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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rect investment and export of Korean companies has increased to Russia. Korea and 
China have mostly accounted for the Russian far eastern port of import and export cargo since 
2000, and the share of container volume from Vostochny port in 2009 was Korea(71%), China(26%) 
and Japan(3%) each countries.
  Like above mentioned, The development in TSR transportation has a huge significance in 
the position of Korea because Korea is actively utilizing TSR(Trans Siberian Railway) 
transportation. Therefore,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and prospects in Trans 
Siberian Railway transportation.

1. 서론

2000년부터 에너지 가격의 국제적인 상승에 의해 러시아 경제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러시아의 무역, 특
히 수입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동북 아시아와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교역노선으로서 시베리
아 횡단철도(TSR)가 이용되었다. 전용열차(Block Train)를 이용하면 TSR 수송이 해상수송에 비해 빨리 
수송할 수 있다는 장점을 무기로 주로 한국이나 중국에서 직접 또는 핀란드를 경유해 러시아로 향하는 무
역노선으로 부활되었다.

1970~80년대의 TSR 수송은 소련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유럽에 이르는 통과수송으로 소련의 외화획득
이 목적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CIS국가이다. 소련에서 시장경제 체제인 러시아로 
변모된 결과, 외국상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 철도청은 (주)러시아 철도로의 전
환과 함께 비용과 이익을 무시한 운임설정이 불가능해졌다. 

1970∼80년대의 TSR 수송은 일본의 수출입화물이 주역이였으나, 현재는 한국이 주역이며 중국이 그 뒤
를 잇고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는 TSR 수송에 대한 신뢰도가 화주나 수송업자에게 높다. 2000년부터 본
격화된 한국산 가전제품이나 승용차의 러시아 시장진출과 2005년경부터 러시아 현지생산이 TSR 수송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러시아행 수출 및 한국기업의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수출입 화물의 러시아 극동 발착국은 한국과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의 
보스토치니항의 컨테이너 취급량의 국가별 점유율은 한국 71%, 중국 26%, 일본3%였다. 

이와 같이, TSR 수송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바, TSR 수송의 여건변화에 대한 
요인과 동향은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TSR 수송의 경쟁
력 변화요인 분석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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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SR 수송의 경쟁력 변화요인 검토 및 분석

2.1 경쟁노선과의 경합

핀란드행 통과수송의 경우, 수송시간은 해상수송에 비해 TSR 수송이 우위성이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의 주요 항구에서 핀란드의 하미나까지의 수송시간을 비교하면 해상수송은 35일을 필요로 하지만, TSR 
수송의 경우 부산에서 18~22일, 코베에서 24일, 상해에서 26일로 짧다. 부산의 경우는 2주일이나 차이가 
있어 순조롭게 수송될 경우 약 절반으로 단축된다. 부산∼보스토치니 구간의 배선빈도가 높다는 점을 고
려하면 한국으로부터의 편리성이 눈에 띤다. 따라서 한국의 화주는 TSR 수송이 다소 비싸긴 하지만 시간
이 급한 화주는 TSR로 수송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TSR 수송은 속도가 빠르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한다. 비용경쟁력을 비교할 때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TSR 수송의 운임변동이다. 소련시대의 외화획득 목적에서 시작된 Transit(통과화물) 요금은 
Bilateral(수출입) 요금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게 설정되었다. 러시아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러한 관행
이 계속되어 요금이 저렴하게 설정되었다. 2003년 1월에 운임이 인상되었으며 2004년에는 호위료
(Convoy fee)가 가산되는 등 상승세가 계속되었지만 비교적 완만한 폭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2006년 1
월, 러시아 정부의 방침전환으로 통과화물 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결과, TSR은 일시에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 두 번째는 해상운임의 변동이다. 해상운임은 수요공급을 반영해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국제
화물의 증가를 배경으로 2002년경부터 유럽행 해상운임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2005년 가을에 
일시 하락했다. 2007년에 들어와 다시 상승하여 아시아발 유럽행 컨테이너항로의 선복 공간부족이 문제
가 되고 있다. 세 번째는 해상운임의 국가별 격차이다. 유럽행 해상운임을 출발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발
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한국이고 일본발은 항상 가장 저렴했다. 일본에서 TSR 수송 이용이 적은 이유 
중 하나는 해상운임이 한국 등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 요인 및 화물의 긴급성을 종합해 핀란드까지 TSR 수송을 이용할지, 해상운송을 이용할지 화주가 
정하게 된다. 한국의 가전업체에 의하면, 핀란드행 수출노선으로 TSR 수송을 이용할 지, 해상수송을 이
용할지의 경계가 되는 지리적 ‘경계선’은 상대적 수송비용과 시간경쟁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한다. 

구분 TSR 해상수송
부산 → 모스크바 5,000-5,500 4,900-5,100

도표 1. TSR 수송과 해상수송의 운임 비교
(미국달러, 40′컨테이너)

       (주) 2008년 기준

TSR 수송의 경쟁노선은 해상수송이며, 수송일수에서는 TSR 수송이 빠르며 비용면에서는 해상 수송이 
저렴했다. TSR 수송의 철도운임 및 해상수송 운임의 시장경제상황이 주요변동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우랄 동쪽의 시베리아나 극동행 수송에 관해서는 TSR 수송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우위이며 독점에 가깝
다. TSR 수송 대비 해상수송(Deep Sea)의 비교에서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Block Train 운행과 요금 
교섭력이 경쟁력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Block Train이 운행되자 수송일수가 단축되어 시간경쟁력이 
향상되었다. 현재 러시아 극동에서 Block Train을 운행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트로이카사와 F.E. 트랜스
사, 트랜스컨테이너사 등인데, 이들 운행회사는 러시아철도, 선박회사와도 계약해 자사 컨테이너를 제공
함으로써 해륙복합수송서비스를 통합, 패키지화해서 로컬 포워더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규모 프로젝트 Cargo 요금은 특수계약으로 결정되며, 일반 화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서는 일반 소규모 화주용 수송비용을 일본에서 모스크바까지의 예를 들어서 나타내었다.

2007년 4월 현재 모스크바까지의 수송에서는 TSR 수송이 해상수송에 비해 빠르지만 운임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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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수송에서는 핀란드항만을 경유하는 쪽이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을 경유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상트페테
르부르크항이 복잡해 항만 사용료가 가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행과 마찬가지로 2007년에 들어와 
아시아발 유럽행 컨테이너 항로의 화물의 움직임이 활황을 띠게 되면서 일부 선박회사에서 대형 화주용 
공간 보증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향후 유럽용 해상운임이 대폭 인상되면 TSR 수송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 아시아행 수송으로서는 TSR과 TCR이 있다. TCR은 연운항, 천진, 청도 등에서 중국철도를 이용
해 아라산코우까지 이동하여, 서부국경을  넘어 드루즈바를 거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이른다. 중
국 국내의 어떤 노선을 이용할지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는데, 천진에서 아라산코우까지가 3,999km, 알
마티까지는 4,885km이다. 천진에서 알마티까지의 철도수송일수는 약16일이다. 시간적으로도, 비용면에서
도 경쟁이 가능하여, 한일 포워더가 계절이나 그때의 상대적 요금, 최종목적지나 해상수송부분과의 접속
을 고려해 양 루트를 구분해서 사용했다. 2007년 4월 현재, 일본발 카자흐스탄행 수송에서는 TCR이 
TSR에 비해 경쟁력을 가진다. 비용면에서는 TSR이 TCR에 비해서 10% 정도 높다고 한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송에서 TCR이 탁월한 이유 중 하나는 접속하는 해상수송에 있다. 일본에서 TSR로 
연계되는 해상 서비스는 2편/월 밖에 없지만, TCR의 출발항인 연운항, 천진, 청도에는 해상 서비스의 빈
도가 높아 사용하기 편하다. 또한, 컨테이너 공급면에서도 TCR이 우수하다. TSR은 원칙적으로 러시아 
철도가 컨테이너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본의 중앙아시아행 수송에는 충분한 컨테이너가 공급되
지 못했다. 

한국에서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주요 화물은 우즈베키스탄의 GM 대우공장용 생산부품이며, 트랜스컨테
이너사와 Unico Logistics가 협력해서 Block Train을 운행하고 있다. Unico Logistics에 의하면 비용면
에서는 TSR이 약간 비싸지만, 수송일수가 짧고 안정적이다. TCR는 청도/연운항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사
라가치까지 18일이 필요한데, TSR의 Block Train은 보스토치니에서 14일 만에 도착한다. 또 러시아 철
도가 컨테이너 화차 공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한국 화주에게 협력적이라고 한다.

TCR의 인프라에 대해서는 2003년 정보이지만 롄윈강~아라산코우 구간의 전장 4,100km 중 복선화 구
간은 76.6%, 전철화 구간은 28.8%에 그치며, 향후 근대화가 진행되면 더욱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
인다.

2.2 핀란드행 통과수송의 구조 및 이점

TSR 수송 중 하나인 핀란드행 통과수송이 있는데, 이 수송의의 최종 목적지는 유럽이 아니라 러시아이
다.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인 화물이 왜 핀란드를 경유해 수송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핀란드행 
통과수송이 본격화된 것은 1996년경으로, 그때까지 모스크바에 창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일본기업들이 동
양 트랜스 등의 포워더와 함께 핀란드(하미나, 코토카, 코보라, 항코, 헬싱키 등)로 물류거점을 옮겼다. 핀
란드를 경유해 러시아로 수출되는 화물은 가전제품, IT기기, 자동차, 오토바이 등 다양하다. 일본기업 외에 
한국기업의 이용도 활발하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핀란드에 보세창고를 설치하고 러시아행 가전제품, 사무기
기 등을 보관한다. 핀란드까지는 해상수송 또는 TSR로 수송한다. 해상수송의 경우에는 함부르크 등의 유
럽 거점항만에서 피더선으로 하미나, 코트카, 항코 등으로 수송된다. TSR의 경우에는 극동에서 핀란드 
국경의 부슬로프스카야까지 Block Train으로 수송되며, 러시아-핀란드 국경을 넘고 봐이니카라를 통과해
서 보세창고가 있는 하미나나 코우볼라로 향한다. 일본기업은 주로 해상수송을 이용했는데, 한국기업은 
해상수송과 TSR 수송을 병용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들 제품은 지불이 확인된 후 러시아의 트럭이 인수해
서 발리마 등의 도로국경을 넘어서 러시아로 건너간다. 통관절차는 통관대행업자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모
스크바에서 이루어진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외국기업이 러시아의 복잡한 통관절차나 복잡한 통과사정에 
개입하지 않고 러시아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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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거점 한·일기업
하미나(Hamina) PANASONIC, EPSON, SHARP, BROTHER, SANYO, CANON, 

SONY, LG, DEAWOO
코트카(Kotka) YAMAHA

코우볼라(Kouvola) TOSHIBA, JVC, HITACHI, TDK, SAMSUNG
항코(Hanko) TOYOTA, NISSAN, HONDA

헬싱키(Helsinki) SONY

도표 2. 핀란드에 물류창고를 두고 있는 한일기업의 예

핀란드를 경유하는 이점은 러시아 항만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 보다 관세면에서 유리하다. 핀란드에는  
러시아보다 사용하기 편한 보세창고가 풍부하다는 점, 대소비지 모스크바에 가까운 점 등 역사적으로 저
렴하게 설정되었던 통과수송의 철도요금 효과도 있었다. 

그림 1.  핀란드 남동부와 상트페테르부르크

3. TSR 수송의 발전 가능성과 전망

3.1 TSR 수송 부활의 요인

소련붕괴 이후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러시아는 2000년에 푸틴 대통령이 등장한 무렵
부터 안정을 되찾았다. 러시아 경제의 매크로 지표를 살펴보면 GDP는 1990∼96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
록하였으며 이 기간에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97년에는 0.9%로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지만 금융위기
가 발생해 98년에 다시 후퇴했다. 그러나 99년부터는 석유가격급등의 영향으로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고정자본투자는 99년부터, 소비지표가 되는 소매매출액도 2000년 이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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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러시아 연방국가 통계국
그림 2. 러시아의 주요경제지표의 추이

러시아 경제는 석유, 석탄, 가스, 금속 등을 수출하고 소비재,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수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소비수요는 수입수요 증대로 이어진다. 최근 러시아 국내에 형성되기 시작한 중
산계급이 생활수준향상에 눈을 떴기 때문에 가전제품, 승용차 및 의류품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
며, 증가한 한국, 중국의 수입화물이 TSR를 이용해 수송하게 되었다. 러시아 무역은 수출입 모두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국내의 투자환경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으며, 푸틴정권이 산업정책 및 
외자도입정책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자료 : 러시아 연방국가 통계국
그림 3. 러시아의 대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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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러시아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외국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현존하는 러
시아 자동차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외자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외국기업의 
투자장려책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수입부품의 수입세 면세, ②「Industrial Assembly」라는 특
별한 범주에 링크된 특혜 대우, ③경제특구의 등록에 따른 과세상의 우대 및 특권 정책을 밝히고 있다.

세계 자동차 대기업에게 러시아 시장의 성장성은 매우 매력적이며 유럽, 한국, 일본, 중국의 자동차 업
체가 이미 생산중이거나 현지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의 한
국제조업체는 TSR 이용에 적극적이며 이미 대량의 부품을 한국에서 수송하고 있다. 중국의 장성(長城)자
동차도 현지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완성차 수출에 TSR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수송에서도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철도는 이미 상트페테르부르크 진출을 발표한 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동차, 스즈키자동차 등 일본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TSR 이용에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다. 자동차 
이외의 분야에서도 현지생산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가전업체인 LG전자는 모스크바 서쪽 루자에서 현지생
산을 시작하고, 삼성전자도 모스크바 남서부 카르가주에서 TV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자료 : 러시아 연방국가 통계국
그림 4. 러시아에 대한 외국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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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년도 기업명 진출지 개요
1993 LG상사 사하공화국 탄광개발. 에렐유연탄광의 주식 35%를 취득
1996 오리온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 식품(초코파이등) 생산

1997 KT 블라디보스토크시
러시아 통신업체 NTC의 주식 80%를 취득. 연해지방
과 블라디보스토크시내에서 이동통신, 전화, 인터넷사
업을 전개

1997 현대호텔 블라디보스토크시 1997년 오픈, 2005년 개장. 12층 건물로 총155실
2003 현대자동차 로스토프주 

타갈로그시 TagAZ에서 엑센트, 소나타, 산타페의 CKD위탁생산

2004 풍림산업 사할린시 PoongLimSakhalin을 설립. 사할린 1의 데카스트리 
터미널과 사할린 2의 LNG플랜트로 건설공사를 수주

2005 LG전자 모스크바주 루자지구
2005년 4월에 가전공장(플라즈마액정텔레비전, 세탁
기, 냉장고, 홈시어터) 건설착공, 2006년 12월에 가
동개시

2005 한국야쿠르트 모스크바주 컵라면공장건설(제품명:도시락라면)
2006 쌍용자동차 타타르스탄공화국 

나베레주녜 첼니시 (현 솔레스)와 뉴렉스턴의 CKD위탁생산개시
2007 계룡건설산업 하바로프스크시 대형주택단지(2동) 및 문화체육시설 건설
2007 현대자동차 모스크바시 러시아판매법인 (HMCIS)를 설립

2007 롯데그룹 모스크바시
모스크바에 백화점/사무실 복합시설(롯데플라자)를 개
점. 2010년 6월에는 호텔(320실 규모)이 오픈. 총투
자액 2억 6000만 달러.

2008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상트페테르부르크공장을 2008년 6월에 기공, 2010년 
9월에 개설. 생산능력은 연15만대. 전략소형차RBr을 
생산

2008 우리은행 모스크바시 한국 금융기관 최초로 현지법인 설립

2008 삼성전자 칼루가주
디지털텔레비전 생산공장. 2007년 6월, 칼루가주 정
부와 투자협정체결, 같은 해 9월 건설착공, 2008년 9
월에 가동개시. 생산능력은 연300대

2008 롯데제과 칼루가주 
오브닌스크시 초콜렛공장 가동, 건설비:8,500만 달러

2008 현대모비스 상트페테르부르크시 현대자동차공장 부지 내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2008 현대하이스코 상트페테르부르크시 현대자동차공장의 부지 내에서 자동차용강판 제조
2008 성우하이테크 상트페테르부르크시 현대자동차공장 부지 내에서 자동차부품 생산
2008 평화발레오 상트페테르부르크시 현대자동차공장 부지내의 자동차부품공장
2009 기아자동차 모스크바시 모스크바에 판매법인 설립

2009 현대중공업 연해지방
연안지방에서 1만 헥타르의 농장을 경영하는 호로르
제르노사의 주식 67.6%를 6,500만 달러에 매수. 옥
수수와 콩류의 생산을 계획

2009 대원강업 타타르스탄공화국 
엘라부가

솔레스와 피아트의 경차 ‘듀카티’시트를 제조하는 합
판회사를 설립

2010 대우조선 연해지방
2010년 7월, 러시아국영조선 그룹USC과 합판기업 
즈베즈다DSME 설립. 2010년 10월에 소부컴프로트에
서 원유, 석유제조품탱커12척을 수주(8억달러)

2010 LG상사 발전소건설회사 ASE엔지니어링에 26% 출자

도표 3. 한국기업의 러시아진출 사례

    자료 : ERINA 내부자료

러시아에서의 무역과 투자의 급증은 컨테이너 화물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컨테이너 취급량이 많은 것은 
서항(西港)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그 주변이다. 그런데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은 좁고 노후화되어 이미 지나
치게 혼잡한 상태이며, 컨테이너 터미널 부족이 심각하다. 2007년에 들어와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을 이
용하는 컨테이너 취급에 부과되는 추가요금이 매월 상승해 2007년 4월 시점에 $800/40′, $400/20′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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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는 이상사태가 발생했다. 핀란드 경유 러시아행 노선에 대해서도 최근 화물량이 급증해 항만취급능력
과 핀란드, 러시아 국경 검문소의 처리능력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한 포워더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항의 현상을 고려하면 일본이나 한국의 자동차업체나 전기기기업체용 부품공급에 가장 유리한 것은 TSR 
수송이라고 단언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의 혼잡은 극동 항만 및 TSR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서 육로로 러시아에 들어가는 만주리/자바이칼스크 국경 노선도도 혼잡이 지적되고 있다. 

              자료 : Containerisation International Yearbooks & SeaNews

그림 5. 러시아 서부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취급량 추이

TSR의 주요 간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핀란드행 통과수송, 러시아 서부행 Bilateral에 있어서 경합상대는 
해상수송인데, 해상수송 운임은 변동이 심하다. TSR를 이용하는 화물량은 대체 노선의 가격에 크게 영향
을 받으며, 해상운임의 상승은 TSR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업계정보에 의하면 일반적 컨테이너선
용 선박요금은 2002년 1월에 크게 하락한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되어 2005년 4월에 피크에 이르렀다. 그 
후 2006년에 걸쳐서 하강했는데 동년 후반부터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였다. 유럽행 컨테이너 운임의 경
우, 2005년 가을에 외국의 대형 선박회사가 선박공급을 늘리면서 인하경쟁이 격화되었다. 그때까지 
$1,800~1,900/20′이었던 운임이 2006년 봄에 $1,400~1,500/20′로 급락했다. 2006년 7월, 10월, 2007년 
1월에 이어지는 인상으로 겨우 당시의 수준을 회복했다.

2007년에 들어오면서 유럽행 화물 움직임의 호조로 해상운임은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동맹 집계에서 2007년 1~4월의 일본, 아시아발 북유럽, 지중해행 컨테이너화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유럽 항로는 전반적으로 수급이 핍박해 일부 공간부족도 보고되고 있다. TSR 수송의 부
활에 있어서 한국 및 러시아 수송업자의 적극적인 대응과 업계의 경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의 포워더 주도로 TSR 수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향상책이 채택되었다.

① 컨테이너 공급 : TSR 수송은 원칙적으로 Bilateral 화물에는 러시아 철도의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있는데, 통과수송 화물에는 화주가 컨테이너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포워더는 자신의 컨테이너를 
보유해 화주에게 대여해 왔다. 통과수송에 관련된 한국 대형 포워더는 대량의 자사 컨테이너를 보유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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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LG전자그룹의 Pankorea Express는 2004년 11월 시점에서 3,500TEU의 컨테이너를 보유
하였다. 또한, Woojin Global Logistics는 2002년 3월 시점에서 자사명이 들어간 40′컨테이너 2,100개
를 포함해 13,000TEU의 컨테이너를 보유했다. Unico Logistics와 천지해운도 대량의 자사 컨테이너를 
보유했다. 2006년에 핀란드행 통과수송이 거의 사라진 이후 이들 컨테이너는 다른 노선으로 전환하여 리
스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핀란드행 통과수송을 유지해온 것은 이들 포워더 소유의 SOC 컨테이너였다.

② 핀란드에 보세창고 운영 : 한국의 가전업체와 포워더는 핀란드의 러시아 국경 부근에 보세창고를 소
유하거나 계약해 러시아행 수출에 편의를 도모했다. 그 중에는 일본화물을 취급하는 한국 업체도 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수출되는 가전제품은 현재 해상수송으로 핀란드의 보세창고로 수송되고 있다.

③ 중국화물 집하 : 한국의 포워더는 중국화물을 적극적으로 집하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가전업체의 수출화물은 대부분이 한국 포워더에 의해 취급되고 있다. 또한, 부산에서의 통과수송은 포워
더의 수입원도 되고 있다.

④ 신규 루트 개발 : 일부 포워더는 러시아의 오퍼레이터와 협력해 신규노선을 개발해 Block Train을 
운행하고 있다. 최근에 Unico Logistics는 트랜스컨테이너사와 협력해 우즈베키스탄의 GM 대우자동차공
장용 Block Train을 운행하고 있다. 또한, Pankorea Express는 TCR로 기존의 연운항발에 추가해 천진
이나 청도발 아라산코우행 Block Train을 단독으로 운행하는 것을 시도했다. 그밖에도 중동유럽행 등 다
양한 루트를 시도하고 있다.

⑤ 해상수송의 독점타파 : 동아시아와 러시아 극동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항로는 1990년대에는 러·일간, 
한·러간 항로 모두 독점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1998년에 러시아 정부가 자유화를 인정함으로써 2001년
에 한국의 포워드 주도로 중국선박과 한국선박이 신규로 참여했다. 그 결과 참여 선박회사가 증가하고 
2007년에는 8사가 한국, 중국, 일본 항만과 보스토치니, 나호트카를 연결하는 항로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배선빈도와 기항지가 증가해 운임이 억제되고 화주에게 편리성이 증가했다.

러시아의 수송업계에도 자유경쟁의 여파가 밀려왔다. 소련시대에 러시아의 포워더에 상당하는 기관은 
SVT와 그 업무를 인계한 SOTRA의 1개 회사밖에 없었는데, 신생 러시아 탄생 후에는 많은 민간업자가 
탄생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Block Train을 준비하는 오퍼레이터 분야에도 여러 회사
가 참여해 경쟁원리가 작용하게 되었다. 현재 오퍼레이터로서 눈에 띠는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안 
트로이카사, 트랜스컨테이너사, F.E.트랜스사, Far Eastern Transprt Group(DVTG), EuroSib 등이다.

일체화되지 않은 국제복합일관수송의 담당자들을 재결집해 통일성 있는 수송 서비스를 부활시키기 위
해 1993년 11월 ‘시베리아횡단철도조정평의회(CCTT)가 창설되었다. CCTT 창설에 있어서는 러시아 철도
부가 중심이 되어 독일철도, 유럽수송업자협회(GETO), 한국수송업자협회(KIFFA),일본 트랜스 시베리아복
합수송업자협회(TSIOAJ)등이 결집했다. 구성멤버는 러시아·CIS국, 유럽, 동아시아 제국의 철도운영조직, 
항만관계자, 선박회사, 포워더, 수송업자단체, 각국의 행정책임자, 세관 등이며 의장에는 러시아 철도장관
(현재는 러시아 철도사장)이 취임하고 모스크바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2007년 5월 현재 25개국 140
단체가 가맹되어 있다. 내역은 철도운영회사16, 선박회사8, 항만16, 포워더63, 포워더단체5, 행정부6으로 
되어 있다. 1년에 한번 열리는 연차총회는 TSR 비즈니스 정보교환의 장이며 그밖에 요금, 경쟁력 등에 
관한 작업부회가 설치되어 있다.

CCTT의 주목적은 ①TSR에 외국화물 유치, ②TSR 수송에 관련된 기업, 단체의 활동을 조정하고 수준 
높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CCTT의 활동으로는 TSR 수송에 관한 멤버간의 상호조
정, 시장분석에 근거해 화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안, 비즈니스의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
책 제안 등을 들 수 있다. 또 CCTT사무국은 고객 확보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까
지 15회 연차총회를 개최한 협의의 장으로서 CCTT의 존재는 TSR의 경쟁력 강화 및 이해 조정에 많은 
효과를 올리고 있다. 거의 매회 ‘비용절감’과 ‘서비스 향상’에 의한 경쟁력 강화가 제안되었는데, ‘비용절
감’문제가 가장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복합 일관수송의 총비용을 절감하자고 제안해도 각 회사는 자사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철도 대표는 폴란드나 독일 등의 유럽철도에 비해 자사의 운
임이 낮다고 변명하고, 철도회사는 입을 모아 항만이용료가 비싸다고 주장한다. 또 CIS 제국에 있어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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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통관관행은 거의 매년 CCTT에서 개선 대상으로 열거되고 있지만 각국의 관계부서가 진지하게 
대응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2005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운임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러시아 철도가 약속했음에도 불구
하고, 2006년 1월에 갑자기 TSR의 통과수송 요금의 대폭 인상을 발표해 한국의 포워더들을 난감하게 했
다. 그 결과 상호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그 해의 CCTT 연차총회에서 한국 포워더 각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철도운임 인상이 계기가 되어 해상운임과 항만하역요금도 상승했다. 스포츠의 경주에 비교하
면 복합일관수송은 주자가 바통을 건네주는 릴레이 방식과 유사하다. 소련시대는 이 주자들을 지휘 명령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소련 붕괴 후에는 감독 부재로 ‘다국적 조합’식 운영 하에서 각자가 자기 마음대
로 달리고 있는 상태이다. 구간에 따라서는 주자(수송주체)가 유일해 독점적으로 경쟁자가 없다. 한편 경
합노선인 해상수송은 주자가 혼자서 달리는 ‘마라톤’ 방식에 가깝기 때문에 조정문제도 없으며 대체 업자
가 많기 때문에 경쟁원리가 작용한다.

이처럼 조정이 어려운 릴레이 방식을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정비하기 위해 CCTT가 존재한다.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향은 각 구간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현재 철도부
문과 항만부문이 독점에 가까운 상태이지만 경쟁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부문도 있다. 해상수송구간에서는 
여러 선박회사가 참여해 경쟁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국제 포워더업계는 신규기업의 참여와 젊은 창업
자의 활약이 눈부시며 각 수송주체를 교섭해 신규루트를 개설하는 등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다음은 철도
부문과 항만부문에서 얼마나 독점적 요소를 배제할 것이냐는 단계가 아닐까? 희망적 관측으로, 현재 진
행 중인 러시아 철도의 개혁에서 철도운영의 상하분리가 진행되면 적어도 ‘상’의 부문에서 경쟁원리가 도
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하’의 철도 인프라에 관해서는 독점적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릴레이의 총
감독에 상당하는 기관으로서 정부나 CCTT의 관여가 중요하다. 항만의 경우에도 보스토치니항에 추가해 
나호트카항이나 블라디보스톡항의 이용이 증가하면 경쟁적 환경이 발생할 것이다.

3.2 TSR 수송의 새로운 모델

2006년 1월, 러시아 철도는 아무런 예고 없이 TSR의 컨테이너 화물수송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발표
했다. 과거에도 갑작스러운 인상 통보는 러시아 철도의 상투적인 수단이었지만, 이 정도의 대폭적인 인상
은 전례가 없었다. 특히 소련시대부터 내려오던 관행으로 저렴하였던 핀란드행 통과수송 요금이 왕복요금
으로 약 2배 인상되었다. 40′컨테이너로 WB가 $300 증가(+33%), EB(실제 적재)가 $902 증가(+330%), 
EB(공 컨테이너)가 $841 증가(+648%), 그리고 호위료도 인상되어 공 컨테이너를 EB로 돌려보내는 경우
의 왕복요금은 $1,161 증가(+100%) 되었다. 20′컨테이너도 왕복 요금이 92% 인상되었다. 새로운 요금의 
특징은 ①시장동향을 무시하고 W/B와 E/B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했으며, ②공 컨테이너의 수송요금이 금
지적 수준까지 인상되었다는 점이다.

보스토치니→
부슬로프스카야

부슬로프스카야
→보스토치니
(실제 적재)

부슬로프스카야
→보스토치니
(공 컨테이너)

호위료
왕복

(공 컨테이너를 
동항으로 회송한 

경우)
20‘ 40‘ 20‘ 40‘ 20‘ 40‘ 20‘ 40‘ 20‘ 40‘

2005($) 443 875 179 273 85 130 80 160 608 1,165
2006($) 588 1,175 588 1,175 486 971 95 180 1,169 2,326

증가폭($) 145 300 409 902 401 841 15 20 561 1,161
증가율(%) 32.7 34.3 228.5 330.4 471.7 647.7 18.8 12.5 92 100

도표 4. 보스토치니∼핀란드간 TSR의 컨테이너 수송요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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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출입 화물에 적용되는 Bilateral 요금도 12.8%의 관세인상, 수입화물을 대상으로 한 18%의 
VAT 도입, 호위료(Convoy fee)의 인상 등 총33%가 인상되었다.

러시아 철도는 2005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CCTT 연차총회에서 2006년도 요금 유지를 약속하였으
며, 일부에서 인상소문이 들리기는 했지만 갑작스러운 대폭적 인상발표에 업계관계자는 놀라움과 낙담을 
숨기지 못했다. 시기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인상이었다. 2005년 후반부터 경합하고 있던 해상수송의 
운임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TSR 요금이 더욱 비싸게 느껴졌다. 컨테이너 화차공급 부족에 기인한 보스
토치니항의 화차정체도 영향을 미쳐 2005년의 핀란드행 통과수송의 화물량은 전년에 비해 20% 이상 감
소하였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TSR의 운임 인하가 기대되었던 시기에 시행된 대폭적인 인상이었다. 

TSR 통과수송 요금의 대폭 인상에 한국의 수송업자는 동요했다. 호조의 W/B 화물에 비해 미흡한 E/B 
화물의 비대칭적인 화물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 보유의 공 컨테이너를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는 E/B
로 돌려보내는 시스템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포워더는 시스템 수정을 요구하였다. 인상 통보를 받
은 한국 및 러시아의 포워더 업계는 인상 반대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수송업자단체는 이 인상을 수용하
면 한국의 화주는 523억 원(5,314만 달러)의 추가 수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005년 1월-2006년 12월)

           자료 : VICS
그림 6. 보스토치니항 취급 국제 컨테이너 화물의 추이(월별)

요금인상 결과, 부산에서 핀란드까지의 수송요금은 해상수송에 비해 TSR이 40%나 비쌌다. 이에 한국
발 핀란드행 통과수송 화물은 즉시 해상수송으로 이동했다. 수송일수를 필요로 해도 저렴한 수송을 선택
한다는 화주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인상에 대한 감정적 반발도 있었다고 한
다. 2006년의 핀란드행 TSR의 통과수송의 요금인상 충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객관적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외국화물을 저렴하게 통과시키는 부조리한 시스템은 이미 그 역할이 끝났으며, 
TSR의 통과수송 할인은 좀 더 일찍 철폐되었어야 했다. 단, 정책전환에 관해서는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을 한 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배려가 요구된다. 인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러시아 철도에 대한 각국 관
계자의 신뢰가 흔들리고 핀란드 철도 등은 반년 이상 경과한 후에도 인상철회를 요구했다. TSR 수송은 
시베리아 대지에 걸쳐있는 Bridge으로 볼 수 있으며 Land Bridge 수송의 새로운 모델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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