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중장기 비전 모색

  

 ▣ 연구책임자

       이재영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러시아 중앙정부는 2025까지 극동지역 장기경제발전 전략 초안을 마

련하여 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 이 초안은 2009년 5월 마련된 이후 수정작업을 거쳐 조만간 확정될 것이 

확실시되며, 향후 극동지역 개발의 촉매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치, 경제적 위상이 제고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동 지역 진출을 확대하여 에너지,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상당한 협력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은 날이 갈수록 주요국들에 비해 뒤처

지고 있는 상황이나, 현 정부 출범이후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예컨대, 2008년 ‘한․러 극동지역 협력센터’가 블라디보스톡에 개설되고, 한․
극동시베리아 협력분과위원회의 활동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

     ◦ 특히 2010년은 한․러 수교 20주년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한․러 양국 경

제협력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이에 한․러 수교이후 20년 동안 추진된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간의 경제협

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장기 협력 비전을 수립함으로써 한국과 러시

아 극동지역이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Regional Aspect

-연구자(년도): Ishaev V. 

I.(1999)

-연구목적: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

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 

-문헌조사

-사례연구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 현황 분

석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

-동북아 협력에서 사할린 프로젝트

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역할

2

-과제명: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

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한종만·성원용

(2001)

-연구목적: 러시아 시베리아·극동

지역 개발 전략을 살펴보고 한-

러 경제협력 방안 도출  

-문헌조사 -러시아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역

사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무역·투자협력, 자원개발, 과학기술 

등 분야별 협력 가능성 제시

3

-과제명: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 

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 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자(년도): 이재영 외(2006)

-연구목적: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 

정책을 전략적·통합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한-러 에너지 협력 방

안 모색.

-문헌조사

-현지조사

-공동연구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 전략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에 대

한 주요국의 대응    

-에너지, 인프라 등 부문별 협력 방

안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 참

여 확대 방안 및 대러 진출 전략 

본 연구

-본 연구는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 간의 한-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20년 이후의 협

력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음

-문헌 및 현지조사 외에도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경제

연구기관인 러시아과학원 

극동지역경제연구소와 공동

연구 수행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성과 평

가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

-러시아 2025 극동지역 장기발전전

략 분석

-향후 20년 이후의 협력 비전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주요 연구내용

   □ 러시아 경제의 성장잠재력 재평가

     ◦ 2000년 이래 장기 호황기 동안 개선된 러시아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재검토 

     ◦ 세계경제위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및 전망



     ◦ 러시아 정부의 장기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 러시아의 장기 경제성장 전망 및 세계경제와 한·러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

점 도출

   □ 러시아의 2025 극동지역 장기발전전략 분석

     ◦ 장기발전전략 내용 분석

     ◦ 향후 유망 협력 부문 및 진출가능성 분석

   □ 러시아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

     ◦ 중국의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사업 평가 및 시사점

     ◦ 일본의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사업 평가 및 시사점

     ◦ 미국의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사업 평가 및 시사점

     ◦ EU의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사업 평가 및 시사점

      

   □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협력 평가

     ◦ 한․러 경제협력 20년에 대한 종합 평가

     ◦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협력사업에 대한 심층적 평가

     ◦ 한․러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분석

   □ 한국과 대러시아 극동지역 장기 협력 비전 제시

     ◦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 제시



     ◦ 제시된 비전의 종합적 실천방안 모색(정부 및 기업차원)

     ◦ 주요 분야별, 사업별 실천방안 점검

   □ 종합 및 정책제언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기존의 다양한 국내외 문헌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제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현지조사: 문헌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출장을 통해 현지 전문가들과

의 심층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추상적 인식을 배제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함.

   □ 공동연구: 현지 관련 연구기관(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경제연구소 등)의 전문

가들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세부추진일정

     ◦ 연추심 : 2010년 2월

     ◦ 연중심 : 2010년 9월

     ◦ 연결심 : 2010년 11월

     ◦ 전문가 초청 간담회 :  3월, 7월, 10월 3차례 간담회 추진

     ◦ 세미나 추진 1회 : 2010년 6월 말 경 추진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1 성숙한 세계국가
신아시아 협력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성숙한 세계국가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 국정과제 관련성

 ▣ 기대효과

   □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전략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바람직한 대러 극동지역 

한․러 수교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간의 경제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협력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 그동안 주요국들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평가하고 이들의 전략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대러 극동지역 협력전략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임.  

   □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전략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바람직한 대러시아 극동

지역 장기협력 비전을 수립하고 협력추진 방안을 제시함.

  

 ▣ 연구기간

   □ 2010. 1. ～ 2010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