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산업정책 및 산업공간의 변화와 한러 

산업협력*

이 상 준 이 대 식

- 개요 - 　
러시아 경제는 다시 위기에 처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과거 추진되었

던 산업정책과 산업공간 재편을 변화된 글로벌 환경에 따라 재구성하여 추
진하고 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수입대체정책이고 지역개발과 연계되
어 추진되는 극동개발이다. 현재와 같은 권력구조에서 러시아 정부의 노력
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산업공간 재편의 활
용을 통한 산업정책의 추진 방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입대체 정책과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출범은 보호무역주의와 유사한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21세기적 맥락에서 재구성되어 러시아 영토내 생산기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모든 글로벌 기업에게도 세제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위기를 언젠가는 극복할 것이다. 과거와 
달리 한러 양국간 교역규모가 위기 극복과 동시에 다시 크게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양국간 산업
협력을 증지시켜야 한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산업정책을 활용하려면 자원과 
완제품 교역만으로 그 협력의 깊이와 폭을 넓힐 수 없다. 수입대체정책은 
현재와 같은 산업간 무역이 아니라 산업내 무역을 증진시킬 경우에만 의미 
있는 산업통상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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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시장개입은 제한되었고 그로 인해 

인력 양성, 기술개발, 원자재 조달, 세금 및 금융지원, 산업인프라 조성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은 점차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

융위기 발생 이후 시장에 대한 시각은 크게 변했다.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맹신이 사라지고 경제활동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재조명받게 되었다. 시장에 

맡겨두었을 때 의사결정이 효율성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게 되고 근시적인 의

사결정만을 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국가와 시

장의 협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시장을 통한 배분이 정상적으로 작

동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산업정책이 필요해졌다. 기업 활동을 장

려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의 필요성도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1990년대 혼란기를 경험한 이후 러시아는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자원

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러

시아 산업정책의 핵심은 자원의존도 탈피를 위한 산업다각화, 낡은 생산 시

스템의 현대화 및 고도화, 첨단기술 활용에 의한 신성장 동력 확보,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산업공간의 재편, 영토적 광활함을 활용한 글로벌 공급 사슬망 

구축 및 러시아 국내 산업 거점망 연결 등으로 축약될 수 있다. 이러한 산업

정책은 소련시기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단순하게 부활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

를 담고 있다. 러시아는 국가의 개입과 쇠퇴를 현대사에서 경험하였다는 점

에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도 시장에 모든 것으로 맡기는 것도 문제

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러시아 정부의 산업정책은 많은 시

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러시

아 정부의 정책적 시도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산업정책을 잘 파악한다면 한국 기업들에

게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산업정책의 기

본적인 방향성과 그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 이유는 2015년 한러 양국간 교역액은 160억불로서 2014년

(258억불) 대비 40%가 줄어들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위기 이후 한러 양국간 무역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당시에는 한국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 제품의 품질

이 낮아 경제 회복기에 우리나라 제품이 선호되었으나 오늘날에는 한국과 중

국 기업간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효과적인 진출 전략이 마련되지 

않으면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러 양국

간 경제협력은 이전보다 한 단계 개선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과 산업공간의 변

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

과 이러한 정책이 우리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한

국기업들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러시아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러시아 산업정책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후발국가로서 산업화에 성공한 소련의 경험 덕분에 러시아 경제는 언제

나 산업정책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1)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중앙정부가 산업발전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분야를 조정하고 재정적인 기여를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강

했다. 소련시기뿐 아니라 1990년대 체제전환 위기, 1998년 경제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2014년 대러 제재 등으로 위기가 발생하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였고 산업정책은 그 수단으로서 추진되었다. 
산업정책은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부정적인 현상도 많이 야기하였다. 소

련과 러시아의 산업정책은 다른 국가의 산업정책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냉전시기, 냉전 이후 국가의 안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위산업 육성계획과 광활한 영토적 특징을 바탕으로 지역개발계획과 

연관된 산업육성 계획이 산업정책에 늘 포함되어 있었다.
안보적 제약은 과학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방산 분야의 산업시설들을 접근

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위치하게 하였다. 연구개발 시설과 산업생산 시설이 

1) A. Yudanov(1997) “USSR: Large Enterprises in the USSR – the Functional 
Disorder,” in A. Chandler et al.(eds.) Big Business and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97-432.



지리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첨단기술이 생산기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

게 되었다. 균형 발전 제약은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율성 추구와 연관되면서 

특정 지역에 대규모 산업시설을 위치하게 하면서 파편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

성케 하였다. 이로 인해 경제지역 단위별 독과점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 

산업발전은 저해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제약 하에서 실행된 소련의 산업정책

은 성공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산

업구조로 인해 유연성이 약해지는 경향이 더욱 컸다. 그로 인한 폐해는 체제

전환 과정에서 더 잘 드러나게 되었다.

<표 1> 2000년대 러시아 산업정책의 주요 발전

구분 우선순위 특성 자원 기업관계

푸틴 집권1기
2000~2003

시장제도 발전 
및 구조조정

유연한 
규제정책(세금, 

독점, 환율)

경제성장 회복 
및 정부예산 

제약

올리가르히 관리 
및 대기업과 

정기적인 미팅

푸틴 집권2기
2004~2008

산업다각화 및 
혁신 촉진

수직계열화, 
장기 계획, 

국가발전체제 구축

실질적인 예산 
투입

국가에 의한 
수직적인 통제 구축, 

정부정책 실행을 
위한 조직 창설

글로벌 위기
2008~2009

사회적 안정
대기업 지원, 

인위적 통제 선호, 
정부의 보상(고용)

예산 제약으로 
정부지출 축소 

및 조정

정부와 기업간 
협력을 통한 정부 

재정지원 

위기 극복
2010~2011

신성장동력 모색 
및 현대화, 혁신

기술력 중심 산업 
정책

재정건전성 확보 
및 불확실성 

제거

시장접근 경쟁 
심화, 벤처 등 

새로운 기업 출현

푸틴 집권3기
2012~2014

재산업화, 
투자환경개선, 

신성장산업 지원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

성장감소로 인한 
정부지출 감소

새로운 소통방식 
도입(개방정부)

경제침체
2014~현재

대러 제재 및 
유가 하락 대응

수입대체 및 
산업다각화

재정긴축
위기 대응 

수직통제방식

자료: Gaidar Institute for Economic Policy(2013) Russian Economy in 2013, pp. 
397-398, 바탕으로 저자 보완 

그래서 체제전환 초기 산업정책에 대한 수요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

결해달라는 측면이 많았다. 방위산업의 민수전환이 추진되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균형 발전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지역별 독과점 기



업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귀결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부보조는 1998년 

금융위기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산업정책은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시장개혁 이후 경제적 혼란으로 산업생산이 크게 감소하였던 당시 국가의 역

할이 부재하였고 산업정책은 임시응변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녔다. 1998년 금

융위기를 기점으로 산업구조의 재편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렇기에 1998
년 이후, 특히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러시아 산업정책은 경제상황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표 1> 참조). 특히 

2014년 대러 제재 이후 러시아 자국 산업의 육성의지는 더욱 커졌고 산업 다

각화와 고도화의 필요성은 한층 증가하였다. 하지만 재정수입 감소라는 제약

하에서 러시아 정부의 산업정책이 효과적인 성과를 이룩할 것인지에 대해서

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집권 이후 현재까지 추진해온 러시아의 산업정책은 산업다

각화 및 고도화 정책, 산업공간 재편, 글로벌 공급망 활용 산업거점 확보 등

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산업다각화 및 고도화 정책

러시아 산업정책의 목표는 경제적 문제 해결과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다각

화, 수입대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러시아 과학기술 활용에 의한 연

구개발, 첨단 기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산업정책의 일반적인 목적

과 크게 다르지 않다.
러시아 정부가 주로 사용하였던 산업정책 집행 수단 역시 ① 세금 부담 

경감, ② 관세율 변경, ③ WTO 가입, 유라시아 경제연합 창설, FTA 체결 

등 무역협정 체결, ④ 러시아 생산자 보조금 지급, ⑤ 위기 발생시 특정 산

업분야에 대한 선별적이고 긴급한 지원, ⑥ 국가의 발전 정책에 따라 국가가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바탕으로 특혜성 투자영역을 지정하는 등 다른 산업화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러시아 산업정책은 경제적인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동시

에 지니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그 이유는 러시아 사회경제가 소련시기 

유산과 거리의 횡포(the Tyranny of Distance)로 인한 문제로 낙후지역의 고



용창출, 지역사회 안정, 단일 산업도시,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라는 특징을 지

니고 있기 때문이다.2) 그래서 과거부터 정치적 목적이 경제적 목적보다 우선

시 되는 경향이 많았으며 특정한 분야를 왜곡하여 불균형적으로 빠르게 성장

시키는 방식이 자주 활용되었다. 산업정책은 이러한 발전전략과 방향성을 실

현하기 위하여 자주 활용되었다. 최근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입대체정책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산업정책이라는 것 역시 산업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실제 2006년 이후 러시아 산업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6년에는 환경보호, 안보 및 반테러, 생명과학, 나노 기술, 정보기술, 방산, 
에너지, 우주항공, 교통 및 교통 엔지니어링, 항공기 제작, 선박 산업이 우선

적인 지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엔지니어링, 금속가공, 목재, 공작

기계, 의료기술, 석유화학, 자동차, 경공업, 광학기술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

고 있다. 과거 2006년과 비교할 때 2014년에 선정된 산업정책의 우선분야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기도 하다(<그림 1> 참조).
대체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산업다각화와 고도화를 위하여 현대화정책과 수

입대체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현대화 정책의 주요 방향은 ① 국내외 

시장에 활용될 새로운 에너지 원천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新연료 개

발, 전력망 현대화, 스마트 그리드, LED 조명 등), ②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

의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유지, ③ 모든 형태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지상 

및 우주 인프라 구축, ④ 정교한 진단 장비 및 의약 등 의료기술개발(진단장

비 및 의약품 등), ⑤ 슈퍼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정보기술 개발(에너지, 전력망, 교통, 의료 등의 분야에 배태된(embedded)된 

IT 솔류션, 소프트웨어 개발 등)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3)

2) Fiona Hill and Clifford G. Gaddy(2003) Siberian Curse: How Communist Planners 
Left Russia Out in the Cold,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Ch. 
Great Error, pp. 1-6.

3) 이상준(2014) ｢러시아 경제와 현대화 전략: 주요 산업발전 전략과 정책｣, 슬라브
학보 29:1, 197-199쪽.



<그림 1> 러시아 산업정책의 우선순위(2006~2014)

자료: Simachev et al.(2014) “Russia on the Path Towards a New Technology 
Industrial Policy: Exciting Prospects and Fatal Traps,” Foresight-Russia 8:4, p. 14.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

고 있는 분야와 외국으로부터 기술 수입을 통해 러시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분야로 구분하여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현대화 정책은 정책 조정 기관인 대

통령 산하 경제 현대화ㆍ혁신 발전 회의를 중심으로 혁신 프로젝트 수행ㆍ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전략이니셔티브청, 스콜코보 재단, 과학기술 분야 혁

신 소기업 지원 재단(FASIEST), 러시아벤처컴퍼니(RVC), 대외경제은행, 로스



나노 등 다양한 기관들 간 협조체계 아래 추진되었다.4)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추진된 현대화 정책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2013년 러시아의 

GDP 대비 총 R&D 지출액은 1.12%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2.36%에 비

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러시아의 총 R&D 지출액에서 정부가 68%, 민

간이 28%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들이 R&D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하는 상황이

다.5) 현대화 정책은 방위산업 분야와 하이테크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분야

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러시아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킬 만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현대화 정책의 일부는 최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대체 정책으로 

변화되었다. 러시아 수입대체 정책은 서방의 대러 제재 대응방안, 러시아 경

제위기 극복, 러시아 산업다각화라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당분간 러시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2020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그림 2> 참조). 러시아 정부가 강조하는 수입대체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농산물 및 음식료 

산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서방의 대러 제재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분야를 러시

아 석유 및 건설 엔지니어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수입대체 정책의 목표는 러시아 생산체제의 현대화, 러시아에서 생

산하는 제품의 부가가치 증대, 환율 변동에 따른 생산 영향 완화 및 기업 재

무성과 개선, 높은 기술 수  준에 있는 최종 제품 관련 외국 업체와 러시아 기

업간 기술 격차 해소, 비에너지 분야 수출 증대, 러시아 내 생산 프로세스에 

주요 부품을 포함하여 러시아 생산 시스템 안정화, 지속적인 경제 성장 보장 

등이다.6)

4) 제성훈 외(201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러협력방안｣, 대외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15-25, 60쪽. 

5) “No leadership for Russia until R&D spending triples by 2030—Ministry forecast,” 
(2013), ChemRar, 2013.2.1, http://www.chemrar.ru/eng/i-news/index.php?ELEMENT_ 
ID=15508(검색일: 2016.09.14). 

6) Юлия Воронина(2014) “Лекарство от зависимости,” Российская Бизнес-газета 
959:30, 2014.8.5, https://rg.ru/2014/08/05/zameshenie.html(검색일: 2016.02.20). 



<그림 2> 러시아 수입대체 정책의 배경과 정책 기대 효과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현대화 정책에서도 중점을 두었고 수입대체 정책

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 장비, 의료 및 IT 등이다. 에너지는 

효율성이 낮아 그만큼 투자에 의해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큰 분야이다.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 분야 장비와 설비의 러시아산 제품의 경쟁력이 

낮아서 7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수입대체를 통

해 러시아 에너지 생산 및 공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생산도 배가하

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러시아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생산의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의료ㆍ제약 시장은 지난 10년

간 평균 10%에 가까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외국

제품의 입찰 제한을 통해 수입대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산업공간 재편정책

푸틴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산업정책은 러시아 연방 지역균형발

전 및 공간 재편과 연관되어 진행되고 있다. 물론 20세기부터 산업특구 지정

과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에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2005년 들어 러시아 정부는 자국 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특별경제구역(SEZ)’을 설립했다. 모두 네 가지 유형, 즉 산업생산 SEZ, 기술



혁신 SEZ, 관광레저 SEZ 및 항만공항 SEZ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산업생

산 SEZ가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성공을 이룩하고 있다(<그림 3> 참조). 현

재 러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특구로 평가받고 있는 곳은 타타르공화국 

알라부가 특구로서 이곳에는 2015년말 기준으로 18개의 공장, 5,300개 일자

리, 930억 루블 투자 유치를 기록하고 있다.7)

러시아 정부는 경제특구 투자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

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제공되는 가장 대표적인 특

혜는 법인세 감면이다. 총 20%의 법인세 중 연방 귀속분인 2%는 0%로, 지

방재정 귀속분인 18%는 4%까지 감면되어 최대 16%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8) 물론 지역별로 법인 이윤세 인하에 대한 편차는 존재하였으나 법인 

이윤세 감면혜택을 받은 지역으로의 외국인 투자유입은 활성화되었다. 

<그림 3> 러시아 경제특구와 테크노 파크

자료: ｢러시아 테크노파크와 경제특구｣, RUSSIA포커스, 2013.6.28, http://russiafocus. 
co.kr/multimedia/infographics/2013/06/26/42405(검색일: 2016.02.20).

7) 리자 레비츠카야(2013) ｢잘나가는 러 경제특구 ‘알라부가’의 비결은...｣, RUSSIA 
포커스, 2013.6.28, http://russiafocus.co.kr/business/2013/06/28/42377(검색일: 2016. 
02.20).

8) 러시아연방 총리령, 2015.05.22, № 926: ‘지역 프로젝트의 세금 감면 혜택에 관한 
법안(об уменьшении ставки налога на прибыль организаций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региональ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투자분위기의 침체와 그로 인해 상대적으

로 글로벌 가치 사슬에 이미 편입되어 가동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새로운 

공간에 대한 관심 저하로 인해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향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및 제반 인프

라 구비,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제공, 다양한 노동력, 주변 시장으로의 

진출 확보, 관련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러시아 지방의 지리적 특성(인접시

장, 인프라 등)과 부존자원의 풍부함을 감안하여 경제특구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에 장애가 되는 연방정부

와 주정부간의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최근 러시아 투자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시적 성과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특구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지정학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극

동개발과 유라시아 경제연합도 산업공간 재편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극동개

발은 지역개발뿐 아니라 산업다각화 및 고도화의 공간적 배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러시아 정부의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은 러시아 극동에서 산업화와 지역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

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관련 기업들의 진출에 따른 위험을 감

소시키려는 정책수단이다. 
선도개발구역은 항만, 공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보다 광활한 공간 위

에 설립되며, 자유항은 항만과 공항 인근지대에 설립됨에 따라 지역개발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선도개발구역은 농업, 물류, 광업, 수산업, 항공기 부품, 
건축자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자유항은 물류 중심에 수산

업, 관광, 과학기술 등 네 가지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선도개발

구역과 자유항의 개발은 연관성을 가지고 개발이 진행될 계획이다. 
푸틴 대통령은 2013년 12월 연두교서에서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에 수출

지향적인 비원료산업 부문 기업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갖춘 선도경제발전 특

별구역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9) 
① 국내 시장뿐 아니라 수출을 위한 인프라 측면의 제약을 제거하고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BAM(바이칼-아무르 철도)와 TSR(시베

9) 강명구(2016) ｢러시아의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TASED)의 지정과 시사점｣, 주간 
KDB Report, 2016.8.22, 2쪽. 



리아 횡단 철도)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②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극동지역

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아태지역국가들의 성공적인 지역개발 모델들을 적

극적으로 적용한다. 지하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건설, 교통 및 농업 개발, 원

료-에너지 복합체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원료 가공 및 현대적 생산 시설 구축 

등 전통적인 분야 및 새로운 분야에서 투자 프로젝트들을 실현한다. 
③ 선도개발구역의 설립을 통해 투자 및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여건이 아태

지역국가들의 핵심 업무 중심지와 비교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역동적

으로 신장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유치 등 대규

모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감안한다면 극동러시아에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성공

적인 지역개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로서 선도개발구역은 극동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2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루스키섬을 비롯하여 

선도개발구역을 추가할 계획이다(<표 2> 참조). 한편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

으로 연해주지역 항만 일부를 자유항으로 지정하여 향후 약 70년 동안 항구 

및 공항지대, 산업지대, 과학진흥지대, 관광지대 등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연

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여 경제자유도시로서 특화 발전시키려

고 하고 있다. 
선도개발구역이 극동러시아를 산업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극동지역을 아태지역 경제와 통합하기 위한 목

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9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푸

틴 대통령은 극동러시아 지역 주요 항구에 자유항 지위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극동-2025 프로그램은 제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극동 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제조업 분야는 항공기 제조, 우주 

분야, 조선업,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산업 등이다. 항공기 제조와 조선, 그

리고 자동차 부문은 극동지역에 일부 기반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분야이고, 
우주 및 석유화학 분야의 제조업은 새로 신설되는 부문이다. 



<표 2> 극동지역 12개 선도개발구역 선정 목록

연방
주체

선도경제
구역 명칭

소재지 특성화 분야

투자액(10억 루블)
일자리 
창출 수

면적
(ha)

민간
(초기  

입주자)

정부
예산

(전체)

연해주
나데즈딘
스카야

나데즈딘스카야 구
운송-물류 , 경공업 , 
식료품

6.73 3.972 1630 806

연해주
미하일로
프스카야

미하일로프스키 구 , 
스파스키 구 , 
체르니고프스키 구

농업(돼지사육 및 
가공 , 사료공장) 39.03 4.438 2401 3151

연해주
볼쇼이 
카멘

볼쇼이 카멘 복합조선단지 140.0 3.0 - -

하바롭
스크

하바롭스
크

하바롭스크 구 , 
라키트넨스키 마을

운송-물류 , 철강 28.52 2.361 3095 587

하바롭
스크

콤소몰스
크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시 , 아무레 시

항공기 및 부품 , 
목재가공

15.23 1.232 2700 210

아무르
프리아무
르스카야

블라고베쉔스키 구 , 
이바노프 구

공업(시멘트 클링커 , 
석유정제 등), 운송-물류

128.9 0 1530 857.3

아무르
벨로고르
스크

벨로고르스크 시
농공업
(콩가공 , 동물사료 , 
베이커리 등)

1.45 0.046 275 702.3

사할린 유즈나야

아니브스키 , 
토마린스키 , 
유즈노-사할린스크 , 
코르사코프

축산업 및 작물재배 - 0 - -

사할린
고르니 
보즈두흐

유즈노-사할린스크 , 
네벨스크 , 
시네고르스크

관광 - 0 - -

캄차트
카

캄차트카
옐리조프스키구 ,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캄차트스키 시

관광-레저 , 공업 , 
컨테이너 항만  
(북극항로용)

28.1 8.465 2918 2,200

추코트 
자치주

베린고프
스키

아나디르스키 구 
석탄광산

석탄 및 천연가스 채굴  
및 가공

8 0 450 5,960,000

사하공
화국

칸가라시 사하(야쿠티야) 공화국

산업단지
(세라믹블록 , 니스 및  
페인트 , 플라스틱 관 , 
건자재 등)

1.11 0.2 350 16.9

합계(관리회사 자본금 포함) 397.07 23.714 15,349 5,968,531

자료: 변현섭(2015) ｢러시아 극동지역개발 전략으로서 선도경제구역 설립의 의미와 
전망｣, 슬라브연구 30:4, 73쪽; 원석범(2016) ｢사할린 선도개발구역 지정과 현황
분석｣, 시베리아 극동 ISSUE PAPER 14, 46쪽. 



러시아 정부는 극동 지역의 비교우위에 있는 광물 자원을 배경으로 관련 

제조업 분야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단순 채굴 및 수출

을 지양하고 광물자원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여 부가가치 증대를 추구하는 한

편, 이와 관련한 부속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 세부계획이 계속적으

로 수립되고 있지만 도시간 연계, 산업간 연계, 프로젝트간 연계가 보다 구

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프로젝트 가운데 상당수가 인프라 수요가 많고 

중장기 건설기간이 소요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부가가치형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유치가 필수적인데 교육, 주거환경 개선, 의료복지 향상 등이 동시에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을 기반으로 혁신 경제로의 전환도 요구된다.
극동개발정책은 극동지역 자체의 개발보다 국가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극

동지역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러시아 연방 차원의 개발계획들

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러시아연방 에너지 전략 2030’은 러시

아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시장으로서 아태지역의 비중을 20~25%까지 확

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의 국영 석유회사들은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서 새로운 유전·가스전을 발굴하기 위한 탐사를 진

행하는 한편, 태평양 쪽으로 ESPO 송유관을 건설하였다. 또한 <2025 연방프

로그램>에 포함된 극동지역 남부의 석유화학단지 건설계획은 이러한 송유관 

부설 계획과의 연관성 속에서 수립되고 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으로의 산업공간 재편은 다소 개발협력과 산업통상협력

이 혼재하고 있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회

원국들간 상품, 서비스, 자본 및 사람의 자유 이동과 경제 분야에서 공동정

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들 상호간의 서비스무역, 설

립 및 투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인 자유화를 수행하고10) 최대한 

많은 서비스분야에서의 단일 서비스시장을 창설하고자 한다. 
하지만 회원국들은 각각의 과세 보류, 면제 부가 요건 및 조건에 관한 리

스트(national lists of reservations, exceptions, additional requirements and 
conditions)를 통해 서비스무역, 설립 및 투자를 제한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

스와 관련한 조치를 도입, 시행할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

라서 당장 산업공간 재편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 러시아

10) EEU조약 65조 1항 및 66조(Treaty on the Eurasian Econimic Uniion Article 65/1, 66). 



의 주요 교역대상국 가운데 수입 측면에서 벨라루스가 117억불(2014년 기준)
로 5위를 차지하는 것 외에 다른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과의 무역규모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산업공간 재편은 고부가가치 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간 공간적 재배치와 회원

국간 산업내 무역을 통해 보다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 산업정책은 인프라 구축과 관련성이 높다. 광활한 대륙을 품

고 TSR과 새롭게 열리는 북극 항로는 러시아를 글로벌 공급사슬망의 중심국

가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러시아연방 철도교

통 발전전략 2030’의 경우 러시아 철도의 주축을 이루는 시베리아횡단철도

(TSR)의 현대화 계획을 비롯하여 한반도종단철도(TKR) 등 접경국 철도와의 

연결 계획을 포함하며, ‘러시아연방 교통 전략 2030’은 미래의 해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북극항로(NSR)의 개발 계획을 포함하고 있

다. 북극권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러시아는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국제 해양 운송 노선과 시베리아 강과 극동 항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국내 노선을 확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극해 항로의 개척과 개발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러시아 산업정책의 영향과 한러 산업협력 방안

1. 러시아 산업정책의 영향: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 중심

러시아 현지 경쟁기업의 육성, 새로운 표준 설정, 공공조달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방법으로 한국뿐 아니라 외국기업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 제약 등 한국 대기업이 이미 진출했거나 

향후 진출 가능한 부문에서 러시아산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러시아 정

부가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에는 최초로 러시아산 스마트

폰인 ‘요타폰’이 생산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중국으로의 수출까지 시작되었

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의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외제 스마트폰을 국내산 

요타폰으로 교체시키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11) 특히 대규모 투자와 외국제품

11) ｢러시아 스마트폰 ‘요타폰2’ 2015년 중국 시장 노린다｣(2014), SPUTNIK 한국어방



에 대한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으로 러시아의 의료 및 제약 산업의 경쟁력

이 급속도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이후 러시아의 새로운 표준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도 외국

기업에게는 영향을 끼칠 것이다. 러시아 생산업체의 제품에 유리하도록 새로

운 표준을 설정하여 외국제품의 시장진입을 원천 차단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

다. 전반적인 국산품 인정 기준 강화로 한국 제품의 B2B사업도 축소될 수 

있다. 현지 생산 제품도 필수 공정 규정 위반으로 국산품 인정을 받지 못하

여 러시아 정부의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공

공기관 및 국영기업에 대한 진출이 어려워 질 것이다. 이러한 위협 요인은 

러시아의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이 EEU(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 전체로 

확대되면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국가계약법’에 의해 러시아의 수입대체 정책이 

카자흐스탄 등 다른 회원국에게도 자동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가계약법

은 실제 2014년 7월 이후 일부 품목에 대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벨라

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이 원산지가 아닌 경우 정부조달 참여를 금지했

다. 또한 2015년 2월 이후 의료부문 정부입찰 과정에서 두 개 이상의 러시아 

기업이나 유라시아경제연합(EEU)회원국 기업이 참가를 신청하면 다른 외국기

업은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12)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출구전략의 

주요한 파트너인 유라시아연합 회원국들과의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강화할 

전망이어서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의 영향은 예상을 넘어 커질 전망이다.
부문별로 한국 기업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러시아의 수입대

체산업 육성 대상 20개 부문 중 한국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자동

차와 민간항공이다. 특히 자동차는 20개 부문에서 수출의 절대 비중(39.7%)과 

부문별 대러 수출의 비중(5.5%)에서 각각 1, 2위인 동시에 러시아 정부가 목표

로 하는 수입의존도(7.6%)와 수입의존도 감축 폭(90.8%p)이 각각 3위와 2위를 

송, 2014.11.13, https://kr.sputniknews.com/korean.ruvr.ru/news/2014_11_13/280013259/ 
(검색일: 2016.08.20). 

12) ｢러시아, 외국산 의료 제품 및 기기 정부입찰 참여 제한｣(2015), 코트라, 
2015.2.12,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 
AllView.do?dataIdx=153299&column=title&search=&searchAreaCd=10007&searchNat
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
earchIndustryCateIdx=&page=6&row=80(검색일: 2016.08.20). 



품목
한국  

총수출
러시아
총수입

한국  
對러 수출

러 수입에서
한국 비중(%)

한국수출에서
러 비중(%)

인력 수송용 자동차 44,816,385 16,331,833 2,405,461 14.7 5.4
화물 수송용 자동차 2,549,551 2,793,659 205,474 7.4 8.1
기타 도로용 자동차 915,541 1,139,983 55,744 4.9 6.1
자동차 부품 24,315,213 10,497,343 1,350,760 12.9 5.6
모터사이클/사이클 82,159 610,820 653 0.1 0.8

트레일러 176,481 878,132 3,199 0.4 1.8
총계 72,855,330 32,251,769 4,021,291 12.5 5.5

차지하고 있다. 민간항공은 수출의 절대 비중(1.4%)은 낮으나 해당 부문에서

의 대러 수출 비중이 가장 높고 러시아 정부의 목표 수입의존도(1.8%)와 수

입의존도 감축 폭(90.2%p)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선전자, 경

공업, 석유화학기계, 에너지기계, 농업삼림기계, 목재제지 등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고 6개 부문의 수출에서 대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수출 절대치의 비중도 7% 이하이다.

<표 3> 한국의 對러시아 자동차 수출 현황(2014년)
단위: 천 달러

자료: UNCTAD(2015) “Merchandise:Trade matrix,” http://unctadstat.unctad.org/wds/Report 
Folders/reportFolders.aspx?sCS_ChosenLang=en(검색일: 2016.08.20). 

<그림 4> 러시아 수입의존도(목표치와 감축 폭)와 
한국 수출에서의 비중(부문별 비중과 절대치) 



자료: 러시아 상공부 산업정보사이트: “Отраслевые планы по импортозаме- 
щению, разработ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stavminprom.ru/docs/otraslevye-plany-po- 
importozameshcheniyu-razrabotannye-ministerstvom-promyshlennosti-i-torgovli- 
ross/(검색일: 2016.08.20). 

UNCTAD(2015), “Merchandise:Trade matrix.”
* K축은[부문별 한국의 대러 수출비중]과[20개 부문 수출총합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동일한 가중치로 통합 표준화한 지수.13)

 R축은 각 부문별 러시아의 수입의존도 최종 목표와 감축 폭(음수화)을 동일
한 가중치로 통합 표준화한 지수14)

따라서 러시아 수입의존도 감축 폭과 한국수출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특히 

자동차 중 승용차는 러시아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14.7%로 매우 높아 수입

대체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그리고 러시아 현지

에서 생산을 하는 경우에도 러시아 국산품 인정 기준이 강화될 수 있어 적

절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부품 국산화율을 산정할 때 가

격 기준이 되는 공장 출고가를 기존에는 법인 대상 도매가격으로 설정했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개인에 대한 소매가격까지 포함된다. 또한 가격 산정 대상 

제품이 기존에는 판매 제품에 한정되었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출고되지 않고 

13) 수출과 관련된 비중은 다음과 같음(점선 원으로 표시된 부문)
 - 대러 수출의 비중(부문별 총수출액 대비 대러시아 수출액의 비중): 에너지기계 

0.51%, 농업삼림기계 0.60%, 경공업 1.05%, 석유화학기계 1.19%, 무선전자 1.24%, 
목재제지 2.60%, 무기 0.00%, 민간항공 8.35%, 자동차 5.52%.

 - 수출 절대치의 비중(20개 부문 전체의 대러시아 수출총액 대비 각 부문의 대러시아 
수출액 비중): 에너지기계 5.37%, 농업삼림기계 0.02%, 경공업 1.70%, 석유화학기계 
0.00%, 무선전자 6.37%, 목재제지 0.87%, 무기 0.00%, 민간항공 1.37%, 자동차 
39.69%. 

14) 러시아의 수입 정책 관련 수치는 다음과 같음(점선 원으로 표시된 부문)
  - 수입의존도 목표치: 무선전자 60%, 경공업 44.9%, 석유화학기계 44.8%, 에너지기계 

40.9%, 농업삼림기계 30.2%, 목재제지 13.6%, 무기 30.8%, 민간항공 1.8%, 자동차 
7.6% 등.

  - 수입의존도 감축 폭(목표치 달성 기준): 무선전자 22.0%, 경공업 27.6%, 석유화학기
계 30.1%, 에너지기계 28.5%, 농업삼림기계 25.8%, 목재제지 11.9%, 무기 33.8%, 
민간항공 90.2%, 자동차 90.8% 등.

  - 특히 경공업과 에너지는 러시아 수입시장 점유율도 각각 0.64%, 2.31%에 불과하여 
가장 영향을 덜 받게 될 부문.



창고에 있는 완성품까지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부품의 국산화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가격 총액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국산화율이 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기진출한 기업들이 부품 국산화율을 더 높여야 각

종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현지 생산활동 비중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하는 규정 

개정안이다. 뿐만 아니라 국산화율 산정 기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의 자연력 1년으로 고정되어 생산자가 자체 양산 스케줄에 맞출 수 없도록 

하여 분식에 의하여 국산화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방지하고 있다. 
공작기계, 자동차, 특장차, 광학제품, 에너지·전자기술·케이블 관련 제품, 

중장비 등 6개 부문을 대상으로 국산화 산정시 기존 국산 부품의 가격 기준 

비중 요건에 현지 공정의 비중 요건이 추가되었다.15) 공정 비중 기준이란 현

지 생산 제품이 국산품 부품 비중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현지 공장에서 일정

한 공정(특히 핵심적인 생산공정)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산품으로 불인정

한다는 규정이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12개 공정16) 중에서 2015년 1월 1일부

터는 7항목 이상, 2016년 1월 1일부터는 9항목 이상, 2017년 1월 1일부터는 

11항목 이상 충족하는 제품만을 러시아 국산품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법률 규제 외에도 세관조사 강화, 검역 조사 강화 등

의 행정지도를 통해 외국제품 공급 차질 및 수입비용 초래하여, 민간시장에

서의 수입대체를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제시된 수입대체 정책은 

규제 중심이고 정책 금융 지원 및 인센티브는 세수 부족과 경제사정 악화로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입대체 산업육성 정책에 규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정부

는 2014년 9월 수입대체산업 육성분야를 선정하여 대규모 예산 지원을 결정

하였다. 이에 따라 육성분야에서 발생하는 R&D 비용, 운영자금 및 생산 활

동 금융에 대한 이자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산업개

15) 정부지침 719조. 2015.7.17: “유사제품이 러시아연방 내에 생산되지 않는 공산품
으로 분류하는 것에 관하여(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17 июля 2015 г. № 719 О критеиях 
отнесения промышл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к промышл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не имеющей 
аналогов, произведенны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government.ru/ocs/ 
18942/(검색일: 2016.08.20). 

16) 1) 전원 장치 조립, 2) 전반부 축(프론트 서스펜션) 조립, 3) 리어 서스펜션 조립, 4) 
배기 장치 조립, 5) 핸들링 장치 조립, 6) 전장 조립, 7) 내외 장식 조립, 8) 동체 용
접, 9) 동체 도장, 10) 동체 조립, 11) 특수 장비 조립(있을 경우), 12) 완성 차량의 
제어 실험.



발펀드(3억 달러) 조성, 신규제조설비 투자기업 저리 자금 지원을 하고 있어 

러시아 정부와 특별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

을 수 있다.17) 수입대체산업 관련 특별투자계약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산업 생산의 현대화 혹은 현지화를 시도하는 기업을 대상

으로 세금 및 관세 특혜, 감가상각 가속화, 정부 소유자산 임대료 할인, 각종 

행정절차 편의, 계약 기간 내 불리한 법령 개정 불가, 정부조달사업에 대한 

장기 독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서 2015년 12월 16일 프랑

스의 에너지 관리 자동화 글로벌 기업인 슈나이더 엘렉트릭(Schneider 
Electric)사가 특별투자계약 MOU를 체결한 뒤 신규 및 추가 생산시설을 건설하

였다.18)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상태로서 현재 러시아 

판매제품의 60% 이상을 러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산업정

책이 보호무역의 형태로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러시아내 생산을 강화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내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한러 양국의 산업생태계 연결 및 산업내 무역 증진

러시아의 최대 수입 품목은 운송과 화학 분야이고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

은 부문은 항공, 선반기계, 식품가공기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의존도

가 높은 러시아 산업 부문에서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 품목은 대

부분 러시아 수입시장 점유율이 5% 이하이다. 따라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

야에서 새로운 협력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한러간 무역

은 현재의 정체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러시

아 정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인 공작기계, 중공업, 경공업, 전자산업, 
제약 및 의료산업, 식료품 산업기계 등에 대한 투자 진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은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 부응한 공격적 투자결정으로 도약의 발판

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7)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 제488-FZ(제정 2014.12.31, 최근개정 2015.7.13) 
이 2015년 7월 13일부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시행되는 제16조 ‘특별투자계약’ 
제도(동법 제16조). 

18) “Schneider Electric готовит инвестконтракт по созданию в РФ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 
(2016), ТАСС, 2016.5.26, http://tass.ru/pmef-2016/article/3317272(검색일: 2016.08.20). 



<그림 5> 수입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제품군에서 한국 제품의 비중(2014년 기준) 

자료: UNCTAD(2015), “Merchandise:Trade matrix.”

우리의 글로벌 기업들은 핵심역량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세계전체를 공간적 배경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생산 활동이 러시아 산업정책과 연계된 경우 한러 양국간 협력의 시너

지 효과는 증폭될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기업이 자원개발, 인프라개

발, 기술개발, 제조 및 생산, 물류, 마케팅,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맡아서 쌍방

간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 기업의 

가치사슬이 서로 연결될 경우 양국간 무역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될 수 있다. 
글로벌 분업 구조에서 러시아 생산자가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수업대체산업 육성을 산업내 무역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B2C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은 B2B, B2G로 확대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협력 방식을 포함하여 새로운 협력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한국 부품 공급, 유라시아 경제연합 생산, 러시아 시장 판매, 한국 

기업 컨설팅, ② 러시아 R&D, 유라시아 경제연합 생산, 유라시아 경제연합 

역내외 시장 판매, 한국 종합무역상사 유통망 활용과 같은 부품-생산-판매-유
통-서비스가 연계. 이미 한국의 기업들이 러시아 B2C시장에서 더 이상 시장 

점유를 늘리는 것이 한계에 봉착하였다는 점에서, 또 위기시 양국간 무역 변



동 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협력 방식은 양국간 산업통상 협력

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게 할 것이다.

<그림 6> 산업내 무역 증진에 의한 러시아 시장 진출

위와 같이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이 러시아 경제성장의 부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은 수입대체 정책에 대해 적극적

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지 기업과 대등한 경쟁력 및 외국기업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입대체 정책과 

정부조달 입찰제한이 중첩되는 의약시장에서 의료 서비스와 의료용품을 결합시

켜 진출한다면 장기적인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비즈

니스가 가능한 분야는 ① 의료보건 서비스 및 의약품, 의료 장비, ② 식품 포

장 및 식품 유통 서비스, ③ 온라인 쇼핑몰 및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④ 과일, 
조경화훼, ⑤ 농업, 양돈, 수산물, 원산지 추적 유통 서비스 등이다.

또한 첨단기술을 매개로 상호보완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러간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과 그 잠재성은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는 크지 않다. 한러 양국은 현재 혁신 주도 경제로 진입하고 있다. 과학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먼저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 인력 교류 및 

협력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기업의 추격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더욱이 중국이 생산기

지 및 시장 측면에서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중국이 가지는 장점이 점차 소멸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기지로서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제2의 중

국이 될 새로운 해외거점이 필요하며 저가제품뿐 아니라 전자, ICT 등 하이

테크 분야까지 중국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첨단기술 분야의 시장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따라서 한러 기술협력의 당위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이테

크 분야에서 러시아 스타트업 기업과 히든 챔피언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한

국과 러시아의 스타트업 기업과 기초과학 분야와 혁신 기업간 매칭 협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벤처기금 등이 가치사슬에 입각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양국간 협력은 한층 공고화될 것이다.

3. 극동개발 협력 및 글로벌 공급사슬 연계형 생산공급 거점 협력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공간 재편은 권력이 새로운 경제지형을 만들

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천연자원과 생태자원의 보고인 극동 러시아는 그

동안 발전 잠재력에 비하여 열악한 투자환경과 적은 투자로 인하여 상대적으

로 낙후되었다. 한국 경제의 추가 성장 동력원과 한국의 유라시아 진출을 위

한 발판 마련을 위해 극동지역에서 양국간 산업통상협력이 필요하다. 한국 경

제 성장을 위해서는 동력원(에너지, 자원,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어야 

하며, 러시아 극동지역은 그러한 동력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이다.
때마침 러시아 정부는 과거와 다른 속도로 극동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의 핵심 방향은 ①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한 

가공산업 및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 ② 빠른 시일 내 수출 상품 생산과 

아태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 ③ 극동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수 증

대 등이다. 주요 세부 과제로 제조업 및 자원 가공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

성, 콩 클러스터 및 수산 양식장 개발 등 농수산업분야 클러스터 조성, 인력 

양성 및 R&D 강화, 클러스터의 기반 시설인 수송망과 전력 시스템 구축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주민복지와 관련된 각종 공공시설 건설 등이 제시되고 있

다.19) 한국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실질적인 극동개발 전략의 하나로 새로운 형식의 경제특구

라 할 수 있는 ‘선도개발구역(TOR, Advanced Development Zone)’ 지정을 통

19) 김학기(2013) ｢APEC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개발 전략과 대응방안: 혁신적 지역 
클러스터 정책을 활용한 산업협력｣, 산엽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662, 150쪽.



해 극동의 자원을 활용하는 가공산업 및 제조업 육성과 아태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자동차 클러스터, 하바롭스

크지방의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항공·조선 클러스터 등 극동 각 주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기존의 경제특구 및 ‘혁신적 지역 클러스터’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고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다. 
그리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도 러시아 극동개발에 새롭게 접근 중이라

는 점에서 한국정부도 새로운 접근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은 정부 차원

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우크라이

나 사태 이후 중국의 극동진출에 주저하던 러시아 정부도 중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러시아정부의 극동개발정책과 맞물

려 북한과 러시아간 경제 협력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물론 UN의 대북제재

로 당분간 남북러 3각 협력이 당분간은 진행되기 어렵다. 그러나 러시아와 

한반도가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국경협력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

속되어야 한다. 일본도 대러 협력기구인 ‘일로교류촉진관민연락회’를 정부차

원에서 출범시키고 에너지를 시작으로 농수산 분야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

해 가고 있다.20) 따라서 자유항으로 지정된 블라디보스토크와 연계된 주변의 

선도개발구역을 하나의 산업공간으로 하여 한국의 산업공간과 연계시키는 노

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큰 국가인 러시아는 글로벌 공급사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TSR은 동북아시아 경제

권과 EU를 연결시키는 가교로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북극해 빙

하 감소로 북극해 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간, 거리, 비용을 감

소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수송로로 북극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

아가 가진 글로벌 공급사슬로서의 이점을 확실하게 하려면 관련 인프라와 법

과 제도적인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인프라는 시장의 힘에 의하여, 법과 

제도는 정치적인 힘에 의하여 결정된다.
러시아는 트랜짓 국가로서의 자신의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 러시아 물류

의 거점이 되는 공간을 어떠한 형태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물류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점과 점을 이어주는 단선

적인 것을 넘어서야 한다.

20) 이동형(2014) ｢환동해권의 재부상과 경상북도｣, ESR 13, 2014.6.30, 8쪽. 



<그림 7> 한러 물류 협력 강화

Ⅳ. 결론

1992년 1.9억불에 불과했던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규모는 연평균 24.9%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258억불까지 도달하였다. 이는 1992년 대비 134배가 

증가한 규모이다. 물론 직선적으로 계속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1998년 러시

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마다 

양국간 교역은 급감하였다. 다행히도 러시아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양국간 교역 규모는 그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러

시아 정부 역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변화를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LG, 삼

성, 롯데, 현대자동차의 러시아ㆍ유럽지역 투자는 무역 감소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하였지만 러시아 경기 상승국면에 큰 성과를 내는 기반이 되었다. 



지금 러시아 경제는 또 다시 위기에 처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부족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거 추진되었던 산업정책과 산업공간 재편을 변화

된 글로벌 환경에 따라 재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이고 지역개발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극동개

발이다.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외국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참여하기에는 여전히 느리고 비효율적인 업무처

리 방식으로 인해 이러한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

재와 같은 권력구조에서 이와 같은 러시아 정부의 노력은 단기적으로 추구되

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러시아 정부의 이

러한 산업정책과 산업공간 재편의 활용을 통한 산업협력 방안은 마련될 필요

가 있다. 소련시기부터 존재하였던 수입대체 정책과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출범

은 과거 EU와 NAFTA가 경제블럭을 형성하면서 보호주의를 강화하였던 점과 

유사한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21세기적 맥락에서 재구성되어 

러시아 영토내 생산기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모든 글로벌 기업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제혜택을 주려고 하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위기를 언젠가는 극복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양국간 

교역규모가 위기 극복과 동시에 다시 크게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 이유

는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나타나 품질과 가격에서 모두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러 양국간 협력의 상

호보완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는 산업통상협

력에 한걸음 더 나아간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양국이 원하는 협력의 목표

를 달성해야 한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산업정책을 활용하려면 현재와 같은 

상품과 완제품 교역만으로 그 협력의 깊이와 폭을 넓힐 수 없는 것이다. 수

입대체 정책은 현재와 같은 산업간 무역이 아니라 산업내 무역을 증진시킬 

경우에만 의미 있는 산업통상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국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시장에 투자하고 산업내 무역을 늘

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상업적인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발

도 필요하다. 한국기업들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조

건과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보일 수밖

에 없다. 이러한 것을 서로 이해한다면 협력의 제도화와 지원체계 구축에 양

국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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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s in Industrial Policy and Industrial Space       
in Russia and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Lee, Sang Joon*ㆍLee, Dae Sik**

The Russian government is remaking industrial policies and redefining 
industrial space to promote investment and eventually, recover the economy. The 
most central among them is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import 
substitution policies that are linked with regional development. Unlike previous 
protectionism, the import substitution policies and Far East development, as well 
as Eurasian Economic Union provide regulations on one side, privilege on the 
other side. That is, global companies, which have production base or plan to 
construct production base in Russian territory can enjoy these benefits. 
Eventually, Russia will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But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Russia would increase significantly as 
Russia overcomes the current crisis. The reason is China became significant 
competitor. What we can still hope is that there are still mutual complement of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Therefore, a new approach to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should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two countries’ policy. Russian import substitution policies and Far East 
development will pursue the region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as well as 
intra-industry trade between major trading partners. Korean investors must 
monitor and analyze the Russian industrial and regional policy and participate in 
the active cooperation to make another success story in the Russian market. 

*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Studies at Kookmin University.
** Reaserch Fellow in Samsung Economy Reaserch Institute.



이 상 준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러시아학전공 교수. 러시아과학아카데미 IMEMO 경제학 

박사. 관심 연구 영역은 러시아 및 포스트 소비에트 유라시아 국가 경제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한국과 내륙 유라시아 국가 간 ICT 개발협력｣, ｢무역을 위한 

원조와 중앙아시아와의 개발협력｣,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구심력과 원심력: 에

너지, 교역 및 투자를 중심으로｣, ｢러시아 권위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제자

본의 역할｣, ｢‘더 커지는’ 러시아 경제공간과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 ｢러시아 

경제와 현대화 전략: 주요 산업발전 전략과 정책｣,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모스크바 시민들의 국가에 대한 기대｣ 등이 있다.

Lee, Sang Joon

Ph.D. in Economics,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MEMO), RAS. Currently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Studies at 
Kookmin University. His main research area is Russian and Eurasian 
Economy. His recent articles include “Development Cooperation in ICT Sector 
among Korea and Inner Eurasian Countries,” “Aid for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Central Asia,” “Centripetal and Centrifugal Forces of Eurasian 
Economic Union: Focused on the Energy, Trade, and Investment,” “The Role 
of Foreign Capital in the Development of Authoritarian Market Economy in 
Russia,” “Korea’s Cooperation Strategy for ‘Bigger’ Russian Economic Space,” 
“Modernization and Russian Economy,” and “What Should the State Do to 
Us? Expectations of Moscow Citizens toward the State.”

이 대 식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서울대 문학 박사. 관심 연구영역

은 러시아, CIS, 동유럽의 경제와 문화이다. 최근 연구보고서로는 ｢중‧러 가스협

상 타결의 파급효과 분석｣, ｢EU의 脫러시아 가스 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셰

일혁명에 흔들리는 에너지대국, 러시아｣, ｢북극개발의 기회와 대응｣, ｢CIS 관세

동맹의 현황과 시사점｣, ｢러시아의 WTO 가입과 향후 전망｣등이 있다. 저서로

는 줌 인 러시아, 2020 유럽의 미래(공저), 넥스트 차이나(공저)가 있다.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6. 10. 9

논문심사일: 2016. 10. 26 ~ 2016. 11. 9

심사완료일: 2016. 11. 9 

Lee, Dae Sik

Reaserch Fellow in Samsung Economy Reaserch Institute. He received his 
Ph.D. in Russian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specialization is 
Russian Literature and Culture.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are economy, 
culture in Russia, CIS, and Eastern Europe. His recent articles include 
“Russia, Energy Superpower, shaken by Shale Revolution,” “Opportunity of 
the Development of Arctic,” “Current Situation of CIS Customs Union,” and 
“Russia’s WTO Accession and its perspective.” He recently published Zoom 
in Russia, 2020 Future of Europe (co-auther), and Next China (co-au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