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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주요 산업: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민지영｜강부균｜오명훈

머리말
2013년 우리나라는 선진국 재정위기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성
장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이어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
하고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 최대 수출을 기록하여 전례 없는 놀라운 성
장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흥국의 기술추격이 빨라지고, 미국․EU 등을 비롯한
거대경제권의 FTA 추진으로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경제가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출전략과
대외협력방안이 필요합니다.
국내 최고 싱크탱크인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와 무역․투자 분야
에서 생생한 해외시장정보 생산에 주력해온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는 지난 2006년부터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를 발
간해오고 있습니다.
성장속도가 빠른 신흥시장의 산업을 분석하여 우리 업계의 진출대상
산업 선정과 진출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는 현재까지 총 35개국 41편이 발간되었으며, 국가별로 유망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감안한 실질적인 진출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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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년에는 방글라데시․에콰도르․카타르․탄자니아 4편을 신규
발간하는 한편, 기 발간된 말레이시아․러시아․폴란드 3개국에 대해 그
간의 변화내용을 반영한 개정판도 발간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시리즈에서는 자동차․IT․석유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의료 등 신성장산업도 새로 포함시켜 이
들 떠오르는 산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해외 산업동향에 대한 분석 자료가 흔치 않은 현실에서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가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우리기업에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자료가 나오기까지 정보수집과 집필에 수고하신 KIEP 담당
연구진 및 KOTRA 해외 무역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일형
KOTRA 사장 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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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의 일원이자, ‘유라시아 협력 확대’
를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매우 큰 국가이
다. 한국의 대러 교역액은 2011년에 200억 달러를 넘어선 후 지
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에 224억 5,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
를 기록하였으며, 이같이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한․러
간 경제․통상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
이다. 그러나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규모에 비해 양국의 교역 규
모가 아직 미흡하고, 특히 2012년 기준 상호 투자 규모가 총
1억 1,500만 달러에 그쳐 한․러 양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
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러시아의 경제 및 산업 현황과 정
책을 살펴보고,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와 다변화를 위해 유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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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분야인 전력인프라와 의료서비스 산업을 심층 분석하여 향
후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러 협력 및 진출 방향과 전략을 제시
하였다.
보고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Ⅱ
장에서는 러시아의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 경제․산업 정
책을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러시아 전력인프라 산업의 구조와 부문별 현황,
주요 산업발전 정책, 성장잠재력 및 유망 분야 등을 살펴보았다.
러시아는 풍부한 발전원을 바탕으로 세계 4위의 전력 생산 및
소비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의 노후화
가 심화되면서 전력 부문의 효율성 저하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전력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러시아는 전력 부문 구조 개혁과 민영화를 활발히 전개해 왔으
며, 최근 ‘전력인프라 현대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
서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전력설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 및 기술제휴를 위한 협력
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제Ⅳ장에서는 러시아 의료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주요 산업발

국문요약 ｜ⅴ

전정책, 국제의료협력 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러시
아의 의료서비스 시장은 전체 의료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의료
서비스의 질의 저하와 함께 러시아의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의료 및 보건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
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산
층을 중심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
고 있으며,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도 활발해질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의료관광 중심의 협력을 의료서비스 및 기타 의료산업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 의료시장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종합진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한국과 러시아의 전력인프라 및 의료서
비스 산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추진 방안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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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목적, 방법 및 구성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2011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유럽
은 러시아의 무역 및 직접투자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러
시아 경제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로존 위기
는 세계경제 전반에, 특히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하반기부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
작하였으며, 이 추세는 올 상반기에도 계속되었다. 다수의 경제
전망 기관들은 2013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3% 미만으로 전
망하고 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의 경우에도 이
러한 경제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5월 29일 OEC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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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기존의 수치보다 낮게 조
정하였다.
한편 글로벌 경제 악화 상황에서도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액은 2011년
에 211억 6,000만 달러로 200억 달러를 넘어선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에 224억 5,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
였다. 2013년에도 무역액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양국의 투자액 총액이 2012년 1억 1,500만
달러로 교역액 대비 미미하다는 점 등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
기 둔화 속에서 무역액의 꾸준한 증가는 양국의 경제협력에 있
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한반도 주변 4강(중․러․일․미)의 일
원으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이며, 경제협력 파트너로서도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를 인식하고 한국 정부는 국정과
제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와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러한 시점에서 양국의 보다 체계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 최근
러시아의 경제․산업 정책과 구조를 다시 살펴보고, 새로운 협
력 분야 발굴 및 구체적인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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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하겠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경제협
력에서 전형적으로 논의되었던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 제조 기
업의 진출에서 벗어나 새로운 진출 및 협력 분야를 찾고 그 구
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OTRA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전력인
프라 산업과 의료서비스 산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 두 산
업은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최근 산업 발전정책 및 해당 산업
성장률 및 성장잠재력을 고려하고, 현지 KOTRA 사무소가 한국
대표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되었다.
러시아는 전력소비량과 전력설비 규모면에서 미국, 중국, 일본
과 함께 세계 4위권에 들어가는 국가이다. 러시아의 전력산업은
산업화 및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러시
아 정부도 전력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발전 및 송배
전 설비 노후화,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 등 해결 과제가 산적
해 있어,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효율 향상’, ‘전력인프라 개선’ 프
로젝트 등의 추진을 통해 전력 부문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 전력설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
를 위한 투자 유치 및 기술 제휴를 위한 협력도 강화될 전망임
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이 러시아의 전력설비 현대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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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스마트그리드 기술 도입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
고 있는 IT 기술을 전력산업에 접목하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해외 진출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도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전력수요가 증가하였고,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충분한 예비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또한 한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가간 전력계통 융통이 어려운 지리적 특성상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동북아 주변국과의 전력연계가 매우 중요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유럽,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과 전력계통 협력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러시아의 의료서비스 시장은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우 2010년 59.6%를 기록한 이후 제약 및 의료기기 시
장에 비해서는 다소 완만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약 11%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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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러시아 정부는 의료산업 현대화 및 발전을 위한 정부 프
로그램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어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해당 산업은 2008년에 일찍이 메드베데프의 현대화 정책(4I)에
따른 5대 전략산업(에너지효율화․자원절약, 원자력기술, 정보산
업기술, 우주․통신기술, 의료․제약) 중 하나로 포함된 바 있다.
2006년부터 ‘국가보건 프로그램’이 승인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제약산업 발전전략 2020’, ‘의료산업 발전전략 2020’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2012년 말에는
‘보건발전 정부 프로그램’, ‘제약 및 의료산업 발전 정부 프로그
램’ 등이 승인되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산업은 한국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
는 ‘보건산업 육성’ 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새로운 해외투자 대상
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높다. 특히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을 중심으로 의
료관광 등 보건․의료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한국의 러시아 의료서비스 진출은 한국 의료서비스의 국제화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낙후되어 있는 의료시설 및 서비스 부문
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정책에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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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초생명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의료기술 수준을 함께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
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산업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고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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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및 차별성

국내에서 러시아의 주요 산업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
고는 있으나, 전력산업과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자
료는 많지 않다. 신현준 외 2인(2007)1)은 러시아의 석유․가스,
자동차, IT, 가전,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러
시아의 주요 산업으로 석유․가스 산업, 자동차 산업, IT 산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서비스), 가전 산업, 의료기기 산업을
선택해 각 산업의 주요 육성 정책 및 부문별 동향을 파악하고,
산업별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분량에서 다양
한 부문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력 및 진출 방향

1) 신현준, 이광우, 김정운(2007), KIEP-KOTRA 공동연구, pp.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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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거시적인 방향만 제시하였다.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특히 전력부문 구조개혁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인데, 러시아 전력부문의 구조 및 규제 개혁
현황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 있는 IEA(2012)2) 보고서와, 러시아
전력부문 민영화를 기타 국가들과 비교 분석한 BOFIT(2011)3) 등
이 있다.
러시아 전력산업의 세부 부문별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는
RosBusinessConsulting(2010),4) VIT(2009)5)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들 보고서의 겨우 러시아 정부의 전력설비 및 인프라 현황과 정
책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러시아 전력산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
구와 같이 최근 러시아 전력부문의 주요 부문별 동향과 전망을
2) IEA(2012), https://www.iea.org/publications/insights/insightpublications/name,15693,
en.html(검색일: 2013. 8. 25).
3) BOFIT(2011), http://www.suomenpankki.fi/bofit_en/tutkimus/tutkimusjulkaisut/online/
Pages/bon0111.aspx?hl=how%20to%20liberalize(검색일: 2013. 8. 25).
4) RosBusinessConsulting(2010),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
1&source=web&cd=1&ved=0CC0QqQIoADAA&url=http%3A%2F%2Fmarketing.rbc.r
u%2Fdownload%2Fresearch%2Fdemofile_562949978648982&ei=dfblUouWOKPeiges
rYHACg&usg=AFQjCNF4LMdj5vtNijhi77vexEVGF65C_Q&bvm=bv.59930103,d.aGc&c
ad=rjt(검색일: 2013. 8. 25).
5) VTT(2009),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
1&ved=0CD4QFjAA&url=http%3A%2F%2Fwww.vtt.fi%2Finf%2Fpdf%2Fworkingpape
rs%2F2009%2FW121.pdf&ei=8PblUsD2Cqb7iQeVyIGQBg&usg=AFQjCNF_uGj8V2zM
2YnE5nbd1PzT0u_b7g&bvm=bv.59930103,d.aGc&cad=rjt(검색일: 201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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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데서 나아가 한국의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양국간 전력부문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KOTRA(2011)6)는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라는
보고서에서 UAE,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의료시장이 다루어졌다.
이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의 세계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전략지도’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서비스
산업 중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의료 분야를 해
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략 분야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였다. 본
문에서는 러시아 의료시장의 제도 및 정책의 변화내용과 주요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러시아의 의료시장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
및 기관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의료부문의 다양한 부분과 측면의 정보를 다루고 있기는 하나
제공된 정보에 대한 분석, 시사점 등에 대해 서술은 많지 않다
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해외에서 러시아의 보건 현황과 개선점에 대한 보고서는 1990
년대부터 꾸준히 조금씩 발표되고 있다. Popovich 외 5인(2011)7)
은 러시아의 보건제도 현황에 대해서 보건기관, 자금조달 방법,
6) KOTRA(2011), pp. 185~390.
7) Popovich L. 외(2011), Vol. 13 No. 7, pp.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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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인적 자원,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분석
하였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 보건부문에 대한 현황 보고에 머물
지 않고, 소련 붕괴 이후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변화 및 문제
점에 대해서 다루면서 러시아 보건 제도 및 현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했다. 이후 최근 러시아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개선책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러시아의 보건 제도 전반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앞으로 이 개선책의 실행은 정부의 모니
터링과 성과 평가에 달렸다고 언급하며 이 보고서를 끝마쳤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a)8)은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스템의
조직구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주로 러시아 의료서비스
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기관의 주요 역할과 의료 재정지원 시스
템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러한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
다. 또한 최근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 역시 주로 현황 보고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적된 사
항들의 함의 또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 등 보다 분석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의료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내용을 재
정리함과 더불어, 러시아 의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a), p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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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간 협력 가능성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의료
서비스의 러시아 진출이 진출기관에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러
시아의 낙후되어 있는 의료시설 및 서비스 부문을 빠르게 보완
할 수 있도록 상호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협력방안을 마련해보고
자 한다. 장기적으로 러시아와 기초생명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의료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협력 및 인적교류 방
안도 고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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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 방법 및 구성

러시아 정부는 교통, 에너지 및 제반 유틸리티 등 인프라 개발
을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며, 전력산업 현대화
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의료산업 현대화 및
발전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의료산업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 경제현대화 정책 수행의 기반이자 지
속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전력산업과 서비스․제조업 중 가장 성
장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되는 의료산업의 현황 및 전략을 분석하
고, 이를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러 협력 활성화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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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러시아의 전력산업 및 의료산업의 현황과 육성정
책,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대러 산
업협력 확대전략 수립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이 예상된다.
러시아의 전력 산업과 의료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은 이들 산업
의 육성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보건산
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등과 같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산업육성정책 개선 및 신성장동력 발굴과 한
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 및 협력관계 확대 시 참고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초조사 차원에서 정부 공식문서, 통계, 데
이터베이스 등 1차 자료와 해당 분야 선행연구 등 2차 자료를
활용할 것이며, 인프라건설 및 의료산업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현지 러시아 정부 관계자, 인프라건설 및 의료산업 종사자, 러시
아 진출 한국업체 관계자 면담을 통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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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러시아는 2001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4.7%의 경제성장률
을 보이며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9위 경제대국으로 자리
매김했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는 자원수출 의존도가 커 에너지
가격 및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이에 따른 부침이 비교적 큰 편이었
다. 즉 [표 2-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러시아 경제는 2001~08년
까지 연평균 6.6%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2009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7.8%의 성장률을 보이며 침체를 겪었고, 이에
2009~11년 연평균 성장률이 0.2%에 그쳤다. 또한 2011년 유럽
발 재정위기의 영향력이 확산되면서 2012년 성장률은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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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저인 3.4%를 기록했다. [표 2-2]와 같이 2012년 하반기
부터 시작된 경기둔화 기조는 2013년 상반기까지 이어져 2013년
1~6월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4.5%보다 2.8%포인트 낮은 1.7%
(전년 동기 4.5%)에 그쳤다.
앞서 밝혔듯이 러시아 경제에서 자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2001년에 배럴당 23달러였던 유가가 2008년 중반에
130달러를 상회하였고, 이는 곧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흑자를

표 2-1 2001~12년 러시아 사회경제발전지표
(단위: 연평균 성장률, %)

구분

2001~08년

2009~11년

2012년

2001~12년

실질 GDP

6.6

0.2

3.4

4.7

CPI

12.8

7.9

6.6

11.0

산업생산지수

5.2

0.9

2.6

3.9

농업생산지수

3.5

3.4

-4.7

2.8

고정자본투자

12.3

-1.1

6.6

8.3

실질가처분소득

10.6

3.3

4.2

8.2

실질연평균임금

14.0

1.4

8.4

10.2

상품 수출

20.7

3.4

1.4

14.4

상품 수입

26.4

3.5

3.6

18.2

경상수지(GDP대비)

8.8

4.7

4.2

7.4

재정수지

4.4

-3.0

0.0

2.1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economy.government.ru), 2030 사회경제발전 장기전망(ПРОГН
ОЗ ДОЛГОСРОЧНОГО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ПЕРИОДДО 2030 ГОДА (2013.

3. 21)), p. 10(검색일: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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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2012~13년 상반기 러시아 거시경제지표

구 분

2012년
연간

201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6월 1분기 2분기 1~6월

실질 GDP 성장률, %

3.4

4.8

4.3

3.0

2.1

4.5

1.6

1.9

1.7

산업생산 성장률, %

2.6

4.0

2.3

2.5

고정자본투자 증가율, %

6.6 16.5 10.5

5.3

1.7

3.1

0.0

0.3

0.1

2.1

12.8

소비자물가 상승률, %

6.6

1.5

3.2

실업률, %

5.5

6.3

5.3

5.2

6.6

3.2

1.9

3.5

3.5

5.1

5.1

-

5.8

5.4

-

경상수지, 억 달러

714

395

무역수지, 억 달러

1,923

590

160

59

100

555

251

69

320

493

385

455 1,083

487

429

916

0.1 -1.7 -1.4

- 수출

5,280 1,312 1,312 1,255 1,401 2,624 1,254 1,270 2,525

- 수입

3,357

722

819

870

946 1,541

768

841 1,609

루블화 환율(달러 대비)

30.37 29.33 32.82 30.92 30.37 32.82 31.08 32.71 32.71

우랄산 유가(배럴 당), 달러

110.8 117.5 112.2 111.2 110.8 112.2 111.4 106.8 106.8

외환보유고, 억 달러

5,376 5,135 5,143 5,299 5,376 5,143 5,277 5,138 5,138

주: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말 대비), 환율은 해당 기간 말 기준이며, 유가는 각 연도별 1
월부터 해당 분기 말까지 누적 평균임.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economy.government.ru), 2013년 상반기 사회경제발전 지표 결산
(Мониторингобитогах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развитияР
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впервомполугодии2013 года (2013. 7. 24)),
http://www.economy.gov.ru/minec/activity/sections/macro/monitoring/doc2013
0724_01 중앙은행(www.cbr.ru) 통계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3. 8. 30).

가져와 2001~08년 동안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 불거진 금융위기로 해당 연
도 말에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수출 수입
이 크게 감소하여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008년 1,776억 달러에서
2009년 1,132억 달러로 감소하는 등 무역수지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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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세계 경기변화에 따른
유가변동이 지속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11년 하반기에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유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2012년 중순에는 10% 이상 유가가 하락하면서 경제
지표 전반이 위축되었다. 2013년 상반기에도 유가가 전년동기
대비 4.6% 하락세를 보이며 무역수지 흑자액이 전년동기 대비
15.4%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가변동의 영향과 함께

그림 2-1 러시아 경제지표율과 유가변동률 추이(2007~13년)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주: 경제지표율(Output index for the key economic activities)은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교통, 도소매업 산출량 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것
임. 유가변동률은 우랄산 원유 기준임.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www.cbr.ru),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 통계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
색일: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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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시장인 유럽의
경기 악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 보다 다층적인 요인들이 러시아
의 석유가스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2-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러시아 경제는 자원 수출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유치 면에서도 세계 경기변동에 취약하다.
2000년대에 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대내외 경
기 호조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 순유입액이 748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9년에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1%나 하락한 366억 달러에 그치는 등 큰 충격을 받았으
며, 차츰 회복세를 보이다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
로 2011년 551억 달러보다 8% 하락한 50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주요 투자유입국인 유럽의 경기침체가 투자심리 위축을 초
래했기 때문인데, 특히 2011년 기준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순
유입액의 23.6%를 차지한 키프로스의 투자가 2012년에 1/6 이
하로 감소해 전체 순유입액의 4.1%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경기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2013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액 순유입액
은 전년동기 대비 216% 확대된 40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티(Rosneft’)의 러시아․영국 합
작회사 TNK-BP 지분인수 절차가 3월 중순에 마무리되면서 이
과정에서 TNK-BP의 사업지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부터 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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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 추이 및 주요 투자유입국(2007~13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3년
1~3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74,783

36,583

43,168

55,084

50,661

40,710

키프로스

20,428

4,182

12,287

12,999

2,080

7,389

네덜란드

순유입액
주요 투자유입국

10,184

-3,391

3,733

7,383

10,241

2,877

버뮤다

9,959

2,243

436

594

-239

707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5,519

1,761

2,139

7,225

2,472

2,005

독일

3,379

2,914

3,196

2,234

2,188

21

룩셈부르크

1,403

6,195

2,892

4,106

10,814

5,674

영국

1,007

699

1,142

2,007

48

15,557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www.cbr.ru),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추이 통계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3. 8. 29).

자 형식의 자금유입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투자
확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9)
이처럼 러시아의 주요 투자유입국인 키프로스, 영국령 버진아
일랜드가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low-tax haven)이고, 네덜란드, 룩
셈부르크도 조세 휴양지(tax resort)로10) 모․자회사 간 자본이동
9) OECD(2013. 7), FDI IN FIGURES, p. 1, www.oecd.org/investment/FDIinFiguresJuly
2013.pdf(검색일: 2013. 8. 29).
10) 조세 피난처(low-tax haven)은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은 지역을 말한다. 특
히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조세 휴양지(tax resort)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또는 자본에 정상적인 과세를 하고 있으나, 특정한 형태의
기업이나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곳을 말한다. 한국무역보험
공사, 무역보험용어집. https://www.ksure.or.kr/jsp/info/pop_GlsDetailInq.jsp?arg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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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피자본 성격의 우회투자(round-tripping)가 대부분이어서 이
들 국가들을 최종적인 투자국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는 독일이 최대 투자국이라고 할 수 있다.11)
[표 2-4]에서 알 수 있듯이 2010년 이후 러시아 외국인직접투
자 유입구조가 변화해 왔는데, 2010년에 22.8%에 달했던 제조업
투자비중이 2012년에 12.7%로 감소하고, 금융․보험업 및 도소
매․자동차수리업의 비중이 56%(2010년 30.4%)로 크게 확대되
었다. 금융․보험업은 2012년 전체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순유
입액의 29.8%를 차지해 2010년 17.7%보다 12.1%포인트 확대되
었으며, 도소매․자동차수리업은 26.2%의 비중을 차지해 2010
년 12.7%보다 13.5%포인트 확대되었다. 2012년에 러시아가 전
년 대비 총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501
억 달러로 2011년에 이어 세계 9위의 투자 유입국이 될 수 있었
던 데는12) 이와 같은 자동차 및 금융업에 대한 높은 재투자 비
율 때문이며, 2012년 8월에 WTO에 공식 가입한 것도 투자 유

&argValue=&page=89&idx=1163(검색일: 2013. 8. 29).
11) 조양현(2013. 5. 23), p. 9; UNCTAD(2013a). pp. 15-16.
12) UNCTAD(2013b), “World Investment Report 2013-Global Value Chains: Investment
and Trade for Development,” p. 3, http://unctad.org/en/pages/PublicationWebflyer.aspx?
publicationid=588(검색일: 201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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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13) 이 기간 동안 제조업
투자 둔화의 주된 요인은 기초 금속 및 가공업의 급격한 투자
감소인데, 이는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철강 및 비철금속
에 대한 국제 수요가 위축된 영향이 크다.

표 2-4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2010~13년)
(단위: 백만 달러, %)

업 종

2010

2011년

2012년

2013년 1~3월

43,169(100.0) 55,084(100.0) 50,661(100.0) 40,710(100.0)
농업, 임업
광업, 채굴업
제조업
- 식음료
- 석유정제품
- 화학제품
- 기초 금속 및 가공

318(0.7)

236(0.4)

231(0.5)

294(0.7)

3,759(8.7)

4,549(8.3)

4,908(9.7)

3,329(8.2)

9,843(22.8)

8,348(15.2)

6,414(12.7)

20,119(49.4)

1,653(3.8)

2,040(3.7)

328(0.6)

-150(-0.4)

-235(-0.5)

71(0.1)

2,068(4.1)

17,356(42.6)

357(0.6)

746(1.7)
4,855(11.2)

1,606(3.2)

160(0.4)

3,288(6.0) -1,213(-2.4)

1,458(3.6)

- 기타

2,824(6.5)

2,593(4.7)

3,625(7.2)

1,294(3.2)

전기, 가스업

1,410(3.3)

2,207(4.0)

1,760(3.5)

537(1.3)

상수도업
건설업

16(0.0)

15(0.0)

17(0.0)

1(0.0)

394(0.9)

3,771(6.8)

3,928(7.8)

922(2.3)

도소매, 자동차수리업

5,480(12.7)

18,096(32.9)

13,271(26.2)

7,853(19.3)

수송 및 보관업

-176(-0.0)

1,153(2.1)

-281(-0.6)

448(1.1)

숙박, 음식점업

266(0.6)

-140(-0.3)

150(0.3)

4(0.0)

정보통신업
금융, 보험업

3,317(7.7)

1,574(2.9)

-2,307(4.6)

880(2.2)

7,661(17.7)

9,338(17.0)

15,093(29.8)

5,714(14.0)

13) Ibid., p. 64(검색일: 201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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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업 종

2010

2011년

2012년

2013년
1~3월

부동산업

3,197(7.4)

2,478(4.5)

2,102(4.1)

484(1.2)

전문직 과학기술업

3,611(8.4)

155(0.3)

115(0.2)

9(0.0)

공공행정, 사회보장 서비스업
교육업
보건

2(0.0)

1(0.0)

-1(-0.0)

0(0.0)

-12(-0.0)

4(0.0)

6(0.0)

2(0.0)

6(0.0)

182(0.3)

448(0.9)

83(0.2)

341(0.8)

10(0.0)

385(0.8)

30(0.1)

2,838(6.6)

2,576(4.7)

4,090(8.1)

-154(-0.4)

대여, 임대업

390(0.9)

-357(-0.6)

-579(-1.1)

-233(-0.6)

비분류

507(1.2)

888(1.6)

909(1.8)

390(1.0)

예술, 엔터테인먼트
기타서비스

주: ( ) 안은 전체 대비 비중이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www.cbr.ru),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Russia by Industry,
2010-2012, Q1 2013 통계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3. 8. 29).

러시아 경제의 특징은 대외여건 변화와 함께 낮은 투자환경이
산업인프라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제조업 등 기간산업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은행 산하 국
제금융공사(IFC)가 매년 실시하는 기업경영여건 평가에서 러시
아는 2013년 기준(2012년 10월 발표) 185개국 가운데 112위로
전년보다 순위가 6단계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중하위권으로 분
류되고 있다. 특히 평가 항목 10개 중에서 전기공급(184위), 건
축허가(178위), 대외교역(162위), 투자자보호(117위), 신용획득
(104위), 사업 개시(101위) 6개 부문이 100위권 밖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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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3년 러시아 경제는 유럽발 재정위기로부터 지속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무역수지 악화와 내수 부진이 나타
나고 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13년 4월 2013년 경제성장률
을 2.4%로 전망하였으나 8월에는 1.8%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14년 전망치도 3.7%에서 2.8~3.2%로 낮추는 등 경기침체가
표 2-5 러시아의 기업경영여건 순위 추이

구분

2008년
(178)

2009년
(181)

2010년
(183)

2011년
(183)

2012년
(183)

2013년
(185)

전체

106

120

120

123

120

112

50

65

106

108

111

101

177

-

-

-

-

-

-

180

182

182

178

178

101

101

109

-

-

-

전기공급

-

-

-

-

183

184

부동산등록

45

49

45

51

45

46

신용획득

84

109

87

89

98

104

투자자보호

83

88

93

93

111

117

세제

130

134

103

105

105

64

대외교역

155

161

162

162

160

162

계약집행

19

18

19

18

13

11

사업철수

80

89

92

103

-

-

청산해결

-

-

-

-

60

53

사업개시
라이선스 취득
건축허가
고용

주: 기업경영여건 평가 부문의 변동에 따라 - 표기된 항목은 평가 대상이 아님.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각 연호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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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14) 또한 IMF는 2013년 6월에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연초 3.4~3.7%에서 2.5%로 하향 조정
하였으며, Global Insight는 2.6%로 전망하고 있다. 2013년 하반
기에 물가가 안정되고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투자 확대 및 내수
활성화로 인한 경기회복 가능성이 있으나, 러시아 내부에서는 경
기진작을 위한 투자확대와 금융정책 완화가 경제의 건전한 성장보
다는 경기과열을 불러올 우려가 있으며,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
충을 위해선 경제에 대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15)
[표 2-6]은 Global Insight의 러시아 경제전망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3~17년에 2.6~3.9%의 성장
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에는 2013년 수치보다 2.6%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기준금리가 2014~15년 6% 초반에서
2017년 5%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GDP 대비 경상
수지 흑자 비율은 2017년에 0.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4) Russia Beyond The Headlines(2013), Economic Ministry drops Russia’s GDP
growth forecast, August 29, http://rbth.ru/news/2013/08/29/economic_ministry_
drops_russias_gdp_ growth_forecast_29317.html(검색일: 2013. 9. 1).
15) 주러 한국대사관(2013. 8. 9), 2013년 상반기 러시아 경제동향, p. 4, http://rus-moscow.mofa.go.kr/
korean/eu/rus-moscow/policy/condition/index.jsp(검색일: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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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러시아 경제전망(2013~17년)

구분
실질GDP성장률, %
GDP, 십억 달러
CPI 상승률, %
기준금리, %
경상수지/GDP, %
루블화 환율(달러 대비)

2013년
(추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6

3.5

3.8

3.9

3.5

2,141.2

2,352.1

2,625.1

2,866.9

3,074.6

6.6

5.4

4.8

4.4

4.0

7.05

6.25

6.00

5.50

5.00

2.9

1.6

0.8

0.3

0.2

31.75

30.50

30.00

29.82

30.08

자료: IHS Global Insight(myinsight.ihsglobalinsight.com, 검색일: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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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러시아 경제는 [표 2-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 기준 서
비스업이 GDP의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59.1%
와 비교할 때 1%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지난 5년간 서비스업 비
중의 큰 변화는 없었다. 그 외에 제조업(15.2%)과 광업(10.9%),
건설업(6.5%), 전기․가스․수도업(3.5%) 등 2차 산업이 36.1%
를 차지하고 있으며,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은 3.9%로 비중이
낮다. 2차 산업의 비중은 2007년 36.4%보다 0.3%포인트 하락하
였는데, 그 가운데 광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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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포인트 소폭 늘어난 반면에 제조업의 비중은 비교적
큰 폭인 2.4%포인트 하락했다.
러시아의 GDP 구조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
스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도소매업 및 자동차․가

표 2-7 주요 분야별 GDP 구조 변화(2007년과 2012년)
(단위: 총 부가가치 기준/ 십억 루블, %)

구분

2007년

2012년

규모

비중

규모

비중

28,484.5

100

53,284.5

100

1,194.8

4.2

1,952.0

3.7

61.6

0.2

108.9

0.2

광업, 채굴업

2,865.5

10.1

5,801.4

10.9

2차 제조업
산업 전기, 가스, 수도업

5,025.2

17.6

8,091.7

15.2

855.9

3.0

1,845.8

3.5

전체
1차 농업, 임업
산업 수산업

건설업

1,633.9

5.7

3,445.0

6.5

도소매업, 자동차 및 가전제품 수리업

5,745.0

20.2

10,514.1

19.7

286.3

1.0

514.3

1.0

2,750.9

9.7

4,350.6

8.2

1,253.8

4.4

2,328.5

4.4

3,102.8

10.9

6,285.6

11.8

1,466.4

5.1

3,520.8

6.6

769.9

2.7

1,584.0

3.0

보건서비스

950.5

3.3

2,081.9

3.9

커뮤니티 서비스

522.1

1.8

860.0

1.6

숙박 및 요식업
교통, 통신
3차
금융업
산업
부동산 및 임대업
(서비
사회보장, 행정서비스
스업)
교육업

주: 비중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자료: 러시아 통계위원회(www.gks.ru) 통계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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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품 수리업이 전체 서비스업의 3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이 11%에 해당된다. 특히 2012
년에 도소매 및 자동차․가전제품 수리업은 전체 GDP 대비
19.7%에 해당하는 제1대 주력 분야이며, 제조업(15.2%), 부동
산․임대업(11.8%)이 각각 제2대, 제3대 분야이다.

나. 수출입 구조

[표 2-8]은 2012년 러시아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나타낸 것이
다. 2012년 러시아의 최대 수출 품목은 전체 수출의 71.4%에 해
당하는 광물 제품이며, 최대 수입 품목은 전체 수입의 50.3%를
차지하는 기계․설비․차량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 의존
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이를 통해 러시아의 수출입 품목간 상
호 대체 및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러시아 경제에서 자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
다고 밝힌 바 있듯이, 광물 제품 가운데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제품, 즉 석유가스 부문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4%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수년간 경제다각화 정책을 추진하
고 있으나 석유가스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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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러시아의 수출입 품목(2012년)

HS 코드

품목
전체

수출
달러(억)

수입
비율(%)

달러(억)

비율

5,247.3

100.0

3,125.7

100.0

01-24

농산품, 식료품

166.0

3.2

402.0

12.9

25-27

광물 제품

3,745.6

71.4

73.5

2.4

광물성 연료, 에너지

3,693.8

70.4

40.0

1.3

28-40

(27)

화학 제품

319.7

6.1

477.1

15.3

41-43

원피, 가죽, 모피

5.0

0.1

15.9

0.5

44-49

목재, 펄프, 제지

101.3

1.9

60.8

1.9

50-67

직물, 의류, 신발

7.4

0.1

173.9

5.6

71

귀금속

138.2

2.6

7.3

0.2

72-83

금속 제품

444.7

8.5

218.3

7.0

84-90

기계, 설비, 차량

264.9

5.0

1,571.2

50.3

68-70,
91-97

기타

54.6

1.0

125.6

4.0

주: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자료: 러시아 관세청(www.customs.ru) 통계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3. 8. 27).

증가해, 러시아 수출 구조에서 석유가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이 1990년대 40%대에서 2012년에 70%대로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2012년 기준 석유가스 부문이 러시아 재정수입(총 12조
8,540억 루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2%(6조 4,530억 루블)에
이른다.16) 광물 제품 외 주요 수출품목은 금속(8.5%) 및 화학

16) 러시아 재무부 산하 Economic Expert Group, http://www.eeg.ru/pages/123(검색일:
201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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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러시아의 주요 교역국(2012년)
(단위: 백만, %)

지역/국가
전체

수출
달러

달러

수출+수입
비율

달러

비율

524,727.5 100.0 312,567.4 100.0 837,294.9 100.0

유럽연합(EU)
277,946.0
아시아․태평양
91,400.7
지역별 지역
독립국가연합(CIS) 77,415.2

국가별

수입
비율

53.0 132,373.0

42.4 410,319.0

49.0

17.4 109,262.9

35.0 200,663.6

24.0

14.8

40,317.7

12.9 117,732.9

14.1

14.9

30,613.9

9.8 108,579.3

12.9

기타

77,965.4

중국

35,719.7

6.8

51,789.1

16.6

87,508.8

10.5

네덜란드

76,763.1

14.6

5,976.5

1.9

82,739.7

9.9

독일

35,593.0

6.8

38,275.1

12.2

73,868.1

8.8

이탈리아

32,428.2

6.2

13,412.6

4.3

45,840.8

5.5

우크라이나

27,179.4

5.2

17,967.1

5.7

45,146.5

5.4

벨라루스

24,421.6

4.7

11,304.7

3.6

35,726.4

4.3

터키

27,413.3

5.2

6,804.2

2.2

34,217.5

4.1

일본

15,570.5

3.0

15,649.5

5.0

31,220.0

3.7

미국

12,964.1

2.5

15,316.6

4.9

28,280.6

3.4

폴란드

19,878.0

3.8

7,472.3

2.4

27,350.4

3.3

한국

13,894.3

2.6

10,986.1

3.5

24,880.4

3.0

기타

202,902.0

37.6 320,515.7

38.0

38.7 117,613.6

주: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자료: 러시아 관세청(www.customs.ru) 통계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3. 8. 27).

(6.1%) 제품이다. 이러한 수출 구조로 인해 러시아의 주요 석유
가스 수출지역인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 규모가 전체 대외수
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에 달한다(표 2-9 참고).

Ⅱ. 경제현황과 산업발전정책 ｜35

2012년 러시아의 주요 수입 품목은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
지하는 기계․설비․차량 외에 화학제품(15.3%), 농산품 및 식
료품(12.9%) 등이며, 러시아의 대외수입액 중 EU와 아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2.4%, 35%에 해당한다. 특히 기계 및 전
기기기, 섬유 제품 등이 주요 수입품목17)인 대중국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16.6%로 개별 국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7) 산업연구원(2013. 3. 12), 2012년 러시아 화물무역 및 중국․러시아 양자교역 분석, 해
외산업정보, http://www.kiet.go.kr/servlet/isearch?mode=view&dataNo=51921(검색
일: 201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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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발전정책

가. 경제․지역 발전정책

최근 러시아의 정부는 경제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을 펴고 있다. 2009년 물가상승률의 급증을 경험한 러시아는 거
시경제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
으며, 이를 거시경제에서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2013년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6%대이다. 2012년 가뭄 등으
로 인해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다시 상승하자 9월 14일 러시
아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8%에서 8.25%로 인상한 바 있으
며,18)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최근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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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러시아의 물가상승률 통제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새로운 예산규
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즉 2013년부터 2015년간 예산제한이
석유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새로운 예산 규칙이 적용되며, 계획
된 예산지출안의 5%까지만 확대 지출할 수 있다.19) 이는 지난 9
월 20일 대선 이후 채택된 푸틴의 사회지출과 관련된 각종 대통
령령이 반영된 안이다. 2013년 총 예산은 12.75조 루블(약 4,000
억 달러)로 배럴당 91달러의 유가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예
산적자는 GDP의 0.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예산 계획
에 따르면, 국방, 교육 및 의료 등 사회 부문, 인프라 등이 예산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러시아 경제의 만성적인 에너지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
이고 산업다각화를 이루고자 다양한 노력을 취하고 있다. 2012
년 5월에 3기를 맞이한 푸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이 발표한
공약을 바탕으로 사회경제 발전20)을 위한 우선과제 추진 계획을
18) “Russia Unexpectedly Raises Rates as Inflation Breaches Goal.” 2012. Bloomberg
(September 14).
19) Ministry of Finance, Russian Federation,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бюджетной поли
тики на 2014 год и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5 и 2016 годов(검색일: 2013. 5. 22).
20) Стратегия-2020: Новая модель роста–новая соц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http://2020strategy.ru/ data/2012/03/14/1214585998/1itog.pdf(검색일: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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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다. 즉 ① 투자환경 개선, ② 경제다각화 및 인프라 발전,

③ 지역 균형발전, ④ 혁신 발전, ⑤ 물가안정화 및 예산안 개편
등을 중심으로 한 향후 3년간(2013~15년) 사회경제 발전을 위
한 우선과제가 선정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우선과제 해
결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및 국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표하
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자국 경제를 세계경제에 통합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8년의 협상 끝에 2012년 8월 22일부터 WTO
정식 회원국이 된 러시아는 지난 3월 18일 대외경제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외경제활동 활성화’21) 프로그램을 채택했
다. 이 프로그램은 1) 국제협력을 통한 무역투자 활성화, 2) 유라
시아 경제연합 형성, 3) 무역투자 지원 프로그램 마련, 4) 무역투
자 규제제도 마련, 5) 세관제도 개선 등의 하부 프로그램으로 구
성되어 있다. 실행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 4천
200억 루블(약 14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서 수출액의 1.5배(비에너지 품목의 경우 1.6배) 증가,
수출업체 수 2배 증가, 수출상품 다각화, 세계경제에서 러시아의

21)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Russian Federation,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
амма Ро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ольност
и.”(검색일: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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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제고 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2013년 3월 29일 ‘경제발전과 혁신경제’22)라는 국가 프로그램
도 발효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에 발표한 사회경제
발전 우선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된 계획으
로 판단된다. 투자환경 개선, 중소기업 발전, 부동산 시장 활성
화 조건 형성, 행정서비스 향상, 자연독점기업 및 규제기관 효율
성 제고, 혁신경제를 위한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하부 프로그램
들로 구성된다. 스콜코보 재단(Skolkovo Foundation) 사업 역시
이 프로그램의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0년까지 약 8,600억
루블(약 287억 달러)아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이
를 통해 총 고용인원 중 중소기업 종사자의 비중을 2012년
26.3%에서 2020년까지 29.3%로 증가시키고, Doing Business 순
위를 2012년 120위에서 2018년 20위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활한 영토를 보유한 러시아는 최근 소외된 지역개발에도 힘
쓰고 있다. 각종 국제행사를 개별 지역으로 유치하면서 지역개
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극동․바이칼 경제

22)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Russian Federation,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
рамма Ро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и инновационная эк
ономика.”(검색일: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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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발전 계획23)’이 2013년 3월 29일에 국가두마에 의해 승
인됨으로써 극동지역 개발이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푸틴
정부는 2012년 5월 극동개발부를 설치한 이후, 같은해 말 극
동․바이칼 지역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였다. 이 계획은
광물․원자재 및 임업단지 개발과 수산업, 농업, 교통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관광업 등의 개발, 거주민 주거환경 개선, 자연
환경 보호, 연구 지원 등의 세부 분야 개발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이 계획의 이행을 위해 약 3.8조 루블의 예산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상당부분이 교통 인프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역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이
아직 불충분하며, 따라서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금참여가
필요하다. 러시아의 지역․인프라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2
년 6월 러시아의 민관협력(PPP)법24) 입법 예고가 발표된 바 있
다. 현재 법안이 국가두마에 계류 중이다. 이와 러시아 정부가
사회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별로 민
관협력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통합되지 않았으며, 연방차원의 민
23) Russian Federation,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9 марта 2013 г. N
466-р, http://base.garant.ru/70351168/#block_10(검색일: 2013. 10. 20).
24) Russian Federal Law (project).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ерстве.” Зако
нопроект № 238827-6(검색일: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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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협력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러시아와 같이 광범위한 영토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및 기업들의 참여가 불가
피하므로 이를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교통 인프라, 공영시설, 전력공급시설, 유․무선 통신 및
방송시설, 보건․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 관광․레저․스포
츠, 파이프라인 등 사회 인프라이다. 현재 국가두마에 계류 중이
며, 지난 4월 제1독회를 통과했으며, 이 법안은 제 3독회까지 통
과된 이후 발효될 수 있으며, 연말까지 발효 예정이다.

나. 산업별 발전정책

러시아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
다. 메드베데프 정권의 ‘경제현대화’ 정책은 현 푸틴 정권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다만, 메드베데프 전대통령의 경우 IT, Bio, Nano
등의 기술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푸틴 대통령은 기술발전과 함
께 제조업의 육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5)
또한 앞서 언급된 대외경제활동 활성화 프로그램과 경제발전과
혁신경제 프로그램에서 엿볼 수 있듯이, 러시아는 외국인투자
25) 고등경제학교 경제발전 연구소 부소장 S. Mironov 교수, 러시아 모스크바, 2013년 7월
15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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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를 위해서 제도 개혁 및 간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며, 다음에서 언급되는 산업에서의 국제협력에도 가능성을 열
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10 러시아 주요 산업별 발전 전략 및 국가 프로그램
산업

전략 및 국가 프로그램

금속

철금속 산업 발전 전략 2020

화학․석유화학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 발전 전략 2015

조선

조선업 발전 전략 2020
조선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13-2030

항공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2015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13-2025

자동차

자동차산업 발전 전략 2020

중장비

중장비산업 발전 전략 2020

경공업

경공업 발전 전략 2020

전자

전자산업 발전 전략 2025
전자 및 라디오전자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13-2025

운송기기

운송기기 제조업 발전 전략 2007-2015

의료․제약

의료산업 발전 전략 2020
제약산업 발전 전략 2020
의료․제약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3-2020
파워플랜트 발전 전략 2010-2030

기타

삼림단지 발전 전략 2020
무역활성화를 위한 전략 2011-2020

자료: 러시아 산업부 홈페이지 자료 저자 정리(검색일: 2013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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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은 러시아의 산업부가 최근에 발표한 산업별 발전 전
략 및 프로그램을 나열한 것이다.26) 무역, 금속, 조선, 항공, 삼
림단지, 자동차, 화학․석유화학, 경공업, 전기에너지, 운송기기,
의료․제약 부문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조선, 항공, 전자 및
라디오전자, 의료․제약 부문에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
되어 있는 국가 프로그램이 발표되어 있다. 중공업(제조업) 부문
을 중심으로 전략이 발표되어 있으며, 이외에는 의료․제약이
강조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각 산업별 발전목표와 과제에 대해
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금속산업은 에너지자원 다음으로 러시아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산업은 2007년을 기준으로 러시아 GDP에
서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생산의 18%, 수출의 14%를
차지한다. 러시아는 철강생산 부문에서 중국, 일본, 미국 다음으
로 세계 4위를 차지하며, 철강 파이프 생산 3위, 철강 수출 3위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문은 경기변화에 큰 영향을 받
아 수요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철금속 산업발전 전략
202027)’을 통해 러시아는 국내 및 주변 시장에서 수요 안정화를
26) 러시아의 다양한 산업에 대한 정책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정
책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7)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Russian Federation.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
ия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검색
일: 201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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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내고자 하고 있다. 이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은 러시아의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는 석유부국이지만 주로 원유를 생산해서 외국으로 수
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학․석유화학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2005년 ‘화학 및 석유화학산업 발전
전략 201528)’이 계획될 당시 세계 석유화학 시장에서 러시아는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는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러
시아는 화학단지 구축, 발전 방향 및 방법 구체화, 산업 내 민관
협력 장려 등을 통해 이 분야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조선산업은 바다자원 및 해양교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략
산업으로 인식되었다. 선박 제작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
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적극적인 해상활동을 보장하기 위
해 이 산업은 매우 중요하다. 구소련의 조선산업은 막강했으나,
붕괴 이후 경쟁력을 잃었다. 현재 러시아는 세계 군함 생산에서
12%, 2위(미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민간 조선업에 있어서는
1% 정도만 차지한다. ‘조선업 발전 전략 202029)’과 ‘조선업 발전을
28)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Russian Federation.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хи
мической и нефтехи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15
года.(검색일: 2013. 7. 9).
29)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Russian Federation.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
ия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и на даль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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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국가 프로그램 2013~30’30)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러
시아는 세계 조선업에서 3~5%, 6~8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된다.
항공산업은 국가안보 및 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
한 이 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앞
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된다. 2011년을 기준으로 세
계 항공시장 규모는 2,567억 달러에 이르는데, 2025년에는 약 2
배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항공기 최종제품뿐만 아
니라 부품생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2011년 러시아
GDP에서 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인데, 향후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201531)’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
램 2013~2532)’을 통해 이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 산업 발전에 관심을 기울
여왔다.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2020’33)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
ейшую перспективу(검색일: 2013. 7. 9).
30)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Russian Federation.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
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судостроения на 2013-2030 год
ы.”(검색일: 2013. 7. 9).
31)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Russian Federation.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авиаци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15 года.(검색일: 2013. 7. 9)
32)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Russian Federation.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авиаци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
и на 2013 - 2025 годы.”(검색일: 2013. 7. 9).
33)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Russian Federation.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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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직후인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단계 2010년 경제위기 극
복, 2단계 2011~14년 혁신적 발전 기초 형성, 3단계 2015~20년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단계로 계획되었다. 생산현지화, 핵
심부품 및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자
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2020년까지 48%로 제고시키고자 한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국산품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데, 경차의
경우 80%, 소형자동차는 61%, 화물차 97%, 버스의 경우 99%까
지 확대하고자 한다. 한편, 수출의 경우 2008년 대비 경차 8%,
소형자동차 14%, 화물차 50%, 버스 23%까지 증가시키고자
한다.
중장비 산업은 2009년 러시아 GDP에서 1.2%만을 차지했지
만, 중공업 제품 판매수익은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중장
비 산업은 러시아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이러한 상황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원자재 부문은 중장비 시
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중장비 구입, 유지․보수 및 운영비
용 등은 원자재 부문의 1/3로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러시아의 중장비 산업 기반이 약화되면 시장독점이 생기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데, ‘중장비 산업 발전 전략 2020’34)은 이
ия автомоби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검색일: 201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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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러시아는 R&D 투자를 통
한 경쟁력 향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하여 이 산업의 전략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러시아는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공업 산업의 성장,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시키고자 한다. ‘경공업 발전 전략 2020’35)은
1단계 2009~12년, 2단계 2013~15년, 3단계 2016~20으로 단계
별 발전을 추구하며, 각 지역별 단지를 계획 및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는 경공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 산업이 발전함으로
써 접목되는 첨단기술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
의 경공업 부문이 약 1조 4천억 루블(452억 달러 정도)로 2008
년에 비해 3.6배 성장하며, 수출의 경우 4배 증가할 것으로 기
대된다.
전자산업은 지난 30년 간 연평균 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
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제조업에서의 비중도 2000년 17%에서
2010년 26%로 증가했다. 한편 러시아는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2011년 러시아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

34)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Russian Federation.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
ия тяжелого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검색일: 2013. 7. 9).
35)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Russian Federation.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
ия лег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검색일: 201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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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0.3%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산 제품의 국
내 시장 점유율은 20%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산업은 기술
발전과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
에 전략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러시아 정부는 ‘전자산업 발전 전
략 2025’36)와 ‘전자 및 라디오전자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
그램 2013-25’37)을 통해 우선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경제의 다각화를 위해 운송기기38) 제조업의 효율적
발전, 첨단기술 개발, 수출잠재력 다각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를 위해서 국내 운송기기에 대한 소비 및 운송기기 수출
확대, 연구개발의 민관협력 확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 인력 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철도 시
스템의 효율성 제고, 제품생산성 향상, 세수 증대, 러시아 수출
에서 첨단기술제품 비중의 확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전문인
력 양성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36)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Russian Federation.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
ия элект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검색일:
2013. 7. 9).
37)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Russian Federation.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электронной и радиоэлектрон
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2013-2025 годы.”(검색일: 2013. 7. 9).
38) 이 문서에서는 철도, 트램, 지하철 등의 운송기기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교통망, 서비
스 등도 포괄하며 언급한다.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Russian
Federation.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ТРАНСПОРТНОГО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 В 2007 – 2010 ГОДАХ И НА ПЕРИОД ДО 2015 ГОДА (검색일: 201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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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파워플랜트 발전전략 2010~30,39) 중장비 산업 발전
전략 202040), 산림단지 발전 전략 2020,41)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 2011~2042) 등이 제안되었다. 러시아의 전력산업 정책과
의료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제Ⅲ장과 Ⅳ장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
하기로 한다.

39)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Russian Federation.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
ия энергомашиностро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0 - 2020 годы и на
перспективу до 2030 года(검색일: 2013. 7. 9).
40)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Russian Federation.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
ия тяжелого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검색일: 2013. 7. 9).
41)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Russian Federation.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
ия лес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검색
일: 2013. 7. 9).
42)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Russian Federation.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
ия торговл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1 – 2015 годы и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검색일: 201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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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력인프라 산업
1. 전력인프라 산업 개관
2. 전력인프라 산업발전정책
3. 전력인프라 산업 잠재력 및 유망 분야

1
전력인프라 산업 개관

가. 전력산업 구조

일반적으로 전력산업은 발전, 송전, 배전, 판매의 네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러시아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 국영전력회사 러
시아통합에너지시스템(RAO UES43) of Russia, 이하 RAO UESR)
이 전력 부문을 독점 관리하였다.44) 그러나 2003년 3월에 채택
된 ‘전력산업에 대한(O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연방법에 기
초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혁과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며,45) 그 결
43) UES는 통합에너지시스템(United Energy System)을 일컫는다.
44) RAO UESR, Power Industry Reform Background, http://www.rao-ees.ru/en/
reforming/reason/show.cgi?background.htm(검색일: 201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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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08년 7월에 RAO UESR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면서 송․배
전 부문이 각각 송전공사(Federal Grid Company, 이하 FGC
UES)와 배전공사(Interregional Distribution Grid Company, 이하
IDGC Holding)로 분리․통합되고, 발전 및 판매 부문은 원자력
공사(Rosenergoatom), 수력공사(Rushydro), 6개의 도매발전회사
(Wholesale Generating Company, 이하 WGC)와 14개의 지역발전
회사(Territorial generating company, 이하 TGC), 그리고 기타 민
간 발전회사 등으로 개편되어 경쟁구도로 전환되었다.46)
하지만 2010~11년에 일부 도매․지역발전회사가 분리․통합
되고,47) 2013년 3월에 배전공사(IDGC Holding)가 러시아전력망
공사(Russian Grids, 이하 Rosseti)로 새로 출범한 이후, 송전공사
(FGC UES)와 합병48)되는 등 러시아의 전력산업 개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전력산업에 대한(O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연방법이 러시아의 전력산업을 “발전, 송전, 배전, 전
기 판매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으로,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45) Federal Law № 35-FZ, March 26, 2003 “O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http://www.rao-ees.ru/en/reforming/laws/show.cgi?flaws.htm(검색일: 2013. 9. 4).
46) RAO UESR, op, cit.(검색일: 2013. 9. 4).
47) 러시아 에너지부(2013. 3. 22), 2011년 전력부문 발전 및 현황(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и и р
азвити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в 2011 году), p. 13, p. 16, http://www.minenergo.gov.ru/
press/doklady/(검색일: 2013. 9. 3).
48) Russian Grids(ROSSETI), История компании, http://www.rugrids.ru/about/company/
(검색일: 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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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위한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49)
공업 위주의 전력 다소비 국가이자 방대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
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불가결한 요인이고, 러시아 정부도 이러한 인
식하에 전력산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의 결과, 2013년 8월 현재 러시아의 전력산업
은 [표 3-1]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러시아 에너지부는
러시아 전력산업 구조를 크게 인프라 부문과 발전 부문,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50), 먼저 인프라 부문에는 통합에너
지시스템운영공사(System Operator UES)와 도소매 발전 및 설비
인프라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파트너십
(Nonprofit Partnership) 조직인 전력시장위원회(Market Council), 그
리고 송전 및 배전 인프라를 통합 운영하는 러시아전력망공사
(Rosseti) 등이 있다. 통합에너지시스템운영공사(SO UES)는 러시
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전력망공사
(ROSSETI)는 앞서 밝힌 대로 기존 송전공사(FGC UES, 정부 지
49) Federal Law № 35-FZ, March 26, 2003 “O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p. 1.
50) 러시아 에너지부(2013. 3. 22), pp. 4~24; 러시아전력망공사(Rosseti)는 2013년 3월에
공식 출범하였기 때문에 해당 내용과 송전공사(FGC UES)와 배전공사(IDGC Holding)
의 합병에 대해서는 필자가 별도로 관련 문헌을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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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79.55%)와 배전공사(IDGC Holding, 53.69%)의 합병으로 정부
지분이 61.7%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인프라 부문의 경우 러시
아 정부가 지분을 50% 이상 확보하여 정부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51)
발전 부문은 러시아 내 대규모 및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를
통합 관리하는 수력공사(Rushydro, 정부 지분 60.49%)와 원자력
발전소를 통합 운영하는 원자력공사(Rosenergoatom, 정부 지분
100%), 그리고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통합 관리하는 5개의 도매
발전회사(WGC), 열병합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이하
CHP)52)의 비중이 높은 13개의 지역발전회사(TGC) 등으로 구성
되며, 그밖에 러시아 최대 민간 석유회사인 루코일(Lukoil) 등 민
간 발전회사들이 있다.53) 발전 부문은 인프라 부문에 비해 민간

51) 애초부터 러시아 전력산업의 개혁은 “발전과 전력판매 부분은 경쟁부분으로 전환하여
사적 소유 및 시장의 상황에 맞게 구조조정을 하고, 일련의 전체적인 작업과 송․배전
망은 국가의 독점적 영역으로 유지하여 정부소유 및 정부통제 부분으로 남겨 놓는 것”
이었다. 지식경제부(2008), 2008년 동북아에너지연구-동북아 에너지시장 분석 연구: 전
력산업, p. 60, http://211.35.39.30/pub/docu/kr/ AF/CC/AFCC2008AAF/AFCC-2008AAF.PDF(검색일: 2013. 9. 7).
52) 열병합발전(CHP)은 발전을 통하여 전력을 생산함과 동시에 고압 증기 및 온수를 생
산하는 시설로, 단순히 전력만을 생산하는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운 열효율(약 60~70%)
을 얻을 수 있다. 한국전력, 지식센터-KEPCO 용어사전, http://cyber.kepco.co.kr/
kepco/KO/A/A/KOAAHP 00101.do?menuCd=FN050101(검색일: 2013. 9. 7).
53) 러시아 에너지부(2013. 3. 22), p. 11.

56｜ 러시아의 주요 산업: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표 3-1 러시아의 전력산업 구조

인프라
통합에너지
시스템 운영공사
(SO UES, 100%)

러시아전력망공사
(ROSSETI, 61.7%)
송전공사
배전공사(IDGC
(FGC UES, 79.55%) Holding, 53.69%)

비영리(NP)
전력시장위원회
(Market Council)

발전
수력공사(Rushydro, 5개 ‘화력’
60.49%)
도매발전회사(WGC)

13개
지역발전회사(TGC)

원자력공사
(Rosenergoatom,
100%)

기타
241개의 소매회사

지역에너지회사

전력수출입회사
(Inter RAO UES)

동부에너지시스템
(RAO Energy
System of East)

주: ( ) 안의 % 수치는 정부 지분 비중임.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부문 발전 및 현황(Офункци
онировании и развити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в 2011 году, 2013.
3. 22), pp. 4~24(검색일: 2013. 9. 3); Russian Grids(ROSSETI), История
компании, http://www.rugrids.ru/about/company/(검색일: 2013. 9. 5)을 토
대로 저자 작성.

자본 비중이 높지만, 원자력공사(Rosenergoatom)와 전략기업으로
지정된 수력공사(Rushydro)는 여전히 정부의 통제 부분이다.54)
기타 부문은 최종소비자에 전력을 판매하는 241개의 소매회
사와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최대의 수직통합 에너지회사인
‘Bashkirenergo’, 이르쿠츠크 주 및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 지역의
석탄발전회사인 ‘Irkutskenergo’ 등 여러 지역기반 에너지회사로
54) Ibid.,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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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다.55) 특히 러시아 전력 수출입을 독점하고 있는 전
력수출입회사 Inter Rao UES는 핀란드, 벨라루스, 라트비아 등으
로 전력을 수출하며, 최근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
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56) Inter Rao UES는 수출입뿐만 아니
라 발전 및 소매 부문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24개의 화력발전
소와 3개의 수력발전소, 그리고 7개의 전력소매회사를 관할하고
있다.57) Inter Rao UES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송전공사(FGC
UES)가 18.57%, Inter Rao Capital이 13.93%, 연방자산관리청
(Federal Agency for State Property Management)이 13.76% 등을 보
유하고 있다.58) 또한 동부에너지시스템(RAO Energy System of
East)은 2008년에 러시아통합에너지시스템(RAO UESR)이 해체되
면서 통합에너지시스템(UES)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
고 있기 때문에 기타 부문으로 분류되고 있다.59) 동부에너지시
스템(RAO Energy System of East)은 아무르 주, 하바로프스크 변
강, 유대인 자치주, 프리모리예 변강, 사하공화국 남부지역을 관
할하는 극동에너지회사(Far Eastern Energy Company), 극동발전회
Ibid., pp. 17-19.
Ibid., p. 21.
Ibid., p. 21.
2012년 12월 29일 기준. Inter Rao UES, Capital Structure, http://interrao.ru/en/company/
capital/(검색일: 2013. 9. 5).
59) 러시아 에너지부(2013. 3. 22), op cit., p. 21.
55)
56)
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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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Far Eastern Generating Company), 극동배전회사(Far Distribution Grid
Company)와 캄차트카 변강, 마가단 주 및 사할린 주, 추코트카 자치구,
사하공화국을 각각 관할하는 ‘Kamchatskenergo’, ‘Magadanenergo’,
‘Sakhalinenergo’, ‘Chukotenergo’, ‘Yakutskenergo’ 등으로 이루어져 있
다.60)
이와 같이 러시아 전력산업은 송․배전망을 포함하는 인프라
부문과, 발전 부문,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 나뉘는데, 사실상 전
력산업 자체가 사회간접 인프라(SOC)이기 때문에 전력인프라 산
업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러시아
송․배전 및 발전 인프라 구조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송․배
전 부문은 러시아전력망공사(Rosseti)가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송전공사(FGC UES)가 관할한 러시아 전역에 걸친 중앙, 북
서, 볼가, 남부, 우랄, 서시베리아, 시베리아, 동부 8개 송전망 권
역별 대표지부와 총 42개의 권역별 하위지부,61) 그리고 배전공
사(IDGC Holding)의 관할하에 있던 11개의 지역간 배전회사
(IDGC)와 4개의 배전회사(DGC)가 포함된다.62) 러시아전력망공
60) Ibid., pp. 21-22.
61) 송전공사(FGC UES), Federal Grid Company: Driving Economic Growth through
Reliable Energy Transmission, Annual Report 2012, p. 30, http://www.fsk-ees.ru/
eng/investors/company_reports/(검색일: 2013. 9. 7).
62) Russian Grids(ROSSETI), Дочерние компании, http://www.rugrids.ru/about/ sites/
(검색일: 201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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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관계자에 따르면, 송․배전 부문 통합의 배경에는 송전 및
배전망을 관할하는 단일 센터를 구축해 전력망 운영을 최적화하
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다.63)
발전 부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대로 [그림 3-1]과 같이 화력
발전소를 통합관리하는 5개의 도매발전회사(WGC)와 수력발전
그림 3-1 러시아 발전회사 현황

주: 기타 발전회사는 1. Kaliningradskaya GC 2. Tatenergo 3. Bashkirenergo 4.
Sibeko 5. Irkutskenergo 6. LUKOIL임.; 동부에너지시스템은 7.1 Magadanenergo
7.2 Kamchatka Energo 7.3 Sakhalinenergo 7.4 Yakutskenergo임.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부문 발전 및 현황(Офункцио
нированиииразвитии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в 2011 году, 2013. 3. 22),
p. 12를 토대로 저자 작성.

63) 러시아송전망공사(Rosseti) 관계자 면담, 러시아 모스크바 Rosseti 방문(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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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관할하는 수력공사(RusHydro)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를 관리
하는 원자력공사(Rosenergoatom)의 7개 발전회사와 13개의 지역
발전회사(TGC)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3-2]는 수력공사(Rushydro)
와 5개의 도매발전회사(WGC)의 현황과 지분 구조를 나타낸 것
이다. 2008년 구조개혁 시기에 WGC-4는 독일의 최대 에너지회
표 3-2 러시아 도매발전회사(WGC) 현황과 지분 구조

구분

주요 주주

JSC(ОАО) Inter RAO UES - 56.02%
JSC(ОАО) <WGC 1>
JSC(ЗАО) Gazprombank Asset Management - 19%
JSC(ОАО) Centrenergoholding* - 50.52%
JSC(ОАО) <WGC 2> LLC(ООО) Invest-Generation - 6.73%
JSC(ОАО) Inter RAO UES - 5.7%
JSC(ОАО) <WGC 3>

JSC(ОАО) Inter RAO UES - 63.93%
JSC(ЗАО) Gazprombank Asset Management - 18%

JSC(ОАО)
<E․ON
Energy Group E․ON
Russia> (WGC 4)
Enel Investment Holding B.V. - 56.43%
JSC(ОАО) Inter RAO UES - 26.43%
JSC(ОАО) <Enel WGC 5>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5.18%
JSC(ОАО) <RusHydro>

The Russian Federation, represented by the Federal
Agency for State Property Management - 60.49%

주: JSC(ОАО) Centrenergoholding*은 Gazprom 계열사임.
참고로 OAO는 Public Joint Stock Company, OOO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ЗАО는 Private Joint Stock Company임.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부문 발전 및 현황(Офункци
онировании и развити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в 2011 году, 2013.
3. 22), p. 1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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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E․ON이 인수하면서 명칭이 ‘E․ON Russia’로 변경되었으
며,64) WGC-5는 이탈리아 에너지회사 Enel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Enel WGC-5’가 되었다. 또한 당시 6개였던 도매발전회사(WGC)
가운데 WGC-6이 2011년 말에 WGC-2로 흡수합병되면서 5개로
재편되었다.65)
표 3-3 러시아 지역발전회사(TGC) 현황과 지분 구조

구분

주요 주주

JSC(ОАО) <TGC 1>

LLC(ООО) Gazprom Energy - 51.79%
Fortum Power and Heat Oy - 25.66%

JSC(ОАО) <TGC 2>

LLC(ООО) Synthesis group

JSC(ОАО) <Mosenergo> LLC(ООО) Gazprom Energy - 53.5%
(TGC 3)
Government of Moscow - 26.4%
JSC(ОАО) <Quadra>
Onеxim Holdings Limited - 49.99%
(TGC 4)
LLC(ООО) IES Holding - 21.18%
The Russian Federation, represented by the Federal
JSC(ОАО) <TGC 5>

Agency for State Property Management - 25.09%
Integrated Energy Systems Limited - 19.2%
VTB Capital - 7.48%
LLC(ООО) Gazprom Energy - 5%

64) PROSPECT(2012. 7. 2), E.ON Russia holders approve paying 3.65 bln rbl in
2011 dividends, http://www.prsp.ru/en/articles/primetass/e_on_russia_holders_
approve_paying_3_65_bln_rbl_in_2011_dividends.html(검색일: 2013. 9. 6).
65) 러시아 에너지부(2013. 3. 22),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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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주요 주주

JSC(ОАО) <TGC 6>

JSC(ОАО) <Volga
TGC> (TGC 7)

JSC(ОАО) <TGC 9>

JSC(ОАО) Inter RAO UES - 26.08%
JAMICA LIMITED - 19.53%
Primagate Trading Limited - 18.41%
Integrаted Energy Systems Limited - 13.15%
JSC(ОАО) Inter RAO UES - 18.04%
JSC(ЗАО) Gazprombank Asset Management 14.43%
JSC(ЗАО) Inter RAO Capital - 6.95%
LLC(ООО) IES Holding - 21.18%
Integrаted Energy Systems Limited - 20.86%
Merol Trading Limited - 12.58%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7.88%

JSC(ОАО) <Fortum>
(TGC 10)

Fortum Russia B. V. - 93.4%

JSC(ОАО) <TGC 11> JSC(ОАО) Inter RAO UES - 67.53%
JSC(ОАО)
<Kuzbassenergo>
(TGC 12)

SIBERIAN ENERGY INVESTMENTS LTD - 66.13%
JSC(ОАО) Sibenergoholding - 6.74%
VTB BANK (AUSTRIA) AG - 10.59%

JSC(ОАО) <Yenisei
TGC> (TGC 13)

SIBERIAN ENERGY INVESTMENTS LTD - 61.24%
JSC(ОАО) Sibenergoholding - 13.63%

JSC(ОАО) <TGC 14> LLC(ООО) Energopromsbyt*
주: LLC(ООО) Energopromsbyt*은 Russian Railways와 ESN의 합작회사임.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부문 발전 및 현황(О функц
ионировании и развити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в 2011 году,
2013. 3. 22), p. 15 인용

지역발전회사(TGC)의 현황과 지분 구조는 [표 3-3]에 나타나
있다. 2010년에 TGC-8이 루코일(Lukoil)이 관할하는 수력발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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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면서 2008년 당시 14개였던 지역발전회사(TGC)가 13개로
재편되었다. TGC-4는 러시아 민간 투자펀드인 Onexim이 절반에
가까운 49.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핀란드 전력공사인
Fortum이 TGC-1 지분 25.66%, TGC-10 지분 93.4%를 인수하
였다.

나. 전력수급 현황과 전망

1) 전력수요 현황 및 전망
일반적으로 전력수요는 경제성장률과 산업화 수준 등 여러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2011년 기준 세계 4위권의 전력생산
및 소비국인 러시아66)의 전력수요도 이들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큰 편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석유가스 산업 위주의 편중된
경제구조로 인해 전력수요 대부분이 전력소비가 큰 산업에서 발
생하고 있고(표 3-4 참고),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이 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외여건의 변화가 전력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67)

66) CIA(2013), The World Factbook: Russ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
the-world-factbook/ geos/rs.html(검색일: 2013. 9. 26).
67) 러시아 에너지부(2013. 3. 22),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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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년 동안 러시아의 전력소비량은 등락은 있었으나 경
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2006년에는
전년대비 4.2%로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금
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 경제성장률이 -7.8%까지 하락하면
서 전력소비량도 전년대비 -4.2%68)를 기록해 처음으로 감소

표 3-4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2012년)

구분
전체

광업,
교통,
도농
전력
농림업 건설 도소매
기타
제조업
통신
인구
손실
1,063,320 573,135 15,278 12,368 29,201 91,068 98,270 137,333 106,667

전력소비

중앙

208,421

90,043

4,120

3,139

9,573 16,159 26,397

35,183

23,808

북서

109,769

55,500

1,560

1,229

3,702

8,081 14,853

12,998

11,846

남부

63,741

24,563

1,543

821

2,512

5,260

7,623

11,117

10,302

북코카서스

22,098

6,504

357

108

424

986

3,577

5,647

4,495

볼가

197,210 104,002

3,209

1,692

5,323 21,803 19,314

24,749

17,118

우랄

187,255 128,235

1,190

2,396

2,773 16,052

7,579

13,425

15,606

시베리아

229,409 145,141

2,854

2,310

3,376 16,923 14,220

26,274

18,311

446

673

7,942

5,182

극동

45,417

19,147

1,518

5,803

4,707

자료: 러시아통계청(www.gks.ru), 전력수급현황 2012(Электробаланс 2012 года)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
ru/statistics/enterprise/industrial/index.html#(검색일: 2013. 9. 7).

68) 러시아 통계청 기준이며, 러시아 에너지부에 제출된 통합에너지시스템(UES) 운영 통계
에 따르면 2009년 전년대비 전력소비량이 -5.7%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CJSC
Energy Forecasting Agency(2010. 1. 11), 2009년 러시아 전력수급 현황(Баланс эл
ектрической энергии по России за декабрь и 12 месяцев 2009 года),
http://www.e-apbe.ru/reporting/detail.php?ID=22353(검색일: 201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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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러시아의 전력수급 추이(2010~12년)

구분

2010년

2011년

전력소비량, 십억 kWh
전력설비용량, 천 MW
최대전력소비량, MW
최대전력부하량, MW
전력생산 전체
화력발전
량, 십억
수력발전
kWh
원자력발전
가스, 십억 ㎥
발전연료 석탄, 백만 톤
공급량
연료유, 백만 톤

1,010.2
214.9
149,157
151,271
1,026.0
687.1
168.4
170.5
162.1
128.7

1,021.1
218.1
147,769
149,603
1,040.4
702.2
165.1
173.0
167.4
127.2

3.5

2.76

2011년,
전년대비
증감률, %
1.1
1.5
-0.9
-1.1
1.4
2.2
-2.0
1.5
3.3
-1.1
-21.0

2012년
1,037.7
223.1
157,425
158,986
1,053.5
710.5
165.4
177.6
165.5
127.8
1.82

2012년,
전년대비
증감률, %
1.6
2.2
6.5
6.3
1.3
1.2
0.2
2.7
-1.2
0.2
-33.8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 부문 결산 및 2012년 전망((А
нализ итог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за 2011 год,
прогноз на 2012 год, 2012. 5. 14), p. 9; 2012년 전력 부문 결산 및 2013년
전망, Анализитоговдеятельности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за 2012
год, прогноз на 2013 год, 2013. 6. 4), p. 7을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3. 9. 5).

세를 보였다.69)
[표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 기준 러시아의 전력소비
량은 전년대비 1.6% 확대된 1조 377억 kWh에 이르는데, 2010
년에 4%대70)로 회복된 전력수요 증가세가 유럽 재정위기의 영
69) Ibid., 러시아 에너지부(2013. 3. 22), p. 145.
70) CJSC Energy Forecasting Agency(2011. 1. 14), 2010년 러시아 전력수급 현황(Баланс
электрической энергии по России за декабрь 2010 года), http://www.e-apbe.ru/
reporting/detail.php?ID=44262(검색일: 201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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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전년대비 전력소비량이 증가한 연방주체(2011~12년)

2011년
순위

연방주체

2012년

소속
전년대비
연방관구 증감률, %

1

잉구셰티야 공화국 북코카서스

2

체첸 공화국

3

다게스탄 공화국

4

모르도비야 공화국

5

소속 전년대비
연방관구 증감률, %

연방주체

11.1

트베르 주

중앙

7.4

북코카서스

8.6

아무르 주

극동

6.9

북코카서스

8.5

리페츠크 주

중앙

6.8

볼가

6.3

칼루가 주

중앙

5.6

북오세티야 공화국
북코카서스
(알라니야)

6.2

모르도비야 공화국

볼가

5.4

6

크라스노다르 변강

남부

6.2

보로네즈 주

중앙

4.7

7

리페츠크 주

중앙

5.7

칼리닌그라드 주

북서

4.7

8

우드무르트 공화국

볼가

5.5

자바이칼리예 변강 시베리아

4.5

9

카라차이-체르케스
북코카서스
공화국

5.3

노보시비르스크 주 시베리아

4.4

북서

4.2

10 추바시 공화국

볼가

5.2

프스코프 주

11 벨고로드 주

중앙

4.3

하카시야 공화국

시베리아

4.1

12 쿠르간 주

우랄

4.2

옴스크 주

시베리아

4.0

북코카서스

3.5

사하 공화국
(야쿠티야)

극동

3.8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

볼가

3.4

오를 주

중앙

3.8

15 스베르들로프스크 주

우랄

3.3 펜젠스크 주

볼가

13 스타브로폴 변강
14

3.7

주: 전년대비 전력소비량이 가장 크게 확대된 15개의 연방주체만 정리함.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 부문 결산 및 2012년 전망((А
нализ итог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за 2011 год,
прогнозна 2012 год, 2012. 5. 14), p. 9; 2012년 전력 부문 결산 및 2013년
전망, Анализ итоговдеятельност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за 2012
год, прогноз на 2013 год, 2013. 6. 4), p. 7을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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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2011년 이후 1%대로 둔화되었다.
[표 3-6]은 2011년과 2012년에 전년대비 전력소비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15개의 연방주체71)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대로 러시아의 전력소비 수요가 지역 내 산업활성
화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2011년에 전력소비
량이 급증한 북코카서스 지역은 생산설비, 교통 및 주거 인프라
건설 증가에 따라 전력수요가 확대되었으며, 남부 크라스노다르
변강의 경우 2014년 소치 올림픽 개최 준비과정에서 전력 소비
가 크게 증가하였다.72) 또한 2012년에 전력소비량이 확대된 중
앙 지역의 리페츠크 주, 칼루가 주, 북서지역 칼리닌그라드 주,
시베리아 하카시야 공화국 등은 산업생산량 증가세가 두드러졌
으며,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아무르 주, 사하 공화국, 자바이칼
리예 변강의 경우에도 광물자원 생산 및 수송 증대가 전력소비
량 상승으로 이어졌다.73)
전력수요와 산업경기 호조세의 상관관계는 [표 3-7]과 같이

71) [글상자 3-1] 참고.
72) 러시아 에너지부(2012. 5. 14), 2011년 전력 부문 결산 및 2012년 전망(Анализ итог
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за 2011 год, прогноз на 2012 год), p.
10, http://minenergo.gov.ru/ press/doklady/12043.html(검색일: 2013. 9. 5).
73) 러시아 에너지부(2013. 6. 4), 2012년 전력 부문 결산 및 2013년 전망(Анализ итого
в деятельност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за 2012 год, прогноз на 2013 год), p.
8, http://minenergo.gov.ru/ press/doklady/15063.html(검색일: 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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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전력소비량이 감소한 연방주체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2011년에 전력소비량이 감소한 연방주체는 총 20개로, 이 가운
데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극동 추코트카 자치구는 인구감소와
산업생산 위축이 전력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시베리아 하카
시야 공화국의 전력소비량 감소는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 업
체인 루살(RUSAL)이 2011년 5월에 발생한 철도붕괴 사고로 원
자재를 공장에 수송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데 따
른 것이다.74) 2012년에는 12개의 연방주체에서 전력소비량이 감
소하였는데,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북서지역 카렐리야 공화국
은 루살의 구조조정에 따른 전력수요 하락의 영향이 컸고, 볼가
지역 니즈니 노브고로드 주와 마리-엘 공화국은 역내 원유 파이
프라인의 수송물량이 감소하면서 전력소비량이 줄었다.75)
2012년에 러시아 전력소비가 최고치를 기록한 시간은 12월 21
일 오전 10시로 최대 소비전력이 157.4GWh에 달했다. 이는
2011년 1월 20일 오후 6시에 기록한 147.8GWh 대비 6.5% 증가
한 것으로, 2012년 기준 전력 피크 시간대에 최대설비 부하량이
159GWh를 기록했다.76)

74) 러시아 에너지부(2012. 5. 14), p. 11.
75) 러시아 에너지부(2013. 6. 4), p. 9.
76) Ibid.,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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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전년대비 전력소비량이 감소한 연방주체(2011~12년)

2011년
순위

연방주체

2012년

소속
전년대비
연방관구 증감율, %

연방주체

소속
전년대비
연방관구 증감율, %

1

추코트카 자치구

극동

-5.9

카렐리야 공화국

북서

-2.9

2

하카시야 공화국

시베리아

-4.5

카라차이-체르케
북코카서스
스 공화국

-2.6

3

이바노보 주

4

부랴티야 공화국

5

이르쿠츠크 주

6

중앙

-3.0

사라토프 주

볼가

-2.0

시베리아

-2.5

마리-엘 공화국

볼가

-1.7

북코카서스

-2.3

니즈니
노브고로드 주

볼가

-1.7

톰스크 주

남부

-2.1

스타브로폴 변강

북코카서스

-1.6

7

프스코프 주

북서

-2.1

볼고그라드 주

8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 시베리아

-2.0

다게스탄 공화국

9

코스트로마 주

중앙

-1.9

북서

-1.5

10 카렐리야 공화국

남부

-1.5

북코카서스

-0.9

볼로그다 주

북서

-0.5

오렌부르크 주

볼가

-0.3

주: 전년대비 전력소비량이 가장 크게 확대된 10개의 연방주체만 정리함.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 부문 결산 및 2012년 전망(Ан
ализитоговдеятельности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за2011 год, п
рогнозна 2012 год, 2012. 5. 14), p. 11; 2012년 전력 부문 결산 및 2013년
전망(Анализ итог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за 2012
год, прогноз на 2013 год, 2013. 6. 4), p. 8을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
일: 2013. 9. 5).

러시아 에너지부에 따르면, 2013년 러시아의 전력소비량은 경
제성장률이 2.4~3.0%에 이를 것으로 가정할 때 기본 전망치로
1조 424억 kWh(2012년 대비 0.5% 증가), 낙관적인 전망치로 산
업경기 호조 시 1조 485억(2012년 대비 1% 증가) kWh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77) 한편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BMI는 201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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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러시아의 행정 단위

러시아의 8개 연방주체

러시아의 연방체제는 연방 구성단위인 83개 연방주체와 이들이 속한 8개
연방관구(중앙 연방관구, 남부 연방관구, 북서 연방관구, 극동 연방관구, 시
베리아 연방관구, 우랄 연방관구, 볼가 연방관구, 북코카서스 연방관구)로 구
성되어 있다.78) 그리고 83개 연방주체(federal subjects)에는 민족자치단위
인 21개 공화국(republics), 1개 자치주(autonomous oblast), 4개 자치구
(autonomous okrugs), 지방자치단위인 9개 변강(krais), 46개 주(oblasts),
2개 연방시(federal cities)가 있다.79)
그러나 러시아의 8개 연방관구는 통합에너지시스템(UES: Unified Energy
System)의 7개 권역(중앙, 중부 볼가, 우랄, 북서, 남부, 시베리아, 동부) 및
통합전력망(UNPG: Unified National Power Grid)의 8개 권역(중앙, 북서,
볼가, 남부, 우랄, 서시베리아, 시베리아, 동부)과 지리적 구분상 조금 상이
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발전소 및 전력망의 지리적 분포에 따른 것이다.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File:Map_of_Russian_districts_2010-01-19.svg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3. 9. 5).

77) 러시아 에너지부(2013. 6. 4), p. 81.
78) 제성훈․강부균(2013. 3. 28), Vol. 13, No. 11, KIEP, p. 5
79) Ibid.,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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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전력소비량이 전년대비 0.97% 증가하고, 2013~22년
동안 점진적인 내수확대로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80)

2) 전력공급(발전) 현황 및 전망
2012년 기준 러시아의 전력설비 용량은 2억 2,310만 kWh이
며, 전원별 설비용량은 [그림 3-2]와 같이 화력발전이 1억 5,180
만 kWh(68.1%), 수력발전이 4,600만 kWh(20.6%)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2,530만 kWh(11.3%)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할 때 화
력발전은 250만 kWh 증가하였고,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은 각
각 140만 kWh, 100만 kWh 확대되었다.
2012년에 러시아 전력설비의 총 가동시간은 4,689시간(달력
시간(calendar time)을 기준으로 53.4%)을 기록하였으며, 화력발
전 설비는 4,635시간(52.4%), 원자력발전 설비는 7,241시간(82.4%)
그리고 수력발전 설비는 3,473시간(39.5%)으로 나타났다.81)
2012년 말 기준 러시아 전력설비의 평균 가동연수는 32년 8개
월로 전년 동기 33년 3개월 대비 7개월이 줄었다. 이는 지난

80) BMI(2013.8), pp. 27~28.
81) 러시아 에너지부(2013. 6. 4),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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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러시아의 전원별 설비용량(2011~12년)
(단위: kWh)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 부문 결산 및 2012년 전망((А
нализ итог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за 2011 го
д, прогноз на 2012 год, 2012. 5. 14), p.12; 2012년 전력 부문 결산 및 2013
년 전망((Анализ итог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за 2012 год, прогноз на 2013 год, 2013. 6. 4), p. 9를 토대로 저자 작
성.(검색일: 2013. 9. 5).

2000~11년 동안 전력설비의 평균 가동연수가 26년 3개월에서
33년 3개월로 꾸준히 늘어난 이후 처음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이며, 신규 수력 및 원자력발전 설비 건설 프로그램이 추진되
면서 전체 전력설비의 연식이 줄어들게 되었다.82)
2012년 러시아 전력생산량은 [표 3-8]과 같이 2011년보다
1.3% 증가한 1조 535억 kWh이며, 화력발전이 7,105억 kWh

82) 러시아 에너지부(2013. 3. 22),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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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수력발전이 1,654억 kWh(15.7%),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1,776억 kWh(16.9%)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그 비
중이 매우 미미해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BMI에 따르면 러
시아의 발전용 재생에너지원이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기준 0.34%로 추정된다.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가운데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에너지가 84.76%에 이르고, 지력
이 15.10%, 풍력이 0.14%를 차지하며, 태양열 발전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83)
2012년 말 기준 러시아의 통합에너지시스템(UES)은 [그림 3-3]
과 같이 7개 권역(중앙, 중부 볼가, 우랄, 북서, 남부, 시베리아,
동부84))으로 이루어져 있는데,85) 발전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중
앙 및 우랄, 시베리아 지역의 발전량이 2012년 전체 전력생산량
의 67.7%를 차지하고 있다. 동부(극동) 지역의 경우 2012년 기준
전년대비 전력생산량 증가율이 6.7%를 기록해 눈에 띄는 성장
세를 보였다.

83) BMI(2013. 5), pp. 8~9.
84) 동부에너지시스템(RAO Energy System of East)은 통합에너지시스템(UES)에서 분리되
어 운영되고 있으나, 러시아 에너지부와 UES의 러시아 전력수급 현황 통계는 편의상
UES 전체 시스템 내에서 통합하여 정리하고 있다.
85) 러시아 에너지부(2013. 6. 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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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러시아의 지역별․전원별 전력생산량(2011~12년)

통합전력시스템
러시아 전체
화력발전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중앙
화력발전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중부 볼가
화력발전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우랄
화력발전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북서
화력발전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남부
화력발전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시베리아
화력발전
수력발전
동부
화력발전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2011년
(십억 kWh)
1,040.4
702.2
165.1
173.0
239.3
154.4
3.5
81.4
110.3
57.9
19.6
32.8
255.8
246.8
4.8
4.2
105.9
55.1
12.0
38.7
78.9
44.9
18.2
15.8
206.8
115.0
91.8
43.4
28.0
15.2
0.2

2012년
(십억 kWh)
1,053.5
710.5
165.4
177.6
243.0
148.4
3.5
91.1
110.0
56.5
21.6
32.0
259.1
249.7
5.1
4.3
104.9
57.0
13.6
34.4
79.5
44.7
19.1
15.7
210.6
125.0
85.6
46.3
29.2
16.9
0.2

2012년
(2011년 대비 증감률, %)
1.3
1.2
0.2
2.6
1.6
-3.9
-0.1
12.0
-0.2
-2.5
10.3
-2.4
1.3
1.2
6.7
0.2
-0.9
3.4
12.5
-11.1
0.8
-0.5
5.1
-0.6
1.8
8.7
-6.7
6.7
4.3
11.0
9.5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2년 전력 부문 결산 및 2013년 전망(Ан
ализитоговдеятельности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за2012 год, п
рогнозна 2013 год, 2013. 6. 4), p. 1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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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러시아 통합전력시스템의 7개 권역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부문 발전 및 현황(О функц
ионировании и развити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в 2011 году,
2013. 3. 22), p. 26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표 3-9 러시아 통합전력시스템의 최대전력소비량 및 부하량(2012년)

No.

구분

최대전력소비량(MW)

1

중앙

38,000

39,286

2

중부 볼가

17,858

17,520

3

우랄

36,753

38,768

4

북서

14,904

15,418

5

남부

13,869

13,449

6

시베리아

31,135

29,081

7

최대전력부하량(MW)

동부

4,906

5,464

전체

157,425

158,986

주: 극동의 경우 니콜라예프스카야 화력발전소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2년 전력 부문 결산 및 2013년 전망(Ан
ализитоговдеятельности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за2012 год, п
рогнозна 2013 год, 2013. 6. 4), p. 4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76｜ 러시아의 주요 산업: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2012년 기준 러시아 전체 전력생산의 67.4%를 차지하는 화력
발전의 연료별 비중은 가스가 70.3%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
고 있고, 석탄이 28.3%, 연료유가 0.9% 그리고 기타 연료가
0.5%에 해당한다. 앞서 [표 3-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
에 발전용 가스 공급량은 1억 6,547만 ㎥로 전년대비 1.2% 감소
하였으며, 석탄은 1억 2,780만 톤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하였
다. 특히 연료유의 경우 전년대비 33.8%나 감소한 182만 톤에
그쳤다.
2013년 러시아의 전력생산량은 전력소비량과 수출량 전망치
를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러시아 에너
지부는 2013년에 러시아의 전력소비량이 1조 424억~1조 485억
kWh로 예상되고, 전력수출량이 167억 kWh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됨에 따라, 전력생산량을 전년대비 0.5~1.1% 증가한 1조 591
억~1조 652억 kWh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원별로 살펴보
면, [표 3-11]과 같이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이 각각 0.3~0.8%,
7.1~8.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원자력발전은 -4.3%
의 감소율을 보일 전망이다. BMI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력생산
량이 2013년에 전년대비 1.66% 확대되고, 2013~22년 동안 연평
균 1.6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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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화력발전, 그중에서도 가스발전이 연평균 2.25%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86) 수력발전의
경우 수력자원이 풍부한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생
산량이 확대될 잠재력이 높고, 원전설비 건설의 지연과 재생에
너지원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미비로 원자력발전과 재생에
너지발전은 중․단기적으로 성장세에 큰 탄력을 받지는 않을 전
망이다.87)

3) 전력 수출입 현황 및 전망
2012년 러시아의 전력수출량은 전년대비 19.1% 감소한 184억
kWh를 기록했는데(표 3-10 참고), 이는 주요 전력수출국인 핀란
드로 수출하는 물량이 2011년보다 60.6%나 줄었기 때문이다. 이
는 북유럽 전력 거래시장인 노드풀(Nord Pool)에서 거래되는 전
력 거래가격이 공급물량 증가로 인해 크게 낮아진 데다, 러시아
산 전력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88)
이러한 영향으로 2012년에 핀란드뿐만 아니라 대리투아니아

86) BMI(2013. 8), pp. 16-20.
87) Ibid., p. 20.
88) RiaRating(2013), 2012년 전력부문 현황과 전망(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А: ТЕНДЕН
ЦИИ И ПРОГНОЗЫ, ИТОГИ 2012 ГОДА), p. 2, http://vid1.rian.ru/ig/ratings/
electroenergy9.pdf(검색일: 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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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도 13.8% 감소한 가운데, 대중국 전력수출량은 112.4%나
증가하였다. 러시아와 중국 양국 국경지대인 아무르 주 제야 수
력발전소(500kW급)가 1차 생산에 들어가고, ‘아무르스카야-헤이
허’ 간 송전선 신설로 수출 가능한 용량이 증대되면서 대중국 수
출이 크게 확대되었다.89) 러시아 전력수출입회사 Inter Rao UES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일본과 극동 지역 수력발전소
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할린을 경유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논의 중이다. 현재 시범사업 측면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연결하
는 송전망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기간은 1~2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90) Inter Rao UES는 해당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중․단기적으로 러시
아의 전력수출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
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 전력수입국은 2012년 기준 카자흐스탄(19억 7,300만 kWh),
조지아(3억 6,900만 kWh), 아제르바이잔(2억 4,100만 kWh)이며,
이들 3개국으로부터 수입한 전력량이 전체 전력수입량(26억 800
만 kWh)의 99%를 차지한다.

89) 러시아 에너지부(2013. 6. 4), p. 3.
90) 전력수출입회사(Inter Rao UES) 관계자 인터뷰, 러시아 모스크바 Inter Rao UES 방문,
(201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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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러시아의 전력수출량 추이(2010~12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18,630

22,709

18,360

핀란드

10,535

9,636

3,790

29

3,173

3,690

5,106

5,543

4,780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7

0

0

32

22

82

18

44

56

212

448

510

남오세티아

118

132

130

카자흐스탄

1,376

2,208

2,280

중국

983

1,238

2,630

몽골

214

263

393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부문 발전 및 현황(О функци
онировании и развити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в 2011 году, 2013.
3. 22), p. 191; RiaRating(2013), 2012년 전력부문 현황과 전망(ЭЛЕКТРОЭНЕ
РГЕТИКА: ТЕНДЕНЦИИИПРОГНОЗЫ, ИТОГИ2012 ГОДА), http://vid1.rian.ru/ig/
ratings/electroenergy9.pdf p. 26을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4]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는 주변국들과 전력계통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러시아는 이러한 인접 국가와
의 상호 전력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전력공급
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91)

91) 성원용(2012. 12),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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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러시아의 인접국간 전력계통 연계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부문 발전 및 현황(О функци
онировании и развити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в 2011 году, 2013.
3. 22), p. 28 인용.

[표 3-11]은 이상에서 살펴본 러시아의 전력소비 및 공급, 그
리고 수출입에 바탕한 전력수급 현황과 전망을 정리한 것이다.
2013년에 수력발전량이 7.1~8.3%나 증가하고 원자력발전은
-4.3%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밝힌 대로 수력자원이 풍
부한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수력발전
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92) 그러나 “극동지역의 전력수요가
92) BMI(2013. 8),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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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력발전소
의 건설은 필연적으로 인접한 북한과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과의 전력계통 연계를 전제할 수밖에 없어 러시아는 잉여전력
을 인접한 국가에 공급하고자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이다.93)

표 3-11 러시아의 전력수급 균형 전망

구분

2012년
2012년
(전년대비
(십억 kWh)
증감률, %)

기본 전망
2013년
(십억
kWh)

낙관적 전망

2013년
(전년대비

2013년
2013년
(전년대비
(십억 kWh)
증감률, %)
증감률, %)

전력소비량

1,037.7

+1.6

1,042.4

+0.5

1,048.5

+1.0

전력생산량

1,053.5

+1.3

1,059.1

+0.5

1,065.2

+1.1

화력발전

710.5

+1.2

712.0

+0.3

716.1

+0.8

수력발전

165.4

+0.2

177.2

+7.1

179.2

+8.3

원자력발전

177.6

+2.6

169.9

-4.3

169.9

-4.3

수출-수입

15.8

-18.3

16.7

+5.7

16.7

+5.7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2년 전력 부문 결산 및 2013년 전망(Ан
ализ итог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за 2012 год,
прогнозна 2013 год, 2013. 6. 4), p. 20, p. 83을 토대로 저자 작성.

다. 송배전망 현황
2012년 1월 1일 기준 러시아 전력망은 [표 3-12]에서 알 수 있
93) 성원용(2012. 12),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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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1회선 가공선로(overhead line)와 케이블 선로(cable line)를
포함해 총연장 262만 900km에 달한다. 이 가운데 러시아 통합전력
망(UNPG: Unified National Power Grid)을 구성하는 송전선로는
전체 전선의 5.3%, 배전선로는 94.7%에 해당한다.94)

표 3-12 러시아 회선별 송배전 선로 현황(2012년 1월 1일)

구분

전선 길이 (천 km)

가공선로, 220kV 이상

159.6

가공선로, 35~154kV

503.4

가공선로, 0.38~20kV

1,789.3

케이블 선로, 35kV 이상

3.0

케이블 선로, 0.38~20kV

165.6

전체

2,620.9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부문 발전 및 현황(О функц
ионировании и развити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в 2011 году,
2013. 3. 22), p. 107 인용.

전체 송배전 선로 가운데 가공선로의 비중이 93.6%에 달하며,
[표 3-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3~20kV급 선로가 전체 가공선로
의 40.4%, 0.38kV급이 32.6%, 220kV급의 고압 선로는 6.5%를
차지한다.

94) 러시아 에너지부(2013. 3. 22),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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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러시아 전압별 가공선로 현황(2011년)

구분

전체

750~
330~
110~
500kV
220kV
1,150kV
400kV
154kV

35~
60kV

3~
20kV

0.38kV

중앙
송전망
배전망

695,500
29,477
666,023

2,423
2,423
0

7,676
7,676
0

1,839
1,839
0

19,130
17,158
1,972

65,437
265
65,173

51,486 296,685 250,823
15
100
0
51,471 296,585 250,823

북서
송전망
배전망

258,682
14,068
244,614

797
797
0

74
74
0

6,522
6,299
224

6,562
6,446
115

35,271
412
34,860

20,044 110,904
40
1
20,005 110,904

남부
송전망
배전망

311,684
10,348
301,336

208
208
0

2,413
2,413
0

2,698
2,681
17

5,302
4,910
392

25,113
131
24,982

25,566 128,346 122,038
0
5
0
25,566 128,341 122,038

볼가
송전망
배전망

269,218
13,022
256,196

0
0
0

4,637
4,007
629

0
0
0

10,451
8,915
1,535

32,179
14
32,166

18,852 105,994
75
11
18,777 105,984

우랄
송전망
배전망
시베리
아
송전망
배전망
서시베리아
송전망
배전망

358,835
19,396
339,439

130
130
0

6,427
6,427
0

0
0
0

12,492
12,422
70

53,668
381
53,287

28,711 150,433 106,976
18
19
1
28,694 150,413 106,975

389,104
26,215
362,890

818
818
0

10,194
7,081
3,113

0
0
0

26,086
17,829
8,257

54,363
361
54,001

38,248 153,542 105,855
14
111
0
38,233 153,431 105,855

58,295
13,224
45,071

0
0
0

5,724
5,724
0

0
0
0

7,956
7,490
466

23,004
1
23,003

1,317
0
1,317

13,304
9
13,295

6,990
0
6,990

동부
송전망
배전망

110,965
13,910
97,055

0
0
0

3,094
3,094
0

0
0
0

15,939
10,749
5,190

14,759
51
14,708

15,370
0
15,370

31,422
17
31,406

30,381
0
30,381

전체 2,452,283
송전망 139,660
배전망 2,312,624

4,375
4,375
0

40,238
36,496
3,742

78,507
0
78,507

97,105
0
97,105

11,060 103,917 303,794 199,594 990,631 798,675
10,819 85,920
1,615
162
273
1
241 17,997 302,179 199,432 990,358 798,674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부문 발전 및 현황(О функц
ионировании и развити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в 2011 году,
2013. 3. 22), p. 10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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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에서 나타난 대로 2012년 1월 1일 기준 35kV급 이상
변전소는 18,095개이고, 이들 변전소의 총 변전용량은 68만
8,000MVA에 달한다. 이 가운데 송전망의 변전소 개수는 전체의
4.5%, 변전용량은 전체의 45.7%를 차지하고, 배전망의 변전소
개수는 전체의 95.5%, 변전용량은 54.3%에 해당한다.
변압기의 경우 [표 3-15]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 1월 1일 기
준 전체 송배전 변전소에 64만 3,312대의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
고, 총 변압기 용량은 83만 2,669MVA에 이른다. 20kV급 이하
변압기가 전체 변압기 설비의 94.7%를 차지하며, 송전변전소에
설치된 변압기 대수는 전체의 0.8%에 불과하고, 배전변전소에
설치된 변압기 대수가 전체의 99.2%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6]은 개폐기95) 설치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이에 따르
면 2012년 1월 1일 기준 전체 송배전 변전소에 41만 5,608대의
개폐기가 부설되어 있다. 20kV급 이하 차단기가 전체의 82.1%
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가스 및 진공차단기 비중은 25.8%에 해
당한다. 전체 개폐기 설비 가운데 가스절연 개폐기96) 비중은
2010년 21.9%에서 2011년 23.8%로 확대되었다.
95) 전기회로를 개폐, 복구 및 전환하는 접촉 부품 또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갖춘 장치를 말
한다. 한국전력, 지식센터-KEPCO 용어사전, http://cyber.kepco.co.kr/kepco/KO/A/A/
KOAAHP00101.do? menuCd=FN050101(검색일: 2013. 9. 7).
96) 차단기, 단로기, 접지장치, 전압 또는 전류를 변환하는 장치 등을 금속제 함에 수납하고
충전부를 SF6 가스로 절연시킨 종합 개폐장치로서 절연성능이 뛰어나 이전의 개방형보다
안전할 뿐 아니라 설치면적도 대폭 줄일 수 있어 국내 발․변전소에는 대부분 GIS(가스절연
개폐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전력, 지식센터-KEPCO 용어사전, http://cyber.kepco.co.kr/
kepco/KO/A/A/KOAAHP00101.do? menuCd=FN050101(검색일: 201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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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70
2,263

1,937
86
1,851

2,721
112
2,609

남부
송전망
배전망

볼가
송전망
배전망

우랄
송전망
배전망

시베리아 2,799 107,257
송전망
113 40,768
배전망
2,686 66,489

97,317
47,866
49,450

71,840
31,061
40,779

50,713
21,003
29,711

76,191
38,876
37,315

1,839
93
1,746

북서
송전망
배전망

MVA

4,494 190,788
187 86,897
4,307 103,891

개

전체

중앙
송전망
배전망

구분

13
13
0

2 1,047
2 1,047
0
0

1
1
0

개 MVA

1,150kV
MVA

2 5,902
2 5,902
0
0

6
14,242
6
0
0

개

750kV
MVA

7,040
7,040
0

4,757
4,757
0

23 24,774
16 19,293
7 5,481

20 23,458
20 23,458
0
0

15 16,403
13 13,294
2 3,109

5
5
0

1
1
0

24 29,081
24 29,081
0
0

개

400~500kV
7,440
7,440
0

MVA

17
17
0

5,947
5,947
0

33 17,624
31 16,792
2
832

14
14
0

137
89
48

94
87
7

88
73
15

45
43
2

51
49
2

개

983
0
983

860
5
855

868
7
861

33,125 1,190
20,306
5
12,819 1,185

25,513 1,347
24,269
4
1,244 1,343

22,691
17,767
4,925

8,158
7,768
391

11,385
11,225
160

38,348
120
38,228

39,753
127
39,627

27,645
0
27,645

22,467
248
22,219

29,305
178
29,127

72,426
94
72,332

MVA

110~154kV

53,254 1,914
36,037
8
17,218 1,906

MVA

220kV
182
134
48

개

전압별
330kV
개

표 3-14 러시아 35kV 이상 변전소 현황(2012년 1월 1일)

1,447
1
1,446

1,259
0
1,259

851
0
851

1,406
0
1,406

884
3
881

2,354
1
2,353

개

9,964
3
9,961

8,579
0
8,579

5,100
0
5,100

7,101
0
7,101

7,218
22
7,196

14,346
4
14,342

MVA

35/6~10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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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kV

3 1,059
3 1,059
0
0

개 MVA

8
8
0

19
19
0
5,264
5,264
0

20,836
20,836
0

MVA

400~500kV
개

8 20,144 115 131,614
8 20,144 106 123,024
0
0
9
8,590

MVA

750kV
개

MVA

64 31,010
62 30,178
2
832

개

330kV

전압별

11,482
7,907
3,575

374
0
374

576
0
576
10,565
0
10,565

23,880
0
23,880

MVA

110~154kV
개

762 181,774 8,112 264,390
603 139,302
29
767
159 42,472 8,083 263,623

95
66
29

16,164
14,022
2,142

MVA

220kV
70
62
8

개

50
0
50

5,675
0
5,675

322
0
322

MVA

9,031 58,306
5
28
9,026 58,278

780
0
780

개

35/6~10kV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부문 발전 및 현황(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и и развити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в 2011 го
ду, 2013. 3. 22), p. 111 인용.

18,095 688,296
816 314,501
17,279 373,795

전체
송전망
배전망

32,987
13,171
19,816

61,202
34,858
26,344

MVA

1,257
74
1,183

715
81
634

개

동부
송전망
배전망

서시베리아
송전망
배전망

구분

전체

표 3-1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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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남부

배전망

송전망

북서

배전망

송전망

중앙

구분

500kV (400kV)

330kV

220kV

110(154kV)

35kV

MVA

430

20,103 24,656

373

60,193 65,062

MVA

개

72,641 73,005

개

0

0

0

0

0

0

0

0

0

0

0

54,515 61,193

0

74,955 75,622

12

MVA

12

개

653

34,676 36,723 4,500 4,500

615

12

0

0

MVA

개

12

0

0

4,008

24

4,008

24

0

0

3,456

22

3,456

22

0

0
90

0

0
95

86

91

4
39

800

4
41

800

39

41

6,012 6,385 6,635

36

6,012 6,385 6,635

36

0

0

3,623 16,160 17,208

23

100

101

3,599

2,470

106

3,705

3,631

2,226

98

3,729

4,141

168

76

4,217

1,721

1,723

1,631

2,316

90

1,630

2,682

93

93

1,508

1,488

160 29,314 29,616

4

8,440

104

8,600 31,630 32,298

108

90
8,247 10,238

76

1,322

57

1,624

64

8,560 10,551 23,128 23,078

79

160

4

8,002

100

8,162

104

1,698

1,663

113

35

35

10

7,356

2,136

35

10

7,961

2,152

7,222 12,931

1,655

99

30

2011

472

647

491

577

47,998 48,642

157

295

106

167

112

189

10,757 10,826

68,855 69,195

17,019 17,686

71,661 72,321

144

275

17,163 17,843

71,936 72,616

47,526 48,151

4,180 196,109 197,762

165

76

7,320 13,044

1,685

2010

3~20kV
4,256 196,666 198,339

0 15,436 15,486 71,896 73,241 14,608 14,571

0

3,623 16,960 18,008

23

0

0

89,191 97,916 4,500 4,500

356

MVA

400

75,570 76,275

37

149,465 151,448

37

개

132

457

MBA

159

500

96,095 87,137 10,755 10,755 31,154 26,137 6,835 6,835 44,240 40,528

27

37

203,859 205,674

27

37

개

1,303

132

MBA

1,452

159

245,560 238,585 10,755 10,755 311,54 26,137 6,835 6,835 59,676 56,014 74,366 75,467 14,776 14,735

개

27

MBA

27

205,311 206,977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750kV

개

2010

전체

표 3-15 러시아 송배전 변전소 변압기 현황(2010~11년)

Ⅲ. 전력인프라 산업 ｜89

시베리아

배전망

송전망

우랄

배전망

송전망

볼가

배전망

구분

63,901 64,802

73,387 84,293

개

MVA

98,757 99,816

115,799 117,917

개

MVA

47,595 48,286

98,038 99,095

68,204 69,631

86,252 88,099

120,066 127,273

MVA

개

MVA

개

MVA

721

52,533 53,137

MVA

719

63,545 64,284

개

개

20,854 31,156

MVA

518

40,091 40,406

MVA

356

72,268 72,575

개

개

750kV

500kV (400kV)

330kV

220kV

110(154kV)

35kV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7

0

0

62

96

2,409

15
99

2,409

15

6,410 12,218

32

8,819 14,627

47

0

0

96

99

107

0

0
107

0

0

0 23,542 23,542

0

0

0

0 18,879 19,380

0

0 18,879 19,38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6

313

3

1,451

1,424

190

1,763

1,773

313 21,806 21,453

3

114

158

204

5,156

32

295
1,745

1,746

539

27

206

2,482

2,503

5,176 27,464 27,824

32

18

195

195

9
285

744

55

55
2,448

1,212

320

2,231

2,356

1,244 38,855 39,470

11 2,,427

1,212

2,637

8,602

2,061

68

23

8,670

2,084

5,264

1,345

130

22

5,394

1,367

7,321

2,216

2,671

8,573

2,066

68

23

8,641

2,089

5,211

1,428

137

28

5,347

1,456

7,926

2,142

0 30,241 32,757 37,326 40,548 10,017 10,371

0

0

0

0 27,201 27,391

0

0 27,945 28,635 40,067 40,681

0

0

0

0 13,926 18,094

0

0 19,082 23,270 27,760 28,363

0

0

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전체

2010

표 3-15 계속

2011

169

243

235

349

18,940 20,055

80,992 82,645

20,003 20,345

93,541 94,570

235

350

20,238 20,580

93,891 94,919

12,240 12,517

60,408 61,063

92

170

12,333 12,686

60,578 61,306

10,651 10,714

68,688 69,006

2010

3~20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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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망

송전망

동부

배전망

송전망

서시베리아

배전망

송전망

구분

8,395

59,961 61,250

개

MVA

12,804 13,292

24,909 25,492

26,681 27,081

MVA

개

MVA

396

MVA

379

39,485 40,373

개

개

25,288 25,288

MVA

7,885

7,832

26,791 27,620

개

33,170 33,630

565

MVA

563

79,940 87,109

MVA

8,450

85,559 87,406

693

40,126 40,164

개

750kV

500kV (400kV)

330kV

220kV

110(154kV)

35kV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7

87

98

5,215

20
99

5,215

20

98

99

0

0

0

0

0

0

0

0

0

0

5,010

30

5,010

30

0

0

0

0

5,010

30

5,010

30

0

0

0 16,282 16,616

0

0 16,282 16,616

0

0

0

0 18,327 18,32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4

194
126

2,185

1,152
2,310

1,162

46

171

174

1,122

1,126

9,979 12,457 36,174 39,386

91

46

159

160

12
179

1,500

1,084

1,088

995

38

183

757

765

1,900 23,748 24,081

14

995

38

0

0

0

0

3,389

49

6,847

130

27
730

769

27
738

884
3,389 11,295 11,540

49

7,194

134

0 10,236 10,583 12,064 12,424

0

0

0

0 15,734 15,859

0

0 17,234 17,759 24,743 25,077

0

0

0

0 20,262 20,300

0
2,635

153

36

5,961

1,539

94

24

6,055

1,563

364

89

33

36

397

125

6,031

1,551

115

28

6,146

1,579

364

91

43

37

407

128

9,864 10,218

2,601

153

36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개

693

2010

전체

MVA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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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330

2011

1,275

6,692

116

231

1,391

6,923

89

177

6,209

6,036

6,120

22,591 23,154

84

168

6,120

22,759 23,331

1,179

6,647

126

232

1,304

6,879

18,708 19,833

80,662 82,315

231

330

2010

3~20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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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V (400kV)

330kV

220kV

110(154kV)

35kV
2010

2011

162

169

1,368

1,391

437

448

0

0
0

0
7,624

35
7,624

35
800

4

300

828

273

1,491

2,339

1,592

2,391

340 14,852 15,015 15,557 15,756 600,217 606,883

780

257

800 36,677 40,125 260,551 266,611 59,206 65,825 133,362 136,640

4

498,220 517,625

568

1,731 15,289 15,463 15,814 16,029 602,556 609,274

MVA

548

1,668

630,965 638,033

39

173

305,422 315,044 15,255 15,255 103,526 107,323 29,380 30,678 144,459 148,044 10,532 11,324

39

166

개

5,279

603

MVA

5,150

583

803,643 832,669 15,255 15,255 111,150 114,947 30,180 31,478 181,136 188,169 271,084 277,936 59,986 66,653 134,853 138,231

개

39

MVA

39

3~20kV

636,115 643,312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750kV

개

2010

전체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부문 발전 및 현황(О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ииразвитииэлектроэнергет
икив2011 году, 2013. 3. 22), pp. 114-115 인용.

배전망

송전망

전체

구분

표 3-1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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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50~
1,150kV

500kV
(400kV)
330kV

220kV

110kV
(154kV)
35kV

3~20kV

배전망

47,818

50,507

0

0

60

69

0

0

208

243 2,446 2,564

6,207

6,259

38,897

41,372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중앙
135,706 141,544
20
20 230 187
86
86 1,363 1,287 7,267 7,171 10,921 10,916 115,819 121,877
송전망
7,310
6,943
20
20 230 187
86
86 1,102 1,019 2,212 2,039
415
393
3,245
3,199
배전망
128,396 134,601
0
0
0
0
0
0 261 268 5,055 5,132 10,506 10,523 112,574 118,678
북서
51,757 55,000
11
11
21
22 221 222 291 290 2,718 2,778 4,354 4,378 44,141 47,299
송전망
3,478
3,488
11
11
21
22 213 214 263 261 773 792
297
307
1,900
1,881
배전망
48,279 51,512
0
0
0
0
8
8
28
29 1,945 1,986 4,057 4,071 42,241 45,418
남부
37,483 37,847
0
0
23
24 104 113 204 214 2,580 2,606 5,386 5,373 29,186 29,517
송전망
2,070
2,172
0
0
23
24 104 113 201 211 640 646
132
127
970
1,051
배전망
35,413 35,675
0
0
0
0
0
0
3
3 1,940 1,960 5,254 5,246 28,216 28,466
볼가
32,438 33,354
0
0
54
98
0
0 324 428 2,435 2,677 3,783 3,824 25,842 26,327
송전망
1,823
2,500
0
0
42
86
0
0 228 332 683 883
76
96
794
1,103
배전망
30,615 30,854
0
0
12
12
0
0
96
96 1,752 1,794 3,707 3,728 25,048 25,224
우랄
59,227 60,410
0
0 127 131
0
0 519 524 4,250 4,328 5,779 5,774 48,552 49,653
송전망
3,248
3,262
0
0 127 131
0
0 506 506 1,270 1,274
205
205
1,140
1,146
배전망
55,979 57,148
0
0
0
0
0
0
13
18 2,980 3,054 5,574 5,569 47,412 48,507
시베리아 51,262 53,969
2
2 202 211
0
0 783 818 3,329 3,447 6,484 6,536 40,462 42,955
송전망
3,444
3,462
2
2 142 142
0
0 575 575 883 883
277
277
1,565
1,583

구분

표 3-16 러시아 송배전 변전소 개폐기 현황(201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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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6
2,086
20,890

10,508
1,973
8,535

2011

500kV
(400kV)
330kV

220kV

33
33
0

0
0
0

0
0
0

33
33
0

0
0
0

0
0
0

825
753
72

43
43
0

125
125
0

850
769
81

43
43
0

134
134
0

411
403
8

0
0
0

0
0
0
423
343
80

453
428
25
420
345
75

460
432
28
1,275
228
1,047

2,115
695
1,420
1,341
244
1,097

2,134
702
1,432
3,385
392
2,993

2,069
185
1,884

2010

3,427
396
3,031

2,077
179
1,898

2011

35kV

17,406
1,059
16,347

5,627
519
5,108

2010

17,745
1,058
16,687

5,703
526
5,177

2011

3~20kV

421 4,360 4,441 25,969 26,482 42,161 42,305 327,035 341,076
413 3,646 3,681 7,384 7,463 1,979 1,980 11,192 11,547
8 714 760 18,585 19,019 40,182 40,325 315,843 329,529

0
0
0

0
0
0

2011

110kV(154kV)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750~
1,150kV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부문 발전 및 현황(О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ииразвитии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
кив2011 году, 2013. 3. 22), p. 116 인용.

400,794 415,608
25,390 25,886
375,404 389,722

22,532
2,065
20,467

동부
송전망
배전망

전체
송전망
배전망

10,389
1,952
8,437

2010

전체

서시베리아
송전망
배전망

구분

표 3-16 계속

2
전력인프라 산업발전정책

가.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의 문제점

앞서 전력공급 현황에서 살펴본 대로, 2012년 말 기준 러시아
전력설비의 평균 가동연수가 전년동기 33년 3개월 대비 7개월
이 줄어 32년 8개월을 기록했으나, 지난 2000~11년 동안 전력
설비 노후화가 꾸준히 심화되었다(그림 3-5 참고). 2001~12년
동안 신규 수력 및 원자력 발전설비 건설 프로그램이 추진되었
으나 새로 건설된 발전설비가 러시아 전체 전력설비 가운데 차
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97)

97) 러시아 에너지부(2013. 6. 4),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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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러시아의 전력설비 평균 가동연수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2년 전력 부문 결산 및 2013년 전망(Ан
ализитоговдеятельности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за2012 год, п
рогнозна2013 год, 2013. 6. 4), pp. 10-11 인용.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송배전망도 전선의 상당부분
이 노후화되어 있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
다. 러시아 송배전 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공선로가 철근,
콘크리트 등의 구조물로 지지됨에 따라 평균수명이 50년 정도이
고, 와이어와 지선 등 주선로의 경우 수명이 20~25년이기 때문
에 시의적절한 개보수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표
3-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러시아 전체 송전 가공선로의 30%
가 40년이 넘는 연식을 기록하고 있고 배전선로도 마찬가지이
나, [표 3-18]과 같이 개보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배전망 노후화 수준에 비춰볼 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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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러시아 송전 가공선로의 노후화 현황(2012년 1월 1일)

구분

기술적 노후화, %

전체 대비, %
20년 이하

21~30년

31~40년

40년 이상

중앙

76.1

6.2

28.1

24.5

41.2

북서

63.9

12.6

26.5

40.5

20.4

남부

63.5

25.3

14.4

29.2

31.1

볼가

73.5

5.4

33.4

22.5

38.8

우랄

71.7

11.7

24.8

24.2

39.3

시베리아

64.3

13.1

28.2

30.2

28.4

서시베리아

51.6

17.3

58.2

15.0

9.5

동부

55.8

13.4

53.2

17.9

15.5

전체

66.7

12.0

32.2

25.7

30.0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부문 발전 및 현황(Офункци
онировании и развити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в 2011 году, 2013.
3. 22), p. 118 인용.
표 3-18 러시아 배전회사의 배전 가공선로(0.38~20kV) 개보수율(2011년)

구분

전체 0.38~20kV 가공선로 중
개보수된 선로 비율, %

전체 0.38~20kV 가공선로
중 노후선로 교체 비율, %

중앙

0.7

0.4

북서

0.7

0.2

남부

0.4

0.3

볼가

0.7

0.4

우랄

0.6

0.3

시베리아

0.3

0.1

서시베리아

0.9

0.9

동부

1.2

0.6

전체

0.6

0.3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부문 발전 및 현황(Офункционир
овании и развити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в 2011 году, 2013. 3.
22), p. 10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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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선로의 개보수 비율이 연간 3~4%대는 유지해야 하는데,
1% 미만에 그치고 있다.98)
전선의 노후화와 함께 전력기기의 오랜 연식도 전력 손실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보통 전력기기의 수명을 25년 정도로 보는데,
[표 3-19]과 같이 2012년 1월 1일 기준 러시아 송전변전소에 설치
된 110kV급 이상 변압기의 55.3%, 개폐기의 53.8%가 25년이 넘
는 연식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설비 노후화로 전체 송배전망
의 전력손실률이 2011년 기준 10.82%에 달한다(표 3-20 참고).

표 3-19 러시아 송배전 변전소 변압기 및 개폐기 연식(2012년 1월 1일)

구분

변압기

개폐기

15년 이하 16~25년 25년 초과 15년 이하 16~25년 25년 초과

중앙

13.7

25.4

60.9

23.8

15.9

60.4

북서

26.3

15.5

58.2

40.7

16.0

43.4

남부

26.8

26.8

46.4

29.8

15.9

54.3

볼가

19.8

27.5

52.6

29.4

19.0

51.6

우랄

11.9

30.1

57.9

17.0

14.4

68.6

시베리아

10.7

32.4

56.9

19.1

22.7

58.2

서시베리아

18.6

37.3

44.1

35.0

30.9

34.1

동부

21.4

23.4

55.2

51.5

12.6

35.9

전체

17.6

27.1

55.3

27.9

18.3

53.8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부문 발전 및 현황(О функц
ионировании и развити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в 2011 году,
2013. 3. 22), pp. 122-123을 토대로 저자 작성.

98) 러시아 에너지부(2013. 3. 22),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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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러시아 전력망 전력손실률(2011년)

전체 송배전망
구분

전력
공급량

송전망

전력손실

전력
공급량

배전망

전력손실

전력손실

백만
kW․h

백만
kW․h

중앙

202,410

23,450 11.59 114,133

4,976 4.36 189,002 18,474

9.77

북서

101,059

11,032 10.92 49,455

3,559 7.20 79,276

7,473

9.43

남부

56,109

10,778 19.21 42,748

2,005 4.69 53,427

8,773 16.42

2,052 4.31 88,823

%

백만
백만
kW․h kW․h

전력
공급량

%

백만
백만
kW․h kW․h

%

볼가

92,405

8,992 9.73 47,591

6,940

7.81

우랄

143,511

13,986 9.75 71,877

2,930 4.08 134,603 10,742

7.98

시베리아

161,102

15,777 9.79 79,029

2,858 3.62 150,045 12,919

8.61

서시베리아

73,839

4,957 6.71 65,800

3,168 4.81 70,671

1,790

2.53

4,999 13.25 14,030

1,005 7.16 35,476

3,994 11.26

동부

37,719

전체

868,154

93,972 10.82 484,663 22,553 4.65 801,323 71,104

8.87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1년 전력부문 발전 및 현황(О функц
ионировании и развити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в 2011 году,
2013. 3. 22), pp. 125-128을 토대로 저자 작성.

나. 전력인프라 현대화

이와 같이 러시아의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의 노후화가 진전
되면서 러시아 전력 부문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활발하게 추진된 전력산업 구조개혁의 배경에는
전력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전력인프라 개
선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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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당시 러시아는 “전력설비의 34%가 1970년대에 지어진 노
후시설이라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력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매너리즘에 빠진 경영의 혁신을 모색하였으나”,99) 2013년에도
여전히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2013년 4월에 에너지부가 입안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13~20(이
하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100) 해당 프로그램은 ‘전력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하위 프로그램과 전원별 하위 발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러시아의 GDP 대비 에
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가 세계 평균 및 중국, 미국, 유럽보
다 높은데, [표 3-21]에서 보이듯이 2009년에 2000년 대비 에너
지 집약도가 낮아졌음에도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
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프로그램’은 낙후된 전력설비와 기술력,
에너지절약을 유인하는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2020년까지 2007년 대비 약 40%
까지 GDP 대비 에너지집약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정
99) 지식경제부(2008), ｢2008년 동북아에너지연구-동북아 에너지시장 분석 연구: 전력산업｣,
p. 57, http://211.35.39.30/pub/docu/kr/AF/CC/AFCC2008AAF/AFCC-2008-AAF.PDF.
(검색일: 2013. 9. 7)
100) 러시아 에너지부(2013. 4. 16),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
ции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сть и развитие энергетики,” http://minenergo.gov.ru/
documents/razrabotka/15430.html(검색일: 2013. 8. 28).

Ⅲ. 전력인프라 산업 ｜99

표 3-21 러시아의 에너지 집약도(GDP 대비)
(단위: TOE/천 달러)

2000년

2009년

세계

국가/지역

0.219

0.189

중국

0.220

0.185

러시아

0.620

0.423

미국

0.230

0.190

유럽연합(EU)

0.159

0.138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에너지효율 향상과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국
가 프로그램 2013~2020(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сть и развитие энерге
тики, 2013. 4. 16)’, p. 20 인용.

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0년에 16~17%, 2030
년에는 19%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우고, 전 세계의 9%를 차지하
고 있는 수력발전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101)
러시아 에너지부는 2012년 9월에 이미 ‘전력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목표를 발표한 바 있으며,102) ‘프로그램’에는
‘전력산업 발전과 현대화 2013~20’이라는 하위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었다. [표 3-22]은 2020년까지 주요 지표별 전력인프라 개
선 목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스마트미터기103) 보급을
101) Ibid., pp. 20-21.
102) 러시아 에너지부(2012. 9), http://minenergo.gov.ru/upload/iblock/481/481b2b75
e0559bd8bbc3 a230e2c3b336.pdf(검색일: 2013. 8. 28).
103) 스마트미터기는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
추어, 시간대별 요금을 알 수 있는 전자식 전력량계를 말한다. 기존 전력 미터기
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LCD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며, 전력 사용량 실시간 체크와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 간 양방향 통신 등이 가능하여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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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해 2020년까지 보급률을 31.5%까지 늘리고 전력손실률을
2020년까지 8%대로 낮출 계획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의 2013년 기업경영여건 순위 중 전기공급(getting
electricity) 순위가 185개국 가운데 184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
표 3-22 전력인프라 현대화 목표(2013~20년)

2013년 2014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시행
(시행
년
년
년
년
년
년
첫 해) 둘째 해)

지표

단위

전력 계량기기
(스마트 미터기)
도입

%

8.9

11.7

14.8 18.3 21.6 24.9 28.2 31.5

1천 회

124

117.8

112 106.3 101

회

4.4

4.2

11.6

11.2

전력망 사고율
발전 사고율
전력망
전력손실률

총
전력
공급량
대비

4.

96

91.2 86.7

3.8

3.6

3.4

3.2

3.1

10.8 10.4

10

9.6

9.2

8.8

전력망 연결 시
소요시간

일

276

167

45

45

45

40

40

40

전력망 연결 시
절차 수

개

8

6

6

5

5

5

5

5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에너지효율 향상과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국
가 프로그램 2013~2020(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сть и развитие энерге
тики, 2013. 4. 16)’, pp. 195-196 인용

침비용 및 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마트미터
(Smart mete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349&cid=2915&categoryId
=2915(검색일: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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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연결(접속)을 위한 소요시간을 현 281일에서 2015년까지
45일, 2018년까지 40일로 단축시키고, 전력망 연결을 위해 요구
되는 행정절차도 현 10단계에서 2015년까지 6단계, 그리고 2020
년까지 5단계로 간소화할 전망이다.104)
‘프로그램’에 따르면, 2013~20년 동안 전력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8조 2,735억 루블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
예산에서 5억 루블, 기타 자금조달을 통해 8조 2,730억 루블이
투입되어야 할 전망이다.105)
한편 러시아 에너지부는 2020년까지 전력망 인프라 정비를 위
해 4조 5,570억 루블이 필요하고, 송배전선 신규건설에 2조
4,150억 루블, 개보수 및 최신 설비 도입에 2조 1,420억 루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발전 인프라 정비를 위해
6조 8,040억 루블(화력발전 4조 250억 루블, 원자력발전 1조
7,460억 루블, 수력발전 1조 330억 루블)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는바, 전력 인프라 정비를 위해 총 11조 3,610억 루블의 자금
이 필요한 상황이다.106)

104) Ibid., 러시아 에너지부(2013. 4. 16), p. 93.
105) Ibid., p. 97.
106) 러시아 에너지부(2012. 9),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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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인프라 산업 잠재력 및 유망 분야

가. 잠재력

러시아는 앞서 밝혔듯이 풍부한 발전원을 바탕으로 세계 4위
의 전력 생산 및 소비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석유가스 등 전
력소비가 큰 주요 국가 기간산업을 부양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늘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 왔다.
특히 대부분의 전력설비가 1960~70년대에 구축되어 노후한
전력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혁 및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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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높은 개혁의지
가 러시아 전력인프라 산업의 강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여
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력산업 개혁이 한편으로는 시장의 불안정
성을 증대시키는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의 전력산업 발전 의지에 힘입
어 추진되고 있는 전력인프라 현대화 정책이 대규모 투자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고,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도 전력설비 및 전력망
현대화를 위해 협력을 원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전력인프라 시장에 대한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점
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6월에 러시아가 민관합작사
업(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법을 입법 예고한 뒤
2013년 내에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해당
PPP 법안이 교통 및 전력인프라, 공공시설 등 사회기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러시아의 PPP 사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실질적인 투자협력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 기간산업의 특성상 외국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았던 러시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가 열린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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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러시아 전력인프라 산업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s)
- 세계 최대 전력 생산 및 소비국 중
하나임.
- 전력산업 구조 개혁 및 민영화 의지가
높음.

약점(Weakness)
- 전력산업 특성상 외국인업체의
진입장벽이 높음.
- 민관합작사업(PPP) 기반 취약

기회(Opportunity)
- 전력인프라 현대화 적극 추진
- 최신 전력설비 기술 협력에 적극적
- 민관합작사업(PPP) 추진

위협(Threats)
- 기업경영여건이 취약, 만연한 부패
- 시장 불확실성이 큼

자료: BMI(2013.8), pp. 9-10을 토대로 저자 작성.

나. 유망 분야

1) 열병합발전 사업
러시아는 [표 3-24]와 같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복합가스터빈(CCGT: Combined Cycle Gas
Turbine) 및 열병합발전(CHP: Combined Heat and Power)107)을 확
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열병합발전은 전체 화력발전 설비용
량의 15.2%를 차지해 2010년 대비 6.8%포인트나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도 전년대비 6%포인트나 확대된 21.2%에 이를 전망이

107) 가스터빈으로 전기를 1차 생산한 후 남은 열로 증기터빈을 가동시켜 추가적인 2차 전
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기생산과 열의 공급, 즉 난방을 동시에 진행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는 발전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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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러시아 가스터빈 열병합발전 설비용량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가스터빈
설비용량 8,871 13,127 16,757 25,044 28,752 30,448 30,868 31,165 31,210 37,249 43,362
(MW, 누적치)
화력발전
설비용량

105,330 107,000 110,116 118,312 122,036 122,344 121,655 121,150 120,797 125,499 129,929

(MW, 누적치)
화력발전 중
가스터빈 8.4

12.3 15.2 21.2 23.6 24.9 25.4 25.7 25.8 29.7 33.4

발전비중, %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2년 전력 부문 결산 및 2013년 전망
(2013. 6. 4), p. 20, p. 52 인용.

다. 이러한 추세는 꾸준히 지속되어 2020년에는 열병합발전이
전체 화력발전 설비용량의 33.4%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108)
최근 몇 년간 E.ON Russia(WGC-4), IES Holding, Inter RAO
UES, Gazprom Energy 등 러시아 소재 발전회사들은 외국 업체
들과의 기술제휴로 열병합발전 설비용량을 확대해 왔는데, [표
3-2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적인 발전설비 업체들의 진출
이 활발해지면서 러시아 현지 발전설비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러시아 Power Machines의 경우 2010년까지 50.8%
로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 기준 30.1%
로 하락한 후 계속되는 하향세 속에 2016년에는 20.8%까지 떨
108) 러시아 에너지부(2013. 3. 22), pp.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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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전망이다. 2016년에 미국 General Electric과 독일 Siemens가
러시아 가스터빈 설비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47.8%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업체들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중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화력발전회사들은 가스터빈 설비기
술의 현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러시아 Inter Rao UES,
UEC(United Engine Corporation)는 2011년 9월 미국 General

표 3-25 러시아 가스터빈 설비시장 업체별 점유율

구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General Electric

8.3

20.2

23.8

22.4

25

23.6

24.2

JSC(ОАО)
<Power Machines>

50.8

31.2

30.1

28

24.4

21.8

20.8

7

3.4

4.4

3.7

3

3.5

3.3

5.8

14.2

13.1

19

19.4

23.2

23.6

JSC(ОАО)
<Saturn>
Siemens
Alstom

0

3.3

2.4

2.1

3.3

3

4.2

Ansaldo Energia

5.8

6.1

8

8.2

8.5

7.6

7.2

Mitsubishi Heavy
Industries

0

3.2

2.4

2

1.6

1.4

1.4

JSC(ОАО)
<GT-TEC Energo>

0

1.5

1.6

1.1

1.1

0.8

0.7

기타

22.3

18.4

15.8

14.6

14.8

15.9

15.3

자료: 러시아 에너지부(minenergo.gov.ru), 2012년 전력 부문 결산 및 2013년 전망
(2013. 6. 4), p. 20, p. 5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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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과 러시아 내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
며, 2015년부터 가스터빈 MS6001FA(6FA)을 조립․생산하기로
하였다.109)
러시아 Power Machines도 2011년에 독일 Siemens와 합작회사
Siemens Gas Turbines Technologies LLC를 설립하여 가스터빈 설
비 연구개발(R&D)부터 조립․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110) 또한
Power Machines는 2011년에 일본 Toshiba Corporation과 110~750
kV급 변압기를 생산하는 합작회사 Izhora Transformers LLC를 설립
하였으며, 2013년 말 가동을 목표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Metallostroy
산업지대에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다.111)
한편 한국서부발전이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러
시아 국영기업 NCR(Northern Caucasus Resorts)과 열병합발전사
업을 추진해 왔으나, 타당성 조사 결과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2013년 11월에 사업계획 철회를 발표한 바 있다.112)

109) Ibid., p. 55.
110) Power Machines, About Company, http://www.power-m.ru/eng/company/(검색일:
2013. 9. 13).
111) Ibid., Power Machines, About Company, http://www.power-m.ru/eng/company/
(검색일: 2013. 9. 13).
112) ｢서부발전, 러시아 소치 열병합발전사업 백지화｣(2013), 중앙일보 (11. 13), http://article.joins.com/
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118416.(검색일: 201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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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망 현대화 사업
앞서 언급한 대로, 지난 20년간 전력망 설비에 대한 투자가
부진했던 탓에 러시아 전체 송전망의 50% 이상, 배전망의 70%
이상이 노후화된 상황이고, 변압기와 개폐기 등 전력기기의 연
식도 오래되어 전력망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러시
아는 전력손실 감소를 위해 최신 전력기기 도입 등 적극적인 투
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협력도 활성화하고 있다. 이미 미
국 General Electric과 전력기기․부품업체인 Eaton Corporation,
독일 Siemens와 전력관리 및 자동화 전문업체 Moeller 등이 활
발히 진출해 있고, 2012년에 프랑스 전력설비 운영업체 ERDF가
톰스크배전회사(Tomsk Distribution Company)를 인수한 바 있다.
ERDF는 프랑스 전력망의 95%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당시
언론은 “러시아 배전공사(IDGC Holding) 측에서는 ERDF의 기술
과 경험을 전수받아 전력망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ERDF는 비교
적 위험요인이 적은 배전관리회사 인수를 통해 러시아 전력시장
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투자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
는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하였다.113)

113) “French Firm Taking Over at Tomsk Grid”(2012), The Moscow Times(February
29), http://www.themoscowtimes.com/business/article/french-firm-taking-over-attomsk-grid/453835.html(검색일: 201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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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력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 회사는 대표적으로 LS
산전, LS전선, 대한전선 등이 있다. LS산전은 러시아 현지 공급
업체(distributor)인 National Electric을 통해 초고압 변전설비, 고
압기기(진공차단기, 전자접촉기, 고압가스 부하개폐기), 저압기
기(배선용 차단기, 기중차단기) 등 전력 솔루션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다. LS산전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지속적으로 전력
기기설비 분야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러시아의 경우
아직 저압기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는 저압차단기
시장이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114) 또한 러시아 케이블 시장은
대부분 현지업체가 점유하고 있으나, 러시아 내에 고압 케이블
생산 업체가 없고, 향후 고압기기 수요가 확대될 전망인바, 한국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15) 이와 관련해
2011년에 대한전선이 500kV급 초고압 전력 케이블을 수출한 바
있다.116)
LS전선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 현지 케이블 생산업체는
TATCABLE(타타르스탄), KAM-Cable(페름), SEV Cable(상트페테
114) National Electric 관계자 러시아 모스크바 National Electric 사무소 방문(2013. 7.
15).
115) Ibid.
116) 전자신문(2011. 10. 31), 대한전선, 500kV급 초고압 전력케이블 러시아 수출,
http://www.etnews.com/news/device/device/2520016_1479.html(검색일: 201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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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부르크), ABB Cable(모스크바) 등이 있고, 주요 수입업체는
PRYSMIAN(이탈리아), NEXANS(프랑스), LS전선 등이다.117) 현
지 업체들은 주로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케이블 생산 원료인
알루미늄 광산과 연계되어 있다. PRYSMIAN과 NEXANS는 러시
아 현지에 생산공장이 있으며, LS전선은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
는 문제를 검토는 하였으나 아직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
단하에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118)
또한 현대중공업이 2013년 1월에 극동 프리모리예 변강 블라
디보스토크에 고압차단기(가스절연 개폐기) 공장인 ‘현대일렉트
로시스템(Hyundai Electrosystems)’을 준공하였다. 러시아 현지에
고압차단기 공장을 준공한 것은 현대중공업이 해외기업 중 처음
이나,119) 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1월 준공 이후 7
월 현재까지 해당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 발주처인
러시아 송전공사(FGC UES)가 배전공사(IDGC Holding)에 통합되
면서 조직개편에 따라 투자 프로그램이 변동되었기 때문이
다.120)
117) LS전선 관계자, 러시아 모스크바 LS전선 사무소 방문(2013. 7. 17).
118) Ibid.
119) 아시아경제(2013. 1. 27), 현대重, 러시아에 고압차단기 공장 준공,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12715534303172. (검색일:
2013. 8. 29).
120) 현대중공업 관계자 면담, 러시아 모스크바 현대중공업 사무소 방문(2013. 7. 15). 해
당 공장은 당초 모스크바 인근에 조성 예정이던 산업단지 내에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
였으나, 러시아 송전공사가 극동 지역을 제안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결정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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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그리드 사업
러시아 정부는 스마트그리드(Smart Grid)121) 구축과 관련하여
관심은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다. 러시아 에너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배전 및 변전 부문에서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에너지효율을 강화
하는 최신 전력기기 도입 차원으로 스마트그리드의 일반적인 개
념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122)
러시아의 스마트그리드 기술 도입과 관련해 페름 주, 아스트
라한 주, 벨고로드 주는 지역 차원에서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구
축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페름 주는 2011년에 ‘Count,
Save, Pay’라는 프로젝트하에 5만 개의 미터기를 스마트미터기로
교체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신규 미터기는 주로 러시아 제조
업체(Incotex, Energomera, Matrix)와 미국 Echelon, 프랑스 Sagemcom
의 제품이다.123) 참고로 미국 Echelon은 러시아 현지 업체인
는 푸틴 3기에 2012년 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극동 지역 개발이 주요 이슈로
부상함에 따른 시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러시아 송전공사와
5년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7월 현재까지 송전공사로부터 수주납품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상황이다.
121) 기존의 전력망(Grid)에 ICT, 기술(Smart)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
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재)한국스마트
그리드사업단, http://www.smartgrid.or.kr/09smart2-6-1.php. (검색일: 2013. 9. 10)
122) 러시아 에너지청 관계자 면담, 러시아 모스크바 에너지청 방문(2013. 7. 17).
123) PowerTEC(2011.11.3), Smart Grids: Pilot Projects in the Perm Region and
outlook for the Russian Market, http://www.powertecrussia.com/blog/mrsk-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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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oAuditControl(EAC)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2013년에
20만 개의(2012년 10만 개) 스마트미터기를 러시아 시장에 판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124) 아스트라한 주는 2011~12년 동안
4,900개의 가정용 스마트미터기와 520개의 산업용 스마트미터기
를 도입하였다.125)
벨고로드 주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스마트 시티(Smart City)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으며,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도입
을 주요 목표로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26)
특히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업체들과의 파트너십하에 추진 중인
데, 러시아 배전공사(IDGC Holding)는 미국 텍사스의 CenterPoint
Energy, Austin Energy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
고, 벨고로드 주 배전회사인 Belgorodenergo는 샌디에고 Gas&Electric
(SDG&E)과 첨단계량 인프라(AMI: Automated Metering 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 양국간 스
마트그리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
다127)
grids/(검색일: 2013. 9. 15).
124) “Smart meter firm Echelon eyes Russia”(2012), Reuters(June 13),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6/13/us-echelon-russia-idUSBRE85C0ED
20120613(검색일: 2013. 9. 15).
125) Wiebe Mulder 외(2013), p. 19.
126) Ibid.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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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러시아는 스마트그리드의 초기 단계인 스마트미터
링 시스템 도입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에너지효율 향상과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
램 2013~2020’에서 ‘전력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주요 목표 가운
데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도입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을 명시하
고 있는 점과128) 러시아의 경우 노후 전력망의 현대화를 통해 경
기를 부양하겠다는 국가 비전이 수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빠
른 속도로 구체적인 스마트그리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러시아에서 스마트그리드가 어느 정도 윤
곽이 잡히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미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한국 관련 업
체들이 비교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127) USEA, Russian-American Smart Grid Partnership, http://www.usea.org/program/
russian-american-smart-grid-partnership(검색일: 2013. 9. 16).
128) 이미 러시아는 2009년 11월에 발표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on
Energy saving and increasing of Energy Efficiency)’ 연방법을 통해 전체 전력시
장에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2013년 ‘에너지효율 향상과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13~2020’에서 보
다 구체적으로 ‘스마트미터링’ 시스템을 명시하였다. Wiebe Mulder 외(2013),
Market scan smart meters and smart grids in Russia,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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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의료서비스 산업
1. 의료산업 개관

2. 보건․의료산업정책
3. 러시아의 국제의료협력 현황
4. 의료서비스 산업의 잠재력과 유망분야

1
의료산업 개관

가. 의료산업 구조와 시장별 동향

러시아의 의료산업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높은 성장잠재
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의료산업은 러시아 GDP에서 약 0.06%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의 의료산업은 2005년 이
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성장세가 이
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러시아의
의료시장은 10.5% 감소하였으나, 2010년 곧 반등하여 약 40%
성장률을 기록했다(표 4-1 참고).
2012년 러시아 의료산업은 약 742억 3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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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산된다. 이를 크게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3개 부문
으로 나누는데, 제약 부문은 219억 9천만 달러(29.6%), 의료기기
부문이 54억 6천만 달러(7.4%), 의료서비스가 467억 8천만 달러
(63%)의 규모로 평가된다. 이들 각각의 시장은 2013년에도 계속
해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에서는 시장별 동향을 간단히 살펴본다. 우선, 러시아의
제약시장의 경우 현재 시장불균형을 겪고 있다. 즉 수입의약품
의 비중은 76%(금액 기준)로 국산품의 비중
그림 4-1 러시아 의료산업 구조
* 2012년 기준

러시아 의료산업
(742.3억 달러)

제약
(219.9억 달러)

의료기기
(54.6억 달러)

민간 의료서비스
(467.8억 달러)

주: 1) 이 액수는 표에 나타나 있는 2012년의 시장 지출총액의 합이며, 제약, 의료기기,
유료 의료서비스 시장으로 구성된다.
2) 이 액수는 정부의 의료서비스 지출액이 제외된 것이다. 2012년 정부 의료서비스
지출액은 565억 달러이며, 이는 의료서비스 지출액을 전부 합하였을 때 50%를
상회하는 규모이다. 정부의 의료서비스 지출액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료: BMI(2013), p. 40, pp. 44-45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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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의료산업 전체 및 세부 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09

의료산업 전체*
전년대비 증감률, %
의료산업에서의 비중, %
제약 판매액
전년대비 증감률, %
의료 산업에서의 비중,
의료기기 판매액
전년대비 증감률, %

%

2010

2011

2012

2013f

44.1

61.81

71.93

74.23

84.77

-10.5

40.2

16.4

3.2

14.2

100

100

100

100

100

16.38

17.94

20.65

21.99

24.81

0.9

9.5

15.1

6.5

12.8

37.1

29.0

28.7

29.6

29.3

2.88

4.26

4.91

5.46

6.24
14.4

-34.7

47.9

15.3

11.2

의료산업에서의 비중, %

6.5

6.9

6.8

7.4

7.4

민간 의료서비스 지출액

24.84

39.61

46.37

46.78

53.72

전년대비 증감률, %

-13.2

59.5

17.1

0.9

14.8

56.4

64.1

64.5

63.0

63.3

의료산업에서의 비중, %

주: * 건강․의료관광에 부분은 이 데이터에서 알 수 없음.
자료: BMI(2013), p. 40, pp. 44-45 저자 정리.

이 매우 낮다. 또한 수입의약품이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반면, 국
내산은 저부가가치를 갖는다. 이는 러시아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129) 자연히 러시아 의약품(원료․
완제품 포함)의 경쟁력은 낮으며, 2013년 기준 세계시장에서 러
시아 의약품의 비중은 0.06%에 불과한 상태이다.130)
129) 미국과 서유럽의 대형 의약회사들은 혁신적인 제품이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이를 통
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익의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의 1~2%밖에 되지 않는다.
130)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2013. Russia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2 2013.: http://www.businessmonitor.com(검색일: 201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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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러시아 제약시장은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전세계 3%(201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제약시
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5.4%의 성장률을 기
록했다.131) 글로벌 위기의 충격이 가장 컸던 2009년에도 다소
적은 0.9%이지만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2010년과 2011년 9.4%,
15.1% 성장했다. 또한 2012~17년 동안에는 매년 약 10%의 성
장률을 기록하면서, 2020년까지 6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132)
또한 러시아의 인구가 1.45억 명이라는 사실은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1인당 의약 소비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1인
당 의약품 지출액은 113달러인데, 러시아 정부는 향후 2.5~3배
증가시켜 1인당 의약품 지출액을 유럽 평균인 250~300달러 수
준(미국의 경우 1인당 300달러)으로 올리고자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러시아의 제약시장의 성장 가능
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10년 이내에 러시
아 제약시장이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
다보고 있다.
131) BMI(2013b), “Russia Pharmaceuticals & Health Care Report Q1 2013.”
132) “India, Russia to ease access to pharmaceutical markets.” 2012. Russia &
India report(October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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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러시아의 제약시장이 성장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
해서는 러시아의 다른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기술혁신을 동반
한 질적 성장이라는 보다 큰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국내생산의 효율성 제고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첨단 및
혁신기술적인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제품개발 구조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림 4-2 의료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2008~13)
(단위: 십억 달러)

자료: BMI(2013), p. 40, pp. 44-45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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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역시 제약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입의료
기기의 비중이 73%로(2012년 기준) 매우 높다.133) 의료기기 제
조업체 중 의료산업 전체에서 기술혁신을 실현하는 러시아 기업
들의 비중이 25.5%로 러시아 산업 평균 수준인 9.4%보다는 높
은 수준(2011년)이다.134)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기업들에 의
해서 생산되는 다수의 첨단 의료기들은 품질 및 소비자의 관점
에서 외국 기업들의 제품보다 크게 뒤떨어진다. 또한 가격경쟁
력에서도 뒤쳐지고 있다.
한편 지난 10년간 의료기기 시장은 러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2000~11년간 평균 19.6% 성장하였다. [표 4-1]에서 볼 수 있듯
이 2010년에는 47.9%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1년
전세계 66개 시장 중 11번째로 크며, 약 1.6%를 차지했다.135)
2012년 기준으로 시장규모는 54.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
되며, 2017년까지 연간 15.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
다.136) 또한 현재 러시아 각 지역에 설치된 무료 의료기관의 의
133) BMI(2013), “Russia Medical business Report Q2.” p. 17.
러시아의 기업들은 X선, 마취 및 호흡장비, 진단 및 물리치료를 위한 장비, 의료 시트
및 의류(의복), 임상진단을 위한 소재 및 시약, 내시경 장비, 일회용 주사기, 원심 분
리기, 저울, 현미경, 램프(светильники), 살균장비 그리고 의료가구 등을 주로 생산
한다.
134) 근로자 모스크바 무역관 관계자, 러시아 모스크바 2013년 7월 16일 인터뷰.
135) BMI(2012), pp. 1-2.
136) BMI(2013a), pp. 1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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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기가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의
료시설 및 기기의 현대화 정책을 발표했으며, 따라서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이들 의료기관의 의료
기기 교체 가능성은 러시아의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높
이고 있다.
러시아의 민간 의료서비스 시장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 의료서비스 시장은 의료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유료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우 2010년 59.6%를 기록
한 바 있다. 이후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 비해서는 다소 완만
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약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137) 러시아
의 공공 의료서비스는 구소련 붕괴 이후 시설의 낙후와 의료진
의 전문성 후퇴로 인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때
문에 향후 앞으로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양질의 의료기기 및
의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당분간 이러한 민
간부문을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7) BMI(2013),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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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 현황과 제도

구소련 시대에는 모든 의료기관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무료로 제공되었다. 사실 유료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불법이
었다.138) 러시아의 이러한 ‘사회주의적 보건’은 1917년 10월 볼
셰비키 혁명의 혼란 속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당시 러시아
는 경제적으로 파괴되고 군대도 붕괴 직전이었다. 1919년 전염
병이 절정에 달할 당시 레닌은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레
닌 정권의 최우선순위는 전염병 예방이었다. 따라서 당시 정부
지도자들은 다수의 의사를 양성하고, 각 병원이 많은 의사 수와
병상 수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139)
러시아의 의료제도는 소련시대의 세마쉬코(Semashko) 시스
템140)을 통해 보다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소련의 보건제도는
다음과 같은 니콜라이 세마쉬코의 보건 원칙에 기반 두고 있다.
즉 ① 정부의 보건에 대한 책임 ② 의술과 연구의 긴밀한 관계

138) 그렇다고 민간 의료서비스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상트페테르
부스크에서 유료 미용 클리닉이 성행한 바 있다. 또한 1980년대에 사람들은 “의사들
은 우리를 무료로 진료해 주지만 유료로 치료해 준다(They treate us for free but
cure at a good price”라는 말을 하곤 했다. 이는 진료를 하는 것은 공짜로 가능하
지만, 완치를 원한다면 돈을 내야한다는 뜻이다. p. 10.
139) Donald A. Barr and others(1996), p. 307.
140)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2011), pp. 14-15.

124｜ 러시아의 주요 산업: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③ 양질의 의료진과 의료보험 ④ 보건 증진, 치료, 재활의 조화
⑤ 보편적․무료 의료서비스 ⑥ ‘사회적 질병’에 예방141) 등이
다. 간단히 말해서, 소련의 세마쉬코 제도는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폴리클리닉
(polyclinic)’142)이라고 불리는 외래진료 의료기관은 소련 보건제
도의 초석이 되었다. 이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예약하
지 않아도 되며, 무료로 제공된다. 이 기관의 주요 기능은 노동
자들의 노동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의사에 의해 주요
질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받는 경우 연금을 받게 된다.
물론 이를 위한 재원은 세수로 충당되었으며, 중앙에서 재원
과 인력을 지방, 도시 등 수직적 체계를 기반으로 제공하였다.
세마쉬코 제도는 각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질적인 차이가 있었
는지는 몰라도, 형식적으로 모든 국민이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
료로 제공받는 다는 공평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비효율적이었으며, 많은 자금을 필요로 했
다. 세마쉬코 제도는 전염병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나, 전

141) Elena V. Khasanshina and others(2006), pp. 748-749.
142) 폴리클리닉은 현재 러시아 의료제도의 큰 특징으로 남아 있다. 한국의 보건소와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 자신이 주로 다닐 폴리클리닉을 정해서 여권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하면 그곳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다른
폴리클리닉을 가고자 한다면 대상 기관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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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성이 아닌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낮았다. 구소련의 주요 질
병의 원인은 비만, 알코올 중독, 흡연 등이었는데 이들은 잘못된
생활습관과 밀접한 연관되어 있다. 구소련시대에는 입원환자가
많았으며, 붕괴 직전에 비전염성 질병이 만연했던 사실은 이 제
도의 약점을 보여준다.
또한 구소련 시대 의료시설 및 서비스의 평가 기준이 의사 수,
병상 수 등 양적인 것에 그쳤기 때문에, 의료진과 시설의 질적
개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었다.143) 따라서 소련 당시의 의료
수준을 양적으로 평가했을 때 세계 제일의 의료수준을 자랑한다
고 내세울 수 있었지만, 질적으로 평가할 경우 어떤 수준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보편적인 의료제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및 시설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144) 보건예산은 1970년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1980년대 예산은 줄어들기 전 수준의 60%였다. 의료
시설은 낡아지고 낮은 임금을 받았던 의료진들이 뒷돈을 챙기는
일은 점점 증가했다.
한편 구소련의 제약산업은 기초적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대
부분의 의약품을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수입하였다.
143) Donald A. Barr and others(1996), p. 307.
144) David S. Friedenberg(1987),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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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은 1986년 기준 약 2만 3,500개의 병원과 360만여 개의
병상을 보유함으로써 양적인 면에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
을 유지했다. 그러나 구소련 시대부터 지속된 의료부문의 제도
적인 문제점과 러시아 경제 악화로 인한 의료부문에 대한 예산
감축으로 인해 구소련의 붕괴 이후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보건상
태는 크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보건악화는 러시아 인구 및 평균
수명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시도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러시아
의료제도는 구소련 시대의 제도와 특징과 유사하다.
개방 이후 경제발전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증가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2000년 WHO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러시아 연방의 의
료수준은 조사대상 191개국 중 130위를 차지하였다. 1인당 의료
비 지출액은 2009년 기준 OECD 평균치의 약 1/8 수준으로 인구
의 상당수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145) 정부의 보건재원
은 GDP의 3.2~2.5%로 EU 국가들에 비해 2~3배 낮은 편이며,
선진국의 GDP 4.7% 지출수준을 고려할 때에도 낮다.146) 이는
여전히 공공 의료서비스 부문의 낙후성은 극복되지 못하고 있고,
145)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b), p. 2
146)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
ния.”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4 декабря 2012 г. № 2511-р.
(검색일: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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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이 부족하여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는 국
민들이 개별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러시아
의 보건현황을 암시한다.
우선 러시아의 종합병원시설 수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줄어들
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4-2 참고). 지역별로 봤을 때 중
앙 러시아 연방관구의 경우 가장 많은 종합병원 수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극동 러시아 연방관구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종합병원의 수가 적다. 줄어들고 있는 속도도 극동지역이 가장
빠르며, 2000년도 병원 수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로
부터 극동지역의 의료서비스 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악화된
정도가 더 클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의료인력

표 4-2 러시아 연방 지역별 종합병원 수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러시아 연방 총 합계

10,704

9,479

7,478

6,777

6,545

중앙 러시아 연방관구

2,337

2,076

1,821

1,651

1,551

남부 러시아 연방관구

1,384

1,297

1,010

926

933

북서 러시아 연방관구

962

821

677

642

614

극동 러시아 연방관구

923

830

521

476

433

시베리아 러시아 연방관구

1,847

1,696

1,251

1,059

1,041

우랄 러시아 연방관구

781

678

613

608

599

볼가 러시아 연방관구

2,470

2,081

1,585

1,415

1,374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p. 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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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러시아 의료 인력 수(2005~10년)

의료 인력(인구 1만 명당)

러시아

유럽지역 평균

세계 평균

의사

43.1

33.3

13.9

간호사 및 산후조리사

85.2

84.2

29.0

치과 의료진

3.2

5.0

2.6

약사

0.8

6.0

4.4

자료: WHO(2012), p. 118-129.
표 4-4 러시아 인구 및 국민건강 관련 주요 지표

구분
인구(명)*
인구 천 명당 환자 수

2008

2009

2010

2011

2012

141,903,979 142,833,502 142,865,433 143,056,383 143,347,059
767.7

797.5

780

796.9

-

12.0

12.3

12.5

12.6

-

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

14.5

14.1

14.2

13.5

-

인구 천 명당 자연증가 수(단위)

-2.5

-1.8

-1.7

-0.9

-

인구 천 명당 영아 사망 수

8.5

8.1

7.5

7.4

-

67.99

68.78

68.94

69.93

-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

기대수명(년)

주: *численностьнаселенияуказанапосостояниюна1 январясл
едующегогода.
자료: 러시아 통계위원회 www.gks.ru(검색일: 2013. 6. 5).

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의료진
수를 살펴보면 만 명당 의사 및 간호사 수가 유럽 평균보다 많
으며, 치과 의료진과 약사의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4-3
참고).
이러한 의료수준의 악화로 러시아는 1990년부터 15년간 기대
수명의 급격한 감소를 겪었다. 기대수명은 1990년 69.19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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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4.84세로 줄어들었다. 최근 WHO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 평균 기대수명이 68.6세이며, 이 중 남자는 62세, 여자는
74세로 조사되었다. 이는 세계 남녀 평균수명 66세, 74세와 비교
하면 남자의 기대수명이 여전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인구감소를 경험하였다. 러시아 정
부에 따르면, 러시아 인구는 1992년 1억 4,100만 명에서 2009년
1억 4,800만 명으로 약 700만 명이 줄어들었다. 천 명당 출생인
원은 1990년 13.4명에서 2000년 8.7명으로 감소했으며, 천 명당
사망자 수는 1992년 11.2명에서 2005년 16.1명으로 증가했다.
인구의 발병률 증가도 현재의 인구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다. 인구 천 명당 질병 발생건수는 2008년 767.7건에서
2011년 796.9건으로 3.8% 증가했다. 2011년 796.9건 중 42.5%가
호흡기 질환, 11.6%가 부상, 중독 및 외상, 9.5%가 임신, 출산,
산후기간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었다. 러시아 보건복지부는
1990~2011년간 러시아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사망원인으로 심혈관 질환이 약 56%를 차지
했으며, 종양이 15% 이상, 외부 요인이 10% 이상을 차지했다.
2010년부터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최근 인구는 다
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러시아
상주인구는 약 1억 4천만 명으로 2012년보다 0.3% 증가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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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러시아 내 주요 질병 (2011년 기준)

자료: 러시아 통계위원회(검색일: 2013. 6. 5).

산율 증가, 사망률 감소가 이에 기여하였다. 2008~11년 동안 천
명당 출생인원은 12.0명에서 12.6명으로 증가했으며, 천 명당 영
아사망률은 2011년 2000년에 비해 51.6% 줄어들어 7.4명을 기
록했다. 또한 천 명당 사망자 수는 2008년 14.5명에서 2011년
13.5명으로 감소했다. 2008년 인구 자연증가는 천 명당 -2.5명이
었고, 2001년에는 -0.9명을 기록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인구
기대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2004년 65.31세에서 2011년
69.83세로 약 4.5년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인구통계학적인 상황
이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모 및 영아 사망률도 선진국에 비해서 1.5~2.0배 높다.
여전히 천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출산율보다 높다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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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으며, 러시아의 수명은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6.5년 짧
고,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12.5년 짧다. 2011년 기준 여자
평균수명은 76.1년, 남자 평균수명 64.3년으로 남녀 평균수명 차
가 무려 12년이다. 같은 연령층의 사망률을 다른 선진국들과 비
교할 때 러시아의 경우가 2배 이상 높다. 이는 노동 가능한 인구
중 남자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구소련 붕괴 직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선진국들의 수준에 도
달하려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대로 러시아 의료제도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구소
련 시대와 유사한 점이 많다. 러시아 국민은 헌법 제41조에 의
해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
든 상당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지역별 의
료기관 수, 의료진 수 등 양적인 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떨
어지지는 않지만 제도적인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구소
련 붕괴 이후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의료시설 및 기술에 대한
투자가 많이 줄어들어 현재 의료시설 개선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적 향상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을 인식하고 200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 보건제도의 대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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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의료․제
약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러시아 경제의 발전은 최
근 러시아 민간의료의 급속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
해, 경제발전으로 인해 보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자발적(민간) 보
험에 가입하여 민간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해외치료를 받음으로
써 부족한 러시아 정부의 의료서비스를 보완․대체하고 있다.
민간 의료서비스의 경우 외국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
한 현상은 해외 의료기관 및 투자자들에 러시아 의료시장 진출
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공공 및 민간 의료부문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러시
아의 공공 의료서비스에서 치과, 미용의학, 성병, 비뇨기과, 부인
과, 레이저 안구 수술 등은 발달 정도가 미약하여 민간 의료부문
의 보완을 필요로 한다. 치과 치료의 경우 민간부문이 상당히 발
전해 있는 상태이며, 실제로 러시아인의 대부분이 민간 의료서비
스를 이용한다. 공공부문은 검진, 응급수술, 첨단 의약품 부문에
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의료시장에서 민간부문은 외래진
료에서, 공공부문은 입원진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147)

147) Finpro(2009),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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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산업정책

가. 보건정책
1990년대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다른 국내 문제로 인해
보건부문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
근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기 시작한 것은 2000
년대 중반으로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이후였다.
러시아 정부의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관심은 인구의 감소, 특
히 노동 가능한 연령 인구의 감소,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출산
사망률, 낮은 수명 등으로 인해 높아졌다. 고령화 인구, 의료 과
실, 뛰어난 의료진 부족 및 지역별 기술 격차 등을 고려하여 러
시아는 혁신적 개발, 공인된 품질기준 도입, 외국인투자 유인책
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148)

134｜ 러시아의 주요 산업: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2005년 보건부문 개선을 위한 방법들이 대통령 서안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2006년 보건을 위한 재원 조달과 인프라 개선을
통한 국내 보건제도 향상을 목표로 한 ‘보건’ 프로젝트가 시작되
었다(표 4-5. 참고). 이 프로젝트가 실행됨으로써 고급․첨단 의
료기기를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 공급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의
료기관이 세워졌으며, 전국적인 예방접종과 무료 건강검진이 이
루어졌다. 또한 첨단정보기술이 도입되었다. 이 밖에 중요한 변
화는 일차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임금이 인상되었고,
실습훈련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표 4-5 러시아 정부의 보건 관련 기본정책 방향

문서명

국가보건
프로젝트
(2006년
시작)

예산액

목표 및 과제
<목표>
- 국민건강 향상
- 의료 접근성 및 질 제고
- 1차 보건의료*의 발전
- 예방접종 재개
1,351억 루블 - 국민에 첨단의료 보장
(2012)
1,440억 루블 <과제>
(2013)
- 질병예방제도의 부활
- 건강한 생활문화 형성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1차 보건의료제도 강화
- 재활 및 요양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높은 질 보장
- 첨단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148) KOTRA(2011), pp. 1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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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문서명

예산액

목표 및 과제
<목표>
- 예방 우선시 및 1차 의료 발전
- 혁신적 진단, 예방, 치료 그리고 맞춤의학 도입
- 첨단기술을 포함한 전문 의료서비스, 응급처치, 의료
피난(medical evacuation)의 효과 향상
- 어린이를 포함한 불치병 환자에 의료서비스 제공
- 유능하고 열정적인 의료진 양성
- 통제, 감독 기능 및 의료서비스 표준화 시스템 개혁,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점진적인 반독점제도 도입

국가보건
프로그램
2020
(2012년 12월

6조 670억
루블
( 연방예산:
2조 7100억

발효)

루블)

<기대 효과>
- 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 11.4명으로로 감소
- 인구 10만 명당 산모 사망자 수 15.5명으로 감소
- 유아 사망률 천 명당 6.4로 감소
- 인구 10만 명당 순환기 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622.4명으로 감소
-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10명으로
감소
- 인구 10만 명당 악성 종양을 포함한 종양으로 인한
사망자 수 190명으로 감소
-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11.2명으로
감소
- 연간 1인당 알코올 소비량 10리터로 감소
- 성인 흡연율 25%로 감소
-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흡연율 15%로 감소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건수 35건으로 감소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44.8명으로 확대
의사와 간호사 비율 1:3으로 조정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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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문서명

예산액

목표 및 과제

-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전문의 교육을 받은 각
지역의 의사 및 의료진(제약 부문 포함) 평균임금 최
대 200% 인상
국가보건 프 6조 670억
-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의학교육을 받은 각 지역
로그램 2020 루블(연방예
의 간호사, 의료 요원, 제약 부문 포함) 평균임금 최
(2012년 12월 산: 2조
대 100% 인상
발효)
7100억 루블)
-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의학교육을 받은 각 지역
의 보조간호사의 평균임금 최대 100% 인상
- 기대수명 74.3세까지 연장
“러시아 연방
건강보호 기
준”에 대한
연방법(2011.
11. 01 발효)

<목표>
- 보건부문 법제 개선
- 환자의 의료 기관 및 의사 선택권 확대
- 모든 지방의 동일한 치료 수준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에 대한 요구 충족
- 의료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준 채택
- 희귀병 진단 및 치료는 정부예산으로 지불

‘러시아 연방
의무
의료보험’에
대한 연방법
(2010.11.29
발효)

<목표>
향후 의무건강보험제도만으로 국민건강을 보장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 첨단기술, 외래환자 의약품, 사회적 질병을 제외한
의무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포함
- 의무건강보험의 중앙화
- 단일 (총)요금
- 노동 및 비노동인구의 지급액 차이 완화

주: 실제적이고 과학적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방법과 기술에 기초한 필수 보건의료이
다. 지역 내 주민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개인과 가족들이 접근할 수 있고, 비용은
지역사회나 국가가 자립과 자결 정신에 기초해 어느 발전 단계에서도 유지할 수 있도
록 저렴해야 한다. 이는 국가보건의료체계와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사회, 경제 발전
의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중심 기능과 주요 핵심을 이룬다(세계
보건기구). 김창엽(2011), 1차보건의료와 보건진료원 제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p. 51.
자료: 러시아 보건부, www.mos.ru(검색일: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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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보건’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결과
를 가져왔다. 국가의 자금지원은 의료기관들의 구매력을 증대시
켰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2006~11년
동안 치료 및 예방 기관에 42만 대의 X선, 초음파, 실험 및 내시
경용 등의 진단 장비를 전달받았다. 장비를 제공받은 기관들 중
절반이 처음으로 이러한 첨단 의료기기를 들이게 된 것이다. 이
외에 13,000대 이상의 특수 의료기기가 제공되었다. 2010년 18
개 지역의 주산기(周産期) 센터 설립 요청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모두 개설된 상태이다.149)
보건부문의 법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규범과 정책이 채택되
었다. [표 4-5]에 나온 ‘러시아 연방 건강보호 기준’에 대한 연방
법과 ‘러시아 연방 의무 의료보험’에 관한 연방법 외에 2001년 2
월 20일 발효된 진단, 예방, 치료 등에 대한 러시아 정부령 ‘부
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료진단, 예방 및 치료서비스 목록에 대한
승인’150)에 의해서 일련의 의료서비스는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세
되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에는 외래의료기관, 대형병원 그리고
요양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진단, 예방, 치료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149) 코트라․모스크바 무역관 관계자. 러시아 모스크바 2013년 7월 16일 인터뷰.
150)《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еречня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по диагностике, профилакт
ике и лечению, оказываемых населению, реализация которых независимо
от формы и источника их оплаты не подлежит обложению налогом на до
бавленную стоимость》(검색일: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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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세금이 법인세에서 면제되
었는데, 원래 기본세율은 20%이다(2%는 연방 예산, 18%는 러시
아 지방정부). 러시아 연방 정부령 N 917(2011년 11월 10일)에
따르면, 복부수술, 산부인과, 전통의술 사용, 심장학, 유전의학,
재생의학(재활), 치과 등을 포함한 124가지 의료활동에 대해 세
제한다.
‘러시아 의료제도 발전 개념 2020’도 발표되었다. 이 문서에서
는 기존 러시아 공공 의료제도 발상이 전환되었다는 것이 명시
되어 있는데, 의료서비스 제공 위주에서 국민건강상태 향상으로
초점이 바뀌었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인구를 1억 4,500만 명으
로 증가시키고, 평균기대 수명은 75세,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의료부
문에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를 위한 동기 부여 및 환경
형성, 의료제도 개선, 무료 의료서비스 목록의 구체화, 공공 의
료제도하의 의약품 제공 확대, 국가재원 효율적 관리제도 고안,
의료진 훈련, 의학의 혁신적인 발전, IT 기술 도입 등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한다.151)

151)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Ф ДО

2020 ГОДА(검색일: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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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의학발전 전략 2025’152)이 발표된 바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첨단의학 발전, 국민건강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 도입
등을 위하여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의학 연구 및 개발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시키며, 의료계 종사자 능력 향상,
우선순위 설정, 효과적인 제도 및 프로그램 도입 등의 과제가
설정되었다. 이 전략의 주요 원칙은 우선순위 분야에 자원 집중,
교육 및 연구 과정을 통합 및 연구 질 향상, 장학금 지급, 국제
협력 확대, 경쟁구조 형성, 특히 생명의학 분야의 발전 최우선
시, 분야간 연구협력 장려, 통합된 의약개발 메커니즘 발전 등이
다. 이 전략이 꼽은 우선순위 분야는 예방의학, 종양학, 심혈관
증상, 미생물학, 면역학, 재생의학, 약학, 내분비학, 신경학, 정신
학 및 중독학, 생식학, 소아과 등이다.
이 밖에 ‘러시아 인구정책 개념 2025,’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중독을 막기 위한 정책 실현 개념,’ ‘2010~15년 담배 소비를 막
기 위한 정책 실현 개념,’ ‘건강한 영향섭취를 위한 정부 정책
2020,’ ‘국가 반마약중독 정책 2020,’ 그리고 약물처리에 관한 연
방법 등도 채택된 바 있다.

152)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МЕДИЦИНСКОЙ НАУК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검색일: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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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산업 발전전략 및 육성정책

러시아는 의료부문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
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개발’ 또는 ‘혁신’이 강조
되고 있다. 러시아의 의료산업 전략은 크게 제약․의료기기 부
문으로 나뉘는데, 여기에서도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이 재차 강
조되고 있다.153)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제약산업 발전전략 2020
(2009.10.09 승인)’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전략 2020(2012.09.12 승
인)’,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의료기기․제약산
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13~20(2012.12. 승인)’이 채택되
었다.
앞서 의료산업 구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제약시장
은 외국제품이 압도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문제, 인력부족 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제약시장의 문제
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
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약산업 발전전략 2020’154)은 제약산업
의 혁신적 발전이 큰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① 러시아 의료기
153) 앞의 보건정책 이외에 의료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는 것
으로 보인다.
154)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검색일: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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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의 보건 시스템 개선, 의료보장 범위 확대, ② 러시아 제약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제기준 준수, ③ 러시아 의약품 수출
확대, ④ 국제 제약시장을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 및 국내
외 기업 비차별, ⑤ 러시아 제약부문의 기술혁신, ⑥ 의약품의
질 제고를 위한 등록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⑦ 제약시
장 인력양성 등을 과제로 두고 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770억 루블의 예산이 투입될 예
정이며, 1단계 2009~12년, 2단계 2013~17년, 3단계 2018~20년
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기술혁
신이 이루어질 경우 러시아의 제약산업은 2020년까지 약 1조 5
천억 루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4-4 참고). 이 전
략에서는 혁신모델, 투자모델, 관성모델, 낙관모델로 크게 네 가
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향후를 전망하고 있는데, 기술혁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의 성장률이 계속될 경우 2020년 시장
규모는 약 1조 루블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문서는
2008년 글로벌 위기로 인해 기존 2015년까지 성장률이 기존 전
망치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2016년부터 예전 성장
률을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료기기 산업 발전전략 2020’155)의 경우 총 526억 루블이
155)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0

ГОДА(검색일: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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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2020년까지 제약산업 규모 전망(기술혁신 달성 시)
(단위: 십억 루블)

자료: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ПЕРИОДДО 2020 ГОДА(검색일: 2013. 5. 28).

책정되어 있으며, 2013~20년 동안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의료
기기 개발 및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이 계획대로 수
행된다면 2020년까지 의료산업을 2010년 수준의 8배인 0.16%로
증가시키고,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품의 비중을 40%까지,
총 의료기기 생산의 16%를 수출, 기술혁신을 달성하는 기업 비
중 50%, 이 분야 인력 2012년 대비 2배 확대 등의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 ① 의료기기 부문의 기술혁신 ②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화 ③ 혁신(주기) 시작 등의 과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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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략은 2013~16년 동안 국내 생산 확대 1단계, 2017~20
년 동안 혁신을 기반으로 한 자체 기술 개발을 위한 2단계로 구
성된다.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의료기기 시장은
2013~20년간 연평균 13.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규모는
2020년 4,500억 루블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4-5 참
고). 그러나 실행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평균 성장
률은 10%로 2020년 시장규모는 3,200~3,500억 루블에 그칠 것
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한 가지 눈이 띄는 점은 의료기기 시장
성장에 지역별 의료기기 산업 현대화 정책과 첨단기술의 발전이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첨단기술 중에서도 핵의학156)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57) 핵의학이 질병 진단 및 치료
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술의 발전은 러시아

156) 방사성동 위원소를 이용하여 우리 몸의 상태와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전문 의
학 분야이다. 영상검사에서는 생리 대사를 반영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인체 내에 투
여하고 그 분포를 영상화하여 질병을 진단한다. 핵의학 치료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가
질병이 있는 부위에 모이게 하고 그 원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
한다. 또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있는 미량물질의 양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정밀 측
정하여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검체검사도 시행한다(삼성의료병원). www.smc.or.kr
(검색일: 2013. 9. 5).
157) 전략의 원본에는 핵의학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글에서 참고한
글의 저자인 산업무역부의 화학복합기술 및 생명공학기술과 국장인 Сергей Анатол
ьевич Цыб는 첨단기술을 구체적으로 핵의학으로 언급하고 있다. Сергей Анатоль
евич Цыб(2012),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
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0 ГОДА,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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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2020년까지 의료기기 산업 규모 전망
(단위: 십억 루블)

자료: СергейАнатольевичЦыб(2012),

СТРАТЕГИЯРАЗВИТИЯМЕДИЦИНСКОЙ ПРОМЫ

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ДО 2020 ГОДА,

p. 112.

표 4-6 러시아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 프로그램 2013~20년의 주요 내용

예산 규모: 총 1,084억 루블(연방 예산)
1단계: 2013~15년
2단계: 2016~20년
<목표>
- 제약․의료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 잠재력 향상
- 제약․의료산업의 혁신 잠재력 제고
- 혁신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 확대
- 생산성 높은 일자리 창출 및 현대화
- 2011년 대비 제약․의료기기 부문 인력 확대
- 제약․의료 부문의 기술혁신
- 제약․의료기기 부문의 연구, 기술혁신, 설비교체 등에 대한 투자
- 국내 시장에서 국산 제약 및 의료기기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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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속

<기대 효과>
- 2020년까지 고생산성 일자리 2만 개 창출
- 2020년까지 제약 및 의료 산업 총생산에서 첨단 및 기술집약적인 제품의 비중
2011년 대비 7배 확대
- 2020년까지 제약 및 의료산업의 노동생산성 2011년 대비 4.5배 확대
-

2020년까지
2020년까지
2020년까지
2020년까지

러시아 내 국산 의약품의 비중 50%(금액 기준) 증가
러시아 내 국산 의료기기 비중 40%(금액 기준) 증가
제약 및 의료기기 수출액 1억 500만 루블(340억 달러) 이상
제약 및 의료 산업에서 기술혁신 실천 기업 비중 50% 이상

하부 프로그램
1. 의약품 생산 확대
- 목표: 사회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 생산
- 기대효과: 연간 2,120,000개의 의약품 패키지 생산, 다섯 가지 이상의 혁신 의약품
출시, 사회질병 치료를 위한 12가지 이상 시험적 의약품 출시, 단 일클론항체 의약
품 생산, 3개의 혁신 의약품 개발 등
2. 의료기기 생산 확대
- 목표: 첨단 의료기기 생산
- 기대효과: 두 가지 건강진단 장비 및 네 가지 종양치료 기기 출시, 혈장 캐스케이
드 여과장비 생산 시작, 2,700대의 혈장 캐스케이드 여과 장비 생산, 420,000개의
일회용 혈장 여과기 생산 등
3.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제도 개선
- 목표: 국내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국제법규와 조화
- 기대효과: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법규 도입, 생산품의 질과 안정성 제고, 국내
제약․의료기기 산업 발전, 국제 제약․의료기기 시장과 조화, 인력양성제도 국
제기준과 조화 등
자료: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ПРОГРАММА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РАЗВИТИЕ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ИМЕДИЦИНСКОЙ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2013 – 2020 ГОДЫ.(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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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28).

보건 현황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며, 앞서 언
급된 ‘의학발전 전략 2025’의 우선순위 분야들과 연관된 부문이
라고 생각된다.
‘제약․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13~20’158)
은 앞에서 논의한 전략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총 1,084억 루
블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1단계 2013~15년, 2단계 2016~20
년으로 나뉘어 실행되며, 3개의 하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
다. [표 4-6]은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기업,
학계, 정부 간의 협력을 러시아 경제의 기술발전과 관련한 우선
과제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상용 가능한
기술, 신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을 활성화하는 기술 플랫폼과 기
업, 학계, 정부 및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연구를 위한 자금
확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미 ‘미래 의학’, ‘생명산업과 생명
자원(생명공학 2030)’ 등의 기술 플랫폼이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다.
산․학․연․관 협력의 또 다른 방법으로 산․학․연 클러스
터의 조성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2012년 8월 28일 러시아 메드

158)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И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2013

– 2020

ГОД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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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프 총리는 혁신부문에서의 민관협력 (발전)확대를 위한 25
개 지역혁신 클러스터(innovative territorial cluster) 형성 계획을
승인했다. 이미 모스크바 주 2개, 칼루가 주 1개, 상트페테르부
르크 1개, 톰스크 주 1개, 노보시비르스크 주 1개, 알타이 관구 1
개, 총 7개의 의료 및 제약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이들을
통해 혁신 제약 및 의료제품을 활발하게 개발 및 생산하는 기관
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8｜ 러시아의 주요 산업: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3
러시아의 국제의료협력 현황

가. 외국인투자

러시아의 의료산업은 크게 민간과 공공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
데, 국제의료협력은 민간 의료부문에서 이루어진다(그림 4-7 참
고). 외국인들은 법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의료서비스 부
문에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서 논의되는 외국인투자는
모두 민간 의료서비스에 투입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러시아의
의료산업, 특히 의료서비스 산업은 의료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의료산업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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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대로 러시아의 의료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
으며,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이다. 따
라서 해외 의료기관 및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두고
그림 4-6 러시아 공공 및 민간 의료 구조

자료: 저자 작성.
표 4-7 최근 러시아 의료부문 외국인투자 누적액
(단위: 천 달러)

지표/연도
총 투자액
증감률(전년대비, %)
병원, 진료소
의학연구소
의료진
응급실(진료)
자발적 건강보험

2009

2010

2011

2012

151,797.39
-8.7

165,047.27

193,464.74

314,682.52

8.7

17.2

62.7

115,283.28

137,682.96

164,817.36

220,486.82

3,534.33

3,846.37

5,487.04

3,438.29

10,829.57

1.1

1.82

10,655.61

0.16

0.17

0.18

0.17

28,127.94

54,513.81

64,154.86

111,890.45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위원회 www.gkr.ru(검색일: 201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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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의료부문에 투입되는 외국인투자 액수의
증가세를 보면 알 수 있다(표 4-8 참고). 병원 및 진료소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으며, 자발적(민간) 건강보험에도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로 2010년에 상당금액이 회수되었다가 2012년에 다시 투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러시아의 의료부문 외국인투자(2012년 말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세계

314,682.65

키프로스

159,804.83

2

벨라루스

58,578.03

3

카자흐스탄

22,980.37

4

핀란드

19,728.93

5

독일

16,157.61

6

네덜란드

9,192.92

7

버진아일랜드

8,691.66

8

우즈베키스탄

6,229.3

1

9

아르메니아

4,125.16

10

우크라이나

2,990.38

11

중국

2,075.76

17

미국

190.51

29

한국

0.26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위원회(검색일: 201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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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을 보면 키프로스가 러시아의 최대 외국인투자국으로
나타난다.159)
표 4-9 러시아 의료부문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 및 증감률
(단위: 천 달러)

지표/연도
투자 누적액
증감율 (전년대비, %)

2009
97,467.71
6.3

2010
97,554.03
0.9

2011
123,066.44
26.2

2012
225,736.03
83.4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위원회(검색일: 2013. 6. 5).

표 4-10 러시아의 의료부문 외국인직접투자(2012년 말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5
28

총액
키프로스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독일
네덜란드
버진아일랜드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
한국

225,736.16
92,565.10
58,578.03
22,980.37
15,623.82
9,192.91
7,841.08
6,229.3
4,125.16
2,990.37
2,075.76
125.49
0.26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위원회(검색일: 2013. 6. 5).

159) 그러나 키프로스의 경우 러시아인들의 대표적인 조세회피 지역이기 때문에 키프로스부
터 들어오는 자금의 대부분은 사실상 러시아 자금일 가능성이 많다. 버진아일랜드의
경우도 같은 논리로 이곳으로부터 들어오는 투자금의 상당수가 러시아 자금일 가능성
이 있다. 이재영 외(2012), pp. 78~80.

152｜ 러시아의 주요 산업: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전체 의료산업 외국인투자 누적액에서 50% 이상을 키프로스
가 차지하며,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등
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29위로 투자액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4-9]는 러시아 의료부문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과 증감률
을 보여주는데, 2010년 주춤하기는 했으나 지난 4년간 러시아
의료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6.2%와 83.4%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표 4-10]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국가별 순위를 보여주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키프로스,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3대 투자국
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의료관광

15년 전만 해도 러시아인이 해외로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
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불과 3~4년 전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160) 러시아 경제가 발전한 반면 여전히 열악한 의료상

160) Долженкова Рита. Медтуризм в России находится в зачаточном состоян
ии. Статья(2013. 2. 13). Available at mn.ru/society_med/20130213/337426472.
html(검색일: 201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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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중산층 이상의 러시아 환자가 해외의료관광을 선택하게 되
는 배경이 되었다. 즉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여
유가 있는 러시아인들의 경우 국내의 의료서비스보다 양질의 외
국 의료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161)
해외의료관광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지만, 러시아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단기적으로 보완하고 국민건강 증진하기 위
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부문은 최근 매우 빠르게 성
장하고 있으며, 연간 성장률이 30~50%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
된다.162) 현재 총 러시아 해외여행객 중에서 의료관광객은 약
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4-11]을 참고하면
2011년 전체 의료관광객 수가 얼마나 될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4-11 총 러시아 해외여행객 수(2009~12년)
(단위: 명)

지표/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러시아 해외여행객 수

6,830,522

8,273,622

8,023,915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위원회(검색일: 2013. 6. 5).

161) 러시아에서 ‘의료관광’과 ‘요양여행(관광)’이라는 용어가 쓰이는데 의료관광은 수술이나
외래치료를 병원에서 받기 위한 해외여행을 뜻하며, ‘요양여행(관광)’은 요양, 스파,
‘웰빙’ 등을 위한 휴양을 뜻한다. 엄밀히 말하면 양자의 차이가 있지만 종종 혼용되고
있다.
162) 한국관광공사(201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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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인 Medsi163) 그룹에 의하면, 2011년 치료를 목적
으로 해외로 나간 러시아인이 약 7만 명이었으며, 지불금액은
10억 달러에 이른다. 러시아인들이 외국에서 치료를 하는 배경
은 다음과 같다.
- 러시아 병원의 의료수준 미흡
- 러시아 의술에 대한 불신
- 유료 서비스와 자발적인 건강보험 시장의 성장
- 의료서비스 및 요양 치료의 경우 개인지출 증가
- 중산층 소비자의 높은 수준의 해외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낮은 무료 의료서비스 수준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민간 부문에서의 외래진료
- 러시아인 일반 해외관광객 수의 증가

러시아의 의료관광객 수는 당분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
단된다. 자발적인 의료보험을 통해 러시아인들이 보다 쉽게 해
외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인들이 의
료관광을 떠난다는 것은 이들의 높은 수준 의료서비스에 대한
163) Medsi 그룹의 미국 의료센터 이사 Moneesh Arora, 러시아 모스크바 2013년 7월 17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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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이와 함께 외국 의료기관들
은 환자 유치를 위해 모스크바에 위치한 에이전시를 통해 적극
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홍보수단으로 인터넷, 포럼 개최 등의
방법이 동원되며, 유명한 러시아 의사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최
근 러시아 의료기관들로 구성된 의료관광협회164)의 창립은 러시
아인 의료관광객 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수의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은 종양,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심각한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 의료기관을 찾는다. 또한 심장
및 신경외과, 이식, 안과수술 및 치료를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심장수술 및 종양과 관련하여 러시아 국내
의료기관의 오진 또는 의료 과실로 인해 해외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가는 사람들도 있으며, 의치 제작 등 치과치료를 위해서
의료관광을 떠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인들의 주요 의료관광 목적지는 서방국가의 경우 독일,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헝가리, 미국 등이다. 최
근 체코의 의료서비스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어 이곳으로 가는

164) 의료관광협회 http://www.intmedtourism.com/ru/associations/(검색일: 2013. 9. 5).
이 협회는 독립기관으로 의료산업의 단일한 기준을 만들고 시장 참여자 등을 인증하
는 문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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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국가별 주요 의료서비스

국가

질환 및 치료 종류

독일

관절 및 척추질환, 종양(암), 인공관절, 심혈관 수술

이스라엘

관절 및 척추 질환, 종양(암)

스위스

심장질환, 종양(암)

미국

심혈관질환, 종양(암)

프랑스

성형

헝가리

치과

터키

종양(암)

중국

치과 및 (치주)보철

자료: 각종 언론자료를 정리하여 저자 작성.

의료관광객들도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
적지는 독일, 이스라엘인데, 이들 국가들의 의료서비스 가격, 질
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러시아어 서비스도 제공되
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경우 터키, 싱가포르, 중국, 태국, 한국 등
이 있다. 최근에는 중국으로 가는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러시아
어를 구사하는 의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슬로베니아, 인
도, 태국, 싱가포르, 요르단 등으로 가는 의료관광객들도 생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들 국가들로 가는 러시아 의료관광
객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
절하고 러시아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표 4-12]는 국가별로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정리하였다. 의료
관광 주요 대상 분야는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산부인과, 심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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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계 질환, 종양, 검진 등이고,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는 스파, 웰니스 등이다.165) 독일, 이스라엘, 스위스의 경우 심장
질환, 종양치료, 관절 등 중증질환 치료로 잘 알려져 있으며, 프
랑스의 경우 성형으로 잘 알려져 있다. 헝가리의 경우 치과 분
야에서 인지도가 높다. 러시아의 의료관광 목적지로 선택되는
기준은 독일, 이스라엘, 스위스와 같이 보유 의료기술 수준이 높
거나, 프랑스, 헝가리와 같이 특정 의료기술에 경쟁력을 보이고
있거나 터키, 태국, 인도 등의 경우와 같이 비용이 저렴한지 여
부이다. 한편 요양을 위한 주요 대상지는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크림 반도 주변국과 소치, 카프카스 등 러시아 국
내 흑해연안 지역 등이다.
[표 4-13]에서 국가별 의료관광 경쟁력을 비교해 보았다. 앞에
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 국가들의 경우 기술 및 서비스가 우수
한 반면, 가격은 대체로 비싼 편이다. 싱가포르, 중국, 태국의 경
우 가격이 저렴하며 휴양지와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다만 이들은 유럽 러시아로부터 멀다는 단점이 있으며,
극동 러시아로부터는 비교적 가까워 주로 극동 러시아의 환자들
이 이들 지역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165) 러시아의 경우 휴양 의료관광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는 구소련 시대부터 존재하는 의
료제도 때문인데, 러시아 내 2011년을 기준으로 휴양시설이 약 1,900개 있으며, 2010
년 국내 여행객의 27%가 이용한 바 있다. 한국관광공사(201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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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국가별 의료관광 경쟁력 비교

구분

유럽국가

- 의료 선진국으로서
신뢰도와 인지도가
시장
높음.
여건 - 러시아 환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시스템
완비

싱가포르
- 세계적 열대 휴양지와
접근이 용이
- 지속적이며 다양한
마케팅으로 인지도가
높음

- 이스라엘: 한국과 비슷
- 동유럽: 한국의
의료
한국과 비슷
1.5~2배
비용
- 독일: 한국의 2~3배

중국/태국

저가 휴양지와 연계한
요양 의료시장에 강점

한국보다 저렴

- 프랑스: 한국의 3~4배
자료: 한국관광공사 내부 자료.

러시아의 민간병원들은 선진국의 병원 및 의료진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외국의 병원과 의료진들은 러시아 의료시장
에 진출하기 위하여 러시아 내에서 다양한 회의 및 포럼을 개최
하며, 러시아 의료인력 훈련 및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
다.166) 러시아 민간병원 및 의료진들 역시 외국병원으로 의료진
들을 파견하여 훈련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료수준의 향상과
마케팅을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
고 있다. 이는 러시아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러시아 내에서 해

166) Medsi 그룹의 미국 의료센터 이사 Moneesh Arora, 러시아 모스크바 2013년 7월 17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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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유럽 러시아 의료관광 시장의 주요 기업

기업명 및 홈페이지
주소

의료관광지

병명 및 치료 종류

비고

Kurortmedservis
www.kurortmedservi
ce.ru

오스트리아, 독
진단, 종양(암), 뇌졸증 이
일, 싱가포르, 프
후 신경재활, 기관지 폐질
랑스, 체코, 스
환등
위스

모스크바, 지난
12년 동안 의료

Eurodoctor
www.eurodoctor.ru

독일, 이스라엘, 심장질환, 종양(암), 신경질
모스크바
프랑스, 헝가리 환,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Medmira
www.medmira.ru

진단, 심장질환, 종양(암),
독일, 이스라엘,
치과, 안과, 관절 수술, 천 모스크바
중국
식, 당뇨병, 건선, 불임 등

및 힐링(요양)
관광

심장질환 및 심장 수술, 일
반외과 수술, 혈관수술, 흉
Liberta Medica
스위스, 이스라 부외과, 소화기, 신경외과,
모스크바
www.libertamedica.ru 엘, 독일, 미국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형
외과, 종양학, 방사선과, 안
과등
스위스, 독일,
Royal Med Group
오스트리아, 중
www.royalmedgroup 국, 이스라엘, 체
.com
코, 싱가포르, 스
페인, 크로아티아

알레르기, 피부과, 이비인
모 스 크 바 ,
후과, 호흡기 질환, 소화기
2 0 05 년부터
계통 질환, 신장 및 간질
의료 및 힐링
환, 산부인과, 종양(암), 진
관광
단, 치과 등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검색일: 2013. 5. 3).

당 외국병원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유용하다.167) 이러한 교류
는 중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의료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168)
167) 글로벌 메디컬 시스템 클리닉 드 호스피탈 고객 서비스 매니저 Natalia Isakovich, 러
시아 모스크바 2013년 2013년 7월 16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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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는 모스크바에 위치한 해외 의료관광 부문에 관여하
는 주요 기업들의 목록이다. 쿠로르메드세르비스, 유로닥터, 메
드미라, 리베르타 메디카, 로열 메드그룹 등은 앞에서 언급한 대
로 독일, 이스라엘, 스위스 등을 주요 대상 목적지로 하여 중증
을 비롯한 치과치료 등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안내를 하고 있다.
현지에 있는 민간병원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을 주 업무로 하는
이들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도 유럽 러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의
료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럽 러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유럽 국가들의 의료서비스
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의료기
술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이 거리상으
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보다 가까우며 의료수준이 높
고 가격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블라드메디시나에서 설
문조사를 한 결과, 극동 러시아 의료시장에서 한국의료는 유럽,
싱가포르 등 여타 국가와 비교결과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169)
연해주 지역으로부터 중증질환(심혈관, 암, 산부인과 등) 치료를
168)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 지사 정재선 지사장, 러시아 모스크바 2013년 7월 18일 인
터뷰.
169) “В какой стране лечиться?” http://vladmedicina.ru/voting/20.htm(검색일: 2013.
8. 2). 해외 의료서비스 선호국가 블라드메디시나의 잡지 설문조사 결과(129명 대상,
’10.12~’11.1 조사) 한국이 싱가포르보다 높은 1위 차지했으며, 한국(27.1%), 싱가포
르(20.2%), 독일(19.4%), 이스라엘(18.6%), 중국(5.4%), 미국(4.7%)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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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한국 방문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인들의 한국
의료관광 현황에 대해서는 ‘한․러 의료협력 현황’에서 구체적
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다. 외국병원 진출 현황

러시아 의료관광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계 병원들은 러
시아 의료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
태의 외국계 병원은 많지 않다. 최근 러시아에서 외국계 이름을
차용해서 쓰는 민간병원들이 많은데, 이것은 일종의 마케팅으로
사실 대부분 러시아 병원들이다. 다만 일반 러시아 병원과의 차
이점은, 유럽 또는 미국 등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러시아인 의
사가 외국의 기술, 의료기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한다는 점
이다.
병원 진출170)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진출 방법과 기존
170) 아직 정확한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병원 해외진출이란 기본적으로 한국의 의료
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해외에서 병원을 설립하거나 한국인이 해외의 현
지법에 따라 직접 병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해외 현지에서 직접 제공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더 나아가 광의적으로는 현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이뤄지는 병원건설, 의료장비․의약품․의료정보시스템 수출 등 병
원 진출과 연관되어 이뤄지는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수출, 또는 그에 준하는 국

162｜ 러시아의 주요 산업: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진출 병원을 가르는 기준도 달라질 것이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외국계 병원들은 대부분 투자형식을 통해 진출한 것으로, 주로
간접투자(지분 매입), 시설투자, 진단센터 설립 등의 방식으로
참여한다. 즉 외국자본이 러시아 병원에 투자되어 병원 시설 및
의료기기, 운영 시스템 등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지만, 의료서
비스는 주로 러시아인 의사들에 의해서 제공된다. 의료부문의
직접투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직접투자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되
며, 병원들이 겪는 어려움은 현지 투자제도 및 해당 산업에 대
한 이해 부족, 사업 문화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 의료기
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다른 분야의 직접투자자들이 겪게
되는 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의료센터 설립과 관련한 러시아 법률에 따라 진출 병원은 우
선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유한책임회사 등)으로 등록을 해야 한
다. 연구를 위해 의료센터를 설립하는 경우는 등록이 불필요하
다. 절차적으로 사업자 등록 및 면허(허가증) 취득이 필수사항이
며, 이것이 없다면 러시아 내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
사업등록과 면허취득 절차에서 요구되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
켜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내) 법인 및 개인기업 등록(2001년
8월 8일 발효)’에 대한 연방법을 참고하면 된다.171)
제교역까지 포함될 수 있다. 대한병원협회(201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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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료서비스 진출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외국 의료진들
의 현지 의료면허 인정서류 준비 및 절차이다. 먼저 외국에서
고등의료교육을 받은 면허 신청인은 의사자격능력(러시아 보건
사회개발 감독국) 국가검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172) 의사면허
를 위한 시험은 러시아어로 진행되며, 통역인이 시험문제를 푸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답안지 작성은 의사 면허를 신청
하는 이가 작성해야 하며, 러시아어로 작성해야 한다.173) 최근
모스크바 시는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의사들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의사들이 의사면허시험을 볼 경
우 러시아어 능력을 필수 사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74)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경우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의
료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에 관한 강의를 144시간 이상 들어야
171) Russian Federal law Порядок регистрации установлен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
м от 08.08.2001 год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검색일: 2013. 6. 3).
172)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관의 목록은 다음 문서를 찾아가면 볼 수 있다. Приказом Росз
дравнадзора от 24.08.2012 №1055-Пр/12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риказ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р
азвития от 26.02.2007 №411-Пр/07» http://www.roszdravnadzor.ru/i/upload/
files/1346159661.39927-6553.pdf(검색일: 2013. 8. 2).
173) 글로벌 메디컬 시스템 클리닉 드 호스피탈 고객 서비스 매니저 Natalia Isakovich, 러
시아 모스크바 2013년 7월 16일.
174) “Врачам-гастарбайтерам облегчат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в Москве”(2013), Izvestia
(April.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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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학기 과정으로 약 3개월이 걸리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하는 분야마다 전문의 자격증이 따로 요구되므로 다수의
전문의 면허를 원하는 경우 144시간에 원하는 전문의 자격증 수
를 곱한 만큼의 강의를 들어야 한다.175) 따라서 러시아 의사 면
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러시아 정부가 의료서비스 제공 시
분과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이후 ① 면허 발급 신청서, ② 설립신청 서류 사본과 전 러시
아 회사 및 조직분류표에 따른 코드번호가 표기된 면허 신청인
의 자국 국가법인등록증명서 사본, ③ 의료활동 시 준수해야 할
위생법 등의 전염병예방 서류 사본, ④ 국세청 세무조사 신청서
사본, ⑤ 면허 신청료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은행 영수증 등), ⑥
법인의 경우 대표자․면허 취득자 혹은 그의 대리인은 필히 고
등교육을 받을 서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개
인 사업가의 경우 의료교육 이수 증명서류, 2년 이상의 실무 경
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176)
한편 러시아에는 아직까지 보다 엄밀한 의미의 병원진출 사례

175) 러시아 민간치과 클리닉 협회 협회장 Bragin Genady, 러시아 모스크바 2013년 7월
19일 인터뷰.
176) Получение лицензии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медицин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http://www.roszdravnadzor.ru/lic/licensing_of_medical_work/form/2976(검색일:
201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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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외국인에 의해서 설립되고 외국인 의
사들에 의해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운영되는 병원은 존재하
지 않는다. 러시아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수는 많
지 않은데, 이는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은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의사로서 러시아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러시아어를 필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의 경우에
도 러시아에 상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아직까
지는 많지 않다.
과거 모스크바의 경우 유러피언 메디컬 센터, 아메리칸 메디
컬 센터 등의 경우 프랑스계와 미국계 외국인에 의해 설립되기
는 했으나, 이들은 러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사실상 러시아
인이며, 최근에는 러시아 기업에 의해 매입되었다.177) 따라서 현
재 모스크바에서는 외국계 병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77) 글로벌 메디컬 시스템 클리닉 드 호스피탈 고객 서비스 매니저 Natalia Isakovich, 러
시아 모스크바 2013년 2013년 7월 16일; Medsi 그룹의 미국 의료센터 이사 Moneesh
Arora, 러시아 모스크바 2013년 7월 17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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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1 러시아 외국계 의료기관 사례 1(메디치나)

메디치나(Medicina)

메디치나는 1990년 풀스(Puls)라는 이름으로 개원했으며, 당시에는 종합병원
이 아닌 응급치료를 위한 시설이었다. 1993년 ‘메디치나’로 개명하고 이후 점
차 시설과 치료 분야를 확대하면서 2003년 종합병원이 되었다. 현재 이 병원
에서는 44명의 전문의를 포함하여 300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실, 암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병원은 2011년 5월 31일 국제공동위원회(JCI)의 국제표준을 인정받았으
며, 이는 여태까지 러시아 병원중최초이며, 유일한 사례이다. 또한 ISO 9001:2008로
인정받고 있으며, 스위스 선도 병원(Swiss Leading Hospitals) 협회의 멤버
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모스크바 시 및 유럽 의료협회로부터 우수 의료기관
으로 수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민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개개인의 고객에 편의를 제공한다. 즉 개
인 의사 및 코디네이터가 있으며, 의사의 서면 진단서 및 지시사항을 제공하
고, 인터넷으로 환자 사진과 의료 기록에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등 환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메디치나는 100개가 넘는 보험회사들과 협력
하고 있다.
자료: 홈페이지, http://www.medicina.ru/(모스크바, 검색일: 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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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2 러시아 외국계 의료기관 사례 2(조지 덴탈 그룹 및 조지 병원)

조지 덴탈 그룹 및 조지 병원

조지 덴탈 그룹 및 조지 병원(George Dental Group and George Medical
Center)은 극동에 위치한 민간 종합병원이다. 1992년에 최초 개원했으며, 현
재 블라디보스토크 시 내에 총 6개의 지점이 위치한다. 약 30명의 의사가 근
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치과, 건강검진, 비뇨기과, 심장 및 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이 병원 의사들은 유럽과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유럽식 관리, 서비스를 추구한다. 의료기기들은 이탈리아(Castellini), 미국
(GE, Boilase Technology), 일본(J.Morita) 등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조지 덴탈 그룹 및 조지 병원은 양직의 의료수준과 시설에 비한 저렴한 가격
을 자랑하며, 극동에 위치한 14개의 보험회사와 협력하고 있다.

자료: 홈페이지, http://george-med.ru(블라디보스토크, 검색일: 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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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3 러시아 외국계 의료기관 사례 3(호쿠토 병원)

호쿠토 진단 병원(Hokuto Diagnostic Imaging Center)

호구토 병원은 일본의 대형병원으로 2013년 5월 28일에 극동 러시아 분원을
열었다. 이 병원은 2011년부터 일본 측의 적극적인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장
에 대한 진출 움직임으로 계획 및 착수되었다. 병상은 총 400대이며, 심장학,
신경수술, 심장수술, 관절염, 소화기관, 성형외과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
공한다. 이 병원에는 예방의료 차원에서 뇌졸중, 심장병, 종양(머리, 목), 척
추, 방사선 요법, 소화기관 등을 다루는 총 14개의 센터들이 있다.
이 병원의 설립 목적은 △ 합작 기업을 통한 건강진단 센터 설립 △ 호쿠토
병원 본사와 이 병원 간 정확한 원격 진단 서비스 제공 △ 병원 직원뿐만 아
니라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의료진 훈련 △ 일본식 의료 서비스 제공 △ 현지
의료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블라디보스토크 전문 의료진들과 소통 △ 일본
의료기기의 러시아 시장 진출 등이다.
약 2년에 걸친 치밀한 준비와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원
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센터 건립 계획, 합작기업 설립, 의료기기 모델
선정, 현지 직원 훈련, 의료서비스 개념 및 기반에 대해 동의, 블라디보스토
크 국립의학대학교와 협력, 빌딩 건설, 보험회사들과 협력, 현지 의료진들과
소통, 현지 의대생 2차 의료 훈련 등의 준비를 했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 일본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일본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결과를 전달하고, 서비스 질 및 의학지식
제고, 일본에서 훈련받는 프로그램 제공, 현지 의료진에 자문하는 등의 혜택
을 누릴 수 있다.
자료: 홈페이지, http://www.hokuto.ru/(블라디보스토크, 검색일: 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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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의 경우 2013년 5월에 개원한 블라디
보스토크에 위치한 일본의 호쿠토 병원이 대표적인 진출사례이
다. 이 병원의 설립 준비기간은 약 2년이었으며, 최근 사례이기
때문에 한국 병원들이 극동 러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네덜란드가 병원 진출을 준비하고 있
다고 한다.178)
앞 글상자에 제시된 병원들은 첫 번째 형태와 같이 외국계 자
금이 투입된 대표적인 병원이다.
한편 러시아 의료산업 진출 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민간의
료시장 및 의료보험시장의 특징이다. 러시아의 민간병원과 보험
회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민간 보험회사들은
파트너 병원과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협력을 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회사가 협력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
다. 러시아의 민간병원 홈페이지를 보면 대개 협력 보험회사들
의 목록이 공개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병원과 보험회사가 합
쳐진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179) 병원이 크고 평판이 좋을수록
더욱 많은 파트너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러

178) 연해주 보건국 Bubnov Oleg 국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013년 8월 20일 인터뷰.
179)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관계자, 러시아 모스크바 2013년 7월 16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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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의료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병원은 러시아의 보험시장 및
회사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라. 한․러 의료협력 현황

한․러 의료협력은 2000년대 후반에 본격화되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러시
아 의료관광객의 수는 2009년 이후 크게 늘었으며, 2012년에는
무려 1만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표 4-16 참고).
러시아인 의료관광객 수는 매년 100% 이상씩 성장하여 러시아
는 현재 한국의 3대 환자유입국이다.
한국을 찾는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의 대부분이 극동지역 출신
인 고려인, 러시아인들이다. 한편, 유럽지역의 경우 고려인 또는
한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유럽
지역의 방한 의료관광객은 연간 약 300명으로, 역시 극동지역으
로부터의 유입인 수가 압도적이다. 2010년 이후 극동지역의 방
한의료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유럽 러시아 지역에서도 한국 연고
시장은 물론 여행사, 전문 에이전트 등을 중심으로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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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방한 러시아 의료관광객 수 및 진료수입

구분
총 방한객(명)

2009

2010

2011

2012

137,054

150,730

154,713

166,616

의료 방한객(명)

1,758

5,098

9,651

17,000

진료수입(억 원)

37

149

303

-

자료: 한국관광공사(2013), ｢유럽 러시아 방한 의료시장 현황｣, p. 2; 한국보건산업진흥
원(2013), ｢러시아 의료시장 현황｣, p. 7.

러시아인들은 산부인과(불임치료), 척추시술, 심장치료, 종양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는 경우가 많으며,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방한 러시아인 의료관광객의 20.4%를 차지한
다.180) 또한 성형수술, 치과, 건강진단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러시아인들에게 인기 있는 의료관광지는 부산이다.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부산의 총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
는 5,921명 이었는데, 이 중 러시아인이 1,709(전체의 30%)명으
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09년 수치와 비교해서 557명이 증가한
것이다.181)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의사와 의료
진의 높은 수준, 첨단의술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의약품 사용, 국
제표준에 부합하는 현대식 진단 및 임상 장비 등 때문이다. 한

180)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p. 7.
181)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박현봉 지사장, 이세형 부지사장 러시아 블라디보
스토크, 2013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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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한국 의료의 장단점

장점

단점

높은 의료기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수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치료와 동시에 즐거운 취미를 동시 진행

유럽 러시아에서 한국은 장거리
총 치료비에서 교통비의 비중이 높음.
러시아의 중산층 이상만 한국 의료서비스
에 접근 가능

자료: 저자 작성.

국은 진단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몇 시간 만에 병원 밖을 나가지 않고 90가지의 진단 결과를 받
아볼 수 있다. 또한 성형, 심혈관 질환 치료, 불임, 퇴행성 디스
크 질환, 피부과, 전통 동양의학 등에서도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 암 진단 및 치료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암 분야에
있어서 한국 의사들의 전문성은 미국 및 타 선진국에 지지 않는
다. 감마 나이프 방사선 치료, 토모테라피, 사이버 나이프 등 새
로운 암치료 방법 응용(적용)과 임상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병원들의 수술 성공률과 수술 후 치료는 유럽 최고 수준에
필적한다. 또한 의료서비스 비용은 미국, 유럽 또는 일본에 비해
서 훨씬 저렴하다(미국의 30%, 일본의 67%임).182) 아시아의 주
요 의료관광지인 태국, 싱가프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병원
들이 사용 가능한 서양 및 동양의학 이외에 외래환자를 위한 시

182)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관계자, 러시아 모스크바 2013년 7월 16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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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4 치료 받고 난 환자들 인터뷰 사례

니콜라이 이바노비치는 자신의 치료를 위해 한국(병원)을 방문했다. “저는 모
든 것이 신속하고 활기차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러시아에
서 1~2일 걸리는 검사들을 여기에서 한 시간 만에 모두 마쳤습니다. 의료진
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잘 계획된 업무가 어떠한 지연 없이 진행된다는 것
이 놀랍습니다. 이러한 진행 방법과 환자와의 관계는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하루 빨리 완치되고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병실 환경도 매우 좋습니다. 병상
은 매우 편하고, 시설도 매우 좋고 깨끗합니다.”

아버지 암치료를 위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한 인나 니콜라예브나에게
왜 외국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으며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물었
다. 그녀는 “가족의 절친한 의사친구가 한국에서 치료해보라고 조언했어요.
그는 이 병원에서 실습(훈련)을 받았는데, 이 병원에서는 최고의 시설이 구비
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또 한국은 가까워서 블라디
보스토크에서 비행기로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한 이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전문성과 의료 서비스의 질이죠.” 라고 대답했다.
자료: 한국관광공사, “ЛечениевРеспубликеКорея: Медицинскиетуры
дляроссийскихтуристов. частьI”(검색일: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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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발전된 관광인프라로서, 치료함과 동시에 쉴 수 있다는 점
과, 지리적 근접성과 함께 극동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이다.
러시아에서 한국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존
재한다. 우선 러시아의 해외여행자 증가와 순전한 의료 목적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인구 수의 증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러
시아의 해외여행자 수 증가에 따라 의료관광객의 수도 증가하는
데,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일반관광의 증가는 의료관광의 증가
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 통계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러시아
의 한국관광객 수가 130.6% 증가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러시아
관광객의 84.1%가 극동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극동지
역으로 의료관광객 수가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한국 의료수준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인식 제
고와 서비스 질의 향상은 러시아인의 한국 의료관광 증가에 기
여할 것이다. 현재 한국 병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러시아로 된 소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으며, 한․러 의료인력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환자에 맞는 정보 및 의료 서비스를 개
발해야 한다. 또한 의료관광객을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현
재 현지 에이전트 및 여행사와 국내 병원 간 신뢰 형성도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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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정부간 협력은
민간 차원보다 조금 늦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3년 러시아 연방
보건부와 의료인 단기면허, 의료인 교류, 실무단 설립 등을 내용
으로 MOU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부랴트 공
화국과 MOU 체결을 위해 한국병원 진출사업 협력, 현지 의료인
력 수준 및 보건의료 시스템 향상을 위한 한국 의료시스템 전
수․이식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201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러시아 연해주 보건국 간 MOU
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블라디보스토
크에서 의료산업 교류회를 개최했다. 당시 한․러 의료관계자
간담회, 연해주 보건국간 실무협의, 1차 보건의료 포럼 및 비즈
니스 미팅이 진행되었으며,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함은 물론 의
료인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이 행사는 한국 의료
산업 홍보전시 및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한국 의료의 우수성 홍
보 및 수출 활성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연해주 지
역을 중심으로 한국 의료 홍보회를 개최함으로써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민간협력을 활성화도록 했다.
민간 차원에서 한국 병원들이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러시아 현지 면허 획득의 어려움으로 병원

176｜ 러시아의 주요 산업: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표 4-17 민간 및 지자체 MOU 체결 현황

국내
서울성모병원

러시아

일시

하바로브스크 인력개발원

‘09.11

하바로브스크 보건부

‘09.11

주요 내용
의료교류 및 협력

비베야 건강검진센터

‘09.11

삼성서울병원

블라디보스토크 시

‘09.08

환자의뢰 및 연수

세종병원

하바로브스크 제10병원

‘09.05

환자전원 및 학술교류

원광대학교

블라디보스톡 철도병원

‘10.10

의사연수 및 환자전원

하바로브스크 제10병원

‘10.10

하바로브스크 제2병원

‘10.10

윌스기념병원

환자전원 및 학술교류

비베야 검강검진센터

‘10.10

자생한방병원

모스크바 국립의과대학

‘11.01

의료협력

부산시

이르크츠크 주

‘11.01

협력교류

단국대학교병원

레닌그라드 지방병원

‘11.08

의료서비스 및 의학연구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p. 8.

차원의 진출은 아직 없다. 2011년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관광공
사가 운영하는 U-Health Center가 개설되었을 뿐이다. 같은 해
대전 선병원과 연해주 제2병원이 MOU를 체결했다. 2012년에는
관동의대 명지병원이 러시아의 모자병원에 국제검진센터를 설립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현재 논의 과정에 있는데, 양측
의 의견 차 및 오해로 인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는 다양한 의료산업 관련 포럼이 개최되었다. 먼저 9월
에는 1차 한․러 보건의료 협의체가 진행되었으며, 당시 Pre-post
Care Center 운영, 국내 의약품 반입 허용 및 통관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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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대교수 교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논의되었다. 11월
한․러 보건산업 협력 포럼을 통해 마가단 주와 네트워크를 형
성했다. 이와 더불어 웰튼병원과 마가단 보건국간 MOU 체결을
계기로 마가단 주 공립종합병원과 교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한 민간분야 협력 채널로 한․러 보건의료 포럼이 정례화되었
다. 이를 통해 한국의료 홍보 및 러시아 측 협력 수요를 파악하
고 상호 교류 및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서비스 진출에 박차를 가한 것은 병원이 아닌 한국관광공
사였다.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 2월에 U-Health Center를 개소했
다. 이 센터는 한국 병원들과 화상 미팅을 지원하며, 한국 방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서비스와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지
속적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센
터는 다양한 한국 병원과 협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보유하고 화상 미팅이 가능한
통신 인프라를 설치한 병원들은 협력이 가능하며, 현재 강남 세
브란스 병원을 포함하여 11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의료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 병원들의 러
시아 의료서비스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명지병원은
2011년부터 병원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2011
년 3월 블라디보스토크 국립의과대학과 의료학술부문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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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를 체결했으며, 2012년 7월 합자법인 ‘명지국제검진센터’
설립 합의서 체결 및 공식 설립문서 서명하였고, 8월부터 연해주
모자병원 내 U-Health Care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2013
년 3월에는 연해주 투자청 안드레이 위원이 한국 명지병원을 방
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최근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
되지 않고 있다.183)
서울분당병원은 SMART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해

표 4-18 서울분당병원의 최근 의료협력 성과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실적

기관명

- 진료협약 체결
진료협력/교육/연구교류 2011.06.
- 연수교육: 1명(장기)

블라디보스토크
주립대학교

진료협력/교육/연구교류 2011.06. - 진료협약 체결

철도병원

- 진료협약 체결
상트페테르부르그
진료협력/교육/연구교류
- 의료 IT 개발협력센터 설립
2013.05.
파블로브
의료 IT 개발협력
- 의료 IT Conference/Forum
국립의과대학교
개최
신규병원 프로젝트

2013.05.

- 진료협약체결
- 임상실습 교류협약 체결

SM T 의료그룹

진료협력/교육/연구교류
- 진료협약 체결
2013.06.
복강경 연수 교육
- 임상실습 교류협약 체결

모스크바 시 보건국

진료협력/교육/연구교류
- 진료협약체결
2013.06.
신규 병원 프로젝트
- 임상실습 교류협약 체결

브랸스크 주정부
브랸스크 임상과학센터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p. 13.

183) 연해주 보건국 Bubnov Oleg 국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013년 8월 20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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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5 러한국병원의 해외진출 단계 및 SWOT 분석
한국의 우리들병원 해외진출 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척추통증센터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진단센터

최소침습척추센터
물리치료실

한국병원

Model 1. 국경간 공급*
해외원격진료
Model 2. 해외소비 해외환자
유치
Model 3.상업적 주재해외체
인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
Model 4. 자연인 이동 의사
파견
주: WHO는 국가간 의료서비스 무역을 서비스 공급자가 크게 수요자의 영토에 주재하지 않는 경우
(Mode 1, 2)와 주재하는 경우(Mode 3, 4)로 나누어 정의함.
자료: 병원 May․June 2013, 대한병원협회, p. 25.

외국인환자유치와 해외시장진출이 상충적일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병원의 해
외진출사업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양자를 상호보완적으로 보고 이러한 관계
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의 [표 4-21]은 해외로 성공적
으로 진출하고 있는 우리들 병원의 해외진출단계를 정리해 좋은 것이다. 이들
이 외국인환자유치는 해외에 병원을 설립한 이후에도 병행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아무리 같은 병원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국내병원과 현지병
원의 기술이나 시설 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병원의 해외진출 SWOT 분석
강점
1. 병원의 강력한 의지 및 정책적 추진

약점
1. 현지 정보 부족으로 사업전략의 부재

2.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의료진 보유 2. 한국 의료에 대한 인식 부족
3. JCI 인증을 통한 국제표준 의료 시스템
3. 대규모 자본 조달의 한계
4. 단기간의 급속한 성장

4. 현지화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5. 병원 IT시스템 발달
6. 다수의 재외국민 보유(고려인: 약 20만 명)

5. 사업 주체 리더십의 부재
6. 언어소통 문제

7. 타국 대학병원간 활발한 경쟁 및 국제교류로

7.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인한 높은 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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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5 계속
기회
1.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2. 고급 의료수요 증가

위협
1. 투자에 대한 안전보장 부족
2. 국가의 무상의료 제공

3.
3. 현대적 병원 운영을 위한 지원 시스템 부족
4.
4. 정부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
5.
5. 건강 관심도 증가
6.
6. 한류로 인한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

병원설립에 까다로운 규제
불투명한 의료수익 구조
연관 산업의 발달 부족
아시아 지역 경쟁국가들의 날로 발전하는
의료수준

7. 주변국들의 강한 의료산업 육성 의지
자료: 병원 May․June 2013, 대한병원협회, p. 23,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pp. 1~21 저
자 편집.

[표 4-22]는 한국병원의 해외진출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병원들
이 적극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고 있으나, 국내의 제도적인 문제
로 인해 사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무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정
부는 국내 병원들이 보다 수월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금적적
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해외병원 진출에 관여하는 의료진 및
관계자들이 진출국가에 대한 언어, 문화, 역사 등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접
근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러시아 파트너들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표 4-19 참고). 2011년
6월 블라디보스토크 주립 대학교 및 철도병원과 진료협약을 체
결하였으며, 2013년 3월 브랸스크 방한단이 서울분당병원 방문
하였으며, 모스크바 보건국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파블로프 의과
대학 총장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2013년 5월에 상트 파블로프
대학 병원과 진료협약 체결 및 합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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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서비스 산업의 잠재력과 유망분야

앞서 의료시장 개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의료시장
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러시아 공공의료 시설 및 서비스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며, 향후 개선여지가 매우 많기 때문
에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
인들 사이에서 기존에 이미 발생한 질병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
라 질병발생 예방에 대한 개념이 점차 나타나면서 예방의료에
대한 수요도 매우 커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인구가 1.45억이
기 때문에 이들이 차츰 질병예방과 의료기술 수준에 대한 인식
을 하게 될 경우 시장성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공공의료서비스의 낙후와 러시아 사람들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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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민간의료서비스라는 대안에
다다르게 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민간의료서비스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높은 성장세
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의료서비스 시장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열려있으며,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 또는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한 보건산업 기술수준 조사 보
고서에 따라 면 암, 장기손상, 치매, 정신장애, 신뇌혈관 질환,
알레르기 질환, 신변종 감염성 질환, 노인성 질환 등 주요 질환
에서 미국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 한국은
EU,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술격차가 다소 나타나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술분야별로 이들 국가들과 비교
하여 우위를 가지는 부분은 의료정보/U-health 기술, 붙임, 한의
학 등의 부문으로 나타나고 있다.184)
아직 러시아 의료제도에서 정보화 기술의 사용이 활발하지 않
지만 ‘러시아 의료제도 발전 개념 2020’에서 언급된 바대로 의
료제도의 정보화는 의료부문 개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러시아의 광범위한 영토의 흩어진 인구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을 비롯하여 원격 의료서비스 등 통합
184) 김동석(2012), “보건의료기술 수준 분석 및 동향.” HT Forum. p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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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형태의 첨단정보화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한-러 의료
협력에서 살펴본 바대로 최근 한국병원들은 러시아 병원들을 대
상으로 IT 의료 시스템을 판매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러시
아의 이러한 의료제도 정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향후 이 분야에서 협력 확대에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
해서 현재 러시아의 의료제도에서 ICT 도입 수준과 수요, 정부
사업, 한국의 참여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러시아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
며, 이 중 심혈관 질환, 종양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한국의
종양(암), 심장질환, 불임 등의 부문에서 선진국들에 비하면 다
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여전히 가격 경쟁력면에서는 유
리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진
출 방안을 고려해보야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
심으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의료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국이 붙임 및 한의학에서 미국 못지않은 수준을 보유
하고 있는 만큼 붙임과 한의학 부문에서는 러시아 시장뿐만 아
니라 다른 주변국들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잔략
적 진출방안으로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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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러시아 의료서비스 부문 SWOT 분석

강점

- 의료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 인구와 구매력 성장을 고려한 산업의
장기성장 잠재력
- 세제 혜택
- 의료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

약점
- 외국 의료진들에 의료면허 발급 절차
복잡성
- 개인을 통한 홍보가 보다 효과적임.
- 개인소득세에 대한 과세에서 민간 의료
서비스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제도가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오래 걸림.
- 러시아인 대부분이 무료 의료서비스를
선호

기회
- 향후 의료 인프라에 지방 및 도시예산
투입의 필요성
- 질 좋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 증가
- 의료서비스를 위한 소비자 신용(대출)
증가
- 자발적인(민간) 의료보험의 증가
- 보험회사 소유(보유) 병원의 활발한
성장
- 높은 수익률
- 정부의 의료산업에서의 민관협력 확대
독려

위험

-

세계경제 불경기
정부의 간섭
지역 및 지방 자원의 부패
정부정책 및 법규의 잦은 수정(민영화의

적시성에 대한 지연 등 )
- ‘고급의료’ 부문에서의 높은 경쟁률
- 의료서비스의 중간가 형성의 어려움.
- 의료센터의 높은 운용 비용

자료: 저자 작성.

[표 4-19]은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한
것이다. 러시아의 의료시장은 아직 진출 장벽이 높은 편이다. 또
한 사업 진행 시 현지의 부패로 인해 원활하게 사업이 잘 실행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 정부가 해당 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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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이 많고 다양한 지원책이 있다는 것은 기회이며, 러시
아 의료시장의 성장잠재력과 현 정책에 따라 보건 및 투자 제도
가 개선되면 외국 의료기관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커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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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러시아 산업협력 방안
1. 전력인프라
2. 의료서비스

1
전력인프라

러시아는 세계 4위의 전력 생산 및 소비국이자 전력 순수출국
이다. 그러나 전력인프라 노후화의 심화로 전력시장 전반의 효
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러시아는 2013년에
‘에너지효율 향상과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13~20’를 채택하였으며, 발전 및 송배전망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2020년까지 약 11조 루블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연방 예산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민간 부문에
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의 전력인프라 산업은 국가 기간망 산업의 특성상
교통, 에너지 등 기타 인프라 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 발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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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고 수주도 까다로워 진출 및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쉽
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러시아 정부의 전력인
프라 현대화 의지에 따라 전력설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투자유치 및 기술제휴를 위한 협력
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특히 러시아가 교통 및 전력인프라, 공공시설 등 사회기반 인
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12년 6월에 민관합작
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법을 입법 예고한 뒤
2013년 내에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외국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았던 러시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를 적극 모색하는 한편, 실제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러시아 전력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유망
분야로 열병합발전 사업과 전력망 현대화 사업,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소개하였다. 먼저, 러시아 내 열병합발전은 에너
지효율 강화 정책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0
년에는 전체 화력발전 설비용량의 33.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다. 그러나 러시아 현지업체들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미국
General Electric, 독일 Siemens 등 외국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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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외국업체들이 러시아 내에 현지업체
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현지 생산공장 설립 및 기술제휴를
통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유망 분야는 전력망 현대화 사업이다. 러시아 내 전력
망 설비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전체 송전망의 50% 이상, 배전망
의 70% 이상이 노후화되었고, 변압기와 개폐기 등 전력기기의 연식
도 오래되어 투자수요가 매우 높다. 이미 미국 General Electric과 전력
기기․부품업체인 Eaton Corporation, 독일 Siemens와 전력관리 및
자동화 전문업체 Moeller 등이 활발히 진출해 있으며, 한국 LS산
전, LS전선, 대한전선, 현대중공업도 전력 솔루션 및 전력 케이
블 시장에 진출하였다. 특히 LS산전의 경우 러시아 현지 공급업
체인 National Electric과 파트너십을 맺고 보다 효율적으로 러시
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프랑스 전력설비 운영업체
ERDF가 톰스크 배전회사(Tomsk Distribution Company)를 인수한
사례도 러시아 현지업체와 외국업체가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전력망 현대화 사업의 일환
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현재 스
마트그리드의 초기 단계인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
고 있으며, 실질적인 스마트그리드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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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한국 정부 기관과 관련 업체들이 러시아의 스마트그리드
추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컨설팅 협력부터 단계적인 진출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망 분야 진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
아 전력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 정부
와 공공 및 민간 기업이 상호간의 기대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에 한․러 전력인프라 산업
협력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양국 정부기관, 공공 및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인프라 개발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개최할 필요
가 있다. 이는 양국 정부와 기업이 현지 시장 정보를 파악하고,
합의 사항에 대한 꾸준한 후속 조치를 통해 사업의 현실화․구
체화를 도모하기 위한 장치이다. 일례로 2010년 10월에 한국보
험공사(K-sure),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러시아 에너지부 산하 에
너지청과 ‘러시아 경제 현대화에 관한 한․러 공동포럼’을 통해
중장기 수출금융 협력협정(MOU)과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
지 분야 협력과 ‘한․러 에너지효율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MOU
를 체결하였으나, MOU의 특성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로 추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논의 사항
을 진전시키고 구체적인 협력의제를 발굴 및 추진할 수 있는 양
국간 협의회가 필요하다. 특히 러시아 시장의 특성상 투자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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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이 크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 리스크 완화를 위한 양국 정
부, 민간이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는 투자자보호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현지 정보를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는 이미 유럽 메이저
업체들이 진출해 있어 기본적으로 한국 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높은 데다 중소기업이 브랜드가치 면에서 열세에 있기 때문이
다. 특히 러시아 진출 시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
는 부분이지만 이 점 또한 러시아 시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유럽 업체들에 유리하고, 상사(商社)를 활용해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는 대기업이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
다.185) 때문에 앞서 제안한 협의회를 통해 현지 시장 정보를 파
악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면 중소 전
력설비 업체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
이다.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현지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시장 상
황을 파악하고, 사업주와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위
한 구체적인 진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LS산전이 현지 대리
업체인 National Electric을 통해 러시아에 전력 솔루션을 수출하
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 기술표준, 현지 물류, 서비스에 대한 종
185) LS전선 관계자 면담(201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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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지 업
체와 제휴하는 것이 좋은 진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지 시장정보 파악, 네트워크 확보 등을 위한 한․
러 간 협의체 추진에서 나아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대
형 플랜트 수주 경험이 없는데, 이는 러시아가 2000년대까지 자
원개발사업과 주요 플랜트 프로젝트를 대부분 러시아 현지 사업
경험이 많은 유럽 업체들에 발주하였기 때문이다.186) 그러나 러
시아가 최근 유럽의 경기침체로 아시아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
고 있고,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자원 개발도 적극 추진함에 따
라, 내부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발주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187) 또한 앞서 밝힌 대로 러시아 내 열병
합발전소 수요가 확대될 전망임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포착해 구체적인 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
서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 금융조달이다. 러시아
는 해외 발주 시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
고 있으나,188) 한국 민간 상업은행의 경쟁력이 일본, 미국, 독일
186)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 면담, 러시아 모스크바 한국수출입은행 사무소 방문(2013. 7.
16).
187) Ibid.
18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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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
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해외사
업 진출을 위한 금융자본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수출입은
행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이미 중국․일본도 개
발은행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야 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 민간 상업은행의 현지법인을 통해 금융지원
을 하고 있으며, 기타 선진국의 경우에도 현지은행 지급보증을
통한 수주 경험이 풍부하다. 민간 상업은행 지급보증을 바탕으
로 수주를 하는 경우, 특히 민간 은행의 수주 경험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은 아직 관련 경험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
다.189) 때문에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민간 상업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금융지원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나아가 러시아직접투자펀드(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이하
RDIF)와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진출하는 것도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General Electric이 2013년 6월에 RDIF와
러시아 내 소규모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동펀드를 조성한 사례
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전력난을 겪고 있는 한국이 대러 전력산업
18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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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시 적극 모색해야 하는 부분은 그동안 논의가 되어온 러시
아와의 전력계통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전기는 생산과 소비
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경제성 있는 저장이 불가능한 재화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예비설비 확보
가 필수적이나190),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전력계통이 고립되어
있어 주변국과 전력 수출입이 불가능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해졌다. 한국과 러시아는 2008년에 전력망 연계 추
진에 합의한 후 공동 타당성 조사도 추진하였으나, 북한 요인
등 변수가 있어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특히 해마다 전력난
을 겪고 있는 한국이 장기적인 전력수급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이미 인접국들과 전력수출입망을 구축하고 있는 러시아와
의 전력계통 연계를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190) 한국전력, 지식센터-전기자료, http://cyber.kepco.co.kr/kepco/KO/C/htmlView/
KOCCHP001.do? menuCd=FN05030301(검색일: 201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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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서비스

러시아의 의료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
능하지는 않다. 러시아 정부는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외국 의료기관들의 민간 의료시장 참여가 가능하
며, WTO 가입으로 인해 제약 및 의료기기 수출의 기회도 더욱
늘어났기 때문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도해 볼 수 있
다. 외국 의료기관들이 러시아 시장 진출을 어렵다고 느끼는 것
은, 다른 투자진출과 마찬가지로 정보와 현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수의 러시아 민간병원들은
해외 의료기관들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파트너와

Ⅴ. 한국․러시아 산업협력 방안 ｜197

협력하는 것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병원이 러시아 의료시장 진출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성공적인 진출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러시아 의료시장에 대한 대대적이며 면밀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맞는 국가 차원의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러시아와의 의료협력을 추진하고 있
지만, 아직 현지 정보의 부족으로 적합한 파트너를 발굴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러시아 의료시장의 특수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러시아 의료시장
이 밝은 전망으로 인해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이 커질 수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도 필요하다. 병원들이 성공적
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원책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의료산업 경쟁력 및 기술수준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며, 한국 병원의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적
인 기반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국내 병원들이 활발하게 외국으로 진출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우며, 일례
로 대학병원들은 법적으로 해외진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작
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병원들이 보다 수월하게 해외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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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갈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개선할 필요다고 생각된다.
러시아의 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보갱신이 자주 필요하
다. 이러한 법적 불안정성 때문에 진출 기관들이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단순히 의료제도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수정되는
제도 및 법안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스톡홀름 지
역 사무소는 스웨덴 투자자들 및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
에 자문하고 있다.191) 이와 같이 한국 병원의 원활한 러시아 시
장 진출을 위해서 한국도 KOTRA 또는 별개의 기관에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병원의 진출 분야 및
지역 등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
고, 진출하고자 하는 병원들에 적절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
공한다면 병원들의 진출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병원들이 러시아 의료시장에 진출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 한국 보건산업의 발전 및
국제화를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진출 병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러시아 내에, 특히 유럽 러시아의 경우
191) Stockholm Region office in St. Petersburg(2010), Russian Healthcare System
Overview, pp. 39-47(Ju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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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기술에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니 각종 홍보를 위
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홍보의 방법은 다양할 것인데, 모스크
바에서 열리는 각종 의료산업 관련 행사에 한국 병원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직접 행사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을 것
이다.
한편 의료부문은 신체 및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의사와 환자 간뿐만 아니
라 의료진간의 신뢰도 중요하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좋
은 방법은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
여 한국 의사들이 러시아로 파견간다거나 러시아 의사들이 한국
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등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인적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부가 외국 의료진 훈
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훈련에 참여하는 국내 병원을 지원하
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반대로 보다 많은 수의 한국 전문
의들이 러시아로 파견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도 있을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홈페이지에 간단한 자가
진단을 위한 의학정보 메뉴를 추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
각된다. 물론 한국 병원들의 홍보를 위한 새로운 페이지를 개설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 환자들은 복잡한 공공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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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절차와 광대한 영토 등의 이유로 인해 의사를 직접 방문하
여 진찰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의학정보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한국
병원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한국 의료기술에 대
한 믿음도 커지고 홍보효과도 될 것이다.
최근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러시아 의료시장에
대한 국내 병원들의 관심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 병원들이 러시아로 진출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진출 대상국에 대한 언어, 문화, 제도 등에 대해서 숙지하
고 있는 의료진들이 많지 않다. 병원들이 러시아 측과 논의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오해로 인해 갈
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현지 언어, 문화, 제도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 국가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도 있지만, 개별 병
원들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재원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러시아 의료시장의 문제 중 하나는 의료진의 재훈련이다. 따
라서 러시아 의료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류를 활성화하
는 것도 러시아와 의료부문에서의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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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한국에서 한국 의술 및 시설로 훈련받게 될 경우, 러
시아에 돌아가서도 한국 의술 및 시설에 익숙해진 의료진은 한
국식의 기기 및 의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단기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방법이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문화 및 현지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
는 고려인 학생에게 한국유학을 통해 한국의학을 교육시키거나
고려인 의료진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재교육시키는 방법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인들의 경우 한국문화에 비교적 친숙하
고, 이 경우에도 언어적 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나 러시
아와 한국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으며 양측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병원들은 단기적으로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노
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홍보책자 제작, 현지 대중매체 이용, 시
범 치료, 국제행사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병원의 특성
과 기술수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 홍보책자를 만드는 경우
병원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분야
또는 프로그램 등 특화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
다. 러시아인들은 왜 한국 병원, 그 중에서도 해당 병원을 선택
하면 좋은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지 병원 및 의료진뿐만 아니라 러시아 유명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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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과 교류하거나 한국의 의료보험회사와 병원이 같이
진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러시아 민간
병원들과 밀접하게 협력하기 때문에, 그들이 협력하는 병원들에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의료시장의 경
우 큰 차이가 없지만 보험시장의 경우 조금 더 문이 열렸기 때
문에 진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와 함께 의료보험시장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한국병원의 해외진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러시아 민간병원 또는 대학병원들과 공동연구, 공동상품
개발 등의 활동을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병원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연구의 경우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의사 면허가 불필요하여
협력이 보다 수월할 수 있다.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에 한국의
상용기술을 접목하여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공동 개발하게 되면
양국의 의료산업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경우 모스크바 근처의 새로
운 과학단지인 ‘스콜코보 재단’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또한 이는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홍보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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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적으로는 한․러 합작병원의 설립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외국자본이 투입된 대부분의 병원들은 시설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이 같이 도입되는 형식을 띠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협력 초기단계에서 현지 병원 또는 유명 의료진을 찾
아 이들과 협력하여 합작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
으로 보인다. 극동 러시아 지역의 경우 한국 병원들이 이미 현
지 병원 설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뢰할 만한 현지 파
트너의 미확보 및 현지 제도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합작병원도 고려해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외국 환자를 대하게 되는 의료진들에 대한 언어 및 문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보다 전문성과 이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하거나 교육을 받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와 세심한 면담을 하기를 원한다. 또한 의
료비의 구체적인 구성 및 진단결과 및 의약품의 재료 또는 성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 및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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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일정 수준에 달해야 할 것이
다. 치료 가격 및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시하는
것이 수고를 더는 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러시아 당사자들과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항상 만일의
경우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나 분쟁
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여 분쟁해결 방안 및 조정기관을 미리
선택하고 계약서나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 러시아에서는 문서
기록이 매우 중요하고 책임 소재를 물을 때 문서가 중요한 증거
물 또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
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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