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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압록강은 흐른다
강 재 홍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前한국교통연구원장)

지난 10월 초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의 평양방문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성
과를 남긴 듯하다.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지형과 북∙중관계라는 기존의 설정
외에도,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약속한 것은 큰 변화의 시작을 예고하는 단초라 하
겠다. 여기서 무엇보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압록강 대교 신설에 대한 북한의 동
의를 얻어낸 점이다. 중국이 이처럼 압록강대교 건설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는 북한
의 개혁개방에 대비한 북한진출 교두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임은 명약관화(明
若觀火)하다.

百花齊放1)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을 잇는 압록강철교는 1911년 일본
의 대륙진출을 위해 건설되었으나, 한국전쟁 중에 미군의 폭격으로
절반구간만 남아 압록강단교(鴨綠江斷橋)라 부른다. 이후 그 바로
옆에 새로 만들어진 철교가 조중우의교(朝中友誼橋)로, 지금까지
압록강 철교

북∙중 간에 거의 유일한 통로역할을 해왔다. 신압록강대교 건설은
중국측이 동북(3성)진흥전략으로 추진하는 단둥지역의 압록강변 개

발프로젝트, 북한의 신의주경제특구계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옛부터 조
선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사절은 의주를 지나 이쯤 어디서 짐보따리를 한번 풀었을 터
인데, 이제 다시 유무상통하는 국경무역이 21세기에 들어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바야흐
로 백화제방(百花齊放)의 시대를 예감한다.
지금 북한 쪽에서 바라본 단둥의 모습은 고급아파트들이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면
서 마치 뉴욕의 마천루와 같은 상전벽해를 보는 듯하다. 단둥은 옛날 백두산에서 출발한
뗏목이 강의 하구에 도달하면 떼꾼들이 며칠씩 쉬었다 되돌아가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
다. 그러나 이제 단둥 하류에는 동항(東港)이란 큰 신항이 생겼고, 하늘길로는 2011년에
단둥공항이 완성될 것이라 한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2013년 건설될 단둥-선양
(�陽) 간 고속철로, 239km 구간을 50분대에 주파할 계획이다.
1) 편주 : 백 가지 꽃이 만발한다는 의미로 춘추전국시기‘百花齊放, 百家爭鳴’
이라 하여 다양한 사상이 자유롭게 펼쳐짐을 의미하였다. 여기에서는 북중간 자유로운
통상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비유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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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北亞 �色大通路
대륙의 힘이 요동칠 때 우리의 선조들은 간난의 세월을 겪어야했고, 명나라와 청나라
의 사이에서 군신관계냐 형제관계를 놓고 다투다가, 남한산성에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가두기도 했다. 이제 압록강변에 서서 한∙중 역사의 한 대목을 다시 보는듯한 기시감과
함께, 최근 들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국가주의, 남방삼각동맹과 북방삼각동맹 간 여전한
대결의 질서를 본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립과 상대적 퇴보를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모든 개방은 선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지역을 변화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평
의선, 평부선, 경의선으로 이름이 갈려진 경의축을 다시 하나로 잇고, 이를“有無相通 東
北亞 �色大通路”
로 이름짓고자 한다. 장차 개방과 변화를 통한 평화와 자강을 이끌어내
는 데 있어서 한국교통연구원의 동북아∙북한연구센터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앞으로 북한이 G2의 거대한 위상을 가진 중국의 기러기 편대 속에 들면, 우리와는 서
로 다른 방향으로 점점 멀어질 뿐이다. 더 늦기 전에 표준화와 함께 물류사업의 상호투
자, EU와의 국제협력 등, 새로운‘통합’
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살아있는 것
은 변화한다. 접경지역의 교통과 물류에도‘변화와 개방’
이 필요한 시점이다.

一衣帶水2)
랴오닝성의 성도(省都) 선양은 과거 성경(盛京)이란 이름을 가진 청나라초기의 수도였
고, 만주국시절의 옛이름인 봉천(奉天)은 구만주철도의 중심지역이다. 향후 남북한과 내
몽골 등을 합하면 인구 2억 이상의 동북아경제권이 형성된다. 신한반도구상과 경제발전
계획은‘개방적 한반도경제권’
의 중심축선으로 신의주-단둥-선양지역을 포함하고, 동
쪽으로 북한 나진항을 잇는 지린성 둔투선(敦化~圖們)을 활용한 TSR 연결, 그리고 다시
투먼에서 동변도철도를 이용해 번시(本溪), 단둥으로 이어지는 물류허브의 큰 그림을 그
려야 한다.
‘장강의 뒤 물이 앞 물을 민다(長江後浪推前浪)’
고 했다. 바람은 너울을 만들어 때로
그 흐름의 방향을 알 수 없지만, 장강의 너른 바닥은 도도히 흘러 마침내 큰 바다로 향할
뿐이다. 한반도의 물류 역시, 하나된 세상을 향한 꿈과 희망, 열정이 되어 압록강 위에
물흐르듯 초록으로 넘실거린다. 다시 압록강은 흐른다.
2) 편주 : 옷의 띠만큼 좁은 강이란 뜻으로 강 하나를 사이에 둔 매우 가까운 사이를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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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경기침체와 러시아의 교통개발전망
이 옥 남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러시아는 지난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해왔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 및 외국인 자본 이탈
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 특히 자원의존적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지속적인 루블화 평
가절상, 고유가 시기 대규모로 유입되었던 외국인 자본의 이탈 등 외부충격에 약한 금
융시장을 가지고 있어 G20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2009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5%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의 교
통개발 정책도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교통개발 현황
현재 러시아정부는 지난 2008년에 발표한‘교통개발전략 2030’
이라는 중장기적인
교통전략 하에‘러시아 교통 시스템 현대화(2002-2010)’
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중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를 1년 앞당겨 완료하고‘2010-2015 러시
아 교통시스템 발전 계획’
을 시행하도록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바 있다.
‘2010-2015 러시아 교통시스템 발전 계획’
은 교통 시스템의 현대화에서 더 나아가
교통 접근성, 효율성 및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 동부 지역 교통인프라 구
축, 새로운 교통로 개발, 복합교통단지 형성, 혁신교통기술 도입이 주요 목표이다. 프로
그램 전체 예산은 13조 9,000억(약 560조원) 루블이며 이 중 러시아 연방의 투자금액이
4조 6,510억 루블(약 187조원)로 33.4%, 러시아 연방 주체3) 투자 금액이 6,156 억 루블
(약 24.6조원)이며 민간 자본이 8조 6,303억 루블(약 344조원)이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러시아정부의 교통개발정책으로 인해 러시아의 교통인프라 개발이 지속적
으로 이뤄지고는 있으나 교통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 노후화, 교통인프라 사업에의 민
간투자 감소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연방 주체 중 마가단 주, 추코트 자치구, 코랴
크 자치구, 캄차카 주 등이 철도연계가 되지 않았으며 철도 노선 30%가 시설이 낙후되
어 있어 지금처럼 개보수사업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2015년에는 전체 50%가량의 철도노
선이 낙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로는 자동차 보급 속도에 비해 5배 정도 공급속도
가 느려 수요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륙수운은 75%정도가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3) 러시아 연방 주체는 공화국, 지방주, 연방적 의의를 지닌 도시, 자치주, 자치구라는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4∙

위기에 봉착한 러시아의 교통개발
러시아는 경기침체로 인한 화물물동량 감소로 운송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 상
반기 화물물동량이 2조 808억 톤㎞를 기록해 17.5%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이 중
철도가 8,646억 톤㎞, 도로가 821억 톤㎞, 해운이 461억 톤㎞, 내륙수운이 167억 톤㎞,
항공이 15억 톤㎞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1조 698억 톤㎞를 기록하면서 해운을 제외한 나
머지 교통 부문에서 화물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화물물동량 감소는 러시아 물류시장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러시아의
운송업자들이 재정난과 함께 운송서비스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
재 러시아 물류협회 내에서 파산한 러시아 운송업체가 3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목
재 및 목재가공업, 시멘트, 시설장비, 화학제품, 금속제품과 같은 화물운송이 크게 줄어
들면서 역내 교통부문 수익이 30% 감소해 운송업계에는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있었다.
2009년 상반기 여객 물동량은 1,894억 인㎞를 기록해 10.7% 감소했으며 이 중 철도
가 745억 인㎞, 도로가 687억 인㎞, 항공이 459억 인㎞로 전반적인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러시아정부의 대응정책
지난 4월 러시아 하원에 참석한 국무총리 블라디미르 푸틴은 2009년 교통인프라 개발
사업에 정부예산을 상향 조정해 5,600억 루블(약 22조원)로 책정했다고 밝히면서 장기
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교통인프라 및 기술개발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따
라서 교통개발을 위한 투자비로 전년대비 1,000억 루블 (약 4조원)이상 증액할 예정이며
특히 도로 인프라 개발은 전년보다 2,940억 루블(약 11.7조원)이 증가한 3,120억 루블
(약 12.5조원)로 책정되어 지방 공공교통 쇄신 및 효율적인 차량 이용을 위한 새로운 프
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이다.
러시아정부는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해 교통인프라 개발의 시급성을 인
식하고 있다. 특히 극동지역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계교통망 부족과 인프
라의 낙후로 인해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투자정책
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연방정부예산과 러시아 자국 내
민간투자만으로 수용할 수 없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은 외국기업과의 MOU체결 등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러시아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
로 진행되어 경제발전이라는 결실을 맺을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5

북한
원산철도분국 당위원회, 당세포사업4) 추진

북한 함흥철도국 산하 원산철도분국 당위원

회는 이천~지하리 간 철도강도 향상사업 등 자체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다. 당
위원회는 철도강도 향상을 위한 침목의 레일못을 교체하기 위해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철도고착
품 자체 생산을 모색하였다. 이에 당책임일꾼들이 기관차대 소속 수리중대, 공무중대 등 당세포로
하방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로동신문> 10월 8일

남포시에서 시내-남포항 도로를 새롭게 포장

남포

5)

시는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 에 시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
는 사업의 일환으로써 도로를 새롭게 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했
다. 도로공사 구간은 시내입구부터 남포항까지이고, 공사는 마
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노동자들은 도로경계석 작업,
오수망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계획을 구체적으로
남포시 도로포장공사 전경

세운 데 맞게 시공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공사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켰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TV> 10월 28일

중국
백두산 순환관광도로 일부구간 개통

10월 10일 백두

산관광도로 얼다오바이허(二道白河)~만쟝(漫江)구간이 개통되
었다. 이 도로는 총연장 177㎞의 백두산순환관광도로의 일부로
총 5.8억위안(약 970억원)이 투자되었다. 총연장 84㎞의 이 도
로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급자연보호구를 가로지르는 2급도
로이다. 백두산관광도로사업단 관계자는 총 노선의 76.3%가 기
백두산 순환관광도로 개통식

존 도로를 활용하여 건설되었으며 곡선구간이 총 150개 구간(총
노선의 63%)으로 백두산 산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설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 도로의 개통에 따라 백두산 1일관광권의 형성 및 백두산 관광수요의 증가
에 따라 인근 지역의 관광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교통신문> 10월 16일

훈춘-동닝철도 예비타당성 연구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圖門)을 개발개방의 선도구
로 하는 중국두만강지역합작개발전망계획강요’
(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的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
發計劃綱要)가 8월 30일 국무원 비준을 획득한 이후 두만강지역의 국제협력개발과 동북아지역 협력
개발의 중요한 통로 중 하나인 지린성(吉林省) 훈춘(琿春)-헤이롱쟝성(黑龍江省) 동닝(東寧) 구간의
철도건설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연구단계에 들어섰다. 훈춘-동닝철도는 동변도철도와 연계되는 지
4) 상급 당위원회 책임자들이 각 기관의 말단단위에 하방하여 실무를 지휘하는 사업
5) 북한은 매년 봄(4월)∙가을(10월)에 30일의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지정하여 환경보호사업과 강∙하천 정비, 도로 및 주택 보수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6∙

역철도로 동변도철도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접경지역을 따라 다롄-단둥-퉁화-투먼-무단장-쉬
펀허 등 동북3성의 주요 접경지역을 연계하고 있다. 훈춘-동닝철도는 총연장 209㎞로 계획투자액
은 70억위안(약 1.2조원)에 달한다. 이 철도는 2010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연변일보> 10월 30일

러시아
러시아철도공사, 몽골 타왕털거이에 철도건설 계약체결
러시아철도공사가 몽골의 건설도시계획교통부와 몽골 주네바얀-타왕
털거이 지역에 철도노선을 건설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주
네바얀-타왕털거이 구간의 신(新)철도노선건설계획 이외에도 울란바토
르철도회사의 러∙몽 공동개발계획에 합의했으며 특히 몽골 남고비지
몽골 타왕털거이 석탄매장지

역 개발촉진을 위해 주네바얀-타왕털거이 구간에 신속한 철도 노선 건
설을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코즈미노 석유항에 석유수송 시작

<러시아철도공사> 10월 15일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

데 10월 22일 코즈미노 석유항으로 석유의 철도 수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연해주 정부는 코즈미노
석유항의 석유수송관 건설작업이 완공됨에 따라 1차적으로 원유 85,000톤을 수송해 기술적인 부분
과 시설 이용 준비상태 등을 시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은 이르쿠츠크,
사하공화국, 야쿠티야, 하바로프스크주를 경유하며 1단계로 스코보로디노에서 코즈미노까지 석유가
철도 수송되어 아태지역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러시아철도공사> 10월 20일

몽 골
철도시설공단, 몽골 철도건설 참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철도청과 몽골철도건설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몽골철도의 노후화로 타왕털거이
(Taivantolgoi) 광산까지 일부 구간은 신설하는 등 몽골철도를 전반적으
로 새롭게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광산개발과 연계하여 철도건설은
물론 산업단지 건설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몽골 건설도시계획교통부 장관의 초청으로 한국철
MOU 체결식

도시설공단 조현용 이사장을 비롯하여 현대, 대우 등 관계자가 몽골을 방
문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몽골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광산 연계철

도망 구축 등을 위해 양 기관간 공동실무팀을 구성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과 울란
바토르에 각각 대표사무실을 제공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몽골항공, 제주도 취항 예정

<Niigmiintoli.mn> 10월 16일

몽골항공은 한국의 제주도, 싱가포르, 하이난도의 산야시, 홍콩

등 여행과 비즈니스 활동이 잦은 지역에 새로 취항하기로 했다. 몽골항공의 제주도 취항은 내달 5~8
일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ONOODOR신문>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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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북한 연구 소식
■실적
중국 지린대 동북아연구원과 MOU체결, 국제학술
좌담회 개최 10. 29(목) 한국교통연구원 황기연 원장 및 연
구진은 중국 지린대(吉林大) 동북아연구원을 방문하여 상호간
학술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황기연 원장은 양 기
관의 MOU체결을 통해 동북아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의 기초를
한중국제학술간담회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연구실적 및 정보의 교
류, 연구진의 상호방문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날에는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및 연구진, 강원발전연구원 김정호 원장 및 연구진, 통일연구원 서
재진 원장과 지린대 부총장, 동북아연구원 원장 및 연구진, 중국 지린성 발전개혁위원회 창샤오춘(常
曉春) 부주임 등이 참석하여‘환동해권 국제협력개발 활성화 방안 :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를 주제
로 한중국제학술좌담회가 진행되었다.

ESCAP 동북아∙중앙아시아 복합운송체계 전문가
회 의 유 엔 아 시 아 태 평 양 경 제 위 원 회 (UNESCAP)는
11.4(수)~5(목)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
에서 동북아∙중앙아시아 복합운송체계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
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북아∙중앙아시아를 경유하여 우리나라
ESCAP 복합운송경로 전문가회의

와 유럽을 잇는 복합운송경로 노선대안에 대한 각국의 노선축별
교통시설과 국경통과부문의 현황과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

되었으며, UNESCAP 본부와 World Bank, ADB, UNECE, OSCE, 중앙아시아 5개국과 중국, 러
시아, 몽골의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원의 동북아
북한연구센터에서 참석하였다.

■계획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8회 동아시아교통학회
참석 동아시아교통학회(EASTS, 회원국 16개국, 회원수
1,200여명)가 제8회 대회를 11.15(일)~11.18(수)에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급격한 지역성장
에 따른 교통기반시설과 서비스의 향상’
으로, 발표논문 502편,
참가자 약 900인이며 한국에서는 오영태 대한교통학회장과 전
경수 대한토목학회장 등이 참석
동아시아교통학회(EASTS) 홈페이지

하며, 본원에서는 황기연 원장

등이 2011년 대회의 한국유치와 논문발표를 위하여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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