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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과 TMR 이용 한국 기업들의
대러시아 물류 운송 효과
조정원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 연구교수

중국 중앙정부가 자국과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해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Siberian Railway, 이하 TSR)를

연결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목

이용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부산항에서 상트페테

할 점은 중국 내륙 서남부 지역의 유일한 직할시인 충칭

르부르크의 모비딕 항까지 선박으로만 부품을 운송하면

(重庆)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러시아를 육로 수

21,900km를 이동해야 하며 시간도 48일 걸린다.

출 운송의 중요한 루트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충칭의 퇀제춘(团结村) 역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과 러
시아, 동유럽, 독일로 갈 수 있는 위신오우(渝新欧) 국제
철도가 2011년 개통하면서 가능해졌다. 위신오우 국제철
도는 중국 서부 지역의 신장위구르자치구를 지나서 카자
흐스탄과 러시아를 거쳐 벨라루스와 폴란드, 독일 뒤스부
르크까지 11,179km를 2주 정도(14~15일) 운행하면서 충칭
에서 생산되는 노트북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 등 공
산품의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유럽 수출에 활용되고 있
다. 충칭 기업들이 위신오우 철도를 수출에 활용하는 이
유는 상하이항에서 출발하여 선박을 이용해 유럽으로 수
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최소 45일, 최대 60일)보다 최소
1개월, 최대 45일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 차
원에서 새로운 수출 물류 루트를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
하려는 노력은 한국의 기업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
다.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수출 물류 루트 이용이 중국
충칭 주재 기업들과 다른 점은 기존의 물류 운송 루트들
을 연결해 활용한다는 점이다.

현대모비스의 해상 운송 루트와 TSR 운송 루트의 이동 경로와 운송 거
리 비교 [출처: www.yonhapnews.co.kr

우선 현대모비스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자

그러나 현대모비스가 사용하는 TSR을 이용한 운송

동차와 현대모비스 공장에 자동차 보수용 부품 공급을 위

루트는 부산항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의 보스토치니 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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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3일 동안만 선박과 해로를 이용한다. 보스토치니 항
에 도착한 이후부터는 TSR을 이용하여 모스크바 철송터
미널까지 20일을 사용한다. 모스크바 철송터미널에서 모
스크바의 현대모비스 물류센터까지는 트럭으로 이틀만
사용하면 된다. 이를 통해 부산항–모비딕 항 항로보다
10,000km 이상 운송 거리를 줄였고 운송 시간도 48일에
서 24일로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현대모비스는 해상 운
송과 TSR, 모스크바의 도로를 활용하는 육·해 혼합 운송
로를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시범적으로 사용한 후
2015년 10월 29일부터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TSR을 이용해 부품 공급을 시작한 후에

삼성전자의 기존 해상 운송 노선과 TSR-TMR 물류 운송 루트 비교 (출
처: 한국경제신문)

는 삼성전자가 만주횡단철도 (Trans-Mancurian Railway, 이

삼성전자가 중국과 러시아에 TMR과 TSR을 함께 사

하 TMR)와 TSR을 활용하여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용하는 물류 운송 루트 사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부품을 러시아 모스크바와 인접한 칼루가 공장으로 운송

과 러시아 정부는 컨테이너 하나당 운송비 8,000달러를

하는 루트의 이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2,700달러로 대폭 인하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처

TMR과 TSR을 이용한 물류 운송 루트를 준비하게 된 데

럼 양국 정부가 운송비 대폭 절감 조치를 승인한 데는

는 루블화 가치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부품 운송비를 절감

TMR, TSR 복합 운송 루트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해야 했기 때문이다. TV와 세탁기를 조립해 생산하는 삼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러시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

성전자 칼루가 공장에서는 LCD를 비롯한 주요 부품의 생

수출입 루트가 늘어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일대일로를

산이 불가능하므로 한국과 중국에서 관련 부품을 수입하

통한 중국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운송비 절감을 기대할

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인천항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수 있다. 러시아도 자국 기업들에 필요한 한국과 중국의

항까지의 해상로만 의존해서는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돌

각종 공산품과 부품을 더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고 러시

아가는 길밖에 없어 운송 시간이 56일에서 최대 70일 소

아산 석탄과 광물 자원의 중국, 일본, 한국 수출에도 활

요되며 비용도 컨테이너 하나당 2,500달러를 지불해야 한

용함으로써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서방의

다. 그러나 인천항에서 중국 동북 지역 최대 항구인 다롄

경제 제재로 인한 난관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

항까지만 선박을 이용하고 다롄에서 네이멍구자치구 만저

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TSR과 TMR

우리까지 TMR, 만저우리에서 러시아 치타-모스크바까지

을 활용한 수출입 운송 루트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도

TSR을 이용한 후 모스크바에서 칼루가까지 도로를 이용

이용하게 되면서 3국 기업 모두에 수출입 물류 운송 시

해 화물 트럭으로 부품을 운송하면 소요 시간이 최대 20

간과 비용을 줄여 주면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3각 경

일에 불과하고 운송비도 인천-상트페테르부르크 항로보다

제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달러만 더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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