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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투자환경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구체적인 투자
진출전략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의 대EAEU 진출확대를 통한 북방협력의 강화는
물론, 향후 한·EAEU FTA 협상방안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AEU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통계분석과 함께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SWOT 분석을 통한 EAEU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한국기업의 유망 투자진출 분야 및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제안하였다.
현 상황에서 한국의 대EAEU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환경적 기반 구축이 중요한바,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EAEU ‘투자촉진위원회’ 구성,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확대를 위한 ‘북방협력기금’ 조성, EAEU 내 유망산업단지 조성 및 진출유망산업 발굴 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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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은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
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는 2016년 인구 1억 8천만 명, GDP 규모 1조 4,800억 달러의
작지 않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AEU는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력의 자
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역내 통합 의약품 시장, 2019년
까지 역내 통합 전력시장, 그리고 2025년까지 역내 단일 에너지(석유와 천연
가스)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 타지키스탄의
EAEU 가입 가능성이 높아 EAEU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고, 협력의 범위도
유라시아 지역을 넘어 아태지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은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북방 유라시
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인 요인 덕분에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관계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미국, 일본 등 해양 루트, 중국 루트
에 이어 제3의 북방 경제협력 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한국은 러시아를 비
롯한 EAEU 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북방 경제성장 공간’을 선
제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
인 정부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주요 국정 어젠다로 제시하고, 신
북방정책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통합체로서 부상한 EAEU
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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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부각되었다. 더욱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
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가 취해지면서 신흥시장 개척을 다변화하여 우리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여
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EAEU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남북한 분단 상황에
서 우리가 섬처럼 고립된 ‘도서화’ 상태를 탈피,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대
북방 유라시아 전략 차원에서 대EAEU 진출전략 모색은 시급한 상황이다. 또
한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
서 EAEU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창구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는 새로운 북방협력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EAEU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대
EAEU 투자진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EAEU 간 자
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한국정부와 기업은 EAEU에 대
한 투자환경 분석과 효율적인 투자진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EAEU의 투자환경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우리 기업의 구
체적 진출전략 모색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었으며, 향후 한·EAEU 간 FTA 협상
을 대비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현지 1차 자료를 포함한 문헌분석을 광범위하게 실시
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관련 통계분석과 함께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
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내
외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EAEU의 형성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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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EAEU의 전략적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2010년 이후 최
근까지 EAEU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
메니아의 경제 현황과 시장 특성에 대해 투자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3
장에서는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의 경제협력 현황을 무역과 투자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EAEU
의 전반적인 투자정책을 개관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국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지 투자환경
을 분석하고 투자환경과 관련된 내외부 요인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 수준을
평가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도출한
EAEU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기업의 대EAEU 유망 투자진출 분야 및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EAEU의 확장과 아태지역 진출확대는 우리의 북방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
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한국
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EAEU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이 세계 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
차 증대되고 있으며, EAEU는 한국의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이다.
따라서 EAEU는 한국 신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
동체에서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라고 볼 수 있다.
시장성, 성장성, 안정성 및 기타 여러 종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EAEU 투자여건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시장으로서의 매력도는 러시아, 카자흐
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순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와 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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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스탄의 경우 무역개방도가 낮은 편이며, 최근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적으로 펴고 있어 한국은 이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역보다는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성장성
측면에서 투자여건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
니아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적자원, 물류인프라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안정성에 따른 투자여건을 살펴보면, 아르메니아, 러시아, 키르기즈공화
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성격
의 지표인 글로벌경쟁력 지수에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
즈공화국 순으로 평가되었다.
한국과 EAEU 간의 무역은 2014년 정점을 기록한 이래 2016년까지 지속적
으로 하락하였다. 더욱이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8억~10억 달러에 달했
던 한국의 대EAEU 투자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연간 2억~3억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EAEU 무역 및 투자협력은 양측의
경제규모와 잠재력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다. 그나마 한국의 대EAEU 경제
협력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으며,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나머지 회원국들에 대한 경제협력은 지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EAEU 간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이 감소하였지만,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
됨에 따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나머지 EAEU 국가들의 경제가 회
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
의 대외무역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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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AEU 간 무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AEU 시장의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객관
적인 분석을 위해 2016년 5~8월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
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각종
EAEU 투자설명회 참여기업을 비롯하여 EAEU 회원국과 이미 비즈니스 경험
이 풍부하거나 현지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총 56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
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외에도 2016년 5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공화국을 방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국내 구미공단과 구로공단
등에서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외부 투자환경 요인 중 EAEU 시장 투자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 요인은
‘현지국 정부의 경제개발, 산업육성, 투자유치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부패 및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행정장벽’이었다.
EAEU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
위험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중간 정도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내부 투자환경 요인 중에
는 EAEU 시장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강점 요인이 ‘IT 등 첨단기술·혁신 분야
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중요한 약점 요인은
‘EAEU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 부족’이었다. EAEU 시장 진출에서 우리 기
업들의 내부적인 능력은 약점이 강점보다 약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우리 기업들의 내부 능력이 EAEU 시장 진출에서 다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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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있다는 EAEU 기 진출 혹은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자평인 것이다.
이러한 외부 및 내부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외부 요인과 내부 요
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
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혹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에 가까
운 투자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EAEU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EAEU 양측간 경제
협력 기반조성과 산업협력의 확대가 긴요하다. 특히 교역·투자를 포함한 양측
간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도적 혹
은 환경적 기반 마련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판단된다.
첫째, 한·EA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중요하다. 러시아가 중추적 역
할을 하고 있는 EAEU와 FTA가 체결되면, 유라시아 가치사슬 체제 구축이라
는 새로운 개념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라
시아 성장공간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한·EAEU FTA 체결은 러시아
에는 ‘아태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고, 한국에는 ‘유라시아 지역을 향한 기회
의 창’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과 EAEU로의 확대가 중요하다.
2013년 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은 제대로 실행되
지 못하였는바,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안과 EAEU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러시아 측과 실무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투융자 플랫폼
자금의 협력지역, 협력범위, 지원분야, 지원방식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탄
력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EAEU 투융자 플랫
폼으로 확대하고, 그 활용률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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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소기업 투자진출 지원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투자진
출은 양국의 경제적 보완성을 기초로 실질적인 협력의 기초를 확보하는 데 매
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협력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회원국의 제조업
현대화 수요와 연계되는 실질적 성과가 높은 과제로서 한국의 중소기업 고도화
및 국제화를 통해 고용창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러 및 대북방 협력강화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외전략으로 상정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인재양성 체제구축이 시급한바, ‘유라시아정책
대학원’의 설립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유라시아의 정
치·경제적 비중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분야의 소수 정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측 정부간 협력
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대EAEU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
력 추진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부 내 유라시아 협력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방안과 정부 차
원의 협의체 재구성을 통해 현 상황에서 한·EAEU 투자활성화를 위해 최우선
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앞당기는 것이다.
EAEU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FTA의 한계를 넘어 한국기업의 대EAEU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협력 증진 필요성에는 공통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따라
서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유라시아 경
제연합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기와 같은 EAEU 회원국 수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기획재정부 내 ‘북방협력기금’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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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중소기업의 대러 및 대유라시아 투자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EAEU 투자설명회를 다수 개최하고 이를 점차 정례화함으로써 한·EAEU
FTA가 상호간 투자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AEU 각국별 유망 산업단지 조성과 진출 유망산업 발굴이 요구된
다. 한국기업이 EAEU 회원국에 보다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한·EAEU 유망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산업
단지 설치 유망지역의 입지여건을 조사하고, 특화산업을 발굴·제시하는 것이
다. 이와 함께 각국의 산업경쟁력, 정책, 투자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
기업이 진출할 만한 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10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차례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7
제2장 EAEU의 형성과 시장 특성 ·····························································23
1. EAEU의 형성과 현황 ············································································24
2. EAEU의 전략적 가치 ············································································28
3. EAEU의 시장 특성 ················································································32

제3장 한·EAEU 경제협력의 현황과 평가 ·················································55
1. 무역분야 ································································································56
2. 투자분야 ································································································69
3. 평가 및 전망 ··························································································77

제4장 EAEU의 투자환경 ··········································································81
1. 투자정책 ································································································82
가. 투자정책 개관 ·················································································82
나. 주요 투자유치 프로그램 ·································································87
2. 투자환경 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98
3. 투자환경 평가 ·····················································································102
가. 외부 투자환경 ···············································································102
나. 내부 투자환경 ···············································································107

차례 • 11

제5장 한국의 대EAEU 진출전략 ····························································111
1. 중장기 EAEU 시장 진출전략 ······························································112
2. 투자활성화 방안 및 정책 시사점 ························································117

참고문헌 ··································································································126
부록 ·········································································································135
1. EAEU 회원국의 양자 투자협정 목록 ················································136
2. EAEU 시장진출 설문조사 ·································································146

Executive Summary ············································································157

12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표 차례

표 2-1. 유라시아 대륙 주요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 ·······························29
표 2-2. EAEU 시장과 타 신흥시장 비교 ····················································31
표 2-3. 투자여건 평가기준 ·········································································33
표 2-4. EAEU 시장성 평가지표 ·································································34
표 2-5. EAEU 성장성 평가지표(1) ····························································39
표 2-6. EAEU 성장성 평가지표(2): 물류성과지수 ····································45
표 2-7. EAEU 안정성 평가지표(1) ····························································46
표 2-8. EAEU 안정성 평가지표(2): 기업환경(Doing Business) 순위 ···· 47
표 2-9. EAEU 안정성 평가지표(3): 헤리티지재단 경제자유도 ·················48
표 2-10. EAEU 안정성 평가지표(4): 부패인식지수 비교 ····························49
표 2-11. EAEU 안정성 평가지표(5): 정치적 안정성 비교 ··························50
표 2-12. EAEU 회원국의 글로벌경쟁력지수 ···············································51
표 2-13. EAEU 투자여건 종합 ·····································································52
표 3-1. 2016년 한국의 대EAEU 무역 현황 ··············································57
표 3-2. 한국의 대아르메니아 주요 수출품목 ·············································59
표 3-3. 한국의 대아르메니아 주요 수입품목 ·············································59
표 3-4. 한국의 대벨라루스 주요 수출품목 ················································61
표 3-5. 한국의 대벨라루스 주요 수입품목 ················································61
표 3-6.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목 ·············································63
표 3-7.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주요 수입품목 ·············································64
표 3-8. 한국의 대키르기즈공화국 주요 수출품목 ·····································66
표 3-9. 한국의 대키르기즈공화국 주요 수입품목 ·····································66
표 3-10.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품목 ·····························································68
표 3-11.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품목 ·····························································68
표 4-1. EAEU 회원국의 투자협정 현황 ·····················································85

표 차례 • 13

표 4-2. 한·EAEU 간 투자보호제도 ···························································86
표 4-3. EAEU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요인 ···············································101
표 4-4. EAEU 시장진출의 핵심 외부요인 관련 설문조사 결과 ··············104
표 4-5. EAEU 시장진출의 핵심 외부요인 평가 ······································106
표 4-6. EAEU 시장진출의 핵심 내부요인 관련 설문조사 결과 ··············108
표 4-7. EAEU 시장진출의 핵심 내부요인 평가 ······································109
표 5-1. 중장기 EAEU 시장진출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SWOT Matrix ·· 114
표 5-2. EAEU 국가별 진출유망 산업 ······················································119

14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그림 차례

그림 2-1.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통합과정 ······································27
그림 2-2. 러시아 대외무역의 주요 지역별 비중 변화 추이 ·······················30
그림 3-1. 한국과 EAEU 간 무역액 추이 ····················································56
그림 3-2. 한·아르메니아 무역액 추이 ·······················································58
그림 3-3. 한·벨라루스 무역액 추이 ···························································60
그림 3-4. 한·카자흐스탄 무역액 추이 ·······················································62
그림 3-5. 한·키르기즈공화국 무역액 추이 ················································65
그림 3-6. 한·러시아 무역액 추이 ······························································67
그림 3-7.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대EAEU 직접투자 추이 ······················69
그림 3-8. 2000년대 한국의 대러시아, 대카자흐스탄 직접투자 추이 ·······72
그림 3-9. 한국의 대EAEU 부문별 직접투자 ·············································72
그림 3-10.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부문별 직접투자 ······································73
그림 3-11. 한국의 대러시아 부문별 직접투자 ·············································75
그림 3-12. 한국의 대키르기즈공화국 부문별 직접투자 ······························77
그림 4-1. EAEU 진출 혹은 진출검토 시기 ················································99
그림 4-2. EAEU 회원국 중 진출 희망국 ··················································99
그림 4-3. 주요 요인별 EAEU 투자환경 변화 전망 ··································100
그림 5-1. EAEU 진출 유망분야 ·······························································118
그림 5-2. 한·EAEU 투자활성화 방안 ······················································124

그림 차례 • 15

글상자 차례

글상자 2-1. EAEU의 FTA 추진 전략과 현황 ···········································27
글상자 3-1. 롯데제과 카자흐스탄 진출사례 ··············································74
글상자 3-2. 한국계 중소 화장품회사의 러시아 진출사례 ·························76
글상자 4-1. 아르메니아 자유경제지대 위치 및 주요 내용 ························88
글상자 4-2. 벨라루스 자유경제지대 ··························································90
글상자 4-3. 카자흐스탄 특별경제지대 ······················································91
글상자 4-4. 키르기즈공화국 자유경제지대 ···············································93
글상자 4-5. 러시아 특별경제지대 지도 및 목록 ········································94

16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제1장
서론

소연방 해체 이후 신생 러시아는 구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
제통합 작업을 주도해왔으나, 2000년대 후반까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지 못
한 채 머물러 있었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터진
유로존(Euro Zone) 사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등 세계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결국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들에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도록 자극하였다. 그리하여 구소련 지역에서는 다자주
의 경제협력 및 통합의 중요성이 재평가되었으며, 상호협력과 경제회복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역내 공동시장 형성의 필요성이 구소련 국가들 사이에서 활발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러시아의 푸틴 정부는 유럽연합의 사례와 유사한 새로운
형태의 역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
스와 함께 2010년에 관세동맹(Custom Union)을 결성하여 상호간의 무역장
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개국 간에 체결된 이 관세동맹
은 2012년에 접어들면서 회원국들 간의 경제통합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한 단일
경제공간(Single Economic Space)으로 발전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마침내
2015년 1월 1일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
이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 EAEU는 단계적인 발전계획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유라시아연합
(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EAEU는 무역장
벽의 제거와 서비스, 자본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공동시장을
형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통합 의약품 시장을 형성하
고, 2019년까지 역내 통합 전력시장, 그리고 2025년까지는 역내 단일 에너지
(석유와 천연가스)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1) 나아가
EAEU는 2025년까지 회원국의 통합 금융감독기관 설립을 추진하며, 이를 바
1) Eurasian Development Bank(2017), “Eurasian Economic Integration 2017,” Eurasian
Development Bank Centre for Integration Studies Report, 43,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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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단일한 형태의 거시경제정책, 반독점정책, 통화정책을 마련한다는 청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EAEU를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는 EAEU의 규모를 확대하고 영
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2016년부터 타지키스탄의 EAEU 회
원국 가입이 검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AEU는 2015년 5월 베트남과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2016년 10월에 발효시킨 이후 이제 동남아국가연합
(ASEAN)까지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 인
도, 이집트, 이란, 몽골, 시리아, 파키스탄, 요르단, 알바니아 등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EAEU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고, 협
력의 범위도 유라시아 지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
된다.
한편 한국은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제3의 북방 경제협력 루트를 조
성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인 요인 덕분에 지속가능한 상생 및 호혜적 관계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미국, 일본 등 해양 루트, 중국 루트에 이어 제3의 북방 경
제협력 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한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국가들과 전
략적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북방 경제성장 공간’을 선제적으로 개척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동북
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주요 국정 어젠다로 제시하고, 그 안에 신북방정
책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최근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통합체로 부상
한 EAEU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층적
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
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분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
산되고 있고,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취해지면서 새로운
신흥시장 개척을 다변화하여 우리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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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도서화’를 탈피,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북방 유라시아 전
략 차원에서 대EAEU 진출전략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과 북방 유라시
아 국가들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EAEU는 새로운 경제
협력의 창구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북방협력을 추
진하는 차원에서 EAEU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대EAEU 투자진출 방안을 시
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EAEU 간의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감안
하면, 한국정부와 기업은 EAEU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과 효율적인 투자진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EAEU 시장과 투자환경을 중점적으로 다룬 국내 선행연구는 많지 않
다. EAEU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정치적, 정책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구
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2)는 국제질서
속에서 EAEU의 의미와 이에 대한 주변 및 관련 국가들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EAEU는 러시아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다극체제의
구축’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구소련권에서 자국의 세력
복원과 유럽연합에 견줄 만한 경제통합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라시
아경제연합: 지역통합의 현실과 전망』3)은 지역통합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지역주의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 책은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를 중심으로 EAEU 형성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특히 EAEU 회원국과 주변국
들의 EAEU 가입에 어떠한 전략적, 정책적 배경이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을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EAEU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AEU를 시장 및 투자대상지로 바라보는 보고서
가 일부 발간되었으나, 이들은 대개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컨
2) 한홍열, 박정호, 윤성욱, 조혜경(2014),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pp. 18~211, 전략지역
심층연구 14-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편)(2015), 『유라시아경제연합: 지역통합의
현실과 전망』, pp. 15~265,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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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확장과 한국의 투자·통상 대응전략』4)은 EAEU 출범
배경과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EAEU
시장진출 사례를 다루었으며, 한국의 EAEU 진출방안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EAEU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고 한국기업의 EAEU 시장진출 방안
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밖에 ｢‘하나의 시장’ 유라
시아경제연합에 주목하라｣5)와 ｢최근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설립 쟁점과 전망｣6)
이라는 발간물은 주로 EAEU의 설립 과정,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
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상술한 바와 같이 EAEU 시장이 발전하고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정책적 수
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EAEU 시장에 대한 이
해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EAEU 진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연
구로 기획되었다. 아울러 2016년에 한국정부와 EAEU 측의 합의하에 대외경
제정책연구원과 러시아연방 대외무역아카데미 연구진이 한·EAEU 간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비공개로 수행한 『한·EAEU 경제협력 증진 방안
연구(한·EAEU FTA 타당성 검토)』의 후속 연구로 추진된 것이다. 본 연구는
EAEU의 투자환경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우리 기업의 구체적 진출전략
모색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한·EAEU 간 FTA 협상을 대
비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또한 EAEU 5개 회원국의 경제현황, 투자여건, 유
망 투자진출 부문 및 진출전략 등을 심층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분석한
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다. 우선 현지 1차 자료를
4) 박지원(2015),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확장과 한국의 투자·통상 대응전략』, KOTRA Global Strategy
Report 15-003, pp. 1~60.
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5), 「하나의 시장’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주목하라」, Trade
Brief No. 42, pp. 1~8.
6) 최영림(2014), 「최근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설립 쟁점과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28
호, pp.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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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문헌분석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다. 또한 통계분석은 물론이고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
사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EAEU의 형성과정
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EAEU의 전략적 가치를 살펴보고, 2010년 이후 최
근까지 EAEU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
메니아의 경제 현황과 시장 특성에 대한 투자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3
장에서는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의 경제협력 현황을 무역과 투자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EAEU의
전반적인 투자정책을 개관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국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
하며,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지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투자환경과 관련된 내외부 요인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 수준을 평
가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도출한
EAEU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기업의 대EAEU 유망 투자진출 분야 및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담은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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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AEU의 형성과 현황
1991년 12월 말 소연방 해체 이후 초기 몇 년 동안은 구소련 지역에서 원심
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경제통합과는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나 1990
년대 중반부터 느슨한 연합체였던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이 경제적 재통합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구소련에서 독
립한 CIS 국가들 모두 예외 없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하면서 상호 경제협력
강화 및 경제통합이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994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에서 행한 연설에서 ‘유라시아연합’ 형성을 처음 제안하였는데, 이 대규모 통합
프로젝트는 질적으로 새롭고 경제적으로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CIS 국가들
을 한층 더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1995년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정상들은 상호간 자유로운 경제협력, 자유무역과 공정경쟁 보장을 위해 장애물
을 제거하는 조약을 체결하였고, 1996년에 키르기즈공화국이 합류하였다.
1996년 이 4개국은 공동경제발전 전망을 포함하는 ‘경제, 인문 분야에서의 통합
심화를 위한 협정(Agreement on Increased Integration in the Economic
and Humanitarian Fields)’을 체결하였으며, 1998년 타지키스탄이 여기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1999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간에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을 완성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
으나, 선언적인 성격이 강해 관세동맹이 실제로 작동되지는 않았다. 2000년
국가간위원회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기존의 구조를 국제기구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통합문제를 결정하는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새로운 경제기구로
개혁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해 10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각국 정상들
은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를 창설하였다. 2001년에 유라시아경제공
동체하에 설립된 국가간위원회 및 통합위원회와 관련된 문서가 국제사회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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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제출되었고, 곧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부기관이 만들어졌으며, 세부 이슈와
관련한 각종 협정이 추가적으로 체결되었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는 2002년
에, 아르메니아는 2005년에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옵서버 지위를 부여받았
다.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이 되었다. 같은
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주도하여 유라시아개발은행(EDB)을 설립하기로 했
으며, 통화시장 통합에 관한 협정도 체결되었다.
2006년부터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는 관세동맹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같
은 해 8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3개국은 관세동맹을 창설하기로
했으며,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은 준비가 되는 대로 합류하기로 합의하
였다. 이듬해 10월 관세동맹위원회에 관한 협정과 단일관세영역 및 관세동맹
창설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관세동맹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2009년 1월에
관세동맹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11월 관세법 협약을 포함한 관세동맹
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
스 3개국 간에 관세동맹이 발효되어 본격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2011
년 7월 1일 관세동맹의 역내시장에서 국경간 세관통제가 완전히 제거되어 단
일관세영역이 형성되었으며, 상품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2011년 11월 3개국 정상들은 질적 통합심화 과제가 제시된 유라시아
경제통합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관세동맹보다 한차원 더 높은 단일경제공간
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2012년 1월 1일부터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다음
단계인 단일경제공간(SES)이 발효되었다. 2012년 말 회원국 정상들은 단일한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 시장 형성, 회원국 법제 조화, 주요 분야에 대한 공
동정책, 경제통합 인프라 형성 등 장기 통합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같은 해 9
월에 아르메니아 대통령이 유라시아 통합 프로젝트에 함께 하겠다는 의향을 밝
힌 데 이어, 2013년 12월 최종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2014년 5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개국 정상은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이 협정은 2015년 1월에 발효되었다.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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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2030년까지 EAEU 발전 기본방향, 2015~16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
기본방향, EAEU의 산업협력 기본방향, EAEU 단일 에너지 시장 형성, 회원 가
입 및 탈퇴 절차 등에 관한 협정,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조정 등에 대한 협정
이 채택되었다. 2016년에는 가스, 석유 및 석유제품 표기법에 대한 협정, 유라
시아 공작기계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유라시아 기술플랫폼 형성, 단일 가스시
장 형성 개념, 단일 석유 및 석유제품 시장 형성 개념, 2016~17년 거시경제정
책 기본 방향 등을 채택하였다.7) 2016년 12월에는 EAEU의 신관세법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8)
EAEU는 유럽연합(EU)과 같이 경제통합의 정도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
시킬 것을 목표로 고안되었다. 현재 EAEU 역내시장에서는 상품, 자본,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게 보장된다. 최근에는 국가별로 민감한 부문을 통합하는 데 의
견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2025년까지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 창설을 계획한 바 있다.9)

7)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России, “ОразвитииЕвразийскойэкономическойинтеграции,”
11 июля2016 г, http://economy.gov.ru/minec/activity/sections/integration/20160711(검
색일: 2017. 5. 10).
8)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신관세법 관련 동향」(2017. 5. 30), 법무법인 지평 Legal update, http://
www.jipyong.com/newsletter_alert/170530/index.html(검색일: 2017. 7. 5).
9) “Ждать осталось недолго,” Эксперт(2013. 10. 9), http://expert.ru/2013/10/9/zhdatostalos-nedolgo/(검색일: 201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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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통합과정

2006년
●

러시아-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
‘관세동맹(CU)’
조약 체결

2010년
●

●

러시아-벨라루스
-카자흐스탄
CU 창설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관세 적용)

2012년
●

유라시아
단일경제
공간(SES)
창설(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시장
단일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를
비롯한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 마련

2015년
●

●

EAEU 창설
키르기즈
공화국,
아르메니아
합류

2025년
●

2017년까지 EAEU
정부조달을 위한
공동전자시스템, 공동 제약,
의료기기 시장 마련

●

2018년 EAEU 관세법 발효

●

2019년 공동전력 시장

●

●

2020년 공동 주류 및
담배 시장
2025년까지 에너지
(석유, 석유화학제품, 가스),
금융, 교통서비스 시장
통합 예정

자료: 저자 작성.

한편 EAEU는 구소련 지역의 타지키스탄 등으로 회원국을 확대해 나가려는
계획과 더불어 다른 국가 및 지역들과 FTA를 체결하여 세계경제와 통합을 강
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상자 2-1]에서 볼 수 있듯이 EAEU는 베트
남과 FTA 협정을 체결한 이래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
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EAEU의
세계경제 통합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글상자 2-1. EAEU의 FTA 추진 전략과 현황
EAEU는 역내 시장통합과 함께 역외 시장에 대해 FTA 전략을 공세적으로 펴고 있다.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은 2015년 5월 체결되었고, 2016년 10월 5일 발효되었다. 중국과는 비특혜 조약의
의무조항을 승인한 상황이며, 이란과 이스라엘과도 의무조항을 조정 중이다. 현재 이집트, 캄보디아,
인도, 페루, 칠레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논의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포함된 ASEAN 차원에
서의 FTA 체결 논의도 진행 중이다. 몽골, 싱가포르와는 FTA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
며, 한국과는 2016년 공동연구를 완료하였다. 이 외에 시리아, 파키스탄, 요르단, 알바니아, 세르비
아 등과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제2장 EAEU의 형성과 시장 특성 • 27

글상자 2-1. 계속
EAEU의 FTA 추진 현황

진행단계
발효

상대국
베트남(2015. 11 체결, 2016. 10 발효)
중국(비특혜 조약의 의무조항 승인 2016. 5)

의무조항 조정 중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캄보디아
인도
몽골(공동연구 진행 중)

잠재 체결국가
(공동연구 및 협상 진행
중, 관심 표명)

페루
싱가포르(공동연구 진행 중)
칠레
한국(공동연구 완료)
뉴질랜드(2014년 협상 중단)
ASEAN
기타(시리아, 파키스탄, 요르단, 알바니아, 세르비아 등 추진 중)

자료: Evegeny Vinokurov(2017), “Eurasian Economic Union: Current state and preliminary results,”
Russian Journal of Economics, Vol. 3, Issue 1, p. 66 내용과 언론자료 정리.

2. EAEU의 전략적 가치
최근 국제질서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브렉시트와 미국의 보
호무역주의 등 유럽의 균열과 대서양주의의 쇠퇴 조짐이 보이고, 다른 한편에
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 주도의 EAEU, 인도와 파키스탄의 합류에 따른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확대 등 유라시아 지역의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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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도 유라시아가 부상하고 있다.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
난 16년간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국들이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유라시아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이 현저히 증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이들 국가의 경제성
장률은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3.4%)을 훨씬 상회하였다.

표 2-1. 유라시아 대륙 주요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

2001~16년

중국

인도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세계 전체

9.5

7.2

4.5

6.9

7.3

3.4

주: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등 5국.
자료: IHS Mark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2. 15).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의 통합심화 및 확장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12년 3기 푸틴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이 가속화되면서 EAEU는 역내 회원국 확대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EAEU를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의 대아태지역 경제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 2000년대 중반까지 러
시아의 대외무역은 유럽 의존성이 큰 편이었으나,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이
적극 추진되면서 아태지역과의 대외무역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16년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유럽의 비중이
52.0%에서 42.8%로 줄어든 반면, APEC의 비중은 16.2%에서 30.0%로 꾸준
히 증가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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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러시아 대외무역의 주요 지역별 비중 변화 추이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7.1 19.3 20.3 20.7 23.2 23.9 23.8 24.8 27.0 28.1 30.0

APEC 비중(%) 16.2
EU 비중(%)

52.0

54.3

51.3

52.1

50.4

49.0

48.0

48.7

49.6

48.2

44.8

42.8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России, http://www.customs.ru(검색일: 2017. 2. 1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편 푸틴 대통령은 2015년 12월 4일 연례 국정연설에서 EAEU, 상하이협
력기구(SCO), ASEAN을 연계하는 대규모 경제공동체 창설이라는 원대한 구상
을 제시하였다. 이어 그는 2016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2016) 총회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EAEU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독립국가연
합(CIS) 및 여러 국가들과 함께 ‘대(大)유라시아(Greater Eurasia)’ 혹은 ‘대
(大)유라시아 협력동반자(Greater Eurasian Partnership)’ 관계를 수립하자
고 제안하였다. 이 구상은 2016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2차 동방
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에서 국가 지도부에 의해 승인하였
다.10) 이와 같이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전략에 대한 대응으
로 동방외교에 나선 푸틴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편에서는 인
도, 파키스탄에 이어 이란까지 포괄해 SCO의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EAEU를 토대로 대유라시아 협력구상을 확대·발전시키겠다는 복
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향후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의 역할과 존재감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10) Tatiana Flegontova(2017), “Economic Order in the Asia-Pacific and Russian Interests,”
Valdai Discussion Club Report, p. 15.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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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EAEU의 확장과 아태지역 진출확대는 우리의 북방협력을 증진하
는 데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
황에서 EAEU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
이다. [표 2-2]에서와 같이 EAEU 시장은 시장 규모나 잠재력 측면에서 주요
유망 신흥국과 비교하여 충분히 진출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과 터키 같은 주요 신흥시장보
다 훨씬 더 큰 시장규모와 잠재력을 EAEU 시장이 가지고 있다.

표 2-2. EAEU 시장과 타 신흥시장 비교

회원국

인구(백만 명)

GDP

교역량

(2016년/십억 달러) (2016년/십억 달러)

영토면적(㎢)

아르메니아

2.991

10.499

4.69

29,743

벨라루스

9.498

48.847

51.65

207,600

카자흐스탄

17.947

133.757

65.05

2,724,900

키르기즈공화국

6.107

6.551

5.13

199,951

러시아

143.44

1,280.73

470.74

17,098,242

브라질

206.101

1,798.62

322.26

8,514,877

터키

79.815

857.429

340.89

783,562

베트남

92.637

201.326

339.07

331,210

자료: IMF, WEO Data April 2017; IHS Markit; CIA Factbook 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5)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또한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섬처럼 고립된 상태를 탈피하여 대
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유라시아 전략 차원에서 대EAEU 진출전략 모색이 필
요하다. 우리 기업의 대EAEU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
FTA가 체결되면, 유라시아 가치사슬 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라시아 성장공간 창출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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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이
세계 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FTA 비체
결 지역 중 EAEU가 가장 큰 시장이란 점을 고려할 경우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FTA 체결을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의 통
관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 및 투자분야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인력이동 등에
서 진전을 이룰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EAEU는 한국 신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
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한국정부와 기업은 EAEU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 EAEU
와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EAEU의 맹주인
러시아 정부가 추구하는 대유라시아 협력구상 정책과 연계하여 에너지, 교통·
물류 분야 등에서 북방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EAEU의 시장 특성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의 투자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
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EAEU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EAEU 시장의 특
성을 크게 시장성, 성장성, 안정성, 그리고 기타 요인이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11)
우선, 시장성은 현시점에서 특정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구매력 및 구매력을
뒷받침하는 무역량, 부존자원의 유무 상태를 의미한다. 즉, 현재 특정 시장이
11)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의 기본적인 틀은 「BRICs 이후 신흥시장으로서의 남아프리카공화
국 경제 평가」에서 활용된 성장성, 시장성 항목 지표들과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에서
제시한 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활용하여 EAEU의 투자여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시장성, 성장성, 안정성, 기타 요인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박영호, 김권식(2006), 「BRICs 이
후 신흥시장으로서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평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43호, p. 4; 이승래
외(2015),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연구보고서 15-08, p. 1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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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경제규모, 소득, 인구, 부존자원, 구매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무역 현
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시장성을 평가할 수 있다. 구매력이 높고, 부존자원을 많
이 보유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다. 성장성은 특정 시장의 구매력이 장래에 얼
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인지 가늠하는 것으로, 이는 투자지로서 유망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예컨대 과거 몇 년간 구매력 증가율
이 높았고, 앞으로도 구매력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물적 성장기반
이 안정적으로 확립된 경우 성장성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안정성은 물가와 환
율 변동, 제도적 기반 등을 기준으로 특정 시장의 경제와 제도가 안정적인지 판
단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투자비용과 수익을 예상하는 데 유용한 판단 근거
가 된다. 안정성은 경제적 안정성과 각종 제도적 기반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통
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를 통해 각 국가의 투자여건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기도 한다.

표 2-3. 투자여건 평가기준
평가 항목 및 지표
1) 구매력: 인구, GDP, 1인당 GDP
시장성

2) 무역능력: 대세계 수출, 대세계 수입
3) 천연자원: 석유, 천연가스, 석탄
1) 구매력 증가율: 인구증가율, GDP 증가율, 수출입 증가율

성장성

2) 물적 성장기반: 대내투자/GDP, FDI/GDP, 인적자본(인간능력개발지수), 물류인프라
(물류성과지수)

안정성
기타

1) 경제적 안정성: 물가상승률, 환율
2) 제도적 기반: 기업환경, 경제자유도, 부패정도, 정치안정도
종합지표: 글로벌경쟁력지수

자료: 박영호, 김권식(2006), 「BRICs 이후 신흥시장으로서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평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43
호, p. 4; 이승래 외(2015),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연구보고서 15-08, p. 1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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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카자흐스탄

러시아

합계

916.4

820.6

2.5

57.1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31.3

벨라루스

2005

177

4.9

합계

144

아르메니아

러시아

5

10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3

아르메니아

2005
3

1,192.2

1,063.6

2.8

81.0

38.3

6.4

2006

177

143

5

15

10

2006
3

1,561.3

1,396.5

3.8

104.9

46.9

9.2

2007

177

143

5

16

10

2007
3

1,997.7

1,784.5

5.1

133.4

63.0

11.7

2008

177

143

5

16

10

2008
3

1,493.3

1,313.7

4.7

115.3

51.0

8.6

2009

177

143

5

16

10

2009
3

1,857.8

1,638.5

4.8

148.0

57.2

9.3

2010

178

143

5

16

10

2010

9

3

2,302.1

2,031.8

6.2

192.6

61.4

10.1

2011

178

143

6

17

2011

표 2-4. EAEU 시장성 평가지표

9

3

2,461.0

2,170.1

6.6

208.0

65.7

10.6

2012

178

143

6

17

2012

9

3

2,561.2

2,230.6

7.3

236.6

75.5

11.1

2013

179

143

6

17

2013

9

3

2,382.9

2,063.7

7.5

221.4

78.7

11.6

2014

179

143

6

17

2014

9

3

9

3

180

143

6

18

2016

인구(백만 명)

1,623.8

1,365.9

6.7

184.4

56.3

1,480.4

1,280.7

6.6

133.8

48.8

10.5

2016

GDP(십억 달러)

10.5

2015

180

143

6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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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4

카자흐스탄

러시아

합계

284.3

239.1

0.7

28.3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15.2

벨라루스

356.7

297.1

0.9

38.8

18.9

1.1

2006

2005

1.0

7,420.5

540.5

5,261.8

3,979.0

2,128.2

2006

5,713.4

아르메니아

러시아

473.9

3,229.6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1,628.1

2005

아르메니아

표 2-4. 계속

961.0

8,457.3

6,598.9

3,913.4

2008

419.1

344.9

1.3

48.3

23.3

1.2

2007

573.8

467.3

1.9

72.0

31.6

1.1

2008

9,753.3 12,468.4

719.8

6,736.0

4,900.0

3,079.0

2007

6,472.7

3,417.2

2011

6,938.1

3,575.5

2012

7,977.1

3,732.0

2013

8,316.0

3,889.0

2014

362.4

295.4

1.7

43.9

20.6

0.8

2009

5,941.2

3,520.9

875.3

1,116.3

1,166.2

1,269.8

1,266.6

481.4

392.5

1.8

61.4

24.5

1.2

2010

644.8

514.8

2.4

85.2

40.9

1.4

2011

664.5

527.9

2.6

86.9

45.6

1.5

2012

648.2

521.5

2.8

85.6

36.5

1.6

2013

617.2

497.3

2.5

80.3

35.4

1.7

2014

8,928.7

1,072.7

417.8

341.7

1.8

46.5

26.2

346.3

280.0

1.6

37.2

25.6

1.9

2016

수출(십억 달러)

1.6

2015

9,521.1

1,109.4

7,452.8

5,142.9

3,510.7

2016

1인당 GDP(달러)

2015

9,008.7 11,552.5 12,298.9 13,785.9 12,709.0 10,427.7

6,023.1

3,121.8

2010

9,178.5 11,445.1 14,187.2 15,145.4 15,558.8 14,388.0

865.6

7,118.6

5,359.9

2,91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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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카자흐스탄

합계

159.8

123.0

210.6

161.4

1.8

24.1

21.4

2.0

2006

287.2

221.0

2.6

33.1

27.6

2.9

2007

373.3

289.2

3.8

38.4

38.1

3.9

2008

245.5

183.2

2.8

28.9

27.7

2.9

2009

316.6

243.7

3.0

32.9

33.8

3.3

2010

410.6

318.4

3.9

40.3

44.4

3.5

2011

342.0
443.4

438.5

5.6

50.8

41.1

3.8

2013

335.9

5.2

48.8

45.0

3.6

2012

자료: IMF, WEO Data April 2017(검색일: 2017. 6. 27); IHS Mark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24)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러시아

1.1

16.1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1.7

2005

아르메니아

표 2-4. 계속

401.2

310.1

5.3

44.1

38.1

3.8

2014

262.6

193.8

3.8

33.8

28.3

251.0

190.8

3.6

27.8

26.1

2.8

2016

수입(십억 달러)

2.8

2015

이제 [표 2-3]에 제시된 투자여건 평가기준에 따라 먼저 EAEU의 시장성 요
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EAEU는 총인구 1억 8,000만 명의 비교적 큰 시장이
다. GDP 규모는 2013년 약 2조 6,0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3.3%를 차지하
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발생한 환율 급락 요인에 의해
2016년에는 약 1조 5,000억 달러로 감소하여 세계 GDP의 2%까지 줄어들었
다. 그러나 2017년에 접어들면서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아지는바, GDP 규모
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EAEU의 1인당 GDP는 회원국별로 매우 상이하다.12) 2016년 기준으로 아
르메니아는 3,510.7달러, 벨라루스는 5,142.9달러, 카자흐스탄은 7,452.8달
러, 키르기즈공화국은 1,073.7달러, 러시아는 8,928.7달러였다. 그러나 같은
해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으로 1인당 GDP를 살펴보면, 아르메니아가
8,600달러, 벨라루스가 1만 8,400달러, 카자흐스탄이 2만 5,000달러, 키르기
즈공화국이 3,400달러, 러시아가 2만 6,200달러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13)
지난 2~3년 동안 EAEU의 무역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 2016년 EAEU의
총수출은 3,463억 달러, 총수입은 2,51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환율급락의 영
향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기존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수입도 감소하면서 전반
적으로 무역규모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상황 개선과 함께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개방도(무역액/GDP)를 살펴보면, EAEU 시장은 전반적
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무역개방도를 보면, 세계가
58.2%, 한국은 84.8%였으나, 러시아는 36.9%, 카자흐스탄은 46.4%, 아르메
니아는 48.1%, 벨라루스는 107.3%, 키르기즈공화국은 83.4%였다.14) EAEU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큰 러시아의 무역개방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큰 카자흐스탄도 세계 무역개방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벨라루
12) 각 회원국의 GDP를 인구로 나누어 계산하면, 1인당 GDP는 평균 8,200달러 수준으로 나타난다.
13) IMF, WEO Data April 2017(검색일: 2017. 6. 27).
14) World Bank Data,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E.TRD.GNFS.ZS?locations=KR-1W
(검색일: 201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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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우에만 무역의존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천연자원 현황을 살펴보자. 아르메니아는 일부 광물자원을 보유하
고 있으나,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부존자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15) 벨라
루스는 석유, 석유가스, 석탄을 보유·생산하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의 90% 이
상을 수입하고 있다.16) 한편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300억 배럴의 원유(전 세계 매장량의 1.8%, 세계 12위), 1.5
조m3의 천연가스(전 세계 매장량의 0.8%, 세계 22위),17) 336억 톤의 석탄(세
계 7위)18)이 매장되어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에너지 순수입국이나, 소량의
석유, 천연가스(90억m3), 석탄(매장량 270억 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장량
이 비교적 풍부한 석탄의 경우 수출하기도 한다.19) 러시아는 석유 1,024억 배
럴(전 세계 매장량의 6%, 세계 6위), 천연가스 32.3조m3(전 세계 매장량의
17.3%, 세계 2위), 석탄 1,570억 톤(전 세계 매장량의 17.6%, 세계 2위)을 보
유한 자원 부국이다.20)

15) “An Energy Overview of the Republic of Armenia,” http://www.geni.org/globalenergy/
library/national_energy_grid/armenia/EnergyOverviewofArmenia.shtml(검색일: 2017. 7. 10).
16) “Deliveries and consumption of energy resources,” http://www.belstat.gov.by/en/ofitsialnayastatistika/real-sector-of-the-economy/energy-statistics/graghical-data-graphs-diagrams/
deliveries-and-consumption-of-energy-resources-/(검색일: 2017. 7. 10).
17) 조영관, 조희연(2015),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가현황과 진출여건』, p. 10.
18) 한국에너지공단(2016), 「카자흐스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p. 59, http://www.kemco.or.kr/web/kem_
home_new/info/gdk/Mapmodule/.../KAZ_1605.pdf(검색일: 2017. 7. 10).
19) USGS(2016), “2013 Minerals Yearbook Kyrgyzstan(Advance release),” pp. 26.1-26.8, https://minerals.
usgs.gov/minerals/pubs/country/2013/myb3-2013-kg.pdf(검색일: 2017. 6. 30); “Kyrgyzstan:
A Country Study – Natural Resources & Energy,“ http://countrystudies.us/kyrgyzstan/(검
색일: 2017. 7. 10).
20) 양의석, 이주리(2016), 「러시아의 對유럽 천연가스 수출 역량 강화 전략」,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16-2호,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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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EAEU의 성장성을 살펴보자(표 2-5 참고). EAEU의 인구증가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하였으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각 국가의 인구확대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인
구감소세는 미약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16년 EAEU의 인구증가율
은 세계 인구증가율 1.2%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향후 중단기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AEU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4년간 부진한 상황을 보여주었다. 특히 에너
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EAEU 회원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러시아
와 카자흐스탄의 경기가 저유가로 인해 크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EAEU의 향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낙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2017
년 들어 국제유가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경기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
으며, 기저효과로 인해 EAEU의 경제성장률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및 수입 증가율도 경기상황과 맞물려 고전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다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규모 대비 투자 비율은 경제성장이 활발할 때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점
진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EAEU의 투자 비중은 세계경제 평균 25.2%,
선진경제 평균 20.8%, 신흥유럽경제 평균 24.5%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
지만, 신흥아시아경제 평균 39.8%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상황이다. 다만 향후
경기회복과 함께 EAEU의 투자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은 있
다.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카자흐
스탄과 키르기즈공화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 이
후 지속적인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대체로 감소세를 나타냈
으며, 2015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2017)에 의하
면, 2016년 러시아, 카자흐스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크게 증가했
으며, 2017년에도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16년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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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하였다.21) 이 지표로
보아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경제의 전망이 밝을 것
으로 예상되나,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간능력개발지수(HDI Index)도 성장성과 연관이 있다. HDI 지수는
총 188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1~51위는 매우 높은 인적자원수준,
52~106위는 높은 인적자원수준, 107~147위는 중간 인적자원수준, 148~188
위는 낮은 인적자원수준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매우 높은 인적
자원수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는 높은 인적자원수준, 키르기즈
공화국은 중간 인적자원수준에 속한다.
향후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교통·물류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
다고 판단되는바,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를 통해
EAEU의 물류 여건을 살펴보았다. 2016년 물류성과지수에서 EAEU 회원국들
은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총 160개 국가 중 카자흐스탄은 77위, 러시아는 99
위, 벨라루스는 120위, 아르메니아는 141위, 키르기즈공화국은 146위에 머물
렀다.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나 통관, 국제운송, 물류
서비스 품질 및 역량, 적시성 등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러시아는 통
관, 국제운송 부문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
기즈공화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현재 중국이 야심차게 추
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주로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중장기적으로 EAEU의 물류 분야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

21) UNCTAD(2017), World Investment Report, pp. 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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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EAEU 성장성 평가지표(2): 물류성과지수
물류

LPI 종합

통관

적시성

카자흐스탄

77(2.75)

86(2.52)

65(2.76)

82(2.75)

92(2.57)

71(2.86)

92(3.06)

러시아

99(2.57)

141(2.01)

94(2.43)

115(2.45)

72(2.76)

90(2.62)

87(3.15)

벨라루스

120(2.4)

136(2.06)

135(2.1)

92(2.62)

125(2.32) 134(2.16)

96(3.04)

아르메니아 141(2.21) 148(1.95) 122(2.22) 146(2.22) 137(2.21) 147(2.02)

139(2.6)

키르기즈
공화국

146(2.16)

156(1.8)

150(1.96)

국제운송

물류

물류 추적

인프라

152(2.1)

품질·역량

151(1.96) 115(2.39) 126(2.72)

자료: Logistics Performance Index, https://lpi.worldbank.org/international/global(검색일: 2017. 6. 27)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성장성과 관련된 지표를 살펴본 결과, 현시점에서 EAEU의 단기적인 성장성
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국제
저유가 추세와 지속적인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인해 EAEU 경
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당분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
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AEU 회원국들이 대체로 우
수한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2017년부터 서서히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유라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EAEU의 성장성은 높아질 것으
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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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WEO Data April 2017(검색일: 2017. 6. 27); IHS Markit(검색일: 2017. 5. 24) 온라인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100.0

2005

벨라루스

12.7

러시아

100.0

2006

4.3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9.7

7.5

카자흐스탄

7.0

10.3

벨라루스

3.4

0.7

2006

아르메니아

2005

표 2-7. EAEU 안정성 평가지표(1)

15.5

6.5

6.7

13.5

3.7

2015

7.0

0.4

14.6

11.8

-1.4

2016

물가상승률 (전년대비 %)

135.6

130.8

134.8

474.7

90.9

215.9

157.1

167.6

739.0

104.4

2015

237.2

170.5

257.3

923.1

105.0

2016

환율 (2005년 기준 환율상승률)

2014

7.8

7.5

6.7

18.1

3.0

2014

EAEU의 시장성과 성장성을 분석한 데 이어 이제 EAEU의 안정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표 2-7 참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AEU의 물가상승률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2014년 경기가 악화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이 나타났다. 2016년 물가상승률을 보면 아르메니아는 –1.4%, 벨라루스는
11.8%, 카자흐스탄은 14.6%, 키르기즈공화국은 0.4%, 러시아는 7.0%를 기
록하였다. 에너지 수입국인 아르메니아의 경우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는
데, 이는 유가하락과 함께 주변국의 경기악화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것으로 풀
이된다. 2017년에 EAEU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물가수준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EAEU 구성국의 화폐가치가 하락하였다. 그 가운데
아르메니아의 화폐가치는 2005년 수준에 비해 가장 적게 떨어졌으며, 벨라루
스의 경우 1/9 수준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1/4 수
준으로, 키르기즈공화국은 약 1/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경제 안정성은 국가

표 2-8. EAEU 안정성 평가지표(2): 기업환경(Doing Business) 순위

기업환경 전반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러시아

38

37

35

75

40

사업시작

9

31

45

30

26

건설허가

81

28

22

32

115

전력공급

76

24

75

163

30

재산등록

13

5

18

8

9

대출 확보

20

101

75

32

44

소수투자자 보호

53

42

3

42

53

세금 지불

88

99

60

148

45

국경무역

48

30

119

79

140

계약 이행

28

27

9

141

12

파산문제 해결

78

69

37

130

51

자료: World Bank Databank, World Bank Doing Business, http://www.doingbusiness.org/rankings(검색일:
2017. 6. 27)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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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다르게 평가되는데, 아르메니아가 가장 안정적이고, 키르기즈공화국, 러
시아, 카자흐스탄 순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나며, 벨라루스가 가장 불안정한 것으
로 나타났다.
EAEU의 기업환경을 살펴보면 키르기즈공화국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으
로 수렴된다(표 2-8 참고). 2017년 기준 190개국 중에 카자흐스탄은 35위, 벨
라루스는 37위, 아르메니아는 38위, 러시아는 40위를 차지하였으며, 키르기
즈공화국은 75위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소수투자자를 보호해주며, 계약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재산등록과 건설허
가 승인이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벨라루스는 재산등록이 쉽고, 전력공급이 잘
되고, 계약이 잘 이행되며, 건설허가를 받기가 쉬운 편이나 대출확보가 어렵다.
아르메니아의 경우 사업시작이 쉽고, 재산등록 및 대출확보가 비교적 수월하나
건설허가 받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러시아는 재산등록이 쉽고, 계약이 잘 준수
되며, 사업을 시작하기가 쉬운 편이나 국경무역이 매우 어렵고, 건설허가를 받
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키르기즈공화국은 재산등록은 쉽지만 전력공
급이 잘 되지 않으며, 세금 지불이 어렵고, 계약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표 2-9. EAEU 안정성 평가지표(3): 헤리티지재단 경제자유도
아르메니아
세계 순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러시아

33

104

42

89

114

점수

70.31

58.59

68.99

61.13

57.10

재산권

55.47

50.90

56.11

50.90

47.65

법적 효과성

42.55

56.30

56.52

17.20

44.52

정부 청렴도

43.40

37.60

37.96

30.33

38.17

세금부담

83.72

89.78

93.26

93.67

81.85

정부지출

81.70

48.71

85.68

55.17

61.49

재정 건전성

82.92

92.82

98.91

78.89

93.44

사업자유도

78.50

71.30

74.50

73.70

74.80

노동자유도

72.43

74.61

82.49

79.78

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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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계속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러시아

통화 자유도

72.77

60.42

73.91

68.54

57.30

무역 자유도

80.22

80.62

78.48

75.34

75.18

투자 자유도

80

30

40

60

30

금융 자유도

70

10

50

50

30

자료: Heritage Foundation, http://www.heritage.org/index/(검색일: 2017. 5. 8)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2017년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를 살펴보면, 총 180개 국가 중에 아르
메니아가 33위, 카자흐스탄이 42위, 키르기즈공화국이 89위, 벨라루스 104
위, 러시아가 114위를 차지하였다(표 2-9 참고). 아르메니아는 세금부담, 재정
건전성, 정부지출, 무역자유도, 투자자유도, 사업자유도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
수를 받았다. 카자흐스탄은 재정 건전성, 세금부담, 정부지출, 노동자유도, 무
역자유도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키르기즈공화국은 세금부담, 노
동자유도, 재정 건전성, 무역자유도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벨라루
스는 재정 건전성, 세금부담, 무역자유도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러시아는 재정 건전성, 세금부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표 2-10. EAEU 안정성 평가지표(4): 부패인식지수 비교
2016 부패지수

순위

아르메니아

33

113

벨라루스

40

79

카자흐스탄

29

131

키르기즈공화국

28

136

러시아

29

131

주: 점수 구간은 0~100점이며, 높을수록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것으로, 부패가 덜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6. 27)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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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EAEU 안정성 평가지표(5): 정치적 안정성 비교
단기

장기

아르메니아

52.7

61.5

벨라루스

62.5

56.2

카자흐스탄

69.8

66.0

키르기즈공화국

57.5

43.8

러시아

66.5

61.7

주: 점수 구간은 0~100점이며, 높을수록 정치적으로 안정적임.
자료: Marsh Political Risk Map(2017), http://articles.marsh.com/PoliticalRiskMap2017.aspx(검색일: 2017. 6. 27)
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EAEU의 부패인식지수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표 2-10 참고).
2016년 기준 총 176개의 평가대상국 중에서 벨라루스 79위, 아르메니아 113
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각각 공동 131위, 키르기즈공화국이 136위로 대부
분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치적 안정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7년 마쉬(Marsh)사의 비엠아이 리서치(BMI Research)에서 제공하는 데
이터를 통해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정치적 안정성은 카자흐스탄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러시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순으로 나
타났다(표 2-11 참고). 아르메니아의 경우 주변국과의 관계가 복잡하고, 민족
및 영토 분쟁 문제가 존재하므로 단기적으로 정치적 안정성이 낮게 평가되었으
나 장기적으로 정치적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2)

22) Marsh Political Risk Map(2017), http://articles.marsh.com/PoliticalRiskMap2017.aspx(검
색일: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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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6)
55 (4.4)
90 (3.7)
71 (4.0)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발전

기술준비

56 (3.4)

72 (3.8)

6 (5.9)

62 (4.3)

108 (3.4)

49 (4.4)

87 (4.2)

32 (5.1)

62 (5.9)

91 (4.3)

35 (4.9)

88 (3.6)

43 (4.5)

러시아

주: 1) 총 138개 중 순위. 벨라루스는 순위에 없음.
2) 각 항목별 평가수준은 1~7로 이루어지며, 1이 가장 낮은 수준임.
자료: WE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6-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4)를 참고하여 내용 정리.

87 (3.2)

71 (4.4)

고등교육·수련

혁신

93 (5.4)

보건·교육

81 (3.8)

88 (4.3)

거시경제 환경

사업 성숙도

82 (3.8)

인프라

120 (2.7)

66 (4.0)

제도

시장규모

79 (4.1)

종합순위(점수)

아르메니아

표 2-12. EAEU 회원국의 글로벌경쟁력지수

59 (3.4)

97 (3.6)

45 (4.5)

56 (4.4)

104 (3.5)

20 (4.8)

62 (4.4)

57 (4.6)

94 (5.4)

69 (4.7)

63 (4.2)

49 (4.2)

53 (4.4)

카자흐스탄

123 (2.7)

119 (3.3)

121 (2.6)

117 (2.8)

96 (3.6)

102 (3.9)

75 (4.2)

87 (4.1)

104 (5.2)

90 (4.3)

113 (2.8)

105 (3.4)

111 (3.7)

키르기즈공화국

끝으로 EAEU 회원국들의 투자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경쟁력
지수를 살펴보자. EAEU 회원국들 중에서 벨라루스는 평가대상에서 미포함되
어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총 138개 평가대상국 중에 러시아가 43위, 카자흐스
탄이 53위, 아르메니아가 79위, 키르기즈공화국이 111위를 차지했다. 러시아
의 경우 시장규모, 고등교육·수련, 인프라 등의 부문에서 비교적 높게 평가 받
았다. 카자흐스탄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
르메니아는 상품시장의 효율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키르기즈공화국도
같은 항목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EAEU 투자여건 종합
아르메니아
구매력이 낮고,

벨라루스
구매력은 보통수준

무역은 평균수준 이며, 무역을 활발
시장성

으로 활발하게 하 하게 하는 편이며,
는 편이며, 천연 소량의 천연자원
자원이 적은 편임. 을 보유함.

카자흐스탄
구매력이 높고 무
역은 활발하지 않
은 편이며, 천연
자원은 풍부함.

높지 않은 편이며, 성장기반 중 양질
성장성

물적 성장기반이 의 인적자원을 보
견고하지 않은 편 유하고 있으며, 물
류 여건은 개선의

임.

구매력 증가율은
높은 편이며, 물적
성장기반이 갖추
어지고 있음.

안정성

나 정치적 기반은
여전히 개선의 여

다소 낮으며, 경제
경제적 안정성이 적 제도기반은 마
낮으며, 제도적 기 련되어 있으나 정
반도 낮은 편임.

기타

79 (4.1):
중간수준

치적 제도기반은
보다 발전이 필요

지가 남아 있음.

(종합지표)

천연자원을 보유
함.

구매력이 높고, 무
역은 활발하지 않
은 편이며, 천연자
원은 매우 풍부함.

높은 편이며, 물적 낮은 편이며, 물적
성장기반 중 인적 성장기반 중 인적
자원이 낮게 평가 자원이 우수한 편
되고 있으며, 여타 이나, 여타 성장기
여건들은 개선될 반은 더 개선될 여
지가 있음.

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적으로 안정
도는 갖춰져 있으

는 편이며, 소량의

여지가 있음.

여지가 큼.

적이며, 경제적 제

역을 활발하게 하

러시아

구매력 증가율은 구매력 증가율은

구매력 증가율은
구매력 증가율은 낮은 편이며, 물적

키르기즈공화국
구매력이 낮고, 무

경제적으로 안정
적인 편이나, 제도
적 기반은 낮은 편
임.

경제적으로 안정
적이나, 제도적 기
반은 낮은 편임.

한 상황임.
-

53 (4.4):

111 (3.7):

43 (4.5):

다소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다소 높은 수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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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시장성, 성장성, 안정성 및 기타 여러 종합지표를 분석한 결과
를 토대로 [표 2-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EAEU 투자여건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시장으로서의 매력도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
국, 아르메니아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경우 무역개방도
가 낮은 편이며, 최근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까닭에
한국은 EAEU와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역보다는 투자확대에 초점
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성장성 측
면에서 투자여건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
아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
타내고 있으며, 인적자원, 물류인프라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수출입 감소세가 카자흐스탄의 성장성에 대한 전망을 다소
흐리게 하고는 있으나, 최근 국제유가 안정세에 따라서 경제가 안정화되고 회
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므로 성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안정성에
따른 투자여건을 살펴보면, 아르메니아, 러시아, 키르기즈공화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아르메니아의 환율, 물가상승
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아르메니아는 2016년 디플레이션 현상을
경험하였으나, 중앙은행의 노력 덕분에 2017년부터 점차 상황이 개선되는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아르메니아의 경우 경제제도 측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정치적 안정성이 개선될 여지는 남아 있다. 러시아와 키르기
즈공화국의 경우 최근 경제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안정
된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EAEU 회원
국들의 정치적 안정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기타 종합지
표인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공화
국 순으로 평가되었다. 벨라루스는 평가대상국에서 제외되어 있는 까닭에 글로
벌경쟁력 수준을 정확히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러시아보다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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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EAEU 경제협력의
현황과 평가

1. 무역분야
2. 투자분야
3. 평가 및 전망

1. 무역분야
한국과 EAEU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은 지난 20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만 아직까지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AEU 5개 회원국 중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나는 편이지만, 2014년 러시아가 한국의 12
대 무역대상국을 기록한 이후 양국의 무역관계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림 3-1. 한국과 EAEU 간 무역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러시아

EAEU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6.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EAEU 간 무역관계도 2014년에 최고점을 기록한 이
후 급격히 하락하였다(그림 3-1 참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주로 2014년 러
시아가 저유가와 서방제재의 영향으로 인해 경기침체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경기침체를 겪게 되면서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갖는 EAEU 회
원국의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 EAEU 구성국들
과의 무역액도 크게 감소한 것이다. 한·EAEU 간 무역에서도 러시아가 93~94%
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그림 3-1]과 같이 한·EAEU 간 무역은
한·러 간 무역과 거의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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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016년 한국의 대EAEU 무역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15

러시아

4,768,751

8,640,613

13,409,364

1.487

77

카자흐스탄

364,129

285,295

649,424

0.072

135

벨라루스

28,469

37,163

65,632

0.007

136

키르기즈공화국

63,763

556

64,319

0.007

178

아르메니아

7,457

3,733

11,190

0.001

495,425,940

406,192,887

901,618,827

세계

무역액

무역비중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7. 5)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세계적인 무역국가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은 세계 6
대 수출국가(3.2%)이며, 9대 수입국가(2.6%)이다.23) 그러나 한국의 무역에서
EA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다. [표 3-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6
년 한국의 전체 무역에서 EAEU의 비중은 약 1.6%에 불과하다.
EAEU 회원국별로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과 아르메니아 간 무
역은 EAEU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적은 편이다. 한국은 1993년 아르
메니아와의 무역을 시작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대아르메니아 수출 급증으로 인해 2006~09년간 양국간 무역은 가파른 증가
세를 보였으며, 2009년 양국의 무역액은 약 4,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그림
3-2 참고). 그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주변국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아르메니아
경기둔화가 계속됨에 따라 무역액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양국의
무역액은 약 1,100만 달러에 그쳤으며, 아르메니아는 한국의 178대 무역대상
국을 기록하였다.

23) WTO(2016),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6,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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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한·아르메니아 무역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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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6. 20)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아르메니아는 주로 구리, 담배, 반가공된 금, 주류, 반가공된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고, 천연가스, 석유, 의약품, 가축사료 및 밀, 알루미늄 등을 수입한
다.24) 즉, 주요 무역상품이 주로 원자재 또는 반가공품으로 구성된다. 이는 한
국과의 무역과 다르다. 제조강국인 한국은 아르메니아에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제조품을 수출하고, 아르메니아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품 또는 원
자재를 수출한다. 2016년 한국의 대아르메니아 주요 수출품목은 의료용품, 광
학기기, 전기기기, 플라스틱, 기계류 및 관련 부품 등으로 구성되었다(표 3-2
참고). 한편, 한국의 대아르메니아 주요 수입품목은 섬유, 원자재 가공품 등이
며, 수입구조가 매우 편중되어 있다(표 3-3 참고).

24) WITS, Armenia at Glance, http://wits.worldbank.org/countrysnapshot/en/ARM(검색일: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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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국의 대아르메니아 주요 수출품목
순위

HS코드

품목명

1

30

의료용품

31.1

2

24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21.7

3

90

4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9.6

5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7.7

6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5.7

7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2.8

8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2.1

9

40

고무와 그 제품

1.6

10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2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
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비중(%)

13.4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6.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3. 한국의 대아르메니아 주요 수입품목
순번

HS코드

1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품목명

93.4

2

61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2.3

3

90

4

68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0.9

5

21

각종 조제식료품

0.6

6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0.5

7

22

음료, 알코올, 식초

0.4

8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0.4

9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0.3

10

29

유기화학품

0.1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
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비중(%)

0.9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6.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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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벨라루스 간 무역액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양국간 무역이 시작된 1993년 이후 한국은 대체로 대벨라루스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3년 양국의 무역액은 1억 달러를 상회하며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나, 이후 2014년부터 러시아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벨라
루스도 경기악화를 겪게 되면서 한국의 대벨라루스 수출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은 벨라루스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3-3 참고).
2016년 한국과 벨라루스 간 무역액은 약 6,600만 달러로, 벨라루스는 한국의
135위 무역대상국을 기록하였다.

그림 3-3. 한·벨라루스 무역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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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6.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벨라루스의 대세계 주요 수출품은 석유, 염화칼륨, 석유제품, 치즈, 트랙터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석유제품, 가스, 석유, 사과, 의약품 등이다.25) 2016년
한국의 대벨라루스 주요 수출품목은 보일러 및 관련 부품, 플라스틱, 철도 및
궤도용 차량 및 관련 부품, 의료용품, 고무, 광학기기, 전기기기 등 제조품이 주
를 이룬다(표 3-4 참고). 벨라루스의 대한국 수출품목은 주로 원자재 가공품 및

25) WITS, Belarus at Glance, http://wits.worldbank.org/countrysnapshot/en/BLR(검색일: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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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업 제조품으로 구성된다. 벨라루스가 비료로 많이 쓰이는 염화칼륨을 주로
수출하는 만큼 한국의 대벨라루스 주요 수입품목에서도 비료의 비중이 매우 크
게 나타난다. 이 외에 한국은 전기기기 및 부품, 유리, 광학기기 등을 벨라루스
로부터 수입한다(표 3-5 참고).

표 3-4. 한국의 대벨라루스 주요 수출품목
순번

HS코드

품목명

1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34.0

2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4.9

3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8

4

30

의료용품

8.1

5

40

고무와 그 제품

7.3

6

90

7

29

유기화학품

4.4

8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4.4

9

82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붙이, 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2.6

10

54

인조장섬유

1.1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
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비중(%)

7.2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6.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5. 한국의 대벨라루스 주요 수입품목
순번

HS코드

품목명

1

31

비료

78.5

2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0.3

3

70

유리와 유리제품

3.8

4

90

5

38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1.4

6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0.8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
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비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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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순번

HS코드

품목명

비중(%)

7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0.4

8

56

워딩, 펠트, 부직포, 특수사, 끈, 코오디지, 로페스, 케이블과

0.4

9

72

철강

0.2

10

68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0.2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6.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AEU 회원국 중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다음으로 큰 한국의 경제협력 대상국
이다. 1992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무역이 시작된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양국간 무역액은 약 14억 7,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달성하였으
나 이후 저유가 및 러시아 경기악화 등의 영향으로 무역액 감소가 나타났다. 한
국은 1997년 이후 2008년을 제외하고 대카자흐스탄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으
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3-4 참고). 2016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
액은 약 6억 5,000만 달러였으며,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77위 무역대상국을 차
지하였다.

그림 3-4. 한·카자흐스탄 무역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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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6.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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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은 주로 석유, 우라늄, 가스, 구리, 석유제품을 수출하며, 석유제
품, 파이프라인, 자동차, 의약품, 가스를 수입한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와 다
르게 수출의 66%가 원자재로 구성되며, 수입에서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의 비
중이 94%를 차지한다.26) 즉, 무역구조가 눈에 띄게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구
조는 한국과의 무역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2016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철강제품, 보일러 및 기계류, 전기기기, 철도 및 궤도용
차량과 관련 부품, 화학공업 생산품, 플라스틱, 광학기기, 건축자재 등 제조품
이 주를 이룬다(표 3-6 참고).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주요 수입품목은 철강, 금
속 및 비금속 광물, 식물 종자 등으로 주로 원자재로 구성된다(표 3-7 참고).

표 3-6.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목
순번

HS코드

품목명

비중(%)

1

73

철강제품

14.4

2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3.6

3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2.4

4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0.0

5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9.9

6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7.2

7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
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5.4

8

94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4.5

9

24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3.1

10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2.6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6.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6) WITS, Kazakhstan at Glance, http://wits.worldbank.org/countrysnapshot/en/KAZ(검색
일: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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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주요 수입품목
순번

HS코드

품목명

1

72

철강

47.8

2

28

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24.6

3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18.7

4

81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6.1

5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2.1

6

74

동과 그 제품

0.2

7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0.2

8

12

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 과실, 공업용, 의약용 식물, 짚, 사료식물

0.1

9

90

10

85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
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비중

0.1
0.1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6.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국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보다 상대적으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키르기즈
공화국과 무역을 활발하게 한다. 한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무역은 1992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키르기즈공화국과 무
역에서 압도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의 무역액은 2000년대 들어 빠르
게 증가했으며, 2013년 약 1억 6,4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키
르기즈공화국도 러시아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인해 경기둔화를 겪고 있으며, 전
체 무역액 감소와 함께 한국과의 무역액 감소도 경험하고 있다(그림 3-5 참고).
2016년 한국과 키르기즈공화국의 무역액은 640만 달러였으며, 키르기즈공화
국은 한국의 136대 무역국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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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한·키르기즈공화국 무역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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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6.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키르기즈공화국의 주요 수출품은 반가공된 금, 석유제품, 콩, 항공기 부품,
귀금속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석유제품, 의약품, 철강, 가축사료 및 밀, 철강제
품 등이다. 키르기즈공화국은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이 53.5%로 가장 많으
며, 수입에서 소비재가 49.7%로 가장 많다.27) 한편 2016년 한국의 대키르기
즈공화국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 철도 또는 궤도용 차량 및 관련 부품, 보일러
와 기계류, 담배, 플라스틱, 화장품류, 인모제품 등 주로 경공업 제조품과 기계
류가 주를 이룬다(표 3-8 참고). 한국의 대키르기즈공화국 주요 수입품목은 농
축산물 및 그 가공제품, 전기기기와 보일러 및 관련 부품, 섬유 등 주로 농산품
과 제조품으로 구성된다(표 3-9 참고).

27) WITS, Kyrgyz Republic at Glance, http://wits.worldbank.org/countrysnapshot/en/KGZ
(검색일: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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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한국의 대키르기즈공화국 주요 수출품목
순번

HS코드

품목명

비중(%)

1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29.2

2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5.9

3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5

4

24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5.3

5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4.5

6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4.1

7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3.7

8

54

인조장섬유

2.6

9

30

의료용품

2.6

10

61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2.4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6.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9. 한국의 대키르기즈공화국 주요 수입품목
순번

HS코드

품목명

비중(%)

1

12

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 과실, 공업용, 의약용식물, 짚, 사료식물

46.6

2

0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32.6

3

06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5.8

4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4.5

5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2.7

6

32

유연, 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안료, 페인트, 퍼티, 잉크

2.3

7

15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6

8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1.1

9

63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세트, 중고의류, 중고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0.7

10

20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0.5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6.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AEU 회원국 중에서 러시아와의 무역액 비중이 가
장 높다.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은 1992년 시작된 이래로 증가세를 보여왔으
며, 2014년 약 257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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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와 서방제재로 인해 경기침체를 겪게 되면서 한국과 러시아 간 무역은 감
소세로 돌아섰다. 2016년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액은 130억 달러였으며, 러시
아는 한국의 15대 무역국을 차지하였다. 최근 한국은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적
자를 기록하였는데, 한국과 러시아 간 무역수지 전환은 200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는
한편, 러시아의 수입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으로 급감한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림 3-6 참고).

그림 3-6. 한·러시아 무역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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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6.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러시아는 주로 석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석탄, LNG 등 에너지 자원을 수출
하며, 전체 수출에서 원자재의 비중은 34.3%를 차지한다. 그리고 의약품, 변속
기기, 항공기, 자동차, 디지털 자동 데이터 처리기기 등을 수입한다.28) 2016년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철도 또는 궤도용 차량과 관련 부품, 보일러
와 기계류 및 관련 부품, 전기기기, 플라스틱, 철강제품, 고무, 광학기기, 금속
28) WITS, Russian Federation at Glance, http://wits.worldbank.org/countrysnapshot/en/RUS
(검색일: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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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품목
순번

HS코드

1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34.6

2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5.8

3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0.6

4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7.4

5

73

철강제품

4.5

6

40

고무와 그 제품

2.8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
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8

7

품목명

비중(%)

8

72

철강

2.7

9

82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붙이, 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1.8

10

94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1.7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6.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11.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품목
순번

HS코드

품목명

비중(%)

1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71.2

2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8.0

3

72

철강

4.3

4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3.4

5

28

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2.9

6

10

곡물

2.6

7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1.6

8

47

목재펄프,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지,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1

9

26

광, 슬랙, 회

1.0

10

71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0.6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6.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및 비금속 도구, 건설자재 등 제조품이 주를 이룬다(표 3-10 참고). 한국의 대
러시아 주요 수입품목은 에너지자원, 수산물, 철강, 알루미늄, 금속 및 비금속
광물자원, 귀금속 등 원자재가 주를 이룬다(표 3-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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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분야
한국과 EAEU 간 직접투자는 양측의 잠재력과 무역에 비해 매우 적으며, 비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2016년 270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ODI)를 함
으로써 세계 13대 해외직접투자국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EAEU는 약 488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였으며, 러시아는 이 중 380억 달러를
유치한 세계 10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이다.29) 그러나 같은 해 한국의 대
EAEU 투자는 약 12억 달러에 불과했으며, 이는 총해외직접투자액의 0.34%에
불과하다.30) EAEU의 해외직접투자액에서도 러시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
타난다. EAEU 국가들은 2016년 219.9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약 54억 달러의 직접투자금액을 회수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리고 러시
아는 272.7억 달러를 직접투자한 세계 14대 해외직접투자국이다.31) 그러나
EAEU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약 340만 달러로 0.016%에 불과하다.

그림 3-7.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대EAEU 직접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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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7. 5. 12)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9) UNCTAD(2017), World Investment Report, pp. 223-225.
3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7. 5. 12) 누계 51억 달러(1989~2016)로 총해외직접투자
액의 1.5%에 불과했다.
31) UNCTAD(2017), World Investment Report,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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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EAEU 직접투자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
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과는 다른 양상이므로 저
유가와 서방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경기가 악화되었고, 카자흐스탄을 비롯
한 나머지 EAEU 회원국들도 이로 인한 영향을 같이 받기 때문이다.
한국의 EAEU 회원별 직접투자액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가장
많은 금액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5~16년간 한국의 대EAEU
직접투자금액 중 24.2억 달러(51%)가 카자흐스탄에, 22.5억 달러(47%)는 러
시아에 투입되었다. 한국의 직접투자는 2000년대 들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경제가 고유가에 힘입어 고공행진하기 시작한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
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감소세를 나타냈다(그림 3-8 참고). 여기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러시아보다 카자흐스탄에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투자환경, 투자동기, 정책적 결정 등
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직접투자가 카자흐스탄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시기가 2013년 이전이
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은 투자환경이 더 기업친화적인 카자흐스탄을
선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를 살펴보면, 2013년 이전에는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이 더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특히 2005~06년에 카자흐스탄 건설업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었는
데, 당시 카자흐스탄의 건설사업 환경이 러시아보다 우수하게 평가된 점도 일
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Doing Business 2006에서 건설허가 절
차,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서 카자흐스탄이 각각 32개, 274일, 창고가치
(warehouse value)의 7.5%를 기록해 러시아가 49개, 680일, 창고가치의
11.8%를 기록한 것보다 간소하다고 평가된 바 있다.32)
한국 투자자들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시장에 대한 투자동기는 대동소이하
32) Doing Business data, http://www.doingbusiness.org/Custom-Query(검색일: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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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투자자들은 주로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서 러시아(67.4%)와 카자흐스
탄(67.9%)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수출촉진, 자원개발 순으
로 나타났으며, 카자흐스탄의 경우 자원개발,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33)
아울러 정책적 결정으로 정부나 타 기관들이 해당 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활성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2005~06년 당시 포화된 중
동건설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중동시장으로 인식되었다.34) 고유가로 인
해 카자흐스탄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함과 동시에 활발한 건설투자를 해왔고
특히 주택개발이 각광받았다. 이에 따라 국내 중견건설사와 함께 국내 투자은
행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지원하면서 국내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었다.35) 물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둔화, 현지시장에 대한 조
사 부족 등으로 인해 진출했던 다수의 건설사들은 철수하거나 파산하였다.36)
한편, 2005~16년 한국은 키르기즈공화국에 8,300만 달러를 직접투자하였
으며, 세부 투자부문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상술한다. 이외에 아르메니아와 벨
라루스에 각각 한 건의 직접투자 사례가 있으며, 2008년 아르메니아 건설업 부
문에 2만 달러, 2014년 벨라루스의 정보통신부문에 1,400만 달러가 직접투자
되었다.37)

3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7. 5. 12).
34) 「[카자흐스탄 주택시장 가다] (下) 국내 건설사 진출 때 주의점」, 『전북일보』(2009. 11. 16), http://
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333196(검색일: 2017. 6. 27).
35) 「카자흐 누비는 한국 불도저, 은행원」, 『머니투데이』(2007. 10. 4), http://news.mt.co.kr/news
Print.html?no=2007100309522347110&type=1&gubn=sty(검색일: 2017. 6. 27)
36) 「(위기의 건설사)②해외사업 오히려 ‘독’.. 知彼知己 이후 덤벼라」, 『뉴스토마토』 (2012. 5. 22), http://
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52960(검색일: 2017. 6. 27); 「[新 건설한류]①
러시아·이란 전초기지 중앙아시아... 글로벌社 경쟁과 자금 조달이 과제」, 『조선비즈』(2016. 5. 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4/2016050402556.html(검색일:
2017. 6. 27).
37) 코트라(2014), 『벨라루스 투자실무가이드』, KOTRA 자료 14-028, p. 13. SK 하이닉스가 벨라루스
IT 기업인 소프테크(Softeq)를 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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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2000년대 한국의 대러시아, 대카자흐스탄 직접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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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7. 6. 2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9. 한국의 대EAEU 부문별 직접투자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 기타
10.5% 건설업

8.2% 광업

제조업 37.2%
16.9% 금융 및 보험업

3.9% 농업, 임업 및 어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1%
운수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5%

8.4% 도매 및 소매업

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0.2% 0.0%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7. 5. 12)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05~16년간 EAEU 전체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는 주로 제조업(37.2%),
금융 및 보험업(16.9%), 건설업(10.5%), 도매 및 소매업(8.4%), 광업(8.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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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되어 있다.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후술하겠지만, 러시아
에 대한 직접투자가 제조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며, 금융 및 보험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 것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직접투자액의 상당 부분이 이 부문에 투
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10.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부문별 직접투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
제조업 15.9%

17.2% 건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1%

9.2% 광업

운수업 2.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0.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0%
30.4%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0%
도매 및 소매업 2.6%
0.5% 농업, 임업 및 어업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7. 5. 12)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05~16년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직접투자는 대체로 금융 및 보험업
(30.4%), 건설업(17.2%), 제조업(15.9%), 부동산업 및 임대업(11.0%), 광업
(9.2%)에 투입되었다.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2007~08년에 집중적으
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이 진출하였
다. 이 밖에 증권회사들도 ‘포스트 친디아’인 카자흐스탄에 큰 관심을 기울이
며, 진출을 계획한 바 있다.38)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로 인해 이
후 시장 회복이 더뎌지면서 상당 부분 실패로 돌아갔다.39)
38) 「국내 금융회사 “가자, 카자흐로”...떠오르는 ‘포스트 친디아’ 공략」, 『경향비즈』(2008. 2. 15), http://
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802151805195&code=920301(검색일: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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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롯데제과 카자흐스탄 진출사례

롯데제과는 2013년 7월 카자흐스탄의 제과업계 1위 기업인 라하트를 인수하였다. 롯데제과는 라
하트사 인수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제과시장을 교두보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과 인근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015년 10월 쉼켄트에 제2공장을 완공하여
비스킷 라인을 가동시켰으며, 2016년 12월부터는 웨하스 라인도 가동하였다. 쉼켄트 공장은 1만
8,000평 대지에 연면적 1만 5,000평 규모이며, 연간 생산능력은 약 270억 원 수준이다. 롯데제
과는 쉼켄트 제2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기존시장과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비스
킷과 웨하스 매출은 2018년에 85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제과는 라하트사 인수 직
후 카자흐스탄의 경기악화에 따른 텡게화의 평가절하와 외국계 기업의 카자흐스탄 기업인수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최근 카자흐스탄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상황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 롯데제과는 리하트사 인수 이후 2014년 카자흐스탄의 초콜릿 시장과 캔디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8.8%, 15.9%로 각각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높은 기술력,
우수한 제품과 더불어 롯데제과가 라하트사가 운영하는 11개의 판매 자회사를 활용하여 카자흐스
탄 전역에 판매 유통망을 구축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롯데제과의 사례는 기존
에 카자흐스탄에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이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등을 넘어서 새로운 분야에 성공
적으로 진출한 사례로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 라하트사는 카자흐스탄 제과시장 1위(시장점유율 10%) 업체이며, 주로 초콜릿, 캔디, 비스킷 등을 생
산한다. 2012년 당시 초콜릿 시장 1위(20%), 캔디 시장 2위(11%), 비스킷 시장 6위(6%)를 차지했
다. 본사는 알마티, 공장은 알마티와 쉼켄트에 위치했으며, 직원은 3,400명에 달했다.
자료: 「[한국 먹거리 세계 입맛 사로잡다②] 롯데제과·오리온」, 『아시아 타임즈』(2017. 2. 20); 「롯데제과, 작년 해외매출이
성장세 주도...‘라하트’사 인수 덕」, 『기업·CEO 경영데이터 뉴스』(2015. 5. 13); 「국내 제과업계, 글로벌 메가 브랜드
등극」, 『소비자경제』(2016. 12. 28) 등 각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 검색일: 2017. 7. 29)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2005~16년간 한국이 카자흐스탄에 투자한 금액의 64.9%는 대기업에 의한
것이며, 중소기업은 33.3%의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기업들이 러시아보다 카자
흐스탄 시장에 진출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에 카자흐스탄이 비교적 접근하기 수월
한 것으로 판단된다.

39) 「‘쪽박찬 해외진출’… 국민·우리 은행의 엇갈린 운명 ‘추적’」, 『조세일보』(2017. 3. 20), http://www.
joseilbo.com/news/htmls/2017/03/20170320319478.html(검색일: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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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한국의 대러시아 부문별 직접투자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5%

2.7% 건설업
6.6% 광업
3.6% 금융 및 보험업
7.8% 농업, 임업 및 어업

14.8%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59.8%

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2%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1%

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 운수업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7. 5. 12)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05~16년간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주로 제조업(59.8%), 도매 및
소매업(14.8%), 농업, 임업 및 어업(7.8%), 광업(6.6%)에 투입되었다. 2005년
부터 러시아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전체 직접투자에
서 제조업의 비중이 2007년 40.7%에서 2016년 59.8%로 증가했다.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이루어져 전체 직접투자에서 그 비중이 2007년
9.8%에서 2016년 14.8%로 늘어났다.
2005~16년간 러시아에 투자한 금액 중 84.8%가 대기업에 의한 것이며, 중
소기업의 비중은 12.9%에 불과하다.40) 막대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
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현재 러시아 시장에
서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애초
에 진출을 도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막상 진출을 하더라도 자금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41)
4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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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2. 한국계 중소 화장품회사의 러시아 진출사례

러시아 화장품 시장은 수입제품의 비중이 약 80%에 달하며, 대부분은 유럽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 화장품의 품질이 현저히 개선되고,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러시아 소비자
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이 양호한 한국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가운데 ‘KIMS’사는
2012년 러시아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여 현지시장에 자리를 잡았다.
순수 자체기술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KIMS’사 대표는 러시아 화장품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을 크게 제품의 현지화, 가격경쟁력 확보,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 등을 꼽았다. ‘KIMS’사 대
표는 장기간 러시아에 거주하면서 현지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아이템을 개발하였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종류 및 성분을 비교·분석하여
제품을 현지화하였고, 현지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들과 경쟁하기 위해 가성비를 높이는데
매진하였다. 제품의 질, 기업의 성실성으로 구매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품 포장, 브랜드 디자인 등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KIMS’사는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각종 화장품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사 제품을 홍보
하고 있으며, 주로 러시아에서 방영되는 홈쇼핑 채널을 통해 제품을 홍보·판매하고 있다.
‘KIMS’사 대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투명성과 신뢰성
이 낮아 시장진출이 쉽지 않다고 한다. 철저하게 절차를 준수한다고 해도 간혹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기업인이 자신도 모르게 사소한 행정법을 위반
할 경우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KIMS’사
대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대처능력이 겸비된다면, 러시아에 진출하여 자리잡고 성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간혹 러시아 시장의 언어장벽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열정과 의지’가 ‘언어장벽’을 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KIMS 한국계 화장품회사 관계자 면담(2017. 6. 2, 러시아 모스크바).

2005~16년간 한국의 대키르기즈공화국 직접투자는 주로 건설업(41.1%),
광업(21.8%), 부동산업 및 임대업(12.1%), 제조업(9.2%)에 투입되었다. 키르
기즈공화국은 상대적으로 소국이지만,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의 경기호황의
영향으로 키르기즈공화국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건설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건설업 투자가 증가하게 되었다.42) 키르기즈

41) 이재영 외(2015),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p. 84.
42) 「비즈홀딩씨엘...‘실크로드 재건’ 국내 건설사 활약 기대」, 『한국경제』(2008. 6. 23), http://stock.
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62299311(검색일: 2017. 6. 27); 「중앙
亞 소국 키르기즈공화국도 진출 여지 충분」, 『코트라 해외시장뉴스』(2007. 8. 21), https://news.
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3
7674&searchNationCd=101138(검색일: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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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한국의 대키르기즈공화국 부문별 직접투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2%
제조업 9.2%

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1%
운수업 1.1%
숙박 및 음식점업 2.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1%

41.1%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
도매 및 소매업 4.6%
농업, 임업 및 어업 1.1%

21.8% 광업

금융 및 보험업 2.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7. 5. 12)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공화국에는 광물자원인 금, 수은, 안티몬, 텅스텐 등이 풍부하여 광업 부문에
진출한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기업들은 대체로 현지시장 진출
(68.3%), 자원개발(22.8%), 저임활용(5.0%)을 위해서 키르기즈공화국에 투자
하였다.43)

3. 평가 및 전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EAEU 간의 상호 무역 및 투자 협력은 2008
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일시적으로 둔화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한국과 EAEU 간의 무
역은 2014년 정점을 기록한 이래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더욱이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8억~10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대EAEU 투자
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연간 2억~3억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이다.
4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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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 EAEU 간의 무역감소 원인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의 대EAEU 무역에서 러시아가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4년
초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국제 저유가로 인해
한국의 대러 무역이 대폭 감소하면서 자연히 대EAEU 무역도 줄어들게 되었
다. 무역감소의 또 다른 원인은 단조로운 무역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한
국과 EAEU 회원국들과의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면, 일부 항목에 대한 쏠림 현
상이 나타난다. 특히 원자재 혹은 광물연료 등을 위주로 하는 한국의 대EAEU
수입 품목에서 이러한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바, 이는 양측 산업의 보완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44) 이러한 상황에
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국과 EAEU 간 무역을 확대함은 물론이거니와 무역구조
를 다각화해야 할 것이다. 무역구조의 다각화 차원에서 한국과 EAEU 간 서비
스 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EAEU 회원국
중에 벨라루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WTO 회원국이며,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교역에 대한 제한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EAEU 간의 서비스 무역은 주로 여행, 운송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통신, 금융, 법률, 교육 등의 서비스 부문에서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과 EAEU 간의 투자협력은 무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러 있다. 상호 투자협력은 한국의 대EAEU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양측
의 경제규모와 잠재력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한국의
대EAEU 직접투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98%가 집중되어 있으며, 벨라루
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나머지 회원국들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에 발생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단기적인 충격을 받
은 상호 무역과 달리, 한국의 대EAEU 직접투자는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직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였다. 양측간의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
44) 이재영 외(2015),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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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단순한 무역확대보다는 투자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과 달리 최근 중국, 일본, UAE 등 다른 나라들은 EAEU에 대한 직접투
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 부문 외에도 ‘일대일로’ 구상 차원에서 카
자흐스탄 운송부문에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2015년
‘호르고스 동방관문’ 특별경제지구 및 중국의 연훈강 국제물류단지와 관련한
공동개발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략적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20억
달러 규모의 52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중국-카자흐스탄 공동투자 프로
그램을 채택하였다. 일본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미 EAEU에 적지 않은 투자
를 단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벨라루스 등으로 투
자대상지를 다변화하고 있다.45)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에도 무슬림의 역
할 강화를 위한 전략적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를 비롯하여 대EAEU 투자
진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예컨대 두바이 정부 소속 항구운영기업
인 디피월드(DP World)는 러시아직접투자펀드와 2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항구 및 교통·물류 인프라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흑해, 발트해, 블라디보스토크
에서 실행될 프로젝트에 관여할 ‘디피월드러시아(DP World Russia)’라는 합
작기업을 설립하였다. 또한 UAE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
해 공동투자펀드인 팔라성장펀드(Falah Growth Fund)를 설립하여 에너지·
천연자원, 전력, 인프라, 식품가공, 부동산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46)
비록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EAEU 간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이 감소하였지만,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나머지 EAEU 국가들의 경제
가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의 대외무역에서 점차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45) Eurasian Development Bank(2016), “EAEU and Eurasia: Monitoring and Analysis of Direct
Investments 2016,” Report 41, pp. 41-45.
46) Eurasian Development Bank(2016), “EAEU and Eurasia: Monitoring and Analysis of Direct
Investments 2016,” Report 41, pp. 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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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16년 10월 EAEU가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데
이어, ASEAN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바, 이러한 흐름은 한국과 EAEU
간 무역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
는 ‘일대일로’ 인프라 구축사업이 주로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EAEU에 집중되
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한국의 대EAEU 투자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된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은 대EAEU 경제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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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정책
가. 투자정책 개관
EAEU 회원국은 기본적으로 내국민대우 원칙을 존중하여 외국인 투자자들
에게 내국민과 동일한 투자조건을 제공한다.47) EAEU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
은 제3국과의 서비스무역과 투자 정책의 독립성을 갖는다. 즉, EAEU 회원국은
각자 제3국과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고, 투자와 관련된 제도, 법규를 자국 상
황에 맞게 도입한다.48) 또한 회원국별로 특혜를 부여하는 조건이 다르게 설정
될 수 있다. 각 회원국이 지정한 우선순위 산업이나 특별경제지대에 투자할 경
우 투자자는 해당 국가로부터 관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부분적 또는 전
체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49)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부분도 있다. 통신, 보험, 은행서비스 등과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는
외국자본 참여 쿼터를 도입하거나 특정 산업에 외국자본 참여를 금지하는 방식
의 제한이 적용되기도 한다.50) 2015년 EAEU가 베트남과 체결한 FTA 속에 투
자와 관련된 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장은 러시아와 베트남 간의 투자에만 적
용된다.51)
개방적(open door) 투자정책을 펴고 있는 아르메니아의 투자제도 토대는
1994년 ‘외국인투자법’52)과 2005년에 채택된 ‘투자정책 개념’53)에 마련되어
47) EAEU Charter Treaty, http://www.un.org/en/ga/sixth/70/docs/treaty_on_eeu.pdf(검색
일: 2017. 7. 7).
48) 아르메니아의 경우 투자법이 바뀌는 경우에도 투자자가 선택하는 경우 투자시점 이후 5년까지 이전의
투자법을 적용할 수 있다.
49) 벨라루스에서는 특별경제지대 이외에 ‘첨단기술단지(High Technologies Park)’가 있다. 카자흐스
탄에서는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획득할 수 있다.
50) 러시아가 가장 많은 제한을 두고 있으며, 아르메니아가 가장 개방적인 제도를 가진다.
51) 예브게니 구쉰(Evegeny Gushin) 러시아대외무역아카데미(RFTA) 연구원 이메일 면담(2017. 1.
20).
52) РеспубликаАрмения, Закон«ОбиностранныхинвестицияхвРеспубликеАрмения»
от199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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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른 EAEU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아르메니아는 자유로운 법률과 유연한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명시한다. 이 법은 예외를 인정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들에게 재산의 국유화 및 몰수로부터 보호를 보장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참여 제한이 없으며, 아르메니아에서 외국인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일정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아르메니아 헌법에 의해 아르메니아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토지소유권을 갖지 못하며, 토지법에 의해 외국인, 외국법인, 기타
경제주체, 국제조직은 토지임대를 할 수 있다. 아르메니아 정부가 투자를 유치
하고자 하는 주요 산업은 첨단전자기기, 채굴 및 금속공학, 은행서비스, 기업서
비스, 보건 및 교육 서비스, 소프트웨어공학, 식품 가공 및 포장, 관광, 재생에
너지, 화학, 경공업 등의 분야이다.54) 아르메니아 전문가는 최근 경기악화 중
에도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농업분야가 유망 투자부문이라고 평가하며,
이 외에 금융, 인프라 부문도 추천한다.55)
외국인 투자유치는 벨라루스의 대외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투자법(Law on Investments)’56)이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벨라루스 정부
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벨라루스 투자청(National Agency of
Investment and Privatization) 웹사이트를 통해 투자관련 제도, 요건, 절차,
사업 등 다양한 최신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57) 아울러 건설, 보건
및 제약, 정보기술, 교통·물류, 기계 및 금속가공, 석유화학, 과학기술, 관광 분
야에 대한 투자사업들이 제안되어 있다. 벨라루스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에 따르면 제약,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신소재생산, 정보통신기술 등의 부문

53) РеспубликаАрмения, Закон«иностраннаяинвестиция» 2005 г.
5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Armenia, Investment Policy, http://www.
mfa.am/u_files/file/businessarm/INVESTMENTSeng.pdf(검색일:2017. 7. 7).
55) 아리아나 카오일리(Ariana Caoili) 아크론 컨설팅 회사(Akron Consulting Company) 대표(2017.
5. 30, 아르메니아 예레반).
56) РеспубликаБеларусь, Закон«Обинвестициях» от12 июня2013 г.
57) 벨라루스 투자청, http://www.www.investinbelarus.by/en/(검색일: 201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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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58)
카자흐스탄은 1994년 외국인투자법59)을 제정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유
리한 조건을 제공하였으나, 2003년 채택한 투자법으로 외국인투자법을 대체
하고 모든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였다.60) 카자흐스탄 투자청(Kazakh
Invest, 기존 Kaznex Invest 개명)은 웹사이트를 새롭게 개설하여 관련 법안,
유망투자부문, 지원방안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카자흐스탄에서 유망한 투자
부문은 주지하듯이 에너지 부문이며, 이 외에 화학, 소매유통, 기계, 농업 및 식
품가공업을 추천한다.61) 2015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아스타나 국제금융
센터 건립을 발표한바, 카자흐스탄 정부는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62)
키르기즈공화국은 2003년 투자법63)을, 2010년 투자보호법64)을 제정하였
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항공기,
주류, 보건 부문과 반독점적 특성을 가지는 채굴 및 에너지, 통신, 공항관리 등
의 부문에는 외국인이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65) 키르기즈 투자청(State
Agency for Investment and Export Promotion)은 관광, 경공업(섬유), 채
굴, 전기발전 부문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66) 이 외에 식품가공, 교통인프라
부문도 투자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67)
러시아는 1999년 외국인투자법68)을 채택하였는데, 이 법은 외국인의 투자
58) “2016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 Belarus,”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
gov/e/eb/rls/othr/ics/2016/eur/254341.htm(검색일: 2017. 7. 7).
59) РеспубликаКазахстан, Закон«Обиностранныхинвестициях»от27 декабря1994 г.
60) РеспубликаКазахстан, Закон«Обинвестициях» от8 января2003 г.
61) Invest in Kazakhstan, http://invest.gov.kz/pages/publications(검색일: 2017. 7. 7).
62) Invest in Kazakhstan(2016), Invest in Kazakhstan 2016, pp. 78-79.
63) РеспубликаКыргызстан, Закон«ОбинвестицияхвКыргызскойРеспублике» 2003 г.,
64) РеспубликаКыргызстан, Закон«Озащитеинвестиций» 2010 г.
65) UNCTAD(2015), “Investment Policy Review - Kyrgyzstan,” p. 6.
66) State Agency for Investment and Export Promotion, http://www.invest.gov.kg/(검색일:
2017. 7. 7).
67) UNCTAD(2015), “Investment Policy Review - Kyrgyzstan,” pp. 28-54.
68) Российская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ныйзакон«ОбиностранныхинвестицияхвРос
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от9 июля199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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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수익확보 권리 등을 보장한다. 이 법은 은행, 보험 등과 타 법에 의해서
특별히 규제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적용되지 않는다.69) 2008년 제정된 국가
방위 및 안보에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절차에 관한 법
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전략부문을 제시한다.70) 이 법에 따르면 각종 자원
채굴, 핵심기술과 관련된 총 16개 부문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다.71) 러
시아는 러시아직접투자펀드 산하기관으로 투자촉진센터(Center for Investment
Promotion Invest in Russia)를 설립하여 활발하게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기관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제약 및 의료, 부동산, 혁신기술, 인프라,
알루미늄, 철강, 납, 백금, 니켈, 구리, 아연, 석탄, 이동통신, 운송, 농업 및 식품,
가스, 호텔 및 오락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제시한다.72)

표 4-1. EAEU 회원국의 투자협정 현황
국가

양자투자협정 수

투자조항 포함 협정 수

투자관련 발효 협정 수

아르메니아

42 (35 발효)

6 (5 발효)

40

벨라루스

61 (50 발효)

8 (6 발효)

56

카자흐스탄

47 (41 발효)

11 (9 발효)

50

키르기즈공화국

34 (24 발효)

9 (7 발효)

31

러시아

79 (63 발효)

6 (5 발효)

68

자료: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검색일: 2017. 6. 20)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69) “A Legal Overview of Foreign Investment in Russia’s Strategic Sectors”(2012), Clifford
Chance Briefing note, https://www.cliffordchance.com/briefings/2014/05/a_legal_overview
offoreigninvestmenti.html(검색일: 2017. 7. 7).
70) Российская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ныйзакон«Опорядкеосуществления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вхозяйственныеобщества, имеющиестратегическоезначениедляобеспечения
обороныстраныибезопасностигосударства» от29 апреля2008 г.
71)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in Russia,” Baker&McKenzie, pp. 24-32, http://www.
bakermckenzie.com/-/media/files/insight/publications/2017/doingbusinessrussia/for
eign-investment.pdf?la=en(검색일: 2017. 7. 7).
72) Invest in Russia, http://investinrussia.com/sectors(검색일: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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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 국가들의 투자협정 현황은 [표 4-1]과 같다. 러시아가 양자 투자협정
을 포함하여 총 68개로 가장 많은 투자관련 협정을 체결하였다. 벨라루스는 총
56개로 그다음으로 많은 투자관련 협정을 발효하였다. 카자흐스탄이 50개, 아
르메니아가 40개, 키르기즈공화국이 31개를 체결한 상황이다. 제도적으로 러
시아와 벨라루스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
르메니아와 키르기즈공화국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2. 한·EAEU 간 투자보호제도
양자간 투자협정(BIT)
한·러 양자간 투자협정 1991. 7. 발효
한·카자흐스탄 간 투자협정 1996. 12. 발효
한·벨라루스 간 투자협정 1997. 8. 발효
한·키르기즈공화국 간 투자협정 2008. 7. 발효
아르메니아와는 양자간 투자협정 부재
이중과세방지 협약(EDTT)
한·러 간 이중과세방지 협약 1995. 8. 발효
한·카자흐스탄 간 이중과세방지 협약 1999. 4. 발효
한·벨라루스 간 이중과세방지 협약 2003. 6. 발효
한·키르기즈공화국 간 이중과세방지 협약 2013. 11. 발효
아르메니아와는 이중과세방지 협약 부재
자료: 외교부 조약과 국제법, http://www.mofa.go.kr/trade/treatylaw/index.jsp?mofat=001&menu=m_30_50(검
색일: 2017. 6. 29)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한국과 EAEU 간 기본적인 투자제도는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표 4-2
참고). 한국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러시아와 양자간 투자
협정(BIT)과 이중과세방지 협약(EDTT)을 모두 체결하였다. 다만, 아르메니아
와는 양자간 투자협정과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앞으로
한국과 EAEU 간 투자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아르메니아와 양자 투자협정과 이
중과세방지 협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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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투자유치 프로그램
1) 자유경제구역(Free Economic Zones)
아르메니아는 2011년 5월 ‘자유경제지대에 관한 법’을 채택했으며, 이듬해
수도인 예레반 2곳에 자유경제지대가 조성되었다. 즈바르트노츠(Zvartnots)
국제공항으로부터 각각 8km, 15km 떨어져 있다. 이들 자유경제지대는 외국
계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아르메니아의 첨단산업
을 육성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주로 전자기기, 정밀공학,
의약 및 바이오기술, 대체에너지, 산업디자인, 통신, 기타 첨단기술과 관련된
산업활동이 가능하다. 자유경제지대에서는 이윤세, 부가가치세, 법인수입세,
관세, 재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역내 무료 상품운송, 안전장비 완비, 수도, 전
기, 인터넷 등 공급시스템 구축, 위생 및 청결 유지 등 사무실 및 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유경제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지
대에 거주등록한 기업 명단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나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
며, 주로 아르메니아계 또는 합작기업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73)
2016년 초 대이란 경제제재가 해소됨에 따라 아르메니아는 내륙국의 약점
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아르메니아와 이란은 경제협력을 활
성화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아르메니아 정부는 이란
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슈니크(Syunik) 지역에 2017년 4월 자유경제지대 조
성을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며, 약 2,800
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74) 이미 약 20개의 외국계 기업(러시아, 이
란, 중국, EU 등)이 입주를 신청했다.75)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이란,
73) 아르메니아 자유무역지대 홈페이지, http://fez.am/eng/index.php(검색일: 2017. 6. 29).
74)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vestment, Republic of Armenia(2016), “Establishment
of Free Economic Zone in Syunik,” p. 2.
75) “The Agreement on Armenia-Iran Free Economic Zone was Signed Notwithstanding Hasty
Pessimism,” Armedia(2017. 2. 25), http://armedia.am/eng/news/47306/the-agreementon-armenia-iran-free-economic-zone-was-signed-notwithstanding-hasty-pessi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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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1. 아르메니아 자유경제지대 위치 및 주요 내용

아르메니아 자유경제지대 위치
Georgia

ARMENIA
LORRI

Gyumri

SHIRAK

TAVUSH

Vanadzor

FEZ ALLIANCE
YCRDI CJSC

Idzhevan

●

Azerbaijan

Razdan

Gavarr
ARAGATSOTNKOTAYK’
Sevana
Lich
Ashtarak
Yerevan GEGHARK ’UNIK’
ARMAVIR
Armavir
TEREVAN

●

FEZ ALLIANCE
RAO MARS

Artashat

ARARAT

Turkey

Yeghegnadzor

VAYOTS’ DZOR
SYUNIK’

Azerbaijan

Kafan

Iran

자료: 아르메니아 자유무역지대, http://fez.am/eng/index.php(검색일: 2017. 5. 23); empasworld.com(검색일:
2017. 7. 5).

아르메니아 자유경제지대별 특화분야
아르메니아 수도인 예레반에 마스(Mars)사와 YCRDI사가 각각 운영하는 자유경제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첨단기술과 관련된 산업에 특화하고 있다(오른쪽 그림 참고).
- 마스 자유경제지대
첨단 기술과 이를 활용한 생산과 관련된 산업 특화
- YCRDI 자유경제지대
R&D, IT 부문 특화
이외에 아르메니아-이란 자유경제지대(Armenia-Iran Free Economic Zone)는 아르메니아 남부
이란 국경 근처 Syunik 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다(왼쪽 그림 참고). 이 지대는 수출경쟁력을 가진 산
업부문과 농업부문으로 특화될 것이다.
자료: 아르메니아 자유무역지대, http://fez.am/eng/index.php(검색일: 2017. 6. 29);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vestment, Republic of Armenia(2016), “Establishment of Free Economic Zone in Syunik,” p. 2.

EAEU, 투르크메니스탄, 중동(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이라크, 레바논
등)으로 수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경제지대가 온전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므로 향후 추진 현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 지
html(검색일: 201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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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주변시설이 완비되면 아르메니아를 비롯하여 중동지역에 진출하고자 하
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76)
벨라루스는 1996년부터 자유경제지대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지방
별로 1개씩 총 6개의 자유경제지대가 있다.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1백만
벨라루스 루블 이상77)을 투자해야 하며, 입주기업은 이윤세, 재산세, 자동차
세, 관세 등 면제, 부가가치세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현재까지 총 270
여개의 기업이 입주했다.78) 이 외에 중국과 함께 조성한 벨라루스-중국 산업
단지와 ICT산업에 특화된 첨단기술단지도 있다. 벨라루스-중국 산업단지는
민스크에서 약 25km 떨어져 있으며, 수출경쟁력이 있는 첨단기술 및 혁신생
산 분야에 특화될 예정이다.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입주를 신청할 수 있
으며, 첫 10년간 소득세, 재산세, 토지세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 관세, 사회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79) 첨단기술단지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2005년에 고안되고, 2009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ICT 이외에
나노전자, 무선항행, 무선통신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도 입주했다. 이
곳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 관세 면제를 받게 되며, 공학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하는 외국에 위치한 기업들도 가상첨단기술단지에 입주자로 등록하여 기
업활동을 할 수 있다.80)

76) 흐란트 미카엘리안(Hrant Mikaelian) 코카서스 연구소 경제학 박사(2017. 5. 29, 아르메니아 예레반).
77) 2016년 평균 환율 달러당 19,881.1 벨라루스 루블, IHS Markit(검색일: 2017. 5. 24).
78) “Investor Country Profile of Belarus,” Official Website of the Republic of Belarus, http://
www.belarus.by/en/invest/Investor-country-profile(검색일: 2017. 6. 29).
79) “Tax and Customs Preferences,” http://www.industrialpark.by/en/economic/3-benefity
(검색일: 2017. 7. 10).
80) “Benefits of HTP membership,” http://www.park.by/topic-benefits_htp_membership/
(검색일: 201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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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2. 벨라루스 자유경제지대

Russia

Latvia

Vitebsk

Lithuania

Vitebsk Oblast
Minsk Oblast

Grodno

Mogilev

Minsk

Mogilev Oblast

Grodno Oblast

Poland
Gomel

Brest
Brest Oblast

Gomel Oblast

Ukraine

벨라루스 자유경제지대별 입주기업 현황 및 특화분야
- 민스크 자유경제지대(Minsk Free Economic Zone)
77개 기업 입주(55개 미국, 영국 등 외국계 기업), 경공업, 제조업, 선진공학 부문 특화
- 벨라루스-중국 산업단지(Belarus-China Industrial Park - Great Stone)81)
기계공학, 전자, 정밀화학, 바이오기술, 신소재, 물류 부문 특화
- 그로드노인베트스 자유경제지대(GrodnoInvest Free Economic Zone)
49개 기업 입주(1/3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기계 제조, 농업 및 식품 가공 부문 특화
- 비텝스크 자유경제지대(Vitebsk Free Economic Zone)
건설, 식품가공, 전자기기, 축산의학, 농화학, 의류, 광섬유 부문의 34개 기업 입주
(2/3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폴란드, 러시아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 모길레프 자유경제지대(Mogilev Free Economic Zone)
섬유, 유리그릇, 펄프 및 종이, 기계 제조 부문의 20개 기업 입주
(1/2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 고멜-라톤 자유경제지대(Gomel-Raton Free Economic Zone)
36개 기업 입주(21개 기업 외국인 투자유치)
플라스틱 포장, 파이프 제조 부문 특화
- 브레스트 자유경제지대(Brest Free Economic Zone)
70개 기업 입주(3/4 외국인 투자유치)
의약, 자동차, 전자기기 및 기계 제조 부문 특화
- 첨단기술단지(High Technologies Park)82)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 이윤세, 관세 면제, 소득세 9%로 고정
181개 기업 입주, 정보통신기술 부문 특화
자료: 벨라루스 국가정보 사이트, http://www.belarus.by/en/invest/Investor-country-profile(검색일: 201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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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은 2011년 7월 ‘특별경제지대에 관한 법’을 채택하였으며, 영토
전역에 10개의 특별경제지대를 설치하였다. 특별경제지대에서는 법인세, 토지
세, 재산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혁신기술단지’에서는 추가로 수익의 50%
이상이 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한 총임금의 90%가 카자흐스탄인에게 제공된
경우 사회세가 5년간 면제된다.83) 특별경제지대로 유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
한 관세는 면제되며, EAEU 내로 수출될 경우와 특별경제지대 내에서 사용 또
는 가공되지 않은 채 재수출되는 경우 수출세가 면제된다.

글상자 4-3. 카자흐스탄 특별경제지대

“Burabay” SEZ
Tourism

“Pavlodar” SEZ
Petrochemistry

“National Industrial Petrochemical
Technology Park” SEZ
Petrochemistry

Burabay

Pavlodar

Astana
Karaganda

Atyrau

“Astana-new city” SEZ
Construction, Industry

“Khorgos-Eastern Gates” SEZ
Trade, logistics

“Saryarka” SEZ
Metallurgy, Metal Processing

Aktau
Almaty
“Seaport Aktau” SEZ
Metal working,
Instrument making

Taraz
Shymkent

“Ontystyk” SEZ
Textile

Khorgos
“Innovation Technology Park” SEZ
IT-Innovations
Instrument making
“Chemical Park Taraz” SEZ
Chemistry

자료: Astana(2013), “Kazakhstan: Special Economic Zones,” pp. 18-19.

카자흐스탄 특별경제지대별 특화분야
각 특별경제지대마다 특화된 부문과 유효한 기간이 상이하니, 투자진출 고려시 이를 유의해야 한
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각 특별경제지대에 입주해 있는 주요 기업을 소개했으나 입주한 기업 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81) Belarus Industrial Park, http://www.industrialpark.by/en/development-areas(검색일: 2017.
6. 30).
82) High-technology Park, http://www.park.by/topic-about_htp/(검색일: 2017. 6. 29).
83) Astana(2013), “Kazakhstan: Special Economic Zones,” pp.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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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3. 계속

- 아스타나 신도시 특별경제지대(SEZ “Astana- new city”)
건설, 첨단산업 부문 특화, 2036년 12월 1일까지 유효
- 파블로다르 특별경제지대(SEZ “Pavlodar”)
화학, 석유화학 부문 특화, 2036년 12월 1일까지 유효
- 사랴르카 특별경제지대(SEZ “Saryarka”)
금속공학, 금속가공 부문 특화, 2036년 12월 1일까지 유효
- 호르고스 특별경제지대(SEZ “Khorgos — Eastern Gates”)
식품가공, 가죽·섬유, 화학·금속제품, 기계제조 부문 특화, 2035년까지 유효
- 혁신기술단지 특별경제지대(SEZ “Park of Innovative Technologies”)
첨단기술(정보통신, 재생에너지, 신소재 등) 부문 특화,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
- 타라즈 화학단지 특별경제지대(SEZ “Chemical Park Taraz”)
화학, 고무, 비금속, 기계·기기 제조 부문 특화, 2037년 1월 1일까지 유효
- 온투스틱 특별경제지대(SEZ “Ontustik”)
섬유산업, 펄프·제지, 사무용품 제조 부문 특화, 2030년 7월 1일까지 유효
- SEZ “National Industrial Petrochemical Technology Park”
인프라, 석유화학, 화학 부문 특화, 203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악타우 항구 특별경제지대(SEZ “Seaport Aktau”)
각종 제조 부문 특화,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
- 부라바이 특별경제지대(SEZ “Burabay”)
관광·휴양 부문 특화(도박 제외), 2017년 12월 1일까지 유효
자료: 카자흐스탄 투자청 특별경제지대, http://invest.gov.kz/pages/sez(검색일: 2017. 6. 29)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키르기즈공화국에는 총 5개의 자유경제지대가 존재한다. 키르기즈공화국의
자유경제지대에 입주한 기업에는 관세면제, 각종 세금할인, 쿼터 및 면허 제한
부재, 각종 절차 간소화, 높은 인프라 접근성과 같은 이점이 있다. 그러나 정확
히 어떠한 세금을 할인하고 어떠한 절차가 간소화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
되어 있지 않다. 이 지대에서는 자원 개발 및 생산, 소비재 수입 및 판매, 무기
생산 및 수리, 핵을 포함한 위험한 물질 생산 및 가공 등의 활동을 금지한다.84)

84) 키르기즈공화국 투자청, http://www.invest.gov.kg/en/why-kyrgyzstan/free-economic-zones/
(검색일: 201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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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4. 키르기즈공화국 자유경제지대

“Bishkek”is in the capital of the Republic, an economic
and political center of the country in Chui Region

MAIMAK
Talas region

KAZAKHSTAN
BISHKEK
Chui Region

“Karakol” offers huge opportunities
for tourism development in
Issyk-Kul region
KARAKOL

Issyk-Kul region
Dzhalal-Abad
“Maimak”is conveniently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routes of international
transport communication in Talas region

NARYN
Naryn region

UZBEKISTAN
CHINA
LEILEK
Batken Region

“Naryn”has significant potential for
development of tourism and mining
industry in Naryn region. Area is of
47 thous. sq.km that is about 1/2 part
of all territory of the country.

Osh region

Favorable position for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trade

TAJIKISTAN

수도인 비쉬켁(Bishkek), 이쉬쿨 호수 근처의 카라콜(Karakol), 국제운송로에 위치한 마이막(Maimak),
광산이 발전해 있는 나린(Naryn), 국경무역이 발달한 레일렉(Leilek)에 위치한다. 벨라루스, 카자흐
스탄과 같이 각 자유경제지대가 특화하는 부문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특정 부문을 짐작할 수만 있다.
자료: 키르기즈공화국 투자청, http://www.invest.gov.kg/en/why-kyrgyzstan/free-economic-zones/(검색일:
2017. 6. 29).

러시아에는 2016년 2월 현재 산업부문(10개 지역), 연구개발부문(6개 지
역), 관광·오락부문(7개 지역), 물류부문(3개 지역) 등 총 네 분야의 특별경제지
대가 조성되어 있으며,85)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전체 특별경제지대에 47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입주기업은 소득세, 사회세 할인, 토지매매가 할
인, 재산세, 토지세, 운송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이 지대는 면세지역이기
때문에 수입세, 제3국 수출세, 부가가치세도 면제받는다.

85) 러시아의 경우 특별경제지대를 소개하는 웹사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경제지대마다 별개의 홈페이
지를 구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검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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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5. 러시아 특별경제지대 지도 및 목록
가.

10 SEZ

6 SEZ

7 SEZ

3 SEZ

2

1

1
1

3
22 4
10 3
4
1

5

7

8

3

6
6
2

5
5
6

3

9

7

4

산업 육성

첨단기술

1. 모글리노(프스코프 주)

1.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2. 칼루가(칼루가 주)

관광
1. 자비도보(트베르 주)

2. 젤레노그라드(모스크바 주)

2. 북카프카스(7개 리조트 단지)

3. 스투피노 크바드라트
(모스크바 주)

3. 두브나(모스크바 주)

3. 비르조바야 투르쿠아이스 카툰
(알타이 변강)

4. 리페츠크(리페츠크 주)

4. 이스토크(모스크바 주)

4. 돌리나·알타야(알타이 공화국)

5. 로토스(아스트라한 주)

5. 이노폴리스(타타르스탄 공화국)

5. 바이칼스카야 바로타
(이르쿠츠크 주)

6. 톨랴티(사마라 주)

6. 톰스크(톰스크 주)

6. 바이칼스카야 가반
(부랴티야 공화국)

7. 알라부가(타타르스탄 공화국)

물류

8. 티타노바야 돌리나
(스베르들로프스크 주)

1. 울랴노프스크
(울랴노프스크 주)

9. 블라디보스토크
(프리모리예 변강)

2. 무르만스크(무르만스크 주)

10. 우즐로바야(툴라 주)

3. 소베츠카야가반
(하바로프스크 주)

7. 루스키 섬(프리모리예 변강)

주: 관광부문의 돌리나 알타야, 루스키 섬, 물류부문의 소베츠카야 가반, 무르만스크 등은 2017년 7월 현재 특별경제지대
지위가 상실되었음.
자료: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Special Economic Zones, p. 3,
http://russland.ahk.de/uploads/media/2016-02-16_RUSSEZ-2.pdf(검색일: 2017. 7. 10)을 참고하여 그
림 저자 편집; 변현섭, 한홍열(2017), 「러시아 특별경제구역(SEZ)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선도개발구역(ADT)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33권 1호, p. 48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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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극동지역에는 17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 자
유항은 5개 극동지역에 총 23개(8개 대규모, 15개 소규모 항구 포함)가 존재한
다.86) 이 두 프로그램은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 극동지역 발전을 위해 기획되었
다. 선도개발구역의 경우 연방법인세 5년간 면제, 지방법인세는 최초 이윤 발
생 시부터 할인율 적용, 재산세 할인, 외국인 고용 시 쿼터 미적용, 무관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의 경우 첫 5년간 법인세, 재산세, 토
지세 면제, 5년 이후 연방 및 지방 법인세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외에 행정
적으로 국경통로 24시간 개방, 단일 관세창구, 8일간 국경비자 부여, 건축허가
발급기간 단축, 외국인 고용 시 특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 투자펀드(Investment Funds)
EAEU 회원국들의 투자펀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다. 아르메니
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우 투자자금 확보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
한 편이므로 주로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투입할 자금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러
시아직접투자펀드(RDIF)는 100억 달러의 자본금을 관리하는 러시아의 국부
펀드이다. 이 펀드는 러시아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세계 주요 투자자들과 공동
투자를 통해 러시아 내 직접투자를 확대하고자 2011년 설립되었다. 러시아직
접투자펀드 전략의 핵심은 산업 효율성 개선, 인프라 구축, 수입대체 및 수출잠
재력 제고, 극동지역 개발, 중산층 확대 등이다. 이 펀드를 통해 비에너지 부문
의 러시아 기업들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메커니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이 펀드의 자본금은 주로 러시아에 투자되지만, 자본금의 20%는 러시
아 경제에 기여한다는 조건하에 타 국가에도 투자될 수 있다. 러시아직접투자
펀드는 1조 루블을 이미 투자했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9,000억 루블은

86) Minist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http://minvostokrazvitia.ru/(검색일:
2017. 6. 30); 엘레나 자오스트로프스키흐(2017),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개발 문제와 경제적 효
과」,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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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자, 파트너, 은행 등이 투자한다. 이 펀드는 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300억 달러 이상을 러시아에 유치했다.87)
러시아직접투자펀드는 2017년 3월 아르메니아의 대출지원기관인 중소기업
투자(SME Investments)와 러시아-아르메니아 투자펀드 설립 협약을 체결하
였다. 러시아직접투자펀드는 설립 첫 번째 단계로서 약 5,000만 달러를 조성
할 것으로 계획된 바 있다.88) 이 공동펀드는 양국의 농업, 제조업, 교통·물류
인프라,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89)
러시아직접투자펀드는 2014년에 키르기즈공화국과 러시아-키르기즈 개발
펀드를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
고, 키르기즈 경제의 현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EAEU 출범으로 나타나는 기
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되었다.90) 러시아는 2년간 5억 달러씩,
즉 총 1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91) 펀드자금은 주로 키르기즈공화국의
섬유업, 농업, 수출지향산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조성자금의 일부가 2015
년에 확보되었고, 일부 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된다.92)
2016년 말 러시아벤처기업(RVC), 러시아벤처기업의 인프라펀드(Infrafund),
벨라루스혁신펀드(Belarussian Innovation Fund)는 러시아-벨라루스 공동
벤처펀드를 설립하였다. 펀드자금은 14억 루블이며, 상황에 따라 확대될 것으
87) RDIF, https://rdif.ru/Eng_Investment/(검색일: 2017. 6. 30).
88) Russian Side to Provide 50mln USD to Armenian-Russian Investment Fund at First Stage,”
Armenpress(2017. 3. 16), https://armenpress.am/eng/news/882808/russian-side-toprovide-50-mln-usd-to-armenian-russian-investment-fund-at-first-stage.html(검색일:
2017. 6. 8).
89) “Russia, Armenia to Set Up Joint Investment Fund” RDIF(2017. 3. 15), https://rdif.ru/Eng_
fullNews/2315/(검색일: 2017. 6. 8).
90) The Russian Government, “Signing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Russia and
Kyrgyzstan on the Russian-Kyrgyz Development Fund,” http://government.ru/en/docs/
15563/(검색일: 2017. 6. 30).
91) “Olga Lavrova: ‘Kyrgyz-Russian Investment Fund will help Kyrgyzstan to become a full
member of the CU’,” Kabar(2014. 11. 24), http://old.kabar.kg/eng/economics/full/11533
(검색일: 2017. 6. 30).
92) “Russian-Kyrgyz fund to launch lending program in Kyrgyzstan,” Azernews(2015. 6. 8),
https://www.azernews.az/region/85160.html(검색일: 201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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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위의 세 기관은 각각 1%, 49%, 50%씩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펀드
운용기간은 10년이다. 이후 공동평가 결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
본적으로 EAEU 틀 안에서 공동기술공간을 발전시키고, 벤처캐피털 시장을 형
성하고자 이 사업이 구상되었다. 러시아-벨라루스 공동벤처펀드는 EAEU 내
에서 양국간 조화로운 경제관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경
쟁력을 갖춘 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고안된, 현대적이고 투명한 투자기구이다.
펀드자금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투입될 것이며, 본격적
인 업무는 2017년부터 시작할 것으로 계획되었다.93) 아울러 벨라루스는 중국
과도 벤처투자펀드를 설립하였다. 양국은 2011년에 이미 민스크 근처에 벨라
루스-중국 산업단지를 조성한 바 있으며, 공동펀드는 벨라루스 과학기술위원
회, 투자기업인 중국멀챈트캐피털, 벨라루스-중국 공동벤처기업인 산업단지개
발기업(Industrial Park Development Company)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펀드는 벨라루스-중국 산업단지를 도와 혁신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벤처펀
드를 제공할 것이다. 주로 첨단기술, R&D, 혁신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등에 자
금이 투자될 것이다. 초기 조성자금은 2,000만 달러이며, 2017년부터 운용될
것으로 예정되었다.94)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오일머니’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카자흐스탄은 산업혁신
발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카자흐스탄투자펀드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펀드는 카자흐스탄 국부펀드인 바이테렉(National
Managing Holding “Baiterek”)의 자회사로서, 민간부문에 자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투자를 함으로써 경제구조 개편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95) 투자자금은 주로 첨단기술, 제조업 등 비에너지 산업을 발
93) “A Russian-Belorussian Venture Investment Fund Created,” RVC News(2016. 12. 23),
https://www.rvc.ru/en/press-service/news/invest/96990/(검색일: 2017. 6. 30).
94) “Belarus, China set out to create $20m venture investment fund,” Belarus News(2016. 12.
28), http://eng.belta.by/economics/view/belarus-china-set-out-to-create-20m-venture-investmentfund-97564-2016/(검색일: 2017. 6. 30).
95) “JSC Investment Fund of Kazakhstan,” Entrepreneurship and Industrial–Inno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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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카자흐스탄 기관이 국외에 투자할 때
카자흐스탄과 외국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자금이 지원된다. 사유화 정책
(Comprehensive Plan of Privatization for 2016-20)의 일환으로 2017년
4월 카자흐스탄투자펀드의 지분 39%가 건축자재 회사인 므르자벡알틴타스
(Myrzabek Altyn Tas Group)에 매각되었다.96)

2. 투자환경 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EAEU 시장의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험을 토대
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2016년 5~8월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
나 향후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
다. KOTRA, 무역협회 등에 의해 개최되는 EAEU 투자설명회 참여기업을 비
롯하여 EAEU 회원국과 이미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하거나 현지 진출을 본격적
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총 56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설
문조사 외에도 2016년 5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공화국을 방문, 현지에 진
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심층 인
터뷰를 진행하고, 국내 구미공단과 구로공단 등에서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56개 기업 중 11개가 이미 EAEU에 진출한 기업으로 이 가운데
9개 기업은 5년 전에 진출하였으며, 나머지 2개 기업은 최근 5년 이내에 진출
하였다. 이 밖에도 20개 기업이 향후 1년 이내, 19개 기업이 향후 3년 이내, 그리
고 6개 기업이 향후 5년 이후에 EAEU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velopment Department of Zhambyl Region(2012. 12. 21), http://dppzhambyl.gov.kz/
en/city/jsc-investment-fund-of-kazakhstan-.php(검색일: 2017. 6. 30).
96) “Investment Fund of Kazakhstan Has Sold 39% Of Shares Of MYRZABEK ALTYN TAS
GROUP JSC,” KazWorld.info(2017. 4. 10), http://kazworld.info/?p=62335(검색일: 2017. 6.
30); “National Managing Holding Baiterek,” http://www.baiterek.gov.kz/en/activities/stateprograms/privatizatiya/(검색일: 201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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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기업이 EAEU 회원국 중 러시아를 진출 희망국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22개 기업이 카자흐스탄 진출을 검토하였다. 이처럼 러시아와 카
자흐스탄 외 나머지 국가들(벨라루스, 키르키즈공화국, 아르메니아)에 대한 관
심은 매우 낮은 편인데, 이는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것
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1. EAEU 진출 혹은 진출검토 시기
(단위: 개)
6

향후 5년 이후
향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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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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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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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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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응답 기업 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2. EAEU 회원국 중 진출 희망국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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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주: 응답 기업 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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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이 EAEU에 투자진출하려는 동기는 주로 현지 내수시장 진출과 비
용절감으로 나타났다. 주요 진출 동기는 내수시장 진출(35개 기업),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절감(28개 기업), 제3국 우회수출(23개 기업), 원자재 및 부품 확보
(8개 기업), 자원개발(5개 기업), 현지기술 활용(4개 기업) 등이었다.
EAEU 투자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해 정책, 저유가, 지정학적 위험, 정치 변
화 등 주요 요인별 전망을 평가하였다. 러시아의 현대화 정책을 비롯한 EAEU
각 회원국 정부의 경제개발 및 산업발전 정책의 투자환경에 대한 영향은 ‘변화
없음(3)’보다 ‘약간 개선(4)’에 가까운 3.75를 기록, 가장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지정학적 리스크, 최근 정치 환경 변화 및 향후 변화 가능성 등의
투자환경에 대한 영향은 ‘변화 없음(3)’과 ‘약간 개선(4)’의 중간 정도에서 개선
에 대한 기대가 미세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유가 영향은 ‘변화 없
음(3)’에 가까운 2.79를 기록,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조사 당시보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회복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최근 평가의 변화 가능성
도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진출 기업들에 EAEU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 세 가지를 선정하고 1, 2, 3순위를 정하도록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3. 주요 요인별 EAEU 투자환경 변화 전망

3.75

경제개발 및 산업발전 정책
2.79

저유가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

3.59

향후 정치 환경 및 변화

3.57

최근 5년간 EAEU 정치 환경 및 변화

3.57
0.00

0.50

1.00

1.50

2.00

주: 1. 상당히 악화, 2. 약간 악화, 3. 변화 없음, 4. 약간 개선, 5. 상당히 개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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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3.00

3.50

4.00

권력 및 행정기관의 부패와 행정장벽이 1순위, 2순위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어
전반적으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선택된 장애요인
은 산업 인프라의 미비로, 1~2 순위에서는 많이 지적되지 않았으나 3순위에서
가장 많은 14개 기업에 의해 지적되었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에 위치한 기업
과 물류업체들은 교통 인프라의 낙후 및 부족, 높은 물류비용 등을 주요 장애요
인으로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금융조달의 어려움과 치안 문제가 주요 장애요
인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금융조달 문제는 2순위와 3순위에서 각각 8개와 7
개 기업에 의해 지적되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요인으로 평가된다.

표 4-3. EAEU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요인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권력 및 행정기관의 부패

16

11

9

36

복잡하고 높은 세율

9

2

3

14

12

10

6

28

3

9

6

18

빠른 물가 및 임금 상승 속도

0

6

0

6

금융조달의 어려움

4

8

7

19

노동시장의 경직성(채용, 해고의 어려움)

1

1

1

3

산업 인프라의 미비

4

6

14

24

외국인 투자자 보호의 미약

7

3

8

18

기타

0

0

0

0

관료주의와 관청의 형식주의로 대변되는
행정장벽
마피아, 민족 및 종교 갈등 등으로 인한
치안문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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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환경 평가
가. 외부 투자환경
EAEU 시장에 대한 중장기 진출전략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지
에 기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의 EAEU 시장 투자진출환
경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EAEU 시장
투자진출 환경을 외부 투자환경과 내부 투자환경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작성
하고,97) EAEU 시장에 기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
들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의 중요성과 대응 정도를 평가하였다.98) 또 이러한 평
가를 바탕으로 경영학적 기법의 SWOT Matrix를 응용하여 향후 EAEU 시장
투자진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기법99)은
주로 경영학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
하에서는 EAEU 시장 투자진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분석 대상 및 기간을
크게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100) 따라서 EAEU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기업이며, 이를 지원하는 정부도 주체인 기업과 동일한 방향의 목
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상정이 가능하다.
외부 투자환경은 중장기적으로 EAEU 시장 투자진출을 추진할 때 주체인 한
국기업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환경을 말한다. 즉, 외부 투자환경 평가는 이러한

97) 설문지 작성과정에서 주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의 선정은 불가피하게 필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나, 각 요인에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앞에 나열된 요인들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
하고 있다.
98) 이철원, 이현진, 임유진(2016),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과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전략
지역심층연구 16-05, pp. 92~109에서 필자가 슬로바키아 시장에 대해 유사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99) Mohammad Taleai, Ali Mansourian, Ali Sharifi(2009), “Surveying General Prospects and
Challenges of GIS Implemen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SWOT–AHP Approach.”
100) 전략이라는 단어에는 이미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가까운 사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중장기 대EAEU 투자진출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환경 분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의 전략도출보
다는 중장기적인 투자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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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 밖에 존재하는 요인들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한국기업이 향후 EAEU 시
장에 진출할 때 직면하게 될 기회와 위협 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기회(Opportunity)는 주체인 한국기업에 일정한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경
우를 의미하고, 위협(Threat)은 피하거나 파급효과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는
요소를 의미한다.101)
전략 또는 전략적 관리란 기본적으로 한국이라는 주체가 외부 기회요인의
이점을 활용하고 외부 위협요인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도출하고 실행하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 환경요인을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구분하여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한국기업이 EAEU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려면 필
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외부 투자환경 평가의 기법에는 외부요인 평가
행렬(EFE Marix: External Factor Evaluation Matrix)이 주로 이용되고 있
다.102)
[표 4-4]에서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 필자가 제시한 외부요인들에 대해 다양
한 비중과 대응 정도의 평가가 56개 기업에 의해 이뤄졌다. EAEU 시장 투자진
출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요인은 ‘현지국 정부의 경제개발, 산업육성, 투자유치
101) 임의의 외부 투자환경 요인은 해당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주체의 특성이나 구성, 해당 요인이 발생하
게 되는 원인이나 상황, 시기 등에 따라서 기회 또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투자환경
요인의 종류와 범주는 사실상 무수히 많다(이철원, 이현진, 임유진(2016), 전게서, p. 93).
102) EFE Matrix는 외부 투자환경과 관련된 모든 요인의 요약 및 평가를 도와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첫째, 외부 투자환경 파악과정을 거쳐 핵
심적인 외부 투자환경 요인을 나열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기회요인을 먼저 나열하고 위협요인을 뒤에
배치한다. 둘째, 각 요인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라 0.0(전혀 중요하지 않음)에서 1.0(매우 중요함) 사이
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가중치는 각 요인이 주체인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EAEU 시장 진출에 미치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의미하며 각 요인의 가중치의 합은 1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각 중요 외부 투자환경
요인에 대하여 한국기업이라는 주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에 따라 1에서 4 사이의 점
수를 부여한다. 이때 4는 대응이 매우 훌륭한 경우이고 3은 평균 이상 대응하는 경우, 2는 평균 정도
대응하는 경우, 1은 대응이 미흡한 경우를 의미한다. 넷째, 각 요인에 대한 평가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다. 다섯째, 각 요인에 대한 점수를 모든 요인에 대하여 합하여 한국기업이라는 주체에 대한 총 가중점
수를 구한다. EFE Matrix에서 가장 높은 총 가중점수는 4점이고 가장 낮은 점수는 1점이며 중간값은
2.5, 평균 값은 2.0이다. 4점은 그 주체가 현존하는 모든 기회와 위협에 대하여 매우 뛰어나게 대응하
고 있음, 즉 기회는 최대한 활용하고 위협의 효과는 최소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1점은 그 반대이다.
만약 총 가중점수가 2.0~2.5 정도이면 대체로 외부환경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이 평균적이라 할 수
있고, 2.5를 넘는 경우에는 중간 이상임을 의미한다(이철원, 이현진, 임유진(2016), 전게서,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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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26개 응답에서 핵심 외부요인으로 지적된 상기
요인은 평균비중이 12%를 웃도는 핵심 외부요인이며, 평균점수 2.0으로 우리
기업들이 평균 정도(2)의 대응을 하고 있는 기회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다음
으로 ‘EAEU의 풍부한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 ‘에너지, 광물, 수산, 삼림 등 막
대한 자원개발 잠재력’ 등이 평균비중 10% 이상의 핵심 기회요인으로 지적되
었다. 이들 요인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은 ‘EAEU의 풍부한 내수시장 성장 잠재
력’의 경우 평균점수가 2.07, ‘에너지, 광물, 수산, 삼림 등 막대한 자원개발 잠
재력’은 2.42로 평균 수준인 2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인프
라 개발 수요’, ‘시장의 접근성’, ‘인근 CIS 시장 진출 거점’ 등이 평균비중 5%
이상인 주요 기회요인으로 선정되었다. 나머지 기회 요인들은 평균비중이 5%
에 미치지 못했으며, 5개 기업이 설문지에 제시된 기회요인 외에도 기타 기회
요인이 있음을 피력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요인인지에 대해서는 명시
하지 않았다.

표 4-4. EAEU 시장진출의 핵심 외부요인 관련 설문조사 결과
평균비중1)

평균점수2)

빈도 수

10.00

2.42

26

12.14

2.00

26

11.53

2.07

28

6.63

2.89

18

8.88

2.05

22

(6) 제도, 시스템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추세

4.90

1.82

11

(7) 인근 CIS 시장 진출 거점

6.22

1.76

17

(8) 기타 기회요인

2.86

1.80

5

핵심 외부요인
(1) 에너지, 광물, 수산, 삼림 등 막대한
자원개발 잠재력
(2) 현지국 정부의 경제개발, 산업육성, 투
자유치 정책
(3) EAEU의 풍부한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
(4) 시장의 접근성
(지리적 근접성, 민족적 동질성 등)
(5) 인프라 개발 수요
(에너지 수송, 관광자원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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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핵심 외부요인

평균비중1)

평균점수2)

빈도 수

(9) 부패 및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행정장벽

13.78

1.97

31

5.31

2.17

12

1.12

2.33

3

5.61

1.71

17

2.96

1.70

10

4.69

1.80

15

(15) 저유가에 따른 EAEU 전반의 경기침체

2.96

2.00

11

(16) 기타 위험요인

0.41

1.00

1

(10) 복잡하고 높은 세율 등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제도
(11) 생산비용 상승 속도, 높은 물가수준과
임금
(12) 산업 인프라(전력, 용수 사정, 교통,
운송 등)의 미비
(13)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기
업과의 경쟁 심화
(14)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과
대서방 관계

주: 1) (해당 요인의 총 비중의 합/전체 요인의 총 비중의 합)*100, 모든 요인의 평균비중 합은 100.
2) 해당 요인의 총 점수의 합/해당 요인의 빈도수.
자료: 저자 작성.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31개 기업에 의해 지적된 ‘부패 및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행정장벽’으로 평균비중이 13.8%로 외부요인 중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은 1.97로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
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17개 기업에 의한 ‘산업 인프라의 미비’가 평균비
중 5.6%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지적됐으며,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은
1.7로 상당 부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밖에 평균비중
이 5%를 초과하는 위험요인으로 ‘복잡하고 높은 세율 등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가 추가로 지적되었으나 이 요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은 평균점수
2.17로 평균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머지 위험요인들은 모두 평균비중
이 5%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1개 기업이 기타 위험요인에 체크하였으나, 기타
기회요인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평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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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5%를 넘는 핵심 외부요인으로 위험요인보다는 기회요인이 상대적으로 많
이 지적된 것으로 보아 EAEU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대체로 EAEU 시
장에 대해 위험요인보다는 기회요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느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4-5. EAEU 시장진출의 핵심 외부요인 평가
핵심 외부요인

가중치

평가점수

가중점수

1. 현지국 정부의 경제개발·산업육성·투자유치 정책

0.15

2.00

0.30

2. EAEU 시장의 풍부한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

0.14

2.07

0.30

3. 에너지, 광물, 수산, 삼림 등 막대한 자원개발 잠재력

0.12

2.42

0.30

4. 인프라 개발 수요(에너지 수송, 관광자원 개발 등)

0.11

2.05

0.23

5. 시장의 접근성(근접성, 문화적 친밀성 등)

0.08

2.89

0.24

6. 인근 CIS 시장 진출 거점

0.08

1.76

0.14

1. 부패 및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행정장벽

0.17

1.97

0.34

2. 복잡하고 높은 세율 등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제도

0.07

2.17

0.14

3. 산업 인프라(전력, 용수 사정, 교통, 운송 등)의 미비

0.07

1.71

0.12

합계

1.00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2.11

자료: 저자 작성.

여기서 평균비중이 5%가 되지 않는 요인들을 제외하면 각각 6개의 기회요
인과 3개의 위험요인들로 핵심 외부요인들이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로 가중치
를 다시 측정하여 핵심 외부요인을 평가하면 [표 4-5]와 같다. EAEU 시장 진
출의 핵심 외부요인을 평가한 결과, 가중점수 합계가 2.11로 중간값 2.5와 평
균값 2.0 사이에 있다. 이는 평균 정도의 대응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
이 외부요인들에 대해 대체로 평균적인 대응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EAEU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현
지시장에서 위험요인보다는 기회요인을 더 큰 비중으로 느끼고 있고 이러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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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요인들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중간 정도인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

나. 내부 투자환경
내부 투자환경은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EAEU 시장 투자진출과 같이 원하
는 것을 달성하거나 비전의 실현, 전략적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 등 한국기업이
라는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103) 모든 내부
투자환경 요인은 궁극적으로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강점과 약점의 파악은 내부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목적 달
성이나 비전 실현 등에 기여한다. 내부 투자환경 분석의 기법에는 주로 내부요
인 평가 행렬(IFE Matrix: Internal Factor Evaluation Matrix)이 이용되고
있다.104)
EAEU 시장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강점요인은 ‘IT 등 첨단기술·혁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요인은 총 29개 기업에 의
해 핵심 내부요인으로 지적, 평균비중이 12.6%로 가장 비중 있는 내부요인이
며, 평균점수는 2.76으로 중간값(2.5)보다 큰 강점으로 평가되었다. 그다음으
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이 26개 기업에 의해 11.2%의 평균비중으
로 중요한 강점요인으로 인식되었으나, 평균점수는 2.4로 중간값에 다소 미치
103) 이러한 내부 투자환경에는 주체의 개인적 능력, 조직의 구성, 문화, 부존자원 또는 소유 자원, 성장성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 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활동 또는 요인들이다(이철원,
이현진, 임유진(2016), 전게서, p. 97).
104) IFE Matrix는 한국 기업이라는 주체나 조직의 모든 기능적 하위 부문에서 주요 강점과 약점을 요약·평
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법이며, EFE Matrix와 유사하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전술한
EFE Matrix 작성과 다른 점은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데서 EFE Matrix가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IFE Matrix는 각 요인에 대해 조직의 실제 경쟁력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우선, 중요한 내부 요인을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하여 나열하고 각 요인의 중요도에 따라 0.0(전혀 중요
하지 않음)에서 1.0(매우 중요함)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 다음 각 요인의 내부적 능력 정도에 따
라 1(최대 약점)에서 4(최대 강점) 사이의 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각 요인에 대해 가중치와 평가 점수를
곱하고 합하여 최종적인 총 가중점수를 구한다. EFE Matrix와 마찬가지로 최고 점수는 4점이고 최저
점수는 1점, 중간값은 2.5점이다. 어떤 주체(조직)에 대한 IFE Matrix 총 가중점수가 2.5보다 상당히
크다면 내부적 능력에 상당한 강점이 있음을 의미한다(이철원, 이현진, 임유진(2016), 전게서,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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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여 강점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 밖에 ‘기업들
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및 ‘주요 수출품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 보유’와
‘단기간 산업화 경험’이 평균비중 5% 이상의 주요 강점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표 4-6. EAEU 시장진출의 핵심 내부요인 관련 설문조사 결과
핵심 내부요인

평균비중

평균점수

빈도 수

(1) 주요 수출품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9.39

2.70

23

(2) IT 등 첨단기술·혁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12.55

2.76

29

(3) 단기간 산업화 경험

7.65

2.50

18

3.06

2.80

10

(5) 대규모 인프라 구축 경험 (도로, 공항, 항만 등)

3.88

2.40

10

(6)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11.22

2.38

26

(7)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10.10

2.33

27

-

-

0

(9) 경쟁 대상 다국적기업 대비 자본력 부족

7.65

1.67

21

(10)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기술의 해외의존

5.00

1.88

16

(11) EAEU 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3.78

1.64

11

(12) EAEU 회원국 문화에 대한 이해·교류 부족

7.35

1.86

22

(13) EAEU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 부족

8.47

1.76

21

(14) EAEU 시장 진출 중장기 비전 및 진출전략 부재

6.02

1.75

16

(15) 한국 기업문화와 EAEU 시장 기업문화의 불일치

3.88

1.71

14

(16) 기타 약점

0.00

1.00

1

(4)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및 조선 등의 비교
우위

(8) 기타 강점

자료: 저자 작성.

21개 기업에 의해 지적된 가장 중요한 약점요인은 ‘EAEU 전반에 대한 절대
적인 정보 부족’으로 평균비중이 8.5%에 달했고, 평균점수는 1.76 정도로 중
간값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취약한 약점으로 평가되었다. 그다음으로 21
개 기업이 지적한 ‘경쟁 대상 다국적기업 대비 자본력 부족’이 평균비중 7.7%

108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정도의 중요한 약점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 밖에 ‘EAEU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 부족,’ ‘EAEU 시장 진출 중장기 비전 및 진출전략 부재,’ ‘원천기술 부족
으로 핵심기술의 해외의존’이 각각 7.4%와 6%, 5%의 평균비중을 기록하였다.
나머지 약점요인들은 모두 5% 미만의 평균비중을 기록하였고, 기타 약점요인
에 대한 지적은 1건 있었으나, 구체적인 약점요인을 기술하지는 않았다.

표 4-7. EAEU 시장진출의 핵심 내부요인 평가
핵심 내부 요인

가중치

평가점수

가중점수

1. IT 등 첨단기술·혁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0.15

2.76

0.41

2.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0.13

2.38

0.31

3.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0.12

2.33

0.28

4. 주요 수출품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0.11

2.70

0.30

5. 단기간 산업화 경험

0.09

2.50

0.22

1. EAEU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 부족

0.10

1.76

0.17

2. 경쟁 대상 다국적기업 대비 자본력 부족

0.09

1.67

0.15

3. EAEU 회원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 부족

0.09

1.86

0.16

4. EAEU 시장 진출 중장기 비전 및 진출전략 부재

0.07

1.75

0.12

5.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

0.06

1.88

0.11

합계

1.00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2.23

자료: 저자 작성.

외부요인과 마찬가지로 내부요인들도 평균비중이 5%가 되지 않는 요인들을
제외하면 5개의 강점요인과 5개의 약점요인들로 핵심 내부요인들이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로 가중치를 다시 측정하여 핵심 내부요인을 평가하면 [표 4-7]과
같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EAEU 시장 진출의 핵심 내부요인을 평가한 결과, 가
중점수 합계가 2.23으로 중간값 2.5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 EAEU 시장 진출에
서 우리 기업들의 내부적인 능력은 약점이 강점보다 약간 두드러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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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우리 기업들의 내부 능력이 EAEU 시장 진출에서
중간 정도보다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EAEU 기 진출 혹은 진출을 준비 중인 기
업들의 자평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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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의 대EAEU 진출전략

1. 중장기 EAEU 시장 진출전략
2. 투자활성화 방안 및 정책 시사점

1. 중장기 EAEU 시장 진출전략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하에서는 외부환경과 내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고자 한다.105) 한국기업
이라는 주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은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중장
기적으로 성공적인 EAEU 시장 진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을 결합하여 전략을 설정하고 비교 및 평가하는 방법에
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전략도출의 주체나 전략도출의 목적 등을 고
려하여 SWOT(Strengths-Weaknesses-Opportunities-Threats) Matrix
를 이용하기로 한다.106) SWOT Matrix는 한국기업들이 EAEU 시장에 진출함
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내부환경과 외부환경 요인을 연결시킴으
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표 5-1 참고). 또한 이러한 네
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향후 EAEU 시장진출을 위한 중장기 기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107)
첫째, S-O(strengths-opportunities) 전략은 외부 기회의 이점을 활용하
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이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국가간 중장기 경제협
력에 있어 S-O 전략은 가장 극대화해야 하는 목표 혹은 대상이 될 수 있는바,
기본 방향 혹은 장기 비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하의 나머지 세 전략은
105) 여기서 도출되는 전략은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고려하기보다는 통제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며 가장 매력
적인 대안을 개발한 후 그중에서 선택된다. 이때 대안 및 전략들 사이의 장점과 단점, 상충관계, 비용
및 편익 등을 분석하고 결정해야 한다.
106) 전략도출의 기본적인 목적이 중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EAEU 시장 진출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더 중요하거나 시급한 전략적 대안 하나만을 도출하는 것이 아닌, 여러 선택 가능한 대안 도출
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SWOT Matrix를 이용하였다.
107) 네 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중장기 EAEU 시장진출 기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앞에서 살펴본 환경평가
결과와 함께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전략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검증하였다. 즉, 본
연구진은 2016년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키르기즈공화국 비쉬켁과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방문, 현
지 비즈니스 애로요인 조사 등과 함께 EAEU 시장진출 전략 관련 현지진출기업 심층 인터뷰와 현지정
부 면담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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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조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W-O(weaknesses-opportunities) 전략은 외부 기회의 이점을 이용하
여 내부적인 약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다. 외부적으로 중요
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의 활용을 제한하는 내부적인 약점이
있을 때 유용한 전략이다. 셋째, S-T(strengths-threats) 전략은 외부적인 위
협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
다. 즉, 한국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EAEU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성
공적인 EAEU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S-T 전략은
전술한 S-O 전략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위
협요인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내부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외부적인 기회를 확실하게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W-T(weaknesses-threats) 전략은 내부적인 약점을 감소시키고 외부적인 위
협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인 전략이다. 하지만 W-T 전략은 앞
에서 살펴본 그 어느 전략보다도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효
과도 간접적이어서 꾸준한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략이다. 또한 전략의
대상이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민간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
한 경우가 많다.
EAEU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S-O 전략으로 산업협력을 포함하는
이른바 ‘FTA+’ 협정을 한·EAEU 간 체결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즉, 한·EAEU
간 FTA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산업협력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을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것이다.108) 이는 기본적으로 IT 등 첨단기술·혁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단기간 산
업화 경험 등과 같은 우리 기업들의 강점요인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강점 극대화를 통해 EAEU 시장 진출에 있어 현재 우리 기업들에 가장 비중 있
108) 실제로 한·중 FTA 협정문에는 산업협력이 독립적인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따른 한·중 산업협
력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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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회요인인 현지국 정부의 경제개발·산업육성·투자유치 정책, EAEU 시장
의 풍부한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 에너지, 광물, 수산, 삼림 등 막대한 자원개발
잠재력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표 5-1. 중장기 EAEU 시장진출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SWOT Matrix
강점(S)
1. IT 등 첨단기술·혁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2.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3.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4. 주요 수출품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5. 단기간 산업화 경험

기회(O)
1. 현지국 정부의 경제개발·산업
육성·투자유치 정책
2. EAEU 시장의 풍부한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
3. 에너지, 광물, 수산, 삼림 등
막대한 자원개발 잠재력
4. 인프라 개발 수요
(에너지수송, 관광자원 개발 등)
5. 시장의 접근성(근접성, 문화적
친밀성 등)
6. 인근 CIS 시장 진출 거점

약점(W)
1. EAEU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 부족
2. 경쟁 대상 다국적기업 대비
자본력 부족
3. EAEU 회원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 부족
4. EAEU 시장진출 중장기 비전
및 진출전략 부재
5.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기술의
해외의존

S-O 전략
W-O 전략
1. 산업협력 포함 한·EAEU
1. 대EAEU 자원개발협력 활성화
‘FTA+’ 협정 체결
중장기 전략 구축(W2, W4,
(S1, S3, S5, O1, O2, O3)
W5, O1, O3, O5)
2. EAEU 개별 회원국 정부의
2. EAEU 개별 회원국 개발정책
경제개발 주력 사업 참여
심층 분석 및 참여
(S1, S5, O1, O4)
(W1, W2, O2, O4)
3. 산업 비교우위·첨단기술
3. 교류증진을 통한 대EAEU
활용 자원개발사업 참여
문화 이해력 제고
(S1, S4, O3, O4)
(W1, W3, O2, O5, O6)
4. CIS 신흥시장 개척 교두보
마련(S2, S3, S4, O2, O5,
O6)

위협(T)
S-T 전략
W-T 전략
1. 부패 및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1. 경쟁력을 기반으로 내수시장 1. EAEU 지역 전문가 양성
행정장벽
진출기반 구축
(W1, W3, T1, T2)
2. 복잡하고 높은 세율 등 외국
(S1, S2, S3, S4, T1)
2. 재정지원 포함 대EAEU
기업에 대한 조세제도
2. EAEU 회원국의 경제개발
경제협력 로드맵 설정
3. 산업 인프라(전력, 용수 사정,
사업지원으로 경제협력 강화
(W2, W4, T1, T3)
교통, 운송 등)의 미비
(S1, S4, S5, T1, T2)
3.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3. IT 관련 인프라 개발사업 참여
경제협력 강화
(S1, S5, T3)
(W2, W3, T1, T3)
주: [표 4-5]와 [표 4-7]에서 제시된 핵심 외부요인과 내부요인들을 결합하여 각각의 전략을 도출함. 괄호 안에는 해당
전략에 결합된 외부요인과 내부요인들을 표시함(예를 들어, S1은 첫 번째 강점요인, O1은 첫 번째 기회요인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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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EAEU 개별 회원국 정부의 경제개발 주력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S-O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러시아 정부의 경제현대화 및 극동개발 관련 사
업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IT 등 첨단기
술·혁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과 단기간 산업화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AEU 시장에서 세 번째로 비중이 큰 기회요인이나 아직 우리 기업들이 제
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S-O 전략도 중장
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특정 산업의 비교우위와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에너지 수송을 비롯한 인프라
개발 수요라는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우리 기
업들의 EAEU의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 참여 실적이 부진한 편인데, 이는 직·간
접적으로 대EAEU 투자실적 부진으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S-O 전
략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대EAEU 투자실적을 적정 수준에 올려놓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CIS 신흥시장 개척 교두
보를 EAEU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CIS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
소화하기 위해 내수시장 규모가 비교적 큰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에 거점을 안정
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근 CIS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자체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에 우리 기업
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과 시장개척 의지를 바탕으로 주요 수출품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인근 CIS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O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
장기 비전 및 진출전략 부재와 경쟁 대상 다국적기업 대비 자본력 및 원천기술
부족을 극복하고 EAEU 시장의 핵심 기회요인들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대EAEU 자원개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구축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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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둘째, EAEU에 대한 정보 부족과 우리 기업의 상대적인 자본력 부족을 보
완하기 위해 EAEU 개별 회원국의 개발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적정사업
을 찾아내어 참여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사업에만 관심을 기
울일 것이 아니라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
한 소규모의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각적인 양측 간 교류증진을 통해 EAEU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제
고하는 전략도 EAEU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시장의 접근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T 전략으로는 우리의 경쟁력을 활용한 EAEU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
EAEU 회원국의 경제개발 사업 지원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 IT 관련 인프라 개
발사업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제품경쟁력 및 마케팅 능력과 시장개
척 의지 및 특정 산업의 비교우위를 총동원하여 EAEU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위협요인인 부패 및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행정장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이
다. 러시아를 비롯한 EAEU 회원국들은 자국의 산업개발을 위해 IT 등 첨단산
업 부문의 외국기업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분야
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활용하면 부패나 행정장벽으로 인한 위협요인을 현
지국 정부의 협조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4장 1절에 제시
된 EAEU 회원국 정부의 자유경제구역과 투자펀드 정책을 적극 활용할 경우 상
기 전략의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주요 수출품이 보유하고
있는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을 적극 활용, 현지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우호적 이
미지 구축을 통해 현지 내수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
에 나머지 두 가지는 EAEU 시장의 세 가지 위협요인인 행정장벽, 복잡한 조세
제도, 산업 인프라 미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파생적인 전략들이다.
마지막으로 EAEU 지역전문가 양성,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한 대EAEU 경제
협력 중장기 로드맵 작성,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 등을 W-T 전
략으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한·EAEU 정부간 고위급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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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위원회를 새롭게 창설하거나, 아니면 현재 운영 중인 EAEU 각 회원
국별 경제·과학기술 위원회를 통합, 격상시키고 아직까지 협력 채널이 없는 나
머지 회원국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EAEU에
대한 정보 부족과 EAEU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 차
원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EAEU의 법, 제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행정
장벽, 복잡한 조세제도, 산업 인프라 미비 등의 위협요인들이 혼재되어 있는
EAEU는 현지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접근이 쉽지 않다. 한편 대EAEU 경제협
력 중장기 로드맵에서 경쟁국 대비 자본력 부족이라는 약점을 어느 정도 감소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명 ‘경제협력 펀드’와 같은 재정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상대적인 자본력 부족과 EAEU 문화
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고위급 외교와 이를 통한 경제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장기 진출전략은 우리 기업 차원의 대응전략과 정부 차
원의 지원전략이 혼재해 있고 개념적인 방향 설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
서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혹은 정부 차원
에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투자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기업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개별 기업의 몫이라는 가정하에 주로 정부
차원의 투자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적절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투자활성화 방안 및 정책 시사점
한·EAEU FTA는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확대는 물론 양
측의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협력이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 따라서 향후 양측은 협력유망산업 발굴, 유망 산업단지 조성 및 대EAEU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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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산업경쟁력, 정책, 투자환경, 기업 수요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
리 기업이 진출유망한 EAEU 회원국별 유망산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관
련 산업에서 기술이전을 포함한 다각적인 산업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우
리 기업의 현지진출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EAEU 회원국별 유망 산업단지를 적
극 조성, 해당 산업단지에 특화할 수 있는 특정산업을 발굴 및 제시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도 병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 언어장벽 등
상대적으로 EAEU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위한 정부 차
원의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러시아 시장을 예로 들면, 2015년 기
준 한국의 대러 투자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약 80%이며, 중소기업의 비중은 약
18%에 불과한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법인 설립자금 및 기간이 많
이 요구되는 러시아 시장 진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5-1. EAEU 진출 유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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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조업- 소비재(화장품, 미용, 패션 등)/식품가공/석유화학/기계·자동차 등, 서비스업-(인프라)건설/운송·물류/금융·부
동산/요식/스포츠·문화 등, 첨단기술-기술이전-IT, 우주기술, 자원개발-에너지/금속·비금속 등 원자재, 기타-농수산·
임업.
자료: 저자 작성.

한국기업들은 대EAEU 유망 투자진출 분야로 1차 산업에서는 농업 및 축산
업, 제조업에서는 식품가공, 전자기기, 자동차부품, 서비스업에서는 물류(유
통), 건설, 의료 등을 꼽고 있다. 산업별 유망진출 분야를 살펴본 결과,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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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기, 중기 및 장기 모두 제조업 진출이 유망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그림 5-1
참고). 그다음으로는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분야 진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망
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농림축산업에 대해서는 소수만이 유망한 분야로 평가하
였다. 자원개발은 장기 진출유망 분야에만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력이 부
족한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EAEU의 자원개발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 5-2. EAEU 국가별 진출유망 산업
분야
전력/
비전통에너지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절전기기
(스마트그리드),
절전기기
절전기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그리드)
발전,
재생에너지

석유화학

정유/석유화학

정유/석유화학

채굴업/자원개발

채굴업
(석탄)

자원개발

기계·기기/
금속공학

조선, 전자기기

금속공학

건설업

정유/석유화학
자원개발

자원개발
상업용
운송기기

건설업

건축자재

건축기기

식품가공업

식품가공
(해산물),
식품가공기계

식품가공
(육류)

식품가공
(육류, 유제품,
야채)

식품가공
(과일, 와인,
코냑 등 주류)

농축산업

농업, 가축사육

농업
(비닐하우스기술)

농기계, 비료

농산물 저장/
농약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

관개시설,
종자, 비료,
냉장저장창고

의약품,
의료기기

정보통신/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기기,
전자정부

정보통신기기,
전자정부

섬유/가죽

섬유기기

섬유기기

목재가공
관광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교통서비스

정보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섬유기기

목재가공
관광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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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진출유망 부문을 조사한 결과 전자기기, 소재
부품 및 자동차 부품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밖에 식품가공, 미용제품 등도
소수 의견으로 제안되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운송·물류 부문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 의료, 금융 등의 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 기술이전과
관련해서는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부문이,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에
너지 자원 탐사/개발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들의 강점 및
진출희망 분야와 함께 EAEU 회원국별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의 특성, 투자유
치 희망분야 등을 종합한 결과 EAEU 국가별 진출유망 산업을 [표 5-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경제협력 다변화가 절실한
바, 향후 러시아를 비롯한 EAEU와의 경제협력 확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EAEU는 유망한 신흥시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신성장
공간 창출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협력 대상국이다. 단순히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기존의 협력 틀을 과감히 벗어나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확대 강
화, 에너지 자원공급 확대, 산업협력 증진을 통한 협력의 질적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인해 한국과 EAEU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 조성과 산업협력의 확대가 긴
요하다. 먼저 교역·투자를 포함한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도적 혹은 환경적 기반 마련이 가장 핵심적인 요
인이라 판단된다.
첫째, 한·EAEU FTA 체결이 중요하다. EAEU는 아태지역에서 이미 베트남
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인도, 몽골, 싱가포르, 한국 등과도 FTA 체결을 고려
하고 있다.109) 러시아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 FTA가 체결되면,
유라시아 가치사슬 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형성할
109) Evgeny Vinokurov(2017), “Eurasian Economic Union: Current state and preliminary
results,” Russian Journal of Economics, Vol. 3, Issue 1,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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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새로운 유라시아 성장공간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
다. 즉 한·EAEU FTA는 러시아에는 ‘아태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고, 한국에
는 ‘유라시아 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양측은 2016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였고, 협상개시 선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한·유라시아경제연합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CEPA 추진을 앞당기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과감한 활용 및 효과성 제고와 더불어 이러한
플랫폼을 EAEU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방한 시
극동·시베리아를 포함한 러시아 지역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10억 달러 규모
의 공동 금융지원 기회 창출 노력을 목적으로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은
행 간에 3년 유효기간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체결 이후 현
재까지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은 단 한건도 실행되지 못하였다. 주요 원인
은 서방의 대러 제재 및 러시아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 발굴의 어려움, 러시아
특히 극동·시베리아 시장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과민한 리스크 인식, 동일 규모
의 금융투자 원칙에 합의한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말 투·융자 플랫폼에 관한 MOU가 갱신되었으므로 동 이슈를 향후 양국간 경
제협력의 방안으로 계속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러시아 측과 실무적 차
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투·융자 플랫폼 자금의 협력지역, 협력범위,
지원 분야, 지원방식 등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
다.110) 만약 앞으로 한·EAEU 투·융자 플랫폼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MOU 체결을 위한 관료주의적이고 형식적인 발상이라면
오히려 추진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투자진출 지원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투자진
출은 양국의 경제적 보완성을 기초로 실질적인 협력의 기초를 확보하는 데 매
110) 이재영(2017a), 「새로운 대러시아 북방협력 구상」, 국회 정책토론회 『한국경제, 북방에서 미래를 찾
다』, 발표 자료집, p. 63.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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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협력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회원국의 제조업
현대화 수요와 연계되는 실질적 성과가 높은 과제로서 한국의 제조 중소기업의
고도화 및 국제화를 통해 고용창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
므로 북방 산업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및 투자 촉진 프로젝트의 시
행을 통해 EAEU의 주요 제조업과 전략적 제휴 사업을 추진, 투자 및 기술협력,
제3국 시장진출 사업개발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러 및 대북방 협력강화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외전략으로 상정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인재양성 체제구축이 시급한바, ‘유라시아정책
대학원’의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의 러시아, 인도, 중
앙아시아, 파키스탄, 이란, 터키 등 북방 유라시아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국제사회에서 유라시아의 정치·경제적 비중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분야의 소수 정예 전
문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부속으로 대학
원을 설립하면 소속 전문가와 현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예
산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111)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측 정부간 협력
이 중요하다. 이는 중장기 EAEU 시장 진출전략에서 전술한 W-T 전략이 그 어
느 전략보다도 긴 호흡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이
와 같은 제도 및 환경 구축사업은 효과가 간접적일 뿐만 아니라 꾸준한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민간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경우가 대부분
이다. 따라서 향후 대EAEU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력 추진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부 내 유라시아 협력 전담조
직의 신설이 필요하다.112) 한국은 정상회담의 정례화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내
111) 이재영(2017b), 「새 정부, 새로운 북방협력 전략 수립을」, 『한겨레신문』, p. 21. (6월 1일)
112) 중국은 러시아와 정상 및 총리 회담 정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 대러 협력조직들을 잘 조직
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러시아 경제분야 협력담당 장관직’을 신설하여 대러 경제협력 사업의 실현을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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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러시아 혹은 대유라시아 전담부서 등 협력 추진체계가 부재하여 일관성
있고 책임성 있는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정부기구 내에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협력을 담당할 독립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성, 지속성, 책임성을 담
보해야 한다. 예컨대 대통령 직속 유라시아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긴밀한 대러 북방협력 채널을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
장기 협력전략과 협력과제를 일관적이고 책임성 있게 추진할 주체의 부재는 한
국의 대러시아 및 대유라시아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교부 내 유럽국에 속하는 유라시아
과를 독립 부서로 격상시켜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을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EAEU 투자활성화, 더 나아가서는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중장
기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방안과 정부 차원
의 협의체 재구성 등에 대한 제안도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러
한 한·EAEU 투자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EAEU FTA 타당성 공동연구 수행 결과, FTA 체결로 인해 한국과 EAEU
구성국 모두 장기적으로 GDP 및 무역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EAEU 회원국들은
FTA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EAEU 회원국들은 전통
적인 FTA의 한계를 넘어 한국기업의 대EAEU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협력 증진
필요성에는 공통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한·EAEU FTA 협상 개시
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유라시아경제연합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기와 같은 EAEU 회원국 수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

반사항을 총괄하는 등 대러 협력에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박정호, 강부균,민지영(2017), 「러·일 경제
관계 진전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7, No. 19, p. 14,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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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측면에서 기획재정부 내 ‘북방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대러 및
대유라시아 투자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EAEU 내에서 구성국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회원국별 투자펀드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113)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으로 유라시아 협력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관점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유라시아
진출 확대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과감하게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자세가 필요
하다. 이와 함께 대EAEU 투자설명회를 다수 개최하고 이를 점차 정례화함으
로써 한·EAEU FTA가 상호간 투자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등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
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설명회를 국내와 현지에서 다수 개최해야 할 것이다.

그림 5-2. 한·EAEU 투자활성화 방안

정부 차원의 협력 추진체계 재정비
유라시아 협력 전담조직 신설

각종 협력기구 재정비

한·EAEU 경제협력 기반 구축
한·EAEU FTA 체결

한·EAEU
투·융자 플랫폼 확대

중소기업 투자진출
패키지 마련

유라시아 정책대학원
설립

한·EAEU FTA 협상의 조속한 개시
- 한·EAEU 투자촉진위원회 구성
- ‘북방협력기금’ 조성 → 중소기업 진출 지원
- EAEU 투자설명회 다수 개최, 정례화
- EAEU 유망산업단지 조성, 진출유망산업 발굴
- 투자관련 협정 체결 및 재검토

자료: 저자 작성.

113) 자세한 내용은 전술한 4장 1절 나. 주요 투자유치 프로그램 2) 투자펀드 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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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EAEU 각국별 유망 산업단지 조성과 진출 유망산업 발굴이 요구된
다. 한국기업이 EAEU 구성국에 보다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한·EAEU 유망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114) 즉 국별 산
업단지 설치 유망지역의 입지여건을 조사하고, 특화산업을 발굴, 제시하는 것
이다. 이와 함께 각국의 산업 경쟁력, 정책, 투자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
기업이 진출할 만한 유망산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정된 산업과 관
련하여 기술이전을 포함한 다각적인 산업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AEU 회원국 가운데 아직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아르메니
아와의 투자협정(BIT) 체결이 시급하다. 또한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
타 EAEU 회원국과의 투자협정 체결 시기도 키르기즈공화국을 제외하고는 모
두 1990년대인바,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아직까지 부재한 아르메니아와의 이중과세방지 협약 체결을 추진해야 할 것
이다.

114) 2016년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본 연구진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구미 한국산업단지
공단을 방문, EAEU 투자진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기업들은 공
통적으로 한국과 EAEU와 FTA를 체결하고, EAEU 내에 한국기업에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단지
가 조성되면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EAEU 내에 조성될
산업단지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경우, 정부 차원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현지 진
출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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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AEU 회원국의 양자 투자협정 목록
부록 표 1. 아르메니아 양자 투자협정 목록
번호

협정상대국

상태

서명날짜

발효날짜

1

아르헨티나(1993)

발효

16-04-1993

20-12-1994

2

오스트리아(2001)

발효

17-10-2001

01-02-2003

3

벨라루스(2001)

발효

26-05-2001

02-10-2002

4

벨기에-룩셈부르크경제연합(2001)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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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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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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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1999

7

중국(1992)

발효

04-07-1992

18-03-1995

8

키프로스(1995)

발효

18-01-1995

01-07-1996

9

이집트(1996)

발효

09-01-1996

01-03-2006

10

핀란드(2004)

발효

05-10-2004

20-03-2007

11

프랑스(1995)

발효

04-11-1995

21-06-1997

12

조지아(1996)

발효

04-06-1996

18-02-1997

13

독일(1995)

발효

21-12-1995

04-0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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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1993)

발효

25-05-1993

28-04-1995

15

인도(2003)

발효

23-05-2003

30-05-2006

16

이란(1995)

발효

06-05-1995

26-02-1997

17

이라크(2012)

서명

07-11-2012

18

이스라엘(2000)

발효

19-01-2000

25-06-2003

19

이탈리아(1998)

발효

23-07-1998

13-01-2003

20

요르단(2014)

서명

01-12-2014

21

카자흐스탄(2006)

서명

06-11-2006

22

쿠웨이트(2010)

발효

25-06-2010

04-09-2013

23

키르기즈공화국(1994)

발효

04-07-1994

27-10-1995

24

라트비아(2005)

발효

07-10-2005

21-04-2007

25

레바논(1995)

발효

01-05-1995

01-10-1998

26

리투아니아(2006)

발효

25-04-2006

16-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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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계속
번호

협정상대국

상태

서명날짜

발효날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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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10-06-2005

01-08-2006

28

카타르(2002)

서명

22-04-2002

29

루마니아(1994)

발효

20-09-1994

24-12-1995

30

러시아(2001)

발효

15-09-2001

08-02-2006

31

스페인(1990)

발효

26-10-1990

28-11-1991

32

스웨덴(2006)

발효

08-02-2006

01-05-2008

33

스위스(1998)

발효

19-11-1998

04-11-2002

34

시리아(2009)

발효

17-06-2009

04-01-2010

35

타지키스탄(2002)

서명

02-04-2002

36

투르크메니스탄(1996)

서명

19-03-1996

37

우크라이나(1994)

발효

07-10-1994

38

아랍에미리트(2002)

서명

02-04-2002

39

영국(1993)

발효

27-05-1993

11-07-1996

40

미국(1992)

발효

23-09-1992

29-03-1996

41

우루과이(2002)

발효

06-05-2002

15-12-2013

42

베트남(1993)

발효

01-02-1993

28-04-1993

합계

07-03-1996

총 42건 (발효: 35건, 서명: 7건)

자료: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검색일: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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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대국

상태

서명날짜

발효날짜

1

아르메니아(2001)

발효

26-05-2001

02-10-2002

2

오스트리아(2001)

발효

16-05-2001

01-06-2002

3

아제르바이잔(2010)

서명

03-06-2010

4

바레인(2002)

발효

26-10-2002

16-06-2008

5

벨기에-룩셈부르크 (1989)

발효

09-02-1989

02-08-1991

6

보즈니아 헤르체고비나 (2004)

발효

29-11-2004

22-01-2006

7

불가리아(1996)

발효

21-02-1996

11-11-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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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협정상대국

상태

서명날짜

8

캄보디아(2014)

서명

23-04-2014

9

중국(1993)

발효

11-01-1993

14-01-1995

10

크로아티아(2001)

발효

26-06-2001

14-07-2005

11

쿠바(2000)

발효

08-06-2000

16-08-2001

12

키프로스(1998)

발효

29-05-1998

03-09-1998

13

체코(1996)

발효

14-10-1996

09-04-1998

14

덴마크(2004)

발효

31-03-2004

20-07-2005

15

이집트(1997)

발효

20-03-1997

18-01-1999

16

에스토니아(2009)

서명

21-10-2009

17

핀란드(2006)

발효

08-06-2006

18

프랑스(1993)

서명

28-10-1993

19

독일(1993)

발효

02-04-1993

23-09-1996

20

인도(2002)

발효

27-11-2002

23-11-2003

21

이란(1995)

발효

14-07-1995

23-06-2000

22

이스라엘(2000)

발효

11-04-2000

14-08-2003

23

이탈리아(1995)

발효

25-07-1995

12-08-1997

24

요르단(2002)

발효

20-12-2002

22-12-2005

25

북한(2006)

서명

24-08-2006

26

한국 (1997)

발효

22-04-1997

09-08-1997

27

쿠웨이트(2001)

발효

10-07-2001

14-06-2003

28

키르기즈공화국(1999)

발효

30-03-1999

11-11-2001

29

라오스(2013)

서명

01-07-2013

30

라트비아(1998)

발효

03-03-1998

21-12-1998

31

레바논(2001)

발효

19-06-2001

29-12-2002

32

리비아(2000)

발효

01-11-2000

23-02-2002

33

리투아니아(1999)

발효

05-03-1999

16-05-2002

34

마케도니아(2001)

서명

20-06-2001

35

멕시코(2008)

발효

04-09-2008

27-08-2009

36

몰도바(1999)

발효

28-05-1999

19-11-1999

37

몽골(2001)

발효

28-05-2001

01-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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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날짜

10-04-2008

부록 표 2. 계속
번호

협정상대국

상태

서명날짜

발효날짜

38

네덜란드(1995)

발효

11-04-1995

01-08-1996

39

오만(2004)

발효

10-05-2004

18-01-2005

40

파키스탄(1997)

서명

22-01-1997

41

폴란드(1992)

발효

24-04-1992

18-01-1993

42

카타르(2001)

발효

17-02-2001

06-08-2004

43

루마니아(1995)

발효

31-05-1995

08-01-1997

44

사우디아라비아(2009)

발효

20-07-2009

07-08-2010

45

세르비아(1996)

발효

06-03-1996

25-01-1997

46

싱가포르(2000)

발효

15-05-2000

13-01-2001

47

슬로바키아(2005)

발효

26-08-2005

01-09-2006

48

슬로베니아(2006)

서명

18-10-2006

49

스페인(1990)

발효

26-10-1990

28-11-1991

50

스웨덴(1994)

발효

20-12-1994

01-11-1996

51

스위스(1993)

발효

28-05-1993

13-07-1994

52

시리아(1998)

발효

11-03-1998

01-10-1998

53

타지키스탄(1998)

발효

03-09-1998

25-08-1999

54

터키(1995)

발효

08-08-1995

20-02-1997

55

우크라이나(1995)

발효

14-12-1995

11-06-1997

56

아랍에미리트(2000)

발효

27-03-2000

16-02-2001

57

영국(1994)

발효

01-03-1994

28-12-1994

58

미국(1994)

서명

15-01-1994

59

베네수엘라(2007)

발효

06-12-2007

13-08-2008

60

베트남(1992)

발효

08-07-1992

24-11-1994

61

예멘(2003)

서명

18-07-2003

합계

총 61건 (발효: 50건, 서명: 11건)

자료: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검색일: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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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카자흐스탄 양자 투자협정 목록
번호

협정상대국

상태

서명날짜

1

아르메니아(2006)

서명

06-11-2006

2

오스트리아(2010)

발효

12-01-2010

21-12-2012

3

아제르바이잔(1996)

발효

16-09-1996

30-04-1998

4

벨기에-룩셈부르크경제연합(1998)

발효

16-04-1998

06-02-2001

5

불가리아(1999)

발효

15-09-1999

20-08-2001

6

중국(1992)

발효

10-08-1992

13-08-1994

7

체코(1996)

발효

08-10-1996

02-04-1998

8

이집트(1993)

발효

14-02-1993

08-08-1996

9

에스토니아(2011)

발효

20-04-2011

26-08-2014

10

핀란드(1992)

발효

29-09-1992

14-02-1998

핀란드(2007, 위의 문서 대체)

서명

09-01-2007

11

프랑스(1998)

발효

03-02-1998

21-08-2000

12

조지아(1996)

발효

17-09-1996

24-04-1998

13

독일(1992)

발효

22-09-1992

10-05-1995

14

그리스(2002)

서명

26-06-2002

15

헝가리(1994)

발효

07-12-1994

03-03-1996

16

인도(1996)

발효

09-12-1996

26-07-2001

17

이란(1996)

발효

16-01-1996

03-04-1999

18

이스라엘(1995)

발효

27-12-1995

19-02-1997

19

이탈리아(1994)

발효

22-09-1994

12-07-1996

20

일본(2014)

발효

23-10-2014

25-10-2015

21

요르단(2006)

발효

29-11-2006

01-07-2008

22

한국(1996)

발효

20-03-1996

26-12-1996

23

쿠웨이트(1997)

발효

31-08-1997

01-05-2000

24

키르기즈공화국(1999)

발효

08-04-1997

01-05-2005

25

라트비아(2004)

발효

08-10-2004

21-04-2006

26

리투아니아(1994)

발효

15-09-1994

25-05-1995

27

마케도니아(2012)

서명

02-07-2012

28

말레이시아(1996)

서명

27-05-1996

29

몽골(1994)

발효

02-12-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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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날짜

03-03-1995

부록 표 3. 계속
번호

협정상대국

상태

서명날짜

발효날짜

30

네덜란드(2002)

발효

27-11-2002

01-08-2007

31

파키스탄(2003)

발효

08-12-2003

07-12-2009

32

폴란드(1994)

발효

21-09-1994

25-05-1995

33

카타르(2008)

서명

04-03-2008

34

루마니아(2010)

발효

02-03-2010

17-07-2013

35

러시아(1998)

발효

06-07-1998

11-02-2000

36

세르비아(2010)

발효

07-10-2010

07-12-2015

37

슬로바키아(2007)

발효

21-11-2007

29-06-2016

38

스페인(1994)

발효

23-03-1994

22-06-1995

39

스웨덴(2004)

발효

25-10-2004

01-08-2006

40

스위스(1994)

발효

12-05-1994

13-05-1998

41

타지키스탄(1999)

발효

16-12-1999

20-11-2001

42

터키(1992)

발효

01-05-1992

10-08-1995

43

우크라이나(1994)

발효

17-09-1994

09-01-1997

44

영국(1995)

발효

23-11-1995

23-11-1995

45

미국(1992)

발효

19-05-1992

12-01-1994

46

우즈베키스탄(1997)

발효

02-06-1997

08-09-1997

47

베트남(2009)

발효

15-09-2009

07-04-2014

합계

총 47건 (발효: 41건, 서명: 6건)

자료: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검색일: 2017. 6. 20).

부록 표 4. 키르기즈공화국 양자 투자협정 목록
번호

협정상대국

상태

서명날짜

발효날짜

1

아르메니아(1994)

발효

04-07-1994

27-10-1995

2

오스트리아(2016)

서명

22-04-2016

3

아제르바이잔(1997)

발효

28-08-1997

28-08-1997

4

벨라루스(1999)

발효

30-03-1999

11-11-2001

5

벨기에-룩셈부르크(1989)

발효

09-02-1989

18-08-1991

6

중국(1992)

발효

14-05-1992

08-09-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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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계속
번호

협정상대국

상태

서명날짜

발효날짜

7

덴마크(2001)

서명

01-01-2001

8

핀란드(2003)

발효

03-04-2003

08-12-2004

9

프랑스(1994)

발효

02-06-1994

10-08-1997

10

조지아(1997)

발효

22-04-1997

28-10-1997

11

독일(1997)

발효

28-08-1997

16-04-2006

12

인도(1997)

발효

16-05-1997

12-05-2000

13

인도네시아(1995)

발효

19-07-1995

23-04-1997

14

이란(1996)

발효

31-07-1996

27-06-2005

15

카자흐스탄(1999)

발효

08-04-1997

01-05-2005

16

한국(2007)

발효

19-11-2007

08-07-2008

17

쿠웨이트(2015)

서명

13-12-2015

18

라트비아(2008)

발효

22-05-2008

11-02-2009

19

리투아니아(2008)

발효

15-05-2008

20-02-2009

20

말레이시아(1995)

서명

20-07-1995

21

몰도바(2002)

발효

07-11-2002

22

몽골(1999)

서명

05-12-1999

16-01-2004

23

파키스탄(1995)

서명

26-08-1995

24

카타르(2014)

서명

08-12-2014

25

스페인(1990)

발효

26-10-1990

28-11-1991

26

스웨덴(2002)

발효

08-03-2002

01-04-2003

27

스위스(1999)

발효

29-01-1999

17-04-2003

28

타지키스탄(2000)

서명

19-01-2000

29

터키(1992)

발효

28-04-1992

30

우크라이나(1993)

서명

23-02-1993

31

아랍에미리트(2014)

서명

07-12-2014

32

영국(1994)

발효

08-12-1994

18-06-1998

33

미국(1993)

발효

19-01-1993

12-01-1994

34

우즈베키스탄(1996)

발효

24-12-1996

06-02-1997

합계

31-10-1996

총 34건 (발효: 24건, 서명: 10건)

자료: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검색일: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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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 러시아 양자 투자협정 목록
번호

협정상대국

상태

서명날짜

발효날짜

1

알바니아(1995)

발효

11-04-1995

29-05-1996

2

알제리(2006)

서명

10-03-2006

3

앙골라(2009)

발효

26-06-2009

12-01-2011

4

아르헨티나(1998)

발효

25-06-1998

20-11-2000

5

아르메니아(2001)

발효

15-09-2001

08-02-2006

6

오스트리아(1990)

발효

08-02-1990

01-09-1991

7

아제르바이잔(2014)

발효

29-09-2014

16-11-2015

8

바레인(2014)

발효

29-04-2014

25-12-2015

9

벨기에-룩셈부르크(1989)

발효

09-02-1989

18-08-1991

10

불가리아(1993)

발효

08-06-1993

18-12-2005

11

캄보디아(2015)

발효

03-03-2015

07-03-2016

12

캐나다(1989)

발효

20-11-1989

27-06-1991
01-05-2009

13

중국(2006)

발효

09-11-2006

14

크로아티아(1996)

서명

20-05-1996

15

쿠바(1993)

발효

07-07-1993

16

키프로스(1997)

서명

11-04-2007

08-07-1996

17

체코(1994)

발효

05-04-1994

06-06-1996
26-08-1996

18

덴마크(1993)

발효

04-11-1993

19

에콰도르(1996)

서명

25-04-1996

20

이집트(1997)

발효

23-09-1997

12-06-2000

21

적도 기니(2011)

발효

06-06-2011

03-03-2016

22

에티오피아(2000)

서명

10-02-2000

23

핀란드(1989)

발효

08-02-1989

15-08-1991

24

프랑스(1989)

발효

04-07-1989

18-07-1991

25

독일(1989)

발효

13-06-1989

05-08-1991

26

그리스(1993)

발효

30-06-1993

23-02-1997

27

과테말라(2013)

서명

27-11-2013

28

헝가리(1995)

발효

06-03-1995

29-05-1996

29

인도(1994)

발효

23-12-1994

05-08-1996

30

인도네시아(2007)

발효

06-09-2007

15-10-2009

31

이란(2015)

서명

23-12-2015

32

이탈리아(2002)

발효

09-04-1996

07-07-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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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 계속
부

번호

협정상대국

상태

서명날짜

발효날짜

33

일본(1998)

발효

13-11-1998

27-05-2000

34

요르단(2007)

발효

13-02-2007

17-06-2009

35

카자흐스탄(1998)

발효

06-07-1998

11-02-2000

36

북한(1996)

발효

28-11-1996

09-01-2006

37

한국(1990)

발효

14-12-1990

10-07-1991

38

쿠웨이트(1994)

발효

21-11-1994

30-05-1996

39

라오스(1996)

발효

06-12-1996

09-02-2006

40

레바논(1997)

발효

07-04-1997

11-03-2003

41

리비아(2008)

발효

17-04-2008

15-10-2010

42

리투아니아(1999)

발효

29-06-1999

24-05-2004

43

마케도니아(1997)

발효

21-10-1997

09-07-1998

44

몰도바(1998)

발효

17-03-1998

18-07-2001

45

몽골(1995)

발효

29-11-1995

26-02-2006

46

몬테네그로(1995)

발효

11-10-1995

19-07-1996

47

모로코(2016)

서명

15-03-2016

48

나미비아(2009)

서명

25-06-2009

49

네덜란드(1989)

발효

05-10-1989

20-07-1991
28-08-2013

50

니카라과(2012)

발효

26-01-2012

51

나이제리아(2009)

서명

24-06-2009

52

노르웨이(1995)

발효

04-10-1995

21-05-1998

53

필리핀(1997)

발효

12-09-1997

29-10-1998

54

폴란드(1992)

서명

02-10-1992

55

포르투갈(1994)

서명

21-07-1994

56

카타르(2007)

발효

12-02-2007

04-06-2009

57

루마니아(1993)

발효

29-09-1993

20-07-1996

58

세르비아(1995)

발효

11-10-1995

19-07-1996

59

싱가포르(2010)

발효

21-09-2010

16-06-2012

60

슬로바키아(1993)

발효

30-11-1993

02-08-1996

61

슬로베니아(2000)

서명

08-04-2000

62

남아프리카(1998)

발효

23-11-1998

12-04-2000

63

스페인(1990)

발효

26-10-1990

28-11-1991

64

스웨덴(1995)

발효

19-04-1995

07-07-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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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 계속
번호

협정상대국

상태

서명날짜

발효날짜

65

스위스(1990)

발효

01-12-1990

26-08-1991
13-07-2007

66

시리아(2005)

발효

27-01-2005

67

타지키스탄(1999)

서명

16-04-1999

68

태국(2002)

서명

17-10-2002

69

터키(1997)

발효

15-12-1997

17-05-2000

70

투르크메니스탄(2009)

발효

25-03-2009

23-08-2010

71

우크라이나(1998)

발효

27-11-1998

27-01-2000

72

아랍에미리트(2010)

발효

28-06-2010

19-08-2013

73

영국(1989)

발효

06-04-1989

03-07-1991

74

미국(1992)

서명

17-06-1992

75

우즈베키스탄(2013)

발효

15-04-2013

14-01-2014

76

베네수엘라(2008)

발효

07-11-2008

26-11-2009

77

베트남(1994)

발효

16-06-1994

03-07-1996

78

예멘(2002)

발효

01-12-2002

17-06-2005

79

짐바브웨(2012)

발효

07-10-2012

10-09-2014

합계

총 79건(발효: 63건, 서명: 16건)

자료: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검색일: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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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EU 시장진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시장의 진출환경평가와 진출시 우려
사항에 대해 조사·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
업(지사/대표사무소, 현지법인 포함)의 책임자(진출 검토 담당자)께서 직접 응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완전히 익명으로 일괄 통계 처리되고, 그 결
과는 연구·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각 기업별 자료는 전적으
로 대외비로 취급, 귀사에 조금도 누가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여 주신 본 설문지는 한국과 EAEU의 산업 및 기술협력 방
향 설정, 현지 진출업체에 대한 지원정책 입안뿐만 아니라 향후 한-EAEU 투자
협력 증진방안 모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성의껏 답하여 주시기를 간곡
히 부탁드립니다.

조사자 대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장 이재영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當 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 민지영 전문연구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TEL : 82-44-414-1095, FAX : 82-44-414-1044, 전자메일: jymin@kiep.go.kr)

<기업명/소속>

<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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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이란?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은 구소련지역에서 형성
된 단일시장으로서 2015년 1월 1일 출범하였으며,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
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 간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거시 및 통화
경제정책도 단일화될 전망이다.

I. 기업분류
1. 종사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농목축산업 ② 제조업 ③ 서비스(건설, 의료, 컨설팅 등)
④ 기타 __________

2. EAEU 진출 여부 및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현지법인 설립 ② 대표사무소 진출 ③ 무역 업무 ④ 기술이전분야
⑤ 미진출(전혀 해당시장과 교류가 없는 경우) ⑥ 기타 __________

3. EAEU 진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과거 5년 이상 ② 과거 5년 이전 ③ 향후 1년 이내 ④ 향후 3년 이내
⑤ 향후 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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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장진출환경 평가
1. 귀사에서 EAEU 시장(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벨라루스, 아르
메니아 등 5개국)을 진출하는 데 있어 핵심 외부요인(기회요인 혹은 위험요
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3~5개 선택)

기회요인

위험요인

(1) 에너지, 광물, 수산, 삼림 등 막대한 자원개발 잠재력

(

)

(2) 현지국 정부의 경제개발, 산업육성, 투자유치 정책

(

)

(3) EAEU 시장의 풍부한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

(

)

(4) 시장의 접근성
(예. 극동지역의 근접성,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친밀성 등)

(

)

(5) 인프라 개발 수요(에너지 수송, 관광자원 개발 등)

(

)

(6) 제도, 시스템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추세

(

)

(7) 인근 CIS 시장 진출 거점

(

)

(8) 기타 기회요인:

(

)

(9) 부패 및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행정장벽

(

)

(10) 복잡하고 높은 세율 등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제도

(

)

(11) 생산비용 상승 속도, 높은 물가수준과 임금

(

)

(12) 산업 인프라(전력, 용수 사정, 교통, 운송 등)의 미비

(

)

(13)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

(

)

(14)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과 대서방 관계

(

)

(15) 저유가에 따른 EAEU 전반의 경기침체

(

)

(16) 기타 위험요인:

(

)

1-1. 선택한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비중(%)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한 항목의 총 비중의 합은 100이 되어야 함)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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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택한 항목에 대하여 EAEU 시장 진출주체(귀사 또는 정부 등)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사의 평가 점수를 부여해주세요.
(1에서 4까지 부여가능하며, 4는 매우 훌륭함, 3은 평균 이상, 2는 평균
정도, 1은 대응이 미흡한 경우)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2. EAEU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귀사에서 보유한 핵심 내부요인(강점 혹은
약점)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3~5개 선택)
(1) 주요 수출품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강점

약점

(

)

(2) IT 등 첨단기술·혁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

)

(3) 단기간 산업화 경험

(

)

(4)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및 조선 등의 비교우위

(

)

(5) 대규모 인프라 구축 경험(도로, 공항, 항만 등)

(

)

(6)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

)

(7)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

)

(8) 기타 강점:

(

)

(9) 경쟁 대상 다국적 기업 대비 자본력 부족

(

)

(10)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기술의 해외의존

(

)

(11) EAEU 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

)

(12) EAEU 회원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 부족

(

)

(13) EAEU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 부족

(

)

(14) EAEU 시장진출 중장기 비전 및 진출전략 부재

(

)

(15) 한국 기업문화와 EAEU 시장 기업문화의 불일치

(

)

(16) 기타 약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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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택한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비중(%)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
한 항목의 총 비중의 합은 100이 되어야 함)
(1)
(2)
(3)
(4)
(5)

2-2. 선택한 항목에 대하여 EAEU 시장 진출주체(귀사 또는 정부 등)의 진출
경쟁력에 대한 귀사의 평가 점수를 부여해주세요.(1에서 4까지 부여가능
하며, 4는 가장 경쟁력 있는 강점, 3은 평균 이상의 경쟁력, 2는 평균정도
의 경쟁력, 1은 가장 취약한 약점을 의미함.)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III. EAEU 시장 진출유망 분야
1. 귀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주요 산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

)

① 1차산업, ② 제조업, ③ 서비스업,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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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세부 산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 , )
(*1번 문항에서 선택한 분야에서만 선택 가능)
구 분
1차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내

용

A. 농업, B. 임업, C. 축산업, D. 수산업, E. 기타(

)

F. 자동차 부품, G. 전자기기, H. 식품가공, I. 미용제품, J. 소재 부품,
K. 기타(

)

L. 금융, M. 건설, N. 물류(유통), O. 의료, P. 기타(

)

기타

3. 귀사가 선호하는 진출 형태는 무엇입니까? (

)

① 제품수출 ② 기술수출 ③ 자원개발업 ④ 기타(________________)

4. 귀사가 선호하는 세부 진출 형태는 무엇입니까? ( , )
(*3번 문항에서 선택한 분야에서만 선택 가능)
구 분
제품수출

내

용

A. 1차산업, B. 제조업, C. 서비스업, D. 기타(

)

E. 원천기술, F. 상용화기술
기술수출

G. 농업기술, H. 제조기술, I. 컨텐츠(게임 등),
J.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K. 기타(

자원개발

)

L. 광산개발, M. 에너지(석유, 가스)개발, N. 에너지 수송,
O. 기타(

)

기타

5. 귀사에서 생각하시는 향후 EAEU 시장의 진출유망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
각하십니까?
① 단기: 1년 이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중기: 1~5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장기: 5년 이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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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사분야 외 향후 EAEU 시장의 구체적인 진출유망 업종은 어떤 업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1차산업 ② 제조업 ③ 서비스업 ④ 자원개발업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7. 귀사 분야 외 세부 진출 유망업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5번 문항에서 선택한 분야에서만 선택 가능)
구 분
1차산업

내

용

A. 농업, B. 임업, C. 축산업, D. 수산업, E. 기타(

)

F. 자동차 부품, G. 전자기기, H. 식품가공, I. 미용제품,

제조업

J. 소재 부품, K. 기타(

)

서비스업

L. 금융, M. 건설, N. 물류(유통), O. 의료, P. 기타(

자원개발

Q. 광산개발, R. 에너지(석유, 가스)개발, S. 에너지 수송, T. 기타(

)
)

기타

IV. EAEU 시장 비즈니스 환경 변화
1. 최근 5년간 EAEU 회원국의 정치 환경 및 변화가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작다 (2) 작다 (3) 보통 (4) 다소 크다 (5) 매우 크다

2. 향후 EAEU 회원국의 정치 환경이 미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영향은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작다 (2) 작다 (3) 보통 (4) 다소 크다 (5)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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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EAEU 시장 비즈니스 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까?
(1) 매우 작다 (2) 작다 (3) 보통 (4) 다소 크다 (5) 매우 크다

4. 최근 저유가 추세가 향후 EAEU 시장에서의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생각하십니까?
(1) 상당히 저해 (2) 약간 저해 (3) 변화없음 (4) 약간 확대 (5) 대폭 확대

5. EAEU 회원국 정부의 경제개발 및 산업발전 정책이 향후 EAEU 시장에서의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상당히 저해 (2) 약간 저해 (3) 변화없음 (4) 약간 확대 (5) 대폭 확대

6. EAEU 시장에 진출시 가장 유력한 진출 후보지는 어디입니까?
① 러시아 ② 카자흐스탄 ③ 벨라루스 ④ 키르기즈공화국 ⑤ 아르메니아

7. 위의 6번에 진출하고자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① 현지 내수시장 진출
② 비용절감 (값싼 인건비 + 노동력)
③ 제3국에 우회 수출
④ 원자재/부품 확보
⑤ 현지 기술 활용
⑥ 자원개발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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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사가 향후 EAEU 시장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3개 항목, 우선순위로 선택)
우선순위 표시
(1). 권력 및 행정기관의 부패

(

)

(2). 복잡하고 높은 세율

(

)

(3). 관료주의와 관청의 형식주의로 대변되는 행정장벽

(

)

(4). 마피아, 민족 및 종교 갈등 등으로 인한 치안문제

(

)

(5). 빠른 물가 및 임금 상승 속도

(

)

(6). 금융조달의 어려움

(

)

(7). 노동시장의 경직성(채용, 해고의 어려움)

(

)

(8). 산업 인프라의 미비

(

)

(9). 외국인투자자 보호의 미약

(

)

(10).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

)

V. 우리나라 및 EAEU 회원국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1. 기업의 현지 진출시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무엇을 지원해주면 EAEU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 네 개 항목까지 가능하므로 주요
항목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
(2) 금융 지원
(3) 물류부문 개선
(4) 해외투자 교육과정 운영
(5) 현지에 자국기업 전용공단 조성 등 입지지원
(6) 현지 투자지원센터 운영
(7) 현지 영사기능 강화
(8) 현지 거래선 본사방문 비자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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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지 지원기관 기능 강화
(10) 장기비자발행
(11) 주재원 복리향상
(12) 전문가 양성
(13) 대규모 기업 투자단에 의한 설명회
(14) EAEU 시장 전문 담당기구 신설
(15) 운항권 확대
(16) 중소기업 특별 지원
(17) 해외자산 은행 대출
(18) 동반진출 및 그룹진출 지원
(19) 무역장벽해소 (

)

(20) 기타 (

)

2. EAEU 회원국 정부가 무엇을 지원하면 현지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시겠습
니까? 네 개 항목까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
(2) 금융 지원
(3) 물류부문 개선
(4) 인프라 구축
(5) 현지에 전용공단 조성
(6) EAEU 회원국 투자청내 투자지원센터 운영
(7) 금융관세제도 개선
(8) 현지국 비자 편의 제공 및 장기비자 발행
(9) 효율적인 통관업무 추진
(10) 노조활동에 정부 적극 개입
(11) 관료주의 대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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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13) 투자기업 치안 배려
(14) 투자 인센티브 제공
(15) 운항권 확대
(16) 고급인력 양산
(17) 무역장벽해소(

)

(18) 기타: (

)

VI. 자유의견
-

귀하의 성실한 응답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6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Executive
Summary

The Investment Climate of the EAEU
and Korea’s Entry Strategy
LEE Jae-Young, LEE Cheolwon, and MIN Jiyoung

Established in January 2015,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set a grand vision to create a “Eurasian Union” resembling the
European Union by 2025 through a multi-stage integration plan.
The EAEU consists of five countries — Russia, Kazakhstan, Belarus,
Kyrgyz Republic and Armenia — with 180 million people and a
combined GDP of 1.48 trillion dollars. Currently, free movement of
goods, services, capital and labor is guaranteed within the region.
The members of the EAEU are planning to integrate the drugs and
medical market by 2017, the electric power market by 2019, and the
oil and gas market by 2025. EAEU membership is expected to
expand, namely with the accession of Tajikistan, and the scope of
partnership is also likely to extend out toward the APEC region.
In the meanwhile, Korea is facing a number of challenges under
escalating economic uncertainty around the world. Protectionism in
trade is spreading worldwide with the launch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China has engaged in economic reta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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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the deployment of a THAAD missile system in Korea. Also,
Korea has to escape from the geographical isolation imposed by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sponding to these developments,
Korea will need to diversify its partnerships with emerging
economies and reduce its economic dependence on the Chinese
market.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northern Eurasian
countries, and securing new economic growth engines to replace
old ones, will be a way for Korea to overcome the current challenges.
Indeed, the EAEU can be an attractive partner as a window of new
economic cooperation in developing future-oriente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northern Eurasian countries.
Korea has a high potential to develop sustainable an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 with northern Eurasian nations because both sides
share characteristics in economic cooperation that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Korea needs to construct a third route, a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route,” in addition to the maritime route
which connects Korea with the U.S. and Japan and the China route.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pioneer such a “northern economic growth
space” through strategically enhanc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EAEU member states. Recognizing these consideration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augurated in May 2017 has presented
a “Responsible 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Initiative” as one of
its major national policy agendas, where the new northern policy
stands as an important pillar. Accordingly,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EAEU has become an issue of great priority. It
is timely and desirable for us to study the investment climat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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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 and to devise feasible strategies to enter the EAEU and
expand into the northern Eurasian region.
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n the investment climate
in the EAEU and sophisticated entry strategies for Korea.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to establish an FTA between Korea and the
EAEU, the largest market Korea has yet to conclude an FTA with.
The EAEU’s growing presence within the world’s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s hints at the emergence of the EAEU as a significant
partner for Korea to diversify its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generate new growth engin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to prepare negotiations for a Korea-EAEU FTA and come up
with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s. We
carried out comprehensive analyses of the literature and pertinent
statistics, and conducted a survey of Korean businesses that have
entered or are planning to enter the EAEU market. To supplement
the results of this survey, in-depth interviews with Korean companies
were conducted as well.
There are five chapters in this study. Following the introduction, a
brief explanation of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EAEU and its
strategic value are presented in chapter two. In this chapter we also
analyze the major features of the economic conditions and markets
of EAEU member countries. In chapter three,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AEU is examined and evaluated,
after which we make forecasts for future relations. Chapter four
introduces the overall investment policies and major programs of
the EAEU, and analyzes the investment environment and respon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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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Korean businesses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Lastly, chapter five provides a SWOT table with
combined market entry strategies, and suggests various policies to
promote investment and penetrate into promising sectors within the
EAEU. The investment climate of the EAEU is evaluated across four
different categories: marketability, growth potential, stability and
other comprehensive indexes. First, Russia is the biggest market in
the region followed by Kazakhstan, Belarus, Kyrgyz Republic and
Armenia. Since Russia and Kazakhstan have low levels of trade
openness and they are actively implementing import substitution
policies, it will be more adequate for Korea to roll out investment
promotion measures rather than trade expansion policies to vitaliz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se countries. Second, Kazakhstan
has the highest growth potential, followed by Kyrgyz Republic,
Russia, Belarus and Armenia. Kazakhstan shows relatively high
population growth, quality human resources and favorable logistics
infrastructure. Third, Armenia is the most stable economy, followed
by Russia, Kyrgyz Republic, Kazakhstan, Belarus. According to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Russia is the most competitive, and
Kazakhstan, Armenia, Kyrgyz Republic follow, in that order.
Trade between Korea and the EAEU peaked in 2014, then
decreased until 2016. Korea’s annual investment in the EAEU
recorded 8,000~10,000 million USD up to 2010 but plunged to
2,000~3,000 million USD recently. In shor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AEU falls far behind the economic size and
potential of these two entities. Even that cooperation currentl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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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is concentrated in Russia and Kazakhstan. Korea’s
cooperation with Belarus, Kyrgyz Republic, Armenia remains weak.
The economic recovery of the EAEU and the growing share of APEC
countries in trade with the EAEU makes it likely for trade between
Korea and the EAEU to increase.
Regarding the investment climate of the EAEU, a survey on Korean
companies who have entered or are planning to enter the EAEU
market was conducted from the period of May to August of 2016. A
total of 56 Korean businesses participated in the survey. In order to
heighten objectivity and feasibility of the study, we held in-depth
interviews with Korean enterprises in Kazakhstan and Kyrgyz
Republic in May 2016. Companies situated within the Gumi and
Guro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were interviewed as well.
Among external factors, “Economic/industri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promotion policies of the EAEU” was the most important
opportunity factor in entering the market. On the other hand, the
factor of “Administrative barriers such as corruption, bureaucracy
and so forth” was the most risky among these factors.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 market as an opportunity rather than risk. The
companies showed an average level of Responsiveness. Among
internal factors, the biggest strength factor is “Competitiveness in
the innovation and high-end technologies, such as IT.” The most
critical weakness factor is “In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EAEU.”
When it comes to penetrating the EAEU market, the strengths of
Korean companies are slightly overshadowed by their weaknesses.
That is,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mselves as not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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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 enough to enter the EAEU market.
Based on these analyses of the external and internal investment
environments, combined strategies are presented in this study. The
government most likely needs to make efforts to specify and realize
the proposed strategies. Meanwhile, the study suggests to lay the
found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expand industrial
cooperation. The following four measures are the keys to create an
institutional base for economic cooperation.
First, it will be critical to conclude a Korea-EAEU FTA. Such an
FTA would provide a new concept for strategic cooperation in the
so-called “Eurasian value-chain system,” as well as in the new
Eurasian growth space. It will be a window of opportunity for the
Eurasian region to establish significant links with Korea, and to
bring the APEC region closer to Russia.
Second, utilizing the Korea-Russia investment platform when
entering the EAEU market is an important element. The Korea-Russia
investment platform created in 2013 has not been utilized at all up
to now. Through discussion with Russia, it will be necessary to
adjust the investment destinations, industries, methods, and scope
of cooperation to employ the platform. In this way, the platform can
be expanded and become more useful and effective.
Third, designing investment package support programs for SMEs
is another significant measure. Overseas investment by SMEs will be
important in building a foundation for cooperation with the EAEU
when considering the economic complementarity of the two sides.
Such collaboration is possible due to the EAEU’s deman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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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ization in its manufacturing sector. Job creation and
competitiveness improvement could be realized through the
sophistic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SMEs.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graduate school for
Eurasian policy.” When the agenda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Russia and the northern countries is incorporated into Korea’s
mid- and long-term international strategy, it will become an urgent
task to build a human resources nurturing system. Thus the founding
of such a graduate school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Given
Russia’s growing political and economic pres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train elite talent to deal with issues
regarding the EAEU.
In order to lay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a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is significant, perhaps by reorganizing or
newly launching channels under the governments. Also necessary
will be an organization that is mainly dedicated to Eurasian issues.
Most importantly, embarking on negotiations for a Korea-EAEU FTA
should come first to promote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the
EAEU. Members of the EAEU think that the Korea–EAEU FTA has to
extend beyond the scope of conventional FTAs. Bilateral industrial
cooperation stimulated by Korea’s investment must be included and
enhanced. To enable Korea-EAEU FTA negotiations to commence,
an “investment promotion committee” should be formed and the
needs of EAEU member states must be discussed. At the same time,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northern cooperation fund” which
supports SMEs to enter the EAEU market under the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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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and Finance. The positive effects that a Korea-EAEU FTA
would have on investment should be communicated through a
number of regular investment forums. Constructing industrial zones
and discovering the investment promising sectors in the EAEU will
have to take place as well. In particular, industrial complexes jointly
planned by the two sides will help Korean enterprises to enter the
EAEU market. For this, additional studies on the conditions of
possible industrial zones and specialized industries should be carried
out. Investment promising sectors have to be detected through
analysis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policies and investment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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