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중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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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에 반대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
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증대와 러시아로의 해외 투자 유입의 장애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그로 인해 러시아는, 중앙정부와 기업들의 보유 자금이 풍부
하고 매년 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중국의 동북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 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극동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
은 러시아가 원하는 원재료의 수출 시장 확대, 중국이 필요로 하는 공산품의
수출 증대와 해외 투자 활성화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선도개발
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만들어지면서 중국 기업들이 극동 러시
아의 산업 기반 구축과 주택, 호텔 건설에 투자하면서 투자 영역이 확대되
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 극동 러시아 투자는 러시아 현지인들에 대한
제조업 인력 양성과 고용 증대에 있어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 이는 극동 러시아에서 성실하고 숙련된 현지인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과 극동 러시아의 경제 협력의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생산 현장에서 중국과 북한 및 중앙아시아 근로자들의 활용,
장기적으로는 극동 러시아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현지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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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2008년 뉴욕발 국제금융위기와 유럽의 경제 위기에 따른 유럽의 에너지 수
요 감소,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에 반대하는 서방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과 러시아로의 해외 투자 유입에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2014년 11월 러시아가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후 루블화의 가치 폭락이
진행되어 1달러에 62루블을 기록하여 2009년 연평균 1달러 대 루블 기준 환율
인 31.7루블의 2배가 떨어졌다. 환율의 폭락은 러시아의 각급 정부와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렸다. 또한 2015년부터 다시 하락했
던 국제 유가의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원유 수출과 판매를 통해 얻는 수
입을 국가 재정 운용에 활용해 왔던 러시아 연방정부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이며 국유 기업들과 민
영 기업들의 성장으로 해외 투자 능력이 제고된 중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
해졌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2013년 9월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동년
10월 ‘해상 실크로드’ 제안을 바탕으로 2014년 4월 10일 리커창 총리가 보아
오 포럼에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일대: 육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실크로드 경제권, 일로: 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제안하면
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2011년까지의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현황과 특성,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인한 2015년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액 감소에 대하여 분석한 바
있다.1) 또한 중국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의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경계 심리, 러시아의 중국
에 대한 전략적 신뢰 부족으로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2) 그리고 러·중 경제관계의 상호의존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도 나와 있다.
1) 2011년까지의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는
·
·
(2015) “
”, 
,
5 ,
812-824 ,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인한 러시아와 중국의 2015년 무역액 감소에
대해서는
(2016) “
”, 
,
3 , 21-29
참조.
2) 이에 대한 연구는 Schubert Jeffrey and Dmitry Savkin(2016) “Dubious Economic
Relation: Why a China-Russia Free Trade Agreement Is Hard to Reach?,”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Vol. 2, No. 4, pp. 529-547 참조.

이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원재료, 중국의 공산품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보완적 경
제협력 구조는 중국의 스코보로디노-다칭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원
유 수입, 중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로 더욱 고착되고 있으며 서방의 대 러
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러시아의 중국 자본,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
서 러시아가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보다 의존하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
다.3) 그러나 양국 간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의 파이낸싱 문제, 러시아의 낮은
제조업 경쟁력과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기술 수준 제고의 어려움, 러시아 현지 숙
련공 구인의 어려움은 양국의 협력이 심화되는 데 장애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음
을 지적하였다.4) 아울러 중국이 대외 경제협력 추진을 통해 중국의 국제 사회에
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중국에게
자원을 공급하는 부속 국가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았다.5) 그러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가 시행된 이후의 중국
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같은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극동 러시아에서의 경제
협력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을 극동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양국의 극동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이 어떤 방향으
로 추진될 지에 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2장에서 2014년부
터 2017년까지 극동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 통계를 사용하여 극동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 현황과 양국 무역의 특성을 소개, 분석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중
국의 대 극동 러시아 투자와 경제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산업 협력과 교통 물
류협력의 현황, 특성을 설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중국과 극동 러시아의 경제
협력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본고를 마무리하면서 극
동 러시아와 중국 간의 경제협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극동 러시아
와 중국의 경제협력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3)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관계에서 러시아가 중국에 보다 의존하는 관계 지속 가능성
을 언급한 연구는 Simola Heli(2016) “Economic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China – Increasing interdependency?,” BOFIT Policy Brief, No. 6, pp. 3-26 참조.
4) Simola Heli(2016) 참조
5) 이에 대한 연구는 Elizabeth Wishnick(2017) “In search of the ‘Other’ in Asia:
Russia-China relations revisited,” The Pacific Review, Vol. 30, Issue 1, pp.
114-132 참조.

Ⅱ. 중국과 극동 지역 간의 무역과 투자
1. 무역
러시아 세관 극동 지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극동 연방 관구와 중국의 무
역액은 48억 100만 달러로 일본(68억 4,000만 달러), 한국(58억 2,800만 달러)에
이어서 극동 연방 관구의 3번째 무역 파트너에 불과했다.6) 2009년에는 극동 연
방 관구의 대 중국 공산품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액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
났다. 다행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의 공산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면서 2013년에 중국과 극동 연방 관구의 무역액은 1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
다. 특히 2010년부터 중국산 중저가 가구가 극동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
응을 얻기 시작한 것이 중국의 극동 연방 관구 수출액 증가에 기여하였다.7)
<표 1> 극동 연방 관구 – 중국의 무역액(2008~2013년)
극동 연방 관국의
전체 무역액
대 중국 수출액
(단위: 억 달러)
(단위: 억 달러)
2008
16.44
48.01
2009
23.7
44.5
2010
30.3
69.4
2011
41.7
84.6
2012
51.1
100
2013
54.3
111.9
자료: “2016
”(2016),
, 2016.09.14, http://khabarovsk.mofcom.gov.cn/article/jmxw/201609/
20160901393541.shtml(검색일: 2016.09.17).
연도

극동 연방 관구의
대 중국 수입액
(단위: 억 달러)
31.57
20.8
39.1
42.9
48.9
57.6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2014년과 루블화 가치 폭락이 발생한 2015
년에는 중국의 공산품을 중심으로 하는 극동 연방 관구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208.27
，
”(2009),
, 2009.02.20, http://khabarovsk.mofcom.gov.cn/article/
jmxw/200902/20090206054616.shtml(검색일: 2016.09.19).

6) “2008

7) “
”(2011),
,
2011.04.14, http://khabarovsk.mofcom.gov.cn/article/jmxw/201104/20110407498489.shtml
(검색일: 2016.09.21).

감소를 기록하였다. 또한 원유를 비롯한 원재료를 중심으로 하는 극동 연방 관
구의 대 중국 수출액도 2015년에 루블화 가치 폭락과 자원 가격의 하락으로 감
소하면서 극동 연방 관구와 중국 간의 무역액이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표 2> 극동 연방 관구 – 중국의 무역액(2014~2017년)
극동 연방
관구의
대 중국 수입액
(단위: 억 달러)
47.2
25
22.81
26.9

극동 연방
관구의
연도
대 중국 수출액
(단위: 억 달러)
2014
54.2
2015
38.68
2016
38.5
2017
50.8
자료: “2017
”(2018),
http://wap.sdcom.gov.cn/news/411454.html(검색일: 2018.04.23).

전체 무역액
(단위: 억 달러)
101.4
63.68
61.31
77.7
, 2018.04.02,

2016년 중국과 극동 연방 관구의 무역액은 61억 3,100만 달러로 극동 연
방 관구의 전체 무역액의 25.1%를 차지하면서 중국이 극동 지역 최대 무역
파트너로 자리잡았다.8) 그러나 공산품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극동 연방 관
구로의 수출이 줄어들었고 극동 연방 관구의 대 중국 수출도 자원 가격의
하락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함으로 인하여 2015년 무역액보
다 2억 3,700만 달러가 줄어들었다.
2017년 중국과 극동 연방 관구의 무역액은 77억 7,000만 달러로 극동 연방 관
구의 전체 대외 무역액의 약 27.2%를 차지하면서 2년 연속 극동 연방 관구의 최
대 무역국이 되었다. 중국은 기계설비, 전자제품, 플라스틱 및 제품, 금속 제품,
자동차 등의 공산품 외에도 야채와 식품 등의 대 극동 연방 관구 수출이 늘어났
다.9) 극동 연방 관구는 원유와 석탄, 목재와 목재 가공 제품 외에 어류와 수산물
이 대 중국 주요 수출 품목으로 등장하면서 대 중국 수출액이 다시 50억 달러를
넘어서는 데 기여하였다.10) 이와 같은 무역 범위의 확대는 2017년 극동 연방 관
구와 중국의 무역액이 2년 만의 전년 대비 증가를 기록하는 계기가 되었다.
8) “2016

”(2016).

”(2018),
, 2018.02.09,
9) “
http://khabarovsk.mofcom.gov.cn/article/ztdy/201802/20180202711096.shtml(검색일:
2018.04.12).
10) “

”(2018).

2. 투자
극동 러시아에서 중국은 2016년 9월 27일까지 약 1,750억 루블 (약 28억
3,718만 달러)을 투자하여 같은 기간 극동 러시아의 외국 투자 누적액 1조
2,280억 루블(약 199억 달러)의 약 13.5%를 차지하였다.11) 2018년 1월 당시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었던 알렉산드르 갈루쉬카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프로젝트는 대략 20개이며 총 투자액은 약
40억 달러(약 2,467억 2,364만 루블)라고 밝혔다.12) 갈루쉬카가 공개한 중국의
대 극동 러시아 투자액은 2016년 9월 27일까지의 중국의 대 극동 러시아 투
자액보다 약 29% 증가한 것이다. 중국의 극동 러시아 투자액이 늘어난 데는
기존의 에너지 외에 다른 산업에서의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갈루쉬카가 2018년 1월에 공개한 중국의 극동 러시아 주요 투자 프로젝트로
는 아무르 주 LNG 가공 공장, 하바로프스크 펄프 공장, 중국의 국유 농업,
식품 대기업인 중량그룹(中粮集团)의 음용수 공장 등이 있다.13) 2017년 8월
3일 아무르 주 스보보드니 주에서 공사를 시작한 LNG 가공 공장은 중국석유
의 자회사인 중국 거저우베이 그룹(中国葛洲坝集团)과 가즈프롬이 공동으로
건설하고 있다. 아무르 주 LNG 가공 공장 건설 계획에 따르면 LNG 가공 공
장이 완공될 경우 연간 42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 가공과 연간 600억 입방
미터의 가스를 생산하게 되어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가공 처리 설비가 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14) 중량그룹의 음용수 공장은 캄차트카의 지하수를 음용
수 페트병에 넣어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통해 중국의 북방 지역에 수출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5)

11)

(2016) “
1750
”,
, 2016.09.28, http://khabarovsk.mofcom.gov.cn/
article/jmxw/201609/20160901402863.shtml(검색일: 2016.09.28).

12)

·

(2018) “

13)

·

(2018).

“

”

”, 

, 2018.01.19, 22 .

14) 2017년 8월 3일에 열린 아무르 주 LNG 가공 공장 기공식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
·
(2017) “
”, 
,
령이 직접 참석하였다.
2017.08.04, 3 .
15) “
”(2017), 
, 2017.04.25,
http://sputniknews.cn/economics/201704251022454944(검색일: 2018.02.23).

러시아 연방정부가 극동 지역의 경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만든 18개
의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도 중국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
다.16) <표 3>에 나온 바와 같이 중국 기업들은 극동의 선도개발구역에 에너
지, 수산가공, 콩과 목재 가공, 호텔 신축 외에도 건축자재, 철 구조물, 도로
건설 장비, 시멘트 공장 건설에도 참여하고 있다.
<표 3> 극동 선도개발구역에 투자한 중국 기업
총사업비 단위: 억 루블
지역

입주구역
명칭(지역)
나데진스카야

1

입주기업
(법인명)

투자 분야

총사
업비

Veles-Snek LLC

수산가공

1.3

기저귀 공장

15.5

연해주

3
4

아무르
주

5
6
7
8
9

Aptamil Dalniy
Vostok Rus LLC
Amur Energy
프리아무르스카야
Company LLC
S Technology
프리아무르스카야
LLC
아무르-힌간스카야 Logistika LLC
나데진스카야

2

유대인
자치주

아무르-힌간스카야 Amurprom LLC
아무르-힌간스카야

하바로프
하바로프스크
스크 주
사하
캉갈라시
공화국

Birobidzhansky
Metal Structure
Factory LLC
STK LLC
Sakha Clay Pits
LLC

정유공장
1,230
건설
시멘트 공장
16
건설
호텔 신축
21.3
콩가공
77.5
목재 가공
1.2
철구조물,
건축 자재
15
공장 건설
도로건설장비
14
공장 건설
건축자재
3
공장 건설

투자 기업
쉐이펀허 허핑
경제무역
(80% 지분 소유)
마네키 저팬
(협력사)
멍란싱허
장쑤
멍란싱허
추준테-룬신
추준테룬신
중국 투자회사
션룬
후난 케미컬
프로덕트

자료: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2018), 8.
16) 연해주에는 나데진스카야(경공업, 식품, 물류), 미하일롭스키(농축산업과 곡물생
산), 볼쇼이 카멘(조선), 네프테히미체스키(석유화학), 하바로프스크 주에는 하바로
프스크(산업 및 물류), 콤소몰스크(항공기 제작), 니콜라예프스크(수산), 아무르 주
에는 프리아무르스카야(산업 및 물류), 벨로고르스크(농업), 스보보드니(가스화학),
사할린 주에는 고르니 보즈두흐(관광), 유즈나야(농업), 쿠릴(수산), 캄차트카 주의
캄차트카(산업 및 관광), 추코트카 주의 베링고프스키(광업)에 선도자유구역이 설
치되었다. 유대인 자치주에는 아무르-힌긴스카야, 사하공화국에는 캉갈라시(산업),
유즈나야 야쿠티야(광업)에 선도자유구역이 만들어지면서 외국 자본과 기업의 투
자를 유도하고 있다.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2018) 2018 선도개발
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 1-2쪽.

아무르 주에 정유공장과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는 멍란싱허의 모기업인 장
쑤 멍란그룹(梦兰集团)은 중국 중앙정부의 일대일로에 따른 산업 에너지 협
력 정책 수요에 부응하면서 극동 러시아의 제조업에 진출하였다. 멍란그룹은
극동 러시아의 블라고베센스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헤이룽장성의 헤이허에
멍란싱허 에너지 주식유한공사(梦兰星河能源股份有限公司)를 설립하고 러시
아 국제석유공사와 합자 기업인 아무르에너지를 만들어서 아무르-헤이허 국
경 석유 제품 운송과 정유 석유화학 종합 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100억 위안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여 연간 600만 톤의 정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내용으로 2014년 4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러시아 연방의 정유 기업 설계, 건설, 생산 리스트에도 등재되
었다. 또한 2015년에는 중국의 국가 일대일로 건설 우선 추진 프로젝트에도
선정되어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다.17) 현재 공사 중인
정유 석유화학 종합단지가 2017년 말에 완공되면 중·러 양국에 각각 75억
위안, 65억 위안의 납세, 아무르 주와 헤이룽장성 헤이허에 1,000 개의 일자
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8) 또한 아무르 주의 베레조프카
에 2015년 6월 연간 60만 톤 생산이 가능한 시멘트 공장을 가동하면서 극동
지역의 산업, 건설 현장에 필요한 시멘트를 공급하고 있다.19) 프리아무르스
카야의 시멘트 공장 건설이 완료되면 멍란그룹의 극동 지역 시멘트 공급량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는 12개의 중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호텔과 주
택 건설, 주택단지, 고무 공장, 폐타이어 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해주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의 투자 패턴을 살펴보면 그동안 중국의 극동 러시아 투자에 있
어서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던 산업 기반 구축으로 투자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
”(2015),
, http://www.menglan.com/content/article.asp?
typeid=21&id=188 (검색일: 2016.09.19).
18) “
19)

”(2015).

(2016) “
”, 
, 2016.07.26, http://world.huanqiu.
com/exclusive/2016-07/9231928_2.html(검색일: 2016.09.23).

<표 4> 극동 선도개발구역에 투자한 중국 기업
총사업비 단위, 투자액 단위: 억 루블
입주 기업
투자자
고용
투자분야
총사업비
(투자액)
창출
(법인명)
Q I LLC
호텔, 주택 건설
2,630
574
1
연해주
RKSK LLC
주택건설
1,770 중국 기업(78.8)
37
2
블라디보스토크
Primorstroy LLC
주택단지
2,420 중국 기업(1,170)
38
3
알레테야 인터내
Erzo LLC
폐타이어 가공
33
25
4
셔널 트레이드(20)
연해주
Zhunda LLC
건축자재
154.5
167
5
우스리스크
우수리 로지스틱
냉동단지
72.6 골든 라임즈(홍콩)
36
6
LLC
Svetliy LLC
고무공장
269
500
7
연해주
프스얀(상하이
나데진스키
Vladstroy LLC
건설
174
55
8
소재 무역회사)
Tai Yuan LLC
농업
230
40
9
연해주
쉬코토보
VMK LLC
물류단지
1
48
10
연해주
Yubo-Sumotori
화물차 제조
28 중국 기업(9.3)
28
11
아르촘
LLC
연해주
Primorsk Gold
금광개발
822 오리엔탈 드라곤
41
12
파르티잔스크
Company
지역

자료: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2018), 59.

Ⅲ. 중국과 극동 러시아의 산업, 교통물류 협력
1. 산업단지
2015년 3월 중국 국무원은 일대일로와 연계한 대외 산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 산업 에너지, 장비제조 협력 가이드라인(国务院关于推进国际产能和
装备制造合作的指导意见)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가급(国家级)
산업단지와 성급(省级), 시급(市级)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해외에서의 산업 협
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극동 러시아에서도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표 5>에 나온 바와 같이 일대일
로와 대외 산업 협력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산업단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극동 러시아에서 일대일로와 국제 산업 협력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단지
들은 임업, 목재 및 목재 가공 생산단지가 5개, 제조업이 2개, 농업 중심 산업
단지 1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5> 극동 러시아에서의 일대일로, 국제 산업 협력 연계 중점 산업단지
산업단지

소재지

참여 기업

캉지 국제투자 유한공사
(康吉国际投资有限公司)
헤이룽장 지신공업무역그룹
러시아 우스리스크
(黑龙江吉信工贸集团)
경제무역협력구
우수리스크
저장 캉나이그룹
(俄罗斯乌苏里斯克经贸合
(浙江康奈集团)
作区)
원저우 화룬 공사
(温州华润公司)
중러 연해주 현대농업협력구
헤이룽장성 둥닝 화신
(中俄（滨海边疆区）
연해주
공업무역그룹
现代农业产业合作区)
(黑龙江省东宁华信工贸集团)
러시아 룽위에 임업
무단장시 룽위에
유대인 자치주
경제무역협력구
경제무역 유한공사
아무르 단지
(俄罗斯龙跃林业经贸合作区)
(牡丹江市龙跃经贸有限公司)
중러-바슈코프
유대인 자치주
신춘 목재공업
목재가공단지
바슈코프
(新春木业集团)
(中俄-巴什科沃木材加工园区)
나이리 목재공업 공사
(耐力木业有限公司)
대자연 지반 공사
(大自然地板公司)
상하이 선다 목재공업 공사
중러 나이리 목재산업단지
(上海森大木业公司)
유대인 자치주
(中俄-耐力木材园区)
유대인 자치주 여우수어
제품 공사
(犹太州优塑制品公司)
뤄베이 셩다 공사
(萝北盛大公司)
위에진 공단
(跃进工业园区)

우수리스크

쉐이펀허시 위에진공사
(绥芬河市 跃进公司)

업종

등급

방직, 신발,
건축자재,
가구, 가전,
목재

국가급

농업,
목축업,
유제품 가공

국가급

목재 벌목
및 가공

국가급

목재 가공,
합판 생산

성급

목재 가공

성급

신발, 장갑,
합판

성급
(가전, LED
생산용 2기:
현재 건설 중)

연해주
포크로프카,
자이므, 그렌키
중러 화위 경제협력
헤이룽장 화위 공업무역그룹 목재 가공,
가공 구역,
무역구
(黑龙江华宇工贸集团)
목축업
농장,
(中俄华宇经济贸易合作区)
블라디보스
토크
둥닝 화양 해외 농업
연해주
둥닝 화양공사
목재 가공,
녹색 산업단지
포크로프카,
(东宁华洋公司)
가구, 합판
(东宁华洋公司境外农业绿
하그리
色园区)

성급

성급

자료: “
”(2017), “
”
, http://www.drcnet.com.cn/www/ydyl/
channel3.aspx?version=YDYL&uid=8012#zhidao(검색일: 2018.02.01).

제조업 중심의 2개의 산업단지로는 우수리스크 경제무역협력구(俄罗斯乌
苏里斯克经贸合作区)와 위에진공단(跃进工业园区)이 있다. 그 중 위에진공단
은 가전, LED 생산을 위한 2기를 현재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우수리스크 경제무역협력구는 2.28㎢의 면적
에 2016년 2월 기준으로 30개의 중국 기업들이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서 연해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중의 하나로 자리잡았다.20) 우수리스크
경제무역협력구는 2006년 중국과 러시아 총리 간의 정기회담에서 중국 측
제안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21) 50년의 토지 임차와 도로 등의 기반시설 마
련에 중국 상무부와 헤이룽장성 정부가 함께 20억 위안을 투자했으며, 헤이
룽장성의 러시아무역기업인 지신(吉信)과 저장성의 대형 제화기업 캉나이(康
奈) 그룹이 공동으로 출자한 캉지그룹이 공단을 조성하여 여러 개의 공장을
지은 후 중국 기업들에게 임대를 했다.22) 총 228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2016
년 2월 기준 30개의 중국 기업들이 입주했는데 그 중 신발 제조 기업들이
16개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우스리스크 경제무역협력구 입주 제조업체
업체명
신얼타이 신발(鑫尔泰鞋业)
훙셩다 신발(宏盛达鞋业)
이스리 신발(伊斯利鞋业)
청허 신발(诚和鞋业)
싱터 신발(兴特鞋业)
룽광 신발(荣光鞋业)
밍니아오황 신발(名鸟皇鞋业)
양광 신발(阳光鞋业)
신얼타이 신시엔 신발(鑫尔泰新线鞋业)
텐마 신발(天马鞋业)
텐리 신발(天利鞋业)
밍타이 신발(明泰鞋业)
화뤄 신발(华罗鞋业)
선난 신발(森楠鞋业)
20)

·

(2016) “
, 111 .

:

업종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 

·

21) 심상형(2012) ｢중국 경공업, 극동지역에서 기회를 찾다｣, 친디아저널, 74호, 8쪽.
22) 심상형(2012), 8.

지신 목재(吉信木业)
목재
리지얼 가구(利吉尔家具)
가구
차오지에 복장 공장(超界服装厂)
의류
진룽창 복장 공장(金隆昌服装厂)
의류
둥팡 컬러인쇄소(东方彩印厂)
인쇄
셩지 목재(圣吉木业)
목재
푸렌 커튼 공장(福联窗帘厂)
커튼 제조
캉푸 PVC 공장(康福塑钢厂)
폴리염화비닐 제조
화양 신발(华阳鞋业)
신발
관천 신발(冠臣鞋业)
신발
훙텅 플라스틱 공장(鸿滕塑材厂)
플라스틱 제조
훠궤이 신발 공장(火炬手套厂)
장갑 제조
자료: “
”(2016), 
, 2016.04.19,
http://finance.huanqiu.com/br/focus/2016-04/8815132.html(검색일:
2018.04.17).

우수리스크 경제무역협력구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CIS) 국가들, 유럽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23)
농업 분야에서는 헤이룽장성의 화신이 러시아 연해주에 설립한 아르마다를
중심으로 중러 농업 현대화지구가 만들어지면서 농업 협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중러 농업 현대화지구는 중국 중앙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사업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였다.
<표 7> 중·러 농업 현대화지구의 주요 프로젝트 선정
일시
2010.3
2012.4
2015.3
2015.4
자료:

주요 내용
중·러 지방협력 중점 프로젝트 선정
경제 협력 중점 프로젝트 선정
중국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점 프로젝트 선정
중국 중앙정부의 국가급 농업 협력 지역 선정
(2017), “
”,
, 2017.07.20,

http://silkroad.news.cn/2017/0720/41069.shtml(검색일: 2018.02.15).
23) <표 6>에 나온 제조업체들 외에 한넝(
)은 태양광 발전소를 우수리스크 경제
무역협력구에서 운영하면서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공급을 하고 있다. “
”(2012),
, 2012.09.03, http://www.hanergy.com/content/
4f4a187cf3094c479d3a5f46cce94836.html?type=2&columnId=de3350cb4a024d15bbbdf
c8d6a518ee8(검색일: 2018.04.21).

그 이후 입주 기업들의 노력과 양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연해주의 대표
농업 단지로 발전하였다.
<표 8> 중·러 농업 현대화 지구 현황
구성
조직
경지 면적
최신 농기계 보유 대수
근무 인력
농업 기계화율
농작물 재배 방식
보유 가축
자료:

주요 내용
14개 구역, 23개 마을
68,000 헥타르
548대
300여 명 (중국인)
100%
농업,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돼지 7,000 마리, 육우 800마리
(2017).

농업 현대화 지구에는 농장, 투자, 사료, 식용유, 목축업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지구 내에서 농업과 목축업, 사료 제조와 식품 가공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용이하며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으로
식량과 관련 제품들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확보하였다. 이러
한 노력은 경영 성과로 연결되어 연해주에서 밀과 옥수수 생산량 1위, 연해
주 최우수 농업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24) 중·러 농업 현대화 지구는 지
속적인 시설 확충과 투자를 통해 이윤 증대를 시도하고 있다.
<표 9> 중·러 농업 현대화 지구의 시설 확충 계획
항목

주요 내용
･ 2017년까지 5만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돼지 양식장 4개를 건설 계획.
돼지 사육
･ 이를 통해 사육하는 돼지의 숫자를 20만 마리로 늘려서 고기와 사료
설비 증설
증산에 활용.
우유 생산
･ 2018년까지 소 5,000마리를 양육할 수 있는 농장 4개를 건설할 계획
증대를 위한
･ 이를 통해 소를 18,000마리까지 사육하여 우유 생산량 증대 계획.
농장 증설
(2017).
자료:

24) 또한 아르마다는 2013년 러시아 모스크바 신용평가회사가 선정한 러시아 100대
농업 기업 중 2위, 동년 러시아 돼지사육업 기업들 중 1위에 선정되었음(
: 2017).

2. 교통
극동 러시아 개발과 동북진흥의 연계에 있어서 교통, 물류 체계의 구축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이다. 그러나 극동 러시아와 중국 동북 지역을 연결하
는 교통망이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우선 극동
러시아의 그로제코보 역과 인접한 헤이룽장성의 쑤이펀허 역에 환적 절차 없
이 러시아 광궤 열차가 직접 들어올 수 있는 신역사가 2016년 6월에 사용을
시작하였다.25) 그로 인해 그로제코보-쑤이펀허 구간을 통한 중국과 러시아의
수출입 화물 운송량이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철도 공사 블라디보스토
크 지국 안드레이 볼린 부국장은 2017년 그로제코보-쑤이펀허 구간을 통한
철도 화물 운송량은 1,000만 톤을 넘어섰으며 이는 구간 운행이 시작된 지
120년 만의 최고 기록임을 언급하였다.26) 1,000만 톤의 화물 운송량 중에서
그로제코보로 들어온 중국발 화물 운송량은 22만 4,000 톤으로 전년 대비
31.1% 증가, 쑤이펀허로 들어간 러시아발 화물 운송량은 98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를 기록했으며 러시아는 석탄과 금속 광물을 쉐이펀허 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했고 중국은 금속과 건축 자재를 그로제코보 역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했다.27)
동북진흥과 극동 개발을 연계하기 위한 교통, 물류 분야의 협력은 중국 중
앙정부 외에도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정부도 참여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은
2014년 4월 헤이룽장성, 극동 러시아와 몽골, 유럽을 연결하는 룽장 실크로
드(龙江丝路带)를 추진하면서 극동 러시아와의 교통망 연계를 강화하기 시작
했다.28) 2016년 2월 27일에는 하얼빈역에서 극동 러시아의 자바이칼스크, 치
25) 쑤이펀허 신역사는 2010년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와 쑤이펀허시를 연결
하는 철로의 운송 능력 확대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만들어졌다. 쑤이펀허-무
단장 철로의 운송 능력 확대와 쑤이펀허 신역사의 개통으로 프리모리예1 회랑(쑤
이펀허-무단장-자바이칼스크-치타-초이발산)을 통해 극동 러시아와 몽골을 연결하
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6) “
”, 
, 2016.06.06, http://finance.sina.com.cn/stock/usstock/c/2016-06-06/
doc-ifxsvenx3367623.shtml(검색일: 2017.01.22).
26)

27)

(2018) “2017
”,

, 2018.01.11, http://khabarovsk.mofcom.gov.cn/article/
jmxw/201801/20180102697049.shtml(검색일: 2018.01.22).
(2018).

타를 거쳐서 예카테린부르크, 모스크바로 연결되는 하얼빈-러시아 화물 열차
의 운행을 시작했고 2016년 4월에는 향후 프리모리예1 회랑(쑤이펀허-무단장자바이칼스크-치타-초이발산)과 연계될 수 있는 하얼빈-쑤이펀허-블라디보스
토크-부산 복합물류운송 루트를 개통하였다.29)
지린성(吉林省)은 2013년 12월 17일에 극동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 도시인
훈춘(珲春)과 극동 러시아의 마할리노를 연결하는 철로를 재개통함으로써 철
도를 통한 극동 러시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2017년 5월부터는 훈
춘에서 약 75㎞ 떨어진 러시아 연해주의 자루비노항을 경유해 한국의 부산
항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항로를 시험 운행하고 있다.30) 또한 지린성은 훈춘나진항/자루비노항-부산항/중국남방 해륙 복합운송 루트의 개척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훈춘의 철도는 내륙으로는 지린성의 지린(吉林), 창춘(长春), 몽골
초이발산 등으로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치타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
(TSR)와 연결되는 프리모리예 2 교통 물류 회랑의 기점 역할을 할 수 있
다.31) 또한 현재 논의 중인 훈춘-블라디보스토크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극동
러시아로의 접근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2017년 1월 양국 정부의 극동개발 투자협력위원회를 통
해 향후 2년간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등에 16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러시아는 쑤이펀허 회랑에서 해상 관문 역할을 하는 블라
디보스토크, 나홋카, 보스토치니 항구를 잇는 도로 공사를 2020년 완공을 목
표로 2016년에 공사를 시작했으며 프리모리예 1, 프리모리예 2의 체계적 건
설을 위한 기본 계획도 승인했다.32)

28) “
”(2017), 
, http://baike.baidu.com/item/%E9%BE%99%E6%B1%
9F%E4%B8%9D%E8%B7%AF%E5%B8%A6(검색일: 2017.11.12).
29) “

”(2017).

30) 박성준(2017a) ｢북중러 접경 북방 연결루트… 이제는 ‘당장 가야 할 길’｣, 한겨레,
2017.03.09, 20면.
31) 박성준(2017a), 20.
32)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 보스토치니 항구를 연결하는 도로 공사를
2020년 완공을 목표로 201억 루블(한화 약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성준 2017a: 20)

<그림 1> 프리모리예 1, 프리모리예 2 회랑 개요

자료: 박성준(2017b) ｢동북의 심장 하얼빈 웅비하다｣, 시사인, 527호,
2017.10.26,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374
(검색일: 2017.11.21).

<그림 1>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러시아 연
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망 연결 작업들이 완료되면 헤이룽장성의 쑤이
펀허와 무단장, 하얼빈은 철도와 도로를 통해 극동 러시아와의 교통물류 네
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린성의 훈춘은 극동
러시아와 중국 동북 지역, 몽골, 북한 나진과의 교통망 연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협의하고 있는 하얼빈과 블라디보스토
크을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건설, 완공되면 프리모리예 1, 프리모리예 2 교통
물류 회랑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33)
33) 2017년 11월 3일 중국철로 동방국제그룹(
)의 총경리 차이저
민(
)과 당시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었던 갈루쉬카는 중국 헤이룽장성 하
얼빈-블라디보스토크 고속철도 건설과 헤이룽장성 무단장-블라디보스토크 철로와
중국 국내 철로와의 연결 공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하얼빈-블라디보스토크 고속

Ⅳ. 성과와 문제점
1. 성과
(1) 극동 러시아의 산업 기반 구축
중국은 2014년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기 전까지는 우스리스크 경
제무역협력구를 제외하고는 극동 러시아의 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에 인
색했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정부가 극동 지역에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
토크 자유항을 만들면서 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계획한 대로 중국 기업들이 투자한 극동 러시아의 산업 기반 구축 작
업이 완료되어 생산 설비들이 가동되면 극동 지역의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시장 확대
중국은 2010년에 개통한 중러 송유관 1기(스코보로디노-다칭 구간)와 2018
년 1월에 개통한 중러 송유관 2기(다칭-내몽골-러시아)를 통해 러시아에서 원
유 도입을 늘리면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 대한 원유 수입 의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극동 러시아의 스코보로디노와 헤이룽장
성 다칭을 연결하는 중⋅러 제1송유관은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1억 2,470만 톤(약 9억 1,405만 배럴)의 러시아 원유를 수입했는데 이를
위해 중국은 러시아에 66억 4,700만 달러를 지불했다.34) 러시아는 중국으로
의 원유 수출을 늘리면서 원유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원유 수요가 지속적으
철도는 12개 역, 약 380km의 구간을 시속 250km로 운행할 예정이고 총 공사비는
19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2017), 
, 2017.11.04, http://www.guancha.cn/Neighbors/2017_11_04_
433526.shtml(검색일: 2018.03.02).
34) “2017
1650
”(2018), 
, 2018.01.24,
http://news.cnpc.com.cn/system/2018/01/24/001676371.shtml(검색일: 2018.03.12); 조정원
(2018) ｢중⋅러 석유⋅가스 협력 강화요인과 장애요인: 중국의 국내적 요인을 중
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9집 4호, 51쪽.

로 늘어나는 중국 시장을 확보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표 10> 중국의 국가별 원유 수입량(2015~2017)
수입량 단위: 만 톤;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2015년 수입량 2016년 수입량
(비중)
(비중)
4,243
5,238
러시아
(12.7)
(13.8)
5,055
5,100
사우디아라비아
(15.1)
(13.4)
3,870
4,343
앙골라
(11.5)
(11.4)
3,211
3,622
이라크
(9.6)
(9.5)
3,207
3,507
오만
(9.56)
(9.2)
2,661
3,130
이란
(7.9)
(8.2)
1,392
1,873
브라질
(4.2)
(4.9)
1,601
1,805
베네수엘라
(4.8)
(4.7)
1,443
1,634
쿠웨이트
(4.3)
(4.3)
1,257
1,218
아랍에미리트연합
(3.8)
(3.2)
자료: 중국세관(中国海关); 조정원(2018), 50-51.
국가

2017년 수입량
(비중)
5,970
(14.2)
5,218
(12.4)
5,042
(12)
3,682
(8.8)
3,101
(7.4)
3,115
(7.42)
2,308
(5.5)
2,177
(5.2)
1,824
(4.3)
1,016
(2.4)

또한 중국이 유엔의 대 북한 경제 제재로 인하여 북한산 무연탄의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러시아산 무연탄의 수입을 늘리면서 중국의 러시아산 석탄 수
입이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는 원유, 가스의 소비에 비해 석탄의 수요가 늘
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유럽을 비롯한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을 늘리려 하
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대기 오염 문제, 국제 원유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유럽의 석탄 수요도 늘어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러시아산 무연탄과 유연탄의 수입을 늘리면서 해외 석탄 수출
의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표 11> 중국의 주요 석탄 수입국의 수입량 추이(2013~2017)
단위: 만 톤
연도
러시아
2013
2,721.6
2014
2,522.6
2015
1,578
2016
1,885
2017
2,807
자료: 중국세관

북한
1,653.1
1,546.2
1,962.6
2,244
481

몽골
1,732.9
1,922.6
1,412.3
2,640
3,399

인도네시아
6,769.4
4,695.2
2,827.9
10,380
10,901

호주
8,818.9
9,441.15
7,086.16
7,054
8,006

또한 천연가스 분야에서도 중국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
확대 수요와 러시아의 대 중국 천연가스 수출 증대의 필요성으로 인해 양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아무르 주에 건설 중인 LNG 가공 공장과
2020년 12월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중국석유와 로스네프트가 건설하고 있
는 중·러 동부 가스관은 중국의 북부 지역과 화동의 경제 중심 상하이로의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러시아의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 확대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35)

(3)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한 해외 투자 유입의 어려움 완화
미국과 유럽연합은 2014년 3월부터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따른 대 러
시아 경제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6개월마다 내용을 개정하거나 연장하고 있
다. 그로 인해 미국,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극동 러시아에 대한 신규 해외 투
자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선도개발구역과 블라
디보스토크 자유항 설치 이후 극동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러시
아 연방정부와 극동 러시아의 지방정부는 외국 자본 유치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35)

(2018) “
:
”, 
,
http://finance.sina.com.cn/stock/usstock/c/2018-01-01/doc-ifyqefvw8868787.shtml(검색일:
2018.01.21).

2. 문제점
(1) 극동 러시아의 교통 인프라 부족과 공사 자금 조달
중국과 러시아의 극동 지역 경제 협력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낙후된 교
통 인프라와 네트워크이다.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의 운송 능력은 부족하고
고속도로 면적이 넓지 않고 항구 물동량의 규모도 크지 않다.36) 중국과 러시
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 교통운송회랑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 비용의 부담과 공사 구간의 업체별 분담을 어
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 러시아는 현재 아시아개
발은행(ADB)의 회원국이 아니다. 또한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미국과 일
본의 영향력이 강한 아시아개발은행의 펀드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AIIB)의 펀드나 실크로드
기금의 활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개의 펀드를 중국에서 어느 정
도의 금액까지 지원할지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2) 러시아의 외국인 노동력 유입 제한
러시아 노동이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노동 비자 발급 쿼터는 블라디보스토
크 자유항과 선도개발구역들을 제외하고는 제한되어 있다.37) 극동 러시아의
36) 장하이잉(2014) ｢헤이룽장(
)성과 러시아 동부지역의 경제무역 협력 문제 및 조
치｣, CSF 중국전문가포럼, 2014.07.02, http://csf.kiep.go.kr/expertColr/M004030000/
view.do?articleId=7584&boardId=&page=40&searchKey=&searchString=&searchCateg
ory=CD00000157(검색일: 2017.11.23).
37)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의 경우 자유항에서 활동하는 고용주들의 외국인 고용허
가를 면제하고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입국 초청장에 대한 쿼터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선도개발구역에서는 상품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관계로
연방정부가 정한 고용자 쿼터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김학기·김석환·Korostelev(2016) 러시아의 극동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정책과
한-러 협력 방향, 정책자료 2016-269, 산업연구원, 44쪽; 안철환(2016) ｢2016년
러시아 이민법 개정 내용｣, Emerics 러시아·유라시아, 2016.03.24, http://www.
emerics.org/www/business.do?action=detail&brdctsno=184278&systemcode=04(검색일:
2017.12.23).

지방정부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야 현지에 부족한 노동
력 공급이 가능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2016년에 러시아가 이민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시거주증 발급 쿼터를 12만 5,900개로
전년보다 5,275개를 줄이는 과정에서 연해주에는 임시거주증 발급 쿼터를
4,200개만 배정하였다.38) 또한 2015년까지는 노동허가 카드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새로 재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노
동허가 카드에 성명, 여권정보 등을 변경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변경된 순간
부터 또는 입국한 순간부터 7일(영업일) 이내에 신고하고 노동허가 카드를
재발급받게 되었다.39) 그로 인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선도개발구역들을
제외한 극동 러시아 전 지역에서 러시아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전반적으로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향후 러시아노동이민국이 극동 러시아의 외국인 노동
비자 쿼터를 늘리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선도개
발구역들 외에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하게 조달하는 데 장애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3) 극동 러시아 지방 정부,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우려
러시아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극동 지역 주민
50% 이상이 중국이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한 바 있다. 그로
인해 중국 헤이룽장성의 헤이허와 러시아 블라고베센스크를 연결하는 헤이룽
장 대교, 우윈과 유대인 자치구를 연결하는 철로 대교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
다.40)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 기업들이 극동 러시아의 현지 인
력 양성과 고용을 위한 교육에 투자하고 현지인들의 고용을 점진적으로 늘리
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스리스크 캉지 공단의 사례처럼 근로자들의 대부분
을 중국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극동 러시아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우려
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38) 안철환(2016).
39) 안철환(2016).
40)

(2016) “
”, 
, 2016.06.16, http://opinion.
huanqiu.com/1152/2016-06/9072154.html(검색일: 2016.06.21).

(4)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하여
미국･EU에 있는 러시아 자산이 동결되었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신주 발행 및 채권 발행(만기 90일 이상)을 할 수
없게 되었다.41) 또한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과 은행들은 신규 부채나 자본 발
행을 할 수 없다.42) 그로 인해 2017년 포춘의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간 가
즈프롬과 루코일, 로스네프트, 스베르방크를 비롯한 러시아의 주요 기업들과
금융 기관들이 해외에서의 자금 조달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2018년 4월 6일에는 중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루미늄 기업
루살도 미국의 추가 경제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로 인해 루살은 서방으
로부터 알루미늄의 원료인 알루미나의 구매가 어려워졌고 모스크바 증권 시
장에서 전체 주식의 가치가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였다.43)
현재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 국제 경쟁력과 자금 조달 능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과 금융 기관이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러시아 연방정부와 러시아 기업들은 극동 러시아에 대
한 대규모 투자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극동 러시아의
교통물류 인프라와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중국의 자본에 대한 의존이 심화
될 가능성이 있다.

Ⅴ. 결론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극동 지역은 기존의 중국의 공산
품, 러시아의 원재료 중심의 무역에서 중국의 야채와 식품, 극동 러시아의
어류와 수산물이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등장하고 있다. 향후 극동 러시아의
41) 이성규(2017) ｢북방경제협력: 러시아 경제제재 우회 방안｣, 북방경제협력: 러시
아 경제 제재 우회 방안, 한양대학교 에너지거버넌스센터, 21쪽.
42) 이성규(2017), 22.
43) 유철종(2018) ｢러, 미 제재 대상 거대 알루미늄 기업 ‘루살’ 국유화 검토｣, 연합
뉴스, 2018.04.19,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4/19/0601100000
AKR20180419188800080.HTML(검색일: 2018.04.25).

농산물이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극동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투자에 있어서는 극동 러시아에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생기면서 중국 기업과 자본의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투자 영
역도 원재료 확보 및 가공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 기반 구축, 주택 건설 등으
로 확대되어 향후 극동 러시아의 경제 개발에 중국 기업과 자본의 역할이 커
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러시아의 주요 기업들과 금융 기관들은 서
방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극동 지역에 단독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
다. 그러므로 극동 러시아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자
유롭고 기업과 정책 금융 기관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의 파이낸싱 능
력이 뛰어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러시아 연방정부와 극동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중국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관련 법규에
대한 추가 개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향후 극동 러시아에서의 경제 협력의 양적, 질적 수준 향
상을 위해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과 극동 러시아의 산업 기반의 구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극동 러시아에 제조업 생산 기반이
만들어진 후에도 단기적으로는 극동 러시아에서 숙련되고 성실한 러시아 현지
인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북한에서 근로자를 조달해
야 할 가능성이 있다. 우수리스크 경제무역협력구의 캉지 공단에서도 생산 라
인에서 활용 가능하며 잔업을 마다하지 않는 러시아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
기 때문에 신발, 목재, 폴리염화비닐 생산 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
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44) 그러므로 향후 극동 러시아에서의 중러 경제협
력이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러시아 현지인들
에 대한 제조업 인력 양성과 고용 창출 방안 마련과 실행을 위한 산학연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44) 심상형(201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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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usso-Chinese Economic Cooperation after Ukraine Crisis:
Focusing on Outcome in Far Eastern Russia
Cho, Jungwon*
Economic sanctions imposed on Russia by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in
response to Russian occupation of the Crimean Peninsula have hampered the growth of
Russian energy exports and inflow of foreign investment into the country. For this
reason, Russia reinforced its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which has high energy
demand and the world’s largest foreign reserves. Since then, far eastern Russian raw
materials and Chinese industrial products have maintained a complementary trade
structure. However, given weak Russi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there has been
negligible trade of intermediary goods between far eastern Russia and China. In terms
of investment, Chinese companies expanded their investments from energy to agriculture,
lumber business, construction of manufacture, hotels, and casinos. In contrast, Russian
companies did not make significant capital investments in far eastern Russia. Moreover,
western economic sanctions imposed on Russia limit financing of local major companies
and banks in the country. In future, China and far eastern Russia will reinforce their
economic collaboration under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industrial and energy
cooperation, which presents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However, lack of
diligent and skillful Russian workforce impedes the development of this economic
cooperation. Given western economic sanctions,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in far
eastern Russia requires massive investment from China. As such, fede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in far eastern Russia should provide laws and regulations to attract further
direct investment from China. In the short term, municipal governments in far eastern
Russia and Chinese companies would need to employ Chinese, North Korean, and
Central Asian workforce. Meanwhile, in the long term, the Chinese central and Russian
federal governments should implement concrete plans to develop high skilled Russian
manpower to build the manufacturing sector in far eastern Russia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research institutes from Russi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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