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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프롬 2016’,
러시아 국제산업박람회에 다녀와서
강명구
산업은행 조사부 선임연구위원

러시아 최대 국제산업박람회인 ‘이노프롬(INNOPROM)’
은 2010년부터 스베르들롭스크 주 예카테린부르크 시에

요 업종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재 등 경공업 제품
도 참여하고 있다.

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노프롬’은 러시아와 공식 파트너
국가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2015년은 중국, 2016년은 인
도가 공식 파트너 국가였고, 2017년은 일본, 2018년은 우
리나라가 공식 파트너 국가이다. 공식 파트너 국가에는
가장 큰 전시관이 제공되며, 러시아 총리와 관계 장관 등
고위급 관료, 학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열 수 있는 두
가지 혜택도 부여된다.
‘이노프롬’은 예카테린부르크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다. 엑스포 센터의 총면적은 21,000평으로, 산업박람회 전
시관 4개와 6,000평의 주차장으로 이뤄져 있다. 산업박람
회는 제1~3전시관에서 열리는데, 그중에서 최대 규모인

‘이노프롬 2016’ 국제산업박람회장 전경 (사진: 필자 제공)

제1전시관(6,500평)은 공식 파트너 국가에 주어진다. 제4
전시관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계경제포럼(SPIEF), 블

우리나라는 ‘이노프롬 2016’에 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

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과

자진흥공사(KOTRA), 한국플랜트협회, 기업인, 연사들로

더불어 러시아 3대 경제포럼인 ‘예카테린부르크 이노프롬

구성된 40여 명이 한·러포럼과 무역상담회에 참가했다.

포럼’이 열린다.

한·러포럼에서는 필자를 비롯하여 김정수 무역협회 국제

‘이노프롬’이 열리는 스베르들롭스크 주는 러시아 천

사업본부장과 서강석 KOTRA 시장조사실장이 한국 측

연자원의 80%, 원유의 90%, 주석의 40%를 생산하는 러

연사로 참여했고, 막심 셰레이킨 러시아 기술개발청장과

시아 최대 자원 보유 지역이기도 하지만, 기계산업과 광

알렉산드르 마카로프 우랄상공회의소 부소장, 안드레이

공업도 잘 발달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노프

소볼레프 스베르들롭스크 주 대외경제부 장관 등이 러시

롬’을 처음 시작할 때는 광공업기계와 운송장비, 의료기

아 측 연사로 참여했다. 한국 측은 ‘한·러 경제 협력의

기, 철도 장비 등 기계장비들이 ‘이노프롬’에 참여하는 주

문제점과 향후 경제 협력의 방향’에 관해 발표했고,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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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측은 ‘스베르들롭스크 주의 투자 환경과 외국인 투자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유치’에 관해 발표했다. 기업인들은 7월 11~12일 양일간

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노프롬’에 참여할 수 있

현지 기업들을 상대로 무역상담회를 열었다.

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노프롬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학계와의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필자(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가 참여한 ‘이노프롬 2016’ 한·러포럼 모습
(사진: 필자 제공)

‘이노프롬 2016’ 공식 파트너 국가인 인도는 자국 기
업 유치 부족으로 인해 전시관을 독자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러시아 기업들과 공동으로 전시관을 사용했다. 이
와는 대조적으로 2015년 공식 파트너 국가였던 중국은
소비재에서 기차 등 중공업까지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전시관을 모두 채웠을 뿐 아니라, 푸드코트에서
도 중국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
쳤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노프롬 2016’은 2018년 공
식 파트너 국가인 우리나라에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
다. 첫째, 전시관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둘째, ‘이노프롬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
해야 한다. 셋째, 한식 세계화 등 한류를 널리 알릴 기회
가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노프롬 2018’ 개최까지
2년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지금부터 민·관·학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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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sia-Eurasia Focus에 개진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 러시아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 irs@hufs.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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