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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심의
한-러 협력의 필요성과 전망
김상환
한국기술벤처재단 창업성장센터장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젝트는 재정수입의 약 40~46%를 석유·가스 부문에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한·

보전하는 에너지 의존형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① 에너지

러 양국에서 중소기업(SMEs)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효율화(신재생에너지 등) ② 원자력 기술 ③ 우주기술 ④

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의료기술(진단장비와 의약품) ⑤ 전략정보기술(슈퍼컴퓨터

한국에서는 전체 사업체 수의 불과 0.1%를 차지하는

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정보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

대기업이 전체 GDP의 53.4%, 전체 수출의 81.7%를 차지

대 핵심 산업 육성’ 및 ‘스콜코보 혁신단지와 같은 연구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전체 GDP 생산의 46.6%, 전체

개발을 통한 전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서 타 산업에 대한

수출의 18.3%를 담당할 뿐이다.

경쟁력을 키워 지속적인 성장 구조를 마련하고 에너지 의

러시아 경제는 재정수입의 약 40~46%를 석유·가스

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에 기반하고 있다.

부문에서 보전하고 있는 에너지 의존형 구조로 2011년
말 기준 중소기업은 전체 생산의 약 13~15% 미만인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1) 바로 이러한 산업경제 구조의 취약
성이 환율과 유가 등 대외적 요인에 따라 반복되는 경제
위기의 주범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양국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정목표로 설정하여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중소기업의 창
업과 육성은 석유·가스와 천연자원 수출이 성장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산업경제 현대화’ 정책의 일환으
로 중소기업 지원법을 제정해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과
다양성 및 혁신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소기업 육성 정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러시아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산업경제 현대화’

2015년 6월 1~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서울-모스크바 비즈니스 위크’에
서는 한-러 양국의 중소기업 협력 지원을 위한 원활한 기술 협력과 비즈
니스 협력 기반 조성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 출처:
www.keri.re.kr)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산업경제 현대화
정책으로 현재 급성장 중인 러시아 스타트업(신생기업)들
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면서 유수의 외국 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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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투자자들에게서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 스타트업의

박하게 평가받고 있다. 원인을 한두 가지로 설명하기는

약진 배경은 혁신 주도적 시장의 급성장과 자국 과학기

어렵지만, 중요한 사실은 한·러 협력에서 대기업의 이해

술 경쟁력이 한몫하고 있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상상

가 늘 중심이 되었고 중소기업 차원의 협력은 거의 없다

할 수 없었던 ‘스타트업 모태펀드 투자’를 러시아 정부가

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원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양국 간 협력이 현 상황에서 벗어나 상호 윈-

한국 상황을 살펴보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두 가지

윈 가능한 중소기업 중심의 전략적 협력모델을 구축하려

주요 축인 소비와 투자가 힘들다. 최근 상위 10대 기업의

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한

현금 및 단기 자산이 폭증하고 있지만, 투자를 기피하고

고려와 지원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 투자가 되더라도 해외에 집중되어

상대국 진출을 원하는 양국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

투자에 따른 국내 경제 효과는 없다. 매출 대부분을 해외

는 애로점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양국 정부에 제시하

에서 올리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

고 기업이 필요한 지원과 정보에 대한 자문을 상시 제공

택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한·러 비즈니스 협력 플랫폼’

새로운 일자리도 이제 막 창업된 중소기업이 만든다.

구축이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부터 10년간 매년 평균 13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
를 이제 막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출했다. 같은 기간 기존
기업의 일자리는 94만3천 개 정도가 감소했다.
따라서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기존 성장 방식이
벽에 부딪힌 만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을 창업과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기술과 자본, 글로벌 시장
진출 경험 공유를 통해 ‘글로벌 히든 챔피언’을 육성할
수 있는 한·러 중소기업 협력의 확대는 양국이 지속 가
능한 성장 동력 확보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완벽
한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이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러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살펴보면, 지리
적 인접성, 경제적 효과 등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 잠재력
을 고려할 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조금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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