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러시아(Russia)

면적

17,098,246 ㎢ (자료원 : 러시아 통계청, 2019 기준(크림반도 미포함))

수도

모스크바(Moscow, 1,241만명)

인구

146,781,095 명 (자료원 : 러시아 통계청, 2019 기준)

민족(인종)

러시아인(79.2%), 타타르인(3.5%), 우크라이나인(1.7%), 기타 150여 소수민족

언어

러시아어, 문맹률 0.6%

종교

러시아 정교(이외 이슬람, 가톨릭, 기독교, 유대교 등)

기후

광범위한 기후대(겨울 길고 여름 짧은 대륙성기후) 1월 평균 -16~-9℃, 7월 평균 13~23℃

국가원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국가정보(일반-국가개요)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90-09-30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소련 대사급 외교 관계수립

1990-09-30

한-소련 외무장관 회담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한-소 어업협정 체결

1991-09-16

한-소 어업협정 체결

한-러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발효

1991-12-18

한-러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발효

한러시아 사증발급 양해각서 발효

1992-04-16

한러시아 사증발급 양해
각서 발효

한러시아 영사협약 발표

1992-07-29

한러시아 영사협약 발표

한러시아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발효

1993-07-07

한러시아간의 기본관계
에 관한 조약 발효

한러 해상사고방지 협정 발효

1994-07-02

한러 해상사고방지 협정
발효

한러 철새보호협정 발효

1994-07-02

한러 철새보호협정 발효

한러 환경협력협정 발효

1994-07-02

한러 환경협력협정 발효

한러시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
한 협약 발효

1995-08-24

한러시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발효

조약 제1304호

한러시아 군수기술방산 및 군수협력협정 서명, 발표

2007-11-19

한러시아 군수기술방산
및 군수협력협정 서명,
발표

조약 제1435호

한러시아 구러시아공사관 부지문제 해결협정발효

1997-11-28

한러시아 구러시아공사
관 부지문제 해결협정발
효

조약 제1437호

한러시아 외교공관 건축부지교환협정 발효

1997-11-28

한러시아 외교공관 건축
부지교환협정 발효

조약 제1438호

한러시아 관광협력협정 발표

2001-05-22

한러시아 관광협력협정
발표

조약 제1562호

한러시아 형사사법공조조약 발효

2001-08-01

한러시아 형사사법공조
조약 발효

조약 제1570호

한러 간 에너지 분야 협력협정 발효

2002-06-17

한러 간 에너지 분야 협
력협정 발효

조약 제1601호

한러 군사비밀보호정보 상호보호협정 발표

2002-10-31

한러 군사비밀보호정보
상호보호협정 발표

조약 제1611호

한러시아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 발효

2003-03-18

한러시아 위험한 군사행
동 방지협정 발효

조약 제1627호

한러 항공협정 발효

2003-05-21

한러 항공협정 발효

조약 제1635호

한러시아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2004-11-20

한러시아 외교관여권 사
증면제협정 발효

조약 제1691호

한러시아 우주기술협력협정 발효

2006-09-05

한러시아 우주기술협력
협정 발효

조약 제1811호

한러 가스협력협정 발효

2006-10-17

한러 가스협력협정 발효

조약 제1813호

한러 간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2006-12-31

한러 간 관용여권 사증면
제협정 발효

조약 제 1822호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 및 의정서 발효

2007-07-17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
및 의정서 발효

조약 제1861호

한러 단기사증 간소화 협정 발효

2010-01-09

한러 단기사증 간소화 협
정 발효

조약 제1985호

한러 불법어업방지협정 발효

2010-07-16

한러 불법어업방지협정
발효

조약 제2018호

한러 해운협정 발효

2011-01-28

한러 해운협정 발효

조약 제2034호

한러 한시적 근로에 관한 협정 발효

2012-01-01

한러 한시적 근로에 관한
협정 발효

조약 제2072호

한-러 무비자 협정

2013-12-13

한-러 무비자 협정

2014년 1월 1일부터 발
효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한국교민 수
169,638 명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1) 신북방정책 플랫폼 구축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귀빈 방문 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한-러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절차 개시에 대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하였다. 한-러 서비스 투자협정 체결 시 물류, 의료, 관광, 건설, 정보 기술 등
러시아의 성장 산업 분야 및 시장에 한국기업의 진출과 수출경쟁력 제고의 기회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러 서비스 투자협정은 한-EAEU FTA 사전단계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국 간의 경협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 프랜
차이즈, 유통·물류,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비관세장벽 등 한국기업의 시장
진출 방해요인 완화에 대해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한-러 서비스 투자협정을 체결할 경우, 양국 간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
호강화로 기업들의 상호 투자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8월 한-러 서비스 투자협정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2019년 6월
20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Maxim Oreshkin)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
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러 서.투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한편, 한-러는 1991년 발효된 한-러 투자보장협정(BIT)이 적
용 중이나 그동안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FTA 투자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이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 여건 개선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러시아 서비스 분야는 지속 성장하는 추세이다. 러시아의 의료 서비스 분야 연
간 시장규모는 약 400억 달러에 달하고 병상 수는 OECD 국가 평균 병상수보다 2배에 달하나, 병원시설 노후화 및 운영 비효율성으로 구
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러시아의 무상의료 정책으로 인해 의료진 초봉은 평균 500달러 전후로 전문성과 노동 시간에 비해 급여가 낮
아 점차 의료진 수마저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런 환경으로 한국 의료진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
다. 2018년 기준 러시아 연간 항만 물동량은 8억 1,646만톤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북극해와 카스피해는 전년대비 25%
이상 증가하였다. 관광 시장 또한 2017년 기준 4.4조 루블을 기록하였고 2018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20%가 증가하여,
관광시장의 잠재성이 엿보인다. 최근 블라디보스톡에 대한 한국의 관심 증대로 한-러 간 관광 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서비스 분야는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낙후된 시스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투자협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러시아 서비스 인프라 구조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 경협차관 상환협상 타결

지난 1991년 한-소 수교 등 북방정책을 추진했던 우리 정부는 산업 ·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9개 시중은행이 참여해 러시아에 총 14억
7,000만 달러(현금 10억 달러, 소비재 4억 7,000만 달러)의 경제협력 차관을 제공했다. 당초에는 1999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했으나,
러시아 측이 자국 사정을 이유로 상환을 미루어 제때에 회수하지 못해, 2003년 5월 기준 대러 차관 미상환 금은 총 22억 4,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의 상환협상을 추진해, 2003년 6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상환협상에서 부채 탕감 및 상환일
정 조정에 합의해 차관 원리금 중 6억6천만 달러는 탕감하고 남은 원리금 15억8천만 달러는 2025년까지 23년간 분할해 돌려받기로 협
의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2004년 9월 한-러 정상회담 때에 경협차관을 군사기술로 대신 제공할 것을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
용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군사장비 도입 및 군사기술 이전 협력을 추진하는 불곰사업이 3차에 걸쳐 추진됐으나, 군사기술 이전 문제, 부
품 공급 등 몇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 있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부채를 현물(산불 헬기 등)로 변제하겠다는 러시아
측의 의지도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1) 물류 협력(철도 TKR-TSR 연결 사업)

우리나라 입장에서 남북한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은 동북아 물류허브 건설과 함께 해상운송에만 의존했던 물
류시스템의 효율적인 재편을 가능케 하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극동지역의 개발과 함께 유라시아 교통기반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TKR-TSR 연결 사업은 북한 철도와의 연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북한 변수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TKRTSR 연결사업은 2001년 한·북·러 양자 간 정상회담 이후부터 북-러 간 철도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2008년까지 비교적
꾸준히 논의되었다.

그동안 북한의 반대로 한국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남-북 관계 개선으로 2018년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하였다. OSJD 가입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의 대륙 철도 노선 운용 참가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남북종단철도(TKR)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해운을 이용하면 46일-54일이 소요되

지만 TKR-TSR로 운송하면 해운보다 일정을 50%이상 단축할 수 있다.

2018년 3월, CJ 대한통운은 러시아 물류기업 FESCO사(블라디보스톡 상업항 소유)와 전략적 협업 및 공동 사업 개발을 위한 협약
(MOU)을 체결하고 북방물류 사업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FESCO사는 자사 인프라를 활용하여 CJ 대한통운이 TSR 운송 산
업 진입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등 우리 기업의 TSR 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편, CRN(China Russia North Service : 중국-한국-러시
아 주요 항 연결 사업)을 운영중인 현대상선은 2019년 4월, FESCO, CMA-CGM(중국)와 3자 구도 CRN 서비스 재편 협약을 체결하였다
. 협력 확대로, 부산-러시아 직기항을 연결하는 2개의 신규 서비스 KR2(Korea Russia Service 2)와 KRS(Korea Russia Service)가 추가
되었다.

2) 에너지 산업 부문 협력

동북아 지역은 금세기 중반 전 세계 에너지의 최대 소비지역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중동 지역 석유 의존도가
75% 이상에 달하는 가운데, 러시아산 에너지 확보와 공급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석유 개발, 천연가스, 가스관
연결 사업 추진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 2016년 6월 3일 러시아원자로과학연구소(NIIAR)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원자력 기술협력에 관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NIIAR은 한국 파트너들과 일련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ㅇ 석유 개발(Petroleum Development)
2004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대형 유전개발 및 송유관 건설 참여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
방러 기간 중 한국 석유공사와 러시아 로스네프트사는 서캄차카 유전개발 사업에 MOU를 체결했으며, 2008년까지 3개의 공구를 채굴하
기로 하는 등 캄차트카 반도 서부의 대륙붕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국 측은 컨소시엄(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SK에너
지, GS칼텍스,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종합상사, 금호석유화학 등)을 구성해 3,50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2008년 러시아 정부는 한국
측이 시추작업 관련 등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우리 측의 러시아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대형 유전개발 사업은 중단됐다.
대림 산업이 Yamal 지역의 연료 및 에너지 부문에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다. 지난 2016년 11월 21일 Dmitry Kobylkin 야말 주지사
와 대림 산업의 이해욱 대표가 만나 협상을 벌였다. 러시아 대림 사무소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설계, 건설 및 엔지니어링 시설을 보유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대림 산업의 참여로 Vysotsk지역 LNG 프로젝트와 Omsk 정유 공장 현대화 JSC Gazpromneft-ONPZ
(Gazprom Neft) 공동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다. 대림산업은 2019년 1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현지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북방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 중이다.

ㅇ 천연가스
2005년 2월 다국적 컨소시엄 기업인 ‘사할린 에너지’와 우리나라의 한국가스공사는 연간 150만 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수입 계약을 공
식 체결했다. 이후 2009년 2월 사할린에서 액화 기지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미국 주도의 셰일가스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2011년 기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었던 러시아 가스산업이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미국 셰일가스양이 1,100만 배럴로 증가할 예
정이므로 다시 한 번 피해가 예상된다. 더 나아가 2040년까지 유럽 천연가스 시장 내 러시아의 점유율이 12%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 중에 있다. 그중 한 가지는 기존 수출 시장인 유럽에서 천연
가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3,200km에 달하는(야쿠티야-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공사는 북한 연이은 도발에 의한 한반
도 불안 정세로 인해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한러 간 합의가 됐다. 현재 한국은 2008년부터 러시아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연간
150만 톤가량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한다.

2014년 대우조선해양은 척당 3억2000만 달러에 달하는 쇄빙LNG선 15척(총 48억 달러·약 5조 원) 건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쇄빙선
의 크기는 길이 299m, 폭 50m이다. 최대 2.1m 두께의 얼음을 깨며 나갈 수 있는 '아크(ARC)-7'급 쇄빙LNG선으로 17만3600㎥의
LNG를 나를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는 15척의 쇄빙LNG선은 러시아 사베타(Sabetta)항에서 북극 항로를 통해 아시아 및 북유럽
지역에 LNG를 운송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4척을 인도하였고 2022년까지 매년 5척을 인도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2017.9.7)'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천연가스(PNG) 파이프 연결 사업이 진척이 어려

운 관계로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의 한국 공급을 늘리기 위해 러시아와 한국이 연 20억㎥에서 120억㎥로 늘리기 위한 방안을 협
의한 바 있다.

3) 과학기술협력(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과학기술협력의 목적은 러시아가 일부 과학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도입해 자체 연구 개발 능력을 배
양하는 것에 있다. 1990년대 초, 대러시아 과학기술 협력사업은 기술조사단 파견과 연구인력 유치에 중점을 두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
터는 러시아의 원천기술 습득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 산업기술협력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
해 1999년 5월 28 ‘한·러 산업협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항공우주, 신소재, 기계 분야를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양국 간의 가장 두드러진 협력 분야는 나로호 발사로 대변되는 항공우주 분야이다.

우리 정부는 2015년까지 총 20기의 인공위성 확보와 자력 발사 능력 개발을 위한 우주 발사체 개발을 위해 2001년부터 러시아 정부(러
시아항공우주청)와 우주기술협력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1년 5월 한·러 우주 기술협력 약정(안) 협의와 2003년 5월 협정 최종안에 합
의 등을 거쳐 우리나라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발사 계획을 추진했다. 나로호 발사 계획은 100kg급의 ‘나로과학위성(STSAT-2C)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실어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리는 것으로, 나로호를 구성하는 액체 엔진을 포함한 1단
발사체는 러시아가 개발하고 2단(상단) 발사체는 국내 기술로 개발해 총 3회에 걸쳐 나로호를 발사하는 것이다.

1차 발사 계획은 2005년 9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몇 차례 연기된 후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다. 그러나 2단 로켓이 분리되지 못해
목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해 실패했다. 이후 2010년 6월 10일 2차 발사가 이루어졌으나, 발사 후 137.19초 만에 폭발해 재실패했다. 이
에 한-러 양측은 총 3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통해 실패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으나, 한국 측은 러시아가 제작한 1, 2단 분리
장치를, 러시아 측은 한국에서 만든 비행 종료 시스템을 실패 원인으로 각각 주장했는데, 어느 쪽이 잘못인지에 대해 규명하지 못했다. 이
후 한-러 양측은 다시 준비한 끝에 2013년 1월 30일 3차로 나로호를 성공적으로 발사시켜, 그 다음 날 새벽에 나로 과학위성이 정상궤도
에 안착했음을 확인했으며, 한국과학 기술원과의 교신 역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한-러 간의 우주 분야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
며, 지난 2013년 11월 13일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위성 3호를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해 성공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 ROSNANO의 연장선에서, 2011년 6월 16일 한국 기술 개발 연구원 (KIAT)과 국제 투자 회사 360ip
및 삼호Green Investment Venture Capital(SGIVC)이 아시아 나노 기술 기금을 창설했다. 기금의 총 자본금은 1억 달러이며, 그 중
RUSNANO의 자회사인 RUSNANO Capital이 5,0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KIAT는 200억 원(약 1,800만 달러)을 투자할 예정이
다. 기금의 50% 이상이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러 기초과학기술과 고급인재 활용 및 한국의 4차산업기술 진출 방안 마련을 위해 2017년 6월 4일~7일 'K-Global Moscow 2017'이라
는 행사를 모스크바 혁신단지(스콜코보 센터)에서 한국 IT 기업 36개사 초청하여 개최한 바 있다. 2018년6월에는 VIP 순방 연계 KStartup Summint Moscow 개최를 통해 러시아 기술 보유 RVC와 스콜코보 재단과의 '한-러 기술협력 창업'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문화
2014년 한·러 관광 무비자 협정 체결 후, 한-러 간 관광을 포함한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정부의 신 북방정책 및 극동 관광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2017년 방한 러시아 관광객은 15.6% 증가하였다. 방러 한국인 관광객은 2016년 대비 52.8% 증가하며 전
체 양국 교류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8년 방한 러시아 관광객은 미국을 제외한 구미주 시장 최초 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러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500만 명 정도로 전년대비 20%가 증가하였다. TourStat(관광통계기관)에 따르면,
2018년동안 러시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국가별로 나누면 중국이 1위(17만명, 전년대비 14% 증가), 한국이 2위(8.5만명, 전년대비
41% 증가)였다고 한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2017~2018년 들어 급증하였고, 2018년 기준 연해주를 방문한 한국인은 2.4만
명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다. 2017년 Tripful블라디보스톡 편(이지앤북스, 서진영 저)가 발간되면서 러시아 연해주는 한국인 해외
문화 관광객들에게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저가항공사에서 블라디보스톡
취항을 하고 있으며, 전남-무안, 충북-청주, 강원도-양양에서 전세기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게)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
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2014

2015

2016

2017

2018

0.74

-2.83

-1.22

1.26

-

2,063.66

1,368.4

1,284.73

1,577.53

1,576.49

1인당 GDP
(PPP, $)

27,155.82

26,736.45

26,960.24

27,892.54

29,032.03

정부부채
(% of GDP)

16.04

16.33

16.05

15.53

15.33

물가상승률
(%)

7.82

15.53

7.05

3.67

2.83

실업률
(%)

5.16

5.58

5.53

5.2

5.5

수출액
(백만$)

496,807

341,419

281,710

353,548

444,008

수입액
(백만$)

338,664.7

212,247.2

210,839.2

237,991

-

무역수지
(백만$)

158,142.3

129,171.8

70,870.8

115,557

444,008

341,339.65

322,040.97

319,987.91

359,030.74

384,882.01

17

11

10

7.75

7.75

38.38

60.94

67.06

58.34

62.67

명목GDP
(십억$)

외환 보유고
(백만$)
이자율
(%)
환율
(자국통화)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1) 경제성장률

2015년 러시아 경제는 서방의 경제제재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2015년 경제성장률이 –3.7%에 이르러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
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6년에 들어오면서 경기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2016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해 회복세를 보
여주었다. 2016년의 경기회복의 흐름대로 2017년의 경제성장률은 1.8%를 기록하여 점차 상승을 하고 있다. 2018년 러시아 경제성장
률은 전년 대비 1.5%를 기록하며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 추세이다.
러시아는 원유 생산량 세계 1위(61% 비중), 매장량 세계 6위(12.7%)의 에너지 수출국으로 유가 수준이 경제성장과 재정수입을 좌우하
고 있다(원유, 휘발유 및 가스 수출이 전체 수출의 65%, 재정수입의 50%를 차지). 2015년 12월 한때 1달러당 85루블까지 현지화 가치
가 폭락했으나, 2019년 상반기 기준 약 63루블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자본 유출액이 2014년

1,540억 달러(GDP의 약 8%)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2015년 상반기에도 525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해 유가하락으
로 투자심리의 위축과 더불어 자본유출은 통화 약세 흐름을 가속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9년1월-4월 간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0.5-0.8%로 예상보다 저조한 편이었다. 이는 국제 교역 환경악화(미중 무역갈등 등)와 대 러
시아 서방제재 지속과 산업생산성 저하 등이 경제 성장 저조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2) 환율

루블화는 2014년 달러 대비 가장 약세를 보인 통화 화폐 중 하나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러시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켰고, 이는 루블화 가치를 더욱 추락시켰다.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2015년 말 달러 대비 루블 가치가 1달러당 83루
블로 하락했으나 2016년 상반기 내내 환율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에 65루블을 유지했으나, 12월 기준 60루
블대를 보이며 급락했던 현지화 가치가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2016년 브렉시트, 오일 감산 합의, 미 트럼프 당선 등 글로벌 이슈를 겪을
때마다 러시아 환율의 큰 폭의 변동을 우려하였으나 눈에 띄는 영향은 없었다. 이에 따라 환율이 더욱 안정을 찾아가고 현지화 가치도 꾸
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하였다. 2019년 상반기 동안 63선을 유지 중이다.

3) 물가상승률

서방제재의 영향으로 2015년 4월 27일 기준, 소비자 가격은 8%까지 상승했고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범
위를 11.6%에서 11.9%로 조정하였다. 물가상승률은 1, 2월에 3.1%가 된 이후 매월 안정화되면서 3~4월 소비자 가격의 월별 상승률
은 평균적으로 1%까지 내려가는 보습을 보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루블화 강세, 수요 감소, 통화와 신용 조건, 악성 인플레이션을 통제
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이라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의 물가는 최대치인 12.9%를 기록하였다.
러시아 정부의 물가상승률의 안정화를 위한 계속된 금리 조정과 서방제재의 약화, 루블화의 안정 및 강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의
2016년 물가상승률은 경제개발부가 예상했던 6.5%보다 더 낮은 5.4%를 기록하였다. 2016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경제의 회복세를 이
어받어 2017년에는 작년 대비 더욱 안정된 환율과 중앙은행의 러시아 금융의 자산건전성을 위한 부실 업체의 청산 등 국가의 분산된 경
제를 집중화시키는 정책들로 2017년 물가상승률은 2.5%를 기록하였다. 2018년 물가상승률은 4.3%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상승한 모
습을 보였다. 이는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4월과 8월에 루블 가치가 하락한 것이 주 요인으로 보고 있다. 2019년 상반기는 1.5% 대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루블 환율 안정화와 산업생산성 확대가 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 전망
국제유가가 2019년 7월, 러시아를 포함한 OPEC+ 국가들은 하루 120만 배럴 감산을 내년 3월까지 9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러
시아는2017년부터 경제가 회복함에 따라 2019년에도 1.5%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러시아 경제부는 2019년 경제 성장률을 1.3%,
러 중앙은행은 1.2-1.7%, OECD는 1.4, 세계은행은 1.4%, IMF는 1.6%, EIU는 1.5%를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19년 재정 긴축정책 일환으로 공공부문 및 인프라 구축예산 지출을 줄이고 국가재정을 안정화하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환율(루블/달러)은 2018년보다 소폭 평가절상 및 유지될 전망이나, 미국의 대러 추가 제재가 발효된 2018년 4월과
8월, 루블화 가치가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국제 경제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24 러시아 연방 국가 목표 전략적 과제를 발표하였다. 해당 과제에는 2024년까지 러시아 산업 분야의 발전 목표가 설정
되어 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24 러시아 연방 국가 목표 전략적 과제에 맞춰, 2024 사회경제 개발전망(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utlook up to 2024, 2018.10월)과 2024 국가 프로젝트(2024 National Project, 2019.2.11)을 발표하였다.

해당 과제는 러시아 인구의 기대수명을 78세까지 연장하며,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간 최소 5백만
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인플레이션을 4%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술개발 속도를 높
이고 혁신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수를 최대 50% 이상 증가시켜 러시아의 경제성장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2019년 러시아 내 기업활동과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2018년 10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25%에서 7.5%로 인
상하였다. 이는 2014년 갑작스러운 경제침체로 인해 금리 인상 시행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4년 만에 중앙은행의 첫 금리 인상이다. 금리

인상은 미국의 대러 제재로 인한 루블화 가치 절하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러 제재 지속으로 2018년 9월 10일 달러/루블
환율이 70.6루블까지 오르며, 2018년 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2018년 1월 평균 환율은 56루블에서 9월 67루블까지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며, 월평균 2.3%의 하락률을 보였다. 2019년 상반기 동안은 63루블 선을 유지 중으로, 국제적으로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보(일반-경제지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Ⅱ.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네덜란드

66,683,274,005

2

중화인민공화국

37,414,604,118

3

이탈리아

28,986,125,763

4

독일

24,950,268,347

5

일본

19,830,780,971

6

대한민국

18,081,831,347

7

벨라루스

16,539,841,093

8

폴란드

15,760,463,006

9

터키

14,755,154,119

10

카자흐스탄

13,862,274,157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Areas, nes

53,096,940,042

2

네덜란드

40,198,496,427

3

중화인민공화국

28,334,954,570

4

이탈리아

16,204,284,047

5

독일

15,906,242,253

6

일본

14,426,352,103

7

대한민국

13,196,117,468

8

벨라루스

12,428,309,688

9

터키

11,703,271,067

10

카자흐스탄

10,301,605,707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네덜란드

29,254,623,869

2

중화인민공화국

28,021,250,166

3

독일

21,258,480,738

4

벨라루스

14,050,696,991

5

터키

13,698,261,431

6

이탈리아

11,931,332,875

7

대한민국

10,027,147,246

8

카자흐스탄

9,426,891,449

9

미국

9,425,801,962

10

일본

9,384,191,777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Areas, nes

53,485,152,328

2

중화인민공화국

37,524,518,656

3

네덜란드

34,629,771,934

4

벨라루스

15,537,356,773

5

독일

15,490,522,695

6

터키

12,929,905,760

7

대한민국

12,100,984,508

8

카자흐스탄

11,924,244,440

9

폴란드

10,570,013,233

10

일본

10,500,218,126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1

중화인민공화국

금액($)
56,019,903,073

2

네덜란드

43,730,139,972

3

독일

35,307,530,292

4

벨라루스

22,783,781,169

5

터키

21,487,458,519

6

대한민국

17,894,155,446

7

폴란드

17,129,015,021

8

이탈리아

16,557,557,000

9

미국

13,869,713,180

10

카자흐스탄

13,160,958,287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50,853,009,519

2

독일

32,947,335,002

3

미국

18,594,394,534

4

이탈리아

12,676,960,246

5

벨라루스

12,316,244,014

6

일본

10,917,410,191

7

우크라이나

10,714,366,050

8

프랑스

10,551,969,430

9

대한민국

8,972,462,063

10

영국

7,777,965,043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35,199,263,948

2

독일

18,991,575,885

3

미국

11,489,698,339

4

벨라루스

7,988,798,958

5

이탈리아

7,928,217,385

6

일본

6,818,556,738

7

우크라이나

5,642,800,662

8

프랑스

5,563,160,137

9

대한민국

4,532,320,186

10

카자흐스탄

4,275,012,978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38,086,968,999

2

독일

19,448,966,923

3

미국

11,065,813,734

4

벨라루스

9,406,284,809

5

프랑스

8,491,607,260

6

이탈리아

7,839,051,677

7

일본

6,679,836,010

8

대한민국

5,113,263,435

9

폴란드

3,957,454,669

10

우크라이나

3,950,745,422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8,373,353,220

2

독일

22,740,419,051

3

미국

12,589,834,013

4

벨라루스

10,691,594,467

5

이탈리아

9,841,237,021

6

프랑스

9,124,980,056

7

일본

7,763,938,243

8

대한민국

6,919,726,098

9

Other Europe, nes

5,688,749,534

10

우크라이나

4,935,816,853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52,217,635,441

2

독일

25,808,385,029

3

벨라루스

12,908,673,869

4

미국

12,780,798,178

5

이탈리아

10,712,691,321

6

프랑스

9,810,926,436

7

일본

8,843,357,165

8

대한민국

7,217,390,565

9

우크라이나

5,548,692,670

10

카자흐스탄

5,488,563,441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2

271019

기타

93,595,474,941

3

271121

천연가스

55,240,327,689

4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22,212,194,688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1,646,991,011

6

270112

유연탄

10,408,217,409

7

100199

기타

5,387,322,510

8

271111

천연가스

5,243,510,938

9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에 한한다)

4,478,757,974

10

720712

기타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4,157,144,716

153,887,932,499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89,576,493,234

2

271019

기타

54,564,248,554

3

271121

천연가스

41,844,333,339

4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12,838,763,067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0,796,863,279

6

270112

유연탄

8,154,762,002

7

271111

천연가스

4,546,148,086

8

100199

기타

3,916,006,311

9

7601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3,762,582,315

10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에 한한다)

3,335,472,358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73,676,261,758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5,261,881,881

3

271019

기타

35,192,532,105

4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10,759,135,667

5

270112

유연탄

8,054,091,789

6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에 한한다)

4,266,428,394

7

100199

기타

4,170,863,454

8

440710

침엽수류

2,950,731,831

9

7601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2,941,808,547

10

271111

천연가스

2,899,797,472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93,306,411,567

2

271019

기타

45,335,013,044

3

271121

천연가스

38,693,421,165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4,147,012,290

5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12,909,370,766

6

270112

유연탄

11,898,508,464

7

100199

기타

5,730,119,667

8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에 한한다)

4,183,608,727

9

720712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3,619,481,726

10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3,418,741,058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3,727,263,423

3

271019

기타

61,459,678,329

4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16,757,260,330

5

270112

유연탄

14,610,454,874

6

100199

기타

8,337,914,183

7

271111

천연가스

5,285,983,158

8

720712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4,531,972,277

9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에 한한다)

4,364,791,819

10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4,139,533,853

129,201,079,682

<자료원 : UN Comtrade>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7,384,590,781

2

880240

자중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기타
의 항공기

7,010,399,730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6,661,387,566

4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733,173,049

5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
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665,358,446

6

870710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2,632,938,226

7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2,313,113,908

8

852990

기타

2,284,524,541

9

020230

뼈 없는 것

2,159,587,610

10

870829

기타

2,141,890,719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1

300490

기타

4,932,809,400

2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290,972,991

3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3,004,683,171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
인것

2,782,833,235

5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
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1,618,167,380

6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477,443,308

7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466,590,370

8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을 제외한다)

1,434,402,244

9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345,688,177

851762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
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
기를 포함한다]

1,238,588,614

10

품목명

금액($)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602,887,695

2

300490

기타

5,161,127,195

3

841960

기체 액화용의 기기

4,784,876,351

4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068,732,448

5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
인것

2,230,444,844

6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751,593,257

7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
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1,634,333,760

8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342,013,026

9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을 제외한다)

1,266,718,992

10

848180

그 밖의 기기

1,206,717,274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6,286,657,160

2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6,148,869,899

3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312,835,253

4

841960

기체 액화용의 기기

4,553,861,889

5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
인것

2,416,823,090

6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
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1,857,607,078

7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797,279,138

8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662,659,406

9

870829

기타

1,575,956,733

10

841989

기타

1,533,524,290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345,090,258

2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6,052,773,758

3

300490

기타

5,953,136,947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
인것

2,709,523,499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673,248,340

6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
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2,224,450,865

7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을 제외한다)

2,144,094,120

8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873,636,645

9

870829

기타

1,820,212,876

10

870710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1,796,925,766

<자료원 : UN Comtrade>

국가정보(무역-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5

4,686

11,308

-6,622

2016

4,769

8,641

-3,872

2017

6,907

12,040

-5,133

2018

7,321

17,504

-10,183

2019

3,978

6,998

-3,02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8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2,070

1

2,069

2

7420

자동차부품

1,090

13

1,077

3

2140

합성수지

312

5

307

4

7251

건설중장비

246

0

246

5

2273

화장품

159

0

158

6

3203

타이어

137

0

136

7

6134

아연도강판

120

0

119

8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133

1

132

9

5121

의자

123

0

122

1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90

40

5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9년 (6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1,269

0

1,269

2

7420

자동차부품

649

1

648

3

2140

합성수지

155

2

153

4

7251

건설중장비

138

0

138

5

2273

화장품

104

0

104

6

3203

타이어

78

0

78

7

6134

아연도강판

78

0

78

8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68

1

67

9

5121

의자

56

0

56

1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40

21

19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8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5,850

-5,851

2

1334

나프타

0

3,549

-3,549

3

1322

유연탄

0

2,878

-2,878

4

1340

천연가스

0

969

-969

5

1321

무연탄

0

565

-565

6

0422

게

0

365

-366

7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331

-331

8

1113

백금

0

260

-261

9

6184

고철

0

336

-336

10

0414

명태

0

196

-19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9년 (6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2,408

-2,408

2

1334

나프타

0

1,256

-1,256

3

1322

유연탄

0

1,138

-1,138

4

1340

천연가스

0

569

-569

5

1321

무연탄

0

228

-228

6

0422

게

0

186

-186

7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140

-140

8

1113

백금

0

138

-138

9

6184

고철

0

130

-130

10

0414

명태

0

65

-6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국가정보(무역-한국과의 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
니아, 키르기스스탄

2014-05-29

2015-01-01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3국 관
세동맹 설립 후, 아르메니아, 키
르기스스탄 합류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2002-06-15

2003-09-19

회원국 간의 정치, 경제, 무역,
에너지 분야 등의 협력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11-12-16

2012-08-22

WTO 가입으로 자유 무역 추진
및 관세 인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
흑해경제협력기구

12개의 정회원국 및 14개의 옵
저버 국가

1992-06-25

1999-05-01

흑해 주변 국가 간의 정치, 경제
지역 협력체

러시아-베트남 FTA 체결

베트남

2015-05-29

2016-10-05

러시아-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료원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EAEU-싱가포르 FTA

싱가포르

2017년 8월, EAEU와 싱가포르
간 FTA 협상 체결 준비 발표

FTA

이스라엘, 세르비아,
인도, 이집트

EAEU-해당 국가 간 FTA 협의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FTA)

한국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보호 강화

비고

<자료원 : KOTRA 러시아 무역관 종합>

국가정보(무역-무역협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306.40, 7306.61, 7306.69

용접 스테인리스 강관(welded
tubes of stainless steel)

세이프가드(조사중)

2019-03-04

2

720810,720825, 720826,
720827, 720836, 720837,
720838, 720839, 720840,
720851, 720852, 720853,
720854, 720890, 720915,
720916, 720917, 720918,
720925, 720926, 720927,
720928, 720990, 721011,
721012, 721020, 721030,
721041, 721049, 721050,
721061, 721069, 721070,
721090, 721113, 721114,
721119, 721123, 721129,
721190, 721210, 721220,
721230, 721240, 721250,
721260, 722530, 722540,
722550, 722591, 722592,
722599, 722620, 722691,
722692, 722699

철강재(72류 일부, Rolled Metal
products)

세이프가드(조사중)

2018-08-0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1) 철강재 수입 제한(Safeguard) 조사 개시

2018년 8월 7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의 의결 기관인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는 특정 철강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수입 제한(Safeguard)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관세율 상승, 쿼터제 등의 정확한 수입 제한 방법을 포함한 수입 제한 정보는 내년
5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냉연강판, 도금제 러시아 수출 난항 가능성 조짐이 있다.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는
열연, 냉연, 도금제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며 우리나라는 냉연과 도금제 조사 국가로 지정되었다. 열연은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독일, 냉연은 중국, 한국, 우크라이나, 도금제는 미국, EU, 중국, 한국, 우크라이나가 지목되었다.

2) 일부 서방국가 식품 수입금지

2014년 8월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EU, 미국, 캐나다 등 서방 28개국에서 생산된 농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
치를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육류, 생선, 채소, 치즈, 우유 등 거의 모든 식료품 분야가 포함된다.

ㅇ 수입이 금지된 주요 서구산 농식품 품목
- 육류 :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기타 식용설육
- 생선류 : 활어, 냉장 및 냉동어류, 갑각류

- 낙농품 : 우유, 크림, 버터, 요구르트, 치즈 등
- 채소류 : 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쪽파, 양배추, 상추, 당근, 오이 등 신선/냉장/건조 식품
- 과일류 : 코코넛, 견과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감귤류, 포도, 멜론, 사과, 배, 복숭아 냉동 및 건조과실 등
- 육가공품 : 소시지 및 유사품목
- 곡물류 : 멕 및 관련 전분, 기타 조제품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GOST-R 인증제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관세동맹과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결성 이후, GOST인증은 공식적으로는 소멸되었다. 하지만 기인
증받은 제품에 대한 대비책 등이 별도로 준비되지 않아, 현재에도 GOST인증이 사용되고 있다. GOST-R을 주관하는 러시아 기관은 아래
와 같으며 한국 내에 인증 획득을 대행하는 기관은 산업기술시험원 및 기타 사설 단체가 있다.

ㅇ 주관 기관: 러시아 국가표준 위원회(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로 GOST 인증은 공식적으로는 사
라졌으나,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ㅇ 한국 주재 관련 검사/시험기관
- 산업자원부 관련 검사/시험기관(산업 기술 시험원 외국 인증팀): tel) 02-860-1306
- Sercons 대한민국 지사: Tel) 02-544-0233
- GSI(범세검정): Tel) 02-2038-8188/8288, www.sercons.co.kr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Tel) 1577-0091

인증 기간은 품목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통상 약 2주에서 한 달 내로 받을 수 있으나 의약품, 의료기기, 건설품목의 경우 장기간 소요되기
도 한다.

2) CU 인증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관세동맹의 확립에 따라 러시아 GOST-R 인증 체제도 변화를 맞고 있다. 2012년 1월 1일 러시아, 벨
라루스, 카자흐스탄 삼국의 동의 하에 관세 연합 증명서 정책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후 2013년 2월 14일부터 삼국관세 공통 인증제도인
Custom Union 인증으로 확립됐다. 참고로, 2015년 1월 1일에 정식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에는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
이 결성 이후 가입해 공통 인증체제를 도입했다.

관세동맹은 2012년 2월부터 제품군별로 공통 CU 기술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왔다. 2016년 12월 말 기준 러시아 포함 유라시아 연
합지역에서는 34개 기술규제가 시행 중이다. 대상 제품군은 철도 차량, 고속철도 차량, 철도 수송 인프라, 저전압 장비류, 포장 제품류, 불
꽃 제품류, 아동용품, 장난감, 향수 및 화장품류, 기계 및 장비류, 엘리베이터, 폭발위험사태 사용 장비류, 가솔린과 연료(자동차, 항공, 디
젤 엔진, 선박용 등), 도로, 곡물, 기스 연료용 장치류, 경공업 제품류, 차륜 차량, 전자기 적합성, 식품류, 과즙과 채소 주스, 유지가공식품
류, 가구류, 소형 보트, 치료식품 포함 특수 식품류, 폭발물, 식품 첨가물, 조미료, 식품 가공 보조제, 윤활제, 농업 및 임업 트랙터 및 트레
일러, 고압 장비류, 우유 및 유제품류, 육류 및 육류 제품류, 담배 제품류 등이다.

CU 기술 규제 관련 제품 인증 경우에는 CU(EAC) 인증서(The Certificate of Conformity) 또는 적합성 신고서(The Declaration of
Conformity)만 발급된다. GOST-R 인증서류는 유효기간이 제품군별로 다르고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CU(EAC) 인증서류로 교체되는 규
정이다. 예를 들면, 2016년 5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담배제품류 CU 안전 기술 규제에 따라GOST 인증서류는 2017년 11월 15일까지

유효하다. 만약 제품이 CU 기술 규제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에는 GOST-R 인증제도가 계속 적용된다.

3) 인증절차

신청자는 관련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인증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러시아 연방 기술 조정 및 도량 기관에 제출
한다. 접수 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해 1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인증 제도, 인증절차, 제출해야 하는 기술문서 목록 및 테스트 실
험실(센터) 목록 등 인증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한다.
이후 신청자는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제품 샘플과 관련 기술 자료를 선정한 검사기관으로 제출한다. 검사기관에서는 샘플 확인 및
테스트를 하며, 제품이 규격에 부합할 경우, 테스트 결과 관련 문서를 인증기관과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필요할 경우, 생산인증(또는 품질
인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반영한다.
평가 절차에는 공장의 감사와 기술서류의 평가, 감독관 방문, 샘플링과 같은 절차가 포함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품질관리 시스템
에 대한 인증도 포함한다.
테스트 결과 제품이 규격에 부합할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제품은 GOST-R 인증기관에서 관리하는 인증취득 제품 목
록에 등재되며, 인증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송부한다.
제품 제조업체(판매자)는 제품이나 제품 포장에 인증 라벨을 붙여야 하며, 라벨을 붙이는 권한은 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된 라이선스에 표기
된다.
이미 인증받은 제품의 검사 감독은 인증과 라이선스의 유효기간 내에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정도 시행된다.

4) 주요 품목별 필요 인증 및 관련 정보

ㅇ 의료기기

2014년 12월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이 서명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지역 내 의료기기 유통에 관한
공동 원칙과 규정'을 201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제 시행된 것은 2016년 말로 추정된다.

EAEU와 각 국가별 규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계 기간이 주어진다. 즉, 현재의 의료기기 규제에 따른 인증
서는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따라서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새롭게 적용될 EEC의 규정사항에 대비할 시간을 가지게 됐다.

러시아에서 의료기기의 현지 통관과 판매를 위해서는 의료기기 등록증(Registration Cerfi.) 및 Gost-R 인증서(Certi. of Conformity)나
적합성 신고서(Declaration of Conformity) 등 총 2개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의료기기 인증의 경우 Gost-R 인
증서와 적합성 신고서 중 적합성 신고서가 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적합성 신고서 획득이 주로 요구되는 의료기기 품목 리스트에는 의료용 라텍스 제품 및 접착제, 수술 장갑, 검사 장갑 등 의료용 고무 제품
(고무 튜브 등), 의료용 종이 제품, 드레싱용 제품(수술용 재료, 거즈, 의료용 탈지면, 물티슈, 붕대 등), 의료용 유리 용기, 합성 섬유의 탄
성 붕대(잠금 붕대, 압박 붕대 등), 얼굴 보호 마스크, 의료 가구, 보철 및 정형 제품, 의료 도구, 주사기, 의료기기 등이 있다.

Sercons 모스크바 지사에 따르면, 종전에 요구되었던 Gost-R 위생증명서(Sanitory-Epidemiological Certi.)는 현재 철폐되어 의료기기
인증에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

- GOST-R 인증서와 적합성 신고서
· 인증서: 해당 상품이 러시아 GOST-R 인증시스템에 부합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발행기관은 Gosstandart(www.gost.ru/기술
규정 및 측량 감독국)에서 정한 GOST-R 인증제도에 등록된 기관들이다. 필요서류는 Product ID Card(제조자/수출자 정보, 제품명, HS
Code 등), 제품설명서, 브로슈어, 제품시험성적서(보유 시), ISO, CE 등 기존 소지 국제인증서(보유 시), 샘플(해당 시) 등이 필요하다. 유
효기간은 당해 선적건에 유효한 인증(Single delivery Certi.)와 1년 또는 3년 유효한 인증(Serial Production Certi.)으로 나누어지며 등
록 소요기간은 약 7~14일 소요된다.
· 적합성 신고서: 1년 또는 3년 동안 유효한 인증으로 나누어져 있다.
· 의료기기 등록증: 의료기기의 판매, 유통을 위해 러시아 보건사회부에 등록돼야 하는 서류로, 러시아 내 유통을 위한 등록증 기능 이

외에 이 등록증에 의해 러시아제품 분류 코드 및 부가가치세 세율이 결정되며, 통관 시 제출돼야 한다. 이 등록증은 GOST-R 3년짜리 인증
서나 적합성 발급을 위한 필수 등록증이므로 Gost-R 인증 취득 전에 의료기기 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발행기관은 Roszdravnadzor(www.roszdravnadzor.ru/보건 및 사회개발 감독국) 이며 필요서류는신청서, 기술명세서, 의료시험보고
서, 임상실험보고서, 샘플 등이다. 등록증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고 등록 소요기간은 병원시험 소요시간 제외 50일 기한 내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10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다. 현지 업체에 따르면, 등록 비용은 통상 25,000달러이다.

ㅇ 화장품

CU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Custom Union): 화장품 및 향수에 대한 CU 인증은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및 적합
성 선언(Declarations of Conformity)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화장품류 중 등록대상 제품은 태닝 제품, 피부 미백제, 타투, 피부 보호제,
아동용 제품, 모발용 제품(염색, 라이트닝, 하이라이트닝, 파마, 스트레이트용), 제모제, 필링제품, 구강위생제(불소함유량 0.15% 이상,
액상형의 경우 0.05%), 과산화수소와 기타 과산화수소 관련 성분(0.1%에서 0.6% 사이의 과산화수소를 함유하는 과산화 요소 및 과산
화 아연 포함)이 들어있는 치아미백제품 등이 있다. 러시아 국가등록 진행 시 발행기관 Rospotrebnadzor
(www.rospotrebnadzor.ru/소비자 권익보호 및 복지감시청)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성분표, 제품의 관능검사 및 물리 화학적 특성을 기
술한 문서 사본, CU TR 009/2011 요구사항에 준수하는 라벨 샘플, 공인 시험 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전문가 보고서 GMP 인증
서, 기능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국가등록의 경우 통상 3개월에서 추가 보완사항이 발생 시 변동될 수 있다.
관련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로 대상품목은 화장품 이외에 유아용 식품류, 소독약, 가정용 화학제품, 위험한 생화학
제품, 상수도 관련 자재 및 장비, 성인용 개인 위생용품, 식품과 접촉하는 제품 (주방용품, 식기, 제조 장비. 포장 제외) 등이다.

러시아 내 획득 경우는 발행기관 Rospotrebnadzor (www.rospotrebnadzor.ru/소비자 권익보호 및 복지감시청)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기술사양명세서, 제품설명서, 지침서, 브로슈어, 제조공장 시험성적서 등이 필요하다.

- CU 등록증 샘플: 화장품 중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등록증명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발급기관이 다르다. CU 등록 대상
이 아닌 화장품의 경우 EEU 인증제도에 등록된 인증기관들이 발급하는 EAC 적합성 신고서(The Declaration of Conformity)가 필요하
다. 적합성 신고서의 경우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며, 적합성 신청 후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ㅇ 의약품

러시아 연방법(의약품 유통법; #61-FZ /2010.4.12)에 의거해 러시아 내 수입되는 모든 외국 의약품 및 의료물질은 수입 허가를 획득해야
하며, 허가 등록을 위해서는 러시아 연방 보건감독국(ROSZDRAVNADZOR)에 제품 등록이 선행돼야 한다.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연방 보
건감독청 주관으로 등록 심사와 임상실험이 필요하며, 등록 심사는 임상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210일 기한 내외로 결정되며 서류 및 생산
공정 심사와 샘플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연방 보건감독청에 의약품이 등록된 후 수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처음 등록된 모든 의약품 인증은 5년 동안 유효하다. 그 후 갱신 시
승인받은 의약품의 인증서는 무한으로 유효하다.

또한, 의약품 등록증 발급 외에도 러시아 인증 Gost-R에 따른 인증서 (Certificate of Conformity)나 적합성 신고서(Declaration of
Conformity)의 획득도 필요하다.

러시아 연방정부 법령 제982호 승인일: 2009.12.01)에 따라 필수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한 대상 품목은 면역글로불린, 감마글로불린, 혈
청, 톡소이드, 독소, 의학용 및 수의학용 백신 등이며 적합성 신고서 대상 품목들은 약품, 의약용 화학제품, 조효소, 효소, 아미노산, 비타
민, 유기농제품, 수의학용 혈청 등이다.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 성원국들은 의료기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통의 약품시장 형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12월 23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EEC 내 의약품 유통에 관한 공통 규칙과 원칙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을 근거로 제78호 의약품등록검사규칙(승인일: 2016.11.03) 포함 약 26개의 규제 사항들이 승인되었고 2017년 5월 초부터 적
용되고 있다. 2017년 5월 5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6개 문서로 구성된 EAEU 의약품 유통 규제는 2017년 5월 6일부
터 발효되었다. 초국가적 규제는 의약품의 개발, 전임상 및 임상 연구, 품질 관리, 등록, 생산 및 유통에 적용된다. 국가적 규제는 전임상
및 임상 시험, 가격 책정, 소매업, 공공 조달, 비용 환급, 광고 등을 허용한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등록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EAEU와 국가별 규제 시스템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EAEU 제조업체는 EAEU GMP 인증서 대신 국가별 규제 시스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
든 의약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 시장별 규정에 따라 재등록해야 한다.

TBT
러시아는 WTO 가입국으로 기술장벽을 WTO 틀 내에서 규제한다. 기술 규제는 무역 장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국제 표준
에 기준을 두고 러시아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기술 규제를 시행한다.
러시아 연방법 184조 ‘기술 규정’이 2002년 12월 27일 발효되었다. 해당 법령의 핵심은 과거에 규정된 제품의 생산 과정의 기술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GOST(국가 표준), OST(산업 표준), SNIP(건설 규칙 및 규정)에 대한 모든 기술 규정 요구 사항을 지키는 것이 강제되었다
.
ㅇ EAEU 기술 규정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가입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은 동일한 기술 규제 제정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EAEU 가입국은 해당 기술 규제에 맞는 통일된 서식 및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EAEU 가입국은 단일 제품
목록을 구성하며, 국제 표준과 지역 표준을 고려한 기술 규정을 발효한다. 2018년 러시아는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장치 표준, 가스 연료
사용 펴준, 전자 제품 제조를 위한 위험물질 표준 등의 40개의 분야에 대한 기술 규정을 강화하여 EAEU 기술 규정에 합치시켰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수입관리제도는 수입 관세에 의한 관세조치와 수입허가, 안전증명, 수입품 표시의무 등의 비관세조치로 구분된다. 수입 관세에 의한 관세
조치는 가장 중요한 수입관리제도로서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보호와 국가재정수입 확충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2012년 8월 22일부로 러시아가 WTO에 정식 가입이 되면서 10%의 평균 수입 관세율을 2017년까지 7.8%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지
만, 현재 수치가 하향돼 2017년 말 5.1%, 2019년 말 4.9%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CIS를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평균
관세는 2015년 6.1%, 2016년 5.3%를 기록했다. 통관 시에는 제품에 따라 수입관세 및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관
세 부과기준은 HS Code 상품분류에 의거한 러시아 연방 대외경제상품 코드에 의거해 산정한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수입가격의 액면가
조작에 의한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 대상 품목을 도입하고, 수입관세율로 산정한 금액과 종량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많은
쪽을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2004년부터 관세절차를 간소하게 바꾸고자 세관 신고 검사 기간을 3일로 줄이고, 물
품에 대한 사전 세관 신고 후 나중에 해당 물품을 들여올 수 있게 했고, 이 밖의 등록 절차에 대해 필요할 경우 세관원은 비공개된 문서 목
록을 정부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것은 일선 관세 당국의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통관에 많은 어려움
이 있어, 외국 수출업체에 피해는 물론 러시아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2012년 5월 러시아 전략기획청은 외
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관세행정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관세행정 개선 로드맵 주요 내용
- 목표: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환경 및 기업환경 개선
- 2012년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2013년에 시법을 거쳐 2014~2018년까지 정착

ㅇ 구체적인 방안: 통관 서류 축소 및 소요기간, 비용 단축
- 통관 서류 축소: 수입 통관절차 시 필요서류를 2012년 10개에서 2015년 6개, 2018년 4개로 줄이고, 수출 시에는 2012년 8개에서
2015년 4개로 축소
- 통관 소요기간 단축: 수입 통관 소요기간을 2012년 36일에서 2015년 15일, 2018년 7일로 줄이고, 수출 시에는 2012년 36일에서
2015년 15일, 2018년 7일로 단축

- 통관 비용 절감: 수입 통관 시 소요되는 비용을 2012년 1,800달러(1 컨테이너 평균)에서 2015년 1,300달러, 2018년 1,000달러로
줄이고, 수출 시에는 2012년 1,850달러에서 2015년 1,200달러, 2018년 900달러로 절감

ㅇ 기타: 통관 간소화 적용대상 기업(기관) 확대, 세관원 복지 개선, 세관규정 위반 행정 처분 정비

2) 수입 관세

2012년 WTO 가입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2016년 8월까지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4차례나 낮췄으며, 2016년 9월부터 5번째 인하
단계에 들어갔다.
한편,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에 대해 WTO 양허 관세율 인하 계획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 중인데, 아래와
같이 가전, 건설부품, 의료, 측정기기, 화학제품 등이 대상이다. WTO 가입 이후 매년 일부 품목별로 관세율 인하가 발표되고 있으며, 마지
막 인하 발표는 2015년 9월 1일이었다.

3) 종가세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Invoice 금액(C&F 또는 CIF)의 5%, 10%, 15%,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 예: 폴리에스터 텍스춰드 원사(5402 33 0000): 관세율 5%
- 예: 전자벽시계(9105 21 0000): 관세율 15%

4) 종량세

통상 ECU 관세라고 지칭되는 관세 유형으로 상품의 양(수량, 중량 또는 부피 등)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 면적: 예) 합성 섬유 카펫(5702 42 9000): 관세율 0.25유로/㎡
- 부피: 예) 꼬냑(2208 20 6200): 관세율 1.5유로/liter

5) 종가 및 종량 혼합세

상품의 금액 및 양(수량, 중량 또는 부피 등)에 따라 두 가지 관세를 모두 부과하거나 두 가지 중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 예: 작은 벨트가 있는 신발(6402 20 0000): 관세율 0.34유로/켤레
- 예: 담요/이불 등(6301 40 1000): 관세율 17.5%, 그러나 0.6유로/㎏ 이상 부과 의무
- 예: 천으로 만든 청소용 걸레 등(6307 10 3000): 관세율 13.5%, 그러나 0.46유로/㎏ 이상 부과 의무

6) 소비세(EXCISE TAX)

소비세는 사치품을 중심으로 소비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한 품목에 부과되고 있는데, 이에는 에틸알코올 주정, 주정 용액, 알코올제품, 맥
주, 담배, 보석, 휘발유, 승용차 등 8가지 상품이 포함된다. 소비세는 상품의 양(수량, 중량 또는 부피 등)에 따라 루블화로 산출된다.

7) 부가가치세

러시아의 부가가치세율은 20%이며, 식품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가세를 15%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
나, 정부 재정수입의 감소로 인해 2019년1월부터 18%에서 20%까지 높인 상황이다.

8) Invoice 금액 강제 Correction 제도

현재 러시아 중앙세관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체의 세관 신고 내용이 상세히 저장돼 있으며, HS Code와 상품별로 기준 상품가를 책정하고,
이에 미달된 상품가를 세관 신고하는 경우 강제로 기준 상품가 이상으로 Invoice 금액을 조정해 관세 및 부가세를 징수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1) HS Code 주요 정보 검색사이트(영문) 활용

ㅇ http://www.alta.ru/taksa-online/en/ 에 접속한다.
ㅇ 수출국 선택 후 책 모양 아이콘 클릭
ㅇ 새 창에서 해당 수출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다.
ㅇ 해당 품목의 HS Code를 클릭하면 정보 확인 가능하다. (굵은 체로 진하게 표시된 부분 클릭)

‘Good information’을 클릭하면 수입관세율 및 부가가치세, 간접세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Eurasian commission 활용(러시아어)

ㅇ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ett/Pages/default.aspx에 접속한다.
ㅇ 확인하려는 HS Code 상위 2자리를 클릭한다.
ㅇ 세부 HS Code에 대한 관세율을 PDF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선박-철도) 선박을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 항 - 통관 - 철로를 통해 러시아 각 지역 운송

러시아로 서부로 제품이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2가지로 블라디보스톡항(선박) 통관 후 철도 운송과 상트페테르부르크항(선박) 통관 후 차
량 운송으로 나뉜다.
블라디보스톡항 통관 후 철도 운송을 통해 모스크바까지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주요 도시로 20일 이내에 운송이 가능하다. 비용은 약
약 3~4천 USD/40ft이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차이가 크다) 제품 코드에 따라(ex. 화장품) 경비(컴보이)를 붙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2) (선박-차량) 선박을 이용, 상트페테르부르크 항 - 통관 - 차량 운송

러시아 서부로 오는 제품 중, 철도로 운송 불가능한 품목(화학제품, 위험물 등)에 주로 사용된다. 제품 운송에 40일 내외가 소요된다.

3) (항공-차량) 항공 통해 인천공항에서 모스크바 쉐르메쩨보 공항 – 통관 – 차량 운송

고비용으로 신속한 인도를 요하는 제품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2~5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운송 비용은 다른 4.1 USD/1kg로 높은 편이
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비일관된 HS Code 적용

동일 품목이라도 세관마다 HS Code가 달라지며, 통관 시 요구되는 서류도 달라진다. 그 때문에 세관이 원하는 인증서와 요구 조건을 별
도로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출 전,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통관이 이미 끝났음에도 항구
직원들이 무작위 선별을 하여 무게측정/X-ray 검사를 추가 시행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2) 항만사용료 지불화폐단위 불안정으로 인한 환차 리스크 노출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터미널 이용료는 USD 기준으로 책정된 반면, 실제 지불은 현지화인 루블화로 이루어져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으
로 인해 최종 수입가격 산출시 환차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항만 이용료와 같은 가격 측정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달러/유로
/루블 등으로 측정 가능하나 대금 지급은 루블로 진행해야 한다. 대금 지급을 루블화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송금을 승인하지 않
기 때문이다.

3) 부가세 환급 절차 복잡

러시아 품목 수출 통관 시 20% 부가가치세를 선지급해야 한다. 통관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차후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상
계하여 차액을 환급할 수 있으나 환급 절차가 복잡하여 현지 유통사도 환급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회계사를 고용하여 환급 절
차를 밟는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환급 비용보다 큰 경우가 발생할 때도 있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UPR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23
02-3141-9500/070-7001-072
upr@uprl.co.kr
http://www.uprl.co.kr/

ㅇ 알파루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65A, Ryabinovaya str., Moscow
+7-495-640-7043
sojin@arus.kr
http://www.alpha-ru.ru/

ㅇ ESLogis Co.,Ltd.
주소

모스크바

전화번호

+7-495-771-7361

이메일

jsheo@eslogis.com

비고

한국대표번호 : 02-2274-5510
<자료원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Ⅲ.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법 개요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의 기업 활동은 러시아 연방 법률이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과 민법에 따라 러시아 국민과 동등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러시아는 1999년 7월 9일 발효된 외국인투자법(No.160-FZ)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법적 지위,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
및 보호와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외국인투자법은 지속적인 개정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법령에는
생산물 분배 조항(No.225-FZ), 특별경제 구역법(No.117-FZ), 국가 안보 및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절차법(No.57-FZ), 극동 선도개발구역
법(No.473-FZ),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No.212-FZ)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는 일반적으로 연방법에 명시된 국내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규정과 같다. 외국
인투자법은 러시아 연방의 헌법적 이념, 도덕성, 보건위생, 인권보호, 국가안보, 사회질서 유지에 상충되지 않는 경우, 러시아 정부 증권,
주식, 채권, 투자, 인수, 합작 등의 모든 부문에 대한 투자에 제약이 없다.
외국인투자는 수용 및 국유화로부터 완전한 보호와 투자 및 기타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법상 러시아 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된 회사의 러시아 자회사 및 계열사는 외국인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보호, 보장, 각종 특혜 대상에 포함되
지 아니한다.

2) 외국인 투자법 보장 내용

ㅇ 동등 대우의 원칙

외국인 투자자의 영업 및 투자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사용에 대해서는 러시아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 이는 외국
인 투자자와 러시아인 투자자 간의 동등대우 원칙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영업은 헌법 수호, 도덕, 보건, 타인의 권리
나 법적 이익, 국방 및 국가안보 목적을 위해 연방 법률로 규제될 수 있다.

ㅇ 외국 법인의 영업 행위 자유 보장

외국 법인은 러시아 내에 그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만약 외국 법인이 러시아 내에 설립한 지점 또는 대
표사무소에 대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 해당 외국 법인은 러시아 내에서 영업을 수행할 권리를 상실한다. 또한 지점 및 대표사무소
의 설립 및 폐쇄일은 외국 법인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 등기부에 해당 사항이 기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10% 이상 출자한 회사는 러시아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법적 보호 및 특례가 보장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10% 이상
의 지분을 취득한 후, 러시아 법인으로 등록된 외국 기업의 자회사는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러시아 국
내 법인으로 간주된다.

ㅇ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형태 선택 자유 보장

외국인 투자자는 러시아 내에서 법률로 금지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자본금 평가는 러시아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
며, 러시아 통화(즉, 루블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권리 및 의무를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한 법인의 경우에는 권리 및 의무의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

ㅇ 과실 송금의 보장

외국인 투자자는 각종 세금과 사용료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소득과 이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국외로부터 발생한 소
득과 이익, 기타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화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①배당금, ②이자, ③기타 투자소득, ④계약상 채무를 이
행하기 위한 금전, ⑤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 ⑥외국 법인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의 폐쇄, 투자자산, 재산권, 지적재산권 양도로 인해 취득
한 금전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목적으로 러시아 내에 반입한 재산, 문서 및 전자매체 형태로 기재된 정보를 러시아
역외로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

투자인센티브
최근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제도를 만들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보통 관세 및 조세에 대한 감면이다. 특별경제구역(SEZ)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 수입 대체, 조선 및 관광
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이다. 입주기업의 제조 및 R&D에 대해 세제상 각종 지원을 하며 지원행
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었다.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이하 SEZ)에 입주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과 관세에 대한 인센티
브를 제공한다. 세금의 경우 연방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감면, 지방세인 재산세, 토지세, 교통세는 주로 10년까지 면제를 해준다. 한 번
입주하면 49년간 입주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SEZ에서 프로젝트 비용은 일반적인 러시아 관행에 비해 평균 30-40%만큼 적다. SEZ는
러시아 기업들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러시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러시아의 경제특구는 지역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특별경제구역(SEZ)을 주관하는 지방정부마다 인센
티브 제공 범위가 각기 달라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급적 좀 더 우호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러시아 경제특구 유형

러시아 경제 개발부는 경제특구 기능을 산업, 기술, 관광, 물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ㅇ 산업 지구

러시아의 주요 산업 지역에 위치한 광대한 토지, 생산 자원에 대한 근접성, 전력, 난방, 가스, 통신, 운송 및 물류 등 인프라 및 주요 도로 접
근성이 장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여 러시아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산업 지구는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Yelabuga 지역과 Lipetsk의Gryazi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10년 8월 12일, 러시아 정부는 톨랴티 지역과 인접한 사마라 지역에 공업
지대를 설립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우선 순위 산업은 자동차 및 부품, 건축 자재, 석유 화학 제품, 가전 제품, 소매 장비 기술, 혁신 영역이
다.

ㅇ 기술 지구

세관 및 세제 혜택, 전문 인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등의 장점이 있어 기술 집약형 제품의 벤처 펀드 및 개발자 / 제조업체에게 유리하다. 상
트페테르부르크, 톰스크, 모스크바, 두브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우선순위 산업은 나노 및 생명 공학, 의료 기술, 전자 및 통신 장비, 정
보 기술, 정밀 분석 장비, 핵물리학 영역이다.

ㅇ 관광 지구

관광,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이르쿠츠크, 알타이 지역, 알타이 공화국, 브리아티아 공화국 및 연해주에
위치한다.

ㅇ 물류 지구

세계적인 교통 중심 지역과 인접해있어 러시아 극동 및 중부시장에 빠른 진출이 가능하다. Ulyanovsk Vostochny 공항 인근 경제 특구는
Ulyanovsk Aircraft Cluster 공장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 항공기 유지 보수 및 재구성 사업 개발 기회를 창출한다. 하바롭스크 항구는 유
리한 지리적 위치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현대식 다목적 항구 및 조선업 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2) SEZ 제공 인센티브

현재 러시아 연방에는 총 34개의 SEZ가 설립돼 있으며, 지역 개발을 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SEZ 중 31 개SEZ 연방 특별
경제구역에 관한 법(# 116 FZ; 2005년 7월 22일)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3개 SEZ 기타 연방법에 따라 운영된다. SEZ에 입주할 경우 아
래 표와 같이 법인이윤세, 사회보장세의 감면과 재산세, 토지세, 교통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입주기업과 해당 SEZ의 협의에 따라 용지 임
대 및 사무실 임대료 관련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데, 임대용지 및 사무실 임대료의 경우 10년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 주: 1) 산업/생산 SEZ, 기술/혁신 SEZ, 관광/레크리에이션 SEZ, 항만 SEZ 운영 기간은 49년이며, 연장 불가능하다, 2) SEZ 종류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3) 세무법 제395조 항에 따라 5~10년까지만 세제 유예기간이 보장된다, 4) 세무법 제381조 항(재산세)에 따라 주로
10년까지의 세제 유예기간이 보장되며, 49년까지 가능하다, 5) 지방 legislation(교통세)에 따라 5~10년까지의 세제 유예기간 보장되며,
49년까지 교통세 감면 경우도 있다.

3) 스콜코보 혁신센터 투자인센티브

스콜코보 투자 인센티브는 2010년에 발효된 '러시아 연방법 243-FZ, 244-FZ' 등에 게재되어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메드베데프 정권에
서 역점으로 추진한 스콜코보 혁신센터에 입주할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더불어, 납세와 관세에 대한 인센티
브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보조금 지원, 사무실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다.

ㅇ 투자인센티브 제공
- 입주 기간 동안 소득세/재산세/부가가치세 면제
- 14% 할인된 보험료 혜택
- 관세에 대한 비용 상환
- 연구활동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상환 등

ㅇ 보조금 지원
- 프로젝트의 경쟁력 등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

ㅇ 마케팅 컨설턴트
- 제품 마케팅 및 포지셔닝에 대한 자문
- 회사 발전 전략 자문
- 벤처 펀드 유치 자문 등

ㅇ 사무실 등 시설 대여
- 사무실, 회의실, 서버, 유선 전화 등의 대여
- 가격: ㎡당 350달러/연

ㅇ 공동 실험센터 제공
- 제품 및 Prototype의 분석, 실험할 수 있는 장비 및 공간 제공

ㅇ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지원
-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를 위한 후원자 및 연사 추천

- 개최 장소 지원

ㅇ 회계, 세무, 법률 자문
- 회계, 세무, 법률, 재무 등의 자문

ㅇ 통관 지원
- 스콜코보 혁신센터 Customs Finance Company를 통해 통관 지원
- 통관 관련 컨설팅 및 운송 등의 지원 서비스

ㅇ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
- 지적재산권에 대한 컨설팅
- 지적재산권 관련 러시아 정부 제출서류 작성 지원
- 특허 분쟁 등에 있어 입주자의 이익을 대표

ㅇ 기타
- 비즈니스 파트너 추천
- 시장조사 지원
- 비자 획득 지원

4) 특별투자계약(SPIC : Special Investment Contract)

러시아 연방 정부는 제조업과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의 현지화를 위해 연방당국과의 직접 계약을 통한 국가지원 및 혜택을 받는
'특별투자계약(SPIC)'을 연방법 제488조로 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였다. 동 계약을 통한 외국인 진출은 일반 진출보다 절차가 간단
하고 세제 혜택도 많아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투자계약은 투자 검토 대상 지역의 지방정부와 상관없이 러시아 연방당국과 계약을 통해 국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최대 10년까지 계
약이 가능하다. 투자 프로젝트의 영업이익 회수기간에 5년을 더하여 계산하고 이를 포함하여 최종 10년을 넘지 않는 프로젝트만이 동 계
약이 가능하다. 특별계약 체결 조건은, ①신규 산업생산 시설 및 산업시설 현대화, ② 첨단기술 구현, ③ 생산할 제품이 러시아 내 유사품
이 없는 것, 이다. 특별계약체결에 따른 투자금은 최소 750만 루블(부가세 포함) 이상어야만 한다.

제한 및 금지(업종)
러시아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자는 러시아인과 동일한 대우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며, 실제 대부분의 산업 분야는 외국인에게 제한 없
이 개방되어 있다. 하지만 2008년 4월 29일 러시아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국방 및 국가안보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
을 지닌 러시아 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절차에 관한 연방법률”(No.57-FZ, 이하 ‘전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법’)로 제한을 두고 있
다. 상기 법령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이하 ‘FAS’)에 대한 신고 수
리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제한법에서 정의된 전략적 중요산업으로는 46개 분야가 있으며, 크게 ①방산 분야 산업 및 기술, 우주 및 원자력 산업, TV, 라
디오 방송, 통신 산업 등의 국가안보 관련 제조업 분야와, ②천연자원 및 에너지 관련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46개의 분야에 대한 사전 승
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투자거래는 무효가 되며, 법원은 무효가 된 해당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반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또 한 관할 정부 기관의 소송 제기에 따라 법원은 외국인 투자자 및 해당 기업집단이 보유한 의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동
법률 절차를 어길 경우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특별경제구역(SEZ)은 2005년 7월 22일 연방법 제116호로 제정되어 시작된 국가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설립
되었다. 러시아 연방 내에 특별경제구역은 4개의 산업 군으로 나뉘어 현재 총 25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2018년 운영 중인 21개의 SEZ에
는 817개 기업이 입주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통관 및 세제 혜택을 지원받는다.

ㅇ 분야별 특별경제구역 분류
- 제조업 분야(10) : 타타르스탄, 리페츠크, 칼루가, 프스코프, 스베르들롭스크, 사마라, 모스크바주, 툴라주, 아스트라한, 연해주(예정)
- 기술혁신 분야(6) : 모스크바시, 모스크바주, 타타르스탄, 상트페테르부르크, 톰스크
- 관광 분야(5) : 트베리, 북카프카즈, 알타이 공화국, 이르쿠츠크, 부랴티아 공화국
- 항구 및 물류 분야(1) : 율랴놉스크

ㅇ SEZ 구역 혜택
- 특별행정 제도 : 정부 당국과의 간소화된 관계, One Stop Shop 원칙에 따른다.
- 준비된 인프라 : 우수한 인프라가 갖춰진 토지 및 사무실 건물을 제공 받는다.
- 무관세지역 제도 : 수입세가 면세되며 VAT 환급받을 수 있다.
- 세금 인센티브 : 법인세 감면, 재산세, 토지세, 교통세가 입주 10년까지 면제되며, 세금 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를 받는다.
- 토지 우대 혜택 : 토지 및 사무실 임대료 할인, 임대한 토지를 시장가격 대비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가속상각 제도 : 산업적 SEZ 및 SEZ 관광, 휴양 지역은 가속상각 제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산업단지
ㅇ 보르지노(VORSINO)
규모

1,610 ha

위치

칼루가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을 선택한 후, 개별 문의해야 한다.
칼루가 투자청(http://eng.invest.kaluga.ru/)
ㅇ 전력 : 240 MBt
ㅇ 가스 : 공급
ㅇ 용수 : 공급
ㅇ 분야 : 화학, 제약, 식품 산업의 생산/공장
ㅇ 입주조건 :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1억 루블 이상의 투자에 대한 혜택 제공

ㅇ 그랍쩨보(GRABZEVO)
규모

706 ha

위치

칼루가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을 선택한 후, 개별 문의해야 한다.
칼루가 투자청(http://eng.invest.kaluga.ru/)

비고

ㅇ 전력 : 75 MBt
ㅇ 가스 : 공급
ㅇ 용수 : 공급
ㅇ 분야 : 장동차 관련 산업 및 제약, 화학 등
ㅇ 입주조건 : 개별적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ㅇ 마리노(MARINO)
규모

130 ha

위치

상트페테르부르크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을 선택한 후, 개별 문의해야 한다.
마리노 산업단지(http://www.maryino-spb.ru/en)
ㅇ 분야 : 다양한 산업분야(기계 제조, 자동차 제조, 전자장비 제조, 석유화학, 제약, 식품, 건자재, 야금, 섬
유, 펄프 및 제지 산업 및 물류창고 등의 분야)
ㅇ 입주조건 :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3억 루블 이상의 투자에 대한 혜택 제공
<자료원 : 러시아 각 주 자료 제공>

주요 지역별 여건
ㅇ 모스크바
모스크바는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며, 세계의 많은 도시들과의 경쟁을 통해 외국 기업들의 메가폴리스로서 입지를 다져
가고 있다. 모스크바 정부는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ㅇ 모스크바 개황
- 총 면적 : 2,563.5km2
- 지역 인구 : 12,380,664명(2017년 1월)
- GDP : 14조 2,998억 루블
- 기후 : 내륙성 냉대기후
- 실업률 : 0.42%
- 연평균 고용인구 : 869만 2,000명
- 우선분야 : 첨단 산업, IT, 연구개발, 인프라, 사회 복지
ㅇ 인프라
- 포장도로 비율 : 1,000㎢당 2,472km
- 연방고속도로 : 17개
-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량 : 432만 1,000톤
- 자동차를 통한 화물 운송량 : 3,410만 톤
- 해항 및 하항 : 하항 3곳
- 공항 : 국제공항 5곳
ㅇ 모스크바주
모스크바주는 모스크바시와 인접하여 큰 소비 시장과 발전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ㅇ 모스크바주 개황
- 총면적 : 44,300km2
- 지역 인구 : 7,423,500명
- GDP : 3조 2,139억 루블
- 기후 : 내륙성 냉대기후
- 실업률 : 2.9%
- 연평균 고용인구 : 3,377천 명
- 우선분야 : 농업 및 식료품 산업, 제약 및 바이오 산업, 물류 및 유통, 경공업 등

ㅇ 인프라
- 포장 도로 비율 : 1,000km2당 39,608km
- 연방고속도로 : 11개
-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량 : 2,575만 톤
- 자동차를 통한 화물 운송량 : 3,022만 톤
- 해항 및 하항 : 하항 2곳(세르뿌홉, 콜롬나)
- 공항 : 국제공항 4곳(세례메찌에보, 도모제도보, 라멘스코에, 주콥스키)
ㅇ 칼루가주
칼루가주에는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다. 특히, 지역 내 산업에 있어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 삼성전자 생산공장이 있다.
ㅇ 칼루가주 개황
- 총 면적 : 29,800km2
- 지역 인구 : 1,011,069명
- GDP : 3,348억 루블
- 기후 : 대륙성 온대기후
- 실업률 : 0.5%
- 연평균 고용인구 : 53만 7,700명
- 우선 분야 : 최첨단 산업, 금속 가공, 10개의 클러스터 구축
ㅇ 인프라
- 포장도로 비율 : 1,000㎢당 32km
- 연방고속도로 : 2개(M-3, A130)
-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량 : 224만 톤(2016년)
- 자동차를 통한 화물 운송량 : 350만 톤(2017년)
- 공항 : 국제공항 칼루가, 국내공항 예르몰리노
ㅇ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주요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러시아 전체 외국인 투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도시다.
ㅇ 상트페테르부르크 개황
- 총면적 : 1,439km2
- 지역 인구 : 528만1천 명
- GDP : 37억 4,220만 루블
- 기후 :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중간 단계
- 실업률 : 1.8%
- 연평균 고용인구 : 317만 9,400명
- 우선 분야 : 제약, IT, 의료, 엔진 생산, 전자기기, 조선, 관관 산업 등
ㅇ 인프라
- 포장도로 비율 : 1,000㎢당 2,451km
- 연방고속도로 : M-10, M-11, M-18, P-23, A-118, A-120, A-121, A181
-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량 : 4,981만 5,000톤(2017년)
- 자동차를 통한 화물 운송량 : 860만 톤(2016년)
- 해항 및 하항 : 상트페테르부르크 주항, 해양 파사드(여객 항구), 우스찌 루가
- 공항 : 풀코보 국제공항
ㅇ 레닌그라드주
제조업의 현지화를 위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의 창'이라는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과 '레닌그라드주 경제개발청'등
이 운영되고 있다.
ㅇ 레닌그라드주 개황
- 총면적 : 89,908.8km2
- 지역 인구 : 179만 1,900명
- GDP : 9,138억 2,600만 루블(2016년)
- 기후 : 대륙성 한대 기후
- 실업률 : 0.4%

- 연 평균 고용인구 : 98만 8,100명
- 우선 분야 : 기계 생산, 자동차 생산, 화학 및 석유화학제품, 목재 가공, 섬유, 금속 가공 등
ㅇ 인프라
- 포장도로 비율 : 1,000㎢당 207km
- 연방고속도로 : M-10, A-181, A-180, P-21, P-23
-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량 : 9,900만 톤
- 자동차를 통한 화물 운송량 : 1,360만 톤
- 해항 및 하항 : 프리모르스크, 우스찌-루가, 브이소츠크, 보이보르크 항구
- 공항 : 풀코보 국제공항
ㅇ 톰스크주
톰스크주는 우랄 연방 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풍부한 원료와 우수한 노동력이 결합되어 있는 지역이다. 현재 과학 교육 단지의 조성과
지역생산의 과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ㅇ 톰스크주 개황
- 총면적 : 314,400km2
- 지역 인구 : 1,078,891명
- GDP : 4,869억 8,750만 루블(2016년)
- 기후 : 대륙성 온대기후
- 실업률 : 1.45%
- 연평균 고용인구 : 48만 7,800명
- 우선 분야 : 연구 개발, 정보 통신 분야, 전자 장비 생산 등
ㅇ 인프라
- 포장도로 비율 : 1,000㎢당 23.9km
- 연방고속도로 : P-255(노보시비르스크-케메로보-크라스노야르스크-이르쿠츠크 접근 가능)
-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량 : 250만 톤
- 자동차를 통한 화물 운송량 : 1,578만 3,600톤
- 공항 : 보가쇼보 국제공항, 스트레제보이 국내공항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4
29,151.66

2015

2016

11,857.81

37,175.77

2017
25,953.54

2018
13,332.4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4
64,202.54

2015

2016

27,089.94

26,951.19

2017
34,153.1

2018
36,444.88

<자료원 : UNCTAD Stat>

국가정보(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
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7

82

21

85,287

94

81,789

2018

128

26

106,593

142

94,360

2019

30

6

24,355

33

7,86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7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2

1

6,380

20

6,919

광업

4

0

470

4

470

제조업

21

6

54,726

28

50,103

건설업

1

1

0

1

0

도매 및 소매업

22

5

4,922

23

5,554

운수 및 창고업

3

1

78

2

78

정보통신업

8

2

452

7

453

금융 및 보험업

2

1

18,001

2

18,0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10

1

1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5

2

108

3

61

N/A

3

1

140

3

14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송금횟수

투자금액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8

0

21,865

29

21,480

광업

1

0

1,000

10

774

제조업

25

8

52,245

24

52,21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1

1,000

1

1,000

건설업

7

2

126

5

126

도매 및 소매업

27

9

4,929

30

4,572

운수 및 창고업

11

1

1,673

8

1,073

정보통신업

25

0

686

23

671

금융 및 보험업

2

0

20,444

1

10,000

부동산업

6

3

1,504

6

1,5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1

980

3

90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1

0

50

0

0

N/A

2

1

91

2

3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3

0

893

4

383

광업

0

0

0

1

193

제조업

7

2

821

8

83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

5,000

3

3,500

건설업

2

0

278

0

0

도매 및 소매업

4

0

1,165

6

1,064

운수 및 창고업

1

0

0

0

0

정보통신업

2

0

35

2

35

금융 및 보험업

1

0

147

0

0

부동산업

4

1

837

3

83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15,000

1

75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2

1

130

2

13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0

1

0

1

50

N/A

2

0

49

2

8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ㅇ POSCO 모스크바지사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계, 금속 제조

취급분야

기계, 철강

모기업명

POSCO

ㅇ 금호타이어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자동차부품 제조

취급분야

타이어 제조/판매

모기업명

금호타이어

ㅇ 모비스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제조
A/S용 부품사업

모기업명

현대모비스

ㅇ 오리온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식료품 제조

취급분야

초코파이, 식품류

모기업명

오리온

ㅇ LG화학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생활화학제품

모기업명

LG화학

ㅇ LG전자 러시아법인판매 지역본부
진출연도

199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세탁기, 냉장고, LCD, TV 등

모기업명

LG전자

ㅇ 기아자동차 러시아판매법인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기아차 사업 관리/판매

모기업명

기아자동차

ㅇ 라닉스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업종

판매법인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시계, 원단, 화장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모기업명

현지단독진출

ㅇ 삼성전자 RUS
진출연도

199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컴퓨터, 가전제품 판매 및 마케팅

모기업명

삼성전자

ㅇ 한국야쿠르트 판매법인(도시락루스)
진출연도

198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라면 및 퓨레 판매

모기업명

한국야구르트

ㅇ 현대자동차 러시아판매법인
진출연도

199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현대차 사업 관리/판매

모기업명

현대자동차

ㅇ 우리은행 러시아현지법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은행업

모기업명

우리은행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모스크바사무소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무역보험

모기업명

한국무역보험공사

ㅇ 한국수출입은행 모스크바사무소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은행업

모기업명

한국수출입은행

ㅇ 롯데루스/롯데호텔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모스크바 롯데백화점/호텔

모기업명

롯데호텔

ㅇ 제일기획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컨설팅, 시장조사

취급분야

광고대행

모기업명

제일기획

ㅇ 대한항공 CIS 본부/모스크바지점
진출연도

1991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송, 물류

취급분야

항공운송

모기업명

대한항공

ㅇ 범한판토스 러시아법인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송, 물류

취급분야

해상 및 항공운송 주선업,보세운송 및 통관업

모기업명

범한판토스

ㅇ 에코비스
진출연도

1992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송, 물류

취급분야

창고업, 화물운송통관

모기업명

에코비스통상

ㅇ 롯데상사 연해주법인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농업

취급분야

곡물생산 및 판매

모기업명

롯데상사

ㅇ IBK 기업은행 블라디보스톡 사무소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취급분야

금융
은행업

모기업명

IBK 기업은행

ㅇ 디비에스 크루즈 훼리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여객서비스

모기업명

디비에스 크루즈 훼리

ㅇ 제주항공 블라디보스톡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여객서비스

모기업명

제주항공

ㅇ 에어부산 블라디보스톡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여객서비스

모기업명

에어부산

ㅇ 아시아나항공 하바롭스크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여객서비스

모기업명

아시아나항공

ㅇ 롯데호텔 블라디보스톡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숙박서비스

취급분야

호텔업

모기업명

롯데호텔

ㅇ 대한항공 블라디보스톡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여객서비스

모기업명

대한항공

ㅇ 우리은행 블라디보스톡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금융

취급분야

은행업

모기업명

우리은행

ㅇ 우리은행 상트페테르부르크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취급분야

은행업

모기업명

우리은행

ㅇ 현대자동차 생산법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취급분야

자동차 생산
자동차

모기업명

현대자동차

ㅇ LG전자 연구소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전자

취급분야

연구소

모기업명

LG전자

ㅇ CJ Raviollo Rus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식품 생산

취급분야

식품 등

모기업명

CJ

ㅇ (주) 경동나비엔 러시아 및 CIS 총괄법인
진출형태
업종

판매법인
판매

취급분야

가정용, 공업용 보일러

모기업명

(주) 경동나비엔

ㅇ 두산 인프라코아
진출형태
업종

지사
대표 사무소

취급분야

중장비

모기업명

두산 인프라코아

ㅇ 포스코 러시아 법인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

취급분야

건설장비, 운송기기, 의료기기 등

모기업명

포스코

ㅇ 한국산업은행 모스크바 사무소
진출형태
업종

대표 사무소
금융

취급분야

PF 등 금융 전반

모기업명

한국산업은행

ㅇ 한국타이어 러시아 법인
진출형태

법인

업종

판매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한국타이어

ㅇ 효성 러시아 법인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 물류

취급분야

무역, 물류

모기업명

효성

ㅇ KT&G 러시아 법인
진출형태

생산 법인

업종

생산, 무역

취급분야

담배

모기업명

KT&G
<자료원 : CJ>

국가정보(투자-한국기업 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
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러시아에서는 100% 외국자본 출자인 현지법인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100% 자회사 설립 시, 즉 단독투자의 경우 유한책임회사
(LLC)의 형태를 가장 많이 선택한다. 합작회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은
증권이 아니며, 연방금융시장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유한책임회사의 책임사원은 출자범위 내의 유한책임을 지며, 다른 사원이나 회사
의 동의와 관계없이 퇴사할 권리가 있다.

- 정관상의 법정 자본금은 회사 책무에 책임을 지지 않는 출자자의 지분으로 구분된다.
- 출자자는 사업과 관련 손실에 대해 출자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 최소자본금은 최저임금의 100배이며, 회사등기 시점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이 납입돼야 한다.
- 설립문서로는 설립계약서와 정관이 있으며, 출자자가 1명일 경우 정관이 유일한 설립문서이다.

ㅇ 합작투자

합작투자는 일반적으로 합작회사(JSC;Joint-Stock Company)의 형태가 이용되고 있으며, 국방 또는 국가 전략 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
하고는 외국 업체의 지분제한 비율이 없다. 모든 합작회사는 회사 설립 후 러시아 연방 유가증권 위원회에 주식 발행과 관련한 사안을 신
고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주식 거래는 무효가 된다. 모든 JSC의 주주 명부는 공인된 주주 명부 전문 위탁관리 회사나 해당 자격증을 취
득한 사원을 고용해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주 변경 또는 주식거래 시 변경사항을 정관에 수정, 명기했으나 현재 주주 명
부만 변경하면 된다.

합작회사는 설립자들이 채택한 정관에 입각해 활동하는 법인으로 러시아 민법과 합작회사법(제208-FZ호, 1995. 12. 26., 2015.4.6. 개
정)의 규율을 받고 있다. 합작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는 정관 개정, 수권자본금 변경, 연차재무제표 승인, 조직 구조조정, 청
산 등의 권한을 가진다(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인투자 허가 및 기업설립 절차 2007.7., 4p 인용). 이사회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수권을
받아 대표이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명의대리권(power of attorney) 없이 회사 명의로 행동할 권한을 가진다. 폐쇄형
(CJSC)과 개방형 합작회사(OJSC)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주주의 지분양도를 규율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CJSC의 주주는 다른 주주나 사전에 합의된 사람에게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데 반해, OJSC의 주주는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 지분을 누
구에게나 양도할 수 있다. 또한, CJSC의 최대 주주 숫자는 50명으로 한정되며, 이 숫자를 초과할 경우 CJSC는 OJSC로 다시 등록해야 한
다. CJSC의 주식은 회사 설립자와 설립자에 의해 지정된 사람에 한해 공개되며, OJSC는 일반에게 주식을 공개한다. 또한, 자본금은 루블,
외화, 현물 모두 가능하나 정관에는 루블화로 표기해야 한다.

기업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제개발통상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는 2003년 CJSC를 LLC로 전환시키
는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 민법에 따라, 모회사는 자회사의 청산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외에는 출자범위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다. 합작회사의 주식은 증권시장법(제39-FZ호, 1996. 4. 22., 2015.4.6. 개정)에 따른 증권으로 취급돼 연방금융시장국에 주식발행 결
의서, 결과보고서, 발행취지서 등과 함께 등록해야 한다. 합작회사법은 2001년 8월 개정으로 신주발행에 참여할 주주의 권리 보장, 배당
금지급 및 특별주주총회 소집요구의 시간제한 등을 규정했으며, 아울러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04년
2월 4일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회사는 누적투표 방식으로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합작회사법에 따라
회사의 수권자본금(Charter Capital)의 50%는 최초 등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납입돼야 하며, 나머지 50%는 1년 이내에 납입돼야 한
다. 또한, 최초 50%의 납입이 완료되기 전 회사는 회사 설립에 직접 관련되는 거래 외에 어떠한 거래에도 참여할 수 없다.

ㅇ 참고사항(IPO, SPO 참여)

최근 들어 외국 투자가들이 러시아 기업들의 IPO와 SPO에 참여해 기업 주식 지분을 확보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2017년에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을 끈 주식거래는 러시아 최대 완구소매체인 ‘Detsky Mir’의 상장이었는데 이 회사는 모스크바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약
3.5억 달러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식 매수자의 90%가 외국인들이었다. 이 거래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외국 기업들이
직접 참여한 최초의 러시아 기업 상장으로 평가된다. 거래 당시 211억 루블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당 가격은 85루블이었으며, 현재 회
사의 가치는 630억 루블로 평가되는데 이는 통상 대형 식료품 소매체인의 수준의 기업 가치이다.

지사
지사는 사무소 기능과 법인의 기능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의 독립된 영업소를 말한다. 법인과 동일한 세금 및 회계처리 규
정의 적용과 지사의 이름으로 현지 사업 활동 및 계약서 서명, 재산 및 자산의 소유가 가능하다. 또한, 지사의 이름으로 수입 시 외국 회사
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이중과세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사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기에 지점의 모든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점에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연락사무소
사무소는 법인(본사) 소재지가 아닌 곳에 위치하며, 법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의 독립된 사무소이
다. 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본점이 설립된 장소의 절차를 따른다. 또한, 본점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

사무소는 법인의 이익을 대리하고 보호하는 활동, 예컨대 현지 영업망을 관리하고, 시장조사나 홍보활동, 광고 등 보조적인 영업활동 지원
등의 행위만 할 수 있다.

사무소는 설립에 있어 자본금 불입 요건이 없으며, 계약 체결에 있어서 본사를 대리해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본사로의 외화 송금 시 엄격
한 외환관리 없이 송금이 가능하여 재무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용이하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중 가장 일반적인 회사형태가 주식회사인데, 러시아에서 주식회사의 형태는 '공개형 주식회사'와 '폐쇄형 주식회
사'로 구분돼 있다. 아울러, 공개형과 폐쇄형의 구분은 주식의 소유 이전에 대한 제한에 따른 구분일 뿐 회사의 크기를 구분할 수 있는 기
준은 아니며, 러시아 100대 기업 중에도 폐쇄형 주식회사가 상당수 존재한다.

공개형 주식회사(OAO)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연간 보고서, 대차대조표, 연간 손익계산서의 발행해야 한다.
- 회사의 영업 활동 및 회계 자료에 대한 외부 전문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공개형 주식회사의 법인 등록 시 회사의 설립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투자 절차 및 형태, 자본금의 규모, 발행할 주식의 형태, 그 외 주식
회사에 관한 제(諸) 조건들을 규정하는 발기인 협약서를 작성한다.
- 상술한 사안 외에 주식회사의 정관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형태, 액면가격, 수량, 자본금의 규모, 사업구조에 관한 주주들의 권리, 회
사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만장일치 또는 다수결 등)를 포함하는 내용들을 명기해야 한다.

공개형 주식회사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 다수 설립자가 참여 가능하다.
- 주식 상장을 통한 자본 유치 가능성이 있다.
- 회사의 설립자와 주주들을 위한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 자본금의 연대주식이 10% 이상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의 발기로 비정기 감사 실시 가능하다.

폐쇄형 주식회사(ZAO)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폐쇄형 주식회사의 주주는 50인 이하여야 한다.
- 주주들의 주식 매각과 매입에는 제한이 있다.
- 주주의 수가 50인을 초과할 경우, 비공개된 합자회사는 1년 이내에 공개된 합자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폐쇄형 주식회사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재무제표와 기타 영업활동 자료에 대해 주주 외 타인에 대한 공개 의무가 없다.
- 주주의 주식 매각 시 현 주주에게 우선 매입권이 있다.

상기와 같은 요인을 고려할 때 법인 형태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

- 법인 설립 시 주주(설립자)의 수
-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주식시장 상장 여부
- 주주 간의 결속력과 사업의 안정성 여부
- 자본금의 규모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설립은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간단하다.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주주 명부 등을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발행
주식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 러시아 유한 책임 회사법상 설립자는 1인으로도 가능하며, 최대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사원(유
한책임회사의 지분 소유자)이 50인을 초과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하며,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적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유한회사는 1인 혹은 복수의 개인, 법인에 의해 설립되며 정관에 설립자의 자본금에 대한 소유 지분
율이 기재되고, 사원의 책임은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출자액 범위 내로 한정돼 있다. 최소 법정 자본금은 1만 루블(미화 약 370달러 상당
)이며, 회사 등록 시 자본금의 50%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상당수 러시아 및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활동 중이며,
주식회사와 비교해 기업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설립절차의 간소화, 지분 소유자 간의 결속력 강화, 관리의 편리함 등의 이유로 유한
책임회사를 통한 기업 활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자본금 1만 루블, 200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2015.5.29. 기준)(설립등기 4개월 내, 1만 루블 출자금 완납 필요)
- 출자자는 유한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직접적인 수출입 업무 및 대표 사무소의 모든 영업활동 가능하다.
- 현지 회계법 및 조세법 적용받는다.
- 유한회사 인가를 위해 4,000루블 지불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표 사무소'와 '유한회사' 설립 시 절차 및 자본금에 있어 큰 차이가 없고, 대표사무소는 직접적인 현지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회계법상 '유한회사'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는다는 점에 있어 '유한 회사' 설립을 통한 지사 설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유한책임회사 등록과 거의 동일하다. 법인이나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는 개인 비즈니스를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이유로 임대 계약 체결을 위한 경우에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 등록의 경우에도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주주 명부 등을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발행주식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삼정 KPMG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7-495-937-4477
123317, Russia, Moscow, 18 Krasnopresnenskaya Naberezhnaya, Block C
youjinlee@kpmg.ru
유

ㅇ 율촌 법무법인 모스크바 사무소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7-495-510-5200
125047, Russia, Moscow, Lesnaya UI .7 , Business Center ‘White Gardens’, 12 F
leehj@yulchon.com
유

ㅇ 지평 법무법인 모스크바 사무소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7-495-795-0845
119002, Russia, Moscow, Sivev Vrajek pereulok, 43
smlee@jipyong.com
유

ㅇ 양 어소시에이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7-499-133-0381
119931, Russia, Moscow, Prospect Vernadskovo 29, office 1311
yang@yalaw.biz
유

ㅇ PricewaterhouseCoopers (삼일회계법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7-495-967-6000
White Square Office Center 10 Butyrsky Val Moscow, Russia, 125047
stkwon@samil.com
유

ㅇ KPMG (삼정회계법인)
전화번호

+7-495-937-4477

주소

123317, Russia, Moscow, 18 Krasnopresnenskaya Naberezhnaya, Block C

이메일

kyung-hopark@kpmg.ru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ㅇ Ernst &Young
전화번호

+7-495-775-9700

주소

115035, Russia, Moscow, Sadovnicheskaya nab. 77, bldg. 1

이메일

jungwoo.chun@ru.e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ㅇ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전화번호

+7 495 787 0600

주소

5-Lesnaya St., "White Square", Building B"Deloitte", Moscow, 125047

이메일

kitakang@deloitte.ru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ㅇ 알루드(Alrud) 법무법인
전화번호

+7 495 234 9692(ex.+295)

주소

Skakovaya St.,17, Building2, 6th fl. Moscow, 125040

이메일

seungjin.lee@alrud.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자료원 : KORCHAM RUSSIA DIRECTORY 2019,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법인의 파산(지불 불능)

파산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제127조(On Insolvency 'Bankruptcy', N127-FZ, 2002.10.26., 2014.12.29. 개정)'에 의하면, 법인의 파
산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다음과 같은 청구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중재 법원이 인식하는 상태를 뜻한다.

- 금전적 의무에 대한 청구
- 의무적인 지불에 대한 청구(세금, 대금 등)

법원은 채무자가 다음과 같은 파산의 징후를 보일 때,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최소 300,000루블이 되고, 법원이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상황
- 채무자의 부채가 만기 된 후 3개월 안에 집행되지 않은 상황

단, 채무자의 부채 중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은 부채총액 계산에 산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이 파산 신청을 수리한 후에 발생한 책임은 부
채총액을 계산할 때 책정되지 않는다.

- 자연인에 대해 생명과 건강에 끼친 피해에 대한 책임
- 노동 계약에 따른 급료나 로열티에 있어 자연인에 대한 부채
- 주주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 채무자에 대한 이자 등 기타 벌금에 대한 책임
- 채무자의 의무가 아닌 사항을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

2) 파산절차

파산절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파산절차의 개시 및 파산 관리인 신청
② 채무자 자산의 매각
③ 채권자와의 청산 절차
④ 중배법원의 파산절차 종료 판결
⑤ 채무자의 파산과 채무자 등기의 소멸

ㅇ 파산절차의 개시

일반적으로 파산절차의 기간은 1년을 넘기지 않는다. 단,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반대 상고를 할 수도
있다. 파산절차의 개시와 더불어, ① 모든 채무와 지불이 만기에 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어떤 채무에도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③
채무자의 자산에 내려진 모든 제재가 철회된다. 이에 더해 채무자의 관리 단체가 해산되며 중재법원이 파산 관리인을 지명하면 파산 관리
인이 파산절차 동안에 채무자의 자산을 운용한다.

파산 관리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자산의 운용과 그 안전의 보장
- 자산의 목록 작성

- 고용인에 대한 통지
-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이의 제기
- 채무자의 계약을 존중하기 위한 거부의사 표시
- 채무자 자산의 매각과 채권단과의 청산
- 기타 법률이 정한 기능

ㅇ 채무자 자산의 매각

파산절차가 개시된 시점에서 매각 가능한, 혹은 절차 도중에 발견된 모든 채무자 자산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산자의 재산에 포함된
다.

- 특정 자산(법으로 판매가 금지된 자산)과 배타적 권리(특정 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채무자의 권리)
- 공공시설, 취학 전 아동의 교육기관 등

채권단 회의나 채권단 위원회가 다른 절차를 도입하지 않는 한 자산의 목록과 감정서가 작성된 후의 자산은 경매나 입찰로 매각된다. 특별
허가가 있어야 유통 가능한 자산은 비공개 입찰로 매각된다. 자산이 최초 입찰에서 매각되지 않고 유찰됐을 경우, 재차 입찰에 부쳐지거나
입찰 없이 매각된다.

ㅇ 중재 법원의 파산절차 종료

모든 청산절차가 끝난 다음, 중재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파산 관리인의 보고서를 승인한다. 이로써 채무자는 파산하게 된다.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USD=62RUB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비고

607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455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러시아 최저임금은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모스크바의 경우 1만 8,742루블/월, 상트페테르
부르크의 경우 1만 7,000루블/월이다. 최저임금은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많이 사용된다. 또한
, 평균 임금과 초임 임금은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큰 편이며,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평균 750달러1,200달러 수준이다.
<자료원 : 러시아 통계청>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러시아의 근로관계는 상사와 직원 간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로 인해 국내 기업의 담당자들은 러시아 직원들이 '상급자에 대한 예우'가 없다
거나 혹은 직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견해를 갖기도 한다. 러시아 근로자들은 업무가 완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없이 퇴근하는 모습과 지연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직원들에 비해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등의 의견도 있
다.

러시아에서 노사문제가 발생되어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소송은 대다수의 경우 근로자에 유리하게 진행되며, 노동법적 기준이 애매한 경
우에도 근로자에게 우호적이며, 고용주가 승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문서화가 매우 중요한데, 예로 현지 근로자가 지시 불이행 등 근로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하며 동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고용관계 성립을 위한 채용 절차는 1) 채용 예정자로부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수령,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당사자의 서명, 3) 근로계
약 조건이 명시된 채용명령서 발행, 4) 근로계약서 서명일로부터 3일 이내 해당 근로자에게 위의 채용명령서 제공, 5) 근로자의 근로 수첩
에 근로조건 및 근로 시작에 관한 사항 기록, 첫 취업의 경우 근로 수첩 발행, 6) 첫 취업 근로자의 연금보험증 발행, 7) 사내 내규, 단체협
약 및 기타 근로자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 고지 및 근로자의 서명 취득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 근로조건, 근로관계에 대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약속문서로서, 우리나라와 다른 제도와
문화, 상거래 관습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근로계약서는 노동법 제67조에 따라 근무 시작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장소, 근로 시작일, 직위
, 근로시간, 임금, 수당 등 필수적인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 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노동법
및 기타 법률에 명시된 최저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체결이 일반적이지만, 노동법에 명시된 경우 5년
이내 단기 근로계약 체결도 허용된다.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예외적
인 경우에도 2개월 전에 근로조건 변경 예정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
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근로시간
노동법 제15장(91조~99조)은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정상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다. 단,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근로시간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16세 미만은 주당 24시간 이내, 16~18세이고 법규에 정해진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주당 36시간 이내, 병약자는 주
당 35시간 이내, 18세 미만의 재학생은 재학 기간에 주당 18시간 이내이다. 노동법 99조는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초과근
무는 명확히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문서로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정 범주의 근로자들은 초과근
무가 금지되는데 18세 미만, 임산부, 기타 연방법규에 규정된 사람 등이 해당된다. 장애자, 3세 미만 유아가 있는 여성 등에게는 사전에
문서로 된 동의를 얻은 후에만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초과근무를 억제하는 의료기관의 권고에 반할 수 없다. 노동법 152조에 의거,
초과근무는 2일당 4시간, 연간 1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첫 2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상임금의 1.5배 이상, 추가적인 초과근무
에 대해서는 정상임금의 2배 이상의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휴가
ㅇ 휴일

법정 공휴일(노동법 112조에 규정)은 신년휴일(1.1.~1.5.), 크리스마스(1.7.), 조국 수호기념일(2.23.), 국제 여성의 날(3.8.), 봄과 노동
의 날(5.1.), 전승기념일(5.9.), 러시아의 날(6.12.), 통합의 날(11.7.)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5일 근무 후 2일(통상 토, 일요
일)의 휴무가 주어진다.

ㅇ 연간휴가 일수

피고용자가 동일한 고용주와 연속 6개월을 근무하면 연간 28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 동 휴가는 취소될 수 없으며, 특정한 상황(노동
법 115조, 122조, 124조에 규정)에서는 휴가 부여가 연기될 수 있다. 특정 상황으로 미 사용된 유급휴가는 해당 근무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되어야 한다(노동법 제93조). 미사용 휴가는 피고용자의 동의 하에 차년으로 이월될 수 있으나, 피고용자 측 사정으로
인한 휴가 미사용은 이월이 불가능하다. 노동법상 최소 휴가 일수는 28일이나 최대 휴가 일수는 명시돼 있지 않다.

신입 직원의 경우 취업 6개월 후 휴가가 가능하며, 휴가는 분리해 실시할 수 있다. 분리 실시 휴가 중 최소 1회는 연속 14일 이상이어야 하
며, 잔여 휴가 기간은 14일 이하 휴가를 실시해도 무방하다.

ㅇ 병가수당

피고용자는 병가 복귀 후 의료 증빙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병가수당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단, 보건부 장관령 제206호(1994. 10. 19. 제정
) 2.3조에 의거, 병가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는 적어도 월 1회 이상 의료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병가 사용 근로자는 사회보장기금
으로부터 근무 불능에 따른 수혜 자격을 획득한 뒤, 10개월(경우에 따라 12개월)까지 병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
의 예산 기금에 관한 법(연방법 제 17-FZ호, 2002. 2.11. 발효) 15조에 의거, 이때 병가 수당은 월 1만1700루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
은 3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 근무경력 8년 이상인 근로자의 병가 수당 최저액을 산업재해 보상가액의 100%로 설정했다. 그 외의 경우는
근무 기간에 따라 병가수당 최저액이 달라진다(근로, 임신,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근로 중단에 대한 지급을 위한 사회보험기금 결의서 제
02-18/05/1136호(2002. 2. 18.)에 의거).

ㅇ 출산휴가

유급 출산휴가는 예정 출산일 전에 최소 70일과 출산 후 70일이 주어지며, 복수자녀 출산, 난산 등의 경우 휴가 일수가 길어질 수 있다. 산
모, 돌볼 아이가 있는 아버지나 조부모 등은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분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무급 또는 유급휴가로부터 근로자
는 직장에 복귀할 권리를 가지며, 휴가 기간은 근로자의 근무 경력에 포함된다(노동법 255조, 256조).

ㅇ 사회복지수당

장애수당, 실업수당, 국가연금 등은 사회보험 및 연금에서 지급되며, 사회보험 및 연금은 고용주가 납부하는 통합사회세로부터 재원이 마
련되고 있다. 법정 부가급여 외에 서구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반직원에게는 의료보험(가족 포함), 중식대, 이동전화 등이 제공되고, 관리자
급 직원에게는 차량, 체육시설 이용권, 스톡옵션 등 제공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 밖에 사적연금과 생명보험 등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
며, 통상 러시아의 부가급여 비용은 기본임금의 약 3~5% 수준이다.

해고
노동법 제13장(77조~84조)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규율하고 있다. 현 노동법은 종전에 비해 완화되기는 했으나, 고용주의 입장에서 근로
계약의 해지는 매우 경직돼 있다.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그에 대한 충분한 증빙이 뒷받침돼야 한다.

노동법 81조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사용자의 청산
- 잉여인력 존재
- 주어진 과업수행이 곤란한, 의료확인서로 입증된, 근로자의 건강문제
- 증빙이 첨부된 과업수행 자질 부족
- 이미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주어진 의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합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중 4시간 이상 이석한 경우
- 음주, 약물복용, 중독 등의 상태로 근무에 임한 경우
- 법적 보호를 받는 업무비밀을 노출시킨 경우
- 절도, 횡령, 고의 기물 파괴 등
- 위반 시 심각한 결과의 초래가 우려되는 근무안전 요건의 위반
- 기업 재산을 위태롭게 할 기업대표, 부대표 또는 수석회계사 등의 잘못된 결정
- 기업 대표 또는 부대표의 총체적인 의무 위반
- 기업 대표 또는 실행기구 구성원과의 고용계약에 규정된 종료 사유
- 노동법 또는 다른 연방법에 규정된 종료 사유

절도, 음주, 안정요건 위배 등의 의무위반의 경우, 면직 통보나 해직수당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아직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편이
나, 근로자의 자격요건 미달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상 이유로 면직되는 경우 2주 이상의 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
다. 선출직 노조위원장의 고용계약 종료는 노조의 승인이 있어야만 허용된다. 노조원의 고용계약을 종료하려면 사용자는 먼저 노조에 통
보해야 한다(노동법 373조). 노동법(178조~180조)은 잉여인력의 일반 정리해고 문제를 엄격히 취급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리대상 근로
자에게 기업내부(자회사, 지점까지 포함)의 능력에 맞는 다른 업무 제공을 제안한 뒤에만 감축 처리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병가, 정상
휴가 등)로 휴가 중인 근로자는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생산성, 기술 등의
자격요건이 열등하지 않은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다.

노동법 261조에 따라 임산부,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 14세 미만 자녀 또는 18세 미만 장애아를 양육하는 편모, 어머니 없는 14세
미만아 또는 18세 미만 장애아를 양육하는 자 등의 근로자는 일반 정리해고로부터 보호된다. 또한,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노동감독청
(SLI)과 청소년위원회(Committee for the Affairs of Underaged Children)의 승인 없이 면직시킬 수 없다(노동법 269조). 정리해고 대
상이 된 근로자는 최소 2개월 전 문서로 된 정리해고 통지를 받아야 하며, 최소 2개월의 해고수당이 주어진다. 정리대상 근로자의 문서로
된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 통보를 대신해 추가 2개월의 해고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임시직에는 통보 기간, 해고수당에 관해 달리 정하
고 있다(노동법 292조, 296조). 계약 기간이 2개월 이내에 종료된 임시직 근로자와 수습 기간 종료 전 면직된 근로자는 3일 전 통보가 필
요하며, 해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면직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직 사실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노동법 392조). 현 노동법은 구법과 달리 노조가 근로
자 해고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철폐했다. 현실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는 사용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법원 면직사유에 대해 사용

자의 무거운 입증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사용자는 꼼꼼한 노동 관련 문서관리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세밀한 근로
자의 직무기술서가 작성된 경우 보다 용이하게 근로자의 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 면직에 대한 근로자들의 소송 제기 등은 거의 없으며
, 무단으로 근무를 4시간 이상 이탈할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의원 면직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퇴직금
근로자가 동일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 1년에 대해 1개월분 임금의 절반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서 임금이라 함은 퇴
직 전 6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의미한다.

다만 근로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음에서 열거한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불
할 필요가 없다.

ㅇ 절도, 횡령, 도박, 고의적인 상해 행위, 사업장 내 마약 사용, 기술 및 경영비밀의 누설,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용자의 재산에 극
히 중대한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것을 협박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

ㅇ 임금인상 연기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 기간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하거나, 보직해임의 징계를 받고 다시 위반 행위를 한 근로자. 여기서
다시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징계조치를 받았던 노동규율을 다시 반복해서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징계조치가 이 법
127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월 총 5일 또는 연 총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 단 천재지변, 화재, 권한 있는 의료기관의 증명서가 있는 자신
또는 친족의 질병, 기타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러시아는 '의료보험기금(Federal Obligatory Medical Insurance Fund)' 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으며 보험 기여금은 각각의 근로자들
의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출된다. 또한, 근로자의 보험금 납부 의무는 개인의 과세상태와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다. 의료
보험기금의 경우 임직원 보수의 5.1%를 납부하고 있다.

고용보험
러시아는 '사회보장기금(Social Insurance Fund)' 라는 고용보험 제도가 있으며 보험 기여금은 각각의 근로자들의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
로 산출된다. 또한, 근로자의 보험금 납부 의무는 개인의 과세상태와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다.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임직원
보수(연 815,000루블 한도)의 2.9%를 납부하고 있다.

산재보험
러시아는 '산재보험기금(Obligatory Accident Insurance Contribution)'라는 산재보험 제도가 있으며 보험 기여금은 각각의 근로자들
의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출된다. 또한, 근로자의 보험금 납부 의무는 개인의 과세상태와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다. 산재
보험기금의 경우 임직원 활동 관련 전문적인 위험에 따라 0.2%에서 8.5% 사이에서 결정되며, 사무직은 최저 수준을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러시아는 '국가연기금(Pension Fund)'이라는 국민연금제도가 있으며 보험 기여금은 각각의 근로자들의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출된
다. 2012년1월부터 러시아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연금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의 근로자가 러시
아에서 근무할 경우 이들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러시아 연금당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연간 최대 1,021,000루블

한도 내에서 근로자 급여의 22%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급여가 연간 1,021,000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
해 10% 요율을 적용 계산하여 납부한다. 한편, 연간 소득이 2백만 루블 이상의 고급전문가(HQS)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고용주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

국가정보(투자-노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현행법은 러시아 내의 상설 외국 법인과 러시아 내 상설 외국 법인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내에서 발생한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윤세법은 자체적으로 상설 외국 법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정의는 조세조약에 의거 다소 수정/적용되고 있다.
상설 외국 법인이란 외국 회사의 사무실이 러시아 당국에 반드시 등록돼야 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사무실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상설 외국 법인이 될 수 있고, 사무실이 등록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상설 외국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2년부터 새로운 이윤세법이 개정 발효됐다. 이윤세 납세자는 러시아 기관, 러시아 내 상설 외국 기관(Permanent Establishment),
상설 외국 기관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외국 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국내
는 물론 외국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부의무를 진다. 상설 외국 기관(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은 OECD 모범조세조약
(Model Tax Treaty)상의 정의와 유사하다.

수취한 소득에서 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이고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상
품이나 재화의 판매로 얻은 이익(손실)+자본 자산/여타 자산/기업 매각에 따른 이익(손실)+비 영업수익-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로 산정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직전 4분기의 분기별 평균소득이 100만 루블 이상일 경우에는 발생주의 원칙(Accrual Basis)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 납세 대상자의 수취 소득에서 발생한 합리성 및 정당성이 인정된 비용을 고
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 과세표준 : 사품 및 재화 판매 이익(손실) + 자본자산/여타 자산/기업 매각 이익(손실)-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러시아 법인이 러시아인 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9%, 러시아 법인이 외국 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
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후자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 대개 10% 또는 5%로 인하된다. 한편, 러시아 내 합작기
업(Joint Company)이 외국의 명목 소유주에게 지불한 배당금은 외국의 명목 소유주가 러시아 관계기관에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촉진을 위해 주식보유 기간이 365일 이상이고 배당되는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지
불하는 기업이 러시아 재무부에서 지정한 off-shore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국제금융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며 해당 보유 기간 동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거
나 하이테크기업 주식일 경우에는 주식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법인소득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먼저 기업의 이익 창출하는데 직접 연관된 비용이어야
하며, 둘째로 경제적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적정한 문서로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4만 루블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인정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은 비용(Expense)으로 처
리되며,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광고의 경우 신문, 라디오, TV, 옥외광고, 브로셔, 카탈로그, 전시회 참가 등은 제한 없이 비용
공제가 가능하나, 여타 형태의 광고는 통상 판매수입의 최고 1%까지만 공제가 인정된다. 고객접대, 리셉션, 이사회 비용 등도 납세자의
총 임금지급액의 최고 4%까지만 공제가 인정된다. 특정한 R&D의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완료 후에 전액공제가 되며, 2009년 1월 기준
으로 특정 분야의 R&D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150%까지 공제 가능하다. 특별경제구역에 따라서는 R&D 비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공제
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자공제의 일반원칙은 동종대출의 20%를 상회하는 이자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납세자는 고정자산 유
지보수, 하자이행, 회수가 의심되는 부채 등에 대한 적립금(Reserves)을 유보할 수 있다.
2002.1.1부터 최고 과세율이 30%에서 24%로 인하되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극복대책으로 2009.1월부터 다시

20%로 인하되었다. 20% 중 2% 상당의 세금이 연방정부 예산에, 18% 상당의 세금이 지방 정부예산에 배정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
가 재량으로 최대 13.5% 경감할 수 있으며 극동지역 소재 기업에게는 특정한 경우에는 0%까지 감면해줄 수 있다.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 러시아 내 거주하는 개인과 러시아 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개인을 포함한다. 2007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한 현행 법률에 의하면, 과세 목적상 러시아 내 거주 개인(Tax resident)은 최근 12개월간 최소한 183일을 러시아에서 실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ㅇ 소득세

과세 목적상 러시아 거주자(Tax Resident)에 대해서는 13%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3% 단일세율 적용은 종전 법
률과 같이 캘린더 기준으로 1년간 최소 183일 거주한 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세 목적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러시아 또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의 9%, 상금/보험금수령액/특정 범위를 초과하는 이자수입액/기준금리보다 낮게 대출받음에 따른
소득 발생 추산액의 35%가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러시아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 징수한다. 단, 2010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고소득주재원(Highly Qualified Expatriate
Employee)으로 해당 비자 및 노동허가를 득한 자는 과세 목적상 거주기간(Tax Residency)에 관계없이 13%의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하
다. 상기의 고소득주재원은 연간 수입이 최소 200만 루블 이상인 해외 전문인력에 해당된다.

소득 자진신고서는 매년 4월 30일 전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은 6월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 납부기한
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중앙은행 연간 재할인율의 1/300이 미납금에 일단 위로 가산되도록 되어 있다.

과세소득은 총소득에서 공제액과 면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총소득은 모든 경제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며, 근로소득/독립경제
행위에 따른 소득/자산소득/저금리로 대출받는 등에 따른 소득, 고용주가 지급한 주거비용, 고용주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소득, 고용주로부
터 수취한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총소득에서 공제되거나 면세되는 항목은 표준공제, 사회공제, 재산공제, 직업
공제(professional tax deductions) 등 4가지이다.

표준공제는 연간소득이 4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매달 400루블이 공제되며, 연간 소득이 28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
족에 대해 각각 월 1,000루블이 공제되며, 부양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월 1,400루블을 공제해주고 3자녀 일 경우 월 3,000루블을 공제
해주고 있다.

사회공제는 납세자의 교육경비, 가족 의료비, 비국가연금기여액 등에 대해 최대 12만 루블의 공제가 가능하며, 24세까지의 자녀교육비,
현금 자선 기부금 등에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실정이다.

3년 이상 소유한 주택 매각 시 매각소득이 전액 공제되며, 3년 미만인 경우에도 1백만 루블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의
경우 자산종류와 보유기관에 따라 공제내용이 달라진다. 정부지급 실업•육아수당, 러 정부 국채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ㅇ 보험부담(Insurance Contributions) 사회보장세(사회보험료)

2010.1.1부터 통합하여 부과되던 연금, 의료보험 등의 통합사회보장세가 각각의 보험료를 관련 기관에 개별납부하는 사회보험료로 대체
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내 모든 고용주는 통합사회보장세가 아닌 개별 사회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고 있다. 한편, 고용주는 지역과 관계
없이 급여지불이 러시아 이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자 급여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14년 이후 적용 보험률은 봉급액 전체의 약 30%이다. 사회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보험료는 봉급액의 22%이며 연간
소득 624,000루블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를 국가연금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는 월별로 하며, 익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러시아 내에서 상품/노동/서비스를 공급,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자사 소비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
를 공급하는 모든 러시아 및 외국 법인(대표사무소 및 지점 포함) 및 개인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율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에서
18%로 인하되었다가 2019년부터 다시 20%로 인상되었다. 기본 식료품비, 아동용품, 특정 의료용품, 의약, 신문, 잡지 등은 10%의 세
율이 적용된다. 재화의 수출, 국제운송 및 러시아로부터 재화 수출과 관련된 기타 용역, 국제승객 운송 및 외국 공관에 공급되는 일부 재화
용역을 영세율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공공운송(public transport), 주거 장비(household utilities), 장례용품
- 보험/재보험/금융서비스, 개인연금서비스
- 자선/기부, 비영리단체에 의한 교육서비스
- 의족/의치 등 의료장비, 장애자 용품, 안경의 렌즈 및 틀(선글라스 제외)
- 광고 목적으로 무료로 공급된 상품의 경우, 1개당 100루블을 넘지 않을 경우
- 우주탐사 관련 협정에 따라 국제협력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

러시아 부가가치세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 단계 세액 공제 법을 사용하며,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총매출액X세율/(매출세액) – 총매입액X세율/(매입세액)

특별소비세
러시아 소비세는 소비세 적용 제품의 국내 공급 시 공급자가 납부하게 된다. 소비세는 동 제품의 수입 시에도 과세가 되며, 수출 시에는 동
소비세는 면제된다. 소비세 과세 대상 제품은 자동차, 담배, 술, 특정 석유 제품 등이 해당된다. 소비세율은 각각 소비세 과세 대상 제품의
종류와 가격 등에 따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교통세(Transport Tax)
특정 형태의 차량, 배, 비행기 등 운송장비에 대해 부과된다. 마력, 운송총량, 운송개수 등에 따라 정해진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며, 실제 세
율은 지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최종 정해진다. 예를 들면 모스크바의 경우, 최고급 자동차는 연간 200,000루블을 내야 한다.

광물추출세(MRET: Mineral Resources Extraction Tax)
광물추출세는 광물원천에 따라 계산되며,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추출세는 추출된 양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세율은 다양한 광물 시장가격
과 추출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러시아 특정 장소(극동 시베리아, 북극, 아조프 및 카스피안, 네네츠 및 야말)는 최초 생산 단
계 동안은 광물추출세가 영세율 적용된다.

그 이외의 천연자원들의 광물추출세는 그 자원의 가치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다.
- 칼룸염 3.8%, 철광석 4.8%, 금광석 6%, 비철광석 및 다이아몬드 8%

러시아 극동 지역의 투자자들에게는 동 광물추출세가 감면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세(Environmental Fee)

환경세는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 혹은 판매하는 산업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 및 제조자가 납부 의무자이다. 동 제
품 군에는 종이, 고무 및 플라스틱, 가죽 및 옷감, 금속 및 전자제품, 자동차(별도 세법 적용되며 '폐차세'로 분류) 등이 있다.

환경세는 러시아 세법에서 규정된 세금은 아니며 국제법이 정한 수수료라고 보면 된다.
- 환경세 계산법 : 환경세=생산 및 수입 제품의 양X징수율X관련 표준사용률

2017년부터 재사용 배터리, 컴퓨터 하드웨어, 소비성 전기제품, 특정 형태의 산업 장비 등이 높은 세율의 환경세가 적용되었다.

국가정보(투자-세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2004년 7월 14일 발효된 신 외환관리법(Law on Currency Regulation and Currency Control, 제173-FZ호)의 구법(1992. 10. 9.)은
외환 거래 자유화 확대에 중점을 두어, 종전에는 중앙은행의 건별 승인이 필요하던 많은 외환 거래들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한편 이 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외환 및 루블화 거래, 거주자 간 외환 거래, 비거주자 간 외환과 루블화 거래 등을 규정하며,
그 밖에 증권 시장, 거주자 통화 시장, 역 내외 은행 계정 사용, 러시아 거주자의 외환 송금에 관한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기업들에게 허용되는 외환거래와 중앙은행의 허가가 요구되는 거래 리스트가 사전에 정해져 있던 것에 반해, 신법에는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어떠한 외환거래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의 장점은 예치의무가 일부 거래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거래는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단, 루블화 지불 준비 요건에 따라 예치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신법에서는 새로운 사전등록 요건이 채택됐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조
세 당국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 거주자가 OECD 회원국 또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회원국 외의 국가에 소재한 외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 정부나 중앙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루블화나 국내 증권을 국외 반출입하는 경우

신법에 따라 중앙은행은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러시아 은행 또는 예금수탁기관에 증권거래용 특별계정을 개설 유지하는 경우 사전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은 특별계좌와 관련된 시행령을 수차례 제정한 바 있다.

- 중앙은행령 제115-1호(2004. 6. 7.): 비거주자 화폐 자산 회계를 위한 특별 중개인 계정에 관한 규정
- 중앙은행령 제116-1호(2004. 6. 7.): 거주자 및 비거주자 특별 계정 종류에 관한 규정

신법은 반독점법 및 다른 증권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 비거주자 간에 국내 외환 계정 또는 역외 외환 계정을 이용한 모든 외환거래와 국
내 증권이 개재된 모든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중앙은행은 비거주자 간 국내 증권의 거래대금 지급은 특별 계정을 통하도록 규제할
수 있으며, 신법에 따라 비거주자 간 루블화 거래는 반드시 러시아 은행계정을 이용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비거주자는 중앙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 은행계정을 개설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며, 러시아 은행계정과 역외계정 간 자금이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러시아 거
주자들은 아직도 수출대금의 본국 송금 및 외환의 의무전환 규제를 받고 있으나, 신법은 한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즉, 거주자들은
OECD 회원국 거주자와의 대출 계약상(잔여 만기 2년 이상) 의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수출대전 송금 의무가 완화된다. 본 예외조항으로
러시아 수출 기업들의 자금 조달구조가 좀 더 다양해졌다. 신법에 따라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외환유출을 막기 위해 특별 계정 거래만
허용하고, 2개월간 원천징수예치(Withholding Deposit)를 실시할 수 있으나, 무제한적인 금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환 규제
러시아의 외환규제는 외화 도피와 자국 경제의 달러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가된 은행은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외환규제를 위반한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외환 통제 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외화 도피, 달러화 등을 막
기 위해 중앙은행은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의 국내회수와 수출대금 수취 후 7일 이내에 수취 외환의 25%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자국 경
제의 달러화를 막기 위해 1994년 1월 1일 이후 외화 현금의 국내 사용이 금지됐다. 면세점 사용액, 외국 항공사(또는 운송회사)의 항공권
구입(단, 해당국과 러시아 간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등 예외적인 사항 외에는 신용카드 결제액도 루블화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몇 가지 거래에 한해서 거주자 기업 간 전환통화 거래를 허용했다. 외화 사용이 허용된 거래는 인가된 은행 간 거래, 비거주자와의 계
약과 관련된 다양한 대행계약(Agency Agreement), 일부 운송 거래, 특정한 조세납부 등이다.

비거주자 기업(대표사무소 등)은 외환으로 피고용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피고용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역외계정으로 지급하고,
거주자인 경우 인가된 러시아 은행의 피고용자 계정으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기업은 내국인에 대한 임금으로 루블화 상

당액의 외환을 지급하고 있다. 자금세탁법(제115-FZ호, 2001. 8. 7.) 및 자금세탁에 관한 대통령령 제1263호(2001. 11. 1.)에 따라
60만 루블(약 2만 달러) 이상의 외환 매매거래에 관여하는 은행, 증권거래 기관, 보험사, 리스회사, 기타 금융기관 등은 재무부 산하 금융
감시위원회에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러시아의 불량거래 리스트는 FATF가 권고하는 ‘의심스러운 거래’ 리스트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연
방법 제88-FZ호(2004. 7. 28.)는 보고대상 거래 리스트와 보고 의무기관 리스트를 명시하고 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대용화폐(Currency Valuables) 또는 외국 통화의 반출에 동일한 제한을 받고 있다. 기존에 반입 또는 국내로 이체
된 대용화폐(외국 통화 제외)는 입증된 금액 범위 내에서 반출될 수 있다. 만일 비거주자가 이러한 입증 없이 화폐 또는 대용화폐를 러시아
밖으로 반출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전액 몰수될 수 있다. 1만 달러까지의 외환은 별도의 승인 없이 반출될 수 있으며, 세관 증명에
의해 이전에 반입된 금액까지도 별도의 승인 없이 반출될 수 있다.

거주자/비거주자(확인 요망)의 특별계정 유형에 관한 중앙은행령 제116-1호(2004. 6. 7.)는 S, O, V1, V2 등 5가지 유형의 비거주자용
특별 계정을 지정하고, 종전 특별계정은 폐지했다. 외환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비거주자가 외환 거래 인가를 받은 은행에 외
환 계좌를 보유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비거주자는 외환계좌를 통해 외화표시 대출거래를 할 수 있고,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역외계
좌로부터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러시아 법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외국인 직접 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 등에서 발생한 투자 원금, 발생수익
, 기타 이익 등의 본국송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투자원금 송금의 보고 의무는 없다. 러시아 정부는 구소련의 협정을 포함한 모든 투자보
장협정의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했으며,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국유화의 경우에도 모든 투자 자산 및 이익의 회수를 보장한다. 한편
2006년 7월, 러시아 정부가 루블화에 대해 완전 태환화폐로의 전환을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외국 기업의 활동이 보다 원활해졌다.

수출품 통관 이후 수출 결제 기간이 180일 이상인 무역거래는 신법(2004년 7월 14일 발효된 신 외환관리법, Law on Currency
Regulation and Currency Control, 제173-FZ호)의 외환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규제대상 거래에 대해 선수금 또는 미수금의
50%까지 루블화 예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예치 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러시아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특별계정 이용 및 최장 60일 이내의 기간에서 거래금액의 100%를 루블화로 예치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 특별
계정 의무사용 규제는 중앙은행이, 루블화 예치 규제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할 수 있으며, 종전 외환규제와 비교해 신법은 비거주자 간 거
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국가정보(투자-외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러시아의 생활 수준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악화로 하락하였다가 2017년 하반기부터 소폭 씩 회복 중이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
르면 2018년 러시아 소비자 동향지수는 97.3으로 2017년보다 높게 기록되었다가 2019년 1분기는 88.7로 하락하였다. 서방의 제재와
불안정한 유가로 인해 2018년에 러시아인의 소득수준은 2014년 이전에 비해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방제재의 장기화로 인해
2019년에도 러시아인의 소비력은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산업 생산성이 2019년에도 호전되고 있어 노동 급여가 인상
되면서, 소비력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 연령대 인구분포도 중 소비력이 가장 큰 30대-50대 비중은
43.8%으로 여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ㅇ 연령별 인구 분포(2017년 기준)
- 0~9세 : 1,814만 명
- 10~19세 : 1,409만 명
- 20~29세 : 1,970백만 명
- 30~44세 : 3,411만 명
- 45~59세 : 3,027만 명
- 60세 이상 : 3,047만 명
<자료원 : Passport - Consumer Lifestlyes in Russia (Euromonitor International), 러시아 연방 통계청>

소비 성향
2001년 이후부터 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빈곤층이라는 이중 구조를 벗어나 중산층이 꾸준히 형성돼, 최근 이들이 시장의 주요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 2013년 러시아 보험회사 Rosgosstrakh사의 보고서에서 중산층을 연 소득 5만 달러 이상으로 정의하는 경우, 이들은 러
시아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한다. Rosgosstrakh사는 이들 중산층이 삶의 편의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약 없이 구매한다고 평가했
지만, 2014년부터 이어진 서방의 대 러 제재 등으로 인한 소득수준 하락이 원인이 되어 품질과 브랜드보다는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맞는 우리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과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 모스크바와 인근 모스크바 주를 포함한 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러시아 인구의 15%를 차지한다. 모스크바
는 러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유통, 소비재, 식품, 제조업 등이 잘 발달해 있으며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러시아 회사의 본사가 모두
소재해 있어, 모스크바는 러시아 경제의 메카이자 최대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모스크바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큰바, 각종 대규모 전시회들
이 개최되고 있으며, 기존 제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전시회를 통해서 발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모스크바 시장을 우선적으로 공략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
를 발굴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최근 러시아 내에서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었다. 중국의 Aliexpress는 러시아 최적화 온라인 상점을 개설하여 성공 사
례로 손꼽힌다. 현재 Aliexpress의 연 매출액은 1억 2,000만 달러이며 5%의 이용 수수료로 수익금 창출하고 있다. 우리 기업도 KOTRA
홈페이지의 '인콰이어리'를 활용하여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KOTRA 홈페이지 내에 각종 분야별로 다양한 오퍼들이
한국 기업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시장조사를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는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 스베르
방크 Bank of Business Partner(BBP)(https://bankofpartners.com) 플랫폼과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산업정보 시스템(GISP) 플랫폼을
통해 러시아 바이어들의 성향도 알아볼 수 있다. 2018년 KOTRA의 KBEE(한류박람회) 개최를 통해 한류 상품 및 한류 문화에 대한 러시

아 젊은 세대의 관심도를 확인한 바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러시아에 한국은 친숙한 국가이다. 모스크바 시내에는 삼성 브랜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붉은 광장 근처의 도로에는 LG가 홍보되고
있다. 모스크바 센터에는 롯데 호텔과 플라자가 위치하여 있다. 식료품으로는 초코파이, 도시락이 시장 깊숙이 침투해 있다. 최근 유로모
니터 분석 보고서가 인용한 러시아 뷰티 블로거들과 온라인 패션 포털 등에 의하면,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계속
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Letoile 등의 오프라인 화장품 판매점이나 Podrygka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한국화장품 코너를 별도로 구
성해 두었다.

러시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들은 삼성, LG 등이 주도하고 있는 가전제품, 모바일 제품과 현대·기아 등의 자동차 등이 있다. 2018년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시장점유율 30%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경쟁사인 애플은 시장 점유율 10%로 차이가 많이 나는 상
태이다. Tadviser analytical agency에 따르면 2018년 도 상반기 가전제품 시장에서 삼성과 LG는 각각 178억 달러와 161억 달러를 판
매하였다. 현대·기아는 2018년 기준 러시아 신차 판매 40만대(러시아 전체 판매 : 187만대)를 첫 돌파함으로써 1위를 판매 브랜드 자리
를 지키고 있다. 기아 자동차의 리오가 신차 판매율 3위를 기록하였으며, 현대 자동차의 크레타와 솔라리스가 4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

한류는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다. 원광학교, 문화원 등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원광
학교에는 한국어 수강을 신청하는 학생이 1,000명 이상 등록되어 있다. 러시아 최대 소셜 커뮤니티인 Vkontakte에는 K-Pop 중심의 카
페가 조성되어 있다. 해당 카페에서는 K-pop 등의 콘텐츠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한류 박람회(KBEE)를 개
최하여 NCT, 인피니트를 초청하여 공연하였는데, 6천 명이 넘는 관객이 참여하였다. K-pop을 넘어 K-movie, K-drama, K-food 등으로
관심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다. 러시아 내 K-Pop의 인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류 박람회 외에도 모스크바에서 지코, 선미 등의 가수가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한국 상품 및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서비스 투자협정 체결 시 더욱 증진될 것이라 예상한다. 2019년6월,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서비스 투
자협정 체결 추진을 공식 개시하였다. 서비스 투자협정 체결 시, 물류(운송, 해운), 의료, 관광, 건설, 정보 기술 등 러시아의 성장 산업 분
야 및 시장에 한국기업의 진출과 수출경쟁력 제고의 기회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분야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비관세장벽 등
한국기업의 시장 진출 방해요인 완화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강화
로 기업들의 상호 투자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러시아인이 갖는 한국과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참고정보-시장특성)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대금 결제조건을 명확히

금융제도 미흡으로 아직까지 신용장(L/C) 방식 거래보다 T/T 및 현금거래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바이어가 30~70%를 현금 또는 T/T
송금하고, 잔금은 선적 후 또는 제품이 러시아에 도착한 후 지불하겠다는 오퍼가 많다. 과도한 외상거래는 항상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음
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거래 초기에는 선수금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선적 전에 잔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나, B/L을 잔금 지불 후
인도하는 방법 등 제반 안전장치 강구가 필요하다.

2) 현지 인증취득 필수, 비즈니스 관행을 인정해야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품질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품질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어
바이어와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3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관세동맹 이후 2013년 2월부터 공동 CU 인증제
(Conformation of Technical Regulations of CU(Custom Union)) 시행 중으로 동 인증 획득 시 3국 모두 사용 가능하다. 2015년 1월
에 유라시아경제공동체에 아르메니아가 가입했고, 2015년 5월에는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함으로써 향후 CU 인증 사용 가능국이 늘어나
게 되었다.

인증 필요제품 여부 및 세부 필요인증은 HS CODE 및 세부 제품내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안전도 검사
등 러시아법규에 의해 수입상품에 대한 증빙서 첨부가 필수적인데 각종 증빙서 입수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 등에 삽입하는 것
이 좋다. 모델별로 증빙서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인증 관련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한국 내의 여러 러시아 인증대
행 기관들이 있으므로 이들을 통해 세부정보 습득 가능하다. 검색포털에 ‘러시아 인증’으로 검색해도 여러 대행기관을 찾을 수 있다. 공공
기관 및 사설기관에서 인증 취득을 대행하고 있으며, 사설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소 비용이 비쌀 수 있으나 좀 더 신속한 발급이 가능
하다고 알려져 있다.

현지 기업 중에는 제품 운송 등에 아직 노하우가 부족한 기업들이 있으므로 가격 준비 시 FOB와 CIF로 모두 준비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 상담 시부터 바이어에게 수입규모, 연 매출액 등 회사 기밀에 관한 사항 등 너무 자세한 회사정보를 질문하면 불쾌함을 표
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기타

ㅇ 과거 러시아 바이어들은 세금 탈루나 통관 간소화를 이유로 편법적인 거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행정 투명화 및 부
정부패 척결 등이 사회 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런 요구는 크게 줄어들었다. 때때로 이런 요구가 있더라도 이러한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ㅇ 러시아는 ‘서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바이어와는 최대한 서면(공문, 이메일 등)으로 소통하고, 관련 서류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 보
관해야 한다.

ㅇ 러시아는 비즈니스에서 대면 상담과 인간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메일/전화상 연락만으로 거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통신 사정이
좋아졌으나 이메일로 보내는 오퍼인 경우, 무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상급자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메일 오퍼를 통해 러
시아 바이어들의 답변을 받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바이어와 대면 상담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고로 러시
아 회사는 실무 담당자의 결정권이 적고 의사결정이 사장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대면 상담 시 사장과 직접 협의하는 것이 빠르다.

ㅇ 러시아 사람들은 작은 일에서도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접촉 기회를 자주 가질 때 쉽게 가까워지고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 상담에 임

할 경우 악수를 할 때 눈을 마주 보면서 하는 것, 가벼운 포옹을 하는 것, 개인적인 질문(가족사항을 알 경우, 가족 안부 등)을 통해서 관심
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ㅇ 금융 기관을 통한 융자 시 이자율이 매우 높고, 외환 송금 시 당국의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바이어의 신용도에 따라 결제조건
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L/C 거래(신용거래)를 하지 않는 바이어도 있으며, 거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선수금 및 외상 지불을 요
청하는 바이어도 있다. 무조건 외상을 달라고 주장하거나 무조건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ㅇ 러시아 바이어들은 처음부터 대량 오더를 하는 경향이 적다. 직수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수익 극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일단 소
량의 오더도 성실하게 대응하면 고정 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ㅇ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현지 바이어들도 아시아산 제품이라면 중국산을 많이 연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중국산과 차별을
강조함으로써 중고가 시장 공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러시아인의 자긍심을 존중하라

러시아가 2000년대 이후 강대국으로서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이지만 일부 한국 출장자들은 여전히 러
시아를 가난한 나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러시아인들의 생활 수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특히, 모스크바
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서부 대도시의 러시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여느 선진국 국가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높다. 소비력은 서울
을 제외한 도시보다 높은 편이다. 더욱이 소비에트 시절 동안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 예술 수준을 잘 보존했고, 냉전 시대 미국과 양 경제
진영을 누렸다는 자긍심이 아직 높은 편이다. 따라서 러시아인과 비즈니스 상담을 가질 때 소비에트 시기 비하 등 러시아를 폄하하는 발언
은 삼가야 한다. 오히려 러시아의 높은 문화수준, 미국과 대등한 외교적 지위 등 러시아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비
즈니스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개인보다 우리를 강조하라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추운 날씨와 척박한 땅에서 생활하면서 경쟁보다는 상호협동 정신을 중시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협동을 강조하는 정
신이 바로 러시아가 다른 서양 국가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산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평등을 중요한 요소로 여겨왔기 때문에
비즈니스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상호 간에 공평하게 이익을 보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
이 좋다.

3) 러시아 비즈니스 속도에 맞춰라

러시아와의 비즈니스 시 특히 프로젝트 업무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면 실패 확율을 높인다. 대륙 기질에서 영향을 받
은 러시아식 만만디(행동이 굼뜨거나 일의 진척이 느림)가 있는데다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의 영향으로 러시아인들은 큰 사업을 추진할 때
매우 신중하다는 게 특징이다. 문의에 대한 답변도 늦은 편이고, 특히 공기업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도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성급한 속도로 추진하면 ‘될 것도 안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러시아는 시간이 걸리는 시장이니 시작단계부터 우리가 참
여하는 것이 향후 참여 기반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4) 관계(우정)를 중시하는 러시아인

러시아인들의 정신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Friendship(우정, 우호; DRUZHBA)이다. 공동 창업을 할 때도 러시아인들은 가족, 친
구 간에 창업을 많이 하며 규칙, 문서 없이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러시아인들은 절대 첫 면담에서 계약을 하

지 않고 상대방을 알고 나서야(관계를 형성한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에, 러시아인과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러시아인
과 문화에 대한 이해, 꾸준한 업무 연락(constant feedback)과 유연성을 통해 관계(우정)를 형성해야 한다. 참고로, 러시아 사업 파트너
로부터 집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와 관계가 형성(Inner circle member)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5) 외형을 중요시하고 감성적인 러시아인

러시아인들은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시해 상대방이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시계를 찼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만약 최고위층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캐주얼한 복장을 하고 미팅에 참석한다면 사업 추진에 무성의하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 러시아인들은 회사에 충성하지
않고 개인에 충성하는 경향이 강해 돈(급여 수준)보다는 좋은 사람, 근무환경이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호한다. 근면한 한국인들 입장에서
는 고용한 러시아인들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특히 사무실에서 생일자를 축하하며 간단한 다과를 갖는 것, 병가와 휴가를 반드시 챙기
것 등에서 직장문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다소 감성적인 러시아인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접근한다
면 충성심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다.

6) 약속

러시아인들은 약속시간에 자주 늦는 편이다. 그러나 서구식 비즈니스 문화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러한 점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조금 늦더
라도 이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며, 사전에 약속시간과 장소를 확인한다면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든다.

7) 인사 및 대화

러시아에서 처음 만났을 때, 악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럽과 달리 러시아에서 악수를 할 때, 아플 정도로 손을 강하게 잡는데, 이는
친근감이나 신뢰감의 표시로 받아들이면 된다.
러시아인들은 보통 몇 개의 전공과 학위를 가지고 있는 등 지식수준이 일반적으로 높다. 그들과 함께 문화, 예술 및 지식 등에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

8) 선물

러시아인에게 선물은 한국적 특색이 담겨있는 기념품, 공예품, 그림, 우표집 등이 좋다. 이러한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성별을 불
문하고 꽃(생화), 초콜릿, 와인 등을 선물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에게 보드카를 선물하는 것은 한국 사
람에게 소주를 선물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파티 등에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조심해야 한다. 만약 러시아 현지에 있다면, 여성의 날
(3.8)에 같이 근무하는 러시아 여직원에게 꽃 또는 작은 선물을 주는 풍습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타 여성을 위한 선물로는 현지에서 구입
할 수 있는 화장품이 적당하다.

국가정보(참고정보-비즈니스 에티켓)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한국야쿠르트
한국야쿠르트(현지명 KOYA)는 러시아 라면 시장에서 현재 4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1991년 보타리 장사
꾼에 의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도시락 라면이 인기를 얻은 이후 1999년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점차 서부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갔다. 이후 2002년에는 모스크바 인근 ‘라멘스코에’ 시에 제1공장을 건설해 다른 경쟁기업보다 빨리 현지 생산체제를 확립하고,
가격을 낮추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2009년부터는 러시아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6월
에는 베트남 라면 업체를 인수해 랴잔 시에 제2공장의 문을 열어 현지 생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최근에는 라면 이외에 음료, 현지
음식인 오트밀, 감자 퓨레 등 다른 상품으로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2) 오리온
오리온은 1993년 1월에 러시아에 초코파이 직수출을 시작했고, 한국에서 가까운 극동 및 블라디보스톡을 시작으로 1996년 8월에 모스
크바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면서 서쪽으로 시장을 확대했다. 오리온은 대러시아 초코파이 수출이 2000년 이래로 매년 40%씩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 내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4년 'Orion Food Russia'를 설립했으며, 즈베니고로드(Zvenigorod, 모스크바에서 서
쪽으로 46㎞ 지점)에 소규모의 초코보이(초코송이) 시험공장을 운영하며 첫 현지생산을 시작했다. 즈베니고로드 공장을 통해 축적된 노
하우로 200~300억 원을 투자해 2006년 2월 트베리(Tver, 모스크바 북서쪽 160㎞ 지점)에 초코파이 생산 공장을 설립해 오리온이 러시
아 내 선두 제과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07년 9월부터는 현지생산 제품을 CIS 국가들로 수출하고 있으며, 2008년
2월에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에 생산공장('Orion Food Novo')을 설립했다. 노보시비르스크의 지리적 위치는 러시아 동부 지역과 중
앙아시아 지역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을 갖추고 있다. 노보시비르스크 공장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초코파이와 초코보이(초코
송이)이며, ‘AC 닐슨 러시아’의 자료에 따르면 초코파이의 파이류 시장점유율은 60%대를 상회하고 있다.
Orion Food Novo는 매년 계속 성장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 2010년 2억1976만 루블에서 2013년 6억 2,887만 6,000루블로 약 3배
성장했다. 2014년에는 5억 8,962만 루블로 러시아 경제 상황에 의해 매출액 성장이 다소 주춤해졌다.
오리온이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초기에 물류적으로 이로운 러시아 동부 쪽으로 먼저 진출해 상대적으로 신선한 제품
공급을 했고, 꾸준히 신뢰할 만한 지역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 관리했으며, 비용을 감수해가면서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쳤으며,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정책을 고수해 덤핑 등 저가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금을 받아야 선적시켜주는 철저한 선
불정책을 통해 더욱 제품의 가치를 높였으며, 이후 러시아 현지에 공장을 설립해 현지 생산화를 통해 더욱 러시아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3)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현지공장을 통해 TV, 모니터 등을 생산해 이 두 기업이 러시아 가전제품 시장의 70%를 점유
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러시아 백색가전 시장의 판매량은 LG전자가 150만대, 삼성전자가 108만대를 기록하면서 백색가전 시장의
선두에 위치해있다. 또한, 냉장고와 세탁기 부문에서는 LG전자가 냉장고 부문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세탁기 부문에서는 LG전자가 선두그룹에 위치해 있다. 2018년 삼성전자는 AI 연구센터를 개소하
며, 러시아의 순수기술과 한국의 사용화 기술을 융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4) 현대기아차 그룹
현대기아차 그룹은 2011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연산 24만 대 규모의 현지 차량공장을 생산해 현지명 쏠라리스(액센트 기반)를 생산하
고 있다. 쏠라리스는 2011, 2012년 ‘The Car of the Year’에 선정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2014년에는 쏠라리스와 함께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지공장에서 생산되는 기아의 리오(프라이드 기반)가 판매량 1만 834대를 기록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산 자동
차를 제치고 전 차종 판매 1위에 올랐다. 지속적인 러시아 시장 판매량 1위를 유지하며 2016년 크로스오버 1개 차종을 생산할 수 있는 생
산라인의 추가와 산업용 로봇 63대를 추가 설치하여 Creta 차종을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 가장 높은 판매량을 차지하는 기아
RIO의 신형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지 시장의 매출 확대를 위한 투자를 통해 2018년 시장 점유율 1위(23%)를 기록하였다.
2018년동안 현대기아 신차 판매는 40만대를 첫 돌파하였다.
5) 롯데
2007년 롯데호텔 건설을 위한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2010년 9월 모스크바 중심가에 롯데호텔 부지 매입 및 설계, 시공 직원교육 등 롯데
호텔 본사의 직원들이 직접 진행하여 지상 10층 지하 4층의 총 304개의 객실을 가진 3억 달러 규모의 5성급 호텔을 개점하였다. 2010년

매출 557억으로 시작해서 매년 처음에 4배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 정부 주최 행사 등을 개최하며 입지를 다져왔다. 그리고
2017년 9월 15일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심에 1,000억 원을 투자하여 154개의 객실을 가진 호텔을 개점하였다. 최근 2017년
12월 1일 롯데호텔은 현대중공업 소유의 블라디보스톡 현대호텔과 연해주 지역의 농장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것을 통해 롯데호텔의 러시아 숙박업 시장의 영역을 더 넓히려는 계획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롯데 그룹 차원에서 현지 문학활동 지원(푸시
킨 상) 등 CSR 활동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 중이다.
6) 현대중공업
1994년 진출을 시작으로 1997년에 극동 러시아 지역의 블라디보스톡 시내에 개점한 현대호텔이 현지 유일의 5성급 호텔로 시내 랜드마
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호텔은 특히 현지에서 벌어들인 돈을 호텔시설 정비 확장 등에 재투자하면서, 현지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속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보유하고 영업 중에 있다.
그 외 블라디보스톡에서 차량으로 1시간 30분 거리의 우수리스크 지역에 현대중공업이 농장을 설립, 콩, 옥수수 등의 사료를 재배해 현지
시장에 팔고 있으며, 그 외 아그로상생, 유니베라 등의 농업기업들도 현지의 넓은 땅을 바탕으로 사료용 작물과 쌀(아그로상생만 쌀 재배)
등을 재배하고 있다. 2017년 12월 1일 롯데호텔이 현대중공업 소유의 현대호텔과 현대아그로 농장을 모두 865억 원에 인수 계약을 체결
하였다.
7) 삼성물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시내에 위치한 유럽 최고 높이인 460.7m의 랜드마크 건설 프로젝트 락타센터(Lakhta Center) 건설에
있어서 2014년 감리 및 설계 등 CM(건설사업관리)를 2014년 10월에 삼성물산이 수주받게 되었다. 락타센터는 복합 비즈니스 센터 및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가즈프롬의 신사옥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며, 총 건설에 들어갈 공사비만 25억 불을 예상하며 그 중 CM(건설
사업관리)부문에 삼성물산이 1억6,000만 달러를 수주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8) 경동나비엔
2008년 러시아 시장에 진출을 시작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 오면서 2015-2016년 연속으로 Aqua Therm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과
2017년 러시아 냉난방설비 시장 1위 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경동나비엔은 러시아 시장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현지에 전력에
맞는 제품의 현지화를 하기 위해 맞춤형 전력 상황 컨트롤러와 저전압으로 인한 작동 중지 예방 기술 등을 제품에 도입하였다. 또한, 적극
적인 현지 마케팅 및 판매를 위해 현재 83개의 디스트리뷰터(Distributer) 및 품질관리를 위한 a/s 센터를 러시아 전역에 총 360개를 운
영하고 있고, 크라스노다르, 사마라, 뚤라, 등 주 정부 공공주택입찰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수주 등을 통해 지방 네트워크 구축도 활발하
게 전개 중이다.

국가정보(참고정보-현지 진출 성공사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ㅇ 단기체류 시
- 201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정식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상호 사증면제요
건에 관한 협정)이 2014년 1월 1일(0시, 현지시각 기준)부터 발효됐다.

ㅇ 주요 내용
- 적용 여권: 일반여권, 단수여권, 임시여행증명서
- 대상 범위: 근로, 유학, 거주를 제외한 60일 이하 체류자
- 체류 기간: 각 180일 기간 내에 총 체류 기간은 90일

ㅇ 비자 종류 : 학생비자, 상용비자, 취업비자

ㅇ 비자 발급처: 주한 러시아 대사관
- 구비 서류: 사진 2장, 초청장
- 발급 기간: 약 1개월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ㅇ 휴대품 면세

모스크바 공항 통관 시 휴대물품으로 무관세 반입할 수 있는 물품 한도는 1,000달러, 50㎏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30%의 세금을 부과하
고 있다. 200㎏ 초과, 10,000달러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 정상 수입과 마찬가지로 관세(5~25%), 부가가치세(18%) 및 소비세(해
당 품목인 경우)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ㅇ 외환 신고

'외환조절 및 외환관리에 대한 법률'이 2003년 3월 15일부터 완화돼 과거에 비해 외화 반·출입에 큰 문제는 없다. 10,000달러 미만 외화
의 경우 주재국 입국 시 세관 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10,000달러 이상 외화의 경우 입국 시 세관 당국에 신고하고, 출국 시에는 세
관 당국에 입국 당시의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반출액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 단, 입국 시 신고했던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출이 가능하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ㅇ 주러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7-495-783-2727
St. Plyushchikha 56 bldg 1, Moscow
http://rus-moscow.mofat.go.kr/kor/eu/rus-moscow/main/index.jsp

ㅇ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7 812-448-1909
St. Nekrasova 32-A, St. Petersburg,191014
http://rus-stpetersburg.mofa.go.kr/

ㅇ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회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7-911-007-7132
Gorokhovaya St, 47, St. Petersburg,190031
http://spbkorea.korean.net/

ㅇ 모스크바 한인회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7-925-006-8867
Office 425 Korston Hotel 15 Kosygina St., Moscow, 119334
http://moskos.korean.net/

ㅇ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한인학생회

홈페이지
비고

http://www.msu.or.kr
E-mail : komsu@gmail.com

ㅇ 연해주 한인회
전화번호
주소

+7-4232-491-153
No 414. Bunisess center Hyundai, 29 Semenovskaya st., Vladivostok, 690091

홈페이지

http://homepy.korean.net/~kaprussia1/www/

ㅇ 모스크바 통번역 연구원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7-906-071-1660
Hoboacehebckobo npocnekt u.25, Moscow
http://homepy.korean.net/~moscowiit/www/

ㅇ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7(423) 240-2222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Pologaya St. 19 Vladivostok 690091 Russia
http://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index.do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ㅇ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전화번호
주소

+7-495-620-0009
6, Ilyinka Ul.Moscow, 103684

ㅇ 연해주 상공회의소
전화번호
주소

+7-423-226-9630
13a Okeanskiy prospekt, Vladivostok

ㅇ 하바로브스크 상공회의소
전화번호
주소

+7-421-232-8233
113, Shevronova Ulitsa, Khabarovsk 680000

ㅇ 상트페테르부르크 상공회의소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7-812-579-8452
191123, St. Petersburg, ul. Tchaikovskovo, 46-48
http://spbtpp.ru/en/

ㅇ 노보시비르스크 상공회의소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7-383- 227-6791
Krasnyi Prospekt 220/10, Novosibirsk
http://www.ngtpp.ru

ㅇ 러시아 중앙은행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7-800-300-3000
12 Neglinnaya Street, Moscow, 107016
http://cbr.ru

ㅇ 러시아 관세청
전화번호

+7-499-449-7252

홈페이지

http://www.customs.ru

비고

E-mail : ots-geg@mtu.customs.ru

ㅇ 러시아 통계청
전화번호
주소

+495-607-4902
39, Miasnitskaya St., bldg. 1, 107450, Moscow

홈페이지

http://www.gks.ru

비고

E-mail : stat@gks.ru

ㅇ 모스크바 상공회의소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7-495-276-1219
107031 Moscow, Petrovka str. 15, bld. 1
http://www.mostpp.ru

ㅇ 극동러 상공회의소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7(4212) 30-47-70
Ulitsa Sheronova, 113а, Khabarovsk, Khabarovskiy kray, 680000
http://www.dvtpp.ru

ㅇ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각국 공관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7-423-231-8750
159, Prospekt 100-letiya, Vladivostok 690022
http://www.fegi.ru/primorye/konsul
E-mail : director@fegi.ru

ㅇ 블라디보스톡 시청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7(423)2-614-223
Океанский проспект, 20, каб. 710 Владивосток, Россия,
http://www.vlc.ru

ㅇ 극동투자수출유치청 연해주 사무소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7 (495) 540-41-33
Okeanskiy Prospekt, 17, Primorskiy kray, 690091
http://www.investvostok.ru

ㅇ 극동개발펀드 연해주 사무소
전화번호

+7 (423) 294-85-55

홈페이지

http://www.fondvostok.ru

국가정보(참고정보-유관기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63.02루블(2019년 6월 준)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2

식품

비빔밥

1인분

7.8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7.5

4

식품

신라면

1봉지

3.8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2.6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1.4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8

8

의료

항생제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8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8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1.5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4.7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0.8

14

서비스

전기요금

15

서비스

16

단품

12정

2

15.4

1Kwh

0.08

영화입장권

일반

7.83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2.04

17

여가

소주 (한식당 내 판매 최저가)

360ml

12.5

18

임금

월 최저임금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법정최저

177.2

연간

25282

%

7.25

국가정보(참고정보-물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러시아의 화폐단위는 루블(RUB : Ruble)이다. 지폐로는 5,000루블, 2,000루블, 1,000루블, 500루블, 200루블, 100루블, 50루블,
10루블권이 있고, 동전으로는 1, 2, 5, 10루블 및 50, 10, 1까뻬이까가 있다. ‘100까뻬이까=1루블’로 까뻬이까는 사실상 화폐로서의 기
능을 상실했다. 1루블은 한국 화폐로는 약 20원의 가치를 지닌다.

환전방법
러시아는 비교적 환전이 자유롭다. 시내 곳곳에 환전소가 있으며, 호텔, 은행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전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난다. 환전 시 은행 등 공식기관에서는 신분증(여권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거리 환전소에서는 통상적으로 1,000달러까지는 신
분증 없이 환전해 준다. 모스크바 시내의 일부 환전소는 수수료를 포함한 환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수수료 여부를 먼저 문의해야 한
다.

신용카드 이용
최근 체인점 형식으로 개점된 대형 할인점 및 호텔, 음식점 등에서는 대부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모스크바 외곽이나 지방 도시의 소규
모 상점 등에서는 아직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방 출장시 충분한 현금 보유가 필수이다. 한편, 시내에 소재한 음식점이라도 세금 탈
루를 위해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 아울러, 외국 카드 사용 시에 뒷면에 서명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카드 서명란에 서
명을 해두어야 하고, 영수증에 서명이 요구되는 경우는 카드 뒤 서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모스크바에는 최근 택시회사들이 늘어나면서 공인된 택시 이용이 늘고 있다. 전화로 예약 시 사전에 Operator에게 출발지와 목적지를 말
하면 요금을 안내해주며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수증 필요시 예약 할 때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 yandex, get taxi 등
에서 택시 이용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공인택시 외에도 길에서 흥정하는 개인차량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 차량 택시는
치안상 위험하므로 이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용할 시에는 무역관 직원 등의 도움을 받고, 가격은 펜과 종이를
준비하여 쓰면서 흥정하되, 처음부터 많이 부르지 말고 평소보다 낮은 금액으로 시작해야 한다.

버스
서비스상 큰 불편은 없으나 승객이 많아 혼잡이 심하다.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1회 승차 시 버스, 지하철 모두 55루블이다(2018년
12월 모스크바 기준).

택시
서비스 면에서는 언어적 장벽으로 다소 불친절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앱 택시(Yandex, Get Taxi, Uber 등)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한국보다 이용이 편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영어 사용도 가능하며 최근 서비스 만족도에 영어로 불편한 점을 개제한 경우 운영자 답변을
받고 환불도 받는 등 언어적 장벽과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었다. 앱 택시 주문 시 교통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은 있으나, 보통 15분 내외의
거리의 경우 250루블(약 4달러) 정도면 되며, 공항으로 가는 경우엔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500~2,000루블(23~30달러) 정도

이다.

기차
서비스는 비교적 양호하다. 예컨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기차를 타는 경우 편도 요금은 대략 25~50달러 정도이다. 고속열차를 탈 경
우, 모스크바 시내에서 상트 시내로 100달러 내외로 4시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요금 격차가 매우 컸
으나 최근에는 차이가 없다.

지하철
지하철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나,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혼자 늦은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다. 밤시간에는 지하철역과 기차역 주위
로 부랑자, 불량배 등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니즈 니노브고로드, 노보시비르스크, 사마라, 예카쩨린
부르크 시 등의 시내버스(무궤도 전차 포함)는 주로 가까운 거리를 연결(예를 들어, 지하철 다른 구간에 있는 역과 역 사이를 연결)하고 있
다. 궤도전차는 속도가 느리나 안전하다. 최근에는 단거리 구간을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어 이동이 더 원활해지고 있다.

다. 통신

핸드폰
러시아 내 휴대폰 이용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USIM칩을 구매해야 하며 가격은 데이터 대비 한국보다 약 4배 저렴하다. 대표 통신사로는
MTC(МТС), Megafon(Мегафон), Beeline (Билайн), Tele 2 Russia(Теле 2 Россия) 등이 있다. 유심칩은 여권만 있으면 구매 가
능하며 대부분 선불 요금제로 운영된다. 매달 일정량의 금액을 충전해야 하며 일정 기간(약 2~3개월) 동안 충전하지 않을 시 유심칩은 무
효화 된다. 요금 충전은 온라인이나 통신사 지점, ATM 및 충전 전용기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충전할 시에는 러시아 계좌 및 카드로
만 충전 가능하다.

인터넷(와이파이)
다양한 인터넷 제공 업체가 존재하며 인터넷을 주문할 시 업체 측 기사가 방문해 인터넷 및 와이파이 기기를 설치해준다. 요금은 핸드폰과
같이 선불 요금제로 인터넷, 업체 지점, 자동화 기기에서 충전할 수 있다. 러시아 내 대표적인 인터넷 업체는 다음과 같다.

ㅇ Электронный город(Electronnyi gorod): 노보시비르스크 내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인터
넷 제공 업체
- 웹사이트: http://2090000.ru/
- 전화번호: 8 (383) 209-00-00
- 온라인 지불, 스마트 폰 앱, 24시간 지원 서비스 등 업체 서비스 평판이 좋으며 사용성이 우수하다.

ㅇ МТС(MTS): 핸드폰 통신사로 유명한 업체지만 2008년 인터넷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재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 웹사이트: http://novosibirsk.mts-inet.ru/
- 전화번호: 8 (800) 250-00-50
- 대표 업체들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하며 지원 서비스가 좋고 인터넷 연결 속도가 빠르다.

ㅇ Сибирские Сети(Sibirskiye Syeti): 우랄산맥 동쪽 지역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로 2004년에 설립되었다.
- 웹사이트: http://nsk.sibset.ru
- 전화번호: 8 (383) 305-51-94
- 저렴한 가격, 빠른 인터넷, 긍정적 평가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전용 회선이 있어 속도가 빠르고 인터넷 끊어짐 현상이 거

의 발생하지 않는다.

ㅇ Ростелеком(Rostelecom)
- 웹사이트: https://novosibirsk.rt.ru/homeinternet/order_internet
- 전화번호: 8 (800) 100 0 800
- 러시아 내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큰 공급 업체로 1992년 설립되어 인터넷, TV 채널, 모바일, 로컬 및 장거리 통신 등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 기반 구비

ㅇ Дом.ру(Dom.ru)
- 웹사이트: nsk.domru.ru
- 전화번호: 8 (383) 312-07-45
- 정기 프로모션 및 특별 행사, 신속 대응, 고품질 연결로 유명하며 무엇보다 해당 업체 가입자는 도시 여러 지역에서 무료 Wifi에 접속
할 수 있다.
- 온라인이나 어플을 통해 편리하게 접근 및 사용 가능하며 러시아 내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유명하다.

라. 관광명소

ㅇ 레닌광장(Lenin Squarem)
도시명

노보시비르스크

주소

Krasny Avenue

운영시간

24:00

명소소개

노보시비르스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중심에는 레닌의 동상이 있고 바로 뒤에는 오페라 발레극
장이 위치하고 있다.

ㅇ 향토 박물관(Novosibirsk Regional Museum)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노보시비르스크
Krasny Avenue, 23
10:00~18:00
월, 화요일
레닌광장 건너편 지하철역이 있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빨간색 벽돌건물로 꾸며져 있으며, 노보시비르스
크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유물에서부터 이콘(러시아 정교 성상화) 등이 전시돼 있다. 1층은 시베리아 지역의
생활용품과 카누, 맘모스 뼈, 아시아 인종과 비슷한 원주민 사진이 전시돼 있으며 2층에는 아트갤러리가 위
치하고 있다.
- 전화번호: +7 383 227 1541 / 227 1543
- 홈페이지: http://www.russianmuseums.info/M1537

ㅇ 중앙공원(Central park )
도시명

노보시비르스크

주소

Michurin St. 8

운영시간

24:00

명소소개

작은 놀이공원과 뮤지컬코미디 극장이 있고 휴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위해 찾는 곳이며, 러시아의 각
기념일마다 이곳에서 항상 이벤트가 열린다.

ㅇ 오페라 발레극장(The Novosibirsk Opera and Ballet Theatre)
도시명
주소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노보시비르스크
Krasny Avenue, 36
9월 말부터 7월 초까지가 시즌이고 여름에는 휴무
레닌광장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 3대 오페라, 발레 극장 중의 하나이다. 35m 높이의 은색 돔이 인상
적이고 2,000석의 규모의 큰 홀과 550석 규모의 콘서트 홀을 가지고 있다.
전화번호: (7-383) 229-59-90

ㅇ 명예공원(Square of Glory)
도시명
주소

노보시비르스크
Stanislavsky St. 9

운영시간

24:00

명소소개

마누멘트슬라브이(Monument Slavy)라고도 불리며 전쟁기념공원에 해당한다. 이 공원은 중심가에 위치한
공원보다 훨씬 한적한 느낌을 주며, 전사자를 추모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고, 돌아오지 못한 자들의 이
름이 적힌 기념탑이 있으며, 그 옆에 작은 기념비에는 체첸 전쟁에서 사망한 노보시비르스크 사람들의 이름
이 적혀 있다.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됐던 비행기, 탱크 등 무기들이 전시돼 있다.

ㅇ 아카뎀고로독(Academic Town)
도시명
주소

노보시비르스크
Zhemchuzhnaya St. 20

운영시간

24:00

명소소개

학문의 도시라는 뜻의 아카뎀고로독은 시내에서 30㎞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구소련 시절부터 현
재까지 기초 순수과학 분야에서 러시아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과학단지이다. 아카뎀고로독은 1957년에
만들어진 계획도시로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우리나라의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아카뎀고
로독에는 여의도의 절반만 한 면적에 핵물리학, 수학, 화학 등 30여 개의 연구소가 밀집해 있으며, 인구
10만 중 2만 7,000명이 연구원이고 러시아 최고 학자인 아카데미 회원이 130명, 국가 박사가 1,500명, 일
반 박사가 5,000명 연구하고 있다. 아카뎀고로독에는 시베리아 80여 개의 유명 연구소 중 30여 개 이상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연구소가 모여있어 노보시비르스크를 이끄는 원동력이며, 러시아를 대표하는 IT 기술
의 본거지이다. 특히 이곳에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시베리아 지부(SB RAS)가 위치하고 있으며, 1958년
에 설립된 핵물리연구소에는 연구원만 2,900명이 근무하고 있어 러시아의 과학기술 분야의 저력을 이어오
고 있다.

ㅇ 오비강 수력발전소(Novosibirsk Hydroelectric Station)

도시명
주소

명소소개

노보시비르스크
Sovetsky district, Novomorskaya St. 4
아카뎀고로독에 위치한 거대한 댐으로 먼저 정차하는 곳이 배를 통과시킬 수 있는 갑문(Shlyus)이고, 종점
이 수력발전소(GES)이다. 댐으로 인해 생긴 호수는 러시아 전도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날 만큼 크기가 크며,
산지가 아닌 평지에 댐을 건설하다 보니 엄청난 지역이 수몰돼 댐이 만들어짐으로써 최대거리 200㎞에 달
하는 호수가 생성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오비 강의 바다라고 부르고, 여름에는 많은 시민들이 수영을
즐긴다.

ㅇ 붉은광장(Red Square)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Red Square., Moscow, 109012

운영시간

24:00

명소소개

모스크바의 중앙부,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끄레믈린의 북동쪽에 위치한 광장으로 바닥에는 다갈색의 포석
이 깔려있다. 너비는 100m, 길이는 500m가량으로 레닌 묘, 크레믈, 역사박물관, 굼 백화점, 바실리 성당
등 주요 명소에 둘러싸여 있다. 연말이나 기념일에는 축제나 군사 퍼레이드가 행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러
시아어로 붉은을 뜻하는 끄라스나야는 아름다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ㅇ 크레믈린(Kremlin)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Moscow, 103073

운영시간

24:00

명소소개

크레믈은 원래 또는 요새를 뜻하는 러시아어 단어로 주요 도시에는 각각의 크레믈이 하나씩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스크바의 크레믈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이기도 하다. 14세기 타타르족의 침입에 대비
해 지어졌으며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것은 16세기 경이다. 1918년 이후 소련 정부의 행정 본부로 사용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안에는 성모승천교회, 황제의 종, 무기고 등의 볼거리가 있다.

ㅇ 트레찌야코프 미술관(Trechyakov Museum of Art)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모스크바
Lavrushinsky per. 10
화, 수, 일 : 10:00~18:00
목, 금, 토 : 10:00~21:00
월
상인이었던 파벨 미하일로비치 뜨레찌야코프가 수집한 작품을 모은 미술관으로 1856년에 개관하였다. 이
후 1892년 모스크바로 이전한 다음, 1918년부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미술관으로 바뀌었다. 설립 당시
2,000점, 현재는 약 13만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11세기 재정 러시아 이후의 회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푸슈킨과 예카테리나 여제의 초상화를 비롯해서 삼위일체 등의 작품이 특히 유명하다.
http://www.tretyakovgallery.ru/

ㅇ 구세주 성당(Savior Cathedral)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Volkhonka St.15

운영시간

월: 13:00~18:00
화~일: 10:00 ~18:00

명소소개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성당으로 러시아가 1812년 나폴레옹의 침략을 막은 것을 기념하고자
1839~1883년에 걸쳐 지었다. 높이 105m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교회 성당이다. 크레믈린에
서는 남서쪽으로 두 블록가량 떨어진 모스크바 강의 북쪽 제방에 있다. 1931년 스탈린의 종교 탄압으로 심
하게 훼손되었으나 러시아가 들어선 이후 보수 공사를 하여 2000년 5월에 헌당식을 하였다.

ㅇ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Moscow)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Lenin Hills St. 1

운영시간

24:00

명소소개

모스크바 근교에서는 은색의 숲(산림공원), 콜로멘스코에(자연보호 공원), 쿠스코보(대저택), 고르키레닌스
키에(대저택), 아브람체보(19세기 문화인들의 집회장), 보로지노(1812년 나폴레옹군에게 승리한 유적지),
야스나야 팔라냐(톨스토이 생가)에 가볼 만하다. 모스크바 주변에는 모스크바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소위
황금의 고리라고 불리는 유서 깊은 도시들이 있다. 자고르스크(트로이체세르기예프 대수도원), 페레슬라블
리 잘 레브스키, 로스토프벨리키, 수즈달, 블라지미르시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도시이다.

ㅇ 신한촌 기념비(Sinhanchon Monument)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명소소개

블라디보스톡
Khabarovskaya Ulitsa, 26б, Vladivostok, Primorsky Krai, 690078
24:00
한국의 정치불안과 빈곤으로 인한 한인들의 연해주 이주가 시작됐던 1863년, 양치해, 지신허 등 하산지역
남쪽을 중심으로 최초의 한인촌이 생겨났다. 1870년대에 8,400명으로 집계된 연해주 한인 이주민의 수가
1923년에는 12,000명까지 이르게 됐다.
1929년 하산지역 북부의 포세에트 한인 마을은 한인극장과 문화회관은 물론 한인 자치기관을 두고 있었으
며, 행정기관에서는 한글을 사용하는 등 한인 정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1937년 소비
에트 인민위원회의 강제이주 명령에 의해 2차례에 걸친 연해주 한인 강제이주가 집행되면서, 현재 러시아
CIS 국가에 산재해 있는 고려인 동포들의 한과 설움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이렇게 붕괴된 한인촌은 일제
침략 시 항일운동에 크게 기여한 지역으로 많은 독립지사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1999년 8월 한민족
연구소가 3.1 독립선언 80주년을 맞아 연해주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기리고 재러 고려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신한촌 기념비를 설립했다. 이에 러 친선 특급 시베리아철도 대장정도 항일 독립운동사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신한촌 항일운동 기념비 앞에서 그 첫발을 시작했다.

ㅇ 중앙광장(혁명전사광장)(Central Square)
도시명
운영시간

블라디보스톡
24:00

명소소개

중앙대로인 Svetlanskaya가(街)의 중심에 위치한 광장으로 중앙에 깃발과 나팔을 든 병사의 거대한 동상이
서 있다. 왼쪽에는 White House, 벨르이 돔이라 불리는 흰색건물의 연해주 주 정부 청사가 위치해 있다. 신
년축하 축제를 비롯해 전승기념일에는 퍼레이드 및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그 밖의 각종 행사가 열리는 이곳
중앙광장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형 야외공연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ㅇ 아르세니예프 박물관(Arseniev Museum)
도시명
주소

블라디보스톡
Kalininskaya Ulitsa, 15, Arsenyev, Primorskiy kray, 692342

운영시간

10:00~19:00

명소소개

구 시베리아 상업은행 건물로 1906년에 건립됐다. 블라디보스톡의 역사를 넘어 동식물 자연을 통해 도시의
기원을 더듬을 수 있을 만큼 광대한 시각으로 제작된 듯하다. 100년 이상 된 고고학, 지리학, 민속학의 수집
품들과 희귀한 서류와 책 등이 소장돼 있어 블라디보스톡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흉기들의 전시도
볼만한 관람 거리로 다양한 모습으로 솔직하게 역사의 진실을 풀어놓은 블라디보스톡 시민들의 열린 마음
을 볼 수 있다.

비고

http://arseniev.org/

ㅇ 블라디보스톡역(驛)(Vladivostok Station)
도시명
주소

명소소개

블라디보스톡
Ulitsa Aleutskaya, 2, Vladivostok, Primorskiy kray, 690007
블라디보스톡역은 1907~1912년에 Kovalov에 의해 설계, 건설됐으며,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시발점
으로 블라디보스톡의 대표적 건물이다. 모스크바까지 9,198㎞라는 기념비를 볼 수 있다. 러시아의 건축양
식을 충실히 이행해 설립된 이 역사(驛舍)가 극동에서 느끼는 수도로부터의 엄청난 거리감을 극복하게 하는
동시에 대강국 러시아의 옛 자존심을 대륙으로부터 쉬지 않고 나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ㅇ 잠수함 C-56 박물관(Submarine C-56 Museum)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블라디보스톡
Korabel'naya Naberezhnaya, Vladivostok, Primorskiy kray, 690091
수~일 : 10:00~17:30
월, 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처음 출정해 승리를 거둔 실전 잠수함을 1975년에 그대로 옮겨 보전, 현재는 박물관
으로 이용되고 있다. 선실과 기관실 및 조타실 등 잠수함 내부를 세심하게 직접 볼 수 있어 정형화된 일반관
람에서 벗어나 매우 흥미롭다. 잠수함 옆 광장에는 꺼지지 않는 불과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의 이름을
담은 기념비가 그들의 넋을 위로하며 승리를 기념하고 있다.

ㅇ 독수리둥지 산(Orlinoye Gnezdo)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블라디보스톡
Nekrasovskiy Pereulok, 24, Vladivostok, Primorskiy kray, 690091
24:00

명소소개

블라디보스톡 시내 거리와 졸라또이로그만(灣)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언덕이다. 바로 아래 위치한 푸니끌료
르역(Funikulyor)에서 케이블카를 타며, 주위 풍경과 경사감을 느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ㅇ 스포르치브나야가반(Sportivnaya Gavan)
도시명
주소
명소소개

블라디보스톡
Vladivostok, Primorskiy kray, 690091
블라디보스톡 시민의 휴식처로 여름이 되면, 많은 시민의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근처에는 수족관, 새끼돌
고래 및 물개 야외사육장, 놀이공원 등이 있다.

ㅇ 에르미따쥐 박물관(Hermitage Museum)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상트페테르부르그
Palace Square, 2, Sankt-Peterburg, 190000
화,목,토,일 : 10:30-18:00
수,금 : 10:30-18:00
월요일
에르미타쥐는 프랑스어로 ‘은신처’라는 의미로 예카테리나 2세가 1764년 자신이 수집한 미술품들을 보관
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역대 황제의 거처(겨울 궁전)와 4개의 에르미타쥐 건물들로 구성돼 있다. 현재 조
각, 미술품 등 약 300만 점을 소장하고 있다. (1점당 1분씩 감상하더라도 5년 소요)

명소소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마티스, 피카소, 고흐 등 대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일
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지하 보물실에는 제정 러시아시대의 각종 보석과 장신구, 왕관 등이 보관되어 있
다. 에르미타쥐 박물관은 1863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1917년 국립박물관이 됐다.

ㅇ 이삭 성당(St. Isaac's Cathedral)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상트페테르부르그
St Isaac's Square, 4, Sankt-Peterburg, 190000
화, 목, 토, 일: 10:30~18:00
수, 금 : 10:30~21:00
월요일
프랑스의 건축가 몽펠랑에 의해 1818년부터 40년에 걸쳐 22인의 예술가가 참여하고 10만여 명의 농민들
이 동원되어 건설된 제국 러시아 시대 최고의 걸작품으로 동서길이 111m, 남북 폭 97m, 높이 101m의 규
모로 15,000명 수용이 가능한 대규모 성당이다. 둥근 지붕은 100kg 이상의 금으로 장식되었고, 유럽 각지
와 국내에서 생산된 112가지 돌로 내부와 외부의 기둥이 꾸며져 있다.

ㅇ 페트로고프(Peterhof)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상트페테르부르그
Petrodvorets, Razvodnaya St. 2
매일 09:00-21:00 (동계 휴무)

명소소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서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이 궁전은 러시아로 '페트로 드보레츠', 즉 '표트르의 궁
전'이라는 뜻이며, 표트르 대제가 주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름 궁전'이라고도 불린
다. 총면적 1,000헥타르가 넘는 윗공원과 아랫공원으로 구분되며, 윗공원에는 표트르 대제의 별궁인 대궁
전(약 370여 점의 미술품 전시)이 위치하며 아랫공원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의 조각상
260개, 분수 65개, 3개 소궁전 등이 있다. 특히, 아랫공원의 중심 분수인 삼손분수는 러시아가 스웨덴과의
전쟁(1709년, 포트르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802년 제작한 것으로 삼손(러시아 상징)이
사자(스웨덴 상징)의 입을 찢고 있는 형상으로 사자의 입에서 20m 높이의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것으로 유
명하다.

ㅇ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요새(Petropavlovsk Fortress)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상트페테르부르그
Russia, St. Petersburg, the territory of Peter and Paul Fortress
월 10:00-19:00
화 10:00-18:00
수-일 10:00-19:00
성당(수요일 휴관)
피터폴 요새는 스웨덴과 북방전쟁에 대비해서 표트르 대제의 명령에 의해 1703년 건축가 트레지닌이 건설
했다. 요새의 이름은 이 도시의 수호천사인 러시아 정교회 사도 표트르와 파벨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요새
안에는 페트로 파블로프스크 대성당이 있으며, 성당 안에는 제정 러시아의 황제 표트르 1세부터 마지막 황
제 니콜라이 2세까지 역대 황제의 관이 안치되어 있다. 대성당 이외에도 모스크바로부터 옮겨온 조폐국 건
물, 표트르 대제의 신하들과 도시건설을 위해 초대된 네덜란드 등 서유럽의 건축가들이 집무하던 집무실 건
물, 소피아 피로프스카야, 안나 이바노바, 고리키 등 제정러시아의 많은 학생과 혁명가들을 가두었던 감옥
등이 있다. 성벽은 35년에 걸쳐 높이 2.4m~12m, 두께 3m~8m로 견고하게 만들어졌고, 네바 강 쪽의 성
벽 위에는 1917.10.25 21:45 혁명을 알리는 포를 강 건너 겨울 궁전을 향해 쏘았던 대포가 놓여져 있으며,
성벽 문을 나오면 이 도시의 최초의 목조다리(1714년)를 건널 수 있다.

ㅇ 피의 사원(Savior on Spilled Blood)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상트페테르부르그
nab. Griboyedov Canal, 2A, St. Petersburg
월, 화, 목, 금, 토, 일 10:00-18:00
수요일
피의 사원은 1881.5.1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폭탄 테러로 암살당한 바로 그 자리에 알렉산드르 2세를 추
도하기 위해 죽은 황제의 아들 알렉산드르 3세의 명령으로 24년에 걸쳐(1883년~1907년) 세워졌다.
16~17세기 러시아 건축 양식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성당의 인테리어는 각기 다른 대리석으로 꾸며졌고, 특
히 수 천개의 조각으로 구성된 러시아 전통 예술 모자이크가 인상적이다.

ㅇ 소치(Sochi)
도시명
주소

소치
Sochi

명소소개

소치는 흑해 북동 해안에 위치하며, 배후에 카프카즈 산맥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따뜻한 아열대성 기후를
갖고 있으며 러시아연방에서도 가장 유명한 휴양지 피한지이다. 철도와 항공로로 모스크바와 연결되며, 선
박으로 크림 방면과 이어진다. 소치와 인근한 지역으로는 조지아야 공화국이 있고, 배를 타고 건너면 터키가
있다. 시역(市域)은 해안을 따라 140㎞나 계속되고 휴양시설이 흩어져 있으며, 관광기지, 국제회의장, 국제
스포츠경기장(레닌 스타디움) 등이 있다. 관광명소로는 마체스타 광천(鑛泉), 나무 위주의 식물원, 대규모
전망대, 동쪽 약 100㎞에 있는 산간의 리차호(湖) 등이 있다. 소치는 도시 전체가 공원과 같이 조성돼 있다.
여름엔 찬란하게 좋은 날씨이고 청명한 하늘이 매일 계속된다. 해수욕도 5월부터 10월경까지 즐길 수 있다.
따뜻한 기후와 깨끗한 공기는 물론이고 신경통과 루마티스 등에 효과가 있는 온천 등으로 일대에서 얄타와
함께 러시아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고 있다. 소치의 관광은 해안과 평행으로 달리는 크로르트니 대로를 중
심으로 하면 좋다. 리비에라 공원과 덴드라리엄을 이으면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거리로 큰 호텔들도 위치하
고 있으므로 길을 잘 모르더라도 쉽게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역시 크로르트니 대로 주변으로 리비에라
공원, 작은 카페 등의 자유로운 분위기의 작은 볼거리가 있다. 소치에서 북서쪽으로 약 30㎞ 정도를 가면 해
발 300m 지점에 있는 옛 소련의 차 생산지 다고 미스가 있다. 소치에서 동쪽으로 120㎞ 정도 떨어진 곳에
는 리차 호수가 있다. 코카서스 산맥의 해발 950m에 자리 잡고 있는 리차 호수는 주변에 아게프스타와아체
투가 등의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10월에도 눈을 볼 수 있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소치는 러시아
의 대도시(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와 항공로로 연결돼 있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매일 항공편이 있다. 가격은 왕복 약 320~470달러 정도이고 2시간 반 정도 걸린다. 아들레르 공항에서 소
치 시내로 가는 택시로는 약 25~30분이 걸리며, 약 30~50달러를 받는다. 버스와 봉고차로는 약 40분이
걸린다. 모스크바에서 기차로 갈 수도 있는데, 쿠르스키역과카잔스키역에서 아들레르행 열차를 타면 된다.
여기서 소치까지는 택시도 있고 봉고차도 있고 버스도 많이 있다. 기차시간은 기차 종류마다 다르지만 보통
35시간 정도 달린다. 기차로 모스크바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일찍 예약해야 한다.
<자료원 : KOTRA 러시아 무역관 종합>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주마(Zuma)
도시명
전화번호

블라디보스톡
+7-423-222-2666

주소

Fontannaya Ulitsa, 2, Vladivostok, Primorskiy kray, 690091

가격

1인당 2000~3000루블 / 킹크랩 1kg 당 3000루블, 가라비 1개당 330루블

영업시간
소개

11:00~02:00
해산물 식당. 킹크랩으로 유명

ㅇ 수프라(Supra)
도시명

블라디보스톡

주소

Ulitsa Admirala Fokina, 1 б, Vladivostok, Primorskiy kray, 690091

가격

1인당 1000~1500루블 / 양고기 샤슬릭 120그램 당 590루블, 하차푸리(그루지야식 빵) 380루블

영업시간
소개

12:00~24:00
그루지야식 레스토량
<자료원 : KOTRA 러시아 무역관 종합>

- 한국식당
ㅇ 서울(Seoul)
도시명
전화번호

모스크바
+7-495-939-8551

주소

Kosygina street 15(Korston hotel), Moscow

가격

1인당 600~1,500루블

영업시간
휴무일

11:00~22:00
없음

소개

한식 레스토랑

비고

코르스톤 호텔 정문 우측에 위치

ㅇ 백학(Beliy Juravl)
도시명
전화번호

모스크바
+7-495-775-0656

주소

Frunzenskaya Embankment, 14/1, Moscow

가격

1인당 600~1,500루블

영업시간
휴무일

12:00~23:00
없음

소개

한식 레스토랑

비고

http://beliy-juravl.ru/

ㅇ 유정(Yujung)
도시명
전화번호

모스크바
+7-495-967-0801

주소

Krasnopresnenskaya Embankment, 12, Moscow

가격

1인당 500~1,500루블 / 김치찌개 550루블 / 제육볶음 780루블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2:00-22:30
없음
한식 레스토랑, Crown Plaza 내 위치

ㅇ 신라(Silla)
도시명
전화번호

모스크바
+7-495-939-8864

주소

Kosygina street 15(Korston hotel), Moscow

가격

1인당 500~1,500루블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1:00-23:00
없음
한식 레스토랑, 코르스톤 호텔 내 위치

ㅇ 데리야끼(Teriyaki)
도시명
전화번호

모스크바
+7-495-939-8014

주소

Kosygina street 15(Korston hotel), Moscow

가격

1인당 600~1,500루블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24:00
없음
한식 레스토랑, 코르스톤 호텔 내 위치

ㅇ 명가(Myungga)
도시명
전화번호

모스크바
+7-495-234-9310

주소

Leninsky Avenue, 158, Moscow

가격

1인당 600~1,500루블

소개

한식 레스토랑, 살류트 호텔 내 위치

ㅇ 하이트(Hite)
도시명
전화번호

모스크바
+7-495-150-3343

주소

1905 goda street, 2c 1, Moscow

가격

1인당 600~1,500루블

영업시간

12:00-24:00

휴무일
소개

없음
한식 레스토랑, Crown Plaza 근방 위치

ㅇ 해금강(Haegeumgang)
도시명
전화번호

블라디보스톡
(7-423) 240-7310

주소

Semenovskaya Ulitsa, 29, Vladivostok, Primorskiy kray, 690091

가격

1인당 700~1500루블 / 크랩라면과 김밥 800루블, 김치찌게 750루블

영업시간
소개

12:00~23:00
롯데호텔 블라디보스톡 1층에 위치

ㅇ 신라 (Shilla)
도시명
전화번호

블라디보스톡
(7-423) 242-2220

주소

Partizanskiy Prospekt, 12А, Vladivostok, Primorskiy kray, 690106

가격

1인당 500~1000루블 / 광어매운탕 850루블, 제육볶음 640루블

영업시간

12:00~24:00

소개

한식 레스토랑

ㅇ 코리아하우스(korean House)
도시명
전화번호

블라디보스톡
(7-423) 226-9464

주소

Semenovskaya Ulitsa, 7Б, Vladivostok, Primorskiy kray, 690091

가격

1인당 500~1000루블 / 도시락 세트 450루블

영업시간

12:00~24:00

소개

한식 레스토랑

ㅇ 밥집(Babjib)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상트페테르부르크
+7-812-230-4574
Mayakovskovo 2A, Saint Petersburg

가격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비빔밥 350루블, 전 메뉴 500~1000루블 선
10:00~22:00
없음
한식 레스토랑

ㅇ 서울식당(Seoul)
도시명
전화번호

상트페테르부르크
+7-812-617-4830

주소

Kazanskaya 8-10, Saint Petersburg

가격

김치찌개 500루블 / 된장찌개 500루블 등

영업시간

11:00~22:00

소개

한식 레스토랑

ㅇ 상트반점(SPB-Banjeom)
도시명
전화번호

상트페테르부르크
+7-921-751-9006

주소

Yaktennaya 3k1, Saint Petersburg

가격

짜장면 400루블, 탕수육 1,000루블 등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2:00~22:00
없음
한식, 중식 레스토랑

ㅇ 비원(Biwon)
도시명
전화번호

상트페테르부르크
+7-926-184-0829

주소

Voznesensky Ave 15, Saint Petersburg

가격

광어매운탕 600루블, 육개장 400루블 등

영업시간

12:00~22:00

소개

한식 레스토랑

ㅇ 엄마네(Eommanae)

도시명
전화번호

상트페테르부르크
+7-911-929-0721

주소

Gorokhobaya 3, Saint Petersburg

가격

닭갈비 500루블, 부대찌개 500루블 등

영업시간

11:00~22:00

소개

한식 레스토랑
<자료원 : KOTRA 러시아 무역관 종합>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아지무트 호텔 시비르(Azimut Hotel Sibir)
도시명
주소

노보시비르스크
Novosibirsk, Lenena Str., 21

전화번호

(7-383) 223-1215

홈페이지

http://www.hotel-sibir.ru

숙박료

싱글 2,200~8,400 Rub, 트윈 4,050~8,900 Rub

소개

- 3성급
- 입지, 시설, 서비스 등으로 현지 비즈니스 방문객이 선호하는 호텔 중 하나이다. 단, 제일 저렴한 룸타입의
경우 수리가 안 돼 있는 방을 배정하며 침대가 1인이 누우면 딱 맞는 사이즈. 평일과 주말요금이 다르다. 노
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은 구소련식이나, 무료 와이파이(wi-fi)를 사용할 수 있는
등 단기 출장 시에는 가격 대비 적당한 호텔로 평가할 수 있다. 호텔 내에 레스토랑, 미니바, 기념품 판매소
가 있으며, 기차표를 예약할 수도 있다.

비고

- 팩스: (7-383) 223-8766
- 이메일: siberia@azimuthotels.ru

ㅇ 아반타 호텔(Avanta Hotel)
도시명
주소

노보시비르스크
Novosibirsk, Gogolya Str., 189/1

전화번호

(7-383) 280-8080

홈페이지

http://www.avanta-hotel.ru

숙박료
소개

싱글 3,100~10,000 루블, 트윈 3,800~10,500 루블
- 4성급
- 소규모 비즈니스 호텔임

비고

- 팩스: (7-383) 280-8081
- 이메일: bron@avanta-hotel.ru

ㅇ 메리어트호텔 노보시비리스크(Marriott Hotel Novosibirsk)
도시명
주소

노보시비리스크
Novosibirsk, Ordzhonikidze Str., 31

전화번호

(7-383) 230-0300

홈페이지

http://www.marriott.com.ru/default.mi

숙박료

싱글 5,200~16,700 Rub, 트윈 6,300~17,400 Rub(KOTRA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을 통해 예약 시 요
율)

소개

- 5성급
- 시내 중심 레닌광장 오페라 하우스 앞에 위치해 편리하다.

비고

- 팩스: (7-383) 230-4969
- 이메일: mhrs.ovbmc.res@marriotthotels.com

ㅇ 더블트리 바이 힐튼(Double Tree by Hilton)
도시명
주소

노보시비리스크
Novosibirsk, Kamenskaya Str. 7/1

전화번호

(7-383) 223-0100

홈페이지

http://www.hhbc-hotel-novosibirsk.ru/

숙박료

싱글 5,990~16,600 Rub, 트윈 7,290~17,700 Rub

소개

- 4성급
- 시내에 위치해 있으며, 힐튼 계열 호텔로 시설이 좋다.

비고

- 팩스: (7-383) 223-0100
- 이메일: res@lrp-hotel.ru

ㅇ 오비호텔리버파크(Ob Hotel River Park)
도시명
주소

노보시비리스크
Novosibirsk, Str. Dobrolubova, 2

전화번호

(7-383)266-9666

홈페이지

http://www.riverpark.ru

숙박료

싱글 2,700~7,000 Rub, 트윈 3,900~7,500 Rub

소개

- 3성급
- 오비강가의 전망이 좋은 호텔로 강 쪽으로 방을 구하면 시원한 오비강의 경치를 즐길 수 있으며 바로 앞에
서, 유람선도 탈 수 있고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시설은 비교적 좋으나, 시내 중심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것이
단점이다.

비고

- 팩스: (7-383) 266-6100
- 이메일: bronir@riverpark.ru

ㅇ 노보시비르스크 호텔(Novosibirsk Hotel)
도시명
주소

노보시비리스크
Novosibirsk, VokzalnayaMagistral Str.,1

전화번호

(7-383) 364-0101

홈페이지

http://www.hotel-novosibirsk.ru

숙박료

싱글 2,500~7,565 Rub, 트윈 2,700~7,990 Rub

소개

- 4성급
- 노보시비르스크 기차역 앞에 위치해 있다. 호텔 내부에는 카페와 슈퍼마켓이 있으며, 2014년에 내부공사
로 새단장을 했다. 지하철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비고

- 팩스: (7-383) 364-0101
- 이메일: reservation@hotel-novosibirsk.ru

ㅇ 고르스키 시티 호텔(Gorsky City Hotel)
도시명
주소

노보시비리스크
Novosibirsk, Nemirovicha-Danchenko Str., 144a

전화번호

(7-383) 230-5555

홈페이지

http://gorskiycityhotel.ru/ru/

숙박료

싱글 3,500~13,500 Rub, 트윈 4,300~13,950 Rub

소개

- 3성급
- 오비강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비고

- 팩스: (7-383) 230-5556
- 이메일: book@gorskiycityhotel.ru

ㅇ 아브니쿰(Abnicum)
도시명
주소

노보시비리스크
Novosibirsk, Sibiriakov-Gvardeitsev Str., 56/3

전화번호

(7-383) 328-4455

홈페이지

http://abnicum.com/en/

숙박료

싱글 4,500~10,000 Rub 트윈 5,500~10,000 Rub

소개

- 4성급
- 오비강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비고

- 팩스: (7-383) 328-4455
- 이메일: info@abnicum.com

ㅇ 스카이포트 호텔(SKYPORT Hotel)
도시명
주소

노보시비리스크
Novosibirsk, Ob, Novosibirsk Region, 8 MozzherinaProspekt Str.

전화번호

(7-383) 216-9065

홈페이지

http://gorskiycityhotel.ru/ru/

숙박료

싱글 3,250~11,500 Rub, 트윈 4,250~11,500 Rub

소개

- 4성급
- 톨마쵸보 공항 옆에 위치하고 있다.

비고

- 팩스: (7-383) 216-9066
- 이메일: eception@skyportnsk.ru

ㅇ 파크 인 바이 레디슨(Park Inn by Radisson)
도시명
주소

노보시비리스크
Novosibirsk, Dmitriya Shamshurina Str., 37

전화번호

(7-383) 230-0880

홈페이지

http://www.parkinn.com/hotel-novosibirsk

숙박료

싱글 4,700~7,010 Rub, 트윈 5,500~7,510 Rub

소개

- 4성급
- 2015년에 새로 오픈한 4성급 호텔이며 중앙기차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비고

- 팩스: (7-383) 230-8101
- 이메일: elena.serezhnikova@rezidorparkinn.com

ㅇ 트센트랄나야 호텔(Tsentralnaya Hotel)
도시명
주소

노보시비리스크
Novosibirsk, Lenina Str., 3

전화번호

(7-383) 222-1366

홈페이지

http://www.hotel-1.ru/

숙박료

싱글 1,400~3,500 Rub, 트윈 1,600~4,000 Rub

소개

- 3성급
- 소규모 비즈니스 호텔이다.

비고

이메일: hotel@maria-ra.ru

ㅇ 롯데호텔(LOTTE HOTEL MOSCOW)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8 bid.2, Novinsky Blvd., Moscow121099, Russia

전화번호

+7-495-745-1000

홈페이지

http://www.lottehotel.com/moscow/ko/

숙박료

디럭스 약 $743

소개

- 6성급
- 모스크바 시내에 위치하여 있어 이동에 편리하다. 가격이 다른 호텔에 비해 높은 편이다.

비고

팩스: +7-495-287-0555

ㅇ 크라운플라자(구 MEZHDUNARODNAYA)(CROWN PLAZA)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Russia, Moscow, 123610, Krasnopresnenskaya nab., 12.

전화번호

+7-495-411-7820

홈페이지

http://www.cpmow.ru

숙박료

스탠다드 약 $250

소개

- 4성급
- Crown Plaza 내 KOTRA,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대한항공, 포스코 대우 등의 기업
이 위치하여 있다. 지하철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이나 도보로는 30분 정도 걸어야 한다.

비고

- 팩스: +7-495-258-2112
- 이메일: reservations@cpmow.ru

ㅇ 코스모스(COSMOS)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Russia, Moscow, 129366, Prospect Mira, 150.

전화번호

+7-495-234-1206

홈페이지

http://www.hotelcosmos.ru

숙박료

스탠다드 약 $78

소개

- 4성급
- 모스크바 북쪽에 위치하여 있다. VDNH 역에서 가까우나 센터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
다.

비고

- 팩스: +7-495-234-2463
- 이메일: reservations@hotelcomos.ru

ㅇ 메트로폴(METROPOL)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Russia, Moscow, 109012, Teatralnyiproezd 2

전화번호

+7-499-501-7840

홈페이지

http://www.metropol-moscow.ru

숙박료

스탠다드 약 $251

소개

- 5성급
- 모스크바 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크레믈을 호텔에서 볼 수 있다.

비고

- 팩스: +7-499-501-7810(7810)
- 이메일: res@metmos.ru

ㅇ 소비에트스키 호텔(SOVIETSKY HOTEL)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32/2 Leningradsky Prospect, Moscow, 125040, Russia

전화번호

+7-495-960-2000

홈페이지

http://www.sovietsky.ru

숙박료

스탠다드 약 $97

소개

- 3성급
- 모스크바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벨라루스카야 역과 디나모 역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역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이나 도보로는 20분이 소요된다.

비고

이메일: reservation@sovietsky.ru

ㅇ 홀리데이 인, 레스노이(HOLIDAY INN, LESNOI)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Lesnaya 15, Moscow, 125047, Russia

전화번호

+7-495-783-6500

홈페이지

http://www.holiday-inn.com

숙박료

스탠다드 약 $120

소개

- 4성급
- 모스크바 북서쪽에 위치하여 있으며, 벨라루스카야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이다.

비고

팩스: +7-495-783-6501

ㅇ 프레지던트 호텔(PRESIDENT HOTEL)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BolshayaYakimanka St., 24, Moscow, 119134, Russia

전화번호

+7-499-271-2800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hotel.ru/index/lang/en

숙박료

스탠다드 약 $98

소개

- 4성급
- 모스크바 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악짜브리스카야 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이다.

비고

- 팩스: +7-499-271-2858, 271-2814
- 이메일 : reservation@president-hotel.ru

ㅇ 레디슨 사스 슬라뱐스카야(RADDISSON SAS SLAVYANSKAYA)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PloshadEvropi, 2, Moscow, 121059, Russia

전화번호

+7-495-783-5553

홈페이지

http://redisson.bookin.ru

숙박료

스탠다드 약 $150

소개

- 4 성급
- 러시아 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키옙스카야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이다.

비고

팩스: +7-495-921-4161

ㅇ 코르스톤(구 아를료녹) 호텔(Korston)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숙박료

모스크바
울리짜까시기나 15번지, 코르스톤 호텔 5층
+7-495-939-8150, 8515
싱글 $250, 트윈 $ 270(한국식 조식 및 세금 포함)

소개

- 5성급
- 모스크바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비고

팩스: +7-495-939-8649

ㅇ 롯데호텔(Lotte Hotel)
도시명
주소

블라디보스톡
29, Semyonovskaya street

전화번호

+7 (423) 240-2233

홈페이지

http://lottehotelvladivostok.com

숙박료

싱글 150~200 $, 트윈 160~260 $

소개

- 5성급
- 시내에 위치해 있으며, 한식당과 블라디보스톡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스카이바가 있다.

비고

팩스: +7 (423) 240-7008

ㅇ 베르살 호텔(Versailles)
도시명
주소

블라디보스톡
10, Svetlanskaya street

전화번호

+7 (423) 226-4201

홈페이지

http://hotel-versailles.ru

숙박료

시즌에 따라 다름. 별도 문의

소개

지어진 지 오래된 유서깊은 호텔로 시내 및 바닷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고

팩스: +7 (423) 226-5124

ㅇ 블라디모터인 호텔(Vlad Motor Inn)
도시명
주소

블라디보스톡
35, Vosymaya street, station Sanatornaya

전화번호

+7 (423) 238-8888

홈페이지

http://www.vlad-inn.ru

숙박료

약 $ 175~190 수준

소개

다른 호텔에 비해 공항과 가깝고 바닷가에 인접해 있지만, 시내에서 먼 거리에 있다.

비고

팩스: +7 (423) 238-8101

ㅇ 가반 호텔(Gavan Hotel)
도시명
주소

블라디보스톡
3, krigina street

전화번호

+7 (423) 249-5363

홈페이지

http://www.gavan.ru

숙박료
소개

$120~
블라디보스톡 상업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까지 버스로 30분 정도 소요된다.

ㅇ 아지무트 호텔(Azimut Hotel)
도시명
주소

블라디보스톡
10, naberezhnaya street

전화번호

+7 (423) 241-1941, 241-28

홈페이지

http://www.azimuthotels.com

숙박료

비수기 스탠다드 싱글 일일 약 $ 100 / 시즌 $ 130 수준

소개

- 기존 블라디보스톡 호텔을 리모델링한 호텔로.비즈니스 호텔 콘셉트로 방은 크지 않으나, 비교적 최근에
지어져 깨끗한 편이다. 바닷가와 가까우며 시내까지 도보 10분 소요된다.

비고

팩스: +7 (423) 241-2021

ㅇ 아스토리아 호텔(Astoria)
도시명
주소

블라디보스톡
Partizanskyi prospekt. 44

전화번호

+7 (423) 230-2044

홈페이지

http://astoriavl.ru

숙박료
소개

$120~
블라디보스톡 국립경제대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다. 시내까지 도보로 25분 정도 소요되며 호텔 내 아가뇩 식
당이 있다.

ㅇ 쁘리모리예 호텔(PRIMORYE)
도시명

블라디보스톡

주소

Posyetskaya str. 20

전화번호

+7 (423) 241-1422

홈페이지

http://hotelprimorye.ru

숙박료

$120~

소개

시내까지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며 호텔 내 24시간 운영하는 피자 전문 레스토랑이 있다.

비고

팩스: +7 (423) 241-3550

ㅇ 롯데호텔(Lotte Hotel St.Petersburg)
도시명
주소

상트페테르부르크
2, Antonenko lane, Saint-Petersburg, Russia, Lotte Hotel St. Petersburg

전화번호

+7-812-336-1000

홈페이지

http://www.lottehotel.com/saintpetersburg/ko/Default.asp

숙박료
소개

스탠다드 약 $200(비수기 기준)
5성급

ㅇ 레디슨 로얄 호텔(Radisson Royal Hotel St.Petersburg)
도시명
주소

상트페테르부르크
Nevsky prosp.49/2, St.Petersburg, 191025

전화번호

+7-812-332-500

홈페이지

http://www.radisson.ru/en/hotel-stpetersburg

숙박료

스탠다드 약 $100 (비수기 기준)

소개

5성급

비고

팩스: +7-812-322-5000

ㅇ 소코스 올림피아 가든 호텔(Sokos Olympia Garden Hotel)
도시명
주소

상트페테르부르크
Bataisky pereulok 3a, St.Petersburg 190013

전화번호

+7 812 335 2270

홈페이지

https://www.sokoshotels.fi/ru/sankt-peterburg/sokos-hotel-olympia-garden

숙박료

$100(비수기기준)

소개

4성급

비고

팩스: +7-812-335-2271

ㅇ 파크 인 바이 레디슨 프리발티스카야 호텔(Park Inn by Radisson Pribaltiyskaya Hotel)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상트페테르부르크
Bataisky pereulok 3a, St.Petersburg 190013
+7 812 335 2270

홈페이지
숙박료

https://www.sokoshotels.fi/ru/sankt-peterburg/sokos-hotel-olympia-garden
$100(비수기 기준)

소개

4성급

비고

팩스: +7-812-335-2271

ㅇ 노보텔 상트페테르부르크 센터(Novotel Saint Petersburg Centre)
도시명
주소

상트페테르부르크
ul.Mayakovskogo 3a, St.Petersburg, 191025

전화번호

+7-812-335-1188

홈페이지

http://www.novotel.com/gb/hotel-5679-novotel-saint-petersburg-centre/index.shtml

숙박료

약 $90(비수기 기준)

소개

4성급

비고

팩스: +7-812-335-1180

ㅇ 엠베세더 호텔(Ambassador)
도시명
주소

상트페테르부르크
5-7, Rimsky-Korsakov avenue, St.Petersburg, 190068

전화번호

+7(812)331-88-44

홈페이지

http://www.ambassador-hotel.ru/

숙박료
비고

약 $90(비수기 기준)
팩스: +7 (812) 609-09-77

ㅇ 크라운프라자호텔 상트페테르부르크-리고프스키(Crowne Plaza Hotel St.Petersburg &ndash; Ligovsky)
도시명
주소

상트페테르부르크
61 Ligovsky Prospekt, St Petersburg, 191040

전화번호

+7-812-244-0001

홈페이지

http://crowne-plaza-ligovsky.hotel-rn.com

숙박료

약 $90(비수기 기준)

소개

4성급

비고

팩스: +7-812-244-0001

ㅇ 홀리데이 인 모스코프스카야 보로타(Holiday Inn Moskovskaya Vorota)
도시명
주소

상트페테르부르크
Moskovsky pr. 97A, St.Petersburg, 196084

전화번호

+7-812-448-7171

홈페이지

http://www.ihg.com/holidayinn/hotels/us/en/st-petersburg/ledmp/hoteldetail

숙박료

약 $90(비수기 기준)

소개

4성급

비고

팩스: +7-812-448-7171
<자료원 : KOTRA 러시아 무역관 종합>

- 게스트하우스
ㅇ 스카이민박(Sky)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레닌스키프로스펙트 돔 123 코르푸스1

전화번호

+7-985-979-2522, 070-7578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wjdgml5770

숙박료
비고

별도 문의
- 이메일: wjdgml5770@hanmail.net
- 카카오톡ID: moscowskyminbak

ㅇ 루스코 민박(Rusko)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지하철 스몰렌스카야역 인근

전화번호

+7-915-180-9342, 070-4226

홈페이지

http://www.rusko.co.kr

숙박료
비고

별도 문의
- 이메일: psm1709@naver.com
- 카카오톡ID: spm1709

ㅇ 하나민박(Hana Minbak)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미추린스키프로스펙트 돔19 코르푸스3

전화번호

+7-962-958-9045, 070-7520

홈페이지

http://www.hanaminbak.com

숙박료
비고

별도 문의
- 이메일: kjw0586@hanmail.net
- 카카오톡ID: kjw0586

ㅇ 해바라기 민박(Sun Flower Home)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글라좁스키뻬레울락 돔5(아르바트 점), 울리짜세르게야마께에바 돔1(무역센터 점)

전화번호

+7-916-716-9013, 070-8289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leokjk

숙박료
비고

별도 문의
- 이메일: leokjk@nate.com
- 카카오톡ID: sunflowermos

ㅇ 오페라우스(Operause)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숙박료
비고

모스크바
Smolenskayanaberginaya 5/13(아르바트 1호점), Protochnyypereulok 11(아르바트 2호점
),Alecsandranevskaya 19-25(벨라루스카야 1호점), 2ndTverskayayamskaya 54(벨라루스카야 2호점),
Krgiganovskava 23/4(아카데미 점)
+7-985-490-9711, 070-8245
별도 문의
- 이메일: operause@hanmail.net

ㅇ 우리민박(Moswoori)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울리짜아르바트 51c1

전화번호

+7-903-284-5963, 070-7526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moswoori

숙박료
비고

별도 문의
- 이메일: wooriminbak@hanmail.net
- 카카오톡ID: joylee116

ㅇ 모스동 민박(Mosdong)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미추린스키쁘로스펙트 돔19, 코르푸스 1

전화번호

+7-963-717-5033, 070-8285

홈페이지

http://www.mosdong.co.kr

숙박료
비고

별도 문의
- 이메일: mosdong90@naver.com
- 카카오톡ID: mosdong12

ㅇ 로뎀 하우스(Rodem House)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1호점) Moskva Raion Arbat, Protochnyy per., 11/(2호점) Smolenskaya Naberezhnaya 2

전화번호

+7 909 906 2254

홈페이지

https://rodemrus.modoo.at/

숙박료

(별도 문의)

소개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문화 거리) 소재

비고

이메일 : rodemrus@naver.com, 카카오톡 ID : moco2254, centry41
<자료원 : KOTRA 러시아 무역관 종합>

사. 치안

치안상황
1) 치안

러시아는 공권력이 강화된 국가로, 시내 지역의 경우 치안상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영어가 통용되지 않아 활동상에 어려움이 많다. 시외
지역과 역 주변에서 중앙아시아 이민자들에 의한 강도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바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가방 등 소지품
을 옆구리 또는 등 뒤에 두지 말고 몸 앞으로 놓는 것이 좋다. 특히, 여권 및 사증을 분실하는 경우 금전적 피해 외에 시간적으로도 큰 손실
을 보게 되므로, 중요한 서류들은 호텔 금고에 넣어 두거나 가방 깊은 곳에 넣어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외교부 여행경보발령 현황

러시아 일부 지역은 여행 유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www.0404.go.kr/m/dev/main.do)에 따르면, 러
시아-북한 국경 인근 지역인 핫산군이 국경 및 치안 유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북 카프카즈 지역의 체첸, 다게스탄, 세베로오세티
야(북오세티야), 카바르디노발카르(카바르티노-발카리야 공화국), 잉귀쉬(잉구세티아), 카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까라차이-체르케스), 아
디게이(아디게야)는 철수 권고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ㅇ 교통사고
- 사고 발생 즉시 112 혹은, 103(구급 서비스)으로 신고한다.
- 러시아에서는 차량 간 사고가 발생할 시, 차량을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경찰 또는 보험사를 기다려야 한다. 연락을 취하고 차
안에서 대기하는 것이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ㅇ 택시 탑승 교통사고
- 택시에 탑승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시, 택시회사나 기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 택시번호, 기사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분실

ㅇ 지갑 분실
- 분실지역 관활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위서를 작성한다.
- 모스크바 대학 : 제6 경찰서(939-2654, 1721)
- 모스크바대학 기숙사(데에스베, 데에스까) : 경찰서(431-1898)
- 모스크바대학 기숙사(야스네보) : 경찰서(425-9122, 426-2217)
- 아를료녹 호텔 : 제110 경찰서(137-6589, 3817)
- 이즈마일로보 : 제78 경찰서(166-9127)
- 붉은광장 : 623-2525
- 굼 백화점 : 921-5763, 929-3470, 929-3471
- 지하철 : 622-7194, 621-0131

ㅇ 여권 분실
- 여권 재신청 : 여권 분실 시, 주 러 대사관 영사과 담당 창구를 여권 신청인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여권 신청인이 만 18세 미만
인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하다.
- 제출 필요 서류 : 여권 분실 신고서(2014년 6월부로 러시아 경찰 당국이 발행한 여권 분실 확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출국 시
주재국에서 여권 분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 재발급 사유서(최근 5년 이내 여권을 3회 이상 및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한 경우, 관련 기관의 조회가 요구되므로 여권 발급에 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 여권 교부 : 대사관 영사과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도 여권 수령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여권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대리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권 신청일로부터 교부일까지 통상
2~3주 소요된다.
- 대사관 연락처 : +7-495-783-7272 / 02-3210-0404(영사 콜센터, 서울 24시간)

3) 응급 전화번호

화재, 범죄, 구급 서비스 등 모두 112에서 처리 가능하다.
모든 여행지에서 그렇듯이 감기약, 소화제 등 상비약은 항상 휴대하는 것이 좋다. 러시아 주요 도시에는 약국이 거리마다 있으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는 면이 있어, 비상약 휴대를 추천한다.
- 범죄신고 : 101, 112
- 화재신고 : 102, 112
- 구급 서비스 : 103, 112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
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집 구하기

ㅇ 주거지역의 자연환경

한국 주재원들은 대체로 신축 건물에 입주하며, 주로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다. 외국인이 거주하기 위한 아파트의 경우 주택
임차료가 모스크바 기준 월 100,000루블~200,000루블(블라디보스톡의 경우 60,000루블~120,000루블) 정도 되는 실정이다.
2013년 러시아 경제 침체기 때에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러시아 부동산 시장은 다소 하락했으나, 2016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며,
2017년에도 총 투자액 47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 상승하였다.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는 2017년 수준이 유
지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차 주택의 사진, 단면도 등을 볼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사전에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장기간 체류할 예정이라면 시간을 두고 여러 아파트를 보면서 교통, 채광, 관리비, 치안 등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러시아어가 가능
하다면 http://www.cian.ru/ 등에서 희망 지역과 가격대를 입력해 매물 검색이 가능하다. 사진과 실물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한다. 영어가 가능한 에이전트를 통할 수도 있으며, 선호지역, 주차장 필요 여부, 방의 수, 욕실환경(욕조 대신 샤워부스가 있는 집이
많음) 등 가급적 희망조건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적절한 집을 빨리 찾는 요령이다. 노상 주차 시 절도위험 및 눈과 비로 인한 자동차의 노
화가 빨라지므로 가급적 실내주차나 지하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구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아파트 등을 물색해야 하는 경우 수수료(보통 1개월분 임차료의 50~70%)를 내야 하며, 입주 전 1개월 치의 임
차료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부동산 중개료는 임차료의 100%가 일반적이며 동일
에이전트를 통해 여러 차례 거래한다면 협상의 여지도 있다. 한국어가 가능한 에이전트(INI, 모스크바 소재, www.inimoscow.com, +7
968 471 8460, inimoscow@gmail.com)도 있으며, 생활담당자(한국인)가 있어서 입주동안 임대주를 통한 유지보수 요청 등 AS 해 준
다는 점이 장점이다.

모스크바는 주택난이 심해 좋은 아파트나 살만한 아파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특히 호텔이나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
는 다소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임대주들은 높은 임차료 때문에 계약하고 1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입주하는 것을 극히 꺼린
다. 따라서 적격한 주택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빠른 결정을 내려서 입주해야 한다. 주재원들은 외국인 학교 통학버스가 다니는 소콜, 알루
에파루사 지역과 교민들이 많이 사는 남쪽(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이남 지역 / 미추린스키, 베르나트스카바, 우니베르스쩨트, 프롭프사유즈
나야 지하철역 근처)에 주로 거주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한국인들의 경우 신개발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크레스톱스키 섬 및 교통이 용이한 시내 중심지가 거주하기에는 가장 적합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시내 중심지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임차료가 높고 비교적 오래된 건물이 많아 상기 지역에 비해 가격이 적정한 바실리 섬이나 페트로그라드 지역도 검
토해볼 수 있다. 아울러,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에 취학하게 되는 경우는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찾는 것이 긴 겨울철 통학 등을 위
해서 바람직하다.

시베리아 중심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에는 외국인을 위한 아파트 단지나 건물은 없으며, 부동산을 통해 치안이 안전한 곳을 위주로 집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인 주재원은 KOTRA, 오리온, 롯데제과, 대상, 쓰리씨통상 등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있다.

블라디보스톡의 경우, 한국 주재원들은 주로 대학교 기숙사를 개조한 외국인 전용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택을 구할
때는 부동산 중개회사(중개인)를 통해 구하며 수수료는 월 임차료의 50% 정도를 지불한다. 최근 월세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임차 보

증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 잘 알아보고 보증금 없는 조건을 계약하는 것이 좋다.

ㅇ 시설 상태

호텔 건물이나 신축 외국인용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에는 각종 시설(냉·난방, 엘리베이터, 주차장, 경비, 전화 등) 상태가 양호해 큰 불편이
없다. 과거(50년 전 내외)에 건축한 것으로서 옛 공산당 간부들이 살던 아파트의 시설 상태는 호텔이나 신축 아파트에 비해 나쁜 편이나,
아주 불량하지는 않다. 다만, 옥내 주차장이 있는 주택은 아주 드물다. 그러나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입주자
들이 아파트 내부 수리를 하느라 1년 내내 드릴 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새 아파트는 형체만 갖췄을 뿐 내부에는 아무것도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사람이 대
부분의 실내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한다. 때문에 요란한 내부 공사 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러시
아 사람들은 이사할 경우 새집보다 이미 사람이 살았던 몇 년 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ㅇ 임대료

호텔이나 신축 아파트의 경우, 20평 내외(침실 2개)가 월 3,000~4,000달러 정도이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30평 내외가 월
4,000~6,000달러 전후이다. 변두리에 월 1,000달러짜리도 있으나 시설이 불량하고, 치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러시아 제3의 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의 경우, 호텔은 시내 가장 중심가 오페라극장 바로 옆에 위치한 5성급 메리어트 호텔과 힐튼 계열의
4성급 더블트리 바이 힐튼, 이탈리아계 도미나 호텔, 중앙역 맞은편의 노보시비르스크 호텔 등이 좋은 호텔로 인식되고 있고, 이외 3성급
아지무트 호텔과 리버파크 호텔 등이 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시내 중심가 150S/M(지하주차장 유, 방 3개) 아파트는 월세가 약
2,000~3,000달러 수준이며, 20S/M(주차장 무, 원룸,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월세가 평균 500~700달러 수준이다.

현지에서 잠시 머물 경우에는 아파트를 며칠씩 빌려주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가격이 4,000루블에서 10,000루블까지 다양하다. 여럿이
묵거나 장기간 투숙할 경우에는 호텔보다 저렴하고 음식도 해먹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거주등록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ㅇ 임차계약 해제 시의 분쟁 빈발 문제

아파트 사용 후의 원상복귀 문제(예컨대, 벽에 흠집이 난 경우나 기타 주택에 대소의 손상이 있는 경우)로 시비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 시 철저히 점검해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ㅇ 거주 등록

러시아에 도착한 외국인은 7일 이내(근무일 기준)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 관광객의 경우 호텔에 여권과 비자를 제출하면 거주 등록을 해
주고, 민박에 투숙하는 경우 민박집에서 현지 여행사에 의뢰해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주재원인 경우, 자사가
등록돼 있는 기관(주로 상공회의소)으로부터 주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ㅇ 계좌 개설

러시아 내 외국인은 외화 계좌와 루블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시에는 여권과 비자, 출입국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은행에
따라 여권을 러시아어로 번역해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외환의 경우 은행 데스크에서 현금 인출 시 인출금액의
1% 정도를 수수료로 부과하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 부담이 큰 편이다. ATM기로 인출할 때 수수료는 없으나 출금 금액이 제한
돼 있다(씨티은행의 경우 10,000루블). 한편, 대형 은행의 경우 온라인 은행거래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러시아 은행들의 신용도가 낮았던 과거에는 은행 계좌에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예치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러시아 은행들의 신용이 급상승해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단, 러시아에는 1,000개가 넘는 은행이 있는데, 이중 불량 은행도 있으므

로 가급적 10대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화
모스크바에는 여러 개의 통신회사가 있으며, 대형 건물인 경우 별도 소형 통신회사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점체제로 이루어진 경우
가 많다.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정해진 비용 내에서 러시아에서도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월정 요금제가 구축돼 있으므로,
초기 정착 시 이를 잘 활용하면 좋다.

전압/플러그
러시아의 전기규격은 220V, 50㎐로 우리나라 가전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전압이 불안정해 전기기기가 고장
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식수
식수는 슈퍼마켓에서 생수를 사 먹는 것이 좋다. 생수는 가스가 있는 종류와 가스가 없는 종류가 있으므로 항상 선택 전에는 이를 확인해
야 한다. 가스 유무와 상관없이 가격은 대부분 동일하며 생수 가격은 1L에 50~75루블(1~2달러)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달리 러시아의 수돗물은 석회수가 함유되어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주방에 핕터를 설치하거나, 생수를 마시는 것이 좋
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중고차의 경우 선택의 폭이 넓으나, 차량 사고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편이다. 현지의 도로, 기후 조건이 열악해 자동차 노화 정도가 한국
보다 빠르다. 한국에서 수출된 국산 차를 현지에서 구입,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겨울철 운전의 안전성을 고려해 사륜
구동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고차의 가격은 한국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국산 차량을 가져올 경우 중고차 수입규제가 까다로워 통관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며, 한국 자동차 업체가 현지에도 서비스 센터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으나 매우 극소수이다. 외국산 차량은 유럽, 일제 등 다양하게 구매 가능하며, 국산 자동차(현대, 기아 등)도 주문 구입이 가능
하다.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차량은 3~4개월을 기다려야 차량을 인도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필요
하다.

러시아에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현지에서 차를 구입할 때 믿을 만한 자동차 판매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자동차 가격 및 부대 서비스 제공, 자동차 보증,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가장 먼저 교통경찰서에서 자
동차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년 이상의 비자와 6개월 이상의 거주 등록 증명서가 필요하다.

차량가격
자동차 가격은 러시아에 구매할 경우,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2018년 12월 기준, 포드사의 Focus 차량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영국에서는 1만9700달러 내외, 독일에서는 1만9000달러에서 거래가 된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동일 성능의 Focus가 1만
6~700만 달러에서 거래가 된다. 한국과 비교하는 경우, 러시아에서 10% 정도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다.

ㅇ 러시아 내, 차량별 가격
- Mercedes-Benz A-Class : 1,850,000 - 2,380,000루블
- Mazda 6 : 1,498,000 - 2,244,000루블
- LADA XRAY Cross : 759,900 - 971,900루블

- Renault Logan Stepway : 695,990 - 852,990루블
- LADA Granta : 444,900 - 634,800루블
- Renault Logan : 554,000 - 830,990루블
- KIA ceed : 1,109,900 - 1,579,900루블
- Hyundai Solaris : 746,000 - 1,006,000루블
- Hyundai Sonata : 1,344,000 - 1,785,000루블
- Hyundai Santa Fe : 2,099,000 - 2,799,000루블

운전면허 취득
러시아 내 외국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는 1999년 3월 15일 제정된 ‘운전면허시험 시행 및 면허 발급 규칙’에 따라 규정됐다. 러시아에 일
시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 또는 1968년 국제교통협약에 따라 발급되고, 라틴어로 작성된 외국의 국내 면허를 소지한 경우 러시
아 내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한국 국내 운전면허 역시 대사관에서 러시아어로 번역공증을 받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경
찰들은 동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시비를 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러시아에는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2곳이 진출해 있으며 모두 모스크바에 위치해 있다. 러시아 주요 국내 은행은 3개를 꼽을 수 있다.

ㅇ Сбербанк (Sberbank): 러시아 국영 은행이자 최대 은행
- 홈페이지: https://www.sberbank.ru/ru/person
- 주소: Russian Federation, Novosibirsk city, Dimitrova prospect str 2, 630099
- 전화번호: 8 (800) 555 5550

ㅇ БАНК ВТБ (VTB bank): 총 지분의 60.9%를 국가가 소유
- 홈페이지: https://www.vtb.ru/
- 주소: Russian Federation, Novosibirsk city, Orzhonikidze str 18, 630099
- 전화번호: 8 (800) 100 2424

ㅇ Газпромбанк (Gasprombank): 유럽-시베리아, 터키-러시아, 동북아-러시아 파이프라인 건설 등 정부 간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본
을 대출 및 투자하고 있는 금융 기업으로 가즈프롬의 자회사
- 홈페이지: https://www.gazprombank.ru/
- 주소: Russian Federation, Novosibirsk city, Oktyabr’skaya magistral’ str 3, 630099
- 전화번호: 8 (800) 100 0701

계좌 개설방법
외국인의 계좌 개설 시 여권과 거주지 등록증, 비자 혹은 영주권, Migration card가 필요하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업체의 러시아 지사
혹은 법인의 계좌 개설 시에는 다음 서류가 요구된다.

- 러시아 연방법에 의거, 법인 혹은 해외지사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
- 러시아 연방 세금 기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러시아 연방 세금 기관에서 받은 세금 식별 번호(ИНН)
- 러시아 연방 세금 기관에서 받은 국가 주 등록 번호(ОГРН)

- 담당자의 직책이 해외 지사장 혹은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임명장)
- 러시아 내 사업 허가증
- 여권 및 공증된 여권 번역본
- 비자 미 Migration card
- 본사 및 해외 지사 인감(도장)
- 정관: 회사설립계획서 - 법인의 해외 지사에 관한 규정(러시아 내 지사 혹은 법인이 러시아에서 설립된 게 아닌, 한국 내 기업의 해외
지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British International School(영국국제학교)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모스크바
많은 외국인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현지 학교보다 이러한 인터내셔널 스쿨을 선호하고 있다. 인터내셔널
스쿨의 학비는 9,500달러에서 21,200달러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비싸진다. 브리티시 스쿨과 미션스쿨은
입학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다. 더욱 상세한 입학 관련 절차는 아래 학교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학제별 상이하여 별도 문의
http://www.bismoscow.com
- Add: Bolshaya Akademicheskaya Ul. 24
- Tel: +7-495-987-4486, +7-495-426-0311
- Fax: +7-495-426-3811
- E-mail: admissions@bismoscow.com

ㅇ The Anglo-American School(미국인 학교)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모스크바
아메리칸 스쿨의 경우 자리가 없어서 엄격한 시험을 거쳐야 입학이 가능하다.
학제별 상이하여 별도 문의
http://www.aas.ru
- Add: Beregovaya Street, 1, Moscow 125367, Russia
- Tel: +7-495-231-4486
- Fax: +7-495-231-4476
- Contact: Nicolette Kirk (Admissions Officer)
- E-mail: admissions@aas.ru

ㅇ International School of Moscow(ISM)
도시명
커리큘럼

모스크바
입학생은 영어 실력에 대한 시험(테스트 비용: 500달러)을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

학비
홈페이지

비고

학제별 상이하여 별도 문의
http://www.internationalschool.ru/en/home.aspx
- 주소: Krylatskaya Ulitas, 12, Moscow 121552, Russia
- 전화번호: (499) 922-44-00
- 이메일: admissions@internationalschool.ru, info@internationalschool.ru

ㅇ Hinkson Christian Academy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모스크바
기독교계열 학교
학제별 상이하여 별도 문의
http://www.hinkson.ru/contact.html
- 주소: Novocheryomushkinskaya Ul. 39, Korpus 3 Moscow, Russia 117218
- 전화번호: +7 495 733 7940
- 이메일: HCA@hinksonca.net

ㅇ 모스크바 한국 학교
도시명
커리큘럼

모스크바
모스크바에는 한국인 학교가 있어 유치부 및 초등학생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유치부는 만 5세부터 입학
할 수 있으며 5세 반, 6세 반, 7세 반 총 3개 반이 있으며 초등학교는 한국과 동일한 6학년제이다.

학비

학제별 상이하여 별도 문의

비고

- 전화: +7-495-787-0748, 070-8107-9580
- 팩스: +7-499-426-0894
- 주소: Str. Tolbukhina, 8k3, Moscow

ㅇ International Academy of Saint Petersburg(약어 : IA)
도시명

상트페테르부르크

학비

학제별 상이하여 별도 문의

홈페이지

http://www.myiasp.com

비고

- Address: Finskiy per. 4, liter A, Saint Petersburg 195009, Russia
- Phone: +7.812.458.5558
- Cell phone: +7.952.220.7640
- Fax: +7.812.414.9004

ㅇ CIS Russia International school(Saint-petersburg campus)
도시명
학비

상트페테르부르크
학제별 상이하여 별도 문의

홈페이지

비고

http://www.cisrussia.com
- Address: Russia, Lakhtinskiy pr., 40/2, Saint Petersburg 197229, Russia
- Phone: +7.812.244.5044
- E-mail: spb@cisrussia.com

- 현지학교
ㅇ 김나지움 #1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노보시비르스크
러시아의 경우, 현지 학교를 일련번호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은 곳들도 많이 남
아있다.
별도 문의 필요
http://www.gmsib.ru/
- Krasnyi Prospekt str. 48
- Tel: +7 (383) 222 2562, +7 (383) 222 5230, +7 (383) 222 2918

ㅇ 김나지움 #4
도시명

노보시비르스크

학비

별도 문의 필요

비고

- Sibirskaya str. 35
- Tel: +7 (383) 221 9756, +7 (383) 221 2523

ㅇ 김나지움 #10
도시명

노보시비르스크

학비

별도 문의 필요

비고

- Revolyutsii str. 31
- Tel: +7 (383) 210 0498, +7 (383) 210 0969

ㅇ 시립학교 No 57
도시명

블라디보스톡

학비

별도 문의 필요

홈페이지

비고

http://www.school57.ru
- 주소: Admirala Umasheva Ul. 12g(?)
- 전화번호: +7-423- 244-0096, 240-0010(교무실)

ㅇ 시립학교 No 22
도시명

블라디보스톡

학비

별도 문의 필요

홈페이지

비고

http://www.school22.pupils.ru
- 주소: Svetlanskaya Ul. 207
- 전화번호: +7-(423) 226-9579, 226-9891
- 이메일: school22@vlc.ru

ㅇ 시립학교 No 62
도시명

블라디보스톡

학비

별도 문의 필요

홈페이지

http://www.school62.pupils.ru

비고

- 주소: Internationalnaya Ul. 48
- 전화번호: +7-423- 227-088
- 이메일: school62@vlc.ru

마. 병원

ㅇ Medclub
도시명
주소

노보시비르스크
2a Vladimirovsky spusk, corpus 3

전화번호

7-383-220-6511

진료과목

종합 진료

비고

시베리아 철도청 부설 병원으로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자랑하는 병원이다. 의사와의 1회 상담에 약 50달
러가 소요된다. 응급사항의 경우 이 병원에 연락해 구급차를 부르거나 택시를 타고 동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
는 것이 좋다.

ㅇ Zdravitsya
도시명
주소

노보시비르스크
28 Derjavina street

전화번호

7-383-211-9595

진료과목

종합 진료

비고

체인 형태로 노보시비르스크 내에 여러 개 병원을 운영 중인 최신식 사립병원으로, 서비스 면에서는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1회 의사와의 상담료는 약 50달러이다. 응급환자를 다루는 시설이 없어 1차 의료기관으로
서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

ㅇ Avicenna
도시명
주소

노보시비르스크
35 Krasniy Prospekt

전화번호

7-383-227-0066, 363-3003

진료과목

종합진료

비고

체인형태의 병원으로, 특히 부인과 질환 진단 및 치료로 유명하다.

ㅇ Dental Service
도시명
주소

노보시비르스크
10 Revolyutsii Street

전화번호

7-383-210-0689

진료과목

치과

비고

노보시비르스크 내에서는 가장 시설이 좋기로 유명한 치과이다.

ㅇ EMC(European Medical Center)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35, ul. Schepkina, Moscow, 129090

전화번호

+7-495-933-6655

진료과목

종합 진료

비고

주로 프랑스 의료단이 진료하고, 영어 사용이 가능하며 친절한 보조원의 개별 상담 및 관리가 장점이다. 각
종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 홈페이지 : http://www.emcmos.ru

ㅇ International Clinic MEDSI(구American Medical Center)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Krasnaya Presnya St, 16, Moscow 123242

전화번호

+7-495-933-7700

진료과목

종합 진료

비고

영어 사용 의사가 있으며, 가족단위 진료시스템과 소아 및 여성 진료센터, 구강 센터, 외과, 산부인과로 유명
하다.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친절하며 쾌적한 병원이다.
홈페이지 : http://www.medsi.ru

ㅇ AMC(American Medical Clinic)
도시명

모스크바

전화번호

+7-495-781-5576

진료과목

종합진료

비고

영어 사용 의사가 있으며 AMC(American Medical Center) 옆에 위치한 병원으로 가족단위 진료시스템과
소아 및 여성 진료센터, 외과, 산부인과로 유명하다. 신용카드 사용 가능하며,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 하고 친
절하며 쾌적한 병원이다.

ㅇ UPDK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4-Y Dobryninskiy Pereulok, 4, Moscow 119049

전화번호

+7-495-933-8648

진료과목

종합 진료

비고

러시아 외무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과의 진료가 가능하나, 러시아 의사가 진료하므로 영어 소통이 다
소 불편한 점이 있다.
- 홈페이지: http://www.medin.ru/rus/

ㅇ EMC Dentistry Center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35, ul. Schepkina, Moscow, 129090

전화번호

7-495-933-0002

진료과목

치과

비고

http://www.emcmos.ru

ㅇ Falck
도시명
주소

블라디보스톡
Zaporozhskaya Ulitsa, 77, Vladivostok, Primorskiy kray, 690021

전화번호

+7 (423) 2-790-790

진료과목

내과, 외과, 피부과, 소아과 등
<자료원 : KOTRA 러시아 무역관 종합>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아우라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노보시비르스크
Voennaya str. 5
https://planeta-mall.ru/aura/
의류 매장, 식료품 점, 아동용 장난감, 아동 의류 매장, 가전 및 전자 제품 매장 등 163개의 매장
- 운영시간: 10:00~22:00
- 전화번호:+7 (383) 230-30-40

ㅇ 갈례레야
도시명

노보시비르스크

주소

Gogolya str. 13

홈페이지

비고

http://galereya-novosibirsk.ru/
의류 매장, 식료품 점, 아동용 장난감, 아동 의류 매장, 가전 및 전자 제품 매장 등 250개의 매장
- 운영시간: 10:00 - 22:00
- 전화번호: +7 (383) 373-00-30

ㅇ 시비르스키 몰
도시명

노보시비르스크

주소

Frunze str. 238

홈페이지

비고

http://sibmoll.ru/
의류 매장, 식료품 점, 아동용 장난감, 아동 의류 매장, 가전 및 전자 제품 매장 등 140개의 매장
- 운영시간: 10:00 - 22:00
- 전화번호: +7 (383) 328-07-00

ㅇ 아비아파르크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모스크바
Khodynskiy Bul'var, 4, Moskva, 125167
http://aviapark.com
의류, 식료품, 가전 제품 등의 복합쇼핑몰로 CSKA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다.
- 운영시간 : 10:00~23:00

ㅇ 예브로페이스키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모스크바
Kiyevsky Station Square, 2, Moskva, 121059
http://europe-tc.ru
의류, 식료품, 가전 제품 등의 복합 쇼핑몰이다. 맨 윗 층에는 영화관이 위치해 있어, 젊은 사람들이 자주 차
즌 장소 중 하나이다. 러시아 센터에 있어 접근성이 높으며, 키옙스키 역과 연결되어 있다.
- 운영시간 : 10:00~22:00

ㅇ 아피몰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모스크바
Presnenskaya Naberezhnaya, 2, Moskva, 123317
http://afimall.ru
의류 브랜드가 밀집해 있는 매장이며, 러시아 센터에 위치해 있다. 델라보이 쩬뜨르 역과 연결되어 있어 접
근이 용이하다.
- 운영시간 : 10:00~22:00

ㅇ 세단카시티
도시명

블라디보스톡

주소

Ulitsa Poletayeva, 6Д, Vladivostok, Primorskiy kray, 690041

비고

블라디보스톡 최대 쇼핑몰

주소

Vatutina str. 107

ㅇ 메가

홈페이지

비고

https://mega.ru/novosibirsk/
의류 매장, 식료품 점, 아동용 장난감, 아동 의류 매장, 가전 및 전자 제품 매장 등 200개 이상의 매장
- 운영시간: 10:00~22:00
- 전화번호: +7 383 298-90-30
<자료원 : KOTRA 러시아 무역관 종합>

- 식품점
ㅇ 렌따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노보시비르스크
https://nsk.lenta.com
식료품 및 생활용품점

비고

- 운영시간: 8:00~23:00
- 전화번호: 8-800-700-4-111

ㅇ 기간트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노보시비르스크
http://www.sibgigant.ru
식료품 및 생활용품
- 운영시간 : 09:00~22:00가 일반적이며 지점에 따라 24:00 운영하는 곳도 있다.
- 전화번호 : 8 (383) 255-55-53

ㅇ 빠쬬로취카
도시명

노보시비르스크

주소

https://5ka.ru/

취급 식료품
비고

식료품 및 생활용품
- 운영시간 : 08:00~22:00
- 전화번호 : 8-800-555-55-05

ㅇ 야르췌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노보시비르스크
https://xn--e1avv4a.xn--p1ai/
식료품 및 생활용품
- 운영시간: 07:00~23:00
- 노보시비르스크 내 가장 저렴한 식품점으로 유명하며 많은 체인점을 두고 있다. 도시 내 150개 이상

ㅇ 아즈부카 브쿠사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모스크바
http://av.ru
식료품 및 생활용품
- 운영시간 : 점포마다 운영시간이 다르며, 24:00 운영하는 점포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 고급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체인점이다.

ㅇ 페레크례스톡
도시명
주소

모스크바
https://www.perekrestok.ru/

취급 식료품
비고

식료품 및 생활용품
- 운영시간 : 09:00~23:00이 일반적이며, 24:00 운영하는 곳도 있다.
- 식료품 전문점으로 저가~고가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ㅇ 피쵸로츠카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모스크바
https://5ka.ru/
식료품 및 생활용품
- 운영시간 : 09:00~23:00
- 식료품을 주로 판매하며, 저가 제품의 비율이 높다.

ㅇ 삼베리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블라디보스톡
/www.samberi.com
식료품 및 생활용품

ㅇ 굿데이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블라디보스톡
http://www.samberi.com/
한국식품 및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러시아 상품 위주 판매
운영시간: 09:00~23:00
<자료원 : KOTRA 러시아 무역관 종합>

- 기타 편의시설
ㅇ 이발소
도시명

소개

비고

모스크바
모스크바의 경우 도시 곳곳에 현지 이발소가 있고, 요금은 500~1,000루블 정도이다. 비교적 이발소가 적
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모스크바의 아를료녹 호텔과 샬류트 근처에 한국 미용실이 운영 중이며, 요
금은 커트의 경우 1,500루블(약 25달러) 정도이다.
- 뷰티살롱 영(시내 남쪽 살류트 호텔 근처): 7-903-276-9902
- 최희조 헤어샾(코르스톤(구 아를료녹) 호텔 내): 7-495-939-8545, 7-906-709-7001
<자료원 : KOTRA 러시아 무역관 종합>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년휴일

2019-01-01

러시아 가장 큰 명절로 1~2주일 새해를 맞이하며, 가족과 함께 새
해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친구, 연인들과 만나기도 한다.

크리스마스

2019-01-07

20세기 초 러시아는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달력이 변화
되지 않아, 1월 7일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

조국 수호기념일

2019-02-23

남성의 날로 불리기도 하며, 전쟁에 참가한 남성을 기리는 날이다.

여성의 날

2019-03-08

국제 여성의 날로 남성들이 학교, 직장 등에서 여성에게 꽃, 초콜
렛 등을 선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봄과 노동의 날

2019-05-01

우리나라 노동절에 해당한다.

전승기념일

2019-05-09

세계 2차 대전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연합국이 승리한 것을 기념하
는 휴일이다.

러시아의 날

2019-06-12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의 건국을 축하하는 휴일이다.

통합의 날

2019-11-04

1612년 모스크바가 폴란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자료원 : KOTRA 무역관 종합>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9. KOTRA 무역관 안내

모스크바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Rm. 908, 3rd Entrance, Office Bldg., WTC, 12, Krasnopresnenskaya nab., Moscow, 123610, Russia
ㅇ 전화: +7-495-258-1627/28
ㅇ 팩스: +7-495-258-1634
ㅇ 이메일: info@kotra.ru

공항-무역관 이동
모스크바 무역관은 모스크바 시내(크레믈린) 중심가에서 약 3km 떨어진 World Trade Center 건물에 있다. World Trade Center는 사
무실 건물 호텔 건물(Crown Plaza, 메주드나로드나야 호텔)로 구성되며 총 9개의 입구가 있다. 이 중 3번 입구로 찾아 들어온 뒤 엘리베
이터를 타고 9층에서 내리면 된다.

ㅇ 공항에서 찾아오실 때

택시를 이용할 경우, 공항에서 무역관까지의 요금은 2,000~2,500루블(35~40달러) 정도이다. 메주드나로드나야 호텔(가스찌니처 메주
드나로느야/러시아식 발음) 또는 쩨엠테(첸트르 메주드나로드나야 타르고블랴/World Trade Center의 러시아식 발음)로 가자고 하면 된
다.

대한항공이 도착하는 세르메쩨보 공항(D 터미널)에는 시내로 이어지는 공항철도(Aero Express)가 있다. 승차장은 공항 E 터미널에 위치
하며, D 터미널에서 Train to Mos cow라 표기된 안내판을 따라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05:00~00:30이며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도착역인 벨라루스키바그잘(Belorussky Bagzal) 역까지는 약 35분이 소요되며, 요금은 470루블이다. 하차역인 벨라루스키바
그잘 역 옆에 있는 지하철역(벨라루스카야역)을 이용해 시내로 이동이 가능하며, KOTRA 모스크바 무역관까지 택시로 15분 정도 걸리며
택시비는 500루블(약 8달러) 정도이다. 다만, 벨라루스키 바그잘은 상습 혼잡지역이니 공식 미팅이 있을 경우 차가 막히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출발해야 한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지하철 역사가 많고 영어 표지판이 통상 없어 현지 통역자를 만나서 같이 오는 것이 좋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연
결된 지하철은 없다.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Office 11-03, Bldg. 40(Business Center 'MOST'), Kommunisticheskaya Street, Novosibirsk, Russia, 630007
ㅇ 전화: +7-(383)-319-6508, +7-(383)-319-6509, 070-7001-0607(인터넷 전화)
ㅇ 팩스: +7-(383)-319-6510
ㅇ 이메일: info@kotrasiberia.ru

공항-무역관 이동
무역관 사무실은 시내 중심지인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улица, дом 40에 위치하고 있다. 사무실 건물명은 OST라고 하며, 갈색 12층
건물로 무역관 사무실은 11층(1103호)에 위치하고 있다. 무역관 건물은 시내에서 가장 중심인 레닌광장으로부터 도보로 5~7분 정도 떨
어져 있으며, 근처에는 노보시비르스크 주 청사 건물이 위치해 있다.

ㅇ 공항에서 찾아오실 때

노보시비르스크는 Tolmachovo 공항을 통해 입/출국하게 된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대중 교통수단은 거의 없고, 러시아어가 불가능할 경
우에는 영업용 버스도 이용하기가 어려우니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 노보시비르스크는 현지 화폐가 통용됨에 따라 입국 시 공항 환전
소에서 택시비와 비상용으로 50달러 정도를 환전해둘 필요가 있다.

ㅇ 택시 이용방법

공항 로비에 나오게 되면 택시 호객꾼들이 많이 서 있다. 호객꾼 택시를 이용하면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려우니, 공항 안내데스크로 가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콜택시가 도착하기까지는 약 5~20분이 소요되며, 공항에서 무역관까지의 요금은 800~1,200루
블(14~20달러) 정도가 정상이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0분 내외이나 시내에서 정체될 시에는 1시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690091, Vladivostok, st.Semenovskaya 29 “Lotte Hotel”, 1th floor
ㅇ 전화: +7(423) 240-7104
ㅇ 팩스: +7(423) 240-7075
ㅇ 이메일: jisahwa_vvo@kotrakbc.or.kr

공항-무역관 이동
블라디보스톡 Knevich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는 공항철도가 있긴 하나, 하루에 5편 정도 운행되고 있어 개인 택시 이용이 가장 빠르고 정
확한 편이다. 공항에서 택시를 잡을 경우, 시내까지 편도 비용은 1,500~2,000루블(25~35달러)이 소요된다

ㅇ 대중교통을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을 방문하는 방법

공항에서 107번 버스 혹은 블라디보스토크역-Knevichi 공항철도를 이용해 기차역(바크잘) 정거장에서 하차한다. 하차 장소에서 택시를
이용해 롯데호텔로 이동해도 좋으나 시내의 경우, 도로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도보로 무역관까지 올라오는 것을 권한다. 도보 시, 기차역
에서 무역관까지는15~20분 소요된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191014 Nekrasova 32-a, St.Petersburg, Russia
ㅇ 전화: +7(812) 241-0033
ㅇ 팩스: +7(812) 241-0030
ㅇ 이메일: victoria@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은 총영사관 건물(전면에 국기 게양) 2층에 위치하고 있다. 모스크바 기차역에서 1.6km, 지하철Mayakvskaya,
Ploshadi Vosstania역에서 1.1km 떨어져 있어 도보로 이동 시 15~20분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 공항에서부

터 요금은 40~50달러 정도이며, 약 40~50분이 소요되고 거리는 20.2km이다.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