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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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논문은 러시아의 지역격차 현황과 지역정책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최
근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극동지역과 러시아 전체와의 경제적 격차의 변화
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러시아 정부의 지역정책과 지역개발에 대
한 관심은 재정투자를 통해 반영되므로, 연방예산투자와 지방예산투자의 규
모와 그 추이를 연방관구별로 검토하고 특히 극동지역에 대한 재정투자의
추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2000년대에 들어와 러시아 극동지역과 러시아
의 여타 지역과의 격차가 축소되어 왔다는 것을 보이고 그 문제점을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문에서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극동지역
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점검한다. 2000년대 들어 러시아의 전체
고정자본투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기 시작하였
으며,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전체 GR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어느 정도 확
대되었다. 이에 따라 극동지역과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의 경제성장 속도의
격차 문제는 1990년대만큼 심각하지는 않게 되었으며, 2010년 이후 극동지
역의 경제성장은 전체 러시아에 비해 확실히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
지만 2012년에 들어 고정자본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2000년대 후반 극동
지역의 높은 성장률을 지탱해 온 양대 요소, 즉 고정자본투자와 순수출이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이후 극동지역에서 이루어진 고정
자본투자의 대부분은 외국자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외국인 투
자의 약 90%는 사할린과 사하 공화국의 천연자원 채취와 관련된 부문에
투자된 것이었다.
주 제 어 러시아 극동지역 지역정책 지역 격차 재정투자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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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러시아는 소련시대 후반에 겪은 정체에서부터 체제전환에 착수한 이후의
혼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혼란을 경험했다. 그러나 1998년의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러시아 경제는 성장으로 전환하였고, 2000년대 들어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의 영향에 힘입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약 7%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했다. 그러나 명목상 ‘평등 사회’를 내걸
었던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러시아 사회
내부의 경제 격차는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시장경제화
에 따른 자유경쟁의 도입은 빈부 격차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지만,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시대에 존재한 사회안전망이 해체됨으로써 격차 확대
경향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었다.1) 또한 2000년대의 경제성장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와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에는 큰 혜택을 제공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불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경제격차가
현저하게 확대된 데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다른 한편, 2000년대 들어 러시아 연방정부의 강화와 함께 극동지역에서
많은 개발 계획이 진행되었다. 2012년 아시아x태평양 정상회담을 위한 블라
디보스토크 개발 계획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의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
며 교통x에너지x광업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서는 인프라 미정비로 인한 장애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가 높아져 동북아 국가와의 공생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동부지역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푸틴 대통령의 임기 시작 당시부
터 찾아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푸틴 대통령은 2001년에 블라고베셴스크에
서 러시아 경제정책의 향후 방향전환 대상은 동방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
혔다. 2002년에는(1987년과 1996년에 이어) 차기 국가프로그램을 승인했다.2)
그 내용은 극동 러시아 및 자바이칼의 경제력을 2010년까지 두 배로 증가시
1) 흔히 러시아의 지역 불균등 수준은 소련의 붕괴 이후 증가했을
만, 이미 소련 시기에 러시아는 상당한 지역적 격차를 내재하고
라 중앙계획체제로부터 시장지향사회로의 체제전환 과정은 이미
제적 조건에서 진행되었다(M. Bradshaw and K. Vartapetov 2003:

것으로 주장되지
있었다. 이에 따
불균등한 사회경
403).

2)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1996-2005 и до 2010 года».

킨다는 선언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 3기째 집권을 성공한 후 2012년 12월 향후 10~12
년간 러시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극동 러시아 및 바이칼지역3)
의 가속적인 개발을 내걸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지금까지 이 지역의 개발
에 대한 불만과 러시아 동부에 대한 새로운 야심찬 목표의 설정 및 그 달성
에 대한 의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 5월에는 전문적인 담당 부처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였고 극동개발부
는 2013년 3월말 러시아 동부 전역의 개발에 관한 새로운(2014~2018년 및
2025년까지의) 국가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지역 간 사회경제적 불균등과 그에 따른 문제로 인해 러시아의 지
역정책과 지역개발의 유형을 설명하고 분석하려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각
지역의 상대적인 실적, 그리고 그 기초를 이루는 요인에 대한 검토는 러시아의
지역에 관한 다대한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러시아
의 공간적 대비를 평가하는 데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대다수의 연구는 1990년
대에는 러시아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등이 증가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예를 들면, Mikheeva(1999)는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에 대한 자세한 통계적 검증
을 실시하여 1인당 GRP와 개인소득의 면에서 지역적 수렴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Hanson(2001, 2002)은 지역 간 개인소득 격차
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개발의 발산 경로를 분석했다. 또한
Fedorov(2002)는 화폐소득과 1인당 지출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러시아의 지
역적 불균등과 지역적 양극화를 구분했다. 그의 분석은 1990년대 동안 지역적
불균등이 증가했다는 여타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이었다. 김성진(2005)은 1인당
지역생산을 중심으로 하여 러시아 지역격차를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을 통해
1990년대에 러시아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경제가 수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던 2000년대를 분석시기
로 한 연구에서는 지역 간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분석에 변화가 나타났다.
Guriev and Vakulenko(2012)는 1990년대와는 달리 2000년대에는 상황이 극적
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지역별 1인당 GRP 격차는 여전히 지
속되고 있지만 소득과 임금의 격차는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김성진(2012)은 인간개발지수(HDI)를 중심으로 러시아 지역격차의 변화 추이
3) 바이칼지역이란 시베리아 연방관구의 3개 연방구성주체, 즉 부랴트 공화국, 자바이
칼 변강주, 이르쿠츠크 주를 합친 지역을 가리킨다.

를 분석한 후 대체로 2000년대 초기보다 지역 간 격차가 감소되고 있는 듯
이 보이지만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반
면, Lane(2013)은 순환적 인과관계와 누적적 인과관계의 중층적인 작용으로
인해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 간의 격차는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Busygina(2012)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회복과정에서 러시아의 각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였으며, 현대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역 간의 분
단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의 지역별 성과에 대한 문헌은 상당히 많은
데, 이들 문헌은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 간 수렴 및 성장결정요소에 대한 문제
를 분석했다.4) 분석 시기와 방법론에 따라 결과는 다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체제전환 이후 현재까지 수렴, 지역 균등화에 대한 일관성 있는 증거는 발견
되지 않았다. 한편, 러시아 국내에서는 재정투자정책 및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었다.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NPO(Non Profit Organization) 등
이 제기하는 불만의 이유는 재정자금의 배분을 둘러싼 부패 및 이슬람 인구가
많은 체첸 등 남부지역의 개발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의 고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11년 12월 4일 의회 선거에서 특히 극동지역에서 야당의 득표율이 높
았던 것은 이러한 사회 불만의 강도를 나타냈다. 일반 시민과 야당 정치인뿐
만 아니라 경제학자도 지역개발의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Минакир и
Прокопало 2011).5) 연방정부에 의한 지역개발의 강화와 지역의 정치x경제계의
불만 간의 갭은 왜 확대되고 있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지역
정책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연방재정 및 지방재정의 배분, 즉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투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러시아 지역정책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재정연방관계(fiscal federal
relations)의 전반적인 시스템, 특히 지역에 대한 연방재정의 배분이다.6) 러시
아의 재정연방관계 시스템이 지역 간 조세수입에서의 불균등 증가를 효과적
으로 줄이고 지역 간의 경제적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기 위
4) 기존의 연구에 대한 자세한 비교와 검토를 위해서는, Gluschenko(2010)를 참조.
5) 러시아의 지역개발정책, 특히 극동지역의 개발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 및 접근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П. Минакир и О. Прокапало(2011), 93-104.
6) 연방재정의 배분에 대한 객관적인 원칙의 결여는 지역의 재정적 필요와 불균등 정
도가 아니라 지역 지도자의 ‘로비능력’에 따라 연방의 자원이 배분되는 결과를 초
래하기도 했다(Treisman 1996 참조).

해서는 지역 간 사회경제적 차이의 실제적인 크기와 그 변동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2000년대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지역격차 현황과 지역정책에 대
한 검토를 기초로 하여 2012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극동지역과 러시아 전
체와의 경제적 격차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2절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지리적, 인구적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 간 격차의 현황을
검토하고, 극동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
다. 3절에서는 지역격차 축소에 대한 접근을 중심으로 러시아 정부의 지역정
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한편, 러시아 정부의 지역정책과 지
역개발에 대한 관점은 재정투자를 통해 반영되므로, 4절에서는 연방재정투자
와 지방재정투자의 규모와 그 추이를 연방관구별로 검토하고 특히 극동지역
에 대한 재정투자의 추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2000년대에 들어와 러시아
극동지역과 러시아의 여타 지역과의 격차가 축소되어 왔다는 것을 보이고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문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극동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과제를 점검한다.

2. 러시아의 지역 간 격차
러시아는 83개 연방구성주체7)로 구성되고 이들은 8개 연방관구8)로 불리는
지역으로 구분되므로, 여기서는 연방관구별 인구 및 GRP의 추이 및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은 1991년 이후 연방관구별 인구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90년
대 이후 러시아 전체의 인구가 감소해 왔기 때문에, 남부 연방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07년의 인구는 1991년보다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
목해야 할 것은, 1991년 이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극동 연방관
7) 러시아연방 성립 직후인 1992년 12월, 체첸･잉구슈공화국을 체첸공화국과 잉구슈
공화국으로 분리한 이래, 러시아의 연방은 89개 연방구성주체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5년부터 소수민족의 자치구로 설치되었던 자치구를 통합하는 과정이 진행되어
현재 연방구성주체의 수는 83개로 되었다.
8) 2010년 1월 19일 남부 연방관구의 일부가 북캅카스 연방관구로 분리되어 기존의
7개 연방관구가 8개로 늘어났다.

구이다. 극동 및 시베리아와 같이 전통적으로 인프라 정비가 지연된 한랭지
역에서 대량의 인구유출이 발생하고 그 영향이 인구 동향에서도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역사회의 생활조건 그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9)
<표 1> 연방관구별 인구 추이(단위：1,000명)
1991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2년
연방 전체 147,665 148,356 147,539 144,964 143,474 142,221
중앙
38,155 38,115 38,228 37,947 37,546 37,218
북서
15,311 14,864 14,324 13,949 13,731 13,550
남부
21,018 22,284 22,743 22,892 22,821 22,777
볼가
31,837 32,082 31,703 31,105 30,710 30,346
북캅카스
–
–
–
–
–
–
우랄
12,748 12,635 12,515 12,361 12279 12231
시베리아 21,142 20,962 20,464 20,031 19,794 19,590
극동
8,064 7,518 6,913 6,680 6,593 6,509
자료: 러시아연방 국가통계국 (http://www.gks.ru/)

141,904
37,122
13,462
22,902
30,158
–
12,255
19,545
6,460

143,056
38,538
13,660
13,884
29,811
9.493
12,143
19,261
6,266

비중
(2012년)
100%
26.9%
9.5%
9.7%
20.8%
6.6%
8.5%
13.5%
4.4%

<그림 1(a)>은 각 연방관구별 면적과 인구의 분포를 보여준다. 면적에 비
해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표적인 연방관구는 극동 연방관구와 시
베리아 연방관구인데, 특히 극동 연방관구는 러시아연방 전체에서 36.1%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는 4.4%에 불과하다. 이와 대조적인 경우가 중
앙연방관구인데, 면적은 3.8%로 남부 연방관구와 북캅카스 연방관구를 제외
하고 가장 작은 면적을 갖고 있지만 인구는 가장 높은 26.9%를 차지하고 있
다. 러시아의 8개 연방관구와 83개 연방구성주체는 대단히 이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면적, 인구밀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산업구조 및 주요 경
제지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질적인 특징은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부가적인 장애를 조성한다.
9) 러시아는 1995~2009년 동안 자연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겪었다. 출생률은 크게
하락했으며 유입 이주는 자연감소를 대체하지 못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율은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고 2009년부터 유입이민 숫자가 자연
감소를 초과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점차적인 인구증가가 관찰되었다. 2010년
러시아연방의 인구는 2009년에 비해 96,5000명 증가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도
다소의 증가가 관찰되었다(I. Slepukhina 2012: 4).

<그림 1> 러시아연방 및 극동 연방관구의 면적과 인구의 분포

(a) 연방관구별

(b) 극동 연방관구 내 연방구성주체별

<그림 1(b)>는 극동 연방관구 내 9개 연방구성주체별 면적과 인구의 분포
를 보여주는데, 사하 공화국이 면적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인구의 15.3%를
차지한다. 극동 연방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방구성주체는 연해 변강주
로서 31.1%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서는 하바롭스크 변강주가 21.1%를 차
지한다. 면적에 비해 인구가 가장 적은 연방구성주체는 추코트카 자치구로서
면적은 23.8%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8%에 불과하다.10)
그러면 각 지역의 경제상황과 그 개발수준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표 2>는
각 연방관구의 지역총생산(GRP) 및 그 비중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러시아
연방 전체에서 차지하는 GRP의 크기와 그 비중의 변화를 보면, 중앙 연방관
구와 우랄 연방관구의 GRP 비중이 상승하고 다른 연방관구의 비중이 하락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연방관구의 GRP 비중의 상승은 수도인 모스
크바와 러시아 최대의 유전을 갖고 있는 튜멘주11)의 GRP 규모가 상승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 지역은 1인당 GRP도 1998년에서 2007년
10) 러시아의 평균인구밀도는 평방미터 당 8.3명이다. 중앙 연방관구는 가장 높은 밀
도를 가지고 있는데, 평방미터 당 57.1명이 차지하고 있다. 모스크바의 인구밀도는
평방미터 당 9,682명에서 10,659명에 이르며, 이는 세계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인
구밀도를 가진 도시의 하나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극동 연방관구는 평방미터 당
1명으로 가장 낮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는데, 더욱이 추코트카 자치구의 인구밀도
는 평방미터 당 0.1명에 불과하다(I. Slepukhina 2012: 8).
11) 튜멘 주는 시베리아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 석유･천연가스 산업의 중심
지로 행정구역으로는 우랄 연방관구에 속한다.

사이에 크게 증가했으며, 러시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12)
<표 2> 각 연방관구의 지역총생산(GRP) 및 러시아연방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 루블)
1998년
연방 전체
중앙
북서
남부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

2,251,978
634,372
240,785
185,005
429,882
315,746
302,020
144,168

비중

2003년

비중

2005년

비중

2007년

비중

100.0%
28.2%
10.7%
8.2%
19.1%
14.0%
13.4%
6.4%

10,742,423
3,577,143
1,091,027
836,255
1,807,987
1,659,322
1,209,597
561,094

100.0%
33.3%
10.2%
7.8%
16.8%
15.4%
11.3%
5.2%

18,034,385
6,278,359
1,799,780
1,288,126
2,799,036
3,091,363
1,951,299
826,422

100.0%
34.8%
10.0%
7.1%
15.5%
17.1%
10.8%
4.6%

28,254,788
10,305,111
2,788,331
2,174,836
4,391,076
4,276,047
3,027,504
1,291,882

100.0%
36.5%
9.9%
7.7%
15.5%
15.1%
10.7%
4.6%

자료: 러시아연방 국가통계국 (http://www.gks.ru/)

두 지역을 제외하면 대다수 지역의 경제는 GRP 비중이 하락하면서 침체
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앙, 우랄의 두 연방관구에 대해서도 모스크바시와 튜
멘주를 제외한 지역은 성장률이 높지 않거나 정체 경향을 보였다. 또한 다른
연방관구도 1인당 GRP는 증가했지만, 모스크바나 튜멘 주와의 격차는 오히
려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되는데,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
진 것이나 1인당 GRP가 높은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 등이 지적된
다. 이상과 같이, 러시아의 지역 간 격차는 매우 크고, 더욱이 최근에는 그것
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
러시아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해 왔는가?

3. 러시아의 지역정책: 지역격차 축소에 대한 접근을 중심으로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균등화(equalization) 정책에 기초한 지역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었지만, 현재의 지역개발의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는 명확하지 않으
12) 2010년 기준 극동지역의 1인당 GRP는 33만 4,306루블(약 1만 918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약 27.7% 높았다(제성훈x강부균 2013: 11).

며 균등화 지향 여부를 둘러싼 지역개발의 우선순위 문제는 러시아 내에서
주된 논쟁점이 되고 있다.13) 지금까지 러시아의 지역정책을 지역격차 축소에
대한 접근에 따라 크게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김상원, 2010). 첫째,
1990년대 중반까지의 탈집권화 및 지역 분리주의가 진행되면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한 시기, 둘째, 1990년대 후반 지역의 사회경제개발 수준의
균등화가 시도되었던 시기, 셋째,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 균등화 정책
이 권력의 수직통합의 강화와 결합되었던 시기(2000년부터 2005년), 그리고
넷째, 2005년 이후 지역의 다양한 개발을 지향한 시기이다.14)
여기서는 세 번째 시기와 네 번째 시기의 지역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자에 대해서는 2001년 10월 연방정부가 채택한 연방 특별프로그램 “러시아
연방 각 지역의 사회경제개발 격차 축소(2002 ~ 2010년 및 2015년까지)”15)
(이하 “격차축소 프로그램”)를 중심으로, 후자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지역개
발부가 작성한 “지역의 사회경제개발 전략 개념”16)(이하 “전략 개념”)을 중
심으로, 각 시기의 지역정책의 개략적인 내용과 그 특징을 검토한다.

3.1. 푸틴 집권 이후의 균등화 정책
광대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에서는 소련 붕괴 직전부터 중앙과 지방의 관
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1990년대
에는 전반적으로 지방의 원심화 경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중앙은 지방을 제
13) I. Slepukhina(2012) 참조.
14) Г. Марченко и О. Мачульская(2005) “Инструмент нов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Эксперт, № 44/490, http://expert.ru/expert/2005/44/44ex-text4_11564/(검색일: 2014.
02.20); L. A. Valitov and V. L. Tambovtsev(2005) “Regional policy priorities in
Russia: empirical evidence,” Russian-European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CEP),
http://www.recep.ru/files/documents/policy_priorities_en.pdf/(검색일: 2014.02.20).
15)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2001)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Сокращение различий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22010 годы и до 2015 года),” http://www.akdi.ru/econom/program/region.htm/(검색일:
2014.02.20).
16)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05) “Концепция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archipelag.ru/agenda/povestka/
evolution/strategy/(검색일: 2014.02.20).

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이나 연방법에 저촉되는 법률
이 지방에서 허다하게 제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에 집권한 초기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연
방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연방회의(상원) 개혁에 의한
지방 지도자의 중앙 정치에 대한 영향력 축소, 연방관구의 설치와 대통령 전
권대표의 파견에 의한 지방 감독기능의 강화, 대통령에 의한 지방수장 임명
권의 사실상 장악 등을 실현했다. 그 결과,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강화
되고 중앙･지방 관계에 일정한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
2001년 10월에 채택된 “격차 축소 프로그램”도 이러한 중앙과 지방 관계
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였다. 여기서는 기존의 정책 혼선과 일관성 결
여가 비판되고 통일적인 정책 수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격차 축
소의 방안으로 후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중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상황 혹은 지역 격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표 3>에서와 같이 러시아에서는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고 통일적인 개혁정책 수행 및 전국적인 시장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의
위기나 지역 갈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것이 시베리
아, 극동, 남부의 3개 연방관구이다. 또한 연방관구 내부에서도 호황 지역과
불황 지역이 존재하는데, 불황 지역의 대부분은 변경지역에 집중해 있다. 이
문제는 소련 붕괴 후 지방에 대한 중앙의 재정지원이 감소하고 국내 경제의
분단으로 인해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경제 교류가 축소된 데에 기인한다.
<표 3> 지역의 사회경제개발 격차(2000년)
지표
공업제품량(1인당)
소매매출액(1인당)
세입(1인당)
고정자본투자(1인당)
최저생활비에 대한 수입(1인당)의 비율
대외무역 거래액
등록실업자 수준
자료: “격차축소 프로그램”,

최저
최고
격차
알타이 공화국
튜멘
64배
칼미크 공화국
모스크바
34배
다게스탄 공화국
튜멘 주
50배 이상
다게스탄 공화국
튜멘 주
30배 이상
잉구슈 공화국
모스크바
8배 이상
카라차이체르케스 공화국
튜멘 주
160배
잉구슈 공화국
오렌부르크 주
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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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축소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으로는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의 사회경제 개발에 관한 기본지표의 격차를

2010년까지 2/3 수준으로, 2015년까지 1/2 수준으로 축소하고, 빈곤 인구의 비
율을 2010년까지 15%, 2015년까지 25%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의 과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첫째,
사회경제개발의 기본지표가 평균 이하인 지역이 급속하게 발전하기 위한 조건
을 정비하고, 둘째, 기업활동의 촉진과 투자환경의 개선에 적합한 환경을 창출
하며, 셋째, 연방구성주체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각 연방구성주체 및 지방자치체는 이 프로그램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 상황을 평가하여 상황 개선
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개발무역부에 제출한다. 이 부처는 이들
계획 가운데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획을 선정한다. 선정된 계획을 수행
하는 연방구성주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자금이 제공된다. 2002년부
터 2010년까지의 지원 총액은 663억 2,330만 루블이며, 그 중 연방예산의 기
여분이 18.7%(124억 1,330만 루블), 연방구성주체 예산의 기여분이 22.9%(151억
6,800만 루블), 기타 자금17)이 58.4%(387억 4,200만 루블)를 차지한다. 이 기
금은 주로 세 가지 용도로 이용된다. 첫째는, 교육, 보건, 장애인시설 지원,
난민･이주를 위한 주택건설 등의 사회계획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에너지,
수도, 연료, 가스공급 등의 기술적인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경제상황의 악화가 두드러진 변경지역에 대한 투자이다.
이상과 같이, 격차축소 프로그램은 연방 중앙의 통일적인 관리 하에서(그
러나 재정지출은 연방구성주체의 부담이 크다), 낙후 지역에 중점적으로 자
금을 투입하여 지역 간 격차의 축소 및 균등화, 나아가 빈곤의 삭감을 목표
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투자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집중하고 경제적 후진지역은 고착
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 정책은 부유한 지역의 재정자금을 빈곤지역
으로 이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둔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18)

17) ‘기타 자금’에는, 기업자금, 상업은행으로부터의 신용, 러시아 정부의 보증에 의한
해외로부터의 차입이 포함된다.
18) L. Valitova and V. Tambovtsev(2005), 2-4.

3.2. ‘개발의 다양화’로 지역정책의 전환
2005년 6월 지역개발부19)는 새로운 지역정책으로 “전략 개념”을 발표하여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전략 개념”은 지금까지의 균등화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정에 따라, 개발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도모한
것이다. 기존의 ‘균등화’ 정책이 모두 포기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경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경기부양책을 강화하고, 이러한 지역을 ‘원동력’으로
러시아 전체의 경제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략 개념”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개발에 관한 문제를 크게 경제 구
조적 문제, 사회 문제, 관리행정의 문제라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경
제구조상의 문제는 모두 소비에트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
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프라의 노후화와 유지비용의 증대, 경제의 자
원산업에 대한 특화, 지역 간의 경제적 상호교류의 단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간에 큰 격차를 낳고 사회적 대립의 원인이 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사회적 문제로 많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또한 국내외를
불문하고 인구의 이동이 활발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07년경부터 인구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육아수당 증액, 의료
개혁, 이민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역에서는 경제개
발을 가능하게 할 만큼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문교
육의 질이 저하되고 인적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 사회의 계
층화가 지역간･지역내 양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셋째, 지역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관리메커니즘의 효율이 저
하되고 있어 기존의 균등화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균등화 정책
은 지방정부의 성장에 대한 동기를 상실하게 만들어 후진 지역은 연방예산
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또한, 행정개혁은 지방에까지 침투되
지 않고 관리시스템이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에 따라 정책을
19) 지역개발부는 2004년 9월 북오세티야 공화국 베슬란으로 벌어진 학교점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민족문제나 지방의 사회경제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로 신설되었다.

입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분극적(‘중점적’) 개발 원칙이다. 이것은
“성장의 극” 또는 “원동력”이 되는 “기축 지역”에 재정자금과 인적자원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거기서 경제성장이 타 지역으로 파급되는 것을 기대한
다는 점에서 기존의 균등화 정책으로부터의 큰 전환이다. 둘째, “기축 지역”
이 아닌 지역에서도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헌법이 정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두 번째 원칙으로 “개혁 우선” 원칙으로 불린다. 세 번
째 원칙은, 활동일치 원칙(“상승효과(시너지) 원칙”)이다. 이는 국내에서 실시
하는 개혁의 방향을 통일하고 연방 중앙의 우위 하에서 여러 지역의 협력을
가리킨다. 넷째는, 지역정책의 세분화 원칙이다. 러시아의 세계경제로의 통합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이 서로 다른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20) 다섯째, 보완성 원칙이다. 행정적 관리
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권한의 탈집권화가 제안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원칙에 따라 주민의 복지와 생활수준의 향상, 안정된 경제성
장의 확보, 세계경제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실
현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우선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첫 번째 과제는
“기축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통합하여 규모의 효과와 집적 효과 하
에서 ‘성장의 극’을 형성하는 것이다. 수송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역내의 관
계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성장의 극”은 러시아 경제의 새로운 틀이 되어,
세계경제로의 통합의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과제는 과학도
시의 건설, 전문교육기관의 “기축 지역”에의 배치 등에 의해 지역을 구성단
위로 하는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산업현대화
의 조건 정비와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단체의 지원 및 개발이다. 지역의 산
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의 다양화나 혁신산업의 확대를 지원하고 수입품
의 국산제품에 의한 대체화를 진행시켜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네 번째 과제는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의 유동성 향상
과 지역의 고용확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의 정비, 민족･종교 갈등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의 형
성, 주민의 유동성 향상과 이민 정책 등에 의한 안정된 인구의 확보가 필요
하다. 또한 교육 기회 및 그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자연환경의 개선에 나서는
20) “전략 개념에서는 자원지역, 안보지역, 기술이전지역, 혁신지역, ‘국제도시’, 구 공
업지역, 초기산업화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의 문제 및 우선적 과제가 열거되고
있다.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지역 간 격차가 현저한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지
역의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뿐만 아니라 노동
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시스템의 개혁과 노동자 평가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
현재 러시아의 지역정책에 대한 접근은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
2008년 이래 클러스터 기반의 접근이 지역개발의 새로운 초점이자 경향으로
결정되었다(김영진 2013; Blyakhman 2014). 세계적인 경제 전망의 변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전환은 러시아의 지역개발 개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글
로벌 경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고도로 지방화된 과정을 통해 경쟁 우위
가 창출되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사실
이 고려되었다. 첨단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등장은 러시아의 지역에 비즈니
스의 확대를 가져오고 혁신을 유발하는 새로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여 지
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할 것이란 가정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산업파크와 경제특구 및 이른바 과학도시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의
도하고 있다.

4. 재정투자와 극동지역 개발
4.1. 재정투자의 지역별 분포
1995년 이후 2009년까지 러시아의 지역별 연방재정투자는 누계로 1,456억
달러로 되고, 지방재정투자는 1901.9억 달러가 되었다. 2009년 국내총생산
(GDP) 약 1조 달러, 고정자산 약 2.7조 달러, 공적 고정자산 약 5,140억 달
러와 비교하면, 재정투자가 러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재정투자의 지역별 분포는 러시아의 지역정책 및 투자재원(연방재정과 지
방재정)에 따라 달라진다. 2000년대 중반부터 연방재정투자의 목표는 경제성
장 촉진, 전국적으로 중요한 개발 프로젝트의 실시,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진
지역(남부지역 및 시베리아x극동지역)에 대한 지원이다. 2009년에 연방재정투

자의 55.4%는 연방목적프로그램(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에 사용되
었다. 이 프로그램의 작성과 실시는 연방재정투자의 지역별 배분의 중요한
수단이다. 2000년대 연방예산의 틀에서 마련된 프로그램 수는 평균 50~60개
이며, 2011년 예산에서는 47개 프로그램이 결정되었다.21)
<표 4>는 러시아 재정투자를 연방재정투자와 지방재정투자로 구분하여 누
적금액의 크기에 따른 지역별 순위를 보여준다. 1995~2009년의 누계 순위에
서 1~2위는 연방구성주체의 지위를 가진 러시아 최대도시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이다. 4위와 10위는 그 도시의 인근지역인 모스크바 주와 레닌
그라드 주이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프로
젝트와 관련된 지역이 나온다. 3위 크라스노다르 주와 6위 로스토프 주의 배
경에는 2014년에 개최된 소치 동계올림픽이 있다. 11위 연해 변강주의 블라
디보스토크에서는 2012년에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개발사업의 피크는 2012년과 2014년이므로, 2009년
이후 이들 지역의 순위는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5위와 7위는 테
러대책 관련 군사작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체첸 공화국과 다게스탄 공화국이
다. 8위와 9위는 러시아의 정치제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전 샤이미예
프 대통령의 타타르스탄공화국 및 전 로셀 주지사의 스베르들롭스크 주이다.
이상 11개 지역의 비중은 45.9%까지 상승하여, 연방재정투자 배분의 우선순
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방재정투자의 지역별 분포는 연방재정투자에 비해 균형적이지 않다. 상
위 3개 지역인 모스크바와 튜멘주(석유 산지) 및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합친
비율은 51.3%이다. 그 다음 약 20%는 천연자원이 채굴되는 우랄지역 또는
인구가 많은 중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상위 11개 지역의 비율은 69.3%
에 이른다(<표 4>). 지방재정투자의 배분은 지역의 재정능력, 즉 각 지역이
전국의 재정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의
미에서 지방재정투자는 러시아에서의 지역 재원의 배분을 나타낸다.

21) 러시아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연방목적프로그램에 관한 공식사이트에서는 2014년 3월
현재 9개 우선분야가 설정되어 있고 모두 54개 프로그램(안(案) 단계의 것을 포함)이
존재한다. http://fcp.vpk.ru/cgi-bin/cis/fcp.cgi/Fcp/FcpList/Full/2014/(검색일: 2014.03.10).

<표 4> 러시아의 재정투자의 지역별 분포 및 주요 지역
연방재정투자
지방재정투자
순
위
1
2
3
4
5
6
7
8
9
10
11

지역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라스노다르 변강주
모스크바 주
체첸 공화국
로스토프 주
다게스탄 공화국
타타르스탄 공화국
스베르들롭스크 주
레닌그라드 주
연해 변강주
상기 지역 합계
전체 러시아 합계

누적금액 비중
(백만 달러) (%)
14,362.2 9.9%
11,998.0 8.2%
6,631.4 4.6%
6,138.1 4.2%
5,569.5 3.8%
4,705.4 3.2%
4,053.1 2.8%
3,767.6 2.6%
3,324.1 2.3%
3,183.1 2.2%
3,145.4 2.2%
66,878.0 45.9%
145,644.7 100%

순
위
1
2
3
4
5
6
7
8
9
10
11

누적금액
(백만 달러)
모스크바
64,929.0
튜멘 주
22,991.2
상트페테르부르크
10,818.1
바슈코르토스탄 공화국 6,565.2
타타르스탄 공화국
6,125.0
사하(야쿠티야) 공화국 3,587.3
사마라 주
3,574.2
스베르들롭스크 주
3,371.6
첼랴빈스크 주
3,327.5
모스크바 주
3,219.9
크라스노다르 주
3,214.8
상기 지역 합계
131,723.9
전체 러시아 합계
190,191.3
지역

비중
(%)
34.1%
12.1%
5.7%
3.5%
3.2%
1.9%
1.9%
1.8%
1.7%
1.7%
1.7%
69.3%
100%

주: 1995~2009년의 누적금액. 비중은 전체 러시아의 투자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자료: Росстат(2013a)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М.: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이 데이터에서 연방재정투자x지방재정투자의 지역별 분포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공통점은 재정투자가 러시아의 최대 도시인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연방재정투자가 전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고 지방재정투자는 각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들쑥날
쑥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재정투자의 경제적인 역할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더욱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
다.22)

4.2. 극동지역에서의 재정투자
1990~2000년대에 재정투자의 연방관구별 배분에서는 중앙(모스크바) 연방
22) Belov(2012)는 러시아의 연방재정투자와 지방재정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
량분석을 실시하여, 지방재정투자와 지역총생산 성장과의 상관관계는 강한 정(正)
의 관계에 있는 반면 연방재정투자의 효과는 부(負)의 값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밝히고 있다.

관구와 우랄 연방관구의 비율은 축소되고, 북서, 볼가, 남부, 시베리아, 극동
연방관구의 비율은 확대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부유한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
으로 재정자금의 재분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셈이다. 연방예산에서 시베리
아x극동 연방관구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목적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지
역 재정에 의한 투자도 증가했다. 2009년 전체 재정투자에서 시베리아 연방
관구의 비율은 9.4%였고(2000년은 6.8%), 극동 관구는 9.5%(2000년은 4.9%)
로 나타났다(Росстат 2013).
시베리아x극동지역의 재정투자에 대해 다음 4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재정투자 과정에서 “극동x자바이칼지역 경제사회개발 프로그램”의 비중은 계
속 증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6년에 작성되어 2002년, 2007년, 2010
년에 갱신되었지만, 투자 증가는 2007년 이후 눈에 띄게 되었다.23) 2007년에
이 프로그램의 하위프로그램으로 2012년의 APEC 회의를 위해 “아시아･태평
양 지역에서 국제협력의 중심으로 블라디보스토크의 개발”이 채택되었다. 블
라디보스토크의 개발에 의해 연방재정투자는 크게 확대되었다.
둘째, 2009년에 전체 재정투자에서 시베리아x극동지역의 비중이 크게 증가
했다. 연방재정투자는 특히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주 및 자바이칼 변강주, 그
리고 연해 변강주(블라디보스토크 개발), 아무르 주, 사하 공화국(도로건설)에
서 증가했고, 지방재정투자는 사하 공화국, 아무르 주, 사할린 주에서 확대되
었다. 경제위기의 해인 2009년에 러시아의 83개 지역 중 18개 지역에서 지방
재정투자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아무르 주의 증가율(명목금액으로
2.3배, 전년 동기대비)은 러시아에서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셋째, 시베리아x극동지역의 재정투자는 전국적인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2009년에는 2000년에 비해 시베리아 관구의
연방재정투자에서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주 및 자바이칼 변강주의 비율은
20.3%에서 44.3%에 증가했고, 극동 관구의 연해 변강주, 아무르 주, 사하 공화
국의 비율은 22.8%에서 63.4%로 증가했다. 따라서 연방재정투자는 특정 지역
및 특정 개발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투자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극동 연방관구의 지방재정투자에서 연해 변강주,
아무르 주, 사하 공화국의 비중은 79.3%에서 62.1%로 감소하고, 사할린 주의
비중은 4.5%에서 16.1%로 확대되었다. 극동지역의 사할린 주는 새로운 ‘성장
23) 이 프로그램은 2013년 3월말 이르쿠츠크 주를 포함하는 “극동･바이칼지역 경제
사회개발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학기(2013), 76-90 참조.

거점’으로 탄생하여 사할린 주의 경제성장은 지방재정투자의 확대로 이어졌다.
넷째, 재원별 투자구조에 따라 극동 관구의 각 지역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표 5>).
<표 5> 고정자산투자의 재원별 구성(1995~2009년, 누적금액, 100만 달러, %)
민간투자

연방재정
투자

지방재정
투자

누적금액(100만 달러)
러시아연방
1,344,907.6
145,644.7
190,191.3
극동 연방관구
99,565.5
12,431.9
7,927.2
사하(야쿠트) 공화국
28,048.1
1,663.8
3,587.3
캄차트카 변강주
2,340.6
966.3
243.4
연해 변강주
11,726.1
3,145.4
848.1
하바롭스크 변강주
13,438.5
1,835.9
1,633.7
아무르 주
10,748.7
1,900.2
423.0
마가단 주
1,821.8
919.6
149.0
사할린 주
28,527.6
1,107.7
659.6
유태인 자치주
1,050.5
716.6
87.1
추코트카 자치구
1,863.5
176.4
296.0
누적금액(%)
러시아연방
80.0
8.7
11.3
극동 연방관구
83.0
10.4
6.6
사하(야쿠트) 공화국
84.2
5.0
10.8
캄차트카 변강주
65.9
27.2
6.9
연해 변강주
74.6
20.0
5.4
하바롭스크 변강주
79.5
10.9
9.7
아무르 주
82.2
14.5
3.2
마가단 주
63.0
31.8
5.2
사할린 주
94.2
3.7
2.2
유태인 자치주
56.7
38.6
4.7
추코트카 자치구
79.8
7.6
12.7
자료: Росстат(2013a)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합계
1,680,743.6
119,924.6
33,299.2
3,550.3
15,719.6
16,908.0
13,072.0
2,890.4
30,294.8
1,854.2
2,33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먼저 사하 공화국과 사할린 주에서는 천연자원 개발이 진행되어, 민간투자의
비율이 러시아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재정투자의 비율은 비교적 낮다. 그 다
음, 하바롭스크 변강주, 연해 변강주, 아무르 주에서는 민간투자의 비율은 러시
아 평균에 가깝지만, 연방정부에 의한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기 때
문에 연방재정투자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캄차트카 변강주, 마가단 주, 유태인

자치주에서는 민간투자가 특히 적기 때문에, 투자구성에서 연방재정투자의 높
은 비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경제개발에서 연방재정투자가 중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추코트카 자치구는 예외이다.24)

4.3. 극동지역의 개발 현황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에 들어 전체 러시아의 고정자본투자
에서 차지하는 극동 러시아 및 자바이칼의 비중은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 이
전까지 투자에서 차지하는 해당 지역의 비율은 5~6%였지만, 2002~2012년의
평균치는 9.1%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약 90%)은 극동연방관구
였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국가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
다. 2002~2012년 국가프로그램의 (예산으로부터의) 자금 투입은 투자총액 3.4
조 루블 중 4,000억 루블에도 미치지 못했다.25)
<표 6> 러시아 연방관구별 고정자본투자 (단위: 백만 루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러시아 전체
3,611,109 4,730,023 6,716,222 8,781,616 7,976,013 9,152,096 10,776,839
중앙
964,158 1,225,593 1,779,599 2,278,329 1,928,138 2,103,011 2,360,371
북서
483,265 651,271 832,478 1,040,669 933,693 1,134,405 1,259,724
남부
245,104 324,543 496,911 704,183 709,382 895,572 1,026,624
북캅카스
93,317 128,950 199,888 260,242 267,085 313,412
346,264
볼가
609,499 783,640 1,148,397 1,485,341 1,279,154 1,447,419 1,685,380
우랄
593,370 801,479 1,113,151 1,482,552 1,337,857 1,492,761 1,869,904
시베리아
346,105 483,721 708,951 945,556 834,593 977,816 1,214,665
극동
276,291 330,825 436,849 584,745 686,111 787,699 1,013,906
바이칼지역
63,683 109,021 173,392 201,001 172,200 197,789
230,569
극동･바이칼지역 339,974 439,846 610,241 785,746 858,311 985,488 1,244,475
자료: Росстат(2013a)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4) 인구가 약 5만 명에 불과한 추코트카 자치구의 경우, 러시아의 재벌 아브라모비
치가 2000년 12월부터 2008년 사임하기까지 7년여 동안 주지사를 지내면서 자신
이 지배하고 있던 시브네프트의 자회사 3사를 추코트카 자치구로 이전 등기하여
그 수익이 추코트카 자치구 재정수입의 60-80%를 차지했으며 또한 개인자산 약
15억 달러를 자치구에 투입하기도 하여 지역총생산과 평균임금을 상승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5) Pavel Minakir(2013), 3.

2000~2012년에 러시아의 GRP에서 차지하는 극동･자바이칼의 비율은 어느
정도 확대되었다. 러시아연방 전체의 GRP성장률은 180%, 극동 러시아에 대해
서는 184.3%, 자바이칼지역 178.7%, 부랴트공화국 166.2%였다(Росстат, 2013a).
투자는 주로 에너지 산업과 광물자원 분야 그리고 인프라 정비와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사할린 Ⅰ･Ⅱ,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 신규 발전소, 항만의 개보수,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개발, 2012
년 APEC 정상회의 관련 시설의 건설, 아무르 주의 우주기지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가 극동 및 자바이칼의 경제성장을 촉진해 왔다. 그 결과 해당 지역
의 GRP 성장률과 러시아연방의 평균치와의 차이는 2010년에 이르러 해소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의 경제성장 속도의 격차문제는
1990년대만큼 심각하지는 않게 되었다. 2010년에는 양적 지표에 관해서는 해
당 지역의 경제력은 회복하고 있고, 일부 지표는 1990년의 수준을 추월하기
도 했다. 비교적 균등한 성장이 계속된 결과, 극동 러시아의 경제력은
2000~2010년에 전체 러시아의 수준에 상당히 접근했다(<표 7>).
<표 7> 러시아연방과 극동연방관구의 경제개발 데이터 비교 (전년대비, %)
지표

2010년
연방 극동
4.3
6.8
8.2
6.5
6.0
6.1

2011년
연방 극동
5.4
5.3
4.7
8.8
8.3
21.4

2012년
연방 극동
3.4
4.0
2.6
2.8
6.6
-14.8

국내(역내)총생산
산업생산지수*
고정자본투자
수송기관 전체에 의한
6.9
22.7
3.4
5.0
1.7
7.2
화물수송량
수출
31.5
55.4
30.2
35.6
1.5
3.3
국민의 실질화폐소득
5.4
03.5
1.1
1.5
4.8
2.1
* ‘광물자원 채굴’, ‘제조업’, ‘전력･가스･물의 생산･공급’ 업종에 관한
자료: 러시아연방 국가통계국 (http://www.gks.ru/)

2012/2009
연방 극동
13.7
16.2
16.2
19.1
22.4
9.7
12.4

38.1

71.5 117.7
11.7
7.3
집계생산지수

사할린 석유･가스전의 본격적인 개발 개시와 간선철도를 이용한 동북아
국가와의 중계 물동량 증가로 인해 2010년 이후 극동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전체 러시아에 비해 확실히 두드러졌다. 그런데 2012년에 이미 지역에서의
외부 자원을 이용한 포괄적인 성장력을 고갈해버린 징후가 나타났다. 특히
이것은 고정자본투자와 관련한 것으로, 소득 확대에서도 산업 발전에서도 문

제가 나타났다(<표 7>). 사실상 두 거시지표만이 이 시기 해당 지역의 경제
전체의 동향을 지탱했다. 하나는 화물운송으로, 이는 동북아 대상 중계 물동
량의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순수출 증가로, 이는 2010~2011년
의 연료계열 품목의 수출 증가에 의한 것이다.26)
해당 지역의 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사실상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는 경제구조 면
에서 그러한데, 공업생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광업부문의 비율은 2005년 이후
에도 증가하고 있다(<표 8>). 다시 말해, 투자의 축소(약 15% 감소)라는 조
건에서 극동 연방관구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주로 광업부문에 의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2년에 해당 지역의 광업부문 증가율은 0.5%로 떨
어졌다(전체 러시아에서는 1.1%). 광업부문 중 안정적 발전을 보인 것은, 마
가단 주의 광산업(채금량의 성장은 2011년 대비 13.7%, 은은 7.3%, 생산량은
각각 20.7t, 834.7t), 사하 공화국(야쿠티야)의 원유생산(22% 증가), 석탄생산
(24% 증가), 금 채굴(10% 증가)이지만, 그것으로도 다른 지역의 침체를 상쇄
할 수 없었다.
<표 8> 극동 연방관구 제조업의 구조(%)
전력･가스･물의
생산･공급
2005
2012
2005
2012
2005
2012
연방 전체
22.5
23.6
65.1
65.6
12.4
10.8
극동 연방관구
45.5
64.1
30.2
22.3
24.3
13.6
사하 공화국(야쿠티야)
77.6
80.8
9.7
6.9
12.7
12.3
캄차트카 변강주
12.3
12.7
41.4
63.0
46.4
24.3
연해 변강주
9.4
6.4
52.8
67.0
37.7
26.6
하바롭스크 변강주
17.4
20.6
56.4
57.5
26.3
21.9
아무르 주
25.0
52.3
27.2
20.9
47.9
26.8
마가단 주
68.9
79.2
12.7
5.6
18.4
15.2
사할린 주
65.8
93.2
21.7
4.1
12.6
2.8
유태인 자치주
6.5
5.2
69.2
41.5
24.3
53.3
추코트카 자치구
41.2
81.2
13.1
1.7
45.6
17.0
자료: Росстат(2013b)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2013; 러시아연방 국가통계
국(http://www.gks.ru/)
지역

26) Pavel Minakir(2013), 3.

광물자원 채굴

제조업

제조업은 2010~2011년의 증가율(전체 러시아 20.7%, 극동연방관구 22.1%)
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2012년에도 높은 증가율(전체 러시아의 4.1%에 대해
8.7%)을 유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광공업 전체 증가율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는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0년대 후반 높은 성장률을 지탱해 온 양대 요소, 즉 고정자
본투자와 순수출은 더 이상 미래 성장의 주요한 견인차로 역할하지 않게 되
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극동 러시아의 고정자본투자는
국내 전체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해 왔다. GRP 대비 투자비율은 2010~2012
년까지 38~40%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가장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신흥국
가 수준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GRP 성장률로 반영되지는 않았다.27)
그런데 해당 지역경제에 대한 투자의 대부분이 외국자본이다. 2011년 외국
인투자 총액은 약 100억 달러(극동 러시아 경제투자 총액의 28.6%), 2012년
에는 136억 달러(42%)가 되었다. 동시에 대륙붕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 덕분에 외국인투자의 78% 이상이 사할린에 투입되었다. 사하
공화국은 외국인투자 전체의 11%를 받아들였다. 즉, 외국인 투자의 약 90%
는 이 두 지역, 더욱 정확하게는 이 지역의 천연자원 채취와 관련된 것이다.

5. 결론
러시아는 1998년 이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대부분은 석유 등 천연자원의 국제가격 상승에 힘입은
것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정부도 이 성장을 지속하려면 국내 제조업기반의
확립과 육성이 시급하다고 여기고 있다. “전략 개념”은 이러한 경제정책 전
반의 방향성에 입각한 것으로, 우선적인 국가프로젝트 추진 및 경제특구의
창설 등 푸틴 정권 제2기(2004년부터 2008년)에 진행된 다른 정책과도 방향
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클러스터 기반의 접근이 지역개발의 새
27) 2000~2012년의 GRP의 투자탄력성은 0.15~0.17 이하로 되어 있다. 이것은 역내
총수요가 고정자본투자의 증가에 미미한 정도밖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러시아 경제 전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극동 러시아에서 그것
은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전 러시아의 GRP의 투자탄력성은 0.5, 극동 러시아는
0.15~0.17; Pavel Minakir 2013: 4).

로운 초점이자 방향으로 결정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 개념은 지역격차의 축소를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경제 전체
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성장지역의 육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저개발 지역의 성장을 위해 어떤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
하는 것이 아니라, ‘기축 지역’의 성장이 다른 지역의 경제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균등화 정책이 모두 폐기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지
역정책은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한 후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
축 지역’의 성장 촉진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다. 러시아의 지역정책은 이처럼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재정투자 과정에서 “극동･자바이칼지역 경제사회개발
프로그램”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였고, 특히 2009년에 전체 재정투자에서 시
베리아･극동지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극동지역의 여타 지역 간의 경
제 격차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재정투자는
특정 지역 및 특정 개발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지방재정투
자는 이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즉, 연해 변강주, 아무르 주, 사하 공화
국에 대한 연방재정투자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이들 지역에 대한
지방재정투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또한 극동지역의 각 연방구
성주체는 산업구조와 개발프로젝트의 차이에 따라 연방재정투자와 지방재정
투자의 비율이 달리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러시아의 전체 고정자본투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전체 GRP에
서 차지하는 비율도 어느 정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극동지역과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의 경제성장 속도의 격차 문제는 1990년대만큼 심각하지는 않게
되었으며, 2010년 이후 극동지역의 경제성장은 전체 러시아에 비해 확실히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2년에 들어 고정자본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2000년대 후반 극
동지역의 높은 성장률을 지탱해 온 양대 요소, 즉 고정자본투자와 순수출이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이후 극동지역에서 이루어진 고정자
본투자의 대부분은 외국자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약 90%는 사할린 주와 사하 공화국의 천연자원 채취와 관련된 부문에 투자
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000년대 들어 극동지역은 러시아 내 여

타 지역과의 격차를 따라잡고 러시아연방 전체의 평균을 능가하는 양상을 띠
었으나, 극동지역 내 연방구성주체 간의 격차는 유지･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극동 러시아에 형성된 고정자본투자의 구조는 그 증가가 역내 총수요의
증가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공공인프라 관련 대
형프로젝트에 정부의 투자를 계속 확대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해 온 지난 10
년간 특히 극동개발부의 설치 후에 강화된 이데올로기는 현실에서는 지역의
개발보다 오히려 중앙집권화된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재현으로 이어질 수 있
는 위험이 존재한다. 2000년대에 들어 극동지역에서는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
가 실시되었고 교통x통신x에너지x사회 인프라의 정비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의 원동력은 연방재정투자였는데, 연방재정투자의 확대에 따른
개발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 인프라 정비는 지역개발과 지
역경제 성장의 전제이지만, 러시아의 지역경제에는 인프라 정비와 함께 노동
력x고정자본의 지역별 분포에 대한 효율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러시
아 극동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화 및 연방예산의 재
원을 기반으로 한 종래의 지역개발 모델을 변경하여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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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ussia's Regional Disparities and Regional Policy:
Focusing on the Far East
Kim, Young J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quire into the changes in regional gap
between the Russian Far East region and the other ones, based on the review of
current status of regional disparities and regional policies in Russia. Regional
policies and standpoint on regional development of the Russian government are
reflected by its financial investments, so we examine the scale and trends of
investments of the federal and regional budgets to the federal districts, particularly
the financial investment toward the Far East. By doing this, we want to show
that the regional gap between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other areas has been
reduced in the 2000s and identify the limits and problems. In the 2000s, the total
weight of the Russian Far East out of the overall Russia began to be enlarged in
terms of the total fixed capital investment. In addition, the Far East's GRP
percentage out of the total Russian GDP was extended to some degree. As a
result, the gap between Russian Far East and the rest part of Russia in terms of
the economic growth rate was not so serious as it was in 1990s. And the Far
East's economic growth started to show prominently for sure since 2010,
compared to that of the entire Russian region. However, the two main factors,
the fixed capital investment and net exports which had sustained high growth rate
of the Far East region in the late 2000s, showed signs of weakening in 2012. To
be more specific, the fixed capital investment decreased significantly in 2012.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fixed capital investments towards the Far East since
2000 was made by foreign capital. About 90% of those foreign investments were
made for natural resource extraction in Sakhalin Oblast and the Sakha Republic.
Far East, Regional Policy, Regional Gap, Financial
Key Words Russian
Investments,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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