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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러시아 경제, 역성장과 물가
폭등의 이중고에 빠지다
이종문
부산외대 러시아인도통상학부 교수

2015년 러시아 경제는 –3.7%의 역성장과 2년 연속 두

2016년에 접어들어서도 러시아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자릿수 물가 폭등이라는 이중고(stagflation)의 깊은 수렁

변수의 불확실성이 축소되기보다는 더욱 커지고 있어

에 빠지며 침울하고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 러시아

2016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세계 경제 기구들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7.8% 성장을 기록한 2009년

과 민간 연구소 등이 제시하는 2016년 러시아 경제 성장

이후 6년 만에 역성장을 다시 경험했다. 성장률 하락은

전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관적인 견해들이 강해지고 있

2010년 이후 5년 연속으로 확대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다. 성장률 전망치는 최대 –0.4%에서 최소 -1.3%에 달할

은 12.9%에 달하며 2008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정도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폭도 넓

했다. 그 결과 2015년 러시아 국민의 고통지수(misery

은데 8개 기관이 예상한 2016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 전

index)는 23.3으로 G20 국가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망치 컨센서스는 –0.7% 수준이다.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29.9)과 아르헨티나(25.8)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고통지

2016년 1월 사회-경제 발전 전망 보고서에서 2016년 성

수가 2014년 대비 7.3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브라질(7.8)

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는데 이는 2015년 9월 전

다음으로 컸다. 이는 2015년 러시아 국민이 피부로 체감

망치(+0.7%)보다 무려 1.5%포인트나 축소된 수치다. 알렉

한 삶의 질이 G20 국가 중에서 가장 악화했음을 보여줬

세이 울류카예프 경제발전부 장관은 2016년 평균 유가가

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유

배럴당 25달러를 기록할 경우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가 급락이라는 암초에 부딪히며 대외 부문에서 발생한
31.6%의 상품 수출 급감으로 러시아 경제의 마지막 버팀
목이었던 국내 소비가 위축됐고, 다 나아가 투자와 정부
지출 등 국내 부문에서 총수요 감소가 관측됐기 때문이
다.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부총리에 의하면 2015년 러시
아 경제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0.5% 포인트, 유가 하락으
로 3.0% 포인트 경제 성장률 손실을 보았다. 그리고 유가
급락과 1~2월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루블화 가치 하락은 물가 급등이라는 부메
랑이 되어 2015년 러시아 경제를 옥죄었다.

“유가 급락과 1~2월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루블화 가치 하락은 물가 급등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2015년 러시
아 경제를 옥죄었다.” (그림 출처: www.svobodanews.ru)

2016년 2월 22일 제360호

2015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 중앙은행

에서의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러시아 경제에

은 2015년 12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доклад о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외 변수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денежно-кредитной политике)’에서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종료 예정인 유럽연합(EU)의 대

50달러를 기록할 경우 2016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0.5

러시아 경제 제재가 연장될 경우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

에서 -1.0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은행

파급 효과(spill over)를 추가로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구

(World Bank)은 2015년 12월 보고서에서 2016년 경제 성

조 개혁의 부진, 재정 확대 한계와 관련된 정책 수단의

장률을 -0.7%로 제시하며 역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부재와 제도적 장치 부족, 노동 생산성 축소 등 국내 요

이나 2017년에는 1.3%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인들도 긍정적이지 않아 러시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6년 1월 ‘세계경제전

단기간 확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러시아 경제 성
장률을 –1.0%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 10월 예상치 –
0.6%보다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민간 경제 기관인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1월 보고서에서 -1.3%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시티뱅크(Citibank)는 1
월 보고서에서 –0.5%를 제시했는데, 이는 12월 전망치보
다 1%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였다.
이처럼 2016년 러시아 경제 전망은 2015년과 마찬가
지로 그다지 밝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 경제를 가
늠하는 바로미터인 국제 유가의 의미 있는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러시아 경제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하는 근본 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
금(IMF)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실패, 중
동의 지정학적 불안 완화, 이란의 세계 원유시장 진입 등
공급 측면에서의 확대와 미국 달러화 강세가 맞물리며
2016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42달러로 2015년보다 9달러
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2016년 우랄산 평균 유가가 전년보다 11달러 이상 떨어
진 배럴당 4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오는 7월 종료 예정인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연장될 경
우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추가로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그
림 출처: www.polit.ru)

리고 유로존에서의 경기 침체 지속과 브릭시트(Brixit) 가
능성, 중국 경제의 본격적인 뉴노멀 진입1)과 신흥경제국

이러한 대내외 변수를 고려할 때 2016년 러시아 경제
는 2015년 3.7%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기저 효과의

1) 2015년 3월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3차 전체
회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 2015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7%’로 낮추어
제시하며 뉴노멀(신창타이·新常態) 시대 진입을 공식화함. 이는 경제
둔화를 공식 인정하면서 경제정책의 초점을 성장의 양보다는 질에 맞
추겠다는 전략임. ‘바오바(保八·연 8%대 경제성장)’를 통해 글로벌 경
제 성장을 주도했던 중국이 '바오치(保七)' 시대에 진입했음을 공포함.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경기 침체(stagnation) 속 고물가
(inflation)라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머들링 스루
(muddling through) 증후군에서 탈출의 길을 모색하는 고
달프고 험난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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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10년 동안 러시아 경제 고도성장의 견
인차였던 ‘자원의 축복(resource blessing)’이 이제는 경제
를 장기 침체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자원의 저주
(resource curse)’로 바뀌었다. 에너지 자원 중심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는 힘을 완전히
잃고 소멸한 상태다. 러시아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
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
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현
재 글로벌 경제는 고성장의 골디락스(Goldilocks) 시대를
접고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중국의 제
조업 침체와 달러 강세로 국제 상품 시장에서 석유를 비
롯한 원자재들이 슈퍼사이클(supercycle)을 끝내고 슈퍼다
운사이클(super down cycle)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러시
아 경제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현실, 뉴노멀로 지칭되는
저성장, 저유가, 규제 강화 등의 변화된 환경에 가능한
한 빨리 적응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되었다.
러시아는 저유가의 위기를 지금까지 등한시해 온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경제의 체
질을 바꾸기는 고통스럽지만,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구조
개혁만이 러시아 경제가 고도화, 현대화의 혜택을 누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에너지 자원 부문에서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다변화, 비즈니스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
가 주어져야 한다. 러시아 비즈니스 환경의 최대 장애물
로 지목되고 있는 부패, 조세제도,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함으
로써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자극해야 한다. 과도하
고 불필요한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공룡화된 거대 국영
기업의 대규모 사유화를 통해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합
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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