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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현재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기 때문
이다. 그 결과 2015년 러시아는 -3.7%라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9년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와 저유가라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유라시아 국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소연방 해체 이후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서방 관계 역시 첨예한 갈등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에 경제제재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연합과 미국은 전면
적인 무역 엠바고나 외환거래 차단이 아닌 러시아 경제의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제재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유럽연합의 경우 경제제재
조치의 세부 범위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점이다. 한편 2014년
8월 7일 러시아 정부는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한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정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제재의
핵심 특징은 제재 대상을 주로 대러시아 수입품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 상황 속에서 수입대체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
하려는 전략방안이었다.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는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끼쳤다.
전자는 대외교역의 위축,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증대, 러시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국문요약 • 3

고조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군용 및 전략 물자의 수출 금지, 에너지
설비 및 첨단기술의 수출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재 대상 기업들의
자본유입 감소, 환율 리스크 증대, 기업활동의 위축뿐 아니라, 러시아 시장의
신뢰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과 투자 감소 등이 초래되고 있다. 후자는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수출은 GDP의 약 30%에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원자재 수출은 전체 수출의 90%에 달하며, 이 중에서 3
분의 2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다. 러시아의 산업구조 및 수출품목의 특성상
저유가는 에너지 자원 수출의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재정수지 악화, 루블화
가치 폭락, 주가지수 급락, 투자 감소, 산업생산 감소, 내수 부진 등을 초래하면
서 러시아의 경기침체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촉발된 국제경제 환경의 주요한 변화 요인들, 즉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유가
의 하락은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에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 저유가 기조가 러
시아 경제 전반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으며, 서방의 경제제재 요인은 상대적
으로 제한된 파급효과를 나타냈다고 정의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서방과 러시아
간 경제제재 전쟁의 장기화와 양자 대립구도의 형성은 한국정부의 정책적 운신의
폭을 크게 제약했다. 게다가 북한 핵 위기로 한반도에서 첨예한 갈등 및 대치
국면이 조성됨에 따라, 나진 · 하산 사업을 위시한 남 · 북 · 러 삼각협력 사업
도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일본은 대러시아 경제제재 참여국 중 하나임
에도 북한 핵 위기 이후에 대러시아 접근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 관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 ·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존 정책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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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평가작업은 현재 상황의 특수성과 미래 협력의 가능성을 모두 포
괄해야 함은 물론이고,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실질 협력체계 구축, 민 ·
관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 한 · 러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 전환 등이 필요하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 참여에 치중하기보다는 러시아
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상생 및 호혜 협력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의 산업 현대화 작업,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산업의 혁신 및 생산성 증진 프로젝트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산업협력의 모델이자,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의 구축과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양
국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의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 · 러 관계는 새로운 발전
단계인 ‘한 · 러 협력의 3.0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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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3년 11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Ukrainian Crisis)는 유라시아
국제관계의 핵심 사안들 중 하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국가전략 노선을 둘러
싸고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 이해관계 충돌의 결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당시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라는 ‘동방 옵션’과
EU와 제휴협정 체결이라는 ‘서방 옵션’ 사이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1)
그런데 상기 두 가지 노선을 대상으로 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선택은 유라
시아(Eurasia)와 포스트 소비에트(Post-Soviet) 공간의 안보질서와 세력구도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서방은 각각 우크라
이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고, 우크
라이나 위기에 경쟁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 · 서방 관계의 성
격도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촉발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러시
아의 대EU 보복 제재 조치이다.
주지하듯이,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
화되었다. 러시아는 2015년 -3.7%라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9년 이

1) 우크라이나의 동방과 서방 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점 비교에 대해서는 박정호(2014), 「CIS 지역 통
합 운동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입장 분석: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제38권 1호, pp.
246~249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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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빠져 있다.2) 2010년 이후 러시아의 경제성장 속도 저하
추세 속에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실행과 더불어, 저유가에 따른 국
제 경제환경의 변화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저유가라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의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경제제재와 저유가 요인이
러시아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력 분석은 러시아 경제상황의 본질과 러시아 · 서
방 관계의 성격 변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바로미터이다. 둘째, 수교 26주년
을 맞이한 한국과 러시아 양국에 새로운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는 현
시점에서 한국정부의 대러시아 정책 수립 및 새로운 한 · 러 관계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특히 서방의 경제제재 및 저유가의 경제적 파
급효과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은 한국의 러시아 시장 진출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위기의 성격을 국제화한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
으로 인해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시행되었다. 그 이후 본 연구 주제와 관
련한 다수의 연구가 국내 및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많은
연구 성과물이 축적된 상태이다.3) 기존 연구들 가운데 특히 서방의 대러시아
2) http://www.worldbank.org/en/publication/global-economic-prospects#data 참고(검색일:
2016. 4. 15).
3)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의 변화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민
지영(2014), 「우크라이나 위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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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저작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4)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먼저 2015년 발표된 옥센스티어르나(Oxenstierna)와 올슨(Olsson)의
저작을 들 수 있다. 이들은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Impact and Prospects of Success”라는 보고서에서 서방 경제제재 조치의
배경과 내용, 경제적 효과, 성공 전망을 제시했다. 2016년 구르비치(Гурвич)와
프리렙스키(Прилепски)는 “Влияние финансовых санкцийна
российскую экономику”(러시아 경제에 대한 금융제재의 영향)라는
논문에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서방 금융제재의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유라시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논문들도 적지
않게 발표되었다.5) 대표적으로 츠이간코프(Tsygankov, 2015)는 “Vladimir
No. 8; Havlik, P.(2015), “Russian Federation 2015 from Stagnation to Recession and Back,”
Research Paper of 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No. 406
(September).
4)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성원용(2015), 「서방
의 대러 제재의 효과와 러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KIEP 신흥지역통합학술대회 발표문; 김찬수(2014),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 현황 및 영향」, 『한국수출입은행보고서』; Oxenstierna, S.
and P. Olsson(2015),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Impact and Prospects of
Success,” FOI Working Report, No. 4097(September); Dolidze, T.(2015), “EU Sanctions
Policy towards Russia: The Sanctioner-Sanctionee’s Game of Thrones,” CEPS Working
Document, No. 402(January); Veebel, V.(2015), “Lessons from the EU-Russia Sanctions
2014-2015,” Baltic Journal of Law & Politics, Vol. 8, No. 1; Nelson, R. M.(2015), “U.S.
Sanctions on Russia: Economic Implications,” CRS Report, 7-5700(February 4); Гурвич
Е. иИ. Прилепский, Е.(2016), “Влияниефинансовыхсанкцийнароссийскую
экономику,”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Н. 1(Январь); М. Клинова и Е. Сидорова
(2014), “ЭкономическиесанкциииихвлияниенахозяйственныесвязиРос
сиисЕвропейскимсоюзом,” Вопросыэкономики, Н. 12(Декабрь); Орлова, Н.
(2014), “ФинансовыесанкциипротивРоссии: влияниенаэкономикуиэконом
ическуюполитику,” Вопросыэкономики, Н. 12(Декабрь).
5) 우크라이나 위기와 유라시아 국제관계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온대원
(2015),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러시아 관계」, 『JPI 정책포럼』, No. 12; Goldthau, A. & T.
Boersma(2014), “The 2014 Ukraine-Russia Crisis: Implications for Energy Markets and
Scholarship,”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No. 3; Tsygankov, A.(2015), “Vladimir
Putin’s Last Stand: The Sources of Russia’s Ukraine Policy,” Post-Soviet Affairs, Vol. 31,
No. 4; Biersack, J. & S. O’Lear(2015), “The Geopolitics of Russia’s Annexation of Crimea,”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Vol. 55, No. 3; ОганесяниЮ. Шафраник, А.(2014),
“Украинскийкризис: энергетическийвызовРоссии?” МеждународнаяЖизнь,
Н. 8(Август); Караганов, С.(2014), “РоссияиЕвропа: недопуститьновойхол
однойвойны,” Россиявглобальнойполитике, Т. 12, 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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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in’s Last Stand: The Sources of Russia’s Ukraine Policy”라는 논문
에서 푸틴 시기 우크라이나 대외정책의 본질과 특성을 논증했다.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독창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위기 발생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 다층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의 본원적 요인에 대한 분석 대신에 사건의 단편적인 결과만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거나 경제적 영향력 고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선행연구는 사건의 본질적인 인과관계를 제대로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
계를 지닌다.
둘째, 본고는 1차 자료에 기초하여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의 단계별,
수준별 세부 내용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미국과
EU가 추진했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의 핵심 내용과 차이점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양자의 입장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는 대체로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내용 소개와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언급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및 EU와 러시아 간 국제관계의
성격에 대한 차이점 분석은 거의 부재하다.
셋째, 본 연구는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에 따른 파급효과를 경제
전반과 산업별로 분석함은 물론이고,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방안의 내용과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기존 연구의 경우 러시아의 대EU 경제
제재에 대한 분석 내용이 정보 나열 중심이어서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 본고에서는 국제관계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본질을 규명해
볼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 러시아와 서방 관계, 우크라이나와
서방 관계의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의 성격, 내
용, 함의, 효과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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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과 구성
먼저,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첫째, 러시아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현실 정합성
높은 지역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지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 · 국제
관계연구원(IMEMO) 소속 경제 전문가,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HSE) 아시아
지역 경제 담당 교수,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조사 담당자, 법무법인 지평 모
스크바 사무소 대표변호사, 칼루가(Kaluga Oblast) 주정부대표 경제자문역
등이 면담조사 대상자였다.6) 둘째, 1차 자료에 기초한 문헌 연구를 적극 활용
했다. 특히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관련 공식문서에 대한 심층적 분석
을 통해 연구의 적실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셋째, 러시아의 국가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했다. 러시아의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 체제는 정부 주도형 경제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정치경제학
적 접근이 보다 유용한 분석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한편 이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본 연구
주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의 기본 배경과 핵심 요인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본질과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분석은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와 저유가의
경제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3장은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촉발된 러시아와 서방 간 ‘경제제재 전쟁(Economic Sanctions War)’을 비교
6) 러시아 현지 전문가 심층 면담조사(2016. 5. 10~13)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알렉세이 쿠즈네초프
(Alexey Kuznetso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세르게이 루코닌
(Sergey Lukonin)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예브게니 카나예프
(Evgeny Kanaev)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학부 교수, 우상민 KOTRA 차장, 최
민희 KOTRA 차장, 오기찬 KOTRA 과장, 이승민 법무법인 지평 모스크바 사무소장, 최준식 칼루가 주
정부대표 경제자문역.

제1장 서론 • 13

주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경제제재 전쟁의 세부적 내용과 주요한 특징들을 종
합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전략적
차이점을 비교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제재 조치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국제경제 환경의 주요
한 변화 요인들과 러시아 경제상황과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와 저유가 추세의 장기화가 러시아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친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앞의 장들에서 언급한 연구내용을 요약함과 동시에,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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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의 배경과 요인

1.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과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우크라이나 위기는 ‘유로 마이단(Euro-Maidan)’으로 명명되는 국내적 사
건에서 발화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독립광장에서 친유럽 정책의 재개를 요구
했던 반정부 시위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이 우크
라이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위기는 국제적인 이슈로
비화되었다. 당시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대외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친러시아’
와 ‘친유럽’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선택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대외적 진로 모색은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 이해관계의 갈등을 고조시키게
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과정에서 단행된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
은 유라시아 및 CIS 국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자면, 러시아와 서방의 정치적 대립 구도 형성, NATO의 역할 강화론 대
두,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제재 전쟁 진행 등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동슬라브 민족의 형제국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소연방 해체 이후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서방 관계 역시 첨예한 갈등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동(East)’과 ‘서(West)’의 전략적 교차로,
즉 러시아와 중동부 유럽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이다. 지정학적 여건상 우
크라이나 영토는 외세의 주된 침략 대상이었다.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은 제정 러시아와 소련의 관할권 아래, 서부 지역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지배권 아래 각각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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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은 동서 지역주의를 고착시켜 놓았다.
독립 이후에도 친러시아 성향의 동남부 지역과 친유럽 성향의 서부 지역은 독
자적인 지역 정체성을 보존한 채 살아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역주의는 총선,
대선, 오렌지 혁명, 유로 마이단 등 모든 정치과정에서 예외 없이 발현되었다.7)
또한 유로 마이단과 동부 지역 분리주의 운동에서 잘 나타나듯이, 지역주의는
우크라이나 위기 발생과 확산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
브레진스키(Brzezinski) 교수는 자신의 저서 『거대한 체스판(The Grand
Chessboard)』에서 우크라이나의 안보 전략적 가치와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
조한 바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체스판 위에 새롭게
형성된 공간이자, 지정학적 추축 국가들 중 하나이다.8) 만일 우크라이나가 함
께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강대국 건설전략은 큰 차질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그런 이유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의
국가발전 노선은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에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도 대체로 ‘친서방’ 또는 ‘친러시아’ 노
선을 포괄하는 ‘멀티벡터(Multi-Vector)’ 외교정책 추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외교정책 옵션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
략적 선택지에 따라,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Post Soviet Space) 및 유라시아
국제관계에서 러시아와 서방의 이해관계가 충족 또는 훼손될 개연성이 동시적
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의 유럽행’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었다.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 행보는 당연하게도 러시아의 핵심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나 다름없었다. 다른 탈소비에트 국가
들과 달리,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국가였다. 첫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키예프 러시아’라는 고대 국가의 모태를 같이하는 형
7) 박정호(2010), p. 380.
8) 브레진스키, Z.(1997), 번역: 김명섭(2000),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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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가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이탈은 동슬라브 민족의 정치적 분열을 상징
하는 것이었다. 둘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이다. 강대국 러시
아 건설과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도권 확립은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셋째,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의 성공적인 출범과 발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다.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국력과 상징성, 러 · 우
경제관계 등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의 참여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위상을
크게 높여 줄 수 있는 전략적 카드였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친유럽 정책은 러시아에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런 맥락에서 우크라
이나 위기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관심은 지대했으며, 과감하고 독단적인 형태의
개입정책이 실행될 수 있었다.
한편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와 EU 간의 외교관계를 전체적으로 고찰해 본다
면, EU의 우크라이나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외교적 사안들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EU의 우크라이나 포섭정책은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과
제로 간주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동유럽 국가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국가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EU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서진정책은 두 가지 전략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푸틴 집권기 러시아의 팽창주의 대외정책을 예방하는 데 유용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둘째, 흑해 및 중동부 유럽 지역의 안보 확립 차원에서도
필수적 사안이었다. 특히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 간에 벌어진 8일 전쟁 이후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에 대한 안보적 불안감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추
세였다. 게다가 2008년 이후 러시아의 공세적인 외교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됨에 따라,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2009년부터 EU는 자신의 국경선에 인접한 탈소비에트 국가인 아르메니아, 아
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특별 관리방안
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EU는 탈소비에트 6개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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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동방 협력자(Eastern Partnership)’ 프로그램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직접적인 발단은 야누코비치(Yanukovych)의 대외정책
방향전환에 있었다. 그는 2013년 11월 말에 예정된 EU와의 가입 조약 및 자유
무역협정 체결을 연기함과 동시에, 친러시아 정책으로의 복원을 시도했다.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 측으로부터 정치적 지지 및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
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9)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사회적으로 큰 격변을 불러일으켰다. 정권의 실정과 부정부패, 경제적 혼란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분노가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분노한
시민들은 독립광장에 함께 모여 우크라이나의 유럽행 재개를 외치면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전개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에 유혈 충돌이 빈
번하게 벌어졌을 뿐 아니라, 총리의 사임, 대통령 탄핵, 대통령 도주 등과 같은
중대한 정치적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권력변
동이 촉발됨으로써 임시 혁명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 혁명정부는 기존의 친
러시아 정책을 폐기하면서 친서방 정책을 기치로 내세웠다. 그 결과 우크라이
나의 유럽행은 재개될 수 있었으나, 러시아의 강력한 압박이 시작되었다.
러시아 지도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급격한 정치변동을 결코 묵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책 마련에 나섰다. 러시아 지도부는 자국과 우크라이나 관계의 특수성이나 다
름없는 지역주의 성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특히 돈바스(Donbas) 지역에서 친러시아 세력의 거점 확보와 크림 공화국 활
용 등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국면전환용 카드였다. 전자와 후자
모두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적 색채가 가장 강한 지역들이었고, 이들의
지역 정체성 자체가 ‘친러시아 정서’를 함축하고 있었다. 특히 크림 공화국에는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둔지인 세바스토폴(Sevastopol) 시가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크림 공화국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러시아계 주민들이었다.
9) 박정호(2014),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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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규모와 성격을 국제화시킨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반정부 시위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2·21 여야 합의
안’ 파기, 야누코비치 대통령 탄핵과 도주, 친서방 혁명정부 수립 등과 같은 일
련의 정치적 격변들은 러시아 측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의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높여준 핵심 동인들이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신정
부의 유럽행 추진을 방해하겠다는 목적 아래 러시아 주도의 크림 반도 병합 계
획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본질상 영토 주권에 대한 문제였기에 러시
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의 치명적인 악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크림 위기는 러시
아와 서방 관계에 첨예한 갈등 양상을 촉발시켰다. 또한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
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권 침해와 자국 영토 찬탈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 도발 행위를 맹렬하게 비
난하면서 크림 반도 반환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나섰다.10) 이와 함께, 서방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러시
아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
다.11) 이에 대해 러시아는 크림 반도가 러시아의 고유한 영토였기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크림 반도 주민들의 민족자결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12)
이처럼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위기 확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전적
으로 러시아 측에 돌렸다.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러시아의 크림
반도 무단 병합을 한 목소리로 비난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1차 경제제재 조치를
10) “Russia’s annexation of Crimea is ‘armed robbery,’ says Ukrainian PM Yatsenyuk”(2014.
3. 21), http://www.euronews.com/2014/03/21/russia-s-annexation-of-crimea-is-armedrobbery-says-ukrainian-pm-yatsenyuk(검색일: 2016. 4. 30).
11) “Would Russia’s Annexation of Crimea violate International Law”(2014. 3. 8), http://
ericposner.com/would-russias-annexation-of-crimea-violate-international-law(검색일:
2016. 4. 30).
12) “A Year after Crimean Annexation, Threat of Conflict remains”(2015. 3. 18), https://www.
washingtonpost.com/world/europe/a-year-after-crimean-annexation-threat-of-conflict-remains/2015/03/18/12e252e6-cd6e-11e4-8730-4f473416e759_story.html(검색일:
201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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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했다. 그 이후 서방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배후 지원 연
관성,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 의혹,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건 연루 가능성
등에 대해 직접 혹은 간접적인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의 강
도를 점차적으로 높여나갔다. 다시 말해, 서방 국가들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자
산 동결, 비자 발급 중단 등의 소극적 제재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분야별 제재
대상(SSI: 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s) 발표 및 EU의 7·31 결의안
등을 통해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반면, 러시아 지도
부도 자국 경제제재에 가담한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역경제제재 조치를 취하
면서 서방의 대러시아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와 서방의 경제제재 전
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성격과 국제유가의 하락
러시아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이는 소연
방의 잔재와 1990년부터 새로운 경제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
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성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과정과 주요
특징, 산업구조와 수출품목, 대외적 핵심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표 2-1. 1990년대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GDP 성장률(%)

-14.5

-8.7

-12.7

-4.1

-3.6

1.4

-5.3

6.4

산업생산증가율(%)

-18.0

-14.1

-20.9

-3.3

-4.5

2.0

-5.2

11.0

4.7

5.5

7.4

9.0

10.0

11.2

13.2

13.0

실업률(%)

20 •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표 2-1. 계속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물가상승률(%)

2509

840

215

151

21.8

11.0

84.4

36.5

-

98.2

72.1

172.0

153.2

177.8

122.2

124.6

1077

1127

1275

1280

1361

1346

1554

1465

외환보유고
(억 달러)
연방대외부채
(억 달러)

자료: 러시아통계청, http://www.gks.ru; 러시아 중앙은행, http://www.cbr.ru; IMF, www.imf.org(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6. 4. 30).

소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 지도부는 독립국가로서 새로운 경제적 도전과제를
부여받게 되었다. 옐친(Yeltsin) 정부는 집권 초기 새로운 국가건설을 진행
하면서 경제체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나갔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면적 이행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
제는 당시 러시아 사회체제의 특성상 74년 동안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관련
된 유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에서는 자본주
의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여건은 전혀 구비되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소비에트 체제를 굳건하게 지탱해주었던 15개 연방공화국들 간의 경제
적 연결망도 대부분 붕괴된 상태였다. 그 결과 1990년대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줄곧 악화일로에 처해 있었다. [표 2-1]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듯이, 1990년대
동안 러시아 경제는 대체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1990년대 전반기 체
제이행과 급진 경제개혁의 실패에 따른 경제적 혼란이 만연했을 뿐 아니라,
1990년대 후반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에 빠져 있었다. 이처럼 1990년대 러시아에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 지속, 하
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의 만연, 산업생산 증가율 급락, 막대한 자본
의 해외 유출, 만성적 재정 적자, 외환보유고 부족,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전락,
루블화의 통화 기능 상실, 국가 신용등급의 대폭 하락 등이 발생했다.13)

13) 이종문(2007), pp. 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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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푸틴 집권 1기와 2기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성장률(%)

10.0

5.1

4.7

7.3

7.2

6.4

8.2

8.5

산업생산증가율(%)

8.7

2.9

3.1

8.9

8.0

5.1

6.3

6.8

실업률(%)

10.5

8.7

8.1

8.6

8.3

7.7

7.3

6.1

물가상승률(%)

20.2

18.6

15.1

12.0

11.7

10.9

9.0

11.9

외환보유고
(억 달러)

279

366

478

769

1245

1684

3030

4764

연방대외부채
(억 달러)

1274

1101

1032

1047

1037

809

475

358

자료: 러시아통계청, http://www.gks.ru; 러시아 중앙은행, http://www.cbr.ru; IMF, www.imf.org(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6. 4. 30).

2000년대 들어서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의 경제적 대혼란 시기와는 달리, 2000년 이후 러시아의 경제가 괄
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표 2-2]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이,
푸틴(Putin) 집권 8년 동안 러시아는 연평균 7%가 넘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
할 수 있었다. 2000년대 러시아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비결은 기본적으로 다음
의 두 가지 요인에 기초한 것이었다.
첫째, 국내 정치적 요인이다. 2000년 푸틴의 집권과 푸틴 체제의 공고화가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다. 푸틴 정부는 ‘강한 러시아(Strong Russia) 건설’을
국가전략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면서 정치안정과 경제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실행과제로 여겼다.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지방관계의 본원적 성격 변화를 도모했다.14) 푸틴의 견해
에 따르면, 옐친 통치 시기 중앙정부의 통제권 약화와 지방정부의 세력 증대는
무정부적 정치상황과 국가 재산을 둘러싼 이권 갈등을 초래했으며, 이는 러시

14) 박정호(2005), pp. 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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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경제발전의 최대 장애물 가운데 하나였다.15)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푸틴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정치적 안정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나갔
다. 그러한 강력한 정책적 노력 덕분에 푸틴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됨과 동시에,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둘째, 대외 경제적 요인이다. 1990년대 말부터 국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00년대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우랄산 석유 가격은 1998년 배럴당 12달러에 불과했으나,
2005년 50달러, 2009년 95달러를 기록하는 등 대략 8배나 상승했다.16) 이는
세계경제 전반의 회복 추세와 신흥 공업 대국들의 활발한 경제활동 진행 등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그러한 대외적 경제환경에 편승하여 러시아도 막대
한 경제적 실익을 얻게 되었다. 푸틴 정부도 취임 초기부터 에너지 자원 수출에
박차를 가했으며, 이에 힘입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푸틴
집권 1기 및 2기 동안 수출 증대, 무역수지 흑자, 외환보유고의 획기적 증대,
국가 채무 감소,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산업생산 증가, 실업률 감소, 내수 활성화
등 러시아의 경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결국 러시아는 1990년대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신흥 경제대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선
진 국가들의 모임인 G8의 일원이자, BRICS의 주도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에 러시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은 중대한
돌발변수가 출현했다. 이는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국제 금융
위기는 전 세계 국가들뿐 아니라, 러시아의 경제 전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
쳤다. 이를 반영하듯이, 경제성장률 둔화, 루블화 가치 하락, 외환보유고 감소,
산업생산 증가율 감소, 실업률 증가 등 러시아 거시경제의 주요 지표들이 뚜렷한

15) http://www.nytimes.com/2000/07/20/world/putin-s-plan-to-increase-central-powerwins-support.html(검색일: 2016. 4. 30).
16)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2015),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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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 추세를 나타내게 되었다. 일례로 2009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7.8%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00년대 이후 최저치이자, 11년만의 역성장이었다. 또
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가지수 폭락, 외국인투자자 이탈 등 러시아 금융시장
의 불안정성을 크게 증폭시켰다. 러시아 정부는 긴급한 경제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상술했듯이, 2000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러시아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

표 2-3. WTI 기준 2010~16년 국제유가 변동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가격
(달러)

79.50

94.90

94.08

97.98

93.17

48.67

40.32

주: 2016년은 예상치.
자료: EIA(www.eia.gov, 검색일: 2016. 4. 30).

표 2-4. 세계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GDP 성장률(%)

5.2

-7.8

4.5

4.3

3.4

1.3

0.6

-3.7

산업생산증가율(%)

0.6

-9.3

8.2

5.0

3.4

0.4

1.7

-3.4

실업률(%)

7.8

8.2

7.2

6.5

5.5

5.5

5.2

5.6

물가상승률(%)

13.3

8.8

8.8

6.1

6.6

6.5

11.4

12.9

외환보유고
(억 달러)

4271

4390

4794

4986

5376

5096

3855

3680

연방대외부채
(억 달러)

295

313

345

333

544

609

410

299

자료: 러시아통계청, http://www.gks.ru; 러시아 중앙은행, http://www.cbr.ru; IMF, www.imf.org(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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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상승 국면 덕분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한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
체 현상은 러시아 경제발전을 가로막았던 중대한 장애물이었다. 게다가 [표
2-3]에서 잘 나타나듯이, 2014년 말부터 현실화된 국제유가의 하락 추세는 러
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했다. [표 2-4]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 하
반기 이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
다. 특히 2013년 1.3%, 2014년 0.6%, 2015년 -3.7%, 2016년에도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등 러시아 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 빠져 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도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또 다른 핵심 변
수로 작용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
입 정책은 러시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크림
위기 이후 서방은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
이다. 이는 중단기적 차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투자 감소, 자본 유출, 물
가 상승 등을 야기함으로써 러시아 경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되었다. 게다가
최근 과잉 공급과 수요 감소에 따른 국제유가의 하락 추세는 러시아 경제 전반
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듯이, 저유가 기조는 불가피
하게도 에너지 자원 수출의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재정수지 악화, 루블화 가
치 폭락, 주가지수 급락, 투자 감소, 산업생산증가율 감소, 내수 부진 등을 초래
하면서 러시아의 경기침체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표 2-5. 러시아의 원자재 수출액 및 수출 비중
구분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원자재 수출액
(억 달러)

560

2710

3680

3750

3770

3500

원자재 수출 비중(%)

53.8

68.5

71.1

71.4

71.6

70.5

자료: 러시아통계청(http://www.gks.ru, 검색일: 201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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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및 수출 품목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 경제는 구조적으로 대단
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대체로 산업이 다각화되어 있어
서 대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원유국가
(Petrostate)’라고 불릴 정도로 에너지 산업의 비중이 대단히 큰 나라이다. 특
히 [표 2-5]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재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원자재 생산 비중 역시 2011년 10.7%, 2012년 11.2%,
2015년 상반기 11.5% 등 10%대를 유지하고 있다.17) 그런 까닭에 러시아 경
제는 국제유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예를 들자면, 러시아
에서 석유 · 가스 부문은 경제의 중추로서 GDP의 대략 20~25%, 수출의 약
70%, 재정수입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18) 또한 러시아를 대표
하는 10대 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들이다.19) 이와
함께,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2015년 기준 2,000대 ‘세계 최대 기업(The
World’s Biggest Public Companies)’에 포함된 27개 러시아 기업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개 기업들이 에너지 및 광물 관련 회사이다.20) 이 점을 볼
때,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
겠다. 그런데 에너지 자원 부문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는 필연적으로 다
음의 두 가지 사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첫째,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둘째, 경제정책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의 독립성과 자율
성이 상당 정도 제한될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처럼 러시아 경제
의 구조적이고 본원적인 특성상 국제 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따라 경제성장 여
부가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러시아는 전형적인 자원의존형 경제구조를 보유한 국
17) 박지원 KOTRA 연구위원 전문가 간담회 내용(2016. 5. 20, 세종).
18)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2015), 앞의 책, p. 34.
19) 「러시아 대기업 거의 에너지로 부 쌓아」, http://luxmen.mk.co.kr/view.php?sc=51100007&cm=
People&year=2013&no=444664&relatedcode=&sID=300(검색일: 2016. 4. 30).
20) “The World’s Biggest Public Companies,” http://www.forbes.com/global2000/list(검색일:
201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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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본질적으로 국제유가의 변동 추세와 불가
분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국제유가의 하락은 러시아 경제 전
반에 치명적인 악재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2014년 3/4분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제원유가격(WTI 기준) 하락(2014년 6월 평균 배럴당 105.79달러에
서 2015년 12월 14일 기준 36.41달러)으로 러시아는 저유가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2016년 5월 WTI 기준 국제유가가 42달러를 기록
하는 등 현재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국제 원자재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때, 이전과 같은 고유가 시대 도래 가능성은 그다
지 크지 않은 편이며, 오히려 저유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예측 속에서 러시아 정부도 경제발전의 최대 장애
물인 저유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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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기 개입과 크림 반도 병합을 명목으로 2014년 3월
EU와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21)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개시
했다. 제재 초기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여행제한에 집중되었던 EU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제재는 2014년 7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건을 계기로 보다 강도 높은 대러 분야별 경제제재로 확산되었다. 이에 대응
하여 2014년 8월 러시아가 대서방(EU,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외) 농산물 및 식료품 수입금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2016년 현재 서방과 러시
아 간 경제제재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3-1.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서방과 러시아의 제재 현황
캐나다
- 자산 동결/금융거래 차단/
에너지 분야 수출통제

노르웨이

러시아

- 자산 동결/금융거래 차단/
무기 및 전략물자 수출통제

- 금수조치(EU,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외)

스위스
미국
- 자산 동결/금융거래 차단/
에너지 품목 수출통제/
무기 및 전략물자 수출통제

- 자산 동결/금융거래 차단

일본
- 자산 동결/금융거래 차단

EU
- 자산 동결/금융거래 차단/
에너지 품목 수출통제/
무기 및 전략물자 수출통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자산 동결

자료: Wikipedia(2016), “International sanctions during the Ukrainian crisis,” https://en.wikipedia.org/wiki/
International_sanctions_during_the_Ukrainian_crisis(검색일: 2016. 4. 28); Risk Advisory(2015), “Consolidated
list of Ukraine related sanctions,” http://news.riskadvisory.net/sanctioned-individuals/?(검색일: 2016. 4.
28) 바탕으로 필자 작성.
21) 캐나다의 대러 제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Global Affairs Canada(2016), “Canadian Sanctions Related to Russia,” http://www. international.gc.ca/sanctions/countries-pays/russia-russie.aspx?lang=eng(검색일: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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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촉발된 경제제재 전쟁의 현황과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EU와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내용과 특성을 고찰할 것이다.

1.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의 현황과 특성
가. EU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22)에 따르면, EU의 제재(Sanctions) 혹
은 제한조치(Restrictive Measures)는 공동 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에 기초한 것이며,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정책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제재는 대상 국가, 개인, 단체 등의 정책이나 행
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다. 제재는 본질상 두 가지 의미를 지
니고 있다. 광의의 차원에서는 외교관계 중단 조치를, 협의의 차원에서는 무기
금수(禁輸), 자산 동결, 입국 금지, 경제제재(수출 · 입 중단, 투자 및 서비스 공
급 제한 등) 등을 포함한다.23)
EU는 단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 군사적 대응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제재는 EU의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2012년 취해진 대이란 제재 조치는 EU의 제재 정책에서 중
대한 전환점이었다. 이는 그동안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부과되었던 EU의

22) 본 장에 기술된 EU 주요 기구와 규범 명칭은 주벨기에 EU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간한 『EU 정책브리
핑』(2차 개정판, 2010)을 참고했다. 주벨기에 EU 대한민국 대사관(2010), 『EU 정책 브리핑』(2차 개
정판), http://bel.mofa.go.kr/korean/eu/bel/information/book/revision2/index.jsp(검색
일: 2016. 4. 20).
23) European Council(2016), “Adopting EU restrictive measures - ‘sanctions’,” http://www.
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검색일: 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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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조치가 CFSP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
이다.24)
2014년 3월에 부과된 EU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제재 조치는 대이란 제재에
비해 실효성 측면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25) 비교적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표 3-1]과 같이, EU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제재는 외교적 수단
을 통한 영향력 행사, 자산동결 및 비자 발급 금지, 크림 반도에 대한 제한조치,
러시아에 대한 분야별 경제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표 3-1. EU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제재의 주요 내용

- 러시아 소치 G8 정상회담 보이콧(2014년 6월 4~5일 브뤼셀에서 G7 개최)
외교적 수단을 통한
영향력 행사

- 러시아의 OECD 및 IEA 가입을 위한 협상 중단 지지
- EU-Russia 정상회의 취소 및 정례 양자회담 중단
- 러시아와 新비자면제협정 논의 중단

- 개인(149명), 단체(37개)를 대상으로 EU 내 자산동결(2015년 9월 15일
자산동결,
비자 발급 금지

기준)
* 우크라이나 영토보전에 반하는 개인 및 단체 포함. 러시아 정책결정을 지지
하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개인과 크림 반도 소재 13개 단체 포함

- 크림자치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시의 러시아 합병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비
승인 정책(non-recognition policy)의 일환으로 이 지역과의 경제교류
크림 반도에
대한 제한조치

를 상당히 제한하는 조치 부과
· 크림반도산 상품 수입 금지(우크라이나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
· 크림 반도에 대한 투자 금지: EU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크림 반도 내 부동
산, 법인체를 매수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특정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금지 외

24)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16), “What is the sanctions process in the European
Union?” http://www.cfr.org/sanctions/economic-sanctions/p36259(검색일: 2016. 4. 20).
25) 대러 제재는 대이란 제재와 기술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란에서의 국제송금시스템 배제와 같
은 가혹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영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교수 전문가 간담회
내용(2016. 2. 1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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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 자본시장 접근 금지: 러시아 국영은행 및 에너지·방산 기업이 발행하는 만기
30일을 초과하는 신규 채권, 지분, 기타 금융상품 매매 금지
대러
분야별
경제제재

* 5개 주요 은행과 3개 에너지 기업, 3개 방산 기업 대상
- 군용물자 엠바고: EU 군용품목 리스트(Common military list), 이중용도
품목 리스트에 포함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대러 수출입 금지
- 에너지 설비 및 서비스 수출 제한: 대러 에너지 설비 및 서비스 수출 시
EU 회원국의 사전 승인 필요, 심해 및 북극해 석유탐사·생산, 셰일오일
프로젝트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라이센스 발급 금지 외

자료: European Union(2016), “EU sanctions against Russia over Ukraine crisis,” http://europa.eu/newsroom/
highlights/special-coverage/eu_sanctions_en(검색일: 2016. 4. 20); European Council(2016), “EU restrictive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risis in Ukraine,” http://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
/ukraine-crisis(검색일: 2016. 4. 20).

이 가운데 외교적 수단을 제외한 경제적 및 물리적 제재는 EU의 규범인 규정
(Regulation)과 결정(Decision)으로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다.26) [표 3-2]는
EU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제재의 주요 규범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2016년 4월 20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발표한 ‘발효
중인 EU의 제한조치’에 근거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국가별로
제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제재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항목으로
분류해 놓았다.27) 다만 우크라이나 항목은 자산동결, 입국제한 조치부터 크림
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조치까지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항목을 ‘자산동결, 입국제한 및 크림 반도 제한조치’로 보다 명료하게
적시하고, 러시아 항목도 그 내용에 기초하여 ‘대러 분야별 경제제재’로 명명
26) “EU의 규범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과 법적 구속
력이 없는 권고(Recommendation), 의견(Opinion)의 다섯 가지가 있다. 결정은 회원국, 개인, 법인
등 특정 사안에 대해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 공동체의 규범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작위(作爲), 또는 부
작위(不作爲)를 요구하거나 특정한 권리, 의무를 부여한다. 규정은 회원국 정부, 개인, 법인을 망라하여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EU 규범으로 회원국 국내법 질서의 일부를 형성한다” 주벨기에
EU 대한민국 대사관(2010), 『EU 정책 브리핑』(2차 개정판), pp. 75~77, http://bel.mofa.go.kr/
korean/eu/bel/information/book/revision2/index.jsp(검색일: 2016. 4. 20).
27) European Commission(2016), “Restrictive measures(sanctions) in force,” http://eeas.europa.
eu/cfsp/sanctions/docs/measures_en.pdf(검색일: 201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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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대러 경제제재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3-2. EU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제재의 주요 규범 현황
분류

발표 날짜

규범

Council
Decision(CD)
2014/386/CFSP
2014. 6. 23
Council
Regulation(CR)
No 692/2014

(1단계)
자산동결,
입국제한 및
크림 반도
제한조치

Council
Decision(CD)
2014/145/CFSP
2014. 3. 17
Council
Regulation(CR)
No 269/2014

제목

주요 내용

‘크림 및 세바스토
폴 불법 합병에 따

- 해당 지역이 원산지인 상품의 EU
내 수입과 관련 직간접적인 자금

른 해당 지역이 원
산지인 상품의 제
한에 대하여’(CD,

조달 및 금융 지원, 인프라(교통,
통신, 에너지) 설비 및 기술 판매,
공급, 이전 금지 외

2014.6.23)
⟶ ‘크림 및 세바

- 수정안 발표:
* CD 개정안 3회 발표
* CR 개정안 2회 발표

스토폴 불법 합병
에 따른 제한조치
에 대하여’로 변경

- 적용 기간(CD):
2015.6.23(2014.6.23)
⟶2016.6.23(2015.6.19)로 연장

(CD, 2014.7.30)

⟶2017.6.23(2016.6.17)로 재연장

‘우크라이나의 영

- 자산동결, 입국제한
* CD 개정안 및 CID(Council
Implementing Decision) 15

토보전과 주권, 독
립을 위협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회 발표
* CR 개정안 및 CIR(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대한 제한조치에
관하여’(CD)

18회 발표
- 적용 기간(CD):
2014.9.17(2014.3.17)
⟶2016.9.15(2016.3.10)로 연장

Council
Decision(CD)
2014/119/CFSP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특정 개인,

- 자산동결
- 개정안 발표:
* CD 개정안 5회 발표

Council
Regulation(CR)

단체, 법인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하
여’(CD)

* CR 개정안 및 CIR 총 5회 발표
- 적용 기간(CD):
2015.3.6(2014.3.5)

2014. 3. 5

No 20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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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6(2016.3.4)로 연장

표 3-2. 계속
분류

발표 날짜

규범

제목

주요 내용
- 전략물자, 즉 이중용도 품목

(2단계)
대러
분야별
경제제재

Council
Decision(CD)
2014/512/CFSP
2014. 7. 31
Council
Regulation(CR)
No 833/2014

‘우크라이나 상황

(Dual-use goods) 및 무기수
출 금지, 에너지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제한, 자본시장 접근 제한

을 불안정화하는
러시아의 행위에
대한 제한조치에

- 개정안 발표:
* CD 개정안 4회 발표
* CR 개정안 3회 발표

관하여’(CD)

- 적용 기간(CD):
2015.7.31(2014.7.31)
⟶2016.7.31(2015.12.21)로 연장
⟶2017.1.31(2016.7.1)로 재연장

주: 1) 2016년 4월 20일 업데이트 기준.
2) 2016년 7월 7일 업데이트 참고, 제재 적용 기간 변경사항 반영.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 “Restrictive measures(sanctions) in force,” http://eeas.europa.eu/cfsp/
sanctions/docs/measures_en.pdf(검색일: 2016. 5. 1)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처럼 EU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제재는 자산동결, 입국제한, 크림 반도
제한조치, 대러 분야별 경제제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는 EU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제재의 심화에 따른 단계별 구분과도 일맥상통한다.
2014년 3월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개입과 크림 반도 합병 움
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EU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제재가 최초로 취해졌
다. 또한 2014년 7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MH-17 추락 사건을 계기로 보다 본
격적인 대러 경제제재가 부과되었다. 따라서 2014년 3~6월 동안 취해진 자산
동결, 입국제한, 크림 반도 제한조치 등이 1단계 제재라면, 7월 말 발표된 대러
분야별 경제제재는 2단계 제재라고 할 수 있다(표 3-2 참고).
먼저, 1단계 제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 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동결 조치가 부과되었다.
2014년 3월 5일 EU 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an Union)는 이사회 결정
(Council Decision, 이하 결정)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특정 개인, 단체, 법
인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하여’를 채택하고, 이러한 결정의 법적 구속력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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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둘째, 자산동결뿐 아니라, 입국제한을 포함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2014년 3월
17일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과 주권, 독립을 위협하거나 훼손하
는 행위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하여’라는 결정(2014/145/CFSP)28)을 채택함
과 동시에, 이에 근거한 규정(No 269/2014)29)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크림자
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 시를 대상으로 하는 금수 및 투자 금지 등 일련의 제
재 조치들이 부과되었다. 2014년 6월 23일 EU 이사회는 ‘크림 및 세바스토폴
불법 합병에 따른 해당 지역이 원산지인 상품의 제한에 대하여’라는 결정
(2014/386/CFSP; 30) 2014년 7월 30일 개정을 통해 ‘크림 및 세바스토폴 불법
합병에 따른 제한조치에 대하여’로 변경)과 규정(No. 692/2014)31)을 채택
했다.
EU 이사회는 일련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제재 규범을 지속적으로 개정함
으로써 제재 대상 범위를 확대해왔으며, 제재의 효력기간을 연장시켰다. 현재
(2016년 7월 7일 기준) 첫 번째 제재(자산동결)는 2017년 3월 6일까지 연장되
었으며, 두 번째 제재(자산동결 및 입국제한)는 2016년 9월 15일까지, 세 번째
제재(크림 반도 제한조치)는 2017년 6월 23일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28) COUNCIL DECISION 2014/145/CFSP,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respect of actions undermining or threaten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of
Ukraine,”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4D0145
(검색일: 2016. 4. 20).
29) COUNCIL REGULATION (EU) No 269/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respect of
actions undermining or threaten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of Ukraine,”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4R0269
(검색일: 2016. 4. 20).
30) COUNCIL DECISION 2014/386/CFSP, “concerning restrictions on goods originating in
Crimea or Sevastopol, in response to the illegal annexation of Crimea and Sevastopol,”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4D0386(검색일:
2016. 4. 20).
31) COUNCIL REGULATION (EU) No 692/2014, “concerning restrictions on the import into
the Union of goods originating in Crimea or Sevastopol, in response to the illegal annexation of Crimea and Sevastopol,”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
/?uri =CELEX:32014R0692(검색일: 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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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EU의 대러 분야별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고

- 이중용도품목 및 관련 기술(EU No. 428/
이중용도품목
(dual-use
goods) 및
무기수출 금지

2009의 부속서상에 명시된 품목)을 러시
아 내 개인 및 법인, 단체 또는 군사집단/
군용목적으로 판매, 공급, 이전, 수출 금지

-

- 일반 군용품목 리스트(Common military
list)에 해당하는 품목 및 기술을 러시아에
판매, 공급, 이전, 수출 금지

에너지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제한

러시아 내 심해 석유 탐사 및 생산, 북극해 석유
탐사 및 생산, 셰일 오일 프로젝트와 관련한

- 석유 부문 대상

설비 및 기술의 판매, 공급, 이전, 수출 금지

- 대상 은행(5개)
스베르방크(Sberbank), 대외
무역은행(VTB), 가즈프롬방크
(Gzaprombank), 대외경제
은행(VEB), 러시아농업은행
(Rosselkhozbank)
자본시장
접근 제한

러시아의 주요 은행이 발행하는 만기 30일을
초과하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 매매 금지

- 대상 에너지 기업(3개)
로스네프트(Rosneft), 트랜스
네프트(Transneft), 가즈프롬
네프트(Gazpromneft)
- 대상 방산기업(3개)
OPK Oboronprom,
United Aircraft Corporation,
Uralvagonzavod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 “Restrictive measures(sanctions) in force,” http://eeas.europa.eu/cfsp/
sanctions/docs/measures_en.pdf(검색일: 2016. 5. 1)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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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EU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제재는 2014년 7월 말 본격
적인 대러 분야별 경제제재 조치의 시행과 함께, 더욱 심화되었다. 2014년 4월
4개국(러시아, 우크라이나, EU, 미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제네바 합의’가 성사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무력충돌 심화, 7월 17일 말레이시아 항공기 MH-17 추락사건
발생 등을 계기로 보다 강화된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단행되었다.
2014년 7월 22일 EU 이사회는 러시아 정부에 우크라이나 동부 내전 지역
인 도네츠크 주 MH-17기 추락 현장에 대한 접근 허용,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우크라이나의 접경 지역에서 군대 철수 및 무기 거래 중단 등을
촉구했다(결정 2014/512/CFSP). 또한 2014년 7월 31일 EU 이사회는 결정
2014/512/CFSP,32) 규정 No. 833/201433)을 통해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분야별 경제제재 조치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2014년 8월 1일부터(이후
2014년 9월 12일로 변경) 체결되는 모든 신규 계약건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즉 이중용도품목(Dual-use goods) 및 관련 기술수출 통제, 에너지 설비 및 기
술 수출 금지, 무기수출 금지, 자본시장 접근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
다(표 3-3 참고).
먼저, 이중용도품목(Dual-use goods) 및 관련 기술 수출 금지의 주요 내용
은 이중용도품목 및 관련 기술(규정 No. 428/2009의 부속서상에 명시된 품
목)을 러시아 내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해 판매, 공급, 이전, 수출 등을 금지하
는 데 있다. 이는 해당 품목 ‧ 기술의 최종 사용자가 러시아 군사집단이거나 군
용 목적인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겠다. 무기수출 금지는 일반 군용품목 리스
트(Common military list)에 해당하는 품목 및 기술, 서비스를 러시아에 판
32) COUNCIL DECISION 2014/512/CFSP,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
EN/TXT/PDF/?uri=CELEX:32015D2431(검색일: 2016. 4. 20).
33)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4R0833(검색일: 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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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공급, 이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러시
아 개인 및 법인, 단체 또는 러시아 내 사용을 목적으로 관련 품목 및 기술, 이
중용도품목 및 기술 관련 자금조달, 금융지원을 금지했다.
둘째, 에너지 설비 및 기술 수출 제한은 러시아 심해 및 북극해 석유 탐사 ‧
생산, 셰일 오일 프로젝트 등 석유산업 관련 30개 제한 품목의 판매, 공급, 이전,
수출 시 EU 회원국 담당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당초 천연가스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는 안이 제안되었으나, 러시아가 가스 공급 제한조치를 취
할 것을 우려하여 제외되었다.34) 주로 시추(Drilling), 유정평가(Well Testing),
검층 및 완결 서비스(Logging and Completion Services), 특수 부유식 선박
(Specialized Floating Vessels) 관련 품목이며, 해당 리스트는 [표 3-4]와 같
고, 편의상 HS 코드로 분류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표 1-1 참고).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접근 제한은 러시아 주요 은행(러시아 정부가 주식의
50% 이상을 갖고 있는 은행 및 은행 자회사)이 발행하는 만기 90일을 초과하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 매매와 관련 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제재 대상 은행
은 스베르방크(Sberbank), 대외무역은행(VTB), 가즈프롬방크(Gzaprombank),
대외경제은행(VEB), 러시아농업은행(Rosselkhozbank) 등 총 5개이다. EU
이사회는 이들 5개 은행이 경제 다각화와 투자 활성화 등 러시아 경제의 경쟁
력 제고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규정 No. 833/
2014). 2015년 9월 8일 EU 이사회는 해당 금융제재의 내용을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규정 No. 960/2014)35)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제재 대상 금융상품의
만기 한도가 90일에서 30일 초과로 축소(2014년 9월 12일 이후 발행 기준)되
었다. 또한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러시아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34) 김영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교수 전문가 간담회 내용(2016. 2. 11, 서울).
35) COUNCIL REGULATION (EU) No 960/2014, “amending Regulation (EU) No 833/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4R0960
(검색일: 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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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총자산이 1조 루블을 초과하며, 석유 판매 및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윤이 전체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즉 로스네프트(Rosneft), 트랜
스네프트(Transneft), 가즈프롬네프트(Gazpromneft)가 발행하는 만기 한도
30일 채권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2015년 12월 21일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도출된 민스크 합의 이행 지연에 따라 대러 경제제재 기한을 2016년 7월 31일
까지 연장했으며, 2016년 7월 1일 해당 기한을 2017년 1월 31일까지 추가 연
장했다.

표 3-4. EU의 대러 수출 금지 에너지 기술 품목
HS 코드

CN Code
73041100
73041910
73041930

73.04

73041990

철강제(주철제 제외)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함)

73042200
73042300
73042910
73042930
73042990
73051100

73.05
철강제의 기타 관(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의 파이프라인)으로서 횡단면이 원형
이고, 바깥지름이 406.4mm를 초과하는 것

73051200
73051900
73052000
73061100

73.06

73061900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오일 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

73062100
73062900

82.07

82071300

수공구용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

820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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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HS 코드

CN Code
84135000

84.13

84136000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8200
84139200

84.30
기타의 이동, 정지, 지균, 스크레이핑, 굴착, 탬핑, 콤팩팅, 채굴 또는 천공용의

84304900

기계, 항타기와 항발기 및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ex 84313900
84.31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ex 84314300
ex 84314900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설계 제작된 것 제외)
89.05

87052000
89052000

조명선, 소방선, 준설선, 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 부선거 및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 또는 작업대

89059010

주: 유럽이사회 규정 No. 833/2014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심해, 북극해 석유 탐사 및 생산, 셰일 오일 프로젝트 등 석유
부문에 사용되는 기술을 가리킴.
자료: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
?uri=CELEX:32014R0833(검색일: 2016. 4. 20); 세계 HS 정보시스템(2016), EU 관세율표(2015), http://www.
customs. go.kr/kcshome/getBuRyuList.po(검색일: 2016. 4. 22).

나. 미국
미국은 EU의 공조를 이끌어내면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추진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경제제재도 EU와 거의 동일하게 외교적
수단, 자산동결 및 입국제한, 크림 반도 제재, 대러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제재의 내용이 단계적으로 확대
되었다. 또한 경제제재의 경우 전 분야가 아닌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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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Targeted Sanction)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EU와 동일하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제재는 2014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그리고 2014년 12월 발표된 추가 행정명령에 근거
하여36) 추진되었다. 2014년 3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위협하는 개인 및 단체, 러시아 금융, 에너지, 금속, 광업, 엔지니어
링, 방산 분야 등의 관련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자산동결과 입국제한조치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13660호,37) 13661호,38) 13662호39)를 발표했다. 이어
2014년 12월 크림 반도에 대한 제한조치를 명시한 행정명령 13685호가 추가
되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제재는 2014년 3월 자산동결, 입국제한조치
로부터 시작되어, 4월 대러 군용물자품목 및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제한을 계
기로 점차 심화되었으며, 7월부터 금융, 에너지, 방산 등 대러 분야별 경제제재
확대 조치로 한층 강화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제재는 EU
와 그 단계별 심화 과정에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는 [표 3-5]
에서 보듯이 EU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제재와 거의 동일하다(표 3-2 참고).
따라서 이를 자산동결, 입국제한, 크림 반도 제한조치, 대러 분야별 경제제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표 3-5 참고).

36) “미국은 대외 제재는 대통령의 Executive Orders, 의회의 Statues, 그리고 연방정부기관(특히 재무
부와 국무부의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의하여 실행된다.” 고재남(2014), p. 5;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
/Programs/Pages/ukraine.aspx(검색일: 2016. 4. 10).
37) “Executive Order 13660—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March 6, 2014,”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
/Programs/Documents/ukraine_eo.pdf(검색일: 2016. 4. 10).
38) “Executive Order 13661—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March 16, 2014,”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
/Programs/Documents/ukraine_eo2.pdf(검색일: 2016. 4. 10).
39) “Executive Order 13662—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March 20, 2014,”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
/Programs/Documents/ukraine_eo3.pdf(검색일: 201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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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미국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주요 정책 현황
분류

발표 날짜

정책

제목

주요 내용

‘우크라이나의 크림 - 미국인의 크림 지역 신규 투자 금지, 크림
2014.12.19 행정명령 13685

자산동결
·
입국제한,
크림 반도
제한조치

지역과 특정 거래
(transactions) 금지
및 특정 개인의 자산

산 상품, 서비스, 기술의 미국으로의 직간
접적인 수입 금지, 미국 영토로부터 혹은
미국인에 의해 크림산 상품, 서비스, 기술

봉쇄’

의 (재)수출 금지 외

2014.3.20

‘우크라이나 상황에
- 자산동결(금융, 에너지, 금속 및 광업, 엔지
행정명령 13662
기여하는 추가 개인의
니어링, 국방 등 분야 명시)
* 13660 업데이트
자산봉쇄’

2014.3.16

‘우크라이나 상황에
행정명령 13661
기여하는 추가 개인의 - 자산동결(방산 분야 명시)
* 13660 업데이트
자산봉쇄’

2014.3.6

행정명령 13660

‘우크라이나 상황에
기여하는 특정 개인의
자산봉쇄’

- 자산동결
* 국제긴급경제권법((50 U.S.C. 17011706)과 국가비상법(50 U.S.C. 16011651)에 근거한 국가비상사태 선언
- (금융) 모스크바 은행(Bank of Moscow),
가즈프롬방크(Gazprombank), 러시아농
업은행(Rosselkhozbank), 스베르방크
(Sberbank), VEB, VTB(만기 90일→30

일 초과 채권 발행 금지로 축소)
- (에너지) 가즈프롬네프트(Gazpromneft),
트랜스네프트(Transneft) 추가(만기 90
‘러시아 금융, 에너지,

2014.9.12

대러
분야별

방산 분야 제재 확대’

일 초과 채권 발행 금지)
- (에너지 설비 및 기술 수출 제한) (우려 기
업) 가즈프롬(Gazprom), 가즈프롬네프트
(Gazpromneft), 루코일(Lukoil), 수르구
트네프트가즈(Surgutneftgaz), 로스네프
트(Rosneft)/ 이들 기업이 관여하는 사업

재무부 공식성명
(E.O. 13662에 근거)

경제제재

에 EAR 품목 (재)수출 금지

2014.7.29

‘러시아 금융기관과 - 모스크바은행(Bank of Moscow), 러시아
방위 기술 단체에 대
농업은행(Rosselkhozbank), VTB 추가
한 추가 제재’

2014.7.16

‘러시아의 금융, 에너
지 분야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는 군사
단체에 대한 제재’

(만기 90일 초과 채권 발행 금지)
- (금융) 가즈프롬방크(Gazprombank),
VEB/(에너지) 노바테크(Novatek), 로스
네프트(Rosneft)에 신규 자금 조달 금지,
해당 기업의 미국 금융시장 접근 금지(만
기 90일 초과분 채권 발행 금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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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분류

발표 날짜
2014.8.1

정책

경제제재

주요 내용

상무부 산업안보국 러시아 산업부문 제 - ECCN 8개 해당 품목과 Schedule B
(BIS)
재안(EAR §746.5)
number 대상 품목 수출 금지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 공식성명

대러
분야별

제목

-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 적용 대상 품목에 대
한 제재 강화
‘러시아에 대한 수출
- 군용물자품목(U.S. Munitions List,
제한 확대’
USML)과 전략물자에(Commerce Control

2014.4.28
국무부 공식성명

List)에 포함되는 방산물자, 기술, 서비스
를 러시아 또는 크림 반도 지역에 수출‧재
수출 금지

주: 대통령 행정명령에서 개인(person)은 개인(individual) 혹은 단체(entity)를 의미함.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2016), “Ukraine and Russia Sanctions,” http://www.state.gov/e/eb/tfs/spi/
ukrainerussia(검색일: 2016. 4. 20)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점은 2014년 4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움직임의 확산과 더불어, 유혈 충돌이 격화되면
서부터이다. 2014년 4월 28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러시아의 우크라
이나 남동부 지역 개입에 대응하여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했
다.40)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러시아 또는 크림 반도 지역으로 군용물자품목
(USML: U.S. Munitions List)과 전략물자(Commerce Control List)에 포함
되는 방산물자, 기술, 서비스를 군사력 증진 목적으로 수출 및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41)
40) 13개 기업은 다음과 같다. Stroytransgaz Holding(키프로스 소재), Volga Group(룩셈부르크 및 러
시아 소재), Aquanika, Avia Group LLC, Avia Group Nord LLC, CJSC Zest, Sakhatrans LLC,
Stroygazmontazh, Stroytransgaz Group, Stroytransgaz LLC, Stroytransgaz-M LLC,
Stroytransgaz OJSC, and Transoil(러시아 소재). “Commerce Department Announces Expansion
of Export Restrictions on Russia,” http://www.bis.doc.gov/index.php/about-bis/newsroom/press-releases/107-about-bis/newsroom/press-releases/press-release-2014/665commerce-dept-announces-expansion-of-export-restrictions-on-russia(검색일: 2016. 4. 10).
41) U.S. Department of State(2014), “United States Expands Export Restrictions on Russia,”
http://www.state.gov/r/pa/prs/ps/2014/04/225241.htm(검색일: 201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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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MH-17기 추락사건 이후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는 EU와의 긴
밀한 공조체제 아래 자본시장 접근 제한과 에너지 설비 및 기술의 수출제한을
포함하는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표 3-6 참고).

표 3-6.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고

군용물자품목(USML: U.S.
Munitions List)과 CCL에 포함
군용 및 전략물자의
수출 금지

되는 방산물자, 기술, 서비스를
군사력 증진 목적으로 러시아 또
는 크림 반도 지역에 수출‧재수출

-

하는 것을 금지

러시아 내 심해 석유 탐사 및 생
에너지 설비 및 기술
의 수출 제한

산, 북극해 석유 탐사 및 생산, 셰
일 오일 프로젝트와 관련한 설비
및 기술의 판매, 공급, 이전, 수출

가즈프롬을 비롯한 5개 에너지 기업을 제재 대상 기업
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이 관여하는 사업에 EAR 품
목 (재)수출 금지

시 사전 허가 필요

- 대상 은행(6개)
스베르방크(Sberbank), 대외무역은행(VTB), 대

자본시장 접근 제한

러시아의 주요 은행이 발행하는
만기 30일을 초과하는 채권, 주
식 등 금융상품 매매 금지

외경제은행(VEB), 가즈프롬방크(Gzaprombank),
러시아농업은행(Rosselkhozbank), 모스크바
은행(Bank of Moscow)
- 대상 에너지 기업(4개)
로스네프트(Rosneft), 노바테크(Novatek), 트랜스
네프트(Transneft), 가즈프롬네프트(Gazpromneft)
- 방산기업(1개): 로스테크(Rostec)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2016), “Ukraine and Russia Sanctions,” http://www.state.gov/e/eb/tfs/spi/
ukrainerussia(검색일: 2016. 4. 20)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먼저, 자본시장 접근 제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7월 16일 미
재무부는 가즈프롬방크(Gazprombank), 대외경제은행(VEB) 등 2개의 금융
기관과 노바테크(Novatek), 로스네프트(Rosneft) 등 2개의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만기 90일을 초과하는 신규 채권 또는 금융 제공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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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했다.42) MH-17기 추락사건 직후인 7월 29일 미 재무부는 추가로 모스크
바은행(Bank of Moscow), 러시아농업은행(Rosselkhozbank), 대외무역은행
(VTB) 등 3개의 러시아 국영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추진했다.43)
2014년 9월 12일 미 재무부는 스베르방크(Sberbank)를 제재 대상 금융기
관에 추가하고, 금지대상 채권 발행 조건을 만기 90일에서 30일 초과로 축소하
여 제재를 더욱 강화했다.44) 또한 만기 90일 초과 채권 발행 또는 금융지원 금지
대상 에너지 기업에 가즈프롬네프트(Gazpromneft)와 트랜스네프트(Transneft)
를 추가했다. 더 나아가 국방 분야에 대한 금융제재도 강화했는데, 러시아 국영
로스테크(Rostec)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대상으로 만기 30일
초과분에 대한 채권 발행을 금지했다.
에너지 설비 및 기술 수출 제한의 경우, 2014년 8월 1일 미 상무부는 러시아
산업부문 제재안(EAR §746.5)을 발표했다.45) 이에 따르면 수출규제분류번호
(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8개 해당 품목(0A998,
1C992, 3A229, 3A231, 3A232, 6A991, 8A992, 8D999)과 Schedule B 코
드46) 기준 52개 품목이 통제 대상으로 지정되었다(표 3-8 참고, 자세한 내용은
42) “Announcement of Treasury Sanctions on Entities Within the Financial Services and
Energy Sectors of Russia, Against Arms or Related Materiel Entities, and those Undermining
Ukraine’s Sovereignty,” https://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jl2572.
aspx(검색일: 2016. 4. 10). 이들 기업은 만기가 90일을 초과하는 신규 자금조달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
이나 채권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차입 비용은 상승하고, 결과적
으로 미국에서의 중장기 자금조달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
센터 HK 교수 전문가 간담회 내용(2016. 2. 11, 서울).
43) “Announcement of Additional Treasury Sanctions on Russian Financial Institutions and
on a Defense Technology Entity,” https://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
Pages/jl2590.aspx(검색일: 2016. 4. 10).
44) “Announcement of Expanded Treasury Sanctions within the Russian Financial Services,
Energy and Defense or Related Materiel Sectors,” https://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jl2629.aspx(검색일: 2016. 4. 10).
45) “Russian Oil Industry Sanctions and Addition of Person to the Entity List,” p. 9, https://
www.bis.doc.gov/index.php/about-bis/newsroom/press-releases/66-about- bis/newsroom/press-releases/717-russian-oil-industry-sanctions-and-addition-of-person
-to-the-entity-list(검색일: 2016. 4. 20)
46) Schedule B란 미 상무부 통계국(Census Bureau)에서 ‘수출’ 통계를 위해 마련한 품목분류 코드이다.
우리나라 산자부도 과거 MTI 통계 작성 시 수출코드와 수입코드가 달랐듯이 미국도 수출과 수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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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2 참고). 미 국무부의 공식성명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해당 조치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미국 및 서방의 기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비전통 석유자원 개발 분야에서 러시아 기업이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심해(수심 500피트 이상),
북극해, 셰일 프로젝트 등 석유 개발사업에 해당 통제 품목(기술 포함)의 수출
및 재수출, 이전 허가가 거부된다. 또한 2014년 9월 러시아 심해 및 북극해 유
전 탐사 ‧ 생산, 셰일 오일 개발 프로젝트 관련 상품, 서비스(금융 제외), 기술 제
공을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으며, 가즈프롬(Gazprom), 가즈프롬네프트
(Gazpromneft), 루코일(Lukoil), 수르구트네프트가즈(Surgutneftegas), 로스
네프트(Rosneft) 등 5개 기업이 제재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우크라이나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2014년 12월 18일 오바마 대통
령은 대러 경제제재를 역외제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우크라이나 자유지
원법(Ukraine Freedom Support Act of 2014)」에 서명했으나, 시행은 유보
되었다.47) 대신 2016년 3월 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제재 조치를 2017년 3월 6일까지 연장했다.48)

HS 코드가 다른데, 미국의 경우 ‘수입’ HS 코드는 HTS라고 하여 국제무역위원회(USITC) 코드를 쓰
고,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품목의 코드는 ‘Schedule B’라고 하는 상무부 분류코드를 쓴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HS 6단위까지는 모두 같고 나머지 4개 단위가 조금씩 다른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jsp/wiki/WIKI004.R04.cmd?n_index=129&cmd_id=
WIKI004.R12.cmd&pagenum=23&catename=7&n_dirid=7&ckval=&search=(검색일:
2016. 4. 23).
47) 제성훈(2016), 「탈냉전기 미 · 러 관계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위기’」, 『국제지역연구』, 제20권 제1호,
p. 48.
48) The White House(2016), “Notice--Continuation of the National Emergency with Respect
to Ukraine,” (March 2),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6/03/ 02/notice
-continuation -national-emergency-respect-ukraine(검색일: 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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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미국의 러시아 산업부문 제재 리스트(EAR §746.5)
HS 코드

Schedule B
7304110000
7304191020
7304191050
7304191080
7304195020
7304195050
7304195080

73.04

7304220000

철강제(주철제 제외)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함)

7304233000
7304236000
7304241000
7304246000
7304291055
7304293155
7304295000
7304296100
7305111000
7305115000
7305121000

73.05
철강제의 기타 관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의 파이프라인)으로서 횡단면이 원형
이고, 바깥지름이 406.4mm를 초과하는 것

7305125000
7305191000
7305195000
7305203000
7305207000
7306110000

73.06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6191000
7306195000

73.11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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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000000

표 3-7. 계속
HS 코드

Schedule B

76.13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함)

7613000000
8207130000

82.07

8207191030

수공구용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

8207192030
8207195030
8413500010

84.13

8413600050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820000
8413920000
8421398020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 포함)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8421398030
8421398040

84.30

8430494000

기타의 이동, 정지, 지균, 스크레이핑, 굴착, 탬핑, 콤팩팅, 채굴 또는 천공용의

8430498010

기계

8430498020
8431390050

84.31

8431434000

제8425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438010
8431438090

84.79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8479899850

가진 것에 한함)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설계 제작된 것 제외)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함)
89.05

8705200000
8708998175
8905200000

조명선, 소방선, 준설선, 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 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 부선거 및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 또는 작업대

8905901000

자료: 미 상무부(2016), “Embargoes and Other Special Controls,” pp. 15-16; https://www.bis.doc.gov/index.
php/about-bis/newsroom/press-releases/66-about-bis/newsroom/press-releases/717-russian-oilindustry-sanctions-and-addition-of-person-to-the-entity-list(검색일: 2016. 4. 20); 세계 HS 정보시스템
(2016), 미국 관세율표(2016), http://www.customs.go.kr/kcshome/getBuRyuList.po(검색일: 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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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U와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 비교
상기에서 EU와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의 추진 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
보았다. EU와 미국은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최초 제재를 시행한
후, 크림 반도의 러시아 합병,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내전 심화, 말레이시아 항
공기 추락사건 등을 거치면서 대러 경제제재의 범위를 확대했다.
EU와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의 공통점은 양자 모두 전면적인 무역 엠바고나
외환거래 차단이 아닌 러시아 경제의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제재
(Targeted Sanction)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EU와 미국은
당초부터 러시아에 대해 대이란 제재와 같이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부과할 의사
가 없었다. EU와 미국에 러시아가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재 분야와 수준을 정했다고 볼 수 있다.49)
EU와 미국은 금융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5대 국영은행에 대해 만기 30일을
초과하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주요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도 만기 30~90일을 초과하는 채권 발행을 금지했다. 또한 에너지 품목
수출 제한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재
래형 석유자원과 가스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드시 석유 부문을 표적으로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50) EU와 미국 모두 에너지 품목 수출 금지 대상으로 기
존에 진행되어 온 프로젝트가 아닌 신규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그렇다. 이와 같이 EU와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는 완전한 ‘올스톱(All Stop)’의
개념은 분명 아니지만,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불편하게 만들도록 하는 제재 조
치로 해석할 수 있다.51)
EU와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의 차이점을 들자면, EU의 제재 세부 범위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점이다. 이는 에너지 분야 제재 대상 품목 수
49) 이승민 법무법인 지평 모스크바 사무소 대표 면담 내용(2016. 5. 12, 모스크바).
50) 김영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교수 전문가 간담회 내용(2016. 2. 11, 서울).
51) 이승민 법무법인 지평 모스크바 사무소 대표 면담 내용(2016. 5. 12,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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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경우 HS 코드 품목 분류 기준 미국보다 5개 적고, 전체 대상 품목 수는
22개 적다), 에너지 기업 현황(EU는 3개, 미국은 7개 대상, 표 3-9 참고)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EU는 미국과 달리 가즈프롬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EU의 높은 대러 가스 의존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이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
향으로 제재의 내용을 한정했다고 볼 수 있다.52)
이와 같이 EU와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 내용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재의
내용과 그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기 조건이 상이하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제재 부과 시 가장 크게 고려되는 부분이 제재 비용(Sanction
Costs)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로 제재 부과 행위자와 제재 대상 간 무역
의존도뿐 아니라, 제재 행위자가 해당 조치를 취함으로써 받게 되는 충격의 정
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제재 부과 행위자와 제재 대상 간
무역 의존도가 클수록 제재 비용이 크게 나타나며, 자연히 제재의 강도도 약할
수밖에 없다.53) EU 입장에서 러시아는 주요 시장이자, 에너지 공급원이기
때문에 미국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제재 범위와 수준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54)

표 3-8. EU와 미국의 주요 대러 제재 대상 기업 명단
은행

제재 부과 행위자

스베르방크(Sberbank)

EU/미국

대외경제은행(VEB)

EU/미국

대외무역은행(VTB)

EU/미국

가즈프롬방크(Gazprombank)

EU/미국

모스크바은행(Bank of Moscow)

미국

러시아농업은행(Rosselkhozbank)

EU/미국

52) 이승민 법무법인 지평 모스크바 사무소 대표 면담 내용(2016. 5. 12, 모스크바).
53) Oxenstierna, S. and P. Olsson(2015), pp. 22-27.
54) 2013년 기준 미국의 대러 수출액은 112억 달러이고, 점유율은 0.7%로 러시아는 미국의 28번째 수출
시장인 반면, EU의 대러 수출액은 약 1,579억 달러이고, 점유율은 6.8%로 러시아는 EU의 네 번째 수
출시장이다. 김영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교수 전문가 간담회 내용(2016. 2. 1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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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계속
에너지 기업
노바테크(Novatek)

제재 부과 행위자
미국

로스네프트(Rosneft)

EU/미국

가즈프롬(Gazprom)

미국

가즈프롬네프트(Gazpromneft)

EU/미국

루코일(Lukoil)

미국

수르구트네프트가즈(Surgutneftegas)

미국

트랜스네프트(Transneft)

EU/미국

자료: 필자 작성.

2.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제재의 현황과 특성
푸틴 대통령은 2014년 8월 6일 ‘러시아 연방의 안전 보장을 위한 특별 경제
조치 적용에 대한’ 대통령령(N. 560)에 서명했다.55) 이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부과한 국가에 대해 특정 농산물과 식료품의 수입을 금지
하는 것으로, 러시아 정부는 8월 7일 신속하게 구체적인 시행령(N. 778)을 채택
했다.56)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러시아는 EU,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
이를 대상으로 지정 품목에 대해 1년간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를 단행했다. 특
히 러시아 정부는 산업통상부, 농업부, 경제개발부에 상품시장 불균형, 해당 제
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55) ПрезидентРоссии(2014), Указопримененииотдельныхспециальныхэк
ономическихмервцеляхобеспечениябезопасностиРоссийскойФеде
рации, 6августа,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46404(검색일: 2016. 4. 28).
56) ОмерахпореализацииУказаПрезидентаРоссии «Опримененииотдель
ныхспециальныхэкономическихмервцеляхобеспечениябезопаснос
ти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http://government.ru/docs/14195(검색일: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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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이후 일련의 개정안을 발표하여 대상 국가와 품목(표 3-9 참고)을
조정했다.57) 2015년 6월 25일 대상품목을 조정하고, 제재 효력기간을 2016년
8월 5일까지 연장했으며(N. 625), 2015년 8월 13일 제재 대상국가에 알바니
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우크라이나를 추가했다(N. 842).
2015년 9월 16일(N. 981), 2016년 3월 1일(N. 157) 대상품목이 추가 조정되
었다. 러시아는 2016년 6월 30일 대서방 경제제재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 추가 연장했다(N. 608).

표 3-9. 러시아의 대서방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리스트
HS 코드

상품명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함)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함)

0203
0207
of 0210
of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of 0307, 0308
of 0401, of 0402,
of 0403, of 0404,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함)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함)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함)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활어(연어 치어 제외)
신선 또는 냉장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어린 홍
합, 굴 제외)

우유 및 유제품(락토프리 제품 제외)

of 0405, 0406
0701(0701 10 000 0 제외),
0702 00 000,
0703(0703 10 110 0 제외),
0704, 0705, 0706, 0707 00,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塊莖)

0708, 0709, 0710, 0711,

(씨감자, 양파자구(onion set), 사탕옥수수 잡종 제외)

0712(0712 90 110 0 제외),
0713(0713 10 100 0 제외),
0714
57) 알렉세이 쿠즈네초프(Alexey Kuznetso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전문가 간담회 및 면담 내용(2016. 5. 12,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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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계속
HS 코드

상품명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과실, 견과류

0809, 0810, 0811, 0813
1601 00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
함)과 이들 품목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of 1901 90 110 0
of 1901 90 910 0
of 2106 90 920 0
of 2106 90 980 4

식료품(식이보충제, 비타민제, 착향료, 농축단백질 등 제외)

of 2106 90 980 5
of 2106 90 980 9
of 1901 90 990 0

치즈로 만든 식품

주: 최종 개정 시행령 기준.
자료: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25 июня 2015 г. № 625, http://government.ru/media/files/G99mIxrVBZA
SgloydJN5lPAZwotqzCcx.pdf(검색일: 2016. 4. 28); 세계 HS 정보시스템(2016), 러시아 관세율표(2013), http://
www.customs.go.kr/kcshome/getBuRyuList.po(검색일: 2016. 4. 28).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제재의 주요 특징은 러시아가 국제관행과 달리 제재
대상을 주로 대러 수입품에만 적용하면서, 수출품으로는 확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58) 러시아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당초 맞대응 제재의
부정적 파급효과, 즉 상호간 경제제재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됨으로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를 고려하여 한편으로는 서
방에 손실을 가져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
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59) 이 밖에도, ‘식료품이
식품 안전이나 보건상의 이유로 갑작스러운 제한조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논리
58) 알렉세이 롯산(2015), 「러시아와 ‘제재’… 그 의미」, (12월 16일), 『Russia포커스』, http://russiafocus.
co.kr/business/2015/12/16/551521(검색일: 2014. 5. 3).
59) 알렉세이 쿠즈네초프(Alexey Kuznetso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전문가 간담회 및 면담 내용(2016. 5. 12, 모스크바). 알렉세이 쿠즈네초프 부원장에 따르면, 실제로
러시아는 서방의 주요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강화된 제한조치를 부과하지는 않았는데,
해당 조치가 외국인 투자환경을 저해하고, 기술 현대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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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과 공급선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이 고려
되었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다.60) 또한 팔지 않는 제재(수출 금지)보다 사지 않
는(수입 금지) 제재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도 있다.61)
러시아의 대서방 제재에서 중요한 사실은 러시아 정부가 해당 금수 조치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재 부과와 동시에 모색해 왔다는 점
이다. 러시아의 식료품 금수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서방의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저유가 기조와 맞물린 제재 국면을
기회로 삼아 수입대체를 통해 국내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적 측면이 존재한다
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 입장에서 식료품 부문은 현지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며,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점이 제재 품목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62)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이러한 제재
정책이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성격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지
속적인 정책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이다.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서방 제재의 근본 배경으로 제기
되고 있는 수입 대체산업 육성,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과의 연계효과에 대해 논
의하기 위해서는 금수조치 해제 이후 러시아 시장환경의 변화 여부와 관련 정
책의 방향에 대한 전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63)

60) 오기찬(2014), 「서방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왜 식료품 수입제한인가?」,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http://www.globalwindow.or.kr/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
=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
5018551(검색일: 2016. 5. 3).
61) 김영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교수 전문가 간담회 내용(2016. 2. 11, 서울).
62) 박지원 KOTRA 연구위원 전문가 간담회 내용(2016. 5. 20, 세종).
63) 알렉세이 쿠즈네초프(Alexey Kuznetso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전
문가 간담회 및 면담 내용(2016. 5. 12, 모스크바). 알렉세이 쿠즈네초프 부원장은 수입대체 및 수입다
각화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금수조치’가 해제된 후 논의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 생산자들이 다
시 러시아 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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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
철강제의 기타 관(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
의 파이프라인)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mm를 초과하는 것

73.04
철강제(주철제 제외)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무계목의 것에 한함)

73051100
73051200

7305.12
기타(종 방향으로 용접한 것)

종 방향으로 용접한 횡단면이 원형인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철제의
파이프라인,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제외(외경이 406.4mm 초과)

종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횡단면이 원형인 오일이나 가
스 배관용, 철제의 파이프라인(외경이 406.4mm 초과)

무계목, 철제의 유정용 및 가스정용의 케이싱, 튜빙, 주철 제외(외
경이 406.4mm 초과)

73042990

7305.11
종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무계목, 철제의 유정용 및 가스정용의 케이싱, 튜빙, 주철 제외(외
경이 168.3mm를 초과하지만 406.4mm 이하)

73042930

무계목, 철제의 유정용 및 가스정용의 케이싱, 튜빙, 주철 제외(외
경이 168.3mm 이하)

73042910

7304.29
기타

무계목, 철제의 유정용 및 가스정용의 드릴파이프, 스테인리스강
또는 주철 제외

73042300

7304.23
기타 드릴파이프

무계목, 스테인리스강제의 유정용 및 가스정용의 드릴파이프

무계목,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철강으로 만든 것, 스
테인리스강 또는 주철 제외(외경이 406.4mm 초과)

73041990
73042200

무계목,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철강으로 만든 것, 스
테인리스강 또는 주철 제외(외경이 168.3mm를 초과하지만
406.4mm 이하)

73041910
73041930

무계목,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철강으로 만든 것, 스
테인리스강 또는 주철 제외(외경이 168.3mm 이하)

73041100

내용
무계목,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스테인리스강으로 만
든것

CN Code

7304.22
스테인리스강제의 드릴파이프

7304.19
기타

7304.11
스테인리스강의 것

HS 코드

부록 표 1-1. EU의 대러 수출 금지 에너지 기술 품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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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3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2.07
수공구용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착
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

73.06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오일
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
73062900
82071300
82071910
84135000
84136000

8207.13
작용하는 부분이 서메트제인 것

82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함)

8413.50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

8413.60
기타의 용적형 회전펌프

73061900

7306.19
기타

7306.29
기타

73061100

7306.1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함)

73062100

73052000

7305.20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케이싱, 기타
(용접한 것에 한함)

7306.2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함)

73051900

CN Code

7305.19
기타

HS 코드

73.05
철강제의 기타 관(오일 또는 가스 배관
용의 파이프라인)으로서 횡단면이 원형
이고, 바깥지름이 406.4mm를 초과하
는것

부록 표 1-1. 계속

용적형 회전 액체, 동력구동식 펌프(소호 제 8413 11 또는 8413 19
호의 것, 연료‧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냉매용, 콘크리트 펌프 제외)

용적형 왕복 액체, 동력구동식 펌프(소호 제 8413 11 또는 8413 19
호의 것, 연료‧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냉매용, 콘크리트 펌프 제외)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 작용하는 부분이 호환성 다이아몬드제
의 또는 덩어리 다이아몬드제인 것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 작용하는 부분이 호환성 초경합금 또는
서메트제인 것

평판 압연 철제의 오일 또는 가스배관용 케이싱, 튜빙, 스테인리스
강 또는 주철 제외(외경이 406.4mm 이하)

평판 압연 스테인리스 강제의 오일 또는 가스배관용 케이싱, 튜빙
(외경이 406.4mm 이하)

무계목이 아닌 철제 또는 비합금강제의 오일 또는 가스 파이프라
인

오일 또는 가스배관용 파이프라인, 평판 압연 스테인리스강제의
것(외경이 406.4mm 이하)

횡단면이 원형인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케이싱, 평판 압연 철강의
것(외경이 406.4mm 초과)

종 방향으로 용접하지 않은 횡단면이 원형인 오일이나 가스 배관
용, 평판 압연 철강의 파이프라인(외경이 406.4mm 초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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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2000

89059010

8705.20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8905.20
시추대 또는 작업대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에 한함)

8905.90
기타

84.31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
으로 설계 제작된 것 제외)

제8426호, 제8429호 또는 제8430호 기계의 부분품

ex 84314900

Sea-going 조명선, 소방선, 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
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준설선, 부선거 및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 또는 작업대, 어선, 군함 제외)

부상식 또는 잠수식의 굴착용 또는 생산용의 플랫폼

이동용 시추용의 데릭차

소호 제8430.41호 또는 제8430.49호의 천공 또는 시굴용 기계
의 부분품

제8428호의 기계의 부분품

ex 84314300

ex 84313900

광물 또는 철강석 채굴을 위한 자주식의 수력이 아닌 천공 또는
시굴용 기계(터널 뚫는 기계 및 수동식 제외)

내용

자료: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 http://eur-lex.europa.eu/
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4R0833(검색일: 2016. 4. 20); 세계 HS 정보시스템(2016), EU 관세율표(2015), http://www.customs.go.kr/kcshome/getBuRyuList.po
(검색일: 2016. 4. 22).

89.05
조명선, 소방선, 준설선, 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
박, 부선거 및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 또는 작업대

87052000

8431.39
기타(제8426호, 제8429호 또는 제
8430호의 기계류)
8431.43
소호 제8430.41호 또는 제8430.49
호의 천공 또는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8431.49
기타

84304900

액체엘리베이터의 부분품

84139200

8430.49
기타

액체엘리베이터, 펌프 제외

84138200

84.30
기타의 이동, 정지, 지균, 스크레이핑, 굴착,
탬핑, 콤팩팅, 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
항타기와 항발기 및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CN Code

84.13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HS 코드

8413.82
액체엘리베이터
8413.92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부록 표 1-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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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목의 것에 한함)

철강제(주철제 제외)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4

HS 코드

내용

(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함)

기타

7304.24

7304246000

7304241000

7304236000

스테인리스강제의 유정 튜빙

스테인리스강제의 유정 케이싱

스테인리스가 아닌 합금강의 유정 드릴파이프

철강 또는 비합금의 유정 드릴파이프

7304233000

기타 드릴파이프

스테인리스강제의 드릴파이프
7304.23

합금강으로 만든 것(외경 406.4mm 초과)

무계목,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스테인리스가 아닌

프라인(외경 114.3mm 초과, 406.4mm 이하)

무계목,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스테인리스가 아닌 합금강 파이

프라인(외경 114.3mm 이하)

무계목,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스테인리스가 아닌 합금강 파이

로 만든 것(외경 406.4mm 초과)

무계목,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철 또는 비합금강으

(외경 114.3mm 초과, 406.4mm 이하)

무계목,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철 또는 비합금강 파이프라인

로 만든 것(외경 114.3mm 이하)

무계목,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철 또는 비합금강으

만든 것

무계목,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스테인리스강으로

스테인리스강제의 유정 드릴파이프

7304195080

7304195050

7304195020

7304191080

7304191050

7304191020

7304110000

Schedule B

7304220000

7304.22

기타

7304.19

스테인리스강의 것

7304.11

부록 표 1-2. 미국의 대러 수출 금지 에너지 기술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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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싱, 철 또는 비합금강)

(무계목의 것에 한함)

이 406.4mm를 초과하는 것

이프라인)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

철강제의 기타 관(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의 파

73.05

기타

철강제(주철제 제외)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철 또는 비합금강)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케이싱

7305.20

기타

7305.19

기타(종 방향으로 용접한 것)

7305.12

접한 것

종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용

7305.11

7304.29

HS 코드

73.04

부록 표 1-2. 계속

스테인리스가 아닌 합금강의 유정 튜빙

7304296100

7305207000

7305203000

7305195000

7305191000

7305125000

7305121000

7305115000

케이싱(외경으로 406.4mm 초과)

원형 단면을 가지는 무계목이 아닌 합금강의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가스정용 케이싱(외경으로 406.4mm를 초과)

원형 단면을 가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무계목이 아닌 유정용 또는

(외경으로 406.4mm 초과)

합금강의 종 방향으로 용접한 오일이나 가스배관용 파이프라인

합금강 파이프라인(외경으로 406.4mm 초과)

세로 방향으로 용접하지 않은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철 또는 비

(외경으로 406.4mm를 초과)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합금강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외경으로 406.4mm를 초과)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철 또는 비합금강

금강 파이프라인(외경으로 406.4mm를 초과)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합

또는 비합금강 파이프라인(외경으로 406.4mm를 초과)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철

철강 또는 비합금강의 유정 튜빙

7304295000

7305111000

스테인리스가 아닌 합금강의 유정 케이싱

철강 또는 비합금강의 유정 케이싱

7304291055
7304293155

내용

Schedule B

제3장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 • 59
한 알루미늄 컨테이너

8413.60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기타의 용적형 회전펌프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

8413.50

기타(부분품 포함)

8207.19

작용하는 부분이 서메트제인 것

84.13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

수공구용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

82.07

압축된 또는 액화된 가스를 위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함)
8207.13

7613.00

알루미늄제의 용기

가스용의 것에 한함)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함)

76.13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

철강제의 용기

기타

7306.19

(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함)

용접한 것

7306.11

7311.00

HS 코드

73.11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6

부록 표 1-2. 계속

8413600050

용적형 회전의 유정과 오일 필드 펌프

용적형 왕복의 유정과 오일 필드 펌프

금속의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 이들의 부분품

8413500010

금속의 회전식 드릴 비트, 시추정 및 리머, 이들의 부분품

8207195030

금속의 격발 록 드릴 비트, 시추정 및 리머, 이들의 부분품

부분품

작용하는 부분이 서메트제인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 및 이들의

압축된 또는 액화된 가스를 위한 알루미늄 컨테이너

철강으로 만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 용기

스테인리스가 아닌 합금강의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파이프라인

라인

철 또는 비합금강의 무계목이 아닌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파이프

스테인리스강제의 무계목이 아닌 오일이나 가스 파이프라인

내용

8207192030

8207191030

8207130000

7613000000

7311000000

7306195000

7306191000

7306110000

Schedu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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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제8425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84.31

핑, 콤팩팅, 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

기타의 이동, 정지, 지균, 스크레이핑, 굴착, 탬

84.30

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 포함) 및 액체나 기체

84.21

부분품

호의 천공 또는 시굴용 기계의

소호 제 8340.41 또는 8430.49

8431.43

기타

8431.39

기타

8430.49

기타

8421.39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8413.92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82
액체엘리베이터

HS 코드

84.13

부록 표 1-2. 계속

8431438090

8431438010

8431434000

8431390050

8430498020

부분품

소호 제8340.41 또는 제8430.49호의 천공 또는 시굴용 기계의

작업대 제외)

소호 제8430.49호의 유성의 것과 가스전 기계류(근해 드릴링,

릴링 그리고 작업대

제8340.41 또는 제8430.49호의 근해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드

제8425 내지 제8430호의 유성의 것과 가스전 기계류

유정과 가스전 드릴용의 천공용 또는 시굴용 기계

천공용 또는 시굴용 기계, 회전식 유정과 가스전 드릴링용의 것

근해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드릴링 그리고 작업대

8430494000
8430498010

가스 분리 장비

8421398040

산업용 가스 세정 설비

정전 촉진제, 산업용 가스 세정 설비

8421398020
8421398030

액체엘리베이터의 부분품

액체엘리베이터

내용

8413920000

8413820000

Schedu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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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터의 부분품)

기타

8905.90

또는 생산용의 플랫폼

부상식 또는 잠수식의 굴착용

8905901000

8905200000

8708998175

8705200000

8479899850

Schedule B

부선거(Floating docks)

부상식 또는 잠수식의 굴착용 또는 생산용의 플랫폼

제8340.20호의 자동차의 부분품 및 부속품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기름 그리고 가스전 와이어라인 그리고 다운홀 장치

내용

자료: 미 상무부(2016), “Embargoes and Other Special Controls,” pp. 15-16; https://www.bis.doc.gov/index.php/about-bis/newsroom/press-releases/66-about-bis/newsroom/
press-releases/717-russian-oil-industry-sanctions-and-addition-of-person-to-the-entity-list(검색일: 2016. 4. 20); 세계 HS 정보시스템(2016), 미국 관세율표(2016), http://
www.customs.go.kr/kcshome/getBuRyuList.po(검색일: 2016. 4. 20).

업대

거 및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 또는 작

외의 특수 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 선박, 부선

조명선, 소방선, 준설선, 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8905.20

기타(농업용도에 적합한 트랙

차량용의 것에 한함)

89.05

8708.99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8705.20

기타

8479.89

87.08

설계 제작된 것 제외)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87.05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함)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84.79

부록 표 1-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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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제재 조치와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현재 러시아는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악화,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루블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총체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당연히 소비, 투자, 경제성장률 등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단기적으로 경제상황을 반전시
킬 만한 동력을 찾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종합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외적 요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러시아 경제에
‘충격’을 주었고, 또 어떻게 위기를 발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런 측면에서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의 핵심 요인인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유가
하락이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해볼 것이다.

1. 서방의 제재 조치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가. 서방의 대러 제재 효과 예측
서방의 대러 제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의 경제상황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대러 제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 부총리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Arkadi
Dvorkovich)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제재의 전반적인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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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제재가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 경제의 침체가 본질상 석유와 다른 에너지
자원 가격의 하락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상황
에서 생존하면서 생산자들이 제재로 인한 글로벌 차원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했다.64)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해외 학계에서는 대러 제재 조치의 경제적 영향과
향후 전망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65) 여기에서 서방
의 경제제재 조치가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러시아와 서방 간에 경제제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교역이 위축될 개연성이 있다. 또한 서방의 본격적인 대러 제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부문의 불안정과 함께 러시아 시장에 대한 불확
실성을 고조시킬 수 있다. 둘째, 서방의 경제제재는 군용 및 전략물자의 수출
금지, 에너지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의 역
제재 조치는 주로 농축산물 수입 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서방의 대러
제재가 농공복합체의 ‘수입대체’ 전략이라는 정책적 대응을 불러왔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나 관련 산업 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경우를 가정해서 서방의 대러 제재 조치로부터 예상되는 부정적 효
과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러시아의 주요 국책은행과 석유 ․ 가스 채
굴기업은 해외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자본유입이 감소할 것이고, 해외차입을 통해 채무상환을
재융자(Refinancing)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된다. 결국 대안은 기업들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여 상환하거나 아니면 국내시장에서 부채 조달(Debt
64) “Российскийвице-премьерназвал “маргинальным” эффектсанкцийна
экономикуРФ,” УНИАН, http://www.unian.net/politics/1090842-rossiyskiy-vitsepremer-nazval-marginalnyim-effekt-sanktsiy-na-ekonomiku-rf.html(검색일: 2016. 5. 1).
6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ГурвичиПрилепский(2016); Oxenstierna and Olsson(2015);
Dolidze(2015); Bond et al.(2015); Becker(2015); Улюкаеви Мау(2015); Shirov et al.(201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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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ng)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금리 상승을 불러오고,
기업들의 투자자금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쉬로프(Shirov)의 견
해에 따르면, 그 결과 연간 1,600억~2,0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자금의 제약
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러시아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증가되
는 것만이 아니라 외환차입에 따른 환율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기업의 투자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자금 흐름이
일차적으로 채무상환에 집중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활동도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미치는 경제 효과 중 하나는 러시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이다. 이것은 경제주체들이 러시아에서든, 아니면 해외에서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66)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는 미래 소득의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낳기에 소비를
둔화시키며 상대적으로 현금으로 외환을 보유하려는 경향을 부추긴다. 그로 인
해 총수요의 감소와 달러화(Dollariz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인플레이션이 가
속화된다. 한편 시장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자본유출이 증대되는 것과 함께, 투
자 리스크 증대에 따라 전반적인 투자 감소가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두 번째 경우를 가정해보면, 서방의 대러 제재는 서방 국가들과의
통상관계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표 4-1]과 [표 4-2]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가 제재 이전에 유럽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엔지니어링 제품 등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산업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제품을 적기
에 공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특히 의약품, 자동차, 섬유, 플라
스틱, 설비, 전자설비, 전자기계, 가구 생산 등에서 루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로 인해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6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Улюкаев и Мау(2015),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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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러시아에서 엔지니어링 제품의 생산 ․ 수입 관계(2013년)

엔지니어링 제품

생산
(개)

수입
(개)

생산
대비
수입
비율

수입액
(십억
달러)

트랜싯 콘크리트 믹서

2874

518

0.2

28

이동식 크레인

5063

646

0.1

179

덤프트럭 *used in impassability

2457

1300

0.5

637

프릭션타입 베어링(MU)

52.9

15.5

0.3

85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MU)

63.5

81.3

1.3

394

110

9390

85.4

178

1282

1120

0.9

44

43

725

16.9

23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

531

8531

16.1

328

금속절단기

133

1925

14.5

289

CNC 컨트롤러

900

14238

15.8

8

레이저, 초음파 등의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는 가공기계
드릴링·보링·밀링·나선가공 또는 태핑용 금속기계
(다른 곳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
방직 기계

자료: Shirov et al.(2015), p. 320.

[표 4-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러시아의 엔지니어링 제품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가격 기준으로 보자면, 제재 참여
국의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 이것은 EU, 미국, 일본 등의 지역에서 수
입된 엔지니어링 제품이 훨씬 첨단기술의 제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러시아 경제가 첨단기술의 수입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서방의 대
러 제재가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쉬로프는 EU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단절로 발생하는 손실이 연간 150억 달러, 그리고 민군겸용기술 접
근 금지로 인한 손실이 연간 50억 달러 등 러시아가 총 200억~22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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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러시아의 엔지니어링 제품 수입의 상대교역국 비중(2013년)
(단위: %)

개수
엔지니어링 제품

금액

제재
참여국

중국

세계
기타

제재
참여국

중국

세계
기타

트랜싯 콘크리트 믹서

20.5

45.4

34.2

40.7

39.6

19.7

이동식 크레인

25.4

63.0

11.6

78.5

17.6

3.9

덤프트럭 *used in impassability

40.8

2.4

56.8

46.7

1.8

51.5

프릭션타입 베어링(MU)

29.0

53.0

18.1

62.0

15.7

22.3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MU)

24.2

35.2

40.6

50.5

6.1

43.4

25.6

63.5

11.0

61.6

9.0

29.4

50.0

24.7

25.3

89.0

3.7

7.4

방직 기계

57.0

25.2

17.8

77.9

8.6

13.5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

16.6

70.5

12.9

69.1

9.7

21.2

금속절단기

44.8

23.1

32.1

73.3

6.1

20.5

CNC 컨트롤러

36.4

47.6

16.0

65.6

33.6

0.8

레이저, 초음파 등의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는 가공기계
드릴링·보링·밀링·나선가공 또는 태핑
용 금속기계
(다른 곳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

자료: Shirov et al.(2015), p. 320.

나. 러시아 경제 전반에 대한 서방의 제재 효과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명확하게 정의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다. 논자마다 관점과 방법론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서방의 경제제재 효과가 러시아의
GDP를 1~1.5%에서 약 8~10%까지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67)
67) Shirov et al.(2015), pp. 317–326; IMF(2015a); Rautava(2014),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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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열거한 대로 서방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부정적 효과의 경로와 구체적 규
모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서방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경로와
메커니즘을 파악함과 동시에, 부정적 영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우선 서방의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주요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68) 우선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심리적으로 경제주체의 경계심이
고조된다. 만일 불안심리가 커진다면, 경제주체들의 경우 저축은 늘리고(달러
화) 소비는 줄이는 행동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소비수요의 감소와
내수시장의 위축을 초래함으로써 소비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에 따른 투자 감소를
불러온다.
실제로 2014년도 고정자본투자는 2013년 대비 2.7%나 감소했다. 제철 및
금속(-9.8%), 건설(-9.3%), 교통 및 통신(-8.2%) 등이 크게 감소한 반면, 교통
수단 및 설비 생산(16.7%)과 도소매 유통(10.9%)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5
년에는 중소 비즈니스 기회 위축, 대기업 주도 메가프로젝트 축소, 정부의 투자
지출 감소 등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5년 1월 법인
과 개인 기업가에 대한 융자는 전년 12월 상업신용에 비해 약 32% 정도 감소
되었다. 2015년 2~3월에 들어서 상황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2014년 12월
기준 80%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69)

6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Улюкаев и Мау(2016), pp. 8-11 참고.
69) АналитическийцентрприправительствеРФ(2015),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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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월별 고정자본투자 및 상업신용(루블화, 달러화)의 변화(2007~15년, 경상가격)

자료: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Ф(2015), p. 24.

서방의 제재 조치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두 번째 경로는 장기차입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채무상환 재융자를 위한 자본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기업의 투자 기회가 축소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서방이 러시아의
특정 산업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설비 및 기술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잠재
적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특히 러시아의 특정 산업이 수입 소재나 첨단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루블
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부품 및 원료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발생함으로써 정상
적인 수급 차질과 생산 곤란 등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금융부문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구르비치(E. Gurvich)와 프리렙스키(I. Prilepskii)는 제재 대상자들
의 해외차입 가능성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간접적
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70) 지정학적 긴장과 대립 지속,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새로운 규제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은 러시아가 ‘게임의 법칙’

70) ГурвичиПрилепский(2016),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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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꾸려 할 때(예를 들어, 자본거래 제한조치의 도입 등) 투자자들에게 추가
적인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원천으로 해석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급격하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요소들을 가리켜
간접적인 효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모든 발행인의 차입 감소, 외국인 직접투자
․ 지분투자 유입 감소, 러시아 자본의 유출 증대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바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재에 대한 반응’은 단지 총합으로서 경제 그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경제주체가 ‘의인화된’ 형태로 고통을 당하기
도 한다. 예를 들자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채무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구입하는
문제부터 해외채무 상환을 위해 외환자산을 매각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반
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타 순자본유입이 감소함으로써 환율, 가격,
수출입액 등 거시경제지표가 변화하는 것도 일종의 부가적인 효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방의 대러 제재가 미친 실제적 경제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나 되었는가?
2014년 하반기 국책은행의 채권 차입과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의
규모는 112억 달러가 감소된 반면, 은행부문의 대외부채는 2014년 하반기에
308억 달러가 감소되었다. 이것은 은행부문에서만 채무상환 경로상의 제재로
인해 발생한 간접효과가 직접효과의 2배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즈프롬네프트(Gazpromneft), 로스네프트(Rosneft) 등 제재를 받는 비금융
부문 기업이 부채 상환을 위한 채권을 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채
무는 150억 달러 이상 감소되었다. 이것은 기업들이 서방의 경제제재로 해외
자본 조달이 봉쇄됨에 따라, 만기연장이 어려워지면서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난 2년간 러시아의 유로본드(Eurobond) 발행
실적을 비교해 보면, [그림 4-2]에서 보듯이 발행 금액이나 건수 면에서 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의 발행규모는 전년 실적의 1/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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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서방의 대러 제재하에서 대외채무상환 재융자 비중
(단위: %)

기간

은행부문

기타부문

2015년 2/4분기

5

98

2015년 1/4분기

7

60

2014년 4/4분기

19

74

2014년 3/4분기

56

93

2013년 2/4 ~ 4/4분기 평균 비교

120

120

2010년

157

113

2011년

144

183

2012년

174

142

주: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예상되는 대외채무상환 일정에 따른 대외채무의 변화.
자료: Гурвич и Прилепский(2016), p. 7에서 재인용.

게다가 서방의 제재 조치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간접적인 반응은 국가관리
부문에서도 자본의 총유입을 감소시키고, 자본유출을 촉진하는 형태로 표출되
고 있다. 자본이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 4-4]를 통해 경제제재가 시작된 이래
러시아의 순자본 유출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차입과 외국인 직접투자
의 유입이 급감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러시아의 국제수지 구성요소의 변화
(단위: 십억 달러)

부문별

2010년 7월
~
2011년 6월

2011년 7월
~
2012년 6월

2012년 7월
~
2013년 6월

2013년 7월
~
2014년 6월

2014년 7월
~
2015년 6월

연방관리기구

3.5

8.1

13.8

1.5

-9.9

채무인수

3.5

8.1

13.8

1.5

-9.9

1.8

5.0

-13.7

-19.2

-8.5

채무인수

31.6

24.3

33.8

0.1

-37.3

자산획득

-29.8

-19.3

-47.5

-19.3

28.8

-14.9

-2.9

23.2

-1.0

-55.8

은행

기타 부문
(외화현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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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단위: 십억 달러)

부문별

2010년 7월
~
2011년 6월

2011년 7월
~
2012년 6월

2012년 7월
~
2013년 6월

2013년 7월
~
2014년 6월

2014년 7월
~
2015년 6월

직접투자

-16.8

-19.2

-18.2

-12.6

-35.7

채무인수

45.6

38.3

70.6

39.3

2.2

자산획득

-62.3

-57.5

-88.8

-51.9

-37.9

1.8

16.3

41.4

11.5

-20.2

1.8

16.3

41.4

11.5

-20.2

6.7

0.2

4.0

-17.2

-10.9

-3.0

10.5

27.2

-36.0

-85.1

채무인수

82.5

87.0

159.6

52.5

-65.1

자산획득

-85.5

-76.6

-132.4

-88.4

-20.0

대부 및 채무
채무인수
외화현금
총계

자료: Гурвич и Прилепский(2016), p. 9.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자본이동이 순수하게 경제제재의 결과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자본이동은 수출입의 크기에도 좌우되며, 특히 환율, 금리, 투
자수요 등의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2014년 3/4분기부터
자본이동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해외차입 제한조치 때문만은 아니
라고 볼 수 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러시아의 경제 전망 및 투
자매력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자
본이동 중 약 40%는 러시아 기업이 해외 역외펀드(Off-shore Fund) 형태의
페이퍼컴퍼니로 자금을 이동시킨 것의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비금융부문에서
자본유출이 감소한 것은 단지 제재에 대한 반응 때문만은 아니며,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러시아 경제의 역외경제화나 불법적인 자본유출을 막으려는 대응
조치 실행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효과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르비치와 프리렙스키는 유가와 대외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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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일정 등 여타 외생변수가 실제로 변하는 가운데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경
제제재로 인해 발생한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했다.
[표 4-5]에서 보듯이, 구르비치와 프리렙스키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제재 기
간 동안 외국인 자본유입 부족액은 1,128억 달러이며, 2013년 GDP의 약
5.4%에 해당된다. 이 부족분 중에서 42%는 은행부문, 11%는 국가의 채무 감
소, 47%는 비금융부문에 해당된다. 자본유출 감소에 따른 보정 효과는 점차 증
가하여 경제제재 기간 동안 평균 37%에 달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투자자들
의 대응을 포함하여 서방의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는
2013년 GDP의 3.4%인 720억 달러의 순자본 유출 촉진으로 평가되었다.72)

표 4-5. 경제제재 기간 자본이동의 실제와 추정치 비교
(단위: 십억 달러)

부문별

2014년 3/4분기와
2015년 1/4~4/4분기 평균

동 기간 평균 추정치

경제제재 기간 제재의
추정치 효과

연방관리기구

-3.1

1.7

-12.4

채무인수

-3.1

1.7

-12.4

3.6

1.5

-10.0

은행
채무인수

-9.2

2.6

-47.2

자산획득

12.8

-1.1

37.2

-10.3

0.1

41.2

-6.5

-4.9

-6.0

1.2

5.8

-18.0

-7.7

-10.7

12.0

-3.8

5.0

-35.2

-3.8

5.0

-35.2

1.4

-7.6

-8.0

-8.4

-4.3

-71.6

기타 부문
(외화현금 제외)
직접투자
채무인수
자산획득
대부 및 채무
채무인수
외화현금
총계
채무인수

-14.9

15.1

-112.8

자산획득

6.5

-19.4

41.2

자료: Гурвич и Прилепский(2016), p. 20.
72) ГурвичиПрилепский(2016),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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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의 역제재로 인한 영향은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구분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접적인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의
약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제재의 부정적 효과 중 약 40%는
러시아 자본유출의 감소로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방의 경제제재는
러시아의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 2017년 기준 유가가
1배럴당 약 50달러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감소하는
상황하에서 경제위기 직전 GDP의 2.4% 정도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73)
한편 또 다른 연구자인 하블릭(P. Havlik)은 우크라이나 위기 전과 2014년
말 GDP 성장 전망치를 비교하면서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을 추정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는 2014~16년
동안 GDP를 연간 1% 하락시키는 효과를 발생하며, 2014년 3월과 2015년 3
월의 GDP 전망치를 비교한다면, GDP 감소 금액은 2014~16년 동안 대략
2,5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74)

다. 러시아 산업에 대한 서방의 제재 효과
1) 방위산업
서방의 제재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러시아의 방위산업이다. 방위
산업은 서방에서 많은 부품을 수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미사일과 우주 장비의 경우,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제품의
약 65~79%는 수입품으로 충당된다. 무인 차량은 전적으로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 항공기의 경우에는 약 90%가 수입품이다. 일부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 무기에서 전자부품의 약 90%는 서방 제품으로 구성되며, 만일 러시아가
이 부문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6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75)
73) ГурвичиПрилепский(2016), p. 29.
74) 자세한 내용은 Havlik(2015), p. 5의 BOX 1 참고.
75) Oxenstierna, S. and P. Olsson(2015), pp. 54-55.

74 •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서방의 대러 제재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첨예한 갈등은 러시아 방
위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까지 우크라이
나는 러시아의 방위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준 협력국가였다.
2009~13년 동안 러시아가 수입한 전통적 무기체계 관련 부품 중에서 우크라
이나 부품의 비중이 무려 87%에 달한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크라
이나 제품의 비중이 매우 크지만, 제품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품 소재 생산
과 조립 등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이다. 그만큼 양국은 방위
산업 협력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담당
해온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작업, 즉 러시아 방위산업의 현대화 과제가 신속하
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4년에 걸쳐 약 200억 달러의 재
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76)

2) 에너지 산업
서방의 대러 제재는 에너지 산업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물론 현시점에서 서방의 대러 제재와 유가 하락이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에너지
사업 프로젝트가 통상적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 관련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효과는 미래 시점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게다가 서방이 부과하는 대러 경제제재는 미래 에너지 생
산을 위한 탐사 및 개발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서방의 경제제재가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77) 첫째, 국제유가의 하락과 동시에 진행되는 서방의

76) Oxenstierna, S. and P. Olsson(2015), pp. 54-55.
77) 국제유가 하락과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가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Сок
олов(2015), pp. 31-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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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재이다.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이 EU와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부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금융, 또는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조달에 근본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러시아의 석유 · 가스
기업들이 채굴과 관련된 선진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었다. 이
에 따라 신규 석유 · 가스전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평가에 따
르면, 에너지 자원 탐사 ․ 개발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EU와 미국으로부터 수입
하는 제품의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이 분야의 총수입 중 68% 정도를 차지한
다. 부분적으로는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중국, 한국 등)에서 부
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핵심 제품들은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경우든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 현대화
는 물론이고, 에너지 생산에도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에너
지 컨설팅사의 전망에 따르면, 서방의 제재가 계속될 경우 현재 1일 1,050만
배럴인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이 2025년에 이르면 1일 760만 배럴로 급격하게
추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78)
현재까지 에너지 생산은 주로 서시베리아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지역의
자원이 고갈되어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광구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은 상
당히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서방의 대러 제재가 본격화됨으로써 심해저, 북
극 대륙붕 등과 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석유 탐사 및 채굴을 진행하는
사업은 중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서는 2030년까지 러시
아의 석유생산이 15% 정도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79)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 실행 이후 그동안 협의되었던 다수의 에너지 개발
협력 프로젝트들이 중지되었다. 엑손모빌(ExxonMobil)은 북극의 카라해
유전 탐사를 포함하여 로스네프트(Rosneft)와 논의해왔던 10개의 프로젝트
실행을 보류했다. 프랑스의 토탈(Total) 사는 서시베리아 셰일 오일 탐사를 하
78) Bond et al.(2015), p. 10.
79) Shirov et al.(2015), p.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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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루코일(Lukoil)과의 합작투자를 중단했으며, 쉘(Shell)은 세일오일을 개
발하려는 가즈프롬네프트(Gazpromneft)와의 합작투자를 전격 포기했다. 또
한 노르웨이의 스타토일(Statoil)도 러시아와의 몇몇 합작 프로젝트를 연기한
다는 입장을 표명했다.80)
국제유가의 하락, 가스 수출량의 감소, 서방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 에너지 기
업들의 자산 가치를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가즈프롬의 경우
에는 50% 수준으로 자산 가치가 급감했다. 또한 에너지 기업들이 어떠한 이득
과 손실을 얻을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과 외환 표시 부채의 규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노바테크(Novatek), 가즈프
롬네프트, 가즈프롬, 로스네프트 등의 경우, 총 부채에서 달러화 표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90%에 달하는 관계로 이들 기업의 자산 가치는 급락
하게 되었다.81)
최근 러시아는 석유산업의 ‘러시아화(Russification)’를 표방하고 나섰지
만,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 셰일 오일 개발에
만 약 1,00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서
방의 대러 제재가 지속된다면,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국제유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북극자원 개발도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농공복합체
2014년 8월 6일 농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러시아 경제에 몇 가지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러시아의 역제재 조치 차원에서 파급된 것이었다. 식료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루블화가 평가 절하됨에 따라, 식료품의 가격이 상승
80) Bond et al.(2015), p. 10.
81) Centre for Eastern Studies(201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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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또한, 농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추가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을
부추겨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82)
[그림 4-3]에서 보듯이, 식품 인플레이션(Food Inflation)은 2014년 6월
9.2%에서 그 해 12월 15.4%로 증가되었다. 이후에도 식료품의 가격 상승은
2015년 전반기에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상승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이 2015년 하반기에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만들었다.83) 비록 일부의 의견이지만 러시아의 농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러시아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을 0.25% 하락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기도 했다.84)

그림 4-3.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변화와 식료품 가격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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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2015), p. 11; World Bank(2016), p. 14.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의 역제재 조치는 역설적이게도 러시아의 농공복합체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 식량 안보
82)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칠 전반적인 부정적인 사태에 대한 전망은 “Negative outlook for
Russian economy as sanctions bite”(2015), Strategic Comments, Vol. 21, Comment 5,
March 참고할 수 있다.
83) World Bank(2016), p. 14.
84) Boulanger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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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트린에서 정한 목표지수에 따라 농업생산을 증대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2~14년 동안 진행된 투자 프로젝트의 효과와 반(反)위기 조
치의 실행 덕분에 2015년 농업부문의 생산은 전년대비 3.0%, 식료품 생산은
2.0%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육류 상품에서 수입품의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내
수시장에서 러시아 농업 생산자의 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육류 부문에서
는 돈육과 계육의 수입대체 과정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돈육 소비 부문
에서 수입품 비중이 2014년에는 17.8%를 차지했는데, 2015년에는 13.5%로
축소되었다. 계육의 경우에도 10.5%에서 5.6%로 비중이 크게 하락했다.85)

4) 기타 산업
서방의 대러 제재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러시아의 산업 각 부문에서 각기 다
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2015년 교통수단 및 설비의 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91.5%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소형자동차 생산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27.7%나 감소했다. 이는 주민들의 실질소득 감소, 투자활력 축소,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자 신용 및 리스 거래규모 축소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그로 인
해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는 한 해에 35.7%나 축소되었다.86)
경기침체 여파로 투자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기계 제작 및 건설 부문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산업부문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철 ․ 비철금속 제련업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5년
에 철금속의 생산은 전년대비 98.5%였으며, 비철금속의 생산은 92.6%에 불과
했다.87)
서방의 대러 제재와 루블화 폭락에 직격탄을 맞은 산업은 바로 관광산업이다.
실질소득 감소와 함께 환율 변동으로 여행상품의 비용이 증대되면서 관광산업은
현재 급격하게 위축된 상태이다.
85) Министерств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развитияРФ(2016a), p. 8.
86) Министерств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развитияРФ(2016b), p. 100.
87) Министерств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развитияРФ(2016b), pp.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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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국제유가의 급락이 러시아의 거시경제 전반을 악화시키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다수의 논자는 국제유가의 급락이 러
시아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가한 것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보다는 유가 하락이라
는 것 역시 중론이다.88)
물론 러시아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일차적인 원인이 지정학적 불안정
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환
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요인에 의해 러시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
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89) 여기서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신(新)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해볼 것이다.

가. 신(新)저유가 시대 러시아 경제
최근 국제유가의 급락에는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의 경기둔화,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서 지
정학적 리스크 증대, 미-OPEC-러시아 간 석유 패권 경쟁으로 인한 공급과

88) 구르비치(E. Gurvich)와 프리렙스키(I. Prilepskii)의 평가에 따르면 유가하락이 2014~17년간 러시
아의 전체 경제성장에서 8.5%p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Гурвич и Прилеп
ский(2016), p. 29.
89)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기에 개입하고 크림 반도를 흡수한 것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대러 제재는 러시
아 경제에 타격을 가했으나 치명상을 입힌 것은 아니었다. 유가의 붕괴와 이어진 루블화의 가치하락이
훨씬 더 손상을 입혔다 … 유가의 붕괴와 이어진 루블화의 가치하락은 러시아에게 실제적인 참사였다”
“How much are Western sanctions hurting Russia’s economy?” RBTH(Russia Beyond The
Headlines), December 21, 2015, http://rbth.com/business/2015/12/21/how-much-arewestern-sanctions-hurting-russias-economy_553155(검색일: 2016. 4. 23); 한 연구에 따르
면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루블화 환율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 서방의 제재보다는 유가의 하락이
훨씬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Dreger et al.(2015),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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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90) 최근 이란의 세계 석유시장 진입으로 인한 원유 공급의 확대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을 고려할 때, 당분간 국제유가는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91) 그 결과 2014년 이후 세계경제는 공급과잉으로 인
한 ‘신(新)저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림 4-4. 글로벌 석유 수급 상황과 국제유가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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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he Wall Street Journal

주: 브렌트유 가격으로 1970~2013년 가격은 연평균 가격, 2014, 2015년은 기간 종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5), p. 18; Oil Price Impact and the Year Ahead(2015), http://www.
nicolawealth.com/insights/oil-price-impact-and-the-year-ahead/(검색일: 2016. 5. 1).

이 신저유가 시대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충격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컸다고
볼 수 있다. 그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저유가 시대가 바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맞물려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러시아가 과도할 정도로
90) 이들 간의 경쟁은 주요 산유국의 한계생산비용이 달라 상호 견제정책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 셰일 원유 증대정책에 대응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등 OPEC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자신의 한계생산
비용이 낮은 점을 의식해 미국에 대한 경제 차원에서 원유 공급을 오히려 더 늘리는 치킨게임을 진행
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한계생산비용에 가까워지면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
고, 이것이 미국의 원유 수입량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계생산비
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에 충실해서 감산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91) 물론 중동에서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시리아 등지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
생할 경우에 유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는 없으나 수요 측면의 요인은 상대적
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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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경우 국제유가 변동의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러
시아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연료에너지복합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높
다. 상품수출의 70%, 산업생산의 40%, 주식시장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50% 이
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나. 국제유가의 하락과 정부재정의 악화
유가 변동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재정의 악화이다. 신(新)저유가 시대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대
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에서 저유가의 충격과 여파가
대단히 컸다. 러시아의 경우 2005~14년 동안 이어진 신고유가 시대에 전체 산
업에서 에너지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특히 2008~09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과도하게 천연자원에 의존
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미 오래전부터 과도하게 에너지 자원 수출에 의존한
러시아에 대해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징후 발생 가능성과 그것이 불
러올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경고들이 있었다.92) [그림 4-5]는 러시아 수출구조
의 왜곡된 편향성을 잘 보여준다. 러시아의 수출은 GDP의 약 30%에 해당되
고, 원자재 수출은 전체 수출의 90%에 해당되며, 이러한 원자재 중 2/3는 석유
․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이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했던 시기에 이러한
수출구조는 별다른 변동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92) Mironov and Petronevich(201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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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러시아 수출의 산업별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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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ironov and Petronevich(2015), p. 6.

그러나 문제는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하
락이 가시화되던 2012~13년에 이미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OECD는 유가변동
성에 취약한 러시아 경제구조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러시아 정부가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
능한 성장을 담보해야 한다.93) 그런데 러시아가 천연자원 가격 변동에 크게 의
존하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다.
물론 러시아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2년 12월 도입된 새로운 예산규칙이 좋은 예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유가에
기초하여 기준유가를 추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재정수입 중 석유 수입 부분의
이용을 제한했다. 재정지출은 석유부문 수입, 비석유부문 수입의 전망치, 재정
적자의 최대치를 GDP의 1% 내에 묶어둔다는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최근 3년 자료를 기초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물론 이러한 예산규칙은
재정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기대효과를 가져온다.
93) ОЭСР(201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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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취약한 지방예산에 끼워
넣는다든지, 예산외기금을 대가로 한 투자 차입이나 담보 이용 등의 행태가 지속
되는 등 재정수립 규칙들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통합연방예산의 경우 우랄산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4달러였던 2012년
에 재정수지가 GDP 대비 1.6%의 흑자를 기록했다면, 2014년에 유가가 97.6
달러로 하락했을 당시 GDP 대비 1.2%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94)

표 4-6. 통합예산(2011~14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통합예산
지출

35.9

36.6

38.2

수입

37.5

37

36.9

38.3
37.2

수지

1.6

0.4

-1.3

-1.2

지출

13.8

13.3

13.3

13.2

수입

13.7

12.9

12.3

12.5

수지

-0.1

-0.4

-1

-0.6

지방부채

2.1

2.1

2.6

3.4

지출

9.6

11.1

12.1

10.7

수입

10.4

12

12.2

10.7

수지

0.8

0.9

0.1

0

통합지방예산

통합연방예산외기금*

주: *주요 예산외기금은 연금기금, 사회보장기금, 의무의료보험기금.
자료: World Bank(2015), p. 17.

여기에서 보다 큰 문제는 연방 예산법의 도입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수지가
2012~14년에 GDP 대비 –0.5에서 0.4%의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대적으로
비에너지 부문의 재정적자는 2012년 GDP 대비 –10.4%에서 2014년 –11.0%
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림 4-6]에서 보듯이, 2011년을 기점으로 전체 연방
재정적자의 GDP 비중과 비에너지 부문에서 재정적자의 GDP 비중 사이의 간
94) World Bank(201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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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러시아의 경상수지와 에너지 가격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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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avlik(2015), pp. 6-7.

국제유가의 변동은 러시아의 재정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것은 재정수지와 루블화 환율의 복합적인 결합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15년 초 기준 유가가 1달러 하락하면 재정수입은 20억 달러가 감소되는
반면, 달러화 가치가 1루블 상승하면 러시아는 추가적으로 2,100억 루블의 재정
수입을 얻게 된다.96) 따라서 국제유가 하락과 루블화 환율 하락 간 상호관계를
통해 러시아 재정의 변동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루블화 평가 절하 및 인플레이션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은 러시아의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거시경제지표를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4년 6월
115달러에 달하던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1/4분기에 30
달러 수준까지 폭락했다. 2013년에 1달러 대비 35루블이던 루블화 환율이
2015년 12월에 70루블로 평가 절하되었다. 본격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된 뒤
루블화 환율은 미국의 금리인상 결정과정에서 등락을 반복하기도 했지만,
96) Centre for Eastern Studies(2015),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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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4분기 원유가격이 30달러대까지 폭락하면서 2016년 1월에는 루블
화 환율이 1달러 대비 77루블까지 상승하게 되었다.
루블화 가치 하락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의 본격화 이후 수출감소
가 이어져서 러시아로의 외환 유입이 감소되었다. 둘째,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
목인 에너지 가격이 폭락했다는 점이다. 셋째, 러시아 주민들이 루블화를 달러
또는 유로화 등으로 바꾸어 보유하려는 심리적 요인이 작동함으로써 루블화 환
율 하락을 더욱 가중시켰다.
루블화의 평가절하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은 러시아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리인상 조치를 단행하게 했다. [그림 4-8]에서 보듯이, 2013년 9월 단기 유
동성 조절을 위해 새로운 기준금리로 ‘key rate’를 도입했던 러시아는 2014년
10월 9.5%이던 기준금리를 2015년 1월 전격적으로 17%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이후 루블화 환율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점진
적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며, 2016년 6월 초까지 기준금
리는 11%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6월 10일 러시아의 기준금리는 11개월
만에 0.5% 하락한 10.5%로 조정되었다.

그림 4-8. 러시아의 금리 및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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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7일 기준

자료: Bank of Russia(2016), p. 6.

제4장 서방의 제재 조치와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 87

다른 한편으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함께 국제유가 급락에 의해 촉발된
루블화 환율 폭등과 자본유출의 가속화는 외환보유고를 축소시켰다. 이는 러시
아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의 결과였다. 2013년 말에 5,096억 달러였던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은 2014년 말에 전년대비 무려 1,241억 달러가 감소되
었다. 2015년에는 전년과 비교 시 171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2016년 2월 기준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전년과 비교하여 114억
달러가 증가한 상태이다.

그림 4-9.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와 안정화기금(연말 기준)
(단위: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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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6년 2월 기준, 안정화기금은 2008년 예비기금과 국부펀드로 분리.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은 금보유고를 포함.
자료: Rutland(2016), p. 20.

한편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환율 급등은 또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림 4-10]에서 보듯이, 2013년 6.5%를 기록하던 물가상승률이
2014년에는 11.4%로 급등했고, 2015년에는 다시 12.9%에 달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환율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87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물가와 환율
변동이 상호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97) 2016년 들어서
97) 이종문(201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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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은 다소 진정세를 보여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10. 국제유가/루블화 환율 비교 및 물가상승률(연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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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6년 물가상승률(右)은 2월 기준.
자료: Rutland(2016), p. 11, p. 19.

라. 빈곤층의 증가와 사회양극화 확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러시아 정부의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러시아 정부는 사회보장비 지출을 계속 확대했다. 2008
년에 GDP 대비 9.1%이던 사회보장비의 예산 비중이 2015년에는 GDP 대비
14.3%로 증가했다.98) 러시아 정부는 위기에 대응하여 전체적인 재정지출 규
모를 삭감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
장을 표명했다. 그렇지만 고유가 시대에 누렸던 재정수입의 원천이 급감한 상
황에서 사회안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98) Rutland(2016), p. 6.

제4장 서방의 제재 조치와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 89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됨으로써 러시아에서 빈곤층 증대 및 사회양극
화 확대 등 부정적인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루블화의 평가절하 및 소비
자 물가 상승에 따라, 대다수 러시아인의 생활수준은 이전보다 하락했다. 먼저
노동시장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11]에서 보듯이 2014년에 5.3%이
던 실업률이 2015년에 5.8%로 약간 높아졌다. 러시아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의 고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현재 러시아의
실업률이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급격하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
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적자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4-11. 실업률의 변화(2007~16년, 연말 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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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6년은 2월 기준.
자료: Rutland(2016), p. 18.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전반적인 소득의 감
소이다. 2014년에 실질임금이 1.2% 증가한 뒤 2015년에는 다시 9.5%나 하락
했다. 임금만이 아니라 가계소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 가처분소득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연금의 경우에도 2014년에는 0.9% 증가했지만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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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4% 정도 감소했다.99) 이와 같은 전반적인 실질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지
금까지 러시아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소비 수요의 가파른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그림 4-12. 실질임금 및 그룹별 실질임금 기여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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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2016), p. 23.

이와 같은 실질소득의 감소는 빈곤층 증대 및 사회양극화 확대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빈곤선 이하에 있는 인구 수는 전체 인구의
13.4%인 1,920만 명에 달하며, 전년대비 310만 명이나 증가하였다.100) 러시아
사회에서 빈곤층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식료품 및 서비스 가격의 인상과 함께,
실질임금이 감소된 것에서 비롯된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그림 4-13]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빈곤층 증가와 함께, 2014년 4/4분기 이래로 인구 중 하위
소득 40% 계층의 평균 실질소득이 전체 인구의 평균소득과 동일한 비율로 변
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위 소득계층 40%의 임금이 평균에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저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저축률이 낮고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들이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소비수요를 확
대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는 의미이다.
99) World Bank(2016).
100) World Bank(2016),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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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인구 전체 및 하위소득 계층(40%)의 실질소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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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2016), p. 23.

마. 국제유가의 변동과 대외교역의 변화
국제유가의 하락은 러시아의 대외교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대외교역 구조가 에너지 자원의 수출에 편중되어 있고, 더구나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및 러시아의 맞대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급락은 대외교역을 급격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림 4-14]에서 보듯이, 러시아의 수출은 2014년 여름을 경계로 뚜렷하게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14년 초의 경우만 하더라도 월간 수출 증가세가
5~7%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2014년 가을에 접어들자 마이너스
15~20%의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2014년 12월~2015년 1월 동안에는 마이
너스 25~30% 수준으로 감소폭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101) 수입의 경우에도 루
블화의 평가절하와 함께 감소세를 보여주었는데, 2013년 초 이래로 이미 감소
하기 시작한 수입은 2014년 8월에 감소세가 보다 뚜렷해졌으며, 마침내 2015
년 1월에는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당시 수입 감소는 전년 1월의
101) АналитическийцентрприправительствеРФ(2015),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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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수준에 달했다. 한편 2015년 전반기의 대외교역 전체 규모는 전년동기대
비 33.9%나 감소했다.102)

그림 4-14.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른 수출입 변화(2013~15년)
월별 수입액 및 산업생산 지수의 변화
및 월평균 루블의 대러 대비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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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Ф(2015), pp. 16-17.

교역규모가 크게 축소되기도 했지만,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를 추월함으로써
교역수지도 적자로 전환되었다. 예를 들어 2014년 8월~2015년 4월간 무역
적자는 총 385억 달러였는데, 이것은 러시아 지불준비금의 26%에 해당되는
규모였다.
이 시기에 품목별 수출입 증감을 살펴보면, [표 4-7]에서 보듯이 수출 부문
에서 연료 에너지 자원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으며, 국제유가의 하락이 전
반적인 수출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부 금속과 식료품 등이 2014년
10월까지는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11월부터는 이들 품목도 감
소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기계설비류가 전체 러시아 수입액 중 절반을 차지하
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EU로부터 수입한 품목이 주로 기

102) Костиковидр(2015),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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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설비류, 교통수단 등이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서방의 대러 제재와 러시아의
역제재가 낳은 부정적 여파 때문에 이들 품목의 수입 감소가 전체적인 수입 감
소를 불러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표 4-7. 월간 교역 감소의 상품별 구조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2014년 8월 ~ 2015년 2월)
(단위: %)

구분
수출

2014
평균비
중

2014
8월

9월

2015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00

-2.0

-14.7

-5.3

-22.2

-24.8

-28.7

-19.0

69

-5.2

-20.1

-4.5

-28.0

-35.6

-32.5

-26.4

금속

8

7.9

6.2

11.5

-8.4

-4.6

-16.0

14.1

화학제품

6

-14.1

-5.8

1.8

-12/1

3.0

-11.8

-6.6

식료품 및 농산물

4

13.7

10.0

6.0

-5.2

-1.1

16.4

-15.5

100

-8.9

-7.0

-9.6

-20.9

-24.5

-40.8

-34.7

기계설비

48

-14.6

-13.0

-10.1

-22.7

-26.7

-45.0

-34.9

화학제품

16

-1.2

1.9

-5.1

-17.3

-21.6

-36.4

-25.2

식료품

14

-0.4

-3.4

-11.4

-26.9

-27.9

-41.1

-42.9

금속 및 금속제품

7

-8.5

0.5

-4.6

-13.7

-15.8

-30.4

-38.0

섬유제품

6

-10.5

-11.3

-20.3

-18.6

-19.2

-39.7

-36.4

연료-에너지자원

수입

자료: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Ф(2015), p. 19.

한편 대외교역에서 나타난 효과를 분석할 때 루블화 환율의 변동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리적인 측면(중량)에서 교역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금액단위로 표현될 때에는 교역액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환율이 고려될 때에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달러화로 표시되는 국제유가의 하락이 루블화의 평가절하와 동시에 진행된다
면, 수출을 통해 얻게 되는 루블화 표시 수출 ․ 수입 규모는 증대될 수도 있기에
그렇다.103)
103) Костиковидр(2015),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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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수행과정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본 연구는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의 배경과 요인에 대한 고찰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이
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본질적으로 러시아와 서방 간 이해관계 충돌의 결과물
이었고,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 러시아와 서방 관계의 성격을 근본적
으로 변화시켰다.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는 동슬라브 형제국가이자, 강대국 러
시아 건설의 전략적 동반자이며,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위상 정립과 성공적 운
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였다. 한편 EU의 우크라이나 포섭정책은 러시아
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 예방과 중동부 유럽의 안보 확립 차원에서 진행된 것
이었다. 결과적으로 크림 반도 병합 문제에서 촉발된 러시아와 서방 간의 첨예
한 갈등과 대립은 ‘경제제재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둘째는 러시아 경제의 구조
적 성격과 국제유가의 하락이다. 러시아는 원유 수출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에
너지 산업의 비중이 대단히 큰 나라이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이, 러시아에
서 석유 · 가스 부문은 GDP의 대략 20~25%, 수출의 약 70%, 재정수입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104) 러시아 경제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국제유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2014년 말부터 본격화된 국제
유가의 하락 추세는 러시아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주지하듯
104)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2015), 앞의 책,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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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유가는 불가피하게도 에너지 자원 수출의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재정수
지 악화, 루블화 가치 폭락, 주가지수 급락, 투자 감소, 산업생산 감소, 내수 부
진 등을 초래하면서 러시아의 경기침체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본 연구는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을 비교 분석했다.
서방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제1차 경제제재
를 단행했다. 그 이후 서방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배후 지원
연관성,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 의혹,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사건 연루 가능성
등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을 돌리면서 경제제재 조치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갔다. 이에 맞서 러시아도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역경제제재를 단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위기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 간
경제제재 전쟁이 진행 중이며,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존재
하고 있다. 공통점을 들자면, EU와 미국이 전면적인 무역 엠바고나 외환거래
차단이 아닌 러시아 경제의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제재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금융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5대 국영은행에 대해 만기
30일을 초과하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 매매를 허용하지 않으며, 주요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만기 30~90일 초과 채권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품목 수출 제한의 경우 석유 부문에 대해 표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있지만,
재래식 석유자원과 가스가 아닌 신규 프로젝트만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차이점을 보자면, EU의 경우 경제제재 조치의 세부 범위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점이다. 이는 에너지 분야 제재 대상의 품목 수(EU는
미국보다 HS 코드 품목 분류 기준 5개, 전체 대상 품목 수 기준 22개 적음)와
에너지 기업 수(EU 3개, 미국 7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특히 EU는 미국과
달리 가즈프롬을 경제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데 특별한 차이가 있
다. 둘째, 2014년 8월 7일 러시아 정부는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한 서방 국가들
을 대상으로 지정 품목에 대해 1년간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를 취했다. 이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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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었으며, 그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개정안을 통해 제재 대상 국가와 세부품목이 조정되었다. 러시아의 대서
방 경제제재의 핵심적인 특징은 제재 대상을 주로 대러시아 수입품에만 한정하
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 기조가 맞물린 상황 속에서
수입대체를 통해 국내산업을 육성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전략적 사고가 전제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 요인이
러시아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했다. 첫째, 서방의 경제제재
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로 대외교역의 위축,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증
대, 러시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서방의 군용
및 전략물자, 에너지 설비 및 첨단기술 등의 수입 제한은 러시아 경제의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서방의 경제제재 대상인 러시아 주요 국책 은행
들과 에너지 기업들이 해외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가능성을 제한받게 됨으로
써 자본유입 감소, 환율 리스크 증대, 기업활동의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와 함께, 러시아 시장의 신뢰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과 투자 감소 등이 초래되
고 있다. 결국 EU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해체로 발생하는 손실이 연간 150억
달러, 그리고 민군겸용기술 접근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연간 50억 달러
에 달하는 등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발생하는 손실이 총 200억~2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 부문별 영향을 살펴보면,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는 특히 방위산업과 금융산업, 에너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러
시아 군사무기 관련 전자부품의 약 90%가 수입제품으로 충당되고 있을 뿐 아
니라, 자금조달 제한과 선진 채굴기술 도입 금지로 신규 에너지 프로젝트 진행
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저유가 요인은 서방 경제제재 조치의 파급효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러시아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수출은 GDP의 약 30%에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원자재 수출이 전체 수출의 90%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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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다. 러시아의 산업구조 및 수출품목의 특성을 고려
할 때, 러시아에서 저유가는 경제상황 악화의 핵심 요인이었다. 저유가 장기화
에 따른 국가의 재정수입 감소는 연방예산의 재정적자폭을 크게 확대시켰다.
2016년 3월 기준 연방예산 수입에서 차지하는 석유 · 가스 부문의 비중은 대략
28.5%였는데, 이는 2015년 동기 43.1%보다 14.6%나 축소된 것이었다.105)
총액으로는 3,045억 루블을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2009년 이후 최저치였
다.106) 주지하듯이, 러시아의 연방예산에서 석유 · 가스 부문의 비중 축소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따른 것이었다. 2016년 1/4분기 우랄(Ural)산 원
유 가격이 배럴당 평균 32달러를 기록했다. 러시아 정부는 2016년 재정적자의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설정했지만, 2016년 1/4분기 기준 재정적자는 이미
3.7%를 초과해버렸다.107) 결국 저유가는 러시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고조,
거시경제지표 악화, 루블화 가치 하락,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 소비
수요 하락 등을 초래했던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촉발된 국제경제 환경의 주
요한 변화 요인들, 즉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유가의 하락은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의 핵심 동인들이었다. 전자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의 국제자본시장 접근
제한과 신기술 도입 금지 등을 통해 러시아 금융과 에너지 산업 부문에 대해 직
간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후자는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나 마찬가지다. 러시아가 전형적인 ‘자원 의존형’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저유가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 여파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에 미
친 영향이 가장 크며, 서방의 경제제재 요인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파급효과를
105) http://minfin.ru/ru 통계자료 참고(검색일: 2016. 5. 3).
106) “Нефтьигазвмартепринеслибюджетутолько 29% доходов”(2016. 4. 14),
http://www.rbc.ru/economics/14/04/2016/570fc9469a7947ba116ac51c?from=main
(검색일: 2016. 5. 3).
107) “Минфинготовитпервыйсеквестрбюджета-2016”(2014. 4. 18), http://www.
ng.ru/economics/2016-04-18/1_minfin.html(검색일: 2016.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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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에서는 경제성장률 대폭 하락, 루블
화 가치 폭락, 투자 및 산업생산증가율 감소, 물가 상승, 소비 감소, 외환보유고
감소, 국가의 재정 지출 감소, 국민의 점진적인 빈곤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러시아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인 ‘반(反)위기 계획(Anti-Crisis
Plan)’을 실행하고 있다. 현재 연방예산 삭감과 긴축재정 운영, 세수 증대를 목
표로 한 간접세 부담 증가,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수입 대체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제적인 정책수단으로 가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는 발주 계획 중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속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규모 인프
라 프로젝트들(모스크바 순환 자동차 도로, 모스크바와 카잔을 연결하는 고속
열차 선로, 2018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 러시아 지방의 가스화 사업, 지방 공항
및 도로 건설 프로젝트 등)을 대상으로 선별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108) 따라
서 러시아 정부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진행을 당분간 보류하거나 혹은 축소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2. 정책 시사점
상술했듯이,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가 초래됨으
로써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크게 악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러시아
정부는 당면과제인 경제회복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
절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과 관련된 사안이며,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겠다.

108) 세르게이 루코닌(Sergey Lukonin)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문가 간담회 및 면담(2016. 5. 11,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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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러시아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작업이다. 현재 러시아의 경기
침체 현상은 본질상 국제 원유가격의 하락에 따른 것이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의 하락은 공급과잉뿐 아니라,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셰일가스 생
산과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현재 국제 에너지 가
격이 저점을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000년대와 같은 급격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지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 2020년까지
하방 안정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특수한 현실을
감안하여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축소시키기 위해
2008년 이후부터 경제 현대화 및 산업 다각화 정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둘째, 수입 대체상품 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육성방안이다.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에너지, 금융, 방위 산업 등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했다.
러시아 정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서방 국가들에 대해 역경제제재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유럽산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였다. 그러한 정책 덕분에 다소
역설적이게도 러시아에서 수입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
었다. 2014년 7월부터 러시아 정부는 수입 대체상품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
으며, 주요한 특징은 대체로 규제 중심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공공조달 부문에 대한 외국제품의 참여 제한조치 등을 통해 러시아산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 정부는 국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수입 대체상품 개발을 위해 정책적 및 재정적 지원방안
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서방의 경제제재와 관련하여 농축산물 및 식료품 분
야에 대한 육성방안이 러시아 정부의 우선적인 관심사라고 하겠다.
셋째, 산업 생산성 증진방안이다. 엄밀히 말해서, 러시아 경제성장의 둔화
추세는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산업 혁신 부재와 그에 따른 생산성 하락에 있었다. 그런 이유로
세계경제의 구조적 재편과정에서 러시아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산업 육성정책을
수행하여 자국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증진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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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연구의 수행과정과 그 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러시아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과 재조정이 필요하다. 우크라
이나 위기 발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에 참여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이것을 자국에 대한 호의로 받아들이면서
향후 관계 발전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 때, 한 · 러
관계는 애초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서방의 경
제제재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방과 러시아 간 경제
제재 전쟁의 장기화와 양자 대립구도의 형성이 한국의 정책적 운신의 폭을 제
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핵 위기로 한반도에서 첨예한 갈등 및
대치 국면이 조성됨에 따라, 나진 · 하산 프로젝트를 위시한 남 · 북 · 러 삼각
협력 사업도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그 결과 한 · 러 경제협력의 추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근 일본정부의 대러시아
전략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5월 6일 소치에서 아베 총리는 오바
마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과의 러 · 일 정상회담을 추진했을
뿐 아니라, 북방 영토 문제 이외에 8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대러시아
경제제재 참여국 중 하나이지만, 북한 핵 위기 이후에 오히려 대러시아 접근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와 관련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존 정책에 대한
재조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 평가에 현재 상황의 특수성과
미래 협력의 가능성을 모두 포괄해야 함은 물론이고,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러시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유라시아 이
니셔티브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된 ‘하나의 대륙’ 구상이 다시 추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국간 보다 긴밀한 정책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둘째,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러시
아는 서방의 경제제재 상황 속에서 자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신동방정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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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조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동북아의 주요국들인 중국, 한국, 일본과의 실질 경제협력을 강화함
으로써 새로운 에너지 시장 확대, 경제 현대화에 필요한 기술 및 투자 확보, 극
동 경제 개발의 성공적 진행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 유라시아 이니셔
티브 추동력 복원,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 통일 한국 시대 대비 등을 목표로
러시아와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추구해왔으나, 서방의 경제제재와 북한 핵 위기
때문에 양자관계의 발전은 사실상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동
안 논의되어온 한국과 러시아 간 협력체계 개선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심도 있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 플랫폼은 양국 경제협력의 고위급 채널인 한 · 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를 보완하면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민간 협력체계를 비즈니스 중심으로
통합하여 양국의 정부부처, 유관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함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일종의 ‘태스크포스’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운영체
제 구축은 변화된 상황에 최적화되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모색
하는 것은 물론, 현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절실한 비즈니스 성공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 간 민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상
술했듯이,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상징적이고 정치적 성격이 강하며, 장
기적 차원의 압박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각에선 경제제재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실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
음 사례에서 확인된다. 먼저, 최근 몇몇 EU 국가들에서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해제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6월 4일 프랑스 상원은 대
러시아 경제제재 완화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서방(특
히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은 대러 경제제재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 시장에서 사
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경제제재 우회 루트를 적극 활용하면
서 러시아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끝으로, 현재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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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도 경제제재 국면에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친 상태이다. 따라서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이슈가 러시아 시장의 주요 관심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
을 통해 볼 때, 한국도 대러 경제제재 여부와는 별도로 상호 협력의 접점을 가
능한 신속하게 찾아야 한다. 이는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해제 이후를 대비하
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하겠다. 특히 1998년 러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기업들의 선택이 좋은 사례이다. 당시 한국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
하는 대신에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현지에 남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의 경
제상황이 호전되면서 한국기업들의 현명한 선택이 시장을 선점하는데 큰 도움
을 주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국간 상호이해 증진,
소통과 교류 활성화, 실질 협력의 분야와 범위를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분야(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에서 지속적인 인적 교류 및 경제협
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넷째, 한 · 러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
다. 한 · 러 관계에서 기존의 가시적인 성과 축적을 지양하고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치중하기보다는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상생 및 호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선호하는 정책방향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은 러
시아의 산업 현대화, 수입 대체산업 육성, 산업의 혁신 및 생산성 증진 프로젝
트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산업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
운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국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의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 · 러 관계는 새로운 발
전단계인 ‘한 · 러 협력의 3.0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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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Study on Changes in the Russian Economy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Ukrainian Crisis and
Its Implications
PARK Joungho, SUNG Weon-Yong, and KANG Boogyun

The Russian economy has recently taken a sharp turn for the worse
because of the shift in the global economy following the crisis in Ukraine
and its critical impact on the Russian economy in general. As a result,
Russia is facing the worst economic condition since 2009, recording a
negative 3.7% growth in 2015. The purpose of the following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Russian economy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Ukrainian crisis in terms of two core causes: Western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the decline in oil prices.
The crisis in Ukraine has fundamentally altere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within Eurasia. Not only that, Russia and Ukraine are sitting in
their worst disunion since the dissolution of Soviet Union, but the
Russian-Western relation also remains to be sharply discordant. Most
notably, the economic sanction war is still in progress between the
Russian and the Western world, and the following are the key elements of
Western sanctions against Russia. First,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re pursuing target sanctions upon the core areas of the
Russian economy, rather than the trade embargos or the block in
currency exchange. Secondly,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the
specific range of economic sanction is comparatively narrow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the Russian governmen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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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sed an import embargo and restrictions on select items upon the
Western nations that are participating in the economic sanction. The
core characteristic of the Russian economic sanction against the West is
that the embargo is only restricted to items imported by Russia; this was
a strategical plan aimed to promote the national industry amidst the
Western economic sanctions and dropped oil prices through import
substitution.
The Western economic sanctions and the decline in oil prices had
negative effects on the Russian economy. The former of the twoincluding the prohibition of the Western sale of military or strategic
resources to Russia and the restriction of sale on energy facilities and
advanced technology-discouraged foreign trade, led to financial instability
and built uncertainty regarding the Russian market. Accordingly, a
decreased inflow of the capital for businesses affected by the sanction,
increase in currency exchange risk, discouraged business activity, capital
outflow caused by lowered Russian market confidence, and decrease in
investment have followed. The latter of the two had the greater impact
on the shift in Russian economy. Approximately 30% of Russia’s GDP
relies on exportation, and raw material export constitutes 90% of the
entire exportation activity, wherein two-thirds are oil and natural gas.
Due to the nature of the Russian industry structure and export items, the
decline in oil prices is reinforcing an economic recession in Russia by
inevitably contributing to the decrease in energy resource export, decline
in economic growth, worsening of financial expenditure over revenue,
devastation in value for Russian Ruble, sharp decline in stocks, reduced
investments, diminished productivity in industries, and weakened domestic
market. Ultimately, it was the key shifting points in the post-Ukrainian
crisis international economy (viz. Western economic sanctions and
decline in oil prices) that worked as the core cause of the deterioration of
Russia’s economy. It can be asserted that the basic conditions of lower oil
prices had the worst effect on Russian economy as a whole, while the
Western economic sanctions relatively had limite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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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are the speculated policy implications proposed under
the scope of this study. A prolonged economic sanction war between the
West and Russia, along with the dichotomic opposition that has formed,
greatly limited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ptions in breadth. In
addition, as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provoked a sharp tension
and opposition within the Korean peninsula, a three-nation joint
industrial venture of the Rajin- Khasan project by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has also entered a complete cessation.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Japan, while being a participant in the sanctions against
Russia, is in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its approach towards Russia
sinc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ccordingly, South Korea must
readjust its existing policies by comprehensively and objectively
evaluating the achievements and future tasks of Russia-related Eurasia
Initiative policies. Such evaluative efforts must not only take the unique
nature of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and the potential for future
collaboration into consideration, but also focus on devising new plans
for cooperation with Russia.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look toward
different directions in constructing a new actual cooperative system
between Korea and Russia, in its continued expansion of both civilian
and governmental networks, and in devising and advancing KoreaRussia partner projects. Plans for an additional degree of coexistence
and mutual cooperation that can give practical benefits to Russian
economy ought to be prioritized over focus on non-repetitive ceremonial
events. Specifically, Korea must devise particular plans that can
contribute to projects such as modernization of the Russian industry,
development of the import substitution industry, industrial innovation,
and enhanced productivity. Such is a model for a new industrial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and it is a construction of
Global Value Chain. If the environment of sustainabl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formed through such endeavors, the
Korean-Russian relation may open the door for a new stage of progress:

3.0 Era of Korean- Russian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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