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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외교관계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한-러 

교역은 수교 이후 30년 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1990년 9억 달러에 못 미쳤던 

교역액이 2019년 223억 달러로 급증하며 러시아는 한국의 10위 교역국으로 부상

했다.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 품목은 전기기기, 플라스틱에서 차량, 기계류 등으로 

변화해 왔다. 대러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등 광물성 연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면서 대러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 

한-러 교역은 원자재 가격 등락, 서방 제재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러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는 수교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2007~2010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러 투자는 현대, 삼성, LG 등 

대기업이 주도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전자제품·식품 등 제조업과 유통업, 

호텔 서비스업 등에서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며 높은 시장점유율과 인지도를 구축

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러 투자는 대세계 투자액의 0.5%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며, 

대러 투자에는 열악한 현지 비즈니스 여건과 서방 제재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한국 측 투자의 40분의 1에 불과해 양국 간 투자 규모 

격차가 큰 상황이다.

한-러 인적 교류는 1990년 수교와 2014년 비자 면제협정을 기점으로 크게 확대

되었다. 2019년 양국 간 관광객 수는 77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 중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가장 많은 나라이며, 최근에는 

유학이나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러시아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201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7% 급감했다. 

양국 정부는 수교 이후 총 31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 

왔다. 정부 간 경제협력은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개발 의지와 한국의 북방 시장 진출 

의지가 맞물리며 긴밀하게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신동방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신북방정책

(2017년) 등 대외 정책을 통해 북방 지역으로의 경제협력 다변화를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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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물류 분야에서는 가스전 개발, PNG 파이프라인 및 전력망 구축, 철도 연결 

등 협력 방안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사업타당성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추진과 답보를 반복하고 있다.

향후 한-러 경제협력은 시장다변화 등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양국 국민의 상호 관심과 호감이 높아지고 인적 교류가 활성화된 것도 

경제협력 확대에 고무적이다. 그러나 서방의 대러 및 대북 제재, 중-러 관계 변화 

등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이 한-러 협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러시아가 자국 

내 수입 대체산업 육성에 나서는 점도 우리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이며, 러시아의 

대중국 수입이 확대되면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도 위기 요인이다.

한-러 경제협력은 풍부한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구체화되지 못한 

에너지, 물류 등 인프라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양측 모두에 높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통상 협력, 현지 제조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해야 하며, 신규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과 유망 신산업 발굴이 

필요하다. 러시아 진출 리스크는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과 정부의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줄여 나가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러시아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조정이 필요하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시장 이해도 

제고와 잠재 고객 확보의 계기로 활용하는 접근법이 요구된다. 

장기적 협력을 위해서는 인적 교류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상호 신뢰가 두터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기업인, 학술인 간 교류의 장을 넓혀 양국 간 협력의 포석이 

되도록 해야 하며 유학 제도, 기업인 컨퍼런스, 공동 연구 등 다양한 기회가 마련

되어야 한다. 지난 30년간의 협력을 통해 구축된 파트너쉽과 노하우를 토대로, 

양국이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고 협력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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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

●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9월 30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1991년 소련 연방이 소멸하고 러시아 연방이 이를 계승함에 따라 한-소 외교

관계가 한-러 외교관계로 자동 승계됨

● 양국의 공식 관계는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1994. 6)’,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2004. 9)’,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8. 9)’ 등 

점진적으로 발전

- 1990년대 후반 한국 외환위기와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양국 교역이 

크게 위축되고 상대국 외교관을 맞추방하는 등 냉각기를 거치기도 함

- 이후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개발 및 동북아 경제권과의 협력 확대 의지와 한국의 

유라시아 진출 및 에너지 자원 확보 노력 등이 맞물리며 양국 간 경제협력 

가속화

 한-러 경제협력은 양적 성장, 협력 분야 다각화, 인적 교류 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음

● 1990년 10억 달러에 못 미쳤던 양국 간 교역 규모가 2010년대에 이르러 25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

●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자동차, 전자제품 및 식품 제조업과 유통업, 호텔 

서비스업 등에서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며 높은 시장점유율과 인지도 구축

● 상호 관광객은 2019년 77만 명에 이르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의료 

관광, 문화콘텐츠 공유 등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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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 경제협력은 양국의 대북 정책 기조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등 국제 정세의 높은 영향을 받으며 진행됨

-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가스관 건설, 전력망 연계 등 물류·에너지 사업의 

경우 양국 및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추진과 답보를 반복

 본 보고서는 30년간 양국의 경제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 수교 이후 한-러 경제협력에는 양적·질적으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으며, 

특히 인적 교류가 늘면서 상호 관심과 호감이 높아진 것이 큰 성과

● 그러나 교역 규모의 높은 변동성이나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의 비교우위 악화, 

교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해외직접투자액 등은 한계점으로 남음

● 향후에도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제재, 국제 원자재 가격 등락, 코로나19 확산 등 

급격한 대외 환경 변화가 양국 관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 러시아의 대내적 요인들도 면밀히 고려하여 

장기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함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통해 러시아와의 상생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함

● 러시아는 경제협력 잠재성이 높은 파트너로,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협업 체제를 구축할 경우 양측 모두 높은 경제적 효과 창출 가능

● 지난 30년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구축된 파트너쉽과 노하우를 토대로, 양국이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고 협력 저변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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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러 경제협력 경과

① 교역 

 한-러 교역은 수교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 1990년 8억8,880억 달러였던 교역액이 급격히 늘면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는 180억8,802만 달러를 기록

- 1990년에서 2008년까지 18년간 양국 교역 규모는 20배 이상 증가하며 같은 

기간 한국의 대세계 교역 증가 속도(6.4배)를 크게 상회1)

● 2009년에는 금융위기 여파로 교역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이후 수출입이 

모두 반등하며 빠르게 회복세를 찾음

● 2014년에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대러 수입이 크게 늘면서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고치인 257억9,849만 달러를 기록

- 그러나 2014년부터 시행된 미국, 유럽 등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와 유가 

폭락의 영향으로 한-러 교역은 2015년과 2016년 연속 급감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추이>

  주 : 1990~1991년은 소련 통계, 1992년은 소련 및 러시아 통계 합산. 2020년은 1~6월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1) 한국의 1990년과 2008년 대세계 교역액은 각각 1,348억 5,941만 달러, 8,572억8,207만 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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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2017~2019년)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수입은 

국제 유가 회복에 따라 2017~2018년 증가했다가 2019년 들어 다시 감소

●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7.9%, 16.6% 감소하며 부진한 상황임

 한국의 대러 무역수지는 2010년대 중반부터 악화

●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대러 무역수지는 대체로 적자였으나, 적자폭은 매년 

15억 달러 미만을 유지

● 2006~2008년에는 자동차, 휴대폰 등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일시적으로 연평균 

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광물성 연료 수입이 크게 늘면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적자폭 또한 점차 커져 2018년 최대 수준인 101억8,315만 달러를 기록

-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늘고 유가가 회복되며 수입액이 증가한 반면, 러시아 

경제 침체로 급감한 수출은 예전의 수준을 찾지 못하고 있음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수지 추이>

  주 : 1990~1991년은 소련 통계, 1992년은 소련 및 러시아 통계 합산. 2020년은 1~6월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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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품목은 전기기기, 플라스틱에서 차량, 기계류 등으로 변화

● 수교 초기인 1990년대에는 텔레비전, VCR, 영상기록매체(디스크, 테이프) 등 

전기기기(HS85)가 수출의 절반을 차지

- 컴퓨터, 냉장고 등 기계류(HS84) 수출이 뒤를 이음

● 1999~2003년에는 폴리에스테르, 기타합성수지 등 플라스틱 제품(HS39)의 

수출이 가장 많았음

- 전기기기와 기계류 외에 메리야스·뜨개질 편물(HS60)과 라면을 포함한 곡물

(HS19) 수출도 높게 나타남

● 2004년부터 차량(HS87)이 대러시아 최대 수출 품목으로 부상

- 차량은 2020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승용차, 자동차부품, 화물차 등이 주를 이룸

- 다만 차량 수출은 2012년 최대치인 53억7,925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러시아 

경기 침체, 루블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종전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음

● 2005~2007년에는 원유시추선, LNG운반선 등 선박(HS89) 수출이 급격히 

늘었으며, 2007년에는 휴대폰 수출액이 전년 대비 58배 증가

● 2010년대에는 차량, 기계류, 전기기기 등 상위 3개 품목이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가운데 플라스틱, 철강과 철강 제품(HS72), 의료·검사기기 등

(HS90)의 수출이 높게 나타남

- 러시아에서 한류와 K-뷰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화장품(HS33)이 승용차 

다음으로 수출이 많은 소비재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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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 수출 품목 추이>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1~6월)

  주 : HS코드 2단위 기준(단위: 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입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등 비금속 제품에서 광물성 연료로 변화

● 1990년대까지는 철강(HS72), 알루미늄(HS76), 동(HS74), 니켈(HS75) 등 

비금속 제품의 수입이 높게 나타남 

- 명란, 명태 등 어류·갑각류(HS03)의 수입도 많았음

● 2000년부터 원유, 경질석유, 유연탄 등 광물성 연료(HS27)의 수입이 급격히 

늘면서 철강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되기 시작

● 광물성 연료는 2000년 이후 최대 수입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수입액이 

크게 늘면서 대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

- 비금속 제품과 어류·갑각류 외에 전나무, 적송 등 목재(HS44)도 많이 수입됨

● 2010년대 들어서는 천연가스가 수입되기 시작했으며, 광물성 연료가 총수입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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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 수입 품목 추이>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1~6월)

  주 : HS코드 2단위 기준(단위: 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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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직접투자(FDI)

 대러 투자는 수교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2007~2010년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수교 이후 1990년대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에 투자하기 시작했으나 투자 규모는 

작았음

- 1990~1999년 10년간 신규 투자 법인은 112개사, 투자금액은 1억8,700만 

달러로 법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약 167만 달러

● 2000~2009년 제조업, 도소매업, 광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2008년부터 자동차 제조업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면서 투자액 급증 

- 동 기간 신규 투자법인은 267개사, 투자금액은 12억7,000만 달러로 법인당 

투자금액이 476만 달러로 크게 확대

● 대러 투자는 2009년을 정점으로 2010년대 들어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부터 투자금액과 신규 법인 모두 다소 증가하기 시작

- 2010~2019년 투자금액은 13억4,700만 달러로 확대된 반면, 신규 법인 수는 

231개사로 2000~2009년에 비해 감소(법인당 투자금액 583만 달러)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주 : 실행 투자금액 기준(신고금액과 상이). 2020년은 1~3월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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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산업은 광업, 제조업에서 도소매업, 농업 등으로 다각화

● 1990년대에는 나무제품 등의 제조업과 광업 부문 투자가 주로 이루어짐

- 투자 목적별로는 ‘자원 개발’에 투자된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투자한 법인이 가장 많았음

● 2000~2009년에는 자동차, 전자제품, 식료품 등 제조업 투자가 총 투자액의 

60%를 차지하는 가운데 도소매업 투자도 높게 나타남

-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완성차 공장, LG전자 모스크바 가전 공장, 

삼성전자 칼루가 가전 공장 등 제조 부문에서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짐

- 롯데백화점 모스크바 지점 개소, 오리온 초코파이 공장과 한국야쿠르트 라면 

공장 건설 등 도소매업과 식료품 제조 부문 투자도 많았음

- 2000~2009년 투자 목적은 ‘현지시장 진출’과 ‘수출 촉진’으로 변화

● 2010년대는 제조업, 도소매업, 농업, 금융업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 제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계열사, 부품 협력업체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문 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식료품(롯데제과, CJ)과 담배(KT&G) 등이 뒤를 

이었음

- 이외에도 롯데호텔, 외환은행, 현대중공업 등이 러시아 투자에 나섰으며, 

오리온과 LG전자가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등 기 진출기업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짐

-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내수시장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전체 투자의 80%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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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1990~1999년  2000~2009년  2010~2019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단위: 백만달러)

<투자목적별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달러, 개)

 1990~1999년   2000~2009년   2010~2019년
투자액 신규법인 투자액 신규법인 투자액 신규법인

현지시장 진출 31.6 4 670.8 107 1070.0 144 
자원 개발 48.7 14 154.0 37 221.0 24 
수출 촉진 22.1 38 336.1 33 30.9 21 
저임활용 1.7 12 2.4 6 14.8 4 

제3국 진출 0.0 0 0.1 1 4.3 2 
선진기술 도입 2.3 3 0.4 4 1.5 3 
보호무역 타개 0.3 2 21.2 3 0.0 0 
원자재 확보 10.3 10 3.4 10 0.0 0 

기타 70.1 29 81.5 66 4.1 33 
합계 187.1 112 1269.8 267 1346.6 23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 대한 러시아의 누적 투자액은 7,004만 달러로 낮음

●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2008년부터 급격히 증가 

* 대한국 투자액(만 달러): 508(1990년대) → 2,405(2000년대) → 4,090(2010년대)2)

● 가장 많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산업은 도소매업이며, 운송용 기계 제조업과 

부동산업 부문 투자 등도 높게 나타남

-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액은 한국의 대러 투자액(28억400만 달러)의 40분의 

1에 불과해 양국 간 투자 규모 격차가 큼

2) 도착금액 기준(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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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적 교류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수교(1990년)와 비자 면제(2014년)를 기점으로 확대

● 1985~1989년간 상호 관광객은 연평균 2,600여명에 불과했으나, 수교 이후인 

1990~1994년에는 연평균 10만4,200여명으로 급증 

●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양국 간 관광객은 매년 20만 명을 상회

● 2014년 1월 한-러 일반여권 비자 면제협정이 발효되면서 상호 관광객 급증

- 비자 발급을 위한 비용이나 대사관 방문 절차 등이 없어지면서 러시아 여행에 

관심을 갖는 한국 관광객이 급증했으며, 2018년 처음으로 방러 한국 관광객이 

방한 러시아 관광객을 초과

- 2019년 양국 간 관광객 수는 77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러시아는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10번째로 많은 나라임 

● 2020년 1~6월 방러 한국 관광객은 6만1,350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3.7% 급감 

<한-러시아 관광객 추이>

자료 : 방한 러시아 관광객 – 한국관광공사

       방러 한국인 관광객 - 한국관광공사(1985~1994년), 러시아 관광청·통계청(1995~2019년)



12 한-러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전망

④ 정부 간 경제협력

 수교 초기 러시아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및 대규모 투자 유치에, 한국은 천연자원 

개발과 남-북-러 3각 경제협력에 관심

● 러시아는 한국 측의 대규모 투자와 경제지원을 희망했으며, 한국은 수교 

과정에서 30억 달러의 차관 공여를 약속함

- 한국은 1991년 14억7,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였으나, 이후 소련 해체로 

잔여 차관 제공이 중단되고 러시아가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등 

협력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음3) 

● 한국 정부는 여러 차례 극동 가스전 개발, PNG 파이프라인 및 전력망 구축, 

철도 연결 등 에너지·물류 분야 협력을 추진

- 1995년 사하 가스전 프로젝트, 2001년 한-중-러 코빅타 가스전 프로젝트 등 

PNG 도입에 관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사업 안정성 및 타당성 

부족, 투자 바용 과다, 러시아 정부의 자원 통제 강화 등으로 무산됨

- 이외에도 TKR(한반도 종단철도)·TSR(시베리아 횡단철도)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육로 구축, 북한을 경유하는 송전선 연결 등의 사업이 논의되었으나 

남북관계 경색과 남-북-러 3각 협력의 동력 부족으로 진전되지 못함

 2010년대에는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 한국의 북방 시장 진출 등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긴밀한 경제협력이 추진됨

● 러시아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서부 지역에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있으며, 국토의 36%에 해당하는 극동 지역은 산업발전 수준이 낮아 경제 불균형이 

심각함

- 또한 러시아 수출은 EU로의 광물성 연료 수출에 편중되어 있어 대EU 교역

의존도가 높음

3) 이후 일부 차관은 무기 등 현물로 상환되었으며, 잔여 채무는 2025년까지 전액 상환받기로 합의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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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러시아 정부는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국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신동방정책’을 추진

- 그 일환으로 극동개발기금 조성(2011년), 극동개발부 신설(2012년), 2025년

까지의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개발 연방 프로그램 승인(2013년), 선도

개발구역법(2014년)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2015년) 등이 추진됨

- 또한 극동 지역 내 부문별 특화 산업기지 조성,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가 높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태 지역과의 협력 확대 도모

● 한국 정부는 2010년대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2013년), 신북방정책(2017년) 

등 대외 정책을 통해 북방 지역으로의 경제협력 다변화 추진

- 한국의 북방 정책은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물류 루트 및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북한과의 평화체제 및 경제협력 관계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한반도와 인접한 러시아 극동 지역이 요충지 역할을 함

- 2017년에는 러시아와의 중점 협력 분야인 ‘9-Bridge’* 구상을 제시하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한-러 경제협력 확대에 노력

* 철도, 가스, 전력, 북극항로, 조선, 항만, 농업, 수산업, 일자리 

● 최근에는 양자간 및 다자간 통상 협력이 논의되고 있음

- 2016~2017년에는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체결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 및 정부 간 협의회 개최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아

- 2019~2020년에는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이 5차례에 걸쳐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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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러 경제협력 평가

① 교역

 지난 30년간 러시아가 한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높아짐

● 러시아는 2019년 한국의 10위 교역국으로 부상(수출대상국 15위, 수입대상국 

9위)

- 수교 첫 해인 1990년 23위 교역국(수출대상국 24위, 수입대상국 27위)이었던 

것에 비해 교역 중요성이 크게 증대됨

● 1990년대 초 한국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0%대에 불과했으나, 

이후 양국 간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2010년대 교역 비중은 2%대로 확대

- 러시아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8년(총수출의 2.3%)이며, 수입 

비중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8년(총수입의 3.3%)

●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러 수출입이 모두 줄며 러시아의 

교역 비중이 1.9%로 축소

<한국의 대세계 수출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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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와의 교역은 변동성이 매우 큼

●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의 특성상 한-러 교역은 글로벌 경기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서방 제재 등 대외 환경에 높은 영향을 받음

- 한국의 대러 교역은 대세계 교역에 비해 큰 폭의 증감을 보임

<한국의 대러·대세계 수출 증감률 추이> <한국의 대러·대세계 수입 증감률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한국의 대러 수입은 원유, 철강 등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제 원자재 

수급 상황과 가격 등락에 따라 수입액도 크게 오르내림

- 러시아 우랄유 가격은 2008년과 2011~2014년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했으나, 

2009년과 2015년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며 30~40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 함

● 러시아의 경제 위기와 대외관계 악화는 루블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며, 이는 한국의 대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루블화의 대달러 환율은 1998년 국가채무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 2014년 

서방 제재 등 경제 위기를 거칠 때마다 급격히 상승

- 2000~2010년대 초반까지는 대달러 환율이 30루블대를 유지했으나, 2014년 

경제 제재와 유가 폭락의 이중고를 겪으며 60루블대로 치솟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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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70루블대에 

진입했으며, 한국의 대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9% 급감

<러시아 원유 가격 추이> <루블화 환율 추이> 

자료 : CEIC, 기획재정부

 러시아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 이후 하락세

● 한국의 러시아 수입시장점유율은 2006년 최대 4.9%에 이르며 상승세를 

나타냄

- 2001년 한국의 러시아 수입시장 내 순위는 15위였으나 이후 차량, 철강 등의 

수입 급증에 힘입어 2006년 6위까지 상승

● 그러나 2007년부터 한국의 수입시장점유율이 하락하여 2~3%대를 나타냈으며, 

2019년에는 3.3%를 기록

● 반면 중국의 러시아 수입시장점유율은 급격히 증가

- 러시아의 대중 수입이 크게 늘면서 중국은 2008년부터 러시아의 최대 수입국

으로 자리매김했으며, 2001년 3.9%에 불과했던 중국의 수입시장점유율은 

2019년 22.2%에 달함  

- 동 기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들의 시장점유율은 대체로 하락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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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러시아 수입시장 점유율 및 순위 추이>
수입시장 점유율 수입 순위

　 2004 2009 2014 2019
중국 4 1 1 1
독일 1 2 2 2
미국 7 3 3 3

벨라루스 2 9 5 4
이탈리아 8 6 4 5

일본 5 7 6 6
프랑스 9 5 8 7

대한민국 13 10 9 8
카자흐스탄 6 13 11 9 

폴란드 11 11 12 10 
터키 16 15 13 11 

우크라이나 3 4 7 12 

자료 : ITC Trade Map

 품목별로는 차량, 정밀기기 등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기기기와 

기계류의 비교우위는 약화

● 2019년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상위 20대 품목4) 중 한국이 비교우위5)를 가진 

품목은 차량, 플라스틱, 정밀기기, 철강, 유기화합물, 고무, 화장품, 가구 등 

8개

- 이들 품목의 수입시장점유율은 2019년 한국의 러시아 총수입시장점유율

(3.3%)을 상회하며, 특히 차량(2.9), 가구(2.0), 고무(1.8) 등의 비교우위가 

높았음 

- 정밀기기(1.1)와 화장품(1.5)의 경우 2010년대 후반부터 비교우위가 크게 

상승하며 신규 주력 수출 품목으로 부상

 

4) 품목 분류는 HS코드 2단위 기준이며, 상위 20개 품목은 러시아 총수입의 75.2%에 해당

5) 발라사(B. A. Balassa)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변형하여, 세계 시장이 아닌 러시아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품목별로 

갖는 시장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로 분석함. 즉 MCA는 ‘러시아의 대한국 수입 중 특정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을 ‘러시아 총수입에서 해당 품목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으로 나는 

값이며, MCA 지수가 1보다 크면 한국의 특정 품목이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국러시아의특정국한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액


 국러시아의특정국한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


  국러시아의 대세계상품 수입액


 국러시아의 대세계총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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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러시아의 최대 수입 품목인 기계류의 경우 한국의 비교우위가 2010년대 

중반부터 1 미만으로 떨어짐

● 전기기기의 비교우위는 2019년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지며 기계류와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임

<러시아 상위 20대 수입 품목에 대한 한국의 비교우위 변화 추이>

순위 품목명 2004 2009 2014 2019 순위 품목명 2004 2009 2014 2019

1 기계류 1.49 0.72 1.15 0.90 11 고무 0.72 1.87 2.54 1.78 

2 전기기기 1.85 1.98 1.18 0.97 12 무기화합물 0.39 0.61 0.32 0.39 

3 차량 2.82 4.15 2.75 2.92 13 의류(편물제외) 0.62 0.16 0.10 0.01 

4 의약품 0.02 0.02 0.04 0.07 14 의류(편물) 0.24 0.12 0.06 0.02 

5 플라스틱 4.47 2.42 1.76 1.74 15 화장품 0.01 0.07 0.25 1.48 

6 정밀기기 0.87 0.82 0.91 1.11 16 화학공업품 0.19 0.19 0.33 0.36 

7 철강제품 0.62 0.60 0.95 0.99 17 신발류 0.10 0.01 0.01 0.01 

8 과실·견과류 0.00 0.01 0.01 0.01 18 음료 0.14 0.13 0.35 0.36 

9 철강 0.24 1.61 1.75 1.51 19 낙농품 0.00 0.00 0.00 0.00 

10 유기화합물 0.49 1.39 0.97 1.12 20 가구 0.64 0.80 1.78 2.05 

  주 : 순위는 러시아의 2019년 수입액 기준

자료 : ITC Trad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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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직접투자 

 한국의 대러 투자는 대기업이 주도

● LG전자와 삼성전자는 현지 공장 건립 등 현지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지 

가전제품 및 휴대폰 시장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

-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19년 러시아 휴대폰 시장에서 각각 21.1%(1위), 

1.8%(9위)의 시장점유율을,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각각 4.0(8위)%, 9.3%(2위)의 

높은 시장점유율 차지6)

● 현대자동차그룹은 현지 맞춤형 모델 생산 등을 통해 2019년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23.1%의 높은 시장점유율 달성(기아자동차 12.8%, 현대자동차 

10.3%)7)

- 2020년에는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24만 대 규모의 승용차용 엔진 공장 건설에 

착수

● 식품 부문에서는 팔도 도시락 라면, 오리온 초코파이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현지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설했으며, CJ제일제당은 현지 냉동식품업체를 

인수해 비비고 만두를 생산 중

● 롯데그룹은 롯데호텔, 롯데제과, 롯데쇼핑(백화점) 등 다수 계열사들이 러시아 

진출에 나서며 제조 및 서비스업에 다각적으로 투자

● 러시아에서는 기 진출 기업이 2차 공장을 건설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거나 

다변화하는 추가 투자 사례가 많은 반면, 신규 기업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저조

- 또한 대기업이 대규모 자본 투입을 통해 투자를 주도한 뒤, 관련 계열사나 

협력업체가 뒤따라 투자하는 경우가 많음

6) 가전제품은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청소기 등을 포함(자료: 유로모니터)

7) 자료: 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es(A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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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러 투자는 수익성이 양호하나 투자 규모는 작은 편

●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법인의 경영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대 대러 진출 법인의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경제 침체기인 

2014~2015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대세계 진출 법인의 수익률을 상회

<한국의 대러·대세계 경영 성과 비교>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세계 러시아 세계 러시아

2010 3.0 4.5 2.0 3.4

2011 3.6 4.5 2.2 2.8

2012 3.6 4.1 2.2 3.6

2013 3.6 4.1 1.8 2.6

2014 3.4 3.3 1.8 -1.6

2015 2.4 1.1 -0.7 -1.9

2016 2.5 3.3 1.4 6.4

2017 3.0 4.9 1.8 2.8

2018 3.1 6.2 1.1 4.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 1990~2019년 30년간 한국의 누적 대러시아 직접투자액은 28억4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대세계 누적투자액(5159억7400만 달러)의 0.5%에 불과

- 누적 투자법인 수도 610개사로 대세계 투자법인 수(79,364개사)의 0.8% 수준

 한국 기업의 낮은 대러시아 투자는 열악한 비즈니스 여건, 서방 제재 등에 기인 

● 러시아 진출에는 불합리한 사업 관행, 행정 불투명성, 복잡한 규제 및 인허가 

절차,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

● 러시아는 2010년대 초반까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비즈니스 환경 평가(Ease 

of Doing Business)에서 100위권에 들지 못하며 저조한 투자환경을 보임

- 이후 정부 주도의 사업·투자 환경 개선 정책이 취해지면서 2019년에는 순위가 

28위로 급격히 상승

* 러시아 순위: 124위(2010년) → 92위(2013년) → 40위(2016년) → 28위(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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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러시아 진출 기업들은 여전히 사전 고지가 충분치 않은 법률 개정, 

불명확한 조세 부과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 연계 부족 등을 

고질적인 어려움으로 꼽음

●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이나 기업과 거래할 경우 한국 기업 또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받을 수 있어 신규 투자가 위축된 상황

- 석유, 가스, 금융, 군수산업 등 한-러 협력 가능성이 높은 다수 산업들이 

제재 분야에 포함

- 제재 대상과 거래한 한국 기업, 그리고 이들 간 대금 결제 등 금융 거래에 

관여한 한국 금융기관 또한 미국 내 자산동결이나 거래 중단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 제재 이후인 2015~2019년 한국의 대러 투자액은 5억6,400만 달러로, 직전인 

2010~2014년에 비해 28.0% 감소

③ 인적 교류

 러시아는 유럽 국가 중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가장 많은 나라

● 1990~2019년 누적 방한 러시아 관광객은 484만 명으로, 동 기간 방한 유럽 

방문객(1,703만 명)의 28.4%를 차지하는 1위 국가

- 이는 영국(239만 명), 독일(219만 명) 등 2, 3위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 양국 간 일반여권 비자 면제협정이 발효된 2014년 이후 방한 관광객이 급증

- 최근 5년간(2015~2019년)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은 134만 명으로, 

직전 기간인 2010~2014년 86만 명이 방문한 것에 비해 55.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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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별 방한 관광객 추이>

단위 : 천명

순위 국가명
1990 
~1994

1995 
~1999

2000 
~2004

2005 
~2009

2010 
~2014

2015 
~2019

계

1 러시아 445 713 780 702 862 1,338 4,840

2 영국 185 263 311 405 564 659 2,387

3 독일 176 240 291 426 501 557 2,191

4 프랑스 96 129 188 266 363 479 1,520

5 이탈리아 52 66 69 99 168 250 704

6 네덜란드 56 70 80 101 131 172 610

7 우크라이나 11 42 85 113 134 137 523

8 폴란드 87 83 58 52 67 97 442

9 스웨덴 30 36 40 58 78 91 334

10 스페인 18 21 28 44 78 125 313

유럽 총계 1,423 2,006 2,364 2,793 3,661 4,784 17,030

자료 : 한국관광공사

● 최근에는 의료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러시아인이 증가하는 추세

- 2009년 한국을 찾은 러시아 환자는 1,758명이었으나, 이후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 2013년 이후 매해 2만 명 이상을 유치

- 러시아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번째로 한국을 찾는 환자 수가 많으며, 

한국이 유치한 전체 외국인 환자(378,967명)의 7.2%를 차지  

● 러시아인 유학생 또한 2003년 387명에서 2019년에는 2,100명으로 증가하는 

등 한국에 대한 러시아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방한 러시아 환자 추이> <방한 러시아 유학생 추이>

  주 : 각 통계 자료의 최초 작성연도부터 최근 작성연도까지 표시(2020년은 1~4월)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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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부 간 경제협력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이후 총 31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 수립

● 원자력, 항공우주산업, 수산어업, 의료·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

어져 왔으며 기술협력협정 체결, 경제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협력 강화

-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KORUSTEC) 설립, 13차례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등 지속적인 공동 연구와 기술 교류가 진행됨

● 지자체 간에도 1991년 서울시-모스크바시 간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총 58차례의 

자매·우호 결연이 체결되며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짐

- 극동 지역에 위치한 연해주(Primorsky Krai)와의 결연이 12건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 창원, 포항, 인천 등 해양 도시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해옴

 가스, 전력망, 철도 건설 사업 등은 양국 정부의 관심이 높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남-북-러 3각 협력은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되었으나 한반도 

평화, 북핵 문제 해결 등의 정치·안보 사안과 맞물리며 정체 중임

-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북한 측의 공급선 임의 차단·파괴 등 리스크 

관리, 사업당사자 간 건설비용 분담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  

● 이외에도 나호드카 자유경제지역 내 한-러 산업공단 건설, 이르쿠츠크주 

코빅타 가스전 개발, 서캄차카 석유광구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나 러시아 

정부의 사업 승인 지연이나 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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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전망

 한-러 경제협력은 시장다변화 등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

● 러시아는 서부에 치우친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유럽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극동지역 개발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 에너지 수출, 직접투자 등 대외 경제활동이 유럽에 집중된 상황에서 EU와 

제재와 역제재를 주고받는 것은 러시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 극동 자원 개발에 드는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을 조달하고 에너지 판매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주변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 한국 입장에서는 일부 국가에 집중된 교역의존도를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입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

- 한국은 수출의 38.6%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다변화가 필수적이며, 

중앙아시아나 CIS 등 북방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사회적 

주축이 되는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 또한 러시아 극동 지역의 에너지 개발 및 물류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함

으로써 중동 지역에 집중된 원유·가스 수입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조달처를 확보할 수 있음

● 양국 간 ‘윈-윈’의 경제협력이 가능한 만큼 향후에도 기업, 정부 간 협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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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국민의 상호 관심과 호감이 높아지고 인적 교류가 활성화된 것도 경제협력 

확대에 고무적

● 비자 면제협정 등을 계기로 양국 국민 간 교류가 용이해지면서 상호 관광객 

수가 급증

- 케이팝, 드라마 등 한류가 러시아에서 높은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나 

관광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

- 러시아의 한류 팬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한류 스타나 팬들과 교류하며, 온라인에서 한류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함

- 한국에서도 러시아 관광을 주제로 한 다수의 TV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횡단열차 등 

이색적인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그동안 현대·기아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자동차·전자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신뢰도가 형성되었다면, 최근에는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으로 관심 확대

- 한국 제조 기업들은 탁월한 가격 대비 성능, 현지화 전략 등을 통해 러시아에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였으며, 현지 공장 제조를 통해 러시아 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 최근에는 한류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K-뷰티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며, 

2019년 한국이 프랑스에 이어 러시아 화장품 수입시장 2위를 차지하기도 함

- 또한 러시아는 현지 의료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년 2만 명 이상의 

의료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높음

● 활발한 관광, 문화 교류 등을 통해 높아진 상호 관심과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향후 소비재, 서비스 산업 등 신규 분야로의 

경제협력 확대가 유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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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러 협력은 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에 높은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

● 양국 간 협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미국 등 주변국과의 정치·
외교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

-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미국의 대북 및 대러시아 제재, 미-중 무역 

분쟁과 이에 따른 중-러 관계 변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경제협력 추진에 

변수로 작용

● 특히 가스관 건설, 전력망 연계, 철도 인프라 연결 등 핵심적인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에는 북한과의 공조가 필수적

- 그러나 남-북-러 협력의 진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북한의 

일방적인 공급선 차단 등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수립,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 등 다수의 선결 과제들이 존재

 러시아의 수입 대체산업 육성도 우리 기업 수출에 부정적

● 그동안 한-러 교역은 러시아가 광물성 연료, 비금속 등 원자재를 수출하고 

자국 생산능력이 없는 부품, 소재, 기계 등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나타냄

- 그러나 러시아가 에너지에 집중된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자국 산업 육성 및 

수입 대체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수출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악화

● 러시아 정부는 기계설비, 자동차 등 수입대체 집중 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산업들에 대한 국산화 정책을 시행

- 러시아 정부가 특별투자계약(Special Investment Contract) 제도를 통해 

현지 제조생산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입 제품의 공공

조달 입찰을 제한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에 불리한 여건 조성



IIT,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7

●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한국과의 

FTA 체결에 미온적

- 한-EAEU FTA 체결 협의는 2017년 이후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우선 추진 중인 상황임

 러시아의 대중국 수입이 급속히 확대되는 것도 위기 요인

● 민주주의체제의 서방 국가들과의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러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는 양상

-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 

구축을 추진 중인 중국과 신동방정책을 통해 아태지역으로의 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러시아의 경제적 이해관계 또한 맞아떨어짐

- 2012년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ESPO), 2019년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개통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가스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양국 간 교역 급증  

●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중 수입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도 심화되는 추세

- 경제 침체와 루블화 가치 급감으로 유럽이나 미국산 수입 제품의 가격 부담이 

높아지면서, 저렴한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진 상황

-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 판매 전용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온라인 유통시장을 선점

● 러시아에서 유럽산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중국산은 저가 제품으로 인식

되는 가운데 한국 제품은 중간 지점인 ‘가성비 우수’ 제품으로 인식됨

- 중국산 제품이 러시아 내 주요 유통채널을 선점하고, 높은 가격경쟁력에 더해 

브랜드 인지도와 품질경쟁력을 갖출 경우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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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러시아 경제 상황 변화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3월 말부터 봉쇄 조치를 실시했으나, 봉쇄령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며 5월 초~중순에는 매일 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기를 맞음

-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일 4~5천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중이며, 8월 30일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99만5,319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8)

●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2분기부터 경기가 급하강

- 2020년 4월과 5월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12.0%, -10.7%로 급격히 악화

됐으며, 4%대를 유지하던 실업률이 2020년 2분기에는 6.0% 기록

- 매장 폐쇄, 이동 제한 등으로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러시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소비 심리가 저하되면서 내수 시장 침체

● 실질소득이 감소한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한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유통기업 또한 저가 제품 출시와 중간 유통단계 축소 등으로 대응 중

● 온라인 식료품 주문, 음식 배달서비스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X5, 매그닛 

등 대형 유통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나서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장세가 

이어질 전망

<GDP성장률 및 실업률 추이> <소매판매 및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주 : 소비자신뢰지수는 0~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50 미만이면 경기에 비관적인 소비자가 우세함을 의미

자료 : CEIC

8) 자료: 월드오미터스(Worldometers)



IIT,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9

Ⅴ. 시사점

 한-러 경제협력은 잠재성이 풍부함

● 한국 입장에서 러시아는 안정적인 에너지 조달, 수출 시장 다변화,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물류 루트 구축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파트너임

-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 지역에 집중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천연가스나 전력 등 신규 에너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에너지 조달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가능

- 러시아를 거점으로 중앙아시아, EAEU 등 북방 경제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러시아도 극동 지역 개발과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으로의 시장 확대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함

- 현재 동북아시아와의 교역이 중국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으므로, 아태지역 내 

균형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업이 중요

 그동안 구체화되지 못한 에너지, 물류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양측 모두에 높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러시아 투자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 간(G2G) 또는 민관합작투자(PPP) 

방식의 사업 추진이 필요

- 남-북-러 3각 협력을 요하는 사업들의 경우 지정학적 상황과 사업타당성을 

모두 고려한 전략적인 사업 접근이 요구됨

● 러시아 내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건설 

경험을 활용해 EU,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차별화된 파트너쉽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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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에너지 부문의 경우 단순히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구조에서 

탈피해 가스전 개발, 재생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등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

 통상 협력, 현지 제조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해야 함

● 러시아 특별투자계약 제도상 현지 제조 기업에게 제공되는 우대사항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러시아 내 생산시설 구축, 부품 조달 등을 고려해야 함

- 향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대체산업 육성책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

● 러시아는 정부기관, 국영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므로 입찰 자격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해야 함

● 통상 협력을 통해 서비스·투자 부문에 이어 상품 부문 FTA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

 신규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과 유망 수출 품목 및 신산업 발굴 필요

● 한국은 러시아 자동차, 전자제품 시장 등에서 선전하고 있으나, 대기업 주도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며 중소기업 진출은 제한적

- 신규 중소기업들이 러시아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비즈니스 상담회, 컨설팅, 

온라인 매칭서비스 등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화장품, 정밀기기 등 유망 품목으로 부상한 분야에 대한 수출 지원과 러시아 

소비 트렌드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신규 수출 품목 발굴 등 교역 품목 

다변화 노력이 중요

●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한국의 기술·자본을 결합한 유기농 영농사업, 

농수산품 고부가가치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공동 사업을 모색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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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러시아 진출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함

● 러시아와의 교역은 글로벌 경기, 원자재 가격, 환율 등 외생변수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징을 보임

- 현지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함

●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 장기화, 현지의 불확실한 투자 제도 등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러시아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도 미국의 2차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제재와 관련된 다양한 투자 및 법률 분쟁 사례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 진출 기업에게 컨설팅 서비스와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분쟁 발생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과 국제기구와의 공조에 나서는 등 정부의 

뒷받침 필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러시아 시장 환경을 고려한 전략 조정 필요

● 러시아는 8월 말에 이르러서도 매일 4~5천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세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

● 현지 유통기업들은 온라인 사업부문 확장, IT 혁신기술 도입 등 디지털 전환에 

나서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기반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 중

-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 유통 파트너나 전문 컨설팅 기업과의 능동적인 협력이 

필수적

● 한국 기업들은 과거 러시아가 경제 위기를 겪을 때 철수하지 않고 현지 생산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위기를 거치면서 높은 신뢰도와 시장점유율을 구축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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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시장 이해도 제고와 잠재 고객 확보의 계기로 활용하고, 

사전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접근법이 요구됨

 장기적 협력을 위해서는 인적 교류를 기반으로 국민 간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

● 한-러 국민 간에는 의료관광, 여행 등 활발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류가 확산되고 있으며 상대국의 역사, 문학, 

식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문화콘텐츠가 생산되어 공유되는 중

● 유학 제도, 언어 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양국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언어 및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함

- 경진대회, 문화 축제, 해외 인턴쉽, 직업 교육 등 청년들이 상대국의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필요

● 한-러 기업인 간, 러시아 주재 한국 기업인 간 우호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민간 협의체나 지자체 주도 컨퍼런스 등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 

필요

- 과학기술, 인문학 등 폭넓은 분야에서 공동 연구, 학술 교류 등 학계 간 

협업과 연구 축적이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협력의 포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러시아 내 17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 재외 동포들은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 언어 및 문화 교육,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한-러 협력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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