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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verview
※ 정보통신방송 주요 기관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
역할

- 2008년 6월 발표된 ‘러시아 연방 통신 및 매스컴부 출범에 관한 정부 결의’에 근거하여 정보
기술, 통신(전파 주파수 포함), 우정, 매스컴 등 분야에 대한 규제를 실시함

조직도

※ 정보통신방송 주요 정책
2017~2030 러시아 연방 정보사회 개발 전략
- 2017년 5월,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2017~2030 러시아 연방 정보사회 개발 전략’을 발표함
- 해당 전략은 2010년 10월 승인된 정보사회 2011~2020 이후 계획된 전략임. 지식사회 형성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
한 정보사회 개발, 디지털 경제 형성, 정보 침해 등에 대한 중요성 강조와 국가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함
러시아 4차 산업혁명 전략
- 4차 산업혁명 대비 프로그램 ‘2035 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NTI)'을 수립함
- 2015년 6월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와 혁신을 위한 정부 상임 위원회가 열려 NTI(New Technological
Initiative) 로드맵의 역할을 정하고, 그의 발전과 수행을 위한 Working Group이 설정됨
※ 한국과의 협력 현황
- 한-러 과기연구협력 거점인 한-러 혁신센터 개소(2019.06)
- 한-러, 제13차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양자정보·차세대 우주망원경 개발
협력 합의(2019.05)
정부

- 경기도,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및 활성화 위해 러시아·에스토니아·프랑스 방문(2019.05)
-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ICT 협력’ 업무협약 체결 (2018.06)
- 경기도, 한·러 기업간 자율주행 관련 MOU 체결(2017.9)
- 보건복지부, ICT 기반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2017.9)
- KT, 러시아 1위 통신기업 MTS에 5G AI 서비스 소개(2019.05)
- KT-어센드케어, 러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8.09)

기업

- KT, 러시아 연해주와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업무협약 체결(2018.09)
- 한-러·러-한 기업협의회,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 및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8.09)
- 분당서울대병원, 러시아에 병원시스템 수출(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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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및 규제 기관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매스컴부

성명
직급

주요
경력

장관 프로필
콘스탄틴 노스코프
(Konstantin
Noskov)
장관
2018.05
~현재
2009-2
011
2012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Mass Media of Russian Federation)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Mass Media of Russian Federation)는 러시아의 정보
통신(ICT)·방송·우편 정책 기관으로 2008년 5월에 출범함

디지털개발통신
매스컴부 장관
정보기술통신국 국장
러시아 연방정부 분석
연구소 소장

전신은 1917년 설립된 우편전보 인민위원회(People’s Commissariat for Posts
and Telegraphs)이며, 1946년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로 개편됨.
통신부는

다시

1999년

통신정보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cs)로 개편되었으며, 통신정보부는 2004년 정부 개혁 실시 후 정보기술
통신부(Ministry for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s)로 개편됨
2008년 5월,

Medvedev 정권 출범 후 정보기술통신부(Ministry for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s)는 문화매스컴부(Ministry
of

Culture

and

Mass

Communications)와

통합하여

통신매스컴부

(MinComSvyaz)로 개편됨. 2008년 6월 발표된 ‘러시아 연방 통신 및 매스컴
부 출범에 관한 정부 결의’에 근거하여 정보기술, 통신(전파 주파수 포함), 우
정, 매스컴 등 분야에 대한 규제를 실시함
2009년 5월, 매스미디어통신문화유산보호관리국(Russian Federal Supervision
of Mass Media, Communications and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Rossvyazokhrankultura)으로부터 매스컴 관련 규제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관
련 역할이 강화됨
그림 1.1 :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 조직도

출처 :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매스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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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및 규제
1 ) 정책
2017~2030 러시아 연방 정보사회 개발 전략
2017년 5월,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2017~2030 러시아 연방 정보사회 개발
전략’을 발표함. 해당 전략은 2010년 10월 승인된 정보사회 2011~2020 이후
계획된 전략임. 지식사회 형성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사회 개발, 디지
털 경제 형성, 정보 침해 등에 대한 중요성 강조와 국가 안보 강화를 목적으
로 하며, 아래의 원칙에 따라 정보사회 개발 전략을 실행하고자 함
표 1.1 : 2017~2030 러시아 연방 정보사회 개발 전략
개발 전략 원칙 – 국민의 정보 접근 권리 보장
- 지식정보 획득 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 자유 보장
- 디지털 방식 이외 전통적 방식·제품 및 서비스 수령 형태 유지
- 국가의 전통적 가치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 이를 기반으로 한 시행 규범 준수
- 국민과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축적·보급 시 적법성과 합리적 충분성 보장
- 국가 차원에서 정보 분야 내 러시아 국민의 이익을 보호
출처 : 한국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사회 개발을 위해 러시아는 국가 전략 우선순위 5대 분야를 설정하였으
며, 이는 지식정보공간 조성, ICT 인프라 개발, ICT 개발·활용 및 국제적 경
쟁력 제고, 경제 및 사회 분야 개발을 위한 기술 기발 형성, 디지털 경제 분
야 국가 이익 보장임
특히 ICT 인프라 개발의 경우, 정보 창출 단계부터 보급 단계까지 국민, 단
체, 행정기관, 지자체의 접근성 보장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
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스템 및 데이터 처리센터,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인프라 개발이 필요함. ICT 인프라 개발을 위한 필요 사항으
로 지속성, 독립성,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통일·지속·안전성, 사회·경제 및
관리 시스템 기능, 글로벌 수준의 조치 등을 규정하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표 1.2 : 2017~2030 러시아 연방 정보사회 개발 전략 5대 우선순위 전략
국가 전략 5대 우선순위 분야
- 지식정보공간 조성
- ICT 인프라 개발
- ICT 개발, 활용 및 국제적 경쟁력 제고
- 경제 및 사회 분야 개발을 위한 기술 기반 형성
- 디지털 경제 분야 국가 이익 보장
출처 : 한국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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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4차 산업혁명 전략
2014년 12월 푸틴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계획을 직접으로 언급함.
2015년 4차 산업혁명 대비 프로그램 ‘2035 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NTI)'을 수립함. 향후 10~15년간 세계 경제구조를 결정지을 새 기
술 산업에서, 러시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 형성을 목적으로 승인된
장기간 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립
러시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2015년 5월 'Foresight Fleet'에서 600명 이상의 과학자, 기술 연구원, 벤처
투자자, 교육부 대표자, 제조업계 CEO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새
기술의 대두와 유망한 산업에 대해 논의함
2015년 6월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와 혁신을 위한 정부 상임 위원회가 열려
NTI(New Technological Initiative) 로드맵의 역할을 정하고, 그의 발전과 수
행을 위한 Working Group이 설정됨

표 1.3 : New Technological Initiative
로드맵

산업명

AutoNet

스마트카

AeroNet

무인항공기 및 시스템

EnergyNet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가동 및 서비스
제공

NeuroNet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 수단

MariNet

해양 '스마트' 시스템

SafeNet

새 브랜드의
개인 보안 시스템

FoodNet
FinNet

'스마트'·자동화된 식료품 산업
솔루션(생산부터 소비까지) 및
생물공학
분산 재정 시스템과
개인화 재정 서비스 네트워크

스마트 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 개발
- 화물과 승객운송을 위한 로봇화 장비의 국내 생산 프로모션
- 2020년까지 스마트 자동차 시장 지분 0.05%
- 소형 무인(원격조종) 항공기 및 시스템의 개발과 발전
- 2035년까지 관련 산업에서의 러시아의 리딩포지션 확보
- 2035년까지 세계시장에서의 관련 분야 러시아 회사들의 총
연 수익 400억 달러 목표
- 세계시장의 러시아 지분 확대
- 2035년까지 경쟁력 있는 국내기업 육성
- 2035년까지 2.5%의 글로벌 시장 지분 획득
- 세계 해양산업의 유망한 분야에서 러시아 비즈니스의 리딩포지션
확보
- E-Navigation, 해양자원탐사와 혁신적 조선업
- 세계 E-Navigation시장에서의 러시아 지분 12%
- 보안된 소통채널과 같은 다양한 보안 분야 발전, 고급 보안 기술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생체인증시스템
- 3~5%의 세계시장에서의 러시아 관련 회사 지분
- 개인 맞춤형 영양공급, 게놈공학, 대체 원료 등
- 5~15%의 관련 분야 러시아 회사의 세계시장 지분 확보
- 분산원장(공유원장) 시스템, '스마트' 계약서, 'Crowd' 기술 발전 등
출처 : www.nti2035.ru, www.rvc.ru, Kotra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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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030: 과학기술발전 전망
2014년 1월 3일,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 교육 및 과학부와 국립연구대학인 고
등경제대학의 러시아: 2030 과학기술발전 전망(Russia 2030: Science and
Technology Foresight)을 승인함. 해당 전망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과학기술발전의 가장 유망한 분야를 규정함
전망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략, 목표 프로그램, 중기적 성격의 계
획 개발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성하였으며 장기전망은 7가지 과학기술발전
의 우선적인 방향을 제시함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의약 및 보건, ▲신소재 및 나노기술, ▲환
경관리, ▲교통 및 우주 시스템,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절감 총 7가지 분야
각각의 발전 방향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여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선별,
혁신 시장 및 유망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정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 및 서비
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구 우선분야를 선정함

러시아 IT산업 발전 로드맵
2011년 12월, 국가 경제 구조를 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혁신 분
야에서 국가 정책을 규정한 주요 전략, ‘2014-2020년 및 2025년까지 러시아
IT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함
해당 전략은 국가 기관의 과제는 2020년까지 시스템적 접근에 기초하여 IT산
업 개혁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임. 해당 전략 실현 과정에서 IT산업의
개혁 가속화와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요한 과제를 정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
‘IT 산업 발전 로드맵’임
‘2014-2020년 및 2025년까지 러시아 IT산업 발전전략’의 실현 과정에서 IT
산업의 개혁 가속화와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요한 과제를 정할 목적으로 마련
- 러시아 IT산업 발전 전략의 부속 문서로서 전략적 이니셔티브의 핵심과
주요 목표, 실행 기간, 책임부서 등을 명시
- 로드맵은 2014-2018년까지 IT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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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2011~2020
2010년 10월 러시아 정부는 정보사회 2011~2020을 승인, 해당 정책의 주요
목표는 국민생활 수준 향상, 기업발전 환경 개선에 있으며, 프로그램은 다음
과 같이 구성됨
표 1.4 : 러시아 정보사회 2011~2020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전자국가 및 국정의 효율성 제고
정보통신(ICT) 및 러시아 기술 시장 발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디지털 격차 극복과 정보사회 기본 인프라 구축
정보사회의 안전 보장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콘텐츠의 전자화
출처 : 러시아 통신매스컴부 홈페이지(minsvyaz.ru)

정보사회 2011~2020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연간 1,231억 루블(약 20억 달
러)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중 러시아 자국 사업에 연간 31억 루블(약 5,200
만 달러)을 책정함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지자체 자금은 연간 약 500억 루블(약 8억
5,000만 달러)이며,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정부지출 외에 프로그램 구현에 소
요되는 비용을 연간 2,000억 루블(약 34억 달러)로 산출함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경우, 2020년 러시아는 IT 경쟁력지수 부문
세계 10대 강국, 전자정부 준비지수 및 네트워크 지수 부문 세계 20대 강국
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됨
2015년까지 PC 보급률을 75%까지 달성하고, 정보통신(ICT) 관련 생산자와
제공자의 비율을 50%로 향상시킬 계획임
표 1.5 : 러시아 정보사회 2011~2020 목표 및 시행방안
정보사회 2011~2020 목표 및 시행방안
전자 서비스의 품질 향상
엔지니어링 재구축
시민들을 위한 정부 서비스 구축
인프라 구축 확대
▶
불필요한 인증 관리 제거
통합 기능 확대
의사 결정 효율 확대
정보 시스템 개발
출처 : 러시아 통신매스컴부 홈페이지(minsvyaz.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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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규제
(1) 정보통신(ICT) 규제
통신법
러시아의 통신 기본법은 2003년 7월 발표한 ‘통신법 2003 (Telecommunications
Law 2003)’이 있으며, 해당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해당 법은 주파수 할당, 상호 접속, 사업권 발급 원칙 및 목적, 보편적 서비
스 기금의 설립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쳐 2010년
개정된 법안이 현행법임
2010년 개정판에서는 IT 사업자들의 세금 우대,

전자 정의(Electronic

Justice), Skolkovo 혁신 센터의 세금 문제,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개정됨

정보･정보기술･정보보안법
2006년 7월 새로운 러시아 연방법인 NO. 149-FZ 정보･정보기술･정보보안법
(Federal Law NO. 149-FZ on Information, Informational Technologies and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이 발효됨
해당 연방법은 정보, 정보기술, 정보 시스템, 정보통신 네트워크, 접속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2014년 7월까지 세부 사항이 개정되고 추가되었음. 해당 법안이 발
효됨에 따라 1995년에 발표 실시된 ‘러시아 연방정부 정보･정보화･정보보안법
(Federal Law on Information, Informatization, and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은 정보처리, 정보 기술의 활용, 국가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규
정한 법안은 무효화됨

사업허가제도
‘통신법 2003’(2003년 7월 개정판)은 통신 서비스 사업권 신청, 경매, 비용
등에 대해서도 규정함
신청 사업자는 주무 기관에 통신 서비스 유형, 구축 예정인 통신망 유형, 서
비스 지역, 사업 계획 및 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경매를 통해 사업권을 발급하며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경매 규정을 제정하고
통신 주무부처에서 경매 방식을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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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나, 국가주파수위원회
(The State Radio Frequencies Commission)가 지역별로 제한된 통신 사업자에게
만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기로 한 경우
②특정 지역의 공중통신망 자원(번호자원 포함)이 제한되어 있고, 통신 주무 부처에
서 해당 지역의 통신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
통신 서비스 사업권의 유효 기간은 3년부터 25년까지 다양하며, 신청 기간, 통신
서비스 유형, 주파수 사용 기한 등 상황에 따라 유효 기간이 달라짐

5G 주파수 경매
러시아는 현재 5G 네트워크 설치 예정이며, 2020년까지 5G 상용화를 목표로 함.
2019년 5월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의 5G 통신 개발 초안에서 정부가 선정한
모든 5G 주파수 인프라 운영자를 통합, 하나의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공표함.
정부는 해당 방안으로 운영할 경우 2024년까지 54~55억 루블 가량의 예산이 필요
할 것이며 다른 운영방식에 비해 가장 적은 비용 비용으로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함
반면, 러시아의 연방반독점서비스(Federal Antimonopoly Service, FAS)는 해당 초
안은 국가와 산업, 그리고 소비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비판함. 하나의 협회가 주
파수 운영을 주도할 경우 독점과 부진, 잠재적 주파수 입찰 수익에 대한 손실을 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각각의 통신사에게 할당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향
일 것이라고 밝힘
5G 개발을 위해 로스 텔레콤(Rostelecom)과 메가폰(MegaFon)은 합작 회사를 설립
하였으며, 짧은 시일 내에 기술 시험을 시작할 것으로 보임
2019년 6월 중국의 화웨이(Huawei)는 러시아 최대 유·무선 통신사 모바일텔레시
스템즈(MTS)와 협력하여 2020년까지 러시아 전역에 5G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계약
을 맺음. MTS는 공식 성명서에서 화웨이와 5G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2019~2020년 사이 파일럿 5G 네트워크 설립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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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 규제
‘외국인 투자 제한법’ 실시
2008년 5월 7일부터 Vladimir Vladimirovich Putin 대통령이 승인한
‘외국인 투자 제한법(On the Procedure for Foreign Investment in
Companies of Strategic Importance for the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57- FZ)’이 실시됨
‘외국인 투자 제한법’은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러시아 국내
시장 진입 장벽도 높이는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同 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처음으로 러시아 시장 진출 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42개 업종을 신규로 지정함
외국인 투자자의 러시아 국내 전략 산업 기업 투자 지분 비율을 제한,
천연자원 관련 개발 기업의 지분 비율은 5% 이내, 기타 전략 산업 기
업의 지분 비율은 업종에 따라 25~50% 이내로 제한함
러시아 통신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러시아 기업
과 반드시 합자기업을 설립해야 하며, 설립된 합자기업의 외국인 투자
자의 지분 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
‘외국인 투자 제한법’ 제5조항은 ‘자연 독점 형태의 유선 통신사업’과
‘러시아 영토의 절반 이상을 커버하는 방송 사업’을 전략 산업으로 분
류하며, 러시아 3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MTS, MegaFon, VimpelCom
모두 전략 산업 기업으로 지정함
표 1.6 : 정보통신(ICT)･방송 산업의 외국인 투자제한 정책
내용
- 정보보호 시스템 및 방송 전송 암호화 시스템의 연구와 생산은 사업 허가제
적용
- 러시아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과 TV 중계방
송 제한
- 러시아 ‘경쟁보호법’ 제23조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
자 제한
- 러시아 국내에서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인터넷 서비스 제외)
- 5개 혹은 5개 이상 러시아 연방 주체를 커버하는 통신 서비스
- 연방 內 대도시를 커버하는 통신 서비스
출처: 출판매스컴청(Rospe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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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구조 및 특징
러시아, 2017년 ICT 개발 지수 45위 기록
2017년 ICT 개발 지수 순위에서 러시아는 전년도 대비 두 계단 하락한 45위
를 기록함. 러시아의 경우, 이동통신 및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 대비 유선전화
및 유선 인터넷 보급률이 크게 뒤쳐지는 양상을 보임

2018년 러시아 IT 시장 규모
2018년 러시아 IT 시장의 외국 기업 매출 규모는 4% 성장한 226억 달러, 러
시아 기업의 매출 규모는 15.5% 성장한 1조 4700억 루블로 집계되었음. 이
는 각각 전년 대비 17%, 2% 증가한 수치임. 러시아 상위 100대 IT기업의 루
블화 매출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 : 러시아 IT 시장 규모

외국
기업
매출
러시아
기업
매출

규모
(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성장률
규모
(단위: 조 루블)

전년대비
성장률

(단위: 억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280

178

170

218

226

-16%

-39%

-3%

17%

4%

1.063

1.08

1.137

1.27

1.47

1.2%

1.6%

5.3%

2%

15.5%

출처 : 러시아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합(Russoft)

2017년 러시아 통신시장 규모
러시아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합인 Russoft가 발표한 제 15회 러시아 소프트
웨어 개발 수출 산업 연간 조사(15th Annual Survey of the Software
Development Export Industry of Russia)에 의하면, 2017년 러시아의 모바
일 서비스 시장 규모는 8,930억 루블로 전년대비 1.5% 증가함. 2017년 러시
아 통신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1조 7,1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함
표 1.8 : 러시아 2017년 통신시장 규모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Telecommunication
Market

(단위: 억 루블)

시장규모

전년대비 성장률

8,930

1.5%

17,100

1.3%

출처 : 러시아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합(Rus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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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 주요 이슈
러시아, 스타트업 육성 활발
러시아 정부는 IT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다각화를 위해
모스크바 외곽순환도로 인근에 과학기술혁신센터를 조성함. IT산업은 러시아
의 기술 발전과 상업화를 위하는 스콜코보 재단(Skolkovo Foundation)의 5대
육성산업 중 가장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로 다양한 스타트업
(startup) 및 기술기업 진출이 활발함. 해당 재단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지원, 연구개발(R&D), 벤처캐피털 연계, 테크노파크, 교육기관
(Skoltech Institute) 등의 지원 기능 및 체계를 갖추고 있음. 스콜코보 재단은
2019년 5월 모스크바의 스콜코보 혁신 센터에서 스타트업, 거대 기업, 국가
기관간의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시키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제 7
회 Startup Village’를 개최하여 매년 우수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수상함. 2019
년 수상 스타트업은 총 6개로, 2개의 스타트업은 VR과 AR 솔루션을 기반으
로 하였으며 4개의 스타트업은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스타트업이었음

러 모바일앱 시장, 지속적인 성장
러시아에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점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
해서 다소 뒤처졌으나, 이후 소비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
재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수준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시장규모에
서 세계 상위 10개국 중 하나로 성장함
러시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60%에 그쳐 향후 성
장 잠재력이 높은 편임. Mail.ru 등 제작업체들도 신제품 개발과 세계시장 진
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또 미국, 중국 등지의 다국적 기업들도 우수한 러시아 인력 채용 및 러시아
업체와 제휴를 통해 신제품을 공동개발하는 등 러시아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현재 러시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가 70%, Ios
가 20%를 점유하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정보 보안 및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 목적으로 현재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안드로
이드와 iOS 운영체제의 점유율을 낮추고 Sailfish나 Tizen과 같은 비주류 운영
체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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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평가에서 21위 기록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 (BSA, The Software Alliance)가 세계 각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18 BSA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
카드’에서 러시아가 총 24개국 중 21위를 차지함. 이 평가는 전 세계 주요
IT 강국 24개국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준비환경에 대하여 평가하며 클
라우드 컴퓨팅 관련 7개 정책 분야(정보 보호, 보안, 사이버 범죄, 지적재산권,
국제적 공조 도모, 자유무역 장려, IT 준비 및 브로드밴드 보급 상황)에 대한
각국의 강점과 약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짐. 러시아의 경우 IT 준비 및 브
로드밴드 보급 상황 항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자유무역 장려 항목에
서는 점수를 전혀 획득하지 못하였으며 정보 보호와 보안 항목들에서도 낮은
점수를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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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과의 협력 현황
1 ) 정부 간 협력
한-러 과기연구협력 거점인 한-러 혁신센터 개소(2019.06)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거점인 한-러 혁신센터가 2019년 6월 21일 인천 송도
G타워에 개소됨. 해당 센터는 2018년 6월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논
의된 ICT 및 응용기술 분야의 협력을 포함한 양국의 기술 협력, 연구개발 지
원, 이를 통한 혁신기술과 원천기술 상용화, 스타트업 창업, 기업 교류, 세계
시장 공동진출 등을 돕기 위해 세워짐

한-러, 제13차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양자정보·차세대 우주
망원경 개발 협력 합의(2019.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5월 1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13차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함. 해당 과기공동위에서 양국은 미래 컴퓨터의 기
반인 양자정보 기술, 인공지능, 해상·공중 무인이동체, 암 면역세포치료제 분
야에서 공동 기술을 개발하기로 함. 또한 기초과학 분야 내 문리 분야 인력
양성 및 차세대 우주망원경 개발 등의 연구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함.
더불어 양국은 합의된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
년부터 신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경기도,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및 활성화 위해 러시아·에스토니아·프랑스
방문(2019.05)
경기도 혁신산업정책관과 경기도 실무단이 경기도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경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 에스토니아, 프랑스를
방문함. 실무단은 러시아에 방문하여 모스크바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해외
지원 성과 점검, 러시아 기업인과 러시아와 CIS 시장 수요에 따른 기업의 진
출 노하우와 전략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임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ICT 협력’ 업무협약 체결 (2018.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업무협
약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의 혁신·원천기술과 한국의 ICT·응용기술을 결합하
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 생
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러시아 디
지털개발통신매스컴부와 ICT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초고속 인터넷, 5
세대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정책 전문가 교류, 공동연구,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계획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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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러 기업간 자율주행 관련 MOU 체결(2017.9)
경기도는 러시아 실리콘밸리인 모스크바 스콜코보 혁신센터에서 한·러 자율주
행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 경기도내 스타트업 (주)프로센스와
Lanit-Tercom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경기도와 스콜코
보재단이 판교제로시티와 스콜코보 혁신센터내 저속 자율주행시험 지원 및 공
동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상호 합의함

보건복지부, ICT 기반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2017.9)
한국과 러시아가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해 양국 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이로써 양국 보건부는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면담을 갖고
한·러 보건부 간 ‘의료인 연수 협력’ 의향서를 체결함. 이로써 양국 간 공식
채널을 통해 연수생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러시아 환
자 유치 채널을 강화하게 됨

한-러, ‘유라시아 기술혁신 파트너십’ 개최(2016.12)
코트라(KOTRA)는 국내 스타트업의 유라시아 시장 개척 및 한-러 기업 간 기
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라시아 기술혁신’ 파트너십을 개최함. 이는 주러
시아대사관과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바이오, IT,
정밀제조 분야 등의 스타트업이 참여함

제6차 한국-흑해경제협력기구 정보통신 협력 워크숍 개최(2016.11)
외교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6년 11월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 협력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함
흑해경제협력기구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터키,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등 12개국
으로 구성됨. 한국 정부는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을 파견하여 한국의 전자정부 및
ICT 기술을 알릴 예정임

한국무역협회, 유라시아 경제포럼 2016 개최(2016.11)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주최로 지난 11월 9일 ‘유
라시아 경제포럼 2016: 한-EAEU 협력 가능성과 미래’를 개최함. 유라시아 경
제연합(EAEU)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
국으로 구성됨
러시아의 경우, 경제개발부 국장이 러시아의 주요 육성 산업 및 한-러 협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임. 이번 포럼에서 현지 진출 및 협력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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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러 캄차트카 주정부와 주립병원 건설 MOU 체결(2016.09)
보건복지부는 러시아 순방을 통해 러시아 캄차트카 주립 병원을 건설하
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해당 MOU는 1억 7,000만 달러 규
모이며, 캄차트카 주립병원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임
또한, 보건복지부는 러시아 극동개발부 및 보건부와도 ICT 기반의 의료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함. 국내 e-health 시스템과 같은 의료 ICT 기술
을 러시아에 적극 활용하기로 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러 IT Park와 첨단기술 협력 체결(2016.09)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2016년 9월,

러시아 타타르스탄의 아이티파크(IT

Park)와 IT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협력과 시장 개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아이티파크는 타타르스탄에 위치한 산업기술단지로 150여 개의 IT 기업
이 입주해 있음.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러시아 타타르스탄의 기술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함

한-러, 과학기술 협력 강화에 나서(2016.08)
미래창조과학부는 러시아 과학부와 제12차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
함. 이는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990년 과학기술협
력협정을 체결한 이후로 양국 교대로 공동위를 운영하고 있음
이번 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신규 공동연구사업, 연구기관 및 대학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러시아 정보전송문제연구소(IITP)와 뇌·컴퓨터 인
터페이스 연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러시아 모스크바물리기술대학(MIPT)
과 인공지능 분야 연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함

울주군, 러시아·벨라루스와 기술협력 체결(2016.06)
울산시 울주군 국제협력단은 지난 2016년 6월, 레이저 기술 및 금속소재 관
련 기술 교류를 위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함
국제협력단은 러시아 모스크바 젤레노그라드 기술센터, 벨라루스 민스크 국립
벨라루스기술이전센터와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국제협력단은
이번 기술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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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업 진출 및 협력
KT, 러시아 1위 통신기업 MTS에 5G AI 서비스 소개(2019.05)
러시아 유무선 최대 통신 사업자인 모바일텔레시스템즈(MTS)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KT를 방문하여 5G, 인공지능, 스마트홈 등 미래사업 분야를 둘러봄. 또한 KT는
MTS그룹 경영진에게 스마트팩토리, 자율 주행, 스카이십 5G 기반 B2B 적용 사례
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최초 인공지능 호텔인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 방
문하여 KT의 AI 기술이 적용된 사물인터넷 환경을 소개함

KT-어센드케어, 러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8.09)
KT는 러시아·유럽지역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어센드케어(Ascend Care
Liited)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 양사는 2019년 러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공동진출을 목표로
시장조사 개시에 합의함. KT는 ICT 기술이 집약된 모바일 건강진단 솔루션 제공
및 러시아 현지 마케팅을 지원하며, 어센드케어는 KT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의
러시아 정부인증과 판매 및 A/S 채널을 구축할 계획임

KT, 러시아 연해주와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업무협약 체결(2018.09)
KT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연해주 주정부와 에너지, 보안, 교통, 안전,
스마트팜 등의 다양한 KT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합의함. KT와 러시
아 주정부는 협약 체결 후 스마트시티 전담반을 구성, 구체적 추진 분야를 선정할
예정임. 연해주 정부와의 전방위적 사업 협력을 통해 KT는 기술교류 및 도시 발전
을 위한 공공사업 적용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스마트시티 구축 공동 작업을 통해
글로벌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유라시아 시장에 KT의 ICT 기술을 전파할 계획임

한-러·러-한 기업협의회,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 및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8.09)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러시아 전략기획청 주관으로 러
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에서 한-러 기업협의회와 러-한 기업협의회가 한
국과 러시아 간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시장정보 및 사업기회 교환·양국 회원
사 간 협력 관계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 민
간 경제 협력 채널의 구축으로 성장성 높은 러시아 시장 진입이 용의해 질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 주변국인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등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시장으로의 접근도 용의해지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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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러시아에 병원시스템 수출(2017.9)
국내 의료기관이 ‘의료 융·복합 클러스터 모델’ 병원 시스템을 외국에 이식하는 첫
사례임. 분당서울대병원은 병원 시스템 수출을 위해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에서 모스크바시 국제의료클
러스터재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함. 앞으로 모스크바시 스콜코보 특구 내에 한국형
첨단병원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

KG이니시스·KG모빌리언스, 2017 러시아 진출 확대 계획(2016.12)
KG이니시스·KG모빌리언스는 지난 2016년 4월 BAK International과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약 800만 달러의 핀테크 솔루션 구축 계
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2월 BAK International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러
시아 및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을 확대하기로 나섬
KG이니시스·KG모빌리언스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비대면 전자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한국의 모바일 게임, 인터넷뱅킹 솔루션 등을 제공하기로 함

네오위즈, 러시아에 ‘블레스’ 게임 정식 서비스 출시(2016.12)
네오위즈게임즈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블레스(Bless)를 러시아에 정
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네오위즈게임즈의 러시아 현지 공식 퍼블리셔는
101XP임
101XP는 약 30여 종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500만 명 이상의 게임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유통사임. 블레스 게임은 101XP에서 시행한 시범 테스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정식 서비스를 런칭하게 됨

한컴, 러시아에 오피스 SW 공급 예정(2016.11)
한글과컴퓨터는 러시아 IT 기업인 아스비스와 협력하여 해외 PC용 사무 소프
트웨어인 ‘씽크프리 네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2016년 12월 러시아 현지 소비자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며 2019년까지 기
업 및 정부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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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웍스, 러시아 모스크바 건강검진센터 설립 MOU 체결(2016.11)
솔트웍스는 국방 및 의료 IT 기업으로 2016년 12월 스펙 합병을 통해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함. 솔트웍스는 상장 이후로 국
방 및 의료 IT 분야의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임
실제로 솔트웍스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여 2017년부터 의료 IT 분야의 해외 매출이 발생할 것
으로 기대됨

삼성페이, 러시아에서도 서비스 출시 예정(2016.10)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0월에 개최된 금융 컨퍼런스 ‘머니20/20’에
서 2016년 내 러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삼성페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힘
3개국이 추가되면서 삼성페이 서비스가 이용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을
비롯해 총 10개국으로 늘어남. 삼성전자는 이뿐만 아니라 2017년 초 미국에
마스터카드의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함

GS홈쇼핑, 러시아 국영 통신사 로스텔레콤과 러시아 진출을
위한 합작 홈쇼핑 설립 계약 체결(2015.07)
합작 홈쇼핑사는 총 자본금 2,000만 달러로서 설립되며 이 중 GS홈쇼
핑이 40%(800만 달러), 로스텔레콤이 60%(1200만 달러)를 투자함
GS홈쇼핑은 러시아 진출을 위해 5년간 시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성을
확인했고 가장 강력한 사업 파트너의 협력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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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 및 증강 현실
1) 품목 시장 규모
▶

2016년 기준 러시아 VR 시장 규모, 3억 4,800만 루블 (553만 달러)

▶

글로벌 규모 대비 0.1% 미만, VR · AR시장 아직은 미성숙기
CFO Russia(러시아 결정권자 협의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러시아 VR 시장
규모는 3억 4,800만 루블(약 553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글로벌 시장 대비 0.1%에
그치고 있음. 실제 러시아 내 VR·AR 시장은 태동기에 있으며 파일럿 테스트 형식
의 시범 사업 등이 주로 진행되고 있음1.

2) 적용 산업 분야
▶

VR·AR 주요 적용 분야 ‘에너지 및 석유, 농업, 방위, 트레이닝, 의료’
[그림 1]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VR·AR이 주로 적용되는 산업 분야는 ‘석유 에너지,
농업, 방위, 직원 트레이닝, 의료’ 등 5가지 분야에 해당됨. 특히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러시아에서는 플랜트 운영과 관련된 VR·AR 기술이 발달하고 있음

[그림 1] 러시아 VR·AR 주요 적용 분야
산업

주요 활용 영역
⦁러시아 세계 최대 원유생산국

플랜트

⦁플랜트 유지보수, 운영, 수리 과정에 있어 가상현실기술 활용
⦁러시아 농산업 대량 생산 등 수출 지향 산업으로 변화

농업

⦁트랙터 및 콤바인 등에 대한 가상현실기술 교육
⦁농장 환경 시뮬레이션을 통한 문제점 제안
⦁세계 군사력 순위 2위, 러시아

방위

⦁러시아 가상 헬멧을 활용한 실제 전투 시뮬레이션 훈련
⦁장비 오작동에 대한 위험 방지

직원 트레이닝

⦁극한의 작업 환경 內 인력 활용 대체
⦁응급상황 발생 시의 대처 방안 시뮬레이션
⦁지체 장애로 인하여 신체 활용이 불가능한 환자 대상 가상현실기술 활용

의료

⦁가상현실기술 활용을 통한 신제장애 극복 환자 사례 발생

1. CFO RUSSIA (www.cfo-russia.ru), ’Виртуальная и дополненная реальность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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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육성 산업
▶

세계 최대 원유/가스 생산국 러시아

▶

2018년, 러시아 산업용 VR · AR 프로젝트 시장 규모 16억 루블

▶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5.0~85.0% 전망
세계 최대 원유 및 가스 생산국인 러시아에서는 관련 분야에서는 VR·AR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2018년 기준, 일반 산업용(플랜트 포함) VR·AR
프로젝트 시장 규모는 16억 루블에 달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연평균 최소 55%/
최대 8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2.

▶

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장비 수리 교육 대상 ‘러시아 정부 지원 계획’

▶

잠재력 높은 시장이나,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파일럿 테스트 단계
이러한 산업 환경 아래, 러시아 정부는 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플랜트 운영 프로
젝트에 연간 2억 루블 이상의 지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가스프롬(Gazprom),
시부르(SIBUR)’와 같은 원유/천연가스 생산 기업들은 VR·AR 기술 전담 자회사
육성, 기술 개발사 인수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그림 2] 러시아 산업용 VR · AR 프로젝트 시장 규모 전망
(단위 : 억 루블)

출처 : TAdviser (www.tadviser.ru)

2. Computraa (www.computerra.ru),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VR/AR ВЫРАСТЕТ В РАЗЫ’,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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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개발 동향
가스프롬 (Gazprom)

▶

가스프롬(Gazprom), 천연가스 플랜트 시설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개발

▶

프로젝트 개발에 2,000만 루블 (31.7만 달러) 투자3.
천연가스 생산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은 신입사원 교육과 산업 안전 향상을 위한

· www.gazprom.ru
· 러시아 천연가스 추출 기업

VR 솔루션 개발에 연간 2,000만 루블 (약 32만 달러)을 투자하고 있으며 주로
‘현장 체험 학습, 위험 상황 대비 훈련’ 등의 용도로 활용함. 가스프롬은 최근

시부르 (SIBUR)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직원 교육 시간 30% 이상 감소,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 www.sibur.ru

손실액 20% 이상 감소’ 등을 골자로 한 성과보고서를 발표함

· 러시아 석유화학기업

[그림 3] 가스프롬, 플랜트 직원 교육 VR 시뮬레이터
신입사원 교육용 VR 시뮬레이터
· 기술협력 : Unity (게임 엔진), Oculus (디바이스)
· 신입사원 교육 시간 절약
산업 안전 향상 VR 시뮬레이터
· 기술협력 : 삼성 (디바이스)
· 생산과정 시나리오 시각화 및 체험
출처 : Geoline-tech(geoline-tech.com)

▶

시부르(SIBUR), 석유화학 설비 유지보수 개선을 위한 AR 솔루션 개발

▶

AR 안경을 통한 원격 전문가 항시 지원
원유생산기업 시부르는 AR 안경 개발을 통하여 소수의 전문가로도 러시아 전역의
고객들에게 양질의 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4] 시부르, 유지보수 효율화를 위한 AR 안경

유지보수 효율화를 위한 AR 안경
· 유지보수 및 수리 작업 품질 제고를 위한 개발
· AR 플렛폼 활용 원격 전문가 항시 지원
· 내장 비디오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를 통한 통신 지원
· (개발 예정) 결정권자 패턴 인식 시스템

출처 : TAdviser (www.tadviser.ru)

3. Gazprom-net(www.gazprom-neft.com), ’GAZPROM NEFT DEVELOPING IMMERSIVE EDUCATIONAL TECHNOLOGIES
TOGETHER WITH HTC AND MODUM LAB,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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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1) 품목 시장 규모
▶

인공지능, 러시아 국가 차원의 주요 의제로 부상

▶

2021년까지 러시아 인공지능 시장 규모, 3억 8000만 달러에 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은 모든 인류를 위한 미래”라
언급하며 2018년 3월 국가차원의 인공지능 기술 로드맵 초안(Draft National R
oadmap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을 발표
했으며, 최종안이 금년 중순까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컨설팅그룹 딜로
이트(Deloitte)에 따르면, 러시아의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아직 주요 인공지능 주
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 집중 전략에 힘입어 2021
까지 3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4.
인공지능 분야 관련 러시아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는 러시아 인공지능 관련 기
업 육성을 위해 외국 투자기업들로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였으
며5., 러시아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6년 동안 9000만 루블(약 14억
달러) 규모 편성 계획을 밝힌 바 있음6.

2) 적용 산업 분야

▶

인공지능 주요 적용 분야 ‘로봇, 음성 및 이미지 인식, 국방’
[그림 5]에 의하면 러시아는 주로 식품, 국방, 음성/안면 및 이미지 인식, 정유 업
계에 인공지능을 기술을 집중하고 있음
[그림 5] 러시아 인공지능 주요 적용 분야
산업
식품

주요 활용 영역
⦁생산 라인 최적화 관리
⦁제품 품질 및 위생관리
⦁러시아 GDP의 5%, 국방 분야 개발에 사용

국방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스마트 무기(Smart weaponry) 연구개발
분야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위치

음성, 안면 및
이미지 인식

⦁러시아의 안면 및 음성 인식 기술 세계적 수준
⦁러시아 정부의 투자로 이 분야의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
⦁원유 시추 및 원유 펌프 자동화 시스템으로 안전성 강화 및

오일

과도한 비용 문제 타개
⦁원유 정제화 전략 모델링

4. TADVISER, ‘Artificial intelligence (market of Russia)’,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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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육성 산업
글로벌 안면 인식 기술
시장 규모

▶

러시아의 인공지능 기반 안면 인식 기술, 세계적 수준

▶

러시아 정부, 모스코바의 모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인공지능 안면 인식 기술 접목
러시아 내 안면 인식 기술 분야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정부 지원에 힘
입어 큰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 지난 3년간 러시아의 전체 생체 인식 시장
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며(약 50%를 차지), 2015-2
018 연평균성장률은 106.7%에 달했음7.
러시아 당국은 계속적으로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활용처를 확대하고 있으며

출처 : Markets and Markets,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디바이스에 2018년 기준

‘The global facial recognition

1억 2000만 달러가 사용되었음.8. 정부는 2019년까지 모스코바의 모든 CCTV

market size’, 2019.06

에 인공지능 안면 인식 시스템을 접목할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러시아의 인공
지능 개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함.9.
모스크바시티텔레폰네트워크(MGTS)에 따르면, 러시아의 CCTV 시장은 2016년
전년 대비 20%의 성장률을 보였고, 2017년 시장 규모는 약 12.6억 달러를 기
록하며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CCTV의 주요 소비자는 65%가 일반
기업, 28%가 정부기관 및 지역당국, 7%가 개인 고객으로 나타남.10. 향후 CCT
V 산업은 다양한 데이터 처리기술과 결합하여 활용 분야와 감지 범위 또한 확
대될 것으로 기대됨11.
한편 전 세계 안면 인식 시장 규모는 2019년 32억 달러에서 2024년까지 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성장률 16.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안면 인식 기술 시장 성장의 주요인은 정부기관의 정책에 따른 보안 및
예방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함

5. The Moscow TImes, ‘Russia Raises $2Bln for Invest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2019.03.31
6. RT, ‘Russia plans to invest billions in AI, remove all barriers for ‘tech pioneers’, 2019.05.30
7. J'son & Partners, Research of the Russian market of biometric technologies, 2018-2022, 2019, 02.08
8. The Bell, ‘Moscow is expanding its use of face recognition technology’, 2018.12.09
9. Defenseone, ‘Moscow to Weave AI Face Recognition into Its Urban Surveillance Net’, 2019.05.14
10. Securika-moscow, ‘Keep an eye out: Russia’s video surveillance market‘, 2018.07.26
11. РИА Новости, ‘"Распознают и найдут". В Москве внедряют новейшую систему безопасности’,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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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개발 동향
▶

엔테크 랩(Ntech Lab)

▶

· ntechlab.com

엔테크 랩(Ntech Lab), 설립 3년 만에 1,000만 달러의 매출 올려
러시아 CCTV에 안면 인식 기술 ‘ FindFace’ 접목
2015년 설립된 신생기업인 엔테크 랩은 설립된 지 3년 만에 1,000만 달러의 매

· 러시아 정보기술기업체

출고를 올리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17년, 미국 정보고등연구기
획국(Intellig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ctivity, IARPA) 주최의 첫 안면

비전랩스(Vision Labs)

인식 소프트웨어 대회에서 3개 부문 중 2개에서 우승을 차지해 기술력과 인식 정

· www.crunchbase.com

확도를 인정받았음.12. 엔테크 랩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Findfa

· 러시아 비주얼 인식 기업

ce’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첫 시범 가동한 안면 인식 CCTV 1,500대에 사
용되었으며, 2018년 월드컵에서도 범죄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음

[그림 6] 엔테크 랩(Ntech Lab)의 파인드페이스(FindFace)
파인드페이스(FindFace) 어플리케이션
· 종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출시: 2016년
· 특징: ① 안면인식 센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추적할 수 있으며,
군중 속에서 화가 나 있거나 거친 감정
상태인 사람을 식별하는 기능을 제공
② 인식 정확도가 94%에 달함
출처 : 기업 홈페이지

비전랩스(Vision Labs)의
LUNA 안면 인식
플랫폼

▶

비전랩스(Vision Labs)의 ‘LUNA 안면 인식 플랫폼’
2012년에 설립된 비전랩스는 컴퓨터 비전과 머신 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
그램 솔루션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로, ‘LUNA 안면 인식 플랫폼’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음. 이 플랫폼은 비디오와 사진 이미지를 이용하여 사람 안면을 실시
간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비전랩스의 또 다른 인기 있는 솔루션 중 하나인 ‘Face_IS’는 소매업자들로 하여
금 안면 인식이 된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제안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
음. 비전랩스는 높은 품질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기업 구글(Google)과 페이스북(Fa

출처: Analyticsindiamag

cebook)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음13.

12. Russia Beyound, ‘U.S. intelligence gives first prize to Russian startup in face recognition contest’, 2017.11.17
13. venturebeat, ‘After partnering with Facebook and Google, Russian startup VisionLabs raises $5.5 million from local
corporate fund’,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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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D 프린팅
1) 품목 시장 규모
▶

2017년 기준, 러시아 3D 프린팅 시장 규모 7,920만 달러

▶

현지 기업이 전체 시장 규모의 30% 차지하며, 외국 기업이 강세
2019년 기준 러시아의 3D 프린팅 장비와 서비스 시장이 지난 8년 간 꾸준히 성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음.14.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17년 러시아 3D 프린팅 분야
시장 규모는 7,9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0%가 증가했음. 러시아의 3D 프린팅 시
장에서는 외국 기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시장의 30%만이 현지 기업이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러시아 산업통상부의 미하일 이바노프, 기계 및 기계-건설
산업 투자 부서장에 따르면, 3D 프린터 및 관련 소비재 품목 모두에서 향후 4년간 연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함

2) 적용 산업 분야

▶

3D 프린팅 주요 적용 분야 ‘우주항공, 의료, 제조’
[그림 7]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3D 프린팅이 주로 적용되는 산업 분야는 ‘우주항공,
의료, 제조’ 등 3가지 분야에 해당됨. 특히 거대한 자본력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우주 분야 강국으로 알려진 러시아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에 활발하게 접목하고
있음

[그림 7] 러시아 3D 프린팅 주요 적용 분야
산업
우주항공

주요 활용 영역
⦁러시아 항공우주 분야 강국
⦁우주 항공, 각종 연구 장비 디자인 및 부품 제조-개발
⦁3D 바이오프린팅 기술 : 3D 프린터로 조직, 장기 등을 제작하여

의료

인간에게 인식하는 기술
⦁의료 수술 플래닝 및 의료진 수술 시뮬레이션 모형에 활용
⦁비침습형 의료기기(보청기, 치아교정기 등)
⦁프로토타입(Prototype) 제작 시 활용

제조-건설

⦁자동차 산업, 완성차 및 차량 부품 모형 제작 시 활용
⦁건축 모형 재현

14. J'son & Partners Consulting, ‘The 3D printing market in Russia and in the world in 2018’,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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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육성 산업

▶

3D 프린팅 기술, 글로벌 우주항공 분야에서 급부상
우주항공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의 존재감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음. 이 기술
의 가장 큰 강점은 여러 부품을 개별 생산한 후 결합하여 제조해야하는 항공기
및 우주선 제작 부품을 3D 프린터 기술로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것임. 이를
통해 생산 과정 간소화, 신속한 소량생산, 무게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주요
항공 및 우주선 제조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5.
미국 시장조사기관 Markets and Markets은 글로벌 우주항공 분야 3D 프린팅
시장 규모가 2017년 7억 1천 450만 달러에서 2022년까지 30억 5천 790만 달
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우주항공 분야 강국 러시아, 산업용 3D 프린터 시장 성장 궤도 전망
러시아 3D 프린팅 시장은 아직은 초기 단계로 다양한 분야에서 파일럿 테스트
단계에 있음. 정부 및 기관 차원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특히 우주항공 분야 강국인 러시아는 우주항공 분야 각종 연구 장비
개발을 목적으로 한 산업용 3D 프린터 시장이 성장 궤도를 그리고 있음16. 러
시아 산업통상부는 항공 산업 분야 기업인 Electromechanics에 4,000만 루블
(약 63만 4,500 달러)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음

[그림 8]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 예정인 아비아드비가텔(Aviadvigatel PD-35)의
차세대 항공 엔진 및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금속 부품

출처: 3D printing industry

15. Exone, ‘Aerospace’
16. J'son & Partners Consulting, ‘The 3D printing market in Russia and in the world in 2018’,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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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개발 동향
▶

러시아 대형 산업 그룹 로스텍(Rostec), 우주항공 분야 3D 프린팅 투자 확대
러시아 대형 산업재 그룹 로스텍(Rostec)은 3D 프린터 및 적층제조(AM, Additive

로스텍 (Rostec)

Manufacturing) 기술 센터 개발에 4,45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할당하는 등 3D

·rostec.ru

프린팅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17. 로스텍은 러시아 내 최초로 독일

·러시아 대형 산업재 그룹

기술 제조업 EOS의 EOS M 400-4 시스템이 탑재된 산업형 3D 프린터를 구매하
였으며, 기업의 항공산업클러스터에서 우주항공 산업의 금속 부품을 제조하는데 사

인스텍 (InssTek)

용할 것이라 발표함18.

·www.insstek.com

로스텍의 자회사 러스일렉트로닉스(Ruselectronics) 또한 우주항공 분야 적용을 목

·한국 금속 3D프린터 전문
기업

적으로 하는 전자 빔 금속 3D 프린터를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음.19. 3D 프린터는
적은 에너지와 폐기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강점을 가져 주목하고 있음
▶

국내 금속 3D프린터 전문업체 인스텍(InssTek), 러시아 수출길 열어
국내 3D 프린터 제조기업 인스텍은 세계적인 3D프린터 전시회 ‘폼넥스트
(FORMNEXT)’에 참가하여 러시아 민족우호대(RUDN University)와 230만 달러(약 27
억원) 규모의 금속 3D 프린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러시아 수출 포문을 염. 체결 제
품은 3D프린터 `MX-Grande`로 직접 적층 방식으로 최대 가로 4m×세로 1m×높이
1m의 복잡한 대형 금속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제품임. 유수의 대형 선진 기업을 제
치고 중소규모의 기업이 수주에 성공하여 주목을 받음.20. 인스텍은 글로벌 경쟁이 치
열한 금속 3D프린터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2018년 총 매출 약 46
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수출 비중이 70~80% 차지함

[그림 9] 인스텍(InssTek) 기업 정보
금속 3D 프린터 전문 기업 인스텍(InssTek)
· 규모: 직원 수 50명 (R&D 중심 기업)
· 주력 제품: 금속 3D 프린터
· 매출: 2018년 기준, 약 46억 원 (수출 비중 70~80%)
2019년, 70억 수준으로 예상
· 특징: ① DED(directed energy deposition)
방식으로 제품 생산: 적층 공정에서 분말
분사와 레이저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짐
② 타 선진 기업 대비 신속한 제품의 설계에서
제조 과정 (5개월)
출처 : www.insstek.com, 한국경제신문

17. 3dprintingindustry, ‘Rostec Allocates $44.5 Million to Introduce Additive Manufaturing to Russian Aerospace’,
2018.08.17
18. Rostec 홈페이지
19. 3dprintingindustry, ‘Ruselectronics to Develop Electron Beam Metal 3D Printing for Russian Aerospace’, 2019.04.09
20. Koreabizwire, InssTek to Export High-Tech 3D Printer to Russia,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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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1) 품목 시장 규모

▶ 2018년 러시아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367억 달러
▶ 2020년까지 러시아 사물인터넷 시장, 세계 4위로 부상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2018년 러시아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는
367억 달러로, 연평균 18% 성장해 2022년까지 76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
상됨.21. 2020년까지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큰 소비자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
며, 전 세계적으로 4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22. 러시아 푸틴 정부는 디지털경
제화를 강조하였고, 2019년 4월 기준 러시아 영토 내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 표준을 인정하면서, 주거 및 공공 유틸리티, 물류, 운송 등의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과 그 성장 가능성이 주목됨.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사물인터넷과 5G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초안
2019-2024를 발표하였으며 280억 루블을 직접 지원하였음

2) 적용 산업 분야

▶ 사물인터넷 주요 적용 분야 ‘주거 및 유틸리티, 운송물류, 석유화학, 소매업’
[그림 10]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사물인터넷이 주로 적용되는 산업 분야는 ‘주거
및 유틸리티, 운송물류, 석유화학, 소매업’ 등 4가지 분야에 해당됨. 특히 러시
아는 약 1억 4,400만이라는 많은 인구수를 가진 국가로, 유틸리티 분야에서의
사물인터넷의 활용이 유지/보수 비용, 행정처리, 모니터링에서 높은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주목하고 있음.
[그림 10] 러시아 사물인터넷 주요 적용 분야
산업
주요 활용 영역
⦁유틸리티 네트워크의 스마트화: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전기, 상수도, 가스 등의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무선 네트워크를
주거 및
유틸리티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모니터링
⦁교통 및 주차 공간 모니터링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운송 과정 및 화물 저장 모니터링

운송 물류

⦁산업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화물 저장 및 운송 기반 시설 모니터
링 및 관리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

석유화학

⦁공정 제어 시스템 도입 및 공정의 자동화
⦁생산 예측 및 데이터 분석
⦁전자 가격 태그

소매업

⦁재고품 모니터링 및 소비자 행동 분석
⦁스마트 선반

21. Tadviser, ‘Internet of Things, IoT, M2M market of Russia’, 2018.12.21
22. Reuters, ‘Russia Internet of Things (IoT) Market to be worth USD 74.0 Billion by 2023’,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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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

모바일텔레시스템즈(MTS),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기술 기반 스마트 시티
파일럿 프로그램 실시

모바일텔레시스템즈
(MTS)
· www.mts.ru

러시아 이동통신기업인 모바일텔레시스템즈(MTS) 그룹은 러시아 내 최대 사물인

· 러시아 이동통신 기업

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했음. 사물인터넷을 그룹의 전략적 우선순위 사업 분야로 밝
히며, 사물인터넷 기술 도입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주력
하고 있음. 러시아 중동부에 위치한 자치공화국 ‘타타르스탄(Republic of Tatarsta

메가폰 (MegaFon)
· www.megafon.ru

n)’의 아르스크(Arsk) 지역 당국과 협업하여, 주거 및 유틸리티 분야의 효율적인

· 러시아 이통통신 기업

관리를 목적으로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23. 기술 기반의 스마트 시티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함.24. 파일럿 테스트 솔루션에는 전기 및 상수도 소비량 원격 수
집, 환경 모니터링을 포함한 MTS의 사물인터넷 솔루션 5가지가 해당됨

[그림 11] 아르스크 지역과 MTS 협업 스마트 시티
2018년 4월, MTS와 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아르스크 지역 당국과 협정 체결
MTS의 사물인터넷 솔루션
① 전기 및 상수도 소비량 데이터 원격 수집
②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③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소음 분석)
④ 주차 공간 비디오 모니터링
⑤ 쓰레기 컨테이너 비디오 모니터링

출처 : Telecomlead
▶

메가폰(MegaFon)의 스마트 미터기(Smart Meters)로 원격 에너지 소비량 축적
러시아 이동통신기업 메가폰(MegaFon) 또한 주거 및 유틸리티 분야에서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음. 메가폰의 스마트 시스템은 협대역 사물인터넷을 이용하
여 원격으로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를 축적을 가능하게 함
메가폰의 스마트 미터기는 시민들과 공급자들로 하여금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가
능하게 하며, 소비 데이터를 주거 및 유틸리티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전송하여 오
류 가능성이 적은 요금 산정 및 납부가 이루어짐25.

23. 짧은 거리에서 통신하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와 달리 기존 LTE 기지국 기반으로 휴대 전화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어디서든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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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ZH

STRIZH, 에너지 소비량 분석 스마트 시스템 배치 프로젝트
러시아의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 (LPWAN) 기반의 무선 사물인터넷 솔루션 제조기

·http://strij.tech

업 STRIZH는 주거 및 유틸리티, 그리고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사용되는 원격 계

· 러시아 사물인터넷 솔루션

측기(telemetric)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러시아 중서부에 위치한 페름 변

제조 기업

강주(Perm Krai)의 8개 도시에, STRIZH가 개발한 1,500개의 스마트 센서가 부착
Wasteout

된 상업용 전기 소비 분석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Automated System for Com

· wasteout.ru

mercial Accounting of Power Consumption, ASCAPC)을 배치하여, 현지 네트

· 러시아 쓰레기 재활용 솔루션

워크 회사의 전기 지출을 55%에서 20%로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음26.

기업

▶

Wasteout, 스마트 센서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한 스마트 쓰레기 처리
Wasteout은 스마트 센서와 온라인 서비스 풀랫폼을 이용하여 쓰레기 처리 최적
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음.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체 쓰레기를 옮길 수 있으
며 물류비용을 50%로 절감할 수 있는 이동 경로 데이터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 제공함

[그림 12] Wasteout 디바이스의 주요 기술

TCO accumulation metering device
과열과 과전류를 보호하는 집적 미터기
① 2G/ GPRS과 LoRaWAN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
② 초음파 센서(Ultrasonic Sensor)로 작동
③ -40 o C to +75 o C 사이에서 작동
④ 방진방수

출처 : Wasteout 홈페이지

용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표준 기술
24. Telecomlead, ‘MTS launches Smart City project on NB-IoT network’, 2018.12.14
25. IOT Conference Russia, ‘IoT and the housing and utility sector: how is the technology used in Russia?’,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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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율주행차
1) 품목 시장 규모

▶

2019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 542억 3000만 달러

▶

러시아, 2019 무인자동차/자율주행차 준비지수 25개국 중 22위에 랭크
미국 시장리서치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2019
년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542억 3,000만 달러로 전망되며, 연평균
39.47%로 성장해 2026년까지 5,566억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10배 이상
의 높은 상승세가 기대됨.27.
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2019년 무인자동차 준비지수(Autonomous Vehicles
Readiness Index)에 따르면, 러시아는 25개 국가 중 22위에 랭크되었음.28. 준
비지수의 기준(Parameters)은 법제화 및 규정, 혁신 기술 발달도, 인프라 구축,
소비자

심리(수용도)

등이

포함됨.

러시아

기술표준청

로스스탄다르트

(Rosstandart)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 1,100만대가 러시아에서 상용화될 것이
라고 전망했음29.
[그림 13] 2019년 세계 국가별 무인 자동차 준비지수

출처: KPMG

26. IOT Conference Russia,. ‘STRIZH: We want to digitalize the resource consumption in each apartment’,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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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 및 전망
▶

2025년까지 러시아 내 자율주행차 1,100만 대 상용화 전망

▶

러시아 정부 주도의 무인자동차 시범
2014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기술 리더십을 강조하며 국가기술 이니셔티브
(NTI)의 일환인 AvtoNet 프로그램 ‘무인자동차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계획’ 발표와 함께 무인자동차에 대한 정부 주도 지원에 박차를 가

타타르스탄에서 운행 중인

하였음. 주요 계획 3가지는 자율주행 지능차 개발(Creation of the autonomous

무인 택시

specialized intellectual car), 자율주행 기반 교통 시스템 개발(Creation of the
system allowing to control traffic flows), 특화 센서 및 소프트웨어 개발
(Development of specialized sensors and software)을 포함함30.
2018년 11월 러시아 정부는 일반 주행도로에서 무인자동차 시범 운영을 허용하
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31. 정부 주도 하에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러시아 중
동부에 위치한 자치공화국 ‘타타르스탄(Republic of Tatarstan)’에서 자율주행자
동차 시범운영을 2019년 3월부터 2022면 3월까지 최대 3년간 시행할 것임.32.
출처: RIA NOVOSTI /

2021년 9월 기준 무인 자동차 자율 주행 합법화를 논의하고 있으며, 해당 법제

MAXIM BOGODVID

화를 위해 안전 및 고품질 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2024년까지 55개의
지정도로에서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3) 기술 개발 동향

얀덱스(Yandex)
· yandex.ru
· 러시아 최대 포탈업체

▶

러시아 최대 포털업체 얀덱스(Yandex) , 무인 자동차 시장 주도

▶

얀덱스(Yandex) , 현대모비스와 협력 자율주행 ‘로보택시’
얀덱스는 러시아의 최대 포탈업체로, 러시아의 구글(Google)과 우버(Uber)로 자
주 언급됨. 얀덱스는 머신 러닝 분야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에 주력해왔음. 2017년 12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차를 사범 운영해왔으며, 타타르스탄 지역까지 확대하였음.
금년도 말까지 100대의 자율주행 차를 전 세계에서 운영할 것을 밝혔음33.
얀덱스는 이스라엘의 기술력을 도입하여 모스크바 소재 스콜코보 혁신단지
(Scolkovo)와 러시아의 Innopolis 지역에서 자율주행 기반 교통 시스템을 연구
하고 있음

27. alliedmarketresearch, ‘Autonomous Vehicle Market Expected to Reach $54.23 Billion,by 2026’
28. KPMG, ‘2019 Autonomous Vehicles Readiness Index’,
29. Парламентская газета,‘В России через 25 лет будет 11 млн беспилотных авто, считают в Росст

андарте’

30. TAdviser, ‘Unmanned vehicles in Russia’. 2019.02.12
31. Library of Congress, ‘Russia: Government Begins Testing Driverless Cars’, 2019.01.1
32. Парламентская газета, ‘Unmanned vehicles will be released on Russian roads’
33. venturebeat, ‘Yandex promises 100 driverless cars on the road by 2020’, 2019.06.11

36

▪
자율주행차

러시아 정보통신방송 품목 동향

얀덱스는 현대모비스와 2019년 3월,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플랫폼 공동개발
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여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완성도 높은 모빌
리티 서비스를 제공을 꾀함.34. 공동개발 6주 만에 완전 자율주행 (레벨4) 플랫
폼 기반의 첫 차량 ‘로보택시’를 선보였으며, 해당 차량은 러시아 모스크바 시
내에서 시범 주행에 나설 예정임. 현대모비스와 얀덱스는 2019년 말까지 플랫
폼 차량을 100대까지 확대하여, 러시아 전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
할 것을 밝혔음
[그림 14] 얀덱스(Yandex)와 현대모비스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

카마즈(KAMAZ)
· kamaz.ru
· 러시아 최대 트럭 제조업체
출처: Hyundai Mobis Co.

Kamaz의 무인 운송 트럭

▶

러시아 트럭 제조사 Kamaz의 무인 운송 트럭
러시아 최대 트럭 제조사 Kamaz는 인공지능, 로봇시스템 관련 기업 Cognitive
Technologoes사와 협력하여 2015년부터 무인 운송 수단을 개발하여 시범 운
행하는 등 지능 운송 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Kamaz는 인하
우스 물류 운송 노선을 무인 트럭으로 운영하는 ‘오디세이(Odyssey) 프로젝트’
실행을 준비 중에 있음.

Kamaz의 화물 무인 트럭의 프로토타입은

KAMAZ-43083 디젤 트럭에 4개 종류의 센서가 조립, 부착되어 제조된 것임35.
출처: Autostat

34. Bloomberg, ‘Hyundai Signs Deal With Russia's Yandex for Autonomous Cars’, 2019.03.19
35. Autostat, ‘Since 2019 KAMAZ will launch unmanned transportation in the enterprise’,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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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블록체인
1) 품목 시장 규모
▶

러시아 정부, 블록체인 기술 잠재력 확인 위해 규제 샌드박스 형식으로 시범
활용 준비 중
미국 시장조사기관 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12억 달러로, 2023년까지 연평균 80.2%로 성장하여 233억 달러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현지 언론 이즈베스타(Izvestia)는 러시아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 활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규제 샌
드박스 형식으로 이를 진행하며 솔루션의 속도를 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함.
수도 모스크바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 투표에 활용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며,36.
러시아 내 260개 이상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존재함

2) 적용 산업 분야

▶

블록체인 주요 적용 분야 ‘운송물류, 공공행정 처리, 금융, 암호화폐, 원유가스’
[그림 15]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주로 적용되는 산업 분야는 ‘운송
물류, 공공행정 처리, 금융, 암호화폐, 원유가스’ 등 5가지 분야에 해당됨

[그림 15] 러시아 블록체인 주요 적용 분야
산업
운송 물류
공급망

주요 활용 영역
⦁탈중앙형 네트워크로 운송과 물류 프로세스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
⦁국경 간 화물 통관·이동 속도 향상
⦁실시간으로 선박 도착 시간과 세관·송장 정보에 접근
⦁블록체인 기반 어플리케이션 시티엔(City N): 세금 신고, 신원 인증,

공공행정

공공서비스 포털의 예산 편성 확인
⦁시민 참여형 정책 증대 기대

금융

⦁국제 송금에 있어 낮은 비용과 안전한 서비스
⦁증권분야의 운영비용 절감 및 거래 기록 신뢰성 확보
⦁2018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 ‘디지털 금융자산법’과 ‘디지

암호화폐

털 권리법’이 통과됨
⦁러시아의 암호화폐 루블(crypto-ruble)이 추진됨

원유가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 공급 전 과정 디지털화
⦁원유의 생산 조달 과정 관리 투명성 제고

36. e-zigurat,‘Governments’ Blockchain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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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육성 산업

▶

러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로 운송물류 분야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 높아
운송 물류, 공급망 분야는 수천 개의 공급자와 고객 사이의 거래를 추적해야하는
상호 연결적이고 복잡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 과정에
필요한 서류작업량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추적성을 높여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이 때문에 물류 공급망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은
많은 기업과 국가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글로벌 블록체인 공급망(Supply chain)
시장 규모는 2017년 9,3160만 달러로, 2018년-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80.2%를 보이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37.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있어 물류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물류 시스템 혁신이 큰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아시아지역 컨설팅업체인 Dezan Shira&
Associates은 러시아의 공급망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물류 과정 효율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함

4) 기술 개발 동향

▶

미국의 대형 IT기업 IBM-해운업체 머스크(Maersk)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물류 플랫폼 ‘트레이드렌즈(TradeLens)’, 러시아 정부에서 활용
미국의 대형 IT 기업 IBM과 해운업체 머스크(Maersk)가 공동으로 개발한 블록체
인 기술 기반의 운송 솔루션 트레이드렌즈(TradeLens)를 러시아 내 두 번째 규모
의 항구인 상트페테르부르크항에 도입하는 파일럿 실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러시아 교통부가 발표했음. 트레이드렌즈를 이용하여, 항구와 관계된
무역업자 및 교통, 운송사들이 탈중앙형 네트워크로 상호 간 연결 및 소통이 가능
함. 또한 스마트 콘트렉트(smart contract)를 이용하며 서류작업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이 솔루션 도입으로 항구 운영 예산 감소 금약은 약 100억 루블이며, 2019
년 2분기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됨38.
[그림 16] 트레이드렌즈(TradeLens)

⦁상트페테르부르크항에서 이뤄지
는 무역과 운송 등 모든 업무를
현행 종이 기반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문서화로 대체할
계획
출처 : computer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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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해운물류기업인 인포테크 발티카(Infotech Baltika), 블록체인 도입으로
항만운영시간 단축

인포테크
발티카(Infotech
Baltika)

러시아 해운물류기업인 인포테크 발티카(Infotech Baltika)는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스타트업인 아이코닉(Iconic)과 협업하여 블록체인 기술 기반 솔루션인 '에지포트(E
dge.Port)'를 도입할 것을 발표함. 에지포트는 항구에서 처리되는 모든 업무와 관련

· infbalt.ru

한 서류가 블록체인 망에 등록되며, 시스템을 통해 선박 정박 및 예인선 대여 등

· 러시아 해운 물류기업

의 추적이 가능해져 업무의 효율화를 증대시킬 것임. 인포테크 발티카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항만 운영시간이 4시간에서 25분으로, 하역시간 또한 1시간 가량

팩토린(Factorin)

단축이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항만 능률이 3~5%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39.

· factorin.io
· 러시아 핀테크 스타트업

▶

러시아 블록체인 스타트업 팩토린(Factorin),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망/무역
금융 파일럿 플랫폼 출시
러시아 블록체인 스타트업 팩토린(Factorin)이 이더리움(Ethereum) 블록체인 기반
물류망/무역금융 플랫폼 시범 사용 버전을 출시했으며, 이 시스템은 20개의 노드(n
odes)40.로 이루어져 있음. 물류 시스템, 고객관계관리(CRM), 기업자원관리(ERP),
장부 관리 시스템 각각의 노드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람의 개입 없이 의사소통
과 상호 연결이 가능함. 이 시스템은 2018년 12월부터 시범 사용을 하고 있으며,
12,000 번의 거래를 성공시켰음. 러시아 3대 대형마트 체인 딕시(Dixy) 그룹이 이
를 이용하는 등 러시아 내에서 성공적인 시범 사용을 하였고, 유럽연합(EU)에 진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41.

37. RiseMedia,‘Blockchain In Supply Chain Market Is Thriving Worldwide, Business Status and Industrial
2024’, 2019.06.25

Outlook till

38. blockpublisher, ‘Blockchain to Solve Russia’s Supply Chain Woes‘, 2019.06.16
39. cointelegraph, ‘Russia: Cargo Shipping Firm to Use Blockchain in Port Logistics’, 2019.02.12
40.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이 보관, 관리 되는 것이 아닌 거래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서버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유
지하는데, 이 개개인의 서버 참여자를 노드(nodes)라고 함
41. Global Trade Review, ‘Russian blockchain startup goes live with supply chain finance platform’,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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