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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
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
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
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
(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
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
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
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
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
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
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
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
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
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
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
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
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
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
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
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
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
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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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
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
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
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
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
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
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
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
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
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
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
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
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
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
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
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
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
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
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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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
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
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
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
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
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
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
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
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
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
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
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

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
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
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
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
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
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
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
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
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
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
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
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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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
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
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
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
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
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
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
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
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
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
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
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
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
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
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
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
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
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
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
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
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
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
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
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
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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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
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
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
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
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
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
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
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
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
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
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
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
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
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
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
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
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

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
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
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
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
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
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
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
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
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
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
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
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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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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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주요 내용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
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
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ASEAN, 인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맞춤형 경
제협력을 강화하고 남미공동시장, 유라시아경제연합, 멕시코 등과 신규
FTA 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중장기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전반
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 수출시장과 외교의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
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
(bridge)를 중심으로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자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
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
티브이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공동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화 전략으로, 중국의 과잉생산능력을 신
흥시장으로 돌려 자국의 성장동력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
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
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중동
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
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일대일로 전략을 기반으로 협력 체계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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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수립,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
가와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
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한·중 양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전략을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한다는 데 의
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일대일로
전략을 기반으로 중국은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및 몽골·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지역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개발 주도권을 확보함은 물론,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추구할 전망이다. 이러한 중
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
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신흥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유의하거나 참고할 만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추진된 지 5년이 경과되면서 일대일로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집권기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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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제외교전략인 BRI에 대한 연구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2013년
9월과 10월에 시진핑 주석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
드 구상을 발표하면서 중국에서 이루어진 일대일로 관련 연구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중국 내 일대일로 관련 초기 연구는 일대일로의
개념과 전략 방향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2015년 3월에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 로드맵과 행동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일대일로 관련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나타
난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서방 및 일대
일로 연선국가로부터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대되고 있는 상
황을 감안하고 BRI 추진 5주년을 맞이하여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재조명하려는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개는 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일대일로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이에 반해 서방의 일대일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일대일로에 대
한 비판적인 시각의 연구가 많다. Arase(2015)는 두 개의 실크로드
(OBOR: One Belt and One Road) 전략으로 아세안과 중국 모두 경제
적 이익을 보겠지만 중국 측이 더 큰 이익을 향유하며, 특히 아세안은 선
택의 여지가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경제외적으로는 중국에 비대칭적
의존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였다. Sevilla Jr.(2017)는 BRI는 아
세안의 공동체 비전 실현과 각국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프로젝트
의 신속한 추진 및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내에서도 중국 일대일로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이루어졌다. 한국
내에서는 한국의 전략과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일환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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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의 하나인 이승신 외
(2017)에서는 일대일로 관련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문건 분석을
통해 육상 및 해상 일대일로 전략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일대일로의
5통(通) 중에 경제협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인프라, 자금, 무역 부문의 일
대일로 진행 상황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승신 외(2017)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중국의 협력 전략과 방향, 협력 현황 등을 정
리하였다. 최필수 외(2013)에서도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
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신흥시장에 대한 중국의 진출 전략을 교역과 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과제명

1

연구 목적 및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진행 상황 평가, 향후 전개 방향 전망
주요 연구 내용 - 향후 일대일로 전략 전망에 대한 시사점 도출, 우리의 대응방안 모색
연구 방법론
과제명

2

문헌 분석 및 통계 분석, 현지 조사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최필수 외
2013)

-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현황을 교역과 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
연구 목적 및
- 우리나라 기업과의 경쟁 현황 파악, 가능한 대응방안 도출
주요 연구 내용
- 신흥국 중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집중 분석
연구 방법론

3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이승신 외 2017)

문헌 분석 및 통계 분석, 현지 조사

과제명

“China’s New Silk Route Initiative: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for the Middle East
and Southeast Asia”(Henelito A. Sevilla, Jr. 2017)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 OBOR은 아세안의 공동체 비전 실현 및 각국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과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주장

연구 방법론

문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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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속
과제명

4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연구 방법론
과제명

5

과제명

과제명

과제명

문헌 분석 및 통계 분석, 현지 조사
｢일대일로 건설 연구의 진전(‘一带一路’建设研究进展)｣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2018)

문헌 분석 및 통계 분석, 현지 조사
｢글로벌거버넌스보고 제 4호: 일대일로와 상하이협력기구 협력이 나아가할 방향(‘一带一路’与上
海合作组织关联,实践与走向)｣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2018a)

문헌 분석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 수출입 무역 예측 연구(中国与‘一带一路’国家进出口贸易预测研究)｣
(쉬야쉬안(许亚璇) 2018)

연구 목적 및 -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2003~14년 수출입 통계를 분석하여 중국 및 전 세계에서의 비중 변화를
주요 연구 내용
살펴보고 10년 후 중국과의 교역량을 예측함
연구 방법론
과제명

9

｢중국의 대(對) 일대일로 연선국가 제조업 수출효과 분석: 랜덤 국경 중력 모델 활용(中国对“一带
一路”沿线国家制造业出口效率分析:基于随机前沿引力模型)｣ (程广斌, 刘伟青 2018)

- SCO와 일대일로 정책은 주요 원칙, 핵심 목표, 협력 내용 등이 일맥상통하여 상하이협력기구는
연구 목적 및
일대일로 협력에서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분석
주요 연구 내용 - SCO를 통해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정책소통, 안보협력, 경제협력 등을 강화 및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연구 방법론

8

문헌 분석

- 보고서는 2013년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관련 정책이 시행된 이래 발표된 연구문헌의 특징을
분석한 것으로 2014년 약 1,000편이었던 일대일로 연구문헌이 2017년 약 2,000편으로 두 배
연구 목적 및
가량 증가함
주요 연구 내용
- 주로 대외직접투자, 상호 연계, 해외투자,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 위안화 국제화 등에
관련된 연구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남.
연구 방법론

7

- 두 개의 실크로드(OBOR) 전략으로 아세안과 중국 모두 경제적 이익을 보겠지만 중국 측이 더
큰 이익을 향유하며, 특히 아세안은 참여할 수밖에 없고 경제외적으로는 중국에 비대칭적 의존도
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

- 상기 보고서는 2005~15년 동안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24개국 간의 무역 관계를 분석한 것임
연구 목적 및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업 수출 효과는 낮지만 수출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수출 효과
주요 연구 내용 가 낮은 주요 원인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인프라 및 통관 편리성의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통관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연구 방법론

6

“China’s Two Silk Roads: Implications for Southeast Asia(Amended Version)”
(David Arase 2015)

문헌 분석 및 통계 분석
｢인민대학충양금융연구원 제 50호: 중국의 구매력 현황: ‘일대일로’ 및 글로벌 시장의 변화(中国
购买力大布局‘一带一路’与全球市场转型)｣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2018b)

연구 목적 및 - BRI 추진으로 인한 수출입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 구매력 안정, 수입관세 조정, 무역상대국 발전,
주요 연구 내용
무역편리화 건설 추진 등의 관점에서 중국의 대외무역을 촉진하는 정책을 제언함
연구 방법론

문헌 분석 및 통계 분석

자료: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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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
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
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
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 방법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다소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관련 자료 및 문헌의 수집과 분석을 기
초로 연선국가 및 신흥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을
분석하였다. 다수의 외국 문헌 및 통계를 수집, 분석하여 일대일로에 대
한 주요 신흥국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과 주요 신흥지역
의 교역 및 투자를 비롯한 경제교류 정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무역 및 투자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과 국내 전
문가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신흥지역 출장을 통해 현지 인터뷰와 정보 및 자료 수집을 추진하
고, 국내 중국 및 각 신흥지역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 실
시하였다. 또한 2018년 10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의 각 신흥지역
전문가와 본 연구의 중간점검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각 신흥지
역의 중국 BRI에 대한 입장과 중국의 입장을 조율하였다. 또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의

중국거시경제연구원

(AMR) 연구진이 참여한 좌담회를 개최하여 제3국 시장에서 한·중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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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 상무부 산하의
중국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TEC)의 전문가인 장젠핑(张建平)의 기
고문1)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일대일로하에서 한·중 간 협
력 방향에 대한 제언을 받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과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
책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중장기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에 일
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흥시장 진출에 있어 한·중 협력방안 및 중
국의 일대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과 이에
대한 신흥국의 대응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중국과
협력할 부문과 경쟁할 부문 및 틈새전략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려 노력하
였다.

3.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
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
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
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의 분석에서는 보
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
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전략, 평가 및 전

1) 张建平, 孔维升(2018), 미공개 위탁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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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및 남아시아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가장 활발
하게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대일로의 5통(通) 중 인프라 협력체계인
교통인프라와 경제회랑, 산업단지(해외경제협력구), 자금융통으로서 금융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앙아시아와 몽골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전략과 대표 사
업을 다루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협력사업으로는 정책협력, 무역협력,
인프라협력, 에너지 및 자원 협력, 금융협력, 인적 및 문화 협력, 중·몽·
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인프라협력 프로젝트,
원조, 사회 및 문화 협력, 협력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추진 현황을 평가
하고 주요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중동부유럽 지역과의 협력 프레임워크인 16+1체제와 대
표적인 협력 사업을 분석하고, 일대일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헝가리와 폴란드, 서발칸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협력 사업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동부유럽, EU 집행위원회, 서유럽의 일대일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제7장에서는 일대일로 협력이 가장 최근에 시작된 중남미 지역에서
일대일로 전략의 의미와 주요 사업을 분석하였다. 주요 사업에서는 중국
의 대중남미 기본 협력틀인 1+3+6협력 프레임워크, 인프라 개발사업,
금융협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인 제8장에서는 지역별로 일대일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전망, 주요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중 간 협력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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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을 정리하였다. 주요 지역별로 일대일로를 활용한 협력의 기본 방향
을 설정하고, 한·중 정부 간 협력 어젠다의 하나인 제3국에서의 한·중 협
력방안을 우선협력 국가, 우선협력 분야, 협력 방식의 하나인 공동산업단
지 건설 및 진출 방안으로 나누어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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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제2장에서는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검
토한다. 우선 일대일로의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한다. 이어서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
미로 대별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본
다. 또한 일대일로 5개 중점협력분야(5통)의 지역별 진행수준 평가를 제
시한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추진 사업의 지역별 분포와 특징, 지역별
전략을 개괄한다.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은 시진핑 지도부가 2013년부터 적극 추진하
고 있는 신(新) 대외전략으로서 육로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一
带)’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 동부연해지

역 위주의 대외개방 전략에서 벗어나 유라시아대륙 국가들과 육·해상 네
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일
대일로 전략은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 10월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
아 순방 중 처음으로 제시하였다.2) 일대일로 전략은 육상 실크로드 및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
니아, 유럽, 아프리카, 유럽을 포괄하는 거대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대일로로 연결되는 이들 지역은 세계 GDP의 40%, 세계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투자 프로젝트 규모는 9,000억 달러에 달할 것

2) 일대일로의 영문 명칭은 ‘One Belt, One Road’에서 ‘Belt and Road Initiative’(BRI)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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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된다.3)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추진을 선언한 이후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대표
적인 것이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을 위
한 비전 및 행동｣(이하 비전 및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전 및 행동｣
은 2015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배경, 원칙, 중점협력
분야를 명시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분야
별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7년 5월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
럼’이 개최된 데 이어 2017년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2017년 10월
18~25일)에서는 일대일로가 공산당의 당장(党章)에 공식적으로 포함되
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외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한다고 강조하였다.4) 이는 일대일로를 대외 경제협력의

표 2-1

시기별 일대일로 주요 추진 과정

시기

주요 내용

2013. 9

시진핑 주석, 처음으로 일대일로 전략 공표

2014. 11

중국,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기금 설립 발표

2015. 3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을 위한 비전 및 행동 발표

2015. 12

AIIB 공식 설립

2016. 2

‘일대일로’가 인민일보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개념으로 대두

2016. 8

일대일로 명칭이 ‘ONE BELT, ONE ROAD’에서 ‘BELT AND ROAD INITIATIVE’(BRI)로 전환

2017. 3

유엔 안보리, 일대일로 지지 결의안 채택

2017. 5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 개최

2017. 10

중국 공산당 당장((党章)에 ‘일대일로’를 공식적으로 명시

자료: Knight Frank Research(2018), p. 7.

3) Knight Frank Research(2018), p. 6.
4) 이승신 외(2017),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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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으로 삼아 장기적으로 당 차원에서 일대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
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여기서는 [표 2-2]에 정리한 바와 같이 일대일로 전략 추진의 기본적
인 체계와 방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일대일로는 국가발전 전략이라
는 특성상 대내외적으로 광범위한 사업을 추진하므로 중앙정부 관련 부
처는 물론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일대일로의 주요 노선은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해상 실크로드(일로)로
구성된다.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거
쳐 유럽까지 이어지며, 해상 실크로드는 남태평양, 중국 연해, 남중국해,
인도양, 유럽을 포괄한다. 이와 같은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의 구축은 일
대일로 계획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앞서 언급한 지역을 아우르는 6개 경
제회랑 건설을 통해 완성된다. 한편 일대일로는 5개의 중점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비전 및 행동」에 따르면 5개 중점협력 분야(5통)는
정책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융통, 민심상통이다. 각 협력
분야별 주요 내용은 [표 2-2]에 간략히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자금융통을 통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바, AIIB,
브릭스개발은행, 실크로드기금 등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도 확대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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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내용

항목

주요 내용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 일대일로의 배경 및 계획의 대외 홍보를 통한 연선국가의 호응과 참여
확대
∙ 연선국가와의 경제발전 전략 연계와 융합에 초점

상무부

∙ 중국·유라시아 국가간 인프라 연결(互联互通)을 위한 협력 추진
∙ 연선국가와의 투자 및 경제·기술 협력 강화
∙ 해외경제무역협력구(境外经贸合作区)를 통한 국가간 경제·무역 협력
확대

핵심
부서

주요
노선

∙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및 계획 발표

육상 실크로드
(丝绸之路经济带)
해상 실크로드
(21世纪海上丝绸之路)

∙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발트해)
∙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만~지중해
∙ 중국~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
∙ 중국 연해항구~남중국해~인도양~유럽
∙ 중국 연해항구~남중국해~남태평양

① 신유라시아대륙교(新亚欧大陆桥)
②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③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6대 경제회랑
④ 중국·중남반도(인도차이나) 경제회랑
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⑥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협력 분야
(5通)

① 정책소통(政策沟通): 정부간 협력 강화, 다차원 정부간 거시정책 교류 체계 마련
② 인프라 연결(设施联通): 교통인프라(통합운송, 항구·육해상·물류 인프라 건설 및 협력,에너지 인프라
(송유관, 가스관, 지역전력망 개선 등), 통신인프라(정보 실크로드 건설 및 협력, 국가간 광케이블)
③ 무역원활화(贸易畅通): 투자·무역 편리화, 자유무역구 건설, 전통무역과 서비스 무역의 균형 발전, 투자
분야 협력 확대 및 신흥산업 협력
④ 자금융통(资金融通): 금융협력, 금융관리감독협력
⑤ 민심상통(民心相通): 교육·문화 협력, 관광협력

자금 융통

AIIB, 실크로드기금, 브릭스개발은행 등

자료: 이승신 외(2017), pp. 39~43.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신흥지역 가운데 중국의 최대 수출 대상지역은 동남아시아이다. 2017년
기준 중국의 대동남아시아 수출액은 2,791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
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일대일로 전략을 발표한 이래 2016년 소폭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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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한 2,56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중국 신흥지역 수출의 33%
를 차지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신흥지역 중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곳은 남아시아 지역으로
BRI 원년인 2013년 752억 달러에서 2017년 1,074억 달러로 증가하였
다. 중국의 대중남미 지역 수출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1,300억 달
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6년 1,135억 달러를 기록하며 다소 감소하였
으나 2017년 다시 1,30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였다. 중국의 대중동 지역
수출은 2014년 1,371억 달러에 달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7년
1,167억 달러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하였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지역 수

그림 2-1

중국의 신흥지역별 수출 동향
(단위: 억 달러)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동남아시아

173

554

1,382

1,701

2,043

2,440

2,720

2,773

2,561

2,791

남아시아

29

160

576

713

704

752

858

942

959

1,074

중앙아시아 및 몽골

9

55

180

213

240

257

263

191

190

227

중동

72

265

747

955

1,014

1,150

1,371

1,291

1,129

1,167

아프리카

50

186

598

729

851

926

1,058

1,083

920

945

중동부유럽

27

109

354

409

397

414

448

429

449

504

중남미

70

242

914

1,212

1,346

1,337

1,358

1,313

1,135

1,303

자료: 中国国家统计局(검색일: 2018. 8. 3); 中国海关总署(검색일: 2018. 11. 20)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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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 2013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5년 1,083억 달러를 기록하고
2017년 945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지역 수출은
2017년 50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대중앙아시아 및 몽골 지역의 수
출은 3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한 수
준이다.
신흥지역 가운데 중국의 최대 수입 대상지역 또한 동남아시아로 2017
년 기준 중국의 신흥지역 수입 중 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대중동 수입 및 대아프리카 수입은 2015년부터 급
격하게 감소하였다. 중국의 대중동 수입은 2014년 1,651억 달러에서
2015년 1,047억 달러로 37% 감소하였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입 또한
2014년 1,15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703억 달러로 약 40% 감
소하였다. 그러나 대중동 수입 및 대아프리카 수입은 2017년 각각

그림 2-2

중국의 신흥지역별 수입 동향
(단위: 억 달러)
2,500

2,000

1,500

1,000

500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몽골
중동
아프리카
중동부 유럽
중남미

2000
222
19
13
101
56
5
53

2005
750
107
40
317
211
26
267

2010
1,547
230
162
899
671
98
918

2011
1,930
261
248
1,373
932
133
1,197

2012
1,959
226
286
1,487
1,133
139
1,261

2013
1,996
210
305
1,601
1,175
152
1,274

2014
2,082
202
261
1,651
1,156
172
1,268

2015
1,945
170
188
1,047
703
151
1,038

2016
1,963
148
157
882
567
154
1,031

2017
2,357
194
197
1,143
753
590
1,270

자료: 中国国家统计局(검색일: 2018. 8. 3); 中国海关总署(검색일: 2018. 11. 20)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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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억 달러, 753억 달러를 기록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
중남미 수입도 2014년 1,268억 달러에서 2015년 1,038억 달러로 230
억 달러 감소하였고 2016년에도 동일한 수준에 기록하였으나 2017년
1,270억 달러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였다. 중국의 대중동부
유럽, 대중앙아시아 및 몽골, 대남아시아 수입은 200억 달러 이하에 그
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2017년 중국의 수출입 통계를 살펴보면 동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중국의 주요 교역국으로 나
타나고 있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가 중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
비중은 67%에 달한다. 중앙아시아 및 중동부유렵 국가 가운데 중국의
최대 교역국은 각각 카자흐스탄, 폴란드로 중국의 각 지역에 대한 전체
교역의 43%, 30%를 차지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34%) 및 멕시
코가 중국의 주요 교역국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주요 교
역 대상국은 남아공, 앙골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해당된다
(표 2-3 참고).

표 2-3

신흥지역 중 중국의 주요 교역국
(단위: 억 달러, %)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국가

수출입 총액

비중

베트남

1213

24

말레이시아

960

19

인도

844

67

파키스탄

200

16

중앙아시아 및 몽골

카자흐스탄

180

43

중동부유럽

폴란드

212

30

브라질

875

34

멕시코

476

19

중남미

42 ❙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표 2-3

계속

중동
아프리카

국가

수출입 총액

비중

사우디아라비아

499

22

아랍에미리트

409

18

남아공

391

23

앙골라

226

13

주: 중국 해관총서 통계 2017년 기준, 비중은 지역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
자료: 中国海关总署(검색일: 2018. 11. 20)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투자 현황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대외투자 통계를 대륙별 및 주요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의 대외투자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대치인 1,961억 달러에
달했다. 2017년에는 과도한 해외투자에 따른 자본유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 결과 전년대비 약 20% 감소한 1,583억 달러를 기록
하였다. 중국의 최대 투자 대상 지역은 아시아로, 중국 전체 대외투자에
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2017년 기준 1,100억 달러)에 육박하
고 있다. 아시아에 이어 중국의 제2위 투자대상 지역은 유럽이다. 중국의
대유럽 투자는 2013년 59억 달러에서 2017년 185억 달러로 5년만에 3
배 이상 비약적으로 급증하였다. 그 결과 중국 전체 대외투자에서 대유럽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5.5%에서 11.7%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중남미
및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바, 2017년 각각 저
년대비 48%, 68% 감소한 141억 달러, 65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대외투자는 저조한 수준인데 중국
전체 대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2~3%대에 머물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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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중국의 대외투자 현황
(단위: 억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아시아

756

849

1,083

1,302

1,100

중남미

144

105

126

272

141

유럽

59

108

71

107

185

북미

49

92

107

204

65

아프리카

34

32

30

24

41

오세아니아

37

43

39

52

51

합계

1,078

1,231

1,457

1,961

1,583

자료: 中国国家统计局(검색일: 2018. 8. 3)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신흥지역 중 대중국 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2017년 기준 신흥지역 대중국 투자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
나 동남아시아의 대중국 투자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은 2017년 기준 신흥지역 대중국 투자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11억 달러에서 2017년 6억 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0% 감소하였다. 중남미의 대중국 투자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2억
달러에서 4억 달러 사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은 2015년
4억 달러를 투자하였지만 2016년 75% 감소한 1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17년에 이르러서는 7,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다. 남아시아,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투자는 1억 달러에 미치
는 못하는 규모이며 중앙아시아 및 몽골은 1,000달러 이하로 대중국 투
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금융분야 투자 제외)는 연간 150억 달러 규모이며, 중국의 해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 내외이다. 한편 주요 투자대상 국가는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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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신흥지역별 대중국 투자 현황
(단위: 억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동남아시아

83

63

77

65

51

남아시아

0.5

0.8

0.8

0.5

1.6

중앙아시아 몽골

0.06

0.04

0.1

0.03

0.09

중동부유럽

0.3

0.4

1

0.4

0.5

중남미

4

2

3

3

2

중동

2

1

4

1

0.7

아프리카

14

10

6

11

6.6

BRI 연선국가

131.7
(12.2%)

144.6
(11.7%)

189.3
(13.0%)

153.4
(7.8%)

143.6
(12.0%)

주: ( ) 안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中国国家统计局(검색일: 2018. 8. 3);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1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ASEAN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에 파키스탄, 러시아, UAE 등에 일부 투자되었다.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중국 국가신신중심 일대일로 빅데이터센터(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
路’ 大数据中心)는 일대일로 전략 시행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2016년부터 국가별·지역별로 5대 중점협력(5통)의 협력 정도
를 평가하였다. 여기서는 이 연구 결과에 의거 지역별로 5통의 진행수준
(2017년 기준)을 평가한다. 우선 5통의 평가기준은 각 협력 분야의 성격
을 반영한 지표들로 구성된다. 인프라 연결도는 교통·통신·에너지 인프
라를 평가하며, 자금융통은 금융협력, 금융환경이 평가기준으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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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역원활화는 무역교류·투자협력이 평가기준 지표이며, 정책소통은
정치적 신뢰도·체결문건, 민심상통은 문화·인적 교류, 상호간 협력 기대
치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각 평가기준은 세부 평가지표로 나누어 총
합 20점 만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5)
이 연구 결과 5통 협력 중 11.1점을 기록한 민심상통의 협력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연결도가 6.6점으로 가장 낮은 협
력 수준을 보였다. 인프라 연결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연선국
가들의 인프라 여건이 대부분 열악하고 국가간 인프라 환경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5통의 진행상황
을 보면, 아시아대양주,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이 모든 5통 협력 분
야에서 높은 진행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지역은 5통
각 개별 협력분야의 평균치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대양주 지역은 중앙아시아에 이어 제2위를 차지한 인프라 연결도를 제외
하고 나머지 4개 중점협력 분야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였다. 중앙아시아
는 인프라 연결도에서 9.8점으로 가장 높은 협력 수준을 보인 데 이어 나
머지 4개 분야에서도 아시아대양주에 이어 모두 2위 자리를 지키고 있
다. 이외에 남아시아가 무역원활화도를 제외한 분야에서 모두 평균 이상
의 협력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아프리카·남미, 동유럽,
서아시아는 5통 협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5) 5통 각각의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인프라 연결: 교통인프라(항공·도로·철도·해상 연결도), 통신인프라
(전화회선 보급률, 인터넷 보급률, 국경간 통신시설 건설), 에너지인프라(국경간 송전설로 건설, 석유·천연가
스 파이프라인 건설) ② 자금융통: 금융협력(통화스와프 체결 및 AIIB 참여 여부), 금융환경(위안화 청산은행·
상호 통화청산네트워크·중국은행 진출 여부) ③ 무역원활화: 무역교류(무역 총액과 무역 총액 증가율), 투자
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비금융), 해외공사 프로젝트 협력) ④ 정책소통: 정치적 신뢰도(고위급
방문, 파트너십 관계), 체결문건(공동성명, 양자간 협정, 협력 또는 양해각서) ⑤ 민심상통: 문화·인적 교류(자
매도시 수립, 문화교류 활동, 비자 발급 편리성, 공자학원 또는 학자학당 건설), 상호간 협력 기대치.

46 ❙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특히 동유럽은 5통 모든 분야에서 평균 미만의 협력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프리카·남미는 인프라 연결도, 무역원활화도, 자금융통도 측면에서 부
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소통도 및 민심상통도에서는 비교적 높은
협력 수준을 보였다.
표 2-6

지역별 5통 협력 정도 평가

지역

정책소통도

인프라 연결도

무역원활화도

자금융통도

민심상통도

아시아·태평양

14.5

8.9

12.2

15.2

13.7

중앙아시아

13.4

9.8

8.8

11.6

12.5

남아시아

11.6

7.2

8.5

10.8

11.4

아프리카·중남미

11.4

4.3

7.5

9.0

11.3

동유럽

9.3

5.9

6.9

6.0

10.7

서아시아

8.3

5.3

8.9

9.4

9.0

평균

10.7

6.6

8.8

9.9

11.1

주: 1)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 필리핀, 한국,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베트남.
2)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3) 서아시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팔레스타인, 그루지야, 카타르, 쿠웨이트,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시리아, 아르메니아, 예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4)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부탄, 몰디브,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인도.
5) 동유럽: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보스니아, 폴란드, 러시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체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세르비아, 슬로베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6) 아프리카·중남미: 이집트, 파나마, 마다카스가르,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료: 中国国家信息中心‘一带一路’ 大数据中心(2018), p. 31, p. 34, p. 36, p. 40, p. 44, p. 4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일대일로는 아직까지 중국과 지리적으
로 근접한 지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타 지역과의 협력 수준을 확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함을 짐
작하게 한다. 인프라 연결도의 경우 러시아(19.0)와 카자흐스탄(16.7),
베트남(15.6)이 높은 점수를 기록한바, 대체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앙아시아, 아시아대양주 지역의 인프라 연결도 협력 정도가 높았다. 자
금융통도 역시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무역원활화도에서도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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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가깝고 이미 어느 정도 경제교류가 활발한 아시아대양주 지
역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심상통 및 정책소통에서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인적 교류와 고위급 방문이 활발하였다. 즉 아시아대양주,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의 5통 협력 수준이 높은 것은 이러한 요인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중국의 일대일로 공식 홈페이지에는 2016년 6월부터 일대일로 연관
사업 추진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표 2-7]에 2018년 6월까
지 2년간 홈페이지에 제시된 일대일로 사업을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신흥지역별로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대일로 관련 사업은 60여 개국
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총 133건으로 집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7]에 제시된 133건을 사업분야별로 살펴보면 인프라 관련 사업이 84
건으로 가장 많고 에너지 개발협력이 34건, 산업단지 건설이 32건으로
나타나며 이외에도 기술 교류, 의료, 금융서비스, 문화 교류, 교육 협력
분야 관련 사업이 추진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완료된 사업이 30건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바, 전체 사업건수의 22%를 차지하였다.
남아시아 지역이 23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아프리카 16건, 중앙아
시아 및 몽골 15건, 중동 13건, 중동부유럽 8건 순이다. 반면 중남미의
경우 3건에 불과해 가장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기타로 분류된 지역에
서는 러시아가 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산업단지 건설

48 ❙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10건)과 인프라 분야(9건)이다. 그중 철도 관련 사업이 7건인 것으로 나
타나 현재까지 동남아시아 일대일로 사업의 중점분야는 철도임을 알 수
있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파키스탄이 총 23건 중 8건을 차지하고 있는
데, 대부분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관련 사업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중국의 남아시아 지역 일대
일로 전략에서 이 경제회랑의 건설이 핵심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카자흐스탄이 총 8건으로 중국과 카자흐스탄
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총 16건
중 기초 인프라 투자가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7

지역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동향
해당 국가

게재명

항목

중국에너지건설그룹이 건설한 라오스 Nam Chiane 수력발전소 2기 시운행 통과 수력발전
라오스 Vientiane Saysettha 종합개발구 개발
라오스
(5건)

철도

중국·라오스 철도 건설

철도

라오스 Vientiane Saysettha 종합개발구의 혁신과 도전

동남
아시아
(30건)

산업단지

철도 폭발물 해체 작업 시작

산업단지

철강,
말·중 콴탄산업단지 철강(압연 봉재, 고속 와이어) 생산능력 연 140만 톤 예상
말·중 콴탄산업단지 누적 사업 투자액 200억 위안 초과, 우수 사업 지속 입주 산업단지
말레이시아
(4건)

중국: 말레이시아 baleh 수력발전소 총 하도급 계약 체결
중국: 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공사 착공, 동해안 440만 명 인구 혜택
중국 전자동 무인운행 경전철 차량 말레이시아 도입 예정

미얀마
(5건)

중국·미얀마 유전사업 11년 연장 협의
중국·미얀마 합자 천연가스발전소 2018년 가동
만양촌 특대교 하부시공 완성
중국·미얀마 국제철도의 개통
중국·미얀마 철로의 대림철도 첫 터널 관통
중국·미얀마 철도

수력발전
철도
열차
유전
천연가스
철도
철도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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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지역

계속
해당 국가

베트남
(4건)

브루나이
(2건)

동남
아시아
(30건)

싱가포르
(2건)

인도네시아
(4건)

캄보디아
(1건)
태국
(1건)
필리핀
(1건)
아세안(1건)

게재명

항목

중국기업이 베트남에서 건설한 첫 현수교 개통, ‘혁신적인 도시 명함’이라 칭찬
받음

교량

중국이 베트남에서 건설한 산화알루미늄 사업 정식 운용
중국기업이 베트남에서 화원식 발전소를 건설하여 남부 경제구역의 전력 부족 현
상을 해소할 전망
베트남 롱쟝 공업단지
브루나이 최대 중국 자본 투자사업 2018년 완성 예정. 원유 가공능력 2,200만 톤
에 이를 것
증국·브루나이 합자회사가 브루나이 Muara항 컨테이너 부두를 정식으로 인수함
중·싱(충칭) 전략적 상호 연동 시범사업으로 기업에 1억 8,800만 위안의 융자 원
가 절감효과
중국 징예공사가 수주한 싱가포르 유니버셜 스튜디오 사업의 관리혁신 실천
중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탄소강 공장 및 발전소 건설 예정
중국·인니 경제무역 협력구
China-Indonesia JuLong Agricultural Industry Cooperation Zone/중국·인
니쥐롱농업산업협력구
중국·인니협력청산공업단지: 어촌에서 니켈산업단지로의 변모
중국 시하누크빌항 경제특구 현지 경제공헌율 50% 초과, 100여 개 기업 입주로
2만여 개 일자리 창출
‘공영’의 이념을 기초로 시하누크빌항 경제특구가 ‘일대일로’의 모범사례가 됨

산화
알루미늄
발전
산업단지
석유화학
항구
금융
건축
산업, 발전
산업단지
산업단지
산업단지
산업단지

태·중 라용공업단지 86개 입주기업이 태국에 2만여 개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중·필리핀 경제협력 성과 뚜렷: 우선 37억 프로젝트 실행

산업협력

중국은 이미 7개 아세안 국가에 역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산업단지

네팔
(1건)

중국기업이 투자, 건설하는 네팔 최대 시멘트공장: ‘일대일로’의 산촌 개발

시멘트
공장

몰디브
(1건)

중국기업이 수주한 몰디브 공항터미널 사업 착공, 현지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

공항

방글라데시 파드마 대교 연결사업 차관 협의 예산 12% 증액 계약

교량

중국기업이 수주한 방글라데시 석유발전소 사업이 다카 지역의 전력 공급 개선
석유발전
전망

남아시아
(23건)
방글라데시
(7건)

중국기업이 참여한 방글라데시 교통사업 지속 착공으로 수도 교통체증 해결에
복합교통
도움
중국기업 파이라 석탄발전소 수주
방글라데시 전력 자급자족에 도움

석탄발전

중국기업이 수주한 방글라데시 최대 비료공장: 일대일로가 가져온 새로운 기회 산업협력
중·방글라데시 우정 7교
방글라데시 파드마 대교 및 수로 준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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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수리공정

표 2-7

지역

계속
해당 국가

게재명

항목

함반토타항 경영권의 중국 이양, 남아시아 지역 해운센터 조성 예정

스리랑카
(5건)

인도
(1건)
남아시아
(23건)

스리랑카 최대 공항 수출신용보험 영업 개시, ‘일대일로’ 융자에 도움

공항

중·스리랑카 협력은 스리랑카 최대 항구 함반토타항의 비약 발전에 도움

항구

‘일대일로’ 의료협력 추진
중국은 스리랑카와 국제연합안구은행 공동건설 예정

우즈베키스탄
(3건)

중앙
아시아
및 몽골
(15)
카자흐스탄
(8)

의료협력

중국기업의 콜롬보 항구 신도시 조성
남아시아 지역 최초 CBD

항구

인도 철도 현대화 건설에 중국기업이 협조

철도

중국기업이 건설한 파키스탄 라호르 지하철 오렌지라인 사업 시운행

파키스탄
(8건)

항구

지하철

중국기업이 건설한 파키스탄 수력발전소, 계통연계형 발전 시행

수력발전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최대 풍력발전사업 준공 및 가동 시작

풍력발전

중·독이 합자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에 조력, 파키스탄 최대 시멘트 공장
공동 건설

시멘트
공장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고속도로 건설

고속도로

Pakistan Haier·Ruba Economic Zone/파키스탄 하이얼·루바 경제구역

산업단지

카심 발전소 사업

화력발전

과다르항 개발 사업

항구,
산업단지

중국기업이 수주한 우즈벡 대형 화공사업 순조롭게 진전

PVC
생산설비

중국·우즈벡 ‘일대일로’ 공동건설
중앙아시아 최장 터널 중국 기술로 건설

철도

Pengsheng Industrial Park/우즈베키스탄 펑셩 공업단지

산업단지

롄윈강 ‘일대일로’ 연결, 중국·카자흐스탄 물류기지 서비스체계 격상

물류단지

악타우 아스팔트 공장: 중·카자흐 협력이 고비사막을 밝힘

석유화학

중·카자흐 원유 파이프라인 누적 대중 운송량 1억 톤 달성

석유
파이프

악토가이 동광 제련소 조기 준공
중국기업 카자흐스탄 공업 발전에 조력

구리공장

생산협력으로 중국·카자흐 공영의 길 구축

석유화학

역외경제협력구: ‘일대일로’ 윈윈 플랫폼

산업단지

호르고스 국제국경협력센터

산업단지,
물류단지

카자흐스탄 수크 석유 천연가스 회사(홍콩자본)

유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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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지역

중앙
아시아
및 몽골
(15)

계속
해당 국가
키르기스스탄
(2)
타지키스탄
(1)

게재명

키르기스스탄 ‘아시아의 별’ 농업산업협력구

산업단지

중·타지키스탄 최대 협력사업 ‘중·타지키스탄 공업단지’ 증축 공동건설

산업단지

투르크메니스탄
아무다리야(Amu Darya) 천연가스 사업은 중·투르크메니스탄 모범 사례
(1)

중동
(13건)

천연가스

레바논
(1건)

중국의 레바논 고등음악학원 건설 지원은 중·레바논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모범
이될것

교육

사우디
(2건)

중국철건이 사우디 메카 경전철 운영권 계약을 재획득함

철도

얀부 제련소

석유화학

아랍에미리트
(1건)

중·아부다비 생산협력시범단지 모든 금융 서비스 영업허가 획득 예정

아제르바이잔
(1건)

중·아제르바이잔 자유무역산업단지 공동건설 예정

산업단지

오만
(1건)

중국·오만 산업단지 첫 정식 기업 입주

산업단지

이라크
(1건)

중국기업이 건설한 이라크 ‘녹색유전’ 사업에 대한 찬사: 발전의 희망을 가져옴

이란
(1건)

중국과 이란 기업이 아라크 중수로 개조 첫 상업계약 체결

핵발전소

이스라엘
(1건)

이스라엘 경전철 레드라인 3개 주 터널 관통으로 찬사 받음

경전철

2개 중국기업이 연합으로 이집트 화력발전 EPC 사업 낙찰

화력발전
상업지구
건설

이집트
(4건)

아프리카
(16건)

항목

중국·키르기스스탄 최대 에너지협력사업 가동으로 키르기스스탄 자체 전력 사용
화력발전
실현

가나
(1건)
나이지리아
(1건)
니제르
(1건)
마다가스카르
(1건)
세네갈
(1건)

중국이 수주한 이집트 수도 중앙 신상업지구 총건축면적이 약 170만 평방미터

금융
서비스

유전

중·이집트 철도사업 조인식 진행
경전철 건설이 카이로 교통체증 완화할 것
이집트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
가나 테마항 확장 공사 수주
현지 인재 양성에 조력

산업단지

나이지리아 레키 자유무역단지(중·나 경제무역협력구)

산업단지

니제르 중유발전소 정식 준공

화력발전

철도

항구

마다가스카르 공항 고속도로 사업 대부 협의, 설계, 시공 모두 중국 표준을 채택하
공항
기로 서명
고속도로
세네갈 Foundiougne 대교 개공: 설날에 우정교 가설

52 ❙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교량

표 2-7

지역

계속
해당 국가
에티오피아
(2건)
잠비아
(1건)
지부티
(1건)
카메룬
(1건)

아프리카
(16건)

케냐
(2건)

게재명

항목

‘쿤산 경험’을 본보기로 삼은 에티오피아 첫 공업단지 정식 운영
에티오피아 동방공업단지

산업단지
산업단지

잠비아 중국 경제무역협력구

산업단지

지부티 Doraleh 항구 사업 준공

항구

중국기업이 수주한 카메론 Munwiller 수력발전소 본체 검수

중국기업이 수주한 나이로비 컨테이너항 정식 운영 개시
중국 우이사의 해외사업 낙찰, 낙찰가 약 2억 위안

콩고 공화국
(1건)
탄자니아
(1건)

중남미
(3건)

중동부
유럽
(8건)

도로

‘일대일로’가 탄자니아에 좋은 발전 기회를 가져옴. 중국기업의 투자액 66억 달러 인프라
초과
투자
광케이블
아프리카 지역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국가 연결 발전계획으로 광케이블 수만km 설치 예정
(2건)
에티오피아 아디스바바·지부티 철도 중국 표준 ‘세계화’ 촉진
철도
전력
중국기업이 참여한 브라질 특고압 송전사업 개공, 현지 일자리 1만 6,000개 창출
(고압송전
할것
브라질
설비)
(2건)
전력회사
중국 국가전력망 공사의 최대 해외투자사업 완성
M&A
아르헨티나
중·아르헨티나 세계 최남단 수력발전사업 공동건설, 2만 개 일자리 창조
수력발전
(1건)
중·세르비아 경제협력사례: 백년 제철소 부활, 5,000명 이상의 고용 해결
제철소
세르비아
제문·보르카 대교(Zemun-Borca Bridge)가 ‘중국대교’라는 명예를 얻으며, 양
(2건)
교량
안 수천 헥타르 토지에 새로운 삶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
크로아티아
(1건)
폴란드
(1건)
헝가리
(4건)

그리스(1건)
기타
(25건)

중국기업이 콩고공화국 1호 고속도로 개통

전력
(송/변전
설비)
내륙
컨테이너
항 건설
건축

러시아
(8건)

중국기업이 크로아티아 바다 횡단대교 건설사업 계약
중국기업이 수주한 폴란드 홍수 방지 공사 최대 구간, ‘EU 표준’ 함락에 시험효과
발휘
중국기업 GreenSolar가 투자한 첫 태양광발전소가 헝가리에서 생산 개시
헝가리 중국·유럽 상업물류단지
중국·헝가리 보르쇼드 경제무역협력구
중항신탁과 헝가리 Morgan Star Group이 전면적 협력 협의를 체결함
피레우스항 최초로 2만TEU급 컨테이너선 양도, 유라시아에 신속하고 신뢰할 만
한 직항 서비스 제공
중국·러시아·야말 사업 첫 LNG 생산라인 가동, 중국은 매년 400만 톤의 액화가
스를 얻을 예정
중국기업이 시베리아에서 가장 큰 석유가스전 사업에 진출, 징진지 지역에 러시아
천연가스 사용 가능성

교량
수리공정
태양광
물류단지
산업단지
금융
항구
천연가스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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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지역

계속
해당 국가

러시아
(8건)

벨기에(1건)
벨라루스
(2건)
영국(1건)
우크라이나
(1건)

게재명

항목

러시아 매체 : 중국기업 사하공화국 레나강의 다리 건설에 도전
중국, 러시아 최대 전력에너지 투자사업 정식 가동
러시아 임업 경제무역협력구
중·러(프리모르스키 지방) 농업산업협력구
중·러 톰스크 목재 공업무역협력구
러시아 우수리스크 경제무역협력구
중국기업 벨기에 제브류헤 컨테이너 부두 전면 운영
중·벨라루스 공업단지 실질적인 개발의 첫 결실, 입주기업 25개 달성
파스타비 변전소는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모범을 수립함. 중·벨라루스 제3자 시장
공동개척에 기대
Hinkley Point C 원자력 프로젝트 승인
중국기업 중·영 기함 사업 착수

교량
가스발전
산업단지
산업단지
산업단지
산업단지
항구
산업단지

기타
(25건)

터키(1건)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
(1건)
일대일로
연선국가
24개국(1건)
유럽,
중국 칭다오,
아시아(1건)
운남성,
동남아시아,
남아시아(1건)
투르크메니스탄,
이탈리아, 중국
등(1건)
일대일로
연선국가(1건)
스위스(1건)

핵발전소

중국기업이 우크라이나 중부에 대형 태양력 에너지 발전소 건설

태양광
발전

우크라이나의 용접기술 공유, 양방의 과학 연구성과의 여가 높음

기술교류

이탈리아(1건) 중국기업과 이탈리아 기업이 베니스항 설계사업 협력
조지아(1건)

변전시설

항구

중국기업이 카프카스 지역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 건설 착공

철도

중국 중앙 국유기업 3개 사가 협력하여 터키 3대 부두 Kumport 인수

항구

실무적 협력- 중국 ‘일대일로’ 건설 추진 중

인프라

44개 사업, ‘일대일로’ PPP 사례로 선정

인프라 등
민관협력
사업

유라시아 경제무역 협력산업단지: ‘일대일로’ 해양과 내륙을 잇는 길 개통

산업단지

‘일대일로’에 초점을 맞춰 자원 연결을 강화
란미(메콩강 연안 5개국) 과학기술원 사업 본격 시행

과학기술
교류

｢실크로드 생태문화 만리행｣ 사업

문화 교류

실크로드 서향 프로젝트

문화 교류

중국화공의 신젠타 인수 확정으로 중국기업의 가격 이외의 우세를 보여줌

의약기업
M&A

주: 본 연구에서 신흥지역으로 분류하지 않는 지역은 기타로 분류함.
자료: 최필수(2017); 中国一带一路网, https://www.yidaiyilu.gov.cn/info/iList.jsp?cat_id=10045&cur_page=9(검색일: 2018.
8. 3)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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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외에도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투자 플랫폼의 하나로서
해외산업단지(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 말까
지 중국기업은 총 44개 국가에 99개의 해외산업단지를 구축하였고,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는 307억 달러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동남
아 지역에 12개(인도네시아 4개, 베트남 3개, 라오스 2개, 캄보디아, 태
국, 인도네시아 각 1개), 아프리카에 10개(에티오피아 2개, 잠비아, 나이
지리아, 이집트, 지부티, 남아공, 우간다, 모잠비크, 짐바브웨 각 1개), 서
남아 지역에 3개(파키스탄 2개, 인도 1개), 중동부유럽 지역 3개(헝가리
2개, 세르비아 1개), 중앙아시아 지역에 5개(카자흐스탄 2개, 우즈베키스
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각 1개), CIS 지역 및 러시아에 6개(러시
아 5개, 벨라루스 1개), 벨기에에 1개의 해외산업단지가 진출해 있다.

그림 2-3

중국의 해외산업단지(해외경제무역협력구) 분포도

자료: 中國境外經貿合作區, http://www.cocz.org/index.aspx(검색일: 2018. 11. 20).

마지막으로 중국은 FTA를 통해 신흥지역 국가 및 일대일로 연선국가
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6월 말까지 중국은 아시아, 유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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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니아 및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하여 24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16
건의 FTA에 서명하였다.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는 대부분 신흥경제
국으로서 ASEAN을 포함한 동남아, 서남아, 중동, 중남미 국가에 집중되
어 있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 대상지역도 스리랑카, 이스라
엘, 모리셔스, 네팔, 몽골, 방글라데시 등 대부분이 일대일로 연선국가들
이다. 향후에도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FTA 체결을 중시하는 전
략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2016년 7월에 발표한 「상무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6)에서는 향후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갈 FTA의 대상 지역
을 주변국→ 일대일로 연선국가→ 전 세계로 확대해가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표 2-8

중국의 FTA 추진 현황(2018년 10월 말 기준)

추진단계

아시아

기체결
(16개, 24개국)

아세안(10개국),
파키스탄, 싱가포르,
조지아, 몰디브

협상 중
(9개, 27개국)

GCC(6개국), 스리랑카,
이스라엘

공동연구
(9개, 9개국)

인도(완성), 네팔, 몽골,
방글라데시,
팔레스타인

동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몰도바

파나마

콜롬비아

기타
중국 홍콩, 중국 마카오, 중국
타이완, 한국, 아이슬란드,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모리셔스

한·중·일, RCEP(15개국),
노르웨이
캐나다, 피지,
파푸아뉴기니

자료: 중국자유무역구 서비스망, http://fta.mofcom.gov.cn(검색일: 2018. 11. 30) 참고하여 저자 정리.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중국은 지역별 일대일로 추진 목적 및 구체적 전략을 공식적으로 분명
하게 밝히지 않았다. 특히 경제적 이유를 넘어선 정치·안보 측면과 관련

6) 『商务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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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목적에 대해선 더더욱 드러내기 쉽지 않다. 그러나 BRI가 출범한 지
5년이 경과하면서 일대일로의 추진 목적이나 전략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양한 채널(관련 연구, 언론보도, 중국 지도
부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일대일로의 추진 목적은 △ 중
국 국내 내륙(변경)지역 개발 및 정치적 통제력 강화 △ 성장동력 확보
△ 연선국가 인프라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개척 및 중국제품에 대한 해
외수요 확충 △ 에너지 안보 강화 △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와 같은 경제
적·정치안보 측면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목적을 배경에 두고 중국은 지역별 경제적·지정학적 요건 및 특성
에 따라 해당 지역과 전략적인 협력 체계 및 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동남아·남아시아 지역은 신흥지역 가운데 중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
로 해상 실크로드의 요충지이자 원유 수송의 핵심 루트에 해당하는바, 인
프라 개발을 통한 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수송로 확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둔 중·파키스탄 경제회랑이 핵
심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국가
발전 전략과 연계한 협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일대일로 육상노선의 핵심이며 에너지 자원 확보가 중
요한 지역인 한편, 중국과의 접경지역으로 정치안보 측면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있다. 중국은 여기서도 카자흐스탄, 몽골의 자체 발전계획과 연계
한 협력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치안보 측면에서는 상하이협력기구
(SCO)가 주도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도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전략 요인인바, 중국은 에너지
와 지역 내 인프라 개발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중심의 협력 방식을 추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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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국가 경제발전 전략과 BRI 연계 협력 추진
∙ (카자흐스탄) ‘누를리 졸’
∙ (몽골) ‘초원의 길’
-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정치·안보 협력 주도

- BRI 후발주자이나 최근 경제·정치·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지
속적으로 상승
- 대중남미 포괄적 협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BRI 활용

- ‘1+3+6’(2014);
∙ 1개 계획: 중국·중남미·카리브해 국가협력 계획(2015~19)
∙ 3대 성장동력: 무역, 투자, 금융
∙ 6대 중점협력 분야: 에너지·자원, 인프라, 과학기술 혁신, 농업, 제조업, 정보기술

- 아시아와 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 전략적
요충지(중국·유럽 네크워크 구축)
- ‘16+1’협력체계 구축(2012)
∙ 중국·중동부유럽 중장기 협력 가이드라인 제시(2015)
- 높은 구매력을 보유한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
(그리스 피레우스항 접근 제고)

- 아랍 정책 발표(2016): 대아랍 정책의 원칙과 방향 제시
∙ ‘1+2+3’(2016); 1개 핵심 협력(에너지), 2개 협력 축(인프라 건설, 무역·투자 촉진), 3개 중점협력(원자력,
우주위성, 신에너지)
- 자원 및 에너지 확보,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처(아랍지역)
- ‘461’협력 120체계 및 3대 네트워크(2014)
- 자원확보, 역내 인프라 개발을 통한 시장개척, 원조 및 외교공세
∙ 4개 협력 원칙(평등, 단결, 상호 신뢰, 포용·발전)
를 통한 지역 영향력 확대(아프리카)
∙ 6개 협력 분야(산업, 금융, 빈곤퇴치, 생태보호, 인문 교류, 평화안보)
∙ 1개 기존 협력(대아프리카 수입 확대)
∙ 3대 협력 네트워크: 고속철도, 고속도로, 지역항공망 구축을 통한 아프리카 대륙의 상호 연결 촉진

자료: 이승신 외(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중남미

중동부
유럽

아프리카·
중동

주요 협력 방식·체제 및 특징

- 중·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이 협력의 중심
- (동남아) 신흥시장 가운데 중국의 최대 교역 대상 지역
- BRI 관련 건설 및 투자 집중 지역
∙ ‘1+4’협력 방식: 1개 핵심(CPEC), 4개 협력 분야(과다르항 개발, 에너지 인프라, 교통운송, 산업협력)
- 해양 실크로드 핵심 노선(남중국해, 벵골만, 남아시아, 인도양, - 현지 국가 경제발전 전략과 BRI 연계 협력 추진
아라비아해까지 연결)
∙ (방글라데시) ‘Sonar Bangla Dream’
- 중국 원유 수송의 핵심 루트 지역
∙ (라오스)‘내륙국에서 내륙연결국으로 전환’, ‘8차 5개년 계획’
(페르시아만→과다르항→말라카해협→남중국해)
∙ (캄보디아)‘사각전략’, ‘산업개발정책’

전략적 목적 및 중요성

신흥지역별 BRI 전략 개관

- BRI 육상노선의 핵심 지역, 유라시아 교통 요충지
중앙아시아·
- 에너지·자원 확보, 교통운송 인프라 개발 중점
몽골
- 중국 접경지역 안정(정치, 안보 협력)

동남아·
남아시아

지역

표 2-9

중국의 중동부유럽에 대한 일대일로 추진 전략의 목표는 세계 최대 구
매력을 보유한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있다.
아프리카·중동도 에너지 안보 및 지역 영향력 확대가 중요한 전략 요
인인데, 특히 중국은 아프리카 역내 인프라 개발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둔 협력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지역은 일대일로 후발주자에 해당하나 최근 중국
은 중남미 국가와 포괄적 협력 확대를 위해 BRI를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표 2-9]에 신흥지역별 일대일로 추진 전략을 개괄하
였다. 각 신흥지역별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해당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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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4. 평가 및 전망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동남아와 남아시아는 중국 일대일로 연선국가 중 가장 중요한 국가들
이면서 대부분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
다.7) 이 절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 중 인프라 연결(設施聯通)에 속하는
교통인프라와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무역원활화(貿易暢通)에
속하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자금융통(資金融通)으로서 금융 플랫폼에 초
점을 맞추고자 한다.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및 항만 등으로 대변되는 교통
인프라, 경제회랑(EC: economic corridor), 산업단지(IP: industrial
park) 및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등은 중국이 우선적으
로 추진하는 중점협력 사업이자 연선국가와의 경제 교류 확대를 추진할 때
기본이 되는 분야이기도 하며, BRI의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플랫폼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BRI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중요한
협력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BRI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각 분야의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가. 교통인프라
1)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고속철도는 BRI를 통해 추진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이다. 중국이 BRI를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 추진하고 있
7) 동남아는 아세안(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
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동티모르를 말하며, 남아시아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
팔, 스리랑카, 파키스탄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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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속철도로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Jakarta)·반둥(Bandung), 중국
(모한)·라오스(비엔티안), 태국의 방콕(Bangkok)·나콘라차시마(Nakhon
Ratchasima),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링크(ECRL), 캄보디아 프놈펜
(Phnom Penh)·시아누크빌(Sihanoukville), 중국(르카쩌)·네팔(룸비니)
등이 있다(표 3-1 참고). 이 중 Jakarta·Bandung 고속철도는 BRI의 대
표 프로젝트이자 중국이 해외에서 최초로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일괄 수
주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연기를 결정한 쿠알라룸푸르
(Kuala Lumpur)·싱가포르(Singapore) 고속철도 역시 BRI에 포함시키
고자 하고 있다.

표 3-1

국가

BRI 관련 중국의 동남아와 남아시아 고속철도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개요

라오스

중국·라오스 고속철도
프로젝트(414km)

- 중국 국경도시 모한(Mohan) -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연결
고속철도
- 2015년 11월 조인, 2016년 12일 착공, 2021년 개통 예정

태국

태국 고속철도
프로젝트(252km)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프로젝트(142km)

- 중국, 60억 달러 차관 공여(2017)
- 양국간 EPC 계약 체결(2017. 4)
- 중국개발은행(CDB)과 프로젝트 컨소시엄 간 차관 제공 합의(2017. 6)

말레이시아

동부해안고속철도
(ECRL, 688km)

- 남중국해 태국과의 국경지점(툼팟)과 말라카해협(클랑항) 연결
- 2017년 8월 착공
- 비용의 85%는 중국수출입은행이 융자, 나머지는 이슬람채권(수쿠크) 발행

캄보디아

네팔

- 태국 방콕·나콘라차시마 고속철도 건설 허가(2017. 6)

프놈펜·시아누크빌 고속철도 - 중국철도총공사(CRCC), 캄보디아와 철도 건설 양해각서 체결(2017. 5)

중국·네팔 고속철도

- 중국 티베트 시게이츠(Sigatse)~카트만두(Kathmandu)~포카라(Pokhara)~
룸비니(Lumbini)를 잇는 고속철도
- 이 중 시짱 르카쩌(日喀則)와 중·네팔 국경지역 지룽(吉隆) 간 고속철도는
2020년 완공 계획

자료: 増田耕太郎(2017), pp. 83~84; 이효진(2018), p. 1을 토대로 재작성.

중국은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 일반철도 프로젝트도 다수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방글라데시에서 진행 중인 5개 프로젝트가 있다.8)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 63

미얀마에서도 중국과의 경제회랑(무세~만달레이~짜욱퓨)을 따라 철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2) 항만 및 공항
BRI에는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와 콜롬보(Colombo), 파
키스탄의 과다르(Gwadar), 미얀마의 짜욱퓨(Kyaukphyu), 말레이시아
의 말라카(Malacca)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항구 개발 및 확장공사도
포함되어 있다. 짜욱퓨는 96억 달러 규모로 중국국유기업연합이 주도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항구 개발은 시진핑 중국정부가 2017년 6월
발표한 일대일로건설해양협력구상(一带一路建设海上合作设想)에도 속한
프로젝트이다. 이 중 과다르, 짜욱퓨, 콜롬보 등은 항구도시 전체를 개발
할 계획이다.
이러한 항구 개발과 연계해 중국이 인근에 국제공항을 새롭게 개발하
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신공항 프로젝트로 스리랑카 함반토타 국제공항
(Mattala Rajapaksa International Airport)과 파키스탄의 과다르 국제
공항이 있다.

3) 고속도로
BRI를 통해 추진하는 고속도로는 특히 남아시아에 많이 분포하고 있
다. 대표적인 것이 BRI의 상징적인 프로젝트인 중·파키스탄 경제회랑
(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에서 북, 서, 중, 동부 루
트로 개발되고 있는 고속도로로, 카라치(Karachi)~라호르(Lahore) 자동
8) 자세한 프로젝트 내용은 보고서 제3장 3절 나항의 [표 3-10]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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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로(392km), 이슬라마바드(Islamabad)-물탄(Multan) 고속도로(749km),
칸(D.I.Khan)~퀘타(Quetta) 고속도로(533km) 등이 핵심이다. 방글라데
시에는 치타공(Chittagong)~콕스바자르(Cox's Bazar) 고속도로(28억
6,000만 달러), 다카(Dhaka)~실렛(Sylhet) 4차선 고속도로(16억 달러),
다카~아술리아(Ashulia) 고속도로(13억 9,000만 달러) 등이 있다. 스리
랑카에도 함반토타~콜롬보 고속도로와 콜롬보~캔디(Kandy) 고속도로가
있다. 이 중 콜롬보~캔디 고속도로 건설에는 2018년 초 중국정부가 중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10억 달러를 융자해준 것으로 알려졌다.9) 동남아에
도 BRI를 통한 고속도로 건설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미얀마에서 중국은
미얀마·중국 경제회랑(MCEC: Myanmar·China Economic Corridor)
을 따라 무세(Muse)~만달레이(Mandalay), 만달레이~양곤(Yangon), 만
달레이~짜욱퓨 구간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다.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1) 경제회랑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랑으로는 BRI의
6대 경제회랑에 속하는 중·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방글라데시·중국·
인도·미얀마 경제회랑(BCIMEC: Bangladesh·China·India·Myanmar
Economic Corridor),10) 중국·인도차이나반도 경제회랑(CIPEC: China

9) 山崎恭平(2018a), p. 3.
10) BCIMEC는 1990년대 초반 방글라데시, 중국 서남부, 인도 북동부, 미얀마 등의 국경지방을 공동개발하자
는 소지역 개발협력 차원에서 지역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1999년부터는 쿤밍이니셔티
브(Kunming Initiative, 트랙 II)로 알려졌으며, 2013년 5월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인도를 방문해 논
의하면서 정부간 이니셔티브(트랙 Ⅰ)로 발전하였다(Das and Thomas 201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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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china Peninsula Economic Corridor)이 있다.
이 중 CPEC는 BRI의 대표 사업(Flagship Project)으로 총 620억 달
러의 대규모 종합인프라개발사업이다.11) 즉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
维吾尔自治区)의 카슈가르(Kashgar)로부터 파키스탄 남부 과다르항까지

약 3,200km 길이의 경제회랑을 건설하는 것으로, 교통인프라를 포함해
에너지, 경제특구, 보건, 교육, 지역사회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개발사
업이다(그림 3-1, 표 3-2 참고).12)

그림 3-1

중·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경로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hina has pledged to spend ＄63 billion to build roads, railways, energy infrastructure across
Pakistan, linking Kashgar in China’s western Xinjiang region with
Arabian Sea port of Gwadar
Kashgar
Paki stani -adm i ni ste red Ka shm i r

Ko ha l a hyd ro po wer proj ec t

I ndi an-adm i ni stered
Ka shm i r

CP EC hi ghwa y ro utes
No r t her n ro ute
Wester n ro ute
Cent ra l ro ute
Ea ster n rou te

Islamabad
Lahore
Multan

Sukkur

Peshawar - Ka ra chi m otor wa y
(Multan-Sukkur section)

Karachi
Gwadar
Transport links to deep-wa ter port will give China direct
access to Indian Ocean, allowing ships carrying oil, other
goods from Persian Gulf to bypass Strait of Malacca,
shortening existing routes by thousands of kilometers

Source: Route, project data from
CSIS Reconnecting Asia Project
(reconnectingasia.csis.org)

자료: Yamada GO(2018), p. 7.

11) CPEC의 규모는 2013년 양국 합의와 2015년 시진핑 중국 주석 방문 당시 460억 달러였으나 2017년 12월
520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2018년 5월 파키스탄 정부가 도로 현대화에 100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현재의 62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12) CPEC는 BRI 추진 이전부터 파키스탄의 계획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중국은 20여 년 전부터 과다르항 개발
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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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C에는 2018년 4월 현재 총 57개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 중 조기수확(early harvest) 프로젝트 17개는 2018년에 완공될 예정
이다. 특히 중국은 CPEC를 통해 과다르 지역을 인도양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개발하고자 항구와 국제공항을 포함해 지역 전체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표 3-2

중·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의 분야별 사업 진행 현황(2018년 4월)
분야

에너지

완공사업

착수사업

7

9
8

8

교통인프라

1

8

8

과다르항 및 도시 개발

1

9

10

우선시행·조기수확 사업
후속사업

산업협력
통신
경제특구

제안사업

합계(개)
16

5

5

1

1
9

9

자료: CPEC(검색일: 2018. 10. 12).

3대 경제회랑 외에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는 히말라야횡단 경제회랑
(Trans-Himalayan Economic Corridor)과 BCIMEC의 지류라고 볼 수
있는 미얀마·중국 경제회랑(MCEC)도 추진되고 있다. 히말라야횡단 경제
회랑은 2010년 네팔이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3자 개발을 제안한 데에서
출발했으나, 2017년에는 네팔과 중국의 양자 경제회랑으로 BRI에 포함
되었다.13) 여기에는 네팔과 중국 양자간 추진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
이 포함되어 있다. 미얀마·중국 경제회랑(MCEC)은 3개의 경로(중국과의
국경마을 무세에서 만달레이, 만달레이에서 양곤, 만달레이에서 짜욱퓨)

13) Baruah(2018)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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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로와 철도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양국은 2018년 9월 MCEC
개발을 위해 15개 항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14) MCEC는 제
대로 진전되지 않은 BCIMEC의 대안으로 중국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
려졌다.15)

2) 산업단지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무역원활화(貿易暢通)를 위한 주요 협
력 분야로 연선국가에 해외경제무역협력구(산업단지나 경제특구 일종)를
개발하고 있다. 2018년 9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주요 해외경제무역협력
구로는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경제특구(SSEZ: Sihanoukeville SEZ),
태국·중국 라용(Rayong) 산업단지, 베트남 띠엔장(Tien Giang) 산업단
지, 중국·인도네시아 경제무역협력구(Bekasi), 중·인도네시아 줄롱
(Julong) 공업협력구, 중·인도네시아 웨다베이(Weda Bay) 종합산업단
지, 라오스 탓루앙(Thatluang) SEZ와 비엔티엔 사이세타(Saysetha) 종
합개발구, 파키스탄 하이얼·루바 경제구(Lahore) 등이 있다.16) 일대일로
건설해양협력구상(一带一路建设海上合作设想)을 통해서도 개발하고 있
는데, 대표적으로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라카(Malacca) 해변산업단지와
콴탄(Kuantan) 산업단지 등을 들 수 있다.
시아누크빌

경제특구(SSEZ)는

캄보디아의

항구도시

시아누크빌

(Sihanoukeville)에서 2008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중국의 해외경제무

14) 中西嘉宏(2018), p. 6.
15) 공식적으로는 2017년 11월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해 MCEC를 제안하였다(長田紀之
2018, p. 446).
16) 邵永裕(201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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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협력구이다. SSEZ 개발사는 장쑤(江苏)성의 장쑤태호캄보디아국제경제
협력투자유한공사(江苏太湖柬埔寨国际经济合作区投资有限公司)와 캄보디
아국제투자개발그룹(Cambodia International Investment Development
Group Col., Ltd)이나, 실제 개발을 주도한 그룹은 장쑤(江苏)성 최대 기
업인 홍두그룹(红豆集团, Hodo Group)이다.17) 2017년 5월 시점에
SSEZ 개발사는 SSEZ의 제1단계(11.13㎢ 중 5.28㎢) 개발이 완료된 가
운데 109개 기업을 유치하고 1만 6,000명을 고용하고 있다.18) BRI는
SSEZ 2단계 개발계획으로 시아누크빌 SEZ 주변을 복합도시로 개발하고
이를 수도 프놈펜(Phnom Penh)까지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것도 포함하
고 있다. SSEZ 1·2단계 개발은 양국간 경제관계의 심화와 BRI 진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19)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동남아와 남아시아 국가들은 BRI의 자금융통(資金融通)에도 적극 참
가하고 있다. 먼저 BRI의 금융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아시아인프
라투자은행(AIIB)에 동남아는 ASEAN 10개국과 동티모르가 모두 참가하
고 있고 남아시아 국가들도 부탄을 제외하고 7개 국가가 참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는 일대일로 연선국가들로 구성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모
든 국가가 참가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동남아와 남아시아는 AIIB에 적극
참가하는 것을 넘어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AIIB는

17) 오윤아 외(2017), p. 112.
18) 오윤아 외(2017), p. 111.
19) 酒向浩二(201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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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기준으로 동남아 6개와 남아시아 13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표 3-3 참고). 파키스탄은 BRI의 또다른 금
융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실크로드기금(Silk Road Fund) 자금을 활용
해 수력발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BRICS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에도 가입했다. 이밖에도 동남아와 남아시아 국가
들은 중국개발은행(CDB)이나 중국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China) 자금을 활용해 BRI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AIIB의 동남아 및 남아시아 프로젝트 승인 안건(2018년 9월)

표 3-3

(단위: 백만 달러)
국가

동남아

남아시아

승인일

프로젝트 종류

총사업비

AIIB 분담금

인도네시아

2016. 6

Urban Transport, Waste Management,
Water Supply

1,743

217

미얀마

2016. 9

Gas Turbine Power Plant

349

20

인도네시아

2017. 3

Infrastructure

406

100

인도네시아

2017. 3

Water Resource Management

300

125

필리핀

2017. 9

Food Management, Flood Protection

500

208

인도네시아

2018. 6

Irrigation

578

250

방글라데시

2016. 6

Power

262

165

파키스탄

2016. 6

Road and Highway

273

100

파키스탄

2016. 9

Hydropower

824

300

방글라데시

2017. 3

N Gas Turbine & Expand Gas Pipeline

453

60

인도

2017. 3

Power Trasmission & Distribution

571

160

인도

2017. 6

India Infrastructure Fund

750

150

인도

2017. 7

Road

658

329

인도

2017. 9

Power Generation 220 MW

303

100
335

인도

2017. 12

Urban Rail

1,785

방글라데시

2018. 2

Power Generation 220 MW

271

60

인도

2018. 4

Road

500

140

인도

2018. 6

Nation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Fund

600

100

인도

2018. 9

Rural Road

650

455

자료: AIIB(2018), “Approved Projec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3)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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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아세안과의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50억 달러 규
모의 중·아세안 투자협력기금을 설립하였고 2014년에는 중·아세안 인프
라 프로젝트 차관(100억 달러)도 조성하였다. 중·아세안 투자협력기금은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100억 달러씩 증액되었다. 중국은 또 2011년 5억
달러 규모로 조성한 중·아세안 해양협력기금을 2015년에 30억 달러로
증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건설해양협력구상에도 포함시켰다. 중·
인도네시아 해양협력기금도 최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 중 동남아 대륙부에 속한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 란메이협력(LMC:
Lanchang-Mekong Cooperation) 메커니즘을 2015년 설립하고 란창
강(Lanchang River)과 메콩강(Mekong River) 유역의 인프라 연계성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차관을 15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였다.20) 중국은
추가적으로 LMC를 위한 구매자 차관과 설비 차관을 각각 50억 달러씩
제공하고 있다.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동남아와 남아시아 국가는 일부(필리핀, 브루나이, 부탄)를 제외하고

20) 메콩강은 길이 4,350km의 동남아 최대 강으로 중국 칭하이성(青海省)에서 발원하여 윈난성(雲南省)을 거
쳐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경유해 남중국해로 흘러들어간다. 메콩강 유역을 개발하는 이
니셔티브는 주관 국가나 기관에 따라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92년부터 ADB와 일본이 주도하고 있
는 확대메콩유역경제협력프로그램(GMS Program)이다. 메콩강의 상류 부분을 중국에서는 란창강(瀾滄
江)이라 부르고 있으며, LMC는 중국이 GMS 프로그램을 견제하거나 대항하는 차원에서 설립한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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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가 중국과 깊은 협력 관계(partnership)를 맺고 있다. [표 3-4]
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전천후전략
동반자관계(全天候战略伙伴关系),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
스는 전면적전략협력동반자관계(全面战略合作伙伴关系)를 맺고 있다.

표 3-4

동남아·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간 협력 관계 지위

전천후전략동반자관계
(全天候战略伙伴关系)

파키스탄(2015)

전면적전략협력동반자관계
(全面战略合作伙伴关系)

베트남(2008), 태국(2012), 미얀마(2011), 캄보디아(2010), 라오스(2017)

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
(全面战略伙伴关系)

인도네시아(2013), 말레이시아(2013)

종합적 협력동반자관계
(全方位合作伙伴关系)

싱가포르(2015)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战略合作伙伴关系)

인도(2013), 아프가니스탄(2012), 스리랑카(2014)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全面合作伙伴关系)

동티모르(2014), 방글라데시(2014), 몰디브(2014), 네팔(2009)

주: 브루나이, 필리핀, 부탄은 체결 내역 없음.
자료: 搜狐(2013, 2018); 人民网(2013, 2014, 2016, 201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18); CNKI(2011); 参考消息网(2017);
中国政府网(2013 a, 2013 b); 环球网(2014); 网易新闻(2009); 国际在线(2014); 凤凰网(2014),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0. 5).

일대일로 연선국가 중 동남아와 남아시아는 대부분 국경을 맞대고 있
는 인접국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이
나 국가보다 중요도나 우선순위가 높다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육상 실크
로드의 대표적인 국가로 카자흐스탄, 몽골과 함께 파키스탄을 들 수 있
다. 이에 따라 중국은 파키스탄과 전천후전략동반자관계를 맺고 BRI의
대표성을 지닌 CPEC를 추진하고 있다. 국경을 맞댄 베트남, 미얀마, 라
오스 등도 모두 중국과 전면적전략협력동반자관계(全面战略合作伙伴关
系)를 구축하고 있다. 게다가 BRI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적 중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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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낙후된 중부와 서부 지역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남아와 남아시아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 안정 측면에서도 이 지역들은 중요하다.
또한 동남아와 남아시아는 해상 실크로드의 관문이라는 점에서도 가
장 중요한 연선국가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일대(一帶)’보다는 ‘일로
(一路)’가 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중국
이 안고 있는 안보(외교, 경제, 에너지 등) 이슈 중 핵심이 말라카 해협
(Strait of Malacca) 딜레마인데, 동남아와 남아시아는 이러한 딜레마를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BRI를 통해 CPEC와 BCIMEC으로 대변되는 경제회랑뿐만 아니
라 직접적으로 말라카 딜레마를 우회한다는 차원에서 미얀마, 방글라데
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더 나아가 이 국가
들의 항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개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BRI에 있어 동남아와 남아시아는 협력 대상국이자 시장으로
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BRI는 성장속도가 둔화
된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자 하는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BRI는 중국
의 경제전략으로 국제경쟁력 향상, 중부와 서부 지역 발전, 위안화 국제
화 가속, 외화준비 운용선 다각화, 에너지 확보 다양화, 과잉생산설비 이
전 대상지 확보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21) 동남아는 중국의 전통적인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최대 경제협력 대상 지역이기에 BRI의 주요 협력
분야인 5통(通)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남

21) 白騮春(2018),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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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BRI의 초기 목표로서 가장 중요하고도 완벽한 대상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남아시아는 현 시점에서 시장(최근의 빠른 경제성장과 성장
잠재력, 인구규모), 전략적 요충지(물류 및 자원 수송로, 인도양 접근로),
거대한 인프라 개발 수요, 해양 및 군사전략 등의 측면에서 BRI의 모든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다. 예를 들면 남아시아(8개국)는 최근 5년
(2013~17년) 동안 연평균 6.68%의 경제성장률(단순평균)을 시현해 이제
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세를 구가해온 동남아(4.88%)를 크게
앞서고 있다.22) 인구 역시 2017년 중반 기준으로 남아시아는 17억
7,000만 명으로 동남아(아세안+동티모르, 6억 4,000만 명)의 2.7배 규
모이다.23) 남아시아는 또한 인건비가 급상승하는 동아시아의 대체지 혹
은 보완지로서 매력이 상승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중요성을 파악한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3년 BRI의 새로운 경제회랑 홍보장소로 남아
시아를 선택한 바 있다.24)
동남아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화교와 화인의 경험이나 자본을 BRI 추
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중국에 대한 최대 투자가이자 동남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화교와 화인을 향한 중국정부와 기업의 기대 역시 크다.
2015년 베이징(北京)에서 국무원판공실(国務院弁公室)과 중국해외교류
협회(中国海外交流協会) 주최로 세계화교화인공상대회(世界華僑華人工
商大会)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리커창 총리는 80개국 이상의 화교

22) ADB(2018a), p. 310를 토대로 작성.
23) ADB(2018b), p. 76를 토대로 작성.
24) Small(2018), “The Backlash to Belt and Road: A South Asian Battle Over Chinese Economic Pow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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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공상사단(華僑華人工商社団) 및 전문협회에서 참석한 해외 450개
화교·화인 단체 대표를 향해 중국의 경제 건설과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에 중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BRI 건설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
였다.25)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1) 긍정적 효과 및 영향
BRI가 동남아나 남아시아의 경제성장이나 국가발전에 다양한 측면에
서 기여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명확하다. 첫째, BRI 프로젝트는 연
선국가의 경제 및 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
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동남아와 남아시아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프라가 미비하고 제조업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을 포
함한 동아시아 국가와 선진국의 개발협력 경연장이자 많은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남아와는 달리 이러한 개발협력과 투자가 활
성화되지 않은 남아시아의 경우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제개발을 위
한 인프라 부문 투자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남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BRI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로 BRI의 상징적인 프로젝트(flagship project)인 CPEC의 에너지 개
발은 파키스탄의 만성적인 전력부족난을 극복하게 해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전력부족이 파키스탄의
GDP 성장률을 2%p 감소시킨다는 ADB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25) 崔晨(2018),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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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과 7월 완공된 CPEC의 사히왈 석탄화력발전소(Sahiwal
Coal Power, 1,320MW 발전용량)는 경제성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1,0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26) 둘째, BRI는 연
선국가의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산업단지, 에너지, 통신 등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직접 건설함으로써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다양한 금융 플랫
폼을 통한 자금 지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와 남아시아 각국
의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BRI를 활용하거나 자금 지원을 계기로 대규모
인프라 확충이 전개되고 있음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
로는 태국의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필리핀
의 인프라 정비계획 ‘Build, Build, Build’(BBB) 프로그램, 파키스탄의
‘파키스탄 비전 2025(Pakistan Vision 2025)’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경제·산업 인프라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제3국의 외국인직접투
자(FDI)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 동남아와 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자금, 기술, 인적자원 등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FDI는 경제성
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넷째,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경제 교류도 확대할 수 있다. BRI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연계성 확대이고, 이를 통해 중국과의 교역은 물론이고 중
국의 투자와 관광객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BRI
는 아세안의 비전(통합) 실현과 연계성(connectivity)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7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BRI 국제협력포럼에 아
세안 10개국 모두가 참석한 것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26) 井上あえか, 牧野百恵(2018), pp. 57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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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라오스 등 많은 국가에서 BRI 프로젝트를 경제분야의 국면전
환자(game changer)나 경제성장의 촉진제로 인식하고 반기는 분위기였
다. 여기에 더해 인도를 제외한 서남아 국가의 경우 지역안보 차원에서
특정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거나 역내 균형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점도 누릴 것을 기대하였다.

2) 부정적 효과 및 영향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많은 우려감을 갖고 출발한 BRI는 당초 예상보
다 더 많고 심한 부정적인 효과와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는 BRI의 일
반적인 영향과 함께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특성에 기인한 영향도 있다. 이
로 인해 최근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
에 BRI 프로젝트를 중단, 연기,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BRI 프로젝트의 부정적 효과 또는 영향으로 가장 먼저 거론할 수 있는
것은 경제성 평가 문제이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낮은 수익성과 과잉투자로 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
다. 스리랑카의 라자팍사(Mahinda Rājapaksa) 정부가 추진한 함반토타
(Hambantoba) 항구와 국제공항(Mattala Rajapaksa International
Airport) 사업을 비롯한 많은 프로젝트에는 국제기관들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하기를 거부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중국·라오스 고속철도,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링크
(ECRL), 미얀마 짜욱퓨 항구와 SEZ 등 많은 프로젝트들은 수요 예측이
과도하고 채산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짜욱퓨 SEZ는 타당
성조사(FS)기업과 수주기업이 같은 중국계여서 객관적인 FS가 실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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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27) 게다가 동남아와 남아시아에
는 과잉투자 논란을 겪고 있는 BRI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다. 중국·라
오스 고속철도의 총공사비는 라오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가까우
며 미얀마의 짜욱퓨 심해항과 SEZ에 대한 투자는 각각 73억 달러와 23
억 달러로 지나치게 거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중단된
파키스탄의 다이아머·바샤(Diamer-Bhasha) 댐 및 발전소는 140억 달
러, 말레이시아의 동부해안철도(ECRL)는 550억 링깃(약 13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들이다.28) 이 중 특히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완공
후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국제공항은 ‘흰 코끼리(White Elephant, 무용지물의 의미)’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세계에서 가장 손님이 적은 공항’으로 알려져 있
다.29) 이 국제공항은 터미널 면적 1만 2,000㎡와 연간 승객수용능력
100만 명 규모로 2013년 개항 당시 하루 7편의 비행기가 이착륙하였지
만, 이용객이 적어짐에 따라 정기항공편도 줄어들어 현재 1주일에 1대의
비행기만 이착륙하고 있다.30) 심지어는 하루 평균 공항이용객이 7명에
불과하다는 뉴스도 있다.31) 파키스탄 과다르항도 당초 대형선박 10여 척
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항구로 개발하였으나 2017년까지 매달 1~2척
만이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BRI 프로젝트를 위한 중국의 대출이 대부분 고금리로 이루어짐

27) 石川幸一(2018), 「ASEANにみる一帯一路構想の７つの疑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
28) 마하티르 정부가 정권 교체 후 동부해안철도를 재사정한 결과 총공사비는 당초 비용을 50% 가까이 초과한
810억 링깃(약 19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小野沢純 2018, p. 5).
29) 小原篤次(2018), 「一帯一路と中国債務の罠」,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
30) 小原篤次(2018), 「一帯一路と中国債務の罠」,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
31) Hope(2017), “This $200 Million Airport Sees an Average of 7 Passengers a Da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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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연선국가들의 대외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나 일부 국가는
채무의 덫(debt trap)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BRI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연선국가에 제공하는 대출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많다. BRI 프로젝트의 우대금리는 일반적으로 2~2.5%이지만 파키스탄
은 8%, 스리랑카는 6%의 높은 상업금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32) 이
에 따라 연선국가들의 대외채무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일부 국가
는 부채상환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개발센터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18)는 BRI 프로젝트 추진으로 중
국에 대한 부채상환 리스크가 특히 높은 국가로 8개 국가를 선정하였는
데 이 중 동남아와 남아시아 국가로는 라오스, 몰디브, 파키스탄이 포함
되었고 과도하게 높은 국가로는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부탄, 스리랑카
가 선정되었다(표 3-5 참고).33) 급기야 파키스탄은 채무 증가에 더해 쌍
둥이적자 확대와 외환보유 감소 등으로 인해 2018년 10월 초 IMF에 구
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표 3-5

동남아와 남아시아 국가 중 BRI로 인한 대중국 채무 리스크가 높은 국가
구분

특히 높은 국가
과도한 국가

지역

국가

동남아

라오스

남아시아

파키스탄, 몰디브

동남아

캄보디아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부탄, 스리랑카

자료: Hurley, Morris and Portelance(2018), pp. 6-14.

32) 石川幸一(2018), 「ASEANにみる一帯一路構想の７つの疑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
33) Hurley, Morris, and Portelance(2018), pp.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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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BRI 추진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시장,
수출입, 차관, 무기 구매 등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중국 의존국가(client state)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도 있다. 동남아와 남아시아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조업 경
쟁력이 약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가제품을 중심으로 한 중
국상품이 연선국가의 내수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넘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 3-6]은 BRI가 시작할 당시인 2013년과
5년이 경과된 2017년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중국에 수출입하는 국가 중 수출에서는 필리핀과 인도, 수입에서는
베트남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중국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 상환해야 할 채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불문가
지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등은 재래
식 무기 구매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표 3-7 참고).34)

표 3-6

동남아와 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 변화 추이
(단위: %)
대중국 수출

구분

동남아

대중국 수입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브루나이

1.38

4.82

11.31

20.94

캄보디아

3.03

6.90

32.56

34.18

인도네시아

12.38

13.66

15.99

21.48

라오스

27.00

28.45

25.94

21.41

말레이시아

13.45

13.43

16.37

18.40

미얀마

26.45

38.83

30.02

31.30

34) 三船恵美(201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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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표 3-6

대중국 수출

구분

대중국 수입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필리핀

12.19

11.08

12.99

18.13

싱가포르

11.78

14.72

11.71

13.94

태국

11.94

12.48

15.06

19.98

베트남

10.29

14.57

28.58

25.87
29.47

동티모르

0.50

2.82

6.53

아프가니스탄

5.27

0.40

1.59

19.99

방글라데시

1.55

2.21

18.60

21.85

부탄

0.05

0.08

2.66

0.61

인도

4.61

4.23

11.00

16.24

몰디브

0.08

0.12

4.68

10.93

네팔

2.26

2.90

9.31

12.56

파키스탄

10.54

6.79

15.14

26.81

스리랑카

1.07

2.08

16.53

19.04

남아시아

자료: IMF DOTS(검색일: 2018. 9. 28).

표 3-7

2012~16년 동남아와 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재래식 무기 수입 구조
(단위: %)

구분

1위

2위

3위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인도

러시아

68

미국

14

이스라엘

7.2

파키스탄

중국

68

러시아

16

이탈리아

3.8

방글라데시

중국

73

러시아

13

미국

5.2

아프가니스탄

미국

59

러시아

27

브라질

6.6

미얀마

중국

70

러시아

19

벨라루스

4.5

자료: 三船恵美(2017), p. 2.

넷째, BRI 프로젝트는 대부분 연선국가보다는 중국이 이익을 독식하
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연선국가
내 반(反)중 정서의 대두 및 확산을 불러오고 있다. BRI 프로젝트에 대
한 중국의 대출은 대개 중국업체 수주, 중국 기자재 반입, 중국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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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취업, 중국기업에 의한 중국인 근로자용 주거와 식사 제공, 위안화
임금 지급 등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5) 특히 연선국가의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는 가운데 중국 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은
현지의 반(反)중 정서를 야기하고 있다. 미얀마의 뮛송댐(Myitsone
Dam), 스리랑카 콜롬보항과 함반토타항, 중국·라오스 고속철도, 파키스
탄 Diamer·Bhasha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인 근로자가 라오스
에 5만 명, 캄보디아에 10만 명, Diamer·Bhasha 프로젝트 현장에 1만
7,000명 등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6) 더군다나 중국이 이들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자국 보안군(security force)을 파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현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예를 들면 파키스
탄의 카라코람(Karakoram) 고속도로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중국은 자국 보안군 1만 2,000명을 파견하고 있으
며, 이는 향후 CPEC 전체 혹은 과다르항 지역 중국 투자 및 중국인 보호
를 위해 중국 해병대가 파견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37)
마지막으로 중국의 BRI는 동남아와 남아시아 내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역내 안보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파괴한다는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
는 특히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주변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
아시아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분쟁 중인 영토를 당사국에
대한 중재나 어떠한 이해 제고 노력 없이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BRI의 상징적인 프로젝트인 CPEC의 경우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 중인

35) 石川幸一(2018), 「ASEANにみる一帯一路構想の７つの疑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
36) 石川幸一(2018), 「ASEANにみる一帯一路構想の７つの疑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 Sabir,
Torre & Magsi(2017), p. 50.
37) Brewster(2018), “Dangers of China building the Belt and Road into South Asia: David Brewster for
Inside Polic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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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Jammu & Kashmir)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인도가 강력
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영유
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남아의 경우 BRI로 인한 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동남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중국의 당근과 채찍 정책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재판소를 통한 해
결이나 다자구도 해결 대신 개별 국가와의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38) 스리랑카의 콜롬보항이나 함반토타항이 중국기업에 지분이
나 장기(99년) 운영권을 넘긴 사례는 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서방언론
의 과장 및 억측 보도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특히 이는 동남아
와 남아시아 국가들의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켰다. 이와 함께 남아시아에
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도는 BRI를 기존의 지역안보질서
에 대한 전략지정학적(geostrategic)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친구(朋友) 인도는 친척(親戚)’이라고 믿고 있던 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중국은 전진하고 인도는 물러난다(中進印退)’라는 인식
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9) 아세안 또한 아세안공동체
(ASEAN Community)를 위해 가장 강조하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 BRI 추진으로 훼손 혹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많은 국가들이 BRI를 5통(정책소통, 인프라 연통, 무역
창통, 자금융통, 민심상통)으로 대변되는 단순한 경제논리에 의한 대외개
방전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BRI로 전개하는 대외
전략은 ‘5통＋알파(α)’로 이해해야 하며, 5통은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하
지만 α는 우주, 사이버, 해양 등이 내재된 세력권 구축 전략으로 이해할
38) Arase(2015), p. 2.
39) 三船恵美(201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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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는 것이다.40)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BRI를 통해 인도양 항
로상의 중요한 항구를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뜻하는 진주목걸이
(String of Pearls) 전략도 이해할 수 있다(그림 3-2 참고). 여기에 더해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 일본, 인도 등과의 대결도 갈수록 첨예해지
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글상자 3-1

스리랑카 함반토타항의 운영권 이양에 대한 사실(fact)

□ [개발]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이 2005년 11월 취임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경제중
심지에서 250km 떨어진 자신의 고향 함반토타에 항구 건설 추진
- 인도와 많은 국제금융기관은 낮은 타당성 등을 이유로 자금 제공 거절
□ [중국 지원] 라자팍사 대통령은 중국의 자금 지원을 통해 2008년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0년 1월 완공
- 중국 수출입은행은 스리랑카의 요청에 응해 제1기 자금 3억 달러(상업차관, 금리 6%)와 제2기 자금 9억 달러(개발
원조자금, 금리 2%) 제공
- 건설공사는 ‘중국항만공정유한공사(中国港湾工程有限公司)’와 ‘중국수리수전건설집단(中国水利水電建設
集団)’이 담당했으며, 당시 항만운영권은 스리랑카 항만국 산하의 ‘함반토타국제항만집단’(HIPG)과 ‘함반토타국
제항만서비스공사’(HIPS)가 보유
□ [운영권 이양] 스리랑카는 대외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자 IMF 구제금융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함반토타항 운영을 PPP 방식으로 변경한 후 中国招商局港湾持株会社(招商局港湾)에 99년간 특허경영권
양도
- 함반토타항은 그동안 경영부진에 빠져 2016년 말까지 누적적자가 3억 400만 달러를 기록
- 招商局港湾이 11억 2,000만 달러를 출자해 HIPG의 주식 85%를, HIPG가 HIPS의 주식 58%를 취득했고 스리랑
카 항만국은 HIPG의 주식 15%와 HIPS의 주식 42%을 보유
- 양도 계약에는 항만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HIPG는 단계적으로 招商局港湾의 지분을
환매하고, 招商局港湾은 80년 후에는 1주 1달러씩 40% 지분을, 99년 후에는 1달러로 모든 지분을 스리랑카
정부와 스리랑카 항만국에 양도한다는 내용 포함
□ [招商局港湾의 목적과 계획] 招商局港湾은 인도양의 허브항로에 가까운(10해리) 함반토타항의 이점을 살려 이
항을 인도양의 중계항 및 연료보급항으로 완성하고 배후지에 50km2의 산업단지 및 관광시설 개발을 통해서 수출산
업과 관광업을 육성할 계획
자료: 唱新(2018), 「ハンバントタ港の真相と中国の教訓」,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2. 10)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40) 三船恵美(201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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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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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kipedia(2018b), “String of Pearls(Indian Oce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4).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동남아와 남아시아는 BRI의 미래와 성공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
대(test-bed)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
으로는 먼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동남아와 남아시아는 BRI에서 가장 중
요한 인접국이자 목적에 부합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다음으로는 다른 지역보다 경제 교류가 많고 밀접할 뿐만 아니라 실
제 BRI 프로젝트 역시 훨씬 많고 규모가 큰 것도 배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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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BRI 추진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동남아와 남
아시아에서는 BRI의 성공적인 개발 사례도 많지만 실패 및 중단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 사례로는 캄보디아 SSEZ, 태국·중국
리용 산업단지, 파키스탄의 많은 발전소 등이 있고, 중단 사례로는 미얀
마의 뮛송댐(36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말레이시아의 ECRL
과 2개의 파이프라인(MPP와 TSGP), 파키스탄의 Diamer-Bhasha 댐
및 발전소 등이 있다. 이에 더해 미얀마에서는 짜욱퓨 경제특구 및 심해
항 프로젝트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을 비
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BRI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적인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RI 추진 과정에서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많
은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
이나 우려사항으로 중국 이익 일변도와 현지 연선국가 이익 배제 논란,
낮은 수익성과 이로 인한 ‘White Elephant’ 사례 발생, 고금리 적용과
이에 따른 부채의 덫 외교(debt-trap diplomacy) 논란, 중국 의존도 증
가에 따른 의존국가(client state) 우려, 각국의 영토주권과 안보주권에
대한 침해 사례 발생 및 우려 증대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역내 및 인도
양에서의 안보질서 훼손 또는 불안 야기로 인해 연선국가 내 강대국인 인
도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강대국의 견제와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데다가 라
오스와 몰디브 등도 대외채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
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성공 사례 확산
뿐만 아니라 노정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전체 BRI
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동남아와 남아시
아 지역은 BRI의 시험대라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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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저개발국인데다가 중소득국
(middle-income trap) 함정에 빠져 있고 제조업 역시 크게 발달하지 않
았거나 수준과 구조가 비슷한 상황이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많은 국가
들이 물류 인프라 정비, 산업단지 개발, 부족한 에너지, 특히 전력 확보
등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를 강조한 BRI에 대체적으로 호
응·동조하는 분위기이고 몇몇 국가들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외자 활용을 통한 경제·사회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동남
아와는 달리 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외자 유입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
제개발이 절실하다는 현실적 욕구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BRI를 더욱 적
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동남아와 남아시아 국가들
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또는 인도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정
치·안보적으로는 미국과 인도에 의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BRI는 많
은 국가에서 민감성을 증대시키고 있고 경제와 정치·안보상의 이익 사이
에서 줄타기(walk a tightrope)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스리랑카 함반토타항 운영권의 중국 이양, BRI 연선국가들의 채무 급속
증가, 정권교체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 변화 및 BRI 프로젝트 재고 등을
겪으면서 동남아와 남아시아 국가들 중 BRI 대응 정책이나 전략이 변화
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동남아와 남아시아 주요국을 BRI에 대한 입장이나
전략, 최근 상황 변화 등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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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남아
1) 적극 협력 및 추진 국가: 태국, 캄보디아
가) 태국
태국은 경제협력 측면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만 2014년 이후
중국이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고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
부의 태국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 이후 국방분야에서도 중국과 협력을 확
대하고 있다. 2014년 쿠데타로 등장한 태국의 군사정부에 대한 서방의
시각도 곱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태국은 2011년 이후 최근까지 대홍수
의 영향에 따른 심각한 피해, 정치·사회적 혼란 지속, 인건비 급상승 등
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심지어는 중소득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진 것이 아닌가 라는 비관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41)
태국은 BRI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고 BRI에 참여하여 이를 자국의 경제사회개발전략(NESDS)에 적
극 활용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태국정부는 최근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동부경제회랑(EEC)을 BRI와 연계해 추진하고자 BRI에 전폭적인 지지의
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42) 게다가 태국은 BRI 프로젝트로 추진되
는 방콕·나콘라차시마 고속철도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국가평화질서유지
위원회(NCPO) 의장령 제정(30/2560호)과 태국국철공사 인사 쇄신을 통
해 중국기업과의 계약 및 입찰수속을 간소화하고 중국인 엔지니어의 취
업면허를 허용하였다.43)

41) 정재완, 이재호, 김제국(2017), pp. 7~9.
42) 2017년 5월 일대일로국제협력포럼에 태국은 총리 포함 5명의 각료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43) 船津鶴代, 今泉慎也(2018), p.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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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BRI 프로젝트는 방콕·농카이(Nongkhai)
고속철도의 1단계인 방콕~나콘라차시마 구간이 있다.44) 이 철도는 중
국~인도차이나반도 경제회랑(CIPEC)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개의
노선 중 중부노선(중국 윈난성 쿤밍~비엔티엔~방콕~쿠알라룸푸르~싱가
포르)을 따라 건설되는 고속철도의 일부 구간이다.45) 1단계 구간은
2015년 12월 기공식을 가졌으나 차관, 중국인 취업비자, 개발방식 등에
대한 논란으로 지연된 가운데 2017년 말부터 일부 지점에서 공사가 시작
되었고 본격적인 공사는 2019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2
단계는 타당성 조사와 설계가 마무리되고 입찰이 완료되는 2019년 하반
기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EC 내에 개발된 태국·중국 라용 산업단
지(Thai·Chinese Rayong Industrial Zone)도 BRI 프로젝트로 분류되
고 있다. 이 공단은 중국정부에 의해 해외경제무역협력구로 지정받았으
며, 2018년 11월 현재 1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0월 개최된 중·일 정상회담과 ‘중·일의 제3국 시장협력 포럼
(Third-Party Market Cooperation Forum)’은 태국 내에서 BRI 프로
젝트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제3
국에서의 인프라 공동추진을 위해 52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가
운데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 혜택을 태국이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과 중국개발은행(CDB)이 제3국 인프라 투자를 위한 공동기금을 마련하

44) 방콕·농카이 고속철도의 1구간(방콕~나콘라차시마)은 약 260km, 54억 달러 규모이고, 2구간(나콘라차시
마~농카이)은 약 350km, 105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KOTRA 방콕무역관 2018, p. 3).
45) 중국은 CIPEC의 동부 고속철도로 쿤밍~하노이(베트남)~프놈펜(캄보디아)~방콕을, 서부 고속철도로 쿤
밍~양곤(미얀마)~방콕을 연결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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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본의 JFE 엔지니어링과 중국기업이 태국 EEC 내 스마트시티 개발
을 공동추진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46) 이는 약 450억 달러가 투입
되는 EEC 개발에 양국 기업의 참여를 활발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태국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동남아 대륙부 내에서의 중국
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주변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과의 경제협력 확대 차원에서 에야와디·차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을 활용하고 있다.47) 쁘라윳 찬오차(Prayuth
Chan-ocha) 태국 총리는 제8차 ACMECS 정상회담을 통해 인프라를 중
심으로 한 유역 내 개발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ACMECS 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48) 이는 태국 주도로 동남아 대륙부의 수송인프라
정비를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동남아 내에서 가장 친중 성향이 강한 국가로 알려져 있
다. 1990년대 중·후반 캄보디아에 일어난 내전 이후부터 관계를 강화해
온 중국은 훈센(Hunsen)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과 투자
를 확대해왔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ODA 지원국, 최

46) South China Morning Post(2018), “Why Thailand could be the big winner as China and Japan start
to work togeth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24).
47) 실제 태국은 수완나품(Suvarnabhumi) 국제공항과 우타파오(U-Tapao) 국제공항 간 고속철도 건설을 두고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탈피 차원에서 중국과 일본의 공동추진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山崎恭平
2018b, p. 126).
48) Radio Free Asia(2018), “Thailand Proposes New Fund for Southeast Asian Sub-Region,”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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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수입 대상국, 최대 외국인 관광국 등의 지위에 올라섰다. 특히 최근에
는 거의 매년 중국 지도자가 방문하여 캄보디아의 부채 탕감, 산업화 지
원, 인프라 지원, 군사 지원까지 약속하고 있다.
훈센 총리는 2017년 5월 일대일로 국제협력포럼에 참가한 후 중국으
로부터 2억 4,000만 달러의 자금 원조와 인프라와 관광 분야를 비롯한
13개 분야 MOU에 대한 서명을 이끌어냈고 “옛 친구이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는 찬사를 받았다.49) 캄보디아는 BRI 프로젝트에 대해서
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와 중국은 시아누크빌 경제특구
(SSEZ) 프로젝트를 캄보디아 내 BRI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
다. 중국과 캄보디아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로 인정받은 SSEZ가 있는 시
아누크빌을 복합도시로 개발함과 동시에 시아누크빌·프놈펜 간 고속철도
와 고속도로(19억 달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국은 캄보디아에
서 프놈펜·바벳(Bavet) 고속도로, 2023년 동남아게임(SEA Game) 개최
를 위한 대규모 경기장 건설 등을 기획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
될 것으로 보이며, BRI 프로젝트 역시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캄보디아와 중국 간의 관계는 최근 정치·경제적 관계를 넘어
중국어 학습 열풍, 중국제 드라마 방영 및 영화 시청 기회 확대, 치안과
교육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무상지원 확대 등을 바탕으로 심화
되고 있다.50) 이에 따라 최근에는 ‘캄보디아의 중국화’라는 표현이 나돌고
있을 정도로 캄보디아가 중국의 영향력 안에 급속하게 편입되고 있다.51)

49) 初鹿野直美(2018a), pp. 252~253.
50) 初鹿野直美(2018b), p. 4.
51) 初鹿野直美(2018b),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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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중모드로 변화하는 국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가) 말레이시아
중국과의 관계에서 다소 중립 성향을 보이던 말레이시아는 나집
(Mohammad Najib)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
다. 이에 따라 마하티르(Mahathir bin Mohamad) 정부가 들어선 2018
년 5월 이전까지는 BRI에 대해 우호적이었고 각종 프로젝트들도 적극적
으로 추진하였다.
양국관계가 급속히 호전된 것은 중국이 최근 10여 년간 투자를 본격화
하면서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배경
으로는 말레이시아의 국영투자회사 1MDB(1Malaysia Development
Berhad)의 경영 부진과 2018년 치러진 총선이 관련되어 있다. 나집 총리
자신이 설립한 1MDB는 2014년 약 420억 링깃의 부채로 인해 파산위기
에 처했으나 산하의 전력회사와 부동산 개발사업을 중국기업이 인수하면
서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52) 많은 전문가들은 이 거래가 중국기업이 말레
이시아의 수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고 보고 있다. 그리고 나집 정권과 말레이시아 화인협회(MCA)는 총선 승
리를 위해 총인구의 1/4인 화인의 지지를 얻고자 중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다.53)
나집 총리는 2016년 10월 말 중국 방문을 통해 총 1,436억 링깃(약
356억 달러)에 해당하는 14개 프로젝트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는데,

52) 中村正志(2018), p. 2.
53) 역설적으로 2018년 5월 총선에서 화인의 95%가 마하티르가 이끄는 정당연합에 투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이는 마하티르 진영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中村正志 2018 ,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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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동부해안철도링크(ECRL)가 포함되었다.54) 2017년 5월 구간을
확장한 ECRL은 총공사비 550억 링깃의 85%를 중국수출입은행의 융자
(연율 3.25% 금리 적용)로 조달하고 나머지 15%는 재무부 자회사인
Malaysia Rail Link(ECRL의 소유·운영·관리 담당)가 수쿠크채를 발행
해 조달하기로 했으며, 이들 수쿠크채는 말레이시아의 대형은행(CIMB와
RHB)이 관리하기로 하였다.55) 중국은 2017년 5월 추가적인 MOU를 통
해 총 310억 링깃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이외에도 알리바바
그룹의 세계 최초 쿠알라룸푸르 디지털자유무역특구(DFTZ) 건설, 지리
(吉利, Geely) 자동차의 말레이시아 국영 프로톤(Proton) 자동차 지분
49.9% 인수 등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내 BRI 프로젝트는
알려진 것만 35개로 늘어났고 각종 프로젝트들도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표 3-8 참고).
표 3-8

말레이시아에서의 BRI 관련 주요 프로젝트(2017년 9월)

분야
전력

프로젝트

관련 중국기업

1MDB 계열 발전사 매각(98억 3,000만 링깃)

중국교통건설집단(CCCC),
중국수출입은행이 85% 융자

동부해안철도(ECRL, 550억 링깃)
철도

게마스·조호르바루(Gemas-Johor Bahru, 197km)
전철복선 건설 위탁(70억 링깃)

중단

중국철로(CR) 등 3개사 컨소시엄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 고속철도

중국과 일본 등의 경합

Malacca Gateway 종합개발(430억 링깃): 심해항은
2019년 완공 예정
항만

비고

중국광핵집단(CGN)

콴탄(Kuantan)항 확장(80억 링깃)

2년 연기

중국전신집단국제공정(PIG)과
선전항, 리자오항 등 컨소시엄
광시좡족자치구기업

쿠알라링기(Kuala Linggi) 국제항 터미널과 비축기지 건설
(29억 2,000만 링깃)

중국중철(CREC)의 융자

54) 金子奈央(2018), p. 349.
55) 金子奈央(2018), pp. 3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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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계속

분야

프로젝트

관련 중국기업

Forest City 도시개발계획(1,050억 링깃)

부동산
개발

반다르 말레이시아(Bandar Malaysia) 개발: 도시개발

중국중철(CREC) 자본참가 철회 →
중국 7개와 일본 2개사의 신청 심사

국제금융지구에 초고층빌딩(Signature Tower, 452m,
35억 링깃)과 CCCC Tower 건설

중국건축(CSCEC), 중국건설은행,
중국교통건설집단(CCCC)

세메니(Semenyih) 다이아몬드시티 개발

벽계원(Country Garden)

3Nvenue 개발

중국중철(CREC) 30% 출자 합작사업

코타키나발루의 The Shore 다목적 상업허브개발
(51억 링깃)

중국중철(CREC)과 Titijaya Land와
합작

메디나지구 콘도 건설

卓達집단(ZREG)

임해도시(Danga Bay) 복합개발(32억 달러)
탄종푸트리(Tanjong Puteri) 복합개발(45억 링깃)
교량
매립공사

제조업

중국항만건설(CHEC)
중국교통건설집단(CCCC)

말·중국 콴탄 산업단지 조성

欽州金谷투자 등의 합작사업

BHS가 중국핵건(HXCC)과 제휴

사말라주(Samalaju) 산업단지에 500만 톤 설비 철강공장
(30억 달러)

허베이(河北)신무안철강집단

콴탄 산업단지 고탄소철봉, 선재, H형강 등 능력 350만 톤의
광시좡족자치구기업, 광서성륭야금
강재공장(Alliance Steel)

국민차 프로톤 주식 49.9% 매각

항주건설(Huanqiu Contracting &
Engineering Co.)
지리자동차(Geely Automobile)

쿠알라룸푸르에 디지털 자유무역구(DFTZ) 개발

알리바바 그룹

알리바바 그룹과 공동으로 세계전자무역플랫폼(eWTP,
2017. 7)

알리바바 그룹

조호르에 로봇미래도시 개발(150억 링깃)
농수산

쿠알라케다(Kuala Kedah) 매크로농업센터: 인도양 어업
기지와 가공공장(30억 링깃)

시아순(Siasun) 로봇 투자
루하이펑(Lu Hai Feng) 그룹

바나나·남양과일 중국 수출(66억 5,000만 링깃)
R&D·
교육

석유·
가스

이스칸달
지역

중교蔬浚(CCCC Dredging)이 50%
출자

푸칸그린 테크놀로지 산업단지와 바이오매스/태양열발전
소(20억 링깃)

사라왁에서 메탄올과 유도체 생산(87억 링깃)

IT

富力公主湾(Guangzhou R&F)

페낭해안 매립(2018년 완공 예정)

中馬欽州산업단지 건설(2011년)

산업단지

녹지집단

제2 페낭대교(24km, 45억 링깃)

콴탄 임해리조트 도시개발

비고

벽계원(Country Garden)

대남(Dashang) 집단

제비집 엑기스와 약효 규격화에 관한 연구개발(2016년 11월
각서)

Royal Bird’s Nest Sdn Bhd와
베이징대학 등

샤먼대학 말레이시아 분교 개교(2016. 2)

샤먼대학(Xiamen University)

MPP(말라카·케다주 600km 석유파이프라인): 53억
5,000만 링깃

중국석유파이프라인국(CPPB).
중국수출입은행 85% 융자.
TSGP(사바주 횡단 662km 가스파이프라인): 40억 6,000만 2017년 4월 착공, 2020년 완공 예정
링깃

자료: 小野沢純(2017), pp. 56~58; 小野沢純(2018), p. 2를 토대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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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2018년 5월 총선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마하티르 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호혜관계 구축을 천명하고 있다. 다만 마하티르 정부는 공공부
채 감축과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워 전(前) 정부가 추진한 대형 프로젝트
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기업이 수주한 대형 BRI 프
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낮은 경제적 타당성, 수주과정에서의 부
정이나 비리, 정부채무 부담 경감,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의 경영권 이
양 여파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ECRL과 파
이프라인 건설 2개 등 3개 프로젝트에 대한 중단을 지시했다. ECRL은
2017년 8월 착공되었음에도 정부채무 급증, 중국인 노동자 유입 등의 이
유로 중단을 결정하였다.56) 말레이시아는 중국이 BRI 프로젝트에 포함
시켜 수주를 추진하던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 고속철도도 2년 연기하기
로 하였다.
과거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추진한 장본인으로서 마하티르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실리
중심의 균형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추진되는 BRI 프로젝트의 추가 중단이나 지연이 예상되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1965년 수하르토(Haji Mohammad Soeharto)
정부 등장 이후 외교관계를 중단하였다가 1990년 수교를 재개하였으며,
그 이후 양국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중국이 급성장을 바탕으로

56) 酒向浩二(2018),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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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국으로 등장하고 인도네시아가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양국간
경제교류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인도네시아가 전통적으로 반(反)중 성향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
다. 2017년 중국이 자이언트 판다를 수교 이후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제
공했는데, 이는 최근 양국관계의 심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57)
자카르타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10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
상」을 처음 제안한 곳이다. 게다가 2014년부터 시작된 조코위(Joko
Widodo) 정부는 인프라 개발을 최대 과제로 선정하였고 또 경제 및 인
프라 개발에 중국자본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AIIB 설립 및 BRI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58) 인도네시아는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과
BRI의 연계성 확대가 일치함을 강조하며 양국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BRI 프로젝트는 2016년 1월 기공식을 가진
자카르타·반둥 간 고속철도이다. 이 고속철도는 총공사비 60억 달러의
90%를 중국이 제공하고 있으며, 당초 2019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설계
수정을 통해 완공시기를 1년 늦추었다.59)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이 고속
철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의 조기 건설 및 전체 구간 공사
착공과 2019년까지 중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60)

57) 川村晃一(2018), p. 2.
58) 川村晃一(2018), p. 3.
59) Negara and Suryadinata(2018), p. 6.
60) 酒向浩二(2018), p. 5; 川村晃一(201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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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무역·산업

정부+프로젝트+무역·산업

정부+프로젝트+무역·산업

정부+프로젝트+무역·산업

인프라 개발
(대륙부 물류 허브)

인프라와 경제특구 개발,
중국 투자 등

주변국과 연계성 개선 및
성장 기폭제

인프라 개발과 조기
고소득국 진입 차원에서
참가·협력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정부·기업

프로젝트+무역·산업

인프라 개발과 투자 확대

자금 조달 거점 역할 및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확대

인프라 개발과 경제협력
활성화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자료: 저자 작성.

정부+프로젝트+무역·산업

인프라 개발 가속
(특히 물류 개선)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무역·산업

합의·협조 분야

기대·목적

신중·반대

내륙국 한계 탈피
(Land-locked→ Land
Bridge), 부채 함정 극복

중국 의존도 심화를 넘어
중국화 진행

EEC 건설, 중·일의 공동투자
환영, 2019년 총선

최근 주요 현안

IP와 경제구(EZ)

싱가포르·KL 고속철도

짜욱퓨 항구 및 SEZ,
BCIMEC와 MCEC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무역 적자 확대

미디어와 지식층 중심으로
중국 주도에 대한 우려

중국 의존도 심화 및 부채
증대에 대한 경계심

말레이시아의 싱가포르·KL
고속철도 중단 결정. 제3국
시장 진출 확대

국경지역 소수민족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짜욱퓨
프로젝트 축소

중국 의존도 증대와 반중 영유권 분쟁. 주요 프로젝트
감정 등으로 신중
중국 독점 수주

짜욱퓨 프로젝트 신중,
뮛송댐 중단

중국인 노동자 급증. 2016년
고속철도 지연 및 무용론
독자적인 해양강국전략과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3월 불법어선사태 이후 반중
대두, 反화인 정서 다시 대두,
충돌
외환위기 가능성
및 반화인 정서 재발

동해안 철도, 파이프라인,
공공부채 감축, 주요
중국 의존도 확대(중국기업 주요 BRI 프로젝트 중단 및
싱가포르·KL 고속철,
프로젝트 재검토·중단·보상
수주 독점 등) 및 부채 증대
신중
인공섬 등
문제

중국인 노동자 급증, 부채
급증

중국에 대한 의존도
급상승(투자, ODA, 관광,
화교 등)

시하누크빌
경제특구(SSEZ) 및
복합도시,
시하누크빌·프놈펜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모한·비엔티안 고속철도,
탓루앙 SEZ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경계

우려·불안·경계

고속철도, 라용 IP,
스마트시티

대표 사업

동남아 주요국의 BRI에 대한 입장 및 대응과 최근 주요 현안

구분

표 3-9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뿌리 깊은 반(反)중 및 반(反)화인 정서를 가지고
있기에 추가적인 BRI 프로젝트의 추진이나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이 와중에 2016년 3월 남중국해에서 인도네시아가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이 물리력을 행사해 나포된 어선
을 약탈해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61)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의 내셔널리
즘을 자극했고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적극 개
입할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62)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BRI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의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해양주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
자적인 해양강국전략(Global Maritime Axis Doctrine)을 추진해오고
있어 중국이 추진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과의 연계나 조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 미얀마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는 역사 및 지리적 근접성, 국경지역 내 소수민
족 분쟁,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에 따른 중국 의존 불가피성 등을 바탕
으로 유일하게 사촌형제(Pauk-Phaw)급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2011년 떼잉세잉(Thein Sein) 정부 등장 이전까
지 이어졌다.63) 동남아에서 대표적인 친중 국가였던 미얀마는 떼잉세잉
정부의 개혁·개방과 친서방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계기로 중국과 다소 소
원해졌고, 이는 뮛송댐 건설 중단(2011년 9월)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6

61) 川村晃一(2018), p. 3.
62) 川村晃一(2018), p. 3.
63) 오윤아, 정재완, 박나리(2012), p. 60.

98 ❙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년 등장한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정권은 역점사업인 소수민
족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중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가 2017년 발생한 로힝야(Rohingya)족 사태로 인해 서방으로부터 곤궁
에 처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
BRI가 추진되면서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는 다시 긴밀해지고 있다. 중
국의 인도양 접근 전략에 미얀마가 최적의 위치를 점하고 있고 2016년
탄생한 수찌 정부는 BRI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 4월 당시 틴초(Htin Kyaw)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짜욱퓨·중국 원유 파이프라인 가동, 짜욱퓨 경제특구 및 심해항 개발 등
에 합의하였다.64) 미얀마의 3대 경제특구 중 하나인 짜욱퓨 SEZ와 심해
항 개발사업은 2015년 말 중국정부계 복합기업 中国中信集団公司
(CITIC)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낙찰되었다.65) 미얀마의 실권자 수찌 국
가고문은 최초의 외국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했으며, 2017년 5월 일대일
로 이니셔티브 국제협력포럼과 10월의 제19차 중국공산당대회에 참석해
BRI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66)
미얀마에서 추진되는 대부분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군사정부 시
절부터 추진하던 것이다. 중단된 뮛송댐 프로젝트를 포함해 짜욱퓨·중국
가스 및 원유 파이프라인, 중국·짜욱퓨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이 있다.
추가된 BRI 프로젝트로는 BCIMEC와 MCEC가 있다. 이 중 중국의 왕이
(王毅) 외교부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MCEC와 관련해 양국은 2018
년 9월 15개의 MOU를 체결하였다.67) 이외에도 최근 미얀마에서는 지

64) 長田紀之(2018), p. 445.
65) 長田紀之(2018), p. 446.
66) 中西嘉宏(201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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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가 중국과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내에서는 정부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
한 경계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얀마에서도 중국의
과잉차관에 기인해 발생하는 채무함정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미얀마 정부도 채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짜욱퓨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규모 축소를 타진하고 있다.68) MCEC 내 무세·짜욱퓨 도로 건설 역
시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미얀마 군부가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69) 미
얀마는 또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인
도와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70)

3) BRI를 활용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균형외교를 표방하는 가운데 안전보장 측면에서는 기존
질서와 미국 중심의 대외전략을 구사하고 경제 면에서는 중국과의 교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는 화인이 주류인 국가이자 대중국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이며,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동안 BRI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 공급기지 역할을 기대하며 뚜렷한
관심을 보이지 않던 싱가포르가 최근 주변국과의 경제 교류 활성화와 제
3국 인프라 시장 공동진출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싱가포
르는 2018년 10월 25일 제1회 ‘싱가포르·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투

67) 자세한 내용은 제3장 1절 나(경제회랑 및 산업단지)에 기술되어 있다.
68) 中西嘉宏(2018), p. 6.
69) 中西嘉宏(2018), p. 6.
70) 長田紀之(2018), p.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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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럼’을 중국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는데, 이는 양국 정부가 2018년 4월
8일 서명한 ‘BRI 권역 내 제3국 전개에서의 양국 기업 협력 강화’에 관한
MOU에 기초하고 있다.71) 싱가포르는 산업단지(IP)를 비롯한 산업인프
라, 물류, 디지털 등을 유망분야로 선정하였다. 2018년까지 싱가포르와
중국기업의 제3국 협력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다르코워터테크놀로지스
(Darco Water Technologies) 자회사 PV 배큠(PV Vacuum Engineering
Pte Ltd)이 중국건축공정(CSCEC: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oration)과 함께 아세안에서의 쓰레기 진공수송시스템(productivityenhancing pneumatic waste collection projects) 프로젝트를 공동으
로 추진한 것을 들 수 있다.72) 싱가포르는 향후 아세안 국가의 BRI 프로
젝트, 특히 경제성과 투명성 등을 갖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국과 협력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 과정에서 자국에 거점을 두고 있
는 수많은 중국기업과 국제금융센터의 위상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 남아시아
BRI를 통한 연계성 강화와 에너지 확보는 경제 및 사회 개발을 갈구하
는 남아시아 국가들에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특히 교역, 투자, 관광
등의 증진과 직결되기에 인도를 제외한 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적극
참여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반면 G2의 중국과 G3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

71) 本田智津絵(2018), 「中国とシンガポール, ‘一帯一路’の第三国展開でフォーラム初開催」,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18. 12. 1).
72) Enterprise Singapore(2018), “Welcome Address by CE Png Cheong Boon at the Inaugural
Singapore-China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Investment Foru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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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의 관계 정립, 국가채무 상황 등에 따라 참여도와 의지가 달리 나타
나고 있다.

1) 협력 및 적극 추진 국가: 방글라데시, 네팔
가) 방글라데시
인도양 벵골만(Bay of Bengal)에 위치한 방글라데시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
서는 방글라데시가 인도를 견제하는 측면에서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진다
고 분석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역시 인도 견제와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
성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최근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2016
년 10월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BRI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추진하
고 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총 40건, 약 35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
력을 표명했는데, 여기에는 대형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27개 프로젝트에
대한 244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양해각서와 차관계약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73) 주요 BRI 프로젝트로는 중국 경제특구, 파드마
(Padma)교 접근 철도시설, 카르나풀리(Karnaphuli)강 횡단터널, 배전망
등이 있다(표 3-10 참고).

73) 大木博巳(2017),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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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방글라데시에서 추진 중인 중국의 대형 투자 및 융자 프로젝트

분야

프로젝트 내용

규모(백만 달러)

아노와라(Anowara) 중국 경제특구 건설

280

봉제 전용 산업단지 건설

-

파드마(Padma) 교량 접근 철도시설

3,300

조이데이푸르·이시와디(Joydeypur-Ishwardi) 철도 건설

897

조이데이푸르·미멘싱(Joydeypur-Mymensingh) 철도 건설

258

아코라·쉴렛(Akhaura-Sylhet) 3선궤도 철도 건설

1,760

디라슬랑 철도역 부근 내륙컨테이너 주차장 건설

200

치타공·콕스바자르 임해고속도로 건설

2,860

다카·쉴렛(Sylhet) 4차선 고속도로 건설

1,600

다카·아쉴리아(Ashulia) 고가고속도로 건설

1,390

카르나풀리강 횡단터널 건설

703

2중관 파이프라인 계류 포인트 설치

550

다카 시내 전력네트워크 확충

2,040

국내 배전망 확충

1,320

500만 기의 전력 측정장치 설치

165

350MW 가자리아(Gazaria)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433

노후화된 변압설비 교환

230

계량프로젝트 비용 선불

521

라즈샤이(Rajshai) 수도국 정수장 건설

500

5개 TV국 설치

128

민간 황마 공장 근대화

280

지자체 물 공급과 위생관리

150

몽글라(Mongla)항 설비 근대화

249

정부네트워크(Info-Sarker) 강화

150

통신네트워크 근대화

200

디지털 통신망 정비

1,000

ICT에 의한 지방 및 도시생활 근대화

-

산업단지

철도

도로

에너지

산업인프라

IT

자료: 大木博巳(2017),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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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네팔
네팔은 전통적으로 친인도적 관계를 구축해왔으나 2008년 공화정으
로 전환한 후 독립국가로 변신하면서 중국 및 인도와의 균형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2018년 2월 등장한 올리(Khadga
Prasad Sharma Oli) 정권은 친중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네팔은 인도
북부와 히말라야 산맥 사이에 형성된 내륙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BRI는 네팔이 내륙국이라는 단점,
즉 남아시아의 맹주 인도에 대한 극심한 의존과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자
연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게 되었다. 특히 무역과 수
송 면에서 인도 의존형 구조를 탈피하고자 네팔은 인프라와 연계성 개선
을 강조하는 BRI에 적극적이었다. 네팔의 경제·사회 개발에 대한 필요성
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네팔이 BRI에 적극적인 것은
인도가 추진해온 주변국 우선정책(Neighborhood First Policy)이 뚜렷
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
까지 이어진 인도의 네팔 국경 봉쇄는 네팔이 인도 의존도 축소와 무역·
수송 다변화 등을 추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017년 들어 네팔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BRI 프로
젝트도 많이 추진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2017년 2월 제
14차 네팔·중국 상공회의소 연차총회와 3월의 투자정상회의(Investment
Summit)를 통해 철도, 도로, 수력발전 등에 83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
표하였고, 이는 같은 해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포럼
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합의도 이루어졌다.74) 당시 네팔은 중국과

74) 佐野麻由子(2018), pp. 5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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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 관련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정부 내에
BRI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같은 해 8월 15일에는 양국간 경제기술협력,
중국의 네팔에 대한 투자 촉진, 네팔에서의 석유·가스 자원 조사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75)
네팔은 우선 히말라야경제회랑(Trans-Himalayan EC), 특히 고속철
도와 도로 건설 등 연계성을 개선하는 BRI 프로젝트에 관심을 두고 있
다. 고속철도는 티베트 시가체(Sigatse)~카트만두~포카라~룸비니 구간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의 교역, 투자, 관광 증진 등에
대한 네팔의 큰 기대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국토의 90% 이상이 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급격한 고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속철도 건설에 대하
여 기술적 난제, 경제성 확보, 단계적 추진 필요성 등을 두고 많은 논란
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트만두의 트리부반(Tribhuvan) 국제공항
활주로(runway)와 유도로(taxiway) 개선, 룸비니 국제공항 개선, 포카라
국제공항 개선 등도 중국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정
부는 에너지 부족 극복을 통한 사회·경제 개발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
도 축소를 위해 10여 년 전부터 에너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네팔에 대
한 BRI 프로젝트 역시 풍부한 수력 개발과 송전망 구축도 포함하고 있
다. 네팔은 역사상 최대 규모(25억 달러)의 수력발전 프로젝트인 부디간
다키(Budhi Gandaki) 댐 및 발전소 건설을 불법계약을 이유로 중단
(2017년 11월)시켰다가 신정부 등장 이후 다시 재개(2018년 9월)하였
다.76)77) 네팔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중국과 공동훈련 실시를 통해 가까

75) 佐野麻由子(2018), p. 528.
76) Reuters(2018), “Nepal restores $2.5bn hydropower plant contract to Chinese firm,”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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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지고 있다.
네팔에서의 BRI 프로젝트는 현지 정부의 지원하에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막대한 자금수요에
비해 취약한 네팔의 재정상황, 당과 정파에 따른 정책 변화 등이 BRI 추
진의 관건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네팔이 얼마간은 인도 일변도에서 벗어
날 수 있으나 문화, 인종, 언어적으로 중국보다는 인도와 좋은 관계를 유
지할 수밖에 없기에 네팔에서 BRI가 활성화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
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올리 정부는 친중 성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취임 후
최초 외국 방문지로 인도를 선택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2) 난관에 봉착한 파키스탄
남아시아에서 인도와의 경쟁 및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은 인
도 대신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왔다. 특히 파키스탄은 낙후된 경제 및
사회 인프라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해왔으며 역내 안전 보장과 인도 견제라는 안보적 필요성을
위해서도 중국과 협력해왔다. 반면 중국은 파키스탄이 남아시아에서 인
도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자 파키스탄을 통해 인도 견제가 가능
하다는 점에서 파키스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특
히 파키스탄은 인도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통과해
야 하는 길목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러한 점을 높이 반영해 파키스탄과

77) 실제 연구진이 현장사무소를 방문한 2018년 11월 중순 당시에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사무소장과 몇 명
의 엔지니어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중국기업이 다시 프로젝트를 맡아 공사를 재개한다는 정부의 발
표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답하였다. 당시에는 토지와 이재민에 대한 보상이 최대 이슈이고 중국기업이
공사를 재개하려면 자금 조달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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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천후전략동반자관계를 맺었고, 2017년 6월에는 상하이협력기
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의 정식 회원국으로 파키스탄
을 초청하였다.78)
파키스탄은 이러한 상황에서 CPEC로 대표되는 BRI가 인프라 개발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협력하였
다. 실제 CPEC는 에너지,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에너지와 물류 인프라
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파키스탄
은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만성적인 전력 부족난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8
년 4월 현재 7개의 에너지 프로젝트가 완공되었다(표 3-2 참고).
BRI가 연선국가에 경제성장동력을 제공해줄 것으로 인식해 BRI를 적
극 추진했던 파키스탄은 경제상황 악화, 특히 쌍둥이 적자의 확대와
2018년 총선을 통한 정권교체로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갈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스리랑카 함반토타항의 경우와
같이 중국 부채의 덫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에 대한 경계와 함께 파키
스탄군에 대한 중국의 간섭 증대 및 이에 대한 반발 가능성도 중요한 배
경이 되고 있다. 2018년 초부터 경제상황 악화, 특히 채무 증가와 외환
보유 고갈로 IMF 구제금융 가능성이 점쳐진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이
러한 가운데 총선에서 승리한 임란칸(Imran Khan) 총리는 2018년 8월
정권 수립 직후 CPEC를 재평가할 것이며, 이를 위해 CPEC 위원회
(CPEC Committee)를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79)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

78) 井上あえか, 牧野百恵(2018), p. 577.
79) Rana(2018. 9.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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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불합리한 계약, 전체 공사의 대부분을 중국기업들이 독식하는 구조,
인프라 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함에 따른 채무위기 가능성과
과잉 투자 등을 배경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에서는 많은
수의 BRI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보다 앞선
2017년 11월 파키스탄은 140억 달러 규모의 다이아머·바샤댐 중단을
발표했다.80) 다이아머·바샤댐이 BRI의 대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이 소
식은 중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파키스탄 정부는 다이아머-바샤댐 공사
를 2019년 5월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81)
파키스탄이 2018년 10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도 BRI 프로젝트
추진에 암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파키스탄 정부가 재정
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BRI 프로젝트의 축소나 우선순위
지정을 통한 후순위 사업 연기 등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IMF의 엄격한
금융 지원조건(conditionality), 특히 IMF 대출금의 사용처 제한, 다소
불투명했던 CPEC 계약 내용 공개와 대출구조 재조정 의무화 등은 파키
스탄 내 BRI 프로젝트의 진행을 크게 제한할 수도 있다.82) 발루치스탄
(Balochistan)주를 포함한 치안문제 역시 BRI 프로젝트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3) 민감한 반응 및 반대와 함께 대응 전략 구사하는 인도
남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인도는 중국이 추진하는 BRI에 대해 민
감한 반응과 함께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Baruah(2018)는
80) Rana(2017. 11.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2. 1).
81) The Express Tribune(2018. 11.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30).
82) Oxford Analytica(2018c),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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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배경으로 ① 남아시아 지역 및 안보 이익에 대한 중국의 무시와 인도
주권 침해 ② 인도의 경제적 이익, 특히 해양 수송루트 방해 ③ 인도의
이웃 국가 정책 결정에 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 행사 ④ 외
교, 안보, 경제력에서 열세인 인도의 상황 ⑤ BRI의 글로벌 스탠더드 미
준수 등을 들고 있다.83)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BRI 프로젝트들이 인도가
영토분쟁 중이라고 주장하는 잠무·카슈미르, 도클람(Doklam),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지역을 침범하고 있고, 오랫동안 중국과
의 완충국가(buffer state)로 인식해왔던 네팔과 부탄에 대한 개발 및 영
향력 확대, 해양 실크로드가 인도의 전통적인 전략지정학적(geostrategic)
안보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 등이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 또한
CPEC 개발을 통해 파키스탄이 인도의 경쟁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
며 동시에 파키스탄에 중국의 군사력이 주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84) 외적으로는 인도가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고속철도를 포함한 인프라 개선, 경제개발, 방위 및 안보 협력 증진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 인도는 AIIB와 BRICS NDB 등의 자금을 가장 잘 활용할 정
도로 BRI에 동조하는 면도 있다. 인도는 BRI의 금융 플랫폼인 AIIB의 최
초 가입국 중 하나이자 두 번째로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개발 수요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특히 AIIB를 통한 사업 추
진이 해당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담보하는 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것도 배경이 되고 있다.

83) Baruah(2018), pp. 13-14.
84) Baruah(2018), pp.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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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증가, 중국인 노동자
증가, 부실화, 중국제품
시장 장악

함반토타 항구 및 공항
콜롬보항, 콜롬보
국제금융시티,
북부고속도로
도로와 철도, 전력

정부+프로젝트+무역

프로젝트(다자주의
참여)+무역·산업

인프라 개발, 경제성장

인프라 개발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자료: 저자 작성.

안보·주권 침해 및
인도양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 무역불균형 확대

쌍둥이 적자 및 부채 증가,
외환 부족, 현지 산업 위축

중·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Diamer·Bhasha 댐 및
발전(140억 달러)

정부+프로젝트+무역·
산업+군사

인도의 국경 봉쇄

국가발전
기폭제(Pakistan Vision
2025와의 연계), 중국과
경제 및 안보 협력 확대

네팔

신중·반대
인도와의 균형외교 필요

최근 주요 현안

분쟁지역(잠무·카슈미르,
도클람 등) 관련 사업 및
안보·주권 침해 반대

중국의 안보 및 분쟁 지역
침해와 인도양 영향력 증대,
외환위기 가능성

중국 및 인도와 균형 관계
부채 위기와 경영 부실화에
중시⇒ 신정부(2015.1)집권
따른 항구 운영권 이전(2017)
후 인도와 관계 회복 노력

중국군 간섭 증가

채무부담 증가,
Diamer·Bhasha 프로젝트
중단(2017) 및 재개(2018),
IMF 구제금융 신청, 신정부의
프로젝트 재검토

친중 성향 올리 총리(2018.
중국 및 인도와의 균형 관계 2)의 대인도 정책, 부디칸다키
구축
댐 중단 및 재개, 인도 의존형
경제구조 개선

대중 무역 적자 확대 우려 중국 및 인도와 균형 관계 중시

히말라야횡단
경제회랑(물류+산업),
수력발전, 공항 개보수

Dhaka-Jessore Rail,
파드마 교량 철도 연결,
콕스바자르 고속도로 등

정부+프로젝트+
무역·산업+군사

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
증대, 안보협력 확대

방글라데시

우려·불안·경계

경제성장 계기, 주변국과
정부+프로젝트+무역·
연계성 강화, 국익과 안보
산업
수호

대표 사업

합의·협조 분야

기대·목적

남아시아 주요국의 BRI에 대한 입장 및 대응과 최근 주요 현안

구분

표 3-11

인도는 BRI에 민감한 반응 및 반대의사를 보이는 한편 다양한 대응 전
략도 구사하고 있다. 먼저 인도는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와 BRI 추
진에 맞서 역내 주변국과의 경제 및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
으로 주변국 우선정책(Neighborhood First Policy)과 ‘멀티섹터 기술·
경제 협력을 위한 벵골만 이니셔티브(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 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가 있
다.85) 인도는 이를 통해 역내 주변국과 경제, 외교, 사회·문화에다가 국
방 분야까지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는 2017년 4월 스리
랑카와 LNG 발전소(Kerawalapitiya), 태양광 발전소(Sangfull), 항만
(Trincommary), 고속도로(Dambulla-Trincomalee) 등의 건설과 트린코마
리(Trincommary) 석유탱크 이용 등에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무기를 제공(신형 외양순시선 2척과 연안경비
대 순시선 인도)하였다.86) 이란에 대해서는 차바하(Chabahar) 항구 개발
지원을 통해 CPEC의 경쟁력 저하도 추진하고 있다.87) 이와 함께 인도
모디(Narendra Damodardas Modi) 정부는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표
방하는 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 미국 및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링크웨스트 정책(Link West Policy)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인도는 중
국의 BRI에 대한 대응 성격을 띤 모쌈(Mausam) 프로젝트를 2014년 6월
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도의 역사적 연계를 발전시키려는 문화적 연
대 계획으로 보인다. 셋째, 인도는 지역안보를 강화하고자 미국 및 일본

85) BIMSTEC은 벵골만 연안의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네팔, 부탄 등 7개국으로 구성된 다
자간 지역협력체로 1997년 설립되었다.
86) 荒井悦代(2018), pp. 551~552.
87) 신세린, 이정미(2017),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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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QUAD: Quadrilateral Formation)’과 일본이 적극 추진하는 ‘자유
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이 있다. 특히 인도는 BRI가 활발해지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일본과의 협
력을 더욱 심화·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인도는 일본과 경제협력
을 넘어 국방협력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는 일본의 지원
을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Asia-Africa Growth Corridor)’도
구상하고 있다.
한편 인도가 현재는 다자주의에 입각해 AIIB만을 활용하고 있지만 결
국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 실리 확보 차원에서 BRI에 참여할 수밖
에 없다고 보는 전문가도 많이 있다.88)

4. 평가 및 전망
서방언론의 지적이나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
는 연기되거나 중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BRI 프로젝트가 예정
대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그중 많은 경우가 중국이 BRI를 제안하기
이전부터 필요에 따라 기획된 프로젝트인 데다가 재정 및 외부 지원
부족으로 실행을 기다리던 상황이었기에 BRI를 통한 중국의 제안이나
지원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의 함반
토타 항구는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대통령이 취임한
2005년부터, CPEC의 핵심인 과다르항 개발은 20여 년 전부터, MCEC

88) 네팔 남아시아연구소(SAWTEE) 포쉬 파지 판디 소장 인터뷰(2018. 11. 15, 네팔 카트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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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0년대 초부터, 시아누크빌 경제특구(SSEZ)는 2008년부터 개발하
기 시작한 바 있다. 게다가 동남아와 남아시아 국가들은 인프라를 중심으
로 한 BRI 프로젝트에 대해 현실적인 개발 필요성과 현지국의 추진 한계
등으로 대부분 동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국가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동남아보다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진출과 선진국의 개발협력이 부족
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초기 개
발도상국일수록, 그리고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거나 육지로 둘러
싸인 내륙국일수록 BRI 참여도가 높다. 다만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이로 인한 중국 의존도 심화나 채무위기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안보적으로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 균형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남아시아의 경우 파키
스탄을 제외하면 대부분 인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에 반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BRI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미·중 통상분쟁
격화, 일부 개발도상국의 외환 및 채무 위기 가능성 증대, 파키스탄의
IMF 구제금융 신청, 잦은 정권교체 등은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 BRI 프
로젝트의 앞날을 점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이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 BRI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하
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젝트의 경제적 필요성을 점검 혹은 평가하는 절차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와 같은 중국 일방의 이익을 지양하고
가급적 연선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BRI 관련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당사
국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정적인 효과와 영향
을 미치고 있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략적 중
요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짜욱퓨 SEZ 및 항구, 중·미얀마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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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ECRL), 스리랑카 함
반토타항과 콜롬보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당사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프로젝트도 BRI 이름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다. 특
히 당사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거대하고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
로는 총공사비가 GDP의 약 50%에 달하는 중국·라오스 고속철도,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짜욱퓨 SEZ 및 항구 개발, 195억 달러 규모의 말
레이시아 ECRL 프로젝트 등이 있다.
둘째로는 연선국가들의 경제사정(특히 부채의 함정)을 고려해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조건부 차관(천
연자원 요구, 양허나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대한 재협상 강요, 중국기업
배려 강요 등)을 제공하면서 당사국에 무리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비
판을 받는 대출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BRI의 상징적인 프로젝트인
CPEC는 파키스탄 GDP의 20%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이며, 이로
인해 파키스탄 경제는 중국 의존도 심화와 심각한 부채위기에 빠질 가능
성을 높이고 있다. 동남아의 라오스와 미얀마 등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
다. 특히 중국이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의 장기(99년) 운영권을 획득했
다는 서방언론의 기사는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
BRI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로는 중국이 G2로 부상하였고 개발협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중
국 역시 국제사회의 지원 또는 개발협력 원칙(가이드라인)을 준수할 필요
가 있다.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자립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는 주체성(ownership)과 협조성(partnership)을
부여하고 지원국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자립에 이바지하는 지원책이나
지원에 상당하는 융자조건(conditionality)을 부과하는 것이 국제관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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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협력 안건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발의와 요청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조노력의 일환으로 자금의 일부는 현지 부담(local portion)이
요구되며, 원조국은 기자재나 노동력 조건부 지원을 금지하고 현지 조달
을 장려하는 것 등이 전제된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는 정보공개 등의 투
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선진국의 일방적 원조 강요나
조건부 지원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BRI 프로젝트 중에
는 이에 저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동남아와 남아시아 국가·지역의 기본적인 환경
을 이해하고 긴장관계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 확대와 BRI 추진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은 연선국가, 특히 동남아와
남아시아 국가들에 국내외적으로 크게 미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긴
장관계나 국익 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다.89) 특히 남아시아에서는 역학
구도와 안보이슈를 고려하고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렇
지 않으면 남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인도를 더욱 자극하고 남아시아
의 단합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BRI 프
로젝트의 애로사항을 유발하거나 비판과 반대를 더욱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
로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등에서는 정권교체를 계기로 중국의 영향력 확
대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안보
불안이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우
호 및 협력 국가였던 파키스탄과 미얀마에서도 BRI의 과도한 추진을 계
기로 중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89) Kumar(2018. 7.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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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와 남아시아의 BRI 프로젝트들은 현지 사회의 개발 필요성과
절실함,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정부의 협조나 적극성 등을 바탕으로
언론의 우려나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에 이슈화된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많은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진행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남아보다는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러한 경
향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는 상징적 프로젝트인 CPEC를 들 수 있다.
CPEC는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2018년 11월 현재 상당수 완공되거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2018년 말이면 1단계 프로젝트들이 완료
될 가능성이 있다.90)
반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외환위기 가능성이 점쳐지는 국가에서 추
진되는 프로젝트 혹은 정치적 리스크가 크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극히 부
진한 프로젝트는 재검토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채무위기 가
능성이 높은 나라나 정권이 자주 바뀌는 국가, 정파나 당리당략에 의해
정책의 변화가 심한 국가에서는 BRI 프로젝트의 지연, 중단, 중지와 재개
반복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3개 프로젝트를 중단한 바 있는
말레이시아는 공공부채 감축을 위해 추가적으로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얀
마의 뮛송댐과 쿤밍·시트웨(Sittwe) 고속철도, 스리랑카의 콜롬보항 개발
등도 해당된다. 이 경우 지연이나 중단에 따른 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은 별개의 문제이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 추진하는 BRI 프로젝트의 경우 조만간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 2017년 발생한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

90) 자세한 내용은 [표 3-2]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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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권 양도 여파, 2018년 10월 파키스탄의 IMF 구제금융 신청, 2019
년의 정치지형 변화 가능성 등이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 BRI 흐름을 변
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의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 획득 사례
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BRI 프로
젝트의 위험성 또는 경제적 타당성과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 등을 돌
아보는 계기를 제공했고 이를 계기로 많은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재검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파키스탄은 총리 지
시로 CPEC를 재평가하기 위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기간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 대부분이 개발
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정당과 정파 간 시각과
이해관계가 달라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2019년에는 인도네
시아 대선과 총선, 태국 총선, 필리핀과 인도 총선 등이 예정되어 있다.
반면 중국이 이제까지의 문제점과 비판을 의식하고 개선해 새로운 추
진동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연선국의 경제상황을 일정 수준 고려하
고 BRI 프로젝트의 일방적인 추진을 지양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중국
이 최근 BRI 프로젝트의 가속화를 위해 일본, 싱가포르 등 주변국과 제3
국 시장 공동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중국과 일본은 2018
년 9월 베이징에서 ‘중·일 민간비즈니스의 제3국 전개 추진에 관한 위원
회’를 개최한 데 이어 10월에는 양국 정상회담과 ‘중·일의 제3국 시장 협
력포럼’을 개최했다. 같은 시기 중국은 싱가포르와도 ‘중국·싱가포르 일
대일로 이니셔티브 투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동남아에서의
BRI 프로젝트가 탄력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기술력과 자본력, 중국의
시공능력 등이 합쳐지면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공동진출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다는 것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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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의 평가이다.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는 공동으로 참여할 프로젝
트에 대한 경제성, 개방성, 투명성, 재정건전성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이 이제까지 추진해온 패턴이나 방
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한편 Small(2018)은 남아시아 지역의 BRI 프로젝트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91)
“첫 번째는 중국이 이제까지와 같은 일방적인 추진 패턴에서 벗어나
거나 일부 수정을 거쳐 AIIB를 통해 더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
라는 시나리오다. 더욱 투명하고 채무 부담이 덜하며 중국과의 양자
관계보다는 다자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지역 연계성에 중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BRI의 추진방식을 개선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시
나리오는 상호 불신과 경쟁구도인 중국과 인도가 비공식적으로 BRI,
특히 CPEC 등의 범위와 추진방법 등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가정
하고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인 간 경쟁과 불신은 심화되고 남
아시아에서의 역동성은 점점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양상으
로 전개된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미·인도 관계와 중·파키스탄 관계의
진전에 따라 미·파키스탄 관계와 중·인도 관계도 악화되고 남아시아
의 경제와 안보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Small(2018)은 세 번째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는
데, 이는 동남아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와중에
도 일부를 제외한 많은 BRI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BRI
진행을 견제하려는 일본, 미국, 인도 등의 활동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
91) Small(2018), “The Backlash to Belt and Road: A South Asian Battle Over Chinese Economic Pow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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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미국은 외교·안보에 치우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 인도, 호
주와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QUAD)’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경
제협력, 특히 개발협력에 집중하며 이 분야에서 선봉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개발협력 확대는 동남아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
아, 베트남, 미얀마 등이 우선대상이 될 수 있고 남아시아에서는 인도가
최대 대상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인도는 중국군의 남아시아
진출 확대, 파키스탄과 분쟁 중인 잠무·카슈미르(Jammu & Kashmir)
지역 개발에서의 배제, 과다르항의 중국 해군기지화 우려 등으로 인해 외
교·안보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도도 중장기적으로는 실리 확보 차원에서 BRI에 참여할 것이며, 이는
주로 AIIB를 통해 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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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1)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중앙아시아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대상 지역이다. 중국은 중앙
아시아와 영토를 이웃하고 있으므로 일대일로의 주요 부문인 교통망이나
에너지 운송망 건설이 용이하며, 인적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중국은 중앙아시아계 민족이 다수 거주하여 국내 정치에
서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장위구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카자흐스
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일대일로 정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협력뿐 아니라, 대외
전략에서 큰 의미를 갖는 해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중앙아시아 각
국을 방문하여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하였다. 투르크메니스
탄에서는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양국 정상이 중국기업이 건설한 가스전
준공식에 참석하였으며, 향후 양국의 에너지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또한
중국은 우즈베키스탄과는 약 150억 달러, 키르기스스탄과는 약 30억 달
러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
석이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양국간 투자 협
정을 체결하고, 일대일로의 출발점이 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선언한
것이다. 이 선언을 통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뿐만 아
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과의 정치, 경제, 문화 협력의 필요성
과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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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국은 대외 정치, 경제 관계에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
적인 요소들을 가진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협
력의 필요성은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는 요인이
기도 하다.
첫째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이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주
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출범과 확대는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
역과 협력해야 할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구소련 국가들인
이 지역 국가들은 구소련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와 대외 정치, 안보 등에
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
시아와 교역, 투자 등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
라 규모에는 차이가 있으나 여전히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공
기관에서 러시아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거나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이라는 통합체 추진은 러시아의 영
향력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도 가입 가능성
이 있다. 이 통합체는 우선은 역내 관세를 철폐하고 대외적으로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공동체를 설립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EU와
같은 견고한 형태의 단일 정치,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도로 설립되는 정치적 통합체는 위협적인 요소이
며, 이 기구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93) 또한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역외

92) 카자흐스탄의 중국 대사관, http://kz.china-embassy.org/rus/ztbd/XJPFWHSKST/t1077192.htm(검
색일: 2018. 12. 23).
93)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약 1,780㎞, 키르기스스탄과 858㎞, 타지키스탄과 414㎞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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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역내 회원국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EAEU와 투자협력을 함으로써 이 지역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EAEU나 소속 회원국들과 협
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유라시아경제연합 공동건설 협력에 관한 공동성
명’을 발표한 바 있다.94)

그림 4-1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벨라루스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자료: 유라시아 뉴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0).

둘째, 중국은 종교적 측면에서도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
앙아시아 지역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지역이 이슬람권이라는 것

94) 러이사 대통령실, kremlin.ru/supplement/4971(검색일: 20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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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치, 경
제, 사회, 문화에 이슬람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대외적인 측
면에서 향후 이 지역은 터키 등을 비롯한 중동의 이슬람권과 정치, 경제
협력이 밀접해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종교적인 특징은 중국의 일대일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은 이슬람 지역으로 중앙아시아와 지
리적으로 인접하며,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신장위구르 지역에 다수의 카자흐계 인구가 거주하고 있
으며, 카자흐스탄에도 25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인이 거주하고 있다. 따
라서 신장위구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같은 이슬람 지역이며 위구르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은 에너지 자원의 공급과 운송물류망 구축 분야에 대한 투
자 확대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앙아시아 지
역은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과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주요 에너지 소비국으로 발돋움한 중국
은 이웃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이 자원들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또한 이 지역은 높은 물류 및 운송 인프라 건설 수요를 가지고 있으므
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필요하며, 협력 가능성도 매우 크다. 2018년
을 기준으로 세계 160개국을 대상으로 세계은행이 평가한 물류지수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카자흐스탄이 71위를 기록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은
99위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100위 이하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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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중앙아시아 지역 물류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국가

LPI 순위

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수송

물류역량

물류추적

적시성

카자흐스탄

71

65

81

84

90

83

50

우즈베키스탄

99

140

77

120

88

90

91

키르기스스탄

108

55

103

138

114

99

106

투르크메니스탄

126

111

117

136

120

107

130

타지키스탄

134

150

127

133

116

131

104

자료: World Bank LPI Global Ranking 2018(검색일: 2018. 9. 28).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특징을 고려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일대일
로 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중국의
운송물류망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 부문에서 추진된 주
요 프로젝트로는 서유럽·서중국 고속도로, 호르고스 물류단지 등이 있다.
둘째, 중국은 중앙아시아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부문의 주요 프로젝트로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송유관과
가스관 건설이 있다.
셋째,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군사, 안보적 차원의 협력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주요 안보협력으로는 중국의 주도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있다.

2) 몽골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몽골과 4,700㎞에 달하는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몽골과의
정치, 경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전략 추
진을 통해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치, 경제적인 이
익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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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정치, 경제, 역사적인 특징이 있으며, 이
러한 특징으로부터 중국이 몽골과 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몽골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구소련
해체 이전 몽골은 소련과 국경을 이웃한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치적, 군사
적으로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소련을 구성하는 국가는 아
니었으나 소련의 직접적인 정치, 경제적 영향권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소련 해체 이후 몽골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약화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밀접해졌으나, 러시아는 여전히 몽골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유
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완충지대
에 위치해 있는 몽골과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치적
인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몽골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몽골은 중
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우라늄, 구리, 석탄, 금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물류 및 운송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여 개발이 필요
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 세계 160개국을 대상으로 세계은행이 평가한
물류지수에서 몽골은 130위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양국은 광물의 개발과
도입, 인프라 개발 투자 등에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표 4-2

몽골 물류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국가

LPI 순위

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수송

물류역량

물류추적

적시성

몽골

130

127

135

117

140

152

93

자료: World Bank LPI Global Ranking 2018(검색일: 2018.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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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중·몽·러 경제회랑으로 대표된다.
이 경제회랑은 교통 인프라 외에도 에너지, 산업, 환경, 과학기술, 농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데, 모두 32개의 프로젝트로 이루
어져 있다. 32개 프로젝트는 13개의 교통 인프라 협력, 4개의 무역 및 세
관 협력, 3개의 환경협력, 2개의 산업협력, 1개의 에너지 협력 등으로 교
통 인프라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몽골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크게 다음으로 구분된다.
첫째, 중국은 몽골의 만주 종단 루트를 러시아, 유럽으로 화물을 운송
하는 물류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업이 중·몽·러 회랑의 운
송망이다.
둘째, 중국은 몽골과 투자, 교역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한다. 중
국은 몽골로부터 광물과 육류 등을 공급받고자 하며, 몽골은 중국으로부
터 다양한 제조업 제품들을 수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 정부는 양국
의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하고 있다.

나. 주요 협력 부문
1) 정책협력
중국은 중앙아시아, 몽골과의 정부 간 협력을 공고히 해왔는데, 이는
[표 4-3]에서 정리한 정치적 협력 관계 체결에서 알 수 있다. 국제사회에
서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
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과는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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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중국과 중앙아시아 및 몽골의 협력 관계
국가

협력관계

시기

카자흐스탄

새로운 단계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2015년

키르기스스탄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2018년

타지키스탄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2017년

투르크메니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13년

우즈베키스탄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2016년

몽골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2014년

자료: 중국 외교부,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385/2649_665393/t1293114.shtml(검색일: 2018.
10. 22); https://www.fmprc.gov.cn/mfa_eng/topics_665678/lkqcxshbdblsjxfw/t1604040.shtml(검색일: 2018.
10. 22); https://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t1415591.shtml(검색일: 2018. 10. 2);
https://www.fmprc.gov.cn/mfa_eng/wjb_663304/zzjg_663340/dozys_664276/gjlb_664280/3245_664372/
(검색일: 2018. 10. 2);http://www.mnb.mn/i/30939(검색일: 2018. 10. 2); https://thediplomat.com/2017/
09/china-and-tajikistan-to-establish-comprehensive-strategic-partnership/(검색일: 2018. 10. 2)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일대일로 추진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중앙아시아, 몽골과 협력하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정상들간에 공동으로 발표하여왔다. 우즈베키스탄과는
2015년 6월 ‘실크로드 경제벨트’ 추진에서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정
부가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MOU가 체결되기도 하였다.95) 따라
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몽골의 각국 정부 간에는 일대일로에 대한 상호협
력이 공식적으로 합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일대일로 추진 이전부터 중국은 중앙아시아 및 몽골과 정부 간
협력 관계를 맺어 왔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및 몽골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기구는 상하이협력기구이다. 상하이협력기구는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
주의라고 하는 이른바 중국의 ‘3대 악’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지역안보
협력체로 1996년에 중국이 주도하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참여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2001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이

95) 중국 상무부 http://english.mofcom.gov.cn/article/newsrelease/significantnews/201506/201506
01016814.shtml (검색일: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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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였고, 몽골은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상하이협력기
구에는 중앙아시아의 국가들과 몽골이 포함되어 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정치, 안보 부문 이외에도 에너지, 운송, 금융 등의 경제분야로 점차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회원국 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옵서버국 및 협력국

그림 4-2

Norway

Sweden

Finland
Est.
Russia
Lat.
Belarus
Hung. Slovakia
Ukraine
Rom.
Moldova
Georgia Azerbaijan
Bulgaria
Kazakhstan
Mongolia
Turkey
Armenia
Uzbekistan
Lebanon
Kyrgyzstan
Turkmenistan
Syria
Israel
Tajikistan
Iraq
China
Iran
Jordan
Afghanistan
Saudi
Nepal
Bhutan
Arabia
Pakistan
Qatar
U.A.E
Denmark

Lit.

Poland

Yemen

Oman

India

Japan

South Korea

Taiwan

Myanmar Laos
Bangladesh
Thailand

Somalia

Members

North Korea

Vietnam

Philippines

Brunei
Cambodia
Malaysia
Sri Lanka

Observers
Dialogue Partners

Singapore

Indonesia

Timor Leste

자료: Fitch solution(2018), “Long-Term Political Outlook - Central Asia: ‘Post-Post-Soviet Era’ Presages Major
Reforms, But Also High Risk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0).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정치, 경제 기구에
공동으로 가입하고 있다. [표 4-4]는 상하이협력기구와 러시아 주도의 유
라시아경제연합(EAEU),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 대한 중앙아시아 각
국의 가입 현황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는 2002년 러시아의 주도하에 아
르메니아, 벨라루스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이 참여하여 설립한 기구이며, 나토와 유사한 집단안보동맹체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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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갖고 있다. CSTO는 신속집단대응군(Collective Rapid Reaction
Force)을 창설하여 회원국 내의 안보, 영토적 완전성, 주권이 위협을 받
을 경우 대응하며, 각국의 테러리즘, 마약 등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표 4-4

중앙아시아 지역의 주요 통합체
국가

SCO

EAEU

CSTO

카자흐스탄

○

○

○

우즈베키스탄

○

-

-

키르기스스탄

○

○

○

타지키스탄

○

○

○

투르크메니스탄

-

-

-

몽골

△

-

-

주: ○-가입국, △-옵서버국.
자료: 상하이협력기구, 집단안보조약기구, 유라시아경제연합 홈페이지(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0. 20) 참고하여 저자 작성.

중국 주도의 SCO로 CSTO와 같은 군사 협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SCO 회원국들과 함께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안보적 영
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인접한 타지키
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중국의 군사기지가 중앙아시아 지역 인근에 설치될 경우 이
를 통해 중국은 신장위구르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영향을 줄 것으
로 전망된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 중국과 군사안보 차원의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정학적 위치, 종교적
인 특성, 소수민족으로 인한 불안정 등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각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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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국과의 군사안보 협력 필요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중립국을 표
방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러한 정치적, 안보적 성격의 기구에 가입하
고 있지 않으며,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은 SCO에만 각각 회원국과 준회원
국으로 가입해 있다.

2) 교역
경제적 협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과 중앙아시아, 몽골 간의 교역
은 증가해왔으며,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대몽골 투자 규모도 증가해왔다.
현재 중국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교역국으로 전체 교역의 20.4%를 차지
하고 있다.96) 또한 몽골은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86.5%, 중국으로부터
의 수입 비중이 32.6%로 전체 교역의 63.4%라는 절대적 비중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97)
중국으로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투르크메니스탄과 몽골은 80% 이
상의 높은 수출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며, 제조업 제품들을 수입하는 키르
기스스탄, 몽골 등은 30% 이상의 수입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키르
기스스탄은 중국 물품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따리상 등을 통한 비공식 수입 규모는 공식 규모를 크게 상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간의 무역수지에서는 중국은 에너지 자원의 수입이 많은 투르크
메니스탄과 몽골에서는 무역수지 적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
기스스탄 등에서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들에

96) European Commission(2018a),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Central Asia 5,” p. 8.
97) European Commission(2018b), “Mongolia, Trade with World,”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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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5~16년에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에너지 국
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액 감소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기침체에 따
른 수입액 감소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2017년에는 다시 에너지 가격 상
승과 경기회복에 따라 교역 규모가 커졌다.
중앙아시아와 몽골은 중국에 주로 에너지, 광물 등을 수출하고, 중국
으로부터 기계,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 추
세는 중국으로의 가스, 광물 수출 증대와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입 증대
에 따라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교역

그림 4-3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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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stat.kita.net(검색일: 2018. 10. 22).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역

그림 4-4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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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stat.kita.net(검색일: 2018.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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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의 교역

그림 4-5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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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stat.kita.net(검색일: 2018. 10. 22).

그림 4-6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교역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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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stat.kita.net(검색일: 2018. 10. 22).

그림 4-7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역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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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stat.kita.net(검색일: 2018.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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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중국과 몽골의 교역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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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stat.kita.net(검색일: 2018. 10. 22).

표 4-5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 변화 추이
(단위: %)
대중국 수출

구분

중앙아시아

몸골

대중국 수입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카자흐스탄

17.2

11.9

16.7

15.1

우즈베키스탄

34.4

15.3

18.7

22.4

키르기스스탄

3.2

5.5

36.8

33.4

타지키스탄

28.9

16.7

10.9

9.2

투르크메니스탄

76.2

81.7

15.1

8.7

몽골

86.7

85.0

19.0

32.6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stat.kita.net(검색일: 2018. 10. 22); Un Comtrade. https://contrade.un.org(검색일: 2018.
12. 20).

향후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가스관 운송량의 증대에 따라 투
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가스 수입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제품의 중앙아시아, 몽골 시장 진출
도 증가할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통한 물류망 구축에 따라 이들 지역
과의 교역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교역 비중은 에너지 수출국에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제조업 제품 수
입국에서는 시장 종속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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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국은 에너지 수출 다변화와 수입대체 정책 등 이러한 부정적 요인
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단기
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 인프라협력
가) 운송물류협력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운송물류부문에서 가장 큰 협력의 필요성을 가
진다.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통해 육로로 러시아, 유럽까지 물류를 연결하
고자 한다. 이 물류망은 해상을 통한 운송망에 비해 운송시간을 크게 단
축시킬 수 있다.
2011년에는 중국의 충칭에서 중앙아시아를 통해 독일의 뒤스부르
크로 연결되는 화물열차가 처음으로 운행되었다. 이 화물열차는 활발
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9월까지 약 1만여 회의 운행 횟수를 기
록했다.
현재는 중국과 유럽 간 정기 화물열차만 운행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중국의 상하이와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간에 여객열차도 운행될 계획이
다. 2018년 9월에는 벨기에와 중국 간에 ‘다이아몬드 실크로드’로 명명
된 브뤼셀, 모스크바, 울란바토르, 베이징 등 주요 도시를 통과하는 여객
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MOU가 체결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물류통로로 이용 가능한 지역은 카자흐
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다. [그림 4-9]는 중앙아시아를 통한 중국의 일대
일로 물류망을 잘 보여준다. 중앙아시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물류망 전략
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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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일대일로의 최대 사업이자 성과 가운데 하나는 호르고스
물류터미널이다. 이 물류기지를 통해 중국의 상품은 러시아를 비롯하여
이란, 터키, 유럽 지역으로 운송될 수 있고, 카자흐스탄의 악타우항을 통
해 해상으로 조지아나 아제르바이잔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98) 중국
COSCO 해운이 이 물류터미널의 지분 49%를 매입하였으며, 양국이 공
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4-9

중국의 중앙아시아 통과 물류망

자료: Fairplay(2017), http://fairplay.ihs.com(December 4)(검색일: 2018. 10. 1).

또 다른 중앙아시아를 통과하는 주요 일대일로 물류망은 서유럽·서중
국 국제회랑의 건설이다. 이 국제회랑은 중국 서부 지역과 서유럽을 연결
하는 국제회랑으로 카자흐스탄을 통과하고 있다.

98) PwC Казахстан. Казахстаниновыйшелковыйпуть(2017),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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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서중국 국제회랑

그림 4-10

Total length of the corridor - 8445 km
The length of the corridor in RK -2787 km

2-line - 1062 km (cement concrete - 76 km)

to be reconstructed - 2452 km
I technical category - 1391 km
(border of China - Kyzytorda)
II technical category - 1061 km
(Kyzytorda - b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estimated speed - 120 km/h
By 2020, the volume of cargo transportation increased by
2.5 times (from 13 million tons to 33 million tons per year)
2010 - 417 km
2011 - 780 km
2012 - 700 km
2013 - 263 km
2014 - 292 km

4-line - 1390 km (cement concrete - 1003 km)

자료: 카자흐스탄 철도청, https://www.railway.kz(검색일: 2018. 10. 10).

표 4-6

중앙아시아의 중국기업 참여 주요 운송 프로젝트

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프로젝트
주요 내용
카자흐스탄 호르고스 -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국경지역, 호르고스에 내륙항과 경제특구 건설
물류특구
- 사업비용은 2억 4,500만 달러로 완료
- 카자흐스탄을 통해 중국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도로
서유럽·서중국
- 전체 8,445㎞이며, 카자흐스탄 구간은 2,787㎞
국제회랑
- 중국에서 유럽까지 10~12일 이내 화물수송이 가능
- 공항과 아스타나를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아스타나 도시 경전철
- 2015년 5월 합의하여 추진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북서부 지역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19km의 철도 터널 건설
- 중국 철도터널그룹(China Railway Tunnel Group)이 건설하며, 전체 투자액
우즈베키스탄 캄칙터널
4억 5,500만 달러 가운데 중국은행이 3억 5,000만 달러 대출
- 2016년 완료
이식쿨 호수 원형도로 - 키르기스스탄 최대 관광지역인 이식쿨 호수 주변의 도로 건설
중국, 키르기스스탄,
- 신장위구르·키르기즈 오쉬·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950km) 간 도로 건설
우즈베키스탄 도로
- 울란바토르-공항 간의 신도로 건설
신공항도로
- 2016년 5월 착공됨

자료: Hallgren and Ghiasy(2017), p. 8; “Astana light rail construction begins”(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4); http://kazlogistics.kz/en/chain_cluster/road_west/ (검색일: 2018. 10. 4)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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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캄칙 터널의 건설도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주요한 사
업이다. 이 터널은 다른 지역과 운송물류가 어려운 페르가나, 나망간, 안
디잔 지역을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지역과 연결하였다.
중국에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철도망, 도로망도
추진되고 있다.99) 2018년 2월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연
결하는 도로운송망이 운행되기 시작했는데, 이 도로운송망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카슈가르에서 키르기스스탄 남부의 오쉬를 거쳐, 우즈
베키스탄의 타슈켄트로 950km 구간을 3일에 걸쳐 운송하는 것이다. 이
운송로는 서중국·서유럽 운송망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 도로망 건설
을 통해 중국에서 우즈베키스탄 간의 육로 운송 기간을 기존의 8일에서
최대 2일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연간 약 250만 달러의 운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100)
또한 중국은 몽골을 통한 운송물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몽골을 통
해 러시아 횡단철도와 연결하여 러시아, 유럽으로 향하는 물류망을 구축
하고자 한다. 양국은 4,700km의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양국의
협력에서 운송물류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2015년 7월 중국과 몽골, 러시아 3개국 간에는 중·몽·러 경제회랑으
로 불리는 경제협력 로드맵이 체결되었다. 중·몽·러 경제회랑은 두 개의
주요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베이징, 내몽골의 에렌홋(Erenhot)
을 통해 몽골, 러시아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또 다른 노선은 랴오닝, 지
린, 헤이룽장성, 내몽골의 만저우리를 거쳐 러시아의 치타로 연결되는 노

99) СНГ. Проект<Экономическийпоясшелковогопути>. ПерспективыдляСНГ(2016), p. 19.
100) “Belt and Road Portal”(2018. 2.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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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다.
중·몽·러 교통회랑은 자동차, 철도, 항공, 항만의 인프라 건설, 국경
통과지역의 인프라 건설에서 3개국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
운송과정에 필요한 세제, 기술, 정보 부문의 협력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 화물운송과 물류기지 건설을 협력 대상으로 하
고 있다.

그림 4-11

러시아·몽골·중국 운송망 지도

Aspire Mining Projects
EC Joint Venture Projects
Other Projects
Existing Railway
(Main Route To Port)

Planned Russian Gauge DualTrack
(Upgrade to 100 Mtpa)

Planned Railway
Railway Under Construction
Existing Railway
Other Proposed Railway
Major Ports

자료: Otgonsuren(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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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중·몽·러 경제회랑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명칭

프로젝트 내용

특징

중앙 철도회랑

현대화 및 발전,
울란우데-나우쉬키-수흐바토르-울란바토르-자민우드-에를랸-울란차
복선화 및 전철화
브-장자우커-베이징-톈진
경제적 타당성 조사

북부 철도회랑

쿠라기노-키질-차간 톨고이-아르츠수르-오보트-에르데넷-살히트-자 경제적 타당성 분석
민우드-에를랸-울란차브-장자커우-베이징-톈진
이후 추진

서부 철도회랑

쿠라기노-키질-차간 톨고이-아르츠수르-코브도-타케쉬켄-하미 지구- 경제적 타당성 분석
창지후이 자치주-우루무치
이후 추진

동부 철도회랑

보르쟈-솔로비옙스크-에렌차브-초이발상-후트-비치긋-쉴린골-츠펑- 경제적 타당성 분석
차오양-진저우/판진
이후 추진

두만강 교통회랑
(프리모리예-2)
프리모리예-1
중·몽·러 고속철도
물류기업 설립

초이발상-숨베르-아르샨-울란 호토-창춘-옌지-훈춘-자루비노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이후 추진

초이발상-숨베르-아르샨-만저우리-치치하얼-하얼빈-무단장-수이펀
허-블라디보스토크-나홋카

철도회랑 확대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이후 추진
고속철도 건설
가능성 검토

베이징·몽골·모스크바 고속철도 건설
3개국간의 공동물류기업 설립 문제

3개국간의 협상 추진

아시아자동차 도로망 울란우데-캬흐타/알탄불락-다르한-울란바토르-사인샨드-자민우드/에
AH-3 노선
를랸-베이징 외곽-텐진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분석

아시아자동차 도로망 노보시비르스크-바르나울-고르노알타이스크-타샨타/울란바이쉰트-홉
AH-4 노선
드-야란타이/타케쉬켄-우르무치-카쉬-혼키랴프

도로 건설 및 이용
증대 추진

보르쟈-솔로비옙스크-에렌차브-초이발산- 바룬 우르트-비치긋-시린궈
경제적 타당성 분석
동부 자동차도로 회랑 러맹-시-우즈쥠치민-치-츠픙/실린-호토-차오양/청더-판진/진저우이후 추진
톈진
중·몽·러 국제자동차
3개국 정부간 국제자동차협정 서명 및 실현 추진
운송
울란우데·톈진 통과 울란우데-캬흐타/알탄불락-다르한-울란바토르-사인샨드-자민우드/에
교통회랑
를랸-울란차브-베이징-톈진

통신 인프라 건설
확대 및 관리

자료: 부랴티야공화국 산업무역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 제성훈 외(2016), pp. 71~72.

운송, 물류 인프라 부문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 가장 절실하게 협력
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문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요
인탓에 미흡한 운송 인프라가 각국의 경제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문에서의 일대일로는 다른 부문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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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 및 자원 협력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의 에너지 소비
가 증대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광물 자원의 수입이 필요한 상
황에서 중앙아시아와 몽골 지역은 매우 안정적인 공급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에너지 자원 공급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므로 운송비용이 저렴하고, 석유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은 송유관, 가스관의 건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
급받을 수 있다.
송유관은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에서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으로 연
결되며, 가스관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거쳐
역시 신장위구르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다. 송유관은 2003년부터 구간별
로 개통되기 시작하여 2009년에 완전히 연결되었다. 가스관은 2009년
1,830km에 달하는 최초의 가스관이 완공된 이후, 2010년과 2014년 두
개의 가스관이 추가로 건설되었으며, 현재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즈베
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신장위구르로 연결되는 네 번째 가스관 건
설이 진행되고 있다. 2020년에 네 번째 가스관이 완공된 이후에는 중국
으로의 연간 가스 공급량이 현재의 550억㎥에서 800억㎥로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된다.
한편 [그림 4-12]와 같이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다수의 유전과 가스전,
광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 최대 규
모의 카샤간 유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유전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중국기업이 전체 원유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타지키스탄에서도 중국기업이 금광 부문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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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유전, 가스전 투자

그림 4-12
Exploited
oil field

Exploited
gas field

Refinery or
processing
plant

Chinese oil and gas inverstment
Central Asian Countries

Inverstigated
gas field

Kazakhstan

Uzbekistan

Azerbaijan

China

Kyrgyzstan

Turkmenistan

Tajikistan

자료: WANG(2015), p. 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0).

표 4-8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주요 에너지자원 프로젝트(2013년 이후)

국가

부문
원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자 지역

투자 기업(지분)

특징

카샤간

CNPC 8.33% 지분 인수, 50억
달러(2013년)

카자흐스탄 최대 유전

수력발전

모이낙

중국수력발전건설 집단

화력발전

에키바스투즈

약 4,000억 달러(2016년)

금광

탈디불락 네보네레즈니
(Taldybulak
Levoberezhny)

길림 금광그룹(60%)

정제

Zhongda 정제 공장

4억 3,000만 달러(2013년)

가스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키르기스스탄 노선

14억 달러(2016년)

화력발전소

비쉬켁

3억 8,600만 달러(2014년)

2015년 7월 시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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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국가

계속
부문

투자 지역

금광

투자 기업(지분)

특징

Zeravshan

길림 금광그룹(75%)

Jilau, Taror, Khirskhona,
Olympic 등 네 개의
광산으로 구성

Pakrut

중국 비철금광(100%)

고용인원 1,300명

두샨베

TBEA(Tebian Electric
Apparatus)

2014년, 3억 5,000만 달러

타지키스탄

화력발전소

주: 2018년 6월 기준,
자료: Fitch solution(2018). “Industry Trend Analysis - Belt & Road: Minimal Deal Materialisation Amid High Risk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0).

또한 중국은 몽골에서 광물 자원을 개발, 생산하여 수입하고자 한다.
몽골은 구리, 석탄, 금 등의 광물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미개
발 광산이 다수 있어 중국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표 4-9

최근 몽골 내 중국 참여 광물 자원 개발사업

부문

투자 지역

투자 기업(지분)

특징

아연

Tumurtiin-Ovoo

중국 비철금속 광업 그룹(51%), Metalimpex(49%)

생산

구리

Kharmagtai

Xanadu 금광(76.5%)

추진

금

Kharmagtai

Xanadu 금광(76.5%)

추진

주: 2018년 6월 기준.
자료: Fitch solution(2018). “Industry Trend Analysis - Belt & Road: Minimal Deal Materialisation Amid High Risk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0).

몽골의 중국과의 에너지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전력
수입이다. 몽골은 매년 광산 개발을 위해 부족한 전력을 중국이나 러시아
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몽골은 2016년에는 오유톨고이 광산
개발 전력 수요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약 11억 달러에 달하는 전력을 수
입하였다. 또한 중·몽·러 경제회랑의 협력 부문에서도 3개국간의 전력망
연결과 현대화가 주요 프로젝트로 논의되고 있다.
에너지자원 부문의 협력은 중국이 가장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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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을 중앙아시아나 몽골에서 개발하면 자국으로 운송하기가 용
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아시아나 몽골 정부로서도 중국이 가장 확실
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문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는 각
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위협요인이 되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반중국 감정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4) 금융협력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수행에서 금융 지원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점차 금융 부문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 부문의 협력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일대일로의 핵심 금융 지원기관인 실크로드펀드를 통한 협력이다.
대표적인 것은 실크로드펀드와 국립 카자흐투자사(KAZNEX Invest)
가 2016년 12월에 20억 달러 규모의 카자흐스탄·중국 투자펀드를 설립
한 것이다. 향후 이 펀드는 양국에서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크로드펀드는 2018년에 출범한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국제금융센
터(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와 MOU를 체결하고 일대
일로를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금융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101)
또한 실크로드펀드는 2018년 6월에는 우즈벡네프찌가즈와 우즈베키
스탄의 석유, 가스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101) “Silk Road Fund Signs a MOU on Strategic Partnership with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2018. 6. 8), Belt and road portal, https://eng.yidaiyilu.gov.cn/qwyw/rdxw/ 57473.htm
(검색일: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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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우즈베키스탄 최대 상업은행인 대외경제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중국기업의 사마르칸트 관광단지 개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국기업은
실크로드펀드의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관광지역인 사마르칸트
에 국제적인 문화관광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102)

표 4-10

중국 금융기관과 중앙아시아 및 몽골의 주요 금융협력

금융기관

국가
카자흐스탄

실크로드펀드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중국·카자흐스탄 20억 달러 투자펀드 설립(2016년)
우즈벡네프찌가스와 기본협정 체결(2018년)
대외경제은행과 MOU 체결: 사마르칸트 개발 지원(2018년)
수르한드리야 GTL 프로젝트 12억 달러 금융 지원
(2017년, 중국국가개발은행)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은행에 2억 5,000만 달러 차관 제공(2018년, 중국국가개발은행)
프스켐 수력발전소 건설 2억 4,000만 달러 지원(2017년, 중국수출입은행)

국영금융기관

키르기스스탄 남북철도, 7억 달러(중국수출입은행)
타지키스탄
몽골

상업은행
기타 펀드 설립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알루미늄 공장 현대화에 8,800만 달러 지원(중국수출입은행)
울란바토르·만달고비 간 송전선 건설 1억 1,800만 달러(2017년, 중국수출입은행)
울란바토르 Tuul강 교량 건설 2,100만 달러(2017년, 중국수출입은행)
농촌개발은행과 일대일로 사업 금융협력 기본협정 체결(2018년, 중국공상은행)
아그로방크와 금융협력 기본협정 체결(2018년, 중국공상은행)
유라시아 누를리 투자펀드 설립, 5억 달러 규모(2018년)
(바이테렉 홀딩과 중국의 CITIC)

자료: Victor De Decker(2018), pp 23-28; “Full text: List of deliverables of Belt and Road forum”(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 “Silk Road Fund Enters into Cooperation Arrangements with Uzbek Enterprise and
Bank”(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둘째, 중국의 국영금융기관인 중국 개발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융협력이다. 최근 이 은행들을 통한 금융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국개발은행은 카자흐스탄의 32개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102) “Silk Road Fund Enters into Cooperation Arrangements with Uzbek Enterprise and Bank”(2018. 6.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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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체 지원계획 규모는 약 200억 달러에 달하며, 우선 중국과 카자
흐스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지원하게 된다. 또한 중국개발
은행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18년 6월 2억 5,000만 달러의 차관을 대
외경제은행에 제공하였다. 이 자금은 대규모의 프로젝트와 함께 중소규
모의 프로젝트에도 지원되며, 주로 수입대체와 수출장려를 위한 하이테
크 장비 구입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103)
중국개발은행은 2012년에 우즈벡에네르고에 타슈켄트 복합화력발전
소 건설을 위한 금융 지원으로 2억 2,000만 달러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에는 우즈베키스탄 수르한
드리야 GTL 프로젝트에 12억 달러의 금융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
였다.
중국수출입은행은 2018년 6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은행과 5억
달러의 차관 계약을 체결하였다.104) 이는 중국은행이 우즈베키스탄 정부
의 보증 없이 차관을 제공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 자금은 우즈베키스탄에
서 추진되는 IT 관련 사업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미 2004년부터 중국수
출입은행은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은행과 12억 달러 규모의 28개 프로
젝트를 지원해왔다. 또한 2017년에는 프스켐(Pckem) 수력발전소 건설
을 위하여 2억 4,000만 달러의 차관을 우즈벡 수력공사에 제공하는 계획
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에도 세 곳의 수력발전시설 재건공사를 위해
6,3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수출입은행은 몽골에서도 금융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몽

103) “Uzbek National Bank, Chinese Eximbank sign loan agreement”(2018. 6. 6), 아제르 뉴스, 온라인 기
사(검색일: 2018. 10. 10).
104)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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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에르데네밧 총리의 중국 방문 시에 중국수출입은행이 울란바토르와
만달고비 간의 송전선 건설에 1억 1,8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울란바토르
시 Tuul 강에 두 개의 교량 건설을 위해 2,1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협정
을 체결했다.
이외에 중국의 상업은행들도 일대일로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2018년 5월 중국공상은행(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은 우즈베키스탄의 농촌개발은행과 일대일로 사업 관련 금융협력
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중국은행이 우즈베키스탄 기
업의 물품 수입자금을 지원하고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한 중국공상은행은 2018년 8월에 우즈베키스탄의 아그로뱅크와 개발협
력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향후 우즈베키스탄과 중국기업의 협력을 위
한 장기 대출을 실행하며, 양국의 투자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자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의 실행과 자원탐사 및 공업 생산과 건
설, 현대 장비 및 기술이나 전자설비 제공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게 될 것
으로 알려졌다.105)
셋째, 중국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중국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강
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AIIB를 통한 협력이다. 승인되거나 제안된 AIIB
사업은 [표 4-11]와 같다.
넷째, 국영은행간 통화스와프거래가 체결된 것이 금융 부문 협력의 주
요 성과이다. 몽골중앙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통화스와프거래를 하고 있
다. 2014년에 3년 계약으로 150억 위안(약 22억 달러) 규모의 투그릭화

105) “Agrobank and ICBC sign framework agreement on cooperation development”(2018. 7.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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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위안화 스와프 거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스와프계약
이 2020년까지 3년 연장되었다.

표 4-11

국가

중앙아시아의 AIIB 사업
프로젝트 명

부문

지원(예상) 규모

승인일 및 기간

AIIB 6,000만 달러(전체 3억 5,000만
- 2017년 6월 15일 승인
달러, 세계은행 2,257억 달러, 유라시
에너지
- 사업기간: 2017년 6월 1일
아개발은행 4,000만 달러, 금융 갭
부터 2023년 6월 30일
2,430만 달러)

타지키스탄

누렉수력발전소
rehabilitation 복구
프로젝트, 1단계

타지키스탄

두샨베·우즈벡 국경
도로 improvement
프로젝트

교통

전체 1억 590만 달러,
- 2016년 6월 24일 승인
AIIB, EDB, EBRD(금융 주도 및 프로젝
트 관리) 등

우즈벡

부하라·우르겐치·히바
전철화 프로젝트

교통

AIIB 1억 6,820만 달러(전체 3억 - 제안
3,910만 달러, 다른 UTY 1억 7,090만 -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망
달러)

자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https://www.aiib.org/en/ projects/approved/index.html#(검색일: 2018.11. 20).

이외에 양국간에 특별 펀드가 설립된 사례도 있다. 2018년에는 카자
흐스탄과 중국의 국영투자기관 간에 ‘유라시아 누를리 투자펀드’가 새롭
게 설립되었다. 카자흐스탄의 바이테렉 홀딩과 중국의 국영 CITIC사는
5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 설립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천연자원,
물류, IT, 농업 등의 분야에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106)
이처럼 중국과 중앙아시아, 몽골의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여
러 형태의 금융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 개발과 운송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 금융기관의 지원은
점차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협력의 확대는 중앙아
시아와 몽골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106) “Kazakhstan, China create joint investment fund”(2018. 6. 8.), 아제르 뉴스,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9. 25). 바이테렉은 2013년에 설립된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이며, 국가경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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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적, 문화적 교류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 대한 문화적,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다수의 국제 세미나와 워크숍을 추진하
여 중앙아시아와 몽골 등으로부터 학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현지 대사
관에서도 중국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주재국에서 중국을 연구하는 학
자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유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
는 제도도 인적, 문화적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협
력기구 지역 국가들로부터 모두 3만 명의 장학생과 1만여 명의 교사들에
게 중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여러
정부기관들에서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국에서 유학하는 학생의 수가 최근 급격
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2008년에 비해 2.5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6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유학하는 카자흐스탄 학생은 한국, 미국, 태
국, 파키스탄,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학생 다음으로 많은 수를 기록하
고 있다.107)

표 4-12

중국대학의 카자흐스탄 유학생 수
(단위: 명)
연도

학생 수

2008

5,666

2009

6,497

2010

7,874

107) IIE(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https://www.iie.org/Research-and-Insights/ProjectAtlas/Explore-Data/China(검색일: 201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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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계속
연도

학생 수

2011

8,287

2012

9,522

2013

11,165

2014

11,764

2015

13,198

2016

13,996

자료: IIE(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https://www.iie.org/Research-and-Insights/Project-Atlas/Explore-Data/
China(검색일: 2018. 12. 22).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몽골에 개설된 공자학당을 통해 중국
어와 중국 문화를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
에는 11개의 공자학당이 개설되어 있으며, 몽골 국립대학에도 2007년부
터 공자학당이 개설되어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키르기스
스탄 국립대학의 경우 매년 연초에 공자학당에 등록하는 학생의 수는
6,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비쉬켁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등록생이
4,000여 명 이상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에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드 공자학당에 등록한 학생 수가 약 2,000여
명에 이른다.108) 이와 함께 중국의 여러 대학들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자국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아시
아에서 수행되는 학술, 연구, 출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의 경우, 중국 대사관의 지원으로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서적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점차 중앙아시아와 몽골 지역에 중국의 언어

108) “China, Uzbekistan fighting “three forces of evil”(2018. 9. 28), 아제르 뉴스,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0. 22).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 151

적, 문화적, 학술적 영향력은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학술 교류를 비롯한
인적 교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몽골과도 학술, 문화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중·몽·러 3개국간에는 싱크탱크 포럼이 개
최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4차 포럼이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서는 중·몽·러 경제회랑과 문화, 인적 교류 등 협력이 논의되었으며
몽골과의 협력은 점차 정치, 경제 이외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인적, 언어적, 문화적, 학술적 차원의 일대일로는 점차 긴
밀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를 통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및
몽골의 관계는 밀접해질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카자흐스탄이나 몽
골 등 반중국 감정이 잠재해 있는 국가들에서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중
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토와 경제력을 보유한 카자흐스탄은 1991
년 소련 해체 이후 국제 정치무대로 진출하면서 유럽이나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외협력 정책
은 성과를 거두어 카자흐스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아스타나에서 시
리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기본적으로 자국에 대한 러시아의 강력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축소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이후 30여 년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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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났으나, 러시아는 여전히 카자흐스탄의 주요 안보 동맹국가의 위치
에 있다. 양국의 군사협력은 제도화되어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군수품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적극
참여하며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금융 중심
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
에서 러시아가 추진하는 러시아 루블화로의 단일통화 도입 등과 같은 문
제에서는 경계하는 입장이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카자흐스탄의 대중국 협력
은 대외 정책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정치적 협력, 에너지 협력, 교역 확대 등에 상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양국은 2015년 ‘새로운 단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New stage of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선언했
다.109) 또한 카자흐스탄은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에 적극 참여
하고 있다. 2016~17년에는 상하이협력기구 의장국을 맡아 2017년 6월
아스타나에서 상하이협력기구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양국의
교역은 카자흐스탄의 대중국 에너지 수출이 증가하면서 크게 늘어났다.
교역 규모는 2000년의 15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05억 달러로 증가하
였다.
중국기업의 대카자흐스탄 투자는 에너지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으며, 중국기업은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에너지 부문 기업의 지분

109) 중국 외교부,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385/2649_665393/t1293114.shtml(검
색일: 2018.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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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를 보유하고 있다. 650여 개의 중국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기업활동
을 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다.110)
2017년 6월 시진핑 주석의 카자흐스탄 방문에서 양국은 80억 달러 규모
의 20개 계약을 체결했다.
양국의 협력은 에너지 부문 협력에서 점차 산업협력으로 확대되고 있
다. 2015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양국은 알마티 산업단
지에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중국 파이프라인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다수의 산업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협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년 인프라 개
발에 중점을 두고 발표한 ‘누를리 졸’ 정책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15년에 체결된 양국의 ‘새로
운 단계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한 선언’에서도 포함되어 있다.
2015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양국은 277억 달러 규모
에 달하는 51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가운데 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4개 프로젝트가 완공되었고, 5개의 프로젝트가
2018년 내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111)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중국의
CITIC Group, China Energy Engineering, CSI Solar Power Group
등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중국기업이 참여한 ‘아

110) IHS(2018a).
111) 카자흐스탄 정부 홈페이지(2018. 2. 27, 검색일: 2018. 10. 10). China Xin Xing Group Co., YTO
Group Corp., Jiangxi Copper Company, Jiaxin Investment Resources, China Energy Engineering,
CSI Solar Power Group, China CAMC Engineering Co., LOVOL HEAVY INDUSTRY, 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 China General Nuclear Power Group, etc. 등이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
“Kazakhstan,China to realize 11 new projects worth $1.9B”((2018. 9. 27), 아제르 뉴스,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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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나 도시 신교통시스템’인 경전철 사업도 주요 프로젝트이다. 2018년
9월에는 양국간에 일대일로 5년을 기념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기
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환영하며, 타이완, 티베트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당국간 협력 추진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국민
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
정적인 평가가 혼재한다. 긍정적인 측면은 투자의사를 가진 외국기업이
부재한 가운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부정적 측면은 많은 프로젝트가 문서상에 그쳤으며, 실제로 집행된 프로
젝트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신장위구르 지역에 거주하는 카자흐 민
족에 대한 중국정부의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며, 반중국 감정을 가지
고 있기도 하다.112)
중국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크게 표출된 것은
2016년 정부가 외국인 농지임대법 개정을 추진할 때였다. 당시 카자흐스
탄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농지임대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25년으로 연
장하는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법안 개정으로 다수의 농지가 중국
인들에게 매각될 것을 우려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안 개정은 연기
되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 내에서 투자유치와 경제성장을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112) 카자흐스탄 국립외교아카데미 스베틀라나 코쥐로바 교수 인터뷰(2018. 10. 10,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카
자흐스탄 공공여론연구소 칼람카스 사우르바예바 박사 인터뷰(2018. 10. 11,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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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프로젝트+
무역·산업

정부+프로젝트+
무역·산업

정부+프로젝트+
무역·산업

정부+프로젝트+
무역·산업

인프라 개발과 투자 증대,
‘누를리 졸’ 국가발전 전략
추진협력, 물류협력 확대

인프라 개발, 산업단지
투자 증대, 수입대체산업
발전

인프라 개발과 투자 증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교역통로의 역할

인프라 개발, 투자, 교역,
‘초원의 길’ 발전 전략 추진,
중·몽·러 회랑 활성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합의·협조 분야

기대·목적

신중·반대

최근 주요 현안

중국인 노동자 유입

‘한국형’ 또는 ‘서구형’
경제발전모델 구축 필요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경제자유화, 산업 발전

유전의 중국 지분 증대,
서구 지향 국가로 발전, 안보 EAEU와 SCO의 균형외교,
중국인 노동자 유입,
협력의 균형, 국민의 반중 국제정치 무대 진출을 위한
신장위구르 지역 카자흐 민족
EU와의 협력
감정
탄압

우려·불안·경계

울란우데·울란바토로·에를
란 중앙노선, 신공항도로

부채 증가, 지나치게 높은
교역 비중, 경제 예속

국민정서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반중 감정

전력망 현대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중국이나 러시아 이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 중국기업의 광산 개발에 따른
중국과 중앙아시아 연결
중국 투자 증대에 따른 반중
환경오염, 중국인 노동자
운송망 현대화, 민족간 갈등
키스탄 도로, 이식쿨
정서
원형도로
유입
해결, 주변국과의 국경 문제

캄칙 터널, 지작 특별
산업단지, 중앙아시아·중국
간 네 번째 가스관 건설, GTL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개발은행의 12억 달러
지원

서유럽·서중국 도로,
호르고스 물류단지,
아스타나 경전철 등

대표사업

중앙아시아 주요국과 몽골의 BRI에 대한 입장 및 대응과 최근 주요 현안

구분

표 4-13

나. 우즈베키스탄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역 및 투자파트너이다. 2016년 양국의
교역 규모는 42억 5,000만 달러에 달하여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제2위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양국의 교역은 2014년 47억 달러로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투자에서도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투자국이 되었다. 2018년 초
기준으로 중국의 대우즈벡 누적 투자액은 80억 달러이며, 이는 기존의
최대 투자국인 러시아의 7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이다. 2018년 초 기준
으로 중국의 700여 개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다.
중국제품들은 우즈벡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
례로 중국 화웨이 휴대폰의 점유율은 55%에 달하고 있다.113)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은 운송, 에너지, 산업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
다. 운송 부문에서는 캄칙 터널 건설과 중국에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
스탄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이 대표적인 협력 사례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의 우즈베키스탄 노선 건설이 주요 사업이다.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은 A, B, C 3개의 라인이 건설되었으며, 현재 D
라인이 건설되고 있는데 모두 우즈베키스탄을 통과하고 있다.
산업협력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유경제지역(Free Economic
Zone)에 중국기업을 유치하여 산업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특히 지
작(Jizzakh) 자유경제지대 중국기업들을 주요 투자 유치 대상으로 삼아
서, 현재 대부분 중국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지
작 자유경제지대 21개의 중국기업이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이다.
113) IHS(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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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국기업들은 나보이(Navoi)와 안그렌(Angren) 자유경제지대에
도 입주해 있다. 자유경제지대에 입주한 중국기업들은 위생용품, 문구류
등 생활용품과 산업현장에 사용되는 케이블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중국건설기업(China Construction Engineering Design Group
Corporation)은 향후 사마르칸트(Samar Kand) 도시계획 수립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서 중국기업은 2022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될 예정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을 위한 시설 및 관광지 개발
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2014년 8월에는 카리모프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양국간 큰 규모
의 산업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 중국의 CAMC 엔지니어링은 우즈벡 국
영 Navoiazot와 4억 3,900만 달러 규모의 PVC를 생산하는 화학 플랜트
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여 추진 중에 있다.114)
일대일로와 관련된 정부간 협력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과 중국은 2016년 6월 시진핑 주석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시 ｢전면적 전
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은 일대일로 사
업에서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115)
2017년 5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
택하였다. 이때 양국간에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100여 개 협정이 체결
되었는데, 에너지, 농업, 수력, 교육, 제조업, 교통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116) 이 방문에서도 일대일로와 관련된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당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하여 일대일로에서 우

114) https://www.uzdaily.uz/en/post/28880(검색일: 2018. 12. 10).
115) https://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t1415591.shtml(검색일: 2018. 10. 2).
116) IHS(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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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계획되고 있는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
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 철도 건설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 운송물류, 에너지, 산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은 상호 정치,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협력을 추진
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티베트이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극단주의 운동을 비판하였다. 한편으로 중국은 중앙아
시아 수자원 분쟁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을 중국과 정치, 경제, 안보 등의 분야에서 정부간 협력 관
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서도 매우 우호적인 입장이다.

다.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중국의 관계는 교역 확대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 중앙
아시아에서 최초로 1998년 WTO에 가입한 키르기스스탄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과 낮은 관세로 교역이 가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
물품의 유입이 확대되었다.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입된 중국 물품은 카자
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로 재매각되었다.
이후 키르기스스탄은 중국 상품의 중앙아시아 수출 통로 역할을 하게 되었
다. 이에 따라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117)
초기에는 양국의 경제협력에서 중국 상품 수입 위주의 교역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중국기업들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다수의 중국기업이 키르기스스탄의 원유 가공, 금광, 희토류

117) АналитическийцентрприправительствеРФ. Вфокусе: Киргизия-развитиевсложн
ыхусловиях. июль(2017),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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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광물 부문에 투자하였다.
정치적으로 양국은 2013년 9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였으며,
2018년 6월에는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신장위구르 지역에
서 키르기스스탄과 약 860㎞의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안정을 위해 키르기스스탄과 정치, 안보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양국은 2014년 경제벨트와 대실크로
드 실현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중국기업이 키르기스스탄의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
대일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국의 대표적인 일대일로 사업에
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오쉬를 거쳐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를 연결하는 950㎞의 도로 완공이 있다.118)
한편으로 최근의 중국기업의 투자 확대는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
에서의 반이슬람 정책으로 기존에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반
중국 정서를 자극하였다. 반중국 정서는 중국기업들과 함께 유입된 중국
노동자 수의 증가, 중국기업이 개발하는 광산의 환경오염문제 등으로 집
중되었다. 광산이 개발되는 지역의 키르기스스탄 주민들은 광산 개발 중
단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고 일부 광산에서는 개발이 연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고위관료가 중국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 등도 반중국
감정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4월에는 사리예프 총리가 도로공사 입찰
과 관련하여 중국기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영향력
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따라 사임하기도 하였다.

118) 김초롱(2018. 2. 23), ｢우즈벡-중국 교통·물류 협력 확대 동향｣, p. 2, 2018년 2월 23일 KIEP 중국전문가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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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중국과의 정부간 협력을 통해 일대일로 프로젝
트나 중국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반중국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라. 몽골
몽골과 중국은 소련 해체 이후 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몽골의 대
외 교역과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중국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역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은 몽골 수출 중에서 85%라는 압도적
인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은 석탄, 구리 등 광물이다. 또한 몽골
수입의 32.6%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 전체 교역의 비중은 63.4%를 기
록하였다.119)
2014년에 양국은 2013년의 62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00억 달러
규모로 교역량을 증진시키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몽골, 러
시아 철도망이 연결되는 국경지대인 에렌홋, 자민, 우드 지역에 국경자유
무역지대를 설립되기도 하였다.120)
또한 투자에서도 중국은 몽골의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의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21) 중국의 투자는 대부분 광물과 인프라 건설 등에 집중
되어 있다. 몽골은 중국과 운송, 인프라 외에 농업, 목축업, 관광업 등의
부문에서도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으로 몽골정부는 ‘초원의 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119) European Commission(2018b), “Mongolia, Trade with World,” p. 9.
120) https://www.montsame.mn/en/read/136488(검색일: 2018. 12. 10).
121) IFC(2018),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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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몽골의 ‘초원
의 길’ 정책도 일대일로와 같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국경 운송
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2015년부터 양국은 두 정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할 것을 표명해왔다. 2017년 에르데네밧
(Erdenebat) 몽골 총리의 중국 방문에서도 양국은 ‘초원의 길’과 ‘일대일
로’의 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정치적 협력에서 중국과 몽골은 2014년 시진핑 주석의 몽골 방문 시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몽골은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에 정회원이 아닌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달라이 라마의 몽골 방문을 추진
하기도 하였다. 당시 중국은 합의된 양국 정부간 회의를 취소한 바 있다.
최근 몽골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티베트이나 타이완
이 중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122) 그러나 몽골 국민들 사이
에는 구소련의 해체 이전까지 정치적, 역사적으로 반중국 감정이 퍼져 있
었으며, 이는 양국의 정치, 경제 관계가 확대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 특히 최근 몽골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중국 경
제의 변동은 몽골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몽골 내에서
반중국 감정을 더욱 자극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몽골정부는 일대일로 정책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으
나, 몽골 국민들 사이에 내재된 반중국 감정은 향후, 일대일로를 비롯한
양국의 협력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22) 신화망(2018. 8.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0). 2018년 중국 외무부 장관의 몽골 방문 시 몽골 측
은 중국의 티베트, 타이완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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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전망
중국이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 추진하는 일대일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정치, 안보적 협력 측면에서이다.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
대일로 추진은 다른 국가들에서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이는 과거 이 지
역이 러시아와 특수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중
앙아시아는 소련의 구성 국가였으며, 몽골은 소련 군사기지가 있었던 특
수한 관계였다. 소련 해체 이후에도, 이 지역은 러시아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러시아의 영향력이 큰 이 지역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추
진은 러시아와의 긴장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향
후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와 중국이 주도하는 SCO의 협력이 주목된
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은 이미 상
하이협력기구 등을 통해 정치, 안보적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맺고 교역
과 투자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신장위구르 지역에서의 소수민족갈등과 이슬람종교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중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의 협력에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는 경제적 협력 측면에서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활발하며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카자흐스탄의 호르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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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지, 서유럽·서중국 도로, 우즈베키스탄의 캄칙터널 건설 등이 있
다. 이는 중앙아시아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 자원
개발 투자를 통한 직접적인 에너지 수입이 가능하며, 운송망 건설에 따라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물류망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
앙아시아에서도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과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표 4-14]에 나타낸 중앙아시아에서 추진되는 중국의 프로젝트
규모에서도 잘 나타난다.

표 4-14

중앙아시아에서 추진되는 중국의 프로젝트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카자흐스탄

1,242

1,568

2,917

2,358

2,347

키르기스스탄

209

351

712

587

549

타지키스탄

228

252

445

409

644

자료: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2018, p. 6, 재인용).

에너지 수송망과 교통 운송망 건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몽골의 경
제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에서 중국이 이
지역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몽골은 중국과의 협
력에서 국가별로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모
든 국가들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경제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지역
몇몇 국가들은 대외부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일대일로
에 대한 대내외의 부정적 평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아시와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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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각국의 대외부채를 평가한 결과,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에서 총외채 규
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GDP 대비
외채 규모가 100% 이상이며, 몽골은 200% 이상을 기록하여 높은 수준
으로 평가되고 있다.123)

표 4-15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체 대외부채와 중국에 대한 부채
(단위: 백만 달러)

국가

부채 종류

2006

2007

2009

2011

2013

2015

2016

전체

74,014

96,893

112,867

125,321

150,033

153,696

165,364

카자흐스탄

양자

-

-

-

-

-

-

-

중국

-

1,000

7,810

-

16,600

13,600

12,328

전체

1,980

2,077

2,476

2,803

3,159

3,602

3,743

양자

344

356

757

1,032

1,518

2,060

2,210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중국

14

9

47

273

758

1,296

1,483

전체

866

1,120

1,691

2,124

2,188

2,195

2,276

양자

185

386

792

1,018

1,058

1,216

1,296

중국

0

217

631

878

900

1,069

1,163

주: ‘양자’는 양자간 부채를 가리킴.
자료: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2018, p. 35, 재인용).

2016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의 전체 대외채무에서 대중국 채무 비율
은 7.5%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타지키스탄이 중국에 대한 부
채 비율이 가장 높다. 타지키스탄의 전체 대외채무 가운데 대중국 채무의
비율은 51%에 달하며, 특히 양자간 채무의 88%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
다. 그 다음으로는 키르기스스탄의 비율이 높아 전체 대외부채의 39.6%
가 대중국 채무이며, 양자간 부채의 67.1%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
처럼 중국에 대한 부채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123) OECD, CRAM. 2017(비공개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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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투자는 키르기스스탄 전체 FDI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2013년 전체 FDI의
9%를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하였다.

표 4-16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전체 FDI와 중국의 FDI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카자흐스탄 전체 FDI

22,246

26,467

28,885

24,098

23,726

14,847

21,006

중국의 FDI

1,718

1,693

2,415

2,246

1,861

504

961

키르기스스탄 전체 FDI

666.1

849.2

590.7

964.5

727.1

1,573.2

814.0

중국의 FDI

70.8

149.6

141,2

468.3

221.6

474.4

301.3

자료: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2018, p. 73, 재인용).

이러한 중국의 중앙아시아와 몽골과의 경제 협력 증대는 이 국가들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인 협력의 측면에서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때,
일대일로는 현지 국민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각국의 에너지,
운송 인프라 구축은 중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한 결과이며, 참여국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기대에 이르지 못한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또한 중
앙아시아와 몽골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반중국 정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2017년 유라시아개발은
행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카자흐스탄 국민들
가운데 15%가 중국을 카자흐스탄의 적대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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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 미국을 뒤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124) 비록 이 은행이 러시
아의 주도로 설립되어 다소 편파성이 있을 수 있으나, 현지 인터뷰를 통
해서도 반중국 감정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평가
된다.125)
무엇보다 중국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동반된 중국 노동자의 유입
은 현지 사회에 주된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표 4-17 참고). 카자흐스탄에
서는 서부 유전 지역과 송유관, 가스관 건설 부문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광산 개발이나 가스관 건설, 이식쿨 호수 주변의
원형도로, 남북도로 건설, 정유시설 건설 등의 부문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에서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중
국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있다.

표 4-17

중국의 프로젝트 추진으로 중앙아시아에 파견된 중국 노동자 수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카자흐스탄

3,455

3,494

7,109

9,720

13,588

키르기스스탄

1,575

3,049

3,258

2,153

1,947

타지키스탄

1,060

1,199

2,032

2,033

1,670

우즈베키스탄

763

943

2,505

1,970

1,352

자료: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2018, p. 6, 재인용).

124) “Главныйдруг—Россия; враг—США. Итогиопросаказахстанцев”(2017. 12. 11),
https://365info.kz/2017/12/glavnyj-drug-rossiya-vrag-ssha-itogi-oprosa-kazahstantsev/
(검색일: 2018. 12. 11).
125) 카자흐스탄 국립외교아카데미 스베틀라나 코쥐로바 교수 인터뷰(2018. 10. 10,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카
자흐스탄 공공여론연구소 칼람카스 사우르바예바 박사 인터뷰(2018. 10. 11,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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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지역의 국민들 사이에서 반중국 감정이 대표적으로 드러
난 것은 2016년 3월 발생한 카자흐스탄에서의 농지법 개정에 대한 시위
가 계기가 되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반정부 시위가 매우 드문
카자흐스탄에서 농지법 개정에 대한 반대 시위가 발생한 것은 중국인의
농지 확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경제부,
농업부 장관을 해고하였고, 농지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향후 일대일로는 산업으로 분야를 확장하고 중국기업들의 투자를 확
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9월 나자르바예프 대
통령은 양국의 일대일로 5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에서 “향후 정부 기업
의 사유화가 추진될 것이며, 직접투자를 기대한다”126)고 밝혔으며, 정부
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PPP) 원칙에 따른 프로젝트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을 향한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
라고 한다면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러
시아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안보
적 협력은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틀 내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
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협력 확대는 정치적 측면의 협력보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은 다음
과 같은 특징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126) “Kazakh-Chinese cooperation under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discussed in Astana”(2018. 9.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1).

168 ❙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첫째, 일대일로 관련국이 참여한 국제기구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
망된다. 특히 상하이협력기구와 AIIB는 중앙아시아와 몽골 지역의 일대
일로를 추진하면서 각국의 경제협력과 금융협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대일로 전략은 각국의 발전 전략과 공동으로 추진될 것이다.
더구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의 국가들은 독자적인 사회,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가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나 몽골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
은 크게 일대일로의 인프라 개발 지체와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한다
는 점,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
합되어 있다는 것 등에 대한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시에도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
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지 노동력의 활용,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사업
활동에서의 투명한 경영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일대일로에 대해 러시아는 경계하는 동시에 협
력하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과거 러시아의 영향력이 컸던 이 지역이 중
국과 정치적으로 밀접해지고 중국인의 유입이 늘어나 중국과의 문화 교
류가 확대되는 것은 우려하고 있다. 현재는 여전히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
력이 크지만 향후 점차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선은 이 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제적인 협력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고 협력 의사를 보이고 있다.127) 이는 러시아와 중국 양국
정상이 2015년 5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유라시아경제연합 공동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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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2016년 9월에도 푸틴 대통령이 항저
우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일대일로의 협력이 유
라시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잘 나타난다.128) 러시아
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으로의 에너지 수출이 필요하며, 중국이 중앙
아시아에서 구축하는 물류망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129)
미국은 중앙아시아와 몽골이 위치한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과거 러시
아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실현할 수 없었
다. 이 지역에서 미국이 정치, 안보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것은
과거 아프가니스탄 내전에 참여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등
에서 공군기지를 운영했던 시기이다. 현재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은
개별 기업 단위의 경제적 투자영역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
로가 이 지역에서 확대되는 것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미국의 일부 연구기관과 언론에서는 키르기스스탄, 몽골 등에서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이 이 국가들의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일대일로는 이 지역과의 협력 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무엇보다 중앙아시아, 몽골에서의 중국의 일대일로는 한국의 신북방정책
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
아와 함께 중앙아시아와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127) ЕАЭСишелковыйпуть: новыймировыйпорядок, https://www.vestifinance.ru/articles/
71847(검색일: 2018. 12. 10).
128) МакаровИ. А., СоколоваА. К.(2016), “СопряжениеевразийскойинтеграциииЭк
ономическогопоясаШелковогопути: возможностидляРоссии,” Вестникмеж
дународныхорганизаций: образованиеТ. 11. № 2. p. 41.
129) ЕАБР.Транспортный коридор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потенциал роста грузопотоков
черезЕАЭС(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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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을 모두 고려하여 향후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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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1) 인프라: 아프리카판 실크로드 구축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영역은 아시아와 중동을 크게 뛰어넘어 케
냐, 지부티, 이집트 등 아프리카 대륙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이 아프
리카 국가들은 전 세계 화물의 절반이 통과하는 인도양과 홍해 연안지역
에 위치해 있어 글로벌 무역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가장 탄력을 받고 있는 사업은 단연 인프라 개발로,
그중에도 ‘동아프리카 철도망’ 구축사업이 가장 눈에 띈다. 2017년 5월
에는 1단계 구간, 즉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와 동아프리카 물류허브인 몸
바사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480km)가 개통되었다. 이 철도망 사업은
BRI의 일환으로 2014년에 착수했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한(1964년) 이
후 케냐 최대의 인프라 프로젝트로 기록되었다. 이 고속철도는 중국의 자
금과 기술로 건설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표준궤(SRG)를 도입
했다.130) 이 철도사업의 총공사비용은 38억 달러로 중국수출입은행이
90%를 차관(상업금융)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케냐 정부에서 조달했다.
이 철도 개통으로 영국이 100여 년 전(식민지 시대)에 건설한 낡은 철도
(Lunatic express)를 대체하게 되었는데, 두 구간(나이로비~몸바사)을
오가는 운행시간이 기존의 24시간(구철도), 12시간(버스)에서 4시간 30
분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화물운송(컨테이너 기준) 비용도 960달러에서

130) 중국국영기업(CRBC: China Road and Bridge Corporation)이 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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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달러로 줄어들었고, 여객요금(8.71달러)도 버스보다 저렴해져 교역과
인력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31) 이 철도망은 일대일로 스케
줄에 따라 향후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에티오피아 등 인근 역
내 국가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실현되면 숙원사업인 동아프리카
역내 철도망 플랫폼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최
소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132)
케냐 철도 개통에 앞서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와 아덴만 연
안에 있는 지부티를 연결하는 철도(753㎞)가 개통(2016. 10)되었다. 이
역시 중국 자금과 기술로 건설되었는데 물류시간이 3일(육로)에서 12시
간(철도)으로 줄어들었다. 지부티는 인도양과 유럽을 연결하는 홍해 연안
에 있는 전략적 거점지역이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으로 평가될 정도로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에티
오피아에는 산업공단 등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이 철도사
업 역시 중국의 메가 프로젝트로 중국수출은행이 에티오피아와 지부티에
대해 건설공사비용의 대부분을 상업차관으로 지원했다. 건설공사는 중국
기업(CRCC, CRG)133)이 담당했으며, 이 철도 역시 케냐 철도와 마찬가
지로 중국이 건설하는 다른 철도망과의 연결성134)을 감안하여 표준기술
과 표준궤를 도입했다.135)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추진하는 모든 철도망
사업에 표준궤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차량과 통신장비 등 철도장
비 수출시장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131) Sow(2017), p. 4.
132) The Economist(2016), p. 5.
133)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CRCC), China Railway Group(CRG).
134) 유럽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아프리카 철도는 대부분 협궤(narrow gauge)이다.
135) Sun(2017),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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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국은 앞에서 설명한 2개의 철도망(나이로비~몸바사, 지부티~
에티오피아)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이를 동서를 가로지르는 기존의 철도
망(동부: 잠비아~탄자니아, 서부: 앙골라 철도)과 연결시킨다는 일대일로
구상을 가지고 있다.136) 역사적인 잠비아~탄자니아 철도망 구축은 중국
과 아프리카의 우정(friendship)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되
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중반 자국의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5
억 달러의 무이자 차관을 제공하고 자국 노동자 5만 명을 투입하여 탄자
니아와 잠비아를 연결하는 1,860㎞의 철도를 건설했다. 이 철도망 구축
은 세계적인 구리벨트(copper belt) 지역인 잠비아 광물 자원을 탄자니
아 항만을 통해 중국으로 가져간다는 중국식의 장기 전략에 따라 건설되
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2014년에는 18억 3,000만 달러의 중국
자금을 투입하여 대서양 연안에 있는 서아프리카 앙골라의 로비투항
(Lobito)과 콩고(DRC) 국경지역에 있는 루아우(Luau)를 잇는 1,344km
의 철도망(Benguela Railway)을 완공하여 2015년 운행에 들어갔다. 철
도공사는 역시 중국기업(CRCC)이 담당했는데, 중국 철도 표준을 적용하
여 건설했으며 철도레일, 통신설비, 차량 등은 모두 중국산이었다. 중국
은 향후 이 철도를 잠비아까지 연결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아프리카를
동서로 연결하는 대륙횡단철도가 탄생하게 되어 대서양과 인도양을 연결
하게 된다(그림 5-1 참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아프리카 전 대륙을 아우르며 철도
망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단순히
자원 확보나 신시장 개척(공산품 수출)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적 영향력을

136) Massoni(2017), p.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9); Breuer(201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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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해가고 있다. 미국 등 서방에서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을 두고 ‘신식
민지론’을 운운하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
실에 기인한다.

그림 5-1

아프리카 횡단철도

케냐

콩고
(DRC)

몸바사 항
탄자니아

앙골라

바가모요 항 (건설 중)
다르에스살람 항

로바투 항
잠비아
대서양
인도양

벵겔라 철도
(앙골라-콩고 국경 연결)
(중국 건설, 2014년 완공, 1,344km)

탄자니아 - 잠비아 철도
(중국 건설, 1975년 완공, 1,860 km)

남아공
더반 항

자료: Massoni(2017), p.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9).

중국은 더 나아가 아프리카 국가들(54개국)의 모든 수도를 연결한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연합(AU)과 아프리카 전 대륙을 철도,
고속도로, 초고속 열차, 항공으로 연결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2016년)했는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포괄적 발전 전략인 ‘Agenda
2063’을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137)
중국은 아프리카 항만 개발에도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프리카 북

137) Breuer(2017),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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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아덴만)에 있는 지부티에서는 2015년 착공한 뒤 2년도 지나지 않아
대규모의 다목적 항만(Doraleh) 건설을 마쳤는데, 중국항만기업(CMHI:
China Merchants Holdings International)이 지부티항만공사 등과 함
께 공동으로 금융을 지원했다.138) 이 항만은 에티오피아와 철도로 연결
되어 있어 내륙국가인 에티오피아의 물류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중국은 LAPSSET 프로젝트(Lamu port-South Sudan-Ethiopia
Transport Corridor),139) 즉 도로, 철도, 통신망 등을 갖춘 운송회랑
(transportation corridor) 구축을 통해 3개국(케냐·남수단·에티오피아)
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14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건설하고 있는 철도,
항만 등 인프라 사업은 전 대륙을 아우르며 광역화되고 있어 ‘아프리카
판 실크로드’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지부티,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 등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전략적 요충지로, 중국
은 이들을 단순히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지역으로만 보는 것
이 아니라 항만과 배후 지역 개발을 통해 내륙 지역으로 파고드는 방식으
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항만 개발사업은 동부 지역에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부 지역에서도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는데, 토
고의 로메항(Lome Port)과 나이지리아의 라고스항(Lagos Port) 개발사
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은 더 나아가 철도, 도로, 항만 등 제반 인프
라 구축과 연계하여 산업공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138) Breuer(2017), p. 4.
139) LAPSSET 프로젝트에는 중국의 CCC사(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와 CRBC사(China
Road and Bridge Corporation)가 참여하고 있다.
140) Breuer(201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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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자국 기업의 진출기반을 공고히 다져나
가고 있다.

2) 파상적인 외교 공세: 대규모 원조 제공과 다자협력 채널 구축
중국은 지난 1950년대 중반 반식민주의·반제국주의 연대를 모색하는
반둥회의(Bandung Conference)를 적극 지지하며 아프리카의 후견인
내지는 우호세력으로 등장한 이후 대규모 원조 제공과 외교협력을 통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져왔다. 중국은 호혜주의, 주
권 존중,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며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공세를 강
화해왔는데, 이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
례로 중국은 격동적인 문화혁명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억 달
러의 무이자 차관을 지원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중앙(잠비아)과 동부(탄자
니아)를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망을 성공적으로 건설(1970~75년)했다.
오늘날 이 철도망은 아프리카 대륙을 동서로 횡단(탄자니아~앙골라)하는
일대일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수시로 아프리카를 방문하여 면대면 외교관계(personto-person form of diplomacy)를 강화해오고 있는데, ‘아프리카 해’로
선언한 2006년에는 중국 3대 지도부(국가주석·총리·외교부장)가 무려
22개국을 방문했다. 1991년 이후 중국 외교부장의 첫 번째 해외 방문지
는 예외 없이 아프리카일 정도로 고위층간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강화하
고 있다.141) 방문 대상국은 자원보유국뿐만 아니라 서방 지도자들이 거
의 가지 않는 세이셸, 모리셔스 등 군소 국가들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지
141) 박영호 외(2011),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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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1년 동안(2007~17년) 중국 3대 지도부는 아프리카 43개국을 79차
례나 방문했다.142)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프리카 방문도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2013년 중국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시진핑 주석의 첫 번째 해
외방문지는 아프리카(브라자빌 콩고공화국·남아공)였으며, 2018년 두 번
째로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다음의 첫 번째 해외방문지 역시 아프리카(세
네갈, 르완다, 남아공, 모리셔스)였다.143) 서방 일각에서는 중국의 ‘신식
민지론’을 거론하고 있지만, 중국은 국가지도부의 집단적인 방문외교를
통해 긴밀한 유대관계를 쌓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도부들은 이에 대해 두
터운 신뢰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아프리카 대륙 간의 고위급 교류는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FOCAC: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이라는 다자채널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50년대 반둥회의가 냉전시대에
정치적 연대를 모색한 국제정치협력체제였다면, FOCAC는 이데올로기
보다는 실리적 차원에서 상업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부터 3년 주기로 중국과 아프리카를 오가며 개최되는 이 포럼에
는 대만과 수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극히 소수 국가를 제외한 모든 아프
리카 수뇌부들이 참석하고 있다. 2018년 9월 개최된 제7차 포럼(정상회
의)에는 54개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대만과 수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란드) 한 국가를 제외한 53개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마치 UN을 연상케 하는 대대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다.

142) 지역별로 보면 남부아프리카 21회, 동부아프리카 18회, 서아프리카 18회, 중부아프리카 15회, 북아프리
카 7회이며, 국가별로 보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남아공이 총 7회(2018년 8월 방문을 포
함하면 8회)로 가장 많았다. 그 다름으로는 탄자니아 4회, 차드 3회, 세네갈 3회, 잠비아 3회. 나미비아 3회
로 나타났다. Lijadu(2018. 7. 26), p. 3.
143) Lijadu(2018. 7. 2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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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600억 달러의 대규모 원조 지원과 향후 3년간 100억 달러의 투자를 약
속했다. 물론 이는 일대일로를 크게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은 1956년 이집트와 첫 번째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스와질
란드를 제외한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통
해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서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

3) 사회·문화 협력: ‘소프트파워’ 확산
중국은 대규모 원조와 투자사업 등을 통한 경제협력(하드파워) 강화와
함께 ‘소프트 파워’를 빠르게 확산시켜나가고 있는데, 이는 2000년 다자
협력채널 구축, 즉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이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이다. 자국 경제가 급부상하고 이와 함께 아프리카에 대한 전통적
세력(유럽의 구 식민종주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그 속도를 배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소프트파워’는 중국의 여러 가치들, 예
컨대 문화적 가치, 중국식 발전모델(발전경험), 정책 및 제도 등을 의미하
는데,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s)이나 초청연수 프로그램, 미디어
(방송) 등을 통해 이를 널리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자학원은 소수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40개국 이상의 아프리카 국
가에서 70개 이상의 공자학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144) 공자학원
에서는 중국 문화와 언어, 제도, 발전모델 등을 교육하고 있는데, 그 대상
은 학생부터 공무원, 정치인, 저널리스트, 오피니언 리더 등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다.
144) Nantulya(201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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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정치역량 지원을 명분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아프리카의 젊
은 정치인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는데, 그 숫자를 연간 200명
(2011~15년)에서 2016년에는 1,000명으로 늘렸으며, 최근에는 중앙정
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공무원, 야당 정치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145)
이외에도 중국은 다양한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인들을 자
국으로 대거 초청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영어권
(Anglophone) 아프리카 학생 수는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146) 수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아프리카 학생 수는 2003년 2,000명 미만에서 2015년에
는 5만 명으로 26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는 프랑스 내 아프리카 학생
수 다음으로 많은 규모이다.147)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미디어와 언어 교육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중국은 소프트파워 포트폴리오 전략의 하나로 방송미디어
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동부아프리카의 허브인 케냐의 수도(나이로비)
에 신화사 통신(Xinhua News Agency) 아프리카의 지역방송국(16층짜
리 단독건물)을 설치하는 등 미디어 플랫폼을 다져나가고 있다. 2018년
6월 중국 공산당이 개최한 방송포럼(4차)에는 400여 명의 아프리카 국영
및 민영 방송사 관계자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방송미디어에 이어 언어 전
파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 짐바브웨 등 여러 아
프리카 국가들의 국공립학교에서 중국어(mandarin)를 공식 교과목으로

145) Nantulya(2018), p. 5.
146) CSIS(2018), p. 3.
147) Victoria Breeze and Nathan Moore(2017. 6. 3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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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있다. 남아공의 경우 2016년 기준 43개 학교에서 중국어 과목
을 개설했는데, 2021년까지 그 수를 500개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
다.148)
학술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개발은행(CDB)이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아프리카 간 싱크탱크 포럼(CATTE: China-Africa Think
Tank Forum)이 2011년 창설되어 양 지역 싱크탱크(정부 및 민간 연구
소) 최고 전문가들간의 학문 교류와 정책연구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7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7차 포럼에는 양 지역에서 380명 이상
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얼마 뒤 개최되는(2018년 9월) 중국·
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의 핵심의제인 일대일로, 산업화, 무역, 원조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149)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모델을 의미하는 ‘베이징 컨센서스’의 전
파에도 나서고 있는데, 서방국의 개혁 요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여러
아프리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 여론조사
에서는 아프리카 국민의 1/4이 중국식 발전모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식 발전모델은 서구식 발전모델(워
싱턴 컨센선스)과는 달리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으로 민주주의, 투명성, 거
버넌스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부패하고 권위적인 여러 아프리카 정부
들부터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148) Oxford Analytica(2017a), p. 2.
149) Nantulya(201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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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동
1) ‘1+2+3’협력 프레임워크(에너지 → 인프라 및 무역·투자 → 신기술)
중국과 아랍 국가들은 과거 2,000년에 걸쳐 ‘비단길 교역’이라는 역사적
교류를 맺어왔지만,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기 이전까지 중동 지역은
중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다. 게다가 아프
리카의 경우와는 달리 여러 세력이 충돌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파고들 여
지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중동정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추진되면서 구체화된 중동정책이 나
오기 시작했는데, 2016년 1월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동(3개국) 방문
을 앞두고 중국의 아랍정책문서(Arab Policy Paper)가 공개되었다. 이
는 중국의 아랍정책을 상세히 다룬 첫 번째 공식문서로 여기에는 소위
‘1+2+3’이라는 협력 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일대일로 추진 방향이 담겨
져 있다. ‘1+2+3’ 방식은 에너지 분야를 협력의 핵심(‘1’)으로 하고, 인프
라 건설과 무역·투자 촉진을 양대 축(‘2’)으로 하여 이를 지원하며, 나아
가 원자력·청정에너지·위성 등 하이테크 산업(‘3’)으로 협력을 확대해나
가겠다는 것이다.
중동 지역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일차적인 목표는
역시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
은 석유를 소비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데,150) 현실적으로 볼 때 중동산 원유가 아니고는 이를 충당할 수 없는

150) 지난 10년간 중국의 석유 수요는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중국은 2015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 되었다. 현재(2016년) 중국은 석유 소비의 65%를 해외 수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데, 오는 2020
년에는 그 비중(석유 수입 의존도)이 70%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Dusek and Kairouz
201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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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중동산 원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절반
정도이며 사우디, 이란, 이라크로부터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도 원유를 수입하고 있지만 중동산 원유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중앙아시아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했지
만 제한적인 물량에 그쳤다. 결국 중동지역(북아프리카 포함)에 대한 중
국의 높은 원유 의존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물량은 2008년 180만b/d에서
2017년에는 370만b/d로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2035년에는 다시 또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51)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로 중동
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동 원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중국의 중동정책은 석유 부문에 집중되
고 있다.152) 석탄 사용 비중을 줄여 공기 질을 개선하려는 정책이 추진
되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란의 대규모 천연가
스 개발 프로젝트(사우스파 11구간)에는 중국 국영석유기업이 참여하여
지분 30%(최대 지분)를 확보한 상태이다.153) 중국은 중동 자원개발의
후발주자로 거의 100년에 걸쳐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방의 석
유메이저들에는 필적하기 어렵지만,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앞세우는 일
대일로를 지렛대(leverage) 삼아 핵심 산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
고 있다.

151) Kamel(2018), p. 5.
152) 중국은 세계 4~5위의 셰일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발 비용과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계속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53) Sergie(2018. 8. 28).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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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중국의 지역별 원유 수입(2008년 vs 2017년)
(단위: 백만b/d)
3.7 (2017년)

중동
아프리카
나머지 지역

1.8 (2008년)
1.6
1.1
3.2
1.4

자료: Sergie(2018. 8. 28), p. 2.

2) 경제외교 강화
일대일로 추진으로 중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외교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6년 1월 중동의 핵심 3개국(이란, 사우
디, 이집트)을 공식 방문하여 일대일로의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어 2018
년 8월에는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30년 만에 UAE154)를 방문하여 에너
지와 인프라를 포함하여 13건의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사실 중국과
중동국가들 간의 협력 관계는 일대일로를 계기로 돈독해지고 있는데, 이
집트(2014년), 이란(2016년), 사우디아라비아(2016년) 등 핵심 국가와는
외교관계의 최상위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155) 그리
고 UAE, 요르단 등 5개 중동국가들과는 그 아래 단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외의 여러 다른 중동국가와도 외교 지평을
넓혀나가고 있다.

154) UAE는 일대일로의 핵심적인 물류허브 지역으로 중국의 대유럽 및 아프리카 교역의 60%(연간 700억 달
러) 정도가 UAE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파트너 국가가 아닐 수 없다
(Daniels 2018. 8. 28, p. 4). 항만터미널 개발 및 운영, 자유무역지대 내 공단 조성 등에 중국이 적극 참여
하고 있다.
155) 중국은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많은 비용과 위험이 수반되는 동맹관계(alliance relationship)는 맺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다소 애매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Fulton 2018. 9. 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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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중국·중동국가 간 협력 관계 개요

국가

AIIB 회원국
여부

BRI MOU
체결 여부

중국과의 협력 수준

중국과의 교역 규모
(10억 달러, 2017년)

주요 BRI 프로젝트

이란

○

○

포괄적 전략 동반자
(2016년)

33.8

정유소 및 철도망

사우디

○

○

포괄적 전략 동반자
(2016년)

51.6

에너지 및 무역

이집트

○

○

포괄적 전략 동반자
(2014)

12.8

수에즈 경제무역지대

○

전략적 동반자

48.5

금융 및 상업

11.4

Red-Med 철도망

6.8

금융 및 상업

11.2

실크 시티
(Silk City)

전략적 동반자
(2015년)

3.7

중국-요르단 대학

안보·국방 전략적
동반자
(2014년)

1.9

자유무역지대

UAE

○

이스라엘

○

카타르

○

쿠웨이트

○

요르단

○

전략적 동반자
○

지부티

이라크

○

○

전략적 동반자
(2015년)

20.5

교역 및 인프라

오만

○

○

전략적 동반자

17.1

산업공단
(Duqm)

자료: Kamel(2018), p. 12.

시진핑 국가주석은 상기 중동 방문을 통해 대규모의 자금 지원(550억
달러의 차관)과 각종 경제협력을 약속하며 일대일로의 추진을 위한 협력
을 적극 강조했는데, 현재 중동지역에서는 7개국이 일대일로 MOU를 체
결한 상태이다. 중국의 중동정책은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거리
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는 주지하다시피 중동지역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불안정한 데다
가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동 분쟁에서 어느 한
쪽 편을 들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내정 불간섭 원칙, 상생협
력, 상호 이익, 남·남협력156) 등을 협력 프레임으로 내세우며 실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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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일대일로 추진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철도, 고속도로, 석유·가스, 전력망 등 인프라 네트워
크 구축과 무역·투자 확대, 금융협력 등을 통해 일대일로가 중동지역의
이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히며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석유 일
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산업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는 중동국가들에 설득력을 얻
고 있다.

3) 국가별 주요 프로젝트
가) 이란
중동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국가
는 이란이다. 미국의 경제제재조치가 풀리자마자 외국 정상으로는 첫 번
째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란을 방문(2016년 1월)하여 양국관계를 ‘포괄
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철도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17개의 협약을 체결했다.157) 아울러 향후 10년 내에
교역 규모를 6,00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이란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2년 장쩌민 주석 이후 14년만으로 이를 통
해 양국관계의 ‘새로운 장(new chapter)’을 열었다는 평가이다.
이란의 일대일로 사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철도망 구축사업이
다. 테헤란~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 프로젝
트가 완공되어 2014년 12월 개통되었으며, 이어 이 철도망은 중앙아시

156) 중국은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질성에 호소하고 있다.
157) Saigal(2017. 9. 26),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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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역을 거쳐 신장위구르의 우루무치(Urumqi)까지 연결되었다.158)
2016년 2월에는 중국 동부 지역의 상하이항에서 화물열차가 출발하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테헤란에 도착했는
데, 총운행시간은 12일로 선박운송시간(30일)에 비해 크게 단축되었
다.159) 이란의 대규모 철도망 사업은 서부지역에서도 분주하게 진행 중
인데 테헤란~터키~유럽을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5-3

이란의 철도망 프로젝트

자료: Oxford Analytica(2017b),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9).

이밖에도 중국의 차관(16억 달러)으로 테헤란과 제2의 도시인 남부지
역의 마슈하드(Mashhad)를 연결하는 고속전철(시간당 최고 속도 125마
일, 연장길이 575마일)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오는 2021년 완공
을 목표로 하고 있다.160)

158) Erdbrink(2017. 7. 25), p. 1; Vatanka(2017. 11. 1), p. 1.
159) Erdbrink(2017. 7. 25), p. 1.
160) 현재 이 구간을 오가는 열차가 있는데 디젤열차로 매우 느리게 운행되고 있다(Erdbrink 2017. 7. 2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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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집트
일대일로를 계기로 이집트와의 관계도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데, 중동국
가들 가운데 가장 이른 2014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며,
2016년 1월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집트를 찾았다. 그리고 압둘 팟타흐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2014년 취임한 이후 일대일로 정상회의(2017년
5월 베이징 개최) 참석을 포함하여 다섯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다.161) 이집
트는 물류허브이자 중동, 아프리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gateway)으
로 일대일로의 중핵을 이루고 있어 그만큼 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무
역, 투자, 관광, 에너지(개발 및 정유소), 철도 등 인프라, 부동산 및 신도
시, 자유무역지대, 금융162)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집트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2016년 중국
이 아랍지역에 투자한 금액(296억 달러) 가운데 76%를 이집트가 차지했
다.163) 현재 이집트에는 200여 개의 중국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데, 수에즈
운하 특별 경제구역(Suez Canal Economic Zone) 내 중국 전용 공단 개
발 등을 감안하면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개발 이외
에도 이집트에서는 카이로(수도)와 수에즈운하 인근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70km)를 비롯하여 항만터미널, 신도시 건설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의 은행과 건설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관광 교류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 양국간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이집트
의 관광유적지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16년 13만 명에서 2017년

161) Saleh(2018. 10. 30), p. 1.
162) 이집트중앙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2016년 26억 달러의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였다(Kamel 2018, p. 18).
163) Saigal(2017. 9. 26)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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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3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164)
천연가스 개발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5년 이집트 지중해 연안에서는 그동안 지중해에서 발견된 천연가스
가운데 최대 규모의 가스전(Zohr)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지중해지역의
에너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평가되고
있다.165)

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지만 일대일로를 계기로 중국과
경제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은 2017년 미국을 제치고 사우디의 최
대 교역상대국으로 등장했으며, 사우디 원유의 최대 수출시장이 중국으
로 하루 거래물량이 100만 배럴을 차지하고 있다.166) 2016년 1월 시진
핑 국가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한 데 이어, 2017년 3월에는 해외방문에 잘
나서지 않는 사우디의 살만 국왕이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여 석
유화학, 정유, 광업(우라늄 광산 공동개발), 신재생에너지, 우주 등의 분
야에서 650억 달러의 35개 대형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였다. 2017년 8월에는 중국 부총리가 사우디를 방문하여 200억
달러 규모의 공동(50:50)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인프라와 에너지 등
의 분야에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 관계가 더욱 밀착되고 있다. 이

164) Saleh(2018. 10. 30), p. 1.
165) Kamel(2018), p. 16.
166) Daniels(2018. 8. 28), p. 3; Sergie(2018. 8. 28), p. 2. 중동 산유국의 대중 원유 수출 규모(2017년)를 보
면 사우디(100만 배럴), 이라크(70만 배럴), 쿠웨이트(40만 배럴), UAE(20만 배럴)로 사우디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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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대일로 등 경협사업을 둘러싸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
기 때문이다. 유가하락으로 재정부족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사우디의 입
장에서는 국가발전 전략(사우디 비전 20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국
의 자금이 필요하고,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대미 원유 수출 감소분을 메
꿀 수 있는 시장으로서 중국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석
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적인 이해관계일 수밖에 없다. 현재에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
지만 사우디 국영에너지기업인 아람코 지분 매입건도 중국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 추진을 위
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IPO(기업공개) 방식을 통한 아람코 지분(5%) 매각
을 추진하고 있다.

라) 이스라엘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에서도 활발하게 추
진되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원수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두 차례
(2013년 5월, 2017년 3월)나 중국을 방문하는 등 실용외교를 펼치고 있
는데 2017년에는 중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2018년 10월에는 왕치산 중국 부주석이 이스라엘 총리의 초청으로 예루
살렘에서 개최된 첨단산업 콘퍼런스(Innovation summit)에 전자상거래
등 IT 관련 업체들과 함께 참석했는데, 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
진 중국 고위급 지도자의 이슬라엘 방문이었다.
중국과 이스라엘 간의 경제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고 있는
데, 중국의 대이스라엘 투자 규모는 1992년 수교 당해 연도의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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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서 2016년에는 160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2016년 3월에는 양국
간 FTA 논의가 시작되었다.167)
양국간에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분야로는 항만과
철도 등 인프라와 첨단산업 분야168)를 들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진행되
는 있는 대표적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로는 2015년 착공에 들어간 이스라
엘 북부지역의 하이파(Haifa)항만 개발사업이 있는데 2020년 완공 예정
이며, 20억 달러를 투자한 중국의 항만관리회사(SIPG: Sh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가 25년간 운영을 맡게 되어 있다.169)
또 다른 대표적인 일대일로 사업으로는 ‘중국~이스라엘 회랑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Red-Med 철도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사업
은 항만 개발을 포함하여 홍해지역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에일라트
(Eilat)와 아슈도드(Ashdod)를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2014년
MOU가 체결되었다.170)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1) 상생협력 모델로 인식
일대일로를 내세우며 더욱 공세적으로 접근해오고 있는 중국에 대해

167) Kfir(2018), p. 10.
168) 중국 상무부는 2010년 첨단기술 협력 대상국 20개국에 이스라엘을 포함시켰는데, 현재 중국은 이스라엘
첨단산업 투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다(The Economist 2018d, p. 3).
169) Kfir(2018), p. 10.
170) Kamel(2018. 6),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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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반응과 입장은 국가별로 온도 차이는 있지만, 전
체적으로 볼 때 전 세계 다른 어느 지역보다 중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은 실증분석에 따른 결과는 아니지만, 국내외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
이다. 서방언론에서는 ‘신식민지’론을 거론하며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 속
도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개발 욕구와 중국
의 전략적 이익이 결부되면서 양 대륙간의 협력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저개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대규모 원조와 개발 투자를 수반하는 일대일
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
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미국 등 서방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크
지 않은 아프리카를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
다고 분석할 수 있다. 데이비드 필링은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 중국은 일
대일로를 포함하여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아프리카를
하나의 실험장(testing ground)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171)
국제적인 분석이 어떻든간에 아프리카 정부와 일반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 높은 지지와 신뢰를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지도자들은
미국이나 유럽(구 식민종주국) 등 서방국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인권, 민
주주의, 시민사회, 거버넌스 등과 같은 서구적 가치에 식상(fed-up)해졌
으며, 대규모 투자와 원조 등을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국을 선호하고 있다. 서방에서는 중국의 무차별적 원조공세에 대
해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지만, 중국은 물론

171) Pilling(2017),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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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주장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아프리
카 국가들이 서구적 가치를 대변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과거의 정책경험과 무관
하지 않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1980년대 엄청난 국가부채에 시달리던
끝에 급기야 디폴트(채무상환 불능) 상태로 몰리자, 1990년대 중반 들
어 세계은행과 IMF로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프로그램(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을 받았는데 이는 아프리카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
었다. 당시 세계은행과 IMF의 정책 처방은 아프리카에 대한 서방국의 대
표적인 정책 실패사례로 ‘파괴적 실패(destructive failure)’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172) SAP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민간투자와 시장원리는 작동
하지 않았으며 불평등과 실업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또한 무역자유화
정책 강요로 수입관세(정부 세수)가 크게 줄어들어 교육, 보건 등 기초사
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이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사
회적 불만, 더 나아가 내전과 쿠데타 등 국가 소요사태의 빌미로 작용하
였다. SAP의 실패경험을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서방국의 브레턴우
즈 체제(Bretton woods)에 정책적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었으며, 일대
일로와 같이 남·남 협력 모델을 프레임으로 하는 중국의 협력 방식에 신
뢰를 보이고 있다.173) 다시 말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신의 개발 욕구를
실현하는 데 있어 미국이나 과거 유럽 식민종주국들보다는 중국을 훨씬
더 적합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9월 개최
된 제7차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프리

172) Were(2018), p. 5.
173) Were(201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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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지도자들은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라이베리아 등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174) 이에 앞서
2017년 5월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포럼에서는 30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BRI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Communique)이 채택되었는
데, 여기에는 에티오피아, 케냐, 이집트, 튀니지 등의 여러 아프리카 국가
들이 포함되었다.

표 5-2

중국의 접근 전략에 대한 아프리카의 입장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인프라 건설 등 개발 욕구 충족(대규모 원조)

산업 붕괴(중국 상품 침투로 생산기반 약화)

중국 투자에 의한 경제발전
(산업공단 등 제조업 기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 및 신식민지 우려

소비자 후생(저가 중국산 제품)

부패 및 거버넌스 개선 지체(내정 불간섭 주의)

자료: 저자 작성.

아프리카 국가들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을 크
게 환영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아프리카의 인프라 사정이 열악하여 개발
욕구가 크기 때문인데, 유럽의 식민지배 시대에 일부 지역, 즉 자원을 운
반하는 구간(연안의 광물지대~항만~유럽 본국) 정도에만 도로나 철도가
건설되었을 뿐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서는 인프라 건설이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다. 1960년대 초반 독립 이후에도 내전, 경제 실패 등 여러 구조
적인 요인들로 인해 인프라 건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철도는 영국 등 유럽 식민지 시대에 자원 운송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는데,

174) CSIS(201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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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반 독립 이후 내전으로 상당 부분이 파괴되거나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대부분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설령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더라도 100년 이상 노후되어 운행속도가 보통 시간당
30~35km에 불과하며, 자동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제 기
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아프리카는 역내 통합에 실
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권에서 고립된 채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지 못하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의 대부분은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고 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차관·인프라·자원의 연계, 즉 중국 차관으로 중국기업
이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석유, 철광 등 원자재나 자원 개발권을 공사대금
으로 받아가는 ‘패키지 딜’ 거래 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아프리카 국
가들은 국가신용등급이 낮아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방식을 선호하는데, 중국이 지난 15년 동안(2000~
14년) 아프리카에 제공한 차관 가운데 1/3 정도는 인프라와 자원을 연계
하는 데 사용되었다.175) 이러한 바터제(barter) 거래 방식은 중국 입장에
서 보면 자원 개발 후발주자로서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국가재정이
열악한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중국 자금으로 국가 최대 현안인 인프라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프라 건설비용에 상응하는 자원의 가치를 산정(평가)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과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부채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그동안 앙골라, 콩고(DRC),
수단, 가나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루어져왔는데, 가나에서는 보크

175) Were(2018),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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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중국의 ‘패키지 딜’ 거래 방식

아프리카 수원국
천연자원
채굴권 부여

중국 자원회사
(석유·광물·가스)

아프리카
수원국 정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우선권 부여

중국
석유 및 광물 자원
등의 현물로
대출자금 상환

중국수출입은행

중국 인프라 건설
계약업체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자료: 박영호 외(2011, p. 288, 재인용).

사이트를 대가로 도로, 철도 등을 포함한 8건의 인프라 개발 협정이 체결
되었다.176)
아프리카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 잘 드러나고 있다. 아프리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Afro Barometer가
36개국 5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2014~15년)에 걸쳐 실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3 정도는 중국이 자국의 경제발
전에 도움을 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라이베리아, 니제르, 말리 등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절대다수(81~92%)가
중국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을 부정적

176) CSIS(201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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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1/4 정도는 중국이 아프리카 발전모델로 적합하다고 응답했다.177) 세계
지역별로 비교해보아도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은 아프리카에서
70%(아시아와 중남미는 각각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178)
이에 앞서 미국의 최대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13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응답자의 70% 이상이 중국과의 협력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과의 협력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저렴한 중국산 제품, 대규모 원조와 투자, 인프
라 개발 등 주로 경제적인 측면을 꼽았다. 지역별로 보면 동아프리카 철
도망 구축사업 등으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일대일로
(해상 실크로드) 연선지역인 동부지역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
다.179)
이처럼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의 현상이 아니며,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이 공고화되
어 있는 데다가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투자, 개발원조 등이 자국
의 개발수요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프리카와 중국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지난 반세기 이상에 걸쳐 쌓아온 협력의 결과물로, 중국은 지
난 1950년대부터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며 아프리카 국가들
의 독립을 지지하는 후견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대규모 원
조와 각종 경제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177) Afrobaromet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6); Pilling(2017), p. 12.
178) Pilling(2017), p. 12.
179) Breuer(201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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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채 리스크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바로 부채문제이다. 공교롭게도 일대일로가 추진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
계되면서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스트레스 내지는 디폴트 사태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80) 아프리카의 부채문제는 높은
해외차입과 2014년 중반 이후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환율강세라는 3박
자가 동시에 결부되면서 불거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Were에 의하면
2005년 선진국(채권국)들이 아프리카 30개국을 포함하여 고채무국
(HIPC)들에 대해 대규모 부채탕감조치를 실시한 이후 2012년까지 감소
또는 안정적 추세를 유지해왔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가 2013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1) 2012년 아프리카(SSA) 국가들
의 부채 비율(중앙값 기준으로 IMF 집계)은 GDP 대비 37%로 IMF에서 저
개발국에 제시한 대외부채 기준선(threshold)인 40%를 밑돌았지만 2016
년에는 그 비율이 56%로 올라갔다.182) The Economist에 의하면 절반
이상의 아프리카(사하라이남) 국가들은 GDP의 절반이 넘는 공공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183)

180) 아프리카 부채문제가 중국의 대규모 차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서방언론에 대해 중국정부는 적극 부인하고
있다. 중국은 2000~16년 동안 아프리카에 1,144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는데 이는 아프리카 전체 대외부
채의 1.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가나의 전체 대외부채(2,139억 달러) 가운데 중국에 대한 채무는
1.5%도 되지 않는다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중국이 아프리카에 제공하는 차관은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으로 아프리카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분야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서방언론
의 공정한 보도를 촉구하는 주장도 빼놓지 않고 있다(Rong 2018. 10. 17, p. 1).
181) Were(2018), p. 2
182) Were(2018), p. 2
183) The Economist(2018e.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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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보면 지부티 부채문제가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
다. 최근 미국의 국제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는 일
대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68개국에 대해 부채 위험성을 측정했는데,
그 결과 지부티를 포함하여 8개국을 고위험국가로 분류했다.184) 2017년
지부티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56%로 IMF의 가이드라인(40%)을 한참
웃돌았으며 2018년에는 6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85) 지부
티는 중국에 대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인프라 개발 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지부티에 막대한 차관
을 지원하면서 철도, 항만, 산업단지, 고속도로(8차선) 등 대형 건설 프로
젝트를 석권하고 있는데, 지부티의 대형 프로젝트 가운데 약 40%가 중국
자금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집계도 나오고 있다.186) 수치로 정확하게 밝
힐 수는 없지만 중국의 대형 개발투자자금 지원으로 지부티의 부채가 빠
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The

Economist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중국이 지부티에 제공한 차관 규모는
이 나라(지부티) GDP의 75%에 해당하는 14억 달러에 달하며, 2016년
말 기준 중국은 지부티 대외부채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187) 지부티는 일대일로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
로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아덴만의 바브·
엘 만데브 해협(Bab el Mandeb)에 위치해 있는데, 중국이 수입하는 원
유의 절반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188)

184) Hurley, Morris, and Portelance(2018), p. 14.
185) Van Staden, Alden, and Wu(2018), pp. 25-26.
186) Downs, Becker and deGategno(2017), p. 9.
187) The Economist(2018c), pp. 1-3.
188) Meservey(2018. 3. 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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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역시 부채 위험이 높은 국가군으로 분류되었는데, 세계은행은 이
미 2017년 케냐의 공공부채 급증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
다.189) 케냐의 급속한 부채 증가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일대일로 프로
젝트인 나이로비~몸바사 연결 철도망 사업에 기인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케냐 GDP의 6%에 해당하는 중국 차관이 투입되었다.190)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케냐의 양자간 부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은 66%에 달하고 있다.191) 철도망 사업과 관련하여 과중한 부채문제와
함께 건설단가가 국제기준에 비해 3배(km당 건설비용)나 부풀려졌고, 총
건설비용도 당초 예상금액의 4배에 달했다며 부패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192)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은행에서는 케냐 철도망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13년에 화물운송
물량이 최소 2,000만 톤(연간)은 넘어야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진
단했지만, 케냐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중국 차관을 끌어들여 무리하게 추
진했다는 것인데, 앞으로 화물운송물량이 예상의 절반(1,000만 톤)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193) 이는 운영수익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부채상환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국이 식민지 시대에 건설한 철도(1980년대 당시 연간 화물운송물량
500만 톤)망을 재건하는 방식으로 했더라면 비용을 1/4(지금의 신규 건
설비용 대비)로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94) 여기에 더하여 케

189) Van Staden, Alden and Wu(2018), p. 26.
190) Van Staden(2018), p. 3.
191) Van Staden, Alden and Wu(2018), p. 26.
192) The Economist(2018a), p. 1.
193) The Economist(2018b), p. 1.
194) The Economist(2018b),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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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정부가 철도망 사업에 집착하는 이유는 물류 개선에 대한 정치적 의지
보다는 순전히 중국의 차관을 얻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
다.195)
케냐 이외에도 에티오피아, 카메룬, 가나, 모리타니, 잠비아, 수단, 앙
골라, 가봉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부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196)
국제금융기관들 2017년 이 국가들에 대해 공공지출 축소의 필요성을 제
기하며 부채 위험을 경고했다.197)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차관
을 석유부국인 앙골라에 제공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에티오피아가
뒤를 잇고 있다.198) 에티오피아는 자원빈국이지만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
로 인구가 많으며 장기간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신흥국가로 중국의
전략적 협력 대상 국가이다.
중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많은 자금을 아프리카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15년 동안(2000~14년) 아프리카에서 총 3,000건의 인프라 사업에
대해 860억 달러의 상업차관을 제공했다.199) 이는 연간 60억 달러 가까
이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 결과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 최대 채권국으로
아프리카 전체 부채(누적기준)의 14%를 차지하고 있다.200) [표 5-3]은
아프리카 5대 철도사업에 중국이 지원한 차관 규모와 비중을 보여주는
데, 이를 통해 아프리카 부채와 중국 차관 간의 관계를 쉽게 짐작할 수

195) The Economist(2018b), p. 2.
196) 수단, 앙골라, 케냐, 가봉, 모리타니 등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었다(Were 2018, p. 10).
197) Were(2018), p. 2.
198) Meservey(2018. 3. 7), p. 3.
199) Were(2018), pp. 2~3. 이 중 실제로 집행(disburse)된 금액은 절반을 약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리고 집행된 차관의 절반 이상이 5개 국가(앙골라, 에티오피아, 수단, 케냐, DR 콩고)에 집중되었으며, 분
야별로는 운송 인프라, 에너지, 광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Meservey 2018, p. 2).
200) Were(201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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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01)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철도나 도로, 항만, 산업공단에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빌딩, 댐, 교량 등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 금융이 대거 동원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금융지원 방식은 과거의 양허
성 차관이 아닌 상업차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만큼 부채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대일로 사업이 오히려 아
프리카 국가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
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저개발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어떻게
하든 산업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채문제
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입장이다. 디폴트 우려에 대한 아
프리카 국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은 부채
상환(debt service)에 보다 많은 정부재정을 할당해나가고 있다. 2017년
기준 아프리카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볼 때 정부 재정수입의 12%를 외채
상환에 사용했는데,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202) 케냐는
2018년 상반기 정부 재정수입의 45%를 부채상환(debt payment)에 사
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203)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중국이 계속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자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대규모 금융 지원을 통해 자국
기업이 국가 리스크가 높은 아프리카 시장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201) 물론 아프리카는 국가별로 부채 구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중국 차관을 아프리카 부채의 주요
원천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202) Allen(2018), p. 1.
203) Were(201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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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아프리카 5대 철도사업과 중국의 차관 제공
(단위: 달러, %)
총사업비용
(A)

중국 차관
(B)

중국 차관 비중
(A/B)

국가

철도 노선

지부티

지부티~아디스아바바(지부티 부분)

5억 5,000만

4억 9,200만

89.5

에티오피아

지부티~아디스아바바(에티오피아)

29억 6,000만

24억 9,000만

84.1

케냐

나이로비~몸바사

40억

36억

90.0

나이지리아

아부자(수도)~카두나

8억 7,400만

5억

57.2

수단

포트 수단~하르툼(수도)

15억 3,000만

11억

71.9

자료: Morlin-Yron(2017. 1. 17), p. 3.

진출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구속성 원조(tied
aid)는 곧바로 자국 기업(특히 국영기업)의 아프리카 진출로 연결되는데,
중국기업은 자국 정부가 제공하는 원조(구속성 차관) 프로젝트의 70% 이
상을 가져가고 있다.204)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건설 프로젝트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 건설기업들은 최근 연
간 500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며,205) 이는 전체 해외 매출액의
30% 이상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중국기업들이 당장
의 수익성만을 쫓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
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 국영기업의 수익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

204) Sun(2014. 1. 7), p. 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11).
205) Oxford Analytica(2018a),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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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중국 건설기업의 아프리카 매출액
(단위: 십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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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막대 그래프는 아프리카 건설 매출액(단위: 10억 달러, 좌측), 선 그래프는 중국 건설기업의 아프리카 매출액 비중(단위: %,
우측).
자료: Oxford Analytica(2018a), p. 3.

나. 중동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중동국가들의 개발수요와 잘 맞아떨어지면서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집트를 시작으로 UAE, 요르단, 사우디 등
여러 국가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 전략과 연계시키겠
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206) 중국은 중동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유일한
해법은 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 확대를 통한 ‘개발’에 있다는 점을 강조
하며 일대일로에 대한 협력을 적극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서방국과는 크
게 차별되는 실용적인 협력 방식으로 상대 국가들로부터 높은 호응과 신

206) Lehr(201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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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를 얻고 있다. 현재 중동지역에서는 7개국이 일대일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며, 공식 석상에서 일대일로를 지지하는 발언들도 늘어
나고 있다.207) 이러한 반응은 오늘날 중동국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감
안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 2011년
이후 더욱 불안해진 중동정세,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저유가기조 등
여러 악재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인프라(물류) 확충과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다각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일대일로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하는 형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중동
지역의 인프라 개발 수요(유지보수 및 신규 건설에 필요한 투자금액)를
연간 1,0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중동국가들의 재정으로 충
당하기 어려운 규모이므로 중국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208)
일대일로는 중동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데, 미
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은 일대일로를 서방의 경제제재조치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프라 개발과 투자 확대를 통해 잠재력을 실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209) 사우디아라비아는 미
국의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대미 원유 수출 감소분을 중국이 메꿔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우디 비전 2030’ 목표 중 하나인 글로
벌 물류센터로서의 전략적 입지를 다지는 데 일대일로를 활용하고자 한
다. UAE는 일대일로를 활용하여 산업구조의 다각화와 함께 두바이를 현
재의 물류허브에서 국제금융센터로 변모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이집트는
인프라(특히 에너지 및 운송)와 ‘수에즈운하 회랑개발 프로젝트 개발’에

207) Kamel(2018), p. 10.
208) Kamel(2018), p. 9.
209) Kamel(2018), p. 10.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 207

일대일로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210)
중동국가들이 일대일로 협력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바
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다. 화석연료의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
는 사우디, UAE, 카타르 등 중동의 맹주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태양에너지 개발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태양에너지 분야는 앞에서 밝힌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1+2+3’)에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은 현재 세계 태
양광패널(solar panel)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국가들과의 협
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패널의 주된 원료는 실리콘으로,
이는 거의 대부분 모래로 만들어지는데, 미래에 중동국가들은 석유보다
모래를 더 많이 수출할 것이라는 흥미로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211)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일대일로를 통해 철도망 등 인프라 건설과 첨단
기술 수출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안보문제가 거론되
고 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자국에서 중국이 핵심 인프라를 건설하고
여러 첨단기술을 구매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느 고
위급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된 중국 건설노동
자들이 군사안보시설을 들여다볼 수 있다”며 첩보활동(espionage) 가능
성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212) 또한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기
업(Sh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이 2015년 입찰경쟁에 뛰어들
어 부두 운영권을 획득한 하이파(Haifa)항을 꼽고 있다. 하이파항은 이스
라엘 최대의 항구이자 주요 해군 군함기지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210) Kamel(2018), p. 10.
211) Brahm(2016), p. 1.
212) The Economist(2018d),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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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의 부두로도 사용되고 있다.213) 무기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반대로 2005년 이스라엘
은 중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
제품 등과 같은 이중사용기술(dual-use technology)이 암암리에 거래되
고 있어 얼마든지 감시 또는 첩보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
아가 중국이 이스라엘과 숙적관계에 있는 이란에 이러한 무기기술을 넘
길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체제를 의미
하는 것으로 무역, 투자를 넘어 정책협력, 금융통합, 자유로운 인력 교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아프리카에서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남·남 협력 모델을 프레임으로 하고 있어 세
계에서 가장 낙후되고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되어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
로부터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아프리카에서 일대일로는
지난 반세기 이상에 걸쳐 형성된 긴밀한 협력관계 위에서 추진되는 것이
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파키스
탄 개발회랑 등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도 2013년 BRI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여러 일대일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왔다. 중국
은 이미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로,

213) The Economist(2018d),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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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무엇보다도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54개의
작은 경제단위로 ‘파편화’되어 있는 역내 시장을 인구 10억 명의 단일시
장으로 묶어 경제 교류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무역망 연결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편입하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의 입장에서 보면 아프리카는 자국의 전략적 계산, 예컨대 철강, 건설 등
과잉생산제품의 새로운 판매처 개척, 자원의 안정적 운송루트 확보 등에
크게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일대일로 전략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214) 중국이 아프리카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80% 이상은 석유 등 자원이 차지하고 있다.
일대일로의 지리공간적 범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215) 지도상에
나와 있는 일대일로의 아프리카 노선은 케냐, 지부티, 이집트 정도에 걸
쳐 있지만,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을 보면 이를 크게 뛰어
넘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초기에
아프리카는 주변적 위치(marginal position)에 머물렀으나, 최근 들어
아프리카에서 ‘실질적인’ 일대일로 사업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아프리카
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아프리카 협력의
가장 큰 핵심을 이루고 있다.216)
이런 점에서 중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은 지리적으로 고

214) Nantulya(2018), p. 2.
215) 현재 아프리카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가로는 지부티·이집트(북부), 케냐·
에티오피아·탄자니아(동부), 잠비아(중부), 앙골라(서부) 등을 꼽을 수 있다(Breuer 2017, p. 3).
216) Van Staden, Alden and Wu(2018),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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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개방적, 포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
가 관찰한 바이다. 일례로 에티오피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당초 에티오
피아는 내륙국가로 중국이 구상하는 해상 실크로드에 들어가지 않았지
만, 홍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지부티를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됨으로써 현
재에는 일대일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중
국의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대규모 경공업 공업단지(신
발, 의류 등)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기업이 대거 입주해 있다. 여
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유럽, 미국 등 역외국으로 수출하고 있
어 물류망 구축이 관건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로 중국은 에티오피아
와 지부티를 잇는 철도망 사업을 일대일로의 핵심 사업으로서 추진했던
것이다.
중국은 대규모 차관사업과 투자를 동반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지
렛대(leverage) 삼아 아프리카에서 보다 막강한 국가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지부티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지부티 정부는 2018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의
세계적인 항만터미널 운영사(DP World)사와 맺은 도랄레(Doraleh) 항
만터미널 관리운영 양허계약을 전격 취소하고, 항만운영권을 중국국영선
사(China Merchant Holdings)에 넘겼다.217) 도랄레 항만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핵심 관문으로 이 회사가 상당한 지분(23.5%)
을 소유하고 있다. 중국은 지부티에서 철도, 도로, 항만 등 대대적인 인프
라 투자와 함께 이를 연계하여 도랄레 항구 인근 지역에 경제개발특구 개
발도 추진하고 있다.

217) Van Staden, Alden and Wu(2018),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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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아니지만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otota) 항만 개발
사업을 또 다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항만 개발사업은 2010년 착수되
었지만 일대일로의 핵심 프로젝트로 다루어지고 있다. 함반토타 항만 개
발사업은 처음부터 경제적 타당성(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스리랑카 정부는 이를 일축하고 주요 국가사업으로 홍보하면서 중국으로
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해 추진해나갔다. 그러나 항만의 운영수익이 따
라주지 못해 차관 상환이 어렵게 되자 스리랑카 정부는 2015년 채권국인
중국정부와 부채경감(debt relief)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자 중국은 그 대
가로 항만 지분 이전, 99년간의 항만운영권, 항만 배후지역 내 산업단지
개발 토지 제공 등을 요구했으며, 결국 함반토타 항만의 관리권이 중국으
로 넘어가게 되었다. 중국이 부채탕감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를 대가로 항
만통제권을 차지한 것은 이 항만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
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218)
이러한 이유로 서방 일각에서는 중국이 ‘부채외교(debt book diplomacy)’
를 통해 전략적으로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219) 즉 가난한
국가들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여 부채의 함정(debt trap)에 빠뜨린 다
음에 이를 지렛대로 삼아 각종 사업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원조사업에 무역과 투자 등이 더해지면서 아프리카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과 아프리카 간
의 교역 규모는 경제협력이 심화되면서 단기간에 급팽창하고 있는데,
2000년 100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800억 달러(미국·아프리카 교역

218) Van Staden, Alden and Wu(2018), p. 25.
219) Van Staden, Alden and Wu(2018),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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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4배)로 무려 18배나 늘어났다. 2014년에는 2,100억 달러에 달하기
도 했다. 중국은 이미 2009년 미국을 추월하여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220) 중국 저가상품이 소매상 등을 통해 아프리카 전 대륙 구석
구석까지 침투하면서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아프리
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은 최소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
다.221) 중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핀테크와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판매망 구축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데, 동아
프리카 모바일 폰 시장에서는 중국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선
다. 케냐의 경우 2015년에 10만 대의 모바일 폰이 판매되었는데 이 중
98%가 중국산이었다.222) 중국산 모바일 폰(Tecno, Huawei 등)은 소비
를 주도하고 있는 아프리카 젊은 층 소비자들에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FDI)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공식
통계수치로만 보아도 2016년에는 1,000억 달러로 2010년에 비해 50배
이상 늘어났다.223) 누적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투자액이 중국을 크게 앞
서지만 최근 연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는데,
2016년에는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액이 미국의 10배를 넘어섰다.224) 중
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 대거 가세하면서
급팽창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최소 1만 개 이상의 중국기업이 활
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90% 이상이 민간기업이다.225)

220) 미국의 석유 생산에 따른 아프리카산 석유 수입 축소로 미국과 아프리카 간의 교역이 크게 줄어들었다.
221) 박영호 외(2011), p. 90.
222) Oxford Analytica(2017a), p. 2.
223) Van Staden(2018), p. 2.
224) Meservey(2018), p. 2.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자원 확보, 제조업 전진기지 구축 등 전
략적 이해관계가 높은 8개국(앙골라,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 탄자니아, 잠
비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분야별로는 광업, 건설, 제조업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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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군사·안보적 입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전략적 요충지인 지부티에 최초로 해외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동아프리카 해안(아덴만)의 해적 퇴치에 적극 나서
는가 하면 라이베리아, 말리, 남수단 등에도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파견하
는 등 군사적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 군사장비의 판매도 빠르게 늘
어나고 있다. 현재 상당 부분(2/3)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제 군사장비
를 사용하고 있는데, 2012~15년간 아프리카에 판매된 군사장비의 1/3
이 중국제인 것으로 밝혀졌다.226)
중국의 군사적 입지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미국은 경계의 목소리를 늦
추지 않고 있다. 인프라 건설 등 중국의 경제협력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
에 직접적으로 반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의 경각심 제기 정도에 그치고 있
지만, 군사안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
다. 특히 지부티에 설치된 중국의 군사기지는 미군기지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 긴장감이 감돈다. 아프리카 미국사령부(AFRICOM) 사령관은 2018
년 5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중국이 지부티 항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프리카 전 대륙의 주요
항만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227) 미국은 중국의
아프리카 통신망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통신기업(ZTE와 Xinhan 등)들은 지난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활
발히 활동해오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통신망 정보(데이터) 장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28)

225) Meservey(2018), p. 3.
226)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2018. 3. 7), p. 20.
227) CSIS(201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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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동
과거의 실크로드는 단순히 동서간의 상품거래나 문화 교류가 이루어
지는 관로(conduit)였다면, 지금의 일대일로는 단순 교류 차원을 넘어 서
아시아(중동) 경제를 구조적으로 발전(transform)시킬 수 있는 협력 프레
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은 중동국가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인프라, 무역 및 투자, 외교, 군사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동의 모
든 국가들은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상태로 중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중동정책은 경제분야에 한정되어왔으나, 앞으로는 협
력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중동지역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외정책
의 핵심은 인프라, 에너지, 무역 및 투자 등 경제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 외교정책의 근간이었던 ‘내정불간섭(non-interference)’
원칙에서 벗어나 정치나 안보 측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례로 시진
핑 국가주석은 2016년 1월 아랍연맹 본부(이집트 카이로 소재)에서 이스
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등 지역정세
문제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중국의 기존 대외정책, 즉
정치이슈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경제협력에 집중하는 경제외
교기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례 중
하나로 이란의 상하이협력기구(SCO) 가입 문제를 들 수 있다. 2016년 6
월 중국이 주도하는 안보협력체인 SCO 제15차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푸
228) CSIS(201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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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타결된 만큼 이란의 SCO 가입
신청229)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했
다.230) 중국이 이란의 SCO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란과 정치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
다.231)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 간의 갈등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등 중립외교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중동 산유국 간의 이해관계가 더욱 부합되면서 에너지 분야에
서의 협력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에서 ‘석유’는 오랫
동안 이 지역 주요 국가들과 미국의 관계를 끈끈하게 연결시키는 ‘아교’
역할을 해왔지만,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그 힘의 세기(접착력)가 점
차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중동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 중국은 미국시장을 보완할 수 있
는 주요 수출시장이다.
국가별로 보면 역시 친중 성향이 강하고 유라시아를 지나는 일대일로
의 중간 길목에 위치한 이란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이란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세계 제2의 천연가스 매장
량, 세계 4위의 석유 매장량 보유)이면서 지리적으로 페르시아 만에서 일
대일로 육상노선이 지나가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코카서스 3개국(아르메
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으로 연결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229) 이란은 2008년부터 SCO 가입의사를 표시해왔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옵서버 자격으로 SCO 회의에
참여해오고 있다.
230) Lim(2016), p. 1.
231) Lim(2016),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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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중동국가들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데다가 대규모 시
장, 즉 8,000만 명의 인구 규모와 함께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미국 주도
의 경제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 18위의 건재한 경제 규모(GDP: 1조
4,0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과 이란
의 경제협력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조치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
한 2007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현재 중국은 이란 원유의 최대 수입국 위
치에 있다. 2016년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재제가 해제되어 서방으로
원유 수출이 재개되었을 당시에도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유
를 수입해갔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이란 석유 수출 금지조치에 대해 반
대하며 이란 석유를 계속해서 수입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도 이러
한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 217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중국은 BRI 추진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 지역까지 연
결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 국가와의
협력에 일찍부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BRI의 육상 인프라 연결
사업과 해상 실크로드 사업 모두 가장 중요한 최종 목적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대륙을 향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시
장을 최종적으로 연결하는 지점인 중동부유럽은 BRI의 가장 중요한 전략
적 요충지 중 하나로서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2년 중동부유럽의 16개
국과 ‘16+1 협력체(CEE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를 설립하고 유럽에서의 BRI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232) ‘16+1 협력체’는 2009년 당시 중국 시
진핑 부주석의 중동부유럽 방문 시 처음 논의되었으며, 중국과 중동부유
럽 16개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중국정부가 고안한
시스템이다.233) CEE 16개국은 EU 회원국 11개국과 서발칸지역의 비
EU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1개 EU 회원국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중부유럽 5개국, 발트 3국(에스토니아,

232) ETNC(2016), pp. 5-6.
233) 2012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1차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제2차 2013년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 제3
차 2014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제4차 2015년 중국의 쑤저우(蘇州), 제5차 라트비아 리가 등으로 정상회
담이 매년 개최되었다. 이처럼 16+1은 정상회담을 거듭할수록 다양한 형태의 정책 포럼 운영은 물론 다양
한 지위의 공무원, 학자, 싱크탱크, 정당, 청년, 스포츠맨, 예술가, 언론인, 기업가, 의사 등이 교류할 수 있
는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2017년 한 해에만 233건에 이르는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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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2004년에 EU에 가입한 8개국과 2007년에
EU 회원국이 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가장 최근인 2013년 EU 회원국
이 된 크로아티아 등으로 구성된다. 서발칸지역의 비EU 5개국은 알바니
아와 과거 유고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한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몬테네
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으로 구성된다.
중동부유럽에서 중국의 BRI 전략은 상기 16+1 협력체를 중심으로 육
상과 해상을 통해 유럽시장으로의 최종 연결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
행하는 것이다. 먼저 육상으로는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폴란드를 철
도로 연결하여 서유럽 시장에 접근하는 경로가 핵심이며, 이는 기존 철도
의 현대화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해상으로는 그리스 항만 개발을 통해
지중해로 접근한 뒤 발칸지역으로부터 북부 발트해 연안까지 중동부유럽
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육상 프로젝트와 접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동부유럽 BRI의 가장 핵심 프로젝트는 남쪽 세르비아의 베오그라
드와 북쪽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다.
중국의 BRI와 16+1은 중동부유럽의 EU 회원국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 2008~09년 글로벌 금
융위기와 2011년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로 중동부유럽 경제상황이 어려
웠으며, 당시 EU 회의주의가 급부상하고 지나친 서유럽 의존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2012년 ‘16+1 협력체’(CEEC)가 설립되었고, 2013
년 중국(청두)~폴란드(Lodz) 철도화물 운송서비스가 개시되었다. 또한
2013년 ‘베오그라드~부다페스트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에 대해 중국, 헝
가리, 세르비아 3국 정부 간 협력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9월 베
이징~프라하 간 항공기 직항이 개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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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중국 일대일로의 글로벌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 계획

Maritime Silk Road
of the 21st century

Silk Road
Economic Belt

AllB Founding
States

Projects subsumed under 0B0R by the Chinese authorities:
Gas pipelines:
6 proposed
existing
economiccorridors
planned or underconstruction
Railroadconnections:
existing
planned or under
construction

Oil pipelines:
existing
planned or underconstruction
Ports with Chinese engagement
existing
planned or underconstruction

자료: ETNC(2016), p.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30).

이러한 주요 사업의 추진시점 측면에서 중국의 BRI는 EU 가입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향유하다가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한 중
동부유럽 각국이 2012년을 전후로 수립한 동방정책과의 접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012년 전후 CEE 각국 정부는 지나친 EU 의존도를 조
정하기 위해 러시아, CIS, 중앙아시아 등 동쪽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정책을 입안, 실천한 바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헝가리에서 2011년에
입안된 ‘Opening to the East’ 정책이다.234)
헝가리 정부는 2011년 이후 EU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해 동방국가
와의 협력을 천명하고 높은 대EU 의존도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헝
234) 헝가리 부다페스트 KOTRA 무역관 인터뷰(2018. 9. 19, 헝가리 부다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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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의 대규모 기업은 주로 외국자본 소유이며 헝가리 내수시장보다는 유
럽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헝가리에 진출하고 있다. 헝가리의 수
출입은 EU의 수출입과 연계된 생산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EU의 경제상황
에 따라 헝가리의 수출입이 동반 증가 또는 하락하는 구조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서유럽의 대규모 자본 회수로 IMF 등 구제금융을
받은 경험이 있는 헝가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EU 역내 FDI 및
교역 의존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EU에 과도하게
연계된 헝가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기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을 천명하고 중국, 러시아, 한국, 인도, 싱가포르 등과의 협력 강
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여 부다페스트~
베오그라드 철도 인프라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
과는 연간 1~2회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헝가리는 2017년 기준 외국인투자의
74.8%, 대외 수출 79.4%, 수입 78.0%를 EU에 의존하고 있다.

나. 주요 대표사업
중동부유럽에서 중국 BRI의 대표사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와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를 연결하는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이다. 중국과 EU 회원국인 헝가리, 그리고 비EU 국가인 세르비
아 등 3개국이 협력해야 하는 쉽지 않은 사업이다. 총비용 약 24억 유로
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기 사업은 중국수출입은행
이 85%의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며, 2018년 들어 상기 철도 현대화 사업
의 공식 입찰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에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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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투명성과 EU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EU 회원국인 헝가리 구간의 프로젝트 추진은 중단되었으며, 비EU 국가인
세르비아 구간에서만 다소의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7월 불가
리아 소피아에서 상기 철도 현대화 사업 중 약 9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108km의 제3기 구간 건설에 대한 중국과 세르비아 양측의 양
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중국 BRI 사업은 이와 같이 현재 EU 11개 회원국에서는 거의 정체된
상태이며, 서발칸지역의 비EU 5개국과 후발 EU 회원국인 동발칸지역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다. 2016년 중국원항해운인
COSCO가 지분 67%를 인수한 그리스의 피레우스(Piraeus) 항구로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연결되는 중동부유럽의 남북 연결 인프라 사업과
관련 사업이 발칸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르
비아 교량 건설, 마케도니아 신고속도로 건설 등이 해당되며, 이밖에도
루마니아 원전 및 화력발전소 건설 등의 에너지 협력 사업도 일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11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제6차 CEEC(16+1)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경제 무역·금융 협력을 심화하고 호혜적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과 중동부유럽 16개국은 이를 통해 무역·투자, 금융,
친환경, 과학기술 혁신, 인문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교류를 확대하였다.
제6차 16+1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3개국이 BRI MOU를 체결하면서 중국과 CEE 16개국은 관련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중국은 제6차 정상회의에서 16+1의 금융채널 확대
를 강조하면서 16+1 인터뱅크협회 설립, 중국 국가개발은행의 개발협력
자금 20억 유로 차관 제공, 10억 달러 규모의 중국과 CEE 국가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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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펀드 추가 조성, CEE 현지 기업의 중국 내 국제 위안화채권 발행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화력발전
소 건설, 세르비아 철강회사 인수, 베오그라드 다뉴브강 대교 개통, 헝가
리·세르비아 철도 현대화 사업 추진 협의 등이 제6차 정상회의 기간에
추진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7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제7차 CEEC(16+1) 정
상회의가 개방, 투명, 포용의 협력 플랫폼, 중국과 유럽의 상호 이익과 보
완 등을 목표로 개최되었다. 제7차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
로 불가리아 소피아에 ‘16+1 글로벌 동반자 센터’가 설립되어 17개국 기
업간 협력 시 EU 법률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 EU
기구, 각 EU 회원국 공동으로 CEE 개발 및 제3시장 개척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금융부문에서 17개국간 ‘전자상거래와 은행간 상호 협
력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가 체결되었으며, 중국과 보스니
아·헤르체코비나는 동물의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검역과 과학기술
협력 촉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밖에도 중국은 주로 제7차 정상
회의가 개최된 불가리아와 금융, 인프라, 전력 부문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세르비아와 2개 구간의 철도 현대화 계획 및 과일·야채 공
업단지 건설 관련 MOU를 체결하였다.

표 6-1

16+1협력 체제의 협력 메커니즘·플랫폼 추진 현황
메커니즘/플랫폼

사무국 위치

주최기관

진행 사항

China-CEEC Tourism Coordination Center

헝가리

헝가리 국가관광청

완료

China-CEEC Consortium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순회 의장국

각국 교육부

완료

Contact Mechanism for the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of China-CEEC

폴란드

폴란드
정보·외국인투자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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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계속
메커니즘/플랫폼

사무국 위치

주최기관

진행 사항

China-CEEC Joint Chamber of Commerce

폴란드(시행처)
중국(사무국)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완료

China-CEEC Association of Governors of
Provinces and Regions

체코

체코 내무부

완료

China-CEEC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on

불가리아

불가리아 농식품부

완료

China-CEEC Technology Transfer Center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과학기술정보센터

완료

China-CEEC Think Tanks Network

중국

중국 사회과학아카데미

완료

China-CEEC Association on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Cooperation

세르비아

세르비아 통신부

완료

China-CEEC Association on Logistics Cooperation

라트비아

라트비아 통신부

완료

China-CEEC Association on Forestry Cooperation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농업부

완료

China-CEEC Association on the Promotion of
Health Cooperation

중국

중국
국가건강가족계획위원
회

완료

China-CEEC Center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on Energy Projects

루마니아

주최기관 확정 중

진행 중

China-CEEC Maritime Secretariat

폴란드

폴란드
해양경제·국내운항부

완료

China-CEEC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크로아티아

주최기관 확정 중

진행 중

China-CEEC Cultural Cooperation Coordination
Center

마케도니아

주최기관 확정 중

진행 중

China-CEEC Inter-Bank Association

중국(사무국)
헝가리(조정센터)

중국개발은행
헝가리개발은행

완료

China-CEEC Veterinary Science Cooperation
Center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논의 진행 중

진행 중

China-CEEC Environmental Protection
Association

몬테네그로

논의 진행 중

진행 중

자료: Ping, Zuokui et al.(2017), pp. 4-5.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1) 헝가리
중동부유럽에서 중국의 BRI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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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이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바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세르비아 베
오그라드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이다. 상기 프로젝트는 160km 거리의 헝
가리 구간과 180km의 세르비아 구간으로 구성되는데, 헝가리 구간에는
China Railway Group(CRG), China Railway Corporation(CRC),
Hungarian State Railways(HSR)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의해 15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평균 시속 200km 이상으로 철도를 현대화하는
이 사업은 2013년 중국, 헝가리, 세르비아 3국이 처음 합의한 계획에 따
르면 2017년 말 완공이 목표였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체되어
2016년 9월 착공되었으며, 그나마 헝가리 구간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상기 프로젝트는 중국이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총재원의 85%를 조달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으나 중국
이 제공하는 차관금리가 2%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35) 헝가
리 입장에서 이러한 조건은 그리 호혜적이라 볼 수 없으며, 이 프로젝트
에 중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철도는 중국의 COSCO가 개발·운영권을 가
지고 있는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세르비아를 경유
하여 유럽의 중심부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노선이다. 중국은 이 경로의
개발을 통해 기존의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하여 로테르담과 함부르크로
연결되는 항로를 생략함으로써 유럽으로의 상품 수출 시 수송 기간과 비
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헝가리 구간의 철도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EU 역내에서 처음으로 인프라 건설사업 경험과
사업 추진실적을 축적할 수 있다.

235) ETNC(2016), p. 3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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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중국의 대헝가리 주요 투자 성공 및 실패 사례

투자 기업

투자 부문
(투자대상 기업)

투자 방법

최초 논의 혹은
총투자금액
투자 연도
(추정, 백만 유로)

투자 결과

Changshu Standard
정비부품 공장
Parts Factory
(Ongai Csavargyártó Ltd.)

지분 인수

1997

NA

성공

Yanfeng Automotive
Interiors

자동차

그린 필드

2004

25

성공

Hisense

전자
(joint venture with
Flextronics)

합작 투자

2004

3

성공
2010년
폐업

Huawei

정보기술통신

그린 필드

2005

300

성공

ZTE

정보기술통신

그린 필드

2005

15

성공

Lenovo-Flextronics

정보기술통신

그린 필드

2009

NA

성공

Sevenstar

태양광 패널
(EnergoSolar Ltd.)

지분 인수

2009

NA

성공

Wanhua Group

화학(Borsodchem)

지분 인수

2010

1,600

성공

Comlink

정보기술통신

그린 필드

2012

NA

성공

BYD

전기 버스

그린 필드

2016

20

성공

China-CEE Fund

통신(Invitel)

지분 인수

2017

200

성공

BBCA

구연산(화학)

그린 필드

2012

80-200

현재 진행 중

China Railway Group

철도 현대화
(Belgrade-Budapest)

인프라 투자

2015

1,500

현재 진행 중

Tianshan Industrial
Group

항공 산업

합작 투자

2016

30

현재 진행 중

RZBC

구연산(화학)

그린 필드

2014

100

실패 추정

HNA Group

항공사
(Malév Hungarian
Airlines)

지분 인수

2004

NA

실패

Livan Biodegradable
Product

바이오 테크

그린 필드

2007

18

실패

Shanghai
Construction Group

항공 운송

그린 필드

2009

NA

실패

Orient Solar

태양광 패널

그린 필드

2011

NA

실패

Canyi

조명 기술

그린 필드

2011

30

실패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

철도 건설
(공항과 도심 연결)

인프라 투자

2012

150

실패

V0

철도 건설
(부다페스트 순환 노선))

인프라 투자

2013

NA

실패

자료: Seaman, Huotari and Otero-Iglesias(2017), pp. 77-78.

228 ❙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상기 프로젝트는 전술한 바와 같이 헝가리보다는 중국에 더 전략적으
로 중요한 사업이나, 헝가리 입장에서도 많은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직접적으로 상기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헝가리
기업이 일부 협력 업체로 참여하여 이에 따른 이윤 획득과 고용의 증가가
가능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헝가리가 물류거점으로 부각되어 철도 이용
료나 화물 통과료 등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개별 물류센터나 공동물류
서비스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게다가 현대화되는 철도 노선을 따라 지역
개발 및 산업화도 계획할 수 있다.
헝가리는 유럽국가로는 처음으로 2015년 6월 중국과 BRI에 대한 양
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중국은 헝가리를 유럽과의 관광협력을 위한
거점으로 선정하여 중국 국가관광청 지사를 2016년 3월 중동부유럽에서
처음으로 부다페스트에 설립하였다. 또한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hina-CEEC Tourism Coordination Center 사무국이 헝가리에 설립
되어 헝가리 국가관광청의 주최로 중국과 중동부유럽 양측의 관광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헝가리는 AIIB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중국기업과
협력할 만한 대기업이 부족해 중동부유럽을 대표하는 중국의 협력 파트
너로서 규모나 자본력 측면에서 다소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표 6-2]에
서와 같이 중국의 대헝가리 투자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논의만 지지부진
하게 이루어지거나 투자가 실패한 사례가 상당수에 달한다. 실제로 중국
의 Wanhua 그룹의 헝가리 화학회사 Borsodchem 인수가 중국의 대헝
가리 투자 누적금액의 약 75%에 달하고 있고, 인프라 관련 대형 투자는
대부분 논의가 지연되거나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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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폴란드
2013년 9월 ‘New Silk Road’ 개념으로 추진된 중국과 폴란드 간 인
프라 관련 프로젝트는 2015년 BRI 사업으로 다시 명명되었다. 가장 대
표적인 사업으로 2013년 4월 개통된 폴란드 로지(Lodz)~중국 청두 화물
철도와 2013년 9월 시작된 바르샤바~쑤저우(蘇州) 화물철도 등을 들 수
있다. BRI 기본 아이디어 중 육로로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가장 대표
적인 노선이 바로 로지~청두 화물철도이다. 이 노선은 중국과 유럽을 연
결하는 유사 노선236)과는 달리 1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화물 컨테이너
가 특정 물량 이상 채워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출발하는 유
일한 화물철도이다. 특히 로지~청두 철도는 BRI 프로젝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사례로 중국과 폴란드의 민간기업들이 합작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과 폴란드는 2010년부터 그단스크와 상하이를 직항으로
연결하는 해운컨테이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9월 이후 폴란드에서는 기존 노선을 일부 연장하는 부분적인
소규모 인프라 사업 이외에는 별다른 BRI 프로젝트가 개시되지 않고 있
다. 2015년 8월 로지~청두 철도가 중국의 샤먼(廈門)까지 연장되었고,
그 결과 푸젠(福建)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위해 로지와 샤먼 두 도시 간에
는 관세와 통관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밖에도 로지 특별 경제지대(SEZ)
에 열차 터미널을 확장하는 등 로지, 청두, 샤먼 등 3개 도시는 상호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2015년 8월 말부터 중국과 폴란드 사이에는 BRI 사업과 관련하여 작
236) 예를 들면 중국 충칭(重慶)~독일 뒤스부르크(Duisburg) 화물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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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폴란드 로지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열
차에 처음으로 농산물, 주류 및 무알코올 음료 등 폴란드 상품이 적재되
었다. 그 전까지는 중국 상품이 화물열차로 폴란드에 도착하고 나면 빈
컨테이너로 해운을 통해 중국으로 되돌아가거나 컨테이너가 매각되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조치로 대러 수출이 어려워진 폴란드의 농산물을 로지~청두 화물철
도를 통해 일부나마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6년 6월 중국 시진핑 주석의 폴란드 방문을 즈음하여 로지~청두
노선을 로지 인근 도시 쿠트노(Kutno)로 연장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었
다. 또한 최근에는 로지와 마타제비체(Mataszewicze)에 복합운송허브를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로지에서는 식품 보관용 특수 창고를 건
설하거나 전자상거래 분류지대를 설치하는 등 부족한 시설을 구비하고
설비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확충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반
면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마타제비체에서는 해운컨테이너 건조
물류허브를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3) 서발칸지역
중동부유럽에서 중국이 BRI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발칸지역237)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COSCO
사가 2016년에 지분의 67%를 인수한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구로부터 서
237) 서발칸지역에는 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를 제외하고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
케도니아, 알바니아, 코소보 등 비EU 회원국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6개국은 모두 EU 가입 후보국으로
이 중 일부는 가입협상을 진행했으나, 2014년 EU 집행위는 향후 5년간 협상을 중단하기로 하고 장기적 안
정 및 경제발전, 지역 불안정 해소를 위해 EU와 상기 6개국이 협력하는 이른바 ‘베를린 프로세스’라는 협
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다만 코소보는 중국이 아직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16+1’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 231

유럽의 대형시장을 연결하는 경로에 있어 이 지역의 인프라 개발은 향후
중동부유럽에서 BRI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수 있
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중동부유럽에서 BRI 관련 사업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중국의 건설 프로젝트로 발표된 사업에 대해 중국이 CEE 16개국
에 제공한 차관은 대략 122억 유로에 달하며 주로 에너지 및 수송 인프라
분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서발칸 국가에 대한 차관 제공이 절반
을 넘으며 세르비아가 29.4%로 최대 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보
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20.7%, 몬테네그로가 7.4%를 점하고 있다.
그림 6-2

서발칸지역의 중국 건설 프로젝트 총비용 구성(2010~17년)
a) 국별 구성 비율(%)
마케도니아
4

기술
마케도니아
1.8
4%
몬테네그로
12%

몬테네그로
1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5

b) 부문별 구성 비율(%)

세르비아
49

에너지
46.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5%

세르비아
수송
49%
51.8

자료: Holzner and Schwarzhappel(2018), p. 18.

[그림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리적으로 그리스의 피레우스에서 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경로에 있는 세르비아에 대한 건설 프로젝트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철도 현대화 사
업이 가장 핵심이다. 부문별로는 수송 인프라 프로젝트가 절반 이상을 점
하고 있고, 에너지 프로젝트의 비중이 이보다 약간 작으며, 기술 부문은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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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에 집중된 중국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EU의 저탄소 경제지향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
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중국의 서발칸지역에서
의 수송 인프라 프로젝트는 EU 차원의 서발칸지역 인프라 개발계획과 중
복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6-3

중국의 서발칸지역 주요 건설 프로젝트(2010~17년)

국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도

계약 기업 (중국)

부문

계약 규모
(백만 달러)

2010
2013
2014
2015
2017

Dongfang Electric
Power Construction Corp
China Energy Engineering
Dongfang Electric
Shandong Gaosu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수송

710
280
1,060
460
640

마케도니아

2013

Power Construction Corp

수송

400

몬테네그로

2014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수송

1,120

세르비아

2010
2010
2013
2013
2013
2016
2016
2016
2016
2016
2017
2017
2017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Sinomach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Shandong Gaosu
Sinomach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Sinomach
Huawei
China Comm. Constr. and China Railw. Eng.
Power Construction Corp
Shanghai Electric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Power Construction Corp

수송
에너지
수송
수송
에너지
수송
에너지
기술
수송
수송
에너지
수송
에너지

260
340
850
330
720
230
230
170
160
220
210
520
230

자료: Holzner and Schwarzhappel(2018), p. 17.

‘베를린 프로세스’에 의해 서발칸 EU 가입 후보국의 가입협상이 2019
년까지 중단되면서 EU 기금 지원이 제한되었고, 서발칸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발전과 인프라 개발을 위해 다른 투자재원을 찾아야만 했다. 또한 서
발칸지역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정도가 CEE의 EU 회원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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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어 ‘16+1’체제에서 중국의 BRI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직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EU 규정으로부터 직접적인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 중국의 BRI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가 주로 서발칸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유 중 하나이다.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중국 BRI의 연결성(connectivity) 강화에 대해서는 중동부유럽(CEE)
은 물론 EU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16+1에서
CEE 16개국은 11개의 EU 회원국과 5개국의 서발칸 비EU 국가로 구성
되는바, BRI에 대한 입장도 EU 회원국과 비EU 국가는 서로 다소 상이하
다. EU 회원국 내에서도 EU 가입 시점과 경제발전 및 인프라 개발 상태
에 따라 약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11개 EU 회원국은 대체로 BRI 초기에는 상
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호간 경쟁관계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BRI 사업
의 진척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실망과 관망 단계에서 정치적 활용을 지속
하는 정도이다.238) 즉 중동부유럽의 경우 최근 들어 서유럽과 러시아 사
이의 입장에서 중국을 또 하나의 협상카드로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 활
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등 서발칸지역의 비EU 5개국은 중국의 일대일
238) 헝가리 Corvinus University of Budapest, Tamas Matura(Faculty of Soci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교수 인터뷰(2018. 9. 19, 헝가리 부다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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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업을 크게 환영하며 적극 참여하고 있다. 11개 EU 회원국 중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이 BRI에 대해 비교적
관심도가 높고, 발트 3국은 해양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중
부유럽 국가들의 관심도는 다소 낮아졌다. 특히 2012년 16+1 출범의 주
역이었던 폴란드의 경우 초기 공항·육로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기
대가 큰 편이었으나 현재는 다소의 실망감과 신중함으로 입장이 조금씩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EU 집행위원회는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연결성 강화 측면에서 BRI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BRI 연계 사업의 투명성, 지속가능성, EU 규
정 준수 및 국제표준 고려 등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 관련 EU의 대중국 비난 성명에 그
리스와 헝가리가 반대한 사례를 들어 중국이 BRI를 통해 CEE 국가를 정
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239) 이와 함께 남아시아 국가에
서 BRI 사업 추진 과정 중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례를 들어
CEE의 BRI 참가국 재정건전성 악화 및 재원 조달 지속가능성을 우려하
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BRI가 중국의 자본·기업·인력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EU 회원국 자체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즉 유럽에서의 BRI는 투자 유
치 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적극적이나, 대부분 중국 중심의 투자가 이
239) Oxford Analytica(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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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중국기업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EU 집
행위원회는 중국과 EU 회원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주로 양자간 협
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EU 차원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EU 표준에 의해 규
정된 무역·투자 규칙을 어길 수 있다는 문제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
히 세르비아(베오그라드)~헝가리(부다페스트) 철도의 경우 초기에 중국
및 헝가리는 EU 규정을 우회하여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EU 집행위원
회가 최근 이 계약과 관련하여 EU의 공공조달법 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표 6-4

EU 주요 회원국(14개국)과 BRI 연관성
AIIB
회원국

체코

일대일로
MOU

16+1
회원국

○

○

일대일로
항만
프로젝트

일대일로
철도
프로젝트

제3국 시장
협력

덴마크

○

프랑스

○

○

○

독일

○

○

○

○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폴란드

○

포르투갈

○

○

시진핑

연구소

○

시진핑

○

시진핑
리커창

○

리커창

연구소
국제회의

시진핑

국제회의

○
○

○

○

○

○

○

○
○

슬로바키아

일대일로
연구소
국제회의

○

그리스
헝가리

일대일로
고위급
방문

○
○

○

스페인

○

○

○

스웨덴

○

○

영국

○

○

국제회의
시진핑

자료: ETNC(2016), p.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30)를 바탕으로 저자가 최근 상황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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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9월 EU 집행위원회는 외국인의 EU 역내 투자규제 강화
를 위한 규정안인 ‘FDI 스크리닝’을 제안하였다. 이 규정안은 EU 내 국
가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주요 인프라 시설 및 기술, 민감한 정보
등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을 EU 차원에서 사전에 검토하여 제한하는 것
이 핵심 취지이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2011년 이후 빠르게 확대
되고 있는 중국의 대EU 직접투자는 인수·합병(M&A) 형태의 투자가 주
를 이루고 있다. 최근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확대는 유럽의 선진기업과
M&A를 통해 브랜드, 전문성, 기술 등을 확보하고자 함이 주요 유인요소
이다.240) 따라서 EU 집행위는 이러한 중국의 공격적인 M&A로부터 역
내 산업을 보호하고 각 회원국별 상이한 투자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
여 중국 자본이 민감한 분야에 침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술한 EU 공공조달법 적용과 함께 향후 중국이 CEE
지역은 물론 유럽대륙 전반에서 BRI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
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상기 규정안이 EU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EU
규정으로 확정되면, 중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이 BRI 등과 관련하여 EU의
항만, 에너지 기반시설, 국방 관련 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해당 EU 회원
국뿐만 아니라 EU 집행위원회의 조사와 승인까지 필요하게 된다.

표 6-5

중국의 대EU 투자의 주요 유인과 특징

중국의 대EU 투자유인

특징 및 세부 내용

기술

하이테크 자산, 신기술, 노하우를 포함한 기술

유럽시장 진출

중국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 시장 진출 모색

제3시장 진출

유럽법인 네트워크 활용 제3세계 진출(중남미, 아프리카)

브랜드

유럽 브랜드 활용을 통해 중국 및 해외시장에서 중국 상품의 시장성 개선

240) Seaman, Huotari and Otero-Iglesias(201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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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계속

중국의 대EU 투자유인

특징 및 세부 내용

지역적·세계적 가치사슬의 통합

생산, 지식, 수송 과정에서 지역적·세계적 가치사슬 통합

안정된 법, 규제, 정치 환경

세계적인 분쟁과 정치적 불확실성 상황에서 안정된 법적, 정치적 환경 보유

정치·외교적 영향력

미국 다음으로 큰 EU의 경제적·정치적·외교적 영향력 확보

자료: Seaman, Huotari and Otero-Iglesias(2017), p. 10.

독일, 프랑스 등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16+1체제가 EU 내 회원국
간 분열을 조장할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아시아에서의 BRI 사업 참여와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241) 서유럽 국가들은
CIS, 중앙아시아 등에서의 BRI 사업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최
근 지원 범위를 중앙아시아와 몽골까지 확대한 EBRD를 활용하는 방안
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안트베르펜, 로테
르담, 함부르크 항만 터미널 건설 등 해양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예의 주
시하고 있다.242) 남유럽의 포르투갈, 그리스 등도 해상 프로젝트와 관련
하여 BRI에 대해 긍정적인 편인데, 이처럼 EU 회원국 중 CEE 국가 외에
남부유럽 국가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이후 EU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됨에 따라 중국의 BRI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3. 평가 및 전망
EU 차원에서 BRI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연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프로젝트이나 세부 시행방안이 부족하며 중국기업, 중국

241) 프랑스 IFRI(Fren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Fransoise Nicolas(Director, Center for
Asian Studies), John Seaman 박사 인터뷰(2018. 9. 18, 프랑스 파리).
242) Bruegel(2018. 6.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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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및 중국 노동자 등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관심사에만 집중되어 있다
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단점이다.243) 스리랑카 항만 개발 등 일부 프로
젝트의 경우 호스트(Host) 국가에 위험을 전가시키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유럽지역에서도 BRI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16+1체제는
무역·투자, 인프라 개발 및 연계성 강화,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정
책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경제 부문에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제정치 부문에서 중국이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유럽에서의 외교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
로 활용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또한 다자협력체임에도 불구하
고 중국 중심의 양자협력에 치우쳐 있으며, 국별로 차별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244)
향후 CEE에서의 BRI와 16+1체제는 BRI 사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향후 추진 모멘텀 확보, EU 차원의 협력 모색 등 주요 도전에 직면해 있
다. BRI 사업의 입찰, 재원 조달 등에서 제기되는 각종 불투명성을 해소
하고 PPP 도입 등을 통해 재원 조달의 경제적 타당성을 모색하여 지금까
지 제기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CEE에서의 사업 추진
지연 및 투자 부진 등으로 중부유럽 국가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체된 사업 추진 모멘텀 확보를 통해 CEE 국가의 신뢰를 회
복해야 할 것이다.
BRI와 16+1체제가 계속 지금처럼 정치적으로만 활용될 경우, 향후

243) 프랑스 IFRI(Fren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Fransoise Nicolas(Director, Center for
Asian Studies), John Seaman 박사 인터뷰(2018. 9. 18, 프랑스 파리).
244) 이무성(2018), 「16+1: 지역협력체의 정치, 경제적 함의」, p. 9; 김신규(2018), 「중국-중동부유럽 관계:
16+1 이니셔티브」, p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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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E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서서히 관심이 소멸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245) CEE 국가들은 최근 BRI 사업 추진 지연 및 투자 부진
에 실망하면서도 중국과의 16+1체제와 BRI를 중기예산에서 EU 기금 확
보에 활용하고,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또 하나의 협상카드로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BRI에 대한 관심이 소멸되지 않도록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
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의 BRI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과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 선택적으로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
기 플랫폼은 EU와 중국을 포함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중국·EU 고위급 경제무역대화의 양측 합의에 따라 설
립되었으며, 금융·물류·디지털 부문의 연결 강화를 위한 중·EU 인프라
협력 촉진이 주요 목적이다.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
략’과 유럽의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TEN-T) 사이의
시너지 확보를 위해 2018년 상반기에 ‘연계성 플랫폼의 단기행동계
획’(Shorterm-action plan)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중·EU 중장기 인프라 협력에 대한 원칙 합의는 이미 2018년 7월 브
뤼셀에서 개최된 중·EU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는바, 향후 보다 구체화
된 추진방안 마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정상회담에서 체결

245) 헝가리 Corvinus University of Budapest, Tamas Matura 교수 인터뷰(2018. 9. 19, 헝가리 부다페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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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양해각서로 기존 양측의 유럽투자기금(EIF)과 실크로드기금(Silk
Road Fund)을 통해 조성된 중국·EU 공동투자기금(EU-China Coinvestment Fund)246)이 설립되었다. 이는 앞으로 중국·EU 및 제3국을
포함하는 TEN-T 프로젝트와 BRI 관련 정책협력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
로 기대된다.

그림 6-3

1990년 이후 확대된 EU의 TEN-T 수송망 현황
Baltic - Adriatic
North Sea - Baltic
Mediterranean
Orient / East Mediterranean
Scandinavian - Mediterranean
Rhine - Alpine
Atlantic
North Sea - Mediterranean
Rhine - Danube

자료: Holzner, Heimberger and Kochnev(2018, p. 10, 재인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30).

246) 이 기금은 중국이 유럽투자계획 참여기회를 검토하고 투자문제에 대한 EU와의 협력 강화 가능성을 검토
하기 위해 2015년 고위급 경제무역대화 합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기금은 융커플랜(Juncker Plan)의 전
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기금(EFSI)의 중소기업 창구를 보완할 것이며, 유럽 전역의 약 41만 6,000개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uropean Investment Fund, 온라인 보도
자료(2017. 6. 2, 검색일: 2018. 10. 3).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 241

현재 EU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2021~27년 EU 중기 예산
안 초안에는 인프라 투자에 총 600억 유로가 책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중국이 BRI 사업에 투자한 누적 총액이 약 200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과 EU의 아시아와 유럽 대륙 연결성 개선을 위한 중장기 인프
라 협력방안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경우 상기 예산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 차원에서는 그동안 더디게 추진된 유럽 내
수송망 개발계획인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s’(TEN-T)를
평가하고 중국 BRI와 상호 보완이 가능한 새로운 인프라 개발계획을 수
립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림 6-4

가장 중요한 유라시아 횡단 수송회랑

자료: Holzner, Heimberger and Kochnev(2018, p. 11, 재인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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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의 WIIW(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는 기존의 TEN-T를 발전적인 방향
으로 재검토하고 유라시아의 가장 중요한 유라시아 횡단 수송회랑(The
most important trans-Eurasian transport corridors)을 고려하여 유
럽 차원의 새로운 실크로드 개발을 제안하였다.247) 즉 [그림 6-5]와 같
이 중국 BRI와 보완이 가능하여 기존 BRI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
고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성을 결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북방루트와
남방루트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European Silk Road’를 제안한 것이
다. 이러한 WIIW의 제안은 향후 중·EU 중장기 인프라 협력방안 구체화
와 2021~27년 EU 중기예산 검토과정에서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
망되는바,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6-5

북방루트와 남방루트에 대한 ‘European Silk Road’ 제안

자료: Holzner, Heimberger and Kochnev(2018), p.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30).

247) Holzner, Heimberger and Kochnev(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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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2013년 개시된 BRI 초기 단계에서 중남미지역은 협력 대상에 포함되
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CR)가 발표한 BRI 비전
및 행동계획248)에 포함된 개념틀(5대 루트, 6대 국제경제협력 회랑)249)
은 BRI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포용성 정도를 제시하면서 중남미가 포함
될 공간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2017년부터 중남미가 잠재적인 BRI 협력
대상지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2018년에는 BRI를 북방지역
으로 확대할 목적으로 발표한 중국의 북방정책(Arctic Policy)처럼 중남
미도 BRI 영역에 정식으로 포함되었다.
글상자 7-1

주중 중남미 외교관의 일대일로 지지 언급

ㅇ 주중 볼리비아 대사(2015년): 볼리비아의 미래 발전에 BRI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250)
ㅇ Gonzalo Gutiérrez Reinel 전 페루 외무장관 및 주중 대사(2016년): 중남미로 BRI의 확대를 희망251)
ㅇ Juan Carlos Capuñay 주중 페루 대사(2016년): BRI를 통해 페루와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252)
ㅇ José Borja 주중 에콰도르 대사(2017년): BRI가 에콰도르·중국 간의 무역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253)
ㅇ Jorge Heine 주중 칠레 대사(2017년): 인프라를 활용하여 세계를 연결하려는 BRI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면서 중남
미지역의 참여를 요청254)
ㅇ Susana Malcorra 전 아르헨티나 외무장관(2018년): 전통적인 비단길을 넘어 중남미지역에 도달할 중요한 다자통
합 프로젝트로 평가하고, 왕이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BRI 구축에 아르헨티나의 적극적인 참가의지를 표명255)
자료: Myers(2018), p. 2.

248) NDCR(2015. 3. 28).
249) 5대 루트를 통한 아시아~유럽~아프리카 연결 △중앙아·러시아를 통한 중국~유럽 △중앙아를 통한 중국~
중동 △중국~동남아·남아시아·인도양 △남중국해·인도양을 통한 중국~유럽 △남중국해를 통한 중국~남
태평양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운송로 및 핵심 도시와 항구 활용(6대 국제경제협력 회랑). △New Eurasia
Land Bridge △China-Mongolia-Russia △China-Central Asia-West Asia △China-Indochina
Peninsula △China-Pakistan △Bangladesh-China-India-Myanmar.
250) Yu(2015), “Bōlìwéiyǎ zhù huá dàshǐ:“Yīdài yīlù” zhù yáng tuó zǒuchū nánmě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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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지역은 지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 BRI와 상당한 거리감이 있지
만, 중남미지역의 일부 정치지도자들(외교관 포함)과 중국학 연구자들 사
이에서는 BRI 시행 초기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메시지가 있었다. 특히 중
국 주재 중남미 주요국 외교관들은 중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편으
로 BRI에의 참여를 희망했다.
이와 같은 중남미지역의 긍정적인 반응에 중국은 태평양을 건너 중남
미지역을 BRI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보다는 간접적
으로 관심을 표명하다가 2017년 5월 개최된 BRI 포럼(Belt and Road
Forum)을 시작으로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130개국과 70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포럼은 BRI를 단순한 무역/투자 플랫폼에서 새로운 국제질서 재
편을 전망케 하는 실체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중남미지역에서
도 지역국제기구를 포함하여 20개국에서 대통령 및 대표단, 그리고 다수
의 언론이 참석했다. 즉 BRI 포럼은 중남미지역을 포함하여 BRI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BRI를 정책적 토론 대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 즉 2013년의 일대일로가 중국발 구상이라면 2017년 포럼은
BRI를 글로벌한 국제적 합의로 격상시킨 장이라 할 수 있다.
중남미지역의 BRI 참여에 대한 중국정부의 첫 번째 공식적인 반응은

251) Reinel(2016), “Bìlǔ qīwàng jiàng zhōngguó ‘yīdài yīlù’ gòuxiǎng kuòzhǎn dào lāměi hǎi'à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
252) “Spotlight: APEC PERU meeting to focus on regional free trade area, Connectivity,” http://
en.people.cn/n3/2016/1118/c90000-9143584.html(검색일: 2018. 10. 2).
253) Wang(2017), “Xíjìnpíng chūfǎng lāměi tàzhǎn“yīdài yīlù”hézuò xīn hóngtú,”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
254) Y. Zhong(2017), “Zhìlì zhù huá dàshǐ:“Yīdài yīlù” guójì hézuò gāofēng lùntán de jǔxíng qià féng qí
shí,”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
255) Hui(2018), “Spotlight: Chinese infrastructure capabilities help promote regional interconnectivity,
global growt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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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BRI 포럼 직전에 개최된 시진핑 주석과 마크리(Mauricio Macri)
아르헨티나 대통령 간의 정상회의였다.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르헨
티나의 국가개발계획과 BRI의 제휴를 제안하는 한편, 중남미지역을 “a
natural extension of the 21th Century Maritime Silk Road”로 명명
하면서 BRI를 통해 중국과 중남미를 공동운명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256) 이후 시진핑 주석은 2017년 9월 푸젠성 샤먼에서
개최된 제7차 BRICS 정상회의에 초대한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멕시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멕시코를 BRI 협력에 초청하면서 멕
시코가 중남미지역으로 BRI를 확대하기 위한 중심지(important pivot)
가 되기를 희망하였고,257) 왕이 외교장관은 2018년 1월 개최된 제2차
중국·CELAC 각료포럼에서 중남미지역을 BRI의 중요한 참여자로 공식
화했다.258)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2018년 10월 현재 33개 중남미
국가 가운데 11개국이 BRI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BRI에서 비록 중남미지역은 후발주자이지만 선발주자와 동일하게 무
역과 투자를 통한 연결성을 넘어서 경제,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
성을 지닌다.259) 세계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BRI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
면서 BRI가 다차원적인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인데, 이는 BRI가 중국의
대외정책 전략 및 좁은 의미의 경제적 플랫폼 이상으로 개념화되고 ‘5통’

25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7a), “Xi Jinping Holds Talks with
President Mauricio Macri of Argentina - The Two Heads of State Agree to Push China-Argentin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for Greater Develop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
25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7b), “Xi Jinping Meets with
President Enrique Peña Nieto of Mexico,”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1).
258) China-CELAC Forum(2018a), “Impromptu speech by Foreign Minister Wang Yi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China-Latin America and Caribbean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Forum
and China-LAC Business Council Annual Meeting 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1).
259) García(2016), pp. 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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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연결성이 제고된 결과이다. 즉 국제정치 및 국제
관계학적 시각으로 볼 때 BRI는 국제적인 세력(power)간 정치관계에 어
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 및 지배구조 출현에 일조하
고 있고, 중남미지역에서도 경제협력(무역·투자), 국제정치 질서 및 안보
적 함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질적으로 중남미지역의 주된 이슈인 무
역, 투자, 금융협력, 인프라 개발 등은 물론 미국의 NAFTA 재협상 추진
과 브라질 무역구조 불균형 지적 등이 중남미·중국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행해온 쿠바 경제제재 강화, 베네수엘라 좌파정부
압박, 중국과 수교한 중미지역 국가들의 대사 초치 등에서 나타나듯이,
국제정치 질서 재편 및 안보적 함의는 비록 공식적인 담론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중국을 포함한 BRI 참여국의 대외정책 담론이나 행위, 그리고 미
국의 반응에서 유추 가능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남미지역에 대한 BRI의 중요성은 ‘BRI 포럼 코뮈
니케’에서 확인된다. BRI 포럼 코뮈니케는 세계경제의 심대한 변화와 지
속가능한 개발목표(SDGs)가 국제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이고, 다수의 협
력 모델(양자, 삼각, 지역, 다자 협력)이 중요성을 지니며, ‘자유롭고 포용
적인 무역’을 추구하면서 ‘모든 유형의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개방경제
(open economy)’가 최고의 목표임을 인정했다. 이러한 점에서 먼저 BRI의
목표 및 글로벌 자유무역회랑 구축 여부는 ‘개방경제’를 추구하는 태평양
동맹 회원국(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이나 중미·카리브를 포함한 중
남미 국가들에 중요하다. 중남미·중국 협력 메커니즘의 사례를 보면 개
방적인 국가 이외에 다소 폐쇄적인 중남미 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 베
네수엘라 등)에도 BRI가 연쇄효과를 미치고 있다. 따라서 BRI의 지역적
범위가 확대될 경우 중남미지역 경제협력(무역/투자)에서 BRI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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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왜냐하면 중국 외에도 BRI에 참여 중인 주요
경제협력 상대국(러시아, 인도, 독일 등)과의 협력이나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BRI의 인프라 투자계획은 비록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실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나 재정 악화 및 부채 증가와 같은 부정적
효과와는 별개로 개발도상국(중남미)의 무역, 투자, 산업(건설업) 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BRI는 중남미지역의 국제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
술한 바 있듯이 BRI는 엄밀하게 경제협력체 이상의 국제질서 재편성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데,260) 그 결과 기존 중심세력의 영향력에 취약하
거나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지역)에서 정치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혹은
갈등을 다시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교류와 호혜를 주창하는 BRI
담론과 5통이 남·남협력의 담론261)과 유사하여 남·북 간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남미지역의 경우 BRI가 비록 이념을 중시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One China’ 전략이 충돌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갈등
이 발생할 수 있다. 전 세계 대만 수교국의 절반이 중미·카리브지역과 남
미에 분포해 있는데, 최근 단교 및 수교262)가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갈등
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해 일부 BRI 참여국(러시아, 터키)
의 권위주의체제와 중남미 민주주의체제 간의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중남미지역에서는 BRI를 둘러싼 좌파와 우파 국가 간의 갈등은 존
재하지 않지만, 역내 국가간의 주도권 다툼과 함께 미·중 갈등이 고조될

260)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양한 재편 시도가 존재하고 있다.
261) 대등한 관계, 호혜, 조화, 포용성, 시장기반 비즈니스, 균형, 지속가능성, 주권 존중.
262) 2017년 대만 차이잉원(Tsai Ing-wen)의 신남방정책(New Southbound Strategy)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
는 가운데, 코스타리카(2006년)에 이어 파나마(2017년), 엘살바도르(2018년)가 대만과 단교한 후 중국과
수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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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특히 개방경제권인 태평양동맹(PA)과 아르헨티나는 물론
미국의 최고 우방인 멕시코263)조차 대안으로 BRI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
이다.
마지막으로 BRI가 중남미지역에서 지니는 안보적 함의이다. 중남미지
역은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중국, 러시아 등과 기술협력, 무기 및 장비 거
래, 군사훈련, 지식공유 등을 통해 군사·안보 관계를 긴밀화해가는 중이
다. 중국·아르헨티나 원자력 기술협력협정 및 인공위성 관측소, 중국 해
군의 중남미 방문 등도 지역안보에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 항구 개발, 철
도 부설, 전력망 통합, 운하 개발 등 최근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인프라
투자계획은 일부분 지역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주요 대표사업
중남미의 공식적인 BRI 참여가 2018년에 개시된 점을 감안하면 중남
미지역에서 BRI를 브랜드로 하여 진행된 사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나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 진출과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BRI
협력분야인 ‘5통’은 BRI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 이전부터 중남미지역에
서 이미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BRI 정책협의
먼저 중남미·중국 정책협의는 중국의 대중남미 전략적 협력 정책의 산

263) 멕시코는 2017년 5월 BRI 포럼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지만, 미국·멕시코 관계의 지렛대로 지정학적으로
중국(중·미 갈등, BRI)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Milenio(2017. 5. 11), “México enviará delegación
comercial a ‘coquetear’ con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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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다.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 정책은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민주주의, 선진문화, 조화로운 사회, 생
태문명의 건설을 적극 추진 중인 중국은 독자적인 평화를 강조하는 대외
정책을 고수하면서 개방정책 이행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대외정책에서
는 국가간의 공통 이해를 확대하고, 윈·윈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 건설을 촉진하며,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준
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2008년264)에
이어 2016년에 두 번째 대중남미 정책백서265)를 발표하여 새로운 협력
플랫폼을 통해 BRI 협력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즉 중
국은 양자 협력관계를 보완하는 다자 대화협의체(China-CELAC
Forum)를 만들어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대중남미 기
본협력틀(‘1+3+6’ Cooperation Framework)을 발전시켰으며, 이를 활
용하여 BRI 협력 협정 체결에까지 이르는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글상자 7-2

중국과 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China-CELAC Forum)

□ 설립 배경, 목표 및 조직
- 배경: 중국과 중남미·카리브 국가들 간 공통의 이해관계가 증가하면서 중남미 국가 전체를 협력 대상으로 설정함으로
써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중남미 정상회의(2014. 7. 17, 브라질리아)에서 설립을 제안
- 목표: 중국과 중남미·카리브 국가 간에 평등과 호혜, 공동발전 원칙에 기반을 둔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개발
- 조직: 장관급 회의(3년마다 개최), 고위관료회의(조정관 회의), 중국·CELAC Quartet 외교장관회담, 기타 분야별
포럼으로 구성
∙ 분야별 포럼: 농업장관포럼, 과학기술혁신포럼, 비즈니스서밋, 싱크탱크포럼, 청년정치지도자포럼, 인프라협력
포럼, 인적교류포럼, 정당포럼

264) 평등, 호혜, 공동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을 목표로 발표된 중국 최초
의 대중남미 정책서인데, 2014년 중국·중남미 정상회의를 비롯한 양측 관계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26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6a), “China’s Policy Paper 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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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7-2

계속

□ 제1차 회의(2015. 1. 8~9, 베이징)의 성과
- 협력 계획(China-CELAC Cooperation Plan 2015-2019)을 채택
∙ 13개 분야: 정책/안보, 국제 문제, 무역/투자/금융, 인프라/교통, 에너지/천연자원, 농업, 산업/과학기술/항공
우주, 교육/인적자원 훈련, 문화/스포츠, 언론/출판, 관광, 환경보호/재해관리 감축/빈곤감축/보건, 인적 교류
- 대화채널 구축: △중국·CELAC 콰르텟 외교장관회의 2회 개최 △정당, 인프라, 농업, 비즈니스, 과학기술혁신,
투자협력, 청년정치인, 싱크탱크, 법률 문제, 지방정부 등 10여 개 이상의 분야별 포럼 개최
- 경제 교류 확대: △2,000여 개의 중국기업이 중남미에서 활동 △중남미는 중국의 제2의 투자지역 △총 350억
달러 규모의 금융협력 패키지를 통해 약 8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
- 인적·문화적 교류: △장학금 지원 △훈련기회 제공 △청년정치인 교류 증진 △중국·중남미 과학기술 파트너십과
중국·중남미 청년과학자 교류 프로그램 시행266) △‘문화 교류의 해’ 행사 추진 △공자학원 설치
□ 제2차 회의(2018. 1. 22, 칠레 산티아고)의 성과
- 1차 포럼 이후 3년간의 성과 확인 및 향후 협력 방향 설정
- 중국은 평등·호혜·공동발전에 기반을 둔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1+3+6 협력 모델’을 심화시켜
CELAC과의 협력에서 다변화 및 혁신화를 추구
- △산티아고 선언(Declaration of Santiago) △2019~21 협력 계획(Joint Action Plan of China-CELAC
Cooperation 2019-2021) △일대일로에 관한 특별성명(Special Statement on the Belt and Road)을 채택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6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2);
China-CELAC Forum(2018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글상자 7-3

중국의 대중남미 기본협력틀(‘1+3+6’ Cooperation Framework)

□ 중국·중남미 정상회의(2014. 7. 17, 브라질리아)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남미지역과의 공동수립을 제안하고, 제1차
중국·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포럼에서 공식 채택·발표
□ “1+3+6” 기본협력틀의 주요 내용
- 1대 계획(2015~19 Cooperation Plan): 포괄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 목표
- 3대 성장동력(무역, 투자, 금융): 10년 내 교역 5,000억 달러 및 대중남미 투자 2,500억 달러 달성, 자국 화폐 결재
및 통화스와프 확대
- 6대 협력 분야(에너지·자원, 인프라 건설, 과학기술혁신, 농업, 제조업, 정보기술 분야)를 우선협력 대상으로 하여
양측간 산업 연결성 촉진
- “1+3+6”을 바탕으로 신규 3×3 협력 모델 적극 모색
∙ 중남미에서 3대 통로 구축: 물류, 전력, 정보
∙ 기업, 사회, 정부 간의 상호작용 활성화
∙ 3대 금융 지원 채널 확대: 펀드, 신용차관, 보험
자료: Myers(2015. 7.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2).

266) 중국의 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사업인 China-LAC Science and Technology Partnership은 공동연구
센터 설립,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원, 기술이전 플랫폼 구축, 과학기술단지 구상 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혁
신 분야 협력 플랫폼으로서 청정에너지·기후변화 공동연구소와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
이다. China-LAC Young Scientists Exchange Program은 중남미 과학자들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프로
그램인데, 2014~15년에 14명의 중남미 과학자가 중국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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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중국 간의 포괄적 협력 가운데 BRI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는 제2차 China-CELAC Forum에서 이루어졌다. 중국과 중남미 국
가들은 ｢일대일로에 관한 특별성명(Special Statement on the Belt
and Road)｣267)을 채택했는데, 이는 중국이 중남미 국가들의 BRI 참여
를 공식화하는 한편으로 중남미 국가들에는 BRI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는 의미가 있다. ｢일대일로에 관한 특별성명｣은 향후 BRI에서 중국·중남
미 간의 협력 추진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남미의
BRI 구축 참여(part of the natural extension of the Maritime Silk
Road) △중국의 중남미 인프라 건설 지원 △일대일로 관련 협정 체결 등
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국은 16세기 ‘태평양 해상 실크로드’ 구축의 역
사적 배경과 FTA와 금융협력과 같은 견고한 협력 기반, 개발도상국으로
서의 공통적인 개발수요에 대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중남미
를 일대일로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였고, CELAC은 BRI가 중남미지
역의 발전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중국은 ‘One China’ 정책을 고수하면서 코스타리카(수교일:
2007년 6월), 파나마(수교일: 2017년 7월), 도미니카공화국(수교일:
2018년 5월), 엘살바도르(수교일: 2018년 8월) 사례에서 보듯이 2000년
대 들어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수교전략을 추진하는 한편으
로, BRI 협력 MOU 체결268)에도 노력 중이다.

267) China-CELAC Forum(2018b), “Special Declaration of Santiago of the II Ministerial Meeting of the
CELAC-China Forum o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268) BRI 협력 MOU 체결국(11개국): 도미니카, 볼리비아, 가이아나, 우루과이, 파나마, 트리니다드토바고, 안
티과바부다,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칠레,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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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투자
대외개방 경제를 표명하는 국가는 물론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국
가까지도 중남미지역 국가들은 BRI의 글로벌 경제협력 회랑, 특히 동아
시아와 유럽의 국가들과 무역 및 투자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지난 20여
년간 중남미와 아시아 및 유럽 간의 경제/무역 관계는 급성장해왔고, 특
히 중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을 비롯한 중남미 주요국의
상위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또한 중국은 중남미의 제2위 FDI 진출국
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투자 진출 양상도 자원 개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
업으로, 수입용에서 내수 및 수출용으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변
화하고 있다.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자유무역 네트
워크를 구축 중인데, 칠레(2006년, 2018년 개정), 코스타리카(2011년),
페루(2011년)와 FTA를 체결한 데 이어서 파나마와는 협상(2018년 11
월, 4차 협상 완료)을 진행 중이고 콜롬비아와는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3) 인프라 투자 개발사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하고 있는
브라질 투자사례에서 보듯이 기존의 중국의 대중남미 인프라 투자는 전
력부문(발전, 송전)에 집중되었지만, 대부분 건설계약이어서 개발형의
FDI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RI의 핵심 분야인 인프라 금융과
개발은 지난 10여 년간 중국 대중남미 진출의 근간이었다. 즉 2005년 이
래 중국은 국영은행을 통해 1,500억 달러의 정책협력 자금을 중남미지역
에 투입했는데, 이 가운데 270억 달러가 코스타리카의 도로,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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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철도, 트리니다드토바고의 항만 등 인프라 사업에 투자되었다.
그러나 페루의 항구 개발이나 중국·칠레 해양 광케이블 구축 사업과
같은 또 다른 다수의 제안사업은 국가간의 자금협력 수준을 넘어서 BRI
가 강조하는 연결성을 모방하고 있다. 즉 중국은 BRI 유형의 유사 인프
라 프로젝트를 중남미에서 제안하고 있다. Montero Bulo Bulo 철도(볼
리비아), 대륙횡단철도(페루~브라질, 일명 양양철도), Belgrano Cargas
철도(아르헨티나), 초고압 송전사업(브라질, 2건), 환태평양 광케이블(칠
레) 등 비록 일부 사업은 중남미지역의 공식적인 참여가 불확실해지면서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지만, BRI에서 추구하는 ‘5통’의 한 축인 인프라 구
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2년 합의된 ‘7차 방글라데시·중국
우정교’와 같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수의 사업이 BRI 사업으로
다시 명명되기도 한다. ‘자메이카 남북고속도로 2000’의 경우 비록
China Harbour Engineering의 양허협정체결 시기가 중남미지역의
BRI 참여시기보다 앞서지만 BRI 프로젝트로 재포장되고 있다.269) 그러
나 중남미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질적인 최초의 BRI 인프라 협력 사
업은 ‘파나마 고속철 사업’이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파나마가 BRI 협
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나마의 서부와 동부
를 연결하는 ‘Panama City-David 고속철(화물·여객) 사업’의 타당성
연구 논의는 2018년 1월에 파나마 외무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개시되었다. BRI 관점에서 고속철 사업의 중요성
은 고속철을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미지역과 멕시코까지 연결하려는

269) Barrios(2018. 7. 11), “China’s Belt and Road lands in Latin America,” ChinaDialogue,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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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파나마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의
40%만이 화물을 채운 상태로 중국으로 회항하는 문제를 중미 및 멕시코
와의 물류시스템 통합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2018년 12월 2일 시진
핑 주석의 파나마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타당성
연구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미 국가간의 철도
화물 및 승객 수요가 크지 않고 사업이 정치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점
에서 실질적으로 본격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특히 파나마에서는
2019년 예정된 대선에서 친미 성향의 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
아보이는데, 친중 성향을 보여온 여당의 패배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경
우 파나마와 중국의 관계는 변동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BRI와 같은
협력 플랫폼의 이행 전망도 한층 불투명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지역에서의 BRI 인프라 사업 작동 여부는
최근 ‘China-CELAC Forum’의 하위 포럼인 ‘China-LAC Infrastructure
Forum’에서 재확인되는데, 제4차 인프라 포럼(2018년 6월 6~7일, 마카
오)에서 중국 외교부 중남미국 국장 Zhao Bentang은 “Situa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under the framework the Belt and Road
Initiative”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실질적으로 중남미지역에 BRI가 작
동 중임을 강조했다.

4) 금융협력
일반적으로 중국 정책금융기관인 중국개발은행(CDB), 중국수출입은
행(China Eximbank) 등의 대세계 차관은 수익 창출과 외교정책의 일환
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와 공기업 이외에도 지역 차원으로 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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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중남미지역의 경우 카리브지역기금(30억 달러, 2013년)과
인프라, 제조업 등을 포함한 4대 기금(450억 달러, 2013~14년)이 있다.
2005년부터 중국 정책금융기관이 중남미 정부나 공기업에 제공한 다
양한 유형의 협력 자금은 싱크탱크인 Inter-American Dialogue의 Latin
America and the World Program과 보스턴대학교 글로벌개발정책센터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의 Global Economic Governance
Initiative(GEGI)가 공동운영하는 China-Latin America Finance
Database와 2018년 발표된 보고서270)에 정리되어 있다.

표 7-1

중국 정책금융기관의 대중남미 지원 현황(2005~17년)
(단위: 건, 십억 달러)
연도별

국별

건수

금액

2005

1

0.03

2006

0

0.0

2007

4

2008
2009
2010

분야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베네수엘라

17

62.2

브라질

12

42.1

에너지

34

105.8

인프라

27

4.8

아르헨티나

11

27.0

18.2

기타

21

15.3

1

0.36

에콰도르

8

15.7

볼리비아

13

17.4

광업

3

2.1

10

3.5

11

35.6

트리니다드토바고

2

2.6

2011

6

7.9

자메이카

11

2.1

2012

7

7.0

멕시코

1

1.0

2013

10

14.0

페루

2

0.48

2014

6

10.0

코스타리카

1

0.40

2015

14

24.6

가이아나

2

0.175

2016

9

21.2

바베이도스

1

0.17

2017

8

9.0

바하마

2

0.99

자료: The Dialogue(2018), China-Latin America Finance Database(검색일: 2018. 10. 12).

270) Myers and Gallagher(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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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Latin America Finance Database에 따르면, CDB와 China
Eximbank의 2017년 대중남미 지원액은 2016년의 210억 달러보다 급
감한 90억 달러에 그쳤다. 중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제안
과 중남미지역의 BRI에 대한 점증하는 관심도를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낮
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개발금융기관의 대중남미 지원은
처음 시작된 2005년 이래 세계은행(World Bank),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등의 다른 개발금융기관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
해왔는데, 2005~17년까지 1,500억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
가별로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에 집중되어 있고,
부문별로는 에너지(70.4%)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몇 년간 국제자본
시장에의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국가들에 중국은 생명줄이었고, 최근까지
도 자원을 활용하여 유사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이 참여하는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BRI에 대한 중남미 국
가들의 관심이 제고되는 가운데 나타난 2017년 정책금융기관의 대중남
미 자금 지원 감소는 중국에 다른 대체 자금원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
다. 먼저 중국의 국영 상업은행(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이 단독으로 혹은 다른 국제 상업은행들과 협력하여 대중
남미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중국공상은행의 에콰도르 국
가 주도 프로젝트 지원(10억 달러) 사례처럼 저비용으로 전략부문의 자
산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수록 중국상업은행의 대중남미 자금
지원도 증가할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양 지역간 정상회의가 활성화된
2014~15년 사이에 설립된 다수의 협력기금271)이 대체자금원 역할을 수

271) 중국·중남미 정상회의(2014. 7. 17, 브라질리아)에서 다양한 양측간 협력기금 설립과 증액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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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전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개발금융기관과 상업은행을 보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72)
한편 2017년에 중국은 ‘natural extension of the Maritime Silk
Road’와 BRI 구축에 필요한 참여자(indispensable participant)로 중
남미를 지칭했지만, 2018년에 참여를 공식화하기까지 실크로드기금으로
지칭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자금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의 BRI와 AIIB에의 공식적인 참여273)가
본격화되고 중국기업들의 대중남미 투자 진출이 가속화되면 AIIB를 통한
인프라 개발사업 지원은 물론 전반적인 중국의 대중남미 금융협력은 증
가할 전망이다.

표 7-2

중국의 대중남미 금융협력 패키지 개요
특혜 차관

종류

중국정부
양허성차관

수출 구매자 신용

금액

100억 달러

주관기관

중국 상무부

집행기관

중국수출입은행

인프라 특별 대출

중국·중남미 협력 기금

-

중남미 협조금융
(2013. 1)

사모펀드 (2016. 1)

200억 달러

20억 달러

30억 달러

중국인민은행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미주개발은행
(위탁)

중국수출입은행

중국개발은행

대표적으로 중국·중남미 인프라특별차관의 한도가 증액(100억 달러→200억 달러)되고, 대중남미 양허차
관(100억 달러), 중국·중남미 협력기금(50억 달러), 농업협력특별기금(5,000만 달러)이 각각 설립되었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ple’s Republic of China(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2).
272) △중국·중남미 산업협력투자기금: 중국국영전력공사(중국장강삼협집단공사, China Three Gorges
Corporation)의 브라질 2개 수력발전소 30년 양허사업 지원(2015년) △중국·중남미 협력기금: 수리남 주
택개발사업과 브라질 수력발전사업 지원(2016년), 브라질 에너지지주사(Duke Energy Holdings) 인수와
남부전력(Electrosul) 투자 지원(2017년) △ 2017년 중국·브라질 기금 발족(인프라, 자원개발, 장비 제조
업, 농업 관련 협력 지원).
273) 자본 출연 등 국내 절차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지만 중남미 국가들의 AIIB 참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10월 현재 역외국으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창립국 후보), 칠레,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
엘라가 AIIB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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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지원대상

내용

계속
특혜 차관

인프라 특별 대출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양자)

CELAC 회원국
(양자 및 다자)

중국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중장기
저금리 신용으로
정부 원조 또는
증여의 성격

에너지, 도로, 통신,
경제 및 통상 협력을
물류, 전기, 광업 등
증진하기 위한 수출
중국기업이
구매자 신용으로
참여하는 인프라
우대조건으로
프로젝트 지원
제공되는 특별 신용
(시장금리)

중국·중남미 협력 기금
CELAC 회원국 중
IDB 회원국*

중국과 중남미 정부,
기업 및 금융기관

에너지, 천연 자원,
인프라, 농업, 제조업,
교육, 수자원 보전,
과학기술 혁신,
에너지 등 부문
정보기술, 생산역량
프로젝트 지원
제고에 대해 대출 및
지분투자 형태로
지원

주: * 안티구아, 쿠바, 도미니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는 IDB 비회원국.
자료: China-CELAC Forum 홈페이지(검색일: 2018. 9. 28).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제2차 China-CELAC Forum 특별성명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은 중국
의 BRI를 지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2018년 현재 BRI와 관
련한 MOU나 협력 협정을 체결하거나. AIIB 가입을 신청한 국가는 일부
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대중남미 외교가 거세지고 중남미 국가들의 대중
국 경제의존도가 심화될수록 중국·중남미 관계는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
한 가운데 2018년 11월 현재 중남미에서는 11개국(도미니카, 볼리비아,
가이아나, 우루과이, 파나마, 트리니다드토바고, 안티과바부다, 코스타리
카, 베네수엘라, 칠레, 쿠바)이 BRI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
BRI와 관련하여 중남미 국가들의 성향을 구분274)할 경우 경제구조가
취약하거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적극적이다. 특히 중
국의 ‘One China’ 정책을 지지할수록 참여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274) △적극 참여국: 중미 및 카리브 경제 소국, 경제위기국(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자원 수출국(칠레/페루),
△소극적 및 유보국: 브라질(중남미 맹주, BRICS 활용), 멕시코(미국과의 관계, 제조업 경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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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와 중미지역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파나마의 경우 바렐라(Juan
Carlos Varela) 정부(2014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들어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대만과의 단교와 함께 자청한 중국과의
국교 수립 이후 FTA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고. BRI에도 적극 참여 중이
다. 그러나 2019년 5월 실시될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예상되면서 본격적
인 BRI 참여 이전에 준비된 파나마운하 제4교량 건설을 제외하고는 고속
철 사업을 포함한 각종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FTA 협상
의 경우에도 2018년 11월 현재 4차 협상이 완료되었지만 실질적인 합의
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남미지역의 주요 경제국인 멕시코와 브라질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관계와 전통적인 미
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그리고 미주의 제조업 중심국이라는 위상에서
갖는 중국과의 경쟁관계 등으로 인해 BRI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전통적인 제3세계 주도국이라는 위상과 2019년 출범할 새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으로 인해 BRI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의사
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19년 1월 취임하는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 당선자는 이념을 중시하는 대외정책 전략을 통하여 중국 자본의
브라질 진출을 경계하고 있다. 비록 중국의 강경대응과 국내 여론의 악화
로 대중국 견제 기조가 변화할 수는 있지만, BRI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그러나 브라질의 대중국 견제 전망은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외정책(친미, 반중) 전략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악
화시킬 수 없는 내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협상, 인공위성 발사장(Alcântara launch Center)의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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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용을 위한 협력협정 타결 모색,275) 트럼프 정부 측의 철강·알루미
늄 수입규제 해제 필요성, 미국과의 협력 제고 필요 분야 다양성(국방, 우
주개발, 민간항공, 혁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에너지와 관련한 외국인투자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소극적 대응은 가능
할 수도 있지만, 브라질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을 크게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고, 새 정부의 최대 지지세력인 농업부문 유권자의 이해와 연결되는 최대
대두 수입국276)이며, 인프라 부문 최대 투자국이기 때문에 결코 BRI는
물론 중국에 강경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중국의 중요성을 감안
할 때 새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브라질 코스트(교육, 인프라,
경쟁력, 생산성, 부패)를 개선할 개혁정책 시행, 대선과정에서 분열된 국
론 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필
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1차산업 중심의 협력에서 통신, 은행/금
융 서비스, 기술산업 등으로 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용
적인 입장에서 중국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대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 등은 각국의 정
치·경제적 입장과 중국과의 경제관계 긴밀성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보이

275) 알칸타라 발사센터(Centro de Lançamento de Alcântara, Alcântara Launch Center)는 브라질의 북대
서양 해안 알칸타라시에 있는 인공위성 발사장으로 브라질 공군이 운영한다. 적도와 매우 근접한 남위 2도
에 위치해 있어 역시 적도에 근접한 프랑스의 기아나 우주센터처럼 지구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하는 데 유
리하다. 1982년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최초 발사는 1990년 2월 21일 사운딩 로켓인 손다 2 XV-53 로켓이
었다. 1994년에는 프랑스 정부가 Ongoron I, Ongoron II 로켓을 시험발사했다. 최근 브라질은 보잉사,
록히드마틴사, 벡터사 등의 관심 속에 미국과 기지 임대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키백과(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24).
276) 중국은 세계 대두시장의 60%에 달하는 1억 톤을 매년 수입하고, 그 가운데 35% 상당을 브라질로부터 사료
용으로 수입하고 있다. 즉 중국은 농산물의 상당 부분을 브라질산에 의존 중인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영
기업(COFCO)이 브라질의 중견 농업기업을 M&A하는 등 적극 진출하고 있다. 반면 브라질은 대두 생산량
의 8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태혁(2018),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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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다소 중립적이면서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아르헨
티나는 최근 경제위기 타결 방안으로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증대와
기간 연장을 모색하고, 주요 수출품목인 대두를 포함한 농산물의 대중 수
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7년의 BRI 국제협력 포럼
에서 나타났듯이 마크리 현 대통령은 BRI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즉 마크리 대통령은 남미국가연합
(UNASUR)의 순번의장국으로서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 Integración
de Infraestructura Regional Suramericana)277)과 BRI 간의 협력 가
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3. 평가 및 전망
BRI는 새로운 국제질서 및 지배구조 출현을 유도하면서 중남미지역의
경제, 정치, 안보적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기에 BRI 참여 여부에 따라 중
남미의 미래가 변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리적으로 포용적인 협
력 플랫폼으로 BRI가 발전하면서 중남미지역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주
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중남미지역이 중국의 BRI 구상에 공식적
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그리고 기존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 정책의 주요
내용이 BRI와 일치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는 중국이 BRI라는 국
가 정책 틀 내에서 대중남미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

277) 남미 12개국이 참여한 2000년 제1차 남미정상회의에서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의 통합·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구상으로 IIRSA가 구체화되었다. 2008년에 남미국가연합(UNASUR: Union de Naciones
Suramericana)이라는 정치적 협의체가 창설되면서 각료급 수준에서 각종 부문의 협력을 논의할 제도들
이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남미인프라기획위원회(COSIPLAN: Consejo Suramericano de
Infraestructura y Planeamiento, 2009년)에 IIRSA는 기술포럼으로서 포함(2011년)되었다.
COSIPLAN(2018b), “Historia de COSIPL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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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중남미 국가들의 BRI MOU 혹은 협정(Belt and Road agreement)
체결을 통한 참여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BRI 지지와 참여에 수반되는 주요 과제는 중국이 전 세계에 제
공하는 진정한 공공재로서 BRI의 활용 가능성과 중남미 각국 정부와 프
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올바른 참여 자세가 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
의 진출에 대해 중남미지역에 만연한 정서적인 반감을 전향적으로 변화
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향후 일대일로의 틀 내에서의 중국·중남미 협력이 강화된다면 중
국의 대중남미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
너지·자원 부문에 집중되었던 중국의 투자는 인프라, 물류, 정보기술 등의
부문까지 다변화될 것이고, 평등과 호혜, 공동발전에 기초하는 BRI 협력
틀에서 기술이전이 동반된 투자 없이는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적극 참여할 경우 아시아와
의 연결성을 높여 아시아·중남미 지역 간 통합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BRI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제3자 협력 모색은 한국은 물론 BRI
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과 중남미지역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지역으로의 진출
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자 협력의 경우 중남미지역에서
중국을 실질적인 경쟁자로 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
는 한 제한적일 것이다.
일대일로 구상에의 참여와 인프라 구축의 가속화는 중남미의 역내 통
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를 들면 남미횡단철도(양양철도) 사업의
경우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에서 개발이 추진되었는데, 만약 중국의
참여로 추진될 경우 지지부진했던 남미지역의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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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IPLAN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는 남미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 및
경제적 통합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 연결성을 촉진하는
교통, 에너지, 통신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년간의 수정을 통해 2018
년 11월 현재 581개 통합사업(1,914억 달러)이 남미지역에서 개발을 앞
두고 있다.278) 그러나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남미
국가들의 정책적 지원과 자금 조달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COSIPLAN
과 BRI가 접점을 찾을 경우 지역통합과 연결성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나 BRI 참여 혹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중남미가 향유할 혜택의
정도는 BRI에의 공식적인 참여보다는 정책적 조정과 전략적 기획 역량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중남미지역은 BRI 참여로 발생
하는 기회와 위험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다른 참여국이나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BRI는 중남미지역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더불어 경쟁 심화, 신규 국
제규범 대응이라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할 것이다. 또한 BRI는 기존
의 각종 글로벌 규범(WTO, OECD)의 대안이거나 혹은 병행할 수 있는
주요 규범적 플랫폼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있기에 기존 참여 지역 및 국가
는 물론 중남미지역의 수용 여부에 따라 ‘베이징 컨센서스’의 재등장이라
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278) COSIPLAN(2018a), “Cartera de Proyecto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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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망 및 이슈
국경을 맞댄 연선국가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
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
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BRI 프로젝트의 부정
적 효과나 영향 또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낮은 경제성으
로 인한 무용론 확산, 당사국의 대외채무 급증에 따른 채무위기 가능성
심화, 중국 의존도 심화, 중국의 일방적인 이익, 역내 안보질서 혼란 야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
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
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
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
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의 경영권 이전, 파키스탄의 IMF
구제금융 신청, 2019년 많은 국가의 정치권력 변화 가능성 등은 BRI 프
로젝트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를 계기로 실제 몇몇 프로젝트들이
중단되거나 재검토되고 있으며 정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높
은 프로젝트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BRI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CPEC는
파키스탄 정부가 재검토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기간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지역을 향한 대외협력 확대전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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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러
시아도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안보
적 협력은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틀 내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
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협력 확대는 정치적 측면보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
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 직접적인 요인과 함께 경제, 사회적
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
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시에도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지 노동력의 활용,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사업활동에서의 투명한 경영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
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파
키스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동서남아시아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대
선 이슈로 등장하는 등 정치 이슈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협상 요구 등으
로 뻐걱거리고 있지만,279)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

279) 파이낸셜타임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국으로부터 큰 호응
을 얻고 있다며, 전체 일대일로 사업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비율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나
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이루어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China’s Belt and Road hits problems but is still popular” 2018. 11. 15,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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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계속 정치적으로만 활용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과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 선택적으로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
지만, 중남미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중남미의 지리적 위치는 해상은 물론 항공을 통한 연결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BRI에 도입하였고,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 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중 통상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과 중국
측의 적극적인 제의, 그리고 대안투자나 개발자금의 부재로 인해 BRI 프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동참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맹주
를 자처하는 인도와 동남아의 싱가포르, 베트남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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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국가들이 BRI를 초기에는 게임 체인저나 경제·사회 개발의 촉진제
로 인식할 정도였다.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 이전과 파키스탄, 라오스, 몰디브
등의 채무위기 가능성 확대, 중국의 일방적인 이익 독점 등이 나타나면서
BRI에 대한 정책을 전환하거나 전환을 고려하는 국가도 등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파키스탄 등이 그 예이다.
반면 영토나 영유권 분쟁 중인 인도와 베트남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역내 유일한 선진국인 싱가포르의 경우 중국과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은 주변국 우선정책, 해양강국전
략(Global Maritime Axis Doctrine), ACMECS 기금 설치 등 대응전략
을 수립하고 있으나 효력이나 파급력 측면에서는 한계점이 있다. 역외국
인 미국은 외교안보 차원에서 일본, 호주 등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
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현실적인 개발 필요
성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남아의 전
통적인 경제협력 국가인 일본은 BRI에 대응해 남아시아를 포함하는 적극
적인 개발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한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들 수 있다.
남아시아의 전통적인 협력국이자 지원국인 인도의 존재로 인해 많은
남아시아 국가들은 중·인 간의 균형외교를 표방하면서도 과도한 인도 의
존구조 탈피와 경제·사회 개발을 위해 BRI에 동조하거나 협력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도 역시 안보이슈를 이유로 BRI에 반대하고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BRI를 용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일대일로에 대해 러시아는 경계하는 동시에 협
력하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과거 러시아의 영향력이 큰 이 지역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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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치적으로 밀접해지면서 중국인의 유입이 늘고 중국과의 문화 교류
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는 여전히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
이 크지만 향후에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선 이 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고 협력하고자 한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 양국 정상이 2015년
5월에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유라시아경제연합 공동건설 협력에 관한 공
동 성명’을 발표하였고, 2016년 9월에도 푸틴 대통령이 항저우에서 개최
된 G20 회의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일대일로의 협력이 유라시아 발전
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잘 나타난다. 러시아는 경제적인 측면에
서 중국으로의 에너지 수출이 필요하며,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구축하
는 물류망에서도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와 몽골이 위
치한 유라시아 대륙에서 과거 러시아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자국의 이
해관계를 실현할 수 없었다. 현재에도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가 이 지역
에서 확대되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미국의 일부 연구기관과 언론에서는 키르기스스탄, 몽골 등에서의 일대
일로 프로젝트 추진이 이 국가들의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며 비판
을 보내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일대일로 사업은 지난 반세기 이상에 걸쳐 형성된 긴밀
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빠른 속도
감을 보이고 있는데 ‘아프리카판’ 실크로드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전
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단연 ‘동아프리카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이를
플랫폼으로 하여 아프리카를 동서 및 남북으로 연결하는 ‘아프리카 대륙
철도망’을 완성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철도망 이외에도 아프리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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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항만 프로젝트 등 제반 인프라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안정적 자원 확보 기반을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과잉 공산품의 수출을 위한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전략적 구
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 미국 등 서방에서 중국의 아프리
카 접근을 두고 ‘신식민지론’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대일로를 상생협력 모델로 인식하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에 따른 부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가 국내외적으
로 나오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개발욕구와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양 대륙간의 협력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
장 낙후된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개발투자를 앞세우
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발전의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고 있으
며, 중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서방의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아프리카를
핵심적인 파트너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
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발표(2013년)하기 훨씬
이전부터 일대일로에 버금가는 다수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이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런 이
유로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도상에 나와 있는
일대일로의 아프리카 노선은 연안국가인 케냐, 지부티 정도에 걸쳐 있지
만, 실제로는 항만과 내륙국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여러 국가로 뻗어나
가고 있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은 지리
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선·면을 이루듯이 점진적 또는 광
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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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에서도 중국의 일대일로는 아프리카에서만큼은 아니지만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중동지역은 석유 정도를 빼면 중국의 이익
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데다가 여러 세력이 충돌해
왔기 때문에 중국이 파고들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중
동정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대일로 전략이 추진되면서
구체화된 중동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 분야를 핵심으로 하면서 인
프라, 무역·투자, 하이테크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
고 있다. 중국은 중동분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중립적 입장,
즉 정치이슈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거리를 두면서 내정불간섭 원칙, 상생
협력 등을 협력 프레임으로 내세우며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대일
로는 중동국가들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면서 높은 호응과 신뢰를 얻고 있
는데, 이집트를 시작으로 UAE, 사우디, 요르단 등 여러 국가들이 일대일
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 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중동국가들은 장기간의 저유가기조로 물류 인프라 구축과 산업투자 확대
를 통해 산업다각화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일대일로를 통해 새
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중동부유럽(CEE)의 경우 중국 BRI에 대해 EU는 전반적으로 매우 신
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BRI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유럽시장이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대명제에 대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최근 BRI가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라는 원칙
을 강조하면서 CEE BRI에서 EU 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독점적 에너지 공급자로서
CEE를 중심으로 유럽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는
NATO의 동진으로 서방과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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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에 대해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BRI 중 일부가 러시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중국은 러시아의 협
력 파트너이기도 하고 러시아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앙아
시아·CIS 및 CEE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경계해야 하면서도, 서방과
의 대립구조에 중국과의 협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유럽의 대러 에
너지 의존도를 낮춰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중국의 CEE
BRI에 대한 정면대응으로 인프라기금 설립과 함께 남쪽의 서발칸으로부
터 북쪽의 발트해 연안에 이르는 천연가스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회랑을
제시한 상태이다.
중남미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하나의 중국(One China)’ 외교정
책과 BRI로 재탄생한 중국의 대중남미 경제협력 강화는 무역 및 투자
관계의 긴밀성이나 금융협력 수준에 따라 BRI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입장을 결정짓고 있다. 파나마를 비롯하여 최근 국교를 수립한 중미 및
카리브해 국가와 좌파형 국가(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쿠바)는 중남미지
역이 BRI에 공식적으로 포함되기 이전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면
서 최근 BRI 공동건설에 적극성을 띠는 반면,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하
거나 중국과 경제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BRI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중립적이다. 그러나 ‘5통(5通)’의 개념에서 중남미와 BRI
의 관계를 평가할 경우 이미 양 지역은 긴밀한 협력관계에 진입한 상황
이다. 따라서 국가별 관계 증진속도는 전술한 입장에 따라 차별적일 것
이지만, 다자(중국·CELAC, 33+1 협력) 및 양자협력이 동반되는 양 지
역협력체제에서 BRI 공동건설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중
남미지역에서 종종 회자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양 지역 관
계의 실질적인 증진과 중남미지역에서의 BRI 발전에 제한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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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 즉 중남미지역에는 대규모 중국인 이민 쇄도와 그 사회적
부작용은 물론 유입된 중국 자본의 한계성280)을 비판하는 시각과 함께
BRI를 과잉 생산설비와 과잉 외환을 방출하는 창구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 특히 인프라 개발 지원, 금융 지원, 인적 교류 지원 등으로 이루어
지는 과잉 외환 방출이 중남미지역에서 부패하거나 독재하는 정권을 도
와주는 역할은 물론 국가 부채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한편 미국을 제외하고 중남미지역에서의 BRI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은 선명하지 않다. 중국 진출에 대한 중남미 역내의 입장이 다양한 것과
는 달리 BRI의 구체성이 부족한 현시점에서의 입장 표명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 긴밀화 속도가 빠
른 중남미 국가들에 간접적인 우려와 함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반응은 주권국의 정책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남미 수출시장에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중남미 투자에
관심이 높은 EU나 일본처럼 대부분의 국가는 BRI에 대하여 관망적
(wait-and-see)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281)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BRI는 중국의 경제외교전략인 동시에 해외, 특히 일대일로 연선국가

280)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일본 기업 혹은 자본과는 달리 중국 기업이나 자본을 ‘메뚜기’로 지칭하는데, 고
용창출이나 기술이전과 같은 국내경제에 기여하기보다는 이익창출에만 몰두하는 경향을 표현하는 것이다.
281) KIEP와 중국 전문가 세미나(2018. 10, 베이징 개최)에서 중국사회과학원의 양쯔민 연구원은 남미 33개국
중 대만과 관계가 있는 9개국을 제외하고 24개국 중 그 절반과 BRI 협력MOU를 체결하였으나 브라질, 아
르헨티나, 멕시코 등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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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협력 플랫폼이다. BRI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흥지역에 진출하는
데 있어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할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추진과 우리나라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있어
협력의 플랫폼으로 BRI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활용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분석대상인 동서남아, 중동 및 아
프리카, 중앙아시아 및 몽골, 중남미, 중동부유럽 진출에 있어 일대일로
가 우리 기업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략
적 가치를 바탕으로 현재 한·중 간에 논의되고 있는 제3국 시장에서의 협
력(the third-country market cooperation) 방안을 중점대상지역, 협
력 가능 분야, 협력 방식으로서 제3국 공동산업단지 건설이라는 차원에
서 모색하고자 한다.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있어 매우 적극적인 협력자 중 하나이
다. 한·중 양국은 국가전략을 연계하여 제3국 시장을 공동진출한다는 협
력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내
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6월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
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창립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한국은 5대 지분(3.81%) 소유 국가이다. 2015년 10월에 개
최된 양국의 정상급 회담에서는 국가전략 연계 차원에서 「유라시아 이니
셔티브·일대일로 간 연계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
의 대외전략 변화로 이 MOU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대외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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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정책과 중국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연계 및 한국의 신북방정책
과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
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먼저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
방정책의 울타리에 포함시키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
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경제권이고 성
장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
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
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 플랫폼(AIIB, 실크로드
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
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일본 역시 ‘양질의 인
프라 파트너십: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투자(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for Asia’s Future)’와 ‘양질의 인프라 수출
확대(Expanded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이니셔티브
를 비롯한 다양한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자국 기업의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BRI는 연선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기존의 모든 프로젝트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와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발 앞선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이
와 함께 신남방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신남방 인프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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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기금’(가칭)을 조성해 기업들의 신남방지역 인프라 시장 진출, 특히 신
남방정책의 4대 협력분야인 교통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
다. 이와 관련해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새로 조성키로 한 한·아세안 글
로벌 인프라펀드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규모를 키우고 적용지역을 남아
시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 역시 2018년 10월 ‘중·일의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을 통해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중국개발은행
(CDB)이 제3국 인프라 투자를 위한 공동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82)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
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
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게다가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민간기업 육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
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
(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들 국가 역시 한국과 R&D 분야의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 공동체’를 실천하는 길
이기도 하다.

282) South China Morning Post(2018) “Why Thailand could be the big winner as China and Japan start
to work together”(2018. 10. 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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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와 몽골을 대상
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
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대일로의 범위가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지역뿐 아니라 동쪽 지역으로도 확대되면서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에
대한 고려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
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다. 이에 따라 물류와 에너지 부문에
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
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으로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
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
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
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몽골에서의 전력 생산을 통한 몽골,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으로 연결되는 전력망 구축은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가 협력
할 수 있는 주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의 개선으로 북한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
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후 철도,
도로를 통한 물류, 항만을 통한 물류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지역의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에서도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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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
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 한·중 공동협력으로 아프리카 진출 리스크 경감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는 상호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
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은 일대일로를 지렛대
(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방에서는 일대일로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에서 국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중동에서는 새로운 ‘경제세력’으로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중국과의 협력 진출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역량(자금
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
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지역은 본 연구를 통
해 관찰한 바와 같이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
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노동집약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전 세계 16개국을
의미하는 ‘포스트·중국 16(Post-China 16)’에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동부지역 4개국(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이 포함되었다.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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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한국의 외교(정상방문, ODA 등)가 집중되고 있어 경제협력 여건
이 상대적으로 잘 다져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
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
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
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
는 상태이다.283) 이런 점에서 보면 철도 등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
야에서의 협력 모색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물론 중국은 1975년 건설된
탄자니아~잠비아 철도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대일로 사업으로 건설된 철도망(아디스아바바~지부티, 나이로비~몸바
사)에 대해서는 중국기업이 직접 운영 및 경영관리를 맡기로 하는 등 사
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협력
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 관한 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
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
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위험이 수반될 수밖
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
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
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은 아프리카로부터 멀리 떨어져

283) Sun(2017),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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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전통적인 수출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단지 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산업단지를 통한 시장 진출이 필요
한 또 다른 이유는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을 맞춤형으로 생산하여 판
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중동지역과의 에너지 및 물류 분야 협력 강화
중동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들 분야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국
가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시키겠다는 뜻
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지역에서 일대
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
안하며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동지역에서 일대
일로 사업이 가장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이란으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를 대비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란
은 친중 성향이 강하고 유라시아를 지나는 일대일로의 중간 길목(페르시
아 만에서 일대일로 육상노선이 지나가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코카서스 3
개국으로 연결)에 위치해 있어 일대일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
며 앞으로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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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동부유럽(CEE)에서의 일대일로 협력 활성화 대비
CEE 지역에서 BRI 전개 방향과 성공 여부에 대한 전망은 최근 전 세
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남아시아지역에서의 BRI 진행상황과 함께 향
후 중국의 전반적인 BRI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다. 중
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CEE 지역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
상국의 부도 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
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
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
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중국 BRI에 제기된 부정적인 의
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최근 주춤했던 BRI 추진력이 다시 활
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
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에서 BRI와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현재 단계에서 CEE
지역 BRI에서 직접적인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
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
부유럽 국가와도 이미 긴밀한 산업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
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
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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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
벌화를 진행하며 추진해온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유럽에서의 한·중 협
력 경험을 축적한다면 이는 향후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중·EU 협력 활성
화 과정에서도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6) 한·중 협력으로 중남미 진출 활성화 필요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의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
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
다. 중남미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며
‘5통’의 관점에서 보면 협력분야도 매우 제한적이며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
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BRI는 중국의
해외진출전략이지만 협력국가에 따라서는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으로 진
출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
닌 쌍방향의 협력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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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색하는 중남미지역에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지역을
아시아,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표 8-1

지역

동남아·
남아시아

주요 신흥지역별 BRI 핵심 이슈 전망 및 시사점
핵심 이슈 및 전망

- 경제적 타당성 및 투명성 부족,
재정건전성 악화, 정권교체에
따른 중단 등 부정적 효과 대두
-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
국의 추진력, 현지 협조로 예정
대로 추진 전망

- 러시아 주도 EAEU와의 협력
여부
- 카자흐스탄 중심 성공적 추진
중앙아시아·
- 대외부채 문제
몽골
- 중국 영향력의 과도한 증대
우려
- 국제기구 역할 증대

아프리카

중동

주요국 입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 태국, 캄보디아, 남아시아: 적극적
-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파
키스탄: BRI 정책전환 고려
- 인도, 베트남: 영토분쟁으로 민감
한 반응
- 싱가포르: 중국과의 3국 공동진출
모색
- 일본: 적극적 개발협력 전략으로
BRI 대응

- 외연확장 전략 필요(남아시아
전체 신남방정책으로 포괄)
- 신남방정책 4대 협력분야(교
통, 기후변화, 수자원 관리, 스
마트시티) 진출 적극 지원
- 중국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참
여(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 필요)
- 선별적 투자진출전략과 리스
크 헷지 전략 수립 중요

-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연계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요
적극적
- 육로 및 해운 물류 부문에서의
- 러시아: 경계와 협력
협력
- EU: 신중한 협력
- 에너지협력, 동북아 슈퍼그리
- 미국: 영향력 행사에 어려움, 당사
드 구축
국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비판
- 남북협력 지원

- 대규모 원조사업, 무역·투자
협력 확대로 BRI 추진 가속화
-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 비해 긍정적 - BRI를 지렛대로 활용
전망
입장(대규모 원조에 의한 경제발 - 경험과 자금력을 고려한 선택
∙ 부채리스크가 최대 우려사항
전에 대한 기대 고조)
과 집중
(상업차관 통한 BRI 프로젝트
- (미국)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군 ∙ 인프라(철도 운영 및 관리) 및
로 지부티, 케냐 비롯 주요국
사적 입지 강화 및 통신망에 대한
산업단지(지리적 열위 극복
부채 위험 노출)
영향력 확대 경계
가능)
∙ 중국의 군사, 안보 입지 강화
예상
- 에너지, 인프라, 무역·투자는 - 거의 대부분 국가 환영
물론 외교·군사 등 협력범위 확 ∙ 이스라엘은 중국의 핵심 인프라
대 전망
건설, 첨단기술 구매, 국가기반
- 물류분야 협력 강화
∙ 특히 대이란 BRI 사업 추진 탄
시설에 대한 접근 우려
력 전망(친중 성향, 원유자원, ∙ 이란,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
정치 안정, 대규모 시장)
단 등 적극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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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계속

지역

핵심 이슈 및 전망

중동부유럽

- 16+1/BRI 관심 축소
- EU 규정 및 국제표준 준수 여부
- 중·EU 협력 틀 구축
- CEE BRI 성공 여부, 전체 BRI
전망 좌우

중남미

주요국 입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 EU/서유럽: 신중
- CEE BRI 낙관적 시나리오 대비
- CEE: 환영, 기대, 실망, 정치적
- 유럽의 중국 GVC 구축 동향 주목
활용
- 우리의 유럽 GVC 구축 경험
- 러시아: 관망, 경계, 일부 협조
활용
- 미국: 정면 대응

- 경제, 정치, 안보적 측면에 영향
- 아시아·중남미 통합
- 경제구조 취약, 대중국 수출의존
- 에너지·자원에서 인프라, 물류,
- 제3자 협력 틀 모색
도 높은 국가가 보다 적극적
정보기술 부문으로 투자 확대
- 한·중 협력 기반으로 중남미 진
- 멕시코, 브라질은 다소 유보적
- 중남미 지역통합
출 강화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1) 한·중 간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사업 추진 현황
한·중 양국은 2015년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사드문제로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실질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6년 4월에는 양국 정부가 건설, 환경, 물류, 전기차 업종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시범대상기업으로서 건설분야에서는 한
국의 두산중공업과 중국의 기계설비유한공사를 선정하고, 물류분야에서
는 CJ대한통운과 중국의 중토공정그룹유한공사를 선정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인 협력 성과는 아직 없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12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래 25년
을 위한 8대 한·중 협력방향의 하나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
출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 일대일로 건설 구상과 한국의 신
북방 및 신남방 정책의 연계 △ 제3국 공동진출 및 공동투자기금 조성 △
AIIB 등 국제개발은행을 통한 인프라 건설 참여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한국이 일대일로 구축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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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일대일로와 한국의 발전전략을 연계하여 상호
윈윈(Win-Win)하는 협력모델을 발전시켜나아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
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3국
산업단지(경제무역협력단지)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국 산업단지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
다. 향후 한·중 양국은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
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협력의 대상, 분야,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특히 한·중 관계는 많은 분야에서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로 발전해가고 있어 협력분야 발굴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
업 추진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하기 쉽지 않다.

표 8-2

한·중 간 국가 전략 연계 합의와 협력 현황

합의 사항

주요 합의 사항

현황

- 제3국의 인프라, 플랜트 시장에 한국의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
중국의 금융 조달능력 등 장점을 결합하여 공동진출
- 공동진출 분야: 인프라 및 도시 건설, 대형 장비 제조, 에너지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 기업
및 석유화학, 금융 및 보험, 산업단지, IT 및 통신, 자원개발, 공
제3국 시장협력 진출에
매칭 (건설, 물류) (2016. 4)
사수주, 환경 산업 등
관한 MOU
이후 중단
- 중점협력지역 : 동남아, 동북아, 중앙아, 아프리카 등
- 협력 방식 : 공동투자, 공사 수주
-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산하에 제3국 시장 공동개척 작업반
신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간 연계 MOU

- 양국의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연계함으로써, 향후 아시아인
프라투자은행(AIIB)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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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폐기→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과 연계 추진 필요

표 8-2

계속

합의 사항

주요 합의 사항

현황

한·중 투자협력 기금 - 제3국 공동진출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연구에 관한 MOU 추진

-

- 한국은 2015년 3월 29일 AIIB에 참여 신청하고 ‘예정 창립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원국’지위를 획득
AIIB) 창립회원 가입 - 2015년 6월 29일 AIIB 협정문 서명, 창립회원 가입(한국 지분
율 3.81%, 5위/ 투표권은 3.50%)

적극 참여

자료: 저자 정리.

2) 우선협력 대상지역의 선정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지역을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가의 선정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
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서 먼저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
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표 8-1 참
고). 중국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를 판단하는 근거의 하나로 일대일로와
연계하기 위한 협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중국은 일
대일로의 ‘5통’ 중 하나로 정책소통을 중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8년 말 10월 현재 100개 국가 및 10여 개 국제기구와 일대일로를 연
계하는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284) 수출과 외국인투자 등에서 중국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285)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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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일대일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의 경우 소극적
협력자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과 영토 또는 해양 분쟁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부정적인 역사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극적이거나 경계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종래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협조적이었
으나 최근 국가부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일대일
로에 대해 경계심을 보이는 국가도 나타나고 있다. 협력 대상국가 선정에
있어 한국의 입장에서는 교역규모, 한국의 투자규모, 한국과의 FTA 체결
유무 등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서는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
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한·중이 제3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공통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양국이 성공적인 협력 사례
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
대일로 연선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
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284) 본 연구에서는 BRI와 연계한 한·중 협력방안에 대한 중국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국국제경제
합작연구원(CAITEC)의 장젠핑(张建平) 소장에게 원고 위탁을 추진하였다. 张建平, 孔维升(2018), 미공개
자료.
285) 2018년 10월 현재 중국은 24개 국가와 16개 FTA를 발효시켰으며, 14개 FTA를 협상 중이고, 8개 FTA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일대일로’ 연선국가 중에서는 아세안 10개국, 몰디브, 조지아,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였고, GCC,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FTA 협상을 진행 중
이며 몽골, 네팔, 벵갈만 국가들과 FTA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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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
로 부족하다.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일대일로 사례인 호르고스 물류기
지에서 이러한 물류협력이 가능하다. 카자흐스탄의 중국 국경지역에 설
립된 호르고스 물류단지는 유라시아대륙의 중심에 위치하여 동서간, 남
북간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리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
다. 현재 호르고스 물류단지는 카자흐스탄이 51%, 중국이 49%의 지분을
보유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며, 중국에서 유럽이나 카스피해 남부로 우회
하여 서남아시아로 향하는 물류를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호르고스 물류기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호르고
스 물류기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합자
물류기업을 설립하여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연결되는 일대일로 운송
망과 호르고스 물류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중동으로 향하는 한국 제품들의 중간 물
류기착지로서 이곳을 활용하여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산업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산업생산 체인도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건과 의료 시설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이러한 제3국의
수요에 기반한 한·중 협력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
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이 일대일로 연선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인프라
(도로, 교량, 철도 및 지하철, 항만, 공항, 광케이블 건설, 유전 개발, 수리
공정), 에너지(수력, 화력, 풍력, 태양광, 원자력,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송배전 시설), 제조업(시멘트, 석유화학, 제철소, 의약품), 중소기업
에 대한 기술교류 지원, 의료분야 협력, 산업단지 등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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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에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
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에는 식품, 자동화, 의약품, 에이
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
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
야), 석유화학, 인재 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
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
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생산능력
및 장비 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
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
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
을 선정한 바 있다.
최근 개최된 한·중 일대일로 협력 1.5트랙 세미나에서 중국 상무부 산
하 연구원의 숭즈융(宋志勇) 소장은 제3국에서 한·중 간 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인프라 건설, 에너지, 금융, 신업태 및 신산업, 산업단지 및 지
역경제협력 등을 제시하였다.286) 보다 구체적으로는 △ 철도, 도로, 항
구, 공항, 통신시설 등 기초 인프라 분야 협력 △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한 협력(중동, 중앙아시아) △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의 금융분야 협력
△ 신업태 및 신산업 협력(전자상거래, 빅데이터, 로봇, 스마트 제조 등)
△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의 산업단지 공동 건설 및 관리 △ 한·중 FTA
경험을 기반으로 한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286) 宋志勇(201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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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원(NDRC: Academy of
Macroeconomic Research)의 쩡정 박사는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제3
국에서의 협력 분야로 인프라, 자원 개발, 현대 농업, 가공 및 제조업, 하이
테크 제조업, 무역 및 물류, 금융, 서비스업(헬스케어, 양로사업, 교육, 관
광, 문화 등), 환경 등 10개 분야를 제시하였다.287) 이 중에서 한국과 제3
국에서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로는 가공 및 제조, 하이테크 제조업, 물류,
환경산업, 현대 농업, 헬스케어 분야를 꼽았고, 인프라, 서비스, 금융, 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8-3

중국 입장에서 본 제3국 시장에서 한·중 협력 가능성 평가

분야

중국의 강점

제3국 수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협력 필요 분야

협력 가능성

가공제조업

산업이전 능력, 경험

산업화 초기단계

자동화,효율성

■■■■■

하이테크제조업

제품제조 능력

잠재적 시장

선진기술, R&D

■■■■■

물류

해외 물류단지 건설

BRI 연선의 물류허브

운용경험

■■■■■

심각한 환경오염

환경친화기술,경험

■■■■■

바이오 신기술

■■■■■

선진기술, R&D

■■■■■

환경산업
현대농업

경험, 대규모 전문인력

빈곤국, 높은 농업 의존도

Health Care
인프라

경험, 자금 조달력(국유자본, SWFs)

긴급한 인프라 수요

운용경험, 자금 조달

서비스산업

기술력, 자금력

서비스 공급능력 부족,
시장 잠재력

운용경험

금융서비스

위안화 국제화,
자금 조달력(국유자본, SWFs)

지역금융 중심 필요

자금 조달, 운용경험

■■

자원개발

개발능력, 중국 내 대규모 수요

풍부한 자원 보유

환경친화적 기술

■■

■■■■
■■■

주: ■ 협력 가능성 정도를 표시함.
자료: Zeng, Zheng(2018), p. 14.

287) 2018년 10월 18일 본 연구의 연구진은 중국거시경제연구원의 연구진과 좌담회를 개최하였고, 이 좌담회
에서 발표한 자료이다. Zeng, Zheng(2018), “Identifying Third-country Market Cooperation
Opportunites on the Context of BRI”, KIEP-AMR 좌담회(2018.10.18,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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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
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에도 한·중 간 경쟁관계가 강화되고
있어 협력 분야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
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
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흥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부족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
기업형 협력보다는 중소기업간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수교 이후 한·중의 경제협력은 무역과 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져왔고,
양국 기업간의 실질적인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한국기업
의 중국에 대한 투자에서도 대부분 단독투자의 형태로 진출이 이루어졌
고, 실질적인 합자 또는 합작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 더욱이 제3국 시장
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의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
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협력의 경험을 축적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제3국 산업단지 공동건설 및 활용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제3국 산업단지 공동건설사업
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이 경우에 이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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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
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
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
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장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2017년 말 현재 전 세계 44개 국가에 99
개의 해외 산업단지를 구축하였고,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는
307억 달러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및 러시
아를 중심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서남아, 중동부유럽, CIS 지역과 벨기에
에도 진출해 있다. 제조업이 미발달한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경우 특별산
업단지를 지정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산업을 발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특별산업단지의 설립은 정부
산업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5년까지는
특별산업단지가 3군데에 불과했으나, 2017년 4곳을 추가하고 2018년에
도 1곳을 추가하여 현재 8군데가 설립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조
업이 발전한 한국, 중국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며, 다수의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입주해 있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현지의 투자
환경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업이 신규로 투자를 추진하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국 기
업들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생산을 추진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생
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협력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의 예
를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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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5) 한·중 정책 금융기관 간 협력 강화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금융기관
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
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의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
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
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7년 중국개발은행
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양국의 금융기관이 협조융자를 추진한다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에도 한·중 양국의 금융기관이 중앙아시아나 몽골에서 추진되는 에너지·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서 금융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
업을 지원하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는 ① 중국개발은행(CDB), 중국수출
입은행 등 정책은행 ② 중국공상은행(ICBC), 중국건설은행 등 국영상업
은행 ③ 실크로드펀드, 녹색 실크로드펀드, 중국·아프리카 개발펀드
(CADF) 등 개발투자펀드(지분 투자) ④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신
개발은행(NDB) 등 다자개발은행(MDB)이 있다. 이들 이외에 일대일로
사업의 금융협력 파트너로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
은행(EBRD), 유럽투자은행(EIB), 국제상업은행, 상대국 정부 등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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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 정부들은 일대일로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
시키며 협력을 거부하고 있지만, 시티그룹, HSBC,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
로벌 은행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종 투자설명회 개최, 위원회 설치, 고위급 전문가 임명은 물
론 자금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BRI 사업 참여를 수
익창출의 핵심 플랜으로 삼고 지난 4년간(2014~17년) 잠비아 화력발전
소(5억 1,500만 달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글라데시 전력플랜트(2억
달러의 차관), 스리랑카 가스터미널(4,200만 달러의 수출신용)을 비롯하
여 20건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 금융을 제공했다.288)
일대일로 사업의 대부분은 그 규모가 크고 리스크가 높은 개발도상국
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제반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한
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한국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이 상기 금융기
관들과 협조융자형태로 참여하게 되면 제반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이
면서 한국기업의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와 같
이 국가위험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계약 변경 또는 취소, 약속 불이
행, 송금제한 등과 같은 많은 리스크가 수반되는데, 상기 금융기관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면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다.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은 매우 크다. 중

288) Arnold(2018. 2. 26),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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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지역 협력에서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경제합작연구
원의 장젠핑 소장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
국의 BRI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협력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289)
첫째,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의 전략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이
미 120여 개 국가 및 10개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한국의 신북방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의 중·몽·러 경제
벨트와 한반도를 연계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며,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건설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연결점인 동시에 통로로서 양국이 정책대
화를 통해 조속히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하는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대일로의 구성 부분인 동시에 중요한 연장선인 동북아 지역협
력과 GTI(Great Tumen Initiative)를 핵심으로 하는 한·중 간 일대일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국경을 초월한 인프라 연계, 국제 물류 대통로 건
설, 무역원활화와 투자 자유화, 민심상통, 문화 및 관광 교류, 생태환경
보호 등은 모두 중요한 한·중 협력의 플랫폼이다.
셋째, 한·중 FTA를 매개체로 하여 ‘5통’을 건설함으로써 한·중 간 제
도협력 체계를 전면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무역과 투자 분야의 자유
화에 더하여 금융상통, 인프라 연계, 민심상통을 추진함으로써 한·중 관
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특히 한·중 FTA에서는 한국
의 인천과 중국의 웨이하이를 선행적인 지방협력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289) 张建平, 孔维升(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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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을 활용하여 물류 루트와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실험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합작개발은행(North east development bank)을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자금융통 루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정세
의 변화와 일대일로 협력의 기회를 이용하여 한·중·일 협력 관계를 개선
하고, 중국·한국·몽골·러시아 협력 수요와 동북지역의 인프라 건설자금
수요에 대비하여 일대일로 건설자금 조달 루트의 하나로서 동북아합작개
발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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