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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ne Belt One Road (OBOR)' initiative, which was promulgated as part of the enlargement 
policy along with the advent of Xi Jinping in 2013, is a policy to expand China's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externally through linkag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motion of the 'OBOR' policy from the coast of China 
through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from S.E Asia to Mediterranean and Europe.
Since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has been made from several factors such as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motives, it differs in purpose and character from investments made by private 
companies, such as Global Port Operators(GTO) which consider profitability first.
This study aims to address future prospects and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geopolitics of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under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ccording to the results,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is dominated by state-owned enterprises and political and security factors 
are more important than profitability.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has been on a large scale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China has faced with various problem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uch as debt default, environmental problems, subordination problems from recipient 
countries and polit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 with great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Japan 
and India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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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과 더불어 높

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면서 2010년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규모로 성장하였다. 2013

년 시진핑의 등장과 함께 대외 확대정책의 일환

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를 공포

하면서 이후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주변 국가와의 연계

를 통해 중국의 정치·경제적 힘을 대외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적으로 주변

국가로의 육상과 해상으로의 연결을 구축해 나

가기 위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일대일로’는 내륙과 해상을 통한 주변국가로

의 연결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시안을 거점

으로 서부 내륙지역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

으로 철도와 도로의 연결과 해상으로 중국의 

남해안에서 동남아시아-지중해로 뻗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결 지점에 있는 해외 항만 

개발의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2010년

대 이후 해상실크로드의 거점 지역에 있는 해

외 항만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의 항만투자는 대부분이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략적 위치에 있는 항만

들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 항만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정치적·군사적 등 다

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2017년을 기

준으로 이미 세계 제1위의 수출대국이며, 미국

에 이어 제2위의 수입국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자국 상품의 수출과 필요한 원자재 수

입을 위해 외국과의 운송이 필수적으로 지원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해양

력을 증진을 통해 전세계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기위해 해외 거점 항만의 활용이 필요하

다. 중국 해양력의 위상은 해운, 항만, 조선 부

문에서 두드러지게 성장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은 이미 세계3위의 선박량을 보유하

고 있으며, 최대 조선국이며 또한 세계 10대 컨

테이너 항만 중 7개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항만투자는 자금조달 능력이 부

족한 투자 수혜국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지만 

수익성 부족에 의한 운영의 지속성 한계, 수혜

국의 국내 정치 및 주변국 그리고 패권 경쟁관

계에 있는 미국, 유럽, 일본과 인도 등과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하의 

중국 해외항만 투자에 대한 지정학의 분석을 

통해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중국 

해외항만투자 성격에 대한 실체적 규명과 더불

어 우리나라의 해외항만 투자의 결정에 일조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구성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중국

의 해외항만투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해

외 항만투자가 갖는 지정학적 관계를 분석하였

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중국 해외항만투자

에 대하여 지정학적 관점에서 전망해 본다.

Ⅱ. 문헌연구

1. 해외항만투자

항만인프라는 해상운송을 통한 국내외 수출

입을 지원하며, 운송시간과 비용을 줄여 물류

비를 감소시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Abe 

et al., 2009; Geoffrey et al, 2014; Ismail and 

Mahyideen, 2015).

항만인프라 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에는 준비단계에서 건설 및 운영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투자회수 기간이 

긴 특성이 있다. 또한, 수익성보다는 전략적으

로 입지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투자

비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기업 차원에서 

투자가 어려워 정부차원이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이주호 외, 2015).

항만인프라는 특성상 두 가지 활용도를 가지

는 데 상업적 활동과 병참기지로서의 군사적 운

영이다(Holman Fenwick Willan LLP, 2013). 

전자의 경우는 주로 민간기업에 의해 투자가 이

루어지는 반면 후자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 정책 

및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70년대 이후 국제무역의 발전과 컨테이너

화의 진전과 더불어 컨테이너 전용항만개발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선진국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후진국에서 항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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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발해지고 있다. 항만인프라 개발에 따른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 부족 등으로 개도국의 

항만개발은 선진국 또는 글로벌 항만운영업체

(GTO; Global Terminal Operator)에 의해 주

도되고 있다. 개도국의 해외항만인프라 투자는 

정부 개입이 높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정치 및 

재무적인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Wood (2004)는 탄자니아의 해상운송 운영 

사례를 통해 개도국에서의 인프라 투자 및 운

영상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불충분한 

투자, 경영의 실패, 운영기술의 부족, 철도네트

워크와의 연계성 부족, 무역의 불균형,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 등을 들고 있다.

Nabamita and Sanjukta (2008)는 재무적 요

인이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적 요소라면서 

재무적 발전은 수혜국의 정치적 상황에 의존한

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97개국이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재무적 요인과 해외직접투자와의 관

계를 규명하였으며, 투자 규모는 정치적 위험

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해양수산개발원(2008)은 현행 글로벌 항만

투자업체와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

문조사 등을 통해 글로벌 항만투자사업의 실효

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조사 부문은 

글로벌 터미널 운영기업의 항만투자 전략 및 

성공요인이며, 이를 통해 실효성있는 글로벌 

항만투자정책 방안으로 정보수집과 분석의 시

스템화, 타당성분석 체제 강화 및 유리한 자금

조달 강구 등을 제시하였다.

한상용 외(2013)는 잠재적인 해외 항만투자 

대상국들의 경쟁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지수화방법론과 계층화분석법(AHP)을 적용하

여 평가요인과 평가요소의 가중치들을 산정한 

뒤, 해외 항만투자 대상국들의 경쟁력을 산정

하였다. 평가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 제도적 

요인, 정치적 요인으로 대별하였다. 분석결과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말레이시아, 중동지역에

서는 아랍에미리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그리

고 남미지역에서는 브라질과 우루과이 등이 경

쟁력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2. ‘일대일로’와 인프라 투자의 
지정학

중국은 개방개혁을 통해 확대된 경제력을 바

탕으로 세계로 영향력의 확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구상이며, 국내외 정치, 경

제, 전략적 측면 등 다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

다(Pu, 2017).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국내

외 지역간 연계성의 확대를 통해 중국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인프라를 구축에 있다. 

인프라에는 육상을 연결하는 철도망과 도로망 

그리고 해상을 연결하는 해상 네트워크와 항

만, 파이프라인, 전력망, 정보망 등이 있다.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해양 인

프라인 항만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로는 인프라 

진출 동기와 특성, 인프라 구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효과, 인프라 설립에 따른 지정학적 영

향 등을 들 수 있다.

Thorne and Spevack (2017)은 중국의 ‘일대

일로’ 이니셔티브에 추진되고 있는 해외인프라

투자 행위와 성격을 규명하였다. 15개 항만을 

대상으로 6개 요인 즉 전략적 위치, 재무적 통

제, 개발모델, 투명성 및 편익 분포, 공산당의 참

여, 수익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

사되지 않은 항만 3개를 제외한 12개 항만 모두

가 전략적인 위치와 요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의 과다르,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캄보디아의 고콩 항만 개

발은 수익성이 결여된 투자라고 주장하였다.

van der Putten and Meijnders (2015)는 일

대일로 전략에 따른 중국의 남중국해와 지중해 

해상회랑의 중국 항만 투자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특히 중국의 그리스 피우레스항에 대한 투

자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으며, 주로 투자의 

목적, 주체 그리고 인수과정을 문헌연구를 통

해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투자는 피우

레스를 지중해의 관문과 환적항으로 발전시키

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HP, 

Huawei, ZTE, Sony 등의 유럽 물류거점 본부

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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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외(2015)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중국의 각 성(省)의 차원에서 추진현황과 전망

을 분석하였으며, 중국의 해외항만투자 우선 

대상국 순위를 산정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선 해상실크로드 상에 위치한 해외 항만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중국의 에너지 자원 수송로 확보, 해군력 지원 

보급항 확보,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지원, 

새로운 수익원 발굴ʼ을 들고 있다. 투자적합도 

및 해상물동량 전망을 통해 선정된 항만투자 

우선 대상국은 케냐,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로 나타났다.

Merk (2017)는 지정학과 상업항만과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지정학적 자산으로서의 항만은 

산업발전의 촉진 잠재력, 안전한 무역과 에너

지 확보, 해군력 강화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최

근 막대한 자금력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글로

벌항만운영업체의 등장과 더불어 시장점유율

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PSA (싱가포르), DP World (아랍에미레이트), 

COSCO (중국)를 들고 있다.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볼 때 중국의 해외항

만투자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로 현황과 개별적 투자에 대한 분석과 단편

적인 연구에 머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접근이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해외항만투자

는 경제적 측면 외에 정치적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

이 실체적 규명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성을 보완하

여 중국의 해외항만투자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Ⅱ. 중국의 해외항만투자 현황과 
전망

1.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해외투자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주석에 의해 ‘일대일

로’ 이니셔티브를 발표되었다. 이는 고대 ‘실크

로드’를 재현한다는 개념에서 ‘신실크로드’로 명

명되고 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글로벌 경제 전략이며, 이는 무역과 투자의 하

드웨어이기 때문에 인프라에 크게 좌우된다

(The Economist, 2016; The Conversation, 

2017). 이는 중국의 국내외 정책의 핵심적인 전

략이 되어 유라시아에 걸쳐 70개국 이상과 중

국과의 외교, 금융, 경제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일대일로’ 구상은 전세계 인구의 65%(44억

명), 글로벌 국민총생산의 40%, 무역규모는 

23.9%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상 

국가들의 인프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KIEP 북경사무소, 2017; Marcich and Vaské, 

2019).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에

서 ‘일대’는 육상 실크로드로 동북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고, ‘일로’는 

해상 실크로드로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와 인도양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시키는 계획이

다(김옥준, 2015; 이수행, 2015; 김홍원외, 2016; 

이강국, 2016).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6개의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로 구성된다. 경

제 회랑(Economic Corridor)은 사람과 물자, 

자금이 교류하는 핵심 통로를 가리킨다. 一帶

(one belt)는 ① 중국-몽고-러시아, ② 중국-중

앙아시아-서아시아 페르시아만-지중해, ③ 중

국-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인도양의 3개의 육

상 루트이고, 一路(one road)는 ① 중국 연해 

항구-동남아시아 해역-인도양과 유럽, ② 중국 

연해 항구-남해-남태평양까지를 포함하는 해상

루트이다(Eyler, 2015). 

해양실크로드(Maritime Silk Road)는 해상을 

통해 무역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전략적 

목적을 추구하는 구상이다. 해상실크로드 이니

셔티브의 추진은 중국의 해양경쟁력 요인인 상

선대와 조선산업의 육성, 해외항만투자, 해군력 

증대와 연계시켜 전반적인 해양력을 증대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해양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해군력 확장을 

통해 세계적으로 중국의 지리전략적 위치(geo- 

strategic position)를 제고하는 전략적 목적이 

있다. 즉 기존의 연안 방어에서 인도양과 태평



‘일대일로’ 이니셔티브하의 중국 해외항만투자의 지정학적 접근  289

양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야심이 포함된 구

상이라 할 수 있다(The Economist, 2016).

‘일대일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중국

과 다른 지역과 국가 간의 육상과 해상의 연계

성이 확장되어 신시장으로의 해외투자, 무역과 

기술, 금융, 정보, 인적교류 등을 확대해나가게 

될 것이다.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공, 인터넷, 온라인 금융 등을 연결

함으로써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해상과 내륙 

경제를 완전히 통합시켜 세계화를 촉진시킬 것

이다(Bijian, 2017).

세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금융, 물류, 안보질서에서의 재편 등의 효과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해외의 산업기술, 

해외 인프라 등의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지게 된다(The Conversation, 2017). 국내

적으로는 해외진출을 통해 과도한 산업생산설

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국내산업의 개혁을 

추진하여 저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New 

Normal)에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이주호외, 2015; 이

용철, 2016; Kim, 2017). 또한 중국 경제발전에

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동부와 서부 간의 

경제 격차의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충배외, 2017).

중국은 일대일로의 추진을 위해 1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며(Hillman, 2018), 

최근 5년간 34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투자하였다. 이들 중 상당부분이 

철도, 항만, 에너지 파이프라인과 전력망과 같은 

연계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투자 자금은 중국

의 개발은행(중국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실

크로드 기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브릭스개발은

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2. 중국의 해외항만투자 현황

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2000년대 들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verseas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급속히 증가하면

서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공급국의 하나가 

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해외직접

투자는 1,246억 달러로 전세계 대비 8.7%를 차

지하여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

고 있다(UNCTAD, 2018).

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자료

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투자는 2005년 100억 달

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말 기준으로 

1,778억 달러에 달하여 동 기간 연평균 26.9% 

성장하였다.1) 2005∼‘17년까지 전체 합계의 지

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유럽이 28.3%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은 북미(미국 포함)으

로 약 22%, 아시아(동과 서 아시아) 20.7%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중국의 해외 항만투자 현황

중국의 2007∼‘17까지의 해외항만투자규모

는 234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동기간 중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사한 부문인 항공분야 해

외투자액 267억 달러와 비슷한 규모를 나타내

고 있다. 전 기간의 총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국가는 그리스로 24.9%를 차

지하며 다음은 스리랑카 14.4%, 호주 13.7% 순

으로 나타났다. 투자 주체는 모든 투자는 국영

이며, 대부분 선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조사에 

의하면 2016-7년간 중국 해외항만투자 항만은 

전체 58개이며 이 중 운영 중인 항만은 8개, 협

정체결과 건설 중인 항만은 30개이며, 계획된 

항만은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참조). 전체 항만의 지리적 분포는 유럽이 

20개(35%)로 가장 많고 다음은 아시아 18개

(31%), 아프리카 13개(22%)이며, 미주 지역은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실크로드 

지역인 서부 태평양과 인도양에 위치한 항만은 

16개로 전체 항만의 4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1) AEI의 데이터는 100만 달러 이상의 해외직접투자를 

대상으로 하며 계약된 수치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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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in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Trends by Region (2005∼2018)

(Unit: Million Dollar)

중동과 
북아프리카

호주 동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남아프리카 미국 서아시아 총합계

2005 290 320 870 100 750 1,970  1,740 4,200 10,240

2006 940 2,920 1,180 1,380 110 430 5,550  7,320 19,830

2007 1,350 430  6,710 100 1,430 5,900 8,600 5,590 30,110

2008 2,460 15,780 5,240 12,270 210 2,160 7,830 4,970 2,210 53,130

2009 9,220 9,130 4,710 10,020 3,900 3,900 1,580 8,200 6,930 57,590

2010 1,480 3,340 7,660 5,930 7,220 25,130 5,200 8,820 1,490 66,270

2011  9,190 10,710 15,000 6,450 10,710 7,720 2,170 8,350 70,300

2012 230 9,240 9,650 14,990 21,870 4,180 7,100 8,980 5,840 82,080

2013 5,300 8,380 9,490 9,360 470 7,310 12,890 15,570 13,710 82,480

2014  10,030 8,770 30,510 4,940 14,430 6,750 17,620 8,360 101,410

2015 350 10,590 25,640 35,090 1,590 3,520 5,770 18,440 14,590 115,580

2016 9,050 5,260 11,250 54,550 2,950 14,040 6,840 54,580 10,530 169,050

2017 2,960 5,600 22,580 97,260 2,390 13,570 980 24,770 7,660 177,770

총합계 33,630 90,210 117,750 293,170 52,950 102,780 74,110 174,460 96,780 1,035,840

비중(%) 3.2 8.7 11.4 28.3 5.1 9.9 7.2 16.8 9.3 100.0

CAGR(%) 21.4 26.9 31.2 77.4 10.1 17.4 -14.6 24.8 5.1 26.9

Note: 1. Real Investment+Contracted amount;
2. Data of over 100 million dollar are collected.

Source: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Table 2. Chin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by Region and Sector (2005∼2018)

(Unit: Million Dollar)

중동과 
북아프리카

호주 동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남아프리카 미국 서아시아 총합계
비중
(%)

농업 1,400 3,830 2,540 55,340 1,060 4,790 1,530 7,590 2,780 80,860 7.4

화학  180 110 5,050 260 2,510 1,270 1,850  11,230 1.0

에너지 23,120 34,010 39,220 49,210 40,250 61,960 31,560 15,190 65,970 360,490 33.0

연예오락 4,400 740 1,610 18,000 480   15,700 100 41,030 3.8

금융  1,830 4,360 35,030 200 2,890 5,850 25,970 2,180 78,310 7.2

보건  3,390 240 2,900 1,110   1,880 1,080 10,600 1.0

금속 2,140 32,410 13,400 3,670 5,190 31,920 31,770 1,560 8,640 130,700 12.0

기타 2,030  9,520 9,720 360  3,070 19,120 2,940 46,760 4.3

부동산  9,110 20,650 25,610 1,530 1,360 4,600 27,260 3,830 93,950 8.6

기술 570 1,510 5,060 23,520 480 750 550 24,750 4,690 61,880 5.7

관광 450 840 1,250 11,630 2,160   18,200 180 34,710 3.2

운송 820 4,910 23,090 69,990 640 4,300 2,540 21,100 9,290 112,700 10.3

공공재  210 1,530 3,150  190    5,080 0.5

총합계 34,930 92,970 122,580 312,820 53,720 110,670 82,740 180,170 101,680 1,092,280 100.0 

비중(%) 3.2 8.5 11.2 28.6 4.9 10.1 7.6 16.5 9.3 100.0  

Note: Automobile, air and shipping/port sectors are included in transportation.
Source: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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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ina’s Overseas’ Investment in Shipping and Port Sector by Country (2005~‘17)

(Unit: Million D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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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uthor’s drawing employed by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Data.
Source: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Fig. 2.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China’s Overseas’ Investment in Port Development

Source: The Economist Intellige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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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해외항만인프라에 투자하는 동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자국

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즉 자국 상품의 원활한 수출입을 위해서는 국

내외 항만과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출입 항로에 위치한 항만 개발

을 통해 수출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중

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그들의 

세력을 해외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해양 루트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완제품

의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으로의 에너지 및 자

연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해상 루트를 안전하

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로상의 해외 항만 확

보가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해상 패권 경쟁에서 유

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해외항만투자는 

상업적 측면과 정치·군사적 측면이 동시에 고

려되고 있다(Johnson, 2018).

3. 중국의 해외항만투자 사례

1)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과다르(Gwadar) 항은 인도양에서 아프리카, 

지중해로 연결하는 노선에 위치해 있으면서 ‘일

대일로’의 추진 회랑 중의 하나인 중국-파키스

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의 전략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중국은 원유의 60% 이상을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를 수송하기 위해

서는 말라카 해협을 경유(전체 물동량의 80%)

하여야만 한다.2) 이로 인해 말라카 해협이 봉쇄

될 경우 중국의 해외 에너지 자원의 수입에 심

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팀 마샬, 2016). 중국은 

이를 완화시킬 수단으로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선을 확대해 나갈 필

요가 있는데 과다르항은 이들 지역과 중국을 연

결하는 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항만이다(Kim, 2017; The Conversation, 2017).

2) 2017년 중국의 원수입량은 7백7십만 배럴/일이다(연

간 3억8천만 톤)(BP, 2018).

중국은 서부지역과 파키스탄을 연결할 목적

으로 16억2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고속도로, 철

도, 파이프라인, 광통신망, 공항, 항만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하기로 파키스탄과 협정

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43년간(2015∼‘59) 리스

하기로 약정하였다(Mcfadden, 2016).

2) 스리랑카의 콜롬보와 함반토바항

콜롬보항(Colombo)은 유럽, 중동과 동남아

시아를 잇는 간선 항로에 위치해 있으면서 신

흥 거대시장인 인도에 근접하게 위치해있어 향

후 허브 무역항으로서의 양호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일대일로의 전략적 측면에서 콜롬보항과 

함반토타(Hambantota)항은 중국-파키스탄 경

제회랑과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

랑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중국의 서향으로의 

간선 경로를 연결하는 데 중요하다.

중국의 상선지주그룹(China Merchant Holdings)

은 함반토바 지역에 11억 달러를 투자하여 공

항과 항만을 건설하고 99년간 임차하여, 그 주

변을 무역거점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중국의 예속과 관광 및 

환경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Bloomberg, 

2018; The Guardian, 2018).

3) 지부티의 도랄레항

지부티(Djibout)는 과거 프랑스 식민지로서 

인구와 자연자원 면에서 소국이다. 아프리카 동

부지역의 아덴만에 위치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부티

는 군사기자와 병참운영허브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랄레 항만에 대규

모 자금지원을 통해 항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

며, 또한 지부티와 이디오피아간 철도연결 공사

를 완료하였다(South Asia Program, 2018). 총 

투자금액은 35억 달러에 이른다(Nikkie Asian 

Review, 2018). 중국은 도랄레항을 중국의 아프

리카 진출의 진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2017년 지부티에 최초의 해외 기지를 개

설하였다. 인도양에서 홍해로 진출할 수 있는 전

략적 위치는 중국의 해양력 확장에 중요한 역할

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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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스의 피레우스항

피레우스항(Piraeus)은 그리스 남부의 대표적

인 항만이다.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COSCO)

는 2016년 피레우스 항만 지분의 67%를 약 4억

6천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코스코는 페리와 크

루즈 터미널의 개선과 주변 지역의 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또한 피우레스항에서 세르비아와 헝

가리를 연결하는 철도의 부설도 추진하고 있다.

코스코의 투자로 인해 피우레스항은 유럽의 

중요한 관문이 되었으며, 지중해의 주요 환적

항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지중해를 

거쳐 남유럽에서 동유럽으로 향하는 많은 컨테

이너 화물들이 피우레스항을 이용하게 되었다.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의 해외항만투자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van der Putten 

and Meijnders, 2015).

5) 호주의 다윈항

‘일대일로’에서 두 번째 경제회랑인 중국 연

해 항구-남해-남태평양에 위치한 호주는 누적 

총액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해외투자의 2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중국은 호주의 다윈, 뉴캐슬, 

멜버른항에 투자하고 있다. 다윈은 호주 가축

의 35%, 뉴캐슬은 석탄의 40%를 처리하고 있

는데 중국은 이들 두 품목의 주요 수입국이다.

2015년 중국의 산동랜드브리지사는 다윈항

의 개발권을 5억 달러에 취득하였다. 이 회사는 

다른 중국의 해외항만투자자와는 달리 사기업

이지만 중국 정부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

다(The Conversation, 2018). 산동랜드브리지

사는 다윈항 개발과 연계하여 개스, 농업, 관광

부문에 투자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개발하려는 과

다르, 함반토바 등 다수의 항만들은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상공

업 지역과는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The 

Guardian, 2018). 이로 인해 개발된 이후 발전

과 유지의 보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

다. 항만 활성화는 화물의 발생이 필수적이라

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 항만 개발 및 운영에 따

른 수익성의 보장은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Ⅳ. 중국 해외항만투자의 지정학

1. ‘일대일로’ 상의 항만투자의 지정학

중국의 해외항만투자의 현황과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대부분의 항만투자가 전

Table 3. China’s Major Overseas’ Direct Investment in Port

항만명 국적
물동량/운영
(2017년기준)

처리 품목
투자금액
($ bl)

투자자
지분

/임차기간

Gwadar 파키스탄 -
LNG, 

컨테이너, 벌크
1.62 CMHI2) 40년 임차

Colombo 스리랑카 6.2백만TEU/운영 중 컨테이너 1.4 CMHI
85% 지분
35년 임차

Hambantota 스리랑카 - 석유, 개스 1.12 CMHI
70% 지분
99년 임차

Doraleh 지부티 91만TEU/계획 컨테이너, 벌크 3.5 CMHI
15.7% 지분
10년 임차1)

Piraeus 그리스 3.7백만TEU/운영중 컨테이너 0.43 Cosco 67% 지분

Darwin 호주 2.5만TEU/운영 중 벌크 0.5
Shandong 
Landbridge

99년 임차
80% 지분

Notes: 1. Extendable 10 years more 
2. CMHI: China Merchant Holdings

Source: Lee et al. (2015) and Thorne and Spevac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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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투자 항

만들은 중국의 남해지역으로의 진출로인 인도

양과 대유럽간의 주요 거점에 위치해 있다. 중

국의 인도양 및 지중해에 걸쳐 있는 항만은 과

다르, 콜롬보, 도랄레, 피우레스 등이다. 중국의 

과다르, 함반토바, 도랄레항 등은 상업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발하기 위한 철도, 도로 등의 인

프라 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르와 도랄레항은 중국 군사시설

이 설치되어 전략적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지중해외 대서양 지역에 위치한 유럽

항만에 대한 투자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중국

의 대유럽지역으로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무역

항로의 개척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유

럽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측

면이 강하다. 중국 상항지주회사(China Merchant 

Ports Holdings)와 Cosco와 같은 국영기업에 

의한 유럽 항만의 인수 및 합병은 Zeebrugge 

(벨기에), Piraeus (그리스), Antwerp (벨기에) 

등이며, 유럽 항만 물동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다(Johnson, 2018).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지

정학적 판단에 의한 해외항만투자로 인해 중국

의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먼저 국내적인 측면에서 

Chan (2015)은 ‘일대일로’ 전략에 의한 중국의 

지역인프라 개발 사업이 개발의 필요성과 정

치·경제적 위험의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자원을 낭비하고 현장에서 작업하

는 중국인들의 생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대일로’에 소요되는 자금 역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초기 추정된 1조 

달러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Hillman (2018)은 

인프라 개발에만 이 정도 규모가 소요될 것이

고, Hong Kong Economic Journal의 주장을 

인용하여 전체 금액은 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중국의 해

외진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수혜국에서 부

패관행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

기되어 왔다(Strafor, 2018). 중국의 야심찬 경

제발전과 더불어 전략적 확장에 대한 숨겨진 

아젠더는 회의적인 시각을 증폭시키고 또한 주

요 강대국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trafor, 2018). 이로 인해 ‘일대일로’ 이니셔티

브에 의한 많은 투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촉

발시키거나, 지연 그리고 아예 취소되는 경우

도 발생하고 있다(The Economist, 2017).

2. ‘일대일로’ 상의 항만투자의 지정학

1) 투자수혜국과의 지정학

중국의 해외 항만인프라 투자는 2010년대 이

후부터 본격화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항만투

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위치한 개발도상

국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주변국 인프라와 자

원개발 등에 대한 투자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수혜국의 부채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환

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정치·안보면

에서 중국으로 예속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Financial Times, 2018; Hillman, 2018).

RWR Advisory Group에 따르면 2013년이래

로 일대일로에 속하는 국가에 대한 중국의 투

자 1,674건 중 14%(234)가 문제에 직면해 있

다. 여기에는 미숙한 행정으로 인한 프로젝트 

대한 반대여론, 노동정책에 대한 반발, 성과의 

지연, 국가안보에 대한 여론 등이 포함되어 있

다(Financial Times, 2018).

중국의 해외인프라에 대한 대표적인 투자 사

례로는 2015년 초 중국상선지주회사(CMHI)가 

스리랑카 항만개발 사업에 투자한 것을 들 수 

있다.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항만인 콜롬보항의 

개발에 14억불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메가 프로젝트는 신 해상실크로를 통해 인도양

의 무역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

지만,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

내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중

국 자본의 유치는 국내적으로 친인도와 미국 

중심에서 친중국으로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결국 양 진영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개도국에 대한 해외투자 사업은 수혜

국 내의 부패와 악성 부채의 증가에 대한 우려로 

난관에 부딪쳐 지연, 축소 또는 심지어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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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팔, 미얀

마, 파키스탄, 지부티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 총리가 

정권을 잡으면서 전임자에 의해 체결된 일대일

로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였다(The Economist, 

2018; 동아일보, 2019.1. 27).

2) 주변 강대국과의 지정학적 관계

스리랑카는 중국과 인도간의 중첩된 지정학

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는 최근까지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

다. 중국의 스리랑카 콜롬보 항만투자는 인도

와 중국 간의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도는 자국 화물의 환

적 허브인 콜롬보항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 확

장과 군항으로의 활용에 반대하고 있다(Port 

Strategy, 2017). 스리랑카 정부는 이 프로젝트

를 유치하면서 아시아의 두 주변 강국인 중국

과 인도간 국제정치를 기술적으로 조정해야 하

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The Economist, 2015).

중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투자 역시 스리랑카

의 프로젝트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인도는 파키스탄 경제회랑과 인도양에서 중국

의 야심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인

도양에서의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

다. 파키스탄은 이들 강대국과의 기존 관계를 

일방적으로 전환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지속

적인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3.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SWOT 분석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가진 막대한 

자금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의한 강력한 

추동력으로 인해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에 필요한 연계성

(connectivity)을 확장하기 위해 개도국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가

고 있다. ‘일로’ 정책에 의한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개도국 항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 대상 항만의 지리적 분포, 

투자주체, 규모 및 범위 등의 분석을 통해 볼 

때 중국의 해외항만진출은 순수한 경제적 동기

에 비해 지정학적·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첫째, 중국은 해외항

만투자가 정치적 불안정과 더불어 경제발전의 

변동성이 높은 개도국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둘째, 중국의 해외투자 대상의 항만이 수익성

에 필수적인 대규모 물동량의 확보나 기간 항

로보다는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위

치에 집중화되어 있는 점; 셋째, 중국의 해외항

만투자는 국영해양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점 등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해외항만투자를 통해 자신의 영향을 

확장해 나가고,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

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일대일로’ 이니

셔티브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Table 4>의 SWOT 분석에서 보듯이 중국은 

풍부한 자금력과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

모의 해외항만투자를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경험 부족으로 다수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더구나 수혜국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정권

이 변경될 경우 해외투자 계획의 취소, 연기 등

과 같은 변경으로 인해 초기의 계획이 실행되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주변국들의 우려가 

투자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세

계 패권 경쟁의 차원에서 중국의 해외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

다. 따라서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는 수혜국의 의사결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또 다른 위협적인 요인으로 다수의 해외항만

투자가 수익성보다는 정치·군사적인 측면에

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비와 운영수

입이 뒷받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항만 개

발의 동기, 목적과 규모 등이 국가 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

가 경제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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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Port Strategy, 2017). 투자금의 회수

가 힘들게 되고 수혜국으로부터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The Economist, 2017).

Ⅴ. 결론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최근 급속한 성장세

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해외 항만투자는 일

반 해외투자와는 달리 지정학적인 접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해외항만투자는 개도국에 집중되어 있

다. 이는 선진국에 대한 시장접근의 한계성과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자금 부족에 기인한다.

둘째, 중국의 해외항만투자는 수익성보다는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위치에 투자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표방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개도국에 대한 중국의 해외항만투자는 

수혜국, 주변국, 패권국과의 정치군사적인 관계

에 심각한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

넷째, 중국의 해외항만투자는 수혜국으로부

터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해외항만투자의 문제점에

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개도국

의 교통 인프라 수준을 제고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

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중국의 해외항만

투자의 패턴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에

서의 해외진출에 벤치마킹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동방정책’과 연계함으

로써 해외항만투자에 의한 경제 및 무역 발전을 

우리나라의 무역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물류사업의 진출 

확대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Fig. 3. SWOT Analysis for China’s Major Overseas’ Direct Investment in Port

- 국영기업의 풍부한 자금력
- 무역, 해운과 등 연관산업 위상
- 높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

- 해외투자 경험 부족
- 소프트 파워의 부족
- 수익성보다는 지정학적 접근
- 투자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강점 약점

-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
- 개도국의 경제성장

기회 위협
- 수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 주변국의 견제와 간섭
- 미소 패권 경쟁
- 수익성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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