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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광활한 육지면적을 가지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교통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는 가운데, 국제기구 또는 유라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유

라시아 지역에서 수많은 육상 교통회랑 구축 프로젝트가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카자흐스탄-중국 구간의 국제교통회랑의 활성화 정도가 

높아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커가고 있다. 국제교통회랑은 국경을 

넘어 국가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가들의 강한 협력 의지와 복잡한 

협력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러-카-중 국제교통회랑 협력을 가능케 

해준 협력 틀이 어떻게 작동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를 설명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교통회랑 협력에 대한 각국의 정책을 살펴보고, 국가 

간 협력 틀을 파악하면서 이에 이루어지는 소다자 협력 관계가 교통회랑

협력 그리고 지역협력에 지니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1992년 이래 러·카·중 3국이 국제교통회랑에 대한 정책과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비전들은 3국 교통회랑협력 추진의 이니셔티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책과 비전을 기반으로 3국이 다양한 협력 형식을 통해 회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3국 간 협력 틀은 주로 양자협력, 지역 다자

협력, 국제 다자협력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양자 협력은 정부 및 부서 간 

협정체결, 혹은 협력부서를 설립하는 형식으로 운송의 정책 방향, 운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세밀한 협력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역 다

자협력은 러·중+중앙아시아 국가의 형식에서 상하이협력기구로 발전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국제적 협력은 법적 기반 마련, 

총괄적인 교통회랑 정책의 출시와 발전 전략의 수립 및 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협력 틀에 참여 또한 틀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러·카·중 3국

이 일정한 소다자 협력을 이루었고 이러한 협력이 해당 교통회랑의 발전

방향을 이끌어내고 있다. 소다자 협력의 작동을 보여주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교통회랑의 발전 상황을 3시기로 나누었다. 즉 ①1992-1999년 3국

의 소다자 협력 미진 시기, ②2001-2012년 소다자 협력 작동 시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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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부터 소다자 협력의 새로운 도전 시기이다. 1시기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주도와 러시아의 수동적 태도로 소다자 협력이 형성되지 못

했고, 이로 인해 3국 간 철도는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2시기에 러

시아는 협력에 대해 능동적인 태도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하

는 중국, 카자흐스탄과 협력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3국 간 교통회랑 물동

량이 늘어나는 동시에 무역량도 급속히 증가되었다. 3시기에 들어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구상을 제시하면서 3국 협력에서의 주도적 역할이 본격화

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중국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을 경계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카자흐스탄은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은 화물조달, 인프라 투자 등에

서 주도권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소다자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

켰다. 

3국의 협력 사례를 통해 철도협력은 국가의 지역 정책과 국가 간 관

계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국의 교통운송 

분야에서 특정한 이익을 고려해야 할 때 외교정책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철도협력을 둘러싼 3국의 협력은 국가의 지역 정책과 교통

운송에 대한 고려를 동시에 반응하는 것이다. 본문은 이러한 각 국의 의도

가 투사되어 형성되는 소다자 협력이 결국 철도협력의 발전 방향을 결정

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중에서도 두 개의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

이 협력의 성격과 발전방향을 주도하였고, 중견국인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충분히 이용하여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협력에서 소다자 주의로 접근하려는 국가들에게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중앙유라시아, 교통회랑, 러-카-중 협력, 협력 틀, 소다자 협력

학번: 2016-2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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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교통물류는 일차적으로 지리학 또는 물류학에서 주로 다루는 연구대

상이다. 경제지리학에서 교통물류 연결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는 지역 입지 

조건을 개선하여 자원, 인구, 재화, 자본의 유통을 증진하면서 경제무역 

및 문화교류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물류학에서는 선

로 설계나 화물 운송능력 측면에서 교통물류 건설을 분석한다. 그러나 이

런 시각만으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가 간 교통물류 협력과 경쟁을 제

대로 포착할 수 없다. 교통 건설과 협력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경제와 문화 교류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함의를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시각으로 지리적 현상을 파악하는 분석개념

이 필요하다. 지정학에서는 지리적 요소를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삼는다. 이는 ‘생활권(lebensraum)’을 기반으로 하여 가치 

있는 공간에 대한 세력을 확장하려는 국가들의 경쟁을 의미하고, 특히 수

많은 지리적 요소 중에 교통의 발달과 혁신은 ‘공간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실현되게 하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1) 따라서 교통건설은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면서 정치적 욕구를 실현하게 만든다. 

전통적인 지정학에서 철도를 매우 중요한 지역 연결도구로 보고 있지만2)

1) Friedrich Ratzel, “Studies in Political Areas. The Political Territory in 

Relation to Earth and Contin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3, 

No. 3 (November 1987), pp. 297-313; Friedrich Ratzel, “Studies in Political 

Areas.Ⅱ.Intellectual, Political, and Economic Effects of Large Area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3, No. 4 (January 1989), pp. 449-463.

2) Halford John Mackinder,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23, No. 4 (April 1904), pp. 421-437. 맥킨더는 철

도가 대륙국가에게 주는 의미에 주목하고, 특히 유라시아 중심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강조하며, 20세기 끝나기 전에 아시아 지역에서 철도망이 가득 널려

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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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Trans-Asian Railway) CAREC Corridors

과학기술 발전으로 항공운송, 해운 등이 발달되면서 철도에 대한 담론이 

점차 적어졌다. 최근에 들어 철도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항공운송과 비해 가격이 낮고, 해운과 비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에서 사

람들의 주목을 다시 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넓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교통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

식하게 되었다. 국제기구 또는 유라시아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지

역에서 많은 육상 교통회랑 구축 프로젝트를 제시해 왔다. UN ESCAP에

서 추진하는 아시아횡단철도(TAR: Trans Asian Railway), 중앙아시아경

제협력체(CAREC)의 운송회랑 개발, 유럽의 TEN-T계획, 트라세카

(TRACECA), 미국의 실크로드 경제권,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

일로’, 인도의 ‘마우삼’ 프로젝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3) 이러한 프로젝트

들의 제시함에 따라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보다 복잡한 교통운송 네트워크

가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림1-1] 유라시아 주요 운송회랑 프로젝트 노선

3) ①UN ESCAP의 TAR건설 구상은 1950년대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대부분은 기존 

국가들의 철도로 연결되었고, 아직 계획하고 건설하고 있는 노선이 있다. TAR철도

협의는 2006년 11월에 체결하여 UN ESCAP의 17개 국가가 유라시아 철도망 건설

에 합의되었다. ②CAREC는 1997년에 설립하여 중앙유리시아 교통운송 프로젝트, 

무역, 에너지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③유럽 연합은 1996년에 유럽 내 운송망 

TEN-T건설을 제시하였고, 도로, 철도, 수로, 공항, 항구 등을 포함하는 교통운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고, TRACECA는 1993년에 제시하여 유럽과 중앙아

시아 간 교통회랑 건설 프로젝트이다. ④미국은 2011년부터 실크로드 경제권, 러시

아는 2000년대부터 신동방정책, 중국은 2013년에 ‘일대일로’, 인도는 2014년에 ‘마

우섬’계획을  제시하여 각 국가들이 유라시아 국제교통운송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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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T TRACECA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구상 및 제안하는 과정 중에 이미 개별 국가들

의 협력이 현실화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중앙유라시아에서 시작한 러시

아, 카자흐스탄, 중국 간의 교통회랑 협력은 이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중앙유라시아’는 유라시아 대륙 중심에 자리 잡은 광대한 지역을 

말한다. 그 범위는 대략 동서로 중국의 대싱안링 산맥에서 헝가리 평원까

지, 남북으로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 남쪽에서 고비 사막에 이른다.4)

15~16세기 이후 유라시아 양끝 두 제국인 제정 러시아와 청나라의 분할 

지배를 받은 중앙유라시아는 1990년대 초 소련의 해체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게 되었다. 러-카-중 철도협력은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되는 것이다.

러-카-중 교통회랑은 TCR(Trans- Chinese Railway)5)철도의 일부

분이고, 이 중 1990년에 중국 북장철도와 소련의 토시 철도(현 카자흐스

탄 철도)가 접속되었으며, 아라산커우와 드루쥬바 세관이 연결됨에 따라 

1992년 12월에 정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TCR는 중국 동부 연해 항

구도시인 롄윈강을 기점으로 서부에 위치한 아라산커우에서 카자흐스탄의 

드루쥬바로 연계되어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독일을 경유하여 네덜란

드 로테르담 항구까지 도착하는 노선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 유럽이 직

4) 고마츠 히사오 외 씀, 이평래 옮김.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서울: 소나무, 2005). 

pp. 5.

5) 이는 흔히 중국횡단철도(TCR: Trans Chinese Railway)로 불리며, 중국은 이를 '신 

유라시아 대륙교(新歐亞大陸橋, China Land Bridge)' 로 명명하고, 중앙아시아에

서는 ‘트랜스아시아철도’, ‘유로아시아철도’, ‘실크 로드철도’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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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나라와의 지역별 협력을 통해 이

루어지는 것이다.

1990년대 말까지 노선의 활용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해운과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운송가격과 완비되지 못한 열차 

운송 체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연변 국가들은 노선을 활성화하기 위

해 단계적인 해결법을 추진해왔고, 노선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까지 다양한 중국-중앙아시아, 중국-유럽 블록트레인(block train)이 

개통하였으며, 연변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국가도 이 노선을 이

용하여 중앙아시아, 러시아 및 유럽으로 화물을 수송하고 있다. 2016년 

말까지 중국으로부터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으로 향하는 선로는 총 43

개 이고, 총 물동량은 1702만 톤이며, 그 중 러-카-중 교통회랑을 이용하

는 노선이 27개이고 총 물동량의 60%이상 차지한다.6) 주요 행선지로는 

카자흐스탄, 스페인, 폴란드, 체코,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이며, 

운송물은 휴대폰, PC와 같은 전자제품으로부터 의류, 자동차와 자동차부

품, 식량, 와인, 커피빈, 목재, 가구, 화공제품, 기계설비 등 품류로 확대되

어왔다. 노선의 장기간 추진과 이의 중요한 위치와 더불어 지금까지 중앙

유라시아에서 가장 활성화된 교통회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교통회랑 협력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이고 주목할 만한 사례이라 할 

수 있다.

국제교통회랑은 국경을 넘어 국가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가

들의 강한 협력 의지를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엄밀하

고 복잡한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교통회랑의 운영과정에서 연변지역 인프

라시설 낙후, 복잡한 통관 절차，환적 시간 및 능력, 운송규정 불일치, 높

은 운송 원가 등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협상 및 협력

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러-카-중 교통회랑 협력에서 양자, 지

역 및 글로벌 다자협력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협력 틀의 

기능과 작동하는 형식이 다양하다. 양자적 협력은 두 국가의 특정한 이익, 

6) 大陸橋聯盟網 “2016大陸橋運輸指標與中歐班列相關數據分析”,2017년 4월 26일,

  http://www.landbridge.com/landbridgetransunion/2017-04-26/45524.html

（검색일: 201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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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구에 따라 ‘특정한 호혜적인’ 협력을 이루며 협력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으나, 다자적 협력은 보편적인 행동 원칙에 기반 하여 여러 나

라의 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적 협력 형식이므로 문제 조정에 있어서 역할

이 크다.7) 다양한 협력 형식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협력

의 발전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역내 국가들이 철도협력

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정치 및 전략적 의도를 투사하고 협력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러-카-중 국제교통회랑 협력을 가

능하게 해준 협력 틀이 어떻게 작동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이를 설

명하고자 한다. 특히 러-카-중이 이루어지는 협력의 유용성을 소다자주의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국제교통회랑 간의 경쟁성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교통회랑에서 국가 간 협력이 어떻게 진행하여 회랑을 활성화시켰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 연구를 통해 러-카-중 국제교통회

랑에서 양자, 지역 내 다자 그리고 글로벌 다자협력 틀은 각자 어떤 역할

을 하고, 협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러-카-중 소다자 협력이 어떻게 작용

해왔는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연구

국제교통회랑은 전통적으로 물류학의 연구대상이다. 특히 국제사회

에서 국제교통개발 사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전에는 이에 대한 국제정

치적 접근이 미진한 상태였다. 21세기에 들어 국가 및 지역 간 교통 연결

의 중요성이 보편적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교통

회랑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비로소 많아지기 시

작했다. 따라서 다른 분과학문의 연구 성과를 총체적으로 고찰 한 후 국제

정치적 시각으로 러-카-중 교통회랑협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작업이

7) John Ruggie,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3 (Summer,1992), pp. 56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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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물류학에서 TCR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운송능력과 

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8) 이홍창 등은 TCR의 국제 무역에 미

치는 영향을 주목하여 TCR의 효율성 제고는 중국 신장지역과 중앙아시아 

간 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TCR을 유라시아에 

있는 다른 경로들과의 비교를 통해 선로들의 운송능력을 평가하는 연구들

이 있다.9)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교통회랑의 운송비용, 운송시간, 물동

량 등 측면에서 선로들의 경쟁력에 대해 분석하였고, 국가 간 무역량을 통

해 교통회랑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TCR의 특성

과 장단점을 확인함으로써 교통회랑이 연변 국가의 발전에 지니는 중요성

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선로 간의 비교를 통해 선로들의 협력 상

황, 차이를 파악하고 국가 간 협력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국제교통회랑 건설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음에 따라 국제

정치적 시각으로 국제교통회랑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즉 회랑 건설을 통한 

국가들의 세력 확장을 비롯한 전략적 의도에 주목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철도 연결이 경제이익의 증대라는 측면 외에도 해당지역에 대한 정치·경제

적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10) 국제운송회랑은 강

대국간 경쟁과 각축을 하는 매개이고, 세력권을 확대하려는 ‘국제정치경제

의 횡단선’이며,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논의되고 있다.11)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국제교통회랑에서 국가 간 경쟁

8) 이용상, 정병현, “국제물류로서 중국철도 이용의 가능성에 관한 사례연구,” 『물류학

회지』 22, (2012), pp. 155~174; 이홍창, 맹해양, 배기형, “‘일대일로’에 있어서 신 

유라시안 대륙교가 신장과 중앙 아시아 국가간의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회랑 퍼포먼스 통로와 운송비를 중심으로,” 『물류학회지』 26, (2016), pp. 

11~21.

9) Islam Zunder,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Transportation 

Economics, Vol. 41, No. 1 (May, 2013), pp. 3~16; 함범희,허남균,허희영, “유라

시아 철도의 다중경로 구축에 관한 연구,” 『산학경영연구』 21, (2012); 조진행, “유

라시아 철도경로와 국제 해운경로의 시열적 경쟁력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32, (2016), pp.137-170.

10) 신범식, “교통의 국제정치: 시베리아횡단철도(TSR)국제화와 동북아 협력을 위한 한

국의 대응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19, (2003), pp. 273~301.

11) 원동욱 외,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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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력이 교차하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경쟁에 주목하

고, 이에 존재하는 협력을 다소 간과했다. 국가들의 세력권 확대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러-카-중 간의 교통협력은 3자 간의 경제 관계의 한 축으로 인식되

었는데 세분화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러-카-중 관계에 대해 에너

지자원 협력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지만, 교통·물류부문은 논의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교통협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러시아

는 교통 분야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전통적인 파트너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양국은 항만, 철도, 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 및 현대화가 절실하고, 

특히 철도 수송체계의 개선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

한다.12) 한편,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교통협력에 대한 연구들은 협력의 성

과와 문제점에 주목한다. 이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교통협력을 제도 구축

과 기능적 협력으로 구분하여 두 국가 간의 교통 협력은 금융위기 대응, 

무역 투자 편리화 추진의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13) 또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협력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관계의 큰 

틀에서 다루고 있는데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을 통해 교통인프라 건설을 기반으로 구소련 지역의 통

합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한다고 강조한다.14)

러-카-중 교통협력을 뒷받침 한 다자간 메커니즘에 대해서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와 국제철도협력기

구(OSJD: Organis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Railways)를 둘러싸

고 접근하는 연구들도 있다.15) 이에 관한 연구는 두 협력체의 지역 교통 

방안 연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12) 성원용, “푸틴시대 러시아의 대 중국 경제관계: 에너지와 교통물류 협력을 중심으

로,” 『비교경제연구』. 16(1), (2009), pp. 243-289. 

13) 王海燕，劉晏良， “中國與哈薩克斯坦在交通運輸領域的制度安排與功能合作,” 『新

疆社會科學』，第4期 (2009), pp.44-49.

14) Krickovic, Andrej, “Imperial nostalgia or prudent geopolitics? Russia’s 

efforts to reintegrate the post-Soviet space in geopolitical perspective.” 

Post-Soviet Affairs Vol. 30, No. 6 (2014), pp. 503-528. 

15) 阿卜杜拉·哈希莫夫, “上海合作組織與中亞交通運輸,” 『俄羅斯中亞東歐市場』, 第11

期 (2004), pp.1-8; 史謝虹，“上海合作組織的交通合作，” 『2012上海合作組織發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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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구축, 협력의 규범화 등 측면에 주목한다. SCO가 교통협력에서의 기

능을 중심으로 교통장관회의 메커니즘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OSJD의 

교통협력에 관한 법률 및 운송가격을 포함한 규제 수립 역할을 강조한다.

기존연구들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다. TCR선로에 대

한 기존연구들은 운영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나, 국제정치

적 시각으로 이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러-카-중 간 교통협력에 대한 연구는 협력 영역, 협력 형식에 대한 분석

이 있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협력과정이 어떻게 전개 되었는지, 

각국의 손익 계산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또한 다

자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은 이들의 교통협력에 대한 제도 수립 역할

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효율성(effectiveness and efficiency) 

그리고 이행과정에서의 국가들의 실제 이행능력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 연구들에서 분석되는 러-카-중의 교통협력 양상을 

빌려오되, 이들의 교통회랑구축에서의 협력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협력과정 즉 양자, 3자 및 다자 메커니즘이 각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각 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협

력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협력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시기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진행은 중앙유라시아에서 이루어지는 러-카-중 간 국제

교통회랑 협력에 대한 사례 분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 시기는 러-

카-중 간 국제교통회랑이 정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1992년에서 자료 및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2016년으로 정한다. 

報告』,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3) pp. 117-124；UNESCAP, “Measures 

taken by organization for railways cooperation (OSJD) to develop Eurasian 

(railway) transport corridor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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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선정 이유는 러-카-중 교통회랑에서의 국제 운송이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비교적 성숙하게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

교통회랑에서 국가 간 협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기 위

한 전략구상의 핵심적 대상이기 때문에 본 사례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 존재하는 국가 간 역학관계의 양상을 드러내고, 유라시아지역 중심에 

위치한 대표적인 중견국인 카자흐스탄이 강대국에 대한 대처 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예상된다. 또한 1992년 정식 개통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

지 그 진행된 시기가 26년이 된 사례로서 국제교통회랑에서 국가 간 협력

에 대한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모두 사용

하는 문헌조사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다.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역사적 설명

을 통해 러-카-중 교통회랑협력의 성격과 변화를 밝히고 이에 투사되는 

각국의 의도를 분석한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간 체결하는 철도협력 영역의 양자 및 다자 양해각서, 협약, 각국의 정부 

문건, 회의록 그리고 SCO와 OSJD에서 체결된 다자 협약 등 일차 자료와 

국가 간 설립하는 교통 관련 협력 부서의 활동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

는 러시아 교통부 및 철도공사, 카자흐스탄 교통부 및 철도공사 중국 교통

운송부 등 국가 정부 공식 사이트와 SCO, OSJD, UNESCAP 등 국제기구 

사이트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및 신문기사, 논문, 정부부서

의 연구보고서 및 국제교통회랑에 관련된 단행본 등 이차 자료들을 활용

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문헌 분석을 통해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

정의 연결고리를 찾을 것이다.

4. 연구 구성

상기 연구방법 및 방향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아래와 

같다. II 장에서는 러·카·중 각국의 유라시아 비전과 교통회랑협력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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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각국의 정책을 살펴본다. 소련 해체이후 러시아는 CIS지역에 대한 세

력 유지 및 동아시아 및 아태 지역에 대한 세력 확장 동기로부터 중앙아

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추구하게 되었고, 국내 경제성장 요구

로 철도에 대한 중시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내륙 국가로

써 교통 불 발달은 경제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주변 국가

의 교통통로를 이용하여 세계경제권으로 진출하려는 욕구에서 교통회랑협

력을 추구해 왔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외교 관계 강화 노력을 꾀하였다. 중국은 주변 환경의 안정

을 유지하고, 낙후한 서부지역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변경지역의 대외개

방 추진 전략과 서부 중시 전략을 실시하였다. 교통물류를 경제발전의 매

개체로 인식하여 철도 건설 및 개선, 철도 시스템 정비 등 철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었다. 이러한 3국의 비전과 정책은 교통회랑 협력을 전

개하게 된 기반으로 보인다. 

III장은 러-카-중 3국 교통회랑협력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양자협력, 

지역적 협력, 글로벌 협력 등 협력 틀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양자적 협

력 형식인 국경통과 철도에 관한 회의, 협정, 부서 설치 등과 지역 협력인 

러시아,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력 및 SCO, 그리고 글로벌 차원 협

력인 OSJD의 영향력과 철도협력에 대한 기여, 그리고 기타 형식의 국제적 

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 협력 틀의 작동 방식,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IV장은 러·카·중 3국의 지역 전략과 노력을 비교·설명하고 각종 협

력 틀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3국의 소다자 철도협력과의 연관성을 도출

한다. 소다자 협력의 시기별 성격을 파악하고 교통회랑 활성화에 미친 영

향을 분석한다. 교통협력 진행 초기부터 1990년대 말까지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다양한 협력형식을 활용하고 국내적 노력을 통해 협력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는 반면, 러시아는 해당노선이 자국의 TSR노선과 경쟁성이 있는 

면에서 협력에 대한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미

국의 아시아태평양으로의 회귀, 중앙아시아에서의 세력 확장 등으로 인해 

러시아는 동쪽으로의 전략적 진입을 보다 중시하게 되었고, 교통회랑협력

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카자흐스탄과 중국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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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2013년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이 제시됨에 따라 

중국은 교통회랑 활성화에 힘을 쏟아 러-카-중 협력에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3년 이후 3국의 협력에서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되 소다자 협력에 도전이면서 이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켰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를 요약 및 설명하고, 이 논문의 함의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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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러-카-중 유라시아 교통운송협력 정책의 기본 방향  

1. 러시아· 철도산업 중시와 동방정책의 강화

TCR에 대한 러시아의 노력은 소련시기로 소급할 수 있다. 소련은 

공식적으로 토시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주변 국가의 공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소련은 ‘이 지역(신장)이 

소련에게 주는 매력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강조되고, 이의 대외운송문

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정부는 토

시철도의 건설을 가속화 하였고 빠른 완성 속도를 요구하였다.16)

1956년부터 소련은 카자흐스탄 가맹공화국의 토시철도 악토가이역

으로부터 중국철도까지 이어지는 노선 건설 준비를 시작하였고, 1959년 7

월에 완성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중소 관계 악화로 중국과 소련 철도는 

연결하지 못하였고, 1980년대 중소관계 완화해지기부터 양국은 1988년과 

1989년 두 차례의 토론을 거쳐1990년 철도를 연결시켰다. 소련은 당시 국

경역의 이름을 ‘드루즈바’로 지어 ‘우의’라는 뜻으로 중소 간 우호적 관계

를 의미한다. 

소연방 해체이후 러시아 경제가 급속으로 추락되어 철도산업 또한 

타격을 입었다. 1990년대에 들어 러시아는 대규모 사유화 운동을 진행하

여 수많은 국유기업들이 저가로 매각하였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국내 총생

산이 하락되었고 공업소비품 제공이 부족하여 교통운송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다. 철도 물동량, 운송회전량 등 모두 하락하여 철도산업 전체가 연속

적으로 적자 상태이다. 사유화로 인해 정부 재정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철

도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지경이었다. 이는 철도 발전을 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전통적인 세

력권이자 ‘방호지대’라고 판단하는 CIS지역에 대한 외부적 위협요인을 최

소화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아태 지역에 대한 통합동기를 최대화할 필요가 

16) 逸峰, “土西鐵路與德魯日巴車站,” 『大陸橋視野』，第7期 (2003),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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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것은 이후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재진입’으로 구체화되었고, 중

국과의 관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입구’를 의미하였

다.17)

따라서 옐친 정부 시기 철도 시스템에 대한 개혁안을 통과하였고 동

방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여러 정부령을 통해 철도시스템에 대한 개

혁을 실시하였는데 운송효율, 운송비용, 운송 서비스, 관리제도 등을 중심

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철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보조적 역할을 강화시

키려 하였다.18) 이러한 정령들은 향후 철도개혁의 기반으로 되었다. 철도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 시기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서구주의 노선으로

부터 동방전략으로 전환되었다. 1995년 NATO의 확장(나토의 동진)정책이 

기정사실화되자, 러시아 정치 엘리트들은 NATO의 확대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여 동

방정책을 통해 서방에서의 전략적 열세를 만회하려 하였다.19)

2000년 푸틴 취임한 후 철도개혁을 중요한 의제로 간주하는 동시에 

동방정책을 계승하였다. 2001년 러시아 총리 카시아노프는 384호 정부령

을 통과하여 「철도구조개혁계획」을 발표하였고 구체적인 개혁을 실시하였

다. 개혁은 3단계를 걸쳐 철도운송의 감시, ‘러시아철도공사 OAO 

Russian Railway(RZD)’ 설립, 핵심과 비핵심 업무 분리, 철도운송의 경쟁

을 추진, 사적 자본을 철도운송경영사업으로 유입 추진 등 사항을 규정하

였다. 개혁은 총괄적으로 서비스, 안전, 종합교통운송구축, 운송비용 감축 

17) 원동욱, 성원용, 김재관, 백준기,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유라시아 실크로

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p. 54.

18) 1995년에 발표한 제153호 정부령  「№ 153-ФЗ  О федеральном железнодоро

жном транспорте」은 철도 시스템과 다른 산업 간 관계에 대해 법적 범주를 확

정하였고, 1997년에 발표한 제426호 정부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

едерации № 426 Об Основных положениях структурной реформы в сфе

рах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олий」은 철도 운송 효율 향상, 운송비용 감축, 서비스 

향상, 독점 타파, 경쟁 추진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1999년에 발표한 제448호 정

부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5.04.99 N 448」 은 철도 구조에 대해 개혁을 

실시하고, 국가가 철도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운송가격 관리법 개선, 재정 

투명성을 재고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19) 원동욱, 성원용, 김재관, 백준기, 2015,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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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였다.20) 2001년 중·러 간 친선우호협력조

약 체결로 양국이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시기 동방정책

에는 전략적 균형이라는 정치 및 안보적 목표에 더하여 극동개발과 아태

지역으로의 시장 진입이라는 지경학적 목표가 결합되었다.

집권 2기를 맞은 푸틴정부에서 핵심 키워드는 ‘경제성장’이다. 이러

한 기조는 2005년 2월에 확정된 「2005-2008년 러시아의 사회경제발전 프

로그램」21)에서 읽을 수 있다. 이는 집권 2기의 경제정책 목표를 역동적이

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

정하고,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의 달성, 세계 속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경

제적 역할을 강화하는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낙후된 인프라의 개선에 중대

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교통발전전략의 목표로서 첫째, 교통의 접근

성 및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결점’의 해소, 둘째, 주민의 이동성을 1.3배 

증대시키는 조건의 창출, 셋째, 통과운송과 수출입화물운송을 각각1.9배, 

2배 증대하는 러시아 통과운송잠재력의 실현 및 운송서비스 수출의 확대 

등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자국의 교통체계가 국제통과운송을 담당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대외교역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

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가장 중요한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운송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국제운송로 구축

에서 러시아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것을 러시아교통의 최우선적 과제

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 노동분업의 이점과 운송 서비스 수출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러시아의 경제상황을 개선하는데 최대한 활용한다

20) 張俊勇、張玉梅、孫有才, “俄羅斯鐵路改革對我國的啟示,” 『铁路采购与物流』 , 第

12期 (2014), pp.12-15.

21)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П 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

вития Р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на-средне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ву(2005-2008г

оды)(проект), http://www.economy.gov.ru (검색일: 20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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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시기 동방정책의 심화로 ‘동방중심축’전략이 수립되었다. 즉 러시

아가 당면한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아태지역으로의 전략 축 이

동이 국가전략의 최우선순위로 강조하는 것이다.22) 동방정책은 지정학적 

열세에 기반 한 ‘기능적 전략균형’에서 ‘지정학 및 지경학적 균형발전’으

로, 더 나아가 ‘동방으로의 중심축 이동’으로 변형되면서 ‘균형전략’에서 

‘집중전략’으로 진화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철도산업에 대한 중시와 아태지역에서 세력 확대 욕구를 기

반으로 한 러시아는 중국을 비롯한 아태지역과의 국제운송을 추진해왔다. 

국내적 체제 정비를 기반으로 러시아는 국제철도 연합운송에 대해서도 많

은 노력을 기울었다. 러시아는 현재 EU, 인도, 중국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물류시스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유라시아 철도물류

체제의 그랜드비전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 그리고 EU의 동유럽편입 등이 창출해 낼 성장에너지를 철도물류로 

흡수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23) 또한 2000년 중국과 모스크바-베이징 컨

테이너운송서비스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국, 한국, 일본 등과의 물류네트

워크를 강화하였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2008년 11월 22일에 「러시아연

방2030년까지 교통발전전략」을 출범시켰다. 그 중 육지교통운송(철도, 도

로) 분야 대외협력에서 우선시하는 방향은 러시아의 유라시아운송회랑의 

지리적 우위를 발휘하고, 국제운송협력을 추진하여 세계 교통공간으로의 

통합과 러시아 통과수송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북쪽은 바렌츠해 지역

연맹 안에서 운송협력을 진행하고, 남쪽은 흑해경제협력기구 내에서 운송

협력을 진행하며, 동쪽은 상하이협력기구와 APEC 내에서 운송협력을 진

행하면서 러시아의 기타 양자 및 다자 영역에서 운송협력을 강화해야 한

다고 주장하여 자국의 지리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22) Valdai International Discussion Club, "Toward the Great Ocean-2: 

Russia's Break through toward Asia (Draft)," (2013), pp. 9-11. 

23) 성원용, 원동욱, 임동민, 『대륙철도를 이용한 국제운송로 발전전략 비교 연구: 러시

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2005),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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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자흐스탄· 내륙 고립을 넘어 세계경제권으로

현재 중국과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철도는 아라산커우-도스틕

(Dostyk)， 후월궈스-제티겐(Zhetygen) 두 가지 노선이다. TCR의 일부분

인 아라산커우와 도스틕노선의 걸설은 중-소 간의 노력으로 추진되었지만 

연결 후 노선의 활성화, 그리고 후월궈스-제티겐의 연결은 카자흐스탄의 

노력으로 추진되어 왔다.

1991년 소련의 해체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24) 연

방중앙의 예산 보조를 상실하는 카자흐스탄은 1990년 예산 수지 흑자 13

억 루블로부터 1991년 적자 66억 루블로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카자흐스

탄은 재정 지출 구조를 개선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보장 지출액은 처음으

로 경제건설 투자액의 50%을 넘었고, 주권의 독립은 카자흐스탄을 심한 

경제 불황과 공업 생산 정체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카자흐스탄 내 기

존 소연방 소속 기업들은 중앙 재정 지원을 잃은 후 곤경에 처하였다. 이

러한 기업은 카자흐스탄 공업생산총액의 90%를 넘으며, 주로 광업에 집중

한다. 1992년 초기, 러시아는 “쇼크요법”을 시행하고 상품 가격 자율화 

하여, 러시아와 국경을 개방하면서 같은 화패를 사용하는 카자흐스탄 역시 

수동적으로 수많은 상품의 가격을 자율화 하였다. 가격 자율화는 카자흐스

탄 국내에서 악성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1992년 인플레이션율은 2961%

에 달했다. 당시 국내 경제적인 혼란을 형성되었고, 생산이 급속으로 하락

되어, 국민들 삶의 질도 심한 쇠퇴를 겪었다. 예산 적자 확대, 외환보유액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은 독립 국가로 성장하는 조건이 충분하

지 않았다. 기존 러시아와의 공급-수요 관계가 단절해졌고 대륙 내부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출구가 없기 때문

에 무역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의 두 가지 선택은 새로운 원자재 수출 

시장 개척과 기본 소비품의 수입이다. 즉 두 가지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

24) 소련 해체 후 카자흐스탄의 국가 상황은 楊雷, 『俄哈關係論析』，(北京: 世界知識

出版社，2007)，p.205; 趙常慶(編), 『哈薩克斯坦』,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p.10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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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의 철도 연결을 통해 이런 목표

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1993년 중국과 철도 연결 후 카자흐

스탄 수출 화물은 주로 석유, 광산물들이고, 수입은 주로 소비품과 의류이

다. 카자흐스탄의 자원들이 중국으로 수출하여 국가 설립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얻게 되었고, 기차 타고 중국으로 가는 상인들이 중국에서 수많은 

의류, 생활용품을 국내로 운송하여 카자흐스탄의 화물 부족 상황을 완화하

였다. 1994년 카자흐스탄 수출입총액은67.92억 달러이며 1993년 19.16억

달러보다 254.5%상승되었다.25) 이는 국가의 생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도 보장을 제공하였다. 현재 많은 연구들이 중국과 카자흐스탄 

간 석유 노선에 집중하였지만, 1992-2004년 중·카 간 석유 파이프라인 건

설되기 전에 카자흐스탄 아타스와 아라산커우 간 통행하는 유조차는 카자

흐스탄으로부터 중국으로 석유 수출의 주요 통로이며 중·카 석유 파이프라

인의 기존 노선이다. 

중-카 철도 운영은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을 증명하기 어렵지만,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으로부터 중국과 관계를 맺고 경제 쇠퇴를 완화하는 것이 카자흐스탄

의 지도자 특히 나자르바예프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동시에 중-카 철

도의 운영은 중국 상품을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게 만들었고 중국 롄윈강

을 중전 항구로 이용하여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 또한 추진하여 소련시기 

‘공급부족경제’와 ‘구매자시장’을 완전히 바뀌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낙

후하고 봉쇄된 경제와 대외무역체제를 개선하면서 카자흐스탄 지도부의 

경제 패턴 전환에도 동력을 부여했다. 카자흐스탄은 국가가 통제하는 국제

무역체제를 해제하고, 다양한 자본의 대외무역 참여를 허가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상인들이 대외무역에 참여하면서 카자흐스탄 경제체제개혁을 추진

하여 세계경제시장체제로 진입되었다.

국제교통회랑을 통해 혜택을 받은 카자흐스탄은 지속적으로 국제철

도를 중시해왔고 특히 중국과 유럽 간 새로운 물동량의 출현이 자국의 통

과수송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보고 있다.26)  

25) Казахстанское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Казахстанское1991-2002》 

pp.47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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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카 철도의 추진은 나자르바예프의 유라시아 지정학관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즉 카자흐스탄을 유라시아국가로 인식되어 이러한 유라시아지역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우위를 카자흐스탄의 외교에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물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지리적 위치를 충

분히 이용하려고 했다. 이런 의도를 반영하여 카자흐스탄은 교통체계의 발

전과 관련된 개념, 프로그램, 전략 등을 채택해 왔다.

1997년에 채택한 「카자흐스탄2030전략」，2006년의 「교통전략201

5」, 2012년의 「카자흐스탄2050전략」, 2014년의 「교통전략2020」들은 모두 

카자흐스탄 국제철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계획하였다.27) 「교통전략2015」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을 유럽, 아시아-태평양, 남아시아 경제시스템의 상호관

계를 이바지하는 대륙통과의 경제적 가교로 규정하고, 정부는 4,000이상

의 철도, 8,000km 이상의 도로는 물론 카스피해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

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교통관리 메커니즘을 완화하겠다고 밝

혔다. 「카자흐스탄2050전략」에서는 해외에서 생산성 교통물류인프라를 건

설하고, 자국의 통과운송 잠재력을 개발하여 2020년 까지 1배, 2050까지 

9배를 증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28)

하지만 기업 자금 및 국가 재정 부족으로 인해 물류 시스템 개선도 

자금 부족한 상태이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부 자금 조달과 외

부투자를 활용하려는 방안을 고민하여 2014년 11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26) 이와 관련해서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교통전략과 서부지역대개발 프로그램은 대규

모 교통인프라의 건설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카자흐스탄-중국 국경의 자유

무역지대 후월궈스로 접근하는 신규 철도의 건설, 그리고 롄윈강-후월궈스, 상하이

-헤페이-시안-후월궈스를 포함하여 동-서 축 상에 있는 다섯 개의 전략 도로가 결

국에는 카자흐스탄을 통과하는 중국 발통과 물동량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

하고 있다. 

27) 이들 전략은 구체적으로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

Казахстан-2030」(카자흐스탄의 장기발전전략 2030), 「Транспортная стратеги

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до 2015 года」（카자흐스탄의 교통발전전략 2015),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Казахстан-2050」(카자흐스

탄의 장기발전전략 2050); 「Транспортная стратег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до 2020 года」（카자흐스탄의 교통발전전략 2020)등 이다.

28) 趙長慶, “哈薩克斯坦的2030/2050戰略——兼論哈薩克斯坦的跨越式發展,” 『新疆師

範大學學報』, 第5期 (201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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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굴하기 위한 ‘누를리 졸(Nruly Zhol)’ 신경제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계획의 핵심은 인프라 건설(교통, 공업, 에너지, 공공사업, 물공급시스템, 

주택, 사회사업, 농업) 강화이고, 예산 총액은 500억 달러이며 그중 중앙

정부 333억, 국가펀드 90억, 국제금융기구에서 90억 달러를 조달하려는 

계획이다.29)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샘루크-카제나 국가 복지 펀드로 하

여금 국유 자본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프로젝트

를 주도하는 동시에, 개인, 외국기업, 대출 등 다양한 자금조달 형식을 활

용하여 제한된 국유자본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17년 

카자흐스탄은 총 14.7억 달러를 도로건설, 통과수송능력 확대, 중소기업인

프라 건설 사업에 투입하였고,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형식으로 

많은 인프라 사업을 완성하였다.30)

이와 같이 카자흐스탄은 세계경제권으로 편입하려는 의도 하에 자신

이 유라시아 중심에 위치하는 점을 충분히 이용하여 교통물류체제를 완화

하면서 국제협력을 중시해 왔다. 장기적으로 교통운송 분야를 자국의 전략

적 요점으로 규정하고,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전략들은 점차 강화하는 추세

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자국의 통과수송 능력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협력도 긴밀하게 추진하면서  세계경제권에 성공적으로 융

합되었다. 

3. 중국· 서부대개발로부터 ‘서진’ 정책으로

TCR 중국 국내 부분은 1904년 청정부시기에 롱하이 철도 건설 시

작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한 후 중소 간의 우호관계로 추진하여 

1990년 소련 토시철도와 연결까지 약 100년이란 시간을 걸렸다.31) 해당 

29) Госпрограмма «Нұрлы жол»: задачи, итоги, перспективы 2017년 12월 

28일 https://primeminister.kz/ru/news/all/15854 (검색일: 2018년 11월 5일)

30) “哈經濟部長總結‘光明之路’2017年落實成果”. 『中国驻哈萨克斯坦经商参赞处』，

2018년3월8일 http://www.mofcom.gov.cn/article/i/jyjl/e/201803/20180302 

718431.shtml (검색일: 2018년 9월 28일)

31) TCR 중국 국내 부분 건설에 대해서, 新亞歐大陸橋國際協調機制辦公室(編), 『亞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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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롄윈강으로부터 롱하이철도(隴海鐵路)、란신철도(蘭新鐵路)、베이

장철도(北疆鐵路)를 경유하여 아라산커우으로 이어지고 중국 10개 성의 주

요 중심도시를 관통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중국 지역 발전 격차를 

해소함으로서 ‘서부대개발’전략과 서쪽으로의 개방이 제시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서부지역 철도운송로 확보를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즉 이 노선을 지역 간 자본, 인재, 정보, 기술, 자원, 상품 등의 교류와 협

력의 주요한 루트로 추진하고 자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구현하고 국경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한다.32)

롱하이 철도는 1904년 청나라시기부터 시작하여 청정부, 북양정부, 

남경국민정부 시기를 걸쳐 중화인민공화국정부 설립 후 1952년에 완공하

였다. 건국 후 중국은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철도부는 서부 

철도와 국제철도 건설을 우선시 하였다. 1952년에 건설하기 시작한 란신 

철도는 중국 간쑤성 란저우시로부터 신장 우루무치까지 도착하는 총

1903km인 철도 노선이다. 이는 서부로 출발하여 내륙지역으로 가는 유일

한 운송 간선인 롱하이 철도의 연장노선이다. 그 후 중국과 소련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로의 건설을 추진해왔다. 1954년 10월 중국과 소련 정부는 

「란저우-우루무치-아라무투철도 건설과 연합운송에 관한 공보」를 발표하

여 1962년에 완공되었다. 란신 철도의 서쪽 즉 우루무치부터 아라산커우

까지 가는 철도는 베이장 철도라 불린다. 총 길이는 460km이고, 아라산커

우에서 소련 철도와 연결되고, 1958년에 건설 시작했지만 중소관계 악화

로 중지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중소 관계가 점차 회복되어 서부지역의 공업발전

으로 원유와 가공 기름 대외 운송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중국 철도

부와 신장자치구정부가 연합하여 1984년에 국가계획위원회에게 「우루무치

-우수(烏蘇)철도보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이 노선이 다시 건설

하기 시작했고 자금은 철도부와 신장자치구 합자로 조달되었다. 이는 중국 

처음으로 국가와 지방이 합자하여 건설하는 망형 간선철도이고, 1987년 9

월에 완성하였다. 이어서 1988년 5월 우수로부터 아라산커우까지 가는 철

大陸橋和中國鐵路過境貨物運輸的歷程與發展』, (北京: 中國商務出版社, 2013) 참조.

32) 성원용, 원동욱, 임동민, 2005,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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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건설하기 시작했고, 1990년 9월에 완성되었다. 중국과 소련 건설 대

표단이 1989년 7월에 중국 북장철도와 소련철도 연결문제에 대해 합의되

었다. 이로 1990년 9월1일 베이장 철도의 통차로 12일에 베이장 철도와 

소련 토시철도 연결되어 이 노선이 공식적으로 연결되었다.

소련 해체이후 기존 중국과 연결되는 철도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승

계되어 중국의 철도 운영 추진 노력은 주로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진행되

어왔다. 1992년 카자흐스탄 총리가 중국 방문 기간에 중국 철도부는 카자

흐스탄 교통부와 양국 철도 운송협력 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하여 양

국은 최대한 빨리 아라산커우-두루주바 항구를 정식적으로 운영하는것에 

대해서 합의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철도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교통부 국

경철도협정」을 체결하였으며 8월에 중국 철도부와 카자흐스탄 교통부는  

「중-카국경철도협정」을 체결하여 교통회랑의 연결을 추진하였다. 

     한편,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연평균 9%가 넘는 고속성장을 지속

해왔지만 경제발전은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다. 즉 동부 연해지역이 고도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지는 반면, 서부지역은 교통 및 지리적 열세,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 중국 

정부는 낙후지역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 했고, 이러한 

노력은 중국 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확

보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균형전략의 의미를 띠고 

있다.33)

이와 더불어 중국은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14개 국가와 접경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은 매우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유

리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해 왔으며 개혁개방 

이후 ‘선린우호(睦鄰友好)’라는 주변외교를 실시하면서 평화로운 주변 환

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탈 냉전기에 들어 중국의 외교정책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보인다.34) 이러한 주변 국가

와의 관계 개선 욕구와 서부 발전에 대한 중시로 중국은 국제운송회랑 구

33) 성원용, 원동욱, 임동민, 2005, p.97.

34) Samuel Kim,“China’s Path to Great Power Status in the Globalization 

Era”, in GuoLi Liu (eds.) China’s Foreign Policy in Transition, (New York: 

Aldine De Gruyter, 2004), 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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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초국경 협력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고, 그 중 

카자흐스탄, 러시아와의 협력이 대표적이다.

중국 서부지역은 에너지 및 자원의 보고(寶庫)로서 석유, 천연가스 

등의 주요 산지이지만, 여러 한계로 인해 그동안 경제성장이 지연되어 왔

고 중국 경제의 시장 규모나 범위가 신속하게 확장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교통운송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중

국 정부는 ‘서부대개발’35) 전략을 제시하여 서부지역의 에너지 및 자원을 

개발하여 이를 외부로 운송시키려고 하였고, 그 중에서도 지역개발에 있어 

철도운송로 확보전략을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철도의 적재능력을 확대하여 교통인프라의 구축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

력을 경주하였다.36)

중국 서부지역의 교통 및 통신 등 기초 인프라의 건설은 동서로 철

도를 중심으로 도로, 항공, 해운 및 통신 등의 복합운송방식으로 조성된 

루트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거점도시를 연계함으로써 교통

운송의 병목을 해결하고, 빈곤지역 및 소수민족지역의 교통 및 통신 상황

을 개선하며 아울러 해외무역과 컨테이너 물자운송을 통한 국제협력을 촉

진하고자 한다. 중국의 대외개방전략에서 TCR은 서부지역을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진출의 거점지역으로 부상시키면서 동쪽으로 동아시아와 이어질 

수 있는 황금통로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철도운송로 개발전략은 

그저 단순한 물리적인 교통인프라에 국한되기보다는 경제의 ‘발전과 균

형’, 국경지역의 안정 보장이란 국가발전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5) 1999년 장쩌민 국가주석은 ‘서부대개발론’을 주창하였고, 서부대개발은 2000년부

터 2050년까지 50년을 기한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대개발’이라 지칭

한 것은 중국 서부지역 개발이 단순한 지역경제 개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1세

기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결정적 의미를 갖는 대규모, 장기간의 중점과제임

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36)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철도 11차 5년 계획(鐵路十一五發展規劃)’(2006),‘철도 12차 

5년 계획（鐵路十二五發展規劃）’(2011),‘철도 13차 5년 계획(鐵路十三五發展規

劃)’(2016),  「중장기 철도망 계획」 (2004) 등이다. 이들 계획에서는 경제 발전에서 

철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대화적인 인프라 건설, 광범위한 물류망 건설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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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로 확보 전략 하에 중국은 운송 제도 정비를 진행했다. 컨테이

너열차 분야에서 1996년 철도부는 운송구 컨테이너처를 중심으로 중철컨

테이너운송센터을 설립하여 국가 철도 컨테이너 운송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컨테이너회사 설립을 통해 컨테이너운송을 규범화하

여 운송사업을 추진해왔다. 2003년 중국 철도부는 3대 직속 운송기업을 

설립하였고, 중철 컨테이너 운송중심은 철도부의 자금 공급 대표로서 중철

컨테이너운송회사를 설립하였고, 중철특화운송중심은 철도부의 자금 공급 

대표로서 중철특화운송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중국철도대외서비시총공사는 

철도부 자금 공급 대표로서 중철행장택배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3개 회사

는 철도부 직속 전문 운송회사이고, 승운권, 국제화물운송대리권을 보유한

다. 

고속성장기를 지닌 중국은 2012년부터 중속성장기에 접어들어  뉴

노멀(新常態) 시대에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 인구 고령화, 전통적 

제조업 수익 감소, 투자 및 수출 증가의 현저한 하락, 심각한 환경오염 등 

문제들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3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중국의 전통적인 경

제 개발 모델의 단점 또한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버블 증가, 생산 과잉, 

지방부채 위험 증가; 도시 및 농촌 지역 발전 불균형, 두드러진 사회적 갈

등, 에너지 자원을 남용으로 인한 생태 환경문제 등 모두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다.37)

또한 중국이 직면하는 지정학적 환경은 여전히 낙관할 수는 없는 상

황이었다. 중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억제와 포위 전략에 따라 동

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로 이 어지는 초승달 

모양의 대 중국 포위망이 형성되어가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의 종교극단주의 세력이나 민족분리주의가 창궐하면서 중국 서부지역의 

신장위구르 지역과 티베트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안보위협이 그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본과는 동중국해 분쟁, 동남아 일부 국가와는 남중국해 분

쟁 등이 전개되면서 이 지역 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여전히 지정학적 취

약성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38)  

37) 韋巧芳, “淺析‘一帶一路’戰略提出的背景與意義,” 『文教研究』, 第5期 (2016).

38) 원동욱, 성원용, 김재관, 백준기, 2015,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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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국내적 문제점과 국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서부대개

발’의 새로운 동력을 부여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여 ‘서진’전략을 구상하였

다.39)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2013년 9-10월에 ‘일대일로’전략을 제시하여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였다. 이는 중국 주석 시진핑이 제시하는 중국의 정

층설계(Top-Down)로 유라시아 주변국가의 상호연계와 소통(互聯互通)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외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경제 요소 유통, 지역 협력 심화 등을 목표로 한다. 그 중에서 ‘호

혜’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를 ‘혜택제공’으로 발전시키고 중국이 주변외교

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서 출발하는 것

이 아니라 정감과 도의를 다하고 주변국 관계를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것

으로 이해된다. 

‘일대일로’전략 중 6대 경제회랑 구축은 주요 내용이다. 2015년 5월 

27일 총칭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상호연계소통 산업대회'에서 중공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일대일로' 영도소조 조장인 장가오리(張高麗)가 개막식 축사

를 통해 '일대일로'의 핵심 프로젝트로서 6대 경제회랑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 중 TCR 경제회랑이 이

에 포함되어 있고, 중국이 이를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

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국가 경제의 발전과 균형, 지역 안보에서 출발하여 

서부 개발 및 지역협력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고, 국가의 정책적 기반에

서 국내외 운송통로 활성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였다. 

이에 대해 대내적으로 ‘서부대개발’을 비롯한 전략을 실시하여 경제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대외적인 차원에서 주변외교를 우선시하였다. 새로

운 시기에 들어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이 이러한 노력을 국가전

략으로 승화되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39) 이와 관련하여 “王輯思：‘西進’，中國地緣戰略的再平衡,” 『環球網』 2012년10월17

일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2-10/3193760.html 참조. 

(검색일: 2018년 10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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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러-카-중 교통회랑 협력의 틀

1. 양자적 교통운송 협력 추진

국제교통회랑에서의 열차운영은 화물 공급원 조달, 컨테이너 공급원 

조달, 경로 선택, 운송조직, 화물대리, 정보 추적, 비용결산, 정책 보장 등 

8가지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국제물류 시스템

공정이고, 고객, 철도, 항구, 해관, 검열, 대리, 정부 등의 공동 참여와 조

율이 필요 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3개국은 국제철

도 연결이후, 운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많은 협력을 

진행해 왔다. 우선 양자협력에 대해서, 3국이 다양한 교통협력 위원회 기

제를 통해 이들 국가들은 교통운송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수시로 

교류할 수 있음으로 교통물류 발전 흐름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긴

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 및 협력 메커니즘을 기반으

로 3국은 실천에서도 운송 프로젝트 협력, 창고 협력, 자유무역 선설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 해 왔다. 

운송 실천에 관한 양자적 협정은 국경통과 규정, 운송규범, 운송절

차 등이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교통운송 협력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즉 양국이 우선 철도연결, 항

구 개방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철도 연결의 기반을 마련해준 다음에 바로 

투자추진협정을 체결하기 때문이다.40) 이어서 철도노선과 여객 및 화물운

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정들을 체결하여 양국 간 철도운송의 

법적 및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였다.41) 한편,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간의 운

40) 이와 관련해서 1992년 8월 「중-카국경통과철도협정」, 「중-카국경항구개방협정」, 

「중-카투자보호 및 추진협정」참조.

41) 대표적인 협정으로는 1993년 중국철도 대외서비스공사와 카자흐스탄  교통부가 체

결한 「새 대륙교 운송협의」; 1994년 「중카철도 여객과 화물운송회담요록」; 1995년 

9월 「례윈강 적양 및 운송과 카자흐스탄 통과운송화물협정」;과 1998년에 체결한 

「중-카 철도 컨테이너 호환 협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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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협정은 운송 기술과 표준, 설비 등에 대해 규정하고 부가세, 비용도 설

치하며 운송 인재 인증도 같은 기준으로 하여 세밀한 규범을 제정하는 것

이다.42)

2000년대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 간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어 

3국이 국제교통운송을 보다 중시하면서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등 장소에서

도 국제교통운송 추진을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원칙적인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2001년 9월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연합성명을 발표하면서 교통운

송부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경제무역 관계 중 중요한 부분이고, 양국은 평

등한 기반에서 범아시아 북부 통로를 포함한 통과운송 협력을 추진하면서 

양국을 연결하는 항구의 운송능력을 제고하며 국경무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2003년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가 중국 방문하

여 「중-카 2003-2008년 협력요약」를 체결하였는데, 그 중 교통협력을 중

점으로 두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2004년 양국이 「중국철도부

와 카자흐스탄 운송 및 통신부 철도운송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구체적으로 

양국의 항구 발전계획 조율, 운송서비스와 운송가격체제 완화, 운송 관련 

과학기술 등 영역의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43) 2012년 양국

이 1992년에 체결한 「중-카 국경통과철도협정」를 새로 출시된 국제규정에 

의해 수정 및 보완하여 운송절차를 보다 합리화 하면서 물동량 증가로 인

한 새로운 운송요구를 부응하도록 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도 2001년에 체결한 「중국과 러시아 선린우

호 협력 조약」 중 16항에서 양국이 경제무역, 군사기술, 에너지, 운송 등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자국의 법정에 의해 이에 해당 조건을 마련해

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5년에 발표한 「중국과 러시아 전면 전

략협조 동반자 관계 심화, 협력 추진 연합 성명」에서도 투자 협력 규모를 

확대하여, 고속철도 등 교통 인프라 건설, 에너지, 광산업, 가공업 등 분야

42) 1992년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운송 분야 협력 원칙 및 상호 관계에 

관한 협정」(《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принцип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условия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в области транспорта》） 참조.

43) “中國和哈薩克斯坦簽署鐵路運輸合作協定” 2004년 5월 18일. http://finance. 

sina.com.cn/g/20040518/0912765302.shtml (검색일: 2018년9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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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협력해야 하는 것에 합의 되었다.44)

각 종 협정과 더불어 3국이 국경 및 해관 협력에도 주력해 왔다. 국

제운송과정에서 복잡한 통관 절차로 인한 낮은 효율성은 항상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의 하나기 때문이다. 1997년 중국과 카자흐스탄 해관이 국제

운송에서 복잡한 통관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해 「해관협력과 협조조약」을 

체결하여 데이터교환, 연합 감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농산품통관 

녹색 통로 등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다.45) 양국 해관은 또한 통일된 「화물 

운송 리스트」를 작성하여 2007년 12월 15일부터 중국과 카자흐스탄 항구

에서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감시 작업은 ‘동일 어음’, ‘검

사결과 상호 인증’, ‘변경 연합 작업’ 3단계로 나뉜다. 이를 통해 출하인은 

한 번의 신고서 작성을 통해 양국에게 모두 신고할 수 있고, 과거의 두 번 

신고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통관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카자흐스탄과 러시

아의 경우, 양국은 독립국가 건설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접경지역에 대한 공

동안보 관리를 실행하고 상호 협력적인 국경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적 교류

를 활성화 하고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구가해 왔다. 양국은 1995년부터 

추진되어 온 ‘관세동맹’을 통해 국경에 대해 신뢰감을 구축하는 동시에, 

동일한 수입관세를 실행할 뿐만 아니라 해관 관경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국경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어 러-카 간 국제운송의 통관 효율

을 대폭 제고하였다.

양자 간 협력에서 작동하는 주요 기제는 수송협력위원회이다. 2004

년 중국과 카자흐스탄위원회 철도 분과위원회 첫 회의에서 중국과 카자흐

스탄 지도자는 철도 프로젝트에 대해 심층적 의견을 교환하였고, 연합 워

크숍을 설립하여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2007년 3번째 회의에서 

중국 측은 후월궈스 항구 화물 체화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양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것에 합의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교통 분과위원회

에서 운송 물동량을 증가하는 방안을 많이 토론하는데, 예컨대 11차 회의

44) “中俄發佈深化全面戰略協作夥伴關係聯合聲明” 2015년 5월 9일,

   http://www.chinanews.com/gn/2015/05-09/7264051.shtml (검색일: 2018년 

11월13일)

45) 新亞歐大陸橋國際協調機制辦公室, 2013,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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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양국은 연간 10-30%씩 컨테이너수송 물동량을 증대하기 위해 적절

한 조치들을 채택하기로 합의되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간도 정부간 협

력위원회 (IPC) 소속 운송 협력위원회를 통해 철도, 도로, 해운, 항공 운송

과 지역 간 국제협력에 대해 많이 추진한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최근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국경지역에서 인프라 검사역 설립을 추진하고 있

다.46)

이러한 협정과 제도를 기반으로 러·카·중 3국이 운송 분야에서 많은 

실질적인 협력도 진행해 왔다. 2006년에 건설 시작하고, 2012년 4월에 운

영이 시작한 중-카 후월궈스 국제변경협력센터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운

송협력에서 확장된 대표적인 협력 형식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은 협

력센터에서 특수한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센터를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수

출 가공과 관광산업을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후월궈스 항구의 단일한 

수출입 기능을 수출입 무역, 수출입 가공, 관광산업을 포함한 다기능 항구

로 전환하려는 것이다.47) 이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시장을 지향하여 

수출입 상품 집산지의 역할을 하되, 물류 보관, 비즈니스 상담, 포장 운송, 

상품 전시, 대외 서비스 등 기능을 하는 종합 서비스 센터로 발전되고 있

다. 

또한 2013년 중국 롄윈강 시정부는 카자흐스탄 국유 철도주식회사

랑 중-카 국제물류 협력 프로젝트 협의를 체결하여 국제 다양식 연합운

송, 배닝 및 디배닝 서비스 등 국제 화물운송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따

라서 롄윈강항구그룹과 카자흐스탄 철도그룹은 합자 회사를 설립하여 

2014년에 5억 위안을 투자하여 당년 5월에 완공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

다. 이는 롄윈강을 충분히 활성화 시켜 TCR이 해운과의 연결을 보다 편

리화 하였다. 2018년에 들어 러시아 철도부 산하 ‘러시아철도물류공사’와 

카자흐스탄 철도부 산하 ‘카자흐스탄철도 빠른 운송공사’는 러시아, 카자

46) “КАЗАХСТАНСКО-РОССИ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 

СКО Й СФЕРЕ” 

http://www.kazembassy.ru/rus/dvustoronnee_sotrudnichestvo/ekonom_sot

rudnichestvo/ (검색일: 2018년 11월 13일).

47) 李劍, “新興的歐亞大陸通道:霍爾果斯定位與發展報告,” 『歐亞大陸橋發展報告(2011 

-2012)』,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2), pp. 126-140.



- 29 -

흐스탄, 몽고,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국제철도운송 협력을 추진하고 상대방

의 물류 인프라를 이용해 화물운송의 지리적 범위를 넓히려 하였다. 이들 

협력은 통과운송과 양국 간 운송의 화물을 흡수하고, 철도운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비용을 설정하며, 화물차량의 사용 및 배차 등 포함하여 운송 협

력을 긴밀화하게 하는 것이다.48)

2. 중앙유라시아 지역 협력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소연방의 해체와 함께 자신들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해 단체적인 행동을 많이 선택하는 동시에, 

주요 강대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왔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 플러스 

중·러의 형식으로 많이 시행해 왔고, 이러한 협력은 중앙유라시아에서 지

역적 협력 형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1994년 중국,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5개 국가와 「아라산커우 변경통

로 개발이용의 국제노선 계획」을 체결하여 공동적으로 아라산커우의 개발

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1995년 11월 중앙아시아 5개 국가+러·중의 형식으

로 철도운송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회의선언」과 「실시개요」를 발표하였고, 

선언에서 국제철도조직의 규범과 가격에 의해 해당 사항들을 규정하였으

며, 강요에서는 운송 노선, 통과능력, 운송목표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1996년 4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국가 원수들은 상하

이에서 「변격 지역 군사분야 신뢰 강화 협의」를 체결 하였으며, 1997년 4

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5국 원수는 모스

크바에서<변격 지역 군사력 삭감 협정>을 체결하여 중앙유라시아지역 국

가 간 신뢰감을 구축하고 지역의 안정적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지역 교통

회랑 건설에 있어서도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1999년 8월 러시아, 

48) “俄哈鐵路運輸部門擬開展國際貨運合作” 『中国驻哈萨克斯坦经济商务参赞处』, 

2018년 4월 19일, 

   http://kz.mofcom.gov.cn/article/jmxw/201804/20180402734521.shtml (검색

일: 2018년 11월 10일).



- 30 -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국가 지도자 제4차 회견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기존‘실크로드’에 대한 중시를 밝혔고, TCR이‘실크로드’

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추진하여 지역 협력과 안정, 경제발전에 기여해

야 하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공유된 인식 하에 중앙유라시아 지역협력이 많은 진전을 거

두어 왔는 동시에, 제도화된 협력 요구가 나타나게 되었다. 상하이협력기

구의 출시는 바로 이러한 요구를 부응하는 것이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카자

흐스탄, 중국,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 국

가가 2001년 6월15일에 설립된 지역협력기구이며, 「상하이협력기구 선언」

에서 ‘본 기구의 취지는 구성원 간의 신뢰감과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국가

들이 정치, 경제무역, 교통운송, 생태환경 영역에서 효율적인 협력을 추진

하여, 지역 평화, 안보 및 안정을 보장하며 새로운 민주, 공정한 지역 정

치경제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고 밝혔다.49) 또한 「상하이협력기구헌장」

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정치, 경제무역, 국방, 사법, 환경보

호, 문화, 과학기술, 교육, 에너지, 교통, 금융 등 영역에서 효율적인 협력

을 추진하고, 평등한 파트너관계를 기반으로 연합 행동을 통해 지역 경제, 

사회, 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며 회원국의 국민 생활수준을 개선하

고, 글로벌 경제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입장을 조정하는 것이다’고 

강조하였다.50)

상하이협력기구가 추진하는 교통물류 협력은 경제무역 협력을 이바

지하고51) 투자 및 무역의 편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2001년 9월 회

원국 총리들이 첫 정상회담에서 「지역경제협력의 기본 목표와 방향 및 무

역투자편리화 과정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중 교통협력을 중점으로 두어

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회원국들이 교통과 통신영역의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통과운송잠재력을 개발해야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또한 무역과 투자의 편리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은: 1)단계로 무역과 투

49) 「상하이협력기구 설립선언」 상하이 2001년 6월.

50) 「상하이협력기구헌장」 상트페테르부르크 2002년 6월 7일.

51) 于慧敏, “中國與哈薩克斯坦國際物流法律合作研究,” 碩士學位論文, 新疆大學, 

2008年,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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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장애 해소 2)화물과 여객운송을 위해 법적, 경제적, 조직적 조건 마련 

3)항구 인프라건설 4)상품과 기술표준 조율 5)법률과 규범 교류 6)투자 흡

수 및 보호 등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2002년부터 상하이협력기구는 협력 메커니즘의 차원에서 교통물류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1월 20일 제1회 상하이협력기구 교통장관

의가 비규케크에서 개최하여 정식적으로 교통장관회의 메커니즘을 가동하

기 시작하였다. 이는 매년에 회의를 개최하여 각 국 교통장관이 참석해서 

교통운송과 관련된 협력 사항들을 상의하는 메커니즘이다. 구체적으로 교

통인프라 건설, 자금 조달, 인적 교류 및 인력 교육, 교통협력 방안, 관리 

등 사항들이다. 2003년 SCO경무장관회의에서 국경통과 잠재력 워크샵, 

전자상거래 워크샵, 해관 워크샵을 설치하여 물류 관련된 사업을 세분화하

였다. 교통장관회의는 이들 워크샵과 협조하여 교통에 관한 펀드, 운송비

용, 관세, 우대정책 등 측면에서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상하이협력기구에서 교통협력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

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즉 합의된 사항들을 제대로 완성하

지 못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교통협력의 복잡성, 

각 국 국익의 차이, 자금 부족 등 요인으로 귀결될 수 있다.52)

최근에 들어 교통협력분야에서 상하이협력기구가 거두었던 실질적인 

성과로는 2014년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정부 간 국제통로운송 편리화협

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UNESCAP와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지 하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유라시아, 심지어 국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해당 협정은 2004년부터 논의하기 시작되었는데 여러 번의 전문

가 회의와 대표단단장 회의를 통해 드디어 최종적으로 체결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각 국의 법률 및 제도 불일치, 운송비용, 주권 등 

문제이다.53) 즉 각 국의 권리와 책임, 차량의 크기, 적제량, 세금과 요금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필요하고 회원국의 국익을 제대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52) 史謝虹, 2012, p.119.

53) “上海交通便利化合作下一步: 連接歐亞,” 2007년 12월 25일, http://finance.sina. 

com.cn/g/20071225/09524332822.shtml (검색일: 2018년11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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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핵심 내용은 국제운송 절차와 요구를 간략화 하고, 제도 구

축을 강화 하는 것이다. 운송 절차를 간략화 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운송 

조건과 문서를 간략화 하는 것을 요구하고, 운송 서류를 표준화하며, 제도 

구축 측면에서 국제통로운송편리화 연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의 구체적인 

직책과 권한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역내 국제운송의 법적 기반을 마련

해주고 불합리적인 세금 제거, 무역 비용 최소화, 인프라 개선 등 차원에

서 가진 의미가 크다. 또한 협정에서는 구성원 간 6개의 운송노선을 설정

하여 2020년까지 개통해서구성원 간의 교통연결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

된다. 아울러 비구성원도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여, 중

앙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타 국간의  연결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규

정들을 통해 예전 양자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규정

하고 기존의 양자 협정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상하이협력기구는 중앙유라시아 지역 교통협력에서 하나의 

플랫폼으로써 규범화된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의 소통경로를 완화시

키고 회원국들의 국익을 조정해주고 있다. 회원국의 국익, 법제 등 차이들

은  교통협력 실현과정 중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실시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또한 서로 불일치하여, 국가들의 요구를 조율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2014년에 체결

된 ‘편리화협정’은 이러한 국가 간 차이 및 모순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중

앙유라시아 지역 교통운송협력 진전에 크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역내 국

가들의 기대이다.

  

3. 철도협력기구 및 기타 국제협력

1) 철도협력기구(OSJD)

철도협력기구는 글로벌 차원의 국제기구로써 국제철도운송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총괄적인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한다. 이는 러시아, 

카자흐스타, 중국 등 국가들이 1956년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총 28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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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이 들어있고, 그 중 대부분의 회원국은 동유럽,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국가이다. 기구의 취지는 각 회원국의 철도운송, 도로운송의 국제연합운송

과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철도협력기구는 최초로 유라시아국제철도운송통로를 제안한 국제기

구 중의 하나이다. 회원국 수량이 많아 유라시아, 특히 중앙유라시아 지역

에서 국제교통회랑에 대해 총체적인 계획 역할을 하고 있다. 기구의 기본

적인 업무는 1. 국제여객화물연합운송협정과 이와 관련된 각종 규칙의 제

정, 국제연합운송가격 제정, 합리적인 운송경로 설계, 국제운송계획 수립, 

기차역의 업데이트, 신설 및 개선 국제철도 및 도로에 대한 협상 2.국제연

합운송에서 가장 효율적인 차량 사용, 운송속도 제고 및 운송시간표 작성 

3.철도 및 도로운송에 관한 과학기술교류 및 협력, 과학연구원과 설계업체 

업무 조정  4. 차량, 노선에 위치한 건물, 통신신호설비와 운영 규범 등 

문제에 대한 연구 및 협상 5. 차량운송과 도로 발전 및 관리문제에 대한 

연구 6.기타 철도운송, 도로운송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구의 운영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이는 매년 1회의 장관회의를 개

최하고, 각 회원국 철도부장들이 참여하여 국제운송 중 존재하는 문제점과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한다. 필요할 때 비정기적인 장관회의 

또한 개최할 수 있는데, 폐회기간에 장관회의의 집행기관은 각 국 철도부 

장관이 파견하는 대표들로 구성되는 철도협력조직위원회이고, 본부는 바르

샤바에 있다. 위원회 아래는 여러 개의 상설 워크숍이 설치되었고 단체적

으로 운송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철도협력기구의 특징이다. 또한 소

속에서 운송정책과 발전전략, 철도운송법, 철도기구화물운송, 철도기구여

객운송, 철도기구인프라와기관차차량 등 5개의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여 구

체적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국제철도운송을 추진하고 유라시아지역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 또한 운송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기구운송정책과 발전

전략 전문위원회는 전담하는 과제 “UN ESCAP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철

도협력기구 철도운송회랑과 계수”을 기반으로 유라시아운송회랑에 대해 

중점적인 연구와 계획을 진행하였다. 기구가 설계하는 국제운송회랑은 여

러 개 철도노선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운송통로이고, 현대화된 장비, 최소



- 34 -

한 객화운송시간, 양호한 운영과 경제 지표 등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3개 철도운송회랑이 운영하고 그 중 러-카-중 간의 국제철도는 제2 

철도운송회랑에 위치된다. 철도협력기구는 이들 교통회랑에 위치한 국가들

의 차량 업데이트, 인프라 건설, 관세 등에 대해 규정하여 운송 효율을 제

고하고 교통회랑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교통

회랑들은 중유럽, 동유럽 철도망과 서유럽 철도망, 대형 항구 그리고 극동

지역 철도망과 항구를 연결하게 되어, 유라시아지역에서 ‘대륙교 네트워

크’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상하이협력기구와 비해 철도협력기구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철도분

야의 제도화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까지 기구의 운영 메커니즘이 상대적

으로 성숙되었고 규범화되었다. 법률 제정 측면에서 이는 「국제철도화물연

합운송협정」(SMGS)을 비롯한 협정들을 제정하여 유라시아 연합운송의 법

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도 높은 편이다. 아울러 매년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여 각 국의 요구를 반영하여 협정을 수정 및 보완

한다. 기업에 대해서 철도협력기구는 동일한 가격을 제정하여 회원국의 비

용 상한을 지정하여 기업 행위를 규범화한다. 

한편, 철도협력기구는 많은 국제기구와 협력을 진행해왔다. 중국, 카

자흐스탄, 러시아는 OSJD회원국이라서 「국제철도화물연합운송협정」에 적

용하지만 유럽 쪽 국가들은 대부분 국제철도운송정부간기구(OTIF)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제철도연합운송공약」(COTIF)를 준수해야 한다. 그렇기 때

문에 중국으로부터 유럽까지 운행하는 열차들은 애초 ‘협정운송장’ 과 ‘공

약운송장’ 간 교체를 필요 한다. 따라서 OSJD는 OTIF와 연합 워크숍을 

설립하여 운송법, 기술 표준의 조율에 대해 많은 협조를 진행해왔고, ‘동

일 운송장’을 제정하였다.54) 2006년 우크라이나에서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적용되

고 있다. 이를 통해 유라시아 공간에서 철도운송 효율성이 많이 제고되었

고, 인적 물적 지출도 감소되었다.

UNECE이 2010년에 제시되는 유라시아운송회랑의 “동일철도법”에 

54) 崔艷萍, 武靖宇, 車探來, 『亞歐國際鐵路聯運』, (北京: 中國鐵道出版社，2017)，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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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철도협력기구는 법률 초안을 작성하였고, UNESCAP와 회담을 진행

하여 동북아 지역 국제철도운송 규칙과 표준의 간편화에 대해 해법을 논

의하였다. 아울러 2007년에 시벨리아 철도운송위원회와 협력협정을 체결

하였고 대형 톤수 컨테이너 운송, 운송제품 제조, 새로운 경로 개척, 국경

통과 편리화, 운송법 완화 등 영역에서 협력을 진행해왔다. 

이와 같이 러-카-중 국제철도협력의 차원에서 철도협력기구의 운송

법 제정 및 완화, 철도노선 설계, 운송 표준 수립 등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은 해당 노선 운송 중 애로사항들을 해소하였고, 철도 운송효율을 향상시

켰으며 연변국가들의 운송능력 또한 제고하였다.

2) 기타 국제협력 

TCR 발전 과정 중 OSJD 이외에도 많은 국제기구들이 추진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94년 11월 유엔 대회 제59차 회의 91항 어젠다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중앙아시아 발전 중 내륙 국가 및 부상 중 인접국가 통과 운

송시스템: 현황과 향후 행동에 대한 건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중 UNDP가 신유라시아대륙교 지역 개발 기술에 대한 원조 프로젝트를 실

시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ESCAP와 연합하여 새로운 ‘철의 실크로드‘방안

을 제시하였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CTAD)도1995년 6월에 ‘내륙과 

통과운송발전 국가 정부 전문가 및 원조국 금융 및 발전기구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내륙국과 통과운송 발전 국가와 원조기구 간 글로벌 통과운송 

협력 프레임 워크 건의」를 제시하여 러-카-중 교통회랑 협력에 방향을 주

었다. 또한 11월에 앙카라에서 ‘중앙아시아대외 무역과 교통운송 기술대

회’를 개최하여 유라시아 교통회랑의 많은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2001년 

10월 ‚‘신유라시아 대륙교지역 경제협력 국제 세미나’에서 UNDP는 또한 

노선에서 협력기제 구축, 연변 도시 정보화, 지역 협력과 발전 등을 추진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TCR에 관련된 부서 건설, 인프라 건설, 관광업 발전에도 국제

기구들이 많은 지원을 하였다. 1999년 11월-12월 UNDP는 중국 대외경무

부 중국 국제 경제기술교류센터(CICETE)에서 TCR 정보 센터 능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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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기 위해 호주 국제 인터넷 전문가 KimHolbun, 중국 전문가 발전 계

획위원 등 전문가를 정보센터에 파견하여 기술 전수와 업무 지도를 하였

다. 2000년 9월 UNDP는 ‘TCR 중국부분 개발능력구축’ 프로젝트를 실시

하여, 중국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관리 등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주었

다. 또한 2005년 12월 UNDP는 중국 국무원 신유라시아 협조소조, 상무

부, 장쑤시 정부와 공통적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연변지역 경제사회 

발전,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노선의 20여개 연변 도시 시

장들이 「신 실크로드 연변 도시 관광협력 비망록」을 체결하였고, 연변 지

역 경제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해왔다. 

예컨대1996년 신유라시아대륙교 지역경제 협력 국제세미나에서 연변국가 

뿐만 아니라, 유엔사무총장도 참석하여 유라시아대륙교는 유라시아에서 주

요 운송로인 동시에 큰 잠재력을 보유하는 경제발전지대임을 강조하였다. 

1998년에 개최한 21세기 유라시아 경제무역관계와 신유라시아대륙교 국제

학술세미나가 베이징에서 개최하여, 중국, 러시아, 독일, 헝가리, 폴란드, 

한국, 일본 등 11개 국가들이 참석하여 유라시아지역협력과정에서 TCR의 

역할과  발전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건의와 대책을 제시하였다.

국제기구와 각 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협력은 물론, 철도 관련된 

기업들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까지 러-카-중 노선에서 열차의 운

영 형식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가 있다. 즉 열차 플랫폼 회사 전담 조율, 

플랫폼 회사가 국내 철도기업과 해외 국제물류기업을 의뢰한 조율, 플랫폼 

회사가 국내 철도기업을 의뢰한 조율, 국내 출하인이 국내외 고객 의뢰하

는 조율, 국내 출하인이 철도국 및 해외 대리인을 의회하는 노율 형식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물류회사들이 조율하는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 주도적인 회사는 중국중철국제다종연운회사, 독일신커회사(DB 

Schenker)와 러시아철도회사(RZD), 데하엘항공화물운송회사(DHL), 카자

흐스탄철도회사(KTZ Express) 등이며, 각자 수행하는 역할과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즉 중국중철국제다종연운회사는 중국-유럽, 중국-중앙아시아 정기 

열차의 조직, 정보 추적, 해관 신고 등 업무를 수행하고, 독일신커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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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제공회사 주요 사업

중국중철국제다종

연운회사

중국 부분 주요 경영자이고 중국-유럽, 중국-중앙

아시아 정기열차 조직, 정보 추적, 해관 신고 등 

업무 수행

독일신커회사와 

러시아철도회사

함부르크, 뉘른베르크, 뒤스부르크에 도착한 주간 

정기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9년 두 회사의 협

력으로 유라시아국제물류회사(TEL) 설립

데하엘항공화물운

송회사

2013년 청두-카자흐스탄-폴란드 화물운송항구열차 

개통; 2014년3월 미국운송물류회사(UTLC)와 공통

출자한 회사와 협력하여 중국-유럽 철도사업 진

행; 2014년 수저우-바르샤바 열차 개통

카자흐스탄철도회

사

철도운송, 카자흐스탄 국내 환적, 차량 서비스 제

공; 2014년 10월부터 점차 선전, 광저우, 우한, 시

안으로부터 유럽으로 향한 철도서비스 제공 

러시아철도회사는 함부르크, 뉘른베르크, 뒤스부르크에 도착한 주간 정기

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DHL는 중국-유럽 철도사업 진행하면서, KTZ 

Express는 카자흐스탄 국내 환적, 차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표3-1] 러-카-중 노선 주요 물류회사55)

55) 출처: 崔艷萍, 武靖宇, 車探來, 『亞歐國際鐵路聯運』, (北京: 中國鐵道出版社，

2017), p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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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러-카-중 교통회랑 구축과 소다자 협력

러-카-중 협력 과정에서 3국은 양자, 지역 다자 내지 국제 다자 등 

협력형식을 통해 협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3국의 이

해관계가 작동되고, 각국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 및 실시하는 지역정책들이 

철도협력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3국의 소다자 협력 양상과 성격이 철도 협력의 방향을 주도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국의 철도협력 성격에 따라 이러한 소다자 협력

을 3시기로 나눌 수 있다. 즉 미진한 소다다 협력 시기(1992~1999), 소다

자 협력 작동 시기(2000~2012), 소다자 협력의 새로운 도전 시기(2013이

후)이다. 각 시기 3국의 관계와 이해작용을 살펴보고, 3국간의 관계와 철

도협력에 대한 노력 간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1992-1999년 미진한 소다자 협력

1) 러-카-중 3국 관계의 형성

1992년 소련의 붕괴로 인해 러시아의 정치적 공간은 축소되었다. 러

시아의 안보상 위협이 사방으로부터 증대되어 새로운 안보전략을 요구하

였다. 옐친은 국가안보 영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러시아 국경부근에 있

어서의 군사적 충돌의 해소, 새로운 순사기술 및 대량살상무기 불확산체제

의 공고화, 국제적 무기무역에 대한 통제 강와”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국

경에서의 안전보장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CIS에서의 경제적 

위기와 그의 국경근처에서의 분쟁이 러시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56) 또한 발틱해와 흑해지역의 상

실은 구소련의 주요 해군기지의 상실로 나타났고, 러시아의 군사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인식되었다.

56) 신범식, “러시아의 근외정책과 독립국가연합,” 『현대 러시아의 이해』, 현대러시아 

연구회 편역. (서울: 퇴설당, 2001), p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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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 하에 1992년 12월 러시아는 기존 정책적 노선을 수정

하여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 개념’을 제시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

다. 이 문서에서 러시아의 국가적 부흥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서방

의 선진국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의 신흥발전국

가들과의 관계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러시아 대외정책

의 지향성은 초기의 친서방주의 일변도에서 지정학적 실용주의로 전환되

었고, ‘근외정책’이 점차 대두되었다. 옐친 대통령은 CIS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러시아의 강력한 권한을 요구하면서 신생 공화국들에 대해 

여러 조치를 취하여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 

NATO의 동진은 러시아 근외정책의 압력으로 작동되었다. 따라서 러시아

는 다자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계산에서 양자적 차원에서도  

CIS구성원들과의 통합을 급속으로 추진하였다. 즉, 1995년 관세동맹 설립, 

1997년 벨라루시와의 연합조약 체결을 비롯한 형식으로  CIS구성원들과

의 통합을 급속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NATO의 동진을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의 다른 한 가지 전략

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이다. 1996년 12월 27일 중국 리펑총리는 예친 대

통령과 크레믈린에서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냉전체제 이

후에 독주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다시 초강대국으로 등장하

기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고양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1997년 4월 

23일 옐친 대통령이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과 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

적 동반자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다국화세계와 신 국제질서 건설에 대

한 공동 선언’에 합의하여 발표하였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형성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대항하고, 유라시아지역에서 동과 

서의 균형을 잡으면서 중국과의 경제 및 군사 협력의 가능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독립 초기 카자흐스탄은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고, 경제 회복과 발전

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카자흐스탄 지도자 나자르바예프는 애

초 구소련 공화국들이 다자적인 조직을 설립하여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기지만 국력의 상승에 따라 러

시아와 ‘주니어 파트너쉽(junior partnership)’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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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였다.57)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국의 경제발전과 이들 국가와의 협

력 제도 구축을 선호하였다.

1990년대 초반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관여를 거부하지 않았다. 

1992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러-카우호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양

국이 체결하는 첫 조약이고, 협력 및 상호 원조에 관한 협의로서, 양국 국

방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1994년 러시아는 카

자흐스탄 영토에서 군사 기지를 주둔하고, 무기 운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으며, 1995년 러시아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경을 지키는 권한을 받

았다. 이 시기 러-카 간 경제관계도 긴밀하였다. 1994년까지 카자흐스탄 

수출액의 59.4%는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이고, 러시아에서의 수입액은 카

자흐스탄 총 수입액의 46.7%차지한다. 

하지만 90년대 중반에 들어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에 벗

으려는 의도가 생겼다. 나자르바예프는 CIS 지역통합이 곧 이루어질 가능

성이 없고 러시아를 덜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카자흐스탄에 대한 보다 

독립적인 국제 입장을 모색하기 위해 자국의 정책을 수정했다. 카자흐스탄

은 러시아와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러시아의 지도 없는 경제 개혁을 모

색하였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일방적인 영향력을 감소하고, 미

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균형적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나자르바예프는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중국의 시장 

경제 개혁에 대한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 1992년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수

교하였고, 국경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였다. 1996년 양

국 관계는 협력동반자 관계로 승화되었고, 고위급 정상 간 빈번한 방문과 

더불어 국경 문제의 충분한 해결은 양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했

다.58) 1992년 설립된 중-카 경제무역, 과학기술 위원회, 1994년 양국이 

제정한 경제무역협력 원칙도 90년대 중반에 들어 양국 경제협력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직면하는 문제점은 자급자족할 수 

57) Olcott Martha Brill (eds.), Kazakhstan: Unfulfilled Promis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2), pp. 25.

58) 蕭長嘯, “淺論中哈關係的演變,” 『科技信息』, 第7期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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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제, 교통운송체제의 불 발달, 급속으로 악화된 경제상황 등을 곱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내륙 국가로써 해외로 물건을 수출하려면 다른 국

가를 경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이 점을 이용하여 외국 투

자를 흡수하려 했다. 나자르바예프는 외국인 투자의 최우선 순위를 에너

지, 특히 석유와 가스, 식품 가공, 금광 및 정제 및 기타 비철광업 및 가

공 등 경제 분야에 두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카자흐스탄은 많은 외국 

직접 투자를 흡수하였고, 중국과의 협력도 이루어졌다. 1997년 중국 석유

그룹이 카자흐스탄 ОАОСNPC(Актобемунайгаз)석유 주식회사의 60.3% 주

식을 인수하여 양국의 에너지 협력이 보다 본격화 되었고,59)  9월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정부간 석유가스협력협의」를 체결하여 중-카 간 에너지 협

력은 보다 긴밀화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지도부는 낙후된 내륙지역에 대한 관

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2년 1월 덩샤오핑의 ‘남방담화’에서 “먼저 발

전한 지역은 발전이 늦은 지역을 발전토록 이끌어 최종적으로 공동부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역설하였다. 이와 발맞추어 그의 ‘삼연(三沿) 정책’ [ 

연해(沿海), 연강(沿江), 연변(沿邊)] 역시 경제 개혁의 과실을 오지와 비

한족 지역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 까닭에 신장 당국은 우루무

치와 쿨자, 타청과 보러를 ‘변경 대외 개방 도시’로 선포하고, 리펑 총리는 

직접 제1회 우루무치 대외경제무역 박람회의 개회식을 거행했다. 이 박람

회는 신장의 대외 무역을 촉진하는 연례행사가 되었다.60)

1992년 10월 12일 장쩌민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

대회의 정치보고에서 “중국 각지의 조건격차가 매우 크며 경제발전이 불

균형적이다. 중부와 서부지역은 자원이 풍부하고 연안지역은 대외개방에 

지역적으로 우세하여 발전 잠재력이 크다. 나라에서는 통일적 기획 아래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하였다.61) 이를 계기로 연해·내륙 간 공동발전과 

59) Dun Xiaoping, “Nekotorye Voprosy Kitaisko- Kazakhstanskogo 

Energeticheskogo Sotrudnichestva,” Kazakhstan in Global Processes, Vol. 

5, No.3, (2005), p.33.

60) 제임스 A. 밀워드 지음, 김찬영, 이광태 옮김, 『신장의 역사』 (파주: 사계절, 

2013), pp.25-28.

61) 新華社通信，1992年 10月 12日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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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개방으로 집약되는 지역협조발전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낙후한 신장 지역 발전에 대한 추진 정책을 실행했음에

도 불구하고 신장에 대한 통제를 우려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신장의 분리

주의 문제이다. 1990년에서 2000년대까지의 시기 동안 영어로 된 자료들

은 20세기 초반의 어느 시기보다도 위구르족의 동요와 분리중의를 더 많

이 다루었다. 분명 제한적인 종교의 부흥뿐만 아니라 소련의 붕괴, 중국의 

정치, 경제 개혁, 중앙아시아와 신장 사이의 여행의 증가, 한족의 이주 물

결, 빠른 경제 성장과 신장 도시들의 재형성 역시 적대감을 형성하고 행동

이나 말로써 불화를 표현하는 것을 자극하거나 촉진했을 것이다. 또한 현

실적인 안보 위협이 신장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예로 위구르인 집단들이 

해외에서 정치 조직과 일부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1994년까지 신장 남부에 비밀 훈련 캠프가 있었으며 이것이 이후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해외로 이전했고, 1990년대에는 이따금씩 일종의 무기 훈

련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되었던 것처럼 보

인다. 중국 당국 정부는 위구르 분리주의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였고, 이

러한 안보 위협들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새로운 외교적 과제이다. 

중국은 높아지고 있는 경제적인 영향력과 함께 중앙아시아에서 크게 

그 영향력을 신장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중앙아시아국가와 ‘선린우

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91~1997년 중국과 중앙아

시아 국가 지도자와 빈번하게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카자흐스탄과 1996년에 「중·카 연합성명」을 발표하면서 중·카 간 

관계를 선린우호 협력관계에서 21세기로 향한 협업 동반자로 발전해 나갔

다. 또한 1996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대표하는 관리들이 상하이에서 모여 구소련 시기부터 지속된 국경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안보 문제를 다루며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느슨한 연

합체인 ‘상하이 5개국’의 형성을 발표하였다. 국경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

었고, 또한 이 지역에서 이슬람 과격주의에 대한 높아지는 우려와 아프가

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영향으로 인해 안보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

였다.

중국과 4300km 국경선을 공유하는 러시아는 중국의 주변지역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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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지역에서 큰 영향

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92

년 중국은 러시아와 ‘건설적 동반자관계’를 맺었고 1996년 4월 옐친 대통

령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이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다. 1992

부터 1996년 사이 양국은 고위급 정상간 핫라인 설치, 국경문제의 완전한 

해결 추구, 서로 핵무기 사용 금지, 과학기술 협력, 국제 문제 협상해결 

등 협력을 이루었다.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 이후 양국은 국경지역에서의 

신뢰 구축, 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하였다. 보다 특별한 것은 양국이 “다극

화” 세계질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증진

하기 위해 양국이 동참해야 하는 것에 합의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 중-

러 관계는 점진적인 발전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2) 중-카 주도한 3국의 철도협력

3국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서로에 대한 인식 하에 철도협력

을 진행해 왔다. 교통운송협력에 대한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적극적인 행동

을 취한 반면, 러시아는 보조적이고,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러시아 국내에 위치한 TSR는 TCR과 같이 유라시아 대륙 동서쪽을 잇는 

노선으로써 TCR과 경쟁적 성격이 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

시아는 TCR의 협력에 참여하는 것은 TCR의 발전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에 관한 다자적인 회의를 참석하였지만 

양자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반면, 러시아는 많은 노력

을 TSR의 발전에 경주하였다. 1997년 TCR의 물동량이 30276TEU에 달

했고, 연변국가에게 창출하는 외화는 약 16200만 달러였다. 이는 TSR의 

총량과 대체적으로 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TSR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러시아는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되, TSR의 발전을 정부의 주된 사

업으로 추진하여 운송비용 감소, 정기열차 개통, 정부 간 운송협력, 마케

팅 등조치를 취하여 노선의 물동량을 해마다 제고하였다.62)

62) 潘建中, 沈剛，“面對西伯利亞陸橋的競爭,” 『大陸橋視野』，(3期，2003年)，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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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적극적인 추진 태도는 우선 TCR 전담부서 설립에서 나타난

다. 중국은 TCR사업 관련된 부서 설치를 통해 종합적으로 TCR의 운영을 

관리해왔다. 1992년 철도부는 유라시아대륙교 컨테이너 국제운송영도소조

를 설립하여 이 노선의 운송 작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1993년 국가과학위

원회, 국가계획위원회 등은 지방정부, 국무원과 함께 신유라시아대륙교발

전 연구회를 설치하였고 TCR의 발전 전략의 연구를 담당하였다. 중국 국

가과학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대외경무부 등은 UNDP와 정기적인 세미나

를 개최하여 발전사항을 협상해 왔다. 또한 2000년 ‘국무원신유라시아대

륙교 조율소조’를 설립하여 각 부서간의 협력을 추진하여 자원 이용의 효

율성을 제고하여 관련 국가와의 경제기술 협력을 두진하고, 정기적인 회의

를 개최한다. TCR운송소조는 TCR 운영과 관련이 깊은 중국 대외무역운

수공사 (SINOTRANS), 중국 원양운수공사(COSCO) 그리고 외수대리점공

사(PENAVICO) 및 철도청에서 선발된 3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물추적 정보제공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과 컴퓨터에 의한 화차의 

속도조절, 화물의 안전유지 등 수송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교통회랑 활성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

서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등 공식적인 양자적 회면 기회를 활용해 운송협

력을 추진하였는데, 즉  타 국가 지도자와의 회면에서 교통물류에 대한 중

시를 밝히고 상대국과의 협력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1995년 9월, 중국 

주석 장저민(江澤民)의 요청으로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중국 정식 방문 하

였다. 두 정상은 「우호관계강화 연합성명」을 통해 두 국가 간 관계를 강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롄윈강하역 및 운송통과화물협정」을 통해 국제철도

를 통한 화물운송을 규범화하였다. 1997년 2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중

국에서 휴가 할 때, 드루쥬바-아라산커우의 화물 운송능력을 강화해야 한

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부족하면 새로운 철도노선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

을 내려 중국과 운송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어서 동해 4월

에 양국은 롄윈강-아라산커우 ‘5정’컨테이너 열차를 개설하였다. 이는 고

정한 지점, 운행노선, 발차 횟수, 시간, 운송가격으로 ‘5정’ 컨테이너 열차

라 불린다. 또한 1999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공식으로 중국 방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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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두 국가 정상은 ‘두 나라는 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기 때문에 국제

교통운송 분야의 협력을 고도 중시하고, 고대 실크로드의 부흥을 위해 공

동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합의되어 양국이 국제운송에 대한 공동적 인식

을 명확히 드러냈다. 

또한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교통부도 양국 간 교통 분야 협력에서 많

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1997년 카자흐스탄 교통운송부 장관은 9명 관련자

와 같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외운롄윈강공사의 TCR 운송 사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들었고, 2004년 5월 17일 중국철도부 장관 류지준(劉志軍)

는 카자흐스탄 운송과 통신부 장관 나그마노프(К.Нагманов) 는 베이징에

서 「중화인민공화국철도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운송 및 통신부 철도운송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양국은 교통부 장관 등 교통분야 관련

자들을 빈번하게 파견하여 서로의 발전현황을 파악하고 교류를 강화하는 

양상이 보인다.

중앙정부와 조응되어 중국 지방정부도 국제교통협력에서 중개자 역

할을 수행하면서 협력의 플랫폼을 제공하였다. 1995년 쉬저우(徐州）, 화

이저우(淮州), 이안청(鹽城), 롄윈강 네 개 도시가 주최하는 ‘95중국 장수 

신유라시아대륙교 경제무역 간담회’는 롄윈강에서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중국대외운송 롄윈강 대륙교 국경통과화물운송공사는 카자흐스탄철도 대

외경영집단과 서로의 대리인으로 된다는 것에 합의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

국의 운송관련 회사들도 양자적인 국제운송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1995년부터 중국대외운송롄윈강공사는 선후로 한국 부산, 카자흐스탄 알

마티, 우즈베키스탄 아섹에서 대표처를 설립하여 해외운송시장을 개척하였

고, 철도부 컨테이너운송센터, 카자흐스탄교통운송부와 장기적인 우호관계

를 구축하여 TCR 발전에 강력한 지원과 보장을 제공해준다. 이와 같이 

중국은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교통

협력에 기울이는 노력을 최대화하려고 하였다.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회의에서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의 다양

한 태도가 보인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각자 회의 개최 제안을 통해 지역 

국가들의 시선을 끌어 교통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

고, 회의에서 통관절차, 운송요금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여 중앙유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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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역 운송 편리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1995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

지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

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7개 국가 철도(운송)장관이 참석

하는 회의는 바로 중국 총리 리펑(李鵬）이 제안하는 것이다. 회의에서 각 

국 장관은 협상을 통해 국가 간 철도연합운송 발전 강요를 제정하였고 운

송조직을 보완하여 동일한 운송요금과 청산 시스템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9년 8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5개 국

가의 제4차 정상회담에서 당시 중국 주석인 장저민은 지역 협력을 강화하

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며 유구한 ‘실크로드’를 부흥시키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63) 또한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회담에서 TCR노

선의 효용을 발휘하여 지역협력을 확대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국제적인 협력에서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통해 국

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을 동원하여 TCR의 발전을 위해 인적 및 물적 자원

을 모으고, 국제연합운송에 과한 문제점과 향후과제들을 논의하려 하였다. 

중국은 국제기구에 힘입어 이러한 국제회의를 개최해왔다. 1996년 5월 중

국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대외경제무역부는 UNDP, EU 

Committee 등 기구와 협력하여 베이징에서 ‘신유라시아대륙교 지역경제

발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총 3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460여명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연변지역 경제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철도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조정과 환경 개선, 인력 개발 위주로 한 빈곤 퇴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

을 강조하였다. 또한 2000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 유라시아 30개 국가들의 

철도부 관련자, 출하인, 화물운송대리회사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를 개최하여 드루쥬바-아라산커우 국제연합운송 항구의 보완 작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국제기구와 공동 개최된 국제적 회의는 단순한 국제철

도운송을 넘어서 철도가 경유하는 국가의 빈곤문제, 환경문제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문제에 주목하여 인류발전의 차원에서 국제교통협력에 보다 

63) “江澤民提出五國進一步加強友好合作的五點主張”， 1999년8월 25일 

    http://news.sina.com.cn/china/1999-8-25/8957.html (검색일: 2018년 11월 

15일).



- 47 -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TCR 발전 과정 중 존재하는 난점에 대해 중국은 학술세미나를 

통해 해법을 찾으려 하였다. 예컨대 1998년 10월 중국사회과학원, 장수성

정부연구실, 롄윈강시정부, 친황도 시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21세기유라시

아 경제무역관계와 신유라시아대륙교 국제학술세미나’는 베이징에서 개최

하였다. 러시아,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한국, 일본 등 11개 

국가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TCR의 발전에 대책과 조언을 

주었다. 연변지역 인프라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은 철도 운영을 보조하는 

통신 인프라 건설에도 조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8년 10월 중국 

체신부가 제안하여 연변 국가들이 적극 호응하는 유라시아 육지 광케이블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개통하였다. 이는 동쪽 중국 상하이로부터 시작하여, 

중간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총 20 개 국가를 연결하여 서쪽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도착한다. 총 길이는 27000km이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육지 광케이블 시스템이다. 이의 개통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원활한 정

보 교류를 가능케 하였다.

3）평가

이 시기 러-카-중 철도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는 카자흐스탄, 중

국에 대한 정책과 다른 양상이 보인다. 러시아는 전통적인 세력권인 CIS

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선호하였고, 지역 통합을 추진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에 들어 NATO의 동진으로 인해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

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러시아는 러-카-중 교통회랑의 

중요성을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

며, 상대적으로 수동하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이유로는 해당 교

통회랑과 자국의 TSR 간 경쟁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성으로 

인해 러시아는 자국 철도의 발전을 주력할 수밖에 없었고, 카자흐스탄과 

중국과의 철도협력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

력에 참여하는 이유는 전통 세력권 확보와 동아시아로 진입하려는 동기에

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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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철도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은 양국

의 국가 발전 및 지역 정책과 관련성이 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초기 중

국과의 수교로 서로간의 신뢰성을 구축하였고 90년대 중반에 들어 경제발

전을 도모하면서 러시아의 일방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중국은 이 시기에 들어 국가 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장 지역의 발전을 중시하였다.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

해 중앙아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었고, 이러한 과정

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카자흐스탄과 중국

의 철도협력에 대한 태도 또한 이러한 의도와 정책을 드러나는 것이다. 양

국은 국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어 했을 뿐만 아니라, 양자, 다자 협력 틀

을 활용하여 협력에 적극 나섰다. 

상술한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지역정책은 양국이 철도협력에 대한 적

극적인 행동과 더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중국 신장지역과 

카자흐스탄 간의 변경무역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신장과 카자흐스

탄의 무역은 중·카 무역에서 90%이상 차지하고, 주로 양국 간 국제철도와 

국제도로를 통해 무역을 진행해 왔다. 1992년 말 신장과 카자흐스탄 간 

수출입 총액은 2.43억 달러이고, 1999년은 9.26억 달러로 상승되어, 연 

평균 38.5% 발전 속도로 발전해 왔다.64) 중국과 카자흐스탄 수출입 총액 

또한 1992년 3.69억 달러에서 1999년 11.38억 달러로 발전하여 연평균 

20.59% 의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그림4-1] 신장지역과 카자흐스탄 1992-1999년 교역액65) (단위: 만 달러) 

64) 何偉, “中國新疆與哈薩克斯坦邊境貿易發展研究,” 碩士學位論文，新疆財經大學，

2007年，第8頁。

65) 출처: 『新疆統計年鑒』 199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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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중-카1992-1999년 교역액66)  (단위: 억 달러)

반면, 교통회랑 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수동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러

-카-중 교통회랑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아라산커우 물동량이 

1992년의 72.6 만 톤에서 1998년 정점인 236.6만 톤으로 상승되어 1999

년에 다시 61.8만 톤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중-카 간 변경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가는 열차가 부족하고 운송

하는 화물량도 부족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4-3] 아라산커우 1992-1999년 물동량67) (단위: 만 톤)

러시아는 무역 추진에서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였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 수출입 총액은 낮은 성장률에 머

66) 출처: 3국 간 교역액은 ITC 공식 사이트에 공개는 데이터를 참고하여  정리됨. 

https://www.trademap.org/Bilateral_TS.aspx (검색일:2018년 10월 31일)

67) 출처: 아라산커우 해관 공개된 데이터로 본인 작성, 홈페이지

    (http://urumqi.customs. gov. c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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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렀다. 1992년 중국과의 교역은 46.3억 달러이고, 1999년은 57.2억 달러

로 상승되었지만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 

교역은 심지어 1992년 40억 달러로부터 1999년 24.58억 달러로 위축되었

다. 여기서 무역을 저해하는 다른 정치적 요인도 존재하만 교통회랑이 러

시아와 중, 카 간 무역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4-4]러-중1992-2000년교역액 [그림4-5]러-카1992-2000년교역액68)

             (단위: 억 달러)                     (단위: 억 달러)

2. 2000년-2012년 소다자 협력의 작동

1) 러-카-중 관계의 제도화

2000년 푸틴의 등장에 따라 러시아는 자신의 외교적 균형점을 서서

히 찾아가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다자외교 전략을 좀 더 세련되

고 현실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69) 2000년에 발표된 「러시아 국가안보 개

념」에서 러시아는 국제정세가 미국의 힘의 우위에 기초한 신국제질서의 

창출 노력과 다극주의 질서에 기초한 지역적 다자주의 통합의 노력이 서

로 대립하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국제질서의 다극

화를 천명하는 동시에, 지역적 다자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68) 출처: 3국 간 교역액은 ITC 공식 사이트에 공개는 데이터를 참고하여  정리됨. 

https://www.trademap.org/Bilateral_TS.aspx (검색일:2018년 10월 31일)

69) 신범식, “러시아의 다자주의 협력과 제도화 전략: 동북아 다자협력 증진에 대한 함

의,”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3』, (2011),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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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함께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유럽, 유라시아 그리고 아태지역에서 복합적인 전략을 실시하면서 영향력

을 행사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꾀하였으며, 

이 지역에서 전략적 입지를 구축하려고 했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강화는 러시아에게 중요한 과제였다.

카자흐스탄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신속하

게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2000년 이후 연평균10%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어갔고, 향후 50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갖고 2000년대에 들어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카자흐스탄은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

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0년대 초까지 카자흐스탄은 러시

아, 미국, 중국 등 국가와 에너지 협력 조약을 체결하여 강대국과의 교섭

에서 균형 외교를 실시함으로써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이는 

지역통합을 통해 자국의 지위를 확보하려했다. 이와 더불어 세계경제권으

로 진출한 카자흐스탄은 다른 국가와 보다 긴밀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을 통한 항구 확보를 중요시 하였다. 아울러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러

시아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이 시기 중국이 서부지역에 대한 중점적인 정책은 ‘서부대개발’이다.

중국 지도부가 서부대개발전략에 대해서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장

쩌민 국가 주석이 1999년 6월 시안에서 개최된 서부 5개 지역 국유기업 

개혁좌담회(소위 西安講話)에서이고,70) 2000년 3월 제9기 전인대 3차 회

의에서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서부대개발사업의 의미·성격·사업방향 등을 

설명하였다. 즉 사업의 중점은 인프라 건설 가속화, 생태환경 개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발전 등 개혁의 심화, 개방의 확대라고 강조하였다.

서부대개발의 선택은 중국 대외개방 이후 동서 지역 빈부격차 심화,

이슬람에 대한 박해 등으로 인한 신장 소수민족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것

이다. 중국이 21세기 전반기에 경제발전을 통해 세계강국으로 등장하기 

70) 장쩌민 수석은 9·5계획(제9차 5재년 계획; 1996~2000)년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샤

오강(小康) 수준에 도달했지만, 지역적 불균등발전을 시정하기 위해 이제부터 서부 

개발을 경제성장의 중점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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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안정이 요구된다. 국가 내 모순적 요소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서방국가들이 민족문제를 이용하여 내부혼란을 조장

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중국의 민족분제는 중국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서부대개발은 이러한 국내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71) 또한 중국의 서부지역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와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서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정

치적 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2000년대에 들어 서부대개발 전략의 수행

에서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와 자원의 공급지로서 인식하여 이 지역에 대

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다.72) 이와 더불어 ‘911’테러사건 발생된 이후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우려하여 영향력 강화를 통

해 이를 대응하고자 하였다. 

2001년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

베키스탄이 ‘상하이 5국’을 상하이협력기구로 발전하게 하였다. 상하이협

력기구의 출범은 이 지역의 중대한 발전계기를 마련하였고, 지역협력의 제

도화를 상징한다. 이는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의 모든 차원에서 제도를 세

워나가면서 국경지역 군비 감축, 반테러협력 등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동시

에 전자 상거래, 관세, 표준 통일, 투자 등 경제협력도 추진해 왔다. 2003

년부터 2012까지 중·러 또는 상하이협력기구 구성원 모두 참여하는 형식

으로 6번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지역안정을 유지하면서 군사 협력의 강

화를 보여주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를 발전시켜 유라시아 대륙을 연

결하는 실크로드를 현대적으로 재현하고, 중앙아시아를 통해 터키나 이란

까지 이어지는 대륙의 ‘회랑’을 개척해서 에너지와 상품의 교역통로를 구

축하는 한편, 미국의 영향력 강화에 견제하고자 한다. 러시아도 지역 안보

에서 상하이협력기구의 역할을 인증하고 매년 발간하는 외교안보정책 평

가서(Обзор) 에는 2008년 이후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기구 행위자로 

SCO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73)

71) 김재기, “중국의 민족문제와 서부 대개발: 정치·경제적 배경과 딜레마,” 『동북아논

총』 No. 18, (2001), pp.149-152.

72) 유동원, 『중국의 서부대개발』 , (부산: 신지서원, 2004), p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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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다자 협력이 제도화되는 가운데, 3국이 에너지 협력에서 3국의 

소다자 협력을 진행해 왔다. 2004년부터 러·카·중 3국이 정기적으로 ‘석유

가스포럼’을 개최하여 석유 가스 탐색, 개발 및 가공 분야에서 3국 간 에

너지협력을 도모하였다. 2005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국내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석유를 수송하는 것을 밝혔고, 카자흐스탄 또한 해당 파이

프라인의 수송능력을 제고하여 러시아와 자국이 중국으로의 수송량을 충

족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3국 또한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

트, 석유회사 인수 등 형식으로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2006년 5월 중

국-카자흐스탄 석유 파이프라인이 정식적으로 중국으로 송유하기 시작했

고, 2008년 1월부터 러시아는 옴스크(Омск)-아라산커우 석유파이프라인을 

개통되었다. 

이와 더불어 3국 간 양자 관계 또한 강화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카

자흐스탄의 관계 변화는 러시아의 대 CIS정책에서 볼 수 있다. 2000년 초

에 열린 CIS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앞으로의 대 CIS정책이 상호이익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책을 공고화하려 한다는 의도를 보여 주었다. 

또한 2000년 10월 카자흐스탄 등 4개국과 함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를 

창설하는 조약에 서명하고, 경제통합의 새로운 단계를 주도하게 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2001년 중국과 러시아는 선린⋅우호조약(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을 체결했다. 선린

우호조약에서는 협력의 범위 규정에서 동맹과 유사한 내용도 나타나고 있

기 때문에 이는 양국 관계가 이전 시기보다 더욱 심화되고 공고해졌음을 

의미한다.74) 2005년 7월 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견제하는 ‘21세

기 국제질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새로운 단

계로 진입시켰다. 즉 어떠한 세계질서가 형성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 합

73)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а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Рооийской Фед

ераци в 2008 году: ОБЗОР МИД РФ" (Москва, март 2009 года).  

74) 양국은 2001년 선린⋅우호조약 8, 9조에서 각각 상대방의 주권, 안보, 영토적인 통

합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동맹이나 블록에 참여하지 않을 것; 상대방을 위협

하는 세력들에 영토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 상대방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에 

처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즉시 접촉하고 논의를 할 것 등의 내용에 합의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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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이루는 것은 세계질서차원의 협력을 지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75)

또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9년 6월 양국은 투자 협력 계획 , 

2010년 9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동안에 양국은 러-중 전략적 

동반자관계 심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우, 

1992년 외교관계 수립으로부터 ‘우호적 관계’,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걸쳐 

2005년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형성된 ‘전략적 파트너관계’는 양국 간 협력

을 심화하였다.76) 또한 2003년 6월 「2003년-2008년 중·카협력개요」, 

2006년 12월 「중·카 21세기협력적략」과 「중·카경제협력발전구상」, 2007년 

「중-카 비자원경제분야협력계획」 등의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을 구체적으

로 계획하였다. 

2) 소다자 철도협력 작동의 시작

21세기에 들어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CIS지역과 동북아를 중시하

는 점을 드러내듯이 카자흐스탄과 중국과의 철도협력에도 적극적인 모습

을 보이게 되었다.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걸쳐 롄

윈강에서 브레스트까지 직행 열차의 운행 노선을 공동 작성하였으며, 

2001 년 12월 중국 우루무치에서 독일 베를린까지 운행하는 컨테이너 열

차를 성공적으로 조직하였다. 이는 3국의 소다자 협력이 형성되는 것을 

표시하고, 해당 열차의 개통은 러-카-중 교통회랑의 새로운 진전을 의미

한다. 또한 OSJD가 계획한 제2회랑에 소속한 3국은 OSJD의 노선 개선, 

운송규범 완화 등 요구를 부응하기 위해 많은 회면을 진행하여 해당 노선

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었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 상하이협력기구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3국

이 또한 상하이협력기구를 활용하여 국제교통운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75) 신범식, “러-중관계의 전개와 러시아의 대 중국 외교안보 정책,” 『전략연구』 7, 

(2013), pp. 104.

76) 이러한 국가 관계 유형의 전환은 협력 분야의 확장, 협력 정도의 심화 등으로 표현

되는데, 동반자관계에 관한 연구는 金正昆, “夥伴戰略: 中國外交的理性選擇,” 『教

學與研究』, 第7期 (2000); 寧騷, “選擇夥伴戰略營造夥伴關係-跨入21世紀的中國外

交,” 『新視野』  第2期 (2000)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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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 노력해 왔다. 2003년 5월 후진타오 주

석은 제3차 SCO 원수 정상회담에서 연설을 진행하였는데, 그는 경제협력

은 SCO의 중요한 기반이자 우선시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였고, ‘본 지역

의 실질적 발전요구를 감안하여 중국은 교통운송영역에서 출발하여 다자

운송협정의 체결을 추진해야 하며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권장한

다’ 고 주장하였다. 중국 교통부는 외교, 공안, 해관, 품질검사 등 부서들

의 적극 협조 하에 SCO 소속 교통장관회의 메커니즘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교통운송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SCO 국제통로운송편리화협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건의를 제시하

였다. 이는 UN ESCAP와 아시아 개발은행의 기술과 자금 지원을 받았다. 

따라서 SCO는 2004년 8월부터 「SCO 회원국 정부간 국제통로운송편리화

협정(초안)」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77) 이어서 2009년 제4차, 2011년 제5

차 교통장관회의에서 러·카·중 3국은 회원국 간 교통인프라 연결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협정의 체결을 가속화해야 하며 우선 국

제적 운송 여건을 보유하는 통로를 연결시킨 다음 복잡한 통로를 연결시

켜야 하는 건의를 하였다. 또한 러시아 교통부장관 레비틴은 상하이협력기

구 교통부장관 제5차 회의에서  인프라표준의 일치, 특히 교통규칙, 도로

표기와 기호 등의 일치는 상하이협력기구 내부 운송 네트워크 발전의 요

점이라고 지적하였고, 상하이협력기구는 구성원의 운송노선 인프라시설 건

설에서 도움을 주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다자협력 틀에 힘입어 소다자 협력을 이루어지는 3국은 또한 

해당 노선의 활성화하기 위해 각자의 전략을 추진하였다. 러시아와 CIS국

가 간의 해관협력은 러-카-중 노선 활성화에 해당된 조건을 마련하였다. 

2007년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관세동맹조약」을 체결하

여 2010년 러·벨·카 관세동맹은 공식적으로 형성되었다. 관세동맹은 동일

한 수입 관세율과 통관절차에 대해 규정하여 3국 간 화물유통의 해관 신

고와 검사절차를 취소하여 화물의 통과운송 수속들을 간화하면서 3국 간 

화물운송 뿐만 아니라, 러-카-중 간의 국제운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77) 史謝虹, 2012,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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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이에 따라 러-카-중 노선에서 운영하는 화물운송열차의 운송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열차 수량이 많이 늘어났다. 

또한 이들 국가와 운송기제 완화 측면에서 러시아도 많은 노력을 하

였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정부 간 협력위원회(IPC)는 1997년에 설립되었

고, 현재 교통, 지역 및 국가 간 협력, 투자와 금융 협력, 군사기술 협력, 

과학과 신기술 협력, 에너지와 연료 협력 등을 포함한다. 그 중 운송위원

회는 2005년에 설립되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도로, 철도, 해양, 

항공 운송에 관한 문제점을 토론하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경지역 인프

라건설, 국경통과 문제, 국경통과 검사 감면 등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한 TSR노선의 개선 사업도 이 시기에 효과가 

나타났다. 2002년 TSR 전선이 전기화 실현되었고, 광섬유를 배치하여 운

송량과 운송속도도 대폭 늘어났으며, 최고 시속은 120km에 달했다. 이는 

운송비용을 감축하게 하였고 경쟁력을 제고 하면서 화물 운송량도 많이 

늘어났다.78) 이는 자국의 철도노선 경쟁력을 제고하여 TCR의 발전에 불

리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다. 즉 TCR

의 러시아 부분은 TSR를 경과하기 때문에 TCR의 운행속도와 효율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2006년부터 러시아는 새로운 TSR 현대화 개조 

사업을 추진하여 교량 개조, 전철화, 광통신 등 많은 인프라 사업을 통해 

노선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노선의 운송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러시아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동시에, 중국과 카자흐

스탄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양국도 양자 및 다자적 협력을 통해 노선의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2003년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공통성명에서 양국은 

교통운송협력과 경제무역협력은 두 국가 관계 중 중요한 부분이고, 양국은 

중국과 카자흐스탄 정부 간 경제무역협력위원회와 교통과 랜드 포트 분과

위원회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평등하고 호혜적인 기반에서 범아시아 철

도 북 통로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며, 드루쥬바-아라산커우의 운송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면서 양국 해관 작업을 조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합의되

78) 陳秋杰，“俄遠東鐵路貨物運輸及其國際合作,” 『西伯利亞研究』 , 第2期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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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2008년 6월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양국 간 컨테이너 운송협력

을 강화하기 위해 ‘중-카 철도컨테이너 운송 합자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같은 합자 형식의 협력을 통해 양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지어야 

하고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화 하였다.79)

이와 동시에, 양국은 노선의 운송 능력을 위해 또한 개선사업을 진

행해 왔다. TCR 노선이 처음 연결할 때 계획하는 중-카 간 국경역 즉 아

라산커우와 도스틕(Досты)역 간의 물동량은 280만톤/년이다. 10여년의 개

선과 확장을 통해 2003년 1500만 톤/년의 운송 능력을 갖추었지만 이는 

양국 간 화물운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운송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관의 과부하로 인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면서 중국과 카

자흐스탄 정부는 운송능력 제고와 화물의 분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카자흐

스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2005년에 4100만 달러를 투자

하여 도스틕역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관해 일련의 조치를 실시하

였고 조차장 건설, 조달시스템의 현대화, 노선 수리, 악토가이-도스틕 구

간의 운행 속도 제고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악토가이역 및 

해당 구간의 운송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80)

2003년 중국 주석 후진타오가 카자흐스탄 방문할 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후월궈스 국제협력센터 건설에 대해 합의되었고, 2004년 11월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연결하는 신규 복선노선 즉 징허(精河)-이닝(伊寧)-

후월궈스(霍爾果斯) 노선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2009년 12월에 완공하였

다. 중국 철도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협력하여 총 60억 위안을 투자 

하였고, 이는 신장의 첫 번째 전철화 노선이다. ‘징이후’철도는 총 

286.212km이고, 징허역의 개선과 확장을 포함한다. 카자흐스탄 국내 구간

은 기존 알마티(Алматы)-후월궈스 도로에 따라 건설하여 총 290km이고, 

2009 상반기에 건설 시작하여 2011년 말에 완성하였다. 총 투자는 1532

79) “中國哈薩克簽署鐵路集裝箱運輸合資公司成立備忘錄”，『中國駐哈薩克斯坦經濟商

務參讚處』，2008年8月6日，

   http://kz.mofcom.gov.cn/article/jmxw/200806/20080605589009.shtml（검색

일: 2018년 11월1일）

80) 王雪,“哈薩克斯坦鐵路運力推介會在烏魯木齊舉行,” 『大陸橋視野』 , 第12期 

（2008).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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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텡게(약 10.4억 달러)이고, 국가 재정으로 일부 출자하였고, 카자흐스탄 

철도회사가 일부분의 자금을 조달하며, 나머지는 해외 자금 조달하였다. 

나자르바예프는 2010년에 「2010-2012국가예산 수정안」을 통과하여 제티

겐（zhetygen）-후월궈스 철도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액이 101억 텡게(약

6850만 달러)로 규정하였다. 이어서 2010년 카자흐스탄과 중국 지도자는 

중국의 대 카자흐스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사항을 논의하였고, 카자흐스

탄은 중국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를 밝혔으며 중국은 10억 달러를 대

출하여 해당 철도 건설 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81)

[그림4-6]중국과 카자흐스탄 간 후월궈스-알마티 신규 노선

중국 또한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서부지역의 철도망의 개선 사업에 

주력하였다. TCR노선에서 중국은 표준 궤도를 적용한 반면, 독립국가연합

은 광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궤도 불일치와 화차부족으로 인해 화물 운

송이 순조롭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05년 8월 우루무치 중앙철도

부 서비스국은 아라산커우역에 495m 광궤레일화물노선을 건설하고 카자

흐스탄 광레일과 직접 연결하였다. 이를 통해 시장자치구로부터 중앙아시

아, 중동 및 유럽에 이르는 가장 안전하고 짧은 운송루트를 형성하였다. 

또한 중국의 「중장기철도망계획」과 「철도 11차 5년계획」 82)모두 TCR건

81) 新亞歐大陸橋國際協調機制辦公室(編), 『亞歐大陸橋和中國鐵路過境貨物運輸的歷程

與發展』, (北京:中國商務出版社,2013), p.35.

82) 「중장기철도망계획」는 2004년에 출범하여 철도망 규모 확대, 철도 구조 완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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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어 1435억 원을 란신(蘭新) 철도 여객운송 선로 

건설에 투입하여, 기존 란신 노선을 화물 운송 전용으로 하여 서부지역 철

도 종합운송능력을 제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8년 10월 중국철도회사는 

아라산커우 컨테이너 환전창고를 완성하였다. 총 면적은 1.97만m² 이고, 

2007년 7월에 시작하여 총 투자액은 1억 위안이다. 이는 24시간 운영하면

서 역 내에 광궤 환전선을 신설하여 연간 환전 능력이 20만 TUE에 달하

였다.83)

물동량 증가에 따라 중국 또한 노선 관리 및 국제협력을 규범화하는 

필요성을 인식되었다. 2011년 중국 국가상무부는 중국 국경 내에서 대륙

철도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전국단위 산업조직을 비준하여 9월1일 첫 번째 

국가 급 대륙철도 화물물류업무조직인 ‘중국국제화물포워딩협회 국제대륙

철도운수업무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조직의 설립 취지는 회원들이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자원을 통합하여 유라시아

대륙철도물류의 통로를 구축하는 것이다.84)

이와 동시에 러·카·중 3국이 교통운송 분야의 전문적인 다자국제협

력도 추진해 왔다. 2006년 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차 유라시아 국제

운송 국제회의’에서 UNDP, 세계여행기구,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

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15국가의 운송부 장관이 연합하여 

베이징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운송시장을 정비하여 중국, 서유럽을 연

결하는 컨테이너 화물운송통로를 건설하여 ‘실크로드’의 재차 범영을 실현

시키겠다는 것에 대해 합의되었다. 즉 적통 ‘실크로드’ 지역에서 무역, 투

자, 여행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여 국가

들이 유라시아지역 국가들이 고대 ‘실크로드’가 현 시대에 역시 의미가 크

의 향상, 운송능력 제고 등 목표를 갖고 있고, 「철도 11차 5년 계획」은 2006년에 

출범하여 중국 철도 산업에 대한 지도, 중대한 철도 프로젝트 결정, 관련 정책 수

립의 근거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83) “2008年新亞歐大陸橋十件大事” 2009년 2월 5일. 

http://www.landbridge.com/wenku/2012-02-05/590.html (검색일: 2018년 

10월 1일)

84) 이주호 외,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을 활용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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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인정되었고, 정기적인 실크로드 투자포럼을 진행하여 동일한 지

역 여행 비자를 설치하고 교통운송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을 밝혔

다. 

2006년 11월 20일 중국, 독일, 러시아 3국 철도부문 지도자들이 베

이징에서 회담을 진행하여 유라시아 철도 협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중, 러시아 철도주식회사 위원장은 회의에서 3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

고, 실행 방안을 효율적으로 작성하며, 경쟁이 치열한 유라시아 시장에서 

시장 점유를 확대해야 하는 주장을 하여 해당 노선에 대한 큰 기대를 보

여 주었다.85) 「중화인민공화국철도부, 독일철도주식회사, 러시아철도주식

회사 유라시아철도운송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협조위원회와 공동공

작팀을 설립한 후 유라시아 간의 컨테이너 철도운송이 비교적 빠르게 발

전하기 시작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목적은 중국-러시아-유럽 간 철도 

물동량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고 고객과 시장을 지향하는 철도운송과 물류 

형식을 개발하여 철도운송이 중국-러시아-유럽 간 화물 운송에서의 점유

율을 제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립한 협조위원회와 공동공작팀을 통해 작

업 계획과 시간표를 규정하여 유라시아 컨테이너 운송 시장 현황, 잠재력

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동일한 법제 및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

였다.86)

2011년 4월 카자흐스탄 교통부의 제의로 카자흐스탄에서 범아시아 

북부통로 연변국가 교통부 및 해관 장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유럽-아시아-유럽’ 화물운송의 원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

된 목표로 하고, 국가 및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로에서 인위적 및 

비인위적 장애를 해소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교통통

신부는 2년 1회로 ‘유라시아운송’ 정기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각국 인프라 

개선, 운송비용 감소, 국제기구와의 협력, 자금조달 등 여러 사항들을 논

85) 해당 회의 내용은 “中德俄三方簽署諒解備忘錄,” 『大陸橋視野』，第1期 (2007）참

조.

86) “亞歐打通陸地貿易通道：中德俄三方簽署鐵路運輸合作諒解備忘錄” 2006년 11월 

24일. https://finance.sina.com.cn/roll/20061124/03221058850.shtml (검색일: 

2018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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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카자흐스탄이 유라시아 국제운송에 대한 중시를 엿볼 수 있다. 

3)평가

2000년대에 들어 러시아는 러-카-중 교통회랑 협력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선택은 지역 및 국제 정세

에 대한 자국의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다자적 외교 정책을 

중시하고, 특히 아시아 회귀 즉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으로 대표되는 러시아

의 동부지역을 인접한 동북아시아 및 아태지역 경제권 전체로 편입시켜나

가려는 전략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즉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전략에 밀접하게 연동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87) 또한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중-러 관계가 고

도의 전략적 진화의 단계로 격상됨으로써 러시아의 중국 지향전략은 극적

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위기'와 미국 및 서구

의 경제제재에 직면하여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의도 하에 러-카-중 교통회랑 협력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 되었다. 다자적인 회의 및 기제에서 능동적인 태도

를 보여 줬을 뿐만 아니라, 양자적인 형식으로도 협력을 추진해 왔다. 

카자흐스탄은 이 시기에 들어 교통회랑 협력 사업을 보다 중요시 하

였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국가 목표와 큰 관력성이 있을 것이다. 경제력 

50위권으로 상승하고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하는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카자흐스탄은 무엇보다도 교통물류체계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

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간지점에 위

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자국을 대륙 간 교통물류 요충지로 변모시

켜 과거의 '실크로드'를 재현 한다는 이른바 Great Bridge 전략을 추진하

고 있다. 

한편,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교통회랑을 중요한 지역 발전 수단으

87) Baek, "The Eurasia Initiative and Russo-North Korean Relations," 

Korea-Russia Cooperation in the Far East in Light of the Eurasia 

Initiative, 9th KIEP-ERI Joint Seminar. (June，2014）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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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기고, 서부대개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이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해 

왔다. 중국이 2001년 WTO 가입하는 계기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었고, 정치적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문제

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서부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

아의 관계는 국가 안보 이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중앙아시

아지역에서 미국의 세력 확대를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조하고 이 지

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다. 따라서 중국은 철도협력

을 계기로 이들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3국이 모두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

를 보여 교통운송협력에서 소다자 협력이 점차 작동하기 시작했다. 3국이 

다양한 협력 틀을 활용하여 협력을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3국 간 다양

한 영역에서의 교류를 가속화 되었다. 특히 상하이협력기구의 설립됨에 따

라 지역 협력이 제도화 되면서, 3국의 철도협력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러-카-중 교통회랑의 물동량이 이 시기에 빠르게 상승되었다. 

2000년에 425.9만 톤에 도달을 했고, 2012년에 1658.6만 톤으로 상승되

어 약 4배로 증가되었다.

[그림4-7] 2000-2012년 아라산커우 물동량 (단위: 만 톤)

협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3국 간 무역도 빠르게 증가되었다. 중-카 

간 교역량이 2000년 15.57억에서 2012년 257억으로 발전되었고, 연 평균 

28.29% 증가율을 유지하였다.88) 2007년 이후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제2위 

무역파트너로 성장 되었고, 2010년 중국은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의 제1무

88) 張寧, “中哈經濟對接合作的成果與前景,” 『俄罗斯学刊』, 第2期 (2017)，p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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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파트너로 성장되었다.89)  러-중 간 교역량이 빠른 속도로 상승되었다. 

2000년에 80.3억 달러에서 2012년 881억 달러로 상승되어 약 8배 증가되

었다. 양국의 무역 규모가 커지는 동시에, 무역 구조도 개선되었다. 애초 

방직 소재를 비롯한 낮은 부가가치제품으로부터 가전, 기계 등 자본과 기

술집약적 제품으로 전환되었고, 2009년부터 중국은 러시아의 무역파트너 

1위로 상승되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2000년에 들어 국내 경제가 빠

르게 발전되어 양국 간 무역에도 동력을 부여하면서  무역량이 빠르게 상

승되었다. 양국 간 무역은 금융위기와 국제시장 석유 가격 변동으로 인해 

기복이 있지만 이 시기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교역액은 2000

년 25억 달러에서 2012년 238억 달러로 상승되어 약 9배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3국이 이 시기에 들어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무역, 에너

지 등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을 비롯한 군사협력도 추진해 왔

다. 이러한 과정에서 러-카-중 소다자 협력이 작동되기 시작하였고, 3국의 

철도협력에도 큰 동력을 부여했다. 따라서 이 시기 3국의 교통회랑이 비

교적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중앙유라시아를 잇는 가교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림4-8] 중-카 2000-2012년 교역액 (단위: 억달러)

89) “2017哈薩克斯坦對外貿易情況,” 『中国驻哈萨克斯坦经济商务参赞处』 2018년 2월 

13일. http://kz.mofcom.gov.cn/article/scdy/201803/20180302719036.shtm 

(검색일: 2018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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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러-중2000-2012년 교역액 [그림4-10]러-카2000-2012년 교역액  

                (단위: 억달러)                     (단위: 억달러)

3. 2013년 이후 소다자 협력의 새로운 도전

1) 중국 ‘일대일로’전략의 등장과 러시아·카자흐스탄의 대응 

시진핑 시대에 들어 중국의 주변외교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 추세가 

나타났다. 제18차 중국공산당대표대회 개최 이후 등장한 시진핑 지도부는 

기존과는 달리 주변외교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장 앞에 놓고 외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 3월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위임 이후 러시아, 인도, 

중앙아시아 4개국, 동남아 5개국을 순차례로 방문하여 주변외교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었다. 또한 주변외교에서 기존의 ‘호혜’에서 현재 ‘혜

택제공’을 더욱 강조하고, ‘주변안정’과 ‘지역협력’에서 ‘운명공동체’로 전

환되는 담론에서 주변 외교의 목표가 질적으로 제고 되었고, 그 전략적 위

상이 현격히 제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변외교의 변화는 중국이 직면하는 문제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21세기에 들어 고속성장기를 지닌 중국은 2012년부터 중속성장기

에 접어들어 뉴노멀(新常態) 시대에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외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서부 등 변경지

역 개발을 통한 국가안보 강화, 지역경제통합에서 주도권 확보 등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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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면하는 핵심적 과제들이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이 동맹 

강화 등으로 본격화되어 중국이 유리한 지정학적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2013년 9-10월

에 ‘일대일로’전략구상을 제기하였다. 이는 중국 주석 시진핑이 제시하는 

중국의 정층설계(Top-Down)로 주변국가의 상호연계와 소통(互聯互通)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전략 구상이 제시한 후,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연선국가 지도층

과 여러 차례 회담을 진행하여 ‘일대일로’와 관련한 협력 사항, 그리고 경

제회랑건설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그중에서도 카자흐스탄, 러시아를 비롯

한 국가들과 경제회랑건설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

한 전략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동시에, 물리적 측면에서 구

체적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은 이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브릭스개발은행(NDB)의 설립과 함

께 ‘실크로드 기금’창설을 진행하여 인프라 투자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하려 

노력하였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정

하고 2013 년 3월 방문하였다. 이 만남을 통해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조화로운 공존관

계 수립을 위해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기로 합의하고, 양국의 전면적 전략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일대일로’정책 하에 중국의 행동들을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는 자국의 입

장을 표명하였다. 러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이 미국의 ‘신 실크로드’ 

계획에 대응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공동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중대

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유라시아경제연합(EEU)’를 창설한 

후 중국 ‘일대일로’와 연계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양국이 이런 협력방

안들을 찾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러시아에게 유라시아 전략 실시에 있어서 중국은 중요한 협력 대상

이지만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영향력의 신장은 러시아가 동북아 및 중앙

아시아 내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가 생겼다. 즉 러시아의 편승정책의 대상이 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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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중국이 점차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중요한 도전으로 인

식되기 시작하여 러시아는 이런 상황에 새로운 균형화 전략을 추구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전략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에 적

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2014년 국제 유가 폭락으로 인해 카

자흐스탄은 ‘누를리 졸(Nruly Zhol)’ 신경제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는 인프

라 완화, 경제특구 발전 추진, 외국자본 투자환경 개선 등 내용들이 포함

되어 있는 국가 전략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발전전략을 강대국의 

유라시아 전략과 접목시키려는 행동을 실시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영

향력 확장 과정에서 균형 전략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나자르

바예프는 중국의 ‘일대일로’제안을 지지하여 실크로드경제벨트 건설 중 중

요한 파트너로 될 것이고, 이를 ‘누를리 졸’전략과 접목시켜 중국과 경제

무역, 생산, 에너지, 과학기술 등 영역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90) 아울러 2015년 9월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나자르바예프는 

‘대유라시아’협력제안을 제시하였다. 즉 ‘유럽연합-유라시아경제연합-실크

로드경제벨트’ 가 결합하는 지역 협력 프레임워크를 형성하여 유라시아경

제연합의 가교역할을 발휘해 유럽으로부터 유라시아 내륙지역을 경유하여 

태평양까지 연결하는 지역협력 메커니즘과 지역시장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선택과 행동은 유라시아 지역에 강대국간 치

열한 경쟁 속에서 균형 전략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소다자 교통협력의 새로운 진전

중국 ‘일대일로’의 핵심 프로젝트는 6대 경제회랑의 건설이다.91) 6

90)“習近平同哈薩克斯坦總統納扎爾巴耶夫舉行會談,”『新華網』, 2015년 5월 8일，

    http://news.xinhuanet.com/world/2015-05/08/c_1115214175.htm

    (검색일: 2018년 11월 2일)

91) 6대 경제회랑은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TCR 경제회랑, 중국-중앙아시아-서

아시아 경제회랑, 중국-인도차이나(중남반도) 경제회랑,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등 경제회랑이 포함되어 있다.



- 67 -

대 경제회랑 건설계획은 주요 경제권의 운송회랑을 중심으로 산업, 자원, 

에너지, 인적 교류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그중 TCR

회랑이 이에 속해 있다. ‘일대일로’ 전략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중국

이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두 국가이다. 2015년5월 7일~12일에는 카자흐

스탄, 러시아 및 벨라루스를 순방하며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대일로’와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졸’ 전략을 서로 접목시켜 인프라 건

설, 에너지, 금융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의 협력에 관한 공

동성명을 발표하였고,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과는 중국·벨라루스 공업

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전개하기로 하는 등 유라시아 국제운송회랑의 새로

운 발전 기회를 모색하였다. 

러시아와 중국 양국 교통부서도 적극적으로 교통운송 협력을 강화해

왔다. 2015년 교통위원회 제19차 회면에서 러시아 교통부 장관 소콜로프

는 러시아 측은 올해 5월 8일 두 국가 정상이 발표한 「러·중 전면전략적

협조파트너관계 심화, 협력과 윈윈 도모 연합성명」 과 「러·중 실크로드경

제벨트와 유라시아경제연합 건설과 접목 협력 연합성명」을 고도 중시하다

는 것을 밝혔고, 양국 간 국제인프라의 발전은 양국의 국익에 맞는 것이며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92) 또한 2017

년 회의에서 양국은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방문할 때 공통 발표했던 「전

면전략적협조파트너관계 재심화에 관한 연합성명」과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선린우호조약’ 실시대강(2017-2020년)」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

시아 간 철도협력을 한걸음 더 발전해나가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

국과 국제운송, 국제 인프라건설 그리고 글로나스와 베이떠우(北斗) GPS 

등 협력에서 좋은 성과 거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93) 이는 러-중 양

92) “中俄總理定期會晤委員會運輸合作分委會第十九次會議在西安舉行,” 『新華網』, 

2015년 8월 31일, 

http://www.xinhuanet.com/local/2015-08/31/c_128182165.htm (검색일: 2018

년 11월 15일)

93) “中俄總理定期會晤委員會運輸合作分委會鐵路工作組第21次會議在京召開,” 『國家

鐵路局』，2017년 7월 21일, 



- 68 -

국이 교통운송 분야의 협력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양국의 전략적 협조파

트너관계 강화하는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러시아의 교통 인프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의 주도권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유라시아 교통회랑 개발이 중국 주도로 급속하게 진행될 경우 러

시아 TSR의 국제운송로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

라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진행하는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행동들을 취하였다. 2012년부터 러시아 철도회사는 TSR의 경쟁

력을 제고하기 위해 러시아 동방항에서 수송하려는 운송 고객들에게 운가 

혜택을 부여하고, 기존 TCR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을 흡수하였다. 아울

러 러시아 국내에서 컨테이너 화물운송 발전을 우선적인 정책 방향의 하

나로 규정하여 많은 철도노선을 신설하거나 개선하고, 차량과 컨테이너터

미널을 업데이트하여 철도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해 추진하였고, 컨테이너 

통과 화물을 러시아의 운송로로 유치하는 것을 전략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제너럴 모털스, 매트로를 비롯한 운송량이 많은 고객들은 모두 운송

노선을 TSR로 바뀌었다. TCR로부터 TSR로 유출되는 컨테이너는 연간 

2.5만 개 정도였다. 또한 TSR의 운송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에 러

시아는 170억 달러 투자계획을 채택하여 운송 능력을 5500만 톤을 증가

하고, 즉 기존의 46%증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TCR와의 경쟁 속에서 경쟁

력을 확보하려는 결심이 보인다.94)

한편, 중국이 2015년에 중국-유럽, 중국-중아아시아 열차에게 

“Chinese Express’ 라는 명칭을 만드는 것은 ‘일대일로’전략을 실시하는 

중요한 수단이면서 러-카-중 노선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계기였다. 2015

년 3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는 연합하여 「실크

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 추진 비전과 행동」 중에서 ‘유라시

   http://www.nra.gov.cn/xwzx/xwdt/xwlb/201707/t20170721_41956.shtml (검색

일: 2018년 11월15일)

94) “俄羅斯東進：任重而道遠,” 『中國社會科學網』, 2014년 5월 8일,

    http://www.cssn.cn/zzx/gjzzx_zzx/201405/t20140512_1155598.shtml (검색일: 

2018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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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통로 철도운송과 통과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Chinese Express’ 

브랜드를 만들어 국내외, 동·중·서를 연결하는 운송통로를 건설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Chinese Express’ 브랜드의 제시됨에 따라 중국은 정부 

보조금 지원과 언론사들의 홍보를 통해 국내외 시선들을 끌었다. 중앙 정

부의 대대적인 지지를 조응하여 지방정부도 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송기업들이 이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되어 이러한 계기를 통해 많은 국

제열차를 개통하였다. 유럽,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

고, 국제철도를 통한 중국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노

력 하에 중국에서 유럽, 중앙아시아로 운행하는 정기 열차 수량은 급속으

로 증가되었다.

2016년 말까지 중국에서 충칭, 청두, 정쩌우, 우한 등 23개 도시들

이 기존 TCR를 이용하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운행하는 열차를 개통하

였고, 총 노선은 28개이며, 약  1500대 이상을 운행하였다. 이러한 열차

들은 중국 각 지역에서 출발하여 신장자치구 아라산커우 혹은 후월궈스를 

지나 카자흐스탄, 러시아를 통해 중앙아시아 및 유럽으로 향하는 것이다. 

운송화물의 주요 품목으로는 IT제품, 가전, 기계, 건축재, 공업부품, 자동

차, 식품, 의류, 인터넷쇼핑화물들이고, 화물은 공업, 농업 등 일차제품으

로부터 높은 부가가치제품으로 전환되고 있다.

TCR를 이용하는 열차들의 수량이 늘어나는 동시에 운송속도가 날로 

증가하면서 운송가격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유럽까지 가는 열차

는 애초 17-18일부터 지금의 12일 정도로 단축하였다. 해양운송 1/3의 

운송속도와 항공운송 1/3의 가격으로 철도운송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내륙기업에게 새로운 무역 통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해운

과 공수와의 연결운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수분야에서 충칭시는 싱가포

르와 ‘철공연운’이란 새로운 모드를 개발하여 유럽으로 발송된 화물들은 

TCR를 이용하여 충칭까지 운송하여 그 중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화

물과 시효를 요구하는 화물들을 항공운송을 통해 방콕, 콸라룸푸르, 홍콩, 

오사카 등 지역으로 수송하여 운송가격과 시효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해운에 대해서 항구에 위치한 도시들은 전통 내지와 중전항의 우세

로 해운 화물을 철도로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수송한다. 또한 보온, 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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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유라시아 지역에서 TCR를 

중심으로 해양, 항공, 도로, 철도 등 서로 연결하는 운송 네트워크를 형성

되고 있다.

중국-유럽 간 화물량이 상승됨에 따라 러시아는 TCR의 발전은 자

국에게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을 더욱 인식하게 되어 이를 보다 중시

하게 되었다. 2017년 러시아는 TCR의 운송량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

였기 때문에 430억 달러를 철도 인프라 시설 현대화 개조에 투자하여 중

국과 유럽 간 통과운송 중에서 혜택을 얻고자 하였다.95)

중국 측은 또한 교통운송 중 관건이 된 인프라 개선에 자금조달 지

원을 하고 있다. 2015년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가 중국 방문할 

때 카자흐스탄 바이테렉(Байтерек) 국유지주회사는 중국 중신그룹과 인프

라펀드 공동 참여와 발전 협의를 체결하였다. 펀드의 주된 목표는 인프라 

공사에 대한 투자이고, 카자흐스탄에 대한 최소한 3억 달러의 투자를 실

시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협의에 따르면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각 

1.25억 달러를 출자하여 펀드의 자본금을 마련하고, 중국의 중신 그룹은 

별도로 2억 달러 조달을 하기로 하였다.

상기와 같은 러-카-중 각국의 정책 및 노력과 더불어 3국이 2013년

에 들어 교통회랑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갔다. 2013년 9월 9년

간의 협상을 걸쳐 3국은 유라시아 도로운송 회랑 건설에 대해 합의되었

다. 노선의 길이는 총 8445km이고, 러시아 2233km, 카자흐스탄 

2787km, 중국 3423km이다. 이를 둘러싸고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카자

흐스탄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운송하는 중국 화물의 환적에 대해 협력을 

진행하여 환적 수속을 간화하려고 노력해왔다. 따라서 2016년에 「카자흐

스탄 경유 중·러 차량 통과수송 운송 허가증」을 서로 교환하여 러-카-중 

도로 교통회랑이 정식적으로 개통하였고, 중국과 러시아 간 도로운송시간

을 10일로 단축하였다.96)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을 

95) “意義與影響：歐亞貨運鐵路正使鐵路運輸變得更具吸引力，” 2018년 3월 14일

http://www.sohu.com/a/225508399_629144 (검색일: 2018년 11월 16일).

96) “中哈俄多邊過境鐵路運輸開通,” 『商務部』，2016년 2월 17일,

     http://www.mofcom.gov.cn/article/difang/201602/20160201256992.shtml,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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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하여 러시아로 운송하는 화물량이 2배 증가되었고 해당 노선의 물동

량이 3000만 톤 넘는 성과를 거두었다.97)

3) 평가

중국이 ‘일대일로’전략을 제시함에 따라 러-카-중 철도협력에서도 

주도적 역할의 수행을 본격화 되었다. 정책 추진, 화물 조달 등 방면에서 

중국의 노력은 진전이 느린 러-카-중 철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

기 열차 개통의 증가와 운송의 규범화를 통한 노선 물동량의 상승과 화물

의 다양화는 중국이 유라시아 전략에서 일정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및 유럽까지의 화물 수송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 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중국의 주변외교 목표를 부분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중국의 행동에 바라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유라시

아 공간의 재편과 대 중앙아시아 정책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다

는 판단 하에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

아,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이라고 인식하고, SCO 구성원 내 지역 경제협력과 투자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한 우려

는 러시아의 철도 정책에서 나타났다. 러시아는 TSR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혜택 정책을 실시하여 중국이 주도하려는 러-카-중 노선에서 화물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하면서도 경계하

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다. 

카자흐스탄에게 급속으로 부상한 중국은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것

이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를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경제발전, 

지역안보 차원에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

색일: 2018년 11월19일) 

97) “哈官方稱‘雙西’交通走廊開通使中國經哈至俄貨運量增加2倍,” 『中國新聞網』，2016

년 5월 12일, http://news.ifeng.com/a/20160512/48755554_0.shtml (검색일: 

2018년 1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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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열차 약칭 통 행 출 국 목 적 운 행 운 송 길 경유국가 화물종류

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해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왔다. 즉 낙후된 

국내 교통물류 인프라의 건설 민 국제교통회랑 구축 등에 대해 외부로부

터 대규모 재정적 지원을 받고,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전

략을 적극 지지하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중국과의 실질적인 철도협력 과

정에서도 중국의 행동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 실시에 따라 3국의 협력에서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중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중국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 및 유럽

까지 가는 열차 수량이 빠르게 증가되었다. 즉 2011년의 17대에서 2016

년 1702대로 급속으로 증가되었다.

[그림4-11] 중국-유럽/중앙아시아 열차 운행 수량98) (단위: 대)

러시아는 자국의 TSR 추진사업을 실시하였지만 중국-유럽 간 화물

량이 상승됨에 따라 TCR의 발전은 자국에게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것

을 더욱 인식하게 러-카-중 교통회랑의 운영에 협조하였고, 카자흐스탄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경계가 존재했

음에도 불구하고, 3국이 유라시아 도로운송 회랑 협력을 진행하였다. 이는 

3국 교통 협력의 새로운 진전이고, 교통 협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공동

한 인식이 형성 되면서 이를 심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표4-1] 2016년 중국-유럽/중앙아시아 열차 운행 시간 및 화물99)

98) 출처: 王德占，“2016年大陸橋運輸指標與中歐班列相關數據分析,” 『高端視點』，第2

期(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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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항구 지 시간
이 ( k

m）

이 우 - 마

드리드

이 신

어우

1-2차

/계절

아 라

산 커

우

스 페

인
20일 13000

중 - 카 -러 -

벨 - 폴 -독 -

프-스

가방, 문구, 예

술품, 잡화

시 아 먼 -

로도스

시 아

롱 어

우

2 차 /

주일

아 라

산 커

우

폴 란

드
15일 12000

중 - 카 -러 -

백-폴란드
부품

우 한 - 파

르두비체

1-2차

/주

아 라

산 커

우

체코 14일 10100
중 - 카 -러 -

벨-폴-체

전자제품, 자동

차, 석재

우 한 - 리

용

한 신

어우

아 라

산 커

우

프 랑

스
16일 11300

중 - 카 -러 -

벨-폴

기계,전자제품,

화공제품

정 쩌 우 -

함부르크

정 신

어우

2-3차

/주

아 라

산 커

우

독일
11-14

일
10214

중 - 카 -러 -

벨-폴-독

자 동 차 부 품 , 직

물,공사기계, 의

료기계, 전자제

품 등

창 사 - 뒤

스부르크

샹 어

우

2-3차

/월

아 라

산 커

우

독일 16일 11905
중 - 카 -러 -

벨-폴-독일

도 자 기 , 차 , 직

물 ， 공 정 기 계 , 

의료기계, 전자

제품

충 칭 - 뒤

스부르크

위 신

어우

2-3차

/주

아 라

산 커

우

독일
12-14

일
11179

중 - 카 -러 -

벨-폴

전자제품, 자동

차부품 등

청 두 - 로

도스

룽 어

우 빠

른선

1 차 /

주

아 라

산 커

우

폴 란

드

12-14

일
10800

중 - 카 -러 -

백-폴-독

전자제품,식품,

생 활 용 품 ,자 동

차부품 등

란 저 우 -

함부르크

라 저

우호

1 차 /

월

아 라

산 커

우

독일 13일 8961
중 - 카 -러 -

백-폴-독

CNC공 작기계,

타 이 어 , 전 기 난

로 등

우루무치

- 모 스 크

바

2 차 /

월

아 라

산 커

우

러 시

아
7일 4570 중-카-러

P VC， 캐 첩,소

다

우루무치

- 첼 랴 빈

스크

2 차 /

월

아 라

산 커

우

러 시

아
6일 2635 중-카-러

P VC， 캐 첩,소

다

우루무치

- 뒤 스 부

르크

2 차 /

월

아 라

산 커

우

독일
8 - 1 0

일
8000

중 - 카 -러 -

우-폴-독

PVC등 화학제

품 ， 캐 첩 ,식 품

첨가물

이 닝 - 쿠

파브나

아 라

산 커

우

러 시

아
8일 5300 중-카-러

PVC,소다,타일,

장식재,의류,실

리콘,과일,채소

스 허 즈 -

첼랴빈스

아 라

산 커

러 시

아
4일 중-카-러 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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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우

쿠 얼 러 -

뒤스부르

크

1 차 /

월

아 라

산 커

우

독일 14일 6990

중 - 카 -러 -

벨 - 리 -폴 -

독

BD0

쿤 밍 - 로

테르담

1 차 /

주

아 라

산 커

우

네 덜

란드
15일 17000

중 - 카 -러 -

벨 - 폴 -독 -

네

커피

이 우 - 테

헤란

아 라

산 커

우

이란 14일 10399 중-카-터

가방,문구,공예

품, 생활용품 

등

이 우 - 알

마티

아 라

산 커

우

카 자

흐 스

탄

6일 10000 중-카
주얼리,놀이감,

공예품,기계 등

롄 윈 강 -

알 마 티 -

중앙아시

아

련 신

야

1차/2

틀

후 월

궈스

카 자

흐 스

탄, 우

즈 베

키 스

탄

7일 5600 중-카-우
의료기계, 가전, 

판재 등

칭 쩌 우 -

알마티

루 신

어우

1-2차

/월

후 월

궈스

카 자

흐 스

탄

6일 5000 중-카
기 계 , 자 동 차 부

품, 타이어 등

린 이 - 알

마티

린 신

야

1 차 /

월

후 월

궈스

카 자

흐 스

탄

7일 5100
건축재료, 생활

용품, 가전

빈 쩌 우 -

타슈켄트

빈 쩌

우호

1 차 /

월

아 라

산 커

우

우 즈

베 키

스탄

9일 5630 중-카-우 강재, 코일 등

칭 다 오 -

알 마 티 -

비슈케크

1 차 /

월

아 라

산 커

우

키 르

기 스

스탄

8일 5400 중-카-키

자동차부품, 전

자제품,타이어,

생활용품 등

허 페 이 -

알 마 티 -

중앙아시

아

동 펑

호

1 차 /

월

아 라

산 커

우

카 자

흐 스

탄

9일 5600 중-카

자 동 차 부 품 , 가

전, 전자제품, ,

포크리프트 등

쿼 이 툰 -

트빌리시

1 차 /

월

아 라

산 커

우

그 루

지야
9일 5470

중 - 카 -러 -

아-그

생활용품, 주기, 

건축재료 등

시 안 - 알

마티

창 안

호

1 차 /

월

아 라

산 커

아 라

산 커

우우

카 자

흐 스

탄

5-6일
3866

5027
중-카

기계부품, 공업

용 소금, 자동

차 부품, 석유

장비 등

우 워 이 -

알 마 티 -

텐 마

호

1 차 /

월

아 라

산 커

카 자

흐 스
4-5일 2646 중-카

시공용 기계, 

가전,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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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 우 탄 농업부산품

란 쩌 우 -

알마티

란 쩌

우호

1 차 /

월

아 라

산 커

우

카 자

흐 스

탄

4-5일 2683 중-카

CNC기계, 타이

어, 전기난로 

등

4. 소결

3국간 관계와 철도협력 성격의 시기별 변화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992-1999년까지의 철도협력과정에서 카자흐스탄과 중국이 적

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취했지만 러시아의 비교적 수동적인 태도로 인

해 소다자 협력이 이루지 못했고, 중-카 양국의 협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시기에 러시아는 CIS국가에 대한 관여와 중국과의 협력을 중

요시하기 시작하였고, 카자흐스탄은 세계경제권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필요 

하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

은 낙후된 내륙지역의 발전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하였고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신장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는 각각 협

업 파트너 관계와 건설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카자흐스탄은 다른 

강대국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중-카 간 철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러시아는 자국의 TSR

이 3국이 협력하는 철도와의 경쟁성으로 인해 이 시기의 철도협력에서 적

극적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중-카 간 화물수송이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중-러 간 수송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 러-카-중 

철도에서의 물동량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정부 간 

무역 협력 정책을 기반으로 양국의 무역은 활발히 진행되는 반면, 양국이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은 비교적 느리게 발전되었다.

두 번째 시기, 즉 2000년대에 들어 러시아는 러-카-중 교통회랑협

력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여 중-카 간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소다자 협력이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 전환은 

이의 외교 전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러시아는 균형적인 다자 외교 

99) 王德占,“2016年大陸橋運輸指標與中歐班列相關數據分析,” 『大陸橋視野』 , 第2期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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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협력을 보다 중시하였다. 중국은 서부대개발 전략을 실시하면서부터 러시

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

서 중국과 러시아는 ‘선린우호조약’, ‘21세기 국제질서에 관한 공동성명’ 

등을 발표하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켰다. 한편 카자

흐스탄은 빠른 경제 성장으로 세계경제체제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새로

운 국가 건설 목표를 설정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러시아, 중국

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다. 3국의 협력이 이 시기에 들어서 상하

이협력기구 설립을 통해 제도화되었고, 안보, 군사, 경제 등 분야의 협력

을 강화하였다. 러시아의 적극적인 태도로 3국의 철도 협력은 또한 빠른 

진전을 가져왔다. 3자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고, 양자와 다자 협력과정에서 

3국의 능동적인 노력이 보이면서, 철도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되었다. 따라

서 이 시기 3국간 경제교류는 모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러-중, 러-

카, 중-카 간 교역 모두 대폭 늘어났고 3국간의 에너지협력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 번째 시기, 즉 2013년 이후 중국이 ‘일대일로’전략을 제시하면서 

소다자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원칙적으로 중국

의 발전을 지지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하지만 동북아 및 중앙아시아

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우려하면서 경계한 태도를 취하는 한편, 카자

흐스탄은 중국의 지원에 대해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러시아와의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중국은 3국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

할을 하되 철도협력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중국은 ‘일대

일로’를 제시하면서 교통회랑 활성화를 중요한 어젠다로 다루고, 해당 노

선에 운행하는 열차를 적극적으로 홍보 할뿐만 아니라 화물 조달, 관리체

제 규범화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었으며, 노선 활성화에 있어서 큰 기여

를 했다. 열차 운행 수량이 빠르게 상승되어 화물 종류도 다양해졌다. 이

에 따라 3국이 교통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철도협력 이외에도 도

로 교통회랑 협력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3국의 소다자 교통회랑협력이 실

질적인 성과를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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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시기 2시기 3시기

년도 1992-1999 2000-2012 2013이후

철 도 협 력 

특징

중-카 주도와 러시

아의 수동적 참여

러-카-중 3국 소다

자 협력 작동

중국의 주도적 역할 

강화

러시아

· CIS국가 통합 

· 중국과 관계 강

화

· TSR의 활성화에 

주력

· 균형적인 다자외교 

시도

· 미국 영향력의 대

응

중국에 대한 지지와 

경계

카자흐스탄
세계경제권으로 진

입

· 러시아 영향력의 

균형

· 국제지위 추구

중국과 러시아 사이

의 균형

중국

· 서부지역 안정 

추구

· ‘선린우호’ 외교

‘서부대개발’과 서부

의 대외개방

‘서진’정책 실시와 

지역통합 도모

3국 관계 우호적 관계 형성
SCO을 통한 관계의 

제도화
새로운 도전 출현

[표4-2] 시기별 러-카-중 3국 협력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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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글로벌 시대에 들어 국가 간의 초국경 협력이 많아짐에 따라 국가들

이 세계와의 융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 틀이 작동되어 협력

을 현실화하고 있다. 국제교통회랑 사업은 국가 간 관계를 긴밀화 하는 매

개체로써 많은 주목을 받아왔고, 이는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만 아니라 정

치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작동하는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

카-중 협력 사례를 통해 국제교통회랑에서 협력 틀의 작동에 주목한다.  

1992년 이래로 러-카-중 3국이 국제교통회랑에 대한 인식은 상이하고, 이

러한 인식은 국가의 정책과 다양한 협력 틀에서 나타났다. 다양한 협력 틀

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3국은 일정한 소다자 협력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소다자 협력은 교통회랑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다자주의 협

력은 국가들 사이에 신뢰를 증진시키고, 보다 확대된 다자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러-카-중 3국이 이루어진 소다자 협력의 성격이 

결국 해당 교통회랑의 발전 방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러-카-중 교통회랑은 3국의 유라시아 교통운송 정책방향을 이니셔

티브로 작용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철도 협력 의도는 소련 시기로 

소급할 수 있고, 양국은 그 시절부터 철도 연결을 향한 철도 건설을 시작

하였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경제가 급속으로 추락되어 철도산업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러시아 지도자들은 철도산업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유지해왔고, 아태지역에 대한 중시로 동북아 국가와의 철도협력을 선호해 

왔다. 한편 세계경제권으로의 진입은 교통발달을 요구로 하기 때문에 경제 

추락으로 인해 경제 발전이 시급한 카자흐스탄은 경제무역 경로 개척에 

강한 의지를 견지해 왔었다. 중국은 국내 경제 발전이 불균형하게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서부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요구로 출발하여 해당 지역 경

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쪽에 위치한 국가와의 협력에서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하였다.

이와 같이 각국의 유라시아 교통협력 정책을 기반으로 3국의 교통회

랑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중에서 작동하는 협력 틀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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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력· 지역 다자협력· 국제 다자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양자적 협력은 

정부 및 부서 간 협정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운송의 정책 방향과 운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세밀한 협력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

자 협력의 기제로 교통운송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인 교류를 진행한다. 

지역 협력은 러·중+중앙아시아 국가의 형식에서 상하이협력기구로 발전되

어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을 진행 해왔다. 애초  러·중+중앙아시아 국가 

형식은 국제교통회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중앙유라시아지역에서 공유

하고, 향 후 지역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하는 인식적 기반을 만들었고, 

SCO가 설립된 이후 교통장관회의 메커니즘을 설치하여 제도화된 지역협

력이 형성하였다. 한편, 국제 다자협력 차원에서 OSJD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는 국제철도운송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총괄적인 교통회

랑 정책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이외에도 UNDP, ESCAP 등 국

제기구들이 해당 노선 협력에 적극 나섰고 지도 및 조직하는 역할을 수행

하였다. 국제회의에서도 이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왔

으며 물류기업들도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조율적인 역할을 하였다.

상기와 같은 협력 틀이 형성하는 과정에서 러-카-중 3국이 이루어

지는 소다자 협력이 작동하면서 협력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3

국간의 철도협력이 3국의 이해 투사와 형성되는 정치 관계와 긴밀한 관련

성이 있다. 1992년 소연방 해체 이후로부터 1990년대 말까지 러-카-중 3

국은 서로 수교를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면서 우호적인 관

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철도협력을 둘러싸고 카자흐스탄과 중

국은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인 자세로 여러 가지 협력 수단을 통해 이를 추

진해왔다. 반면 러시아는 협력에 참여하지만 자국의 TSR과 경쟁하는 점을 

감안하여 비교적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 인해 3국간의 소다자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었고 노선을 통과하는 물동량도 낮은 수준

에 머물렀다. 2000년대에 들어 러시아는 균형적인 다자외교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중국과의 협력을 보다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또한 서부대개

발 전략의 실시와 함께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였고, 카

자흐스탄은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강대국 간 균형외교를 강화하였다. 

이에 3국의 협력이 SCO의 출시와 함께 제도화 되면서 긴밀해졌다.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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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태도전환으로 철도협력에서 소다자 협력이 작동하게 되었고, 노선의 

물동량도 빠르게 상승하게 되었다. 2013년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제시

하면서 3자의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러시아

는 중국의 전략을 지지하는 태도를 표명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여 자국의 운송로를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였

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급속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전략과 접목하려는 동

시에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전략을 지속하였다. 중국의 

주도적 역할은 철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고, 러-카-중 교통협력을 새로

운 단계로 진입시켰다.

이처럼 러-카-중 3국이 이루어지는 소다자 관계가 철도협력의 발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3국간 협력은 제도화되지 못하였지만 다자협력 

틀에 힘입어 진행된 소다자 협력은 교통회랑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3국의 협력 과정에서 두 개의 강대국 즉 중-러 관계는 주도적 역

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한 편이 공조하지 않으면 철도협력이 제대

로 이루어질 수 없고, 협력에서 공세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면 협력의 균형

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개의 강대국 간 협력과 경쟁 속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균형 전략을 채택하여 자국의 자율성을 확보한 동시에 중견

국 역할을 충분히 발휘 하였던 것이다. 자국의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이

용하여 자국의 요구를 제시하였고, 다양한 협력 틀은 카자흐스탄으로 하여

금 목표의 달성을 돕는 권력 장치로 작용되었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철도협

력에 대한 기존의 현상적 분석에서 나아가 작동 방식을 탐색하는 시도라

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소다자주의 관점에서 국제정치를 철도협

력과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그 의의가 있다. 셋째, 하나의 중견국과 

두 개의 강대국 간의 협력 사례를 통해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확

보하려는 국가들에게 실례를 제공하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

해 국제협력에서 소다자 주의 분석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소다자 

주의로 국제협력을 접근하려는 국가들에게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

다.



- 81 -

참고문헌

<1차 문헌자료 및 데이터 베이스>

양자조약, 다자조약

러시아 정부문건

№ 153-ФЗ  О федеральном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м транспорте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426 Об Основных п

ложениях структурной реформы в сферах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

оли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5.04.99 N 448

카자흐스탄 정부문건 및 통계자료

Казахстанское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Казахстанское

1991-2002》 pp.470-472.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Казахстан-2030

Транспортная стратег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до 2015 года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Казахстан-2050

Транспортная стратег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до 2020 года

중국 정부문건

中長期鐵路網計劃 2004

鐵路十一五發展規劃 2006

鐵路十二五發展規劃 2011

鐵路十三五發展規劃 2016

사이트

中國駐哈薩克斯坦經濟參讚處 http://kz.mofcom.gov.cn

우루무치 해관 http://urumqi.customs. gov. cn

ITC https://www.trademap.org/Bilateral_TS.aspx

OSJD http://en.osjd.org

新華網 http://www.xinhuanet.com



- 82 -

<단행본>

EIR. 1997. The Eurasian Land-Bridge: The New Silk 

Road”-Locomotive for Worldwide Economic Development. 

Washington, D.C.: EIR News Service, Inc.(January).

Olcott Martha Brill. 2002. Kazakhstan: Unfulfilled Promis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고마츠 히사오 외 씀, 이평래 옮김. 2005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서울: 

소나무.

김석환. 2002 『유라시아 시대와 한반도—철도, 파이프라인, 석유의 지정

학』 CGAD

원동욱,성원용,김재관,백준기. 2015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유라

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원동욱 외. 2015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

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동원. 2004 『중국의 서부대개발』 부산: 신지서원.

이웅현 편.2008.『동아시아 철도네트워크의 역사와 정치경제학—세계화 시

대의 ‘철실크로드’』 리북.

이주호 외. 2012.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을 활용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임스 A. 밀워드 지음, 김찬영, 이광태 옮김. 2013. 『신장의 역사』 파주: 

사계절.

崔艷萍. 2017. 『亞歐國際鐵路聯運』中國鐵道出版社

任宗哲、白寬犁(編).2017.『絲綢之路藍皮書』社會科學文獻出版社

吳宏偉 等.2016. 『上海合作組織發展報告 』 社會科學文獻出版社

新亞歐大陸橋國際協調機制辦公室(編).2013.『亞歐大陸橋和中國鐵路過境貨

物的歷程與發展』中國商務出版社

楊雷. 2007. 『俄哈關係論析』 世界知識出版社

趙常慶(編). 2004. 『哈薩克斯坦』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83 -

<논문>

Blank, Stephen. 2013. “The influence of China and Russia in 

Central Asia: Ongoing Rivalry and Shifting Strategies.”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April 9). 

Cooly, Alexander. 2012. “The New Great Game in Central Asia: 

Geopolitics in a Post-Western World.” Foreign Affairs (Aug7).  

C Lin.2011. “China’s New Silk Road to the Mediterranean: The 

Eurasian Land Bridge and Return of Admiral Zheng He.” 

ISPS Strategy Seires.

Dun Xiaoping. 2005 “Nekotorye Voprosy Kitaisko- 

Kazakhstanskogo Energeticheskogo 

Sotrudnichestva,”Kazakhstan in Global Processes, Vol.5, No.3.

Elena, Kulipanova. 2012. “International transport in Central Asia: 

Understanding the patterns of (non-)cooperation.” University 

of Central Asia. Institute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Working Paper, 2.

Evgeny Vinokurov, Michael Emerson. 2009. “Optimisation of 

Central Asian and Eurasian Trans-Continental Land 

Transport Corridors.” EUCAM,.

Farra Fadi. 2012. “Unlocking Central Asia： Fostering the Growth 

of a Region in Transition.”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33.

Friedrich Ratzel,1987, “Studies in Political Areas. The Political 

Territory in Relation to Earth and Contin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3, No.3 (November).

Friedrich Ratzel,1989, “Studies in Political Areas.Ⅱ.Intellectual, 

Political, and Economic Effects of Large Area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3, No.4 (January).

Gabuev, Alexander. 2015. “A ‘Soft Alliance’?: Russia-China 

Relations after the Ukraine Crisis.”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February). 

Halford John Mackinder, 1904, “The geographical pivot of 



- 84 -

history,” The Geographical Journal, Vol.23, No.4 (April)

Henryk Szadziewski. 2009. “How the West Was Won: China’s 

Expansion into Central Asia.” Caucasi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3, No.2.

Islam,Zunder, 2013,“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Research in Transportation Economics, Vol.41, No.1(May).

John Gerard Ruggie.1992.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6, No.3, 

pp.561-598.

Jordi Marti-́Henneberg. 2013. “European integration and national 

models for railway networks (1840–2010).”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April). 

JW Garver.2006. “Development of China’s Overland Transportation 

Links with Central, South-west and South Asia.” The China 

Quarterly, No.185 (March).

Krickovic, Andrej. 2014. “Imperial nostalgia or prudent 

geopolitics? Russia’s efforts to reintegrate the post-Soviet 

space in geopolitical perspective.” Post-Soviet Affairs Vol. 30, 

No. 6. 

Linn, Johannes. 2009. “Connecting Central Asia with the worl

d，”Paper presented at the First Eurasian Emerging Market 

Forum in Gerzensee,  January to February 2009, published in 

Global Journal of Emerging Market Economies, 2009,1: 241–

258

Otsuka, S. 2001. “Central Asia’s network and the Eurasian land 

bridge.” Japan Railway and Transport Review, No.28.

Per Hilletofth. 2007. “Using Eurasian land-bridge in logistics 

operations: building knowledge through case studies,” World 

Review of Intermodal Transportation Research, Vol.1, No.2.

Pomfret, Richard. 2011. “Trade and Transport in Central Asia,” in 

Werner Hermann and Johannes Linn(ed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At the Crossroads of Eurasia in the 



- 85 -

Twenty-First Century, Thousand Oaks, CA: Sage.

Rozman, Gilbert.1998. “Sino-Russian Relations in the 1990s: A 

Balance Sheet.” Post-Soviet Affairs, Vol. 14, No. 2. 

R Pomfret. 2010. “Trade and transport in Central Asia.” Global 

Journal of Emerging Market Economies, Vol.2, Issue.3.

Samuel Kim。 2004.“China’s Path to Great Power Status in the 

Globalization Era”, in GuoLi Liu (eds.) China’s Foreign Policy 

in Transition, New York: Aldine De Gruyter.

Swanström, Niklas. 2011. “ China and Greater Central Asia: New 

Frontiers?” Washington, D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Silk Road Studies Program. 

Tennenbaum, J. 2001. “The new Eurasian land-bridge: building 

our way out of the depression.” Executive Intelligence Review 

(November 2).  

UNECE. 2012. “EATL Phase II Final Report: Euro-Asian Transport 

Linkages Paving the way for a more efficient Euro-Asian 

transport” 

UNESCAP.2003. “Measures taken by organization for railways 

cooperation (OSJD) to develop Eurasian (railway) transport 

corridor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ited Nations. 1999. “Development of Asia-Europe rail container 

transport through block-trai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Wang, X.&Meng, O. 2011. “The impact of landbridge on the 

market shares of Asian port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Review. Vol. 47, No.2.

Shu, X. 1997. “The New Asia-Europe Land Bridge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Prospects.” Japan Railway and 

Transport Review(December).

김상배. 2011.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



- 86 -

력 이론의 원용,”  『국제정치논총』 51(3).

김재기. 2001. “중국의 민족문제와 서부 대개발: 정치·경제적 배경과 딜레

마,” 『동북아논총』, 18.

서종원. 2016.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의비전을 열다,” 한국교통연

구원.

성원용,원동욱,임동민. 2005. “대륙철도를 이용한 국제운송로발전전략 비

교연구: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성원용. 2009. “푸틴시대 러시아의 대 중국 경제관계: 에너지와 교통물류 

협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16(1). 

______. 201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국제운송회랑의 지정학,” 『교통』,

제191권, 한국교통연구원.

______. 2015. “유라시아경제공간의 통합과 인프라개발-교통인프라를 중

심으로,” (사)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5년도춘계학술대회·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 터 HK국내학술대회자료집.  유라시아 시대의 동북아 

경제와 한반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5월 22일)

송민근,여기태. 2017. “유라시아의 주요 철도노선과 중국 철도 네트워크의 

특징 분석,” 『한국항해항만학회지』, 41(3).

신범식. 2001. “러시아의 근외정책과 독립국가연합,” 『현대 러시아의 이

해』, 현대러시아 연구회 편역, 서울: 퇴설당.

_____. 2003. “교통의 국제정치:시베리아횡단철도(TSR)국제화와 동북아 

협력을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19(4).

_____. 2011. “러시아의 다자주의 협력과 제도화 전략: 동북아 다자협력 

증진에 대한 함의,”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3』.

_____. 2013.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초국경 소지역 개발협력과 동

북아시아 지역정치,” 『국제정치논총』, 53(3).

여희정,구종순,동무성. 2010. “유럽행 컨테이너 화물의 철도 운송경로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1(2).

이용상,정병현. 2012. “국제물류로서 중국철도 이용의 가능성에 관한 사례

연구,” 『물류학회지』, 22(2).

이홍창, 맹해양, 배기형. 2016. “‘일대일로’에 있어서 신 유라시안 대륙교

가 신장과 중앙 아시아 국가간의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회랑 퍼포먼스 통로와 운송비를 중심으로,” 『물류학회지』, 26(4).



- 87 -

조진행. 2016. “유라시아 철도경로와 국제 해운경로의 시열적 경쟁력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32 (1).

한은영. 2016. “카자흐스탄의 교통·물류 현황 및 발전 정책,” 한국교통연

구원

함범희,허남균,허희영. 2008. “유라시아 철도의 다중경로 구축에 관한 연

구,” 『산학경영연구』, 21(2).

阿卜杜拉·哈希莫夫,2004,“上海合作組織與中亞交通運輸,”『俄羅斯中亞東歐

市場』, 第11期。

阿不都艾尼，2017,“新亞歐大陸橋經濟走廊建設與發展，”『中國民族地區經

濟發展報告（2017）』。

車探來，2011,“論中國與中亞國家的交通合作和發展,” 『俄羅斯中亞東歐市

場』, 第4期。

陳秋杰，2004, “俄遠東鐵路貨物運輸及其國際合作,” 『西伯利亞研究』 ，第

2期。

崔艷萍，2017,“中歐國際鐵路運輸通道系統分析,”『中國鐵路』, 第11期。

何偉,2007，“中國新疆與哈薩克斯坦邊境貿易發展研究,”碩士學位論文,新疆

財經大學。

金正昆，2000,“夥伴戰略: 中國外交的理性選擇”, 『教學與研究』, 第7期。

李劍,2012,“新興的歐亞大陸通道:霍爾果斯定位與發展報告”,『歐亞大陸橋發

展報告(2011-2012)』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寧騷，2000, “選擇夥伴戰略營造夥伴關係-跨入21世紀的中國外交”,『新視

野』 ，第2期。

潘建中, 沈剛，2003, “面對西伯利亞陸橋的競爭,” 『大陸橋視野』，3期。

秦放鳴，畢燕茹，2007,“中國新疆與中亞國家區域交通與運輸合作,”『新疆師

範大學學報』第4期。

王德占，2017,“2016年大陸橋運輸指標與中歐班列相關數據分析,”『高端視

點』, 第2期。

王海燕，劉晏良,2009,“中國與哈薩克斯坦在交通運輸領域的制度安排與功能

合作,”『新疆社會科學』，第4期。

王雪, 2008,“哈薩克斯坦鐵路運力推介會在烏魯木齊舉行”, 『大陸橋視野』 , 

第12期。



- 88 -

王志遠，2011,“中國與中亞五國貿易關係的實證分析,” 『俄羅斯中亞東歐市

場』, 第6期。

蕭長嘯, 2010, “淺論中哈關係的演變,” 『科技信息』, 第7期。

逸峰,2003, “土西鐵路與德魯日巴車站”, 『大陸橋視野』，第7期。

袁勝育、汪偉民，2015,“絲綢之路經濟帶與中國的中亞政策,”『世界經濟與政

治』，第5期。

于慧敏,2008,“中國與哈薩克斯坦國際物流法律合作研究,”碩士學位論文, 新

疆大學。

趙長慶,2013,“哈薩克斯坦的2030/2050戰略——兼論哈薩克斯坦的跨越式發

展”，『新疆師範大學學報』,第5期。

趙儒玉, 2006,“中國與中亞國家交通便利化,”『俄羅斯中亞東歐市場』，第6

期。

張俊勇、張玉梅、孫有才, 2014, “俄羅斯鐵路改革對我國的啟示” 『铁路采

购与物流』 , 第12期。

張寧, 2017, “中哈經濟對接合作的成果與前景,” 『俄罗斯学刊』,第2期。

張奇韜，2017,“2016絲綢之路經濟帶中歐班列發展報告,”『絲綢之路經濟帶發

展報告(2017)』。

Цыденов,А.С.2014. "Рольмеждународныхтранспортныхкоридоро

ввпроцессе интеграции России в мировую экономику." Тра

нспортТранспорт, No. 2(51). 

Кабир, Л.2004. “РоссияиКитай: Векторразвитияэкономическогос

о трудничества.” Вопросыэкономики, No. 3. 

Б.Д. Джунушалиев.2016. “Международные Транспортные Корид

оры и вызовы Современности .” Б.Д. Джунушалиев .Том 

16. No.10.

Подберезкина О.А.2015.“ Эволюция значения между- народны

х транспортных коридоров в мировой политике на приме

ре России: автореф.” О.А. Подберезкина. М. 27 с. 



- 89 -

Abstract

International Politics of Central 

Eurasia Railway Cooperation：

A Case Study on Russia–Kazakhstan-China 

mini-lateral cooperation

Sun Yuemi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umerous traffic corridor 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proposed in Eurasia, owing to the realization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Eurasian countries that a transport 

network should be built on the Eurasian continent which 

possesses immense land masses. Amongst these projects, the 

international traffic corridor project of Russia-Kazakhstan-China 

is so highly activated that it has attracted vast attention across 

the globe. It is vital to evoke the motivation of relevant countries 

to cooperate and stimulate their complex practice becau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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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to construct international traffic corridors, the linkages 

should be strengthened between countries across borders. Under 

this kind of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question of how the cooperation framework that enabled the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traffic corridor between Russia, 

Kazakhstan and China was operated. Firstly, we will take a look 

at policies of each country on the cooperation of the traffic 

corridor. Secondly, the cooperation framework between three 

countries would be identified. Thereafter, implications would be 

obtained from studying how the mini-lateral cooperation 

influenced the cooperation of the traffic corridor and the 

regional relations.

Ever since 1992, Russia, Kazakhstan and China have been 

working on the policies for international traffic corridors with 

their vision of the Eurasian region, deeming it an initiative to 

promote cooperationon corridors. Based on these policies and 

visions, three countries have sought to revitalize corridors 

through various forms of cooperation. The form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bilateral cooperation in a large part, reg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middle of them, bilateral cooperation stipulates specific 

directions for transportation policy through agreements achieved 

by governments and lower-levels, or by establishing cooperation 

departments, with a character of intimate liaison. Reg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is developed from the form of Russia, 

China plus Central Asia countries t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is relayed with a character of reg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the foundation of legal 

basis, helping with the expansion of comprehensive traffic 

corridor policy and the number of development strategies.

During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this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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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and utilizing the framework, three countries have 

achieved a certain mini-lateral cooperation which is decisive to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traffic corridor. In order to 

illustrate the mechanism of mini-lateral cooperation, this study 

divided the development of traffi ccorridor into three periods. (1) 

1992-1999: a period of mini-lateral cooperation non-developed, 

(2) 2000-2012: a period of mini-lateral cooperation functioning, 

(3) after 2013: a period of new challenge faced by mini-lateral 

cooperation. During the first period, the mini-lateral cooperation 

was not formed owing to the passive attitude of Russia. As a 

result, the railway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as not fully 

activated. In the second period, Russia started to be actively 

engaged in cooperation; Meanwhile, China and Kazakhstan 

continued to cooperate. Therefore, trade volumes between the 

thre ecountries increased rapidly. Over the third period, China 

has been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mini-lateral cooperation by 

presenting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bringing out that 

Russia supported China while at the same timetaking a strategy 

to alert China. Besides, Kazakhstan maintained close relations 

with Russia while promoting cooperation with China. Through 

this, China not only acquired the leadership in cargo 

procurement and infrastructure investment, but also push the 

mini-lateral cooperation into a new stag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it can be 

inferred that railway cooper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regional 

policy of the state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However, in some cases, transportation policies are inconsistent 

with foreign policies, especially whe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ertain benefits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Therefore, the 

railway cooperation of three countries shows the simultaneous 

consideration of regional and traffic transportation policies of 

nations. The study emphasizes that the mini-later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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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combined with the intentions of these three countries, 

ultimately determine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railway 

cooperation. Two major powers, Russia and China, led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and Kazakhstan, a middle power 

state, played a role as a balancer by taking full advantage of its 

favorable geopolitical posi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to countries seeking mini-lateral cooperation 

approach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keywords: Central Eurasia, traffic corridor, Russia-Kazakhstan- 

China Cooperation, Cooperation Framework, Mini-later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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