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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528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확대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2011년 말 누적총액 3,621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누적총액은 5,457만 

달러로,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의 3%에 불과한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대폭 확대하여 상호 수평적인 투자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투자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한국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러
시
아
의 

해
외
직
접
투
자 

패
턴
과 

한
국
의 

투
자 

유
치 

확
대
방
안

이
재
영·
이
성
봉·

민
지
영

A
le

x
e
y
 K

u
z
n
e
ts

o
v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 

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헷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 구상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중국•대만 •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2012 KIEP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

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

할 연구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

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경제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

팀, 북미·대양주팀, 유럽팀, 일본팀), 협력정책실(다

자통상팀, 지역통상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개

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 신흥지

역연구센터(중국팀, 중국권역별·성별 연구단, 동남

아팀, 인도·남아시아팀, 러시아·CIS팀, 중남미팀, 

아프리카팀, 중동팀, 전략연구팀, 지역연구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

구소(K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성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영문 보고서, 학술지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JEA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현안자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등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원문은 본 연구

원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

니다. 

이재영(李載榮)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및 미시간대학교 방문학자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소 명예교수

몽골 칭기즈칸대학교 명예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위원

(現, E-mail: ljy@kiep.go.kr)

저서 및 논문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공저, 2011)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공저, 2010) 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이재영·이성봉·Alexey Kuznetsov·민지영

연구보고서 12-19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서  언❙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부터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

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신흥국가들의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가 증가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흥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는 시장경제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상황을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과 고성장이 지속된 2000년대 중반부터 본

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528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2011년에는 중국을 제

치고 세계 8위의 해외투자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결과 2000년 200억 달러

에 불과했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총액은 2011년 3,621억 달러를 기

록하여 11년 만에 1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린필드 투자와 인수합병(M&A) 중 

주로 인수합병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문화적·지리적으

로 가까운 유럽과 CIS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아시아, 아

프리카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기존의 에너지 및 자원 부

문 중심에서 최근에는 이동통신, 유통, 운송, 금융 및 제조 부문으로 점차 다

양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WTO 정회원국이 되면서 러시아의 세계경제 편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러시아의 정치지도자들과 엘리트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장려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

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매우 미미한 실정



입니다.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누적총액은 5,457만 달러

로,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의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향

후 러시아와 수평적인 투자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들간의 상호 이해가 심화되고, 보다 깊은 신뢰가 쌓이면서 양국간 전략

적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한

국의 러시아 투자 유치 확대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에 필요한 러시아

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

구를 통해 향후 한국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방안을 마련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5월에 출범

한 러시아의 푸틴 3기 정부가 소위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북아를 비

롯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투자 유치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원에서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장차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유치 확대방안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

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이론적 설명과 변천과

정을 정리한 데 이어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유형별, 지역별, 분야별 특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진출전략과 

유망분야를 파악하고,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현황 및 특징을 다각도로 분석

하였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미진한 이유와 한국정부의 

기존 투자 유치정책 노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후 향후 한국의 대러시아 투

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이해와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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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수평적인 투자협력을 강화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본원 이재영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민지영 연구원, 서울여

자대학교 이성봉 교수, 러시아과학원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 알렉세이 

쿠즈네초프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습니다. 필자들은 이 연구의 수행과정

에서 심의위원으로 유익한 자문과 협조를 해주신 지식경제부의 한종호 사무

관, KOTRA 박용수 팀장, 국민대학교 이상준 교수, 그리고 본원의 김준동 선

임연구위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심층 인

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시고 러시아 투자 유치방안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

공해주신 러시아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과 관계자, 그리고 현지 전문가들에

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향후 한국기업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를 확대할 수 있는 길잡이는 물론이고, 한국정부의 관련 정책담당자들이 대

러시아 투자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

대합니다. 

2012년 12월

원장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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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해외직접

투자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다양한 러시아 기

업들에 의한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연평균 약 76억 달

러였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연평균 528억 달러

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2011년에 러시아는 중국

을 제치고 세계 제8위 해외투자국으로 올라섰다.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총액은 3,621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하였는바, 이는 

2000년에 비해 18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

한 것은 주로 러시아가 2000년 이후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상

승한 국제유가를 바탕으로 연평균 약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비축한 풍부한 자본력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누적금액은 5,457만 달러로, 한국

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누적금액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아직 

러시아 기업들의 투자대상지로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양국간 수평적 투자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일방

적인 대러시아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확대가 동시

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러시아 투자 유치 확대는 비단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

을 수 있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투자전략을 심

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러시아 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확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

헌조사, 통계분석 외에도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러

시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면담 및 정성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더불어 해외직접투자의 시기별 변화와 내용을 파악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전통적인 동기와 더불어 러시아적인 

특수한 동기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이미 수

십 년 전에 국제화를 위한 경제잠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개도국들에 

비해 늦게 세계경제에 편입된 주된 이유는 계획경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한

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강력한 다국적기업들이 출현한 것은 큰 내수시장

과 함께 구소련지역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러시아의 다국

적기업은 막대한 규모의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였다. 2007~11년 동안 러시

아는 12개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그 외 27개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최소 1억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였다. 흥

미로운 점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2/5가 키프로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버진아일랜드(영국령), 룩셈부르크, 버뮤다군도, 바하마제도 등의 조세피난처

들도 주요 투자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최종 투자지가 아니

며 러시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환승

지점(trans-shipping)’으로, 바로 이 점이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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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인 ‘왕복투자(round-tripping)’를 설명해준다.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실질적인 투자지역을 분석하면, ‘이웃효과’가 뚜렷

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투자지가 러시아의 문화․민족적 친밀성, 

역사적 연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해외투자에서 특히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

기스스탄 등의 CIS 지역과 문화적으로 가까운 몬테네그로가 10%를 상회한

다. 이 중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단연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지리 및 문화적 근접성, 생산네트워크 잠재력 등이 러시아 기업들에 투자하

기 편한 곳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의 석유가스기업들이 가장 활발한 해외직접투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금속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시

작된 초기인 1990년대부터 해외시장으로 진출했다. 한편 러시아 다국적기업

들 중에서 금속기업들이 선진국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다국적기업에 가장 가

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다른 국가에서 가공

작업을 거치는 실질적인 국경간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생산된 반제

품은 그다음 제3국으로 옮겨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제조기업들은 해외에서 인수한 기업으로부터 차입한 기술을 

통해 러시아의 생산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R&D를 통해 러시아와 

외국 기업의 경쟁력을 결합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자국 경제의 현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서비스부문은 타국에 비해 낙후되었기 때문에 ‘따라잡기식’ 발전

을 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서비스기업들은 구소련지역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전환기 경제에서 비즈니스 특징 노하우, 소련시절부터 



물려받은 비즈니스 관계, 언어장벽 부재 등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웃국가에서

부터 국제화를 시작함으로써 서구의 경쟁력 있는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한 러시아 기업들과 잠재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5~8월 동안 3단계로 실시되었다. 

총 150개 러시아 기업들에 설문지를 발송했으나 러시아의 폐쇄적인 기업 특

성으로 인해 응답률은 약 15%(22건)에 그쳤다.

우선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크게 천연자원, 시장진출 확

대, 노동비 절감 등의 전통적 동기와 해외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신기술 획

득, 자금조달 최적화, 자산보험 등의 비전통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설문조

사에 응답한 러시아 기업들 중에서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주로 CIS 

지역, 비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주로 EU와 북미 지역 진출과 관련이 

있었다. 이외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이력과 관련된 지역 

또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대외관계 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러시아 기업들은 향후 우선적인 투자진출 대상지

로 CIS 지역과 EU를 꼽았다. 러시아 기업인들이 과거 구소련국가였던 CIS 

지역에 대해서는 언어장벽을 거의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 및 관

습 등에 익숙해 있고, EU는 사업하기에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하기 때문

이다. 반면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진출 계획을 밝힌 기업은 거

의 없었는데, 이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불리해서가 아니라 아직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원으로 주로 인터넷과 대중매체에 의존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심층

적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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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의 주요 대규모 해외투자자들 가운데 명백한 지역적인 특색을 

갖는 다국적기업들은 많지 않지만, 해외투자 규모 면에서 ‘두 번째 대열(중형 

규모)’에 속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는 특정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경우

가 꽤 많은 편이다. 이들은 주로 CIS 국가들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종종 

EU 국가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기업들 해외자산의 

지리적 분포에서는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다. 둘째, 러시아 해외자산의 전부가 다국적기업들의 완전한 초국경적 생

산․판매 사슬에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러시아의 거

대 석유가스 및 금속 부문 다국적기업이 수직적 통합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경기상황에 민감한 원자재가격의 특성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외부충격

을 줄이기 위함이며, 자원개발부터 최종 제품 단계까지 기업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M&A 형태로 많

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러시아의 전체 M&A에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M&A의 비중은 10%를 차지하였다. 아직까지 러시아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에너지, 채굴 및 시설 등 원자재 관련 분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M&A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넷째, 

아직까지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때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그들이 국가로부터 금융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러시아 정부는 대기업들에 대한 대

대적인 지원을 펼친 바 있으며, 현재 러시아 외교부가 해외투자기업들을 지

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세 및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특히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현황과 특징을 집중적으로 파악하



여 러시아 대한국 직접투자의 부진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보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

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100억~120억 달러의 

수준을 횡보하다 최근 2년 동안 13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90% 이상은 선진국

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이후 선진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

자 유입액은 연간 100억~11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으로

부터의 투자는 연간 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건수 면에서는 신흥국으

로부터의 투자건수가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건수보다 많은데, 이는 신흥국으

로부터의 투자가 주로 개인 위주의 소규모 투자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1991년 5건에 20만 달러가 투자신고된 것을 

처음으로 2011년까지 총 520건의 투자신고가 있었으며, 총신고 누적금액은 

5,457만 8,000달러이다. 이는 2011년 말까지 한국이 유치한 총외국인직접투

자신고 누적금액인 1,872억 5,400만 달러의 0.03%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

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투자규모는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건

당 투자금액도 평균 약 10만 5,000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지극히 미미한 실정

이다. 2000~10년 동안 도소매업 분야는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금액 가운

데 약 절반(49.4%)인 816만 달러를 차지하였고, 운송용 기계부문의 투자금액

은 413만 달러로 25%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부동산임대업 및 운수창고업이 

각각 약 7% 수준, 음식숙박업 5.5%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장에서는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타가즈코리아의 투자사례는 한국의 발전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활용

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녹다운형태로 러시아에 수입하여 러시아에서 조립․판

매하는 성공적인 비스니스모델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러시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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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외직접투자의 핵심 성공요인인 기술적 우위를 수반하지 못했고 이를 기

술유출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실패모델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사

례는 2010년 서울시가 러시아 사이언스연구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에 관

한 것이다. 이 연구소는 첨단의료영상, 우주항공 전기전자, 나노․전자 물리, 

물리․전자공학, Solar Cell, 선진임상연구, 연기물리, 메커트로닉스, 전력전

자, 기계제어, 전자의료기기 등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부진요인으로 크게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효율추구형(efficiency-seeking), 자원·자산추구형(resource-seeking or created- 

asset-seeking)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볼 수 있다. 먼저 시장추구형에서 

판단하면, 러시아 기업 중에서 자원분야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상당수 있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많지 않다. 이러

한 상황에서 한국 또는 동아시아 시장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 공략을 

위해서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한국을 생산거점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효율추구형 해외직접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효율

추구 이전에 본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관련된 본원적인 기술 측면에서 경쟁우위

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즉 타가즈가 한국에서 자동차부품분야에서 효율추구

형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엔진설계기술, 자동차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과 노하우 등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기업 특유의 이점(ownership 

specific advantage)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기업 특유의 우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발전된 자동차산업을 활용하여 효율을 추구하려는 전략은 성공

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기업들의 M&A를 통한 전략적 자산추구형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형태의 투자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 요인은 동아시아에서의 사업경험 부족과 문화적 이질성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러시아 기업의 아시아 시장에서의 사업경험이 



많지 않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질성이 많은 아시아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망분야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유망분야로 첫째, 러시아 방산업체를 꼽을 수 있다. 

러시아 기업 중에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풍부한 자본을 갖고 있어 해

외투자 진출 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문이다. 그러나 러시아 방산업체

와의 기술 및 투자 협력을 위해서는 러시아 기술관리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므

로 정부 차원에서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장지향형 합작투

자를 통한 투자 유치이다. 이를 위해서 Invest Korea 등 한국의 투자 유치기

관에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가 큰 분야를 선별

하여 이러한 양국 기업간 양국 내 상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을 개발하고, 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협력 상담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 에너지부문의 기업에 대해 투

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양국 에

너지기업간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후 제3국에서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양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러시아 주요 에너지기업이 갖고 있는 에너지효율분

야의 기술을 활용한다면 양국간 공동 투자사업을 한국에서 전개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에 대해 투자 유치를 하

는 것이다. 의료부문의 경우 러시아의 의료분야 원천 과학기술을 응용, 이를 

의료기기로 상용화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러 합작기업

을 한국에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정보통신부문의 경우 양국의 유

망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의 실행 등을 통한 투자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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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문의 경우 양국 대학간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여 투자 유치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각 분야에서 러시아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

와 기업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러시아 정부기관들과 상호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러시아의 해외직

접투자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 경제개발부, 수출신용

투자보험청, 상공회의소와 전방위적으로 접촉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협력채

널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한국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채널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러시아 투자 유치정책

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러시아 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며 기존 투자 유치제도를 정

비해야 한다. 러시아에 있는 KOTRA의 업무 가운데 러시아의 투자를 한국에 

유치하는 업무를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2011년 한국의 투자 유치

기관인 Invest Korea와 러시아 모스크바투자청 간 체결된 ‘한·러 투자협력 

MOU’를 발전시켜 양국간 투자정보의 실질적인 교환 및 양국 기업간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에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전시회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을 홍보하고, 국가비교연구 

작업의 출판을 통해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된다. 특히 대사관 혹은 한국의 비즈니스 관련 기관, 협의회 등 전문적인 사

이트를 통해 러시아어로 보다 풍부한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망과 

출판되는 대중매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러시아 사업가들에게 한국의 투자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해야 한다. 



한․러 기업인 간의 교류채널을 확대하고,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 기업의 유치에 관심 있는 한국기업들이 자사 

소개 또는 협력방안을 담은 기고문을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월

간지 러시아 비즈니스 안내서에 게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연례 한․러 비즈니스포럼,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연례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보다 활성화하고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유치문제도 핵심의제로 설정하여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공적인 대한국 투자사례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적어도 하나의 

대규모 러시아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실행될 경우, 러시아에서 한국의 투자환

경을 홍보하기 위한 정보제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제3국으로 공동 투자진출방안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인

접한 CIS 지역과 구소련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국가들에 한

국의 기술력과 러시아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공동 진출할 경우 그동안 러시아

가 축적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할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야 한다. 이는 양국 관계의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

으로 한국이 러시아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차

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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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DI)가 현저히 증가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양한 러시아 기업들의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주로 러시

아가 2000년 이후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제유가

를 바탕으로 연평균 약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비축한 풍부

한 자본력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형태는 크게 러시아 비금융기업 및 은행

의 해외투자, 러시아인의 해외 부동산투자, 왕복(Round-tripping) 해외직

접투자,1) 러시아 민간 주식펀드의 해외직접투자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여러 기업들이 해외투자활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해

외 부동산투자 및 민간 주식펀드의 투자동향은 일부 신문에 간헐적으로 

소개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러시아의 다국

적 비금융기업 및 금융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조사를 통해 그 추세

를 파악할 수 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연평균 약 76억 달러였던 러시아의 해외직접

투자는 2006년에 231억 달러로 대폭 증가한 이후 2007년에서 2010년까

지 각각 459억 달러, 555억 달러, 436억 달러, 519억 달러, 67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8위 해외투자국으로 

1) 이는 러시아가 해외 역외지역(off-shore) 및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가

운데 상당 부분은 제3국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환승지점’ 역할을 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형태로 러시아에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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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섰다.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ODI Stock) 

총 3,621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하였다.2) 2000년 말 기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이 불과 200억 달러였다면,3) 지난 10년간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은 18배나 증가한 셈이다.4) 1990년대 말 러시아 다국적

기업들(MNC) 가운데 어쩌면 석유재벌 루코일(Lukoil)사만이 국제투자무

대에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했던 것에 비해, 지난 10년 동안에는 수십 개

의 러시아 기업들이 해외자산을 인수해왔다. 러시아의 본격적인 해외직접

투자 역사가 사실상 1990년대에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빠른 

증가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유형을 그린필드(Green Field) 투자, 인수합병(M&A)

의 두 가지로 나눌 경우 그동안 러시아 해외직접투자는 M&A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기업의 인수합병은 현지시장에 대한 지식과 노

하우를 얻을 수 있고, 선진국 기술혁신부문의 기업을 합병할 경우 기술이

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러시아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미국 및 유럽에서 러시아 기업들의 인수합병사례가 늘고 있는데, 특히 

IT, 나노기술 등 첨단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러시아 경제의 

기술혁신을 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해외직접투자는 아직까지 주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등 인

접국가와 유럽,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아프리

카, 중남미 지역에서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가 

2) UNCTAD(2012); p. 176 러시아연방 중앙은행(2012b), www.cbr.ru.(검색일: 2012. 8. 30)
3) 러시아연방 중앙은행(2011a), www. cbr.ru.(검색일: 2012. 8. 30)
4) 2000~01년 동안 세계 해외직접투자금액은 2.6배 증가한 반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

(stock)은 6.5배 증가하였다(UNCTAD, 2011, web table 4), www.unctad.org.



28❙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자원 수요

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고갈의 우려가 높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아프리카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아시

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매우 미미한 편으로 다변화되

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러시아 해외직접투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석유, 가스, 철

강 등 자원부문 중심에서 통신, 제조, 금융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자동차 생산, 식품가공, 

통신 등 제조업분야에 확대투자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

으로 러시아가 경쟁력을 갖춘 기초과학분야 및 우주, 항공, 조선, IT 등의 

집중육성,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자원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자 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원천기술을 상용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을 육성하는 한편, 고갈의 우려가 높은 천연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아직 중국과 달리 글로벌 시장 진출 프로

그램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외직접투자 전략이나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다. 다만 최근 러시아의 정치지도자 

및 엘리트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가 더

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8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의 대통령 취

임 이후 발표된 ‘4I’5) 정책에서 정부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표명된 바 있으며, 2012년 대선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이 기고한 ｢변화하

5) 메드베데프 정부는 현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4I(Innovation, Investment, Infrastructure, 
Institutions)’를 제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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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 속에서의 러시아｣라는 기사6)에서 러시아 정부의 해외투자 확대

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2

년 8월 23일부터 법적으로 156번째 세계무역기구(WTO) 정회원국이 된 

러시아의 세계경제 편입이 향후 보다 가속화될 것이고,7) 자연히 러시아

의 해외직접투자도 증대될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침체하에 모든 국

가들이 보다 선진화된 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러시아 역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과 서비스부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므로 향후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향후 러시아 기업들의 다국적화는 현재 러시아 정부가 추진

하는 경제현대화정책과 맞물려 더욱 확대 ․ 심화될 전망이나 아직 러시아

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2010년 말 기준 러시

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누적금액은 4,077만 달러로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

투자의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지금까지 러시아 기업들의 

투자대상지로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

국과 러시아가 경제협력을 대폭 증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양국간 수평적 

투자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8) 즉 러시아 기업들이 대한국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할 경우 양국 기업들간의 상호 이해와 인식이 심화되고, 보다 

깊은 신뢰가 쌓이면서 전략적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이 한국의 러시아 투자 유치 확대는 단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반도

6) Russia and the Changing World, ｢Moscow News｣(2012. 2. 27).
7) Россия станет членом ВТО с 23 августа ｢Вести Экономика｣. (2012. 7. 23)
8) 이재영(2010. 9. 30~10.1) ｢한·러 경제협력 20년의 평가와 전략적 협력방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주최 제22차 한 ․ 러 국제학술회의 ｢한·러 관계 20년: 성과와 전망｣ 발
표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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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투자 동기를 

살펴보고, 대상국가 및 지역별 ․ 산업별로 투자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함

과 동시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러시아 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 ․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

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정 및 소비에트 시기에도 이루어졌다. 그러

나 1991년 말에 출범한 신생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부터 조

금씩 이루어지다가 정치적 안정과 지속적인 고유가 덕분에 자본력이 커진 

2000년대 중반부터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바로 이 시기부터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점차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우선 소련

에서 경제체제개혁이 시작된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이후 최근까지 이 주제

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Hamilton(1986)9)과 McMillan(1987)10)은 소위 ‘적색 다국적기업(red- 

multinationals)’이라고 불리는 소련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9) Hamilton, Geoffrey, ed.(1986), pp. 185-194.
10) McMillan, C. H.(1987), pp. 1-4, pp. 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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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이들은 당시 소련기업들이 해외에서 수행한 활동은 마케팅과 판매

에 그쳤다고 분석하였다. 이후 Elenkov(1995)11)는 러시아가 서유럽 기업들

과 우주항공 및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한 사실을 분석하면서, 서유럽 

기업들이 상당한 수익을 누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Bulatov(1998)12)는 소련 붕괴 이후 해외에 진출한 22개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의 특징과 동기에 대

해 조사하였다. 그는 당시 해외에 진출한 러시아 기업들은 자산규모는 다

양하나 대체로 러시아 국내에서 경영기반이 잘 잡혀 있고, 주로 서유럽으

로 진출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

접투자 동기를 6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1990년대 러시아의 자본유

출 원인에는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Kalotay(2005)13)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자본유출 현상이 

기존 헥셔 ․ 올린(Heckscher-Ohlin)의 무역투자모형과 더닝(Dunning)의 

투자발전경로로 설명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당시 중저

소득국가인 러시아가 세계 20대 자본수출국가로 등장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즉 러시아의 열악한 투자환경과 러시아의 사회 및 경

11) Elenkov, D. S.(1995), “Russian Aerospace MNCs in Global Competition: Their Origin, 
Competitive Strengths and Forms of Multinational Expansion,” The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New York, Vol. 30 Iss. 2. pp. 66-78. 

12) Bulatov, Alexander S.(1998), “Russian Direct Investment Abroad: Main Motivations 
in the Post-Soviet Period,” Transnational Corporations, Vol. 7, No. 1 April 1998,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pp. 69-82.

13) Kalotay, Kalman(2005),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Russia in a Global 
Context,” Journal of East - West Business, The Haworth Press, Inc, Vol. 11, No. 3/4, 
2005, pp.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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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이분성이 그것이다. 또한 그는 가스프롬(Gazprom), 노릴스크 니켈 

(Norilsk Nikel) 등 에너지자원 기업들을 비롯한 러시아 기업들이 앞으로 

러시아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점차 글로벌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Peeter(2006)14)는 대표적인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진출 사례를 산업별

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이를 기존 이론에서 정립된 효율성추구, 전략적 자

산추구, 자원추구, 시장추구 등의 해외직접투자 동기에 적용시켜 정리하

였다. 여기서 그는 1990년대 해외에 진출한 러시아 기업들은 주로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대기업들이 주류였으나, 2000년대부터 통신회사, 중소

기업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당시 러시아 기업

들의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의 진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정치적 동

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의 지원 및 정책 부재 등으로 

인해 러시아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러

시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Settles(2007)15)는 러시아 기업의 해외진출이 1990년에 시작될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중국의 해외직

접투자를 상회하면서 세계에서 주요 해외직접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러시아 기업의 해외진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14) Peeter, Vahtra(2006), “Expansion or Exodus? - Trends and Developments in Foreign 
Investments of Russia’s Largest Industrial Enterprises,”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1/2006, Turku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pp. 1-47.

15) Settles, Alexander(2007), “International Investment Activities of Russian Corporations,” 
pp. 1-33, http://gdex.dk/ofdi/35%20Settles%20Alex.pdf(검색일: 2012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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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투자환경과 기업들의 효율성 및 기술 추구 동기가 크게 작용했다

고 분석하였다. 나아가 러시아 기업들은 여전히 해외진출에 수많은 난관

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암시하였다.

Kuznetsov(2010)16)는 러시아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산업별 ․ 지역별

로 분석하며, 최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

하였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석유가스, 철강, 전기 등이 주요 투자분야

로 나타나고 있으며, CIS와 유럽 지역에 집중되었던 러시아의 해외직접

투자가 점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되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러시아의 경

제 및 사회 변동에 따른 파생적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Kalotay & Astrit(2010)17)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특성을 잘 설명하

려면 기존의 해외직접투자 동기 이외에 ‘국가 소유(State ownership)’라는 

요소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가스프롬(Gazprom), 루코일

(Lukoil) 등 현재까지 해외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분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그는 러시아 해외직접

투자의 특성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을 세우고 계량모델을 가지고 분석하였

는바, 러시아 정부의 정책이 해외직접투자에 많은 영향을 주며, 러시아 기

업의 해외진출은 주로 시장추구와 자원추구의 성격을 띤다고 하였다.

Panibratov(2010)18)는 러시아 기업의 투자부문을 에너지, IT, 금융, 광

16) Kuznetsov, Alexey V.(2010a), “Industrial and Geographical Diversification of Russian 
Foreign Direct Investment,”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7/2010, 
Turku School of Economics, pp. 1-35.

17) Kalotay, Kalman & Sulstarova, Astrit(2010), “Modelling Russian Ourward FDI,”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Temple University, pp. 131-142.

18) Panibratov, Andrei(2010), “Russian Multinationals: Entry Strategies and Post-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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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통신, 전력, 식품, 군수 등 8개로 세분화하여 각 부문에 종사하는 주요 

기업들의 해외진출 현황, 동기 및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는 기존 해외진출 

기업들이 주로 에너지부문에서 활동하였고 다소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나,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해외진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향후 러시아 기업들이 해외진출

을 하는 데 정보제공, 제도, 기반시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Filippov(2011)19)는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의 국제화 전략과 이에 대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정량 및 정성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위기 직후 러시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다소 감

소하였으나, 그다지 큰 폭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그는 많은 러시

아 기업들이 해외투자자금의 회수 등 해외시장 진출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으나 정부가 적시에 위기대응정책을 펴서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투

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이

와 더불어 러시아 기업들은 에너지, 금융뿐만 아니라 CIS 지역을 중심으로 

차츰 정보통신 및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그동안 국내에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진행된 연구는 

대단히 미미한 실정이다. 1990년대 국내에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는 전무했으며, 2000년대 말에 들어와서야 발표된 연구가 단 몇 

건 있을 뿐이다.

Operations,” Ele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15/2010, Turku School 
of Economics. 

19) Filippov, Sergey(2011), “Russia’s Emerging Multinational Companies amidst the Global 
Economic Crisis,” Working Papers Series,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MERIT, 
p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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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석환(2008)20)은 2000년대 국제유가 급상승으로 경제성장과 정

치안정화를 이룩하고 있는 러시아가 국부펀드를 창설하고 해외직접투자

를 확대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즉 선진국들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으

나 사실상 그렇게 결론을 낼 만한 결정적인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며, 러

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위협성에 대해 부정하였다.

한종만(2008)21)은 산업별 ․ 지역별로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러시아의 해

외직접투자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며,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주변국들의 경계와 러시아 내 제도적인 애로점들이 존

재하지만, 향후 특히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 이후 러시아의 해외직접투

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러시아 기업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박지원(2011)22)은 러시아 기업의 CIS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의 배경과 

현황을 제시하고 러시아의 대 CIS 직접투자 동인을 기업 특유 우위요인, 

내부화 요인 및 입지 우위요인으로 구분하여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사

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는 러시아의 CIS 시장진출이 정치적 또는 외교

적인 의도에 있으며, CIS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기업들이 글로벌한 경쟁환경에서 생

존하려면 정부의 영향에 의한 정책결정과 투자활동이 아니라 기업 스스

20) 김석환(2008),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러시아 국부펀드의 창설｣, 슬라브 연구, 
제24권 1호, pp. 19~44.

21) 한종만(2008), ｢러시아의 대외투자 현황과 전망｣, 정치정보 연구, 제11권 제1호, 
2008, pp. 47~72. 

22) 박지원(2011), ｢러시아 기업의 CIS 직접투자: 배경과 투자동인｣, 중소연구, 제35권 

제3호, 2011 가을, pp. 2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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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의사결정과 투자대상국과의 상호 이익에 기반한 장기적인 파트너십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OTRA(2008)23)는 2000년대 후반 이후 확대되고 있는 러시아 기업들

의 해외진출 현황 및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며 한국이 러시아의 해외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최근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투자 진출 양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시한 후 지역별 세

부 진출사례를 제시하였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 KOTRA(2011)24)는 러시

아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성

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동향과 특성을 살

펴보고 유망 유치분야를 제시한 후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 조성

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방국가들에서

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미약하나마 비교적 꾸준히 연구를 진

행해왔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연구가 보다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초기에는 주로 러시아의 일부 대기업들을 중심

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일반적인 특징과 동기를 피상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쳤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분석대상기업과 연구범위가 확대되었

을 뿐만 아니라 산업별 ․ 지역별로 연구가 점차 구체화되는 추세를 띠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전략

과 금융위기의 영향, 최근 투자동기의 변화 및 패턴 등에 관해 정성분석 

23) KOTRA(2008), 러시아기업의 해외진출확대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Global Business 
Report 08-012.

24) KOTRA(2011),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외국

인투자정책센터자료 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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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정량분석을 활용한 연구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외국

에서 러시아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그동안 국내에서는 러시아의 해외직접

투자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았을 뿐더러 투자 현황과 동기에 대한 피상적

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변하는 러시아 해외직접

투자의 패턴과 특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한국

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할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

거나 단편적으로 다루어져왔던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러시아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

적으로는 최근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유형별, 지역별, 분야별 변화의 특

징과 원인을 분석하여 러시아의 관심사와 전략을 파악할 것이다. 이후 러

시아의 대한국 투자 상황 및 특징, 그리고 한국의 투자 유치정책을 살펴

보고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미약한 이유를 규명할 것이다. 나아가 

향후 한국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를 모

색하고,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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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

자 현황과 패턴, 그리고 같은 기간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투자 유치정책

과 그 성과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물론 신생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부

차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통계분석,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수행

된다. 우선 러시아 통계청, IMF, UNCTAD,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통계를 

통해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유형별, 산업별,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고, 한

국의 대러시아 투자 유치정책과 현황을 평가한다. 또한 더닝(Dunning)의 

절충이론 등의 고전적 투자동기이론, 신흥개도국의 투자동기이론, 투자의 

이웃효과, 러시아의 특수한 투자 동기 등 해외투자이론과 관련한 문헌자

료를 통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를 분석한다. 물론 전통적으로 다

국적기업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동기와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개념적 이론으로서 여러 국가 다국적

기업들의 실증적 자료들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이와 동시에 시장체제전환기를 겪은 러시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 해외

직접투자를 실행하고 있거나 미래에 할 수 있는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기

업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보

다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방법론을 적극 활용하고

자 한다. 러시아 해외직접투자를 연구하기 위해 러시아 기업들을 대상으

로 하는 설문조사는 이 연구가 국내 최초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러시아 기업문화의 특성상 공개된 자료를 통해 투자 현황, 관심분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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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러시아

의 현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고자 한다.25) 

본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의 해

외직접투자 유형별, 지역별, 산업별 현황 및 특징 분석, 한국의 러시아 해

외투자 유치 성과 및 정책 분석, 러시아 기업의 투자관심 지역 및 분야와 

향후 한국의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방안 등으로 이루어진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러시아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시기별 변화를 추적하는데, 특히 200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러시

아 해외직접투자의 규모와 추세를 파악하고 지역별, 산업별 진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러시아의 관심 지역과 산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러시

아가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러시아의 해외

직접투자 특징을 알아내고 향후 한국이 러시아의 투자 유치전략을 수립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러시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 관심 분야 및 지역에 대해서 그

리고 대한국 직접투자 관심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 및 분석하여 

앞으로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유망분야를 꼽아보고 향후 한국의 해외직

접투자 유치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세 및 주요 특징을 파악함

으로써 한국의 전반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25)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의 대다수는 주로 2000년대 중반부터 형성되어 해외진출 역사가 

짧고, 정보공개에 대한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외에도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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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현황과 특징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러

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부진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러

시아의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의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평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한국이 러

시아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망분야를 제시하고,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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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발전 과정과 현황

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설명 

다국적기업은 오늘날 세계경제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해외직접투

자는 국제 경제관계의 주요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50~60년 동안 

다국적기업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수많은 개념들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개념들은, 특히 개도국과 구사회주의 국가들에 기반을 두고 있

는 기업들의 다국적화 현상과 다국적기업들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실용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해

서 다국적기업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진전을 보인 때는 경제학적 

접근방법만 고집하는 것을 탈피했을 때이다. 사실 기업의 다국적화 개념

을 발전시키는 것은 다수의 국가들에서 유래하는 다국적기업들을 토대로 

실증자료를 폭넓게 연구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의 고안은 오

직 이전에 서유럽 및 북미 경제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을 수정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다양한 그

룹들로부터 형성되는 다국적기업들간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오직 각국의 

역사, 정치체제의 특성 및 문화적 특수성 등을 분석하면서 고려하

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26)

해외직접투자는 이미 19세기 후반기부터 세계경제에서 현저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자본유출이 아닌 

26)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2012b), Продуктивность Междисциплинарного Син
теза для Развития Теории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рпораций (ТНК), Меж
дисциплинарный Синтез в Изучении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Политики. 
Москва: Крафт.+, pp.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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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를 분석하는 전문적인 개념이 없었다. 직접투자를 하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다국적기업의 현상 그 자체는 오랫 동안 이론분석센터에서 연구 

대상으로 간주되지 못하였다.27) 물론 다국적기업에 대해 적어도 실증연구

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해외직접투자가 20세기 전반기와 그 이

전에 어떤 이론 정립을 위한 요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초의 다국적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17세기와 18세기 영국 동인도회사

의 기능에 대해 토마스 만(T. Mann)과 애덤 스미스(A. Smith)의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홉슨(J. Hobson), 힐퍼딩(R. Hilferding), 레닌(V. I. Lenin) 

및 기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제국주의 이론에 관한 저술과 1890~ 1940년

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운영된 기업의 특징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경제

학자들이 발표한 수많은 연구논문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28) 그

러나 다국적기업 이론은 단지 더닝(J. Dunning), 하이머(S. Hymer) 및 버넌

(R. Vernon)의 연구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세계경제에 관한 새로운 연구방향의 틀 내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국적기업을 설명하기 위한 약 십여 개의 경쟁적인 개념들이 

출현하였다.

물론 다양한 이론을 정립한 학자들은 분리되어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

다. 그들의 접근방법 사이에 나타난 차이점은 다양한 경제학적 방법론 가

운데 어떤 것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었다. 예컨대 거시경제학적 접

근방법에 중점을 둔 학자들은 다국적기업 현상을 대외무역이론과 접목시

27) Dunning, John H.(1993), “Introduction: The Nature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ir Activities,” The Theor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UN Library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London, NewYork: Routledge, pp. 1-16.

28) Buckley, Peter J.(2011), “The Theory of International Business pre-Hymer,”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46, No. 1, pp. 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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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려 하였고, 미시경제학적 접근법에 기초한 연구는 국제 경영 및 마케팅 

연구자들에게 전형적인 접근방법이 특징적이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태적 분석방법은 계량경제학자들이 즐겨 쓰는 연구방법론이었던 반면, 

다른 경제학자들은 동태적 분석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연구하려고 했

으나, 분석의 복잡성으로 인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들을 폭

넓게 이용하지는 못했다. 이외에도 각 개념의 특징은 연구목적이 다국적

기업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정책제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국가규제분야의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인지 등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분석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의 다국적화 개념이 발전하게 된 중요한 또 하나의 

원인은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론적 구성을 위한 실증적 자료의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시기 실증적 자료 주요 개념

1950년대 말

~1970년대 

중반

미국과 영국의 다국적

기업

- 해외직접투자국과 투자수혜국의 장점 결합 개념(J. 더닝)

- 해외직접투자 수출을 위한 시장우위 활용 이론(S. 하이머-킨델베르거 학파)

- 제품수명주기이론(R. 버넌의 지도하에 수행된 하버드대학교의 다국적

기업 연구 프로젝트)

1970년대 

초반 이후

일본과 소규모 유럽국

가들의 다국적기업

- ‘기러기떼 모형’ 이론(K. 고지마, T. 오사와)

- 기업의 국제화에 관한 웁살라 학파(리더- J. 요한손)

- 방어적 투자 개념(E. 그레이엄)

1970년대 말 

이후

많은 선진국들의 다국

적기업 분석

- 국제화이론(P. 바클리, A. 라그만)

- 기업과 국가의 다양한 경쟁우위의 활용개념에 기초한 OLI(절충) 패러다임

(J. 더닝)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부 개도국 및 포스

트- 사회주의 국가들

의 다국적기업

- 불균형 이론: 다국적화를 위한 장점 및 단점 활용 구상 도입(문휘창)

- OLIH 개념: 다국적기업 본국의 ‘양 부문’ 경제모델을 고려하여 절충 

패러다임을 확대(K. 캘로태이)

표 2-1. 기업의 다국적화 개념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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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실증적 자료 주요 개념

2000년대 말 

이후

많은 개도국과 러시아

를 포함한 포스트- 사

회주의 국가들의 다국

적기업 분석

- 노스·이스트(North-East)대학교 프로젝트(매사추세츠)에 기초한 개념: 

기업과 그 본국의 경쟁우위 매트릭스에 대한 지지(A. 라그만)와 개도국 

및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의 국가적 차이가 아닌 다양한 발전 단계에서 

다국적기업이 처한 위치를 강조(R. 라마무르티)

- 컬럼비아대학교(뉴욕) 프로젝트에 기초한 개념: 다양한 ‘동원’ 요소들이 

다국적기업의 본국에 있기 때문에(기업의 경쟁우위에 의해 결정되는) 

자본수출잠재력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관한 구상(A. 쿠즈네초프)

표 2-1. 계속

자료: 저자 작성.

다국적기업의 전통적 개념은 미국 또는 영국, 즉 20세기 중반 주요 투

자국들의 기업 실증자료에 기초하여 정립되었다. 다국적기업이 출현한 국

가들의 유사한 특징은 경제이론가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투자기업 쪽으

로, 다른 한편으론 기업 경영조건이 훨씬 더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수혜국 

쪽으로 관심을 끌게 하였다. 경제학자들의 다국적기업 분석방법을 살펴보

면 더닝(J. Dunning)은 선진기술, 노하우 및 시장에서의 명성 등의 우위

를 강조하였고,29) 하이머(S. Hymer)는 독점 및 과점적 우위이론을 강조

하였고,30) 버넌(R. Vernon)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수명주기이론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고자 하였다.31) 투자수혜국들간의 차이점도 학자

들의 관심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자본수출의 지리적 특징을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러한 경제학자들도 경제관계에서 

29) Dunning, John H.(1958), American Investment in British Manufacturing Industry, 
London: Allen and Unwin.

30) Hymer, Stephen H.(1976),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Cambridge(Mass.): MIT Press(PhDthesis–1960), pp. 
22-29.

31) Vernon, Raymond(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0, No. 2, pp. 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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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정도가 낮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들에서도 다국적기업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생각하지 못했다.

많은 선진국들을 통해 축적된 실증적 자료가 확대되면서 다국적기업의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지만, 그 개념 또한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제

학적 분석 틀 안에서 정립되었다. 고지마(K. Kojima), 오사와(T. Ohsawa)

와 그들의 후학들은 초기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이 한국, 대만, 싱가포르에 

경쟁력 있는 신규기업을 설립하면서 생산기지를 이전한 과정을 ‘기러기

떼 모형(flying geese pattern)’ 이론에 입각해 설명하였다. 시간이 지나면

서 이제 한국, 대만, 싱가포르의 다국적기업들도 일본의 다국적기업에 뒤

이어 동남아시아의 신흥공업국과 중국으로 해외투자를 실행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러시아의 해외투자에 관한 널리 알려진 전문가인 캘로태

이(K. Kalotay)가 이러한 기러기떼 모형 이론을 유럽국가들에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32)

유럽국가들의 다국적기업을 설명하기 위해 1970년대 웁살라 학파의 

기업국제화 이론33)과 방어적 투자이론34)을 비롯한 또 다른 개념들도 이

용된다. 이들 개념의 등장으로 인해 연구방향이 세계 여러 나라에 존재하

는 다국적기업들의 다양성을 분석하는 쪽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특히 웁

살라 학파의 대표학자들은 각국의 기업들에 의해 실행되는 해외직접투자

의 지리적 다양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이들 학파는 주로 

32) Kalotay, Kalman(2004), “The European Flying Geese: New FDI Patterns for the Old 
Continent,” Research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e, Vol. 18, No. 1, pp. 27-49.

33) Johanson, Jan, editor(1994), “Internationalization, Relationship and Networks,”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Vol. 36.

34) Graham, Edward M.(1978), “Transatlantic Investment by Multinational Firms: A 
Rivalistic Phenomenon?”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 No. 1, pp. 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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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학파의 ‘합리적 인간’의 단순모형을 거부하고 행동주의적 접근방

법을 이용한다. 웁살라 학파를 대표하는 요한슨(Johanson)과 그의 동료들

은 기업의 국제화 메커니즘에 천착하면서 다국적기업이 출현하는 국가들

간의 차이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세계시

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불확실성하에서 높아진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학적 의사결정이며, 그 결과 새로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의 

부족이 기업의 점진적인 국제화를 진행시키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때 

다국적기업의 투자대상국 및 대외경제관계에 관한 결정은 현실적인 원거

리성 이외에 민족문화적 및 언어장벽 등에 의해 결정되는 ‘심리적 거리’

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 장의 2절에서 살펴볼 것처럼, 스웨덴 

학자들이 제시한 이론적 개념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지리적 배치를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이와 더불어 에드워드 그레이엄(E. Graham)

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추후 개도국과 구사회주의국가들의 다국적기업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전제조건을 창출하였다. 특히 이 개념을 활용하면, 러시아

의 해외직접투자가 서유럽의 주요 선진국들과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이

루어진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1970년대 말부터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에 기

초한 다국적기업 이론들이 출현하였다. 즉 국제화이론과 해외직접투자의 

절충이론이 생겨났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35) 

35) Rugman, Alan M. and Alain Verbeke(2003), “Extending the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Internalization and Strategic Perspectiv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35, No. 2, pp. 125-137; Dunning, John H. and Rajneesh Narula(1998), 
“The Investment Development Path Revisited: Some Emerging Issues.” Foreign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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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다국적화는 주로 기업의 대외경제활동과정

을 기업 내부에 보다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

된다. 해외직접투자의 절충이론은 1980년대 중반까지 많은 경제전문가들

에 의해 국제화이론의 대안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을 통해 전부

는 아니라 할지라도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 적지 않은 부분을 설

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개도국과 포스트 사회주의국가들의 몇

몇 다국적기업의 자료에 기초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전통적 해

외직접투자이론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더닝이 주창한 절충이

론의 기본 개념은 기업이 어떤 나라에 자본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충분조건이 존재한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은 더닝이 

소유 특유의 우위(ownership advantages)라 명명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

을 경우에만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기업은 두 번째 경쟁우위형태인 입지 

우위(localization advantages), 즉 해외생산 현지화로부터 얻는 이득이 없

을 경우 제품수출에 그치면서 생산설비를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기지 이전 또한 직접투자와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데, 실제로 

시장이 크거나 노동력이 저렴한 나라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독립기업에 라이선스를 발급해줄 수 있다. 더닝의 세 번째 경쟁우위는 바

로 내부화우위(interanalization advantages)인데, 이는 외부비용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한국의 다국적기업을 분석하면서, 문

휘창과 로엘은(2001)36) 은 우위의 존재가 기업의 해외투자에 필수조건은 

Investment and Governments-Catalyst for Economic Restructuring, London: Routledge, 
pp. 1-41. 

36) Moon, Hwy-Chang and Thomas W. Roehl(2001). “Unconventional Foreign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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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모든 것이 어떤 우위의 활용으로 귀착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기업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업의 다

국적화를 시작하는데, 가령 자국에서 선진적인 R&D를 수행하는 것이 어

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 결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동기는 해외에

서 전략적 자산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문휘창은 이러한 특별한 경

제적 동기를 지적하지는 않았는데,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개도국들의 다국

적기업의 확장에 대해 유럽과 미국에서는 비록 그 기업이 민간자본에 속

할지라도 비밀스러운 대외정치활동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더닝 이론을 또 다른 측면에서 개선한 학자는 헝가리의 캘로태이(K. 

Kalotay)다. 그는 더닝이 다국적기업이 기반하고 있는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OLI 패러다임에 오직 투자대상국의 입지우위만 포함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캘로태이는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를 특징짓는 네 번째 우위, 즉 홈그라운드우위(home advantages)를 

제안하였다.37) 특히 러시아의 다국적기업을 분석하면서, 캘로태이는 다국

적기업 설립의 토대가 되는 경쟁력 있는 원료부문과 발전수준이 현저히 

낮은 나머지 경제부문으로 구성되는 2부문 경제모델(two-sector model)

을 제시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다국적기업 본국의 우위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사례인데, 중국의 경우 정부지원 덕분

에 확실히 해외직접투자의 확대가 용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다국적기업 이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nvestment and the Imbalance Theory,”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10, No. 2, 
pp. 197-215.

37) Kalotay, Kalman(2008), “Russian Transnational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aradigm,” 
Research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e, Vol. 22, No. 2, pp. 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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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개도국과 포스트 사회주의국가들, 특히 중

국과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

과 이 해외투자기업들의 모든 특징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러므로 적절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불과 몇 년 전에야 모

을 수 있었던 여러 신규 해외직접투자국들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많은 실

증자료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투자

기업들의 특징을 고려하는 여타의 학술적 연구방법론 없이 오직 경제학

적 방법만으로 설명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따라서 학제간 통

합연구는 모든 국가들의 기업에 적합한 다국적기업 이론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개도국과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의 

다국적기업을 위해 어떤 특별한 이론을 정립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

으며,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특징의 고려는 보다 발전된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 분석에도 동시에 적합한 이론적 정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학에서 행동주의가 등장한 것은 학제간 통합연구의 일정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행동주의 대표학자들이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차입한 

개념은 주로 기존의 경제학적 이론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특히 제

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기업 입지의 결정에 관해 최상이 아니라 가장 

먼저 수용할 수 있는 결정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투자환경이란 그 나라의 투자매력도를 결정하는 부분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해준다. 더욱이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정보

를 잘 제공하지 못한 국가들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

한다. 현재 러시아의 다국적기업 대부분에 한국이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다국적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주로 올리가르히(Oligarch, 과두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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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 러시아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를 설명할 

때 올리가르히들의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반드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주비츠키(B. Zubitsky) 의원이 소유한 중형 철강회사였던 코크스

(Koks)사가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 슬로베니아에 6개의 제강공장을 갖추면서 

2008년에 러시아의 상위 20대 다국적기업에 포함된 이후에 슬로베니아 

기업들을 모두 매각한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빔펠콤(Vimpelcom)

사는 여러 나라에 많은 기업을 설립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메가폰(Megafon)사는 해외에 몇몇 부차적인 자회사만을 소유하

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국적기업들과 그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

은 역사학의 결론을 이용할 때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된다. 많은 연구자들

은 어떤 기업들의 다국적화에 관한 역사적인 조건을 고려하고, 다국적기

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갖는 ‘국가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본국의 경제발

전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앙드레프(W. 

Andreff)가 수행한 여러 나라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표면적인 비교 외에도 

인도의 라마무르티(R. Ramamurti)가 제시한 접근방법을 주목할 수 있다. 

그는 러시아 및 거대 개도국들의 현재 다국적기업들과 50년이 된 선진국

의 다국적기업들을 오직 몇 가지 측면에서만 비교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따라잡기(catch-up)식 발전의 영향과 함께 어떤 국가들 발전모델의 국가

적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38)

38) Ramamurti, Ravi(2008), “What Have We Learned About Emerging Market MNEs? 
Insights from a Multi-Country Research Project,”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on 
«Emerging Multinationals: Outward FDI from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Copenhagen, October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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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구에서 다국적기업에 관한 절대다수의 연구자들은 해외직접투

자의 경제외적인 조건에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 시기에 형

성된 공업잠재력에 기반을 둔 신생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급속한 해외직접

투자 확대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었다. 구소연방에 소수의 국영 다

국적기업들이 존재했던 것은 그 당시 구소련의 정치 및 경제 체제에 비추

어볼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다

국적기업들의 출현잠재력은 오래전에 생겨났다. 사실 해외진출의 정치적 

장벽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있었다. 가령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투자기업들

의 경우 인종차별정책 시기에는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적었으

며, 인도인들은 1990년대 초까지 국가자본의 반출을 제한하였다.39)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제안하는 초기 모형은 기업과 

국가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분석할 때 이용하는 ‘투자잠재력 ․ 투
자리스크’ 모형과 유사하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국가의 기업들은 자본수출을 위한 잠재력(다국적화)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잠재력은 기존 이론들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는 기업과 국가들이 보

유하고 있는 각종 우위와 관련된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잠재력이 어느 

정도로 드러날 것인가는 국가 전체적으로 혹은 특정 기업에 특별한 ‘동원 

요소’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다국적기업, 적어도 다국적화 초

기 단계에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갖는 경쟁우위의 상당 부분은 직간접적

으로 본국의 특수성에서 나온다. 2000년대 이후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를 보면, 러시아는 분명히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9)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2012c),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рпорации Стран БРИКС,”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No. 3,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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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은 식 (2-1)과 같은 보

편화된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FDI=(α*LEVEL + β*SIZE)*M 식 (2-1)

FDI- 국가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

LEVEL- 기업이 보유한 경쟁우위와 연관된 국가의 발전수준40)

SIZE- 해외직접투자의 최대 가능 규모를 결정짓는 국가의 경제규모41)

M- 해외직접투자의 ‘동원요소’를 규정하는 계수

사실상 자본수출을 위한 동원요소는 모든 국가에 존재하지만, 그 수준

은 각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동원요소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정도는 

잠재적 투자국의 내부적인 과정42)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제한에 의해 결

정될 수 있다. 동원요소가 거의 바닥수준이었던 사례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한 독일이 해외자본수출을 약 10년 이상 금지시켰던 시기를 꼽을 

40) 비록 1인당 GDP 지표가 구매력평가(PPP)를 이용하거나 경제위기에 의해 발생된 중기

적 변동요소를 조정할 때조차도 결코 이상적인 지표가 아님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

지만, 투자발전경로이론에 따른 대체변수로서 1인당 GDP 지표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Dunning, John H. and Rajneesh Narula 1998, “The Investment Development Path 
Revisited: Some Emerging Issu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overnments. 
Catalyst for Economic Restructuring. London: Routledge, pp. 1-41 참고).

41) 비록 국내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더 큰 대국의 기업들과 비교하여 소국 기업들은 통상 

국경간 자본이동에 더 강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동원요소가 있는 경우 주요 강국들이 

해외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 대체변수로서 국가의 GDP
가 이용될 수 있다.

42) 이는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국가의 규제정책, 민간기업 환경 및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등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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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940년대 중반 독일의 거의 모든 해외기업들은 반나치연합국들

에 의해 몰수당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동원요소들이 나타나는 사례들을 보면, 자본수출 시 

동원요소에 의지하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필자들이 보기에는 동원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 다음

의 네 가지 방안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국가는 대외경제활동에 전문화된 특수한 경제부문을 조성한다. 

구소련 시기 대외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독점이 단지 소수의 소련 다국

적기업들이 출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면, 오늘날 중국의 경우 

목표지향적인 대외부문의 구축은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하게 확대할 수 있게 해주었다. 더욱이 레노보(Lenovo)사와 같은 중

국의 거대 민간 다국적기업조차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둘째, 국가는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이 경우 첫 

번째 대안과 달리 국가는 인위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않지만 시장메커니

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가장 빈번한 사례로는 반독점정책을 완화시키

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은 경쟁력 있는 다국적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자

국의 강력한 금융산업그룹 창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거의 

모든 주요 민간 다국적기업들은 미약한 경쟁환경 속에서 소련의 유산을 

보존한 매우 독특한 사유화 과정에서 구축된 ‘올리가르히 제국’의 틀 속

에서 탄생하였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기업그룹

들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존재하고 있다. 

셋째, 국가는 다국적화를 위해 유리한 대외여건을 조성한다. 이 대안은 

주로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간접적인 방안을 이용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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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다. 가장 분명한 사례로는 다국적기업을 위해 편안한 사업환경

을 확대시킬 수 있는 지역통합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는 자국 

기업을 위해 외부의 제도적인 장벽을 낮추는 다양한 대책, 즉 WTO와 

OECD 가입부터 양자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까지 해당된다. 

넷째, 사회 내부에 여러 원인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게 한다. 이 대안은 국가가 동원요소를 활성

화하는 데 적극 참여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특징적인 사례는 해외에 

산재해 있는 자국 동포 대표자들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위 있는 모든 실증적 분석이 보여주듯이, 동원 요소들은 여러 

러시아 기업들 사이에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의 해외

직접투자의 주요 동기는 전통적이든 아니면 특별히 러시아적이든 그 조

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기업들

은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해외직접투자의 시기별 변화와 내용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비록 그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이미 제정 러

시아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러시아 상인들의 주요 투자대상국은 중국, 

페르시아, 몽골이었으나, 일부 유럽국가로도 소규모 러시아 자본이 투자되

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적금액이 1917년 10월 

혁명 당시 20억 금화루블 이상이었는데, 이는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환산

하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43)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정치적 요

43) Bulatov, Alexander S.(1998), “Russian Direct Investment Abroad: Main Motivations 
in the Post-Soviet Period,” Transnational Corporations, Vol. 7, No. 1,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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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 때문에 혁명 전 러시아의 해외진출이 소련기업과 그 이후 오늘날 러

시아 기업들의 대외경제관계에 미친 영향은 작은 편이다.

그 당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아마도 런던의 VTB 

Capital 은행일 것이다. VTB Capital 은행이 국영기업인 VTB 금융그룹에 

귀속되기 전에는 국가가 직접 보유한 자산이었으며, 옛 소련의 해외 현지법

인이던 모스크바인민은행(Moscow Narodny Bank)이 그 전신이었다. 모스

크바인민은행은 1912년에 세워진 러시아 협동조합은행을 국영화하면서 이

를 토대로 1919년에 설립되었다. 전간기(Inter-War period) 시대 주로 은행, 

보험 및 기타 서비스 등 소련의 대외무역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던 

소련의 해외자본투자 기록에서 오늘날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중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 당시 중요했던 마지막 해외자

산은 1925년 영국에 설립된 인고스스트라흐(Ingosstrakh)의 자회사이자 흑

해 ․ 발트해 보험업체인 블랙발시(Black Sea & Baltic)와 1927년 독일에 설

립된 소파그(Schwarzmeer und Ostsee Versicherungs-Aktiengesellschaft)

였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인고스스트라흐는 러시아의 유명 올리가르히 중 

한 사람인 올렉 데리파스카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결국 서유럽 보험시장에

서 경쟁력을 잃고, 2009년 영국과 독일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다.44)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날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는 4단계의 해외투자시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1945~91

년(소련시대)으로 이 시기의 말인 소련 붕괴 무렵 투자금액은 수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다.45) 당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는 자본수출을 

44)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2011b), “Российские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рпорации в 
Сфере Услуг,”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No. 7, 
pp.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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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요소로서 비난한 반면, 서구에서는 사회주의국가들의 투자기업

들을 ‘적색 다국적기업’으로 불렀던 시기였다.46) 두 번째는 1990년대로 

이때는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이 행정·지령성 계획경제에서 민주주

의와 시장경제로 전환되던 혼란을 겪고 있던 탓에 불법 자본유출로 해외

투자가 유실되었던 시기였다. 세 번째는 2000년대부터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전까지로, 이 시기에는 수십여 개의 러시아 다국적기업

이 급격히 등장하였으며, 러시아의 해외자본투자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08년 이후 시기로 일부 투자자들이 일

부 해외 중요 자산을 처분하였거나 해외투자비중을 급격히 축소시켰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소련시대의 해외투자가 갖는 의미

는 소련의 자본투자로 설립된 몇 안 되는 해외 현지기업들 이외에도 다음

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러시아의 많은 대규모 다국적기업은 처음부터 주로 1960~80년

대 형성된 산업잠재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일부 민영화된 

과거 국영 채굴기업을 토대로 하고 있다. 가령 루코일(LUKoil)사는 처음

부터 3개의 기업, 즉 ‘란게파스우라이코갈름네프티(ЛангепасУрайКо
галымнефть)’의 각 첫 번째 알파벳으로 만든 이름이다. 또한 현재 러

시아 원자재기업의 자금력은 수출소득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러한 소득은 

주로 소련시대 구축된 석유․가스관 인프라를 통해 얻고 있다. 철강회사 

45) Andreff, Wladimir(2003), “The Newly Emerging TNCs from Economies in Transition: 
a Comparison with Third World Outward FDI,” Transnational Corporations, Vol. 12, 
No. 2, pp. 76-78.

46) Hamilton, Geoffrey, ed.(1986), “Red Multinationals or Red Herrings? The Activities of 
Enterprises From Socialist Countries in the West,” pp. 1-16, London: Frances P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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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련시대 기업에 근간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세베르스탈(Severstal)

은 1955년 대규모 소련 철강콤비나트 중 하나로 성장하였던 볼고그라드

주의 체레포베츠시에 1993년에 설립되었다. 러시아의 유명 철강기업인 

예브라즈(Evraz)도 1992년에 설립되었는데, 처음부터 철강제품 거래에 

특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기업의 토대도 역시 소련시대 케메로프주와 

스베르들로프주에 설립되었던 3개의 철강콤비나트이다. 오늘날 NLMK사

의 핵심공장은 1934년 리페츠크주에 설립되었던 노보리페츠크 철강콤비

나트(Novolipetsk Steel)이다. 그리고 러시아 철강기업인 메첼(Mechel)사

도 첼랴빈스크주에서 1943년부터 운영된 철강콤비나트와 케메로프주의 

석탄채굴기업을 모태로 하고 있다.47)

둘째, 오늘날 러시아 경제모델은 매우 왜곡된 소련시대의 유산으로 인

해 러시아만의 독특한 자본주의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러

시아 기업의 해외진출 특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개혁의 시기에

도 국가경제의 과도한 독점화는 끝내 해결되지 못했다.48) 공업화 및 국방

력 제고에 따른 소련의 서비스산업 부진으로 인해 오늘날 러시아에서 서

비스부문에 종사하는 다국적기업의 수는 많지 않다. 또한 러시아 산업의 

강력하고 오래된 조직적 구조가 부재한 탓에 통신부문과 같은 일부 서비스

부문은 선진국의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고전적인 ‘따라잡기식 발전’ 모델을 

취하고 있다.

47)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 и Четверикова, Анна С.(2009), Российские Транснац
иональные Корпорации Продолжают Зарубежную Экспансию даже в 
Условиях Мирового Кризиса, Москва: ИМЭМО РАН, pp. 26-34.

48) Яковлев, Андрей А.(2006), Агенты Модернизации,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ГУ ВШЭ, pp. 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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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특히 소련 붕괴 전 마지막 10년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 대외경제관계 덕분에 1990년대 몇몇 민간 대기업 경

영자들을 포함해 해외로 진출한 기업가들의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시기

였다. 러시아 기업이 국제화될 수 있었던 또 다른 계기는 소련의 붕괴였

다.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통해 붕괴된 생산 ․ 판매 네트워크를 회복시키려

고 노력하였다. 중동부 유럽의 경우, EU로 급격히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

러한 요인이 거의 적용되지 못했다.

소련의 해외진출기업 대부분이 소련 붕괴 전에는 수출에 주력했다. 석

유 및 석유제품의 40%, 원목 및 펄프제지의 60%, 민수산업의 완제품 

50% 이상이 이들 기업을 통해 수출되었다.49) 그러나 이 기업들이 항상 

수익을 얻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기업활동이 국가의 대외정치적 역

할을 보완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교통, 은행, 보험 부문에서도 소

련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였다. 관광산업에 대한 해외투자도 증대되었다. 

일부 생산업체들은 사회주의국가 및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상호원조회의(COMECON) 국가들의 경우에만 종종 49%의 주

식을 소유했고 대부분의 경우 소련 측이 50% 이상을 소유하였는데, 이는 

기업활동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었다. 소련 붕괴 

시 해외자산의 과반수가 러시아 국영자산으로 이전되었다. 이때 ‘사회주

의 진영’의 붕괴를 초래한 대규모 정치 및 경제 개혁과 시장개혁이 러시

아의 해외투자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1994년 말 러시아의 해외직

접투자 누적금액은 1990년의 55% 수준에 그치게 되었다.

49) Sokolov, Sergey(1991), “Companies Set Up Abroad with Soviet Capital,” Foreign 
Trade, No. 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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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자들은 ‘적색 다국적기업’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몰락과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한다.50) 그러한 결론은 거의 모든 소련의 해외투자기업

들이 마치 현지 생산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나 과점적 우위를 전혀 가지

고 있지 않고 소련의 정부지원 덕분에 수입대금 지급을 위한 경화를 획득

할 수 있었던 것만큼 소련의 투자기업들이 비효율적이었다는 의견에 기

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0년대 개혁과정에서 민영화된 러시아 

기업들이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해외 현지 자회사를 갖추기란 힘

에 부쳤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1990~93년 동안 소련의 해외진출 기업

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서구 협력업체에 의해 인수되거나 파산한 반면, 

오늘날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오직 러시아 신규 민간기업들에 의한 

것이며, 발전모델로 볼 때 1970년대 말 신흥공업국의 다국적기업 형태와 

유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들은 이러한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련기업의 기능은 그 의미를 잃었다. 예를 들어 1924년 미국에 

설립되었던 암토르그(Amtorg)사는 소련의 무역대표부 기능을 수행했었다. 

일부 생산기업들은 경쟁력이 없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특히 중동부 유럽

지역의 경우 정치적 동기에 의해 청산되었거나 기업자산을 빼앗겼다. 타당

성 조사 없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지분이 종종 해외협력기업에 매각되었

고, 시장은 치열한 경쟁 없이 손쉽게 새로운 소유주들의 차지가 되었다. 

일례로 벨기에가 유럽연합(EU)에서 러시아 자동차 외장 처리 및 판매로 

좋은 평판을 누리고 있었던 Scaldia-Volga사를 인수한 바가 있다. 

50) Andreff, Wladimir(2003), “The Newly Emerging TNCs from Economies in Transition: 
a Comparison with Third World Outward FDI,” Transnational Corporations, Vol. 12, 
No. 2,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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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적색 다국적기업’이 가장 성공적이면

서도 비교적 독자적으로 기업 운영을 한 분야는 원자재 및 서비스 부문뿐이나 

그것도 국가의 통제는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해외자산규모 기준으로 러시아의 

상위 20대 기업에 1967년에 설립된 자루베쥬네프트(Zarubezhneft)사

가 포함되는데, 이 기업은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출 및 기술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였다. 자루베쥬네프트사는 2006년에 공식적으로 

완전한 다국적기업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 때가 되어서야 러시아 정부가 

1981년 베트남에 설립된 석유채굴 합자회사의 지분 50%를 이 기업의 자산으

로 이전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루베쥬네프트사는 그 이전에 이미 해당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고, 2002년에 베트남 ․ 러시아 ․ 일본의 합작회사인 

VRJ-Petroleum사의 지분을 인수하였다. 이후 자루베쥬네프트사는 여러 

국가에서 중소규모의 지질탐사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한편, 주로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의 정유업에 투자하면서 독자적인 해외투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51) 그러나 소련 시절의 베트남 현지 자산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 러시아 다국적기업 자산의 중요한 토대로 남아 있다.

또 하나의 기업사례는 러시아철도공사(RZD)인데, 이 기업은 1949년 

몽골에 설립된 합작주식회사 ‘울란바토르 철도’의 연방정부 지분을 수탁

관리하고 있다. 러시아 기업은 몽골에 철도 현대화 및 유용광물 채굴을 

위한 해외 현지투자를 위해 ‘인프라 개발’이라는 합자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RZD의 경우도 소련이 붕괴되고 남아 있는 회사들이 현재의 자회사가 

된 실정이다.

51) Kuznetsov, Alexey V.(2007), “Prospects of Various Types of Russian Transnational 
Corporations(TNCs),”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No. 10, p. 
178. Available at: http://www.tse.fi/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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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상황은 1990년 독일에 첫 가스기업을 설립한 또 다른 다

국적기업인 가스프롬(Gazprom)사와 이미 언급한 런던의 은행 이외에 다

른 나라들에서도 소련의 해외은행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자회사들을 보

유하고 있는 대외무역은행(VTB)이라는 금융그룹에도 적용된다. 소련의 

많은 판매회사들은 사회주의상호원조회의(COMECON)가 해체되고 러시

아의 대외교역이 자유화된 상황에도 영업활동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러시아의 신생 민간 다국적기업에 귀속되기도 하면서 점차 사라

져갔다.

오늘날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특징과 관련하여 1990년대 러시아 기

업의 형성과정의 의미를 현재 기준에서 살펴볼 때, 해외 현지 자회사들의 

수가 상당히 적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이보다 더 중요

한 요소가 있다. 첫째, 러시아만의 민영화와 기업그룹들의 통합과정이 독

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 기업그룹들이 주로 2000년대 전통적인 다국

적기업으로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둘째, 개혁 초기에 합

법적인 해외직접투자와 불법적인 해외 자본유출이 상당히 혼재돼 있었다

는 점이다. 결국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 러시아 사회는 자국 기업의 해외 

현지투자를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국가규제와 합법적 자본

수출장려정책은 그 자체로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주로 거대기업에 편향

적이 되었고, 서구에서도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다중적인 이미지가 심어

지게 되었다. 

1990년대 러시아가 선택한 애매모호한 민영화 모델은 한편으로 러시아 

기업들이 빠르게 초거대기업그룹으로 통합되고, 그 규모로 인해 추가적인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기업그룹

들이 해외직접투자 규모 면에서 개도국의 많은 다국적기업들을 따라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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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해외로 진출한 러시아 기업들의 급격한 투자확대가 분명하게 나타

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자산관계에 대한 합법성이 취약해지

면서 정부에 의한 올리가르히의 미래가 지나치게 좌지우지되고, ‘기업․

정부․사회’의 3자 구도 속에서 러시아의 정치관계도 매우 왜곡되었다.52) 

다수의 러시아인들이 올리가르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원인은 그

들이 축적한 자산 이외에도 자산가인 그들이 민영화된 자산으로 얻은 자

금을 사치품에 과시적으로 소비하는 비효율성에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

다. 실제 초거대기업이 자국 기업의 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경우

에라도 국민들의 눈에는 그들이 항상 결코 합리적인 경영자로서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최근 세계 금융위기 시 해외투자 확장과 관

련된 철강기업들을 우선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채무변제를 위한 막대한 국

가지원금을 떠올려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53) 

따라서 러시아의 많은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되는 기존의 목적 외에도 해외에 자산을 등록함으로써 ‘자산에 대해 

보험’을 드는 방식을 취하거나 국제기업가로서의 지위를 통해 크렘린과

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러시아적 특수성이 결합되었다. 자본도피

현상은 1990년대 대대적으로 발생했는데, 러시아에서 불법적인 자본유출

현상은 각 기업의 권모술수라기보다 러시아 기업이 자국의 왜곡된 기업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적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국 경제 전체가 지급불능위기로 침몰했고 기업들은 우선 ‘살아 있는 돈’

52) Перегудов, Сергей П.(2011), 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России в Мировом Контексте: 
Институты и Механизм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 Росси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
я Энциклопедия, pp. 255-322.

53) Адно, Юрий Л.(2011),  “Мировая Металлургия: Выход из Кризиса?” Годпла
неты: Ежегодник, Выпуск 2010, Москва: Идея-Пресс, pp.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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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느 기업과 함께 대금지급을 할 것인지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했다. 그로 인해 해외로 이전된 유동자산은 러시아 내 기업간 상호 결제

를 위해 일부 이용된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자본이탈은 기업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측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54) 기업들은 역외지역(off-shore)에 중소

규모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대외무역거래를 하면서 해외로 자금을 빼돌릴 

수 있는 매우 정교한 구조를 만들어냈다.55) 즉 1990년대에는 러시아 자

본이 러시아․키프로스․러시아, 러시아․버진아일랜드(영국령)․러시

아와 같이 왕복투자(round-tripping)의 고정루트가 생겨났던 것이다. 지금

까지 이러한 역외 탈세권 및 그 밖의 조세피난처가 러시아의 공식적인 대

규모 해외직접투자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는데, 네덜란드도 여기에 포함된

다. 더욱이 2000년대에 들어 제3국에서의 합법적인 러시아 해외투자도 

1990년대 역외지역에 설립된 기업들을 통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56) 

또한 1990년대 러시아의 의사(擬似) 다국적기업이 해상운송회사를 내세워 

키프로스, 몰타, 마셜군도, 그 외 몇몇 국가들의 ‘저렴한 국기’로 무역상선

을 꾸미고 대대적으로 해외활동을 전개하는 독특한 유형도 생겨났다.57)

그러나 1990년대는 무엇보다 원자재산업에서 모든 구조를 갖춘 러시아 

54) Абалкин, Леонид И.(1998), “Бегство Капитала: Природа, Формы, Методы 
Борьбы,”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7, pp. 33-41.

55) Григорьев, Леонид М.(2000), Бегство Капитала. Обзор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в России за 1999 год, Москва: ТЕИС(Бюр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pp. 347-372.

56)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 장의 다음 절을 참고.
57) Kuznetsov, Alexey V.(2007), “Prospects of Various Types of Russi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No. 10, p. 
26. Available at: http://www.tse.fi/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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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토대가 마련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루코일사는 

아제르바이잔(1994년부터), 이집트, 카자흐스탄(1995년부터), 이라크(1997년

부터) 등에서 석유 채굴 또는 석유가스전 탐사 프로젝트의 지분을 획득하였

다. 1998년 루코일사는 루마니아의 페트로텔(Petrotel)사를 인수하면서 국제 

정유사업으로 사업확장을 시작하였고, 1년 뒤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유공장 설비를 현대화했다. 1990년대 가스프롬사의 해외진출이 현저히 

확대되었고, 러시아의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업체인 알로사(Alrosa)는 앙골

라로 진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대부분 

2000~08년 동안 축적된 자본투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 기업의 해외 

자본투자는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며, 여기서는 2000~08년 

기간 해외투자 확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러시아의 해외투자

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애매모호한 민영화를 거치고 1990년대의 

자산이 2000년대 초 무렵에 재분배되면서 안정성을 얻게 된 통합그룹이

다.58) 세계 경기 호황으로 원유수출이 증대하면서 이들 통합그룹은 21세

기 초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이 자금이 항상 러시아 내에서 

효과적으로 분배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해외직접투자 덕분에 기업경쟁력

을 강화시킨다는 목적 또는 단순히 국가나 다른 통합그룹의 자산침해로부

터 보호하거나 보험을 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물론 

일부 기업들이 다국적기업으로 변모한 배경에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러시아 다국적

58) Паппэ, Яков Ш. и Яна С. Галухина(2009), Российский Крупный Бизнес: 
Первые 15 лет. Экономические Хроники 1993-2008, М.: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ГУ ВШЭ, pp. 3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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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많이 등장한 산업, 특히 석유 ․ 가스 및 금속 산업분야에서 몇몇 기

업들이 해외자산을 인수하는 데 여러 차례 실패했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간에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산업 및 지역별 구조가 

형성되었고, 해외투자 확대에 대한 전형적인 동기 및 전략도 생겨났다.59) 

2008년 무렵에는 러시아 주요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명단이 작성되었다. 

물론 상위권에 속하는 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 

순서가 바뀌고 있으며, 국제화를 늦게 시작한 일부 주요 러시아 기업들이 

새롭게 진입하고 있으나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60)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04년 말 이미 해외자산규모 기준으로 러시아 비금융부문의 

다국적기업 중 8위를 차지했던 유코스(Yukos)사가 사라진 것이다. 이 기

업의 자산규모가 6억 달러였음을 감안할 때 2009년 말에도 상위 20위권 

이내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2003년 유코스사 회장이었던 미하일 호

도르코프스키가 체포된 이후 이 회사는 채무변제를 위해 상당히 신속하게 

청산되었다. 그러나 유코스사의 국내자산은 로스네프트(Rosneft)사를 비롯

한 다른 국내기업들에 이전되었고 해외자산은 해외투자대상국 내에서 처

리되었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에서 유코스사가 보유한 대규모 정유공장

의 지배주는 민영화의 재경매를 통해 신속히 처분되었다.61)

59)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2011b), “Российские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рпорац
ии в Сфере Услуг,”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No. 7, pp. 82-89.

60) Kuznetsov, Alexey V., Chetverikova Anna S. and Toganova Natalia V.(2011), 
“Investment from Russia Stabilizes after the Global Crisis,” pp. 2-3. Available at: 
http://www.imemo.ru.

61)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2007a),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ация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Инв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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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는 구소련국가들의 기업통합이 활발해졌는데, 이는 1990년대

와 달리 구소련공화국에 해외직접투자를 할 기회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과거의 모든 관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2000

년대 이후 러시아 자본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의 입장이 보다 실리적으로 

변했으며, 구소련공화국들이 독립하던 초기에 나타났던 반러시아적인 보

호주의는 약화되었다.62)

물론 세계 경제위기도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었다. 철저

하게 해외투자를 실행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즉 비핵심자산을 취득하거

나 차용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모든 해외자산 또는 상당수의 해외

자산을 상실하기도 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에서 그러한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로는 마이르(Mair)사, 에스타르(Estar)사, 코

크스(Koks)사 등이 있다. 반대로 석유가스회사들은 세계시장에서 자신들

의 입지를 넓히며 자산가치 하락을 역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루코일사는 경제위기 이전에는 동유럽에서만 정유공장을 운영했던 반면, 

경제위기 발생 이후 서유럽의 정유산업에 진출하여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정유공장을 인수하였다. 또한 로스네프트사의 해외진출도 현저히 확

대되었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산업 및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

다.63) 예컨대 2010년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최대 해외자산 인수사례는 아톰

стиционный Аспект, М.: КомКнига, pp. 220-223.
6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다음 절을 참고.
63) Kuznetsov, Alexey V.(2010a), “Industrial and Geographical Diversification of Russian 

Foreign Direct Investments,”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No. 7, 
pp. 10-24. Available at: http://www.tse.fi/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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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네르고프롬(Atomenergoprom)사가 호주,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

국 등에 투자하고 있는 캐나다의 우라늄 원(Uranium One)사의 지분 

37.3%를 10억 5,500만 달러에 인수한 것을 들 수 있다. 러시아 기업의 

최대 그린필드(Green Field) 투자사례는 베네수엘라와 이라크에서의 석유

채굴사업이다. 특히 이웃국가에서의 해외직접투자와 함께 ‘두 번째 대열

(2군 기업)’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2년 6월 

말 현재 전체 러시아 해외투자의 공식 통계를 살펴보면, 투자 누계액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2011년 초 러시아의 해외투자금액은 3,663억 

달러, 2012년 초는 3,621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64) 이미 2008년 초에 

3,701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은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투자 누계액은 주가변동 및 기타 단기적 요인으

로 자산가치가 재평가되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향후 발전전망은 국내경제가 국제화될 수 있는 

대내외적 요인에 크게 달려 있다. 대내적 요소로는 기업환경의 발전을 들 

수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높은 독점화 수준과 부패 정도가 국가의 경

제발전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0년대 이후 러시아의 정

치경제모델은 기업의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거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

모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 특히 초거대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경제적 수단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

아 경제가 진정한 자유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둘 

경우, 질적으로 또 다른 성격의 합법적인 자본수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64)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Ф(2012a), Международная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пози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1-2012 гг. Доступно на: http://www.cbr.ru.(검색

일: 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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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구소련지역의 경제통합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소련 붕괴 후 지난 20년 동안 구소련지역에서는 지역

경제통합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 내에서 3국 기업의 국경간 자본이동을 촉진시

킬 수 있는 매우 야심찬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65) 향후 우크라이나와 

이들 3국간 공개적인 관계개선의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직접투자를 

통한 국경간 생산네트워크에서 여러 산업의 러시아 기업들이 제대로 참

여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이 열리게 될 것이다.

러시아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러시아의 다국적기업은 비교적 

편안하고 독점화된 국내환경을 벗어나 생산 ․ 판매 네트워크를 최적화함

으로써 대외무역의 추가적인 이익을 획득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저렴하

게 자금을 조달하며 선진기술 등을 도입할 수 있다(Kheyfets 2008).66) 이

러한 논리로 볼 때 러시아의 공업 및 서비스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으로 점차 발돋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국가는 러시아 

다국적기업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현대화에 

65) 구소련 해체 이후 탄생한 CIS 회원국이 구소련 공간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통

합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0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이 관세

동맹협정을 맺어 발효되었다. 2010년 기준 인구 1억 6,750만 명, GDP 규모 1조 6,775
억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천연가스매장량의 40%와 석유매장량의 20%를 차지하고 있

는 적지 않은 시장이다. 이 관세동맹은 2002년 1월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체인 

3국 단일경제공간으로 전환되었으며 앞으로 회원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재영 외(2011), CIS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pp. 158-16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66) Kheyfets, Boris A.(2008), “Russian Investment Abroad. The Basic Flows and Features,”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for World Economics Working Papers, 
No. 184, p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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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여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의 다국적기업이 경제 

현대화에 이바지하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의 해외투자는 단지 새로운 형

태의 자본유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실상 러시아의 다국적

기업은 인수한 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 러시아 공장을 보다 효율적인 글

로벌 생산 ․ 판매 네트워크로 통합시키는 등 국내기업의 현대화 수단으로

서 해외직접투자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이 흘러 만약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이 단순히 기업확장을 위한 해외투자를 지속할 경

우, 여론의 압력으로 부족하나마 존재하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정책기로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67)

다. 해외직접투자국으로서 러시아의 부상과 배경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자본

투자의 발전 또는 다국적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특수

성 외에도 다른 나라의 다국적기업과 러시아 기업들을 비교분석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급속한 증가현상과 

EU, 북미, 이웃 CIS 지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역할은 상당히 작은 반면 러시아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설명

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비교분석 결과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러시아는 해외직접투자 누계액 기준 상위 15개국

에 속했으며, 동시에 연간 해외직접투자금액 기준 상위 10개국에도 포함

되었다(표 2-2 참고). 러시아는 GDP 기준 상위 10~15개국과 매우 근접해 

67)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2011a), “Капитальный Вывоз,”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No. 8, pp.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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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렇다면 자본수출 기준으로 비슷한 나라들은 어떠한 나라들인가? 

독일 또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같은 EU의 주요국들인가? 만약 이 국

가들에 뒤처진다면 그 원인은 뒤늦은 국제화 및 잔존해 있는 구소련 시스

템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주요 개도국, 특히 브릭스(BRICs) 국가

들과 비슷한가? 혹은 러시아는 구사회주의국가들과는 정말 큰 차이가 없

는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단지 그 국가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

되는가?

비록 국제화가 소련 정치체제와 계획경제의 붕괴 후 심각한 정치적 변

화에 의해서 시작되어 급진적인 발전을 했을지라도, 국제화는 경제의 일

정한 전제조건 없이는 결코 시작되지 않는다. 즉 공업화, 부분적으로는 사

회현대화 등 세계경제로의 통합과정을 거치는 모든 국가들의 공통요소와 

함께 국제화의 특수한 원동력이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갖고 있

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국가 규모인데, 이는 오직 잠재적으로 큰 판매시

장 또는 넓지만 인구가 적은 영토의 풍부한 자원만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다. 러시아는 국제무대의 여러 분야에서 소련이 차지했던 중요한 위치

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특히 주요 유럽 교역국들이 이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비록 결코 유일하다고 할 수

도 없으며, 아마도 1위의 국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러시아는 거대에너지 

강국의 위치를 물려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러시아에는 해외 에너지 

자원 공급국이자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 있는 행위자(player)로서 세계적인 

규모의 거대에너지기업이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엑손모빌(ExxonMobil), 

쉘(Shell), BP, 쉐브론(Shevron) 등에 통합된 일곱 자매(seven sisters)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으며, 현재 국제 석유 및 가스 시장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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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해외직접투자금액(stock), 연말 기준 연간 해외직접투자금액(flow)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 미국 1608.3 2314.9 4470.3 4500.0 393.5 308.3 267.0 304.4 396.7

2. 영국 330.4 869.7 1454.9 1731.1 272.4 161.1 44.4 39.5 107.1

3. 독일 290.8 617.8 1081.3 1441.6 170.6 72.8 75.4 109.3 54.4

4. 프랑스 231.1 798.4 1609.8 1372.7 164.3 155.0 107.1 76.9 90.1

5. 홍콩 99.7 352.6 677.2 1045.9 61.1 50.6 64.0 95.4 81.6

6. 스웨덴 141.6 252.2 569.3 992.0 51.0 45.3 27.8 64.8 69.6

7. 일본 258.6 300.1 449.6 962.8 73.5 128.0 74.7 56.3 114.4

8. 벨기에 87.3 181.5 618.5 944.1 80.1 221.0 9.2 55.7 70.7

9. 네덜란드 194.0 322.2 800.5 943.1 55.6 68.3 28.2 55.2 31.9

10. 캐나다 132.3 250.7 445.2 670.4 57.7 79.8 41.7 38.6 49.6

11. 스페인 42.0 143.6 436.1 640.3 137.1 74.7 13.1 38.3 37.3

12. 이탈리아 117.3 182.4 378.9 512.2 96.2 67.0 21.3 32.7 47.2

13. 호주 73.4 122.3 267.0 385.5 16.9 33.6 16.7 12.8 20.0

14. 중국 19.9 34.7 73.3 366.0 22.5 52.2 56.5 68.8 65.1

15. 러시아 4.4 44.2 216.5 362.1 45.9 55.5 43.6 51.9 67.2

16. 스위스 72.1 123.3 262.2 358.9 38.8 31.3 25.9 18.0 26.9

17. 싱가포르 39.7 71.4 160.7 339.1 36.9 6.8 17.7 21.2 25.2

18. 아일랜드 17.6 40.8 120.7 324.2 21.1 18.9 26.6 17.8 -2.1

대만 46.5 70.8 127.0 213.1 11.1 10.3 5.9 11.6 12.8

브라질 44.0 49.7 113.9 202.6 7.1 20.5 -10.1 11.6 -1.0

한국 13.8 20.0 49.2 159.3 19.7 20.3 17.2 23.3 20.4

멕시코 4.2 12.1 36.4 112.1 8.3 1.2 7.0 13.6 8.9

인도 0.7 2.5 27.0 111.3 19.6 19.3 15.9 13.2 14.8

말레이시아 8.9 8.4 36.1 106.2 11.3 15.0 7.8 13.3 15.3

남아프리카공화국 24.3 17.6 50.8 72.3 3.0 -3.1 1.2 -0.1 -0.6

폴란드 0.7 1.2 14.3 50.0 5.4 4.4 4.7 5.5 5.9

헝가리 0.3 1.6 12.4 23.8 3.6 2.2 2.0 1.3 4.5

우크라이나 0.1 0.2 0.3 8.2 0.7 1.0 0.2 0.7 0.2

표 2-2. 러시아 및 기타 국가들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CTAD(2012), pp. 169-172; 러시아 중앙은행(2012b), 전자자료, www.cbr.ru(검색일: 2012. 8. 30)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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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구성된 훨씬 많은 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러시아에만 세계 주요 석유가스기업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2005년 기준 석유가스기업 상위 25개 중 러시아에 속하는 기업은 5개인 

반면, 미국은 3개, 아랍에미리트와 영국은 2개였으며, 석유가스기업 상위 

50개 중에는 러시아는 10개지만, 상기 언급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각

각 3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편 가스프롬사는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68)

대외무역에서 종종 근거를 갖고 비난을 받는 러시아의 자원집중화현상

은 비록 캐나다 또는 호주의 모델과는 공통점이 적을지라도 상당수 개도

국의 국제적 전문성과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다른 국가들은 통상 한두 

가지 종류의 자원을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자원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고 가공된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수출다변화를 시도함에도 불구

하고 스스로 국제화의 기회를 분명히 제한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러시아

는 석유가스자원뿐만 아니라 철 및 비철금속 제품 등을 폭넓게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외무역에서 러시아의 자원집중화는 1960~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군수산업과 관련되지 않은 경제산업에서 

과학기술적 성과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원수출을 통해 자유태환

화폐를 신속히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취했던 소련정

부의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 중반 자원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결

과 에너지자원에 대한 수출뿐만 아니라, 유럽의 최신 완제품과 쌍방 교환

68) UNCTAD(2007),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Transnational Corporations, Extractive 
Industries and Development,” p. 117. Available at: http://www.uncta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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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서유럽시장을 대상으로 1차 가공처리된 금속제품의 수출비중이 높

아졌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에 남겨진 소련의 유산은 단지 발전된 연료에너지 

및 철강 산업 이외에 막대한 과학잠재력도 있었지만, 이러한 잠재력이 실

제 생산에 적용될 수 있었던 경우는 극히 적었다.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러시아의 화학 및 기계제작 산업, 기타 하이테크산업분야로 진출했을지라

도 러시아 경제의 혁신을 도모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외국 투자기업

들의 관심사는 러시아의 저렴한 고급인력과 거대한 판매시장에서 새로운 

것을 비교적 쉽게 수용하는 소비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력공학, 

군수산업, 화물차생산산업 등 중간단계 혹은 높은 수준의 과학집약적 산

업의 경우, 이미 러시아에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존재해왔다. 독점이 

국가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이미 소련시대 때부터 

내려온 러시아의 수준 높은 산업독점화는 해외의 다양한 산업에서 러시

아 투자자들이 생겨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을 마련해주었다.

러시아 경제의 국제화가 늦어지면서 초래된 결과는 이중적 의미를 지

닌다. 먼저 다른 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은 점진적으로 국제경제관계에 진

입한 반면, 시장경제개혁과 대외경제관계의 자유화가 시작되는 동시에 러

시아 기업은 글로벌 경쟁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전후 10년간 축적된 세계 대외경제관계의 규제시스템에 

러시아가 뒤늦게 합류함으로써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는바, 이는 18년 넘게 

끌어온 러시아 WTO 가입의 지지부진한 과정에서도 잘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부분의 국제화부문에 소련시대부터 존재해온 엄청난 잠

재력이 빠른 돌파구를, 예를 들면 러시아의 연료에너지 및 철강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시 마련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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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러시아 경제의 국제화 특징과 속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러시

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정치 및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러시아의 국가규제에서 나타난 수많은 오류들이 개혁의 가

능성에 의혹을 제기하게 만들지만 이러한 변화과정은 개혁의 노력이 증

대되는 가운데 러시아로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대거 진출한 것처럼 이미 

경제의 국제화가 시작된 속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산

업의 변화와 경쟁환경에 대한 영향력 이외에도 러시아의 사회정치적 관

계에 대하여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력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러시아에 서구식 기준의 비즈

니스 교육이 확대되고 외국기업에서 업무경력을 쌓은 새로운 전문가들이 

많이 등장하면, 오늘날 러시아의 첨예화된 부패문제에 부정적이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적인 단체들이 출현할 것이다. 이를 소위 전문가 효

과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도국과 유사점을 찾아낸다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를 보다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69) 아시아의 신흥공업국, 라틴아메

리카 국가들, 그리고 유럽의 구사회주의국가들과 비교하여 러시아가 뒤늦

게 세계경제로 편입한 원인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국가 전체 경제에서 대외경제관계가 차지하는 비중, 특히 러시아의 해외직접

투자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 원인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국제화를 

69) Andreff, Wladimir(2003), “The Newly Emerging TNCs from Economies in transition: 
a Comparison with Third World Outward FDI,” Transnational Corporations, Vol. 12, 
No. 2, pp. 73-118; UNCTAD(2006),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FDI from 
Developing and Transition Economies: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Available at: 
http://www.uncta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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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경제잠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경제체제에 의한 폐쇄성 때

문에 막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러시아의 공업화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한편 낙후된 산업에 기반하여 국제화를 실행하는 것은 러시아에 있어 

최적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게다가 러시아에서는 집중적인 경제발전

정책만 받아들여졌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시도되었던 사회현대화과정 속

에서 신흥공업국 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인구잠재력이 상실되었기 때문

이다. 러시아는 뒤늦게 국제화를 시행한 소규모 유럽국가들과도 차이점을 

보인다. 러시아에서는 외국인자본 유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데, 아일

랜드나 헝가리처럼 일부 성장견인산업이 러시아 같이 큰 나라를 끌어올

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큰 내수시장과 함께 기업국제화를 위해 편안

한 출발을 할 수 있는 구소련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강력한 다

국적기업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표 2-3 참고).

그러나 러시아의 다국적기업은 주요 선진국들의 다국적기업과도 큰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러시아의 해외투자 연구가 시작되었

던 초기에는 서구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비경제적인 

동기를 오인하기도 하였다.70) 차이점 중에서 눈여겨볼 것은 북미와 서유럽

의 주요 다국적기업들은 대부분 중간 수준의 기술과 하이테크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제품을 생산하거나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서비스

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의 다국적기업들은 원자재 및 반제품

을 수출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한편 대부분의 개도국과는 달리 소위

70)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 редактор(2010), Влияние Российской Инвестицион
ной Экспансии на образ России в Европе, Москва: ИМЭМО РАН, pp.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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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EU에 늦게 가입한 소규모 

유럽국가들

아시아의 신흥공업국, 중국, 기타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

정치체제 전환(특히 구사회주의국가들)은 축적된 경제잠재

력을 실현시켜주었음.

국가들은 처음부터 경제적, 정치적으로 변방에 위

치함.

공업화가 20세기 중반에 끝났으며, ‘옛’ 업종을 토대로 가능

하지만 혁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재공업화 

시에).

후기 공업화로 세계경제로의 통합 시 ‘따라잡기식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음.

사회의 현대화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됨. 예를 들면 저렴한 

노동자원이 이미 상실됨.

사회의 현대화로 경제가 역동적이 됨.

비록 그러한 거대 내수시장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출현조건

을 마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공업화를 위한 동기를 저

하시킴.

외국인자본을 유치하는 2~3

개 산업, 수출 촉진책이 국가 

경제 전체의 견인력이 됨.

거대정부(국가)와 중소정부(국가)마다 다양한 

상황이 존재.

기업에는 CIS 국가와 같은 국

제화를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

는 지역이 존재함.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기업들은 통상 외국의 선진 다국적기업과 즉시 

치열한 경쟁 속에 놓이게 됨.

표 2-3. 뒤늦은 국제화 모델 비교

자료: Кузнечов(2009a), p. 9 표 2. 

‘두 번째 대열’에 속하는 러시아의 다국적기업들 중에는 선진산업을 포함해 

매우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많다. 국가의 완전통제 혹은 부분통

제를 받는 러시아의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중요성은 중국과 몇몇 다른 개도국

보다는 발전 정도가 낮지만 비교적 발전한 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편이

다. 결국 러시아에는 레노바(Renova)사, 금융주식회사 시스테마(Sistema)그

룹, 베이직 엘리먼트(Basic Element)사 등과 같이 전통적인 다국적기업과 

함께 한 개 기업 또는 그룹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다변화된 다국적 거대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선진국들에는 

전형적인 다국적기업 형태가 아니지만, 터키나 인도에서는 특징적인 현상

이기도 하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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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분포와 특징 

가.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구조와 ‘이웃효과’
최근 들어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를 시작한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통계자

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공식 통계자료의 양과 세분

화 정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몇 년 전 러시아 통계청에

서 러시아 다국적기업, 즉 ‘1-Invest’ 형식을 기입한 기업들의 자본투자 

일부만을 발표한 바 있다.72) 현재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주요 정보

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제평가방법을 토대로 국제수지 통계와 기업설문

조사 및 자본투자에 대한 특별 평가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 통계의 주요 취약점은 해외직접투자의 지역구조 분석 시 

최종 투자지역이 아닌, 자본투자를 처음으로 받는 국가별로 통계를 분석

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공식적으로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2/5가 키프로

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2-4 참고). 또한 그 밖의 역외지

역 및 조세피난처, 특히 버진아일랜드(영국령), 룩셈부르크, 버뮤다군도, 

바하마제도, 최근 들어 세인트키츠 네비스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

사된다. 이러한 자본투자의 일부는 ‘왕복투자’가 이뤄지는데, 즉 다시 러

시아로 빠르게 돌아오지만 그것은 이미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round-tripping FDI). 또한 러시아의 대규모 다국적기업 연구에서도 

71)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2011a), “Капитальный Вывоз,”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No. 8, pp. 4-5.

72)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2009b), “Сложность Учета Российских Прямых Инвес
тиций за Рубежом,” Вестник Федера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чрежден
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Регистрационная Палата при Минюсте РФ, No. 2,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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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듯이, 역외지역과 조세피난처는 제3국의 해외직접투자 수행을 위

한 일종의 ‘환승지점’ 역할만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trans-shipping FDI). 

특히 CIS 지역과 중동부 유럽지역에 투자하는 러시아 기업들이 그러한 전

략을 갖는 경우가 많다.73) 일부 러시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직접 유치

하고 있는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제도적으로 잘 정비된 국가들

도 ‘환승지점’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이웃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진 

러시아의 대규모 투자사업들 가운데 하나는 설립자본금이 약 5억 7,700

만 달러에 이르는 우크라이나의 알파방크(Alfa Bank)를 지배하는 러시아

의 알파방크인데, 이 회사는 키프로스의 유한책임회사인 ABH Ukraine 

Ltd.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알파방크를 100% 통제하고 있다. 또한 로스아

톰사의 자회사인 Atomredmetzoloto(ARMZ Uranium Holding)사는 캐나

다 기업인 Uranium One Inc.을 통해 또 다른 CIS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우라늄 채굴 및 농축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일부 기업

들은 직접투자와 역외지역을 통한 투자를 복합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투자하고 있는 루코일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러시아의 

다국적기업은 막대한 규모의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전에 

투자한 해외자산의 집중적인 매각 및 그 가치하락이 동시에 진행되어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누계액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2007~11년 동안 러시아

의 해외직접투자는 12개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그 외 

73) Pelto Elina, Peeter, Vahtra and Liuhto, Kari(2003), “Cyp-Rus Investment Flows to 
Central and Eastern Europe,”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No. 2, 
pp. 3-22, Available at: http://www.tse.fi/pei/; Хейфец, Борис А. и, Либман Алексан
др М.(2008), Корпоративная Интеграция: альтернатива для Постсоветс
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ЛКИ, pp. 52-67.



80❙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27개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최소 1억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왕복투자’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수혜국

으로 루코일사의 정유공장 투자가 이루어진 네덜란드, 주로 러시아 철강

기업들의 여러 투자프로젝트들이 실행된 미국 및 캐나다, 그리고 가스프

롬, 로스네프트, 기타 ‘두 번째 대열’에 속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실행된 

독일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CIS 국가들 

가운데 두드러지는 국가로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

키스탄, 아르메니아 등이 있다. 더욱이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러

시아의 자본투자를 고려한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에 대한 투자보다 확연히 많다.

일부 국가들은 단일사업 덕분에 러시아의 상위 투자대상국에 포함되었

는데, 러시아의 대표적인 철강회사인 메탈로인베스트(Metalloinvest)의 아

랍에미리트 투자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물론 하나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높은 투자의존도는 지극히 불안정한 나라에서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전반적

인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르구트네프테가즈(Surgutneftegaz)

가 헝가리 회사인 MOL의 지분 21%를 인수함으로써 헝가리는 처음에 러시아

의 주요 투자대상국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수르구트네프테가즈가 2009년에만 

거의 18억 달러에 달하는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헝가리는 러시아 해외직접투

자 대상국 중 상위 7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지분을 재매각한 후 헝가리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회수금액은 이전의 성과를 사라지게 하였는바, 지난 5년간 

헝가리에 대한 투자는 연평균 -7,1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다.74)

74)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Ф(2012b),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Ианковского Сектора 
и Сектора Небанковских Корпорац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Границу 
в 2007-2011 годах,” Доступно на: http://www.cbr.ru. (검색일: 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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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해외직접투자금액

(stock), 연말 기준
연간 해외직접투자금액(flow)

2010년 2011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총액 365,961 361,738  45,897  55,540  43,632 51,886 67,221 52,835 

키프로스 153,933 121,596 14,630 8,879 15,391 18,046 22,400 15,869 

네덜란드 39,668 57,291 12,501 4,685 3,377 7,042 9,859 7,493 

버진아일랜드(영국령) 38,762 46,137 1,425 3,822 2,305 1,833 4,194 2,716 

미국 9,825 9,501 974 7,265 1,634 1,061 1,658 2,518 

스위스 9,277 12,679 1,404 2,426 1,806 1,750 3,883 2,254 

영국 10,278 10,662 2,454 3,886 2,016 1,233 1,520 2,222 

룩셈부르크 12,004 11,599 497 2,722 784 2,920 1,170 1,619 

캐나다 3,474 850 181 6,723 20 863 288 1,615 

독일 6,721 6,692 674 1,860 1,488 1,880 1,227 1,426 

버뮤다군도 10,983 2,497 2,689 1,305 854 1,056 990 1,379 

벨라루스 5,702 4,633 759 735 881 1,410 2,804 1,318 

지브롤터 5,653 5,701 886 1,311 2,178 -533 1,186 1,006 

세인트키츠 네비스 33 2,681 172 22 1 1 4,663 972 

우크라이나 4,333 4,395 1,605 441 669 -1 821 707 

스페인 3,553 3,535 259 458 375 490 860 488 

터키 1,966 3,654 183 272 106 143 1,690 479 

오스트리아 5,456 4,229 230 253 458 847 545 467 

프랑스 1,562 1,989 257 217 386 335 677 374 

카자흐스탄 2,036 2,514 103 326 1,029 -282 644 364 

아일랜드 1,285 1,849 227 294 -279 1,002 533 355 

불가리아 1,884 2,748 168 387 229 286 554 325 

체코 1,192 1,463 248 319 142 359 353 284 

UAE 1,261 521 901 240 60 81 63 269 

이탈리아 1,425 1,435 87 295 158 315 406 252 

호주 133 232 42 47 14 36 1,109 250 

세르비아 623 1,496 44 11 609 208 373 249 

표 2-4.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규모(2007~11년)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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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해외직접투자금액

(stock), 연말 기준 
연간 해외직접투자금액(flow)

2010년 2011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우즈베키스탄 991 947 354 414 217 147 97 246 

벨리즈 3,328 1,211 -11 50 235 2,841 -2,033 216 

스웨덴 1,404 1,414 -55 177 256 203 483 213 

케이맨 제도 61 101 53 718 296 74 -226 183 

바하마 제도 4,996 5,481 -285 -89 333 457 394 162 

라트비아 473 750 79 166 78 147 334 161 

아르메니아 1,753 1,417 269 266 179 -8 62 154 

핀란드 1,151 1,038 110 154 185 236 72 151 

몬테네그로 896 1,072 188 173 85 117 170 147 

모나코 283 626 81 82 52 79 389 137 

베네수엘라 601 - 57 -90 0 601 23 118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678 561 1 55 287 94 104 108 

그리스 742 542 33 58 32 318 93 107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국가들 비교

인도 2,597 982 13 401 2 -3 17 86 

베트남 1,022 1,078 6 0 41 173 91 62 

싱가포르 3 3 0 0 0 18 155 35 

중국 108 123 54 25 22 30 20 30 

태국 66 116 7 24 15 31 59 27 

몽골 54 88 1 25 49 2 33 22 

북한 1 76 1 28 0 1 70 20 

일본 23 23 19 5 -2 -1 1 4 

한국 17 13 11 6 -1 8 -3 4 

표 2-4. 계속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2011b, 2012b), 전자자료 www.cbr.ru(검색일: 2012. 08. 30)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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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러시아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러시아 기업의 중소형 규모의 투자사업은 상당히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덴마크에는 철강기업인 NLMK와 Machinery&Industrial 

Group N. V. 그룹이 투자하였고, 루마니아에는 루코일사의 체인망과 정유

공장, 철강기업인 메첼사, 강관생산업체인 TMK사 등이 투자를 실행하였다. 

발트지역국가들에서도 가스프롬, 루코일, 에스토니아에는 글로벌트랜스

(Globaltrans), 리투아니아에는 메첼사 등 러시아의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으며, 중형 규모의 러시아 중개기업들도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 중에 특히 남아시아, 동

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들의 비중이 적다는 데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인

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투자회사 시스테마의 통신

부문, 즉 MTS사를 통한 투자에 국한되고 있다. 베트남에도 빔펠콤사가 그

와 유사한 투자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 장의 1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소련시대부터 지속되어온 자루베쥬네프티사의 투자사업이 사실상 전부인 

셈이다. 러시아 기업의 해외진출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두 번째 

대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의 노동비용 절감요인

이 감소함에 따라 OECD 주요국들의 투자처럼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해

외직접투자 붐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시아 지역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투자규모는 매우 미약하다. 2007~11년 동안 러

시아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은 북한과 몽골보다도 훨씬 

작고, 일본보다도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만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구조에서 분명

하게 나타나는 ‘이웃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최근 들어 거대 다국적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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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한 다른 나라의 지역별 투자구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한편으론 

러시아의 경제잠재력 대부분이 국내 서부유럽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서 비롯되며, 다른 한편으론 ‘이웃효과’가 문화 ․ 민족적 친밀성과 역사적 

연관성의 영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자본이동에 

기초한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투자자들의 비중이 특히 벨라루스, 우크라

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 등의 CIS 

지역과 문화적으로 가까운 성향을 보이는 몬테네그로에서 10%를 상회하

고 있다. 

또한 러시아 해외직접투자가 지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러시아 자본투

자의 역할이 높아진 다른 국가들도 있다. 예컨대 러시아 금속 다국적기업

들의 투자를 통해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기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비중이 10% 이상을 

넘어섰다. 노릴스크 니켈사, 세베르스탈사, 루살사가 이 세 국가에 각각 

진출해 있다.75) 반대로 핀란드, 리투아니아, 조지아 등의 일부 인접 국가

들에서 차지하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CIS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정치·문화적 특징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에 기반을 둔 단일경

제공간(Common Economic Space)을 형성하는 과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긴밀한 경제통합의 추진이 구소련지역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75)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2012c),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рпорации Стран БРИКС,”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No. 3,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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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CIS 지역 국가들이 원하는 수준의 지역통합은 

달성하지 못했다. 학술연구에 따르면, ‘위로부터’ 통합의 성공은 기업통합 

측면에서 강력한 ‘대들보’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며,76) 그 대들보의 중

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상호 투자이다. 구소련지역은 러시아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제 및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강력한 다국

적기업이 존재하는 측면에서도 단연코 우세한 상황이다.

구소련지역 내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국가별 구조를 분석할 때, 투자

대상국 중 우크라이나가 단연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지리 및 문화적 근접성, 구소련부터 내려온 막대

한 생산네트워크 잠재력, 그 밖의 다양한 비즈니스 요소로 인해 우크라이

나에서 많은 수의 러시아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예나 지금이나 가장 편안

한 곳으로 평가된다.77)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 기준, 우크라이나

는 러시아의 관세동맹 협력국인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보다 훨씬 앞서 

있다. 또한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지아를 제외하고 CIS 모든 지역에서 주요 투자자 역할을 하고 있다.78)

CIS 지역에서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일부 대규모 사업들은 경제적 타당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치적 지원 덕분에 가능하게 된 경우가 있다. 

76) Хейфец, Борис А. и, Либман Александр М.(2008), Корпоративная Интегра
ция: альтернатива для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Москва: Издател
ьство ЛКИ, pp. 31-35.

77)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 (2008),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Эффект 
Соседства»,”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No. 9, 
pp. 46-47.

78) IMF(2011), Table 6-o: Outward Direct Investment Positions by All Reporting 
Economies Cross-classified by Counterpart Economies, as of end-2010. Available at: 
http://www.imf.org. (검색일: 2012.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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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로 외국기업들, 형식상으로 러시아와 국가연합을 체결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러시아 기업들에조차 폐쇄적이었던 벨라루스가 자국 가

스관 인프라의 100% 지분을 가스프롬사에 점진적으로 이전시킨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지원은 부차적이며, 오히려 많은 

CIS 국가들이 러시아 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CIS 지역에서 러시아 통신회사

와 은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경제 개혁과정의 불안정한 기업환

경 속에서도 러시아 통신기업과 은행이 그 지역에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경쟁우위를 갖고 있었던 데서 비롯된다(표 2-5 참고). 이

미 소련 시절부터 구축해온 비즈니스 관계와 낮은 언어장벽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르메니아와 같은 일부 국가들의 경우, 러시

아의 대외정치적 지원과 해외동포들의 활동 덕분에 러시아 기업에 대해 

훨씬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CIS 국가들에서 국내정치적 투쟁이 첨예화되는 경우, 러

시아 기업은 때때로 현지 정치가들의 다양한 해석 속에 ‘러시아 제국주의 

야심’에 대한 고정관념의 인질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크라이

나에서 타트네프트(Tatneft)사, 트란스먀슈홀딩(Transmashholding)사 등

의 러시아 기업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일부 민영화 사업이 전면 취소된 

것을 꼽을 수 있다. Energy Standard 그룹에 의해 통합된 그리고리쉰이 

보유한 자산의 운명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티모센코 혹은 야누코비치가 

정권을 잡는 것에 따라 그리고리쉰은 우크라이나의 거대 전력 및 철강 기

업을 때로는 팔거나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잃거나 현지 기업가

들과의 합작을 통해 되찾기도 하였다.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일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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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업종
투자대상국 및 

투자사업

대략적인 

해외투자 금액

사업 

시작연도
사업 특징

가스프롬 가스 수송 및 판매
벨라루스, 

벨트란스가스
5,000 2007 단계적 인수

MTS 통신
우크라이나, MTS 

우크라이나
3,000 2003 인수, 확대

빔펠콤 통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무선시스템

3,000 2005 인수, 확대

루코일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카자흐스탄, 

생산물분배협정에 

따른 제반사업 참여

2,639 1995 일부 인수, 확대

예브라즈 철강 생산

우크라이나, 예브라즈 

DMZ 이메니 

페트로프스키와 여타 

공장

2,111 2008 인수

루코일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우즈베키스탄, 

생산물분배협정(PSA)

에 따른 제반사업 참여

1,710 2004

무(無)에서 

시작, 인수, 

확대

빔펠콤 통신 카자흐스탄, 카르-텔 1,500 2004 인수, 확대

메첼 비철금속 채굴
카자흐스탄, 

바스호드-흐롬
1,300 2008 인수

루살 석탄 채굴
카자흐스탄, 

보가띄리-꼬미르 
1,000 2007 합병 결과

VEB(대외경

제은행)

주철, 합금철, 강철, 강판, 

코크스 등 

생산

우크라이나, 돈바스 

공업 연합
1,000 2010 인수

아톰레드메

트 졸로또

(로스아톰)

우라늄 채굴 및 농축

카자흐스탄, 베트파크 

달라 928 2009 인수

가스프롬
가스 가공, 가스 및 

가스가공제품

카자흐스탄, 

카즈로스가스
887 1990-е

무(無)에서 

시작

VS Energy 철강 생산
우크라이나, 

드네프로-스페츠스탈
750 2007 인수

MTS 통신
벨라루스, 모바일 

텔레시스템
725 2002

무(無)에서 

시작

아톰레드메

트 졸로또

(로스아톰)

우라늄 채굴 및 농축 카자흐스탄, 카라타우 720 2009 인수

표 2-5. CIS 국가 내 러시아의 대규모 해외투자사업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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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업종
투자대상국 및 

투자사업

대략적인 

해외투자 금액

사업시작

연도
사업 특징

VTB(대외무

역은행)
은행업

우크라이나, VTB 

방크(우크라이나)
674 2006 인수, 확대

TNK-BP 정유업 우크라이나, 리니크 650 2000 인수, 현대화

VEB(대외경

제은행)
은행업

우크라이나, 

프롬인베스트 방크
643 2009 인수

빔펠콤 통신 아르메니아, 아르멘텔 600 2006 인수, 확대

알파방크 은행업
우크라이나, 

알파방크(우크라이나)
577 2001 인수, 확대

표 2-5. 계속
(단위: 백만 달러)

주: 유라시아개발은행의 위탁사업으로 러시아과학원 IMEMO가 인터넷상의 기업 자료 및 정보통신사의 보도를 토대로 

수행한 연구자료에 따라 작성. 메첼, 루살, 대외경제은행(VEB), VS Energy사는 각 기업의 주요 특화 부문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가 선정됨.

자료: Monitoring of Mutual Investment(MMI) CIS, Eurasian Development Bank Center for Integration Studies 

2012, Table No. pp. 35-36.

프로젝트들은 정치 및 경제적 동기에 따라 좌절되기도 한다. 이러한 대표

적인 사례들로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거대 통신기업인 MTS의 투자사업

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유명 음료회사인 빔 ․ 빌 ․ 단(Wimm-Bill-Dann)의 투

자사업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CIS 지역,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 지역에서 러

시아 다국적기업이 투자하기가 상대적으로 편안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

는 셈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몇몇 러시아 기업은 모든 혹은 

거의 대부분의 해외직접투자를 CIS 지역에 집중시키기도 한다. 가령 러

시아의 대규모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유로시멘트(Eurocement)사는 약 2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하였는데, 기업의 모든 해외공장은 우크라이나와 우즈

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있다. 유명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이자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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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광고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STS Media사는 약 7,000만 달러를 해

외에 투자하였는데, 이 또한 카자흐스탄과 몰도바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이 기업은 지나치게 협소한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진출을 시도했다가 실

패한 적도 있다. 러시아에서 유명한 청바지 제품 생산업체인 글로리아 진

스(Gloria Jeans)는 판매 및 디자인 부문을 해외에 두고 있지만,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만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바, 이미 8개 봉제공장에 

5,000만 달러 이상의 해외투자를 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는 펌프설비 제

조업체인 Group HMS를 들 수 있는데, 이 기업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에서 5개 공장을 인수하고 설비를 현대화하는 데 4,000만 달러 이상을 투

자하였다.

러시아의 일부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은 CIS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시킴

으로써 오랫동안 그 이상의 해외확장은 자제해왔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20개 비금융 다국적기업이 보유한 해외자산의 1/5 이상이 이 지역에 위치

해 있다.79) INTER RAO UES(인테르 라오 통합전력)사는 예전처럼 주로 

구소련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이제 막 

CIS 지역 이외의 국가로 해외진출을 시작하고 있다. 통신기업인 MTS사

와 빔펠콤사를 제외하고도,80) 러시아 금융산업의 선두주자인 스베르방크

(Sberbank, 저축은행)를 꼽을 수 있다. 스베르방크는 2006~09년 카자흐

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 자회사를 차례로 인수하였고, 최근 10년 

79) Kuznetsov, Alexey V., Chetverikova, Anna S. and Toganova, Natalia V.(2011), 
“Investment from Russia Stabilizes after the Global Crisis,” p. 24, Available at: 
http://www.imemo.ru. 

80) 이들 기업의 해외투자는 각각 2002~07년, 2004~07년 CIS 지역 내에서만 실행되었으며, 
이후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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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EU 국가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CIS 지역 

이외의 해외투자 경험이 있는 그 외 기업들로는 Machinery & Industrial 

Group N. V. 그룹, 화장품 회사인 깔리나(Kolina)사 그리고 가스프롬네

프트(Gazprom Neft)사 등이 있다.

3.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구조와 특징 

가. 석유가스 및 금속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특징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규모 면에서 선두는 석유가스기업이 차

지하고 있고, 그다음 금속기업이 뒤를 잇는다는 사실은 대다수 국가들에도 

당연한 점이다. 한편 러시아의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주요 상품 ․
서비스제품 수출국이 될 수 있는 경쟁우위를 폭넓게 이용하려 하고 있다. 

1990년대 루코일사와 가스프롬사가 단연코 러시아 해외투자의 선두주

자였는데, 금속기업은 2000년대 들어서야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하

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 두 기업의 해외투자는 지역

적으로도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두 기업 모두 자회사가 30여 개 이상의 

나라에 분포돼 있었던 반면, 금속기업을 포함한 러시아의 대다수 다국적

기업들이 불과 15~20개국에 자회사를 갖고 있었다.81) 특히 루코일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를 시작하였다. 이 기업은 아제르바이잔

81) Kuznetsov, Alexey V., Chetverikova, Anna S. and Toganova, Natalia V.(2011), 
“Investment from Russia Stabilizes after the Global Crisis,” p. 13. Available at: 
http://www.imemo.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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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집트와 카자흐스탄(1995년), 이라크(1997년), 콜롬비아(2002

년), 이란(2003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2004년), 베네수엘라

(2005년), 코트디부아르(2006년), 가나와 그 밖의 몇몇 국가에서 석유가

스 매장지 탐사 또는 석유채굴에 관한 투자사업의 지분을 인수하였다. 

1998년 루코일사는 루마니아의 페트로텔(Petrotel)사를 인수하면서 국제 

정유산업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9년에 루코일사

는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정유공장을 인수하여 설비를 현대화했다. 

2008년부터 이탈리아에서 2개의 정유공장을 인수한 후 네덜란드 TRN 

공장의 지분 45%를 인수하였다. 또한 루코일사는 우크라이나 카루쉬, 불

가리아 부르가스의 석유화학기업, 벨라루스와 핀란드의 중소형 공장 등 

해외 석유화학기업도 소유하고 있다. 이 기업은 해외 25개국에 약 4,500

개의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터키,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핀란

드 등에서 가장 많은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다. 

가스 운송 및 배급의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해 이 분야는 수출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자본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스프롬사는 1990년대 초반

부터 해외진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이 기업의 주요 해외자산은 

독일, 폴란드, 벨라루스, 발트국가 및 그 밖의 몇몇 유럽국가들에 집중되

어 있다. 가스프롬사는 일부 투자사업의 경우 파트너업체들과 함께 완전

히 무(無)에서 시작하였으나, 동시에 매우 수익성 높은 판매부문의 기업

들을 인수하고자 하였고, 이는 종종 정치적 장벽에 부딪히곤 하였다. 

2000년대 들어 가스프롬사는 가스 탐사 및 채굴 부문으로 해외투자를 시작

하였다. 이 기업은 초기에 중앙아시아 투자에 주력하였으나, 이후 베트남, 

라틴아메리카, 그 밖의 아랍 국가들로 사업진출을 확대하게 되었다. 또한 

가스프롬사는 2003년부터 리투아니아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관리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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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에서는 신규 에너지단지를 건설 중이다. 

비교하자면 현재 해외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 예브라즈사는 겨우 

2005년에 이탈리아의 후판업체인 Palini와 체코의 후판업체인 Vitkovice 

Steel을 인수하면서 해외진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예브라즈그룹

의 해외자산은 강철 및 강판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바나듐, 코크스, 철광석 

생산업체들도 인수하고 있다. 예브라즈사의 투자가 활발한 지역은 미국, 

캐나다, EU,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이다. 한편 세베르스탈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투자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는데, 2004년부터 주요 

투자대상지는 미국이다. 이후 EU 국가로의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규모 다국적기업들 중에서 여러 변수에 따라 선진

국 투자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장 ‘전통적인’ 다국적기업에 가까운 

기업이 바로 금속기업이다. 특히 러시아의 거대 철강기업과 주요 비철금

속기업은 전 세계의 핵심 생산기지를 인수하였다. 또한 이들 기업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다른 국가에서 가공작업을 거치는 실질적인 

국경간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생산된 반제품은 그 다음 제3국으

로 이전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러시아에서 최종재 생산국가로 연결

되는 수출 네트워크가 확장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금속산업에 특화된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상당수는 명확한 산업적 전문

성을 보유하고 있다. 개도국 대기업의 특징인 다종산업(multi-industry)의 

그룹들은 서구 협력업체들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기업형태이다. 한국의 

재벌을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지금까지 더 작은 규모의 그룹

이 라틴아메리카, 터키, 인도 등의 해외직접투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의 많은 금속산업 다국적

기업들이 다종산업 기업그룹의 계열기업이었다가 이후 전통적인 다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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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태에 가까워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루살(Rusal)사는 2007년 

수알(Sual)사와 Glencore의 자산을 합병하고 기업공개를 한 후에 Basic 

Element사로부터 거의 독립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 노릴

스크 니켈사와 이후 세베르스탈사가 금채광부문을 독립기업으로 분리시

킨 것을 들 수 있다. 각각 Polyus Gold사, Nord Gold사 또한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철강 및 비철금속 기업 해외자산 거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실상 자본투자의 붐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

되었고, 대체로 2008년에 몇몇 대규모 투자거래가 완료되었다. 따라서 러

시아 기업의 생산․판매 네트워크로 신생 해외기업을 어느 정도 통합시

켰는지,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신규 공장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성과

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평가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 게다가 전체적

인 투자윤곽도 세계 금융위기에 의해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즉 많은 다국

적기업들이 해외자산을 매각하거나 해외설비 가동을 중지시킬 수밖에 없

었고, 여러 러시아 기업들, 특히 코크스사, 마이르사 등의 다국적화는 완

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더욱이 지금까지 피상적인 분석을 해보면 러시아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가 상당 부분 신중하지 못했고, 확장을 위한 해외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러시아의 나머지 주요 다국적기업들이 

선진국의 다국적기업 개념에 덜 부합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지금

까지 러시아의 석유가스기업들은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행하기보다 러시

아 정부의 대외정치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만약 금속기

업이 실질 소유주를 숨긴 채 가상회사(paper company)를 이용한다면, 수

르구트네프테가즈의 현 소유주와 루코일사의 상당 지분을 누가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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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서구에서 알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크렘린 혹은 마피아집단과의 

유착관계를 의심받게 되고 이러한 차원에서 투자 거래가 제한받게 될 것

이다.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사, 로스네프트사, 자루베쥬네프트사의 경우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이들 기업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 석유가스 다국적기업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더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석유가스기업들

은 자산가치 하락을 이용해 해외투자를 확대했다. 가령 과거 루코일사는 

동유럽에서만 정유산업에 진출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시기에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정유공장을 인수함으로써 서유럽의 정유시장에 진출했다. 국영

기업인 로스네프트사도 독일의 정유산업에 진출한 것을 포함해 이 기업의 

해외진출 규모는 더욱 크다. 금속산업에서도 경제위기 시에 다국적기업들

은 꽤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면 철강기업인 MMK사는 경제위

기 전에 터키에서 러시아 다국적기업에는 흔히 볼 수 없는 대규모 콤비나트 

건설을 ‘무(無)에서부터’ 시작한 후, 특히 파키스탄 등을 비롯한 해외에서 

외국 철강기업 인수에 여러 차례 실패를 겪었다. 그러나 MMK사는 점차 

해외직접투자 누계액 기준 상위그룹에 진입하게 되었고, 투자금액이 이미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MMK사의 해외자산은 2010년 말 기준 29억 달러이

며, 2011년 말 32억 달러 이상까지 증가했다.

러시아의 모든 석유가스 혹은 금속 산업의 투자기업들이 주요 다국적

기업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몇몇 대기업은 아직까지 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규모의 다국적기업 

범주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중요도 면에서 네 번째 기업인 비철금속산업

의 Russkaya Mednaya Kompaniya(RMK)는 카자흐스탄에서만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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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면을 봤을 때는 노릴스크 니켈사 

또는 루살사보다 뒤처진다. 2007년부터 RMK는 인프라개발사업에 투자

하고 있으며, 2011년에야 비로소 프리오르스키(Priorski) 매장지에 채굴

을 시작하였다. 비록 카자흐스탄 한 곳에서만 현재 검토 중인 투자사업에 

가까운 장래에 4억 4,000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을지라도, 현재 이 기업

의 해외투자 규모는 총 1억 달러에도 못 미친다.82)

해외직접투자가 다소 부족한 대기업들이 항상 해외투자의 신생기업에 

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매출규모 6위에 해당되는 러시아 

석유가스기업인 타트네프트(Tatneft)는 1995년에 이미 우크라이나 크레

멘추크의 정유공장을 인수하는 데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후 타트네프트

의 자본투자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주유소 체인망으로 방향을 돌렸

고, 최근 들어 해외 대규모 채굴산업에도 투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

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나라이다. 2009년 타트네프트사는 리비아에 4,400

만 달러, 시리아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2010년 해외사업에 8,900

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그러나 반정부시위인 ‘아랍의 봄’으로 인해 국제

화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시도도 실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해외네트워크를 갖춘 기업의 사례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다 

할 투자가 보이지 않는다. 티타늄산업의 선두기업인 VSMPO-AVISMA

사는 2003~05년 미국,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기업을 인수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 이후 VSMPO-AVISMA사의 신규투자는 없다.

82)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2012а), “За Рубеж – Вторым Эшелоном,”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No. 7,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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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특징

해외투자는 러시아의 많은 기업들에 아직까지 ‘이국적인’ 일이다. 해외

투자는 오히려 자본유출의 합법적인 형식, 보다 저렴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국내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이나 선진국 다국

적기업의 일반적인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취하기 위한 방법쯤으로 간주

되는 편이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가 무절제한 외화차입에 의존하는 전

략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준 바 있다. 결국 러시아의 거대기업들

조차도 해외에 자회사들을 전혀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해외직접투자를 다변화하기 위한 전제조건들 가운

데 한 가지는 국내 거대기업의 국제화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러시아가 세

계경제에서 원자재부문에 지나치게 특화되기는 했지만, 러시아의 거대 내

수시장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경

제잡지 Expert의 최근 순위에서 상위 100대 기업 중 석유가스기업은 단지 

11개 기업(비록 높은 순위에 기록돼 있기는 하지만)뿐이며, 철강 및 비철

금속 기업도 비슷한 수를 기록하고 있다.83) 상위 100대 기업에는 무역, 은

행, 기계, 화학, 통신, 기타 여러 산업의 회사들이 무수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경제 전체 규모에서 유용광물 채굴이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

하는 수준은 10% 미만이며, 금속산업의 GDP 비중은 그보다 훨씬 적다.84)

러시아의 제조업체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자국 경제의 현대화에 이

바지할 수 있다. R&D 부문을 통해 러시아와 외국 기업의 경쟁력을 결합

83) “Рейтинг «Эксперт 400»,” Эксперт 2011, No. 39, pp. 150-167.
84)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Ф(2011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Пози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01-2011 гг. Available at: http://www.cbr.ru. (검색일: 
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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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해

외투자사례는 아직까지 몇 건에 불과하다. 그 중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자

면 러시아 생명공학부문 최대 기업인 인간줄기세포연구소(OJSC HSCI: 

Human Stem Cells Institute)는 2008년 독일의 심비오텍(Symbiotek)사의 

지분 25.01%를 인수하였고, 독일기업이 연구하던 치명적인 혈액암 치료제

의 2차 임상실험에 들어갔다. 이 실험이 끝나면 인간줄기세포연구소는 민

간투자자와 협력하여 Symbiotek사의 지배주를 인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러시아 기업들은 해외에서 인수한 기업으로부터 차입한 기술을 통해 러

시아의 생산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해외직접투자

가 시행된 사례는 RENOVA사가 스웨덴의 하이테크기업인 Oerlikon사의 

지배주를 2006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이후 Oerlikon사의 

개발을 토대로 노보체복사르스크에서 로스나노사와 RENOVA사가 2009년 

박막필름기술을 이용하여 태양전지모듈 생산사업에 착수했다. Machinery 

& Industrial Group N. V. 그룹은 2006년 덴마크 공장인 Silvatec을 인수

하여, 그 공장의 기술을 기반으로 오네가 트랙터 공장에서 최신식 목재벌

채기계 라인 생산을 하게 되었다. 이후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이루어진 해

외기업 인수는 다른 동기, 즉 고품질의 재료와 판매망 확대를 위한 것이

다. 보로디노그룹은 2007년부터 이탈리아 공작기계산업에서 자산을 인수

하고 있다. 특히 이 기업은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공작기계 

생산공장인 Jobs를 인수하였다. 이 제조업체는 보로디노그룹의 기계제작

산업 계열에 편입되었는데, 이 업체를 통해 고속밀링(milling) 생산부문에

서 러시아의 우주항공 공작기계의 제작 및 공급을 전문화하는 사뵬로프 

기계제작 공장설비를 현대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탈리아의 엔지니어를 

영입하여 러시아 기업의 새로운 공작기계 제작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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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사례들이 러시아 기계제작기업 스스로가 해외 자회사로 

기술이전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는 기업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군수산업체 NPO Mashinostroyenia(NPO 기계제

작) 그룹이다. 이와 관련된 많지 않은 사례들이 있으나 그 역시 민간기계

제작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의 많은 산업체들은 사실상 해외투자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수십여 개의 러시아 기업들은 여러 산업에서 단지 1~2개 

국가에서만 인수한 해외 핵심자산을 보유하였으며, 투자대상국 또한 이웃

국가인 경우가 빈번하다. 러시아의 상위 30대 비금융 다국적기업에는 

2004년 체코에 진출한 OMZ(연합 기계제작공장)사와 같은 기업이지만, 

주요 광물비료업체인 아크론사, 2002년 중국, 2005년 리투아니아에 진출

한 예브로힘사 등도 포함된다. 다이아몬드 최대 기업인 알로사를 언급해

보자면, 이 기업의 주요 자산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앙골라에 위치하고 있

다. 최근 몇 년간 상기 언급한 기업들의 신규 해외자산은 없었다. 현재 

이들 기업이 위기 후 10년 내 어떠한 속도와 방법으로 해외투자를 확장해

갈 것인가는 알 수 없다. 

한편 해외 자회사망을 갖춘 기업들도 있다. 러시아의 전력기업이자 여

전히 부분적으로는 국가통제를 받고 있는 INTER RAO UES사는 이미 

2003년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의 전력부문에서 자산 인수를 하면서 해외투

자를 시작하였다. 2004년 이 기업의 자회사인 무역상사는 핀란드의 주요 

기업이 되었다. 2005년 INTER RAO UES사는 몰도바와 카자흐스탄의 

발전소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타지키스탄의 발전소 확장 건설에 착수하였

으며, 터키시장에도 진출하였다. 2007년 이 기업은 리투아니아의 전기배

전업체도 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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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러시아 기업은 건축자재산업에서도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상기 언급한 그룹인 Eurocement사 외에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리투아니

아, 체코 등에 위치한 공장을 소유하고 지붕단열재를 생산하는 Techno 

NIKOL사가 있다. 2010년 말까지 러시아 다국적기업에 기포콘크리트 생산

업체인 LSR Group사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기업은 이후에 발트 3국과 

우크라이나에 있던 공장들을 매각하였다. 러시아의 최대 내열재료(heat re-

sisting material) 제조업체인 마그네지트(Magnezit)사는 이미 2001년 중국, 

2007년 독일, 2008년 슬로바키아, 2012년 우크라이나에 해외투자를 하였다.

일부 산업은 사실상 자본력이 낮아서 일부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 시 투

자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식음료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0만 

달러 미만이다. Dionis Club은 2,000만 달러 미만을 투자하여 3개의 해외 

와인공장을 인수하였다. 이미 1999년 이 회사는 조지아에 500만 달러 규

모의 아하쉐니(Akhasheni) 공장을 설립하였고, 2001~02년 몰도바 아우르

빈(Aurbin) 공장 건설에 60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04년 몰도바에서 

175만 달러(이후 투자금액은 335만 달러)를 들여 니스․스뜨루구라슈

(Nic-Strugerash) 공장을 인수했다. 러시아 투자자들 중 주류 및 음료 생산

업체도 있는데, 다른 식품업체들은 매우 큰 규모의 기업일지라도 CIS 지역

에조차 상당한 규모의 해외직접투자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특징

경제전문가들, 특히 해외전문가들 사이에서 러시아가 유용광물 채굴 

및 반제품 생산 부문에서만 자본수출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지배적이다. 

그 외 산업에도 다국적기업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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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하고 있는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시아 투자기업들 중 석유가스 및 

금속 산업의 다국적기업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한다.85) 서비스부문 중 러

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연구에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분석된 산업은 통신

서비스부문뿐이다.86) 

보통 선진기술 보유, 유명 브랜드, 효율적인 경영솔루션 등의 경쟁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87) 소련의 서비스분야는 서구에 비해 매우 취약했고, 따라서 서비스분

야의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논리였다. 그

러나 상황은 더욱 복잡해보인다. 

첫째, 러시아의 국내 서비스분야가 거의 모든 면에서 매우 낙후되었다

는 점이 여타의 산업과 비교해서 성공적인 ‘따라잡기식’ 발전을 위한 보

다 편리한 여건을 갖추게 해주었다. 

둘째,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러시아 기업은 신규 기업 민영화

와 관련이 없거나 ‘소규모 민영화’를 통해 생겨난 기업들이 많다. 이 덕분

에 헐값으로 사들인 소련 시절의 자산을 아무렇게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문이 바로 유통소매부문

85) Filippov, Sergey(2008), “Russia’s Emerging Multinationals: Trends and Issues,” UNU- 
MERIT Working Paper Series. No. 062, pp. 7-13.

86) Vahtra, Peeter, and Liuhto, Kari(2004), “Expansion or Exodus? – Foreign Operations of 
Russia’s Largest Corporations,”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No. 
8, pp. 28-31. Available at: http://www.tse.fi/pei/; Lisitsyn, Nikita E., Sergei F. Sutyrin, 
Olga Y. Trofimenko and Irina V. Vorobieva(2005), “Outward Internationalisation of 
Russian Leading Telecom Companies,”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No. 1, pp. 4-42 Available at: http://www.tse.fi/pei/.

87) Dunning, John H.(1988), “The Eclectic Paradigm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 Restatement 
and Some Possible Exten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19, No. 1, 
p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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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러시아의 유통회사들은 비록 절반

의 성공이기는 하지만 선진 거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었다.88) 

셋째, 러시아 기업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구소련지역에서의 특별한 경

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전환기 경제에서 비즈니스 특징 노하우, 소련 

시절부터 물려받은 비즈니스 관계, 언어장벽 부재 등이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의 러시아 기업들은 이웃국가에서부터 국제화를 시작함으로써 서구

의 경쟁력 있는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대표적

인 사례가 무선통신사업인데, 이 분야에서 러시아 기업은 CIS 지역에서 

선구자 격은 아니었지만 2000년대 중반 주요 다국적기업들의 주도권을 

낚아챌 수 있었다. 빔펠콤사와 MTS사 해외투자의 특징은 해외에서 얻은 

수익을 이후 해외시장에서의 입지 굳히기를 위해 재투자하는 것이었다. 

이 두 통신회사는 신규 해외기업이 오랫동안 손실을 보고 있던 러시아의 

다른 다국적기업이나 러시아 3대 통신기업인 메가폰사에 비해서도 이득

을 보고 있었다. 메가폰사는 2001년 해외직접투자를 시작하면서 전망이 

좋지 않은 타지키스탄 시장을 선택하였다. 그 후 메가폰사는 2008년 압하

지야, 2010년 남오세티야 등 2개 나라에 추가로 진출하였으며, 이미 조지

아와 재판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특별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운송부문에서도 러시아의 다국적

기업이 출현할 수 있었다. 이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아직까지 의사

(擬似) 다국적기업인 소프콤플로트(Sovcomflot)사가 선두를 지키고 있다. 

비록 이 국영기업이 Glencore사와의 합작운송회사, 스페인의 해상운송 자

88) Радаев Вадим(2006), “Эволюция Организационных Форм в Российской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е.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10, pp. 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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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 Marpetrol사도 보유하고 있지만 이 기업의 해외자산 대부분은 ‘저

렴한 깃발’을 내건 러시아 무역상선이다. 극동 해상운송회사인 FESCO는 

비록 홍콩 강선도료공장(ship paint)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지만, 무

역상선에 가짜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89) 

전통적인 운송 다국적기업도 점차 발전하는 추세이다. 특히 러시아철

도공사 RZD는 국제운송회랑에서 화물수송과 28개 국가의 승객수송을 담

당하면서 오래전부터 거대 서비스수출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 

기업의 자회사는 해외에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알제리의 시외교통 인프라 구축사업, 이란의 전철화사업, 북한의 철도교

통 인프라 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리비아에도 내전 발발 전에는 투자사업

이 있었다. RZD사도 해외에 제대로 된 운송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

사업은 소련 붕괴 후 시작되었는데, 당시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카자흐스탄 

구역을 토대로 해외지부인 유즈노 ․ 우랄스크 철도공사 페트로파블로프스 

지부가 설립되었다. 2008년 RZD사는 아르메니아 철도를 향후 30년간 운

영 후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2009~10년에는 이를 위해 특별히 설립된 회

사인 유즈노 ․ 카프카즈철도는 이미 아르메니아에 약 8,000만 달러를 투자

하였는바, 총 투자금액은 5억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RZD

사는 현재 몽골에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RZD사는 핀란드, 몰타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독점 개혁 시 설립된 100% 지분의 자회

사인 Freight One는 우크라이나와 핀란드의 철도운영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RZD사가 상당 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TransContainer사는 슬로바키아, 

89)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2011b), “Российские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рпорации в 
Сфере Услуг,”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No. 7,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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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오스트리아, 중국, 한국, 독일 등에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베이징 ․ 
함부르크 구간 컨테이너 수송노선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RZD사와 합작

을 시도하였으나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 밖에 에스토니아와 우크라이나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최대 민간 철도운영업체인 글로벌트랜스(Globaltrans)사와 에스토니아와 

핀란드에 자산을 보유한 글로벌포츠(Global Ports)사와 같은 계열사가 속

해 있는 N-Trans 그룹도 언급해볼 필요가 있다. 이 그룹은 주로 러시아와 

EU 간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 항공회사의 해외진출 시도가 있었으나 한티․만시스크에 위치

한 UTair사만이 실질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우크라이나에 항공 자회사가 

있으나 주로 해외비즈니스는 러시아 헬리콥터 수송부문의 유명세를 토대

로 이뤄지고 있다. 1991년부터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면서 현재 UTair사

는 UN의 최대 헬리콥터 수송업체가 되었다. 특히 UTair Sierra Leone사

가 이 분야를 담당한다. UTair사는 상업적인 헬리콥터 수송부문에서도 사

업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자회사는 2005년부터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업을 맡고 있다. 같은 해 

UTair India사가 설립되었다. 2006년부터 UTair사는 터키를 포함하여 유

럽의 헬리콥터 수송서비스를 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기업을 관리하고 있

다. 2008년에는 라틴아메리카에서 UTair사의 헬리콥터 수송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페루의 Aviacion del Sur사의 지분 70%를 인수하였다. 

러시아의 많은 소매유통회사들은 서구의 주요 다국적기업과의 경쟁 속

에서 적어도 러시아에서만큼은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

여 이웃 구소련지역의 전망 있는 시장으로 투자진출을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었다. CIS 지역에서 소매유통사업의 성공은 로비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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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된다. 게다가 아주 큰 기업이 아닌 경우에 러시아 내, 특히 일부 

지역에서 빠른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 몇몇 국가들의 시장 석권을 위한 

노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Magnit사, M.Video사, 

디스키그룹(Diski group)사, 또는 렌타(Lenta)사 등 유명 소매유통회사들 

다수는 지금까지 해외에 분점을 열지 않고 있다. 러시아 소매유통회사의 

대다수는 CIS 지역에 일부 기업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이 포화상

태가 된 이후에 해외진출을 위한 경험을 쌓고 있다.90) 이러한 기업으로는 

아브토미르(Avtomir)사, 베스테르(Vester)사, 빅토리아(Victoria)사, X5 리

테일그룹 등이 있다.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오래전에 상당 규모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지

만, 러시아에서는 아직까지 다국적기업이 출현하지 못한 산업도 존재한다. 

특히 호텔산업에서 주로 러시아의 거물급 비즈니스맨들이 인수한 단일호텔

의 경우가 그렇다. 시스테마사의 자회사 계열인 인투리스트(Intourist)는 최

근 들어 해외 체인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카를로비바리(Karlovy Vary)의 

호텔과 이탈리아 피사 근처 호텔 보유, 라트비아 유르말라(Jurmala)의 호텔 

경영, 터키의 일부 호텔을 임대했다. 러시아 우체국(Russian Post)도 별도

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우체국은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해 선진국

의 우체국에 비해 국제화 사업이 현저히 뒤처져 있다. 독일의 Deutsche 

Post는 해외자산이 400억 달러 이상이며, 전 세계 비금융 다국적기업 중 

69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20세기 초만 해도 러시아 우체국은 해외지부를 

90) 최근 러시아에서 소매유통 및 정보기술 분야는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면서 국내시장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러시아 기업들은 해외진출을 하지 않

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모스크바국립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Alexander Naumov 
부원장 및 Irina Petrovskaya 교수와의 면담, 2012년 9월 14일,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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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소유한 우체국 중 하나였으며, 당시 중국, 몽골, 오스만제국, 불가리

아, 루마니아 등에 해외지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러시아 금융 다국적기업 또한 다른 나라의 동종 기업에 비해 해외 자본투

자가 현저히 낮은 편이다.91) 소련 붕괴 무렵 은행은 해외 주요 투자기업 중 

하나였다.92) 그러나 이러한 은행 대부분이 국가에 의해 독점화된 소련의 대외

무역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대외정치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생

존할 수 있었다. 2000년 무렵 러시아의 다른 산업체들은 소련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몇 배나 초과시키고 전통적인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한 것과 달리 러시

아의 대형 은행들조차 서구의 주요 은행들과 경쟁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주요 은행은 국영은행인 VTB인데, 이 은행은 유럽에 있는 

소련의 해외자산의 대부분을 물려받았다. 오늘날 이 은행의 해외네트워크

는 주로 러시아 대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은행

망이다. 기업과 투자 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자회사와 금융기

업, 지점, 대표사무소가 20여 개국 이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CIS 및 EU는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지에서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VTB사의 소매금융서비스는 아르메니아(2004년부터), 우

크라이나(2005년부터), 벨라루스(2007년부터), 카자흐스탄(2009년부터) 

등 오직 CIS 지역에서만 하고 있다. 

또 하나의 국영은행이자 순자산규모 면에서 VTB보다 3배 이상되는 

91) 러시아의 스베르방크(저축은행), VTB(대외무역은행) 등 금융부문은 오랫동안 국내 금융

부문에 대한 보호주의정책이 유지된 결과 서비스수준이 미흡하여 유럽 및 서방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러시아의 금융부문이 해외로 진출한 경우 아직까지는 주로 

러시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92) Bulatov, Alexander S.(1998), “Russian Direct Investment Abroad: Main Motivations 

in the post-Soviet Period,” Transnational Corporations, Vol. 7, No. 1,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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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선두은행인 스베르방크는 비교적 최근에 해외진출을 시작하였

는데, 2012년 CIS 지역이 아닌 중동부 유럽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

고 있다. 여타 주요 러시아 은행도 해외에서 자회사를 인수하였다. 이들은 

CIS 지역과 소비자들이 오래전부터 러시아와 러시아 기업에 대한 신뢰가 

깊은 몇몇 국가들 혹은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대외경제활동을 위한 금융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여타 외국에서 은행을 인수하였다. 모스크바 은

행(Bank of Moscow)이 영업활동을 하는 나라는 벨라루스(2000년부터), 

라트비아(2002년부터), 에스토니아(2003년부터), 우크라이나(2005년부터), 

세르비아(2008년부터) 등이다. 민간은행인 알파방크는 1994년에 이미 

Amsterdam Trade Bank를 설립하였으며, 2001년부터 100%의 지분을 보

유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 영국의 금융 자회사를 인수하였

다. 또한 알파그룹 컨소시엄 차원에서 카자흐스탄(1994년부터), 우크라이

나(2001년부터)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가스프롬방

크(Gazprombank)도 CIS 지역의 소매금융부문과 서유럽의 기업부문 진

출을 결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1997년 가스프롬방크도 벨라루스에 

벨가스프롬방크를, 2007년 아르메니아에 아르엑심방크를 설립했고, 2009

년에는 스위스에 Gazprombank(Switzerland)를 세웠는데 2010년 11월까

지는 Russiche Kommerzial Bank(1992년 설립)로 명명되었다가 이후 

Gazprombank(Switzerland)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몇몇 은행들도 키프로

스 혹은 CIS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규모의 해외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은행과 비교하였을 때조차도 러시아 보험회사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

력이 훨씬 더 취약하다. 러시아 모기업 금융기관의 잠재력으로 유치한 고

객들과 단독거래를 함으로써 중소형 규모의 해외 자회사 은행을 최소한

도로 지원할 수 있었다면, 러시아의 보험회사들이 해외에서 성공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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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 중요 요소는 현지 자회사의 명성과 서비스 수준이다. 특히 EU 시장

에서 러시아 신규 보험사들이 입지를 강화시키려던 시도는 성공을 거두

지 못했다. RESO Guarantee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카자

흐스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으나 리투아니아에서는 강

제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 기업은 2003년 리투아니아 보험사인 

Snoro Garantas의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나, 2008년에는 EU에서의 

사업확장을 포기하였다. 러시아 최대 보험사인 로스고스스트라흐 또한 

CIS 지역으로만 해외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 중국,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SOGAZ사의 세르비아 진출은 상당 부분 가스프

롬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목적에서 비롯된다. 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

모는 몇 천만 달러를 넘지 못할 만큼 매우 적다. 

서비스부문에서 은행 및 보험 산업과 달리 많지 않은 규모로 해외네트

워크를 발전시키는 투자를 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도 적지 않다. 그러한 산업에서 러시아는 분명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세계경제에서 러시아의 전문산업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대학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교

육 기준 또한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CIS 지역에 약 40개의 해외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 로모노소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모스크바국립 경제 ․ 통
계 ․ 정보대학교, 모스크바 경영 및 법 대학교의 분교가 가장 많다. 로모노

소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의 세바스토폴스크 분교가 가장 많은 투자를 유

치하였는데, 모스크바시가 강의 및 연구 건물, 기숙사, 스포츠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약 500만 달러를 투자하였기 때문이다. 

적은 규모의 투자로 러시아 기업들이 비교적 높은 해외진출도를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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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은 정보통신(IT)과 광고 및 언론 산업 등을 꼽을 

수 있다. I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카스페르스키 랩(Kaspersky lab), 

Technoserv, LANIT 등이 있고, 광고 및 언론 분야에는 인테르팍스

(Interfax), 아르구멘트 이 팍트(Argument i Fakti) 등을 들 수 있다. 1997

년에 설립된 카스페르스키 랩은 컴퓨터 바이러스, 스팸, 해커 공격 등의 

백신 소프트웨어 생산부문에서 세계 5대 기업에 속하는 회사로서, 1999

년 영국에 해외 첫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러시아 이주민이 협력을 제안했

으나 후에 연구소가 위치한 도시로 사무소를 옮겼으며, 현재 사무소의 주

요 기능은 보수적인 현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문제해결을 도와주며 

직접 판매하는 기능만 하고 있다. 두 번째 현지 사무소는 캘리포니아에 

설립했으나,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닌 미국 사무소와 함께 컴퓨터 회

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었다. 2002~03년부터 카스페르

스키 랩은 일본, 중국, 여타의 아시아 시장에서 중요한 비공식적인 네트워

크를 이용하기 위해 프랜차이징을 활용하여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의 비즈니스 환경은 러시아인들에게 매우 편안하고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독일, 루마니아 등에 사무

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2003년 프랑스에 컴퓨터 다국적기업이 

EU의 바이러스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안티바이러스 연구 유럽센터’

를 개설하였다.93)

러시아의 주요 언론사들도 자신들이 이미 각지에 설립한 해외 대표사

무소와 통신망을 고려해볼 때 해외투자의 전망이 밝은 편이다. 러시아의 

93)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2011b), “Российские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рпорации в 
Сфере Услуг,”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No. 7,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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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신사인 리아 노보스티(Ria-Novosti)는 40여 개국 이상에서 활동하

고 있다. 민간 언론사의 해외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돼 있으나 

CIS 지역을 중심으로 몇몇 국가에 이들 언론사가 세운 자회사들이 있다. 

통신망 및 대표사무소들과 더불어 미국과 EU 국가들에 판매사무소를 

갖추고 1989년에 설립된 인테르팍스는 1992년 인테르팍스 ․ 우크라이나, 

1994년 인테르팍스 ․ 자파드(Interfax-Zapad, 벨라루스), 1996년 인테르팍스 ․
카자흐스탄, 2000년 인테르팍스 ․ 키타이(Interfax-Kitai, 중국), 2003년 인테

르팍스 ․ 아제르바이잔(Interfax-Azerbaijan), 2006년 인테르팍스 ․ 중부유

럽(폴란드) 등을 설립하였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에 러

시아 또는 영어, 각지 모국어로 뉴스가 제공되고 있다. 러시아 비즈니스정

보부문의 선두그룹인 RBC(Russian Business Consulting)사는 해외지점

이 아직 RBC ․ 우크라이나 한 곳뿐이다. 언론사들이 CIS 지역 이외의 해

외진출에 성공한 것은 대부분 그동안 축적되어온 러시아 미디어 비즈니

스의 이미지와 언론인들의 전문성에서 비롯된다. 

서비스부문에서 러시아 기업의 해외진출 성공 여부는 해외에 구축돼 

있는 국내기업과 국가 전체의 이미지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현재 러시

아의 다국적기업들이 서비스부문 중 가장 주력하고 있는 통신과 운송 산

업의 경우 경쟁력 유지를 위해 다양한 경제요소들이 훨씬 중요한 반면 아

직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몇몇 산업의 경우 기업과 국가의 이미

지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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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실행 기업 및 유형

가. 주요 다국적기업과 ‘두 번째 대열(2군)’ 투자기업

러시아의 주요 다국적기업은 주로 세 개의 분야에서 해외투자를 실행

하고 있는데, 석유가스산업, 철 및 비철금속 산업, 통신산업 등이 그것이

다(표 3-1 참고). 2010년 통계에 따르면, 10개의 러시아 기업이 개도국과 

구사회주의국가들의 대규모 비금융 다국적기업 상위 10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루코일사는 세계 100대 비금융 다국적기업 안에도 

포함되지 못했다.94)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루코일사의 재무제표 자료에서는 ‘서시베리아’, ‘러시아의 유럽

지역’, ‘해외’ 등 세 개 지역 부문별 자산 통계가 부문간 공제 없이 집계되

는 반면, UNCTAD 정기 보고서에서는 이 세 개 지역의 부문에 따라 자

산규모에 비례하여 부문간 공제액을 기재하고 있다. 해외지역부문의 공식 

지표를 살펴보면 주요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해외자산이 302억 2,500만 

달러를 이루고 있는데, 이 통계대로라면 루코일사는 전 세계 100위를 기

록했을 것이다.95) 

둘째, UNCTAD는 사실상 수년 동안 러시아 다국적기업에서 제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사의 해외자산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96) 이와 동시에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UNCTAD는 2년 연속 

94) UNCTAD(2012),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Towards a New Generation of Investment 
Policies,” web table 29, Available at: http://www.unctad.org. (검색일: 2012. 8. 30)

95) UNCTAD(2012),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Towards a New Generation of Investment 
Policies,” web table 28, Available at:http://www.unctad.org. (검색일: 2012. 8. 30)

96)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 и Четверикова, Анна С.(2009), Российские Трансна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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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테마그룹과 이 계열의 통신기업인 MTS를 별도로 살펴보고 있으며, 

더욱이 MTS에 관한 자료들은 시스테마그룹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계산

되고 있다. 한편 MTS사의 해외직접투자는 3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

며 개도국 다국적기업들 중 83위를 기록하였다.

기업명 업종
총 

자산규모
해외
자산액

판매기업을 
제외하고 첫 해외 
법인 설립연도

UNCTAD, 
개도국의 
다국적기업 

순위

대규모 지분 소유주, 
지분규모

루코일 석유가스 84,107 23,317 1994 9
V.알렉페로프- 20.6%, 

L.페둔- 9.3%

가스프롬 석유가스 303,018 21,051 1990 - 국가- 50.002%

예브라즈 철금속 17,601 9,356 2005 39

R.아브라모비치- 약 32%

A.아브라모프- 24.3%

A.프롤로프- 12.1%

세베르스탈 철금속 19,329 8,701 2004 42 A.모르다쇼프- 78%

빔펠콤 통신 19,928 7,123 2004 50

노르베슈키 Telenor- 

35.7%, 

러시아 알파그룹- 31.4%

시스템
통신, 

기계제작 등
44,109 6,151 2002 53

V.예브투쉔코프- 

약 64%

메첼 철금속 15,776 5,768 2002 56 I.쥬진- 66.8%

루살 비철금속 26,525 4,483 2000 70

O.데리파스카- 47.6%, 

V.벡셀베르그- 24.4%, 

M.프로호로프- 8.1%

노릴스크 

니켈
비철금속 23,909 4,166 2003 71

V.포타닌- 29.9%, 

O.데리파스카- 11.9%

TMK 철금속 6,862 2,383 2002 96 D.품퍈스키- 69.7%

표 3-1. 해외자산 규모 10대 러시아 비금융 다국적기업(2010년 말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UNCTAD(2012), www.unctad.org/wir (검색일: 2012. 8. 30)를 토대로 작성. 뉴욕 콜롬비아대학교 위탁에 의해 

RAS IMEMO의 연구자료 보완.

иональные Корпорации продолжают Зарубежную Экспансию даже в 
Условиях Мирового Кризиса, Москва: ИМЭМО РАН, p. 8; Kuznetsov, Alexey 
V., Chetverikova, Anna S. and Toganova, Natalia V.(2011), “Investment from Russia 
Stabilizes after the Global Crisis,” p. 2. Available at: http://www.imemo.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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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철강기업인 NLMK사가 러시아 다국적기업 상위 10위권 진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0년만 해도 NLMK사

는 해외자산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았고, 회사 경영진들도 러시아

의 다국적기업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11년 기업 재무제표에 해외 

압연강판(rolled steel)부문의 자산이 2010년 말 6억 5,300만 달러에서 

2011년 42억 2,600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노릴스크 니켈사와 

TMK사가 10위권 밖의 대다수 기업들처럼 해외투자 증가율이 그만큼 높

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NLMK사는 2011년 결산 상위 10위권 기업 순위

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고를 작성하는 현재 모든 기업이 

2011년 재무제표를 보고한 상황은 아니다.  

주요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대부분은 민간 경영진이 소유하고 있으나, 

주로 동일한 올리가르히들에 의해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국영기업의 비중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상위 10개 기

업 중 가스프롬 한 개 기업만이 국영기업이다. 주요 러시아 다국적기업은 

공식적으로 전통적인 공개주식회사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주식이 

국내외 주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데, 빔펠콤사, 메첼사, 루살사는 뉴

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나머지 7개 기업은 런던증권거래소(LSE)에서 

거래되고 있다. 자유롭게 유통되는 주식(free float)의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다. 러시아의 모든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이사회에 외국인 이사가 포

함되는데 세베르스탈사, TMK사는 이사회 구성원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

다. 그렇다고 해서 A. 모르다쇼프와 D. 품퍈스키가 각 기업에서 보유한 

단독경영권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빔펠콤사를 별도로 살펴보자. 이 기업은 1998년부터 러시아 알파그룹

의 계열사인 알티모(Altimo)사와 노르웨이의 Telenor사가 공동 경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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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09년 이들 기업의 지분은 각각 44%, 29.9%이다. 빔펠콤사의 나

머지 지분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2009년 10월 러시아 

다국적기업인 빔펠콤사와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스따르사의 합병계획이 발

표되었다. 이 거래는 알파그룹과 Telenor사의 공동 프로젝트였다. 2010년

에 버뮤다군도에서 합병절차가 완료되었고, VimpelCom Ltd.사로 등록되

었다. 2010년 이 기업은 신규 합병을 통해 해외진출을 계속 추진하였다. 

알티모사는 2009년 빔펠콤사의 지분 44%를 보유했으나 현재 31%의 지

분만을 갖고 있으며, 25%의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빔펠콤사의 경영진

은 현재 그들 기업이 러시아 다국적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1년 초 러시아 과학원 IMEMO(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에서 실

시한 설문조사에 응답을 거부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모스크바에서 암스

테르담으로의 사실상 본사 이전, 2010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알티모

사의 해외 파트너기업으로 상당량의 지분 이전 등이 언급되고 있다. 실제

로 Telenor사는 빔펠콤사의 지분 32%를(25%의 투표권) 보유하고 있으

며, 이탈리아 기금인 Weather Investments가 지분 19%(30%의 투표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다국적기업에 관한 많은 전문가들은 빔펠

콤이 네덜란드 투자기업이 아닌 러시아 기업으로 간주하는 편이다. 

주요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다국적화 평균지수는 30%를 약간 상회하지

만, 기업간 차이뿐만 아니라 지수 구성요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자산에서 해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못 미치며(표 3-1 참

고), 전체 고용인원 수에서 해외직원의 비중은 훨씬 더 적다. 이는 러시아 

해외투자의 주요 산업이 자본집약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체 매출에서 

해외판매비중은 절반을 초과하는데, 이는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무엇보다 

우선 자기 제품의 성공적인 수출 덕분에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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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금을 보유하게 해주었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최근에 비로소 해외

투자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다국적화 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스

테마사, 가스프롬사와 같은 경험이 풍부한 다국적기업들도 다국적화 지수

가 낮았는데, 이들 기업의 주요 활동이 러시아의 인프라 개발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러시아의 해외자산은 주로 국경간 인수를 통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러시아 기업은 통상 저렴하고 낡은 공장 또는 서비스부문의 신규 기

업을 인수한 다음 이들 공장이나 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비록 언론에서는 러시아의 ‘그린필드 투자’ 계획에 대해 경이로운 

수치를 발표하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다국적기업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

에서 막대한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주요 다국적기업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R&D 분야에서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특히 해외에서 더욱 그렇다. 이와 같은 

상황은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의 부문별 특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사실상 전 세계 석유가스기업이 가장 혁신적인 다국적기업 안에 포함되

지 않는다. 러시아 철강산업의 몇몇 다국적기업, 즉 세베르스탈사와 노릴

스크 니켈사는 각각 프랑스와 호주에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

요 다국적기업들 중 해외에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기업은 시

스테마사이다. 통신설비 생산업체인 시트로닉스사가 핵심적인 R&D 그룹

을 갖추고 있는데, 이 기업의 지분 64%는 시스테마사에 속해 있다. 시트

로닉스사는 전체 매출의 약 2%를 R&D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러시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아테네와 체코 프라하에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주요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분석할 때, 직접투자금액

이 수십억 달러가 아닌 수천만 달러 정도인 러시아 기업들이 훨씬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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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두 번째 대열’의 기업그룹에 속하는 

다국적기업은 러시아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중간 규모의 다국적기업이 상당한 규모의 해외투자를 하는 것은 러

시아 경제가 실질적으로 국제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두 번째 대열’의 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은 최소 약 3,000만~5000만 달

러에서 최대 5억~1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만약 

러시아의 산업그룹이 해외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였다면, 이들 기업도 종종 

‘두 번째 대열’의 기업그룹에 포함되기도 한다. 러시아 철금속부문의 기업

들과 같이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국제화 과정을 거쳤는지 또는 2~3개 다

국적기업이 대규모 자본수출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해보면 더욱 흥미롭다.

이와 동시에 자본집약도가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혹은 중형 기업

(medium-sized enterprises)도 중형 규모의 다국적기업에 해당된다. 이들 

기업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해외자산이 상당한 규모에 달할지라도 러시

아의 주요 다국적기업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건축자재산업 또는 봉제

업에 종사하는 기업, 기계 및 화학 산업에 종사하는 특수전문기업의 자본

투자를 분석하지 않고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파악하는 것은 불충분할 

것이다.97) 따라서 본고의 다음 절에서는 각 산업별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을 분석할 때 대기업과 수많은 ‘두 번째 대열’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나.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유형 

먼저 모든 기업이 다국적기업처럼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지만, 러시

97)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2012а), “За Рубеж – Вторым Эшелоном,”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No 7, pp.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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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모든 해외직접투자가 다국적기업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기업의 범주를 보다 좁은 의미에서 살펴본

다면 해외자산이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고, 그 자산이 기업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만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개도국 및 구 사회

주의국가들의 주요 비금융 다국적기업에 관한 국제연구프로젝트(Emerging 

Market Global Players) 차원에서 진행된 IMEMO의 연구에 따르면, 신고

된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약 1/3만이 전통적인 국내 다국적기업의 자본투

자와 관련이 있었다. 이들 기업은 주로 해외에서 기존의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린필드(green field) 투자사업도 있다.98)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약 1/4은 개인의 해외 부동산투자인데, 부동산 

구입용도가 사적 이용인지 혹은 상업적 이용인지는 통계적으로 알 수 없

다.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수천만 달러 혹은 수억 달러를 런던과 코트다쥐

르(Cote d’ Azur)의 고급빌라, 중세 성, 알프스 휴양지의 주택 등을 구매

하는 데 쓰고 있다.99) 그러나 중산층의 자본수출규모는 더 크다. 부동산 

중개업체인 Gordon Rock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러시아인들이 해외 중

소형 주택을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자금이 100억~120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 금융위기 시에도 이러한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편 2009년에 

집 한 채의 평균 가격이 21만 달러에 불과했고, 지역 선호도 면에서 몬테

네그로가 2위 자리에 있던 스페인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섰다. 불변

의 1위는 불가리아였다.

98) Kuznetsov, Alexey V., Chetverikova, Anna S. and Toganova, Natalia V.(2011), “Investment 
from Russia Stabilizes after the Global Crisis,” p. 7, pp. 17-18. Available at: http://www. 
imemo.ru.  

99)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 редактор(2010), Влияние Российской Инвестицион
ной Экспансии на образ России в Европе, Москва: ИМЭМО РАН, pp. 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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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을 구매하는 주요 동기 중 바다 또는 산 등 개인휴가 시에 

사적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40~60%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가령 

가까운 인척이 해당 국가에 살고 있는 경우와 같이 가족상황에 따라 구매

하는 경우나 혹은 단기거주 등 이주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다. 

상업적 용도로 구매한 부동산은 전체 거래의 1/3 미만 수준이었다.

중산층 범주에 속하는 러시아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해외투자를 하는 

이유는 러시아에 저축성 투자를 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

아 국민들은 높은 부패율로 인한 사업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고, 국내 주식

시장도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몇 년 동안 은행의 실질 예금금리도 마이

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주택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러시아 주택시장

의 심한 왜곡현상도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실제로 대도시의 주택 가

격 형성은 주택 실수요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유가증권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을 찾으려고 주식시장에서 나온 투자자들의 수요와 주택시

장의 독점화 현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실정이다.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1/5 이상은 직접투자기금과 전통적인 다국적기

업과는 다른 여타 법인에 의한 투자이다. 이 투자자들은 다국적기업과 마

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직접투자에 해당되는 10% 이상의 외국기업 지분을 

인수한다. 그러나 기금의 투자목적은 상당 부분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의 

목적과 유사하다. 일부 러시아 억만장자들은 그들이 지배하는 직접투자기

금과 전통적인 다국적기업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한다. 예컨대, 다

국적 철강기업인 세베르스탈사의 경영자 모르다쇼프 회장의 경우, 여러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위해 자산관리회사인 S-Group Capital Management

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철강산업의 범위를 넘어서 여러 곳에 자

금을 투자하는 직접 및 벤처 투자기금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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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통계상으로 해외투자로 잘못 기록되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도 존

재하는데, 이는 역외지역에 공식 등록된 러시아 기업으로 투입되는 자본

투자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키프로스와 그 밖의 역외지역에 투자

되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모두가 러시아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오

히려 제3국, 특히 CIS, 중동부유럽 등에서 자본투자를 위한 ‘환승지점’으

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의 다국적기업 또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국적기업의 자산이 속한 산업 및 형태의 차이점에 자주 주목하는 편이

나 원자재부문에 대한 특화성 또는 정부가 지배주를 갖고 있는 상황이 항

상 기업의 국제화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는 아니다.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유형화는 단순히 편향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핀란드 범유럽

연구소(Pan-European Institute)의 연구논문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리흐

토(K. Liuhto)와 바흐트라(P. Vahtra)는 두 개의 지표에 기초하여 러시아

의 다국적기업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러시아 기업의 투명성 정도와 국

가에 대한 의존도라는 두 개의 지표가 현실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러시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나치게 왜곡되어 인식되는 편이 많다. 

두 개의 극은 ‘patriot(애국자)’와 ‘independent(독립자)’로 칭하고, 애국주

의는 기업자본에서 차지하는 국가의 지분 정도에 의해 측정된다. 투명성 

정도에 대한 측정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데, 비록 거대 가스기업의 해외

지분에 대한 정보보다 거대 민간 철강회사의 해외 소유구조에 대한 자료

가 더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핀란드 전문가들의 기준에 따르면 가

스프롬사의 투명성 수준이 세베르스탈에 비해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되었

기 때문이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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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기업들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몇 가지 유형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의 국제화 활동의 주요 원동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 전망도 각각 차이가 있다. 신생 다국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의 모든 유형은 다분히 주관적인 성격을 

반영하는데, 유형 분류에 적용되는 기업 특징이 현재 판단되는 것만큼 미

래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기업들 자체도 다르게 

변화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07년, 러시아과학원 IMEMO의 

알렉세이 쿠즈네초프 박사 등은 처음으로 러시아의 다국적기업을 몇몇 하

위분류를 포함한 4개의 주요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는 소련시대부터 이어진 해외기업으로 이 속에는 국가통제하에 있

는 변형된 거대기업, ‘적색 다국적기업’의 잔여기업, 소련의 해외자산을 보

유한 민영화된 기업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전통적인 다국적기업으로 이들

은 소련의 거대기업에 기반을 두고 설립되었으며, 선진국의 전통적인 다국

적기업 유형과 페레스트로이카와 시장개혁 시기에 ‘무(無)’에서부터 시작

한 기업들이다. 즉 개도국의 전통적인 다국적기업 유형이다. 셋째는 구소

련공화국들의 ‘교양 있는 이혼’ 결과 탄생한 다국적기업들로서 이들은 ‘자

유주의적 제국(liberal empire)’의 선두기업들, 외국인투자자들 덕분에 국

제화된 민간 및 국영 하청기업들의 네트워크이다. 넷째는 의사(擬似) 다국

적기업들로 여기에는 자본유출을 합법화한 거대 해상운송회사, 다양한 경

제적 조작(economic manipulation)을 위해 설립된 조직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분류는 특히 장기적 측면에서 유형간 경계가 없어진다. 분류할 

100) Liuhto, Kari and Peeter Vahtra(2007), “Foreign Operations of Russia’s Largest 
Industrial Corporations – Building a Typology,” Transnational Corporations, Vol. 16, 
No. 1, pp. 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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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도 이미 여타 유형의 일부 러시아 해외투자자들은 전통적인 다국

적기업으로 변모하는 경향이 나타났었다.101) 상술한 네 가지 부류 가운데 

현재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다국적기업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네 

번째 유형의 다국적기업 또한 러시아 거대기업의 엄청난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존재감 없이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실제로 가스프롬사와 VTB

사와 같이 국가의 통제하에 변형된 거대기업은 해외에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소련의 옛 해외자산의 의미도 줄어들고 있다. ‘적색 다국

적기업’의 잔여기업은 대부분 다른 다국적기업에 흡수되었다. 소련의 해

외자산을 보유한 민영화된 기업은 다른 시장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

다. ‘자유주의적 제국(liberal empire)’의 지정학적 사상도 구소련국가에서 

분리된 후 러시아 기업환경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자 빠르게 사라져갔다. 

이 사상의 선두기업인 러시아통합에너지시스템(RAO Unified Energy 

System of Russia)은 청산되었고, 해외자산은 INTER RAO UES사로 귀

속되었는데, 이 기업은 여타의 러시아 다국적기업들 중에서도 크게 돋보

이는 편은 아니다. 기업네트워크의 일부인 하청기업들이 없어지고, 가령 

그 일부인 Machinery & Industrial Group N. V. 그룹은 CIS 지역 밖으로 

진출했다. 특수형(subtype)의 다국적기업들도 큰 발전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들 기업의 국제화는 주로 CIS 지역 전 시장을 점유하려는 서유럽국가

들의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전략적 

투자자들은 러시아 지역 내에서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대다수 러시아의 다국적기업들, 이미 수십여 개의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101)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2007a),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ация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
ик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Аспект, М.:КомКнига, pp. 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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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다국적기업의 특징을 갖는 하나의 유형으로 바뀌었거나 혹은 바

뀌는 중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다국적기업들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성은 

더 이상 두 가지 특수형으로 분류될 수 없다. 해외진출잠재력과 그에 따

른 해외직접투자 규모와 지역적 분포에 따라 현재 러시아의 전통적인 다

국적기업의 특수형(subtype)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소련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소련 붕괴 후 지난 20년 동안 설립된 

글로벌 수준의 경쟁우위를 지닌 대기업들은 해외에 최소한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였다. 

이러한 유형에는 매우 다양한 부문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지만 러시아의 

거대 다국적기업인 루코일사와 함께 예브라즈사, 세베르스탈사, 메첼사, 

노릴스크 니켈사, NLMK사, TMK사, 루살사 등과 같은 금속기업들이 지

배적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여러 산업의 대표기업들로서 지속적으로 전통

적인 다국적기업의 새로운 특징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 기업은 비

핵심자산을 처분한다. 특히 세베르스탈사와 노릴스크 니켈사는 독립법인

과 다국적화된 금채광사업부문을 독립시켰다. 이들 회사는 주식시장에 기

업공개를 함으로써 통합된 기업그룹에서 분리될 수 있다. 루살사는 데리파

스카 소유의 베이직 엘리먼트(Basic Element) 그룹에서 분리되었다.

둘째, 러시아의 전통적인 대외관계를 활용하는 기업들이다. 사실 국제

화를 추진하는 대기업들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국가의 통제하에 있지만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반드시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관계

는 해외직접투자의 수혜국이 러시아와 문화적 또는 역사적으로 가까운 

친밀성, 정치적 연관성, 여타 많은 대외경제요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

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기업인 가스프롬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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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가능하나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투자 사업이 러시아와 긴밀하게 

통합된 벨라루스의 가스관 인프라를 인수한 것이었다. 또한 가스프롬사의 

채굴사업 대부분은 다른 국영기업인 로스네프트사와 마찬가지로 덜 안정

적이지만 러시아와 특별한 정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주력하고 

있다. 점차 이러한 특수형으로 이동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VTB사, 스베르

방크사, 자루베쥬네프트사, INTER RAO UES사 등이 있다. 향후 러시아

철도공사(RZD), 알로사, 트란스네프트사, 로스고스스트라흐사 등이 이 

특수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이 특수형에 포함되는 민간기

업도 존재한다. 예컨대 메가폰사의 경우, 구소련지역의 해외투자 면에서 

엠떼에스(MTS)와 빔펠콤과 같은 다른 경쟁기업에 많이 뒤처지기는 하지

만, 가장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나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상당히 의존적인 

타지키스탄, 일부 UN 회원국들에 의해서만 독립국가로 인정받는 압하지

야와 남오세티야에 사업을 주력하였다. 이들 지역에서의 사업으로 인해 

보다 넓은 시장인 조지아로의 진출은 상호간 정치적 긴장 때문에 자동적

으로 차단되었다.

셋째, 동일한 해외기업을 보유한 대기업으로 이 특수형은 해외진출 가

능성이 낮은 산업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 유형에는 체코에 

자회사를 보유한 원자력설비기업인 OMZ사 또는 인도에 합작기업을 보

유한 군수업체 NPO Mashinostroyenia사 등이 있다. 러시아의 경우, 경제

위기 전 해외직접투자 붐이 일었을 때 대규모 자본투자를 하였으나 해외

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더 이상의 이윤을 당분간 기대할 수 없는 기업

들이 이러한 특수형에 속할 것이다. 특히 그러한 기업들로는 주요 자산을 

터키에 보유하고 있는 철강기업 MMK사, 아랍에미리트에 보유하고 있는 

메탈로인베스트(Metalloinvest)사,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광물비료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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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콘(Arkon)사, 리투아니아에 보유하고 있는 예브로힘(Eurochem)사 

등이 있다.

넷째, 틈새시장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우위를 보유한 중형 기업들이

다. 이들 기업 중에는 특히 서비스부문의 기업들이 많은데, 총해외직접투

자 규모는 러시아 원자재 거대기업보다 훨씬 적다.102) 여기에 해당되는 대

표 기업으로는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카스페르스키 랩

(Kaspersky Lab), 국제 헬리콥터 수송회사 유테이르(UTair), 통신사 인테

르팍스(Interfax), 캐스터블 제조업체 마그네지트(Magnezit)사 등이 있다.

다섯째, 경쟁우위를 구성하기만 하는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해외진출지역을 CIS 국가로 한정시키지만 생산설비 구축 필요성 또는 판

매시장 점유 가능성 등이 존재할 경우 여타의 나라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구소련지역 내 이들 기업과 하청업체 네트워크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 특수형에 속하는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지만, 다국

적기업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펌프설비 

제조업체인 HMS Group, 와인 제조업체 Dionis Club, Eurocement사, Nord 

Gold사, Polymetal사, Polyplastic사, Polyus Gold사, Russkaya Mednaya 

Kompaniya(RMK)사, 단열재 생산업체 TechnoNIKOL, Transmashholding, 

Chelyabinsk Zinc Plant 등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부문의 회사들도 적지 

않은데, 알파방크, 제약업체인 Katren, IT 솔루션업체인 LANIT, 로모노

소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SovFracht-Sovmortrans, STS-Media, 컴퓨터

회사인 Technoservtk사 등을 들수 있다. 

102)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2011b), “Российские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рпора
ции в Сфере Услуг,”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No. 7, pp.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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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거대기업(Conglomerate)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결코 의사(擬似) 

다국적기업에 포함될 수 없지만 직접투자기금에서 전통적인 다국적기업

으로 이제 막 이동하기 시작한 기업들이다. 벡셀베르그(V. Vekselberg)가 

운영하고 있는 레노바(RENOVA)그룹, 레베데프(A. Lebedeva)가 운영하

는 국가예비은행(National Reserve Bank)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 ‘중간단

계’의 경우도 있는데, 이는 향후 5~10년 후 러시아 해외투자 확장의 일반

적인 단계의 윤곽이 분명해질 때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유형 분류를 새롭

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2. 러시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동기 및 투자의향 조사 

가. 설문조사의 개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진출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한 러시아 기업들과 잠재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공동 연구자인 

러시아과학원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의 알렉세이 쿠즈네초프 박사

에게 위탁하였다. 국내 공동 연구진이 설문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못한 배

경에는 러시아의 폐쇄적인 기업특성상 한국인이 러시아 기업에 접근하기

가 쉽지 않고, 비용과 시간상 제약이 크게 작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5~8월 동안 3단계로 실시되었다. 테스트 단계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설문대상기업들의 절대다수가 기업의 기밀을 이유로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업의 민감한 통

계정보에 관한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한 설문지를 다시 배포하였다. 이 경



제3장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 분석❙ 127

우에도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에 종사하는 다수의 실무자들이 설문항목 가

운데 일부를 제외하거나 모든 항목에 응답할 수 없다는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결국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설문조사대상기업들 가운데 일부가 

설문항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응답한 형태로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총 150개 러시아 기업들에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해외자산이 5,000만 

달러가 넘는 기업, 아직 많은 해외직접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의 

거대기업에 속하는 기업,103) 그리고 주로 극동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로서 한국과의 투자협력에서 발전잠재력을 가진 규모가 크지 않은 일련

의 기업들에 배포되었다. 전체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정도는 다양하지만, 

비교적 내용이 풍부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응답을 

한 22건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따라서 설문응답률은 약 15%이다. 이러

한 결과는 이전에 러시아과학원이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를 수행했을 때의 응답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예컨대 러시아과학원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가 주요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의 

순위를 비교할 때 활용한 설문조사에 비교적 상세하게 응답한 비중은 약 

18%였으며,104) 또한 2011년에 ‘전략 2020’을 준비하면서 대외경제관계의 

우선순위와 문제점에 대해 러시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의 경우에는 11%만 응답하였다.105) 

103) ‘Эксперт-400’의 매년 순위에 기초하여 선정되었다 “Рейтинг «Эксперт 400»,” 
Эксперт 2011, No. 39, pp. 150-167).

104) 순위 결과는 웹사이트 http://www.vcc.columbia.edu와 http://www.imemo.ru에 공표되

었다. Kuznetsov Alexey V., Chetverikova Anna S.(2009), “Russian Multinationals 
Continue their Outward Expansion in spite of Global Crisis,” pp. 1-25; Kuznetsov 
Alexey V., Chetverikova Anna S., Toganova natalia V.(2011), “Investment from 
Russia Stabilizes after the Global Crisis,” pp. 1-37.

105) 연구자료는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았지만, 일부는 ｢전략 2020(Стратегия 2020: Нова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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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22개 기업들 가운데는 

러시아 해외투자 확장의 핵심부문인 석유가스 및 금속 산업에서 시작하여 

첨단기술부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부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포함되

어 있다. 설문지는 2010년 매출액 기준 러시아 100대 기업에 속하는 7개 

거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기업들로부터도 회수되었다. 이와 동

시에 일부는 해외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있지만, 

해외자산규모 기준으로 러시아의 20대 다국적기업에 속하면서 글로벌 다국

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도 6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의 본사는 

주로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11개)에 위치해 있고, 하바로프스크(2개), 상

트페테르부르크(1개), 이르쿠츠크주(1개), 벨리키 노브고로드(1개), 마그니

토고르스크(1개), 첼랴빈스크(1개) 등을 포함한 기타 지역에 산재해 있다.

 

산업 기업

금속산업 세베르스탈(Severstal), MMK(마그니토고르스크 금속 콤비나트), TMK(강관 기업)

석유가스산업 가스프롬 네프티(Gazprom Neft), 루코일(Lukoil), 로스네프티(Rosneft)

유색금속산업 노릴스크 니켈(Norilsk Nickel), 첼랴빈스크 아연공장(Chelyabinsk Zinc Plant)

기계제작산업
달리에네르고마쉬(Dalenergomash), RTI 시스테믜(RTI Sistemi), 

우솔리마쉬(Usolmash), 아무르 케이블공장(Amur Cable Plant)

화학산업
아르콘(Arkon), 쿠이븨세바조트(Kuibishevazot), 인간줄기세포연구소(Humen Stem 

Cells Institute),  파름스딴다르뜨(Farmstandart)

기타 공업기업 인테르 라오 통합전력(INTER RAO UES), 마그네지트(Magnezit), 루사그로(Rusagro)

서비스부문
모스크바국립대학교(Moscow State University), 코리아 앙가라 트레이딩(Korea 

Angara Trading), PBKO 인터내셔널 그룹(PBKO International Group) 

표 3-2. 설문응답기업 개요

자료: 저자 작성.

молель роста - новая соц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종합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2020년까지 러시아의 사회경제전략의 실질적인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작업결과에 

관한 종합 보고서는 http://2020strategy.ru, pp. 808-8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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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더닝(John Dunning)과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해외직접

투자의 주요 동기는 크게 기존 판매시장의 확대 및 새로운 판매시장 확보

를 위한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노동비 등의 절감을 포함한 생산효

율성 제고를 위한 효율추구형(efficiency-seeking),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자산추구형(rseource-seeking or created-asset-seeking) 등으로 구분

된다.106) 이와 더불어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

자 동기는 전통적인 동기와 ‘자산보험’과 같은 러시아적 특징이 가미된 

비전통적인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우리가 배포한 설문조사지에는 이상과 같은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동기들과 더불어 러시아적 특징을 반영한 다른 동기들을 조합하여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동기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항목을 

제시하였다. 즉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보호주의에 대응한 판매시장의 개

척 및 확대, 노동비용 절감, 해외파트너들과의 협력증진, 신기술에 대한 

접근, 자금조달의 최적화 및 해외 기업공개(IPO)를 통한 주식 발행 등이 

그것이다.

사실상 설문조사를 통해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동기와 

전략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러시아 다

국적기업들의 대부분이 해외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시기가 짧게는 2~3년, 

길게는 4~5년 정도로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해외자산을 

취득한 목적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 러시아 

106) Dunning, John H.(1993),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Global Economy, 
Addison-Wesley pp. 63-76; World Bank(2007),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Transnational Corporations, Extractive Industries and Development” pp. 122-123; 
UNCTAD(2006),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FDI from Developing and 
Transition Economies: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pp. 15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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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기업의 대부분이 정보공개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예컨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자들은 서유럽 다국적기업들에 비해 학술

적 차원의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진출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고서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소규모 기업을 제외하고 아직 한국에 투자한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은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연구할 

경우에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낮기 때문에 한국과 관련된 설문항목에 응답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107) 예컨대 설문지가 회수된 기업들 가운데 일부

는 한국의 투자매력도나 한국에 대한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 응답하지 않

았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

문조사뿐만 아니라 정성분석을 통해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와 전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우리가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의 동

기와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기본적인 방법으로 활

용하였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지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국내 외국

인투자 유치기관의 전문가 및 기업인 심층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

였다. 

107)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은 다국적기업 순위를 매기는 경우에 자기 기업의 홍보를 위해 기

업정보를 제공하지만, 한국과 관련된 설문항목에 대해서는 사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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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러시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동기

1) 전통적 동기

회수한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러시아 기업들의 전통적 해외직접투자 동기들 가운데 가장 많은 답변은 

천연자원 확보(23건), 시장진출 확대(18건), 노동비 절감(11건) 순으로 나타

났다. 반면 비전통적인 동기들 가운데서는 해외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

(25건), 신기술 획득(23건), 해외상장을 포함한 자금조달 최적화(10건), 

협상력 강화를 포함한 자산에 대한 보험(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동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전통적 동기들을 살펴보면, 러시

아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때 천연자원 확보 동기가 가장 크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천연자원 확보의 경우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설문지가 회수된 22개 기업들 가운데 9개 기업이 중요한 동기라고 지적

전통적 동기 비전통적 동기

천연자원 

확보

시장진출 

확대

노동비 

절감

해외파트너와 

협력 강화

신기술 

획득

자금조달 

최적화

자산보험

(협상력 강화 포함)
기타

CIS 9 4 4 4 2 1 2 2

EU 4 5 2 10 12 3 2 0

중국 3 4 4 4 2 1 1 0

한국 0 2 0 2 5 2 3 0

북미 2 1 0 2 2 2 1 0

기타 5 2 1 2 0 1 1 0

합계 23 18 11 25 23 10 10 2

표 3-3. 러시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동기 
(단위: 응답기업 수) 

주: 기타 지역에는 터키,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 남미 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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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천연자원 확보 
(단위: 응답기업 수)

자료: 저자 작성.

하였다. 여기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은 CIS 지역의 천연자원 

확보에 가장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비롯

한 CIS 지역 국가들이 석유가스 및 기타 광물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때 소연방 구성 공화국이라는 공통의 역사와 문화

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장벽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는 EU 및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실행할 경우에도 천연자원 확

보에 관한 관심이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항목에서 기타 지

역이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 속에는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들과 더불어 호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설문지

에 응답한 러시아가 기업들 가운데 단 한 곳도 천연자원 확보 동기를 지

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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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시장진출 확대 
(단위: 응답기업 수) 

자료: 저자 작성.

천연자원 확보에 이어 러시아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는 두 

번째 중요한 전통적 동기는 기존 판매시장의 유지 및 새로운 시장개척 확대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은 무엇보다 우선 유럽연합(EU)으로 시장진출 확대를 모색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CIS 지역 국가들과 중국으로 시장진출 확대

를 꾀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히 금속 및 전력에 특화된 

일부 러시아 기업들은 외국의 보호주의에 따라 판매시장을 확대할 목적

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려는 동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전통적 동기들 가운데 러시아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노동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임

을 알 수 있다.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설문응답기업들 가운데 노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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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노동비 절감 
(단위: 응답기업 수) 

자료: 저자 작성.

절감을 동기로 밝힌 답변은 11건에 불과하였다. 이 경우에도 인건비가 상

대적으로 저렴한 CIS 지역 국가들과 중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러시아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 진출 시 노동비 절감보다는 운

송비 혹은 외환거래비용 등의 절감에 더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동

기는 자원에 대한 접근 보장과 판매시장의 유지, 강화 및 확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유망한 해외자

산을 관리하려는 열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다국적기

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노동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

는 열망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물론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관

한 지배적인 동기는 기업들의 전문분야와 해외사업체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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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통적 동기

이상과 같이 러시아 기업들의 전통적 해외직접투자 동기에 대해 살펴

본 데 이어 이제 비전통적 동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

자. 회수한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

자 동기 가운데 가장 많은 답변(25건)은 [그림 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해외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가까운 유럽연합(EU)국가들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CIS 국가 및 

중국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북미와 한국 파트너들과의 협력 확대에는 비교적 관심이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해외파트너와 협력 강화 
(단위: 응답기업 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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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 및 확보라는 대답이 총 23건으

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최근 러시아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로 결정하

여 추진하고 있는 경제현대화정책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기업들이 신기술 획득을 위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유럽연합(EU)국가들(12건)이었고, 그 다음이 한국(5건)

으로 나타났다. 신기술 획득과 관련된 해외투자 동기에서 한 가지 특징적

인 것은 기술수준이 높은 북미지역이 당초 기대와 달리 2건의 응답으로 

CIS 및 중국과 똑같다는 점이다. 이는 러시아의 교역 및 투자협력이 아직 

미국에 비해 유럽지역국가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러시아 기업들이 해외적접투자 진출 시 신기술에 대한 접근 동

기가 크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기술을 갖춘 자산모색 동기는 

그림 3-5. 신기술 획득 
(단위: 응답기업 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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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실제로 실행되기보다는 아직 선언적이라 볼 

수 있다. 예컨대 서유럽의 다국적기업들과는 달리 러시아 기업들은 일부

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연구개발(R&D)을 거의 수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

이다. 일부 대표적인 예외사례들로는 통신장비 생산회사인 시트로닉스

(Sitronics)108)와 바이오기술분야에서 러시아의 최대 기업인 인간줄기

세포연구소(HSCI)를 들 수 있다. 시트로닉스사는 러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체코(STROM 텔레콤) 및 그리스(인트라콤 텔레콤)에서도 연구개발을 수

행하면서 혁신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인간줄기세포연구소는 

2008년에 독일에서 심비오텍사의 주식 25.01%를 취득하고 심각한 형태

의 혈액암을 치유하기 위해 독일회사에 의해 개발된 약제 클리닉 시험이 

2단계 진행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단계를 완료하면 주식회사 인간줄기세

포연구소는 민간 투자자들과 파트너십으로 심비오텍사의 지배주를 취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일부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에서 인수한 기

업들로부터 차용한 기술을 바탕으로 러시아에서 선진적인 생산체제를 갖

춘 경우도 있다. 레노바(RENOVA)그룹이 2008년 스위스의 첨단기술기

업인 에를리콘(Oerlikon)사의 지배주를 매입하여 에를리콘사가 개발한 

‘얇은 박막’ 기술에 기반하여 2009년 로스나노(Rusnano)와 함께 러시아

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러시아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할 때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등의 방

법을 포함하여 자금조달을 최적화하기 위한 동기도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동기를 지적한 응답은 10건으로 해외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나 신

기술 획득 동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8) 이 회사는 최근 ‘RTI 시스템믜(РТИ Системы)’에 소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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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자금조달 최적화 
(단위: 응답기업 수) 

자료: 저자 작성.

최근 러시아의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에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경우

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동기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설문결과 이러한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은 유럽연합(EU)

이고, 그 다음이 북미지역과 한국이며, CIS 지역과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동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금조달 최적화 동기는 주로 서유럽에 위치한 러시아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들의 경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회사들은 세계의 

주요 증권거래소에서 성공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 러시아 다국적기업

들에 필요한데, 이는 서유럽의 포트폴리오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이미

지를 탈바꿈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러시아의 주요 민간기

업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일부

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해외에서의 주식 발행계획을 연기하

였다. 서유럽 외에도 아시아지역에 상장을 추진한 러시아의 다국적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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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컨대 홍콩에 상장한 루살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이 기업은 

아시아적 다국적기업이 아닌 글로벌 다국적기업 유형을 지향하고 있다.

이외에도 거대기업을 포함한 일부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

투자는 ‘전통적인’ 다국적기업들의 특징에는 부합하지 않는 비전형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행되기도 한다. 즉 자산에 대한 보험을 들겠

다는 동기가 그것이다. 비록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동기에 대해 응답한 

경우는 [그림 3-7]과 같이 10건에 불과하지만, 러시아의 내부 정치적 상

황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109) 

그림 3-7. 자산보험 
(단위: 응답기업 수) 

자료: 저자 작성.

109) 러시아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시장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고, 재

사유화 또는 국영화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모스크바국립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Alexander Naumov 부원장 및 Irina Petrovskaya 교수와의 면담, 2012년 9월 14일, 모
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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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러시아에서 기업의 소유주들은 정부권력과의 상호관계에서 자신

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에 생산공장을 설립한 경우도 있다. 이러

한 유형의 해외직접투자가 자본도피를 위해 반드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겠지만, 글로벌 플레이어 혹은 주요 서방 다국적기업들의 

파트너라는 지위 획득은 미심쩍은 사유화 과정에서 획득한 러시아 기업

가들의 자산에 대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러시아 기업들의 상당수는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때 그러한 동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지

만, 다수의 기업들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업 소유주 혹은 최고 경영자들

은 솔직히 러시아 국내의 불리한 투자환경 때문에 자신들의 자산에 대한 

보험을 고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자산에 대한 보험 

동기가 유럽보다 한국에서 더 많다는 응답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

된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 가운데 한국에 투자한 2개의 

소규모 기업들이 자산보험 동기에 한국을 지적하면서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산보험 동기에서 러시아 기업들이 지리적으로 선호하

는 지역은 자신들의 이민 가능성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유럽국가들에 비해 자산보험지역의 우선순위

에서 당연히 뒤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기타 비경제적 동기 

비록 설문조사에서는 다룰 수 없었지만,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동기들 가운데 정치적, 문화적 및 기타 비경제적인 동기들도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다국적기업이론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의 지리적 위치를 선정할 때, 특히 해외진출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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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초보자일수록 비경제적인 자본수출 동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우크라이나에 투자를 실행한 러시아의 주요 10대 투자기업에는 

우크라이나 전력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는 VS Energy사와 에너지 스탠더

드, 그리고 몇 개의 중요한 기계제작기업들과 기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

다. 이 기업들은 모두 러시아에 대규모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벗어난 다른 국가에는 직접투자를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들은 키프로스나 다른 역외지역(off-shore)을 통해 우크라이나

에 투자한다. 현재 러시아 시민권자인 이들이 유독 우크라이나에 대해 적

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그들의 이력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예컨대 VS 

Energy사의 핵심적인 공동 소유자 가운데 한 사람인 A. 바바코프(А. 

Babakov)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몰도바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에너지 스탠더드사의 소유주인 K. 그리고리쉰(К. Grigorishin)

은 우크라이나의 자뽀로쥐예시 태생이다.110) 이와 같이 러시아 해외직접

투자자들의 이력이 투자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

경제적 동기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대외관계 역시 비경제적 동기 가운데 하나이다. 주요 러시아 

다국적기업들 중에는 글로벌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으면서 심지어 러시아

의 전통적인 대외관계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들은 

주로 국가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정도로 그런 편에 속

하는 기업들이다. 이때 이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시 지리적 선호도는 러

시아와 직접투자 수혜국들의 문화적 혹은 역사적 친밀성, 러시아와의 특

별한 정치적 관계 및 다른 경제외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110)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и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Связи,” ｢Перспективы｣, (2012. 
8. 31) (http://www.perspektivy.info)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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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장 선명한 예가 가스프롬사이다. 이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력을 갖추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최대 투자프로젝트는 러시아와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는 벨라루스의 가스운송 인

프라를 매입한 것이다. 더욱이 가스프롬 채굴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은 다른 

국영기업인 로스네프트와 마찬가지로 가장 안정적인 국가들이 아니라 러

시아와 특별한 정치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대외무역은행(VTB), 스베르방크, 자루베쥐네프트, Inter RAO UES 등

과 같은 기업들의 해외투자진출 확대에서도 비경제적인 동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특징적이다. 분명 러시아철도공사, 알로사(Alrosa), 타트

네프트, 러시아국영보험(Rosgosstrakh)도 이러한 그룹에 포함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민간기업들의 사례도 있다. 예컨대 구소련지역에 대한 해외직

접투자 측면에서 MTS와 빔펠콤과 같은 자신의 경쟁사들에 비해 매우 뒤

처진 메가폰은 결국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타지키스탄과 압하지야 및 남오세티야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의향 조사

1) 지역적 진출 의향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향후 어느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될 것

인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앞으로 진출할 러시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러시아의 기업들은 향후 자신들의 기업이 성

장하는 데 유망한 국가 혹은 지역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그림 3-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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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국별·지역별 기업 성장 전망

주: 1점은 전혀 전망이 없음, 5점은 매우 전망이 밝음.

자료: 저자 작성.

즉 러시아 기업들이 향후 기업성장 전망이 밝은 곳으로 간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러시아 국내시장과(혹은) 독립국가연합(CIS)을 꼽았다. 향후 자

신들의 기업의 성장은 오직 러시아 국내시장과(혹은) CIS 지역에서의 확

대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이 평균 3.86으로 가장 높았다. 

기타를 제외하면, 그 다음이 평균 2.62를 기록한 유럽연합(EU)으로 나타

났다. 즉 향후 자신들의 기업성장 전망은 EU 27의 판매시장과 관련이 있

다는 응답이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에는 북미지역과 중국으로 나

타났다. 북미지역과 중국은 나란히 평균 2.2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러시

아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계획할 때 아직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CIS 지역

이나 유럽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의 경우 가장 낮은 평균 1.90을 기록하였다. 이는 현재 러시아 기업들이 

향후 자신들의 기업 성장과 한국시장의 개척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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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러시아 기업들이 어떤 국가와 지역에서 사업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항목에 대한 결과는 [그림 3-9]에 제시된 바

와 같다. 

설문에 응답한 러시아 기업들은 EU를 사업하기에 가장 편리한 지역으

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지역은 평균 3.73으로 러시아 기

업들이 사업하기에 대체로 편리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다음은 평

균 3.14를 기록한 CIS 지역이 사업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러시아 기업인들이 과거 구소련국가였던 CIS 지역에 대해서는 언어장벽

을 거의 느끼지 않고, 전통, 문화 및 관습 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업하기에 편리한 지역으로 세 번째는 평균 2.75를 기록한 북미

지역이 차지하였다. 그 다음 중국과 한국이 각각 2.44, 2.43점을 기록하면서

그림 3-9. 국별·지역별 사업의 편리성

주: 1점은 사업하기 매우 복잡함, 5점은 사업하기 매우 용이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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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에 랭크되었는데, 러시아 기업들이 중국과 한국의 사업환경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주로 러시아 기

업들이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비해 아시아지역과의 전반적인 교류 및 협

력 수준이 낮고, 아시아권 언어 및 문화에 대해 더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당분간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CIS 지역과 유

럽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유

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에 비해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해외직접

투자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에 대한 투자매력도 평가 및 진출 전망

1990년 수교 이후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교역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예컨대 한국

은 러시아의 중요한 무역대상국들 속에 포함되며, 더욱이 그러한 국가들 

가운데 무역증가율이 높은 특징을 띠고 있다. 2011년에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41% 성장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의 전체 무역 증가율

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였다.111) 이때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에 이르렀다. 2000년 1%에 약간 못 미쳤던 한국

의 비중이 11년 동안 3배 증가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의 대외무역 비중에

서 한국은 이제 영국, 핀란드 혹은 카자흐스탄과 같은 러시아의 다른 전

통적인 교역대상국들을 추월하여 12위에 올라서게 되었다.112) 

111) 러시아연방의 주요 국별, 지역별 대외무역은 http://www.custom.ru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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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무역의 급속한 발전은 초국적인 투자관계를 촉진한다. 그

러나 러시아와 한국의 경우에는 단지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만 비교

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말 기준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

투자 누적금액은 18억 433만 달러인 데 반해,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누적금액은 불과 5,457만 달러에 그쳤다. 즉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의 3%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뿐만 아

니라 LG전자의 러시아 자회사는 이미 제품 매출액에서 러시아의 100대 

기업에 포함되고, 삼성전자는 칼루스카야주에 설립한 신규 공장 덕분에 

매출액에서 러시아의 200대 기업에 포함되는 데 비해,113) 러시아의 대한

국 직접투자는 주로 제조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도소매 및 대외무역 

서비스 제공 등의 소규모 투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러시아 기업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현재 

한국과 경제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림 3-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

한 22개 기업 가운데 8개 기업이 현재 한국과 수출입거래를 하고 있으며, 2개 

기업이 직접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설문

조사 결과와 같이 러시아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업 성장 전망이 한국과는 큰 

상관이 없고, 한국은 사업편리성 면에서도 다른 국가나 지역들에 비해 뒤떨어

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112) 러시아연방 국가통계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러시아의 주요 대외무역상대국

은 중국(1위), 독일(2위), 네덜란드(3위), 우크라이나(4위), 이탈리아(5위), 벨라루스(6
위), 터키(7위), 미국(8위), 일본(9위), 프랑스(10위), 폴란드(11위), 한국(12위), 영국(13
위), 카자흐스탄(14위), 핀란드(15위) 순이었다. (http://www.fedstat.ru).

113) Kuznetsov Alexey V.(2012), “Inward FDI in Russia and its Policy Context, 2012,” 
Columbia FDI Profiles, p. 11, July 21(http://www.vcc.columbia.edu).



제3장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 분석❙ 147

0

2

4

6

8

10

12

수출 수입 한국기업과
라이선스 협정

직접투자

그림 3-10. 한국과 경제관계 여부 
(단위: 응답기업 수) 

자료: 저자 작성.

한편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의 경쟁우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14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는 [그림 3-11]과 같이 나타났

다. 러시아 기업인들은 북한 요인과 천연자원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경쟁우위가 대체로 평균 이상이라 평가하였다. 특히 거시경제 안

정(3.56), 발달된 인프라(3.53), 인적자원(3.44), 선진기술(3.38), 국내정치 

안정(3.33), 금융재원조달(3.31)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대

외정치적인 북한 요인(1.75)과 천연자원(1.81)은 한국의 경쟁우위에 상당

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여기서 한국의 부족한 천

연자원은 설문에 응답한 절대다수가 동의한다는 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한의 대외정치적 요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일부만이 ‘매우 

불리’ 혹은 ‘불리’로 평가했기 때문에 약간의 주관적인 면도 있다고 판단

된다. 예컨대 Inter RAO UES, 쿠이브이세바조트 등 다른 일부 응답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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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한국의 경쟁우위 

주: 1점은 매우 열악, 5점은 매우 양호.

자료: 저자 작성.

북한과 인접한 한국의 투자환경을 ‘보통’으로 평가하고, 한국에서 활동하

고 있는 Korea Angara Trading Ltd.사는 ‘양호’로 평가하였다.

이외에 한국의 시장잠재력, 기업문화,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각각 평균 3점씩을 기록하여 평균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외국인투자에 대

한 한국의 지원(2.64), 조세수준(2.86), 한국의 지리적 입지(2.94)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한국이 그다지 경쟁우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기업들이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에 대해 한국의 전반적인 외국인직접투자환경, 합작기업 설립 및 한국기

업 인수 등의 매력도를 설문조사한 결과는 [그림 3-12]와 같이 나타났다. 

한국의 전반적인 외국인직접투자환경은 10점 만점 가운데 평균 4점을 기

록함으로써 러시아 기업가들이 한국의 투자환경을 보통 이하로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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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러시아 기업들의 한국 투자매력도 평가

주: 1점은 매우 열악, 10점은 매우 양호.

자료: 저자 작성.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합작기업 설립여건에 대한 항목은 평균 5점

을 기록하여 전반적인 투자환경보다 조금 호의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이 

역시 보통수준에 불과하다. 즉 러시아 기업들이 한국기업들과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데 특별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한국에 있는 기업의 인수에 대한 항목은 평균 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러시아 기업들이 한국기업들을 인수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러시아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진출과 관련하

여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보원은 [그림 3-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러시아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주로 인터넷(16개사)과 대중

매체(10개사)를 통해 입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컨설팅 회

사 혹은 전문적인 학술연구기관(6개사)에서 출판하는 자료를 통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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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설문에 응답한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종사자들 가운데는 한국에 대한 정보원으로서 개인적인 접촉의 중요성을 

지적한 경우도 있었다. 

반면 KOTRA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는 2개사에 불과했는데, 이

는 러시아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KOTRA를 훌륭한 

정보원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한국에 제품을 수출

하고 있는 세베르스탈과 MMK와 같은 러시아의 금속 대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원천으로 언론출판물, 인터넷망 컨설팅 기업 및 학술연구기관들

의 자료를 들었다. 이와 동시에 응답자들은 KOTRA는 정보원천이 아니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22개 설문응답기업들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에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화학기업인 쿠이븨셰바조트(KuibyshevAzot)사와 

한국에 150만 달러를 투자한 벤처기업인 PBKO 인터내셔널그룹만이 

그림 3-13. 한국에 대한 주요 정보원 
(단위: 응답기업 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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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를 들었다. 더욱이 이 응답자들은 KOTRA의 역할을 언론보도와 

인터넷 자료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요컨대 설문조사에 응답한 러시아 기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투자환경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일부 우수한 요인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

으로 평균수준이라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러

시아 기업인들이 자신들의 경제협력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한국의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러시아 기업가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 기회 또는 가능성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에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아직 한국에 자본을 투자한 적이 없는 러시아 기업들

은 한국 투자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점은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원으로서 주로 인터

넷과 대중매체에 의존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충분히 활

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3.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전략 분석

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지리적 진출전략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은 주로 해외시장 확대와 자원 확보 등 전

통적인 진출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하는가의 문제

는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의 특화부문과 그 지리적 우선순위에 따라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일부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은 거의 전 세계에 걸쳐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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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그러한 자회사들 가운데 일부는 오로지 역외지역(off-shore)에 등

록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세계 각국에 위치해 있다. 자회사가 위치해 있

는 국가들 수에서 볼 때 루코일사가 가장 선두에 있는데, 이 회사는 해외 

30개국 이상에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루코일사에 이어 가스프롬사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프롬사의 경우 생산 혹은 채굴 분야가 아

닌 서비스분야에 종사하는 자회사들 위주로 지리적인 다변화를 보이는 특징

을 띠고 있다. 일부 금속분야에 특화된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지리적 분포 

역시 매우 다양한 편이다. 노릴스크 니켈, 세베르스탈, 메첼, NLMK사와 같

은 기업들은 해외 15~2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금속부문의 기업들 외에

는 빔펠콤과 아톰에네르고프롬사만이 이들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러시아의 주요 대규모 해외투자자들 가운데 명백히 지역적인 특색을 

갖는 다국적기업들은 거의 없지만, 그 대신 해외투자 규모 면에서 ‘두 번

째 대열’에 속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는 특정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은 편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주로 CIS 국가들에 투자가 한정

되어 있지만, 가끔은 EU 국가들에 대해서도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는 경

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관계가 미친 영향

은 여전히 러시아 해외자산의 지리적 분포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09년 말 기준으로 해외자산의 46%가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에 있는 총 

20여 개의 주요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러시아 해

외자산 가운데 발트해 국가들을 제외한 구소련 국가들의 비중은 22%, 북

미지역의 비중은 19%였다. 반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남미지역의 비

중은 0.5%에 미치지 못했고, 남아시아지역은 북아프리카 및 중동과 마찬

가지로 1% 수준이었다.114) 이와 동시에 러시아의 글로벌 차원의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최소한 두 지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적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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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수에서는 무엇보다 유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리적 우선순위는 상당한 정도

로 기업들의 특화 부문과 전략에 달려 있다.

나. 러시아 투자자들의 초국경 생산·판매 사슬 구축전략

러시아 해외자산의 전부가 형성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완전한 초국

경적 생산·판매 사슬에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들의 일부는 지리적으로 자신

들이 위치하고 있는 시장에서 다소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모기업

은 사실상 금융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주요 다국적기업들 가

운데 러시아 통신회사들이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러시아의 거대 석유가스 및 금속 부문 다국적기업들의 지배적인 전략

은 수직적 통합사슬을 구축하는 것이다. 예컨대 루코일사는 러시아와 해

외에서 탄화수소를 채굴하고, 원유는 판매시장 부근에서 정제하며, 정제

된 원유를 20개국 이상 유럽국가와 미국의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판매망을 통해 공급한다. 일부 금속부문에 종사하는 다국적기업들은 보호

무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유럽연합(EU)과 

미국에 있는 자신들의 공장에 조달한다. 

러시아의 다국적기업들 가운데 가장 복잡한 생산·판매 사슬 시스템을 

114) 보다 자세한 내용은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2011c), “Эволюция Российских 
ТНК: от Региональных Компаний к Глобальным,” Вестник Федера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Регистрационная Па
лата при Минюсте РФ, No. 4, pp. 4-13 참고.



154❙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구축한 기업은 루살사이다. 이 기업은 1차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 부족한 

원료를 보충하고 불균형을 제거할 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크사이트 

광산과 인조 산화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공장들을 매입하고 있다.

한편 해운서비스분야에 종사하면서 한국에 자회사(Transorient Shipping 

Co.)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극동해양선박(FESCO)사는 항만운영사 및 

상업적인 선박운영기업들 외에도 홍콩에 선박페인트공장을 보유하고 있

다. 지리적으로 편리한 곳에 위치한 FESCO사는 선박회사로서 활발히 활

동하고 있어, 향후 선박수리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대부분은 아직 첨단기술과 관련된 초국경 

가치사슬에 직접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

다. 최근 러시아 정부가 경제현대화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외국기업들과

의 첨단기술 협력사업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러시아 다국적기

업들은 첨단기술분야의 초국경 가치사슬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된다. 이때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은 초기에는 보다 낮은 과학집약적인 부

문들에서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생산부문에서의 초국경 첨단기술 협력체

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다국

적기업들이 초국경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동기와 전략은 기업의 특화부문

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특수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러시아의 해외 M&A 특징과 전략

2000년대 초중반 이후 러시아 기업들의 M&A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

작하였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직후인 2009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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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M&A는 2000년 초중반에 비해서 절반 이상 줄어든 바 있지만 이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1년 러시아의 전체 

M&A에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M&A의 비중은 10%를 차지하였다. 시

장의 불안정성과 취약한 유럽은행시스템으로 인해 2011년 러시아 기업들

의 해외 M&A 총거래액수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으나, 건수는 오히려 

30%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계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기업들 중 2011년에 M&A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한 기업은 가

스프롬, NLMK, VTB 은행 등이다. [표 3-4]는 러시아 기업들의 10대 해외 

대상 기업
지분 

비중(%)

거래액 

(백만 유로)
대상분야 대상국가 매입기업

Oil and gas deposit in the 

Solimoes region 
45 722

에너지, 채굴 및 

시설
브라질 TNK-BP 

Volksbank - 585 금융서비스 오스트리아 스베르방크

Twitter 10 563 기술, 미디어, 통신 미국

Digital Sky  

Technologies ; 

JP 모건

시비르 에너지 22.39 549
에너지, 채굴 및 

시설
영국 가스프롬 네프트

DEMZ AO - 412 화학공업 우크라이나 메첼

Steel Invest & Finance S. A. 50 412 화학공업 룩셈부르크 NLMK

Fliders Mines Ltd (formerly 

Fliders   Diamonds)
- 374

에너지, 채굴 및 

시설
호주 MMK

360buy.com - 351 기술, 미디어, 통신 중국
DigitalSkyTech

nologies 

MMK-Atakas Metalurji 

Sanayive Liman Isletmeciligi
50 349 화학공업 터키 MMK

ISABS.r.l. 11 205 화학공업 이탈리아 루코일

표 3-4. 2011년 러시아 10대 해외 M&A 거래

자료: Deals Driver Russia, mergermarket(2012), p. 12.



156❙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인수·합병 사례들을 나열한 것이다. 10대 거래의 대상분야는 주로 화학공

업분야, 에너지, 채굴 및 시설 분야, 기술, 미디어, 통신 분야로 나타난다. 

아직까지 러시아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에너지, 채굴 및 시설 등 원자재 

관련 분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M&A 대상국가는 브라

질, 오스트리아, 미국, 중국 등 다양하다. 또한 이들 지분을 매입한 기업들

은 대부분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TNK-BP, 스베르방크, 메첼, 

NLMK 등 러시아 대기업들로 M&A는 아직까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4]는 러시아 기업들이 체결한 M&A를 지역별로 나눈 것인데 

건수 및 거래액 모두에서 유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즉 러시아의 해외 M&A 확장은 여전히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2011년 러시아 기업인 나노테크놀

로지는 주로 영국에서 기업 인수를 하였는데 Plastic Logic이라는 컴퓨터 

제조업체에 약 1억 1,000만 유로를 투자하였고 Xenetic Biosciences라는 

그림 3-14. 2011년 해외투자 M&A 지역별 건수(좌측) 및 금액(우측) 

자료: Deals Driver Russia, mergermarket(2012), M&A 지역 분포표 필자 재구성,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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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업체에 1,800만 유로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입하였다. 기술부

문 이외의 M&A는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서 소매, 서비스 부문의 M&A가 많이 이루어졌으

며, 우크라이나의 담배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최근 러시아 기업들은 미국에서 M&A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러시아 기업의 M&A가 많이 이루어진 국가 가운데 

하나는 미국으로 총 4건으로, 거래액수는 약 7억 유로였다. 가장 큰 거래

는 Sky Technologies가 트위터 지분의 10%를 5억 6,000만 달러에 인수

한 것이었다. 이 기업은 2009년에 Zynga라는 게임업체와 페이스북에 각

각 1억 8,000만 달러와 2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러시아의 M&A 활동에 정부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

서 활발한 M&A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국영기업이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스베르방크는 SLB(스위스은행), Troika 

Dialog(투자 은행)의 지분 매입 또는 기업 인수를 하였고, 곧 터키와 폴란

드로 진출할 계획이다. 

라. 해외투자자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지원전략

러시아의 저명한 학자들은 종종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 촉진의 

필요성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예컨대 학술원 정회원인 이바

노프(I. D. Ivanov) 박사는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된 관례에 반해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대한 국가의 보험, 신용 혹은 조세 지원이 없

다고 주장한다.115) 반대로 러시아 다국적기업 연구의 선구자 가운데 한 

명인 불라토프(A. S. Bulatov) 교수는 러시아로부터 자본수출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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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간주한다.116) 사실상 그들의 견해는 

러시아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료들 사이에도 두 개의 진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때 상당한 정도의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없었지만, 그들이 국가로부터 금융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확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전에 외국차관을 통해 해외투자진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러시아

의 일부 억만장자들이 주요 수혜자들이다.117) 

다수의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주요 공업기업들을 헐값으로 매입했을 뿐

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지도 못한 그 소유자들에 대해 국가가 어떤 지원

을 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현재 

러시아는 올리가르히들의 일상적인 해외자산 구매를 촉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더욱이 러시아의 억만장자들은 생산적인 자

산과 더불어 해외에서 부동산, 사치품 등을 구입하는 데 엄청난 금액을 지

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국가지원을 반대하는 

심각한 근거는 그들의 혁신활동에 대한 의구심과 불투명한 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의 해외투자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

115) Иванов Иван Д.(2009), “Россия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Движении Капитала,”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No. 1. p. 5.

116) Булатов Александр С.(2009), “Госрегулирование Вывоза Капитала из 
России в Настоящем и Будущем,” Материалы V Конвента РАМИ, Москва, 
Том 10, pp. 76-78 참고.

117) 예컨대 올렉 데리파스카의 소유인 ‘루살’사는 2008년 10월 국영기업인 ‘대외경제은행’
으로부터 4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대출이 1년간 연장되었고, 그 

뒤에는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다른 은행인 ‘저축은행’에 의해 2013년까지 재대출이 이

루어졌다(대외경제은행 사이트(http://www.veb.ru)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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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러시아 외교부가 적지 않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주요 유럽 다국적기업들과 시장점유율을 두고 심각한 경쟁

상태에 처해 있는 기계제작 및 기타 첨단기술 부문들에 대한 해외투자를 

실행할 때 외교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러시아 기업들이 해외에서 광물자

원 산지개발, 송유관 및 가스관 부설, 전력프로젝트 등의 입찰에 참가할 

때 정보 및 기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세베르스탈, 노릴스크 니켈, 

루살, 레노바, 로스네프트, 러시아철도공사 등과 같은 일부 거대 다국적기업

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정부의 활동을 일치시키는 데서 얻는 이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략적 계획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상공회의소, 데로바야 라시야(Delovaya Rossia), 아뽀라 

러시아(Opora Russia), 러시아 은행협회(Associatoni of Russian Banks), 

러시아 석유가스연합(Union of Oil & Gas Producers of Russia), 대외경제은

행(VEB) 러시아철도공사, 로스나노, 루코일, 노릴스크 니켈 등은 러시아 

외교부와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정부 차원의 또 다른 지원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1997년부터 

시작된 ‘경영인력 양성에 관한 대통령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약 1만 

1,000명의 경영자들이 해외 견습활동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대외경제

은행’의 100% 자회사인 수출신용투자보험청(Russian Agency for Export 

Credit and Investment Insurance)118)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기관은 주

로 러시아의 수출에 대한 상업적 및 정치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와 관련된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 10월 자

118) 수출신용투자보험청은 일반적으로 Export Insurance Agency of Russia(EXIAR)로 표

기되며, 현재 CEO직은 미하일 프라드코프(Mikhail Fradkov) 전 총리의 아들인 페트르 

프라드코프(Petr Fradkov)가 맡고 있다(http://www.exiar.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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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금 300억 루블(약 10억 달러)로 출발하였다.

이와 동시에 아직까지 자본수출업자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지원은 

주요 기업들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거대 다국적기업들 가운데 최근 해외 인수합병의 무게중심이 이

미 국가가 주식자본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 있

는 국영기업 부문들로 전환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119) 그러나 주로 

러시아의 민간 다국적기업들을 구성하고 있는 ‘두 번째 대열’ 기업군은 

자신들의 해외직접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커다란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러시아 

중간규모의 투자자들 가운데 중급기술과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종종 과도한 정치적 리

스크 때문에 자신들이 객관적인 경쟁우위가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투자 

활동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많은 기업들, 특히 해외투자

프로젝트 실행에 대해 종종 준비가 미약한 기업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책

임과 리스크에 기반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한 프로젝트의 잇따른 실

패는 자본수출국으로서의 러시아 전체에 대한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초

래하는 경우도 있다.120)

끝으로 러시아 기업들은 아직까지 컨설팅 수단을 널리 활용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최근 러시아 내에서는 해당 정부부처들이 전문적인 

119) “Зарубежные Инвестиции Российского Бизнеса: Итоги 2009 года,” Тенденции 
и Перспективы 15 мая 2010(http://www.perspektivy.info).

120) Департамент Информации и Печати МИДа России, Оказание Дипломати
ческой Поддержки Российскому Бизнесу, Справо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February 26, 2010(http://www.mid.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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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해외직접투자기업들에 대해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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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과 특징

가. 최근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추세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보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는 연간 100억~120억 

달러 수준을 횡보하다 최근 2년 동안 13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표 4-1 참고). 201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71억 

1,000만 달러로, 이전의 최대치인 2011년 상반기 실적 53억 6,000만 달

러보다 32.5% 증가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의 외

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일본, 미국 및 EU 등 주요 

투자국가의 한국에 대한 투자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FTA 및 한·EU FTA 발효로 거대경제권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따른 효과

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하겠다.

연도

1992~ 

1994 

평균

1995~

1997

평균

1998~

2000

평균

2001~

2003

평균

2004~

2006

평균

2007 2008 2009 2010 2011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11 40 132 89 119 105 117 115 131 137

표 4-1. 최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이
(단위: 억 달러)

 주: 신고 기준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www.mke.go.kr. (검색일: 201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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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2011년 말 현재 

총투자신고금액 1,872억 달러 중에서 제조업이 755억 달러로 40.3%, 서

비스업이 1,038억 달러로 55.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기타 부문(전기가

스수도건설 및 농수산업)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이

전까지는 주로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서비스

업의 비중이 더 커지는 등 비제조업 위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투자건수 측면에서 보면 더욱 뚜렷해지는데, 이는 무역분야인 도소매업부

문에서 소규모 투자가 많기 때문이다. 

업종을 보다 세분해보면,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운송기계(자동차)

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금융·보험, 도소매 부문에 

대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최근 금융·보험 부문

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도소매,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 부

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또 다른 특징은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90% 이상이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121) 2004년 이후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연간 100억~11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연간 5억 달러 수

준에 불과하다. 다만 건수 면에서는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건수가 선진국

으로부터의 투자건수보다 많은데, 이는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주로 개인 

위주의 소규모 투자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와 

121) 삼성경제연구소(2010),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제2차,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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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주요 특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제조업부문의 투자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수 면에서 보면,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투자와 증액투자를 비교해보면, 2002년 이후부터는 신규투자가 증

액투자에 비해서 금액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증액투자 비중이 67.2%이고 신규투자 비중은 24.6%에 불

과하며, 나머지 8%는 장기차관이다. 이러한 증액투자 비중의 증가세는 

기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사업 확장을 위한 증액투자가 외국인직접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M&A형 투자와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를 비교해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일정기간 동안 M&A형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전반

적으로 그린필드형 투자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10년과 2011년

에는 그린필드형 투자의 비중이 각각 84.2%, 85.6%를 차지하여 신규로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하는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현황 및 부진요인 분석

가.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현황 분석

1)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의 추이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1991년 5건에 20만 달러가 투자신고된 

것을 처음으로 2011년까지 총 520건의 투자신고가 있었으며, 총신고 누

적금액은 5,457만 8,000달러이다. 이는 2011년 말까지 한국이 유치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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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신고 누적금액인 1,872억 5,400만 달러의 0.03%에 불과

한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투자규모는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건당 투자금액도 평균 약 10만 5,000달러에 불과할 정

도로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수치는 러시아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인 구소련국가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러시아과학원 IMEMO에 의해 수행된 러시

아 해외직접투자 특별 모니터링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를 제외한 CIS 10

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투자 가운데 5억 달러를 상회하는 프로젝트는 

25개에 달한다. 또한 이들 국가에는 러시아의 자본투자가 1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사이인 47개의 프로젝트들이 있고,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인 프로젝트가 101개나 있다.122)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베이스에는 100만 달러에 달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서 적어도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의 평균 

금액을 상회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2011년의 경우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신고금액은 876만 4,000달

러로 2011년도 전체 외국인투자신고금액 136억 6,900만 달러의 0.064%

를 차지하여 상대적인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2000년 이후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의 최근 추이를 실제로 유입된 

투자금액을 기준(도착 기준)으로 보면, 2003년부터 총투자유입금액이 100만 

122) “Российские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в Странах СНГ,”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цессы, TOM 10, No. 2(29), Май–автусш 2012.



168❙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본 1,880,795  2,111,046  990,290 1,423,941  1,934,253  2,083,233  2,289,081  

미국 2,689,764  1,710,925  2,329,120  1,328,190  1,486,417  1,974,404  2,372,028  

네덜란드 1,140,928  791,717 1,965,056  1,228,067  1,897,667  1,184,887  1,011,004  

영국 2,316,458  706,556 363,853 1,232,792  1,952,895  648,956 920,115 

중국 68,414 37,887 384,131 335,481 159,607 414,177 650,768 

독일 704,812 483,907 438,902 685,418 569,813 268,260 1,471,446  

프랑스 85,179 1,173,434  439,300 537,889 109,551 159,919 236,282 

러시아 2,506 2,424 2,526 16,001 1,426 5,054 8,764 

비중 0.022 0.022 0.024 0.137 0.012 0.039 0.064 

표 4-2. 주요국의 대한국 투자 추이 및 러시아의 투자 비중(신고 기준)
(단위: 천 달러, %)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www.mke.go.kr. (검색일: 2012. 9. 20)

달러를 초과한 이후로 아직까지 연간 1,00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가 없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2008년에 850만 달러의 투자유입이 있었으나 이는 

러시아 돈인베스트(DI)그룹의 자동차부문에 대한 6억 5,000만 달러 투자

계획의 1차 도착금액에 따른 것이다.123) 2008년을 제외할 경우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전반적인 규모는 작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432만 8,000달러 및 648만 1,000달러를 기록하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요컨대 아직까지 한국은 러시아 투자자들에게 지극히 매력적이지 못한 

투자대상국이긴 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경제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이 보잘 

것 없다거나 한국의 투자환경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123) DI 그룹의 투자사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한 이후 2010년 국내 투자법인인 타가즈

코리아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되고 자산이 경매처분되면서 사실상 실패한 투자

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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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도착 기준)
(단위: 천 달러, 건)

자료: Invest Korea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김동희(2012) 보고서 참고.

아닐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러시아 기업가들이 아직 한국에 대한 투자 

기회 및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2)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최근 11년(2000~10년)간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를 도착 기준 금액

(총액 1,652만 달러)으로 상위 100개 투자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

면,124) 투자금액의 약 절반(49.4%)인 816만 달러를 도소매업분야에서 차

지하였고, 운송용 기계부문의 투자금액이 413만 달러로 25%를 차지하였

다. 그 외에 부동산임대업 및 운수창고업이 각각 약 7% 수준, 음식숙박업 

5.5% 등이 뒤를 이었다.

124) KOTRA(2011),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외국

인투자정책센터자료 11-003,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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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도소매업 투자건수가 100건 중 73건을 차지하

고 있으며, 운수창고업 7건, 부동산임대업 4건, 운송용 기계(자동차 및 선

박용 부품 제조)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자 도착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러시아의 대한국 직

접투자는 주로 한국과 이루어지는 무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내에서 

무역 관련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

우 운송용 기계부문의 투자가 25%를 차지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DI 그룹

의 소속사인 타가즈가 한국에 설립한 타가즈코리아의 경우로 2010년에 

이미 투자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

다. 그 외에 운수창고, 부동산임대 및 음식숙박업 등이 있으나 운수창고의 

경우 무역과 관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무역, 부동산취득 및 음식숙박 부문 등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

겠다. 결국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투자는 무역을 보완하는 수준의 초

보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2.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상위 100대 업종 비중

자료: Invest Korea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김동희(2012),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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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로 도착한 43건의 업종별 비중을 분

석한 것을 보면,125) 도소매업이 3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업서비스분야가 4건, 운수창고업 2건, 운송용 기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앞서 2010년까지의 투자건수를 분석한 내용과 큰 차이

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금액 기준의 경우 사업서비스분야의 경우 투자금액

이 312.7만 달러로 전체 금액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2011년의 경우 사

업서비스부문에서 상당한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 2011년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의 업종 비중

자료: Invest Korea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김동희(2012), p. 18.

125) 김동희(2012), ｢러시아의 해외투자동향 및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 유치워크숍(2012년 2월 27일) 발표자료,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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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사례 분석

가) 타가즈코리아

타가즈코리아126)는 러시아 대기업인 돈인베스트(DI)그룹의 계열 자동

차회사인 타가즈가 한국에 설립한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이다. DI 그룹은 

러시아 로스토프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자동차, 식품, 은행, 건설, 운

송, 호텔 등의 분야에서 약 30여 개의 계열회사에 3만 5,000명의 종업원

을 두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대기업이다. 자동차 계열회사인 타가즈는 타

가즈코리아를 통해 한국의 승용차, RV 및 포터 화물차 등의 부품을 국내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포장, 러시아로 수입하여 러시아 현지에서 조

립생산하고 있다.

DI 그룹은 기존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입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한국에서 자동차부품을 직접 생산하여 러시아에 수출한다는 전략을 수립

하여 자동차부품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였다. 

이에 타가즈코리아는 충남도청 및 보령시 등의 지원과 함께 보령 관창

산업단지 내 38만 7,000㎡의 부지에 2012년까지 약 6억 달러(6,500억 

원)를 투자하여 완성차 기준으로 연간 55만 대를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생산하여 러시아에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립하여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투

자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투자프로젝트는 약 4,1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되었다. 

이 투자프로젝트는 실제로 2008년 10월에 공장 기공식과 함께 구체적으

로 실현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공장 기공식이 있은 후 1년이 못된 2009년 

126) 타가즈코리아 사례는 김동희(2012)의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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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타가즈코리아가 생산하려한 신차 C-100 모델의 개발과 관련하여 GM

대우의 연구원 출신이었던 타카즈코리아의 직원이 라세티의 설계도면 파일

을 빼돌린 기술유출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GM대우의 ‘라세티’ 기술유출혐

의로 기소되면서 이 투자프로젝트는 어긋나기 시작했다. 2009년 10월에는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C-100의 부품 생산과 수출

이 금지되었다. 2010년 7월에는 타가즈코리아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기

각되었다. 법원은 타가즈코리아에 지급할 부채 206억 원을 타가즈러시아가 

변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모그룹인 DI 그룹이 자금지원과 관련한 어떠한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회생개시절차 신청을 기각하였다. 

결국 타가즈코리아는 2010년 8월에 충남도에 원래 입주하기로 했던 보

령시 관창산업단지에 입주 해약을 요청하여 투자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

달하였다. 2011년 2월에는 GM대우가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비

밀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GM대우 측에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유출된 

라세티 기술로 만든 신형차 C-100 엔진 등을 생산하거나 양도, 판매해서

는 안 되며, 사무소와 공장 등에 보관된 제품도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타가즈코리아의 투자 포기로 국가와 충남도 및 보령시는 큰 손실을 입

게 되었다. 먼저 공장부지와 관련하여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위해서 국비 243억 원, 도비 40억 원, 보령시비 40억 원 등 총 323억 원

을 들어 매입한 토지가 문제되었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부지 대체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체기업의 유치가 지연될 경우 상당 기간 피해

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충남도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포

기에 따라 부지임대료 34억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고 건물가압류 등을 

신청하였으나 타가즈코리아의 자산이 경매처분되고 은행들의 근저당 설

정 등에 밀려 이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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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가즈코리아의 경우 제조업분야 러시아 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의 성

공적인 비즈니스 모델(한국의 발전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녹다운형태로 러시아에 수입하여 러시아에서 조립·판매

하는 비스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해외직접투자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인 기술적 우위를 수반하지 못하고 이를 기술유출이라는 부당한 방

법으로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실패한 모델로 남게 되었다. 타가즈코

리아의 실패사례는 향후 한국의 러시아 기업 투자 유치 노력에도 상당한 

정도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 러시아 사이언스연구소 유치 사례

서울시는 IT, GT, BT, NT 등 서울의 전략산업 및 기초과학연구분야의 

세계 유수 연구소를 서울에 유치하여 국내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외국의 선진기술을 국내에 이전하고 이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와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

는 2010년 러시아 사이언스연구소를 유치하였다. 

러시아 사이언스연구소(RSS: Russia Science Seoul)는 DMC 첨단산업

센터 6층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주관기관이며, 러시아 측에

서는 연방국립광학연구소(SOI: 5개 연구소 복합 연구원), 이오페 물리기

술연구원(IPTI),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의과대학교(SPSMU), 모스크바 

국립대학교(MSU),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SPSU) 등 5개 기관이, 

한국 측에서는 주관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이외에 서울대학교병원, 가톨

릭대학교병원 및 세종대학교 등이 협력 참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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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RSS의 참여기관

자료: 서울시청 홈페이지, www. seoul.go.kr. (검색일: 2012. 9. 20)

주요 연구내용은 첨단의료영상, 우주항공 전기전자, 나노·전자 물리, 

물리·전자공학, Solar Cell, 선진 임상연구, 전기물리, 메커트로닉스, 전력

전자, 기계제어, 전자의료기기 등이다. 이들 연구분야는 크게 세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전기부품 소재 레이저 및 그린가공 기술이다. 이 

분야는 펨토초 레이저로 친환경 나노기반의 전기부품 소재 그린가공기술

이 중심이다. 둘째, 융복합 차세대 의료시스템 기술로 주로 생체로부터 발

생하는 극미형광 검출을 통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광치료하는 의료영상기

술 및 의료광원기술이다. 셋째, 태양광 그린에너지기술로 태양광 에너지

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전력전환의 신재생에너지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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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RSS의 연구사업 방향

자료: 서울시청 홈페이지, www. seoul.go.kr. (검색일: 2012. 9. 20)

나.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유치 부진요인 분석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앞서 현황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의 부진요인은 여러 측

면에서 검토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

인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에 관한 이론적인 측면에 비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즉 존 더닝(John Dunning)과 세계은행 등의 기준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동

기를 크게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효율추구형(efficiency-seeking), 자

원·자산추구형(resource-seeking or created-asset-seeking)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투자가 부진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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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추구형 투자 측면에서 부진요인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의 상당수는 무역과 관련(도소매 및 운수창고 

등)된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이다. 이 투자들은 한국시장을 보고 들어온 것

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해외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단계의 시장추구형 투자라고는 볼 수 없다. 즉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을 위한 투

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러시아 기업 중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수익을 창출할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은 크게 최종소비자시장과 기업고객시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두 시장 모두에서 러시아 기업 중 한국 및 동아시아 시장지향형 투자

를 전개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다.

먼저 최종소비자시장을 보면, 러시아 기업 중에서 자원분야의 경우 글

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상당수 있지만, 그 외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춘 분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시장 또는 동아시아시장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 공략을 위해서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한국

을 생산거점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기업고객시장의 경우 서구의 다국적기업들은 삼성전자 및 현대자

동차와 같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에 부품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러시아 기업들의 경우 전자 및 자동차 산

업의 후방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지 않아 한국에서

의 투자사업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기업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 및 해외투자 경험이 많은 에너지 

부문의 경우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해야 하는 한국이 상당한 규모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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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고 있고, 한국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

성 때문에 러시아 에너지기업의 시장확보를 위한 한국의 투자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석유 및 가스 분야 기업들이 석유나 가스의 

수송 및 정제처리 등의 다운스트림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규모로 해외투

자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생산이 가능한 석유 및 

가스의 경우 한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장확보 차원에서 한국에 

수송 및 정제 등의 분야에서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러시아 극동지방에서의 석유 등 자원개발프로젝트

의 실행상 어려움, 송유관 및 가스관 등의 경우 북한을 경유해야 하는 문

제 등으로 구체적인 투자프로젝트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효율추구형 투자 측면에서의 부진요인

일반적으로 효율추구형 FDI의 경우 기업이 생산비용 측면에서 절감을 

목적으로 토지, 노동 등 생산요소의 비용이 저렴한 지역에 투자를 실행하

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전기전자, IT 서비스 및 섬유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

지는 해외직접투자의 상당 부분이 효율추구형 투자에 포함된다.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중에서 효율추구형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

던 투자는 현재까지 많지 않았다. 타가즈코리아의 자동차부품공장 투자는 

비록 라세티 모델의 기술도용사건으로 투자철회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효율추구형 투자의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 

클러스터가 잘 형성되어 있는 한국에 부품공장을 설립하여 품질과 가격

에서 경쟁력 있는 부품을 한국에서 생산, 이를 다시 러시아로 수출하여 

러시아에서 자동차를 조립해 러시아 시장에 판매하겠다는 전략이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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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러시아 자동차회사인 타가즈가 자신들이 필요한 부품을 품질과 비

용 모든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있었던 것이다. 

효율추구형 해외직접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효율추구 

이전에 본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관련된 본원적인 기술 측면에서 경쟁우

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즉 타가즈가 한국에서 자동차부품분야에서 

효율추구형 투자를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엔진설계기술, 자동차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과 노하우 등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기업 특유의 

이점(ownership specific advantage)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생

산하려고 했던 ‘C-100’ 차종의 핵심 기술부문인 엔진설계기술을 GM대우

의 라세티 모델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자 자체가 철회되는 상황

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기업 특유의 우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서 한국의 발전된 자동차산업을 활용하여 효율을 추구하려는 전략은 성

공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기업의 효율추구형 FDI가 많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러시아 

경제구조가 에너지부분에 편중된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제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러시아

가 최근 이러한 경제구조 개편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경제발전전략

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자원·자산추구형 투자 측면에서의 부진요인

천연자원추구형 투자(natural-resource-seeking FDI)는 러시아 기업들

의 일반 해외투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투자형태이지만,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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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러시아 자원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천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천연자원추구형 투자가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에너지분야 러시아 기업의 시장추구형 투자의 가능성

은 남북관계의 진전 및 러시아 극동지역 자원개발 진행 등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원추구형 투자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 하겠다.

투자산업

투자대상국

투자형태

석유, 가스, 철강 등 자원 관련

CIS 국가

자원분야의 greenfield 투자

자원, 통신, 제조, 금융 등 다변화

CIS 국가+유럽, 미국, 아프리카

M&A를 통한 신규 사업/시장 진입

⇨
⇨
⇨

표 4-3.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특성의 변화

자료: KOTRA(2011), p. 21.

한편 자산추구형 투자(created-asset-seeking FDI)의 경우 러시아의 대

한국 직접투자의 가능성은 최근 러시아 해외투자 특성의 변화와 함께 상

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의 새로운 

특성 중 하나가 투자형태와 관련된 것으로 과거 자원분야의 신규투자

(greenfield investment) 일변도에서 인수합병(M&A)형 투자를 통한 신규

사업의 진출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즉 러시아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통해

서 신규사업에 진입하는 경우 전략적 자산 확보를 목적으로 M&A를 활

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 M&A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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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16 28 35 53 60 70 103 114 119 102 70

CIS 6 10 16 25 34 30 35 29 32 35 28

US 8 12 17 18 17 28 41 50 56 44 31

기타 유럽 - 3 - 4 - 2 7 3 5 6 1

북미 2 3 - 1 2 2 5 10 11 9 5

아프리카 - - 1 1 4 1 - 1 4 - -

중남미 - - - - 1 - 1 - - 4 1

아시아/호주 - - 1 3 1 5 3 5 8 - 2

역외 - - - 1 1 2 10 9 3 2 1

기타 　- 　- 　- 　- 1 　- 1 7 　- 2 1

표 4-4. 러시아 글로벌기업의 지역별 M&A 현황

자료: Filippov, Sergey(2011), p. 11; KOTRA(2011), p. 20 재인용.

이러한 M&A를 통한 전략적 자산추구형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형태의 투자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그 부진요인은 동아시아에서의 사업경험 부족과 문화적 이질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글로벌기업들 해외 M&A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주로 CIS 및 EU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아시아 지역의 경우 M&A 

건수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직 러시아 기업의 아시아 시장에서의 

사업경험이 많지 않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질성이 많은 아시아 기업

에 대한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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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 

평가 

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양국간 제도적 접근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국간 경제교

류관계가 확대 발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교류를 증진

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기본적

인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러시아는 투자보장

협정(양국간 투자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1990년 12월 14일 서

명, 1991년 7년 10일 발효; 조약 제1055호)과 이중과세방지협정(1992년 

11월 19일 서명, 1995년 8월 24일 발효; 조약 제1304호)을 체결하였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정례적인 상설협의체로 장관급이 주도하는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현안을 논의해 왔

는데, 이 위원회는 2012년까지 12차례 개최되었다. 특히 2011년에 개최

된 제11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는 최근 러시아의 해외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에 비해 러시

아의 대한국 투자가 너무 낮은 상황, 즉 양국간 투자불균형문제가 의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러 양국 기관간에 상호 투자

확대기반을 강화하고자 한국의 KOTRA와 러시아의 투자수출진흥청 간

에 투자협력 MOU가 체결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원회 산하에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가 설립되어 1999년 이후 연

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 간

의 경제협력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이지만,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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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로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진출 확대를 위한 목적이 강하고, 러시아의 

투자를 한국에 유치하는 문제는 별로 다루지 못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2010년에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1.5트랙의 ‘한·러 대화’ 

(KRD) 채널을 신설하여 양국간 전반적인 협력관계를 논의하고 정계, 재계 

및 학계 등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러시아와 독일 간에 운영되는 ‘러·독 대화’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설립된 체제이다. 그러나 ‘한·러 대화’는 2010년(서울)과 2011년(상트페테르

부르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등 비교적 무난하게 

개최되었으나, 2012년 11월 초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대화’는 러시아 

비즈니스 컨설팅(RBC)사가 세계 주요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국제경제포럼

(International Economic Forum)의 하위세션으로 구성되어 행사가 진행되면

서, 그 위상이 현저히 격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한·러 대화’ 채널의 지속적인 발전 

및 강화를 위한 조직력, 전문성 및 자금력 등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협의체와 달리 양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자매결연 혹은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통한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표 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 8월 

말까지 한국 지방정부와 러시아 지방정부 간의 교류협정은 총 37건이 체

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에 기초하여 전시회, 투자설명회 개최 등 비

교적 알차게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지방정부는 일부에 

국한되며, 대부분의 교류협정이 다분히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즉 단

순한 친선방문 혹은 시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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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명 러시아 지방정부 결연일자 비고

특별시,

광역시

(8건)

서울특별시 모스크바시 1991-07-13 자매

부산광역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시 1992-06-30 자매

부산광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시 2008-06-11 자매

대구광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997-11-03 자매

대전광역시 서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 2001-10-22 자매

울산광역시 톰스크주 2003-11-12 자매

인천광역시 스베르들롭스크주 예카테린부르크시 2009-09-14 자매

인천광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주 크론슈타트시 2010-09-08 우호

도(9건)

제주특별자치도 사할린주 1992-01-17 자매

충청남도 아무르주 1995-06-15 자매

충청남도 레닌그라드주 2000-02-13 자매

전라남도 노보시비르크주 2004-11-30 우호

강원도 사하공화국 2007-06-19 우호

강원도 연해주 1998-05-27 자매

충청북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2008-05-13 우호

경상북도 이르쿠츠크주 1996-09-10 자매

경상남도 하바로프스크주 1996-09-14 자매

시, 군, 구

(20건)

서울 서초구 모스크바시 유고자빠드니구 1992-03-31 자매

서울 중구 모스크바시 중앙행정구 2007-06-04 우호

경기 안양시 브라트공화국 울란우데시 1997-07-23 자매

경기 수원시 니즈니노보고로드시 2005-06-11 자매

경기 성남시 스베르들롭스크주 예카테린부르크시 2008-05-23 우호

경기 안산시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2011-07-25
(2003-08-29)

자매
(우호)

경기 안산시 사할린주 홈스크시 2011-07-26
(2003-08-30)

자매
(우호)

경기 의정부시 유대인자치주 비로비잔시 2010-11-02 우호

경기 부천시 하바로프스크주 하바로프스크시 2002-06-24 자매

강원 삼척시 페름주 쿤쿠르시 2003-05-30 우호

강원 삼척시 사할린주 코르사코프시 2010-08-31 우호

경북 포항시 스베르들롭스크주 예카테린부르크시 2007-07-12 우호

경남 창원시 사하공화국 야쿠츠크시 2003-06-18 우호

경남 창원시 연해주 우수리스크 1999-10-26 자매

전남 여수시 하바로프스크주 바니노시 2004-06-30 우호

강원 동해시 연해주 나홋트카시 1991-12-10 자매

강원 강릉시 이르쿠츠크주 이르쿠츠크시 2011-10-04 자매

강원 속초시 연해주 핫산스키라이온 1996-07-13 우호

강원 고성군 연해주 라조브스키군 2010-08-20 자매

전남 담양군 연해주 아르좀시 2005-08-22 우호

표 4-5. 한․러 지방정부간 교류협정 현황(2012년 8월 30일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201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국가별), p. 7, pp. 397-412,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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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에너지부문에서는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두 

협정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먼저 ｢에너지부문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2000년 10월 10일 서명, 2002년 6월 17일 발효)이 있는데, 이는 에너지

부문에서 양국의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임을 고려하여, 러시아로부터 한

국으로의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러시아에서 에너지부문 개발에 한국

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가스산업에서

의 협력에 관한 협정｣(2006년 10월 17일 서명, 2006년 10월 17일 발효)에

서는 러시아연방 동부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천연가스 생산·수송·공급 단

일시스템으로부터 천연가스를 러시아연방에서 대한민국으로 공급하는 가

능성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송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 

가스수송관, 가스저장시설, 기타 가스산업 기반시설의 건설, 현대화 및 기

술적 운영, 액화 및 압축 천연가스의 선적 및 수송을 위한 근해 가스터미

널 개발 및 가스전 기반시설 개발, 한국 및 제3국에서 최종 수요자에게 천

연가스 공급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러시아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활동 

최근까지 한국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활동은 주로 미국, EU, 일본 

등 그동안의 주요 투자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온 반면, 러시아를 비

롯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유치활동은 비교적 최근에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 기업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투자설명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루어진 것은 2011년 6월이다. 한국정부는 2011년 6월 지식경제부가 주최

하고 KOTRA가 주관하는 신흥자본국가 투자 유치 설명회 행사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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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에서 ‘한·러 투자포럼’이란 이름으로 개최하였다. 당시 지식경제

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러시아 상위 400대 기업을 포함해서 한국과 교

역을 진행하고 있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투자환경과 지방자치단

체의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투자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소개하

는 등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포럼에 참여했던 한국의 대덕특구 

소재 연구소 기업인 바이오니아사가 이후 러시아의 루스나노사로부터 투

자 유치와 관련된 협의를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이 투자설명회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러 투자포럼은 러시아 현지 유력 언론

(Russia Business Channel) 등에 집중적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러시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투자진흥과 산하에 러시아를 포

함한 신흥국 경제협력 활성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팀을 구성하여 경기

도 내 유망 투자 유치기업의 D/B 구축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러시아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투자 유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대표단은 

2012년 10월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국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협

정을 체결하였다. 즉 경기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기업인 아비스마사가 

국내에서 최초로 티타늄 강관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투자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자동차 

경량화 및 석유화학 플랜트 등 연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는 바우만공대 및 우랄연방대학교와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여 이 대학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이 한국기업에 이전·상용

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대러시아 투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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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최근 한국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매년 양국 기업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하여 양국간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러시아상공회의소 

및 러시아기업가협회 등이 협력하여 개최하고 있는 이 다이얼로그에는 

양국 유수의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제조업체들도 참가하는 의미 

있는 포럼이다. 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이 행사의 성과를 보면, 한국이 러

시아의 투자를 유치하기보다는 한국기업들이 러시아에 투자진출을 확대

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한국은 이러

한 협력채널을 통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에 보다 많이 유치하

여 상호 수평적인 투자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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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유치방안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주도적으

로 러시아 투자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유치정책의 전개가 필요하다.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한국정부의 전략적 투자 유치 정

책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러시아의 방산업체에 대한 전략적 투자 유치, 러

시아 시장 지향형 양국 합작투자 추진을 통한 투자 유치,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러시아 교육기관의 유치, 그리고 러시아의 원천기

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의 접목을 통한 투자 유치 등을 제안할 수 있다.

가. 러시아 방산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유치 

러시아 방산업체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 유치의 실행이 필요하다. 러시

아 기업 중에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풍부한 자본을 갖고 있어 해

외투자진출 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군은 방산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방위산업 내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국영기업 형태로 운영

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활동을 통하여 해당 방위

물자에서뿐만 아니라 이를 제조하기 위한 다양한 연관산업 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최종 방위물자 단

계는 군사적인 문제로 투자 유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

으나, 범용이 가능한 연관산업 기술분야의 경우는 러시아 방산 국영기업

과 한국 일반기업 간 투자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창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동차부품회사들이 방산차량을 생산하는 러시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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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의 해당 부품 관련 세계적 기술을 투자 유치형태로 받아서 한국에

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진의 현대차 러시아 생산법인 

관계자와의 면담결과, 현대자동차는 러시아 현지 자동차부품회사 등과 다

양한 투자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는데, 러시아 자동차 및 부품 회사의 

경우 기술력이 글로벌 수준에 크게 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용 차량

을 제조하는 방산업체들의 경우 부품 및 소재 등의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

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 부품 

및 소재 분야에서 고협력 가능성도 타진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 방산업체와의 기술 및 투자 협력 논의를 시작하

자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러시아 방산업체가 한국기업과 기술 및 

투자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 기술관리부처의 승인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특정 방산물자와 직접적인 또는 전용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

고 상대적으로 범용 재화에 해당하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의 

기술유출에 대한 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 유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기술 활용을 위

한 투자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급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

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의 정부간 경제협력채널을 다수 확보하고, 

나아가 양국 정상간 러시아 방산업체의 범용분야 첨단기술을 활용한 합

작투자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92❙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나. 러시아 시장 지향형 양국 합작투자 추진을 통한 투자 유치

이 투자 유치방안은 러시아에서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장분야에 양국 

기업이 합작하여 양국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로 윈윈

하는 투자사업을 한국과 러시아에서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부문에서 러시아 자동차 기업과 한국의 자동자 기업

이 러시아 시장용 자동차를 공동 개발하여 한국에 부품생산공장을 합작

투자를 통해 건설하고, 양사는 러시아에 다시 합작투자를 통해 조립공장

을 건설하는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국 내 합작투자를 통하여 한국 내 합작투자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을 러시아 합작투자 조립공장으로 보내고 최종 조립하여 러시아 시

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관세상의 혜택을 넘어 양국 기

업간 서로 다른 역량을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도가 높다고 하겠다. 한국기업의 설계 및 디자인 기술, 생산공정기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달된 산업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러시아 기업

의 현지 사업역량 및 소비자 니즈의 파악 등 현지 마케팅 기능을 결합할 

수 있게 된다. 

Invest Korea 등 한국의 투자 유치기관에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러시

아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가 큰 분야를 선별하여 이러한 양국 기업간 양국 

내 상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협력투자포럼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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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러시아 에너지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기존 한국의 대러시아 자원개발프로젝트의 참여

수준을 넘어서 러시아 에너지·자원 분야 기업의 대한국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

써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제3국에서의 에너지 자원개

발에 양국 기업들이 공동 투자 ․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로 발전, 

더 나아가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이 갖고 있는 에너지효율분야의 기술

을 활용하여 양국간 공동 투자사업을 한국에서 전개하는 단계까지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유치방안으로는 동해

안권 경제자유구역의 활용을 통한 투자 유치이다. 2012년 9월 경제자유

구역위원회에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조건부 지정이 이루어져 향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한 러시

아 기업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역은 에너지 부문을 전략적 투자 유치분야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과 지리적인 위치에서 극동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점에서 러

시아 에너지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극동러시아의 가스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천연가스 수송 관

련 항만인프라 등이 동해안권을 중심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러시아 투자 유치 잠재력을 제고한다고 하겠다. 

다만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과거 동유럽시장 투자진출의 경우 해당 국가

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게 가져가는 패턴이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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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의할 필요는 있다. 향후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하역터미널 및 가스관 

사업 등이 전개될 경우 천연가스 등 특정 에너지 유형에 대해서 러시아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게 가져갈 경우 그만큼 에너지 수급상 위험이 증대

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사업 진행 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강원도 동해안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적극 활용하여 러시아 에너지 

및 고부가가치 소재 분야 러시아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투자 유

치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에너지 및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동해

안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생활환경의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글로벌 인재의 유치를 위한 일반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러시

아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유치도 염두에 두고 생활 및 정주 환경계획을 수

립하는 노력도 함께 전개할 필요가 있다. 

라.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 협력증진을 통한 투자 유치

한국과 러시아는 최근 의료기기 ․ 의료기술, 기초기술, IT 등의 부문에

서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진행시키고 있는바, 이를 고도화하여 투자 유치

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의료부문의 경우 2011년 한국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러시아 국립의

과대학 간 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 프로젝트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해 임상의 과학적인 연구와 의료생명분야의 기술

협력 및 교육의 상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우수 의료기기의 러시

아 및 중앙아시아 의료기기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준을 넘어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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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간 민간 차원의 투자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협력단계로 발전시킬 필

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의료분야 원천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이

를 의료기기로 상용화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러 

합작기업을 한국에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정보통신부문의 경우 양국간 연구개발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진행되

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수준을 높여 양국 기업간 투자협력의 단계로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 2011년 한국의 전자통신연구원이 러시아의 스콜코보

재단(러시아판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스콜코보센터를 운영하는 기

관)과 정보통신부문 개발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 MOU를 통하

여 양국의 두 기관은 공동 ICT R&D 센터 설립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기

로 했으며, 주로 화합물반도체 기반 소자의 공동 연구, Test Bed 설립 등

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은 러시

아 스콜코보센터에 대한 진출기반을 마련하였고, 양국의 원천기술·상용화

기술 간 융합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정보통신기술부문에서 양국간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양국의 유망기

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의 실행과 같은 고도의 기업투자

협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양국 대학간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여 투자 유치로 연결시키

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 산업기술대학교와 모스크바오

픈공과대학교 간 협력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의 공과대학교에서 

개발되는 원천기술을 국내기업에 이전, 상용화 및 공동 투자 사업화할 수 

있다.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을 넘어서 러시아 대학의 한국 분교 유치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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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수 있다. 2011년에 이미 인천시는 상트페테르부

르크국립대학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이 대학 분사무소 유치에 대

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 양해각서에 따르면 인천시는 IFEZ 내 

이 대학 분사무소의 학부, 대학원 및 박사 후 과정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

로 했다. 향후 5년 내에 이 대학의 분교가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

아 최고 대학 중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이 IFEZ에 유치될 경

우 이미 IFEZ에 들어오기로 한 미국의 대학들과 국내 유수대학들의 시너

지효과 제고를 통하여 인천을 중심으로 글로벌 대학교육서비스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공동 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유치 

이 방안은 이미 조성된 한·러 ｢글로벌 신성장동력 펀드｣를 활용하거나 

유사한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러시아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진출

을 촉진하는 형태로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2011년 ‘한 ․ 러 산업기술협력 고도화 포럼’에서의 합의에 따라 한국 산

업기술진흥원과 러시아 로스나노(Rusnano) 간 ‘산업기술협력 및 공동 펀

드 조성 MOU’가 체결되었다. 이 MOU에 따라 한·러 양국의 기술혁신 

및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신성장동력분야(특히 나노분야) 기술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 결과 양국 공동 출자로 나

노분야 기술사업화를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한·러 ｢글로벌 신성장동력(나

노)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2012년에 우선 720억 원 규모로 출범하였

다. 펀드 운용사로는 미국 바텔연구소 자회사인 ‘바텔마이크로인스티튜

트’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현재는 국내기업 중 러시아에 진출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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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향후 이 펀드의 성공적인 운용을 통하여 나노기

술 관련 한국기업에 대한 러시아 기업의 투자도 펀드의 공동 투자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나노기술분야를 넘어서 러시아의 기초기술

과 한국의 응용기술이 결합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가능한 한·러 기술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투자펀드의 활용을 통한 양국 기업의 투자협력을 활성화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술평가회사와 러시아 기술평가회사 그리고 제3국 

기술평가회사 등이 협력하는 국제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러시아에서, 특히 민간기업들의 합법적인 자본수출에 대한 국가지원 

체제는 아직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127) 더욱이 러시아의 

정치가들과 학자들 사이에서조차도 러시아의 현재 경제상황에서 자국 기

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최근 형성되고 있는 러시아의 다국적기업들은 국가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상업적 리스크로부터 자신들의 투자를 보

장받을 가능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국적화에 대한 경험이 일천

127) 보다 상세한 내용은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2011d), “Нужна ли Поддержка 
Росси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за Рубежом,”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No. 7. 
pp. 105-1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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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러시아 민간 다국적기업들의 대부분은 국제무대에서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국가의 장려조치들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러시아 자본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

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서유럽이나 CIS 국가들과 달리 러

시아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으로서 매우 미약한 지위에 있는 한국의 경우 

러시아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러시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러시아의 사업가들에게 한국의 

투자잠재력을 홍보하고, 최소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규모에서 가장 성

공적인 아시아 국가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

 

가. 러시아 정부기관들과 상호 협력 확대

해외에서 러시아 투자자들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대규모 러시

아 기업들은 국가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형태는 국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는 회사

들의 존재에서부터 권력기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로비하는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동시에 국가도 러시아 기업가에 

대해 비공식적인 압력을 포함하여 여러 압력을 가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한국기업들도 만약 러시아의 권력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경우 러시아에서 기업과 권력의 복잡한 관계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대규모 해외투자의 경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크렘린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128)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연방 정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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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현 벨루소프(A. R. Belusov) 장관이 이끌고 있는 경제개발부가 자

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다. 러시아 경제개

발부 산하에 있는 투자정책 및 민관협력(PPP)국(局)129)이 외국인직접투

자 유치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촉진과 관련된 국가정책 및 법적 규제

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신용

투자보험청(c)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수출에 대한 상업적 및 정치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러시아 기업들이 해외에서 기업을 설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

적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제공할 목적으로 2011년 10월에 설립되어 적극

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도 적

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는 현재 러시아 

내에 174개의 대표사무소와 해외에 16개의 대표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

며, 외국과 양자협력협정 체결에 기반한 63개의 비즈니스협의회를 운영

하고 있는 방대한 국가조직이다.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는 국내 및 해외

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전시회, 박람회 등을 개최하면서 주로 

자국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자국 기업들의 해

외투자진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130) 러시아연방 상공회의

소는 현재 유럽지역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세르비아 등,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 카자흐스탄, 인도, 터키, 일본 등에 

128) 러시아과학원 경제연구소 Boris Kheyfets 박사와의 인터뷰(2012년 9월 18일, 모스크바).
129) 이 국의 러시아어 정식 명칭은 Департамент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и 

развития Част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이다.
130)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Evgeny Baranov 투자촉진국 국장 및 Petrash Sergey 선임 전

문가와의 인터뷰(2012년 9월 13일,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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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무소를 두고 있다. 특히 중국에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2곳에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베이징 사무소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전

체를 담당하고, 상하이는 중국을 담당하고 있다.131)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러시아 경제개발부, 수출신용투자보험청, 상공회의소와 전

방위적으로 접촉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한국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채널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러시아 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한국정부는 향후 러시아의 투자 유치를 확

대할 수 있는 유력한 창구가 될 수 있는 주한 러시아상공회의소 대표사무

소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 러시아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또 다른 방안은 국가 고위급 

수준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관계 강화에 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다. 이

전에 대외정책적인 논리에 따라 러시아 대통령은 2005~10년 동안 중국과

의 대외무역을 3배로 증대한다는 목표를 선포하고, 동시에 인도와의 교역

량을 배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러시아 

경제개발부(당시 경제개발통상부)와 주요 연구센터들의 중요한 전문인력

들이 투입되었다. 결국 러시아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었고, 

이들은 실제로 최소한 러시아와 중국 기업가들의 초국경적 경제교류에 도

움을 주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고위급 대화에서 교역량의 배가 

131)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tpprf.ru/
en/activities/foreign/fro/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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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투자협력의 급증과 같은 야심적인 목표를 선포할 경우 러시아의 투

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정상회담과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주요 경제주

체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양국은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하여 양국과 교류협력을 확대해왔는데, 그동안의 노력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투자정보가 러시아 기업들에 확산

되어 한국 내 구체적인 투자프로젝트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협력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산업기술

협력분야에서 양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132) 대표적으로 ‘한 ․ 러 산업기술협력 고도화 포럼’을 들 수 

있다. 이 포럼은 2010년에 1차 및 2011년 2차 회의에 모두 한국 측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참여하고, 산업기술진흥원, 전자통신연구원(ETRI), 산

업기술대 등 공공기관장 등이 참여하면서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확대방안

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실질적인 민관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주로 러시

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의 교류를 통하여 양국 기업으로 하

여금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협력방안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관리인력 양성 대통령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가하

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1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경쟁에 기초하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132) 지식경제부(2011), ｢지경부 장관, 4대 강국 러시아와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위해 모스크바 방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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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러시아 기업가들의 해외연수가 조

직되고 있다. 이외에도 2012년에 계획된 연수 범위 내에서 제약장비 및 

혁신 분야에 대한 연수가 미국에서 조직되었다. 몇 년 전 러시아의 무역

대상국들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중국에 러시아 기업가들의 연수문제가 검

토되었다.133) 결국 러시아 기업가들이 매우 독특한 공산주의적 중국의 경

제모델을 배우지 않고, 선진경험만 습득하기 위해 선진국들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경제발전 초기에는 지금의 러시아와 같이 관

료적이고 올리가르히적인 자본주의체제였던 한국은 ‘따라잡기식’ 발전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 기업가들의 해외연수를 유치

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 러시아 전체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와 기존 투자 유치 

제도 정비

러시아는 연방 주체들의 경제발전수준, 산업구조, 다른 경제적 요소들

에 대해 지역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러시아에서 이

러한 문제는 종종 일정한 문제를 야기하지만, 외국기업들에 이러한 문제

는 자신들에게 적합한 파트너를 물색하는 데 커다란 기회로 작용한다. 이

와 동시에 한국 사업들은 아직 주로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의 중앙지

역과 극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양국 

지방정부간에 체결된 총 37건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협정도 대부분 극

133) Кузнецов Алексей В.(2007b),  “Модернизац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Специали
зации России: Ставка на ЕС или Китай?” Модернизация Экономики 
и Общественное Развитие, Том 3, Москва: ГУ ВШЭ, p. 4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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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과 모스크바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러시아에서 한국의 

투자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한국에 대한 잠재적 투

자자인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은 우랄 혹은 러시아 남부지역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지역들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추진되면서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개발 촉진과 더불어 아태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 5월 사상 처음으로 극동개발부를 신설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이후 

러시아의 아시아 지역 투자진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러시

아의 극동개발부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된다. 극동지역 개발이 가속화될수록 그 지역의 기업들이 향후 지리적으

로 인접한 아시아 지역으로 투자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에 있는 KOTRA의 업무를 근본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KOTRA 사무소는 이미 1989년에 모스크바에 

개소되었고, 1995년에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무역부서 지위를 얻었

다. KOTRA 무역관은 블라디보스토크과 노보시비르스크에서도 운영되고 

있다.134) 주지하다시피 KOTRA는 러시아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수

행하기 위한 훌륭한 정보원이 아니다. 예컨대 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

는 세베르스탈사 및 MMK사와 같은 러시아의 금속 대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원천으로 언론출판물, 인터넷망, 컨설팅 기업 및 학술연구기관

들의 자료를 들었다. 이와 동시에 응답자들은 KOTRA는 정보원천이 아

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22개 설문응답기업들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에 

134) 러시아에 있는 KOTRA 사이트(http://KOTR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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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화학기업인 쿠이븨셰바조트사와 한국에 

150만 달러를 투자한 벤처기업인 PBKO 인터내셔널그룹만이 KOTRA를 

들었다. 더욱이 이 응답자들은 KOTRA의 역할을 언론보도와 인터넷 자

료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에 있는 KOTRA의 업무 가운데 러시아의 투자

를 한국에 유치하는 업무를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2011년 한

국의 투자 유치기관인 Invest Korea와 러시아 모스크바투자청 간 체결된 

‘한·러 투자협력 MOU’를 발전시켜 양국간 투자정보의 실질적인 교환 및 

양국 기업간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양국 투자 유치기관이 실무 차원의 투자협력채널을 가동하여 공

동으로 투자설명회, 투자 유치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잠재적 투자자간 미

팅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

히 한국의 Invest Korea와 지방정부의 해외투자 유치 부서들은 러시아 투

자 유치에 관심이 있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한국에 투자관심이 있는 러시아 기업인들에게 언제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 50만 달러에서 1억 달러까지 다양한 투자협력프로젝트

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135)

이와 동시에 한국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해 직·간접적인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조치들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러시아 기업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

을 뿐 아니라 언어장벽이 없는 CIS 지역 국가들과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

135) 김선국 변호사(법무법인 NTP), 이현모 사장(상운무역)과의 인터뷰(2012년 9월 18일,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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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통점이 많은 유럽지역으로의 투자진출을 선호하고 있으며, 극동지역 

기업가들마저도 한국보다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시장이 큰 중국 진출이 

더 유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가 수행한 설문조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부 러시아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불리한 사업환경을 

지적하면서 원칙적으로 한국에 관한 설문항목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였다. 

Inter RAO UES의 경우에는 조세특혜 및 전력시장에서 자유경쟁의 요구, 

벤처기업 PBKO 인터내셔널그룹의 경우에는 러시아 투자자들을 한국의 

민관파트너십(PPP) 프로젝트들에 참여시키자는 제안을 하였다. 따라서 

러시아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

필요한 규제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른 시일 

내에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는 등 러시아 기업인들에게 보다 편

안한 투자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인들이 잘 모르

고 있는 한국의 투자환경 및 상법 등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러시아어

로 된 안내서를 발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 러시아에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홍보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투

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비해 그 나라의 전반적인 사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그런 기업들은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존재하는 문

제점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며, 그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정

보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수행

한 설문조사 역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2개 응답기업들 가운데 오직 무역회사 Korea Angara Trading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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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에서 직접투자를 실행한 러시아의 대다수 기업들과는 달리 한국

에서 ‘매우 일하기 쉽다’고 하였다. 이 기업은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경쟁

우위 대부분은 4점과 5점으로(오직 천연자원만 3점) 평가한 반면, 다른 

기업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2점에서 4점 사이에 분포하였다. 반면 설문조

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국을 기술의 원천(EU와 미국과 달리)

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예외는 6개 기업에 불과했다. 그들 가운데 소규모 

벤처기업인 PBKO 인터내셔널그룹과 Korea Angara Trading사, 그리고 

또 아직 한국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전력부문의 주요 러시아 다국적기

업인 Inter RAO UES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한국기술의 매력도 항목에 대

해서는 아직 한국과 경제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대규모 농업지주회사인 

루사르고(Rusargo), 하바로프스크의 에너지 기계장비 생산업체인 달리에

네르고마쉬(Dalenergomash)사와 극동지역의 아무르 케이블 공장(Amurski 

Kabelny Zavod)이 표기하였다. 

이러한 주요 이유는 오랫 동안 한국이 러시아인들에게 정보 면에서 차

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확대

하는 분야에서 불리한 출발조건을 갖고 있었다. 첫째, 1990년 9월까지 양

국은 외교관계가 체결되지 않았다. 더욱이 소련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 때

문에 한국에 대해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현재 북한의 대외정치적 요

소 또한 일부 러시아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둘째, 한국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주요 투자대상국이 아니었고,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은 타성으로 

인해 주로 전통적인 대외경제관계 파트너국들을 대상으로 해외투자활동

을 확대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는 베트남과 중국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

으로 많은 편이다. 셋째, 한국은 러시아 경제잠재력의 주된 부분이 집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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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러시아 주요 다국적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러시아 대부분

의 지역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불리한 지리적 입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이 이미 오래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 가입하였고, 점차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거나 일련의 경제지표에서 그

들을 능가하고 있다는 점을 모든 러시아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인들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한국의 제품을 베트

남 혹은 품질이 조악한 중국제품보다 높게 평가하는 편이긴 하지만, 여전

히 품질이 높지 않다는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다. 즉 한국제품들을 일본

제품이 아닌 좋은 중국제품과 연상시키는 스테레오타입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 사업가들의 기업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장벽

들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러시아인들은 독일 혹은 프랑스 파트너들

에 비해 한국 파트너들의 행동양식을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렵다. 다행스러

운 점은 최근 러시아 시장에서 품질 좋은 한국상품들이 출현한 덕분에 한

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태도에서 점차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전시회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을 홍보하고, 국가비

교연구작업의 출판을 통해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 판단된다. 특히 대사관 혹은 한국의 비즈니스 관련 기관, 협의회 등 

전문적인 사이트를 통해 러시아어로 보다 풍부한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

고, 인터넷망과 출판되는 대중매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

다. 전체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다. 여기서 교육 및 다른 인적 교류의 확대 및 발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해외직접투자 대상지를 선

정할 때 심리적인 차원에서 사업가들은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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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무(無)에서 전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한다거나 관광객 혹은 학

생으로 체류해본 적이 있는 국가에 있는 회사를 인수한다. ‘한국에서 러

시아의 해’와 ‘러시아에서 한국의 해’를 상호 교대로 실행하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러시아에서 한국의 해는 국가 홍보를 위해 좋은 계기

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행사를 조직할 때 러시아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을 상시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및 기타 EU 국가들의 긍정적

인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투자 유치 설

명회(IR)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러시아의 유망한 지방까지 점차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정부 차원에서 2011

년 6월 지식경제부와 KOTRA가 현지 모스크바에서 ‘한·러 투자포럼’이

란 제하의 투자 유치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

으나, 이후 이러한 설명회는 예산 및 지원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중단된 

실정이다.136)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한국정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KOTRA Invest Korea가 러시

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매년 이러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 유치 홍보사

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러시아 기업의 대한국 투자진출 관심이 증

대될 것이다. 따라서 홍보가 부족해서 러시아의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놓

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러시아 투자 유치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야할 것이다.

136) 반면 러시아의 경우 한국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고 있다. 예컨대 2012년만 하더라도 캄차트카주, 하바로프스크 지방, 사할린주 등 러

시아의 지방정부 투자 유치 대표단들이 한국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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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러시아 사업가들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제공

우리가 수행한 설문조사가 보여주듯이, 러시아 기업의 대부분은 정보부

족의 이유로 한국과 접촉하는 데 큰 관심이 없다. 물론 러시아 기업가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아태지역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나, 아직 한국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투자진출에 소극적이라 판단된다. 

한국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러시

아 기업가들을 양국간 비즈니스 협회 혹은 비즈니스 포럼으로 상당한 정

도로 끌어들일 경우에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러 비즈니스 협

의회(Korea-Russia Business Council)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37) 

이 협의회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동안 비교적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면서 양국간 기업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의 자문회의 구성원을 보면 러시아 측 인사들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어 개선할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첨단기술

부문은 스콜코보(Skolkovo)가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 정부의 야심

찬 프로젝트로 아직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조직이다. 이것은 

한국 자본을 러시아로 유치하기 위한 나쁘지 않은 파트너이지만, 한국 자

체에서 러시아 첨단기술을 대표하는 소수의 대표자들과 계약을 수립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원자력, 항공, 우주항공, 바이

오기술 및 다른 첨단과학기술 분야들에 특화되어 있으며, 오래전에 형성

된 러시아의 과학연구기관 및 과학도시들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을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회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그러한 

137)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사이트 참고(http://krbcounc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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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센터들로는 두브나, 주콥스키, 아카뎀 고로독, 코롤료프, 미추린

스크, 트로이츠크 등이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러시아 기업가들에게 한국의 

투자 환경 및 정보를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활

동하는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와 중소 및 중견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되

어 있는 모스크바 기업가협회(Moscow Entrepreneurs’ Association)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러시아 기업의 유치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자사 소개 또는 협력방안을 담은 기고문을 러시아연방 상공회

의소가 발간하는 월간지 러시아 비즈니스 안내서138)에 기고함으로써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채널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자동차 배터리 및 발전기 분야에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네스캡에너지사는 러시아 나노공사가 주최한 기업설명회에 참석

하여 자사가 보유한 기술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공장을 확

장하고,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러시아의 투자를 유치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월간지 기고 외에도 한국의 투자 유치 홍보와 관련된 책자

를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나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을 통해 러시아 전

역에 배포할 경우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연례 한·러 비즈니

스 포럼,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연례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보다 

활성화함과 동시에 그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한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진출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유치 문제도 핵심의제로 설정하여 협

력증진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138) Russian Business Guide(http://www.tpp-inform.ru/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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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 기업가들이 해외직접투자 지역 

혹은 국가를 선정할 때 자신의 출생지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동기로 작

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러시아에 약 20만 

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다수의 유력 기업인들이 있

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발전소 터빈 등을 생산하는 기

드로마쉬사 최 게르만 회장과 같은 견실한 고려인 기업인들이 러시아 도

처에 산재해 있다. 이 회사는 한때 러시아 200대 기업에 포함된 바 있으

며, 영국에 상장되어 있다. 이 기업은 과거 한국에서 아웃소싱을 하여 안

정적으로 발전소 터빈을 공급받고, 신규 판매시장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중단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고려인들 가운데 대한국 직접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가들

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외투자 기업의 운영 및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들은 러시아 내수시장 개척 혹은 중앙

아시아를 비롯한 CIS 지역 국가들에 대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CIS 국가들 중에는 한국만큼 제조업 운영환경이 좋은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에 고려인들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러 고려인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효과

적인 투자 유치방안이 될 것이다. 고려인 기업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모국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으므로 투자 유치 설명회와 더불어 이들이 

한국에 투자할 경우 한국정부 차원에서 고려인 거주지위 보장 등 각종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려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점을 확신시킬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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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러시아의 성공적인 대한국 투자사례 창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의 거대 다국적기업들 가운데 단 한 곳

도 한국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았다. 일부 주요 다국적기

업들만이 한국에 소규모 기업과 대표부를 보유하고 있다.

물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도 러시아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곳

은 아직 없다. 다만 한국에서는 후속적으로 다른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 중요

한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베트남에는 이미 1981년

부터 러시아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인 석유채굴기업 베트소브

페트로사가 존재하고 있다. 그 후 러시아의 통신부문 대기업인 빔펠콤과 

대형 은행인 대외무역은행(VTB)이 베트남에 진출하였고, 러시아의 몇몇 

다른 주요 다국적기업들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몽골에도 적지 않은 프

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중 최대 프로젝트로는 러시아철도공사가 참여하

고 있는 울란바토르 철도가 있다. 인도에서의 러시아 투자 확장과정은 이

제 막 시작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매우 널리 알려진 MTS 프로젝트가 세

계의 거대국가 가운데 하나의 모바일 통신시장에 급속히 진출을 강화하

고 있다.139) 

다른 나라에 투자진출 할 때 같은 국가 기업들간의 협력은 소위 선진

국들의 다국적기업들이 매우 널리 사용하는 전략이다. 사실상 다른 언어

와 기업문화, 현지의 경제적 보호주의와 관련된 불편한 환경에 대한 적응 

139) Кузнецов, Алесей В.(2011b), “Российские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рпорац
ии в Сфере Услуг,”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No. 7, pp. 71-8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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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자국 내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조차도 해외에서는 서로 

가까워진다.

요컨대 적어도 하나의 대규모 러시아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실행될 경

우, 이는 러시아에서 한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정보제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양자간 투자관계 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매우 다양한 기업

가 포럼들 사이에서도 널리 회자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는 러시아의 주요 다국적기업들 외에도 ‘두 번째 대열’의 중견 규모 투자

자들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징적인 사례로는 2000년

대 중반 중국에 투자한 러시아의 광물비료 생산업체인 아크론(Akron)사를 

들 수 있다. 러시아의 30대 해외투자기업에 속하는 이 회사는 ‘훈지 아크

론’이라는 질소비료 생산공장에 총 1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러시아의 중요

한 경제협력대상국인 중국에서 리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계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 

단 한 건이라도 파급효과가 지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성

공적으로 운영되는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능한 사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남·북·러 가스관 부설사업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 한·러 양국은 메가 프로젝트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행될 경우 서방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러시

아 대기업들과 연관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진출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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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3국 공동 투자진출 모색

한국은 러시아와 함께 제3국 공동 진출의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러시아는 이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를 포함한 발전분야에서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자는 제안을 한국에 한 바 있다. 이는 기본적으

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플랜트 건설기술과 러시아의 자금을 결합하여 

추진하려는 구상이다. 예컨대 가스프롬과 로스기드로사 등은 한국전력과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은 자신들이 구

상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제3국 공동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CIS 지역과 구소련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

어오고 있는 국가들에 한국의 기술력과 러시아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공

동 진출할 경우 그동안 러시아가 축적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

할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구소련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원전 수출과 베트남 등 러시아와 전통적으로 우호적

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IT, 금융 분야 진

출,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분야 등에서 공동 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가 없긴 하

지만, 2011년 1월 한국은 러시아 및 일본과 함께 3국간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세계 최대의 코크스 광산으로 알려진 몽골의 타반톨고이 광산

의 입찰에 참여한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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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지원

국제교류수단으로 영어가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투자

대상국들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데 지극히 중요

하다. 막대한 정보량, 거의 모든 법률, 사업 수행 뉘앙스에 대한 정보 및 

기타 다양한 내용들은 대개 국어로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러시아 내에

서 한국어의 보다 광범위한 확산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 구비와 함께 

한국에서 러시아의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는 러시아

의 주요 경제센터들에서 한국어 강의과정의 보다 확대된 발전을 의미한다. 

러시아에서 인구조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모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다

소 자유롭게 구사하는 부류를 조사한 결과, 한국어를 다소 자유롭게 구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4만 2,400명(러시아 인구의 0.03%), 영어

를 잘 구사하는 사람은 760만 명, 독일어는 210만 명, 프랑스어는 60만 

명이었다. 이때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일본어 구사자 3만 4,000명보다

는 많았지만, 중국어 구사자 7만 1,000명에 비해 적었다.140)

언어코스 외에도 러시아에서 무엇보다 한국경제를 비롯한 한국학 교육 

및 연구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 대해 장학금을 제공

하고,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연구비 제공을 확대하여 그들의 연구성과를 

주요 러시아어로 된 학술 및 전문 저널에 출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

안이다. 물론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다른 기관들은 한

국경제에 대한 지식을 러시아어로 촉진하고 전파하기 위해 적지 않은 일

을 하고 있다.141) 이와 동시에 우리들이 수행한 러시아 국가인용지수

140) Росстат(2012), Насе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Владению Языками, 
Available at: http://www.gks.ru. (검색일: 201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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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 Russian index of scientific citing) 전자도서관시스템의 내용 분

석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국가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아태지역에

서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유치 경쟁국들보다 인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예컨대 2003~02년 동안 러시아 국가인용지수 시스템에 러시아어로 

한국경제의 임의의 측면을 조명한 논문, 책, 학위논문은 6건으로 나타났

던 반면, 베트남 경제에 관한 것은 26건, 일본경제에 관한 것은 34건, 독

일경제에 관한 것은 39건, 중국경제에 관한 것은 115건의 출판물이 검색

되었다.142)

따라서 한국이 러시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

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141) 예컨대 한국국제교류재단(KF) 재원으로 출판된 단행본 사례로는 Фодоровский, Алекс
андр Н.(2008), Феномен Чэболь: Государство и Крупный Бизнес в Респу
лике Корея,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Стратегия’ 등이 있다. 

142) 러시아 국가인용지수(RISC) 사이트(http://elibrary.ru). 논문 주석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정보검색을 통해 검색을 확대하면 자연히 지표가 올라가지만, 100개도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술한 국가들에 비해 격차가 원칙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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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러시아 기업 대상 설문지 

1. 한글본

1. 응답자 기본정보

1.1. 기업명:

1.2. 본사 위치: 

1.3. 주요전문분야 1~3가지 (또는 통합분야명):

1.4. 응답자 성명 및 직책: 

1.5. 전화번호 및 이메일: 

 

2. 기업의 해외진출 특징 

2.1. 국가별 ·지역별 기업성장 전망 

    (1: 전혀 관련 없음, 5: 절대 관련 있음)

1문당 1답 1 2 3 4 5 

기업의 성장 전망은 오직 국내시장과(또는) CIS시장의 확대를 통해 기대됨      

기업의 성장 전망은 EU-27개국 시장과 관련됨      

기업의 성장 전망은 중국시장과 관련됨      

기업의 성장 전망은 한국시장과 관련됨      

기업의 성장 전망은 북미시장과 관련됨      

기업의 성장 전망은 기타 국가들과 관련됨      

 

2.2. 해외진출의 용이성

    (1: 매우 용이하지 않음, 5: 매우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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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당 1답 1 2 3 4 5 

EU-27      

CIS 지역      

중국      

한국      

북미지역      

기타 국가 또는 지역      

2.3. 귀하의 회사는 외국에 대표부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느 지역, 

어느 나라입니까? 

2.4. 귀하의 회사는 외국에 자회사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느 지역, 

어느 나라입니까?

2.5. 해외직접투자실행 동기 

    (예/아니오로 답하시오)

동기 EU-27 CIS 중국 한국 미국 기타

천연자원 확보       

보호주의에 다른 판매시장 접근 및 확대       

운송비, 외화 교환비용 절감(노동 비용 제외)을 위한 

시장접근 및 확대 
      

노동 비용 절감       

해외파트너와 협력강화       

신기술 획득       

자금조달 최적화, 해외 IPO 조직 등       

자산보험(협상력 강화 포함)       

기타(직접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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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귀하의 회사는 해외진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람직한 지원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만약 귀하의 회사가 CIS를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2.8. 만약 귀하의 회사가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한국의 투자매력도 평가 

3.1.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나쁨, 10: 매우 좋음)

1문당 1답 1 2 3 4 5 6 7 8 9 10 

전반적인 외국인투자 여건           

합작기업 설립 여건           

현지기업 인수 여건           

 

3.2. 귀하는 현재 한국과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아니오로 답하시오)

수출  

수입  

한국기업과 라이센스 협정  

직접투자(합작기업 및 자회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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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귀하의 기업이 향후 2-3년 내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1: 전혀 없음, 5: 매우 높음) 

1 2 3 4 5 

     

3.4. 한국의 경쟁우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열악, 5: 매우 탁월)

1문당 1답 1 2 3 4 5 

시장잠재력      

천연자원      

인적자본      

선진기술      

금융재원접근      

발달된 인프라      

지리적 입지      

거시경제 안정성      

국내정치 안정성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조세 수준      

한국의 기업문화      

북한 요인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3.5. 귀하는 한국에 대하여 어떤 정보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십니까? 

대중매체  

인터넷  

KOTRA  

컨설팅회사 및 연구기관  

기타(직접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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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한국의 정부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한국의 

정부가 어떠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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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어본

1. Общ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компании

1.1. Название компании _________

1.2. Город размещения фактической штаб-квартиры 
_________

1.3. Основные(1-3) отрасли специализации(либо указать 
«конгломерат») _________

1.4. ФИО, должность респондента _________

1.5.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и e-mail _________

2. Характер зарубеж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мпании

2.1. Перспективы роста компании 
    (1: Абсолютно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5: Абсолютно соот

ветствует)

Один ответ по каждой строке (каждому утверждению) 1 2 3 4 5 

Рост компании ожидает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за счет 
расширения на внутреннем рынке и / или СНГ      

Перспективы роста компании связаны со сбытом  в ЕС-27      

Перспективы роста компании связаны со сбытом  в Китае      

Перспективы роста компании связаны со сбытом  в Южн
ой Корее      

Перспективы роста компании связаны со сбытом  в США 
и Канаде      

Перспективы роста компании связаны со сбытом  в друг
их стран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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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Комфортность работы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1: Абсолютно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5: Очень легко раб

отать)
Один ответ по каждой строке 
(каждому утверждению)

1 2 3 4 5 

ЕС-27      

Страны СНГ      

Китай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Южная Корея)      

Себерная Америка      

Прочие страны и регионы      

 

2.3. Есть ли у компании зарубеж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Если да, в каки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ах?

 
2.4. Есть ли у компании зарубежные дочерние фирмы? 

Если да, в каки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ах?
 
2.5. Мотивы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рямых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

стиций 
    (Да / Н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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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отив ЕС-27 СНГ Китай Южная 
Корея

Себерн
ая Аме
рика

Прочие

Доступ к природным ресурсам       

Доступ / экспансия 
на рынках сбыта по причине 
протекционизма

      

Доступ / экспансия на рынках 
ради снижения издержек по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е, обмену валют 
и др. (кроме трудовых издержек)

      

Снижение трудовых издержек       

Развит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зарубеж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Доступ к новым технологиям       

Оптимизация финансовых 
потоков, организация зарубеж
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акций (IPO) и 
т.п.

      

«Страхование активов», 
включая увеличение 
«переговорной силы»

      

Другие мотивы 
(указать)____________       

2.6. Ощущает ли Ваша компания нехватку поддержки в 
зарубежной экспансии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
ударства, если да – укажите желательные меры по-
ддержк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Если Ваша компания не осуществляет инвестиции 

в странах Азии за пределами СНГ, какие существу-
ют причины? 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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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Если Ваша компания не осуществляет инвести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Южной Корее), какие существу
ют причины?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Оценка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Республ

ики Корея (Южной Кореи)
 
3.1. Как Вы оцениваете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привлекатель

ность Южной Кореи?
    (1: Очень плохо, 10: Отлично)

Один ответ по каждой строке 
(каждому утверждению)

1 2 3 4 5 6 7 8 9 10 

В целом для прямых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Для создания совмес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Для покупки местной 
компании           

 

3.2. Есть ли у Вас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с Южной Кореей? (Да / Нет)

Экспорт  

Импорт  

Наличие лицензионных соглашений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фирмами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включая совмест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филиал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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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Какова вероятность того, что Ваша компания инве
стирует средства в Южной Корее в ближайшие 2-3 
года?

    (1: Исключено, 5: Очень вероятно)

1 2 3 4 5 

     

 

3.4. Как Вы оцениваете конкурент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1: Очень плохо, 5: Отлично)
Один ответ по каждой строке 
(каждому утверждению)

1 2 3 4 5 

Рыночный потенциал      

Природные ресурсы      

Человеческий капитал      

Перед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Доступность финансовых ресурсов      

Развит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Макроэкономическая стабильность      

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ая стабильность      

Господдержка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Уровень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Корейска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ая культур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й фактор КНДР      

Отношение корейцев к иностранца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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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Какие источники информации о Южной Корее Вы и
спользует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убликации в печатных СМИ  

Информация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KOTRA  

Консалтинговые компании и 
научно-аналитические институты 
(центры)

 

Другое (указать)  

3.6. Каки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ритока российских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Южную Корею Вы хотели бы видеть 
со стороны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СПАСИБО ЗА УЧАСТИЕ В ОПРОС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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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러시아 30개 주요 다국적기업 소개

1. 에너지, 전기, 철강 부문

1) 가스프롬(Gazprom)

가스프롬은 35조㎥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매장량을 보유하

고 있다. 가스프롬 그룹은 전 세계 가스의 15%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1

년에는 5,132억㎥를 생산했다. 또한 가스프롬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수

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바, 그 길이만 16만 1,700㎡에 이른다. 2011년에

는 1,500만㎥의 가스를 구소련지역 이외에 유럽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판매했으며, 구소련지역에는 30.8억㎥를 공급했다.

가스프롬은 현재 구소련지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

며, 최근 미국, 멕시코, 일본,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진출 강화를 위한 동부가스프

로그램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2012년 10월 29일 푸틴 대통령

과의 면담에서 아태지역 진출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회사 설립연도 1989년 소련의 가스산업부가 Gazprom으로 개명되었음.

본사 위치 러시아 모스크바 

사업분야  석유가스 

총자산규모(2011년) 9,520,654,856(천 루블)

순이익(2011년) 1,342,442(백만 루블)

해외판매 현황
구소련지역, 유럽, 미국, 멕시코, 일본, 한국 등 

30개 국가에 공급 

부표 1-1. 가스프롬 기업 정보

자료: www.gazpr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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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비중 (%)

러시아 연방 

연방자산관리청
Rosneftegaz
Rosgazifikatsiya 

50.00

38.37
10.74
0.89

ADR 보유자 28.30

기타 21.70

부표 1-2. 가스프롬 주주 구조(2011년)  

자료: www.gazprom.com

가스프롬은 러시아연방이 약 50.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영기

업이며, 러시아의 대표적인 대기업이다. 이 기업은 모스크바 외환거래소, 

런던,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등에서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 형태로 매입·매각이 가능하다. 2011년 가스프롬은 시가총액 

1,280억 달러를 기록했다. 

2) 루코일(LUKOIL)

1993년에 설립된 루코일은 러시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최대 석

유·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러시아 최대 민영 석유기업으로 석유 및 가스 

탐사, 시추, 석유화학, 석유 관련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의 사업활동을 하

고 있다. 이 기업은 러시아 전체 원유의 16.6%을 생산하며, 러시아 원유

의 17.7%를 정제하고 있다. 한편 세계 원유 총생산의 2.2%를 차지하며, 

세계 민영 석유가스기업 중 4위를 차지한다. 2011년 말 기준으로 보유하

고 있는 석유확인매장량은 173억 배럴이다. 이는 앞으로 약 20년간 생산

할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되며, 이 밖에 루코일은 향후 30년간 생산할 수 

있는 가스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석유매장지는 서시베리아의 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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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연도 1993년 

사업분야  석유가스 

총자산규모(2011년) 91,192(백만 달러)

순수입(2011년) 9,826(백만 달러)

해외판매 현황

미국, 핀란드,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세르비아, 벨기에, 

룩셈부르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터키, 키프로스,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부표 1-3. 루코일 기업 정보

 

자료: www.lukoil.com

페초라(Timan-Pechora)와 우랄 지역에 있으며 가스매장지는 서시베리아, 

우즈베키스탄, 카스피해 지역에 있다. 확인된 매장량의 90.5%와 판매 가

능한 석유·가스 생산의 90.5%는 러시아에 위치한다.

루코일의 해외진출은 경제적·전략적 동기로 인한 것이며, 이 기업의 강

력한 라이벌이었던 유코스(Yukos)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정상을 차지하게 

서 된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해외진출이 이루어졌다. 루코일의 해

외진출은 주로 파트너십 형성보다는 개발사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현재 석유·가스 탐사와 생산은 총 12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루코일의 석유·가스는 유럽, CIS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2011년에는 98억 달러의 순수입(net income)을 기록했다.

주주 지분 비중(%)

Interros International Investment Limited 28.08

United Company RUSAL PIC 25.13

OJSC Holding Company Metalloinvest 4.00

기타 46.39

부표 1-4. 루코일 주주 구조(2011년)  

자료: www.luko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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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스네프트(Rosneft) 

로스네프트는 1993년에 국영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러시아정

부령에 의해 상장주식회사가 되었다. 이 기업은 러시아의 전략적 기업 및 

기관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는 로스네프트가스를 통해 

75.16%의 로스네프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중 15%는 유동주

식으로 소수 주주들이 소유한다. 한편 로스네프트는 러시아의 주요 석유·

가스 기업의 하나로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생산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확인된 석유·가스 

매장량은 228억 배럴로 이는 향후 25년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이 밖

에 125억 배럴의 추정 매장량과 105억 배럴의 예상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매장 기초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에는 3,190억 루블의 순수입을 기록하였다. 

이 기업 역시 M&A를 통한 자산 획득 및 해외확장을 해나가고 있다. 서

시베리아, 동시베리아, 러시아 중부 및 남부, 티만·페초라(Timan- Pechora), 

극동 지역 등 주로 러시아 지역에서 탐사 및 생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알제리, 베네수엘라, UAE 등에서도 탐사프로젝트에 

회사 설립연도 1993년

본사 위치 러시아 모스크바

사업분야  석유가스

총자산규모(2011년) 3,377(십억 루블)

순수입(2011년) 319(십억 루블)

해외진출 현황 알제리, 베네수엘라, UAE

부표 1-5. 로스네프트 기업 정보

 자료: www.rosne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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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비중(%)

OJSCROSNEFTEGAZ1(shareholder) 75.16

LLC “RN-Development” 2(shareholder) 9.53

OJSC Sberbank of Russia(nominal shareholder) 10.18

Other legal entities with stakes less than 1% 1.58

개인 0.51

Treasury shares 3.04

부표 1-6. 로스네프트 주주 구조(2012년)  

자료: www.rosneft.com

참여하고 있다. 해외수출은 주로 유럽, CIS, 아시아 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수출 중 유럽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4) 예브라즈그룹(Evraz Group)

예브라즈그룹은 1992년에 예브라즈메탈(Evrazmetall)이라는 소규모의 

금속거래(metal trading)회사로 설립되었다. 이후 점차 사업영역이 확장되

고 1999년에 EvrazHolding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다각화 

및 확장 전략을 추구한 결과 2009년에 채굴, 철강 및 바나듐 생산분야의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었다. 예브라즈는 이제 세계 20대 철강기업 중 하나

이며, 2011년에는 1,680만 톤을 생산하였고 4억 5,300만 달러의 총수익

을 얻었다. 예브라즈는 앞으로 러시아·CIS 지역의 건설 및 철도용 철강시

장에서 선두기업이자 유럽과 미국의 압축철판제품시장에서 으뜸가는 기

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또한 뛰어난 효율성과 수직적 통합을 통해 러시

아·CIS 지역에서 최저가 조강생산기업이 되고, 세계 최고의 바나듐제품 

생산기업이 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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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연도 1992년

사업분야  철강, 채굴

본사 위치 러시아 모스크바

총자산규모(2011년) 19,795(백만 달러)

총수익(2011년) 453(백만 달러)

해외생산현장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 

부표 1-7. 예브라즈그룹 기업 정보

자료: www.evraz.com

이 기업은 최근 러시아를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 캐나다, 남

아프리카 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예브라즈의 해외진출은 주로 전략적 

자산추구 동기에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

으로써 국내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과 원료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동기도 있다. 예브라즈는 계속해서 유럽과 미국에서의 확장전략을 펼 것

으로 보이며,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예브라즈의 향후 확장

지역 명단에 일본과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주주 지분 비중(%)

Lanebrook Ltd. 72.21

Lanebrook Ltd. Affiliates 2.80

유동주식 24.93

기타 0.06

부표 1-8. 예브라즈그룹 주주 구조(2012년)  

 자료: www.evra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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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베르스탈(Severstal) 

세베르스탈은 1993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철강과 

철강채굴에서 수직적으로 통합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우크라이

나, 라트비아, 폴란드, 브라질 등 주로 신흥시장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세베르스탈의 주요 철강시장은 러시아와 미국이며, 세베르스탈의 전체 철

강 생산의 40%는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되고 있다. 2011년에는 조강생산

량이 1,530만 톤에 이르렀고, 49억 달러의 총수익을 기록했다. 

회사 설립연도 1993년

본사 위치 러시아 체레포벳츠

사업분야  철강 생산 및 제조

총자산규모(2011년) 17,910(백만 달러)

총수익(2011년) 4,910(백만 달러)

해외판매시장 미국, 유럽

부표 1-9. 세베르스탈 기업 정보

자료: www.severstal.com

세베르스탈의 해외진출은 2003년 로그스틸(Rouge Steel)을 인수하면

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CIS 지역, 유럽, 북미 등에서 공격적인 

기업인수전략을 펼치면서 해외진출 확장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도 세베르

스탈의 해외확장정책은 전략적 자산추구형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를 통해 세계 철강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세

베르스탈은 계속해서 철강 생산과 채굴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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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비중(%)

A. Mordashov(indirect holding) 97.20

유동주식 20.80

부표 1-10. 세베르스탈 주주 구조(2012년)

자료: www.severstal.com

6) 메첼(Mechel)

메첼은 2003년에 설립된 신생기업으로서 세계 7대(중국기업 제외) 석

탄 및 철강 생산기업 중 하나이다. 이 기업은 중부, 동부 유럽과 러시아 

지역에서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석탄채굴 및 금속 관련 기업이다. 특히 

러시아에서 점결탄(coking coal)을 가장 많이 생산하며, 2008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22%에 이른바 있다. 메첼은 최근 채굴, 철강, 합금철, 전력 사업

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이 기업은 약 43억 달러의 총 수익을 

실현했다. 

메첼은 M&A와 유기적 성장의 복합적 성장전략을 펼쳐 채굴사업을 확

장하고 있다. 생산현장은 러시아 내 13곳, 미국,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리

투아니아, 불가리아, 영국, 우크라이나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메첼의 제

품은 러시아를 비롯하여 30개국 이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 일본, 

회사 설립연도 2003

사업분야  철강

총자산규모(2011년) 19,306,237(천 달러)

총수익(2011년) 4,325,034(천 달러) 

해외생산현장 불가리아,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부표 1-11. 메첼 기업 정보

자료: www.mech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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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비중(%)

Igor V. Zyuzin 67.42

기타 32.58

부표 1-12. 메첼 주주 구조(2011년)

자료: www.mechel.com

중국에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밖에 무역항구 3개, 운송업체 1개 및 

해외판매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부터 메첼의 우량주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

재 약 9만 3,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2011년 메첼은 125억 달러의 순

수익(net revenue)과 7억 2,800만 달러의 순수입을 기록하였다.  

7) Novolipetsk Steel(NLMK)

NLMK는 1993년 러시아 리펫츠크에 설립되었으며, 최근 연간 1,500

만 톤의 철강 제조능력을 갖춘 세계적인 철강기업으로 평판제품, 롱 프로

덕트(long steel product) 등 다양한 철강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다. 이 기

업은 철강채굴단계부터 고객에 배달되는 최종 단계까지 수직적으로 통합

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철강산업이 경기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데 

수직적 통합이 경기악화에 의한 산업위험성을 다소 약화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NLMK는 아연, 석탄, 에너지 등 다양한 원료

를 자급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며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업은 현재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며, 2011년 철강 생산은 1,200

만 톤이었으며, 13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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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연도 1993년

본사 위치 러시아 리펫츠크

사업분야  철강

총자산규모(2011년) 19,257(백만 달러)

순이익(2011년) 1,315(백만 달러)

해외진출 현황 미국, 사이프러스, 벨기에, 독일, 스위스, 덴마크, 이탈리아 등

부표 1-13. NLMK 기업 정보

자료: nlmk.com/en

러시아 시장이 여전히 이 기업의 성장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만 차츰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 키프로스, 벨기에, 독일, 

스위스, 덴마크, 이탈리아 등에 진출했다. 이 기업의 전체판매액에서 수출

액은 약 67%를 차지하며, 전 세계 70개 이상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앞으

로 계속해서 해외 유통망을 확대하여 EU와 미국 시장은 물론 다른 시장

으로 진출하고자 한다.

주주 지분 비중(%)

Fletcher Group Holdings Limited 85.54

Deutsche Bank Trust Company Americas 7.83

기타 주주 6.63

부표 1-14. NLMK 주주 구조(2011년)

 자료: nlmk.com/en

8) 파이프 철강 회사 TMK

TMK는 2001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업은 세계적인 석유·가스 수송용 

철강파이프 생산기업이며, 석유·가스 수송용 파이프뿐만 아니라 화학 및 

석유화학, 건설, 조선, 항공제조 및 우주 산업 등에 쓰이는 파이프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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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연도 2001

본사 위치 러시아 모스크바

사업분야  파이프 제조

총자산규모(2011년) 7,132,241(천 달러)

당해연도 이익(2011년) 384,697(천 달러)

해외진출 현황 미국, 유럽, CIS 지역 

부표 1-15. TMK 기업 정보

자료: www.tmk-group.com

생산한다. 파이프 시장은 이 기업의 주요 사업분야이다. 2011년 기준으로 

TMK는 러시아 파이프 시장에서 2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으며, 미국

에서는 5.9%, 유럽에서는 1.4%를 기록하였다. 2011년 세계 파이프 시장

은 8.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석유가스 생산 증가가 파이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1년 TMK의 파

이프 생산은 전년 대비 6.6% 성장했으며, 약 400만 톤을 생산하였다. 그

리고 2011년에는 약 4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다. 

러시아, 미국, 루마니아, 카자흐스탄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으며, 연간 

600만 톤 이상의 파이프 제품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기업의 

제품은 러시아, 미국, 중동, 유럽, 남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CIS 

지역을 중심으로 65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한편 TMK의 주요 

고객은 가스프롬, 트란스네프트, 루코일, 로스네프트, TMK-BP, 로열 더

치 셸, 사우디 아람코 등 메이저급 석유가스기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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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비중(%)

TMK Steel Ltd.(계열사 포함) 69.68

OAO TMK 자회사들 0.01

TMK Bonds S.A. 7.63

유동주식 22.68

부표 1-16. TMK 주주 구조(2010년)

자료: www.tmk-group.com

9) 노릴스크 니켈(Norilsk Nickel, MMC)

노릴스크 니켈은 1993년 대통령령에 의해서 비금속 및 귀금속 생산기

업으로 설립되었다. 이 기업은 원료의 효율적 사용, 양질의 원료 확보 등

을 통해 세계 채굴 및 금속 산업에서 리더로서, 그리고 금속 생산 및 공급

업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로 니켈, 구리, 팔라듐, 

백금과 이 밖에 코발트, 로듐, 은, 금 등 다양한 부산물을 채굴 및 생산한

다. 2011년에는 전 세계에서 생산된 니켈 18%, 팔라듐 41%, 백금 11%, 

구리 2%를 생산했으며, 83억 달러의 총수익을 기록했다.

아직까지는 러시아 국내시장이 이 기업의 주요 기반시장이나 활동무대가 

점차 해외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러시아 외에도 호주, 보츠와나, 핀란드, 

회사 설립연도 1993년

사업분야  비철강

총자산규모(2011년) 18,912(백만 달러)

총수익(2011년) 8,330(백만 달러)

해외생산현장 호주, 보츠와나, 핀란드,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표 1-17. 노릴스크 니켈 기업 정보

자료: www.nornik.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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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비중(%)

CJSC ING Bank(Eurasia) 36.50 

OJSC Sberbank of Russia 30.12 

CJSC Depository Clearing  Company 15.40 

Non-banking credit company CJSC  National Settlement Depository 10.63 

기타(개별적으로 소유 주식이 5% 미만인 경우) 7.35 

부표 1-18. 노릴스크 니켈 주주 구조(2011년)  

 자료: www.nornik.ru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R&D 센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영국, 중국, 미국, 스

위스에 대표 및 판매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0) MMK(Magnitogorsk Iron and Steel Works)

MMK의 역사는 1752년 10월 우랄지역의 마그니토고르스크의 ‘마르네트’

라는 산에서 아연채굴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된다. 이후 소련시절에도 

이 지역에서 아연채굴활동이 계속되었고 소련 해체에 이어 1992년 국가재

산이 사유화되면서 MMK라는 주식회사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MMK는 

회사 설립연도 1992년 주식회사로 재탄생

사업분야  비철강(아연) 

총자산규모(2011년) 16,295(백만 달러)

총수익 (2011년) 1,550(백만 달러)

해외판매시장 CIS

부표 1-19. MMK 기업 정보

자료: eng.mmk.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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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비중(%)

Mintha Holding Limited* 42.40

Fulnek Enterprises Limited* 41.00

Mordoraco Holdings Limited* 2.60

The Bank of New York 7.50

기타 주주 6.50

부표 1-20. MMK 주주 구조(2011년)

*주: 빅토르 라쉬니코프 (Victor Rashnikov), MMK 이사회 의장은 Mintha Holding Limited, Fulnek Enterprises 

Limited, Mordoraco Holdings Limited가 소유한 주식의 수익자(beneficiary)임. 

자료: eng.mmk.ru

러시아의 압연강판시장의 선두기업이며, 2011년 러시아 총압연강판 생산

의 18%를 차지했다. 아직까지 러시아 국내시장이 이 기업의 주요 판매시

장으로 남아 있으며, 특히 우랄지역과 볼가지역이 국내 판매의 69%를 차

지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중부와 시베리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2011

년 국내 판매는 720만 톤으로 이 기업 전체 판매의 67%를 차지했다. 

MMK는 향후 고객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이를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자 한다. 아직까지는 CIS가 

주요 해외시장이며, 2005년부터 그 밖의 지역으로의 수출이 본격화 되었다. 

최근에는 중동, 유럽, 동남아, 동북아 지역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

하고 있다. 2011년 압연강판 수출량은 3,500만 톤에 이르렀다.

11) 루살(United Company Rusal)

루살은 합병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루살은 시비리스키 알루

미늄(Sibirsky Aluminum)과 밀하우스 캐피털(Millhouse Capital)의 합병을 

통해서 2000년에 설립되었다. 이후 2007년 경쟁관계에 있었던 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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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연도 2000년

사업분야  비철강(알루미늄) 

총자산규모(2011년) 25,345(백만 달러)

당해연도 순이익(2011년) 237(백만 달러)

해외진출 현황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호주, 자메이카, 아일랜드, 

중국, 스웨덴, 구야나, 기니아,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부표 1-21. 루살 기업 정보

자료: www.rusal.ru

즉 루살(Rusal, 당시 러시아 알루미늄 시장 점유율 75%)과 수알(Sual, 당

시 러시아 알루미늄 시장 점유율 25%)이 통합되면서 United Company 

Rusal로 거듭났으며, 러시아의 유일한 알루미늄 생산업체가 되었다. 그리

고 현재는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기업이며, 주요 알루미나(산화알루미

늄) 생산기업이다. 이 기업은 연간 470만 톤의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

으며, 1,150만 톤의 알루미나와 8만 톤의 알루미늄 호일 생산능력을 갖추

고 있다.

루살은 2008~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다시 업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향후 10년간의 우선과제를 설정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루살은 전 세계 

알루미늄과 알루미나의 9%를 생산했다. 이 기업의 제품은 주로 운송, 건

설, 포장 산업에서 소비되고 있다. 루살은 총 19개 국가에 진출한 상태이

며 유럽, 러시아, CIS 지역, 북미, 동남아시아, 일본, 한국이 주요 판매시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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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비중(%)

En+ 47.41

ONEXIM Group 17.02

SUAL 15.80

Amokenga Holdings 8.75

RUSAL’s management 0.26

Free-float(유동주식) 10.75

부표 1-22. 루살 주주 구조(2011년)

자료: www.rusal.ru

12) 알로사(Alrosa)

알로사는 1954년에 설립되었으며, 러시아 다이아몬드 채굴산업을 선두

하고 있는 국영기업이다. 알로사의 다이아몬드 보유 매장량은 세계 다이

아몬드 자원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기업이 생산하는 다이아몬드의 

95%는 보석 또는 보석에 가까운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이 기업은 2011

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

아 전체 다이아몬드 생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총 3,460만 캐

럿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했으며, 판매액은 약 45억 달러로 창사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회사 설립연도 1954 년

사업분야  다이아몬드 산업 

총자산규모(2011년) 240,964(백만 루블)

당해연도 이익(2011년) 26,658(백만 루블)

해외진출 현황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호주, 자메이카, 아일랜드, 

중국, 스웨덴, 구야나, 기니아, 이탈리아, 나이제리아,  

부표 1-23. 알로사 기업 정보

자료: eng.alros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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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비중(%)

러시아연방 자산관리청 50.93

사하공화국 자산관리부 32.00

법인들 4.78

ALROSA 직원 및 개인 4.15

사하공화국 지역들

Mirny Ulus
Nyurba Ulus
Lensk Ulus
Olenek Ulus
Viluysk Ulus
Verkhneviluyisk Ulus
Anabar Ulus 
Suntar Ulus

8.00 

1.00
0.99
0.99
0.99
1.00
0.99
0.99
0.99

부표 1-24. 알로사 주주 구조(2011년) 

자료: eng.alrosa.ru

알로사는 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판매전략은 미가공 다이아몬드 유통과 공급계약

에서 모든 고객에 대해 비차별적인 대우를 하면서 미가공 다이아몬드의 

주요 구매자들과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알로사는 현재 벨기

에, 이스라엘, 홍콩, UAE, 미국에 판매지사(trading affiliate)를 두고 있다.

2.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 부문

1) MTS

MTS는 러시아, 동유럽, CIS 지역에서 가장 큰 이통통신사이다. 이 기

업은 1993년 Moscow City Telephone Network(MGTS)에 의해 설립되었

으며, 1996년 시스테마(Sistema)가 50% 이상의 주식을 매입한 이후 계속 

해서 MTS의 최대 주주로 남아 있다. MTS는 한국의 이동통신회사들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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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연도 1993년

본사 위치 러시아 모스크바

사업분야  이동통신

총자산규모(2011년) 15,318,229(천 달러)

순수입(2011년) 1,462,649(천 달러) 

해외진출 현황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

부표 2-1. MTS 기업 정보

자료: www.mtsgsm.com

하게 최근 유무선 통신, 브로드밴드, 케이블 TV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

고 있다. 2008년에는 러시아 기업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BRANDZ™ Top 

100의 가장 영향력 있는 브랜드 중 하나로 꼽혔다. 또한 2012년 Millward 

Brown라는 글로벌 마켓 리서치 및 컨설팅 회사에 의해 브랜드 가치 95억 

달러로 러시아 이동통신회사 중 가장 높은 가치 평가를 받았다.

MTS의 해외시장 진출은 2002년에 벨라루스의 국영 유선통신사인 

Beltelecom와 Mobile TeleSystems LLC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등 CIS 지역을 중심으로 통신사 합병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진출했다. 2008년에는 인도에 진출하면서 해외진출영역을 CIS 지역 밖으

로 확대했다. 그리고 2011년을 기준으로 현재 진출한 시장에서 이동통신

전화 가입건수가 1억 건을 상회한다. 

주주 지분 비중(%)

JSFC Sistema 50.80

유동 주식 49.20

부표 2-2. MTS 주주 구조(2011년)

자료: www.mtsg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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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빔펠콤(VimpelCom)

1992년에 설립된 빔펠콤은 러시아 이동통신분야에서 1/4의 시장점유

율을 보이고 있으며, Beeline이라는 브랜드로 유무선통신, 브로드밴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Kyivstar’, ‘djuice,’ ‘Wind,’ ‘Infostrada’, ‘Mobilink’, 

‘Leo’, ‘banglalink’, ‘Telecel’, and ‘Djezzy’ 등의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해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2억 1,200만의 

가입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빔펠콤의 해외시장 진출 시 전략의 특징은 먼저, 합작기업 설립 또는 

기업인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주식의 일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시작해 점차 그 비중을 증가시키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특징은 주로 CIS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CIS 지역이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문화, 전통 및 인프라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시도한 결과 현재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회사 설립연도 1992년 

본사위치 러시아 모스크바 

사업분야  이동통신

총자산규모(2011년) 54,039(백만 달러) 

해당연도 이익(2011년) 269(백만 달러)

해외진출 현황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알제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브룬디, 

짐바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등 

부표 2-3. 빔펠콤 기업 정보

자료: www.vimpel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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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비중(%)

Telenor 39.50

Altimo 41.90

WeatherInvestmentsII 3.50

BertofanInvestmentsLtd. 6.00

소액주주 9.20

부표 2-4. 빔펠콤 주주 구조(2011년)

자료: www.vimpelcom.com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등의 CIS 지역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알제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브룬디, 짐바웨, 중앙아프라카공화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의 국가에도 진출했다.  

3) 시트로닉스(Sitronics) 

시트로닉스는 러시아의 미세전자기술회사인 NIIME & Micron과 체코 

이동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조회사인 STROM Telecom에 의해서 

2002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업은 중부 및 동부 유럽과 CIS 지역에서 하이

테크 분야의 주요 기업이다. 2007년에 런던 주식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회사 설립연도 2002년 

본사 위치 모스크바 러시아 

사업분야  첨단기술 

총자산규모(2011년) 1,863.2(백만 달러)  

순이익(2011년) - 86.7(백만 달러)

해외진출 현황
불가리아, 체코, 알바니아, 영국,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중국, 대만, 일본 등

부표 2-5. 시트로닉스 기업 정보

자료: www.sitron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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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RTI가 시스테마가 보유했던 63%의 주식을 모두 매입함에 따라 

시트로닉스는 RTI의 소유가 되었다. 2011년 이 기업은 약 15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나 약 8,7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이는 2011년 유로존 위

기 발생으로 인해 러시아 환율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2004년 우크라이나 IT 회사인 Kvazar-Micro의 통제지분 획득을 시작

으로 이듬해 Intracom이라는 그리스 회사의 통제지분을 매입하면서 해외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시트로닉스의 해외진출 전략은 

수직적 통합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다. 

즉 먼저 첫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 후 점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현지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형성이 빠질 

수 없으며 Microsoft, Cisco System, ST Microelectronics 등의 유수한 기

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해 해외진출을 도모했다. 또한 통신시장, 

은행서비스시장 및 기타 관련 산업과 정부부문까지 진출하고 있다. 

시트로닉스는 현재 총 30개 국가에 51개 대표사무소가 있으며, 주로 

동유럽 및 CIS 지역으로 진출한 상태이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중국, 대만, 일본에 진출한 상태이다. 그리고 시트로닉스의 제품 및 서비

스는 세계적으로 총 3,500의 중간 및 대규모의 기업고객을 보유하고 있으

며, 이들을 통해 62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주주 지분 비중(%)

OJSC RTI 100

부표 2-6. 시트로닉스 주주 구조(2012년)

자료: www.sitron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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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얀덱스(Yandex)

얀덱스는 러시아의 주요 인터넷 기업으로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러

시아의 최초 검색사이트이자 러시아에서 가장 큰 검색엔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은 러시아 인터넷 검색시장 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얀덱스의 검색엔진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엔진으로 하루 검

색건수가 1억 5,000만 건 이상에 달한다. 이는 러시아어를 쓰는 러시아인

의 검색방식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글로벌 경

제위기로 인해 러시아의 인터넷산업은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는 했으나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러시아가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

황에서 앞으로 이 기업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얀덱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상태이며, 2011년에는 약 58억 루블(약 2억 달러)의 순수입을 기

록하였다. 

이 기업은 이용자들이 갖고 있거나 생각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구글과 경쟁

회사 설립연도 1993년

본사 위치 러시아 모스크바

사업분야  인터넷 

총자산규모(2011년) 34,076(백만 루블) 

순수입(2011년) 5,773(백만 루블) 

해외진출 현황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터키 등 

부표 2-7. 얀덱스 기업 정보

자료: company.yand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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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비중(%)

Yandex N.V. 100

부표 2-8. 얀덱스 주주 구조(2011년)

 자료: company.yandex.com

구조를 형성하며 발전해가고 있다. 현재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터키에서도 검색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

장에서는 얀덱스가 경쟁업체인 구글보다 선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얀덱스가 구글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하여 투자를 해왔으며, 구글에 뒤지

지 않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현지 언어에 맞게 제공되는 검색서비스 체

체를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 기업은 얀덱스 랩(기술

개발센터)을 실리콘밸리에 두고 계속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5) 카스페스키 랩(Kaspersky Lab)

카스페스키 랩은 1997년에 컴퓨터 보안업체로 설립되었으며, 2012년 

15주년을 맞이했다. 이 기업은 최근 세계 IT 보안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

고 있으며, 세계 4대 안티바이러스 업체로 우뚝 섰다. 최근 역내 기업들은 

이미지 개선을 통해 점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가고는 있으나 지금까

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아직 러시

아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과 같은 글로벌 기업

과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카스페스키 랩이 국

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

할 만하다. 카스페스키 랩은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이 기업은 전년보다 14% 성장한 6억 1,200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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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연도 1997년

본사 위치 러시아 모스크바

사업분야  소프트웨어

총자산 -

총수익(2011년) 612(백만 달러) 

해외진출 현황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일본, 중국, 한국, 

미국 등 30개 국가에 사무소 설치  

부표 2-9. 카스페스키 랩 기업 정보

자료: www.kaspersky.com

흥미롭게도 이 기업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기업 설립이 러시아에서 이

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의 낮은 생활수준과 높은 기술교육수준 그

리고 사이버 범죄가 만연하다는 특징이 결합되어 ‘카스페스키 랩’이라는 

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점차 카스페스키 랩은 

러시아 시장을 넘어 유럽과 미국 등 다른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많은 대기업들이 인수와 합병을 

통해서 성장한 반면 카스페스키 랩은 유기적인 발전경로를 밟았다는 것

이다. 즉 신생기업지향 솔루션을 추구하고, 지역 내 확장과 파트너십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카스페스키 랩은 해외에 약 

30개 국가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국가에 제품을 판매

하고 있다. 약 3억 명의 인구와 20만 이상의 기업들이 이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카스페스키 랩은 다양한 고객에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Microsoft, IBM, Cisco 등 

120개 이상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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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룩소프트(Luxoft)

룩소프트는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는 제일가

는 IT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이 기업은 설립 이후 최근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는데 단적인 예로 총수익이 2002년 800만 달러에서 

2008년 약 1억 3,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룩소프트는 해외판매센터

를 설치하여 세계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다. 

이 기업은 항공산업부터 이동통신까지 다양한 분야에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 예로 2006년 뉴욕의 IT 국제 컨설팅 회사를 인수하여 미국으로 

진출했다. 따라서 룩소프트는 Aepona, AirData, Boeing 등과 같은 항공

기업들, Deutsche Bank 등과 같은 은행들, 미국 에너지청과 같은 정부기

관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을 유치했다. Microsoft, IBM, Informatica, 

Tibco, Oracle 등의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얻어 성장해나가고 있다. 이 기업 역시 기업 

인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나갔다. 현재 러시아 이외에 캐나다, 루마니아, 

영국, 우크라이나, 미국, 베트남 등에 개발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에 대표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회사 설립연도 2000년

본사 위치 러시아 모스크바

사업분야  소프트웨어 

총자산규모(2010년) -

순이익(2011년) -

해외진출 현황
개발 센터: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베트남, 폴란드

대표 사무소: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폴  

부표 2-10. 룩소프트 기업 정보

자료: www.lux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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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렉소프트(Reksoft)

렉소프트는 1991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설립되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통합에 특화된 기업이다. 이 기업의 제품은 이동통신, 금융 

서비스, 관광산업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이 기업은 우수한 기술판매업체 

및 시스템 통합업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양질의 IT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렉소프트는 러시아와 CIS 지역에서 모회사인 

Technoserv와 통합서비스 및 IT 컨설팅 사업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 

기업은 2008년에 TechnoServe 그룹이 렉소프트의 지분 74.1%를 인수하

면서 TechnoServe 그룹에 통합되었다. Technoserve는 러시아 IT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 중의 하나로 다양한 기업과 정부 및 비정부기관에 광범위

한 IT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밖에 렉소프트는 IT 시장에서 이미 잘 알려

진 Microsoft, IBM, Adobe, Oracle 등과 같은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해외진출이 본격화된 것은 2001년부터인데 주로 스칸디나비아 시장을 

공략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이외에 현재 뮌헨, 스톡홀름, 헬싱키 등에 판

매사무소 및 자회사를 두고 있다. 이 기업의 주요 고객은 Alcatel, Alfa 

Bank, Ascom, Avaya, BeeOnline, Benefon, Cubio Communications, 

회사 설립연도 1991년

본사 위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업분야  소프트웨어

총수익(2011년) 17.8(백만 달러) 

당해연도 순이익(2011년) -

해외진출 현황 독일, 스웨덴, 핀란드 

부표 2-11. 렉소프트 기업 정보

자료: www.rek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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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prom, Lucent Technologies, Mobile TeleSystems, Ozon, Sberbank, 

SunTis, Swisscom, Telecominvest 등으로 주로 유럽, 북미, 러시아 등에 

분포해 있다. 또한 렉소프트는 러시아 기업 중 최초로 스웨덴 IT 기관인 

IT-Foretagen association에 가입하였다. 이 기관은 스웨덴에서 IT를 홍보

하고 발전시키며, IT기업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 

8) 로스나노(Rusnano)

로스나노는 2007년에 나노기술분야의 국영기업으로 인프라 및 교육프

로그램을 위한 펀드와 함께 설립되었다. 이 기업은 러시아의 나노산업을 

육성하고 러시아의 혁신발전에 앞장서는 데 중대한 의무를 갖고 있다. 이 

기업은 2015까지 총판매액을 2,500만 루블(약 85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이루기에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다. 이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사업진행의 차질을 겪은

바 있다. 011년에는 29억 달러의 순손실을 겪었으며, 6개의 투자사업(총 

3,000만 달러 규모)을 철회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

하고 2012년 상반기에 10개의 사업이 승인되고 곧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설립연도 2007년

본사 위치 러시아 모스크바

사업분야  나노기술

총예산(2015년까지) 485.5(십억 루블) 

당해연도 순이익(2011년) 2.9(십억 달러)

해외판매 현황 미국, 이스라엘

부표 2-12. 로스나노 기업 정보

자료: www.rusna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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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비중(%)

Russian Federation 100

부표 2-13. 로스나노 주주 구조(2011년)

 자료: www.rusnano.com

로스나노는 태양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나노물질, 나노전자, 기계공학, 

금속세공, 의약 등 크게 6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로스나노는 다양한 해외업체 및 

정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의 과학기술부와도 MOU를 체결

했다. 이 밖에 주로 유럽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M&A 확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영국의 플라스틱 전자기기인 

Plastic Logic이라는 기업의 소규모 지분을 매입했으며, BiOptix라는 미

국의 생체분자를 분석하는 기업을 지원했다. 현재는 로스나노의 대부분의 

자금이 러시아 지역 내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으나 향후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에 대한 해외진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

난 몇 년간 겪었던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로스나노는 곧 민영화 작업을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40%까지 민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유통 및 운송 부문

1) 페스코(FESCO)

페스코는 러시아의 항만운영사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기업은 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미지역의 물류를 관리한다. 최초에 

설립된 때는 1880년으로 1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총 68대의 선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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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연도 1880년

본사 위치 러시아 모스크바

사업분야  운송

총자산규모(2011년) 275,501(천 달러)

당해연도 순이익(2011년) 19,253(천 달러)

해외진출 현황

카자흐스탄, 미국, 인도, 중국, 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부표 3-1. 페스코 기업 정보

자료: www.fesco.ru

4대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운영업체이

다. 또한 러시아와 북미 사이에서 완전하고 총체적인 원스톱 운송체계를 

가지고 있다. 2011년 해당연도 순이익은 1,900만 달러였으며, 페스코는 

항만운영사 및 상업적인 선박운영기업들 외에도 홍콩에 선박 페인트공장

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선박수리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페스코는 중국, 대만, 홍콩, 한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캐나다, 미국 등 해외의 다양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주주 지분 비중(%)

산업투자자 55.81

유동 주식(소액주주) 20.28

Treasury Stock 13.00

EBRD 3.76

East Capital 7.15

부표 3-2. 페스코 주주 구조(2011년)

자료: www.fesco.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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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계속해서 활동범위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2) 소프콤플로트(Sovcomflot)

소프콤플로트는 1995년에 설립된 국영기업이다. 원유, 석유제품, 액화

가스 등에 대한 에너지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러시아의 항만운영기업이

다. 2011년 5,300만 달러의 당해연도 순이익을 얻었다. 이 기업은 157대 

선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만운송서비스분야에서 세계 5대 기업으로 꼽

히고 있다. 또한 평균 선령이 7.1로 최신형의 선박을 구비하고 있다. 소프

콤플로트는 운송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할-1, 사할린-2, 바란듸(Varandey), 탕

구(Tangguh) 사업 등 러시아 내외의 주요 석유가스개발사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기업들도 참여하여 함께 협력하고 있다.  

해외 자회사 및 계열사 등을 설립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다. 

현재 소프콤플로트는 Novoship, Rosnefteflot 등 러시아 내에서뿐만 아니

라 키프로스, 영국, 스페인 등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회사 설립연도 1995년

본사 위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업분야  (해상) 운송

총자산규모(2011년) 6,739,407(천 달러) 

당해연도 순이익(2011년) 53,676(천 달러) 

해외진출 현황 키프로스, 영국, 스페인 등 

부표 3-3. 소프콤플로트 기업 정보

 

자료: www.scf-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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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비중(%)

러시아연방 100

부표 3-4. 소프콤플로트 주주 구조(2011년)

자료: www.scf-group.com

3) 엑스파이브 리테일 그룹(X5 Retail Group)

엑스파이브 리테일 그룹은 매출규모상 러시아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이다. 

이 기업은 Pyaterochka, Perekrestok, Karusel, E5.ru 등의 브랜드를 통해 저

가할인매장부터 온라인매장까지 다양한 유통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

은 1995년에 수퍼마켓 체인인 Perekrestok으로 알파그룹(Alfa Group)에 의

해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되었다. 이후 1999년 Pyaterochka라는 브랜드가 만

들어졌고 엑스파이브 리테일 그룹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은 2006년에 들어와

서이다. 2005년부터 런던 주식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2011년 순판매액 155

억 달러, 순이익 약 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2012년 상반기 순판매액은 

79억 달러이며, 순이익은 1억 3,000만 달러로 상회하였다.

회사 설립연도 1995년

본사 위치 러시아 모스크바

사업분야  소매

총자산규모(2011년) 8,810,196(천 달러)

당해연도 순이익(2011년) 302.2(백만 달러) 

해외진출 현황 우크라이나

부표 3-5. 엑스파이브 리테일그룹 기업 정보

자료: www.x5.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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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비중(%)

Alfa Group 47.86

Founder of Pyaterochka 19.85

유동주식 32.05

X5 Directors 0.13

Treasury Shares(금고주, 자기주식) 0.11

부표 3-6. 엑스파이브 리테일그룹 주주 구조(2012년) 

 자료: www.x5.ru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이미 선도적인 입지를 다졌으며, 

러시아 서부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우크라이

나의 키예프에서만 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9월 말을 기준으

로 이 기업에서는 총 3,472개의 매장(저가할인매장, 수퍼마켓, 하이퍼마

켓, 편의점 등 모두 포함)을 운영하고 있다.

4) 빔빌단(Wimm-Bill-Dann)

1992년에 설립된 빔빌단은 현재 러시아의 유제품 및 어린이 식품분야의 

리더이며, 러시아·CIS 지역에서 무알코올 음료 분야에서도 선도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이다. 빔빌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등의 지역에

서 35개 이상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업의 유제품 브랜드로는 

Domik v Derevne(시골의 작은 집), Chudo(기적), Vesely Molochnik(행복

한 우유배달원), Imunele and Lamber 등이 있으며, 러시아의 최초 주스 브

랜드인 J7 등이 있다. 2009년에 약 7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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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연도 1992년 

본사 위치 러시아 모스크바 

사업분야  식음료

총자산규모(2009년) 1,488,804(천 달러) 

순이익(2009년) 728,325(천 달러) 

해외판매현황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CIS 지역

부표 3-7. 빔빌단 기업 정보

자료: www.wbd.com

빔빌단은 영양가가 풍부하면서도 맛있는 식음료를 각 가정에 공급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까지 이 기업은 러시아 이외에 우크라이나, 벨

라루스, 중앙아시아 등에 진출했다. 이 국가들의 총인구는 약 2억 8,000

만 명에 이르는데 최근 이들의 경제가 점차 성장하면서 판매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이 국가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지속한다면 빔빌단의 제품 판매

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2월 PepsiCo(미국 식음료회사)가 빔빌단 주식의 66%를 38억 

달러에 매입한 바 있다. 이는 러시아에서 에너지산업 이외의 외국인 투자 

중 가장 큰 규모의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주주 지분 비중(%)

American Depositary Receipts(ADR) 32.70

기타 일반 주식 67.30

부표 3-8. 빔빌단 주식 구조(2011년)  

 자료: www.wb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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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행, 투자 및 자산관리 부문

1) 알파방크(Alfa-Bank)

알파방크는 1990년에 모스크바에 설립되었으며, 기업 및 소매 대출, 

예금, 지급 및 계좌 서비스, 환전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파방크 그룹은 러시아 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신용등급 평가를 받고 있

다. 2011년 말 Standard & Poor사는 BB-에서 BB로 평가등급을 상향조

정했으며, 무디스는 Ba1, Fitch는 BBB-로 평가했다. 현재까지 4만 8,000

개 이상의 기업고객과 약 5,800만 명의 소매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 기

업의 최우선과제는 외국인 고객에게 투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2011년에 6억 4,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무

역,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투자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

으며, 이러한 노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알파방크는 2000년에 러시아 은행 중 최초로 런던에 대표사무소를 설치

했다. 이 기업은 네덜란드, 미국, 영국, 키프로스 등에 위치한 자회사들을 

포함하여 러시아 내외에 총 444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현재 알파방크

는 우크라이나 은행인 Kievinvestbank의 주식지분을 76% 소유하고 있다.

회사 설립연도 1990

본사 위치 러시아 모스크바

사업분야  금융

총자산규모(2011년) 31,365(백만 달러)

순이익(2011년) 641(백만 달러) 

해외진출 현황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영국, 미국, 우크라이나, 키프로스 등 

부표 4-1. 알파방크 기업 정보

자료: www.alfa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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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비중(%)

M. Fridman 36.47

G. Khan 23.27

A. Kousmichoff 18.12

P. Aven 13.76

A. Knaster 4.30

A. Kosogov 4.08

부표 4-2. 알파방크 주주 구조(2011년)  

자료: www.alfabank.com

2) 브이티비(VTB)

VTB는 1990년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설립된 때 대외무역은행

(VneshTorgoBank)으로 러시아의 해외거래와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돕기 

위해 창설되었다. 설립된 지 불과 2년 만에 유럽,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등의 약 200개 주요 은행들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 1997년 폐쇄형 

기업이었던 VTB는 러시아 정부가 96.8%의 지분(2011년 말 75.5%)을 소

유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공개형 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국내 금융시장

에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2011년에는 908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회사 설립연도 1990년 

본사 위치 러시아 모스크바

사업분야  금융

총자산규모(2011년) 6,789.6(10억 루블)

순이익(2011년) 90.5(10억 루블) 

해외진출 현황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키프로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UAE, 중국, 인도,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앙골라, 나미비아 등  

부표 4-3. VTB 기업 정보

자료: www.vt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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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비중(%)

러시아연방 75.50

The Bank of New York International 16.40

기타 8.10

부표 4-4. VTB 주주 구조(2011년)  

자료: www.vtb.com

러시아 금융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VTB는 곧 러시아 은행들 중 

최초의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했다. 현재 VTB는 

러시아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진출에서 CIS 

지역을 포함한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신흥경제권이 주요 진출 대상지역

이다. 다른 러시아 대기업들과 마찬가지고 주로 M&A 형식으로 해외진출

을 해왔으며, 서유럽에서의 M&A는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

루어졌다. 현재까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조지아, 아제르바

이잔, 아르메니아, UAE, 키프로스, 중국, 인도,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앙골라, 나미비아,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키프로스 등 20개 이

상의 국가에 진출했다. 

5. 제조업 부문

1) 가즈그룹(GAZ Group)

가즈그룹은 Avto VAZ, UAZ, Sollers와 같이 러시아의 4대 자동차 제

조업체 중 하나이다. 이 기업은 1932년에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설립되

었다. 현재 러시아 내 18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러시아 내에 10

개 지역에 13개의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 각 기업은 자동차부품부터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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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연도 1932년

본사 위치 러시아 니즈니노보고로드

사업분야  자동차 제조 

총자산규모(2011년) 1,795,268(천 달러) 

당해연도 이익(2011년) 264,023(천 달러) 

해외판매 현황 영국, 베트남, 인도 등

부표 5-1. 가즈그룹 기업 정보

자료: eng.gazgroup.ru

트럭 및 버스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작한다. 가즈그룹은 단연 러시아 자동

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러시아 경차부문의 50%, 중형트럭의 58%, 

버스부문의 65% 등 각 세부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압도적이다. 

2011년에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37% 증가한 1,324억 루블, 순이익은 85

억 루블을 기록했다.

가즈그룹은 폭스바겐, Skoda, GM, 다이믈러 (Daimler) 등의 글로벌 기

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다. 이 기업은 러시아 시장 이외

에 영국, 베트남, 인도 등에 진출한 상태이다. 영국에서는 LDV 그룹 운영

하며, 2006년 가즈그룹의 구성기업 중 하나인 우랄트럭(Ural Trucks)은 

베트남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며, 2007년 인도

에서 합작회사를 만들어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제조된 제품들은

주주 지분 비중(%)

Russian Machines 61.00

유동주식(Minority Shareholders) 22.80

GAZ 자회사들(Subsidiaries) 16.00

니즈니노보고로드 지역 0.20

부표 5-2. 가즈그룹 주주 구조(2010년)

자료: Metropol Investment Financial Company (18 J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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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되며, 이외에 20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가

즈그룹은 계속해서 해외확장을 통해 유럽의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Ural Heavy Machinery Works(OMZ)  

OMZ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중장비 제조기업의 하나로 1996년에 Ural 

Heavy Machinery Works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99년 Izhora 

Plants와 합병되면서 회사명이 OMZ로 개명되었다. 채굴 및 시추기기, 핵

발전용 기기, 특수 철강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러시아·CIS 지역에서 핵

발전에 쓰이는 선박형 1차 회로기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제조업체이다. 또

한 석유화학공학, 핵발전공학 등에 쓰이는 대규모의 특수 철강제품을 생

산하는 세계 5대 기업 중 하나이다. 2011년에는 약 1억 5,000만 달러의 

총수익을 기록했다. 

러시아에 9개, 체코에 2개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2003년 체코의 

핵발전기기 생산업체인 Pilson Steel과 Skoda JS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의 제품은 유럽, 아시아, 남미 지역의 42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회사 설립연도 1996년

본사 위치 러시아 모스크바

사업분야  중공업 

총자산규모(2011년) 1,150,758(천 달러)

총수익(2011년) 149,063(천 달러)

해외진출 현황 체코

부표 5-3. OMZ 기업 정보

자료: www.omz.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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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비중(%)

ZAO  Forpost Management 49.90

OOO  Investresource 19.99

OMZ BV 11.56

Lindsell  Enterprises Ltd. 5.99

The  Bank of New York International Nominees (1) 2.95

기타 9.61

부표 5-4. OMZ 주주 구조(2011년)

자료: www.omz.ru

2003년 런던 주식거래소에 상장되어 ADR 형태로 주식의 매입 및 매

각이 가능하다. 

6. 기타 부문

1) 예브로힘(Eurochem) 

2001년에 설립된 예브로힘은 러시아의 가장 큰 무기비료 생산업체이

다. 설립 이후 불과 10년이 지났지만 예브로힘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현재 이익으로 평가했을 때 유럽의 3대, 세계의 10대 비료생산업체이며,

 

회사 설립연도 2001년

본사 위치 러시아 모스크바

사업분야  화학 비료

총자산규모 (2011년) 204,840,481(천 루블)

순이익(2011년) 32,031(십억 루블)

해외진출 현황 미국, 브라질, 스위스, 독일, 카자흐스탄, 벨기에, 리투아니아 등 

부표 6-1. 예브로힘 기업 정보

자료: www.eurochem.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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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비중(%)

Andrey Melnichenko 100

부표 6-2. 예브로힘 주주 구조(2011년)  

자료: www.eurochem.ru

전 세계 연간 무기비료의 1.9%를 생산하고 있다. 예브로힘은 모든 생산

단계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직통합비지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

다. 이 기업은 수직적 통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향후 5년 내에 전 세

계 생산량 비중을 3.3%로 증가시키고, 세계 5대 기업이 되고자 한다. 

예브로힘은 유럽과 CIS을 주요 진출대상 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2011년

에는 CIS 지역의 유통망을 확대하고 벨기에에 생산시설 증대 등을 통해 해

외진출을 추진했다. 이로써 유럽과 CIS의 비료시장에서 각각 2.6%, 14.2%

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이 밖에 미국, 브라질, 스위스, 독일 등에도 진

출한 상태이며, 세계 90개 이상의 국가로 이 기업의 상품이 수출되고 있다.

2) 아크론(Acron) 그룹

아크론은 러시아 최대 복합비료(NPK fertilizer) 생산기업이며, 세계 비

료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암모니아와 다양한 질소비료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이다. 아크론은 현재 독자적인 원료기반을 만들고 생

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

는 세계 인구와 경작지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확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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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연도 1967년

본사 위치 러시아 노브고로드

사업분야  (화학) 비료

총자산규모(2011년) 117,310(백만 루블) 

순이익(2011년) 20,328(백만 루블) 

해외진출 현황 러시아, 중국, 미국, 캐나다 

부표 6-3. 아크론 기업 정보

자료: www.acron.ru

원료 개발, 생산시설 운영, 운송시설 및 국제유통 네트워크 보유 등 선

진적인 수직통합전략을 통해 아크론 그룹은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성

장을 하고자 한다. 이 기업의 비료는 러시아를 포함하여, 중국, 태국, 브라

질, 미국 등에 판매되고 있다.

주주 지분 비중(%)

Acronagroservice 23.27

Questar Holdings Limited 18.95

Refco Holdings Limited 19.82

Granadilla Holdings Limited 15.60

Agroberry Ventures Limited 6.84

National Settlement Depository(nominee holder) 5.42

기타 10.10

부표 6-4. 아크론 주주 구조(2011년)  

자료: www.acron.ru

 



❙Executive Summary❙

Russian ODI and FDI promotion strategy of Korea 

Jae-Young Lee, Seong Bong Lee, Alexey Kuznetsov, and Jiyoung Min

Russian Overseas Direct Investment(ODI) has been increasing rapidly 

in recent years. It has been on an upward trend since the early 2000s 

and rose more steeply from the mid 2000s. The total amount of Russian  

ODI in stock was 362.1 billion dollars at year-end 2011, or 15th in the 

world. The volume grew more than 18 times that of 2000. 

However, Russia’s direct investment toward South Korea is rather 

trivial. Until the end of 2011 Russia invested 54.57 million dollars (in 

stock), which is a mere 3% of the amount of Korea’s direct investment 

toward Russia. This implies that Korea is not yet an attractive investment 

destination among Russians. In fact, Russian direct investment to Korea  

is important because it brings not only economic benefits but also regional 

security, along with stability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with strong support from Russia. Therefore,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needs to be strengthened in the 

future. Of course, both Korean direct investment toward Russia and 

Russian direct investment toward Korea should proceed in parall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motivations  

of Russian overseas direct investment at different levels; namely country, 



region and industry base. After an in-depth analysis of Russian overseas 

direct investment, the study will provide specific measures for attracting 

and expanding Russian direct investment to South Korea. 

The study focuses on patterns and recent condition of the increasing 

Russian ODI since 2000, and Korea’s investment promotion policy toward 

Russia and its achievements. The study is conducted with many methods  

including document research, statistical analysis, survey on Russian  

businesses and experts interviews.   

The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the second chapter following  

introduction, theoretical and statistical analyses on Russian ODI will 

be presented, with Russian direct investment since 2000 being the main  

focus. The study also attempts to demonstrate the main features of 

Russian overseas direct investment by highlighting Russia’s motives for 

overseas direct investment. After reviewing changes and trends of Russian  

ODI, the authors selected regions and industries of greatest interest 

to Russian investors and added useful information for Korea’s investment 

promotion policy. 

In chapter three, motivations and strategies of Russian ODI is analyzed. 

The authors carried out a survey of Russian businesses about their sectors 

and regions of interest for investment and possibilities for investment 

in Korea. With the result of the survey, we suggest promising investment 

sectors for Russian investors and desirable directions for Korea’s investment 

policy toward Russia.  

In chapter four, Korea’s curr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ts major  

features are reviewed. Then, the focus is narrowed to Russia’s recent 



direct investment trends in Korea, and the reasons for the lack of progress 

in Russia’s direct investment in Korea is discussed. Based on these, 

Korea’s investment promotion policy is evaluated.   

In the last chapter, attractive sectors for Russian investors and measures  

for increasing Russia’s investment to Korea is suggested. 

According to our study, Russia’s defense industry holds promising 

investment potential. It contains comparatively high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mong Russian businesses, and with its abundant capital 

resourc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likely to result in success. 

Agreements at the government level should precede any technical and 

investment cooperation with Russia’s defense industry, as it requires 

approvals from technology-related government agencies in Russia. 

Second, investment promotion should proceed through market oriented 

joint-ventures. Korea’s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such as Invest 

Korea should sort out particular sectors with prominent market share 

effects in Russia, in order to develop a business model that will accelerate 

mutual investment between the Korean and Russian industries. Such 

a business model could be implemented in prospective investment 

counseling programs for businesses of both countries, and the launch 

of such programs needs to be actively considered. 

Third, investment promotion targeted at Russia’s energy sector is 

promising. Korea needs to participate in Russia’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to establish cooperative ties between the energy sectors. This 

may open the way for further joint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the 

businesses of both countries in a third-party energy resource development. 



Moreover,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of Russia’s leading energy 

enterprises can provide opportunities to launch joint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Fourth, investment promotion targeted at the research development 

and education sector. In case of the medical sector, Korea may convert 

Russia’s science technology for commercialization, in the form of medical  

devices. Such a strategy fits in the broader objective of establishing a 

Korea-Russia joint enterprise for global markets in the territories of Korea. 

In ca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tor, leading enterprises 

of both countries could consider reaching an agreement for strategic 

technology partnerships and joint investment cooperation. In case of 

the education sector, investment promotion through increased cooperation 

in the higher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As such, in order to expand Russi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ch 

of these respective sectors,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place more  

effort in the following areas. 

First, mutual cooperation with Russia’s government agencies needs 

to be expanded. Building cooperation channels to promote Russia’s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Korea necessitates omnidirectional contact with 

th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the Agency for Export Credit 

and Investment Insurance and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Regarding such processes it would be better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related agencies to replace the current 

individual channels of contact with the so-called ‘control towers’ that 



would allow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control for continuous 

and consistent policy for investment promotion to Russia.  

Second, the present investment promotion system should be modified  

through increased interests on all of Russia’s regions. It would be necessary 

to strongly reinforce investment promotion affairs conducted at KOTRA. 

Concurrently it would be important to develop ‘Korea-Russia investment 

cooperation MOU’ signed in 2011 between Invest Korea and Moscow  

Investment Agency, to provide expanded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information exchange.

Third, Korea’s economic success should be more vigorously advertised 

to Russian businesses. It would be rational to promote Korea’s image 

as a developed country through diverse exhibitions, while modifying  

incorrect stereotypes via published works containing comparative country 

analysis. In particular, it would be vital to effectively employ the internet 

and mass media outlets, while providing the abundant information in 

the Russian language through the embassy, consulates, business related 

institutions, and conferences. 

Fourth, Russian businesses require more activ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investment to Korea. Korea should expand channels of interaction 

among business people of both countries, and reinforce cooperation with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oscow Entrepreneurs’ Associ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urther activate the annual Korea-Russian Business Forum hosted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ies, and the annual 

Korea-Russia Business Dialogue hos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nd setting as the main agenda Korea’s investment promotion 

issues.

Fifth, cases of successful Russian investment to Korea need to be 

created. A single case of Russia’s large scale project successfully executed 

in Korea would motivate the Russian Federation to spread the information 

concerning Korea’s investment environment.

Sixth, joint investment with third parties should be more aggressively 

sought. For instance, merging Korea’s technical skills and Russia’s capital 

for a joint entry to Russia’s neighboring CIS region and other former 

allies of the Soviet era would be an opportunity to fully implement 

Russia’s resources while reducing potential risks.   

Lastly, Korea and Russia need to establish a joint investment fund 

to promote further investment. It could be a utilization of the already 

established ‘global new growth engine fund’ between Korea and Russia,  

or creation of a similar joint investmen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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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 ODI and FDI promotion strategy 
of Korea 

Jae-Young Lee, Seong Bong Lee, Alexey Kuznetsov, and Jiyoung Min

200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528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확대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2011년 말 누적총액 3,621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누적총액은 5,457만 

달러로,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의 3%에 불과한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대폭 확대하여 상호 수평적인 투자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투자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한국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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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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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 

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헷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 구상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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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2012 KIEP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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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

할 연구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

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경제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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