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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벨라루스가 가지는 경제구조적 문제와 해결 과제를 살펴보았
으며,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ICT 산업 현황과 디지털
발전 수준, 그리고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 정책 내용을 검토하였다.
벨라루스 경제는 2009년 이후 다년간 생산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그 원
인으로 높은 공공부문의 비중, 단편적인 무역 구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신산업 육성, 기존 산업의 효율성 제고 등이 주요 해결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ICT는 그 자체로 신산업이며, 이것이 타 산업과 융합될
때 생산성 또는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현 시점에서 벨라루스의 디지털 경제 발
전은 시급하다. 또한 최근 벨라루스와 서방간의 관계 악화로 인해 새로운 경제
협력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이미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며, 성장 잠재력도
높다. 다만 ICT 산업은 타 산업과 낮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벨라루스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그
초기 단계에 있다. 벨라루스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산업, 기업의
ICT 활용도 제고 △개인의 디지털 문해율 제고(기관별 디지털 담당자 재교육
포함) △디지털 관련 법제 정비 △초고속인터넷망(5G)을 포함한 ICT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 벨라루스와 다음과 같은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
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과 관련하여 ODA 제공 시 ICT 교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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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관련 설비를 제공하거나 ICT 및 디지털 교육 봉사자를 파견할 수 있다. 후속
KSP 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 발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디지털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자문할 수 있다. 그리고 벨라루스의 초고속통신망
(5G)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 인적교류와 기술협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비정기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ㆍ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한ㆍ벨 과학기술포
럼’을 2년 주기로 개최하는 방식으로 정기화한다. 특히 정부관계자와 학술연구
자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한ㆍ벨 과학기술포럼’에 ICT 분야 기업인과 엔지니
어들의 참석을 독려함으로써 산ㆍ학ㆍ정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 네트
워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운
영하는 사업 예산을 재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이루
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개도국과의 기술협력 확대 차원에서 ODA, EDCF, KSP 등을 통
해 R&D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양국이 신성장동력을 발
굴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
R&D 인력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ICTㆍICT 융합ㆍ디지털 부문을 포함한 다양
한 부문의 공동연구사업에 투입시키거나, 한국의 R&D 인력을 벨라루스로 파
견하여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또 벨라루스의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를 한국 MBA 프로그램에 초청하여 한
국식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고, 벨라루스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형 비즈니스 모
델을 만들도록 지원할 수 있다. 성공 가능성이나 수익성이 높은 사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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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한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이
를 통해 양국간 핀테크, 전자상거래, 원격의료 등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디지털
부문에서의 협력도 활성화한다.
그리고 코트라 민스크 무역관이나 한ㆍ벨 교육과학기술센터 내 비즈니스 인
큐베이터를 설치하여 한국기업의 진출을 돕거나, 벨라루스 엔지니어들이 국내
에 들어와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과 벨라루스는 양국간 무
역, 투자, 기술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하여 제도적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벨라루스가 1997년 체결했던 ‘양자간 투자협
정문(BIT)’을 재점검하면 ICT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자간 투자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벨라루스는 아직 WTO 가입국이 아니나, 장기
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ㆍ벨 서비스-투자 FTA’ 체결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양국간 ICT
서비스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미리 다질 수 있다고 생각된
다. 이를 통해 ‘한ㆍEAEU 상품무역 FTA’ 또는 ‘한ㆍEAEU 포괄적 FTA’를 체
결하는 계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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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때 우리에게 ‘백러시아’라고 알려졌던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서쪽에 위치
하여 여전히 러시아보다도 더 먼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 국가는 영토 규모는
한반도와 유사하나, 인구는 1,000만 명이 안 되며, 우크라이나의 북쪽, 폴란드
의 동쪽, 그리고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남쪽에 위치한 동유럽의 소국이다.
비록 내륙 국가이지만,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동과 서를 잇는 지
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구소련의 해체로 인해 독립하게 된 벨라루스와 한국은 1992년 처음 수교를
맺었다. 그러나 벨라루스는 붕괴된 국가체제와 경제 구조를 바로잡고 회복하느
라, 그리고 한국은 더 큰 시장에 진출하는 데 집중하느라, 양국간의 협력은 미
미하게 이어져 왔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벨라루스는 한국의 무역에서 0.1%,
한국은 벨라루스의 무역에서 0.25%를 차지하는 데 그치며,1) 투자의 경우
2014년 한국이 벨라루스에 1,400만 달러를 직접투자한 사례 이외에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2)
최근 양국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벨라루스는 2017년에 발표
된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 파트너가 되었으며, 2018~19년간 제1차 경제발
전경험공유사업(KSP)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현재 벨라루스는 제2차 경제
발전경험공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1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중점대상국 후보로 논의된 바 있으며, 이 밖에 국내의 다양한 기관들
이 벨라루스에 재주목하기 시작했다. 2022년은 한국과 벨라루스 간 수교 30
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므로 양국간 협력이 확대 및 심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1) WITS, wits.worldbank.org(검색일: 2021. 11. 16).
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
(검색일: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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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는 구소련 시대에 ICT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경
제성장을 이룬 경험을 가졌다. 19세기 가난한 농업 국가였던 벨라루스는 구소
련의 1차 국민경제 5개년 계획(1928~32년)을 계기로 산업발전의 기초를 닦았
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당시 국가자산의 80~90%가 파괴되었으
나, 곧 빠르게 재건하였다.
벨라루스는 1950년대부터 트랙터, 대형 트럭, 합성섬유, TV 세트, 반도체,
마이크로칩 등을 생산하는 구소련의 주요 제조업 기지로 거듭났다. 1980년대
벨라루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80%가 외국으로 수출되었다. 당시 벨라루스
의 산업은 구소련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되어 있었으며, R&D에 특화된 인
력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었다. 1986년 ‘품질보증(znak kachestva)’ 마크를
받은 벨라루스산 제품은 구소련 전체의 15%로 구성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으며, 인구 1,000명당 고등교육자 수가 구소련 구성국들 가운데 러시아
다음으로 많았다.3) 이와 같이 벨라루스는 구소련에서 산업발전을 이룬 매우 성
공적인 사례로 여겨졌다.
1991년 독립 이후 벨라루스는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비교적 무난
하게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독립한 직후 체제전환으로 인해 약 4년간 음(-)
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다른 체제전환 국가들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었
다. 1996년부터 양(+)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1996~2008년
간 평균 7.6%의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져 평균 1%대를 기록하고 있
다. 2020년 벨라루스는 1인당 GDP 6,400.2달러의 중상위 소득 국가에 머물
러 있다.4)
벨라루스는 2005년 국가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ICT 산업에 특화

3) Grigory Ioffe(2004), pp. 85-89.
4) “GDP per capita(current US$) - Belaru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
PCAP.CD?locations=BY(검색일: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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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하이테크파크(High-Tech Park, 이하 HTP)를 조성했고,5) 2017년 ‘디지
털 경제 발전에 관한 대통령령(Decree No. 8)’를 통해 HTP는 더 확대되고 획
기적으로 변화하였다. 그 결과 HTP는 벨라루스 경제와 ICT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2006년 최초 상주기업이 등록되고 대외수출이 이루어졌던 HTP에서
2020년에는 GDP의 4%에 상당하는 생산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기준 1,054
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7만 1,000여 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
또한 121개 외국기업의 R&D 센터가 위치하며, 외국이 지분을 가지는 기업 비
중은 전체의 40% 이상이다.6)
HTP의 성과를 바탕으로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2011~2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1.4%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ICT 산
업의 성장률은 38.2%였으며, ICT 서비스 수출은 14.9%의 증가율을 보였다.7)
이러한 배경에는 벨라루스 ICT 산업 종사자의 높은 생산성이 있다. 2019년 기
준 벨라루스의 총노동인력 중 2.9%가 ICT 산업에 종사하는데, ICT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이다.8) 벨라루스 ICT 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320만 벨루블로 벨라루스 월평균임금인 110만 벨루블의 거의 3배
에 달한다.9) 또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을 개발한 성공사례들을 고려할
때 ICT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Viber(메
신저), MSQRD(사진), MAPS.ME(지도) 등의 애플리케이션과 World of
Tanks라는 게임이 벨라루스에서 개발되었다.10)

5) Декрет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22 сентября 2005 г. № 12 О Парке высоких тех
нологий, https://pravo.by/document/?guid=3871&p0=Pd0500012(검색일: 2021. 11. 9).
6) High Tech Park, https://www.park.by/en/htp/about/(검색일: 2021. 11. 9).
7)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 https://www.belstat.gov.by/(검색일: 2021. 10. 20).
8) Ibid.
9) Ibid.
10) Stilt Soft, “Made in Belarus,” https://stiltsoft.com/blog/2017/06/made-in-belarus/(검색일: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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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정부는 ICT 산업을 국가발전에서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한다.
2017년에 발표된 ‘지속적인 사회ㆍ경제 발전전략 2030(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
атегия устойчиво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
ики Беларусь до 2030 г.)’에 ICT 산업 발전전략이 포함되었으며,11) ‘지속
적인 사회ㆍ경제 발전전략 2035(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тегия устойчиво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до 2035 г.)’
에는 디지털 전환이 우선 과제로 선정되었다.12)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벨라루스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이 경
쟁력을 보유한 ICT 산업에 주목하였다. 특히 벨라루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발전’과 관련하여 한국과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제
안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한국과 벨라루스 간 디지털 부문에서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존재하나 벨라루
스 디지털 정책에 대한 연구는 물론 벨라루스 경제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최근에 발표된 벨라루스 경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제 비효율성으로 인한 향
후 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은행(2018)에서 발표한 ‘체계
적인 국가 진단 보고서: 포괄적이고,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벨라루스’가 있으
며, 이 연구는 독립 이후 벨라루스의 경제성장 전반을 다룬다. 즉 벨라루스 경
제는 1996~2008년간 점진주의적인 경제성장전략을 추구하였으며, 나름을
11) “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тегия устойчиво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
лики Беларусь до 2030 г,” http://nmo.basnet.by/concept/nac-strategists.php(검색일:
2021. 11. 16).
12) “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тегия устойчиво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
лики Беларусь до 2035 г,” https://www.economy.gov.by/uploads/files/ObsugdaemNPA
/NSUR-2035-1.pdf(검색일: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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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거두었다. 이 기간 동안 벨라루스 경제성장은 주로 정부의 강한 통제와
유리한 대외환경으로 인해 가능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2009년부터 경제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했고 경제성장률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벨라루스와 밀접한 관계
에 있는 러시아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게 되면서 벨라루스는 경제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론에서 이 연구는 현재 벨라루스가 경쟁력 제고, 시장활성
화, 투자환경 개선 등 같은 일련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하였다.13)
국내 벨라루스에 관한 연구는 최근 한국의 KDI와 기획재정부에 의해 KSP
차원에서 추진된 바 있다. 이 연구는 벨라루스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벨라루스
정치ㆍ경제ㆍ역사 전반을 소개하였다. 특히 벨라루스 경제의 경우 2009년 이
후 성장률 둔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구조개혁과 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진단하였다. 한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
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세금, 대출 등의 측면에서 기업활동을 방해하며, 노동
자 숙련도, 물류 성과 등에서 낮게 평가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비교
적 뛰어난 기초과학기술, 인적자원 등에서 잠재력을 갖는다고 평가하였다.14)
벨라루스 ICT 산업 또는 디지털 부문에 대해서는 주로 국제기구나 글로벌
컨설팅업체, 그 외에는 벨라루스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세계은행
(2018)에서 작성한 ‘벨라루스의 새로운 ICT 역량 기르기 프로그램 마련’이라
는 연구는 벨라루스 경제가 성장둔화를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
한 ICT 산업에 주목하여 해당 산업 전반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즉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산업이며, 기존에는 아웃소싱 중심의
성장모델이 추구되었다. 상대적으로 작은 자국시장과 저렴한 임금이 기업들로
하여금 수출지향적인 성장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ICT 산업은 일자리
를 창출하는 중요한 부문이며, 이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13) World Bank(2018b).
14) KDI, 기획재정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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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자연히 벨라루스 정부도 ICT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
다. 이 연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업들이 자사상품개발을 지향하는 성
장전략을 펴도록 하고,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과 인력양성에 집중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제안하였다.15)
미하일로바-스타뉴타와 데미노비치(И. Михайлова-Станюта, И. Деми
дович, 2017)는 ‘벨라루스 ICT 발전의 혁신적인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벨라
루스 ICT 산업이 달성한 성과를 살펴보았다. 벨라루스는 세계적으로 ICT 서비
스 수출에서 25위를 차지하였으며, World of Tanks, Viber, MSQRD 등 벨
라루스가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성공한 아이템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각종 ICT
관련 지수에서 벨라루스가 차지하는 순위를 검토하였다. 벨라루스는 2016년
ICT 발전지수(IDI)에서 31위를, 전자정부발전지수(EGDI)에서는 49위를 차지
하였다.
갈로바(А. Г. Галова, 2021)는 ‘벨라루스 대외무역에서 디지털 경제의 역
할’에서 벨라루스의 디지털 경제정책 방향을 검토 및 평가하고, 특히 ICT 관련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벨라루스는 2030년까지 ICT
산업의 비중을 GDP 대비 6%까지 확대하고 ICT 발전지수에서 30위 내에 진입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국내 기술을 개발하고, 자체적인 전자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설치하고, 제도적 틀을 개선해야 한다. 구체 산업
적으로는 결제시스템, 핀테크, 물류 등의 부문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16)
그렙녜프와 카라춘(Р. А. Гребнев, И. А. Карачун, 2018)은 ‘벨라루스를
위한 국제 디지털 경제 전환 경험’이라는 주제로 아일랜드, 이스라엘, 스웨덴
등 ICT 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저자는 이 세 국가의 공통점으로 경제의 개방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
15) World Bank(2018a).
16) Галова(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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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ICT 산업과 자사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제도적 환경,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등을 꼽았다. 그리
고 정부가 통합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정부기관, 비즈니스 커뮤니티
등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각 구성원들이 높은 수준
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17)
벨라루스 ICT 산업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민지영(2013)이 벨라
루스 ICT 산업에 대해서 주목하여 ‘한ㆍ벨라루스 ICT 산업 협력 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벨라루스의 경제 현황과 산업 구조를 살펴보
고, 성장 유망한 ICT 산업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측면, 인력양성
현황, 그리고 벨라루스에서 개발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벨라루
스 ICT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였으며, 이에 따른 한국과 벨라루스의 기
업간, 정부-기업간, 정부간 차원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18) 그리고 유성훈
과 정유미(2016)는 ‘벨라루스 ICT 분야 기업 진출 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벨
라루스 일반 경제와 ICT 산업 현황을 검토하고, 벨라루스의 투자환경과 해외
기업 진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벨라루스 ICT 분야 진출
방안을 제안하였다.19) 국내 연구의 경우 벨라루스 경제와 정책에 대한 깊이 있
는 이해가 부족하며, 벨라루스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객관적인 분석이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17) Гребнев, Карачун(2018).
18) 민지영(2013).
19) 유성훈, 정유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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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이 연구의 제2장에서는 벨라루스 경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산업ㆍ무역
구조와 변화 추이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벨라루스 경제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
와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과제를 이해한다. 제3장에서는 먼저
벨라루스 ICT 산업 현황과 전후방연쇄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이 산업이 벨라루
스 경제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 이후 국제적인 차원에서 벨라루스의 디지
털 발전 수준과 잠재력을 가늠해보고, 벨라루스 정부가 관심을 갖는 디지털 부
문인 전자상거래, 핀테크 시장 현황을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벨라루스의 시기
별 경제성장과 경제정책들을 소개한다. 즉 벨라루스 정부가 시기별로 경제성장
과제를 어떻게 세웠고, 그 결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최근 발
표된 디지털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이 벨라루스가 갖고 있는 성장 과제와 관련
하여 적합한지 평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앞 장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5장에
서 벨라루스와 한국이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협
력방향에 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산업과 ICT 산업을 같은 의미로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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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벨라루스 경제 분석

1. 벨라루스 경제의 특징
2. 벨라루스 산업ㆍ무역 구조 분석

1. 벨라루스 경제의 특징
가. 점진주의적 체제전환, 그리고 벨라루스식 국가자본주의
벨라루스는 1991년 독립 직후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특히 1991~94년간 신생국
가로서 국가건설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제도 도입 대책을 마련하
는 과정에서 경기악화가 심화되었다. 일각에서는 그 원인이 구조개혁이 지연되
고 시장의 역할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당시
GDP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실업률은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대신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그리고 기업간 연체비가 발생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재무상
황 역시 빠르게 악화되었다.20)
1994년 3월 벨라루스 헌법이 제정되고, 7월 루카셴코 대통령이 집권하였
다. 9월에 마련된 포괄적 거시경제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이듬해부터 시행되
었고, 경제는 안정되기 시작했다. 1995년 초반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둔화되었
으며,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고 환율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점차 당국
관계자들은 정책 방향을 회귀시키고자 했으며, 그 결과 개혁을 위한 제도들이
채택되지 않았다. 1995~97년간 민영화 프로그램과 민영화 계획 기업 목록은
승인되지 않았다.21) 1998년에 러시아의 급격한 시장경제체제 전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목격한 그들은 급속한 개혁으로 인해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
하였다.22)

20) IMF(1995), pp. 1-4.
21) Елена Ракова(2008), pp. 24-25.
22) IMF(1996), 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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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정부는 시장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정책을 선택하지 않는 대
신, 신용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선택하였다. 1996년 2/4분기부터 벨라루
스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또는 보조적으로 제공하는 신용을 확장하는 방법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였다. 덕분에 1996년부터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
했고 그 효과는 1997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가속화되었고, 확
장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벨라루스 환율이 절상되었으며, 대외무역 의존도가
큰 벨라루스의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를 경험하게 되었다.23)
‘회사경영에 참여할 국가 특권에 관한 대통령령(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1997,
N 591)’이 채택됨에 따라 정부는 모든 기업에 대한 황금주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24) 이러한 구조 속에 일부 국영기업들만 정부로부터 대대
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받았고, 많은 소규모 민간기업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
나 지하경제로 숨게 되었다.25)
이와 같이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같은 급진적인 체제전환 노선을 밟지 않았
다. 그리고 1996년부터는 구소련과 유사한 경제정책인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
획(Program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을 채택했다. 현재까
지 6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이 발표되었다.

23) IMF(1997), pp. 6-7.
24)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от 14.11.1997 N 591, “Об особом праве (“золото
й акции”) государства на участие в управлении акционерными обществами,” http:
//pravo.levonevsky.org/bazaby11/republic53/text023.htm(검색일: 2021. 11. 10).
25) 황지영, 김동묘(2010),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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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벨라루스 산업별 정부부문 비중(부가가치 기준, 2017)

자료: A. Papko & P. Kozarzewski(2020), p. 20.

그 결과 [그림 2-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채
굴업, 농수산업, 제조업 등 벨라루스 주요 산업의 상당 부분이 공공부문에 속한
다. 반면 정보통신업, 소매업 등 주로 서비스 산업에서는 민간부문의 비중이 높
다. 제조업, 건설업 등의 부문에 민간기업이 일부 존재하지만, 이 부문은 대규
모 공기업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기업이 활약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주의적인 체제전환으로 인해 벨라루스 경제에서 민
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
용인원, 산업생산, 상품무역, 고정자본투자에서 공공부문이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나 조금씩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표 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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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벨라루스 산업별 공공부문 비중(부가가치 기준, 2017)
2016

2017

2018

2019

2020

고용인원

46.5

41.1

40.3

39.3

38.1

산업생산

60.5

59.6

58.8

56.5

52.4

상품수출

26.3

25.9

23.4

22.8

23.5

상품수입

16.0

14.3

15.3

14.8

13.0

고정자본투자

55.5

54.8

53.1

51.8

51.6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 Основные показатели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й государ
ственного сектора за 2016, p. 12; Основные показатели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ектора за 2017, p. 12; Основные показатели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ектора
за 2018, p. 12; Основные показатели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ектора за 2019,
p. 12; Основные показатели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ектора за 2020, p. 12.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벨라루스 경제를 국가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분류한
다.26) 기본적으로 경제에서 특히, 공기업이 GDP나 고용부문에서 비중이 크
며, 국영은행이 전체 은행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벨
라루스는 민간(외국)기관들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의 민간
기업의 성장을 용인하면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계속해 나가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국가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벨라루스의 은행부문은 벨
라루스은행(Belarusbank)과 벨라그로프롬방크(Belagroprombank)가 거의
과점형태로 장악하고 있다. 2020년 4월 기준 이 두 은행은 전체 은행부문 자산
의 62.2%, 자본의 60.4%를 보유하였다. 그러면서도 외국계 은행이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자산 규모는 벨라루스 GDP의 34.6%, 자본 규모는
34.9%에 달한다.27)

26) 참고로 미국은 2020년까지도 벨라루스를 비시장경제로 정의한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https://www.trade.gov/press-release/us-department-commerce-determines-belarus-re
mains-non-market-economy(검색일: 2021. 11. 16); Kiril Rudy(2020), “State Capitalism i
n Belarus: Behind Economic Anemia,” https://www.intechopen.com/chapters/73192(검
색일: 2021. 11. 10); A. Papko& P. Kozarzewski(2020), pp. 6-34.
27) Kiril Rudy(2020), “State Capitalism in Belarus: Behind Economic Anemia,” https://www.
intechopen.com/chapters/73192(검색일: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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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경제는 여전히 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민
간부문의 성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다년간 지속되어 온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소위 말하는 ‘국가자본주의’를 계속해서 추구할 것인
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경제구조를 개선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러시아 경제와의 밀접성
벨라루스 경제는 러시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림 2-2]에서와
같이 벨라루스의 경제성장률은 러시아와 유사한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그
림 2-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두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정(+)의 관계를 형
성한다.

그림 2-2. 벨라루스와 러시아 경제성장률 추이(1991~2020)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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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벨라루스와 러시아 경제성장률 관계
(단위: 전년동기대비 %)

주: 이는 [그림 2-2]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러시아(X축), 벨라루스(Y축)으로 배치하여 작성한 그림임.

벨라루스의 대외경제관계에서 러시아는 매우 중요하다. 2010~20년간 벨라
루스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러시아의 비중이 줄
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그림 2-4 참고). 러시아 이외에
키프로스, 네덜란드, 터키, 오스트리아 등이 주요 직접투자국가로 자리한다.28)
또한 2010~20년간 벨라루스의 대외무역에서도 러시아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그림 2-5 참고). 이 기간 동안 러시아는 수출에서 평균 41.1%를, 수
입에서 평균 55.3%를 차지했다.

28) 키프로스가 러시아 자금의 주요 환승지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투입하는
직접투자액은 공식 수치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이재영, 이성봉, Alexey Kuznetsov, 민지영(2012),
pp. 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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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벨라루스 FDI 추이(2010~20)
(단위: 백만 달러)

주: 2019년부터 러시아 FDI 통계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준에 맞게 조정되었음.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банк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Республику Беларусь
по странам,” https://www.nbrb.by/statistics/foreigndirectinvestments(검색일: 2021. 10. 20).

그림 2-5. 벨라루스 대외무역 추이(2010~20)
(단위: 백만 달러)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 “Основные показатели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https://ww
w.belstat.gov.by/ofitsialnaya-statistika/realny-sector-ekonomiki/vneshnyaya-torgovlya/vneshnyay
a-torgovlya-tovarami/godovye-dannye/(검색일: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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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벨라루스의 환율 역시 러시아와 유사한 변화 추이를 보인다(그
림 2-6 참고). 이 둘도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 [그림 2-7]에서 확인된다.
그림 2-6. 벨라루스와 러시아 환율 추이(2010. 1~2021. 9)

주: 1) 2016년부터 벨루블 10,000=1로 화폐개혁 단행.
2) 환율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0~15년간은 10,000분의 1로 저자가 조정.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банк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Официальный курс белорусского рубл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иностранным валютам, устанавливаемый Национальным банком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ежемесячно,”
https://www.nbrb.by/statistics/rates/ratesmonth.asp, IHS Markit(검색일: 2021. 10. 20).

그림 2-7. 벨라루스와 러시아 환율 관계

주: 이는 [그림 2-6]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달러당 루블(X축), 달러당 벨루블(Y축)으로 배치하여 작성한 그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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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는 러시아로부터 일종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수출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출세를 부과하여 에너지를 벨라루스
로 수출하고, 벨라루스는 이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외국으로 수출 시 수출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收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세
계은행은 2001~16년 동안 이러한 방식을 통해 벨라루스가 확보한 경제적 이
득이 GDP 대비 최소 3%에서 최대 10%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29) IMF
는 직간접보조금을 모두 합하면, 2005~15년간 GDP 대비 10~25%를 상회하
는 수준에 이른다고 평가하였다.30)
이 기간 동안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관계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러시아는
수차례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국은 갈등을 겪곤 했다. 두 국가는 2004년, 2007년, 2010년 그리고 2019
년에 갈등을 겪었다.31) 2019년 러시아의 에너지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IMF는
2019~23년간 벨라루스 경상수지에 GDP 대비 1~3.9% 규모의 부정적인 영향
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32)
2018년 벨라루스의 재정수입에서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석유를 수출함으로
써 확보된 세입 규모는 20억 벨루블로 이는 전체 재정수입의 5.3%를 차지했
다. 한편 벨라루스 정부는 이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표 2-2
참고).

29) World Bank(2018b), pp. 20-21.
30) IMF(2016), p. 28.
31) “Factbox: Russia's oil and gas disputes with Belarus”(2019. 12. 31), https://www.reuters.com/
article/us-russia-oil-belarus-factbox-idUSKBN1YZ0XW(검색일: 2021. 11. 10).
32) IMF(2019),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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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벨라루스 재정수입 중 석유ㆍ석유제품 수출세 비중
(단위: 십억 벨루블, %)

2018

2019

2020

2021

2022
42.1

재정수입

37.7

37.8

39.5

40.8

석유ㆍ석유제품 수출세 수입

2.0

1.4

1.0

0.8

0.6

비중

5.3

3.7

2.5

2.0

1.4

주: 2020년은 평가치, 2021년과 2022년은 전망치.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бюджетно-финансовой и
налогово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на 2020-2022 годы, https://www.minfin.gov.by/ru/budgetary
_policy/directiontaxpolitic/(검색일: 2021. 11. 10).

그러나 이러한 일로 벨라루스와 러시아간 관계가 완전히 소원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2021년 11월 4일 양국 정상은 ‘국가연합 설립하는 조약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Guidelines for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Establishing the Union State for 2021–2023)’과 더불어 28건의
부문별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28개 부문
에는 거시경제정책, 조세정책, 금융 및 은행, 산업, 농업, 에너지, 발전, 운송 등
이 포함된다.33)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관계는 양자간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벨라루스의 경제 자립에 위
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러시아와 원만한 관계를 통해 기존의 경제적 이득을 계
속해서 획득하면서도, 신성장산업 발굴, 대외관계 다각화 등을 통해 독립적인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33) “Заседание Высшего Госсовета Союз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2021. 11. 4), http://kremlin.ru/
events/president/news/67066(검색일: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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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벨라루스 산업ㆍ무역 구조 분석
소련시대부터 벨라루스의 산업ㆍ무역 구조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편이었다. 최근에는 서비스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과 2019년의 산업별 GDP 비중을 살펴보면, 기존 주요 산업으로 자리
했던 농업, 채굴업, 제조업이 줄어든 반면 정보통신업, 부동산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졌다. 건설업과 정보통신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건설업의
비중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정보통신업은 2배 이상 확대되었다(그림 2-8
참고).34)
그림 2-8. 벨라루스 GDP 구조 변화(2009 vs. 2019)
(단위: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 “Национальные счета,” https://www.belstat.gov.by/ofit
sialnaya-statistika/realny-sector-ekonomiki/natsionalnye-scheta/(검색일: 2021. 10. 20).

산업별 고용인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고용인구는 전체적으로 인
구감소 및 경기둔화와 함께 감소세를 보였다. 농림수산업, 채굴업, 제조업, 건
설업 등 생산부문에서의 고용인구는 줄어든 반면,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
ㆍ과학ㆍ기술부문 등 서비스부문에서의 고용인구는 증가했다. 특히 2011~19
34) 벨라루스 통계청은 농림수산업, 채굴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부문으로 분류하
며,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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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정보통신업의 고용인구는 약 1.5배 증가했으며, 전문ㆍ과학ㆍ기술부문의
고용인구는 약 20% 증가했다(그림 2-9 참고). 다시 말해 이 기간 동안 정보통
신업과 전문ㆍ과학ㆍ기술부문에서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으며,
벨라루스 경제에서 이 두 부문이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2010~20년간 벨라루스의 산업별 고정자본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전반적인 구조가 변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그림 2-10 참
고). 이 기간 동안 제조업, 부동산, 농림수산업에 각각 평균 24.0%, 21.6%,
12.7%의 고정자본투자가 집중되었다. 이 산업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면, 투자효율이 매우 떨어진다고 평가된다.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 민간
투자가 지속되면서, 이 분야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는지 주목해

그림 2-9. 벨라루스 주요 산업별 고용인구 비중
(단위: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20), Труд и Занятость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2020,
p. 65;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18), Труд и Занятость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2018, p. 63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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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벨라루스 고정자본투자 산업별 비중
(단위: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инвестиции в основной капитал,”
https://www.belstat.gov.by/ofitsialnaya-statistika/realny-sector-ekonomiki/investitsii-i-stroitelstvo/
(검색일: 2021. 10. 20).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고용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정보통신업과 전문
ㆍ과학ㆍ기술부문에 대한 고정자본투자 비중은 기간 평균 각각 2.7%, 1.3%로
낮은 편이다.
앞서 [그림 2-5]에서 살펴본 바로 벨라루스는 만성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
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의 구조는 [그림 2-11], [그림 2-12]와 같다. 2016~20
년간 수출에서 광물의 비중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으며, 목재ㆍ펄프ㆍ종이의 비
중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에서 광물, 농산물ㆍ식료품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이 외 품목들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그중에서 특히 기계ㆍ
기기ㆍ운송장비, 섬유제품, 목재ㆍ펄프ㆍ종이 등의 비중이 비교적 많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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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벨라루스 상품수출 구조
(단위: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17),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2017,” p. 111;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18),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2018,” p. 118;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19),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2019,” p. 105;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20),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2020,” p. 116;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21),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2021,” p. 118.

그림 2-12. 벨라루스 상품수입 구조
(단위: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17),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2017,”
p. 244;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18),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2018,” p. 238;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19),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2019,” p. 168;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20),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2020,” p. 168;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21),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2021,”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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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비스 무역에서는 2018~20년간 흑자를 기록하였다(그림 2-13 참
고). 2020년 전체 서비스 무역이 줄어든 원인은 2019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운송, 여행 등의 서비스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운송 서비스부문 중에서도 항공운송 서비스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여
행 서비스 역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통신 서비스도 비교적 크게 감소
했다.

그림 2-13. 벨라루스 서비스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банк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товарами и услугами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https://www.nbrb.by/statistics/foreigntrade(검색일: 2021. 11. 11)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벨라루스 서비스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2018~20년간 컴퓨터 서비스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컴퓨터 서비스 수출은 58.9% 증가
했고, 금융, 보험ㆍ연금이 각각 36.9%, 29.1%로 그다음을 이었다(그림 2-14
참고). 한편 여행 서비스 수출이 –59.8%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통신 서비스,
그리고 항공운송 서비스, 건설업 서비스가 각각 –37.6%, –34.0%, –28.6% 감
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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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벨라루스 서비스 수출 구조
(단위: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банк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товарами и услугами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https://www.nbrb.by/statistics/foreigntrade(검색일: 2021. 11. 11)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서비스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컴퓨터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했다(그림 2-15
참고). 전체 서비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이 기간
동안 116.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서비스 수입에서도 여행 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이 각각 –53.1%, -35.9%, -21.8%의 성장률
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벨라루스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상품
무역의 경우 한국과 벨라루스가 집계하는 통계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한
국에서는 벨라루스로 직접 전달되는 상품만 집계하며, 벨라루스는 주변국가를
통해 자국으로 유입되는 상품도 한국과의 무역으로 분류하여 집계하기 때문이
다.35) [그림 2-16]의 자료는 벨라루스가 집계한 자료를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벨라루스는 한국과의 무역에서 2015~19년간 지
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35) 제1회 한ㆍ벨라루스 비즈니스협회,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 발언(2021. 7. 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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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벨라루스 서비스 수입 구조
(단위: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банк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товарами и услугами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https://www.nbrb.by/statistics/foreigntrade(검색일: 2021. 11. 11)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그림 2-16. 벨라루스의 대한국 상품무역수지
(단위: 천 달러)

자료: WITS, wits.worldbank.org/(검색일: 2021. 11. 11)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그리고 벨라루스의 대한국 상품수출 구조는 매우 단조롭다. 즉 벨라루스는
주로 화학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며, 그리고 기계ㆍ전자제품, 광물을 일부 수출
한다(그림 2-17 참고). 벨라루스가 수출하는 화학제품은 주로 비료의 성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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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36) 그리고 벨라루스의 대한국 상품수입은 기계ㆍ전자, 화학
제품, 플라스틱ㆍ고무, 운송기기 등으로 이루어진다(그림 2-18 참고).

그림 2-17. 벨라루스의 대한국 상품수출 구조
(단위: %)

자료: WITS, wits.worldbank.org/(검색일: 2021. 11. 11).

그림 2-18. 벨라루스의 대한국 상품수입 구조
(단위: %)

자료: WITS, wits.worldbank.org/(검색일: 2021. 11. 11).

36) 제1회 한ㆍ벨라루스 비즈니스협회, 신텍 관계자 발언(2021. 7. 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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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년간 한국과 벨라루스 간 서비스 무역 규모는 평균 2,500만 달러
정도이다. 이 기간 동안 양국간의 서비스 무역 추이는 전체 무역 추이와 유사
하다.
양국간 서비스 무역은 주로 벨라루스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로 구성된다.
2018~20년간 벨라루스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액은 각각 2,300만, 2,490만,
2,460만 달러였다. 또한 벨라루스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에서 컴퓨터 서비스의
비중이 2020년 기준 64%를 넘는다. 이는 주로 2014년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직접투자를 통해 HTP에 설립한 R&D 센터로 유입되는 서비스 상품에 해당하
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외에는 해상운송 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가 차지한다.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벨라루스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중 컴퓨터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2-19 참고). 그리
고 벨라루스의 대한국 서비스 수입 구조에서 해상운송 서비스, 항공운송 서비
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18~19년간 많은 비중을 차지한 기타 서비스부문에
서는 비즈니스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그림 2-20 참고).

그림 2-19. 벨라루스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 구조
(단위: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банк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товарами и услугами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https://www.nbrb.by/statistics/foreigntrade(검색일: 2021. 11. 11)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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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벨라루스의 대한국 서비스 수입 구조
(단위: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банк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товарами и услугами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https://www.nbrb.by/statistics/foreigntrade(검색일: 2021. 11. 11)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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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T 산업 현황과 특징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2011~20년간 평균 38.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ICT 산업의 비중도 부가가치 기준 2011년 3.2%에서
2020년 8.4%로 증가했다(표 3-1 참고).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IT 서비스부
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성장하고 있다(그림 3-1 참고).

표 3-1. 벨라루스 ICT 산업 추이(부가가치 기준)
(단위: 2015년 이전은 십억 벨루블, 2016년 이후는 백만 벨루블)

2011

2012

2013

2014

2015

방송ㆍ통신

-

-

-

-

-

IT

-

-

-

-

-

ICT 부문
GDP 비중

2016
301.7

2017
341.2

2018
406.3

2019
444.0

2020
426.2

2,852.3 3,383.9 4,391.4 6,120.1 8,074.2

6,639.2 13,331.8 20,504.7 25,647.5 37,115.9 4,606.8 5,357.1 6,570.6 8,468.4 10,816.8
3.2

3.7

3.5

3.4

4.1

5.2

6.0

6.5

7.6

8.4

주: 2016년 수치는 화폐개혁에 따라 벨루블이 1/10,000로 바뀌었음.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 “Национальные счета,” https://www.belstat.gov.by/
ofitsialnaya-statistika/realny-sector-ekonomiki/natsionalnye-scheta/;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показателях развития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https://www.belstat.gov.by/ofitsialnaya-statistika/makroekonomika-i-okruzhayushchayasreda/informatsionno-telekommunikatsionnye-tekhnologii/tsifrovaya-ekonomika/o-natsionalnykhstatisticheskikh-pokazatelyakh-razvitiya-tsifrovoy-ekonomiki-v-respublike-belarus/index.php(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0. 20)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및 계산.

한편 2011~19년간 벨라루스의 전체 고용인구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ICT 산업의 고용인구는 약 50%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서 전체 고용인구
에서 ICT 산업 고용인구의 비중은 2011년 1.8%에서 2019년 2.9%로 확대되
었다(표 3-2 참고). 또한 부문별로 살펴보면 종사하는 사람들도 주로 IT 서비
스부문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그림 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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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벨라루스 ICT 부문별 비중
(단위: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показателях развития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https://www.belstat.gov.by/ofitsialnaya-statistika/
makroekonomika-i-okruzhayushchaya-sreda/informatsionno-telekommunikatsionnye-tekhnologii/
tsifrovaya-ekonomika/o-natsionalnykh-statisticheskikh-pokazatelyakh-razvitiya-tsifrovoy-ekonomikiv-respublike-belarus/index.php(검색일: 2021. 10. 20)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및 계산.

그림 3-2. 벨라루스 ICT 부문별 종사자 비중
(단위: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показателях развития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https://www.belstat.gov.by/ofitsialnaya-statistika/
makroekonomika-i-okruzhayushchaya-sreda/informatsionno-telekommunikatsionnye-tekhnologii/
tsifrovaya-ekonomika/o-natsionalnykh-statisticheskikh-pokazatelyakh-razvitiya-tsifrovoy-ekonomikiv-respublike-belarus/index.php(검색일: 2021. 10. 20)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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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벨라루스 ICT 고용인구 추이
(단위: 천 명)

2011
전체 고용인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4,691.2 4,612.1 4,578.4 5,550.5 4,496.0 4,405.7 4,353.6 4,337.9 4,334.2

ICT 고용인구 수

82.5

84.6

87.6

91.7

96.1

98.8

104.5

113.9

124.9

ICT 고용인구 비중

1.8

1.8

1.9

1.7

2.1

2.2

2.4

2.6

2.9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20), Труд и Занятость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2020,
p. 65;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18), Труд и Занятость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2018, p. 63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전체 고용인구의 2.9%에 불과한 인원이 부가가치의
7.6%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ICT 산업 종사자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높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산업별 정규직원 중 고등교육자
의 비중을 계산해보았다. 금융보험업 부문이 7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했으나, ICT 부문이 76.2%로 매우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에 올랐다. 이는 전문ㆍ
과학ㆍ기술활동 부문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표 3-3 참고).

표 3-3. 2019년 산업별 정규직원 수와 고등교육자 비중
(단위: 명, %)

총계
전 업

3,436,016

고등교육
1,180,393

고등교육자 비중
34.4

농림수산업

332,601

42,199

12.7

공업

929,831

250,642

27.0

제조업

752,926

204,376

27.1

건설업

215,051

48,754

22.7

도소매업

395,786

120,404

30.4

ICT

99,444

75,766

76.2

금융보험업

65,106

49,897

76.6

부동산

25,104

11,478

45.7

교육

469,765

261,761

55.7

보건

332,587

82,796

24.9

전문ㆍ과학ㆍ기술활동

87,544

63,333

72.3

기타

483,197

173,363

35.9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20), Труд и Занятость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2020,
p. 11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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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히 이 부문 종사자들의 평균임금 수준도 매우 높다. ICT 산업 종사자들
의 평균월급 수준은 2011년 전체 평균월급의 약 1.6배에서 2019년에는 2.9배
로 높아졌다(표 3-4 참고).
표 3-4. 벨라루스 ICT 평균월급 수준
(단위: 천 벨루블)

전체
농림수산업
채굴업
제조업

2011
2012
2013
2014
2015
1,899.8 3,676.1 5,061.4 6,052.4 6,715.0

2016
722.7

2017
822.8

2018
2019
971.4 1,092.9

1,328.1 2,758.9 3,846.4 4,583.7 4,928.3 506.9 585.2 684.7 787.1
3,238.1 6,323.6 8,364.5 9,532.3 10,061.0 1,144.8 1,347.7 1,678.2 1,854.8
2,091.0 4,059.1 5,457.4 6,294.6 6,766.3 741.0 856.5 995.5 1,112.1

건설업
도소매업
운송보관

2,100.6 4,221.6 6,385.4 7,604.4 7,547.1
1,679.4 3,254.8 4,571.6 5,598.0 6,200.5
1,917.0 3,878.7 5,316.4 6,154.1 6,737.1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3,130.6 5,881.0 8,065.2 10,363.7 15,790.7 2,033.1 2,376.6 2,777.2 3,178.8
3,328.5 6,101.2 8,321.2 10,258.9 11,447.0 1,284.0 1,415.7 1,571.2 1,713.8
1,504.4 2,899.2 4,313.4 5,124.5 5,734.5 595.2 725.0 874.0 953.9

전문ㆍ과학ㆍ기술 2,669.7 4,707.3 6,644.6 7,978.7 8,965.2
전체 대비 %
164.8 160.0 159.3 171.2 235.2

736.2
665.5
730.0

818.8
769.3
813.3

973.0 1,159.1
891.3 977.2
959.8 1,055.0

985.6 1,112.7 1,299.2 1,435.2
281.3 288.8 285.9 290.9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20), Труд и Занятость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2020,
p. 236;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18), Труд и Занятость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2018, p. 235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전체 R&D 부문 종사자 중에서 ICT 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2011~20년간
5% 내외로 유지되었다. 국가출원인이 부여한 ICT 특허 수는 2013년 61건으
로 가장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3-5 참고).
표 3-5. 벨라루스 ICT 부문 기술 수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가출원인에게 부여된
ICT 특허 수(건)
R&D 종사자 중 ICT
고용인구 비중(%)

-

-

61

31

23

10

7

10

6

9

5.0

5.1

4.2

4.3

3.8

3.8

4.8

4.8

5.3

5.2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показателях развития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https://www.belstat.gov.by/ofitsialnaya-statistika/
makroekonomika-i-okruzhayushchaya-sreda/informatsionno-telekommunikatsionnye-tekhnologii/
tsifrovaya-ekonomika/o-natsionalnykh-statisticheskikh-pokazatelyakh-razvitiya-tsifrovoy-ekonomikiv-respublike-belarus/index.php(검색일: 2021. 10. 20)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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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CT 산업에 대한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특히 IT 부문으로 범위를 좁히면, 외국인직접투자액이 고
정자본투자액보다 훨씬 많다(표 3-6, 표 3-7 참고).

표 3-6. ICT 부문 고정자본투자액과 그 비중
(단위: 백만 벨루블, 전체 고정자본투자액 대비 %)

2016
ICT 비중
ICT

2017

2018

2019

2020

3.5

3.2

3.1

2.6

2.5

650.3

668.5

775.7

756.0

723.5
179.9

IT

69.6

61.1

114.5

122.7

방송통신

16.5

32.1

63.9

72.4

29.6

기타

564.2

575.3

597.3

560.9

514.0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показателях развития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https://www.belstat.gov.by/ofitsialnaya-statistika/
makroekonomika-i-okruzhayushchaya-sreda/informatsionno-telekommunikatsionnye-tekhnologii/
tsifrovaya-ekonomika/o-natsionalnykh-statisticheskikh-pokazatelyakh-razvitiya-tsifrovoy-ekonomikiv-respublike-belarus/index.php;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инвестиции
в основной капитал,” https://www.belstat.gov.by/ofitsialnaya-statistika/realny-sector-ekonomiki/
investitsii-i-stroitelstvo(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0. 20)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및 계산.

표 3-7. ICT 부문 외국인직접투자액과 그 비중
(단위: 백만 벨루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액 대비 %)

2016

2017

2018

2019

2020

4.3

5.2

5.4

7.1

7.4

ICT

366.7

509.2

585.8

715.4

642.8

IT

194.8

221.0

256.0

293.2

363.2

ICT 비중

방송통신
기타

1.8

1.9

3.3

5.8

2.8

170.1

286.3

326.5

416.4

276.8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https://www.belstat.gov.by/
ofitsialnaya-statistika/realny-sector-ekonomiki/inostrannye-investitsii/;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показателях развития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https://www.belstat.gov.by/ofitsialnaya-statistika/makroekonomika-i-okruzhayushchayasreda/informatsionno-telekommunikatsionnye-tekhnologii/tsifrovaya-ekonomika/o-natsionalnykhstatisticheskikh-pokazatelyakh-razvitiya-tsifrovoy-ekonomiki-v-respublike-belarus/index.php(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0. 20)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및 계산.

50 • 벨라루스 디지털 경제 발전과 한ㆍ벨라루스 협력 방안

벨라루스는 ICT 상품무역에서는 적자를, ICT 서비스 무역에서는 흑자를 기
록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이후 서비스 무역 흑자 규모가 더 커져서 상품 무역
에서 보이는 적자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그림 3-3 참고).

그림 3-3. 벨라루스 ICT 상품ㆍ서비스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21),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Общество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2021,” pp. 40-51;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17),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Общество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2017,” pp. 36-45.

2011~20년간 ICT 상품 수출입을 살펴보면, 컴퓨터 관련 기기를 가장 많
이 수출하고 최근 전자기기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3-4 참고). 벨
라루스의 ICT 상품은 주로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에는 기타 부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컴퓨터 기기와 컴퓨터 관련 기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그림 3-5 참고). 벨라루스의 ICT 상품은 주로 중국으
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는 ICT 품목들 중 컴퓨터 관련 기기를
수입한다.37)

37)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21), pp. 40-51;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17), pp. 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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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벨라루스 ICT 상품수출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21),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Общество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2021,” pp. 40-51;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17),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Общество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2017,” pp. 36-45.

그림 3-5. 벨라루스 ICT 상품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21),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Общество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2021,” pp. 40-51;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17),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Общество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2017,” pp. 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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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벨라루스의 ICT 서비스 수출입을 살펴보면, 수출은 평균 14.9%
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그림 3-6 참고). 그 결과 벨라루스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ICT 서비스의 비중은 2020년 30.7%를 차지했다. 또한
특이할 만한 점은 ICT 서비스 중 컴퓨터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
다. 벨라루스 ICT 서비스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러시아이지만, 컴퓨터 서비스
부문으로 볼 경우 미국이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나타난다.
벨라루스의 서비스 수입액은 수출액에 비해서 매우 적으며, 201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통신 서비스 수입의 비중이 컸으나, 2019년부터 컴퓨터 서비스 수
입의 비중이 더 커졌다(그림 3-7 참고).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그림 3-6. 벨라루스 ICT 서비스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21),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Общество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2021,” pp. 40-51;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17),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Общество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2017,” pp. 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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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벨라루스 ICT 서비스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21),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Общество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2021,” pp. 40-51;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2017),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Общество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2017,” pp. 36-45.

이와 같이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높은 노동생산성을 바탕으로 지난 10여
년간 38.2%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2019년 기준 GDP에서 7.6%를 차
지하는 등 벨라루스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표 3-1 참
고). ICT 산업에서도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컴퓨터 서비스부문(또
는 IT 서비스)이 중심이 되어 생산과 대외수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2020
년 기준 컴퓨터 서비스부문은 벨라루스 서비스 수출에서 약 1/3을 차지함으로
써, 세계시장에서 벨라루스 IT 서비스의 경쟁력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벨라루스의 ICT 산업과 수출의 성장은 주로 외국으로부터 아웃소싱하
는 것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지적된다.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아웃소싱
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마진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벨라루스 ICT 기업들 중에
서 기존 아웃소싱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자체 상품개발 중심의 비즈니
스 모델을 추구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더 많은 벨라루스
ICT 기업들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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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발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벨라루스의 ICT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38)

2. 디지털 부문 발전 수준 평가와 부문별 현황
가. 디지털 발전 수준 국제 비교
유럽부흥개발은행(이하 EBRD)은 최근 디지털화 지수(Digitalization Index)
를 개발하여 유럽지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발전 수준을 평가한다.
EBRD는 이 지수를 디지털 발전 전제요건(Digital Enabler)과 디지털 사용 결과
(Digital Outcome)로 나누어 제시한다. 디지털 발전 전제요건의 평가항목은 △인
프라 △숙련도 △규제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사용 결과
의 평가항목은 개인과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로 구성된다.39)
벨라루스는 2020년 EBRD 디지털 발전 전제요건 지수에서 64.2점을 기록
하고, 총 52개 국가들 중 28위를 차지했다(표 3-8 참고). 이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미국이며, 벨라루스와 유사한 순위를 차지한 국가는 그리스, 알
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이다. 벨라루스는 전반적으로 디지털 발전을 위
한 요건들을 빠르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숙련도는 2015년 대
비 2020년에 더 낮아졌고, 여전히 제도적 정비가 비교적 미비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38) World Bank(2018a), p. 80.
39) EBRD(2021),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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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EBRD 디지털 발전 전제요건 지수(2015 vs. 2020)
2015
국가

2020

총점 인프라 숙련도 규제

정부
정부
총점 인프라 숙련도 규제
순위
서비스
서비스

미국

91.9

89.1

94.6

90.9

92.9

95.4

100

84.3

100

97.5

1

그리스

56.6

66

53.0

39.2

68.1

67.3

74.4

49.8

72.8

72.4

26

알바니아

46.1

44.1

55.7

40.6

44.1

65.4

55.6

55.8

67.2

83

27

벨라루스

47.8

63.7

76.7

23.6

27.3

64.2

70.3

72.0

44.0

70.4

28

아제르바이잔

49.6

46.6

58.0

56.1

37.6

63.9

56.9

58.4

73.3

67.0

29

몰도바

50.4

49.1

48.5

50.2

53.8

63.8

63.6

48.0

70.2

73.6

30

자료: EBRD(2021), “Transition Report 2021-22,” p. 14.

2020년 벨라루스는 디지털 사용 결과 지수에서 69.2점을 기록하고, 총 52
개 국가들 중 20위를 차지했다(표 3-9 참고). 이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
는 스웨덴이며, 벨라루스와 유사한 순위를 차지한 국가는 키프로스, 헝가리,
러시아, 그리스이다. 2015년 벨라루스의 디지털 사용 결과 지수는 이들 국가
에 비해 가장 낮았는데, 2020년 지수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되
었다.

표 3-9. EBRD 디지털 사용 결과 지수(2015 vs. 2020)

국가

2015

2020

총점

개인

기업

총점

개인

기업

순위

스웨덴

88.5

95.5

81.6

97.3

99.2

95.4

1

키프로스

56.4

47.9

64.9

70.1

59.8

80.5

18

헝가리

52.0

49.4

54.6

69.8

54.9

84.7

19

벨라루스

43.1

45.6

40.5

69.2

64.1

74.3

20

러시아

46.7

45.0

48.4

62.8

58.2

67.5

21

그리스

44.1

28.2

60.0

62.8

45.4

80.2

22

자료: EBRD(2021), “Transition Report 2021-2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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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벨라루스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디지털화 지수가 낮게 나타나지만,
개도국들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편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8, 그림 3-9 참고).

그림 3-8. 벨라루스의 EBRD 디지털 발전 전제요건 지수 비교

주:
은 선진국,
은 개도국.
자료: EBRD(2021), “Transition Report 2021-22,” p. 15.

그림 3-9. 벨라루스의 EBRD 디지털 사용 결과 지수 비교

주:
은 선진국,
은 개도국.
자료: EBRD(2021), “Transition Report 2021-2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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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는 2020년 52개 국가들 중 1인당 GDP에 비해서 다소 높은 디지털
화 지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해도 비교적
높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40)
이 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벨라루스의 디지털경제사회지수(이하 DESI)를
도출하여 다른 국가들의 DESI를 비교하였다. DESI는 EU가 회원국들의 디지
털 경쟁력을 비교ㆍ평가하기 위해서 개발한 지표이며, DESI를 도출하는 수식
은 아래와 같다.
DESI = 연결성(Connectivity)×0.25 + 인적자본(Human Capital)×0.25 + 인터넷
사용(Use of Internet services)×0.15 + 디지털기술통합(Integration of Digital
Technology)×0.25 + 디지털공공서비스(Digital Public Services)×0.15 [식 3-1]

이와 같이 한 국가의 연결성(connectivity), 인적자본(human capital), 인
터넷 서비스 사용(use of internet services), 디지털기술통합(integration
digital technology), 디지털공공서비스(digital public services)에 해당하
는 항목의 통계를 종합하여 지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자본
은 주로 ICT 전문가들의 숙련도, ICT 전문가 양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통해 도
출한다. 디지털기술통합은 ICT가 각 산업에서 활용되는 정도와 관련된 데이터
를 통해 도출한다. 지수는 0에서 1사이로 나타나고, 높을수록 디지털 발전이
많이 된 것으로 해석한다.
저자가 벨라루스에서 동원할 수 있는 2017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벨라루스의
DESI의 부문별 지수를 계산해본 결과, 연결성은 59.4, 인적자본은 57.1, 인터
넷 서비스 사용은 42.6, 디지털기술통합은 23.7, 디지털공공서비스는 42.7로
나타났다. 그리고 [식 3-1]을 통해 벨라루스의 DESI는 47.8로 나타났다. 이를
같은 해에 도출된 평가대상 국가들과 비교하면 [표 3-10], [표 3-11]과 같다.

40) EBRD(2021),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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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국가별 2017년 DESI 비교(1)
DESI

연결성

인적자본

1

덴마크

65

1

덴마크

73

1

룩셈부르크

65

2

핀란드

65

2

핀란드

71

2

핀란드

60

3

네덜란드

64

3

스웨덴

69

3

벨라루스

57

4

스웨덴

63

4

키프로스

67

4

덴마크

53

5

룩셈부르크

65

5

네덜란드

67

5

에스토니아

51

6

아일랜드

51

6

프랑스

65

6

말타

51

7

독일

52

7

벨기에

64

7

스웨덴

51

8

에스토니아

54

8

룩셈부르크

64

8

네덜란드

46

9

프랑스

50

9

말타

64

9

오스트리아

43

10

오스트리아

52

10

독일

62

10

불가리아

43

11

EU27

49

11

EU27

61

11

독일

43

12

벨라루스

48

12

오스트리아

61

12

아일랜드

43

13

벨기에

50

13

에스토니아

61

13

EU27

42

14

말타

51

14

아일랜드

61

14

키프로스

42

15

키프로스

47

15

스페인

61

15

슬로베니아

41

16

스페인

47

16

리투아니아

60

16

크로아티아

40

17

체코

45

17

벨라루스

59

17

루마니아

39

18

슬로베니아

45

18

크로아티아

59

18

프랑스

38

19

리투아니아

42

19

체코

59

19

체코

37

20

루마니아

42

20

이탈리아

59

20

헝가리

37

21

헝가리

45

21

불가리아

58

21

그리스

36

22

라트비아

44

22

그리스

58

22

리투아니아

36

23

포르투갈

44

23

슬로베니아

57

23

스페인

36

24

불가리아

42

24

포르투갈

56

24

슬로바키아

34

25

그리스

41

25

루마니아

56

25

라트비아

33

26

슬로바키아

41

26

헝가리

54

26

벨기에

32

27

이탈리아

38

27

슬로바키아

54

27

포르투갈

31

28

폴란드

34

28

라트비아

53

28

폴란드

29

29

크로아티아

42

29

폴란드

52

29

이탈리아

27

자료: EU Commission(2019), “International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2020,” pp. 52-5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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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국가별 2017년 DESI 비교(2)
인터넷 서비스 사용

디지털기술통합

디지털공공서비스

1

덴마크

70

1

네덜란드

86

1

덴마크

72

2

룩셈부르크

69

2

룩셈부르크

71

2

핀란드

71

3

스웨덴

66

3

핀란드

66

3

프랑스

69

4

네덜란드

60

4

스웨덴

66

4

스웨덴

69

5

핀란드

55

5

덴마크

60

5

에스토니아

67

6

벨기에

54

6

벨기에

57

6

네덜란드

66

7

에스토니아

50

7

오스트리아

56

7

말타

63

8

독일

50

8

헝가리

53

8

스페인

60

9

아일랜드

50

9

독일

51

9

아일랜드

59

10

오스트리아

46

10

라트비아

51

10

룩셈부르크

54

11

슬로바키아

45

11

EU27

46

11

EU27

52

12

리투아니아

44

12

아일랜드

46

12

독일

51

13

EU27

43

13

키프로스

45

13

오스트리아

50

14

라트비아

43

14

체코

44

14

이탈리아

49

15

벨라루스

43

15

포르투갈

43

15

루마니아

48

16

헝가리

42

16

크로아티아

42

16

슬로베니아

48

17

말타

42

17

에스토니아

42

17

리투아니아

45

18

스페인

41

18

불가리아

40

18

벨기에

44

19

프랑스

40

19

프랑스

40

19

포르투갈

44

20

체코

39

20

스페인

40

20

슬로바키아

43

21

키프로스

37

21

슬로베니아

39

21

벨라루스

43

22

슬로베니아

35

22

루마니아

37

22

체코

42

23

포르투갈

34

23

그리스

35

23

그리스

42

24

폴란드

33

24

말타

32

24

폴란드

42

25

그리스

30

25

슬로바키아

32

25

라트비아

40

26

이탈리아

27

26

리투아니아

26

26

크로아티아

39

27

루마니아

26

27

이탈리아

25

27

헝가리

39

28

불가리아

23

28

벨라루스

24

28

키프로스

38

29

크로아티아

21

29

폴란드

15

29

불가리아

36

자료: EU Commission(2019), “International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2020,” pp. 52-5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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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로 살펴본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 수준은 전반적으로 EU 평균 수준에
가깝다. 구체적으로 벨라루스는 인적자본, 인터넷 서비스 사용 측면에서 EU
평균 수준에 가까우나, 디지털기술통합, 디지털공공서비스 측면에서는 EU 평
균보다 뒤떨어져 있다.41) 즉 벨라루스의 ICT 전문가들의 수준은 EU 평균 수준
에 가까우나 기업 또는 산업 차원에서 ICT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풀
이된다.

나. 전자상거래
벨라루스의 전자상거래는 발전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규모
나 구조에 대한 공식 통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온라인 사이트의 수익 통
계에 의존해 예측해볼 수밖에 없다. 2019년 3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18년 3월~2019년 3월간 온라인 쇼핑을 해본 벨라루스인은 전체 인구의 절
반 수준인 약 47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년보다 20% 증가한 약 6억 4,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42) 일부 사이트들은 2019년 말 기준 벨라루스 전자
상거래 규모가 약 10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에 대한 논란이 있
다.43) 그러나 여러 정보를 종합해볼 때, 벨라루스 전자상거래 시장이 최근 빠
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41) 다른 벨라루스 연구자가 계산한 2018년도 DESI를 계산한 결과는 49.8이었다. 이는 EU 27개 국가
들의 평균 수준과 유사했다. 여기에서도 벨라루스의 DESI는 EU의 평균 수준에 이른다고 평가된다.
Герасенко В. П., Левкович В. Ю(2019), “Прогнозирование индекса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общества для РБ,” ЕКОНОМІКА ТА УПРАВЛІННЯ, https://economic-bulletin.com/
index.php/journal/article/view/592/6149(검색일: 2021. 11. 14).
42) “Рынок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Беларуси,” https://e-data.by/(검색일: 2021. 11. 14).
43) “Belarusian Market: E-commerce,” https://www.objectif-import-export.fr/en/internationalmarketplaces/country/belarus/market-ecommerce(검색일: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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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인프라 및 제도적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을 갖
는다고 평가된다. 우선 유엔무역개발회의(이하 UNCTAD)에서 발표한 2020년
B2C 전자상거래 지수(B2C E-Commerce Index)를 살펴보면,44) 벨라루스는
100점 중에 총 78.8점, 152개국 중 35위를 차지했다. 벨라루스는 인터넷 사용
자 비중이 83%,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금융 또는 모바일 결제 계정 소유 인구 비
중이 81%,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우편 서비스 지수에서 81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러시아는 41위로 유사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는데, 벨라루스에
비해서 만 15세 인구 중 금융 또는 모바일 결제 계정 소유 인구 비중이 76%, 신뢰
할 수 있는 우편 서비스 지수에서 74점으로 벨라루스보다 약간 낮은 평가를 받았
다.45)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대체로 갖춰졌으며, 점진적으로 법
제가 갖춰질 것으로 평가된다. UNCTAD는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크게 전자거래법,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법, 그리고 사이버범
죄법으로 보고 있는데, 벨라루스는 사이버범죄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 법
이 도입된 상태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가 점진적으로 갖
춰지고 있으며 2019년 10월 벨라루스 은행이 발의한 지불 시스템 및 서비스에
관한 법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이 법이 발효되면 배달 서비스업체들은 제3
자의 지불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표 3-12 참고).

44) B2C 전자상거래 지수는 평가대상 국가 또는 경제가 얼마나 온라인쇼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되었
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지수를 도출하는 데 포함되는 구성평가항목은 총 4가지로 △만 15세 인구
중 금융 또는 모바일 결제 계정 소유 인구 비중 △전체 인구 중 인터넷 사용자 비중 △신뢰할 수 있는
우편 서비스 지수 △인구 백만 명당 인터넷보안서버 확보 비중임. UNCTAD, “THE UNCTAD B2C ECOMMERCE INDEX 2020 Spotlight 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UNCTAD Tech
nical Notes on ICT for Development, No. 17, pp. 14-16, https://unctad.org/system/files/
official-document/tn_unctad_ict4d17_en.pdf(검색일: 2021. 11. 14).
45) UNCTAD, “THE UNCTAD B2C E-COMMERCE INDEX 2020 Spotlight 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UNCTAD Technical Notes on ICT for Development, No. 17, pp.
14-16,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tn_unctad_ict4d17_en.pdf
(검색일: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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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벨라루스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구분

주요 내용
∙ 2009년 12월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 채택
(Закон РБ 28 декабря 2009 г. № 113-З Об электрон ном документе

전자거래법

и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 2019년 10월 지불 시스템 및 서비스에 관한 법안 발표, 아직 미채택
(проект Закона РБ О платежных системах и платежных услугах)

소비자보호법

∙ 2002년 1월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 채택
(Закон РБ 9 января 2002 г. № 90-З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2008년 10월 정보, 정보화, 정보보호 관련 법 채택
(Закон РБ 10 ноября 2008 г. № 455-З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тиз

개인정보법

ации и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 2021년 5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채택
(Закон РБ 7 мая 2021 г. № 99-З О защите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사이버범죄법

부재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РБ, https://pravo.by/; “Проект Закона «О платежных
системах и платежных услугах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вынесен на обсуждение”(2019. 10. 29),
https://arzinger.by/news/law_news-proekt_zakona_o_platejnyih_sistemah_i_platejnyih_uslugah_v_
respublike_belarus_vyinesen_na_obsujdenie_2019_10_29.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1. 14)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벨라루스의 온라인 구매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는 자국 온라인 사
이트(90%)이며, 그다음으로는 중국 온라인 사이트(74%)인 것으로 나타났다.46)
그리고 2020년 설문조사에서 연간 1회 이상 온라인으로 구매한 품목을 물
은 결과가 [그림 3-10]과 같이 나타났다. 전자제품, 의류ㆍ신발ㆍ액세서리, 화
장품ㆍ향수, 공연ㆍ행사티켓 등은 이전에도 주요 구매품목의 일부였으나, 음식
배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진입한 품목인 것으로 판단된다.

46) “Рынок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Беларуси,” https://e-data.by/(검색일: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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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연간 1회 이상 온라인으로 구매한 주요 품목
(단위: %)

자료: Statista, “Most popular e-commerce categories in Belarus 2020,”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
1270426/most-popular-ecommerce-categories-belarus/(검색일: 2021. 11. 14).

다. 핀테크
벨라루스의 핀테크 역시 발전 초기 단계이다. 벨라루스는 2020 세계 핀테크
지수에서 65개 국가 중 59위를 차지하였으며, 세계 도시별로 평가했을 때 민스
크는 170개 도시 중 147위였다.47)
벨라루스의 핀테크 기업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그림 3-11 참고), 대부
분 기존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핀테크 분야로 진입하는 경우이며 창업기업 비중
은 24%에 그치고 있다.48) 또한 이 기업들 중 다수가 결제 서비스 및 송금부문
에 종사하고, 대출 또는 펀딩과 관련한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들도 있다(그림
3-12 참고).

47) Findexable(2019), “The Global Fintech Index 2020: The global fintech index city rankings
report,” p. 26, p. 91.
48) 2021 Беларусская Финтех-экосистема, https://ru.calameo.com/read/005151365071c8e8
95680(검색일: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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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벨라루스 핀테크 기업 수
(단위: 개)

자료: 2021 Беларусская Финтех-экосистема, https://ru.calameo.com/read/005151365071c8e895680(검색일:
2021. 11. 14).

그림 3-12. 벨라루스 핀테크 기업활동 분야
(단위: %)

자료: 2021 Беларусская Финтех-экосистема, https://ru.calameo.com/read/005151365071c8e895680(검색일:
2021. 11. 14).

벨라루스에서 핀테크와 관련해서 도입된 제도는 [표 3-13]과 같다. 벨라루
스는 최근 핀테크를 통해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대출 또는 자금 확보를 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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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핀테크 발전 관련 제도
제도

주요 내용

2008년 자동통합결제정보시스템(АИС ЕРИП) 구축 개인 또는 법인의 결제 간소화
2016년 은행간 신원확인시스템 도입(МСИ)

벨라루스 은행 고객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2017년 디지털 경제 발전에 관한 대통령령(Декрет
암호화폐 채굴 및 교환, 토큰 발행 등을 합법화
№ 8 О развитии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채택
2020년 세금정산, 개인회계, 통관 관련 자동정보
세금, 금융 관련 행정 디지털화
시스템 구축(АИС)
2021년 온라인 대출 서비스에 관한 대통령령(Указ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을 유치하고 제공하는 대체은
Президента № 196 от 25 мая 2021г. «О сервиса
행 메커니즘, 개인 또는 법인간 대출계약을 체결하도
х онлайн-заимствования и лизинговой деяте
록 설계된 인터넷사이트와 소프트웨어 사용
льности) 채택
2021년 국가프로그램 ‘디지털 발전 2021~25’ 채택 디지털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 플랫폼 개발
2021년 벨라루스 중앙은행 훈령(Постановлени
е 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анка РБ от 고객업무 수행 시 전자문서 사용권한 보유 금융기
22 января 2021 г. № 25, рег. номер в НР 관 목록 확대
ПА 8/36356 от 18 февраля 2021 г.) 수정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https://pravo.by/; Президент РБ,
“Декрет № 8 от 21 декабря 2017 г. О развитии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https://president.gov.by/ru/
documents/dekret-8-ot-21-dekabrja-2017-g-17716; АИС ЕРИП, https://raschet.by/o-sisteme/ob-a
is-raschet/(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1. 14).

롭게 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온라인 대출 서비스에 관한 대통령령’은
이러한 배경에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벨라루스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불 라
이선스 도입, 은행과 핀테크의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국가의 인센티브 제공, 대
출과 관련된 P2P 분야의 법률개발 등 은행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
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9)
벨라루스 기업가 5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벨라루스 핀테크
에코시스템 발전 수준은 [그림 3-13]과 같이 평가되었다. 즉 벨라루스 내 핀테
크 관련 숙련된 인력 확보 및 호혜적인 세제는 갖춰져 있으나 관련 인프라 구
축, 금융 확보, 정부 지원 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9) AFI(2021), p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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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벨라루스 핀테크 에코시스템 발전 수준
(단위: %)

자료: 2021 Беларусская Финтех-экосистема, https://ru.calameo.com/read/005151365071c8e895680(검색일:
2021. 11. 14).

벨라루스의 핀테크 부문은 전자결제를 중심으로 발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전자상거래의 성장 속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벨
라루스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대출 경로를 다각화하는 데 핀테크를 활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이와 관련한 제도와 인프라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BRD의 디지털화 지수, 그리고 유럽연합(EU)의 DESI로 본 벨라루스의 디
지털 발전 수준은 전반적으로 세계 주요국 또는 EU의 평균 수준에 가깝다. 하
부 디지털 부문으로서 전자상거래 시장과 핀테크 시장을 살펴본 결과, 이 두 부
문 모두 형성 초기 단계에 있으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성장
잠재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와
관련하여 세밀한 법안이 좀 더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두 시장 규모 확
대에 가장 기초가 되는 초고속 인터넷망 또는 모바일 인터넷망이 더 빠르게 구
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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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벨라루스 ICT 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분석
가. 분석방법론 소개
어떤 산업에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산
업에서 일정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타산
업의 생산활동도 동반된다. 이처럼 최종수요의 변화에 대응해서 연관산업에서
얼마만큼의 생산이 이루어지는가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
에서는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되는 생산유발계수(레온티에프 역행렬)를 사용한
다.50) 산업연관분석에서는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해 특정산업과 여타 산업간의
상호의존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데, 후방산업과의 연관관계는 영향력계수를,
그리고 전방산업과의 연관관계는 감응도계수를 이용한다.
영향력계수는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열의 합을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열 합의
전 산업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는데 아래의 산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영향력계수 = 




  














[식 3-2]

단,  = (I – Ad)-1을 의미한다.

즉 영향력계수는 특정산업( )에서 최종수요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타 산
업( ) 생산물이 중간재로 투입될 때 해당 산업의 생산증가가 타 산업의 생산증
가로 이어지는 효과를 의미한다.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후방산업부문에 파급되는 생산유발의 상대적 크기를 보여주
기 때문에 영향력계수를 후방연쇄효과 또는 후방파급효과로 지칭하기도 한다.
감응도계수는 생산유발계수행렬의 행의 합을 생산유발계수행렬의 행 합의
50) 산업연관분석과 레온티예프 역행렬(생산유발계수) 도출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한국은행(2014),
『산업연관분석해설』, pp. 49~66의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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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업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아래의 산식과 같다.

감응도계수 = 




  














[식 3-3]

단,  = (I – Ad)-1을 의미한다.

감응도계수는 특정산업( )의 생산물이 타 산업 생산의 중간재로 사용될 때
타 산업( ) 생산증가 시 해당 산업의 생산이 동반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모든 산업의 최종수요를 모두 한 단위씩 증가시키기 위해 어떤 산업이 생산해
야 할 산출액의 전 산업 평균치에 대한 비율이다. 감응도계수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 어떤 산업의 생산활동이 전방산업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상대적인 정도를
의미하며, 전방연쇄효과 또는 전방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된다.
다시 말해 전방연쇄효과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1단위씩 증가할 때 특정산업의 생산이 받는 영향으로서, 특정산업의 전방연쇄
효과 정보는 전 산업 평균인 1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로 나타낸 감응도계수로
표시한다. 여타 산업의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여타 산업에 대한
생산지원 정보를 나타내는 전방연쇄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후방연쇄효과는 특
정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전 산업 생산활동에 미치
는 영향으로서, 특정산업의 후방연쇄효과 정도는 전 산업 평균 1에 대한 상대
적 크기로 나타낸 영향력계수로 표시한다. 중간투입률이 높은 산업일수록 여타
산업의 생산유발정도를 나타내는 후방연쇄효과가 크게 나타난다.51)

51) 신현열, 김보성(2007), ｢산업연관표로 분석한 금융산업의 구조 및 경제기여도 변화｣, pp. 12~14,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37/view.do?nttId=109572&menuNo=200436
&pageIndex=9(검색일: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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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후방연쇄효과 분석
벨라루스는 2012년부터 산업연관표를 발표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산업
분류기준이 달라졌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과 같은 산업분류기준으로 발
표된 가장 이른 자료인 2016년 자료를 비교하기로 한다.52) 벨라루스 통계청에
서는 국내거래표(기초가격)를 별도 제공하므로 레온티에프 역행렬은 [식 3-2]
와 [식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경쟁수입형 투입계수행렬에서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내거래표 원본은 산업분류를 83개 소분류로 나누어 제공한다. 벨라
루스는 이를 36개로 나누는 중분류, 19개로 나누는 대분류를 사용한다. 이 연
구에서는 ICT 부문에 해당하는 58, 59, 60, 61, 62, 63은 소분류로 그대로 두
고 나머지 부문은 대분류로 바꾸어서 계산하였다. 다만 아래에서는 편의를 위
해서 숫자로만 구성된 소분류코드에 대분류코드를 붙여서 J58, J59, J60, J61,
J62, J63으로 표기하도록 한다(표 3-14 참고).

표 3-14. 벨라루스 산업분류코드(ОКП)
코드

산업분류

A

농림수산업

B

채굴업

C

제조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ㆍ냉난방

E

물 공급, 폐기물 취합 및 처리

F

건설

G

도소매,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

H

운송ㆍ저장ㆍ우편 및 택배

I

숙박 및 요식

52)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Система таблиц “Затраты-Выпуск,”
https://www.belstat.gov.by/ofitsialnaya-statistika/realny-sector-ekonomiki/natsionalnye-scheta/
sistema-tablits-zatraty-vypusk/(검색일: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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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계속
코드

산업분류
ICT

J

J58

출판

J59

영화ㆍ음악 제작

J60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J61

통신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및 유사 분야

J63

정보

K

금융 및 보험

L

부동산

M

전문ㆍ과학ㆍ기술 활동

N

행정 서비스

O

공공행정

P

교육

Q

보건 및 사회 서비스

R

예술ㆍ스포츠ㆍ엔터테인먼트ㆍ오락

S

기타 서비스

자료: Общ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лассификатор РБ ОКРБ 005-2011, “ВИДЫ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https://www.belstat.gov.by/klassifikatory/obschegosudarstvennye-klassifikatory-respubliki-belarus
-ispolzuemye-dlya-zapolneniya-gosudarstvennoi-statisticheskoi-otchetnosti/obschegosudarstvennyi
-klassifikator-okrb-005-2011-vidy-ekonomicheskoi-deyatelnosti/(검색일: 2021. 11. 5).

[표 3-15]는 2016년과 2019년기분 벨라루스의 산업별 전방연쇄효과를 분
석한 결과이다. 먼저 주요 산업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업(A), 제조업(C), 전기ㆍ
가스ㆍ증기ㆍ냉난방(D), 금융 및 보험(K)의 경우 감응도계수가 1 이상의 수치
를 보였다. 다시 말해 이 산업들의 경우 전 산업의 중간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
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채굴업(B), ICT(J), 부동산(L), 전문ㆍ과학ㆍ기술활동
(M) 등은 1을 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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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벨라루스 전방연쇄효과(감응도계수)
코드

생산

산업분류

2016

2019

A

농림수산업

1.64740

1.62447

B

채굴업

0.74824

0.72742

C

제조업

3.11974

3.88346

D

전기ㆍ가스ㆍ증기ㆍ냉난방

1.98765

1.62735

E

물 공급, 폐기물 취합 및 처리

0.92102

0.86688

F

건설

0.80585

0.82801

G

도소매,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

0.76864

0.75817

H

운송ㆍ저장ㆍ우편 및 택배

0.93610

0.94419

I

숙박 및 요식

0.76259

0.74089

ICT
J58

출판

0.78039

0.75733

J59

영화ㆍ음악 제작

0.75389

0.72361

J60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0.73583

0.71802

J61

통신

0.93482

0.90279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및 유사 분야

0.75577

0.76479

J63

정보

0.75223

0.75327

K

금융 및 보험

1.18817

1.11433

L

부동산

0.94660

0.92558

M

전문ㆍ과학ㆍ기술활동

0.92758

0.89965

N

행정 서비스

0.81430

0.82682

O

공공행정

0.72978

0.71258

P

교육

0.73488

0.71392

Q

보건 및 사회 서비스

0.73589

0.71879

R

예술ㆍ스포츠ㆍ엔터테인먼트ㆍ오락

0.75699

0.73032

S

기타 서비스

0.75564

0.73737

J

서비스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Система таблиц “Затраты-Выпуск,”
https://www.belstat.gov.by/ofitsialnaya-statistika/realny-sector-ekonomiki/natsionalnye-scheta/
sistema-tablits-zatraty-vypusk/(검색일: 2021. 11. 5)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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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은 전반적으로 2016년과 2019년 모두 감응도계수가 1 미만의
수치를 나타냈다. △출판부문은 0.78039에서 0.75733으로 △영화ㆍ음악
제작부문은 0.75389에서 0.72361로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부문은 0.73583에서 0.71802로 △통신부문은 0.93482에서 0.90279
로 각각 조금씩 낮아졌다. 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및 유사 분야는
0.75577에서 0.76479로 △정보부문은 0.75223에서 0.75327로 소폭 증가
했다. 즉 미세한 차이지만 앞의 네 부문은 전 산업의 중간재로서의 수요가 약
간 줄어들었으며, 뒤의 두 부문은 조금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한
국의 경우 2019년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부문과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
비스부문의 감응도계수는 모두 1이 넘는다(부록 표 1 참고). 즉 한국에서는 전
산업에서 ICT 산업에 대한 중간재로서의 수요가 큰 편이라고 해석된다.
[표 3-16]는 2016년과 2019년기분 벨라루스의 산업별 후방연쇄효과를 분
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는 농림수산업(A), 채굴업(B), 제조업(C), 물 공급, 폐
기물 취합 및 처리(E), 건설(F), 도소매,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G), 운송ㆍ저
장ㆍ우편 및 택배(H), 숙박 및 요식(I), 행정 서비스(N) 등의 영향력계수가 1을
상회했다. 다시 말해 이 부문에서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후방산업에 파급되는 생산유발의 크기가 비교적 크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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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벨라루스 후방연쇄효과(영향력계수)
코드

생산

2016

2019

A

농림수산업

1.36101

1.31888

B

채굴업

1.00672

1.00984

C

제조업

1.09258

1.08089

D

전기ㆍ가스ㆍ증기ㆍ냉난방

0.89798

0.87366

E

물 공급, 폐기물 취합 및 처리

1.05445

1.06972

F

건설

1.02549

1.02462

G

도소매,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

1.00753

1.05690

H

운송ㆍ저장ㆍ우편 및 택배

1.02825

1.03833

I

숙박 및 요식

1.06911

1.13242

J58

출판

1.04469

1.05818

J59

영화ㆍ음악 제작

1.10374

1.06980

J60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1.08330

1.06623

J61

통신

1.05551

1.03661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및 유사 분야

0.79887

0.78776

J63

정보

0.92813

0.92820

K

금융 및 보험

0.86660

0.91751

L

부동산

0.87320

0.92098

M

전문ㆍ과학ㆍ기술활동

0.92097

0.93911

N

행정 서비스

1.01034

0.98650

O

공공행정

0.90079

0.90690

P

교육

0.92354

0.89715

Q

보건 및 사회 서비스

0.95467

0.91422

R

예술ㆍ스포츠ㆍ엔터테인먼트ㆍ오락

0.75699

0.73032

S

기타 서비스

0.75564

0.73737

J

서비스

산업분류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Система таблиц “Затраты-Выпуск,”
https://www.belstat.gov.by/ofitsialnaya-statistika/realny-sector-ekonomiki/natsionalnye-scheta/
sistema-tablits-zatraty-vypusk/(검색일: 2021. 11. 5)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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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CT 산업은 부문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출판부문 △영화ㆍ음악
제작부문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부문 △통신부문은 모두
1이 넘는 영향력계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들 중 출판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소폭 줄어들었다. 즉, 이들 부문에서의 중간투입률이 약간 줄어들었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및 유사 분야는 0.79887에서 0.78776으로
감소했고 △정보 부문은 0.92813에서 0.92820으로 미세하게 증가했다. 한국
의 경우 2019년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부문과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
스부문의 영향력계수는 모두 1 미만이다(부록 표 1 참고). 즉 ICT 산업에서의
중간투입률이 높지 않다.
[표 3-17]과 [표 3-18]은 벨라루스 ICT 산업이 주요 산업에 대해 갖는 전후
방연쇄효과를 보여준다. [표 3-17]를 살펴보면, G(도소매,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와 H(운송ㆍ저장ㆍ우편 및 택배)의 경우 비교적 ICT 산업의 중간재 수요
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K(금융 및 보험)의 2019년 ICT 산업의 중간재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P(교육)와 Q(보건 및 사회 서비스)의 경우에는 ICT 산업
의 중간재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벨라루스 ICT 산업의 주요 산업에 대한 전방연쇄효과(2016 vs. 2019)
2016

G

H

K

L

P

Q

J61

0.00580

0.00642

0.00034

0.00144

0.00051

0.00057

J62

0.00185

0.00120

0.00139

0.00032

0.00011

0.00017

J63

0.00300

0.00040

0.00019

0.00044

0.00047

0.00042

2019

G

H

K

L

P

Q

J61

0.00614

0.00682

0.00050

0.00130

0.00051

0.00065

J62

0.00480

0.00300

0.00275

0.00068

0.00023

0.00043

J63

0.00838

0.00088

0.00046

0.00110

0.00106

0.00107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Система таблиц “Затраты-Выпуск,”
https://www.belstat.gov.by/ofitsialnaya-statistika/realny-sector-ekonomiki/natsionalnye-scheta/
sistema-tablits-zatraty-vypusk/(검색일: 2021. 11. 5)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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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벨라루스 ICT 산업의 주요 산업에 대한 후방연쇄효과(2016 vs. 2019)
2016

G

H

K

L

P

Q

J61

0.00246

0.00428

0.12397

0.03951

0.00063

0.00032

J62

0.00035

0.00178

0.01783

0.02621

0.00040

0.00005

J63

0.00086

0.00528

0.03976

0.02539

0.00072

0.00011

2019

G

H

K

L

P

Q

J61

0.00256

0.00520

0.11354

0.04183

0.00017

0.00029

J62

0.00037

0.00379

0.01435

0.02452

0.00011

0.00005

J63

0.00094

0.00633

0.02783

0.01700

0.00013

0.00010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Система таблиц “Затраты-Выпуск,”
https://www.belstat.gov.by/ofitsialnaya-statistika/realny-sector-ekonomiki/natsionalnye-scheta/
sistema-tablits-zatraty-vypusk/(검색일: 2021. 11. 5)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3-18]를 살펴보면, K(금융 및 보험), L(부동산) 부문에서 ICT 생산재의
중간투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적으로는 2016년에 비
해 2019년 중간투입률이 줄어들었다.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다른 산업들과 큰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있다. 특히
벨라루스가 대외 서비스 무역에서 비교적 경쟁력을 갖는다고 생각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및 유사 분야는 국내 여타 산업과 밀접성이 더 떨어진다.
2016년에 비해서 2019년 이 부문의 전방연쇄효과가 소폭 증가한 것은 산업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효과라고 생각되며, 같은 기간 후방연쇄효과가
줄어든 것은 타 산업에 비해서 ICT 산업에서의 중간투입률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벨라루스의 산업은 디지털화되지 않은 단계 또는 디지
털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벨라루스가 디지털 경제
로 전환되고,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ICT 산업과 전 산업간 연관성이 더 높
아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리하면,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분명히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을 바탕으
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대외무역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

76 • 벨라루스 디지털 경제 발전과 한ㆍ벨라루스 협력 방안

한 면에서 벨라루스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
러나 ICT 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를 살펴보면, ICT의 산업 전반에서의 활용도
는 다소 떨어진다. 또한 디지털 발전 수준 평가에서도 벨라루스에서는 ICT 전
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디지털 문해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이와 관련된
법제가 다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이 실현되려
면, 산업 전반에서 ICT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법제 정비, 개인
의 디지털 문해율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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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벨라루스 경제성장과 경제정책 분석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벨라루스의 경제 구조와 ICT 산업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벨라루스 경제가 가지는 효율성 제고와 성장 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경
제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벨라루스 경제는 2001~08년간 약 7.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후
2009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좀처럼 예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하
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1~04년간 수출, 소비, 자본
투자 모두 양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순수출 감소가 나타나
기 시작했다. 2005~08년 경제성장률은 주로 민간소비와 고정투자가 견인했
다. [그림 4-1]과 같이 이 기간 동안 민간소비와 고정투자의 성장이 크게 나타
났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순수출, 민간소비, 고정투자 등이 증감을 나타내면
서 불안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1. 벨라루스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대비 %)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21. 11. 4)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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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표 4-1]을 도출하였다.53) 2001년 이후 벨라루
스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앞서 수요 측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경
제성장률을 기록했던 경제성장기(2001~09년), 그리고 둔화된 성장률을 지
속하는 경기둔화기(2009~20년)로 나눌 수 있다. 경제성장기에는 벨라루스
경제의 생산성이 경제성장을 93% 이상 주도했다. 이 분석에서 인적자본
(human capital)을 내재화 한 유효노동(effective labor) 대신 단순 투입노동
(raw labor)으로서 경제활동가능인구를 사용하였으므로, 식별한 생산성은 인
적자본을 포함한 값이다. [표 4-1]과 [그림 4-2]를 살펴보면, 벨라루스의 인간
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이하 HDI) 추이가 특히 2000~10
년간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실제로 기대수학기간과 평균수학기간이 빠르게
늘어났다. 이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의 생산성은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루
어지면서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기둔화기에 생산성 기여도는 36.5%로 급격히 떨어졌고, 고정자본
투자라는 요소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2009년 이후
벨라루스의 경제 성장 구조는 생산성의 개선에 의해 주도되는 질적 성장이 아
닌 요소투입에 의존하는 양적 성장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HDI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특히 기대수학기간과 평균수학기간은 2010년과 거
의 유사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
53) 성장회계란 개별 국가의 성장요인을 객관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특정 생산함수를 가정한 후 각각의 생
산요소가 성장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보통의 경우, 1차 동
차(homogeneous of degree one)의 특징을 갖는 다음 형태의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
함수를 가정한다.
              

즉  시점의 총생산   는 총요소생산성(TFP)   와 물적자본   그리고 유효노동(effective unit of
labor)  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는 자본   에 귀속되는 총생산   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 연구
에서는 α = 0.4로 시간에 대해 불변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자본과 유효노동 그
리고 총생산 모두 관측 가능하므로 TFP는 잔차항(residual)으로 계산된다. 편의를 위해 유효노동 
는 경제활동가능인구   으로 정의한다.
 =  

세계은행 WDI의 자료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벨라루스의 경제성장에 각각의 생산요
소가 양적으로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였는지 도출하였다. 정민현, 민지영(2019), pp. 43~4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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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의 전체 고용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향후 노동인적자본에 의한
생산성을 제고하려면, 수학기간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 이외에 교육의 질을 향
상시키는 노력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기존 인력을 재교육시킴으로써 가
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1. 벨라루스 경제의 성장 회계(2001~20년)
(단위: %)

성장국면

성장률

기간

총 생산( )

경제성장기

2001~09

경기둔화기

2009~20

7.69
1.53
-

생산성()

자본( )

노동( )

7.15

0.53

-0.03

(93.04%)

(6.95)

(-0.43)

0.60

1.35

-0.36

(36.45)

(88.14)

(-23.72)

주: 1) 괄호 안은 각 생산요소가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냄.
2) 셋째자리 숫자를 반올림한 결과임.
자료: World Bank WDI(검색일: 2021. 10. 20)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4-2. 벨라루스 인간개발지수(HDI) 추이(1990~2019)
(단위: 년, 2017 PPP$)

연도

기대수명

기대수학기간

인당GNI

HDI

1990

70.6

12.9

평균수학기간
-

8,891

-

1995

68.3

12.4

8.5

5,784

0.660

2000

67.4

13.3

8.9

8,024

0.686

2005

68.3

14.6

9.3

11,919

0.727

2010

70.8

15.5

12.0

16,988

0.795

2015

73.7

15.5

12.2

17,483

0.814

2016

74.0

15.5

12.3

17,004

0.815

2017

74.3

15.6

12.3

17,585

0.819

2018

74.6

15.6

12.3

18,187

0.823

2019

74.8

15.4

12.3

18,546

0.823

자료: UNDP(2020), “Human Development Report 2020-The Next Frontier: Human development and the
Antropocene Belarus,” p. 3, http://hdr.undp.org/sites/default/files/Country-Profiles/BLR.pdf(검색일: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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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벨라루스 HDI 추이(1990~2019)
(단위: GDP 대비 %)

자료: UNDP(2020), “Human Development Report 2020-The Next Frontier: Human development and the
Antropocene Belarus,” p. 3, http://hdr.undp.org/sites/default/files/Country-Profiles/BLR.pdf(검색일:
2021. 11. 25).

아래에서는 경제성장기와 경기둔화기에 나타난 국내외 주요 경제사건을 살
펴보고, 벨라루스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경
제성장기는 벨라루스가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한편, 신성장산업을 모색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초반인 2001년에 발표된 2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은 제조업의
효율성 향상과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제고가 목표였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벨라루스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원유를 가공하여 수
출하였고 이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확보했다. 이 기간 동안 벨라루스는 성공적
으로 산업 구조를 조정하거나 자국제품의 경쟁력을 올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
다. 오히려 벨라루스는 서방에 대한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의존하게 되었다.54)
그리고 2004년 러시아와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서 갈등을 겪게 되었다.

54) A. Papko & P. Kozarzewski(2020),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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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벨라루스의 재정수지는 악화되었고, 정부부채가 증가하였다(그림
4-3, 그림 4-4 참고). 따라서 벨라루스는 시급히 새로운 수출 산업을 발굴해야
했다.

그림 4-3. 벨라루스 재정수지와 정부지출 추이(2005~20)
(단위: GDP 대비 %)

자료: IMF, WEO,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검색일: 2021. 10. 20).

그림 4-4. 벨라루스 정부부채 추이(2005~20)
(단위: GDP 대비 %)

자료: IMF, WEO,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검색일: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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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HTP 조성은 이러한 배경이 일부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1996~2000년간 이미 벨라루스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산업과 재화들이 경쟁력을 잃어간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신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했다.55) 당시 HTP는 신첨단기
술을 기반으로 벨라루스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증대와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조성되었다.56) 3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2006~10)에서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서비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엿보인다.

표 4-3. 경제성장기(2001~09년)
정책 및 우선 과제
∙ 2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2001~05):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 기존 산업 경쟁력 제고,
제조업 효율성 증진, 과학집약적ㆍ자원절약형
산업과 서비스부문 발전 가속화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Б 8 августа 2001 г.
№ 42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ограммы соц
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
лики Беларусь на 2001–2005 годы)

주요 사건
∙ 2001~08. 국제 고유가
∙ 2004. 러시아와 에너지 갈등
∙ 2005. 순수출감소
소비확대에 의한 경기부양(공기업 임금 인상)
민스크 내 HTP 조성
∙ 2007. 러시아와 에너지 갈등
중소기업 등록 절차 간소화

∙ 3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2006~10): 인적자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본 개발에 기초한 서비스부문의 발전, 산업단지
정부의 ‘황금주’ 보유 권리 폐기
효율성 증진, 경제의 경쟁력 제고
∙
2009.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화를 제외한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모든
재화의
가격 자유화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на 2006–
2010 годы)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РБ, https://pravo.by/(검색일: 2021. 11. 14); A. Papko
& P. Kozarzewski(2020), pp. 13-14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55) Декрет № 12 22 сентября 2005 г. О Парке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https://pravo.by/docu
ment/?guid=3871&p0=Pd0500012(검색일: 2021. 11. 15).
56) Декрет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от 22.09.2005 № 12 «О Парке высоких техно
логий», https://pravo.by/document/?guid=3871&p0=Pd0500012(검색일: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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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벨라루스는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였다. 2011년
유로존 위기,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 등 주변국가들의 경기악화로 인해 부정
적인 영향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지역경제통합
을 이루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역내 국가들의 경기악화 지속,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아직까지 역내 무역창출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57)
4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2011~15)에서는 자원절약형ㆍ과학집약형ㆍ
첨단산업 우선 발전을 통한 경제 구조 개선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전보다
는 집중하고자 하는 산업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이룩한 경제성장
을 토대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는 개도국이지만 경제활동가
능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고정자본투자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에서 불가피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그림 4-5, 그림 4-6. 참고).

그림 4-5. 벨라루스 경제활동가능인구 비중 및 실업률 추이(2005~20)
(단위: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 “ТРУД И ЗАНЯТОСТЬ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2020,”
p. 53; IMF, WEO(검색일: 2021. 10. 20).

57) 박정호 외(2017), pp. 1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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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벨라루스 고정자본투자(2010~19)
(단위: GDP 대비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РБ. https://www.belstat.gov.by/(검색일: 2021. 10. 20).

그림 4-7. 벨라루스 물가상승률 및 소매거래증가율(2010~20)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банк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Республику Беларусь
по странам,” https://www.nbrb.by/statistics/foreigndirectinvestments(검색일: 2021. 10. 20)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제4장 벨라루스 디지털 발전 정책 분석 • 87

그림 4-8. 벨라루스 재할인율 추이(2010. 1~2021. 9)
(단위: %)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банк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Республику Беларусь
по странам,” https://www.nbrb.by/statistics/foreigndirectinvestments(검색일: 2021. 10. 20)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지역경제통합과 함께 일부 시장경제개혁조치가 취해졌다. 즉, 2016년 자동
변동환율제와 인플레이션 목표제가 도입되었으며, 이와 함께 모든 재화의 가격
이 자유화되었다. 이로 인해 벨라루스의 거시경제는 안정화되었다(그림 4-7,
그림 4-8 참고). 그러나 러시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벨라루스도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58)
이러한 배경에서 5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2016~20)은 수출과 정보화
추구, 경제의 경쟁력 제고, 투자 유치 및 혁신 발전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우선 과제로 세웠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혁신 발전, 디지털 전환 등
과 관련된 정책들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2019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벨라루스의 만성화된 저성장을 타
파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서 2021년에 발표된 6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은
58) 이미 관세동맹을 통해 관세율을 통일시켰으며, 더 심화된 경제통합을 위해 유라시아경제통합 회원국들
은 물가상승률,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에 대한 공동목표치를 채택했다. 즉 물가상승률 5% 이하, 재정적
자 GDP의 3% 미만, 정부부채 GDP의 50%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초기에 벨라루스의 경우 물가상승률
이 가장 큰 과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Golam Mostafa & Monowar Mahmood(2018),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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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경기둔화기(2010~현재)
정책 및 우선 과제

주요 사건

∙ 4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2011~15): 자원절약
형ㆍ과학집약형ㆍ첨단산업 우선 발전을 통한 경제
구조 개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Б 11 апреля 2011 г. 2010. 러시아와 에너지 갈등
러시아ㆍ카자흐스탄ㆍ벨라루스 관세동맹 출범
№ 136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ограммы соц
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 2011. 사유화 계획 발표(→ 2012. 취소)
лики Беларусь на 2011–2015 годы)
유로존 재정위기
∙ 5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2016~20): 수출과 2012. 유라시아공동시장 출범
정보화 추구, 경제의 경쟁력 제고, 투자 유치 2014.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 하락
및 혁신 발전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2015.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자율변동환율제, 인플레이션 목표제 도입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на 20162016.
혁신발전 2016~20년 국가프로그램 채택
2020 годы)
화폐개혁 단행(10,000벨루블 → 1 벨루블)
∙ 6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2021~25): 소비,
모든 재화 가격 자유화
투자, 수출 증가를 통한 경기회복, 노동생산성
향상, 첨단재화 수출잠재력 확대, 에너지 수출 2017. HTP 확대 및 개선
2019. 러시아와 에너지 갈등
의존도 감소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Б 31 января 2017 г. 2021. 국가연합 설립 조항 이행지침 서명
№ 31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е ин
нова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
русь на 2016–2020 годы)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РБ, https://pravo.by/(검색일: 2021. 11. 14); A. Papko
& P. Kozarzewski(2020), “The evolution of Belarusian public sector: From command economy to state
capitalism?” Case working papers No. 12(136)/2020, pp. 14-18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기본적으로 소비, 투자, 수출 증가를 통한 경기회복을 하고, 동시에 노동생산성
향상, 첨단재화 수출잠재력 확대, 에너지 수출의존도 감소를 통해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한다.
벨라루스는 2000년대부터 이미 경제 효율성 제고, 경제 구조 개선 등의 필
요성에 대해서 인식해 왔으며, 정책을 통해 여러 차례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그 결과 ICT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수출경쟁력이나 경제성장
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이 온전히 시행되지 못했으며, 예
기치 못한 대외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음으로써 이 과제는 지금까지도 우선 과
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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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관련 정책의 도입 현황
여러 연구를 통해 ICT 산업, 그리고 디지털화가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59) 벨라루스는 디지털
발전을 통해 경제 효율성 제고와 경제 구조 개선이라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 관련 주요 정책이 도입된 현황은
[표 4-4]와 같이 정리된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경우 ICT
산업 또는 디지털 발전과 관련하여 정책이 마련되기 전에 관련 법제도가 비교
적 먼저 형성된 것에 반해, 벨라루스의 경우 정보화 또는 디지털 관련 정책이
법제도보다 상대적으로 먼저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0년대 들
어 ICT 산업 또는 디지털 부문이 공식적으로 국가발전전략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은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과 유사한 주기
로 마련되고 있다.
벨라루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
나아가 전자정부를 추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2년 ‘2003~05년간 정보화
그리고 2010년까지 전자벨라루스를 위한 국가프로그램(ГП информатизац
ии РБ на 2003-2005гг. и на перспективу до 2010 года «Электронн
ая Беларусь»)’ 발표하였다. 2005년에 들어와 전자망법(Закон № 45-З Об
электросвязи)이 채택되었고, 같은 해 오늘날 벨라루스 ICT 산업의 발전 기
반이 된 HTP를 조성하기 위한 ‘HTP에 관한 대통령령(Декрет № 12 22 сент
ября 2005 г. О Парке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이 발표되었다. 이후 2008
년과 2009년 각각 정보, 정보화, 정보보호법(Закон № 455-З Об информа
ци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и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과 전자문서 및 전자서

59) ITU(2018), p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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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법(Закон № 113-З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е и электронной ци
фровойподписи)이 도입되었다.
2010년대 들어 HTP를 중심으로 벨라루스의 ICT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
하기 시작하였고, 이 같은 맥락에서 2011년 ‘2011~15년 ICT 서비스부문 발
전 가속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НП ускор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услуг в сфер
е ИКТ на 2011-2015 гг.)’이 채택되었다. ICT 서비스부문 발전을 위해서 별
도의 국가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벨라루스 정부는 ICT 제조보다는 ICT 서
비스 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책 문서에서 벨
라루스 정부는 ICT 서비스 발전을 통해 정보화사회 발전을 혁신적으로 추구하
고, 기업 및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명시하였다.60)
2015년에는 ‘2016~22년 정보화발전전략(Стратегией развития инфо
рматиз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на 2016–2022 годы)’이 발표되었
다. 2016년에는 2016~20년 디지털 경제와 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
램(ГП развития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общест
ва на 2016–2020 годы)이 발표되었다. 이듬해 디지털 발전에 관한 대통령령
(Декрет № 8 от 21 декабря 2017 г. О развитии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
и)이 채택되면서 HTP의 범위가 확대되고, 거주 기업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가
개선되었다. 또한 유효기간은 2049년까지 확대되고, 치외법령을 유지하게 되
었다.61) 그리고 2021년 국가프로그램 ‘디지털 발전 2021~25(Цифровое ра
звитие Беларуси“ на 2021–2025 годы)’ 채택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같은 해 개인정보보호
법(Закон РБ № 99-З О защите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도 도입되었다.

60) “Национ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ускор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услуг в сфере ИКТ на 2011-2015 гг,”
http://nmo.basnet.by/program/npurus/(검색일: 2021. 11. 15).
61) Парк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ПРАВОВОЙ РЕЖИМ,” https://park.by/htp/legislation/(검
색일: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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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벨라루스의 디지털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도입 동향
연도

정책 및 제도
∙ 2003~05년간 정보화 그리고 2010년까지 전자벨라루스를 위한 국가프로그램(ГП

2002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РБ на 2003-2005гг. и на перспективу до 2010 года
«Электронная Беларусь»)
∙ 전자망법(Закон № 45-З Об электросвязи)

2005

∙ HTP에 관한 대통령령(Декрет № 12 22 сентября 2005 г. О Парке высок
их технологий)

2008
2009
2011
2015
2016
2017

∙ 정보, 정보화, 정보보호법(Закон № 455-З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и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법(Закон № 113-З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е и элек
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 2011~15년 ICT 서비스부문 발전 가속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НП ускоренного раз
вития услуг в сфере ИКТ на 2011-2015 гг.)
∙ 2016~22년 정보화발전전략(Стратегией развития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в Респ
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на 2016–2022 годы)
∙ 2016~20년 디지털 경제와 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ГП развития цифро
вой экономи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общества на 2016–2020 годы)
∙ 디지털 발전에 관한 대통령령(Декрет № 8 от 21 декабря 2017 г. О разви
тии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 국가프로그램 ‘디지털 발전 2021~25(Цифровое развитие Беларуси на

2021

2021 - 2025 годы)’ 채택
∙ 개인정보보호법 채택(Закон РБ № 99-З О защите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РБ, https://pravo.by/(검색일: 2021. 11. 14)의 자료를 바탕으
로 저자 작성.

한편 벨라루스에는 아직 정보보안이나 사이버범죄에 관한 법이 미비한 것으
로 생각된다. 디지털 발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이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2 • 벨라루스 디지털 경제 발전과 한ㆍ벨라루스 협력 방안

3. 디지털 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
벨라루스는 2021년 ‘지속적인 사회ㆍ경제 발전전략 2035(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тегия устойчиво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
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до 2035 г., 이하 발전전략 2035)’을 채택하였으며, 이 전
략 안에 국가프로그램 ‘디지털 발전 2021~25(Цифровое развитие Белару
си“ на 2021–2025 годы)’를 포함하였다. 발전전략 2035는 디지털 기술에 기
반한 경제의 질적 성장, 경쟁환경 조성,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은 1단계(2021~25년)와 2단계(2026~35년)로 나뉘어 전개된다. 1단
계 기간에는 혁신도입, 비즈니스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환경
및 인프라 형성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2단계 기간에는 지능적이고
효과적으로 녹색 경제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62)
벨라루스 정부는 디지털 발전을 이루는 데 ICT, 특히 IT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IT 발전을 위하여 인프라(초고속인터넷망 설치), 인력, 기술
개발(클라우딩 기술), 그리고 관련 법제 도입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63)
이러한 취지에서 고안된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을 위한 정책은 2021년 2
월에 채택된 국가프로그램 ‘디지털 발전 2021~25’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6~22년간 정보화발전전략’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으며, 2025년까지 국가
경제와 사회 영역에 정보통신과 첨단생산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6개의 하위 프로그램, 즉 △디지털 발전을 위한 정보, 분석, 조직,
기술 등 지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발전을 위한 정부행정 △경제부문
의 디지털 발전 △지역에서의 디지털 발전 △정보보안 및 디지털 신뢰를 추진
한다. 벨라루스 정부는 이를 위해 2021~25년간 약 37억 벨루블을 정부예산,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금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62) “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теги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РБ до 2035 г.,” https://www.economy.
gov.by/uploads/files/ObsugdaemNPA/NSUR-2035-1.pdf(검색일: 2021. 11. 16), p. 14.
63) Ibid., pp. 39-43.

제4장 벨라루스 디지털 발전 정책 분석 • 93

벨라루스는 특히 경제부문의 디지털 발전 과제를 통해 각 산업별 통합 플랫
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생산부문에 대한 ‘디지털 트윈’ 관련 솔루션을 도입하여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생산성도 제고하고,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
도록 할 것이다. 이미 일부 경공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사이트를
개설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부문에 현대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시민들에 대한 디지털 경제교육, 의료 서비스 질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제품의 품질 개선 및 판매시장 확대, 대외무역 확대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표 4-6. 벨라루스 국가프로그램 ‘디지털 발전 2021~25’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표

2025년까지 사회ㆍ경제 발전의 우선순위 방향에 따라 국가 경제와 사회 영역
에서 정보통신과 첨단생산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과제

∙ 디지털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 부처간 통합디지털인프라 구축
∙ 교육의 질 개선, 국민들의 디지털 문해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
∙ 의료의 질 개선, 의료 서비스 가용성 제고 및 국민의 건강상태 파악
∙ 다양한 산업부문에 디지털 기술 도입, 벨라루스 기업의 경쟁력 향상
∙ 주택 재고, 에너지 소비, 환경 등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과 현황 파악이 가능
한 ‘스마트 도시’ 실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안시스템으로 개선

하위 프로그램 1:
디지털 발전을 위한
정보, 분석, 조직,
기술 등 지원

∙ 다양한 분야에서의 디지털 발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수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 예측, 프로그램안을 작성하고 정보화활동에 요구되는 기술
수준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
∙ 전문가 교육사업 개발, IT 분야의 기관 관계자가 디지털 발전을 책임지고,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지원
∙ 국민의 디지털 도입에 대한 적응 지원, 국내외 디지털 발전 성과 홍보
☞ 이를 통해 벨라루스의 산업, 지역의 디지털 발전을 보장하는 기술 솔루션의
정교화와 품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임.

하위 프로그램 2:
디지털 인프라 구축

∙ 기존 통신네트워크(OTT)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서비스로 점진적인
대체, 클라우드 플랫폼 및 기술을 기반한 서비스로의 전환을 목표함.
∙ 고정광대역인터넷 설치, 이를 통해 통신 서비스 질 제고
∙ LTE(4G)를 사용하는 이동통신네트워크에 기반한 무선광대역인터넷 설치
∙ 5G 이동통신네트워크 구축
∙ 5G 네트워크에 기반한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등 구현
∙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와 무관하게 정보 및 컴퓨터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 개발
∙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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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속
구분

주요 내용

하위 프로그램 3:
디지털 발전을 위한
정부행정

∙ 벨라루스의 ‘디지털 성숙도’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디지털 데이터 통
합, 플랫폼 솔루션 제공
∙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며, 중이문서를
줄이고, 공무원의 업무를 절감
∙ 또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개발 및 개선

하위 프로그램 4:
경제부문의 디지털
발전

∙ 교육의 질 개선, 디지털 문해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
∙ 의료의 질 개선,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 가용성 제고 및
국민의 건강상태 파악, 더 정확한 치료 및 예방조치를 위하여 통합데이터 플
랫폼 구축, 원격의료상담 시스템 현대화
∙ 경제부문에서의 디지털 발전을 위하여 기업경영 및 생산관리 프로세스의 디
지털 전환, 국내제품을 세계시장에 홍보하기 위한 통합 디지털 솔루션(디지
털 플랫폼) 생성
∙ ‘산업 4.0’ 개념에 해당하는 첨단생산기술을 사용하여 벨라루스 기업의 비즈
니스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최적화할 예정
∙ 그 일환으로 생산부문에는 △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디지털 트윈’ 생
성, 제조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예측, 분석 수단을 활용하여 생산, 실시간
데이터 측정 및 처리를 위한 플랫폼 솔루션 구현 △고객 및 공급업체와 협
력하기 위한 수단 개발, 제품 홍보 및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채널 구축
∙ 건설업에는 통합정보공간을 생성하여 건설활동 관련 각종 행정절차 전자화,
건물 정보모델링 기술 적용
∙ 표준화, 무역, 물류 등의 부문에도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 아울러 벨라루스 제품에 대한 디지털 카탈로그 시스템 설치

하위 프로그램 5:
지역에서의 디지털
발전

∙ 주로 인구 8만 명이 넘는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시티’ 개발
∙ △지역 거버넌스 프로세스의 디지털 변환, 지역표준디지털 플랫폼인 ‘스마트
시티’ 생성 △지역의 지리정보시스템 생선 및 개선, 도시의 ‘디지털 트윈’
생성 △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개발 △주택 및 공공 서비스, 재산 회계 및
처분, 토지 계획 및 관리 등을 위해서 교통, 보건, 교육, 환경, 관광 등 지
역사회의 다양한 부문과 관련한 표준 서비스 생성 및 개발

하위 프로그램 6:
정보보안 및 디지털
신뢰

∙ 국가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방안의 지속적 고안과 개선 필요
∙ 즉, 디지털 신뢰를 위하여 △정보자원, 정보통신시스템 보호를 위한 소프트
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및 구현 △온라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식별 및 인증하기 위한 기술 환경 형성 및 개선

주: ‘산업 4.0’은 독일의 사례에서 착안함.
자료: Минсвязи(2021), “Цифровое развитие Беларуси” на 2021 – 2025 годы, pp. 7-21, https://www.mpt.gov.
by/ru/gosudarstvennaya-programma-cifrovoe-razvitie-belarusi-na-2021-2025-gody(검색일: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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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환경 조성과 관련
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표 4-6 참고). 전자정부가 확립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
관리되기 위한 각종 플랫폼을 생성하고 교육, 보건, ‘스마트 시티’ 등 전자화 또
는 디지털화를 통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정
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볼 때 벨라
루스 정부는 국민 복지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환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6~22년 정보화발전전략’에서 ICT 사용 우선 분야
가 △전자정부 △전자경제 △전자보건 △전자교육 △전자 고용 및 국민의 사
회적 보호 △매스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및 전자콘텐츠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
면,64) 전반적인 정책적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벨라루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또는 이동통신망은
2020년 기준 인구의 98.4%가 사용하고 있는 3G이며, 4G의 경우 인구의 50%
정도만 사용하고 있으며, 5G는 도입 전이다. 산업 또는 기업의 경우 경영관리
또는 생산공정과 관련된 자동화 또는 전자화 시스템이 아직 전반적으로 활용되
지 않은 상태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65) 다시 말해 벨라루스 경제ㆍ사회 전반에
서, 특히 산업 및 기업과 관련된 부문에서 ICT 기술 또는 디지털 기술 활용도가
아직은 높지 않으며, 전자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의 인프라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된다.
벨라루스가 경제ㆍ사회에 존재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디지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단기적으로는 다년간 이어
지고 있는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업 및 기업부문의 디지털 발전을 서둘
러 경제 효율성 높이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경제적 효과가

64) Минсвязи(2015),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на 2016
-2022 годы,” http://nmo.basnet.by/concept/strategia2022.php(검색일: 2021. 11. 15).
65) Минсвязи(2021), “Цифровое развитие Беларуси на 2021 – 2025 годы,” pp. 1-7, https://www.
mpt.gov.by/ru/gosudarstvennaya-programma-cifrovoe-razvitie-belarusi-na-2021-2025-gody
(검색일: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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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큰 부분, 예를 들어 고속인터넷망 구축이나 기업들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IT 솔루션을 조속히 도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된다. 동시에 도입된 IT 솔루션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 담당자들
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디지털 발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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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연구에서는 벨라루스가 가지는 경제 구조적 문제와 해결 과제를 살펴보
았으며,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ICT 산업 현황과 디지
털 발전 수준, 그리고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 정책 내용을 검토하였다.
벨라루스 경제는 2009년 이후 다년간 생산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그 원
인으로 높은 공공부문의 비중, 단편적인 무역 구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신산업 육성, 기존 산업의 효율성 제고 등이 주요 해결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ICT는 그 자체로 신산업이며, 이것이 타 산업과 융합될
때 생산성 또는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현 시점에서 벨라루스의 디지털 경제 발
전은 시급하다. 또한 최근 벨라루스와 서방간의 관계 악화로 인해 새로운 경제
협력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이미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며, 성장 잠재력도
높다. 다만 ICT 산업이 타 산업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벨라루스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그 초기
단계에 있다. 벨라루스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산업, 기업의 ICT 활
용도 제고 △개인의 디지털 문해율 제고(기관별 디지털 담당자 재교육 포함) △
디지털 관련 법제 정비 △초고속인터넷망(5G)을 포함한 ICT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 국제사회가 문제시하지 않는 수준으로, 그리고 벨
라루스의 경제성장과 디지털 발전과제를 고려하여 양측이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과 벨라루스는 ICT를 포함하여 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기반을
다져 왔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
출하기에는 매우 빈약하다. 벨라루스에 상시 주재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대사
관, 코트라무역관, 한ㆍ벨 교육과학기술협력센터 등이 있으나, 소규모 인원으
로 운영되고 있다. 양국간 주요 협의체인 ‘한ㆍ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양국의 연구자간 네트워크를 형성ㆍ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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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고안된 ‘한ㆍ벨 과학기술포럼’ 역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설립된 ‘한ㆍ벨 IT협력센터’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으
로 현재는 종료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한ㆍ벨 협력기
반조성사업(2020년 기준 과제별 연간 지원금 5,000만 원)’과 한국연구재단에
서 운영하는 ‘양자연구교류지원사업(2020년 기준 과제별 연간 지원금 2,000
만 원)’의 과제별 지원금이 적어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낼 수 없고, 연구자들간
인적교류를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수교 30주년을 준비하고 기념하기 위해 한국과 벨라루스는 양국간 무역, 투
자, 기술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하여 제도적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벨라루스가 1997년 체결했던 ‘양자간 투자협정문
(BIT)’를 재점검하며 ICT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자간 투자제도
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벨라루스는 아직 WTO 가입국이 아니나, 장기적으
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ㆍ벨 서비스ㆍ투자 FTA’ 체결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양국간 ICT 서비
스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미리 다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것이 ‘한ㆍEAEU 상품무역 FTA’ 또는 ‘한ㆍEAEU 포괄적 FTA’를 체
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과 관련하여 ODA 제공 시 ICT 교육시
설 관련 설비를 제공하거나 ICT 및 디지털 교육 봉사자 파견할 수 있다. 후속
KSP 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 발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디지털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자문할 수 있다. 그리고 벨라루스의 초고속통신망
(5G)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벨라루스의 디지털 경제 발전 가속화를 위해 인적교류와 기술
협력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ㆍ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한ㆍ벨 과학기술포럼’을 2년 주기로 개최를 하는
방식으로 정기화한다면, 협력 과제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기존 ‘한ㆍ벨 과학기술포럼의 주요 참석자들이 주로 학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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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ICT 분야 기업인과 엔지니어들의 참석을 독려함으로
써 산ㆍ학ㆍ정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와 협력 체계를 구축
할 것을 제안한다. 2019년 개최된 제3차 한ㆍ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한국형 국가연구개발정보종합관계체계(NTIS) 모델을 벨라루스에 적용하는 방
식의 협력이 합의된 바 있는데, 이때 한국정부가 벨라루스의 ICT 부문을 포함
한 R&D 관련 자료, 인적 데이터 등을 축적하는 방법을 벨라루스와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예
산을 재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개도국과의 기술협력 확대 차원에서 ODA, EDCF, KSP 등을 통
해 R&D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양국이 신성장동력을 발
굴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벨라루
스 R&D 인력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ICTㆍICT 융합ㆍ디지털 부문을 포함한 다
양한 부문의 공동연구사업에 투입시키거나, 한국의 R&D 인력을 벨라루스로
파견하여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이 주요 역할을 하되, 정부와 기업간 개입을 독려함으로써 기술상용화
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벨라루스의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를 한국 MBA 프로그램에 초청하여 한
국식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고, 벨라루스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형 비즈니스 모
델을 만들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 가능성이나 수익성이 높은 사업 아
이디어의 경우 한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
다. 이를 통해 양국간 핀테크, 전자상거래, 원격의료 등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디지털 부문에서의 협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벨라루스 ICT 기
업은 외국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맞춤개발하는 아웃소싱형 비즈니스에서 자
사상품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유형의 비
즈니스로 진화할 수 있고, 한국은 양질의 ICT 서비스 상품을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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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코트라 민스크 무역관이나 한ㆍ벨 교육과학기술센터 내 비즈니스 인
큐베이터를 설치하여 한국기업의 진출을 돕거나, 벨라루스 엔지니어들이 국내
에 들어와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내 ICT
시장을 성장시키는 한편, 한국기업이 벨라루스 기업과 협력을 통해 벨라루스
또는 주변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한다.

표 5-1. 한ㆍ벨 ICT, 디지털 협력 확대 방안
과제

주요 내용

∙ ODA 제공 시 ICT 교육시설과 관련된 설비 제공, ICT 및 디지털 교육
봉사자 파견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1. (단기) 벨라루스 디지털
∙ KSP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디지털 관련 정책, 제도 정비 방안을 자문함.
발전과 관련한 협력 확대
∙ 벨라루스의 통신망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함.
∙ ‘한ㆍ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ㆍ벨 과학기술포럼’을 예를 들어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개최함.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ICT를 포함한 여
2. (중기) 인적교류 체계화
타 협력 과제 논의하도록 함.
∙ ICT 분야 기업가, 엔지니어들에게 한ㆍ벨 과학기술포럼 참여를 독려함
으로써, 산ㆍ학ㆍ정 협력 체계를 구축함.
∙ 실질적인 공동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한ㆍ벨 협력기반조성사업,
양자연구교류지원사업의 예산을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해 조정함.
∙ 벨라루스와 국가연구개발정보종합관계체계(NTIS) 논의 시 한국이 벨라
루스 내 ICT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R&D 관련 자료, 인적 데
이터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중기) 기술협력 체계화 ∙ ODA, KSP 하부 사업으로 개도국과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ICT/ICT융합/디지털 등 포함한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자, 엔지니
어들을 초청하여 한ㆍ벨간 R&D 및 기업가정신 부문에서의 협력을 도
모하고, 이를 통해 공동기술 개발, 공동상품 개발, 양자간 무역ㆍ투자
활성화를 달성함.
∙ 양국 내 엔지니어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설치
4. (장기) ICT를 포함한 다
양한 부문에서의 무역,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적 기반 마련

∙ 벨라루스 WTO 가입 관련 자문
∙ 양자투자협정문 재검토
∙ 한ㆍ벨라루스 서비스ㆍ투자 FTA 체결(사전 타당성 연구 수행)
∙ 한ㆍEAEU 상품무역 FTA 또는 포괄적 FTA 체결을 위한 협의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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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사례를 도출한다
면, 신소재, 우주항공, 원자력, 나노, 생명공학 등 새로운 협력 유망 분야를 발
굴하고, 협력 분야가 다각화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
법이 동원되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고안되고, ICT 산업 이외에 다양한 신산
업에서의 한국과 벨라루스 간 협력 방안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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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Digital Economic Development in Belarus and
Implications for Korea-Belarus Cooperation
Jiyoung Min and Tatyana Alekseevna Tkalich

Belarus is facing economic challenges due to low efficiency, caused
by structural problems. One solution could likely be found in ICT and
digital development. Based on this observation, this study analyzes
Belarus’s structural problems and challenges, recent trends and major
features of the ICT industry, and the level of digital development.
The Belarusian economy has been experiencing a low growth rate
since 2009. This is mainly because the share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dependence on the Russian economy are still high. The Belarusi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raise economic efficiency since the
1990s through non-market economy oriented measures. Naturally,
there has been little progress.
Meanwhile, the government’s drastic policies to develop the ICT
industry have been the most outstanding successes. The ICT industry
in Belarus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sectors in the economy,
accounting for almost 8% of the GDP in 2019. According to the
digitalization index and the authors’ own calculation of DESI, Belarus
has potential for and is in the initial stage of digital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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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for Belarus to realize the digital economic development, it
urgently needs to increase the use of ICT in other industries, retrain
persons who are in charge of digital affairs in organizations, establish
relevant institutions, and construct a 5G network.
Considering what is mentioned above,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o strengthen Korea and Belarus cooperation.
In the short-term, Korea could 1) provide facilities for ICT education
to the public and dispatch ICT trainer volunteers through ODA
programs, 2) provide advice on digital policies and institutions, and 3)
encourage Korean ICT companies to partake in Belarus’s 5G network
construction.
In the mid-term, Korea could systemize exchange programs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1) organize a Korea-Belarus joint
committee on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and a Korea-Belarus
forum on science and technology regularly, perhaps biannually, 2)
invite businessmen and engineers in the Korea-Belarus forum on
science and technology to form a triangula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scholars and businessmen, 3) readjust the budget provided
to joint research programs run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to produce actual joint research
output.
To exp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economies,
R&D and entrepreneurship program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ODA, EDCF, and KSP programs, to eventually build up a firm network
between scholars and start-ups in the ICT sector in Korea and Belarus.
Opening business incubators both in Korea and Belarus could also
promote bilater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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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ong-term, there should be institutional grounds for stronger
and sustainable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in 1997 could be reexamined and
revised. Korea can consult and support Belarus’s accession process to
the WTO. Both countries can discuss “Korea-Belarus Service and
Investment FTA,” which can lead to a Korea-EAEU FTA or Korea-EAEU
comprehensive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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