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문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동북아시아 지역사무소의

(SRO-ENEA)뉴스레터를 창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

다. 올해 5월 17일에 개소한 동북아시아 지역사무소는, 아태경제사

회위원회가 지리적으로 매우 다양한 각 소지역의 우선순위에 집중

하기 위해 설립하는 세 개의 소지역 사무소 중 첫 번째로 개소하였

습니다. 아태경제사회위원회는 이러한 소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고

려한 문제접근을 통해  회원국가들간의 개발과제 공동대응, 지식공

유, 역내 및 소지역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기여할 것입니다.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경

제대국 중 2개 국가가 있으며, 15억 6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동북 

아시아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사회적 안정과 안보를 책임지는 

글로벌 리더로써, 향후 수십년간 세계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리더로써 동북아시아는 지역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의 

영향을 저감하고, 사회적 격차와 환경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고

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아태경제사회위원회는 이러한 중요과제

들을 지역 회원국가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행될 뉴스레터는 세가지 주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구적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관점을 제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와 경험을 통해 

얻은 시사점들을 검토하는 지식공유의 장입니다. 

둘째로,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확대·심화시키고, 경제적 상

호보완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패러다임의 모색과 개발격차의 분석

입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 협력은 지리적 근접성뿐 아니

라 국가별 경제사회 개발목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동적

이고, 풍부한 자원을 가진 동북아 지역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간의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회경제적 현안을 대응하는데 상호보완

성을 더욱 높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소지역이 

아태 지역만을 위한 변화의 주도자 뿐만 아니라 남남협력(south-

south cooperation)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향력을 갖

도록 모든 잠재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로, 본 뉴스레터는 회원국가들간의 발전격차를 줄이고, 각 국

가의 개발이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되도록 실현가능한 정

책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 기업, 시민사회

와 지역사회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가들

은 경제성장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심각한 생태적·사회적불평등 문제와 

맞딱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지속적 성장과 

사회개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뉴스레터가 개발정책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데 유용하길 바라며, 널리 읽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놀린 헤이저

유엔 사무차장 및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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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대외 교역
몽골 대외 교역 전체의 80퍼센트는 소지역내  4개 이웃국가인 

중국·러시아 연방·대한민국·일본과의 교역이며, 이 사실은 

몽골의 대외 교역과 교통 경유를 위한 소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분

명하게 한다. 더욱이 몽골은 이웃국가들과의 역내교역에서 중요

한 교통경유국이 될 수 있다. 현재 몽골을 경유하는 교역노선은 

러시아 연방과 인접한 북쪽 국경 지점과 중국과 인접한 남쪽 국경

지점이다. 몽골은 러시아의 여섯개 항구와 한개의 중국항구에  접

근권을 가지고 있다. 몽골은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와  에너

지 자원이 부족하지만 공산품과 농산품 수출의 높은 잠재력을 갖

고 있는 지역권 국가들을 잇는‘육교(land bridge)’로써의 발전 

잠재력이 있다.

몽골은 110개의 국가들과 교역을 하고 있지만 주 교역 상대국들

은 중국과 러시아 연방이다(도표 1과 2 참조). 제품들이 이 두 국

가를 경유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수송비용은 몽골의 전체 수송비

용의 삼 분의 일을 차지한다. 몽골경제는 원자재, 특히 구리·

금·캐시미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수출 단일품목으로는 

구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산물은 2009년 전체수출 수익

의 60%를  차지하였다. 몽골은 거의 모든 공산품과 소비제품들

을 수입하며 이것은 국가경제에서 수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주 

수입품들은 기계류, 광산물류, 운송장비류, 직물류 등이 있다 (도

표 4 참조). 2009년, 몽골의 가장 큰 수입국가로는 중국이 몽골 

총수입의 36%를 차지했으며, 러시아 연방이 31.5%, 대한민국이 

7.1%로 뒤를 이었다. 대외 교역을 통한 국가번영이 각국의 경제

와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지역내의 교역 잠재력을 완

전히 활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그만큼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

다. 사실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나 몽골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물

리적이고 비물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들은 복잡하고 불분명

한 교역 정책·국경에서 수송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높은 

동북아지역사무소  뉴스레터: 
동북아시아를 위한 아태경제사회위원회의 기여

이번 뉴스레터 창간호에서는 동북아시아에 유일한 내륙국

가인 몽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금융위기의 영향은 외

부충격에 대한 몽골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2008년에 시

작된 금융위기는 무역 및 경상수지 불균형 심화, 사회적 불

평등 악화, 인프라 및 발전격차 확대 등으로 몽골 경제를 악

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은 차례로 고용, 자본유입, 정

부수입을 축소시켰고, 개발의 구조적 장애물에 대응할 수 있

는 정책의 선택폭을 좁혔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무역 및 

교통 인프라 등의 과제와 향후 위기의 영향을 막거나 저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개괄하였습니다. 

이 뉴스레터는 지역적, 소지역적 차원에서 변화의 동인이 되

는 지식과 경험 공유를 해나가기 위한 아태경제사회위원회

(ESCAP)의 일치된 행동의 구체적 표명입니다. 모든 사람들

에게 보탬이 되는 의미있는 도구들을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

하며 형식과 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들을 환영합니다. 

피터 반 레어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동북아시아 지역 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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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 아담 스미스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도 내륙지역

이 전 세계에서 경제후발지역임을 지적했다. 오늘날까지도 우

리는 많은 내륙저개발국들에 대해 냉혹한 현실을 볼 수 있다. 

내륙저개발국(LLDCs)들은 내재된 개발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해결방안을 찾아왔다. 정부의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자연적. 역사적 조건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낸 

정책과제들이 유일한 해결방안이 된다. 이러한 정책은 내륙저개

발국뿐만 아니라 교통경유국 및 양-다자간 원조공여국, 개별적 

정책조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집단적 행동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내륙저개발국들이 직면한 어려움들은 간과되어 

왔고, 집단적 대응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상황은 

2003년 알마티 선언 및 이행계획(the Almaty Declaration 

and the Program of Action of 2003)으로 바뀌었다. 이

는 처음으로 유엔에서 내륙저개발국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유엔에서 내륙저개발국 그룹들이 유엔차원에서 인식을 높이고 

정치적 지원을 하도록 많은 활동을 해오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몽골은 1994년부터 이 그룹을 조직하고 이끌어오는데 선

구적인 국가들 중 하나이다. 

내륙저개발국의 분석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싱크탱

크 설립하자는 아이디어는 2006년 하바나에서 처음 열린 내륙

저개발국 정상 회담에서 몽골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2007년 내륙저개발개도국 통상장관회의에서 몽골 

대통령이 울란바토르에 싱크탱크를 설립하자고 제안하며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 후, 내륙저개발국들은 2007년에서 부터 2009년까지 많은 결

정과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09년 4월 23일 부터 29일에 개

최된 제 65차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총회에서 울란바토

르에 싱크탱크 설립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

다. 이것은 몽골정부의 계획을 널리 알리게 된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의해서 국제 싱크탱크는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과 당시 몽골 외무장관이었던 수흐밧트린 밧볼드 현 국무총리

가 참석한 가운데 2009년 7월 27일 울란바토르에 설립되었다. 

또한 뉴욕에서 열렸던 제 9회 내륙저개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국제 내륙개도국 싱크탱크를 정부간 기관으

로  설립하기로 한 다자간 협약을 승인하였고, 내륙저개발국 싱

크탱크는 국제적으로 현실화되었다. 

현재 싱크탱크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협

력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 교차(cross-cutting) 이슈와 공통관

심사를 가진 기관들의 협력 형식 및 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게를 도리치파람

한국주재 몽골대사

비용 및 취약한 국경운영관리·비자요건의 문제·국경통과 및 통관

수속시 우회경로, 열악한 수송 기반 시설의 문제 등이 있다.

2010년 세계은행 조사한 물류성과지수(Logistic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통관수속 효율성, 무역 및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

의 질, 경쟁력 있는 선적진행, 수송 서비스의 양질, 배송물 추적능력

과 예정기간 내 배송물 전달능력 등을 기준하여 평가한 결과 몽골은 

조사대상 155개국 중 141위를 차지했다. 또한 2009년에 두잉 비즈

니스 프로젝트(Doing Business Project)를 통해 조사한 결

내륙저개발국의 분석 능력 향상의 필요성:
내륙저개발국을 위한 국제 싱크탱크
(International Think Tank for LL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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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륙저개발국들의 과제(The Challenges Facing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마이클 엘.페이, 죤 맥 아더, 제프리 삭스와 토마스 스노우, 저널 오브 휴맨 디벨롭먼트, Vol.5, No. 1 2004년 3월 

 2《우리의 공조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분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싱크탱크를 내륙저개발국 수도 중 한 곳에 설립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두뇌’를 갖춤
으로써 어떤 관심 분야이던 최적의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정책이행이나 노력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2009년 4월 25일 아태경제사회위원회결의안65/6 (ESCAP Resolution E/ESCAP/65/6 of 25 April 2009)

 4 2010년 9월 24일 뉴욕에 개최된 제9회 연차 내륙개도국 외무장관회의 코뮈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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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몽골은 조사대상 183개국 중 

155위를 차지하였다. 

몽골은 현재 중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러시아 연방과 각

각 양자간 수송 협약을 맺고 있으

며 이를 통해 각국 항구에 몽골소

유 화물을 반출입하고, 보관·분

류·경유 등을 위해 세관 창고와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 전체차원에서 안정

적이고 안전한 무역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서는 국경 운영체제 및 

세관절차를 일치시키고, 소지역 

동북아시아에서 육교(Land Bridge)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 몽골은 유일한 내륙 저개발국이다. 아·태경제사회위원회는 알

마티 행동프로그램(p5의 박스 참고)의 이행을 통해 내륙개발국과 그들의 특별한 수요에 높은 

우선권을 주고 있다. 세계 금융 및 재정위기는 외부적인 충격에 대한 몽골을 포함한 내륙저개

발국들의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몽골의 경제는 세계경제에 그리 높게 통합되어 있

지 않지만,  2009년 경제성장율은 큰 하락을 경험하였다. 위기는 몽골에게 선진국들로부터 수

입수요 급락과 수출감소라는 무역여건 변화로 큰 영향을 주었다. 몽골의 주된 수출품의 낮은 

시장가격 또한 급격한 경제하락을 가져왔다. 2010년 몽골은 경제위기동안 잃었던 부분을 회

복하고, 동북아시아의 빠른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내륙국가임

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전략적인 지리적위치로 인해 동북아지역에서 육교

(land bridge)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도표 1
2009년 국가별 원자재 수출 구조

Source : European Union Commission, Trade statistics: Mongolia, 2009,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6/september/tradoc_113420.pdf

Source : Embassy of Mongolia, Belgium: Trade Turnover, 2009, 
http://www.embassyofmongolia.be/?q=node/121

Source : European Union Commission, Trade statistics: Mongolia, 2009,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6/september/tradoc_113420.pdf

Source : Embassey of Mongolia, Belgium: Trade Turnover, 2009, 
http://www.embassyofmongolia.be/?q=node/121

도표 3
2009년 HS상품분류 체계별 원자재 수출 구조

도표 2
2009년 국가별 원자재 수입 구조

도표 4
2009년 HS상품분류 체계별 원자재 수입 구조

① 중국 78.5%
② 캐나다 9.5%
③ 유럽연합 (27), 3.8%
④ 러시아 연방 3.0
⑤ 대한밍국 1.8%
⑥ 미국 1.0%
⑦ 일본 0.5%
⑧ 우크라이나 0.4%
⑨ 칠레 0.4%
⑩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0.2%
⑪ 그 외 0.9%

① 광산물 60.1%
② 천연·양식 진주, 보석·반보석 23.6%
③ 원단과 직물 8.9%
④ 가죽, 피, 모피 등. 1.6%
⑤ 그 외 5.8%

① 중국 36%
② 러시아 연방 31.5%
③ 유럽 연합 9%
④ 대한민국 7.1%
⑤ 일본 4.9% 
⑥ 싱가포르 2.3%
⑦ 미국 1.9%
⑧ 우크라이나 1.3%
⑨ 카자흐스탄 0.9%
⑩ 말레이시아 0.7%
⑪ 그 외 4.4%

① 광산물 27%
② 부품,기계 및 가전제품17%
③ 자동차, 항공기, 선박과 부품 13%
④ 펄프 12%
⑤ 금속, 비소 또는 금속·비소
    혼합물함유 제품7%
⑥ 가공식품 6%
⑦ 채소생산물 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⑨

⑩
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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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게르만
동북아 지역사무소 부소장, 선임경제담당관



알마티 행동계획은 2003년 8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내륙 및 경유교통 개도국, 원조국 및 경유교통협력 

국제금융, 개발기구 장관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계획은 

내륙 및 경유 개발도상국의 효율적인 경유교통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체제의 설립을 목표로 한다.

이 행동계획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구하고자 한다.

(a) 적절한 국제법에 따라서 모든 교통수단에 의한 해양접근

권 및 통항권 확보

(b) 이들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줄

이고 서비스를 개선

(c) 수입제품에 대한 인도 비용을 줄임

(d) 통상로의 불확실성들과 지연의 문제점들을 점검

(e) 적절한 국가적 네트워크를 발전

(f) 운송중의 분실, 피해, 품질저하를 줄임

(g)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h) 수송로 주변의 사람들의 안전과 도로교통의 안전성 개선

전세계적으로 30개의 내륙국가가 있는데 그중 몽골을 포함

하여 12개의 국가가 ESCAP 지역안에 위치하고 있다. 

“알마티  행동계획 : 내륙개발도상국과 중간경유 개발도상국을 위한

   경유 교통 협력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체제안에서의

   내륙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대응”

The Almaty Programme of Actio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지원사업

중간경유 교통정책과 사회기반시설 개발

(1) 아시아 고속도로망에 관한 정부간 합의 채택s

(2) 중앙아시아의 경제를 위한 특별계획(SPECA)을 위한 도로와 철도망지도 준비

(3) 통합적인 아시아의 국제 복합일관 수송망 개발

국제무역 및 무역촉진

(1) 내륙 개발도상국가들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지원

(2) 내륙 및 중간 경유 개발도상국 수출품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도록 지원

(3)“단일창구”시스템으로 알려진 전자 원스톱 시스템들을 통해  무역정보를 조화,

    합리화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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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Togosbold.“몽골의 국제적 일관수송의 발전과 운용 현황. 발전 근황”몽골 교통, 도시개발부, http://www.unescap.org/ttdw/cp,,pm/TIS/CorridorStudy/EGM_files/Mongolia_
CountryPaper.pdf. accessed 6 September 2010.

2  Mongoliana.‘몽골 철도’, http://www.ub-mongolia.mn/facts-mongolia/economy-mongolia/railway-transport-in-mongolia.html, accessed 9 September 2010.

무역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무역관련 자료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표준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이 단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그 전에 각국에서 무역관련 자료의 

전자적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과 분류체계를 국제 표준에 

맞추어가는 것도 일단은  큰 진전이 될 것이다.

수송 기반시설
몽골의 국제 수송 기반시설은 불충분한 물리적 조건, 미비한 제

도와 생산능력, 작은 국내시장, 외부충격에 취약함과 항구와의 원격

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왔다. 몽골과 가장 가까운 항구들로는 

중국의 천진과 러시아 연방의 블라디보스톡인데 이들은 몽골에서부

터 각각 1,700km, 3,800km나 떨어져 있다. 미비한 수송 기반시설

은 국가적 경제와 사업의 역량에 상당한 제약조건이다. 따라서 몽골

의 운·수송 및 물류 분야의 발전 뿐 아니라 소지역내 새로운 교통

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수송 기반시설 개선이 필수적이다.

몽골에는 약 5만km 의 도로가 있는데 대부분이 자갈과 흙으로 된 

비포장 도로이고 울란바토르에서 러시아 연방과 인접한 국경까지가 

유일한 포장 도로이다. 그러나 이 도로마저 상태가 미비하고 매서운 

겨울 날씨로 급격히 악화될 뿐만 아니라  여름에나 보수가 가능하

다. 몽골의 도로 사용이 높고 차량 소유량도 증가하는 데 비해 도로

의 양질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몽골 도로교통 부문은 크게 두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국제

기관들로 부터 기술과 재정 원조를 받아 진행되는 몇개의 국내 대규

모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재정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로는 기

존의 도로교통체계가 국내·외 수요에 비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몽골 국가교통·무역촉진위원회는 아

시아개발은행, 대한한국 수출입은행의 재정지원으로 남·북 아시아

의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몽골 서쪽의 홉드(Khovd) 시를 관통하

여 러시아-중국 국경지역을 잇는 도로와 울란바토르와 중국과의 국

경지역 잇는 도로 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아태경제사

회위원회(ESCAP)가 발족한‘아시안 하이웨이’네트워크의 한 부분

이기도 하다.

몽골의 철도는 몽골 대외교역 시 사용 가능한 핵심 화물수송 수단이

다. 현재‘울란바토르 철도’는 화물수송 총 거래의 95 퍼센트를 차

지한다. 이 단선 철도는 1,520mm의 궤간(track gauge)를  사

용하며,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Trans-Siberian Railway) 연장

선으로 베이징에 종착한다. 중국 횡단 시 중국철로에 맞게 게이지

(gauge)를 변경해야 하므로 몽골과 중국 국경에 게이지 정지 시스

템을 갖춰 놓았다. 또한 중국에서 출발하는 몽골행 화물은 단궤 철

도 사용만이 허용된다.

중국은 몽골과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몽골의 철도 기반시설 발

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고비(Gobi) 지역과 몽골의 동

쪽 지역을 잇는 철로 건설에 투자 할 계획이다. 방대한 양의 광산물

이 발견되어“사인샨드(Sainshand)-광업·금속공학 에너지 공

단”이 들어설 고비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는 철로선이 이곳까지 연장 건설 되어야 한다.

경유화물은 몽골의 화물 수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은 

연간 1천만 톤의 원유를 러시아 연방에서부터 몽골을 경유하여 수

입하는데 중국의 원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탄화수소의 수입 또한 크

게 증가하여 2015년경에는 약 3천 3백만 톤이 수입 될 예정이다. 중

국 항구의 혼잡이 증가함에 따라 원유 수입에 육로 활용이 더욱 필

요하게 되어 컨테이너 화물 열차 증가 또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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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Togosbold.“몽골의 국제적 일관수송의 발전과 운용 현황. 발전 근황”몽골 교통, 도시개발부, http://www.unescap.org/ttdw/cp,,pm/TIS/CorridorStudy/EGM_files/Mongolia_
CountryPaper.pdf. accessed 6 September 2010.

2  Mongoliana.‘몽골 철도’, http://www.ub-mongolia.mn/facts-mongolia/economy-mongolia/railway-transport-in-mongolia.html, accessed 9 Sept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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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는 것은 무역관련 자료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표준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이 단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그 전에 각국에서 무역관련 자료의 

전자적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과 분류체계를 국제 표준에 

맞추어가는 것도 일단은  큰 진전이 될 것이다.

수송 기반시설
몽골의 국제 수송 기반시설은 불충분한 물리적 조건, 미비한 제

도와 생산능력, 작은 국내시장, 외부충격에 취약함과 항구와의 원격

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왔다. 몽골과 가장 가까운 항구들로는 

중국의 천진과 러시아 연방의 블라디보스톡인데 이들은 몽골에서부

터 각각 1,700km, 3,800km나 떨어져 있다. 미비한 수송 기반시설

은 국가적 경제와 사업의 역량에 상당한 제약조건이다. 따라서 몽골

의 운·수송 및 물류 분야의 발전 뿐 아니라 소지역내 새로운 교통

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수송 기반시설 개선이 필수적이다.

몽골에는 약 5만km 의 도로가 있는데 대부분이 자갈과 흙으로 된 

비포장 도로이고 울란바토르에서 러시아 연방과 인접한 국경까지가 

유일한 포장 도로이다. 그러나 이 도로마저 상태가 미비하고 매서운 

겨울 날씨로 급격히 악화될 뿐만 아니라  여름에나 보수가 가능하

다. 몽골의 도로 사용이 높고 차량 소유량도 증가하는 데 비해 도로

의 양질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몽골 도로교통 부문은 크게 두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국제

기관들로 부터 기술과 재정 원조를 받아 진행되는 몇개의 국내 대규

모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재정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로는 기

존의 도로교통체계가 국내·외 수요에 비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몽골 국가교통·무역촉진위원회는 아

시아개발은행, 대한한국 수출입은행의 재정지원으로 남·북 아시아

의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몽골 서쪽의 홉드(Khovd) 시를 관통하

여 러시아-중국 국경지역을 잇는 도로와 울란바토르와 중국과의 국

경지역 잇는 도로 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아태경제사

회위원회(ESCAP)가 발족한‘아시안 하이웨이’네트워크의 한 부분

이기도 하다.

몽골의 철도는 몽골 대외교역 시 사용 가능한 핵심 화물수송 수단이

다. 현재‘울란바토르 철도’는 화물수송 총 거래의 95 퍼센트를 차

지한다. 이 단선 철도는 1,520mm의 궤간(track gauge)를  사

용하며,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Trans-Siberian Railway) 연장

선으로 베이징에 종착한다. 중국 횡단 시 중국철로에 맞게 게이지

(gauge)를 변경해야 하므로 몽골과 중국 국경에 게이지 정지 시스

템을 갖춰 놓았다. 또한 중국에서 출발하는 몽골행 화물은 단궤 철

도 사용만이 허용된다.

중국은 몽골과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몽골의 철도 기반시설 발

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고비(Gobi) 지역과 몽골의 동

쪽 지역을 잇는 철로 건설에 투자 할 계획이다. 방대한 양의 광산물

이 발견되어“사인샨드(Sainshand)-광업·금속공학 에너지 공

단”이 들어설 고비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는 철로선이 이곳까지 연장 건설 되어야 한다.

경유화물은 몽골의 화물 수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은 

연간 1천만 톤의 원유를 러시아 연방에서부터 몽골을 경유하여 수

입하는데 중국의 원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탄화수소의 수입 또한 크

게 증가하여 2015년경에는 약 3천 3백만 톤이 수입 될 예정이다. 중

국 항구의 혼잡이 증가함에 따라 원유 수입에 육로 활용이 더욱 필

요하게 되어 컨테이너 화물 열차 증가 또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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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rmation of the SRO-ENEA office

ESCAP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nd North-East Asia, 17th Floor Michuhol Tower,

Songdo Techno Park, 7-50 Songdo-dong, Yeonsu-gu, Incheon City, Republic of Korea

http://northeast-sro.unescap.org
escap-sroenea-registry@un.org

Mr. Peter Van Laere Director 032-458-6601 vanlaere@un.org

Mr. Eugene Gherman Deputy Director & Senior Economic Affairs Officer 032-458-6619 gherman.unescap@un.org

Mr. Sangmin Nam Environmental Affairs Officer 032-458-6603 nams@un.org

Ms. Yuko Kitada Associate Social Affairs Officer 032-458-6607 kitada@un.org

Mr. Alisher Mamadzhanov Associate Environmental Affairs Officer 032-458-6627 mamadzhanov@u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