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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의의
❍ 북방경제 및 한반도신경제지도 전략 수행을 위한 기본 정보 제공
-

두만강 하류의

북한-러시아 간 국경 및 북-러-중

자 경계지대는

3

년대 이후 유망한 국제경제협력지구로 주목을 받아왔음.

1990

※ 실제로 이 지역은 중국의 훈춘(琿春)시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러시아 하싼
지구를 연결하는 중국-북한- 러시아 간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증진되어왔
음.
-

향후 한반도 평화와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북방경제를 추진할

경우, 이 지역이북방경제의 핵심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
도신경제지도 전략 수행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됨.
※

*

현재는
역에서
지출도
지역에
대비한

북한의 핵 도발로 인해 유엔의 대북제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 지
국제경제협력의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한국 등 제 3국의 현지
지체되고 있음.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방향으로 전환될 경우, 이
대한 한국의 전략적 관심은 크게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때를
실증 연구가 필요함.

본 브리핑에 개진된 입장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중국의 동해 출해(出海) 문제를 둘러싼 쟁점 파악 및 전망분석 제
공
-

중국은 두만강 하구에서 17Km 상류의 북-중-러 경계 지역에 위치
한 중국 최동단 영토 팡촨(防川)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동해 진출
을 오랫동안 추구해왔음.
※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 중국의 동해로의 출해 문제가 북-중-러 간 전통적인
쟁점이었음

-

그런데 중국 선박의 출해권이 보장될 경우, 중국의 북한·러시아 항
구 이용 필요성은 급감할 것임
※ 이는 중국의 ‘출해문제’는 이 지역 국제경제협력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뜻함.

-

따라서 이 지역의

국 경계를 둘러싼 역사와 출해를 둘러싼 쟁점

3

을 분석하고, 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가 향후 이 지
역에서의 경제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
임

2. 두만강 하류 북-러 국경 획정
❍

1957

년

10

월

14

일. 북한과 소련은 양국의 경계를 이루는 두만강

하류 약 17km 구간에 대한 국경확정과 국경관리를 위해 ‘북한과
소련정부 간 국경문제 해결제도에 관한 협정’(苏朝两国政府关于解
决边界问题的制度协定) 체결
-

내용 未詳
※ 국경획정 및 국경관리제도에 대한 내용일 것으로 추정

❍

1985

년. 북한과 소련은 ‘소련과 북한 간 국경조정에 관한 조약’(苏

维埃社会主义共和国联盟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关于调整苏朝国
界的条约) 체결
-

主水路(즉, 主航路) 중간을 국경선으로 획정
※ “양국 국경은 소련, 중국, 북한 간 3국의 국경이 접하는 점(交界点)에서 시작
하여 두만강의 주항로의 중간을 따라 강 하구에 이르고, 여기서 다시 동해상
의 북한-소련 영해 외부경계선의 접점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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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년. 북한과 소련은 ‘국경조정에 관한 조약’부속문서

(‘

조-소 국

경 의정서’)를 통해 구체적인 국경선 획정
-

두만강 하류에서의 국경은 북-소-중

국 국경의 접점(지점

에서

3

A)

시작하여 두만강의 주수로 중간을 따라 두만강 하구와 동해가 만
나는 지점(B)까지

이며, 해양 국경은 여기서 다시

16.93km

를 직선으로 뻗어나간 지점(북위

(22.2km)

。09′, 동경

해리

12

130°

42

′

53 )

에서 끝남.
※ 지점 B는 두만강 하구의 소련 연안 최남단 지점에서 조선 동해 연안 최북단
지점까지 직선으로 그은 선의 중간으로 지리좌표는 북위 42° 17′ 34.34″,
동경 130° 41′ 49.16″

❍

1990

년

9

월. 북한과 소련은 국경획정과 국경관리 내용을 담고 있

는 ‘북한과 소련 간 국경제도 협정 체결’(苏维埃社会主义共和国联
盟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边界制度协定)
-

두만강 국경에 소재하는 섬

개 중

17

개 섬 소련 귀속,

1

개 섬

16

북한 귀속
-

두만강 하류 이용과 관리에 관한 각종 규정 명기

-

이 협정으로

년 체결된 ‘북한 소련정부 간 국경문제 해결 제

1957

도에 관한 협정’효력 종료.
❍

2004

년

2

월

9

일. 북한과 옛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

두만강 국

경에 관한 추가 의정서’체결
-

내용 未詳
※ 종전의 국경체제를 기초로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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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러시아 국경 획정 현황】 ■ 1985년에 체결한 조약 및 의정서에 의거

* A: 북-중-러 국경교차지점 B: 하구경계선과 만나는 경계지점
** A-B: 두만강 상의 북한-러시아 국경선(길이 16.93km)
*** 두만강 상의 옥색 面과 線은 국경선(면은 북-중 국경, 선은 북-러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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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만강 유역에서 중-러, 북-중 간 경계 획정
가. 중-러 국경획정
■ 신중국 이전
❍
-

❍
-

1689

년. 청(淸)- 러시아 네르친스크조약 체결

이때 청은 연해주 일대를 자신의 영토로 귀속시킴으로써 동해(東
海)를 연한 국토 소유.
1858

년(제국주의 東進 시절). 청-러시아 아이훈조약 체결

우수리강(烏蘇里江) 동쪽 영토의 소유권을 러시아와 중국이 잠정
적으로 공동 소유하기로 합의

-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영토는 이 지역에 대한 국경이 획정

“

될 때까지 청과 러시아가 공동 관리한다”(아이훈조약 1조)
❍
-

1860

년. 청-러시아 베이징 조약 체결

양국은 우수리강을 국경으로 삼고, 국경을 삼을 수 없는 우수리강
의 발원지인 항카호(중국명 싱카이호 兴凯湖)에서 두만강에 이르
는 산등성이(분수령)를 따라 국경획정

-

국경은“훈춘하(珲春河)와 바다 사이의 산마루를 따라” 두만강까지
이어진다. 이 산마루의 동쪽은 러시아, 서쪽은 중국에 속한다. 양
‘

국의 국경교차지점이 두만강과 만나는 지점은 강 하구에서

20km

떨어진 지점이다’(베이징 조약 1조)
-

베이징 조약으로 청은 동해와 연한 연해주 일대 약

여 만㎢의

60

영토 상실
❍

1861

년 항카의정서를 통해 중-러는 구체적으로 항카호에서 두만

강까지의 국경을 획정하고 국경표식 설치
■ 신중국 성립 이후
❍
-

1964

년

2

월. 중-소 국경회담 개시.

중소분쟁이 격화하면서 8월에 회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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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수차례의 휴지기를 거쳐 30년 동안 진행.

❍ 중국의 훈춘시 징신(敬信)에서 팡촨(防川)에 이르는 구간 중 두
군데서 두만강과 소련 국경 사이의 좁은 중국 영토가 두만강 하
상의 변동으로 중-러 국경선이 두만강

수역을 통과하는 사태 발

생.
-

이로 인해 중국의 훈춘-팡촨 도로가 두 군데서 러시아 영토를 침
범해서 건설됨.
※ 1964년. 소련은 국경회담 초기에 소련 영토를 침범해 건설된 중국 도로를
인정하고, 이곳에서 국경을 소련 쪽으로 수백 미터 이전하기로 중국과 합의

❍

1991

년. 중-러 간 동부국경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현재의 국경확정.

나. 북-중 국경 획정
❍
-

1962

년

10

월

12

일. 북-중 국경조약 체결

양국은 백두산에서 발원한 압록강과 두만강이 흐르는 곳에서는 이
강들을 국경(즉, 경계하천)으로 삼기로 합의

❍ 북-중 국경조약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나 경계하천 수면
전체를 국경으로 삼고 양국이 공동소유, 공동관리, 공동사용하기
로 규정.
-

압록강과 두만강 상의 국경의 너비는 어떠한 때를 막론하고 모두

“

수면의 너비를 기준으로 한다.

양국 간의 경계하천은 양국이 공

유하며,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사용”(북-중 국경조약 제3조
항)

1
-

이는 두만강의 주수로의 중앙을 국경으로 삼은 북-러 국경획정과
다른 방식이며, 국제법의 일반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임.
※ 북-중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하고 경계하천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됨.
* 하천에서 국경 획정에 관한 국제법의 일반원칙

※ 배의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은 하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며, 항행이 가능한
경우 主水路의 중앙선을 국경선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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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강 하류 북-중 국경의 끝 지점은 중-러 국경이 두만강에서 만
나는 지점(팡촨과 하싼 경계 지점)과 강 건너 북한의 나선특별시
두만강리를 직선으로 잇는 선

【두만강 유역의 중-러, 북-중, 북-러 국경 위치】

* A-C: 중-러 국경(항카호-두만강 구간) B-C: 북-중 국경(두만강 구간)
C-D: 중-러 국경(두만강 하류)

4. 북·중·러 3국 경계수역의 국경획정
❍ 두만강에서 국경 획정 방식의 차이로 인해

3

국 교차점 확정 필요

성 대두
-

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하면서 북-중은 면 개념을, 북-러는 선 개념
을 택함
※ 따라서 두만강 하구에서의 3국간의 국경은 한글의 “ㅏ”자형(☞ p.9 지도의
A 지점 중심 옥색 면과 선을 참조 바람)을 띠게 되어 3국 국경의 교차점을
명확히 정해야 하는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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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이 두만강 국경교차점을 명확히 한 것은

러 간 두만강에서

3

1998

년 체결된‘북-중-

국 국경수역 경계선 획정에 관한 협정’(中华人

民共和国政府,朝鲜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和俄罗斯聯邦政府关于
图们江叁国国界水域分界缐的协定) 및 2002년 체결된‘북-중-러 간
두만강 국경 교차지점에 관한 의정서’(中华人民共和国政府,朝鲜民
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和俄罗斯联邦政府关于图们江中华人民共和国,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国界交界点的叙述议定书)
-

국 국경의 교차점은 3개국 국경 수역 경계선이 두만강 주류의 중

3

심선과 교차되는 곳에 있으며 이 점은 동시에 북-러 국경의 기점
(起點). (협정 1조)
-

체약국들이 별도로 합의가 없는 한 두만강에서 어떤 자연적 변화
가 발생해도

개국 국경수역경계선과

3

개국 국경 교차 지점의 위

3

치는 불변. (협정 2조)
-

국 국경교차점이 두만강 수면 위에 위치. 국경 푯말을 세우지 않

3

음. (협정 3조)
※ 3국 간 협정체결의 지연 사유는 中苏国境分争. 국경분쟁 해소 후 중-러는
1991년에 동부국경협정 체결.

❍

3

국 국경 교차점은

3

개국의 국경수역 경계선이 강 중심선과 교차

되는 곳으로 정확한 위치는 북위
″ 의정서

9 (

-

1

42°

25

′

4.7

″ 동경:

130°

38

′

11.

조)

강 중심선과

개국 국경 교차지점은

3

년

2001

월 수위가

8

일

1.14m

때 확정
-

이 국경 교차점은 북한의 나선특별시 두만강리와 중국의 훈춘시
팡촨(防川), 러시아의 하산지구 앞을 흐르는 두만강의 한가운데에
위치.

* 다음페이지(p.9) 상단 지도의 A를 중심으로 상류는 북-중 국경으로 두만강 수
면 전체가 국경(面이 국경선 기능), 하류의 경우 주수로 중앙선이 북-러 국경
(線이 국경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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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국경교차점 위치와 국경선】

* A: 3국 국경교차지점 및 북-러 국경 기점 ** 옥색은 국경선

【팡촨에서 바라본 북-중-러 경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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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의 출해(出海) 의지와 전망
가. 중국의 출해 의지: 역사와 쟁점
■ 신중국(新中國) 이전 출해권 문제
❍ 베이징 조약으로 청은 동해와 연한 영토를 상실하게 되자 러시아
정부와 두만강을 통한 동해출해권 확보를 추구
❍
-

1886

년. 러시아는 중국의 동해로의 출해권 인정

북양대신 우다정(吴大徵)이 러시아 대표와 만나

우수리강에서 두

만강에 이르는 동쪽 국경을 측량하여 국경선을 조정한 조약(‘中俄
珲春东界约’)과

개의 감계의정서(七个勘界议定书)를 맺으면서 두

7

만강을 통한 동해 출해권 확보
※ “조선과 국경을 이루는 30리에 걸친 구간(국경표주 ≪T≫에서 두만강 하구
까지의 강과 바다)에서 중국 선박들의 자유로운 항행에 관해 러시아와 합의
서를 체결하기로 합의”(제1의정서 4항)
* 그러나 추가합의서는 체결되지 않음.
-

❍
-

이때 우다정은 팡촨에 ≪‘토’자비≫(‘土’字碑)를 세움

1910

년

5

월. 중국은 두만강을 통한 동해 출해항로 정식 개통

훈춘현 팡촨에 항구 개설.
※ 중국 배들이 ≪‘토’자비≫를 지나 두만강 하구를 거쳐 동해로 진출
※ 상선은 웅기와 청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오감.
※ 하류 국경지역 중국 어민들도 동해에서 어로활동 가능

* 1931년에 팡촨부두를 출입한 선박이 1394척, 물동량 25,123톤(1933년 《满洲年
鉴》

❍

-

년 7-8월에 치러진 일본군과 소련군 간의 장고봉(张鼓峰) 전
투를 계기로 두만강으로 나가는 뱃길 차단.
1938

장고봉 장악을 둘러싼 일-소 간 전투가 종결된 뒤, 일제는 군사안
보상의 이유로 팡촨 거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소개(疏開). 두만강
항로 봉쇄
※ 이로부터 중국의 두만강 출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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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국 성립 이후 두만강 출해권 복원을 위한 중국의 시도
❍

1964

년. 중국외교부는 제1차 중소국경회담 중에 처음으로 중국선

박의 두만강 출해 문제를 제기. 동시에 북한 쪽에도 이 문제를 제
기
-

❍

-

중소 관계가 파열되면서 이 문제가 계류상태로 남겨짐
년대. 내륙성(內陸省)인 지린성(吉林省)은 두만강을 통해 동해
로 진출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
1980

년

1987

월. 중국 국가해양국과 지린성(吉林省) 정부는 국무원에

5

우리나라의 두만강 출해권 회복에 관한 건의(关于恢复我国图们江
出海权的建议)”와 “우리나라 두만강 출해구 문제 해결에 관한 요
“

청(关于解决我国图们江出海口问题的请求)”을 제출.
❍

1987

년.

중국과 소련은 중소분쟁으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국경

회담 재개.
-

소련 측은 중국 선박의 두만강을 통한 동해로의 출해 반대하지 않
겠다는 의사 표시.
년 11월. 북한도 중국선박의 두만강 수역 항행에 동의하되,
3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표시.

❍

1988

❍

1989

❍

1990

년

10

월. 소련 측이 중국이 제출한

3

국간 회담 제안에 동의.

년 5월 28일. 중국 외교부, 국가해양국, 연변 자치주 관련 전
문가 등 64명이 9척의 소형선박에 분승하여 두만강 출해 구간에
관한 관련 과학조사 진행.

-

❍

이때 중국은
1991

年

5

月

년 만에 두만강 통해 동해 진출

52

16

日.

한) 중국선박이

중-소는 소련이 국경협정에 (중국 깃발을 계양

<No.33>

국경지점에서 두만강 하류를 통해 동해

로 오가는 데 동의한다는 사실 명기.

(‘

중-소 동부 국경협정’中华

人民共和国和苏维埃社会主义共和国联盟关于中苏国界东段的协定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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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년 말. 소 연방해체.

러시아는 중소국경협상 과정에서 소련이 중국과 한 일체의 합의를
존중하고 그 입장은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

❍ 결국 현재 중국정부는 법률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출해권을 확보하
고, 북한으로부터는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긍정적 답변을 받아놓
은 상태.
-

그러나 이상의 외교적 교섭만으로 출해가 가능한 것은 아님

-

지형적 여건이나 북-러 국경협정상의 제도 등 중국의 출해에 미치
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

나. 전망
❍ 두만강 하류 북-러 국경 구간의 지형 조건상 대형선박의 출해에
난관 多.
-

특히 두만강 하류의 하상이 낮아 대규모 준설 작업 필요.
※ 특히 두만강 하구는 지세가 복잡하고 물 흐름이 급해서 항로 준설 비용이 막
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추청
※ 1990년 중국 조사단의 조사결과 항로에 진흙이 퇴적되어 300톤 이하의 소형
선박만이 통행 가능.

-

하류에 북한-러시아 간 철로대교(높이

의 철거와 재건설도 심

7m)

각한 외교적 문제와 비용문제 수반 예상
❍ 중국 팡촨 지구에 대규모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데 난관 예상
-

동해를 향한 중국의 출해 항구 건설 대상 지역은 팡촨(防川)
※ 두만강은 퇴적작용이 활발한 사행하천. 더욱이 두만강 일대는 여름철 홍수가
잦은 지역으로 매년 하류지역에 막대한 엄청난 토사가 쌓임.
※ 팡촨에 항구를 건설할 경우 준설된 수역에 매년 막대한 토사 퇴적으로 정상
적 항구 기능에 지장 초래
※ 특히 대형 상선의 출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중국선박의 북-러 국경수역 통과는 러시아와 북한의 원칙적인 양
해로 외형상 큰 장애가 없어 보이나, 중국의 출해 프로젝트가 현
실화 될 경우 상당한 외교적 난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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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촨이 무역항으로 기능할 경우, 러시아의 극동 항구 및 북한의
북부해안 항구들의 경제적 가치 급락.
※ 특히 극동 러시아 인사들은 극동 러시아의 항만들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
이라며 이미 우려 표명.(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 성종환 역 『러시아중국: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국경』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pp.
258∼259)
※ 이 경우 국제화물의 팡촨항을 통한 장거리 철도이용으로 러시아 시베리아횡
단철도의 물동량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되어, 시베리아 횡단철도 인접지역
의 경제침체와 인구이탈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앞의 책, pp.269∼270)

-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경우 러시아는 중국 출해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
※ 예컨대, 계절적 조업어선과 상업운행을 하지 않는 선박만 출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할 가능성 큼.

❍ 실제로

1990

년에 체결된 ‘북한과 소련 간 국경제도 협정’에는 중

국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이 담겨있음.
-

국경하천 두만강의 주 하상의 상태와 방향은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새로운 교량, 제방, 댐과 기타 수리시설의 건조 및 이용은 사안별
로 체약 쌍방 간 상호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강 하상의 청소는 체약 쌍방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시행한다.”(이상은 협정 26조 3항 )

“

❍ 결론적으로 중국정부의 강한 출해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매
우 비관적임
-

중국 정부도 출해전략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여,
최근 들어서 북한과 러시아의 항구를 이용하여 동해로 진출하는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을 본격 추진.
※ 지린성은 차항출해 전략의 일환으로 관할 훈춘시와 북한의 나진항 및 러시아
의 자루비노항 등을 연계하는 물류망 구축을 추진.

-

중국의 출해 실현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결과적으로 두만강 하
류 지역에서 국제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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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두만강 하류지역은 1990년대 초 이래 동북아 경제협력의 유망 대상
지역으로 부각되어옴.
※ 현재는 북핵문제로 개발협력이 지체되고 있으나, 향후 이 지역은 남-북-중러 협력을 기축으로 하는 북방경제 활성화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 높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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