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적 이익관점에서 본 GTI와 동북아 국제협력*

김 선 래

- 개요 -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거 두만강 개발계획(TRADP)이 시작되

었고, 그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2005년 광역 두만강 개발사
업(GTI)으로 전환되었다. GTI 사업 범위는 몽골,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지역이 해당하나 2009년 북한이 탈퇴함으로써 4개국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개발계획이 26년째 큰 진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남북한 간의 
대립, 그리고 두만강 개발사업에 관여한 국가 간 이해관계의 상충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역 국제협력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현실주의 
이론 중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동북아에 위치
한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등, 각 국가 간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거나 상
대적 이익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진 것을 동북아 국제협력 저해 요인으로 
본다면 각 국가 간의 상대적 이익에 대한 분석이 동북아 국가 간의 국제협
력 문제를 푸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국제협력
의 내용인 GTI 사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사업, 북한의 
나진‧선봉 특별지구, 러시아의 극동개발 사업인 자유항제도와 선도개발구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러한 각 국가의 사업 프로그램을 국제협력이라는 차원
에서 풀어나갈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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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거 두만강 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이 시작되었고 그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2005년 광역 두만강 개발사업(GTI)으로 전환되었다. 1992년 

이래 시작된 동북아 지역 국제협력개발사업이 26년 동안 공전하고 있는 것

이다. 현재 GTI(Greater Tumen Initiative) 사업 범위는 몽골, 중국, 러시아, 북

한, 한국 지역이 해당하나 2009년 북한이 탈퇴함으로써 4개국이 회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긴 시간 동안 동북아 개발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그 개발을 추진하여 왔지만 현재까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

에 위치한 중국, 러시아, 한국, 몽골, 북한 각 국가 간의 국가 이익이 서로 

충돌하거나 상대적 이익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진 것이 국제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본다면 각 국가 간의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에 대한 분석이 동

북아 국가 간의 국제협력문제를 푸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제협력

은 국제정치이론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논쟁 중 하나이다. 국제정치학 신자

유주의 이론의 거두인 로버트 코헨(Robert Keohane)은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을 

기피하게 하는 국제적 무정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제도(international 
institution)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도주의적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

는 신현실주의자에 의하여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신현실주의자인 조셉 그리

에코(Joseph Grieco)는 상대적 이익이라는 개념을 피력하면서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 이익 개념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보았다.1) 이러한 비판은 국가 간 협력에서 발생하는 절

대적 이익과 상대적 이익이라는 논쟁으로 확산 되었으며, 신자유주의와 신현

실주의자들이 국제협력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놓고 벌이는 이론적 논쟁의 근

간이 되었다. 신현실주의자 입장에서는 동북아 개발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상대적 이익, 그리고 한국과 북한 간의 상대적 이익이 적용되어 이 지

역에서 국가 간 협력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제협력의 논쟁에서만 보자

면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협력이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을 논리적으로 풀어 가

는 데 있어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상대적 이익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게 

1) Joseph Grieco(1988)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pp. 
485-507.



작용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렇다면 동북아에 있어 어떠한 환경적 요소가 상대적 

이익에 영향을 미쳐 서로 간의 협력관계를 기피하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한국과 북한의 경우는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와 찰스 립튼(Charles 
Lipson)과 같은 학자가 주장했듯이 경제보다는 안보문제에 대한 상대적 이익 요

인이 더 크게 작용하기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2) 한국과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

국과 러시아의 경우도 상대적 이익문제와 지정학적 측면에서 안보 문제가 복합

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와는 달리 북한과 러시아, 중국은 외형적으

로 절대적 이익 관계로 보여질 수 있지만 상대적 이익논리와 지정학적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져 갈등하고 있다. 이 논문 2장에서 논문의 이론적 분석 모델 틀

을 제시하고 3장에서 GTI 사업에 대한 기본 내용과 2013년 이후 동북아 협력 

사업 모델들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창지투 

투자개발 현황, 북한의 나진선봉 특별구와 러시아의 극동 선도개발구를 설명하

고 각 국가 간의 GTI와 동북아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이익에 대해 분석해 본다. 
5장은 결론으로 동북아 국제협력에 대한 그 저해요소와 가능성을 제시한다.

2. 신현실주의와 상대적 이익

1980년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간 협력 논쟁의 초점은 절대

적 이익과 상대적 이익에 대한 논의였다. 국제정치 환경을 위계질서가 없는 무

정부적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정치이론의 기본 인식에서 출발한 이 논쟁은 

국가 간 협력에 대한 속성을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국가의 최종 목표는 국가의 존속과 발전이

다. 국가의 존속에는 안보의 개념이 강조되고 발전에서는 국가이익이 강조된다. 
발전을 위하여 국가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협력이 이익을 창출하기에 

국가 간의 협력이 증대한다는 논리가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절대적 이익 

논리이다. 그러나 신현실주의자들은 모든 국가가 국가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 이

익을 위하여 국가 간 협력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 국가의 이득이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온다면 비록 협력을 통하여 국가 서로에게 이득을 가져온다고 해도 

2) Charles Lipson(1984)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World Politics, Vol. 37, No. 1, pp. 16-22.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는 논리이다.3) 대표적인 경우가 남북한 경제협력을 들 수

가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고 창출한다

는 점을 서로가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이익논리에 직면했을 시 상

대국가가 얻는 이익이 자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발전하는 것을 회피할 목

적으로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제5차, 6차 핵 실험과 ICBM 발사로 인하여 한국이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남북한 

경협의 대표적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대표적 예가 된다. 
그리에코가 주장하기를 모든 국가가 국가의 권력과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

하여 절대적 이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 현실적인 면에서 그 협력

을 통하여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득에도 관심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계질서가 없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가 간의 권력 배분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본다면, 공동이익이 존재한다고 해도 협력이 발생하기 힘들다고 

신현실주의자들은 보고 있다.4) 동북아 협력이라는 문제에 있어 중국과 러시

아 그리고 북한과 한국의 협력관계를 상대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면 동북아 구성 국가들 간의 협력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3. GTI 사업과 참여 국가

3.1. GTI 사업의 경과와 현재

중국의 경제적 부상 이후 동북아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4대 강국의 

이해관계와 전략이 중첩적으로 교차하는 전략적 공간이 되었다. 중국을 중심

으로 하는 블록경제 구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정치학적인 공학이 투영

되어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른 셈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1990년대 탄생한 동북아 개발 사

업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착상태에 놓여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3) 김관옥(2011) ｢상대적 이익과 국제협력이론 논쟁의 재조명｣, 대한정치학회보, 제
19집 1호, 대한정치학회, 6-8쪽.

4) 황지환(2007) ｢전망이론의 현실주의적 이해: 현상유지경향과 상대적 손실의 국제정
치이론｣, 국제정치논총, 제47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9-11쪽.



동북아는 2013년부터 신동방정책을 기치로 극동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러시

아와 세계 신흥경제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

로 한 새로운 안보지형 속에서 적응하려는 한국, 동북아 최약소국으로서 국

가의 존립 여부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북한, 동북아 국제 정치 역학에 개입

을 유지하여 영향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동북아 세력 변화 판도에서 

그 이니셔티브를 쥐려고 하는 일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이와 같은 변혁과 혼돈의 동북아세력 판도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대표

적 사업이 GTI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GTI 사업에는 동북아 여러 국가가 

개입되어 있으며 그 흐름과 과정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동북아 정치·경제·국
제관계 지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그림 1> 광역두만강개발계획5)

 

1990년 유엔 국제기구인 UNDP가 주도하여 중국, 한국, 러시아, 북한, 몽골 

등 북방 5개국이 참여하는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TRADP)이 실시되었고, 이후 

이 사업은 광역두만강 개발사업(GTI)으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

다.6) 좁은 의미의 두만강 계획 대상지는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포시에트, 북한

의 라진 선봉지역의 삼각지대를 말하며, 넓은 의미의 두만강 개발지역은 북한

의 청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중국의 연길, 한국의 속초에서 부산까지의 

동해안 지역을 포함한다.

5) “제주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에 참여한다”(2015), 제주도민일보, 2015.02.11,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629(검색일: 2018.03.29).

6) 한국, 몽골, 북한, 중국, 러시아가 초기 회원이었으나 2009년 북한이 탈퇴하였다.



3.2. GTI 사업에 대한 각 국가 간의 입장 

3.2.1. 러시아와 중국의 상대적 이익에 입각한 동북아 개발 

러시아는 처음부터 두만강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옛 소련 시기부터 동해를 향한 전략적 출구 항구로서 나진항을 주목하였다. 
최근 들어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에 있어서 나진항 물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에는 나진항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와 이익이 담겨 있다고 

보겠다. 이미 소련 시절인 1989년부터 나홋카를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하겠다

는 발표를 하였고, 극동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 왔다. 특히 나진항의 경우 

1970년대 중반까지 소련의 군사항구로 사용한 적이 있는 곳이다.7) 현재 러

시아는 나진항을 통하여 석탄을 중국으로 운송하고 있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시베리아 자원 운송항구로 나진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하여 러시아는 전통적

으로 경계를 하고 있다. 우려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1990년대 초, 중국이 두

만강 변의 방천과 길림성 훈춘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러시아가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거대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소련 시기부터 경계를 해 왔던 러시아

는 극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중국인의 도경에 대하여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다.8) 두만강 유역의 개발이 러시아에 있어 국가이익으로 작

용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 사업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상대적 이익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겠다. 중국

과 러시아는 공동의 적 앞에서 협력하면서9)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에는 상대적 이익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10) 즉, 동북아시아의 GTI 사업이 

7) 김영윤(2011) ｢중국의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한국의 과제: 라진·선봉지역을 
중심으로｣, 정책과학연구, 제20집 제2호,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30쪽.

8) 김윤태‧서승현(2008) ｢중국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민과 경제사회적 영향｣, 중소
연구, 제32권 제2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16-30쪽. 

9)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협력과 공조를 하고 있지만, 지정
학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이견이 나타났다. 2015년 8월 모스크바에서 러·중 
정상들이 합의한 EAEU, SCO, 일대일로 등 3개 프로젝트 통합 추진이 중앙아시
아 지역 참여문제를 놓고 양국 간 커다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지역에서 양국의 

지정학적 이익이 충돌하기에 양국 간 협력 사업이 교착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1)

3.2.2. 두만강 유역 개발과 북・중 간 이해관계

북한은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이 외국자본과 기술 유치를 도모할 수 있으

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으

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구상하는 두만강 유역 개발 사업

과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북한은 중국이 요구하는 두만강 통행권 문제

를 주권에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두만강 하

류 지역의 자유로운 물류와 인적 자원의 교류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보

이고 있다.12) 1990년대 초기의 경우, 개방 초기였던 중국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절실하였다. 1990년대 중국의 경제발전프로그램이 한국의 대규모 투

자를 중심으로 가동했던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 변방에 

대한 투자와 개발보다는 북경과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남·북·중 공동 투자지대인 두만강유역 개발프로그램이 좌초하고 

나진선봉지구사업 또한 중단되었다. 1991년 두만강 종합개발 시 중국이 보였

던 소극적인 모습이 2015년 또다시 반복될 거라는 북한의 의심은 오히려 당

연할지도 모른다.13) 2002년에도 신의주 부근 황금평 특구 개발 시 북한 정부

가 중국사업가 양빈을 특구 행정장관으로 임명하자 중국 정부에서 양빈을 전

10) 김정기(2016) ｢최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 인식과 전략적 입장｣, 중소연구, 제
40권 제1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96-298쪽. Gilbert Rozman(2004) Northeast 
Asia’s Stunted Region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8; Andray 
Abrahamian(2015) Tumen Triangle Tribulations: The Unfulfilled Promise of 
Chinese, Russian and North Korean Cooperation, US-Korea Institute at SAIS, p. 9.

11) 이현주 외(2017)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협력 방안 
연구: 훈춘 일대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6쪽.

12) “동북진흥계획 10년... 질적 변화 접어든 북중협력”(2013), 투코리아,    
http://2korea.hani.co.kr/279707(검색일: 2018.03.30).

13) 이성우(2010)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망: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의 
건설을 중심으로｣, JPI정책포럼, № 2010-20, 제주평화연구원, 12-26쪽. 



격 체포하여 특구개발이 실패하였다. 황금평 특구는 그 이후 지금까지 특별

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류와 인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와 통과가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GTI 내 각 국가의 지정학적 이익이 상충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 지역 인프라인 항만, 도로, 통신에 대한 투자를 외국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동시에 해당 국가들과 극동개발

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14)

3.2.3. GTI와 한국의 참여

한국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체제구축, 동북

아 공동번영이라는 큰 틀에서 두만강 개발에 관심을 보여 왔다. 한반도의 통

일과 안정 그리고 경제발전이라는 과제를 놓고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

는 두만강 개발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권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하고 하나의 대륙, 평화의 대륙, 창조의 대륙을 구축하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말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ICBM 실험으로 양국 간의 대화 채널이 중단되었으며, 미국의 대 북한 경제

제재와 이와 함께 이어진 한국의 독자 제재로 대북사업인 개성공단마저 폐쇄

되었다. 2016년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돌파구였던 남·북·러 삼각협력사

업도 중단되는 등 동북아 국제협력의 중요한 사업인 GTI 사업도 정체되었

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

는 신 북방정책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립으로 힘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핵

실험으로 인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한 대화가 재개되어 동북아에 짙게 드

리워졌던 전쟁의 위기는 한층 잦아들었다고 보겠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간다면 남북한 협력사업, 더 나아가 동북아

에 있어서 국제협력사업인 GTI 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만 해결된다면, 동북아 경제협력사업은 한국의 참여로 인하여 러시아와 중

국과의 지정학적 안보문제가 완화되는 차원에서 활성화될 것이다. 

14) 이영훈(2015)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결정요인 및 전망｣, JPI정책포럼, №  2015- 
15, 제주평화연구원, 3-5쪽.



4. 두만강 유역 북・중・러 개발 프로젝트

20여 년간 잠자고 있었던 두만강 지역 개발 사업이 2015년 동북아 개발 

주도권을 놓고 러시아, 중국, 북한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내놓기 시작하였

다. 특히, 두만강 소 삼각지역인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북

한의 나진 선봉 특별시의 개발을 둘러싸고 북·중·러 삼국이 공세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등, 동북아 지역 개발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1991년 출발한 북한의 나선 자유경제 무역지대는 동북아시아 

금융, 무역, 관광기지로 도약하겠다는 웅대한 계획과 달리 투자유치 실패로 

장기간 좌초되어 있었다. 그 이후로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두만강 하구 지역에 대한 접근 프로그램

은 1990년대 초와 2015년과 큰 그림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현재는 GTI 
사업이라는 국제협력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각자가 자국의 국

가이익을 앞세운 투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 지역 국가 간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국가 안보 논리가 

저변에 복잡하게 깔려있는 것도 있지만, 해당국가들 간 GTI 프로그램 진행

에 대한 국제협력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북·중 두만강 하구 경제 특구 지대

 
러시아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했던 남·북·러 삼각 협력사업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진영의 러시아 경제봉쇄와 더불어 2016년 이래 



북한의 5차, 6차 연이은 핵실험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국제 상황에 개의치 않고 러시아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18개 선도개

발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5곳의 자유항 경제특구라는 정책을 제시하

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러시아의 적극적 제안에 뒤이어 북한은 

나선(나진·선봉) 경제특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

다.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극동 지역개발 프로그램

에 대항하여 북한이 이니셔티브를 쥐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 중 일부인 극동 지역의 개발과 블라디보스토크 자

유항에 대한 내용과 북한의 나선 특구 종합 개발계획, 그리고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에 대한 한·중·러·북의 동

상이몽과 그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4.1. 북한의 나선특구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2010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나선시를 특별시로 선포하였

다. 남포와 개성에 이어 세 번째 특별시가 탄생한 것이다. 나선시는 두만강

과 접해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교류에 있어 천혜의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구로 선포했으

며, 1996년 12월에는 직할시로 승격하였다. 이 지역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제

3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직접관리를 받는다. 나선지

역을 개발하기 위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은 1991년 이래 5차례 개정되었다. 
2015년 11월 18일 북한은 나선경제특구를 MICE(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사업)를 중심으로 종합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15) 북

한은 50여 개의 나선경제무역지대 투자 관련 법규를 게재하면서 관광지 개

발대상 10곳과 산업구 개발 대상 9곳, 8개소의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투

자, 투자항목, 세금정책, 기업창업절차, 투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

개하였다. 이중 관광지 개발 대상 10곳은 신해국제회의구, 비파섬 생태관광

구, 해상금 관광지구, 창진동 식물원, 갈음단 해수욕장, 웅상해양체육관광지, 
우암 해돋이부감관광지, 사향산 등산관광지, 소초도 유람선관광, 추진 휴가 

15) “북한, 나선 경제특구에 18조 투자한다”(2015), 국민일보, 2015.11.1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076787&code=61111111&cp=du(검
색일: 2017.10.12). 



및 별장촌 등으로 총 투자 규모 62억 6천만 달러이다. 산업구 개발 9곳은 나

진항 물류 산업구, 신흥경공업구, 안주국제상업구, 관곡공업구, 안화·동명개발

구, 두만강개발구, 웅상개발구, 구룡평·굴포 개발구, 백학공업구이다.16) 이 중 

나진항 물류 산업구는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중 대표적인 물류사업인 나진-
하산 프로젝트에 해당되어 관심을 끌었다.17) 이는 나진부두 시설과 보세구역

으로 이루어진 8㎢ 면적의 종합 물류 산업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18) 나진항 

물류산업구는 나선종합식료공장, 나진영예군인일용품공장, 나진음료공장, 선

봉온실농장, 선봉피복공장, 나선영선종합가공공장, 남산호텔증축확장, 남산호

텔광장재건축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19)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북한에 

16) 산업구 개발지 9곳 – 신흥경공업구는 피복, 가구, 컴퓨터, 반도체소자를 위주로 경
공업 첨단기술 산업지구로 육성한다. 투자규모는 2억 달러이다. 안주국제 상업구는 
금융 서비스를 비롯하여 각종 서비스산업에 대한 12억 1천만 달러의 투자를 필요
로 한다. 백학공업구는 22㎢의 면적에 강철, 건재, 첨단기술 공업, 설비제작 공업
구가 설립된다. 웅상 개발구는 주로 강재와 시멘트와 건축용 유리, 자동차용 유리, 
가소제, 건축 타일, 위생 자기 등 건재공업과 제지, 가구, 연필, 합판 등 목재가공 
공업이 함께 건설된다. 구룡평 지구에는 주로 컴퓨터 조립과 통신설비, 세탁기, 냉
동기, 컬러TV 등을 생산하는 첨단기술 산업구 그리고 버섯과 채소, 축산물 가공을 
위한 농축산물 가공공업구를 건설한다. 굴포 지역에는 유기농업과 굴포 철새 생태
관광구가 들어선다. 마지막으로 두만강 지구의 0.15㎢ 구역이 개발지역으로 지정
됐다. 이곳에는 주로 방직과 신발, 식료품 가공, 일용품 공업 시설 등이 유치된다. 
8개소에 대한 기업 프로젝트는 합작 또는 합영의 형태로 외국 투자를 받는다. 

17) 서종원(2012) ｢북한 라선지역 개발이 동북아 교통물류체계에 미치는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4월호, 83-95쪽.

    부동항인 라진항은 1974년에 무역항으로 개항된 항만으로 북한의 개방을 상징하
는 대표항만이다. 3개 부두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진만 입구는 대초도와 소초도로 막
혀 있다 (수심 9~10m). 라진항의 총부지 면적은 38만㎢이며 보관시설 면적은 총 
203,000㎡이다. 라신항의 항만 내 철도 인입선은 16㎞이며, 이중 광궤노선 연장은 
11.7㎞이다. 연간 물량 처리는 300만 톤이며 150만 톤 석탄 선적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예전에 소련 극동함대의 임시정박항구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러시아와 연
결 가능한 광궤 레일이 부두 내에 부설되어 있다. 라진항에는 3개의 돌출부로 된 10
개의 안벽이 있으며, 부두 안벽의 총 길이는 2,515m이며, 호안의 길이는 640m이다.

18) “КНДР представила нов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Расон”(2015),  
Livejournal, 2015.11.18, https://hanber.livejournal.com/4029156.html(검색일: 2018.03.02). 

19) “북한 ‘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 주요 내용”(2015), 연합뉴스, 2015.11.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7/0200000000AKR2015111717620001
4.HTML?input=1179m(검색일: 2017.10.12). 나선 종합식료공장의 경우 외국기업과 



대한 투자 제안은 사실상 북한이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공개 세일’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투자 정책 분야에서 투자자가 이 지

대에 들여왔던 재산과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윤에 대하여 자유롭게 입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투자 기업의 경영과 관리 그리고 생산 재정 계획에 

대한 권리, 생산물의 가격과 이윤 분배에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을 할 권리도 

주어졌다.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과실 송금에 대한 자유와 독자적 경영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20) 경제특구 내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과 우대정책

도 발표했으며 세금의 종류도 거래세, 영업세, 기업 소득세, 지방세, 재산세, 상

속세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기업 소득세는 결산이윤의 14%, 장려부문

은 결산이윤의 10%이며, 총 투자액 3천만 유로 이상이 되는 철도, 도로, 항만, 
통신, 공항과 같은 분야는 이윤이 발생한 날로부터 4년간 기업 소득세를 면제, 
다음 3년간 50% 감세하는 세금 우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21)

나선경제특구에서 활동할 외국 자본뿐 아니라 북한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경영 활동과 이윤 보장 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나선경제특구를 ‘일국양제(一國兩制·일국 이 체제)’의 홍콩식 모델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개방 실험’에 나섰음

을 나타내며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기에 의미가 크다.22)

합영 혹은 합작을 통하여 건강식품을 개발하여 내수와 수출로 이어지며 총 투자 
규모는 360만 달러이다. 나진영예군인일용품공장은 군복무중 신체적 정신적 상해
가 있는 영예군인들이 생산한 세탁비누와 세제, 못 등을 특구에 공급하는 기업이
다. 나진음료기업은 특구 내 공급하는 음료와 물, 알코올 종류를 생산하는 기업으
로 연 매출액 120만 불 정도이다. 선봉온실 공장은 온실에서 재배한 신선한 야채
를 특구 내 공급하고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투자 규모는 58만 
달러이다. 선봉 피복공장은 가공무역으로 작업복, 등산복, 셔츠 등을 생산한다. 나
선영선종합가공공장은 특구 내 연산 4만 톤 규모의 식기 세척제와 세탁세제, 치약 
등을 생산하며 투자 규모는 600만 달러이다. 남산호텔증축확장, 남산호텔광장 재건
축은 2개 층 증축과 호텔 앞 광장을 국제보행광장으로 개보수하여 다양한 기능을 
지닌 카페, 원형 극장, 분수, 주차장, 슈퍼마켓으로 구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0) 이유진(2016)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개발 현황과 전망｣, 북한연구학
회 동계학술논문집, 2016권 0호, 북한연구학회, 217쪽.

21) 임호열‧김준영(2015)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5, No.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6쪽.

22) “북한, 나선특구 ‘일국양제’ 홍콩식 모델로 개발한다”(2015), 데일리한국, 
2015.11.18,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511/dh20151118142453137590.htm 



4.2. 러시아 선도개발구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러시아의 극동개발 내용 중 가장 최근에 발표된 사항이 극동 러시아 선도 

개발구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다. 
“100여 년 전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자, 그리고 우리는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자유항이라는 러시아 중앙정부의 선물에 국제

물류의 중심지로, 그리고 관광거점 지역으로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19
세기 후반 제정러시아 시기 블라디보스토크에 조선인과 중국인이 몰려들면서 

국제항의 면모를 보이자 제정러시아는 이곳을 1904년 자유항으로 지정한 역

사가 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정부는 예전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

하여 또다시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러시아는 10년 이내에 연해주 지역 총생산량을 2배 이상 증가하고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률은 2015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23) 2016년 

1월 1일부터 외국인들은 비자 없이 8주간 체류가 가능하다. 연해주 지역 5개 

항구(바스토치니, 나홋카, 블라디보스토크, 자루비노, 포시에트)가 이에 해당

한다. 이 중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구는 바스토치니 항이며 그 뒤로 나홋카

와 블라디보스토크 항이 물동량 2,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화물은 석탄

과 석유 등 원료 화물이 주를 이룬다. 연해주 내 항구 운영회사는 54개 업체

로 항구운영 업체들 중에는 소규모 계선 설비 허가를 바탕으로 항만 서비스

를 제공하는 중소형 기업이 많아 극동물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항 지정으로 30~40%의 세금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항구 주요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하는 항만 개

발과 발전은 극동지역 물류량이 획기적으로 증대하여야만 가능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의 벌크 위주의 물동량보다는 컨테이너 화물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자루비노 항은 아직 기본 인프라 시

설이 미비하여 개발 프로젝트의 구체화가 요원하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이외에 러시아 정부는 18개 지역 선도개발구를 설정하여 자유경제지구와 

(검색일: 2017.10.12). 
23) “극동 개발 이끌 선도개발지역·블라디 자유항 프로젝트”(2015), 연합뉴스, 2015. 

09.0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3/0200000000AKR20150903207500080. 
HTML?input=1179m(검색일: 2017.10.18). 



구분 TOR 명칭 지정일 분야 투자(예정) 규모
민간자본 정부예산

연해주

나제진스카야 2015년 6월 물류, 식품 등 56.7 3.9

미하일롭스키 2015년 8월 농축산업 74.8 44.4
발쇼이 카멘 2016년 1월 조선 177.6 3.2

네프테히미체스키 2017년 3월 석유화학 658.9 -

하바롭스크

주

하바롭스크 2015년 6월 일반산업, 물류 54.8 2.5

콤소몰스크 2015년 6월
산업(항공기 

제작 등)
95.5 1.2

니콜라옙스크 2017년 4월 수산 5.6 3.1

아무르주
프리아무르스카야 2015년 8월 산업, 물류 136.6 1,893

벨로고르스크 2015년 8월 농업 5.2 839
스바보드니 2017년 6월 가스화학 948.4 2,657

사할린주
고르니 보즈두흐 2016년 3월 관광 16.4 978

유즈나야 2016년 3월 농업 18.6 837
쿠릴 2017년 8월 수산 12.6 700

캄차카주 캄차카 2015년 8월 산업, 관광 29.8 5,118

추코트카자

치주
베링곱스키 2015년 8월 광업 22.5 1,794

유대인자치

주
아무로-힌간스카야 2016년 8월 농축산업 16.7 1,293

사하공화국
캉갈라시 2015년 8월 산업 7.5 2,587

유즈나야야쿠티야 2015년12월 광업 34.0 3,461

비슷한 산업기지를 조성하고, 각종 행정과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여 한국기업

의 투자를 유도하려 한다. 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은 2014년 12월 29일 대통령 

서명 이후 러시아 연방 선도개발구역법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 투자유치와 

기업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이다.24) 최초 9개 선도개발구에서 시작되어 

2017년 말 극동연방관구 내 18개소로 확대되었다. 18개소는 다음과 같다.25)

<표 1> 2017년 말 18개소의 TOR(선도개발구) 

출처: 코트라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https://www.kotra.or.kr/KBC/vladivostok/ 
KTMIUI010M.html(검색일: 2018.02.13). 

24) 원석범(2015)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조성의 의의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국제지역연구, 제19권 3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326-328쪽.

25) 선도개발구역 법안의 러시아어 명칭: Федеральынй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이와 같이 러시아는 개발전략의 중심축을 유럽쪽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으로 이동하고 있다. 비록 극동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9,288㎞나 떨어져 

있지만,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예측한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투자와 집중을 

하고 있는 곳이다. 러시아는 극동 러시아 개발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중

요하다고 보았다. 중국의 투자와 참여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반하

여, 한국의 자본과 기술의 참여가 러시아 극동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공세적 개방에 대항하는 모습인 

북한의 나진 선봉지구 특구제안이 러시아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26) 러시아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동방정책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로서 한국을 상정하고 추진하였다. 
러시아는 한국정부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유인 전략의 한 방법으로 북한

을 협력사업에 포함시키는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을 구상하였고, 그 구상

을 실현해 나가는 이니셔티브를 쥐려고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북한 투

자 의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북한은 1990년대 초의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그램의 실패가 반복되어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이 또다시 좌초하는 

경우를 경계하고 있다.27) 그 때문에 현재는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을 놓고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형상이다.28) 지금까지 그랬

듯이 앞으로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가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을 두고 획

기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각 국가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독자적인 프로그

램만 진행한다면 GTI와 같은 국제협력 사업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도 있다. 

26) 러시아가 추진하였던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에서 주요 사업이었던 나진-핫산 간 
철도 복선화 사업으로 북·러 양국 간에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
으나 북한이 기대하였던 나진 선봉특구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와 기술 이전이 발
생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철광석, 석탄 등 지하자원 구입에만 관심을 두
고 접근하여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고조되었다. 

27) 이찬우(1996) ｢북한개방의 전초기지, 나진,선봉을 가다 – 나진,선봉지역 개발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관계: 중계수송기지로서 경쟁적 관계 불가피｣, 통일한국,  
제152호, 평화문제연구소, 42-45쪽.

28) 김예지(2016) ｢제도적 행위이론을 통한 동북아지역 다자협력의 제도화 과정 분석: 
두만강개발계획의 사례연구｣, 세계정치, 제25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302-305쪽.



4.3. 창지투선도구 지역

창지투선도구 지역은 중국 지린성이 추진하는 동북아 개발의 핵심사업으로 

지린성 내 창춘, 지린, 연변자치주를 포괄하고 있다. 지린성의 39.1%를 차지

하고 있는 이 지역에는 인구 1,097만 명이 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지역

을 중국 변방개발 개방지역으로 그리고 동북아 지역 개방의 중요 창구로 보

고 있다. 창지투선도구는 동북아 국가 간 협력 모델 시범사업으로 이를 통하

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29) 중국이 주도하는 창지투선도구의 

성공여부 관건은 동해출구를 위한 항구 확보이다. 지린성은 중국 내륙에 위

치해 있어 경제 발전을 위하여 물류 운송루트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두만강 유역을 따라 동해로 나갈 수 있는 북한과의 협력을 핵심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이 완성된다면 

동북아에 있어 국제 운송 루트가 완성된다.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간선 

철도망이 건설되면 북한의 나진, 청진,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토

크, 더 나아가 몽골, 러시아 지역으로 연결되어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철도

망이 형성되는 것이다. 나진항과 청진항 개발 역시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반도 종단 철도망 연결도 현실화될 것이다. 창지투선도

구 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중국 측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북한 쪽 구간의 

사업비는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인하여 한국과 북한 간 대화가 단절되고 경협이 중단된 상태에서 중국이 이니

셔티브를 쥐고 추진하고 있는 창지투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창지투 투자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창지투선도구 발전전략이 국가전략으로 격상된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유엔

개발프로젝트인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와의 접점형식으로 ‘두만강 하류 

훈춘지구 종합개발계획 대강’을 수립하였기 때문이다.30) 이후 1999년에는 연

29) 서종원(2012), 94.
30) 창지투 선도구의 핵심내용은 ① ‘창지투선도구’의 건설 가속화 ② ‘창지투선도구’ 

지역과 국내 지역과의 연대 촉진 ③ 두만강 지역 국제협력이다. ‘창지투 선도구’ 
발전 목표 1단계는 2012년까지 ‘차항출해( )’(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아감),
를 실현해 ‘창지투선도구’ 지역의 경제 총량을 2배로 확대하여 동북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립, 2단계는 2020년까지 두만강 지역 대외개방수준을 확대하고 과학
기술 혁신력을 고양하여 ‘창지투선도구’의 경제력을 4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 



변 조선족 자치주를 핵심구역으로 하는 ‘두만강 지구 개발계획’으로 확대되

었다. 2007년 1월, 후진타오 총서기의 길림성 시찰 때 언급한 지역 개발 방

향을 근거로 중국 지린성은 훈춘을 창구로 옌롱투(옌지-롱징-투먼)를 전진기

지로, 창춘과 지린을 배후도시로 놓는 창지투선도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에 중국 국무원이 2009년 비준하여 창지투선도구 건설이 국가 전략으로 격

상되었다.31) 중국은 중국 접경지역의 전략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존의 두만강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접점을 모색하고 인접한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전

략적 개발 벨트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개발의 이니셔티브를 쥐려는 

공세적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앞으로 창지투선도구가 동북아 개발의 창구로 

두만강 유역 개발프로그램인 GTI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선행구, 시범지역이 

될 것이다. 국가전략으로 격상된 창지투선도구는 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은 

발전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32)

4.3.1. 창지 일체화 사업

창춘과 지린, 두 도시 간 철도와 도로는 이미 연결되어 있다. 양 도시 간 

84킬로는 고속철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속도로도 개통되어 있다. 일체화 사업

이란 두 도시 간의 도시 집중도와 공공서비스, 사회 관리를 하나로 묶어 시

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창춘과 지린시의 북쪽 벨트에 

중점도시와 선도구를 밀집 배치하여 도시산업 벨트로 건설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남쪽 벨트는 농업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남부지역 일부인 슈앙양, 
베이타후전에 상업, 무역, 관광산업 벨트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창지투 선도구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2020년 도시화

율 80% 달성으로 창지 일체화 도시구역에만 거주민이 70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중점적으로 이 지역을 산업기지로 건설할 계획

을 하고 있으며, 창춘 자동차 산업 개발구와 지린 자동차 공업단지를 연결하

여 국제적 규모의 자동차 생산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국제규모의 자동차 생

동북지역의 새로운 공업, 농업 및 동북아 물류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1) 서종원(2012), 100.
32) 김범송(2011)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개발 전망: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정학

적 역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3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6-8쪽. 



산기지는 400만대 자동차 생산 능력을 목표로 현지 부품 조립률을 50% 이상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지역의 지화, 지린 유전을 바탕으로 석유화

학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앞으로 연 1,000만 톤 규모의 정유, 석유화학단지를 

운영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농업부문에는 농산물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수준의 식품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와 더불어 국제수준의 철도창

과 객차 제조, 그리고 수출 연구개발기지 조성과 여행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

업도 촉진한다.

<그림 3> 중국의 창지투 개발 프로젝트33)

 

4.3.2. 옌롱투 일체화 사업

옌롱투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인 옌지-롱징-투먼 시를 잇는 벨트로 두만강과 

연결되어 있다. 총인구 81만 명으로 도시 간 거리가 20㎞로 서로 밀접하게 

위치해 있다. 옌롱투 일체화 사업은 이들 도시를 하나로 묶어 인구 100만 명

의 동부 국경 대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도시는 대외개방창구 기능과 배

후 산업지대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33) “포스코, ‘지린성 개발 프로젝트’ 참여한다”(2010), 한국경제, 2010.07.02,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0070285051?nv=o (검색일: 2018.03.30).



<그림 4> 나선특별시, 블라디보스토크, 옌롱투 지역 

4.3.3. 훈춘 창구 사업

훈춘은 두만강 개발 협력 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도시이다.34) 인구 25
만 명의 이 도시는 북·중·러 삼국을 연결하는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35)

창지투 선도구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두만강 유역 국가들과의 교통망 연

계 사업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는 훈춘과 블라디보스토크 

간 교통망 연결 사업이 있다. 1단계 연결 사업으로는 훈춘에서 장링쯔 국경

세관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이며, 훈춘 국제역에서 러시아 극동항만까지 연

결되는 철도 노선과 철도 세관 건설사업은 202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007년 12월 북·중·러 3국은 중국 투먼 역, 북한 두만강 역, 러시아 핫산 역

34) 훈춘은 두만강 하류 연변자치주 중 현에 해당하는 시로 두만강 하류 중국, 북한, 
러시아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다. 중국에서 동해로 통하는 유일한 도시로 북한의 
나진항과는 48㎞, 러시아 자루비노 항과는 63㎞ 떨어져 있다.

35) 김영윤(2011), 39-41.



을 잇는 국제 철도선 재개통 문제를 협의하였다. 중·러 양국은 화물운송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북한을 경유하는 중·러 간 철도 수송을 16년 만에 

재개통하였고, 이 철도는 나진항까지 이어져 있다. 창지투선도구 계획의 성공 

여부는 이 지역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북한 항만 연계 물류 운반 프로

젝트에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나선지역 개발과 나진항구 확보가 창지투선

도구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 동북 3성의 물류상황을 보면 

인근 다롄 항과 단둥 항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지린성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동해 쪽 출구가 확보되어야 한다. 중국 동북지역의 물류 수송 루

트 중에서 창지투 지역에서 훈춘시 두만강 하류인 동해 출구가 확보된다면, 
황해에 위치한 다롄항을 통하여 우회하는 해상루트와 비교하여 10여 일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중국은 중국 동북지역 특히 창지투 선도구 지

역의 경제 활성화와 개발을 위하여 환동해 경제교류가 이 지역 발전의 핵심

사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창지투 선도구 사업에서 훈춘 일대의 개발과 

두만강 하류 출해권이나 연계 물류망 건설이 핵심 프로젝트이다. 2016년 6월 

중·몽·러 3국은 13개 교통물류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초 국경 경제협력구 등 

다양한 국가 간 합의를 하였다. 이 중에서 프리모리예 Ⅱ 물류 노선이 훈춘으

로 이어져 러시아 자루비노로 연결된다. 한국은 2016년 제14차 한중경제 장

관회의에서 훈춘 물류단지개발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개발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중국에 제안하였다. 앞으로 남북문제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획

기적으로 진전될 때는 이 지역이 우선 협력지역이 될 것이다.36) 

36) 이현주 외(2017), 24-33. 훈춘의 지경학적 위치는 중국이 동해로 통하는 유일한 통
로에 위치한 도시라는 점과 러시아와 북한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특히, 2016년 6월 중국·몽골·러
시아 간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합의 이후 경제회랑에 합의된 주요국가 수송노선
에서 주요한 국경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훈춘의 4개 통상구 수출입 물량은 
2015년 164만 톤에서 2016년 284만 톤, 2017년 상반기 216만 톤으로 급증하고 있
다. 중·러 간 훈춘철도통상구의 물동량은 2015년 113만 톤에서 2016년 195만 톤, 
2017년 상반기 166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중 간 주요 
통상구인 취안허 통상구의 경우 2015년 37만 톤에서 2016년 66만 톤으로 증가하였
으며, 2017년 상반기에도 36만 톤이 넘어 대 북한 경제제재 조치와 달리 양국 간 
교역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북·중 간 거래 품목은 주로 수산물과 생필
품이 거래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동북아 국가 간의 경제협력 사업인 GTI 사업과 그와 연계된 각 

국가의 개별 개발 사업들인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사업, 러시아의 신동

방정책인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선도개발구역 추진, 북한의 나선특구 개

발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들 국가 간 경제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논리

적 분석 틀로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현재 GTI 사업뿐 아니라 각 해당 국

가 간의 협력 사업도 교착 상태에 빠져있으며 그 이유는 다양하다. 이러한 

현상을 국제 정치학 이론인 신현실주의의 상대적 이익 개념을 접목시켜 해석

하였다. 본문에서는 GTI 사업과 동북아 국제 협력이 교착 상태에 빠진 논리

적 해석으로 연관 국가들 간에 형성된 지정학적 이익뿐만 아니라 상대적 이

익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재 GTI 참여 국가들인 러시아, 중

국, 북한은 자국의 개발 전략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구상하고 있다. 동북아에

서 국제 협력을 가능케 하려면 진행되고 있는 GTI 국제협력사업의 현황과 그 

저해 요인을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분석 위에 한국은 어떠한 

전략적 접근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나아가 국제 협력을 통해 동

북아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등 동북아 협력 사업에 대한 주요 요인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두만강 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국제 투자 유치문제이다. 동

북아 개발을 위한 동북아 개발은행 구상37),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설립된 AIIB(아시아 인프라투자 은행) 등이 있기

에 이 지역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 자금의 확보는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조차도 동북아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자금 

확보는 그리 어렵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

제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GTI 체제와 동북아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소가 동북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 질서이다. 동북아시아를 구성하는 국가 간에 지정학적 

이익과 상대적 이익 그리고 안보 논리가 교차 충돌하면서 상호 국가 간의 

37) 동북아개발은행(동북아시아 ,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NEADB)은 2014년 3월에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를 전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설립을 제안한 은행이며, 현재 설립 구상 중이다.



협력 시스템이 경직화되어 있다고 보겠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특히 2017
년에 실시된 5차, 6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동북아의 긴장감 고조와 중국과 러

시아의 공동 전선에 맞선 미국과 한국의 대치 국면이 GTI 사업에 대한 미래

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세 번째 요소로 두만강 개발에 대한 국가 간의 상대적 이익 관계에 대한 

셈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중국은 동해로 향한 출구를 통하여 극동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경제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경제 발전과 

지하자원 수출의 전초기지 확보, 그리고 물류 중심지로 극동지역 활성화 등 

확보할 수 있는 절대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지역 안보에 있어 경계 대상인 

중국이 가져갈 수 있는 상대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 즉, 러시아의 시각에

서 중·러 양국 간의 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나 

중국의 이익 증대는 극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지므로 이

는 곧 극동 러시아 안보의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이 지역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38) 이와 같은 상대적 이익에 

대한 논쟁은 한국과 북한에도 일부 적용된다. 북한의 경제발전이 한국의 안

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보수적 관점이 그러하다.
네 번째로 동북아에 있어 협력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

가 지정학적 이익문제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영역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지만, 국경을 접하거나 인근 국가에 대하여는 지정학적 이익 

논리가 개입되어 국가이익 충돌이 발생한다. 예로서 중앙아시아를 놓고 

양국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거나 동북아 개발 주도권을 놓고 양국이 서

로 충돌하는 모습이 그러하다. 
다섯 번째 주요 요인으로 두만강 유역 개발에 일본 참여 문제이다 . 

일본의 참여는 GTI 사업에서 하나의 큰 돌파구임에 틀림이 없다 . 특히 , 
일본과 러시아는 양국 간의 상대적 이익의 강도가 중국과 다르며 , 한국

과도 차이가 있다 . 최근 2016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차 동

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회

동하였다. 양국은 이미 4개월 전인 5월에 소치에서 회동하여 사업비 1
조 엔(한화 약 10조 8천억)에 달하는 8개 항의 경제협력을 제안하였다 . 
그러나 양국 간 경제협력을 방해하는 북방 4개 도서 문제가 놓여있기

38) 이성우(2010), 21.



에 이 지역 협력 사업에 일본이 참여한다해도 그 참여폭이 작을 수밖

에 없다 . 양국의 마지막 걸림돌인 북방 4개 도서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

건 합의가 도출된다면 가까운 장래에 획기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

이 예상된다 . 
여섯 번째가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동북아 협력 사업인 GTI 사업 자체

에 대하여 국경선이 근접한 국가들보다는 큰 관심이 없다고 보겠다. 그러나 

GTI 국제협력사업에서 미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북한 핵실

험으로 인한 동북아 긴장 고조를 지렛대로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고 한다. 일본, 한국과 정치·군사·경제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해나가는 전략으

로 GTI 사업을 바라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남북한의 경색 국면이다. 2016년,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

었으며, 남북한 간의 협력 사업이 단절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GTI 사업

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상황으로 인하여 

GTI 경제협력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러시아는 극동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과 상대적 이익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한국

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러시아가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에 대하여 이니셔티

브를 쥐고 추진하던 나진-핫산 물류 사업들이 한반도 긴장 고조와 남북 간 

갈등으로 인하여 활력을 잃었다고 보겠다.
신자유주의와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표적 대립 논쟁인 절대적 이익과 

상대적 이익의 관점만으로 동북아 국제질서를 분석한다면 국제정치적 이해관

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북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 상대적 이익

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국제 협력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합리적이기는 하지

만 그 외 국제협력을 저해하는 다른 요인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스나이덜(Duncan Snidal)의 연구에 따르면 참여하는 국가의 수가 다수일 경

우에는 상대적 이익 요인이 존재한다고 해도 국제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

다.39) 다만, 협력으로 발생한 이득이 협력 국가 간 이득 분포가 다르게 나타

나기에 협력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다수 국가가 협력하는 국제협력의 가능

성을 열어놓고 있다.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신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국가 

간 협력이 어려운 상대적 이익이라는 논리로 형성되어 있지만, 스나이덜의 

39) Duncan Snidal(1991)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Relative Gains Maximizer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5, No. 4. pp. 392-399.



연구에서 언급한 국제협력 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 그리고 한국과 북한 

간의 고리를 풀 수 있는 GTI라는 동북아 상생 경제협력 거버넌스가 정착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겠다. 그중에서도 참여국들 간 지정학적 이익과 상대적 

이익 그리고 안보 문제에 보다 더 자유로운 한국이 GTI를 주도한다면 동북

아 공동 번영의 새 장을 한국이 열게 될 것이다. 다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

되고 남북한 간의 대립이 해소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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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and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erms of Relative Gains

Kim, Seun Rae*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RDP) has been developed In 1992, but it did 
not live up to its expectations, and in 2005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GTI. The 
scale of the GTI program covers such countries as Mongolia,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but in 2009 North Korea withdrew from the program, 
and now it includes only four countries. The reason why the GTI Program has not 
been progress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26 years is due to the difference in 
interests of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Tumen River Basin Development 
Program”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In order to present the 
peculiar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reg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such 
a notion of “new realism” as relative profit. If we consider the differences in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such as China, Russia, South 
Korea, North Korea, as well as the complexity of the relative interests as a barrier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n an analysis of the relative benefits between 
countries will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solving the proble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In this article, we will 
analyze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hinese “Changchun, Jilin city, Tumen” development 
program, the North Korean Free Economic Zone Rason, Russian program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Free Port ‘and’ Special economic zones,” taking as 
a basis of the program of GTI.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propose ways of 
development based on such programs for each country. Currently, the area of   GTI 
program is one of the main target areas of the “New Nordpolitik” promoted by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his is the place where the participating 
countries are ready for the speedy implementation of this program. 

Key words: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Relative Gains,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Free Economic Zone Rason, New Nordpoli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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