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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는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중·몽·러 경
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첫째, 교통·
물류 인프라 발전 차원에서 TMGR을 비롯한 몽골 교통 인프라 현대화, 국경 물
류 통과지점 현대화, 세관 업무·검역 관리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 발전 차원에서는 3국간 산업협력협정 체결, 중국의 변경경제협력구
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간 경제협력 활성화, 몽골 전력 인프라 개선, 몽골의 축
산물 수출 확대, 환경보호 협력, 초국경 관광 아이템 개발 등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 수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3
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이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주도의 유라시아 교
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대일로’ 전략을 수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극
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동방정책 가속화와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EAEU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는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이러
한 3국의 유라시아 전략을 이상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몽·러 경제
회랑의 실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2개 프로젝트의 층위가 너무 다양하여 사업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참여국간 의견 대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넓은 영토에
비해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해당 지역의 특징으로 인해 교통·물류 인프라 협
력의 투자 대비 효율이 아직 낮고 이를 산업협력과 결합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
등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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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
성 고조로 인한 민간의 투자 리스크 증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러시아 경제
상황의 악화, 남북관계 악화와 이로 인한 남·북·러 3자 협력사업의 중단 등으
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몽·러 경제회랑과의
연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 협력 로드맵’의 기본 구상을 실현하
는 대안적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몽·러 경제회랑은 한국
의 유라시아 협력 중점협력 대상 및 협력국인 러시아, 몽골, 중국이 추진하고
있고, 리스크가 적은 소다자협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 시 확
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에 제시된 주요 프로젝트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계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방안
으로 한국에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 개발 유도, 투먼 교통회랑과 연계한 중·몽·
러 교통 인프라 개발,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와 나진항 연계, 국제물류정보시스
템 공동개발 지원, 초국경 국제물류단지 개발 참여 등을 제안한다. 둘째, 산업
협력 방안으로 정유시설 건설,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활용, 전력 인프라 구축 대
응, 몽골 축산물 공급 선대응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협력기반 조성이
긴요하다. 첫째, 중국, 몽골, 러시아 정부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참여의지 표
명과 함께 프로젝트별 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3국간
협력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한국은 명확한 참여논리, 확실한 재원 조달방안, 새
로운 아이디어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의 주요 무대이자, 중국, 러시아에 대해 협력 및 견제를 동시에 시도하고

4 •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있는 몽골과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타당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도 고려하는 행동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장 경제적 타당성이 큰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가능성, 남북관계 개선 시 확장성
등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
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몽 및 한·EAEU FTA/EPA 협상에 중·몽·러 경제
회랑 관련 협력을 포함시키고, 체결 후에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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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러시아와 중국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협력 확대 및 통합 흐름이 가속화
되고 있다. 러시아는 2015년 1월 자국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을 출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극동 개발과 아태지
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방정책’을 가속화하면서, 유라시아
교통·물류·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1) 중국도 2013년 9월 시진핑(習近
平) 국가주석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 구상, 2014년 4월 리커창(李克强) 총
리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발표를 계기로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확대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2015년 5월 8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중 정
상회담에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연계 협력에 대한 공
동성명’이 채택되었는데, 양국 정상은 특히 물류·교통 인프라 및 통합운송 부
문에서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중국 간 자유무역지대 조성을
장기적 목표로 검토하기로 했다.2)
이러한 배경에서 몽골 역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지경학적 위
치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자국 영토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도, 도로, 전력망,
송유·가스관 등을 정비 및 건설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물류망을
구축하는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다.
그 결과 2014년 9월 타지키스탄의 두샨베에서 몽골의 제안으로 개최된 1차
중·몽·러 정상회담에서 3자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이어서 2015년
7월 러시아의 우파에서 개최된 2차 정상회담에서 중·몽·러 중기 협력발전 로
드맵이 승인된 것은 물론,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양해

1) 제성훈(2014), p. 88.
2) “Совместноезаявление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иКитайскойНароднойРе
спубликиосотрудничествепосопряжениюстроительства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яса Шелкового пути,”
http://kremlin.ru/supplement/4971(검색일: 201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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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도 서명되었다.3) 그리고 마침내 2016년 6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Tashkent)에서 개최된 3자 중·몽·러 정상회담에서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
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이 서명되었다.

그림 1-1. 중국, 몽골, 러시아 간 국경과 지방간 경계

자료: 필자 작성.

이처럼 러시아, 중국, 몽골 간에 이른바 ‘유라시아 소다자협력(minilateral
cooperation)’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
브’, 특히 교통·물류 네트워크 확대 구상은 기대만큼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한국과 유라시아 내륙을 육지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한국도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하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상징적 사업이
라 할 수 있는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여부가 불투
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라시아 소다자협력’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몽·러
3) МинистерствоэнономическогоразвитияРФ(2016), “Китай– Монголия– Росс
ияутвердилипрограммусозданияэкономическогокоридора,” http://economy.
gov.ru/minec/press/news/201606240(검색일: 201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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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랑 건설계획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연계방안을 연구하여, ‘유라
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
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6대 회랑 중 한
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중·몽·러 경제회랑과의 연계는 소다자 국제 교
통·물류 협력을 통해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대체 또는 보완하면서 한국의 대
유라시아 협력 확대에 새로운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과 중·몽, 러·몽 경
제협력 양상 분석에 기초하여, 중·몽·러 경제회랑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잠
재력을 전망하며, 궁극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한국의 연계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검토에 앞서 우선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고가 된
몇 가지 공식문서를 언급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양자 또는 3자간 공식문서, 각
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표한 공식문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최근 중국과 몽골 간에는 양자 경제협력 강화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공식
문서가 채택되었다. 먼저 2013년 10월 알탄후약(Norovyn Altankhuyag) 몽
골 총리의 중국 방문 시 서명된 ‘중·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장기 발전 강요(中

华人民共和国和蒙古国战略伙伴关系中长期发展纲要)’는 정치, 국방·사법·법집

행·안보, 경제, 인문, 국제 및 지역협력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과제를 제시하
고 있는데, 특히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총론, 투자, 광업 및 에너지, 교통 및
운수, 금융, 무역, 원조, 환경보호 및 수리(水利), 농업, 국경지역 협력, 노무, 건
축 등 12개 분야의 협력과제를 규정하고 있다.
2014년 8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몽골 방문 시에는 ‘중·몽 관계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中蒙关系提升为全面战略伙伴)’이라는 문서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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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 문서는 기존 ‘전략적 동반자’에서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로 양국 관
계 격상을 공식화하면서, 철도, 광업, 통화 스와프, 석유 등 분야별 협력을 강조
하고 있다.
이어서 2014년 9월 타지키스탄의 두샨베에서 개최된 최초의 중·몽·러 정상
회담을 앞두고 중국 상무부는 보도자료 형식으로 ‘중·몽·러 경제회랑 공동 건
설’4) 제하의 문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중·몽·러 경제회랑과 관련하
여 발표한 최초의 공식문서이기도 하다. 이 문서는 중·몽·러 3자가 높은 수준
의 전략적 협력 발전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유라시아 횡
단 철도 프로젝트,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조화해나가자는 다소 원론
적인 제안과 함께, 철도·도로 연계, 통관 및 운송 원활화, 국경 운송 강화, 국제
전력망 건설, 여행, 싱크탱크, 미디어, 환경, 재난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필
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2015년 10월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양국 정상이 서명한
‘중·몽 전면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발전에 관한 공동성명(中华人民共和国和蒙古

国关于深化发展全面战略伙伴关系的联合声明)’은 2014년 8월 양국 관계의 전
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재확인하면서, 정치, 경제, 인문, 국제 및 지역

협력 등 분야별 협력과제를 담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자국의 극동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 및 몽골과의
접경지역 협력에 관심을 기울여왔는데, 이미 2009년 5월 하바롭스크에서 당
시 메드베데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중국 및 몽골과의 국경협력과 러시아연
방 동부지역 발전 과제에 대한 회의 속기록(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отчё

т осовещании «О пригранич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Кита

емиМонголиейизадачахразвитиявосточныхрегионо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5)에서 몽골과의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4) 中国 商务部 보도자료(2014. 9. 12).
5)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отчётосовещании«Оприграничномсотрудничеств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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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기업의 몽골 석탄 매장지 개발 참여와 극동 항구들로 몽골 및 중국 화물
운송을 위한 교통회랑 건설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몽골, 러시아가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과 관련하여 최초로 서명한 공
식문서는 2015년 7월 9일 러시아의 우파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러시
아 경제개발부 장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위원장, 몽골 외무부
장관이 서명한 ‘러·중·몽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러·중·몽 양해
각서(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РеспубликойиМонго
лией о разработке Программы созда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
го коридора Россия-Китай-Монголия)’6)이다. 이 문서에서는
향후 작성할 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으로 교통 인프라 및 복합적 상호연계 발
전, 무역 및 운송 조건 개선, 국경 통과지점 시설 개선, 세관 통제 개선, 금융 및
투자 분야, 에너지, 농업, 관광, 인도적 교류, 생태 및 환경보호 등 10개 분야가
언급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2016년 6월 23일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부대표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
램(ПрограммасозданияэкономическогокоридораКита

й–Монголия–Россия)’7)에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경제회랑 건설과 관련
된 3자 협력의 목적 및 상호협력 분야와 함께, 32개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적
시되고 있다.
한편 3국의 지방정부 중 최초로 중국의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2015년 4월

сКитаемиМонголиейизадачахразвитиявосточныхрегионовРоссийск
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4160(검색일:
2016. 10. 30).
6) МинистерствоэнономическогоразвитияРФ(2015), “Россия- Китай- Монгол
ияподписалимеморандуморазработкепрограммысозданияэкономиче
скогокоридора,” http://economy.gov.ru/minec/press/news/2015090706(검색일: 2016.
10. 30).
7) “ПрограммасозданияэкономическогокоридораКитай– Монголия–Россия,”
http://news.mongolnow.com/assets/rus-ch-mn.pdf(검색일: 201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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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관련된 공식문서인 ‘중·몽·러 경제회랑 헤이룽장 육
상·해상 실크로드 건설 규획(中共黑龙江省委黑龙江省人民政府“中蒙俄经济走
廊”黑龙江陆海丝绸之路经济带建设规划)’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단기(2014~
15년)에는 헤이룽장 실크로드와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전략을 연계하고, 중기
(2016~20년)에는 헤이룽장 실크로드를 중국 내에서 가장 편리하고 빠른 유라
시아 연결 통로로 만들며, 장기(2021~25년)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인접한 유
라시아 국가들을 향하는 종합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정 규모를 갖춘 외
향형(外向型)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지린성(吉林
省), 랴오닝성(遼寧省), 네이멍구(內蒙古)도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관련된
지방이지만, 2016년 8월 말 현재 기준으로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을 발
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네이멍구는 관영매체를 통해 ‘네이멍구 중·몽·러 경제
회랑 건설 가속화(内蒙古加快推进“中蒙俄经济走廊”建设)’라는 선언적 문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에서는 중·몽·러 경제회
랑과 한국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는 첫째,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이 최근인 2016년 6월 3국 정상회
담에서 합의되어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
다. 둘째, 한국정부가 채택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경제 로드맵에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소다자협력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부재했
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러시아의 ‘동방정책’ 가속화에 주목하
면서 북한을 우회하는 중국 및 러시아 항만과의 연계에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제3국이 함께 참여하는 소다자협력 차원의 연계방안에
는 크게 주목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시사
점을 제공하는 몇 가지 연구가 존재한다. 이재영, 권가원(2016)과 박지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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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는 2016년 5월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7월 박근혜 대
통령의 몽골 방문을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검토하고, 대륙횡단철도노선
의 몽골 경유, 몽골에 정유시설 건설, 농·목축업 및 관광 분야 협력 등을 제안하
고 있다. 또한 이상훈, 허유미(2016)는 중국 동북 3성의 경제정책 방향을 검토
하면서,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이 어떻게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전략
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린성은 창지투(長吉圖)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헤이룽장성은 헤
이룽장 실크로드 경제벨트라는 명칭의 국제 복합 교통노선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 랴오닝성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중점을 두면서 ‘일대일로’를 활용하는 대
외개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의 성격 또는 시기적 한
계로 인해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과 이와 관련한 3자간 협력의 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한편 현재 중국에서는 ‘일대일로’의 6대 회랑 중 하나로서 중·몽·러 경제회

랑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卢锋 외(2015)는 ‘일대일로’ 전략 전반에 걸쳐 있
는 경제적 논리를 설명하면서, 2011년 발표된 미국의 신실크로드 정책을 실패
로 규정하고, 제조업 및 건설업 발전, 풍부한 외환보유고와 국내 저축, 명백한
윈-윈의 여건 등을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논거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미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과의 대국관계, 인접한 국가들과의 소국관계
를 리스크로 지적하면서, 파키스탄과 같은 우호적인 인접국은 사실상 예외에
불과하여 우호적인 파트너를 찾기가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이 몽골을 ‘인접 소국’으로서 대하는 태도를 이해하는 데 도
움을 준다.
王厚双, 朱奕绮(2015)는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입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전략은 주변의 정치적 안정, 지역간 균형
발전, 과잉산업 해소이고, 몽골의 전략은 기존 톈진(天津)을 대신할 랴오닝성의
진저우(錦州)와 같은 대안적 교통 루트 확보 및 경제수준 향상이며, 러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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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과 중국시장에 대한 에너
지 수출 확대이다.

陈岩(2015), 蔡振伟, 林勇新(2015a), 蔡振伟, 林勇新(2015b), 张秀杰(2015),

于洪洋, 欧德卡, 巴殿君(2015), 李新(2015)은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의 유리
한 점과 불리한 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내용은 상당 부분 수렴되
는데, 먼저 유리한 점으로 3자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고, 그것이 정상회담
과 공식문서 채택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에너지와 교
통 분야 협력 수요가 매우 크고, 서로의 발전 전략이 상통한다는 점 등을 지적
하고 있다. 한편 불리한 점으로는 몽골의 다당제 민주주의 실행에 따른 정국 불
안, 심각한 무역 불균형, 일부 산업에 편중된 무역 및 투자, 인프라 부족 및 낙
후, 희박한 인구, 기초 인프라 투자의 낮은 수익성, 관세·법률·기술표준의 차
이, 몽골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 러시아와 몽골 국민의 중국에 대한
반감과 이를 야기하는 중국기업의 행태, 미국, 일본, 한국 등 제3국의 영향력
행사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으로 조속한 교통
인프라 연계, 각국의 비교우위에 따른 산업협력 및 금융협력 촉진, 중·몽·러
FTA 체결, 농업협력 등을 제안하고 있다.
王晶超(2015)는 에너지 협력과 관련하여 중국 입장에서 몽골의 유망한 유전
들을 언급하고, 몽골 전력의 수출계획인 ‘아시아 슈퍼그리드’를 소개하면서, 에
너지 분야의 이러한 협력이 교통을 비롯한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崔建高(2016)는 중·몽·러 경제회랑의 통관 분야 협력과제로 전자통관 도
입, 보세구, 가공무역구, 변경시장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고, 中国人民大学重阳
金融研究院(2015)은 국제무역 차원에서 ‘일대일로’의 노선별 중심 도시들의
여건 및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중·몽·러 경제회랑에서는 헤이
룽장성의 하얼빈과 네이멍구의 후허하오터가 분석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의 지방은 개별적 시장, 산업, 예산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중
앙정부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몽·러 경제회랑에 관련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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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랴오닝성(遼寧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네이멍구(內蒙古)
등에서 어떤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먼저 毛泽 외(2015)는 중·몽·러 3자 경제협력과 관련한 랴오닝성의 장점으
로 인접국과의 활발한 교류, 바다와 항구를 보유한 지리적 여건, 중공업 위주의

산업 여건 등을 지적하고 있다. 张洁妍(2014)은 훈춘(珲春)과 단둥(丹東), 수이

펀허(綏芬河), 만저우리(滿洲里) 등의 경쟁력을 비교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접
경도시로서 각각 두만강을 경계로 북한,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 러시아의 블라
디보스토크, 몽골의 초이발상과 접해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이 어떤 항구를 통해
서 중·몽·러 경제회랑과 교통·물류망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孙浩进, 周薇(2015), 樊鸿禄(2015), 曹凤刚 외(2015)는 헤이룽장성이 지리

적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농업 및 에너지 생산 위주의 구조로 산업경쟁력이 약
하고, 무역경쟁력 및 물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축산업 육성과 러시아의 인프라 수요에 부응하는
건설자재 산업 육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王启颖(2016)은 중·몽·러 경제회랑과 관련하여 네이멍구를 대상으로
SWOT 분석을 하고 있다. 먼저 강점으로는 지리적 위치와 몽골과의 문화적 유
사성, 약점으로는 작은 무역 규모와 인프라 미비, 기회요인으로는 3자간 협력
분위기 고조와 몽골의 개발 수요, 위협요인으로는 러시아와 몽골의 반중감정과
경기침체, 그리고 중국의 다른 지방과의 경쟁을 지적하고 있다.

张亚东(2016)은 네이멍구 서부 내륙항인 처커(策克)항 확장을 둘러싼 기술

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베이징에서 네이멍구 중심부를 관통
하여 얼롄(二連)에 이르는 노선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는 데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중국 내 연구들은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대한 중국의 입
장을 거시적, 미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중국의 각 지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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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입장들은 서로 충돌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
면서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한국의 연계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한편 몽골에서는 아직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많지 않으
나, 3자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몇 가지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몽골 외교
통상부의 요청으로 UNDP(2009)가 작성한 몽골의 통상정책과 인력개발

(Trade Policy and Human Development in Mongolia)이라는 보고서는
중·몽·러 3국간 통과운송에 대한 협정 체결을 조언하고 있다. 몽골 재정경제부
조사연구팀의 Батжаргал(Batjargal)(2011)은 ‘몽·러 경제협력의 애로사
항과 해결방안’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유용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한
무역회랑을 개발을 통해 몽·러 무역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Санжмятав(Sanjmyatav)(2012)는 앞으로 몽골은 대외경제정책
추진에 있어 두 이웃국가, 즉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 강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
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와 주요 개발계획을 공유하고, 전략광산
개발 시 이들 국가와 우선 협상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이라고 주장한다.
중·몽·러 경제회랑, 즉 3자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몽골이 얻을 수 있는 이익
과 손실, 그리고 몽골이 채택해야 할 전략을 언급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2014
년 9월 3국 정상회담 이후 몽골 사회과학 아카데미 산하 국제관계연구소의 Шү
рхүү(Shurhkuu)(2015)가 집필한 ‘몽골, 중국, 러시아 3국 경제회랑, 초원
의 길과 실크로드의 연계’는 각국이 제안하는 3자 경제협력사업을 언급하면서,
3국 경제회랑 건설은 몽골경제발전의 주요 목표인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보와
통과운송 발전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이어서 필자는 성공적 사업 추진
을 위해 3자간 의견조율을 통해 경제회랑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Оюунгэрэл(Oyungerel)(2015)은 중국과 러시아 간 전략적 협력관계 발
전이 몽골의 경제발전과 국가안보에 대한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다. 3자간 통과운송과 경제회랑 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협력, 우라늄, 희토류
등과 관련한 자원협력, 금융협력, 무역자유화 등은 궁극적으로 몽골에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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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간
전략적 협력강화가 미국과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고려하면서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몽골과 러시아
가 석탄, 구리 등을 중국시장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몽골정부의 현명한 대책과 합리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재. 바야사흐, 이. 엥흐벌뜨(2015)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한국의 ‘유라
시아 이니셔티브’,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각국의 유라시아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몽골 철도
망의 연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몽골을 통해 시베
리아로 철도망을 연결하는 데 적극적이다.
한편 ‘일대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 비해, 아직 러
시아에서는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다만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 몇 가지 연구를 소개
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러시아와 몽골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대
표적인 연구로 2015년 러시아 전략연구소(Российскийинститутст
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가 2011년 몽골 전략연구소와 공동

개최한 세미나의 발표문을 모아 발간한 현대의 지역적 형세에서 러시아와 몽
골의 지위(МестоРоссиииМонголиивсовременнойрегион
альнойконфигурации)가 있다. 여기에는 몽골의 ‘제3이웃’ 정책, 몽
골과 주요국의 관계, 중·몽 관계와 러·몽 관계의 문제 등을 주제로 한 러시아와
몽골 학자들의 다양한 발표문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오늘날 몽골과의 관계발
전에서 러시아의 강점과 약점을 지적한 Железняков(Zheleznyakov)(2012)
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필자는 러시아가 몽골의 전략적 동반자 중 하
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몽골이 중국 및 미국 쪽으로
견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러시아가 소련의 유산에 힘입어 몽골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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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러시아 기업 및 합작기업의 지위 하락
경향, 문화교류 및 러시아어에 대한 관심 감소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다. 이와 함께, Глазова(Glazova)(2012)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몽골의 가
치가 지전략적 위치와 풍부한 유용광물 보유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오늘
날 몽골에서 과거처럼 공식문서 체결이 아닌 구두합의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
는 이른바 ‘친러 정서’를 가진 정치인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을 양국 관계의 문
제 중 하나로 지적한다. 중·몽·러 3자 경제협력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
로는 Дэмчигжав(Demchigzhav)(2015)의 ‘대외경제 및 통관 분야에서 러
시아, 몽골, 중국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전망과 문제’가 있다. 필자는 2014년 두
샨베에서 몽골의 제안으로 개최된 최초의 3국 정상회담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논의를 간략히 설명하면서, 3자 경제협력 활성화 과정
에서 몽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베리아와 극동의
경제적 부상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내적 잠재력을 동원하고, 해당 지역과 중국
동북 3성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중요한 지역 파트너인
몽골과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처럼 러시아에서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재한데, 이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가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과 그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이에 따른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제안에 시급히 대응하
는 차원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8)
중국, 몽골,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
다. Wallack(2009)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중국 얼롄(二連)과 몽골 자민우드(ZamynUud)의 지역개발 관련 연구보고서이다. 이곳은 현재 중·몽 철도 노선의 유일
8) 잡지 РоссияиКитай(러시아와 중국) V. Berezhnykh 편집장 인터뷰(2016. 8. 3, 러시아 이르쿠
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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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접경지역인데, 이 보고서는 해당 지역에 물류기지 건설, 제3지역으로의 도
로 연계, 전력 및 수도 공급, 통합 웹사이트 및 전자세관 운영 등을 제안하고 있
다. 또한 자민우드의 물류 운영체제에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양국의 협력을 통
해 통관 운영을 보다 원활화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지역 개발을 위해 자
유경제지대(FEZ)와 같은 제도의 과감한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을 중·몽·러 3국 경제협력 차원에서 다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Campi(2014a)는 미국-몽골 자문그룹(US-Mongolia Advisory Group)
의 리더인 필자가 몽골의 유라시아 에너지·교통망 참여 문제를 연구한 결과로
서, 에너지 파이프라인과 철도·도로 교통망 건설을 둘러싸고 중국, 몽골, 러시
아 간에 이해관계가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Campi(2014b)
는 중·몽·러 3자 경제협력의 배경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 우크라이나 위기
로 인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몽골의 경기둔화
등을 지적한다. 또한 3자 경제협력을 광물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금융협력 차
원에서 분석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Campi의 연구는 미국의 시
각을 잘 반영하고 있어,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한국의 연계방안 모색 시 참
고할 만하다.
Otgonsuren(2015)은 일본 니가타(新瀉) 소재 연구소인 ERINA에서 중·
몽·러 경제회랑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해당 보고서는 특히 인프라 건설 관련
프로젝트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몇 가지 대안적 교통 노선을 평가하고 있어 참
고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Mendee(2015)는 중국, 러시아, 일본의 입장에서 몽
골이 채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적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각 선택지의 장단점
과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몽골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연계방안
은 일본과의 연계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자료를 세심하게 검
토할 필요가 있다.
Economist(2016)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대
몽골 및 중앙아시아 협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몽골 간

24 •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철도 노선 개발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현재 몽골 상품의 유일한 해외 수출
통로인 톈진(天津) 노선을 대체하는 새로운 노선이 2020년까지도 건설되기 어
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일대일로’ 관련 각국의 정
치, 인프라, 경제 상황 등을 지수화하여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몽골의 민주주
의 지수는 세계 167개국 중 62위로 중국, 러시아보다 높고 정치불안 리스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치
변동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몽골의 취약성은 인프라, 금융, 정부
효율성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연구는 몽골경제에 대한 비관적 시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연구의 현실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몽·중·러 경제회랑 건설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
첫째, 연구 수행시기의 한계로 인해 2016년 6월 3국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중·
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과 32개 프로젝트를 연구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둘째,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학술적, 정
책적 기여를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이 연구에서는 중국, 몽골, 러시아 3국이 몽골 영토 통과를 전제로 건설을 추
진하고 있는 경제회랑을 ‘중·몽·러 경제회랑’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2016년 6
월 23일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서명된 프로
그램에 이와 같은 순서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회랑의 지리적 위치
를 고려할 때 몽골이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3국을 동시에 언급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편의상
이와 같은 순서로 명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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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중국과 몽골, 몽골과 러시아, 러시아와 중국 간 양자
경제협력이 아니라, 중국, 몽골, 러시아 간 소다자협력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몽·러 경제회랑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양자간에 이루어지는 경제협력
은 원칙적으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되,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언급할 것이다.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차별성과 독창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및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
략과 몽골과의 경제협력 양상을 분석하여 중·몽·러 경제회랑의 맥락적 민감성
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중·몽·러 경제회랑과 관련하여 중국, 몽골, 러
시아 정부가 각각 발표한 주요 공식문서, 3국간 공식적으로 합의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등 1차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현지 전문가 인터뷰, 해외 전문가 서면 인터뷰 등을 통해 중·
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현실
정합성 높은 연계방안을 도출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우선 중국 및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을 분석하고 이들 국가와 몽골의 경제협
력 현황을 파악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계획과 발전
전망을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가 제기된 배경 검토와 함께,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과 산업 개발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4장에서
는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한국의 연계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
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제언을 덧붙인다.
이 연구에서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총괄·검토와 1, 2, 5장 집필
을 책임졌고,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3장, 4장 집필에 참여
했다. 최필수 세종대학교 교수는 1장, 2장, 3장, 4장, 돌고르마 한국외국어대
학교 강사는 1장, 3장을 공동으로 집필했으며, 정유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
지역대학원 석사과정생은 자료수집 및 연구행정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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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과 중·몽 경제협력
가.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몽골의 의미

아직도 일부 중국인들에게 몽골은 회복해야 할 고토(古土)로 인식되고 있으
나, 오늘날 중·몽 관계가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몽골은 원
(元)나라 붕괴 이후 1688년 청(淸)나라에 복속되어 약 220여 년간 중국의 일부
로 존재했으나,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淸)의 붕괴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독
립을 선언했다. 우여곡절 끝에 소련의 지원에 힘입어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
립을 얻어낸 때는 1946년 1월이었다. 하지만 몽골은 1920년대부터 약 70년간
소련의 영향력하에 있었고,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된 후에야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몽골의 복잡한 근대사와 관련하여 중국의 일부 민족
주의자들은 고토 회복의 정서를 표출한다. 몽골도 그러한 정서를 우려하면서
중국을 경계한다. 그러나 중국은 공식적으로 몽골을 자신과 대등한 국가로 대
하고 있으며, 몽골 영토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2014년 8월 몽
골을 방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은 몽골의 독립, 주권, 영토를 존중한다”
고 선언한 바 있다.9) 중국은 현재 영토 내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버거워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분란을 감수하고 영토를 확장할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
며, 다른 국가의 영토에 대한 섣부른 야심이 초래할 주변국들의 반감을 매우 두
려워하고 있다.
중·몽 관계는 사회주의 시절 적대감이 짙은 매우 소원한 관계였으나, 1990
년대부터 점점 긴밀해지기 시작했다. 중국과 몽골은 1949년 신중국 성립 직후
국교를 수립했고 1962년에는 국경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1960년대 중·소
9) ｢习近平：中国尊重蒙古国独立主权领土完整｣, http://news.sina.com.cn/c/2014-08-22/031030725165.
shtml(검색일: 201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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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악화되면서 소련 편에 섰던 몽골과 중국의 관계에 긴장이 이어졌고,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점진적인 외교관계 회복이 시작되었다. 1989년
중국 공산당과 몽골 인민혁명당 간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양국 관계 회복
노력은 1994년 ‘중·몽 우호협력관계조약’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후 중국의 경
제적 부상으로 양국 관계는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더욱 긴밀해졌다. 2003년 후
진타오 국가주석이 중국 최고지도자 중 최초로 몽골을 방문했고, 2011년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뒤이어,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
이 몽골을 방문했고, 이에 발맞추어 양국 관계는 다시 한번 ‘전면적 전략적 동
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은 ‘일대일로’로 집약되어 나타나는데, 몽골도 주요 협
력대상에 포함된다. 2013년부터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해외에서
공표하기 시작한 ‘일대일로’ 전략은 ‘신실크로드’의 기치하에 중국 주도의 유라
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그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정부의 ‘계획’이라기보다는, 기존 중국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포괄하는 하
나의 바구니(basket)에 가깝다. 2000년 대외전략인 저우추취(走出去), 즉 ‘해
외진출’이 선언된 이후 중국 경제활동의 외연이 이미 워낙 넓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의 영문표기를 기존의 ‘OBOR(One Belt One Road)’
에서 ‘BR(Belt & Road)’로 바꾸었다. ‘일대일로’가 포괄하는 공간적 범위가 넓
어지면서 더 이상 ‘하나’의 지대나 길로 지칭하기가 어색해진 까닭이다.
그래도 중국정부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는 2015년 5월 장가오리
(張高麗) ‘일대일로’ 영도소조 조장의 ‘6대 경제회랑’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6
대 경제회랑은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중국~몽
골~러시아’, ‘유라시아 대륙교’,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차
이나반도’로 구성된다.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이 6대 경제회랑 중 하나
에 포함된 만큼, 몽골은 ‘일대일로’ 전략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핵심적 협력대
상이 되었다. 만일 중국의 대외전략이 여전히 2000년의 ‘해외진출’이라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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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머물고 있었다면 작은 시장을 가진 몽골은 중요한 협력대상이 될 수 없었
을 것이다. 그러나 대외전략의 국시(國是)가 ‘일대일로 공동건설’로 전환되고
‘중·몽·러 경제회랑’이 그 주요 회랑 중 하나로 공표된 이상, 몽골과의 관계에
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몽골의 의미는 정치·외교 및 경제 분야에
서 다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몽골은 안정시켜야 할 ‘인접소국
(隣接小國)’이다. 중국은 미국, 러시아 등 대국과는 큰 틀의 대화를 하고 장기적
인 전략을 구사하지만 인접소국과는 영토와 같은 핵심 이익(core interest)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유연한 대처를 통해 상대방을 안정시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소국’은 ‘독립적인 정치 이니셔티브를 가지지 못한 일정 규모 이
하의 국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도 ‘소국’에 해당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몽골이 ‘소국’이라는 것은 몽골이 중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중
국이 몽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은 몽골의
광물자원이나 축산물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구 약 300만의 몽골
이 중국에 의미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없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신실
크로드’가 반드시 몽골을 통과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고 몽골과 영토갈등
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몽골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우
호적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과의 협력을 통해 광물자원 및 전력 확보와 과
잉생산물 처리라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몽골은 우라늄 150만 톤을
보유한 세계 3대 우라늄 부국이다. 최근 원전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은 안정적인 우라늄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몽골의 풍부한
석탄을 직접 수입하기보다 현지에서 화력발전을 거쳐 전력으로 변환하여 수입
하기를 바란다. 최근 대기오염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석탄 화력발전
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과잉 산업설비로 인한 과잉
생산물 처리를 위해서도 몽골은 이상적인 파트너이다. 현재 몽골은 산업설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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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데, 특히 정유시설과 제철소에 목말라 있다. 반면 중국은 최근 과잉생산
물을 처리하는 데 골치를 썩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업종이 철강이다. 만일
몽골이 과잉생산된 중국의 철강재를 소화할 수 있다면 중국은 기꺼이 낮은 가
격에 공급하려 할 것이다.
셋째, 몽골이 다른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견제해야 한다. 가령 몽골이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러시아의 독점적
이권을 보장하거나, 일본과 산업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
는 상황은 중국의 입장에서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몽골이 중국을 배
제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중국은 현재 몽골이 사용할 수 있
는 유일한 대외무역항을 제공하고 있고, 몽골의 최대 경제협력국이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의 몇몇 지방정부는 몽골과의 협력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비록 크
게 보면 중국과 몽골의 관계가 대국과 소국의 관계이지만, 성(省) 단위에서는
그렇지 않다. 헤이룽장성은 출해권이 확보되지 않아 국제협력 여건이 러시아와
몽골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중·몽·러 경제회랑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으로 프로젝트를 발굴·제시하고 있다. 지린성도 대외 출로 개척의 의미를 갖는
두만강 유역 개발을 위해 중·몽·러 경제회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랴
오닝성도 몽골이 사용할 수 있는 최단 거리의 항구가 진저우(錦州)라는 점을 강
조하며 몽골의 물동량을 탐내고 있다. 네이멍구 역시 몽골과의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다양한 부가가치가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나. 중·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중·몽 경제협력의 성과를 외교관계 격상, 무역·투자 관계, 2013년 기점의
변화, 기타 주요 이슈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몽
관계는 2014년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관련 협정에 따르
면 양국의 교역액을 2013년 약 60억 달러에서 2020년 100억 달러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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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계획이며, 26개 부속 협정은 각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협력 계획을 담고
있다. [표 2-1]은 양국 관계가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진 관계인지를 잘 보여준
다. 이에 따르면, 몽골은 러시아, 파키스탄, 동남아 5개국 다음으로 중요한 파
트너로서, 그 수준이 한국보다 높다.

표 2-1. 중국의 동반자 관계 국가 목록
순위

유형

대상 국가

1

전면적 전략적 협력(協作) 러시아

2

전천후 전략적 합작(合作) 파키스탄

3

전면적 전략적 합작

4

전면적 전략적

5

전방위 전략적

6

전략적 합작

7

전략적

8

전방위 합작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이탈리아, 페루, 말레이시아, 스페인, 덴마크, 남아공,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멕시코, 영국, 몽골,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
질, 프랑스, 알제리,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그리스, 호주, 뉴질
랜드, 이집트
독일
한국, 인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나이지리아,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
탄, 키르기스, 아일랜드, 폴란드,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앙골라,
칠레, UAE, 카타르
벨기에

자료: 崔建高(2016), p. 22.

2016년 7월 中国经济时报(2016)는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
국정부가 제시한 ‘일대일로’의 5통(정책, 인프라, 무역, 자금, 민심)을 지수화하
여 발표했다. 즉 ‘일대일로’에 원활하게 협조할 여건이 되는 국가들을 순위로
매긴 것이다. 여기에서 러시아와 몽골의 종합순위는 총 63개국 중 각각 1위와
7위로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표 2-2 참조).

표 2-2. ‘일대일로’ 연선 국가 중 러시아와 몽골의 5통 지수
순위

국가

정책

인프라

무역

자금

민심

총점

1

러시아

10

10

8.57

9.47

9.57

47.62

7

몽골

9.06

4.57

7.88

8.24

7.63

37.38

주: 1) 대상은 총 63개국이며, 각 지수의 만점은 10점으로 총점은 50점임.
2) 정책, 인프라에서는 러시아가 10점 만점, 무역, 자금, 민심에서는 싱가포르가 10점 만점임.
자료: 中国经济时报(2016.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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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몽 관계는 [표 2-3]과 같은 다양한 국제기구 속에서 긴밀히 엮여
있다. 이에 따르면, 몽골은 SCO, ACD, CAREC 등 유라시아 주요 국제기구에서
중국과 다층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중·몽·러 3국 정상회담
도 몽골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는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표 2-3. 중·몽·러 협력의 다층적 기제
중국

러시아

몽골

상하이협력기구(SCO)

○

○

옵서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

○

○

아시아협력대화(ACD)

○

○

○

세계관세기구(WCO)

○

○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옵서버

향후 참여국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CICA)

○

○

○

세계무역기구(WTO)

○

○

○

G20

○

○

APEC

○

○

ASEAN

대화파트너

대화파트너

BRICS

○

○

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체(CAREC)

○

○

자료: 崔建高(2016), p. 25.

다음으로 중국과 몽골의 무역·투자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4]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대몽골 수출은 2005년 3억 달러 남짓에서 2011년 27억
3,000만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줄곧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대몽골 수출은 13억 9,000만 달러로 2010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대몽골
수출이 감소하는 이유는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몽골의 경기둔화와 그로
인한 몽골의 수입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대몽골 수입은 2014년까지 꾸준히 증
가하여 51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39억 달러로
감소했다. 중국과 몽골의 무역에서 중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폭은 2005년 -2억 2,000만 달러에서 2014년 –28억 9,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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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까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몽골과의 무역에서 광물자원을 수입하고 공산
품을 수출하는 데, 중국에서는 광물자원 소비가 큰 반면 몽골에서 공산품 수요
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몽골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서, 그 비중이 2015년 83.7%에 이를 정
도로 절대적이다. 중국에 이어 영국(7.2%), 스위스(2.3%), 러시아(1.6%), 한국
(1.4%) 등이 몽골의 주요 수출대상국이나, 그 비중이 중국에 비할 바가 못된다.
중국의 대몽골 수입 품목은 구리, 석탄, 금 등 광물자원 위주이며, 일부 모피,
캐시미어 등도 있다. 한편 중국의 대몽골 수출품목은 디젤유, 식품, 기계설비
등이다. 중국은 몽골의 최대 수입대상국이기도 한데, 그 비중은 36.6%로 수출
보다 심각하지는 않다. 몽골은 중국 외에 러시아(26.9%), 일본(7.2%), 한국
(6.8%) 등으로부터도 많은 수입을 하고 있다.10)
[표 2-4]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대몽골 투자(ODI)는 2010년부터 매년 1
억~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中国商务部(2015, p. 32)의 수치에 의한
것으로 투자가 비교적 꾸준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투자 분야는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무역 및 식당, 건축 및 건설자재, 축산물 가공, 식품 생산 등이다.

표 2-4. 중국의 대몽골 무역·투자 현황
(단위: 억 달러)

연도
수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3.2

4.3

6.8

9.1

수입

5.4

11.5

13.5

무역수지

-2.2

-7.1

-6.7

투자

2011

2012 2013 2014 2015

10.7

14.5

27.3

26.5

24.5

22.2

13.9

15.3

13.6

25.5

37.0

39.5

35.1

51.0

39.1

-6.2

-2.9 -11.0 -9.7 -12.9 -10.6 -28.9 -25.2
1.4

1.1

3.2

3.5

2.1

자료: 中国国家统计局 DB(검색일: 2016. 11. 1); 2015년 교역액은 한국무역협회(2016), p. 3; 대몽 투자는 中国商务部
(2015), p. 32.

2014년 말 현재 몽골 소재 중국기업은 6,500여 개에 달하며, 아무구랑(阿木
古朗) 지역난방 공급소, 멍신바인거라(蒙欣巴音嘎拉) 시멘트공장, 바거누얼(巴
10) 한국무역협회(201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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格诺尔) 발전소 등 몽골의 핵심 산업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과 몽골의 긴밀한 무역·투자 관계는 ‘시장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진화
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장 주도’는 부존자원, 시장규모 등 경제적 유인에 의해
움직였다는 의미이고, ‘정부 주도’는 시장의 힘을 가로막고 있던 제도적 장애물
을 정부의 노력으로 빠르게 제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 기점은 대체로 중국
이 ‘일대일로’, 몽골이 ‘초원의 길’을 주창한 2013년으로 잡을 수 있으며, 다음
과 같은 사례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먼저 몽골정부의 접근 정책이다. 몽골정부는 2013년 Shenhua, SINOPEC,
CNPC, Chalco 등 광물자원 관련 중국 국유기업의 몽골 진출을 허용했다. 그
동안 몽골은 외국기업, 특히 중국기업의 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허
용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중국의 투자를 견제하기 위해 한 국가의 FDI가
전체의 1/3을 넘을 수 없다는 특이한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고, 2012년만 해도
Chalco의 남고비(South Gobi) 광산 매입을 금지한 바 있었다. 그런데 2014
년 몽골은 남부의 타반톨고이 광산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철도 건설에 중국의
표준궤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전까지 몽골은 해당 광산에서 나오는 철
도를 러시아로 이어지는 몽골종단철도(TMGR)와 연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진전이 없자, 표준궤 적용을 허용한 것이다. 이
는 불과 수십 km의 짧은 구간이지만, 몽골이 중국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낸 상
징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중국도 몽골에 대한 포용정책에 인색하지 않다. 특히 러시아와 비교할 때, 그
특징이 잘 나타난다. 러시아는 몽골 상품을 수출할 항구 개방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반면 중국은 톈진(天津)을 비롯한 여러 항구를 몽골에 개방하겠다고 선언
했고, 2016년 8월 이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통관세도 40% 인하
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가 몽골 육류 수입 확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
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최근 몽골 육류 수입을 개방했다. 2016년 5월에는 울
란바토르에서 외곽의 국제공항까지 이어지는 허시거(賀西格) 신공항도로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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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었다. 총연장 30.4km의 이 도로는 ‘중·몽 우호의 길’로 불리게 된다.
[표 2-5]는 2013년 서명된 ‘중·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장기 발전 강요’11)
중 경제협력의 분야별 내용을 김보라(2016)에서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5. 중·몽 경제협력의 분야별 내용
분야

협력 내용
대상 사업
다양한 투자협력 방식 모색, 투자자의 법적 권리 보호, 인
투자
력 및 사회복지 부문 교류·협력 강화
광물 부문 대·중규모 사업 공동 추진
대규모 사업 협력
타반톨고이, 오유톨고이 사업
산업단지 건설·운영 및 기업 투자 협력
사잉샨드 산업단지
광물ㆍ
석유 부문 협력 가속화
탐삭, 주웅바양 지역 유전 사업
에너지
오유톨고이 사업, ‘아시아
에너지 부문 협력 지속화 및 강화
슈퍼 그리드’ 구축 사업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에너지 이용 협력
고르왕볼락 우라늄 광산 사업
울란바토르 철도 개선 사업,
몽골 신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 및 하청계
4개의 철도항 및 국경 철도
약 공동 지원
통로 건설사업
통관 운송 협력 활성화 및 몽골 광물의 제3국 수출 지원
도로·교통
중국 톈진시 빈하이 신구역
몽골기업의 중국 내 건설사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및 협조
사업
도로 부문 협력, 중국기업의 몽골 도로 건설 참여
민간항공 협력 확대, 항공기 운항 증편, 신항공노선 개발
금융기관의 투자활동 상호 지원
중국은행 울란바토르 지점
무역결제에 자국 통화 이용 증대, 상업차관 및 사업 자금
금융
조달 협력 활성화
무역액 증대 및 무역구조 개선(자동차, 기계장비, 경공업
무역
제품, 생활용품 무역 증대)
기업·기관의 전시회·박람회 참여 상호 지원 및 협조
5개 행사
원조
중국의 지속적인 대몽골 원조
자연보호ㆍ
자연보호 부문 협력 확대, 자연환경 관련 정보 상호 교환
수자원
축산업, 수병원, 농업기술, 기계장비 및 전문가 교류·양성
농축산업
협력 활성화
국경지역 중국의 자유경제지대 및 물류센터 조성 참여
자민우드 자유경제지대
인력
전문인력 양성 협력
건설
중국기업의 몽골 건설자재 생산·공급 및 물류망 개발 참여
자료: 김보라(2016), pp. 5~6을 기초로 필자 재구성.
11) ｢中华人民共和国和蒙古国战略伙伴关系中长期发展纲要｣, http://news.xinhuanet.com/politics/
2013-10/25/c_125601589.htm(검색일: 201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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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중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몽골의 반중
감정, 러시아의 견제, 제3국의 견제, 중·몽 산업협력 기반 부족 등 지속적인 발
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들도 존재한다.
먼저 양국 경제협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몽골의 반중감정이다.12) 이는 단
순한 감정 차원을 넘어서 한 국가의 FDI가 전체의 1/3을 넘을 수 없다는 특이
한 제도로 구현되기도 했다. 이 제도는 몽골의 주요 교역국이자 투자국인 중국
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중국기업의 투자와 함께 많은 중국
노동자들이 몽골에 들어오면서 몽골인들은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특
히 건설업의 해외진출을 계기로 파견된 노동자가 현지에 정착하는 중국 특유의
이주방식이 몽골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몽골 소재 중국기업은
6,500여 개, 몽골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중국 노동자는 1만여 명이 넘는다.
인구가 약 300만 명에 불과하여 정체성의 중국화를 극도로 경계하는 몽골의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은 결코 달갑지 않다. 게다가 Mendee(2015)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가 몽골 권력층의 비리와 연루되기도 해서 국민들의 지탄이 중국을
향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그동안 중국이 몽골에 대외 출구를 내주는 데 인색했
던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분진 발생 등을 이유로 몽골이 중국의 항구를 이용하
여 석탄을 수출하는 것을 막아왔고, 그 덕분에 국제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몽
골 석탄을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둘째, 러시아가 몽골의 중국 접근을 견제할 수 있다. 러시아는 몽골의 철도
시스템이나 문화·정서적 측면에서 거의 종주국에 가까운 지위를 누리고 있는
데, 그러한 기득권이 중국의 부상에 위협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몽골의 우라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경쟁이 불가
피하다. 또한 러시아는 바이칼호 환경오염을 이유로 몽골이 중국의 지원하에
추진하는 셀렌게(Selenge)강 수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자신의 철
12) 中国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관계자 인터뷰(2016. 7. 25, 중국 베이징); 中国发展研究基金会
관계자 인터뷰(2016. 7. 26,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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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은 물론, TMGR도 채택하고 있는 광궤가 몽골의 다른 철도에도 계속 적용
되기를 바라고 있다.
셋째, 러시아를 제외한 역내외 제3국도 중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강화에 견제
세력이 된다. 전통적으로 몽골에 많은 원조를 하고 있는 일본, 몽골 국민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한국, 과거 꾸준하게 원조를 했던 미국 등이 몽골에서
중국의 견제세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몽골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
하면서 중국을 매우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미국의 대몽골 원조는 2014년부터
중단된 반면 일본은 2015년 몽·일 EPA(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하면서 몽골과
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중국과 몽골의 무역은 아직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이나
가치사슬(value chain) 형성을 논하기 어려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몽
골이 원료를 수출하고 중국은 공산품을 수출하는 전형적인 선진국·후진국형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차 발전 여지가 많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몽골의 인적자원과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고부가가치 무역이 장기
적으로도 구현되지 못할 수 있다.
이상으로 중·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해 보았다. 중국과 몽골은 그
동안 꾸준히 양국 관계를 격상시켜왔고 이에 따라 무역·투자 규모도 크게 증가
했다. 특히 2013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제도적 장애물이 상당한 수준으로 제거
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몽골인들의 반중감정과 다른 국가들의 견제가 여
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으며, 몽골의 낙후된 산업 기반도 경제협력의 발전을 가
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다.
앞서 언급한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몽골의 의미와 이러한 장애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의 대몽골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첫
째, 중국은 몽골을 적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 우호적인 경제적 접근을 지속적으
로 시도할 것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의 현지 친화능력과 환경·생태 감수성을 제고하는 것까지 포함된다.13)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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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진출과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정에서 경험이 축적되면서 중국에 대한 현지
인들의 반감이 대부분 기업의 무분별한 활동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
이다. 이미 몽골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 이러한 소프트파워 차
원의 노력까지 더한다면 몽골의 반중감정과 제3국의 견제를 자연스럽게 회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은 몽골과의 경제협력에서 광물자원 확보와 사회
인프라 확충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산업설비 이전에는 신중히 임할 것이
다. 우라늄, 구리, 석탄 등은 중국이 언제나 확보에 목말라 있는 광물자원이고,
몽골은 중국에 인접한 훌륭한 보급기지이다. 몽골의 교통·에너지·주거 등 사회
인프라 확충 참여는 ‘일대일로’의 외연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경험
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전략에 부합한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산
업설비가 과잉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산업설비 이전·건설보다는 상품
수출을 더 선호할 것이다. 셋째,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중국은 지방정부의 개별
접근을 적극적으로 용인할 것이다. 2015년 기준 동북 3성의 인구는 랴오닝성
4,203만 명, 지린성 2,699만 명, 헤이룽장성 3,813만 명, 네이멍구의 인구는
2,379만 명으로 총 1억 3,000여만 명에 달한다. 중국의 지방은 자체적인 시장
과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각자의 전략을 가지
고 임할 것이며, 이것이 결국 중국 전체의 전략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2.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과 러·몽 경제협력
가.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몽골의 의미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몽골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

13) 中国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관계자 인터뷰(2016. 7. 25, 중국 베이징); 中国发展研究基金会
관계자 인터뷰(2016. 7. 26,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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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더듬어볼 필요가 있다. 13~15세기에 걸쳐 240년간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러시아는 20세기 초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몽골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했다. 러시아는 1915년 캬흐타 조약(Treaty of
Kyakhta) 체결을 통해 중국이 외몽골의 광범위한 자치를 인정하도록 중재하
고,14) 1919년 중국에 의해 외몽골의 자치가 중단되자, 1921년 수흐바타르
(Damdin Sükhbaatar)와 처이발상(Khorloogiin Choibalsan)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세력의 몽골인민혁명당 창당과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했다. 또한
1922년 12월 소비에트 러시아 주도로 출범한 소련은 1924년 11월 몽골인민
공화국 건국 이후 1939년 5~6월 몽골 영토를 침략한 일본군에 함께 맞서 싸웠
으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1946년 1월 중국이 외몽골의 독립을 인정하도록 만
들었다.15) 그 결과 몽골의 독립은 보장되었지만, 이후 40여 년간 소련과 몽골
의 관계는 이른바 ‘후견국(後見國)’과 ‘위성국(衛星國)’의 관계로 유지되었다.
양국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던 40여 년간 몽골경제는 소련경제에 완전
히 종속되어 있었다. 이 시기 몽골의 대외무역에서 소련과의 무역은 전체의 약
80%에 달했고16), 소련의 지원하에 구리 및 몰디브덴 채굴·가공기업 ‘에르데네
트(Erdenet)’, 형석 생산기업 ‘몽골로스쯔베트메트(Mongolrostsvetmet)’, 유
일한 간선 철도인 TMGR의 운영기업 ‘울란바토르 철도’ 등 오늘날까지 몽골경
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규모 합작기업들이 설립·운영되었다. 또한 몽골과
소련은 정치·군사적으로 수직적 동맹관계를 유지했다. 몽골은 1960년대 중반
중소분쟁에서 소련을 지지하여 1964년 약 7,000명의 중국 노동자를 추방하고
중국에 대한 비난에도 적극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17) 1966년 러시아와 양자조
약을 체결하면서 비밀 군사협정에 서명하여,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 소련군 주

14) Плотников(2007), pp. 156-157.
15) 제성훈(2010), p. 177.
16) 강톨가 외, 김장구, 이평래 역(2009), p. 395.
17) “МОНГОЛИЯ-Интернет-энциклопедия «Кругосвет»,” http://slovari.yandex.ru
(검색일: 201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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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과 미사일 기지 건설에 협조하기도 했다.18)
1980년대 중반 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시작되자, 몽골도 1980년
대 말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수행하고 정치·경제 체제 전환에 착수했다. 1991
년 12월 소련이 해체된 후, 1992년에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를 ‘몽골
인민공화국’에서 ‘몽골’로 변경했다. 이어서 1992년 12월 몽골에 주둔하던 소
련군 철수가 완료되고, 1993년 1월 기존 상호군사원조 조항이 삭제된 새로운
우호관계·협력조약이 체결되면서 양국의 동맹관계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한편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몽골은 소련의 영향력 약화를 감지하면서 대외
관계를 다각화하기 시작했다. 1987년 1월 미국과 수교하고, 1990년 5월 중국
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을 뿐만 아니라, 1994년에는 ‘대외정책개념(Concept
of Foreign Policy)’과 ‘국가안보개념(Concept of National Security)’을
채택하면서 러시아 및 중국과의 균형적 관계 유지, 이른바 ‘제3이웃들’과 관계
강화 등을 공식화했다.
1980년대 말부터 소련, 그리고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정치·경제 체제 전
환으로 극심한 정치불안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몽골에 대한 차관 제공 및 원
조를 자연스럽게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친서방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사회주의 동맹국인 몽골과의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
다. 그 사이에 몽골은 체제 전환을 수행하면서, 국제기구 및 제3국으로부터 차
관을 들여오고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했다.19) 그 결과, 1995년 몽골의 전
체 수출 중 54%가 동아시아, 24.5%가 서유럽으로 이루어지고,20) 같은 시기에
중국이 러시아를 대신하여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상하면서, 몽골은 러시
아의 영향권 밖으로 멀어져갔다.
이처럼 소원해진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된 것은 2000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문과 당시 양국 정상이 서명한 ‘울란바토르 선언’이었다. 이 선언을 통
18) 제성훈(2010), p. 177.
19) 강톨가 외, 김장구, 이평래 역(2009), pp. 416~417.
20) Batbayar(2003), pp. 95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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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국은 서로에게 적대적인 군사·정치연합에 참여하지 않으며, 서로의 이익
에 대립되는 조약 또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는다는 1993년 우호관계·
협력조약의 골자를 재확인했다. 러시아는 군사·군사기술협력 재개를 약속하고
몽골의 비핵지위를 지지했고, 몽골은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로 발전하게 될
‘상하이 포럼’ 참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러·몽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 정부간 위원회의 활동과 지역·국경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
께, 2001년을 목표로 철도요금, 관세 등에 특혜를 부여하여 무역을 확대하고,
몽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계성을 제고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3자 교
통 협력을 계속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소련 시절에 설립·운영된 합작기업인
‘에르데네트’, ‘몽골로스쯔베트메트’, ‘울란바토르 철도’의 효율성 제고와 현대
화, 러시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상호 여행 자유화와 비자 서비스 개선 등에
도 합의했다.21)
이후 양국의 정상회담이 빈번해졌으며, 양국 총리회담, 외무장관회담 등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졌고, 몽골은 20014년 상하이협력기구의 옵서버 국가가 되
었다. 군사·군사기술협력 복원 차원에서 중기군사기술 협력 프로그램이 실행
되고 합동군사훈련도 실시되었다.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몽골의 대소련 채
무 중 98%가 탕감되었고, 몽골 GDP의 약 20%를 생산하는 ‘에르데네트’, ‘몽
골로스쯔베트메트’, ‘울란바토르 철도’ 등 대규모 합작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
했다. 이처럼 몽골과 러시아는 1990년대 경제적 종속과 정치·군사적 동맹관계
해체의 시기, 2000년대 관계 재정립의 시기를 거쳐 전략적 동반자 정신에 기초
한 관계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몽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현재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은 크게 동방정책 가속화와 유라시아 경
제연합 확대라는 두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먼저 2012년 5월 3기 푸틴 정부
21) 제성훈(2010), pp. 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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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동방정책은 상대적 낙후지역인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인접한 아태지역22) 국가와의 협력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2011
년 11월에 극동 및 시베리아 개발계획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펀드’가 설립되었는데, 3기 푸틴 정부는 2012년 5월 사상 최초로 특정 지
역개발을 전담하는 연방부처로 ‘극동개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Far East)’를 신설하고, 2013년 3월에는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국
가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2014년 4월에는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이를 전면 개정하는 등 해당 지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푸틴 대통령은 2012년 12월 연례교서를 통해 “21세기 러시아 발전의 벡
터(vector)는 동쪽으로의 발전이며, 시베리아와 극동은 우리의 거대한 잠재력
이다. 이것은 가장 에너지 넘치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세계의 한 지역인 아태
지역에서 귀중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라며 ‘동방정책’의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23)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추진하면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2013년 2월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러시아연
방 대외정책개념’에서는 “역동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아태지역이 세계 경제·정
치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위 강화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언급과 함께, ‘아태지역 통합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 ‘시베리아·극동 경제발전 프로그램 수행 시 아태지역의 잠재력
이용’ 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되었다. 사실 극동·시베리아 개발은 소련 시절은
물론,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
만 기존의 해당 지역 개발 정책과 3기 푸틴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패

22) 러시아의 공식문서에는 ‘아태지역’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데, 이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태평
양 연안 및 도서 국가들을 포괄하는 ‘광대한 지역’이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에 인도, 호
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지역’을 의미한다. 제성훈, 강부균(2013), p. 78.
23) Путин(2012), “ПосланиеПрезидентаФедеральномуСобранию,” http://www.kremlin.ru/
events/president/news/17118(검색일: 201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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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이 위치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인 중부·북서부와 극동·시베리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면, 3기 푸틴 정부의 정책은 극동·시베리아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편입시켜 통합적 발전을 시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방정책’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EAEU의 확대이다. 2015년 1월 1일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함께
기존의 관세동맹, 단일경제공간보다 한 차원 높은 경제통합으로서 EAEU를 출
범시켰고, 이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가 가입절차를 완료하면서 회원국 수가 5
개로 늘어났다. 그 결과, 2014년 기준 인구 1억 8,250만 명(세계 전체의
2.5%), GDP 2조 2,000억 달러(세계 전체의 3.2%), 산업생산 1조 3,000억 달
러(세계 전체의 3.7%), 역외 국가들과의 상품 교역량 8,776억 달러(세계 전체
수출의 3.7%,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탈소비에트 지역 최대 단일시장이 형
성되었다.24)
EAEU의 출범과 확대는 3기 푸틴 정부의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 프로젝
트의 일환이다. 이는 서쪽에서 EU 및 NATO의 지속적 확대, 동쪽에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라는 배경에서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중심에서 독자적인 경제 블
록,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정치 블록을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이다.
EAEU의 최대 파트너는 자연스럽게 현재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회원국들의
주요 교역상대국 중 하나인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러시아의 경제규모
가 EAEU 5개국의 85%를 넘는 상황에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
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2016년 5월 8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중 정상회담에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연계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이 서명되었는데, 특히 물류·교통 인프
24) 제성훈(2016), pp.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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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및 통합운송 부문에서 연계성을 강화하고, EAEU와 중국 간 자유무역지대
조성을 장기적 목표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에 대
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전통적 영향권인 탈소비에트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러시아는 EAEU와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경제통합 심화와 회원국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25)
이러한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지리적으로 극동·시베리아와 인접해 있
고,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에 위치한 몽골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러시아의 ‘동방정책’ 가속화에서 몽골은 비록 중국, 일본, 한국 등과 같이
발전된 경제를 가지고 있는 아태지역 국가는 아니지만, 중요한 협력 파트너 중
하나이다.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때, 경제규모가 작은
몽골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시베리아에
위치하며 몽골과 인접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러 지방, 특히 알타이 공화
국(Republic of Altai), 투바 공화국(Republic of Tuva), 이르쿠츠크 주
(Irkutsk oblast), 부랴티야 공화국(Republic of Buryatia), 자바이칼리예 변
강(Zabaikalye kray) 등에 몽골은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
다. 또한 이들은 내륙 깊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철도망과 극동의 항
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몽골 영토를 거쳐 중국의 교통·물류망과 항구를 이용하
는 것이 거리상으로는 대외무역 확대에 더 유리하다. 따라서 해당 지방의 산업
육성 및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몽골과의 경제협력, 특히 교통·물류 협력이 필
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 지방이 일찍이 2000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
문에 앞서 1990년대 말부터 러시아와 몽골의 관계 발전을 모스크바에 적극적
25)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2016년까지 전력시장 통합, 2025년까지 가스 및 석유·석유제품 시장 통합,
2025년까지 초국적 금융시장 조정기구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베트남과 자유무역
지대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7월에는 시리아가 가입의사를 표명했다. 제성훈(2016),
pp.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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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11월 몽골과 ‘러시아연방 시베리아지역들
과 몽골의 관계 발전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앞다투어 울란바토르에 대
표부를 개설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6)
둘째, 러시아의 EAEU 확대 정책에서 몽골은 중요한 포섭 대상이다. 러시아
는 EAEU 확대를 통해 유라시아 내륙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의 독자적인 경제
블록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고도성장을 거듭한 중국 역시 최근 수행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에서 드러나듯이 주변국으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
하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편의의 축(Axis of Convenience)’
이라는 표현으로 가장 잘 설명된다. 양국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패권에 맞서
면서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상하이협력기구, BRICS 등을 이용한 다양한 양자,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
고 있지만, 여전히 잠재적으로 지정학적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즉 러시아의 입
장에서 부상하는 중국은 ‘기회’이자 ‘도전’인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몽골에
EAEU 참여를 제안하고 있고,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차원에서 몽골과의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몽골은 탈냉전기에도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잠재적인 지정·지경학적 경쟁구도에서 일정한 선택을
요구받는 완충국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몽골은 러시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 입장에서 너무 발전된 몽골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에 편입될 수 있는 저발전된 몽골도 바람직하지 않다. 러시아에
는 자국의 극동·시베리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확대에 협
조하는 몽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자국의 교통·물류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때로는 공세적으로
인식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몽골이 러시아
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26) 제성훈(2010),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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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러·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몽골경제에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고, 무역, 광물 개
발 등 여러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경제력을 앞세운 중국의 적극적 진출은 러시아가 몽골과 전통적인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먼저 2000년대 관계 재정립 이후 무역관계를 보면, 2008~12년(2009년 제
외) 무역액이 19억 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
해 2009년 8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억 달러로 빠
른 회복을 보였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무
역액의 역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무역구조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
나지 않았다. 2013년 기준 러시아의 대몽골 수출은 석유제품 67%, 식료품·농
업원료 4.9%, 기계·장비·교통수단 1%, 기타(건설자재, 사료, 종자, 약재 등)
26%로 구성되었다. 반면 수입에서는 광물이 대부분을 차지했다.27) 오늘날 몽
골의 대외무역에서 중국과의 무역은 2015년 기준 62%에 달하는 데, 이에 반
해 러시아와의 무역은 13%에 불과하다. 몽골의 대외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중은 2008년 44:23, 2012년 53:17.3, 2015년 62:13으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광물자원 개발에서도 러시아는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고 다른 국가들과 동등
한 위치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구리 3,700만 톤과 금 1,300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오유톨고이(Oyu Tolgoi)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만, 끝내 지분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해당 매장지 개발에는 국영기업 에르데네
스 오유톨고이(Erdenes Oyu Tolgoi LLC)(지분 34%), 호주 기업 리오 틴토
(Rio Tinto)와 캐나다 기업 아이반호 마인즈(Ivanhoe Mines)(지분 66%)가
27)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ИЕ ОТНОШЕНИЯ,” http://www.mid.ru/ru/maps/mn/?currentpage=main-country(검색일: 2016. 10. 30).

제2장 중국 및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과 몽골 • 47

표 2-6. 몽골의 대외무역 현황(2008~15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8
금액
비중

합계

5779.0

수입

3244.5

수출

2534.5

합계

2521.7

수입

888.0

수출

1633.7

합계

1328.5

러시아 수입

전체

중국

한국

일본

4023.0

100%

2137.6

100%

48%

56%

21%

1129.3

100%

6382.6
4404.5

18.5%

1723.7

1242.2

772.8

1046.6

86.3

68.2

82.7

합계

224.6

수입

194.8

155.1

181.7

356.7

수출

29.8

15.4

30.5

37.8

합계

266.0

수입

238.5

97.0

196.4

490.2

수출

27.5

4.5

2.6

10.9

4%

4.6%

170.5

101.5

2012
금액

합계 11123.0

4.2%

2.5%

1624.7

199.0

3.5%

3.2%

394.6

501.1

2014

2015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00%

10626.9

100%

11011.0

100%

8466.6

100%

6738.4

6357.8

5236.6

3797.2

4384.6

4269.1

5774.3

4669.5

합계

5854.1

수입

1825.7

1785.5

1729.6

1360.7

수출

4028.4

3700.2

5070.1

3897.4

합계

1926.8

러시아 수입

1847.3

한국

일본

79.5

합계

480.0

수입

467.7

4.3%

금액

수출

수출

3.4%

비중

수입

중국

15%

96.3

212.2

2013

56%

1978.1

2454.3

841.0

비중

11415.8
4817.4

3410.7
956.4

1392.3

2011
금액
6598.4

2908.5

1923.9
531.6

23%

6108.5
3200.0

1885.4
44%

2010
금액
비중

수출

구분

전체

100%

2009
금액
비중

53%

17.3%

5485.7

1623.5

52%

15.2%

1561.8
520.4

1610.9

62%

14.6%

1549.3

61.7
4.3%

6799.6

507.3

366.1

325.1

12.2

합계

507.2

수입

501.6

444.2

367.7

274.6

수출

5.6

10.5

24.4

20.3

454.7

13.4
4.2%

자료: 몽골 통계청 DB(검색일: 201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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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

4%

258.6

수출

4.5%

13%

76.8
3.3%

352.5

13.0

1097.6

62%

1020.8

61.6
4.9%

5258.1

66.5
3.5%

294.9

3.5%

참여하게 되었다.28) 우라늄 2만~3만 톤이 매장된 도르노드(Dornod)에 대
한 개발에는 어렵사리 참여하게 되었다. 2009년 8월 25일 양국은 우라늄 채
굴·가공 합작기업 ‘도르노드-우란(Dornod-Uran)’ 설립에 대한 정부간 협정
에 서명했고, 2010년 12월 28일 러시아 측이 이를 비준했으며, 이어서 2010
년 12월 14일 바트볼트 몽골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기간에 보충협정이 서명되
었다. 그러나 캐나다 기업 칸 리소시즈(Khan Resources)가 몽골정부의 도르
노드 개발권 취소와 관련하여 몽골정부와 몽골 원자력에너지청을 제소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었고,29) 결국 몽골 측이 패소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대신 러·몽
합작기업이 개발권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러시아가 몽골과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다른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의 협력이 겉으로 보이는 것
만큼 현저하게 약화된 것은 아니다.
러·몽 합작기업들은 여전히 양국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
를 들어, 광물 채굴·가공기업 ‘에르데네트’와 ‘몽골로스쯔베트메트’는 지금도
GDP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몽골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이다. 2003년과
2007년 서명된 양국 정부간 협정, 그리고 2008년 러시아 대통령령에 의해 ‘로
스테흐놀로기야(Rostec)’가 두 기업의 지분 49%를 인수하면서 현대화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참고로 2016년 6월 ‘로스테흐
놀로기야’는 갑자기 이 두 기업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는데, 그 정확한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30)
러·몽 합작기업에는 총연장 1,000km에 달하는 몽골의 유일한 간선철도

28) 이후 아이반호 마인즈는 Turquoise Hill Resources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분 66%를 소유하게 되었
으며, 리오 틴토는 Turquoise Hill Resources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50.8%를 소유하게 되었다.
“Oyu Tolgoi,” http://ot.mn/oyu-tolgoi-shareholders(검색일: 2016. 10. 30).
29)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ИЕ ОТНОШЕНИЯ,” http://www.mid.ru/ru/maps/mn/?currentpage=main-country(검색일: 2016. 10. 30).
30) “"Ростех" продаст Монголии доли в двух СП,” http://www.interfax.ru/business/515708(검색일: 201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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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GR을 운영하는 ‘울란바토르 철도’도 있다. 2009년 8월 22일부터 주식회
사 ‘러시아 철도’가 ‘울란바토르 철도’의 러시아 측 주주가 되면서 종합적인 현
대화와 울란바토르 철도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졌다. 러시아 측에 따르면, 이
는 ‘울란바토르 철도’와 ‘러시아 철도’의 연계를 통해 중국~몽골~러시아~유럽
노선의 정기적인 철도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였다.31) 이와 함께, 러시아
는 자국 철도망과 ‘울란바토르 철도’가 채택하고 있는 광궤가 몽골의 새로운 철
도망 건설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는데, 2010년 9월 몽골 당국은
타반톨고이에서 러시아로 이어지는 철도 간선을 광궤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극동의 항구를 이용하는 석탄 수출을 증대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향후 철도 건설에서 몽골이 광궤를 계속 채택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몽골정부는 중국의 투자에 의해 중국으로 이어지는 철도는
표준궤로 건설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기업 외에 타반톨고이 개
발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또는 중국의 항구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로 석탄을 수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32)
러시아의 전력 및 석유제품 공급 역시 양국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부랴티야 공화국을 통해 몽골 전력 수요의 약
1/3을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일부 서부 지방은 이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또
한 러시아는 정유시설이 없는 몽골에 석유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출하고 있
다.33)
양국의 국경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대몽골 무역에서
국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 여기에는 1994년 체결된 러·
몽 국경 레짐 조약, 2014년 체결된 ‘러·몽 국민들의 상호여행 조건에 대한 협
정’, 즉 무비자 협정이 큰 역할을 해왔다. 이전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
31)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ИЕ ОТНОШЕНИЯ,” http://www.mid.ru/ru/maps/mn/?currentpage=main-country(검색일: 2016. 10. 30).
32) Глазова(2012), p. 67.
33) Бат-Эрдэнэ(2012),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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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경 통과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었고, 2014년 11월부터는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34)
농축산업 분야에서 상호협력도 계속되고 있다. 2009년 러시아 농업은행은
러시아 트랙터 수출을 위해 몽골에 1,006만 달러 규모의 신용을 제공했다.35)
또한 2011년 5월 말~6월 초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당시 러시
아는 3억 7,500만 루블 규모의 무상원조를 통해 다량의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
고 22개 이동방역센터를 개설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1~12년 러시아
의 지원하에 몽골에서 가축 전염병 치료 프로그램이 가동되었다. 전통적으로
몽골은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육류를 공급해왔는데, 이를 통해 육류 수출을 증
대할 기회가 마련되었다.36)
양국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으로서 다양한 정부간 협력체
계가 작동하고 있는데, 러시아 측은 천연자원·환경장관, 몽골 측은 부총리가
의장이 되어 매년 개최되는 러·몽 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위원회와
산하의 워킹그룹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11월 러시아 자
바이칼리예 변강의 치타에서 개최된 19차 회의에서 양측은 무역, 인프라 연계,
원료·에너지, 농업, 문화·인문 등의 분야에서 양자협력의 당면한 문제들을 논
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러시아 측은 몽골이 추진하고 있는 셀렌게 강 수력발
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37)
양국의 경제협력에서 러시아 기업 및 지방 대표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4월 1일 기준 러시아가 투자한 기업 및 몽골 주재 러시아 기업 대표부
34)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ИЕ ОТНОШЕНИЯ,” http://www.mid.ru/ru/maps/mn/?currentpage=main-country(검색일: 2016. 10. 30); “Овступлениивсилуроссийско-м
онгольскогоСоглашенияобусловияхвзаимныхпоездокграждан,” http://www.
mid.ru/ru/maps/mn/-/asset_publisher/ruvygVo4bpCH/content/id/716246(검색일:
2016. 10. 30).
35)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ИЕ ОТНОШЕНИЯ,” http://www.mid.ru/ru/maps/mn/?currentpage=main-country(검색일: 2016. 10. 30).
36) Глазова(2012), pp. 67-68.
37) “Новости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ии в Монголии,” http://www.mongolia.mid.ru/
press_524.html(검색일: 201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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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총 56개이며,38) 2015년 7월 15일 기준 몽골 주재 러시아 지방 대표부는 알
타이 변강, 부랴티야 공화국, 자바이칼리예 변강, 투바 공화국, 그리고 바이칼
지역의 정치·경제 중심지인 이르쿠츠크 주 등 총 5개이다.39)
양국 관계는 2000년 ‘울란바토르 선언’ 이후 관계 재정립의 시기를 넘어 실
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으며, 지난 16년간 양국 지도
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러시아 지도부는 몽골
이 더 이상 자신의 ‘위성국’이 아니라, 주권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웃국
가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고, 몽골 지도부 역시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전략은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하고 있다.
하지만 몽골과의 협력에서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엘리트 교체로 인해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과거
와 같이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고 러시아어가 유창하며 친러 정서를 가진 엘리
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러시아를 그저 중국, ‘제3이웃들’과 동등한 위상의
파트너로 대하는 새로운 엘리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과거와 같은 구두
합의가 아니라, 문서로 된 합의만을 신뢰한다. 둘째, 저유가, 서방의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몽골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존
재한다. 2010년부터 연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현대화 정책의 성공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장기적 이익을 기대하면서 몽골의 경제발전을 지원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만일 지원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국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과 연계된 프로젝트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38) “Списоккомпанийc российскимиинвестициямии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рос
сийских компан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онголии,” http://www.mongolia.mid.ru/
pred.html(검색일: 2016. 10. 30).
39) “Список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субъектов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вМонгол
ии,” http://www.mongolia.mid.ru/regpred.html(검색일: 201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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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국 관계에서 더 중요한 변수는 러시아가 아닌 몽골의 입장에서 찾
아야 한다. 몽골이 ‘동방정책’ 가속화와 EAEU 확대를 골자로 하는 러시아의 유
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을 앞세운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 사이에서 어떠
한 선택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가가 러시아와 몽
골 관계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변수인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몽골의 대답은
바로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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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계획
몽골은 새로운 대외정책을 정립하기 위해 1994년 ‘대외정책개념’을 채택하
고,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할 것을 공식화한
바 있다. 2000년대부터 경제성장 가속화로 해외시장 진출, 수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자, 인접국인 러시
아, 중국과의 관계발전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 러시아의 ‘동방정책’ 가속화 등 인접국의 대외정책에 변
화가 나타나자, 몽골은 중·몽·러 3자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게 되었다.

가.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의 제기배경
몽골은 정치·경제 체제 전환 과정에서 탈냉전기 국제관계의 신질서에 부합
하는 ‘대외정책개념’을 채택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재정립,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을 위해서도 이는 필수적인 과제였다. 몽골은 세계화와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의 방향과 성격을 규정하면서, 특정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기
존의 순응적인 이념중심적 정책기조를 자국의 권익을 강조하는 다원주의적 정
책기조로 전환했다. ‘대외정책개념’의 골자는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
다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 일본, 한국 등 ‘제3이웃들’과
의 관계를 적극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40)
2011년 ‘대외정책개념’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는 몽
골 대외정책의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남았는데, 내륙국이라는 몽골의 지리적 위
치와 대외무역에서 대중, 대러 무역의 비중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선택이었
다.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몽골이 보다 균형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
40)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бодлогы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http://www.legalinfo.mn/
law/details/6340?lawid=6340(검색일: 201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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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중립을 선언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정한 국가
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41) 이와 같은 정
책의 배경에는 1915년 캬흐타 조약, 1960년대 중소분쟁 등에서 깨달은 역사
적 교훈이 작용했는데,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몽골이 중국 및 러시아 양국 사
이에서 균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중·몽·러 3자간
대화 또는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대외정책개념’에서 경
제협력에 대한 내용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해당
문서의 21.4항에는 ‘국제 또는 역내 경제통합과 인프라 네트워크 참여 추구’,
‘항만 연결과 통과운송에 용이한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협력이 몽골 대외정책의 중점과제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42)
해외시장과 연계되는 교통·물류 인프라 미비와 각종 무역장벽은 몽골의 산
업발전과 수출증대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는데, 몽골정부는 이를 극
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1991년 중국과 ‘몽골 및 중
국 영토를 통한 해상 진출·복귀와 통과운송에 대한 정부간 협정’, 1992년 러시
아와 ‘도로교통을 이용한 통과운송에 대한 일반협정’ 등을 체결했지만, 이들 협
정의 적용범위가 한정적이었고 운임조정, 규제철폐 등 구체적 사항은 다루어지
지도 않았다. 따라서 2000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03년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몽골 방문 이후, 몽골정부는 중국 및 러시아와 통과운송 지원에 대한 정
부간 협정을 체결하고, 3자 경제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게 되었다. 이
와 동시에, 몽골 지도자들은 중국 및 러시아 방문을 통해 가스관 건설, 송전망
건설 등 중·러 에너지 협력사업에 몽골의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
다.43) 그 결과 몽골은 2009년 러시아, 2011년 중국과 각각 ‘전략적 동반자 관
41) Төмөрчулуун(2015), pp. 65-69.
42) Нямдолжин(2015), pp. 125-141.
43) “Ерөнхийлөгч Ц. Элбэгдорж, Д.А. Медведев нар уулзлаа,” http://www.president.mn/content/1797(검색일: 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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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발전에 대한 선언’에 서명하면서, 통과운송 협정 체결, 교통 인프라 개발협
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몽골은 중국과 2014년 ‘철도를 이용한 통과운
송협력에 대한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국의 7개 항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양자 협정에 불과했고, 통과운송 조건과 교통 인프라 개발
에 대한 중·몽·러 3자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바트볼드
(Sükhbaataryn Batbold) 몽골 총리는 2011년 중국 방문 시에 ‘몽·중·러 상호
이익 원칙에 입각한 3자 협력발전’을 제안하게 된다.44) 이와 같은 적극적인 움
직임에도 불구하고, 몽골 내부에서 정부내각의 불안정성, 정치적 이견, 경기침
체, 그리고 대외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부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협
력 추진은 미루어졌다.
한편 교통·물류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몽골정부의 노력은 양자, 3자
협력만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몽골은 2004년부터 UN ESCAP이 추진하는
‘Asian Highway Network’, ‘Trans-Asian Railway Network’ 등에 참여했
으며, 국내외 자금 조달을 통해 Asian Highway AH-3, AH-4, AH-32 등 도
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ADB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네트워크 개발
을 위해 추진하는 CAREC 사업에도 참여하고자 하지만 CAREC /4a/,
CAREC /4d/에 대한 투자 문제와 다자간 이해관계 조율의 한계로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45) 몽골은 동북아 경제통합 가속화를 위한 협력체인 광역두만
강개발계획(GTI)에도 초기부터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지리적 장애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최근 몽골정부는
UN의 지원으로 ‘내륙 개발도상국을 위한 국제연구소(International Think
Tank for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를 설립했는데, 이를 통해
내륙 개발도상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교통·물류 인프라 환경 개선에 필요한

44) “Бодит үр дүн авчирсан түүхэн айлчлал боллоо,http://www.news.mn/r/
71307(검색일: 2016. 8. 25).
45) Шүрхүү(2015), pp. 10-27.

58 •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주변국 또는 국제사회의 지원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몽골정부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다자협력은 양자협력보다 추진속도가 느리고 집행력이 약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2013년부터 중국이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에 따른 ’일대일로’ 전략을 발
표하고, 러시아는 ‘동방정책’을 가속화하는 등 몽골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급격
히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 5월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포괄
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상호협력의 새로운 단계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
며, 중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교통·물류 협력을 가속화하자, 유라시아 지역협
력에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었다.
몽골정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중·몽·러 3자
경제협력 발전과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3년 중·몽·러 3국 경제협력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을 통합한 ‘초
원의 길’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2013년 몽골 국회 39호 결의문 ‘2014년
몽골경제사회개발에 대한 정부 계획’ 4.4항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철
도, 도로, 가스관, 송유관, 송전망 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46) 2013년 11월에 개최된 17차 몽·러 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
력위원회에서 테르비씨다그와(Dendev Terbishdagva) 몽골 부총리는 몽골
정부의 중·몽·러 교통·물류 5대 회랑 개발 제안을 최초로 밝혔다. 그는 러시아
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에 이르는 인프라 개발계획에 철도, 도로, 가스관, 송유
관, 송전망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3자 협력체제 구축
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47)
뒤이어 2014년 5월 몽골 국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부 조치’라는 결의를
46) “2014 онд эдийн засаг нийгмийг хөгжүүлэх хөтөлбөр,” http://legalinfo.mn/ annex/details/5893?lawid=9249(검색일: 2016. 8. 25).
47) “МонголулсОХУболонХятадулсадтээврийнтаванхонгилбайгуулахса
нал тавьж байна,” http://mongolian.ruvr.ru/news/2013_11_28/253290364(검색일:
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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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키면서, ‘이웃국가들과의 협력교류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러시아,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송유관, 가스관,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대
한 협상을 촉진’할 것을 정부내각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몽골정부는 2014년 9
월 2일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또한 알탄후
약(Norovyn Altankhuyag)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여 ‘초원의 길’ 이
니셔티브를 소개하고, 3국이 경제개발 또는 지역개발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
는 문제를 상호협력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몽골은 중국의 ‘일
대일로’ 전략을 지지하면서 참여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48)

나. 몽골의 주요 국가개발정책과 경제회랑
‘중·몽·러 경제회랑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3국이 경제개발계획을 공유하
여, 공동대응이 요구되는 분야, 즉 접경지역 협력,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환
경보호,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몽골의 경우, 중국
및 러시아, 두 이웃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
지가 ‘국가지속가능개발개념 2030’을 비롯하여, 산업정책, 철도교통정책, 에
너지정책 등 분야별 국가개발정책 관련 문서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중 ‘국가
지속가능개발개념 2030’이 보다 포괄적이고 기본개념만 다루었다면, 분야별
개발정책 또는 프로그램은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문서 중 ‘중·몽·러 경제회랑’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몽골 국회는 2015년 ｢국가개발정책계획법｣49)을 제정하여 향후 국가개발정

책의 수행기간을 15~20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개발정책인 ‘새천년
개발목표에 의한 국가개발종합전략(Millennium Development Goals-based
48) ““Бүс, замсанаачлага: Тогтвортойхөгжилдхөтлөхкоридор” аргахэмжээз
охионбайгуулав,” http://www.mfa.gov.mn/?p=34112(검색일: 2016. 8. 25).
49) 국가개발정책계획법(Хөгжлийн бодлого төлөвлөл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http://www.
legalinfo.mn/law/details/11484(검색일: 201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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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몽골의 주요 국가개발정책
몽골 국가지속가능개발개념 2030
(Монгол улсын урт хугацааны
тогтвортой хөгжлий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2030)

2016년 2월 5일 국회 결의문 19호

몽골 대외경제교류 프로그램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хөтөлбөр)

2015년 12월 7일 내각 결의문 474호

국가철도교통정책
(Төрөөс төмөр замын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о)

2010년 6월 24일 국회 결의문 32호

국가산업정책
(Төрөөс аж үйлдвэрийн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о)

2015년 6월 19일 국회 결의문 62호

국가에너지정책
(Төрөөс эрчим хүчний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о)

2015년 6월 19일 국회 결의문 63호

몽골정부 2016-2020년 행동계획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16-2020 оны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хөтөлбөр)

2016년 9월 9일 국회 결의문 45호

자료: 필자 작성.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Mongolia)’을 폐기
하고, 새로운 국가개발정책으로 ‘국가지속가능개발개념 2030’을 채택했다. 해
당 문서는 2030년까지 국가개발계획목표를 지속가능경제개발, 지속가능사회
개발, 녹색성장, 국정관리 및 비즈니스 환경의 4대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경제개발’ 분야에서는 목축업, 식료품업, 경공업, 건축자
재제조업, 구리가공업, 석탄·석탄화학업, 철강업, 관광업, 광산업 등을 중점개
발 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2026~30년 전기에너지 수출국으로 성
장하기 위해,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늘리기로 하
고, 원자력에너지 개발도 목표사업에 포함시켰다. 경제개발의 토대가 되는 교
통·물류 인프라 개발 관련 목표사업으로는 2015~30년 국제 또는 국가급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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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2,870km 연장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연계되는 철도로서 ‘Ukhaa khudag~
Gashuun Sukhait’, ‘Erdenet~Ovoot’ 노선 등과 동부, 서부, 중부 등 지역별
철도 건설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문서는 2015년 몽골 내각에서 결의한 ‘몽골 대외경제
교류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의 3.1항은 주요국들과의 경제교류 확대, 자
유무역협정 또는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지역경제협력체 가입,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보 등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발사업, 통과운송에 대한 3자 협상 추진 등
을 주요 과제로 명시하고 있다.50)
‘국가지속가능개발개념 2030’이 계획연도까지 분야별 목표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면, 산업별 국가개발정책은 해당 산업에 대한 계획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10년 6월 24일 몽골 국회는 ‘국가철도교통정책’을 결의했다.
본 정책에 따르면, 몽골정부는 ‘신철도계획’ 차원에서 1단계로 ‘Dalanzadgad~
Tavantolgoi~Sainshand’, ‘Sainshand~Baruun Urt’, ‘Baruun Urt~Khuut’,
‘Khuut~Choibalsan’ 노선 등 총 1,100km, 2단계로 ‘Nariinsukhait~
Shiveekhuren’, ‘Khuut~Bichigt’, ‘Khuut~Tamsagbulag~Numrug’, ‘Ukhaakhudag~
Gashuunsukhait’ 노선 등 총 900km 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2단계
에서 건설하기로 한 모든 노선은 중국 철도망과 연계된다. 이후 2012년 11월 몽골
정부는 본 정책을 개정하여 ‘신철도계획’ 차원에서 중국 국경으로 이어지는
‘Ukhaakhudag~Gashuunsukhait’, ‘Ukhaakhudag~Khuut~Ereentsav’, ‘Khuut~
Bichigt’ 노선 등 총 1,500km 철도 건설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들 사업 중
‘Khuut~Choibalsan’, ‘Khuut~Bichigt’ 노선과 3단계 사업인 서부지역 철
도노선이 중·몽·러 경제회랑 프로그램 철도 회랑 프로젝트들의 일부이다. ‘국
가철도교통정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TMGR의 현대화, 즉 복선화 및 전철
화 사업 역시 몽골정부의 주요 계획사업이며, 사업 추진에 앞서 철도 소유주인
50) “Монголулсынэдийнзасгийнгадаадхарилцааныхөтөлбөр,” http://www.mfa.
gov.mn/?page_id=32253(검색일: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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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기업 ‘울란바토르 철도’의 계약갱신, 경영개혁 등에 대한 러시아 측과의 협
상이 우선순위 과제이다. 본 노선의 현대화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
램에 중앙 철도회랑 프로젝트로 포함되어 있는바,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될 것
으로 보인다.

표 3-2. ‘국가철도교통정책’의 주요 내용

단계

사업

길이

중·몽·러
경제회랑
연계여부

추진경과

400km

No

타당성 조사

1

Tavantolgoi~Tsagaansuvarga~
Sainshand
Sainshand~Baruun Urt
Baruun Urt~Khuut
Khuut~Choibalsan

350km
140km
150km

No
No
Yes

2

NariinSukhait~Shiveekhuren
Ukhaakhudag~-Gashuunsukhait
Dalanzadgad~Ukhaakhudag
Khuut~Tamsagbulag~Numrug
Khuut~Bichigt

45.5km
267km
70km
380km
200km

No
No
No
No
Yes

공사 중
타당성 조사 완료
없음
없음
타당성 조사 완료

Erdenet~Ovoot~Arts Suuri
Western Region Railway
Ulaanbaatar~Kharkhorin

770km
3600km

No
Yes

공사 중

3

자료: 국가철도교통정책(Төрөөс төмөр замын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о)을 기초로 필자 작성.

몽골의 ‘국가도로교통정책’은 현재 작성 중이나, ‘국가지속가능발전개념
2030’과 2001년 채택된 ‘지역개발개념’ 등 장기 국가개발정책 문서들을 토대
로 검토해보면, 전국 도로교통망 개발은 5개 지역별 5개 종단도로와 하나의 횡
단도로로 구성된다. 이 중 중국과 러시아를 종으로 연결하는 5개 도로 중
‘Yarant~Ulaanbaishint’, ‘Zamiin Uud~Altanbulag’, ‘Bichigt~Ereentsav’
노선과 횡단도로인 ‘천년의 도로(Myanganii zam)’의 일부 구간이 중·몽·러 경
제회랑 프로그램 도로 회랑 프로젝트들에 포함되어 있다. 이미 ‘Zamiin Uud~
Altanbulag’ 전체 노선과 ‘Yarant~Ulaanbaishint’ 일부 구간이 건설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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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6~20년 국제급 도로를 1,600km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Yarant~Ulaanbaishint’ 노선의 나머지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 2021~ 25년에는 국
제급 도로 800km를 새로 건설하고, 2026~30년에는 국제급 도로 470km를
연장하면서, 동시에 지역별 철도 건설 공사도 완료할 예정이다.51)
몽골정부가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에너지 산업이다.
‘국가에너지정책’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에너지 수급 안정, 민간기업 주도
의 경쟁시장에 기초한 효율적 제도 마련, 전기 에너지 수출국가로 부상 등을 주
요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단계인 2024~30년에는 인접국들과의 송전망
연결로 동북아 에너지 시장의 주요 참여자로 부상하고자 한다.

표 3-3. ‘국가에너지정책’의 주요 내용
기간

목표

주요 사업

2015-2023

현재 전력 생산량을 2배로 증대하
여, 에너지 총생산량의 10% 이상
을 수력에너지로 충당, 재생에너지
개발 환경 조성

Tavantolgoi 화력발전소
Baganuur 화력발전소
4번 화력발전소 추가설비
5번 화력발전소
Telmen 화력발전소
EG 수력발전소
서부, 동부 화력발전소, Khovd 수력발전소

2024-2030

예비전력 20% 확보, 에너지 총생
산량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주변국들과 연결된 송전망 건설로
에너지 수출

Shivee Ovoo 화력발전소
Selenge 강 유역 재생에너지 파크
Gobi Tech Initiative

자료: 국가에너지정책(Төрөөс эрчим хүчний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о)을 기초로 필자 작성.

몽골 국회는 2015년 6월 ‘국가산업정책’을 새로 채택했다. 본 정책은 광산
관련 채취업과 선광업(quarrying and ore enrichment)을 제외한 기타 산업
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전계획을 3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단계
에서는 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 즉 석유정제업과 건축자재제조업, 2단계
51) “Монголулсынтогтвортойхөгжлийнүзэлбаримтлал - 2030,” http://www.legalinfo.mn/annex/details/7105?lawid=11725(검색일: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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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중국 및 러시아 시장을 겨냥한 수출주력산업으로 철강제조업, 구리제련
업, 화학공업 등을 개발하고자 한다. 몽골 ‘국가산업정책’ 채택의 또 다른 목적
은 우선 개발 산업분야를 정하면서 산업클러스터, 자유경제지대, 산업기술단
지, 운송물류센터 조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몽골정부는 이미 2003
년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지역인 Zamiin Uud, Altanbulag, Tsagaannuur
등에서 자유경제지대 조성과 운송물류센터 개발을 계획해왔는데, 이에 따라
2015년 2월 몽골 국회는 ｢자유경제지대법｣을 통과시켰다.52) 해당 법은 자유

경제지대 내 비즈니스 관련 세관업무, 비자, 사업자등록, 금융결제, 검역감독,
노동관계, 조세 등에 대한 특례적용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하는 조치로 간주된다.
표 3-4. ‘국가산업정책’의 주요 내용
단계

내용

1단계
국내산업 보호, 원자재
(2015~20) 현지 가공 및 기술 국산화
수입대체산업 지원을 통한 수출지향적
중점
수입대체 산업정책 시행
2단계
수출중심적 산업구조
(2020~25)
구축, 고급 기술 및 기기,
수출지향산업
장비, 화학 산업 개발
중점
3단계
지식기반산업 개발,
(2025~30)
서비스업 또는 기술 수출
지식집약산업
지원
중점

추진 중인 주요 사업53)
동부지역 석유정제공장,
석유정제업, 철강제련산업,
고비지역 석유정제공장,
시멘트, 단열재 등 각종
다르항, 셀렌게
건축자재제조업,
철강종합공업, 보르운두르,
석탄액화산업, 석탄화학산업,
에르데네트 구리광석제련소,
화학공업
에코버스(ecobus) 공장
철, 구리 등 철광제련산업, 금
가공업, 화학공업,
농업기기제조업,
대중교통차량제조업
중점 육성산업

해당사항 없음.

자료: 국가산업정책(Төрөөс аж үйлдвэрийн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о)을 기초로 필자 작성.

단기적인 국가개발정책은 4년마다 정부내각이 발표하는 ‘정부 행동계획’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신정부가 발표한 ‘2016~20년 몽골정부 행동계획’에도
중·몽·러 경제회랑 관련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문서의 2.111~ 2.116
52) “Чөлөөтбүсийнтухай,” http://www.legalinfo.mn/law/details/10930(검색일: 2016. 10. 20).
53) Нэмэхбаяр(2015), “Хүндүйлдвэрийнхөгжлийнчиг хандлага,” http://industryforum.gov.mn/153.html(검색일: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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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르면, 국제급 도로망 확대 건설사업, ‘Tavantolgoit~Gashuun Sukhait’,
‘Khuut~Bichigt’, ‘Shivee Khuren~Sekhe’, ‘Erdenet~Ovoot’, ‘Zuunbayan~
hangi’ 노선 등 중국과 연계되는 교통·물류망 건설 공사가 추진될 계획이다.
이어서 2.220항에는 교통 분야 국제협력개발, 지역 인프라 및 물류 통합과정
참여로 통과운송 발전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주요 화력발전소 건설 지속 추진, 에
너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Tavan Tolgoi 발전소, Shivee Ovoo 발전소 건설
착수, EG 수력발전소 사업 수행 등도 명시되어 있다. 5.7.2항에는 몽골, 러시
아, 중국 3국 경제협력 차원에서 지역협력사업계획센터를 설립하여, 인프라 분
야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일부 사업에 착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54)
이러한 국가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몽골정부는 광물·에너지 자
원과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면서 향후 유라시아 역내 통과운송 및 물류 허브
(transit hub), 역내 주요 에너지 공급자(energy supplier), 역내 무역 촉진자
(trade 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중·몽·러 3자 협력 발전과 경제회랑 계획
유라시아 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러시아의 ‘동
방정책’, 그리고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는 2014년 9월 타지키스탄의
두샨베(Dushanbe)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1차 중·몽·러 정상회담으
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몽골 대통령의 제안으로 개최된 1차 정상회담의 주
요 의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 문제였다. 몽골 측은
중국 및 러시아 측에 3국 정상회담을 위한 ‘울란바토르 회담’ 프레임을 구축하
54)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16-2020 оны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хөтөлбөр,”
http://www.legalinfo.mn/annex/details/7409?lawid=12120(검색일: 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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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당 프레임을 3자간 통과운송, 인프라 개발, 역내 문제 등을 논의하는 체
제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국 및 러시아 측은 정기적인 3국 정
상회담이 관계증진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처럼 SCO 정상회의를 활
용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둘째, 차기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사
전협상을 위해 3국 외무부 차관급 회의 메커니즘 구축에 합의했다. 셋째, 향후
3자 공동사업 후보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유라시아 횡단철도’, ‘초원의 길’
등 각국의 개발계획을 수렴하는 경제회랑 구축, 도로, 철도 등 인프라 분야 협
력, 초국경적 송전망 개발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2015년 7월 러시아의 우파(Ufa)에서 개최된 2차 정상회담은 이전 회담에서
논의한 의제들을 3자 경제협력사업으로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해당 정상회담
에서는 ’중·몽·러 중기 협력발전 로드맵’,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양해각서’, ‘중·몽·러 국경통과지점 개발 협력에 대한 기본협정’,
‘중·몽·러 무역 발전의 호의적 조건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 등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중요한 문서들이 서명되었다. 이들 문서 중 특히 ’중·몽·
러 중기 협력발전 로드맵’은 3자 경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분야를 규
정하는 중요한 문서였다.
2016년 6월 24일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3차 정상회담에서
는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이 확정되었
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통 인프라 연계, 국경통과지점 개발 및 세관·검역 통제,
산업 및 투자, 무역·경제, 인도적 교류, 환경 및 생태보호 분야 등에 걸쳐 다양
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 차원에서 3국 실무기관간 협력이 순
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16년 8월 13~25일 중국, 몽골, 러시아 교통부는 공
동으로 텐진~울란바토르~울란우데 도로 노선 통과운송 시범운영을 시행했다.
현재 아시아와 유럽 간 화물운송의 90% 이상이 해상운송을 통해 처리되고 있
는 데, 운송기간이 평균 45일 소요된다. 하지만 통과운송 시범운영 결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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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을 이용할 경우 텐진에서 울란우데까지 국제화물운송을 7일 내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55) 물류망 개발을 통한 통과운송 활성화는 3국간
교역 확대를 촉진하는 의미가 있으며, 특히 몽골에는 러시아, 중국 외 다른 국
가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6년 9월 중순 울란바토르에
서는 벨로죠로프(Oleg Belozyorov) ‘러시아철도’ 회장, 중국 철도공사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베리아횡단운송조정회의(Coordinating Council on
Trans-Siberian Transportation) 25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중·
몽·러 경제회랑의 주요 노선인 TMGR의 통과운송량 확대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56)
한편 몽골정부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을 비롯한 주요 국제금융기관과도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
한 차원에서 2016년 6월 몽골 총리는 ASEM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몽골을 방
문한 진리췬(金立群) AIIB 총재와 만나 중국, 몽골, 러시아를 연계한 철도 개보
수사업 투자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57)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이 이처럼
비교적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각국이 예상하는 기대효과가 크기 때
문이다. ‘일대일로’ 전략 차원에서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
국의 입장에서 중·몽·러 경제회랑은 다른 경제회랑보다 실현 가능성이 더 크
다. 이는 협상대상이 두 나라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몽골이 모두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이자,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
이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로 네이멍구, 헤이룽장성, 허베이성, 지린성 등의
55) “Монгол-Хятад-ОросгурванулсынанхнытранзиттээврийнцувааУлаан
баатархотнооирлээ,http://zasag.mn/m/mrt/view/14625(검색일: 2016. 8. 30).
56) “ВУлан-баторепроходитXXVзаседание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советапотр
анссибирским перевозкам,” http://www.rzdtv.ru/2016/09/14/v-ulan-batore-prohodit-xxv-zasedanie-koordinatsionnogo-soveta-po-transsibirskim-perevozkam(검색일:
2016. 8. 25).
57) “Mongolia wants to have financing from AIIB for mega-projects,” http://en.montsame.mn/
politics/mongolia-wants-have-financing-aiib-mega-projects(검색일: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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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중공업이 집중된 지역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도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와 몽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지원, 차관 제공, 자국 시장 진출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중·몽·러 경제회랑 참여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서, 동시에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몽골과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출 확대와 투자유치
를 위한 대중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자국의
극동·시베리아와 몽골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몽골을 포함하는 3자 협력을 통해 견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
다.58)
몽골은 중·몽·러 경제회랑을 기반으로 하는 3자 협력을 교통·물류 인프라,
무역 등 경제협력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의 범위에
정치, 안보 등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세 번에 걸친 3
국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SCO가 3자 협력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몽골에 해당 기구 가입을 적극 제안한 바 있다.
몽골은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을 비롯한 3자 경제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개발을 통한 통
과운송 활성화와 수출시장 확대이다. 둘째, 위생 검역 기준 표준화를 포함한 세
관·검역 통제 협력과 접경지역 협력을 통한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이다. 셋째,
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통한 발전소 건설과 전력 수출이다. 넷째, 통화 스와프
합의를 비롯한 금융협력을 통한 금융안정화 대책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투자
계획센터 설립을 통한 중·몽·러 3국 경제협력의 장기적 발전과 자국의 입지 강화
이다.
58)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프리마코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Sergey Lukonin 선임연구위원 서면인
터뷰(2016. 9. 5, 러시아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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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의 이익이 수렴되면서 비교적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초기부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안들도 있다. 예를 들어, 통과운송, 도로
및 철도 개발 등은 실무기관간 입장 조율, 시범운영 등을 통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몽골의 SCO, EAEU 가입 여부, 몽골의 셀렌게 강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몽골 현지 전문가들은 위생 검역 기준 표준화, 투자 재원 마련, 인프라에 대한
소유권 및 지분 배정 문제 등도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추진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59)

2.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전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몽·러 3국은 2014년 9월 1차 정상회담부터 논
의를 시작하여, 2016년 6월 3차 정상회담에서 마침내 32개 프로젝트를 포함
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중·몽·러 경
제회랑 건설의 목적은 교역 증대, 생산물의 경쟁력 확보, 초국경 운송 원활화,
인프라 발전 등을 지향하는 공동 프로젝트 실현을 통해 3자 협력의 발전 및 확
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 해당 경제회랑의 기대효과는 3자 각자의
잠재력 및 우위 실현, 공동번영 및 세계시장에서 공동의 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
하는 공동의 상호이익적 경제발전 공간 조성 및 강화에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서 3국은 경제회랑의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통합 심화, 발전전략 수렴 및 인프
라 상호연계를 위한 여건 조성, 교역 및 투자의 안정적 발전, 경제정책의 조화
및 인도적 교류 강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교통 인프라 발전 및 연계
성 제고, 국경 통과지점 현대화 및 세관 업무·검역 관리, 산업 및 투자 협력, 경
59) 몽골 과학 아카데미 국제관계연구소 D. Shurkhuu 선임연구위원 인터뷰(2016. 8. 10, 몽골 울란바토
르); 몽골 전략연구소(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SS) O. Otgonsuren 연구위원 인터뷰(2016.
8. 10, 몽골 울란바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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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무역 증진, 인문교류협력, 환경 및 생태보호, 지방 및 접경지역 협력 등의 분
야에서 상호협력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은 교통 인프라, 산업협력, 국경 통과
지점 현대화, 에너지 협력, 무역·세관업무·검사·검역협력, 환경·생태보호협
력, 과학기술·교육협력, 인도적 협력, 농업, 의료·보건 분야 등에 걸쳐 다음과
같은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표 3-5. 중·몽·러 경제회랑 프로그램의 32개 프로젝트

1. 중앙 철도 회랑

2. 북부 철도 회랑

종합적 현대화 및 발전,
복선화 및 전철화의 경
제적 타당성 조사
프로젝트 수행 연구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착수

프로젝트 수행 연구
경제적 타당성 확보
착수
프로젝트 수행 연구
4. 동부 철도 회랑
경제적 타당성 확보
착수
5. 두만강 교통회랑
확대 프로젝트 수행
초이발상~숨베르~아르샨~울란-호토~
(‘프리모리예
구 및 경제적 타당성
장춘~옌지~훈춘~자루비노
-2’)
보 시 착수
초이발상~숨베르~아르샨~만저우리~ 확대 프로젝트 수행
6. ‘프리모리예-1’
치치하얼~하얼빈~무단장~수이펀허~ 구 및 경제적 타당성
철도 교통회랑
블라디보스토크~나홋카
보 시 착수
7. 몽골 영토를 지나는 모스크바~베이징 고속철도 간선 건설 가능성 연구
3. 서부 철도 회랑

교통 인프라

울란우데~나우쉬키~수흐바토르~울란
바토르~자민우드~얼롄~장자커우~베
이징~텐진
쿠라기노~키질~차간 톨고이~아르츠
수르~오보트~에르데네트~살히트~자
민우드~얼롄~울란차브~장자커우~베
이징~텐진
쿠라기노~키질~차간 톨고이~아르츠
수르~코브도~타케쉬켄~하미 지구~창
지후이족 자치주~우루무치
보르쟈~솔로비옙스크~에렌차브~초이
발상~후트~비치그트~쉴린-골(시린궈
러맹)~츠펑~차오양~진저우/판진

및
시
및
시
연
확
연
확

8. 3자 물류 기업 설립 문제 협상 수행
통과운송 집중 이용, 해
울란우데~캬흐타/알탄불락~다르한~
9. 아시아 자동차도
당 노선 고속자동차도로
울란바토르~사인샨드~자민우드/얼
로망 AH-3 노선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
롄~베이징 외곽~텐진
연구
노보시비르스크~바르나울~고르노알
10. 아시아 자동차
타이스크~타샨타/울란바이쉰트~홉 건설 및 통과운송 집중
도로망 AH-4
드~야란타이/타케쉬켄~우루무치~카 이용
노선
쉬~혼키라프
보르쟈~솔로비옙스크~에렌차브~초이
프로젝트 수행 연구 및
11. 동부 자동차도 발산~바룬 우르트~비치그트~시린궈러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로 회랑
맹~시-우드쥠치민-치~츠펑/실린-호
착수
토~차오양/청더~판진/진저우~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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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12. 중국, 몽골, 러시아 간 아시아자동차도로 국제자동차운송(UNESCAP) 협정 서명
및 실현 촉진
13. (울란우데~텐 울란우데~캬흐타/알탄불락~다르한~ 통신 인프라의 적극적
진) 통과 교통 울란바토르~사인샨드~자민우드/얼 조성, 안전보장 및 기술
회랑
롄~울란차브~베이징~텐진
과정 관리의 장 마련

산업협력

14. 중·몽·러 경제회랑 선진 시범지대 조성 진전, 3국간 생산협력 클러스터 조성 가능
성 연구
15. 헤이룽장과 러시아 지방들 간, 네이멍구와 몽골 간 경제협력 시범지대 조성 타당성
조사

국경 통과지
점 현대화

16. 러시아 - 자바이칼스크 철도 통과지점, 포그라니츠니, 크라스키노, 몬디 자동차 통
과지점 보수, 중국 - 만저우리, 수이펀허, 훈춘, 얼롄 통과지점 현대화, 몽골 - 철
도, 자동차 통과지점 현대화 및 건설

에너지 협력

17. 몽골 및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에서 중국기업들의 참여 가능성 연구
18. 2015년 7월 9일자 중·몽·러 국경을 지나는 통과지점 발전 부문 협력에 대한 기본
협정, 3국간 무역 발전 촉진을 위한 호의적 조건 조성 부문 협력에 대한 중·몽·러
세관 간 MOU 실행

무역·
19. 중·몽·러 세관 간 일부 상품에 대한 세관 통제 결과 상호인정에 대한 협정 서명 및
세관업무·검
실행 촉진
사·검역 협력
20. ‘일대일로’ 차원의 식품 안전 분야 협력에 대한 2015년 11월 3일자 중·몽·러 공동
성명 실행, 초국경 식품 무역 분야 감독 관련 협력 강화, 무역 조건 개선 촉진
21. 중·몽·러 조사·검역 기관 간 협력에 대한 기본 협정 서명 촉진
22. 실질협력 진전, 자연보호특별구역에 대한 3자의 상호 이익적 협력을 촉진하는 접촉
강화 및 협의 수행, ‘다우리야’ 중·몽·러 보호지역 활동 차원에서 상호 이익적 협력
활성화
환경·생태 보
23. 중·몽·러 초국경 생태 회랑 건설, 야생 동식물 및 늪지대 학술탐사와 모니터링 수
호 협력
행, 야생 동식물, 철새 보호 부문 협력 강화
24. 생태·환경보호 부문 공동 통제 및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가능성 연구
25. 교통,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나노시스템
및 재료, 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방출 감소, 농업과학, 신산업기술, 자연·유전적 재
과학기술·교
난과 같은 부문들에서 3국 테크노파크, 혁신 플랫폼, 학술·교육기관 간 협력 강화
육 협력
26. 3자 과학기술 발전 정보 교환 진전, 연구원 교류 및 견습 촉진
27. 학생 상호 방문 및 대학생 해외 상호 파견 규모 확대, 교육기관의 청년 교육 교류 진전

인도적 협력

28. 초국경적 지방간 관광 노선 발전(예: 러시아의 바이칼 호, 몽골의 홉스굴 호, 중국의
후룬베이얼 호를 포함하는 대호수 트라이앵글), 중·몽·러 관광 고리 조성
29. 중·몽·러 국제 관광 브랜드 ‘Great Tea Road’ 개발
30. 3국 영화의 상업적 교환 진전, 공동 영화제작 발전

농업

31. 2015년 9월 12일자 중·몽·러 검역기관 간 협력 의향에 대한 협약 시행

의료·보건

32. 의료 및 보건에 관한 국제세미나 공동 조직, 국민 보건부문 협력 수행

자료: “Программа созда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оридора Китай – Монголия – Россия,”
http://news.mongolnow.com/assets/rus-ch-mn.pdf(검색일: 2016. 10. 30)을 기초로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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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
1) 교통 인프라 발전 및 연계성 제고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의 32개 프로젝트 중 교통 인프라 발전 및
연계성 제고 분야에 관련된 주요 프로젝트들은 [표 3-6]과 같다. 해당 프로젝트
들은 국제육상교통회랑 건설을 통한 국제운송로 개발, 철도·도로 현대화 및 건
설을 통한 중·몽·러 철도·도로 운송 능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는 초국경 운송규정 마련을 통한 국제통관, 환적·복합운송연계 촉진 및
국제연계운송정보 교환 등도 포함되며, 중·몽·러 컨테이너 블록트레인 선진화
를 통한 교통·물류 허브 구축 등도 주요 관심사항이다.

표 3-6. 중·몽·러 경제회랑의 교통 인프라 발전 및 연계성 제고 분야 주요 프로젝트
구분

주요 사업
1. 중앙 철도 회랑(울란우데~나우쉬키~수흐바토르~울란바토르~자민우드~얼롄~장
자커우~베이징~텐진) 종합적 현대화 및 발전, 복선화 및 전철화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
5. 두만강 교통회랑’(‘프리모리예-2’)(초이발상~숨베르~아르샨~울란-호토~장춘~
옌지~훈춘~자루비노) 확대 프로젝트 수행 연구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착수
6. ‘프리모리예-1’ 철도 교통회랑(초이발상~숨베르~아르샨~만저우리~치치하얼~하
얼빈~무단장~수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나홋카) 확대 프로젝트 수행 연구 및 경
제적 타당성 확보 시 착수

교통 인프라

7. 몽골 영토를 지나는 모스크바~베이징 고속철도 간선 건설 가능성 연구
8. 3자 물류 기업 설립 문제 협상 수행
9. 아시아 자동차도로망 AH-3 노선(울란우데~캬흐타/알탄불락~다르한~울란바토
르~사인샨드~자민우드/얼롄~베이징 외곽~텐진) 통과운송 집중 이용, 해당 노선
고속자동차도로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12. 중국, 몽골, 러시아 간 아시아자동차도로 국제자동차운송(UNESCAP) 협정 서
명 및 실현 촉진
13. (울란우데~텐진) 통과 교통회랑(울란우데~캬흐타/알탄불락~다르한~울란바토
르~사인샨드~자민우드/얼롄~울란차브~베이징~텐진) 통신 인프라의 적극적 조
성, 안전보장 및 기술과정 관리의 장 마련

자료: “Программа созда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оридора Китай–Монголия – Россия,”
http://news.mongolnow.com/assets/rus-ch-mn.pdf(검색일: 2016. 10. 30)을 기초로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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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교통 인프라는 4대 교통수단인 철도, 도로, 항공, 내륙수운으로 구분
된다. [표 3-6]에서 알 수 있듯이, 철도는 몽골 내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다. 현재 부족한 포장도로, 고비용의 항공교통, 제한적 수운 때문에 철도는 화
물수송에서 타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거의 유일한 국제수송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철도운송이 부피가 큰 중량 광물자원의 수송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몽골 화물교통량의 대부분은 철도로 처리된다. 몽골 철도의 연간 화물
수송량은 약 2천만 톤이 넘으며, 수송분담률은 63%에 달한다.

표 3-7. 몽골 화물 교통통계(2011~14년)
Types of Transport

2011

2012

2013

2014

Freight turnover, mln.t.km Total

16336.7

16613.4

16400.2

19757.0

railway

11418.7

12142.7

12076.5

12473.7

4910.3

4461.0

4314.0

7274.0

road

7.7

9.7

9.6

9.4

Carried freight, thous.t

air

44086.0

53348.1

49787.0

58761.7

railway

18447.7

20445.2

21035.5

21118.6

road

25635.3

32898.9

28747.5

37639.6

2.9

4.0

4.1

3.4

Passenger turnover, mln.pass.km

4695.4

4971.8

4648.4

5395.8

railway

1399.7

1485.4

1394.4

1194.5

road

air

2321.6

2263.1

1941.9

2965.3

air

973.9

1223.1

1311.8

1235.7

water

0.252

0.198

0.265

0.307

Passenger carried, mln.persons

296.2

318.7

308.7

346.1

3.8

4.0

3.8

3.3

291.8

313.9

304.2

342.0

0.6

0.8

0.8

0.7

0.013

0.011

0.011

0.123

railway
road
air
water

자료: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5), p. 409.

하지만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중앙 철도 회랑인 TMGR은 전 구간이 단선
이자 비전철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송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시베리아횡단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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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 중국횡단철도(TCR)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 특히 물동량 처리(국제화물
처리량은 최대 450만 톤)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선로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현
재 단선구간에서 20~25km마다 교행역(交行驛)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아태지역 국가들은 철도 현대화를 위해 철도 선진화 지표인 전철화를 추
진했는데, 전철화율이 197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40%에 육박한다. 하지만
몽골은 지금도 디젤 열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철화율이 0%이다. 몽골 교통
2

인프라의 CO 발생 비율도 총 29%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전반적인 철도시설
낙후 및 관리체계 미비로 철도 수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TSR, TCR은 이미 복선화 및 전철화되어 있다. 따라서 중·몽·러 경
제회랑 건설과정에서 TMGR의 복선화 및 전철화(1번 프로젝트)는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러시아와
몽골의 도로 인프라 수준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행
되는 AH-3 노선 건설사업(9번 프로젝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6월 중·몽·러 3국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TMGR의 물동량을
연 1억 톤으로 증대하는 철도 현대화 사업 참여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사업이
실현될 경우, TMGR의 통과 수입은 오유톨고이의 연간 수입에 달할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이는 몽골의 산업발전정책에 부합하는 산업구조 다변화, 즉 자원
중심에서 물류 중심, 그리고 이와 연계된 수출 중심 산업구조로 전환을 가능하
게 할 것이다. 현재 몽골의 산업정책은 우선 개발 분야를 지정하고, 산업클러스
터, 자유경제지대, 산업기술단지, 운송물류센터 등 거점 조성을 통해 종합적으
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와 거점 조성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결을 통해 단절된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 역내 국가들에 대한 중·몽·러 경제회랑
의 개방성과 협력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은 2011년 한·몽 신규 철도 건설을 위한 몽골 철도건설사업단을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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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인프라 협력을 추진한 바 있는데, 협력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제는
중·몽·러 경제회랑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와 어떻게 연계성을 확보할 것인지
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통합을 위한 소다자 교통 인프라 개발협력
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유라시아 협력 구상에 새로운 추동력
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경 물류 통과지점 현대화 및 세관 업무·검역 관리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의 32개 프로젝트 중 국경 물류 통과지점
현대화 및 세관 업무·검역 관리 분야에 관련된 주요 프로젝트들은 [표 3-8]과
같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국경 철도역 화물 하역·환적 및 물동량 처리 능력 제
고, 세관 통제 관련 상호인정 등을 포함한다. 동식물 검사·검역 협력, 식품안전
협력 메커니즘 조성, 초국경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등도 주요 관심사항이다.

표 3-8. 중·몽·러 경제회랑의 국경 통과지점 현대화 및 세관 업무·검역 관리 분야 주요 프로젝트
구분

주요 사업

국경 통과지점
현대화

16. 러시아 - 자바이칼스크 철도 통과지점, 포그라니츠니, 크라스키노, 몬디
자동차 통과지점 보수, 중국 - 만저우리, 수이펀허, 훈춘, 얼롄 통과지점 현대
화, 몽골 - 철도, 자동차 통과지점 현대화 및 건설

무역, 세관 업무,
검사, 검역 부문
협력

18. 2015년 7월 9일자 중·몽·러 국경을 지나는 통과지점 발전 부문 협력에
대한 기본 협정, 3국간 무역 발전 촉진을 위한 호의적 조건 조성 부문 협력에
대한 중·몽·러 세관 간 MOU 실행
19. 중·몽·러 세관 간 일부 상품에 대한 세관 통제 결과 상호인정에 대한 협정
서명 및 실행 촉진

자료: “Программа созда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оридора Китай – Монголия – Россия,”
http://news.mongolnow.com/assets/rus-ch-mn.pdf(검색일: 2016. 10. 30)을 기초로 필자 재구성.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4년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서 몽골의 물류성과지수는 2.36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통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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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한국과 중국이 비교적 높은 순위인 24위와 38위를 기록한 반면 러시아
와 몽골은 전 세계 국가들 중 하위권인 132위와 133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중국, 몽골, 러시아가 경제회랑 건설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추동력을 확보
하고, 특히 몽골이 내륙국이라는 자신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
저 3국의 물류성과지수를 공히 중위권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16년
6월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는 중·몽·러 세관 간 일부 상품의 세관 통제 결과
를 상호 인정하는 내용의 협정 서명(19번 프로젝트) 추진이 합의되었는데, 이
를 통해 중·몽·러 경제회랑의 물류성과지수 상승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
몽·러 경제회랑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종합인증우수업체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도입,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 공통품목관리체계(HS code) 구
축 협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몽·러 경제회랑 프로그램에는 국경 통과지점 개발(16번 프로젝트)이 포
함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미 접경지역 중 하나인 훈춘 물류단지 사업에 참여하
고 있는바, 이를 자루비노 항과 연계하는 등 해당 접경지역 개발 범위 확대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은 유라시아 동부에서 다자간 교통·물류 인프라 개

표 3-9. 국가별 물류성과 평가
국가

연도

2007
2014
2007
중국
2014
2007
러시아
2014
2007
몽골
2014
한국

통관
인프라
국제운송
물류역량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27 3.2 25 3.4 24 3.4 22 3.6
24 3.5 18 3.8 28 3.4 21 3.7
35 3.0 30 3.2 28 3.3 27 3.4
38 3.2 23 3.5 22 3.5 35 3.5
137 1.9 93 2.5 94 2.5 83 2.5
132 2.2 77 2.6 102 2.6 80 2.7
131 2.0 129 1.9 91 2.5 144 1.8
133 2.2 120 2.3 110 2.6 126 2.3

화물추적
적시성
순위 점수 순위 점수
25 3.6 30 3.9
21 3.7 28 4.0
31 3.4 36 3.7
29 3.5 36 3.9
119 2.2 86 2.9
79 2.9 84 3.1
136 2.0 142 2.3
149 2.1 147 2.5

자료: World Bank(2015), Logistics Performance Index DB(검색일: 201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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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협력을 활성화하고,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중국의 ‘일대일로’, 몽
골의 ‘초원의 길’, 러시아의 ‘동방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접점을 제공할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 및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과의 연계방안 논의가 활성
화되면, 자연스럽게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새
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산업 발전
1) 산업협력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에서는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① 전자정보
네트워크 확대, 인터넷 트래픽 및 전자상거래 증대, 데이터 트래픽 확대 연구
② 전력망 및 발전소 건설의 기술·경제적 타당성 연구 ③ 몽골을 통과하는 중·
러 송유관 및 가스관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④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광 에너
지, 바이오 에너지 협력 지속 ⑤ 교육 및 학술기관 간 협력 ⑥ 위성 응용 서비스
및 관련 기관 간 협력 ⑦ 농산물, 광물, 에너지 자원, 건설자재, 목재·제지, 방직
물 무역 확대, 장비 및 하이테크 제품 생산 수준 제고 ⑧ 관광, 물류, 금융, 컨설
팅, 광고, 문화 및 창작물과 같은 서비스 교역 확대,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지털 정보 보호 협력 ⑨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조성 ⑩ 국경무역에서 가공, 투
자, 무역 일체화 제고 등이 규정되고 있다. 또한 32개 프로젝트 중에는 중·몽·
러 경제회랑 선진 시범지대 조성 진전과 3국간 생산협력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
연구(14번 프로젝트) 등도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산업협력을 체계적으로 실현
하기 위해 3국간 산업협력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내용
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 지방간 협력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에서는 선진 시범지대 조성 진전, 3국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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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협력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 연구(14번 프로젝트), 중·몽·러 지방간 경제협력
시범지대 조성 타당성 조사(15번 프로젝트)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해당 프
로그램은 지방간 협력에 참여할 중국의 지방으로 헤이룽장성과 네이멍구를 지
목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다양한 변경경제협력구(邊境經濟合作區)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여기에서는 네이멍구의 만저우리(滿洲里)와 얼롄(二連),
헤이룽장성의 수이펀허(綏芬河)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몽골과 러시아에 인접해 있는 만저우리에는 1992년부터 변경경제협력
구60)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 15개 변경경제협력구 중 하나인 만저우리 변경경
제협력구는 면적 70.1㎢에 인구 10만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수입
목재 가공, 야채와 과일을 수출하기 위한 물류창고 운영, 관광업 등이 이루어지
고 있다. 또한 만저우리는 2015년 3월부터 면적 1.44㎢의 종합보세구도 운영
하고 있다.61) 이는 네이멍구 최초이자, 중국의 46번째 종합보세구이며, 해당
지역에서는 국제무역, 물류, 배송, 보세가공을 ‘4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
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따라 형성된 아직 초기 단계의 보세구로 평가된다.
그림 3-1. 만저우리, 얼롄, 수이펀허 변경경제협력구

자료: 필자 작성.
60) “满洲里边境经济合作区简介,” http://ezone.mofcom.gov.cn/aarticle/ao/201212/20121208486080.
html(검색일: 2016. 11. 1).
61) “内蒙古首家综合保税区正式诞生,” http://www.chinanews.com/cj/2016/09-13/8002785.shtml
(검색일: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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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몽골의 접경지역인 얼롄에서도 1993년부터 변경경제협력구가 운영
중이다.62) 베이징~울란바토르~모스크바 노선의 K3 열차가 통과하는 얼렌 변
경경제협력구는 크게 수출가공구와 항구(口岸)가공구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
상품을 가공하는 수출가공구에는 비즈니스 서비스, 물류·관광 업체들이 자리
를 잡고 있다. 중국과 몽골의 접경지역이지만, 대러 수출상품도 많이 취급하고
있다. 수입상품을 1차 가공하는 항구가공구에는 목재, 석탄을 포함한 광물, 건
설자재 가공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몽골과 러시아로 수출하는 상품은 이미 중
국 내륙에서 가공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얼롄에서 추가로 가공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 그러나 수입상품은 주로 원자재이기 때문에 얼롄에서 기초 가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얼롄 변경경제협력구의 총 계획면적은 50㎢인데, 현재는
18㎢까지 개발되어 있다.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국경의 수이펀허에도 이미 1992년에 면적 16.5㎢의
변경경제협력구가 조성되었다. 해당 경제협력구는 러시아와의 무역을 위한 목
재 가공, 기계·가전 생산, 전자제품 가공, 식품 가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헤이룽장성 수출입 가공 산업단지, 전자 비즈니스 산업단지, 국제물류산
업단지, 목재 저장 및 가공무역 시범기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러시아로의
물동량이 많지 않아 시설 규모에 비해 생산량이나 무역량이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 채택으로 이러한 변경경제협력구가 더 활
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헤이룽장성과 네이멍구에 새로운 변경경제협력
구가 조성될 수도 있으니, 그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3) 전력 인프라 협력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에는 몽골 및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에서 중
국기업들의 참여 가능성 연구(17번 프로젝트)가 명시되어 있다. 중국은 비교적
최근에 넓은 국토에 송배전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면서 전력산업 분야에서 세
62) ｢园区概况｣, http://bhq.elht.gov.cn/yqgk/yqgk(검색일: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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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몽골의 경우, 다수의 발전소가 가
동된 지 40~50년이 지나 노후했고, 넓은 국토로 인한 장거리 송전 손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력 자체가 부족하여 2014년 현재 전력의 약
2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63)
몽골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중국과 꾸준히 협력을 타진해 왔고, 현재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중국수전(中國水電)이나 산동전건(山東電建)
과 같은 중국 전력기업들이 이미 몽골에서 발전소를 운영 또는 건설 중이다.64)
또한 2015년 6월 중국전력건설그룹(中國電力建設集團)은 몽골 에너지부와 몽
골 전력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65) 여기에서 양측은 석탄, 풍력, 태
양광 등 에너지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몽골이 충분히 전력을 수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몽골이 석탄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보다
석탄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66) 이
는 석탄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도 몽골의 전력 인프라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2014년 6월 포스
코에너지 컨소시엄이 12억 달러 규모의 제5석탄병합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
했고, 2015년 12월 효성이 몽골 에너지부 장관과 1억 2,000억 달러 규모의 전
력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67) 이에 따라, 효성은 몽골 동북부의 운두르칸에
서 초이발산에 이르는 지역에 200kV급 변전소 2기, 송전망 315km, 송전탑
975기를 건설하게 된다. 일찍이 2012년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몽
골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전력망을 통합 운영하는 ‘아시아 슈퍼그리드’를
제안한 바 있는데, 당시 소프트뱅크와 몽골의 에너지개발기업 뉴컴(Newcom)
63) 2014년 몽골이 사용한 총 전력량 53억 7,580만 kw 중 13억 4,920만 kw가 수입되었다. 中国商务部
(2015), p. 27.
64) 中国商务部(2015), p. 82.
65) ｢中国电建签署蒙古国电力规划谅解备忘录｣, http://www.cggthinktank.com/2015-06-04/100073932.
html(검색일: 2016. 11. 1).
66) 中国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관계자 인터뷰(2016. 7. 25, 중국 베이징).
67) ｢효성, 한반도 7배 ‘몽골 초원’에 전력망 구축｣, http://www.hyosung.co.kr/kr/pr/news/view.do?seq=4541(검색일: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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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고비사막 일대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68) 몽
골에서 ASEM 회의가 개최된 2016년 7월 한국전력(KEPCO), 몽골 에너지개
발기업 뉴컴, 일본 소프트뱅크 간 신재생에너지 개발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
고,69) 그 시범사업으로 30M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6
년 7월에는 샤프(Sharp)도 몽골의 다르항(Darkhan)에 투자액 1,300만 달러
규모의 10MW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70)
한편 러시아는 몽골 북부 셀렌게 강 유역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인접
한 바이칼 호의 환경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총 규
모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데, 러시아가 이를 반대하는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환
경문제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몽골의 대러 전력 의존도를 유지하려는 의도에 있
다고 판단된다.71)
종합적으로 전망하자면, 몽골의 전력 인프라 분야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
다.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와 대체에너지를 망라한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전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72) 중국이 몽골이 생산한 전력을 수입할 의사
가 있고, 한국, 일본 등 다른 동북아 국가들이 몽골 전력 인프라 건설에 참여를
원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한편 부정적 요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의 의도와 몽골의 침체된 경제상황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몽골의 자원기반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전
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가능성과 전력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68) “The Asian Super Grid,” http://apjjf.org/-John_A_-Mathews/3858(검색일: 2016. 11. 1).
69) 한국전력 보도자료(2016. 7. 19).
70) “10MW Solar Power Plant to Be Built in Darkhan”(2016. 7. 29).
71) “Russia Stalls China’s $1 Billion Hydropower Loan for Mongolia,” http://www.bloomberg.
co m/n ew s /a rt i cle s / 2016- 0 7- 10/ r us s i a- st al l s- ch in a- s - 1- bi l l i on - hy dr opower-loan-for-mongolia(검색일: 2016. 11. 1).
72) 전력 수요는 향후 10년 이상 매년 4.5~6.5% 증가할 전망이다.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 에너지자원｣,
http://mng.mofa.go.kr/korean/as/mng/policy/energy_water/index.jsp(검색일: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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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안전, 검역, 농축산업, 환경보호 협력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은 2015년 11월 3일자 식품 안전 분야 협
력에 대한 공동성명 실행, 초국경 식품 무역 분야 감독 관련 협력 강화, 조사·검
역 기관간 협력에 대한 기본 협정 서명(프로젝트 20, 21)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전염병이나 유해한 생물학적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한 동식물의 원산지 검역 강
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15년 9월 3국 정부 관련
부처간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73) 현재 3국간 농축산물 무역의 패턴은 주로 중
국의 야채와 과일을 몽골과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이다. 전 국토의 80%에 걸쳐
전 국민의 30% 이상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몽골은 자신의 축산물을 중국
과 러시아로 수출하고자 하지만 아직 그 수출량은 2014년 현재 2,300톤 정도
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74) 농축산물 교역 확대의 전제가 검역 시스템
정비라는 점을 고려할 때, 3국간 검역 협력 강화를 계기로 몽골 축산물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몽골은 자국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를 내세워 수출
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림 3-2. 중·몽·러 다우리야/다구우르 보호구역

자료: 필자 작성.
73) FAO(2015), p. 1.
74)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5), 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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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에는 환경보호 분야와 관련하여, 중·
몽·러 다우리야(Dauriya)/다구우르(Daguur) 보호구역에서 협력 활성화(프로
젝트 22)가 포함되어 있다. 이 3국 접경지역을 러시아는 다우리야로, 몽골은
다구우르로 부르고 있는데, 초원·습지인 다우리야/다구우르는 유네스코가 지
정한 세계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이며, 중국의 후룬호(呼倫湖)
습지와도 맞닿아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야생
동식물 및 철새 보호, 생태·환경보호 기관간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등도 명시
하고 있다.

5) 관광 협력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은 3국간 초국경적 지방간 관광 노선 개발
을 제안하면서, 러시아의 바이칼 호, 몽골의 홉스굴 호, 중국의 후룬베이얼 호
를 포함하는 대호수 트라이앵글, 중·몽·러 관광 고리 조성(프로젝트 28) 등을
언급하고 있다. 후룬베이얼에서 바이칼 호까지 직선거리가 1,000km가 넘는
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관광 고리의 규모는 매우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물리
적 거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광 노선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세 지
역 모두 관광 거점이 되지 못하고 다른 거점에서 출발하여 해당 지역을 방문한
후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후룬베이
얼 초원의 경우, 베이징, 하얼빈 등 대도시에서 출발하는 관광 패키지가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우며, 방문 후에 베이징, 하얼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만일 이 세 지역이 하나의 관광 아이템으로 묶일 수 있다면, 베이
징에서 출발하여 세 지역을 거쳐 울란바토르에서 여행을 마감하는 등의 다양한
코스 구성이 가능해진다. 한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보다, 세 지역
모두를 방문하고 출발지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 일정을 마감하는 코스가 관광객
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84 •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그림 3-3. 중·몽·러 초국경 관광 노선 개발 구상

자료: 필자 작성.

이와 함께,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은 3국간 관광 협력 차원에서
‘위대한 차의 길(Great Tea Road)’ 브랜드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역시 하
나의 관광지가 아닌 이색적인 초국경 관광 코스를 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7월 중국 네이멍구 후허하오터에서 제1차 중·몽·러
관광 부처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었다.75) 향후 3국간 관광 협력으로 새로운 관
광 아이템이 개발되면, 중·몽·러 3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다른 동북아 국가
들의 관광객도 다수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5) “The First China-Russia-Mongolia Tourism Ministers’ Meeting Opened in Hohhot,”
http://www.cnta.gov.cn/English_Column/201607/t20160725_778697.shtml(검색일: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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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와 전망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을 전체
적으로 평가 및 전망해보고자 한다. 먼저 긍정적 요인은 중·몽·러 경제회랑이
3국의 유라시아 전략을 이상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국 모두 비슷
한 시기(2013년)에 비슷한 지역(중·몽·러 접경지역)의 인프라 발전 잠재력에
주목했으며,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해당 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와 산업
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접국들과의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
이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인식이 3년이라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 채택과 구체적인 프로젝트 제시로 이어졌다는 점은 해당 프로그
램 실행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의지 역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긍정적 요인은 기초 인프라, 특히 교통과 전력 인프라 분야에 대한
큰 수요이다. 32개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교통 인프라 분야에 집
중되어 있고, 프로젝트의 내용도 구체적이다. 또한 발전시설의 노후화나 송전
손실 등 시급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개발 수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해당 분야들은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 합의 이전부터 유망 투
자 분야로 지적되어왔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정적 요인은 32개 프로젝트의 층위가 너무 다양하여 사업이 구체화
되고 실제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참여국간 의견 대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이다. 32개 프로젝트 중에는 매우 구체적인 수준의 프로젝트도 있고, 가능성만
을 보고 적시한 밑그림 수준의 프로젝트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층위의 프로젝
트가 하나로 묶여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3국이 서둘러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은 몽골 및 러시아와 달리 32개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32개 프로젝트가 모두 동시에 추진
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이 낮을 경우 보류 또는 폐기될
수 있다. 또한 3국이 합의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셀렌게 강 수력발전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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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실제로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각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
우 언제든지 의견 대립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교통·물류 인프라 협력의 투자 대비 효율이 아직 낮고
이를 산업협력과 결합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특히 몽골 및
러시아 극동의 방대한 영토에 불과 1,000만 명도 안 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
어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도 교통·물류 인프라의 투자 대비 효율이 낮을 뿐 아니
라, 이를 거점 조성 중심의 산업협력과 결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사실 이
것이 지금까지 중·몽·러 접경지역 저개발의 근본적 원인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것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몽골과 러시아 경제가 침체상
태이며, 통화가치 하락과 그에 따른 구매력 하락으로 인해 새로운 대규모 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데 호의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국 동북 3성과 네이멍구의 인구는 약 1억 3,000만 명에 달하고, 비록 속도는
둔화되었지만 어쨌든 중국경제는 여전히 연 6%대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
한 중국기업들은 세계 각지로 진출하여 인프라 건설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
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해당 지역 인프라 개발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
다.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이 충분히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
여준다.
다시 말해,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으로 ① 강력한 정책적 의지 ② 인프라 수요 ③ 불충분한 사회경제적 여건 ④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중국의 역량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요인 중 ②,
③, ④는 기존에 존재하던 것이고, ①은 2013년부터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기
존 ②, ③, ④만 존재할 때는 중국기업이 개별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중국의 몽골 및 러시
아 극동 진출이 확대되었고, 그에 비례하여 중국에 대한 이들 국가의 경계심도
커져갔다.
그동안 ②, ③, ④에 의지한 개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는데, 여기에 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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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었다는 것은 3국 정부가 해당 지역 개발에 이전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을 위한 여러 프로
젝트들 중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쉽게 반영될 수 있는 분야부터 먼저 수행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②와 관련된 교통 및 전력 인프라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대규
모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반면 지방간
협력, 농축산업협력, 관광 협력 등은 거점 조성 중심의 산업협력 분야이기 때문
에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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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방안
3. 산업협력 방안

1. 기본구상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에서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유라시
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국정부는 2014년 12월 10일 ‘유라
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방향, 추진과제 등을 담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
맵’을 확정하고,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 유라시아 경협조정위원회를 개최하
는 등 새로운 유라시아 협력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
드맵’은 협의의 유라시아 개념에 기초하여 중점협력대상에 러시아, 중앙아시
아, 몽골 등을 포함하고, 유라시아 협력의 연계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중국,
터키 등을 협력국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4대 분야(교통·물류, 산업·통상, 농
림·수산, 에너지·자원) 협력과제를 3대 추진유형(교통·물류·에너지·IT 네트워
크 구축, 경협거점 확보 및 수요창출, 협력기반 조성)으로 구분하여 사업간 연
계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극적으
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민
간의 투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와 세계무역의 정체로 인해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반세계화주
의 등이 강화되고 있다. 브렉시트(Brexit)는 고립주의 흐름이 글로벌 경제환경
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신
고립주의 경향은 차기 미국정부가 기존 무역정책(특히 한･미 FTA, TPP 관련)
을 수정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이자 대외무역 중심의
성장모델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대외환경은 유라시아 협력을
위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주요 협력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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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인 러시아와의 협력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에너지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존 성장모델의 한계로 러시아의 경제성
장률은 연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서방의 경제제재와 유가하락은 경제상
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때문에 최근 러시아가 투자환경 개선, 극동 개발, 경
제현대화, 수입대체산업 육성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대
러 협력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성이 약화되고 있다.
셋째, 남북관계 악화와 대북제재로 인해 기존에 추진되던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대북제재로 인해 3자 협력사업은 물론, ‘유라시
아 이니셔티브’의 상징적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가 무산되면서, 남·북·러 가스관, 전력망 연계 등 북한을 경유하는 교통·물류
및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사업 전체가 잠정 유보된 것이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의 대부분 과
제들이 주로 양자협력을 중심에 놓고 있는데, 중점협력대상인 러시아, 중앙아
시아, 몽골 등은 주로 한국정부의 정치적 결단과 한국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기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 협력 로드맵’의 기본구상에 기초
하되, 장애요인을 우회하여 이를 창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모델
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긴요하다. 새로운 협력모델은 첫째, 글로벌
가치사슬 및 시장 확대, 물류 루트 다변화, 에너지 수급 안정화 등을 통해 새로
운 성장동력 확보를 촉진해야 하며, 둘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비용 분담과
이익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소다자협력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셋째, 잠
정적으로 북한을 우회하지만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하여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몽·러 경제회랑은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중점협력대상(러시아, 몽골) 및
협력국(중국)이 추진하고 있고, 리스크가 적은 소다자협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
으며, 동해로 이어지는(또는 연장될 수 있는)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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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 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중·몽·러 경제회랑과의 연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 협력
로드맵’의 기본구상을 실현하는 대안적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도출하는 과정
에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
로그램에 제시된 32개 프로젝트 중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의 3대 추진
유형의 중점과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들과의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유라시아 협력전략에 부합해야만 실행력이 담
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해당 프로그램의 32개 프로젝트 중 실현 가능성
이 높고 한국의 참여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제고될 수 있는 프로젝트
들을 중심으로 연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
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이 새로운 돌
파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방안
가. 한국에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 개발 유도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은 중앙, 북부, 서부, 동부 등에 걸쳐 여러
교통·물류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쪽으로는 중국의 진저우/판진으로 빠
지는 동부 철도 회랑, 중국의 훈춘을 거쳐 러시아의 자루비노로 빠지는 두만강
교통회랑(‘프리모리예-2’), 중국의 수이펀허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로
빠지는 ‘프리모리예-1’ 철도 교통회랑이 있다.
한국은 이러한 선택지 중 자신에게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이 우선적으로 개
발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만강 교통회랑은 진저우/
판진이나 블라디보스토크·나홋카보다 한국에 유리하다. 두만강 교통회랑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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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해운노선과 좀 더 쉽게 연결되고, 통일 후를 고려한다면 철도와도 연결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저우/판진이나 블라디보스토크·나홋카는 해
운으로도 다소 멀어지고 철도와의 연결 고리도 끊어진다.
교통·물류 노선은 일종의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어느 한 노선이 확정되면
물동량이 한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 몽골 및 러시아 극동이 현재 인구와 물
동량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동쪽을 향하는 노선 중 하나가 우선적
으로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자신이 연계를 원하는 노선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동북
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확대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

그림 4-1. 동부 철도 회랑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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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두만강 교통회랑(‘프리모리예-2’)

자료: 필자 작성.

그림 4-3. ‘프리모리예-1’ 철도 회랑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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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일대일로’ 전략 자체가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
대일로’ 전략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바구니에 가깝게 되었
다. 그것이 2015년 ‘6대 경제회랑’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지만, 그것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특히 중·몽·러 경제회랑 프로그램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중 동쪽을 향하는 노선의 우선순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제로 중국은 해
당 프로그램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노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논평을 하고
있다. 물론 중국 최초의 국제열차노선인 베이징~울란바토르~모스크바 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중앙 철도 회랑은 매우 확고한 노선이다. 반면 다른 노선은
이 중 어떤 것이 먼저 개발될지, 이들 모두가 동시에 개발될지 아직까지 미지수
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새로운 도시군 개발규획이 발표되어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 2016년 2월 발표된 ‘하창(哈長)도시군규획’이다. 이는 하얼빈을 중심
으로 하는 헤이룽장성의 도시들과 창춘을 중심으로 하는 지린성의 도시들을 하
나의 도시군으로 육성하는 계획이다. 이 하창도시군이 기존 하다치(하얼빈-다
칭-치치하얼) 및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계획과 어떻게 연계될지, 그랬
을 때 어떤 교통망 개발이 이루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
진화하는 노선은 중국 지방정부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2015년
말까지 중·몽·러 경제회랑의 동쪽 중심이 헤이룽장성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지
린성 측에 의해 경제회랑의 외연을 확대하여 두만강 쪽, 즉 훈춘으로 노선을 끌
어내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76) 지린성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지 아닌지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2016년 6월 발표된 중·몽·러 경제회랑 프로그램
의 32개 프로젝트에 훈춘을 지나는 노선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한국에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 개발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GTI의 교
통·물류 개발계획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다자간 협력체인 GTI는 동북
76) 定军, 史梦怡, 黄敏(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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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중앙 철도 회랑

자료: 필자 작성.

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통합을 위해 6대 국제 교통·물류 회랑을 제안한 바 있
다. 이는 ① 투먼 교통회랑 ② 수이펀허 교통회랑 ③ 시베리아 랜드브리지 ④ 다
롄 교통회랑 ⑤ 한반도 서부 회랑 ⑥ 한반도 동부 회랑이다.
중·몽·러 경제회랑 중 동쪽을 향하는 노선은 GTI가 제안한 동북아 6대 국제
교통·물류회랑과 다양한 경로로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GTI 차원에서 중·몽·
러 경제회랑과 연계된 교통·물류 협력을 추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
서 GTI 회원국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① 풍부한 물동량 ② 경쟁력 있는 운임
구조 ③ 빠른 수송시간 ④ 신속하고 투명한 통관절차 ⑤ 풍부한 교통·물류 인프
라 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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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동북아 6대 국제 교통·물류 회랑

자료: UNDP GTI(2013), “Integrated Transport Infrastructure & Cross-border Facilitation Study for the
Trans-GTR Transport Corridors,” http://www.tumenprogram.org/?info-1-115.html(검색일: 2016. 5. 10).

나. 투먼 교통회랑과 연계한 중·몽·러 교통 인프라 개발
한국은 중·몽·러 경제회랑과 동북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통합사업과의 연계
를 적극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림 4-6]에서 알 수 있듯이, 동북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통합사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투먼 교통회랑의 몽·중 접경지
역, 투먼 교통회랑과 한반도 동부 회랑이 만나는 지점인 두만강 지역에 집중되
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TI는 동북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통합을 위해 2020년까지 총사업비 34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단기사업을 선정하여 제안했는데, 여기서 ① 투먼 교통
회랑과 ⑥ 한반도 동부 회랑의 연계지역이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으로 평
가되었다. 이에 따라, 투먼 교통회랑에는 25억 달러, 한반도 동부 회랑에는 4
억 달러, 수이펀허 교통회랑에는 3억 달러, 다롄 교통회랑에는 2억 5,000만 달
러가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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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동북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통합을 위한 단기사업(2020년까지)

자료: UNDP GTI(2013), “Integrated Transport Infrastructure & Cross-border Facilitation Study for the
Trans-GTR Transport Corridors,” http://www.tumenprogram.org/?info-1-115.html(검색일: 2016. 5.
10).

[표 4-1]은 GTI 동북아 초국경협력 프로그램에서 투먼 교통회랑과 한반도
동부 회랑의 주요 사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단기사업의 목록인바, 투먼 교통회
랑과 연계한 중·몽·러 교통 인프라 개발사업의 후보군이 될 수 있다.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AIIB, 동북아 수출입은행협의체, 민관협력(PPP) 등을 통해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먼저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과 GTI 동북아 초국경협력 프로그램의 연계방안을 도
출하여 동북아 다자간 협력사업으로서 국제적 명분을 확보한다면 재원조달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내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홍보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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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GTI 투먼 교통회랑과 한반도 동부 회랑의 주요 사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단기사업
프로젝트명

300km 후트~누므룩 선로
타당성 연구
철도 사업 세부 설계 및 감독
선로 건설

비용(백만 달러)
담당 기관
투먼 회랑
몽골
철도공사, 도로교통국

사인샨드 코크 설비부
터 대부분 일본 또는
한국까지 이동하는 석
탄 코크 수출에 적정
노선 제공

도로공사, 도로교통국

몽골 동부와 중국 간
도로 연결

1.2
2.0
900.0

384km 초이발상~누므룩
도로 타당성 연구
도로 사업 세부 설계 및 감독
도로 건설
BCP 도로와 철도
소계

목적

0.6
2.0
576.0
2.0
1,486.8

중국
아얼산에서 환적 야드와
BCP의 타당성 조사와 세부
설계
몽골 석탄 수용을 위한 철도
트랙의 현대화
아얼산에서 환적 야드와
BCP 구축
훈춘 지역 개발 연구
훈춘~카미쇼바야 철도 환적역
훈춘 물류센터 건설(3개 민
간 센터, 1개 냉장센터 - 1
단계)
소계

1.5
200.0

새로운 몽골 철도와 연
철도 및 운송 관련 정부 부
결, 몽골 석탄 수출 인
서, 지방 당국
프라 지원

50.0
1.5
40.0
80.0

민간 국제물류센터, 철
철도 및 운송 관련 정부 부
도 및 도로 허브 구축
서, 민간 부문 지방 부서
으로 훈춘 개발 지원

343.0
러시아

자루비노 항 세부 설계와 중
국과 신속하고 간소한 통관
절차 공동연구
BCP와 훈춘~마할리노~자
루비노 철도 현대화
컨테이너 터미널과 자루비
노 항구 개발
러시아 소계
투먼 교통회랑 소계
북한과 투먼 회랑 개발 연구
나진항 확장
북한 투먼 회랑에서 도로 및
철도 인프라 현대화
한반도 동부 회랑 소계
총계

2.5
250.0
400.0

연해주 정부 운송 관련 부서

자루비노 항과 새로운
철도 및 도로 연계 회
러시아 철도(RZhD), 운송 랑으로 중국 동북지방
과 한국 및 일본 간 컨
관련 부서
연해주 정부 운송 관련 부 테이너 이동 실현
서, 민간 참여

652.5
2,482.3
한반도 동부 회랑
1.0
다자간 협력을 통한 라
200.0
북한, 한국, 중국, 러시아 공
선지역과 투먼회랑 연
동 개발
계 개발
200.0
401.0
3,437.0

자료: UNDP GTI(2013), “Integrated Transport Infrastructure & Cross-border Facilitation Study for the
Trans-GTR Transport Corridors,” http://www.tumenprogram.org/?info-1-115.html(검색일: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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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와 나진항 연계
철도는 몽골이 내륙국이라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철도를 통해 인접국의 항만까지 단일모드로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접국의 여러 항만 중 특히 북한의 나진항과 중국의 톈진항은 울란바토르와
단거리 수·배송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더욱이 부동항인 이들 항만과의 원활한
연계는 몽골의 대외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남·북·러 3자 협력사업으로 추진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이미 세 차례 시
범운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첫 시범운송으로 2014년 11월 유연탄
4만 톤을 포항으로 수송했고, 2015년 4월에는 1차보다 3배 이상 규모를 늘려
2차 시범운송을 수행했다. 러시아 석탄 14만 톤이 나진항을 거쳐 광양, 당진,
보령으로 수송되었다. 2015년 11월 수행된 3차 시범운송에서는 5만 톤급 벌
크선박 2척과 함께, 1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이 추가로 운행되었다. 유연탄
12만 톤은 광양과 포항으로,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중국산 생수는 부산으로 수
송되었다.
3차 시범운송은 이전의 두 차례 시범운송과 비교할 때, 두 가지 특별한 의미
를 가지고 있다.77) 첫째, 벌크 운송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높은 컨테이너 운송
도 시도했다. 그동안 벌크 운송은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향후 컨테이너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백색가전과 자동차를 수송할 경우 사업성
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복합운송이 활성화될 경우,
한반도를 종단하는 철도운송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
철도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TSR 7일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TSR
의 물류 운송시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하는 획기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
77)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첫 단추 나진·하산 프로젝트 아·태 경제권 물류 수송 교두보 시범 운행 마무리…
경쟁력 확보｣, http://webzine.nuac.go.kr/tongil/sub.php?number=1046(검색일: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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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한국은 ‘TSR 7일 프로젝트’를 부산까지 확대하는
‘TKR-TSR 급행화물철도망 프로젝트’를 남·북·러 3자 협력사업으로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의 컨테이너도 수송했다. 이는 그동안 남·북·
러 3자 협력사업으로 추진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향후에는 중국의 참여를
통해 다자 협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통해 중
국의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물류가 최단거리로 부산과 상하이로 연계될 수 있
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물류가 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계될 경우, 몽골의 참여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중·몽·러 경제회랑 차원에서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를 나진
항과 연계하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그림 4-7.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와 한반도

자료: UNDP GTI 전문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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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몽·러 경제회랑 프로그램의 32개 프로젝트 중 두만강 교통회랑(‘프
리모리예-2’) 확대 사업(5번 프로젝트)에 해당하며, 그 노선은 [그림 4-7]과 같
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중·몽·러 경제회랑과의 연계 차원에서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와 나진항 연계를 한·몽 교통 인프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며, 관련국
들 간 협의를 통해 해당 노선과 관련한 다자간 공동 물류기업 설립(8번 프로젝
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구성된 한·몽 신규 철도 건설을
위한 몽골 철도건설사업단을 활성화하면서 TMGR 현대화(복선화, 전철화) 사
업(1번 프로젝트) 참여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국제물류정보시스템 공동개발 지원
국경 통과 시 열차 운행이 지체되는 이유는 대부분 출입국 관리, 통관, 검역
등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따르면, 국
제 열차 시간의 지연은 대부분 국경 통과 절차(34.5%), 문서 오류(11%)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사전 여객/화물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상
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중·몽·러 경제회랑은 동북아 및 유라시아 여러 국가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국제물류정보시스템이 반드시 필
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2014년 물류성과지수
(LPI)’ 통관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이 24위와 38위를 기록한 반면 러시아와 몽
골은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동북아 및 유라시아 여러 국가에 선진
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격차를 줄여가려는 노력과 협력
이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복합물류운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IT 적용, 각종
문서 표준화, 막힘없는(seamless) 국제철도물류 핵심기술 등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선진물류기법은 다자간 국제물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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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림 4-8]과 같은 국제물류정보시스템 공동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한국의 물류 정보와 연계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는 단기적으로 물류성과지수
(LPI)의 주요 지표 중 적시성 개선을 위한 ‘정보 공표조치 이행에서 상호간 협
력’을 통해 무역원활화 이행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싱글윈도우 구축, 통관전산화 등을 중심으로 국제물류정보시
스템 공동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물류정보시스템은 더
나아가 다자간 공동 물류기업 설립·운영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림 4-8. 국제물류정보시스템 공동개발사업

자료: KOICA Fellowship Program - Global Railway Expert 2015 Midterm Course.

마. 초국경(cross-border) 국제물류단지 개발 참여
다자간 교통 인프라 협력 차원에서 주요 국경 거점의 국제물류단지 개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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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해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양국 국경 거점인 호르고스
(Kkorgos)에 국제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
램에서도 국경 통과지점 현대화(16번 프로젝트), 세관 통제 상호인정(19번 프
로젝트) 등 초국경 국제물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바,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
인프라가 지나는 동북아 주요 국경 거점의 국제물류단지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참여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GTI 동북아 6대 국제 교통·물류
회랑 중 투먼 교통회랑의 몽·중 접경지역과 투먼 교통회랑과 한반도 동부 회랑
이 만나는 지점인 두만강 지역에 국제물류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포스코와 현대그룹에 의해 훈춘에 포스코현대 국제물류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정부와 중국정부는 훈춘 물류단지 개발 및 러시아 자루비노
항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중·몽·러 경제회
랑 건설 차원의 초국경 국제물류단지 개발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바. 한·몽 공동연구센터 설립
중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 경제협력 확대의 주도국인 것은 분명하나, 중·
몽·러 경제회랑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몽골이 수행하는 촉진자적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한·몽 경제협력의 확대는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한
국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몽골에
한·몽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정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울란바토르에 ‘미국 몽골연구센터’를 개설하여
양국의 학계 및 연구자간 협력 및 네트워크를 적극 강화하고 있다.
‘한·몽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계된 양국의 경제
협력, 즉 교통 인프라, 무역, 산업, 에너지, 통관, 과학기술, 농업, 의료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협력도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 인프라 및 과학기
술 분야에서 모스크바~울란바토르~베이징~서울 고속철도사업, 국제물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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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공동개발 지원 사업, 철도 궤간 차이를 극복하는 기술 협력사업 등이 가
능하다. 참고로 한국은 세계 4대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이며, 세계 3대 궤간가
변대차 기술 보유국이다.
한국은 동북아 및 유라시아 철도 궤간 차이를 극복하는 궤간가변대차 기술
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에서 북한, 중국을 통과하여 중앙아시아, 러시아로 열차
를 직결운행(直結運行)할 경우 궤도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 북한, 중국과 유럽
여러 국가들은 표준궤(1,435mm)를 사용하는 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
아는 광궤(1,520mm)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표준궤와 광궤의 차이를 해결하
기 위한 환적·환승이나 열차바퀴 교환은 국경에서 정체, 승객 불편, 인프라 비
용(토지, 크레인, 리프팅 잭, 격납고 등), 인건비 등 추가 비용 및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궤간가변대차는 환적·환승이나 열차바퀴 교환 없이 신속한 통과
운행을 가능하게 하며, 위험화물의 대량수송에도 적합하다.

그림 4-9. 중국, 몽골, 러시아 궤도에서 모두 운행 가능한 궤간가변대차

자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보도자료(201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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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협력 방안
가. 정유시설 건설
몽골은 러시아에 대한 석유제품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유시설 건
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양자협력의 상징적 사업을 다수
추진하여 몽골에서 최대, 최초를 기록한 바 있는데, 한국도 비록 소규모라 하더
라도 정유시설 건설을 한·몽 경제협력의 상징적이자, 대표적(flagship)인 사업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셈이 되
는바, 그 규모와 시기는 잘 조정해야 한다. 또한 중국도 현재 몽골과의 산업협
력 차원에서 정유시설 건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추이에도 주
목해야 한다. 발상을 전환하여, 러시아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민감한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표 4-2. 몽골의 연료류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광물연료, 윤활유 및 관련 제품 수입액

2011

2012

2013

2014

1,205.7

1,480.6

1,627.0

1,356.8

자료: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5), p. 330.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인데, [표 4-2]에서 알 수 있듯이, 몽골은 매년 13
억~16억 달러 규모의 광물연료, 윤활유 및 관련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정유시
설을 건설할 경우, 최소한 이 정도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경제
적 타당성 조사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몽골 내 교통 인프라가 아직 열
악하여 수송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잠재비용에 대한 주의도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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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활용
3국이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을 통해 조성하고자 하는 초국경 경제협력지
대와 이미 중국에 조성되어 있는 변경경제협력구는 중·몽, 중·러 국경무역을
위한 생산기지 및 화물 집하지가 될 것이다. 해당 지역이 몽골 및 러시아의 원
자재가 수입되고 중국의 소비재가 수출되는 곳인바, 한국의 소비재는 중국 제
품과 차별화된 품질로 국경무역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특히 이미 친숙한 중국
시장을 이용하여 비교적 생소한 몽골 또는 러시아 시장 진출을 시도할 수 있고,
중국을 경유하여 몽골 또는 러시아 시장에 보다 빠르게 수출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중·몽, 중·러 초국경 경제협력지대는 한국기업에도 좋은 플랫폼을 제공하
는 셈이다. 특히 러시아에서 운행되는 한국산 중고차의 대부분이 블라디보스토
크를 거쳐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하여 유입되고 있는데, 얼롄, 만저우리 등의 초
국경 경제협력지대가 새로운 유통창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지역에 한국의 제조업체나 무역업체가 직접 진출하는 것이 초기 단계
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우선 중국 무역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중
국 입장에서도 우수한 제품을 시장에 출하하여 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윈-윈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실제로 수이
펀허에서는 매년 국제변경무역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 한국기업을 포함
한 다양한 외국기업들의 제품이 상당수 전시되고 있다.

다. 전력 인프라 구축 대응
향후 몽골과 러시아의 전력 인프라 구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은 북한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북한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력 인프라 시장에 참여하는 정
도가 최선책이 될 것이다. 반면 북한의 참여를 고려한다면 ‘동북아 슈퍼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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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동북아 전력계통 환상망

자료: 윤재영(2013), p. 9.

구축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중·몽·러 3국은 공히 송배전망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기업
은 전력 인프라 시장 참여를 시도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전략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종합 파이낸싱 시스템 활용 등 현재 해외시장 수주 전략과 유사할 수밖에
없다. 현지의 전력 인프라 수요가 증가 추세인바, 한국 전기설비업체들의 진출
이 유망하며, 이것이 활성화될 경우 현재 중동에 편중된 건설 수주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균형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현지 시장에 진출한 포스코
에너지, 효성 등 한국기업들의 성과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진출도 이어질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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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의 참여를 고려한 종합적인 전력망 구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
제가 된다. 다시 말해, 낙후된 북한의 전력망 현대화를 전제로 중·몽·러 3국은
물론 한국, 일본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이 이론상으로 가능해
진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송배전망을 구축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
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의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의 전력망 연계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허리를 연결하는 의미를 갖기 때
문에 한국이 북한과의 연계를 레버리지로 이용하여 전력설비표준 채택 과정을
주도하면서 발언권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몽골의 축산물 공급 선대응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 실현으로 국경 통관 및 검역 시스템이 안
정되면 3국간 무역 활성화와 더불어 몽골의 전통적인 주요 수출품인 축산물 수
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중국 및 러시아가 몽골과의 무역 관련 협상
과정에서 양보한다면, 그것은 몽골 축산물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몽골에서 소, 양을 비롯한 가축 사육은 방목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몽골
의 축산물은 가축을 인공적으로 사육하는 다른 국가의 축산물에 비해 친환경적
이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기대가 존재한다. 이는 소득 수준의 상승에 따라 보다
안전한 식품을 선호하는 중국인의 소비성향에도 부합한다. 한국인도 청정 이미
지를 가지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육류를 다량으로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는
바, 향후 대안적인 축산물 공급지로서 몽골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소비성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한국기업이 직
접 몽골에 진출하여 축산물 생산에 나설 수도 있다. 몽골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한국의 과학적 관리 노하우가 결합될 경우, 중국, 러시아 극동, 일본 등의 고소
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 및 판매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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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우선 몽골과의 축산업협력을 통한 육가공 공장 설립 및 체계적 품질 관
리, ‘청정+과학’을 내세우는 영업전략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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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중국, 몽골, 러시아는 3년 간의 논의 끝에 2016년 6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
켄트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에 서명
했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역 증대, 생산물의 경쟁력
확보, 초국경 운송 원활화, 인프라 발전 등을 지향하는 공동 프로젝트 실현을
통해 3자 협력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 해당 프로그램
에서 3국은 교통 인프라 발전 및 연계성 제고, 국경 통과지점 현대화 및 세관
업무·검역 관리, 산업 및 투자 협력, 경제·무역 증진, 인문교류협력, 환경 및 생
태보호, 지방 및 접경지역 협력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의 방향을 설정했으며,
이에 부합하는 32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합의했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발
전 차원에서 TMGR을 비롯한 몽골 교통 인프라 현대화, 국경 물류 통과지점 현
대화, 세관 업무·검역 관리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 발전
차원에서는 3국간 산업협력협정 체결, 중국의 변경경제협력구를 기반으로 하
는 지방간 경제협력 활성화, 몽골 전력 인프라 개선, 몽골의 축산물 수출 확대,
환경보호 협력, 초국경 관광 아이템 개발 등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3국 정
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 인프라 수요, 불충분한 사회경제적 여건, 이를 만회
할 수 있는 중국의 역량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세 가지 요인은 기존에 존재하던
것이고, 2013년부터 새롭게 등장한 요인은 중·몽·러 3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적 의지이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주도의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대일로’ 전략을 수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동방정책 가속화와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EAEU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는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3국의 유라시아 전
략을 이상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몽·러 경제회랑의 실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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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2개 프로젝트의 층위가 너무 다양하여 사업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참여국간 의견 대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넓은 영토에
비해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해당 지역의 특징으로 인해 교통·물류 인프라 협
력의 투자 대비 효율이 아직 낮고 이를 산업협력과 결합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
등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
한편 현재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
성 고조로 인한 민간의 투자 리스크 증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러시아 경제
상황의 악화, 남북관계 악화와 이로 인한 남·북·러 3자 협력사업의 중단 등으
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몽·러 경제회랑과의
연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 협력 로드맵’의 기본구상을 실현하
는 대안적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몽·러 경제회랑은 한국
의 유라시아 협력 중점협력 대상 및 협력국인 러시아, 몽골, 중국이 추진하고
있고, 리스크가 적은 소다자협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 시 확
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에 제시된 32개 프로젝트 중 ‘유라시아 이
니셔티브 로드맵’ 3대 추진 유형의 중점과제에 부합하며, 실현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참여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제고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검
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계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방안으로 한국에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 개발 유도, 투먼 교통회랑과 연계
한 중·몽·러 교통 인프라 개발,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와 나진항 연계, 국제물류
정보시스템 공동개발 지원, 초국경 국제물류단지 개발 참여 등을 제안한다. 둘
째, 산업협력 방안으로 정유시설 건설,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활용, 전력 인프라
구축 대응, 몽골 축산물 공급 선대응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협력기반 조성이
긴요하다. 첫째, 중국, 몽골, 러시아 정부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참여의지 표
명과 함께 프로젝트별 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3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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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한국은 명확한 참여논리, 확실한 재원 조달방안, 새
로운 아이디어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의 주요 무대이자, 중국, 러시아에 대해 협력 및 견제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는 몽골과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타당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도 고려하는 행동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장 경제적 타당성이 큰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가능성, 남북관계 개선 시 확장성
등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
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몽 및 한·EAEU EPA/FTA 협상에 중·몽·러 경제
회랑 관련 협력을 포함시키고, 체결 후에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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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중·몽·러 경제회랑 프로그램 중 교통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노선도78)

부록그림 1. 북부 철도 회랑

자료: 필자 작성.

부록그림 2. 서부 철도 회랑

자료: 필자 작성.
78) 중앙 철도 회랑, 동부 철도 회랑, 두만강 교통회랑(‘프리모리예-2_’), ‘프리모리예-1’ 철도 교통회랑은
본문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부록]에 포함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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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3. 아시아 자동차 도로망 AH-3 노선

자료: 필자 작성.

부록그림 4. 아시아 자동차 도로망 AH-4 노선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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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5. 동부 자동차도로 회랑

자료: 필자 작성.

부록그림 6. 중앙, 북부, 서부, 동부 철도 회랑 종합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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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Development Potential of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and Korea’s Linkage Plan

JEH Sung Hoon, NA Hee-Seung, CHOI Pil Soo,
and Lkhagvadorj Dolgormaa

In June 2016, China, Mongolia and Russia confirmed the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Construction Program,” which
includes 32 project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first, modernization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cluding
Mongolia, TMGR, modernization of border logistics passing point,
improvement of customs affairs and quarantine management will be
done in order to develop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Second, from the viewpoint of industrial development, based on the
signing of industrial cooperation agreements of three countries and
China’s Border Economic Cooperation, it is expected that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mprovement of power infrastructure
of Mongolia, expansion of export of livestock products in Mongolia,
cooper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ransboundary sightseeing items will be promote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conomic
corridor construction program in China, Mongolia, and Russia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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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ommitment of the three governments. In fact, China is
implementing “One Belt, One Road” strategy for building its own
Eurasian traffic and logistics network. And Russia is attempting to
accelerate “Look East Policy” for Far East and Siberia development
and to expand EAEU for Eur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Mongolia is advocating the “Steppe Road” initiative, which takes
advantage of its geographical loc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s
two major powers. In view of the ideal convergence of these three
countries’ Eurasian strategies, the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is likely to be realized.
However, because the levels of the 32 projects are so diverse,
there are some risks like the possible conflict between the
participating countries in the process of the project, and the fact
that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cooperation
is still low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ith a large
population for its territory, so it is not easy to combine it with
industrial cooperation.
Meanwhile, the Korean government’s “Eurasia Initiative” has not
been actively promoted because of the increasing uncertainty in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increasing private investment risks,
economic sanctions imposed on Russia by the West, worsening
economy of Russia, and the deterioration of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 suspension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i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In
this situation, the linkage with the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could be an alternative cooperation model to realiz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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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dea of “Eurasia Initiative” and “Eurasia Cooperation Roadmap.”
This is because the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is
being pursued by Russia, Mongolia, and China, which are the main
cooperative partners of Korea’s Eurasia Cooperation and cooperating
countries, adopting minilateral cooperation format and have a
potential to expand its business in case of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major projects presented in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Construction Program,” the
following linkages could be drawn. First,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logistics routes that are favorable to Korea as a means
of linking infrastructure with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n China, Mongolia, and
Russia in connection with the Tumen traffic corridor; the linkage of
railway networks in the eastern region of Mongolia and Rajin Port;
Joint development and support of information systems, and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ogistics complexes across
border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oil refinery facilities,
to utilize economic cooperation zone beyond borders, to build and
respond to electric power infrastructure, and to take countermeasures
against supply of livestock products in Mongolia.
In order to realize such a linkage pla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following cooperation base. First, it is necessary to show the will
to participate through close contact with the governments of China,
Mongolia and Russia, and to propose contribution plans for each
project. In other words, in the situation where th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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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three countries has already been embodied, Korea
should have a clear logic of participation, clear financing, and new
ideas. In this process, it is essential to cooperate with Mongolia,
which is the main stage of construction of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and is trying to cooperate with China and
Russia and check against them at the same time. Second, action
plans should be developed that take into account not only shortterm economic feasibility but also longer-term strategic value.
There will not be many opportunities for Korea to participate in
projects that have great economic relevance right now.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use longer-term strategic values such as the
possibility of creating new growth engines and expanding the scope
of inter-Korean rela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cooperation in the EPA/FTA
negotiations with Mongolia and EAEU, which Korea is currently
pursuing, and make a positive use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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