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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국문요약❙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한중 교통인프라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현재 중국 시진핑 정부가 국가급 발전계획으로 추
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의 중몽러 경제회랑이 중국 동북지역을 무대로 하고
있어 한반도와의 연계로 확장될 수 있다면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인프
라 회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몽러 경제회랑이 참여국가간
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시험사업들을 추진중이며 6대 경제회랑 중
가장 빠른 시간내에 추진될 회랑으로 주목받고 있어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참
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1990년대 초 동북아 주요 국가는 매우 궁핍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미국중

심의 UNDP등 국제기구의 도움이 절실했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1991년에 비
해 2016년 명목 GDP는 미국이 3배, 일본 1.4배, 러시아가 2.5배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중국 29.2배, 몽골 4.7배, 우리나라 4.3배 증가를 나타내어 세계평균인
3.2배 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10년 동안 세계경제의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미국과 일
본,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하는 새로운 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핵문제 등 국제안보 측면에서 한반도까지 확장되어 한미일, 북
중러의 안보전선이 구축되고 있다.
동북아의 경제적 위상은 과거에 비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 지역
에 만성적으로 내재해 있는 안보, 국가간 협력 부재, 한반도의 고립 등의 문
제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동
북지역의 경제회복, 북한 경제난 극복,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 남북중 3국의
경제동방성장 및 동북아 평화안보 유지를 위한 남북중 경제협력사업이 필요
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해 중국과 한
반도, 특히 한반도와 연접한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간 효과적인 인프라 기

반 경제회랑 구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신한반도 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 등 관련국 국정과제
연계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 2, 3장에서는 남북중 인프라 연계 제안을 위한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및 교통인프라 현황과 국가급 발전계획을 국가와 성별 수준에서 정리하였다.
소강사회 달성 목표 기간인 2020년이 다가옴에 따라 중국정부는 신(新)동북진
흥전략, 13차5개년 계획, 창지투선도구 전략, 일대일로 전략 등의 계획 내용
들을 구체화하여 발표하였다. 하지만 최근까지 중국 동북지역에서 추진되어
온 정책들의 추진력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거나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의 변경국가와 인프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물
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중국 동북3성의 역내 교통인프라 발전계획과
주변국가와의 협력추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변국가인
극동러시아와 몽골 지역은 거주인구 밀도가 매우 낮고 산업발전도 낙후되어
있어서 동북3성 지역과 산업적 연계효과가 크지 않다는 부분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내수시장이 안정적이며, 한국기업의 경쟁력 있
는 고부가가치산업, 섬유산업, 바이오산업 등이 동북3성에서도 중심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연계성이 높다. 즉, 한반도가 동북3성
의 대외개방 및 일대일로 전략 추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지역인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경제권 및 교통인프라 현황과 주요 계획을 검토하였
다. 북한의 교통체계는 철도 우위의 주 철종도(柱鐵從道) 형태를 나타내고 있
으며 경제난으로 인해 시설 수준은 열악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국가경제의
성장에 큰 애로사항을 발생시키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
해 1991년 라선경제무역지대 지정을 시작으로 201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경제개발 10개년계획’ 작성, 2013년 13+6개 지방경제개발구 지정 등 내부
인프라 개발에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요 경제권과
국토개발의 틀은 크게 평양 수도권과 경의선(평부-평의선) 연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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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서부축과 함흥, 원산, 청진의 3대 도시 및 강원-평라선 연선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축의 양대 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프라 개발은 필연적
으로 외부 자본의 유입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전향적인 대
외개방 정책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 등 주변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 5장에서는 신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안하고 있는 서부축과 동부
축을 남북중 경제회랑의 2개의 중심축으로 3국간 연계방안과 협력 노선을 제
안하였다. 신남북중 경제회랑의 서부축은 남북중의 주요 대도시 및 주요 경
제개발지역을 거점지역으로 구성하여 (한국)목포-서울-(북한)개성-평양-신의
주-(중국)단둥-선양-베이징 축을 근간으로 한다. 더 나아가 중국내에서 네이
멍구를 통해 몽골, 러시아와 추가로 연계된다면 유라시아 교통로의 구축으로
까지 확장될 수 있다. 남북중 서부축은 서울, 평양, 베이징의 수도권을 포함하
며, 첨단산업 및 금융상거래 등이 발전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물류 인
프라 벨트를 형성할 수 있다.
신남북중 경제회랑의 동부축은 (한국)부산-강원도-(북한)원산-청진-나선(중국)훈춘-창춘으로 구성되며, 중국내부에서 헤이룽장성을 지나 네이멍구-

몽골로 연결되거나 러시아로 확장되어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국제운송로
를 구상해볼 수 있다. 남북중 동부축은 두만강 유역에 특히 관광자원이 풍부
하고, 배후지역인 러시아와 몽골에 에너지와 자원이 풍부하여 관광과 에너
지·자원벨트로 활용되어 국가간 협력기제가 마련된다면 상호호혜적인 동북
아시아의 메타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남북중 동부축과 서부축은 3국 이상의 협력이 필
요한 다자간 협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중 경제·교통인프라 협력은 주
변국인 몽골, 러시아, 일본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도 확장할 수 있
는 대외협력 확장의 필수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대
외협력 사업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위상이 변화한 만큼, 새로운 인
프라 협력 기제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新)인프라 협력을 전략으로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구상해볼 수 있다. 첫째, 중국 동북3성의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는 것이다. 동북3성의 동해출구전략이 주변국가과의
대립으로 지체되자 두만강유역의 개발에 대한 새로운 발전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린성 남서쪽과 랴오닝성 동쪽을 연계하는 발전계획들이 적극적
으로 추진되고 있다. 계획노선 변경으로 한국정부의 협력발전 공간이 상대적
으로 발전된 지린성의 동남부지역보다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교통
인프라 건설 공동연구이다. 국가간 표준, 이익, 이해관계, 위치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호혜적인 협력기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간 공동연구를 통해 서로
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국가간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동연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복합물류네
트워크 구축이다. 해상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중국 경제가 발전
함에 따라 안정적인 해상무역 및 에너지 운송로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일로 전략이 적극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변국의 항만개발과
관련 인프라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항만과 육로운송로를 복합적
으로 활용하는 복합물류 운송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에 필수적인 발전전략
이다.
위와 같은 협력방안들을 통해 남북중 회랑 구축의 장애요인들을 해소해
나간다면 3국간의 신뢰와 협력기제를 재정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러한 새로운 협력기제를 바탕으로 3국의 경제적 현황, 교통 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주요 산업들을 고려한 남북중 서부축과 동부축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면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확장연계도 빠른 시일 내에 기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차 례

❙국문요약 ································································································ 5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개요 ····················································································· 16
제2절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의 필요성 및 구축방향 ·························· 26

❙제2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망 현황과 국가급 발전계획 ·················· 37
제1절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 38
제2절 중국 동북지역 국가급 교통물류 발전계획 ···································· 50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75

❙제3장 중국 동북지역 각 성(省)별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 77
제1절 지린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 78
제2절 랴오닝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 93
제3절 헤이룽장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 103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109

❙제4장 북한 주요 경제권 및 교통인프라 현황 및 계획 ······················ 115
제1절 북한 경제 및 교통인프라 현황 ·················································· 116
제2절 북한 경제 및 교통물류 발전계획 ··············································· 130
제3절 북한 주요 경제축 분석 ······························································ 145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159

❙제5장 결론: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 회랑 구축 방안 ···················· 161
제1절 우리나라의 동북아 교통인프라 연계 구축협력 사례 ··················· 162
제2절 신(新)남북중 경제 ․ 인프라 회랑 구축 방안 ································· 173
제3절 신(新)남북중 경제 ․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 196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207

❙참고문헌 ···························································································· 211

표 차례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주요내용 및 차별성 ············································· 22
표 1-2. 동북아 주요국 기간별 명목 GDP ························································ 29
표 1-3. 동북아 주요국 기간별 세계 경제대비 분담율 ·········································· 30
표 1-4. 동북아 주요국 기간별 1인당 GDP 변화 ················································ 31
표 2-1. 중국 동북지역 경제일반 현황(2015년 기준) ··········································· 39
표 2-2. 중국 생산량의 산업구조별 비중(2015년 기준) ········································· 39
표 2-3. 중국 동북지역 철도인프라 현황(2015년 기준) ········································· 40
표 2-4. 중국 동북지역 도로인프라 현황 (2015년 기준) ······································· 43
표 2-5. 동북지역 국도 노선 일람표 ······························································· 44
표 2-6. 동북지역 고속도로 노선 일람표 ·························································· 45
표 2-7. 동북3성 공항 여객 및 화물처리량 (2016년 기준) ···································· 47
표 2-8. 동북3성 공항 일람표 (2016년) ··························································· 49
표 2-9. 동북지역 진흥계획 중 교통인프라 관련 계획 목표 ···································· 51
표 2-10. 동북지역 진흥계획 중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건설 계획 추진 현황(2015.9 기준) ·· 52
표 2-11. 《신 동북진흥 전략을 통한 동북지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약간의 중요 조치에 관한 의견(2016)》의 주요내용 ··································· 53
표 2-12. 《동북진흥 13차5개년계획》의 인프라 네트워크 개선 계획 주요내용 ··············· 55
표 2-13. 《동북진흥 13차5개년계획》의 교통인프라 건설 중점사업 ···························· 55
표 2-14. 일대일로 전략의 6대 경제회랑 주요노선 ··············································· 58
표 2-15. 중·몽·러 경제회랑 32개 프로젝트 중 교통인프라 발전 및 연계성 제고 분야
프로젝트 ······················································································ 59
표 2-16. 중국 동북3성 변경도시의 주요 사업 ···················································· 61
표 2-17. 13차5개년계획기간 교통건설 중점프로젝트 ············································ 62
표 2-18. 《“13차5개년” 현대종합교통운수체계발전규획》주요목표 ······························ 63
표 2-19. 《“13차5개년” 현대종합교통운수체계발전규획》주요 목표지표 ························ 65
표 2-20. 《“13차5개년” 현대종합교통운수체계발전규획》“10종10횡”의 동북지역
포함통로 ····················································································· 65
표 2-21. 광역두만강개발 프로젝트의 공간적 범위 ················································ 67

표 2-22.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관련 100개 중점 건설 프로젝트 중 대외통로부문 ········ 70
표 2-23.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전략지역의 인프라 발전계획 주요내용 ······················· 74
표 3-1. 지린성 13차5개년계획 교통인프라 주요사업 내용 ···································· 80
표 3-2. 지린성 13차5개년계획 대외개방의 대외통로 주요 노선 ······························ 81
표 3-3. 지린성 13차5개년계획 대외개방의 개방협력플랫폼 주요내용 ······················· 82
표 3-4. 지린성 공급측 개혁 구조 실현을 위한 “삼거일장일부(三去一降一补)” 업무의
지도의견 중 교통인프라 계획 주요내용 ················································· 83
표 3-5. 길림성, 국무원의 동북진흥 정책 이행을 위한 88개 조치 발표 중 교통물류 인프라
관련 내용 ···················································································· 83
표 3-6. 지린성 일대일로 및 창지투선도구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내용 ······· 85
표 3-7. 옌룽투신구 발전구도 ······································································· 90
표 3-8. 랴오닝성 13차5개년계획 중 교통건설 중점사업 내용 ································ 95
표 3-9. 랴오닝성 동북진흥 3년연동계획 실시방안 중 교통물류 및 인프라건설 관련
주요 내용 ···················································································· 96
표 3-10. 랴오닝성의 중국-유럽 종합교통수송 3대 통로 ········································ 99
표 3-11. 랴오닝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 중 교통인프라 건설사업 ······························ 101
표 3-12. 랴오닝연해경제밸트 발전기획 주요내용과 정책조치표 ······························ 101
표 3-13. 랴오닝연해경제벨트 ‘5점’ 지역 주요산업 ············································· 103
표 3-14. 헤이룽장성 13차5개년 계획의 교통인프라 주요내용 ································ 105
표 3-15. 헤이룽장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주요 내용(수송수단별) ··················· 106
표 3-16. 하창도시군 철도, 도로 중점 사업 ······················································ 108
표 4-1. 북한 시·도별 인구 및 면적 현황 ······················································· 117
표 4-2. 북한 주요 철도 노선 현황 ······························································· 119
표 4-3. 북한 주요 간선도로축 현황 ······························································ 121
표 4-4. 북한 항공 노선 현황 ····································································· 122
표 4-5. 중국 동북지역 북중 접경도로 도로망(AH1, AH6) ·································· 125
표 4-6. 북·중 접경지역 연계 도로 현황 ························································ 125
표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중점대상 개요 내 산업지구 개발계획 ·········· 132

표 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중점대상 개요 내 기타 산업 개발계획 ········ 132
표 4-9. 북한 5대 경제특구 개요 ································································· 134
표 4-10. 김정은 시기 북한 신규지정 경제개발구 기능분석 ··································· 137
표 4-11. 북한 서부경제축 내 주요 지역권 현황 ················································ 146
표 4-12. 북한 동부경제축 내 주요 지역권 현황 ················································ 152
표 5-1. 신 남북중 경제회랑 서부축 주요 지표 ················································ 175
표 5-2. 신 남북중 경제회랑 동부축 주요 지표 ················································ 184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수행과정도 ··········································································· 21
그림 1-2. 동북아 주요국 기간별 세계 경제대비 분담율 변화 ··································· 31
그림 1-3. 동북아 주요국 1991년 대비 1인당 GDP 변화 ····································· 32
그림 2-1. 동북지역 철도망 현황도 ·································································· 42
그림 2-2. 동북지역 고속도로망 현황도 ····························································· 46
그림 2-3. 동북지역 공항배치 현황도 ································································ 48
그림 2-4. 《동북진흥13차5개년계획》의 동북지역 중장기 철도망 계획도 ······················ 56
그림 2-5. 일대일로 전략 중 중 ․ 몽 ․ 러 경제회랑 ················································ 59
그림 2-6. “13차5개년” 철도건설계획 시의도 ···················································· 64
그림 2-7. 종합운송대통로와 종합교통허브의 시의도 ············································ 66
그림 2-8. 광역두만계획(GTI)의 공간적 범위 ······················································ 68
그림 2-9.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 공간발전방향 현황도 ········································· 71
그림 3-1. 지린성의 주요 교통인프라 현황도 ······················································ 79
그림 3-2. 바이퉁단경제지역 현황도 ································································· 88
그림 3-3. 옌룽투신구 현황도 ········································································· 91
그림 3-4. 랴오닝성의 주요 교통인프라 현황도 ···················································· 93
그림 3-5. 랴오닝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 ·························································· 100
그림 3-6. 헤이룽장성의 주요 교통인프라 현황도 ················································ 104
그림 4-1. 아시안하이웨이 한반도 노선 개요 ····················································· 124
그림 4-2. 동북지역 북 ․ 중 연계 도로망 현황도 ················································· 126
그림 4-3. 동북지역 북 ․ 중 연계 철도망 현황도 ················································· 127
그림 4-4. 남북 연결 도로 현황 ···································································· 128
그림 4-5. 남북 연결 철도 현황 ···································································· 129
그림 4-6. 북한 경제개발중점대상 개요 ··························································· 131
그림 4-7. 북한의 공업지구, 경제개발구 현황 ···················································· 136
그림 4-8. 원산-함흥고속도로 개요도 ······························································ 140
그림 4-9. 평양-향산고속도로 미개통구간 개요도 ················································ 144

그림 4-10. 북한 서부경제축 내 주요 지역권 ······················································ 150
그림 4-11. 북한 동부경제축 내 주요 지역권 ······················································ 157
그림 5-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 170
그림 5-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예측 가능 프로젝트 ······························· 171
그림 5-3. 남북중 경제 ․ 인프라 회랑 거점지역의 주요산업 ···································· 172
그림 5-4. 중 ․ 몽 ․ 러 회랑과 한반도 서부축 연계가능 경제 ․ 인프라 회랑 현황도 ········· 176
그림 5-5. 중 ․ 몽 ․ 러 회랑과 한반도 동부축 연계가능 경제 ․ 인프라 회랑 현황도 ········· 186
그림 5-6. 중 ․ 몽 ․ 러 회랑과 한반도 연계가능 경제 ․ 인프라 회랑 ··························· 195
그림 5-7. 동북3성 지역발전계획과 남북중 경제 ․ 인프라 회랑 ································ 20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의 필요성 및 구축방향

제1절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0년대 들어 한반도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유라시아

대륙국가와의 경제협력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3년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러시아, 몽골, 중

앙아시아 국가 등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리적 한계, 유라시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파워
게임, 북한 핵문제 등의 한계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특
히 유라시아의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주목할 만한 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유라시아 및 동북아에서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사업
추진 위상에도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현재 중국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미래 비젼인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
을 위해 유라시아 일대에 걸쳐 일대일로 사업을 정부 최대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초국
경 인프라 발전전략인 6대 경제회랑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중
에서 중국 동북지방 및 한반도와 연계 가능한 벨트는 중 ․ 몽 ․ 러 경제회랑
으로, 2016년 구체적인 사업인 32개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또한 중 ․ 몽 ․
러 경제회랑에 대한 관련국가의 프로젝트 사업 합의가 진행된 만큼 구체
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 ․ 몽 ․ 러 경제회랑 구간의
몽골과 러시아 지역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새로운 협력 상대를 포함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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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지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한중 교통인프라 협
력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동북3성은 중국 전체대비 인구, 경제, 인프
라 측면에서 8%~8.5% 수준을 점유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동북진흥
전략이 2007년에 국가급 지역발전으로 채택된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으나, 실질적인 산업구조조정이나

대외개방 발전이 미흡하여 2015년, 2016년에 동북지역 중 랴오닝성, 지린
성, 헤이룽장성의 지역 GDP 성장률이 중국 전체의 하위 5위안에 위치하
여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 입장에서도 동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
로운 시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시기에도 만성적인 경제난과 북핵문제에 따른 국
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제로 인해 경제난 극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
다. 특히 다수의 국가급, 지방급 경제개발구 계획을 발표하고 외자유치를
시도하는 등 국제 경제협력 사업을 시도하고 있으나 성과는 거의 나타나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 및 동북아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한 ‘한반도 신경제지
도’ 구상은 향후 북한 및 중국과의 인프라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동해권 에너지 자원벨트와 서해권 산업 물류 교통벨트를 중장
기적으로 건설한다는 공약과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교통망 건
설로 중국 주요도시와 1일 생활권 구축이라는 공약은 향후 남북중1) 협력
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의 동북아 국제정세는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체제, 사드 문제

1) 남북중은 남한, 북한, 중국을 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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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정치 안보적으로 매우 경직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을 진
정 또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정치와 독립적인 동북아 경제협력 방
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중국 동북지방의 경제회복, 북한 경제난 극복,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등 남북중 3국의 경제동반성장 및 동북아 평화안보 유지를 위한 남
북중 경제협력사업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한반도 신경제지도), 중국(일대
일로), 북한(경제개발구)의 국가 주요 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남북중
인프라 연계를 통한 경제협력 방안은 동북아의 복잡한 국제문제를 해결
하고 남북중 3국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해 중국과 한반도, 특히 한반
도와 연접한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간 효과적인 인프라 기반 경제벨트
구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 동북지방과 관련한 각종 경제 및 인프라 현황 및 개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북한의 주요 경제권을 설정하고 국제 인프라 연
계 가능성을 분석한다. 특히 연구 결과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
리나라의 신한반도 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 등 관련국 국정과제 연
계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8 ❙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가. 연구 범위
1) 내용적 범위
○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의 필요성 및 의의
- 동북아 국제정치 판도 변화
- 동북아 국제경제 구조 변화
- 우리나라의 북방정책 및 동북아 신인프라 전략 변화
- 남북중 신(新)인프라 구축방향

○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망 현황 및 국가급 발전계획
-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 중국 동북지역 국가급 교통물류 발전계획

○ 중국 동북지역 각 성(省)별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 지린성의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 랴오닝성의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 헤이룽장성의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 북한 주요 경제권 및 교통인프라 현황 및 계획
- 북한 경제 및 교통인프라 현황
- 북한 경제 및 교통물류 발전계획
- 북한 주요 경제축 분석

○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회랑 구축 방안
- 우리나라의 동북아 교통인프라 협력 추진 사례
- 신(新)남북중 경제 ․ 인프라 회랑 구축 방안
- 신(新)남북중 경제 ․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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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중국, 몽골, 극동러시아, 우리나
라 등 동북아시아를 공간적 범위로 하며, 특히 주요 분석지역으로 중국
동북3성과 북한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3)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획득 가능한 통계수치
를 정량적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관련 기사, 정책 자료 등의 경우
2016년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나.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본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상지역과 관련한 각종 문헌자
료를 수집 분석한다. 특히, 핵심지역인 중국 동북지역과 관련한 일대일
로, 13-5계획, 동북지역 국가급 발전계획(동북전면진흥 계획, 창지투 계획
등)에 대한 중국 중앙 ․ 지방정부 문건, 현지 언론자료, 발표논문 등을 수
집 ․ 분석 하며, 북한 경제 및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각종 문헌 및 언론 자
료와 함께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 내부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객관적이고 시의성 있는 자료수집을 위한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와 현지 전문가와의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
하고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0 ❙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그림 1-1

연구 수행과정도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의 필요성 및 의의
∙ 남북중 인프라 협력환경 변화
∙ 동북아 국제정치 ․ 경제 판도 변화
∙ 우리나라 북방정책 및 동북아 신인프라 전략 변화
∙ 남북중 신(新)인프라 구축방향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망 현황 및 국가급
발전계획

중국 동북지역 각 성(省)별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 지린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망 현황
∙ 중국 동북지역 국가급 교통물류 발전계획

∙ 랴오닝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 헤이룽장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전문가 자문회의
∙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연계 가능성

북한 주요 경제권 및 교통인프라 현황 및 계획
∙ 북한 경제 및 교통인프라 현황
∙ 북한 경제 및 교통물류 발전계획
∙ 북한 주요 경제축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현지조사
∙ 현지 조사 및

∙ 남북중 경제 ․

현지 전문가

인프라회랑 구축

인터뷰

가능성

(국외출장)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회랑 구축 방안
∙ 우리나라의 동북아 교통 인프라 협력 추진사례
∙ 신(新)남북중 경제 ․ 인프라 회랑 구축 방안
∙ 신(新)남북중 경제 ․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

결론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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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중국 동북지역 인프라 연구와 관련하여 동북진흥계획 등 중국 중앙정
부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2010년대 이후로 국내에서는 많은 연구
가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이 나온 2014년
이후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의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동안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중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 내용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몽골, 극동러시아, 북한 북부지역 등과
의 초국경 연계개발 구상을 목적으로 연구가 추진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를 포함한 한반도와 직접 연계 가능한 보다 큰 범위의 연구는 미비한 상
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북한, 한국을 직접 연계하는 동북아의 주요
경제 및 인프라 연계벨트를 구상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 대비 명확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주요내용 및 차별성
과제명

○ 연구목적

주
요
선
행

한반도 북방지역 초국경 산업벨트
- 이현주 외(2016)

1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

연구방법론

-

연
구

- 한반도와 중국간의 초국경 산업벨트 구축 잠재력 분석 및 산업벨트
구축방안을 제시
주요연구내용
- 한반도 북방지역의 초국경 산업벨트 구축 가능성
- 한반도와 중국간의 초국경 산업벨트 잠재력
- 한반도 북방지역의 초국경 산업벨트 구축 방안 및 경제성장 효과분석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협동연구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 전문가 면담
국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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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속(1)
과제명

중 ․ 몽 ․ 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 제성훈 외(2016)

○ 연구목적
2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연구방법론
과제명

○

- 한국의 유라시아 경제협력 사업의 둔화상황에서 중몽러 경제회랑의
건설계획을 파악 및 한국과의 연계방안 연구
주요연구내용
-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과 연계성이 높은 중몽러 경제
회랑 건설 프로그램 32개를 분석
- 중-몽, 러-몽 경제협력 현황 분석
- 중몽러 경제회랑의 활용방안 제시

- 관련문헌 및 통계 자료 분석
- 협동연구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중 ․ 몽 ․ 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 이현주 외(2016)

○ 연구목적
주
요

3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선
행
연
구

연구방법론
과제명

4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연구방법론
과제명
5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

- 일대일로 경제회랑 중에서 중 ․ 몽 ․ 러 경제회랑과 한국의 연계협력 분야
분석 및 협력방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 중 ․ 몽 ․ 러 경제회랑 현황
- 중 ․ 몽 ․ 러 경제회랑 참여국가의 건설계획
- 중 ․ 몽 ․ 러 경제회랑 협력사업
- 중 ․ 몽 ․ 러 경제회랑과 협력 가능한 한국의 초국경 개발협력 전략

- 관련 문헌연구
- 협동연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방향 - 서종원,
안병민(2014)

○ 연구목적
- 한반도 중심의 유라시아 복합물류네트워크 연계방안 도출
○ 주요연구내용
-

유라시아 주요국 경제현황 및 한국과의 관계 분석
북한 교통인프라체계 현황 및 문제점
유라시아 주요국의 자원 ․ 에너지 ․ 건설 및 산업 현황 및 협력방안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연계 구축 방향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구상

- 각종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 협동 연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방향 - 서종원
외(2014)

○ 연구목적

- 세계시장 판도 변화에 따른 대응 및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 구축을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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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속(2)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 주요연구내용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연계 권역 경제 및 교통물류 현황
- 유라시아 지역 국제운송로 현황 및 계획 검토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방향 제시

5
연구방법론

과제명

- 각종 문헌 조사
- 통계자료 분석
- 국내 주요 물류기업 설문조사 실시
중국 동북지역의 주요 산업별 진출 전략-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쟝성 편(제2
권: 도시군, 교통물류편) - 이문형, 김천규, 서종원 외(2015)

○ 연구목적
6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주
요

연구방법론

선
행

과제명

○

- 중국 동북3성 도시군 및 교통물류 발전형황 분석과 향후 발전 가능성
전망
주요연구내용
- 동북3성 현황 및 주요 발전계획
- 동북3성 도시군 및 교통물류 현황 분석
- 동북3성 도시군 및 교통물류 발전 전략 분석
- 동북3성 교통물류 환경 분석 및 시사점

- 각종 문헌조사
- 통계자료 분석
- 현장조사 및 정책협의회
중국 동북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국-북한과의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
으로- 이주호 외(2014)

○ 연구목적

연
구

7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연구방법론

과제명

8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

-

- 북중 국제협력 변화와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동북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주요연구내용
- 북중 교역 현황 및 전망
- 북중 국제물류 인프라 협력 현황 및 전망
- 중국 동북부지역 물류현황 및 발전계획
- 중국 동북부 물류산업 SWOT분석
-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동북부 물류시장 진출방안

각종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협동연구
물류기업 면담조사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원동욱 외(2014)

○ 연구목적
○

- 중국 동북지역 개발정책 분석을 통한 한국(정부 및 기업)과 동북지역
양자간, 다자간 협력방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 중국 동북지역 개발정책
-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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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속(3)

-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8
연구방법론
주
요

과제명

선
행
연
구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
차별성

동북지역 산업의 특성
동북지역의 인프라 현황과 발전전망
동북지역 기업개혁과 발전전망
동북지역 개발의 시사점 및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의 활용방안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현지조사 및 자문 실시
전문가 협동연구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 서종원 외(2012)

○ 연구목적
○

9

연구방법론

중국
중국
중국
중국

-

- 동북아지역 교통 및 교통인프라 현황 분석과 운송체계의 변화를 분석하
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도출
주요연구내용
- 중국 동북지역 경제 및 교통인프라 현황
-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발전계획
-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SWOT분석
-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개발에 따른 활용방안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현지조사 및 자문 실시
전문가 협동연구

-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유라시아 교통인프라 연계 구상(일대일로, 유라시
아 복합교통물류체계)을 기반으로 잠재적 협력가능성이 높은 교통인프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음
- 13.5계획 및 일대일로 관련 선행연구는 현황 분석 및 전망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각 계획의 사업 현황 이외에도 사업 추진시
제약요인 및 효과를 분석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진행하겠음. 특히 교통물류 전문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문성
을 살려 교통물류측면에서의 분석기능을 강화함
- 기존 연구는 주로 중국 전체 또는 동북지역의 교통물류 관련 현황 및 전략
분석에 집중되었으며, 한중 양국의 유라시아 전략간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임.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연계성이 높은 중국 동북지역과의
연구
목적 및 내용의
연계방안을 능동적으로 제안하여 중국 일대일로 경제회랑의 신(新)경제회
차별성
랑을 구축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명확한 차별성을 가짐
- 최근 중몽러 경제회랑 협력사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많아지고
있음. 특히 국토연구원 과제중 “한반도 북방지역 초국경 산업벨트 구상연구
(이현주 외(2016))”와 본 연구는 일정부문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업데이트된 정책 및 계획, 통계 등을 사용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며, 공간적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넓혀 국가차원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사업을 도출하고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명확
한 차별성을 가짐
- 특히 남북중 경제회랑은 3국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중국 동북지역에 제한하
지 않고 북중, 한중, 남북간 교통인프라 현황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구체적인 한중협력방안을 제시하는 차별성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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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속(4)

본
연구
차별성

연구
방법론 차별성

-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계획, 일대일로 및 13-5계획 관련 최신 자료 확보
및 분석
- 동북지역 및 북한의 경제발전저해 요인 및 국가급, 정부급 발전계획 추진의
제약요인 분석을 통한 현실성 있는 대안 도출
- 현장 실사조사 및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장성 강화
- 중국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실현가능한 연구결과 도출

기타 차별성

- 우리나라 정부의 동북아 및 유라시아 대륙진출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한중 외교적으로도 매우 기여도가 높을 수 있는 연구임

제2절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의 필요성 및 구축방향
1. 문제제기
중국 동북지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교통인프라 개발과 관련하여,
1990년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의 두만강 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개별국가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계획이 추진되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중국 정부의 중국 동북지역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투자전략이 나오고, 특히 중국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이 나온 2014
년 이후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의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 등 국가급, 성
급 교통인프라 관련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문연구기
관들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인프라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그 동안 수행된 다수 연구의 결과물은 중국 동북지역의 교통물
류현황 조사 및 전략분석에 치중되고, 한중협력과 관련해서는 동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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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가능 사업발굴이 주요 결과였다.
즉 중국으로의 우리나라 물류기업 진출 또는 초국경 인프라 사업의 부분
적 참여 등에 국한된 측면이 없지 않다. 반면 최근에는 국제 정치 ․ 경제
측면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중국 동북지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우
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인프라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1990년대와 비교하여 국제정치, 국제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과거
부터 계속된 인프라 투자 및 협력 전략에서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신인프라 전략으로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남북중 인프라 협력 환경 변화
가. 동북아 국제정세 판도 변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중시해 오던 국제

사회는 최근 들어 지역간, 대륙간 분열과 대립이 점차 많아지면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근대 이후인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체제에서 1990년대 초 소련 붕괴와 함께 최강국인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해 오다가, 21세기 들어 중국의 성장 및 신흥국가
또는 지역경제권의 성장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여전히 미국
중심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과거와 달리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약
화되면서 상당부분 다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특히
1978년 중국 개혁개방과 2001년 WTO 가입 등 몇몇 계기를 통해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과 과거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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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과거 제국주의로의 회귀를 꿈꾸는 일본,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는 미
국, 그리고 핵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적이 되어 버린 북한 등 세계 국제
정세의 축소판으로 매우 복잡하고 쉽게 풀기 어려운 정국이 만들어졌다.
특히, 최근 들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
하는 새로운 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있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핵문제 등
국제안보 측면에서 한반도까지 확장되어 한미일, 북중러의 안보전선이
구축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 교통인프라 개발 등 경제분야까지 확대될
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서 유발되는 동북아 지역 교통인프라 협력 기
회 감소와 리스크 확대는 지금까지의 동북아 교통인프라 협력전략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주고 있다.

나. 동북아 국제경제 구조 변화
앞에서 언급했듯 두만강유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동북아 지역 개발
계획이 추진되었던 1990년대 초와 현재의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경제적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즉, 1990년대 초반 매우 궁핍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미국중심의 UNDP 등
국제기구의 도움이 절실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정부 차원에서 중국
의 경제성장과 동북지역 개발정책 등 최근 10여 년간 동북지역 교통물류인프라
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하면서 동북 3성 지역의 주요 간선 교통인프라는 대부
분 현대화 및 신규건설이 완료되었다. 또한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동아시아, 극동지역 중시 정책인 신동방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적극적
인 교통인프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최근의 북핵문제로 인해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투자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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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북아를 둘러싼 주요국 중 미국의 경우
1991년에 비해 2016년 명목 GDP는 3배, 일본은 1.4배, 러시아는 2.5배 증

가한 반면 중국은 29.2배, 몽골 4.7배, 우리나라는 4.3배 증가하여 세계평
균인 3.2배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두만강 유역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1991년
GDP가 미국의 6.2%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60%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일본과 비교하여서는 1991년 10.7%에서 2016년 227%로 1/10에서 2.3배로
급증하는 등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시 1991년 일
본의 9.1%에서 2016년 28.6%까지 변화하는 등 많은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표 1-2

구분

동북아 주요국 기간별 명목 GDP
1991

1996

미국

61,740

81,002

러시아

5,180

3,917

중국

3,834

8,637

일본

35,781

48,337

몽골

24

13

(단위: 억US$)
2001

2006

2011

2016

106,218

138,559

155,179

185,691

3,066

9,899

20,318

12,832

13,394

27,521

75,726

111,991

43,035

45,304

61,575

49,394

13

34

104

112

한국

3,257

5,981

5,331

10,118

12,025

14,112

세계

239,098

315,190

333,360

513,068

732,417

755,435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7.02.08.,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검색일: 2017.09.02.)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북아 주요국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

는 점유율을 분석해보면, 미국의 경우 1991년 25.8%에서 2016년 24.6%로
1.2%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 세계 1/4의 경제규모를 보유한 경제대국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91년 15%에서 2016 현재 6.5%로 세
계 경제 점유율이 급감하였으며, 러시아는 원자재 가격에 따라 변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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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1.5%~2%를 유지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1991년 1.6%에서 2016년 현재 14.8%로 약 10배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미국과 함께 G2국가, 동북아에서는 경제적
인 측면에서 미국과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1.4%에
서 1.9%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증가 하였으나 동북아를 둘러
싼 경제대국들에 비해서는 특기할만한 수준은 아닌 상태에 머물고 있다.

표 1-3

구분

동북아 주요국 기간별 세계 경제대비 분담율
1991

1996

2001

2006

2011

2016

미국

25.8%

25.7%

31.9%

27.0%

21.2%

24.6%

러시아

2.2%

1.2%

0.9%

1.9%

2.8%

1.7%

중국

1.6%

2.7%

4.0%

5.4%

10.3%

14.8%

일본

15.0%

15.3%

12.9%

8.8%

8.4%

6.5%

몽골

0.0%

0.0%

0.0%

0.0%

0.0%

0.0%

한국

1.4%

1.9%

1.6%

2.0%

1.6%

1.9%

세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7.02.08.,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검색일 2017.09.02.)

<그림 1-2>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시기별로 변화 추이로 나타내

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2000년대 초반 30% 이상의 점
유율을 나타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일본은 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력은
줄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소폭인 상태에서 점유율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점유율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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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동북아 주요국 기간별 세계 경제대비 분담율 변화

35.0%
30.0%
25.0%

미국
러시아
중국

20.0%

일본
몽골
한국

15.0%
10.0%
5.0%
0.0%
1991

1996

2001

2006

2011

2016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7.02.08.,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검색일 2017.09.02.)

동북아 주요국의 국가 경제규모와 함께 1인당 GDP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1년 대비 2016년 1인당 GDP는 세계 평균 1.45배에 비해 미국
1.46배, 몽골 2.46배, 한국 2.75배, 특히 중국의 경우는 8.75배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세계 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러시아
와 일본의 경우 세계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증가를 나타냈다.

표 1-4

구분

동북아 주요국 기간별 1인당 GDP 변화
1991

1996

2001

(단위: constant 2010 US$)
2006

2011

2016

미국

35,804

39,682

45,047

49,575

48,783

52,195

러시아

9,033

5,715

6,851

9,687

11,122

11,099

중국

788

1,335

1,906

3,069

4,972

6,894

일본

39,045

41,515

42,239

44,996

44,539

47,608

몽골

1,584

1,480

1,633

2,229

3,054

3,895

한국

9,249

12,848

15,667

19,427

22,725

25,459

세계

7,147

7,525

8,214

9,178

9,695

10,391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7.02.08.,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검색일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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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동북아 주요국 1991년 대비 1인당 GDP 변화

10.00
9.00
8.00
미국
러시아

7.00
6.00

중국
일본
몽골

5.00
4.00
3.00

한국
세계

2.00
1.00
-

1991

1996

2001

2006

2011

2016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7.02.08.,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검색일 2017.09.02.)

다. 우리나라의 북방정책 및 동북아 신인프라 전략 변화
우리나라의 북방정책은 한일합방 이후 80여년 만인 노태우 정부 시기
1990년 소련, 몽골과 공식 수교를 맺으면서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한소 수교 이후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본격적인 북방정책이 추진되
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박정희 정부시절인 1972년 7.4 북한과 남북공동
성명을 통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으나, 상징적인 측면이 강
한 편이었다. 한편 북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노태우 정부 들어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철도 ․ 도로연결에 합의 한 것이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 교통인프라 분야에서 최초의 남북간 협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후 김영삼 정부시절 한반도 및 북방정책은 특이할 만한 성
과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본격적인 교통물류인프라와 관련한 동북아와 한반도 정책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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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루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는 우리나라의 교통인프라 분야 대외정책으로 ‘철의 실크로드’를 제시하
고 한반도를 연결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통해 유럽까지 연계하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남북 교통인프라와 관련해서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과 함께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합의 및 착공, 2002년 동해선 철
도, 도로 연결합의 및 착공 등 실질적인 인프라 연결을 진행하는 등 괄목
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대중 정부를 이어 받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외 인프라 정책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구상을 표방하면서, 남북간
에도 ‘10.4 정상선언’ 등을 통해 전 정부의 정책을 적극 구현하는 등 지속
적인 발전 흐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화해 협력분위기는 다음 정권인 이명
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다양한 정책 및 구상을 제시하였으나 북핵, 동
북아 지역의 견제와 대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별다른 큰 진전 없이 답보
또는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7월 금강
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인한 개성관광 및 남북철도 운행 전면 중단과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사태에 따른 5.24 조치는 결과적으로 기존 남북협

력의 중단과 지원 경로가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남북관계의 회복을 추진하는
듯 하였으나, 북핵실험에 따른 제재방안으로 추진된 개성공단 폐쇄는 기
존에 추진되었던 남북간 인프라 사업의 후퇴 및 중단을 야기하였다.
이렇듯 1990년대 이후 추진되었던 우리나라의 북방 및 한반도 정책은
정권교체에 따라 부침이 심하고 일관성이 없이 진전과 답보, 퇴보하는 과
정을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인프라를 포
함한 경제보다는 안보와 정치가 우선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지정학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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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다. 또한 쉽게 폐기하고 투자하는 국지적인
단발성 사업이 추진된 측면도 무시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국
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국제협력
사업 중심의 새로운 인프라 개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3. 남북중 신(新)인프라 구축 방향
앞에서 분석한 동북아의 국제정세 변화, 경제구조 변화, 우리나라의 한
반도 및 동북아 정책 등 동북아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
에서 과거 199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과
거에 비해 동북아 정세는 훨씬 복잡해지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태
에 처해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서는 과거에 추진했던 방식에서 일정부문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즉 동북아에 잠재되어 있는 예측이 어려운 리스크 대응과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지적인 사업 보다는 국가간 협력사업으로 규모를 확
대하고, 장기적으로 동북아 메타경제권 구축에 대비할 수 있는 메가 프로
젝트 구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중국, 북한의 국가전략과 연계된다면 그 추진동력 및 실현
가능성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한반도신경제지도,
중국의 일대일로,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등의 전략이 결합된 프로젝트
가 추진될 수 있다면 동북아 및 남북중 3국의 동반성장 및 동북아 메타경
제권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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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북중의 주요 거점지역을 연계하여 인프라 및 경제를 중심으
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국제협력사업, 또한 일대일로 추진전략에
한반도가 빠져있는 만큼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중국, 북한, 한
국의 접점을 찾아 추가적인 회랑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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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망

현황과 국가급 발전계획
제1절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제2절 중국 동북지역 국가급 교통물류 발전계획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 러시아, 몽골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교통인프라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동북지역의 경제적, 산업적 낙후성과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국제교류가 지체되거나 미흡한 상황이다. 하
지만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 신동북진흥전략, 대외개방
정책 등의 북향 대외창구로서 거론됨에 따라 정부의 투자와 계획이 집중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범위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3성으로 제한하여 교통물류망 및
국가급 계획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제1절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1. 중국 동북지역 경제일반과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가. 중국 동북지역 경제일반 현황
중국 동북3성 총 면적은 80.84만㎢로 중국 전체의 8.4%를 점하고 있으
며 인구는 10,947만 명으로 중국 전체의 8%를 점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중국 동북지역은 중공업 중심지였으며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지역이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산업구조 변화와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낙후된
중공업기지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2007년 동북진흥 전략이 국가급 지역
발전 전략으로 채택된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두 자릿수 경제성
장률을 유지했으나 실질적인 산업구조조정이나 대외개방 수준이 미흡하
여 2015년과 2016년 동북3성의 지역총생산은 모두 하위 5위안에 위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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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지역 경제일반 현황(2015년 기준)

표 2-1

동북3성
(A)

구분

랴오닝성

지린성

전국
(B)

헤이룽장성

전국대비
(A/B)*100

면적(만㎢)

80.84

14.80

18.74

47.30

963.40

인구(만 명)

10,947

4,382

2,753

3,812

137,462

8%

57,815.82

28,669.02

14,063.13

15,083.67

682,635.10

8.5%

GDP(억 위안)
1인당 GDP(위안)

8.4%

51,967

65,354

51,086

39,462

49,992

-

수출(천 달러)

62,898,897

51,157,033

5,392,356

6,349,508

1,732,319,154

3.6%

수입(천 달러)

80,567,879

56,211,827

14,483,621

9,872,431

1,221,540,265

6.6%

자료: 1)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17), 中国统计年鉴(2016)
2)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검색일: 2017.
05.12.)

중국 동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1,
2차 산업비중이 높은 편이며, 정부주도의 중공업 발전정책으로 과잉공급,

낙후된 중공업 시설 등 근본적인 동북지역 발전저해 요인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동북지역의 1차 산업 비중은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순으로 각각 8.3%, 11.4%, 17.5%이며 이 비중은 전국평균인 4.6%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지린성, 랴오닝성은 3차산업의 생산량 기여도 비중
이 전국 생산량의 산업구조별 비중보다 낮고, 헤이룽장성의 경우는 2, 3
차 산업의 생산량 기여도 비중이 전국 2, 3차 생산량의 비중보다 모두 낮
았다.

표 2-2

중국 생산량의 산업구조별 비중(2015년 기준)
구분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전국

1차 산업

8.3%

11.4%

17.5%

4.6%

2차 산업

45.5%

49.8%

31.8%

41.6%

3차 산업

46.2%

38.8%

50.7%

53.7%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17), 中国统计年鉴(2016)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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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중국 동북3성은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내몽고를 통해 몽
골과 연계할 수 있는 대외개방의 지리적 조건은 충분하나, 랴오닝성만 바
다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내륙을 통하거나 변경
국가의 항구를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즉, 동북지역은 ‘차항출
해(借航出海)’ 전략으로 변경국가와의 인프라 연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
색해야 한다. 바다항구의 부족으로 인해 동북3성은 내륙교통이 발달되었
다. 전국 면적의 8%를 차지하는 동북지역의 철도 영업연장은 전국대비
14.1%로, 주요 육로운송수단인 철도인프라 시설밀도가 타지역에 비해 높

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1) 철도
중국 동북지역 철도 총 연장은 2015년을 기준으로 17,060km로, 전국철
도의 14.1%를 점하고 있으며, 헤이룽장, 랴오닝성, 지린성의 순서대로 각
각 철도연장 6,233km, 5,773km, 5,052km를 점하고 있다.

표 2-3

중국 동북지역 철도인프라 현황(2015년 기준)

구분

철도연장(km)
여객운송량(만명)
여객회전량(억명/km)
화물운송량(만톤)
화물회전량(억톤/km)

동북3성
(A)

랴오닝성

17,060

5,773.4

지린성

5,052.7

전국
(B)

헤이룽장성

6,233.8

전국대비
(A/B)*100

120,970

14.1%

29,942

12,919

7,158

9,865

253,484

11.8%

1,114.51

604.71

252.22

257.58

11,960.60

9.3%

29,907

16,442

4,432

9,033

335,801

8.9%

1,879.55

898.07

373.53

607.95

23,754.31

7.9%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17), 中国统计年鉴(2016)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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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철도는 2020년을 목표기간으로 하는 《중장기철도망계획(中长期铁
路网规划)》에 따라 철도산업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장기

철도망계획》은 2004년에 발표되었고, 2008년에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2008년 수정된 《중장기철도망계획》은 2020년까지 철도영업연장 12만km,

철로 복선화율 50%이상, 철로 전철화율 60%이상을 목표로 수립했으나,
목표 철도영업연장이 2015년에 조기 달성되어 추가로 수정된 《중장기철

》

》

도망계획 이 발표되었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중장기철도망계획 은
2020년까지 철도영업연장 15만km(고속철도 연장 3만 km), 2025년까지 철

도영업연장 17.5km(고속철도 연장 3.8만km)를 목표로 하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8종8횡 고속철도 통로 구축, 일대일로 국제통로 형성, 종합교통
허브 구축 등의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8종8횡 고속도로 통로 구축 중, 동
북지역을 포함하는 통로는 ‘연해통로(沿海通道)’, ‘징하~징강오 통로(京哈~
京港澳通道)’, ‘수이만통로(綏滿通道)’가 있다.

하얼빈과 다롄을 연계하는 하다선(哈大线)을 종축으로, 하얼빈과 만저
우리를 연계하는 빈저우선(滨州线)과 하얼빈과 수이펀허를 연계하는 빈수
이선(滨绥线)을 횡축으로 한 T자형 철도망이 주간선 역할을 담당한다. 동
북지역 내부 철도망의 구성은 치치하얼-퉁랴오-진저우, 다칭-퉁랴오-츠
펑, 하얼빈-지린-선양, 투먼-무단장-쟈무스로 4종이 구성되고, 지아거다
치-수이화-쟈무스-쌍야산, 이얼스-바이청-창춘-투먼, 퉁랴오-쓰핑-퉁화,
츠펑-선양-단둥의 4횡으로 구성되어 동북지역의 4종4횡의 형태를 보여준
다.2) 최근 동북진흥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들이 발표되면서 인프라

2) 서종원 외(2012b),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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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동북지역 철도망 현황도

자료: 서종원 외(2012b),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p.39와 山东省地图出版社(2016), 中国政区地图册 大字版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연계 부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창바이우(长白乌，창춘-바이
청(지린성)-우란하오터(네이멍구) 철도의 용량 확대 ․ 수리와3) 네이멍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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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역간 최초 고속철도인 퉁랴오-신민베이 고속철도 건설4)등 철도공
사가 진행되는 것과 같이 추진되어 동북지역의 역내외 철도 신설 및 개선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도로
중국 동북지역의 도로 총연장은 2015년을 기준으로 380,924km로, 전국
도로의 8.3%를 점하고 있으며 전체도로 중 고속도로는 11,171km로 전국
고속도로의 9%를 차지하고 있다. 등급외 도로는 총 47,998km로 전국의
9%를 점하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 도로인프라 현황 (2015년 기준)

표 2-4

동북지역
(A)

랴오닝성

380,924

120,365

97,326

163,233

4,577,296

8.3%

고속도로연장(km)

11,171

4,195

2,630

4,346

123,523

9%

등급도로연장(km)
(고속도로포함)

332,926

106,514

90,087

136,325

4,046,290

8.2%

47,998

13,851

7,239

26,908

531,005

9%

구분

도로 총연장(km)

등급외도로 연장(km)

지린성

헤이룽장성

전국
(B)

전국대비
(A/B)*100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17), 中国统计年鉴(2016)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동북지역은 수도 베이징을 기점으로부터 연계되는 국도 3개 노선, 동
북지역 내 국도는 총 11개 노선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주요 국도는 총 14
개 노선이 있다.

，

3) 东北新闻网 “长白乌”铁路东北经济发展绘就璀璨蓝图, 2017.06.08.,
http://news.nen.com.cn/system/2017/06/08/019904470.shtml(검색일: 2017.06.14.)

，

4) 新华网 内蒙古连接东北地区首条高铁建设取得重要进展 9月全线铺轨, 2017.05.22.,
http://www.ln.xinhuanet.com/xinhuajiezhe/20170522/3714605_c.html(검색일: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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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동북지역 국도 노선 일람표
종점

총연장
(km)

선양

869

하얼빈

1337

지아거다치

2123

- 지아무스-치타이허-무단장-둔화-푸쏭-바이산-퉁화-쿠안
미엔-단둥-다롄-

뤼순커우

1964

헤이허

- 순우-커동-밍수이-란시-하얼빈-위수-지린-칭스-메이허커
우-칭위엔-푸순-선양-안산-하이청-다스챠오-까이저우-푸
란디엔-다롄-

뤼순커우

1818

203

밍수이

- 안다-송위엔-창링-캉핑-파쿠-

선양

720

221

하얼빈

- 빈시엔-팡정-이란-지아무스-푸진-

통쟝

668

222

하얼빈

- 수이화-티에리-

이춘

363

301

수이펀허 - 무단장-상즈-하얼빈-다칭-치치하얼-야커스-하이라얼-

만저우리

1680

도로명

기점

주요경유도시

101

베이징

- 미윈-롼핑-청더-링위엔-차오양-장우-

102

베이징

- 싼허-펑윈-산하이관-수이중-후루다오-베이닝-신민-선양티에링-카이위엔-쓰핑-공주링-창춘-

111

베이징

- 화이로우-츠펑-퉁랴오-우란후터-자란툰-

201

허강

202

302

훈춘

- 투먼-렌지-안투-둔화-쟈오허-지린-창춘-농안-다안-바이청-

우란후터

1028

303

지안

- 퉁화-메이허커우-랴오위엔-스핑-수앙랴오-통랴오-바린저
우치-린시-커선커텅치-

시린후터

1263

304

단동

- 펑청-번시-선양-신민-장우-통랴오-자루터치-

훠린궈진

889

305

좡허

- 까이저우-잉커우-판진-아오한치-

린시

815

306

수이중

커선커텅치

497

- 지엔창-렁위엔-카라친치-

자료: 中国地图出版社(2012a)，公路交通图集, 서종원 외(2012b),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p.41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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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동북지역 고속도로 노선 일람표

도로명

기점

G1

베이징

G11

허강

G1101

주요경유도시

- 탕산-친황다오-진저우-선양-쓰핑-창춘- 쟈무스-지시-무단장-둔화-퉁화-단둥-

종점

총연장(km)

하얼빈

1280

다롄

1390

다롄순환선

G1111

허강

- 이춘-수이화-

하얼빈

G11연락선

G1112

지안

- 퉁화-메이허커우-랴오위엔-쓰핑-

쐉랴오

G11연락선

G1113

단둥

- 번시-선양-신민-

푸신

G11연락선

G15

선양

- 다롄-옌타이-칭다오-르자오-롄윈강-상하이-온저우샤먼-선전-광저우-푸산-젼쟝-

하이커우

3170

선전

3580

진저우

G25연락선

광저우

3550

만저우리

1520

우란호트

885

헤이허

G12연락선

지린

G12연락선

시린호트

960

G1501
G25

선양순환선
창춘

G2501

쐉

라오-푸신-청더-탕산-텐진-롄윈강-난징-항저우리수이-헤이저우-

창춘순환선

G2512

푸신

G45

다칭

G10

-

쐉

- 쑹위엔- 라오-통랴오-츠펑-청더-베이징-헝수이카이펑-황스-지안-이저우-렌핑-총화

수이펀허 - 무단장-하얼빈-다칭-치치하얼-아송치-

G1001

하얼빈순환선

G12

훈춘

- 둔화-지린-창춘-쑹위엔-바이청-

G1211

지린

- 수란-우창-하얼빈-밍수이-

G1212

선양

G16

단둥

G91

- 하이청-판진-진저우-차오양-츠펑랴오중순환선

자료: 中国地图出版社(2012a)，公路交通图集, 서종원 외(2012b),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p.42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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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동북지역 고속도로망 현황도

자료: 서종원 외(2012b),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
원, p.43와 山东省地图出版社(2016), 中国政区地图册 大字版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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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
중국 동북3성의 공항은 총 23개로 랴오닝성 8개, 지린성 4개, 헤이룽장
성 11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전국 여객처리량은 10.16억 인
차를 기록 하였고 동북3성은 0.62억 인차로 전국 대비 6.1%를 점하였다.
동북3성 여객처리량 1천만 인차 이상 공항은 하얼빈 타이핑국제공항, 다
롄 저우수이즈국제 공항, 선양 타오셴국제공항으로 각각 16,267,130인차,
15,258,209인차, 14,967,228인차를 기록하였다. 전국 화물처리량은 1510.40만

톤으로, 동북 3성은 53.11만톤을 기록하며 전국대비 여객처리량보다 낮은
4.6%를 기록하였다. 화물처리량 1만 톤 이상의 공항은 총 50개로, 그 중

동북3성의 공항은 랴오닝성 선양 타오셴국제공항(155,769.401톤), 다롄 저
우수이즈국제공항(149,007.977톤), 헤이룽장성 하얼빈 타이핑국제공항
(124,794.684톤), 지린성 창춘 룽자공항(86,554.118톤)으로 4개의 공항이

있다.

표 2-7

동북3성 공항 여객 및 화물처리량 (2016년 기준)
지역

전국

동북3성

비율

여객처리량

10.16억 인차

0.62억 인차

6.1%

화물처리량

1510.40만 톤

53.11만 톤

3.5%

여객처리량 1천만 인차 이상 공항

28개

3개 공항

10.7%

화물처리량 1만 톤 이상 공항

50개

4개 공항

8%

자료: 中国民用航空局(2017),《2016年民航机场吞吐量排名》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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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동북지역 공항배치 현황도

자료: 서종원 외(2012b),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45와 山东省地图出版社(2016), 中国政区地图册 大字版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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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성

랴
오
닝
성

지
린
성

헤
이
룽
장
성

동북3성 공항 일람표 (2016년)

공항명(중문)

선양 타오셴 국제
(沈阳桃仙国际机场)
다롄 저우수이즈 국제
(大连周水子国际机场)
단둥 량터우 국제
(丹东浪头国际机场)
진저우 진저우완
(锦州锦州湾机场)
차오양
(朝阳机场)
잉커우 란치
(营口兰旗机场)
안산 텅아오
(鞍山腾鳌机场)
창하이 다창산다오
(长海大长山岛机场)
창춘 룽자 국제
(长春龙嘉国际机场)
옌지 차오양촨
(延吉朝阳川机场)
바이산 창바이산
(白山长白山机场)
퉁화 싼위안푸
(通化三源浦机场)
하얼빈 타이핑 국제
(哈尔滨太平
国际机场)
다칭 싸얼투
(大庆萨尔图机场)
무단장 하이랑
(牡丹江海浪机场)
자무쓰 둥자오
(佳木斯东郊机场)
치치하얼 싼자즈
(齐齐哈尔三家子机场)
지시 싱카이후
(鸡西兴凯湖机场)
헤이허
(黑河瑷珲机场)
모허 구롄
(漠河古莲机场)
이춘 린두
(伊春林都机场)
푸위안 둥지
(抚远东极机场)

IATA
코드

ICAO 활주로
코드 등급

SHE

ZYTX

4E

DLC

ZYTL

4E

DDG

ZYDD

4E

JNZ

ZYJZ

4C

CHG

ZYCY

4C

YKH

ZYYK

4C

AOG

ZYAS

4C

CNI

1B

2016년
여객처리량

시

2016년
화물처리량

단위: 인차 순위

단위: 톤

2016년
이착률 항차

순위 단위: 차 순위

선양
(沈阳)
다롄
(大连)
단둥
(丹东)
진저우
(锦州)
차오양
(朝阳)
잉커우
(营口)
안산
(鞍山)
창하이
(长海)
창춘
(长春)
옌지
(延吉)
바이산
(白山)
퉁화
(通化)

14,967,228

24 155,769.4

18

115,164

25

15,258,209

22 149,008.0

19

127,680

23

211.516

152

1,623.3

95

2,280

163

158,154

159

829.0

121

1,593

184

132,273

167

85.2

166

83,469

33

115,468

175

25.5

183

1,515

188

152,647

161

16.8

187

1,896

175

3,392

213

0.0

210

467

209

9,493,351

30

86,554.1

30

73,371

37

1,481,159

63

7,237.0

58

12,899

86

537,709

106

176.1

157

6,527

113

74,831

189

0.1

201

1,167

197

21 124,794.7

22

122,282

24

CGQ

ZYCC

4E

YNJ

ZYYJ

4C

NBS

ZYBS

4C

TNH

ZYTN

4C

HRB

ZYHB

4E

하얼빈
(哈尔滨)

16,267,130

DQA

ZYDQ

4C

489,354

110

1,347.4

102

4,563

132

MDG ZYMD

4C

다칭
(大庆)
무단장
(牡丹江)
자무쓰
(佳木斯)
치치하얼
(齐齐哈尔)
지시
(鸡西)

694,286

91

1,162.3

105

5,534

122

455,337

117

1,080.5

107

4,170

138

322,120

136

833.1

120

2,964

152

190,754

155

313.2

142

2,078

171

JMU

ZYJM

NDG

ZYQQ

4C

JXA

ZYJX

4C

HEK

ZYHE

4C

(黑河)

140,752

164

65.2

170

2,684

158

모허
(漠河)
이춘
(伊春)
푸위안
(抚远)

72,505

190

45.2

177

1,774

178

122,081

170

43.7

179

1,273

192

62,509

195

1.2

197

836

201

LDS

ZYLD

4C

FYJ

ZYFY

4C

자료: 中国民用航空局(2017),《2016年民航机场吞吐量排名》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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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 동북지역 국가급 교통물류 발전계획
중국 동북3성은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총 면적 80.84만㎢, 인구 1.1억 명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은 러시아, 북한
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중국 대외개방 창구이며 지정학적으로
도 중요한 지역이다.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중국지역의 주요 중공
업기지였던 동북지역은 시설노후화, 국유기업의 과잉투자, 정경유착 등
의 요인으로 주변지역에 비해 심각한 경제성장 격차를 기록했다. 동북지
역은 풍부한 지하자원, 인적자원, 2개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다는 등 경제
발전 요소의 조건을 갖추었고 성장 가능성이 충분이 있는 지역으로서 다
양한 전략들이 추진되었으나 국내외 요건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조화로운 사회’를 강조한 후진타오 지도부는 지역균형개발
의 일환인 동북진흥계획을 추진하였고, 시진핑 지도부는 구체화된 신(新)
동북진흥전략을 추진하며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중국 현대화 발전단계 중 소강사회 달성 목표기간이 2020년으로 다가
옴에 따라 중국정부가 낙후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도모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신(新)동북진흥계획, 창지투
선도구개발계획, 창춘신구발전종합계획, 일대일로 전략의 중몽러 경제회
랑 계획 등을 발표하여 동북지역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1. 동북진흥 전략
2003년 국무원이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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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务院关于全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的若干意见) 을 발표하였고, 2007년 《동

북지역진흥계획(东北地区振兴规划)》을 정식 승인하면서 2020년을 목표연
도로 하는 국가급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동북진흥 계획 중 교통인
프라 관련 계획은 제6장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6개 통로 중점건설,
7대 종합운수시스템 형성, 지역 간 쾌속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표 2-9

동북지역 진흥계획 중 교통인프라 관련 계획 목표
구분

6개 통로
중점 건설

7대 종합운송 시스템
형성

지역간 쾌속
교통인프라 건설

주요 내용

－ 퉁쟝~다렌 통로 건설
－ 동북 동부통로 건설
－ 헤이허~베이징 통로 건설
－ 수이펀허~만저우리 통로 건설
－ 훈춘~아얼산 통로 건설
－ 단둥~시린하오터 통로 건설
－ 석탄운송시스템: 네이멍구자치구 석탄 생산지와 동북3성 주요 에너지 소비지
연계
－ 석유운송시스템: 중러간 원유통로 및 송유관 건설, 다롄항 등 항구 원유 저장능력
및 집산능력 강화
－ 광석운송시스템: 다롄, 잉커우 등 광석전용부두 건설
－ 곡물운송시스템: 철도-해운 복합운송시스템 건설
－ 컨테이너운송시스템: 다롄(주항), 기타항구(보조항)으로 구축, 내륙통관시스
템 건설
－ 중대형장비 운송시스템 건설
－ 여객 운송시스템 건설
－ 쾌속철도망, 고속도로 건설
－ 도시밀집지역 쾌속교통망 구축
－ 동북지역 항구 분업 추진
－ 소형 공항 건설

자료: 서종원 외(2012b),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
연구원 , pp.84~85, 이문형 외(2015), 중국 동북지역 주요 산업별 진출전략 제2권: 도시군 교통물류,
산업연구원 p.188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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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구분

철도건설

동북지역 진흥계획 중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건설 계획 추진 현황(2015.9 기준)
주요 내용

하얼빈~다롄 여객전용선 신설

창춘~지린 도시간 철도 신설

－ 2007년 5월 착공, 2011년 1월 정식 개통
－ 총연장 111㎞
－ 최고시속 250㎞/h, 운영시속 200㎞/h

동북동부철도 미싱링크 연계

－ 2012년 9월 전구간 개통
－ 바이허~허롱 구간: 2008년 12월 개통
－ 퉁화~관수이 구간: 2012년 9월 개통
－ 치엔양~좡허 구간: 2012년 9월 개통

하얼빈, 선양, 다롄 컨테이너 집중역
건설
선양~지린 철도 개량
선양~단둥 도시간 철도
수이펀허~만저우리
고속도로(G10)

고속도로

허강~다롄 고속도로(G11)

훈춘~우란호트 고속도로(G12)
선양~지린 고속도로(G1212)
선양 타오센 국제공항 확장
공항건설

현황

－ 2007년 8월 착공, 2012년 12월 정식 개통
－ 총연장 904㎞
－ 최고시속 350㎞/h, 운영시속 300㎞/h

창춘 룽쟈 국제공항
창바이산 지선관광공항
다칭사얼투공항

－ 하얼빈 컨테이너 집중역 2015년 7월 완공
－ 선양 컨테이너 집중역 2016년 10월 예정
－ 다롄 컨테이너 집중역 1기 2010년 7월 완공
－ 복선, 전철화 개량 건설 중
－ 2010년 3월 착공, 2015년 9월 1일 개통
－ 총연장 224㎞
－ 헤이룽쟝성 구간 2010년 9월 전구간 개통
－ 하이라얼~만저우리 구간 건설 중
－ 총연장 1474㎞
－ 헤이룽쟝성 구간 전구간 개통
－ 지린성 구간 중 퉁화~랴오닝성 성계 구간 개통, 헤
이룽쟝 성계~퉁화 구간 건설 중
－ 랴오닝성 구간 중 지린성 성계~단둥 구간 2012년
개통, 단둥~다롄 구간 건설 중
－ 총연장 885㎞, 전 구간 개통
－ 총연장 372㎞, 2011년 9월 전 구간 개통
－ 3터미널 건설 2011년 4월 착공, 2013년 8월 완공
－ 2기 확장 공정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
－ 2008년 개항
－ 2009년 9월 개항

자료: 서종원 외(2012b),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교통
연구원, p.85, 이문형 외(2015), 중국 동북지역 주요 산업별 진출전략 제2권: 도시군 교통물류, p.189을
재인용

동북진흥계획이 채택되면서 동북지역은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고정자산투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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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구분

《신 동북진흥 전략을 통한 동북지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약간의
중요 조치에 관한 의견(2016)》의 주요내용
주요 개혁 조치

세부 내용

1

－ 일부 기업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 투자 프로젝트 약정제 실시
기업 투자 관리제도 개혁
－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시범 도입

2

동북지역 지방 국유기업 － 2016년 말 전까지 동부지역 국유기업 가운데 10개~20개 기업을 혼합소유
대상 개혁 실시
제 개혁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 성(省)급 국유자본투자 운영공사 설립

3

민영경제 발전 시범사업
－ 2017년 6월말 전 동북지역에 최소 1개 이상 민영은행 설립 추진
개시

4

－ 산업 업그레이드 ․ 전환 시범구 및 시범단지 건설
중국제조 2025 시범사업
－ 선진제조업 산업투자기금의 동북지역 투자를 확대하며 동북진흥 산업투
지원
자기금 설립

5

중앙정부 예산 투자를 통
한 석탄산지 종합 정비 사
업 개시

6

중앙정부 예산투자를 통
－ 동북지역 신(新)동력 ․ 신흥산업 육성 3년 행동 계획 실시
한 동북진흥 신(新)동력
－ 국가급 빅데이터 종합시험구 설립지원
육성 사업 개시

7

민간창업 ․ 대중혁신
사업 지원

－ 하얼빈, 창춘 등지에 민간 창업 ․ 대중혁신 플랫폼 구축
－ 동북지역의 과학창업 기업 대상 금융 개혁 시범사업을 실시, 창업 ․ 혁신
을 지원

8

전력 시스템 개혁

－ 기초시설 취약 부문 보완 및 동 지역 생산 특고압 전력 외부 송전루트
건설 방안 연구 추진

9

랴오닝 자유무역시범구 － 러시아, 몽골, 일본, 한국과의 산업 투자 무역 협력 플랫폼 건설 계획
(FTZ)전체 방안
－ 중국-이스라엘, 중국-싱가포르 협력단지 건설 등을 포함한 랴오닝 자유
초안 작업 지도
무역시범구 초안 작성 지도

10

지역간 간부 상호파견 ․
교류 제도 구축

11

노후공업기지 진흥공작 － 각 성 ․ 구의 노후공업기지 진흥사업팀(振兴工作领导小组)의 역할 강
영도소조 역할 발휘 강화
화를 위한 판공실 설립 추진

12

민생보장 위한 중앙정부
지원 확대

－ 동북지역 민생 보장을 위해, 산업 쇠퇴나 자원고갈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 이전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며, 동북3성 지방정부의
지방채 교환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촉진

13

언론 관리감독 강화

－ 여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동북지역 경제 붕괴 등 부정적인 소식, 허위
소문 등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것

14

－ 모든 개혁 ․ 혁신 시범 사업 추진 시 동북지역을 포함하며, 국가발전
개혁 ․ 혁신 시범사업 추
개혁위원회의 주관 하 동북진흥 전문가 자문팀 구성
가 실시
－ 각 부처는 16년 말 전까지 동북지역 경제 안정 ․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 조치 발표

－ 헤이룽장성의 지시(鷄西), 허강(鶴崗), 쐉야산((雙鴨山) 및 치타이
허(七臺河) 등 4대 석탄 산지를 중심으로 자원형 도시 산업 구조조정
행동 계획 실시
－ 동북지역 국유임야를 국가 중점 생태기능구로 지정

－ 동북3성과 장쑤, 저장, 광둥 간 교류 장려
－ 선양, 다롄, 창춘 및 하얼빈 등 4대 동북3성 도시와 베이징, 상하이, 톈진 및
선전간 교류 협력 제도 구축, 정기교육 및 간부 상호 파견 추진

자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6b),《深入推进实施新一轮东北振兴战略加快推动东北地区经济企稳向好若
干重要举措的意见》, 이현주 외(2016c), 한반도 북방지역 초국경 산업벨트 구상 연구, 국토연구원,
pp.33~35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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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등 경제성장 요소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국유경제 비중, 1, 2차 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 낮
은 대외개방 수준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
으며 2011년부터 동북지역의 투자와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속적인
경제하락으로 중국정부는 2016년 4월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의 전면
적 진흥에 관한 의견(全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的若干意见)(이하 ‘전면

》

진흥’ 을 시작으로,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 진흥 추진을 위한 3년 연

》

동계획 실시방안(推动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三年滚动实施方案) , 《신 동북
진흥 전략을 통한 동북지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약간의
중요 조치에 관한 의견(深入推进实施新一轮东北振兴战略加快推动东北地区经

》

济企稳向好若干重要举措的意见) 을 발표하며 동북진흥 전략의 초기전략에

서 동북전면진흥의 전면적 전략의 내용으로 계획을 구체화 하였다.
한편, 중국의 5개년 발전전략이 2016년 새롭게 제시됨에 따라 동북진
흥전략에서도 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북진흥 13차 5개년 계

》

획(东北振兴"十三五"规划) 은 혁신, 협력,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이념을
통해 진흥발전의 신국면을 추진해야 하며, 전면진흥의 안정적인 기초를

》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북진흥 13차 5개년 계획 의 8장과 10
장에 각각 인프라 네트워크 개선과 북향(北向) 개방의 중요 창구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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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동북진흥 13차5개년계획》의 인프라 네트워크 개선 계획 주요내용

분야

계획 내용

철도

－ 하얼빈-자무스, 베이징-선양 등 고속철도 구축, 하얼빈-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동북지
역의 동부고속철도 계획수립, 동부고속철도의 기틀 개선
－ 간설철도 구조 효율화, 국경철도 건설, 저표준철도 전기화 및 용량개선 실시, 동북지역
철도망 완성
－ 랴오중난(辽中南)，하창(哈长)도시군 도시간 철도 건설, 도시 상황에 맞는 도시 궤도
교통 건설

도로

－ 고속도로망 구축, 용량확대 개선, 국도, 성도 간선도로 건설
－ 성(省)간 간선도로 상호연계 강화, 동북지역과 기타 성간 교통 단선부분 연계, 교통정체
도로구간 개선, 도로기술 등급 개선, 고한지역과 교통 말단간선 도로 건설 역량 강화,
도로 네트워크화 수준 원활화, 산림구 도로 건설 강화

공항

－ 허브공항 및 간선공항 개선, 확장건설, 이전건설 추진
－ 조건이 용이한 지역에 신 지선공항 건설, 동북지역 항로 개선, 항공산업 발전 추진
－ 선양, 창춘, 다롄 공항지역의 허브기능 강화, 하얼빈 국제항공허브 건설 가속화

수운

－ 랴오닝 연해항구 자원을 종합하여 항구운영효율 개선 및 국제 육해운송 확대
－ 쑹화강, 헤이룽장 등 고(高)등급 항로와 하얼빈항, 자무쓰항 등 수운항구 건설 추진,
니얼지(尼尔基)항로 건설과 다롄항의 다야오만항(大窑湾港)의 심수항로 구축

종합교통허브

－ 고속철도와 도시간 철도 정류장, 공항 등을 중심으로 도시종합여객운송 허브를 구축
－ 철도와 도로의 거점, 항구를 중심으로 복합 화물운송 허브를 구축
－ 종합교통허브 서비스 기능을 개선, 여객운송 ‘0거리환승’과 화물운송의 ‘끊어짐이 없는’
연계방식 강화
－ 철도, 도로, 항공, 수로운송 발전계획을 종합하여 교통운송의 전체적인 효율을 향상

자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6a),《东北振兴"十三五"规划》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표 2-13

분야

고속철도

《동북진흥 13차5개년계획》의 교통인프라 건설 중점사업
사업내용

－ 건설: 하얼빈-자무쓰, 하얼빈-무단장, 무단장-자무쓰, 베이징-선양 고속철도 등
－ 연결: 츠펑과 퉁랴오를 징선 고속철도에 연계
－ 건설계획: 선양-퉁랴오-바이허-둔화, 쓰핑-퉁화 철도 등
－ 연구계획: 무단장-둔화, 허강-자무쓰 철도 등

철도

－ 건설: 창춘-시바옌화(西巴彦花)철도, 창춘-바이청-우란하오터 용량확장공사
－ 개선(수리): 창춘-투먼, 선양-단둥, 선양-지린, 쓰핑-퉁화, 쓰핑-치치하얼, 치치하얼-자
거다치, 라파-하얼빈, 허강-자무쓰, 베이안-헤이허, 하얼빈-자무쓰 철도 등
－ 건설계획: 헤이허-우이링 철도 등
－ 연구계획: 한자위안(韩家园)-헤이허, 둥닝(东宁)-훈춘 철도 등

도로

－ 건설: G1211 하얼빈-지린 구간 고속도로
－ 사전작업: G9111 번시-지안, G4515츠펑-쑤이중 국가 고속도로
－ 개선(수리): G1하얼빈-창춘 구간과 쑤이중-진저우-판산 구간, G203지린구간 국도 용량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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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계속
분야

사업내용

공항

－ 건설: 쑹위안, 하이청, 지엔산장, 우다롄츠, 쑤이펀허공항 및 정란기 공항
－ 개선(수리): 하얼빈 공항, 창춘공항, 선양, 안산, 차오양, 다칭, 치치하얼, 퉁화 등 공항
－ 이전: 옌지공항
－ 사전준비: 다롄신공항, 하이라얼공항, 무단장공항(이전 전 사전준비)

종합교통
허브

－ 개선: 하얼빈, 창춘, 선양, 다롄 등 종합교통허브 기능 개선
－ 건설: 치치하얼, 지린, 잉커우, 퉁랴오 등 종합교통허브 건설 및 확장범위 확대
－ 항구허브 건설: 단둥, 훈춘, 쑤이펀허, 헤이허 등 중요 항구 허브건설

자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6a),《东北振兴"十三五"规划》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그림 2-4

《동북진흥13차5개년계획》의 동북지역 중장기 철도망 계획도

자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6a),《东北振兴"十三五"规划》의 ‘동북지역 중장기 철도망 계획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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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대일로 전략
일대일로 전략이 2015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관련부처가 공동
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추진의 비전 및 행동

》

(推进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实际海上丝绸之路的愿景和行动) 을 발표하면서

연선국가들과 협력하여 교통인프라 연계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다. 지
난 3년간 100여개 연선국가 및 국가기구와 교류 및 홍보를 진행하였고,
중국의 주도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설립, 일대일로 주변 연선국가
들과의 무역량 증대 등으로 중국 일대일로 전략이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대일로전략을 공표한 2013년 9월부터 2016
년 6월말까지 기준으로, 시진핑 주석은 37개 국가(아시아 18개, 유럽 9개,
아프리카 3개, 라틴아메리카 4개, 오세아니아 3개국)를 방문하면서 ‘일대
일로’를 적극 홍보하였고5), ‘일대일로’ 참여국들과 연계한 총 38건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2016년 6월 말 기준 연선국가를 통해 유
럽으로 연결되는 중국-유럽 화물열차 노선을 39개로 확장하면서 중국의
고속철, 도로,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 건설에서 큰 발전을 거두었다.
또한 2017년 4월까지 총 56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참여의 공
동성명을 발표하였고, MOU 및 협의를 체결하는 성과를 기록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국제사회에 큰 파급력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6)

5) KIEP 북경사무소(2017),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현황 및 평가와 전망”, KIEP 북경사무소 Vol.20
No.11, p.6
6) KIEP 북경사무소(2017),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현황 및 평가와 전망”, KIEP 북경사무소 Vol.20
No.1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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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일대일로 전략의 6대 경제회랑 주요노선

구분

포함 국가

주요 노선

중점 사업

중국-몽골
-러시아 경제회랑

중국, 몽골, 러시아

－ 중국 징진지 - 후허하오터 - 몽골 울란바토르
- 러시아 울란우데 - 모스크바
－ 중국 다롄 - 선양 - 장춘 - 하얼빈 - 만저우리
- 러시아 치타

고속운송통로

신유라시아 대륙교

중국, 중앙아 5개국,
러시아,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등

－ 중국 렌윈강 - 정저우 - 시안 - 란저우 - 우루무
치 - 카자흐스탄 악토가이 - 아리스 - 러시아
스몰렌스카야 - 브랸스크 - 벨라루스 브레스트
- 폴란드 바르샤바 - 독일 베를린 - 네덜란드
로테르담

국제 철도간선

중국-중앙아-서아
시아 경제회랑

중국, 중앙아 5개국,
이란, 터키 등

－ 투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중부 - 카자흐스
탄 남부 - 중국 아라산커우(기가동 노선)
석유 및 가스 수송관
－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 중국 우차(건설 중 노선)

중국-인도차이나
경제회랑

중국, 베트남, 태국, － 중국 난닝 - 베트남 하노이 - 빈 - 태국 콘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방콕 - 송클라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등
- 싱가포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철도 및 도로

－ 중국 신장 카스 - 훙치라푸 - 파키스탄 소스트 철도 및 도로, 석유 및
가스 수송관,
- 쿤자랍 - 이슬라마바드 - 라호르 - 카라치
광케이블,
- 과다르항
산업단지 등
－ 방글라데시 다카 - 중국 쿤밍 - 인도 콜카타
- 미얀마 만달레이

철도 및 도로

자료: 성균중국연구소(2016), 일대일로 다이제스트, 다산출판사, p.126를 재인용

일대일로 전략의 6대 경제회랑 중 중국의 동북지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반도로 연결을 확장시킬 수 있는 회랑은 중 ․ 몽 ․ 러 경제회랑이다. 중 ․
몽 ․ 러 경제회랑이 실질적으로 국가간 구체적인 협약을 도출한 것은 2016년
6월 3차 중 ․ 몽 ․ 러 3국 회담의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규획 강요(建设中

蒙俄经济走廊规划纲要)》체결이었다. 3국은 2014년과 2015년 1, 2차 중 ․ 몽

․ 러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
제연합’, 몽골의 ‘초원의 길’ 추진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고, 3차 회담에
서 교통인프라, 국경통과 지점 현대화, 무역 ․ 세관업무·검사·검역협력,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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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 협력, 산업협력, 에너지 협력 등 32개 프로젝트 사안에 합의하였
다. 32개 프로젝트 사안은 교통인프라 관련 사안 13개, 국경통과 지점 현
대화 관련 사안 1개로 인프라 관련 사업내용이 주요 내용을 차지하였다.

그림 2-5

일대일로 전략 중 중·몽·러 경제회랑

莫 科 速運輸走廊

帶 開啟 亞歐世紀

“一 一路”
“
”“, 2015.03.29. http://gate.sino
vision.net:82/gate/big5/news.sinovision.net/politics/201503/00334584.htm(검색일: 2015.09.18.) 성

자료: 京華時報, “中國將建北京到 斯 高

;

균중국연구소(2016), 일대일로 다이제스트, 다산출판사. p.128를 재인용

표 2-15

구분

교통 인프라

중·몽·러 경제회랑 32개 프로젝트 중 교통인프라 발전 및 연계성 제고 분야 프로젝트
주요 사업

지역

－ 중앙 철도 회랑
종합적 현대화 및 발전, 복선화 및 전철화
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

울란우데~나우쉬키~수흐바토르~울란바
토르 ~자민우드 ~얼롄 ~장자커우 ~베이
징~텐진

－ 두만강 교통회랑(‘프리모리예-2’)
확대 프로젝트 수행 연구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착수

초이발상~숨베르~아르샨~울란호토~장
춘~옌지~훈춘~자로비노

－ 북부 철도 회랑
프로젝트 수행 연구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착수

쿠라기노~키질~차간 톨고이~아르츠수
르~오보트~에르데네트~살히트~자민우
드~얼롄~울란차브~장자커우~베이징~
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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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계속
구분

주요 사업

지역

－ 동부 철도 회랑
프로젝트 수행 연구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착수

보르쟈~솔로비옙스크~에렌차브~초이발
상 ~후트 ~비치그트 ~쉴린 - 골 ( 시린궈러
맹)~츠펑~차오양~진저우/판진

－ ‘프리모리예-1’ 철도 교통회랑
확대 프로젝트 수행 연구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착수

초이발상~숨베르~아르샨~만저우리~치
치하얼~하얼빈~무당장~수이펀허~블라
디보스토크~나훗카

－ 몽골 영토를 지나는 모스크바~베이징 고
속철도 간선 건설 가능성 연구
－ 3자 물류 기업 설립 문제 협상 수행

교통 인프라

－ 아시아 자동차도로망 AH-3노선
통과운송 집중 이용, 해당 노선 고속자동
차도로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울란우데~캬흐타/알탄불락~다르한~울란
바토르~사인샨드~자민우드/얼롄~베이징
외곽~텐진

－ 아시아 자동차 도로망 AH-4노선
건설 및 통과운송 집중 이용

노보시비르스크~바르나울~고르노알타이
스크~타샨타/울란바이쉰트~홉드~야란타
이/타케쉬켄~우루무치~카쉬~혼키라프

－ 동부 자동차도로 회랑
프로젝트 수행 연구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착수

보르쟈~솔로비옙스크~에렌차브~초이발
산~바룬 우르트~비치그트~시린궈맹~시
-우드쥠치민-치~츠펑/힐린-호토~차오양/
청더~판진/진저우~텐진

－ 중국, 몽골, 러시아 간 아시아자동차도로
국제자동차운송(UNESCAP)협정 서명 및
실현 촉진
－ (울란우데~텐진)통과 교통 회랑
통신 인프라의 적극적 조성, 안전보장 및
기술 과정 관리의 장 마련
국경
통과지점
현대화

울란우데~캬흐타/알탄불락~다르한~울란
바토르~사인샨드~자민우드/얼롄~울란차
브~베이징~텐진

－ 러시아-자바이칼스크 철도 통과지점, 포
그라니츠니, 크라스키노, 몬디 자동차 통
과지점 보수, 중국-만저우리, 수이펀허,
훈춘, 얼롄 통과지점 현대화, 몽골-철도,
자동차 통과지점 현대화 및 건설

j

자료: 제성훈, 나희승, 최필수, Lkhagvador DOLGORMAA(2016), 중 몽 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71~72를 재인용

또한 동북지역의 변경국가 연계를 통한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목표에
따라 최근 중국정부는 대외개방의 신(新)구조를 조성하는 계획과, 이에 따
른 변경도시의 주요 사업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변경개발개방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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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만저우리, 얼롄하오터, 쑤이펀허-둥닝 등 중점개발개방실험구와 훈
춘국제협력시범구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변경
도시의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표 2-16

중국 동북3성 변경도시의 주요 사업

도시

사업내용

단둥

－ 변경, 연해, 연강의 지리적 우세성과 동북지역의 동부 출해통로 역할을 통해 도시기능을 향상
－ 동북아 국가의 연계와 협력을 심화하여 상품생산, 물류, 수출가공기지를 건설하고 변경관
광을 발전

훈춘

－ 투먼강구역(훈춘)국제협력시범구건설을 통해 수출가공, 해외자원개발, 생산서비스, 국제
물류, 국경관광 등 경제기능구의 일체화를 추진

쑤이펀허둥닝

－ 주변국과의 인프라의 후롄후통을 추진하여 투자무역협력을 심화하고 중러전략 협력 및
동북아 개방협력의 중요 플랫폼으로 건설

헤이허

－ 중러 헤이허-블라고베셴스크(
斯 )“쌍둥이 도시(双子 )”를 건설하여 관
광업과 물류업을 발전
－ 세관기능 확대, 동북지역 북부 변경생태주민도시 및 중러우호시범도시 건설

布拉戈维申 克

城

자료: 国家发展改革委(2016), 东北振兴“十三五”规划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3. 13차 5개년 계획
2016년부터 중국의 5개년 계획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로, 2016년 3월 《국

》

민경제와사회발전 제13차5개년 계획강요(이하 ‘13차5개년계획’) 를 발표

》

했다. 《12차 5개년 계획 을 추진했던 후진타오 지도부의 주요 이념은 발
전방식의 전환과 과학발전관이었다. 《13차 5개년 계획》2편에 “혁신구동
(创新驱动)”발전전략이 명시됨에 따라, 이는 시진핑 지도부의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통물류관련 계획은 현대 종합교통운송체계 완비, 현대 에너지체계
건설, 수상안전보장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5개년 계획에 일대일로
전략이 정식으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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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13차5개년계획기간 교통건설 중점프로젝트

구분

프로젝트

고속철도

－ 고속철도 영업연장 3만㎞, 대도시 80%이상 고속철도 영향권
－ 하얼빈~홍콩(마카오), 렌윈강~우루무치, 상하이~쿤밍, 광저우~쿤밍 고속철도 통로
관통
－ 베이징~홍콩(타이베이), 호허호트~난닝, 베이징~쿤밍, 바오터우(인촨)~하이커우, 칭다
오~인촨, 란저우(시닝)~광저우, 베이징~란저우, 충칭~샤먼 등 고속철도 통로 건설

고속도로

－ 신설 및 개량 고속도로 연장 3만㎞
－ 7개 수도방사선, 11개 남북종단선, 18개 동서횡단선, 지역순환선, 연락선 등 국가고속도로
망건설 가속 추진
－ 창장경제벨트, 징진지지역 고속도로망 밀도 및 서비스 수준 제고
－ 고속도로 주요 정체구역 확장 및 개선

4연 통로

－ 연해고속철도, 연해고속도로, 연강고속철도의 기본 관통
－ 접경지역도로 건설
－ 허티엔~뤄창철도, 동북접경철도, 촨장철도 등 접경지역 철도 건설
－ 일대일로 연선 통로 건설 추진
－ 우루무치, 란저우 등 주요 결절점 도시 철도국제정기열차 물류플랫폼 건설

민용공항

－ 민용공항 신설 50개 이상
－ 국제허브공항 구축, 베이징신공항 건설
－ 징진지, 장삼각, 주삼각 지역에 국제급 공항군 건설
－ 하얼빈, 선전, 쿤밍, 청두, 시안, 우루무치 등 국제항공허브 건설
－ 항공수요 높은 간선공항 신설, 이전, 확장
－ 지선공항, 통용공항 건설
－ 정저우 등 화물기능중심공항 건설

해운시설

－ 환발해, 장삼각, 주삼각 항구군의 최적화
－ 장강, 주강~서강, 회하, 민강 등 내륙수운 고등급 항로 건설
－ 상하이, 텐진, 다렌, 샤먼 등 국제항운센터 건설
－ 연해항구 컨테이너부두, 원유부두, 액화천연가스부두 등 전문부두 건설
－ 하이난 펑황다오 등 국제크루즈부두 건설
－ 항구의 정보화 수준 제고

도시군교통

－ 도시군 중심도시 간, 중심도시와 주변 결절점도시 간 1~2시간 교통권 구축
－ 도시군 중심도시와 주변 주요지역 간 1시간 통근도시권 건설
－ 징진지, 장삼각, 주삼각, 장강중류, 중위엔, 청위, 산둥반도 도시군 도시간철도망
－ 기타 도시군 도시간 철도망 주골격 구축
－ 시역(교) 철도시범프로젝트 실시

도시교통

－ 초대형, 특대형 도시의 궤도교통네트워크 최적화
－ 300만 인구 이상 도시의 궤도교통망 구축
－ 도시 대중교통시스템 최적화, 환승센터 건설
－ 도시 궤도교통 운영연장 3000㎞
－ 도시도로 및 대외도로의 출입구 개선, 순환도로 건설

농촌교통

－ 농촌도로 건설 가속, 지역네트워크 연계
－ 도로 개량 및 포장, 위험교량 보수 등 도로 유지보수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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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계속
구분

프로젝트

교통허브

지능화교통

－ 고속철도, 도시간철도, 공항 등을 중심으로 개방식, 입체화식 종합 여객허브 건설
－ 0거리 환승, 입체환승, 주요 여객허브간 쾌속통로 건설
－ 교통기초인프라, 운송수단, 운송정보의 인터넷화
－ 차량네트워크망, 선박네트워크망 구축 가속
－ 운행 유지보수, 지능화 점검시스템, 자율주행, 설비의 디지털화, ITS 추진
－ 철도, 민항, 도로 여객의 원스탑 서비스체계 건설
－ 종합운송공공정보서비스플랫폼 및 교통 빅데이터센터 구축

자료: 유라시아 북한인프라연구소(2016b), 이슈페이퍼-중국13차5개년 계획 교통물류 관련 계획의 현황 및 전망, 제2016
-15호, 한국교통연구원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13차 5개년계획의 개략적인 개요가 발표되고, 2017년 2월 3일 국무원

에서 《“13차 5개년” 현대종합교통운수체계발전규획("十三五"现代综合交通

》

运输体系发展规划)(이하 “종합교통운수 13차 5개년”) 에 관한 통지를 발표

하면서 13차 5개년 기간 동안의 교통운수체계의 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

제시하였다. 《종합교통운수 13차 5개년 는 12차 5개년 기간 동안 교통운
송 인프라 건설의 누계투자액이 13.4만 억 위안에 달하고, 각 분야별 목표
치를 초과달성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13차 5개년 기간에 주요
목표는 교통망 구축 확장, 복합운송 일체화 효율성 증대, 운송서비스 수준
향상, 스마트기술 응용 확대, 녹색안전수준 개선으로 각 지역과 분야에서
선도적인 교통운송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표 2-18

《“13차5개년” 현대종합교통운수체계발전규획》 주요목표

목표

교통망 보급 확장

주요 내용

－ 상주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고속철도보급률 80%이상 달성
－ 상주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 철도, 고속도로, 민항공항기지 보급
－ 내육운하 고등급 항로망 건설
－ 연해항구 만톤급 이상의 정박지 수 증대
－ 조건을 갖춘 건제촌 도로 포장
－ 도시궤도교통 총연장 2015년 대비 2배 증대
－ 종합교통망 총 연장 540만 km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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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계속
목표

주요 내용

복합운송 일체화
효율성 증대

－ 각 운송수단의 운송방식 연계강화
－ 중요 도시군의 핵심도시간, 핵심도시와 주변 거점 도시간 1-2시간이내 이동 실현
－ 현대화, 입체화 종합여객 허브 및 여객환승 인프라 구축
－ 교통물류 허브의 복합운송 완성
－ 화물환적운송의 효율 향상

운송 서비스 수준
향상

－ 전국 철도여객운송 열차 서비스 개선
－ 민항항공 정상도 향상
－ 도로화물운송 표준화 수준 대폭 개선, 화물열차의 공화차율 감소

스마트기술 응용
확대

－ 교통 인프라, 운송장비, 경영자, 노동자등 기본 요소의 정보 전면적으로 수치화
－ 각 교통방식 정보교환 개선
－ 교통허브역의 심리스(seamless) 연결 네트워크망 보급
－ 중심도시군내 교통카드 공동사용, 차량의 ETC사용률 향상
－ 도공공교통, 택시, 도시 신 에너지 차량 발전
－ 자원절약과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의 효과 개선

녹색안전 수준 개선

务院(2017b),《"十三五"现代综合交通运输体系发展规划》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

그림 2-6

“13차5개년” 철도건설계획 시의도

务院(2017b)，《"十三五"现代综合交通运输体系发展规划》의 “13차5개년” 철도건설계획 시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
의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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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13차5개년” 현대종합교통운수체계발전규획》 주요 목표지표
목표지표

2015년

2020년

철도영업연장(만km)

12.1

15

고속철도영업연장(만km)

1.9

3.0

철도복선화율(%)

53

60

철도전기화율(%)

61

70

도로 통행 총 연장(만 km)

458

500

고속도로 건설연장(만km)

12.4

15

내륙수운 고등급 항로 총 연장(만 km)

1.36

1.71

연해항구 만톤급 이상의 정박지 개수(개)

2207

2527

민용운송공항 개수(개)

207

260

통용 공항 개수(개)

300

500

도시궤도교통 영업연장(km)

3300

6000

석유가스관 연장(만km)

11.2

16.5

务院(2017b),《"十三五"现代综合交通运输体系发展规划》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

13차 5개년 종합교통운송 통로의 구축은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통로 연

결을 강화하고, 베이징-쿤밍, 베이징-홍콩 ․ 마카오 ․ 대만, 옌타이-충칭, 얼
롄하오터-잔장(湛江), 어지나(额济纳)-광저우 등을 종축으로 하고 푸저우인촨, 샤먼-카스, 샨터우-쿤밍, 수이펀허-만저우리 등을 횡축으로 하는

표 2-20

구분

《“13차5개년” 현대종합교통운수체계발전규획》 “10종10횡”의 동북지역 포함통로
통로

연결지역

연해 운송통로

퉁장-하얼빈-창춘-선양-다롄,친황다오-톈진-옌타이-칭다오롄윈강-난퉁-상하이-닝포-푸저우-샤먼-산터우-광저우-잔장
-하이커우-팡청항 또는 싼야

헤이허-홍콩・마카오 운송통로

헤이허-치치하얼-퉁랴오-선양-베이징-스자좡-정저우-우한창샤-광저우-홍콩(마카오)

종축

횡축

쑤이펀허-만저우리 운송통로
훈춘-얼롄하오터 운송통로

쑤이펀허-무단장-하얼빈-치치하얼-만저우리
훈춘-창춘-퉁랴오-시린하오터-얼롄하오터

务院(2017b),《"十三五"现代综合交通运输体系发展规划》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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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종 10횡(十纵十横)” 신통로 건설을 제시하였다. 그 중 동북지역과 연계

된 통로는 종축으로 연해 운송통로, 헤이허-홍콩 ․ 마카오 운송통로와 횡
축으로 쑤이펀허-만저우리 운송통로, 훈춘-얼롄하오터 운송통로가 있다.

그림 2-7

종합운송대통로와 종합교통허브의 시의도

务院(2017b)，《"十三五"现代综合交通运输体系发展规划》의 ‘종합운송대통로와 종합교통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
허브 시의도’ 재인용

또한 동북지역의 국제운송통로 구축에서 러시아와 몽골과 국경을 접
하고 있는 내몽고의 일대일로 전략에 우세한 지리적 우세성을 활용하기
위해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의 러시아 극동지역 육해 복합운송협
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쑤이펀허-만저우리, 훈춘-얼렌하오
터, 헤이허-홍콩 ․ 마카오, 연해지역 등 운송통로 연결과 동북지역의 러시
아 극동지역, 몽골, 한반도의 국제운송회랑 구축을 명시하면서 주변국과
의 통로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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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1992년 UNDP의 지원을 받아 두만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두만강유역개발

계획(TRADP)이 출범하였고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로 전환하면서
참여국과 지역범위를 확대하였다. 초기에는 청진(북한), 옌지(중국), 블라디
보스토크(러시아)를 연결하는 삼각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는 두만강개발
프로젝트였으나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2005년 프로젝트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 국가를 추가하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로 전환하
였다. GTI는 사업대상지역을 한국 동해안지역(강원, 경북, 울산, 부산), 북한
표 2-21

분야

광역두만강개발 프로젝트의 공간적 범위
사업명

사업내용

소용비용
/재원조달

트로이차-속초-니이 가타간 정기항로 개설

5만달러
/민간협력투자

자루비노항 현대화

자루비노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공사

8억달러
/민간협력투자

몽골-중국간 철도
타당성 평가

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철도 상세도안 마련

50만달러
/민간협력투자

훈춘-마하리노
철도운행 재개

GRRC와 NFC간 협정 체결 방안 등 마련

5만달러
/민간협력투자

중국-북한 국경의 중국
도로・항만 활용

국경간 수송촉진 협정 체결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단 구영

5만달러
/민간협력투자

에너지

GTI 에너지 역량 구축

－ 에너지위원회 신설
－ 에너지 교역을 저해하는 비물리적 장벽 축소

25만달러
/민간협력투자

관광

GTI 관광산업 역량
구축

－ 관광위원회 구성
－ GTI 관광가이드 제작
－ 백두/장백산 다목적 관광방안 마련

20만달러
/민간협력투자

투자

TRADP 회원국 관료
시장경제 교육

TRADP 회원국중 저개발 국가의 관료를 대상으로
시장경제 학습 기회제공

20만달러
/한국 및 관련국가

월경성 환경 영향 평가
및 환경기준 표준화

－ GTR 월경간 환경 영향 평가(TEIA)
－ 동북아 환경기준 표준화

30만달러/
GER와 회원국 정부

동북아 페리 루트 국경
인프라

교통

환경

두만강 수자원 보호
타당성 평가

두만강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력 구축

5만달러
/Toshiba(일본)

자료: 이상준, 이백진, 이현주(2015), 한반도 북방지역 인프라 개발계획과 협력전망, 국토연구원, p.21를 재인용.

제2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망 현황과 국가급 발전계획 ❙ 67

나선(나진 ․ 선봉) 경제무역지대, 중국 동북3성(랴오닝성, 지리성, 헤이룽장
성)과 내몽고자치구, 러시아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몽골 동부로 확대하였다.
2007년 GTI 9차 총회에서 교통, 에너지, 관광, 환경부분에서 10개의
‘GTI 신규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GTI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 같아보

였으나 2009년 북한이 참여국에서 탈퇴함으로 GTI의 핵심 사업이었던 교
통 ․ 물류 계획이 중단되었다.
2014년에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GTI 회원국이 다자간 협력 프로젝

트의 추진 및 공동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협조융자를 위해 동북아 수은협
의체 발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4개 국가가 서명한 ‘동북아 수
은협의체’ 기본협약은 역내 및 다자간 공동프로젝트 발굴 및 협조융자 추
진, 회원은행간 정보교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7)
광역두만계획(GTI)의 공간적 범위

그림 2-8

f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6차 GTI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 2016.04.25. http://www.mos .go.kr/nw/nes/detailN
esDta iew.do searchBbsId1 MOSFBBS 000000000028 searchNttId1 MOSF 000000000003393 men
No 4010100(검색일: 2017.05.23.)의 지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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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출입은행 보도자료, “수출입은행, ‘동북아 수은협의체’ 기본협약 체결”, 2014.09.18.,
https://www.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36&menuid
=001003001001%2C001003001001&pagesize=10&boardid=50398(검색일자: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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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GTI 16차 총회를 통해 농업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위원회’가 출범하였고, GTI 4개 회원국의 정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GTI 연구기관 네트워크’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전략적

인 협력계획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북아 수은협의체의 기본협약을
개정함에 따라 금융협력이 강화되고 회원국 간의 공동프로젝트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8)
2016년 서울에서 개최된 GTI 16차 총회의 서울 공동 선언문에서 GTI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 과제로 교통 인프라를 명시함으로 차후 교통
인프라 관련 계획 및 건설이 GTI사업에 중요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최근 한국의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 확정에 따라 동해항과 속초항의 교
통물류 인프라 건설로 강원도가 북방물류 거점지역의 주요지역이 됐지만,
GTI 회원국들의 주요 산업과 강원도 지역의 주요 산업이 매칭이 되지 않

아 인프라 구축 및 산업 활용성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산업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9)

5.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 계획
중국 정부는 두만강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린성의 창
춘시, 연변조선족 자치주 전체를 대상으로 2009년 《중국 두만강구역 합작
개발계획 강요-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를 비준하여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켰다.

8) Greater Tumen Initiative(2016), Seoul Delcation, 2016.04.28.,
http://www.tumenprogramme.org/UploadFiles/新建文件夹/Seoul%20Declaration%2020160428%
20-%20FINAL.pdf(검색일: 2017.04.28.)
9) 김진기(2016),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성과와 과제, 강원발전연구원, pp.5~6

제2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망 현황과 국가급 발전계획 ❙ 69

표 2-22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관련 100개 중점 건설 프로젝트 중 대외통로부문

건설사업

길이/ 투자액

빠따오-싼허-청진
경내구간 고속도로

47km/
총 28억 위안

대상지역은 옌지, 롱징이며, 주교통운수국에서 책임
2015년 지고, 주통상구 관리판공실과 관련 현,시 정부에서
협력

훈춘-취엔허-라진
경내구간

39km/
총 23억 위안

2015년

대상지역은 훈춘시이며, 주교통운수국에서 책임지
고, 주통상구 관리판공실과 관련 시정부에서 협력

허롱-난핑-청진
경내구간

50km/
총 30억 위안

2015년

대상지역은 허롱이며, 주교통운수국에서 책임지고
주통상구 관리판공실과 관련 시정부에서 협력

훈춘-장링즈-블라디
보스톡 고속도로

14km/
총 8억 위안

2015년

대상지역은 훈춘이며, 주교통운수국에서 책임지고
주통상구 관리판공실과 관련 시정부에서 협력

투먼-남양-두만강하산 철도 합작개조

126km/
총 24.3억 위안

2020년

대상지역은 투먼, 남양, 두만강, 하산이며 주통상구
관리 판공실에서 책임지고 투먼시정부가 협력

중국-조선
청진철도합작개조

171.km/
총 20억 위안

2020년

대상지역은 투먼, 청진이며, 주통상구관리판공실에
서 책임지고 투먼시 정부에서 협력

허롱-난핑-무산
철도구간

53.5km/
총 16억 위안

2015년

대상지역은 허롱이며, 주통상구관리판공실에서 책
임지고 허롱시 정부에서 협력

투먼-라진 철도
합작개조

158.8km/
총 12.7억 위안

2020년

대상지역은 투먼, 라진이며, 주통상구관리판공실에
서 책임지고 투먼시정부에서 협력

롱징-카이샨툰
철도통상구건설

2.5km/
총 1/4억 위안

2020년

대상지역은 롱징시, 카이샨툰-북한 삼봉이며, 주통상구
관리판공실에서 책임지고, 롱징시정부에서 협력

취엔허, 투먼, 사타자,
카이샨툰, 싼허, 난핑
통상구 교량 건설

2.152m/
총 5억 위안

-

대상지역은 훈춘, 투먼, 롱징, 허롱이며, 주교통운수
국에서 책임지고 주통상구관리판공실과 관련 현, 시
정부에서 협력

훈춘, 춘화 분수령
통상구 건설
중-러 인접지역
교통기초시설합작대상

기간

내용

춘화분수령통상구
대상지역은 훈춘시이며, 주통상구관리판공실에서
2020년
개척/ 총 2억 위안
책임지고, 훈춘시 정부에서 협력
훈춘철도통상구/
총 3억 위안

-

대상지역은 훈춘시이며, 주통상구판공실에서 책임
지고 훈춘시정부에서 협력

자료: 서종원, 안병민(2011a), 중국 창지투 개발정책과 동북아 물류체계 변화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p.34를 재인용

지린성은 훈춘을 창구로 옌지-롱징-투먼(延龙图)울 전진기지로, 창춘과
지린시를 직접적인 배후지로 배치하는 방안을 구축하였다.10) 창지투 선
도구 계획은 2010년까지 대외운송로 기반조성작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시
작하여, 2020년까지 북한, 러시아, 몽골, 일본을 포괄하는 운송로 및 연계

10) 서종원, 안병민(2011a), 중국 창지투 개발정책과 동북아 물류체계 변화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p.27

70 ❙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지투 선도구 발전계획은 100개의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였
고, 그 중 대외운송로 사업은 12개로 총 173.5억 위안 투자계획, 북한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는 7개로, 총 154억 위안 투자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그림 2-9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 공간발전방향 현황도

城市乡 设 研究院
j u_
?=

产业

示范 项目简介

u

자료: 长吉
规划 计
，“长吉
长新发展
区
”，2015.05.18. http://www.cc pd.com/c
abo t view.php id 392(검색일: 2017.05.24.)의 지도를 재인용

국가급 발전계획과 투자에 따라 지린-훈춘 고속철도, 중국 취엔허 국
경다리 보수, 투먼-훈춘 간 국가 2급도로, 창춘-훈춘 고속도로, 창춘-투먼
-훈춘 철도가 완공되었고,11) 지린성 접경지역 인프라 건설에서 훈춘-중 ․

，

，

11) 최장호, 이보람, 김준영, 张慧智 朴英爱 王箫轲(2016b),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과 재원조
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37

제2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망 현황과 국가급 발전계획 ❙ 71

러 접경 장링즈 통상구 2급 도로 및 철도, 훈춘-중 ․ 북 접경 취엔허 통상
구간 고급도로도 완공되었다.
창춘신구는 ‘창지투 선도구 계획’에서 두만강 지역 도시들의 협력을 강
화할 수 있는 물자가공, 저장기지, 동북아 물류기지 등의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되는 지역으로,

12)

2016년 2월 17번째 국가급 개발구역으로 정식

비준을 받고, 그해 10월 지린성 정부로부터 “창춘신구발전종합계획”비준
을 받았다. 창춘신구는 창춘시의 차오양(朝陽) ․ 콴청(寬城) ․ 얼다오(二道)구,
주타이(九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99㎢ 규모로 창춘시 전체 면적의
6.6%에 달하며 창춘신구에는 ‘북호(北胡) 개발구’, '장덕(長德) 개발구','공

항(空港) 개발구' 3개의 개발구를 지정하여 각각 관광 ․ 레저도시, 생태 ․ 거
주 ․ 혁신 ․ 활력도시, 항공물류산업 중심의 개방 ․ 협력도시를 구축할 계획
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 8월 창지투선도구 전략 상반기 공작회의에서 창지투 발전의 속

도를 내기 위해 퉁화, 쓰핑, 랴오위안, 바이산을 남향개방의 중요 거점도
시로 지정하였다.13) 퉁화는 2016년 지린퉁화 국제내륙항무구의 계획을
완성하여 공사계획, 설립비준, 협력협정 등 각 업무를 진행하였다. 퉁화
항은 2016년 12월 19일 통관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20일까지 총 84.3만 톤, 하루 평균 1.4만 톤을 처리하
였고, 올해 5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14) 또한 퉁화의 국제내륙

12) 경인일보, “중국 지린성 창춘신구 17번째 국가급 개발구역 ‘중국 경제 새 엔진”, 2016.12.19.,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1218010005571,(검색일: 2017.04.26.)

：

13) 人民网, “长吉图 向南开放再提速”, 2016.08.10., http://jl.people.com.cn/n2/2016/0810/c349771
-28811599.html(검색일: 2017.06.16.)

，

14) 中国青年网 “长吉图:项目建设"加速跑" 向南开放增后劲:, 2017.04.19., http://news.youth.cn/jsxw/
201704/t20170419_9519657.htm(검색일: 2017.06.21.)

72 ❙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항무구는 지린성의 남쪽개방의 중요 창구로서, 이미 항무구 건설의 전면
적인 시공단계에 돌입하였다. 퉁화국제내륙항무구는 종합물류지구, 보세
물류센터, 철도컨테이너중심역, 도로물류항역을 플랫폼으로 하여 단둥항
과 연결하여 출해로 확보와 대외개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
“쓰핑, 랴오위안, 톄링, 퉁랴오”경제협력구인 “쓰랴오철도” 경제협력구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쓰핑과 랴오위안은 톄링과 퉁랴오 지역과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고 창지투발전에 추진력을 더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창(춘)쑹(위안)바이(청)서향(西向) 개발경제회랑 건설은 기존의 몽고와 러
시아와 연계된 도로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자원을 최적화하고 국제 ․ 역
외 관광선로를 만들어 서부개발개방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회랑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16)
창지투 전략 영도소조는 2017년 1월 4일 4차 회의에서 기회포착, 혁신
확대, 업무공고화, 전력추진을 통해 창지투 개발의 발전으로 소강사회와
전면진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 회의에서는 내륙개방의
대표지역화, 연계개발개방, 향남(向南)개발 3가지를 주요 노선으로 하여
창지투선도구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향남(向南)’개발 추진
에 대해 징진지 일체화 전략과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와 연계발전 하는 방
향 이외에도, 중국이 북한과의 경협 확대에 나설 방침이라는 해석도 있
다.17) 변경합작 플랫폼 건설강화를 위해 훈춘국제합작시범구 확장, 허룽

15) 吉林省政府网, “构建向南开放新通道新平台新窗口 着力提升开放型经济发展层次和水平”, 2016.09.28.,
http://www.jl.gov.cn/zw_77306/yw/jlyw/201609/t20160928_2419583.html(검색일: 2017.04.25.)
16) 吉林日报, “长吉图:奏响开发开放新乐章”, 2017.03.01 http://www.jlradio.cn/html/10/2017/3/1/160
170.html(검색일: 2017.06.16.)
17) 연합뉴스, “북중접경 중(中)지린성 ‘대북 개방정책’천명... 북중경협 물꼬트나”, 2017.02.07.(검색
일: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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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龙市)변경경제합작구 인프라 건설 추진을 강조하여 변경무역합작 확장,

국제물류업 강화, 관광업, 가공무역과 변경무역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고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전략 2017년 업무요강

》

(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战略实施2017年工作要点) , 《지린성 향남(向南)개방

》

실현 방안(吉林省向南开放总体实施方案) , 《창춘-쓰핑 경제벨트 발전계획

》

(长春—四平经济带发展规划) , 《바이퉁단경제벨트 발전계획白通丹经济带

》

发展规划 , 《중한(지린)국제협력시범구 건설방안(中韩（吉林）国际合作示
范区建设总体方案)》 등을 심의통과 시켜 창지투선도구 전략이 길림성의

대외개방 및 변경무역 확대의 중요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표 2-23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전략지역의 인프라 발전계획 주요내용

구분

분야

주요 내용

서향(西向)개방

－ 창(춘)쑹(위안)바이(청) 개발경제 회랑
－ 바이청내륙항 건설
－ 숭위안과 연계
－ 바이청-몽골 직행 국제운송통로 추진

남향(向南)개방

－ 퉁화, 쓰핑, 랴오위안, 바이산이 남향개방의 주요 거점 도시로 지정
－ “쓰랴오철도”경제협력구 건설 추진
－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와 징진지일체화 계획과 연계하여 발전

회랑발전계획

경제벨트
경제협력
국제협력구

－ 창춘-쓰핑 경제벨트 발전계획
－ 바이퉁단경제벨트
－ 허룽 변경경제합작구
－ 한중(지린) 국제협력시범구 건설방안

上半
第四次全 议

议

자료: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전략 상반기 공작회의(长吉图战略实施
年工作会 )18)” 및 “2017년 제4차 창지
투 전략 영도소조 회의(长吉图战略实施领导小组
体会 )19)” 발표내용을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

：

18) 东亚经贸新闻-吉和网, “长吉图战略实施上半年工作会议举行 加快打造内陆开放新高地”, 2016.07.29.
http://news.365jilin.com/html/20160729/2250005.shtml.(검색일: 2017.07.12.)
19) 吉林日报, “抓住“三条主线”下功夫加油干 全力推动长吉图开发开放新突破“, 2017.01.05., http://www.j
l.gov.cn/zw_77306/yw/jlyw/201701/t20170105_2470382.html.(검색일: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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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최근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하지
만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공업 집중 발전전략, 국유기업 위주의 시장운
영 등의 요인으로 과잉공급, 낙후된 중공업 시설,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의
병목현상, 자원고갈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동부연해지역 우선발전전
략이 일정의 성과를 얻었으며, 빈부격차가 심해지자 지역균형개발을 위
한 전략을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동북지역도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진흥
전략’을 발표하였다.
동북 3성 중 랴오닝성만 유일하게 바다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린성
과 헤이룽장성은 내륙을 통하거나 변경국가의 항구를 통해 해외진출을 추
진해야 한다. 이러한 지리적 제약성 때문에 육로수송로가 발달하여 동
북 3성은 전체면적 대비 철도연장의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북 3
성은 중국 전체면적의 8%에 불과하지만, 철도연장은 14%를 점하고 있다.
또한 도로연장도 면적밀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동북지역의 국가급 발전계획으로 동북지구진흥계획, 창지투개발개방
선도구계획, 일대일로 전략, 13차 5개년 계획 및 다자간 협력체제인 두만
강개발개방계획(GTI)등이 있다. 2007년에 국무원이 《동북지구진흥계획
(东北地区振兴规划》을 정식 승인하여 국가급 지역발전전략으로 추진하며

동북지역의 재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2011년부터 동북지역의 경제성장
률이 하락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지역생산량이 전국 하위 5위권내
로 진입하게 되면서 중국 정부는 2016년 6월 ‘전면진흥계획’ 발표, 13차
5개년계획에 일대일로 및 지역연계적인 인프라 사업 발표, 창지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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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남향(南向)개발 발언 등을 통해 동북지역 인프라 개발계획에 적극
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2016년은 13차 5개년이 발표되었던 시기로서, 준비시간이었다면 2017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계획한 사업들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각 정부의 구체적인 현황 및 추진계획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
서는 동북지역 각 성별로 교통인프라 시설의 구체적인 현황과 발전계획
의 세부내용 및 추진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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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

동북지역 각 성(省)별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제1절 지린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제2절 랴오닝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제3절 헤이룽장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중국 동북지역 3개성인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의 교
통물류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각 성별 발전계획을 검토 분석하고, 각 동
북3성과 한반도의 교통물류부문에서의 연계가능성 및 협력가능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제1절 지린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지린성은 2017년 교통인프라 추진사업으로 도시간 도로와 관광도로를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연 180억 위안 투자를 예상한다고 발표하였다.20)
올해 12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건설사업의 총 길이는 1,334km로
그 중 진행 중이었던 8개 사업은 총 814km, 4개의 신사업은 520km에 달
한다. ‘일대일로’, ‘창지투선도구’전략, 대외개방 등의 전략을 실시하기 위
해 국도, 성도의 간선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총 43억 위안을 투자하고 21
개 사업을 추진하여 830km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45km가 건설
되었다. 또한 2017년 말까지 13차 5개년 계획에서 계획한 고속도로 사업
의 사전심사 업무를 완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

20) 吉林省人民政府 "补齐交通短板 办好民生实事为建设幸福美好吉林当好先行" 2017.03.23., http://
www.jl.gov.cn/zw/yw/jlyw/201703/t20170327_2477744.html(검색일: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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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지린성의 주요 교통인프라 현황도

자료: 山东省地图出版社(2016)，中国政区地图册,, pp.24-25와 中国地图出版社(2017b)，吉林省地图를 바
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1. 13차 5개년계획
2016년 지린성 정부에서 발표한 《지린성국민경제사회발전 13차5개년

계획 강요의 퉁지(吉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的通知)》
에 따르면, 지린성은 도로운송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5종(纵)4사
(射)3횡(横)” 고속도로망, 도시간 도로 및 관광도로, 국방변경전략 도로를

건설하고 2020년까지 도로연장 4,000km이상을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외개방 출구로를 중점적으로 개통하고, 저등급도로 개선, 간선관
광도로 개선, 국방변경도로 위급운송 보장능력 강화, 변경일선도로안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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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확보, 농촌도로수준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운송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하다(哈大)선과 훈이(珲乌)선을 “十
자”축으로 하여 동남순환 고속철도를 구축, 여객화물 효율 개선, 동북지역

표 3-1

지린성 13차5개년계획 교통인프라 주요사업 내용

분야

사업 내용

철도

－ 창춘-시바옌화: 건설 총 길이 391km, 성내 길이 303km, 국가철도 1급
－ 지린철도허브 서순환: 건설 총 길이 41km, 국가철도 1급, 전기화, 2선 추가건설( 建
)
－ 창춘철도종합하차장: 건설 총 길이 13.5km, 완전차작업구, 컨테이너작업구 등
－ 창춘-바이청 용량확장 공사: 건설 총 길이 328km, 국가철도 1급
－ 바이청-전시 용량확장 공사: 건설 총 길이 50km, 국가철도 1급, 시속 160km
－ 퉁랴오-쓰핑 전기화 개조: 건설 총 길이 189km. 성내 37.8km
－ 퉁랑선 전기화 개선공사: 철로 총 연장 411km, 성내 167km
－ 핑지선 전기화 개선공사: 철로 총 연장 455km, 성내 325km
－ 쓰핑-바이허 여객전용철도: 신 건설 철로 453km, 건설기한 2016-2020년 , 설계시속 250km
－ 둔화-바이허여객전용철도: 신 건설 철로 111km, 건설기한 2016-2020년, 설계시속 250km
－ 숭장허-만장: 신 건설 철로 41km, 국가철도 2급, 전기추진, 설계시속 120km, 연간 운송능력
단기간 내 730만 톤에서 장기목표 최대 1385만 톤
－ 건설: 창춘허브서순환선, 만장-창바이 등 지역지선철도 사업
－ 수리: 창투선, 선지선, 차오양촨-허룽-바이허 등
－ 훈춘국제항구철도 환적장 용량개선, 안투광천수철도전용선 등 사업 추진

도로

－ 고속도로 사업 중 건설 완성: 허다고속도로( 大高 )의 둔화(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의 경계지
역)-푸쑹구간과 징위-퉁화구간, 창선고속도로(长深高 )의 창춘-다링구간, 옌창고속도로(延
长高 )의 옌지-룽칭구간, 지헤이고속도로(吉黑高 )의 지린-황강구간, 지솽고속도로(集双
高 )의 지안-퉁화구간, 솽넌고속도로(双 高 )의 탄투(
)-헤이수이(黑水)구간, 후이
난-바이산, 이퉁-(카이위안고속도로(
高 ))랴오위안-둥랴오 구간 등 9개 고속도로
－ 고속도로 수리: 징하고속도로(京哈高 ) 창춘-라린허 구간, 훈이고속도로(珲 高 ) 지
린-룽자공항 구간의 확장공사
－ 고속도로 신설: 지솽고속도로(集双高 ) 둥펑-솽랴오구간, 옌창고속도로(延长高 ) 룽칭
-다푸차이허 구간(쑹지앙-얼다오바이허 구간 포함)과 다푸차이허-창춘 구간, 톄커고속도로
(
高 ) 위수-숭위안구간과 숭위안-퉁수구간, 창춘경제권 순환도로 주타이-솽양구간,
솽넌고속도로(双 高 )솽라오-타오난 구간, 후아닌-링장고속도로( 南
江高 ) 바
이산-린장구간, 창춘-창바이고속도로(长春 长白高 ) 룽장허-창바이구간 및 창춘-즈란
춘 구간, 훈이고속도로(珲 高 ) 추엔허-훈춘구간 등 11개 사업
－ 간선도로: 훈아도로(G302) 지린-인마허 대교 구간, 국도아쓰도로(G232)대안넌강대교, 건설
완성, 국도 수이선도로(G203) 자오위안-쑹위안구간, 라오가이국도(G22) 바이치쑹화강 대교,
G203 왕바오교-솽위수-진바오툰 구간, G302옌지-안투 및 둔화-바이스산 및 취엔허-팡촨 등
－ 교통허브: 창춘기차열과 룽자공항 종합교통 허브 건설 완성, 창바이산, 공주링, 훈춘, 안투
등 종합교통허브사업 구축 추진

增 二线

鹤 速
速
速
嫩 速
坦途
开原 速
速
速

速
速

铁科 速

嫩 速

乌 速

府

至

第

乌 速
速

辉 至临 速

速

纲

知

자료: 吉林省人民政 (2016a),《吉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 十三个五年规划 要的通 》를 바탕으로 필자
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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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능력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2020년까지 800km이상의 철
도를 건설하고, 철도영업 총 연장 5,400km구축을 목표로 한다.
공항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창춘공항을 핵심으로 하는 “하나의 중
심, 다수의 보조(一主多辅)”의 공항집군을 형성한다. 지급도시운수의 공항
보급률을 확대, 현급 도시에 공항 건설, 간지선 결합 항로망 구축, 창춘-평
양, 옌지-타이베이, 퉁화-수원 항로를 개통하여 25개 국제항로를 구축한다.
2020년까지 전체 성 항공여객 운송량 연간 2,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북한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린성은 대외개방정책에서 출
해항구 구축을 위한 대외항로, 항구시설, 국제경제협력구 등의 건설을 강
조하면서 러시아의 자루비노항과 북한의 나진항을 중심으로 부두 개선,
항구 용량개선 등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현재 지린성은 훈춘-자루비노속초 여객화물 복합항로와 훈춘-자루비노-부산 컨테이너항로를 운영하
고 있으며, 개방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지린성의 변경지역을 중심

표 3-2

지린성 13차5개년계획 대외개방의 대외통로 주요 노선

구분

주요 내용

대외육로통로

－ 용량확대 개선: 아얼산-몽골후터철도, 투먼-훈춘-자루비루항철도
－ 건설계획: 훈춘-(러시아)자루비노 표준궤 철도, 훈춘-(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고속철
도와 고속도로

항구시설

－ 건설: 중러 훈춘 펀수이링( 水岭) 도로항구
－ 등급개선: 지안도로항구, 안투솽무펑항구 국가급 항구로 개선, 투먼철도항구의 국제여
객운송기능 증대, 훈춘철도항구 천만 톤 국제환적장 확장

해항시설

－ 러시아와 협동하여 자루비노 만능항구 건설, 자루비노항 1-4호 부두 등급 개선, 훈춘
출해부두, 나진항 용량개선 등 사업추진

대외항로

－ 추진중인 항로: (중)훈춘-(러)자루비노--(한)속초 여객화물 복합항로와 훈춘-자루비
노-부산 컨테이너항로
－ 내수무역 항로: 훈춘-자로비노, 나진-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상용화
－ 개통: 훈춘-자루비노-(일)니가타-블라디보스토크 컨테이너항로

分

府

第

纲

知

자료: 吉林省人民政 (2016a),《吉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 十三个五年规划 要的通 》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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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창춘신룽종합보세구, 훈춘국제협력시범구, 허룽 및 훈춘변경경
제협력구, 지린보세물류센터 등을 계획하였다.

지린성 13차5개년계획 대외개방의 개방협력플랫폼 주요내용

표 3-3

구분

주요 내용

국가급
개발개방협력플랫폼

－ 건설: 창춘신롱종합보세구, 훈춘국제협력시범구, 중신지린식품구국제협력플랫
폼, 옌지(창바이)중점개발개방실험구

변경경제협력구

－ 건설: 허룽변경경제협력구
－ 개선: 훈춘변경경제협력구
－ 설립: 지안, 창바이, 린장, 투먼변경경제협력구

역외 및
국제경제협력구

－ 설립: 중한국제협력시범구, 중몽, 중러 등 역외무역협력구, 투먼장삼각주국제관
광협력구, 중러훈춘-자루비노(하싼)등 국제경제협력구, 지안 등 변경지역(시,
구)에 국제경제협력구 건설

특수기능구

－ 개선: 지린보세물류센터, 훈춘수출가공구를 종합보세구로 승격
－ 건설: 지린, 옌지보세물류센터, 옌지공항보세물류단지, 룽징보세물류단지, 투먼
국제물류보세단지

府

第

纲

知

자료: 吉林省人民政 (2016a),《吉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 十三个五年规划 要的通 》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또한 길림성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5대 임무에 대한 의견을 발
표하였다. 5대 임무에 교통인프라 낙후와 미흡한 대외개방수준 해결을 위
한 인프라 전략이 포함되어있다.21) 2020년까지 길림성의 철도 총 영업연
장 5,400km, 고속도로 개통 총 영업연장 4,000km이상을 목표로 기초시설
건설, 현(시)급 도시 고속도로 연계 실현, 지급 도시 공항 전면화 실시, 도
시 기초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

《

吉林省人民政府(2016c), 关于吉林省推进供给侧结构性改革落实“三去一降一补”任务的指导意见及五
个实施意见的通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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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지린성 공급측 개혁 구조 실현을 위한 “삼거일장일부(三去一降一补)” 업무의 지도의견
중 교통인프라 계획 주요내용

기초시설

주요내용

철도

－ 2020년까지 신설 및 확장건설 철도 800km이상
－ 둔화-바이허, 창춘-시바옌화 철도 등 건설
－ 창춘-바이청과 창춘-지린철도 확장공사

도로

－ 지린-황강 등 9개 고속도로 775km 건설
－ 룽징-다포츠허 등 13개 고속도로 1565km 신설

공항

－ 창춘룽자국제공항 2개 확장공사 등 쓰핑, 랴오위안 등 공항 신설.
－ 2020년까지 공항 여객운송량 2000만 명 달성
－ 지린-차루터 특고압전력 외송 프로젝트 실시
－ 신농촌전력망 개선공사

에너지시설

府

关于

供给侧结构性改革落实“三去一降一补”任务的指导意见及五

자료: 吉林省人民政 (2016c),《
吉林省推进
个实施意见的通 》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知

2. 동북진흥
2016년 4월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의 전면적 진흥에 관한 의견(东

》

北振兴战略加快推动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的若干意见) 을 발표함에 따라 지

린성 정부는 2016년 12월 국무원의 동북진흥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
를 발표하였다. 지린성 정부의 신동북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조치는 행정
관리, 기업개혁, 신동력 발굴, 저장소와 플랫폼창조 강화, 인프라 보완, 개
혁개방 플랫폼 조성 등 88개 조치로 계획되었다.

표 3-5

길림성, 국무원의 동북진흥 정책 이행을 위한 88개 조치 발표 중 교통물류 인프라 관련
내용22)

분야

인프라 보완

조치 내용

－ 지린-자무터 전력공급 사업 추진(전력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전력 원가 절감)
－ 동북지역의 농업 네트워크 구축
－ 신형도시화 계획 추진을 위해 국가신형도시와 22개 특색 있는 시범 진( ) 건설
－ 13개 스마트 도시(辽源、
、抚 등)와 장지전자상거래 시범도시 건설

磐石 松

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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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분야

조치 내용

개발개방플
랫폼

－ 상하이 자유무역구 실험구의 추진방법을 바탕으로 퉁화-바이산 경제벨트와 창지투 개발
개방선도구를 선도적으로 실험추진
－ 창춘신구관리시스템 구축, 옌룽투신구 건설 추진, 과학혁신플랫폼 건설, 인프라 수용능력
개선, 지린성 내륙개방 신고지(吉林省
新高地) 조성
－ 훈춘국제무역 합작구, 지린중신식품구, 허룽변경경제합작구 건설
－ 중한국제협력시범구, 창(춘)훈(춘)하(러시아 하싼)국제협력구 건설
－ 러시아와 몽고 등 국가공동 국외경제협력구 추진
－ 징진지협동발전전략과 연계,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와 협력, 환보하이 지구와 협력발전
추진, 바이(산)퉁(화)단(둥)경제벨트 건설, 지린퉁화국제내륙항무구 건설 추진, 퉁화단둥, 퉁화-선양 고속철도 건설계획 수립
－ 창춘신룽국제내륙항과 지린, 쓰핑, 랴오위안, 퉁화 내륙 주요항 건설 / 쓰핑, 랴오위안,
톄링, 퉁랴오 경제협력구를 조성하여 “4개 시”협력기제 구축
－ 바이(청)치(치하얼)씽(안밍)국가급 생태경제 성(省)간 협력구 건축에 대한 연구추진
－ 단둥, 다롄, 잉커우, 진저우(锦州)등 항구도시 협력 강화를 통한 통관 일체화 추진

内陆开放

府

贯彻落实国务院关于深入推进实施新一轮东北振兴战略加快推动东北地区经
有关措施》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자료: 吉林省人民政 (2016b),《
济企稳向好若干重要举措意见

3. 일대일로 전략과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전략
2016년 지린성 정부가 발표한 《길림성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강요 통지(吉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的通

》

知) 에는 13장에서 창지투 개발개방과 환보하이 연계를 통해 전면개방 국

면을 형성하고 발전과 경제진흥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창지투
개발개방 전략은 내륙, 연선, 항구의 연동발전을 통해 “일대일로”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동북아지역 개방협력을 확대하여 길림성을 중몽러 경제회
랑의 육해연계 운송과 동북아개방의 핵심지역으로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한
다. 창지투개발개방 추진을 위해 창지일체화, 창지산업혁신발전시범구 건
설, 창춘신구, 창춘신롱종합보세구, 창춘자동차경제기술개발구, 창춘궤도

，

22) 中国吉林网 “吉林省出台88条措施落实国务院振兴东北政策”, 2016.12.26.
http://china.takungpao.com/jilin/2016-12/3407323.html(검색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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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장비산업개발구, 중신지린식품구 발전 등 기능구 중심으로 발전하고
지린 중부에 내륙개방을 위한 새로운 지역을 조성하여 “일대일로” 중몽러
경제회랑의 중요지역으로 추진한다. 투먼강 지역의 개방조건을 개선, 옌롱
투(延龙图) 연해지역 기능 향상, 훈춘지역 발전 지속, 훈춘지역의 활발한
개방 및 무역을 위한 연구 진행을 통해 지린성을 동북아 개방창구도시로
발전시킬 것으로 계획하였다. 창지투 전략의 서진을 위해 바이청내륙항 건
설을 추진, 숭위안과 연계, 바이청-몽골 직행 국제운송도통로 건설을 추진
하고 헤이룽장성의 쑤이펀허와 네이멍구 만저우리 등 항구도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지역간 연계를 통한 발전을 강조하였다.

표 3-6

지린성 일대일로 및 창지투선도구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내용

구분

주요 내용

철도

1) 창바이철도
－ 지린성에서 서부로 향하는 유일한 고속철도.
－ 지린성이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서부지역진출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 사업.
－ 올해 8월 8일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함
2) 나진철도 확장건설
－ 국가급 계획으로 추진 중

도로

1) 투먼-원정 국제 문화관광협력구 통로 임시 개통
－ 청다오협력개방협의 서명을 통해 추진

복합운송

물류센터 및 협력구

1) 청진항 복합운송
2) 투먼시 철도항구 연합검사 빌딩사업 사전공사 실시
3) (중국)투먼-(북한)남양 및 두만강 - (러시아)하싼 철도 국제복합운송통로 건설
1) 연변투먼국제물류화물운송센터
2) 중국(투먼)북한공업단지 발전
－ 이 단지를 북중경제협력의 시범단지로 추진
3) 북중원정 국경문화관광협력구 및 북중남양국경경제무역협력구 건설 가속화

府 们市全面扩 对外开放
zf
_
色 城镇 设之
j
_
j
z _ y jy

j

z_ y z _
府 们市积 探索特
y z _
zf
责任 保 铁 按时运
_

자료: 吉林省人民政 , “图
大
”, 2017.03.23.,http://www. l.gov.cn/ w 77306/ w/ wlb/sx
77310/xs /201703/t20170323 2477192.html(검색일: 2017.07.08.), 吉林省人民政 , “图
极
小
建
路”, 2017.04.18., http://www. l.gov.cn/ w 77306/ w/ wlb/sx 77310/xs /201704/t201
70418 2488032.html(검색일: 2017.07.08.)와 吉林省人民政 , “夯实
确 长白 路
营”, 2017.0
6.24., http://www. l.gov.cn/ w 77306/ w/ l w/201706/t20170624 2500282.html(검색일: 2017.07.08.)
을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

z_
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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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보하이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랴오닝성연해경제벨트, 환보하이
경제권, 징진지일체화구역과 연계하여 남향(南向)개방협력을 추진한다. 랴
오닝성연해경제벨트와의 협력은 동북지역 중동부의 입체교통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압록강 국제경제협력벨트와 퉁화내륙항구 건설로 추진한다.
창춘싱롱국제내륙항과 지린, 쓰핑, 랴오위안 내륙 드라이포트 건설, 쓰핑
물류허브기능 개선, 단둥, 다롄, 잉커우, 진저우 등 항구도시와 협력강화
로 통관일체화를 실현하여 내륙개방통로의 확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
획이다.
지린성은 대외무역을 위한 인프라 환경이 열악하여 다롄항과 톈진항
등을 통해 대외무역을 운영했지만 최근 중국의 동북아시아 개방의 새로
운 문호로 변경지역인 지린성의 러시아향(向) 창구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
하였다.23)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중국-유럽 국제철도 화물운송열차인 창
춘-훈춘-슈베르츠하이데(Schwarzheide)(창훈어우, 长珲欧)열차를 개통하
였다. 이 열차는 러시아의 체르노빌에서 훈춘철도 세관까지 4일 만에 도
달할 수 있다. 2017년 1월 훈춘철도세관의 입국열차 67대, 화물운송량 20
만 톤을 기록하며 중국-유럽 국제철도의 중요거점인 만큼 훈춘철도세관
의 수용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린성의 훈춘시는 러시아와 북한과 직접 연계할 수 있다는 지리적 우
세성으로 대외개방의 인프라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내외 후롄후통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
해에는 국도 훈이선(G302)의 신화-반스 구간 건설사업, 훈춘-지앙미펑 고

，

23) 一带一路网 “中俄珲春铁路口岸运能激增 助吉林开辟第二条通欧班列”, 2017.02.04.,
https://www.yidaiyilu.gov.cn/xwzx/gnxw/6212.htm(검색일: 2017.06.09.)

86 ❙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속도로 연장선 시파오타이-창링즈(항구)구간 건설 사업을 재개하였다. 국
도 훈이선(G302)의 신화-반스 구간 사업은 총 3.3억 위안을 투자하였고,
총 길이 13.12km에 달한다. 이 국도는 훈춘시 하다먼향(乡) 신화촌(村) 부
근을 기점으로 아러타이-단둥 국도 고속도로과 교차하며 시파오타이를
종점으로 한다. 이 사업은 설계속도 80km/h의 1급표준도로이며,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도로 70%, 대교 86%, 소규모 다리 90%, 배수로 67%, 공사

전체 40.1%를 완성한 상태이다. 이 도로는 올해 10월 30일 완공 예정이며,
완공시 동남부 지역과 훈춘항구 및 훈이고속도로의 연계성이 개선되어
항구와 창지투 교통 연선 운송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24)

4. 바이퉁단경제벨트
바이산-퉁화-단둥 경제지역이란 지린성 남동부의 바이산, 퉁화 지역과
랴오닝성 동부의 단둥지역을 잇는 경제벨트로서 중 ․ 북국경지대의 압록
강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9년 9월 단둥시정부와 퉁화시정부는 랴오닝연해경제벨트와의 연계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퉁화 내륙항 건설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였다. 지리
적 위치로 놓고 볼 때 바이산-퉁화-단둥 경제지역은 2009년 중국 중앙정
부에서 허가한 2대 프로젝트인 랴오닝연해경제밸트(遼寧沿海經濟帶)와 창
지투지역의 중간지역에 위치해있어 2대 프로젝트를 연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

24) 珲春示范区网 "项目花开竞芬芳 珲春市重大项目建设走笔" 2017.06.19.,
http://hc.cnjiwang.com/ywq/201706/2432697.html#22254(검색일: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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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바이퉁단경제지역 현황도

世纪 报道

将打造

带

开放

u

u

자료: 21
经济
，"吉林“十三五”
白通丹经济 推动向南
", 2015.12.01., http://b siness.soh .c
om/20151201/n429005486.shtml(검색일: 2017.09.12.)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또한 압록강지역에 위치한 바이산-퉁화-단둥 경제지역은 역내에 단둥
(對 신의주), 창바이(對 혜산), 린쟝(對 중강), 지안(對 만포) 등 대북 통상구

들이 포진해 있어 두만강지역과 더불어 중 ․ 북 1,334km 국경선 상에서 전
방위적이고 다층적인 경제협력을 이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보완역할을 담
당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린성은 창지투전략이라는 국가급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주의력을 창지투지역에 집중하여 인프라시설 등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
들을 진행하여왔다. 따라서 원래부터 상대적으로 후진된 지린성 동남부지
역은 더욱 침체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차항출해의 목적으
로 추진하여온 창지투전략이 여러 가지 국제적 관계로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은 차항출해가 아닌 국내항을 이용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략적 방향을 조절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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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의 13차5개년 계획에는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발전으로 동쪽
창구를 발전시키고 바이퉁단경제벨트를 통해 남향 창구 구축 및 랴오닝성
의 상대적으로 발달한 랴오닝연해경제밸트(遼寧沿海經濟帶), 환발해경제권
(環渤海經濟圈)과도 확장연계를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09년 처음 체

결된 바이퉁단경제벨트는 창지투 전략에 비해 중요성이 과소평가 되어왔
으나, 현재 바이산-퉁화-단둥 철도가 연계되어 있고 퉁화-단둥, 퉁화-선
양 고속철도 사업 등을 계획으로 발표함으로 바이퉁단경제벨트의 추진력
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5. 옌룽투신구 프로젝트
“옌룽투신구”프로젝트는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옌지, 룽징, 투먼

시의 관광, 문화산업을 통합,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림과 동시에 문화관광
산업단지의 구축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로서 2016년 12월 1일
지린성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공식 명칭은 “지린옌룽투문화관
광구(吉林延龍圖文化旅遊區)”이다.25)
옌룽투신구 프로젝트는 총 계획개발면적이 265㎢이고, 그 중 초기 개
발면적이 100㎢이며 건설허가용지 면적이 43㎢이다. 옌룽투신구는 현재
의 옌지시, 룽징시, 투먼시 3개 도시에서 추진되며 그 범위는 동쪽으로는
투먼시 웨칭진 마파이촌, 서쪽으로는 옌지시 마오얼산 삼림작업장, 남쪽
으로는 룽징시 둥성용진 둥성촌, 북쪽으로는 투먼시 창안진 룽자촌까지
이다.

，

25) 新浪吉林 “吉林省政府同意延边州设立延龙图新区”, 2016.12.05. http://jl.sina.com.cn/news/interv
iew/2016-12-05/detail-ifxyiayq2310801.shtml(검색일: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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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룽투신구는 설립이후 기존의 행정구역조절을 진행하지 않는 전제하
에서 “통일계획, 통일관리, 통일건설, 상생공유”의 원칙에 따라 옌룽투경
제 일체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옌룽투신구의 기능 및 포지션은 옌룽투신구를 연변지역의 녹색전환 발
전의 영도구(绿色转型发展引领区), 혁신발전의 시범구(创新发展示范区),
고급서비스의 집결구(高端服务集聚区), 국제여가관광구(国际休闲度假旅游
区), 동북아국제협력의 고지대(面向东北亚国际合作的新高地), 동북변경경제

발전의 성장점(东北沿边经济发展的增长极),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일대일
로”의 지레목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26)

현재 옌룽투신구의 총체적 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1산, 2
하, 3기, 5단지”(一山、两河、三翼、五园区)로 발전 발전구도를 형성하여 신구
의 지형적 특징에 맞는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표 3-7

옌룽투신구 발전구도

구분

내용

1산

구룡산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산업단지 육성

2하

르하통하와 해란강을 주축으로 순위별로 생태체험, 문화회랑, 민속전시, 특색음식, 농업관광
등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여 산과 물이 잘 어우러진 경관밸트 형성

3기

구룡산문화관광구를 핵심으로 투먼시 웨칭진, 룽징시 둥성용진, 투먼시 창안지 등 3개 방향으로
확장 ․ 개발하여 편리하고 개방적인 산업, 문화, 생활이 일체화 된 현대적 거주환경 조성

5단지

합리적인 배치와 차별화된 발전 원칙에 따라 특색이 분명하고 시설이 완벽하며 서로 연결되고
보완 할 수 있는 문화관광산업단지, 건강산업단지, 생태농업관광단지, 공룡유적지공원단지, 민속
체험단지를 계획 ․ 건설

자료: 임수호, 김준영, 박종상, 안국산, 박일봉(2017),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61 재인용.

26) 임수호, 김준영, 박종상, 안국산, 박일봉(2017),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
후 발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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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옌룽투신구 현황도

자료: 인민넷, “연룡도신구, 환해란호 제일 아름다운 교통로 만들어” 2017.03.17., http://korean.people.com.cn/65106/65
130/69621/15651047.html(검색일: 2017.09.13.)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현재 총 투자규모가 450여억 위안에 달하는 옌룽투신구 초기단계 90여
개 세부 프로젝트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초기단계 프로젝트들이
모두 완성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 착공식을 가진 샤오허룽(小河龍)생태공
원 공사가 기반다지기 등 기초시설공사를 시작한 가운데 다른 공사들도 행
정 수속을 진행하면서 조감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투자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옌룽투신구 프로젝트는 총 17개(계획)건설공사 중 올해 7개 공사, 총31
억 5,000만 위안의 투자가 확정된 가운데 전체투자가 1억 2,000만 위안에
이르는 옌룽투신구 생태공원은 가능성연구, 토지예비심사 등을 완성한
상황에서 시공설계와 감리 입찰을 완료하였고 토지징수도 완료되어 현재
시공 중에 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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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자가 22억 5,000만 위안에 이르는 교랑 공사는 연구, 위치선정,
지질탐사, 문물평가보고편제 토지예심, 환경평가를 완성한 상황에서 하
이란호 교량은 현재 시공을 시작한 상황이다.
투자가 5,000만 위안에 이르는 관광서비스중심공사는 이미 연구보고서
를 완성하였고 투자가 7,000만 위안에 이르는 진달래 전망대공사도 공사
의 연구, 위치선정 토지예심을 완성한 상황에서 임지사용, 환경평가 수자
원평가 등 수속을 진행하고 있다.
3억 위안의 투자가 진행계획인 조선족 제1마을 공사는 계획방안을 완

성하였고 조감도설계를 완성, 토지예심, 징수 등을 완성하여 연구가능 보
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총 투자가 1억 위안인 마판촌 산성
역사박물관은 이미 계획건축방안을 완성, 투자가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
으며 투자가 1억 위안인 하이란호 부두는 이미 지질탐사를 완성, 수하지
형도 측량을 완성하여 투자가능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투자가 3억 위안
에 이르는 부얼하퉁강, 하이란호 종합공사는 공사초기심사, 에너지평가,
토지 예비심사 수보 위치선정 등을 완성한 상황이다.28)
위와 같이 중국 중앙정부의 “일대일로”전략 시행 이후 지린성 내에서
최근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옌룽투신구 프로젝트는 창지투전략의 한
계성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이며 관광 ․ 문화를 선두로 인구, 경
제 규모를 확장함으로서 훈춘을 창구로 대러, 대북의 교두보 역할과 두만
강지역 다국적 협력의 핵심 거점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주목표인 것이다.

，

，

27) 吉林省县域网 “延龙图新区2017年计划实施17个建设项目" 2017.06.01., http://www.jlxy.gov.cn/n
ews.aspx?id=142399(검색일: 2017.09.12.)
28) 연변일보, “연룡도신구프로젝트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겨져”, 2017.06.14., http://www.iybrb.co
m/news_vew.aspx?id=57194(검색일: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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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랴오닝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랴오닝성은 2016년을 기준으로 도로, 철도, 수운, 항공의 운송수단을
통해 총 207,071만 톤의 화물운송을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대비
2.5%상승한 수치이다. 각각 운송수단별로 철도화물량 16,222만 톤, 1.2%

감소, 도로화물량 177,371만 톤, 3.0%상승, 수운화물운송 13,464만 톤,
0.2%증가, 항공운송량 14만 톤, 6.9%증가를 기록하였다.29)
그림 3-4

랴오닝성의 주요 교통인프라 현황도

자료: 山东省地图出版社(2016)，中国政区地图册,, pp.20-21와 中国地图出版社(2017c)，辽宁省地图를 바
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29) 辽宁省统计局, “2016年辽宁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017.03.30., http://www.ha.stats.gov.c
n/sitesources/hntj/page_pc/tjfw/tjgb/gjhgsgb/article843ad16d7c7b4e73adb233cbf93259c4.html,
(검색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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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랴오닝성의 도로 총 연장은 119,688km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국도는 10,021km, 성도 10,260km에 달하며, 각각 전체 도로 총 연장

》

중 8.4%, 8.6%를 점하고 있다. 《국가도로망계획(2013년-2030년) 에 따라
2016년 국가성도 총 연장을 상반기 말 대비 4,480km를 추가 건설하였다.

내륙수운은 총 413km이고, 항구 부두는 417개로, 연해항구 411개와 내륙
수운 항구 부두 6개로 구성된다.30) 철도 총 영업연장은 5,340km에 달하
며, 그 중 고속철도는 1,513km이다.

1. 13차 5개년계획
랴오닝성은 현대교통종합망을 건설하기 위해 기초시설네트워크, 종합
교통허브, 운송서비스관리를 강조하였다. 기초시설네트워크는 징선여객
전용철도를 중점사업으로 건설하고, 고속철도네트워크를 완성하여 성시
(城市) 고속철도를 전면 보급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 도시궤도교통, BRT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교통허브는 선양,
다롄국가급 종합교통허브건설을 중심으로 잉커우, 단둥, 진저우의 지역
형 종합교통허브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항구의 자원통합
과 임항철도건설을 추진하고, 고속철도역, 항구, 공항을 기반으로 도로철
도, 항구철도, 도시철도공항간의 효율적 연계로 “0거리”환승과 화물운송
“심리스”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

30) 辽宁省交通运输厅 "辽宁省2016年公路、水路交通行业发展情况" 2017.05.24.,
http://www.lncom.gov.cn/sj/tjxx/201705/t20170524_2954964.html(검색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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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랴오닝성 13차5개년계획 중 교통건설 중점사업 내용

구분

내용

도로

－ 확장 ․ 개선공사: 징하고속도로 선양-쓰핑 구간 확장공사, 랴오중순환 고속도로 톄링-번시
구간, 잉커우 시엔런다오 임항 고속도로, 단둥 다둥항 임항 고속도로, 잉커우 바위취안 항구
임항고속도로
－ 확장공사: 징하고속도로 쑤이중(허베이성-랴오닝성 경계)-판진 구간, 퉁랴오 나이만-잉커
우 고속도로 푸싱디(네이멍구-랴오닝성 경계)-푸신구간, 선캉고속도로 압록강-신청즈 구간
－ 수리: 국도 헤이다선 칭위안현 시내 구간, 국도 카이나이선 창투현 퉁장커우 특대교, 국도
징하선 쑤이중 리우구허 특대교 구간 등
－ 사전조사: 츠쑤이고속도로 링위안(네이멍구-랴오닝성 경계)-쑤이중 구간, 번지고속도로
번시-환런(랴오닝성-지린성 경계)구간, 번시-콴톈고속도로
－ 2020년까지 신축도로 1.5만km 건설, 랴오닝성내 도로 총연장 13.5만km중 신축 고속도로
234km건설하여 총 4,429km달성, 일반도로 1.47만km 신축

철도

－ 베이징-선양 여객운송 전용선
1) 확장공사: 퉁랴오, 츠펑-징선 여객 연결선, 판진-차오양 여객 연결선, 진저우-바이인화
철도, 하이청-즈시우 철도
2) 개조: 선단선, 푸신-판진철도 등 전기화
3) 도시철도 건설: 선양-톄링, 선양-번시, 판진역-랴오둥만 도시간 철도
－ 2020년까지 국가철도 1,000km 건설, 고속철로 여객 전용선 711km 건설, 성내 국가철도
총 연장 6,496km달성
－ 철도 복선화 1,050km 건설, 철도 전기화 2,500km 건설하여 복선화 철도 총 연장 4,400km
및 전기화 철도 총 연장 5,600km달성

항구

－ 반진항 석탄부두 2기, 다롄항 창싱다오 헝리석유화학 30만톤급 원유 버스(berth), 다롄항
다야오만 4기, 다롄항 다항국제 정기 여객선 센터, 잉커우항 시엔런다오 항구 2호 30만톤급 원유
버스(berth), 단둥항 다둥항구 301컨테이너 부두, 반진항 롱씽항구 대형원유 버스(berth), 쑤이중항
10만톤급 통용 버스(brth)등

공항

－ 선양 타오셴 공항 2기 활주로, 다렌신공항, 다롄창하이 공항
건설

도시궤도

－ 선양, 다롄 고속궤도교통

府

; 안산공항 확장, 호나런공항

; 안산, 푸순 고속궤도 교통건설
第

纲

자료: 辽宁省人民政 (2016b),《辽宁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 十三个五年规划 要》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2. 동북진흥
국무원이 2016년에 발표한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 추진을

》

위한 3년 연동계획 실시방안 에 따라, 랴오닝성도 3년의 기간에 따라 각
각 106개, 57개, 30개의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계획의 내용 중에서 교통물
류 및 인프라건설 관련 내용은 랴오닝성이나 동북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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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관련
계획의 내용은 아래 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표 3-9

랴오닝성 동북진흥 3년연동계획 실시방안 중 교통물류 및 인프라건설 관련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2016년 106개 계획

赤铁

25

《“랴오만어우”종합교통운송물류 통로 규획》 제정. 진츠철도(锦
路) 차오양베이-진저우항
구간을 2016년대로 건설하여 “랴오멍어우”통로건설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랴오하이어우”통로의
상용화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

26

《중국-독일(선양) 고부가가치 장비제조산업 단지 건설 방안(2016-2025)》실시

27

랴오닝 자유무역실험구 설립

29

진저우(锦州)항의 “중몽러 국제 육해경제협력” 추진

30

다롄 역외 상업종합실험구 건설

31

잉커우종합보세구 건설, 선양종합보세구 신B구 건설. 다롄종합보세구 보고업무 시작. 단둥변경종합
보세구, 안산보세물류센터(B형)가능성연구 시작

32

국가자금을 획득하여, 항구기초설비 및 동북아 개방 협력 플랫폼 기초시설을 중점적으로 건설

35

징진지협동발전전략 선도구와 업무를 협력할 수 있게 랴오닝성 서부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징진지지
구의 에너지운송기지를 건설

66

선단(沈丹), 선지(沈吉) 저표준 철로 용량확대 및 개선 공사 추진

67

동북 동부 고속철도 추진(자무쓰-퉁화-선양), 서부고속철도(치치하얼-퉁랴오-징선고속철도) 사
전조. 징선고속철도(京沈高 ) 퉁랴오, 츠펑 연결선과 판진( 锦)-차오양(朝阳) 고속철도 연결선
공사 시작

68

铁

盘

국가“13차 5개년”관련 사업 계획과 중장기 철도망계획의 랴오닝 연해철도 단계별 실시

69

고한지대 및 간선도로 건설의 끝자락 건설 실시. 징하고속도로의 선양-톄링구간 확장건설 , 국도
단둥선 개선공사 등 사업 가속화. 징하고속도로 쑤이중-판진 구간 확장건설 공사, 번시-환런 고속도
로 등 사업 사전조사 추진

70

다롄지하철 5호선 등 도시궤도 교통공사 착공

71

선양공항 2 활주로, 다롄 신공항 공사 사전조사 실시

72

다롄동북아 국제항로운송 센터 건설의 정책보고 및 업무분담 방안 연구

83

선다국가자주혁신시험구 건설《沈大

示范区三年建设计划(2016—2018年)》작성

-2017년 57개 계획
15

铁

“랴오만어우”통로 건설 운송시스템 완성. 내몽고와 협력하여 바신철도사업(巴新 路) 빠른 시일
내로 개통 추진하여 “랴오멍어우”통로를 완성한다. 진저우항-얼롄하오터 국제화물 해양철도 복합운
송 개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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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계속
항목

주요 내용

16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의 중국측 실시방안 및 체계적인 융자계획 수립에 참여

17

중국-독일 쌍방 공동 참여의 중국-독일(선양) 고부가가치 장비산업단지 협력업무 기제수립에
대한 연구 추진. 유럽과 미국 등 국가(또는 지역)와 협력기체 및 플랫폼 건설을 추진. 한중국제협력
시범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획득, 중일경제와 산업협력플랫폼 공동건설. 단둥연해개발개방실험구
설립 추진. 동북아 개방협력플랫폼 기초시설 건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 획득

19

다롄 국제 전자상거래 실험구 플랫폼, 시스쳄, 단지 건설을 추진하여 선양시의 국제상업종합실험구
실현

21

동북도시군 도시간 철도망 계획 제정에 참여

22

징하고속도로 쑤이중-판진구간 확장건설사업 가속화

38

선양, 다롄의 건설중인 지하철 공사 가속화

-2018년 30개 계획
8

교통물류기업의 통로건설 참여 유도, 복합운송 추진, 기능개선, 고효율의 중국유럽 종합교통운송회
랑 구축

17

하이청-시우옌(
개선공사

18

번시-환런(콴뎬(

19

선양공항 2활주로, 다롄신공항 건설 착종

20

선양, 다롄 도시궤도 교통 건설 가속화

岫岩)-좡허(庄河), 봉황성-관수이(灌水)-퉁화, 예바이서우-청더 등 낙후된 철로

府

宽甸))등 고속도로 건설 착공
老 业

滚

—

修

자료: 辽宁省人民政 (2016a),《加快推进辽宁 工 基地新一轮振兴发展三年 动计划(2016 2018年) (
)》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订稿

3. 일대일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유일한 연해지역이자 연변지역이며 남
쪽은 발해와 황해, 동쪽은 압록강, 동북 및 내몽골 동부지역의 대외관문
이다. 즉, 랴오닝성은 동북아 중심지로서 유라시아 통로의 중요한 출해구
이다. 특히 랴오닝성의 다롄, 잉커우, 선양 등 주요도시는 일대일로의 중
요 거점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6년 발표한 13차 5개년의 대외개방부분에서 “일대일로”
중몽러 경제회랑건설을 중심으로 북방개방 주요창구와 유라시아 육해 대
통로의 거점으로서 랴오닝성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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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연해항구를 기점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국제종합교통운송 통로
에 참여하고 남쪽에서 북으로 국내외 종합교통시스템을 연결해야 함을 강
조하면서 선양, 다롄국제공항에서 러시아 등 “일대일로”연선국가로 연결
되는 새로운 항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대외개방의 중요 저장소를 건설하기 위해 다롄진푸신구 건설을 가속화
하면서 다롄에 자유무역실험구 설립을 비준받고 주도적으로 중한자유무
역협정을 추진하여 중한 자유무역협력시범구를 건설해야 한다고 설명하
고 있다. 또한 독일과 장비제조업협력을 강화하고 톄링과 지린성 쓰핑, 네
이멍구 퉁랴오 등 협동발전 협력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3+7’ 자유무역구 설립 추진으로 일대일로 건설을 적극
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3년 상하이를 시작으로 2015년 광둥, 푸
젠, 톈진 그리고 2016년 8월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샨시
등 7개 자유무역구를 발표함에 따라 ‘1+3+7’ 자유무역구 설립을 통해 일
대일로 건설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31) 세 번째로 발표된 7개 자
유무역구 중 랴오닝성이 포함되었다. 랴오닝 자유무역구는 선양, 다롄, 잉
커우 3개 편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국제 경쟁력을 구비한
장비제조업기지, 동북아 개방협력전략의 고지, 국제해상철도 복합운송 대
통로의 중요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2017년 3월 《중국(랴오닝) 자유무역

》

실험구 총체 방안 을 발부하여 다롄동북아국제항로운송 센터 건설추진,
잉커우항 해상철도복합운송, 선양 국제철도통로를 건설해야 함을 강조하
였다. 또한 세관 복합운송 관리감독 센터를 구축함으로 선양-잉커우 육해
복합운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31) 上海证券报, “中国自贸区形成“1+3+7”雁行阵 承载“一带一路”等国家战略“, 2017.04.03.,
https://www.yidaiyilu.gov.cn/xwzx/gnxw/10554.htm(검색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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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은 중몽러 경제회랑을 바탕으로 유럽으로 통하는 종합교통 수
송 “랴오만어우(辽满欧)”, “랴오멍어우(辽蒙欧)”, “랴오하이어우(辽海欧)” 3
대 통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랴오멍어우”통로의 경우, 2017년
5월 10일 동북지역 판진항에서 열차가 출발하여 16일 후 벨로루시의 수도

민스크에 도달하였다. 이 열차는 “랴오멍어우”열차의 최초열차로, 45개
컨테이너를 싣고 판진항 진보만(金帛湾)역 출발, 얼롄하오터항구로 국경
지나 몽골, 러시아, 벨로루시의 커리아지치역(科里亚季奇车站)에 도착하였
다. 매주 1대 열차가 운영될 예정이며, 이 열차는 랴오닝성이 ‘일대일로
전략’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성과이며 동북노후공업기지진흥과 대외경제
발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32)
랴오닝성의 중국-유럽 종합교통수송 3대 통로

표 3-10

통로

내용

랴오만어우
(辽
)

－ 다롄항, 잉커우항, 판진항을 핵심으로 화물수송 대 통로를 구축하여 다롄/잉커우/판진-만
저우리-러시아-유럽 종합교통 물류 대 통로 실현
－ 다롄항-만저우리 통로: 2015년 정식 개통. 2016년 만저우리 통관 수출량 180%증대,
역외 컨테이너 1.8TEU 기록
－ 삼성, LG, 도요타, BMW 등 국제기업들 이용하고 있음. 삼성의 경우 매월 3대를 정기 운행

랴오멍어우
(辽
)

－ 진저우항, 단둥항-(몽골)초이발상-유럽의 출해통로
－ 서부선: 진저우항-(진츠, 츠다바이, 바신, 바주선 등의 철도)-주언가다부기-(몽골)초이
발상 (총 1,240km)
－ 동부선: 단둥항-(선단, 징하, 핑치, 바이아선 등의 철도)-아얼산-(몽골)초이발상(총 1,730km)

满欧
蒙欧

랴오하이어우 － 다롄 동북아 국제운항 센터-유럽의 북극 동북 항로 및 남해와 인도네시아를 경유-남태평양
(辽海 )
-북극 동북항-유럽 통로

欧

자료: 유라시아 ․북한인프라연구소(2016a), 이슈페이퍼-랴오닝 일대일로 추진 현황 및 시사점, 제2016-4호, 한국교
통연구원, p.4, 一 一路网，“一 一路”
国际
通
通 东北地区
新机 “，2017.02.14.,
https://www. idai il .gov.cn/xw x/d dt/7048.htm(검색일: 2017.06.09.)와 中国新 网，“辽宁 与“一
一路”
三
交通
通 “, 2015.01.27.，http://www.chinanews.com/sh/2015/01-27/7009502.
shtml(검색일: 2017.06.09.)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带
带 多条 物流 道开 为
y yu
z f
打造 条至欧洲 运输 道

带来 遇
闻
参 带

32) 辽宁省交通厅, “东北地区首班“辽蒙欧”中线班列开通(图)“, 2017.05.11., http://www.mot.gov.cn/difa
ngxinwen/xxlb_fabu/fbpd_liaoning/201705/t20170511_2203046.html(검색일: 2017.07.06.)

제3장 중국 동북지역 각 성(省)별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 99

4. 랴오닝연해경제벨트
랴오닝성의 6개 항구를 주요 연해도시 벨트로 형성하여 “5점1선(五点一

》

线)”의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 이 2009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국가급 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5점1선”중 5점은
다롄항, 잉커우항, 판진항, 진저우항, 단둥항을 나타내고 1선은 후루다오
시의 쑤이중현에서 단둥 둥강시로 이어지는 5점을 연결한 총 길이
1,440km의 해변도로를 뜻한다.33) 계획의 목표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

지로 지정하였다.
그림 3-5

랴오닝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

진저우
단둥

단롄

자료: 서종원 외(2012b),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
구원, p.106 재인용

33) Kotra 해외시장뉴스, “중국,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성장을 주목하라!”, 2013.10.23.,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
Idx=125083(검색일: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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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은 2009년 7월에 총 10장에 걸쳐 각
분야별로 추진사업 및 발전방향을 발표하였고, 그 중 7장에서 인프라건
설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표 3-11

랴오닝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 중 교통인프라 건설사업

구분

계획 주요 내용

철도

－ 지역의 역내외 고속철도 통로 건설을 강화
－ 지역 내 주요 간선 여객 및 화물 분리운송과 철도여객전용 고속화 달성
－ 건설: 베이징-선양-하얼빈(다롄), 진저우-잉커우, 선양-단둥 등 철도여객운송 전용선로, 동북
동부철도의 철도운송시스템 점진적 건설

도로

－ 지역내 고속도로망을 완성
－ 지역내 국가,성도 간선을 개선하고 농촌도로를 건설
－ 네트워크 구축: 단둥-퉁화, 단둥-하이청, 좡허-가이저우, 쑤이중-링위안, 판진-푸신, 피커우창씽다오 등 다양한 고속도로 네트워크망

항공

－ 이전: 다롄, 진저우공항
－ 확장건설: 다롄 주수이즈 국제공항, 단둥공항, 공항서비스수준을 전면적 개선
－ 다롄문호 허브공항 건설을 중심으로 단둥, 진저우 등 지선공항을 항공의 보완적인 구조로
운영
－ 일본, 한국, 러시아 극동지역과, 유럽, 북미의 국제항로편을 증대
－ 국내 각 주요 도시간 간선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항공편의 밀도를 증대
－ 지선공항을 적극적으로 발전

자료:

百度百科，“辽宁沿海经济带发展规划”, https://baike.baidu.com/item/%E8%BE%BD%E5%AE%81%E
6%B2%BF%E6%B5%B7%E7%BB%8F%E6%B5%8E%E5%B8%A6%E5%8F%91%E5%B1%95%E8%A
7%84%E5%88%92/9730146?fr=aladdin(검색일: 2017.09.12.)을 바탕으로 재구성.

표 3-12

분류

랴오닝연해경제밸트 발전기획 주요내용과 정책조치표
내 용

정책조치

1) "5점"개발을 착안점으로 삼고 새로운 경제증장점을 양성

宜居지대 건설

2) 도시체계건설을 매체로 연해
1

연해경제대발전의
주요책무

3) 해상운송중심건설을 선도로, 전체서비스 기능을 창조
4) 산업시장조직망 건설을 받침으로 삼아 구역경쟁능력을 강화
5) 개발구 건설을 중점으로 대외개방 선도구를 구축
6) 기초시설건설을 보장으로 지속적인 발전능력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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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계속
분류

내 용

정책조치

1) 중부 도시군과의 상호 작용 강화
2

연해와 오지를
구축하는 새로운 구조

2) 랴오시 오지와의 상호 작용 강화
3) 동북 오지와의 상호 작용 강화
4) 상호 보장 시설의 건설을 강화
1) 소프트 환경건설 강화, 발전조건을 창조
2) 개혁 창조를 다그치고 발전 활력을 증가

3

연해경제대 발전의
주요정착조치

'

'

3) 좋고 충족한 정책으로 건설의 발걸음을 다그치다
4) 개혁의 힘을 강화하고 개방의 수준을 제고
5) 항목 건설에 매진하고 지탱 능력을 증가
6) 인재개발을 다그치고 지력보장을 제공
7) 조직 영도를 강화, 전면적인 기획을 고수

자료:

百度百科，“辽宁沿海经济带发展规划”, https://baike.baidu.com/item/%E8%BE%BD%E5%AE%81%E
6%B2%BF%E6%B5%B7%E7%BB%8F%E6%B5%8E%E5%B8%A6%E5%8F%91%E5%B1%95%E8%A
7%84%E5%88%92/9730146?fr=aladdin(검색일: 2017.09.12.)을 바탕으로 재구성

5개 중점발전지역(이하"5점")은 연해에 위치한 다롄장흥도 임항 공업

구, 잉커우연해산업기지, 랴오시금주만 경제구, 단둥산업단지와 다롄화원
구 공업 단지이다. "5점"은 대외개방의 최전방으로 고속도로, 철도, 토지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기반이 탄탄하여 새롭게 발전하는 지역이며 연해
경제대 발전의 중심지역이다. 계획 총 면적은 482.9㎢, 주변 지역 총면적
은 195.3㎢에 달한다.
“5점” 건설은 바로 뛰어난 기반 시설과 대외개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기

에 산업과 노동력 전이의 집중지역, 경제성장을 형성하는 랴오닝성의 주요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거점지역별 주요산업을 명시하고, 지역간 연계의
교통인프라 건설 계획을 발표한 연해경제벨트는 랴오닝성을 넘어 서쪽으로는
징진지일체화 전략, 동쪽으로는 지린성의 바이퉁단경제벨트, 창지투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동북3성의 주요 지역개발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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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연해경제벨트 ‘5점’ 지역 주요산업

표 3-13

5점 명칭

다롄창씽다오 임항공업구

잉커우
연해
산업기지

잉커우연해산업
기지
판진항만
공업구

(단위: ㎢)
주요산업

계획
면적

－ 조선업계 산업 클러스터
－ 정밀 기기, 중공업, 선반 등 제조산업, 에너지 및 정밀
한 화학 산업이 발전
129.7
－ 교통, 에너지, 수력 등 항구기초시설 건설 사업을 추
진하여 해안지역을 정비하고 개발하고 대규모 전문
심해 항구를 개발하며 항구 기능이 향상
－ 야금산업 클러스터
－ 선진 설비제조, 정밀한 화학 공업과 현대서비스가 발전
－ 야금중설비기시, 첨단산업구 등 프로젝트 건설을 가
속화하고 영구포트의 건설을 다그쳐 대규모의 포트
생태 산업구를 구축

진저우 서해공업구 － 전자공업 클러스터
랴오시
진저우만
－ 석유화학공업, 제조업, 에너지임항산업이 발전
후루다오
연해경제구
－ 국가석유 매장기지이며 영향력 있는 물류 구역지역
북항공업구

초기
면적

50

120

20

10

10

41.3

41.3

34.9

20

단둥산업단지

－ 제조산업 클러스터
－ 측정기구, 물류, 자동차, 전자정보, 방직업, 농산품가
공, 관광 등 산업이 발전한 종합적 공업구

97

39

다롄화위안커우 공업단지

－ 식품가공산업 클러스터
－ 자동차 부속품, 신소재 등 산업이 발전
－ 타이어, 농산품가공, 생물제약 등 중점부문건설이 발
전된 산업가공 단지

50

15

합계

－

482.9 195.3

자료: 본 연구 관련 국외출장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제3절 헤이룽장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1. 13차 5개년 계획
헤이룽장은 13차5개년 계획의 현대종합교통운수시스템 발전을 발표하
면서 2020년까지 교통운수 기초인프라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1출2환1변
경” 철도, “1권역1변경3선” 도로를 주요 네트워크로 하여 현대공장시스템
의 기초를 다져 하얼빈주변도시 1시간 경제권, 하얼빈-중심도시2시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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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목표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 고속철도 총 연장 1100km,
도시상주인구 50만 이상인 도시까지 확대, 고속도로 총 연장 5000km, 도시
인구 20만 이상 도시까지 확대, 민용운수 항공수량 14개 이상 보유, 도시
인구 20만 이상도시까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그림 3-6

헤이룽장성의 주요 교통인프라 현황도

자료: 山东省地图出版社(2016)，中国政区地图册,, pp.26-27와 中国地图出版社(2017d)，黑龙江省地图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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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헤이룽장성 13차5개년 계획의 교통인프라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철도

－ 건설완성: 하얼빈-자무스 고속철도, 하얼빈-무단장 여객전용 고속철도
－ 건설: 무단장-자무스 여객전용 고속철도, 헤이허-우이링 철도, 베이안-우다롄츠, 한자위안
－ 헤이허, 허베이-밍산, 라오허-촹예 철도
－ 계획: 하얼빈-이춘, 자무스-허강, 무단장-둔화, 치치하얼-퉁랴오, 치치하얼-만저우리 고속
철도, 바오칭-잉춘, 치타이허-미산 철도

도로

－ 국가 고속도로: 허다고속도로 무자스 국경구간, 쑤이만고속도로 안다제-다칭구간, 허하고
속도로 허강-이춘구간, 지헤이고속도로 우창(헤이룽장성 지린 구간)-하얼빈 구간, 징하고속
도로 하얼빈-라린허 구간“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대수리
－ 지방고속도로: 베이안-푸위, 하얼빈-자오위안, 수이화-다칭, 솽야산-바오칭, 하얼빈도시권
순환도로
－ 보통도로: 1급도로 1000km건설, 2급도로 3200km건설
－ 농촌도로: 진향 도로 1만 km건설, 촌도로 1만km 수리

공항

－ 건설완성: 하얼빈허브공항 확장공사
－ 추진: (확장공사)치치하얼, 다칭공항, (이전)무단장, 자무스 공항
－ 지선공항: 제1 공항은 우다롄츠, 지엔산장, 쑤이펀허, 야부리 공항/ (신설) 제 2공항은
후린, 허강, 쑤이화, 바오칭, 라오허 공항, (수리, 학장공사) 모허, 헤이허, 지시, 이춘공항

수운

－ 항로건설: 헤이룽장, 쑹화강, 우위안 수로 등 6개 고등급 항로 사업과 넌장강, 우쑤리강
등 5개 일반항로 사업
－ 항구건설: 하얼빈항, 자무스항 5개 내수항구와 쑤이빈항, 헤이허항 등 6개 강 경계 항구
사업

국제통로

－ “중몽러 경제회랑”의 헤이룽장성 육해실크로드 경제벨트 국제통로 구축
－ 퉁장철도대교와 헤이허도로대교 건설완성
－ 둥닝고속도로대교 건설
－ 헤이하이즈섬 육로 여객화물운송 항구 시공
－ 하오우(하얼빈-유럽), 하으(하얼빈-러시아) 화물운송 열차 증대
－ 솽야산, 쑤이펀허 등 국제물류원구 건설

府

现代综合交通运输体系发展“十三五”规划》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자료: 黑龙江省人民政 (2017),《黑龙江省

2. 일대일로
헤이룽장성은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라 성(省)내에서 《중몽러 경제
회랑 헤이룽장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中蒙俄经济走廊"黑龙江陆海丝绸

》

之路经济带(이하 ‘헤이룽장 실크로드’ 를 발표하여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

적인 참여의지를 보였다. 이 계획은 (다롄)-하얼빈-자무스-퉁장, 쑤이펀허
-만저우리, 하얼빈-헤이허, 국경 연결철도 등 4개 통로와 러시아 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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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횡단철도(TSR)연결되는 통로를 제시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협력하는 인프라연계 전략이 주요
내용이다.

표 3-15

헤이룽장 육 ․ 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주요 내용(수송수단별)

구분

철도

내용

绥芬

쑤이만철도 초국경 노선
(동-서 방향)

블라디보스토크-쑤이펀허(
河)-하얼빈(哈尔滨)-만저우
리(
)-자바이칼-TSR-발트해 연안-함부르크-로테르담

동북항만-퉁장철도대교
초국경 노선(남-북 방향)

다롄(大连)항-하얼빈(哈尔滨)-자무스(佳木斯)-퉁장(
江)-비로비잔-TSR-(바이칼-아무르 철도)

하얼빈-헤이허 철도
초국경 노선(남-북 방향)

하얼빈(哈尔滨)-헤이허(黑河)-블라고베시첸스크-TSR-(바
이칼-아무르 철도)

국경철도 초국경 노선
(동남-서북 방향)

라오헤이산( 黑山)-둥닝(东宁)-쑤이펀허(
河)-후린
( 林)-라오허( 河)-퉁장( 江)-밍산(名山)-순커(
)
-헤이허(黑河)-모허(漠河)-TSR-(바이칼-아무르 철도)

满洲里

虎

老

饶

同

绥芬

同

逊克

도로

－관련 거점지역, 산업단지 및 접경 통상구의 국가 및 성(省) 간선도로 위주의 도로네트워크

수운

－주축: 하얼빈(哈尔滨), 자무스(佳木斯)항
－접점지: 헤이허(黑河), 푸위안(抚远)
－헤이룽장 숭화강 및 우수리강 노선 등 주요 수로 운송통로

항공

－중추공항: 하얼빈 타이핑(太平)국제공항
－지선공항: 치치하얼(齐齐哈尔), 무단장(牡丹江), 자무스(佳木斯), 헤이허(黑河), 모허
(漠河), 푸위안(抚远)

에너지
수송관

－모허(漠河)에서 출발하는 중 러 모다(漠大) 초국경 석유 수송 파이프라인
－헤이허(黑河)에서 출발하는 중 러 동선(东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전력망

－헤이허(黑河)의 중 러 초국경 송전선, 하얼빈-탕산 북전남송(北 南 ) 송전선

광케이블

线

电 送

－러시아 무르만스크-북극해 대륙붕-베링 해협-블라디보스토크-쑤이펀허-하얼빈 경유, 북극
권 유라시아 광케이블 통신 주간망
－하얼빈에 국제통신교환국(GMSC) 설립추진

자료: 이현주 외(2016b),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토연구원. p.67을
재인용.

헤이룽장성 정치협상회의 11기 5차 회의에서 국제단지건설은 기업의
“저우추취(走出去)”와 “일대일로”건설의 중요 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며 종합

보세, 하얼빈신구, 변경중점개발개방실험구, 변경국제협력구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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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개발, 자원개발, 생산 및 판매망 구축, 역내외 자본운영 등의 방
식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하였다.34)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사업으로
헤이허, 둥닝 등 변경지역의 강 경계에 대교 건설, 빈저우(滨州), 하무(哈
牡), 하자(哈佳), 무자(牡佳), 하헤이(哈黑) 등 간설철도 개선, 헤이룽장성과

동남연해지역, 러시아극동지역, 한국, 일본, 동남아 등 육해 복합운송의
새로운 통로 구축을 제시하였다.

3. 하창도시군
하창도시군은 중국정부의 신형도시화계획의 일환으로, “2횡3종” 도시
화전략구도의 징하징광 통로 종축의 북단에 위치해있다. 도시군의 범위는
헤이룽장성의 하얼빈, 다칭, 치치하얼, 쑤이화, 무단장, 지린성의 창춘,
지린, 쓰핑, 랴오위안, 쑹위안, 옌볜조선족자치구를 포함한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발전공간을 발달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2020년까지 하창도시군의
경쟁력을 강화, 성진(城镇)과 성향(城乡)협력발전구조 형성, 2030년까지
동북아지역의 핵심경쟁도시, 영향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하창도시군계획은 교통인프라 계획 부분에서 중점도시고속철도 네트
워크 구축, 전 지역 도로네트워크 보급, 안전한 수운네트워크 구축, 고효
율 항공운송 네트워크 구축, 교통종합허브건설 가속화를 제시하였다.

34) 人民政协报, 黑龙江省政协委员热议推进“一带一路”战略, 2017.02.04., https://www.yidaiyilu.gov.cn
/xwzx/dfdt/6138.htm(검색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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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구분

하창도시군 철도, 도로 중점 사업

[ 고속철도 및 지역연결선]

－건설: 하얼빈-무단장, 하얼빈-자무스, 자무스-무단장, 둔화-바이허철도
－건설연구: 무단장-둔화, 쓰핑-퉁화-바이허, 창춘-랴오위안철도 등
보통철도
－건설: 창춘-시바옌화철도
－계획건설: 훈춘-둥닝, 지린철도허브서순환선
－건설연구: 창춘철도 허브서 순환선
철도역
－개조: 하얼빈역, 창춘종합화치장, 쑤이펀허 화물하치장 등
확장 및 전기화 공사
－개조: 빈저우선, 핑치선, 퉁랑선, 하무선 전기화
－개조계획: 선지선, 창투선, 무자선 전기화
－건설연구: 차오양촨-카이산툰, 투먼-자루비노항 확장

[
철도건설

계획내용

[
[

]

]

]

[고속도로]

－G11허다고속도로 전구간 개통
－신설: G1211하얼빈-지린구간, G1112지안-퉁화구간, G1015위수-쑹위안구간, G12S창춘다푸차이허 구간, G1112둥펑-솽라오 구간
－확장: G1징하고속도로 하얼빈-라린허구간, 라린허-창춘구간
국가,성급 간선도로
－개선: G203 쑤이선 자오저우-자오위안구간, 왕바오교-진바오툰 구간, G301 쑤이펀허-만저
우리, G231 넌장강-솽라오, G333싼허-모치, G232야커스-쓰핑, G102베이징-푸위안 구간
－신설: G203 쑤이선선 자오위안-쑹위안 구간
－확장: G202헤이다도로 바오취안-커바이제구간, 투안제-화수(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경계구
간), 누신딩-완룽구간
－건설계획: 성(省)도로 하얼빈-다칭, 주잔-왕푸, 주타이망차-위수우커수장빈 1급도로
종합여객허브
창춘서 여객역, 다칭서 여객역 등 여객운송허브건설 추진

[
도로건설

]

[

]

务院(2016a), 哈长城市群发展规划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

하창도시군은 ‘2핵,1축,2벨트(双核一轴两带)’의 발전공간구조를 틀로 하
고 있다. 2개의 핵심도시는 하얼빈과 창춘, 1축은 하얼빈-다롄, 2벨트는
하얼빈-다칭-치치하얼-무단장 벨트와 창춘-지린-투먼 벨트를 나타낸
다.35)

35)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2016a), 哈长城市群发展规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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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도시군은 중심도시인 하얼빈과 창춘의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철
도로 2시간에 도달하는 우세적인 교통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지역간 연계
가 더욱 긴밀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쑤이펀허-만저우리, 훈춘-우란하
오터연선도로, 철도기반으로 하다치무(哈大齐牡), 창지투대외개방육로대
통로(长吉图对外开放陆路大通道)를 강화하여 동북아물류교통허브를 구축
할 수 있다. 또한 징하간선회랑을 통해 하창도시군과 환보하이지역간 입
체교통망을 구축하여 산업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36) 이렇게 교통과 산업
관계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하창도시군은 중몽러 경제회랑의 중심에 위
치해 있어서 하창도시군계획의 변경도시와의 교통인프라 협력도 적극적
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각 성별 교통인프라 관련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았다. 지
린성의 경우 ‘13차 5개년 계획’의 교통인프라 분야에서 동북3성 역내의
인프라 확장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린성은 대외통로 분
야에서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보다 러시아로 향하는 자루비노, 블라
디보스토크와 철도 및 도로 연계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동북진흥’ 및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전략’에서 제시한 계획은 역내외 발

전방안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역내 협력은 퉁화-바이산 경제벨트, 창춘
신구, 옌룽투신구, 창(춘)훈(춘)하(러시아 핫싼)국제협력구 건설, 바이(산)

36)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2016a), 哈长城市群发展规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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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화)단(둥)경제벨트 건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바이퉁단경제벨
트의 경우 랴오닝연해경제벨트와 징진지일체화 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이며, 출해구 확보의 어려움으로 다소 추진력이 떨어졌던 창지투 전
략의 남향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지리적 우세성을 가지고 있다. 2009년
부터 바이퉁단경제벨트가 발표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내용이
나 사업의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2017년 창지투전략 계획 회의 및 지린
성정부의 13차 5개년계획 내용에서 중요 계획으로 제기되기 시작함에 따
라 지린성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및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6년 12월에 발표된 옌룽투신구 프로젝트는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발표하였다. 옌룽투신구의 경우, 두만강
유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함에 따라 북한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북중경
협의 새로운 협력방안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지린성의 역외 확장을 위해 서부로 향하는 고속철도인 창바이철도를
개통, 남향발전 통로인 나진철도 확장건설을 국가급 계획으로 추진, (중)
투먼-(북)남양 ․ 두만강-(러)하싼 철도 국제복합운송통로 건설 등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며 지린성의 대외개방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창바
이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아얼산-바이산-창춘-지린-훈춘의 철도가 연결되
었고, 현재 계획단계에 있는 네이멍구의 아얼산과 몽골의 초이발산 철도
가 개통된다면 지린성의 서부축 대외개방의 개통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초이발산의 자원을 대량공급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린성의 활발한 무역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37)

37) 한겨례, “중-몽-북-러 대통로와 동몽골 프로젝트의 꿈”, 2014.08.06., http://www.hani.co.kr/art
i/politics/diplomacy/650044.html(검색일: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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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은 동북3성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통하는 항구를 보유하고 있
어 종합교통운송통로를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랴오닝연해
경제벨트는 2009년부터 2020년을 목표로 5개의 항구에 중심지역과 산업
을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북중접경지
역으로 북중간 협력의 요충지인 단둥항이 포함됨에 따라 주변항구와의
교통인프라 구축과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북중경협의 질을 제고할 수 있
는 조건을 마련해 나가는 환경이 되었다.
또한 랴오닝성은 2017년 3월에 《중국(랴오닝)자유무역실험구 총체 방

》

안 을 통해 다롄동북아국제항로운송센터 건설, 잉커우항 해상철도복합
운송, 선양 국제철도통로 건설 등을 제시하였다. 동북진흥 계획의 실시
방안으로 진저우항의 ‘중몽러 국제 육해경제협력’을 추진하고, “랴오만어
우(辽满欧)”통로 구축을 위해 내몽고와 협력하여 바신철도(巴新铁路)를 개
통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하여 일대일로 전략의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에
능동적인 참여의지도 보이고 있다. 2017년 5월 10일 판진항에서 출발하여
벨로루시의 수도 민스크까지 이동하는 “랴오멍어우(辽蒙欧)”열차가 최초
로 출발하여 랴오닝성의 ‘일대일로 전략’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라
는 평가를 받았다.38)
헤이룽장성은 동북3성 중 일대일로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이다.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전략 발표 이후, 《중몽러 경제회랑 헤이룽
장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中蒙俄经济走廊"黑龙江陆海丝绸之路经济带(이

》

하 ‘헤이룽장 실크로드’ 를 발표하며 자체적인 발전계획안을 제시하였다.

38) 辽宁省交通厅, “东北地区首班“辽蒙欧”中线班列开通(图)“, 2017.05.11., http://www.mot.gov.cn/difa
ngxinwen/xxlb_fabu/fbpd_liaoning/201705/t20170511_2203046.html(검색일: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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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성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북한과도 지리적으로 가깝
긴 하지만 일대일로전략의 계획사업은 모두 러시아와의 연계성을 개선하
기 위한 국내 교통인프라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헤이허,
둥닝 등 변경지역의 강 경계부근에 대교 건설, 빈저우(滨州), 하무(哈牡),
하자(哈佳), 무자(牡佳), 하헤이(哈黑) 등 간설철도 개선과 동남 연해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한국, 일본, 동남아 등 육해 복합운송의 새로운 통로 구
축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신도시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창도
시권은 동북아지역의 핵심도시를 목표로, 주변도시와 주변 성(省)과의 확
장적인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달된 동북지역의 교통인프라
는 하창도시권의 발전에 큰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또한 하창도시권에서
제시한 하얼빈-다칭-치치하얼-무단장 벨트와 창춘-지린-투먼벨트는 일대
일로 전략의 중 ․ 몽 ․ 러 경제회랑에 접하는 부분이 많아 교통, 산업, 시장
수요, 배후지 등의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성별로 지리적 위치의 특징을 고려한 인프
라 전략을 제시하였고, ‘일대일로 전략’, ‘동북진흥전략’, ‘창지투 선도구계
획’이 국가급 발전전략으로 추진되고 있고, 2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
․ 몽 ․ 러 3국간의 구체적인 교통회랑에 대한 합의도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중국동북지역의 변경국가와 인프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동북3성의 역내 교통인프라 발전계획이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주변국가인
극동러시아와 몽골지역은 거주인구 밀도가 매우 낮고 산업발전도 낙후되
어 있어서 동북3성 지역과 산업적 연계효과가 크지 않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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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중국정부는 정식으로 동북진흥계획을 통해 동북지역의 경

제발전을 추진했으며,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계획, 광역두만강개발프로
젝트 등 국가급,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도 동북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이
끊임없이 제시되었다. 각 성(省)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했으며 최근 일대일로 전략으로 새로운 재기를 계획하는 동
북지역의 중몽러 경제회랑은 낙후된 인프라 시설과 주변국가의 경제침체
상황으로 인해 국가간 협력이 순탄할 것 같지만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는 동북3성의 대외개방 및 일대일로 전략 추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한국은 러시아와 몽골에 비해 내수시장이 안정적이며, 한
국기업의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산업, 섬유산업, 바이오산업 등이 동북3
성에서도 중심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연계성이 높
다. 하지만 북한으로 인해 한중간의 무역운송로가 막혀 해상이나 항공으
로 우회하여 운송해야하기 때문에 운송비용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북한을 경유하는 한반도와의 인프라 연계는 동북3성의 산업경
쟁력 및 내수시장 확보에 필수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중국과 한반도의 인프라 연계를 위한 북한 교통인프라
현황 및 동북아 경제축 구성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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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를 연계하는 동북아 신인프라 경
제벨트 구축을 위해, 북한의 주요 경제권,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및 관련
계획을 분석하여 남북중 인프라 경제벨트 구축에 적합한 효율적인 북한
지역 인프라 경제 축을 선정하고자 한다.

제1절 북한 경제 및 교통인프라 현황
1. 북한 일반 및 경제 현황
2015년 현재 북한의 국토면적은 123,138㎢로 남한(100,284㎢)의 1.2배

수준이며, 인구는 2,477.9만명으로 남한(5,101.5만명)의 약 48.5%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39)
2016년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은 남한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1직

할시(평양), 2특별시(남포, 라선), 9도의 광역행정구역과, 남한의 기초자치
단체에 해당하는 24시, 145군, 37구역, 2구, 5지구의 중층행정구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직할시 및 특별시를 포함한 27개 도시들은 평남권 7(평양,
남포 포함), 평북권 3, 함남권 3, 함북권 4, 황남권 1, 황북권 3, 강원권2,
자강권 3, 량강권 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수도 평양과 접하는 평남 ․ 황
북권에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10개 도시가 몰려있는 상당한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서울 및 수도권에 전체 도시의 36%가 배치되어 있
는 남한과도 유사한 비중이다.

39) 통계청(2016),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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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북한 시 ․ 도별 인구 및 면적 현황

행정구역

하위행정구역(개)

인구(명)

면적(㎢)

시

군

구역

구

지구

평양직할시

-

2

18

-

-

2,999,466

1,747

남포특별시

-

-

-

-

2

983,660

1,142

라선특별시

-

2

5

-

-

196,954

945

평안북도

3

22

-

-

-

2,728,662

12,680

평안남도

8

47

-

1

2

3,068,036

11,578

함경북도

3

12

7

-

-

2,130,408

15,980

함경남도

3

15

7

1

1

3,066,013

18,535

황해북도

3

18

-

-

-

2,369,494

10,345

황해남도

1

19

-

-

-

2,310,485

8,450

강원도

2

15

-

-

-

1,477,582

11,091

자강도

3

15

-

-

-

1,299,830

16,765

량강도

1

11

-

-

-

719,269

13,880

총계

26

167

37

2

5

23,349,859

123,138

주: 하위행정구역 및 면적은 2015년, 인구는 2008년 북한 자료를 현 행정구역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
자료: 1. 통계청(2016),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pp.47~51.
2. Central B rea o Statistics(2009), D.P.R.Korea 2008 Pop lation Cenc s National Report, pp.18-22.

u uf

u

u

2015년 북한의 명목GNI는 34,512남한십억원, 1인당GNI는 139.3남한만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2015년 명목GNI 1,568,383.1십억원, 1인당
GNI 3,074.4만원을 기록한 남한에 비해 명목GNI는 2.2%, 1인당GNI는 4.5%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2. 북한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가. 철도
북한은 철도를 주간선으로 하며 도로교통이 보조간선의 역할을 수행
하는 ‘주철종도’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철종도의 교통체계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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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데에는 산악지대가 많은 북한의 지형적 조건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
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일반 국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함에 따라
관리가 용이한 철도교통을 중시한 정책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북한 철도 노선은 크게 10대 간선노선과 90개 이상의 지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부 종단축을 구성하는 평부선-평의선은 북한의 최대 경
제지대인 수도 평양을 기점으로 개성, 신의주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남한
의 경의-경부선과 함께 한반도 종단철도망(TKR)의 최대 간선노선을 이루
는 동시에 유라시아 최대 경제대국인 중국의 단동과 직접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노선이다. 동부 종단축에는 평라선, 강원선, 금강산청년선 등의
노선이 포함되며, 현재 건설 중인 남한의 동해선과 함께 한반도의 동해안
간선노선을 이루는 한편 두만강역에서 러시아 하산을 거쳐 시베리아 횡
단철도(Trans Siberian Railroad; TSR)와 연계된다.
2015년 현재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5,304㎞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북

한의 철도망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철화율은
80% 수준으로 파악된다.

북한 철도의 궤간은 대부분 남한과 같은 표준궤이다. 그 외에 함경도
산간지대에 일제강점기에 부설된 협궤철도 일부 있으나 그 비율은 매우
낮다. 러시아와 연계되는 라진항-두만강 구간에는 표준궤와 광궤가 함께
부설되어 있어 별도의 환적 없이 러시아 측 열차가 라진항까지 진입할 수
있다.
국제철도 노선으로는 중국과는 평의선 신의주-단둥(중), 만포선 만포지안(중), 함북선 남양-투먼(중) 등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는 두만강-하산(러) 노선 운행중이다. 북중 국제철도의 경우 신의주-단둥
노선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양-투먼 노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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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차지한다. 두만강-하산구간은 최근 현대화를 추진하여 향후 많은 자
원 수송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4-2

북한 주요 철도 노선 현황

노선명

구간

연장(㎞)

특징

서부종단축
평부선 ․ 평의선

개성-신의주

429.2

남한 및 중국 단둥(TCR)과 연결

황해청년선

사리원-해주

100.3

황남지역 농수산 ․ 광산물 평양 수송

평남선

평양-평남온천

89.6

평덕선

평양-덕천-구장

192.3

평남 북부지역 광산 연결

만포선

순천-만포

300.1

중국 지안과 연결

평라선

평양-라진

784.1

최장노선, 러시아 하산(TSR)과 연결

강원선

고원-평강

145.1

남한 경원선과 연결

함북선

청암-라진

324.7

중국 투먼, 러시아의 하산과 연결

금강산청년선

안변-감호

119.4

남한 연결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 연결

동부종단축

횡단축
청년이천선

평산-세포청년

141.3

동서 연결선

혜산만포청년선

혜산-만포

249.1

만포 북중세관 연결

백두산청년선

길주-혜산

139.4

백두밀영 혁명사적지 순례용

자료: 교육도서출판사(1988a), 조선지리전서(운수지리), p.150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작성

나. 도로
북한의 도로인프라는 철도교통의 보조수단으로 주로 단거리 수송(15
0～200km내) 기능을 담당하며 지역 간 이동보다는 지역 내 교통수단으로

써 건설․운영되고 있다. 여객․화물의 대부분이 철도수송으로 이루어지는
‘주철종도(主鐵從道)형’ 이기에, 도로부문의 투자는 주로 정치적 혹은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로 수송분담율40)은 여객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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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6.2%이며, 도로망은 철도와 병행하여 구축되었고 철도역과 그 주변
지역을 연결하도록 건설되었다.
북한은 1964년 김일성 교시로 일반도로를 1~6급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김일성은 1964년 2월 10일 내무성및도시경영성일군협의회에
참석하여 일반도로를 역할에 따라 1~6급으로 나누고 책임한계를 구분하
도록 지시하였다41). 1973년 평양-원산고속도로가 건설되어 도로등급은
특급(고속도로) 및 일반 1~6급도로의 총 7등급으로 정비되었으며, 이 중
특급~3급은 중앙정부에서, 4급도로는 도에서, 5급도로는 군에서, 6급도로
는 리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북한지역 간선도로망은 5개축(서해안, 동서연결, 동해안, 북부내륙, 동
서국경)을 중심으로 평양∼원산을 잇는 ‘H자 형태로 구축되었으며, 간선
도로급에 해당하는 고속도로(6개)와 1급(10개)․2급(29개)도로 노선은 총
47개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지역의 험준한 지리적 제약요건(낭림․아호

비령산맥 등)들로 인하여 주요 도로는 동서양안(兩岸), 즉 서해안과 동해안
의 축을 따라 집중적으로 발달하였다.
고속도로는 평양∼남포, 평양∼개성, 평양∼향산, 평양∼원산, 평양~
강동, 원산~온정리 등 총 6개 노선, 681km가 평양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2016년 현재 원산~함흥 구간에 고속도로급 간선도로가 건설중이
다. 또한 북한의 일반도로는 1∼6급까지로 구분, 1급도로는 평양과 도를

40) 인-km, 톤-km 기준; 교육도서출판사(1988a), 조선지리전서(운수지리), p.260
41) “도로는 대체로 6개 등급으로 나누고 그 관리의 책임한계를 규정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중
앙과 도를 련결하는 국가의 주요간선도로는 1급, 도와 도를 련결하는 도로는 2급, 도와 군, 군과
군을 련결하는 도로는 3급, 군과 리를 련결하는 도로는 4급, 리와 리사이의 도로는 5급, 리안의
마을과 마을사이의 도로와 포전도로는 6급으로 할수 있을것입니다. 1급, 2급, 3급 도로는 도에
서 관리하고 4급, 5급 도로는 군에서 관리하며 6급 도로는 리에서 관리하도록 하는것이 좋겠습
니다.” 김일성(1982a),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8권, pp.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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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고 2급도로는 도와 도를 연결한다.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체 도로
연장은 2015년 통계청 기준 26,183km42)으로 남한의 24.3% 수준이다.

표 4-3

북한 주요 간선도로축 현황

축

내용

서해축

남한 국도 1호선 및 서해안축과 연결가능 노선
중국과 연결되며, 개성 안주까지는 고속도
로시설이 비교적 양호

동해축

남한 국도 7호선과 연결가능 가능노선으로 금
강산 나선을 거쳐 중국 동북부 극동러시아
지역을 연결
한반도 동해안 단일노선으로 경제적 군사적
특징이 강함

동서
연결축

북한 동서를 연결하는 경제적 전략적으로 매
우 중요한 노선으로, 낭림산맥을 관통하여 건
설되어 협소하고 구배가 심함

북부
내륙축

자원개발을 위한 노선으로 도로대부분이 비포
장 도로임

동서
국경축

산악지역과 국경을 연결하는 도로로, 대부분
비포장 도로임

～

․

․

․

․

자료: 한국도로공사(2012), 북한고속도로 운영에 관한 기초연구, pp.15~17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다. 항공
북한 공항은 약 56개로 추정되나 대부분 군비행장으로 운영중이며, 국
제공항은 평양(순안)공항이 유일하다. 주요 공항은 평양(순안), 원산, 삼지
연, 어랑(청진), 선덕(함흥), 의주 등이 있으며, 국내선은 1954년 5월 평양함흥-청진을 잇는 정기노선을 시작으로 현재는 평양-삼지연, 평양-청진
(어랑), 평양-함흥(선덕), 평양-의주 노선 등을 운항하고 있다.

42) 통계청,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84&conn
_path=I2(검색일: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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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정은 집권기 들어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내 공항 인프
라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계획에 따라 원산(갈
마)비행장이 현재 위치에 제2의 신설 국제공항(활주로 길이3,500m)을 건
설하여 2015년 11월 개장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2014년 10월 도
별 공항의 건설을 지시하였으며43), 백두산/칠보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삼
지연 ․ 어랑공항 개건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44)
북한의 항공노선망은 주로 국제선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내선에 대해
서는 소홀하였으나 최근 관심을 돌리는 추세이다. 국제선 정기노선으로
는 2개국 5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와는 부정기적인 소
수의 노선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41개국과 항공 운수협정
을 체결하였으나, 정기적으로 국제선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
아의 2개국 뿐이며 과거 모스크바 경유로 불가리아 소피아, 베를린, 프라
하, 부다페스트 등 동유럽권 노선들도 있었지만 유럽연합에서 취항 금지
조치를 당하여 폐지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취항하는 도시는 베이징, 블라

표 4-4

북한 항공 노선 현황

항공사

편명

고려항공

JS

베이징, 선양, 블라디보스토크, 삼지연, 의주, 청진, 원산

목적지

중국국제항공

CA

베이징

y

y

y

자료: 1. KAYAK, “Find Cheap Flights on Air Kor o,” https://www.ka ak.com/Air-Kor o.JS.airline.html(검색일:
2017.09.07.)
2. 자유아시아방송, “북 관광 열풍 속 국내 항공노선 첫 개통,” 2014.09.22., http://www.r a.org/korean/search se
arch text%3A t 8%3A string %EA%B5%AD%EB%82%B4%EC%84%A0 s bmit.x 0 s bmit.
0(검색일: 2017.09.12.)

_

uf

u

=

f
&u

?
= & u y=

43) 자유아시아방송, “북, 각 도별 비행장 건설 지시,” 2014.10.30., http://www.rfa.org/korean/in_fo
cus/food_international_org/airport-10302014161033.html(검색일: 2017.08.30.)
44) 자유아시아방송, “북, 국제비행장 건설 활발,” 2015. 9. 30., http://www.rfa.org/korean/in_focus
/food_international_org/airport-09302015095156.html(검색일: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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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보스토크 등이다. 이와 함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상하이 푸둥 국제
공항 방면의 전세기편이 있다.
2017년 현재 국제선 평양-베이징 주 8회, 평양-선양 주 3회, 평양-블라

디보스토크 주 2회, 평양-상하이 주2회의 노선이 정기편으로 취항중이
다.45) 고려항공 외에도 중국국제항공이 평양-베이징 노선에 유일하게 정
기취항하고 있다.46) 2014년 9월부터는 국내선 여객영업이 일반에 개방되
었으며, 평양-삼지연 주15회/92달러, 평양-어랑 주10회/83달러, 평양-함
흥 주5회/62달러 수준으로 파악된다.47)

라. 수운
북한의 주요 항만은 동해와 서해에 위치한 무역항 8개 항만으로, 동해
에는 청진, 라진, 선봉, 흥남, 원산항이, 서해에는 남포, 송림, 해주항이 지
정되어 있다. 연간 총 항만능력은 4,111만 톤이며, 이 중 8대 항만의 하역
능력은 4,01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주요 항만의 시설 및 능력은 2000년대 들어 시설의 정비나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극심한 경제난과 2000년대 들어 더
욱 강화된 경제제제로 인하여 항만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 다만, 남포항 등에 컨테이너 부두가 건설되고 2012년에는 단천
항이 자원수출항으로 개항하는 등 일부 시설개선이 이루어 진 바는 있다.

45) KAYAK, “Find Cheap Flights on Air Koryo,” https://www.kayak.com/Air-Koryo.JS.airline.html
(검색일 2017.09.07.)
46) 北京首都国际机场, http://kr.bcia.com.cn/business/flightInfo.jspx?airline=CA&language=kr(검색
일: 2017.09.07.)
47) 노컷뉴스, “北, 일반인도 항공기 이용 관광 가능,” 2014.09.23., http://www.nocutnews.co.kr/news
/4092539(검색일: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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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접경지역 연계 교통인프라 현황
가.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
UNESCAP의 국제도로 건설 계획인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 이

하 AH)에 8개의 간선(AH1∼AH8)과 지선으로 구성되어 총 55개 노선이 있
다. 그 중 중국 동북지역의 북중 접경도로는 2개의 도로가 있고 북한과
중국을 연계하는 간선은 단둥-신의주 연계도로 AH1, 훈춘-원정 연계도로
AH6로 구성된다.

그림 4-1 아시안하이웨이 한반도 노선 개요

y

자료: 엔지니어링 데일리, “문산-평양 AH1등 ‘아시안 하이웨이’국제연구 본궤도”, 2015.03.25, http://www.engdail .com/
news/article iew.html idxno 4291(검색일: 2017.05.12.)

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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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지역 북중 접경도로 도로망(AH1, AH6)

표 4-5

노선

AH1

AH6

노선도 및 주요 경유지

y
j

uu

u

u

y y

도교(Tok o, 일본 기점)- 후쿠오카(F k oka)-부산(B san)-서울(Seo l)- 평양(P ong ang)-베
이징(Bei ing)-창사(Changsha)-광둥(G angdong)-하노이(Hanoi)-호찌민(Ho chi Minh Cit )
-프놈펜(Phnom Penh)-방콕(Bangkok)-양곤(Yangon)-임팔(Imphal)-다카(Dhaka)-콜카타
(Kolkata)-뉴델리(New Delhi)-이슬라마바드(Islamabad)-카불(Kab l)-테헤란(Tehran)-앙
카라(Ankara)-이스탄불(Istanb l)-카피쿨레(Kapik le터키 종점)

u

u

u

u

u

y

u

V

부산(B san, 대한민국, 기점)-함흥(Hamh ng)-블라디보스토크( ladivostok)- 하얼빈(Harbin)
-이르쿠츠크(Irk tsk)-노보시비르스크(Novosibirsk)-옴스크(Omsk)-첼랴빈스크(Chel abinsk)
-모스크바(Moscow)-크라스노예(Krasnoe, 러시아, 종점)

u

y

자료: 이상준, 이백진, 이현주(2015), 한반도 북방지역 인프라 개발계획과 협력전망, 국토연구원, p.18를 재인용

나. 북·중 접경지역 연계도로 및 철도
북중 접경도로는 세관을 기준으로 신의주-단둥, 남양-투먼, 원정-취엔
허, 경원-샤퉈쯔, 무산-난핑, 회령-싼허, 삼봉-카이샨툰, 삼장-구청리, 만

북 ․ 중 접경지역 연계 도로 현황

표 4-6

도로명(도시간거리)

중국

북한

선단(沈丹)고속도로, 304국도, 201국도

단둥(丹东)

신의주

단둥세관

린쟝(72)쟝위엔-201국도

린쟝( 江)

중강

린장 세관

창바이(254)린쟝(72)쟝위엔-201국도

쐉무펑(5)황산(132)푸송-201국도

쑹산(80)허롱(56)-롱징(13)옌지-302국도
난핑(46)롱징(13)옌지-302국도
싼허(54)롱징(13)옌지-302국도
카이샨툰(37)투먼-302국도

302국도
샤퉈쯔(11)훈춘(61)투먼-302국도
취엔허(42)훈춘(61)투먼-302국도

303국도(98)퉁화-201국도, 303국도

临

창바이(长白)

쐉무펑(双目峰)
쑹산(崇山)
난핑(南坪)
싼허(三合)
카이샨툰(开山屯)
투먼(图门)
샤퉈쯔(沙坨子)
취엔허(圈河)
지안(集安)

비고

혜산

창바이 세관

삼지연군(쌍두봉)

쌍무펑 세관

삼장

구청리 세관

무산

난핑 세관

회령

싼허 세관

삼봉

카이샨툰 세관

남양

투먼세관

새별

샤퉈쯔 세관

원정

취엔허 세관

만포

지안 세관

자료: 서종원 외(2012b),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2012) 최장호, 이보람, 김준영,
，
，
(2016b),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과 재원조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를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

;

张慧智 朴英爱 王箫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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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안, 혜산-창바이, 중강-린장, 쌍두봉-썅무펑 12개 지점이 있으며 각
지점은 지선도로와 국도를 통해 선단고속도로, 201국도, 302국도, 303국
도, 304국도와 연계되어 각 성의 주요도시와 연계된다.

그림 4-2

동북지역 북 ․ 중 연계 도로망 현황도

자료: 서종원 외(2012b),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p.178과 山东省地图出版社(2016)，中国政区地图册 大字版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 참고하여 재구성

한편 현재 북-중 간 철도로 3개의 지역이 연결되어있다. 신의주-단둥,
만포-지안, 남양-투먼 지역이 철도로 연결되어 북-중 간의 통행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각각 중국 선단철도(선양-단둥), 메이지철도(메이
허커우-지안), 창투철도(창춘-투먼), 투쟈철도(투먼-쟈무스)와 연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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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동북지역 북 ․ 중 연계 철도망 현황도

자료: 서종원 외(2012b),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p.174와 山东省地图出版社(2016), 中国政区地图册 大字版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

중국 동북지역 철도간선과 연결된다.48)

다. 남·북 접경인프라 현황
2016년 현재 남북간 도로 연결통로는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통해 연결되는 1번국도, 강원도 고성군에서 군사분계선을 관통하는 동해
안 7번국도, 도라산 CIQ를 통해 개성공단과 연결되는 경의선 도로가 있

48) 서종원 외(2012b),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 한국교통연구원,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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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 남북간 합의에 의해 출입사무소가 설치된 도로는 경의선 도로
및 7번국도이며, 1번국도를 통한 왕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는 단절된 국도로는 철원-평강을 잇는 3번국도와 양구-금강을 잇
는 31번국도가 있으며, 이 외에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에
과거 사용되었으나 현재 분단으로 인해 단절된 도로들이 존재한다.

그림 4-4

남북 연결 도로 현황

자료: 국토지리정보원(2016b), 대한민국전도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2016년 현재 남북간 철도 연결통로는 경의선 도라산역과 동해선 제진

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원선과 금강산선이 단절되어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철도 연결에 합의한 이후, 2000년 경의선, 2002년 동해
선 철도 복원사업 기공식을 거쳐 2003년 양 노선의 연결식이 거행되었고,
이후 2007~2008년에 걸쳐 봉동-문산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된 바 있
으나, 동해선은 남측 연결노선의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열차 운행은 이
뤄지지 않고 있어 추후 제진~강릉간의 철도 연결이 필요하다. 2016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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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해선 해당 구간 사업이 포함되었다.

경원선은 2015년 군사분계선 남측 백마고지-월정리 9.3km 구간에 대
해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며, 추후 월정리-평강 14.2km의 단절구간에 대
한 복원사업이 요구된다. 금강산선은 구 경원선 철원역~내금강 116.6km
전구간이 단절된 상태로, 남측 구간은 철원~군사분계선의 33.5km이나 북
측 구간 상당수가 금강산댐 건설로 수몰된 상태에 있다.

그림 4-5

남북 연결 철도 현황

자료: 국토지리정보원(2016b), 대한민국전도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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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북한 경제 및 교통물류 발전계획
1. 북한 주요 국가개발 계획
가. 북한 국가급 국토개발 계획
1)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과 경제개발중점대상개요

북한은 2011년 1월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기구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해 이를 수
행토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49) 이에 따르면 북한은 본 전략계획에 해당
하는 모든 주요 대상 사업을 2010년 설립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 위
임하였으며, 주요 전략적 목표로는 하부구조 건설, 농업, 전력, 석탄, 연
유, 금속 등 기초공업과 지역개발을 제시하였다.
이어 2011년 10월에는 국내 언론을 통해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작
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중점대상개요’가 공개되었다.50)
본 문건에서 밝힌 계획의 주 목표는 북한 전역을 ‘신의주-남포-평양’의 서
남방면과 ‘라선-청진-김책’으로 이어지는 동북방면의 양대 축으로 개발한
다는 것으로, 크게 공업지구 개발과 교통망 개발, 에너지 개발과 농업개발
분야로 나누어 총 1,000억 달러를 투자‧개발함으로써 경제적 면모를 일신
한다는 세부 계획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남포IT산업단지, 김책광업제련단지, 청진중공업지구, 라선석유

49) 연합뉴스, “北,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수립,” 2011.01.15., http://news.naver.com/main
/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68593(검색일: 2017.06.10.)
50) 통일뉴스, “<단독입수> 북 대풍그룹 ‘2010-2020 북한 경제개발 중점대상’,” 2011.10.06., http://
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47(검색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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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업지구 등이다. 즉 수도권에는 첨단 IT산업을, 평라선 연선의 동해
북부 해안연선지대에는 중화학공업벨트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구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해북부 중화학공업벨트는 지역적으로 함
경북도에 집중된 점이 특기할만하며, 10년간 총 180~200억USD 투자를
계획한 청진, 라선지구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6

북한 경제개발중점대상 개요

<

>

자료: 통일뉴스, “ 단독입수 북 대풍그룹 ‘2010-2020 북한 경제개발 중점대상’” 2011.10.06., http://www.tongilnews.com/
news/article iew.html idxno 96247(검색일: 2017.05.10.)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작성

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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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중점대상 개요 내 산업지구 개발계획

표 4-7

개발대상

위치

부지면적

주요산업

투자규모

남포첨단과학
기술단지

남포특별시

30㎢

광학, 재료, 마이크로시스템, 정보 ․ 매체,
환경 ․ 생물, 미전자 ․ 전자정보, 에너지과
학, 신생에너지개발 등

100~120억USD

김책광업
제련단지

함경북도
김책시

50㎢

제철능력 500만t
항만 1.2억t 규모 개발

청진중공업
단지

함경북도
청진시

50㎢

조선소, 자동차생산공장, 전기설비공장,
공정기계공장 등

180~200억USD

라선석유화학
공업지구

라선특별시

20㎢

정유공장 2,000만t
에틸렌공장 120만t
비료공장 100만t

180~200억USD

<

>

80억USD

자료: 통일뉴스, “ 단독입수 북 대풍그룹 ‘2010-2020 북한 경제개발 중점대상’,” 2011.10.06., http://www.tongilnews.co
m/news/article iew.html idxno 96247(검색일: 2017.05.10.)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작성

V

? =

주요 산업지구 이외의 개발계획으로는 농업에 총 15억USD, 전력개발
을 위한 탄광개발과 발전설비 건설, 송전망 건설에 총 100억USD를 투자
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강도와 량강도를 제외한 전국 각 도에
농업기지를 중점개발 하고자 하였다.
표 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중점대상 개요 내 기타 산업 개발계획
개발분야

개발내용

투자규모

농약공장

연산 3만t

1억USD

종자기지

연산 5만t

1억USD

미상

3억USD

종합농기계

농업

축산업(연간)

양돈 600만두
양우 200만두

양계 5억 마리
사료생산 120만t

탄광개발

안주탄광 3,000만t
북창탄광 300만t

15억USD

계

전력

발전소건설
(60kW급 화력발전소)

>

북창 4기
안주 2기

온성탄광 500만t
룡동탄광 200만t
김책 1기
라선 1기

총연장 1,500km
신의주-평양-김책-청진-라선/평양-원산

송전망건설

<

평양 2기
청진 2기

계

10억USD

40억USD
50억USD
10억USD
100억USD

자료: 통일뉴스, “ 단독입수 북 대풍그룹 ‘2010-2020 북한 경제개발 중점대상’,” 2011.10.06, http://www.tongilnews.com
/news/article iew.html idxno 96247(검색일: 2017.05.10.)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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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 구축은 크게 철도, 도로, 항공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계획하였
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철도는 10년간 2,386km 구간을 복선으
로 건설하여 총연장 4,772km를 부설하는 데 96억USD를 책정하였으며, 세
부적으로는 평양-라선 780km, 김책-혜산 180km, 평양-개성 186km 구간
을 시속 120~140km/h 수준으로 건설하고 기타 철도 1,000km 구간을 개
건‧보수할 예정이다.51) 도로는 평양-라선 870km, 평양-신의주 240km, 평
양-개성 180km, 기타 광산지역 연결 1,200km 등 총 2,490km의 고속도로
를 건설‧개건 하는데 150억USD를 책정하였다.52) 마지막으로 공항은 총
120억USD를 투자하여 평양국제공항을 연 수용인원 1,200만명 규모로 확

장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2015년 개장을 완료한 바 있다.
2016년 현재 대풍국제투자그룹은 합영투자위원회에 흡수 ․ 해체된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역시 해체되는 등53) 경제개
발중점대상개요는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
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 당국이 처음으로 제시한 종합 국가개발계획으
로서 북한의 국토개발구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고속
철도망 선정에 있어 큰 의의가 있다.
2) 5대 국가특구

북한이 최초로 지정한 국가 경제특구는 지난 1991년 12월 설치한 라진
-선봉경제무역지대(현 라선경제무역지대)이다. 이후 2000년에는 남한 현

51) 안병민 외(2014), 통일 준비 한반도 교통인프라 구축전략 기획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p.63
52) 서종원 외(2012b),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 한국교통연구원,. p.121

…

53) DailyNK, “정부 "北 외자유치 대풍그룹 해체 합영투자위 단일화",” 2013.02.01., http://www.da
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98598(검색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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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그룹과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특구 개발에 합의한 데 이어 2002년에
는 입법 ․ 사법 ․ 행정 자치권을 부여한 신의주경제특구를 지정, 홍콩식 대
외 경제개방 행보로 평가받았으나 초대 특구행정장관 양빈이 중국 당국에
탈세 혐의로 구속되면서 개발이 중단된 바 있다.
북한은 2011년 황금평 ․ 위화도 경제지대법 및 조 ․ 중 라선경제무역
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요강을 발표, 중국과의 대대적인

표 4-9

북한 5대 경제특구 개요

구분

라선

신의주

개성

원산-금강산

황금평ㆍ위화도

위치

함경북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66㎢

약100㎢

황금평 16.0㎢
위화도 12.2㎢

2010

면적

약 470㎢

132㎢

지정일

1991.12
(2010.1
특수경제지대)

2002.9
(2013. 11
특수경제지대, 2014.7
국제경제지대)

2002.11

2002.11.
(금강산)
2014.6.
(원산-금강산)

유형

경제무역지대

홍콩식
특별행정구

공업단지

관광특구

경제무역지대

관련법

라선경제
무역지대법

신의주특별
행정구기본법

개성공업
지구법

금강산관광
지구법(2011.
5월 금강산국제
관광특구법)

황금평 위화
도 경제지대법

주요
기능

첨단기술산업,
국제물류업
장비제조업
무역 ․ 중계수송
수출가공 금융
서비스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 개발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 개발

국제관광지

정보, 관광문화,
현대농업,
경공업

자치권

행정

입법, 행정, 사법

독자적
지도 관리

․

독자적
지도 관리

․

행정

토지임
차기간

50년

50년

50년

50년

50년

비자
여부

무비자
(출입증명서)

비자발급

무비자
(출입증명서)

무비자
(출입증명서)

무비자
(출입증명서)

․

자료: 박용석(2014),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 동향 및 시사점” CERIK 건설이슈포커스 2014-02 , p.14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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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개발에 나서는 한편 2013년 11월에는 신의주 일부지역에 특수경제
지대를 설치하며 사실상 신의주경제특구 사업의 재개를 선언하였다. 이로
서 2016년 현재 북한의 국가급 경제특구는 라선, 개성, 금강산, 신의주,
황금평 ․ 위화도의 총 5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국가경제특
구는 모두 북중 ․ 북러국경(라선, 신의주, 황금평 ․ 위화도)이나 남북접경(개
성, 금강산)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 북한 지방경제개발구
북한은 지난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였으며, 11월 21
일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13개 지방구 경제개발구(와우도, 압록강, 만
포, 위원, 북청, 흥남, 어랑, 청진, 온성섬, 혜산, 현동, 신평, 송림)의 신설
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4년 7월 후속조치로 6곳(은정, 강령, 진도, 청남,
숙천, 청수)을 추가 지정하였다.
이어 2015년 4월에는 무봉국제관광특구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2015년
10월에는 함경북도 경원경제개발구가 추가 지정되었다. 이로서 김정은 집

권 이후 2013년부터 신규 지정된 지방 경제개발구는 총 21곳으로, 지역별
로는 황해권 4개, 강원권 1개, 평안권 6개(평양, 남포 포함), 자강권 2개,
량강권 1개, 함북권 3개, 함남권 2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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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북한의 공업지구, 경제개발구 현황

자료: 국토지리정보원(2016b), 대한민국 전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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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김정은 시기 북한 신규지정 경제개발구 기능분석

구분

사업명

위치 (면적)

유치기능

총 투자액

중앙

은정첨단
기술개발구

평양 은정지구
(300 )

정보처리기술, 나노신소재, 첨단공업설비, 생명과
학 등 첨단복합기술단지

미상

중앙

강령국제
녹색시범구

황해남도 강령군
강령읍 일부지역

농업, 수산업, 축산, 과수, 녹색식품가공, 에너지,
해수욕장, 골프장, 호텔 및 봉사시설, 살림집건설
등 국제녹색시범기지 조성

미상

중앙

진도수출
가공구

남포특별시 와우도구역
진도동 화도리 일대

부두나 발전소와 함께 강철공장과 시멘트공장을
비롯한 중공업 공장

미상

중앙

무봉국제
관광특구

량강도 삼지연군
무봉로동자구(20㎢)

관광, 첨단기술제품 생산

미상

지방

평안북도
압록강경제
개발구

평안북도 신의주시
룡운리와 어적리 일부
지역(6.6㎢)

－ 어적도 지구: 관광오락시설, 민족음식점을 결
합한 국제봉사기지
약 2억
－ 구리도 지구: 현대농업과학연구기지 배치, 남
4천만 US
새화초시설, 농업기재 생산공장, 농축산물 1차
가공공정

㏊

․

$

지방

자강도
만포경제
개발구

자강도 만포시 미타리
일부, 포상리 일부지역
(3㎢)

－ 미타리지구: 관광, 무역을 결합한 국제봉사
기지
－ 포상리지구: 농축산업과 약초재배업을 기본으
약 1억
로 하는 현대농업기지, 관광휴양발전(고산진 2천만 US
혁명사적지, 미타약수, 압록강풍치) 임가공,
가공공업

지방

자강도
위원공업
개발구

위원군 덕암리의 일부
지역과 고성리
일부지역(3㎢)

2차, 3차 가공품수출, 잠업과학발전기지(담수양
약 1억
어), 방연광자원
5천만 US

지방

황해북도
신평관광
개발구

평양-원산고속도로의 평양과 원산지구에 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기본대
약 1억
중간지점에 위치 (8.1㎢) 상으로 하는 현대적인 산지 관광지구
4천만 US

지방

황해북도
송림수출
가공구

수출가공조립 및 대규모 종합적흑색야금기지, 철
황해북도 송림시 서송리
강생산제품 및 자재 2차, 3차 가공과 수출 전문
일부지역 (2㎢)
수출가공구

지방

강원도
현동공업
개발구

지방

함경남도
흥남공업
개발구

함흥시 해안구역 덕풍동 보세가공, 화학제품생산, 촉매생산, 기계설비제작,
약 1억 US
일부지역 (2㎢)
건재 및 약품생산

지방

함경남도
북청농업
개발구

함경남도 중부 동해안에
있는 북청군 문동리,
과수업, 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 과일가공업, 산
약 1억 US
부동리, 종산리의 일부 중부원, 수산물 가공업
지역 (3㎢)

$
$
$

강원도 원산시 현동리
일부지역 (2㎢)

약 8천만
US

$

$

보세가공, 정보산업, 경공업, 국제관광, 관광기념
약 1억 US
품생산, 임가공, 산중부원가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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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계속
구분

사업명

위치 (면적)

유치기능

총 투자액

지방

함경북도
청진경제
개발구

－ 남석리지구: 2차, 3차 금속가공제품생산 기지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 월포리, 수성동: 임가공 위주 기계제품생산기
월포리, 남석리, 수성동의
약 2억 US
지, 전자설비제작, 건재, 경공업제품생산 및 수
일부 지역 (5.4㎢)
출가공기지

지방

함경북도
어랑농업
개발구

농산, 축산, 양어 기본
채종과 육종 포함 농업과학 연구개발기지, 고효율
함경북도 어랑군 룡전리
농업기지(물절약 및 무토양남새온실 이용), 물고
일부지역 (4㎢)
기가공공업, 호텔업,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수
출가공품생산 및 수출

약 7천만
US

지방

함경북도
온성섬관광
개발구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
관광휴양지구(숙박소, 골프장), 두만강유람봉사
일부지역(1.7㎢)

약 9천만
US

지방

량강도
혜산경제
개발구

량강도 혜산시 신장리
일부지역(2㎢)

－ 호숫가 지역: 관광 오락업을 결합한 국제봉사
기지
－ 구릉 지대: 경공업생산기지 조성, 광산기계 및 약 1억 US
임업기계제작기지, 목재가공기지
지하자원 가공, 관광, 현대고려약기지

지방

남포특별시
와우도수출
가공구

남포특별시
와우도구역 령남리
일부지역(1.5㎢)

수입원자재 이용 임가공, 주문가공, 주문조립, 보
상무역등 수출지향형 가공조립업
약 1억 US
금융, 관광, 부동산, 식료가공업

지방

평안북도
청수관광
개발구

평안북도 삭주군
창성노동자구와 방산리
포괄(30㎢)

지방

평안남도
청남공업
개발구

평안남도 청남리 룡북리 공업

미상

지방

평안남도
숙천농업
개발구

평안남도 열두 삼천리벌
농업
(안주평야)

미상

지방

함경북도
경원경제
개발구

$

함경북도
경원군 류다섬리 일대

$
$

$
$

민속촌, 문화오락구역, 과일 및 산나물 가공공장,
김치가공공장, 샘물공장
야산에 복숭아 등 과수원 조성

미상

미상

미상

주: 1. 협력방식: 북측 해당기업과 외국투자가 사이의 합영개발기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단독개발 기업을 설립하고 개발하는
방식
2. 협력기간: 50년
자료: 1. 동아일보, “北, 외자유치 위해 평양 인근까지 개방,” 2013.10.28., http://news.donga.com/3/all/20131028/5849
9083/1 csidx36d 09483 ac3589798c5a72dbabca8(검색일: 2017.04.01.)
2. 연합뉴스, “北, 평양 과학단지 등 6곳에 경제개발구 추가 지정(종합),” 2014.07.23, http://www. onhapnews.co.
kr/politics/2014/07/23/0511000000AKR20140723183951014.HTML(검색일: 2017.04.01.)
3. 국민일보, “북한, 무봉지구에 국제관광특구 설치... 백두산 관광 본격화.” 2015.04.23, http://news.kmib.co.kr/
article/view.asp arcid 0009371195 code 61111611 cp nv(검색일: 2017.04.01.)
4. 통일뉴스, “北, 함경북도 경원경제개발구 추가 발표,” 2015.10.0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
iew.html idxno 113962(검색일: 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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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주요 교통인프라 개발 계획
가. 북한 공식간행물 확인 계획 및 사업
1) 원산-함흥 고속도로 건설

원산-함흥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강원도 원산시 적천동과 함흥시 동흥
산구역 부민리를 연결하는 도로 사업으로, 총연장은 약 115km로 추정
된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해당 구간에 고속도로를 건설, 화학비료 생산기
지인 함흥과 황해남도를 연결하고자 한 바 있다.54) ‘구글어스’ 위성사진
에서는 2011년 3월 처음으로 대규모의 도로 노반공사 흔적이 식별된 바
있었으며, 2013년 6월 공개된 북한의 원산지구총계획도에는 평양-원산
고속도로에서 분기(원산시 적천동)하여 함흥 방면으로 건설되는 고속도
로가 표기되어 본 사업의 진행이 공식되었다. 또한 2013년 11월 발표된
지방급 경제개발구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흥남공업개발구 및 현동공업개
발구의 하부구조조건으로 원산-함흥 고속도로가 제시되었다.
2016년 중국 료녕성정로교공정유한회사가 신의주-개성 고속도로와 함

께 본 사업에 참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현재 진행상황은 확인되
지 않고 있다.55) ‘구글어스’ 등 위성사진 자료를 통하여 관측된 바로는
2016년 12월까지도 전구간이 노반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54) 교육도서출판사(1988a), 조선지리전서(운수지리), p.301
55) 통일뉴스, “북중, 7.27에 ‘신의주-개성 고속도로’ 착공식 예정,” 2016.05.25., http://www.tongilne
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780(검색일: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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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원산-함흥고속도로 개요도

자료: 유라시아 북한인프라센터(2015), 이슈페이퍼-한반도 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한 북한 고속도로의 미개통구간 현황,
제2015-10호, 한국교통연구원, p.5를 재인용

2) 평양-신의주 고속도로‧철도 건설사업
2017년 현재 경의선 축선에는 평양을 기점으로 개성과 안주 방면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으나, 신의주-안주 구간에는 1급도로만 개설되어
있어 해당 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논의가 몇 차례 진행된 바 있었다.
특히 북한은 1988년 간행된 조선지리전서(운수지리)에서 가까운 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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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평양-신의주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임을 천명한 바 있다.56) 당시
본 계획은 평양-개성, 원산-함흥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3대 고속도로 건
설계획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중 평양-개성 및 원산-함흥 노선은 완공되
었거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3년 이후 북한은 신의주-평양 고속도로와 이에 병주하는 고속철도

에 대하여 중국과의 합작을 통한 사업 추진의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2013년 12월 8일, 북한 국가경제위원회와 중국 상지관군유한공사를 중심

으로 하는 컨소시엄이 개성-해주-평양-신의주에 이르는 400km 구간에
폐쇄형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한국 측도 참여한다는 언론 보도가 게재되었다.57) 이어 2014년 3월에는
남한 현대건설이 150억USD 규모의 해당 사업에 참가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공개되었으나,58) 이후 해당 사업은 큰 진전이 없었다.
2016년 5월에는 동년 7월 27일 중국 료녕성정로교공정유한회사의 참

여로 착공식이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현재 진행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59)

3) 청진-라진 고속도로

북한은 2013년 11월 발표된 지방급 경제개발구 투자제안서를 통해, 라

56) 교육도서출판사(1988a), 조선지리전서(운수지리), p.266
57) 채널A, “[단독]정부, ‘북한 경유 한-중 철도’ 극비 추진,” 2013.12.21., http://news.naver.com/mai
n/read.nhn?mode=LSD&mid=sec&sid1=159&oid=449&aid=0000002672(검색일: 2017.05.09.)
58) 머니투데이, “한국기업, 150억弗 '개성-신의주' 철도사업 추진,” 2014.03.14., http://news.naver.com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224939(검색일: 2017.05.09.)
59) 통일뉴스, “북중, 7.27에 ‘신의주-개성 고속도로’ 착공식 예정,” 2016.05.2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780(검색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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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구의 항공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청진시 삼해리에 비행장을 건설하고
이를 청진-라진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연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청진은 북한 4위의 대도시이자 함북지방 최대의 도시로 라선지구 개발
의 성공을 위해서는 두 도시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인력과 물자의 원활
한 이동이 필수적이다. 당초 선봉지구 굴포리 일대에 건설될 것으로 알려
졌던 라선지역 비행장의 위치가 청진시 삼해리로 변경됨에 따라 청진-라
선 간 도로연계의 필요성은 한층 배가된 상황이다.

4) 포베다 사업
2014년 10월 21일, 재동-강동-남포역 구간의 철도 개보수 사업이 착공

되어 동평양역에서 착공식이 진행되었다. ‘포베다’(승리)로 명명된 본 프
로젝트는 총 250억USD 규모를 투자하여 북-러 공동으로 현 철도연장의
절반 수준인 총 3,500km 길이의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는 사업이며, 현존
철도망의 복원 및 신설을 병행하여 통행량을 높이는 데 주요 목적이 있
다. 북러 양국은 장기적으로 양국 간 교역량을 러시아의 대북 부채 탕감
조건인 10억USD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60)
본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 측이 천연자원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라는 데 있다. 본 사업의 성패 여부는 향후 북한 지역에서 광물, 토
지 등을 매개로 한 PPP 사업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
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60) 통일뉴스, “북-러 250억달러 규모 철도현대화 프로젝트 착공,” 2014.10.22., http://www.tongilne
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455(검색일: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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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 공식간행물 미확인 계획 및 사업
1) 신압록강대교 건설 및 연결사업

기존 신의주-단둥 간에는 압록강을 가로지르는 조중우의교가 있으나,
해당 도로는 도로-철도 겸용교량으로 통행에 제약이 커 신규 교량의 건
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2009년 북중간 신압록강대교
건설이 합의되었으며,61) 2010년 2월 본협정이 체결62)된 데 이어 동년 12
월 31일 착공하였다.63) 본 교량은 기존의 신의주-단둥 구시가지가 아닌
단둥 남쪽의 신도시 랑터우와 신의주 남부의 남신의주 시가지를 연결하
는 형태로 건설되며, 랑터우에서는 허다고속도로(허강-다롄)의 지선과 접
속된다.
2016년 12월 현재 신압록강대교는 교량이 사실상 완공된 상태이나, 북

한 측 접속도로의 부재로 정식 개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접속도로 건
설을 위한 별도의 움직임도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따라 추후 평양-신의주
1급도로와 신압록강대교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사업이 상당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평양-희천 고속도로 미개통구간 연결사업

북한은 1996년 기존의 평양-순안 고속도로를 연장, 평양-희천 고속도
로를 개통하였으나 향산군 철벽3다리-희천시 서문동 23km 구간은 개통

61) 경향신문, “원자바오총리 신압록강대교 건설 합의,” 2009.10.05., http://news.naver.com/main/re
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032180(검색일: 2017.05.10.)
62) MBN, “북-중, 신압록강대교 건설 협정 체결,” 2010.02.26., http://news.naver.com/main/read.nh
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0124783(검색일: 2017.05.10.)
63) 연합뉴스, “신의주-단둥 신압록강대교 착공식,” 2010.12.31., http://news.naver.com/main/read.n
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46325(검색일: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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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본 도로의 명칭을 ‘평
양-향산 고속도로’로 명명하는 등64) 향산 이북 미개통구간에 대한 별도의
사업 의지를 천명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해당 구간의 도로 접
속부 및 교각 등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어 향후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4-9

평양-향산고속도로 미개통구간 개요도

자료: 유라시아 북한인프라센터(2015), 이슈페이퍼-한반도 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한 북한 고속도로의 미개통구간 현황,
제2015-10호, 한국교통연구원, p.13를 재인용

64) 교육도서출판사(2006b), 도로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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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북한 주요 경제축 분석
본 절에서는 북한의 주요 거점도시 및 연계 가능 주변도시의 거리 및
산업특성을 분석하여 지역경제권을 구성하고, 동북아 주요 경제축 구성
가능성을 검토한다.

1. 북한 서부경제축 분석
가. 북한 서부경제축 개황
1) 북한 서부경제축 개요

북한 서부경제축은 경의선 도로 및 철도를 중심축으로 하여 황해남 ․
북도 및 북한의 수도권인 평양, 남포, 평안남도를 거쳐 평안북도까지 아
우르는 지역이다. 북한의 개성, 해주, 사리원, 평양, 안주, 정주, 신의주 등
도시가 위치해 있으며, 특히 수도 평양이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또한 양
끝부분은 각각 개성에서 남한, 신의주에서 중국으로 통하여 축 전체가 국
제통로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 서부경제축 상에는 평양수도권, 신의주권, 개성권, 해주권, 청천
강하구권 지역 총 10,858,254명이 거주하여 북한 전체 인구의 46.5%를 차
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30,375.08㎢로 북한 전국토의 25.2%를 점한다. 경
제권 최남단의 개성에서 최북단의 신의주까지는 약 430여km로서 현 경부
고속철도 표정속도(159km/h)를 가정할 시 약 2시간 40분대에 주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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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북한 서부경제축 내 주요 지역권 현황

도시권

인구(명)

개성권

628,468

해주권

589,821

평양수도권

청천강하구권

신의주권
계

면적(㎢)

주요산업

비고

방직, 편직 및 피복공업
식료공업, 일용품공업
4,750.60
인삼가공공업
기계제작 및 건재공업, 관광

1620

기계 ․ 금속공업, 전기 ․ 전자공업
건재공업, 식료공업, 농 ․ 어업

개성성균관 위치
남북접경지역
황해남도 도소재지
북한 8대무역항(해주항)

북한 수도(평양) 및 황해북도,
기계 ․ 금속 ․ 화학공업
평안남도 도소재지 포함
전기 ․ 전자공업, 조선공업
7,793,778 19,751.08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
건재공업, 식료 ․ 방직 ․ 일용품
합대학 등 북한 최고학부 위치
및 기타 경공업
북한 8대무역항(남포항, 송림항)

1,118,747

기계 ․ 금속 ․ 화학공업
2843.4 전기 ․ 전자공업, 건재공업
방직공업

727,440

기계 ․ 금속 ․ 화학공업
1410 전기 ․ 전자공업, 조선공업
식료 ․ 방직 ․ 제지 ․ 일용품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등
북한 유수의 중화학공업지대
북중교역 최대거점

10,858,254 30,375.08

주: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의 행정구역은 2016년 기준으로 조정하여 계산함
자료: 1. Central B rea o Statistics(2009), D.P.R.KOREA 2008 Pop lation Cens s National Report, pp.19-21
2. 백과사전출판사(2009), 광명백과사전 8. pp.313~648

u uf

u

u

2) 북한 서부경제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서부경제축은 북한의 수도 평양을 거점으로 하여 많은 교통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다. 현재 기존선 철도로는 북한 최대의 간선철도인 평의-평부
선을 중심으로 황해청년선, 청년이천선, 평남선, 평덕선 등 보조간선노선
과 개천선, 평북선 등 주요 지선노선들이 복잡한 노선망을 형성하고 있
다. 도로교통으로는 북한의 6대 고속도로 노선 중 평양-개성, 평양-남포,
평양-향산, 평양-강동, 평양-원산 고속도로가 본 경제권 내에 위치하며,
이와 별개로 황주-신천 간에는 고속도로급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고속도로 외에 평양-개성, 평양-남포, 평양-만포, 평양-원산, 평양-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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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안주-개천, 순천-덕천-개천, 사리원-해주, 은천-재령-태탄 등의 1급도
로망이 형성되어 있다.
육상교통망 이외에는 북한 8대 무역항 중 해주항과 남포항이 본 경제
권 내에 위치해 있다. 평양에는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이자 허브공항인 평
양국제비행장이 위치해 있어 평의선 순안역에서 연계된다.

3) 북한 서부경제축 경제 및 개발계획 현황
가) 경제현황
북한 서부경제축은 북한의 중추를 이루는 지역으로 정치, 금융, 산업,
문화, 교육 등의 기능이 집약되어 있다. 평앙-남포 공업지구에는 평양, 남
포, 송림, 사리원 등 북한 유수의 대도시들이 포진하여 전기전자, 기계,
철강, 조선, 방직, 의류, 시멘트, 유리, 신발, 식료 등 중공업과 경공업이
복합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해주공업지구에서는 제련공업을 중심으로
섬유, 식료품, 제지 등이 생산된다. 또한 안주공업지구는 남흥청년화학련
합기업소와 순천비날론공장 등이 위치하여 북한 유수의 화학공업지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신의주공업지구는 북한 굴지의 기계제작공장인 락원기
계련합기업소와 함께 방직, 화장품 등 경공업이 발달해 있다.
나) 주요 개발계획 현황
① 경제개발중점대상개요
2010년 경제개발중점대상개요에서는 서부경제축 지역에 주요 교통인

프라로 평양-개성 구간에 대한 철도 현대화 사업과 평양-신의주, 평양-개
성, 평양-남포 등의 구간에 대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계획하였으며, 평
양국제공항은 2015년 재개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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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통인프라를 기반으로, 남포에는 약 100~120억USD 규모를 투
자하여 총 30㎢의 부지에 광학, 재료, 마이크로시스템, 정보매체, 환경생
물, 미전자‧전자정보, 에너지과학, 신생에너지개발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포첨단과학기술단지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65) 이와 함께 수도권
의 평양, 북창, 안주에는 60kW급 화력발전소 각 2기씩을 건설하는 한편
안주탄광 3,000만t, 북창탄광 300만t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②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북한 서부경제축상의 국가급 경제특구로는 개성공업지구, 신의주국제
경제지대(2014년 기존 신의주경제특구를 개편), 황금평 ․ 위화도경제지대
가 위치해 있다. 개성공업지구는 2016년 2월 전면 가동중단 이전까지 북
한의 대표적인 외자유치 경공업 수출기지였으며, 신의주국제경제지대와
황금평 ․ 위화도경제지대는 추후 사업 재개 시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국경통상구로서의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이들 경제특구는 금
융 ‧ 상거래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경제개발구로는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남포 진도수출가공구와 와
우도수출가공구, 황남 강령국제녹색시범구, 황북 송림수출가공구와 신평
관광개발구, 평북 압록강경제개발구와 청수관광개발구, 평남 청남공업개
발구와 숙천농업개발구 등이 지정되어 있다. 이들 경제개발구의 기능을
살펴보면, IT ․ 신소재 ․ 생명과학 등 첨단산업(은정), 강철 ․ 시멘트 등 중공
업 수출가공(진도, 송림), 국제관광(압록강, 신평, 청수), 수출임가공(와우
도), 농업(숙천, 청수, 압록강, 강령), 금융 ․ 부동산(와우도) 등으로 나뉘어

65) 통일뉴스, “<단독입수> 북 대풍그룹 ‘2010-2020 북한 경제개발 중점대상’,” 2011.10.06., http://w
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47(검색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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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망라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IT첨단산업
기능(은정개발구)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 가치가 있다.

나. 북한 서부경제축 내 주요 지역권 현황
1) 평양수도권

평양수도권은 북한의 수도이자 종주도시인 평양과 외항도시인 남포를
중심으로 하여, 평안남도 남부와 황해남 ․ 북도 북부를 아우르는 북한 최대
의 도시권이다. 총 1직할시(평양), 1특별시(남포)와 4시(평성, 순천, 사리원,
송림), 32군 ․ 구로 구성되며, 특히 2개의 도청소재지(평성, 사리원)가 포함
되어 있다. 2009년 인구조사자료 기준으로 이 지역의 인구는 7,793,778명
에 달하며, 면적은 19,751㎢로 394.6명/㎢의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2) 신의주권

신의주권은 평안북도의 도소재지인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하여 평안북
도 북서부를 아우르는 지역권이다. 총 3시(신의주, 구성, 정주), 13군으로
구성된다. 2009년 인구조사자료 기준으로 이 지역의 인구는 1,450,938명
이며, 면적은 4,470㎢로 324,59명/㎢의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3) 해주권

해주권은 황해남도의 도소재지인 해주시를 중심으로 하여 황해남도
남부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권이다. 총 1시(해주), 11군으로 구성된다.
2009년 인구조사자료 기준으로 이 지역의 인구는 1,333,893명이며, 면적

은 5,440㎢로 245명/㎢의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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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천강하구권

청천강하구권은 평안남도 안주시를 중심으로 청천강을 사이에 두고
평안남도 북부, 평안북도 남부에 걸친 소규모 지역권이다. 본 도시지역권
은 수도 평양이 평안남도의 남부에, 신의주가 평안북도의 북서부에 치우

그림 4-10

북한 서부경제축 내 주요 지역권

자료: 국토지리정보원(2016b), 대한민국전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150 ❙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쳐져 있어 발생하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며, 평양-향산고속
도로와 개천선-만포선 철도, 안주-개천 1급도로, 평양-만포 1급도로, 순
천-덕천-개천 1급도로 등의 간선교통망으로 연결된다. 총 3시(안주, 개천,
덕천), 11군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도시들은 평안남도에 몰려있다. 2009년
인구조사자료 기준으로 이 지역의 인구는 1,548,475명에 달하며, 면적은
6,778.76㎢로 228.43명/㎢의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5) 개성권

개성권은 황해북도 최남단의 개성시를 중심으로 황해북도 남부와 강
원도 일부를 아우르는 지역권이다. 본 지역권은 총 1시(개성), 5군(장풍,
금천, 토산, 철원, 이천)으로 구성된다. 경의선(평부선)과 평양-개성고속
도로, 평양-개성 1급도로를 주간선축으로 하여 2, 3급도로를 통해 내륙의
장풍, 토산, 이천, 철원 등과 연계되며, 철원과 이천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소속이나 접근성을 고려하여 본 권역으로 설정하였다. 2009년 인구조사
자료 기준으로 이 지역의 인구는 62,8468명에 달하며, 면적은 2,750.6㎢로
228.48명/㎢의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2. 북한 동부경제축 분석
가. 북한 동부경제축 개황
1) 북한 동부경제축 개요

북한 동부경제축은 강원선(고원-평강)과 평라선 고원 이북구간(고원-라
진)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 강원도와 함경남 ․ 북도를 아우르는 경제권이
다. 본 축선에는 강원도 원산‧문천, 함경남도 함흥 ‧ 신포 ‧ 단천 ‧ 김책, 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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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 청진 ‧ 회령, 라선특별시 등의 도시가 위치해 있으며, 강원도의 도소
재지인 원산시와 함경남도의 도소재지이자 북한 제2도시인 함흥, 함경북
도의 도소재지이자 북한 제3도시인 청진, 북한 최대의 경제특구인 라선
을 중심축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축선의 라선, 회령, 남양
등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으로 통하는 국제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 동부경제축 내에는 원산권, 함흥권, 김책권, 청진-라선권 지역 총
6,026,559명이 거주하여 북한 전체 인구의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

적은 38,760.58㎢로 북한 전국토의 32%를 점한다. 최남단의 평강에서 최
북단의 온성까지는 약 800km이다.

표 4-12

북한 동부경제축 내 주요 지역권 현황

도시권

인구(명)

원산권

700,263

함흥권

김책권

청진-라선권

계

2,431,008

1,048,631

면적(㎢)

비고

2,303.5

기계 ․ 화학 ․ 금속공업
전기 ․ 전자공업, 건재공업
식료 ․ 일용품 경공업, 어업

북한 8대무역항(원산)
북일 무역 거점
원산-금강산 관광 거점

15,508.10

기계 ․ 화학 ․ 금속공업
전기 ․ 전자공업, 조선공업
건재공업, 목재가공공업
식료 ․ 방직 ․ 일용품 경공업

북한 제2도시권
북한 최대 화학공업기지
북한 8대무역항(흥남항)

7,221.04

기계 ․ 금속 ․ 화학공업
전기 ․ 전자공업, 조선공업
건재공업
식료 ․ 제지 ․ 일용품 경공업

북한 주요 비철금속 생산기지

기계 ․ 금속 ․ 화학공업
전기 ․ 전자공업, 조선공업
건재공업, 일용품 경공업

함경남도 도소재지
라선경제무역지대
북한 주요 제철 ․ 조선기지
광역두만개발계획 대상지역
북한 8대 무역항(청진항, 라진
항, 선봉항)

1,846,657

13,727.94

6,026,559

38,760.58

u uf

주요산업

u

u

자료: Central B rea o Statistics(2009), D.P.R.KOREA 2008 Pop lation Cens s National Report 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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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동부경제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북한 동부경제축의 육상교통망은 주로 철도와 1급도로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다.
철도의 경우 고원 이북의 평라선, 고원 이남의 강원선과 금강산청년선
(안변에서 분기)이 주요 간선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백두산청년선, 함북선

등의 보조간선이 뻗어나간다. 지선철도로는 함흥에서 출발하는 장진선과
신흥선, 신북청역에서 출발하는 덕성선 등이 있으며, 무산선, 백무선 등
의 지선노선이 함경북도 산간지대를 연계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 평양-원산고속도로의 종점부가 원산권 북부를 지나며, 원
산-금강산고속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구 1급도로에 비해 시설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실제 성능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로망은 일
반적으로 평양-원산 1급도로에서 연계되는 원산-라선 1급도로를 중심축
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원산-함흥 구간에 고속도로 건설이
진행 중이므로 가까운 시일내에 두 도시간의 이동성은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경지역에서는 원산-라선(원정리) 1급도로를
주축으로 청진-회령 1급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원정리와 선봉지구를 연
결하는 청학-하현 2급도로가 2011년 중국의 지원으로 대대적으로 개보수
된 바 있다.
육상교통망 이외에는 북한 8대 무역항 중 원산항과 흥남항, 청진항, 라
진항, 선봉항이 본 간선축상에 위치해 있다. 항공시설로는 원산권에 원산
갈마비행장이 2015년 대대적인 현대화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장하였으
며, 함흥권에서는 정평군의 선덕비행장을, 청진권에서는 어랑비행장을
이용중이다. 2013년 발표된 경제개발구 투자유치 문건에 따르면 라선시
의 항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청진시 삼해리에 비행장을 건설하고 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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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 고속도로를 통해 연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 북한 동부경제축 경제 및 개발계획 현황

가) 경제현황
북한 동부경제축은 북한 동부의 3대 주요도시(함흥, 청진, 원산)를 주
축으로 하는 지역으로 그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크게 북부와 남부
로 나눠볼 수 있다.
남부의 원산은 원산철도차량공장으로 대표되는 기계공업 중심의 중공
업이 발전하였으며, 원산항은 동해 최대의 어업기지인 동시에 일본과 평
양 수도권을 연결하는 주요 교역항으로 번성하였다. 함흥공업지구는 흥
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등이 위치
해 있는 북한 최대의 중화학공업기지이다.
또한 북부의 청진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함북조선련합기업소, 청진버
스공장 등의 중공업이 발전해 있으며, 단천 일대는 연 ․ 아연(단천 금골광
산), 철광(리원광산, 덕성광산, 허천청년광산, 만덕광산), 마그네사이트(단
천 룡양광산, 대흥광산, 단천광산, 백바위광산) 등의 자원이 활발하게 채
굴되는 북한 최대의 비철금속 생산기지이로 북한 당국도 2012년 단천항
을 대대적으로 확장, 재개항하는 등 북한 최대의 광물산업 기지로서 투자
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밖에 라선의 승리화학련합기업소, 김책의 성진제
강련합기업소 등이 포진해 있다.
북한 동부경제축 북부의 두만강삼각지대는 중국, 러시아와 동시에 접
하는 국제통상지대로, 북한은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1991년 라선경
제무역지대를 지정하였다. 라선은 중국 동북동부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인 동시에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가장 가까운 부동항으로 투자 및 개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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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동해는 그 자체로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상품으로, 2011년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의 개인 자동차를
이용한 라선 관광이 개시되었으며66) 2014년부터는 중국 옌지-라선 간 직
통 관광버스가 운행되는 등67) 북한 당국은 중국-라선 간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나) 주요 개발계획 현황

① 경제개발중점대상개요
2010년 경제개발중점대상개요에서는 동부경제축에 대하여 대대적인

중공업 부문의 투자를 예고하였다. 특히 4대 개발지구 중 3개 지구가 동
북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 180~200억USD가 투자되는 라
선석유화학공업지구와 청진중공업단지, 80억USD가 투자되는 김책광업제
련단지가 있다.
라선석유화학공업지구는 현 승리화학련합기업소를 기반으로 하여 정
유공장, 에틸렌공장, 비료공장 등을 포함하는 20㎢ 규모의 대규모 석유화
학공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청진중공업단지는 함북조선련
합기업소, 청진뻐스공장 등 현재 청진의 대규모 기계‧차량제작기능을 기
반으로 전기설비공장, 공정기계공장 등을 포함한 중공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책광업제련단지의 경우 제철능력 500만t, 항만1.2억t
규모의 개발이 예고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련능력은 무산의 철광, 단천의

66) DailyNK, “ 中관광객, 개인 자동차 몰고 라선 관광 나서,” 2011.06.09.,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90985(검색일: 2017.06.09.)
67) VOA, “중국 연길-북한 라선 직통 버스관광 시작,” 2014.08.05.,
http://www.voakorea.com/a/north-korea-tourism/1971314.html(검색일: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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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지대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 측면에서 동부경제축 지역에는 청진에 2기, 김책과 라선에
각 1기의 60kW급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또한 명천군 룡동탄
광이 200만t 규모로, 온성탄광이 500만t 규모로 개발을 계획하였다. 교통
시설은 평양-라선, 김책-혜산 철도와 평양-라선 고속도로 등의 개발을 계
획하였다.

②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북한은 2013년 동부축 지역에 원산 현동공업개발구, 함흥 흥남공업개
발구, 북청 북청농업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온성섬관
광개발구를 설치하였다. 이어 2014년 6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설치하여 원산을 주축으로 하는
관광기능 확충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지역이 고속철도, 고속
도로 등을 통하여 먼 이동거리로 인한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 하나의 경
제권을 형성할 경우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관광자원, 지리적 입지
등을 바탕으로 중화학공업, 대외무역, 농업, 관광산업 등을 복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북한 동부경제축 내 주요 지역권 현황
1) 함흥권

함흥권은 함경남도의 도소재지이자 북한 제2의 도시인 함흥시를 중심
으로 하여, 함경남도 중남부를 아우르는 지역권이다. 총 2시(함흥, 신포),
16군 ․ 구로 구성되며, 행정구역상 평안남도인 대흥군이 접근성의 문제로

156 ❙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함흥권에 포함되었다. 2009년 인구조사자료 기준으로 이 지역의 인구는
2,431,008명에 달하며, 면적은 15,508.1㎢로 156.76명/㎢의 인구밀도를 나

타내고 있다.
그림 4-11

북한 동부경제축 내 주요 지역권

자료: 국토지리정보원(2016b), 대한민국전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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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진-라선권

청진-라선권은 북한 제3의 도시이자 함경북도의 도소재지인 청진시와
북한 최대의 경제특구인 라선특별시를 중심으로 하여, 함경북도 북부 두
만강 소삼각지대를 아우르는 지역권이다. 총 1특별시(라선), 2시(청진, 회
령), 16군 ․ 구로 구성되며, 도시의 위상을 고려하여 청진-라선의 복수 거
점도시 체제로 권역을 설정하였다. 2009년 인구조사자료 기준으로 이 지
역의 인구는 1,846,657명에 달하며, 면적은 13,727.94㎢로 134.52명/㎢의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3) 원산권

원산권은 북한 강원도의 도소재지인 원산시를 중심으로 하여 북한 강
원도 대부분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권이다. 총 2시(원산, 문천), 12군으로
구성된다. 2009년 인구조사자료 기준으로 이 지역의 인구는 1,060,006명
이며, 면적은 8,674.16㎢로 122.2명/㎢의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4) 김책권

김책권은 함경북도 최남단의 김책시를 중심으로 함경북도 남부와 함
경남도 동북부를 아우르는 지역권이다. 본 지역권은 함흥권이 함경남도
남부에, 청진권이 함경북도 북부에 치우쳐져 있어 발생하는 공백을 해소
하는 측면에서 설정되었으며, 총 2시(김책, 단천), 5군으로 구성된다, 평라
선 철도와 원산-라선 1급도로를 주 간선축으로 연결되며, 권역 내의 길주
역은 평라선과 백두산청년선의 분기역이다. 2009년 인구조사자료 기준으
로 이 지역의 인구는 1,048,631명에 달하며, 면적은 7,221,04㎢로 145.22명
/㎢의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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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및 시사점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따라 철도 중심의 주철종
도형 교통물류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주로 경의선(평부-평의선)을 중심으
로 하는 서부노선과 강원-평라선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노선의 양대 간선
망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만성화 된 경제침체 속에 북
한 교통물류는 전반적인 마비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곧바로 북한 경
제 전반의 붕괴를 야기 시켰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1991년 라
선경제무역지대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 경제특구, 21개 경제개발
구를 지정하는 한편 2010년에는 국가경제10개년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국토에 걸친 경제개발과 부흥을 꾀하고 있으나, 외자유치를 전제로 하
는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대량살상무기, 테러지원 등으로 말미암은 서
방권의 제재로 인하여 외부자금 유입 단계에서 큰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2016년 두 차례의 핵실험과 2017년 9월 3일 제 6차
핵실험 및 2017년 7월의 대륙간탄도탄 실험 등 제재의 주요 근거인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개발
구의 신규 지정과 대외 투자설명회를 실시하며 대외투자를 통한 경제개
발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개발을 위
한 내부 재원이 사실상 전무하여 외부투자가 절실한 북한이 이러한 양면
적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북한의 특수한 지
정 ․ 지경학적 위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남한은 대륙과의 연결
을 위해, 중국, 몽골, 러시아 등 대륙국가들은 동해 방면으로의 출해로를
위해 북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투자는 이
러한 지경학적 이점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으며, 투자 유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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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북한 당국의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대외통로 개방과 연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태도 변화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
다. 북한에게 있어 대외통로 연결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을 넘어서서 정치
적으로도 중요한 ‘유훈’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과거 김일성 주석은
남북철도의 연결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음을 직접적
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68), 남북 도로 ․ 철도 연결사업을 비롯한 각종 경제
협력사업 또한 전임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
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외자유치와 경제개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피력
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이러한 정치적 ‘유훈’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과
제의식을 지렛대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북한 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
를 이끌어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만약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에 참가하였을 때, 이들에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
시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경제개발 청사진의 마련이 필
요하다. 이는 비단 한두 국가의 노력만이 아닌 복수 국가의 참여와 협력
이 요구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복수 국가 참여의 한 방안으로서 한국, 북한, 중
국의 동북아 3국이 참여하는 신(新)남북중 연계교통회랑 구축방안을 살펴
볼 것이다.

68) “신의주와 개성사이의 철길을 한선 더 건설하여 복선으로 만들고 남조선으로 들어가는 중국 상

품을 날라다주기만 하여도 거기에서 1년에 4억딸라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초보적으로
계산해본데 의하면 우리가 로씨야나 중국 흑룡강성에서 수출하는 물자를 두만강역에서 넘겨받아
동해안에 있는 철길로 달라다주면 거기에서도 한해에 10억딸라 이상의 돈을 벌수 있습니다. 결
국 우리는 가만 앉아서도 한해에 약 15억딸라의 돈을 벌수 있습니다.”; 김일성(1996b), “벨지끄로동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1994.6.30),” 김일성 저작집 4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p.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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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 회랑 구축 방안
제1절 우리나라의 동북아 교통인프라 연계 구축협력 사례
제2절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 회랑 구축 방안
제3절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된 중국 동북지역, 북한의 경제 및 교통인프
라 관련 현황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
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경제회랑으로서, 초보적이고 구상 측면에서의 남
북중 경제 ․ 인프라 회랑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교통물류분야에서의 한중
간 협력가능 분야를 분석 제시한다.

제1절 우리나라의 동북아 교통인프라 연계 구축협력 사례
우리나라의 북방정책은 1990년 소련, 몽골과 수교를 기점으로 시작되
어, 1992년 한중수교를 통해 본격화되었다. 한편으로 남북 간에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부속합의서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에 합

의하여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북 간 교통인프라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이루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을 추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여 2003년
경의선 철도가, 2005년 동해선 철도가 전격 연결되었다.69) 또한 남북
철도 연결을 기반으로 한반도 종단철도(TKR)과 만주종단철도(TMR), 중국
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을 연계하는 유라시아 철도망을
‘철의 실크로드’라 명명하여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

하였으며,70) 2001년부터는 철의 실크로드 구상을 포함하는 ‘동북아 물류

69) 한겨레,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 일지”, 2006.05.13.,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112.html(검색일: 2017.10.11.)
70) 한겨레, “철의 실크로드란”, 2002.09.23.,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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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화’를 본격적인 정책기조로 제시하였다.71)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는 2007년 12월부터 경의선 남북화물철도의 정기 운행을 개시하는 한
편,72) ‘10.4 정상선언’을 통하여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포함한 남북 경협 확대에 합의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남북 경제
‧ 교통협력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기존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세계 경제

흐름의 중심이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으로 다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유라시아 경제협력 기

제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유라시아 지역 국가 간의 물류 ‧ 에
너지‧인적자원 교류를 활성화하여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는 유라시아 이니
셔티브를 주창하였다. 이러한 유라시아 경제협력의 초기사업으로 제시된
유라시아 복합국제운송로 구축 사업은 한반도 종단철도(TKR)을 시베리아횡
단열차(TSR), 중국횡단열차(TCR), 몽골횡단철도(TMGR) 등과 연계하는 ‘실크
로드 익스프레스’(SRX)를 기반으로 북한의 항만이나 철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을 추진하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으나, 2016년 북한이 대대적인 핵실험
을 감행하는 등 대외 여건의 악화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북방정책에 대한 새로운 계획안이 발

표되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 동‧서부축을 중심으로 하는

2/09/003000000200209230954125.html(검색일: 2017.10.11.)
71) 한국경제, “'동북아 허브' 육성..인천국제공항...부산.광양항 내년부터 시설확충”, 2011.09.10., htt
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420245
(검색일: 2017.10.11.)
72) KBS, “오늘부터 경의선 화물 열차 상시 운행”, 2007.12.11., http://mn.kbs.co.kr/news/view.do?n
cd=1474297(검색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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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대륙과의 연계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북방정책과 동북아 평화협력정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정책안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 두만강유역 개발사업
포괄적 범위의 동북아시아 협력은 한반도,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을
포괄한다. 두만강은 환동해권을 형성할 수 있는 육해중심지로,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3성, 일본의 내륙수송로 구축, 북한의 대외개방 등
의 주변국가간 협력의사가 큰 지역이다. 1992년 두만강유역개발계획
(TRADP)을 시작으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두만강 유역의 다자간 개발협력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GTI 출범당시 회원국들은 교통, 관광, 에너지, 무역 ․ 투자, 환경 5개 분

야를 우선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접경지역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두만강 유역의 접경인프라는 북-중, 북-러, 중-러의 연
계로 구분된다. 그 중, 한국정부는 남 ․ 북 ․ 러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
해 양해각서를 서명하고 직접참여 건설에 합의하였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는 부산-나진 해상수송, 나진항 제 3부두, 54km의 나진-하산 철도 연계
를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을 경유하는 컨테이너 물류수송사업을 일
컫는다.73) 육로 국제운송로의 부재로 해외수송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국에겐 국제무역에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다. 2013년 한 ․ 러 정상은 ‘나
진-하산 물류사업협력사업’ 양해각서에 서명하였고, 나진항 3호 부두개발

73) 최장호, 최보영, 이보람, 최유정, 윤지현(2015a), 북한과 GTI 경제협력 강화방안,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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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화물터미널 현대화 건설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것에 합의하였다.74)
하지만 2009년 북한의 탈퇴와 동북아시아의 주요국가인 일본이 회원
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의 요인으로 GTI에서 추진하였던 프로젝트가 실
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또한 UNDP의 지원으로 협의
체 형태로 유지되어 온 GTI가 지원이 종료되는 2016년 5월에 대비해 국
제기구로 전환하고자 가입국간의 합의가 있었지만, 2017년 9월을 기준으
로 아직까지 GTI 국제기구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GTI와 관련한 프로젝트 중, 중국의 경우는 다른 회원국에 비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받는다. 중국의 경우도 대외적인 발전은 미약했으나 두만
강유역 개발을 위한 역내 인프라 기반사업으로 창지투선도구 전략을 추
진하며 역내 교통인프라 시설 수준과 철도 및 도로 연장을 확대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75) 창지투선도구 전략으로 지린성의 낙후지역이었던 변경
지역이 산업이 발전하고 무역의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2016년 한중 경
제장관회의에서 훈춘이 양국 경협의 주요 무대로 선정되어 훈춘개발사업
이 본격화될 것이고, 이는 창지투 개방 선도구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76) 훈춘은 한 ․ 중 ․ 러 육해노선인 훈춘~자루비
노~부산의 중국 거점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국제 복합운송의
중요 지역이다. 현재 포스코현대 국제물류단지가 북한 나진에서 53km떨
어진 훈춘에 150만㎡의 규모로 국제물류단지를 설립함으로서 나진항의

74) 최장호, 최보영, 이보람, 최유정, 윤지현(2015a), 북한과 GTI 경제협력 강화방안,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p.32
75) 최장호, 최보영, 이보람, 최유정, 윤지현(2015a), 북한과 GTI 경제협력 강화방안,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p.16
76) 연합뉴스, “연변 훈춘시, 한중경협 주요 무대로 새삼 주목”, 2016.05.30., http://www.yonhapne
ws.co.kr/bulletin/2016/05/30/0200000000AKR20160530161900097.HTML?input=1195m(검색일: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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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 물류기지 인프라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에 따라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
만, 훈춘-자루비노-부산 항선의 물류량 부족, 중외중 노선인 훈춘-나진중국 남방지역 항선의 비정상화, 북한의 핵실험, 사드문제 등으로 물류확
보가 어려워 국제물류단지 시설의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다.77)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북정책, 대중국 물류투자 등의 요인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두만강유역에 교통인프라, 경제협력구 등을 건설하고자 하였
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물동량 부족, 배후지 부족, 주변국들의 소
극적인 참여 등의 요인으로 추진사업들이 중단되었거나 정기운행이 아닌,
임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철의 실크로드와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경의선 교통축의 남북 연결은 1982년 ‘화합통일을 위한 20개 시범사업
제의’를 통해 처음 정책과제로 제시되었으며,78) 1984년 남북경제회담에
서는 남북이 동시에 경의선 철도 연결을 제안하였다.79) 이처럼 남북간 경
제교류협력을 위하여 교통로의 연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은 남북이 모
두 합의하는 사안이었으나, 실제 사업의 추진은 지지부진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의선을 포함한 남북 간 인

77) 임수호, 김준영, 박종상, 안국산, 박일봉(2017),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
후 발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38
78) 경향신문, “孫 통일원, 和合統一 위한 2O개 示範사업 제의”, 1982.02.01., http://newslibrary.naver.c
om/viewer/index.nhn?articleId=1982020100329201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
2-02-01&officeId=00032&pageNo=1&printNo=11182&publishType=00020(검색일: 2017.10.11.)
79) 경향신문, “南北경제회담 "京義線(철도 連結(연결)하자"”, 1984.11.15., http://newslibrary.naver.com
/viewer/index.nhn?articleId=1984111500329201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4
-11-15&officeId=00032&pageNo=1&printNo=12043&publishType=00020(검색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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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연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남북 도로‧철도연결이 본격화
되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방북 성과를 보고하
면서 “우리가 북한에 철도를 깔고,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도로.항만.통신
등을 해결하고 (중략) 이렇게 할 때 새로운 철(鐵)의 실크로드가 생겨나서
남북 양측이 크게 경제번영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80)라 하
여 그간 추진해오던 남북 철도망 연결을 기반으로 한 ‘철의 실크로드’ 구
상을 본격화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즉, 남북 철도 연결이 단순한 단절 철
도의 복원 차원을 넘어서서,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주축으로 하여 만
주횡단철도(TMR),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주요
대륙철도와 연계되는 유라시아 주요 간선 축 연결의 시발점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수송비용 및 기간을 단축함으로서 유라시아 양 지
역 간 물적‧인적자원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한‧일 해저터널을 통하여
일본열도-한반도-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거대 경제축을 구축하는
것이 ‘철의 실크로드’ 구상의 골자였다. 이러한 구상은 후에 등장한 유라
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와도 일맥상통한다.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한 한반도-대륙철도 연계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반도의 동
북아 물류중심지화는 1995년 정부가 세계화를 주요 구호로 제시하면서
처음 등장하였으나, 당초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는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
공항 등 항만‧공항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였다.81) 그러나 2000년 남북 철

80) 연합뉴스, “김대통령 방북성과 대국민보고(요지)”, 2000.06.15., http://news.naver.com/main/rea
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009166(검색일: 2017.10.11.)
81) 연합뉴스, “世推委 4월 추진과제 보고”, 1995.04.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
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012942(검색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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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도로복원사업이 본격화되자 철의 실크로드를 통한 유라시아 철도 연
결 사업이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정책의 주요 축으로 추가되었다. 2001년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개발, 부산항‧광양항 개발, 철의 실크로드 구
축, 물류거점시설 확충, 관세자유지역 설치, 제도정비 등 6개 내용을 중심
으로 하는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정책추진안을 발표하였다.82) 이는 한국
이 유라시아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의 전략을 본격화 ‧ 구체
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3.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세계경제가 주춤하기 시작하였고, 신흥시장 개척에 대한 세계경제의 관
심이 증폭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유라시아를 새로운 중심으로 하
는 대외경제정책을 구상하였다. 유라시아 경제협력 추진의 초기적인 계
획은 유라시아 국가간 물류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반
도를 기점으로 유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각 국의 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인프라 연계, 자원 공동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한반도는 교통 및 물류에
서 반도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리적 우세성을 지녔지만, 분단의
상황에서 육로 교통로가 막혀 대외경제정책에 제약이 많았다.
유라시아 시장이 한국 대외무역의 신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반도의
주변국가인 중국, 러시아, 몽골과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라시아 시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열차(TSR), 중국횡단열차

82) 한국경제신문, “'동북아 허브' 육성..인천국제공항...부산.광양항 내년부터 시설확충”, 2001.09.1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
420245(검색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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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R), 몽골횡단철도(TMGR)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들을 구상하였

고, 여기서 한반도의 지리적 특징을 활용하기 위한 북한의 항만이나 철도
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노선에서 북한과 철
도 및 도로연계가 운송비용 감소에 효율적인 방안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안보문제 등으로 인해 유라시아 경제협력의 교통 및 에
너지인프라 구축에서 소극적으로 논의되는 답보상태라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유라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구상이 발표되었을 초기에는 인접국
인 중국보다 러시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었고, 이후에
는 중국에서 국가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전략과 협력하
여 국제노선 및 인프라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일
대일로 전략 추진의 대상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제약으로 인
해 구체적인 사업 및 계획안이 추가적으로 발표되지 못했다.83)

4.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우리나라 2017년 신 정부의 평화통일 실행 정책으로 ‘한반도 신경제지
도’ 구상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는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하여 납북간의 합의된 기존 경협사업(개성공
단, 해주항 개발 등)의 이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선언의 주요 내용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장려,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 협력 등 남북 협력사업
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서해평화협
력특별지대, 조선협력단지, 철도 ․ 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활성화 등의 내용

83) 이현주 외(2016a),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한 ․ 중 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중국의 일
대일로 전략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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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골자로 하고 있다.84)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구상은 남북 접경지역에 경
제벨트를 구축하여 끊겼던 남북 철도의 연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부산과
목포를 시작으로 북한의 평양, 중국의 북경을 지나 러시아와 유럽으로 연결되
어 동북아 협력을 넘어 유라시아 협력까지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 서부권 산업·물류·교통벨트
한반도의 서부축은 수도권(서울-인천-해주-개성), 개성공단, 평양, 남
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로 구성된다. 인천-개성-해주를
그림 5-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주: 원 자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 통일한국,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란 ”, 2017.09.01., http:// nikorea21.com/ p 14203(검색일: 2017.
09.13.)를 재인용

?

u

…

?=

84) 뉴스1, “文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10 ․ 4 경제협력사업 골자 ” 2017.07.07., http://new
s1.kr/articles/?3041754(검색일: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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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는 서해복합물류 네트워크에 산업 및 물류가 발달한 중국 랴오닝성 연
해지역까지 연결하여 환황해 물류망을 구축하여 첨단산업, 장비기계 등
의 산업벨트를 건설한다. 또한 광역 인프라 개발의 일환으로 경의선 개보
수, 서울~베이징 고속교통망 건설로 중국 주요도시와 1일 생활권을 구축
함으로서 서해권 산업 ․ 물류 ․ 교통벨트 건설을 추진한다.

나.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동해권 경제벨트는 금강산, 원산, 단천, 청진, 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뒤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나진-선봉,
청진, 신포-단천, 원산, 함흥-흥남 등 주요지역에 대한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을 수송하고 개발하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
그림 5-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예측 가능 프로젝트

y

자료: 산업은행(2017), 新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공약과 의의, Weekl KDB Report 북한포커스,
p.22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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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한다.85) 천연자원과 목재가 풍부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동부축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그림 5-3

남북중 경제 ․ 인프라 회랑 거점지역의 주요산업

자료: 본 연구 관련 국외출장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85) 산업은행, “新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공약과 의의, Weekly KDB Report 북한포커스,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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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 경제벨트는 두만강 유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교통·에너지·자원벨트를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 설악산원산 국제관광 협력 사업,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 단천 자원개발, 남·
북·러 3자간 에너지협력 사업 등이 포괄되어 있다.86)

제2절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 회랑 구축 방안
한반도의 통합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무역과 관광측면에서 적극적
인 교류를 이끌어 낼 것이다. 한반도의 단절로 동북아시아의 기술, 자본,
노동력 등 산업요소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가간 협력발전에 한계
가 많았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 또는 경제협력이 주변국에게 미칠 영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중국이 통일 후 한국과의 무역관계에서 가장 큰 편익
을 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87) 후카오 쿄지 외(2014)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최대무역국인 중국의 대 통일한국 수출증가는 522억 달러, 고용
증가는 56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즉, 한반도의 교통인프라 및
경제협력은 낙후되어 있는 중국 동북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국 정
부의 입장에서 1순위로 고려해야 할 협력지역이자 국가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와 중국간 경제 및 교통인프라 계획과의 연관성에 따

86) 임을출(2017),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란? , 통일한국
87) 후카오 쿄지, 이누이 토모히코, 권혁욱, 深尾京司, 乾友彦, 権赫旭(2014),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55, 이상준, 이백진, 이현주(2015), 한반도 북방지
역 인프라 개발계획과 협력전망, 국토연구원, p.6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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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크게 서부축과 동부축으로 신(新)남북중 회랑의 통로 및 협력내용에 대
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서부축
신 남북중 경제회랑의 서부축은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포함하며,
중국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네이멍구, 랴오닝성과 북한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를 경유한다. 이들
지역의 면적은 총 167.4만㎢에 이르는 방대한 넓이로, 약 2.4억의 인구가
거주하며 지역총생산액은 약 3,502조원 규모에 이른다.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압록강 유역에서 신의주 행정특구 설치, 신압
록강대교, 황금평개발사업 등 북중간 교류 및 협력이 진행되었다. 또한
북중 무역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단둥항이 위치해 있어서 남북중 경제
․ 인프라 회랑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압록강 유역은 한반도의 남북 교통 간선축과 중국 동북지역의 개발
축이 연결될 수 있는 지역으로 남북중 경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기초시
설이 미흡하게나마 갖추어져 있다.88) 이에 따라 단절된 구간을 확장하고,
기존시설의 수리개선을 통해 단축된 공사기간으로 남북중 서부축이 단기
간내 완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88) 김천규, 이상준, 문정호, 임영태, 이건민(2013a), 압록강유역에서의 남 ․ 북 ․ 중 초국경협력을 위
한 실천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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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국가

중국

북한

남한

신 남북중 경제회랑 서부축 주요 지표
행정구역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네이멍구
랴오닝성
평안북도
평안남도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황해북도
황해남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계

면적(㎢)

인구(만명)

16,400
11,900
188,800
1,183,000
148,000
12,669
11,528
1,910
1,281
9,053
8,450
10,183
605
1,063
8,226
7,407
539
465
8,069
12,319
501
19,031
884
10,540
770
1,061
1,674,654

GRDP(한국억원)

2,171
1,547
7,425
2,511
4,382
273
307
309
98
237
231
1,267
981
291
213
160
154
24
183
180
150
268
246
334
344
117
24,403

3,912,480
2,811,492
5,067,039
3,031,357
4,873,733
42,350
47,617
47,882
15,267
36,776
35,860
3,528,569
3,444,260
756,748
1,112,651
526,557
340,618
456,411
654,542
325,163
949,877
488,690
1,039,954
782,381
696,739
35,025,013

주: 1. 중국 데이터는 中国统计年鉴(2016)을 바탕으로 작성. 데이터의 기준년도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함
2. 중국 GRDP는 환율(1CNY 17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재정리
3. 북한 인구는 2008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4. 북한 GRDP는 2016년 한국은행 발표 GNI 추정치를 북한 행정구역별 인구비례로 나누어 어림값을 산출하였으
며, 북한 경제의 정확한 수치로써 인정받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경제규모 추산을 위하여 인용함
5. 북한 시도별 인구는 2008년 자료를 토대로 2016년 현재 확인된 행정구역에 맞추어 재계산하였음
6. 세종특별자치시 GRDP는 원 인용자료에 미기재
자료: 1.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17), 中国统计年鉴(2016)
2. 白
, https://baike.baid .com(검색일: 2017.09.12.)
3. Central B rea o Statistics(2009), D.P.R.KOREA 2008 Pop lation Cens s National Report
4. 통계청, “인구, 가구 및 주택-시군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 10
1 tblId DT 1IN1602 conn path I2(검색일: 2017.09.13.)
5. 통계청, “행정구역(시도)별/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
tHtml.do orgId 101 tblId DT 1C61 conn path I2(검색일: 2017.09.13.)
6. 통계청, “국민총소득(GNI) 및 경제성장률,”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
101 tblId DT 1ZGA31 conn path I2(검색일: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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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중 ․ 몽 ․ 러 회랑과 한반도 서부축 연계가능 경제 ․ 인프라 회랑 현황도

자료: 서종원 외(2012b),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
원, p.39, 제성훈, 나희승, 최필수, Lkhagvador DOLGORMAA(2016), 중 몽 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71~72와 국토지리정보원(2015a), 대한민국 주변도 및 본
연구관련 국외출장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j

서부축은 남북중의 주요 대도시 및 주요 경제개발지역을 거점지역으
로 구성하여 (한국)목포-서울-(북한)개성-평양-신의주-(중국)단둥-선양-베
이징의 축을 근간으로 한다. 더 나아가 중국내에서 네이멍구를 통해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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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러시아와 추가적인 연계로 이어진다면 유라시아 교통로의 구축으로
까지 확장될 수 있다. 남북중 서부축은 서울, 평양, 베이징의 수도권을 포
함하며, 첨단산업 및 금융상거래 등이 발전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 물류 인프라 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 중국측 입장
1) 중 ․ 몽 ․ 러 경제회랑

중 ․ 몽 ․ 러 경제회랑 중, 한반도와 확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노선은
초이발산-시린궈러맹-츠펑-차오양-진저우/판진(동부 철도 회랑)노선과 울
란우데-울란바토르-자민우드-얼롄하오터-장자커우-베이징-텐진(중앙 철
도 회랑)노선이 있다. ‘동부 철도 회랑’의 경우 노선에 포함되어 있는 차오
양과 진저우가 선양으로 연결되는 철도를 통해 선양-단둥-신의주-평양-서
울-목포로 연결 짓고 한반도-동북아의 서부축을 형성할 수 있다. ‘중앙 철
도 회랑’ 노선의 지역은 몽골의 ‘초원의 길’과 중국의 국가급 지역발전전략
인 ‘징진지 일체화(京津冀一体化)’ 전략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주변지역의
교통인프라 현대화 및 경제발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실현가능성
이 높은 지역이다.89) 최근 KTX광명역을 유라시아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만들기 위해 광명시는 광명~북한 개성을 잇는 철도노선 연구용역에 착수
하였다. 2017년 6월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철도 연결이 새로운 육상 ․ 해상실크로드의
완성이며 한반도의 평화 해법이라고 밝혀 유라시아대륙철도 연결 사업 추

89) 이현주 외(2016b),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토연구원.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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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90) ‘중앙 철도 회랑’의 경우 종점인 톈진에서 선
양-단둥-신의주-평양-개성-광명으로 연결하거나 선양-단둥-신의주-평양서울-목표로 연계하여 한반도-동아시아의 서부축을 구상할 수 있다.
2) 동북3성 발전계획

남북중 서부축과 직결점에 위치한 랴오닝성은 동북3성에서 유일하게
바다항구를 보유하며 랴오닝성 연해지역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2016년에
발표된 7개의 자유무역구에 포함된 랴오닝성은 선양, 다롄, 잉커우 3개의
편구 중심으로 장비제조업기지, 동북아 개방협력전략의 중심지, 국제해
상철도 복합운송 대통로의 허브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7년 3월 《중국(랴오닝)자유무역실험구 총체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선양, 다롄, 잉커우에 국제운송로, 복합운송로를 구축하며 자유무역을 위
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랴오닝성의 경우 단둥-신의주 구간에 건설되어있는 신압록강 대교를
활용하여 선양-단둥-신의주 섬유의류 및 제조, 첨단장비 제조의 산업협
력단지 및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이 산업벨트는 신의주 지역이 기
계공업과 경공업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단둥의
발달된 제조업과 첨단장비제조분야가 산업적 연계성이 높아 시너지효과
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존하는 단둥-신의주 구간의 대교는 중
장기적으로 신의주-안주-평양-(서울)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여 한국과
육로를 통해 연결된다면 한반도의 서해안 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90) 환경일보, “광명시, 광명~북한 개성 잇는 철도노선 연구용역 착수”, 2017.06.28., http://www.hk
bs.co.kr/?m=bbs&bid=local1&uid=429342(검색일: 2017.07.13.)

178 ❙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또한 항구를 보유하고 있는 랴오닝성의 단둥항과 북한의 신의주항의 연계
는 초국경 복합물류운송체계를 구축91)하여 이 노선의 국제화 물류운송
의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다.

나. 북한측 입장
1) 경제특구

남북중 서부축은 북한의 평안북도, 평안남도,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황해남도, 황해북도(개성시 포함)를 경유한다. 특히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비롯하여 북한 상위 10대 도시 중 6곳(평양, 남포, 신의주, 개천, 개성, 사
리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막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
업기반 및 시장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
북한의 주요 개발계획 중 첨단산업, 금융 ‧ 상거래 등 고차산업 개발계
획 대부분은 서부축선에 몰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첨단산업의 경우 총
7곳 중 평양권(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남포IT산업단지)과 신의주권(신

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에 4곳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금융‧상업의 경우도 총 4곳 중 남포(와우도수출가공구), 신의주(신의주국
제경제지대), 개성(개성공업지구)에 각 1곳이 지정되어 있어 평의‧평부축
선 쏠림현상이 현저하다.
이러한 첨단산업, 금융‧상거래 개발지역을 살펴보면, 서부축의 양대 대
외통로인 신의주와 개성, 수도인 평양과 그 외항인 남포의 4개 지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북한 당국이 북한 최대의 시장인 평

91) 이현주 외(2016c), 한반도 북방지역의 초국경 산업벨트 구상 연구,국토연구원,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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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수도권과 최대의 대외통로인 신의주, 개성이 외부 투자유치의 최적격
지점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차산업에 대한 북한
의 개발계획은 북한 당국의 시선이 세계적 추세에 보조를 맞춘 ‘고도화’
에 상당부분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의 고도화는 고급인적자원의 빠른 이동과 교류를 요구한다. 북한
은 서부축선에서 중국과의 경의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건설에 합의한 바
있으며92), 2015년 6월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양국제비행장 건설현장
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행장과 평양시내를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를 통하
여 연결할 것을 교시하기도 하였다.93) 이는 향후 북한 서부축의 개발 방
향이 산업의 고도화와 이를 뒷받침할 교통인프라의 고속화, 현대화에 맞
춰질 것을 시사한다.

다. 한국측 입장
1) 신경제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서부축 계획은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건설을 통한 환황해경제권의 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환황
해경제권은 지리적으로는 한국의 여수와 목포를 기점으로 북한의 해주,
남포를 거쳐 중국에 이르도록 구성된다.
환황해경제권은 크게 두 개의 삼각지대를 주축으로 하는 계획이다. 즉

92) KBS, “[단독] 북중, 개성~신의주 고속철 도로 건설 합의”, 2013.12.12., http://news.naver.com/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00024808(검색일: 2017.09.05.)

…

93) 연합뉴스,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 신청사 완공 7월1일 준공식(종합)”, 2015.06.25., http://ww
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5/0200000000AKR20150625021451014.HTML(검색일:
2017.08.17.)

180 ❙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인천-해주-개성을 연결하는 남북경협 삼각지대와 목포-남포-상해를 자유
향으로 연결하는 황해 트라이앵글이 그것이다. 특히 남북경협 삼각지대
는 10.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기반으로, 인천-개성
공단-해주와 파주-개성-해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축을 제시하였다.94) 서
해평화협력지대의 실현을 전면에 제시한 것은 북한에 대하여 기존 합의
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서 보다 실효성있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한편 접경
지역 인프라의 선 구축을 통하여 향후 한반도 종단인프라의 구축을 원활
히 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서부축 주요산업 및 육성산업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중 서해권 계획의 핵심적 성격은 교통벨트 구
축에 있다. 이는 서해권 고속교통망 개설을 통하여 서울-평양-베이징을
비롯하여 한반도와 중국 주요도시 간 1일 생활권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서해권 산업육성의 방향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고속교통망 개설과 생활권의 통합은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동북, 화북
지방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물적자원은 물론 인적자원의 이동을 극대
화시키며, 특히 한반도 서부축의 고속교통망 건설은 동북아 핵심 허브공
항인 인천국제공항의 배후권을 확대시키고 역내 지역의 접근성을 강화시
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서울-평양-베이징의 3대 수도권을 기반으로 고
급 인적자원의 투입과 유기적 연계가 요구되는 첨단‧지식산업, 금융 ‧ 상
거래, 기타 고차서비스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조선콤퓨터센터(KCC), 평양정보센터(PIC) 등을

94)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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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남북한의
경우 주로 북한의 소프트웨어 인력과 남한의 기술을 결합하는 형태로 협
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해왔다. 2000년 삼성그룹과 북한 조선콤퓨
터센터 간에 ‘삼성 ‧ 조선콤퓨터 소프트웨어 공동협력 개발센터’가 개소된
바 있으며,95) 2007년 국내 중소SW기업들이 남북소프트웨어협력센터(가
칭)의 설립을 추진하기도 하였다.96) 또한 2013년 경기도와 랴오닝성은 환
경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내 환경기업의 중국 진
출을 지원한 바 있으며,97) 최근에는 미세먼지의 저감 등을 위한 경기도중국 동북3성간 환경협력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98) 한반도 서부축 경제
회랑의 개설은 이처럼 남-북-중 간의 지식‧인적자원 기반 산업의 교류를
본격화함으로써 역내 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막대한 인구와 소비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소비재산업 및 물류 ‧ 유
통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와 2‧3단계 확장,
10,4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건설을 기반으로 임가공‧

위탁가공 등 남북한 산업협력이 가속화되어 국내 기업들의 국외 이전 감
소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16년 기준 약 18,000건에 달하는 우리 기업의 중국 동북‧화북 투

95) NK조선, “남북 소프트웨어 협력 ‘축배’ 삼성 ․ 조선콤퓨터 중국연구센터 개소식”, 2000.03.23., htt
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검색일: 2017.10.20.)
96) 전자신문, “남북SW협력센터 추진단 결성”, 2007.10.16., http://www.etnews.com/200710150221
(검색일: 2017.10.20.)
97) 머니투데이, “경기도, 中 랴오닝성과 환경산업협력 확대”, 2013.12.18., http://news.mt.co.kr/mtv
iew.php?no=2013121811493698895&outlink=1&ref=https%3A%2F%2Fwww.google.co.kr(검색일:
2017.10.20.)
98) 경기도 뉴스포털, “경기도 ․ 中 동북 3성, 미세먼지 해결 위한 협력 ‘공감’”, 2017.06.14., http://gn
ews.gg.go.kr/news/news_detail.asp?number=201706141525547055C048&s_code=C048(검색일: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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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99)를 기반으로 쌍방간의 산업 투자 및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
망할 수 있다.

라. 주변국 입장
1) 몽골
2013년부터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구상과 러시아의 ‘동방정

책’ 가속화 흐름에 맞춰 중몽러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된
‘초원의 길’이 발표되었다. 몽골 국회 39호 결의문 ‘2014년 몽골경제사회

개발에 대한 정부 계획’의 4.4항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 도
로, 가스관, 송유관, 송전망 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100) 중국은 몽골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주로 구리, 석탄, 금 등 광
물자원 위주이며 그 비중이 2015년 83.7%에 이른다. 또한 최근 몽골이 주
요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류를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하여 중몽간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간 화물운송은 대부분 해상운송을 통해 처리되며, 평균
45일이 소요된다. 중몽러 경제회랑 프로젝트 차원에서 텐진~울란바토르~

울란우데 도로전용 운송이 시범운영 되었는데, 9일이 소요되면서 중몽러
경제회랑의 교통인프라 연계사업의 추진력을 뒷받침해주는 사례가 되었
다. 특히 몽골은 국내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는데, 국제철도인 TMGR은 전
구간이 단선이자 비전철화 되어 있어 국체화물 처리에 한계를 보인다. 이

99) 김태민, 장병송(2017), 2017 중국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조사, Kotra, p.12
100) 제성훈, 나희승, 최필수(2016), 중 ․ 몽 ․ 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p.5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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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중몽러 경제회랑 프로젝트를 통한 인프라연계에 적극적인 입장
이다. 즉, 몽골 정부 입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남북중 서부축에
적극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남북중 경제회랑과 연계될 수 있는 노선은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노
선 중, 철도 노선은 중앙철도회랑과 동부철도회랑이 있으며 울란우데~울
란바토르~자민우드~톈진 도로(AH3)와 보르쟈~초이발산~시린궈러맹~츠
펑~텐진(동부 자동차도로 회랑)등이 있다.

2. 동부축
신 남북중 경제회랑의 동부축은 대한민국의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
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수도권의 서울특별시, 인천광
역시, 경기도를 포함하며, 중국 네이멍구, 헤이룽장성, 지린성과 북한 라
선특별시,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를 경유한다. 이들 지역의 면적은
총 195만㎢에 이르며, 약 1.3억의 인구에 지역총생산액은 약 2,017조원 규
모로 추산된다.

표 5-2

국가

신 남북중 경제회랑 동부축 주요 지표
행정구역

중국

인구(만명)

GRDP(한국억원)

2,511

3,031,357

헤이룽장성

473,000

3,812

2,564,224

지린성

187,400

2,753

2,390,732

755

20

3,057

함경북도

15,989

213

33,065

함경남도

18,534

307

47,586

강원도(북)

11,091

148

22,933

라선특별시
북한

면적(㎢)

1,183,000

네이멍구

184 ❙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표 5-2. 계속
국가

행정구역

GRDP(한국억원)

16,875

152

395,656

경기도

10,183

1,267

3,528,569

605

981

3,444,260

인천광역시

1,063

291

756,748

경상북도

19,031

268

949,877

884

246

488,690

10,540

334

1,039,954

부산광역시

770

344

782,381

울산광역시

1,061

117

696,739

1,950,781

13,764

20,175,828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계
주: 1.
2.
3.
4.

인구(만명)

강원도(남)
서울특별시

남한

면적(㎢)

중국 데이터는 中国统计年鉴(2016)2016)을 바탕으로 작성. 데이터의 기준년도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함
중국 GRDP는 환율(1CNY 17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재정리
북한 인구는 2008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북한 GRDP는 2016년 한국은행 발표 GNI 추정치를 북한 행정구역별 인구비례로 나누어 어림값을 산출하였으
며, 북한 경제의 정확한 수치로써 인정받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경제규모 추산을 위하여 인용함
5. 북한 시도별 인구는 2008년 자료를 토대로 2016년 현재 확인된 행정구역에 맞추어 재계산하였음
자료: 1.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17)，中国统计年鉴(2016)
2. 白
, https://baike.baid .com(검색일: 2017.09.12.)
3. Central B rea o Statistics(2009), D.P.R.KOREA 2008 Pop lation Cens s National Report
4. 통계청, “인구, 가구 및 주택-시군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 101
tblId DT 1IN1602 conn path I2(검색일: 2017.09.13.)
5. 통계청, “행정구역(시도)별/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
Html.do orgId 101 tblId DT 1C61 conn path I2(검색일: 2017.09.13.)
6. 통계청, “국민총소득(GNI) 및 경제성장률,”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 1
01 tblId DT 1ZGA31 conn path I2(검색일: 2017.09.13.)

=

度百科

u
u uf
& = _ & _ =
? = & = _ & _ =
& = _ & _ =

u

u

? =

? =

남북중 동부축의 경우, 일찍이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GTI, 창지투개
발개방선도구전략, 나선경제지대 구축 등의 상호호혜적인 발전전략을 추
진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적인 불안정성과 주변국의 열악한 배후지,
부족한 수요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계획들이 진행되지 않거나 중단되었
다. 하지만 동북지역의 출해항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남쪽으로 한국
과 일본, 북쪽으로 러시아와 몽골, 더 나아가 유럽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는 두만강 유역은 여전히 주변국의 대외개방의 중요 출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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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중 ․ 몽 ․ 러 회랑과 한반도 동부축 연계가능 경제 ․ 인프라 회랑 현황도

자료: 서종원 외(2012b),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p.39, 제성훈, 나희승, 최필수, Lkhagvador DOLGORMAA(2016), 중 몽 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71~72, 국토지리정보원(2015a), 대한민국 주변도 및 본 연구관련 국외출장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j

두만강 유역에서는 나진-훈춘 도로연계, 나진-하산철도 연계, 나진항
부두 개보수, 훈춘국제경제특구 등의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어왔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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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유역은 동북아 협력 전략에 중개무역기지, 물류거점으로서 무한
한 잠재력을 증명해준다. 남북중 동부축은 (한국)부산-강원도-(북한)원산
-청진-나선-(중국)훈춘-창춘으로 구성되며, 중국내부에서 헤이룽장성을 지

나 네이멍구-몽골로 연결되거나 러시아로 확장되어 유럽으로 가는 유라
시아 국제운송로를 구상해볼 수 있다. 남북중 동부축은 두만강 유역에 특
히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배후지역인 러시아와 몽골에 에너지와 자원이
풍부하여 관광과 에너지 ․ 자원벨트로 활용되어 국가간 협력기제가 마련된
다면 상호호혜적인 동북아시아의 메타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중국측 입장
1) 중몽러 경제회랑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중 ․ 몽 ․ 러 경제회랑은 3국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32개 프로젝트 사안에 합의하였고, 그 중 6개의 교통 인프라 노
선이 발표되었다. 우선 우리나라와 협력가능성이 가장 높은 노선은 초이
발산-아얼산-울란하오터-창춘—훈춘-자루비노로 이어지는 투먼 교통회
랑(또는 프리모리예Ⅱ)개발이다. 현재 이 노선은 러시아의 자루비노가 기
점이지만 이후 북한의 환경이 변화하면 중국 훈춘과 철도인프라가 건설
되어있는 나진간 연계가 가능하며, 자루비노항과 나선지역의 연결도 한
반도-동북아시아의 동부축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한반도-동북아 동부축
은 일본 시모노세키와도 국제복합운송으로 연결할 수 있어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에 경제적 ․ 정치적 중요 노선이 될 수 있다.
최근 지린성의 투먼시와 훈춘은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계획의 일환으
로 향남(向南)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진철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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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투먼-원정 국제문화관광협력구 통로 개통, (중국)투먼-(북한)남양
및 두만강-(러시아)하싼 철도 국제복합운송통로 건설 등이 있다. 창지투
전략영도소조의 2017년 4차 회의에서 ‘향남(向南)’개발 추진전략은 중국이
북한과의 경협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101) 지린성정부가 적극
적인 대북 개방정책을 추진한다면 ‘프리모리예Ⅱ’회랑의 실현이 가능하
여 남북중 동부축의 확대노선을 구축할 것이다.
다음으로 초이발산-아얼산-만저우리-치치하얼-하얼빈-무단장-수이펀
허-블라디보스토크-나훗카로 이어지는 ‘프리모리예Ⅰ’회랑 개발이 러시
아의 극동지역개발 정책과 헤이룽장성 ‘13차5개년 계획’의 적극적인 교통
인프라 건설 정책과 맞물려 빠르게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러
시아에서도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통해 유럽으로 연계하는 통로인
블라디보스토크항의 기능을 다양화하자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으며, 프리
모리예Ⅰ,Ⅱ노선의 인근지역간의 트랜짓 이동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되
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고
려한 추가적인 협력노선도 고려해볼 수 있다.102)

2) 동북3성 발전계획

지린성의 경우 창춘-옌지-훈춘-나선 벨트를 형성하여 농수산물 및 식
품가공 산업, 바이오 산업, 운송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협력단지 및
산업클러스트를 형성한다. 이 노선은 현재 창춘-옌지-훈춘구간에 고속철

101) 연합뉴스, “북중 접경 중(中) 지린성 ‘대북 개방정책’천명... 북중경헙 물꼬트나”, 2017.02.07. htt
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7/0200000000AKR20170207094900097.HTML
(검색일: 2017.04.26.)
102) 이현주 외(2016b),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토연구원.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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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과 고속도로망이 완비되어 있다. 훈춘-나선, 훈춘-나선-청진을 연결
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면 나선과 청진의 배후기지인 함흥 ․ 원산, 서울 ․
동해까지 연결하는 한반도 동해 축으로서 의미가 있다.
헤이룽장성의 경우 성도인 하얼빈을 중심으로 하얼빈-무단장-쑤이펀
허-블라디보스토크 벨트를 형성하여 농수산물 가공, 목재가공, 석유화학
산업협력단지를 구축한다. 이 노선은 블라디보스토크-나선 구간 철도망
의 개량으로 초국경 철도망 연계가 가능하다. 이 노선에서 몽골까지 확장
한다면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합의한 32개 프로젝트 중 ‘프리모리예-Ⅰ’의
노선이 되어 러시아와 몽골간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산업벨트는 주변국의 수요 및 공급시장의 충분한 확보로, 국가간
교통물류 법, 제도, 운송시스템 표준화 등의 개선이 수반된다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 북한측 입장
1) 경제특구

남북중 동부축은 동해안과 접한 북한의 라선특별시, 함경북도, 함경남
도, 강원도를 경유한다. 이 지역의 인구밀도는 서부축 2시4도에 비하여
약 61.4%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103) 동해안을 따라 북한 3~5위 도시(함흥,
청진, 원산) 및 북한 최대의 대외경제개방지대인 라선, 광공업기지인 단
천 등이 위치해 있어 개별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계, 단일 경제권을 형성
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

㎢

103) 서부축 2시4도 324명/ , 동부축 1시3도 198.9명/ , 인구수는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
9), D.P.R.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p.19-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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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축선에 대한 북한의 개발계획은 주로 관광과 공업의 두 축으로 구
성되어 있다. 관광의 경우 경제특구로 라선특수경제지대, 원산-금강산국
제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제개발구로는 현동공업개발구, 어랑농
업개발구가 위치해 있다. 특히 원산-금강산국제관광특구는 북한의 5대
경제특구 중 유일하게 관광개발이 중심기능인 특구라는 점에서 그 특수
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업의 경우 특구 및 개발구로는 라선특수경제지
대, 현동공업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북청공업개발구가 위치해 있으며, 경제개발중점대상개요에서는 라선석
유화학공업지구, 청진중공업지구, 김책광업제련단지의 3대 공업지구를
설정하여 동북권에 대한 강력한 중공업 육성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들 주요 개발지역을 살펴보면, 청진-라진 권역과 김책-단천 권역104),
함흥 권역, 원산-금강산 권역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현
재 해당 축선에서 원산-금강산 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산-금강
산 철도에 대해서는 개보수 및 고속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원산-함
흥 고속도로를 건설 중인 한편 라선특수경제지대와 관련하여 청진-신공
항-라진 고속도로의 건설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함흥-김책-청진에 이르
는 약 400여km의 구간에 대해서는 경제개발중점대상개요를 통해 고속도
로 건설 의지를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바가 없어 향후
외부 협력을 통한 교통인프라 개설 사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04) 단천은 북한의 특구, 개발구, 경제개발중점대상에서 별도의 개발프로젝트는 없으나, 지리적으
로 김책에 이웃해 있으며 김책의 광업제련 육성이 단천의 광물자원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예
상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하나의 권역으로 파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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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측 입장
1) 신경제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동부축은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의 구축
을 통한 환동해경제권의 형성과, 동해-DMZ 환경‧관광벨트 구축이다.
환동해경제권은 부산을 주축으로 하는 2개의 거대 삼각지대로 구성되
며, 부산-중국동북-러시아극동의 북방 트라이앵글과 부산-라선-니이가타
로 이어지는 남방 트라이앵글로 구분할 수 있다. 부산은 동해권 벨트 구
축에서 핵심 물류허브의 지위를 가지며, 강원도는 동해권 유일의 남북 접
경지역으로서 환동해권의 대표적인 평화‧환경‧문화 특별자치도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금강산, 원산, 단천, 청진, 라선이 남북경협에 의한 선 공
동개발 지역으로 거론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들 동해안 개발지역을
러시아와 연계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7월
6일 신베를린 선언에서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을 구체적인 협력사

업으로 제시함으로서105) 에너지‧자원벨트로서 동해권 벨트의 성격이 보
다 구체화되었다.
동해-DMZ 환경‧관광벨트 구축은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
발하는 한편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해당 계획은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계획에 비해 중장기 계획으로 분류
되었으나, 낙후된 북한 내륙지방에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인프라 구축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105) SBS, “"北 핵 완전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신 베를린 선언' 전문”, 2017.07.06., http://news.na
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46298(검색일: 20
17.07.17.)

제5장 결론: 신(新)남북중 경제 ․ 인프라 회랑 구축 방안 ❙ 191

2) 동부축 주요산업 및 육성산업

한반도 동부축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발비전은 크게 물류, 에너지 ‧ 자
원, 환경‧관광의 세 가지 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반도 동부축의 양 끝에는 아시아 최대의 물류허브인 부산항과 중국
동북의 출해로이자 러시아 극동과의 접경인 라진항이 위치해 있다. 동해
안 종단 인프라의 구축은 한반도를 일시에 두 개의 대륙국가와 연계시킴
으로서 한반도가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동해안 종단철도를 통하여 부산항의 배
후권역이 대대적으로 확대됨으로서 부산항은 진정한 의미의 허브항만으
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의 에너지‧자원 개발은 한반도 내부 자원의 개발과 외부 자원의
도입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 자원 개발은 2007년 공동탐사가 성사된 바
있는 단천지구의 마그네사이트, 연, 아연 등을 비롯하여 한반도 동북부의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남북 경협의 상호 호혜적 발전을 가
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북‧러 간에는 2004년부터 러시아 천연
가스 도입을 위한 가스관 부설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며,106) 2015년에는 라
진-하산 프로젝트의 3차례 시범운송을 통하여 러시아산 유연탄 자원 반
입의 경제성을 입증하기도 하였다.107) 한반도 동부축의 물류망이 구축되
면 이러한 외부 자원을 육상경로를 통해 저렴하게 반입함으로서 동해북
부권이 에너지 ‧ 자원 산업의 적격지로 발돋움하는 한편 동남임해지역 공

106) MBN, “[단독] 文대통령 '러시아 가스관'으로 北 문연다”, 2017.05.19., http://news.mk.co.kr/ne
wsRead.php?year=2017&no=335871(검색일: 2017.10.20.)
107) MBN, “[단독] 정부,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무기한 보류 방침”, 2017.02.11., http://news.mk.co.
kr/newsRead.php?year=2016&no=112832(검색일: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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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해안의 환경 ‧ 관광 개발은 크게 강원도 설악산-금강산-원산 권역을
중심축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백두산까지 연계되는 거대한 벨트를 형성하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도 관광벨트는 지리적으로 남북 접경지
역이 직접적인 개발대상이라는 점에서 남북 경협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중 동부축 연선의 경제성장은 현재
인천국제공항 중심인 동해북부 지역 국외관광객의 접근경로를 육상 및
해상통로 등으로 다변화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지역 경제성장효과를 극대
화시킬 수 있으며, 중국 동북, 러시아 극동 등과 연계한 다양한 패키지 상
품의 판매로 관광객을 유입시킴으로써 관광인프라 개선의 선순환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라. 주변국 입장
1) 몽골

중몽러 경제회랑 프로젝트의 교통인프라 노선 중 ‘프리모리예-2’는 몽
골 초이발산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 및 운송할 수 있는 통로이다. 중
국과 몽골은 2007년 초이발산에서 아얼산을 연결하는 철도건설에 합의하
였다. 현재 아얼산~바이청~창춘~지린~훈춘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구축되
어 있고 몽골측의 초이발산~울란바토르~러시아 철도가 개설되어 있어서
아얼산~초이발산 구간 철도만 건설된다면 두만강 유역에서 유럽까지 연
결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으로 연결되는 시베리이횡단철도를 보유한 러
시아가 중국을 견제하여 몽골 철도 지분 51%소유라는 명목으로 아얼산~
초이발산 구간 철도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건설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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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러시아의 극동개발에서 동북아시아가 주요 배후지이기 때문에 남북
중 동부축 구축은 중몽 철도연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몽골 정부 입장에서 신남북중 동부축 구축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러시아
2012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APEC정상회의에서 ‘신동방정책’을 구체

화하여 극동지역 발전을 최우선 국가 과제로 삼고 있다.108)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은 정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동아시아 지역과 외교적 관계를
구축하여 현재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침체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다. 신동방정책으로 중국과는 정치, 군사 협력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
고 있으며, 자루비노항 개발 및 훈춘~자루비노 철도 등의 인프라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는 나진~하산 철도 연계되어 있어 작은 규모이지
만 교역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가 아시아와 유
럽을 연결한다는 성격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국의 인프라 확장 및 주변국
가과의 인프라 연결을 견제하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지리적으
로 근접해있고, 상호 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협력을 유지하
고 있다. 특히, 남북중 동부축의 주력산업인 에너지 ․ 자원 벨트 부분에서
러시아와 남북중간의 수요가 충족되어 상호간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

108) 제민일보, “러시아의 신성장 동력, 극동”, 2017.04.04.,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
w.html?idxno=441451(검색일: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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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중 ․ 몽 ․ 러 회랑과 한반도 연계가능 경제 ․ 인프라 회랑

자료: 서종원 외(2012b),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
구원 , p.39, 제성훈, 나희승, 최필수, Lkhagvador DOLGORMAA(2016), 중 몽 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
과 한국의 연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71~72, 국토지리정보원(2015a), 대한민국 주변도를 바탕
으로 재작성 및 본 연구관련 국외출장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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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훈춘~자루비노~부산 항로가 정기적으로 운행109)되고 있으며, 훈
춘~자루비노~속초 항로가 조만간 정기운행 될 예정110)이다. 2017년 9월
캄차카의 풍부한 해산자원을 캄차카~자루비노~훈춘 수상항로로 중국 내
에서 유통하기 시작했다.111) 또한 2014년 중러는 자루비노 대형 만능항구
건설 합의를 시작으로 2016년 협력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만
능 항구는 연간 6,000만 톤의 화물처리량을 목표로 하고 있어 동북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국제허브항구가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극동개발
과 신동방정책 추진에 있어서 남북중은 꾸준히 협력해야 할 국가이기에 남
북중 동부축 구상에 러시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절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북한은 대외협력에서 다자간 협력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양국간 협력의 체계로 국가간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양
국간 협력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기도 했지만 사업의 중단
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또한 양국간 협력의 모델은 장기적인
플랜을 통한 양국 이외의 주변국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

109) 珲春示范区网 , ““珲春 扎鲁比诺 釜山”航线稳步运行 ”, 2017.02.20., http://www.jl.xinhuanet.c
om/2017-02-20/c_1120495834.htm,(검색일: 2017.10.30.)

…

110) CNBnews, “'백두산항로' 속초-자루비노-훈춘 뱃길 재개통 합의 17일 제21회 동북아 지사 ․ 성장
회의”, 2016.08.17.,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31347(검색일: 2017.10.25.)
111) 央广网, ““勘察加-扎鲁比诺-珲春”水产航线形成 俄罗斯帝王蟹登陆中国”, 2017.09.09., http://www.d
zwww.com/xinwen/shehuixinwen/201709/t20170909_16403201.htm(검색일: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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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중간의 경제 ․ 교통인프라 구축은 3국 이상의 협력이 필요한 다자
간 협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중 경제 ․ 교통인프라 협력은 주변국인
몽골, 러시아, 일본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대외협력 확장의 필수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대
외협력 사업이다.
중국의 경제적 위상과 과학발전으로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은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과 같이 진행될 수 없다. 중국은 세계경제 2위

의 경제대국이자 과학발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어 이전 중국과의
산업, 물류, 교통 등의 협력기제를 고집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저하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중 경제 ․ 교통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기 위
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중국 동북3성의 지역발전계획과 연계
랴오닝성의 랴오닝연해경제벨트, 지린성의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전략
은 2000년대 후반부터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국가급 발전전략으로 승격하
여 각 성에서 적극적으로 교통인프라 구축, 산업고도화, 무역증대 등의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랴
오닝성과 지린성의 접경지역, 지린성의 남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모습을 보였다. 창지투선도구의 발전이 주변국가와의 대립으로 지체되자
동해출구전략을 고수하던 지린성에서 랴오닝성과의 협력과 두만강유역의
개발에 대한 새로운 발전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지린성 남
서쪽과 랴오닝성 동쪽을 연계하는 바이퉁단경제벨트와 지린성 동쪽의 관광
자원, 문화자원을 활용한 옌룽투신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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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이퉁단경제벨트 구축 한국참여
2009년부터 창지투선도구 추진전략의 방안으로 제기되었던 바이퉁단

경제벨트의 경우 랴오닝연해경제벨트와 징진지일체화 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이긴 하나, 창지투선도구의 교통인프라 건설, 산업지대구축 등
의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여 다소 소외되었던 경제벨트였다. 하
지만 정치적, 지리적 원인으로 출해구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다소 소외되
었던 창지투선도구 전략의 남향개발이 지린성 지역개발의 돌파구로 제기
되었다. 2016년 창지투선도구 전략 상반기 공작회의에서 창지투 발전의 속
도를 내기위해 퉁화, 쓰핑, 랴오위안, 바이산을 남향(南向)개방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린성 향남개발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남향개방의
일환으로 “쓰랴오철도”경제협력구 건설,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와 징진
지일체화 계획과의 연계발전, 창춘-쓰핑 경제벨트 발전계획, 바이퉁단경제
벨트 등을 제시하였다. 2017년 창지투전략 계획 회의 및 지린성정부의 13
차 5개년계획 내용에서 바이퉁단경제벨트가 중요 계획으로 제기되기 시작
함에 따라 지린성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및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퉁단경제벨트는 남북중 교통회랑이 서부축과 연계성이 밀접한 지
역이다. 단둥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퉁단경제벨트의 경우, 압록강 유역에
위치하였으며, 북경과 변경지역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북중경협에 요충
지라고 할 수 있다. 바이퉁단경제벨트는 퉁화와 단둥항의 연계를 강화하여
단둥항을 새로운 출해구 구축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단둥항에서 다롄
항까지 고속철도가 개통되어 한국참여의 발전공간 구상시 다롄항까지 포괄
할 수 있어 서부축의 복합교통물류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쓰핑, 랴오위안, 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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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랴오 경제협력구를 조성하여 바이퉁단경제벨트를 가속화한다는 방안
도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랴오닝성과 지린성간의 활발한 교류가 예상된
다. 현재 창지투선도구 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던 지린성의 동부는
기초적인 인프라가 완비되었으며, 투자가 많이 진행되어 한국기업의 진
출이 쉽지 않지만, 지린성의 서남부는 다소 소외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 창지루선도구 전략의 남향개방 전략변화는 한국기업에게 새로운 발
전공간이 될 것이다. 바이퉁단 경제벨트의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연
계, 개발구건설, 인프라 투자 사업들을 검토한다면 남북중 인프라 회랑의
기초적인 산업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옌룽투신구 프로젝트 한국참여
2017년에 발표된 옌룽투신구 프로젝트는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연변조선족자
치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발전을 선도하고 레저
휴양관광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족자치구는 한반도와 민족성을
같이하고 있으며 북한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북한의 두만강유역을 활용한 국제관광산업을 고안해볼 수 있다. 동북아
시아는 세계 3위 관광시장으로 연간방문관광객이 1억 명이 넘지만, 두만
강유역에 대한 관광수요는 여전히 부족하다.112)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
았을 때, 동북아시아의 1억 명이 넘는 관광수요를 두만강유역으로 견인
할 수 있다면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이 가능한 국제관광협력사업이 될

112) 김천규, 이상준, 임영태, 이백진, 이건민(2014b),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
협력 실천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p.154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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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특히, 투먼은 북한과의 경제, 문화 교류가 많은 곳이다. 2017년
투먼시의 발전계획에 대한 발표에 따르면, 투먼-원정 국제 문화관광협력
구 통로 임시개통, 투먼-남양 국제복합운송통로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먼
북한공업단지 건설로 북중경제협력의 시범단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5-7

동북3성 지역발전계획과 남북중 경제 ․ 인프라 회랑

자료: 서종원 외(2012b),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
원, p.39, 제성훈, 나희승, 최필수, Lkhagvador DOLGORMAA(2016), 중 몽 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71~72을 바탕으로 재구성, 국토지리정보원(2015a), 대한민국
주변도를 바탕으로 재구성 및 본 연구관련 국외출장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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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교류가 집중되어 진행되는 만큼, 투먼은 북한에 대한 이해도
와 친밀도가 높아 남북중 3국간의 협력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도시이다.
옌룽투신구 설립은 현재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동부축인 ‘환경, 관광벨
트’의 목표산업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 ․ 북 ․ 중 3국이
추진사업에 대한 합의만 성립된다면, 남북중 교통회랑의 동부축 구축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특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교통인프라 구축
이 먼저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옌룽투신구와 한반도의 교통연계는 중국
의 일대일로 전략의 동부축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에게 설
득력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2. 교통인프라 건설 공동연구
남북중 경제교통인프라 구축은 국가간 교통인프라 연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간 인프라 연계가 가장 시급하다. 하지만 국가간 표준,
이익, 이해관계, 위치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호혜적인 협력기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간 공동연구를 통해 서로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국가간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동연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가. 아얼산-초이발산 철로건설의 한 ․ 중 ․ 몽 협력
현재 아얼산-초이발산 철도는 중 ․ 몽 정치적 관계와 몽골의 철도 지분
51%를 소유한 러시아의 간섭으로 인해 착공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과 몽골 사이에는 광물자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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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경우 자원은 풍부하지만 자국 내의 인프라 및 자본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한편 미래 에너지 확보에 전략적으로 투자
및 개발하고 있는 중국에게 몽골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자원이 풍부하
다는 조건에서 중요한 투자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 몽골, 중국 3개국
관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3개국 공동 건설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특히 중국에게 초이발산은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유럽으로 확장
되어 나갈 수 있는 거점 지역이다. 현재 아얼산으로 연결되는 ‘훈춘-지린창춘-바이청’ 철도가 놓여 있어서 아얼산-초이발산 철도만 개통된다면
몽골의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운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일대일
로 전략의 6대 경제회랑 중,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제시한 ‘프리모리예2’
철도 교통회랑이 건설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주변국가
에 빠져있는 한반도가 ‘프리모리예2’ 노선에 연계될 수 있다면, 중몽러 경
제회랑을 통해 유럽으로도 확대되어 유라시아 시장까지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아얼산-초이발산 철도가 개통될 경우 현재 한국이 몽골로 부터의
광물자원 수입루트가 더 짧아져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도 많은 절감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나. ‘랴오만어우’ 운영 협력
2014년 말 한국의 삼성전자, 우진해운과 중국의 다롄항그룹, 다롄 선성

물류유한회사는 전략적 제휴를 맺고 삼성전자의 동북아지역 유럽행 물량
을 전부 다롄항에 집중시켜 기차로 동유럽 현지 공장에 발송하기로 협의
하였다. 2015년4월 다롄 다요완(大窯灣)항에 위치한 다롄철도 컨테이너 터
미널에서 출발하여 만저우리를 지나 유럽으로 연결되는 루트를 공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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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통하였다. 랴오닝-만저우리-유럽루트는 기존의 남해-수위즈 운하
등 해상루트보다 시간적으로 8-10일 정도 빨라지고 운임도 10%-15%정도
절감된다고 한다.113)
현재 아얼산-초이발산철도가 진척이 없는 시점에서 창춘을 경유하는
랴오닝-만저우리-유럽루트를 적극 활용하여 환동해 북합물류 네트워크
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다. 두만강유역 항만 클러스터 공동개발
현재의 두만강지역 개발은 2라운드 개발이라 할 수 있다. 1라운드 두
만강지역 개발은 1990년대 초반에 시작을 하였지만 그렇다 할 만한 성과
를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면적이 넓지
않은 지역에서 관련 국가들이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의 출해항구 확보전략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방비, 견
제, 비협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2라운드 개발에서는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며 그 대안책으로 두만강지역 항만클러스터라
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두만강지역의 같은 배후부지인 슬라비앙
카항, 자루비노항, 포시에트항, 웅상항, 선봉항, 나진항, 청진항 등을 각각
의 서로 다른 국가의 개별적인 항구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항만 클러스터
로 간주하여 항만마다의 역할과 위상 등에 대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수
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어느 한 국가의 연구진이 단독 연구하기
보다는 관련 국가들의 공동연구로 서로 신뢰하고 공인하는 연구결과를

113) 본 연구 관련 국외출장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저자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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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함으로 의견일치, 단계적 계획수립, 역할분담 명시 등을 통해 적극적
으로 동북아의 항만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 동북아 항만 클러스터
구축은 또한 항만의 주변 인프라를 고려하여 분류해야한다. 예를 들면 랴
오닝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랴오멍어우’ 통로는 서부선과 동부선이 나뉘
며, 그 기준은 항구와 연결된 철도이다. 서부선은 진저우항에서 출발하여
주어가다부기를 경유하고 초이발상으로 연결되며, 동부선은 단둥항을 시
작으로 아얼산을 지나 초이발상까지 연결된다. 이와 같이 주변지역을 고
려한 동북아 항만 클러스터 구축으로 국제복합운송 사업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두만강지역 항만 클러스터를 동북아의 복합물류집산지로 발전시
키는 과정 중에서 부산항과의 상생관계를 정확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
시 말하면 부산항이 동북아의 허브항으로 발전하려면 두만강지역 항만
클러스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두만강지역 항만 클러스터가 동북아의
복합물류집산지로 발전하려면 부산항의 허브항 기능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생관계의 재정비로 환동해 육해복합
국제물류네크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
총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지역개발과 대외경제정책
에 있어서 주변국간의 인프라 연계는 필수적이다. 중국은 1990년대 초반
부터 주변국가와의 경제발전을 위해 교통, 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
기 시작했다. 특히 해상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안정적인 해상무역 및 에너지 운송로 구축의 필요성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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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114)
일대일로 전략에서 “일로(一路)”를 구성하는 해양실크로드 건설은 중국
의 해외항만 개발과 투자가 일대일로 전략에 포함되는 주변국가의 주요
항만을 기점으로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은 2015
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제창을 시작으로 460억 달러 규모의 중국-파키
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 투자계획 발표, 중국의 과다르항 운영권 확보가
추진되어 중동국가와의 교역, 특히 에너지 운송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된다. 중-파 경제회랑은 과다르항 운영권을 활용하기 위해 현재 과다르항
에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한 카스까지 1,800km의 철도 노선을
건설하고 있으며115) 에너지발전소 건설, 자유무역지구 건설 등을 추진 중
이다. 일대일로 전략이 적극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변국의 항만개발과
관련 인프라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
을 국가 주요 발전계획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항만과 육로운송로를 복합
적으로 활용하는 복합물류 운송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에 필수적인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가. 두만강유역 항구의 내륙연계 협력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출해항구와 부동항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UNDP, GTI등과 같은 다자간 협력에서 일찍이 드러났다. 청진항, 나진항,

자루비노항은 남 ․ 북 ․ 중 ․ 러간의 물자를 교환할 수 있는 두만강유역에 위

114) 이주호 외(2015),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항만분야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84
115) 이주호 외(2015),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항만분야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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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해 있으며, 환동해권의 동북아의 국제물류네트워크 구축에서 필수적인
항구이다. 하지만 두만강 유역을 주변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 ․ 중 ․ 러
3국간의 국제정치, 주변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두만강 유

역의 항구는 동북아의 동해출해 지역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실질적
인 성과는 없었다. 한편 나진-훈춘, 나진-핫싼 물류기지 개발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으며, 투먼-원정 국제 문화관광협력구 통로 임시개통, 투먼
-남양 및 투먼-하싼 국제복합운송통로 추진, 투먼북한공업단지 건설로 북

중경제협력의 시범단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두만강유역 항구의 활용과
내륙 연계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면 항구의 배후공동물류기지
가 확보되는 만큼 단시간 내에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이다.

나. 단둥항을 활용한 물류기지와 한·중·러 국제철도복합운송 협력
북 ․ 중교역의 물류량은 80%가 단둥항을 통해 들어온다. 현재 신의주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가 부분적으로 완공되었고 실제로도 신의
주-단둥의 통로로 북 ․ 중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 ․ 중
경협의 중요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랴오닝성 내의 항구 중, 단둥항이 대
규모 항구는 아니지만 북한 신의주와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가까운 지역
으로 단순히 물류를 운송하는 항구로서의 역할을 넘어, 단둥-신의주 물류
기지의 확보를 통한 북중, 한중간 교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
획수립이 필요하다.
경제특구나 교통물류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배후지와 물동량 확보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관광자원이 풍부한 압록강 유역에
관광특구설립, 신의주-단둥 물류기지를 구축함으로 신규공단사업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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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교통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진행하여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한 단둥항은 동북3성의 주요산업 거점지역 및 성도에 도로와 철도로 연
결되어 있고, 몽골로 연결되는 네이멍구의 만저우리로 연결되는 교통인
프라가 확보되어 있어서 교역의 확장성을 넓힐 수 있는 교통조건을 갖추
고 있다. 실제로 2016년 2월 코레일로지스와 한림해운이 단둥항-만저우
리-중앙아시아-모스크바-유럽으로 연결하는 전세화물열차 상품을 개발
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116) 이와 같이 남북중의 서부축을
구성하는 주요지역인 신의주-단둥항의 물류기지, 복합물류운송에 대한
주변국과의 공동조사, 사업계획, 역할분담, 자금조달에 대한 합의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중국동북지역은 일대일로전략의 6대 경제회랑 중, 중몽러 경제회랑의
중심에 위치해있다. 출해구의 부족으로 주변국의 항구와 연계하는 차항
출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구축
에 힘썼으나, 국가간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입장이 합의되지 않아 현재까
지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발표되었고, 6대 경제회랑 중 중몽러 경제회랑이 중국동
북지역에서 추진됨에 따라 주변국가와의 교통인프라 구축의 가능성이 증

116) 연합뉴스, “코레일로지스-한림해운 국제철도복합운송 활성화 협약”, 2016.02.17., http://www.y
onhapnews.co.kr/bulletin/2016/02/17/0200000000AKR20160217153900063.HTML?input=1195
m(검색일: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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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고 있다.
한국도 2013년부터 유라시아 국제운송로 구축에 관심을 보이며, 주변
국가들과의 인프라 연계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2017년 신정부는 가장먼
저 북한과의 연계를 시작으로 중국, 러시아, 몽골, 그리고 유럽으로 연계
될 수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발표하였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크
게 동부축과 서부축으로 나뉜다. 동부축은 부산-강원도-원산-청진-나선훈춘-창춘으로 구성되며 주요산업으로는 관광, 에너지, 천연자원을 발표
하였다. 서부축은 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단둥-선양-베이징을 축으
로 하고 첨단산업, 금융상거래의 고부가가치산업과 교통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벨트를 특징으로 한다.
지금까지 중국의 창지투선도구 전략이나 랴오닝연해경제벨트, GTI와
같은 동북지역의 지역개발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협력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대일로 전략은 2015년 가시화되
어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연구 자료는 모호하거나 제약적인
부분이 많았다. 특히 동북지역이 중심인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한반도가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일대일로와의 연계점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
작해야한다.
남북중 경제회랑의 서부축과 동부축은 각각 2.4억 명, 1.3억 명이 거주
하고 있으며, 이는 충분한 시장수요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산업연계
의 측면에서 서부축은 물류, 첨단기술, IT산업이 주요산업이며, 동부축은
에너지, 자원, 관광, 농수산 등의 산업이 주요산업이다. 각 축별 협력할
수 있는 주요산업이 제시되어 있지만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다
른 메커니즘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경제 2위의 위치
를 점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한국기술 수준을 따라잡거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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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한 분야가 많다. 또한 탄탄한 국내 내수시장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갖추었기에 그 발전가능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대, 2000년대와 같은 중국의 노동력과 자본만 활용한 편향적인 협

력방식은 중국을 설득하기에 불충분하게 되었다. 각 축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에서 중국와 한국의 실제위치를 파악하고 공동관리, 공동연구,
공동투자의 공생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부축의 주요도시인 하얼빈과 창춘, 서부축의 주요도시인 선양과의
연계성을 모색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이미 동북지역의
주요대도시와 관련한 연구는 많이 진행된 상황이다. 하지만 남북중 경제
회랑 연계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간의 연계점에서 추진되는 지
역개발에도 관심을 보여야 한다. 최근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도시로 구성
된 바이퉁단경제벨트와 두만강 유역의 옌룽투신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
다. 바이퉁단경제벨트의 경우 2009년 처음 발표되어 추진되었으나, 창지
투선도구 인프라 구축에 편향적으로 집중된 구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창지투개발선도구의 인프라가 기초적인 조건을 갖추었음
에도 불구하고, 동해출구 개척이 진척되자 지린성의 퉁화 내륙항과 랴오
닝성의 단둥, 다롄항과 협력하는 남향(南向)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압
록강에 위치한 바이퉁단 경제지역은 역내 단둥(對신의주), 창바이(對혜
산), 린쟝(對중강), 지안(對만포)등 대북통상구들이 포진해 있어 중북경협
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 남북중 서부축 구상에서 협력점을 찾을 수 있는
지역이다.
동부축과 연관성을 확장할 수 있는 지역발전계획으로 옌룽투신구가
있다. 지린성의 옌볜조선족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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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표되어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이지만 사업의 구체성과 추진력

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두만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의 두
만강 관광자원과 온성관광지 개발과 확장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 한반도의 동부축의 관광벨트구축의 추진전략을 구체화하여 추진
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중 중몽러 경제회랑은 참여국가 간의 협력이 가장 먼
저 진행되었다. 교통, 인프라, 환경, 문화 등의 32개 프로젝트에 합의하면
서 3국을 연결하는 회랑의 몇 가지 대안들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그 중
한국을 포함하는 대안은 없었다. 북한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한국을 포함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고, 추진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다는
원인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북중 경제
․ 교통 회랑 구축을 위한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 교통인프라 건설 공동
연구, 중국 동북3성의 지역발전계획과 연계 등의 협력방안들을 통해 남
북중 회랑 구축의 장애요인들을 해소해 나간다면 3국간의 신뢰와 협력기
제가 재정비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협력기제를 바탕으로 3국의 경제
적 현황, 교통 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주요 산업들을 고려한 남북중 서
부축과 동부축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면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
으로 확장연계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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