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극동 개발과 남·북·러 3각 협력*

이 상 준

- 개요 -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극동 개발은 한·러 양국의 지정

학적 과제라는 점에서 한반도 북단과 러시아 극동을 연결하는 초국경 협력
을 통해 추진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라시아 륙에 드리워진 신냉전의 그림자가 한반도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최근 북·러 관계를 남·북·러 3각 협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나
진·핫산 철도 연결은 그동안 논의되었던 3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철도와 
전력망의 부분적인 연결을 성사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지정학
적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러시아가 제시한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을 활용하여 남·북·러 3각 협력 공단
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경제 통합이 낮은 동북아 지역의 초국경 
협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통일 및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 남·북·러 3각 협력을 추진하기 위
해 한러 투융자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 한국의 주도권을 
제한하는 5·24조치 해제, 한·러 양자, 남·북·러 3자간 협력위원회 구성, 국제
개발기금 활용 등에서 한·러 양국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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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러시아는 2015년 9월 3~5일 제1차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극동 개발에 한 

비전을 구체화하였다. 푸틴 통령이 집권한 2000년부터 러시아 정부는 극동 

개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2012년 

5월 연방 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를 창설하였고 그 해 9월 ‘성장을 위한 통

합, 번영을 위한 혁신(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을 주제로 

APEC 정상회의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하였다. 2013년 3월에는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2025>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4년 말에는 

선도경제구역에 관한 법률들을 마련하였고 2015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인

근 주요 항만들을 자유항으로 지정하였다. 
러시아 극동 개발이 러시아의 지정학적 과제이며 러시아의 발전 동력을 역동

적인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와 협력을 통해 찾고자 하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러시아의 극동 개발과 접목될 수 있다. 한국 정

부는 2013년 10월 18일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여 하나의 륙, 창조의 륙, 
평화의 륙을 만들어 가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위기에 빠진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라시아 

륙에서 찾자는 구상이다.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지출이 늘어나고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조되는 동북아시아 패러

독스를 해결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번영,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정책 의지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철도, 전력망, 송유관, 가스관, 
초고속 인터넷 연결망을 새롭게 개발하여 관련 국가 간 경제통합을 촉진하여 

경제 부흥의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인프라 건설과정에서 다

자간 신뢰를 형성하여 유라시아 륙을 전쟁 없는 평화의 륙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적 의미도 담고 있다.
이렇게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 정부의 극동 개발이 

상호 접점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국제 정세는 쉽지 않

은 형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시작으로 유라시아 륙

에는 신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한·러 양국의 협력에 촉진제가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주변국 관계, 즉, 미·러 관계, 중·러 관계, 
북·중 관계, 북·러 관계, 북·일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러 



양국이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북·러 관계의 변화는 한·러 협력이 남·북·러 3각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륙 정책과 러시아 극동 개발이 유기적

으로 연계되면서 안정적인 협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방향과 내용

이 마련되어야 한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반도 북단을 연결하는 초국경 협

력을 통해 이 지역을 역내 분업과 협력의 중심점으로 발전시켜 한반도와 연

결된 북방 지역이 신성장 동력의 공간적 배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 러시아가 

때마침 극동 개발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그 어느 때 보다 적극

적인 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도 이 지역에서 보다 진

일보한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남·북·러 3각 협력 형태의 초국경 협력은 한

국의 유라시아 륙정책과 러시아 신동방정책을 유연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초국경 협력의 중요성은 문명 발전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다. 기술 발전과 더불어 문명의 공간은 변경을 중심지로 바뀌면서 

인류 역사는 발전해왔다. 그리스 문명의 변경이었던 로마가 중심으로, 로마시

 변경이었던 런던이 중심으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중심으로, 이렇게 

변경이 중심이 되는 역사적 경험을 비추어볼 때 천연자원과 생명자원이 풍부

한 러시아 극동, 중국의 동북 2성, 한반도의 최북단, 일본의 서쪽 변두리가 

만나는 동해 바다 북단은 세상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적 

여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극동에서의 초국경 협력은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구상을 유라시

아 각국의 발전 전략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점차 배가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러 3각 협력은 신냉전의 그림자가 한반도로 확산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도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2. 남북러 3각 협력의 중요성과 가능성

2.1. 동북아 초국경 협력과 남북러 3각 협력



러시아, 중국, 한반도가 접경을 이루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은 낮

은 상황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의 폐쇄성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만일 국민국가의 인위적인 경계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북·중·러 국경지

의 초국경 협력 가능성은 높을 수 있다. 
초국경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첫째, 러시아를 제외한 동북아 지역

은 세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에너지 소비량(세계전체 비 31.1%) 비 

매장량(3.2%)과 생산량(10%)이 절 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다. 식량 생산도 충

분하지 않다. 한·중·일 3국에만 16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가경(arable land) 
면적은 절 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일부 주곡을 제외한 식량

의 90%와 에너지 자원도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는 WWF(World Wildlife Fund)에서 발표한 <지구생명보고서 2012>로 확인할 

수 있다. 생명자원 공급능력의 순위를 매겨놓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50개국 가운데 한국 140위, 일본 131위, 중국 118위로 나타나고 있다.1)

반면 러시아 극동지역은 동북아 3국에 비해 에너지와 생태 자원이 풍부하다. 
국민국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자연의 삼투압현상처럼 자원이 풍부한 지

역으로 규모 인구이주가 발생했을 것이다. 물론 국민국가의 경계가 있어 이러

한 일은 당장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생명 자원의 공급 능력이 풍부하

고 지리적으로 근접하기에 협력의 수요와 더불어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과 분업

이 활발하게 전개될 잠재력은 매우 크다. 
둘째,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2), 러시아의 극동 개발3), 중국의 창지투 개

발4), 북한경제특구5)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과 협력할 경우 더욱 

성공할 수 있는 지역 개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표트르 제가 극서지역에 상

1) 김진현(2012) ｢히말라야권의중심, 지구촌의 허브｣, 아시아의 허브를 만들자: 한국
의 생존전략 Ⅲ, 세종연구원, 18-19쪽. 

2) 강명구(2015)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활성화 방
안｣, 산업은행 조사연구, 2015.3.18, 1-30쪽; 이재영(2015)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와 협력전략연구｣, 슬라브학보, 제30권 2호, 287-315쪽.

3) 김학기(2013)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우리의 응｣, KIET산업경제, 2013.06, 
50-61쪽. 

4) 김부용ㆍ임민경(2012) ｢창지투 개발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Vol. 3, № 17, 1-18쪽.

5) 조명철(2007)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의 교훈과 정책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7, № 42, 1-15쪽.



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여 유럽의 창으로 삼은 것처럼 푸틴 통령은 블라디보

스토크를 아태지역의 허브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에는 선

도경제개발구역6)을 지정하고 국가가 조성한 산업단지에 국내외기업들이 입주하

여 산업발전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

여 외국인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아태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이유는 아태지역의 경제성장이 

러시아의 전통적인 협력지역인 유럽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입장에

서도 러시아 극동지역은 남·북·러 협력의 지리적 연결 고리이며 유라시아 협력 

확 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

류 및 관련 인프라 개선은 한반도의 번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국의 유라시아 륙 정책은 교통과 물류를 연결하여 유라시아 륙을 하

나로 묶는 구상이다. 그래서 연결이 마무리되지 않은 구간을 계속적으로 연결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지리적으로 연계된 

공간을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극동지역의 접경지역 

개발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 

역내 통합을 추진하면서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역외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역외 국가와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는 접경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극동 개발이 초국경 협력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

도 북단, 중국의 동북 2성을 연결하는 남·북·러, 남·북·러·중의 다양한 조합에 

의하여 동북아 지역의 경제 통합이 증가될 수 있다. 러시아와 한반도의 자연

적인 경계를 이어준다면 장기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반도는 일일 경제 

생활권으로 통합될 수 있다.
특히 극동 개발과 관련하여 제시된 주요 프로젝트들이 운송 인프라와 에

너지 분야라는 점에서 나진·하산 연결 사업 뿐 아니라 부산 혹은 동해안 지

역의 항만과 러시아 극동의 항만을 연결하는 해상운송, 그리고 TSR로 연결

되는 육상운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운송 프로젝트 등을 통한 협력 가능

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통 운송 회랑은 한·러 경제협력을 강화시켜줄 뿐 아니라 한반도

의 항구적인 평화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6) 변현섭(2014) ｢러시아 극동지역개발 전략으로서 선도경제구역 설립의 의미와 전망｣, 
슬라브연구, 제30권 4호, 59-79쪽.



최근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북극해 개발의 주요 거점으로서 극동지

역의 항만개발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보다 큰 그림 속에서 한·러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7) 이런 점에서 나진·핫산 프로젝트는 지정학적 과제

로 지정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극동개발

에 있어 필요한 노동력 확보, 최종 소비시장의 접근가능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였다.8) 그래서 남·북·러 3각 협력의 가능성은 크게 증

가하였다. 과거 3  메가 프로젝트인 TKR-TSR 철도연결, 남·북·러 가스관 및 

전력망 연결은 지정학적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러시아는 

나진·하산 철도망을 개·보수하였으며 이 연결 구간을 통해 석탄을 올해 11월

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범 운송하였다. 이는 남·북·러 3각 협력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북·러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노력은 이 지역이 가지는 가치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 이미 중국은 차항출해를 통해 동해로 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지역을 둘러싸고 초국경 협력이 본격적인 북방경제 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나진항 현 화와 배후 단지 및 도시 개발에 의해 

전력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협력 사업의 성

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실제 러시아는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발

표하였다.9) 이렇게 된다면 과거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세 개의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두 개가 부분적으로나마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러 3각 협력의 기본 동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

나면서 단계적으로 경제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관계와 

안보적인 논의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러 3각 협력은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동시에 높여줄 수 있다. 
넷째,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에 일정 규모이상으로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

에 감세 혹은 면세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규모 자원을 새로 개발할 

경우 채굴 및 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다.10) 이 경우 자원채굴·

7) 제성훈ㆍ민지영(2013) 러시아의 북극개발 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외경제정책연구원. 

8) ｢러 “남북러 협력 동북아 안정 기여”｣, 자유 아시아 방송, 2015.8.13.

9) ｢러시아, 내년부터 북한 라선에 전력 공급｣, 미국의 소리, 2015.2.26.



제조·판매(수출포함)를 수직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에너지 분야 기업들과의 연계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경쟁력

을 높일 수 있는 투자 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푸틴 통령은 극동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29일 <셀레게르 2014> 청년포럼에서 연방 및 중앙권력기관의 일부를 극동·시
베리아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11) 또한 극동의 국경지역에

서 역동적인 발전과 초국경 협력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극동지역발전

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선도개발구역(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12) 그리고 그가 구상한 로 선도개발구

역이 지정되었고 블라디보스토크도 자유항이 되었다. 이러한 지역개발이 좀 더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항만 개발, 이와 연동된 배후 단지 개발, 투자 및 혁신 포럼을 통한 민관

산학연협력체구성, 공동연구개발 혁신단지 조성 및 역내국가로 구성된 과학

기술엑스포, 공동상품 전시회 등 다양한 플랫폼을 주변국가와 공동으로 조성

한다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한반도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협력에 북한의 참여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다. 영화제와 문화행사를 통한 인문적인 교류는 경제적 협력이 채워주지 못

하는 협력의 얼개를 한층 촘촘하게 메워줄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제도적 

장벽에 의하여 닫힌 공간들을 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
러 3각 협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2.2. 북・러 관계의 변화와 북・러 협력사업

접경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는 관련 당사자 국가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마침 러시아가 신동방정책과 극동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북·러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4년 트루트네프 부총리와 갈루쉬카 극동개발부장관의 

연이은 방북과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러시아는 북한과의 적극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역시 리수용 외무상, 숙청된 현영철 인민무력부

10) 김학기(2013) 참조.
11)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러시아의 다음 수도는 어디?｣, RUSSIA  

포커스, 2014.9.15.
12) 변현섭(2014) 참조. 



장, 특사자격의 최룡해 비서를 러시아로 보내 유엔의 ICC 제소 움직임, 북핵 6
자회담 재개 관련 정치·외교적 지지를 구했다.13) 그렇기에 북·러 관계의 변화가 

남·북·러 3각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북·러 관계의 변화와 남·북·러 3각 협력 가능성의 상징으로는 현재까지 추진

되고 있는 것은 나진·핫산 연결 프로젝트에 한국의 기업이 지분 참여하는 것이

다. 러시아 철도공사는 2013년 9월 북한의 함경북도 항구도시 나진과 러시아 

극동지역 도시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 선로를 놓았다. 러시아는 5년간의 공사를 

통해 러시아 광궤철도로 이 구간을 복선으로 건설했다. 총사업비 3억4천만 달

러 규모로, 러시아 극동의 하산과 북한 나진항 사이 54km 구간의 철도 개·보수

공사와 나진항 현 화 사업, 그리고 이 시설들을 이용한 복합 물류 사업 등으

로 구성돼 있는 이 프로젝트는 변화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상징한다. 러

시아 철도공사(RZD)는 북한의 나진항과 공동으로 나진항 3호 부두 화물터미널

을 2014년 7월 18일에 공식 개통하였다. 이 터미널은 컨테이너 화물용으로 건

설하였지만 당분간은 러시아 석탄 수출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4) 
구체적으로 러시아 석탄·철강기업인 메첼이 이 터미널을 이용하여 석탄을 수출

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석탄을 수출할 경우 연간 400~5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는 항만 터미널 개·보수 역시 러시아와 북한의 합작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2008년 각각 70%와 30%의 지분으로 합작회사 나선콘트란스

(RasonKonTrans)를 설립하였다. 러시아 사업자는 2008년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3호 부두의 50년 사용권을 확보하였다. 3만 톤의 화물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두의 수심을 기존의 9미터에서 12미터로 늘리고 이동식 크레인의 레일과 연

료탱크를 새롭게 설치하였다.15)

나진·선봉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묶는 개발구상은 지난 90년  초부터 

있었지만 인프라 시설에 한 투자부족으로 그동안 큰 진척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부

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산시설과 관련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야만 외국인 투

13) 정은숙(2015) ｢‘김정은’-‘푸틴’의 접점: 전개, 동기, 정책함의｣, 정세와 정책, 
2015년 3월호, 5-9쪽.

14) 엄구호(2014) ｢한국의 나진-하산 철도 사업 참여의 함의와 전망｣, 월간교통, 
Vol. 191, 14-21쪽.

15) 엄구호(2014), 14-15.



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나진·선봉지역에는 아직도 전기가 부족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외국과의 철

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 12월 국제철도 화물수송법을 제정했다.16)

한국은 2013년 포스코, 현 상선, 코레일이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러시아 지분 

중 절반인 약 34%의 지분을 취득하여 나진·하산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합의하

였고 이로써 남·북·러 3각 협력의 실험적인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17) 한국 기

업 실사단은 두 차례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다.18) 한국은 이 사업이 북한과 러시

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박 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실현하는 첫 단계로 간주하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시베리

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의 시범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 일변도의 경제의존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낡은 인프라를 개선

하고자 하여 러시아의 인프라 개발 사업 참여에 많은 기 를 걸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과거 북한의 국가건설과정에서 소련의 기술을 통해 인프라를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인프라 개선에 보다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19)

이러한 기 로 러시아는 북한의 철도 현 화에도 참여하기로 하였다. 2014년 

10월말 러시아 산학협동체 <모스토빅>은 총 7,000km에 달하는 북한의 철도망 

가운데 우선적으로 3,200km를 현 화하고 250억불에 달하는 사업 자금은 북한

의 석탄, 금을 포함한 비철 금속, 티타늄, 탄탈과 같은 희토류 등 지하자원 수

출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0) 러시아는 북한 철도 현 화 사업을 위하

여 북한과 특별 관리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철도 현 화 사업은 10월 21일 

평안남도 재동역과 남포역을 잇는 철도 개보수 사업과 함께 시작하기로 하였

다. 하지만 러시아 건설 회사 사장이 자금 유용 혐의로 러시아 수사당국에 의

16) ｢북한 국제 철도화물 수송법 제정... “초보적 개혁 조치”｣, 미국의 소리, 2013. 
10.31.

17) 엄구호(2014), 14-15.
18) 최근 한국의 언론기관을 통해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30년 

후에도 적자사업” 포스코, 배임 시비 휘말리나｣, 신동아, 2015년 6월호(669호), 
304-311쪽.

19) 김학기 외(2014)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 ｢러시아 북한서 석탄 및 금, 희토류 금속 채광한다｣, SPUTNIK 코리아, 2014. 

10.28. 



하여 체포됨에 따라 북한 공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21)

철도 물류 협력 이외에도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는 경제 협력의 중요한 내

용들이 논의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양자 간 무역 결제에 루블화를 사용

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4월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는 방북시 루블화 결

제 방식 도입 준비에 합의하였다. 2014년 6월 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부

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루블화로 

무역 결제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 은행에 북한 계좌가 

개설되었고 루블화 결제방식을 도입한지 6개월 만에 결제액 35억 루블(6천 

700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하지만 2014년 북·러 간 교역 

규모는 9천234만 불로서 전년 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블화 결

제방식을 도입할 때 2013년 북·러간 교역규모가 1억 422만 불이었고 북·러는 

2020년까지 10억불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 하였다. 북·러 양국은 올해 

교역 목표를 3억불로 설정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지속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는 2012년 북한이 소련에 갚아야 했던 채무 109억불 가운데 90%를 

탕감해 주는 협정을 체결했고 나머지 10%인 10억 9천만 불은 20년 동안 분

할상환하기로 하였다.23) 2014년 4월 러시아 하원이 이 협정을 비준해 주었고 

5월 푸틴 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하였다.24) 이는 북·소간 교역에서 누적된 

무역 적자를 러시아가 새로운 경제 협력을 위하여 전환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북·러 간 루블화 결제 방식 도입 역시 러시아의 북한에 한 지원

을 내포하고 있다. 향후 북한과의 무역 관계에서 무역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다시 탕감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부채

를 탕감 받은 이후 새로 융자를 요청했고 러시아산 제품의 가격을 내려주고 

북한수출품에 한 품질 심사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러시아 측에 요청하였지

만 러시아는 소련 시절의 방식의 북·러 협력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시장 경

제 원리에 따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25)

21) ｢북한 철도 개보수 맡은 러시아 건설사 사장 체포｣, 연합뉴스, 2014.11.12. 
22) ｢북러 교역 루블화 결제액 반년 만에 35억 루블｣, 자유 아시아 방송, 2015.4.14. 
23) 러시아는 북한 뿐 아니라 쿠바에도 부채의 90%를 탕감해주었다. ｢러시아, 북한 

이어 쿠바에도 소련시절 채무 90% 탕감｣, 연합뉴스, 2014.7.4. 
24) ｢푸틴, 북한 채무 탕감 협정 비준안 최종 서명｣, 연합뉴스, 2014.5.5. 
25) 장덕준(2014) ｢최근 북러 관계의 변화｣, 러시아연구, 제24권 제2호, 271-303쪽.



북한은 러시아 루블화 무역 금 결제와 연계하여 러시아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러시아 기업들의 북한 내 광산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러시아 기업 베이직엘러먼트(Basic Element)가 평양의 

발전소 재건 사업과 북한의 구리와 무연탄 광산 개발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

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러시아 기업이 북한에 주유소 

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되었다.26) 또한 북한은 러시아인

들에게 비자 취득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북한 내 휴 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였다. 더 나아가 북·러 간 비자면제 협정 체결까지 논의되고 있다.

3. 남・북・러 3각 협력과 관련된 주된 논의

3.1. TKR・TSR 연결

한국 정부는 5·24조치의 예외로 규정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첫 단계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나진·하산 

철도 물류 연결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남북 철도와 TSR로 연결하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 판단하고 있다.27) 약 54km인 나진·하산 철도 구간의 수송 시간이 

약 1시간 정도이기에 경제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하산

역과 북한 나진을 연결하는 철도 개·보수작업은 2013년 9월 완료되었다. 나진

항 3호 부두터미널 개·보수 등도 2013년 7월 준공했다. 하산역과 나진항까지의 

열차는 주 2회 정도 운영되고 있다. 시베리아 산 석탄도 2014년 7월 나진항을 

통해 한반도를 돌아 중국 남부지역으로 시범 운송됐다. 동 사업은 시베리아 

산 석탄이나 화물 컨테이너가 나진항을 출발해 부산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

가거나 한국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투자해야 하는 금액은 약 2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진·하산간 철도 54㎞구간 현 화, 2008년 북·러 간 합의로 49년간 임 된 

나진항 3호 부두 및 나진 구 일  21㏊ 면적에 한 개발·운영을 그 내용으

로 하고 있다. 엄구호 교수는 “나진·하산프로젝트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

26) ｢북한-러시아, 이달부터 루블화로 무역결제｣, 미국의 소리, 2014.6.6. 
27) 엄구호(2014), 15.



브’의 단초를 마련하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럽·아시아간 운송회랑 참여

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28)

나진의 지정학적 가치는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륙 북방 물류의 통로가 

된다. 우리나라는 한·러 경제 협력의 성공적 사례를 확보하고 남·북·러 3각 협

력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 륙 물류와 연결 뿐 아니라 

극동지역 자원 개발과 연계한 패키지 사업 개발로 경제성을 얻을 수 있다. 러

시아는 연해주 및 TSR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극동지역 경제 개발의 활로를 

찾을 수 있고 다양한 국제 운송로 개발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유라시아 국제 

운송망 구축 경쟁에서 다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게 된다. 

<그림 1> 나진항의 지정학적 가치 

자료: www.chinawatch.co.kr(검색일: 2015.11.15).

북한은 낙후된 항만 및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였으며 

운송 수입 증 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극동 러시아와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나진항의 현 화를 통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연

계된 동북 지역의 중심 항만을 확보할 수 있다. 나진항의 현 화는 중국과 

일본에게도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게 한다. 중국은 나진항을 통해 길림성, 흑

룡강성 등 중국 동북지역의 동해로의 접근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일본은 

륙 물류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28) 엄구호(2014), 15.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폐쇄된 공간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구체적으로 첫째, 나진·하산 프로젝트 뿐 

아니라 연결되는 경로들의 운임이 단일통운임(Single Factor Through Rate)으
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29) 두 번째는 통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

관 업무 처리시 보편화된 IT 기술과 전자 문서 기술의 활용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서로 상충되는 국제 교통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 넷째는 나진·하산 구간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수송모드가 효

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는 철도 및 복합운송시스

템이 국제 화물 안전 및 보안표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30) 특히 2014년 

몽골에서 개최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북한의 반 와 중국의 기권으로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못한 것은 나진·핫산 연결과 유라시아 륙 철

도 연결 사업에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한하게 된다.31)

물론 이제 시작하는 철도 연결 사업이 위의 조건을 당장 충족시킬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경제성을 확보하고 국제 물류 운송망

에 편입되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이 지속되어야 한다.

3.2. 남・북・러 가스관 연결 

러시아 극동개발이 자원개발과 개발된 자원을 아시아태평양 연안국가로 수

출하는 것을 고려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의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다. 그 이유는 첫째, 동시베리아지역 

신규 육상 광구에 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동시베리아 송유관을 통한 

아시아 및 북미 수출 물량 확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10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었던 중·러 간 가스 협상이 2014년 5월 마

무리되어 2018년부터 30년간 매년 중국 소비의 23%에 달하는 연간 380억㎥, 

29) 단일통운임(Single Factor Through Rate)은 국제 복합 일관 운송에 있어서 적용되
고 있는 것으로서 각 운송구간의 운임을 합산하여 단일로 한 결합운임(Joint rate)
로 청구되는 운임을 의미한다. http://www.customs.go.kr/(검색일: 2015.09.22). 

30) 나희승(2014) ｢남북·유라시아 철도사업의 의의 및 협력과제｣, KDI 북한경제리
뷰, 2014년 2월호, 20-34쪽.

31)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북한 반 로 무산｣, 경향신문, 2015.6.4. 



약 410조 가치의 가스 공급 협상이 타결되었기에 공급 물량을 당장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32) 셋째, 러시아가 PNG 위주의 수출에서 벗어나 LNG 수

출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LNG 시장, 특히 아시아태평양 LNG 시장에서 

점유율확 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들에 더하여 셰일 가스 수출 가능성 증 로 인하여 남·북·러 

가스관 연결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2013년 4월 

북한에 한 채무 부분을 탕감해주고 상환액 중 일부를 남북 가스관 사업

에 재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특히 러시아가 주요 가스 수출 시장을 유럽

에서 아시아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러시아는 자원 가격의 아시아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신동방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가스 생산 증가에 따른 

가스 독점력 약화, EU의 경제제재로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하는 위기감 등

이 반영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에너지 수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적 변화를 주도면밀하게 모니터

링하여 필요시 한국이 주도적으로 가스관 연결 사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3. 전력 계통 연계

남·북·러 계통연계는 극심한 전력난에 처해 있는 북한의 전력 상황을 개선

시키고 항만 개발 및 배후 단지 개발 등 여타 분야의 남·북·러 3각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 사회가 

보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전력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크다.
남·북·러 계통연계와 관련된 그동안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33)

- ’06.10 : 제7차 한·러 자원 협력 위원회(계통연계협의기관지정협의)
- ’08.09 : 한·러 정상회담(협의체구성: 양측 정부 및 전력회사)
- ’09.06 : 한전·INTER RAO UES ｢MOU 체결｣ 및 타당성 연구 시작

- ’10.06 : 남·북 긴장 상태로 타당성 연구 중단

- ’11.10 : 제11차 한·러 자원협력위원회 (타당성연구재개논의)

32) 이 식(2014) ｢중‧러 가스협상 타결의 파급효과 분석｣, 러시아연구, 제24권 제2호, 
219-245쪽 참조.

33) 마용선(2013) ｢러시아 전력 수출 전략과 시사점｣, 에너지 신문, 2013.7.12.



- ’11.12 : 실무회의시행

- ’12.09 : 정부정책과제로 한·러 전력 계통연계 타당성 연구 착수

- ’13.06 : 제12차 한·러 자원협력위원회에서 전력연계 관련 합의

2013년 6월 전력 관련 합의문은 양국의 전력 계통 연계 협력을 위한 주요

기관으로서 한전과 인터라오(INTER RAO) UES 그룹 양사는 북한의 영토를 

관통하여 러시아로부터 한민국으로 전력수출을 위한 사전 사업 타당성연구

의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전과 인터라오 UES는

공동 전문가 워킹 그룹을 설립하고, 전력 공급 목표량, 발전 용량, 가격, 위

험 분담과 같은 프로젝트 기초 변수를 합의하기 위한 사전 사업 타당성 연

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러시아의 EN+그룹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

드구축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전력공급에 있어서 최적루트를 구축

하기 위한 한국 기업들과 스콜코보테크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2> 동북아 국가의 전략 수요 예측

자료: Yun and Zhang(2005), 8.

2012년 러시아의 인터라오(Inter RAO UES)의 전력 수출 규모는 184억 

kWh( 략 원전 3기의 발전량)이며 2030년까지 약 600억 kWh로 전력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34) 러시아는 아태지역으로 전력수출을 확 하

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터라오가 2007년 동북아 지역 전

력 수출입을 전담할 자회사 동부에너지사를 설립하면서 아태지역에 한 지

역적 연관성을 강화하였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중국으로 300~600kWh, 한

반도로 200kWh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35)

우리나라 역시 통일 계를 위하여 지금부터 부분적으로나마 계통 연계를 

통하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남·북·러 전력 

분야 협력 및 북한의 전력난 해소 프로젝트를 동시에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러시아와 공동으로 북 전력망 연결을 통한 남·북·러 전력 계통 연결

가능성을 추구하여 동북아 지역 갈등 완화와 역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 계통 연계는 1단계 북·러 계통 연계, 2단계 남·북·러 계통 

연계로 나뉘어서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 계통 연계 1단계는 블라디

보스토크에서 청진까지 총 380km의 구간으로서 송전규모는 50만kWh이다.36) 
이중 러시아 구간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크라스키노까지 250km, 북한 구간

은 크라스키노로부터 청진까지 130km이다.37)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규모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등을 계속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극동

지역에 산업 기반 시설이 많지 않아서 당장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

을 것이라는 점에서 전력 수출을 감안하고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러

시아는 북한으로 송전 설비를 건설할 경우 북한으로의 전력 수출 금을 보

장 받기 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남·북·러 전력망 연계를 통해 초국경 

협력의 공간을 더욱 넓혀 나갈 수 있으며 나가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안보 이슈에 있어 선제적인 응책을 확보할 수 있다.

34) 마용선(2013) 참조. 
35) 윤재영(2006) ｢동북아 전력망 연계 추진현황 및 각국의 응방안｣, 에너지협의

회보, sno. 76, 7쪽. 
36) 성원용(2010)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공급체계와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JPI

정책포럼, № 2010-36, 5쪽.
37) A. Ognev and R. Gulidov(2008) “Russia-DPRK Electricity Cooperation: the Role 

of INTER RAO UES Company at Current Stage”, DPRK Energy Experts 
Working Group Meeting, Beijing, March 8-9, p. 17. 



3.4. 남・북・러 3각 협력 전용 공단

러시아 연해지방은 한반도와 국경을 맞 고 있어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

의 초국경 협력과 통일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역이다. 우리나라

가 주변국과 함께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역이다.
러시아 극동 개발은 막 한 자본을 필요로 하지만 재원의 20%만을 러시아 

정부가 지출할 계획이다. 나머지 80%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통하여 조달

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은 인근 한·중·일 3국과 협력이 

강화되어야만 실현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러 3각 협력 전용 공

단의 조성은 한국의 자본, 마케팅, 상업기술, 러시아의 첨단기술, 천연자원, 
생태자원, 인프라, 북한 노동인력, 광물자원 등이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공간은 참여하는 기업들

의 다국적화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연해주 남부에 위치하게 되

면 더 나은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선도개

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는 한층 배가 될 

수 있다(<그림 3> 참조). 즉 남·북·러 3각 협력 공단 조성은 초국경 협력을 

통하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개발, 산업 및 배후단지 개발을 촉진시

킬 수 있다. 나가서 동방경제포럼을 비롯한 경제포럼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어 동북아 초국경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제즈딘스키 선도개발구역은 총 807ha에 산림 제품, 목재생산, 조립생산, 

광물가공업, 의약품 제조업, 경공업, 식료품 생산 및 가공업을 위한 산업단지

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까지 32km 떨어져 있어 상

적으로 항만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다. 나제즈딘스키 산업단지 조성은 러시

아 연해주 주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한국 

기업과 연해주 주정부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형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미하일롭스키 농공단지(총 3,151ha)의 개발은 역내 농업 잠재력 및 농산품 

경쟁력 향상, 농민 수 증  및 가공산업 육성과 연관되어 있다. 미하일롭스

키 지역은 철도나 항만을 통한 물류 접근성이 높아 농공단지의 발전 가능성

이 높다. 미하일롭스키 농공단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의 자유

항 지정으로,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출 기간 단축 및 관세 인하에 



따른 비용을 절감시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림 3> 연해주 지역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연관성

자료: 국민 학교 유라시아연구소 내부 워크샵

4. 결론을 대신하여

북한이 중국에 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또 러시아가 극동지역을 중시하면

서 북·러 경제 협력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러시아와 

한반도의 연관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북한에 한 

레버리지를 잃었던 측면에도 있었다. 최근 나진·하산 연결 프로젝트, 소련 시

기 발생한 북한의 소 차관 탕감, 러시아의 북한 철도 현 화 참여 및 희토

류 개발 가능성 등으로 북·러 관계는 한층 긴밀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남·북·러 3각 협력은 유라시아 륙에 다시 

엄습해오는 신냉전의 구도가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정부의 

외교 협력 정책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

스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협력 구도이다.
러시아가 북·러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진출



을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개발이 북한과 협력

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인프라 개발을 연계하

고 필요한 노동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또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여 남·북·러 3각 협력과 북·일 수교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과 연관되어 들어올 경우 선점 효과

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또한 북·중·러 초국경 협력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
러 경제 협력의 강화가 북한 체제의 불투명성을 낮추고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 주변국 기업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지정

학적 문제로 성사되지 못하고 꾸준히 논의되어온 남·북·러 3각 협력 사업들

의 성사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하지만 남·북·러 3각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러 3각 협력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들이 협력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지 못한 것은 경

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 협력 거버넌스에 한 현실적인 방

안이 구체화되지 못한 결과였다. 한러 양국은 30억 달러 금융 투융자 플랫폼

을 합의하였으나 실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극동개발이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한러 양국 관련 프로젝트의 발굴과 지원이 논의되고 

북한을 참여시키는 논의로 확장되어 중장기적으로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

은 러시아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다. 물론 서방의 러 제재로 인하여 우리

나라가 규모 프로젝트를 러시아와 같이 추진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

다. 하지만 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다는 점은 향후 한·러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 상황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하여 교착상태에 있는 북관계의 전향적인 타개책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남북한 화 국면을 이끌어내고 북한의 사과

를 전제로 한국이 남북 협력을 방해하는 5·24조치를 전격적으로 해제할 필요

가 있다. 5·24조치는 남·북·러 3각 협력에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이고 주도적

인 참여를 방해할 수 있다. 
셋째, 남·북·러 3각 협력에 한 주변국의 지지를 획득하고 또 필요한 재

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국제 금융 시장의 활용가능성을 최 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현존하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뿐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브릭스 국가의 NDB(New Development Bank: 신개발은행), 중국주

도의 AIIB(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를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보다 적극 지원하고

자 한다. 국제기구의 개발 기금이 남·북·러 3각 협력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

도록 한·러 양국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역내 경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플랫폼이 구성되어야

한다. 국내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남·북·러 3각 협력추진위원회와 같

은 조직과 제도를 구비하고 나가서 상 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혹은 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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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nd a Triangula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OK-KNDR-RF

Lee, Sang Joon*

Korea's Eurasia Initiatives and Russia’s Far Eastern Development Strategy 
are the geopolitical challenges for the both countries. In this regards, Korea 
and Russia enables to realize synergy effect through cross-border cooperation 
connecting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ussian Far 
East. In particular, Korea takes advantage of latest Russia-North relations for 
triangular cooperation opportunities which can protect the possibilities of new 
cold war in the Eurasian continent after the Ukraine crisis. Rajin-Khasan 
project should be promoted by assigning of the geopolitical tasks because it 
provides an partial connection of two among three mega-projects: connection 
of TKR-TSR, power grids. In addition, Russia presented ADT and 
Vladivostok Freeport during the Eastern Economic Forum and it will be 
industrial complex for triangular cooperation and Korea should lead the 
development of ADT and participate in these programs to integrate 
economically and eventually it will be basis for an opportunity for unification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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