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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북방물류의 부상과
복합물류체계 중요성
이성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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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과거 정치적 긴장관계와 환경적 이유로 인해 경제적 관점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
했던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3국 간의 접경지역이 새로운 자원의 보고이자 글
로벌 생산거점으로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남한과 북
한,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일본, 중국과 일본 간의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이나, 경
제적 관점에서는 상호 이익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원수출 다변화와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전략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 3성의 개발과 동해로의 출해구
확보, 그리고 시베리아 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자국의 경제
난 극복을 위해 나선특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남한은 자원의 확보와 유라시
아 물류루트 개척을 도모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중국·러시아·북한의 접경지
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북방지역은 최근 경제적인 요인과
정치적인 차원에서 국가들 간의 상호 필요가 맞물려 글로벌 중요 지역으로 부상
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가 진전됨에 따라 북극해 항로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극동러시아 항만의 이용도와 극동시베리아 자원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지
역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원접근을 위한 물류인프라 및 운
영체계가 취약한 상황이다. 원활한 물류체계 구축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간 국경통관 폐쇄성, 추운 기후 등을 지적할 수 있으나, 정치적인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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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북한지역의 해상과 대륙 물류망의 단절이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인구 증가, 지역경제 발전

가장 핵심적인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상과 육상을 연결하는 복합
물류가 북방물류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다.

2. 중국

북방물류경제권의 역사적 배경

중국의 동해 출해 노력은 덩샤오핑에 의한 개혁개
방이 추진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다시금 강화

1. 러시아

되기 시작했다. 당시까지 동해 북부 최고의 양항
으로 지목되었던 나진항에 대해서는 소련의 영향

러시아는 19세기 중엽 이후 청나라의 쇠퇴로

력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우선 청진항을

1859년 블라디보스토크를 정복하면서 오늘날 극

통한 진출에 관심을 기울였다. 중국은 1983년 7월

동지역의 국경을 확정지었고 1891년에 시베리아

북한과 청진항 위탁협정을 체결하여 한동안 북한

철도(Trans Siberia Rail: TSR)를 착공하여 1903

항 이용을 대안으로 추구했다.4) 1990년대 초 냉

년에 완공했다.1)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전체제가 붕괴되고 구소련이 몰락하자 중국은 두

소련은 시베리아·극동지역으로 중공업과 군수

만강개발계획과 함께 나진항을 통해 동해로 진출

산업을 이전했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하겠다는 ‘차항출해’전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도시화가 진전되었지만 지리적 원격성과 열악한

그 초석으로 1994년 중국은 북한의 대외경제위원

환경으로 TSR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됐다.2)

회와 나진항을 이용한 물자운송 협정을 체결했다.

2000년 이후 푸틴 정부는 ‘강한 러시아’ 전략

오늘날 중국의 나진항을 통한 출해전략은 매

의 일환으로 시베리아·극동 개발을 통해 에너

우 유리한 국제환경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중국

지뿐만 아니라 농업, 군수산업과 물류산업을 육

은 과거 국경문제, 중국인들의 불법체류 문제 등

성하여 에너지·농업·군사·물류대국을 지향

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왔으

하면서 러시아가 단일경제 공간으로서 유럽·

나 이와 같은 갈등요인은 양국 협상과 전략적 고

태평양 국가라는 지리적 위치를 적극 활용하자

려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중국은 1991년

고 강조하였다.3) 푸틴은 2002년부터 과거의 프

외교관계 정상화, 2004년 국경선을 확정한 합의

로그램을 수정한 ‘2010년 극동 및 자바이칼 경

등 정치적 문제 해결 이후 적극적인 경제 및 군사

제 및 사회 발전’ 연방 특별프로그램을 채택했다.

협력 관계로 중러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1) Dietrich Beyrau. 1983.“Aussenpolitik zwischen Statussicherung und Expansion”
. pp197-198.
2) Theodore Shabad. 1977.“Siberi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Soviet Period”
. In Theodore Shabad and Victor L. Mote (eds.).
Gateway to Siberian Resources (The BAM). p11.
3) 한종만. 2013.“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과 한국의 진출방안”
. 유라시아연구사업단 한러극동개발세미나.
4) 이채진. 1986. 북한과 오늘의 세계(제5장 중국의 북한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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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입장에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확보 그리고 동해
와 북극해로 나갈 수 있는 출해구 확보는 중러 경제협력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
북방물류시장의 현황과 구조변화
1. 러시아의 현황

3

극동러시아의 물류체계는 철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광활한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짧은 구간에 적합한 도로망 대신 철도망이 발달했다. 주요 물류망은 블라디
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TSR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림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는 남단과 중간 그리고 북단의 세 가지 연결선을
갖고 있다. 지린성 훈춘과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연결하는 TSR연결지선과 도로망
(프리모리에 1)이 있다. 중간에는 중국 헤이룽장 목단강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
크, 나홋카, 보스토치니항을 연결하는 TSR연결지선과 도로망으로 연결되는 물류망

(프리모리에 2)이 있다. 북단에는 러시아 바니노항과 소비에트가야가반항에서 출
발, 1984년 개통된 제2의 내륙횡단철도인 BAM(바이칼-아무르)라인을 타고 콤소
몰스크와 틴다를 거쳐 마침내 우스티쿠트에서 TSR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TSR
은 북한 나진과 하산이 연결되기 이전에는 북러 화물처리에 큰 기능을 수행하지 못
했다. 중국 지린성과 러시아 자루비노, 슬라비안카항 연결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
<그림 1> 극동러시아 주요 물류체계

그라데코보

우수리스크

추르킨

블라디보스토크

슬라비안카
나홋카

크라스키노
자루비노

하산

자료: 해양수산부. 2014.2. 극동시베리아 해운물류진출방안 기초연구. 최종보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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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토치니

지 못했다. 오직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러시아 나

나선특구 개발과 연계하여 북·중 경제협력을 강

홋카, 보스토치니항으로 연결되는 구간만 물류망

화한 후 최종적으로 두만강 지역 공동개발6)과 동

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이는 TSR 지선의 용량문

북아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 화차 수급문제, 국경 통관문제, 철도 궤간 문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동북3성

제, 노동력 부족 문제 등 양국 간 물류시스템 차

의 국제물류 신루트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

이와 관세당국의 비효율성 등에 기인하고 있다.

고 있다. 현재 동북3성의 수출입 물량은 대부분

최근 러시아 정부의 노력으로 북러 간 철도가

랴오닝성의 다롄항과 잉커우항이 담당하고 있으

개통되었고 프리모리에 1구간에 대한 철도 물류

나, 높은 물류비와 비효율로 지린성과 헤이룽장

체계 개선, 통관문제 개선 등의 노력, 화차 매입

성은 동해안에 위치한 최단거리 항만 확보가 필

등에 대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개선

요하다. 이에 중국은 2012년 9월 훈춘, 북한 원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해연안의

정리를 거쳐 나진항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확장

항만과 배후철도, 도로망을 연결하는 복합물류

포장하여 운송능력을 증대시켰으며, 현재 훈춘-

체계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원정리를 잇는 신두만강대교를 건설 중이다.7)
훈춘에서 자루비노항까지의 거리는 62km이며,

2. 중국의 현황

중국의 이 지역 교통인프라 확충계획이 성공적
으로 완료될 경우 한·중·러를 연결하는 복합

중국 정부는 창지투 개발 개방 선도구 제정, 랴오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3

닝 연해경제벨트 건설 가속화 계획, 선양 경제구

년 3월 19일, 속초-자루비노-훈춘을 연결하는

의 국가신형공업화 종합개혁 실험구 비준 및 하다

백두산 항로가 재개설됐다.

치 공업벨트 건설 등 동북진흥정책을 추진 중이

중국 헤이룽장성 수분하시는 동쪽은 러시아와

다.5) 이러한 중국 동북3성 개발은 러시아 극동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와의 거리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북·중은 창

는 210km, 극동지역 최대 경제구역인 나홋카와

지투 개발전략과 나선특별시 개발의 연결을 통한

의 거리는 270km다. 부산에서 중국 다롄항을 거

경제협력을 촉진 중에 있으며, 동북3성 진흥정책

쳐 하얼빈에 도착하는 거리에 비해 러시아 블라디

의 주요 부분인 창지투 개발 프로젝트는 지린성의

보스토크와 중국 수분하시를 거쳐 하얼빈에 도착

급속한 경제성장뿐 아니라 두만강 지역개발에 대

하는 거리가 약 1천km 단축되어 물류비용을 대

한 국제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이

폭 절감할 수 있다.

국제협력을 위해 창지투 개발 프로젝트를 북한의

5) 이성우·최은혜·박한나. 2013. 동아시아 북방물류의 변화와 부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5.
6) 넓은 의미에서 두만강 지역 개발 대상은 중국 동북3성, 몽골 동부, 러시아 극동, 한국 및 북한의 동해안 지역을 포함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러
시아 연해주 남부의 하산과 자루비노, 중국의 훈춘 및 북한의 나선(나진-선봉)지역임.
7) 연합뉴스. 20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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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물류시장의 구조변화

최근 러시아는 자국 물류시장을 복합물류운송체계 구축, 국가 간 물류협력, 북극
해 항로 활성화 등 세 개의 전략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에 있다.
1. 러시아의 복합물류체계 구축

3

러시아는 북방물류시장의 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복합운송물류센터 구축계
획을 수립했다. 철도로 제한되었던 단순물류체계를 부가가치 창출과 효율을 강화
하기 위해 국제수준의 복합운송물류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인구
밀집지역에는 대형센터를, 여타지역은 중형센터를 15개 설립할 계획이다.
2. 철도네트워크 강화
러시아철도공사는 2009년 ‘2015년까지 시베리아철도의 컨테이너 화물수송 개발
프로그램’을 채택했는데, 그 일환으로 ‘시베리아철도(TSR) 7일’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다. 2015년까지 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110억 루블을 책정하였다.8) 또한
<표 1> 극동지역 물류센터 및 복합운송터미널 계획

구분 물류센터 및 복합운송터미널

처리용량
천 톤/년

소요투자 금액
톤/하루

백만 달러

국제 수준의 대형 복합운송 물류센터
1

하바로프스크

2

블라디보스토크

2,500

4,750

120

2,000

4,200

90

지역수준의 중간 복합운송 물류센터
3

블라고베셴스크

850

1,900

65

4

야쿠츠크

650

1,400

50

5

마가단

400

800

30

6

베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츠키

300

600

25

7

아나디리

250

400

20

8

유즈노-사할린스크

300

600

25

9~23

나홋카, 바니노, 틴타, 오하,
틱시 등 15개소

5,170

260

기타 물류센터 및 터미널
2,560
총

685

자료: Т
 .А. ПРОКОФЬЕВА. 2009.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И ОРГАНИЗАЦ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ТРАНСПОРТНО-Л ОГИСТИЧЕСКИХ СИСТЕМ.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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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철도의 시설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2020

만 톤의 석탄을 환적할 수 있는 시설로 현대화

년까지 8,700억 루블을 투자하여 광물자원 수출

를 계획하고 있다. 바니노항은 무츠카만 지역에

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제

2012~2016년 동안 석탄화물을 연간 3,536만

일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시설 인프라인데,9) 러

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11)

시아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연결하는 철
도를 완공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나진항 3호 부두

4. 북극항로 등 물류 신루트 등장

시설 운영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본격
운영을 위해 한국 정부에 공동투자를 요구하고 있

북극항로는 기존 아시아와 유럽 간 해상루트인

는 상황이다.

수에즈 항로 대비 거리를 최대 40%, 운항기간을
최대 10일 단축 가능하다.12) 북극항로의 부산-

3. 러시아의 항만인프라 개선

유럽노선에 대응하여 해당 항로를 약 40% 단축
하는 노선으로 블라디보스토크-아무르주 스코

러시아는 ‘러시아 항만인프라 개발전략 2030’

보로디노-시베리아 중부 야쿠츠크-레나강-북

에 따라 극동러시아의 포시에트, 나홋카, 보스

극해로 이어지는 시베리아 종단 신루트가 등장

토치니, 바니노, 블라디보스토크 등 주요 항만

하고 있다. 시베리아 종단 신루트는 현재 레나

에 인프라 개발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10) 이에

강 중류까지만 운하로 이용되지만, 온난화로 북

따라 나홋카항은 ‘8번 선석의 화물처리단지 재

극해가 녹으면 운하가 하구로 연장되고 레나강

건축 및 8~10번 선석의 물동량 증대’ 프로젝트

하구의 틱시항을 이용하여 북극해로 연결될 수

를 수립했다. 보스토치니항은 ‘러시아 운송시스

있다. 시베리아 종단 신루트의 각 구간별 거리

템 개발 2010~2015’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또

는 부산-블라디보스토크 966km, 블라디보스

한 코지미노 석유전용터미널의 인프라 개발, 보

토크-스코보로디노 1,983km, 스코보로디노-야

스토치니항 31~35번 선석 재건설 등의 사업 계

쿠츠크 1,315km, 야쿠츠크-틱시항 1,530km이

획이 있다. 블라디보스토크항은 ‘루스카야 트로

며, 총 거리는 5,794km다. 이 구간은 2025년까

이카’에서 투자하고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

지 중국의 모헤와 연결되어 좔린다(러시아)-스

설할 계획이다. 포시에트항은 2015년까지 250

코보로디노-야쿠츠크-레나강-북극해로 이어지

8) 이옥남. 2012.“TSR 운영실태 분석에 따른 TKR 연계 가능성 진단”
.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
9) Доклад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РФ Максима Соколова на засед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вопроса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забаи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и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восток, 2
июля 2012 г., http://www.mintrans.ru/news/interviews/detail.php?ELEMENT_ID=18371
10)
‘С
 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морской порт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и до 2030 года’
. 2012. pp100-120. www.rosmorport.ru. [2014.1.14.
검색].
11)
‘С
 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морской порт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и до 2030 года’
. 2012. pp133-134. www.rosmorport.ru. [2014.1.14.
검색].
12) 이성우·송주미·오연선. 2011.“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해운항만 여건 변화 및 물동량 전망”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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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로 중러 간을 연결하는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13)
추후 해당 물류 루트들 간의 경쟁 및 보완이 시작될 것이며, TSR과 경쟁하면
서 북방지역 자원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러시아 내 내륙복합물류
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경우 시베리아 종단 신루트와 중러 내륙복합운송루트의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3

러시아는 철도, 항만 및 복합물류체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중국과 북한
과의 접경지역 물류체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 또한 동북3성
진흥을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있다. 러중을 중심으로 한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협력이 양자, 다자간 형태로 진행되면 북방물류시장의 성장 가능
<그림 2> 동아시아 북방물류 신루트 노선

자료: www.unicologx.com을 기반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재작성.

13) www.sakha.gov.ru/node/8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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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전망은 한층 밝아질 것이다.

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북방물류시장은

이와 같은 성장이 실현되면 북-러-중 접경지

글로벌 경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남을 수도 있

역을 중심으로 한 북방지역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

다. 특히 북한 리스크, 현지 노동력 부족, 철도와

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한국의 동안, 일본

항만 물류시설 및 운영체계 문제 등 핵심적인 문

의 서안 그리고 극동러시아가 연결되어 있는 동해

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국제적 공조가 진행되지

를 중심으로 한 해양경제권의 추진 동력과 북방물

않는다면 북방물류시장은 가능성만 가진 공간으

류시장의 성장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상호 시너지

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의 동북3성 경제시장과 연
계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북한의 대외개방 및 경
제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 철도, 항만, 해운으로 분리되어 검토와 진출
이 진행되었던 극동러시아 및 중국 동북3성 물류
시장에 대해 해운과 연결된 복합물류체계 관점에
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항만과 내륙소비지 혹
은 생산지를 연결할 수 있는 내륙물류단지 개발과
함께 해운에서 육송을 통해 소비지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일관복합운송체계 구축이 한중러 3국 정
부의 협조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북방물류시장의 성장은 단순히 물류인프라
및 체계 개선만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물류를
기반으로 산업투자가 진행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반으로 인해 러시아 극
동지역 전반, 나아가 동북아 북방지역 전체가 아
시아 경제권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는 물류
활동 강화가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정치적
안정화까지 이끌어내어 동북아 공동번영의 기반
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현재 북방물류시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러시아의 물류인프라 및 체계 개선사업이 계획
대로 추진되지 않고 한러, 중러, 일러의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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