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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는 전 세계의 15%에 해당하는 땅이 존재하지만 극히 일부분에만 사람이 살고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극에는 자원 사용에 대한 실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 석유, 가스, 

석탄, 어업 분야) 

 

앞으로 10년 후, 20억명의 사람들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에게 북극에 현존하는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북극 지역에는 상당한 투자 잠재력이 있다. 구겐하임 파트너스는 북극에 미 달러 1조에 달하는 

미개발 투자 잠재력이 있다고 추정하고있다. 실제로 에너지, 광물, 청색경제를 포함한 20%의 

천연자원이 북극으로부터 오고있다. 북극은 도로와 철도 뿐만아니라 연결성에 있어서도 향상된 

인프라를 상당히 필요로 한다. 

 

북극 국가들은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물자들은 다양하지 않다. 실제로 북극 

국가들은 거의 비슷한 물품/원자재를 생산하고 있다. 아시아의 인프라 노하우가 북극 개발에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인프라 개발은 즉, 비지니스 기회를 의미한다. 

 

협력의 잠재성과 기회 

• 북극항로(NSR) - 아시아와 북극 이해관계자들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북극은 상당한 양의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다. (예: 풍력 발전용 터빈과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사용되는 네오디뮴) 

• 화석연료, 재생 에너지, 데이터 센터와 같은 고에너지가 필요한 산업을 위한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포함한다 

• 생물 자원 탐사와 산림 관리 등의 녹색 경제를 포함한다 (이노베이션 협력, 비지니스와 

학계간의 파트너쉽 구축)  

• 최첨단 과학 연구, 향상된 감시/관리와 연결성을 위한 우주공학도 포함된다. 

 

북극해 항로 NSR 

• 아시아와 유럽 사이 컨테이너 수송은 현재와 비교해서 2040년에는 약 세 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25% 이상의 아시아-유럽의 컨테이너 무역이 2030년까지 북극해 항로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북극해 항로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에 이용해오던 항로(예: 수에즈 운하)에 비해 40% 

항로가 단축될 것이며 20%의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북극해항로는 데이터 하이웨이로도 이용될 것이다. 광섬유 해저 케이블을 이용하여 

북 노르웨이, 핀란드를 거쳐 아시아까지 북극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비지니스의 기회로 이용될 것이다. 

 

인프라: 북극 철도 

• 북극해 항로를 통해 중부유럽까지 연결 계획이 있다. 

• 철도는 북 노르웨이에서 핀란드 로바니에미까지 연결 계획이 있다. 

• 핀란드 철도에서 헬싱키와 탈린 사이 터널을 이용해서 발티카 철도까지 연결하여 중부 

유럽까지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지니스를 저해하는 요소들에는  

• 무역 제재, 보호주의의 증가,  

• 인프라 부족 (도로, 철도, 공항, 통신시설) 

• 북극의 경제 성장 잠재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오해가 있다 

 

비지니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 국내와 국제 비지니스간의 상호 이득이 되는 관계 조성이 필요하다 

• 북극경제이사회는 세계 경제 포럼의 북극 투자 프로토콜 (AIP)의 취지를 지지한다. 

• 현재, 북극 투자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북극경제이사회의 투자 및 인프라 워킹그룹이 

활동 중이다. 

 

무역 제재와 북극이 받는 영향 

• 대부분의 북극 국가들은 작은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으며 무역 의존도가 높다. 

• 다양하지 않은 수출로 인해 북극국가들을 무역전쟁에 있어 취약하다. 

•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은 북극 기업과 북극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력방안 

• 북극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북극과 북극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 상호이익을 위해서는 

o 아시아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북극에 필요하며 

o 글로벌 마켓으로 가기 위해 북극사회와 비지니스 기회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