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경제위기와 정부의 대응정책:
2008년과 2014년 경제위기의 비교분석

박 지 원

- 개요 - 　
러시아는 2000년 이후 2008년과 2014년 2회의 경제위기를 경험하였으며 

두 번의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원의존적인 러시아 경제구조에서 비
롯된다. 2008년과 2014년의 경제위기에서 러시아 정부가 취한 응정책은 

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 정부는 기업에 해 보조금을 지급하
고, 금리인상을 통해 먼저 인플레이션과 외 자금유출을 차단하였으며 이
후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점진적 통화약세정책을 취했다. 또한 주요 
완제품에 해 관세를 인상하여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2014년의 정책은 과거의 정책에 비해 좀 더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
다. 러시아 정부는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정부의 개입범위를 축소했고, 
수입 체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또 ‘브릭스(BRICS)’ 등 신흥국과
의 국제은행설립과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비상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다각화
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등 
신흥국의 영향력이 확 되는 등의 과거와 달라진 국제환경을 반영하고 있
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경제위기 처방안은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요인
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하다. 글로벌 경제문제 응에 한 러시아의 근
본적인 해결책에는 산업구조 다각화와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주 제 어: 러시아 경제위기, 경제위기 응정책, 위기극복 프로그램, 
수입 체화 정책,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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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러시아는 1991년 시장 경제로의 체제전환 이후 3회의 커다란 경제위기를 

겪었다. 첫 번째 경제위기는 1997년 태국의 바트화 평가절하에서 시작된 동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촉발되어 1998년 8월 러시아 정부의 모라토리엄

(Moratorium)선언으로 이어진 국가채무위기이다. 두 번째 위기는 2008년 미

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기

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과 서구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및 국

제유가하락으로 시작되어 러시아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이다. 
1990년 의 첫 번째 경제위기는 경제위기의 유형가운데 외 부채에서 비

롯된 국가채무위기로 이와 같은 신흥국들의 채무불이행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1) 당시 러시아는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경제개혁방안을 추진하였으며 급격한 구조개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제도적 불안정성은 결국 채무위기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경제위기에 

한 러시아 정부의 응 역시 채무구조 조정에 집중되었다. 
반면, 2000년  이후 러시아가 겪어왔던 각각의 경제위기의 경우, 그 출발

점은 모두 외부적 요인에 두었지만 결국 러시아 경제가 가진 외적 취약성

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폭락과 더불어 서구자본이 러시아로부

터 이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가격 폭락은 

러시아의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면서 정부 재정수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

였다. 2014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경제위기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서구의 경제제재,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촉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러시

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  이후 두 차례 경제위기의 원인은 러시아 경제의 지나친 원자재 

의존에 있다. 2000년  초반부터 지속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러시아 

경제성장에서 원동력이 되었지만 반 로 러시아의 자원의존현상을 심화시켜

왔다. 원유와 가스 수출이 러시아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정

1) Carmen M. Reinhart and Kenneth S. Rogoff(2011) “From Financial Crash to Debt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1, No. 5, p. 1684. 



부재정 수익의 약 50%는 자원 판매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2)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이후 확 되어 왔으며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버블붕괴의 가능성을 그 만큼이나 부풀려 왔다. 외 문제로 촉발된 국

제유가·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받게 되는 충격은 그 이

익에 상응하는 만큼이나 클 것임이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이

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다각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투자유치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경제구조의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현하는 데 있는 것

으로 장기적이고 긴 안목의 정책추진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지나친 자원의존과 이로 인한 경제위기의 반복은 러시아 정부에게는 단기적

으로 극복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동시에 정책적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두 번의 경제위기에서 러시아 정부는 어떤 응책을 제시했는

가? 두 차례 정책의 차이점과 그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모

르는 경제위기에 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등이 본 논문에서 논의하게 될 내

용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자원 의존국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경제위기의 원

인과 정부의 응정책에 해 살펴보고, 2000년  러시아 경제위기의 현상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의 경제위기에 한 러시아 정부

의 응정책을 비교하여 정책의 차이점과 그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2. 국가 경제위기와 대응정책 

1) 자원의존국 경제위기의 원인 

한 국가의 경제구조가 수출의존적인 상황에서 주요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

면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해당국가가 주요 수출품

에 의존하는 성향이 클수록 부정적인 영향은 강화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와 

같은 비교역재는 국제시장의 환경에 영향을 적게 받으나 교역재, 특히 원유

와 같이 가격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상품의 경우 상품의 가격변화에 의해 

2) EBRD(2012) Diversifying Russia: Harnessing regional diversity, London: EBRD 
Publications, p. 4.



수출이 영향을 받으며 경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

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6년까지 10개 주요 원유 수출국의 비원유부문 

GDP 성장률과 국제원유가격과의 상관관계는 두 요소간의 평균 상관계수가 

0.4로 상관관계가 높으며 해당국에서 원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계수는 더 크게 나타나3) 원유부문이 해당국가의 비원유부문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러시아의 경우 에너지 의존은 GDP에서 차

지하는 비중과 전체 수출에서 에너지 부문의 비중을 통해 나타난다. GDP에

서 원자재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0.7%, 2012년 11.2%, 2014년 

10.3%, 2015년 상반기 11.5%로 10% 이상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은 2000년 53.8%에서 2013년 71.6%, 2014년에는 70.5%까지 

확 되었다.4)

일반적으로 원자재 판매로 얻는 수입이 크게 늘어날수록 정부의 재정지출

은 비례하여 확 하게 되는데 첫째, 원자재 수출로 얻어지는 정부의 수입은 

체로 매우 크다는 점, 둘째, 지 추구로 인해 정부 재원으로 쉽게 이전된

다는 점, 셋째, 다른 재원을 통해 얻어진 정부재정 수입보다 더 쉽게 사용되

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5) 원자재 수출에 의

존하는 국가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정부의 수입이 증가하면 주로 규모

의 공공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

되면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6) 반면, 원자재 가격의 

3) Aasim M. Husain, Kamilya Tazhibayeva, and Anna Ter-Martirosyan(2008) “Fiscal 
Policy and Economic Cycles in Oil-Exporting Countries,” IMF Working Paper, 
WP/08/253, p. 3. 

4) Росстат, ВВП по источникам доходов,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
   main/rosstat/ru/statistics/accounts/#(검색일: 2016.03.28). 
5) Rabah Arezki, Kirk Hamilton, and Kazim Kazimov(2011) “Resource Windfalls, 

Macroeconomic Stability and Growth: The Role of Political Institutions,” IMF 
Working Paper, WP/11/142, p. 4.

6) 이처럼 원자재 판매로 인한 자금이 유입되고 경기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국가 내의 
자원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된다. 주로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의 한 가지 현
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러한 결과는 주로 ‘지출효과(spending effect)’를 가져오게 
된다. 원자재 부문의 활황이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총수요를 견인하게 되고 국
내 각종 재화 가격의 상승 및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을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네
덜란드 병은 결국 자국 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는데, 자원의존국의 
경우 자원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기호황기에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요인이 되는 제



급락은 해당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많은 원유 수출국의 경우 정부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원유 판매수입에서 얻고 있어 국제원유 가격의 하락

은 원유 수출국 정부 재정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통화가치

를 손상시킨다.7) 일반적으로 해당국가의 통화가 평가절하 될 경우 해당국의 

생산제품의 외적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이 촉진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만 원유가격 폭락은 이와 같은 수출확 를 크게 기 하기 어렵고 정

부 재정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화가치의 하락은 금융시장을 통해

서 자국에 유입된 외국자본의 이탈을 가속화 시키고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으

로 이어진다. 또한 기업이 도산하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은행의 부실채

권이 늘어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약화된다.8) 
자원가격 하락이 정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이유는 부

분의 원자재 수출국 정부가 자국의 에너지 가격에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너지 보조금은 에너지 가격 상승기에는 정부 재

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기에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내총

생산(GDP)에서 에너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약 2.2%로9) 
많은 금액이 에너지보조금에 쓰이고 있다. 에너지보조금 지출이 단기적으로 

폭 감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에너지 가격의 폭락은 자원 의존국에게

는 경제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 또한 보조금은 해

당국 기업에 지급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자국 내 천연자원의 개발 주체가 국

영기업인 경우가 많아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이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

우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재정적 부담이 고스란히 정부로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유가격 변동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한 라우타바(Jouko 

조업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된다는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고 경제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을 내재하게 된다. 

7) John Baffes, M. Ayhan Kose, Franziska Ohnsorge, and Marc Stocker(2015) “The 
Great Plunge in Oil Prices: Causes, Consequences, and Policy Responses,” World 
Bank, PRN/15/01, p. 28.

8) John Baffes, M. Ayhan Kose, Franziska Ohnsorge, and Marc Stocker(2015), 36-37.
9) 국제에너지기구(IEA) 국가별 에너지보조금 자료, http://www.iea.org/subsidy/index.html 

(검색일: 2015.06.26).



Rautava)의 연구결과는 러시아 경기가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국제원유

가격과 환율변동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10) 또한 코호넨

과 레다예바(Iikka Korhonen and Svetlana Ledyaeva)는 원유가격이 50% 상승

하면 단기적으로 4분기 이내에 약 12.56%, 장기적으로 20분기 이내에 약 

8.52%의 GDP 성장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11) 국제원유가격 하락은 러시

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낮은 가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경기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2)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정책

경제위기 발생 시 각국 정부는 경제시스템에 일정 부분 개입하여 무너진 

경제 구조를 바로잡아 경기를 회복하는 정책을 편다. 체로 한 국가가 내

적으로 전개하는 경제위기 응 정책은 금융정책(monetary policy), 재정정책

(fiscal policy), 규제정책(regulation policy)로 나눌 수 있다. 최근의 국제경제

위기 또는 금융위기에서는 부분의 국가들은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정책금리

를 조정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하여 실물경제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국가 간 차별화가 적어 큰 성과를 기 하기 어렵다.12) 
다음의 <표 1>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요 선진국의 정책 응수단별 실

행 내용을 보여준다. 

10) Jouko Rautava(2004) “The role of oil prices and the real exchange rate in 
Russia’s economy ― a cointegration approach,”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2, pp. 315-327.

11) Iikka Korhonen and Svetlana Ledyaeva(2010) “Trade linkages and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price of oil,” Energy Economics, Vol. 32, Issue 4, pp. 848-856. 

12) Antonio Spilimbergo, Steve Symansky, Olivier Blanchard, and Carlo Cottarelli(2008) 
“Fiscal Policy for Crisis,” IMF Staff Position Note, SPN/0811, pp. 2-3.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금융정책
유동성 공급 정책 ● ● ● ● ● ● ●
금리 인하 ● ● ● ● ● ● ●
규제정책
예금보장 ● ● ● ○ ● ○
모든 시장상품에 

지급보증
○ ● ● ○ ○ ○

추가 부채보증 ○ ○ ● ○ ○
은행 자본재구성 ● ○ ● ● ●
은행에 한 일반

보증
○ ○

자산 구매 ● ○
관리·감독 강화 ● ● ● ● ● ● ●
재정정책
가계 보조 ● ○
비금융기업 

유동성지급
● ●

기타 재정정책 ● ○ ● ○ ●

 <표 1> 주요 선진국(G-7)의 위기 응 정책 실행내용(2008년 금융위기 당시)

* 주: [●] 표기는 2008년 10월 기준 시행중인 정책, [○] 표기는 시행계획중인 
정책을 의미함.

** 자료: Gert Wehinger(2008) “Lessons from the Financial Market Turmoil: 
Challenges ahead for the Financial Industry and Policy Makers,” Financial 
Market Trends, OECD, p. 8.

 
위의 <표 1>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금융위기 발생 시 모든 주요 선

진국들은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유동성 공급과 금리인하 정책을 펴고 있다. 
금융정책은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에 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정책당국이 

단기간에 경제위기에 응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이다. 또한 금융정책과 재정

정책 모두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여 자국 내의 금융경색을 방지하고 자금순

환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행하는 일반적인 정책이다. 국제통화기금

(IMF)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은 확장적인 금융정책이 위기극복 초기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주장한다.13) 여기에는 금리인하뿐만 아니라, 양적완화

13) Sanjay Dhar(2014) “IMF Macroeconomic Policy in the Financial Crisis Aftermath,” 
IEO Background paper, BP/14/07, pp. 16-17.



(Quantitative Easing) 와 같은 정책이 포함되며 이러한 정책들은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총수요를 자극하여 침체된 산업분야에 직접적인 활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금융정책의 확장여부가 재정정책 효과와 별 연관

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14) 확장적인 금융정책이 경제위기 극복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은 아니며 오히려 효과적인 재정정책이 더 중

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용하는 주요 재정정책들은 가계 및 기업에 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등이 있으며 가계에 한 보조금 지급은 경기침체로 

인해 저하된 총수요를 확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일본은 장기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자국 국민에 해 상품 소비에 사용할 수 있

는 쿠폰을 지급한 전례가 있으며 상기와 같이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당

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기업에 한 보조금 지급 정책은 경기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에 한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경제위기시에 기업은 자금운영에 한 

일시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정부의 재정지원은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신흥

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한 보조금 지급에 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국 기업에 한 규모의 구제금융 제공으로 이중

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업에 한 보조금 지급이 정부로서는 부담스러

운 정책이 될 수 있으나 위기극복의 단기적인 정책으로 불가결한 측면임을 

보여주고 있다. 

3. 러시아 경제위기의 현상과 시사점 

2008년과 2014년의 러시아 경제위기는 그 시작점이 모두 외부의 요인에서 

촉발되었으나 지나친 원유의존이라는 러시아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불안정성에 기인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

14) David Romer(2011) “What Have We Learned about Fiscal Policy from the 
Crisis?,” IMF Conference on Macro and Growth Policies in the Wake of the 
Crisis, March 2011, p. 4. 



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직접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경기가 하락하면서 에너지에 한 수요가 감소

하였으며 이는 국제원유 가격폭락으로 이어졌다. 다음의 <그림 1>은 2008년 

금융위기 전후 국제원유 가격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림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국제유가 흐름

* 자료: www.indexmundi.com(검색일: 2015.07.25). 

2000년 이후 지속되어 온 원유가격 상승은 2007년과 2008년에도 계속되

었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확 되기 직전인 2008년 7월까지 배럴당 140달

러에 달하는 상승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원유가격은 급락을 시작하여 

2008년 12월에는 40달러 가까이 하락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 원유가격은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러시아 경제는 폭락한 원

유가격으로 인해 심각한 위축을 보였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산업생산은 각각 -4.2%, -7.0%, -12.7%, -12.0%, -12.4%, -15.0%를 기록하는 

등 산업부문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경제위기가 한창인 2009년 5월의 산업

부문별 생산을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5월의 산업생산과 비교해 보면 기



계 및 장비류 생산이 -45%, 건설부문이 -21.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15) 
이에 따라 2009년 GDP성장률은 -8.5%, 고정자본투자는 -17.6%, 산업생산

은 -15.4%를 기록하였다.16) 여기에 2008년 8월 있었던 러시아와 조지아

(Georgia)의 군사적 충돌은 러시아 금융시장에 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러시아의 자본유출은 1,640억 달러에 

달했으며 루블화 가치는 2008년도 중반부터 2009년 2월까지 34% 하락하였

다.17) 
이러한 경제위기의 원인은 외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 조지아와

의 무력충돌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 증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이 한 

가지 이유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원유 등의 원자재에 한 경제적 의존현

상이다.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경상이익이 줄어들면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경제다각화가 이루어져 수출상품의 집중도가 낮은 국

가들은 그 영향을 적게 받으나18) 러시아와 같이 원유·가스 등의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우 그 충격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2014년 러시아 금융위기 당시의 모습도 2008년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다. 먼

저 유럽연합의 경기침체 지속과 원유공급 과잉에 한 우려, 중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하였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금융제재 

등으로 인해 러시아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통화위기로 이어졌다. 다음의 <그림 

2>는 2014년 시작된 러시아 금융위기 전후 국제유가의 흐름을 보여준다. 

15) G. G. Fetisov(2010)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and Problems of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Studies on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Vol. 21, No. 1, 
p. 7.

16) B. N. Profir’ev(2010) “Economic Crisis: Management and Innovative Development 
Issues,” Studies on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Vol. 21, No. 5, p. 472. 

17) Deutsche Bank Research(2009) “Russia in the financial crisis and beyond,” 
International Topics current issue, pp. 5-6. 

18) UNDP(2011) Towards Human Resilience: Sustaining MDG Progress in an Age of 
Economic Uncertainty, N.Y.: UNDP, pp. 29-30. 



2014년 7월 31일 8월 30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29일 12월 31일

35.72 36.93 39.38 43.39 49.32 56.25

2015년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0일 6월 30일

68.92 61.27 58.46 51.70 52.97 55.52

<그림 2> 2014년 러시아 금융위기 전후 국제유가 흐름

* 자료: www.indexmundi.com(검색일: 2015.07.25). 

2013년 6월까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던 국제유가는 이후 연말까

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배럴당 40달러 로 하락하였다. 2015년 초반부터 

약간의 반등을 하였으나 급락 이전의 가격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낮은 원유가격은 러시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더하였다. 다음의 <표 2>는 

2014년 중반부터의 미국 달러화 비 루블화 환율변화를 보여준다. 

 <표 2> 미 달러화 비 루블화 환율변동
(단위: 루블/1달러)

* 주: 해당 월 마지막 외환거래일을 기준. 
*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http://www.cbr.ru/eng/currency_base/monthly.aspx
       (검색일: 2015.09.11). 



7월 말까지 달러당 35.72루블을 기록하던 환율은 8~9월까지 소폭으로 절

하되었으나 유가하락이 본격화된 4/4 분기부터 하락폭이 더 커져 10월 31일

에는 43.39루블, 12월에는 56.25루블에 달했다. 그리고 2015년 1월에는 68.92 
루블로 정점을 기록한 뒤 50루블 선으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2014년에만 러시아에서 해외로 유출된 자금은 1,500
억 달러에 달했다. 2015년 1월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P)는 러

시아의 신용등급을 ‘투기’ 수준으로 낮추었고, 무디스(Moody’s)도 Baa3-로 강

등하여 투자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국

채 금리는 주요 신흥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7%에 달하는 등19) 금융시장 혼

란이 가중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무역제재로 인해 식료품 수입이 중단되면

서 체 수입지로부터의 높은 수입 비용 등은 식료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었고, 2014년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전년 비 2배 이상 상승한 15.4%에 달

하는 등20) 물가상승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러시아가 겪은 두 번의 경제위기의 시작은 모두 외부에서 

시작되었다. 2008년 경제위기의 경우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을 받았으며 2014년의 경제위기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

의 경제제재가 원인이 되었다. 결국 두 번의 외부요인 모두 국제원유가 하

락이라는 결과를 통해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  이후 지속되어 온 천연자원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러시

아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자원의존적인 경제구조는 계속 심화되었

다. 러시아 정부도 이와 같은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정

부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자원가격이 상승할수록 자원의존도가 심화되어 제조업 발전이 더디게 나타

나고 자원가격이 하락하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퇴양난의 현

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그 동안 제시해왔던 제조업 육성 

정책들은 아직까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러시아 경제의 외변동성

은 확 되고 있다. 러시아와 같이 경제규모가 큰 국가가 다양한 산업을 발

전시키지 못하고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은 러시아 경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차원의 경제협력과 상생

19) Center for Eastern Studies(2015) “The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in Russia: 
Background, Symptom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OSW Report, pp. 12-13. 

20) Center for Eastern Studies(2015), 14.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산업개발을 통해 지역 내 국가

들과 보완적이고 밀접한 경제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러시아 경제의 외변

동성을 줄이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러시아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경제위기 해결의 본질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현재 세계경제는 과

거에 비해 국가 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한 국가가 국제경제위기의 영향

을 온전히 피해가기는 어려우며 특히 최근의 위기는 금융부문을 통해 더 

쉽고 빠르게 전파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과거 역사에서 나타나듯이 

천연자원의 가격은 상승과 하락이 매우 급격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변동성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경제위기의 대응정책 비교

 

경제위기에 강한 경제체질을 단시일 내에 갖추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며 

정부는 경제위기 발생 시에 체로 단기적인 응정책을 통해 경제위기의 충

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두 번의 경제위기를 맞

아 이에 응하는 다양한 통화·규제·재정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 정책은 다양

한 측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1) 2008년 경제위기 대응정책

러시아의 2008년 경제위기는 러시아에만 한정된 위기는 아니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금융부문과 원자재 등의 실물 

부문을 통해 많은 국가에 영향을 주었다. 러시아 정부는 금융위기가 본격화

된 2008년 11월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방향과 시행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음

의 <표 3>은 러시아 정부의 위기극복 프로그램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부문 주요 내용

은행·금융시스템 
발전

- 금융기관 구조조정 절차 개선
- 비은행 금융기관 파산관리 절차 개선
- 국영·민간 연금기금의 투자확  

내수 경기 진작
- 정부 구매시 국산품에 5~25% 우 가격 
 제공
- 수출기업에 보조금 확

고용시장 안정 및 
사회보장 강화

- 실업수당 상한선 확
- 소외 계층에 주택공급 확

주택 건설
- 완공된 주택의 정부 매입
- 주택담보 출 확

농업

- 농업단체의 단기부채 및 이자에 한 
 보조금 제공
- 가금류 및 돼지고기에 한 수입쿼터 축소
 (2009년)

자동차 및 
농기계 제조

- 설비투자 차입금 이자에 한 보조금 지급
- 자동차 수입관세 조정

방위 산업
- 방위 산업체에 세금 유예
- 보조금 지급 확

원자재 산업 - 수출세 부과 조정기간 단축

교통·운송
- 프로젝트 수행시 정부 보증 확
- 항공기 관세납부 유예기간 확
 (6개월까지)

중소기업 지원
- 소액 출에 한 융자 확
- 정부 사업에 한 중소기업 참여 보장

<표 3> 2008년 러시아 정부 위기극복 프로그램 

* 자료: План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реализации плана действ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оздо- 
ровление ситуации в финансовом секторе и отдельных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6 ноября 2008 г. № 4863П-П13, http://economy.gov.ru/minec/activity/sections/ 
strategicPlanning/crisis/doc20100318_014(검색일: 2015.08.21). 

정부의 정책은 총 10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10개 부문의 구체적인 정

책 내용은 모두 55개에 달한다. 10개 부문 가운데 내수 경기 진작과 고용시

장 안정 및 사회보장 강화, 중소기업 지원의 3개 부문은 거시적인 경제 환경

에 한 정책 목표이며 나머지 7개 부문은 구체적인 산업에 한 지원정책

이 차지하고 있다. 



2009년까지 계속된 산업부문의 지원 금액은 전체 약 1조 1천억~1조 2천억 

루블이며 여기에는 러시아 기업의 외부채 및 정부부채 지급보증 각 100억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21) 각 산업별로 지원된 금액을 보면 석유 및 가스 

부문에 한 지원금이 약 2000~2500억 루블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자동차 

및 농기계부문으로 약 2000억 루블, 군산복합 부문 약 1800억 루블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기업에 한 재정보조금 지급은 주로 

국영 기업에 집중되었다. 러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 자동차, 금융 분야의 기업인 가즈프롬(Gazprom), 로스네프트

(Rosneft), 루코일(Lukoil), 외경제은행(Vnesheconombank) 등이 보조금 지급

의 수혜 상이 되었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주요 기업에 한 정부의 영향력

을 유지하는 한편, 단기적인 위기상황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기의 응책으로서 러시아 정부의 재정정책이 이처럼 상당 부분 기

업에 한 보조금 지급 또는 유동성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많

은 서구의 기업들이 금융위기에 한 응책으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회

피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러시아 경제의 주요 부문이 국영 기업

에 의한 과점상태에 놓여 있고 이 기업들의 생존이 러시아 정부에게는 중요

한 상황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직접적인 자금제공을 통한 기업회생일 것이

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평상시에도 보조금 지급에 매우 관 한 정책을 지속

해 온 것은 기업에 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에 해 특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22)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재할인 금리를 조정하는 정

책을 실시하였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경

기를 활성화시키는 선택을 하며,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G-7 

21) Iwona Wisniewska, Agata Dubas, and Jadwiga Rogoza(2010) “Russia in Crisis: 
Year One,” OSW Report, Center for Eastern Studies, p. 18.

22) 러시아와 같은 산유국에서 쉽게 시행하는 보조금 정책은 가계나 기업에 한 에
너지 보조금 제공이다. 러시아는 주로 천연가스 또는 전기 사용에 있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 지급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재무구조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계
속되면 원가절감을 위한 혁신을 저해하고 정부에게도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박지원(2015)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에너지보조금 지급과 
경제적 함의｣, 중소연구, 제38권 제4호, 221-247쪽. 



시기
’08년 

4월

’08년 

6월

’08년 

7월

’08년 

11월

’08년 

12월

’09년 

4월

’09년 

5월

’09년 

8월

금리(%) 10.5 10.75 11 12 13 12.5 12 10.75

국가는 금리를 인하하였으나 러시아 정부는 경제위기 초기에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표 4> 러시아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변화: 2008~2009년 

*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http://www.cbr.ru/Eng/statistics/print.aspx?file=credit_   
statistics/refinancing_rates_e.htm&pid=idkp_br&sid=ref(검색일: 2015.08.25). 

러시아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08년 초반부

터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왔다. 2008년 4월 10.5%였던 재할인율 금리는 

6월 10.75%로 올랐고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11월에는 12%, 12월에는 다시 

13%로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그리고 금리인하가 본격화 된 것은 2009년 4월

부터이다. 이 때 12.5%로 금리인하가 시작되었고 이후 2009년 8월이 되어서

야 금융위기 직전 수준인 10.75%까지 조정되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약 

1년여 동안은 지속적으로 금리가 상승된 상태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은 금리인상을 통해 다음의 몇 가지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기 이전까지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면서 러시아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었고 러시아 정부의 효율적인 불태화(sterlizing)정책이 시행되지 못하

면서 물가상승 압박이 계속되었다. 2007년 중순부터 2008년 8월까지 약 1년

간 음식료 가격은 약 20%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을 15.1%까지 견인하

였다.23) 금리 인하로 루블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물가에 더 악영향을 줄 것

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상승을 최소화 하려는 시도이다. 
러시아 정부는 금융위기 당시 루블화 환율방어와 정부재정 보조에만 약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소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4) 둘째는 

자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25)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

23) Roland Beck and Geoff Barnard(2009) “Towards a Flexible Exchange Rate Policy 
in Russia,”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44, pp. 6-7.

24) Richard Connolly(2009) “Financial Vulnerabilities in Russia,”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65, p. 4. 



되자 러시아로부터의 자본유출은 지속되었다. 달러로 표시된 러시아 주가지

표(RTS)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66.6%나 하락 하였는데 이러

한 하락은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신흥시장 지표의 하락(-55.2%)보다 훨

씬 큰 하락으로26) 러시아로부터의 자본유출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러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부분이 원자재 관련 기업과 은행일 뿐

만 아니라, 이들 기업들은 해외로부터의 투자비중과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특히 2008년 초반 러시아의 조

지아 침공은 서구투자가들로 하여금 러시아 금융시장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막 한 자본유출로 이어

졌다.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이와 같은 외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은 주로 러시아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관세인

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정부는 자국 내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 보호

에 중점을 두어 외국산 수입자동차에 해 수입관세를 인상하였으며 신차뿐

만 아니라 러시아로 많이 유입되는 일본 또는 한국산 중고 자동차를 겨냥한 

중고차에 한 관세도 인상하였다. 또한 철강제품에 한 관세도 기존의 5%
에서 15%로 높여 철강시장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

러한 규제정책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많은 국가들이 수입제품에 

한 관세를 인상한 것과 같은 맥락의 정책이었다.

2) 정책비교의 관점에서 본 2014년 경제위기 대응

2014년 국제원유가격 하락으로 다시 시작된 러시아 금융위기에 따라 정부

는 2015년 1월 27일 정부차원의 경제위기 응방안을 내놓았다. 同위기 응

방안은 총 4개 분야 60개 세부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표 5>는 정

부정책의 세부내용을 보여준다. 

25) IMF(2011) “Russian Federation: Technical Note on Crisis Management and Crisis 
Preparedness Frameworks,” IMF Country Report, No. 11/335, p. 11. 

26) Philip Hanson(2009) “Oil and the Economic Crisis in Russia,”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54, p. 3.



추진 목적 주요 내용

경기 활성화

- 주요 금융기관에 한 자금 및 신용제공

  - 정부 참여 프로젝트에 한 외국산 장비·제품·
   서비스조달관련 수입 체분야 기준마련

- 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 지원

- 기업에 세금유예 정책 도입

-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 중소기업에 세금부담 완화

- 중소·신규 개인사업자에 세금유예 정책 도입

산업부문별 지원

- 농업 부문에 금융지원 강화

- 러시아산 농기계 구입에 보조금 지급

- 수입 체산업화 프로그램 지원 지속

사회안정 보장
- 사회보장제도 강화

- 의료·보건 부문 지원확  

경 제 · 사 회 부 문 

모니터링 강화

- 同프로그램의 실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표 5> 2015년 러시아 정부 위기극복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자료: План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в 2015 году, http://government.ru/docs/ 
16639/(검색일: 2015.08.27).

60개 주요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과 비교해 볼 때 

내용 자체에 큰 차이점은 없다. 내수시장 활성화, 산업부문별 지원강화, 사회

안정 보장 등의 내용은 이전의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정부는 주로 기업과 금

융기관에 한 보조금과 유동성 지급을 통해 단기적인 운영문제에 처하고 있

는 기업들을 구제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08년의 정책과 눈에 띄게 드러나는 차이점은 러시아 정부의 수입 체산업화 

정책이 이번 경기침체를 계기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금

융위기 응방안에서 러시아 정부는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수입산 제품가운데 

러시아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한해 관세인상 

조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금번 경기 침체에서 러시아 정부는 ‘수입 체화



발표일 내용 발표부서

2014.7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산업통상부

2014.8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산업통상부

2015.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제한 산업통상부

2015.2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산업통상부

2015.2 소프트웨어 제한법령 초안 검토 발표 정보통신부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라는 정책을 표면화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외국산 제

품에 한 수입규제를 강화한 것은 2014년 7월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 관

련 사태에 있어 러시아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발효한 對러시아 경제제재조처의 

반작용 성격이 크다. 이 조처에 따라 러시아는 201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응적인 조처를 내놓았고 그 상이 점차 확 되고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자

국 산업 육성정책과 맞물리는 위기극복 응방안이 되고 있다. 다음의 <표 6>
은 러시아 정부의 외국산제품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련법규이다. 

<표 6> 러시아 정부발표 외국산 제품 정부조달 참여제한 조치: 2014~2015년

* 자료: ｢러시아 외국산제품 공공조달 참여제한 현황 및 영향｣, Global Window,  
KOTRA 해외시장뉴스, 2015.03.23.

초기에 주요 엔지니어링 품목에 한 규제에 그쳤던 제한 품목은 점차 경

공업, 의료용 제품, 소프트웨어 등으로 품목을 확 해 갔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수입 체화를 추진하더라도 자국 산업의 체가능성 정도에 한 고

려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산업발전의 수준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개선되기는 어려우므로 경제위기 응정책으로서의 수입 체화 전략

은 그 상과 정도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해당 정책

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기술이전과 산업화가 담보

되어야만 하므로 부가적인 산업화 전략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단기적인 응정책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경제 위기에 따른 러시아 통화시장과 러시아 정부의 금융정책은 지난 

2008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유가 하락이 본격화 

된 이후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014년 7월 8.0%에서 11월 9.5%, 12월 12
일에 10.5%로 인상했으며 며칠이 지난 12월 16일에는 17%까지 급격한 인상

조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급격한 금리인상은 지난 2008년과 마찬 가지로 



루블화 평가절하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외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다. 2014년 러시아에서 국외로 유출된 금액은 약 1515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외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루블화 평가절하 기조를 더욱 강화하

게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루블화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가동

하여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2014년 1월 약 5100억 달러에서 12월말에는 3854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

소하였다.27) 지속된 외환시장 개입에도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자 러시아 중앙

은행은 2014년 11월 5일 외환시장에서 정부의 개입 범위를 1일 3억 5000만 

달러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28)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존에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서 하루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소진해왔으나 많은 양의 외

환보유고 소진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폭락을 막지 못했다. 며칠이 지난 뒤인 

11월 10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전격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다. 정

부는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에 연동되던 이중환율 바스킷 제도와 외환시장에 

한 정부의 개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29)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정책

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가치는 유가하락과 맞물려 하락을 지속하는 등 정부정

책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외환보유고 소진에 따른 통화안정과 장기유동성 확보

를 위해 중국과 통화 스왑(swap)거래를 추진하였고, 2014년 10월 러시아와 

중국은 약 245억 달러 규모로 향후 3년간 통화교환이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

였다.30) 중국과의 통화 스왑은 세계경제에서 역할이 증 된 중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국으로서는 위안화의 국제화에, 러시아에게는 경제위기에 

27) Central Bank of Russia, http://www.cbr.ru/Eng/statistics/print.aspx?file=credit_statistics/ 
iip_ira_15_e.htm&pid=svs&sid=mipzrRF(검색일: 2016.05.28).

28) Информация о параметрах курсовой политики Банка России,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5 ноября 2014 года, http://www.cbr.ru/press/pr.aspx?file= 
05112014_095635dkp2014-11-05T09_54_18.htm(검색일:2015.09.08).

29) Информация о параметрах курсовой политики Банка России,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0 ноября 2014 года, http://www.cbr.ru/press/pr.aspx?file= 
10112014_115454dkp2014-11-10t11_52_10.htm(검색일: 2015.09.08). 

30) “Банк России заключил валютный своп с ЦБ Китая на $24,5 млрд,” Ведомости, 
2014.11.14, http://www.vedomosti.ru/finance/articles/2014/10/14/rubl-menyayut-na-yuan 
(검색일: 2015.08.20).



구분 유사점 상이점

재정정책 기업보조금 지급 위주

금융정책 금리인상 후 점진적 인하정 책 자유변동환율제 도입(2014년)

규제정책 관세인상 등 자국시장보호 정책 수입 체화 정책 추진(2014년)

기타 통화스왑 계약체결(2014년)

따른 외환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거래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또한 브라

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4개국과 함께 ‘신(新)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을 설립하였는데 同은행은 1000억 달러의 ‘비상재원

(Contingency Reserve Arrangement)’을 보유하여 회원국의 통화 관련 문제 발

생 시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러시아 정부

가 경제위기에 응할 수 있는 외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은 과거 경제위기 

당시와 달라진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중국의 위상은 더욱 커졌고, 브라질, 인도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신흥국 경제가 성장하였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확장적인 미국 

금융시스템과 자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그 척점에 서있는 국가들

의 입장이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러시아로서는 외적으로 경제적인 급변사

항에 함께 처할 수 있는 조력 국가가 생긴 것이며 이 가운데서도 특히 중

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표 7> 러시아 정부 경제위기 응정책의 유사점 및 상이점: 2008년과 2014년 

두 번의 경기침체에 한 러시아 정부의 응 정책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기본적인 정책 응은 상당히 유사하다. 재정정책에서 기업에 한 보조금 지

급이나 금리인상을 통해 먼저 인플레이션과 외 자금유출을 차단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점진적 통화약세정책, 또한 주요 제품에 해 관

세를 인상하여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은 차이가 크게 없다. 반면, 2014년

의 경제위기에서 러시아 정부는 과거와 다른 몇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실시

하였다. 금융정책에 있어 자유변동환율제를 실시한 것은 기존의 관리환율변동

제 하에서 외환관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정수준

의 통화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소요하는 외환금액이 지나치게 많았지

만 유가하락에 연동해 통화가치는 지속적으로 절하되면서 정부손실이 크게 

늘어났다. 2008년의 경우 유가급락이후 통화가치가 하락했지만 유가가 급상



승하면서 통화가치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졌던 상황과 조적인 모습이다. 규

제정책에 있어 수입 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단순한 관세인상보다 

더 적극적인 자국시장 보호정책이며 궁극적으로 러시아 경제의 산업다각화 

및 구조적인 체질개선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의 외부적 

요인으로 중국 등의 국가와 통화스왑 정책을 추진한 것은 국제정세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각국과의 관계변화에 따라 협력의 폭이 확 될 가능성도 있다.

5. 결론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경제위기는 상시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원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라 경기의 호·불황이 반

복되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러시아가 경험하고 있는 경기 

사이클 역시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 위기극복이라는 단기적

인 문제해결의 차원에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08년의 경제위기와 현재 러

시아를 관통하고 있는 경제위기에 해 다양한 해결책을 추진하였다. 지난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서 러시아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은 단기적인 기업 경쟁

력 회복, 통화유출 및 인플레이션 방지, 시장 보호 등의 기본적인 원칙에 입

각한 것이었다. 2008년 경제위기 당시 러시아 정부의 재정정책과 규제정책은 

당시 서구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위해 추진한 정책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특

히 기업에 한 보조금 지급 및 구제금융 제공으로 전반적인 경제구조에서 

러시아 정부의 역할은 더욱 확 되었다. 다만 금융정책에 있어서 서구 국가

들은 금리인하를 통한 즉각적인 통화확장 정책을 펼쳤으나 러시아는 점진적

인 금리인하 정책을 취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2014년의 경제위기에서 러시아 정부가 취한 정책의 기본은 앞선 경제위기의 

해법과 비슷하다. 그 이유는 금번 경제위기의 촉발배경과 전개 과정이 앞선 

그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러시아 정부가 2008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제위기에서도 루블화 환율방어를 위해 많은 외환

보유고를 소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가치는 결국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폭락하면서 정부 정책은 무의미한 결과만 낳게 되었던 것이다. 
러시아 정부의 수입 체화 정책은 과거의 관세인상보다 진일보한 시장 보호



정책이다. 서구 국가들은 신흥국가들의 수입 체화 정책을 지나치게 폐쇄적

이며 자국 시장보호라고 비난하지만 신흥국으로서는 자국의 산업화를 위해 

일정 수준이상의 시장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수입 체화 정책이 경

제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

가 있다. 수입 체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시장보호 외에도 장기적

인 산업육성정책과 기술이전 등이 뒷받침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국제정세는 많은 측면에

서 변화하였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에서의 영향력이 확

되었고, 러시아와 함께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흥국들의 성

장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러시아는 이들과의 경제협력을 확 해 나갔고 2014년 

경제위기 극복 응방안은 이러한 러시아의 환경을 반영하였다. 중국과의 통

화스왑 정책과 브릭스(BRICS) 국가 간의 개발은행을 통해 유사시 자금 확보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국가 간의 경제관계가 밀접히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국가든 

경제위기의 위험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경제위기의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위기 발

생 시 정부의 처방식과 관계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러시아의 경제구조

를 외충격에 덜 민감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 정부는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다각화와 제조업 성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때에만 경제

위기 발생이라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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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nomic Crisis of Russia and the Government’s Policy Response:
Comparative Analysis of 2008 and 2014

Park, Ji Won*

In the economic crisis of 2008 and 2014, the policy response taken by the 
Russian government is fundamentally showed a similar pattern. The 
government at first subsidized domestic enterprises and increased interest rates 
to block foreign capital outflow and inflation. Later it took a gradual 
currency weakening to cut interest rates. It also protected domestic market by 
raising tariff on finished goods. In addition to this, Russia introduc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and put forward a policy of import substitution in 
2014. There are also several diversified policies to secure emergency fund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bank and currency swaps with 
emerging countries reflecting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 However, the 
fundamental solution for global economic problems would be improvement of 
economic fundamentals by diversifying industrial structure and promoting 
manufactur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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