2011), http://www.sostav.ru/news/ 2011/11/
02/rol1(검색일: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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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011년 베세다 신제품 홍차 광고

자료: http://www.advertology.ru/index.php?name=Media&op=MediaShow&id=17568.

오늘날 소비자 확보에 있어 자신의 제품범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120)
베세다 제품 광고는 러시아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을 광고 클립의 배경으로
설정하고, 브랜드의 아이콘을 부각시켜 일상 속의 갈등 해결과 가족간의 응
집을 도모하도록 하는 평화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제품에 부과하고, ‘소통을
위한 차 마시기’라는 차에 대한 러시아의 민족적 전통 관념을 제품의 포지셔
닝에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또한 소비자가 오랫동안 광고의 내용을
기억하게 하고 그 결과 현저한 판매 상승을 초래한 효율성 높은 광고 사례로
꼽힌다.121) 베세다의 또 다른 전략은 ‘새로운 맛’을 앞세운 서브브랜드를 지
속적으로 출시하여 브랜드에 대한 기억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의 관심을 지
속적으로 유치한다는 데 있다. 이는 ‘변함없으면서도 늘 새로운’ 제품의 이

120) “Чай “Беседа,” Создан дарить тепло!”(2009), http://www.advertology.ru/article73249.htm
(검색일: 2015. 7. 30).
121) Александров, op. cit,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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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브랜드를 소비자와 감정적으로 친근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고
전략처럼 베세다의 홈페이지 역시 동영상 클립에 등장하는 브랜드 아이콘인
‘도모보이’를 전면에 배치했고, 아동과 가족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목적
의 게임 등 오락적 기능을 추가하여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도모하
고 있다. 홍차를 가리키는 붉은 색과 찻잎의 자연적 순수함을 의미하는 노
란색과 초록색이 홈페이지의 중심 색조로 사용된 것 또한 주목할 점이다.

그림 17. 베세다의 홍보용 홈페이지

자료: http://www.besedate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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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 러시아의 효과적인 광고 방법
가. PPL 광고
‘Product Placement’의 약어인 PPL 광고란 ‘특정 기업이 영화나 드라마 등
의 제작을 후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 속에 해당 기업
의 제품 및 브랜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활동’122)을 의미한
다. 극중 배우가 특정 비누를 사용하거나 특정 음료를 마시거나 혹은 대화
중에 특정 브랜드의 의상을 입고 특정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언급하
는 상황이 PPL 광고 기술에 해당한다. 또한 단순히 제품이 비쳐지거나 거론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극의 이야기 전개에 깊이 관여하거나 인물의 이미지
와 결합하는 단계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123) 특히 방송 콘텐츠물의 주요 대
상 수용자가 PPL로 등장하는 제품의 목표소비자와 정확히 부합하는 경우
큰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24)
오늘날 러시아에서 TV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광고비용이 상승하
고 있는 상황에서 PPL 광고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특히 TV에서 금지된 주
류와 담배 광고는 PPL 광고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광고에 대한
연방법에 따르면 맥주 광고는 지역 시간으로 22시 이후에야 방송이 가능하
지만, НТВ에서 20시에 방영되는 TV 연속극 ｢부서진 가로등의 거리(Улицы
разбитых фонарей)｣(1997년~)에서는 특정 브랜드가 PPL의 형태로 홍보된
사례가 있다.125) 아직 러시아 시장에서 PPL 광고에 대한 평균 가격이나 광

122) 한광석 외(2008), p. 184.
123) Ягодкина, op. cit., p. 84.
124) 한광석 외, 앞의 책,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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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와 광고제작자 간의 명문화된 계약 형식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광고
시장 내부적으로 여러 형태의 PPL 광고에 대한 일률적인 가격을 굳혀나가
고 있으며, PPL 서비스에 대한 계약 대부분이 스폰서십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PPL 광고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고 허용과 규제범위가 명문화돼
있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 연방광고법에서는 PPL 광고에
대한 언급이나 규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126) 나아가 현행법에서는 과
학, 문학, 예술 작품 속에 유기적으로 포함된 제품에 대한 언급, 제품 제조사
와 판매자에 대한 언급은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127)하고 있다.
광고 전문가들이 향후 러시아 광고시장에서 PPL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
고 예측하는 이유는 첫째, TV의 직접광고가 현행법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
고, 둘째, 다수의 TV 채널이 PPL 광고주와 스폰서를 전담하는 독자적인 부
서를 갖추고 있으며, 셋째, TV 채널의 주문 제작을 담당하는 제작사들이
PPL을 주요 수입원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고, 넷째, PPL이 가장 효율적인 광
고형식이라는 것을 광고주들이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128)
PPL 광고의 일차적인 장점은 제품에 대한 광고가 강제적이지 않다는 점
에 있다. 영화와 드라마는 광고 제품의 직접적인 언급과 노출이 오히려 자연
스러움과 현실감을 부여해주는 장점이 있다.129) 즉, PPL 광고는 영화, 만화
영화, 연속극, 드라마, 서적, 뮤직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등 예술작품과 오
125)
126)
127)
128)
129)

Щепилова, op. cit., p. 441.
Ibid., p. 439.
Ibid., p. 442.
Ibid., p. 434.
한광석 외, 앞의 책, p.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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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물에 유기적으로 삽입되어 작중 스토리 및 등장인물의 이미지와 자연스럽
게 어우러짐으로써 관객, 시청자, 독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130) 또한 PPL 광고는 극중 흐름을 끊어놓거나 시
청자를 자극하지 않으므로 전통적인 방식인 직접광고처럼 인식되지 않으며
직접 광고보다 효과가 장기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재방영과 다른
채널로의 이전 방영, DVD와 케이블 TV 등 후속 노출을 통해 목표소비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광고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 전통적인
TV 광고에서와 달리 경쟁사 제품과 광고 대상 제품이 동시에 홍보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비표준적인 크리에이티브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131)
을 추가적인 강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나. 바이러스 마케팅
‘undercover marketing,’ ‘buzz marketing,’ ‘stealth marketing’ 등으로 다양하
게 지칭되는 바이러스 마케팅은 사용자가 자신이 광고를 접하고 있다는 사
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바이러스 마케팅의 이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광고 정보의 전파에 대한 비용이 효율적이라
는 점이며, 둘째는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호 소비자 집단을 형성한다
는 점이고, 셋째는 검열로부터 자유로워 연방광고법 때문에 일반 언론매체
에서 광고될 수 없는 상품들이 바이러스 마케팅을 통해 홍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예술성이 가미되기 때문에 광고주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

130) Щепилова, op. cit., p. 434.
131) Ibid., p.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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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점이다.132) 결국 바이러스 마케팅은 새로운 브랜드의 시장 출
시,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와 타사와의 경쟁관계 심화 및 위기상황 극복 등
브랜드 형성에 동반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133)
오늘날 바이러스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대행사들은 주로 모스크바
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소재해 있다. 그중에서 선두를 달리는 크리에이티브
광고 및 인터넷 광고 전문 제작사인 ‘아펙트(Аффект)’가 2008년 자사 광고
의 한 수단으로 제작한 “차세대 광고마법사 유리 구르게노비치 코틀레로프”
의 홍보 사이트는 바이러스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이 사이트
에 올려진 동영상 클립 ‘마케팅의 재림’과 ‘광고시장의 대재앙’은 전통적인
광고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광고업계의 난관을 지적하면서 초
감각적인 신기술 마케팅 기법을 보유한 마법사이자 신비한 종교 지도자로
등장하는 주인공 코틀레로프를 광고업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인물이라고 소
개한다. 홍보 사이트에는 그가 실제로 자신의 비술을 사용해서 광고주들의
매상을 올린 것을 증명하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다. 그런데 코틀레로프는 동
영상 클립과 퍼포먼스 사진에서만 등장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의 인물로서, 이런 광고물들은 다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코틀레로프에
대한 소식을 실어 전파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누리꾼들이 신개
념 마케팅 기술을 개발하는 아펙트 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었다.

132) Ягодкина, op. cit., pp. 274-275.
133) Ibid.,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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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코틀레로프 홍보 사이트의 행사 퍼포먼스 이미지

자료: http://www.adme.ru/tvorchestvo-reklama/pervyj-reklamnyj-mag-rossii-21992.

이 외에도 아펙트 사는 2005년 러시아 인터넷 최초의 바이러스 동영상 클
립 ‘시사드민(Сисадмин)’을 제작하여 전자우편, 채팅, ICQ,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해당 광고물을 확산시켰으며, 이후 인기 영화감독 티무르 베크맘베토
프의 영화 작품을 홍보하기 위한 티저 광고 ‘관리자의 폭동(Бунт одного ме
неджера)’을 제작하여 이를 인터넷 블로그 및 주요 일간지, 주요 지상파 채널
을 통해 전파했다. 또한 인터넷 공간과 현실 공간을 결합시킨 ‘phygital’이라
는 새로운 광고 형식을 통해 러시아 주스 업계의 유망 기업 중 하나인 ‘물톤
(Мултон)’ 사의 ‘도브리(Добрый)’ 제품에 대한 홍보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여기에는 모스크바의 베데엔하(ВДНХ) 공원에 마련된 웹카메라와 웹사이
트, 원격 비둘기 모이주기 기계를 연동시켜 누리꾼이 웹사이트에 등록한 후

59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원격으로 비둘기 모이주기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제품의 명칭
(‘선행’)을 행사의 슬로건으로 활용하고 해당 광고를 제품 홍보가 아닌 사회
캠페인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기획했고,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대
한 소식을 실어 나르도록 함으로써 바이러스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 행사
에는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70만 명 이상이 브랜드와 접촉한 것으로 집
계됐다.134)

그림 19. 도브리 주스의 비둘기 모이주기 행사 홍보 사이트

자료: http://1uspeh-q7.ru/video/sadik/smotret-kejs-sok-dobrij-klient-multon.html.

아울러, 바이러스 마케팅의 이상적인 플랫폼인 소셜네트워크(SNS)를 활
용한 광고 역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러시아에서 널리
사용되며 하루 이용자수가 러시아 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CIS 회원국 전체
의 인터넷 사이트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의 페이지를 자랑하는 소셜네
134) “Кейс Сок Добрый”(2010), http://portall.zp.ua/video/kejjs-sok-dobryjj-klient-multon/id-5IGnND
MLGZN.html(검색일: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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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인 ‘프깐딱쩨(ВКонтакте)’(러시아판 페이스북)와 ‘아드나끌라스니끼
(Одноклассники),’ ‘모이미르(Мой мир)’ 등을 이용한 광고는 사용자의 이력
과 관심사항 등 목표소비자의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적이다. 인터넷 사용자는 넓지만 제한된 목표소비자
들이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바이러스 마케팅에 적합한 형태는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고 이런 정보가 사슬 형태
로 계속 전달되는 방식의 비강요적인 권장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
소비자의 범위를 정확히 선정하여 특정 주제 그룹에서 논의되는 관심 사안
에 부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확히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135)

Ⅴ. 결 론
지난 25년간의 러시아 광고시장의 역사는 러시아 광고시장이 국내 경제상
황 및 국제적 정치상황 속에서 국가적 입지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임을
입증한다. 광고가 기능적 측면에서만 이해됐고, 소비자의 잠재의식을 자극
하는 목적이 고려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 러시아 광고는 규모와 질
적 측면 모두에서 급격히 변모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러시아 광고의 역사는 러시아 시장의 개
방과 미국·서유럽 등 외국기업들의 유입과 함께 비로소 시작됐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러시아 광고는 과거 러시아에는 없었던 외국 상업문화와 접촉
135) Ягодкина, op. cit., pp. 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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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물로서 외국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수동적 수용의 시기를 지나 러시아
의 문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토착화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오늘날의 러시
아 광고는 외국기업들의 역할이 지배적이었던 출범 초기 외래문화의 흔적을
지니는 한편 독자적인 문화가치의 추구가 결합된 혼합적 모델로 변형되었
다.13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광고형식의 틀 안에서 러시아 광고를
이해하는 동시에 러시아 광고의 독자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중
요한 점은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러시아 고유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적 가치가 ‘재발견’되었고 이것이 현대 러시아 광고의 혼합적 형태를 낳
게 한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광고형식과 전파 매체는 글로벌하지만
그 내용은 러시아적 감성을 담은 광고 스타일이 오늘날 중시되고 있다.
광고는 무엇보다도 제작자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137) 따라서 효과적
인 광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주문자가 광고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러
시아 현지의 광고제작자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광
고는 문화에 관계없이 통용될 수 있는 일률적 형식으로 제작될 수도 있지만,
특정 문화권에서 더욱 효과를 발하는 로컬한 광고형식이 있기 때문에 보편
적 형식과 문화적으로 차별된 형식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늘날 러시아 광고시장에서는 광고주의 대부분이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글
로벌 광고를 러시아의 언어·문화적 감성과 사회 현실에 적합한 형식으로 조
136) 필자와 유사한 관점에서 한 연구자는 외국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침투 이전 시기를 문화적
식민지 이전 상태(‘Precolonial state’), 1990년대 초부터 1998년까지 시기를 문화적 식민지
상태(‘Colonial state’), 1998년 이후 현재의 시기를 식민지 이후의 상태(‘Post-colonial state’),
미래의 발전시기를 탈식민지 상태(‘Decolonized state’)의 모델로 정의하고 현대 러시아 광
고의 발전을 식민화(colonization)로부터 혼성화(hybridity)로의 이동으로 파악했다. 이런
‘혼성화’에서 ‘식민지적 경험’은 건설적으로 이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Smith, op. cit. 참고.
137) Mooij, op. cit.,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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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글로벌 광고의 슬로건을 단순히
번역하여 내놓는 경우 마케팅의 성공을 확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 시장에 효율적인 광고를 기획하는
데에는 러시아인들이 광고에 대해 전통적으로 가져온 독특한 인식과 세대별
반응의 차이, 소비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품
에 대한 구매와 구매자의 소득수준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138) 러시
아 소비자의 개인당, 가구당 소득 구조에 따른 판단뿐 아니라 자사가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동종의 제품범주 가운데 어떤 브랜드가 실제로 구매되고 있
는가에 대한 파악이 자사 브랜드의 올바른 포지셔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 아울러 자사 제품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의 충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취향과 서브 브랜드 개발 등 다변화를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
하는 등 브랜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연방 각 지역간의 경제적 불균형과 차이가 소비문화
에 끼치는 영향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제적 발전정도와 소비문화의 성장수
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상징적 소비와 관련된 소구가, 비교적 낙후된 지역에
서는 제품의 기능적 측면과 관련된 소구가 각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
에139) 지역별 경제 상태를 고려하여 광고의 알맞은 소구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38) Tкaчeв(2015).
139) Jakubanecs(2010), pp. 28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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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북극은 20세기 초까지 소수의 탐험가를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거의 알려지
지 않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전부터 북극 지역에 원주민은 거주하고 있었
으며, 바이킹 족 그리고 러시아인과 앵글로 색슨 족 등이 어업활동과 모피
등의 수렵과 광산개발을 강화하면서 북극권 지역을 식민화하기도 했다. 냉
전시대 북극은 폐쇄된 공간으로 미국 주도의 NATO와 소련의 첨예한 군사
적 대치 공간으로만 작용했다.
1987년 10월 1일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북극에서 냉전 상황을 종식시키
고 북극을 평화지대로 조성하자는 ‘무르만스크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북유럽에서 핵탄두가 없는 지대의 설립, 북극해에서 해군활동의 제한, 해상

60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교통의 이용과 자원개발과 과학탐사, 환경보호, 북극주민의 문제 해결 등의
초국경적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1) 그후 북극권 8개국은 1991년 6월 핀란드
로바니에미(Rovaniemi)에서 ‘북극환경보호전략(AEPS: 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Strategy)’의 채택, 1996년에 북극권 지역의 정부간 포럼으로 ‘북극
이사회(Arctic Council)’가 출범하는 계기가 조성됐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 인간의 생활공간이 북쪽
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 북극권은 지정학적 가치의 중
요성뿐만 아니라 지경학적 가치로서 육해공 통합물류시스템의 잠재력이 높
은 지역으로 국제사회의 초관심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북극양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항로의 이용 가능성, 풍부한 연료 및 원료자원, 수자원
과 수산자원, 관광자원의 이용과 채굴이 용이한 상태로 변모하면서 북극권
국가뿐만 아니라 비북극권 국가(EU와 한·중·일 등)들의 북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 각국은 팍스 아티카(Pax Arctica)2) 시대를 대비하
기 위해 북극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면서 자원/물류 전쟁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극의 이용과 개발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협력과 갈등이 증폭되
고 있다. 북극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북극권 연안국들은 자국의 안보는
물론 경제적 이득을 위해 영해 확장 등을 통해 주권적 관할권과 통행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극권 국가들의 군 활동과 기지 건설 등이 가시화되
1) 무르만스크 선언 원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Gorbachev 1987, pp. 23-31).
2) 세계의 모든 패권 국가들은 바다의 지배를 통해 부상했다. 로마제국은 지중해를 통해 팍스
로마나(Pax Romana), 대영제국은 대서양을 통해 팍스 브리타니카(Pax Britanica), 미국은 태
평양을 통해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na) 시대를 구축했다. 향후 북극해를 지배하는 국가
혹은 국가군의 팍스 아티카(Pax Arctica) 시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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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북극에서 새로운 냉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그 외에도 남극과는
달리 북극의 거버넌스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극권 국가간 영토문제
와 대륙붕 확정 문제, 북극항로의 자유로운 개방과 북극에 대해 ‘인류공동
의 유산’이라는 비북극권 국가들의 주장 등이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북극 공간의 이용과 개발과정에서의 높은 경제적 편익 가능성에도 불구하
고 여기에는 여러 형태의 고비용 부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북극의 변화
는 불확실성, 비예측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며, 글로벌 차원에서 지구온난화
로 인한 기후변화와 해수면의 상승 문제뿐만 아니라 북극 원주민을 포함한
생물종 다양성의 위험성, 취약한 자연조건과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태환경,
환경오염, 영구동토층 파괴와 토양침식 등이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3년 5월 스웨덴 키루나에서 개최된 북극이사회의 정례회의에서 중국
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와 이탈리아가 영구 옵
서버로서 지위가 확정되면서 북극이사회는 지역기구 차원을 넘어 글로벌 국
제기구로 변모했다.
북극의 부상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중국의 부상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
다. 중국의 북극 개입이 심화되면서 북극 문제는 글로벌화되고 있다. 본 연
구는 중국의 대북극 진출 현황과 과제를 조명하고, 또한 이들 간의 상호관계
를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생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현재의
북극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접근법과 종합적 지식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북극 개발과 이용에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불확실성을 밝히고 이해의
간극을 좁혀 북극 문제와 관련한 혁신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근간을 제공
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궁극적으로는 미래 한국사회 성장동력의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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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능성과 활용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장에서는 중국의 대북극 정책의 배경을 지정
학적, 지경학적, 지생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대북극
행위주체들을 정리한 후 제4장에서는 중국의 대북극 정책의 공식 및 비공식
적 입장을 정리하고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대
북극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Ⅱ. 중국의 북극정책의 배경
북극해의 해빙과 더불어 중국의 대북극 관심도도 고조되고 있다. 1979년
인공위성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북극해 여름철 빙하는 2012년까지 40%나
감소했으며, 빙하 두께도 같은 기간 70% 정도로 얇아지고 있다. 2012년 8월
26일에 ‘국가설빙(雪氷)자료센터(NSIDC: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
와 NASA는 인공위성 모니터링 이후 북극양에서 최소 빙하면적 신기록이
수립됐다고 공동 발표했다(NASA 2012).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향
후 20~30년 내에 북극해는 여름철에 빙하가 없는 바다로 변모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북극은 모든 형태의 연료자원과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과 영구동토지
대의 수자원은 물론 풍부한 한류성 수산자원과 생태관광 등 자원의 보고지
역이며, 육해공의 물류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처녀
지이다.3)

∙ 610

중국의 대북극 정책과 시사점

인간에게 우호적으로 변모하는 북극의 환경변화로 인해 북극의 자원개발
과 물류잠재력의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중국은 대북극권 진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극 이해관계의 핵심은 북극 거버넌스의 주도적
인 참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자원개발과 항로 이용, 북극 연구 용량의 확
대는 물론 국내외적으로 중국 이미지 쇄신과 국제적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절에서는 중국의 대북극 정책의 배경을 지정학적, 지
경학적, 지생태적/과학연구 관점에서 분석한다. 3개의 관점은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1. 지정학적 관점
냉전 종식 이후 세계질서에는 두 가지 괄목할 만한 국제정세의 변화(북극
과 중국의 부상)가 인지되고 있다. 북극의 지정학적 위치가 고도의 군사적
대립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국제협력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세계
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문제는 국제무대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으며,
중국은 정치·경제적인 국제적 지위 상승으로 미국에 이어 제2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전적으로 해운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적
해운 수송로의 대부분은 미국의 통제하에 있다. 특히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3) 남극대륙도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처녀지이지만 1959년 12월 1일에 체결된 남극조약으로 영
유권이 유보되어 있으며, 연구목적이 아닌 모든 경제활동은 금지되고 있다. 북극지역의 자원
/물류잠재력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한종만 2014b, p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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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 호르무즈해협의 위험성, 부분적으로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협에서
의 빈번한 해적 활동 그리고 좁은 말라카 해협(1.5마일) 문제 등으로 중국은
지정학적 안보 차원에서 새로운 해운로인 북극항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말라카 딜레마’의 해결책4)으로 부각된 중국 북극항로에 대한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분석한다.
중국은 UN 해양법의 비준국가로서 UN 해양법에 근거하여 북극해(EEZ
이외 해역)는 국제해역으로 자원채굴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북극 거버넌스
관련 결정과 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중국학자들은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북극 이해관계를 UN 해양법이 전적
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 UN 해양법은 북극연안국들에 EEZ
200마일(370km)을 지나 대륙붕 외연 확장을 요구할 경우, 영토 확장 가능성
(350마일)을 부여할 수 있다. 북극연안국 5개 국가 중 러시아, 노르웨이, 덴
마크가 대륙붕 확장 신청서를 UN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캐나다
도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UN 해양법을 아직까지 상원에서
비준하지 않아 대륙붕 확장 가능성은 비준안이 통과한 후 10년 이내에 가능
하다.

4) 말라카 딜레마(중국 전체 해상운송의 85% 점유)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신실크로드 정책의
일환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 중 남방 해상실크로드 구축을 위해
말레이 반도를 관통하는 운하건설과 중국 남부지역에서 미얀마 벵골 만과 파키스탄 카라치
항까지 철도연결을 꾀하고 있다(Moe 2015,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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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의 전통적 물류시스템 전도

자료: Moe(2015), p. 13.

모든 북극연안국의 대륙붕 확장 신청서가 승인될 경우 북극해의 공해 면
적은 2/3나 축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륙붕 연장 신청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북극연안국이 북극해의 88%까지 영유권을 보유할 수 있다(Wodiske
2014, p. 314). 이는 북극해에서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자원개발 편익이 감
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극권 탄화수소자원의 80% 이상이 대륙붕
지역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비북극권 국가로서 북극해에서 EEZ를 초월하는 해양은 ‘인류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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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산’이며, 공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대부분의 비북극권 국
가(EU 등)처럼 북극항로(북동항로와 북서항로)의 자유로운 항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5)
중국해양대 궈페이칭(Guo Peiqing, 郭培清) 교수는 극지로부터의 원격성
이 중국에 무관심이라는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극과 관련해서 중국의
중립주의 정책 포기를 제안했다. 그는 “중국은 지금 지역의 주요 세력에서
글로벌 세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극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중국의
이해관계”라고 밝혔다(Jakobson and Pen 2012, p. 15).
중국 등 비북극권 국가의 북극해 영유권 주장에 대비해 북극연안국 5개국
은 2008년에 그린란드 일루리삿 선언을 통해 대륙붕 확장문제는 UN 해양법
에 따른 폐쇄적 거버넌스를 지향했으며, 2011년 그린란드 누크 회의에서 북
극이사회의 영구 옵서버 회원자격에 대해 기존의 거버넌스 준수 의무화 규
정, 2013년 스웨덴 키루나 회의에서 영구 옵서버의 지위를 4년마다 갱신하
는 원칙과 부속기구의 옵서버 매뉴얼을 채택했다(문진영, 김윤옥, 서현교
2014, p. 100).
북극해와 남·남동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
국과 이어도, 필리핀, 베트남과의 난사제도 문제,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
오위다오) 제도 등에서 영유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어 중국의
일방적인 북극해 영유권 주장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당분간 중국정부는 부
상하는 중국 지위에 대한 국제적 공포를 완화하기 위해 신중한 북극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견된다.

5) 북극 영토문제와 인류공동의 유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한종만 2011, pp.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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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경학적 관점
19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2014년 IMF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GDP 규모 10조 3,804억 달러로 미국(17조 4,189억 달러)에 이어 2위이기는
하지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17조 6,173억 달러로 세계 제1의 경제대국
이다. 2015년 중국 GDP 규모는 11조 2,120억 달러(PPP 기준: 18조 9,7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6)

그림 2. 1993~2015년 중국의 석유 생산과 소비 추이
(단위: 하루 100만 배럴)

자료: U. S. EIA(2014), 재인용: Moe(2015), p. 11.

6) 2015년 미국 GDP 규모는 18조 1,250억 달러로 추정했다(IM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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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8~35년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과 소비 추이
(단위: 1조㎥)

자료: U. S.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2011), 재인용: Moe(2015), p. 12.

그림 4. 1992~2011년 중국의 광물 수출입 추이
(단위: 100만 달러)

자료: Willis(2013),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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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덕택으로 중국의 무역규모도 급신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무역규모는 3조 8,7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2013년 4조 1,600억 달러(2위 미국 3조 8,480억 달러), 2014년 12월 기준으
로 4조 3,06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명실공히 세계 제1의 무역대국
의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도 세계 1위로 거의 4조 달러에 이르
고 있다.
중국은 1994년부터 석유 순수입국으로 세계 제일의 석유 소비율을 기록
하는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다. 천연가스는 2008년까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루기는 했지만, 2015년부터 수입규모는 석유수입과 병행하여 지속
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2 및 그림 3 참고).
2013년 중국의 희토류 생산규모는 10만 톤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은 90.9%
이다. 중국은 희토류를 제외한 모든 연료자원은 물론 광물자원을 빨아들이
는 블랙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의 광물자원 수입규
모는 4,4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그림 4 참고).
세계의 연료·원료자원을 갈망하는 중국은 자원 보고지역인 북극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극은 연료자원 이외에도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다. 2008년 미국지질조사(USGS: United State Geological
Survey) 보고에 따르면 북극권 내에 석유 900억 배럴, 천연가스 1,670조 입방
피트 그리고 440억 배럴의 액화가스가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발표했다. 이
는 세계 미발견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경우 30%, 액화가스의 20%에 해당
하는 막대한 양이다. 이 자원의 84%는 북극 대륙붕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
다(USGS 2008).
에너지·자원 안보차원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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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국은 북극권 국가들, 특히 러시아와의
자원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린란드의 광산투자를 계기로 희토류의 독점
적 지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극 관심의 배경은 자원개발 이외에도 북극항로의 이용이 근저
에 깔려 있다. 중국 관료와 학자들은 향후 10년 내에 북극이 많은 해운관련
사업과 수산업 그리고 관광부문 등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남극에서 크릴새우를 어획하고 있어 향후 수산자
원이 풍부한 북극어업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극해의 어업은 글로벌 어획고의 약 5%를 점유하고 있으며, 해수면이 기
온 상승으로 한류성 어족의 새로운 서식지로 부상하고 있다. 북극권 주민의
대부분은 어업과 수산가공에 종사하고 있다. 바렌츠 해와 베링 해 한류성 수
산자원의 보고지역으로, 러시아 수산물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바렌츠 해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연간 어획량 규모는 400만 톤으로 그 가치는 500억
달러를 상회한다. 주요 어종은 대구, 대구류, 넙치, 별빙어, 대게, 청어 등이
다.7) 그린란드의 수산물은 총수출의 90%이며 아이슬란드 33%, 노르웨이
6%,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1%를 점유하고 있다. 2011년에 노르웨이는 대구
18억 달러, 연어 48억 달러를 수출했다(Emmerson 2012, p. 27).

7) “Development of the Arctic and the Future of Fisheries(2013. 3. 22),” Radio of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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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4년 12월 세계 10대 항만 컨테이너 처리 실적
(단위: 천TEU, %)

순위

항만

2014 2013

합계

전년대비

2013년

2013년
12월

2013년
1~12월

2014년
12월

2014년
1~12월

동월

누계

200,606

16,808

200,606

17,855

211,307

6.2

5.3

1

1

상하이(中)

33,617

2,665

33,617

2,918

35,285

9.5

5.0

2

2

싱가포르

32,579

2,759

32,579

2,909

33,869

5.4

4.0

3

3

선전(中)

23,278

1,974

23,278

2,156

24,035

9.2

3.3

4

4

홍콩

22,352

2,061

22,352

1,816

22,283

5

6

닝보-저우산
(中)

17,327

1,339

17,327

1,453

19,430

8.5

12.1

6

5

부산

17,686

1,544

17,686

1,557

18,652

0.8

5.5

7

7

칭다오(中)

15,520

1,151

15,520

1,461

16,700

26.9

7.6

8

8

광저우(中)

15,309

1,400

15,309

1,564

16,410

11.7

7.2

9

9

톈진(中)

13,000

1,032

13,000

1,078

14,050

4.5

8.1

10

10

카오슝

9,938

883

9,938

943

10,593

6.8

6.6

140,403

11,622

140,403

12,446

148,193

7.1

5.6

중국 총계(홍콩 포함)

-11.9 -0.3

자료: 해양수산부, 재인용: 배주현(2015).

표 2. 수에즈운하 대비 대중국 북동항로 거리 및 절감거리
(단위: 해저 마일)

중국
구분

한국

일본

홍콩

부산

도쿄

1505
9200
1505

9491
1535
9075
1535

8380
3706
7964
3706

8043
4464
7627
4464

선전/
광저우
9616*

다롄

톈진

칭다오 상하이

닝보

샤먼

러시아

페테르부 8892
르크
3325

폴란드

그다니아

8476
3325

9076
3317
8660
3317

8845
3223
8429
3223

8821
2986
8405
2986

8861
2961
8445
2961

9227
2024
8811
2024

스웨덴

예테보리

8108

8292

8061

8037

8077

8443

8832

8707

7596

7259

노르웨이

오슬로

3325
8192
3356

3317
8321
3348

3223
8089
3254

2986
8066
3016

2961
8105
2992

2024
8471
2055

1505
8860
1536

1535
8736
1566

3706
7624
3737

4464
7287
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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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중국
구분

다롄

덴마크

오르후스

핀란드

헬싱키

에스토니
아

탈린

라트비아

리가

리투아니 클라이페
아
다
아이슬란 레이캬비
드
크
독일

브레멘

네덜란드 로테르담
벨기에

앤트워프

영국

펠릭스토
우

아일랜드

더블린

프랑스

르와브르

포르투갈

리스본

스페인

발렌시아

이탈리아

지오이아
타오르

톈진

칭다오 상하이

8192 8377 8146 8122
3325 3317 3223 2986
8741 8925 8694 8670
3325 3317 3223 2986
8721 8906 8675 8651
3325 3317 3223 2986
8674 8858 8627 8603
3325 3317 3223 2986
8519 8703 8472 8449
3325 3317 3223 2986
8169 8353 8122 8098
3397 3389 3295 3057
8237 8422 8191 8167
2992 2984 2890 2652
8294 8478 8247 8223
2701 2693 2599 2361
8367 8551 8320 8296
2629 2621 2527 2289
8297 8482 8251 8227
2621 2614 2519 2282
8351 8535 8304 8281
2487 2479 2385 2147
8454 8639 8408 8384
2343 2336 2241 2004
9254 9438 9207 9184
682
675
580
343
9917 10102 9871 9847
-520 -527 -622 -859
10553 10737 10506 10482
-1864 -1871 -1966 -2203

닝보

샤먼

8161
2961
8710
2961
8690
2961
8643
2961
8448
2961
8138
3033
8206
2628
8263
2337
8336
2265
8266
2257
8320
2123
8424
1980
9223
319
9986
-884
10522
-2227

8528
2024
9076
2024
9056
2024
9009
2024
8854
2024
8504
2096
8573
1690
8629
1400
8702
1328
8633
1320
8686
1185
8790
1042
9589
-619
10252
-1821
10888
-3165

선전/
광저우
8916
1505

9465
1505
9445
1505
9398
1505
9243
1505
8893
1577
8961
1172
9018
881
9091
809
9021
801
9075
667
9179
524
9978
-1138
10641
-2340
11277
-3683

홍콩

한국

일본

부산

도쿄

8792 7681 7344
1535 3706 4464
9340 8229 7892
1535 3706 4464
9321 8209 7872
1535 3716 4464
9273 8162 7825
1535 3716 4464
9119 8007 7670
1535 3716 4464
8768 7657 7320
1271 3787 4536
8837 7726 7388
1202 3373 4131
8893 7782 7445
911
3082 3840
8966 7855 7518
839
3010 3768
8897 7786 7448
832
3002 3702
8951 7839 7502
697
2868 3626
9054 7943 7606
554
2725 3483
9854 8742 8405
-1107 1063 1822
10517 9406 9068
-2309 -139 620
11153 10041 9704
-3653 -1482 -724

주: *광저우 9,573마일; 기타 북극항로 길이는 선전 기준임; 1해저 마일=1.852.216m.
자료: 이성우, 송주미, 오연선(2011), pp. 74~75, pp.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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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항로
(단위: ㎞)

항로

파나마 경유

북서항로

북동항로

수에즈운하,
말라카해협

로테르담 - 상하이

25,588

16,100

15,793

19,550

보르도 - 상하이

24,980

16,100

16,750

19,030

마르세유 - 상하이

26,038

19,160

19,718

16,460

지오이아 타우로
(이탈리아)-홍콩

25,934

20,230

20,950

14,093

바르셀로나 - 홍콩

25,044

18,950

20,090

14,693

뉴욕 - 상하이

20,880

17,030

19,893

22,930

뉴욕 - 홍콩

21,260

18,140

20,982

21,570

뉴욕 - 싱가포르

23,580

20310

23.121

18,770

자료: Spohr, Höring, Cerioli, and Lersch(2013), p. 34.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새로운 국제해운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
글로벌 물류산업의 시장패턴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은 해운강국으로 2014년
기준으로 컨테이너 세계 10대 항만 10개 모두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홍콩 포함)의 물동량이 70% 이상을 점유한 1억 4,819만TEU를 기록하
고 있다(표 1 참고). 전 세계 공업생산의 80%는 북위 30도 위쪽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모든 중요한 공업지역은 북극에서 6,00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극해를 통한 국제 물자 수송은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항로는 북동항로, 북서항로, 북극점 경유 항로, 북극 랜드 브리지 항
로로 구분된다(Mikkola and Käpylä 2013, p. 5).8) 유럽의 지중해항구(이탈리
아, 프랑스, 스페인 등)부터 상하이 간 해운수송은 북동항로, 북서항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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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 경유보다 전통적인 수에즈운하 항로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유럽 북
해와 발트해 항구, 예를 들면 로테르담부터 상하이까지 거리 면에서 북동
항로(1만 5,793km)가 제일 유리한 편으로 수에즈운하 경유노선(1만
9,550km)보다 30%나 짧은 편이다. 거리 면에서 상하이-뉴욕과 홍콩-뉴욕
해운수송로는 캐나다 북극해 경유 북서항로가 가장 유리한 편이다(표 2 및
표 3 참고).
중국의 대북유럽 국가와의 교역에서 북동항로의 이용 수혜지역은 거리 면
에서 홍콩 이북지역이라고 생각된다. 중국 만주지역이 북한의 나진항, 청진
항 혹은 러시아 연해변강주의 항구, 예를 들면 자루비노와 블라디보스토크
항으로의 출구전략과 연계된다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보다 북극항로의 거리
를 더욱더 단축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게 된다. 실제로 중국은 창지투
개발과 대광역두만강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나진항과 자루비노 항
을 중국의 북극해 관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인프라 정비는 물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9)
동해로의 출구전략은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서 북동부지역 개발과 향후 북극항로에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사할린 섬과 홋카이도 사이에 소재하는 쓰루가(소야) 해협과 캄차트
카 반도를 통해 베링 해로 연계되는 북극항로 이용을 위해 사할린의 주요
8) 북동항로는 Northeast Passage로 명명되고 있으며, Northern Sea Route는 Northeast Passage의
일부구간으로 카라 해 젤랴니야부터 데쥬네프 곶까지의 구간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계
와 언론계는 구분하지 않고 Northeast Passage와 Northern Sea Route는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
고 있다.
9) 2014년 5월 중국 지린성 지방정부는 러시아 최대 항만운영기업인 슈마그룹과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8년까지 자루비노 항을 연간물동량 6,000만 톤 규모의 다목적 항만으로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의 의정서를 체결했다. 신민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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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코르사코프, 홈스크 등)와 캄차트카의 페트로파블로스크-캄차츠키 항
의 북극항로 허브로서의 역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북극항로는 항공, 철도, 도로, 하천교통과 연계되는 ‘복합물류(complexed
logistics)’ 체계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칸디나비아 북극권 국가들은
북극항구로 이어지는 철도, 도로 건설을 확장/신축하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
도 TSR과 BAM 철도 연계를 위해 북극항구로 이어지는 철도건설과 하천교
통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TSR과 BAM 철도의 확장으로 틴다
(Tynda)(BAM철도의 수도)부터 야쿠츠크까지 805km의 새로운 노선이 2013
년에 완공됐다. TSR과 BAM 철도의 지선인 아무르-야쿠츠크 노선의 완공은
레나 강의 하천교통을 통한 북극양의 랍테프 해 틱시(Tiksi) 항과의 연계, 즉
북동항로(유럽과 아태지역)의 복합운송물류 시스템과의 연결을 의미한다.
2014년에 수정된 ‘2025 극동/바이칼 연방목적 프로그램’에 의하면 육해공의
교통 인프라 건설을 위해 연방 항공청에서 37개 공항(주로 동지역의 북부지
역, 예를 들면 사하共, 캄차트카, 추코트카, 마가단 등) 개보수 작업에 357억
루블, 연방 해운청은 17여 개의 항만 개보수 작업에 260억 루블, 연방도로청
은 227.6km의 주요 도로 건설과 340.2km의 간선도로 건설에 266억 루블을
2015~16년에 투입할 계획이다(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
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2014) 육해공의 교통 인프라 개보수 작업은 복합
물류체계를 통한 북극권과 북동항로 개발과 밀접한 연계성이 있다.
‘러시아 철도전략 2030’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야쿠츠크부
터 마가단까지의 전략적 노선을 완공할 예정이다. 아무르-야쿠츠크 노선과
야쿠츠크-마가단 노선은 향후 우엘렌까지 이어지면서 베링해협 철도건설의
가능성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북극권의 1,297km 길이의 살레하르트-이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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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의 철도노선 일부 노선은 과거 죄수, 특히 유배 정치범에 의해 건설됐다.
가동 중인 노비 우렌고이(Novy Urengoy)와 스타리 나딤(Stary Nadym)은 오
비 강의 철로를 포함한 대대적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며, 노선의 서부구간 라
비트난기(Labytnangi)를 연결하여 보르쿠타(Vorkuta)까지 연장한다는 계획
하에 있다. 2010년 러시아 니켈 및 석유사의 지원으로 이가르카부터 노릴스
크까지 200km에 이르는 철도건설도 계획되고 있다. 2010년 3월 19일에 살레
하르트-나딤 노선의 착공식을 거행했으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노선은 오비 강과 나딤 강의 수많은 철교와 자동차 교량 건설을 병행할
계획이다(한종만 2013, pp. 182~223).
중국정부는 페름부터 아르한겔스크로 이어지는 러시아 북극권 철도건설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고 있다. 중국 인프라 투자 특화 국영기업은 코미공
화국과 벨코무르(Belkomur) 발전을 위한 철도건설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노선이 개통된다면 북부 시베리아와 우랄 지역부터 아르한겔스크 항까지
선적화물의 최단거리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노선의 총길이는 1,252km
로 712km의 새로운 철도건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총 건설비용은 6,000억 루
블(150억 유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의 80% 이상이 민간 베이스
로 이루어질 계획이다(Staalese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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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러시아 우랄, 시베리아, 극동의 내륙하천과 북극항구 지도

자료: Tschudi(2012), p. 14.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복합물류시스템을 이용하여 TSR과
BAM 철도를 통해 내륙하천, 예를 들면 북극해로 유입되는 레나, 예니세이
와 오비 강을 이용한 북극항구와의 연계 전략과 정책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
지고 있다. 러시아 철도와 내륙하천을 활용하게 된다면 중국은 북극해로 직
접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최단거리로 북극항로 이용은 물론 우랄, 시베리아와
극동 북부지역의 자원개발에 지대한 편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
각된다(그림 5 참고)10).
북태평양의 북극항로 허브항 구축과 함께 중국은 북대서양의 북극 허브
10) 북극권 철도 연결(페름-아르한겔스크 노선과 살레하르트-이가르카 노선 등)과 BAM 철도와
내륙하천의 연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 바람(한종만 2013, pp. 1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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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아이슬란드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
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항은 수심이 70m 이상으로 깊으며, 중국발 목적
지 항은 아니지만 북극항로의 모든 노선과 교차점이 되는 항구로서 환적의
지경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 원자바우 총리는 노
르딕 국가들을 방문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했다.
중국은 아이슬란드를 장기 전략 차원에서 ‘노르딕 싱가포르’화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중국대사관(건설비용: 2억 5,000만 달러)에 500명의 직원(미국
70명, 프랑스 20명 상주)을 파견할 계획이다(Kuersten 2015). 이는 아이슬란
드를 서북극의 물류허브로 구축한다는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30
년간의 나진항 부두 임대, 기반 인프라 건설은 동쪽에서 북극항로의 허브 항
으로 육성하는 계획과 연관이 있다.
중국의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배경은 기존 국제 해운로보다 거리단축을 통
한 시간절약 이외에도 연료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과 같은 일석삼
조의 이점에 기인한다. 북극항로는 기존의 수에즈운하와 파나마 운하에서 빈
번히 발생하는 병목현상의 해소뿐만 아니라, 초대형 선박 투입의 한계 감소,
북극 해적 활동의 부재, 향후 빠른 속도의 해빙 등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중국 쇄빙선 설륭(雪龍)호가 2012년 여름에 북동항로를 통해 아이
슬란드 레이캬비크 항에 도착했으며, 북극점 경유 항로를 이용하여 베링 해
를 거쳐 중국으로 귀환했다. 2013년에는 실험 상업운항을 전개했다. 중국 최
대의 선적회사 COSCO 주관으로 2013년 8월 하순, 최초로 다롄 항에서 1만
9,641톤의 컨테이너(철강재 등) 화물을 선적한 융성(永盛, Yong Sheng; ice
1A급)호가 베링 해를 거쳐 9월 10일에 로테르담 항까지 항행하기도 했다.
중국 극지연구소(PRIC)의 후이겐 양 소장은 북극항로를 통한 중국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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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모가 2020년까지 5~15%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주환
2013, p. 16).
2015년 3월 12일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개최된 ‘북극비즈니스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선 말테 훔퍼트 극지안보 북극연구소장은 “5년 후 중국은 북극
항로를 통해 9,000억 달러(약 1,010조 원) 규모의 무역을 할 것이고, 2030년
에는 세계 무역의 1/4이 북극항로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신(新)실크로드
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곽수근 2015).
러시아 북동항로정보처 자료에 의하면 북극항로를 통과한 운항척수는
2009년 2척, 2010년 4척, 2011년 34척, 2012년 46척, 2013년 71척으로 지속
적으로 증가했지만 2014년에 31척으로 감소했다(Northern Sea Route
Information Office 2014).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실시된 38개 중
국선적회사(31개사 응답)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극항로 이용과 관련된 질
문에 대해 중국 선적회사 중 4개사(COSCO, China Shipping Development,
China LNG CLSICO, Tong Li)만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을 뿐 나머지 회
사들은 아직까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asserre 2015).
북극항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는 북극의 극단적 날씨, 유빙, 빙산, 눈보
라와 돌풍 등 열악한 자연조건 이외에도 3~4개월간의 제한된 운항기간, 얕
은 바닷길로 홀수와 최대 선폭제한 등(북극점 경유 항로 제외)으로 인한 대
형 컨테이너 운송 상용화의 어려움, 북극항로 이용에 대한 러시아의 관리정
책과 요금제도(쇄빙선과 아이스 파일럿 이용의 높은 요금 책정), 쇄빙선을
비롯한 북극항행에 필요한 장비 부족과 북극항로 항행에 필요한 물적 및 인
력부족 등이 언급되고 있다(한종만 2012, pp. 216~217).
이 외에도 중국이 극복해야 될 현재와 미래의 장애요인으로는, 장기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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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북극항로를 통한 벌크선 이외에도 컨테이너선의 물동량 증가 예측도
여러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또한 세계의 공장 역할
을 담당하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점도 제
기되고 있다.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와 지역/산업/계층 간의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적 문제로 해외의존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달
성은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
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도와 ASEAN 국가들의 제조업이 현저하게 발전하
면서 향후 북극항로 경유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3. 지생태적/과학연구 관점
북극의 기후변화와 온난화는 해수면 상승과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를 야기하면서 중국의 농업과 식량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중국
의 북극 관심영역은 과학연구에 우선순위라고 말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중국은 이산화탄소 세계 1위 배출국이며 장기적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
로 예상된다. 북극의 기후변화는 중국 연안 도시지역에 직접적인 홍수로 이
어진다고 믿고 있다. 2012년 중국 쇄빙선의 5차 탐사에 참가한 해외과학자
는 사상치를 기록한 2007년 9월 북극 유빙이 2008년 초 중국 남부지역에 발
생한 극단적 한파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극단적인 기후 재앙과 자연
재해, 특히 가뭄으로 인해 2011년에 4억 3,000만 명이 피해를 받았으며,
3,096억 위안화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다.11) 기후변화는 중국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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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의 심각한 위험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극 기후변화
와 중국의 농업, 극단적 기후변화와 홍수에 관한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더욱
더 갈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후변화 이슈는 물론 북극권 국가들과의 파
트너십 관계를 조성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학자
들은 북극정책에서 영유권과 자원채굴 같은 민감한 이슈보다는 기후변화와
과학연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Jakobson and Pen 2012,
p. 16).
극지지역과 유사하게 얼음과 눈이 쌓여 있는 기타 지역(cryospheres) 역시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제3극지(Third Pole)’로 알려진 히말라
야 만년설 지역의 미래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히말
라야 지역은 중국을 포함해서 인도, 파키스탄, 부탄, 네팔과 인접국들로 구
성되어 있다. 히말라야 빙하와 눈의 융해는 히말라야 수자원에 의존하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수천만여 명의 생존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극
에서 얼음이 녹는 것처럼 히말라야 눈과 빙하의 융해는 심각하게 해수면을
상승시킬 수 있다. 아이슬란드 대통령 그림손은 2013년 4월 5일 뉴델리에서
개최된 회의의 기조연설에서 “북극과 히말라야 그리고 남극(AHA: Arctic,
Himalayas and Antarctica)은 지구의 독립적이고 분리된 지역이 아니며, AHA
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은 미래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Grímsson 2013).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와 눈이 빠른 속도로 융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 2007년까지 기후정책은 중국에서 우선순위는 아니었지만 중국정부는 ‘국가기후변화프로그
램’을 국가정책 이슈로 제정하면서 국내외 기후변화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기후정
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Stensdal 2012, p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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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와 티베트 고원의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과학지식은 극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팩트를 지니고 있다. 언뜻 보아도 북극과 히말라야, 티베
트 고원은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인 대양이며,
히말라야 지역은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북극은 위도가 높은 지
역인 반면에 히말라야 지역은 세계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북극의
거주인구는 400만 명 이하로 적은 편이지만 히말라야 수계지역의 거주인구
는 7억 5,000만 명에 해당하고 그중 2억 5,000만 명이 해당 지역의 수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은 기후변화에 민
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같은 초국경적 공해로
부터의 피해 등 많은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3의 극’인 히말라야와 티베트 고원 연구는 극지연구의 과학적 발전에 이
득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역으로 극지연구도 동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Korpa 2013, p. 110).
2014년 11월 코펜하겐에서 발표된 IPCC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부터 대
기와 해양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빙하와 만년설은 감소하고 있고 해
수면은 상승하고 있다. 또한 지구는 1983~2012년의 30년 기간이 지난 1,400
년 동안보다 더 따뜻한 기간이었으며, 80만 년 이래 대기에서 온실가스의 집
적이 가장 많았다고 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에 기
인한다. 21세기 중반에 여름철 북극양은 빙하가 없으며, 영구동토층의 감소
와 만년설의 해빙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2100년 이후에 장기적 기후
변화에 적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
구온난화로 4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2도 유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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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70%의 감축이 필요할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연간 수조 달러의 지출이 요구되
고 있다. 그러므로 재생산 에너지시스템으로의 변화와 에너지 절약 조처 등
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12)
국제기후정책에서 중국은 모순되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국가
이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수천만여 명이 빈곤상태에 허덕이는 개발
도상국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빈약한 에너지 효율과 과도한 석탄 사용으로
인해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리
더로서 중국은 신흥세력뿐만 아니라 기타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상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
하는 국제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공약은 UN 기후협상에서 미
국의 진입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2014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피크 기점으로 배출량을 늘리지 않기
로 하고 미국도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기준에서 26~28%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13) 향후 국제기후정책에서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 모멘텀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세계의 기타 국가들이 온실가스 방출을 80%선까지 감축시
킨다고 할지라도 중국이 ‘평상시 비즈니스’처럼 변화없이 이루어질 경우
2050년경 글로벌 온도는 2.7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Korpa 2013, pp.
112-113).
현재 선진국 주민보다 중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적으며,

12) “IPCC gibt Synthesereport haeraus(2014. 11. 2),” Wetter Online.
13) ｢중국-미국 정상, 온실가스 감축 전격 합의｣(2014. 11. 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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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은 실제적으로 서방으로 수출하는 제조
품에 기인하는 것이 사실이다(Weber, Petrs, Guan, and Hubacek 2013, pp.
3572-3577). 국제기후협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이지
않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적절한 규모 내에서 수행하는 것을 중요 정책으로 세우고 있
다. 또한 주요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스모그 현상으로 인해 중국은
진행 중인 제12차 5개년 계획(2011~15년)을 통해 2015년까지 1인당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각각 16%와 17%로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세
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정부는 친환경 경제발전의 균형
을 위한 중국경제의 구조 개편을 시작했다. 2012년 중국의 기후변화법률 문
서가 공표됐다. 중국정부는 차기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년) 기간 동안
국내적으로 이산화탄소 방출 시장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
출량 감축이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배출량, 배출권 규모, 적용 산업·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지역별 극심
한 배출권 가격차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문진영
2015, p. 89).
열악한 중국의 에너지 비효율과 높은 석탄 의존도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중국의 온실가스 방출량이 감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
려운 상황이다. 많은 중국학자, 싱크탱크와 연구기관들은 2030년부터 2040
년까지 중국의 온실가스 방출량이 최대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Watts 2009).
중국은 북극 활동을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998년부터 중국 과학자들은 북극의 생물학과 환경연구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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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빙하학, 기후학, 해양과학, 대기물리학 등에 관련된 학술논문들을 다량
으로 양산해내고 있다(Alexeeva and Lasserre 2012, p. 81). 1990년대부터 중
국의 극지연구행정당국을 중심으로 자료,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북극에 과
학자들을 파견했다. 중국의 쇄빙선 설륭(雪龍)호는 2014년까지 여섯 차례
(1997년, 2003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북극항로 탐사를 실행했
으며, 2016년까지 제2쇄빙선을 건설할 예정이다.
중국은 4개의 남극 연구기지14) 외에도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 연구기
지를 운영하며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03년 10월에 노르웨이령 스발
바르 니-알레순드(Ny-Ålesund) 연구기지 황하(Yellow River)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과학자(여름철에 32명의 과학자 활동, 겨울철에 2명 상주)를 파견하
고 있다.
중국은 북극 탐사 시마다 해외과학자를 초청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북극 쇄빙선의 5차 탐사에서 프랑스, 아이슬란드, 대만, 미국의 과학자들이
중국의 초청에 의해 쇄빙선 설륭호에 동승했다. 최근 중국은 극지탐사(북극
과 남극)에 연간 1,500만 달러, 남극과 북극기지 운용 등에 극지 관련 예산
6,0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2009년 중국의 국가해양국은 제2, 제3의 쇄
빙선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활동을 목표로 중국에서 처음
으로 건조되는 제2쇄빙선은 지연되어 2016년에 완공하여 진수할 예정이며,
총예산으로는 3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극에서 활동할 수
14) 남극조약에 의거하여 중국은 타국의 승인 없이도 남극에서 연구기지 설립이 허용되고 있으
며, 남극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중국의 남극연구는 유사한 환
경조건으로 인해 중국의 북극 활동의 시험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데 큰 이바지를 하게 될
것이다(Alexeeva and Lasserre 2012,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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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비행기 제작과 상하이 내 새로운 극지 대학 설립도 병행하고 있다. 200
명에서 1,000여 명으로 중국 극지 전문인력 증원 과정도 진행되고 있다
(Brady 2012, p. 12).
과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정부는 북극관련 국제적 과학 협력을 증대
시켜 나가고 있다. 1996년 중국은 북극과학위원회(IASC: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uncil)15)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2005년에 중국극지연구소(PRIC)
의 도움으로 중국 국가해양국(SOA)은 ASSW(Arctic Science Summer Wee
k)16) 산하 기관인 ‘태평양북극그룹(PAG: Pacific Arctic Group)17)을 주도하
면서 태평양 지역에서 과학자들의 통신을 용이하기 위한 IASC의 후원 프로
그램을 행하고 있다. PAG는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6개 태
평양 국가의 13개 과학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매년 ASSW 회의에
서 북극 과학발전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고 있다.
아시아극지과학포럼(Asian Forum for Polar Sciences)은 한국, 중국, 일본의
극지연구기관 중심으로 2004년 9월 출범했다. 현재 아시아극지과학포럼의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5개국이며,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이 옵서버 국으로 활동하고 있다.18) 2005년부터 중국은 니

15) 북극해 및 주변지역 연구에서 각 국가 및 기관들의 공동연구 목적으로 1990년 설립된 비정
부기구(2002년 4월에 가입, 현재 가입국: 21개국).
16) 1999년 설립, 북극과학 최고회의, 북극 과학연구 관련 주요 국제기구들이 상호간 정보교환
및 협력체제 구축을 목표로 개최하는 연례 학술행사.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북극 연구국
가가 활동하고 있음.
17) 북극과학위원회 산하 그룹으로 북극 과학연구에 종사하는 태평양 지역의 연구기관 및 개인
연합체로 공동 연구, 협력 및 연구계획에 대한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제공.
18) 김예동 극지연구소장이 2014년 10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극지과학포럼(Asian
Forum for Polar Sciences) 연례회의에서 차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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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슨과학운영자회의(NySMAC: Ny-Ålesund Science Managers Committee)의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중국의 극지연구는 북극의 기후변화와 중국에 대한 기후효과를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북극연구는 중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관심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인문적 지식 심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
고 밝히고 있다. 2007년 중국해양대학교 법정치학부 궈페이칭(Guo Peiqing)
교수는 중국의 북극연구를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법학, 외교학 등의
인문사회 이슈 연구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최근에 중국정부는 북극관
련 사회과학 분야, 예를 들면 북극관련 국제법과 지정학 분야의 연구기금 조
성은 물론 북극관련 이슈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행하고
있다. 2014년에 북극지역에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력 증진과 북극지식의
인지도 고양을 위해 ‘중국-노르딕북극연구센터’가 상하이에서 설립됐다.
중국은 아이슬란드에 300만 위안(5억 4,000만 원)을 들여 오로라 연구소
를 건설할 계획이다. 나토는 이 프로젝트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것이라
고 경고하기도 했다(조성대 2015).
캐나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북서지역(NWT) 누버트 지역 캠브리지
만 투크트토야크(Tukttoyak) 북극연구소(CHARS: Canadian High Arctic
Research Station) 건설에 착수하고 있다. 중국 극지연구소 사무총장 양후이
건(Yang Huigen)은 이 기지에 중국 연구기지 건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19)
“캐나다 캘거리대학 북극안보전문가 롭 휴버트는 독재국가가 북극 지방
에 단독으로 과학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

19) “China seeks to establish Northern Canadian research outpost(2015. 3. 24),” C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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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서만 북극지방 개발
에 협력해왔다. 미국은 이곳에 레이더 기지, 기상 관측소, 스파이 기지 등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는 캐나다가 중국과 합작으로 북극권 개발에 나설 가능
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북극연구소 건설에
착수하는 등 북극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협력 파트너가 필요한 실정이다”
(조성대 2015).
표 4. 중국의 대북극 정책과 진출에 관한 지정/지경/생태환경 SWOT 분석

S

-세계 1위 인구대국(풍부한 노동력)
-세계 2위 경제대국(PPP 기준으로 세계
1위)
-세계 1위 무역대국. 제조업(세계의 공장)
-세계 1위 석유/광물자원 수입국
-세계 1위 외환보유국/풍부한 자본동원력
-희토류 생산의 독점적 지위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항만/물류시설
보유국
-국가자본주의 속성상 낮은 거래비용
-국제기구(유엔 상임이사국, SCO, APEC,
BRICS, ASEM 등)에서 높은 영향력
-유라시아 국가로서 지리적 위치
-북극과 유사한 제3극지로서 히말라야
산맥 일부와 티베트 고원지대, 헤이룽장
성 북극 촌마을
-남극기지(4개), 북극기지 보유
-쇄빙선 설륭호 보유, 제2쇄빙선 건조
-극지탐사 경험과 극지연구 전문인력 보유
-북극이사회 영구 옵서버 가입
-노르딕 5개국과 러시아와의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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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비북극권 국가
-높은 무역의존도
-양극화(개인/기업/산업/지역별) 문제 심화
-수자원의 남북격차와 부족문제
-세계 제1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
-재생 가능한 에너지믹스 부족
-높은 에너지 소비 증가율
-에너지/자원의존 경제
-지속가능한 친환경/기후 정책 부족
-경제주체의 자율성 문제와 부패 문제
-경제주체의 생태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
-인구 고령화 추세 증가
-공식적인 북극정책 혹은 전략 부재
-창조적 기술과 soft power의 부족
-catch-up 단계(기술, 혁신, 발명, 과학)
-경제주체와 미디어의 언론자유의 부분적
통제와 민주화 부족
-북극 대륙붕 개발기술 경험 부족
-중국의 국가브랜드와 국제 이미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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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O

-북극 거버넌스의 재편 가능성 증대
-북동·북서항로의 이용 가능성 증대
-철도, 내륙하천과 북극해의 연계
로지스틱
-북극권 인프라 시설(항구 등) 참여 증가
-북극 관광/생태 관광의 증가
-북극 수산업의 참여 기회 확대
-조선/물류업체(선박/해양플랜트)의
활성화
-북극권 광물 자원 채취 가능성
-그린란드의 희토류 채굴 가능성
-북극권 연료(석유/천연가스) 채취 가능성
-시베리아/극동 북극권 진출 기회 확대
-학문/과학적 북극 공동연구 가능성 증대
-글로벌 이슈(기후협약 등) 해결 모색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에
참가하지 않아 중국의 대러시아
진출협력 가시화
-국내외 중국 브랜드와 이미지 제고
-글로벌 플레이 역할 가능성 증대

T

-인도와 ASEAN의 부상으로 중국 경쟁력
약화
-중국의 북극항로 경유 물동량 감소 가능성
-글로벌 생태계 파괴, 오존층 파괴,
기후변화
-자연재해(폭풍, 산불, 가뭄, 황사 등) 확산
-해수면 상승, 식생 변화 등
-메탄가스(화석연료보다 20배 이상 CO₂
발생) 문제
-중국 내부통합(홍콩, 신장위구르, 티베트
등) 리스크
-남동중국해 분쟁 위협; 중국 위협론의 확산
-신 ‘great game’과 신냉전 가능성; 군비
증액의 부담
-글로벌 안정화의 불균형과 평화 리스크
-거버넌스 도전(북극권 국가간, 북극권
국가와 비북극권 국가간, 비북극권 국가간)
-북극권 개발/항행 과정에서 사고 가능성
-reluctant stak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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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의 대북극 행위자
중국의 대북극 행위자는 크게 정부기관, 연구기관 및 상업기관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표 5. 중국의 대북극 활동 행위자

구분

기관

국가해양국(SOA), 중국극지연구국(CAA), 중국해감(CMS), 인민해방군(PLA),
중국공산당(CPC), 국토자원부(MOLR), 재정부(MOF),
정부기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과학기술부(MOST), 국가자연과학재단(NBSF),
환경보호부(MOEP), 외교부(MOFF) 등
연
구
기
관

국 중국극지연구소(PRIC), 상하이국제연구소(SIIS), 중국해양연구소(CIMA),
책 중국과학아카데미(CAS) 등
대 다롄(Dalian)해사대학, 중국해양대학교(OUC), 푸단(Fudan)대학교,
학 퉁지(Tongji)대학교, 상하이정치학법과대학 등

중국국영석유사(CNPC),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중국석유화학사(SINOPEC), 페트로중국사(Petro China Company),
중국국영선적회사(COSCO), 중국선적개발(China Shipping Development),
상업기관
중국LNG 선적회사, 통리(Tong Li)선적회사, 훈춘물류유한회사(Hunchun
Chuangli Haiyun Logistics), 중국국영블루스타회사(China National Bluestar
Corporation), 종쿤투자그룹(Zhongkun Investment Group) 등

1. 정부기관
북극문제를 배타적으로 취급하는 중국정부 내 부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중국정부는 북극 및 남극문제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해양수산부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해양국(SOA: State Oceanic Adminstration)’
은 정부기관으로 과학연구부터 전략 이슈에 이르는 모든 형태의 극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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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책임지고 있다.20) SOA의 조직은 국장, 부국장 4명, 직원 100여 명이며
3 분국, 즉 북해분국(청도), 동해분국(상해), 남해분국(광주) 그리고 5개 연구
소(제1해양연구소(청도), 제2해양연구소(항주), 제3해양연구소(샤먼), 극지연
구소(상하이), 해양전략연구소(북경))와 7개 센터(국가환경모니터링센터(대
련), 국가해양예보센터(북경), 국가해양정보센터(천진), 국가해양기술센터
(천진), 국가해양위성센터(북경), 국가표준계량센터(천진), 항주수처리센터
(항주))를 보유하고 있다(일부 기관은 ‘북극대학기관(UArctic: University of
the Arctic)’에 가입(표 6 참고).
SOA 산하의 ‘극지연구국(CAA: Chinese Arctic and Antarctic Adminstration)’21)
이 극지문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중국의 극지탐사를 행정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CAA의 전신은 1981년에 설립된 국가남극탐사위원회사무소(Office of
National Antarctic Expedition Committee)이다. CAA는 약 4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CAA는 SOA에 의해 위임받은 극지문제의 행정과 극지 탐사
를 주관하고 있다.
SOA는 행정적으로 국토자원부(Ministry of Land and Resources)에 대한 보
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SOA는 2단계 행정부서로서 1단계인 장관부서의 하
위기관이다. SOA는 남중국해부터 발해만까지 이르는 중국해안의 해양활동
감독기능을 갖고 있다. SOA는 해양관련 법률과 규정의 입안뿐만 아니라 국
제해양조약에서 중국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다. SOA의 정치적 지위는 해
양법 집행기관인 ‘중국해감(CMS: China Maritime Surveillance)’ 부서를 인수

20) 국가해양국의 홈페이지 주소. http://www.soa.gov.cn/english(검색일: 2015. 5. 27).
21) 중국어로는 국가해양국극지고찰판공실(國家海洋國极地考察办公室)이다. http://www.chinare.gov.cn/en
(검색일: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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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광범위하게 신장됐다. CMS는 황해, 동중국해, 남
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순찰 기능을 담당하는 함대를 보유하고 있다. CMS는
일련의 국제해양사건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SOA는 극지문제에 관한 주요
한 정부조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극지연구자문위원회(CACPR:
Chinese Advisory Committee for Polar Research)’를 주관하고 있다. CACPR
은 장관부서 혹은 국가위원회(State Council)와 인민해방군(PLA: People’s
Liberation Army) 참모부서 등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있다. 북극연구는
PLA 산하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중국의 기타
북극 활동에 대한 PLA의 역할은 알려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Jakobson and
Peng 2012, p. 3).
중국의 극지활동은 몇 개의 장관부서와 국가위원회의 행정당국, 중국공산
당(CPC: Communist Party of China)의 최고정부당국의 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2011년 새로운 쇄빙선 건설계획이 국가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새로운 쇄빙선 건설계획은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의 자문을 받아 극지
시설과 선박건조를 위한 기금을 비준하는 장관급 부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의 서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국가자연과학재단(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 국가위원회가 극지 과학연구를 위한 재정지원
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비준 심의하고 있다.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는 중국과 북극권 국가간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영역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부(M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중국의 국제적 북극 협력과 관련된 이슈를 담당하는 주
요 기관이다. MFA의 법/조약 담당부서는 북극 관련 공식입장을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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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북극이사회의 장관급 회의에서 중국 대표를 조율하고 북극문제의
쌍무 및 다자간 개입의 당사자 역할을 담당한다. MFA 내에서 보조
(Assistant) 장관은 북극 이슈를 공식적으로 진술하는 최고위 지위를 갖고 있
다(중국은 6명의 외교부 부(vice)부장과 부부장 휘하에 4명의 부장 조리(차
관보)가 있음). 과거 외교부 부장 조리 류전민(Liu Zhenmin, 劉振民)은 2010
년에 노르웨이의 고북극(High North) 지대를 방문했으며, 그의 전임자 후정
웨(Hu Zhengyue, 胡正躍)는 2009년에 방문했다. 그들은 노르웨이에서 노르
웨이 정부가 북극에서 중국의 권리를 인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진술했
다. 중국은 북극이사회의 임시(ad hoc) 옵서버로 2009년과 2011년에 북극이
사회의 장관급 회의에서 하위 등급의 외교관을 파견했다(Jakobson and Peng
2012, p. 3).

2. 중국의 북극 연구기관
가. 중국의 북극 국책연구기관
중국 국책연구기관과 대학기관의 임무는 정책결정자에게 극지문제의 이
해를 위한 조언과 정책 추천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극지연구소(PRIC: Polar Research Institution of China)는 CAA의 산하
기관으로 상하이에 소재하며, 극지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중국의 주요 연구
기관으로 종사자수는 218명이다. PRIC는 중국의 극지탐사, 북극과 남극에
소재하는 중국의 연구기지, 쇄빙선 설륭호를 관할하고 있다. 2015년까지 중
국은 31번의 남극 탐사를 수행했다. 중국은 1983년에 남극조약에 가입했으
며, 1984년에 처음으로 남극과학탐사단을 조직했다. 중국은 1985년에 남극

64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서쪽의 킹 조지(King George) 섬에 소재하는 첫 번째 기지인 만리장성(Great
Wall, 長城), 1989년에 남극 동쪽에 위치한 라스만 언덕(Larsemann Hills)에
소재하는 두 번째 기지인 중산(Zhongshan, 中山), 2009년에 Dome A(남극 동
부 빙상의 정상)에 위치한 세 번째 기지인 쿤룬(Kunlun, 昆侖) 기지를 설립
했다. 2014년 네 번째로 프린세스 엘리자베스 랜드(Princess Elizabeth Land)
에 타이산(Taishan, 泰山) 기지를 건설하고, 다섯 번째 남극기지 건설을 모색
하고 있다. 2005년까지 중국의 남극연구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었
다. 중국정부는 2005년에 남극연구 예산을 2배로 증액했다(Brady 2012, p.
14). 중국의 첫 번째 북극연구기지는 황허(黃河) 기지로 2004년에 노르웨이
스발바르 스피츠베르겐 섬에 소재한 니-알레순(Ny-Ålesund)에 설립됐다.
북극의 지정학적 중요성의 인식이 반영되면서 PRIC는 북극지정학을 출간
한 중국의 북극 최고전문가 중 한 사람인 장시하(Zhang Xia)를 2009년 7월
에 개설한 ‘북극전략연구부서’ 장으로 임명했다. 이 부서는 사회과학 부문의
북극연구를 수행하는 중국의 연구기관과 학자들을 지원하는 기금과 조정 및
일반적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60년에 설립되어 현재 30여 명의 선임연구원이 활동하고 있는 상하이
국제연구소(SIIS: Shanghai Institutes of International Studies)는 중국에서 국
제문제 영역을 담당하는 최고로 저명한 연구기관이다. SIIS 산하에 있는 ‘해
양 및 극지연구센터(Center for Maritime and Polar Region Studies)’, ‘글로벌
거버넌스연구센터(Center for Global Governance Studies)’, ‘러시아 및 중앙
아시아연구센터(Center for Russia and Central Asia Studies)’의 연구원들이
현재 북극의 글로벌 거버넌스, 북극 내 중국-노르딕 국가 간 협력, 러시아
북극전략 등에 관한 국가지원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SIIS의 2명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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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중 한 명인 양쥐안(Yang Jian)이 중국 내에서 지정학적 관점에서 점증
하는 북극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북극연구를 주도하고 있다(Jakobson and
Lee 2013, p. 7-8).
1987년에 설립된 ‘중국해양연구소(CIMA: China Institute for Marine
Affairs)’는 SOA 산하기관이며, 북극관련 정책에 있어 정책과 입법 그리고
경제와 이해관계에 관한 연구를 행하는 핵심기관이다. CIMA는 중국의 극지
정책의 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어젠다를 개발하고 있지만, 극지
업무를 위한 특별 부서를 개설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Jakobson and Pen
2012, p. 5).
‘중국과학원(CAS: Chinese Academy of Sciences)’은 정부구조상 장관부서
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자연과학, 기술과학, 하이테크 혁신을 위한 중추적
인 학술 및 연구기관이다. CAS 산하의 기타 연구소, 예를 들면 대기역학 연
구소와 지리과학 및 천연자원 연구소와 해양학연구소는 북극 환경과 기후변
화에 관한 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2)

나. 중국의 북극연구 대학기관
중국정부의 후원을 받고 있는 대학 내 북극연구센터들은 개별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학기관의 연구자들은 북극 이슈의 연
구물을 출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의 신뢰할 만한 보고서를 통해
정책 조언을 담당하고 있다.

22) 중국과학원 홈페이지, http://english.cas.cn(검색일: 2015. 5. 30) 참고.

64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북극 지정학 분야에서 인정받는 학자는 다롄해사대학(Dalian Maritime
University, 大連海事大學)의 리전푸(Li Zhenfu, 李振福)이다. 그는 중국의 북
극항로와 물류부문에 관한 학술연구를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다. 2010년에
대학 내 ‘선적개발아카데미(Shipping Development Academy)’ 산하에 ‘북극
선적업무연구센터(Arctic Shipping Affairs Research Center)’가 설립됐다.
중국해양대학교(OUC: Ocean University of China)는 해양학과 수산학 분
야에서 중국 내 가장 중요한 대학기관이다. 2010년에 OUC 법학/정치학부는
‘북극 법학/정치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소장 리우 후이롱(Liu Huirong)은 북
극 법률분야 전문가이며, 중국의 극지 권리를 지지하는 궈페이칭(Guo
Peiqing, 郭培清)은 센터의 핵심인물 중 한 사람이다. 추가적으로 SIIS와
PRIC 연구자들과 상하이의 여러 대학기관의 정치학 교수들도 북극 지정학
에 관한 정부지원금을 통해 북극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상하이에 소재한 푸
단 대학(Fudan University, 復旦大學)의 첸유강(Chen Yugang)과 그의 팀은 북
극의 국제협력과 중국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통지대학(Tongji University, 同济大学)의 판민(Pan Min)과 왕 추안힝
(Wang Chuanxing)은 북극의 변화와 중국의 안보적 함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상하이대학 내 법학정치학부 연구자들은 기후변화 전망과 북극에서
중국-캐나다 협력을 연구하고 있다(Jakobson and Pen 2012, p. 6).
2013년 7월에 중국해양대학교를 포함한 기타 연구기관이 ‘북극대학기관
(UArctic: University of the Arctic)’에 제휴 회원으로 가입했다(Sun 2014, p. 48).
북극이사회의 비정부그룹 영구 옵서버 11개 중 하나인 UArctic은 북극에
관한, 그리고 북극 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 대학, 연구소, 기타 기관들의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비수익성 국제적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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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다. 북극에 관한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교와 산학연의 기타 조직간
의 협동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비북극권 국가 중 중국의 UArctic 회
원 수가 10개로 가장 많은 반면에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과 일본(홋카이
도 대학교)은 각각 1개 연구기관이 가입하고 있다.23)

표 6. 북극대학기관(UArctic) 중국 연구기관의 회원명부

연구기관명(웹 주소)

소재지

설립연도

비고

중국기상학아카데미(Chinese
Academy of Meteorological Sciences) 베이징 1978년
http://www.cams.cma.gov.cn

전체 직원수 300명, 연구직
220명, 학생수 220명

중국환경학연구아카데미(Chinese
Research Academy of Environmental
Sciences)
http://www.craes.cn/cn/english

전체 직원수 858명, 연구직
826명, 학생수 100명

다롄(大連) 해양대학교
(Dalian Maritime University)
http://www.dlmu.edu.cn

베이징 1978년

다롄

1909년

전체 직원수 2,208명, 연구직
1,225명, 학생수 2만 명

환경부 산하 환경개발센터
(Environmental Development Centre)
http://www.china-epc.cn/

베이징 1996년

전체 직원수 600명, 연구직
300명, 학생수 50명

국가해양국 산하 제1해양연구소
(First Institute of Oceanography)

칭다오 1958년

전체 직원수 494명, 연구직
427명, 학생수 30명

국가해양환경예측센터
(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Forecasting Center)
http://www.china-epc.cn/

베이징 1965년

전체 직원수 358명, 연구직
245명, 학생수 20명

중국해양대학교
(Ocean University of China)
http://www.ouc.edu.cn

칭다오 1924년

전체 직원수 3,036명, 연구직
1,536명, 학생수 27,627명

23) 북극대학기관의 웹사이트 참고. http://www.uarctic.org(검색일: 201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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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연구기관명(웹 주소)

소재지

설립연도

비고

중국극지연구소
(Polar Research Institute of China)
http://www.pric.gov.cn

상하이 1989년

전체 직원수 218명, 연구직
52명, 학생수 35명

국가해양국 산하 제2해양연구소
(Second Institute of Oceanography)
http://www.sio.org.cn

항저우 1966년

전체 직원수 421명, 연구직
250명, 학생수 125명

국가해양국 산하 제3해양연구소
(Third Institute of Oceanography)
http://www.tio.org.cn

푸젠성
1959년
샤먼

전체 직원수 1명, 연구직 1명,
학생수 59명

3. 상업적 단체(국영/민간기업)
북극항로와 자원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기업의 북극 진출, 특히 에
너지/광물자원과 선적/물류산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의 석유메이저 중국
국영석유사(CNPC),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의 대북극 진출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CNPC는 러
시아 소브콤플로트(Sovkomflot)사와 북동항로를 통한 에너지 운송협정, 야말
LNG 프로젝트의 20% 지분 인수(CNPC의 자회사 Petro China 담당), 러시아
가스프롬사와 장기 가스구입 계약, 러시아 국영석유사(Rosneft)와 북극해 대
륙붕 등 5개 지역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위한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CNOOC는 캐나다 자회사 넥슨 사(Nexen Inc.) 인수 이외에도 노르웨이와 공동
으로 아이슬란드 대륙붕 석유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다. CNOOC는 북극지역에
서 석유개발 사업에 뛰어든 최초의 중국기업이다. 또한 중국의 석유화학사
SINOPEC(China Petroleum & Chemical Corporation(中国石油化工股份有限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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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사는 캐나다 오일샌드사와 석유회사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24)
2011년 중국국영블루스타사(China National Bluestar Corporation)는 노르
웨이 북극권 핀마르크에 소재한 세계 주도의 합금생산업체 엘켐(Elkem)사의
인수를 통해 규암광산을 획득하게 됐다. 사천성(Sichuan, 四川省) 지방정부
소유회사인 신예광산투자사(Xinye Mining Investment Company)는 영국 런
던 마이닝(Lonon Mining)사로부터 20억 달러 상당의 남부 그린란드 이수아
(Isua) 철광산을 매입했다(Stensdal 2015).
중국해양선적회사(COSCO: China Ocean Shipping (Group) Company), 중
국선적개발(China Shipping Development, 中海发展), 중국LNG 선적회사
(CLSICO: China LNG Shipping(International) Co. Ltd.), 통리(Tong Li, 同里)
선적회사 등이 북극 진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북극항로의 시험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의 북극해 관문 역할을 기대하는 중국 지린성
훈춘에 소재한 훈춘촹리해운물류유한공사(Hunchun Chuangli Haiyun Logistics
Ltd.)가 북한 나진항을 장기 임차하면서 북극항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 물류회사는 민간기업이지만 나진항의 조치는 6개의 중국 장관부서와 지
린성 지방정부의 승인하에서 이루어졌다(Lasserre 2015).
북극권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북극권 크루즈 관광객수는 연간 약
100만여 명에 달하며,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극권 관광객수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U.S. Coast Guard 2013, p. 17). 여름철에 북극점까지 여행하는

24) CNPC와 Sinopec 간 합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CNPC와 Sinopec의 합병은 중국 석유가
스 생산의 77%, 석유판매의 90%를 점유하여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
상된다. 2013년 기준 시가총액으로 CNPC 3,100억 달러, Sinopec 1,100억 달러로 총 4,220억
달러로 3,940억 달러인 ExxonMobil을 능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대연·김정인 2015,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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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쇄빙선 관광상품이 운행되고 있다. 2011년 무르만스크 항에 11대의
국제 크루즈선이 방문(5,000명)했는데 여객터미널(길이 250m, 폭 19.6m)이
구축되면 노르웨이 키르케네스 항과 무르만스크 항까지 정기 페리서비스뿐
만 아니라 영국, 미국, 독일, 핀란드, 덴마크 크루즈선이 연간 70~100대 방문
하며, 연간 5만여 명의 관광객(72시간 무비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Gorbunov 2012, pp. 14-15). 여름철의 노르웨이 북극권 피오르드 해
안 크루즈 관광선뿐만 아니라 스웨덴과 핀란드 북극권 관광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북극권 지역, 특히 노르딕 북극권 국가의 중국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중국
기업은 북극권의 관광 인프라 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4년에 중국 베
이징에 소재한 종쿤투자그룹(Zhongkun Investment Group) 황누보(Huang
Nubo) 회장이 아이슬란드 북동부 지역에 300㎢ 규모의 골프장을 갖춘 관광
리조트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중국은 자국 부유층 관광객을 유치
해 원시자연 정취 체험에 관련된 사업 취지를 설명했으나, 아이슬란드 측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한 국내법을 들어 거절했다. 이 회사는 또한 노르
웨이 사업가인 헤닝 호른씨 등이 매물로 내놓은 북극해 스발바르군도 내
217㎢ 대지구입을 계획했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
다.25) 또한 종쿤투자그룹은 2014년 9월 시가 400만 달러 상당의 노르웨이
트롬쇠 북부지역 해안부지 구입을 위한 예비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고 노르
웨이 국가방송은 전했다(Higgins 2014). 이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회사의 회장은 핀란드와 그린란드에도 생태관광 사업을 확산할 계획이

25) ｢노르웨이 정부, 중국의 북극 섬 매입 시도에 제동｣(2014. 5. 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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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진술했다(Jakobson and Pen 2012, p. 6).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를 고려할 때 중국의 북극 행위자의 대부분은
중국공산당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영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학기관과 민간기업의 활동도 국가기관의 직간접적 개입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Ⅳ. 중국의 대북극 정책
중국의 대북극 정책의 기본방향은 전반적인 대외정책 목표하에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첫째, 중국의 정치적 안
정, 둘째, 주권적 안보, 영토통합과 국가통일, 셋째, 중국의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발전이다. 북극문제도 중국의 대외정책의 세 번째 목표인 중국의 중대
한 국익, 경제발전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또한 북극은 중국 선적 해운로
의 거리단축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식량 및 자원안보를 강화해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중국의 근원적 대외정책의 목표는 자국이 강대국으로서 존
중받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평등
을 전제로 핵심이익을 상호 존중하고 협의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정립하
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이태환 2012, p. 12).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점
증하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은 종종 부정적 현상, 즉 ‘중국 위협’으로 간
주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제적 이미지 향상과 글로벌 공포를 완화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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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권력을 장악했으며, 2013년 3월에는
시진핑이 중국의 새로운 최고지도자로 지명됐다. 미디어, 학자, 인터넷 사용
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임명 직전의 시진핑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구호
‘중국몽(Chinese dream, 中國夢)’은 시진핑 시대의 주요 슬로건으로 인지되
어가고 있다. 개인적 성공에 기초를 두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과 대조적으로 중국몽은 국가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진핑은 “우
리는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겠지만 우리의 핵심적 이해관계와 합법적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26) 시진핑의 언급은 2004
년 이후 당-국가를 위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지는 평화적 발전의 정
책방향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진핑은 ‘합법적
권리’와 ‘핵심적 이해관계’라는 용어를 추가적으로 부연하면서 과거 지도자
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은 기타 국가의 이해관
계 침해를 원하지 않으며, 다자간 무역체계 유지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시진핑은 중국의 지역격차 해소와 지속적 경제발전, 무역로의 다변화를
위해 2014년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일대일로’ 정책 실현을 위한 현실적
계획을 발표했다.27) 이 정책은 북극과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향후 북방 해상
실크로드와 러시아를 통해 이미 언급한 북극권 복합물류시스템 구축과도 밀

26) Xinhua(2013. 1. 29).
27) 2014년 10월 24일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수립하여 자본금 1,000억 달러 중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더불어 2014년 11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실크로드기금 400
억 달러 출연을 발표하고 연이어 최소 50억 위안 자본금 규모의 해상실크로드은행을 설립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자본금은 주로 인프라 건설과 물류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
다. 중국물류리포트, Vol. 14, No. 8(2014. 12. 3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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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히 연계되어 있다.
물론 북극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핵심적 이해관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
만, 향후 북극이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은 중국의 핵심적 이해관계에 연계되며, 특히 경제발전은 북극과 직간접적
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중국의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북극의 물적 및 인적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북극권 국가들과
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공식적 북극 정책
중국은 북극전략을 공식적으로 제정하지 않았으며, 중국정부 관료들의 공
식적 진술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에 대한 공식적 정책은 낮은 단계로
추정된다. 중국의 공식적인 북극전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과 비공식적 이해관계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Joensen 2013,
p. 29).
중국의 북극 관련정책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최고 정책결정자 사이에서
내부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네티즌이 만든 블로그와 미디어를 통한 비공식
적 논평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공식정책에 대한 노골적 비판은 부족한 편이
다. 중국사회는 지난 10년 전보다 더욱 개방적으로 다양성이 증가됐으며,
점증하는 수많은 공식 및 비공식 행위자들이 정책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정책결정 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Jakobson and
Knox 2010, p. 1). 중국의 북극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정책제안이
중국의 공식 북극정책과 연계되는 객관적 확실성이라고 예견하는 것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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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만 중국 체제가 국가주의란 점을 고려하면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
된다.
중국 관료와 학자들은 스발바르 조약을 중국의 북극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국제법적 기초로 간주하고 있다. 1925년에 이 조약을 체결한 중국의 관료와
학자들은 이 조약을 중국의 북극 진출을 위한 또 다른 정당성이라고 간주하
고 있다. 이 조약은 스발바르 제도에 대해 노르웨이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
고 있지만 42개국의 조약서명국들도 스발바르 제도에서 노르웨이와 동등하
게 어업, 사냥, 광산, 무역, 국제적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약에 근거하
여 중국을 포함한 10개국이 스발바르 니알순 지역에 북극기지를 설립했
다.28)
현재까지 북극에서 인식한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정부, 특히 외
교부가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극의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해로운 효과, 예를 들면 중국의 환경과
기후변화 형태와 식량생산에 관한 심도 깊은 지식의 이해 획득, 둘째, 중국
의 북극이사회 참여를 통한 북극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와 의사결정에 점
차적인 영향력 확보, 셋째, 북극 환경 변화에 기인된 도전 등의 하이라이트
는 지역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라는 점, 넷째, 북극 연안국의 주권이 미
치지 않는 북극 해역을 UN 해양법에 의거하여 인류공동의 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극권 국가들의 의사 결정 시 비북극권 국가들의 권리를 고려해
야 한다는 점, 다섯째, 북극이사회의 노르딕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이다.

28) 이 조약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이용희 2013, pp. 10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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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와 남동중국해에서 주권적 권리 인정과 영유권 및 선취권을 존중
한다는 중국의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은 북극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존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비북극권 국가라는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
고 중국은 단계별로 북극권 국가들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북극 거버넌스의 적극적 참여와 자원채굴과 관련된 결정 과정
에서 중국의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비북극권 국가로서 중국은 북극
의 이해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외교협력과 과학연구, 투자의 긍정적 임팩트
를 활용하고 있다.
단기적 측면에서 중국은 자국 선박의 북극해운로 진입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해 유빙은 자원채굴보다 먼저 정기선박 통과의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양시설물과 조난시설, 환경 스탠더드와 쇄빙선 요금
이 결정될 때 중국은 비북극권 국가의 권리를 강조하는 도그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대외정책을 판단해 볼 때 실무적 고려가 중국의
대북극 정책의 주요 드라이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 자원채굴은 더욱 타당성이 높아지며, 현재보다 비용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은 러시아와 캐나다의 북극권 개발 프로젝트에 대규모
의 공동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북극정책은 노르딕 북극권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심화,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 그리고
북미 북극권 국가들과는 여러 부문에서 견제와 경쟁관계도 있지만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통해 협력을 위한 실리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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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공식적 북극 정책
국내외 연구자들이 중국의 대북극 관계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두 개의 용
어인 ‘근접북극(Near Arctic)’과 ‘북극 지분자(Arctic stakeholder)’는 중국 사
전에 게재됐다. 이들 용어가 인정받을 때까지 중국 관료들과 북극전문가들
은 반복적으로 이 용어들을 사용하였다(Jakobson 2010, p. 13). 중국은 티베
트와 천산산맥의 자연 상황이 북극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북극과 남극에
이어 ‘제3극지’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중국 헤이룽장(黑龍江, Heilongjiang)성
막하(漠河, Mohe)현 막하진 북극(北極, Beiji)촌을 홍보하고 있다.29) 천문학
적 북극 정의에 의거하면 중국의 북극촌도 북극에서 1,500km 떨어져 있음에
도 불구하고 중국은 ‘근접북극’ 국가라고 명명하면서 북극 진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Feng 2015).
글로벌 문제에 중국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노력과 연계하여 중국학자들은
중국이 북극 이슈에 더욱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중
국 관료와 싱크탱크 북극전문가들, 예를 들면 중국국제연구소 유럽분과 위
원장이 “북극 국가들은 사적 혹은 독자적으로 자원개발을 원하는 반면에 북
극은 달(moon)처럼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다”고 하거나 중국극지연구소 소
장이 “북극자원은 특정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세계에 수요에 따라 배분되
어야 한다”(Jakobson and Pen 2012, p. 20)고 주장한 바 있다.
2010년 3월에 인민해방군(PLAN: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해군소
29) 가장 아름다운 중국의 사계절 명소 100개 중 하나로 지정된 북극촌은 중국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하지 전후 하루 20시간 정도 태양을 보고 운이 좋으면 신비한 오로라 현상
도 볼 수 있다. ｢중국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북극촌｣(2015. 2. 4), CCTV.com 한국어방송,
http://kr.cntv.cn/2015/02/04/ARTI1423032228478906.shtml(검색일: 201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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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인줘(尹皁, Yin Zhou)는 “북극은 세계 모든 국민에게 속해 있으며, 어떠한
나라도 주권을 가질 수 없다. 중국은 세계인구의 1/5을 가진 국가로서 북극
탐사에 대한 불가결한 역할을 계획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Dawnay 2013).
중국 연구자들의 강력한 수사학적 발언에 대해 해외 관찰자, 특히 북극권 국
가들은 북극의 주권이 없는 중국이 북극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준비작업
의 징후라고 해석하고 있다.
북극이사회의 영구 옵서버 신청에 대한 가부결정이 두 번째로 연기된
2011년부터 중국의 북극연구자들은 공개적으로 더욱 완한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관료들도 북극에서 중국의 이해관계와 북극정책의 민감성,
특히 자원부문과 영유권 영역 문제와 의구심을 확실하게 인지했다.
많은 연구에서 중국정부는 위협으로 간주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 있는 북극의 지분자’ 역할을 원하고 있다. 중국의 북극 활동과 관련하
여 다양한 중국 관료와 학자들은 중국의 북극 활동은 자원 약탈과 전략적
통제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정규적 환경조사와 투자가 주목적이라고 확언하
고 있다. 중국 국제연구원의 연구원은 중국의 북극 활동은 유럽과의 무역과
투자를 늘리려는 정상적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유럽에서 중국의 정규
적 상업활동을 북극지역의 전략적 통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상 과대망상
증이라고 말하고 있다(Zongze 2012).
‘북극에서 중국과 노르딕 국가의 협력 전망’을 주제로 2012년 중국 베이
징에서 개최된 SIPRI 워크숍(SIPRI Workshop 2012)30)에서 북극 자원의 논
의를 자제하라는 중국 외교부 법률/조약부서의 요청이 있었다. 이 요청을 중
30) 이 워크숍은 2012년 5월에 ‘현대세계연구중국센터(China Centre for Contemporary World
Studies)’와 중국공산당 국제부 산하 싱크탱크 공동주체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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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교부는 워크숍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으며, 외교부 직원들은 중
국이 북극에서 자원부문의 북극연구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식화
했다. 북극에 대한 중국의 지나치게 주도적인 관심 표현은 북극권 국가들에
불쾌감 상승이라는 위험성을 동반하면서 북극에서 중국의 입장을 약화시키
고, 북극권 국가들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북극자원의 실무에서 외부자의 진
입을 제한하는 구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극지역에서 자원채굴
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국제협력, 특히 글로벌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2011년부터 증대되는 중국의 북극 개입 논쟁을 피하기 위해 많은 중국의
연구자들은 기후변화를 우선순위로 하는 중국의 북극 어젠다를 수립해야 한
다고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연구경향이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
추면서 중국학자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외부의 초조함을 완화하고 민감한
북극자원과 영유권 이슈 문제를 우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향후 중국은 북극 에너지와 자원의 ‘전략적 바이어(strategic buyer)’ 역할
과 북극항로 물동량의 주요 원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협
력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3. 중국의 대북극 정책의 평가
1978년 말부터 중국은 일련의 정치,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빠른 경제성
장에 따른 현저할 정도의 국제적 지위 상승을 보이고 있다. 2014년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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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중국이 강대국의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
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물적 기준에서 고려해 본다면 이미 강대국에 부응한
다. 중국은 지정학적 위치, 영토의 규모, 세계 1위 인구대국,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핵탄두를 보유한 세계 3위 군사대국 등으로 인해 이미 강대국으
로서 여러 가지 요인을 충족하고 있다.
현실주의 논의는 부상하는 중국이 ‘현상유지(status quo)’ 세력 혹은 ‘제국
주의 세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하고 있다. 온건한 접근
론자들은 세계 문제에서 증가하는 ‘중국 요인’ 혹은 ‘중국 효과’를 인정하는
반면에, 일부학자들은 다음 세기에 이르러서야 ‘중국의 세기’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비관적 입장을 표명하는 논평자들은 ‘중국 위협’ 혹은 ‘다가오는 중국 전
쟁’을 경고했다. 북극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이해관계는 회의적 태도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11~14년에 아이슬란드와 스발바르에서 중국 사
업가의 대규모 토지 구입계획에 대해 유럽과 미국 여론은 회의적 반응을 보
였다. 중국의 그린란드 희토류 개발에 대해서도 서방의 반응은 부정적이었
다. 중국의 대북극권 협력강화에 대해 북극권 국가들은 긍정적 및 부정적 측
면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과 달리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중
국몽(Chinese dream)’은 중국 국가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방사회도
수긍하는 기준과 제도에 의거하여 국제협력이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제기되
고 있다(Korpa 2013, p. 108).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극전략을 책정하지 않고 있지만 분석 결과 북극의
지전략적 변천을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조처를 체계적으로 행하고 있다. 중
국정부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단일국가(Unitary-State-As-Rational-Actor)’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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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점에서 북극지역에 관한 분명한 지전략적 어젠다를 가지고 있으며, 새
로운 북극해운로와 자원 이용을 가능하게 북극의 새로운 지정·지경학적 역
할에 적응하고 있다(Abel 2012, p. 36).
중국은 북극지역에서 지전략학을 통해 변화되는 북극의 지정·지경학적 인
과관계 분석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인간 활동에 우호적으로 변화되는 북극의
가치, 예를 들면 새로운 북극해운로의 이용과 해저면 자원의 획득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복지향상의 관점에서 북극지역에서 새로운
해운로와 상품 및 자원수송로의 다변화와 경제적 이득을 올릴 수 있는 대전
략(Grand Strategy)을 행하고 있다.
중국은 북극 영토 요구권이 없어, 북극자원의 직접적 획득은 불가능하며,
단지 북극 연안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자원채굴이 가능하다. 북극의 기회
는 비우호적인 자연지리적 조건과 그와 연계된 기술적 요구 이외에도 북극
정책과 국제사회에서 북극 채굴과 관련하여 비북극권 국가의 배제의 위험성
등으로 제약받고 있다.
중국은 북극이사회의 영구 옵서버로서 북극활동이 제한적 범위에서만 가
능하며, 기술적 관점에서도 현재 중국의 기술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
나 중국의 경제력과 물적·인적 자원동원력, 연구활동 용량은 북극 진입을 가
능하게 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과 북극권 국가들과의 교역 강화가 중국의
북극이사회 영구 옵서버 지위 획득은 물론 향후 대북극 진출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유럽 노르딕 5개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
며,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캐나다와 미국의
북극지역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치적 관계로 중국의 기대만큼 진전
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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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극 연구활동 용량 강화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독일이 주장하는 근거처럼 북극 연구활동의 강화는 장기적
으로 북극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로 중국은 쇄빙선을 통한 국내외 전문가의 북극 관련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북극이사회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르딕 북극
권 국가들과의 연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극 정책의 전망은 ‘기회와 도전’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북극해운로 이용과 자원채굴은 장기적으로 실제적인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강력한 북극 개입은 기후
요인뿐만 아니라 기타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중국이 과연 북극이라
는 변경지역에서 높은 재원을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 이러한 의지에 대한 북
극권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조처는 중국의 대북극 정책에 대한 전망의 핵심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중국은 북극 진출을 원하는 기타 국가들
처럼 북극 보호라는 국제 시민사회의 전략적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한다. 아
직까지 중국은 이와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북극이사회에서 중국의 영구 옵서버 지위는 특권뿐만 아니라 책임성도 수
반하고 있다. 희망적으로 북극이사회는 중국에 더욱더 북극 연구의 기여를
격려해줄 수 있으며, 민감한 북극의 자연보호에 더욱더 주의를 환기시키며,
북극 원주민 권리의 더 많은 존중과 더 많은 글로벌 책임성을 부과하고 있
다. 북극의 천연자원과 북극해운로에 가치가 있다고 확증이 될 경우 중국정
부는 더욱더 북극 개입을 강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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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최근 중국의 대북극 연구에 대한 적극적 행보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비북극권 국가로서 한국은 북극을 새
로운 성장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국도 기후변화라는 글로
벌 이슈를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3년 한국도 북극이사회의 영구 옵
서버로 가입하면서 북극 환경과 생태연구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한국은 북
극이사회 아시아 영구 옵서버 5개국 중 제일 먼저 2013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극정책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31) 이 기본계획안의 추진전
략별 대책 네 가지는 국제협력 강화, 과학조사 및 연구활동 강화, 북극비즈
니스 발굴·추진, 제도 기반 확충이다. 이들 대책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인접한 동북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태지역과 유럽
북극권 국가는 물론 북극이사회 등 여러 북극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이 필요
하다. 한국과 중국은 북극을 미래 성장동력 공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공
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 한국, 중국은 연료 및 원료 자원 수입국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자원공급 확보와 자원수입원의 다변화를 우선 정책과
제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3국은 대외무역 활성화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안정적이며 경제성 있는 무역운송로의 유지와 새로운 북극 운
송로뿐만 아니라 복합 로지스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31) 한국의 관계부처는 6개부(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
수산부)와 기상청이다. 요약본은 웹사이트 참고. http://www.arctic.or.kr/files/pdf/m4/korea.pdf
(201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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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이사회의 상임 옵서버가 된 한·중·일은 북극항로의 허브 경쟁, 북극권
자원·물류 진출에서 경쟁적 관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중·일은 북극자원
의 사용자라는 ‘전략적 바이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자원·물류 부
문에서 EU의 전신인 철강석탄 혹은 원자력 협력체처럼 한·중·일도 상호 윈
윈 할 수 있는 부문별 협력체 설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류사업
의 한 예로 2014년 7월에 중국항만개발사(China Shipping Development Co.)
와 일본의 미쯔이해운사(Mitsui O.SK. Lines Ltd.)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세
계 최초로 북극 야말반도의 천연가스를 북극항로를 통해 운반하는 정기 운
항계약을 체결했다. 투자금액은 총 9억 3,200만 달러로 쇄빙기능을 갖춘
LNG선을 대우해양조선에서 건조하여 2018년부터 선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
측했다. 한·중·일은 정치 부문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문에서 어느
정도 해빙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Iwata and Ma 2014).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대북극권 국가들의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실리를 찾을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한국의 대북극 전략이나 정책을 재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방의 경제제재 조처 이후 중국의 러시아 북극권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
지만 향후 지속적인 중·러 관계의 발전은 여러 면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
다. 2013년까지 북극이사회의 영구 옵서버국 확대 과정에서 러시아는 중국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시에 러시아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극동시베리아 진출 가속화 등의 문제가 자국의 안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
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서방의 제재와 자본 동원의 한계 때문에 러
시아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보다 서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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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북극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견된다. 러시아는 북극 대륙붕 개발에 필
요한 서방의 기술과 노하우, 자본력의 필요성은 물론 기존의 에너지 수출시
장 유지를 통해 중국과의 에너지 가격 협상력에서도 지렛대 역할을 기대하
고 있다(Klimenko 2014, pp. 18-19). 상대적으로 한국은 러시아가 우려하는
중국의 대북극권 진출을 완화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대
러시아 협력과 투자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북극이사회의 영구 옵서버로 가입한 한·중·일은 기존의 ‘아시아극지과학
포럼’을 재편하거나 바렌츠유럽이사회처럼 가칭 ‘동북아북극이사회’ 혹은
‘동아시아북극이사회’(새로 가입한 인도와 싱가포르 포함) 혹은 ‘아태북극이
사회’(Young 2012, p. 316; 김석환, 나희승, 박영민 2014, p. 153; 제성훈, 민지영
2013, p. 117)를 주도적으로 창설하여 대북극권 협력을 주도하는 것도 바람
직하며 상설기구를 부산(혹은 인천, 울산, 광양 등)에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 이 기구를 바탕으로 에너지·물류 부문의 통합을 통해 동북아 혹은 동
아시아와 아태지역 블록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강대
국이 아니면서도 유럽의 북극이사회 영구 옵서버 국가 중 하나인 폴란드가
바르샤바(OSJD(국제철도기구)의 본부 소재지)에서 북극이사회 협의를 주도
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도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32)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권과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동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국의 나진항 조차와 관련하여 북한의 개방과 북한경제의 연착
륙, 오호츠크 해를 비롯한 베링 해와 축치 해 자원개발과 항로 이용을 위한
한·중 혹은 남·북·중 등 3각 혹은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다자간 협
32) 이 아이디어는 주폴란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김정하 참사관이 북극연구단(배재대)에 보
낸 메일에 포함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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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체 설립 혹은 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2013년 10월 8일에 북동항로를
경유하여 라이베리아 국적 ‘HHL Hong Kong’(Arct 4급)선이 러시아 우스티루가부터 북한 나진항까지 일반화물 1,742톤을 운반하면서 나진항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Northern Sea Route Information Office 2014). 그외에도
2014~15년에 나진항에서 시베리아산 석탄과 벌크화물 등이 한국의 포항항
과 평택항, 상하이항으로 운반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서 남방 해상실크로드뿐만 아니라 북방 실크로드 연결도 중장기적으로 고려
하고 있다. 북방 실크로드로서 북극해와 철도, 하천, 도로, 공항이 연계되는
복합물류체계를 이용하여 한국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지역인 시베
리아와 중앙아시아 북부지역과 연계(내륙 하천)하는 물류 프로젝트를 시행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중·일은 북극의 자원과 물류부문 그리고 조선과 해양 플랜트 건설에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북극 틈새시장
모색에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북극
항로의 거점항구 구축을 위해 강원도, 경상북도, 부산, 경남, 전남 등의 주요
항구간 지자체의 과열된 경쟁을 미리 예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한국의 북극기본계획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6개 부서와 기상청 간의 중복업
무와 갈등도 배제할 수 없어 북극관련 문제를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조성
하거나 지정할 필요성 역시 대두된다.
또한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항과 오호츠크 해의 주요 항구(사할린 코르
자코프와 홀름스크)와 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츠키 항에 관련된 중국의 주
요 북극 허브항 구축전략에 따라 한국도 이 지역의 물류기지(에너지, 수산,
관광 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015년 9월 러시아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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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한국에서 제안한 북동항로 크루즈선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중국의 노
르딕 국가 내 북극권 토지매입이나 캐나다와 미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유보나
거절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참여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과학조사 및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 한·중·간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 중국
의 제2쇄빙선 건조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의 제2쇄빙선의 규모와 기
능, 시기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과 북극권 국가의 여러 연구협력,
예를 들면 2014년에 개소된 중국-노르딕북극센터를 벤치마킹하여 한국도
북극권 국가와 유사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2017년에 완공될 캐나
다 북극기지촌에 한국기지 구축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비 북극
권 국가로서 한국과 중국은 EU 등의 다른 비북극권 국가들과 함께 북극항로
(북동 및 북서항로)의 자유로운 항행과 북극 심해저면의 자원이 인류공동의
유산이라는 입장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대북극 연구는 북극 국가와 EU, 중국에 비해 양과 질 면에서 아직
미천한 상황이다. 미래공간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수동적 자세보다는 능동적 자세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극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북극 전
문가는 자연과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각국의 북극정책 비교
를 위해서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적 시각을 가진 전문
가와 신진연구자 육성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극권 개발은 생태계 변화, 항행이용과 심해시추, 빙하 관리, 안전사고
등으로 야기되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비예측성에 직면하고 있는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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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북극권 개발과정은 천문학적 고비용과 기후변화, 심해저면 탐사
와 시추(우주탐사처럼 고비용 소요), 생태계 등의 리스크 관리하에서 안전한
기술을 위한 공동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 북극권은 과학분야의 공동연구,
NGO 협력, 글로벌 이슈(기후협약 등)의 해결 모색 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북극 공간은 자연, 인문, 사회 등 전 학문 연구의 보고
지역이며, 과학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인류의 실험실이기도 하다. 북극은 우
리 세대뿐만 아니라 차세대를 위한 미래공간이다. 다보스포럼 ‘북극 글로벌
어젠다 이사회’는 최근 북극 항로와 자원개발 등의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계획은 단기 내에 달성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사
회는 북극의 민감한 생태계 보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심화된 연구·
과학기술의 발전과 대대적인 국내외 투자를 전제하고 있어 북극권 국가뿐만
아니라 비북극권 국가의 관민산학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33)
최근 셰일가스 등 비전통적 석유·가스 개발과 국제유가 하락, 세계경제의
정체와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제 조치 그리고 2017년 봄까지 북극이사회
의 의장국인 미국의 북극정책이 개발보다는 환경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북극 개발은 단기적으로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북동항로 경유 선박도 2014년에 대폭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북극 개발은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북극이사회의 비정부
33) 2014년 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극의 현실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신화’로 묘사했다: ① 북극에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규
제나 혹은 거버넌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유권이 없는 프런티어로 간주한다는 점 ② 북극
의 천연자원 개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관점 ③ 북극해의 유빙으로 인해 계절적으로
긴 시간 동안 항행이 가능하다는 관점 ④ 북극이 지정학적 논쟁으로 긴장과 갈등의 차세대
화약고라고 간주한다는 점 ⑤ 북극의 기후변화가 글로벌 차원이 아니라 지역적 중요성이라
고 간주한다는 점(Global Agenda Councils 2014, p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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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영구 옵서버 단체 중 하나인 중국의 ‘북극대학기관’이 가입을 많이
한 것처럼 한국 연구기관, 예를 들면 극지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학기
관의 가입을 통해 북극관련 연구 축적은 물론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중국 정부와 기업의 대북극권 진출 과정에서 북극주민들은 환경 파괴적이
며 자원 수탈적 경제협력 개연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북
극권 연구 분야에서도 원주민을 포함한 인문학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약했
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북극권 협력, 특히 투자협력의 지속적인 가능
성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이미지 확보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을 바탕으로 현지인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추코트카 금광에 투자한 캐나다 기업이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로 러시아 측으로부터 추가적인 금광개발권을 획득한 것은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러시아 극동지역 투자가이드 2013,
p. 394).
북극권 국가들과 중국은 북극과 북방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이들과 한국에서 자주 언급되는 북방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88 올
림픽 이후 한국의 북방정책은 대사회주의권과의 협력과 교류에 초점을 맞추
었으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북방 혹은 신북방 등의 용어개념을 통해 북
한, 동북아, 유라시아 공간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
티브 정책 구상도 대륙세력과의 협력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체 북극공
간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팍스 아티카(Pax Arctica) 시대의 대비와 한국의
성장공간과 비전을 위해 유라시아를 포함해서 북극의 전초기지로 나아갈 해
양공간인 한국의 동해, 오호츠크 해, 알류산 열도를 포함한 베링 해와 알래
스카, 캐나다 북극권까지 포함하는 ‘유람시아(Euramsia)’ 어젠다로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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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한종만 2015, p. 72). 이를 통해 한국은 대륙세력
뿐만 아니라 해양세력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우려하는 대중국 경사도 기울기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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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아바자(Avaza) 관광특구 개발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현지 진출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 하에 슬라브연구, 제31권 제4호에 게재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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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투르크메니스탄과 관련된 경제적 이미지는 천연가스와 관련된 에너
지 문제가 먼저 부각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사실 투르크메니스탄 정
치 지도자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
에 관한 것이다. 2006년 12월에 급사한 초대 대통령 사파르무랏 니야조프
(Saparmurat Nyazov) 시기의 투르크메니스탄은 대외적으로 매우 높은 폐쇄
성을 유지한 국가로 유명하였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유입이나 관광객의 입
국 등이 매우 제한되었다. 그러나 후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이러한
폐쇄정책에서 탈피하여 과감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세중립국
이라는 체제 안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현 대통령은 러시아, 미
국, 중국, EU, 이란, 카자흐스탄, 터키 등 인접국가와의 경제교류를 확대시키
고, 이들 국가로부터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국립관광지구 개발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대외 개방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며, 아울
러 다양한 방문외교 활동을 통하여 이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아바자 관광특
구 개발사업은 2007년 베르디무하메도프의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것으로서
투르크메니스탄 국내에 세계적 수준의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을 유치하는 한편,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
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2007년 이전, 즉 사파르무랏 니야조프 대통령 시기에 이
미 아바자 지역을 정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 준비되고 있었는
데, 아바자 해안지역에 난립되어 있던 민가들이 총체적으로 철거되고 있었
던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2007년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령이 공표되
면서, 이후 정부 주도로 이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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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의 서쪽 카스피 해 해안 지대에 위치한 아바자 국립관광지
구의 총 개발 예정지는 총 5,000ha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카스피 해
와 접해 있는 해안선 길이만 26km에 이른다.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호텔을
비롯한 위락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이 지역을 지원하
기 위한 투르크멘바쉬 시의 현대화 사업 또한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이 개발계획에 의하면 아바자 지구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총
3단계 시기별로 개발될 예정이고, 지난 2012년 말에 1단계가 종료되었으며,
2015년 현재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관광단지 및 주변의 인프라 구축
사업이 주목표이던 1단계에서 소요된 예산은 이미 30억 달러에 달했고, 이
는 처음에 예상한 10억 달러를 훨씬 넘는 금액이었다. 현재 2단계 공정을 진
행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2020년에 마무리될 이러한 대형 관광지구 건
설 프로젝트에 대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 투
르크메니스탄 정부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는 아바자 관광지구에 관한 고정적
인 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관심 있는 외국 투자자들의 참여를 권
장하고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본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만족할 만한 인프라 구
축과 관광지에 어울리는 소프트웨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터키 지중해 연안의 휴양지에 버금가는 관광지로 부각되지 않으면 많은
수의 관광객이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이 결과는 투자 대비 경제적 성과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대통령의 의지로 볼 때 이 부분은 개발지구 건
설의 질적 상태에 따라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아바자 관광지구 개
발 프로젝트는 도로건설, 호텔 및 주택건설, 위락시설 등으로 투르크메니스
탄의 건설 붐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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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바자가 위치한 투르크멘바쉬에는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한국 근로자 또한 350여 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주
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1) 그리고 최근의 양
국 투자협정으로 투르크멘바쉬 인근 지역에 한국기업이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등 양국의 경제적 협력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이에 비
해서 투르크멘바쉬 혹은 아바자 지역의 사정을 학문적으로 분석한 글은 차
치하고라도, 투르크메니스탄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2)
서구나 러시아 또한 이러한 사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
다도 학문적 접근의 어려움은 현지 국가의 비자 취득이나 자료 획득의 한계
가 그 이유일 것이다.3)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을 집중적으로 연구, 조사하고

1) http://tkm.mofa.go.kr/korean/eu/tkm/information/life/index.jsp(2015. 9. 1). 생활 및 여행정보란에
의하면 투르크메니스탄 거주 한국인은 420여 명이고 그중에서 투르크멘바쉬 지역에 35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2) 조영관(201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비교분석과 시사점-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
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pp. 33~37, 51~5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저서는 2015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아바자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연구로 평가된다.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아바자 관광특구에 관해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아바자
관광특구의 개발 내용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의 본 논문이 효용성을 가질 것이다. 그리
고 2009년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자원, 에너지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우즈
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비교 정리하고 있는데, 아바자 관광특구에 관한 것은 개설적인
수준에 있다. 한국수출입은행(2009), 중앙아시아 자원현황과 투자환경(카자흐스탄, 우즈베
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p. 239.
3) 1990년대 독립 이후부터 2011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전반적인 현안
은 다음의 저서에 소개되어 있지만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Sebastien
Peyrouse(2012), Turkmenistan: Strategy of Power, Dilemmas of Development, Armonk, NY &
London, England, M.E. Sharpe. 그리고 2014년에 네덜란드에서 발간된 다음의 보고서는 본 연
구에 많이 참고되었다. Democratic Civil Union of Turkmenistan, Association of Independent
Lawyers of Turkmenistan, International Tourist Zone Avaza: the Crisis of the Concept, 2014,
Netherlands, p. 39, http://www.chrono-tm.org/en/2015/07/international-tourist-zone-avaza-the-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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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부 국제기구의 연구보고서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당국의 홈페이지
글, 관련 전문가의 분석 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제별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우선 지역이 생소한 만큼 아바
자와 투르크멘바쉬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개관하고, Ⅲ장에서는 아
바자 관광특구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숙박시설을 비롯한 주변 인프
라 구축 상태에 관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Ⅳ장은 투르크메니스탄 외부에서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 부분을 실정에 맞게 분석한다. 마지막 Ⅴ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재정리
하고 동시에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에 제공해 줄 수 있는
투자 대안을 간략히 제시할 것이다.

Ⅱ. 행정구역적 배경과 외형적 특징
-투르크멘바쉬, 아바자
1. 투르크메니스탄-발칸 주-투르크멘바쉬
투르크메니스탄4)은 카스피 해 동부에서 카라쿰 사막을 횡단하여 아무다
on-the-concept(검색일: 2015. 7. 8). 이하 ‘International Tourist Zone Avaza’라고 표기함.
4) 투르크메니스탄의 영토적 토대는 소련 시기인 1924년에 만들어졌다. 후에 일부 국경선이 변
화하면서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 부분은 다음 논문을 참고. 황영삼(2015), ｢투르
크메니스탄 민족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 20세기 초 투르크멘 공화국 체제의 출범 배경과 쟁
점 및 의의｣, 슬라브학보, 제30권 1호, pp. 49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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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강에 이르는 약 49만km 에 달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로서, 5개의 주
(welayat, 벨라야트)로 된 대단위 지리적 행정단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
발칸 주는 카스피 해에 연해 있으면서 면적이 가장 큰 주이며 주도는 발카나
바트이다. 투르크멘바쉬는 발칸 주의 항구 도시이며 카스피 해를 통하여 카
자흐스탄,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과 연결되며 나아가 러시아 아스트라
한을 거쳐 볼가-돈 운하를 통하여 흑해, 지중해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 요
충지이다.

그림 1. 투르크메니스탄 행정지도

주: 카스피 해 연안에 발칸 주 및 투르크멘바쉬, 아바자가 위치함.
자료: http://www.nationsonline.org/oneworld/map/turkmenistan-administrative-map.htm(검색일:
201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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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투르크메니스탄 행정지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의 서쪽 끝, 즉
카스피 해의 동쪽 연안에 위치한 투르크멘바쉬는 1993년에 당시 니야조프
대통령이 이전의 이름이던 크라스노봇스크(Krasnovodsk)를 개명한 이름으
로 ‘투르크멘인들의 지도자’라는 뜻이다.
1896년 당시 제정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팽창을 위한 해상 항구 진입로로
건설된 크라스노봇스크 항구는 카스피 해 동쪽 해안에서 러시아군의 물자
보급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같은 해 10월 크라스노봇스크 철도역이 기
공됨으로써 이곳을 기점으로 한 자카스피 철도노선(Trans-Caspian Railway)
이 운용되었던 것이다. 1903년에는 상인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만사무
소도 개설되는 등 러시아에서 카스피 해를 통해 중앙아시아 남동부로 이동
하는 일이 크라스노봇스크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다. 크라스노봇스크
는 1908년에 인구 7,500명 수준의 마을이 되었으며, 구성 민족은 러시아인,
아르메니아인, 이란인, 아제르바이잔인(이란 출신) 및 카자흐인들이었으며,
최소한 투르크멘인들은 카라반사라이 주인들을 제외하고는 도시에 거주하
지 않았다.5)
소련 시기인 1930년대 이후에는 크라스노봇스크 거주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에 약 3만 명 수준이었고, 1989년 소련 공식인구 결과
인구 6만 3,000명 수준의 소도시로 성장하고 있었다. 1940년대에 소규모 정
유시설 조합이 결성된 이후 크라스노봇스크는 공업 도시로 본격적인 발전
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수산물 가공공장 등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6)

5) ‘International Tourist Zone Avaza,’ pp. 9-10.
6) ‘International Tourist Zone Avaza,’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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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련 시기에 카페리 수준의 배가 접안할 수 있게 건설된 크라스노봇
스크 항은 마침내 1962년부터는 바쿠-크라스노봇스크 정기 항로를 마련하
게 되었다. 독립 이후 니야조프 대통령은 이 도시의 이름을 투르크멘바쉬로
바꾸고 항만현대화 공사를 시행하였다(2000~03년).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
국내 자본과 기술의 한계로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7)

2. 투르크멘바쉬의 기후, 지형
투르크멘바쉬 지역은 전형적인 사막성 기후를 나타내며, 여름에는 덥고 겨
울에는 다소 쌀쌀한 날씨를 가지고 있다. [표 1]에서 보면 7월 평균 기온이
28.2도, 8월 평균 기온이 28도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최고 여름 기온은 7월
의 경우 44.7도(1983년), 8월의 경우 44.5도(2006년)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고
온도의 평균은 34.6도(7월)와 34.5도(8월)를 기록하였다. 한편 2015년 7월 기
온은 35도를 상회하는 날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7, 8월 투르크멘바
쉬의 기온은 대략 35도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겨울 기온의 경우는
기록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영하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다.
2015년 여름의 경우도 투르크멘바쉬의 기온은 거의 40도를 기준으로 오
르내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지금까지의 통계 현황과도 일치하는 수준이
다. 한 마디로 여름에는 매우 더운 날씨를 기록한다는 뜻이다. [표 1]에서 보
이는 것처럼 겨울에도 평균적으로 영상의 날씨(6~8도)를 기록하기 때문에
폭설이나 추위를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이 투르크멘바쉬의 연중 날씨의 특
징이다. 투르크멘인들은 대개 9월 정도를 적당한 피서철로 간주하는데 30도
7) https://en.wikipedia.org/wiki/Turkmenbashi_International_Seaport(검색일: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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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날씨와 적절한 수온 때문이라고 한다.8)

표 1. 투르크멘바쉬 월별 평균 기온
(단위: ℃)

월

역대최저온도

최저온도평균

평균

최고온도평균

역대최고온도

7.5

20.7 (1966)

1

-21.5 (1969)

-0.3

3.3

2

-21.9 (1969)

-0.2

3.9

8.7

23.3 (2004)

3

-12.6 (1996)

3.2

7.7

13.1

29.0 (2008)

4

-2.6 (1976)

8.5

13.7

19.9

36.0 (1982)

5

0.9 (2003)

13.6

19.5

25.8

40.7 (2007)

6

6.6 (1978)

18.9

25.1

31.6

42.4 (2010)

22.2

28.2

34.6

44.7 (1983)

7

14.1 (1992)

8

10.2 (1992)

22.0

28.0

34.5

44.5 (2006)

9

3.3 (1973)

16.7

22.7

29.3

43.5 (1972)

10

-3.1 (2014)

10.0

15.4

21.5

33.4 (1960)

11

-12.1 (1950)

5.0

9.3

14.2

28.1 (2006)

12

-16.3 (1948)

1.2

4.9

9.1

24.6 (1998)

자료: http://www.pogodaiklimat.ru/climate/38507.htm(검색일: 2015. 6. 30).

한편 강수량의 경우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연중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
하고 있다.

8) 연중 4월 하순부터 10월까지 아바자 해안의 해수 온도는 18도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휴가지로
적절하다고 한다. Turkmenistanyň. syyahatcylyk baradaky dowlet komiteti, Awaza Syýahatçylygyñ
/Avaza - Pearl of the Tourism/ Аваза жемчужина туризма, Aşgabat: Türkmen döwlet neşirýat
gullugy(2013),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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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월별 강수량
(단위: mm)

월

평균 강수량

월 최저

월 최대

1일 최대

1

12

0.0 (2003)

32 (1978)

17 (1978)

2

13

0.0 (2001)

51 (1952)

35 (1952)

3

17

0.0 (1937)

71 (1979)

32 (1979)

4

16

0.0 (1943)

88 (2003)

49 (2003)

5

9

0.0 (1958)

129 (1972)

68 (1972)

6

3

0.0 (1937)

26 (1969)

26 (1969)

7

2

0.0 (1938)

50 (1976)

48 (1976)

8

5

0.0 (1936)

32 (1990)

25 (1996)

9

5

0.0 (1936)

46 (1951)

44 (1982)

10

11

0.0 (1936)

51 (1965)

32 (1965)

11

19

0.0 (1976)

57 (1964)

31 (1964)

12

14

0.0 (1950)

46 (1991)

19 (1991)

год

126

32 (1950)

221 (2003)

68 (1972)

자료: http://www.pogodaiklimat.ru/climate/38507.htm(검색일: 2015. 6. 30).

투르크멘바쉬 지역은 한 달간 비가 안 내리는 경우도 있으며 대개 30~40
mm 수준이니 사막성 기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광활
한 카라쿰 사막을 보면 이 국가가 얼마나 물이 귀한지를 짐작할 수 있고, 수
도 아쉬가바트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반드시 중요한 상징물로 분수대를 건
설한다. 분수대도 평범한 수준의 모습이 아니라 매우 크고,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심지어 조명 시설까지 겸비한 예술적 분수대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투르크메니스탄인데 그것은 그만큼 물이 희박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
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시설로서 해수담수화 공장이 등장
하게 된다. 아바자 관광지구를 유지하기 위한 식수의 공급처로서 해수를 이
용한 물 공급이 필수적이며 당연히 이러한 공장이 건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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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바자 관광지구의 지리적, 역사적 환경
그림 2. 투르크멘바쉬 및 아바자 위성사진

자료: 구글어스(검색일: 2015. 8. 10).
그림 3. 투르크멘바쉬의 아바자 구 및 케나르 구

주: 투르크멘바쉬 시는 확대되어 2개의 구로 구성되었는데 경계선 좌쪽이 아바자
구, 우측이 케나르 구임.
자료: http://infoabad.com/novosti-turkmenistana/avaza-i-kenar-dva-novyh-yetrapa-gorodaturkmenbashi.html(검색일: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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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자 관광지구는 투르크멘바쉬 도심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카스
피 해의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그림 3]에서 아바자 지구는 왼쪽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아바자 지구는 해안에 접해 있으며 내륙 쪽으로 황무지성 들
판이 위치하고 투르크멘바쉬 시가지와 그 북쪽의 투르크멘바쉬 공항과도
연결된다.
아바자 지역은 본래 투르크멘바쉬 시와 별개의 마을 단위를 이루고 있었
는데, 2013년 8월 1일자로 투르크멘바쉬 시의 경계를 확대시키는 투르크메
니스탄 의회의 승인에 따라 아바자 및 케나르 지역이 각각 구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아바자 관광특구 지역이 투르크멘바쉬 시의 행정구역이 되었고
그 넓이가 9,660ha에 이른다. 투르크멘바쉬 공항 지역 및 기타 소규모 촌락
들이 아바자 구에 소속되었다. 또 다른 구인 케나르 구는 면적이 7,262ha이
며 투르크멘바쉬 동항 및 서항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9)
소련 시기에 아바자 지역은 평범한 시골 해안가 마을이었고 주민들은 고
기잡이를 하는 어민들로 구성되었다. 단지 백사장과 바닷물로 인하여 여름
철이 되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인근의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곤
했는데, 크라스노봇스크 학생들의 여름캠프가 열리기도 했던 곳이 바로 아
바자 지역이었다.
1970~80년대에는 아바자 지역에 야외 별장 형태의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
작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서 비롯되었고, 건물
의 소유 또한 법적 근거를 부여받게 되었다. 때마침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경제적 변혁정책으로 인하여 별장의 소유권이 시당국의 승인으로 합법화되

9) http://turkmenistan.gov.tm/?id=4613(검색일: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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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아바자 지역에 별장형 단독 주택들의 건립이 확산되어 갔다.10)
한편 투르크멘바쉬 인근의 해안지대에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형성되는 것
에 관한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은 1980년대 후반에 한 신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요지는 리조트가 건설되기에는 환경학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 이유는 투르크멘바쉬 인근의 가스전 및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하여 심한 악취와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휴양 목적의 건축물들이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심지어 민간회
사인 ‘쿠로르트-스트로이(Kurort stroi)’까지 설립되었다. 그러나 1993년에 이
회사는 당국에 의하여 폐쇄 조치되었고, 사장인 케셀만(A. Keselman)은 이
스라엘로 이주해 버렸다.11)
투르크메니스탄의 독립 초기인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아바자 지역과 아
바자의 북쪽에 위치한 인근의 타르타(Tarta) 지역12)의 단독 주택은 계속 증
가해 나갔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주택들이 여름철 성수기에 관광객을 대상
으로 영업을 하면서 소득을 높였기 때문이다. 체제 전환기를 맞이한 투르크
메니스탄에서 이러한 자유로운 변화는 니야조프 대통령의 특별 조치가 내려
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니야조프 대통령은 이러한 아바자, 타르
타 지역의 단독 주택들이 무계획적으로 건립되고 탈세와 비도덕적 상행위들
이 성행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대통령의 권력으로 이들 지역의 주택들을 일
소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하게 된다.
10) ‘International Tourist Zone Avaza,’ p. 10.
11) ‘International Tourist Zone Avaza,’ pp. 10-11.
12) 타르타 마을은 아바자 지역과는 달리 유달리 실제 거주하던 일반 민간인 주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바자 지역개발로 피해 주민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http://archive.chrono-tm.org/en/?id=1286
(검색일: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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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바자 해안가(2004년 9월 기준)

주: 높은 건물은 세르다르(Serdar) 호텔. 해안가에 단독주택들이 많이 보임.
자료: http://photo.qip.ru/users/alex-d/190244/3429605(검색일: 2015. 8. 10).

한 조사에 의하면 2006년 1월 초부터 시작된 주택철거 정책으로 총 1,764
채의 건물들이 인위적으로 파괴되었고, 이들 주택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 경
우가 많았다.13) 아바자 지역의 주택촌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는 구글 지도를
보면 확인된다.14)

13) ‘International Tourist Zone Avaza,’ p. 16.
14) 이러한 분석은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Crude Accountability(2013), Скрытые от прямого
взгляа: загрязнени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 наруш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туркменском секто
ре Каспийского моря, Alexandria, USA, May, pp. 23-29(검색일: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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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02년 9월 21일 당시 아바자 해안가의 단독주택촌

자료: 구글어스.
그림 6. 동일한 지역의 철거된 주택촌 모습(2007년 4월 5일자)

주: 2007년 4월 5일 당시 많은 주택들이 철거되었음을 알 수 있음.
자료: 구글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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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와 [그림 6]을 비교해 보면 2002년에 많이 보이던 주택들이 2007
년에는 거의 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4월이면 아바자 관광특구령
이 반포되기 이전이지만 사실 이때에도 이미 무엇인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서 이 지역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
오는 지역의 변화는 [그림 7] 사진에서 비교된다.
이 그림들을 볼 때 아바자 남단 구역에도 많은 수의 주택들이 철거되고
경지가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단 구역에는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던 세르다르 호텔이 남긴 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건물
들이 모두 사라졌다. 한 마디로 인위적인 강제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의 시작이었음을 알 수 있다. Ⅲ장에서 본격
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참고로 관광특구 개발이 시작된 이후 2013년 구글어
스에 나타난 이 두 지역의 변화된 모습은 다음과 같다(그림 8~그림 10 참고).
그림 7. 아바자 남단의 주택촌(2002년 9월 21일자)

주: 2002년 9월 21일 역시 주택들이 많이 보임.
자료: 구글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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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아바자 남단의 철거된 주택촌(2007년 4월 5일자)

주: 2007년 4월 5일 거의 모든 주택들이 철거된 모습.
자료: 구글어스.
그림 9.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아바자(2013년 7월 11일자)

자료: 구글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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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아바자(2013년 7월 11일자)

자료: 구글어스.

이상과 같이 아바자 지역은 확연하게 바뀌어졌고 호텔과, 인공 수로(운
하), 그리고 요트장 부두 시설 등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지역
은 개발 중이고 완전히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15년 현재의 모
습은 구글어스에서 포착할 수는 없지만 최근 알려진 많은 보도와 자료에 의
하면 더 많은 호텔과 놀이시설 등이 속속 완공되고 있어서 국제 수준의 리조
트로 탈바꿈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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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바자 관광특구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현황
1. 아바자 관광특구의 개념과 프로젝트 추진 배경
2007년의 해는 독립 투르크메니스탄 현대정치사에서 전환기에 해당하는
시기였다.15) 독재정치와 폐쇄적 정책으로 대외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던 투르크메니스탄 초대 대통령 니야조프가 2006년 12월 21일에 급
사하고 난 후 일련의 권력승계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주
치의이자 치의학 박사이며 보건문화부 장관 겸 부총리 직에 있던 베르디무
하메도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향후 국가의 진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16)
2007년 2월 11일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네 명의 입후보자들을 압도적 표
차로 따돌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베르디무하메도프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을 추진할지는 미지수에 속해 있었고, 더구나 2007년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
인의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객관적 자료를 입수하기
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그가 매우 개혁주의적
인물이고 개방적 정책을 기피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15)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의 개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황영삼(2014), ｢투르
크메니스탄 독립 20년: 회고와 전망｣,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편, 투르크-중앙아시아:
이해를 넘어 상생으로, pp. 47~54. 다해,
16)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 황영삼(2009), ｢독립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적 변화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의 사회개혁 정책｣, 중앙아시아-카프카즈 연구, 제1권 2호,
pp. 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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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초기 신임 대통령과 국가정책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는 일은 힘
들었다.
신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는 그를 대통령직으로 당선
되게끔 유리하게 조력했던 국가보안위원회 의장 레제포프 장군과의 관계 정
립이 고려되었다.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 권
력강화 일환으로 결국 레제포프 장군의 실각이 뒤따르고 이는 전임 대통령
의 사례와 결부될 수 있는, 매우 부정적 이미지로 굳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과
감하고 신선한 정책을 선포하였다.
2007년 5월 투르크멘바쉬에서 개최된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카자흐스
탄 3개국 정상회의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카스피 해 연안의 관광
지 개발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어서 6월 21일에 아바자 해안의
세르다르 호텔에서 수십 명의 국내외 기업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지구
개발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17)
마침내 2007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8855호로 카스피 해 연안의 ‘아바자’
국립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사업이 확정되었다.18) 동 법령에 의하면 아바자
관광지구에 투자하는 외국기업가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명시해 두
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9)

17) “Аваза: вчера, сегодня, завтра,” http://turkmenexpo.ru/upload/turkmenexpo/avaza_today_2012.
pdf(검색일: 2010. 5. 10).
1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т 24 июля 2007 года No.8855, <<О националь
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зоне “Аваза”>> 아바자 국립관광지구에 관하여.
19) 원문의 일부가 다음에 수록. http://base.spinform.ru/show_doc.fwx?rgn=20743(검색일: 201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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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르크메니스탄 외국인 등록청은 아바자 관광특구에서 공사가 진행되
는 동안 일하기 위하여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하는 외국인 전문가와
노동자들에게 신속하게 입국비자를 발급하고 비자 수수료와 거주등록
비를 면제한다.
② 경제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대하여 거주등록비가 면제된 상태에
서 거주등록을 허용한다. 즉 아바자 관광특구에서 진행 중인 건설 공
사 법인과 아바자 관광특구에서 실행 중인 투자업체 등.
③ 중앙은행은 아바자 관광특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거주자로 등록된 이후
마나트화를 기준으로 노동한 결과 얻어진 외국인 투자자의 순이익에 대
하여 외국환 전환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각 부
처, 청, 소속 기관 및 국영기업체 등의 마나트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하여
그 형태와 관계없이, 건설 노동 및 용역에 수반하는 지불금 그리고 생산
자재, 설비 및 제품의 구입 등 외국통화로 제시된 채무 상환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태환을 보장한다. 아바자 관광특구에서 행해지는 외국통화의
현금성 및 비현금성 자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④ 국가 상품원료 거래시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아바자 관광특구 건설규모
에 따라 행해진 계약서의 등록에 대하여 그 거래비용이 면제된다.
⑤ 투르크메니스탄 표준관리청은 아바자 관광특구에서 건설과 개발에 활
동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기타 개인들이 수입하는 설비와 자재의
분류에 필요한 비용을 면제한다.
⑥ 투르크메니스탄 국립보험기관은 아바자 관광특구에서 활동하는 외국
인 투자자 및 개인들의 자산을 보호하며, 적법한 국내 보험규정과 국
제적 수준의 보험제도에 일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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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규정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토지에 관한 임대료
를 면제하고, 아바자 관광특구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적용되는 추가 비용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여 초기 15년 동안 법인세 및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아바자 관광특구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이 아바자 관광특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거
주자로 등록된 이후 마나트화를 기준으로 노동한 결과 얻어진 외국인 투자
자의 순이익에 대하여 외국환 전환을 자유롭게 허용한 일은 인근의 우즈베
키스탄의 경우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치로 분석된다.20) 그리고 비자 발급이
매우 어렵기로 유명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비자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것으로 생각되는 투르크메니스
탄에서 이와 같이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진행되는 관광특구 조성 계
획에 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가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의지가 있
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신중하고 세심한 투자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투르크멘바쉬
지역은 거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어서 도로와 공항, 상수도 등 인프라 구축
문제에서 호텔 건설 및 이후의 관광 수입 등 복합적 요인이 모두 검토되어야
하는 거대한 문제 또한 안고 있다.

20)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여전히 외환통제가 강하게 실행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이익금의 절반을 숨화로 예치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심하다. 이러한 점은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투자자를 극도로 제한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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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초기의 투자 적합성 및 미래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불확실하
게 출발한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사업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강력하
게 추진한 정책 중 하나로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대략 사업전략 초기
단계에서 계산되었던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은 10억 달러였으나, 1단계 말
에 30억 달러 그리고 2013년에 이르면 이미 50억 달러에 달했다고 알려져
있다.21)

2.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의 마스터플랜
아바자 관광특구 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 주요 내용은 투르크멘바쉬 신공
항 건설, 고속도로 건설, 가스화력 발전소 건설, 담수 플랜트, 하수처리 시설,
상수도망 건설 등으로 이미 종료된 상태에 있다. 이때 부여된 국가보조금은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 가스화력 발전소 건설, 투르크멘바쉬에 신공항 건
설, 7km 인공수로 건설, 도로건설 기술비 구매 등에 할당되었다. 1단계 전체
면적은 1,770ha 수준이며 여기에는 순수 관광 시설이 조성되며 점차적으로
2

5,000ha(약 50km )까지 개발할 계획인데, 쉽게 말한다면 이는 한강 둔치를
제외한 여의도 면적(2.9km2)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땅이다.
2단계에서는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일이 핵심인데 아쉬가바트에 있는 카지노를 이전시킨다는 계획이
있다. 유흥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위락시설은 대부분 외국
인 관광객을 위하여 운영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21) http://slon.ru/world/pochemu_turkmenskaya_pomes_rivery_i_dubaya_okazalas_nikomu_ne_nuzhnoy
-1192420.xhtml(검색일: 201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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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동안 아바자 관광특구는 휴양지로서 그 기능이 작동되며 외국 관광객
들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다. 가령 2014년 7월 초에 펼쳐졌던 국제 윈드서핑
경기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본 등 외국 선수 및 관광객의 방문이 있었
다. 이 경기의 주최는 아바자 및 투르크메니스탄에 폭넓은 투자를 행하고 있
는 터키의 폴리멕스사로서 관광특구 내에 요트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기업체이다.
3단계에서도 계속 호텔이나 위락시설이 건설되며, 무엇보다도 약 2,000ha
에 이르는 자연 공원이 조성된다. 아바자 관광특구를 동서로 크게 나누는 인
공 수로를 기준으로 주로 동편에 건설될 이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과 자연친
화적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는 부
분이다. 동시에 투르크멘바쉬 도시 변두리 지역에 현대식 신도시가 건설되
어 도시의 현대화를 꾀하게 된다. 3단계가 종료되는 2020년이 되면 총 60개
에 이르는 호텔, 사나토리엄(sanatorium)22), 단독 빌라형 호텔이 완공되고 카
지노를 비롯한 위락시설이 준비되어 본격적인 국제적 수준의 관광단지로 부
상하게 될 것이다.

22) 대개 질병 치료와 숙박을 겸하는 형태로서 소련 시기에 많이 발달하였다. 보통 1개월 정도
머무는 경우가 많으나 현대에는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도 이용된다. 이 숙박시설에서 가족
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도 한다. 아바자 지구에는 단순한 호텔도 있지만 이와 같은 사나
토리엄 형태의 숙박지도 건설되어 있다. 러시아어식 표기로는 ‘사나토리(санаторий)’라고
한다.

∙ 698

투르크메니스탄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그림 11. 아바자 관광특구의 조감도

주: 좌측이 북쪽, 우측이 남쪽. 북쪽 지역에도 다수의 현대식 호텔 등이 건립되고 있으며, 동
쪽에는 대규모 녹화사업이 진행 중임. 남북으로 길게 인공수로(운하)가 만들어져 있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자료: http://www.turkmenexpo.ru/article/2101(검색일: 2015. 6. 1).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은 관련 대통령령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외국인기업
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며, 동시에 이러
한 국책사업을 통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개방적 정책을 보여주기도 한다.
초창기에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 및 주변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둔 외국기업
들은 다음과 같다.23)
2009~10년 당시 파악된 외국인 투자업체가 소속된 국가를 보면 그 규모와
중요도 순으로 터키,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독일, 영국, 벨기에 등으로 그렇
게 많은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터키의 폴리멕스사는 아바자 해안가에 호
텔을 짓고, 특히 2013년에는 요트 클럽 옐켄(The Yacht Club ‘Yelken’)을 완공
23) http://www.turkmenexpo.ru/article/2101(검색일: 2015. 6. 1). 당 사이트에서 정리된 초기 투자
예정 외국투자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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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른 시기에 아바자 휴양지의 가치를 높여주었다.24) 그리고 문화취미
시설을 건립하고 대형 아쿠아리움과 주차빌딩을 건설하고 있다. 그리고 투르
크멘바쉬에 크루즈 항구 건설과 투르크멘바쉬 신공항 건설에 투자하였다.25)

표 3. 아바자 관광특구 외국인 투자현황

기업(국가)

투자 내역

비고

폴리멕스 (터키)

호텔, 요트 클럽(옐켄), 아쿠아리움,
주차빌딩, 투르크멘바쉬 신공항 및
신항만 확충공사

독보적인
외국기업으로
현재까지 투자

제힐 (터키)

호텔 건립, 주변 도로 건설

투자액 약 9,500만
달러

AAA 금융투자사 (러시아)

쇼핑센터 포함 450실 호텔, 러시아
민간투자자본, 2009년에 진출

현재 미지수

이테라(ITERA) (러시아)

호텔 건설. 기타 카라쿰 횡단
가스관(200km) 건설에 투자

사업 포기

부흥 (러시아, 페테르부르그)

아바자-투르크멘바쉬 공항 교량 및
도로건설

2011년 완공

케르 홀딩사
(타타르스탄, 러시아)

사나토리움 (Goller Sui - 실내 스키장
포함) 건설, 2009년 수주

현재 중단

독일 3개 기업 컨소시엄

아쿠아리움, 극장, 문화센터,
쇼핑센터

현재 중단

영국 및 벨기에 컨소시엄

인공섬 건설, 고층호텔 및 빌라형
호텔 건설 계획

미착수

파운틴즈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UAE)

아바자 해변에 최첨단 분수공원
건설, 2,700만 달러 규모

2010년 완공

24) 옐켄 요트 클럽은 2014년 7월 1일부터 6일까지 세계 윈드서핑 대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22개국 80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바 있다. http://www.turkmenistan.gov.tm/?id=6828(검색일:
2015. 8. 20).
25) 가장 독보적인 외국기업이 바로 터키의 폴리멕스사일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
도의 장에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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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도표는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아바
자 관광특구 개발이 계획된 직후 관심을 보인 외국인 투자업체들이다. 터키
업체들을 제외한다면 2015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투자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해외 기업체는 없다고 보는데,26) 이러한 사실은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
에 비판적이던 사람들에게 호재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바자 관
광특구는 터키 기업과 투르크메니스탄 국내기업의 활동으로 현재까지 진행
되고 있고, 2015년 현재는 호텔 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이 완공되어 2009
년이나 2010년도에 알려졌던 우려가 점차 불식되고 있다.

3. 현재까지 진행된 시설 현황
대부분의 숙박시설은 정부의 발주로 진행되었다. 다만 옐켄 요트 클럽은
순전히 터키 자본으로 건설되었으며, 그 결과 2013년 완공 후 유일하게 아바
자 지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이 되었는데, 이는 처음부터 폴리멕
스사의 사업 계획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여기서는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
설과 기타 시설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가. 호텔 등 숙박시설
아바자 관광특구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는 바로 숙박시설일 것이

26) 선행연구인 조영관(2011), 앞의 책(pp. 51~52)에 의하면 아바자 관광특구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보장된 법적 혜택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
적한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외국인 투자업체들이 투자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이유
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유독 터키 기업만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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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투르크멘 국내적 차원이 아닌 국제적 수준의 리조트를 지향한다면
고급 호텔 건립은 필수적인 일이다. 아바자 지구의 숙박단지 건설은 철저히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는데 2007년 본격적인 프로젝트 개시 전에 있었던 숙
박시설은 세르다르 호텔(Hotel ‘Serdar’)뿐이었다. 226실 규모의 세르다르 호
텔은 니야조프 대통령 시기인 2001년에 아바자 해안가에 이미 건립된 것이
었는데 이 호텔에서 2007년에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27)
그림 12. 세르다르 호텔

그림 13. 하지나 호텔

자료: http://tourism.gov.tm/index.php/ru/hotels-ru. 자료: http://tourism.gov.tm/index.php/ru/hotels-ru.

특구개발 3년차이던 2009년 6월에 바탄치(Vatanchi), 차를락(Charlak), 하지
나(Hazyna) 호텔 등 3개가 추가로 준공되었는데 이때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
령이 호텔 개관식에 참여하기도 하였다.28) 바탄치 호텔은 투르크메니스탄 국
방부의 주문으로 터키 회사 제힐이 공사를 맡았고, 차를락 호텔도 터키 기업인
아시스츠(Assists), 그리고 하지나 호텔도 폴리멕스사가 2007년부터 건설을 맡
27)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28) http://www.turkmenbusiness.org/category/klassifikator-po-turisticheskikh-organizatsii/oteli-i
-sanatorii(검색일: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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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니 초기 신설된 3개의 호텔 건립은 모두 터키가 장악한 셈이다.29) 하지나
호텔은 특히 5성급 수준으로 건립되었는데 2009년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황량
한 해변지역에 호텔만 몇 개 있을 정도로 관광단지로서 모습을 자랑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중요한 것은 호텔이 건립되면서 국가적 수준의 축제와 행
사가 투르크멘바쉬의 아바자에서 개최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점차 국내외적으
로 홍보 효과가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역시 2009년에 완공된 호텔은 쿠르벤(Kurven), 쿠밧(Kuvvat), 네비치(Nebitchi)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호텔 건립은 2008년에 이미 투르크메니스
탄 당국에서 제시한 투자자를 위한 혜택, 즉 세제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조
치들이 강화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외국 투자자에
게 이러한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기존의 투르크메니
스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즉 지나치게 폐쇄적인 대외정책의 결과가 남
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끊임
없는 제도개선 노력과 외국 투자자 유치 등의 활동으로 대외적인 긍정적 인
상 등으로 전환된 결과인데 가령 2008년 1월에 폴리멕스사를 비롯하여 독일
의 지멘스(Siemens), 러시아의 이테라(Itera) 등의 외국기업이 참여한 비즈니
스 회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30) 그 외에도 데니즈 호텔(Hotel ‘Deniz’), 베
르카라르 호텔(Hotel ‘Berkarar’), 베레케트 호텔(Hotel ‘Bereket’) 등이 2010년부
터 2014년에 걸쳐 아바자 해안에 등장하였다.

29) ‘International Tourist Zone Avaza,’ pp. 11-12.
30) ‘International Tourist Zone Avaza,’ pp. 12-13. 투자기업에 대한 토지의 장기임대와 구체적인
건물 위치 및 디자인 등이 직접 조사되었다. 물론 사업실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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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베레켓 호텔

자료: http://tourism.gov.tm/index.php/ru
(검색일: 2015. 8. 10).

그림 15. 데니즈 호텔

자료: http://www.tmgid.cc/CatalogDetails/Index/2173
(검색일: 2015. 8. 10).

숙박시설은 비단 호텔 형태뿐만 아니라 치료를 겸할 수 있는 사나토리움, 빌
라형 주택 그리고 요트 클럽 형태의 복합 단지 등 다양한 모습으로 건립되고
있다. 그중 2010년 7월에 개관한 사나토리움 아르주브(Health improvement
complex ‘Arzuw’)의 경우 300실 규모로 투르크멘바쉬 가스공장단지의 주문
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주로 가스관련 노동자들의 숙박지로 운영된다. 동
시에 인근 소도시 아르주브에는 별도의 별장형 빌라들이 건설되었고 가족
단위의 형태로 900실이 운영되고 있다.31)
사나토리움 숙박지를 보면 우선 정부 소유의 사나토리움 숙박시설의 1박
비용은 대개 35~70달러 수준(1일 3식 기준)이다(2015년 기준). 호텔 가격보
다 다소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대개 의료 치료 차원의 장기 투숙객이 이용
하는 형태이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의 5개 지방정부인 아할 주, 마리 주,

31) 이후 2010년, 2011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호텔 등 숙박시설 건설이 지속되고 있고 현
재 파악되고 있는 주요 호텔 리스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tourism.gov.
tm/index.php/ru(검색일: 2015. 8. 10). 그림 16)에서 23)까지의 자료는 상기 사이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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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밥 주, 다쇼구즈 주, 발칸 주에서 운영하는 사나토리움이 각각의 독립된
건물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사나토리움은
인공수로의 북쪽 건너편에 모두 위치해 있으며, [표 4]와 같이 정리된다.32)
표 4. 아바자 지구의 사나토리움
아바자 지구의 사나토리움 아할 (Health improvement complex ‘Akhal’)
아바자 지구의 사나토리움 발칸 (Health improvement complex ‘Balkan’)
아바자 지구의 사나토리움 다쇼구즈 (Health improvement complex ‘Dashoguz’)
아바자 지구의 사나토리움 레밥 (Health improvement complex ‘Lebap’)
아바자 지구의 사나토리움 마리 (Health improvement complex ‘Mary’)
아바자 지구의 사나토리움 다얀치 (Health improvement centre ‘Dayanch’)
아바자 지구의 사나토리움 하실 (Hotel and health improvement centre ‘Hasyl’)
아바자 지구의 사나토리움 쿠바트 (Health improvement centre ‘Kuwwat’)
아바자 지구의 사나토리움 케르벤 (Treatment/Health improvement centre ‘Kerwen’)

한편 별장형 호텔 또한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며
대부분 인공수로 북쪽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지금까지 건설된 별장형 호텔
은 [표 5]와 같다.
표 5. 아바자 지구의 별장형 호텔
아바자 지구의 별장형 호텔 아쉬가바트 (Cottage complex ‘Ashgabat’)
아바자 지구의 별장형 호텔 쇼브훈 (Cottage complex ‘Showhun’)
아바자 지구의 별장형 호텔 샤팍 (Cottage complex ‘Shapak’)
아바자 지구의 별장형 호텔 갈키니쉬 (Cottage complex ‘Galkynysh’)
아바자 지구의 별장형 호텔 요펙 욜리 (Cottage complex ‘Yopek Yoly’)

32) http://www.newscentralasia.net/2013/07/30/hotels-and-cottages-in-awaza-open-to-tourists(검색일: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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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다쇼구즈 사나토리움

그림 17. 발칸 사나토리움

그림 18. 마리 사나토리움

그림 19. 레밥 사나토리움

그림 20. 아할 사나토리움

그림 21. 아르주브 사나토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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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아쉬가바트 별장형 호텔(본관)

그림 23. 쇼브훈 별장형 호텔(본관)

마지막으로 요트 클럽 옐켄에는 2층 빌라형 숙박촌이 형성되어 있다. 2013
년에 개관한 옐켄 요트 클럽에는 36만m2의 부지에 44개의 빌라동이 있고,
13개의 아파트 형태 등 모두 396실이 구비되었다. 그리고 디스코 클럽, 레스
토랑, 카페 등도 갖추어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33)
그림 24. 옐켄 요트클럽.

그림 25. 옐켄 요트클럽 본관.

주: 아바자 해안 남단부, 수로의 끝 부분에 위 주: 양 옆으로 빌라들이 위치해 있음(사진에서
치하고 있음.
는 안 보임).
자료: http://www.yelkenyahtkluby.com/en/index.php 자료: http://www.yelkenyahtkluby.com/en/index.php
(검색일: 2015. 8. 10).
(검색일: 2015. 8. 10).
33) 터키의 폴리멕스사 소유의 시설로 침실 3개 별장형(6인 수용) 숙소는 1박에 450달러 수준이
다(2015년 기준, 조식 포함). 학생들의 여름캠프 행사도 개최된다. http://www.polimeks.com/
ru/YelkenYatKlubu.aspx(검색일: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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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투자기업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영기업체들도 빌라형 숙박,
대형 마켓, 레스토랑, 문화센터, 스포츠 센터, 수영장 등을 건설하고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 산업기업가동맹34)이 이를 주관한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건설부 산하의 국영기업체도 공항에서 아바자 북서지역에 이르는 지역에 현
대식 주거지를 건설하고 있다.
2014년 7월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산업기업가동맹이 주문한 빌라형 숙박시
설 700실이 완공되었다. 이러한 대단위 숙박시설 공사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민간기업들이 다수 참여하였는데, 기본적 개념은 보급형 형태의 숙박시설로
서 중간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과 대가족의 이용이 가능하게 하였다.35)
이로써 저소득층 투르크멘인들도 비싼 호텔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바자에
서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 전년도인 2013년에도 이미 산업기업가동맹이 주문한 숙박시설, 즉 타
지르(Tajir)가 완공되었는데 여기에도 12층 164실의 호텔과 8개의 2층짜리
빌라형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다.36)
2015년 8월에 5성급 호텔이 추가로 완공되었는데, 메르다나(Merdana, 12층
324실 규모, 5성급-국방부 발주- 투르크멘 민간기업 리스갈리 재흐멧(Rysgally
zähmet) 사가 시공)37), 바그티야르(Bagtyar, 12층 300실 규모, 5성급 호텔-통

34) 2008년에 결성된 투르크메니스탄 산업기업가동맹은 4,500여 개의 투르크멘 민간기업체를
총괄하며 그중에는 300여 개의 건설사도 포함되어 있다. http://www.turkmenistan.gov.tm/?
id=6880(검색일: 2015. 8. 10).
35) http://www.turkmenistan.gov.tm/?id=6880(검색일: 2015. 8. 10). 건설 참여 투르크멘 민간기업
체는 우사트(Усат), 체페르 구를루쉬크(Чепер гурлушык), 도블렛 구를루쉬크(Довлет гурлу
шык), 치지기(Чызгы), 미라딤(Мырадым), 할리스(Халыс), 아가구를루쉬크(Агагурлушык)
등이 있다.
36) http://turkmenportal.com/blog/2900(검색일: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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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발주-투르크멘 민간기업 뒤를리-야즈(Dürli-ýaz) 사가 시공, 2015년 9월
에 인도, 스파, 사우나, 휘트니스, 노래방, 디스코, 최신 주점 등이 구비)38)
등이 있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총 30개의 세계 수준의 호텔과 별장, 사나
토리움 등이 건설되었고, 2016년 6월에 5성급 호텔 1개가 완공될 예정이며,
향후 2020년까지 총 60개 규모의 숙박시설이 갖추어질 계획이다.

그림 26. 메르다나 호텔

자료: http://turkmenportal.com/ blog/6039(검색일: 2015. 8. 10).

나. 기타 시설
아바자 해안 관광지구에는 2015년에 놀이공원 세 군데가 개장되었다. 특
히 놀이공원 ‘데니즈 메르제니(Deniz merjeni: 바다의 진주)’에는 투르크멘
바쉬 아바자 구의 발주로 26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빌딩이 준비되었

37) http://turkmenportal.com/blog/6039(검색일: 2015. 8. 10). 이 호텔 부지는 본래 러시아의 이테
라사가 확보한 것이었지만, 투자 철회로 투르크멘 기업이 인수하였다.
38) http://turkmenportal.com/blog/5920(검색일: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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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9) ‘앨렘고샤르(Alemgoshar: 무지개)’ 놀이공원은 7월에 개관하였는데,
50여 개의 놀이시설, 볼링장 및 아동과 어른들을 위한 오락시설 등이 설치되
어 있고, 투르크멘 자연보호부의 발주로 터키 기업 샤힌 인샤트(Şahin Inşaat)
사가 공사를 맡았다.40) 놀이공원 ‘자딜리 케나르(Jadyly kenar: 마법의 해안)’
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해상 및 하천 교통청의 발주로 투르크멘 건설회사
‘체페르 구를루쉭(Çeper Gurluşyk)’사가 공사를 맡았는데 10ha의 면적에 28
개의 놀이시설이 갖추어져 있다.41) 2015년 여름에 소개된 아바자 해안은 이
러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가족들과 휴양객들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놀이
시설들은 이미 2014년 7월에 오픈한 현대식 쇼핑센터와 함께 많은 관광객들
에게 즐거움을 제공하였는데, 쇼핑센터는 투르크메니스탄 무역 및 대외경제
관계부가 발주하여 건설된 것이다.42)
그림 27. 앨렘고샤르 공원

자료: http://turkmenportal.com/blog/5846(검색일: 2015. 8. 10).

39)
40)
41)
42)

http://turkmenportal.com/blog/5850(검색일:
http://turkmenportal.com/blog/5846(검색일:
http://turkmenportal.com/blog/5851(검색일:
http://turkmenportal.com/blog/2895(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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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자딜리 케나르 공원

자료: http://turkmenportal.com/blog/5851(검색일: 2015. 8. 10).

놀이공원 외에 2010년 10월에는 거대한 해상 분수공원이 만들어졌고, 음
악에 맞춰 분수가 솟구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해변에서 185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높이 100m까지 물을 뿜어 올린다. 아울러 밤에는 분수 주위로 찬란
한 레이저 쇼도 펼쳐진다.43) 또한 아바자 관광특구에서 가장 중요한 인공수
로(운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4월에 완공된 인공수로는 아바자
관광특구 지역을 거의 1:1로 동서로 분리하며, 수로의 길이는 7km에 이르고
해변이 있는 지역은 인위적으로 섬이 되었다. 아바자 수로 주변에는 수많은
분수대, 8개 레스토랑, 6개 카페, 14개의 간이술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카스
피 해 바닷가에서 해수욕하는 일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수로 주변의 11개
강변 백사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44)
43) Абдуллаев Нодирбек Ибадуллаевич, Ханов Байрам Ёлдашович, Шаллыев Нурмырат Шагелдиевич
// Развитие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еспублики Туркменистан// «РОССИЙСКИЙ Г
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ТУРИЗМА И СЕРВИСА», БАКАЛАВРСКАЯ РАБОТА, М
осква 2014 г. c. 78. 아랍에미리트(UAE) 기업이 투자한 것이다.
44) Абдуллаев Нодирбек Ибадуллаевич, Ханов Байрам Ёлдашович, Шаллыев Нурмырат Шагелд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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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인공수로 전경

자료: http://sergeydolya.livejournal.com/864671.html(검색일: 2015. 8. 10).

그림 30. 인공수로를 운행하는 관광보트와 근처의 카페

자료: http://www.jartour.ru/turkmenistan/avaza.html
(검색일: 2015. 8. 10).

그림 31. 관광보트 모습

자료: http://tourism.gov.tm/index.php/ru
(검색일: 2015. 8. 10).

евич// Развитие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еспублики Туркменистан// «РОССИЙ
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ТУРИЗМА И СЕРВИСА», БАКАЛАВРСКАЯ
РАБОТА, Москва 2014 г. c. 77. 터키 폴리넥스사가 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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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바자 관광특구의 배후 투르크멘바쉬 지역의 인프라
가. 국제항구 현대화 사업
투르크멘바쉬 항구의 국제화 프로젝트는 현 대통령인 베르디무하메도프
에 의하여 강력히 추진되었고, 이는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사업과 연동되어
시행되었다. 2013년 8월 15일 투르크멘바쉬 신항만 공사 기공식이 투르크메
니스탄 대통령과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는데, 이
는 터키 기업 ‘갑 인샤아트(Gap Inşaat)’가 공사를 수주했기 때문이다. 투르
크멘바쉬 신항만 건설 프로젝트는 총 4년간에 걸쳐 15억 달러가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으로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진 프로젝트
였다. 2017년에 완공될 예정인 동 사업에서 총 4천 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
게 되고, 건설된 항만시설에는 여객 전용 국제터미널을 비롯하여, 조선소까
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국제 항구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셈이다.45)
표 6. 신항만 공사계획

공사내역

기간

관리부서

조선소 건설(선박수리소 포함)

2014~16년

투르크메니스탄 해상 및 하천
교통청(Turkmenistan State Marine and River
Transportaion Service)

카페리-여객 터미널 건립

2014~16년

투르크메니스탄 해상 및 하천 교통청

비상구조 시설 및 환경보호 장비
구축

2014~15년

투르크메니스탄 해상 및 하천 교통청

45) http://www.calik.com/en/PressReleases2013/2013/08/21/a-turkmen-port-for-the-silk-road?id=1fd
2d01e-20f2-4b08-b804-ac23d13b5114(검색일: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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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공사내역

기간

관리부서

투르크멘바쉬 항로의 수심 깊이
및 폭 확장 공사

2014~17년

투르크메니스탄 해상 및 하천 교통청

물류센터(컨테이너 및 화물
터미널) 공사

2014~17년

투르크메니스탄 해상 및 하천 교통청

자료: General Development Plan of Turkmenbashi: International Seaport and the Marine
Merchant Fleet of Turkmenistan until 2020. http://www.traceca-org.org/uploads/media/10.
Presentation_TKM_Eng_01.pdf(검색일: 2015. 8. 10).

항구에서 아바자 해안까지는 12km가 떨어져 있어서 관련 부대 도로 건설
이 진행 중이며, 또한 기차 선로를 이용한 부두 접근시설까지 건설되어 물량
수송에도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120만m2 면적의 신항만이
건설되면 투르크멘바쉬는 국제적 면모의 도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에
앞서 2014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국내자본으로 여객터미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어,46) 여객 페리는 바쿠(아제르바이잔), 악타우(카자흐스탄), 엔젤리
(이란), 아스트라한(러시아)을 운행하고 있지만 이후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
이다.47)
이러한 국제항구 건설에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반영
되었는데 2012년에 터키를 방문했던 그는 터키의 이즈미르 항을 투르크멘
46) 투르크메니스탄 해운하천수송청의 주문으로 하자르 케나르 경제조합이 신여객청사를 건설
하였다. 하지만 대규모 여객운송에 대한 기대는 2017년에 국제항만 시설이 완공될 때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http://turkmenistan.gov.tm/?id=7792(검색일: 2015. 7. 31).
47) 카스피 해 연안의 관광산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글은 다음을 참고. Кахраманова Ш. Ш. “Вл
ияние круп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на состояние прикаспийских ландшафтов,” АКАД
ЕМ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УРАЛНИИПРОЕКТ РААСН, 3, 2013, c. 11-15. http://cyberleninka.
ru/article/n/vliyanie-krupnyh-turisticheskih-proektov-na-sostoyanie-prikaspiyskih-landshaftov#ixzz3
dc3wFeFz(검색일: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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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쉬의 모델로 삼을 정도였다. 터키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독립 이후 거의 독
보적인 투자국이었고, 그 결과 투르크멘바쉬 국제항구 건설 사업권도 가져
갔다. 양국의 정상은 상호간의 유사한 역사의식과 문화적 토대를 공히 인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결국 투자사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
을 했던 것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투르크멘바쉬 항만공사가 끝나는
2017년에는 연간 물동량 처리가 현재의 1,000만 톤에서 2,000만 톤으로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48)

그림 32. 현재의 투르크멘바쉬 항구

그림 33. 신항만 건설 후(2017) 모습 조감도

자료: http://www.dredgingtoday.com/wp- 자료: http://worldmaritimenews.com/archives/156169/
content/uploads/2014/04/Turkmenbashi
rina-joins-turkmenbashi-port-project(검색일:
2015. 8. 20).
-Port-Development-Plan-Discussed.jpg
(검색일: 2015. 8. 20).

48) http://www.dredgingtoday.com/2014/04/03/turkmenistan-turkmenbashi-port-development-plandiscussed(검색일: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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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르크멘바쉬 국제공항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을 위해 진행된 주변지역 인프라 구축 차원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국제수준의 공항 터미널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1959년에
건설된 공항 규모로는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에 따른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했던 것이다.
국제공항 건설은 터키의 폴리멕스사가 맡았고, 2010년에 연면적 4만m2,
3.5km 길이의 활주로, 화물 및 여객 수송과 6대의 항공기를 동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동하고 있다. 공항에서 아바자 관광지구까지는 20km
거리의 고속도로가 완공되었고, 중간에 교통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으므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투르크멘바쉬 공항은 국제 및 국내 공항으로서 이스탄불 직항, 그리고 국
내선으로 아쉬가바트, 마리, 다쇼구즈, 투르크메나바트 등을 취항지로 운용
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이스탄불로 향하는 항공편이 월요일에 있으며,
귀로 노선은 목요일에 있고 시간은 3시간 15분 정도 소요된다.49) 국내선으
로 투르크멘바쉬-아쉬가바트 노선이 매일 운항되고 있다. 따라서 터키를 제
외한 국가에서 투르크멘바쉬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수도인 아쉬가바트를 경
유해야 한다.

다. 투르크멘바쉬 기차역 및 버스 터미널
투르크멘바쉬를 육로로 가는 방법 중에는 기차와 버스, 승용차가 있을 것
이다. 그중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기차로 가는 방법은 느린 속도로 인하여 현
49) 월요일 출발 09:10-12:25, 귀로편 목요일 09:45-14:45, 투르크멘바쉬-이스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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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 투르크멘바쉬에서 아
쉬가바트로 가는 열차는 매일 두 편씩 있고(2015년 2월 기준), 투르크멘바쉬
에서 아바자로 접근하는 길은 자동차 도로로 가는 것이 유일하다.

표 7. 투르크멘바쉬-아쉬가바트 기차 시간표(2015. 2. 26 기준)

기차 시간표(투르크멘바쉬)
열차번호

차종

출발지

종착지

시간

도착시간

출발시간

90

급행

아쉬가바트

투르크멘바쉬

매일

04:25

---

투르크멘바쉬

아쉬가바트

매일

---

19:05

89

급행

606

일반

아쉬가바트

투르크멘바쉬

매일

08:50

---

605

일반

투르크멘바쉬

아쉬가바트

매일

---

14:50

주: 급행(скорый), 일반(пассажирский). 급행이 더 빠르며 요금도 조금 더 비싸다. 러시아의
열차 시스템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자료: http://www.railway.gov.tm/rasp.html(2015. 8. 10).

라. 해수 담수화 공장 및 발전소 건설
3

투르크멘바쉬 시에는 1일 35,000m 의 해수를 담수화하여 상수도를 공급
한다. 이 정도의 양은 아바자 관광특구는 물론 투르크멘바쉬 전체 지역을 만
족시키는 양이다. 전력 공급의 경우 투르크멘바쉬 가스화력 발전소를 통하
여 이루어지고 용량은 1일 254MW급으로 관광특구 내의 호텔과 각 건물의
전력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있다.50) 담수화 공장과 상수도 및 발전소는
모두 1단계 기간인 2010년에 완공되었다.

50) Абдуллаев Нодирбек Ибадуллаевич, Ханов Байрам Ёлдашович, Шаллыев Нурмырат Шаге
лдиевич, Развитие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еспублики Туркменистан, «РОС
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ТУРИЗМА И СЕРВИСА», БАКАЛАВ
РСКАЯ РАБОТА, Москва 2014 г. c.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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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외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객항로 개척
2015년 1월에 아스트라한 주와 투르크메니스탄 간의 관광협력이 알렉산
드르 쥘킨(Aleksandr Dzhikin) 주지사와 주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영사 메칸
이샨쿨리예프(Mekan Ishankuliev) 사이의 회의에서 심의되었다.51) 러시아의
아스트라한은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
요한 해상교통 요충지였고, 투르크멘인들의 공동체도 형성되어 있는 곳이
다. 따라서 아스트라한 지역의 투르크멘인들과 현지 러시아인들이 투르크멘
바쉬로 가기 위해서는 육로나 항공보다는 뱃길이 훨씬 편리하다.
결국 2015년 4월부터 러시아의 투르크멘바쉬-아스트라한 카페리 베르카
라르(Berkarar) 호가 운행하여 아스트라한 주의 러시아인들이 아바자에서 휴
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52) 물론 여기에는 아스트라한 주에 동포사회를 형성
하고 있는 투르크멘인들도 포함될 것이다.53) 베르카라르 호는 승객과 화물
을 실을 수 있는 카페리 형태의 선박이고, 2015년 내에 한 척의 배가 더 준비
되고 있다.54)

51) http://www.astrakhan-online.ru/tourism/v_2015_godu_astrahancy_smogyt_otdohnut_na_kurorte_
avaza_v_turkmenistane(검색일: 2015. 8. 20).
52) 크로아티아에서 2014년 12월에 건조된 베르카라르 호는 총 톤수 9,946톤이며 길이가 155.8m
에 이른다. 화물 운송과 승객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http://www.newscentralasia.net/2014/12/07/
(검색일: 2015. 8. 20).
53) http://www.astrakhanfm.ru/news-caspian-region/news-caspian-region_81210.html(검색일: 2015. 8. 10).
참고로 러시아에 형성되어 있는 투르크멘인 동포사회는 아스트라한 주, 스타브로폴 등지가
대표적이다.
54) http://www.trend.az/casia/turkmenistan/2353049.html(검색일: 2015. 8. 20). 선명은 바그티야르
(Bagtyar) 호로서 역시 카페리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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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베르카라르 호 55)

Ⅳ.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의 문제점
2007년에 시작하여 2020년에 완성될 아바자 관광특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특구 개발은 투르크메니
스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하에 진행되고 있고, 호텔 건립이나 주변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외국투자
자의 사업 포기와 관광객 수요에 대한 회의적 분석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 장에서는 이러한 특구 개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55) http://www.astrakhan-online.ru/tourism/v_2015_godu_astrahancy_smogyt_otdohnut_na_kurorte_
avaza_v_turkmenistane(검색일: 2015. 8. 10). 아스트라한-투르크멘바쉬 항해에는 이틀이 소
요되고, 비용은 대략 300~400달러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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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주도형 개발정책, 관료주의 및 부패
경제성장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찰되듯이 투르크메니
스탄에서도 관 주도형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나친 민간
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Ⅱ장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아
바자 관광특구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아바자 해안지대에 자연스럽게 형성되
었던 주택과 마을이 인위적으로 철거되었다. 정당한 이전 절차가 이루어졌는
지 그리고 철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첨예한 관심으로
떠오르지만 대개 이러한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것은 기존에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체재의 성격상 대통령의 권위와 정부의 힘이 매우
강력했던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56)
또 외국투자와 투자기업에 대한 문제가 언급될 수 있는데, 이미 대통령령
으로 규정된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보호장치와 이를
수행하는 투자자와 정부 관료집단 간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언급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와 투르크메니스탄의 하청기업 및 정부
부서 간에 계약 실행과 짐작할 수 있는 부패57) 등이 투자자의 의욕을 감소
시킨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개발 초기에 사업에 뛰어들었던 러시아의 이

56) 비슷한 사례로 수도 아쉬가바트의 현대화 건설사업을 위하여 노후한 아파트 촌을 강제로
철거하기도 하고, 위성수신 접시 안테나가 미관상 문제가 있다 하여 강제로 철거 명령이 내
려지기도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과거 투르크메니스탄을 소개하는 책자에 위성 접시 안
테나가 아파트 세대마다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곤 하였다.
57) 국제투명성기구의 2014년도 부패 지수에서 전체 174개국 중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169위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
식되어 있다. http://www.transparency.org/cpi2014/results(검색일: 201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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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사는 결국 2013년에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58)
대개 투자 형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 및 공공단체에서 발주하고 해외
투자기업이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나, 동시에 전적으로 외국 투자기업의 자
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아바자 해안에 완공된 옐켄 요트 클럽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데 터키의 폴리넥스사가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의 허가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고 현재 운영까지 맡고 있다. 아바자 해안의 남단에 위치
한 옐켄 요트 클럽의 경우 터키와 투르크메니스탄의 특수한 관계로 혜택을
본 경우로서 극히 예외적인 사업에 해당한다.

그림 35. 달라진 아바자 해안(2015년)

자료: http://www.turkmenistan.gov.tm/?id=9307(검색일: 2015. 8. 20).

58) “International Tourist Zone Avaza,” p. 26. 러시아(타타르스탄) 회사가 기획했던 것은 아바자
지구 북단의 운하 바로 아래쪽, 데니즈 호텔 근처에 사계절 실내 스키장과 같은 레저시설과
호텔을 건립하려고 했었다. 현재는 공터로 남아 있다. 언제 사업이 재개될지는 미지수이다.

72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그림 36. 철거 전 아바자 해안

주: 뒷 배경의 단독주택들이 모두 철거되었음.
자료: http://photo.qip.ru/users/alex-d/190244/3466502(검색일: 2015. 8. 10).

2. 현지 인력 서비스의 수준과 비자 문제 및 관광객 수요
2015년 8월 기준 아바자 관광지구는 아직은 많은 부분이 공터로 남아 있
다. 하지만 30여 개에 달하는 숙박시설과 레저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
휴가를 즐기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인터넷
사이트를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모습과는
달리 호텔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서비스 의식 수준이나 제도적 장치 및 관광
객의 성격을 보면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이러한 측면을 분석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실 아바자 관광특구 개
발에는 현지 주민의 고용증대 효과가 기대되었지만, 외부에서 이주해 온 사
람들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대개 다쇼구즈 주와 같은 비교적 후진적 경
제 상황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아바자 지구로 와서 호텔의 종업원, 환경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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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등을 맡다 보니, 호텔 서비스 정신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당연히 영어가
잘 되지 않고, 독립 이후 러시아어 교육이 소홀히 된 청년층 투르크멘인들은
러시아어 구사가 잘 되지 않는다. 지리적으로 볼 때 러시아 관광객, 또는 인
접한 러시아어 구사 민족들이 관광객으로 많이 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호
텔 전체의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식으로 건립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은 낮은 수준의 호텔 서비스와 언어 소통의 문제가 현재 해결
되어야 하는 과제에 속한다.59)
이와 함께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비자 정책은 관광활성화 정책에 큰 걸
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한국인이 투르크메니스탄에 가기 위하여 현
지국의 비자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비롯한 인근
국가의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아바자 지구의 순수 관광객
은 많지 않다. 즉 비자에 관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권위주의적 속성 때문
에 외국인에게는 투르크멘 관광이 큰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60) 투르크멘 입
국 외국인은 공무 출장자를 포함하여 연간 2만 명도 되지 않는다. 간혹 아바
자에서 발견되는 많은 외국인들이 국제적인 특별 행사 및 국제회의 참가자
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순수한 의미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아바자를 찾는다
고는 볼 수 없는 일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당국은 2015년 6월 말부터 관광분야 및 교육 공무원
2만여 명에게 여름휴가를 아바자에서 보낼 것을 강권하였다. 대통령의 명령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방침으로 각 부서의 장은 이를 시행하

59) “International Tourist Zone Avaza,” pp. 26-27.
60) Анна Клевцова, “Туристический рай Туркменистана пока без туристов,” http://rus.azattyq.mobi/
a/awaza-turism-hotels-of-turkmenistan/24654318.html(검색일: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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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않다가 해고된 공무원들이 발생하기
도 했는데, 사실 월급여 수준이 250~300달러61)에 불과한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1박에 35~70달러 수준의 호텔을 1주일씩이나 이용한다는 일이 큰 부담
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62)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휴가 숙박시설도 완공되
어 있지만 그 규모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한이 있다.
따라서 아바자 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2015년 현재로서는 투
르크메니스탄 공무원을 비롯한 일부 내국인과 국제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
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환경오염과 관련한 입지 부적격 지적문제
휴식과 레저를 위한 휴양지라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바다, 따뜻한 날씨 그
리고 쾌적한 시설, 교통의 편리성, 현지 주민의 친절함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할 것이다. 아바자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모두에 해당하지만 그 중에
서 앞의 두 요소, 즉 환경 문제와 결부될 수 있는 점이 심각한 것으로 간주된
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바자의 지리적 위치와 그 주변의 공장이나 해
양 및 대기오염 발생시설 등의 유무를 관찰해야 한다.
아바자 해안 지구와 12km 떨어져 있는 투르크멘바쉬에는 정유공장이 가
동되고 있고, 이 정유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바로 앞의 소이모노프 만
을 오염시키는 동시에 때때로 악취를 내기도 한다. 즉 1980년대에 건설된 투
61) http://realty.newsru.com/article/08dec2014/azara(검색일: 2015. 8. 1).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50~300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62) http://www.paruskg.info/2015/08/26/121511. 이 보도에 의하면 투르크메나바트(레밥 주)의 중
등학교 교사 4명이 이러한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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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멘바쉬의 정유공장이 생성하고 있는 환경오염이 아바자 관광지구에 영
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장시설로서 열병합 발전소와 하수처리 시
설이 아바자에 더 가까이 위치해 이 또한 대기를 혼탁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떨어진 거리로 인하여 평소에는 영향을 받지 않기는 하지만 북
동풍이 불 때는 다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7. 투르크멘바쉬의 공업시설

자료: “International Tourist Zone Avaza,”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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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동풍이 불면 투르크멘바쉬의 정유공장(2
번)과 열병합 발전소(3번), 하수처리시설(4번) 등의 공장에서 내뿜는 악취와
소이모노프 만의 오염된 물, 혼탁한 공기가 아바자 해안지대(아래쪽 작은 화
살표 지역)로 불어 나쁜 영향을 준다.
또 하나의 요소는 투르크멘바쉬 남쪽의 해상 광구인 하자르(첼레켄) 지역
에서 발생되는 수질 오염이 아바자 해안지대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카스
피 해의 조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는데, 즉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해류가 형성되어 카스피 해 동안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남쪽 지대에서 북쪽 지대로 물의 흐름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투르크멘
바쉬 남쪽에 위치한 해상 광구는 아바자 해안의 수질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
이 가능하다.63) 물론 바로 인접한 지대에 위치해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항상 가능하다
는 예상이다. 만약 이럴 경우 아바자 지구를 벗어나 최남단 반도 영역에 위
치한 대통령 휴양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
[그림 38]에서 보듯이 아바자 관광특구 남쪽 카스피 해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의 거대한 해상 원유가스 광구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육지 쪽(첼레켄 반도)에
는 화학공장 및 핵폐기물 시설이 있고 그 결과 하자르 지역의 환경 오염 상태
는 이미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해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므로 이러한 오염
된 해수가 아바자 해안으로 다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63) 이러한 분석은 인공위성을 통해 상시 분석을 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Satellite Imagery Analysis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Turkmenbashi, Turkmenistan, Washington D.C. USA, May 2013, 25p. [PDF]
http://www.aaas.org/page/satellite-imagery-analysis-environmental-monitoring-turkmenbashi-turk
menistan(검색일: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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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요인 때문에 처음부터 아바자 관광특구의 개발 정책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시각은 특히 현재의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는 해외 전문가들이 많이 내놓는 견해다.64)
그러나 현재까지 원유가스전 및 다양한 공업시설로 인한 심각한 환경 오
염, 즉 해수 오염 및 대기 오염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바자 관광특구에 나타났
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단지 오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위의 자료 분석의 효용성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환경 오염의
가능성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거의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65)
지도를 놓고 보면 해상 원유가스전 지대와 아바자의 거리는 대략 50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는 부산 해운대-울산 간 해상 직선거리와 비슷하다. 아
주 먼 거리에 속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상오염이 직접적으로 영향
을 끼칠 수 있는 범주는 아니다. 물론 전문가가 우려하는 것처럼 하자르 광
구 근처의 사고나 원유운반선의 사고로 기름이 다량 유출되는 경우 아바자
해안의 관광산업은 치명적인 영향을 입게 된다.66)

64) Айша Бердыев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туристическая зона Аваза-кризис концепции,” http://www.
gundofar.org/?0130515228000000000000013000000(검색일: 2015. 4. 14).
65) Alan Peskov(2009. 6. 5), “Whose idea is “Avaza”?” http://archive.chrono-tm. org/en/?id=1043
(검색일: 2015. 8. 10).
66) 이러한 우려는 다음 글에서 확인된다. Ш. Кахраманова, “Влияние круп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на состояние прикаспийских ландшафтов,” АКАДЕМ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УР
АЛНИИПРОЕКТ РААСН, 3, 2013, c. 14, http://cyberleninka.ru/article/n/vliyanie-krupnyh-turi
sticheskih-proektov-na-sostoyanie-prikaspiyskih-landshaftov#ixzz3dc3wFeFz(검색일: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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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아바자 주변 해상 환경

자료: Crude Accountability, “Скрытые от прямого взгляа: загрязнение окружающ
ей среды и наруш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туркменском секторе Каспийского
моря(2013),” Alexandria, USA, May, p. 19에서 재정리함. [PDF] (2015. 7. 8).
http://ru.crudeaccountability.org/wp-content/uploads/2013/05/20130506-HiddenIn
PlainSight-ru.pdf(검색일: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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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투르크멘 당국에서는 자연환경 보호라는 차원에서 아바자 지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인공하천(운하) 동쪽 내륙 쪽에 거대한 조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운하 건너편 황무지 지대에 4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대규모 식수 사업67)을 통해서 투르크멘바쉬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 즉
오염된 공기를 차단하는 한편 녹화 지역을 통한 관광특구의 자연적 특성, 환
경친화적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4. 터키 기업 편향적인 외국인 투자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이 처음부터 해외투자 유치를 지향하여 해외 기업에
제도적 혜택을 부여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이에 처음에는 러시
아, 유럽,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의 기업들이 사업설명회에 참가하는 등 본
격적인 사업 설계에 들어가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초기의 계
획과는 달리 2015년을 기준으로 사업에 관련된 기업을 보면 대개 터키 기업
만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이테라사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에 있고,68) 그 외 유럽의 기업들도 중도에 포기하거
나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한 상태에 있다.
아바자 해안지구의 바탄치 호텔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방부의 주문으로 터
키 회사 제힐이, 차를락 호텔도 역시 터키 기업인 아시스츠(Assists)가, 그리

67) http://realty.newsru.com/article/08dec2014/azara(검색일: 2015. 8. 20).
68) 아바자 관광특구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투르크메니스탄의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이테라사
가 사업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투르크메니스탄 통신시장에서 활동하던 러시아의
이동통신사 MTS가 2010년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로부터 받았던 제재조치와 연관이 있다.
Peyrouse, op. cit.,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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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지나 호텔 또한 폴리멕스사가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외 터키 기업
갑 인샤아트는 아흐멧 찰륵이 오너인 찰릭 홀딩사의 계열사로서 투르크멘바
쉬 국제신항만 공사(2013~17년, 15억 달러 규모)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 중
이다.69)
이와 같이 유독 터키 기업만 아바자 관광특구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
는 이유에 대해 굳이 연관성을 찾으려면 터키와 투르크메니스탄 양국의 민
족적, 문화적 동질성을 언급할 수 있는데, 동일한 투르크 민족에 언어적으로
중앙아시아의 타국가와는 다른 오구즈 계열에 속해서 동질감이 비교적 높
다.70) 가령 1993년의 투르크메니스탄 문자개혁에 터키의 영향은 지대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은 키릴문자를 버리고 라틴문자를 채택했으며, 니야조프의
극단적인 교육정책에서는 터키의 학위가 우대를 받는 등 양국의 밀접한 관
계가 사회 각 방면에서 나타났던 것이다.71)
터키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개발에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적극성을 띠
었고, 특히 폴리멕스사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아바자 관광특구의 경우 폴리멕스사가 담당한 사업은 다음
과 같다.

69) http://www.morvesti.ru/detail.php?ID=25668(검색일: 2015. 8. 20).
70)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에 관한 글은 다음을 참고. 황영삼(2009b), ｢투르크멘인들의 자민족
역사인식: 역사적 정통성 확립과 문화유산 복구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정치·사회·
역사·문화, pp. 501~54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1) 황영삼(2009a), 앞의 글, pp. 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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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폴리멕스사의 투자 현황(아바자 관광특구)

부문
빌딩건설

호텔숙박

사업명

완공연도

비고

2015 (예정)

국제회의용

2013

폴리멕스
직영체제,
2014년
윈드서핑 대회

2009

-

인공수로 길이 7km, 폭 30~60m.
아바자
주변에 산책로, 공원, 카페 건설.
인공수로
수로 횡단 자동차 도로 7개,
(아바자 운하)
보행자 다리 2개 건설

2010

아바자 지구를
일종의 섬처럼
만듦

투르크멘바쉬 투르크멘바쉬 및 아바자 상하
상하수도망 수도 시설. 상수도관 350km

2010

아바자 주변
인프라

면적 4만㎡, 활주로 3.5km, 화물
투르크멘바쉬
및 여객 수송, 6대의 항공기
신공항
동시 제어

2010

이스탄불 직항
포함 국내선

투르크멘바쉬 해수 담수화공장.
담수화 공장 1일 35,000㎥ 담수 생산

2010

물부족 대체
시설

아바자 컨벤션 연면적 13만㎡, 10층, 2천 명
센터
수용
해안가 36만㎡, 빌라 44동, 콘도
엘켄 요트 클럽 13실 등 총 396실 규모. 150석
규모의 식당, 수영장, 사우나 등
아바자 호텔

레저 시설

인프라/
교통

산업시설

사업내용

연면적 10,600㎡, 12층, 180실

폴리멕스사는 아바자 호텔, 옐켄 요트 클럽 등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투르
크멘바쉬 신공항 건설, 담수화 공장, 상하수도망, 인공수로(운하) 등의 건설
을 맡으면서 외국기업 투자의 독보적인 존재로 활약하였다. 특히 옐켄 요트
클럽은 폴리멕스사가 건설하고 운영권까지 확보하여 아바자에서 유일하게
영리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시설이 되었다.
사실 폴리멕스사는 이미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쉬가바트 현대화 작업
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기업이다. [표 9]아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거의 도
시 전체의 주요 건물을 건설하고, 올해 2015년에는 아쉬가바트 신공항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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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본다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투자기업은 터키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물론 러시아 등 다른 외국기업의 존재도 있지만 터키의 사례에 비하여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72)

표 9. 폴리멕스사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진행한 주요 프로젝트

부문

내용

위치

건설
(기념비/
랜드마크)

독립기념탑

아쉬가바트

건설
(정부청사)

부문

내용

위치

건설

독립 10주년
기념탑

아쉬가바트

중립기념탑

아쉬가바트

헌법기념탑

아쉬가바트

TV송신타워

아쉬가바트

국가기록원

아쉬가바트

문화유산센터

아쉬가바트

국세부

아쉬가바트

문화부

아쉬가바트

야외기념식장

아쉬가바트

국방부

아쉬가바트

사관학교

아쉬가바트

기술센터

아쉬가바트

니사호텔

아쉬가바트

베이드밀크
호텔스파

아쉬가바트

아이스하키
경기장
(1만명 수용)

아쉬가바트

올림픽 복합단지 아쉬가바트
하얀 밀 박물관

아쉬가바트

건설
(정부청사)

건설
(호텔)

건설
(스포츠)

건설
(예술)

리츠칼튼 호텔 아쉬가바트
아쉬가바트
호텔

아쉬가바트

승마경기장

아쉬가바트

아쉬가바트
스타디움

아쉬가바트

음악당

아쉬가바트

인형극장

아쉬가바트

72) 독립 이후부터 2011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하여 개관한 바 있는 세바스찬 페이라우즈의
고찰에 의하면 1990년대부터 약 500개의 터키 기업과 1만여명의 기업인들이 다른 국가와
달리 투르크메니스탄의 비즈니스에 적극성을 보였다. 1992년부터 2008년까지 140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을 터키 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로부터 수주하였던 것이다. Peyrouse, op.
cit., p. 203.

∙ 732

투르크메니스탄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표 9. 계속

부문

쇼핑센터,
공원,
레저시설

건설
(의료 및
교육)

내용

위치

민족학박물관

내용

위치

아쉬가바트

Kemer
주거단지

아쉬가바트

Kermerburgaz
빌라촌

아쉬가바트

아쉬가바트
주거프로젝트

아쉬가바트

분수쇼핑몰

아쉬가바트

워터파크

아쉬가바트

마켓센터

아쉬가바트

아쉬가바트
쇼핑몰

아쉬가바트

종합수영장

아쉬가바트

독립공원
수영장

아쉬가바트

문화레저센터

아쉬가바트

추모공원

아쉬가바트

군용병원

아쉬가바트

검진센터

아쉬가바트

청년캠프장

아쉬가바트

보건부 산하
초등학교

아쉬가바트

종양학병원

아쉬가바트

건설
(아파트)

중앙은행 산하
학교

아쉬가바트

종합헬스센터

아쉬가바트

의약센터

아쉬가바트

투르크메나바트
수자원관리공장

투르크메나
바트

아쉬가바트
정수장

아쉬가바트

찬드빌 도로

아쉬가바트

중립화 도로

아쉬가바트

코펫다그
고속도로

아쉬가바트

아쉬가바트
국제공항

아쉬가바트

식용유 생산 공장 아쉬가바트

콘크리트
제조공장

아쉬가바트

제벨 시멘트 공장 발칸 주 제벨

레밥 시멘트
공장

레밥 주
코이텐다그

인프라 구축
및 교통
10주년 복지 도로 아쉬가바트

갈키니쉬 도로

산업공장
프로젝트

부문

아쉬가바트

자료: http://www.polimeks.com/ru/UstyapiProjeler.aspx(검색일: 201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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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바쉬에 있는 아바자 관광특구는 베르디무하메
도프 현 대통령이 2007년 7월에 반포한 대통령령에 입각하여 개발되고 있는
특별 지대이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지속되는 장기 프로젝트이
다. 이미 2012년에 1단계 사업이 종료되었고, 2015년에는 2단계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3단계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본래 아바자 지역은 카스피 해에 연해 있는 바닷가 마을로서 투르크멘바
쉬(크라스노봇스크)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있다. 여름이면 투르크멘바쉬 사
람들이 휴식을 취하던 조용한 휴양지였다. 그러나 니야조프 대통령 시기에
점차적으로 민가 철거와 함께 대대적인 개발이 시작되더니 2007년에는 아
예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계획적인 국립 관광지구로 탈바꿈되
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외형적 변화는 구글어스의 자료로 모두 확인되고 있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아바자
관광특구는 전체 면적 5,000ha(여의도 면적의 17배 정도)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1단계 시기에는 철거된 부지 위에 호텔 3~4개가 고작이었고 전체
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터키 기업에 의해 인공수
로가 2010년에 개통되고, 다양한 숙박시설이 지속적으로 건설되면서 휴양지
의 면모를 서서히 갖추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주변지역의 인프라 구축사업 또한 진행되어 투르크멘바쉬 신공항
및 신항만 건설, 가스발전소, 담수화 공장, 상하수도 시설 등 아바자 관광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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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갔다. 2015년 기준으로 이미 30개의 숙박
시설이 완공되었는데, 이는 2020년 최종적으로 완공될 60개 숙박시설의 절
반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리고 놀이공원, 아쿠아리움, 요트 클럽 등 밀도
있는 시설들이 완공되면서 아바자 지구는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과
정에서 2013년에 아바자 지역이 투르크멘바쉬 시에 편입되면서 이제는 투
르크멘바쉬의 2개구 중 하나가 되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휴가 별
장 또한 아바자 지구 남단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바자 지구의
개발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아바자 관광특구의 현재 모습에 대한 문제점은 네 가지로 정리된
다. 첫째,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현지에 거주하던 많은 민간인들
의 주택들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와 함께 지나친 관료주의와 부패 등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이미 완공된 숙박시설에서 근무 중인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지 않아 관광지로서 기본적인 환경과 일
치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투르크메니스탄의 비자 취득이 쉽지 않은 점
은 외국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셋째, 환경적인 측면인데 아바
자 지구 주위에는 정유공장 등 공장들이 위치해 있고, 바다 쪽에는 남쪽으로
유전 광구들이 있어서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넷째, 외국투자 기업
의 국가를 보면 터키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폴리넥스사는 수도인 아쉬가바
트를 비롯하여 투르크멘바쉬 지역의 개발에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아주 소수의 외국업체들이 있지만 전체 규모를 보면 터키 기업과 비교가 되
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 지적은 대개 투르크메니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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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행한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발 초기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아바자 관광특구의 출발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비
판이 나왔고, 지리적 입지 조건이 아예 관광지로 개발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부분은 2015년이 되면서 호텔 등 숙박시설의
완공과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이 점차 아바자에 등장하면서 관광지다운 면모
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수정해도 좋을 시기에 왔다. 환경적 측면에
서도 비판자들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우려할 만한 정
도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다만 투르크메니스탄 비자 발급의 까
다로움과 교통상의 접근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래 관광특구가 의도
한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이므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아바자 관광지구의 완성과 함께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남아 있는 5년의 시기에 숙박시설이 30개 더 건립되고, 광범위한 녹화사
업과 위락시설의 설비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
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외국투자자에게 특혜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고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개발 초기에 투자에 관심을 보였던 외국업체들이 지나친 관
료주의 문화와 입지조건의 타당성에 회의감이 생겨 투자 철회를 한 적이 있
지만, 최근에는 상황 변화로 새로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73)
아바자 관광특구는 2015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서 아직도 많은 투
자의 기회가 열려 있는 상태이다.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 현대화 작업 등 한

73) 덴마크 건축가인 줄리앙 스메트(Julien de Smedt)는 2015년 7월 아바자 지구에 새로운 해양
공원을 위한 디자인을 시작하였다. http://www.ctbuh.org/News/GlobalTallNews/tabid/4810/Art
icle/3049/Design-Proposed-for-Avaza-Aqua-Park-in-Turkmenistan.aspx(검색일: 2015. 8. 20).

∙ 736

투르크메니스탄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국의 기업이 이미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74) 인접한 아바자 관광지
구와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책에 대하여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의 접근 전략

1) 고속철 건설을 통한 교통망 구축: 외국인의 입장에서 아바자에 접근하
기란 용이하지 않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인 아쉬가바트에서 항공편
으로 투르크멘바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만약 투르크멘바쉬-아쉬
가바트-마리-투르크메나바트를 잇는 고속철도가 완공된다면 투르크메
니스탄의 고도를 용이하게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철도
는 매우 노후화되어 속도를 빨리 낼 수도 없다. 투르크멘바쉬-아쉬가바
트 구간만 하더라도 578km의 거리를 밤새 가야 한다. 고속철도로 2시
간 정도에 주파해 준다면 수도인 아쉬가바트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으
로 아바자-메르브 지역의 접근이 용이할 것이고, 이러한 구도라면 외국
관광객이 찾아볼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다.

2) 수자원 개발 및 관리사업 투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물의 고귀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현재 투르크멘바쉬의 해수 담수화 공
장에서 아바자 지구에 생활 용수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미래의
물 수요는 예측할 수 없는 요소이다. 또한 수질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

74) 현대 엔지니어링, LG상사, 도요 엔지니어링(일본) 컨소시엄이 수주한 석유화학 공장(폴리에
틸렌, 폴리프로필렌 생산)이 위치한 키얀리 지역은 아바자 북쪽 30여km 지점에 있다. https:
//www.gupta-verlag.com/news/industry/14453/turkmenistan-construction-begins-on-gas-based-pe-and
-pp-complex(검색일: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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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투르크멘바쉬 지역에서는 한국기업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주
로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앞으
로는 현지에서 경험을 축적한 한국의 기업이 수자원 문제에 관심을 두
어 이 분야의 사업에 앞서 나가야 할 것이다.75)

3) 해군경비정 등 안보 부문 투자: 아바자는 세계적인 관광지구로, 그리고
투르크멘바쉬는 투르메니스탄 유일의 국제무역항을 만들고자 하는 것
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계획이다. 투르크멘바쉬 신항만 공사사
업은 이미 터키 기업에서 선점했고, 최근에는 일본이 관심을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해상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해군경비정이나 해
군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해상 항로를 통한 마약반입이나 테러분자들의 침입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또한 현재는 큰 문제가 없지만 미래에
가능성도 있는 카스피 해 자원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해상안보
는 절실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아바자 관광특구를 안전하게
하고 카스피 해 연안의 자원을 지키며 테러분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
한 방편으로서 안보 부문의 투자는 필요한 일이다.

75) 2015년 7월 8일에 투르크메니스탄 수자원부와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이 주최하는
수자원 관련 포럼이 아쉬가바트에서 개최되어 현대 엔지니어링, KECC, 두산중공업 등이
참여하였다. 여기서는 수질관리, 투르크멘 수자원 현황, 저수지 축조, 수자원 공급, 수자원
관리 등이 의제로 상정되었다. Хроника Туркменистана, выпуск No.70, 6-12 июля 2015,
http://www.chrono-tm.org(검색일: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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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 천연가스가 풍부하여 에너지 문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국가의 미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것은 당장에는 덜 필요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 진행하는
사업에 속한다. 아바자 관광특구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형 숙박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흡수판넬을 설치하는 사업을 2015년 10월까지 하도록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의 특별 관심 사업이며 2014년 12월 각료회의에서도 긍정적으로 결정
한 바 있다.76)

5) 녹화사업 분야 진출: 아바자 관광지구 중에서 인공수로 건너편 내륙 쪽
은 거의 황무지에 가까운 땅으로 되어 있고, 특구 개발 계획에 의하면
자연보호 공원화 사업을 통하여 인위적인 녹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미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4만여 그루의 나무가 식수되었고,
이후에도 식수 작업의 필요성은 계속되고 있다. 아바자 관광특구 전체
면적 5,000ha 중에서 2,000ha 규모로 자연생태공원 조성이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소나무, 뽕나무, 포플러, 노송나무, 측백나무 등이 폭 300m
로 12km의 해안을 따라 식수되고 있다.77)

76) http://turkmenportal.com/blog/3936(검색일: 2015. 8. 10).
77) http://www.turkmenistan.gov.tm/?id=6880(검색일: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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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이미 몽골에서 녹화사업을 시도한 바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거의 사막화된 땅이 많기 때문에 녹화사업 기술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아바
자 지구의 해안가 지구를 벗어나 거의 모든 빈 땅은 나무로 채워질 것이고,
이를 통하여 거대한 녹지대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의 기
본 개념이다.78)
이러한 필자의 제안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투르크메니스탄
투자에 앞서 반드시 인식해야 할 사항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투르크메니스탄은 관광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유흥이나 향락 같은 소비성
짙고 퇴폐적인 문화가 아주 약하다는 사실이다. 이슬람의 영향이 있기도 하
지만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의 분위기는 차라리 건전한 관광문화가 지배적이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중동국가처럼 절대적인 절제가 필요
한 국가라고도 볼 수 없다. 특히 외국인은 제한된 공간, 즉 호텔 등에서 음주
가 가능하고 노래방 이용도 가능하다. 단지 투르크멘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
러한 개념이 다소 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흥과 관련된 아바자 지구 투자
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 것이다.
또 하나는 본문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관료주의가 잔존해 있으며, 통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 투르크메니스탄인데 한때는 여행객들이 국가에서 제
공하는 가이드와 같이 다녀야 하는 시절도 있었다. 물론 그 가이드들은 외국
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은 그러한 정도는 아니지
만 여전히 과거의 문화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위 투르크메니스탄

78) http://www.turkmenistan.gov.tm/?id=9323(검색일: 2015. 8. 3). 2015년 여름 아바자 대통령 별
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인터뷰에 녹화사업의 중요성이 강
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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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아주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이 재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비자 취득이 매우 어려운 단계에 있으므로 쉽게 아바자 지
구에 가기도 힘든 상황에 있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알려진 투르크메니스탄의 이미지가 불투명하고 통제
가 매우 강한 국가로 되어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필자가 생각할 때 이러
한 점은 다소 왜곡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비자 취득 이외의 외환 소지문
제나 현지 체류 문제는 언어소통만 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모든 생
활상의 편의가 보장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외국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이러한 면은 2017년 아쉬가바트에서 개최되는 제5회 아시아 실
내무도대회를 통하여 확인될 것이다.79) 국가의 개방성과 국제적 보편적 가
치의 실현 등이 이 시기 참가자들의 경험으로 판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을 기점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제적 이미지는 제고될 것이며,
3단계 개발 중인 아바자 관광특구의 콘텐츠는 더욱 더 매력적인 상태로 있
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아바자 지구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다수의
외국 관광객들이 모여 드는 국제적인 휴양지로 부각될 것이다.

79) 현대자동차는 이 대회를 위하여 600대의 최신형 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제4회 대
회는 인천에서 열렸고 투르크메니스탄 선수단도 참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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