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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고에서는 IT 부문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전환
(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에
너지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자원 부문에 대한 과
도한 경제 의존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저하시킨다. 지식ㆍ기
술 집약적인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산업 구조전환이 지연될 경우 장기
성장에 필요한 질적 성장(quantitative growth)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이후 러시아 경제는 생산성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이 아닌 물적 자본과
노동 투입에 의해 성장이 견인되는 양적 성장의 양태가 고착화되고 있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러시아와 같은 자원의존형 중진국에서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가 지연되어 질적 성장이 요원해지는 현상
을 경제 구조전환의 관점에서 일종의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으로 파악
하였다. 즉 현재 러시아의 성장 문제를 생산함수의 비볼록성(non-convexity)
에서 비롯하는 조정 실패로 진단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실제로 나쁜 균형으로
수렴하는 발전 경로에 위치해 있다면 경제 구조전환의 성공적 이행 및 지속 성장
을 의미하는 이른바 ‘좋은 균형(good equilibrium)’으로 조정(coordination)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경제 구조전환이 지연되는 나쁜 균형이 안정적
(stable)일 경우 상술한 조정 메커니즘 없이는 좋은 균형에 수렴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본고의 주요 연구 기여는 IT 부문의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가 직면한 문제,
즉 자원의존형 중진국의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을 이론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이다. 이는 IT 기술 진보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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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수 있다는 직관에서 비롯한다. IT 산업 발전이
온라인 뱅킹, 온라인 쇼핑(e-commerce), 운송 서비스 등에 파급되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상승한다면 IT 산업 생산의 부가가치가 종전보다
높아지므로 IT 산업을 포함한 일반 제조업 부문으로 더 많은 경제적 자원(생산
요소)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IT 기술 혁신이 서비스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일반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빨라
진다면, 대체효과에 의해 IT 산업을 포함하는 일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더욱
증가한다. 이를 이른바 ‘빅 푸쉬(big push)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IT 기
술 혁신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진국의 산업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빅 푸쉬(big
push)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의 또 다른 연구 기여는 제2장의 이론적 결론을 토대로 정책적ㆍ기술적
측면에서 한ㆍ러 IT 기술협력 가능성을 분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제3
장에서는 러시아와 한국의 IT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터 분석 및 광범위한
문헌분석을 통해 양국의 IT 부문 육성전략과 기술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
였다. 정책적 관점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IT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이 일치한다. 특히 2017년 이후 디지털
부문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첨단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생
산성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정책적 관심과 재
원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도 성장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점
증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4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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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위원회’를 출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방향과 비전, 추진과제를 담
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등, IT 기술 진보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즉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과 러시아 정부의 정책 목표 및 방향이
조응하므로 기술협력에 대한 양국의 정책적 이해관계는 적어도 큰 틀에서는 상
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기술적 측면에서 양국의 IT 산업 경쟁력은 명확한 차이점이 발견
된다. 한국과 러시아 IT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한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의 IT 기술 우위가 적어도 큰 틀에서 분명하게 구별된다.
통상의 관례에 따라 IT 산업을 크게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나누
었을 때, 한국은 IT 하드웨어에 비교우위가 명확한 반면, 러시아는 비하드웨어
부문에 치우쳐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드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하
고 있는 한국의 IT 생산구조와 대별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한국과 러시아는 IT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
다는 점이다. 한국은 IT 인력의 약 절반이 하드웨어 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IT
하드웨어 제조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 부문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반면 러시아는 통신 서비스 및 IT 관련 서비스 종사자가 전체의 80%로 IT 서비
스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다. 한국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전
체 산업 평균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미래 신산업인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AR 등 부문의 산업기술인력이 전체 산업 평균 대
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과 러시아 간 IT 노동력의 비교우위는 앞으로 양
국의 IT 기술협력 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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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한국과 러시아의 IT 기술협력을 위한 경제적ㆍ정책적 그리고 기술
적 조건은 모두 완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경우 IT 기술 혁신이 산업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한국 역시 점차 하향하는 성장 추세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둘째, 정책적 관점에서 양
국 모두 IT 기술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IT 소프트웨어, 우리나라는 IT 하드웨어 부문으로
양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하게 나뉜다. 따라서 협력 환경이 조성될 경우 민간의
자발적 협력이 수월할 뿐 아니라 협력의 지속성도 보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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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의 첫째 목적은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
서 러시아 경제를 진단하고 IT 기술 혁신이 러시아 구조전환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식별하는 것이다. 러시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추세가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이다. 공급적 측면에서 석유ㆍ천연가
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광업 부문에 대한 높은 생산ㆍ수출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자원 수출이 전체 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하며,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얻는 정부 수입은 전체 수입의 5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반대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TFP)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ㆍ고부가가치 제
조업 발전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은 전체 GDP
의 약 3%에 불과하다. 중위소득국(이하 중진국) 평균인 10%에는 물론이고 소
득 수준이 훨씬 낮은 베트남(약 6%)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마찬가
지로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전체 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를
하회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만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러시아 정부는 2009년 이후 이른바 ‘경제 현대화’라는 정책
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해당 정책의 뼈대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산업 다
각화(diversification) 및 산업 고도화(advancement)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특정 산업(광업)에 지나치게 치우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을 육성(다각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를 재편(고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 목표 달성의 뚜렷한 신호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포함되는 ICT 산업(이하 IT,
ICT 산업으로 혼용)이 IT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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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 IT 산업은 부가가치(생산액) 기준으로 2011~19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했는데, 특히 IT서비스ㆍ소프트웨어 부문은 약
400%의 성장을 기록했다. 다른 제조업 부문과 비교했을 때 IT 산업으로의 고
급인력 진입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사실도 고무적이다. 이는 고급 인적자본에
대한 IT 산업의 임금 프리미엄이 다른 산업의 임금 프리미엄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인데, 고급 인력의 폭발적 유입은 IT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 정부는 2017년 국가프로그램인 ‘디지털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IT 발전에 기초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등, 러시아 IT 발
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존 경제 현대화 정책의 초점이 IT 산업
발전에 더욱 집중됨으로써 정책 목표가 더욱 명료해지고 정책 수단 발굴이 구
체화 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었을 때, 앞으로 러
시아 IT 부문은 기술적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IT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IT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IT
기술 혁신과 IT 산업의 빠른 발전으로 경제성장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등
의 표피적인 진단이 아닌 보다 심층적인 함의는 무엇인가? 본 보고서는 이에 대
한 답을 내리기 위해 경제 구조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러시아 IT 기술 진보의 경
제적 의미를 파악하기로 한다. 즉 러시아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구조적 문
제라고 할 수 있는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IT 기술 진보가 어
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는 전통적인 경제 구조전환 모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
렵다. 전통적인 구조전환 모형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전환이 종국에
는 완료되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가 직면한 산업 다각화/고도화 지연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역동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는 결론을 함축한
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특정 산업에 대한 러시아 경제의 과도한
의존도는 좀처럼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러시아와 같은 중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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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저소득국에서도 소위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현상이 매우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등, 최근 전통적인 구조전환 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제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전통적인 구조전환 모형의 이러한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새로운
구조전환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핵심은 ‘좋은 균형(good equilibrium)’과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른바 ‘복수균형(multiple
equilibria)’을 허용하는 구조전환 이론을 건설하는 것에 있다. 즉 성공적으로
구조전환을 완료한 고소득국이 이미 경험한 구조전환 패턴을 따르는 좋은 균형
과 그렇지 못한 나쁜 균형이 모두 가능한 모형을 통해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진단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중ㆍ고부가가치 제
조업을 포함하는 일반 제조업으로의 구조전환이 지연되는 ‘나쁜 균형’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의 결론은 희망적이다. IT 기술 혁신을 통해 러시아 경제가 ‘나
쁜 균형’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균형’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고려하는 새로운 구조전환 모형에 따르면, IT 기술 혁신이 서비스업 생산성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IT 부문을 포함하는 일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여기서 IT 기술 진보에 따라 서비
스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IT 기술 혁신이 서비스업에 존재하는 탐색
(searching) 및 매칭(matching) 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직관에 근거한다.
그 예로 IT 기술이 진보하면서 온라인 뱅킹, 온라인 쇼핑(e-commerce), 온라
인 운송(예: Uber, Yandex, 기타 물류 서비스) 등이 가능해져 해당 서비스 산
업의 노동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IT 기술
진보에 대한 시장의 보상이 늘어 수익이 개선되면서 IT 산업을 포함하는 일반
제조업 부문으로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이 재배분(reallocation) 된다. 즉 중ㆍ고
부가가치 제조업을 포함하는 일반 제조업(비자원의존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이
촉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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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매우 명약관화하다. 즉 전술한 이론적 발견이 사실이
라면 이는 한ㆍ러 IT 협력에 어떠한 함의가 있는가? 만약 한국과 러시아의 IT
협력이 양국의 IT 기술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러시아 경
제가 직면한 가장 중차대한 지속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다. 본고의 둘째 목적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는 데 있다. 즉 본고에서는 정
책적 관점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IT 육성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술적 관점
에서 우리나라와 러시아 IT 산업의 협력 가능성을 점검한다.
정책적 관점에서, 즉 한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IT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러시아 정부는 2009년
이후 상실한 성장동력을 복원하기 위해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로 경제 구조개혁
또는 경제 현대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본격화된 러시아의 경제 현
대화 정책은 첨단기술 또는 IT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동력을 재점화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소위 ‘신경제(New Economy)’라고 부른다. 특히 2017년 이후 디지털
부문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첨단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생
산성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정책적 관심과 재
원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에도 성장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
시키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방향과 비전, 추진과제를 담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등, IT 기술 진보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과
거 정보화(3차 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등 IT 경쟁력을 갖추게 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 혁신 역량 확충, 선제적인 네트워크 고도화, 핵심인재 양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을 IT 산업 기본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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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과 러시아 정부의 정책 목표 및 방향이 조응
하므로 기술협력에 대한 양국의 정책적 이해관계는 적어도 큰 틀에서는 상충하
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과 러시아 정부의 정책 목표 및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
은 데 반해 기술적 측면에서 양국의 IT 산업 경쟁력은 명확한 차이점이 발견된
다. 한국과 러시아 IT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한 본고의 분석에 따르
면, 한국과 러시아의 IT 기술 우위는 적어도 큰 틀에서 봤을 때 분명하게 구별된
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IT 산업을 크게 하드웨어와 비하드웨어로 구분해서
봤을 때 한국은 IT 하드웨어에 비교우위가 명확한 반면, 러시아는 비하드웨어
부문에 치우쳐 발전했다. 이는 하드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
의 ICT 생산구조와 대별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한국과 러시아의 IT 노동공급 측면 역시 각각 하드웨어
와 비하드웨어 부문에서 비교우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IT 인력의 약
절반이 하드웨어 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IT 제조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
부문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반면 러시아는 통신서비스 및 IT 관련 서비
스 종사자가 전체의 80%로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다.
한국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인력 부족
을 겪고 있으며, 미래 신산업인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AR 등 부문의 산업
기술인력이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종합하면 한국과 러시아의 IT 기술협력을 위한 경제적, 정책적 그리고 기술
적 환경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인 관점에서 전술한
내용과 같이 러시아의 경우 IT 기술 혁신이 이른바 나쁜 균형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산업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IT 기술 혁신
을 통해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 육성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역시
점차 하향하는 성장 추세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규 고부가
가치 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둘째, 정책적 관점에서 양국 모두 IT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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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
에서 러시아는 IT 소프트웨어, 우리나라는 IT 하드웨어 부문으로 양국의 비교
우위가 명확하게 나뉜다는 점은 협력 환경이 조성될 경우 민간의 자발적 협력
이 수월할 뿐 아니라 협력의 지속성도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 수행의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경제의 구
조적 문제를 경제 구조전환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둘째, 러시아 IT
부문이 매우 빠르게 성장했고 앞으로도 고성장이 예상되는바, IT 기술 혁신이 러
시아 경제에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그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구조전환 모형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러시아 IT 기술협력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양국 IT 기술의 상호보완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점검한다.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고의 연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기 성장의 관점
에서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산업 구조전환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진단한
다. 이를 위해 제2장 1절에서는 성장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산업구조 차원에서 식별한다. 문헌 분석 및 간단한 데이터를 통
해 2008년 이후 러시아 성장 추세가 현저하게 저하되었으며, 이는 자원 부문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다. 특히 총요소생산성(TFP)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qualitative)
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양적 성장(quantitative growth)의 양태가 고착화되는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소득 수준에 비해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 발전
이 매우 더딘 사실을 감안할 때, 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가 산업 구조전환 측면
에서 매우 시급한 문제임을 환기할 것이다.1)
1) 2000년 이후 러시아 성장 양태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이를 토대로 한 성장 과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
용은 정민현, 민지영(2019)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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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경제 구조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
특히 최근 저소득국 및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과거에 경험했던 전통적인 구조전
환 양태(pattern)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복수균형의
이론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경제를 자원 부문에 대한 과도
한 의존도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자원의존형 중진국’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
조전환 측면에서 나쁜 균형으로 정의한 후 이에 대한 원인을 자세하게 살펴본
다. 그 다음 IT 부문의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가 직면한 자원의존형 중진국의
구조전환 지연 문제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제2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러한 직관을 본격적인 이론모형의 건설과 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즉 전통적인 구조전환 모형을 복수균형이 존재하는 이론모형으
로 확장하고, IT 기술 혁신이 존재할 때 자원의존 산업(광업)에서 비자원의존
산업(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을 포함하는 일반 제조업)으로 생산요소가 재배치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증할 것이다.
둘째, 연구 대상은 제 3장과 4장에서 다룬다. 여기에서는 러시아와 한국의
IT 산업 현황과 육성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술적 측면에서 협력 가능성을
점검할 것이다. 제2장에서 IT 기술 혁신이 구조전환 지연이라는 러시아 경제의
당면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한ㆍ러 디지털 협력
(IT 기술협력)은 이제 더 이상 피상적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산
업 구조전환의 측면에서 러시아에 긴요한 협력과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3장에서 양국의 IT 산업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협력 현황을 살
펴본 후, 제4장에서는 실천적 측면에서 한ㆍ러 디지털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의 상호보완성을 점검하는 것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 IT 부문 특허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광범위
한 문헌 분석을 통해 양국의 IT 기술에 있어 매우 뚜렷하게 구분되는 비교우위
가 존재함을 보일 것이다. 이와 동시에 양국의 IT 산업 육성 정책을 자세히 살
펴봄으로써 제5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미래 한ㆍ러 디지털 협력의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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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러시아의 경제 구조와
ICT 산업

1. 러시아의 산업 구조와 장기성장 과제
2. 구조전환과 경제성장
3. 모형의 소개
4. 모형 분석

1. 러시아의 산업 구조와 장기성장 과제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는 2000년대 들어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고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로 2009년 경제성장률이
–7.8%로 추락하는 등(그림 2-1 참고)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이는 부정
적인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 체질을 드러냄과 동시에 에너지 수출에 의존해 고
도성장을 구가하던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러
시아 경제가 대외충격에 취약하며, 그 원인이 주로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에 있음을 반영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에너지는 러시
아의 전체 상품 수출에서 50% 내외, 재정수입에서 약 40%, 그리고 GDP에서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2, 표 2-1, 표 2-2 참고).
2010년 국제유가가 반등하여 러시아 경제가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2011년
유로존 위기 발발로 인해 다시 경기가 둔화되었다. 급기야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2015~16년 또 한 차례 경기침체
를 경험하였다. 이후 러시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8년 금융
그림 2-1. 국제유가와 러시아 경제성장률(2000~19년)
(단위: % 전년대비, 배럴/달러)

자료: IMF, WEO; CEIC, OPEC spot crude oil price urals(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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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전의 성장 추세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으며,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
으로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러시아 수출 중 에너지 부문의 비중
(단위: %)

자료: Банка России, https://www.cbr.ru/(검색일: 2020. 10. 5).

표 2-1. 러시아 재정수입 중 에너지의 비중
(단위: %)

연도

에너지 비중(통합예산)

에너지 비중(연방예산)

2010

28.8

50.3

2011

29.8

50.4

2012

30.0

50.7

2013

26.1

48.3

2014

30.4

52.1

2015

33.4

61.3

2016

32.2

61.6

2017

35.7

68.5

2018

37.5

68.0

2019

37.8

69.4

주: 원 자료에서는 원자재로 기입되어 있으나, 대부분 에너지에 국한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에너지로
기입하도록 함.
자료: Федеральное казначейство, https://roskazna.gov.ru/(검색일: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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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러시아 산업구조(부가가치 기준)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CT

2.7

2.8

2.8

2.8

2.9

2.8

2.8

2.7

2.8

농림수산업

3.6

3.4

3.4

3.9

4.3

4.3

3.9

3.8

3.8

채굴업

9.5

9.4

9.3

9.1

9.8

9.6

10.9

13.2

12.6

제조업

12.8

12.7

12.1

12.4

13.1

12.4

13.0

14.0

14.1

서비스

71.4

71.7

72.4

71.8

70.0

70.9

69.3

66.4

66.8

주: 1) ICT 산업은 러시아 산업분류 기준으로 C26(하드웨어: 컴퓨터, 전자제품, 광학기기), J61(통신서비스), J62-63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포함) 데이터를 합계한 것임.
주: 2) 채굴업의 대부분은 석유, 가스 생산으로 이루어짐.
주: 3) 제조업에서 석유제품의 비중이 2.5~3% 차지함.
자료: Росстат, Национальные счета, https://rosstat.gov.ru/accounts(검색일: 2020. 9.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성장회계
(growth accounting)방법을 활용하면, 2000~03년 동안의 경제성장은 주로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
난다. 그러나 2004년부터의 성장 양태는 생산성보다 물적 생산요소, 특히 물
적 자본(physical capital) 투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2004년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물적자본 투자
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 자원 부문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2004년 이후 석유 및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화석연료의 생산 및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산업구조 다각화 및 고도화가 지
연되고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
음을 시사한다.2)

2) 정민현, 민지영(2019), pp. 18~22, pp. 43~4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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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는 TFP의 성장 추세가 현저하게 낮아졌을 뿐 아니라3) 물적 자
본 투자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그림 2-3 참고). 이는 러시아 정부가 투자
환경 개선과 투자 유치를 위해 극동지역에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등 다양한 제
도를 도입함으로써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였으나, 2014년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러시아의 노동생산
지수도 2007년 이후 하락세가 급격해졌다(그림 2-4 참고). 또한 러시아 총인
구는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정책으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
활동가능인구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러시아 통계청이 노동인력
의 범위를 만 15세에서 72세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인구에서 노동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표 2-3 참고).

그림 2-3. 러시아 고정자본투자
(단위: GDP 대비 %)

자료: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20. 10. 15).

3) 정민현, 민지영(2019), p. 20, [그림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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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러시아 노동생산지수

자료: Росстат, Индикаторы достойного труда, https://rosstat.gov.ru/labor_market_employment_salaries
(검색일: 2020. 10. 8).

표 2-3. 러시아 경제활동가능인구
(단위: 백만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인구

142.9

143.0

143.3

143.7

146.3

146.5

146.8

146.9

146.8

경제활동가능인구

75.8

75.7

75.5

75.4

76.6

76.6

76.1

76.0

75.2

경제활동가능인구 비중

53.0

52.9

52.7

52.5

52.3

52.3

51.8

51.7

51.2

주: 러시아는 경제활동가능인구(노동인구)의 범위를 만15세에서 72세로 보고 있음.
자료: Росстат, Индикаторы достойного труда, https://rosstat.gov.ru/labor_market_employment_salaries
(검색일: 2020. 10. 8).

따라서 2008년 이후 러시아의 저성장은 둔화하는 TFP 성장률, 물적자본 축
적, 노동력의 질적ㆍ양적 저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민현, 민지영
(2019)뿐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2008년 이후 장기 경제성장 추세가 현저하
게 하락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장기 경제성장률을 1.1%로 전망
하고 있다.4)
4) Oxford Economics(202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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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중위소득국(middle-income country)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러
시아의 소득 수준과 지연되고 있는 구조전환(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 저조한
TFP 성장률을 감안하였을 때, 러시아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TFP 성장
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질적 성장(qualitative growth)이 요구된다.

그림 2-5. 러시아 실제 경제성장과 장기 경제성장 추세
(단위: 십억 루블, 2016년 기준가)

자료: Oxford Economics(2020), p. 7.

2. 구조전환과 경제성장
본 절에서는 본 연구보고서에서 개발한 본격적인 구조전환 모형 설명에 앞
서, 선진국이 과거에 경험한 구조전환 양태와 이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구조전
환 이론을 살펴본다. 그 후 이러한 구조전환 양태가 저소득국과 중위소득국(이
하 중진국)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 후, 그 배경을 짚어본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배경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이론
적 관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는 이러한 이론적 관점과 그 배후에 존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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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직관이 다음 절에서 소개할 구조전환 모형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가. 전통적인 구조전환 양태와 이론 논의
산업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은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근대
적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경험한 가장 흥미로운 거시경제적 현상 중 하나이
다.5) 구조전환이란 경제성장과 함께 경제적 자원이 서로 다른 부문(sector)으
로 재분배(reallocation)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필수 생산
요소로서 노동과 자본이 농림수산업(1차 산업)에서 광ㆍ공업(2차 산업)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비스업(3차 산업)으로 재배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구조전환이라 함은 현재 고소득국가(high income country)
들이 산업혁명 이후 오랜 시간 경험한 부문간 자원 재배치의 일정한 양태를 특
별히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6]은 1800~2000년
동안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의 구조전환 양태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1인당 GDP(GDP per capita)로 평가한 고소득국의 경제발전은 각 부문의 고
용 비중(share of employment) 및 부가가치 비중(share of value added)
과 매우 체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1차 산업의 생산
및 고용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2차ㆍ3차 산업의 생산 비중이 늘어난다. 다만
2차 산업의 생산ㆍ고용 비중은 3차 산업과 달리 선형이 아닌 언덕 모양
(hump-shaped)의 비선형적 특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2차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한 발전 단계를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는 국면에 접어드

5) Kuznets(1973)는 구조전환 현상이 근대적 경제 발전의 6가지 주요 특징 중 하나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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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에 반해 3차 산업의 생산ㆍ고용 비중은 소득 증가와 함께 계속해
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가가치 측면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
장 높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구조전환을 배태하는 주요 동학(dynamic mechanism)은 무엇인
가? 지금까지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있었으나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설명
은 다음의 두 이론이다. 첫째, Kongsamut, Rebelo, and Xie(2001) 등이 주
장한 이른바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통한 설명이다. 즉 소비함수가 소득
에 대해 비동조적(nonhomothetic)일 때, 각 부문 생산품에 대한 소비 증가는
소득 증가에 대해 비대칭성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Kongsamut, Rebelo,
and Xie(2001)에서와 같이 소비의 소득 탄력성이 서비스 부문, 제조업 부문
(2차 산업), 농업 부문(1차 산업) 순으로 높다고 가정해보자.6) 이렇게 되면 균
형성장경로(balanced growth path, 이하 BGP)7)에서 각 부문 상품의 상대가
격(relative price)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농산
품 소비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서비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진다. 이는 농업 부문의 초과 공급, 서비스 부문의
초과 수요를 의미하므로 농업 부문에 배분된 생산요소가 서비스 부문으로 재배
치된다. BGP에서 농업 부문 고용ㆍ생산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서비스 부문의
고용ㆍ생산 비중은 점점 늘어난다는 점에서 구조전환의 패턴을 어느 정도 설명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8)
6) 각 부문 상품의 소비탄력성이 차등적인 것은 소비자 선호(preference)에 있어 다음과 같은 ‘StoneGeary’ 형태의 효용함수를 가정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여기서  ,  그리고  는 1차, 2차 그리고 3차 산업 생산품을 의미하며 
와 
 는 모두 0보다 큰 상수
이다.
7) ‘일반화 균형성장경로(GBGP: generalized balanced growth path)’라고도 하며, 보통 ‘Kaldor
fact’를 따라 이자율이 시간에 대해 일정한 상태를 지칭한다(Herrendorf, Rogerson, and Valentynyi
2014). 관련하여 Kaldor fact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는 Herrendorf, Rogerson, Valentynyi(2019)
를 참고할 수 있다.
8) 다만 2차 산업의 고용 및 생산 비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현실의 구조전환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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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고소득국가의 구조전환 양태

자료: Herrendorf, Rogerson, and Valentynyi(2014), p. 861에서 발췌.

둘째 관점은 Ngai and Pissarides(2007) 등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각 부문
상품의 상대가격 변화를 구조전환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이론이다. 소위 ‘상대
가격효과(relative price effect)’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이러한 부문간 상품
의 상대적 가격 격차는 각 부문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의 생산성 향상이 차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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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에서 비롯한다. 상대가격효과 모형은 상대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
비자의 대체효과를 구조전환의 동력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소득효과를 강조
하는 소득효과 모형과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상대가격효과 모형에서는 각 부문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다르다. 구체적으
로 생산성 성장률이 농업 부문, 제조업 부문, 서비스 부문 순으로 높다고 가정
하자. 이때 각 부문간 소비의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9) 생산성 향상 속도가
빠른 농업 부문의 총요소 투입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 부문의 총요소 투
입 비중은 증가하게 된다.10)
정리하면 이론적 관점에서 소득효과 모형과 상대가격효과 모형은 구조전환
의 동학을 어떤 것으로 보는가에 관해서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
으로 현실의 구조전환을 대체로 잘 설명하는 분석도구라고 말할 수 있다.

나. 최근 저소득국과 중진국의 구조전환 양태 및 이론적 배경
앞에서 보인 것과 같이, 고소득 국가가 경험한 구조전환 양태에는 공통의 규
칙성이 존재한다. 특히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성을 더욱 세부적으
로 나누어 주로 중진국이 직면한 문제인 산업 다각화(diversification) 또는
고도화(advancement) 역시 구조전환에 포함하기로 한다. 즉 본고에서는 경
제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농업 부문(1차 산업)에서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전환되고, 그 다음 기술집약적인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 마지막으
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구조전환의 공통된 패턴으로 인식할 것이다.

9)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소비자 효용함수를 가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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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는 각각 1차, 2차, 3차 산업 생산품의 소비를 의미하며,    은 소비자의 대체탄
력성을 나타낸다.
10) 소득효과 모형의 결론과는 달리 상대가격효과 모형에서는 BGP에서의 2차 산업 고용 및 생산 비중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다. 즉 각 부문의 생산성 향상 속도 차이에 따라 현실의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2차 산업의 고용ㆍ생산 비중은 언덕 모양(hump-shaped)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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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Gollin(2018) 등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러한 산업 구조전환의 양태
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동반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것이 암묵적 합의였
다. 문제는 실증적(positive)인 측면에서 현재의 저소득국 또는 중진국이 고소
득국이 과거에 경험한 구조전환 경로를 응당 따를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는 점에 있다. 실제로 최근의 실증 연구는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
에서 이른바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현상이 고소득국이 과거에 경
험했던 경제발전 단계보다 더 이른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Rodrik 2016).
탈산업화란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ㆍ생산 비중이 점차 감소하
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고소득국의 구조전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조
업의 고용ㆍ생산 비중이 소득 수준에 대해 언덕과 같은 모양을 가지는 것에서
비롯한다. 최근 제조업의 고용ㆍ생산 비중이 낮아지는 시점이 1인당 GDP를
기준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앞당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Gollin, Jedwab, and Vollrath(2016)는 많은 저소득국에서
제조업 발전 없이 1차 산업에서 교역 대상이 아닌 3차 산업으로의 구조전환 현
상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즉 지금의 저소득국과 중진국의 구조전
환 패턴이 고소득국의 과거 구조전환 패턴과 동일할 것이라고 더 이상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만약 현재의 저소득국 또는 중진국의 구조전환 양상이 과거의 구조전환과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다양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분명히 합의된 공통의 이론적 배경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필자는 이를 설명할 다양한 후보들 가운데 다음의 두 가지 현상을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기계(또는 더욱 포괄적으로 자본)에 의한 노동 대체(Zeira 1998)가
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풍부한 노동력이 경제발전 초기에 제조
업 부문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직관에 기인한다. 앞의 [그림 2-6]과 같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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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초기에는 노동력이 주로 농업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농업 부문의 노동력이 제조업 부문으로 재배치될 때 제조업 부문의 임금은
노동력이 풍부할수록 더 낮아질 것이다. 초기의 제조업 발전이 주로 저부가가
치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풍부한 노동력에
서 비롯되는 제조업 부문의 임금 하락을 통해 제조업 육성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즉 산업 구조전환의 관점에서 경제발전 초기 단계의 풍부한 노동력은
매우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최근 기계에 의한 노동대체가 가속화되면서
(Schlogl and Sumner 2018) 노동력과 구조전환의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면
전통적인 구조전환의 양태, 즉 농업 부문에서 제조업으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계에 의한 노동대체가 농업 부문에서 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 즉 저부가가
치 제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중ㆍ고부가가
치 산업 발전에 있어 인적자본, 기초과학 역량 등과 같은 지식자본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Hallward-Driemier and
Nayyar 2018). 만약 최첨단의 중ㆍ고부가가치 제조 기술을 따라잡는 데 있어
물적자본의 역할보다 지식자본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진다면 중ㆍ고부가가치 제
조업 육성이 과거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상은 양적 성장(quantitative growth)을 통해 이미 제조
업 기반을 마련한 상태에서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통해 질적 성장
(qualitative growth)의 토대를 마련11)해야 하는 중진국의 구조전환을 지연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기계에 의한 노동대체 현상이 주로 농
업 부문에서 기초 제조업 부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저소득국이 직면한 이른바
‘도약(take-off)’의 문제12)라면, 중ㆍ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있어 지식자본의
11) 정민현, 민지영(2019)에서는 총요소생산성(TFP)과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양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12)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국의 경제 도약 후 빈곤 탈출은 Aizenman and Spiegel(2010); Jones and
Romer(2010)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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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증대되는 현상은 주로 중진국이 직면한 ‘장기성장(혹은 지속성장, 안정
적 성장)’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무역을 통한 국제분업 확대가 저소득국 혹은 중진국의 구조전환을 더
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Matsuyama(1992)는 폐쇄경제(closed
economy)와 달리 개방경제에서는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제조업 부
문으로의 구조전환이 더욱 지연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이는 개방경
제에서 무역을 통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하기 때문이다. 즉 토지 생산
성이 높아 농업 부문에 경쟁력이 있는 저소득국은 세계화에 따라 국제무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제조업 부문으로의 구조전환이 지연되는 대신 교역 대상이 아
닌 서비스 부문으로의 구조전환이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 기술 중심의 중ㆍ고
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구조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진국에게도 적용된다.
Matsuyama(2009)가 보인 것과 같이 무역을 통한 국제분업이 활성화되면서
부문간 무역뿐 아니라 산업간 무역도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제조업 부
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은 반도체, 전기, 자동차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특화한 반면, 베트남 등 노동 부존이 상대적으로 더욱 풍부한 신남방 지역 국가
들은 의류 등의 저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에 특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국제무역 활성화로 국가간 비교우위가 이렇게 부문 내의 산업 수준까지
세밀화, 정교화 된다면 비교우위 체계가 고착화, 영속화할 경우 구조전환이 매
우 어려워질 수 있다.

다. 구조전환 지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 복수균형
앞에서 보인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국가가 현재의 고소득국이 과거
에 경험했던 바람직한 구조전환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는 더 이상 단언할 수
없다. 즉 특정 저소득국 혹은 중진국의 경우 구조전환에 실패하여 농업 부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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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문 또는 저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생산 비중이 좀처럼 낮
아지지 않는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매우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이론은
무엇인가? 가장 유력한 후보는 복수균형(multiple equilibria)의 관점일 것이
다. 즉 규범적인(normative) 측면에서 현재 고소득국이 과거에 경험한 구조전
환 패턴인 농업 부문에서 노동집약 제조업, 그 다음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 그
리고 최종적으로 서비스업으로의 자원 재배분을 바람직한 구조전환이라고 받
아들인다면, 이러한 발전 경로를 이른바 ‘좋은 균형(good equilibrium)’이라
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13) 반대로 저소득국이 농업 부문에서 제조업 부문
으로의 구조전환에 실패하거나, 중진국이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실패
하는 경우를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
로 전자를 ‘빈곤의 덫(poverty trap)’, 후자를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14)
그렇다면 문제는 복수균형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일반
적인 이론 분석틀로 복수균형의 존재 이유를 식별한 후, 이를 토대로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경제를 나쁜 균형에서 좋은 균형으로 이끌 수 있
는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균형을 다루는 거시이론에 따르면 복수
균형의 원천은 생산함수(생산기술)의 비볼록성(non-convexity)이라고 할 수

13) 물론 이러한 구조전환 패턴이 현재의 고소득국이 경험한 발전 경로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단
언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필자가 아는 한 ‘최적 구조전환(optimal structural transformation)’에 대
한 이론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Gollin(2018) 등과 같이 최근 제조업 부문 육성 없이 서비
스업 발전만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기도 한다. 다만 적어도 경제성장론에서
는 Matsuyama(1992) 이후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내생적 경제발전의 열쇠라는 일반적 합의
가 존재한다(Gollin 2018). 또한 Rodrik(2013)이 보인 것처럼 농업과 서비스 부문과는 달리 유독 제
조업 부문만큼은 국가간 노동생산성이 무조건 수렴(unconditional convergence)하는 현상이 발견
된다. 이는 적어도 제조업 부문에서만은 시간이 지나면 저소득국 혹은 중진국의 노동생산성이 고소득
국의 노동생산성을 결국은 따라잡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14) 빈곤의 덫을 복수균형을 통해 설명하는 공식적 이론 모형은 Azariadis and Drazen(1990)을 참고할
수 있다. 단 해당 논문에서 빈곤의 덫은 구조전환 실패라기보다는 더욱 일반적인 관점에서 후술할 조
정 실패(coordination failure)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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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서 비볼록성이란 한계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을 일
으키는 모든 종류의 생산적 특질을 지칭한다. 대표적으로는 생산에 있어 고정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량을 추가로 늘릴수록 한계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고정비용이 매우 큰 경우 생산량이 아주 적은 상태에서
생산량을 늘릴 때 한계비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다시 말해 어떤 상
품 생산의 고정비용이 매우 클 경우 이 상품의 생산이 시작되려면 초기의 한계
비용을 충분히 보상할 만한 수요가 있거나 한계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만한 요
인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임계점(threshold)이 존재하여, 시장 수요가
이 임계점보다 작을 경우 이 상품은 시장에서 아예 생산되지 않는다(나쁜 균
형). 반대로 시장 수요가 이 임계점을 넘어갈 경우 생산이 시작되고(좋은 균형),
생산량이 늘면 늘수록 한계비용이 낮아지므로 이때의 시장 공급량은 비볼록성
이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아진다.
중요한 것은 나쁜 균형과 좋은 균형 모두 경제주체의 최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시장에 맡겨 두었을 때 항상 좋은 균형이 나오리라고 단언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나쁜 균형에서 좋은 균형으로 유도하는 소위 ‘조정
(coordination)’작업이 필요하며 나쁜 균형으로 귀결할 때 이를 ‘조정 실패
(coordination failure)’라고 부른다.15)

라. 복수균형 이론을 러시아에 적용하기
종합하면 현재 고소득국이 과거에 경험한 구조전환 경로를 좋은 균형이라고
할 때, 농업 부문에서 제조업 부문으로의 구조전환이 지연되는 저소득국 또는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구조전환이 지연되는

15) 조정 실패의 다양한 예는 Azariadis and Drazen(1990), Redding(1996), Zeira(1998), Matsuyama
(2007), Hu et al.(2019)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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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은 나쁜 균형에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조정 실패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나쁜 균형에 머문 원인은 생산함수의 비볼록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노동력이 풍부할 때 제조업 부문의 임금이 낮아지면 시
장 수요가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임계점이 충분히 낮아져서 제조업 상품 생산이
가능했지만, 기계에 의한 노동대체 현상으로 임계점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ㆍ고부가가치 육성에 있어 지식자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서 시장에 수요가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좀처럼 임계점을
상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제2장에서 보았던 것
처럼 현재 러시아는 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정민현,
민지영(2019)에서 보이는 것처럼 질적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ㆍ고부
가가치 제조업 생산 비중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16) 실제로 Sachs and
Warner(1999), Sala-i-Martin and Subramanian(2003) 등은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을수록 장기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
하였다. [그림 2-7]은 1990~2010년의 기간 동안 천연자원 지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동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그림 2-7 왼쪽 패널 참고). 이러한 관계는 중진국만 따로 분류하여 분석해
도 동일하게 발견된다(그림 2-7 가운데 패널 참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러시아
가 속한 중진국의 경우,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낮아지는 관계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즉 천연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 발전을 저해하여 바람직한 구조전
환을 지체시킨다.

16) 러시아의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 비중은 2007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훨씬 낮은 베트남(5.5%)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약 3% 수준에 불과하다(중진국 평균 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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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천연자원 의존도와 경제성장 및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 성장률17)

주: ‘중위소득국가’는 분석 초기 시점인 1990년을 기준으로 1인당 실질 소득이 상위 25%에서 하위 25%에 이르는 국가들을
통칭함.
자료: 정민현, 김초롱(2019), p. 9에서 발췌.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2008년 이후 고착화, 만성화되고 있다는 점
이다. 즉 러시아는 광업을 포함하는 비제조업 부문 의존도가 높은 반면 장기성
장에 필요한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낮은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
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나쁜 균형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에 나올 자연스러운 질문은 이러한 조정 실패 상황에서 좋은
균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이다. 구조전환의 관점에서 러
시아 경제가 현재 조정 실패 상황이라면 좋은 균형으로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IT 산업의 기술 혁신이
러시아가 현재 처한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
론적으로 논증하는 모형을 소개하기로 한다.
17) [그림 2-7]은 아래의 표준적인 성장회귀(growth regression)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부분회귀산포
도(partial regression plot)이다.
       

해당 도표를 얻기 위하여

 축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축 변수 및 Levin-Renelt 설명변수(△초기

소득 △초기 인적자본 △연평균 투자율 △인구 증가율)를 독립변수로 하는 OLS분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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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소개
앞 절에서는 구조전환에 대한 다양한 이론ㆍ실증 논의, 최근에 저소득국과
중진국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전환 양태, 그리고 이를 설명할 복수
균형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복수균형의 관점에서 광
업에서 중ㆍ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전환 지연 문제로 요약되는 일종의 나
쁜 균형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본 절에서는 IT 기술 진보가 이러한 조정 실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본격적인 이론모형을 개괄한 후 이를 분석하기
로 한다. 마지막으로 도출한 이론적 결과를 토대로 캘리브레이션하여 좋은 균
형으로 수렴 시 장기 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지 계산하기로 한다. 이러한 이론
및 캘리브레이션 작업은 IT 기술 진보가 중진국이 처한 구조전환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히는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구조전환의 관점에서 한ㆍ러 IT 기술 혁신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가. IT 기술 진보와 자원의존형 중진국의 구조전환: 직관적
논의
광업에 대한 러시아 경제의 높은 의존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특히 원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부존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때 대규모 자본 투자, 상용화 기술 확보 등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일정한 고정비용을 투입하여야만 한다고 가정하자. 그렇
다면, 천연자원이 희소한 한국 같은 나라와 비교했을 때 천연자원이 풍부한 러
시아의 경우 자원의존형 산업부문(광업)으로 경제적 자원이 더 많이 쏠리는 것
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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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러시아가 처해 있는 나쁜 균형은 직관적으로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하
여 자원의존형 부문의 한계비용이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IT 산업 포함)이 속
한 일반 제조업 부문의 한계비용에 비해 매우 낮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제조업 부문과 자원의존형 산업부문의 수익(revenue)
격차가 두 부문간 한계비용 격차를 넘어서지 못하면 자원의존형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는 지속될 것이다.
이 때 IT 기술 진보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
고 가정해보자. 이는 IT 산업 발전이 온라인 뱅킹, 온라인 쇼핑(e-commerce),
Yandex와 같은 운송 서비스 등에 파급되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
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IT 산업의 부가가치
(value added)가 종전보다 높아지고, 이는 곧 임금 상승과 이윤(투자수익) 증가
를 가져오므로 IT 산업을 포함한 일반 제조업 부문으로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이
이동하게 된다. 또한 IT 기술 혁신이 서비스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서비스 부문
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일반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빨라진다면, 앞 절
에서 정리한 상대가격효과 모형의 결과와 같이 IT 산업을 포함하는 일반 제조업
의 생산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즉 IT 기술 혁신은 IT 산업을 포함한 일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을 늘려 러시
아 구조전환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할 것이다. 정리하면 경제 구조전환의 관점
에서 IT 기술 진보의 의미는 그것이 러시아와 같은 자원의존형 중진국의 구조
전환을 촉진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체질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직관은 이른바 ‘빅 푸쉬(big push) 이론’의
관점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진국의 경우 IT 기술 혁신이 구조전환을 촉진하
는 빅 푸쉬(big push)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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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형의 개괄
본고에서 고려하는 모형은 상대가격효과에 의해 구조전환이 시현되는 Ngai
and Pissarides(2007)의 표준적 다부문 성장모형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정비용으로 인한 비볼록성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
이 서비스업 부문 생산성 향상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포함하는 모형으로 확장한
것이다.
우선 모형 경제가 △에너지 자원형 산업(광업) △일반 제조업(IT 부문을 포함
하는 2차 산업) △서비스 부문(3차 산업)의 3부문으로 구성된다고 하자. 그리고
무한기(infinite horizon)를 사는 대표적 가계(representative household)
의 선호체계는 다음과 같다:
∞

  log 





[식 2-1]



여기서 기의 소비 묶음(consumption aggregator)  는 다음의 StoneGeary 형태를 갖는다:
    log        log         log    

[식 2-2]

  ,    그리고   는 각각 기의 에너지 자원 소비, 일반 제조업 상품 소
비, 서비스 상품 소비 비중을 의미한다. 또한 균형에서 에너지 자원 부문, 일반
제조업 부문 그리고 서비스 부문의 생산 비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은 표준적인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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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3]

                     
                   
            













  는 일반 제조업 부문의 고정비용을 의미하며,   ≡      ≥ 은
′ ∙   으로서 IT 부문의 기술 혁신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는 가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서비스업에 탐색 및 매칭 마
찰이 존재하는 경우, IT 부문의 기술 혁신이 이러한 마찰을 완화함으로써 서비
스업의 전반적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직관에 기반한다. 단 이렇
게 파급되는 생산성 혁신을 서비스 상품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만큼
을 일반 제조업 생산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IT 기술 혁신의 긍정적 파
급효과는 가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통상적인 의미의 외부효과
(externality)와 다르다. 마지막으로   는 기의 자본재 생산량을 의미하며
하첨자 는 자본재를 의미하는 인덱스(index)이다. 그러면 기의 자본축적량
  는 다음의 운동방정식(law of motion)을 따르게 된다:
           

[식 2-4]

이때 에너지 자원 부문( ), 일반 제조업 부문(), 서비스업 부문( ) 그리고
자본재 생산 부문() 간 노동과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면 다음의 조건
(feasibility condition)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식 2-5]

여기서   와   ∈  는 각 부문에 고용된 자본과 노동18)을 의
미한다. 그러면 다음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18) 여기서는 시간에 따른 부문간 자본 축적 동학에 집중하기 위해 문헌의 관례에 따라 노동 공급은 시간
불변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모형의 특성상 노동 공급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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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2-6]

즉 각 부문의 자본-노동 비율(capital-to-labor ratio)은 경제 전체의 자본
-노동 비율(aggregate capital-to-labor ratio)과 같다.19) 그러면 각 부문의
상대가격   (∈ )가 다음과 같이 결정됨을 쉽게 보일 수 있다:

 
 

     
 ∈ 
   
  
     
   
    

[식 2-7]

또한 기의 총생산   는 다음의 식을 따르게 된다:
                                     [식 2-8]
여기서  는              을 가정하면 도출되는 상수항으로서 제조
업 부문에 존재하는 고정비용으로 인한 생산량 손실을 의미한다.

4. 모형 분석
모형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서술할 수 있다. 첫째, 적절한 조
건이 충족되면 모형에서 다음 두 개의 복수 균제 상태(multiple stationary
state)를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20)


 




  
                 ∈ 

[식 2-9]

19) 이는 자본과 노동이 부문간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또한 전체 노동공급이 1로
고정되었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는 경제 전체의 자본-노동 비율이 된다.
20) 본 장에서 도출하는 모든 결과의 증명은 요청에 따라 저자로부터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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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  는 첫째, 둘째 균제 상태의 부문별 생산비중 묶음(bundle)이
다. 즉 첫째 균제 상태는 에너지 자원 생산 비중이 둘째 균제 상태보다 높은 반
면 일반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생산 비중은 둘째 균제 상태보다 낮다. 따라
서 앞 절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은 소위 나쁜 균형 혹은 중진국 함정의 균형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결과는 IT 기술 혁신이 에너지 의존형 중진국의 구조전환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다. 모형에서 IT 부문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
상이 서비스 부문 생산성 향상으로 파급될 경우, 자원의존형 산업 비중이 축소
되는 동시에 일반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 산업 비중이 확대되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이는 IT 기술 혁신으로 경제 구조전환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를 그림을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8]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
이 경제가  에 있거나(중진국 함정 또는 자원의 저주)  으로 수렴하는 상황
에서 IT 기술 혁신으로 생산 측면의 임계점을 초월하는 순간 경제는 일반 제조
업 부문의 생산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으로 수렴할 수 있다. 이는
IT 산업의 부가가치(value added)가 종전보다 높아짐에 따라 해당 산업의 임
금 상승과 이윤(투자수익) 증가를 야기하여 IT 산업을 포함한 일반 제조업 부문
으로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이 이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IT 기술 혁신이 서
비스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일반 제조업의 생
산성 향상 속도보다 빨라진다면, 앞 절에서 정리한 상대가격효과 모형의 결과와
같이 IT 산업을 포함하는 일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IT 부문 기술 혁신의 서비스 부문 파급효과를 의미하는  가 0보다 크
므로 서비스 부문의 상대가격  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격 하락으로 서
비스 부문의 생산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즉  역시  의 상승과 함께 증가하
는 효과가 있다.
즉 IT 기술 혁신은 IT 산업을 포함한 일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을 늘려 러시
아 구조전환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경제 구조전환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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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복수균형의 존재

자료: 저자 작성.

점에서 IT 기술 진보의 의미는 그것이 러시아와 같은 자원의존형 중진국의 구
조전환을 촉진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체질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직관은 이른바 ‘빅 푸쉬(big push) 이론’의 관점
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진국의 경우 IT 기술 혁신이 구조전환을 촉진하는
빅 푸쉬(big push)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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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ㆍ러 IT 산업 현황
가. 러시아 IT 산업 현황
러시아의 ICT 산업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2011~19년간 꾸준히 성장했다.
같은 기간 ICT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2.9%로 유지되고 있는
데 이는 통신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더디기 때문이다. 반면 IT서비스ㆍ소프트웨
어 부문은 약 400%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였다(표 3-1 참고). 매출액을 기준
으로 IT서비스가 소프트웨어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나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점
차 커지고 있다(표 3-2 참고).
표 3-1. 러시아 ICT 산업 추이(부가가치 기준)
(단위: 십억 루블)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하드웨어

구분

256.3

298.9

347.3

432.1

528.2

487.5

509.9

524.2

543.2

통신서비스

832.1

951.0

939.6 1,010.5

948.1

913.6

922.3

945.3

967.9

IT서비스ㆍ
소프트웨어

308.2

419.4

482.6

677.5

772.2

924.5 1,059.2 1,206.8

ICT 부문
GDP 비중

498.8

1,396.6 1,669.3 1,769.4 1,941.4 2,153.9 2,173.3 2,356.7 2,528.7 2,717.9
2.7%

2.8%

2.8%

2.8%

2.9%

2.8%

2.8%

2.7%

2.8%

주: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산업별 부가가치액은 ICT 산업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며, 위의 표는 저자가 러시아 산업분류
기준으로 C26(하드웨어: 컴퓨터, 전자제품, 광학기기), J61(통신서비스), J62-63(IT 서비스, 소프트웨어 포함) 데이터를
정리한 것임.
자료: Росстат, Национальные счета, https://rosstat.gov.ru/accounts(검색일: 2020. 9.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표 3-2. 러시아 IT서비스ㆍ소프트웨어 부문별 비중(매출액 기준)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소프트웨어

41.7

47.0

44.4

44.4

44.3

44.5

2017(e) 2018(e) 2019(e)
44.4

42.4

43.1

IT 서비스

58.3

53.0

55.6

55.6

55.7

55.5

55.6

57.6

56.9

주: (e)는 예측치.
자료: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РФ(2011, p. 182; 2012, p. 186; 2013, p. 312; 2014, p. 249; 2015,
p. 202; 2016, p. 190; 2017, p. 139)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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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ICT 부문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ICT 생산 측면을 제조 부문과 서비스 부문으로 분류하였을 때, ICT 서비
스 부문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특히 ICT 서비스 부문에서 중소기
업이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21) 둘째, ICT 산업을 하드웨어와 비하드
웨어로 구분해서 보면, 러시아는 비하드웨어 부문에 치우쳐 발전했다(그림 3-1
참고). 이는 하드웨어 부문에 치우쳐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ICT 생산구조와 대
별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그림 3-1. 2019년 러시아 ICT 생산구조
(단위: %)

자료: Росстат, Национальные счета, https://rosstat.gov.ru/accounts(검색일: 2020. 9.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한편 2016~19년간 러시아의 ICT 산업 종사자 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경제활동가능인구에서의 비중이 1.6%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그 원
인은 경제활동가능인구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3-3 참고).

21) 예를 들어 러시아의 소프트웨어 기업(벨라루스 기업 포함)이 만든 협회인 루스소프트(Russoft)
는 외국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아웃소싱을 지원하고 있다(제성훈, 강부균, 민지영(2015), pp.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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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러시아 ICT 종사자 추이
(단위: 백만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경제활동가능인구

76.6

76.1

76.0

75.2

ICT 분야 종사자 수

1.25

1.22

1.18

1.17

ICT 분야 종사자 비중

1.6

1.6

1.6

1.6

주: 러시아는 경제활동가능인구(노동인구)의 범위를 만15세에서 72세로 보고 있음.
자료: Росстат, Численность рабочей силы в возрасте 15-72 лет по субъекта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rosstat.gov.ru/labor_market_employment_salaries(검색일: 2020. 10. 14); ВШЭ(2018), p. 61; ВШЭ
(2019), p. 81; ВШЭ(2020), p. 92를 참고하여 저자 계산.

그림 3-2. 러시아 ICT 분야별 종사자 수
(단위: 천 명)

자료: ВШЭ(2019), p. 81; ВШЭ(2020), p. 93.

2017~19년간 ICT 산업 하부부문별 종사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IT 및 관련
서비스 부문의 종사자 수가 가장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부문의 종
사자 수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드웨어 부문의 종사자 수는 2018년 줄어
들었다가 이듬해 증가하였다(그림 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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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CT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면 앞에서 살펴본
양적 측면과 정반대의 양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선 ICT 산업 종사자들의
임금이 경제 전체의 평균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ICT 산업 분야별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IT 부문과 ICT 판매 부문의 종사자의 임금이 가장 높다. 다
만 IT 부문의 평균임금은 완만한 등락폭을 보이고 있으나 ICT 판매 부문의 평
균임금은 2018년에 급등했다가 2019년에 급락하는 식으로 등락폭이 크게 나
타났다(그림 3-3 참고).

그림 3-3. 러시아 ICT 분야별 임금 수준
(단위: 천 루블)

자료: ВШЭ(2018), p. 63; ВШЭ(2019), p. 84; ВШЭ(2020), p. 32.

또한 러시아 ICT 산업 전문인력의 수준별 비중을 살펴보면 고급인력 비중이
중급인력 비중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최근 고급인력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
음을 알 수 있다(그림 3-4 참고). 이러한 노동자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면 ICT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 역시 다른 산업보다 상
대적으로 더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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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러시아 ICT 산업 전문인력 수준별 비중
(단위: %)

주: 고급인력은 주로 관련학과 대학교 졸업자, 중간수준 인력은 관련 분야 직업학교를 포함한 중등교육기관 수료자를
의미함.
자료: ВШЭ(2019), p. 52; ВШЭ(2020), p. 164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이와 함께 2010~19년간 러시아 100대 IT 기업의 수입(收入)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2015~16년간 경기침체를 경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IT 부문
의 시장성과 IT 기업의 생산성이 다른 산업보다 높음을 의미한다(그림 3-5 참
고). 2014년 ICT 기업 수가 15만 9,000개에서 2017년 11만 9,500개로 줄어
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대 IT 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22) 한편 2019년 기준으로 상위 기업은 주로 IT 서비
스에서 높은 수입을 얻었다(그림 3-6 참고).

22) ВШЭ(2016), p. 32; ВШЭ(2020),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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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러시아 100대 IT 기업 수입 추이
(단위: 십억 루블)

자료: “Выручка топ-100 ИТ-компаний в 2019 г. выросла на 22%,” https://www.cnews.ru/reviews/rynok
_it_itogi_2019/articles/vyruchka_top100_itkompanij_v_2019_gvyrosla(검색일: 2020. 10. 17).

그림 3-6. 러시아 100대 IT 기업 활동별 수입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Выручка топ-100 ИТ-компаний в 2019 г. выросла на 22%,” https://www.cnews.ru/reviews/rynok
_it_itogi_2019/articles/vyruchka_top100_itkompanij_v_2019_gvyrosla(검색일: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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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측면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2010~19년간 ICT 상품무역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적자 규모 역시 ICT 서비스무역에 비해 훨씬 높은 수
준이다. 같은 기간 ICT 서비스무역에서도 2019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적자
를 기록했다(그림 3-7 참고). 그러나 서비스무역 적자는 2014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면서 2019년에는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난 몇 년간 러시아
ICT 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 3-7. 러시아 상품ㆍ서비스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Банк России,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услугами,” https://www.cbr.ru/statistics/macro_itm/svs/(검색일:
2020. 10. 15); ВШЭ(2014), pp. 97-108; ВШЭ(2015), pp. 65-76; ВШЭ(2016), pp. 64-74; ВШЭ(2017),
pp. 76-79; ВШЭ(2018), p. 73; ВШЭ(2019), p. 99; ВШЭ(2020), p. 122.

ICT 상품무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떨어진
2014년과 15년에 컴퓨터 및 관련기기,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무역액이 크게 늘
어났으나 이후 다소 줄어들었고 최근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8
참고). 한편 ICT 상품수입의 경우 경기침체기에 크게 줄어들었다가 이후 점진
적으로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다(그림 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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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러시아 ICT 상품수출 금액 및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Банк России,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услугами,” https://www.cbr.ru/statistics/macro_itm/svs/(검색일:
2020. 10. 15); ВШЭ(2014), pp. 97-108; ВШЭ(2015), pp. 65-76, ВШЭ(2016), pp. 64-74; ВШЭ(2017),
pp. 76-79; ВШЭ(2018), p. 73; ВШЭ(2019), p. 99; ВШЭ(2020), p. 122.

그림 3-9. 러시아 ICT 상품수입 금액 및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Банк России,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услугами,” https://www.cbr.ru/statistics/macro_itm/svs/(검색일:
2020. 10. 15); ВШЭ(2014), pp. 97-108; ВШЭ(2015), pp. 65-76; ВШЭ(2016), pp. 64-74; ВШЭ(2017),
pp. 76-79; ВШЭ(2018), p. 73; ВШЭ(2019), p. 99; ВШЭ(2020), p. 122.

러시아의 ICT 서비스 수출은 컴퓨터 서비스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
다(그림 3-10 참고). 한편 ICT 서비스 수입액은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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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 수입이 감소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
다(그림 3-11 참고).

그림 3-10. 러시아 ICT 서비스 수출 금액 및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Банк России,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услугами,” https://www.cbr.ru/statistics/macro_itm/svs/(검색일:
2020. 10. 15); ВШЭ(2014), pp. 97-108; ВШЭ(2015), pp. 65-76; ВШЭ(2016), pp. 64-74; ВШЭ(2017),
pp. 76-79; ВШЭ(2018), p. 73; ВШЭ(2019), p. 99; ВШЭ(2020), p. 122.

그림 3-11. 러시아 ICT 서비스 수입 금액 및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Банк России,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услугами,” https://www.cbr.ru/statistics/macro_itm/svs/(검색일:
2020. 10. 15); ВШЭ(2014), pp. 97-108; ВШЭ(2015), pp. 65-76; ВШЭ(2016), pp. 64-74; ВШЭ(2017),
pp. 76-79; ВШЭ(2018), p. 73; ВШЭ(2019), p. 99; ВШЭ(2020),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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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IT 산업 현황
1) IT 시장 현황 및 전망
한국 IT 산업생산은 2014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GDP
대비 비중은 2018년 기준 10.1%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ICT 산업
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OECD 통계에 따르면 ICT가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9.1%인데 비해 미국은 5.2%, 일본은
6.2%, 독일은 4.9% 수준이다(그림 3-13 참고).
한국은 전통적으로 하드웨어가 강세를 보여왔으며,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가 IT 산업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트워크 인프라,
IT 제조 부문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반도체ㆍ디스플레이
ㆍ휴대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하고,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갖추었다는 점이 강점이다.23)
IT 서비스 부문에서는 통신서비스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서
비스가 생산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부문은 전체 IT
산업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가장 낮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2011
년 대비 약 1.9배 생산이 증가했다.

표 3-4. 한국 IT 산업 생산(부가가치 기준)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15,942 117,407 118,335 114,971 112,839 113,735 136,743 145,990

하드웨어
전자부품

82,754

86,491

87,418

86,522

90,275

95,621 121,657 132,658

컴퓨터 및 주변기기

3,140

1,145

1,101

1,051

1,039

1,007

1,031

1,033

통신 및 방송기기

30,048

29,771

29,816

27,398

21,525

17,107

14,055

12,299

23) 김종기(2020),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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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9,787

19,369

20,531

21,272

22,338

26,977

26,906

28,732

통신서비스

12,627

12,265

12,869

13,415

14,112

20,405

19,508

20,368

정보서비스

7,160

7,104

7,662

7,857

8,226

6,572

7,398

8,364

8,608

8,067

9,096

6,784

11,276

14,900

14,419

16,681

패키지SW

1,766

1,652

1,954

1,543

2,686

2,451

3,173

3,631

게임SW

-

-

-

-

-

2,530

2,596

3,785

SW서비스

6,842

6,415

7,142

5,241

8,590

9,919

8,650

9,265

28,395

27,436

29,627

28,056

33,614

41,877

41,325

45,413

IT 서비스

소프트웨어(SW)

IT 서비스+SW
IT 산업 전체
GDP 대비 비중(%)

144,337 144,843 147,962 143,027 146,453 155,612 178,068 191,403
10.4

10.1

9.9

9.2

8.8

8.9

9.7

10.1

주: 2019년 데이터는 2021년 4~7월에 발표될 예정임.
자료: IT 산업 생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a), pp. 202~203; GDP는 국가통계포털(KOSIS)(검색일: 2020. 10. 17)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림 3-12. 한국 IT 산업 생산(부가가치 기준) 증감률 추이(2012~18년)
(단위: %)

주: 전년대비 증감률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a), pp. 202~203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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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주요국 IT 산업 비중(2017년 기준)
(단위: %)

주: IT가 전체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IT는 전자부품 및 컴퓨터 제조, 광학 제품 제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을 포함(게임소프트웨어는 제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b), p. 114 재인용.

당초 한국 IT 시장은 2020년에도 4.0%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됐으나, 코로나19로 가계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성장이 둔
화 또는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T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 IDC는
코로나19가 3분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경기침체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IT 시장
이 –1.2% 역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PC,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하드웨어 부문이 –5~8%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부문은
협업 솔루션 및 운영ㆍ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
이션 도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4)

24) ｢한국IDC, 코로나19로 국내 ICT시장 성장 2.4%로 하향 조정｣(2020. 4.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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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 산업 구조
한국 IT 산업 생산은 하드웨어 76%, IT 서비스 15%, 소프트웨어 9%로 하드
웨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드웨어 부문은 2011년 이래 전체의 약
8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유지해왔으며,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 IT 산
업은 제조업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2017
년 기준 전체 IT 생산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한국은 71%인 데 반해 미국, 일본,
독일은 각각 23%, 33%, 30%이며, 영국과 프랑스는 더 낮은 14%, 15% 수준으
로 나타났다(그림 3-15 참고).

그림 3-14. 한국 IT 생산 구조(부가가치 기준, 2018년)
(단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a), pp. 202~20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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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주요국 IT 생산 구조(2017년)
(단위: %)

주: IT 하드웨어는 전자부품 및 컴퓨터 제조, 광학 제품 제조를 포함. IT 비하드웨어는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게임
소프트웨어는 제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b), p. 116 재인용.

가) 하드웨어
한국 IT 하드웨어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자부품이며, 그
비중은 2011년 71%에서 2018년 91%로 지난 7년간 꾸준히 높아졌다.25) 전자부
품 중에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품이 전체 생산의 9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16. 한국 IT 하드웨어 생산 현황(부가가치 기준, 2011~18년)
(단위: 십억 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a), pp. 202~203.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a), pp. 202~203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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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전자부품 생산 구조(부가가치 기준, 2018년)
(단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a), pp. 202~203.

반도체 생산은 2011~18년간 연평균 14% 증가했으며, 2017년과 2018년
에는 각각 전년대비 42%, 20%로 생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26) 그러나 한국은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향후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비메모리 부문(시스템 반도체 등)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평가되고 있
으며, 최근 AI 구현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 개발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해당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27)
디스플레이 생산은 2011년을 고점으로 감소해왔으며, 2018년에는 전년대비
–14%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과의 경쟁 및 가격 하락, 수익성 악화에
따른 LCD 생산 감소가 원인으로 점차 OLED 패널로 생산기반이 전환되고 있다.28)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과 통신기기, 컴퓨터, 가전(백색가전
제외) 제품의 생산 규모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국가로,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a), pp. 202~203.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pp. 43~44.
28) 위의 자료,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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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세계 생산의 6.5%를 차지했다.29) 낸드플래시, D램 등 메모리 반
도체, 보조기억장치(SSD), OLED 디스플레이 등 부문에서 세계점유율 1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8. 우리나라 주요 IT품목의 글로벌 위상
(단위: %)

주: 괄호는 세계시장 점유율.
자료: 김종기(2020), p. 14.

나) IT 서비스
IT 서비스 생산에서는 통신서비스가 70.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4 참고). 유선통신은 지속적으로 생산 및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무선
통신은 5G 상용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서비스는 정보인프라서비스,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로 구분되는데,
2018년(매출 기준) 웹서치 포털서비스ㆍ인터넷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ㆍ정
보제공 응용서비스 등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가 전체의 80.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30)
29) 김종기(2020), p. 14 재인용.
30) 소분류 통계는 매출 기준으로만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a),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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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전체 생산의 절반 이상(55%)
을 차지하고 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및 게임 소프트웨어 생산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2018년 게임소프트웨어 생산이 전년대비 46% 증가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표 3-4 참고).
소분류는 매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기업이 신규 소프트웨어 구입보
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와 같은 클라우드 컴
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산업범용 소프트웨어의 매출이 감소한 반면, 보안
수요 확대로 보안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31) 게임 소프
트웨어 부문에서는 모바일게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표 3-5. 한국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액
(단위: 십억 원)

구분
패키지소프트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996

4,446

6,476

8,144

8,684

7,561

8,852 10,312

1,745

1,921

2,154

2,694

2,947

3,267

4,014

4,764

4,294

4,838

5,548

2,252

2,525

4,322

5,450

5,738

7,012

7,893

7,994

8,702

9,016 10,025 11,437 11,857

유선 온라인게임

6,237

6,784

5,452

5,542

5,280

5,413

4,570

5,199

모바일게임

424

801

2,328

2,914

3,484

4,310

6,340

5,905

PC게임

268

68

38

34

38

46

65

92

비디오게임

74

161

94

160

166

193

364

535

아케이드게임

10

79

82

53

47

63

98

127

게임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25,526 26,611 27,882 28,279 29,583 31,755 33,737 34,944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15,383 16,205 16,826 16,937 17,375 16,821 17,865 18,491
시스템 관리 및 지원서비스
기타 서비스
총 합계

9,921

9,664

222

742

9,890 10,211 10,991 13,983 14,888 15,468
1,165

1,131

1,218

951

983

985

36,535 38,949 42,351 45,126 47,284 49,340 54,025 57,114

주: 2019년 데이터는 2021년 4~7월에 발표될 예정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a), pp. 278~279.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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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에서는 비즈니스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IT 인
프라 제공 부문, 즉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IoT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이 확대되기 시작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자동화, 비
대면화 추세가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DC는 코로나19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투자 위축으로 한국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
의 성장이 둔화되겠지만 2020년에도 1.8%의 양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32)

3) 교역
교역 측면에서 IT 하드웨어 상품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역시 높다.
한국은 2010~18년간 IT 하드웨어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해왔고
2016년을 기점으로 흑자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
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IT 상품 수출 성장을 견인한 결과이다. 반도
체는 핵심적인 IT 수출 상품으로 2016년까지 전체 IT 상품 수출의 40% 내외
를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66%까지 비중이 늘어났다(그림 3-20 참고).
한편 한국의 총수출에서 IT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해 2018년에는 32%를 기록하는 등 교역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IT 상품 수입도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수입 중 IT 상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7.8%에서 2018년 16%로 감소했다(그림
3-19, 3-21 참고).
IT 소프트웨어 수출은 2010년 이래 계속 증가해왔으며, 게임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32) ｢한국IDC, 국내 IT 서비스 시장 전년 대비 1.8% 성장｣(2020. 9.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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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한국 IT 하드웨어 수출입액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a), pp. 197~207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그림 3-20. 한국 IT 하드웨어 수출품 구성 및 총수출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IT 하드웨어 수출품 구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a), pp. 196~197, 총수출액은 한국무역협회(K-stat)(검색일:
2020. 10. 16)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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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한국 IT 하드웨어 수입품 구성 및 총수입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IT 하드웨어 수입품 구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a), pp. 198~199, 총수입액은 한국무역협회(K-stat)(검색일:
2020. 10. 16)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그림 3-22. 한국 IT 소프트웨어 수출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a), pp. 196~197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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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 노동시장
IT 분야 종사자는 2019년 79만 7,000명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대비 종사
자 비중은 2.8~2.9%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 3-6. 한국 IT 종사자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5,389 25,781 26,108 26,836 27,153 27,418 27,748 27,895 28,186
708

728

758

767

782

769

779

791

797

하드웨어

401

409

421

417

405

391

391

382

380

IT서비스

85

83

81

74

81

81

84

88

90

IT 분야 종사자 수

소프트웨어

222

235

256

276

296

296

304

321

327

IT 분야 종사자 비중

2.79

2.82

2.90

2.86

2.88

2.80

2.81

2.84

2.83

주: IT 분야 종사자 수는 총 종사자 기준이며, 본 보고서의 IT 산업 분류에 따라 원본 데이터를 재구성함. 2019년은 잠정수치임.
자료: 경제활동인구는 국가통계포털(KOSIS), IT 분야 종사자 수는 ITSTAT(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5).

그림 3-23. 한국 IT 분야별 종사자 비중
(단위: %)

주: IT 분야 종사자 수는 총 종사자 기준이며, 본 보고서의 IT 산업 분류에 따라 원본 데이터를 재구성함. 2019년은 잠정수치임.
자료: ITSTAT(검색일: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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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 분야별 종사자 구성을 보면 하드웨어 부문 종사자 수와 비중이 점진
적으로 감소한 데 반해 소프트웨어 부문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비중도 2011년 31%에서 2019년 41%로 10%포인트 늘어났다.
ICT 전체 종사자 중 전문대졸 이상의 전문인력은 2017년 기준 17.3%이며,
그중 4년제 대학졸업이 68%로 가장 많고 대학원(석박사) 졸업인력은 7% 수준
이다.

표 3-7. 한국 ICT 종사자 중 전문인력 비중(2017년)
(단위: %)

ICT 전체

17.3

정보통신방송기기업

10.1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9.0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업

68.7

주: 전문인력은 전문학사 이상으로 ICT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 정의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9), p. 3.

그림 3-24. 학력별 ICT 전문인력 구성
(단위: %)

주: 전문인력은 전문학사 이상으로 ICT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 정의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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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12대 주력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의 산업기술
인력33) 현황을 조사하고 부족인원과 부족률을 파악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
문 인력이 그간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 현상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체 산업 평균 부족률은 2.2%이나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률은 4.3%로 두 배 가까이 높다. 특히 박사인력 부족률이 2017년
25.3%, 2018년 11.5%로 고급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34)
또한 차세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ARㆍVR 등 미래 유망 신산업 부문의 산
업기술인력 역시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더 높은 부족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5. IT 부문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단위: %)

주: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을 포함하며, IT 비즈니스는 정보서비스업
및 IT 관련 소매, 전문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를 포함함.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검색일: 2020. 10. 17); 산업통상자원부(2020a), p. 47; 산업통상자원부(2020b), p. 285.

33) 산업기술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 기업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2020a), p. 2.
34) 국가통계포털(KOSIS)(검색일: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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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미래 유망 신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2018년)
(단위: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검색일: 2020. 10. 17); 산업통상자원부(2020b), p. 285.

ICT 부문 임금은 전체 산업 대비 높은 수준이다. 통신업 부문이 가장 높은
평균임금을 기록하고 있으나 2019년에는 전자부품 등 ICT 제조업, 소프트웨
그림 3-27. 한국 IT 산업 부문별 임금
(단위: 천 원)

주: 임금은 월임금총액 기준임. ICT 부문 평균임금은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통신업, 컴퓨터프로그
래밍ㆍ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4개 산업중분류를 기준으로 저자 계산.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검색일: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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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보서비스업임금이 각각 전년대비 5.1%, 6.9%, 8.6%로 크게 상승했다.
2011년 이래 전산업 평균 임금은 연평균 3.1% 증가한 반면, ICT 부문 임금은
5.52%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35)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IT 제조 부문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부문은 2011년 이래 정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노동
생산성을 100으로 환산할 때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부문의 노동생
산성이 2019년에 144.1을 기록하면서 비농전산업 및 제조업 평균보다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정보통신업은 서비스업 평균인 107.1보다도 낮은
105.6에 그쳤으며, 2011년 102.9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큰 변동이 없
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8. IT 산업 부문별 노동생산성 지수(부가가치 기준)
(단위: 2015년=10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검색일: 2020. 10. 17).

35) 산업 중분류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검색일: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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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ㆍ러 IT 협력 현황
러시아와의 IT 상품무역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한국
IT 상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2010
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최근 흑자폭이 감소했다. 서비스 부문 무역수지는 2017
년 이래 적자로 돌아섰으며, 2년 연속 적자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9. 한국의 대러 IT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추이
(단위: 천 달러)

주: IT 상품무역수지는 MTI 3단위 811(유선통신기기), 812(무선통신기기), 813(컴퓨터), 831(반도체), 832(전자관), 833(수동
부품), 834(기구부품), 835(건전지및축전지), 836(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839(기타전자부품)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IT 서비스 무역수지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통신서비스, 컴퓨터서비스, 정보서비스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정리함.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Bank of Russia, “Yearbook on External Trade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Service
(2011~2019),” 온라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5).

한국의 대러 IT 상품 수출은 러시아 루블화 가치 하락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
로 2015~16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다. IT 하드웨어 중
러시아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2010년대 초반에는 무선통신기기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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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ㆍ센서의 비중이 높아졌다. 무선통신기기
수출 감소는 삼성 등 주요 제조사가 중국, 동남아시아로 생산 공장을 이전한 영
향인 것으로 판단된다.36) 한국 IT 상품의 대러 수출은 수출액이나 비중 측면에
서 모두 미미한 수준이다. 2019년 기준 한국 IT 상품 총 수출액 1,548억 달러
중 대러 수출은 3억 달러로 0.21%에 그쳤다.
IT 하드웨어의 대러시아 수입은 2015년 이래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 수입
이 줄어들면서 크게 감소했으며, 수출과 같이 수입 규모와 비중이 매우 낮은 수
준이다. 2019년 기준 IT 상품 총 수입액 8,787만 달러 중 러시아로부터의 수
입액은 7,000달러로 비중은 0.009%로 나타났다.

그림 3-30. 한국의 대러 IT 상품 수출액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달러, %)

주: MTI 3단위 기준. 수출 비중은 한국 전체 IT 상품 수출 중 대러시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검색일: 2020. 11. 15).

36) ｢러시아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동향｣(2020. 7.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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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한국의 대러 IT 상품 수입액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달러, %)

주: MTI 3단위 기준. 수입 비중은 한국 전체 IT 상품 수입 중 대러시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검색일: 2020. 11. 15).

한국과 러시아의 서비스 교역은 컴퓨터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러시
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한국 IT 서비스 수출은 컴퓨터 서비스 수출
그림 3-32. 러시아의 대한국 IT 서비스 수출액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달러, %)

주: 수출 비중은 러시아 전체 IT 서비스 수출 중 대한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Bank of Russia, “Yearbook on External Trade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Service(2011~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5)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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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러시아의 대한국 IT 서비스 수입액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달러, %)

주: 수입 비중은 러시아 전체 IT 서비스 수입 중 대한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Bank of Russia, “Yearbook on External Trade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Service(2011~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5)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증가에 따라 2017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러시아 전체 IT 서비스 수출
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지만 상승하고 있다(그림 3-32 참고).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IT 서비스 수입은 2017~19년 사이 큰 변화 없이 2,450만 달
러 내외로 유지되면서 러시아는 2018년을 기점으로 대한국 IT 서비스 교역에
서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다.
IT 부문 투자 협력 역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
면 2010~18년 사이 한국의 대러시아 IT 부문 누적 투자액은 834만 달러, 신
규 법인은 8개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러시아에 대한 총 투자액이 14억 달러,
신규 법인이 238개 설립된 것에 비하면 IT 산업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미한 상
황이다.37) 또한 대부분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분
야로 투자 분야 또한 편중되어 있다.

3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검색일: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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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한국의 대러 IT 산업 투자액 및 신규 법인 수
(단위: 천 달러, 개)

주: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제조업,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ㆍ관리업 분야
투자 내역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검색일: 2020. 11. 15).

그림 3-35. 한국의 대러 IT 산업 업종별 투자 비중(2010~18년 누적)
(단위: %)

주: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제조업,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ㆍ관리업 분야
투자 내역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검색일: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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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협력을 강화
해나가는 것으로 IT 산업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한ㆍ러 IT 협력에 대한 정부간 논의는 1990년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후 양
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는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다. 한국 측 대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러시아 측 대표는 부총
리겸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이며, 산하에 과학기술공동위원회,38) 정보통신기
술협력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39)
2017년 개최된 제16차 회의에서 첨단기술, 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나가기로 양국이 협력 방향에 합의한 데 이
어,40)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협력 플랫폼이 본격적으
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양국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러
시아 경제개발부 간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러시
아 디지털개발ㆍ통신언론부와는 ‘ICT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41)
혁신 플랫폼은 러시아의 혁신ㆍ원천 기술과 한국의 ICTㆍ응용기술을 결합
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스타트업ㆍ벤처ㆍ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혁
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협력체계이다. 국내 협력거점으로 한ㆍ러 혁신
센터를 신설하고 러시아에도 혁신 플랫폼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공동
R&D, 전문가 교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양국간 혁신협력 활동
을 지원한다.42) 정부는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2019년 6월, ‘한-러 혁신센터’
개소를 완료했다.43)
38)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2016년 제12차 회의 이후 약 3년 만인 2019년에 제13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양측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 고기능 무인이동체(공중, 해상), 생명과학, 양자
정보기술 분야에서 공동 기술개발 및 상용화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및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5.
18), ｢한-러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협력 강화｣,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0. 11. 15).
39) 박정호 외(2019), p. 84.
40) 기획재정부(2017. 9. 4), ｢한-러 양국간 굳건한 협력 토대 마련｣,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0. 11. 15).
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6. 25), ｢러시아와 과학기술ㆍICTㆍ혁신 협력 강화｣, 온라인 보도자료
(검색일: 2020. 11. 15).
42)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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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협력 업무협약은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초고속 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ㆍ정책ㆍ전문
가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연구 및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다.44) 양국 정부는 협약에 따라 2019년 10월 제1차 ICT 포럼을 개최하고 ICT
정책, 5G 서비스, AI 인력양성, 스타트업 혁신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다.45)
한편 양국은 2017년부터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스타트업 교류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러 과학기술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2019년 5월 한국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AS) 공
동주관으로 제3회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인공지능, 생명공학, 첨단 소재 분야
의 연구자가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46)
첨단기술 관련 한ㆍ러 민간부문 협력은 현대모비스와 얀덱스 간 자율주행 로
봇 택시 프로젝트, 삼성전자의 글로벌 인공지능(AI) 러시아 연구센터 등이 대
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러시아 1위 정보기술 기업 얀덱스
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4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차량의
시험운행을 실시했다. 양측은 4년 내에 운전자가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양
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7) 삼성전자는 AI 인재 및 기술 확보를 목
표로 우수 인재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연구거점을 설립해 왔으
며, 2018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AI 연구센터를 개소했다.48)
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6. 22), ｢한-러 혁신ㆍ원천기술 상용화 및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한-러
혁신 플랫폼 본격 가동!｣,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0. 11. 15).
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6. 25), ｢러시아와 과학기술ㆍICTㆍ혁신 협력 강화｣, 온라인 보도자료
(검색일: 2020. 11. 15).
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10. 22), ｢과기정통부, 러시아와 제1차 ICT포럼 개최｣, 온라인 보도자료
(검색일: 2020. 11. 15).
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5. 18), ｢한-러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협력 강화｣, 온라인 보도자료
(검색일: 2020. 11. 15).
47) 레벨4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대처하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를 의미한다.
｢현대모비스ㆍ얀덱스 자율주행 시험 ‘가속’｣(2020. 8.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15).
48) ｢삼성전자, 영국ㆍ캐나다ㆍ러시아 AI연구센터 개소｣(2018. 5.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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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ㆍ러 IT 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
가. 러시아 IT 산업 발전전략
2009년 이후 러시아의 자원의존형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했다. 러시아 정
부는 그 원인을 광업 부문에 대한 과도한 생산 의존으로 파악했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과제로 경제구조 개혁을 목적으로 한 경제 현대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 가운데 첨단기술 또는 ICT 발전을 기
초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소위 ‘신경제(New Economy)’
라고 요약할 수 있다(표 4-1 참고). ‘신경제’라는 용어는 1990년대 실리콘 밸리
(Silicon Valley)로 대표되는 IT 산업 붐과 더불어 고도성장을 경험한 미국 경
제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용어였다. 러시아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
험한 후 기술 혁신을 통한 고도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반영하기 위
해 이러한 용어를 차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가 2009년 이래 추구하
고 있는 신경제 기조, 또는 경제구조 개혁을 목표로 한 경제 현대화 정책의 지
향점을 집권기별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메드베데프 집권기
(2009~11년)에는 스마트 경제(smart economy) △푸틴 집권 3기(2012~17
년)에는 신경제 △푸틴 집권 4기에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라는 대표
정책의제(agenda) 또는 수사(rhetoric)가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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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1. 신경제, 스마트 경제, 디지털 경제 개념과 관계
신경제(New Economy)는 글로벌 경제에서 사회주의 진영 붕괴와 ICT 혁명의 영향으로 199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신경제에서는 첨단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고성장 산업이 출현하고, 이것이 경제성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신경제는 스마트 경제, 공유경제, 스트리밍 경제, 긱(gig) 경제
등 다양한 하부 부문을 포한한다.
<신경제, 스마트경제, 지식경제간의 관계>

스마트 경제(smart economy)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 고생산성 경제, 지속가능성, 디지털 경제 등
신경제의 일부 특징을 포함한다. 신경제는 지식경제(knowledge-based economy)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첨단기술과 인간이 획득한 지식자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비와 생산 시스템을 의미
하며, 특히 인간이 가진 지식을 경제성장과 발전의 핵심요인으로 인식한다. 협의의 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는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상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며, 광의의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화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디지털 경제의 범위>

주: 스마트 경제, 지식 경제, 디지털 경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문헌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자료: Investopedia, “New Economy,” https://www.investopedia.com/terms/n/neweconomy.asp; Apostol,
Balaceanu, and Constantinescu, “Smart-economy concept – facts and perspectives,” p. 2, http://www.
ipe.ro/RePEc/WorkingPapers/wpconf141113.pdf; OECD(2001), “Chapter 4. Competencies for the knowledge
economy,” p. 100, http://www.oecd.org/innovation/research/1842070.pdf(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13); Hretcanu(2015), pp. 171-172; Bukht and Heeks(2017), pp. 4-13; OECD(1996), p. 9; IMF(2018),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Staff Report,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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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드베데프 집권기 러시아는 스마트 경제를 추구하면
서 첨단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기술발전을 통
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자국산 제품의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자국의 스마트 경제 관련 산업 중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
다고 평가되고 높은 성장잠재력과 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승수효과가 큰 산업,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 원자력기술, 우주기술(통신기술), 정보기술, 의료기술이 중점육
성산업으로 선정되었다.49) 당시 정부는 에너지와 원자력기술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정보기술은 전자정부(e-government)와 정치제도 개
혁을 실현하는 부수적 도구로 여겨진 측면이 있다. 이 시기 러시아 정부는 경제
구조 개혁 또는 경제 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화두를 던지긴 했으
나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푸틴 집권3기에는 이전 정권과는 차별화된 ‘신경제’를 추구하고자 했으나,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보다는 전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실상 정책적 지향점이 다소 모호해지고, 과거로 후퇴했다고 평가
된다. 이 시기 러시아는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서비스 부문을 발전
시키며, 농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연구와 교육을 개선하
여 인적자본을 빠르게 축적하고, 국외로 유출되는 자본을 국내투자로 유도함으
로써 고정자본 형성을 촉진하고자 했다. 제약, 첨단 화학, 비금속 및 복합재료,
항공,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 계획도 명시하였지만 건설, 교
통, 농업과 같은 전통산업 발전에 좀 더 큰 관심이 모아졌다. 긍정적인 부분은
이 시기에 산업별 전략 및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채택되어 산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14년 서방의 경제제재, 국제
49)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09), “Вступительное слово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миссии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ки России,” http://www.kremlin.ru/events/
president/transcripts/4506; Медведев(2009), “Россия, вперёд! - Статья Дмитрия Медве
дева,”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5413(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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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락 등의 부정적인 외부충격으로 경제구조 개혁 또는 경제 현대화의 성
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푸틴 집권4기(더 명확하게는 2017년 이후)에는 디지털 경제가 추구되었다.
이 기간에는 여전히 다양한 첨단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효
율성과 생산성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정책적
관심과 재원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7년 국가프로그램 ‘디지털 경
제’ 채택을 계기로 ICT 발전에 기초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러시아 경제정
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기에 이른다. 이는 2018년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표 4-1. 2009년 이후 러시아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대표 정책의제와 지향점
2009년 이후
ICT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경제구조 개혁을 목표하는 경제현대화 추구: 신경제 기조
메드베데프 집권기
(2009~11년)

푸틴 집권3기
(2012~17년)

푸틴 집권4기
(2018년 이후)

스마트 경제*

신경제*

디지털 경제*

(배경) 러시아는 취약한 제조
업의 경쟁력, 정부의 과도한
개입, 민간부문의 혁신 부재
등을 문제를 인식하고, 인적
자원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를 추구

(배경) 자원의존적 경제구조
가 비산업화를 초래하고, 소
비재ㆍ기술 및 첨단상품의 수
입의존도를 증가시키며, 주요
→ 수출상품인 자원가격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
로운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기술 강국으로서의 복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배경) 서방제재 및 저유가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를 겪고 있
는 러시아가 디지털 경제 발전
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함.
→ 정보기술의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안전보장, 산업, 교통, 농
업, 금융 등에 대한 확산을 추
진하고, 디지털 경제를 통해 △
노동생산성 제고 △삶의 질 향
상 △모든 산업의 기술, 생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 △안보수
준 강화 등을 도모

주: * 스마트 경제는 메드베데프가 2009년 러시아의 현대화 및 기술발전 경제 위원회 회의 개회사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
신경제는 푸틴이 2012년 ｢우리의 경제적 과제｣라는 연설문에서 언급하였음. 그리고 2017년 국가프로그램 ‘디지털
경제’ 정책이 발표되었음.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위의 표에서는 러시아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을
시기별로 구분하였음.
자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09), “Вступительное слово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миссии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ки России,”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
transcripts/4506; Путин(2012), “О наш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адачах,” http://www.vedomosti.ru/politics
/articles/2012/01/30/o_nashih_ekonomicheskih_zadachah(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20);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2020), “Прогно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21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2 и 2023 годов,” pp. 77-78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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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의 국가발전 목표에 ‘사회ㆍ경제 부문에 대한 디지털 기술 도입
가속화’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러시아 경
제 현대화 정책의 지향점이 ‘디지털 경제’로 좁혀진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정책의 추진 배경은 첫째, 해당 산업에서 인적자본이 더욱 축적된다는 점
(learning-by-doing), 둘째, 서방의 경제제재로 많은 자본과 양질의 노동력
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생산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서 경제 디
지털화에 박차를 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러시아의 IT 산업 관련 정책의 역사를 반추하면 2000년대 초기로 거슬
러 올라갈 수 있다(표 4-2 참고). 2002년에 연방목표 프로그램 ‘전자러시아
2002-2010’이 도입되었으며, 2008년에는 ‘정보화사회발전전략’이 채택되었
고(2017년에 업데이트), 같은 해 지식 및 첨단기술 경쟁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
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장기 사회ㆍ경제 발전 개념’이 채택되었다. 2010
년에는 국가프로그램 ‘정보화사회 2011-2020’이 도입되었고(2014년 개정안
채택), 2013년에는 ‘정보기술산업 발전전략 2014-2020과 2025까지의 전망’
이 채택되었다.50) 이외에도 2014년 ‘과학기술발전 전망 2030’, 2016년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 ‘과학기술발전 전략’, 그리고 2017년 국가프로그램 ‘디지털
경제’가 승인되었으며, 이들 모두 IT 산업을 중점 육성 분야로 보고 있다.

표 4-2. 러시아 IT산업 관련 주요 정책 개요
정책명
1

2

승인 연도

주요 목적

연방목표 프로그램
‘전자러시아
2002-2010’

2002

∙ 러시아에 전자정부를 도입함으로써 연방정부, 지방정부 등의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고, 보다 효율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정보화사회발전전략

2008
(2017년
개정)

∙ ‘정보화사회발전전략 2017-2030’으로 수정됨.
∙ ICT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확보, 사회,
정치, 문화, 정신 영역을 발전시키고 공공행정시스템을 개선
하도록 함.

50) 동 문서는 2018년 12월 ‘정보기술산업 발전전략 2019-2025와 2030년까지의 전망(안)’으로 개정되
어 2019년 중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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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정책명

승인 연도

주요 목적

3

장기사회ㆍ경제
발전 개념

2008

∙ 21세기 세계강국에 걸맞는 사회ㆍ경제 발전을 달성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함.
∙ 특히 에너지 부문뿐 아니라 지식 및 첨단기술 경쟁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남.

4

국가프로그램
‘정보화사회
2011-2020’

2010
(2014년
수정)

∙ 정보사회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프로그램으로 채택되
었으며, 이를 통해 ICT가 산업, 과학, 교육, 사회적으로 광범
위하게 활용되며 모든 국민에게 접근 가능해질 것임.

5

∙ IT 제품 및 서비스 수출 비중의 단계적 증가와 러시아 경
정보기술산업
2013
제의 원자재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발전전략
(개정안 채택 ∙ 현재 ‘정보기술산업 발전전략 2019-2025와 2030년까지
2014-2020과
논의 중)
의 전망’이라는 이름으로 수정안이 제출된 상황임(구체적인
2025까지의 전망
내용은 표 4-3 참고).

6

과학기술발전전망
2030

7

국가기술
이니셔티브

2014

∙ 융합과학기술 관련 주제 연구, 경제성장 가속화, 국가경쟁
력 제고, 기술발전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등을 방향으로
선정함.

2016

∙ 2035년까지 세계경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러시아의 유망
한 신기술과 신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기업과 전문가 간 교류하고 협력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함.

8

과학기술발전 전략

2016

∙ 2025년까지 지식 잠재력을 확대하고, 충분히 활용하는 효과
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가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확보함.
∙ 같은 해 국가프로그램 ‘과학기술발전 2018-2025’가 채택
되었음.

9

국가프로그램
‘디지털 경제’

2017

∙ 2025년까지 러시아의 모든 사회ㆍ경제 영역에서 ICT 기
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도모함.

주: 러시아 전략은 장기적으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 프로그램
또는 연방목표 프로그램이 발표되는데 2012년 연방목표 프로그램은 국가 프로그램에 귀속되었음. БЮДЖЕТНАЯ
ПОЛИТИКА — №6 ИЮНЬ 2012 — 16 ИЮЛЯ 2012, “Переход к программному бюджету: результаты,
проблемы, перспективы,” http://bujet.ru/article/189590.php(검색일: 2020. 10. 13).
자료: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2002);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08);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08); Минсвязи(2010);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13);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14);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16a);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16b); Минсвязи(201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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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2009년 이후 IT는 꾸준히 러시아의 중점육성 산업 중 하나였다. 다
만 2009년에는 IT를 주로 전자정부를 실현하고 정치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았다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경제 전반의 생산
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러시아는 IT
산업 발전이 자국의 핵심 국가정책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5월 대통령령에서 제시된 △연간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서비스 수출액
달성 △러시아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 달성 및 첨단기술 일자리 확대 △정
보기술제품 수출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한 자원의존 약
화 △경제 전반에 정보기술 도입 △디지털 주권 확보, 정보보안 및 안보 수준 강
화 등의 과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51)
아래에서는 러시아의 IT 산업 발전정책인 ‘정보기술산업 발전전략 2019-2025
와 2030년까지의 전망(안)’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8년 말 발표된 이
문서는 ‘국가기술이니셔티브’, ‘2024년까지 러 연방 발전을 위한 국가목표 및
전략과제’에 대한 대통령령(이하 5월 대통령령), ‘2024년까지 러 연방 정부의
기본 활동방향’, 국가프로그램 ‘디지털 경제’, ‘정보기술산업 발전전략 2014-2020
과 2025까지의 전망’, ‘과학기술발전 전략’, ‘정보화사회 발전전략 2017-2030’,
‘과학기술발전 전망 2030’, 국가프로그램 ‘정보화사회 2011-2020’, ‘러 연방
장기 사회ㆍ경제 발전 개념 2020’ 등의 정책과도 연관되어 작성되었다.
러시아의 IT 산업은 △전문인력 부족(IT 전문인력 양성기관 부족, 우수한 IT
전문가들 해외 유출, 해외 IT 전문인력 유치 어려움 등) △세계 수준 연구 부족
△소비자의 정보기술 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 △미비한 제도 △정보기술에 대한
정부수요 부족 △민관협력 부족 △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높은 비중 등이 주요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IT 인력
양성 △IT 전문 일자리 확대 △IT 대중화 △IT 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51)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и РФ(2018),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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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연구활동 지원 △IT 우선분야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글로벌 리더 출현
촉진 △경제정보화 및 정부의 장기 정보기술 주문 △정보보안 △IT 문해력 향상
△IT 산업 통계지원 및 분류 업데이트 등의 과제를 설정했다(표 4-3 참고).
특히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자국의 IT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자국 IT 기업이 국
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첨단기술 개발뿐 아니라 글로벌 및 지역
IT 생태계 개발과 신기술 발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ㆍ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러시아는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의52) 대규모 도
입과 관련하여 보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 플랫폼을 통합하는 러시아
IT 기업의 전망이 밝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무인차량 △스마트 에
너지 및 스마트 시티 △디지털 생산 △원격의료 △핀테크 등의 부문에서 경쟁력
을 가지며,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표 4-3. ‘IT 산업 발전 전략 2019-2025 및 2030년까지의 전망’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원칙

∙ 1. 디지털 주권 보장 및 기술적 독립성 강화
∙ 2. 파트너 국가와의 공동기술개발 관련 과학기술협력

목표

∙ 정부와 기업이 국산제품 소비를 우선시함으로써 국산제품 생산 촉진
∙ 다양한 제품개발 지원, 품질 및 경쟁력 제고, 현대화를 위한 모니터링 로드맵과 러시아
정보기술지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 IT 우선분야의 러시아산 품질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촉진
∙ IT 관련 부처, 산업협회, 클러스터, 플랫폼, 기타 협회간 교류 확대

52)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은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와의 융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CPS는 다수의 센서, 엑츄에이터, 제어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복합시스템
(System of Systems)을 구성하고 물리 세계의 정보를 습득, 가공, 계산, 분석하여 그 결과를 엑츄에
이터 시스템을 통하여 물리 세계에 적용한다. 그럼으로써 인간이 그동안 달성할 수 없었던 영역의 것
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패러다임은 기존의 단순 제어 시
스템들과 비교하여 규모 및 복잡도가 매우 큰 시스템일 뿐 아니라 물리 세계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
는 양방향성 시스템으로서 차별화된다. 손상혁(2016), ｢융합의 또 다른 이름, 사이버물리시스템｣,
http://www.jipyeong.or.kr/down.php?pid=426(검색일: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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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구분

주요 내용
∙ GDP 비중 증가

기대효과

∙ IT 고용 비중 증가
∙ IT 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
∙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수출 증가
∙ 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다양한 IT 관련 기관간 교류 및 협력 확대
∙ 생산, 연구, 교육 기반을 형성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고안
∙ IT 분야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공동 교육, 연구, 사업 등을 조직하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 ICT 분야의 유망 창업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사용

과제 1.
∙ IT 전문가 및 기업들의 평생교육 참여
IT 인력 양성 ∙ IT 학과 창설, 유수 IT 기업에서의 인턴십 제공, 정부인증위원회에 IT 기업대표 참여
∙ 인재 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
∙ 과학, 과학기술, 혁신 부문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각종지원금 제공을 통한 젊은 과
학자 참여 환경 조성
∙ IT 분야에서 e-러닝 및 온라인 학습 기회 확대
∙ 디지털 문맹 퇴치를 위한 전자교육 컨텐츠 개발
∙ 자격을 갖춘 외국인 IT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임시거주허가 및 취업허가 절차를 간
소화하며, 관련 기업의 고용주에게도 용이한 조건 제공
과제 2.
IT 전문
일자리 확대

∙ 뛰어난 자격을 갖춘 이민자를 위한 블루카드 도입
∙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유학하는 우수한 러시아 전문가의 귀환을 독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
∙ 러시아 및 국외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정부의 다목적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다용도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등의 프로젝
트 착수
∙ 다양한 IT 직업에 대한 영상 제작
∙ IT 분야의 성공 프로젝트에 대한 언론 보도
∙ 성공적인 IT 기업 창립자에 대한 영상 제작
∙ 국민의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센터 설립

과제 3.
IT 대중화

∙ 교내 IT 관련 동아리 형성
∙ IT 관련 회의 및 올림피아드 개최
∙ IT 관련 전국 및 지역대회 수 확대
∙ 대형 IT 기업의 ‘방문의 날’ 추진
∙ IT 대중화를 위한 전문 사이트 구축
∙ 국제 올림피아드 러시아 참가자 수 확대 및 러시아 내 국제 올림피아드 개최 수 확대
∙ IT 교육기관 내 IT 기업의 과학교육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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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구분

주요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대한 보험료 혜택 지급기간 연장
∙ IT 분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 비상업적 디자인 수입을 포함하여 첨단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장벽을 제거하며, 허가
과제 4.
절차를 통지하는 것으로 교체
IT 제도 개선
∙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IT 기업의 무담보 대출에 대한 비용 절감이 필요.
중앙은행이 무형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담보 없이 IT 기업에 대출하
는 관행을 만들고, IT 기업의 주식시장에서의 자금확보 활동 확대

과제 5.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첨단 제품 개발
∙ 러시아를 IT 강국으로 브랜드화 함으로써 기업들이 IT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도록
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
∙ 러시아 IT 기업이 글로벌 (틈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개발뿐
아니라 글로벌 및 지역 IT 생태계 개발과 신기술 발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ㆍ윤리
문제 해결에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필요
∙ 이것은 러시아 기업이 글로벌 IT 분야의 틈새시장에 진출하는 데 기여 가능

과제 6.
IT 연구활동
지원

∙ 국가프로그램 ‘과학’ 실현을 위해 지역별로 설립된 과학교육센터에서 IT 부문에 초
점을 맞추도록 함.
∙ 우수한 젊은 과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IT 연구 프로젝트
를 지원하는 메커니즘 구축
∙ 과학연구기업 및 교육기관의 IT 분야의 탐색적 연구 수행에 대한 장려 및 지원

과제 7.
IT 우선분야
연구개발

∙ 사물인터넷
∙ 다목적 시스템에 분산원장기술 적용 방법 개발 및 분석
∙ 새로운 검색 및 인식 시스템
∙ 빅데이터 분석 및 지식 추출
∙ 고성능통신시스템(예: 5G)
∙ 정보보안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포그 컴퓨팅, 듀 컴퓨팅
∙ 새로운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 새로운 수단 개발 및 테스트
∙ 데이터 처리, 동적 시각화 집합체를 위한 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과제 8.
중소기업
지원

∙ 국내제품을 구매하거나 외국산 솔루션을 국산 솔루션으로 바꾸는 러시아 IT 고객을
위한 대출혜택 및 보조금 지급
∙ 연구개발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수단에 동참(중소기업육성전략 2030과 연계하여 추진)

∙ 사이버물리시스템 대규모 도입과 관련하여 보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 플
과제 9.
IT 글로벌 리더 랫폼을 통합하는 기업의 전망이 밝음. (예: 무인 차량, 스마트 에너지 및 스마트 시
티, 디지털 생산, 원격의료, 핀테크 등)
출현 촉진
과제 10.
경제정보화 및 ∙ 전통산업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 확대의 일환으로 경제정보화는 IT 산업 발전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정부의 장기
정보기술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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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구분

주요 내용
∙ 유망한 정보기술 발전 영역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산제품생산 가속화
∙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 및 기술독립성을 갖춘 제품 출시 포함 IT 제품 수입대체 특
별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국가기관(방산단지 포함)의 이익을 위해 IT 분야의 과학기술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장기 연구 추진
∙ 국내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촉진(클라우드 서비스 포함)
∙ 국내 IT 산업 발전의 안정과 글로벌 리더양성 여건 조성을 통한 장기적 IT 주권 확보

과제 11.
정보보안

∙ 정보보안 위험을 고려한 IT 시스템 설계 및 구축 환경 조성
∙ 국가, 기업 또는 개인 데이터와 가계 시스템 보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정보보안
위험을 여러 개로 분리
∙ 일반적인 도덕표준에 따라, 그리고 IT 발전을 위해 빅데이터 및 AI 알고리즘의 사
용을 규제 시스템 개발
∙ 대규모 IT 시스템 및 주요 인프라의 IT 시스템에 대한 특별 보호조치 제공
∙ 글로벌 및 지역 위협으로부터 러시아 인터넷 보안 확보
∙ 필요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 IT 시스템 개발 속도 유지에 기여하는 정보보안 제도 형성
∙ 정보보안의 세계화와 현지화간 합리적인 균형 유지
∙ 국민이 습득해야 하는 ‘디지털 상식’ 개발 및 채택
∙ ‘디지털 시민’ 모델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경제 역량 센터 설치

과제 12.
IT 문해력
향상

∙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기반으로 디지털 문해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교육 센터
네트워크 구축
∙ 러시아 시민의 디지털 문해율을 측정하기 위한 전문 사이트 구축
∙ 중등직업교육기관에서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특별 행사 및 프로그램
추진
∙ 중앙텔레비전 채널에서 IT에 대한 영상 제작 및 방송
∙ 디지털 교육센터에 기반한 IT 인력 재교육을 위한 메커니즘 운영

과제 13.
∙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방 통계청의 통계 형식을 수정하고 산업통계를
IT 산업
설명하는 국가시스템 개발
통계지원 및
분류업데이트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ом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Ф(201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2014년 서방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정부기관에서 사
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상당량이 외국산이라는 점을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
한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 정부기관의 국내 소프트웨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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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은 전체의 36,7%에 머물렀으며, IT 서비스의 경우 21.7%에 불과했다.53)
이에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소프트웨어 상품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을 펴게 되었
다. 2015년 6월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과 ‘정부조달 계약
시스템’에 관한 연방법 제14조를 개정하였다.54) 이에 따라 러시아 소프트웨어
통합 등록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같은 해 11월 외국산 소프트웨어
정부조달 제한에 대한 정부령이 채택되었다.55) 2016년 7월에는 ‘2016~18년
간 정부기관의 국내 사무용 소프트웨어 전환 계획’ 정부령이 승인되었다.56) 그
결과 정부기관은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미국 및 일부 국가들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필요
한 소프트웨어가 국내 등록 시스템에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만 외국 소프트웨
어를 구매할 수 있다. 2018년 발표된 5월 대통령령에서도 GDP 내 디지털 경
제 발전을 위한 지출 비중 증가와 국가기관 사용 소프트웨어의 국산화 필요성
이 강조되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2020년 7월과 11월에 IT 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7월
에 발표된 지원책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 기업에 대해 2021년부터 사회
보험료를 14%에서 7,6%로, 법인세는 20%에서 3%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53)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 госсекторе”(2020. 12. 14),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11. 12).
5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9.06.2015 г. № 188-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и
статью 14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контрактной системе в сфере закупок товаров,
работ, услуг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нужд».
55)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16 ноября 2015 г. № 1236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запрета на допуск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роисходящего
из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для целей осуществления закупок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нужд.
56) Распоряжение от 26 июля 2016 года №1588-р. Федеральные органы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внебюджетные фонды должны перейти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офисного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программ,
включённых в единый реестр российских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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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57) 이어 11월에 발표된 지원책은 러시아 IT 서비스의 해외 마케팅 비용
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58)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러시아 정부
는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가 IT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우수한 프로그래머가
러시아를 떠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나. 한국 IT 산업 발전전략
과거 정보화(3차 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등 ICT 경쟁력을 갖추게 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투
자 확대를 통한 기술혁신 역량 확충, 선제적인 네트워크 고도화, 핵심인재 양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을 IT 산업 기본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
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산업ㆍ서비스 전반의 경쟁력 하
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속에59)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으며, 정부 각 부
처가 다양한 전략과 투자 계획을 수립해왔다.60)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2017년 11월, 4차 산업혁명시대 성장 방향과 비전,
추진과제를 담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
할 범부처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했다. 정부는 2019년에 ‘인공지능 국가전략’
을 발표했으며, 올해에는 디지털 뉴딜 계획을 큰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
합계획’을 수립했다.
57) “Путин поручил подготовить поправки по налоговому маневру для IT”(2020. 7.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12).
58) “Шадаев: второй пакет мер поддержки IT-отрасли появится в ближайшие недели”
(2020. 10.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12).
59) 4차 산업혁명 위원회(2017),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28).
60)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 연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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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및 성장동력 분야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서 우리나
라의 ICT 부문이 선제적 정보화로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등 ICT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과학기술 혁신경쟁력 및 인재가 부족하고, R&D 기반
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한계에 직면했으며, 과도한 규제와 관행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61)
이에 ①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②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③ 산업 인프라ㆍ
생태계 조성 ④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등 산업과 시티, 교통, 복지,
환경 등 부문의 지능화 혁신을 추진하고 자동차 등 주력산업과 소프트웨어 융
합 R&D를 추진하는 등 지능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5G 상용화 및 대
규모 시범사업 추진, 글로벌 ICT 혁신 클러스터 조성, 인프라 조성 및 제도개선
을 제안했다.62)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
심의회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연계하여
13개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했다.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혁
신신약, 인공지능 5개 분야를 원천기술확보 분야로 선정하고 산업 적용을 위한
융합제품ㆍ서비스 개발, 국제표준화, 원천연구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
8개 분야는 조기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 규제 개선,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61) 4차 산업혁명 위원회(2017),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pp. 7~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28).
62) 위의 자료,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 저자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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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13개 혁신성장동력 분야

지능화
인프라

빅데이터(D)

차세대통신(N)

인공지능(A)

빅데이터 개방ㆍ활용

5G, IoT 상용화

AI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
이동체

융합
서비스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레벨3 자율주행

공공용ㆍ산업용 무인기 보급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개인맞춤 정밀의료

도시문제 저감

지능형반도체
산업
기반

AI용 반도체 개발

첨단소재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개별산업과 VR/AR 융합 의료ㆍ안전용 서비스 로봇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항공부품, 자동차 경량화 후보물질 100개 개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12. 22),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할 구체적인 범부처 성장동력
분야 확정｣,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0. 9. 29).

2) 인공지능 국가전략
정부는 특히 단순한 기술적 차원을 넘어 인문사회 등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
다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AI)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
다. 높은 교육 수준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반도체, 제조기술 등 강점
을 활용해 AI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2월 ‘인공지능 국가전
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생태계 구축, 활용,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축이라는
세 개의 분야에서 인프라 확충, 전략적 기술개발, 인재 양성, 전 산업 AI 도입
등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AI 경쟁력 확보 및 반도체 개발, 소프트웨
어(SW) 역량 강화 등 IT 발전을 지원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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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총 사업비 1조 96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SW 산업 성장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향후 인재 부족에 대비해 SWㆍAI 교육을 확대 및 강화할 방침이다. 2022년까
지 연간 고급인력 1,000명, 전문인력 4,000명, 2030년까지 연간 고급인력
2,000명, 전문인력 8,000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4-5. 인공지능 국가전략 3대 분야 및 9대 전략 주요 내용
분야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전략

주요 내용

① 인프라 확충

∙ 데이터 개방ㆍ유통 활성화,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충
∙ 전국 주요 거점에 AI 혁신 클러스터 구축

② 기술경쟁력 확보

∙ AI 반도체 경쟁력 확보
∙ AI 기초연구, SW 제도개선 및 교육 확산 등을 통한 AI 기초
체력 강화

③ 과감한 규제 혁신 및
∙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개선 및 미래지향적 법제도 정립
법제도 정비
④ 글로벌을 지향하는 ∙ 유망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ㆍ자금 지원 확대, 창업 플랫폼
AI 스타트업 육성
을 활용한 우수 AI 스타트업 발굴ㆍ육성
⑤ 세계 최고의 AI 인재
∙ AI 고급ㆍ전문인재 양성 체계 구축
양성 및 전 국민 AI
∙ SWㆍAI 기초교육 강화를 통한 융합 인재로의 성장 지원
교육

인공지능을
가장 잘
⑥ 산업 전반의 AI
활용하는
활용 전면화
나라

∙ 제조업 및 산업 전반에서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공
장 고도화, AI와 산업이 융합된 산업 지능화를 통해 제조 르
네상스 실현
∙ 전 산업(바이오ㆍ의료, 스마트시티ㆍ건설, 교통ㆍ물류, 에너지,
환경, 네트워크 등)으로 AI 융합 확산

⑦ 최고의 디지털 정부
∙ 차세대 지능형 정부 구현, 공공서비스 혁신
구현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⑧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 일자리 안전망 확충, 직업훈련 전면 재편

⑨ 역기능 방지 및 AI
∙ 정보보호 지능화 혁신, AI 역기능 방지, AI 윤리 정립
윤리 마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인공지능 국가전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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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 경제ㆍ사회구
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 속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산업과 기
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호하고자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을 큰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한국판 뉴딜 계획은 디지털 경제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 부문에만 2025년까지 총 44조 8,000억 원의 국비가 투
입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어 데이터(Data), 네트워
크(Network, 5G), 인공지능(AI), 즉 D.N.A의 활용과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전 산업으로의 5GㆍAI 융합 확산, 5GㆍAI 기반 지
능형 정부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가 디지털 뉴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과제 중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10대 대표과제의 첫 번째
로 ‘데이터 댐’ 구축을 제시했다.
데이터 댐은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거래ㆍ활용기반 강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5G 전국망 구축을 통해 산업간, 산업 내 5GㆍAI 융합
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5G망 조
기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5G 융합서비스 개발, 스마트공장 및 생활밀접분야
AI 융합프로젝트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5G 보급률을
70%로 높이고 AI 전문기업의 수를 현재 56개에서 15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한편 2025년까지 4조 원을 투입해 AI 및 소프트웨어 인재 10만 명을 양성
하고, 디지털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훈련센터를 통해 실무인재를 양성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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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부문) 세부과제 및 대표과제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1ㆍ2ㆍ3차 전 산업으로 5GㆍAI 융합 확산
5Gㆍ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1. D.N.A. 생태계 강화

①
②
③
④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⑤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⑥ 전국 대학ㆍ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3. 비대면 산업 육성

⑦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⑧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⑨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4. SOC 디지털화

⑩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⑪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⑫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디지털 뉴딜 및 융합 부문 대표 과제

디지털뉴딜

① 데이터 댐
② 지능형(AI) 정부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융합과제

④
⑤
⑥
⑦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28).

2. 한ㆍ러 IT 산업의 기술 우위와 한계
가. 러시아 IT 산업 기술 우위와 한계
이 소절에서는 러시아의 IT 산업이 어떠한 기술적 강점을 갖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로서는 IT 산업의 기술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용 데이터가 부재하여 주로 정성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러시
아의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2010~18년간 러시아의 ICT 부문, 그리고 ICT 하부 부문별 특허 신청
건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본다. ICT 부문 특허 신청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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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그림 4-1 참고). 이는 러시아에서 ICT 부문에서의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 소프트웨
어 부문에서 특허 신청 건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그림 4-2 참고). 이를 보
아 러시아에서 ICT 부문 중 컴퓨터 기술,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러시아 ICT 부문 특허 신청 건수
(단위: 건)

자료: ВШЭ(2020), p. 85.

그림 4-2. 러시아 ICT 부문별 특허 신청 건수
(단위: 건)

자료: ВШЭ(2020),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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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IT 산업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강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
된다. 러시아 소프트웨어 부문의 강점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의적인 개념
설계 역량이 탁월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러시아 교육기관은 엔지니어링과 알고리즘 부문에서 강점을 가지
며, 이는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신제품 및 기술개발의 토대이다.63) 세계 주요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러시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
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개인적 자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학, 물리 등
높은 수준의 기초 과학을 접목한 독특한 교육 시스템과 훈련 방법의 영향도 크
다. 이는 러시아의 많은 컴퓨터 관련 학과들이 수학 학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가 프로그래밍 관련 주요 국제대회에서 거
두고 있는 실적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경쟁력이 우리 생각보다 더 높
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7 참고).

표 4-7. 주요 프로그래밍 세계대회의 러시아 실적
대회명

대회 결과

ACM-ICPC

2020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팀(1위)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10위),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11위)
※ 6년 연속 우승 및 2000년 이후 총 15회 종합 우승

HackerRank

2019년 종합(2위) 알고리즘(1위), AI(4위), C++(2위), 데이터 구조(4위),
SQL(4위), Java(5위), 파이톤(5위)

google Code jam

2018년 4위, 7위, 8위, 10위
2017년 2위, 3위, 5위, 8위, 9위

Kaggle

최상위 연구자 미국(27명), 러시아(15명), 중국(13명), 일본(7명)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ACM-ICPC: ACM International
Collegiate Programming Contest)’에서 러시아 대학 팀이 8년 연속 종합 우승
을 하였다. 이 대회는 ACM(미국컴퓨터협회)가 1977년 컴퓨터 과학 컨퍼런스를
63)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РФ(2013), “Прогно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4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5 и 2016 годов,” pp. 3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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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매년 개최하는 대회로 전 세계에서 약 5만 명가량의 대학생들이 참가하
는 컴퓨터 두뇌들의 최대 격전장이다. IBM이 후원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소프트
웨어 분야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다. 2019년에는 지역 예선을 통과한 135개 팀,
400명의 대학생들이 결승전에 진출하여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팀이 하버드와
MIT 등 미국의 유수의 대학 팀을 누르고 전년에 이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MIPT)이 10위,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가 11
위에 입상했다. 러시아는 이 대회 최강국으로, 2012~17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
크 ITMO(Information Technologies, Mechanics and Optics) 대학이 6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2012년 이후 매년 우승을 차지했다.64)
한국의 경우 2018년 서울대학교가 5위에 입상한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다.65)
해커랭크(HackerRank)66) 국제 코딩 올림픽에서 러시아는 99.9점으로 프
로그래머 종합 순위에서 2위에 올랐다.67) 각 개발 영역별 세부적 순위를 살펴
보면, 알고리즘 분야에서 러시아가 1위를 차지했다. 해커랭크가 선정하는 ‘세
계 대학교의 해커 랭킹’에서 러시아의 ITMO 대학 1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
립대학교가 7위에 선정되었다.
‘구글 코드 잼(google Code jam)’은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서
모든 단계의 프로그래머들이 자신의 기술을 시험해보기 위해 참가하는 글로벌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이다. 이 대회는 참가자의 국적을 기반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는데, 2017년, 2018년 결과에서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상위 10위 안에
5명 이상을 배출하였다.68)
64) 2000년 이후 총 15회 종합 우승을 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프로그래밍 저변을 알 수 있다, icpc.
global(검색일: 2020. 8. 24).
65) 2019년에는 한국 대표로 서울대학교, KAIST 2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66) 해커랭크는 100만 명 이상의 코드 개발자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프로그래밍 대회를
제안하고 기업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래머 인재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회사다. HackerRank의
프로그래밍 문제는 Java, C ++, PHP, Python, SQL, JavaScript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해결될 수 있으며 여러 컴퓨터 과학 영역에 걸쳐 있다, hackerrank.com(검색일: 2020. 8. 24).
67) 한국은 81.7점으로 22위에 머물렀다.
68) 한국인 최고 성적은 21위다, codingcompetitions.withgoogle.com/codejam(검색일: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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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글(Kaggle)은 구글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온라인 인
공지능(AI) 경진대회 플랫폼이다.69) 이 대회에는 194개국에서 100만 명 이상
이 참여한다. 세계 각지의 기업이나 기관이 풀고 싶은 과제와 데이터를 캐글 플
랫폼에 등록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70) 1년에 평균 30개 정도의 대회가 열리
는데, 경진대회가 시작되면 전 세계의 데이터 과학자들이 경진대회에 참가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캐글의 종합 평가를 통해 선정된 최상
위 연구자(그랜드 마스터)는 미국(27명)에 이어 러시아(15명)가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러시아 기술사업화에 성공한 주요 사례의 분석에서도 AI, 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세계적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8 참고).
표 4-8. 소프트웨어 기반의 러시아 기술 사업화 성공 사례
개발 기관

개발 기술명

스콜테크

러시아 최초 인공지능 기반 슈퍼 컴퓨터 ‘Zhores’ 개발

페트로자봇스크 국립 대학교

새로운 유형의 진동 신경 네트워크를 개발

러시아 퀀텀센터

마이크로칩에 장착 가능한 소형 레이저 화학 분석기 생산 프로세스를 개발

러시아 과학재단

‘Science in 360° format’ 연구소 가상투어 제작

카잔 연방대학교

텍스트 가독성을 측정하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시스템 개발

로스엘렉트로니카

북극권에서 안정적인 위성통신을 구축할 수 있는 모바일 안테나 시
스템 개발

극동연방대학교

지능형 산업용 로봇을 관리하는 신형 소프트웨어 개발

시베리아 연방대학교

인공지능 신경망을 기반으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 개발

NtechLab

실루엣으로 사람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술 개발

ITMO 대학

운전 중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상트페테르부르크 폴리테크닉 대학 지구의 극지에 가까운 지역에서의 유선 및 무선 통신용 장비 개발
사마라국립연구대학교

AI 기반 자동 온라인 여론 수집 시스템 개발

로스테크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체 시스템 개발

B41 Blockchain Development 자체기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플랫폼 Elbrus를 활용한 블록체인 노드 개발
로스아톰

가스 전송 시스템 모니터링 지원 프로그램 및 컴퓨터 콤플렉스 ‘Wave’ 발표

모스크바 국립식품생산대학

기능성 식품을 생산 가능한 러시아 최초의 3D 프린터 개발

자료: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 www.korustec.or.kr(검색일: 2020. 11. 6).

69) Kaggle.com(검색일: 2020. 8. 24).
70) 구글은 AI의 이미지 인식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찾았다. MS는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를 감지하는 수준을
높였다. 제너럴일렉트릭(GE)은 국제선 항공기의 도착시간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는 방법을 발굴했다.

제4장 한ㆍ러 IT 산업 발전전략 및 기술협력의 상호호혜성 • 105

한편 러시아의 IT 업체들은 사이버 보안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
고 있다. 특히 카스페르스키는 카바방크(Carbabank, 사이버 은행강도), 다크
호텔, 더마스크, 아이스포그, 레드악토버 등의 악성 소프트웨어를 발견한 실적
을 보유하고 있다. 카스페르스키는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프로
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 기업은 알려진 위협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지
능형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적 보안기술플랫폼을 개발했다. 알려진 위협
으로부터는 네트워크 공격 차단기, 블랙리스팅, URL 필터링, 방화벽 등을 통
해 사이버 보안을 유지한다.
알려지지 않은 위협은 △휴리스틱스(heuristics) △휴리스틱스 안티피싱
(heuristics anti-phishing) △호스트 침입 방지 시스템(HIPS) △애플리케이
션 제어 및 화이트리스팅 △카스페르스키 보안 네트워크 등을 통해 탐지된다.
- 휴리스틱스: 동적 및 정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악성 소프트웨어 또는 알려
진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 탐지 또는 코드의 안전성 여부 확인
- 휴리스틱스 안티피싱: 어휘, 입력 형식, 또는 읽을 수 없는 기호 등 의심스
러운 활동을 찾아냄으로서 지능형 위협을 방지
- 호스트 침입 방지 시스템: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과 활동을 감지 및 관리
- 애플리케이션 제어: 관리자가 지정한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허용하
며,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 목록을 계속해서 업데이
트하는 동적 화이트리스팅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방지
- 카스페르스키 보안 네트워크: 기존 또는 새로운 위협과 온라인 공격원을
탐지, 분석, 관리
이외에 지능형 위협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하는 시스템 와쳐(system watcher) △소프트웨어의 취약성
을 악용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자동악용방지(automatic
exploit prevention) △감염 영향을 제한하고 시스템을 복구하는 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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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2. 러시아의 세계적인 보안프로그램 업체 ‘카스페르스키 랩’ 소개
카스페르스키의 창립자 유진 카스페르스키는 1989년 자신의 컴퓨터에 감염된 카스케이드(Cascade)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그의 암호학 전
공지식을 바탕으로 암호화된 바이러스를 분석하고 그 행동을 이해하며,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후 그는 컴퓨터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악성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했다. 이것이 ‘카스페르스키 랩’의 안티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의 기반이 된다. 오늘
날 이 데이터베이스는 5억 개 이상의 악성 프로그램으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포괄적이
고 온전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그는 1990년에 연구팀을 구성해 바이러스 백신 프로
그램을 개발했고, 4년 뒤 이는 함부르크 대학으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인정받았다. 이것이 1997년 카스페르스키 랩이 글로벌 보안업체로서 설립된 배경이다.
카스페르스키는 심화 위협 인텔리전스(deep threat intelligence)와 보안에 전문성을 가지며, 전
세계 기업, 주요 인프라, 정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혁신 보안 솔루션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카스페르스키에는 4,0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으며, 이중
1/3이 R&D에 관여하고 있다.
카스페르스키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재산, 기타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
다. 이 기업은 중소기업들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다층적인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이 필
요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위협을 방지하고, 정교한 공격을 감지하며, 보안사고에 대응하고 위협
환경의 진화를 예측하는 보안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다. 이 기업이 가지는 솔루션 포트폴리오가 위협 인
텔리전스와 머신러닝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탐지 및 차단하는 강력한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사이버 보안기술을 제공하고, 나아가 ‘사이버 면역(cyber-immunity)’을 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카스페르스키는 5대 엔드포인트 보안* 업체로 자리하고 있으며, 2년 연속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 부문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 같은 맥락에서 카스페르스키는 웨이브 엔드포인트 보안 평
가에서 리더로 선정되었으며,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평가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 받았다.
2019년 B2B 비즈니스 부분이 6%의 성장률을 보였고, 글로벌 비감사 IFRS 수익은 총 6억 8,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CIS 지역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나타냈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아태지역에서도 비교적 좋
은 성과를 나타냈다. 현재 카스페르스키는 200개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30개 이상의 국가
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기업의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은 4억 명, 기업은 25만 개이다.
* 엔드포인트 보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네트워크로 연
결되어 있는 최종 장치가 엔드포인트이다. 그리고 엔드포인트인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엔드포인트 보안이다.

자료: 카스페르스키 랩 홈페이지, ｢엔드포인트 보안이 대체 뭐야?｣, https://www.kaspersky.com/about; CCTV뉴스,
http://www.cctvnews.co.kr(모든 자료 검색일: 2020. 11. 11).

(rollback)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모든 응용프로그램 실행을 차
단하는 디폴트 거부(default deny) 등의 기술을 통해 방어될 수 있다.71)
이외에 러시아 게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러시아의 게임업체들이 두각
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러시아 게임시장은 2019년 총수익 기준 20억 달러로
세계 13위(한국은 4위)를 차지했다.72)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게임을 즐기
71) Kaspersky, “Kaspersky endpoint security for business: technology in action,” pp. 6-8,
https://media.kaspersky.com/en/business-security/kaspersky-technology-in-actionwhitepaper.pdf(검색일: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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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2020년 시장수익이 전년도보다 더 커졌다(그림 4-3
참고). 아울러 향후 4년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3. 러시아 게임 시장 규모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자료: Statista(2020), p. 3.

그림 4-4. 러시아 비디오 게임 산업 부문별 시장수익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자료: Statista(2020), p. 4.
72) RMAA Agency(202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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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는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그림
4-4 참고). 현재 러시아 게임 개발업체 중 모바일 게임업체가 선방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플레이릭스(Playrix)라는 러시아계 게임업체는 러시아에
서 10대 모바일 게임업체에 속하며, 세계적으로는 32위를 차지한 바 있다(글
상자 4-3 참고).73)
러시아가 국가프로그램 ‘디지털 경제’를 추진함에 따라 러시아 내 5G 네트
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MTS가 2020년 7월 러시아 기업으로는 처
음으로 5G 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허를 발급 받아 러시아의 5G 네트워크가 본
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74) 향후 러시아 내 5G 서비스가 빠르게 보
급될 것으로 전망되며(그림 4-5 참고), 이에 따라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러시아 이동통신기업인 비라인

그림 4-5. 러시아 5G 도입 전망

자료: “5G implementation strategy critical to Russia’s ‘Digital Economy’”(2019. 9.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12).

73) “Russian mobile game market”(2018. 8.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12).
74) “MTS Receives Russia’s First 5G License”(2020. 7.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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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line)이 클라우드 게임서비스 산업에 진입하고자 하고 있으며, 2019년
러시아의 최대 컴퓨터ㆍ비디오게임 전시기관인 사프마르(SAFMAR)가 한국의
엘지유플러스(LG U+)와 일본의 소프트뱅크(Softbank)에 이어 미국 게임업
체가 결성한 지포스나우(GeForce Now) 연맹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러시아
내 클라우드 게임 소프트웨어 사용뿐만 아니라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75)
러시아 클라우드 게임 스타트업으로서 주목받는 플레이키(Playkey)라는 기
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게임 산업의 미래는 스트리밍(streaming)이라는 생각
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
라 이 기업은 현재 블록체인 기반 P2P 게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즉 게이머는 플레이키의 게임 플랫폼에서 플레이키 토큰(이하 PKT) 지갑을
개설하고 플레이키 고객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현금으로 PKT를 구매
한다. 이후 자신의 위치, 가격, 게임 평가 등을 고려하여 게임 서버를 선택하고
채굴자와 스마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게임을 할 수 있게 된다(그림 4-6 참고).
플레이키의 게임 플랫폼은 게이머가 비싼 하드웨어를 구매하지 않고도 수퍼컴
퓨터를 사용하는 채굴자의 도움으로 더 좋은 컴퓨터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그 대가로 플레이키 토큰(PKT)으로 채굴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식으
로 운영된다.

75) “5G implementation strategy critical to Russia’s ‘Digital Economy’”(2019. 9. 23); “Russia’s
65.2 million gamers spent a total of $1.7 billion in 2018”(2019. 10. 10); “GeForce Now
expands cloud gaming into new territories”(2019. 10. 3); “Streaming from a cloud near
you: SAFMAR. Group, LG U+ and SoftBank grow cloud gaming globally through GeForce
Now Alliance”(2019. 10. 3), 온라인 기사(모든 기사의 검색일: 2020. 11. 12). 지포스나우 연맹은
2019년 3월 미국 게임엄체인 NVIDIA의 RTX 서버와 NVIDIA 클라우드 게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업체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클라우드 게임을 개선하기 위해서 형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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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플레이키 플랫폼 게이머의 작업 흐름

자료: Playkey.io, “Decentralized Cloud Gaming Platform,” p. 17. https://cdn.playkey.net/img/playkeynet/ico/
Whitepaper_1_31_En.pdf#page=14(검색일: 2020. 11. 13).

글상자 4-3. 러시아계 주요 게임 업체 소개
모바일 게임 회사
플레이릭스(Playrix)는 2004년에 설립된 모바일 게임 회사이다. 이 기업은 PC 게임 개발업체로 큰
성과를 낸 바 있으며, 2011년부터 모바일 게임 개발에 주력했다. 플레이릭스에서 출시한 와일드스케
이프, 홈스케이프, 가든스케이프, 타운십, 피시덤 등은 매출 상위 50개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다. 전
세계에 2,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세르비아 등에 18
개 지사를 가지고 있다. 2013년 타운십을 출시하고, 2015년 피시덤을, 2016년 가든스케이프를, 그
리고 2017년에 홈스케이프를 출시했다.
클라우드 게임 회사
플레이키(Play key)는 2012년에 설립된 러시아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회사이다. 이 기업의 플랫폼
에서는 사용자의 컴퓨터 성능에 상관없이 고화질의 최신 3D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 기업의
경쟁업체는 리퀴드스카이(LiquidSky), 엔비디아 지포스나우(Nvidia GeForce Now), 플레이스테이션
나우(Playstation Now) 등이다. 플레이키는 러시아 시장뿐 아니라 아시아, 미주에도 진출하는 등 글
로벌 플레이어로서 자리하고자 한다.
이 기업은 엔젤투자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이후 정부 지원을 받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자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초기 코인공개(Initial Coin
Offering)*을 통해 약 1,100만 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확보한 것이며, 약 100만 달러는
언차티드캐피털(uncharted capital), 올라이스(Allrise), G2H2캐피털 등의 투자펀드로부터 확보했다.
이 기업의 고문으로 오쿨루스 VR의 공동창립자인 딜런 서(Dillon Seo)와 코인인사이드(CoinInside)의
최고경영자이자 창립자인 마이클 김(Michael Kim) 등 한국계 기업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 초기코인공개(ICO)는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으로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완전하게
개발되지 않은 블록체인 플랫폼, 상품 또는 서비스 프로젝트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자료: 플레이릭스 홈페이지, https://www.playrix.com/company/index.html; PinchBook, https://pitchbook.com/
profiles/company/88849-18#timeline; “Russian cloud gaming startup Playkey raises nearly $11 million
in ICO, targets Asian and American markets”(2017. 12. 7); Binance, “ICO란 무엇인가요?,” https://academy.
binance.com/ko/articles/what-is-an-ico(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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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러시아 정부는 2019년 10월 ‘인공지능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2030’을
도입했으며,76)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AI 솔루션 도입을 위한 로드맵
을 마련하고 있고,77) 아울러 AI 관련 제도도 도입되고 있다.78) 스베르방크, 얀
덱스, 메일루 등 러시아의 주요 기업들이 AI 개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
는 만큼 향후 러시아의 인공지능 분야는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
나 AI를 선도하는 중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에 비해서 러시아의 기술 수준
이 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선도국을 따
라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79)
다만 얀덱스가 무인자동차(driverless transportation)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AI와 로봇을 접목한 무인
자동차, 무인배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이 부문에서 성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얀덱스는 2017년부터 무인자동차 사업에 착수했으며,
2019년 3월 현대자동차와 MOU를 체결해 협력하고 있다. 이 사업에 활용되는
신형 소나타는 9개의 센서를 장착하여 주변 사물을 구별하고, 목표물과의 거리
를 측정하는 데 더 나은 성능을 가진다. 얀덱스는 타타르스탄의 이노폴리스에
서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운전 소프트웨어를 시
험ㆍ개선하고 있다. 최근까지 130대의 무인자동차가 400만㎞의 도시 거리를
76)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19). 2019년 10월 채택된 ｢AI 발전 전략 2030｣은 AI 연구개발(R&D) 지원,
AI 기술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 데이터 접근성 강화, 물적 인프라 정비, AI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가 육성, 통합 규제 시스템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77) “МЭР разработает дорожные карты по внедрению ИИ в медицину, транспорт и “умный
город””(2020. 2.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12).
78)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20), “Концепция регулирования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робототехники”;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04.2020 № 123-ФЗ “О проведении
эксперимента по установлению специаль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 целях создания
необходимых условий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и внедрения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субъек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городе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Москв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статьи 6 и 10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2020년 4월 승인된 ｢모스크바 AI 기술 실행 규제 법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5년 간 모스크바 시정
부 및 기업의 AI 기술 시범 운용을 위한 지원 및 규제안을 제시함.
79)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Russia: Objectives and Reality”(2020. 8. 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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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성과를 냈다. 향후 무인자동차의 성능은 더 개선될 예정이다. 얀덱스는
이외에 2020년 5월에는 얀덱스로버(Yandex.Rover)라는 무인배달로봇 서비
스를 시작했다.80)
러시아 내 스마트폰 및 이동통신기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휴대폰기기용 소프
트웨어 부문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스페르스키(Kaspersky),
닥터웹(Dr.Web), 링보(Lingvo) 파인리더(Fine Reader) 등이 이 부문에서 성
공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시스템 통합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경우에도 러시아
내 IT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외에 유망한
IT 하부 부문은 클라우딩 컴퓨팅, 모바일 앱, 정보보안, 새로운 인간-기계 인터
페이스(human-machine interface), 신경기술 등이다.81)

나. 한국의 IT 산업 기술 우위와 한계
1) 한국의 ICT 경쟁력 국제평가지수 비교
한국은 ICT 분야의 산업 규모와 기술 역량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국제 평
가 기관으로부터 최상위권 수준의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82)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전 세계 국가의 ICT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하는 ICT 발
전지수(IDI: ICT Delvelopment Index)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위를
차지하였다(2017년 기준). 한국은 ICT 발전지수가 처음 공개된 2009년 이후
로 꾸준히 2위 안에 들면서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83)
80) “Yandex Self Driving Group Takes a New Leap with $150m in Investment”(2020. 9. 4);
“Hyundai Mobis, Yandex unveil self-driving robotaxi”(2019. 7. 11); “Russia’s Yandex
Aims to Double Self-Driving Fleet with Hyundai”(2020. 6. 2), (모든 온라인 기사의 검색일:
2020. 11. 12).
81)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2013), p. 311.
82) ICT 인프라와 관련된 네트워크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5G, 광인프라 보급률 등 OECD,
ITU, WEF와 같은 기관에서 측정하는 국가별 ICT 분야 평가 지수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11. 16). ｢국제전기통신연합(ITU), 2017년 ICT 발전지수 발표｣,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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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최근 5년간 ICT 발전지수 상위국 현황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이슬란드

1위

한국

덴마크

한국

한국

2위

스위덴

한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한국

3위

아이슬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위스

4위

덴마크

아이슬란드

영국

스위스

덴마크

5위

핀라드

영국

스위스

영국

영국

주: 1) 평가는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함(15년 평가는 14년 통계 기준).
2) 18, 19년은 미발표.
자료: ITU(2013), p. 7; ITU(2014), p. 11; ITU(2015), p. 12; ITU(2017), p. 31을 취합하여 저자 재구성.

ICT 발전지수는 ICT 접근성, 이용도, 활용능력의 평가항목이 있다. 그리고 항목
별 세부지표를 통해 11개 지표를 평가한다. 2017년 ICT 발전지수에서 한국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인프라 구축과 사용자 환경 범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84)
표 4-10. 한국의 ICT 발전지수 세부 분야별 순위
구분
ICT 발전지수 순위
(종합점수)

2013

2014

2015

2016

2017

1
(8.57)

2
(8.85)

1
(8.93)

1
(8.84)

2
(8.85)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 건수

5

6

6

6

4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 건수

70

79

71

70

64

인터넷 이용자 대비 국제 인터넷 대역폭

63

82

71

54

84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21

28

37

38

44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1

1

1

1

1

ICT 접근성

11

8

9

8

7

인터넷 이용자 비율

15

17

15

15

10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회선 수

1

3

4

4

6

인구 100명당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 건수

5

9

13

13

15

ICT 이용도

2

3

4

3

4

중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48

51

54

62

64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1

2

2

2

2

성인 문해율

15

20

22

21

17

ICT 활용능력

1

2

2

3

2

주: 평가는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함(15년 평가는 14년 통계 기준).
자료: e-나라지표, ITU ICT 발전지수(검색일: 2020. 9. 13).
84) 해당 연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유선전화 가입 회선 수 하락 및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하락,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증가가 상위권 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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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도 한국은 2019년 13위를
기록하여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ICT보급
(ICT Adoption) 부문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확충, 혁신 역량
등 긍정적 요인에 힘입어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며 ICT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았다.85)
UN 경제사회처(DESA)가 2년 마다 발표하는 UN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보고서도 한국을 2012년 1위, 2014
1위, 2016년 3위로 평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행정 업무 효율
성 및 대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다.86)
그리고 2019년에 발표된 OECD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보고서는 한
국이 10Giga 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이를 가정에 실제 보급하였다는 점
에서 한국을 OECD 국가 중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준비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87)
이와 함께 2020년 10월 처음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평가 보고서(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총 33개 대상 국가 중 한국이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88) 이런 평가 결과는 기대 이상의 성과
로 전 세계의 디지털 정부 전환을 한국이 선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프라 보급 및 접근성에서도 인터넷 평균속도 세계 1위, 광케이블 보급 1위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가 되
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향후 5년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것으
로 예상된다.89)
85) ICT 부문은 총 5개 항목을 평가하며,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1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6위), 인터넷
사용 인구(9위)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상위권에 위치했다. World Economic Forum(WEF)(2019),
p. 324.
86) UN(2012), p. 11; UN(2014), p. 5; UN(2016), p. 111.
87) 안호찬(2019), p. 7.
88) 행정안전부(2020. 10. 16), ｢대한민국, 제1회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 온라인 보도자료
(검색일: 2020. 11. 8).
89)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4세대 통신보다 최대 20배 빠른 5세대 통신(5G)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
며, 불과 1년 만에 가입자 634만 명을 확보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2020년 4월 말 기준)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회선 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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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국내 ICT 인프라 보급 및 접근성 수준
한국 순위
모바일 네트워크 중 5G 비중
1위(24개국)
(2025년)

비고
韓 67% > 美 50% > 中 47% > 日 47% >
유럽 34%, 세계평균 20%

인터넷 평균속도
(단위: Mbps)

1위(37개국)

한국(1위) 28.6 Mbps, OECD 평균 15.3 Mbps

유선 광케이블 보급

1위(37개국)

한국 78.5%, OECD평균 24.8%(2018. 2분기 기준)

자료: GSMA(2020), pp. 7~8; 전국경제인연합회(2020. 7. 31), ｢한국 ICT 산업 현황과 시사점｣,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0. 10. 20)를 저자 재구성.

이처럼 다양한 국제평가기관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
는 ICT 분야의 경쟁력이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객관적 평가를 받은 것은 우
리의 기술 역량과 인프라 경쟁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 한국의 ICT 기술 수준 및 기술격차 비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ICT 기술수준조사보고
서(ICT Level Survey Report)에 따르면,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로 상대화
하고, 기술 격차를 0년으로 조정하였을 때 한국의 기술 수준은 2018년 기준 미
국의 84.5%, 기술 격차기간은 1.4년으로 조사되었다. 기술 수준은 전년대비
2.5%포인트 상승하여 최근 3년간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기술 격차기간 역시
전년대비 0.2년 줄어들었다.90)
유럽은 미국과 0.7년, 일본은 1.1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중국은 1.2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기술 격차는 갈수록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1) 미국과 유럽이 대부분의 기술에서 우위를 점한 가운데, 한국은 일본
및 중국과 비교해 응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네트워크ㆍ데이터ㆍ응용서비스) 부
문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90)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 p. 17.
91) 특히 이동 통신, 기반 소프트웨어ㆍ컴퓨팅, 양자 정보 통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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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최근 3년간 주요국 ICT 기술격차 비교
(단위: %)

구분

연도

미국

한국

일본

중국

EU

ICT
평균기술격차
(단위: 0년)

2018

0.0

1.4

1.1

1.2

0.7

2017

0.0

1.6

1.1

1.4

0.7

2016

0.0

1.5

0.9

1.7

0.8

주: 2016년은 10대 기술 분야, 2017~18년은 26대 기술 분야를 조사한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7), p. 14;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 p. 17.

한국정부는 기술 수준이 90% 이상일 경우 최고산업기술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이 오랜 기간 연구개발에 투자해온 이동통신(96.8%), 방송
ㆍ스마트미디어(92.0%), 물리보안(91.8%) 분야에서 미국 대비 90% 이상의 기
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양자정보통신(73.60%), 컴퓨팅시스템(78.9%),
3D 프린팅(79.9%) 분야는 최고산업기술국보다 다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정보통신은 다른 국가에 비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진입이 늦어 기술격차
(2.6년)가 가장 크고, 특히 양자정보통신 내에서도 양자컴퓨팅(65.8%, 격차 3.0
년)의 기술 수준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92) 3D 프린터 분야는 미국이 전체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술 수준이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내수시
장 부재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기술 수준 향상이 어려운 상황이다.93)
92)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 p. 35.
93) 위의 자료,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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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비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 ICT융합, 네트워크,
빅데이터, 이동통신,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된 반면 방송
ㆍ스마트 미디어, 시스템ㆍ암호보안 및 융합보안 분야의 기술 수준은 하락했다.
그림 4-8. 2017년 대비 2018년 한국 26대 ICT 기술 분야별 기술 수준(최고 수준: 100%)
(단위: %)

주: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라고 했을 때 한국의 기술 수준을 의미함. 콘텐츠ㆍ미디어인프라와 지능형디바이스 부문은
2017년 데이터가 없음.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 각 기술 분야별 기술 수준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저자 정리.

그림 4-9. 2017년 대비 2018년 한국 26대 ICT 기술 분야별 격차기간(최고 수준: 0년)
(단위: 년)

주: 미국을 최고 수준(격차기간 0년)으로 할 때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의미함. 콘텐츠ㆍ미디어인프라와 지능형디바이스
부문은 2017년 데이터가 없음.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 각 기술 분야별 기술 수준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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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ICT 기술 중 주요 경쟁국가 모두에 기술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는
13개로 이중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
체인 등 새로운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94) 주요 원
인은 ICT 산업이 하드웨어 기반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분야는 미국이 기술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조금씩 기술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으나 미국의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격차를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국
과 유럽뿐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도 공공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범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늦은 진입과 더불어 규제 및 제도 정비
에 대한 혼란으로 가장 큰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 ICT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경쟁국 대비 ICT 하드웨어 제조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및 ICT 서비스업 부문은 경쟁국 대비 열위
에 있다. 특히 SW 기반 ICT 기술 수준이 하드웨어 기반 분야에 비해 평가가 현
저히 낮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능화 및 다기능화를 통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
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빅테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격차는 관련 산업의 기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기술 역량과도 연관성이 매우 높다. 전 세계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신산업에 대응하고자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과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이 기업 경쟁력에
결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의 기술격차가 내포
하는 중요성과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95)
94)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 p. 15.
95) 인공지능 시장은 2017년 48억 1,900만 달러에서 2023년 532억 3,100만 달러, 블록체인 시장은
2017년 6억 3,600만 달러에서 2023년 194억 6,700만 달러로 각각 2017년 대비 11배, 3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8),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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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한국과 주요국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 수준 비교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정보
시스템 SW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술 최고국(미국) 대비 기술 수준(%) 및 격차(년)
기술수준: 미국(100%) > 유럽(90.1%) > 중국(88.1%) > 일본(86.4%) > 한국(81.6%)
기술격차: 최고기술국(미국)과 한국의 기술수준 격차(18.4%), 기술격차(2.0년)
기술수준: 미국(100%) > 유럽(92.7%) > 중국(87.7%) > 일본(84.8%) > 한국(83.4%)
기술격차: 최고기술국(미국)과 한국의 기술수준 격차(16.6%), 기술 격차(1.9년)
기술수준: 미국(100%) > 유럽(99.9%) > 일본(90.0%) > 중국(86.1%) > 한국(73.6%)
기술격차: 최고기술국(미국)과 한국의 기술수준 격차(26.4%), 기술격차(1.4년)
기술수준: 미국(100%) > 유럽(91.3%) > 일본(86.2%) > 한국(84.4%) > 중국(83.2%)
기술격차: 최고기술국(미국)과 한국의 기술수준 격차(15.6%), 기술격차(0.6년)
기술수준: 미국(100%) > 유럽(90.5%) > 일본(87.5%) > 중국(85.8%) > 한국(80.8%)
기술격차: 최고기술국(미국)과 한국의 기술수준 격차(19.2%), 기술격차(2.3년)
기술수준: 미국(100%) > 유럽(89.3%) > 중국(85.0%) > 일본(84.2%) > 한국(84.0%)
기술격차: 최고기술국(미국)과 한국의 기술수준 격차(16.0%), 기술격차(1.8년)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 p. 15.

한편 특허청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기초 특허 통계정보를 발
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내에서 관심이 높은 신기술 분야를 파악해 볼 수 있
다. 2019년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1만 7,446건으
로 2010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규 출원 특허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분야는 인공지능으로 2016년 3월 알
파고의 바둑 우승을 기점으로 AI 및 AI 응용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
서 특허 출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미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고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관심
이 높아졌으며, 사물을 주체로 하는 네트워크 환경인 사물인터넷 기술이 발전
하면서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AI, ICT 기술을 이
용한 진단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특허 출원이 크게 늘었고, 하드
웨어 기술 및 교통제어 등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자율주행 부문 특허
증가로 이어졌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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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한국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특허 출원 통계
(단위: 건)

자료: 특허청(2020), p. 35.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차세대통신, 사물인터넷을 4차 산업
혁명 관련 ICT 기반기술로 분류하고 있는데,97) 이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기술
별 특허 출원량을 비교해 보면 인공지능 부문에서는 시각지능 영역에 기술이 집
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시각지능98)은 언어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으
며, 주로 의료, 자율주행, 제조공정 스마트화 등과 융합해 빠르게 성장 중이다.
빅데이터 부문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탐색 관련 기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스마트 기기 확산, 소셜미디어 성장, IoT 활성화 등을 통해 많은 양의 데이
터가 생성되고 오픈소스 기반의 분석 도구가 등장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다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결과이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
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데이터 분석 기술 관련 특허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99)
96) 특허청(2020), p. 36.
97) 특허청(2020. 2. 10), ｢기술혁신을 위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 길라잡이!｣,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0. 10. 16).
98) 인공지능으로 이미지 또는 영상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등 시각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특허청
(2020), p. 40.
99) 위의 자료,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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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부문에서는 응용서비스 관련 기술 출원이 지난 10년간 평균
58%로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부문에 중분류로 반영
되어 있는 네트워크 기술(차세대 통신 관련) 출원은 2019년 기준 253건으로
다른 기반기술 대비 적은 수준이다.100)

3. 한ㆍ러 IT 기술협력 가능성: 기술적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CDMA101)로 대표되는 추격형 R&D 정책을 통하여
선진국들의 기술을 습득하고 선두 기업을 추격하면서 현재의 ICT 산업의 기틀
을 만들고 이를 발판으로 국가 발전과 기업 성장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같은 한
국 ICT 산업의 성공적인 발전 과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를 지속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경제 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이 급격하게 부상함에 따라 ‘기술 부메랑’ 효
과를 염려하는 선진국의 견제와 함께 중국 등 후발 경쟁국의 추격을 받는 ‘샌드
위치’ 국면에 놓이게 되면서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ICT 산업은 기술
혁신에 성공한 일부 기업이 승자 독식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조가 더욱
고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유지해온 단기간 성과 위주의
추격형(fast move) ICT 발전 모델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한국의 주력 품목들이 성장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ICT 원천 기술의
선제적 확보 없이는 산업경쟁력과 시장 주도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기존의 응용ㆍ개발 중심에서 ‘기초ㆍ원천 중심의 선도형(First move) R&D 체
100) IoT 응용서비스는 사용자가 디바이스로 수집, 분석한 정보를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발된 어플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네트워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통
신기술(4G, 5G 등)을 의미한다. 위의 자료, p. 12, pp. 43~44.
101) 코드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은 미국의 퀄컴(Qualcomm)에서 개발한 확산
대역(spread-spectrum) 기술을 응용한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1996년 세계 최초
로 상용화 서비스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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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대안으로 한국의 어려움을 보완해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초 기술과 첨단
원천기술 분야에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를 기술협력 파트너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저성장 극복 및 경제 전반의 효율성ㆍ생산성 제고를 위해 경제구조
개혁 및 경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노력은 첨단기술 또
는 ICT 발전을 기초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신경제(New Economy)’라는
일련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2017년 국가 프로그램 ‘디지
털 경제’ 채택을 계기로 ICT 발전에 기초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더욱 강조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을 ICT 발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인공지
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차세대통신 등을 혁신 성장동력 분야로 선정하고,
‘AI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최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양국 모두 경제 성장동력 확보 및 효율성ㆍ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IT 하드웨어에
특화된 생산 구조를 가진 반면 러시아는 IT 서비스에 상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국은 IT 부문에서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가 될 가능성을 보
유하고 있다.
양국은 IT 부문에서 정반대의 생산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전자부품
을 중심으로 한 IT 하드웨어가 생산의 대부분(76%)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러
시아는 IT 비하드웨어(서비스 및 소프트웨어)가 전체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생산은 제조 부문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2018년 기준)로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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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상품은 한국의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경쟁력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IT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기준 32%를 기록하는 등 핵심적인 수출상품으로 역할하고 있다. 또
한, 한국은 2010~18년간 IT 상품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고 최근 흑자 규모
가 확대되고 있다. IT 소프트웨어 부문 수출액도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나 IT 상품 수출액 대비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102) 러시
아는 IT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모두에서 2010~18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4년 이래 IT 서비스 부문 무역적자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도에
는 흑자로 전화되는 등 서비스 부문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러시아는 많은 IT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창의적
인 개념 설계가 가능한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춘 것으
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인력 측면에서도 각각 하드웨어와 비하드
웨어 부문에 특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IT 인력의 약 절반이 하드웨어 부문에 종
사하고 있고, IT 제조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 부문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
타난다. 반면 러시아는 통신서비스 및 IT 관련 서비스 종사자가 전체의 80%로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다. 한국은 소프트웨어 부문에
서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미래 신산
업인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AR 등 부문의 산업기술인력이 전체 산업 평
균 대비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세부 ICT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도 러시아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 및 수학 역량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많은 인재들이 프로그래밍 관련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AIㆍ빅데이터ㆍ사이버 보안 등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
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이동통신, 방송, 물리보안 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a), pp. 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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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분야에서는 세계 선도국과 큰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기술적 열위에 있는 이러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는 러시아와의 IT 기술 협력이 매우 유망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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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연구 기여
2. 한ㆍ러 IT 협력에 대한 시사점

1. 요약 및 연구 기여
본고에서는 IT 부문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전환
(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에
너지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자원 부문에 대한 과
도한 경제 의존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저하시킨다. 지식ㆍ기
술 집약적인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산업 구조전환이 지연될 경우 장기
성장에 필요한 질적 성장(quantitative growth)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이후 러시아 경제는 생산성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이 아닌 물적 자본과
노동 투입에 의해 성장이 견인되는 양적 성장의 양태가 고착화되고 있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러시아와 같은 자원의존형 중진국에서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가 지연되어 질적 성장이 요원해지는 현상
을 경제 구조전환의 관점에서 일종의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으로 파악
하였다. 즉 현재 러시아의 성장 문제를 생산함수의 비볼록성(non-convexity)
에서 비롯하는 조정 실패로 진단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실제로 나쁜 균
형으로 수렴하는 발전 경로에 위치해 있다면 경제 구조전환의 성공적 이행
및 지속 성장을 의미하는 이른바 ‘좋은 균형(good equilibrium)’으로 조정
(coordination)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경제 구조전환이 지연되는 나쁜 균
형이 안정적(stable)일 경우 상술한 조정 메커니즘 없이는 좋은 균형에 수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의 주요 연구 기여는 IT 부문의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가 직면한 문제,
즉 자원의존형 중진국의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는 IT 기술 진보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수 있다는 직관에서 비롯한다. IT 산업 발전이 온라
인 뱅킹, 온라인 쇼핑(e-commerce), 운송 서비스 등에 파급되어 서비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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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상승한다면 IT 산업 생산의 부가가치가 종전보다 높아
지므로 IT 산업을 포함한 일반 제조업 부문으로 더 많은 경제적 자원(생산요소)
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IT 기술 혁신이 서비스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서비
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일반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빨라진다
면, 대체효과에 의해 IT 산업을 포함하는 일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더욱 증가
한다. 이를 이른바 ‘빅 푸쉬(big push)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IT 기술 혁
신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진국의 산업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빅 푸쉬(big
push)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의 또 다른 연구 기여는 제2장의 이론적 결론을 토대로 정책적ㆍ기술적
측면에서 한ㆍ러 IT 기술협력 가능성을 분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제3
장에서는 러시아와 한국의 IT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터 분석 및 광범위한
문헌분석을 통해 양국의 IT 부문 육성전략과 기술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
였다. 정책적 관점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IT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이 일치한다. 특히 2017년 이후 디지털
부문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첨단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생
산성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정책적 관심과 재
원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도 성장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점
증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4차 산업
혁명 위원회’를 출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방향과 비전, 추진과제를 담
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등 IT 기술 진보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
원하고 있다. 즉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과 러시아 정부의 정책 목표 및 방향이
조응하므로 기술협력에 대한 양국의 정책적 이해관계는 적어도 큰 틀에서는 상
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기술적 측면에서 양국의 IT 산업 경쟁력은 명확한 차이점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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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국과 러시아 IT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한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의 IT 기술 우위는 적어도 큰 틀에서 분명하게 구별된다.
통상의 관례에 따라 IT 산업을 크게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나누
었을 때, 한국은 IT 하드웨어에 비교우위가 명확한 반면, 러시아는 비하드웨어
부문에 치우쳐 발전했다. 이는 하드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한 한국의 IT 생
산구조와 대별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한국과 러시아
는 IT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이다. 한국
은 IT 인력의 약 절반이 하드웨어 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IT 하드웨어 제조 부
문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 부문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반면 러시아는
통신서비스 및 IT 관련 서비스 종사자가 전체의 80%로 IT 서비스 부문에 종사
하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다. 한국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전체 산업 평균 대
비 두 배 가까이 높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미래 신산업인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AR 등 부문의 산업기술인력이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과 러시아 IT 노동력의 비교우위는 앞으로 양국의 IT 기술 협력
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종합하면 한국과 러시아의 IT 기술협력을 위한 경제적, 정책적 그리고 기술
적 조건이 모두 완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경우 IT 기술 혁신이 산업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한국 역시 점차 하향하는 성장 추세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둘째, 정책적 관점에서 양
국 모두 IT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IT 소프트웨어, 우리나라는 IT 하드웨어 부문으로
양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하게 나뉜다. 따라서 협력 환경이 조성될 경우 민간의
자발적 협력이 수월할 뿐 아니라 협력의 지속성도 보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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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ㆍ러 IT 협력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적 측면, 정책적 환경,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
서 한ㆍ러 IT 협력 가능성이 밝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특히 에너지의존형 중진
국 경제의 구조전환에 있어 IT 기술 혁신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러시아 경제에서 이른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중진국 함정 혹은 자원의 저
주를 벗어나게 하여 지속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자 했다.
IT 기술 혁신이 갖는 이러한 경제적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 한ㆍ러 IT 협력이
갖는 의미는 더욱 각별해진다. 만약 한ㆍ러 IT 부문의 기술적 상호보완성이 높
아 협력 시너지가 크다면 한ㆍ러 IT 협력을 위한 기술적 측면의 조건은 갖추어
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국 IT 기술의 상호보완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 특허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종합해보면 양국 IT 부문의 기
술적 비교우위가 매우 분명하게 구분되어 상호보완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러시아에 비해 IT 하드웨어 부문에 기술
적 강점이 뚜렷한 반면, 러시아는 한국에 비해 IT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기술적
으로 두각을 나타낸다고 결론내릴 수 있었다. 특히 러시아는 현재 한국 IT 산업
에서 매우 절실한 IT 소프트웨어 고급 인력과 육성 시스템에서 세계적으로 경
쟁력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양국 모두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IT 기술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
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종합하면 양국 민간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IT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경제
적ㆍ기술적ㆍ정책적 환경은 조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미래의 한ㆍ러 IT 협력이 지지부진하다면 이는 해당 영역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가로막는 보다 근본적인 장애물이 존재함을 논리적으로 함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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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애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 중 하나로
서 거버넌스를 언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의 민간 협력은 같은
국가 내의 민간 협력보다 훨씬 더 높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수반한
다. 또한 IT 부문의 기술 혁신은 통상 높은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거래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다. 여기에 IT 부문 기술 혁신은 다른 제조업 부문에 비
해 상대적으로 스타트업과 같은 중소기업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계적인 위험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거래를 둘러싼 불확실
성에서 비롯하는 거래비용을 낮춰주는 효율적인 대외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효과적인 대외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법, 공식 협약, 규정과 같은 공식
적 제도(formal institutions)와 문화, 상호신뢰, 언어와 같은 비공식 제도
(informal institutions) 양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협력 초기에 공식
제도의 효율성이 비공식 제도의 효율성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쉬운 러시아
비즈니스 관행을 고려하면, 거래비용에 있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유
로운 대기업 또는 국가 주도의 경제 협력으로 상호신뢰의 비공식 제도 축적을
위한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1950년부터 상호신뢰 자산을 구축
한 베트남과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대러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
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술협력을 포함,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대러
시아 경제협력은 양국의 고위급 회담과 소수 대기업의 현지 진출 성공 경험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전술한 것과 같이 IT 부문의 기술 혁신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협력 주체가 주로 중소기업이라는 특성에서 거래비용이 조금만 높
아도 민간의 자발적 협력이 매우 부진할 수 있다. 양국 IT 협력을 위한 경제적
ㆍ정책적ㆍ기술적 환경이 모두 완비된 상황인 만큼 협력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효율적인 협력 거버넌스에 의해 양국 IT 협력이 부진하다면 그
경제적 손실 역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의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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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효율적인 대외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된다. 양국의 IT 협력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대외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는 양국 IT 부문의 기술적 특성과 사업적 특성을 모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한ㆍ러 IT 부문 협력을 주도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별도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주제는 후속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
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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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Development of the IT Industry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Focused on the Russian IT Industry
and Korea-Russia IT Cooperation
Minhyeon Jeong, Jiyoung Min, Dongyeon Jeong, and Sang Hwan Kim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impact of IT sector innovation on the
Russian economy in terms of structural transformation. Currently,
Russia’s economy has a structural problem of excessive reliance on
energy resources. Excessive economic dependence on the resource
sector undermines sustainable growth, as the transition to medium and
high value-added manufacturing is delayed, impeding qualitative
growth through productivity enhancement, which is necessary for
long-term growth. The Russian economy has been entrenched in the
pattern of quantitative growth driven by physical capital and labor input
since 2008.
Chapter 2 of the study diagnoses delays in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from a resource-dependent economy to a high valueadded manufacturing one as a case of so-called “bad equilibrium” from
the multiple equilibria perspective. In other words, the growth problem
in the Russian economy is identified as a failure of coordination caused
by the non-convexity of the produc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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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s main contribution is to theoretically examine how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IT sector helps addres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delays that middle-income countries have suffered.
This theoretical finding underlies the intuition that advances in IT
technology positively improve productivity in the service industry, seen
for instance in how online banking, e-commerce, and transportation
services benefit from online matching. If such IT technology
enhancements increase productivity in the service industry, the added
value of IT industry production increases, which moves more economic
resources (production factors) toward mid-and-high value-added
manufacturing sectors, including the IT industry. Moreover, this
structural transformation to the mid-and-high value-added
manufacturing sector can be expedited by the substitution effect when
the service sector’s productivity grows faster than the other sectors.
Consequently, in the context of the so-called “big push theory,” IT
technology innovation can function as a big push facilitating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other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I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in both policy and
technological aspects. To this end, Chapter 4 performs a quantitative
analysis with an ample dataset, including analysis of Russian IT patents,
along with an extensive literature survey and reference. As a result, we
found that both Korea and Russia share the same policy direction: they
have exerted national policy efforts to discover new growth engines
restoring growth potential through IT technology innovation. From a
technological perspective, when we follow the common practi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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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zing the IT industry into the areas of IT hardware, software,
and services, Korea has a clear-cut competitive edge in IT hardware
while Russia is advanced in non-hardware sectors. This comparative
advantage is prominent, particularly in the IT industry’s labor supply
for both countries, namely competitive personnel in the areas of IT
hardware and non-hardware for Korea and Russia, respectively.
Taken together, the economic, policy, and technological conditions
for IT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are all
in place. Therefore, we can infer that voluntary and persistent IT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tors of both countries
can be guaranteed to some extent once the conditions for cooperation
ar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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