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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문제제기
본 연구가 제기하는 연구문제는 러시아와 터키가 추진하고 있는 가스관 건설 사안인 터키 스
트림(Turkish Stream) 프로젝트의 향후 전망을 (1)양국의 에너지 안보 요인과 (2)지정학적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분석하기 위
하여 본 연구는 상호무역 의존 수위가 높은 러시아와 터키 양국은 궁극적으로 양국 이해관계의
핵심이 되는 에너지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나아가 이익 최대화를 위한 우크라이나 사태 및 시
리아 사태와 같은 국제정치적 변수와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비용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는 전
제를 채택한다. 본 연구는 오늘날 가스관 건설을 비롯한 에너지 안보 문제는 국가들이 협력의
최대화와 갈등의 최소화라는 공동의 규칙에 암묵적으로 합의하며 관여하는 게임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추진되어 왔고 터키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 이
후 잠정 중단된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가 러시아와 터키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등 외부 행위자가 관여하고 군사 안보, 에너지 안보, 경제 협력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된 문제라는 사실을 규명하며, 중단된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전망을 제시
하는 데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에너지를 추구하기 위한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은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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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의 중요한 양상 가운데 하나이며, 에너지의 희소성 문제가 국제 분쟁의 발발, 지속, 결
과와 연결되는 고리를 파악하겠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1) 또한 기존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자원은 풍부하지만 안보는 불안정한 카스피해 지역을 둘러싼 국가들 간의 지정학적인 갈등 관
계와 경쟁 양상을 분석했다.2) 본 연구 역시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안보는
21세기에 정치학적, 경제학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무엇보다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의 지정학적 의미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은 국제사회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맞물려 있는 영역으로 연구의 중요성에 있어서 공감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중요한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국과 터키를 비롯한 에너지 수요국이 협력의 최대화와 갈등
의 최소화를 지향하며 벌이는 에너지 안보 추구 행위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설명하
는 이론적 접근이나 방법론적 제시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3) 이러
한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본 연구는 에너지 공급국과 에너지 수요국 간 협력과 갈
등의 수위가 평행을 이루는 지점을 탐지하고 향후 유관 국가들 간의 에너지 안보 추구 행위를
예측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법의 유용성을 터키 스트림 프로젝
트의 사례 연구에 적용하여 최근 중단된 터키 스트림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두고 갈등
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 터키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Ⅱ. 접근 방법과 연구범위
본 연구는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의 재개 및 지속적인 추진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
심 요인은 러시아와 터키가 에너지 안보를 추구하며 향유할 이익과 지정학적 갈등에 연루되어
부담할 비용이라고 간주한다. 이 때 양국 간 협력과 갈등의 손익계산은 터키 스트림 건설의 공
사기간이라는 시간적인 측면과 터키 스트림 건설의 외연 확장이라는 공간적인 측면, 그리고 우
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사태 같이 야기되는 돌출적 변수 문제들에 대응하는 미국과 EU의 태
도 등 러시아·터키 관계에 영향을 미칠 국제관계 변수에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러시아와 터키가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를 추진하
게 된 배경, 과정, 의미를 양국 관계의 경제적 측면으로 한정하고, 러시아와 터키의 국가 에너
지 전략의 맥락에서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와 관련된 에너지 안보 요인 분석으로 한정한다. 또한
유럽 대륙과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와 터키의 중요한 안보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시리
아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심으로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정학적 갈등 요인 파
악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겠다.
1) 에너지 안보가 21세기 국제정치에서 지니는 함의를 조명한 대표적인 에너지관련 국제정치경제학적
인 저서들로서 Klare, M. (2008). Rising powers, shrinking planet. New York: Metropolitan Books와
Yergin, D. (2011). The quest. New York: Penguin Press을 참고할 수 있다.
2) 카스피해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경쟁의 의미를 분석한 국내외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연규, 엄구호 (2006) “카스피해 에너지의 지정학: BTC 송유관 개통의 지정학적 의미”.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2. pp.21-54, Cohen, Ariel. (1996). "The New Great Game: Oil Politics in
the Caucasus and Central Asia." Backgrounder #1065. Heritage Foundation, Бадырханов, Эльдар, “Ч
ерная золотая труба,” ВЗГЛЯД, 31 мая 200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 에너지 안보론의 관점에서 에너지 공급국과 수요국 사이의 에너지 안보 추구 행동의 설명을 시도
한 연구로는 엄구호, “러시아의 동시베리아·극동 가스와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 안보”, 중소연구 제
39권 제1호 (2015). pp. 231-269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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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스트림 프로젝트의 향후 전망을 예측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제시함에 앞서, 이론적 틀에
입각한 예측이 힘든 국제관계 변수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 요인이 러시아와 터키의 에너지 안보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 공급국과 에너지
수요국 사이에 적절한 가격으로 규칙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되는 가용성이 최대화되고 가격의 변
화, 수요공급의 변화, 외부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후생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4) 개별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가 정치학, 경제학, 전략적으로 지니는 의미가 점
차 증대되고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에너지 공급국과 수요국은 에너지 공급의 가용성을 최대화하고 경제적 후생의 손실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문제와 지정학적 갈등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안보 문제를 둘러싼 에너지 안보 요인과 지정
학적 갈등 요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접근 방법 제시에서 고려
할 에너지 안보의 지표는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가용성, 에너지 가격 책정의 적정성, 에너지 수
송의 효율성 등 3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5) 에너지 공급국과 수요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 요
인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으나,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로서 고려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에는 터키 스트림의 건설 추진 여부를 전망하기 위한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가용성, 적정성, 효율성의 3대 지표와 시리아 사태와 바샤르 아사드(Bashar Assad)
정권 교체 및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IS) 격퇴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민스크 합의(Minsk
Agreement) 이행 여부 및 노드 스트림(Nord Stream) 확대 문제 등 지정학적 갈등의 2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 방법을 나타냈다. 그리고 가용성, 적정성, 효율성의 에너지 안보 3대
지표와 지정학적 갈등의 외부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세부적인 분석 기준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접근 방법과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터키에 중요한 에너지 문제인 터키 스트림
건설의 추진 여부를 전망할 것이다.
[그림 1] 연구의 접근 방법과
분석안보
기준요인- 에너지
에너지 수요·공급의 가용성: 가스 수요·공급량
에너지 가격책정의 적정성: 가스 거래가격
에너지 수송의 효율성: 가스관 건설비용
<에너지 안보 추구 행위>
터키 스트림 건설에 따른
협력이익의 최대화 및
갈등비용의 최소화

- 지정학적 갈등 요인시리아 사태: 아사드 정권 교체와 IS 격퇴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민스크 합의 이행여부와
노드 스트림 확대 문제

4) 에너지 안보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Buhringer, Christoph , Andreas Keller, Edwin van der Werf, "The
(non)sense of Energy Security Indicators and Policy," presented at 10th IAEE European Conference,
Vienna, 9 Semptember 2009에 따라 이뤄졌다.
5) Sovacool, Benjamin K. Marilyn A. Brown, "Competing Dimensions of Enegry Securit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School of Public Policy at th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Working Paper #4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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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의 전개와 향후 예측
터키 스트림([그림 2] 참조)은 흑해 연안에 위치한 3개의의 천연가스 정재소에서 시작하여 흑
해를 관통하고 그리스에 인접한 터키 영토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건설을 추진했던 가스관의 명
칭이다. 터키 스트림 건설계획은 2014년 12월 1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터키에 방문하던 와중에 제안되었으며, 러시아 영토를 거치지 않고 카스피해의 천연가
스를 유럽국가에 공급하려고 했던 사우스 스트림(South Stream, [그림 3] 참조)이 폐기됨과 동시
에 추진이 논의되었다. 2015년 11월 24일 터키에 의해 러시아 전투기가 격추되어 러시아가 터
키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등 양국 관계가 악화된 현 시점에서는 추가 논의가 중지된 상태이
며, 아직까지 재개 혹은 폐기 여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6)

[그림 2] 터키 스트림의 노선도 (잠정 중단)

출처: Газпром экспорт - Турецкий поток http://www.gazpromexport.ru/projects/6/ (검색일:
2015.11.22)

6) Эхо Москвы, "Газопровод «Турецкий поток» и АЭС «Аккую» пока не вошли в список санкционны
х мер в отношении Турции." http://echo.msk.ru/news/1669056-echo.html (검색일: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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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우스 스트림의 노선도 (폐기)

출처: Google Wikipedia 이미지 - South Stream (검색일: 2015.11.22)

러시아가 2007년부터 추진했던 사우스 스트림을 폐기하고 터키 스트림을 추진했던 이면에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와 유럽의 대러
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라는 압박 요인이 존재한다. 사우스 스트림을 폐기하고
터키 스트림을 추진했던 러시아의 선택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악화된 EU와의 관계에서 예
상되는 경제적 손실성을 터키와의 관계에서 만회하려는 의도가 전제되어있다.7) 러시아는 우크
라이나가 가스관 경유국(transit country)으로서의 지위를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가격협상에서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노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여왔다.8)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 힘든 만큼, 유럽을
대체할 시장을 단기간에 개척하기 힘든 상호의존(co-dependency)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9) 이
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대신하는 가스관 경유국으로서 EU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정책노선
을 견지하고 러시아 가스의 주요 소비시장인 남동부 유럽국들에 인접한 터키와 그리스에 주목
하였다.10)
7) Ulcehnko, Natalia. "From South Stream to Turkish Stream: Underlying Reasons and Consequences of
Transformation."
8) Richard Weitz(2010)는 안보적으로는 대립관계에 놓여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협력 관계를 추진해
온 러시아-터키 관계의 특성을 ‘명백한 우애’(overt friendship)와 '억제된 경쟁'(restrained competition)
으로 특징지었다.
9) Reuters, "Factbox: Russia-Turkey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http://www.reuters.com/article/2015/11/24/us-mideast-crisis-russia-turkey-ties-fac-idUSKBN
0TD26K20151124#kXUkz2wWe4JCXRqv.97 (검색일: 2015.11.24)
10) Lenta.ru, Греция подготовила план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воей части «Турецкого поток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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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터키와의 관계 설정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
미를 지닌 문제였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의 재개 혹은 지속적인 건설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냉전기 소련에 대항하는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회원국인 터키와 NATO의 팽창
을 견제하는 러시아는 안보적으로는 대립 관계에 놓여있으면서도, 무역·투자·에너지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추구해왔다.11) 2003년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러시아와 터키의 전체 교역량은 10년 사이에 50억 달러 규모에서 260억 달러 규모로 5배 증가
하였다.(<표 2> 참조) 2014년을 기준으로 터키를 방문한 러시아의 관광객은 독일 다음으로 많
은 440만 명에 달했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러시아는 터키가 수입하는 원유의 10%를 공급하
는 4대 원유공급국, 가스의 56%를 공급하는 1대 가스공급국이었다.12) 또한 2013년에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 회사인 로스아톰(Rosatom)은 200억 달러 규모에 터키 최초의 1200메가와트급 원
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년에 러시아의 국영 천연가스 회사인 가스프롬
(Gazprom)은 기존의 사우스 스트림을 폐기하는 대신에 터키에 매년 630억 큐빅미터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터키 스트림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 2003-2012 러시아-터키 교역 관계 (단위: 십억 달러)

출처: Demiryol, Tolga (2013). "Does Economic Interdependence Promote Political Cooperation?
Political Economy of Russian-Turkish Energy Relations"
http://lenta.ru/news/2015/07/09/greecestream/ (검색일: 2015.11.23., 보도일; 2015.07.09.)
11) Richard Weitz(2010)는 안보적으로는 대립관계에 놓여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협력 관계를 추진해온
러시아-터키 관계의 특성을 ‘표면적인 우정’(overt friendship)과 ‘억제된 경쟁’(restrained competition)으
로 특징지었다.
12) Reuters, "Factbox: Russia-Turkey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http://www.reuters.com/article/2015/11/24/us-mideast-crisis-russia-turkey-ties-fac-idUSKBN0TD26K20151124#kX
Ukz2wWe4JCXRqv.97 (검색일: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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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와 러시아·터키의 에너지 안보 요인
이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적인 접근 방법에 입각하여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의 재개 및
지속적인 건설 추진 여부를 분석하기에 앞서, 러시아의 대외 에너지 수출 전략과 터키의 대외
에너지 수입 전략의 골간을 살펴봄으로써 상호무역 의존 수위가 높은 러시아와 터키 양국은 궁
극적으로 양국 이해관계의 핵심이 되는 에너지 안보의 접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러시아
와 터키의 핵심적인 국가 에너지 전략은 각각 ‘에너지 전략 2030’(Energey Strategy 2030)과
‘2015-2019 에너지 전략 계획’(2015-2019 Strategic Energy Plan)이다. 양국의 에너지 전략 가운
데 협력의 접점을 보여주는 대목은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2030이 가스 산업 부문에서 추구하는
전략적인 4대 목표13)와 터키의 에너지 전략 계획 2015-2019의 전략적인 2대 목표14)이다.(<표
3> 참조)

<표 3> 러시아와 터키의 에너지 전략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2030: 가스 산업 부문의 전략적인 목표>
①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국내외 가스 수요의 충족
② 단일 가스공급 시스템 발전 및 그러한 시스템의 러시아 동부지역으로의 확대,
이를 기반으로 한 러시아 각 지역의 가스공급 시스템의 통합 강화
③ 경제적 효율 제고를 위한 가스 부문의 조직적 구조 완성 및 자유가스시장 형성
④ 정부에너지정책의 GDP 및 수출 형성에 대한 에너지부문의 지표에 따른 러시아 통합
예산 수입으로의 안정적인 유입 보장
<터키의 에너지 전략 계획 2015-2019: 지역·국제 협력 부문의 전략적인 목표>
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 에너지 시장과의
에너지 연결망 통합 강화
② 에너지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에너지 수출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출처: МИНИСТЕРСТВО ЭНЕРГЕ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러시아와 터키 양국 모두 각각 수출 노선과 수입 노선의 다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에너지 시
장을 개척하고 에너지 수출 혹은 수입 희망국과의 에너지 안보을 강화할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에너지 공급국과 수입국으로서의 러시아와 터키의 에너지 안보의 접점은 터키 스트림이
13)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http://minenergo.gov.ru/aboutminen/energostrategy/ (검색일: 2015.11.24)
14) Turkey's Strategic Energy Plan 2015-2019
http://www.enerji.gov.tr/File/?path=ROOT%2F1%2FDocuments%2FStrategic+Plan%2FStrategicPlan2015-2019.pdf
(검색일: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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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으며,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가용성, 에너지 가격책정의 적정성, 에너지 수송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터키 스트림의 재개와 건설 추진 여부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1) 터키 스트림의 에너지 수요·공급의 가용성: 러시아의 가스 공급량과 터키의 가스 수요량
2014년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가스프롬은 터키를 포함한 유럽 시장에 146.6억 큐빅미터의 천
연가스를 공급했고, 그 중에서 터키는 2번째로 많은 273.3억 큐빅미터의 천연가스를 수입했
다.15) 2014년도 러시아의 전체 가스수출량의 76.5%를 차지하는 유럽 시장에서 터키가 차지하
는 비중이 약 14.6%를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터키는 러시아 에너지 공급의 가용성을 최
대화하는 데 중요한 수요국이다.16) 2014년도를 기준으로 터키는 1700억 큐빅미터의 천연가스를
수입했으며 그 중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비중은 가장 많은 57%에 달한다.17) 지난 10년간
터키의 천연가스 소비량이 1.8배 증가하고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에서 러시아산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터키 에너지 수요의 가용성을 최대화하는데
러시아는 중요한 에너지 공급국이다.18) 에너지 수요·공급의 가용성 측면에서 터키 스트림은 러
시아와 터키 모두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블루 스트림(Blue Stream, [그림 2]의 실선 참조)이 가스관을 통하
여 터키로 향하는 러시아산 가스의 50% 가량을 수송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러시아와 터키 간의 천연가스 거래양인 273.3억 큐빅미터에서 러시아의 블
루 스트림을 통해 터키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양은 143.3억 큐빅미터이다. 2015년 12월을 기준으
로 터키 스트림이 수송할 예상 천연가스양은 320억 큐빅미터에서 기타 경로로 운송될 130억
큐빅미터를 전량 운송한다고 해도 190억 큐빅미터의 잔여양이 남는다. 이를 충당할 만큼 터키
의 가스 수요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인지, 그리고 190억 큐빅미터의 잔여양이 터키를 경유하
는 러시아산 가스의 최종 목적지인 중부 유럽국들의 수요에 적정한 공급양인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야할 것이다.
2) 터키 스트림의 에너지 가격책정의 적정성: 러시아와 터키의 가스 거래가격
2013년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구소련국가들을 제외하고 터키를 포함한 유럽국들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가격인 1000m3 당 304.2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14년도를 기준으로
터키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구매에 사용했을 비용은 약 83.13억 달러에 달한다.19) 터키의
천연가스 구매가격은 25년 단위로 결정되는 유럽국들의 가스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터키 내수시장의 가스가격에 대한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터키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를 대상으로 터키 스트림 완공 시 가스관 경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유비용(transit fee)
을 협상하려 할 것이다. 장기간 단위로 거래가격이 책정되는 천연가스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15) Газпром экспорт - Статистика поставок
Динамика реализации газа в Европу http://www.gazpromexport.ru/statistics/ (검색일: 2015.11.25)
16)
Газпром
экспорт
Статистика
поставокДинамика
реализации
газа
в
http://www.gazpromexport.ru/statistics/ (검색일: 2015.11.25)
17) US Energy Information Agency - Turkey
https://www.eia.gov/beta/international/analysis.cfm?iso=TUR (검색일: 2015.11.25)
18)
Газпром
экспорт
Статистика
поставокДинамика
реализации
газа
в
http://www.gazpromexport.ru/statistics/ (검색일: 2015.11.25)
19) Газпром Маркетинг http://www.gazprom.ru/about/marketing/europe/ (검색일: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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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책정의 적정성이 터키 스트림의 재개와 건설 추진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
인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3) 터키 스트림의 에너지 수송의 효율성: 기간과 연장에 따른 가스관 공사비용
2014년 8월의 가스프롬 추산에 따르면 4개의 가스관으로 이루어진 터키 스트림 건설에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용은 폐기되었던 사우스 스트림 건설에 추정된 235억 달러에 비해서
1.5배 정도 저렴한 총 126억 달러로 예측했다.20) 2015년 1월과 2월에 있었던 러시아 가스프롬
과 터키 에너지부 간의 논의에 따르면 2016년 말경에 터키 스트림의 1번 지선이 완공되어 터키
로의 천연가스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21) 육상 가스관과 해상 가스관의 위치를 확정하
고 그리스 영토로의 배관 확장 가능성이 논의된 이후, 터키 스트림 건설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
된 시점에서 향후 터키 스트림 건설 재개 시 완공까지 소요될 기간과 최종 연장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힘든 실정이다. 다만 가스관 공사에 소모되는 비용은 가스 거래가 장기적으로 이뤄지
면 회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수송의 효율성 역시 터키 스트림의 재개와 건설 추진 여
부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2.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와 러시아·터키의 지정학적 갈등 요인
에너지 수요·공급의 가용성, 에너지 가격책정의 적절성, 에너지 수송의 효율성과 같이 러시아
와 터키 양국 관계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에너지 안보 요인만을 고려한다면 최근 터키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보복성 경제 제재로 대립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양국
관계는 점차 진정되면서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는 재개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EU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추
진되어 왔고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이후에 미국 주도의 NATO 회원국인
터키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으로 잠정 중단된 배경을 지정학적 갈등 요인의 측면에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의 기획, 추진, 중단의 이면에는 러시아와 터키뿐만 아니
라, 미국과 EU 등 시리아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다른 셈법을 가진 국가들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의 불안정한 상황에 안보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러
시아와 터키, 미국, 유럽 등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부분은 각각 아사드 정권 교체와 IS
격퇴 문제, 그리고 민스크 합의 이행 여부와 노드 스트림 확대 문제이다.
1) 시리아 사태: 아사드 정권 교체와 IS 격퇴 문제
아래의 [그림 4]에서 나타난 것처럼, 터키는 러시아, 카스피해, 중동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흑
해와 발칸반도를 지나 유럽 중심부로 향하는 교두보에 위치한 국가이다.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 현재 내부 정세가 불안하거나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한 국가들과 인접했기에 지정
학적인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터키는 시리아 내전 종식의 필수 조건으로서
20) Russia Beyond The Headlines, "Gazprom puts cost of Turkish Stream at €13.6 billion",
http://rbth.com/business/2015/08/13/gazprom_puts_cost_of_turkish_stream_at_136_billion_48479.html
(검색일:
2015.11.27)
21) 에너지경제연구원, “South Stream 사업의 중단 배경과 Turkish Stream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전망”,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5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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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드 정권의 하야를 요구하고, 아사드 정권을 IS 격퇴를 위한 협력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과
EU의 입장에 동조하였다.
[그림 4]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

출처: Google 이미지 검색 (검색일: 2015.11.27)
이러한 상황에서 시리아의 정치적 안정성 확보와 IS 격퇴를 위해서는 아사드 정권의 유지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러시아가 군사적인 개입을 시작하면서 지정학적 충돌로 인한 양국
관계의 악화와 이로 인한 터키 스트림 건설 프로젝트의 중단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아사드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보호될 수 있는 시리아 내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시리아의 지중해 연안
항구인 타르투스(Tartus)는 러시아가 근동 지역의 지정학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항구이다.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아
사드 정권이 미국과 EU의 지원을 받는 온건 성향의 반군 세력 혹은 IS나 알 누스라 전선
(al-Nusra Front)과 같은 테러 단체에 의하여 전복되는 것은 시리아 내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에 반군 세력 지원 중단과 IS 격퇴를 위한 국제 공조를 요구하
면서, 아사드 정권이 빠른 시일 이내에 개헌과 대선을 통해서 시리아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타
협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개입과 아사드 정권에 대한 비호에 대
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미국 역시 러시아가 제시한 정치적 타협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
분 공감의 의사를 표명했다. 12월 15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부 장
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시리아에서 이른바 ‘정권교
체’(regime change)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한 발언은 시리아 사태에 대한 러시아와 서방 국가
들 간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22) 하지만 여전히 반군 지원 문제와 IS 격퇴 방법에
대한 양측 간 견해 차이는 상당하여 시리아 사태의 공통적인 해법 모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러시아 전폭기 격추 및 조종사 사망 이후 터키에 대한 농산품 수입금지, 노동자 비자연장 제한,
22) 연합뉴스, 케리 미 국무장관 "시리아 정권교체 추구 안 해" (종합2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6/0200000000AKR20151216002452080.HTML(검색일: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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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 제한 등으로 보복성 경제 제재로 최악으로 치달은 러시아·터키 관계가 터키 스트림의
재개 여부를 논의할 정도로 회복되는 것은 시리아 사태 안정과 IS 격퇴가 전제되어야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 우크라이나 사태: 민스크 합의 이행 여부와 노드 스트림 확대 문제
2014년 크림 반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정부군과 친(親)러시아 반군 간의 내전
이 격화되면서 러시아와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상호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관리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2015년 2월 12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
스, 독일 4개국은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 중지, 교전 지대에서의 중화기 철수, 인도적 지원과 물
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민스크 합의를 도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유럽 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스크 합의는 에너지 문제와 같은 중요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와 유
럽은 서로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가용성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상호 인지시켜
주는 촉매 역할을 했다.
특히 10월 28일에서 29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 지그마어 가브리엘(Sigmar Gabriel) 독일 부총
리 겸 경제에너지부장관이 “러시아가 민스크 합의를 이행한다면 노드 스트림 확대를 통한 러시
아와 독일, 나아가 EU 국가들과의 에너지 안보의 확대 및 심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발언에 주목할 만하다.23)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와 유럽의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협력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로 인하여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이 높
아진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 대신에 보다 안정적인 노드 스트림 프로젝트([그림 5]와 [그림 6]
참조)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로 일관하는 미국의 대러 정책으로부
터 탈피하고 싶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EU를 대표하여 서방 국가와 러시아 간의 중재적 역할
을 자임하고 있는 독일의 역할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자국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EU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독일의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민스크 합의를 이행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이바지하게끔 유도함으로써 EU의 대러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추가적인 노드 스트림 건설을 실현하여 경제적 실리를 비롯한 에너지 안보 이
익을 극대화할 동기가 있다. 물론 러시아와 독일의 희망대로 노드 스트림의 확대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2월 17일에서 18일에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추가적인 노드 스
트림 건설을 지지하는 독일에 대하여 발트3국, 폴란드, 헝가리와 같은 중부 유럽국들은 대러 천
연가스 의존 심화와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에 대한 해저 가스관의
위법성을 문제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24) 독일의 중재 하에 러시아가 민스크 합의를 이행함으
로써 우크라이나 사태의 안정화에 성의를 보이는 것은 노드 스트림의 확대가 실현되기 위한 충
분조건은 아닐지언정, 여러 가지 필요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은 확실하다.

23) DW, German Vice Chancellor calls for better collaboration with Russia over Ukraine and Syria
http://www.dw.com/en/german-vice-chancellor-calls-for-better-collaboration-with-russia-over-ukraine-and-syria/a-1
8813508 (검색일: 2015.11.16)
24)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RFE/RL), EU Summit Turns Focus To Nord Stream 2
http://www.rferl.org/content/eu-summit-turns-to-nord-stream-2/27435364.html(검색일: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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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러시아-독일 노드 스트림의 기존 노선도

출처: Google 이미지 검색 (검색일: 2015.11.27)

[그림 6] 러시아-독일 노드 스트림의 추가 노선도

출처: EurAcivt.com - EU leaders to clash over Nord Stream 2 at summit
(검색일: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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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잠정 중단 상태에 처한 터키 스트림 건설 프로젝트의 재개와 건설 추진 여부
를 러시아-터키 관계에서 에너지 안보 요인과 지정학적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전망하고자 했
다. 본 연구에서 러시아와 터키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사태를 비롯한 지정학적 갈등 요인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가용성, 에너지
가격책정의 적정성, 에너지 수송의 효율성 등으로 결정되는 에너지 안보 요인을 최대화할 것으
로 기대되었다.
연구 결과 러시아와 터키는 다양한 경제 분야,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
지해왔고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를 통하여 상호 간의 에너지 공급 가용성과 수요 가용성을 최대
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러시아는 터키의 제1 가스수출국으로서, 터키는 러시아의
유럽지역 제2 가스수입국으로서 에너지 공급국과 수요국 간의 밀접한 상호 보완 관계를 수립하
였다. 그리고 터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구매가격은 EU 시장과 연동하여 책정되어 천연가스 가
격협상에서 벌어질 에너지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이전에 폐기된
사우스 스트림 건설에 비해 저렴한 터키 스트림 건설의 공사비용이 예상되어 에너지 수송의 효
율성 역시 제고되었다. 가용성, 적정성, 효율성의 에너지 안보 3대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난 터
키 스트림 건설 문제는 최근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 이전까지 양국 에너지 안보의 접점으로
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에 반대하던 터키에 의하여 러시아 전폭기가 격추되고
조종사가 사망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러시아가 고강도의 보복성 경제 제재로
대응하면서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러시아와 터키의 갈등을 촉발한 시
리아 사태는 아사드 정권 교체 여부와 IS 격퇴 방법에 대한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공통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시리아 사태라는 지정학적 갈등 요
인은 러시아·터키 관계에서 터키 스트림 건설로 보장될 에너지 안보 요인보다 더욱 크게 작동하
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크림 반도 사태 이후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압박
과 경제적 제재를 받아온 러시아는 독일의 중재 하에 민스크 합의를 이행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의 해결에 성의를 보임으로써 추가적인 노드 스트림 건설에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모색하고
있다. 시리아 사태와는 달리 우크라이나 사태는 민스크 합의라는 틀 안에서 독일의 중재와 러시
아의 이행을 통하여 해결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이는 러시아·독일 관계에서 노드 스트림 건
설로 보장될 에너지 안보 요인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시리아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
타나는 에너지 안보 요인과 지정학적 갈등 요인을 비교해봤을 때, 터키 스트림 프로젝트가 재개
될 가능성은 낮아지는 대신에 추가적인 노드 스트림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다.
러시아와 터키에 영향을 미치는 시리아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방, 그리고 이에 대응하
는 미국과 유럽 등 기타 국가들의 전략은 각 국가들의 국제관계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안
보 등 복잡하고 가변적인 이해관계에서 도출되어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다. 따라서 양국
에너지 안보 요인에 집중하여 터키 스트림 건설 문제를 낙관하며 시작했던 본 연구의 한계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에너지 안보 문제에서 에너지 공급국과 수요
국이 합의를 이루는 지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외부의 지정학적 갈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한 것은 분명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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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swer to the global dilemma between the growing power demand and the call
for GHG emissions reduction may be in the utilization of Russian hydropower in Asia
Pacific. The greatest potential of the cooperation in power engineering within Northeast Asia
lies in the idea of a comprehensive Asian Supergrid; however, this process should start from
establishing reliable exchange of energy resources between the countries on a lower level,
including the trilateral projects between Russi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Nowadays, the
three countries are considering several projects, including the one dedicated to the supply of
Russian electricity to North Korean Rason Special Economic Zone and the one in the
connection of power grids between Russia and South Korea.
The current circumstances seem favorable for this cooperation. Russia, being under
Western sanctions right now, has intensified its “Asia Pivot”. The Republic of Korea has
initiated the “Eurasian Initiatives” intended to overcome its island-like position and consol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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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stance in Asia Pacific. North Korea is searching for foreign investments to tackle its
energy deficiency. Furthermore, it seems like many of the obstacles that prevented this
cooperation in the past have been overcome: the electric power system of the Russian Far
East has been reinforced; the North Korean economic attractiveness has also been enhanced
and the modernization of the infrastructure is planned; the financing of joint projects is
supposed to be drawn from the barter exchange between Russia and the DPRK and the
financial resources of South Korea investors and the AIIB.
The biggest problem may be in the lack of political will in South Korea to fully
commit to the realization of the trilateral projects. The South Korean leadership still suffers
from constraints coming from its alliance with the USA. Moreover, South Korea is reluctant
to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s possible violation of its commitments with
Russia in the trilateral projects.
Nevertheless, the continuation of the dialogue between the concerned countries and the
comprehensive discussion of each other’s positions will definitely lead to the creation of a
cooperation platform that is beneficial to every party. It is believed that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two Koreas in power engineering has a potential to bring
reconciliation and decrease tensions in the region, stimulating further cooperation in the
region.

Ⅰ. Introduction
On the threshold of the UN climate change summit that is scheduled
November 30 - December 11, 2015 in Paris, Vyacheslav Solomin, chief executive
EuroSibEnergo, the largest independent Russian power producer, explained his vision
the future of hydropower generation in Eastern Russia and its possible implications

on
of
of
on

the Northeast Asian energy mix in his article in the Nikkei Asian Review. He pointed
out that the power sector is responsible for 37% of overall man-made carbon emissions,
whereas power demand in Asia Pacific is expected to double by 2030. This creates
concerns about the prospects for greenhouse gases (GHG) emissions reduction and
regional power sufficiency in Northeast Asia. The answer to this dilemma may be the
utilization of Russian hydropower. It is noted that Russia has the world’s second largest
hydropower resources and only 20% of them are actually used. Moreover, most of the
resources are located in Eastern Russia, which creates the necessary capacity to build
new power plants, able to provide up to 30GW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efficient
electricity for one of the lowest market prices in the world1). North Korea and South
1)

Russian Hydropower Can Help Fight Climate Change in Asia, Vyacheslav Solomin, Nov 27 2015,
Nikkei
Asian
Review,
URL:
http://asia.nikkei.com/Viewpoints/Viewpoints/Russian-hydropower-can-help-fight-climate-change-in-Asia?p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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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specially because it would break the “wall” between South Korea and the rest
of the continent, which is a necessary start for the Northeast Asian grid interconnection.
In 1990 the USSR established th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finally, after more than 40 years of mutual rejection, the two countries fully
recognized each other and could explore the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Russia lost much of it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prevented it from participating in the inter-Korean issues until the
beginning of 2000. The reconcili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along with the
Sunshine policy, initiated by the South Korea President Kim Dae-jung, has led to the
idea of trilateral cooperation involving Russi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most
promising projects include the connection of the Trans-Korean and Trans-Siberian
railroads,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Korean gas pipeline, and the connection of the
electric power systems of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Korean peninsula. Among the
three projects, the one in the field of power engineering is the least discussed in the
media; however, there is a good chance that it will be realized. Since the three parties
have already gained certain positive experience from the realization of the trilateral
Rajin-Khasan Project that allows supplying coal from Russia to South Korea through
North Korea, they can apply this successful practice to the electric power supply
project.
From 2000 until now, the three countries have been exploring the possibilities
to cooperate in this sphere, trying to work out the most optimal configuration. Due to
the unstable inter-Korean relations, Russia had to conduct separate negotiations and
assume the mediating role in this triangle. In the beginning of 2000 Russia and North
Korea discussed the opportunities to supply Russian electricity to North Korean
Chongjin. However, they failed to draw South Korean participation in this project,
which, along with other factors, did not allow it to be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Russia and South Korea have been discussing the prospects of connecting their power
lines and even launched the feasibility study. Unfortunately, due to the tensions on the
peninsula, it was suspended in 2010 up until 2013.
Nowadays, the three countries are considering several projects in power
engineering, including the one dedicated to the supply of Russian electricity to North
Korean Rason Special Economic Zone, and one in the connection of power grids
between Russia and South Korea. Both projects require the participation of all the three
parties since the first needs South Korean investments and support, especially
considering its potential to be extended to the Trans-Korean power grid system, and the
second involves installing power cables over North Korean territory.
The greatest potential of the cooperation in power engineering within Northeast
Asia lies in the idea of connecting the power lines of Russia, China, Mongolia, Japan
and the two Koreas into one Asian Supergrid; however, this process should start from
establishing reliable exchange of energy resources between the countries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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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bilateral level. One of the most advantageous outcomes from the cooperation in
electric energy is expected from the trilateral projects between Russia, The trilateral
arrangement, involving Russia and the two Koreas, seems to be quite beneficial for
every country out of the three and for the region in general. Russia, being under
Western sanctions right now has intensified its “Asia Pivot” and strengthened its ties
with China. But in order to avoid dependency on China, Russia has to diversify its
cooperation in the Asian Pacific, and the Korean peninsula seems to be one of the most
attractive destinations. The Republic of Korea, despite of its alliance with the USA,
refused to officially join the sanctions, which creates an additional impetus to its
relations with Russia. For South Korea, seeking to become a ‘middle power’ in the
reg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goals is to increase its leverage and to sustain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USA and China. For this end, South Korea needs to
consolidate its position in the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Russia. Moreover, Russia has strong influence in North Korea, which makes this
cooperation inevitable. Besides, the low production costs resulting from the fall of the
Russian ruble makes the following years the perfect timing for cooperating with Russia
in the energy field. Speaking of North Korea, it has suffered from power shortage for
many years already. Its energy deficiency is one of the factors preventing it from
achieving a break-through in economic liberalization, since no industrial project may be
truly attractive for investors when there is an insufficient and unstable supply of power.
Until recently, North Korea has been closely cooperating with China in this field;
however, the falling off in the relations after the 3rd nuclear test carried out by the
DPRK led to the suspension of the cooperation. This creates additional opportunities for
Russia to secure its position as an electricity supplier. The greatest challenge seems to
be in attracting South Korea investors to the project and making it financially profitable
for all the participants. If this trilateral cooperation becomes a success, it is expected to
enhanc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ven lay basis for the
inter-Korean reconciliation. The connection of the two Korea’s infrastructures will create
the necessary interdependent relations that will prevent them from escalating tensions.
Afterwards, this cooperation model may be extended to the whole region, making the
project of the Northeast Asian power grid connection and energy exchange a rea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ut the steps that the three countries have made for the
advancement of the cooperation in power engineering in good order, to scrutinize the
constraints that impede the process and the factors that propel it, and to evaluate the
prospects of the existing projects and their further development. The author aims to
emphasize the favorability of the current circumstances for the cooperation in this sphere
and the urgency of such projects, as well as encourage the South Korean investors to
play a bigger part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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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ferences of this paper include statistics, research papers and reports
provided by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institutions, as well as research and news
articles from the world media.

Ⅱ. The Long-Lasting Discussion of Electric Power Grid Interconnection in
Northeast Asia
Since the 1990th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including Russia, China, Japan,
Mongolia and the states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discussing the possibility to
create a regional power system, that will be a solution to the growing demand of power
in the region, as well as allow the exchange of resources making the energy
consumption more efficient. Certain countries in the region, like Russia, are suffering
from the excess of electric power and inefficiency of its electric power system, while
others, like South Korea, Japan and China have to rely on the use of fossil fuels and
the insufficient power generation capacities inside the countries. Recently the possibility
of exploiting the resources of Mongolia for wind power generation has been also under
scrutiny, which creates even more potential for creating a stable electricity supply for
the region2). Furthermore,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borders of all th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re located quite close to each other, the weather conditions are quite
different, which creates an opportunity to make use of peak load differences of the
national power grids3)(see Figure 1).

[Figure 1] Seasonal difference in load curve

Sources: Drawn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the various sources of Energy System Institute, Siberian
Branch,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rkutsk, Russia and Korea Power Exchange, Seoul, South Korea4).
2)

동북아 SUPERGRID 구상과전망,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책임연구원, 계 세계 에너지시장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인사이트 제13-8 제13-13 호 2013.3.1 호 2013.4.5
3) Electric Power Grid Interconnection in Northeast Asia, Won-Cheol Yun and Zhong Xiang Zhang,
Environmental Chnage, Vulnerability, and Governance Series, No. 63, March 2005, URL:
http://www.eastwestcenter.org/fileadmin/stored/pdfs/ENVwp0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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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2000th the ecologically friendly and efficient high-voltage electric power
systems interconnecting several countries have been named “supergrids”, creating a
global trend in power engineering. The effects of the realization of such project are
considered to be dramatic: the overall level of infrastructure will be enhanced; the
allocation of energy resources will be improved; all the countries are expected to
receive substantial monetary gains; the regional energy security will be strengthened.
However, due to the political tensions in the region,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between Russia and Japan suffering from the territorial dispute and between
China and the USA struggling for leadership, as well as for the lack of th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these projections used to be no more than a discussion topic.
Nowadays, on the other hand, it seems like the momentum has been gained to
break this impasse. The inter-Korean relations are gradually normalizing after the crisis
happened in summer of 2015; Russia and Japan are in the constant negotiation process
and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A is actually drivi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towards each other is separate fields, including energy. A strong stimulus has
been given to the regional electric power cooperation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in
2011, when Japan had to abandon almost all of its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was
looking for other sources of energy to substitute the shortage. Moreover, the countries
have gained the necessary experience in energy cooperation that can be used to
accelerate the projects in power engineering,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Sakhalin gas
field and LNG exports from Russia to Northeast Asia; the lessons of the KEDO,
focused on the cooperation in nuclear energy; the agreement between Russia and China
on the construction of the gas pipeline “The Power of Siberia” and the conclusion of a
long-lasting gas contract; the agreement between Russia and China to supply electricity
from the Russian Far East and also the ongoing coal supply from Russia to South
Korea through the Rajin-Khasan railroad passing the North Korean territory. Basically,
we can already say that the main obstacle to the arrangement of the regional power
grid connection has been overcome to a certain extent, since North Korea has already
assumed its role as a transit country and up until now the coal supply project is
undergoing without any major constraints. All of it clears the way for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Russi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s a major step on the way
to the interconnection of the regional power grids.
Another impetus is given to the regional cooperation in electric power grid
interconnection in the light of the recent policies to tackle climate change. In December
2015 the heads of 195 countries will gather in Paris to attend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Since 1992, when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as
been adopted, the signatories to the Convention have been meeting every year to discuss
4)

Electric Power Grid Interconnection in Northeast Asia, Won-Cheol Yun and Zhong Xiang Zhang,
Environmental Chnage, Vulnerability, and Governance Series, No. 63, March 2005, URL:
http://www.eastwestcenter.org/fileadmin/stored/pdfs/ENVwp0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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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gress. In 2011 they agreed to reach the new Agreement until the end of 2015,
since the situation with the GHG emissions has become extremely urgent. The new
Agreement is supposed to be a comprehensive document binding the signatories to
substantially reduce their carbon emissions, no matter it is a developed country or a
developing one. It creates a difficult situation for the Asian part of the world, since the
greatest increase in energy demand is expected from there, while most of the Asian
countries are reliant on fossils.
South Korea has already committed itself to reducing its CO2 emissions by 37%
by 2020, which is not an easy task, considering its lack of power generating capacities.
In 2012 the South Korean installed power generation capacity amounted to 83,2GW,
while the electricity consumption reached the level of 394,4GW5). Moreover, South
Korea does not have much potential to increase its domestic generation, since 70% of
its territory is covered with mountains6). The solution to the imbalance lies in importing
electric power from resource abundant countries like Russia. It is also important that
most of the electric power generated in the Russian Far East is hydropower, which is
an efficient and clean source. The constraints again come from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North Korea that separates the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 from Russia. That is
why it is so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promote the tr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that involve both North Korea and Russia. Besides, in case of trilateral cooperation the
hydropower supply from Russia may be supplemented with the wind power from the
DPRK generation sites.

Ⅲ. The Timeline of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States of the
Korean Peninsula in Power Engineering
The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two Korean states in the field of power
engineering has been discussed already for decades. The two parties clearly understand
the specific features of the region that make this cooperation mutually beneficial. North
Korea has suffered from energy deficiency for the lack of power generation capabilities,
while South Korea has been relying on its traditional energy suppliers and needs
diversification.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overcome its current
island-like position, that is a result of mutual non-recognition of the two Korean states.
On the other hand, Russia has a different problem, resulting from the inefficiency of its
energy system.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even earlier than that, in
5) Global Energy Statistical Yearbook 2015, URL: https://yearbook.enerdata.ru/
6) Electric Power Grid Interconnection in Northeast Asia, Won-Cheol Yun and Zhong Xiang Zhang,
Environmental Chnage, Vulnerability, and Governance Series, No. 63, March 2005, URL:
http://www.eastwestcenter.org/fileadmin/stored/pdfs/ENVwp0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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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Russia experienced a plunge in its industrial production and consumer demand,
which led to the excess of power generation. This was the first time the idea of
connecting electric systems of Russia and neighboring countries came to light. It started
with the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Japan; however, this project was not meant to
be realized. The new stimulus to reviving the idea came in the beginning of 2000 from
North Korea, which had a huge energy crisis7).
The project that was discussed by the two parties consisted of supplying Russian
electricity to North Korean Chongjin. In 2001, Russia and the DPRK concluded the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which they described the plan to export the
electricity generated in the Russian Far East
from Vladivostok to North Korea. In the
development of this Memorandum in 2002, the two countries signed the agreement on
the connection of the power systems and power supply. In the Joint Action Plan
adopted by Russia and South Korea in 2005, the two parties mentioned their interest in
joint study of the opportunities to connect the power systems of all three countries,
including Russi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power
lines.
Unfortunately, despite all the benefits that the countries could get from this joint
venture,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in the Russian Far East, the
resolution of the energy crisis in North Korea that could have led to the overall
liberalization of the regime, the upgrade in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South Korea, not to mention the opportunity to lay basis for the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project did not reach the realization stage due to a
number of difficulties.
The main problem was in the differences the partners had on the business value
of the project since it required substantial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nd also raised
concerns in the possibility to finalize the whole plan. The South Korean counterparts
pointed out the following flaws in the power system of the Russian Far East: much of
the equipment had become obsolete and needed replacement, and some regions were
actually suffering from the power shortage since the system was unbalanced, having the
majority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in the West and the major consumption areas in
the East. Another major issue was in the financing of the project. The Russian side did
not intend 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in the DPRK and requested South Korea to provide a firm guarantee that their plans to
import Russian electricity through the North Korean territory would be realized. In turn,
South Korea preferred to have the full control over the process of power supply to the
North, selling the electricity from the South Korean territory. The South Korean partners
considered the import of the Russian electric power as a part of the energy integration

7) 동북아 SUPERGRID 구상과전망,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책임연구원, 계 세계 에너지시장 에너지시
장 인사이트 인사이트 제13-8 제13-13 호 2013.3.1 호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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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ortheast Asia, but not as a solution to the energy deficiency on the Korean
peninsula8).
After the failure of the Chongjin power supply project, the parties continued to
discuss other possibilities to cooperate in the field. In 2006 during the
7thKorea-RussiaJointCommitteeonResources, Russia and South Korea agreed to establish
a special working group to study the possibilities of the power systems connection. It
was followed by the conclusion of the MOU between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d Inter RAO (one of the largest Russian public energy companies) in
2009 and the decision to launch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project. However, in 2010,
due to the tensions rais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tudy was suspended until 2013
when the parties agreed to resume the activities.
At the same time, another Russian company came up with an idea to expand
the scope of the energy cooperation to the whole Northeast Asian region. During the
APEC summit in 2012 EN+ Group, a Russian energy-related company that owns
EuroSibEnergo, proposed a project that would involve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ern and Siberian energy resources, the construction of high-tension transmission lines
and the supply of electricity to the Korean peninsula, Japan and other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the project was supported by the conclusion of a MOU between
KEPCO, EN+ and Scoltech (The Skolkovo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rivate
research university) concerning the study of an optimal route for the supergrid during
the visit of President Putin to South Korea in November 2013 (see Picture 1)9).
However, until now, it is stated that on the governmental and private levels, the
projects of electric power supply are considered separately but not as a part of a
regional system10).

8)

Russia
to
Light
Up
North
Korea,
Jan
21
2015,
Kommersant,
URL:
http://www.kommersant.ru/doc/2650455
9) Scholtech Center for Energy Studies Carried Out the Seminar Dedicated to the Creation of the Asian
Supergrid,
Jul
29
2014,
Scholtech
News,
URL:
http://www.skoltech.ru/2014/07/tsentr-energeticheskih-issledovanij-skolteha-organizoval-seminar-posvyashhenn
yj-voprosam-sozdaniya-aziatskogo-energeticheskogo-koltsa/
10) Press-Release: The Second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Asian Supergrid, Apr 10 2015, Scholtech
News,
URL:
http://www.skoltech.ru/pressreleases/vtoroj-mezhdunarodnyj-seminar-po-proektu-aziatskogo-energeticheskogo-k
ol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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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1] The scheme of the promising routes for the electric power supply with Northeast Asia

Source: Skoltech

Recently, the idea of supplying Russian electricity to North Korea came to the
forefront again. This time the considered destination is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The project will be carried out by RAO ES of the East, the independent energy
company operating the energy complex of the Russian Far East that was created as a
result of the restructuring of OAO RAO UES. It involves not only the generating
capacities of the Russian Far East, mainly hydropower, but also the capabilities of the
DPRK to provide the wind power.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project was entrusted to the TEK Mosenergo
Company that specializes in the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and has reached its final
stage. RAO ES of the East estimates that the generating capacity of the existing power
stations in the region, along with the newly built Vostochnaya gas-fired power plan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new 110kV and 220kV power lines until Khasan, allows
exporting electricity to North Korea by 201611). At the first stage, it is projected to
supply North Korea with up to 70MW of electricity and gradually increase this volume
up to 350MW. The next stage of supplying around 2-3GW of electric power depends
on the construction of additional generating capacities. It is planned to construct the
thermal power stations and also possibly wind power plants in the Rason Economic
Zone. In October, 2015, the Russian side has already initiated the capital investing into
11)

2015 WEC국제에너지심포지엄, 유라시아 이너셔티브 'Win-Win 필요', Sep 22 2015, Electric Power
Journal, URL: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41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Russia, the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Power Engineering

33

the project. Russian power engineers have installed wind-measuring complexes in the
areas of possible construction of wind power plants12).
It should be mentioned that Russian and North Korean power lines have
different frequencies, 50Hz and 60Hz accordingly, which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direct current power transmission lines13). However, this infrastructure may be
useful in the future to connect the power systems of the region into one circle,
therefore the parties should consider it as a long-term investment.
In perspective, if 500kV power lines are built and additional generating capacity
is created, the supply may be increased. It is expected that the exporting power volume
may reach 600MW in 10 years14). In this case, the parties can consider the possibility
to export electricity to South Korea without constructing new power plants. According
to the recent projections, the construction of power lines through the DPRK territory
may be carried out by RAO ES of the East and the DPRK power grid company15). In
January 2015,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the 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 and the Russian hydroelectricity company RusHydro
(RAO ES of the East is owned by RusHydro) concluded the MOU to start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construction of the power bridge from the Russian Far East to
South Korea through the North Korean territory16). However, the Russian investors hope
that it will be possible to attract South Korean companies to the project already on the
stage of supplying electricity to the North Korean Rason area, so it can grow up to a
bigger scope with the possibility to provide energy for the whole peninsula. It is also
worth pointing out that during the visit of the DPRK Minister of Foreign Trade Lee
Ryon Nam to Russia in the end of February 2015, the North Korean counterparts
expressed their commitment to the involvement of the South Korean companies in the
project of the Russian electricity supplies to the DPRK17).

12)

Minist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greed with South Korean K-Water to Launch the
Project of the Energy Bridge to South Korea via North Korea, Jan 30 2015, The Official Portal of the
Minist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URL: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2941
13) 2015 WEC국제에너지심포지엄, 유라시아 이너셔티브 'Win-Win 필요', Sep 22 2015, Electric Power
Journal, URL: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41
14)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Hong Hyun-Ik, May 17 2002, Korea Focus,
URL: http://www.koreafocus.or.kr/design1/layout/content_print.asp?group_id=810
15)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Hong Hyun-Ik, May 17 2002, Korea Focus,
URL: http://www.koreafocus.or.kr/design1/layout/content_print.asp?group_id=810
16) The New Phase of the Russian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lations with the DPRK,
Apr
24
2014,
NEO,
URL:
http://ru.journal-neo.org/2014/04/24/novaya-faza-politiki-rossii-na-korejskom-poluostrove-i-v-otnosheniyah-s-kn
dr/
17) The New Phase of the Russian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lations with the DPRK,
Apr
24
2014,
NEO,
URL:
http://ru.journal-neo.org/2014/04/24/novaya-faza-politiki-rossii-na-korejskom-poluostrove-i-v-otnosheniyah-s-kn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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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same time, Russia and South Korea are exploring another opportunity to
connect the two power systems and start the electricity supplies. In June 2015 Rosseti,
a Russian power company comprising the interregional and regional grid companies,
KEPCO and Inter RAO concluded the MOU to study the possibility of connecting the
electric systems of Russia and South Korea by means of high voltage power lines in
order to export the electricity from Russia to the Republic of Korea18). It is estimated
that out of the whole generating capacity of the Russian Far East amounting to 294
billion KWh, Russia could start with exporting 4GW of electric power to South
Korea19).
June 18th, 2015, the head of Rosseti, Oleg Budargin, announced that Rosseti
and KEPCO had reached the agreement to launch the project of constructing the power
bridge from Vladivostok to Seoul. Specifically, it is planned to build 1,000 km of high
voltage power lines, including the underwater cable and transmission lines along the
North Korean territory. Due to the involvement of the DPRK in the project, Budargin
emphasized that South Korea had to make the necessary political decisions20).

Ⅳ. The Key Success and Failure Factors
The feasibility of cooperation in electric power between Russia and both North
and South Koreas depends on several factors:
· The Russian Far East power supply capacity and electric system stability;
· The state of the North Korean energy infrastructure and the economic potential
of the power supply destination (in this case it is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 The financing of the cooperation projects;
· The political will of the South Korean leadership to cooperate with the DPRK
and to involve Russia in this cooperation.

1. The Russian Far East power generation and network capacity

18)

Head of the Minist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Told «The Voice of America» about the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Mar
24
2015,
PrimaMedia,
URL:
http://primamedia.ru/news/politics/24.03.2015/428032/glava-minvostokrazvitiya-rasskazal-golosu-ameriki-o-sotr
udnichestve-s.html
19)
The Visit Of Kim Jong-un to Russia May Upset the USA, Dec 20 2014, Vzglyad, URL:
http://www.vz.ru/world/2014/12/20/721402.print.html
20) Energy Integration between Europe, Russia and Asia - Unlimited Opportunities, discussion paper,
Saint-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Jun
18-20
2015,
URL:
http://forumspb.com/bfx-cc/system/uploads/files/site_session_attr/stenogram_ru/566/1097_r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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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National Rating Agency, the installed capacity of all the
Russian power plants amounts to more than 230GW, 68% of which being thermal
power generation, 21% - hydropower and 11% - nuclear power. In 2014 Russia
produced 1,064TWh of power, ranking 4th of the top power producers21). The net
capacity factor of thermal and hydropower plants is rather low, 57% and 46%
accordingly22). The whole system’s capacity utilization rate is 45%, and the electric
power consumption is in decline. In this situation, Russia has around 20GW of
unutilized electric power, which creates substantial opportunities for overseas power
supply23).
In recent years, the Russian electric power export has shrunk by 30% and
makes up to only 2% of the generated volume or 15 billion KWh. In this connection,
the Energy Strategy of Russia sets an ambitious goal to increase this volume 8 times
until 2035. Russia is exploring numerous export projects, including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and power lines overseas, the project of constructing large-scale wind
power generation complex with the capacity of 50GW in China and also the project of
the Asian Supergrid, involving the Republic of Korea, the DPRK, Japan, Mongolia and
China. In order to keep the electric power system competitive, Russia has been pursuing
policies intended to modernize the basic funds of the industry suffering from excess in
power generation and obsolescence, to provide the opportunities for exporting the excess
power and fully exploiting the power generation capacities and to attract new
technologies24).
In the view of Russia’s recent “Asia Pivot,” the issue of the Russian Far East
development has become even more pressing. For this purpose, in 2012, the decision
was made to establish a special body dedicated to this very region - the Minist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25). It is common knowledge that Siberia and
Far East are the regions of rich natural resources and vast territory; however, without
proper management this wealth may have little value. The overall installed capacity of
all the power plants in the region amounts to 14GW, more than half of it being
hydropower26). One of the major concerns that the South Korean counterparts presented
when they considered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of power supply to the North Korean

21)

The Development of Russia’s Electric Power System in 2014, The National Rating Agency, URL:
http://www.ra-national.ru/sites/default/files/other/55.pdf
22)
The Installed Generating Capacity of the Russian Power Plants, Jan 23 2015, RosTeplo, URL:
http://www.rosteplo.ru/soc/blog/raznoe/1720.html
23)
Export Oriented Energy of the Far East, Mar 17 2015, Nezavisimaya Gazeta, URL:
http://www.ng.ru/energy/2015-03-17/12_east.html
24)
The Electric Power to come from the Primoriye Territory, Feb 10 2015, RG, URL:
http://www.rg.ru/2015/02/10/kore.html
25) KIEP Opinions, Russia’s New Concept of Foreign Policy and Korea-Russia Cooperation, January 29,
2014
26) The Development of Russia’s Electric Power System in 2014, The National Rating Agency, URL:
http://www.ra-national.ru/sites/default/files/other/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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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gjin was in the instability and misbalance of the Far Eastern electric power system,
especially in the Primorie Territory and Vladivostok. But the system has gone through
dramatic change since then. In 2010, the construction of the new 500 kV substation
Vladivostok and 500 kV line Dalnevostochnaya-Vladivostok was complete; in 2012, the
500kV power line circle was closed with the commissioning of the substation Lozovaya
and the two power lines in the segment between Chuguevka and Lozovaya, as well as
the segment between Vladivostok and Lozovaya; in the same year, Vladivostok electric
system was consolidated with the 220kV power line circle. Moreover, in 2013, in the
Amur Oblast, the 500kV electric power bridge connecting Zeyskaya hydroelectric power
plant with Amurskaya substation and reaching up until the state border and Heihe in
China was put into operation. In 2012, Russia and China have concluded the contract
on the supply of 100 billion kWh of electric power until 2036 and its implementation
will be executed through the newly constructed energy bridge27). Therefore, the Far
Eastern electric power system has not only been reinforced for the domestic purposes
but also proved its capacity for cross-border power supply.
The current situation has been complicated by the Western sanction against
Russia, which banned the transfer of technologies and investment into the energy sector;
the decrease of demand and market volatility in China, which troubles the financing of
certain investment projects (like the Power of Siberia pipeline construction); low energy
prices and the overall misbalance between energy supply and demand28). That is why
Russia is looking for partnership with the countries that did not constrain themselves
with the sanctions, have substantial financial resources, and are looking for a profitable
investment destin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mplementary structure of the
economies of Russia and South Korea, Russia’s need to export its electric power, and
South Korea’s energy deficiency, the two countries have great potential for cooperation
in the energy field.

2. Rason’s economic potential and the North Korean energy infrastructure
The current plans of supplying Russian electricity to North Korea are targeted at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see Picture 2). Rason is a pilot project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which may be considered a symbol of North Korea’s
liberalization. For the time being, the cooperation is majorly conducted with South
Korean, Chinese, Russian and Mongolian companies. It is characteristic of this territory
to have a special meaning for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it was always a place where
the interests of continental and maritime powers clashed. When the Japanese Empire
27)

The Grid Complex of the Far East Celebrates The 20th Anniversary, Far Eastern Energy Consumer,
URL: http://dalenergy.ru/2014/07/22589/
28) Rethinking Russia's energy strategy in Asia Pacific, Sep 4 2015, Ksenia Zubacheva, Russia Direct,
URL: http://www.russia-direct.org/analysis/rethinking-russias-energy-strategy-asia-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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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ed its campaign to occupy Manchuria in 1932, it chose Rason area to be its
continental base. Nowadays, this territory is at the intersection of China’s Development
Plan for its Three North Eastern Provinces (동북3성), Russia’s Asia Pivot strategy and
South Korea’s Eurasian Initiatives.

[Picture 2] Rason Special Economic Zone Map

This area was defined as a special economic zone in 1992, but the real impetus
was given to its development in 2010 when the DPRK concluded an agreement with
China. Now there are more than 800 Chinese companies working in Rason and more
than 6 thousand employees living there. China’s intention is to use the territory as an
access to the Pacific, which is why it did not waste time to secure the right for
exploitation of the 1st pier in Rajin. After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Chinese
companies in the Zone has intensified.
For Russia, the main goals are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o have access to the warm-water port. In this connection, Russia has been actively
investing into the Rajin-Khasan Project to reconstruct the railway communication
between Russia and the Korean Peninsula. By 2014, the reconstruction of the railroad
and the 3rd pier in Rajin was complete, which made it possible to accomplish the first
testing supply of coal through the railroad to Rajin and then all the way up to Busan
by sea to South Korea in November, 2014. During 2014, the overall volume of supply
amounted to 100 thousand tons of coal29).
29)

The New Phase of the Russian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lations with the DPRK,
Apr
24
2014,
NEO,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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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promising potential and the interest of international investors in
Rason, the territory is suffering from serious energy deficiency, which may hinder the
possible development. Due to the lack of electricity plants, hotels and other
infrastructure elements use electric generators of their own, making the energy system of
the area vulnerable and unstable30). The construction of power lines and electric power
supply may become a logical continuation of the work that Russian companies have
already done in Rason and would support the investments amounting to 300 million
dollars that have already been made31).
North Korea has been negotiating the electricity supply from China’s Hunchun;
however, after the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China faced a crisis, North Korea
switched to partnership with Russia. China suspended its crude oil and electricity supply
projects with North Korea after the DPRK third nuclear test and the execution of Jang
Song-thaek. The Chinese offer consisted of supplying 600MW of electric power within
10 years, which could have expanded with the construction of new power lines and
power generating capacities. This project was suspended very abruptly since the
preliminary geological investigation had been already carried out and even some
construction work had been initiated. The electric power was supposed to be supplied
from 2016. It means that Russia has to be efficient and lose no time to secure the
position of an electric power supplier because China may be back in the game sooner
than expected. And it will actually be favorable for Russia in the sense that the success
of the power supply project and the return on the investments depend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Rason itself, where China is the main partner and investor. China has
already revealed certain signs of the forthcoming improvement of the relations with
North Korea, which raises hopes that the development of Rason will continue32).
Another major concern of investors in North Korea is the quality of its energy
infrastructure and the condition of its power lines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data
presented by the South Korean newspaper Chosun, 60-70% of faults in the North
Korean electric power system are the result of its obsolete condition. The DPRK counts
on the realization of the electric power system modernization project in cooperation with
Russia. The necessary investment amounts to 20-30 billion dollars and in exchange
North Korea plans to supply Russia with rare minerals and also provide guarantees of
importing Russian electricity from the Far East33).

3. The financing of the cooperation projects
JPI 나선경제특구개발의결정요인및전망, 이영훈, JPI정책포럼No. 2015-15
2015 WEC국제에너지심포지엄, 유라시아 이너셔티브 'Win-Win 필요', Sep 22 2015, Electric Power
Journal, URL: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41
32) JPI 나선경제특구개발의결정요인및전망, 이영훈, JPI정책포럼No. 2015-15
33) Inter RAO, Rosseti and KEPCO to Explore the Possibility to Export Electricity to South Korea, Jun
16 2015, oilru, URL: http://www.oilru.com/news/46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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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Russi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many respects depends on the opportunities to finance them. The major problem consists
in the DPRK incapacity to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which usually leads to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Russia and South Korea. However, South Korea,
despite its declarations of interest in the trilateral cooperation and readiness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s on the territory of North Korea, does not feel that enthusiastic about
financing them. When the parties discussed the Trans-Korean gas pipeline construction
project, South Korea asked for the $100 discount of the importing gas price for the
reason of the insecure North Korean transit, which made the project economically
unfeasible. During the preparation stage of the coal supply project, South Korea
promised to participate in the construction of the container terminal in Rajin but
eventually refused for the same reasons. But afterwards, when almost all the necessary
construction had been complete, in November, 2013, KORAIL, POSCO and Hyundai
Merchant Marine decided to acquire half of the shares that Russia holds in the joint
venture RasonConTrans (70%) and created a consortium, which allows them to
practically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the railroad and the port34).
That is why Russia and North Korea are looking for the ways to increase the
capabilities to provide funds for the cooperation projects and to involve the DPRK more
in the process. Russia hopes that in this case, the South Korean partners will be more
willing to participate financially on the earlier stages. Until now, the prospects of the
participation of the South Korean companies in the project of electric power supply to
Rason are vague35). Some companies, like K-Water, are expressing their interest, but no
real commitment has been made, yet36).
One the major problems in the trilateral cooperation was the North Korean debt
to Russia; however, this problem has been resolved with Russia having written off a 10
billion dollar amount of debt. The parties agreed to use the remaining 1 billion dollars
of the North Korean debt for the joint projects37). In addition, the DPRK commits itself
to providing land and labor force. The current trading volume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does not exceed 115 million dollars; however, during the last two or three
years it, increased by more than half38). It is worth noting that the two countries agreed
34)

At Full Throttle, Milena Bakhvalova, Jun 26 2014, RosBusinessConsulting,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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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ttlements in rubles in all trade between them. Moreover, in 2014, Russia and North
Korea regained the technical opportunity to perform interbank payments after a round of
sanctions against the DPRK imposed in 201339).
But the main stake is placed on the barter system exchanging Russian
investments for the access to the North Korean natural resources. The DPRK natural
wealth is estimated at around 2 trillion dollars, out of which rare-earth metals’ value
amount to 20 billion dollars40). Nowadays, Russia imports them from Latin America,
while exporting them from North Korea could have been much more efficient. The
Russian-North Korean joint venture Pobeda (meaning ‘victory’ in Russian), which calls
for the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s and the reconstruction of the North Korea
railway network, may serve as an example of the barter system implementation. The
expenses of the Russian companies are planned to be covered by the supply of coal,
rare-earth metals and other resources from the DPRK.
Finally, we should also consider the possibility to fund the projects with the
resources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As it is officially stated,
“The AIIB, a modern knowledge-based institution, will focus on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and other productive sectors in Asia, including energy and power,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 rural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e development,
water supply and sanit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urban development and logistics,
etc.41)” Both Russia and South Korea got accepted as members to the Bank, while
North Korea failed to provide the necessary statistical information about the state of its
economy, which prevented it from joining the organization. However,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to utilize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is China-driven institution to fund the
trilateral infrastructure projects on the North Korean territory, if 75% of the
member-states vote in favor42).

4. The Eurasian Initiatives and the South Korean leadership
In October of 2013, President Park Geun-hye proposed the «Eurasian Initiatives»
that should provide the implementation of the idea of connecting the two Koreas as
«one continent» and overcoming the physical and systematic barriers43). And the
trilateral projects between Russia, the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may become a
major means for advancing them, since they mostly concentrate on connecting the two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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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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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of the peninsula and modernizing of the North Korean infrastructure. The
largest trilateral projects concern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Korean railroad and its
connection to the Trans-Siberian railway, the construction of the pipeline connecting
Rus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the construction of power lines from the
Primorie Territory to Seoul along with electric power supply44). The realization of these
projects may lead to positive consequences for the whole region: the modernization of
the North Korean infrastructure will bring about the overall liberalization; the resolving
of the DPRK energy shortage may contribute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make the
reconciliation between them more real45).
However, the enthusiasm of South Korea declared in the official policy
statements does not always correspond to the real attitudes and does not reflect the
existing constraints. One of the main obstacles to the Inter-Korean cooperation is the
influence of the USA. South Korea, being a US military ally, cannot fully liberate itself
from taking into account the US attitude towards North Korea. When the relations
between the USA and the DPRK went into sharp decline after the Bush administration
came to power in 2001, North Korea approached the South to ask for the electric
power supply; however, the aid was denied46). It is also hard to overcome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on the peninsula when both sides are regularly provoking each other.
Until now, South Korean companies have to deal with the law adopted after the events
of 2010 that prohibits all the economic activities with North Korea47).
The media has reveal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al plan prepared to
arrange the electric power supply to North Korea with the reconstruction of the DPRK
power generating capacities. This plan is also based on the barter exchange of the
investments for the North Korean natural resources, which is connected to the idea that
the natural wealth of the Korean peninsula has to be used by Koreans (South Korea
still considers the Northern part of the peninsula its territory) and its export to the
foreign countries should be decreased. In the future, this project may be developed into
a regional energy bridge creating the electric power system for the whole Northeast
Asia48).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ficially denied the
existence of such plan49); however, it seems that such ideas may be discussed within
44)

South Korea to Announce the Power Grid Replacement Project in North Korea with Russia, Jan 23
2015, RIA, URL: http://ria.ru/east/20150123/1043875804.html
4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제13-31호, 2013.8.2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URL:
http://www.keei.re.kr/keei/download/WEMI1331.pdf
46)
At Full Throttle, Milena Bakhvalova, Jun 26 2014, RosBusinessConsulting, URL:
http://www.rbcdaily.ru/magazine/trends/562949991785937
47) South Korea to Announce the Power Grid Replacement Project in North Korea with Russia, Jan 23
2015, RIA, URL: http://ria.ru/east/20150123/1043875804.html
48)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중
대화
필요»,
2015년9월21일,
한국에너지,
URL: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42
49)
남-북-러 HVDC 전력연계 정부 차원서 적극 추진해야, 2015년10월6일, 전기신문, URL:

42 國際學院友論集 13 集

the decision-makers of South Korea, considering its reluctance to contribute into the
multilateral infrastructure projects. The participation of Russia also creates other
difficulties in the view of the sanctions that Western countries imposed on it after the
Ukrainian crisis. Despite the fact that South Korea did not officially join the sanctions
policy, it has adopted a cautious attitude, hesitant to readily participate in Russia-led
projects.
However, considering all the possible combinations of participants in the project
of connecting the two countries as “one continent”, cooperating with Russia may be the
most advantageous for South Korea. The bilateral cooperation seems impossible in the
present political situation and also lacks the checking mechanism when the third party
exercises control over other participants. The role of such a third party may be
entrusted to a country that has influence over the more unreliable party, the DPRK,
meaning that it can be either China or Russia. Going with Russia does not increase the
dependency on China and creates opportunities for the diversification of economic ties.
It also helps to balance the Chinese influence on the DPRK, which also can be used to
the South Korean benefit. Besides, it is estimated that until 2018-2019 the cooperation
with Russia may be even more profitable due to the fall of the ruble50).
Furthermore, the necessity of the project of connecting the electric power system
of Russi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as been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way to diversify energy import and to improve the
inter-Korean relations. It was pointed out that energy deficiency and the obsolescence of
the infrastructure are the main constraints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DPRK
and hinder the liberalization of the regime. If these constraints are lifted, the re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may become more real and the whole region will be able
to enjoy improvement in both economical and political fields.

Ⅴ. Conclusion
In the context of the upcoming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in December
2015, the issue of efficient power supply has become one of the most urgent in the
Asia Pacific. The heads of 195 countries are supposed to reach a comprehensive
Agreement on GHG emissions reduction, that will concern not only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the developing world. The growing energy demand and lack of domestic
generating capacities pushes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towards each other for
cooperation in the field. The abundant hydropower resources of Russia and potential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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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generating capabilities of Mongolia may become an ecologically friendly solution
to fulfill the energy shortage and to reduce the dependency on fossil fuel and energy
import from the Middle East in China, South and North Korea and Japan, as well as to
reduce the premium that Asian countries have to pay above the market energy price. So
as to illustrate the potential we can mention that Russia has around 20GW of electricity
excess, while the power consumption in South Korea is almost five times greater than
its installed generating capacity. Furthermore, the countries can benefit from peak load
differences and the differences in electricity price. And the experience that the countries
of the region have gained during the recent years, including the Rajin-Khasan railroad
project, in which North Korea has also participated, paves the way for further
cooperation, especially on the Korean peninsula. If the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two Korean states in power engineering is successful, it can lay a solid foundation
for the formation of the Asian Supergrid. However, despite the obvious advantages of
the regional cooperation, up until now, the parties have not come to a comprehensive
agreement51). The process should start with developing separate projects with little
number of participants, like the trilateral projects discussed in this paper, and when they
prove themselves profitable and stable, the cooperation may reach the next stage to
connect the regional power lines in one system. For South Korea, these prospects may
seem even more attractive in the light of its goal to become a “middle power”. Due to
its geographical position, Korea has been suffering for many years from the great
powers competition for influence on the peninsula that most of the time took a form of
an aggression. Taking a lead in the regional integration and assuming the position of a
regional energy hub, South Korea could not only enjoy additional profit from the
differences in the electric power rates, but also use its location to make the great
powers try hard to win the favor of South Korea and avoid any kind of aggression
against the peninsula.
Along with the global climate change initiative, discussed above, the current
circumstances are pushing Russia, the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towards each
other and this momentum should not be lost. Russia is looking for the diversification of
its energy export as well as for the incentive for the economic growth in the situation
of sanctions and the economic turmoil. North Korea is suffering from energy deficiency,
especially in the area that is supposed to be leading the economic liberalization and also
needs to decrease its dependence on China in trade. South Korea is looking for the
ways to realize the «Eurasian Initiatives» and to overcome the island-like position
without increasing the Chinese leverage on the peninsula but with a guarantee from a
third party that the DPRK will carry out its commitments. Nowadays, the three
countries are propelling several projects in power engineering, including the supply of
Russian electricity to the North Korean Rason Special Economic Zone and th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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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of power grids of Russia and South Korea through the underwater cable and
also along the North Korean territory.
Furthermore, it seems that many of the obstacles that prevented this cooperation
in the past have been overcome. The electric power system of the Russian Far East has
been modernized and reinforced with the additional high-voltage grids and generating
capacities, creating favorable conditions for export. In fact, Russia has already agreed on
supplying 100 billion kWh of electricity to China until 2036, which paves the way for
the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The North Korean economic
attractiveness has also been enhanced with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economic zones,
like Rason, providing the favorable investment climate for the foreign investors.
Moreover, North Korea is also cooperating with Russia in order to complete the
modernization of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including the national power grid system.
Speaking of the financing of the trilateral projects, it can be provided from various
sources. In 2014, Russia wrote off all of the North Korean debt, except for 1 billion
dollars that is supposed to be spent on joint projects.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barter system between Russia and the DPRK, when Russia is providing the
necessary investments in exchange for the supply of natural resources, North Korea gets
a chance to make a contribution into the trilateral cooperation, apart from providing
land and labor force. Besides, the establishment of the AIIB has provided its
member-states with an opportunity to fund the infrastructural projects in the region,
including the ones involving North Korea.
The biggest problem may be with the lack of political will in South Korea to
fully commit to the realization of the trilateral projects. In spite of the official
declaration of the “Eurasian Initiatives” the South Korean leadership still suffers from
certain constraints coming from its alliance with the USA. The Republic of Korea did
not officially support the Western sanctions against Russia, but to some extent, the
scope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narrowed. The US-led
policy to increase the military pressure on North Korea, including the deployment of the
THAAD and the regular joint military exercises along the maritime border of the
DPRK, also does not create the necessary mutual trust between the two Korean states.
In addition, South Korea is reluctant to embrace the responsibility sharing with Russia
in the trilateral projects, still pushing the Russian side to take the full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s possible violation of its commitments.
Nevertheless, it seems like these obstacles are possible to overcome by common
efforts. The continuation of the dialogue between the concerned countries and the
comprehensive discussion and settlement of each other’s positions will definitely lead to
a positive outcome and to the creation of a cooperation platform that is beneficial to
every party. In order to propel the cooperation the parties have to concentrate on
establishing the atmosphere of mutual trust,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and legal
foundation for the joint projects. It is believed that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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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and the two Koreas in power engineering has a great potential to bring
reconciliation to the peninsula, decrease tensions in the region and enhance energy
security of Asia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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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시진핑 정부는 등장과 함께 내세운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형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책임대국’ 으로써의 자세를 보여야 할 때이다. 때문에 중국
은 최근 북한에대해 이례 없는 대우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이 이제 북한을 포기
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이 비록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미국
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불안정 냉전상태인 동북아지역에서의
중국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완충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진핑 시
대, 중국이 국익을 위해서 북한이라는 매개체는 여전히 전략적 가치로써 자리매김 할 것이
라고 생각한다.
- 주제어:

북중관계,

북한포용론,

북한포기론,

중∙미 갈등,

안보딜레마,

책임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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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 18차 전국대표회의에서 향후 10년을 이끌어 갈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었고, 시진핑(習近平)주석과 리커창(李克强)총리로 대표되는 5세대 지도자들의 등장과 함
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의 꿈(中国梦)’을 발표하며 이를 최고 국책으로 설정하였다. 중
국은 이를 위해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차이메리카(China+America)’ 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고, 중국은 자국
의 경제와 외교 역량을 발판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혁과 강대국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세기 후반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패권을 장악하던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파르게 퇴조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는 국제
사회에 미국의 한계를 들춰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아직 중국의 국력이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에 견줄 만큼의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의 상대적인 퇴조와 중국의 역할분담 차원
에서 중국은 새로운 외교정책의 원칙인 ‘신형대국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내세우며 G2시대에 미
국과 새로운 대국관계를 형성해나가겠음을 선포하였다. 특히나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최고조
에 이르는 동북아지역,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많은 변화를 주도하고자 한다.
동시에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북한과의 관계가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이전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특수한 혈맹국가인 북한과의 관계가 소
원해졌으며, 이는 정상회담의 빈도에 따라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는
이미 수 차례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반면에 시진핑 체제 이후 단 한 차례의 북∙중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 지도부간 회담의 이력을 보았을 때 매우 이례적임을 알 수 있
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며 동시에 중국
이 책임대국으로써 동북아의 정치 개혁과 사회질서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한 동시에 북한의 지
속적인 핵개발과 벼랑 끝 외교전술을 통한 평화적 공존을 거부함으로 인해 기존의 포용형 대북
정책이 관용을 넘어 ‘북한포기론’이 거론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중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꿈꾸는 미국과 한반도에서의 패권경쟁을 위
해서 북한이 정치전력적 완충지대로써의 역할을 하는 북한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기에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도 눈감아 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처해있다. 동시에 중국은 책임대국으로서 국
제사회에 정치 개혁과 사회질서 개혁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선포한 만큼 북한의 그릇된 행
태에 더 이상 눈감아 줄 수는 없는 것이 시진핑시대 중국의 대북정책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입장에서 국제사회 책임대국의 역할과 미∙중 관계 안보 딜레마 사이에서의
국가이익을 극대활 할 수 있는 중국의 대북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시진핑 정부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 여러 논란과 분석
들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도 전략적 가치가 있는 북한이니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무기보유를 고집하고 있어 이제는 중국에게도 전략적 부담이 되고
있어 협력관계 확대 여부는 북한의 핵 포기와 연계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
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중국은 정치적 수준에서 북한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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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의 미국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딜레마 양상의 전개과정을 연구해볼 것
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었다. 우선 중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제 1차, 2차, 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을 때 각각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대응책의 변화, 중국 언론 및 전문가의 대북 인식의 변화, 북중간에 정치∙경제적
관계의 변화, 그리고 책임대국으로서 중국이 북한에 가지는 전략적 가치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위와 같은 북∙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 ‘북한포기론’이 거
론되는 이유를 중국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 갖는 전략적인 가치가 있음을 여러 가
지 예를 들어 반론하겠다. 마지막으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016년 5월 제 7차 당
대회를 소집하기로 밝혔는데, 이를 기점으로 북한에는 정치, 경제 및 다방면에서 큰 변화가 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경제, 정치 정책변화에 대비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예상 시나리오
추정과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 북한 정책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Ⅱ. 북중관계 인식 변화: 북한포기론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미국과 함께 G2반열에 들어섰다. 국제적
지위와 걸맞게 책임대국으로써 동북아의 정치 개혁과 사회질서 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국제적 입장에 처해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전통적으로 특수한 혈맹국가인 북한과의 관
계는 소원해졌다. 중국이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에서 책임대국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기에,
중국에게 북한은 경제적 짐이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중국의
대북정책과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북한포기’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양국 정상 간 관계 변화
과거 북∙중 양국은 정치, 경제, 군사 등 폭 넓은 범위에서 전반적으로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
고 빈번한 정상외교를 통해 전략적, 포괄적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새로운 지도
부의 등장과 연이어 이어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양국간 불협화음이 나타나
기 시작했다.
과거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 시기의 대북정책 모습을 ‘포용형’이라 할 수 있다.
포용형이라 함은 대북 정치, 외교, 경제 및 군사지원을 지속한 형(型)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가
후진타오(胡錦濤) 시기에 북한 핵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북정책 입장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중
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대북 경제지원을 지속하는 ‘관용형’으로 정착되
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후부터는 북한을 그냥 내버려두는, 즉 무시하는 ‘무시형’ 정
책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1)
북∙중 양국이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로써 공동적 이념을
추구하였기 때문인데, 중국이 시대변화에 따라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지도자 간의 유대
는 사라졌으며 중국의 탈이념화와 실용주의 노선도 북∙중관계의 연대를 약화시켰다.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한국과 수교를 한 중국은 북한에게 사회주의의 배신자, 수정주의자로 비쳐졌다.2) 또한
1) 최춘흠, “시진핑, 북한 구하기 전략포기”, 『월간북한』 (2015) p. 57
2)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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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북한과 중국의 혁명원로 지도자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양
국 지도부의 전통 인맥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적 유대의 약화는 국익이나 이념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양국의 정치적 통로가 상실되었음을 말한다.3)
북∙중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 사건은 2013년 12월, 친중파로 알려진 김정은의 고모
부인 장성택이 숙청된 사건이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은 중국 내부에서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쟁
을 불러일으켰으며, 북한에 대한 비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4) 이후 북∙중관계는 전례 없는 냉
각기를 겪게 되었는데 공통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과 역사관, 반제국주의 투쟁 등을 통한
동맹관계는 국제 환경의 변화, 지도부의 세대교체, 상이한 발전노선으로 인해 북∙중 혈맹관계는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교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
한 시진핑 주석의 애증조차 없기 때문에 무관심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시진핑 주석
은 김정일 특사인 최룡해를 만난 것 정도가 북한의 최고위층을 만난 것이었으며, 시 주석은 공
개적으로 최룡해 특사에게 북∙중관계의 전통적 우애라든지 혹은 ‘순망치한’이라는 비유는 없이
북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북핵 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언급하는 정도로
관계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북한 1, 2, 3차 핵실험 시기별 중국의 입장 변화
과거 북∙중 양국은 정치, 경제, 군사 등 폭 넓은 범위에서 전반적으로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
고 빈번한 정상외교를 통해 전략적, 포괄적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 양국관
계에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곧이어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
였다. 이에 중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찬성하고 결의 내용의 전면적 이행을 강조했
다. 그 후 4대 국유은행과 북한 무역결제은행 간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는 등 북한에 대한 불만
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제 1차 핵실험 당시에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찬성하였지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실제 중국이 나서서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제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제재를 가하기보
단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에 치중하는 정도였다.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액은 16억 9,960만
달러로 전년도 15억 8034만 달러 대비 7.5% 증가했으며, 그 중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4억
6,772만 달러, 수입액은 12억 3,189만 달러로 집계되었다.5)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
고 양국 사이의 무역량은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손쉽게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압박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 2차 핵실험 당시에도 고위급 인사의 교류를 중단시키기도 하였지만 일시적이었으며 중국
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았다. 실제로 핵실험 몇 달 뒤부터 중국과 북한의 고위
급 인사 교류가 다시 재개되었다. 제 2차 핵실험 이후 중국과 북한 사이의 경제교류가 잠정 중
박동훈, 이성환, “북중관계 변화의 동인과 시진핑 시대의 대북정책”, 『국제정치연구』 제
18
권 제1호 (2015) p. 251
4) 이상숙,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평가와 전망.” 국립외교원,
「주요국
제문제분석」, (2013. 9.11), p. 3
5)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http://www.globalwindow.org), 국가정보> 국가별보기>
북한 >
Ⅲ. 무역 > 수출입동향 (최종정보확인일: 2015.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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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2009년 6월 11일 중국 외교부는 정계 브리핑에서 중국은 평화
공존 5개 원칙의 기초 위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고 있으며, 양국 사이의 정상적
인 교류가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嘉興日報 2009/06/12). 이와 같이 북한의 지속
적인 핵실험 감행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동맹관계의 지속력을 위해 북한에 대해 손 쉽게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압박도 실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단호한 태도를 보였고, 양국간의
정치적 관계는 매우 약화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고, 북한
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생일) 에도 축하 사절을 보내지 않는 등 고위급 인사의 교류를
전면 중단시켰다. 북한의 제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대북 수출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사
실상 대북 경제제재를 가했으며, 중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북한 식당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
속을 실시했다는 것이다(통일연구원 2013, 19~20). 또한 중국의 4대 은행이 북한의 조선무역은
행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이는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해 제 1, 2차 핵실험 당시와 반대의
모습으로 북한에 대해 압박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적으로 보여주었다.
3. 중국 內 언론 및 전문가의 대북 인식 변화
중국 정치체계의 특성상 언론매체나 전문가들의 자율성은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정책 결정 당국도 정책
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하에 연구기관을 두고 연구진으로부터 다양한 보고서를 받아 정
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언론도 당국의 정책 기조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표출
할 수 있게 되었다.6) 북한이 제 2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주요 언론들이 북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중국의 환
구시보(环球时报)는 사설을 통해 ‘중국의 수십만 지원군이 피를 흘리며 함께 싸운 덕분에 오늘
의 북한이 있는 것’, ‘핵실험은 양국 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였다(环球時報 2009/ 06/ 03). 제 1차 핵실험 당시 침묵으로 일
관하던 언론과 전문가들이 대거 북한비판에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의 연이은 제 3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이 거듭되면서 언론전문가들의 반
응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일부에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
기에 이르렀다.
중국 중앙당교 발행의 학습시보 (学习时报)의 부편집장 덩위원(鄧聿文)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
즈(Financial Times)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을 포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것 이라며 북한을 미∙중 사이 완
충지대로 보는 것은 냉정시대 낡은 관념”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를 기점으로 중국 내
는 ‘북한포기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고 주장했다.7) 이와 같은 여론이 형성되
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거듭되는 것에 대한 반발과 우려를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다.

대외정책과 관련한 연구기관으로는 국무원 산하의 중국사회과학원과 발전연구중심, 국제문제연구
중심 등과 외교부 산하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상해국제문제연구소, 그리고 상무부 산하의 국
제무역연구소 등이 있다.
7) Deng Yu wen (鄧聿文), China should abandon North Korea, (Financial Times, 2013.02.2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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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적 가치의 부재
개혁∙개방 이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매우 높아졌다. 중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에 상응하는 ‘책임대국’ 으로서의 국제적 영향력 제고의 필요성도 강조되어졌음
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태껏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들을 비호하면
서 책임대국으로써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었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중
국이 과거처럼 발전도상국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거나 자국의 이익에만 집착
하는 모습이 아닌 책임대국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과거 ‘책임
대국론’을 내세우면서 북핸 문제에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신형대국
관계에서도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자 한다.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책임대국’ 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
문에,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고, 다자간 협력체제
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중
재하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의장
국을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중국은 핵 개발을 반대하면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
의에도 동참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경제지원과 협력을 해왔음에도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점에 실망하였다. 북한은 북핵 포기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오히려 핵 보유를 더욱 고집하여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군사력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
다고 중국이 판단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게 북한이라는 존재의 자체에 있어서 전략적 부담이
발생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고집으로 인해 한∙미와 미∙일의 군사협력이 강화되었고,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력 증강을 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는 중국의 군사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때문에 기존에 설정하였던 북한의 전략
적 가치 활용이라는 이점보다는 이제는 전략적 부담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포용과 무시형의 대북정책을 전개해나간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8)
이어서 미국은 한국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만한 정도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
에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한국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고,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명확
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한∙중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사거리가 북한 미사일의 방어 목적을 넘어
서 중국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의 근본
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 보유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더욱 불만을 갖게 되었다.
시진핑 정부에서의 북중관계는 포기상태로써 확대될 가능성이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
국의 ‘무시형’ 정책은 북한이 향후에 핵무기 포기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며, 중국은
향후에도 북한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
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21세기 전쟁에서 더 이상 지정학적인 가치가
없으며 북한체제의 불확실성과 지속되는 도발로 중국에게 유의미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부
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에게는 북한이 무관심 대상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8)

최춘흠, “시진핑, 북한 구하기 전략포기”, 『월간북한』 (2015)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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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중관계 가치 제고: 북한포용론
이 장에서는 북∙중간의 관계는 비록 과거와 같은 형제적 우의나 혈맹의 정도는 아니지만, 중
국은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질서 재편을 위해서는 북한이 필요하다는 북한
포용의 관점에서 살펴 볼 것이다. 중국은 냉전이 지속되는 한 북한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북
한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은 상호이익을 위해
서로를 버릴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에게는 아직도 북한이라는 존재가 정치적으로 전략적 가치
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북한 포용’ 의 근거를 기술하여 앞서 거론한 ‘북한 포기’의 입장에 대
해 반론하도록 하겠다.
1. 공산주의 이념의 유지
중국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 중국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하
여 양측의 공산주의의 연합을 위하여 1950년 북한이 도발한 한국전쟁에서 정권 붕괴의 위기에
있을 때 중국은 군대를 파병하여 북한을 구원했으며 이전에 중국에서 국공내전이 발발했을 당
시에는 김일성이 식량, 물자, 군대를 보내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는 등 중국과 북한은 긴말한 유
대관계를 유지했으며, 동일한 가치체계와 이익을 기반으로 세계관과 역사관, 반제국주의 투쟁
등을 통한 동맹관계를 맺어왔다. 1959년 중국은 정부를 수립하자마자 10월 6일 곧바로 북한과
수교를 맺을 정도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을 기점으로 동유럽 국가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50여 년 간
에 걸친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가 전면 붕괴되었다. 곧이어 1991년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
키고,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를 세운다는 국시 아래 출범한 공산주의의 맹주였던 소비에트 연방
이 해체되었다. 반면 ‘인민’을 위한 사회건설을 위해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한 중국과 북한은 사
회주의 정책에 실패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아직까지 안정적인 정치환경 속에서 같은
이념체계를 유지해 나가며 오히려 미국의 패권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중국
식 사회주의’,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걸고 각각 변형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가고
는 있지만, 중국은 현재 지구상에 몇 남지 않는 일당독재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지속 발전을 위
해서는 같은 이념체제 국가가 존속하길 바라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유지를 필요로 한다.
2. 지정학적 전략의 가치: 안보딜레마
동북아 지역에서는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 및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강대국들의 전
략적 이해관계와 군사안보정책이 상충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구조는 기본적으로 냉전적 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탈냉전적 속성이 교차되고 있는 중복성을 보이고 있다. 즉 협력의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국가이익과 관련된 이해와 안보적 대립의 공간이 동시에 동북아에는 확대
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북한 문제는 동북아 안보질서에 핵심적인 ‘편 가르기’ 사안이었고, 북한
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의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경쟁구도가 조성되고 있다. 냉전시기
단선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벗어나, 전략적 국가이익을 위한 다방면에서의 경쟁구도가 조성
되고 있는 것이다.9) 때문에 동북아 강대국으로써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은 기존의 지정학적인
9)

박병철,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와 전망” 『평화학연구』 제13권 1호 (2012)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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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넘어 점차 지경학적인 사고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전략 차원에서 지역 중견국가인 한
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발견(거점국가론)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에 기반한 남∙북한의 전략적 가치
가 재평가되고 있다.10)
한반도는 청일전쟁과 한국전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대륙세력인 중국이 해양세
력과의 대립과 충돌 시에 자국의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간주되어왔
다. 즉 한국 그 중에서도 정치적 이슈가 있는 북한은 아시아 국제정치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상당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북한의 오랜 혈맹관계이
자 북한 정권의 존속여부에 정치∙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는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
귀를 방지하고자 북한을 지정학적 전략 매개체로 하여 국제미아가 된 북한의 후견인으로써의
역할을 해나가며 동시에 동시에 동북아에서의 힘을 키워나가고자 한다.
근 미래에 중국이 가장 회피하고자 하는 상황은 북한이 붕괴된 후 미군이 북한에 진주하여
국경을 마주보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북한 정권이 한국주도형 한반도 통일이 됐
건, 북한 정권의 급변사태 발생으로 통일이 됐건 간에 한반도가 정치 안보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미군이 한반도에 주재하려고 할 것인데, 이는 북한과 육로로 인접해있는 중국과 미국이 국경을
마주보게 만드는 상황이 될 것이다. 때문에 중국이 볼 때 한반도 문제는 비단 중국과 남북한 간
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미∙중관계와 국제질서 변화, 일본과 동아시아에서의 안보환경의 변
화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 모든 것과 북한 핵 문제가 연동되어 돌
아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 공산정권의 불안정 또한 중국이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태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
정권 유지에 위협을 가할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대체적으로 국제사회가 중국
의 대북정책으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항목들은 북한정권의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들이다. 이러한
제재들이 북한 정권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간 이어진다면 북한의 붕괴로까지 번질 가
능성이 농후한 사안들이다. 때문에 중국은 그러한 제재에 동참할 의지가 없다. 때문에 지난
2003년부터 북한 핵 문제의 다자적 해결의 가제였던 6자회담은 한 번 표류한 이후 명목상으로
만 그 의미를 이어가고 있을 뿐 실질적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 합의한 협상을 깨고 나가 버
린 북한을 제재하거나 다시 회담 테이블에 앉힐 적절한 장치를 갖지 못한 구조적이며 태생적
한계가 있는 기제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역시 북한 핵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는 행동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11)
이번 시진핑 정부는 재창한 ‘신아시아 안보관’은 이전 장쩌민(江澤民)의 ‘신안보관’을 계승한
것으로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들
이 지킨다’는 두 가지가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즉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 국가가 스스로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非아시아 국가가 아시아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역시
다양한 경로로 아시아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미국을 의식한 일종의 먼로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
다고 할 수 있다.12) 이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게 있어서 중국의 태도 여하가 해결의 실마
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이해당사국들의 대체적인 관심이다. 과연 중국은 북한을 억제할 능력이
있는가? 또 그러할 의사가 확실히 있는가? 능력은 있지만 의사는 없다는 견해와 의사는 있지만
10) 김흥규,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북중관계”, JPI 정책포험 세미나 발표자료 (2015.04.03)
11) 현인택,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대북정책 재조명: 전략적 선택의 기로”, 『東亞細亞』, 제22권
제3호 (2015) p. 56
12) 강준영, “시진핑 시대,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이론과 실제”, 『중국과 중국학』, 제24호, (2015)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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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견해가 중국 스스로와 주변국들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이 실제로는 문제
를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나 딜레마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경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이 신흥대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경쟁구도가 고착되었고, 이를 통해 한반
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
질수록 북한 체제의 안정이 더욱 필요해진다. 정치적 수준에서 양국은 이견 속에서도 협조하고
자 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실험에 분노하면서 UN제재의 동참 등 북한의 관
리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북한을 매수하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
다. 북한을 관리하고자 하는 중국, 핵 개발 등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북한과 비대칭적 갈등,
그리고 지정학적인 유대와 배후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이다.13) 이는 현실적 ‘안보딜레마’ 의 상황이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비단 남한이나 미국에만
행사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게도 행사한다. 북한은 남한이나 미국에게는 전쟁을 위협하고 중국에
게는 자폭을 위협한다. 자기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에게도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제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등 지속되는 도발행동과 비인류적 행위로 인해 현재 양국 지도부간의 관
계는 약화된 상태이지만 북한의 지정학적 요소는 신형대국관계를 천명한 중국에게 있어서 무시
하지 못할 존재이며, 때문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 것은 아직 미∙중 신형대국관계 수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 질서 구조가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의 위상과 안보
를 위해 북한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역으로 주변국의 안본에 위협을 가하는 안보 딜레마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에게는 아직도 북한이라는 존재가 지정학적 가치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3. 경제적 전략의 가치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1996년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면서부터 확대되었
다.14) 1992년 한-중 수교로 북중관계는 일시적으로 경색되었지만 정치적 관계 및 경제 교류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중국동북지역과 북한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고위층의 상호방문도 잦게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제지하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역으로 이는 중국 동북3성 경제성장의 견인
역할을 해주었다.
중국은 2002년 장쩌민이 제 16차 전인대 보고에서 ‘전면적 소강 사회 건설(全面建设小康社
会)을 선언한 이후 과거 동부연안에만 집중되어 있던 성장동력을 동북지역으로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동부연안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낙후되어있던 동북3성은 지역 격차 및 빈부 격
차의 심화, 산업불균형 등 사회적 불안정을 제공해 중국의 소강사회 건설에 장애요인으로 인식
되었다.15) 이러한 인식에서 시작된 동북지역의 개발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진행되기 시
작했다. 북중 경제협력은 무역과 대북투자 중심에서 공동개발을 통한 협력관계를 지향했다.
윤형호, “이스라엘∙미국 및 북한∙중국 동맹의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제 50권, (2010),
14) KOTRA (http://kotra.or.kr), “1996년도 북한의
15) 원동욱, “동북공정의 내재화, 중국 동북지역
집, 제1호, (2009), p. 234
13)

안보딜레마 비교: 정치주도형 안보 파트너십 모형을
p. 28
대외무역동향” (1996)
인프라개발의 전략적 함의” 『국제정치논집』,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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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중국정부는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 계획 강요 (2009.8.31)』와 『랴오닝 연해경
제벨트 발전규획 (2009.7.1)』을 비준하면서 북한에 공동개발을 제안했다. 북한이 이에 적극 호
응하면서 나선(나진, 선봉) 및 신의주-황금평 공동개발에 합의했다.16) 3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동북3성은 외국으로 나가는 항구가 부족해 개방 및 산업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
고 대외 개방도 역시 낮은 지역이다. 때문에 동해로의 진출은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이를 실현
하기 이해서는 북한의 나진, 청진항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북한의 도
움 없이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투자를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10년
6월 원자바오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북이 적극적으로 합작 프로젝트를 추
진하고 변경지역의 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기 바란다”17)고 밝힌 것을 보더라도 북한의 접경
지역 협력개발은 중국의 필요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다. 북한이 최대의 경제개발 특구 지역인 라
선항을 전면 개방하고 창지투 개발계획에 호응하면서 중국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었
고, 북한의 라선시는 특별시로 승격되었으며, ‘라선경제무역법’ 등 법규 개정과 투자유치 정책을
개선해 라진항 개발과 도로, 항만 건설 등 인프라가 개선되었다.18)
국가의 규모나 경제력에서 비대칭적인 북한과 중국이 일방이 아닌 양방의 필요에 의해 협력
을 해 나아가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있는 역내 안정과 동북 지
역 개발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협력과 정치적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아직까지는 중국은 실리를 우선시하고 동북3성의 경제발전과,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하여 대북 제재보다는 대북 달래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이해해볼
수 있다. 북한의 중국 경협은 말할 것도 없이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 아래 표와 같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의 대 중국 교역무역액 및 의존도 추이를
보면 양국간의 경제교역이 여전히 활발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동훈, 이성환, “북중관계 변화의 동인과 시진핑 시대의 대북정책”, 『국제정치연구』, 제18집
1호, (2015), p. 250
17) 한겨레, (http://www.hani.co.kr), 2010.05.09, “중, 동북진흥전략 성패 북한 경협에 달려 있다.”
18) 김범송,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 특구 개발 전망”, 『통일문제연구』 Vol. 23, No.1. (2011), p.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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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 교역무역액 및 의존도 추이19)
(단위: 백만달러)

4. 동아시아 주변국의 대응
북한은 제 3차 핵실험과 2013년 말 중국에 우호적인 정성택을 처형함으로써 북중관계는 경색
되었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북한은 동북아 다른 나라
로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과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일본
과도 수교교섭을 재개하였다.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북한이 “최종적으로 해결할 의사를 표명”
하면서 2014년 5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북일 국장급 회의에서 이른바 5.29 합의문이 발표되었
고, 일본은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북일관계의 개선은 비핵화 관련 6자회
담 당사국에게는 충격이었다. 특히 댜오위다오 문제, 역사인식문제 등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일
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에 대한 접근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는 점에서 중국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다.20)
북한의 외교 다변화는 6자회담의 주요 당사국인 러시아도 포함되었다. 2014년부터 최룡해,
김영남, 리수용 등 북한 고위급 인사가 연이어 러시아를 방문했고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2014년 5월 북한의 구소련 채무를 90%(109억달러)탕감하고, 나머지 11억 달러는 20년에 걸쳐
북한의 보건과 교육, 에너지 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협의했다. 그 외 양국은 경제통상-과학기술협
력위원회 재개 및 ‘러북 기업인 협의회’ 설립 등 호혜적인 경협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
KOTRA,『2000년도-201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발행년도, 2001년-2014년);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http://www.globalwindow.org), 국가정보> 국가별보기>
북한 > Ⅲ. 무역 >
수출입동향 (최종정보확인일: 2015.3) 북한-2; KOTRA, 중국사업단 『KOTRA 보도자료: 2014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2015.06.05).
20) 박동훈, 이성환, “북중관계 변화의 동인과 시진핑 시대의 대북정책”, 『국제정치연구』, 제18집
1호, (2015), p. 25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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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과도하게 편중된 중국 의존을 해소하고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북중관계의 악화는 중국에 상당한 전략적 비용(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메
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22) 이를 통해 중국은 북한을 방치하고 무시함에 따라
되돌아올 국제 정치적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음과, 북한 포기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게 되었
다.
5.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
한반도 지역에서의 중국의 가장 큰 핵심적 이익은 현 상태의 유지이며, 안정이다. 때문에 중
국은 북한을 포기함으로 인해 북한 정권이 위협 받고 붕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중국은 북
한의 급변사태 없이 평온하게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
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나라는 국경을 마
주한 중국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난민문제가 있다.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정권의 붕
괴 시 북한 난민은 국경을 마주한 인근 국가인 중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은
국경을 넘어 동북3성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북한 난민의 유입이 중국의 공장이라고
하는 북중 국경지대의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국제
사회로부터 북한에 대해 중재의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으면서도 북한을 방치는 중국
은 중국마저 북한을 버리면 이미 국제사회의 미아가 된 북한은 더욱 통제 불능의 국가가 될 것
이며, 궁극적으로 북한을 정상적 국가로 만드는데 부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는 궁핍한 논리를 피
우게 되는 이유이다.
또한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
무기의 혼돈으로 인하여 중국 군대보다 미군이 신속하게 선점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제안정을
위해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여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시기를 겪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 때문
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가 중국 안보 이해관계에 상당
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이로 인해 혹시 올지도 모르는 정권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북한을 포용하고자 할 것이다.

Ⅳ. 중국의 대북 정책 재조명
1. 국제정세의 변화양상
21세기 국제정치문제의 최고의 화두는 중국의 부상과 국제권력질서의 재편이다.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군비 확충 및 군 현대화를 통해 군사력 성장을 도모하였다. 중국은 병력
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23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예산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23) 중국은 경제발전 중심의 전략적 기조와 더불어 국방력 강화를 병행함으
고재남, “러∙북 관계의 긴밀화 동향과 전략적 함의”,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5-14호 (2015), pp. 9-11
22) 박동훈, 이성환, “북중관계 변화의 동인과 시진핑 시대의 대북정책”, 『국제정치연구』, 제18집
1호, (2015), p. 25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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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등장하였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대하여 미국의 대중정책은 이
중적 측면이 공존한다. 한편으로는 세계화 시대의 G2지위에 올라선 중국에 대해 ‘동반자’ 로서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급증하고 있다.24) 미국은 중국 없이 세계금융위기 극복이나 북
한 핵 문제, 그리고 환경문제, 기후문제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중국과 함께 해결해나가길
바란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떠오르는 중국에 대해 각종 방법을 모색하여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결국 미국은 표면적으로 ‘책임 있는 이익 상관자’와 ‘전략적 재보장자’를 강조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중국 견제라는 현실주의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25) 때문에 미국은 정치적
으로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군사적 지원, 재정적 지원, 군사기지의 활용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 지도부는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분쟁이 있는 일
본, 필리핀, 베트남 등 국가에 연이어 방문하며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국가를 지지하였다.
경제적으로는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을 통한 중국을 제외한 지역
경제질서를 형성해나가고자 한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아시아∙태
평양의 다양한 국가가 TPP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를 위해 중국은 제외
한 국가들의 통합을 유도하여 중국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중국의 강대국
화를 막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후 패전국인 일본은 ‘평
화국가론’에 기초하여 국가발전 전략에서 안보는 미일 동맹에 의존하면서 경제성장에만 주력해
왔었다. 하지만 최근 아베 내각의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집단적 자
위권’의 행사를 추구하는 한편 외교 안보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의 채택과 그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발족시키는 등 매우 의욕적인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
다.26) 중국의 경제, 정치적 부상에 대응하고자 일본의 우경화는 전면적으로 부상되면서 중국과
의 대결을 고조 시키고 있다. 댜오위다오, 센카쿠 열도, 그리고 일본정권의 역사 수정주의적 언
행, 중국의 동중국해공식식별구역, 아베신조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중일관계는 전면적 대결을
펼치게 되었다. 일본은 우경화와 미일동맹을 통해 중국 부상에 따른 ‘중국위협론’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국을 전면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중국은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중국의 ‘핵심 이익’
이라고 표현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며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 했으나, 이에 오바마 대
통령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며 중국이
자중할 것을 유도했다.27) 이는 중국이 동북아 국제질서 확립하는 것을 제재하려는 미국이 입장
을 강력히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변국의 억제에 북
한이라는 강력한 전략적 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찾게 된다.
2. 북한 7차 당대회 기점으로 발생변화 재조명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16년 5월 초 제 7차 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
당 규약에 따르면 통상 4년마다 당의 최고기관인 당대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국
내외 정세에 따라 당대회를 불규칙적으로 개최해왔다. 지난 제 6차 당대회는 1980년으로 무료
23) 박창희, “중국의 군사력 증강 평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 『전략연구』 제57호, (2013) p. 248
24) 박병광, “국제질서 변화와 전략적 각축기의 미중관계: 중국의 전략적 입장과 정책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 57권 제1호 (2014)
25) 이희옥, “미중관계의 새로운 위상”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4호, (2012), p.6
26) 이승주,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2세기 외교전략: 보통국가의 다차원화” EAINSP report 64. p. 1
27) “센카쿠 두고 설전 오간 미중정상회담”, (한국일보, 2013. 6.15)

64 國際學院友論集 13 集

36년 만에 개최되는 전당대회이다. 30년이 넘게 당대회를 열지 않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그 동안 경제계획의 미 달성, 북핵위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등 경
제, 정치, 안보적인 문제로 등 36년 동안 당대회를 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할 만큼 북한
국내∙외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내년도 당대회 개최를 공표한 만큼 북한이 안
정감과 자신감에 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당 기능의 정상화와 연간 30만톤 정도
의 식량 증산, 미세하지만 1% 내외의 경제성장이 안정감의 표시일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8∙25
합의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과 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북중 관계의 복원이 자신감의 토대일
수 있다.28)
북한은 과거 여섯 차례의 당대회 때마다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3차),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
획(4차),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6차) 등 굵직한 정책과 국정 운영의 틀을 제시한 바 있
는데, 이를 통해 이번 제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북한은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 의 본격적인 개막을 천명할 것이며, 북한이 ‘비상체제’에서 ‘정상체제’
로 안정화되고, 김정은 제1위원장 중심의 유일영도체계가 확립된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9) 그리고 김정은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
조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북중간의 합의에 의해 잠정 중단된 상태
인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재차 요
구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호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핵 동결
을 이행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힐 수도 있다, 이제까지 북한은 핵 능력 증진 일변도 정책, 도발과
협박을 중심으로 주변국과 대결 위주의 정책을 취해왔는데,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은 전술
적 전환을 할 수도 있다.30)
또한 제7차 노동당 대회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상 유지와 개혁·개방 중에 하나
를 택할 일종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북한이 ‘뉴 노멀’로 돌아가서 지난 몇
년간 해왔던 것처럼 옛 체제를 계속 적용시킬지, 아니면 북한을 변화시킬 진정한 개혁을 하는
계기가 될지 선택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개혁, 즉 중국과 베트남에서 있었던 것과 유사한 변
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31) 제 7차 당대회를 통해 개혁, 개방의 출발점이 되어 북한 사회의 변
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김정은 체제에서 북중관계는 그 동안 3차 핵
실험에 대한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과 친중파인 장성택의 전격적인 숙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의 남한 선 방문 등으로 악화되어 있는 관계의 개선점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 고위급 인사인 류윈산(劉雲山) 중앙정치국 상
무위원이 방북한 것을 계기로 양국관계의 긴장이 완화되었다. 당대회를 개최하려면 주변국과 우
호,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제 7차 당대회 직전 김정은 제 1위원장은 대외정
책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고, 당 지도부의 성과로 선전하기 위한 용도로 중국을 방문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북중관계가 어떠한 변화의 양상을 보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큰 변화를 앞두고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할지, 아니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핵 보유국임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알리는 도발행동을 하여 국제적인 미아
28) 양무진, “북한의 제 7차 당대회를 주목한다”, 『제주일보』, (2015.11.20)
29) “조선노동당 제 7차 대회: 2015년 10월 7차 당대회 개최 예상’, 『민족21』, 통권 제 154호,
(2014), p. 59
30) 박형중, “7차 당대회 개최의 배경과 전망”, 『통일연구원』, (2015), p. 2
31) Ruediger Frank, “The 7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2016: Return to a “New
Normal” or Risk a “Take-Off”?”, 『38 North』,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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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중국은 북중관계의 전략적 가치를 국익관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는 북한이 제 7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식 개혁, 개방의 문호를 열어나감과 동시에 급속한 변화
로 인한 혼란의 유발은 자제하고 현 체제를 유지해나가며 지정학적 전략의 가치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랄 것이다.

Ⅴ. 결론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면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동참했으며, 북핵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의 의장국을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중국 정부가 내세
운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의 입장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책임대국’ 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선 세대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혈맹관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지도부간 만남이 이어지지 않았고, 기존 제 1, 2차 핵 실험 때와는 다르게 직접
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게 북한이란 짐만 될 뿐
정치, 경제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중국 내부 전문가들은 북한 포기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은 나라의 건국이념을 동일 시 하며, 선 세대에서부터
형성되어 온 혈맹 관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 예상된다. 그 이유는 중국이 비록 눈부신 경제성장
을 이루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아직 불안정 냉전상태인 동
북아지역에서의 중국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완충제가 필요하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는 지지하지만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이로 인해 혹시 올지도 모르는 북
한의 정권 붕괴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가 중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
한다. 때문에 중국은 북한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의 안보 딜레마이다.
중국이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나 딜레마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경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주변국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비호함으로써 안보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실추되는 대국으로서의 이미지 손상에 대한 비용도 함께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대북정책의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은 북
한을 버려야 한다는 ‘북한포기’에 대한 의견이 중국 공산당 이론가들 사이에서 분분하지만 중국
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 받고 있기에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2차대전과 한반도 한국전쟁을 통해 동북아 지역은 단순 미중, 북중관계로 해석할 수 없
을 만큼 복잡하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고, 아
시아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엎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
하는 등 역사를 부정하면서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노력
의 일환으로 대일, 대러시아 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중이다. 또한 내년 2016 5월 예정인 북한
제 7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은 핵 개발 문제와, 경제적 개혁∙개방을 어떠한 방법과 방식으로 진
행할지에 대해 선포할 예정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북정책, 더
나아가 대 한반도 정책이 변화될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이 중국식 사회주
의 개혁, 개방을 하던, 현 체제를 유지하며 더 고립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던 미국과의 신형대
국관계를 형성해 나아가기에 중국에게 북한은 여전히 전략적 가치로써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국제적 이익의 문제가 연
결되어있다.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정치적 갈등이 종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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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혹은 세계 패권의 절대적 안정에 접어들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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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의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고 그
특징을 토대로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를 평가하고 발전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소련 독립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점진적인 시장경제로 전환을 통해서, 2000년대에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에너지 산업, 농업 등 1차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기존의 산업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
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국가경제발전전략에 따라 경제특구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우
즈베키스탄은 3개의 경제특구를 설립 또는 추진 중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특구는 130개 국가에서 3,500개가 운용되고 있으며(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Boyenge 2007), 연간 8,510억 달러의 수출과 6,844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 2008).
그러나 세계은행의 경제자문기구인 FIAS(2008)가 '성공한 경제특구는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일부 동아시아 국가와 라틴아메리카의 몇몇 국가에 집중되어있다'고 지적하듯이 성공한 경
제특구는 한정적이다.1) 따라서 성공한 경제특구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고, 우즈베키스탄 경제특
구의 발전 잠재력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FDI) 추이와 수출품목 변화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산업구조를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경제특구의 성공요인인 사회적 요인, 제도적 요인, 인프라 요인, 노동
1) 염동호·김재용, 『중앙아시아 3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수정프로세스 중시형 이
론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2014, p.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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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평가, 경제자유지수 등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의 발전전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제 2장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제특
구의 발전 잠재력을 분석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고, 제 3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의 현
황과 특징을 정리한다. 제 4장에서는 경제특구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를
분석하고 발전전망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평가를 토대로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살펴본다.

Ⅱ. 분석방법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국의 경우, 2008년 지식경제부·대외경제정책연구
원에서 「Feasibility Study on Establishing Special Economic Zones」2)을 발간하였고, 2010년 4
월 기획재정부·KDI에서 「Development of Navoi Economic Zone in Uzbekistan (한국명; 2009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크라이나)」3)
이 발표되었다. 또한 2011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영관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비교 분석과 시사점」4)과 동일년도에 산은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에서 「우즈벡 나보이 자유산
업경제지역 개발 프로젝트 현황과 한·우즈벡 협력 방안」5)이라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3년에는 한국로고스경영학회에서 Shermukhamedov T. Abbas가 「Industrial

Free Trade

Zone In Uzbekistan」6)를 연구했다. 2014년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
집을 통해서 염동호 외 1인의 「중앙아시아 3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수
2) 2008년 5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우즈벡 경제특구 설립에 관해서 논의한 자
료이다.
주 : 지식경제부 정책연구과제, 지식경제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 2008.5
3) 이 자료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특구인 나보이에 유치하기 위한 업종을 연구하고, 투자 유치전략 및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의 성공을 위한 운영체제와 정책, Navoi
FIEZ의 법적분석을 통해서 나보이 경제특구를 설립하기 위한 정책적 자료로서 발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 : Korea Knowledge Sharing Program, 기획재정부, KDI 한국개발연구원, pp. 75-170, 2010.4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 『나보이 FIEZ 업종 유치전략 연구』
박두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 유치전략 및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의 성공을 위한 운영체제와 정책』
Sherzod Shadikhodjaev,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voi FIEZ의 법적 분석』
4) 이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특구 현황과 발전 전략을 비교 분석
함으로써 향후의 연구에 기본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주 : 조영관,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1-16, 2011
5) 이 보고서에서는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특히 정부정책, 외국인 투자혜택, 유
치 중점분야 등을 분석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현황과 나보이 주에 관한 정보, 개발 프로젝트에 대
한 한국과 우즈벡의 협력방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 : 강명구, 산업은행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 2009.4
https://rd.kdb.co.kr/er/wcms.do?actionId=ADERERERWCE03&contentPage=/er/er/er/ERER27I00012_01RS.jsp&ci
d=4775
6) 이 논문은 나보이 경제특구에 국제물류센터의 역할과 특징, 정부정책, 세제혜택 등에 대해서 분석하
고, 안그렌 경제특구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인 Hi-tech 산업과 정부정책, 세제혜택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주 : Shermukhamedov T. Abbas,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3.5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18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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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7)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조영관 (2011)은 중앙
아시아 3국의 경제특구의 현황과 특징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으며, 염동호 외 1인(2014)의 선행
연구를 제외하고는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에 관해서 체계적인 분석틀이나 기준을 가지고 연구
하지 않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사용된 선행연구 자료로써 해외에서 발간한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연구 자
료는 다음과 같다. Ohtaki Reiji 외 2인이 연구한 「The Role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the
Economic Development」8)가 있는데, 2014년도에 연구한 논문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경제특
구의 특징을 설명하고, 연구대상인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특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자들이 작성
한 30개의 질문을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비교대상 국가로 일본, 중국(푸동), 우즈베키스탄
이라는 세 국가로 잡았다. 그리고 초기자료와 2차 자료 등을 수집하여 경제특구 분석을 진행하
였다. 그러나 비교대상 국가가 적고,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의 깊이가 깊지
않다.
그리고 Zafar G. Kudratov 외 2인이 연구한 「Development of Free Economic Zones in
Uzbekistan」9)은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현황과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한 보고서 형태의 자료이
다. Gulistan State University of Uzbekistan의 연구진들이 작성한 이 자료는 우즈베키스탄의 시
각으로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의 특징을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해외 선진경제특구의 성공사례인 시장개방과 파격적인 규제
완화의 조건을 갖춘 싱가포르, 홍콩,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중국 등의 성공요인 기준을 분석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를 평가하는데 체계적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서 우즈베
키스탄 경제특구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발전전망을 세우는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아
래 [표1]은 필자가 사용한 성공요인 기준을 선행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정리한 것이다.

7) 이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특구의 특징과 성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적 임플리케이션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평가기준과 성공요인 평가방법을 확립해 평가를
시도하였다. 전통적인 기준(무역, 고용, 기술이전, 외국인직접투자 등)을 토대로 평가하고, ‘수정 프로
세스 중시형 이론’이라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토대로 경제특구 3국을 비교분석하였다.
주 : 염동호·김재용,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4-13, 논문집Ⅱ, 러시아·유라시
아, pp. 311-368, 2014.12
8) 35122323-1 KHUDAYBERGANOV DILMUROD, GLOBALIZATION AND BUSINESS LEADERSHIP,
2014
9) Eastern European Scientific Journal, DOI 10.12851/EESJ201501C04ART04
www.auris-verla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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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해외 선진경제특구 성공요인 기준10)
요인

성공 이유

입지(시장성 및 접근성)
-한발 앞서는 제도와 인프라
-인허가 업무 원 스톱 서비스
-비즈니스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전담조직
사회(노동 및 개방)

개설
-글로벌 운영그룹을 통해 투자유치
유망기업을 선정 및 맞춤형 지원방안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 육성

인프라

-시장 환경에 맞는 유연한 정책(업종별
인센티브 차별화 전략)
-지역 특성에 맞춘 전략적인 계획
-수익을 안겨주는 기업에게는 파격적인

정책 및 제도(규제, 세금혜택 등)

혜택을 제공
-산업 클러스터 형성
-균형잡힌 산업 포트폴리오(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 추구)

관리운영(행정절차, 민간지원, 권한 등)

[표1]에 제시되어있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본 해외 선진경제특구의 성공요인을 간략하게
정리해본 결과 입지요인, 사회적 요인, 인프라 요인, 정책 및 제도, 관리운영 등 성공요인은 약
5가지로 정리된다.
따라서 위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외직접투자(FDI)와 수출품목변화를 통해서 우즈베키스
탄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경제개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해 볼 것이다.
또한 입지 요인, 사회적 및 제도적 요인과 인프라 요인, 노동 환경, 정부정책 등을 통해서 경제
특구가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의 발전전망
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다.

10) 동아비즈니스리뷰, 『세계 20개 경제자유구역에서 배우는 지혜 : 5가지 차별성이 '알짜특구' 만든
다』, 2010 June, Vol.58와 염동호·김재용, 『중앙아시아 3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에 관한 연
구 : 수정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2014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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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현황과 특징
1. 경제특구 설립 현황11)
에너지, 광물 산업과 농업이 중심인 우즈베키스탄은 7% 이상의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
록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0년대부터 에너지 산업과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대체화 정책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정책은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고,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산업구조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
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4년도에 외국인투자법을 제정
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는 경제특구 도입의 토대가 되었으며, 2009년부터 우즈베키
스탄 남부 나보이 지역에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 Free Industrial Economic Zone in Navoi)을
설립하게 되었다.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에 이어서 2012년에는 수도인 타쉬켄트 인근의 안그
렌 지역에 특별산업구역(Special Industrial Zone in Angren), 2013년에는 시르다린주에 지작 특
별산업지대(Special Industrial Zone in Jizzakh)를 설립하고자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따라서 우
즈베키스탄에는 3개의 경제특구를 설립 및 추진하고 있다.

그림1.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의 위치

자료 : http://www.investuzbekistan.uz

11)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의 현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주간이슈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검토일 :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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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은 산업, 물류·운송, 기술혁신, 관광·휴양의 4대 허브
구역을 구상하고 있다.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의 설립 목적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바탕
으로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며, 외국의 기술을 통해서 제조업과 물류 육성,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면적은 564ha에 이르고, 운영 기간은 30년으로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12)
안그렌 특별산업지구(SIZ)는 기존의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에 비해서 수도인 타쉬켄
트에서 가까운 곳으로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목적은 외국기업 투자유
치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과 광물자원 관련 제조업 발전, 수입대체화 실현 및 물류
시스템 발전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기존에 있던 '안그렌 물류센터(Angren Logistic Center)'를 효
율적으로 이용하여 선진적인 화물과 컨테이너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13) 2013~2015년
동안 인프라를 조성할 것이며, 면적은 약 1,700ha에 이르고, 운영 기간은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지작 특별산업지구(SIZ)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상품생산과 지역발전(고용 창출, 소득증대 등)을
위해서 설립되었다. 지작 특별산업지구(SIZ)의 조성은 중국을 통해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 중국의 4개시에서 투자 로드쇼를 진행하였고, 지작 산업지대에 54개 프로젝트에 3억
달러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14) 운영 기간은 30년으로 다른 경제특구와 마찬가지로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에는 나보이를 중심으로 24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안그
렌에는 15개, 지작에 10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15)

표2.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현황
구분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특구명

자유산업경제구역
(FIEZ)

안그렌

지작

특별산업지구(SIZ)

특별산업지구(SIZ)
2013.3

설립시기

2009

2012.5

면적

564ha

1,700ha

-

개발현황 및

개발 중

지정기한

(2030년까지 운영)

개발 중

인프라 구축 중

(대통령령서명)

12) Kotra globalwindow의 『우즈베키스탄 3대 경제특구 현황』을 토대로 재작성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info/oversea-invest-detail.html;jsessionid=qxaWteYqAZElYr6BQA
xjCPVrQfQ30eBVnM8Ek2O2bx2pl5erOaLVishpoSt3RFh1.S162_WAS_servlet_gw?&MENU_CD=M10021&A
RTICLE_ID=5022915&UPPER_MENU_CD=M10005&BBS_ID=17&MENU_STEP=2 (검색일 : 2015년 11
월 26일)
13) 조영관, 『우즈베키스탄 안그렌 경제특구의 설립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2013.02.04.
Vol.7 No.2, p.6
14) 강명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작 특별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와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산업은행
주간이슈분석, 2013.07.26. p.1
15) 염동호·김재용, 2014, p.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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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목적

산업/물류/기술/관광

첨단기술 산업단지

외화획득, 노동집약산업 육성

하이테크

외국인투자 유치,
인프라 구축

자료 : 한국무역진흥원(2014) 자료와 염동호 외, 「중앙아시아 3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
인에 관한 연구 : 수정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p. 325 자료와 강명
구,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대 현황과 전망」, (2010)을 토대로 재작성
2.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의 특징
앞장에서 설명한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현황을 토대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즈베키스
탄 경제특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과거 1차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어왔지만 2000년
대 후반이후 경제특구를 설립함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구조를 변화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경제특구를 설립할 때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물류운송업
과 제조업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중장기적으로 이룩하고자 한다. 즉 우즈베키스탄은 기술혁신을
통한 제조업과 물류산업 육성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를 통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정부는 외국기업
에 대한 특별한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경제특구를 설립하게 된 목적과
특징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면화와 에너지 산업이 중심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중에서 60%에
달하며, 세계 6위의 면화 생산국이자 세계 3위의 면화 수출국이다. 또한 과일과 야채 등이 주변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 수입대체화 정책을 기초로 자국 산업 육성에 집중하였
고, 2000년대 초반에는 섬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렇게 폐쇄적인 경제정책
은 국내 산업발전에 투자부족 현상을 나타냈고,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
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입대체화 전략과 자급자족 경제정책에서 벗어
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1994년에 최초로 외국인 투자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경제특구를 설립하면서 외국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은 투자규모에 따라 관세 및 세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필자는 아래
의 표를 통해서 세제혜택을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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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나보이와 안그렌 경제특구의 세제혜택 비교

투자금액
405만~1,300만 달러
미만
1,350만~4,050만
나보이

달러 미만

특혜내용
7년간 면세
10년간 면세. 이후
5년간 소득세,
통합세 50% 면제

10년간 소득세,
통합세 50%면세

30만~300만 달러
미만
300만~1,000만 달러
미만

- 7년에서 15년간
세금혜택

15년간 면세. 이후
4,050만 달러 이상

특징

3년간 면세

- 405만 달러 이상 투자
시 세금혜택
-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하지 않는 설비,
부품, 원자재에 대한
면세

- 3년에서 7년간 세금
혜택

5년간 면세

- 3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세금혜택
- 우즈베키스탄에서

안그렌

생산하지 않고 정부가
1천만 달러 이상

7년간 면세

목록으로 정한 설비,
부품, 원자재에 대한
면세

자료 : 조영관, 「우즈베키스탄 안그렌 경제특구의 설립과 시사점」 p. 9

우즈베키스탄 남부에 위치한 나보이 경제특구는 인구가 많고, 농업이 발달하였다. 정부는 이
곳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임금이 낮은 농촌지역의 인구를 활용한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
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을 통한 운송과 물류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수도인 타쉬켄트 인근에 위치한 안그렌의 경우 기존 안그렌 물류센터를 바탕으로 대규모 물
류센터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나보이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고, 수도 근처에 위치해있기 때문
에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안그렌에 철도를 건설하고, 공업이
발달한 타쉬켄트와 주변지역을 원활하게 연결하려고 한다.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과 안그렌 특별산업지구(SIZ)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성공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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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분석
1.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성과 분석
우선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의 성과 및 산업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로써 ‘해외직접
투자(FDI)’와 ‘수출품목 변화’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우즈베키스
탄의 산업구조와 경제특구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분석해본다.
1) 해외직접투자(FDI)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의 목표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극복하
고자 하는 점이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FDI) 변화추이를 통해서 경제특구에 어떠한 변화가 있
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총 외국인 투자가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9년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설립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증가
하다가 2012년부터 하락했지만 2009년 이후 우즈베키스탄 해외투자 현황은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외국기업 투자환경 개선의지와 경제개방이 조금
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2011년 해외직접투
자액(FDI)은 약 34억불로 이웃나라인 카자흐스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16) 이
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경제개방 시도는 하고 있으나 기존의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그대로 유
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외투자자에게 투자매력도가 낮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외투자 현황만을
가지고 경제특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림2. 우즈베키스탄 해외투자현황

자료 :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부(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자료를 토대로 작성
16) 카자흐스탄의 해외직접투자액(FDI)은 2014년 기준 약 23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 invest.gov.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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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품목17)
경제특구 설립 전과 설립 후를 기준18)으로 수출품목 변화를 통해서 경제특구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해외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제조업 육성이 목표이다. 1995년
부터 2007년도에는 농업과 섬유산업이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주요 산업이었다면
2008년도 이후에는 농업과 섬유산업은 줄어들고, 2000년대 중반부터 연료, 화학제품과 기계 및
운송장비의 수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19) [그림 3]의 수출품목 변화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은 1차 산업인 노동집약산업에서 기술집약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점차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자원수출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
(FDI)를 늘려온 결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특구별
통계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림 3]을 통해서 경제특구가 수출품
목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 할 수 있다. 또한 수출품목의 변화는 수출기반 무역국
가인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특구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3. 우즈베키스탄 수출품목 변화

자료 : UNCRADstat와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The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tatistics) 자료를 토대로 작성
17) 염동호·김재용, 2014, pp. 330-333을 참고로 재작성
18)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 설립년도인 2009년을 기준으로 정한다. 따라서 2009년 이후의 변화를 살
펴보았다.
19) [그림 3]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연료는 2001~2012년에 12.18%에서 2008~2012년에 30.97%로
증가했다. 화학제품은 6,54%(2001~2007년)에서 2008년도 이후 13,35%로 증가하였고, 기계 및 운
송장비는 8.77%에서 9.38%로 증가했다. 반면 섬유 및 의류는 30.14%에서 17.60%로 감소하였고,
농업원료는 23.43%에서 10.62%로 감소했다.
자료 : UNCRADstat와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The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tatistics) 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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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섯 가지 성공요인을 토대로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분석
필자는 선행연구 자료를 토대로 경제특구 성공요인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
으로 나누어보았다. 1)입지(접근성), 2)사회적 및 제도적 요인(자유경제지수, 거버넌스, 세율), 3)
인프라(물류성과지표, 정보통신발전지수), 4)노동환경(비즈니스 환경의 장애요인, 노동시간 비
교), 5)정부정책 등 다섯 가지 요인으로 평가한다.
1) 입지20)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의 입지조건은 접근성 부분에서 우즈베키스탄이 내륙에 위치한 국가로
서 중국,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아시아와 중동 및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다를 끼고 있지 않아서 선박으로 물류 운송이
불가능하고, 도로, 철도 등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취약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나보이 자유산업경
제구역(FIEZ)에 국제공항을 조성하고 대한항공에 위탁해서 나보이 국제공항 및 물류시스템 구
축에 나서고 있다. 또한 타슈켄트 인근에 위치한 안그렌 특별산업지구(SIZ)에는 중국-키르기스
스탄-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철로를 연결하고 있다고 한다.21)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우즈
베키스탄 경제특구를 물류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2) 사회적 및 제도적 요인
정부의 지원과 투자 환경은 경제특구를 발전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경제특구 성공사례 국
가들22)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경제자유지수와 세율을 통해서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먼저
경제자유지수를 통해서 기업 환경, 무역, 재정, 투자, 통화, 투자, 금융 등의 측면에서 경제특구
를 평가할 것이다.
[표 4]는 싱가포르, 중국,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자유지수를 비교하고 있다. 이 중
에서 우즈베키스탄이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시스템, 외국인투자,
재산권, 부패부문에서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은 경제
특구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들보
다 경제자유지수가 월등하게 높으며, 카자흐스탄은 중국보다 경제자유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드
러났다. Heritage Foundation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과거에는 중국보다 훨씬 낮았지만 2006년
도부터 경제자유지수가 상승하면서 그 이후로는 중국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WTO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제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제특구는 국
제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WTO 가입여부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폐
쇄적인 태도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개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WTO
20) 염동호·김재용, 2014, pp. 334-335
21) 타슈켄트 주 안그렌과 우즈베키스탄 남부의 나망간주 파프 사이에는 캄칙 고개를 관통하는 자동차
도로를 이용해야만 왕래가 가능했다.
자료 : 조정원, 『우즈베키스탄 철도,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중심 : 안그렌』 2014년 11월 15일
22) 필자는 싱가포르와 중국을 성공사례국가로 선정했으며, 카자흐스탄을 비슷한 조건의 비교대상 국가
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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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과 낮은 경제자유지수는 향후에 경제특구 발전과 운영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3)

표4. 경제자유지수 비교(2015년 기준)
점수기준 : 0~100점

싱가포르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96.9

52.1

73.7

73.1

무역

90

71.8

79

69.8

재정

91.2

69.7

93.2

90.2

정부지출

93.8

81.5

85

67.3

통화정책

83.7

74.2

74.6

63.5

외국인투자

85

25

40

0

금융시스템

80

30

50

10

재산권

90

20

25

15

부패

86

40

26

17

노동시장

96.9

63

87

64.2

총점

89.4

52.7

63.3

47

순위

2

139

69

160

기업환경

자료 : Heritage Foundation, 「2015 Index of Economic Freedom」을 토대로 작성
성공한 경제특구의 특징 중 하나는 과감한 권한 배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
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는 대통령, 즉 중앙정부가 모든 권
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 및 독립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은 대통령의 측근들이나 권한을 갖고 있는 특정 파벌이 지역 경제 및 정치를 장악하면서 부정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24)
[표 5]의 거버넌스 지표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정치적 안정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중국이나 카자흐스탄과 비교해서 정부의 효율성과 법치, 규제의 질 등 전반적으로 정치적
및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제도의 발전정도가 낮은 상황이며, 합
의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3) 염동호·김재용, 2014, p. 342를 토대로 재작성
24) 염동호·김재용, 2014, pp.349-350을 토대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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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거버넌스 지표(2014)25)
단위 : %
정치적
부패통제

정부

안정성과

효율성

폭력 및

시민의
규제의 질

법치

능동적인
참여

테러의 부재
싱가포르

97.1

100

92.2

100

95.2

45.3

중국

47.1

66.3

29.6

45.2

42.8

5.4

카자흐스탄

26

54.3

47.6

44.7

34.1

15.3

우즈베키스탄

11.1

27.4

36.4

3.4

12

2.5

자료 : World Bank World Governance Indicators를 토대로 작성

[표 6]은 싱가포르, 중국,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세율을 비교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싱가포르, 중국, 카자흐스탄은 17%, 25%, 17.5%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즈베키스탄은 9%로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 소득세의 경우 선진국이 16~20%인데 카자흐스탄은 10%, 우즈베키스
탄은 11~22%로 낮은 수준이다.26)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의 낮은 세율정책은 경제특구 성공 국가들에 비해서 유리한 혜택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여건 중에 하나이다.

표6. 경제특구 세율 비교
단위 : %
법인세

소득세

싱가포르

17

25

중국

25

45

카자흐스탄

17.5

10

우즈베키스탄

9

11~22

주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소득세는 11-22%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자료 : 염동호·김재용, 2014, p. 338 재인용

25)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점수를 나타내고, 1에 가까울수록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26) 염동호·김재용, 2014, p.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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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프라 요인
우즈베키스탄은 도로, 교통, 통신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제특구에도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사용한다. 물류성과지표(LPI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정보통신(ICT)발전지수(IDI : ICT Development Index) 등을 통해
서 경제특구성공사례 국가들(싱가포르, 중국)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비교해보았다.
[표 7]은 각 국가의 물류성과지표(LPI)를 나타낸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싱가포르, 중국에 비
해서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카자흐스탄도 낮은 편에 속한다.

표7. 2014년 물류성과지표(LPI)
점수기준 : 1~5점

LPI

LPI

순위

점수

싱가포르

5

4

중국

28

국가

카자흐스
탄
우즈베키
스탄

물류

사회기반

국제

시설

운송

4.01

4.28

3.70

3.97

3.90

4.25

3.53

3.21

3.67

3.50

3.46

3.50

3.87

88

2.70

2.33

2.38

2.68

2.72

2.83

3.24

129

2.39

1.80

2.01

2.23

2.37

2.87

3.08

통관

기업
경쟁력

트래킹&
트래싱

적시성

자료 : http://lpi.worldbank.org/international/global을 토대로 작성
[표 8]에서는 정보통신발전지수(IDI)를 통해서 각 국가들을 비교했다. 싱가포르는 4개국 중
가장 높은 지수인 7.90으로 16위를 차지했고, 카자흐스탄은 중국보다도 높은 6.08점으로 53위
이며, 중국은 86위, 우즈베키스탄은 3.40점으로 115위로 정보통신발전지수가 낮은 수준에 속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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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정보통신발전지수(IDI)27)
점수기준 : 1~10점

국가

2013년 순위

2013년 점수

싱가포르

16

7.90

중국

86

4.64

카자흐스탄

53

6.08

우즈베키스탄

115

3.40

자료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4
를 토대로 작성
[표 7]과 [표 8]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에는 인프라가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프라 부분은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를 통해서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고,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4) 노동환경
우즈베키스탄의 노동환경을 이웃국가인 카자흐스탄과 비교분석해보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의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해 볼 수 있다.
[표 9]를 보면 2005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노동자의 숙련 및 교육지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각각 1점과 2점을 받았는데 조사대상국 중 최하
위에 속한다. 노동규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두 국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9.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환경의 장애요인28)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2005

2008

2005

2008

노동자의 숙련 및 교육

6

1

8

2

노동규제

11

14

12

12

자료 : World Bank, 「BEEPS At-A-Glance 2008」, Cross Country Report」 2010, pp.6-7을
토대로 작성

27) 정보통신발전지수는 유선전화 가입 수, 이동전화 가입 수, 인터넷 이용자 대비 국제인터넷 대역
폭,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접속 가능 비율 등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로서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28) 1에 가까울수록 심각함을 의미하고, 14에 가까울수록 좋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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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과 [표 11]을 통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성공한 경제특구 국가들(싱가
포르, 아일랜드, 멕시코, 중국, 말레이시아)의 노동시간을 비교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
키스탄 양국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다른 성공한 경제특구와 거의 동일하다. 또한 우즈베
키스탄 정부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ILO29)에 가입하는 등 부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10.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노동시간 비교
국가

법정근로시간
주당 근무시간은

카자흐스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노동법

제77조)

초과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

초과근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노동법 제88조
제2항). 평균임금의 1.5배 이
상을

지급하여야

함(노동법

제 127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함(노동법 제 97조). 평
2배

균임금의
지급하여야

이상을

함(노동법

제125조)
휴일근무를 원칙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주당 근무시간은

초과근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금지. 근로자가 동의한

40시간을 초과할

있어야

경우에만

수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을 지급

법 제130조). 평균임금

하여야 함(노동법 제157조)

의 2배 지급하여야 함

없음(노동법

제115조)

함(노동법

제124조).

가능함(노동

(노동법 제122조)
자료 : 조영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2010, pp.
255~256을 토대로 작성

표11. 경제특구 성공국가들의 노동시간
싱가포르

아일랜드

멕시코(마킬라도라)

중국(상하이시
푸동지구)

말레이시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1일 8시간, 주

투자개발청(IDA)

44시간을

의 기준에 따름.

초과하지 않음

1일 9시간, 주

1일 8시간, 주
1일 8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1일 8시간,
주48시간 이하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자료 : 이장원·박래영, 「경제특구개발과 노동기준 적용에 관한 비교연구 : 국제 및 국내관점
간의 비교」 2004, pp. 34~64를 토대로 작성
29) ILO란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을 뜻하는데 국제노동기구를 말한다. 국제노동기구의 역
할은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사회정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 1919년 6월 베르사유 평
화조약이 체결되면서 국제연맹 산하 준 독립기구로 설립되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lo.org/global/lang—en/index.htm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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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정책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및 혜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정부는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에 6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도로, 철도 등 공공부문의 인
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도로망과 나보이 열병합 발전소 현대화에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였
다. 또한 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서비스부문, 원료산업 및 물류기지를 개발하고 있다. 한
편 외국인 투자를 위한 특혜로는 인센티브 및 세금면제 혜택(토지세, 재산세, 소득세, 도로펀드,
교육펀드, Unified tax 등 면제) 부여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고자 한다. 그리고 투자금
액에 따라 혜택을 다르게 주고 있다.30) 정부는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내 기업들의 수출증대
를 위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혜택도 주고 있다.31)
또한 외화관련 특혜도 주어지는데 기존의 법률에 따르면 외환은 정부당국의 통제를 받고, 현
지화인 숨으로만 결제가 가능하지만,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외환으로도 결
제가 가능하다고 한다.32)
세관정책으로는 수출용 생산기지 건설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시 관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내수용의 경우 관세가 50% 감면된다. 그리고 입출국과 체류부문에서도 나보이 투자기업 소속
외국인의 경우, 비자발급이 2주 이내에 가능하고, 우즈벡 비거주자인 외국인 노동활동도 허가되
었다.33)
안그렌 특별산업지구에서는 대규모 물류센터 건설과 교통, 통신, 전력, 도로, 수도시설 등 인
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9.5백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약
6,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공장가동을 위한 인프라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3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3년에서 7년까지 세제혜택을 줄 것이다.34)
지작 특별산업지구는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30년간 지정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세금 및 관세 혜택을 적용할
것이고, 기업의 투자액에 따라 30만 달러 투자 시 3년간 면세, 3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투자 시 5년간 면세혜택을 적용받을 것이며, 1,0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7년간 세제혜택을 받
을 것으로 확인되었다.35)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간접적인 지표인 해외직
접투자(FDI)와 수출품목 변화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산업구조와 경제특구 성과를 분석하고, 다
30) 405만~1,300만 달러 미만은 7년간 면세, 1350만~4,050만 달러 미만은 10년간 면세, 4,050만 달
러 이상은 15년간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31) 산은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 『우즈벡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 개발 프로젝트 현황과 한·우즈벡 협
력 방안』 2010
32) 조영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비교 분석과 시사점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
니스탄을 중심으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1-16, 2011, pp. 64-65
33) Kotra자료 참고 및 재작성, pp.1-2
http://www.globalwindow.org/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Name=/gw_files/NationPDF/101095/10109
5_130_5007681.pdf
34) 위와 동일, p.2
35) 위와 동일, p.2

86 國際學院友論集 13 集

양한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특구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섯 가지로 잡고
우즈벡 경제특구의 발전전망을 분석해보았다.36) 세부 요인별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물류성
과지표(LPI)와 경제자유도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법인세와 소득세 부문인 정책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방과 인프라 부분에서 노력해야할 필요
가 있으며, 정부는 세제혜택 등 제도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FDI)지수는 201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품목
의 변화를 통해서 기계 및 운송장비와 화학 산업의 수출 증가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과 제조
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부분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종합해봤을 때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의 성공확률은 싱가포르나 카자
흐스탄에 비해서 낮았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 성공요인 중 경제자유지수, 거버넌스 지표, 정보
통신발전지수(IDI)와 세금부분 등 대부분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경제특구 성공국가로 분류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경제특구의 성공여부에는 위의 평가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필자가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운
영되고 있는 경제특구는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 밖에 없다는 점이다. 안그렌과 지작 특별산
업지구에서는 계획만 있을 뿐 경제특구 운영이 활발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2015년 기준). 따
라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세 곳의 경제특구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다시 검토해보
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
다.
첫째, 자유무역시대에 경제특구는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것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은 글로
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경제특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에는 자금통제가 이루어져 외국기업의 안정적인 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금융시스템과 재산권을 개선시킨다면 외국 기업의 투자는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셋째,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외국기업의 투자 증가는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우즈베키스탄 경제개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즈베키
스탄 물류성과지표(LPI)와 정보통신발전지수(IDI)등 기본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숙련
및 교육 등 사회적 인프라를 개선시킨다면, 향후 경제특구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넷째, 정부의 관리운영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 부패통제, 법치, 정부의 효율성 등 거버넌스
지표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은 효율적으로 정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정부와의
합의형성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본다. 필자는 단순히 일반적으로 선행연구 자료들을 통해
서 성공한 경제특구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간접적인 성과를 통해서 경제특구를 분석하는데 머
물렀다. 목표와 전략, 목표에 대한 지속성과 혁신성, 정책 결정과정 등 입체적인 분석의 틀을
제시했다면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환경과 경제특구를 각종 선행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해외 성공요인들을 토대로 분석하면서 해외
국가들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일반적인 지표가 잘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를 통해서 논
문을 쓴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비즈니스 환경 장애요인 부분은 최근 자료를 구할 수 없
36) 입지요인, 사회적·제도적 요인, 인프라 요인, 노동환경, 정부정책 등 다섯 가지로 발전전망을 분석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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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최근에 바뀐 환경을 적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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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in Russia-North Korean
and Russia-South Korean relations

김 다리야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한국학과 석사과정)

North East Asia is the still the only the Bastion of Cold War in contemporary
world. Driving by Soviet Union and the US hegemony’s race the division has been
occurred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end of history” and American victory in
the Cold War, the world hasn’t become more secure. The conflict between two Koreas
has continued and has been cycled.
“The overriding goal of each state is to maximize its share of world power,
which means gaining power at the expense of other states. Their ultimate aim is to be
the hegemon – that is, the only great power in the system”1). That’s aim was chased
by Soviet Union and the US using Korean Peninsula as a share of hegemony power.
However the relations within two ideology camps were not as that simple.
As the world’s system changed within the fall of Berlin Wall, the situation in
the Northeast Asia also changed. The security instability causes 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 is the barrier for socio-cultural development. Being the center of world’s
economies APR (and particularly Northeast Asia) the major actors has faced the
problem of Asian Paradox, when the countries being well-integrated in economic sector,
has saved the political coldness. The Cold War has been over, but the Cold World has
still remained. The ideology has no longer been the precondition of Cold War; the
character of relations between countries has changed; however the tension relations
between all actors remained.

The main conflict issue has still remained North Korea as

destabilizer factor.
The dramatic situation in Ukraine last year brought instability not only to this
country, but to whol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after collapse of bipolar system is
far from calling stable.
1) John Mearsheimer, J.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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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Crimea joined Russia and indirect support of Donbass’s separatists, the
West, dominating by the US policy, imposed economic sanctions, and rapidly decreased
all trade cooperation. This deterioration of relations with West gave impetus to
economic crisis’ development, which hit Russia last year. However the sudden economic
crisis can be seen as very predictable. Due to “Dutch disease”, “curse of oil” or
“paradox of plenty” (there are several definitions)2), Russian economy was dependent on
oil and gas sells primarily with Western partners. Therefore manufacturing and
agricultural sectors are declining. The Russian government saw the despair of such kind
of economic model and tried to develop infrastructure of the Far East, original
manufacturing throughout in the country, however, due to corruption those investment
hardly could reached the destination in fully amount. One additional reason lies in the
distribution of Soviet economic between Republics.
Sanctions cut off the main Russian customers in Europe, so it needs to find
new partners to buy their natural resources, which will give impetus to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natural resources export economic model.
In sum, Russian government facing new economic problems, which influenced
the foreign policy, shifting its attention from West to the East. However, the importance
of Asian countries hasn’t come surprisingly in 2014, but it was a solid foreign
conception of Russia, presented in 2008. The goals of foreign policy on the global level
are3):
1. Emergence of a New World Order
2. Rule of Law in International Relations
3.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Security
4.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Sphere of Economy
5. International Humanitarian Cooperation
6. Information Support for Foreign Policy Activities
The main priority for Russia has still remained the same – the cooperation
with CIS and Putin’s new initiate of “Eurasian Economic Union”, which oppose the
activities of NAFTA. “The “Eurasia Initiative” includes the proposal that they (CIS
countries) should promote the formation of the Eurasian economic zone on the level of
a large region by connecting economic zones on the level of small regions, which exist
in various areas of Eurasia, under the concept of “one continent”4).
2) http://www.economist.com/node/5323394
3) Sung Hoon Jeh. “Russia's New Concept of Foreign Policy and Korea-Russia Cooperation”. KIEP.
Opinions. January, 29, 2014. P. 2
4) Sung Hoon Jeh. “Russia's New Concept of Foreign Policy and Korea-Russia Cooperation”.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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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 Russia, along with China, is one of rare countries, which had good
relations with both North and South Koreas. “Putin Government is putting a great
meaning on the econo-political emergence of the Asia Pacific region and is showing a
significant interest in the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eastern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North Korea and South Korea”5).
th

important for Russia since early 20

Korean peninsula has been

century, when Russo-Japanese war 1904-1905

occurred for influence in Korea. Political stability on Korean peninsula is very important
for Russia, due to closeness of borders. Therefore the war, using nuclear weapons, can
lead to harmful consequences to Russia too, as changing the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Asia,

ecological

catastrophe,

flood

of

refugees.

Being

almost

in

the

sameposition, China faces same concerns. The second interest is economic cooperation
with two Koreas, “with South Korea Russia’s third trading partner in Asia after China
and Japan and an important investor in the Russian economy”6). In these bilateral
relations South Korea plays a huge role in developing Russian Far East, to where
Moscow put a lot of effort.

Political and strategic domination in Russia-North Korean Relations
In 20th century Korea has become an important country for Russia. With decay
of Tsar’s power in late 19th century, the new century has begun for Russia with
revolutionary movements, slow-developing economy and outdated military complex.
Therefore Russia, like other Western great powers, started to search for new colonies.
China was already divided between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the whole world
was already divided. The preferences of having colonies can be seen in following:
1. New markets, where you can encash goods
2. New place to export capital, which is one of characteristics by imperialist
countries by Lenin
3. Cheap labor and access to natural resources
Therefore Korea was seen Russia as one of this beneficial colonies. It started to
interfere with Korean domestic policy, compete with Japan and even got into war for it.
Opinions // January, 29, 2014. P. 3
5) Sung Hoon Jeh. “Russia's New Concept of Foreign Policy and Korea-Russia Cooperation”. KIEP.
Opinions // January, 29, 2014. P. 4
6) Denisov and Lukin. “Russia,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Joint U.S.-Korea Academic Studies //
Vol. 25, 2014.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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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lost in this war and admitted Japanese “special status” in North-East Asia.
However in 1945 Russia in a face of USSR had another chance to nail down its
influence in North-East Asia. By the end of World War II the Soviet Union pursued in
Korea three main objectives:
1. to ensure its national security
2. expansion of the communist camp influence
3.Satisfaction of traditional Russian great power ambitions7).
These political objectives led to economic support of DPRK. Russia couldn’t
permit whole Korea been pro-Western country. China was still striving from Civil War,
and only by spring 1950 the communists took all the power in China, the result of this
event led to Korean War. Because Stalin agreed for North Korea military occupation of
the South with help of China. However if there wouldn’t be Communist China, Stalin
or then Khrushev would hardly ever agree to the war with the West on the territory of
Korea. So by the 1945 Russia needed political ally in North-East Asia, which could
represent “communist’s ideas”.
The amount of economic aid could

be seen

through Russian political

domination in DPRK, and their relations could be divided on following stages:
1. 1945 – 1956 years – promotion of Soviet influence in DPRK
2. 1956 – 1986 years – postwar reconstruction, era of mistrust
3. 1986 – 1991 years – Moscow’s abandonment of Pyongyang
4. 1991 – 2000 years – minimum contacts between two countries
5. 2000 – 2014 years – improvement of ties
6. 2014 – present – new stage of cooperation
However all those stages are characterized with up and downs during each
period. There was no stable progress.
USSR supported DPRK in following ways:
· Free economic aid
· Technical and equipment support
· Agriculture production, cotton, wheat
· Military technologies

7) Natalia Bazhanova. The most mysterious war of 20thcentury // Journal New time. 1996 (6),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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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agram was made by author based on article8)

The next stage was characterized by Sino-Soviet debate, where North Korea had
a favorable position and played with two powers. Supporting first Khrushchev, than
Mao on communist party congress in Pyongyang, Kim Il Sung got benefit economic aid
from USSR and China. The problem with USSR was the Khrushchev’s destroying
“personality cult” of Stalin, because after his death Khrushchev needed to accumulate all
the power in his hands, and the image of Stalin and his comrades was disturbing issue.
However, the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was onwards. Kim Il Sung had a strong
competitors from pro-Chinese and pro-Soviet fractions, the members of which he tried
to eliminated in August of 1956. However Soviets required acquitting pro-Soviet
members, which was a big humiliation to the Great leader. Therefore he supported
Chinese side in Sino-Soviet conflict at first, however Khrushchev proposed another
economic benefits for North Korea in instead of political support of Soviets.

8) Torkynov A.V. History of Korea // 2003. P.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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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ble was by the author based on article9)
USSR economic support during 1956-1986 years
1956

75 million USD

Economic aid

1957

12,5 million USD

Loan

1959

125 million USD

Technical and industrial equipment

225 million USD

Revived the debt

August
1960

1961-1967

Technical aid agreement
The Soviet Union would help expand the Kim
Chaek

Iron and Steel Complex, build 600 000

kilowatt thermal power plant in
1961-1965

Long-term loan agreement

Deokcheon, 400

000 kilowatt thermal power station in Pyongyang,
build an

oil refinery, film studios etc.

The next half of econo-political cooperation was characterized by rather
diminishing economic aid from the Soviet’s side. It happened due to economic
stagnation in the USSR; additionally Kim Il Sung’s consolidated his position in North
Korea and started to develop self-reliance policy. He also favorably faced China rather
than USSR, which insisted on peaceful co-existence with South Korea, while Kim Il
Sung had not pull away his aggression plans towards Seoul. North Korean place in
following table is the graph of other socialist countries, where also Cambodia and Laos
was included. However the main economic aid from the USSR was taken by North
Korea. As we can see the economic assistance had been cut off two times through
1960-1970, and 1970-1980. During whole 1980s economic assistance was very low, it
was connected to appearance of new leader as Gorbachev, who was not that strong in
domestic policy, which affected foreign policy, as previous ones and who led to
collapse of Soviet Union.

9) Zhihua Shen and Yafeng Xia. China and the Post-War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 North Korean
International Project. Working paper # 4. May, 2012. P. 12, P. 20, P. 32,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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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ased on information from Statistics Governmental committee, Narodnoe
khoziaistvo SSSR in 1987, Moscow, 1988

The abandonment North Korea by the USSR was seen in last period of
Soviet’s existence. Gorbachev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cooperation with West in
economic way, which should be supported by political and diplomatic establishing
relations. The socialist camp has become a huge burden for Soviet’s striving from
problem economy. Therefore “Gorbachev’s government was receptive to such a shift, as
his key foreign policy advisers concluded that the Soviet Union could no longer afford
to continue making concessions to North Korea, financially”10). Kim Il Sung and his
son Kim Jong Il were seen as a noisy allies, who brought problems to the USSR with
its relations with the West. Nuclear weapon creating, black mail policy of the leaders,
hadn’t brought any benef its in international arena. Therefore the economic aid and
support was diminishing. Additionally, the Soviet government understood that they need
to develop Russian Siberia and Far East, which are full of natural resources; however it
didn’t have any investment to provide this policy. As a result the Soviet Union started
to search for partners, who would split this financial expense. South Korea proposed
that “they would favorably consider the Soviet request for a $300million commercial
loan and would study a possible $40million project to build a trade center in the Soviet
10) Kathryn Weathersby. Dependence and Mistrust: North Korea’s Relations with Moscow and the
Evolution of Juche // Korea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December, 2008.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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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 East”11). The contacts with South Korea have become more frequent, which was
seen as a betrayal in Pyongyang.
The economic preference to South Korea has led to political cooperation
diminishing with North Korea. Due to the connection of political cooperation and
economic support, North Korea faced huge crisis and economic collapse in late 20th
century.
The next stage was characterized by new era, in which the Soviet Union
collapsed, and its legal successor Russia, paid attention to the West. Everything
connected to socialism, as well as relations with North Korea, was criticized. Yeltsin
wanted to build capitalist country with democracy. Many scholars define Russian
situation in 90s as period of bandit capitalism. Russian economics didn’t understand that
it was impossible to build capitalism like in the West over the ruins of social economic
model. Their mistakes were corrected by next President V. Putin, who with Eurasianist
ambitions saw the key foreign policy in CIS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US
would never allow Russia to accumulate its great power status again. American attitude
toward Russia that they win the Cold War humiliated Russian people. Putin realized the
North-East Asia, with its leading economies of the US, Japan, South Korea and China
will be a “battlefield” for political influence. The first step was to recover relations with
North Korea, which again showed political loyalty in exchange of economic aid. The
Western policy of not accepting Russia to Western camp during 90s, pushed Russia to
search for its own way without political cooperation with them.
Therefore in 2000 Russia and North Korea signed new inter-governmental
Treaty of Friendship, Good-neighborly and Cooperation. It gave a new stimulus to
“political cooperation” – Russian economic aid to the North Korea. In 2001 two sides
agreed on main economic cooperation points:
· Realization of reconstruction projects, which were built jointly – as railway
through whole Korean Peninsula, which connect South Korea with Europe.
· Constructing gas pipeline through Korean Peninsula – with this project North
Korea could gain 100 million USD annually for transportation.
However those projects were very slowly discussed, there were no strong
initiative from Russia and South Korea; and North Korea nuclear crises complicated the
negotiations.

11) Kathryn Weathersby. Dependence and Mistrust: North Korea’s Relations with Moscow and the
Evolution of Juche // Korea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December, 2008.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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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agram is made by author based on materials12)

In the beginning of 2010, the indicator of mutual trade between Russia and
DPRK was 50 times less than trade rate of DPRK and China, and 15 times less than
trade rate of DPRK and ROK. “According to Russian Embassy in the North Korea, the
Russian export’s main goods to the North Korea were coking coal, diesel fuel, metals
and products from them, machinery, carrier vehicles, food and agricultural raw materials.
Russian import from DPRK included textiles, footwear, chemicals, mineral fuels, metals
and products from them. Meanwhile more than 90% of mutual trade was consisted of
Russian export”13).
2014 brought to international arena new problem - Ukrainian crisis, which was
a reflection of the event when the President of Ukraine declined to sign the agreement
of creating association with European Union. Mass protests and strikes lead to
impeachment of President. In fact, In Ukraine a Civil War has occurred, which has not
finished yet. In this situation Russian government faced the dilemma what way of
foreign policy to choose.
· Fall for Western domination and not interfering into Ukrainian sovereign
policy. In the narrow sense, as official Russian politics line in Ukrainian issue,
12) Russian Federation custom’s statistic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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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meant to give Ukraine to ultra-revolutionary, fascists and simply to criminals,
who were striving for power during Maidan. In broad sense, give up Ukraine
to the US, which will install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in the face of
NATO and employ military bases in the territory of Ukraine. This will give to
the USA a huge benefit - the shortest distance from Moscow, which they can
attack with ballistic missiles. This threat will help to manipulate Russia.
2. Go against West and continue to interfere directly and indirectly to
Ukrainian crisis.
Choosing the second variant, Russia got unpredictable consequences - good and
bad.
· Russia got part of Ukraine - Crimea, which has a great geopolitical location.
Joining Crimea to Russia reduced military costs, which had been due to rent of
marine military base.
· Economic sanctions and avoidance of contracts on Russian gas export. This
was one of the reasons of economic crisis, which occurred in Russia in the end
of 2014.
· Formation of new alliance - Russia and China. This alliance was officially
formed by economic contract on Russian gas export; however it has deep
meaning, connecting to political and strategic alliance.

In this situation Russian government decided to get more close with North
Korea. This tendency can been through whole Russia-North Korean, whenever Russia or
Soviet Union faced problems with the West, it turned to North Korea for cooperation.
Therefore in 2014 Russia started to create agreement base for long-term economic
cooperation.
· “In 2014 Russian president signed the agreement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about debt remission. The amount of debt was 11 billion USD for
2014”14). The 90% of the debt was remised and 1,09 billion USD North Korea
should pay in 20 years. The surplus will be used in investing the joint
14)

Zakharova
L.V.
Economic
relations
21stcentury//JournalAsiaandAfricatoday.2015(5).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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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orth Korean projects in education and energy sectors.
· “The project “Victory”, which includes the investment from Russia in
exchange to access to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DPRK. The project “Victory”
will ensure the reconstruction and moderniza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mining industry in DPRK”15).
· “Already realized the joint project of creating cargo terminal in port Rajin,
where Russia exports coal to South Korea”16). The first shipment of 100
thousand tons has been successfully reached to its destination. Therefore by
2020 Russia wants to increase the amount of coal by 5 times and get 1
billion USD.
· “North Korean accounts were open in Russian bank”17). From now North
Korea

will pay in rubles for export goods. Converting the currency, North

Korea will pay a little less than if they pay in USD. This will strengthen
ruble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will make a better image

of

Russian

currency, and will persuade other partners to pay in rubles.
· Russian government will attract businessmen to invest into North Korean
economy, realize new agricultural projects in the Far East.

In conclusion, Russia-North Korean relations can be characterized by long
history with the sense of mistrust. From the beginning of this alliance establishing, it
was dictated by political, strategic and ideological reasons from Russian side. The North
Korean side wanted just to gain economic benefits and develop its economy. The
political domination in relations from Russian side led to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In fact, it was unprofitable for Russia to support

North Korea

economically. After collapse of Soviet Union Russia had no political interest in North
Korea, seeing its future in the West. Therefore Russia stopped economic aid to North
Korea, and the relations have been frozen for several years. However, the West didn’t
accept Russia as a new great power in its camp, and it faced new reality to search for
its own way of development. From 2000 Russia has begun to show its political interest
in North Korea, however the dramatic change has occurred in 2014, when Russia went
15) http://tass.ru/ekonomika/1611552
16) http://tass.ru/ekonomika/1611552
17) http://tass.ru/ekonomika/16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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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the West. From 2014 Russia sees new political interest in North Korea, which is
supported by economic agreements and creating new base for economic cooperation. In
some decades, we will see Russian and North Korean strong ties, if the regime
becomes stable and Kim Jong Eun can consolidate all the power in his hands.

Economic domination in Russia-South Korean relations
From the beginning of Republic of Korea foundation there were no contacts
between USSR and South Korea, due to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two
superpowers. South Korea has been belonged to enemy’s camp, and any contacts with it
would be seen as betrayal to North Korea, Soviet’s ally in North-East Asia. Being
pressured by the US, South Koreans saw Soviet Union as empire of evil, which helped
the North to start Korean War. However the last statement is true.
The situation began to change in late 80s, when the Berlin Wall fell, and GDR
joint FRG, and formed one solid state. This event was marked by the end of Cold
War. It was obvious that the USSR lost in this competition for many reasons; however
the main one was economic. Soviet Union could no longer support Socialistic camp’s
countries, which politically started to be more independent. For example, Kim Jong Il
despite the disagreement of Soviet’s government started to develop nuclear weapon,
which caused new conflicts in North-East Asia, and partially in relations with the US.
The heavy industry model of economy got to stagnation and to under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sector. In late 80s not the Soviet Union by itself was the main investor,
but it needed to find investors for itself.
One of these investors was South Korea, which was well-developed for that
time, and had no big confrontation with USSR, like the US, Europe or Japan, with
which there are still confrontations about territory18). A landmark moment was the
performance Mikhail Gorbachev in Krasnoyarsk in September 1986, where he spoke
about ties with South Korea. After this event “the direct trade agreements were
concluded, the liberalization of the visa regime between the two countries, a commercial
agreement between the airlines of the USSR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opening of
the maritime traffic, telephone lines…”19).
18)

The Kuril Islands dispute is a dispute between Japan and Russia. The disputed islands, which were
annexed by Soviet forces during the Manchurian Strategic Offensive Operation at the end of World War
II, are currently under the Russian administration as South Kuril District of the Sakhalin Oblast, but are
claimed by Japan, which refers to them as the Northern Territories or Southern Chishima, arguably
being part of the Nemuro Subprefecture of Hokkaidō Prefecture.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from 1951 states that Japan must give up all claims to the Kuril islands, but it also does not
recognize the Soviet Union's sovereignty over the Kuril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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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remarkable event was the opening in April 1990, the first official
representative offices:
KOTRA in Seoul and Moscow. On September 30th, the USSR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 December, 1990 President Roh Tae Woo
visited Moscow and signed together with Gorbachev the Moscow Declaration, which
established the economic sectors of cooperation.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South Korea passed through several stages from the too much expectations in the early 1990s to the disappointment in late 1990s;
and to equal mutually beneficially 2000s”20). The problem at first was the South Korea
started economic relations with Russia in a bad time, collapse of Soviet Union caused a
crush of socialist economic model, and for whole 90s the situation seemed to be like a
chaos. In fact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were limited to speculative
and illegal trade with Russian Far East territory’s small and medium businesses. The
Russian export to South Korea included fish, fuel, wood, shipment, metals and products.
After next inauguration of President in 2000, the trade relations have become
systematic. The Putin’s visit to Seoul in 2002 showed that Russia would support
relations both with North and South Koreas, not repeating the mistakes of Soviet period
and take one of the sides.
The problem in economic relations has been worsened by North Korean
incidents, in which South Korean government still blamed Russia. Despite the fact, that
Russia is no longer the major ally of Pyeongyang, Seoul still, by the habit, consider
Russia has controlling tools for problematic satellite. The reality is that South Korea
needs to admit that Russia has no power to influence North Korea greatly, like it was
in early second half of 20th century. Although Russia needs to balance between two
irreconcilable sides.

19)
20)

Toloraya George D. Russia and countries of the Korean Peninsula // MGIMO. #4(34), 2014. P. 86
Toloraya George D. Russia and countries of the Korean Peninsula // MGIMO. #4(34), 2014.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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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agram was made by the author based on materials21)

The rapid decrease in 2009 was an echo of financial crisis 2007-2008, when
the purchasing power of Korean import in Russia has diminished. The next reason was
the Lee Myung Bak presidency 2007-2013, during the early period of which he showed
a very strict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Russia, politically approached the West at
the most. In 2014 the mutual turnover reached the maximum of 27 billion USD,
however during the first half of 2015, there is a recession between two countries,
despite the fact that South Korea didn’t admit Western sanctions against Russia. This
effect is connected to economic crisis in Russia, the South Korean business and
investment is under the crisis, because of devaluation of Russian currency. In simple
words, the benefits, which they got one year ago is cut off twice. Therefore a lot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closed their branches. However this is a short-time trend,
till the moment Russia will recover its economy.
“The Russian export to South Korea included mineral fuel, mineral oil and
products of it, mineral waxes, fish, ferrous metals, aluminum and products of it,
inorganic chemical products, wood, ores, cereal, metal products. The South Korean
import to Russia included vehicles, equipment, boilers, machinery, plastics and products
of it, rubber and products of it, ships, boats, floating units, furniture,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devices and tools”22).
In conclusion, Russia and South Korea have no political relations or signed
21) http://tass.ru/opinions/interviews/1754465
http://www.ved.gov.ru/exportcountries/kr/kr_ru_relations/kr_ru_trade/
http://www.rg.ru/2007/12/07/korea.html
22) http://www.rusexporter.ru/research/country/detail/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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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s, except the agreement about abolition of visa regime, which inured in 2014.
The end of the Cold War hasn’t bring the international détente, vice-versa by the 2000s
it has brought the shift of powers. Like half century ago there are still two camps;
however the boarders of them have become more flexible due to absence the ideological
factor in competitors relations. Russia and South Korea have belonged to the opposite
camps; however the index of their relation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The reason for
this process is that the leading power of relations development between two countries is
the economy. While there is domination of economy in Russia-South Korean relations,
there will be development. Slowly two countries are coming to political cooperation.
This process is difficult for both countries, especially for South Korea, which has
military alliance with the US, which was signed by the sides on October 1, 1953 as
"Mutual Defense Treaty". Initially, the main task of the American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the stabilization of the situation and the elimination of
communist expansion. South Korea was a buffer of protecting the US’s biggest ally –
Japan. Being a country with dependent security, having no traditional power tools, South
Korea is under pressure from the US, and is not able to persuade its total independent
point of view in foreign policy.
Therefore South Korea is trying to develop cooperation by “soft power” with
cultural, education and other contacts. The meaning of resource “soft power” has
increased its value in South Korea, as it is not able to get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traditional tools of power in the region; however, Korea claims the status of a regional
center in a multipolar world order. Therefore the other way to develop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Russia is to promote “soft power”.

The other problem in current

Russia-South Korean relations is the role of chaebols in government sector. While the
role of government is big in Russia, which promotes nation interests through economic
means, in South Korea the situation is more complicated. Chaebols growing to huge
conglomerates, diversificated too many sectors of economy; had gained a huge power,
with which it influences government to make economic agreements on their terms. I
simple words, the government has become the tool of chaebols to promote their
interests in international arena. However, economically Russia is a profitable natural
resources exporter to chaebols, therefore there is no barrier for cooperation at pres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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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Russia has two different approaches to relations with North and South Koreas.
With North Korea there is a domination of political/strategic factor in relations, which is
caused by balance of powers in North-East Asia. The alliance betwee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started to form again in the late 2014, due to Ukrainian crisis. The
oppose alliance of the US, Europe and Japan, which established sanctions against
Russia, pushed Moscow to strengthen relations with China, and come back to Soviet’s
ally – North Korea. In relations with Seoul, Russia has a very clear economic
beneficial interest. Being a natural resources exporter with underdeveloped economy,
Russia needs South Korean investments to agricultural sector and technologies in light
industry sector. In exchange South Korea needs natural resources to support its
well-developed export-oriented economy. Therefore there is a domination of economy in
Russia-South Korean relation, which could lead to political cooperation in future.
Russian government had made a right choice to stand on two feet on Korean
Peninsula – both cooperate with North and South Koreas. This policy needs to be very
cautious, not to support any side of long-last conflict. Although, Russia will attract both
Koreas on work of joint economic projects, which will become a good fundament for
future cooperation in reunification terms.
Comparing to China’s role in Korean Peninsula, Russia is not interested in
absorption of Korean Peninsula, as many scholars noticed in Chinese foreign interests.
Additionally, Russian economy is not competing with South Korean one, while China is
also export-oriented economy. In terms of arms race, North and South Korea are not
able compete with Russian military complex in near future.
Therefore, these two-bilateral relations have a potential to become trilateral
cooperation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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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시대 중국의 에너지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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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후변화문제는 20세기 말 이래로 국제사회에 직면한 주요 논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
며, 기후외교 역시 국제외교 영역의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신기후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중국은 현 상황에 직면한 에너지소비구조의 불균형,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따른 기
술부족,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압박 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 및 전략들
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정책적ž제도적으로 천연가스 및 비화석에너지의 개발과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부족한 기술들을 FDI 혹은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해 개선해나가
고자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기존의 입장을 다소 희석시켜 국제협력 및 국제
기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하고 있다. 연구
결과, 대응방안을 통해 앞으로 중국은 기후변화문제에 있어서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기후문제에 있어서도 영향력이 있는 ‘규칙제정자’가 되고자한다.
주제어: 신기후시대, 녹색성장, 비화석에너지, 국제협력, 기후외교, 규칙제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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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신기후시대 도래에 따라 국제사회의 글로벌 녹색성장 추세 속에 환경적ž기후적 압박이 증가하
는 가운데 중국 역시 적극적인 참여국으로 편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안보의 개념
에 더불어 환경과 기후 등의 요소가 결합된 에너지안보의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중국은 지난 2009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소비 대국이 되었으며, 중국의 에너지소비는 매년 세계 평균 증가율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1) 게다가 에너지소비의 주요 에너지원이 석탄 및 석유로 화석에너지
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국제사회의 요구 및 압박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의 에너지수
요는 뉴노멀(新常态)시대에 들어 감소하긴 했어도 여전히 소비가 많고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
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에너지안보 측면과 에너지소비구조의 불균
형 등으로 인해 중국의 에너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기후시대 도래가 중국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을 때, 중국은 중국의
에너지안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등에서 어떠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여 대응하고 있을까? 본
논문의 문제제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내의 주요 에너지산업정책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중국 기후외교의 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중국의 향후 기후외교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차 문헌자료 수집과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이슈를 예시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신기후시대에 직면한 중국의 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에너지안보 문제
대응 및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의 천연가스 및 핵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3장에서는 신기후시대 중국의 주요 에너지산업정책으로 각 항목에 대한 중국의 정책
을 정리해 보았다. 4장에서는 신기후시대 중국 기후외교로 국제사회에서 현재 중국의 입장 및
대외정책의 성격 및 전략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5장은 본 논문의 결론 부분으로 살펴본 내
용들을 토대로 중국이 신기후시대에 대응하는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신기후시대에 직면한 중국의 현 상황
1. 신기후체제란?
신기후시대를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신기후체제는 기존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의 후
속체제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기존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였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11년 제 17차 더반 당사국총
회(COP17)에서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ž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단일법적체제인 신기후
체제(Post-2020) 설립을 2015년 COP21까지 합의, 2020년 발효를 목표로 정했다. 이러한 국제사
회의 움직임은 2030년까지 섭씨 2도 이내 온도상승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마다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이고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공통인식에 기인하고 있다.2) 이에 따라 중국은 <표
1)
2)

박병광, "중국의 에너지 안보정책과 중미관계", 『EAI 중국연구패널보고서』, NO.1(2012.2), p. 1-20
신기후체제에 대한 연혁과 교토의정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는 원동욱, “기후변화와 중국의 대응(2011)” 논
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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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와 같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이어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3)로 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CO₂)집약도 60~65%
를 개선하기로 2015년 6월 30일에 더반플랫폼 협상(ADP) 일정에 의해 유엔 기후변화협약사무
국(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제출하였다.

<표 1>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INDC)
2020년 감축목표

2030년 감축목표

ž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CO₂)
집약도 40~45% 개선

ž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CO₂)
집약도 60~65% 개선

자료: 중국의 배출거래제와 시사점(2015),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는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 설정방식인 절대량 방식(1990년 배출량 대비 감
축을 설정)과 대부분 개도국의 기준 배출량(BUA) 대비 감축률로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를 제시
하는 대신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밝힌 것으로, 중국이 교토의정
서에서 견지했던 요구를4)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중국 역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2> 주요 국가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INDC)
주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한국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와 비교해 37% 감축

일본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

미국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

EU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5% 감축

자료: 각종 기사 및 보고서

3)

4)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자발적 기여(INDC)는 대부분의 당사국들이 국가적인 수준에서 목표를 설정했으며, 온실
가스 감축목표 형태는 기준배출량(BAU) 대비 감축목표(상대목표), 절대목표, 정책 및 조치, 집약도 목표, 배출
정점, 기타 순으로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발적 기여(INDC)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
출량 달성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INDC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노동운,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자발적 기여(INDC) 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
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제15-41호(2015), p.3-15. 참고
개발도상국으로서 선진국과 같은 요구조건 하에 온실가스감축의 의무를 질 수 없다. 즉, 중국은 개발도상국으
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 이에
대한 내용은 4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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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후시대 중국이 직면한 문제점
지난 30여 년간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막대한 에너지의 소비가 뒷받
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이다. 이러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국민생활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국가안보 측면에 있어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
는 현실이다. 하지만 신기후시대에 직면하여 중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은 아직까지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주로 석탄을 위주로 한 연료사용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
으로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5) 더군다나 현재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적지 않은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편중적
인 에너지소비 성향은 신기후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녹색성장추세 속에서 부담요소
로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 둘째, 위와 같은
에너지소비의 편중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추세에 순응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은 그에 따른 인재 및 기술력 등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중국 역시 인식을 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낙후된 산업구
조 조정과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에너지 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저탄소 경제의 성장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2高1資(高오염, 高에너사용, 資자원낭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
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원자력

분야,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환경분야, 화석연료를 이용하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셰일가스
개발 등에 정책적ž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6)

Ⅲ. 신기후시대 중국의 주요 에너지산업정책
중국은 기후변화에 쉽게 노출되어 영향을 받는 국가이다. 국내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봤을
때, 극단적인 날씨로 인한 재난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북방의 수자원의 부족현상과 남방의 계
절성 가뭄이 악화되고 있는 등 중국은 이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또한, 중국이
개혁개방이후 경제발전에 거대한 성과를 이뤘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에너지소비구조에 있어 소
홀하여 불균형적인 에너지소비구조로 인해 많은 위험요소에 당면해있다.7) 따라서 중국은 온실
가스배출 감축과 불균형적 에너지소비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천연가스 및
비화석에너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国家应对气候变化规划 (2014-2020年)》에서 에너지 절약 우선 전략, 자국 내 에너지공급
5)

6)

7)

박미정, "중국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 동향 및 정책에 관한 연구",『CHINA 연구』 제17집, 부산대학교 중국
연구소(2014), p.329
박승찬, "중국 시진핑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중국과 중국학』, 제21호(2014), p.
200-201.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대부분은 석탄과 석유에 집중되어오면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과 더불어 스모그 및 황사, 토지의 사막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 실제로 세계
에너지 소비구조를 봤을 때, 천연가스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소비가 석탄과 석유의 비중과 비교하여
26%정도 밖에 차이나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는 석탄과 석유의 비중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어 기타에너지원
과
약
15%가
차이나고
있다.
http://big5.xinhuanet.com/gate/big5/news.xinhuanet.com/politics/2015-01/27/c_127427249.htm참조.(검색일: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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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략, 저탄소ž녹색 전략, 과학기술 혁신 전략 등 4개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
차 에너지의 소비 총량 약 48억tce으로 제한, 에너지 자급률 약 85% 유지,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탄 소비 비중 62% 미만으로 억제 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석에너지의 구조조
정, 고효율 원자력 발전의 안전, 기타 신재생에너지 이용 추진 등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8). 또한, 기존 12ž5규획에서 역시 7개 신흥사업(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
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첨단 장비 제조, 방송ž통신ž인터넷 융합기술, 신에너
지 자동차 관련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듯이 7개 신흥사업 중 4가
지나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임을 알 수 있다. 石油商报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앞으로 점차 석유와 석탄의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천연가스 및 비화석에너지인 원
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9)

<그림 1> 중국 에너지 수요 구조

따라서 이 장에서는 중국의 기후변화에 따른 대안으로 육성 중인 천연가스, 핵에너지, 신재
생에너지 등의 산업정책배경과 추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천연가스
중국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석탄소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인 가스의 소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오염이 더욱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가스의 이용확대가 이를 완화
할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 인식되면서 국내개발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에너지공급 안보차
원에서 볼 때, 2007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가스소비가 자체 생산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중국 국내 가스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명시함과 동시에 수입10)의 양 또한 증가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차원과 에너지공급 안보차원 등의 배경 아래 천연가

스가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최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셰
일가스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입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주요 가스공급원으로서, 그리고 에너지

国务院《国家应对气候变化规划 (2014-2020年)》p.4-6.
石油商报/
放眼世界，
探寻中国能源转型路《世界能源中国展望》中的四个新发现(검색일:
2015.11.16)
http://center.cnpc.com.cn/sysb/system/2015/04/03/001535700.shtml
10) 가스 형태별 수입은 2012년 기준 LNG 20.0BCM, PNG 21.4BCM으로 PNG형태로 더 많이 수입되고 있다.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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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이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 측면으로서 정책적으로 개발이 장려되고 있다. 그 간단한 예
로, 중국 정부는 2013년 10월《셰일가스 산업정책》을 통해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개
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하였고, 중국 에너지국은 ‘2014년 에너지업무 지도의
견’에서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을 6.5%로 확대한다는 목표와 더불어, 셰일가스
등 비전통 석유가스의 개발을 확대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 기술과 운영능력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고 그에 대한 방
안으로 대외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ExxonMobil, Chevron, Conoco Philips, Shell, ENI, Total
등 다수의 메이저 기업이 중국 국유석유기업과 셰일가스 분야 공동연구, 탐사 및 생산 관련 협
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의 국내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기술과 운영능력 확보를 위해
최근 해외자원개발에서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셰일가스 개발관련 투자 역시 확대하고 있다.11)
2. 핵에너지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로 인한 안전성의 제고가 세계적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에너
지 개발 전략에서 원자력 발전을 중요시 여겨져 <그림 2>와 같이 지속적으로 원전을 건설하고
있으며 그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그만큼 핵에너지 개발은 중국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
다.

<그림 2> 2015년 현재 국가별 건설 중인 원자로 수

자료: https://www.iaea.org/PRIS/WorldStatistics/UnderConstructionReactorsByCountry.aspx 재인용
(검색일: 2015.11.19)
11)

이현주, “중국의 최근 셰일가스 개발현황과 시사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제
14-11호(2014),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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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9월 중국 국무원은《国家应对气候变化规划(2014-2020年)》을 발표하여 원전개
발의 의지와 그에 따른 정책목표로 “2020년까지 총 설비용량을 5800만 킬로와트(KW)에 도달
하며, 건설 중인 용량이 3000만 킬로와트 이상에 도달할 것”이라고 표명한바 있다.12) 이렇듯
중국은 비화석에너지원 중 하나인 원자력 발전으로 화석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자력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에너지 순수입국으로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중국
은 자국에서 생산이 가능한 핵에너지의 개발 및 발전으로 에너지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국
제에너지시장 가격변동에 노출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도 전략적 수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 지도
자들의 인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1월 15일 중국 핵
공업 창건 60년을 맞아 “핵 공업은 첨단기술 전략 산업이자 국가안보의 중요한 초석”이라며
“핵 공업의 핵심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여 핵 공업의 새로운 찬란한 장을 열어나가야 한
다.”고 언급하였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역시 “핵 공업의 경쟁적 우위를 전면적으로 높여야 하
며 원자력 발전 장비의 해외진출과 한 치의 실수도 없는 핵 안보 등을 통해 핵 공업 강국을 만
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투해야 한다.”고 말했다.13) 이와 관련하여 최근 2015년 10월 21일 개
최된 ‘중-영 비즈니스 회의(China-Britain Business Summit)'에서 중국광핵집단공사(CGN)와 프랑
스전력공사(EDF)는 중-영 양국 정상의 참석 하에 영국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투자 협정을 정
식으로 체결한바 있다.14)
3. 신재생에너지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는 중국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확대를 중점사업으로 육성하
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은 화석연료에 비해 아직까지 비용 면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과15)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조
치이다. 특히 2010년에 중국의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이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 그 중 풍력발
전 설비 용량은 2,200만 킬로와트(KW)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을 이루었다. 중국은 2011년 8%
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15%로 올리기 위해 추진 중이며,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핵심을 풍력 및 태양광발전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16) 또한, <그림 3>과 같이 중
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가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라 여겨진다.

12)
13)

14)

15)

16)

国务院《关于国家应对气候变化规划（2014－2020年)》, p.8
“习近平就我国核工业创建60周年作出重要指示”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5-01/15/c_1114011173.htm (검색일: 2015.11.19), 나영주 “중국의 원자력 발
전 증가와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제 협력”,『국제정치연구』제18호 1호(2015) p. 317 재인용
그 외에도 2015년 11월 2~3일 중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자력, 전력, 금융 교역 및 투자,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정을 체결하였고, 2015년 11월 9일 중국광핵집단공사(CGN)은 루마니아 원자
력 공사 Nuclearelectrica와 ‘체르나보다(Cernavoda) 원전 3, 4호기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
다.『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제15-41호(2015.11.13) 참고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세제우대혜택, 대출혜택, 전용기금 설치 등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
지 산업을 육성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진욱, “한국 기업의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출 방안”, 『동북아경제연구』 제25권 1호(2013), 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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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국가 매력지수(2010년 기준)

자료:国家重大技术装备网,“安永评估中国可再生能源投资吸引力
“http://www.chinaequip.gov.cn/2012-02/21/c_131422361.htm(검색일: 2015.11.22)

중국은 이처럼 신기후시대 도래에 따라 첫째,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기존 문제화 된 편중적인
에너지소비구조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국 스스로가 국제사회 에너지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위해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다. 둘째, 경제발전 측면에서 뉴노멀(新常态)을 선포하여 경착륙의 우려를 받고 있는 상황에
서 중국은 이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여기고 있다. 그에 따른 방안
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FDI와 해외자원개발 및 기술협력 그리고 기타 협정들로 부족
한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국은 현존하는 문제들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Ⅳ. 신기후시대 중국의 기후외교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중국정부는 줄곧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왔다. 중국은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참여자이며 주요 구성원 중 한 국가로 각종 세계기후변화의 국제적 회담
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G77+China" 모델 하에 개도국의 발전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20세기 말 이래로 국제사회에 직면한 주요 논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기
후외교 역시 국제외교 영역의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중국의 기후변
화전략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신기후시대 도래에 따른 중국의 기후외교 정책을 살펴보고 그 방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변화
중국의 기존 기후변화 대외전략은 첫째,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부담을 지지 않는
것과 둘째, 기후변화와 기타 국제문제를 연결하여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취했
다. 중국의 핵심전략이자 국제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아 왔던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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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록 중국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1999년 중국 측 협상단 수석대표 류강(劉江)이 제5차 협약당사국총회
발언 중 "중국이 중진국이 되기 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가 없다"고 천명함에 따라 이 시기
까지 중국은 본질적인 입장변화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2005년, 제11차 협약당사국
총회에서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 구조 아래 행동해야함을 다시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제
기후회담 중 중국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가
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배출과 선진국가의 사치적인 배출을 같이 논해서는 안 된
다고 강조했다.17) 즉, 중국은 선진국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성장하고 있는 개도국에게 전가해서
는 안 된다고 여겼으며, 이는 당시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책임질 능력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및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보아 중국은 당시 빠르게 경제성장
을 하고 있던 중 많은 양의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하다고 여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기후변화 대외전략을 채택했던 것은 중국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선결과제에 두어 기후외교에 대
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근래 중국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전략에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
다. 중국이 국제기후담판과 관련된 영역에 더욱 더 적극적인 참여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의 간
단하게 예로 2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존 교토의정서에서 감축 이행에 있어 신축성을
제공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 그리고 청정개발체제를 도입하였다. 그 중 중국은 특히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18)에 대한 태도가 망설임과 의심에서 적극
적인 참여로 전환되었다. 교토의정서 전후 중국은 청정개발체제에 대해 선진국가가 이를 이용하
여 개발도상국에게 감축의무를 떠넘기려 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하지만 청정개발체제에 대해 최
근 중국의 태도가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2011년 기준 중국은 청정개발체제 관
련 항목을 3105개나 비준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19) 또한, 현재 청정개발체제는 유일하게 국
제공인을 받을 수 있는 탄소거래메커니즘으로 최대 잠재적 탄소거래시장을 보유한 중국은 이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중국이 각종 국제기술개발과 합작체제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제기후담판 초기단계에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진국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하며,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자금과 기술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중국은 점점 이러한 태도를 희석시키고 효율적인 기술보급체제와 상호
이익이 되는 합작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예로 중국의 기후외교 방향이 가장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미-중 기후변화정상회담을 들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2014년 11월에 기후변
화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데 이어 2015년 9월에도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개최하
여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으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으로 선도
적인 대처를 취하자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0) 그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공동
周绍雪, "中国应对气候变化战略与外交政策之关系研究", 《当代世界与社会主义》2014年第3期, p. 94-95.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이 감축목표가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자본과 기술 투자)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19)百度:
http://baike.baidu.com/link?url=Y1xTk2agQ-hexZmznlFMsudFLMkfMGs9UfuVH8ZLcuHJ2dQp9JXPoFkgbgDBMeEifJBeJ83p
L8PFEucrnied1buuGlwZxEDPr2hrOmOxzYkUdrsjLZKp4jqSdsRkOHjcB_i3tZ2gJj-Vuy8ZH6fBca (검색일: 2015.11.26)
20) 노동운ž고혜진,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정삼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너지
경제연구원 제15-38호(2015), p.3-18.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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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및 투자 등 서로 여러 협력관계를 맺고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
정 역시 다수 체결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중국의 외교적 자신감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
여주며. 기존 경제발전 중심의 기후외교뿐 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의 인식변화가 이뤄진 그 배경을 정리하자면 첫째, 기존과 달리 현재 중국 현재 강대
국의 입장으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책임대국’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 대한 압박이 작용했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은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지위
를 높이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 기후시장에서 커져만 가는 중국의 위상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글로벌 녹색성장 추세에 따른 중국의 역할을 기대
하고 있다.
2. 신기후시대에 따른 중국의 기후외교정책
2007년 6월, 중국정부는《中国应对气候变化国家方案》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발표한 기후변화문제대응을 위한 지도 원칙적인 문헌으로 사실상, 중국이 국제기후협력과 더불
어 전략적인 기후외교를 펼치기 위한 문헌이기도 하다. 이 문헌을 통해 중국의 기후외교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틀 아래 기후변화대응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온실가스의 배출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온실
가스 배출감축의무를 최대한 미루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표현하고 있다.21)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기후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소 변화가 생기면서 2015
년 6월 30일 기후변화협상의 더반플랫폼 협상(ADP) 일정에 의해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
(UNFCCC)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를 제출하였다. 즉,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저탄소 경제구조 구축과 더불어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중요한 참여국가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할 것은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의 설정
방식과 개도국의 설정방식 모두 중국의 설정방식과 다르다는 것이다.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설정방식은 GDP대비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 수긍함과
동시에 중국의 기존 입장인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그리고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유지하여 중국의 특성을 살린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사
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후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로 보아 중국은 국제기후협력을 통한 기후외교정책의 목표를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
째, 국제기후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대해 중국에게 유리한 규칙을 제정하고
자 한다. 즉, 중국은 강제구속력을 가진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를 중국에게 유리하게 제정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국제탄소시장에서 이익을 얻
기 위해 국외 기술과 자금 원조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셋째, 국제협력을 통해 중국의 에너지안
보, 기후안보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 등을 보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기후협력을 통해 기
후변화 문제에 공헌을 세우고자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국제적 지위를 상승
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즉, 중국은 기후외교에서 기술 및 자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총체적으로는 국제 영향력을 강화해 기후문제에 있어서도 규칙제정자가 되고자 한다고 판단된
다.
21)

孔凡伟，"浅析中国气候外交的政策与行动“，《环球经纬》，2008，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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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의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 있던 에너지소비구조의 문제와 국제사회의 압박 등 위기에 직
면한 중국이 신기후시대 도래에 따라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중국의 주요 에너지산업
과 중국의 기후외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중국은 신기후시대 도래에 따라 국제사회의 압박이 과중되고 있는 가운데 편중적인 에너지소
비성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천연가스와 핵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런 천연가
스 및 비화석에너지 개발을 ‘뉴노멀’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면서 필요한 기술력과 자금
들을 국제협력 등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후외교에서도 기존의 입장
만을 고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후문제에 있어서 중국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제정
하고자 이 역시 각종 국제협력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의 신기후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을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말
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의 자생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중국 내에서 비화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즉, 이를 통해 에너지공급에 따른 에너지안보에 대응하고자 함이다. 둘째,
이러한 비화석에너지 개발을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한다는 것이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연가스 중 셰일가스 잠재량이 세계 최대수준인 것과 원자로 건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한 지도자들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과 태양
광은 세계 수준이라는 것으로 보아 그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기존 국제기후협력에 비관적인 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
한 국제기후협력 즉, 다자 및 양자 간 기후협력은 중국에게 유리한 국제사회의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중국 기후외교에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특히 현재 각지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현상
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서로 협력을 하고 기후문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중국의 움직임은 우리나라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기후문제에 있어 중국은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가진 잠
재력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의 에너지산업육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나날이 커져가는 영향력
은 앞으로 새로운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중국이 선도적이고 선두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
대된다. 또한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는 한편으로 중국과 미국의 또 다른 패권다툼
의 양상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 또한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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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배경
탈냉전 이후 구소련 지역 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소
련 국가는 자본주의가 초기부터 유럽 지역과 미국과 비교했을 때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였다. 이는 지금 구소련 지역 특히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5개 국가가 공통
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정치적 측면을 보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독재와 부정부패에 따른
PATRON-CLIENT 관계, 즉 후원주의와 가산제1)의 영향으로 올리가르히2)와 정치 엘리트들이
발생하였고, 반민주주의적인 성향 즉, 서구의 가치관과는 다른 국가의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이
런 영향으로 러시아는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주권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서방 국
가들과 예민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또한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4개 국가
가 독재정권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는 국가의 경제 성장도 중요시 여기지만, 국가 안정
1) 가부장제도하에서 아들과 종속자에게 일정한 토지와 가재도구를 할당하여 줌으로써 가(家)의 권력을 분산적으
로 유지하려는 지배구조. M.베버는 이 개념을, 국가가 군주의 세습재산처럼 취급되어 통치권과 소유권에 구
별을 두지 않는 정치형태로 규정하였다. 그는 지배형태를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지배로 구분
하였는데, 가산제는 이 중 전통적 지배와 관련된다. 스위스의 민법에 기재되어 있는 가산제도는 국민 재산상
의 가족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① 가를 재산의 주체로 보는 가재단(家財團), ② 형제자매의 가산공유제(家産共
有制), ③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부동산을 가에 귀속시켜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홈스테드(homestead)의
3가지 양식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산제 [patrimonialism, 家産制] (두산백과)
2) 올리가르히는 소련이 붕괴하고 사회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신흥 부자들을 말한다. 이들
은 막대한 재산을 통하여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 또한 행사하는데, 결국에는 이들로 인해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패문제가 구소련국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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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즉, 현재의 정권이 유지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번째 경제적 측면을 보면, 러시아는 인구감소, 비성숙한 금융시장, 높은 에너지 의존도, 서
방 국가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거대 시장 진입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국가의 인프라 구축이 결여되어 있고, 이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스스로 감당 할 수 없고,
내수 경제를 실시할 인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
탄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경제이며, 키르기스 공화국과 타지키스탄은 그나마 보유한 에너지도
없는 전망이 불투명한 국가이다.
결국 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서방 국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높은 신뢰를 바탕으
로 한 거대 시장과 이를 구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자협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
문에 구소련의 몇 개의 국가들은 ‘하나의 유라시아’를 목표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을 2015년에 1
월 1일부터 출범되었다.
2. 연구의 목적
유라시아경제연합은 2010년 1월 1일 관세동맹이 결성된 후, 공동경제구역을 거쳐 2015년 1
월 1일 부로 공식 발족되었다. 이 새로운 경제연합의 형성으로 인해 유라시아 지역에는 1억
8000만 명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 되었다.3)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출범하면서 실질적인 통합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중앙유라시아에서 현재 존재하는 가장 종합적인 통합 프로젝트이다. 연합
의 구성 국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공화국, 벨라루스 그리고 아르메니아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가장 기초적인 목표는 상품, 자본, 노동자,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그리
고 기술 규정 및 표준의 조정이다. 경제연합은 진정한 공동 시장의 창출 및 해외 시장에서 공동
개발제품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 정해진 목표이다. 또한 2019년까지 전력 시장의 통합,
2022년까지 통화통합, 2025년까지 원유, 가스, 그리고 석유제품의 단일 시장의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리스본 조약과 단일 통화 창출 전의 2000년대 초 유럽 연합
의 계발 레벨의 도달을 목표로 한다.4)
하지만 유라시아경제연합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목표가 가능할 것인지, 혹은 목표를 향해 제
대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EDM(유라시아 개

발 은행)이 발간한 ‘2015 integration barometer report'를 중심으로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이 통합
되어가고 있는지, 또한 통합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데 목
적을 둔다.
3.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가장먼저 경제연합의 이론적 배경과 정의를 살펴 본 후, 기존에 실시
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본 논문이 기존의 연구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관한 내
용을 담겠다. 두 번째로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전망을 보아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현황과 진행
상황을 보겠다.5) 마지막으로 ‘2015 EDB INTEGRATION BAROMETER’를 분석하여, 구소련국
3) 유라시아 경제 연합에는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 공화국이 가입되어 있다.
4) 아스타나 클럽, 유라시아의 지경학 리포트, 2015
5) 러시아 경제현황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을 보는 이유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유럽연합과는 다르게 러시아가 유
라시아경제연합의 경제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러시아의 경제=유라시아경제
연합의 경제라고 생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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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각 국가 국민들의 관심도를 살펴보면서, 통합의 현 위치와 향후 전
망과 최종 단계로의 속도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리하자면, 아래 와 같다.
(1)연합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및 선행연구 분석
(2)둘째 러시아 경제 현황과 시사점 분석
(3)유라시아 통합 바로미터 분석

Ⅱ. 경제통합 이론과 정의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분석
국제경제통합은 분리된 국가경제가 큰 경제블록 또는 공동체로 통합되는 제도적인 결합이라
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통합은 1950년대 후반 로마조약(1957년)에 의해 결성도
니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 창설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이 후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 EC)의 확대로 발전되어 현재의 유럽연합
으로 통합 되었다.
이러한 연합 발생의 원인 즉, 경제통합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역단위에서 자원 사용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는데 있다. 따라서 경제통합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첫째, 우선 통합된
지역 내에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에 대한 장벽제거이고, 둘째, 통합된 지역 내에서 상
이한 국적에 따른 차별제거이다. 부수적으로, 자원배분이 가격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6)
이런 경제통합의 이론을 제시한 학자는 틴버겐과 발라사(B. Balassa)이다. 먼저 틴버겐의 이론
에 따르면, 틴버겐(Tinbergen, 1965)은 경제통합에 있어서 ‘소극적인 통합’과 ‘적극적인 통합’으
로 나눌 수 있으며, ‘소극적인 통합’은 지역적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차별 및 이동제한의 제거와 관련되는 지역경제의 통합측면을 의미라고 정의한다. 한편, 시장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동맹(union) 내 다른 광범위한 정책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구와 기관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것의 창출을 ‘적극적인 통합’이라고 정의
하였다.7) 이 두 요소는 결국 국가 간 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무역의 자유화와 긍정적 경쟁 활성
화, 생산요소의 자유이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팀버겐의 용어
를 빌리면 결국 경제통합이란 ‘소극적 통합’에서 ‘적극적 통합’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발라사의 경우에는 통합이론을 좀 더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이론으로 설명한다. 발라사의 이론
에 따르면 경제 통합은 자유무역지역(a free-trade area)단계-관세동맹(a customs union)단계-공동
시장(a common market)단계-경제통합(an economic union)단계-완전경제통합(total economic
integration)단계로 나눌 수 있다.8) 각 단계별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자유무역지역단계 : 자유무역지역단계에서 일차적으로 회원국 역내관계의 경우 관세 및 기
6) 국제통합의 경제학
7) 국제통합의 경제학
8) 김상원,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중앙아시아 -경제통합 실현을 중심으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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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무역장벽이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반면 개별 회원국은 역외 비회원국에 대한 자국의 관세부
여권한을 계속 보유한다. 즉 역외 국가에 대한 대응은 각각의 국가 재량에 맡겨진다.
2.관세동맹단계 : 관세동맹 영역 내 상품의 이동과 관련한 차별금지가 시행되며, 비회원국과
교역 시 동일 관세를 적용한다.
3.공동시장단계 : 이 단계에 들어서면 경제통합의 단계는 한층 더 강화된다. 교역제한뿐만 아
니라 제반 요소들의 이동제한이 철폐된다.
4.통화동맹단계 : 이 단계는 공동시장단계와 확연히 구분된다. 상품 및 제반 요소들의 이동제
한 철폐조치를 바탕으로 각국 경제정책을 상호 조화시키는 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각국 경제정
책의 불일치 때문에 야기되는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5.경제통화동맹단계 : 이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화폐･금융･사회 및 경기조정정책이 통일되
며, 회원국들에 대해 제반 결정사항이 구속력을 갖는 초국가적 기구가 수립된다. 결국 지역통합
이란 초국가적 제도의 역할이 강조되고, 제도는 민족국가의 주권의 일부를 공유하는 틀로서 활
용된 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지역통합현상은 영토, 정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합
병을 포함한다. 현재 유럽의 경우 EEC의 출범,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화동맹 순으로 발전
하였고, 현재 정치통합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9)

표 1. 팀버겐 이론과 발라사 경제 통합 단계이론
팀버겐 이론

발라사 경제 통합 단계

소극적인 통합

자유무역지역->관세동맹->공동시장->

적극적인 통합

->통화동맹->경제통화동맹

2.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관한 선행 연구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에 대한 연구는 출범 이전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유라시
아경제연합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김병호)10),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출범 배경과 의미 연구(김영
진, 성원용, 이상준 등),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역내 환경 연구(김상원, 우준모, 박지원 등), 유라
시아연합과 유럽연합의 정체성 대립에 관한 연구(강봉구), 유라시아경제연합과 한국의 대응 전
략에 관한 연구11)(우평균),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화폐통합 가능성에 관한 연구12)(변현섭), 유라시
아경제연합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제시하는 연구13)(김상원) 등과 같이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실시되었다.
특히 2014년에 발표된 김상원 교수의 논문은 경제연합의 변화 과정과 전망을 상세하게 논의
되었다. 하지만 현재 연구된 논문들은 전부 2015년 이전 즉,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출범하기 이전
의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연구 되었거나 본 논문에서 사용할 중심 보고서인 EDM(유라시아 개
9) 유럽통합과정과 지역협력
10) 김병호, “ ‘유라시아연합’의 정체성과 실현 가능성: 향후 설립에 따른 정치･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2012
11) 아태지역연구센터, “유라시아경제연합 : 지역통합의 현실과 전망”, 한울 아카데미, 2015
12) 변현섭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화폐통합 가능성 평가와 과제 : 유럽 화폐통합 사례의 함의”, 2015
13) 김상원,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중앙아시아 -경제통합 실현을 중심으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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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은행)이 발간한 ‘2015 integration barometer report'와 러시아 경제부가 10월에 발표한 ’ПРОГ
НО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6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7 и 2018 ГОДОВ‘14)(2016년과 계획 기간인
2017,2018년에서 러시아 연방의 사회-경제 성장의 전망)보고서의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
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앞서 말한 두 가지의 리포트를 중심으로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
합 정도의 측정과 향후 통합의 진행 방향 및 속도를 예상하는데 목적을 두며, 경제 통합 이후
첫 보고서를 처음 분석하여 논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Ⅲ.러시아 경제 현황 및 전망과 시사점
1. 2015년 러시아 경제 현황
현재 러시아 경제 상황과 가까운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 의견이 강하다.
‘러시아 경제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2015년 러시아 경제는 세계적인 유가 하락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국가의 대러 제재라는 두 가지 이유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었고, 환율 상승
과 수입 상품의 가격상승, 거시 경제의 불안정에 따른 고정 자산 투자 9.9%로 예상되고, 이러
한 영향으로 러시아는 2015년 GDP를 -3.9퍼센트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 2015년의 전반적인
러시아 부정적인 주요거시경제지표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2. 러시아 주요거시경제지표15)
2014

2015

1~8월

1년

1~8월

1년(예상)

GDP

0.6

0.6

-3.8

-3.9

소비자물가

5.6

11.4

9.8

12.2

공업 생산물

1.3

1.7

-3.2

-3.3

고정자산투자

-2.7

-2.7

-6.0

-9.9

소매업

2.6

2.7

-8.2

-8.5

실질임금

2.5

1.2

-8.9

-8.1

실질소유현금수입

0.3

-0.7

-3.2

-4.0

수출(십억달러)

343.0

497.8

233.6

343.4

수입(십억달러)

207.6

308.0

127.0

197.2

출처 : Оценка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14) 앞으로 본 논문에서는 편리를 위해 ‘러시아 경제 전망 리포트’로 기재하겠다.
15) 1~3분기는 이미 집계된 내용이나, 4분기는 예상하여 2015년 1년을 예상 후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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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2018년 러시아 경제 전망
2016~18년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러시아 경제 전망 리포트’는 경제 전망을 유가 변동에
따른 3가지의 관점으로 보았다. 이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2015~2018년 러시아 연방 사회-경제 성장 전망 주요 지표
2014
중립적 시각
보수적 시각

97.6

2015
2016
2017
우랄산 석유의 값(배럴 당 달러로 표기)
50
52
40
40
53

2018

50

52

55

GDP 성장률(%)
0.7
-1.0

1.9
1.3

2.4
2.3

2.3

3.3

4.4

고정자산투자증가율(%)
-1.6
-6.4

2.1
0.6

2.6
1.4

6.1

6.0

8.3

산업증가율(%)
0.6
-0.5

1.5
1.3

1.9
1.5

2.0

2.8

3.4

목표
중립적 시각
보수적 시각

0.6

-3.9

목표
중립적 시각
보수적 시각

-2.7

-9.9

목표
중립적 시각
보수적 시각

1.7

-3.3

목표
중립적 시각
보수적 시각

-0.7

목표

실질소유현금수입증가율(%)
-0.7
1.5
-3.7
-0.2
-4.0
0.0
2.6

중립적 시각
보수적 시각

1.2

-8.1

목표
중립적 시각
보수적 시각

2.7

-8.5

목표

중립적 시각
보수적 시각

498

343

목표

중립적 시각
보수적 시각
목표

308

197

55
40

1.9
0.9
3.1

실질임금증가율(%)
-0.2
-2.9

2.9
0.9

3.1
2.0

0.5

3.5

3.8

소매업증가율(%)
0.4
-2.7

2.1
0.5

2.3
1.7

0.8

3.2

4.0

수출(단위 : 10억 달러)
331

344

365

292

293

299

335

351

374

수입(단위 : 10억 달러)
200
175

212
178

223
183

206

217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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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러시아 연방은 중립적, 보수적 시각과 목표 수준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성장의 요인으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생
산 및 생산 인프라 확장에 대한 투자를 증가 시키고, 에너지 자원수출이 아닌 첨단 기술 제품과
제조업 생산 제품 수출 촉진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키려고 계획 중이다. 이는 결국 러시아 정부
는 에너지 수출로 인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16)
3.시사점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위 표 4번에서 보이듯 러시아가 유라시아경제연합 전체의 GDP의 약
80%, 전체 인구의 약79%를 차지하고 있다. 즉,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의 경제규모는 매우 작
으며,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의 경제 상황=유라시아경제연합의 경제 상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결국 2015 경제지표를 보면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16~2018년까지의 경제 전망으로 보아서는 빠르지는 않지만 점진적인 통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유라시아경제연합 각 국가의 경제지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 공화국

GDP

11,760억$

605억$

2,031억$

93억$

74억$

인구

142,470,272

9,608,058

17,948,816

3,056,382

5,664,939

GDP출처 - IMF 2015 통계
인구 출처 - CIA The World Factbook 2014.07 통계

Ⅳ. EDM 통합 바로미터 분석
유라시아개발은행(Eurasian Develpment Bank, EDB)은 2012년부터 ‘Integration Barometer’17)
report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연구는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에서의 국민의 통합 선호(CIS와 조지
아의 시민)와, 이 지역 국민의 사회문화적 지향성, 해외의 경제, 해외의 정치 접근성에 대한 모
니터링을 목적으로 한다. 9개의 CIS국가(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크스탄, 우크라이나)에서 11,000 명의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각
국가마다 1,050 혹은 2,100명의 사람들이 참여)18)

16) 2000년대 초의 유가상승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호황을 맞이하였지만, 벌어들인 외화만큼 에너지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따라서 필자는 당시의 러시아 상황이 반 자원의 저주 현상으로 해
석하고, 그 당시의 러시아의 성장을 ‘양적 성장’으로 작성하였다.
17) 이후로 본 논문에서 편의를 위해 ‘통합 바로미터’로 국문으로 작성하였다.
18) EDM, 'Barometer Integr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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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태도

그림 1. 가입 선호도 및 가입 의지
위 그림 1에서 보이듯 질문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가입국과 비 가입국과 구분지어 질문되었
다. 먼저 가입국 중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키르기스스탄이다. 키르기스스탄은 2012년 13년 조
금씩 상승하다가 14년 대폭 긍정의 응답률이 줄어들었지만, 2015년 가입 후에는 8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카자흐스탄, 러시아는 초기와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는 2015년에는 통합 지지도가 전년대비 하락했지만, 반대하는 의견의 상
승 보다 무응답의 비율이 더욱 상승했기 때문에 통합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만 볼 필요가 없다. 즉, 가입국가 전반적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향후 통합에 있어서도 큰 반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 가입국 중 타지키스탄은 비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는 가입에 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조지아는 전년대비 소폭 지지율
저하와 반대의견이 상승했고, 몰도바는 소폭 지지율이 상승하고 반대의견이 감소하였다.19)
19) 본 논문은 2015년의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2015년에 조사 되지 못한 우즈베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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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통합 바로미터는 기존에는 통합 바로미터에는 없던 새로운 질문이 추가되었다. 통화
통합, 법 통합, 군대 통합, 규제 기구 통합에 관해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통화 통합에 대한 아
르메니아의 긍정적 의견을 제외하고는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고, 반면 군대 통합에 대한 의
견에는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과반수 반대의견을 보였다. 결국 그림 2는 팀버겐 이론과 발라사
경제 통합 단계이론으로 보았을 때, 아직 ‘적극적인 통합’ 통합단계와 통화동맹의 단계에 도달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게다가 2022년을 통화동맹의 시기로 보고 있는 시점에
서 현재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어떤 이론적 단계에 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2. 통화, 법, 군대, 규제기구 통합에 대한 의견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발전 단계 위치와 전
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팀버겐 이론과 발라사 경제 통합 단계 이론에 없지만, 존
재해야하는 ‘적극적인 통화동맹으로의 전환기’20)단계로 지칭하고, 현재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위치가 ‘적극적인 통화동맹으로의 전환기’단계에 있다고 1차적인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은 제외시키도록 하겠다.
20)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국들은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정작 진정한 통합 단계로 가는 것에
대는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위치 단계는 통화동맹으로 가기 전의
단계로 보아 이러한 ‘적극적인 통화동맹으로의 전환기’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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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적 매력
2015 통합 바로미터에서 경제적 매력 부문은 총 물건, 외국인 투자, 노동, 기술 협력으로 나
누어져 있다. 각각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3. 선호하는 물건의 국가

그림4. 노동을 희망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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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선호하는 외국 자본의 국가

그림6. 선호하는 기술 협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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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매력 부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CIS지역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가입국가 중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러시아의 물건, 자본 유치, 기술 협력에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가장 일하고 싶은 국가 또한 러시아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르메니아는 대체적으로 한 국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조금씩 응답이
나누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매력이 비선호적인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재미있는 것은 주목 해야 할 점 두 번째가 앞선 첫 번째 의견과 합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21)
둘째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오히려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국이 아닌, 유럽 연합의 국가와
‘다른 국가’22)들에게 높은 매력도를 느낀다는 것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유럽 연합에 대한 경제
매력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려
가는 매력 지수는 CIS 국가 선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선호로 이어졌다.23)
3.정치적 매력
정치적 매력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간의 높은 친밀도이다.

그림 7. 정치적으로 친밀한 지역의 국가

21) 키르기스스탄은 선호하는 물건의 국가가 ‘터키’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다른 3가지 사항은 러시아에 경제 매
력의 선호를 가졌다.
22) ‘다른 국가’들에서 특히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 매력 선호도를 보였다. 최근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관계가 깊
어지고,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이 선호도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사료된다.
23)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다른 국가에서 노동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노동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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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자신의 국가와 가장 친한 국가 순위

위 그림 7번은 CIS지역 간의 굉장히 높은 친밀감을 보여준다. 게다가 그림 8을 보면 러시아
를 제외한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은 모두 러시아를 가장 친밀한 국가로 선택하였다. 게다가
러시아 또한 가장 친밀한 국가 1,2번으로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을 선택함으로서 유라시아경제
연합 상호간의 신뢰와 친밀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아래 그림 9번에서
도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 국가 사이의 친밀도와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
다.24)

그림 9. 선호 국가 관계도

24) 선호도가 40% 이상은 굉장히 높은 친밀감과 신뢰감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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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제적 매력과 정치적 매력 이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적극적인 통화동
맹으로의 전환기’단계 위치에서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중앙아시아지역의 가입 국가들이 경제
성장 여부에 따라 통화단계 혹은 더 높은 단계로의 발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러시아가 CIS지역 가입 국가들에게 관심도가 낮은 이유는 월등히 낮은 경제적 차이 때문
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제적 차이가 극복이 된다면 상호간의 정치적 매력 부문에서 보인 신
뢰를 바탕으로 하여 충분히 굳고, 단단한 경제연합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Ⅴ.결론
경제 통합과 연합의 형성은 원한다고 실현 되는 것도 아니고, 급속도로 진행하거나 기간과 목
표를 정하고 계속 준비와 시도한다고 해도, 곧바로 경제통합과 연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연합도 EEC를 1958년 1월 1일에 출범하여 1991년 12월 유럽연합이 형성되기까지
33년이 걸렸고, 유럽연합이 형성된 이후에도 계속 연합은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다. 반면 유라시
아경제연합은 발전 속도와 단계에 맞추어 속성과 발전 단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간과 애매
모호한 기준점을 제시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을 형성시키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런 유라시
아경제연합의 속성에 대해 김상원 교수는 “공동경제구역형성 조차도 형성에 관한 조약의 대부
분은 향후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약 발효 자체를 경제동맹의 실
현으로 보기 어렵다”또한 “3개국 간의 경제통합은 아직 관세동맹의 단계를 벗어나지 않은 상
태”25)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의견에 필자 또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미 유라시아경제연합
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경제구역’이 형성되어 있고26), 통화동맹으로 가는 ‘적극적인 통화
동맹으로의 전환기’단계라고 규정하였다. 그 단계의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 바로
미터’ 내용 중 통합에 대한 태도 부문과

팀버겐 이론･ 발라사 경제 통합 단계이론을 참조하였

다. 또한 ‘러시아 경제 전망’리포트를 통해 통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을 예상하였고,
‘통합 바로미터’중

경제 매력과 정치 매력을 근거로 하여 향후 전망을 살펴보았다.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 정부의 ‘건곤일척’의 정책으로 러시아 정부의 사활을 건 중
요한 기구일 것이다. 그리고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로 인해 러시아 한 국가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합을 묶어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즉 러시아 연구는 유라시아경제연합 연구와 동일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유라시아경제통합의 위치와 속도 향후 전망을 살펴보는데 경제적 수치가
부족한 약점이 존재한다. 가령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경제 동향이나, 유라시아경제연
합 형성이후 국가 간의 물류 이동, 경제 변화 등의 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향후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 국가의 경제 동향과 가입국간의 경제 협력의 진척 상황 등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여 추가할 필요성이 있겠다.
25) 김상원,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중앙아시아 -경제통합 실현을 중심으로-, 2014
26) 필자는 연합의 형성에 있어 기준점을 유럽연합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기준점을 유럽연합으
로 상정한다면, 현재 연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체는 유럽연합 밖에 존재하질 않는다. 하지만 구소련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체제전환을 시도한지 채 30년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현재의 시장자본주의,
금융시장, 인프라 등 많은 부분이 유럽연합보다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구소련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는 경제연합이 불가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연합을 만드는데 유럽연합을 기준점으로 두거나, 제시하는 것은 문
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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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떻게 ‘헬조선’이 되었나
 한국 경제성장과정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정석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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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발생 이후 활발히 논의되는 한국 경제의 문제요인들을 신
문기사의 키워드 빈도분석방식을 통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1962년
이후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정책선택과 그로 인해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는
다. 이는 곧 한국경제가 압축성장과정 이후에도 양적인 성장과 동시에 질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실업,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계층간 이동성의
저하와 같은 문제들이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경기순환국면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정부의 경제개발 과정에서부터 누적된 자원
배분의 왜곡과 경제구조의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기존과 다른 형태의 경제발
전전략을 통해 양적인 성장과 동시에 질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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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한국 사회는 1945년 독립 이후로 기간을 한정하더라도 분단과 전쟁, 권위주의 정부의 출현과
그 이후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의 발생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급
속한 정치경제적 변화과정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1962년 이후 공업화를 통하
여 압축적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어 표출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현상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요구에 대한 반작용으로, 2012년 시행
된 18대 대선 정국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한 내수 증대와 공공주택의 보급 등과 같이
기존의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과 궤를 달리하는 부분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를 통하
여 ‘수출주도형 경제’,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낙수효과의 확산에 대한 기대’라는 한국의 기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가 고조되었으나, 제18대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약의
발표와 이행, 정책의 입안과 집행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리현상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제17대 정
부 말기 삭감된 토건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산은 2013년에 다시 증액되었으며, 규제 합리
화라는 미명 하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완화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향한 금리 인하 요구를 거듭하여 결국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감수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과거
에 시행되었던 정책의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길게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짧게는 제18대 정부 출범 이후 활발히
논의되는 한국 경제의 문제요인들을 신문기사에 등장한 키워드의 빈도분석을 통해 먼저 살펴본
후, 사회적으로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962년 1차 경제개발계획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나
타난 구조적인 문제점과 변화의 양상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문제상황이 단순히 대
외의존도가 높은 데 기인하거나 경기순환국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규명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권위주의 군사정부의 경제개발 과정에서부터 누적된 자원배분의 왜곡과 경
제구조의 불균형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실업,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계층간 이동성의 저하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질적 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어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
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합의가 수렴할 수 있는 지점을 헌법적 가치에서 찾는다.
1.2. 연구질문과 문제제기
본 연구의 주 연구문제는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는 어떠한 역
할을 해야 하며, 경제 성장을 안정적이고 균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소득 분배를 확
보하려면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이다. 그리고 세부적인 연구질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문제점은 대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가?
(2)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문제점은 대외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가?
(3) 남북 분단의 현실로 인하여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소모적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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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4) 시민사회의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려면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한가?

2. 연구설계
연구의 설계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인터넷 상에서 뉴스를 추출하여 문서화1) 과
정을 거치고 Microsoft Word의 추가기능인 Process/Report Word Usage를 이용하여 단순빈도를
분석하고 그 순위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한글 형태소 분석기의 불용어 목록을 활용하여 의미
전달에 큰 역할을 하지 않는 불필요한 문법적 기능어를 제거한다. 이처럼 어휘 단위의 분석 이
후에는 문장과 문단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연관어 기반의 단어군(群)의 형성 과정과 상·하
위 개념을 바탕으로 한 범주화(categorization) 과정을 거친다. 키워드의 수집 및 분류 과정에서
는 가치판단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고 키워드의 빈도 분석을 통해 해당 사안이 얼마나 비중
있게 사회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두지 않은 단순빈도 분석
방식을 사용한다. 언론사별로 경제 정책에 대한 논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맥 내에서의 긍
정적/부정적인 사용 등의 여부를 통해 질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분류하는 것은 각 언론사별로
경제면에서 드러나는 논조의 차이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감미아 & 송
민, 2012)시행하지 않았다.
2.1. 신문 기사 수집
구글의 뉴스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구문검색으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결
과를 포함하는 300단어 이상의 분석기사들을 85개 선정하고2), 해당 기사에 등장한 키워드의 빈
도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키워드로 단어군을 형성하고 범주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관
적인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3)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2000년대 한국사회를 진단한 연구자료4)와의 교차검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수집과
분류 과정을 거쳐서 문서화된 분석대상은 232페이지 51,553 단어이고, 추출된 키워드는 총 84
개이다. 분류 과정을 거쳐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기사의 URL, 기자의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 기사 제목, 그리고 신문사명 등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기사 원문만을 남겨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 경제전문가의 인터뷰 및 경제학술대회의 지상중계,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학자들 간의 토론 기사 등
중심으로 구성하고, 동일 인물에 대한 인터뷰나 대담 기사가 시차를 두고 복수로 존재할 경우, 기
사의 단어수가 20%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 길이가 더욱 긴 쪽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는 더욱 최근의 기사를 선택하였다. 보도 시기는 2011년부터 2015년으로 제한하였다.
3) 아주경제 창간 8주년 여론조사; 2015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신뢰도 95% 수준에서 오차범위 ±3.1%.
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보도된 조선·중앙·동아일보와 한겨레의 모
든 신문 기사에서 약 4억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그 빈도와 용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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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키워드 대분류

경제정책기조

1540

내수

508

고용

453

기업

385

금융

101

국내경제 총합

2987

수출입 및 교역환경

101

국내경제

대외경제

<표 1-1> 국내경제 내수 부문

국내경제

내수

양극화

133

소득

99

복지국가

82

소비

34

가계부채

31

교육

26

제조업

22

비금융자산

18

서비스업

17

중산층

15

부채

12

주택가격

8

금융자산

6

인구

5

내수 총합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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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내경제 고용 부문

국내경제

고용

일자리

97

노동자·노동시장

85

고용률

69

여성

38

정규직·비정규직

37

청년

31

기업

28

시간제

28

투자

21

근로시간

19

고용 총합

453

<표 1-3> 국내경제 기업 부문

국내경제

대기업·재벌

155

중소기업

60

삼성그룹

53

주주자본주의

45

하청·하청단가

30

중견기업

17

법인세

14

사내유보금

6

현대기아차

5

기업 총합

385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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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 중 정부정책기조 부문은 다방면에 걸쳐 다양하고 많은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경제 →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의 하위항목으로 한 번의 분류과정을 추가한다.

<표 1-4> 국내경제 정부정책기조 부문 – 구조변화 계기

경제정책
기조

경제위기와
구조변화

2008 년 금융위기

40

1998 년 외환위기

37

구조변화 총합

77

<표 1-5> 국내경제 정부정책기조 부문 – 정책 추구 방향

경제정책기조

정책 추구 방향

(신)자유주의

160

사회민주주의

26

사회주의

48

자본주의 시장경제

50

경제민주화

60

진보

25

보수

5

박정희

23

낙수효과

5

담론

17

유연화

4

효율성

4

정책 추구 방향 총합

427

<표 1-6> 국내경제 정부정책기조 부문 – 개혁 주체

경제정책기조

개혁 주체

정부·정책

337

국가·국가주도

49

공공부문

14

민간부문

5

개혁 주체 총합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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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국내경제 정부정책기조 부문 – 정책 목표

경제정책기조

정책목표

성장
구조개혁

183
83

개혁

35

공정·정의

32

시장질서확립
규제 합리화

15
26

분배

6

재벌개혁

6

노동개혁
정책목표 총합

6
392

<표 1-8> 국내경제 정부정책기조 부문 – 참고·모델 국가

경제정책기조

참고·모델 국가

독일
일본
선진국
스웨덴
유럽
프랑스
영국
핀란드
북유럽
네덜란드
참고·모델 국가
총합

38
30
27
18
16
12
12
4
3
2
162

<표 1-9> 국내경제 정부정책기조 부문 – 정책수단

경제정책기조

정책수단

조세제도

18

경제혁신

10

국유화

10

뉴딜

9

인프라

9

창조경제

6

부패척결

5

공적자금

5

출자총액제한

5

정책수단 총합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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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처방의 모색 - 헌법을 통한 사회적 수렴의 가능성
위와 같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분류한 이후에는 각각의 사안에 맞추어 어떠한 대책을 마련
해야 하는 것인가?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
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일반적으로는 두 지점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지점에서 정치·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문제해
결방안이 도출된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가? 후술
되는 바와 같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단순히 시장기능의 일시적 불균형과 불안정성에 기인하
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수십 년에 걸친 정책적 선택과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
았을 때, 이를 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정책과 사
회복지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시장제도가 공정하
게 구축되어있지 않거나 정부의 비효율적 개입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일어나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더욱 유의해야 하는 것은 시장실패를 수정하
기 위한 정부의 경제활동 또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시장이 효율
적으로 작동할 경우 시장실패나 일시적 불균형 현상은 다시 균형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만, 정부
가 경제 전반적인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단순히 시장의 자기조절기능과
균형작용을 통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개입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눈다. 첫째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각 분야의 경제활동주체가 상
호협력하여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시장거래의 촉
진, 정보접근성의 향상, 공정한 경쟁환경 마련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는 정부가 자원배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구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압축성장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또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오히려 개발 및 성장과정에
서 자본을 독점했던 데에 원인이 있지만, 그러한 실패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감시기능을 확대
하여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정부 지도부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의 제고를 통해 시민
들의 공동체 의식수준을 고양하여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더욱 효율적인 시장경제의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앞서 제시된 본 연구의 주된 문제의식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적정한 수준의
소득분배를 위한 정책’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다. 먼저 정
책에 대한 개별 경제주체의 효용이 동일하지 않으며,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자칫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와 위
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적정 수준’의 분배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유동적
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개별 연구기관과 연구자는
물론이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각각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
다.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칫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논의를
통한 합의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한국 사회는 압축성장을 통한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분
단국가라는 정치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세대 간·지역 간·계층 간에 사회적인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기까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통
계자료에 대한 검토와 동시에 여론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균형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넘어 사회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의 근거로 한국 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가
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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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부의 관리·감시·감독기능 강화의 사회적 선순환 구조

3. 자료의 해석
<그림 2> 한국경제의 문제요인 키워드 출현 비중 (총 29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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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서 한국경제의 문제요인으로 지적된 키워드를 재범주화 과정을 거쳐 간략하게 도식화
하고,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한국 경제의 문제요인들을 살펴봄과 동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
에 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지 알아본다. 먼저 <그림 2>에서는 키워드 84개를 (1) 고용,
(2) 내수, (3) 기업, (4) 정부의 정책기조, (5) 금융 분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금융 분야는 비
교적 적은 비중(3%)으로 논의되었는데, 이는 금융 자체보다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안
정성 위주의 영업행태로 인하여 가계의 부동산 대출과 기존 거래사(社) 위주의 기업금융으로 등
자금이 유입되는 분야와 금융기능의 산업적 비(非)생산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비중(52%)을 차지한 것은 정부의 정책기조였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의 구조적 한계와 중국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발생하는 실업문제, 내
수와 수출의 불균형, 계층간 이동성의 저하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수요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양극화와 동시에 중소기업 내부의 양극
화 문제,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의 협상력 격차 등의 요인이 언급되며 기업 부문에
대한 논의 또한 1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발전전략이었던
‘수출주도형 경제’가 아니라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의 또한 17%에 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를 차지한 고용문
제는, 최근 중국요인으로 인하여 공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의 질과 비정규직·시간제 근로 문제 등 근로형태에 관한 논
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방송매체에서 ‘미생’이나 ‘송곳’과 같이 노동현실을 비교적 현실적
으로 반영하는 TV드라마를 반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사회적인 요구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와 같은 근로형태의 문제는 4대보험과 같은 근로자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고용률이나 실업률과
같은 거시지표의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각 집단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미시적으로
시행할 때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3.1 고용
분석 대상을 각 항목으로 옮겨 먼저 고용 부문을 살펴보면, <그림 3>에서 일자리5)에 대한 논
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투자와 고용을 바탕으로 여타 산업 대비 높은 생
산성을 보이며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을 견인하였던 제조업은,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하여 고용
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거나 오히려 고용을 줄이게 된다. 또한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무역
을 통해 상대적인 가격 압박이 강해진다. 이에 따라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일어나고 가격 압
박보다 생산성 증가 요인이 더욱 큰 기업만이 국내에 남아 제조업은 점차 고도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즉, 경제가 발전하고 제조업의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은 자연스러운 결
과이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산업 간 노동의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없었을 때 이렇게 발생한
유휴 인력은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을 통해 고용이 이뤄
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의 자기조절기능이 작동하여 새로운 균형상태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먼저 새로운 산업에 대한 노동자의 숙련도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숙련도 부족은 근로자의 취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고, 재훈련 과정에서 시간비용
과 금전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여기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능력을 통한
5) 이 항목은 고용, 고용률, 실업,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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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의 균형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사회적인 고용수준의 감소와 실업률의
상승이 발생하여 임금근로자 간의 양극화 현상 또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후술될 내수확
대 부문과도 연관된다. 이처럼 실업문제가 산업을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 향상,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과 생활의 균형 요구가 증대되
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실업 문제도 심각하지만, 기업에 고용된 근로
자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초과근로 문제도 대두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로 인한
고용창출능력의 양극화 또한 발생하였으며 여성들의 육아 부담과 경력 단절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문제도 노동가능인구의 확보 차원에서 해외이주근로자의 적극적 도입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6).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전에 먼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도출할 필요
가 있다. 한국 경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고도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지만 사회적인 안전망
의 부족과 충분하지 못한 사회복지제도로 인하여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급격한 사회적 불
안을 경험한 적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과 맞춤형 취업정
보의 제공을 통하여 실업문제를 단기·중기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것
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림 3> 고용 부문 키워드 빈도 (총 453회)

6)

해외이주근로자의 도입 또한 산업과 구직자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으나, 대내적인 경제 환경이 실업과 같은 문제로 불안정한 가운데 해외이주근로자의 수가 증가
할 경우에는 사회·문화적 갈등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년
실업의 해소와 여성노동력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먼저 시행하여 사회적인 안정성이 확보된 다
음에 이주노동자의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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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내수 확대를 위한 참고사례와 정책기조
<그림 4> 내수 부문 키워드 빈도(총 508회)

전술된 고용 부문의 불균형과 양극화는 내수 부문의 양극화와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 게다가
1980년대부터 장기적 추세에서 형성되고 지속되어 온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한국 사회의 높은 자
가주택 선호현상, 그리고 경제성장과정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높은 교육열은 이제 저축률을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어떻게 ‘헬조선’이 되었나 149

이는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하여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이 저하되고, 은행권의 부실자산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오랜 기
간 동안에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토건 경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높아
진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복지정책의 목표를 생산적 소비와 경제적 선순환 구조
가 이뤄지도록 개편해야 한다. <그림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가발전모델의 지향점으로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독일이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임을 표방하며 시장원리와 동시에 사회적 원
칙을 강조하는 국가라는 사실은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
한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수요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두 번째로 높은 빈도의 논의 대상인 일본은 토건경제와 통화팽창
정책 실패사례와 반면교사로서 언급되고 있다. 스웨덴은 북유럽식 사회복지제도의 대표사례로
언급되며, 프랑스는 대표적인 공화주의 국가로서 정치·사회 면의 평등과 공적 이익을 개별경제
주체의 사적 이익 추구보다 우선하고 있다.

<그림 5> 참고·모델 국가부문 키워드 빈도(총 162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는 것은 <그림 6>과 같다.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불
균형의 완화, 그리고 경제혁신과 창조경제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중국요인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철강·석유화학
공업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많이 좁혀져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
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 평가를 통한 금융기능의 강화를 통해 신생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
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뉴딜정책으로 대표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토건경제는, 유효수요와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 정책적 목
표는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정책 수단의 산업적 고도화 과정을 통하여 대체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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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책 수단 부문 키워드 빈도(총 77회)

이처럼 유효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주택의 보급을 보급하면서
생산적 소비의 증대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은 고전적인 케인즈 모델에서 다시 정당화될 수 있다.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시장경제가 자체적으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가격기능이 실제로는 경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기 순환과정에서 침체기에 진입하였을 때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생산자는 이윤 창출과 기
업 확장을 위해 증가된 수요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노동과 자본 투자에 나서게 되고, 이를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는 다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수요 중심의 경제학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꼭 살펴보아야 하는 변수로는 금융자산의 획득과 저축이 있는데, 이들 변
수는 단기적으로 수입-소비/투자로 이어지는 흐름의 누수(leakage)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하
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위하여 저축을 통한 자본의 축적 또한 중요한데, 한국 경제는
현재 부동산 자산의 구입 비중과 교육비 부담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저축률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림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
기업과 재벌집단 또한 금융자산의 획득과 사내유보금의 과도한 보유로 인하여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림 7> 기업 부문 키워드 빈도(총 3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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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한국의 경제와 재벌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하지 않았다. 정부는 경제개발계획
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였고, 이는 각 산업, 기업, 경제주체 사이
의 경쟁 환경이 불공정하게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배
분과정에서의 개입을 통해 기형적으로 형성된 시장구조와 경쟁환경은, 영·미식 신자유주의를 기
반으로 한 정부의 역할 축소 및 시장개방과 세계화의 추세를 따라 균형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착화되어 경제적 양극화 현상의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그림 8>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유연화, 효율성 추구), 박정희 정부로 상징되는 권위
주의 군사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경제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경제민주화, (시장)사회주
의, 사회민주주의와 진보주의보다 더욱 높은 빈도로 이루어지는 데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림 9>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적인 세계적인 추세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고착화하고, 그 구조적인 문제가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그리
고 중산층의 붕괴라는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난 계기는 1997년의 외환위기와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다. 고금리 정책을 통해 가계의 재정건전성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극단적으로 크게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일변도의 정책 흐름에 대한 비판
이 일어나게 된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또한 한국 경제에 구조적인 양극화를 촉진하였다.
자금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자산가치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계층 간의 사다리
역할을 하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가계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능력이 저하되었
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진 주식투자 열풍은, 가계경제가 주식가치
의 하락 역풍을 더욱 크게 받는 계기가 된다.
<그림 8> 정책 이념 부문 키워드 빈도(총 427회)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국
가의 역할과 정책 집행의 당위성을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에서 찾는다. 한국 사회는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세대 간의 갈등과 더불어 경제체제에 대한 지지가
남북의 분단현실과 연결되어 이념 논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은 사회적인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

152 國際學院友論集 13 集

지 않고 신뢰관계의 단절을 야기한다. 그리고 이는 사회 전반적인 거래비용을 상승시키고 시민
들의 역량이 증진되고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수렴할 수 있는 지점을 사회체제의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는 가치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갈등의 통합과정과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비용을 이유로 이를 포기한다면, 소위 ‘민주주의적 비효율성’에 대한 상대개념인
‘독재의 효율성’을 긍정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상술된 내용과 관련한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1.헌법 전문: “대한국민은…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
휘하게 하며…”
<그림 9> 경제구조변화의 계기 부문 키워드 빈도(총 77회)

<그림 10> 개혁·정책의 주체 부문 키워드 빈도(총 4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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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3. 제2장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제2장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
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5. 제 2장 제 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6. 제2장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7. 제 2장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8. 제 2장 제 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9. 제2장 제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제2장 제35조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제2장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
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
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3. 제 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수행하는 주체와 경제 개혁의 주체로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주체는 <그
림 10>과 같이 국가와 공공부문이다. 헌법에 규정된 사회국가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적정 수준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빈부격차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
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수정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압축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하
지만 불완전한 시장환경에 의해 시장실패는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
정에서 시민사회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후쿠야마(F. Fukuyama)가 제기한 사
회적 신뢰의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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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h of Ideologies: The Western Interpretation of Russia
in the 21stCentury
칸자키 테오드르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1. Introduction
2. Analysis
a. The United States vs European Union
b. Interpretation of the Ukraine Incident: Annexation of Crimea
c. Ukraine as a beacon of democracy
3. Current Event(s) and Conclusion(s)

1. Introduction:
“Behave or else,” say the leaders of the world’s most powerful countries
among which are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France, and the Russia’s iron
man—Vladimir Putin—continues to choose “else” in order to strengthen his
nation under increasing international stress. The Russian President, who has
consistently been selected as a significant individual in any year, has amassed
greater political in his country so influential to the international politics and
global economy than anyone else has. His notorious gravity-defying ability to
confront the Western ideologies has garnered him great popularity in Russia,
which greatly suffers from desperate struggle for economic growth; any other
leaders have hardly been brave enough to make his actions speak a language of
ironclad will that so many of his people have longed for, earning Mr. Putin to
the level of popularity that other leaders can only en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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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ther hand, there is a leader whose voice probably brandishes
more authority and influence than that of most others—Barak Obama,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t seems that he has long been clobbered for his
actions and policies not only on his own turf,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league; Mr. Obama, who is often domestically referred as a spent force, must
have been paralyzed and defeated by the complicated circumstance of the world
and unrelenting oppositions from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However, he
is not, and he refuses to act as if he ever were; the domestic economy is
recovering steadily as more available jobs are being created each month;
producing a framework for a nuclear non-proliferation deal with Iran and starting
the path of normalizing relations with Cuba have seriously highlighted his
presidency. However, the lacerating world that poses series of challenges still
looms f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s his Russian counterpart—
Vladimir Putin—perseveringly refuses to yield to the “offers”, which is mostly
perceived as “threats” by the Russian recipient.
The United States and Russian Federation had long involved in what was
seemingly never-ending conflict—the Cold War—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The tension from the clash between the West and Soviet Union subsided as the
Eurasian behemoth collapsed, and the era,

during which the western ideology of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dominate, of post-cold war has begun; the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n Federation, the successor state of
the Soviet Union, has been considered relatively minimal until the recent
incidents in Ukraine have triggered the rebirth of what is now commonly titled
“New Cold War”; however, it perhaps is too rash for an overly simplified
judgment of the complicated circumstance.
The annexation of Crimea has intensified the friction between the two
nations to its pinnacl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post-cold war era. The West,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harshly criticizes that Russia’s annexation of Crimea
self-evidently has utterly violated Ukraine’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has posed
a threat to the international security. Many scholars fear of the highly probable
return of Russian imperialism that would conquest the neighboring states and
clash of power among the international titans that would struggle for their hold
of power and authority; such an escala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would be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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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cold war. However, the clash of power politics and geopolitical
expansionism does not seem to adequately provide explanations to the growing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Starting from the war between
Georgia and Russia in 2008, the Eurasian countries, especially those that had
formerly belonged to the Soviet Union, seem to have started thawing the frozen
conflict among their neighboring nations. This dynamic process has only surfaced
to its manifestation in March of 2014 as Russian annexation of Crimea occurred;
perhaps, the United

States, after the Soviet Union’s collapse, has

been

intoxicated in its triumphalism since its rise to the international throne. The
scope of this paper to analyze the series of current events that revolves around
Ukraine as well as the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n
Federation, and to emphasize the dynamics among Eurasian nations as they have
actively started to amend the lingering Soviet legacy.

2. Analysis:
a. The United States vs European Union
First of all, before proceeding to investigating the Ukraine crisis, a
distinc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must be drawn.
Commonly, both of them are referred ‘the West.’ However, there exist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perhaps because of the differing
proximities to Russian Federation. European Union has long established an active
economic relationship, especially in energy sector, with Russia, as many
European states heavily rely on imported Russian energy.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that is geographically quite distant from Russia comparatively
remains economically remote. Although seemingly insignificant, the geographical
proximity and economic ties deserve more attention than they have previously
received. These two factors have led to formation of similar ideology—a
combination of democracy and market economy—and surprisingly differing
understandings of geo-strategic importance of Eurasian states, especially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States that had rivale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as one of the world’s superpowers has started to yield its dominant
influence virtually all around the globe. The continuous spread of its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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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ncorporates

democracy,

market

economy,

and

freedom,

has

long

confronted the infamous authoritarian and dictatorial regimes in the world;
whether intended or not, the United States-manufactured principle of rights and
freedom has gradually isolated Russia. This begs a series of questions why the
United States targets Russia from almost hostile approach, which is commonly
termed containment policy? The United States, after the asymmetrical end of the
Cold War upon the collapse of its archrival, has maintained the Eurasian
continent fragmented as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continued to emerge.
However, ‘the West’ that includes European states and the United States has
only implemented a set of guidelines to solve the territorial and sovereignty
issues among the new nations accordingly with its standards. By the name of
observing the state sovereignty and autonomy, ‘the West’ has left them in the
state of ‘political vacuum’ in which some have remained communistic while
some

have

turned

pro-West.

Although

some

have

chosen

to

persist

as

communistic or socialistic states, they have not been so fiercely targeted by the
United States. Then, why is Russia constantly addressed by the States? The
simplified and quite intriguing speculation is that the United States fears of
possible revival of the Soviet Union whose state-caliber and prowess were great
enough to threaten the throne. Russian Federation, which have successor state of
the former Soviet Union, still conforms to the Soviet customs in many aspects.
However, does it still possess the military and economic prowess it once
exercised as one of the two superpowers during the Cold War era? Between
2013 and 2014, Russian Federation has spent 3.4% of its GDP to strengthen its
national security defense power; however, the amount of expenditure is ‘only’
$70 billion USD whereas the United States has expended 3.3% of its GDP and
it amounted to $581 billion USD. During the identical time period, China has
dispatched $129 billion USD in national security, which only amounted to 1.3%
of GDP. If the claim of the United States that Russian Federation has posed a
great threat to the world order were correct through its Soviet expansionism and
imperialism, China would have been more threatening in consideration of its
military power and economic prowess. Moreover, it certainly is indicative of that
Russian Federation lacks its military and economic prowess to rival the United
States. This alone must suffice to conclude that abuse of the term—the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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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 whenever the diplomatic tension rises between the two nations, requires
more thorough investigation.
On the contrary, European states, except those that are more closely
affiliated to the United States, seem to well understand the geo-economical and
geo-political significance in maintaining well-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Russia. The European states are more heavily subjected to difficulties when
making any decisions regarding the former Soviet states such as Ukraine. When
Ukraine had strongly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completely turn to the West
and join European Union (EU), EU did not approve its joining; instead, Ukraine
had remained as a partner nation. The former President of Ukraine, Yushchenko,
had long attempted completion of signing Association Agreement (AA) with EU
because the establishment of Eastern European Partnership with EU was a
definitive indication that Ukraine would never be able to become one of EU
states; it was a diplomatic euphemism of rejection. However, Ukraine has
successfully signed AA with EU in 2014, and it poses a dilemma to EU
council. EU well understands that Ukraine’s possible joining of EU would erode
the relationship with Russian Federation, which could lead to any unexpected
consequences as one probability is immediate shortage of power supply. Also,
many EU member states view Ukraine as another Eurasian state as opposed to
Ukraine wishes to be received as another EU member state, a process the
United States hopes to accelerate.
The clash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had been in a form of battle between the two dominant ideologies—
democracy and communism—which manifested in military,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the current state of Russia does not even remotely suggest
that it would regain enough military and economic power to pose an immediate
threat to the world order, especially to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the
European states are frequently cornered in the midst of rather struggling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s and Russian Federation; hence, the term—the
West—is used to address the United States and EU member states that are
affiliated to the States that have adopted rather hostile approach to Russia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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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terpretation of the Ukraine Incident: Annexation of Crimea
The previous part of analysis begs an important question: Has Russia
truly turned to the Soviet expansionism and imperialism upon the annexation of
Crimea took place as the United States claim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Barak Obama—strongly emphasizes that the annexation of Crimea is
absolute violation of Ukrainian territoriality and sovereignty, and doing so has
posed a great threat to the current world order. In return, the official statement
of the Kremlin argues

that the annexation

of Crimea has

satiated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citizens of Crimea as opposed to violating Ukrainian
sovereignty. In other words, the annexation of Crimea stems upon legitimate
ground as the citizens of Crimea have self-determined their national-state identity
through popular voting system rather than being forced by an external influence.
However, the West could not generously acknowledge the Russian claimed
validity as the annexation of Crimea is the direct offense to Badinter.
Application of territoriality and self-determination that is heavily stressed by
Badinter principle perhaps is not a correct choice of defense for the West
because of the preexisting exception of Kosovo. The Kosovo case has widely
been interpreted as a remedial intervention whose main purpose wa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from the ethnic cleansing and discrimination. Despite
the strong opposition from the West, the Ukraine incident can be regarded as an
identical event of remedial intervention upon further investigation.
Sigmund Freud—the father of modern psychoanalysis—states that the
chiefly fundamental human desires include an innate motive to feel great. This
particular human desire to feel great can be directly indicative of external
recognition: a form of acknowledgement from others for one's wealth, success,
physique, and etc. Satisfaction of this chief human emotion grants the individual
a sense of security, which can serve as an effective political tool. Stemming
from this belief, it appears that the Ukraine government had long implemented a
counter-revolution

measure

upon

the

citizens

of

Crimea

by

cunningly

manipulating their deeply rooted motive to feel great and important as the
residents of Crimea have received greater social security benefits including
guarantee of independent state autonomy. Granting such a wide range of social
incentives to the targeted faction of its population that is more closely affil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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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ussian Federation, the Ukraine government had successfully minimized any
possibilities of Crimean assimilation to Russia: a preemptive counter-revolutionary
measure. Therefore, Russian annexation of Crimea from Ukraine has its own
legitimacy regardless of the evident violation of several accords that have long
been implemented to ensure the world order, especially that of among former
Soviet Union.
After the exile of the former President—Victor Yanukovych—occurred, the
new authorities have first planned to revert the use of Russian language as an
official language of the two: Ukrainian and Russian. This could be conceived as
a beginning of discrimination and stress to the citizens of Ukraine, who are
more Russianized such as those residents of Crimea where most citizens speak
Russian and are more assimilated to Russian culture; hence, the validity of
identifying the case of Crimea as a preventive remedy has garnered more
legitimacy.
Washington does not seem to fully comprehend the circumstances among
Euro-Eurasian nations because of its triumphalism. Sakwa states that the differing
positions of EU and the States are only natural as the United States is not
clearly aware of the geo-strategic importance in the region. According to Sakwa,
the Cold War met its asymmetrical end in which no winner and loser clearly
emerged; however, the Soviet Union quite peacefully collapsed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ously withstood; hence, the States naturally assumed the status of
the winner. Although it may be mostly true, Sakwa criticizes that such a
triumphalism without mutual acknowledgement and legitimacy has directly led to
the currently worsened relationship with Russian Federation.

c. Ukraine as a beacon of democracy
Although Russia shares substantially overlapping cultural, historical, and
ethnical areas with European countries, it seems that Russian identity clearly
differs from that of European countries. Throughout the 20th century, Russia that
had leaned more to the European west—that is different from the United States
West—has gradually transformed into what is now perceived as ‘Euro-East’
policy as of rise of Vladimir Putin. The constant interactions, which perh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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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en more closely resemble confrontations, with the world’s major players such
as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newly established independent
nations that formerly belonged to the Soviet Union have served as a catalyst that
formulated and solidified the Russian idea that has hardly been observed in any
other nations. In July of 2012 during the meeting with the Russian ambassadors
in Moscow, the Russian President addressed that Russia’s identity and role
would remain self-sufficient and independent as Russia continuously defend the
United States charter and the new world order, which is a duty of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is

words

regarding

Russia’s

self-sufficiency and independence strongly emphasize that Russia—or the Russian
President himself—will not hesitate to act accordingly with the national interest
as long as the decisions possess legitimate causes. However, the direction, to
which Mr. Putin has chosen, has been subjected to harsh criticisms by several of
his counterparts. For instance, Mrs. Angela Merkel has previously commented
over his philosophy of international relations, especially over the Ukraine incident
that Mr. Putin must have lost his touch with the reality as he is with another
world. Often, his policies have been grotesquely labeled as isolationism and
confrontationism by many members of the West.
However, such an allegation that has garnered its popularity stems from
the West of the Cold War era during which the vigorous clash of ideologies
took place. It truly is evident that the Soviet Union could not maintain itself,
and the successor state—Russian Federation—has been branded as a failed state
after the Cold War where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other European nations
have become triumphant. The nations that stood victorious have halted their
progress ever since because they have been deluded by triumphalism according
to which their ideologies have been proven sound and valid as the Soviet Union,
which pursued and operated under different ideology, had miserably failed.
Although the combination of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has updated and
advocated the status-quo of the West as the world power, the triumphalism that
has been begotten from the success has long blinded them from existence of
different ideologies that possess viability and validity. The current criticism of
Russia has stated that what is commonly known as Putinism whose values differ
from those of the West is simply wrong because it is different from ‘pure’
democracy and complete marketization of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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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aluation of the Russian idea and analysis of the ideological
clashes between the West and Russia lead to the question: is Ukraine able to
serve as a democratic beacon in Eurasia as the West,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claims? The Russian president furiously argues that the West do not
possess legitimate right to forcefully spread and instill its version of democracy.
That is, Russia has explicitly accused the United States of its hypocrisy in
which it persistently refuses to acknowledge the annexation of Crimea as a
democratic process while strongly advocating the new Ukraine government that
has established itself through usurpation.
This particular attitude of Russian Federation has not been kindly received
by the Western nation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ho had
rivaled the Soviet Union, has enjoyed its triumphant status after the Cold War.
This privilege has granted the States tremendous influence around the globe; the
end of the Cold War was only the beginning of the United States dominated
world. As its rise to the throne, the United States has implemented ‘unilateral’
diplomatic strategy under which the former Soviet states and other communistic
nations have been targeted and treated with bias. The States’ self-claimed duty
of spreading democracy, freedom, and market economy seems mostly related to
the benefits to the States for unidentified reasons although the States has always
denied of it. What seemingly is diplomatically biased and economically selfish of
the United States could provide sufficient explanation to the deeply-rooted
anti-Americanism of Russia and its leader.

3. Current Event(s) and Conclusion(s):
Following the situation in Ukraine, the introduction of the circumstances
in Syria and Islamic State has further escalated the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s EU states desperately attempt to act as a mediator between
the two. The former Prime Minister of Italy—Silvio Berlusconi—has publicly
stated that the Crimea split from Ukraine has undergone a democratic process,
and the decision of the Crimea citizens must be respected although it is not
kindly received by the United States1). After the multiple terror attacks that
1) RT News, “Italy’s Berlusconi says Crimea split from Ukraine was democratic,” September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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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ed Paris, the President Hollande of France actively proposes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will not only deescalate the
tension between the two, but also will generate a tremendous outcome of
maintaining the world order2). The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which seems remotely possible and nearly improbable, surely could lead
to introduction of super-alliance that would be a formidable force when securing
the world peace. It would also be favorable to Russia whose status as one of
the world’s super power has been lost.

However, the merit of the United States

as the sole superpower, what now seems to gradually slip away, may not be
damaged but diminished should it accept such an offer as it would suggest that
it is unable to operate solely as the superpower and is indeed in the need of
aids from others, especially the former rival.

Refusal to cooperate with others,

especially Russia and Mr. Putin, would naturally further exacerbate the already –
worsened tension between the two nations; however, acceptance would taper its
status as the world’s superpower as it would also place more weight and in
fluence to Russia. This dilemma is well represented by the turn of the recent
event that involved Turkish action of shooting down a Russian jet near Syrian
border, which the President Putin has described as a stab in the back. The
Turkish President, who naturally wishes to legitimatize the shooting of the
Russian jet, desperately attempts to avoid assuming any responsibilities that
would lead to serious diplomatic consequences with Russia. Although the
situation is dire, the President Obama has remained hesitant to comment on the
incident. In the midst of the chaotic environment where decision-making
procedures are ever so challenging, reconsideration and reevaluation of various
factors must be in order.
Upon the annexation of Crimea,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states
have furiously responded to Russia’s action as it has violated a series of treaties
that have served as the guidelines for the West. Furthermore, the tension
between the current superpower and former superpower – the United States and
Russian Federation — seems to have escalated to the extent in which there
exists no point of return. However, it must be understood by the United States
and many pro - U.S. European states that they have gradually become
2) RT News, “Hollande to tell Obama-Europe can’t wait for US war of attrition with ISIS to succeed,”
November 19th,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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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dequate to accurately observe the immense dynamics that currently take place
among Eurasian states including Ukraine; they have long remained in the state
of frozen conflict that must be resolved. How could the United States possibly
dismiss such a significant notion of linger Soviet legacy? Perhaps, the United
States has long been intoxicated and deluded by triumphalism after the end of
Cold War era. The Ukraine incident along with the following Syria situation and
other terror attacks on European states must be indicative of the time to face the
harsh reality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only tarnish its upheld ideology of
democracy, freedom, and respect for state-sovereignty as it wishes to swiftly
resolve the escalated tension with Russian Federation only accordingly with the
rule of the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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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국의 위안화의 절하 및 절상의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중국 자본시장의
미발달, 자본거래의 미개방, 정치·경제시스템의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안화는 서서히 절
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위안화 국제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국제수지 확대), 중국 내부의 필요성, 그리고 미국의 압력,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를 들 수
있다. 중국은 인민폐 국제화를 실현시킴으로써 환율 변동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짐으로서 재정위
기의 가능성을 낮추고, 국제 경상·자본 거래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받기 위해
통화스왑 체결, 위안화 무역결제를 시행하고 있고 해외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등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1월 30일 집행이사회를 열어 위안화의 특별인출권
(SDR) 구성통화 편입을 최종 결정했다.1) 이번 결정으로 위안화는 국제통화 반열에 오르게 되었
1) 미국 달러화와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 일본 엔화에 이어 5번째로 SDR 구성통화 바스켓에 포함된 셈
이다. SDR 통화 편입 후 효력은 2016년 10월부터 발생한다. “中 '화폐굴기'.개방 따른 리스크 견딜
체력은 있는가”. 뉴스1. 2015.12.01.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1201091033645(검색일: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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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금융시장 개혁을 실시하라는 거센 압력에 직면할 전망이다.
위안화 환율은 중국이 대외교역에서 무역흑자를 조절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며,
이는 중국의 경기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또한 중국의 경기는 우리나라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
친다. 대외지향형 개방경제를 추구하는 한국에 있어 환율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변수이면서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까지 누적 기준
으로 대(對)중국 수출액은 1,021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3,969억 달러)에서 25.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0%보다 비중이 커졌다.2) 따라서 중국의 환율정책에 변
화가 생기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글에서는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그것이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 무역 및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Ⅱ. 중국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
1. 중국의 환율제도
중국의 환율 제도는 크게 개혁개방 이전과 개혁개방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개혁개방 이전은
계획경제하에서의 고정환율 제도였으며, 개혁개방 이후는 부분적인 자유화, 위안화의 변동성 확
대, 점진적인 절상 등 외환관리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1998년 이후 달러당 8.28위안 수준
을 유지해 오던 위안화 환율은 2005년 7월 단번에 약 2%폭의 절상과 함께 달러화 페그제에서
통화 바스켓에 기초한 관리변동환율제로 이행한 바 있다. 위안화는 그 이후로도 달러 대비 연
4% 이상 지속적인 절상이 이루어져 왔다.

중국 위안화의 절상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

다.
2. 위안화 절상 요인
(1) 중국 내부의 필요성
위안화 환율 절상의 압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팽배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은 2014년 5월 허난(河南)성을 방문해 “경제가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신념을 갖고 ‘신창타이’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기존 성장방식의 틀
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성장의 질과 지속가
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수출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중국 경제 구조가 전환되고 있음을
뜻한다.
위안화 절상은 자산의 버블화 방지, 수입 인플레이션 억제 필요, 정부의 강력한 산업구조조정
정책, 동부 연해지역 산업의 서부 이전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 수출구조의 업그레이드 등 긍정
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 비록 위안화 절상은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지만 수입물품의 단
가를 낮춰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수출의 희생을 통한 내수 소비의 진작'이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경제에 가져올 변화인 것이다.3)
2) “中 교역비중 첫 23%대…중국 쏠림 심화” 이투데이. 2015. 11. 03.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27404(검색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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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안화 국제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브레튼우즈체제(미국중심으로 돌아가는 국제금융 체제)가 또 한 번
의 위기를 맞으면서4) 세계적으로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재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와 같
은 분위기 속에 편승해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AIIB5)는 브래튼우즈체제 이후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중국 중심의 국제금융기구라는 측
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드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6)위안
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은 또 장기적으로 위안화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7)
위안화 국제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경상, 자본거래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인정
받는 것이다.8)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통화스왑 체결, 위안화 무역결제를 시행하고 있고
해외 위엔화 표시 채권발행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이른바 삼
화(三化)정책을 기치로 금리 시장화, 환율 자유화, 위안화 국제화 등을 추진 중이다. 국제통화기
금(IMF)은 지난 11월 30일 집행이사회를 열어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9) 구성통화 편입을 최
종 결정10)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위안화는 국제통화 반열에 오르게 되었지만 금융시장 개혁을
실시하라는 거센 압력에 직면할 전망이다.
(3)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국제수지 확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자국의
실질성장이 높으면 자국통화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국내실질소득의
증가가 수입수요를 증대시키고, 따라서 외국통화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성장이 단지 경상계정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만약 국내의 경제
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기대한다면, 경상계정
에서의 적자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자산의 순유입(즉, 유출액을 초과하는 유입액)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자국통화가치는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단기자본의 국제이
동이 활발한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성장이 높은 경제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게 되고, 이에 따라
통화가치가 강화되는 것이 보통이다.11)
3) 김동하.『위안화 경제학』한스미디어 출판. (2010), 127-131쪽.
4) 세계경제여건의 변화, 특히 유럽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미국의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누증으로
1960년대에 들어와 브레튼우즈 체제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친 국제통화위기가 발발하게 되었다.
5)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6) 윤창현.『AIIB와 위안화 국제화』 나라경제 (2015. 3), 70쪽
7) 니콜라스 라디 PIIE 연구원 “위안화가 IMF SDR에 편입되면 위안화 수요가 늘어 위안화 가치를 끌
어올릴 수 있다.” “국제통화 반열에 오른 위안화..중국의 과제”. 조선비즈. 2015.12.01.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1201092602263(검색일:2015.12.01.).
8) 이만용.『위안화 국제화 진전과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통권423호, (2009.11)
9) IMF 회원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경우, 별도의 담보없이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은 범
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통화를 말한다.
10) 미국 달러화와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 일본 엔화에 이어 5번째로 SDR 구성통화 바스켓에 포함된
셈이다. SDR 통화 편입 후 효력은 2016년 10월부터 발생한다. “中 '화폐굴기'..개방 따른 리스크 견
딜 체력은 있는가”. 뉴스1. 2015.12.01.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1201091033645(검색일:2015.12.01)
11) 환율결정 이론 및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내용은 『외환론』 (박영사 최생림저. 2011)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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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수지의 흑자 확대는 외환의 수요보다 공급이 더 커서 본국 화폐가치가 절상되고 외
국 화폐가치가 떨어진다. 중국의 무역수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도표 1]

[도표 1] <최근 5년간 중국의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7월)

수출입총액

36,421(22.5)

38,667(6.2)

41,603(7.6)

43,030(3.4)

22,244(-7.2)

수출액

18,986(20.3)

20,489(7.9)

22,100(7.9)

23,427(6.1)

12,648(-0.8)

수입액

17,435(24.9)

18,178(4.3)

19,503(7.3)

19,603(0.4)

9,596(-14.6)

1,551

2,311

2,597

3,824

3,052

무역수지

*출처:중국 해관총서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4)미국의 압력
미국은 중국에 대해 수출보다 수입 비중이 높아 적자를 봄으로써 발생하는 중·미간 무역 불균
형을 빌미로 위엔화 절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의 이득을 얻기 위해 위안화 환율을 인위
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거래
에서 가격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불공정무역 관행 감시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
다. 이 특별기구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12) 최근 미국의 유력 대선 주자인 클린턴 후보
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웨스트 콜럼비아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무역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라고 지적하며, "불공정한 방법으로 가격을 낮추어 미국 기업들의 일자리를
뺏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13) 클린턴 후보의 이같은
지적은 집권 후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공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2005년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 개혁 이후에 위안화 실질환율이 25%이상 평가절상 되면
서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하였다. 위안화의 절상은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가시
킬 수 있으며, 이는 위안화 평가절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위안화가 평가절상 되면 외국인

12) “미국, 중국에 불공정무역 `압박’” 연합뉴스 (2012.03.05)
http://www.news-y.co.kr/MYH20120305001400038/ (검색일:2015.11.21).
13) “힐러리 클린턴 미국 대선후보 공약 -중국 불공정 무역 그냥 두지 않을 것” 글로벌비즈.
(2015.07.24).
http://www.g-enews.com/ko-kr/view.php?ud=201507240917475624049_1 (검색일: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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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14) 위안화 환율의 평가절상은 외국인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투자업종의 시장투자전망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중국에 대한 시장진입이
증가되는 이유다.15)
3. 소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는 절상추세가 중단되었으며, 1년 이
상 달러당 6.83위안 내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16) 이는 위안화 환율의 결정이 외환시장에서
의 수요와 공급 뿐만 아니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라든가 대외균형의 추구 같은 중국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에 의해 상당 부분 좌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17)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절상
요인들에 의해 결국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속도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로 서서히 절상할
것으로 보인다.

Ⅲ. 중국 위안화의 절상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위안화의 절상으로 중국은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대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중국은 수출(25.5%)과 수입(20.0%)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해, 미국
(13.3%, 10.1%)과 일본(4.9%, 10.5%)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비해 기술력이 앞서 있는 한국은 중간재 수출을 통해 중국의 성장에 기대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일본의 흑자가 늘어난 것처럼, 일본-한국-중국이
기술력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수직적 분업체계를 통해 중국의 수출 증가와 한국의 대중 무역흑
자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18)[그래프 1]
더욱이 한국의 대중국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중국의존도가 증가하
고 있다는 것이며 중국의 대(對)세계 수출입의 증감여부에 구조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한국의
무역은 긍정적·부정적 양면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우선하여 위안화의 절상이 중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
다.

14)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통해 인민폐실질환율은 외국인직접투자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세한 것은 김영재.『중국의 FDI와 인민폐 환율의 연계성 분석』CHINA 연구 (제18집), (2015)참
고.
15) 김영재. 위의 논문.
16) 2015.11.22. 현재 달러당 6.41위안. http://www.keb.co.kr/ (검색일: 2015.11.22.)
17) 배민근.『위안화 절상되면 무역수지는 소폭 개선』Weekly 포커스(2010.3), 21-26쪽.
18) 민귀식.『한중 경제관계의 빛과 그림자: 대전환 시기의 한국의 대응』,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283
호, (2015. 10).

172 國際學院友論集 13 集

[그래프 1]

2. 위안화의 절상이 중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과거에는 가공무역비중이 높아 위안화 절상 시 중간재의 수입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중간재 국산화정책, 산업구조 고도
화정책 등으로 비가공무역 비중(국산화 비중)이 높아져 환율에 대한 수출입 민감도가 더 커졌
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화 절상(실질환율 1%p 절상 기준)시 정기
적으로 가공제품수출은 1.5%p, 비가공제품 수출은 1.9%p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0)
위안화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절상되어 왔지만 위의 결과와는 다르게 수출은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래프 2]
무역지표부터 살펴보면 위안화가 저평가됐을 경우 그만큼 중국이 경상흑자를 달성할 가능성
은 커지며 위안화가 균형환율(중국기준 평가절상)에 근접할수록 경상수지도 제로에 가깝게 수렴
되곤 한다.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래프
3] 그 원인으로는,
첫째, 가공무역구조 중심인 중국에서 수입의 증가는 수출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둘째, 중국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지만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완구·TV·의
류 등 저가항목들을 대체할 나라가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투자
기업들이 중국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인건비만을 놓고 보면 중국은 이미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 국
가는 산업역사가 중국보다 짧아 숙련공이 부족하고 공급사슬체계, 인프라, 시장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21)
셋째, 수출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중국산 상품의 현지통화 표시가격을 올리지 않았을 요인이
있다. 그동안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워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많은 완제품들을 해외로
19) 장오남.『환율변동이 중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6).
20) 류난.『위안화 절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8).
21) 중국 투자 기업들이 중국을 떠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명신. 『중국경제 다시 읽어
라』, 더난출판 (2013), 126~13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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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해 왔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등의 요인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흑자폭을 낮추어 해외수출시장 유지를 하였다.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지만, 무역수지는 감소하고 있다[그래프 1, 2]
넷째,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요인이 있다. 2005년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 개혁 이후에
위안화 실질환율이 25% 이상 평가절상 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하였다. 국제수지 입장에
서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입은 빠르게 증
가시킨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중국 수출입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수출액
이 수입액보다 훨씬 크다.22)
위와 같은 요인을 종합하여 볼 때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출 강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
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 절상과 무역수지 흑자폭의 감소화로 중국의 수출
총액은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2]

[그래프 3]

22) 김영재.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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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안화 절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대외 수출입
① 한국의 대외 수입
위안화의 절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수출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중국산 상품의 현지통화
표시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제품을 대신하여 세계시장에서 저가항목들을 대체할 나라가
적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외 수입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에서의 수출 감소로 인한 영향으로 한국은 해외시장에서 수입이 증가될 것이고, 중국의 수
출 감소와 늘어난 수입량으로 인해 수입 단가가 증가될 것이다.
② 한국의 대외 수출
한국의 대(對)선진국 수출증대 효과는 중국과 가격경쟁력이 어느 정도 치열한가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제품의 상관계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분업이 강화됨과 동시에 경쟁도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23)
특히 2010~2014년 동안 전체 14개 품목 중 휴대폰 및 부품, 전기·전자제품 등 8개 품목에서
경합도가 상승24)하였다.[도표 2]

[도표 2] 한·중 품목별 수출경합도

2010(a)

한·중 경합
2014(b)

차(b-a)

0.287

0.263

-0.024

0.264

0.357

0.093

0.191

0.177

-0.014

석유제품

0.163

0.643

0.480

화학제품

0.360

0.265

-0.094

0.308

0.279

-0.029

가전제품

0.304

0.353

0.049

휴대폰 및 부품

0.680

0.845

0.164

구분

품목명

1차산업

농수산물
플라스틱 및

경공업

고무제품
섬유·의복·가죽제
품

철강 및
중화학공업

비철금속제품

23) 주혁학.『중국 위안화 국제화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2).
24) 심혜정.『미국 수입시장에서의 한· 일과 한· 중 수출경합 비교』,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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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0.411

0.468

0.057

전기·전자제품*

0.491

0.505

0.013

자동차 및 부품

0.248

0.223

-0.026

조선
의료·정밀·광학기

0.339

0.558

0.219

0.491

0.512

0.022

0.468
0.346

-0.006
0.056

기
기계류**

0.474
전품목
0.290
주: *전자집중회로, 축전지 등(휴대폰, 반도체 제외),
**보일러, 발전기, 공작기계 등(가전 제외)
자료: 한국무역협회

이는 2006년 ‘제11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된 후 중국의 양적성장 투자유치 전략이 질적성장
투자유치 전략으로 전환된 이래 2015년 11월 3일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에 이르기까지 심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도표 3]. 기술수준이 증대되는 중국기업들이 부품을 자체조달하면서 주변
아시아 기업과 협력과 분업이 아닌, 경쟁상대로 바뀌어가는 추세가 가속화 되어 가고 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과의 수출 경합이 증가할 것이며, 중·단기적으로는 위안화의 절상으로
인해 중국 제품은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므로 한국의 대외 수출은 증가될
것이다. 중국이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비교적 한국이 수출할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표 3] 고도화되는 중국 제조업 기술력
(단위%)
2000년
ICT산업

2012년

16

27.5

중고위 기술산업

24.6

27.5

중저위 기술산업

12.8

15.4

저위 기술산업

38.4

24.5

*중국 산업의 기술별 수출비중
자료: 산업연구원

(2)한국의 대중 수출입
①한국의 대중 수입
위안화가 10%절상될 경우 중국을 제외한 해외시장에 대한 한국의 총 수출을 2.8% 증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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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가 유사해지고, 특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에 투자한 데도 기인한다. 위안화 절상은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가격을 올린다. 따라서
위안화 10%절상시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4.3%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25)
따라서 위안화의 절상은 대중 수입이 줄어들어 무역흑자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
다.26) 하지만, 한·중간 무역불균등이 심해지면 중국으로부터 제2의 마늘분쟁27)과 같은 통상압력
이 가중될 수 있다.
②한국의 대중 수출
위안화 절상이 가져오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감 여부는 우리나라가 자본재수출 중심의 무
역구조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중국 내수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효과, 중국
의 긴축으로 인한 마이너스 소득 효과, 그리고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
요 감소 효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위안화 가치상승
은 중국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은 증가하지만, 중국의 수출 감소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로 중국에 대
한 수출을 감소시키도록 작용하게 된다.28) 대중수출품목 가운데 소비재의 비중이 낮다는 사실
과, 위안화 절상의 긴축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는 통화바스켓에 기초한 관리형 변동 환율제이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속도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로 조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요감소 효과로 인해 그만큼 한국의 자본재의
대중수출량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중수출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진다.29)
2000년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은 48.5%였으나 2015년에는 31%로 감소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
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도 2000년 87.4%였으나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도표 4]. 이는 위에서 언
급하였던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요감소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의
자본재의 대중수출량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중수출 감소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가 자본재수출 중심의 무역구조인 점을 감안하여 분석하였을 때 대
중수출 감소 효과가 더 크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와
중국의 지속적인 내수진작, 기술집약적인 발전관 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
중이 감소하여 대중수출 감소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겠다.[도표 4]
또한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로 중국내 한국법인들의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25) 김동하.『위안화 경제학』, 한스미디어 출판 (2010), 127-131쪽.
26) 하지만 중국에서 비교적 값싸게 들어오던 농수산물과 저가 소비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소비
자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27) 마늘분쟁은 2000년 6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
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긴급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스테르의 수입을 잠정 중지했다. 결국 2000년 7월31일 '마늘협상안'에 한,중 양국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타결되었다. 중국은 휴대폰의 수입중단을 풀기로 하고, 우리나라는 2002년까지 3
년간 매년 3만2000∼3만5000㎏의 중국산 마늘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사오고 세이프가드 시
한을 2002년 말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과 맺은 합의문 부속서에 세이프가드를 오는
2003년 1월 이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998&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2015.11.22)
28) 김봉한,남수중,허찬국.『중국 위안화 절상 전망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한국경제연구원 (2008),
135-136쪽.
29) 배민근.『위안화 절상되면 무역수지는 소폭 개선』Weekly 포커스(2010.3), 2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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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또 채산성 악화로 한국 기업의 대중국 수출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산업고도화 내지 국산화, 내수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대중국 수출둔화 요인
이 될 것이다.
[도표 4] 한국과 중국의 교역 관계 추이
구분

2000년

2013년

2015년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

48.5%

45.3%

31%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

87.4%

78.1%

75.7%**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감률

22.8%

8.6%

-3.6%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은 2015년 9월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감률은 2015년 1~8월 기준
**2014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중국해관총서, 한국무역협회
4. 소결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한국의 대외수입, 대중수입, 대중수출 모든 부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대외수출면에 있어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이것
도 중국의 기술력 증가에 따른 경쟁력에 따라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위안화 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는 GDP증가 효과와 GDP감소 효과가 공존 하
고 있다.[그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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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을 포함한 외자기업의 중국내 공장은 외형상 PC, iPhone 등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지만 주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입 중간재를 조립·가공하는 저부가가치 프로
세스를 담당하고 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정보통신업종은 다른 업종 및 선진국(미국·일
본 등)에 비해 수출의 수입유발계수30)가 크다.31) 따라서 한국이 대중국 자본재 및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인한 관련기업 채산성 약화로 소비와 투자 부진 및 경상수지 약화가 발생할 것이며 이
는 GDP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가공무역적 형태에 의
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지난 2000년 64.4%에서 2013년 49.7%로
크게 줄었다.[그래프 4] 반면 중국의 소비재 수입 규모는 1,576억달러(2014년 기준)로 전년 대
비 15.2%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재 수입 시장에
서 우리 점유율은 2007년 6.0%에서 2014년 4.5%로 줄었다.[그래프 5] 1위 품목 개수는 59개
에서 43개로 줄었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등이 같은 기간 적게는 2%포인트, 많게는
5%포인트 점유율을 끌어올린 것과 대비된다.32)

[그래프 4]

[그래프 5]

30) 수출상품 1위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수입액을 말하며, ‘1 - 수입유발계수 = 부가가치유발
계수’
31) 배기환.『중국 무역수지의 구조적 특징과 향후 전망』한국은행 국제경제정보, 제2011-21호 (2011.5).
32) “[흔들리는 수출 돌파구는 없나] 폭발력 큰 중국 소비재 시장 잡아라” 서울경제 (2015. 10. 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755197(검색
일: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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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신창타이(新常太) 시대의 구조전환 과정 속에서 위안화의 가치 상승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
이 될 것이며 이는 중국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 또한 중국이 새로운 성장동력
을 모색하는 가운데 시장진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 경제 전체에 중국의
중요도는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3)
본 논문의 시사점은 한국은 기본적으로 대중수출이 가공수출 형태이고, 전체 수출의 1/4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중국의 수출경쟁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중국경제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회는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중국으로 인해 발생될 위험성은 가능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소득증대는 결국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더욱 ‘큰 시장’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지배적 정부역할, 지역불균형, 금융부문 낙후 등 고르지 않은 모습을 보
이고 있으나 실물경제 규모의 팽창은 생산, 투자, 소비의 확장과 부수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중국의 임금 상승, 산업고부가가치화 노력 등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34)
위와 같은 거시적인 틀 속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시아 역내
에서의 경제 외교적 입지 강화 노력을 통해 역내 신흥개발국을 거점 생산기지(가공무역기지)로
써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2006년 ‘제11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된 후 중국의 양적성장 투자유치 전략이 질적성장
투자유치 전략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올해 11월 3일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에 이르기까지 심
화되고 있다. 기술수준이 증대되는 중국 기업들이 부품을 자체조달하면서 주변 아시아 기업과
협력과 분업이 아닌, 경쟁상대로 바뀌어 가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신창타이’시대로 접어
듬에 따라 수출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중국경제 구조가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산업 고
도화 속도 및 내수시장의 중요도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내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중국과 고부가가치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 수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셋째, 위안화가 역내에서 결제통화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거나 완전 국제화된다면, 위안화 환율
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달러화와 위안화에 대한 이중적인 환율관리로 부담이 가
중될 수 있다.35)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 체제 구축 정착에
노력하여 직거래 시장 개설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36)를 받아야 한다.37) 또한 현재의 원화와 위

33) 허찬국.『위안화와 엔화가 한국의 對중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14.03).
34) 김봉한,남수중,허찬국.『중국 위안화 절상 전망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한국경제연구원 (2008),
137-138쪽.
35) 이창영. “위안화 국제화 진전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CSF중국전문가포럼 ,(2013.
8. 12). http://csf.kiep.go.kr/issueInfo/M002000000/view.do?articleId=573 (2015.11.24).
36) 직거래시장 개설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로는 1.환전단계 간소화로 은행간 시장 환전비용 축소, 2.이
종통화 데스크 운영비용 감소, 3.원·위안화 거래 확대에 따른 유동성 비용 절감이 있다. 자세한 것은
박성욱,지만수,송민기.『위안화 직거래 체제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4) 참고.
37) 이윤석.『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한국금융연구원, 금융 VIP 시리즈,(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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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화 간 직거래 체제를 활용하여, 아직까지 제한적으로만 개방된 중국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금
융사들이 위안화 금융 서비스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중국 금융시장이 본격 개방되었을 때
경쟁력 있는 위안화 금융 서비스를 국내외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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