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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G20 국가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경
제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2009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8%
에 육박했고, 증권지수는 최고점 대비 80% 가까이 감소했다. 러시아
의 자원의존형 경제구조, 과열된 부동산시장, 공공부문의 비효율, 러시
아 기업과 은행의 과도한 해외차입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특
히 러시아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2009년 2/4분기부터 실
물경제와 금융부문 지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여 러시아는 2010
년 상반기에는 4.2%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회복
은 석유가격의 상승과 함께 러시아연방정부의 적절한 위기대응에 기
인한 것이다. 러시아연방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위기극복’을 목적으
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러시아연방의회는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였
다. 러시아연방정부는 2008년 11월에 2009년 및 2010년 ‘위기극복’정
부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의 위기대응법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중앙은행은 2009년 1/4분기에 기준금리를 13%까지 인상하였
으나, 2009년 4월부터 점차 인하하여 2010년 6월부터7.75%를 유지하
고 있다. 러시아중앙은행의 권한과 재량은 금융 및 경제위기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러시아연방정부는 브네쉬에코놈방크를 통해서 러시
아금융기관 및 기업에게 보조금 또는 무이자대출을 제공한 반면 러시
아중앙은행은 위기대응법제에 따라 러시아금융기관에게 직접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고 지급준비금 요건을 완화했다.

러시아금융기관의 구

조조정과 도산절차에 관한 법제가 개정되었으며 개인예금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

러시아연방정부는 러시아 수출 기업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위기에 처
한 러시아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연방정부는 정부로부터 보
조금, 대출, 기타 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는 295개 핵심기업과 1,148개
지방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국가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권
리가 강화되었으며, 중소기업의 회계 및 재정보고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법인세율은 24%에서 20%로 인하되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사회보험료 기여 구조가 변경되면서 관련 세법도 개정
되었는데, 종전에는 고용주가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지 않는 한 개인에
대한 급여는 통합사회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는 2010년에 폐
지되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는 사회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
도록 변경되었다.
위기대응법제에 따라 퇴직연금은 2009년에 평균 35%, 2010년에 평
균 45% 인상되었으며, 연금수급자가 지급받는 연금이 최저생계비 미
만인 연금수급자는 특별사회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차를 구입하는 자에 대한
정부보상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러시아의 위기대응법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일시적이
고 잠정적인 조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 위기대응법제를 통해
시장에 대한 러시아연방정부의 개입 및 러시아중앙은행의 권한이 강
화되었다, (3) 정부가 러시아 기업과 은행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
원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 개선, 구조조정 등을 실효성
있게 강제하고 감독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개발되지 못했다, (4) 대
기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압도적이었다, (5) 중소기업에 대한 정
부 지원은 그 규모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키워드 : 글로벌금융위기와 러시아, 러시아의 위기대응법제, 러시
아의 위기대응정책, 러시아의 출구전략

Abstrac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2009 caused more damage to the
Russian economy than to any other G-20 country. Russia's GDP shrank
by 8 percent in 2009, while the stock index fell 80 percent from its
peak. Russia's resource-dependent economic structure,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inefficient public sector, and excessive foreign debt of
russian companies and banks have been regarded as especially vulnerable
in contex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owever Russian economic and financial indicators recovered gradually
since second quarter of 2009. In first half of 2009 Russia's economic
growth rate is 4.2%. This rapid economic recovery has caused by the
Russian government's appropriate response as well as effect of rising oil
price. In October 2008 Russian Feder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policies to overcome the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and
State duma approved them without delay. Russia Federal Government began
to prepare for anti-crisis program for 2009 and 2010 in November 2008.
The Russia's anti-crisis legislations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may be
summarized as follow. The Central Bank of Russia raised up refinancing
rate (base interest rate) to 13% in the first quarter of 2009 and lowered
it gradually since April 2009. The Central Bank of Russia held its
refinancing rate at 7.75% since June 2010.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Central Bank of Russia has strengthened during the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Russian federal government has provided subsidies or loans without
interest

for

the

russian

commercial

banks

and

companies

through

Bnesheconombank. On the other hand, the Central Bank of Russia

provided unsecured loans directly to russian commercial banks and eased
reserve requirements for the russian commercial banks according to the
anti-crisis legislation. Laws and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reorganiz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of the russian financial institutions were
amended.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eposits has been improved.
Russian federal government has provided guarantees for russian export
companies and subsidies for the russian companies in crisis. The federal
government has announced a list of 295 key enterprises and 1,148 local
enterprises that can be granted subsidies, credit and the other benefits
from government. The SMEs' right to refuse national audit was strengthened
and the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procedures of SMEs were
simplified.
Profit tax rate was cut from 24% to 20% and VAT refunding procedures
were simplified. The social contribution system has been changed and the
tax base has been broadened, as well. Formerly, payments to individuals
were not subject to unified social tax unless they could be deducted by
the employer from its profits taxes. Starting in 2010, this rule has been
abolished, and thus all compensation payments to employees are generally
subject to social contributions.
According to the anti-crisis legislation the average size of retirement
pensions was increased by 35% in 2009 and 45% in 2010 and the
pensioners whose pensions are below the pensioners' subsistence wage in
the given region could receive special social payment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temporary assistance to the automobile
industry during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the government compensation
program for the new car buyers has been implemented.

The Russia's anti-crisis legislations could be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1) the proportion of temporary and interim measures is high;
(2) the federal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market and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Bank of Russia have been strengthened through the
anti-crisis measures; (3) nevertheless the government provided sizable
financial assistance to russian companies and banks, effective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facilitating its restructuring
and monitoring its effectiveness have not been established; (4) the
government

financial

assistance

for

the

large-scale

enterprises

was

overwhelming, (5) the government assistances for SMEs are focused on
expanding its size.

※ Key Words : global financial crisis and Russia, Exit strategy in
Russia, anti-crisis legislations in Russia, anti-crisis
policy in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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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목적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연방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
발된 심각한 경제침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정책수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 현황을 살펴보는데 있다. 올해는 한국과 러시아연
방(이하 “러시아”)가 20년이 되는 해이고 11월에는 우리나라가 대표의
장국으로 제5차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다. 러시아도
G20 당사국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지리적으
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특별한 인연이 많은 국가이지만 투자법제
에 관한 정보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러시아는 지난 20년간 세계경제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드라마틱한 성장과 추락을 거듭했다. 1990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후 세계시장에 등장한 러시아는 옐친이 사퇴를 선언한 1999년까지 10
년간 ‘모라토리엄으로 대표되는 침체, 혼란, 위기의 시대’를 경험했다.
1990년대 러시아경제는 연 수백%에 이르는 하이퍼인플레이션, 만성적
인 재정적자, 막대한 자본의 해외 유출, 세계 최대의 채무국가, ‘지급
불능’의 국가신용등급으로 특징지워졌다.1) 1998년 8월 모라토리엄 선
언으로 러시아금융시장은 붕괴되었고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물가
가 폭등하고 자본유출이 심화되면서 경제는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렀
다. 1990년 후반 무렵 러시아는 신흥자원수출국 정도의 위상을 가지는
국가로 추락했다.
그러나 2000년 푸틴이 집권을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화려하게 부활
했다. 2000년 이래 평균 7% 이상의 고속성장을 거듭해서 2007년에는
GDP규모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인플레이션도 10% 이내로
1) 이종문,

현대러시아경제

, 명경사, 45~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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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되었으며 세계3위의 외환보유국(2008년 8월 미화 5,980억 달러2))
이 되었다. 2008년은 러시아에게는 모라토리엄 이후 10년 성장의 결실
이 화려하게 꽃피는 한 해로 기억될 예정이었다. 2008년 5월 19일
RTS (Russian Trading System) 지수가 최고점인 2487.93를 기록했고
(1998년 10월 38.53 대비 65배 초과), 7월 국제석유가격은 배럴당 147
달러까지 올라갔다. 전문가들은 2008년 GDP가 1999년 대비 9배 이상
성장하여 세계 8위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실제로는 세계 9
위). 러시아연방정부는 골드만삭스의 예측을 훨씬 앞당긴 2020년에 러
시아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G20 국가 중에서도 특
히 러시아경제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RTS 지수는 2009년 1월
29일 530.7을 기록하여 불과 8개월 만에 1/5 수준으로 폭락했고, 2009
년 경제성장률은 -7.9%를 기록했다. 러시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규모
도 2008년에 비해 1/4 규모로 축소되었다.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 전
망도 ‘부정적’으로 하향되었다. 러시아의 자원의존형 경제구조, 과열된
부동산시장, 공공부문의 비효율, 러시아 기업과 은행의 과도한 해외차
입금 등 위기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경제의 문제점을 지
적하며 러시아를 BRICs3)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
러나 2009년 2/4분기부터 실물경제와 금융부문 지표가 조금씩 호전되
기 시작하여 러시아는 2010년 상반기에는 4.2%의 경제성장을 기록하
였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도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은 앞다투어 러시아의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러시아 내부에서는 ‘위기는 극복되었다’
2) 이하에서는 특별한 주석이 없으면 '달러'는 미국달러(USD)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
기기 바란다.
3) BRICs라는 용어는 2003년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
했는데,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신흥경제 4국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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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이런 예상하지 못한 빠른 경기회
복에는 국제석유가격의 상승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98
년의 금융위기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러시아의 드라마틱한 경기
회복을 국제석유가격의 상승이라는 단일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
운 점이 있다.
러시아연방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위기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
책을 발표하고 즉각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일련의 법안을 러시아연방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러시아연방의회는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였다.
러시아연방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2009년과 2010년 각 1년 단위의 법령 제

개정 및

예산, 조세 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러시아연방정부가 제시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와 이에 따
른 법령의 제

개정 현황을 파악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러시아연방정부와 러시아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러시아경제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처방’으
로 제시한 방책과 그 시행을 위한 법령의 제

개정 현황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
현황과 2010년 전망을 간략히 살펴보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러시아경
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원인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러시아연방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2010년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본다. 러시아연방정부는 정부의 최우선
핵심우선과제로 “세계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 극복”을 제시하고 국무
총리인 블라디미르 푸틴(B.B.Путин, 이하 “푸틴”)과 각부 장관의 이
를 위한 노력, 이에 관한 연방정부의 결정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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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공식사이트에서는 “2010년 러시아정
부의 위기극복정책프로그램” 전문을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연
방 경제발전부 홈페이지에서는 핵심전략과제 여섯 개 중의 하나로
“출구전략의 실현과 러시아경제의 현대화”를 제시하고 관련문서와 정
보, 러시아연방정부 및 러시아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정부는 위기극복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법령 제

개정

계획을 별도의 정부계획(안)으로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에 제4장
에서는 러시아연방정부의 분류에 근거하여 2008년 10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 법령 제

개정 현황과 그 개요를 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위기극복정책의 시행을 목적으로 입법된 것은 아니
지만 투자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개선 또는 국제금융공조를 위하여
제

개정된 법률 개요도 제4장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러시아어

법령

원문은

법령검색사이트(http://www.consultant.ru

및

http://www.base.garant.ru)와 러시아연방정부 관보인 “라시스카야 가제타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러시아신문이라는 뜻, 이하 “러시아신문”)”를
통해 제공받았으며, 입법목적을 포함한 법령의 개요에 대해서는 러시
아신문의 관련기사와 해설을 주로 참조하였다. 인용한 법령은 각주에
원문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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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시아경제
제 1 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
. 개 요
2008년 9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 부실로 촉발되어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는 다른 어떤 신흥개발국보다도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3년 10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이후 21세기 세계경
제를 견인할 차세대 경제대국으로 주목받던 러시아의 경제지표는
2008년 4/4분기부터 2009년 1/4분기까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
되었다. 러시아의 높은 외환보유고와 직전 8년간의 고속성장에도 불구
하고 러시아가 제2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
소리가 높아졌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09년 이후 러시아 경제에 대
한 부정적 전망이 쏟아졌다.
그런데 2009년 2/4분기부터 러시아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지표들이
점차 호전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부터는 안정적인 성장세에 접어들었
다. 2009년 -7.9%를 기록했던 GDP 성장율은 2010년 상반기에는 4.2%
성장으로 돌아섰다.
[표] 러시아의 2006~2010년 주요거시경제지표4)
2010

2006

2007

2008

2009

GDP 성장률, %

7.7

8.1

5.6

-7.9

2.9

산업생산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6.3

6.3

2.1

-10.8

6.9

1~4

4) World Bank, “Bumpy Recovery”, Russian Economic Report No.22, June 2010,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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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06

2007

2008

2009

16.7

22.7

9.8

-17

-2.3

연방정부재정균형, GDP 대비 %

7.4

5.4

4.1

-5.9

-3.4

인플레이션, %

9

11.9

13.3

8.8

3.5

실업률, %

7.2

7.2

6.4

8.4

8.7

우랄산 석유가격 (달러/배럴당)

61.2

69.5

95.1

61.5

77.1

3,037

4,788

4,271

4,390

4,610

고정자본투자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외환보유고(금 포함)
(단위 : 1억 달러)

1~4

먼저 러시아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 정책과 시중은행에
대한 신규 무담보대출 제공 등 온건한 통화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
어 환율이 안정되었다. 거의 폭락 수준에 이르렀던 석유 및 원자재의
국제시장가격이 2009년 2월부터 회복됨에 따라 러시아 국내 시장에 추
가 외화가 공급되었고 그로 인해 루블화의 액면가치가 상승되었다.
한편 2009년 전반기까지 추락을 거듭하던 실물경제지표는 2009년 11
월부터 역전되었다. 실물경제 호전의 계기가 된 것은 원자재 가격의 상
승이었다. 석유 및 천연가스, 석탄의 국제시장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실
물경제의 성장도 더욱 촉진되었다. 2008년 평균 제조업생산지수와 비교
하면 2010년 1/4분기는 109.5, 2/4분기는 110.9 수준으로 회복되었다5).
은행부문의 상황도 진정되었다. 특히 “2차 금융위기”가 도래할 것이
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러시아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지원과 부실
은행에 대한 관리 강화, 러시아연방정부의 출자전환 등에 힘입어 상당
수 금융기관들이 도산 직전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재정적자
또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지표를 보여주었다. 재정적자 누적이
5) http://www.gks.ru/bgd/free/B04_03/IssWWW.exe/Stg/d04/1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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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2009년 연
방예산 적자는 석유수출가격의 상승과 위기대응을 위한 정부지출의
감소로 인해 GDP의 -5.9% 수준에 머물렀다. 2010년 1~4월의 재정적자
는 -3.4% 수준으로 이는 러시아연방정부가 당초 추정했던 -6.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러시아연방정부는 2010년 재정적자 전망치를
-5.9%로 수정했다)6).

. 2010년 이후 러시아경제전망
세계은행(World Bank)은 러시아의 2011년 경제 성장율이 4.5%, 2011
년에는 4.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2009년 상반기 러시
아경제의 침체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높은
실업률과 매우 느리게 개선되고 있는 대출 상황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소비와 고정자본투자가 위축될 경우에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7)
IMF는 러시아의 2010년 경제성장 전망을 4.25%로 보았다. 정책지원
에 따른 실질소득 상승에 기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비가 점차 증가
하고 있고, 시설투자도 회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IMF
는 2011년 러시아경제성장율은 4%로 2010년보다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석유가격의 추가 상승 요인이 부재하고 획기적인 경제
성장 요인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8)
OECD는 2010년 5월 러시아의 2010년 실질경제성장율이 5.5%에 이
르고 2011년에는 5.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세계경제 및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OECD는 러시아가 2010년에
6) World Bank, “Bumpy Recovery”, Russian Economic Report No.22, June 2010, 10쪽
7) World Bank, “Bumpy Recovery”, Russian Economic Report No.22, June 2010, 18쪽
8) IMF, “Russian Federation: 2010 Article IV Consultation-Staff Report; and Public Information
Notice on the Executive Board Discussion”, IMF Country Report No.10/246, July 2010,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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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면서 내수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2009년 폭등했던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점을 성장요인으로 보았다. 러시아가 예상보다 신속한 경제회
복으로 인해 재정적자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2010년에는 GDP의 -5.1%,
2011년에는 GDP의 -2.2%)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9)

제 2 절 2008-2009년 러시아경제위기의
양상과 그 원인
. 위기 직전 러시아의 사회 경제 상황10)
2008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12차 세계경제포럼이 개최되었을
때 러시아경제는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
었다. 장기간의 높은 경제성장률이나 막대한 외환보유고는 물론이고
칠레나 산유국인 베네주엘라 보다 더 선진화되고 산업화된 경제구조
를 가지고 있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시장경제를 도입한 카자흐스탄이
나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비교해도 훨씬 나은 경제성과를 이룩하였다.
증권시장의 자본화 비율도 117%로 OECD 평균(120%)에 거의 근접해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107%)를 앞서는 수치이다. 러시아기업은 빠른
속도로 해외자산을 늘려서 러시아 상위 25개 대기업(국영기업 포함)이
보유한 해외자산이 590억 달러에 이르렀다.
러시아의 경제성과는 일반국민의 삶의 질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
다. 2008년 러시아국민의 실질소득은 1999년과 비교해서 2.5배가 향상
되었으며, 1999년에 700달러/
2008년에는 6,000달러/

에 불과하던 모스크바 부동산 가격은

를 상회했다. 실업률은 1999년 12.9%에서

2008년 6.3%로 감소하였다. 불평등척도인 GINI 계수조차 1999년 4.2에
9) http://www.oecd.org/document/51/0,3343,en_2649_34573_45274739_1_1_1_1,00.html
10) Aslund A., Guriev S., and Kuchins A.C., “Russia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nd New economic school, 2010, 10~16쪽을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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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8년에는 3.8로 감소되었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 높은 빈곤율과 소득
격차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는 했지만, 2000~2008년간 러시아가 이
룩한 경제성과를 고려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러시아경제를 단기간
에 그토록 심각한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무엇보다도 2000~2008년 러시아가 이룬 사회

경제

적 성과는 단순히 국제석유가격의 상승 때문만은 아니었다. 푸틴 정권
1기(2000~2004년)에 실행된 조세개혁, 회사설립절차의 간소화와 법인
등기법제의 정비,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감사절차 제한, 금리안정, 높은
재투자율과 소비의 원동력이 된 보수적인 거시경제정책, 금융개혁이
러시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여러
실증적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 2008년 가을 - 위기의 도래11)
러시아 자본시장의 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적신호를
보내기 전에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2008년 8월 8일 새벽 남오세아티아
의 지원요청을 계기로 그루지아를 침공했고, 이로 인해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간의 긴장 격화와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우려한 외국투자자
들의 자금 유출이 이어졌다. 7월에 푸틴이 철강업체인 메첼(Mechel)을
지목해서 이전가격 및 담합을 통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혐의로 반독
점청 조사를 명한 바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외국인투자자들

의 불안과 자금 이탈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9월 8일 미
국연방정부가 미국 최대 국책모기지업체인 패이매(Fannie Mae)와 프레
디맥(Freddie Mac)에게 사상 최대 공적자금인 1,270억 달러를 긴급지원
11) “Economic History of Russia: 2008-2009 Russian Financial Crisis, Eurasian Land
Bridge, Russian Ruble, 1998 Russian Financial Crisis, Pomor Trade”, Books LLC,
2010, 9~13쪽을 요약, 정리한 것임

21

제 2 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시아경제

하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패니매와 프리디맥의 저당권부채권 1,000억 달러를 보유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12)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 증권시장에서의 위기

가 러시아 내부의 사정, 즉 정치적 이유와 결합하여 증폭되었다고 평
가했다.13)
2008년 5월 19일 2487.93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던 RTS 증권지수는 9
월 15일에는 1277.6으로 50% 가량 하락했다.14) 러시아에서 가장 거래
가 활발한 MICEX(Moscow Interbank Currency Exchange, Московская
межбанковская валютная биржа)와 달러 기반 RTS 증권거래소에
서는 2008년 9월 16일 1시간 동안 러시아연방금융시장청의 개입을 위
해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었고, 거래중단사태는 그 후에도 2일 연
속 게속되었다. 10월 6일에는 RTS 1,000선이 붕괴되고 하루동안에만
RTS 증권지수가 10% 가까이 하락하였다. 러시아연방 재무부 부장관
인 표드르 카자케비치(Петр Казакевич)는 “러시아는 10년만에 최악
의 증권시장 폭락의 사태에 직면해있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유동성
위기라기 보다는 신뢰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15)
자금시장의 위기 조짐은 2008년 봄 러시아중앙은행이 미국발 서브
프라임모기지론의 부실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시중은행에게 긴축통화
정책 필요성을 언급했을 때 포착되었다. 러시아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을 통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2008년 9월 1일 단 하룻동안
미화 1,00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인출되었다.16) 미국 달러화 대비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하였고, 투자자들의 달러화 기반 러시아 회사채
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가 폭주했다. 러시아금융기관은 회사주식을 담보
12)
13)
14)
15)
16)

http://www.atimes.com/atimes/Global_Economy/JI10Dj04.html
http://www.thomaswhite.com/explore-the-world/russia.aspx#recent
http://www.rts.ru/ru/index/rtsi/
http://www.hurriyet.com.tr/english/finance/9930871.asp
http://eng.expert.ru/printissues/expert/2008/38/vtoroe_dno_besplat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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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증권시장에서 회사 주식 가
치가 폭락하자 대출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경우 대출채권자
인 은행으로서는 담보를 실행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되
었다. 이 무렵 은행들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금융기
관에 대해서도 일체의 대출을 중지하기에 이르렀다.17)
2008년 9월 15일 러시아투자은행인 KIT Finance(ОАО KИТ Фннанс
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банк)가 72억 루블의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2008년 10월 8일 주식회사 러시아철도와 주식회사 투자그룹
ALROSA (ОАО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группа “АЛРОСА”) 컨소시엄이
KIT Finance의 주식 90%를 인수하는데 합의했으나 인수에 이르지는
못했다. 2008년 10월 러시아중앙은행장인 세르게이 이그나티예프(Сер
гей Игнатиев)가 밝힌 바에 따르면 50~70개 은행이 파산신청을 했
다.18) 개인예금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지역은행들이 입은 피해는 특
히 심각했다. 파산위기에 직면한 지역은행의 3/4 정도는 주주들의 추
가 출자 또는 제3자 인수로 파산만은 면할 수 있었다. 나머지 1/4의
운명은 러시아중앙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하는 금융기관 구조조
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국제석유가격이 러시아의 위기를 심화시켰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2008년 9월 15일 석유가격은 7개월만에 처음으로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10월 11일에는 78달러까지 떨어졌다. 2008년 12월 21일에
는 배럴당 33.87달러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일시적으로 48달러까지
인상되었던 국제석유가격은 2009년 2월 중순 34달러 미만에 머물렀
고,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
되었다.19)
17) http://eng.expert.ru/printissues/expert/2008/38/vtoroe_dno_besplatno
18) http://www.iie.com/publications/opeds/oped.cfm?ResearchID=1028
19) Aslund A., Guriev S., and Kuchins A.C., “Russia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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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불안정성도 증가되었다. 러시아의 대통령과 국무충리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내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졌다. 이는 1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20)

. 위기의 원인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러시아경제에 그토록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미처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거시
경제지표가 이렇게 단기간에 위기 직전 상황에 근접한 수준으로 회복
되리라는 예상도 쉽지 않았다. 먼저 러시아경제가 G20국가들 중에서
도 가장 심각한 수준의 경제침체를 겪어야 했던 이유를 간략히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국제석유가격의 변동
러시아는 G20 국가 중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장 심각한 경제
적 타격을 입은 국가이다. 2009년 경제성장율 하나만으로도 그렇지만
2008년과 2009년의 차이가 무려 13%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
다음으로 가장 큰 변동폭을 입은 국가는 9%를 기록한 아르헨티나 정
도이다. G20 국가들의 2008년과 2009년 경제성장율의 변동폭은 평균
4% 정도였다. 러시아의 이런 드라마틱한 변동의 첫번째 원인은 2008
년 여름에 배럴당 140달러에 이르던 석유가격이 불과 6개월만에 40달
러로 곤두박질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러시아가 경험한 극심한 경제
침체는 러시아경제가 얼마나 국제석유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 시기였다. 국제석유가격이 러시아가 설정한 기준가격 (배럴당
7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자 러시아의 제조업 생산은 순식간에 심각한
and New economic school, 2010, 16쪽
20) 위의 책,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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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노출되었다. 경기의 회복이 시작된 시기는 국제석유가격이 기
준가격 이상으로 올라간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GDP 구성에서 석유가스부문이 차
지하는 비율이 2008년 기준 30% 이상(러시아가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
에 따르면 20% 미만)이고 배럴당 석유가격이 10% 하락하면 GDP는
약 3%가 감소한다고 한다.21) 국제석유가격이 2008년 평균 배럴당 95
달러에서 2009년 평균 배럴당 60달러로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러시
아 GDP는 11%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없이 석유
가격만이 하락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러시아경제는 -2~-9%의 경제성
장율을 기록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22)

2. 정치 및 대외정책의 실패
러시아증권시장의 폭락과 자본유출이 2008년 여름에 시작된 점에
비추어, 러시아의 경제위기가 2008년 7월 푸틴의 메첼 등 철강기업에
대한 연방반독점청 조사 지시, 대표이사에 대한 비자 갱신 거부로 촉
발된 TNK-BP 사태, 2008년 8월 러시아의 그루지아 침공 등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신뢰를 위협하는 일련의 사태로부터 비롯되었다
고 보는 시각도 있다.23)

3. 경제정책의 실패24)
러시아경제의 회복에는 러시아연방정부와 러시아중앙은행의 즉각적
이고 광범위한 경기부양대책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21) 위의 책 19쪽
22) 위의 책 20쪽
23) http://biznes-finansy-investicii.rpod.ru/136321.html, http://www.apsnypress.narod.ru/news/
ak.html 등 참조
24) Aslund A., Guriev S., and Kuchins A.C., "Russia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nd New economic school, 2010, 21~26쪽을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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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가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연방정부 및 러시아중앙은행은 몇 가지
중요한 실책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번째, 루블화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러시아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했다.
러시아중앙은행은 2008년 11~12월에 루블화 방어를 위해 2,000억 달
러를 소요하였음에도 루블화의 하락을 충분히 방어하지 못했다. 두번
째, 수입관세의 인상, 특히 중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의 인상
은 오히려 러시아내수시장을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위
험한 행동으로 평가된다. 식품에 관한 수입관세의 인상은 기본 소비재
구입 비용을 인상시켰을 뿐 아니라 임금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
었다. 셋째, 부실기업이 어떠한 구조조정이나 대가도 치르지 않고 정
부의 자금지원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기업이 공개주식회사
압토바즈(АВТОВАЗ, 이하 “압토바즈”)이다. 압토바즈에게 직간접적으
로 수십만 달러의 구제자금이 지원되었으나 구체적인 재무구조개선방
안이나 구조조정계획은 제시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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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러시아연방정부의 위기대응정책
제 1 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시아연방정부의
선택
석유가격의 하락과 자본유출이 1998년 모라토리엄의 악몽을 재현하
게 될 것이라는 불안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할 때 러시아연방정부와
러시아중앙은행은 신속하게 준비기금과 국부펀드(2008년 2월 1일 석
유안정화기금을 2개로 분할) 자금을 시장에 유입했다. 이런 정부의 선
택은 결과적으로 옳았다. 러시아금융시장은 무사히 위기를 모면하였
고, 거시경제지표는 안정되기 시작했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적절
하게 통제되고 있다. 대형은행 중에 파산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몇
개의 중소은행에 관한 도산절차가 진행 중일 뿐이다. 러시아연방정부
가 자금위기에 봉착한 민간기업에게 대규모의 자금지원을 했음에도
일부의 우려와 같이 민간기업의 재국유화라는 결과가 초래되지도 않
았다. 러시아연방정부는 은행이나 기업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방법
대신에 대출이나 정부보증을 제공하였고, 직접 대출을 실행하기보다는
국영은행인 브네쉬에코놈방크를 통해서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일부에
서 제기된 재국유화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한 러시아연방정부는 2010
년 연금개혁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을 위해 계획되었던 통합사회세 인
상 시기를 연기하였다. 통합사회세의 인상이 고용 확대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였다.
러시아연방정부의 위기대응은 러시아경제의 위기상황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2008년
8~10월 주식시장의 폭락과 극심한 자본유출, 이로 인한 러시아금융기
관의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2008년 8월 러시아연방 재무
부는 시중은행에 1,660억 루블, 9월에 7,630억 루블(최대 한도 1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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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루블)을 지원하였고, 추가로 러시아중앙은행이 시중은행 지급
준비금 요건 완화를 위해 3,000억 루블을 집행하였다.25) 2008년 9~10
월 러시아연방정부는 러시아금융기관의 유동성위기 해결, 대형은행과
대기업의 단기외화부채 상환 보장을 위한 위기대응법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26) 이 시기 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으로 책정된 예산
은 GDP의 3%를 상회했다. 자금지원은 대출제공과 출자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자금유출사태는 진정되기 시작했으
며, 대형은행의 파산도 막을 수 있게 되었다.27) 2008년 10월 7일 러시
아연방대통령 메드베데프는 5년 이상의 기간으로 러시아금융기관에게
정부가 9,500억 루블의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28) 공개주식회
사 스베르방크(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저축은행’이라는 뜻, 이하
“스베르방크”)가 5,000억 루블, 공개주식회사 VTB 은행(ОАО “Банк В
ТБ”, ‘대외무역은행’이라는 뜻, 이하 “VTB 은행”)이 2,000억 루블, 공
개주식회사 로스셀호즈방크(ОАО Росселхозбанк, ‘러시아농업은행’이
라는 뜻, 이하 “로스셀호즈방크”)가 250억 루블의 정부대출을 제공받
게 되었으며, 나머지 2,250억 루블은 은행자본금의 15%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출자) 1루블당 은행소유주가 2루블의 자금을 출자하는 조건
으로 나머지 시중은행에게 제공되었다.29) 2008년 10월 10일에는 의회
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에 관한 일련의 법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
다.30) 같은 날 총리 푸틴은 위기대응을 위한 국가재정의 분배(국부펀
드 자금 포함)는 자신이 이사회의장으로 있는 브네쉬에코놈방크[Банк
развития и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нешэконо
25) http://www.vedomosti.ru/newspaper/article.shtml?2008/10/13/164411
26) Всемирный банк в России, “Доклад об экономике России”,
2009, 15쪽
27) 위의 보고서 15쪽
28) http://newsru.com/finance/07oct2008/support2.html
29) http://expert.ru/printissues/expert/2008/40/strana_blednuh_gehdirektorov/
30) http://money.newsru.com/article/10Oct2008/gossredst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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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ба́нк), ‘발전 및 대외경제 은행’이라는 뜻, 이하 “브네쉬에코놈방
크”)31)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32). 10월 13일 연방대통령 메
드베데프가 하원 및 상원이 승인한 일련의 위기대응법제에 서명하고
공포했다. 2008년 10월 23일에는 위기대응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2008
년 및 2009-2010년 연방예산이 수정되었다. 2008년 10월 27일 비밀리
에 소집된 브네쉬에코놈방크의 이사회가 마진콜(margin call) 문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일련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자금지원 규모는 미화 100억 달러 규모로 UC Rusal[Объединённая
компания “Российский алюминий”(ОК РУСАЛ, UC Rusal), ‘러
시아알루미늄통합기업’이라는 뜻으로 세계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이
다. 이하 “UC Rusal”), X5 리테일그룹(X5 Retail Group, 러시아 최대의
유통기업이다), 공개주식회사 빔펠콤(ОАО ВымпелКом, 이하 “빔펠
콤”), 공개주식회사 러시아철도(ОАО “Росси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орог
и”, 이하 “러시아철도”)가 지원 대상이었다. UC Rusal이 약 절반에 해
당하는 47억 달러를 지원받았다.33)
두번째 단계는 2008년 11월에 시작되었다. 실물경제지표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러시아연방정부의 관심은 은행이 아니
라 기업에게로 모아졌다. 먼저 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가 시행되었다.
법인세율은 24%에서 20%로 인하되고,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간이과
세비율은 15%에서 5%로 인하되었다. 대기업에게 저금리로 특례대출
이 시행되었는데 러시아철도에게는 1,000억 루블의, 압토바즈에게는
250억 루블의 무이자대출이, 방위산업체 등에게는 900억 루블의 특례
대출이, 석유가스기업에게는 120억 루블이 각 지원되었다. 이 시기 특
31) 2007년 5월 17일 제82호 "발전은행에 관한 연방법률" 및 2007년 7월 27일 러시아
연방정부 금융정책에 관한 결의 제1007호에 따라 설립된 국영은행으로 은행업면허
는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32) http://www.rbcdaily.ru/2008/10/13/finance/384981
33) http://www.vedomosti.ru/newspaper/article.shtml?2008/10/30/16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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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대출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되었으며, 회수의 조건도 명확하지 않
았다.34) 그 외에도 러시아중앙은행은 루블화의 하락을 막기 위해 금준
비금 1,000~1,30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쏟아부었다. 이로 인해 불과
한달만에 러시아중앙은행 금준비금이 2,00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하게
되었다.
세번째 단계는 2009년 러시아연방정부 위기극복대책프로그램(이하
“2009년 프로그램”)35)이 발표된 2009년 3월부터 2009년 3/4분기까지로
볼 수 있다. 2009년 프로그램은 2009년 3월 19일 러시아연방정부의 관
보인 “러시아신문(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을 통해 공개되었지만 푸틴
총리는 공개된 프로그램 시안의 상당 부분을 수정한 다음 2009년 6월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승인했다. 이 시기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
년 프로그램에 따라 취약계층의 소득보장과 실업률 감소 등에도 본격
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2009년 프로그램의 이행에 소요되
는 예산은 (

)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금융기관 지원에 약 1조

1,000~2,000억 루블, (

) 조세 감면 또는 인하, 수출관세 인하, 행정과

태료 인하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 약 5,000~7,000억 루블, (

)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고용 지원에 약 2,500~3,000억 루블, (
별 산업 및 기업 지원에 약 1,800~2,300억 루블, (

) 개

) 중소기업 지원에

600~900억 루블로 추산되었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실
물경제를 부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만 약 2조 1,000~5,000억 루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36)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년 프로그램의 이행
에 합계 1조 5,000억 루블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2009년
34) http://vsesmi.ru/news/3291893
35) Программа антикризисных мер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09 год (утв.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Ф 19 июня 2009 г.)
36) Машанина О.А. ‘Оценка тактического антикризис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ус
ловиях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Научный вестник УрАГС”, Выпуск
4(9) дека
бря 2009 г. Сс.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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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대책의 시행을 위해 투입된 연방자금(러시아연방예산 및 러
시아중앙은행 준비금)은 3조 루블을 초과한 것으로 발표되었다.37)
네번째 단계는 러시아경제의 거시경제지표가 회복되기 시작한 2009
년 3/4분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이다. 2009년 프로그램에 이어 2009
년 12월 30일 ‘2010년 러시아 위기극복정책 기본방향’(러시아연방정부
의회 승인 제42호)38)(이하 “2010년 프로그램”)이 발표되었고, 2010년 3
월에는 2010년 3월 2일자로 국무총리 푸틴이 승인한 실행계획도 공개
되었다. 임시조치의 성격을 갖는 위기극복정책의 시행에 투여되는 자
금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2010년에 신규 편성된 위기극복대책 예산은
1,950억 루블에 불과하다. 위기극복대책의 일환으로 러시아금융기관과
기업에게 제공된 대출금의 회수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지만, 2010년 러
시아연방정부는 경제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
반으로 투자환경 개선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008~2009년 러시아재정지출 현황39)

세입 (세입감소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1억

(1억

GDP

GDP

달러)

달러)

대비 %

대비 %

79

115

0.5

1.0

법인세 감소 (연방예산)

86

0.7

부채상환비율 증가

17

0.1

연방에산

2

0.02

지방예산

15

0.13

37) “В.Путин: Антикризисные меры стоили России 3 трлн рублей”, РБК С
анкт-Петербург, 20 апреля 2010 г.
38)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антикризисных действ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
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0 год (одобрено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
Ф протокол от 30 декабря 2009 г. N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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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관세 감소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1억

(1억

GDP

GDP

달러)

달러)

대비 %

대비 %

79

9

0.5

0.1

3

기타 변동

0.02

세 출

188

583

1.3

4.9

금융부문 지원

158

151

1.1

1.3

금융기관 출자

158
151

후순위채권
사회정책과 노동시장

1.1

30

213

1.3
0.2

1.8

산업 지원

116

1.0

수출 지원

2

0.02

농업 및 어업

19

0.2

자동차 산업(농기구제조포함)

28

0.2

방위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21

0.2

운송산업 지원

46

0.4

기타 산업 지원

0.1

0.001

중소기업 지원

11

0.1

지역 지원

92

0.8

합 계

698

1.8

5.9

아래에서는 2009년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연방정부의 평가 및
2010년 경제전망, 2010년 및 이후 러시아경제의 과제, 2010년 위기극
복대책의 내용을 망라하고 있는 2010년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9) Gurvich Evsei and the others, “Managing Crisis: Russia Country Report”, Bertelsmann
Stiftung, 2010. 12쪽 표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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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2010년 러시아연방정부의
위기극복정책 기본방향과 프로그램
. 2010년 경제전망과 위기극복 기본방향
1. 러시아연방정부의 2010년 위기극복 기본전략
러시아정부는 2009년 3/4분기부터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
된 것에 주목한다. 산업생산은 아직 위축되어 있지만 2009년 1/4분기
의 -14.3%에서 2009년 4/4분기에는 -5%로 감소세가 둔화되었고, 2009
년 상반기 -10.4%에 이르렀던 GDP 성장률은 3/4분기 1.1%, 4/4분기
1.9% 성장에 힘입어 2009년 평균 -8%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예
측했다. 2009년 1/4분기에 비추어 노동시장환경이 개선되고 실업률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농업부문이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정부는 이러한 점진적인 실물경제회복이 인플레이션 둔화와 더
불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인플레이션의 둔화 기조는 경
제성장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개별시장의 일시적인 거품이나 이상확
대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이 심각한 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자
평했다. 경제회생의 외부적 요인으로는 국제석유가격 상승과 세계경제
회생 기조(특히 아시아경제의 회복)를 꼽았다.
다만 이러한 경기회복 추세는 여전히 침체가 계속되는 산업부문이
적지 않고, 투자 및 대출의 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을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러시아 산업구조에서 원료 수출이 차지
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내수업체의 상품생산능력이 부족하며, 취약
한 금융시스템과 장기투자자본이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서민경
33

제 3 장 러시아연방정부의 위기대응정책

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데 주력한 1단계 위기극복정책(2008~ 2009
년까지 진행된 긴급조치의 성격을 가진 정부의 위기극복정책을 말한
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 하에 러시아정부는 2010년 이후의 중단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현재의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이
르다.
둘째, 러시아 경제의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경제회복 또는 성장속도는 완만하게 진행되거나 둔화될 수 있다.
셋째, 현재의 상황은 러시아정부가 전세계적 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최우선 극복 과제로 선정했던 과거의 경제모델로의 회귀 또는
안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런 평가와 전망에 기초해서 러시아정부는 2010년부터는 위기극복
정책의 초점을 산업과 금융, 기업, 국민에 대한 소극적 지원조치에서
산업구조 개혁, 시설 현대화, 기술 혁신, 산업잠재력 증대, 고급기술인
력의 개발 등의 적극적 경제개혁조치로 이전해야 하며, 이를 통해
2009년 1년간 지연되었던 2020 러시아연방 장기사회경제발전전략40)에
서 설정되었던 선진화 의제 일정의 진행을 앞당겨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2009년 하반기의 경제회복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내수확대와
경기부양을 위해 2009년 프로그램에서 계획된 일련의 위기극복시책들
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위기극복을 위해 책정된 연방
예산 1,950억 루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책을 시행할 것임을 확인했
40)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662-р от 17.11.2008
г. “О Концепции долгосрочно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
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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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실업 감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연금, 산업도시 문제
의 해결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안으로 지목되었다.

2. 러시아연방정부의 2010년 이후 경제전망
2009년 하반기 이후 국제석유가격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
되었으며 세계경제 또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선진국
경제는 대체로 2009년 상반기에 경기 저점을 지나 3/4분기부터는 성장
기조를 회복했는데 2009년 평균경제성장률이 2%였던 세계경제는
2010년에는 3.3%, 2011년에는 3.3~4.1%, 2012년에는 3.8~4.8%에 도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러시아 경제에 비교적 유리한 대외경제상황과 효과적이고 시의적절
한 위기극복조치에 힘입어 2010년에는 거시경제지표 대부분이 확고한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10년 러시아경제는 최소한
2.9%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출입 증가뿐
아니라 리스크 감소, 투자 고취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0년 하반기에는 기업의 유동성 위기도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
된다. 그 밖에도 농업, 교통(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 및 도로 시설 포
함), 통신에 대한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산업생산지
표의 회복 기반이 될 것이다. 2010년 산업생산은 2.8% 성장이 예측되
며, 제조업 분야의 성장은 3.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의 진정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0년 상
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수준(연간 6~7%)으로 유지되다가
경제성장이 확고해지고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약간 상승하여 2010년
평균 인플레이션은 6.5~7.5%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0~2012년 평균임금상승률은 6.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인
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서 통제된다면, 2010년 실질소득상승률은 3%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금소득 상승이 실질소득상승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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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여를 할 것이다. 2010년에는 실업인구도 연 평균 630만 명(경제
활동 인구의 8.6%)까지 감소할 것이다.
2010년에는 소비 수요도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사회수당과 각종
복지 관련 지급금의 증가, 연금 소득 상승, 산업생산 증가와 인플레이
션 통제에 기반한 임금 수준 회복이 소비수요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는 대외경제여건 호조에 따라 GDP 성장률이 3.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위기극복 및 경제구조 선진화 조치들이 효율
적으로 시행되고 러시아경제의 당면 과제(유동성 위기 극복, 루블화의
안정과 내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가 해결될 경우 5~6%의 성장세가 회
복될 개연성이 상당하다.
[표] 주요 거시경제 예상 지표*
(직전년도 대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년

소비자물가지수

108.8-109

106.5-107.5

106-107

105-106,5

GDP, 성장률

91.5

103.1*

103.4

104,2

제조업

88.5

102.8*

102.9

104,3

국내투자

82.4

102.9

107.9

110,3

대국민유료서비스

95.5

102.9

103.8

103,8

국민실질소득

100.7

103.0

103.3

103,7

실질임금

96.6

100.9

102.4

103,0

소매업 매출

94.3

103.3

104.1

104,1

* 러시아 경제발전부 제공: 러시아경제발전부는 위기극복 및 선진화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대외경제상황이 개선될 경우 2010년 GDP 성장률 및 제
조업 가동률이 2009년 대비 3.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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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우선과제
2010년 러시아연방정부의 위기극복 관련 우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사회 안녕 유지 및 국민에 대한 완벽한 사회 안전망 제공, 고용보장
- 경제 회생 지원, 경제 성장 기조의 안정성 확보
- 선진화 의제 실현을 위한 각종 조치, 특히 러시아경제의 만성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적 조치의 실행(산업구조 개혁,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제도개혁, 금융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리모델 도입,
인적 자본에 대한 적극 투자 등 시행

. 사회 안녕 유지 및 국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러시아연방정부는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확보가 위기극복정책의 최
우선순위라고 발표하였다. 2010년에는 특히 고용지원정책의 개선, 사
회복지제도의 효율화가 이 분야 집중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연금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에 대한 금전적 가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보유한 연금수급
자에게 추가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연금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가정의 소득보장을 위한 보완적 조치이다.

1. 취약계층 지원
“2010년도 및 2011, 2012년도의 연방예산에 대한 연방법률”(이하
“2010년 연방예산법”)41)에 따라 연금과 수당을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
급여가 직전년도보다 10% 일률적으로 상승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연금
4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 декабря 2009 г. N
308-ФЗ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10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1 и 2012 год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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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복지급여의 상승률을 인플레이션 수준보다 높여 연금 및 사회
복지급여 수급자의 실질구매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2010년에는 특별 사회복지수급권자와 사회복지기관간에 사회계약(사
회적응계약)체결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법규가
개정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와 그 전달체계가 효율화되
고 욕구조사에 관한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아동지원기금이 조성될 것이며,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될 예정이다.

2. 고용보장 확대
특히 고용보장을 위해 2010년도 연방예산에서 363억 루블이 책정되
었는데, 2010년 지방 프로그램 시행과 연계하여 14만 6,200명의 예비
기술교육, 8만 5,300명의 실무연수, 140만 개의 추가 일자리 확보(이
중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1만 2,000개), 16만 9,100명의 창업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연방예산에서 주정부에게 지급되는 교부금은 2009년에 이어 지속적
으로 다음과 같은 지방차원의 고용보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
될 예정이다.
- 공공 일자리 창출, 해고위기에 처한 기업의 경우 임시 고용 확대
로 일자리 유지
- 해고 위기에 처한 기업 노동자의 전문기술교육, 대학졸업자의 실
무 연수 확대
- 실업자의 창업 지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을 한 자영업자의
실업자 고용 지원
- 전직 및 이직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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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0년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민간항공회사의 구조조정에 따
라 해고된 조종사 및 항공 엔지니어에 대한 첨단시설 및 장비를 통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고용보장정책과 관련하여 러시아 내국인의 우선 취업 보장의 문제
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노동력의 이동에 관한 감
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불법체류 및 취업상태에 놓여 있는 외국
인노동력의 합법화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러시아연방 내
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의
회에 상정되어 검토 중이다. 고용에 관한 체류자격을 취득할 경우 해
당 외국인은 체류자격에서 명시한 주에 거주하면서 체류자격 범위 내
에서 노동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 경제 회생 지원
경제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하는 한
편, 러시아 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그 시행
을 감독하기 위한 접근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2009년에 시행되었던 경
제위기 극복 정책들 중에서 효과적으로 평가된 정책들을 선별하여 이
를 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방 기반 기
업에 대한 대출 확대와 주요 제조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 정부에 의한
자동차 구매 규모 확대, 항공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에 해당한
다. 이에 지출되는 규모는 2,330억 루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된 상황과 2009년 위기극복 정책 시행 경험을 고려하여 2010년
에는 2009년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조치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새로운 조치들은 개별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
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나 산업이 생존력을 가지고 자체 능력과
자금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촛점을 두는 것이어야 한다.
39

제 3 장 러시아연방정부의 위기대응정책

1. 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와 구조조정
은행을 정상화하고 기업이 수용가능한 조건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은행과 기업이 모두 예기치 못한 유동성 위험
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
해 다음의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 경제발전 프로그램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거대기업 및 핵심산
업 대기업과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파트너쉽 형성, 이에는 거대기
업 및 핵심산업 대기업의 신제품 출시, 국가 대형프로젝트 수행이
포함된다. 특히 공개주식회사 “통합항공사(Объединенная авиас
троительная корпорация)”, 공개주식회사 통합산업복합체 “오
보론프롬(Оборонпром)”, 압토바즈, 공개주식회사 과학생산기업
F.E.제르진스키 “우랄바곤공장(Уралвагонзавод)”이 정부 지원 기
업으로 소정의 역할을 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대기업에 대
한 정부지원은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나 장기 경쟁력 확
보를 위한 지원을 불문하고 채권은행의 동의를 전제로 할 것이다.
- 러시아중앙은행의 재대출을 통해 기업 및 산업의 장기적 재무안정
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담보부 거래에 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 증권거래소 거래 및 장외 거래의 채권채무 관계 조정 법률 마련
- 파산제도 개선

2. 내수 확대 방안
내수의 침체는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
험요인이다. 내수의 침체는 실업, 특정 소비계층의 소득 감소, 취약한
기업 재무 구조에서 비롯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2009년에 이어 수요
를 진작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유지하고 그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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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그 우선순위는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출성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산업분야, 그리
고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산업 분야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도입될 예정이다(보
조금은 5만 루블 이하, 예산에서 배정된 총 자금은 110억 5,000만 루
블).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정책은 수요 확대 외에도 사고율 감소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년에는 러시아의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 조치가 시행될 것
이다. 이는 2011~2012년 내수제조약품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건설 부문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치가 확대될 예
정이다. 연방주택건설발전지원기금의 참여로 제1호 주택조합 설립과
함께 주택건설 조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당길 예정이다.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예산과 각종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 분야 기관들간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건설
및 노후주택 거주 주민들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주택개혁지
원기금에 150억 루블 규모의 러시아연방 예산이 지원된다.
연방정부는 2010년부터 다자녀가정 보조금을 통해 주택시장 내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자녀가정은 2010년부터 특별보조
금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구
입 목적 보조금 지급 규모는 1,020억 루블에 달한다. 한편 군인주택 공
급을 확대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주택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2010-2011년 토지사용계획에 관한 인허가 절차의 전자화사업이 완료
될 예정이다. 2010년에는 건설산업의 기술 발전 수준과 기술 표준을
고려하여 건설표준규정(Строительные нормы и правила - СНи
П) 체계가 정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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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계약 관련 규정도 정비될 예정인데, 먼저 교통기반시설 분
야에서 정부조달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내수 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조달사업의 발주를 예정
보다 앞당겨 확대할 계획이다.

3. 중소기업 지원
러시아연방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경
제회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
는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프로그램을 수정하여 2010년에는
그 지원범위와 지원사업 분야를 확대하되 생산부문 및 혁신활동 지원
에 촛점을 두기로 하였다. 2009년 공개주식회사 “러시아발전은행(Росс
ий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이하 “러시아발전은행”)를 통해 제공된
중소기업 대출과 정부 보증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화할 예정인데,
러시아발전은행 및 협력금융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대
출 규모는 최소 1,000억 루블 이상이 될 것이고, 정부보증 규모는 800
억 루블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에
의한 에너지 감사도 허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활동에 대한 감독기관
(조세, 관세, 법집행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
소기업의 사업 관련 면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사업 인허가
를 신고절차로 간편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방고용지원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연방정부 예산을 통한 실업자의
창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4. 단일산업도시(single-industry city)의 경제구조 개편
러시아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단기
과제 중 하나는 단일산업도시(해당 도시 또는 지방의 경제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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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공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곳을 일컫는 말이다)의
경제구조 개편이다. 러시아연방정부는 경제성장 기조를 안정화하기 위
하여는 단일산업도시(예를 들어 톨랴티시, 니즈니 타길시)의 경제구조
개편이 시급하고도 필수적이라고 진단한다. 단일산업도시의 경우 경제
의 중심이 되는 대기업 또는 공장의 상황이 악화되면 지역경제 전체
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경제구조 개편이 시급한 단일산업도시 목록을 공표하고
2010년 연방예산에서 200억 루블을 지출하여 우선목록에 포함된 단일
산업도시 경제구조 개편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연방예산에 편성된 200
억 루블 중 100억 루블은 보조금으로, 나머지 100억 루블은 대출지원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일산업도시 경제구조 개편 프로그램의
중점과제는 비효율적인 기업의 고용을 지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대안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단일산업도시
경제의 구조 개편에 있다. 예를 들어 지역기반의 테크노파크나 비즈니
스 인큐베이터를 설립함으로써 다양한 산업 기반의 중소기업을 유치
하여 단일산업도시 산업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이
를 위하여 책정된 보조금이 20억 루블이다).

. 선진화 조치
2010년과 2011년은 2020 러시아연방 장기사회경제발전전략에서 러
시아 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로 제시
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러시아의 현대적 도약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이 시기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혁신
성장을 위한 도약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이 시기(2009~2011년)
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모든 분야에 걸쳐 악화된 사회

경제적

지표를 경제위기 전의 수준으로 복구하는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
여야 하는 시기로 변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2010년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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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러시아경제의 혁신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러시아
경제발전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러시
아연방정부는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2010년에는 2009년에 잠시 중
단되었던 경제선진화 의제를 전면으로 앞세워 연방정부의 정책과제가
러시아경제의 선진화와 혁신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연방정부가 현 단계에서 제시하는 경제선진화 관련 중점과제는 다
음과 같다:
- 위기극복에 기능적 주안점을 두는 정책으로부터 혁신적 도약의 기
초를 마련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조건의 형
성: 이에는 거시경제적 안정성 확보, 규제 관련 제도 개혁(행정적
사법적 규제 완화,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이 포함
된다.
- 경제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조치: 이에는 투자 유치, 사회기
반시설(교통, 에너지, 통신)의 개발과 현대화, 내수생산제품에 대한
소비 촉진,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경제발전의 동력 확보가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경제선진화 의제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1. 내수산업의 발전과 수출 활성화
원자재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재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키
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수출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시급하
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시책이 시행될 것이다.
- 기업 생산 제품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술 규제 시스템 개
선. EU와 CIS 각국의 기술표준과 관련 규정 도입을 포함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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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기술규제 시스템을 확립하고 연방차원의 기술표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 시행
- 기업의 신상품 개발 및 시장출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정
부조달프로그램을 앞당겨 시행하고 공기업의 내수제품 구매 촉진
- 수출 지원 정책의 개발과 시행 활성화. 수출보험공사(Агентства
страхования экспорта) 설립 및 기금 마련(300억 루블 규모). 수
출 지원 관련 예산 확대(2010년 100억 루블까지 수출 지원 보조금
확대)
- 브네쉬에코놈방크, 국영기업 “로스나노테흐(Российская корпора
ция нанотехнологий, ‘러시아나노기술기업’이라는 뜻임, 이하
“로스나노테흐”)”, 기타 지원기관들과 정부투자은행과의 협력 하에
첨단 하이테크 제품 및 설비 생산의 현지화를 계획하는 외국기업
을 유치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확대. 러시아 내에
외국자본의 응용연구개발센터나 엔지니어링 센터 개설, 러시아 기
업과의 합작 독려, 노하우 및 지적재산권 이전 독려를 포함한 첨
단산업단지 조성
- 현대화 및 혁신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강화
신생 기업 설립 및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는 연방차원의 또는 연방 및 지방의 공동재정지원에 기반한 지방기술
산업단지 조성이 필수적이다.
위기극복을 위한 단기적 재정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위기극복정
책 시행을 위한 재정 지원에 집중되어 있던 각종 지원기관(브네쉬에
코놈방크나 러시아연방투자기금)의 역할도 이러한 지방기술산업단지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다변화되어 갈 것이다. 투자자들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및 협력, 새로운 투자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행정적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등 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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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생산공정 및 관리기술 도입, 러시아 기
술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종전의 이민자 규제 정책으로부터 러시아
경제의 선진화에 필수적인 행정인력, 엔지니어, 교수, 학자, 고급 전문
인력인 이민자들의 러시아 이주 및 정착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규도 정비될 예정이다.

2. 경제혁신활동 장려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년 이루어진 혁신화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의
미를 가지는 조치 중 하나로 러시아연방 대통령 산하에 러시아경제
선진화 및 기술발전 위원회(Комиссия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оссийско
й Федерации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
ю экономики России)42)를 설립한 것을 들었다. 러시아경제 선진화
및 기술발전 위원회가 채택한 기술혁신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년 예산에서 100억 루블이 책정되었다. 러시아경제 선진화

기술

발전위원회가 선정한 우선연구분야의 효율을 재고하기 위하여는 정부
및 민간이 협력하여 (브네쉬에코놈방크, 로스나노테흐, 과학기술부문
중소기업발전지원기금의 참여를 포함한다) 재정적, 인적 지원을 체계
적으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혁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 조치가 도
입될 예정이다.
- 연구개발, 첨단기술제품의 시제품 개발 및 설계, 해외 특허 비용
보상을 비롯한 혁신 활동 우선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보조금)
제공
42) 2009년 5월 20일 대통령령 제579호로 설치된 대통령 산하 위원회이다. 경제 선
진화 및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검토하고 해당 분야에서 연방정부기관 및
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을 조율하며 정책 및 자금 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
또는 조정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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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부문중소기업발전지원기금 (Фонд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
ю малых форм предприятий в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сфер
е)의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하여 첨단분야 중소기업 설립에 대한 정
부지원 확대
- 러시아연방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기업 혁신발전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
-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개별기업의 임금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
한 특례기간 마련
- 연구개발비용을 대차대조표상 지적재산권의 가치 산정 항목에 반
영할 수 있도록 조정
- 조세특례가 제공되는 연구개발비용 항목 확대, 관련 행정절차 개
선,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공 항목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검사 및 승인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관련 검사기관 공표
-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개별기업에게 법인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제공
-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2년에서 10년까지 감가상각 허용
- 공기업을 포함하여 대학, 연구소, 대기업, 거대기업이 참여하는
“혁신벨트” 조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도입 및 재정 지원

3. 첨단기술 및 사회기반시설 발전
러시아연방정부는 산업구조 현대화를 위해 첨단기술 관련 산업 발
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2010년에는 변화된 상황을 고려
하여 자동차산업, 항공산업, 방위산업, 전자 및 교통시스템 발전에 최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첨단기술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
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 로스나노테흐, 브네쉬에
코놈방크, 정부투자은행은 첨단 분야 해외 자산 구매에 적극 협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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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다. 2010년에는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에너지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법규의 개
정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는 기업에게 일련의 특례가 제공될
것이다.

4. 장기 투자자본의 조성
러시아연방정부는 러시아중앙은행의 은행건전화 및 통화정책이 장
기투자자본 조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경제선진화에 필요한 장기투자자본 조성에 부
족할 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다. 즉 러시아연방정부는 장기투자자본
조성을 위해서는 연금기금과 보험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해야만 한다고
판단하다. 이에 연방정부는 현대화가 시급한 분야(농업, 제약, 서민주
택,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동투자기금
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외국자본을 러시아 금융시장에 유치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이 러시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축소할 예정이며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공기업의 기업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확보하기 위
하여 수익형채권(revenue-yielding bonds)과 프로젝트채권을 발행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정부보증을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5. 금융시스템 선진화
연방정부는 금융시장 관리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러시아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금
융투자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시
책을 통하여 러시아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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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금융센터 설립에 우호적인 환경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신중한 규제 및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부정보
를 이용한 주식시장 교란 및 투지를 방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
며, 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조정 및 파산 관련 법제가 정비되
어야 한다.
은행자본을 건실화하고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필요한 경우 연방정부채권을 은행의 우선주로 출
자전환하여 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은행에 대한 위기극복지원 시
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시장 조
건을 창출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할 예정이다. 보험 관련 면허 제도를
정비하여 보험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며 보험
시장에 대한 감독 및 관리체계를 완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6. 인적자본 개발
대학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연구환경의 개선, 학술교류프로그
램 개발과 시행, 우수 해외교포 연구인력의 유치를 위해 300억 루블이
지원될 예정이며, 인적 자본의 질적 개발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추가 지원 조치가 시행될 것이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가 정비될 예정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의 법적 조직 기반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재정적 효율성을 제고한다.
- 러시아연방 무료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 보증 프로그램이 입
안되었고, 유료서비스 항목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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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의료보험체계를 통해서 의료보호에 관한 통합재정시스템의 구
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는 실업자의 의무의료보험료
산정 및 지급에 관한 통합 규정도 포함된다.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수 약품 및 주요 약품
가격에 대한 정부 관리체계를 개선하였다.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상체육과 스포츠 분야에 관한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7. 정부부문 구조개선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공기업 구조조정, 사유화 활성화, 예산개혁이
개별과제로 채택되었다. 정부투자기업 및 공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 공기업의 사유화와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조달시스템(Федеральной контрактной си
стемы -federal purchasing system)(정부비용지출 계획 및 그 시행 절
차,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 관련 비용 지출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 및
제도를 말한다)의 정비가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예산 효율성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공공서비스 수행 평가 기관을 통
한 항목별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예정
이다.

8. 거시경제 선진화 전략
러시아연방정부는 2010년에 거시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전면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 완화 및 유동성 공
급,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에서 위기 이후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경제기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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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전략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산정책
의 주안점을 각 산업부문의 위기극복지원과 사회보장확대에서 미래
성장의 잠재력 개발, 혁신 지향적 발전 모델의 기반 확대로 전환할 필
요가 있다. 동시에 정부 재정 적자 규모를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정책
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효율적인 정부지출을 감축하고 재정균형을 추구함과 동시에 연방
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간의 예산 연계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정부지출의 우선순위를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최우선적 위기극복 조치 시행을 위한
2010년 연방예산지출 계획
(단위 : 1,000루블)
내 역

금 액

1. 지원 자금

138,965

채권은행에 대한 채무 상환 및 대출이자 지급 목적으로 공개주식
회사 복합산업체 “오보론프롬(ОАО Объединенная промышле

2,477

нная корпорация “Оборонпром”)” 증자
공개주식회사 “통합항공사(ОАО Объединенная авиастроител
ьная корпорация)”의 채권은행에 대한 채무 상환 목적의 증자
2010년 중고 자동차 교환 조건으로 러시아산 신차를 판매한 러시
아자동차판매회사에게 비용 보상을 위한 보조금 지급

10,700

11,050

단일산업도시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투자프로젝트 시행

10,000

농산물, 원료, 식품 가격 조정을 위한 시장 개입 조치

5,038

연방정부기관의 자동차 장비 및 도로건설 기계 구매

20,000

주택 재건설 및 주민 이주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주택공공시설개
혁기금(Фонд содействи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жилищно-ком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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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금 액

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러시아 자동차 및 운송기계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러시아 산업제품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2005~2012년 러시아금
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이자 등 비용보상)

2,500
7,000

러시아 대출기관에 대한 보조금(2009~2010년 러시아금융기관이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는 개인에게 실행한 대출로 인한 소득 부족

1,000

분 보상)
공개주식회사 “과학생산기업 제르진스키 우랄바곤공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본금 납입
핵심기업 재정상황감독합동위원회와 방위산업체지원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전략기업 및 관련 기관 지원

10,000

40,000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보장을 위한 추가조치

4,200

2. 예비비

56,035
195,000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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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러시아의 위기대응법제
제 1 절 개요 - 시기별 검토
. 2008년 10월 : 금융기관 긴급 지원 시기
2008년 10월 10일 러시아 의회에서 예금인출사태 및 단기외화부채
상환 부담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러시아금융기관에게 유동성을 공급
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고, 10월 13일 연방대
통령 메드베데프가 위 법안에 서명하고 같은 날 공포하였다. 2008년
10월 13일에 공포된 법률로는 “러시아연방중앙은행에 관한 연방법률”
제46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171호,43) “러시아연방 금융시스템 지
원을 위한 추가조치에 관한 법률”(연방법률 제173호로 제정),44) “러시
아연방은행에 대한 개인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의 변경에 관한 연방법률”(연방법률 제174호로 제정)45)이 있다.
연방법률 제171호는 러시아중앙은행의 권한에 관한 “러시아연방중
앙은행에 관한 연방법률” 제46조를 개정하여 러시아중앙은행이 6개월
범위 내에서 러시아금융기관에게 무담보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러한 대출의 조건 및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러시아중앙은행
이사회가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러시아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
4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3 октября 2008 года N 171-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
енения в статью 46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Центральном банке Росси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анке России)"
4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3 октября 2008 года N 173-ФЗ "О дополнитель
ных мерах по поддержке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4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3 октября 2008 года N 17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
менений в статью 11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страховании вкладов физ
ических лиц в банк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некоторые другие зако
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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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외 추가 대출 적합 심사 기준은 러시아중앙은행 이사회가 결정
한다.
연방법률 제173호로 제정된 “러시아연방 금융시스템 지원을 위한
추가조치에 관한 법률”은 브네쉬에코놈방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외화부채 상환을 위하여 러시아금융기관에게 여신과 신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브네쉬에코놈방크가 2008년
9월 25일까지 발생한 외국기관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채에 대해서 보
증을 제공하거나 여신을 제공하여 변제한 경우 채권외국기관이 해당
러시아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 취득하게 된다. 이를 이
행하기 위하여 러시아중앙은행은 미화 500억 달러 이내의 범위에서
브네쉬에코놈방크에 예치금을 적립한다. 또한 본 법률은 러시아중앙은
행이 러시아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실(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
다. 브네쉬에코놈방크는 산하 회사인 VTB 은행에게 2,000억 루블까지,
로스셀호즈방크에게 250억 루블까지, 기타 러시아금융기관에게 조건부
로 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법률에 따른 조치의 실효성 있는 이행
을 위하여 국부펀드가 브네쉬에코놈방크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4,500억 루블 범위 내에서 예치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본 법률은 러
시아중앙은행이 산하은행인 스베르방크에게 무담보로 2019년 12월 31
일까지 5,000억 루블 범위 내에서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방법률 제174호로 제정된 “러시아연방 은행에 대한 개인 예금 보
험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변경에 관한 연방법률”은 개
인예금채권자의 보호 범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은행의 채무
초과선언이나 파산신청, 은행업 면허 취소 등 거래은행이 예금채무반
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의 은행 예금채권
보상 규모를 700,000루블까지 확대한다. 본 법률의 규정은 2008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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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본 법률이 시행된 날
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중앙은행은 금융거래기준을 준수하
지 않고 이로 인하여 예금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러시아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이자 상한을 규제할 수 있다.
2008년 10월 27일에는 연방법률 제175호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은행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
다.46) 본 법률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기간이 제한된 한시법으
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동성위기로 직면한 러시아금융기관의 파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국
영기관인 “예금보험공사(Агенство по страхованию вкладов)”가
본 법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다. 본 법률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권
한은 은행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대한 금융 지원 제공, 은
행 주식의 직접 취득, 예금보험공사의 주식 취득 또는 채권자의 출자
전환을 조건으로 은행에 대한 금융 지원 제공, 은행의 채무 이행을 담
보하기 위한 재산 처분 공개 입찰 주관, 은행의 임시 경영진 역할 수
행 등이다. 본 법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투자자
와 예금보험공사, 러시아중앙은행이 마련하거나 러시아연방정부의 예
금보험공사에 대한 추가출자 등을 통해 연방예산으로 조달한다.
같은 날 연방법률 제176호로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에 관한 연방법
률” 및 “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률”이 개정되었다.47) 이에 따라 러시
아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본 법률의 제정으로 러시아중앙은
4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 октября 2008 года N
175-ФЗ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для укрепления стабильности банковс
кой системы в период до 31 декабря 2011 года”
47)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 октября 2008 года N
176-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Центральном
бан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анке России)“ и статью 12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рынке ценных бума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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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환매조건부 주식의 매매, 러시아중앙은행의 신용을 담보하는 유
가증권의 처분, 기타 러시아중앙은행 이사회가 결정한 유가증권을 매
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중앙은행 이사회는 증권시
장에서 러시아중앙은행이 참여하는 거래의 구성, 절차, 그 기간 및 관
련 정보 공개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며 러시아중앙은행은 연
간 재무보고서에 해당 거래규모에 관한 보고를 추가하여야 한다. 다만
러시아중앙은행은 스베르방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의 자본에 출
자할 권한은 없다.

. 2008년 11월~2009년 3월 :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긴급 지원 시기
2008년 11월 24일 연방법률 제204호로 “2009년 및 2010-2011년 연방
예산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2009년 연방예산법”)이 제정되었다.48) 러
시아 경제 및 산업발전에 약 1조 루블(2008년 대비 34.8% 증가)의 세
출이 예정되었고, 특히 사회분야에 예정된 예산이 급증했는데 연금보
장에 25억불(2008년 대비 40% 증가), 서민 주택지원에 755억 루블, 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러시아경제
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긍정적인 전망에 기초하여 작성된 예산이었다. 예컨대 2009년 연
방예산법은 2009년 인플레이션이 8.5% 이내일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
다. 이후 2009년 연방예산법은 악화되는 경제상황과 현실적인 2009년
러시아경제전망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2008년 11월 26일 연방법률 제224호로 러시아연방 세법이 전면 개
정되었다.49)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부터이다. 법인세 세율을 24%에
48)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4 ноября 2008 г. N
204-ФЗ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09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0 и 2011 годов”
49)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6.11.2008 N 22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56

제 1 절 개요 - 시기별 검토

서 20%로 인하하고, 주정부에게 자진신고 방법으로 납세된 조세의 경
우 5% 범위 내에서 주정부가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였다.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2008년 4/4분기에 납세할 세액에서
법인세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조세의 분
할 납부나 납부 연기 신청 절차, 조세 환급과 면세에 관한 절차 규정
을 신설하였다. 그 밖에도 러시아 연방 내에서 주택, 아파트, 방실 또
는 그 지분을 취득한 경우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면세한도
를 200만 루블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이 시기 이루어진 개별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긴급지원은 국영
은행인 브네쉬에코놈방크 또는 개별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여러 국
영기업(대표적으로 자동차 및 기계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로스테흐
날로기야”)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법적 근거는 대부분 러시아연방
정부령이나 러시아연방정부 처분이었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지원의
기준과 내용, 상환계획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지
원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 시기에 러시아중앙은행의 러시아금융기관에 대한 무담보
대출 지원 가능기간을 연장하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러시아중앙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관리감독절차를 구체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즉 2008년 12월 30일 연방법률 제317호로 “러시아연방중앙은행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76조가 다시 개정되었다.50) 러시아중앙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무담보대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본 법률은 러시아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리인
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연방법률 제173호에 따라 브네쉬에코놈방크
часть первую, часть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5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 декабря 2008 года N 317-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
енений в статьи 46 и 76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Центральном банке Ро
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анке Росс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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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또는 연방법률 제175호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여신 기타
금융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등)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졌다.
2008년 12월 22일 연방법률 제269호로 “특정계층의 소득보장 수준 향
상 목적의 러시아연방 관련 법령의 변경에 관한 법률”가 제정되어 2009
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51) 본 법률은 “세미팔란틴스크 핵실험
방사능 유출 피해자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러시아 연방 노동연금
에 관한 법률”, “국가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주의적 노동영웅 및 노동
훈장 수여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공에 관한 법률”, “장애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피해자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소비에트 연방 노동영웅,
러시아연방 영웅 및 훈장수여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개
정하였다. 특히 체르노빌과 세미팔란틴스크 방사능 유출 피해자, 소비
에트연방 영웅, 러시아 영웅 및 훈장 수여자, 사회주의적 노동 영웅, 노
동 훈장 수여자, 전쟁 참여로 인해 장애인이 된 자, 제2차 세계대전 참
가 군인 등이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액수를 상향조정하였다. 2009년 3
월 1일부터 2009년 12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의 액수를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 4월 1일부터 사
회수당의 액수를 615루블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09년 4월~12월 : 2009년 프로그램의 시행
이 시기에는 2009년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
의 구조조정 및 금융시스템 개혁에 관한 일련의 법률이 제정되고,

취

약계층의 소득보장 등 내수부양을 위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었다.
5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2 декабря 2008 года N 269-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
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целях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матер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отдельных катего
рий гражд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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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8일 연방법률 제73호로 “도산(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금융기관의 도산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이 개정되어 2009년 6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52) 본 법률은 “금융기관의 도산(파산)에 관한 법
률”53)의 규정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률에 따라 기

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은행장, 이사회 구성원, 사원의 책임, 무효
인 거래의 조건과 그 효력, 법원의 금융기관 파산선고 절차에 관한 사
항이 대폭 수정되었다. 또한 금융기관 도산의 경우 관리인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정도 변경되었다. “도산(파산)에 관한 법률”54)의 규정
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상사법원55)에 파산신청이 제기된 경
우 채무자의 책임, 채무자와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 진술, 관리인의
권한과 채무 변제의 순서 등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었다.
2009년 7월 18일 연방법률 제181호로 “러시아연방 채권을 이용한
은행 자본금 증가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정되어 7월 21일부터 시행되
었다.56) 본 법률은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예금채권자를 포
함한 은행채권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은행 자본을 확충
하기 위하여 연방 국채와 금융기관의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은행 자본 증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정부는 2010
52)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8 апреля 2009 г. N 73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
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5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5 февраля 1999 года N 40-ФЗ “О несостоятельн
ости (банкротстве)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5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6 октября 2002 года N 127-ФЗ “О несостоятель
ности (банкротстве)”
55) 러시아어로 арбитражный суд라 한다. 직역하면 중재법원이라고 번역해야 하
지만, 러시아에서 арбитражный суд는 법인 또는 법인과 개인간의 민사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이므로 ‘상사법원’이라고 번역하였다.
5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8 июля 2009 г. N 181ФЗ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ценных бумаг Российской Фед
ерации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апитализации банков”

59

제 4 장 러시아의 위기대응법제

년 12월 31일까지 2019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의 채권을
발행한다.
같은 날 연방법률 제182호로 러시아 금융시장에서 연금기금의 효율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 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러시
아연방 노동연금 적립을 위한 투자재원에 관한 법률”, “의무연금보험
에서 개인 기여금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2009년 8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57) 본 법률은 연금기금의 투자가 허용되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에 관한 연금가입자의 선택권과 관리권을 강화
하였다.
2009년 7월 19일에는 연방법률 제193호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은행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
다.58) 러시아중앙은행은 2008년 9월 15일부터 본 법률이 시행된 날까
지 예금자의무보험시스템에 참여한 은행에게 재량으로 준비금 적립
기한을 연장하거나, 면허 취소 또는 예금거래금지 조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유예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9월 27일 연방법률 제227호로 “러시아연방 은행에 대한 개
인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59) 제48조를 개정하여 은행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부실 징후를 확인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60)
57)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8 июля 2009 г. N 18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
ых пенсионных фондах” и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ровании сре
дств дл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акопительной части трудовой пенсии в Рос
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58)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9 июля 2009 г. N 193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я в статью 11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дополн
ительных мерах для укрепления стабильности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ы в
период до 31 декабря 2011 года”
59)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3 декабря 2003 г. N
177-ФЗ “О страховании вкладов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в банках Российской Ф
едерации”
6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 сентября 2009 г.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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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5일 연방법률 제279호61) 및 제280호62)로 러시아중앙
은행의 연방법률 제173호와 제174호에 따른 잠정적인 권한행사 기간
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아중앙은행은 (

이에 따라 러시

) 2008년 10월 13일에 제정된 연방법률 제173호 제3

조에 따른 권한, 즉 러시아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러시아금융
기관에게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로 발생한 손실(비용)의 일부를 보상
할 수 있는 권한과 (

) 같은 날 제정된 연방법률 제174호 제4조에 따

른 권한, 즉 러시아중앙은행이 정한 금융거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
나 그러한 불이행으로 인해 예금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러시아금융기관에 대하여 러시아중앙은행이 재량으로 예금이자 상한
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의 행사 기간이 각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2009년 12월 17일 연방법률 제313호는 2011년 1월 1일까지 사회적
비용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63) 국가공무원에 대한
양육수당지급액 현실화 등 기타 사회적 급부의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한다.
227-ФЗ “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ии действия отде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статьи 48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страховании вкладов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в банк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6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5 ноября 2009 г. N
279-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я в статью 3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допо
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поддержке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
ерации”
62)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5 ноября 2009 г. N
280-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я в статью 4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внес
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статью 11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страховании вкл
адов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в банк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некоторые др
уги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6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7 декабря 2009 г. N
313-ФЗ “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ии действия отде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некоторых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вязи с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10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1 и 2012 год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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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7일 연방법률 제318호로 러시아연방 세법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의 간이절차가 규정되었다.64)
2009년 12월 27일 연방법률 제361호로 2008년 9월 25일까지 발생한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러시아금융기관의 부채에 관한 브네쉬에코놈방
크의 보증 또는 여신 제공, 이에 따른 권리 대위 취득의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65)

. 2010년 1월~현재 : 2010년 프로그램의 시행
이 시기에는 2009년 프로그램 및 2010년 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하여
법령 정비에 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
2009년 12월 2일에는 “2010년 및 2011~2012년 연방예산에 관한 연
방법률”(이하 “2010년 연방예산법”)이 제정되었다.66)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위하여 1,500억 루블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며, 러시아 국내
산업 및 기업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2009년보다 72.9%가 줄어들었으
나 (2009년 이에 소요된 예산은 약 3조 루블에 달했다) 그 중 1조
6,000억 루블의 예산이 혁신화 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 사업 재정
조달에 사용될 계획이다. 2009년 12월 30일 연방법률 제324호로 2010
년 연방예산법이 개정되었다.67) 러시아연방 경제 분야 및 노동시장,
6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7 декабря 2009 г. N
318-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и первую и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
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вязи с введением заявительного поряд
ка возмещения налога на добавленную стоимость”
6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 декабря 2009 г. N
361-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
ых мерах по поддержке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6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 декабря 2009 г. N
308-ФЗ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10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1 и 2012 годов”
67)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 декабря 2008 г. N
324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
жете на 2009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0 и 2011 годов””

62

제 1 절 개요 - 시기별 검토

사회 분야, 사회보장(제대군인 및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주택보장정
책 포함) 분야 지원에 관한 추가 조치 이행을 위하여 연 1,950억 루블
을 추가로 예산편성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010년 2월 15일 연방법률 제11호로 “은행 및 은행업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개정되었다.68) 본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일방적으로 대출
이자를 대출계약의 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하지 못하고 이자 변
경의 절차와 협의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계약에 명시할 의무를 부담
하게 되었다.
2010년 2월 16일 연방법률 제12호에 따라 브네쉬에코놈방크는 2020
년 6월 1일까지 국부펀드의 예치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개주식회사 주
택저당금융공사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69)
2010년 4월 5일 연방법률 제41호로 러시아연방 세법이 변경되었
다.70) 시행일은 2010년 5월 7일부터이다. 본 법률에 따라 변경된 핵심
적인 조세제도는, (

)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실업자의 창업

지원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러시아 정부기관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따
라 연방 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소득세 및 통합농업세를 감면하고 납
부절차를 간이화하며, (

) 러시아 국민의 자동차 구입을 촉진하기 위

하여 러시아 연방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러시아 국민 개인이 새로 구
입하는 자동차의 가액 만큼 소득세 과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
68)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5 февраля 2010 г. N
11-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статью 29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банк
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69)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6 февраля 2010 г. N
1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
ых мерах по поддержке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7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5 апреля 2010 г. N 41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ь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
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
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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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본 법률은 2010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소급하
여 적용된다.
2010년 5월 22일 연방법률 제101호로 “러시아연방 금융시스템 지원
을 위한 추가조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71) 국부펀드가 브네쉬에
코놈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경우 그 예치금이자를 8.5%에서 6.25%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국부펀드 예치금을 재원으로
한 브네쉬에코놈방크의 공개주식회사 주택저당금융공사에 대한 여신
제공 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이자는 9.5%에서
6.5%로 인하하였다.
2010년 7월 27일 연방법률 제206호로 “러시아연방 금융시스템 지원
을 위한 추가조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72) 국부펀드에 의해 조
성된 자금을 브네쉬에코놈방크에 예치하는 경우 그 이자와 무담보차
입(대출)이자를 금융시스템 지원을 위한 추가조치 범위 내에서 인하하
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아래에서는 러시아연방정부가 제시한 위기극복정책 세부분야별로
법령의 제

개정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2 절 러시아중앙은행의 통화 및 금리정책
. FX스왑금리
러시아중앙은행은 2002년 9월 26일부터 FX스왑을 이용한 금융기관
의 재대출방안을 도입했다. FX스왑은 금융기관에 단기 유동성을 확대
7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2 мая 2010 г. N 101-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
ах по поддержке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72)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 июля 2010 г. N 206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поддержке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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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통화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러시아중앙
은행은 공식시장에서 기본환율로 미국달러화를 매입하고 통화차이에
의해 변동된 그 다음날자 기본환율로 미국달러화를 매각하는 방법으
로 환차손익을 보전한다. FX스왑은 MICEX을 통해 거래될 수도 있고,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간의 거래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스왑거래의 최
소 액면가치는 미화 300만 달러, 유로화 100만 유로이다.73)
2002년 9월 러시아중앙은행이 FX스왑을 도입한 이래 최대 미화 50
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던 거래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
가하여 2008년 9월에는 미화 80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2008년 10월에
는 총 거래량이 264억 달러를 초과하기에 이르렀다.74)
이에 2008년 10월 14일 러시아중앙은행은 환투기 세력에 의한 외환
거래시장 교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8년 10월 15일부터 1일 만기
FX스왑금리(루블화)를 연 10%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75) 이런 노력
으로도 쉽게 외환거래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2008년 11월 12일부터 1
일 만기 FX스왑금리(루블화)를 연 12%까지 인상하였고,76) 12월 1일부
터는 이를 연 13%까지 인상하였다.77)
2009년 1월 22일 러시아중앙은행은 루블화 폭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율변동상한선을 1유로 대비 41루블 수준(미화 1달러당 36루블 수준)
으로 정한다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78)
2009년 1/4분기를 지나면서 비로소 외환거래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했
고, 2009년 4월부터는 FX스왑 거래량도 현저히 감소되었다.79) 이에
러시아중앙은행은 2009년 4월 24일부터 1일 만기 FX스왑금리(루블화)
73)
74)
75)
76)
77)
78)
79)

출처: 러시아중앙은행, http://cbr.ru/swapinfo/mainusd.asp
출처: 러시아중앙은행, http://cbr.ru/statistics/credit_statistics/print.asp?file=swap-d.htm
러시아중앙은행 2008년 10월 14일자 공고
러시아중앙은행 2008년 11월 11일자 공고
러시아중앙은행 2008년 11월 28일자 공고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1월 22일자 공고
출처: 러시아중앙은행, http://cbr.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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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 12.5%로 인하하였다.80) 이후 1일 만기 FX스왑금리(루블화)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09년 5월 14일부터는 연12%로,81) 6월 5일부터
는 11.5%로,82) 7월 13일부터는 11%로,83) 8월 10일부터는 10.75%로,84)
9월 15일부터는 10.5%로,85) 9월 30일부터는 10%로,86) 10월 30일부터
는 9.5%로,87) 11월 25일부터 9%로,88) 2009년 12월 28일부터는 8.75%
로 각 인하되었다.89) 2010년에도 1일 만기 FX스왑금리(루블화)의 인하
정책은 지속되어 2010년 2월 24일부터 8.5%로,90) 3월 29일부터 8.25%
로,91) 6월 1일부터 7.75%로 각 인하되어92) 현재에 이르고 있다.93)

. 기준금리94)
러시아중앙은행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금리
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를 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중앙
은행에 관한 연방법률”(2002년 7월 10일 제정, No 186-ФЗ, 이하 “중앙
80)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4월 23일자 공고
81)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5월 13일자 공고
82)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6월 4일자 공고
83)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7월 10일자 공고
84)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8월 7일자 공고
85)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9월 14일자 공고
86)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9월 29일자 공고
87)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10월 29일자 공고
88)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11월 24일자 공고. 러시아중앙은행은 대출을 용이하게 하
고 내수 진작을 위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89)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12월 25일자 공고
90) 러시아중앙은행 2010년 2월 19일자 공고. 러시아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능한 범위에서 안정되고 있으므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91) 러시아중앙은행 2010년 3월 26일자 공고
92) 러시아중앙은행 2010년 5월 31일자 공고
93) http://www.prime-tass.ru/currency/rates.asp
94) “ставка рефинансирования(refinancing rate)”은 직역하면 재대출 또는 대환금리
가 된다. 다만 러시아에서중앙은행이 고시하는 “ставка рефинансирования(refinancing
rate)”는 경제지표로서 공정이율 또는 기준금리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각종 조세공
과금과 수수료의 산정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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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95) 제40조에 따라 러시아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대출을 제
공할 때 이자가 기준금리로 간주된다.
자유시장정책을 도입하고 난 직후인 1993년부터 모라토리움을 선언
한

1998년경까지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기준금리도

20~205%에 이를 정도로 극히 변동성이 심했다. 그렇지만 2000년 푸틴
정권이 들어서고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기준금리도 현실
화되기 시작하여 2007년 6월 19일부터 2008년 2월 3일까지는 비교적
장기간 10%를 유지하였다. 체첸전쟁으로 인한 외국자본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해 러시아중앙은행은 2008년 기준금리를 11%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자본유출이 가속화되자 이를 방
지할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13% 수준까지 높였다. 2009년 1/4분기 경
제저점을 지나면서 러시아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기준금
리를 점차 인하하여 현재 러시아중앙은행 고시 기준금리는 7.75%에
머무르고 있다.
[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변동
%

기 간
2008년

7월

14일부터

2008년 11월 11일까지
2008년 11월 12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4월 23일까지
2009년

4월

24일부터

2009년 5월 13일까지

11

12

13

12.5

근거법규
러시아중앙은행 2008년 7월 11일 제2037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러시아중앙은행 2008년 11월 11일 제2123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러시아중앙은행 2008년 11월 28일 제2135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4월 23일 제2222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9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0 июля 2002 года N 86-ФЗ “О Центральном ба
н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анке Росс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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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2009년

5월

14일부터

2009년 6월 4일까지
2009년

6월

5일부터

2009년 7월 12일까지
2009년

7월

13일부터

2009년 8월 9일까지
2009년

8월

10일부터

2009년 9월 14일까지
2009년

9월

15일부터

2009년 9월 29일까지
2009년

9월

30일부터

2009년 10월 29일까지
2009년 10월 30일부터
2009년 11월 24일까지
2009년 11월 25일부터
2009년 12월 27일까지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2월 23일까지
2010년

2월

24일부터

2010년 3월 28일까지
2010년

3월

29일부터

2010년 4월 29일까지
2010년

4월

30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2010년 6월 1일부터

12

11.5

11

10.75

10.5

10

9.5

9

8.75

8.5

8.25

8

7.75

근거법규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5월 13일 제2230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6월 4일 제2247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7월 10일 제2259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8월 7일 제2270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9월 14일 제2287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9월 29일 제2299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10월 29일 제2313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11월 24일 제2336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12월 25일 제2369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러시아중앙은행 2010년 2월 19일 제2399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러시아중앙은행 2010년 3월 26일 제2415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러시아중앙은행 2010년 4월 29일 제2439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러시아중앙은행 2010년 5월 31일 제2450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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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은행 대출금리
1. 담보대출금리
러시아중앙은행이 부동산 및 금을 담보로 시중은행에게 제공하는
대출금리를 말한다. 러시아에서 담보대출금리는 러시아중앙은행 이사
회에서 결정된다. 담보대출금리는 러시아에서 REPO 금리 및 기준금
리와 함께 인플레이션 및 환율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중은행의 단기유동성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러
시아중앙은행은 2008년 10월 17일 이사회결정으로 10월 20일부터 30
일 만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8%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
다96). 그러나 외환거래시장에서 루블화의 폭락이 거듭되자 환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2008년 11월 12일부터 담보대출금리를 인상하기로
한다97). 러시아중앙은행은 2009년 1/4분기에 루블화의 가치폭락을 방
지하고 외환거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담보대출금리를 12%까지
인상했다. 2009년 4월 외환거래시장이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이 통제되
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중앙은행은 점차 담보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조치
를 취하여 현재는 6.75%에 이른다.
[표] 러시아중앙은행의 1일, 7일, 30일 만기 담보대출금리
1일

7일

30일

만기

만기

만기

2008년 10월

8%

20일
2008년 11월
12일

법적 근거
러시아중앙은행 2008년 10월 17
일자 공고
러시아중앙은행 2008년 11월 11일

9%

제2122호 고시

96) 러시아중앙은행 2008년 10월 17일자 공고
97) 러시아중앙은행 2008년 11월 11일 제2122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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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일

1일

7일

30일

만기

만기

만기

10%

10.25%

2009년 2월 2일

11%

2009년 2월 10일

12%

2009년 4월 24일

11.5%

2009년 5월 14일

11%

2009년 6월 5일

10.5%

2009년 7월 13일

10%

2009년 8월 10일

9.75%

2009년 9월 15일

9.5%

2009년 9월 30일

9%

2009년 10월
30일
2009년 11월
25일
2009년 12월
28일
2010년 2월 24일

법적 근거
러시아중앙은행 2008년 11월 28일
제2136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1월 30일
제2173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2월 9일
제2178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4월 23일
제2224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5월 13일
제2229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6월 4일
제2245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7월 10일
제2262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8월 7일
제2272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9월 14
일 제2290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9월 29일
제2302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10월 29일

8.5%

제2316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11월 24일

8%

제2339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12월 25일

7.75%

제2372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2010년 2월 19일

7.5%

제2401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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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일

30일

만기

만기

만기

2010년 3월 29일

7.25%

2010년 4월 30일

7%

2010년 6월 1일

6.75%

법적 근거
러시아중앙은행 2010년 3월 26일
제2417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2010년 4월 29일
제2441호 고시
러시아중앙은행 2010년 5월 31일
제2452호 고시

2. 기타 담보부대출금리
러시아중앙은행은 부동산이나 금 이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산이나 보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시중은행의 신청에 따라 자금이체
의 방법으로 대출을 제공하기도 한다.98) 러시아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2008년 11월 28일 제2139호 고시로 부동산 외
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시중은행에 대하여 91일부터 180일까
지, 181일부터 365일까지 기간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여 긴급대출을 제
공할 수 있도록 하고, 2009년 2월 9일 제2179호 고시로 기존의 자산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변경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 기타 보증도 담보제공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2009년 4월 24일부터 기타 담보부대출에 대한 금리도 인하되기 시작
하여 현재는 90일까지의 기간은 6.75%, 91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은
7.25%, 181일부터 365일까지의 기간은 7.75%가 적용되고 있다.99)
98) 러시아중앙은행 2007년 11월 12일 제312호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자산
담보부 대출에 관한” 결정(Положение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12 ноября 2007 года
N 312-П “О порядке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Банком России кредитным организа
циям креди- тов, обеспеченных активами или поручительствами”)
99) 러시아중앙은행 2010년 5월 31일 제2453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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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버나잇(overnight) 대출금리
러시아중앙은행은 영업시간 종료 후 1일 만기로 유가증권 기타 자
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무담보 신용으로 시중은행에게 대출을 제공
할 수 있다100). 2008년 12월 1일 13%까지 상승했던 overnight 대출금
리는 2009년 4월 24일부터 점진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하여101) 현재는
7.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02)

. 러시아중앙은행 예치금리
러시아중앙은행은 중앙은행에 현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에게 예치금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103)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5%이던 예치
금리는 기준금리의 인상에 따라 점차 인상되어 1주 예치 기준 조건의
경우 연 8.25%(평균이율 연 8.95%)까지 인상되었다가104) 2009년 2/4분
기에 접어들어 경제지표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2009년 4월 24일부터
점차 인하되기 시작하여105) 현재 2.88% 수준이다.106)
100) 러시아중앙은행 2003년 8월 4일 제236호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유가증
권 담보부 대출 제공 절차에 관한” 결정(Положение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04. 08.
2003
236 П “О порядке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Банком России кредитным ор
ганизациям кредитов, обеспеченных залогом (блокировкой) ценных бум
аг”)과 러시아중앙은행 2007년 11월 12일 제312호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자
산담보부 대출에 관한” 결정 참조
101)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4월 23일 제2223호 고시
102) 러시아중앙은행 2010년 5월 31일 제2451호 고시
103) 러시아중앙은행 2002년 11월 5일 제203호 “러시아연방통화로 이루어지는 러시
아중앙은행에 대한 금융기관 현금 예치 절차에 관한” 결정, 러시아연방법무부에
2002년 11월 25일 제3947호로 등록(Положение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5.11.02
203П “О порядке проведения Центральным банк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епозитных операций с кредит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 валюте Российс
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Российск
ой Федерации 25.11.02
3947)
104)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2월 9일 제2177호 고시
105)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4월 23일 제2221호 고시
106) 러시아중앙은행, http://www.cbr.ru/hd_base/ItogiDepAuct.asp?Yea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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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금리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자본유출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요동치던 시장금리도 러시아중앙은행의 금리정책과 러시아경제의 성
장기조에 힘입어 2009년 2/4분기부터 점차 안정 추세에 접어들기 시작
했다. 여전히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러시아 시장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리 하락추세는 2010년 3/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시장금리107)

2008년 2008년 2009년 2009년 2009년 2009년 2010년 2010년 2010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은행간
금리
국채평균
수익률
예금금리
108)

대출금리
109)

7월

5.7

8.4

11.4

7.5

6.8

5.4

3.8

2.9

2.6

5.9

7.5

9.6

9.0

8.4

7.3

5.3

4.2

4.0

5.7

6.7

7.8

8.7

9.0

8.7

7.4

6.2

5.6

12.0

14.9

16.6

15.8

14.9

13.9

12.8

11.4

10.5

107) http://www.cbr.ru/statistics/print.aspx?file=credit_statistics/interest_rates_08.htm&pid=cdps
&sid=svodProcStav
108) 시중은행의 1년 이하 예금에 대한 평균금리를 말한다. 러시아중앙은행 2006년 2
월 17일 제1660호 고시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러시아중앙은행이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109) 시중은행의 1년 이하 대출에 대한 평균금리를 말한다. 러시아중앙은행 2006년 2
월 17일 제1660호 고시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러시아중앙은행이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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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금융시장 지원 및 금융법제 정비
. 금융기관 지원 및 유동성 공급
1.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등 직접 지원
(1) 국영은행 브네쉬에코놈방크를 통한 대출 및 정부보증
금융시스템 지원을 위한 추가조치법의 제정과 개정
2008년 10월 13일 연방법률 제173호로 제정된 "러시아연방 금융시
스템 지원을 위한 추가조치에 관한 법률"110)(이하 "금융시스템 지원
추가조치법")에 따라 브네쉬에코놈방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으로 러시아금융기관이 외국채권기관에게 부담하는 외화부채(2008
년 9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한다) 변제를 위하여 러시아금융
기관에게 외환대출을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러시아중앙은행이 브네쉬
에코놈방크에 1년을 기한으로 미화 500억 달러를 브네쉬에코놈방크에
예치하게 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본 법률에 따른 조치의 실효
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국부펀드가 브네쉬에코놈방크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4,500억 루블 범위 내에서 예치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는데 이
를 위하여 2008년 10월 15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766호로 국부펀드의
자금운용절차에 관한 종전 규정이 변경되었다.111) 국부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자산 목록에 법인의 채권, 주식,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이
포함되었고, 총 투자자산 중 외국정부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11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3 октября 2008 г. N 173-ФЗ “О дополнительн
ых мерах по поддержке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изменениями от 17 июля, 25 ноября, 27 декабря 2009 г., 16 февраля, 22
мая, 27 июля 2010 г.)
111)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5 октября 2008 г. N 766 “О внес
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
и от 19 января 2008 г. N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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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동 법률은 2009년 7월 17일 연방법률 제168호로 개정되었는데,112)
이에 따라 브네쉬에코놈방크는 무담보로 러시아금융기관에 후순위대
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전에는 러시아금융기관이 제3자로
부터 후순위 대출을 받은 경우 및(또는) 출자를 받은 경우에만 브네쉬
에코놈방크로부터 제3자로부터의 후순위 대출액 범위 내에서 무담보
후순위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러시아금융기관은 제3자로부터의
후순위 대출액 3배 범위 내에서 브네쉬에코놈방크로부터 무담보 후순
위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추가적인 후순위 대출은 2010년 말까
지 제공되며, 상환기간은 2020년까지이고, 대출금리는 연 9.5% 수준이
다. 또한 주택저당금융공사에 대한 투자를 위해 국부펀드가 연 8.5%
의 금리로 브네쉬에코놈방크에 자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방
법률 제168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09년 9월 28일 러시아연
방정부령 제764호로 국부펀드가 브네쉬에코놈방크에 루블화로 예금을
예치할 수 있는 조건이 변경되었다.113) 국부펀드는 2015년 6월 1일 전
에 400억 루블을 인출하는 조건으로 금리 연 8.5%에 브네쉬에코놈방
크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최대 4,100억 루블 상당의 금원을 예치할
수 있다(종전 최대 4,500억 루블). 루블화 예치 최대 상한은 6,550억
루블로 변경되지 않았다.
동 법률은 2009년 11월 25일 연방법률 제279호로 추가 개정되었
다.114)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거래로 인한 손실의 일부를 계약에 따
112)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7 июля 2009 г. N 168-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поддержке фи
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13)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8 сентября 2009 г. N 764 “О вне
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Требования к финансовым активам, в которые могу
т размещаться средства Фонд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11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5 ноября 2009 г. N
279-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я в статью 3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допо
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поддержке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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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러시아중앙은행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의 유효기간이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동 법률은 2009년 12월 27일 연
방법률 제361호로 다시 한 차례 개정되어 브네쉬에코놈방크의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대출 또는 외화표시 보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되
었다.115) 브네쉬에코놈방크의 외환대출 최저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으
로 미국달러화 표시 LIBOR 금리 + 5%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법
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외환대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
일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새로 정해야 한다. 브네쉬에코놈방크의 신
규 외환대출 및 대환을 위하여 러시아중앙은행이 브네쉬에코놈방크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이에 대한 이자는 예치금 기간 연장에 관한 계약
에서 정한 날로부터 1년 기간 미국달러화 표시 LIBOR 금리를 적용하
기로 정하였다.
2010년 2월 16일 연방법률 제12호로 브네쉬에코놈방크에 예치된 국
부펀드 자금의 이용 기간이 2020년 6월 1일까지로 연장되었다.116)
2010년 5월 22일에는 연방법률 제101호로 금융시스템 지원 추가조치
법이 다시금 개정되어 국부펀드의 예치금 적립에 관한 조건이 변경되
었다.117) 국부펀드 예치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8.5%에서 6.25%로 인하
되었으며, 2020년 6월 1일을 만기로 주택저당금융공사에 제공되는 대
출 금리가 9.5%에서 6.5%로 인하되고 대출실행기간도 2010년 6월 1일
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ерации””
11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 декабря 2009 г. N
361-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
ых мерах по поддержке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1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6 февраля 2010 г. N
1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
ых мерах по поддержке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17)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2 мая 2010 г. N 101-Ф
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
ерах по поддержке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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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중앙은행의 무담보대출 제공
2008년 10월 13일 연방법률 제171호로 중앙은행법을 개정하여 러시
아중앙은행이 6개월 범위 내에서 러시아금융기관에 무담보 대출을 제
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중앙은행은 2008년 10월 16
일 제323호 규정으로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6개월 한도 무담보 루
블화 대출의 절차와 조건을 정하였다.118)
2008년 12월 30일자 연방법률 제317호로 중앙은행법 관련규정이 다
시금 개정되어 러시아중앙은행이 무담보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
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 23일 러시아
중앙은행 제2202호 고시로 무담보 루블화 대출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으로 연장되었으며, 이러한 대출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 제출해야 할
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류 목록, 대출 조건, 수개의 금융기관이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입찰절차에 관한 규정이 신설 또는 개정되
었다.119) 러시아중앙은행에 무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서에 희망 이자율을 명시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에
관한 입찰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는 비공개주식회사인 모스크
바은행간거래소(ЗАО “Московская межбанковская валютная бир
жа”, 이하 “MMVB”)를 통해 공개되고 러시아중앙은행 홈페이지에 게
시된다. 대출조건에 관한 종전 약관은 폐기되고 구체적인 대출조건과
개정, 보완에 관한 사항은 러시아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개별 통지하
기로 한다.
118) Положение ЦБР от 16 октября 2008 г. N 323-П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Банк
ом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им кредит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кредитов без обеспечени
я”(с изменениями от 12 ноября 2008 г., 23 марта 2009 г., 25 марта 2010 г.)
119)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23 марта 2009 г. N 2202-У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ложение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16 октября 2008 года N 323-П “О предоставл
ении Банком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им кредит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кредитов без
обеспече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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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은행은 2008년 12월 12일자 공고로 신용평가기관 목록을
발표하였다. 목록에 포함된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평가등급은 러
시아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에게 무담보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요
건으로 인정된다.
2009년 11월 16일에는 러시아중앙은행 공고로 2010년 2월 1일부터
무담보로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러시아중앙은행 대출 조건이 변경되었
다. 핵심적인 것은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이다. 러시아 국내
신용평가회사 3개사로부터 취득해야 하는 신용평가등급이 한 단계씩
상승하였다.

즉, “RusRating”의 경우 “ВВ-”에서 “ВВ”으로 변경, “엑스

페르트 RA(Эксперт РА)”의 경우 “ВВ+”에서 “А”로 변경, “국립신용
평가기관(Национальное рейтинговое агентство)”의 경우 “А-”에
서 “А”로 각 변경된 것이다. 이 조치는 무담보 신규 대출 규모를 단
계적으로 삭감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2009년 11월 11일에 러시아금
융기관들이 러시아중앙은행에 부담하는 무담보대출채무는 2,290억 루
블까지 감소되었다. 이런 상황과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회복을 고려하
여 러시아중앙은행은 신규 무담보대출 제공 조건을 변경하기로 한 것
이다.
(3) 러시아중앙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요건 완화
2009년 1월 27일 러시아중앙은행은 명령 제93호로 2008년 2월 14일
자 러시아중앙은행명령 제101호를 개정하여 2009년 2월 2일부터 시중
은행이 러시아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자산 이외에 보증서
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120) 다만 보증서를 발급한 기
관은 러시아중앙은행이 규정한 요건에 적합하고 최소한 1개의 외국신
120) Приказ ЦБР от 27 января 2009 г. N ОД-93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риказ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14 февраля 2008 года N ОД-101 “О предоставлен
ии Банком России кредит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кредитов, обеспеченных ак
тивам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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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가기관으로부터 외환채무상환능력에 관한 장기 신용평가등급 B+
또는 Ba 이상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또한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자
산의 범위에 액면가치 200만 루블 이상인 유한회사 및 중소기업 지분,
대출채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2월 9일에는 러시아중앙은행 제2180호 고시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 중 러시아중앙은행 담보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 상장주식
과 채권의 요건을 확정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어음 및 대
출채권의 담보제공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121)
2009년 9월 9일 러시아중앙은행은 명령 제608호로 2008년 2월 14일
자 러시아중앙은행 명령 제101호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연대보
증도 러시아중앙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에 관한 담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122)
(4) 러시아중앙은행의 자본시장 참여 범위 확대
2008년 10월 27일 연방법률 제176호로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에 관
한 연방법률”과 “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률”이 개정되어 러시아중앙
은행의 자본시장 참여 범위가 확대되었다.123) 종전에는 러시아중앙은
행은 증권시장에서 러시아연방 재무부가 발행한 단기채권, 국채,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러시아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만을 거래할
121)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9 февраля 2009 г. N 2180-У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я в
пункт 2 Указания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27 ноября 2008 года N 2134-У “О пере
чне ценных бумаг, входящих в Ломбардный список Банка России””
122) Приказ ЦБР от 9 сентября 2009 г. N ОД-608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риказ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14 февраля 2008 года N ОД-101 “О предоставлен
ии Банком России кредит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кредитов, обеспеченных ак
тивами или поручительствами””
12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7 октября 2008 г. N 176-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Центральном бан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
ации (Банке России)” и статью 12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рынке ценны
х бума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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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본 법률로 인하여 러시아중앙은행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채 및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5) 러시아연방정부의 출자
러시아연방정부는 2008년 11월 19일자 제1665호 처분에 따라 브네
쉬에코놈방크에 750억 루블을 출자하기로 결정하였다.124) 러시아연방
정부의 출자금은 연방법률 제173호에 따라 브네쉬에코놈방크가 러시
아금융기관에게 대출을 제공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러시아연방정부

는 같은 날 제1696호 처분으로 예금보험공사에 2,000억 루블을 출자하
기로 하고,125) 2008년 11월 22일에는 러시아연방정부 제1730호 처분으
로 주택저당금융공사에 대한 600억 루블 출자를 결정하였다.126)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년 6월 23일 제854호 결저으로 국영은행인
브네쉬에코놈방크에 1,000억 루블을 추가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브네
쉬에코놈방크는 러시아연방정부가 출자한 자본을 러시아금융시장 지
원에 사용할 예정이다.127)
2009년 7월 7일 러시아연방 재무부는 러시아연방정부 제903호 처분
에 따라 연방예산에서 1,800억 루블을 연방자산관리청(Росимуществ
124)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9 ноября 2008 г. N 1665-р “О внес
ении в уставный капитал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рпорации “Банк развития
и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нешэкономбанк)” имущественн
ого взнос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мер по поддержке финансового рынка Российс
кой Федерации”
125)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9 ноября 2008 г. N 1696-р Об иму
щественном взносе РФ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корпорацию “Агентство по ст
рахованию вкладов”
126)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2 ноября 2008 г. N 1730-р О напра
влении в 2008 г. бюджетных ассигнований в качестве взноса в уставны
й капитал ОАО “Агентство по ипотечному жилищному кредитованию”
12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9 октября 2009 г. N 853 “Об утв
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направления банками предложения об участии в проц
едуре повышения капитализации и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я об удовлетворен
ии (отказе в удовлетворении) предложения банка об участии в процеду
ре повышения капитализ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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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이 VTB 은행의 유상신주인수 대금 납입을 위해 사용하도록 송금했
다. 연방자산관리청은 VTB은행 신주인수 대금을 납입하고 인수한 신
주를 러시아연방 소유 재산으로 등록하여야 한다.128)
(6) 예산 반영
2008년 11월 8일에는 연방법률 제193호로 “2008년 및 2009-2010년
연방예산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2008년 연방예산법”)이 개정되었는
데 이는 러시아연방대통령이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과제로 제시한 사
안의 자금 집행 근거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129) 가장 핵심적
인 긴급과제는 금융시스템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그 외에도 담보대출
시장의 발전,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확대, 그루지야와 오세티야 분쟁
관련 피해 복구가 우선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항목이 예
산에 추가되거나 관련 항목 세출 규모가 확대되었다.
2008년 12월 30일 연방법률 제324호로 “2009년 및 2010-2011년 연방
예산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2009년 연방예산법”)이 개정되었다.130)
개정의 목적은 러시아 금융시장 및 일부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
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년에 방위산업체 및 기타 연방
정부 지정 기업이 생산 및 개발투자를 위해 대출을 요청할 경우 정부
보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예산에 루블화 및 외국
환으로 정부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데, 브네쉬에코놈방크가 연방정부를 대리하여 정부보증을 제공하
128)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7 июля 2009 г. N 903-р О направл
ении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мер по поддержке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ы РФ
129)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8 ноября 2008 г. N 193-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08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09 и 2010 годов””
13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 декабря 2008 г. N 32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09 год и н
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0 и 2011 год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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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행한다. 본 법률로 2009년 금융시장 및 노동시장 지원, 기타 경
제활동 지원, 담보부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러시아연방 연금기금 자금
지원을 위해 1,500억 루블의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다.

2.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
(1) 유동성 공급을 위한 회사채 발행 요건 완화
2008년 12월 30일 연방법률 제320호로 “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률”
이 개정되었다.131)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종
전에는 상장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을 비상장회사, 공기업, 국
제금융기관도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액면금액 기준으로 이자를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채권 만기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러시아기업의 자본시장을 통
한 자금조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2) 연방예산의 금융기관 예탁 한도 상향 조정
러시아연방 재무부는 2008년 10월 7일 재무부령 제108호로 일시적
으로 운용이 자유로운 예산의 은행예탁한도를 상향조정하였다.132)
(3) 신용평가기관 승인 절차 간소화
2009년 2월 14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09호로 러시아 신용평가기관
의 승인에 관한 권한이 재무부에게 위임되었다.133)
13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 декабря 2008 г. N 320-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й в статью 27.5-2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рынке ценных бумаг””
132) Приказ Минфина РФ от 7 октября 2008 г. N 108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
ий в Порядок расчета для креди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лимита размещения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банковские депозиты, утвержденный
приказом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9 апреля
2008 г. N 40н”
133)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4 февраля 2009 г. N 109 “О вне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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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기금의 투자절차 구체화
2009년 7월 18일 연방법률 제182호로 “비국가연금기금에 관한 연방
법률”과 “러시아연방연금기금의 투자방안에 관한 연방법률”이 개정되
었다.134) 이는 연금수급권자가 투자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적립기금에 대해 연금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국영관리기업 또는 입
찰을 통하여 선정한 민간기업에게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
문수탁기관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탁받은 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수탁기관의 위탁관리기간은 15년 이하이며, 국영관리기업의
경우 위탁받은 연금적립금을 동일한 투자포트폴리오에 5년 이상 투자
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가 연금적립금의 시장 유입을 통하여 금융기
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은 비교적 명확하다.
(5)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요건 완화
2009년 9월 27일자 연방법률 제227호로 “러시아연방 은행 개인예금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48조를 개정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
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사유에 대해서
는 러시아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하여 수신업무거래 정지명령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다.135) 즉, 은행이 6개월간 러시아중
앙은행의 정한 의무기준 중 동일한 항목을 위반하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6개월 또는 2회 분기 동안 지속하여 자본, 자산 또는 유동성 지
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ложение о Министерстве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
едерации”
13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8 июля 2009 г. N 18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енсионных фондах"
и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ровании средств дл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акопительной части трудовой пенс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3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7 сентября 2009 г. N 227-ФЗ "О приостановлен
ии действия отде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статьи 48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страховании вкладов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в банк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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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2회 분기 동안 소득 지표에서
부적합판정 받은 경우에 러시아중앙은행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은행의 수신 업무를 금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글로
벌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때에도
예외없이 러시아중앙은행이 수신업무거래 정지명령을 하게 된다면 오
히려 은행시스템의 안정화 및 국민의 은행서비스 접근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3. 지급준비금 규제 완화
(1) 지급준비금 에버리징 범위 확대
러시아중앙은행은 2008년 9월 19일 제2069호 고시로 지급준비금 예
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1 또는 제2 범주 금융기관에게만 부여하던
에버지링 권리를136) 2009년 7월 1일까지 모든 은행에게 확대하기로
하였다.137) 다만 에버리징 권리의 부여는 지급준비금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율을 맞추지 못하거나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없을
것, 직전 기간에 에버리징 권리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에버리징
요건에 따른 지급준비율을 준수하였을 것, 러시아중앙은행에 대한 지
급의무를 지체하지 않았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로 인하여 종전에는
제1 또는 제2 범주에 속하지 못하여 지급준비금 전액을 현금으로 예
치해야 했던 소형은행이 지급준비금 예치를 위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5월 22일 제2238호 고
시로 2010년 3월 1일까지 특례제공기간이 연장되었다.138)
136) 러시아중앙은행 2000년 3월 31일 제766호 고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지급준비
율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중앙은행에 개설한 대리은행계좌에 예치한 자금도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리 설정한 에버리징 계수 범위 내에서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한 것으
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37)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19 cентября 2008 г. N 2069-У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предос
тавления кредит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права на усреднение обязательных
резервов" 본 고시는 시행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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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준비금 기준 하향조정
러시아중앙은행 2008년 10월 14일자 제2092호 고시로 2008년 10월
15일부터 지급준비금 기준이 하향조정되었다.139) 금융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루블화 기준 지급준비율은 0.5%(종전에는 1.5%)이며, 비거주자
은행에 대한 루블화 및 외환 지급준비금은 0.5%(종전에는 4.5%), 금융
기관의 루블화 및 외환 기타 지급준비율은 0.5%(9월 18일부터 2% 적
용)로 변경되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로 본 고시에 따라 2009년
2월 1일부터는 기준 지급준비율이 1.5%까지, 2009년 3월 1일부터는
2.5%로 각 높아질 예정이다. 본 고시에서는 광범위한 지점망을 지닌
대형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관리 기준을 비롯하여 지급준비율 산정
의 기초가 되는 회계기간도 따로 정하였다.
(3) 지급준비금 산정방법 변경
2009년 2월 10일 러시아중앙은행 제2184호 고시로 지급준비금 산정
방법이 변경되었다.140) 즉, “2011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연방 은행시
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
사가 은행에 파산경고를 하는 경우 금융지원 제공 차원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및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채무
를 채무지급준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권리가 금융기관에게 제공된
138)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22 мая 2009 г. N 2238-У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предоставл
ения кредит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права на усреднение обязательных резер
вов" 본 고시는 시행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139)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14 октября 2008 г. N 2092-У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норма
тивов обязательных резервов (резервных требований) Банка России"
140)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10 февраля 2009 г. N 2184-У "Об исключении из сост
ава резервируем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обязательств перед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
орпорацией "Агентство по страхованию вкладов" и(или) обязательств п
еред инвесторами, не являющимися кредит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본 고
시는 시행기간 만료로 현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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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지
급준비금 산정에 적용되며, 2009년 7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다.
한편 러시아중앙은행은 2009년 6월 1일 제2241호 고시로 금융기관
의 자본금 산정과 관련하여 30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후순위대출채권
도 러시아중앙은행과 합의 하에 자기자본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
록 하였다.141) 다만 이렇게 자본금으로 편입되는 후순위대출채권액이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할 수는 없게 하였다.

. 금융기관 구조개선 관련
1. 금융기관의 파산(도산)과 조직개편
(1) 금융기관의 도산절차 및 예금보험공사의 권한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2008년 10월 27일 연방법률 제175호
로 “2011년 12월 31일까지러시아연방 은행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142) 본 법률에 따라 러시아중앙
은행과 공기업 “예금보험공사(Агенство по страхованию вкладо
в)”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위태로운 은행에
대하여 파산경고(부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은행 경
영의 안정성과 예금채권자의 이익을 위협하는 재무불안정 징후가 있
을 경우 러시아중앙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 은행 부실 징후 및 파산경
고에 관한 제안서를 발송한다.143) 러시아중앙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141)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1 июня 2009 г. N 2241-У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ложение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10 февраля 2003 года N 215-П "О методике о
пределения соб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капитала)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142)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7 октября 2008 г. N 175-ФЗ "О дополнительн
ых мерах для укрепления стабильности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ы в период
до 31 декабря 2011 года"
143)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29 октября 2008 г. N 2106-У "О порядке принятия Ба
нком России решений о направл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рпорации "Аге

86

제 3 절 금융시장 지원 및 금융법제 정비

수령한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은행의 재정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144) 러시아중앙은행은 경영상태가 위태로운
은행에 대하여 재무상태 건전화를 위한 긴급조치 또는 구조조정을 하
도록 은행에 요구할 수 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은행에 대하여
파산경고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러시아중앙은행의 긴급조치 또는 구
조조정 요청은 효력을 상실한다.145)146) 한편 러시아중앙은행은 결정으
로 은행에 대하여 증자 또는 감자를 명령할 수 있고 이 경우 간이절
차에 따라 등록서류를 개정할 수 있으며,147) 예금보험공사는 증자 또
는 감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48)
нтство по страхованию вкладов" предложения об участии в предупрежд
ении банкротства банка и о согласовании (утверждении) плана участ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рпорации "Агентство по страхованию вкладов" в пре
дупреждении банкротства банка"
144)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29 октября 2008 г. N 2107-У "Об оценке финансового
положения банка для 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о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участия госуд
арственной корпорации "Агентство по страхованию вкладов" в осуществ
лении мер по предупреждению его банкротства"
145)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29 октября 2008 г. N 2111-У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ложение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9 июня 2005 года N 271-П "О рассмотрении
документов, представляемых в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Банка Росс
ии для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я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кредитных ор
ганизаций, выдаче лицензий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банковских операций, и
ведении баз данных по кредит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и их подразделениям"
146)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29 октября 2008 г. N 2112-У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Инструкцию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11 ноября 2005 года N 126-И "О порядке р
егулирования отношений, связанных с осуществлением мер по предупр
еждению нес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банкротства)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147)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29 октября 2008 г. N 2110-У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Инструкцию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14 января 2004 года N 109-И "О порядке
принятия Банком России решения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креди
т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выдаче лицензий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банковских о
пераций". 본 고시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148) Положение ЦБР от 29 октября 2008 г. N 325-П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выпус
к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выпуска) и регистрации акций банка при осущест
влении Центральным банк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анком Росси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рпорацией "Агентство по страхованию вкладов" ме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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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6일자 연방법률 제224호로 세법 제132조 제1항이 개
정되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러시아중앙은행이 금융기관
에 대하여 계좌거래업무 중지 명령을 한 경우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
금이 건당 1만 루블에서 2만 루블로 인상되었다.149)
2009년 4월 28일 연방법률 제73호로 “은행 및 은행업에 관한 연방
법률”과 “금융기관의 도산(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도산(파산)에 관
한 연방법률”이 개정되었다.150) 금융기관 파산의 경우 채무자인 금융
기관의 이행청구 및 부인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고 임원과 주주의 책
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2009년 7월 19일 연방법률 제193호로 “2011년 12월 31일까지러시아
연방 은행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었다.151) 이번 개정은 구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련의 은
행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다. 2009년 9~10월 러시아연방 재무부와
러시아중앙은행은 지급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여러 은행에 대하
여 구조조정에 관한 조치 또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은행시스템 안정화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에관한 연방법률”
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결정 절
차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위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러시아중앙
은행이 단독으로 해당 은행의 수신 업무를 허용하거나 면허를 취소하
по предупреждению банкротства банка, являющегося участником систем
ы обязате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вкладов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в банках Российс
кой Федерации"
149)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6 ноября 2008 г. N 22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
ений в часть первую, часть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 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5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8 апреля 2009 г. N 73-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5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9 июля 2009 г. N 193-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я в статью 11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для ук
репления стабильности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ы в период до 31 декабря
2011 го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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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거나 또는 지급준비금 납입 시기를 연장하는 조치
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법률은 러시아중앙은행이 2008년 9월 15
일부터 10월 28일까지 파산경고조치를 한 은행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유예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러시아중앙은행의 이러한 유예조치는 러시아중앙은행의 은행감독위
원회가 확정한 해당 은행의 구조조정 계획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금융기관 조직개편 절차의 간소화
2008년 12월 30일자 연방법률 제315호로 “은행 및 은행업에 관한
연방법률”이 개정되어 은행의 합병 및 조직개편 절차가 간소화되었
다.152) 은행이 제출한 조직개편 관련 서류의 심사 기간이 3개월에서 1
개월로 단축되고 채권자에 대한 통지도 공고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
다. 본 법률에 따라 합병 또는 조직개편절차가 진행 중인 은행의 채권
자는 기한 전 채무의 이행을 요청하거나 채권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계약에 명시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날 러시아중앙은행 제2162호 고시로 러시아중앙은
행 2003년 6월 4일자 제230호 고시가 개정되었다.153) 종전에는 지역사
무소가 검토하던 금융기관의 등록 및 은행업 면허 관련 서류를 러시
아중앙은행이 직접 검토하게 되었다. 다만 심사기간은 1개월로 단축된
다. 조직개편이 진행되는 금융기관의 장(또는 지점장) 후보에 관한 동
의 관련 서류 및 시설 적합성 검토 관련 서류는 지역사무소에서 심사
를 담당하며, 심사기간은 1개월 이내이다. 본 고시에서는 15일간의 사
전심사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러시아중앙은행 제
152)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 декабря 2008 г. N 315-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некоторые други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53)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30 декабря 2008 г. N 2162-У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ложение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4 июня 2003 года N 230-П "О реорганизаци
и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форме слияния и присоедине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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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호 고시로 러시아중앙은행 2005년 6월 9일자 제271호 규정이 개
정되어 지역사무소의 서면 심사 기간이 15일로 단축되었다.154) 같은
날 러시아중앙은행 제2164호 고시로 러시아중앙은행 2004년 1월 14일
자 지침 제109호가 개정되어 금융기관의 등록 및 은행업 면허 관련
검토 기관이 지역사무소에서 러시아중앙은행으로 변경되었고, 금융기
관 등록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변경되었다.155)
(3) 러시아중앙은행의 관리인 파견 또는 선임
한편 2008년 12월 30일자 연방법률 제317호로 중앙은행법이 개정되
어 러시아중앙은행은 위기극복을 위한 임시조치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은 은행이면 어디든 제한없이 관리인을 파견 또는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156) 2009년 2월 9일에는 러시아중앙은행 제2181호 고시로 러시
아중앙은행이 선임한 금융기관 관리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서류제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157) 같은 날 발표된 러시아중앙은행 제
2182호 고시에서는 러시아중앙은행의 금융기관 관리인 선임절차를 구
154)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30 декабря 2008 г. N 2163-У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ложение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9 июня 2005 года N 271-П "О рассмотрении
документов, представляемых в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Банка Росс
ии для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я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кредитных о
рганизаций, выдаче лицензий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банковских операций,
и ведении баз данных по кредит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и их подразделения
м"
155)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30 декабря 2008 г. N 2164-У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Инструкцию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14 января 2004 года N 109-И "О порядке
принятия Банком России решения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креди
т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выдаче лицензий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банковских о
пераций". 본 고시는 2010년 4월 2일자 러시아중앙은행 제135호 지침에 따라 효
력을 상실하였다.
15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 декабря 2008 г. N 317-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й в статьи 46 и 76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Центральном банке Рос
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анке России)"
157)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9 февраля 2009 г. N 2181-У "О порядке представлени
я кредит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нформации и документов уполномоченн
ым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Банка Росс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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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58) 러시아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자금 공급
또는 지원을 한 날로부터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러시아중앙은행
이 선임한 관리인은 금융기관의 일상 업무를 방해할 수는 없지만 매
주 금융기관의 재무상황을 러시아중앙은행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러시아중앙은행에 모든 채무를 이행한 때 관리인의
권한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러시아중앙은행은 2009년 3월 5일자 공고로 러시아중앙은행이 관리
인을 선임 또는 파견하는 러시아금융기관의 목록을 발표했다.159) 본
목록에는 모스크바 소재 12개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총 24개의 러시아
금융기관이 포함되었다.
2009년 3월 6일 러시아중앙은행 제2196호 고시로 러시아중앙은행이
선임한 관리인의 금융기관 (및 그 지점) 재무상태 조사 및 감사절차가
확정되었다.160)
러시아중앙은행은 2009년 4월 1일자 공고로 합계 38개 러시아금융
기관에,161) 2009년 6월 26일자 공고로 합계 47개의 러시아금융기관에
관리인을 선임 또는 파견한다고 발표했다.162) 이 시기 파산위기에 처
한 금융기관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8)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9 февраля 2009 г. N 2182-У "О порядке назначения у
полномоче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анка Росси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ими дея
тельности и прекращени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ими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159) Информация ЦБР от 5 марта 2009 г. О начале работы уполномоченны
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анка России, назначенных в кредитные организаци
и, получившие средства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13 октября
2008 N 173-ФЗ
160)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6 марта 2009 г. N 2196-У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Инструкцию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25 августа 2003 года N 105-И "О порядке пр
оведения проверок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х филиалов) уполномочен
н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Центрального бан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61) Информация ЦБР от 1 апреля 2009 г. О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 ко
торые назначены уполномоч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анка России
162) Информация ЦБР от 26 июня 2009 г. О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 ко
торые назначены уполномоч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анка Росс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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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은행은 2009년 7월27일 제91-T호 공문으로 러시아금융기
관의 감사를 시행하는 전문가실무그룹/대표와 러시아중앙은행이 선임
한 관리인간의 권한 분배와 협력 절차를 정하였다.163)
러시아중앙은행은 2009년 7월 29일자 공고로 러시아중앙은행이 관
리인을 선임 또는 파견하는 러시아금융기관의 수가 45개로 축소되었
다고 발표했다.164) 러시아중앙은행이 관리인을 선임 또는 파견하는 러
시아금융기관의 수는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8월 28일자 공고,165)
2009년 10월 1일자 공고,166) 2009년 11월 5일자 공고에 따라 지속적으
로 변경되었다.167)
2009년 11월 5일자 공고에 따르면 총 50개의 러시아금융기관에 관
리인이 파견 또는 선임되었는데 유한회사 상업은행 “모스코메르츠방
크”(ООО КБ “Москоммерцбанк”), 유한회사 투자상업은행 “소브콤
방크”(ООО ИКБ “Совкомбанк”)(코스트로마시 소재), 공개주식회사
“크라이인베스트방크”(ОАО “Крайинвестбанк”)(크라스노다르시 소
재), 공개주식회사 “SKB은행” (ОАО “СКБ-банк”)(예카테린부르크시
소재)가 목록에 추가되었다. 한편, 유한회사 상업은행 “스몰렌스키 방
크”(ООО КБ “Смоленский Банк”)(스몰렌스크시 소재)와 공개주식
회사 “AK BARS BANK”(ОАО “АК БАРС БАНК”)(카잔시 소재)는
163) Письмо ЦБР от 27 июля 2009 г. N 91-Т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руководит
елей и членов рабочих групп с уполномоченн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Ба
нка России, назначенными в кредит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76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Центральном бан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 (Банке России)"
164) Информация ЦБР от 29 июля 2009 г. О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 ко
торые назначены уполномоч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анка России
165) Информация ЦБР от 28 августа 2009 г. О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
которые назначены уполномоч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анка России
166) Информация ЦБР от 1 октября 2009 г. О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 к
оторые назначены уполномоч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анка России
167) Информация ЦБР от 5 ноября 2009 г. О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 ко
торые назначены уполномоч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анка России

92

제 3 절 금융시장 지원 및 금융법제 정비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12월에는 러시아중앙은행이 관리인을 선임하는
러시아금융기관의 수가 2차례 연속하여 줄어들었다. 2009년 12월 3일
자 공고168)에 따르면 43개, 2009년 12월 29일자 공고169)에서는 42개로
줄어든 사실이 발표되었다.
러시아중앙은행은 2010년 1월 27일자 공고로 러시아중앙은행이 관
리인을 파견하는 러시아금융기관의 수가 39개로 축소되었다고 발표했
다.170) 쿠반(Кубань), 크레딧(Кредит), 가즈방크(ГАЗБАНК), 니제고
로드프롬스토로이방크(Нижегородпромстройбанк)가 목록에서 삭제
되었다. 이후 러시아중앙은행 2010년 2월 27일자 공고(37개),171) 2010
년 5월 14일자 공고(29개),172) 2010년 6월 1일자 공고(28개)로 러시아
중앙은행이 관리인을 파견하는 러시아금융기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축
소되었다.173) 가장 최근인 러시아중앙은행 2010년 8월 9일자 공고에
따르면 러시아중앙은행이 관리인을 파견 또는 선임한 러시아금융기관
의 수는 여전히 28개를 유지하고 있다.174)

168) Информация ЦБР от 3 декабря 2009 г. О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 к
оторые назначены уполномоч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анка России
169) Информация ЦБР от 29 декабря 2009 г. О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
которые назначены уполномоч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анка России
170) Информация ЦБР от 27 января 2010 г. О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 к
оторые назначены уполномоч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анка России
171) Информация ЦБР от 27 февраля 2010 г. О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
которые назначены уполномоч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анка России
172) Информация ЦБР от 14 мая 2010 г. О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 кото
рые назначены уполномоч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анка России
173) Информация ЦБР от 1 июня 2010 г. О перечне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
й, в которые назначены уполномоч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анка России
174) Информация ЦБР от 9 августа 2010 г. О перечне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
ий, в которые назначены уполномоч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анка Росс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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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의 자본금 요건
(1) 최소자본금 강화
2009년 2월 28일 연방법률 제28호로 “은행 및 은행업에 관한 연방
법률”이 개정되었다.175)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최소자본금 규모를
종전보다 높이는 것이 주된 개정 내용이다. 자기자본이 2007년 1월 1
일 기준 1억 8,000만 루블 미만이던 은행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적어도 9,000만 루블, 2010년 1월 1일부터 1억 8,000만 루블의 자본금
을 유지해야 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루블화 및 외환 거래 업무,
예금 수신 업무에 관한 면허를 신청하는 금융기관의 자본금 요건이
500만 유로에서 9억 루블로 증가되었다. 법인 위탁에 따라 인출 권한
을 보유한 비은행금융기관(비은행금융기관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리은
행 포함)이 새로이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면허 발급이나 재
등록과 상관없는 금융기관의 경우 자본금은 최소 1,800만 루블이 되어
야 한다. 한편 종합면허를 가진 러시아금융기관은 본 법률에 따라 러
시아중앙은행의 인가를 얻어 지점, 대표사무소, 외국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추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러한 개정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취약한 자본구조를
개선하여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자본산정방법과
적용에 대해서는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6월 26일 제2254호 고시가
규정하고 있다.176)
러시아중앙은행은 2009년 8월 14일 제2276호 고시로 2007년 1월 1
일 기준 자본이 1억 8,000만 루블 이상인 은행으로서 3개월 지속하여
17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8 февраля 2009 г. N 28-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
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176)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26 июня 2009 г. N 2254-У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Инструкцию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16 января 2004 года N 110-И "Об обязатель
ных нормативах банк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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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위 금액 이하로 유지되는 금융기관은 러시아중앙은행에 은행업
면허를 반납하고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
다.177) 2007년 1월 1일 기준 자본이 1억 8,000만 루블 미만이고, 2010년
까지 9,000만 루블, 2012년까지 1억 8,000만 루블 미만인 금융기관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발적으
로 러시아중앙은행에 은행업 면허를 반납하고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등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러시아중앙은행은 해당 금융기관의 은
행업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은행 및 은행업에 관한 연방법률” 제11.2조
에 규정된 금액 이하로 자본이 감축된 은행에 대해서는 러시아중앙은행
은 위 고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은행업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8월 14일 제2279호 고시는 은행의 비은행금
융기관으로의 변경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78) 2009년 2월 28일자
연방법률 제28호가 정한 은행 자본의 단계적 상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은행업 면허를 반납하고 비은행금융기관
으로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2) 러시아연방정부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증자
2009년 7월 18일에는 연방법률 제181호로 “러시아연방 채권을 이용
한 은행 자본금 증가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정되었다.179) 본 법률에
177)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14 августа 2009 г. N 2276-У "О порядке отзыва лице
нзии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банковских операций при снижении размера соб
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капитала) банка ниже уровня,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Федера
льным законом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178)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14 августа 2009 г. N 2279-У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Указание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27 марта 2007 года N 1807-У "О порядке при
нятия Банком России решения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изменени
й, вносимых в учредите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банка, и выдаче лицензии н
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банковских операций в связи с получением ходатайст
ва банка об изменении своего статуса на статус небанковской кредитно
й организации"
179)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8 июля 2009 г. N 181-ФЗ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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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러시아연방정부는 정부가 발행한 대출채권을 은행의 우선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증
자 절차는 은행의 연방정부에 대한 우선주신주인수권 배정, 러시아연
방의 대출채권 발행, 러시아연방 대출채권과 우선주 교환에 관한 계약
체결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본 법률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 은행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우선주 발행조건을 구체
적으로 정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대출채권으로 출자전환되는 우선주의
규모는 2009년 7월 1일 현재 해당 은행 자본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행되는 우선주의 총 액면가는 2,500만 루블 이상이어야 한
다. 연방대출채권의 만기는 2019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은행
은 러시아연방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행정기관과 출자전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러시아연방정부는 우선주를 인수한 날로부
터 은행 이사회 구성원인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 은행의 경영상 결정
에 대한 거부권, 우선주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주주 은행의 일반주식 소유자 및 은행 자신 - 는 연방정부 대출채권으로 출
자전환된 우선주식의 매수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는 출자전환계
약에 그 기간과 매수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우
선주는 사유화절차에 따른 공개매각대상이 되며, 이렇게 러시아연방정
부로부터 우선주를 매수한 자 및 그 승계인은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우선주의 일반주로의 전환을 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2009년 10월 29일에는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53호로 러시아연방정부
의 대출채권을 주식회사인 은행의 우선주로 출자전환하는 절차가 규
정되었다.180)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우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은행은
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ценных бумаг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апитализации банков"
180)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9 октября 2009 г. N 853 "Об утв
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направления банками предложения об участии в про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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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재무부 및 러시아중앙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

) 러시아연방정부가 고시하는 장기 신용평가 등급 이상을 받고

(

) 300억 루블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

) 과거에 파산경

고 조치를 받거나 은행업에 관한 중지 명령을 받거나 또는 최고이자
에 대한 규제명령을 받은 전력이 없는 은행만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은행은 우선주에 대하여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은행 임원에게 상여금 기타 유사한 보상을 제공할 수 없고, 러시아연
방에 대한 금전채무 및 부담금을 지체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서
에 이와 같은 규모의 출자전환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본 연
방정부령에는 은행의 출자전환신청서 및 출자전환약정서 양식이 포함
되어 있다.

3. 금융기관 설립, 면허 발급 및 등록 절차 개선
러시아중앙은행은 2008년 8월 14일 제2277호 고시로 러시아중앙은
행 2004년 1월 14일 제109호 지침을 개정하고 러시아중앙은행에 대한
금융기관 등록 및 은행업 면허 발급 절차를 변경하였다.181) 유한회사
로 설립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등록 및 은행업 면허 취득을 위해
설립계약서를 러시아중앙은행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는 “유
한회사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2009년 7월 1일부터 회사
설립문서에서 설립계약서가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일정한 요건
을 갖춘 경우에는 연방반독점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금융기관을 설
едуре повышения капитализации и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я об удовлетворен
ии (отказе в удовлетворении) предложения банка об участии в процеду
ре повышения капитализации"
181)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14 августа 2009 г. N 2277-У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Инструкцию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14 января 2004 года N 109-И "О порядке
принятия Банком России решения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креди
т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выдаче лицензий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банковских о
пераций". 본 고시는 2010년 4월 2일 러시아중앙은행 제135호 지침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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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한하던 것을 공증사본으로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은행
및 은행업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 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 요건에서 루블화 환산과 관련된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부
동산에 관한 권리 및 거래 통합 등록부(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
й реестр прав на недвижимое имущество и сделок с ним,
일반적으로 약칭하여 “ЕГРП”)182)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공간)에 금융
기관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
다. 경과기간의 기산일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등록대장(Книг
а госу - 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й)에
영업소 주소가 기재된 날이다. 경과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금융기관은
영업소에 관한 부동산 권리 증명 서류(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기재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본 고시로 금융기관
의 해외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설치에 관한 통지 절차도 규정되었다.
해외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설치에 관한 통지서는 금융기관이 자유양
식으로 작성하여 러시아중앙은행 지역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본 고
시는 해외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설치로 정관을 개정해야 할 경우 그
개정정관의 등록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업무 변
경으로 은행업 면허에 관한 변경 또는 인가가 필요한 경우 러시아중
앙은행은 지역사무소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은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2008년 12월 22일 “저당권에 관한 연방법률 및 관련 법규의 변경에
관한 연방법률” 제264호로 “저당권에 관한 연방법률”이 개정되어 저
182) 러시아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담보권 기타 권리의 설정 및 변경,
압류(보전처분 포함), 거래 내역을 공시한 국가정보로 1997년 7월 21일 제122호 "부
동산에 관한 권리 및 거래 등록에 관한 연방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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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채권의 등기에 관한 절차가 변경되었다.183) 저당권부대출채권의 증
권화와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저당권의 양수도시 부동산등기부 기
입절차와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러시아중앙은행 2009년 1월 13일 제2168호 고시로 주택저당금융공
사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 결과 보유하게 된 저당채권을 러시아중앙
은행 담보목록에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184) 이는 저당권부대출채권의
유동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예금자 보호 관련
2008년 10월 13일 연방법률 제174호로 “러시아연방 은행 개인예금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및 관계법규가 개정되었다.185) 금융기관의 영
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개인예금에 대한 지급불능이 초래될 경우 개인
예금에 관한 보호한도가 40만루블에서 70만루블로 상향조정되었다. 또
한 예전에는 10만루블까지만 100% 대지급되고 10만루블 이상 40만루
블 미만인 개인예금에 대해서는 90%까지만 대지급되었으나, 본 법률
에 따라 70만루블 미만의 개인예금에 대해서는 100% 대지급이 허용
되게 되었다. 본 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에 지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본 법률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중앙은
행에게 금융기관의 금리인상 범위를 1년 기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러시아중앙은행은 특정 금융기관이 러시아중앙은
18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2 декабря 2008 г. N 26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потеке (залоге недвижимости)" и от
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84)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13 января 2009 г. N 2168-У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я в
пункт 2 Указания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27 ноября 2008 года N 2134-У "О переч
не ценных бумаг, входящих в Ломбардный список Банка России"
18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3 октября 2008 г. N 17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й в статью 11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страховании вкладов физич
еских лиц в банк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некоторые другие законо
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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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예금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예금자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정하는 금리의 최고 한도를 루블화 예금의 경우 러시아중앙
은행 공고 기준금리의 2/3 이상 또는 외화예금의 경우 명령일 현재
LIBOR 금리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리의 최고한도에는 예
금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뿐 아니라 은행수수료 기타 모든 지급금
이 포함된다. 2009년 11월 25일자 연방법률 제280호로 러시아중앙은행
의 시중은행 예금이자율 제한에 관한 권한의 행사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186)
러시아중앙은행은 제174호 연방법률의 제정에 따라 2008년 10월 14
일 제2091호 고시로 예금자보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예금자 보호 한도를 1인당 70만 루블로 상향조정하였다.187)
다만 러시아중앙은행 2008년 10월 29일 제2113호 고시에 따라 예금자
보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러시아
중앙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경고를 하지 않는 한 수신업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188)
18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5 ноября 2009 г. N 280-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
ения в статью 4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статью
11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страховании вкладов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в банк
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некоторые други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87)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14 октября 2008 г. N 2091-У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Указание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17 ноября 2004 года N 1517-У "Об осуществл
ении выплат Банка России по вкладам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в признанных б
анкротами банках, не участвующих в системе обязате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
я вкладов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в банк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 порядк
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банков-агентов с Банком России"
188)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29 октября 2008 г. N 2113-У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я
в Указание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30 июля 2004 года N 1483-У "О порядке введ
ения запрета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во вклады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и открытие банковских счетов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банком, признанны
м отказавшимся от участия в системе страхования вкладов или призн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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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2일 연방법률 제270호로 “개인예금 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과 관계법규가 개정되었다.189) 본 개정에 따라 수신 업무거래가
정지된 은행 계좌에 예치된 개인예금은 예금자보호보증보험에 가입한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예금채권의 양수인은 예
금보호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증인 및 변호사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의 자금은 다른 은행 계좌로 이전할 수 없고 의무예금보
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4 절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관련법제 정비
러시아연방정부의 위기대응정책 시행 목적으로 입법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경제발전 관점에서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 개정된
법제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연방정부는 위기극복과 함께
경제혁신과 투자유치를 러시아경제의 당면과제로 삼고 있으며, 아래의
법령들은 대체로 2008년 5월 메드베데프가 집권하면서부터 개정을 검토
했던 것이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공조 차원에서 입법된 것이다.

. 회사법제과 기업지배구조
2008년 12월 30일 연방법률 제312호로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이 대폭 개정되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190) 주요 내용은,
(

) 설립문서에서 설립계약서 제외, (

) 지분양수도계약과 지분담보

ным 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требованиям к участию в системе страховани
я вкладов". 본 고시는 현재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189)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2 декабря 2008 г. N 270-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траховании вкладов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в банк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и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
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9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7 декабря 2009 г. N 31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я в статью 24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воинской обязанности и вое
нной служб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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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계약의 체결시 공증을 하도록 하고 효력발생시기를 공증을 받은
때로 명시, (

) 대규모거래와 자기거래시 승인요건 강화, (

약정을 통한 차별적 의결권 행사 가능성 부여, (
(

) 소수사원의 보호 강화, (

) 사원간

) 퇴사에 대한 제한,

) 지분소유명의인 보호를 위한 사원명

부 작성 등 의무부여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법
률의 개정으로 러시아연방 내 모든 유한회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법률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등기할 의
무를 부담하게 된다.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률은 2009년 6월 3일 연방법률 제115호로
개정되었다.191) 핵심적인 내용은 주주간계약의 체결을 허용하고 이사
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해임과 관련하여 deadlock 상황이 발생한 경
우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주간계약에는 (
의결권 행사 방법, (

) 주주총회에서

) 주주간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합의, (

)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 (

) 특정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주식양도 금지, (

)

회사의 운영 및 관리, 조직개편이나 청산과 관련하여 집중투표제의 내
용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주주간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위
반한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당사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
을 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다. 또한 이사회가 2회 연속 또는 종전 대표
이사 임기종료일로부터 2달 내에 대표이사 선임 결의를 하지 못한 경
우, 이사회가 2회 연속 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
표이사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
이 신설되었다. 또한 본 개정법률에서는 상장주식회사의 정보공개에
관한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9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 июня 2009 г. N 115-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
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и статью 30 Фед
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рынке ценных бума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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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관련
2009년 7월 17일 연방법률 제164호로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이 개정되었다.192)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2009년 8월 23일부터이다. 개
) 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 요건 개정, (

정 법률은 (
건 규정, (

) 독점가격 요

) 비차별적인 시장참여 조건에 관한 규정, (

약과 담합행위의 금지 요건, (
계약과 거래 목록 개정, (

) 종속적 계

) 반독점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 반독점청의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포

함하고 있다.

. 증권시장 공정성 강화 및 투자자 보호
2009년 2월 9일 연방법률 제9호로 “행정벌에 관한 기본법률” 및 “증
권시장에 관한 연방법률”이 증권시장 투자자들의 권리와 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193) 행정벌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되었
다.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률,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연방법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적발된 경우에 한하여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었던 종전 규정이 개정되어 위반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
에 적발되면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증권시장에 관한 연방
192)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7 июля 2009 г. N 16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защите конкуренции" 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
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9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9 февраля 2009 г. N 9-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авонару
шениях в части усил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наруш
е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
ах,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о рынке ценных бу
маг и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фондах и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рынке ценн
ых бумаг" в части уточнения определения и конкретизации признаков
манипулирования ценами на рынке ценных бума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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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도 인상되었다. 유한회사 사원 및 임직원,
사모집합투자기구(뮤추얼펀드)의 지분 소유자가 사원총회 소집 절차
또는 진행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문서 보관 관련 규
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 자본 또는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
담해야 하는 행정책임이 추가되었다. 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률이 정
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또는 시세조정행위
를 한 자에 대한 행정책임도 추가되었다.
2009년 4월 28일 연방법률 제74호로 “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률”
및 “증권시장에서 투자자의 권리 및 이익 보호를 위한 연방법률”이
개정되었다.194) 러시아투자자에 대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및
발행, 유통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러시아 법
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집합투자기구도 일정
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러시아 내에서 외국증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되
었다. 다만 러시아 내에서 외국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금융감독기구(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финансовому мониторинг
у, d이하 “FSFM”)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 내역에 관한 상세 정보
를 공개해야 한다.
2009년 11월 25일 연방법률 제281호로 세법이 개정되어 파생상품거
래 및 Repo 거래에 관한 요건 및 절차 규정이 신설되었다.195)
2010년 7월 27일 연방법률 제193호로 “중재에 의한 대안적 분쟁해
결절차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정되었다.196) 본 법률은 독립적 중재인
19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8 апреля 2009 г. N 7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рынке ценных бумаг" и статью 5 Федера
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защите прав и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инвесторов на рын
ке ценных бумаг"
19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5 ноября 2009 г. N
281-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и первую и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
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
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9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 июля 2010 г.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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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중재를 포함하여 러시아에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를 개발하고
사법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민사, 노동,
내부관계에 관한 분쟁에 한해서 중재합의가 가능하며, 중재합의는 서면
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중재인은 상임 또는 비상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 본 법률은 각 경우에 해당하는 중재인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재기간은 원칙적으로 6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은 중재인과의 합의로 최대 180일까지
중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법률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0년 7월 29일 연방법률 제224호로 “부당한 내부정보이용 및 시
장조작 방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연방법률”이 제정되었다.197) 다
만 그 시행은 2011년 1월 27일부터이다. 본 법률은 내부정보를 명확하
고 구체적인 정보로서 금융상품, 외환,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것으로 정의하고 내부자를 금융기관종사자,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
으로서 내부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지위에 있는 자, 노동계약이나 민사
계약으로 내부정부를 취득할 수 있는 자, 정부기관, 신용정보회사로
규정한다. 금융기관 또는 관련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자는 내
부자명부를 작성하여 연방금융시장청(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Фи

нансовым рынкам)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연방금융시장청이
본 법의 준수에 관한 조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관할기관이다. 내
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자에게는 형법에 따라 2~4년의 자유형 또
는 최대 5억 루블의 벌금이, 행정법규 위반에 관한 러시아연방법에 따
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93-ФЗ "Об альтернативной процедуре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с участие
м посредника (процедуре медиации)"
197)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7 июля 2010 г. N 224-ФЗ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неправомерному использованию инсайдерск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манипули
рованию рынком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
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본 법률은 제정일로부터 6개월 후, 즉 2011
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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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2008년 12월 25일 연방법률 제273호로 “부패방지에 관한 연방법률”
이 제정되었다.198)

본 법률의 제정에 따라 연방법률 제274호 및 제

280호로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199)200) 부패방지에 관한 연방법률 및
관계법령은 직권의 남용, 독직, 뇌물수수,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
로 사회적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공여, 타인의 지위나 명성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행정벌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금지되는
부패행위는 형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다. 한편 뇌물수수로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선물금액은 민법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의 최저임금의 5
배를 상한선으로 하던 것을 3,000루블로 인상하였다.

198)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5 декабря 2008 г. N
273-ФЗ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коррупции"
199)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5 декабря 2008 г. N
27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
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роти
водействии коррупции""
20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5 декабря 2008 г. N
280-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
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вязи с ратификацией Конвенции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против коррупции от 31 октября 2003 года и Кон
венции об уголов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коррупцию от 27 января 1999
года и принят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корруп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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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러시아 자국기업 및 산업 보호
. 러시아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1. 정부보증 확대
러시아연방정부는 2008년 11월 1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03호로 자
국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외환보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201) 정부
보증은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수출뿐 아니라 러시아 수출기업이 대출
을 받는 경우에도 제공되며, 러시아 수출기업과 그 채권은행, 러시아
연방 대리은행을 위해 제공된다. 다만 2008년에 제공될 수 있는 정부
보증은 최대 미화 5,000만 달러로 정해졌다.
2009년 2월 14일에는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03호로 2009년 러시아연
방 재무부가 러시아기업이 생산활동 및 자본투자를 위하여 러시아금
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대출에 대하여 정부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하
였다.202) 러시아기업에 제공되는 정부보증은 기업당 1,500만~100억 루
블이다. 정부보증은 해당 기업이 실제로 수령한 대출원금의 50% 범위
내로 제한된다. 정보보증은 대출계약에 따른 그 밖의 채무이행을 보장
하지는 않으며, 무상으로 제공된다.
2009년 연방예산법 개정에 따라 2009년 4월 9일자 러시아연방정부
령 제317호로 러시아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정부보증 상한액
201)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 ноября 2008 г. N 803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Правил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гарант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е для оказ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
ржки экспорта промышл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товаров, работ, услуг)"
20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4 февраля 2009 г. N 103 "О пре
доставлении в 2009 - 2010 год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гарант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кредитам, привлекаемым организациями, отобранными в
порядке, установле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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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폭 상향되었다.203) 1회 정부보증 상한액이 종전 미화 5,000만 달
러에서 미화 1억 5,000만 달러로 높아졌다.
2009년 6월 30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542호로 2009~2010년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정부보증 제공 절차가 수정되었다.204) 러시아기업은 기존
대출이나 회사채 상환을 위한 대출의 경우에도 정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이러한 정부보증을 받으려면 임원에 대한 상여금 기
타 추가보상이 없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장정책을 시행해
야 한다. 보증기간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이행기간을 고려하여 정해
지며 최대기한도 1년에서 70일이 더 연장되었다.
2009년 10월 3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00호로 러시아기업이 받은
대출에 대한 정부보증 제공 절차가 변경되었다.205) 정부보증 금액이
50억 루블 미만인 경우, 러시아연방 경제발전부가 조직하는 정부부처
간위원회에서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50억 루블 이상인 경우 러시아 경
제발전지속성 제고를 위한 정부위원회(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комисс
ия по повышению устойчивост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
мики)가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종전에는 은행업 종합면허(генераль
ная лицензия)를 보유한 러시아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대해서
만 정부보증을 제공하였다. 이제부터는 브네쉬에코놈방크 대출에 대해
서도 정부보증이 제공된다. 정부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러시아 재무부
에 은행업 종합면허 공증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브네쉬에코놈방
203)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9 апреля 2009 г. N 317 "О внесен
ии изменения 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т 24 декабря 2008 г. N 987"
20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0 июня 2009 г. N 542 "О внесен
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4 февраля 2009 г. N 103"
205)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 октября 2009 г. N 800 "О внесе
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равил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 2009 год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
х гарант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кредитам, привлекаемым органи
зациями, отобранными в порядке, установле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
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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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업 종합면허 공증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09년 12월 31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181호로 러시아연방 재무부
가 2010년 러시아생산제품의 수출 지원을 위해 러시아기업에게 외환
으로 정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206) 외환
정부보증의 1회 최대액은 미화 1억 5,000만달러로 이는 2009년 5,000
만 달러에 비해 3배 상향된 것이다. 2010년에는 경공업, 면직업, 방위
산업, 농기계 및 트랙터제작업, 산림업, 석유가스장비 및 기계산업, 수
산업 부문의 러시아기업을 위해 연방예산에서 보조금을 제공한다. 보
조금 제공 절차 및 조건은 종전과 같다.

2. 보조금 지급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년 1월 14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24호로 러
시아수출기업이 2005~2010년 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러시아금융기관으
로부터 대출받은 60억 루블에 대하여 이자 보상을 위해 보조금을 제
공하기로 하였다.207)
2009년 4월 23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362호로 2009~2010년 예산에
서 항공기엔진생산업체에게 대한 추가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다.208)
추가보조금은 러시아항공기엔진생산업체가 2006년 이후 체결된 임대
차계약에 따라 러시아리스회사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기술설비
20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1 декабря 2009 г. N 1181 "О мер
ах по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10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1 и 2012 годов"
20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4 января 2009 г. N 24 "О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росси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 экспортеров про
мышл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организаций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ения и транспортн
ого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20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3 апреля 2009 г. N 362 "О внесе
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6 февраля 2008 г. N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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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설비 현대화를 위해 러시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의 이자 지급에 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2009년 7월 15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565호로 러시아항공기금융(리
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다.209) 보조금 지급은 최대 5
년을 기한으로 하며 보조금은 리스회사가 러시아금융기관으로부터 받
은 대출금 이자 지급에 사용되어야 한다. 종전에 2008~2011년 받은
대출 이자 지급에 한정된 보조금은 2008~2010년 받은 대출금 이자 지
급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리
스회사의 러시아 생산 항공기 구매 및 러시아항공회사에 대한 임대가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9년 8월 20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690호로 러시아항공사가 러시
아에서 생산된 항공기 리스 및 항공기 구매를 위해 2002-2005년에 러
시아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이자 지급을 보전하기 위한 연방예
산 보조금 액수가 상향되었다.210)
2009년 9월 28일에는 러시아연방정부령 제768호로 2009년 러시아기
업이 러시아에서 생산된 철도차량 구매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리
스를 받은 경우 그 대출이자 또는 리스료 지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다.211) 보조금은 러시아 리스회사 및 금융기관
209)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5 июля 2009 г. N 565 "О внесен
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6 февраля 2008 г. N 90"
210)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0 августа 2009 г. N 690 "О внес
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равила возмещения российским авиакомпаниям час
ти затрат на уплату лизинговых платежей за воздушные суда российс
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лучаемые ими от российских лизинговых компан
ий по договорам лизинга, а также части затрат на уплату процентов п
о кредитам, полученным в 2002 - 2005 годах в российских кредитных о
рганизациях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211)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8 сентября 2009 г. N 768 "О пре
доставлении в 2009 году субсиди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российски
м компаниям на возмещение части затрат на уплату процентов по кре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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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지급된다.
2009년 10월 28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54호로 2009년 연방예산 중
75억 루블을 지역 기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
체에 교부하기로 하는 결정이 채택되었다.212) 이러한 교부금은 중소기
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보증하
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교부금 규모는 2억
루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정부는 연방예산으로부터의 교부금의
95%를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2009년 10월 29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61호로 석유운송에 대한 특
별운임 적용213)으로 공개주식회사 “러시아철도”(ОАО “Росси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 결
정되었다.214) 화물 운송 후 화물열차가 빈 차량으로 회차하는 경우 특
별운임 적용으로 발생하는 손실도 보상된다. 보조금 지급액은 운임표
N10-01에 따른 현행운임과 특별운임간의 차액으로 결정되며, 운송서
итам, полученным в российских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 2009 году и
используемым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новог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подвижного со
става 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а также на уплату лизинговых платеж
ей по договорам лизинга, заключенным в 2009 году с российскими лиз
инговыми компаниями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новог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подви
жного состава 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21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8 октября 2009 г. N 854 "О допо
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убъектов малого и сре
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213) 자기소유(임대)의 차폐 호퍼차량 및 유사한 형태의 화물열차를 이용하여 옥쨔브
리스카야 철로 아파티티-피칼레보(Апатиты - Пикалево 2 Октябрьской желез
ной дороги) 구간을 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1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9 октября 2009 г. N 861 "Об утв
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 2009 году субсиди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
о бюджета открытому акционерному обществу "Росси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
ороги" на компенсацию потерь в доходах, связанных с установлением и
сключительных тарифов на перевозку нефелинового концентрата и вне
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
ии от 4 марта 2009 г. N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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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근거로 한다.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공개주식회사 러시아철
도는 매월 15일 전에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러시아
철도청(Росжелдо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방예산의 부담으로 지급되
는 보조금 총액은 최대 1억 3,500만 루블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개
주식회사 러시아철도가 극동지방으로 운송하는 러시아 생산 승용차
운송비용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감축될 예정이다.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년 11월 23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943호로
커트러리(cutlery, 식탁용 나이프, 포크, 스푼, 티스푼 등)를 생산하는
러시아기업을 위한 보호조치로 해당 제품 수입에 대한 특별관세 부
과 조치가 시행되었다.215) 내식강(corrosion-resistant steel)으로 제작된
수입제품(러시아 대외경제활동 상품목록 코드 8211 91 300 0, 8215
20 100 0, 8215 99 100 0)에 3년간 1kg당 미화 1.4달러의 특별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특별관세는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개발도상국
(중국은 제외, 단 대만, 중국특별행정지역인 홍콩, 마카오는 포함)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관세는 수입관세와 별도로
부과된다.
2010년 2월 20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68호로 2010년 개별산업 추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곡물판매에 관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다.216)
보조금은 러시아연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연방교섭자금에서 지출될 예
정이다.
러시아연방정부는 2010년 4월 9일 제510호 처분으로 러시아연방 교
육과학부에 2010년 개별산업 추가지원대책 시행을 위해 90억 루블 지
원을 결정하였다.217)
215)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3 ноября 2009 г. N 943 "О мерах
по защите россий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столовых приборов"
21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0 февраля 2010 г. N 68 "О мера
х по стимулированию реализации зерна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интервенционн
ого фонд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сырья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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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3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329호로 개별산업 추가지원대
책의 시행을 위하여 임업단지에 대한 6억 5,000만 루블의 보조금 지급
이 결정되었다. 보조금은 2009-2010년 받은 대출 이자 지급, 원자재
구입, 연료 구입 및 목재 보관 비용 보상을 위해 사용된다.218)

3. 파산방지를 위한 정부자금 긴급지원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년 6월 1일 제745호 처분으로 국영기업 “로
스테흐날로기야”에 250억 루블을 출자하기로 결정하였다.219) 이는 로
스테흐날로기야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압토바즈에게 무이자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년 9월 15일 제1341호 처분으로 공개주식회
사 “칼리노프스키 화학공장”(ОАО “Калиновский химический за
вод”)(스베르들로프스카야주 칼리노보 마을 소재)의 파산을 막기 위하
여 2009년 연방예산에서 최대 1억 2,476만 루블을 지원하기로 결정하
였다.220) 예산항목 중 “국가안보에 관한 기타 사항” 집행을 위해 러시
아연방 산업통상부가 관할하는 자금이 투여될 예정이다. 공개주식회사
217)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9 апреля 2010 г. N 510-р О направ
лении Минобрнауки России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редусмотре
нные в 2010 г. на реализацию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 по поддержке отрас
лей экономики РФ
21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3 мая 2010 г. N 329 "Об утверж
дении Правил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организациям
лес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убсидий на возмещение части затрат н
а уплату процентов по кредитам, полученным в российских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 2009 - 2010 годах на создание межсезонных запасов древ
есины, сырья и топлива"
219)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 июня 2009 г. N 745-р О направл
ении бюджетных ассигнований для оказания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О
АО "АВТОВАЗ"
220)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5 сентября 2009 г. N 1341-р О пре
доставлении средств в 2009 г. ОАО "Калиновский химический завод" з
а счет бюджетных ассигнований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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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노프스키화학공장에 제공하는 예산자금은 2008년 10월 1일 이전
에 발생한 체납조세 및 각종 공과금, 그 밖에 채권자와의 합의로 감면
이 불가능한 부담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년 11월 14일 제1718호 처분으로 연방국영기
업 “비스코예 생산연합 ‘시브프리보르마쉬’”(ФГУП "Бийско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Сибприбормаш”)(알타이 주 비스크市
소재)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연방예산(러시아연방 산업통
상부 관할)에서 1억 8,166만 루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221) 같은 날
러시아연방정부 제1719호 처분으로 연방국영기업 “전자장비 학술연구
소” (ФГУП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электронны
х приборов”) (노보시비르스크市 소재)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연방예산(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 관할)에서 1억 9,169만 루블
지출이 결정되었다.222) 긴급처분에 의한 예산자금은 체납조세 및 각종
공과금, 그 밖에 채권자와의 합의로 감면이 불가능한 부담금을 지급하
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2009년 11월 23일 러시아연방정부 긴급처분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일련의 러시아기업에게 연방예산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 관할)의 부
담으로 자금 지원이 결정되었다. 제1749호 긴급처분으로 공개주식회사
“179선박수리소”(ОАО “179 судоремонтный завод”) (하바로프스크
市 소재)에게 5,430만 루블이,223) 제1750호 처분으로 공개주식회사 “하
221)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4 ноября 2009 г. N 1718-р О предо
ставлении субсидии на погашение задолженности в целях предупрежде
ния банкротства ФГУП "Бийско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Сибпр
ибормаш" (г. Бийск, Алтайский край)
222)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4 ноября 2009 г. N 1719-р О предо
ставлении субсидии на погашение задолженности в целях предупрежед
ния банкроства ФГУП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электронны
х приборов" (г. Новосибирск)
223)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3 ноября 2009 г. N 1749-р О предо
ставлении ОАО "179 судоремонтный завод" (г. Хабаровск) субсидии на 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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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프스크 조선소”(ОАО “Хабаровский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заво
д”)(하바로프스크市 소재)에게 4억 820만 루블이,224) 제1751호 처분으
로 연방국영기업 “‘플라스틱’ 공장” (ФГУП Завод “Пластмасс”)(첼
랴빈스카야주 코페이스크市 소재)에게 1억 7,754만 3,000 루블이,225)
제1752호 처분으로 공개주식회사 “폴리머” (ОАО “Полимер”)(사마르
스카야 주 차파예프스크市 소재)에게 8,361만 루블이,226) 제1778호 처
분으로 공개주식회사 “아조프스키 광학공장” (ОАО “Азовский опти
ко-механический завод”)에게 2억 8,130만 루블이227) 각 지급되기
로 결정되었다. 긴급처분을 통해 지원된 예산자금은 체납조세 및 각종
огашение задолженности по уплате налогов, сборов и иных обязательн
ых платежей, не подлежащих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поря
дке, а также по уплате денеж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вступ
ившими в законную силу судебными актами
224)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3 ноября 2009 г. N 1750-р О предо
ставлении ОАО "Хабаровский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завод" (г. Хабаровск) с
убсидии на погашение задолженности по уплате налогов, сборов и ины
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ей, не подлежащих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в установ
ленном порядке, а также по уплате денеж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одтвержд
енных вступившими в законную силу судебными актами
225)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3 ноября 2009 г. N 1751-р О предо
ставлении "Завод "Пластмасс" (г. Копейск, Челяб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убсид
ии на погашение задолженности по уплате налогов, сборов и иных обяз
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ей, не подлежащих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в установленно
м порядке, а также по уплате денеж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одтвержденны
х вступившими в законную силу судебными актами
226)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3 ноября 2009 г. N 1752-р О предо
ставлении ОАО "Полимер" (г. Чапаевск, Самарская область) субсидии на
погашение задолженности по уплате налогов, сборов и иных обязательн
ых платежей, не подлежащих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поря
дке, а также по уплате денеж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вступ
ившими в законную силу судебными актами
227)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3 ноября 2009 г. N 1778-р О предо
ставлении субсидии ОАО "Азовский оптико-механический завод" на по
гашение задолженности по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по уплате налогов, сборо
в и ины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ей, не подлежащих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порядке, а также по уплате денеж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од
твержденных вступившими в законную силу судебными актам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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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그 밖에 채권자와의 합의로 감면이 불가능한 부담금을 지급하
는 외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된 금전채무의 이행을 위해 사
용되어야 한다.
2009년 11월 24일에는 2개 국영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 정부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다. 제1779호 처분으로 국영기업 “전자기계공장
‘즈베즈다’”(ГУП Электромеханический завод ‘Звезда’”)(모스크
바주 세르기예프-파사드市 소재)에게 9,070만 루블이,228) 제1780호 처
분으로 국영기업 “쿠즈네츠키 방사능장비 공장”(ГУП “Кузнецкий з
авод радиоприборов”)(펜젠스카야주 쿠즈네츠크市 소재)에게 5,977
만 루블이229) 각 연방예산(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 관할)에서 지원되었
다. 긴급지원금은 체납조세 및 각종 공과금, 그 밖에 채권자와의 합의
로 감면이 불가능한 부담금 지급에 사용되어야 한다.
압토바즈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위하여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
년 12월 10일 제1895호 처분으로 국영기업 로스테흐날로기야에게 120
억 루블을 추가 출자하였다.230) 국영기업 로스테흐날로기야는 연방정
부의 추가출자로 취득한 자금을 공개주식회사 압토바즈에게 무이자대
출을 제공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년 12월 14일 제1945호 처분으로 연방국영기
업 “학술생산기업 ‘토륨’” (ГУП “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е предп

228)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4 ноября 2009 г. N 1779-р О предо
ставилении субсидии ФГУП "Электромеханический завод "Звезда" на по
гашение задолженности по уплате налогов, сборов и ины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ей, не подлежащих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порядке
229)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4 ноября 2009 г. N 1780-р О предо
ставлении субсидии ФГУП "Кузнецкий завод радиоприборов" на погаше
ние задолженности по уплате налогов, сборов и ины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
атежей, не подлежащих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порядке
230)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0 декабря 2009 г. N 1895-р О пере
распределении бюджетных ассигнований для оказания финансовой под
держки ОАО "АВТОВА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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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иятие ‘Торий’”)(모스크바市 소재)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자
금으로 2009년 연방예산(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 관할)에서 2억 9,840
만 루블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231) 긴급처분에 의해 지원된 예산자금
은 체납조세 및 각종 공과금, 그 밖에 채권자와의 합의로 감면이 불가
능한 부담금을 지급하는 외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2009년 12월 16일에는 제1972호
처분으로 러시아연방정부의 공개주식회사 “178 붉은깃발노동훈장수여
선박수리소”(ОАО “178 ордена Трудового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суд
оремонтный завод”)(블라디보스토크市 소재)에 대한 1억 2,130만
루블 지원이 결정되었다.232) 연방예산에서 지원된 자금은 체납조세 및
각종 공과금, 그 밖에 채권자와의 합의로 감면이 불가능한 부담금을
지급하는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2009년 12월 23일에는 러시아연방정부 제2053호 처분으로 파산위기
에 처한 공개주식회사 “92붉은깃발노동훈장수여 선박수리소”(ОАО “92
ордена Трудового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судоремонтный завод”)
(블라디보스토크市 소재)에게 연방예산에서 1억 6,180만 루블 지원이
결정되었다.233) 연방예산에서 지원된 자금은 체납조세 및 각종 공과
231)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4 декабря 2009 г. N 1945-р О пре
доставлении субсидии ФГУП "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То
рий" (г. Москва) за счет бюджетных ассигнований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
та на 2009 г.
232)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6 декабря 2009 г. N 1972-р О пре
доставлении в 2009 г. ОАО "178 ордена Трудового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суд
оремонтный завод" субсидии на погашение задолженности по уплате н
алогов, сборов и ины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ей, не подлежащих реструк
туризации
233)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3 декабря 2009 г. N 2053-р О пре
доставлении ОАО "92 ордена Трудового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судоремонтны
й завод" субсидии на погашение задолженности по уплате налогов, сбо
ров и ины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ей, не подлежащих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порядке, а также по уплате денеж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
одтвержденных вступившими в законную силу судебными актам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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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그 밖에 채권자와의 합의로 감면이 불가능한 부담금을 지급하는
외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된 금전채무의 이행을 위해 사용
되어야 한다. 같은 날 제2054호 처분으로 국영기업 “페트로프스키 전
자기계공장 ‘몰로트’” (ГУП “Петровский электромеханический
завод ‘Молот’”)(사라토프스카야주 페트로프스크市 소재)에게 2억
2,246만 2,000 루블 지급이 결정되었다.234) 이는 연방예산(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 관할)에서 지출되는 자금으로 연체된 채무의 이행에 사용
될 예정이다.
2009년 12월 25일에는 러시아연방정부 제2081호 처분으로 파산 위
기에 처한 공개주식회사 “특별건축설계사무소 ‘토파즈’”(ОАО “Специ
альное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е

бюро

‘Топаз’”)(모스크바市

소재)에게

2009년에 최대 4,271만 루블, 2010년 최대 1억 2,783만 루블의 지원이
결정되었다. 이는 연방예산(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 관할)에서 부담하
는 자금으로 공개주식회사 특별건축설계사무소 토파즈의 연체 채무
이행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러시아연방정부는 2010년 5월 15일 파산위기에 처한 2개 기업에 대
한 긴급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제744호 처분으로 공개주식회사 “펜젠
스코예 시뮬레이션 설계사무소”(ОАО “Пензенское конструкторско
е бюро моделирования”)에게 2,800만 루블의,235) 제745호 처분으로
국영기업 “중앙학술 재료연구소”(ГУП “Центральный научно-иссл
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материалов”)(상트-페테르부르그市 소
234)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3 декабря 2009 г. N 2054-р О пре
доставлении ФГУП "Петровский электромеханический завод "Молот" су
бсидии на погашение требований кредиторов
235)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5 мая 2010 г. N 744-р О предоста
влении субсидий ОАО "Пензенское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е бюро моделировани
я" на погашение задолженности по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уплате налогов, с
боров и ины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ей, не подлежащей реструктуризац
ии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порядк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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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게 8,397만 루블의 지원이236) 결정되었는데, 연방예산에서 지급이
결정된 지원금은 체납조세 및 각종 공과금, 그 밖에 채권자와의 합의
로 감면이 불가능한 부담금을 지급하는 외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
라 확인된 금전채무의 이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2010년 5월 10일에는 러시아연방정부 제814호 처분으로 파산 위기
에 직면한 공개주식회사 “우랄기계제작공장” (ОАО “Уральский пр
иборостроительный завод”)(예카테린부르그市 소재)에 대한 정부
긴급자금 623만 8,000루블 지원이 결정되었다.237) 연방예산에서 지급
이 결정된 지원금은 체납조세 및 각종 공과금, 그 밖에 채권자와의 합
의로 감면이 불가능한 부담금을 지급하는 외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된 금전채무의 이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중소기업 보호
1. 보조금 지급 또는 대출 지원
2009년 7월 22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597호로 국부펀드가 브네쉬에
코놈방크에 추가로 최대 300억 루블의 예금을 예치하도록 하였다.238)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브네쉬에코놈방크의 대출을 확대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국부펀드와 브네쉬에코놈방크간의 예금계약은 2017년 12월 31
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예금이자는 연 8.5%로 이자의 지급은 분기별
236)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5 мая 2010 г. N 745-р О предоста
влении субсидий ФГУП "Центральны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
итут материалов"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на погашение задолженности по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уплате налогов, сборов и ины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
жей, не подлежащей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порядке
237)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0 мая 2010 г. N 814-р О предоста
влении бюджетной субсидии ОАО "Уральский приборостроительный з
авод" (г. Екатеринбург)
23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2 июля 2009 г. N 597 "О внесен
ии изменения в Требования к финансовым активам, в которые могут ра
змещаться средства Фонд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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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부펀드 예치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예치기간
은 러시아연방 재무부가 정한다.

2. 기타 경영활동 지원
2008년 12월 5일 러시아연방 경제발전부령 제427호로 정부조달법
제13조에 따른 조달거래와 관련하여 러시아산 제품을 공급하는 입찰
참여자에게는 외국상품을 공급하는 입찰 참여자에 비해 주문가격의
15% 수준의 우대가 적용되게 되었다.239)
2008년 12월 26일 연방법률 제294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감독
과 관련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
정되었다.240) 본 법률의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은 2009년 7월 1일부터
3년에 1회 이상의 감사(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각종 조사
포함)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다만 교육기관 및 보건의료기관은 3년에
2회 이상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감사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 영업의
종류와 이 경우 적용되는 감사주기에 관한 규정은 러시아연방정부가
정한다. 미리 계획되지 않은 현장 조사는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에 중
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닌 한 반드시 검찰과 협의하여 하여야 한다.
2009년 2월 2일 러시아중앙은행은 제2175호 고시로 러시아중앙은행
제254호 결정(2004년 3월 26일) 제5.1조를 수정하여 중소기업이 최대
100만 루블의 대출을 받은 경우 러시아금융기관이 손실을 대비하여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의 최소금액을 변경하였다.241) 연체가 없는 경우
239)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 от 5 декабря 2008
г. N 427 "Об условиях допуска товаров, происходящих из иностранных го
сударств, для целей размещения заказов на поставки товаров для госу
дарственных ил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нужд"
24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6 декабря 2008 г. N 294-ФЗ "О защите прав ю
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ри осуществл
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надзора)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контроля"
241) Указание ЦБР от 2 февраля 2009 г. N 2175-У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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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0.5%,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단순 대출의 경우
에는 1%가 기준이 된다. 종전의 0.5~1.5%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
하기로 한 것이다.
2009년 4월 28일 연방법률 제60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감독과
관련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및
제27조가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제한하는 법률의 시행일이 2009년 7월 1일에서 2009년 5월 1일로 조
정되었다. 입법이유에 따르면 고용 및 경제발전에 관한 중소기업의 역
할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242)
2009년 7월 17일 연방법률 제149호로 2008년 7월 22일 연방법률 제
159호로 제정된 “중소기업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유 또는 지방
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조치 및 러시아연방 관계법령 개
정에 관한 연방법률”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정부 관할 국유부동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었다.243)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인
최소임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이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
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3년간 적법하게 임차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조
항도 삭제되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중소기업
в пункт 5.1 Положения Банка России от 26 марта 2004 года N 254-П "О п
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кредит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резервов на возможны
е потери по ссудам, по ссудной и приравненной к ней задолженности"
242)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8 апреля 2009 г. N 60-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статьи 1 и 27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защите прав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государ
ств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надзора)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контроля"
24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7 июля 2009 г. N 149-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
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отчуждения недвижимого и
мущества, находящегос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субъектов Рос
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ли в муницип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арендуемог
о субъектам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и о внесении из
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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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대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부동산 매수청구권 행사일에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거나 임대차와 관련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임차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임대차에 관한
벌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부동산 우선매수청구
를 한 때에는 임차료 지급 등의 최고를 해야 한다. 최고서를 수령한
중소기업은 임차료 지급 및 체납 벌금 또는 과태료 지급을 증빙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법률에서는 임차인인 중소기업이 매수대금
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대금이 완
납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매도인(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담
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하였다. 이는 담보
계약 등록에 부과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2009년 7월 17일 연방법률 제162호로 “현금 및/또는 카드를 이용한
정산시 국가관리정산방법 적용에 관한 연방법률” 제2조 및 관련 법령
이 개정되어 단일소득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카드를 이용한
납세 처리 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244) 단일소
득세 납세자는 구매자(고객)의 요구에 따라 상품 및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수령을 증명하는 문서(영수증, 영수내역 문서 등)를 발행해야 한
다. 이러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과 요건도 본 법률에 규정되었는
데, 이러한 문서는 상품 및 용역 제공의 대가 수령과 동시에 발급되어
야 하며 판매자 또는 공급자 정보(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품 및 용역 정보, 대가로 지급된 금액과 문서 명칭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세무관서는 영수증 등의 발행 업무를 감독 및 관
리하고 판매자 또는 공급자가 영수증 등의 발행을 거부한 경우에는
24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7 июля 2009 г. N 16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я в статью 2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рименении контрольно-кассово
й техники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наличных денежных расчетов и (или) р
асчет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платежных карт" 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
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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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영수증 등의 발행을 거부
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1,500~2,000 루블, 법인의 경우 30,000~
40,000루블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9년 7월 19일 연방법률 제204호로 201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연
방 세법이 개정되어 간이납세절차에 따른 조세 납부 신청 요건 및 절
차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었다.245) 종전에는 연간 소득 1,500만 루블
미만인 납세자만이 간이납세절차에 따라 조세 납부를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그 상한이 4,500만 루블로 인상되었다. 한편 간이납세절
차에 따라 조세 납부를 하고 있는 납세자의 소득이 6,000만 루블을 초
과하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간이납세절차에 따른 조세 납부를 할 수
없다(종전에는 그 제한 금액이 2,000만 루블이었다). 단, 이는 일시적
인 조치로 201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13년부터는 2009년까
지 적용되던 소득 상한 금액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2년까지는 디플레
이터 계수의 적용 또한 폐지된다. 이러한 임시조치를 통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에게 우호적인 조세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규모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속 및 자동차산업 지원
1. 보조금 지급
2009년 1월 14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24호로 러시아연방정부는 러
시아의 자동차제조기업 및 운송수단제조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로 결정했다. 해당 분야 러시아기업이 2008년~2009년 러시아금융기관
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자 상환을 위해
24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9 июля 2009 г. N 20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часть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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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루블의 보조금이 지급된다.246)
2009년 3월 30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262호로 러시아 자동차제조기
업과 운송수단제조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다.247) 2008~
2009년에 러시아 자동차제조기업과 운송수단제조기업이 러시아금융기
관과 러시아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자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다.
2009년 5월 28일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령 제453호로 2008~2009년
러시아금융기관과 러시아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금융
기관으로부터 시설현대화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러시아 자동차제조기
업과 운송수단제조기업이 연방정부 예산에서 대출이자 보상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조건이 구체화되었다.248)
2009년 7월 7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546호로 러시아 자동차 리스회
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10억 루블을 제공하기로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
다.249) 보조금은 러시아 리스회사가 리스제공을 목적으로 러시아산 자
24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4 января 2009 г. N 24 "О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росси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 экспортеров про
мышл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организаций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ения и транспортн
ого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24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0 марта 2009 г. N 262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Правил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убсиди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рос
сийс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ения и транспортного машиностр
оения"
248)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Ф от 28 мая 2009
г. N 453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критериев, которым должны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перевооруж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ения и транспортного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по
которым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субсидии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249)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7 июля 2009 г. N 546 "Об утверж
дении Правил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субсидий росс
ийским лизинговым компаниям на возмещение части затрат на уплату
процентов по кредитам, полученным в российских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
циях в 2009 году на срок не более 5 лет для приобретения автотранспо
ртных средств 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 последующей передачей их
в лизин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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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일
부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가격의 15% 이상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조세 체납액이 없으며, 5년 미만의 기한으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성실 납부해온 러시아 리스회사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2009년 8월 19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675호로 러시아 자동차제조기
업이 시설현대화를 위해 2009년 발행한 회사채 이자 지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이 결정되었다.250) 또한 대출이자
및 회사채 이자 손실 보전을 위한 보조금 제공 요건 및 절차가 수정
되었다. 보조금은 6개월에 1회 해당 러시아기업에게 지급된다. 단, 회
사채 이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반드시
시설현대화 및 시설 정비에 사용해야 하며, 회사채 이자는 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보조금은 회사채 이자 지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2/3 수준이지만 이자 지급일을 기준으로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의
2/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009년 12월 10일 러시아연방정부 제1895호 처분으로 국영기업 로
스테흐날로기야에 대한 120억 루블이 추가 출자가 결정되었다.251) 이
출자금으로 국영기업 로스테흐날로기야는 주식회사 압토바즈에게 무
이자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며, 주식회사 압토바즈는 이를 원자재대금
지급, 중개인에 대한 채무 상환, 금융기관 대출채무 상환 등 채무변제
에 사용해야 한다.
2010년 5월 10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314호로 2010년 러시아 자동
차제조 및 운송수단제조 기업에게 지급될 연방 보조금 요건과 액수가
250)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9 августа 2009 г. N 675 "О внес
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
и от 14 января 2009 г. N 24 и от 30 марта 2009 г. N 262"
251)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0 декабря 2009 г. N 1895-р О пере
распределении бюджетных ассигнований для оказания финансовой под
держки ОАО "АВТОВА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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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었다.252) 러시아 자동차제조 및 운송수단제조 기업이 시설현대
화를 목적으로 2008~2010년에 러시아금융기관, 브네쉬에코놈방크, 러
시아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 지급으로 인한 비용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방예
산에서 25억 루블 상당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2. 관세 조정
2008년 11월 7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13호로 러시아 금속 및 자동
차 산업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9개월 동안 주철, 합금강, 철금속 등
의 금속재료 및 고철에 대한 수입관세에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
다.253) 또한 600mm이상의 철 또는 철강 소재의 평판압연제품에도 9개
월 동안 수입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자동차 조립을 위해 원자
재로 사용되는 일부 금속판의 경우에는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로부터
사전에 특수목적성 수입제품 승인을 얻어야 수입관세 영세율을 적용
할 수 있다. 종전에 관련 제품에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은 제품가격의
5% 수준이었다.
2008년 12월 5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903호로 2009년 1월 12일부터
외국산 중고 승용차 및 화물차의 수입관세가 인상되었다.254) 사용연수
가 아닌 배기량에 따라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기준도 7년에서 5년으로
하향조정되었다. 예컨대 승용차의 경우 15%의 수입관세율이 적용되는
25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0 мая 2010 г. N 314 "О предоста
влении субсиди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российс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а
втомобилестроения и транспортного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253)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7 ноября 2008 г. N 813 "О времен
ных ставках в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в отношении отходов и лом
а черных металлов, отдельных видов проката". 본 연방정부령은 시행기간
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했다.
25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5 декабря 2008 г. N 903 "О внесе
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Таможенный тариф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тноше
нии некоторых мотор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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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제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1

당 3유

로의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국내 자동차 산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2009년 4월 22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339호에 따라 러시아국민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반입한 중고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상되었
다.255) 인상된 관세율은 2009년 1월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2009년 1월 11일 이전에 외제차를 반입하였으나 세관절차를 밟지 않
은 자는 특별세율에 따른 관세를 지급할 수 있다.
2009년 10월 9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07호는 중고 외국산 자동차
에게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하는 2008년 12월 5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903호의 시행기간이 2009년 10월 1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
간을 9개월 더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256) 따라서 2010년 7월 12일까지
중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높은 수입관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2009년 10월 14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09호로 2008년 11월 7일 러
시아연방정부령 제813호의 적용기간이 9개월 추가 연장되었다.257)
2008년 11월 7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13호에 따라 2009년 1월 14
일부터 10월 13일까지 주철, 합금강, 철금속 및 고철, 그리고 넓이
255)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2 апреля 2009 г. N 339 "О внесе
нии изменения в Положение о применении единых ставок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логов в отношении товаров, перемещаемых через таможенну
ю границ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изическими лицами для личного п
ользования"
25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9 октября 2009 г. N 807 "О прод
лении срока действия ставок в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в отношен
ии некоторых мотор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본 연방정부령은 시행기간
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했다.
25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4 октября 2009 г. N 809 "О прод
лении срока действия ставок в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в отношен
ии отходов и лома черных металлов, отдельных видов проката". 본 연
방정부령도 시행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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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mm이상의 철 또는 철강 소재의 평판압연제품 등에 대하여 수입관
세 영세율을 적용하였는데, 러시아 국내 금속 및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하여 그 적용기간을 9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3. 정부 구매 확대
2009년 2월 9일 러시아연방정부 제139호 처분으로 2009년 연방정부
의 수요에 따른 자동차 및 관련 장비 구입에 관한 재정지원이 125억
루블 증대되었다.258) 또한 일반국민의 자동차 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출지원(최대 35만 루블)을 위해 러시아금융기관에 정부 보조금이 제
공되었다. 기준금리의 2/3에 해당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
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보조금 총액은 20억 루블로 추정된다.
2009년 2월 20일에는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령 제78호로 러시아연방
정부기관의 러시아산 자동차 및 관련 장비 구매목록이 승인되었다.259)
2009년 3월 24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253호로 러시아 자동차제조산
업 지원을 위해 2009년 연방예산에서 러시아산 자동차 및 공공운송수
단 구매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금 형식으로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260) 보조금은 합계 200억 루블이 될 것이다.
2009년 6월 30일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령 제587호에 따라 2009년
258)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9 февраля 2009 г. N 139-р О распр
еделе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бюджетных ассигнований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
джета на закупку федера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авт
омобильной техники в 2009 г.
259)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Ф от 20 февраля
2009 г. N 78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еречня автомобильной техники, произво
димо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ля закупки федеральны
ми органам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60)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4 марта 2009 г. N 253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Правил распределения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 2009 году из федера
льного бюджета субсидий бюджетам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г. Байконура на закупку авто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и коммунальной
техник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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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기관의 러시아산 자동차 및 관련 장비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125억 루블이 추가로 연방예산에 편성되었다.261) 구매 예정 자동차 장
비 목록도 확정되었다. 이전까지는 연방정부기관의 해당년도 구매 자
동차 목록에는 사용용도(즉, 의료용 자동차, 장애인 운송용 자동차, 학
교버스, 시내버스, 지방버스, 도시 간 시외버스 등)가 명시되어야 했으
나, 산업통상부령 제587호에 첨부된 목록에는 사용용도가 표시되어 있
지 않다.
2009년 7월 15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563호로 2009년 모스크바(Мос
ква), 상트-페테르부르크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바이코누르 우주기지(Б
айконур)에 러시아산 자동차 및 운송수단 구매를 위해 연방예산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졌다.262) 추가 보조금은
다른 주정부가 자동차 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고유 예산에서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지급될 수 있다. 추
가 보조금 규모는 모스크바의 경우 최대 4억 루블, 상트-페테르부르크
의 경우 최대 3억 루블, 바이코누르의 경우 최대 3,000만 루블이다.
단, 추가보조금이 지급되려면 고유예산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차 구매
에 지출해야 하고, 2009년 8월 1일까지 보조금 수령 신청서를 러시아
연방 지방발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
지 않거나 공동재정부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다른 지역에 분배된다.
261)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Ф от 30 июня
2009 г. N 587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
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0 февраля 2009 г. N 78 "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еречня автомобильной техники, производимой на те
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ля закупки федера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6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5 июля 2009 г. N 563 "О внесен
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4 марта 2009 г. N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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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17일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령 제752호로 2009년 2월
20일 산업통상부령 제78호로 승인된 연방정부기관 구매를 위한 러시
아산 자동차 장비 목록이 수정되었다.263) 가즈(ГАЗ) 모델 2개(그 중
하나는 덤프트럭)가 추가되었다.
2009년 10월 5일 러시아연방정부 제1459호 처분으로 2009년 러시아
연방정부기관에게 독점 공급을 할 수 있는 자동차 및 도로건설장비 생
산기업 목록이 승인되었다.264) 해당 목록에는 주식회사 압토바즈[라다
(LADA) 생산업체], 유한회사 솔러스-엘라부가[LLC ‘SOLLERS-ELABUGA’
(ООО “СОЛЛЕРС-ЕЛАБУГА”, 피아트(Fiat) 생산업체], 주식회사 ‘울리
야노프 자동차 공장’[ОАО “Ульяновский автомобильный заво
д”, 아우즈(УАЗ) 생산업체], 리하초프 공장[Завод им. И. А. Лихаче
ва, 질(ЗИЛ) 및 카마즈(КАМАЗ) 기반 특수 운송 수단 생산업체] 등
이 포함되었다. 해당 목록은 러시아연방정부의 위기극복대책을 실행하
기 위한 목적으로 승인되었으며, 20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2009년 12월 31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184호로 2010년에도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바이코누르 우주기지(Байконур)에 러시아산 자동
차 및 운송수단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265) 보
263)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Ф от 17 августа
2009 г. N 752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еречень автомобильной техни
ки, производимо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ля закупки
федера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
и, утвержденный приказо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0 февраля 2009 г. N 78"
264)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5 октября 2009 г. N 1459-р Об утв
ерждении перечня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автомобильной и дорожно-строител
ьной техники, у котор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заказчики осуществляют в
2009 г. закупки д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нужд указанной продукции, произ
водимо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РФ, путем размещения заказа у единственного
поставщика.
265)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1 декабря 2009 г. N 1184 "Об ут
в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распределения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 2010 году из фед
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субсидий бюджетам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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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총 100억 루블로 책정되었다.
2010년 2월 24일 러시아연방정부 제201호 처분으로 연방정부 및 지
방자치단체에게 경쟁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 및 도로건설장비
를 독점공급을 할 수 있는 제조기업의 목록이 승인되었다.266)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20개이다.

4. 내수 확대
(1) 특례대출 시행
2009년 2월 20일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령 제77호로 2009년 일반국
민이 대출이자 보조금 특례를 적용받아 구입이 가능한 러시아산 승용
차 목록이 승인되었다.267) 일반국민이 러시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인목록에 포함된 러시아산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연방정부가
해당 금융기관에게 기준금리의 2/3까지 대출이자를 보상해준다.
2009년 3월 19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244호로 35만 루블 이하의 러
시아산 승용차 신차를 구입한 일반국민을 위해 2009년 러시아금융기
관에게 제공되는 대출이자 보조금 지급조건과 절차가 정해졌다.268)
ции и бюджету г. Байконура на закупку авто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и к
оммунальной техники"
266)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4 февраля 2010 г. N 201-р О пере
чне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автомобильной и дорожно-строительной техники,
у котор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заказчики осуществляют в 2010 г. закупки
д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нужд указанной продукции, производимой на тер
ритории РФ, путем размещения заказа у единственного поставщика
267)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Ф от 20 февраля
2009 г. N 7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еречня легк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производ
им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 приобретении которых
физическими лицами в кредит в 2009 году в 2009, 2010 и 2011 годах кре
дит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возмещаются выпадающие доходы исходя из дву
х третьих ставки ре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бан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 본 산업통상부령은
26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9 марта 2009 г. N 244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Правил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субсидий ро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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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7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548호로 일반국민의 자동차 구
매 대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건이 수정되었다.269) 신형자동차의 가
격상한선이 최대 60만 루블(이전에는 35만 루블)로 인상되었다. 또한
승용차뿐 아니라 소형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받
을 수 있게 되었다. 최초 불입금에 대한 요건도 자동차 가격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일반국민의 신차 구입 대출시 지
원되는 보조금의 제공기간도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특혜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은행의 목록도 확대되었다. 이제
까지는 특혜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은행이 국영은행으로 제한되어 있
었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 700억 루블 이상이고 러시아연방 전역에
지점을 보유한 전국 단위 민간은행도 특혜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되
었다.
2009년 7월 15일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령 제650호는 2009년 러시
아국민이 특례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 가격 상한선이 35
만 루블에서 60만 루블로 인상됨에 따라 2010~2012년 러시아 금융기
관에게 기준금리의 2/3 수준에서 대출금리 보상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절차를 확정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자동차 목록을 수정 승인하였
다.270) 자동차가격이 35만 루블~60만 루블이고 최대 3.5톤 중량인 자
сийским кредит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на возмещение выпадающих доходо
в по кредитам, выданным российскими кредит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
2009 - 2010 годах физическим лицам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автомобилей"
269)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7 июля 2009 г. N 548 "О внесени
и изменений 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т 19 марта 2009 г. N 244"
270)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Ф от 15 июля
2009 г. N 650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еречня автомобилей, производим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 приобретении которых физичес
кими лицами в кредит в 2009 году в 2010, 2011 и 2012 годах кредитны
м организациям возмещаются выпадающие доходы исходя из двух трет
ьих ставки ре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бан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
ии". 본 산업통상부령은 2010년 2월 27일자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령 제146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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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모델로 러시아자동차 고유모델인 가즈(ГАЗ), 우아즈(УАЗ), 타가즈
(ТагАЗ) 등과 함께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시보레 크루즈(Chevrolet
Cruze), 피아트 도블로(Fiat Doblo), 피아트 두카토(Fiat Ducato), 스코다
옥타비아(Skoda Octavia), 현대 소나타(Hyundai Sonata), 현대 액센트
(Hyundai Accent) 등이 특례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 목록에 추가되고
폭스바겐 제타(Volkswagen Jetta)는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종전의 특례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 목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2009년 10월 29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55호로 2009년 러시아국민
의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해 특례대출을 시행한 러시아금융기관에 대
한 보조금 지급 절차가 확정되었다.271) 러시아금융기관은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에 자유양식으로 작성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부가 보조금신청서의 보완을
3회 이상 요청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거절된다. 또한 보조금 지급
을 신청하는 러시아금융기관은 러시아 내에 추가로 지점을 개설할 수
없다. 특례대출제공 및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요구되던 금융기관의 자
본 요건(700억 루블 이상)은 폐지되었다. 특례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러시아연방정부 또는 러시아중
앙은행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2월 4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56호로 2010년 러시아산 자동
차를 구매하는 러시아국민에게 특례대출을 제공하는 러시아금융기관
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절차가 승인되었다.272) 대체로 2009년과 동일하
시행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
271)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9 октября 2009 г. N 855 "О внес
ении изменения в Правил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 2009 году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субсидий российским кредит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на возмещение выпадающих доходов по кредитам, выданным российск
ими кредит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 2009 году физическим лицам на при
обретение автомобилей"
27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4 февраля 2010 г. N 56 "О предос
тавлении в 2010 году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субсидий российски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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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2010년에 신규로 특례대출을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러시아금융기관은 2010년 3월 1일 이전에 러시아연방 산업통상
부에 신고해야 하고, 특례대출에 대한 보고서를 러시아연방 산업통상
부에 제출해야 한다. 러시아금융기관이 특례대출에 대한 보고서를 러
시아연방 산업통상부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2009년에는 15일
이내였음)에 해당 금융기관이 신고한 계좌에 보조금이 이체된다.
2010년 2월 27일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령 제146호로 2010년 특례
대출 적용 대상이 되는 신형자동차 모델의 목록이 확정되었다.273) 시
보레 니나, 시보레 크루즈, 피아트 알베아, 피아트 도블로, 볼가 시베
르, 라다-2115, 현대 소나타, 현대 액센트, 푸조 308 등이 포함된다. 이
전의 목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2) 극동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할인 제공
2009년 3월 4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94호는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러시아산 승용차(신차) 구입가격을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내
용을 포함한다.274) 극동지역 주민이 러시아연방정부가 승인한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산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 생산지로부터 극동지
역으로의 운송비가 구입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주식회사 러시아철
кредит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на возмещение выпадающих доходов по кред
итам, выданным российскими кредит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 2009 - 2010
годах физическим лицам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автомобилей"
273)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Ф от 27 февраля
2010 г. N 146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еречня автомобилей, производим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 приобретении которых физичес
кими лицами в кредит в 2009 - 2010 годах кредит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во
змещаются выпадающие доходы исходя из двух третьих ставки рефина
нсирован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бан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7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1 декабря 2009 г. N 1194 "О сти
мулировании приобретения новых авто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взамен вы
шедших из эксплуатации и сдаваемых на утилизацию, а также по созд
анию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истемы сбора и утилизации вышедших
из эксплуатации авто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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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승용차 생산지로부터 극동지역으로의 운송비 보상 명목으로 러
시아연방정부로부터 200만 루블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2009년 7월 7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547호로 러시아산 승용차(신차)
의 극동지역 운송시 운임을 면제하는 조치로 인해 주식회사 러시아철
도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절차가 수정되었다.275)
승용차 외에 화물차도 운임 면제 대상이 됨으로써 보조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었다. 운임면제대상인 자동차의 목록도 보완되었다. 그리고 특정
자동차 모델[가즈(ГАЗ), 우아즈(УАЗ), 피아트 두카토]에 대해서는 자동
차의 총 무게가 3.5톤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이 추가되었다.
2009년 10월 29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61호로 러시아산 승용차를
극동지역에 운송하는 비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회사 러시아철
도에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이 14억 루블에서 12억 6,600만 루블로 삭
감되었다.276) 삭감된 금액은 알루미늄원재료(nepheline concentrate) 운
송 특별요금 책정으로 인해 주식회사 러시아철도가 입은 손실을 보전
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전환된다.
2009년 12월 14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006호로 2010년 주식회사
러시아철도의 러시아산 자동차(신차)의 극동지역 무상운송의무가 확인
되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러시아철도가 입은 손실 보전을 위한 보조
금 지급이 결정되었다.277) 보조금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연방예산에
275) Приказ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от 8 июля 2009 г. N
601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риказ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
овству от 11 декабря 2008 г. N 402"
27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9 октября 2009 г. N 861 "Об утв
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 2009 году субсиди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
о бюджета открытому акционерному обществу "Росси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
ороги" на компенсацию потерь в доходах, связанных с установлением и
сключительных тарифов на перевозку нефелинового концентрата и вне
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
ии от 4 марта 2009 г. N 194"
27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4 декабря 2009 г. N 1006 "О пер
евозках в 2010 году открытым акционерным обществом "Российские 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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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출될 예정이다. 무상 운송 대상인 자동차 생산업체의 목록도 승
인되었다.
2010년 4월 12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222호로 주식회사 러시아철도
가 극동지역으로 무상운송을 보장하는 러시아산 신형 자동차 모델에
일부 모델이 추가되었다.278) 쌍용자동차의 4개 모델과 유한회사 솔러
스-극동(ООО “СОЛЛЕРС-Дальний Восток”)이 생산한 이수주(ISUZZU)
3개 모델이 이에 해당한다. 본 정부령은 2010년 1월 15일 이후 발생한
법률관계에 적용된다. 따라서 2010년 1월 15일 이후에 주식회사 러시
아철도가 쌍용자동차를 극동지역으로 무상운송한 경우에는 해당 운송
비용 상당의 보조금을 연방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3) 조세특례
2009년 7월 19일 연방법률 제202호로 러시아연방 세법 및 관계 법
령이 개정되었다.279) 개인이 자동차 매도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
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자동차는 등록 취소
전 최소 3년 동안 납세의무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
아닌 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감면액이 12만 5,000 루블에
서 25만 루블로 확대된다.
лезные дороги" н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произведе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
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станции, расположенные на те
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27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2 апреля 2010 г. N 222 "О перев
озках открытым акционерным обществом "Росси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 н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произведе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279)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9 июля 2009 г. N 20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главы 23 и 25 части второй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 и о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отде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Феде
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ь первую, часть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
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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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할인 관련 시범사업
2009년 12월 31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194호로 러시아산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280)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자동차를 1년 이상 소유한 러시아국민은
그 자동차를 폐기하고 5만 루블이 할인된 가격에 러시아산 신형 자동
차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단 구형자동차의 폐기는 2010년 3월 8일부
터 2010년 11월 1일까지로 제한된다.
2010년 1월 14일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령 제8호로 구형자동차를
폐기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할인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와 기준이 규정되었다.281) 폐기되는 구형자동차는 제조일로부
터 10년이 경과된 러시아산 자동차여야 하며, 중량이 3.5톤 미만이어
야 한다.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는 시범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홈페이
지에 게시한다. 신차 구입에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 자동차제조
기업 또는 판매기업이 얻게 되는 손실은 러시아연방예산 자금으로 보
전한다.
2010년 1월 14일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령 제9호로 구형자동차를
폐기하고 러시아산 신형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할인이 제공되는 자
동차 모델의 목록이 승인되었다.282) 이 목록에는 라다(LADA)의 17개
280)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1 декабря 2009 г. N 1194 "О сти
мулировании приобретения новых авто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взамен вы
шедших из эксплуатации и сдаваемых на утилизацию, а также по созд
анию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истемы сбора и утилизации вышедших
из эксплуатации авто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281)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Ф от 14 января
2010 г. N 8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рядка проведения эксперимента по стим
улированию приобретения новых авто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взамен выш
едших из эксплуатации и сдаваемых на утилизацию"
282)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Ф от 14 января
2010 г. N 9 "О Перечне моделей и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овых автотранспор
тных средств 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длежащих продаже со скидк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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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우아즈의 9개 모델(헌터 및 패트리어트 포함), 가즈의 6개 모델,
피아트 알베아, 리네아, 두카토, 도블로, 파노라마, 현대의 소나타, 액
센트, 산타페, 시보레의 니나, 캡티바, 크루즈, 기아의 스펙트라, 소렌
토, 오펠의 안타라, 아스트라, 포드의 포커스, 몬데오, 스코다의 파비아
와 옥타비아, 르노의 로간 및 산데로, 닛산의 티아나 및 엑스-트레일,
폭스바겐의 티구안, 토요타의 캠리 등이 포함된다. 단, 할인이 제공되
는 자동차 모델은 반드시 러시아 내 지정 공장에서 조립된 것이어야
한다.
2010년 3월 23일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령 제221호로 구형자동차를
폐기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보상할인이 적용되는 자동차 모델이 보
완되었다.283) 폭스바겐 파사트, 스코다 예티, 스코다 수퍼브, 푸조 308,
시트로엥 C4, 쌍용 렉스톤, 쌍용 카이런, 우아즈 카르고, 우아즈-2363
을 포함한 13개 모델이 추가되었다.
2010년 8월 12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622호로 구형자동차를 폐기하
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보상할인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의 지속을 위해
추가 100억 루블의 지원이 결정되었다.284)

й в рамках эксперимента по стимулированию приобретения новых авто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взамен вышедших из эксплуатации и сдаваемых
на утилизацию"
283)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Ф от 23 марта
2010 г. N 221 "О дополнении Перечня моделей и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овы
х авто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длежащих про
даже со скидкой в рамках эксперимента по стимулированию приобрете
ния новых авто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взамен вышедших из эксплуатац
ии и сдаваемых на утилизацию, утвержденного приказом Минпромторга
России от 14 января 2010 г. N 9"
28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2 августа 2010 г. N 622 "О внес
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
и от 31 декабря 2009 г. N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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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 지원
1. 보조금 지급
2009년 3월 30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265호로 2008년 1월 1일 이후
방위산업체가 첨단기술 제품 생산을 위한 혁신사업 및 투자사업을 수
행하기 위해 러시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이자 지
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10년에 방위산업체에게 보조금
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285)
2009년 4월 2일 러시아연방정부 제446호 처분으로 2009년 파산위기
에 처한 방위산업체 긴급 지원을 위해 지출될 연방보조금이 30억 루
블 증액되었다.286)
2009년 12월 31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181호로 2010년 방위산업체
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승인되었다.287) 2010년 8월 5일에는 러시아연
방정부령 제603호로 2010년 방위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대출이자채권에 브네쉬에코놈방크가 보유한 대출이자채권도 포
함되게 되었다.

285)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0 марта 2009 г. N 265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Правил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 2010 году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о
рганизациям оборонн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убсидий на возмеще
ние части затрат на уплату процентов по кредитам, полученным в росс
ийских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инновационных и и
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по выпуску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продукции"
286)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 апреля 2009 г. N 446-р Об увели
чении субсидий,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оборон
н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для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банкротства
28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1 декабря 2009 г. N 1181 "О мер
ах по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10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1 и 2012 год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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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채무에 관한 정부보증 제공
2008년 12월 30일 연방법률 제324호로 2009년 연방예산법이 개정되
면서 2009년 러시아 방위산업체의 신규대출에 대한 정부보증 제공이
2009년 연방예산에 반영되었다.288) 정부보증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 기한으로, 보증금액은 최소 5,000만 루블에서 최대 100억 루
블까지이다. 정부보증 총액은 1,000억 루블이다. 브네쉬에코놈방크가
정부보증 제공 및 이행에 관해 연방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러시아연방 재무부가 결정으로 구체적인 정부보증 제공 여부와 그 조
건을 정한다. 2009년 2월 14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04호로 방위산업
체의 2009년 신규 대출 채무 이행을 위한 러시아연방정부의 보증 제
공 절차가 승인되었다.
2009년 6월 30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543호로 방위산업체의 대출채
무에 관한 정부보증 제공 요건이 변경되었다.289) 종전에는 2009년 신
규 대출채무를 위한 정부보증만이 허용되었으나, 본 정부령에 따라 기
존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재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정부보증이 제공
될 수 있게 되었다. 대신에 정부보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방위
산업체가 임원에 대한 상여금 또는 성과금 폐지, 직원 해고시 법적 요
건 준수, 장애인 및 사회취약계층 의무고용 기준 준수 등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정부보증을 요청하는 방위산업체는
러시아연방 재무부에 본 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09
년 10월 2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794호로 2009년 방위산업체의 대출
채무에 관한 정부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브네쉬에
288)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 декабря 2008 г. N 32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09 год и н
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0 и 2011 годов"
289)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0 июня 2009 г. N 543 "О внесен
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4 февраля 2009 г. N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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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놈방크가 추가되었다.290) 종전에는 러시아중앙은행이 발급하는 은행
업 종합면허를 보유한 러시아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해서만
정부보증이 제공될 수 있었다. 정부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금
융기관은 러시아연방 재무부에 은행업 종합면허의 공증사본을 제출해
야 하지만, 브네쉬에코놈방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항공운송산업 지원
1. 보조금 지급
2008년 12월 20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964호로 2008~2009년 항공회
사와의 담보부대출거래에서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처분을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은 손실을 입은 러시아금융기관(러시아연방정부 또는 중
앙은행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은행에 한한다)에 대한 300억 루
블의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다.291)
2009년 3월 17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231호로 극동지역과 러시아서
부(유럽지역)간 왕복노선(승객운송 목적)을 정기 운행하는 항공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다.292) 보조금은 2009년 5월 15일부터 9
290)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 октября 2009 г. N 794 "О внесе
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равил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 2009 год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
х гарант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кредитам, привлекаемым страте
гиче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оборонн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291)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0 декабря 2008 г. N 964 "О поря
дке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2008 - 2010 годах комм
ерческим банкам субсидий на возмещение затрат и недополученных до
ходов по сделкам кредитования авиакомпаний в части, не компенсируе
мой доходами от продажи имущества,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го по договору за
лога в обеспечение кредита"
29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7 марта 2009 г. N 231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Правил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 2009 году субсидий организациям воз
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воздушных перев
озок пассажиро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европейскую часть страны и в о
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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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일까지 21세 미만, 60세 이상의 승객에게 이코노미석 특별가격을
적용하는 러시아 항공업체에게 지급된다.
2009년 4월 13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321호로 2009년 연방예산에서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의 효력이 중지된 항공업체에서 구입한 항공권
을 보유한 승객을 운송한 항공업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다.293) 보조금은 50억 루블로 책정되었다.
2009년 7월 31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632호로 극동지역과 러시아서
부지역간에 왕복노선을 정기운행하는 항공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
한이 2009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294)
2009년 12월 29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095호로 2010년 극동지역과
러시아서부지역간 왕복노선(승객운송 목적)을 정기 운행하는 항공업체
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다.295) 2009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다. 2010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3세 미
만, 60세 이상의 승객에게 이코노미석 특별가격을 적용하는 러시아 항
공업체에게 지급된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연방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
상인 노선과 승객 1인당 제공되는 보조금 액수를 정하여 공시하였다.
293)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3 апреля 2009 г. N 321 "Об утве
рждении Правил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 2009 году субсиди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авиационным перевозчикам для возмещения недополученных
ими доходов в связи с обеспечением перевозки пассажиров, заключивши
х договор воздушной перевозки с авиационным перевозчиком, в отноше
нии которог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ии действия или об ан
нулировании сертификата эксплуатанта"
29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1 июля 2009 г. N 632 "О внесен
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равил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 2009 году субсидий органи
зациям воз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возду
шных перевозок пассажиро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европейскую часть ст
раны и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295)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9 декабря 2009 г. N 1095 "Об ут
в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 2010 году субсидий организациям
воз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воздушных пе
ревозок пассажиро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европейскую часть страны и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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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 감면 등 특례
(1) 수입항공기에 대한 관세 면제
2008년 11월 10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40호로 항공업체 지원방안
중 하나로 러시아 리스회사 또는 통합항공사(ОАК, Объединенная а
виастроительная корпорация)가 수입하는 좌석 300석 이상의 외국
생산 항공기에 대한 관세 면제가 결정되었다.296)
2008년 12월 31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093호로 러시아리스회사 또
는 통합항공사가 수입한 좌석 50석 미만의 외국생산 항공기에 대한
관세 면제가 결정되었다.297)
(2) 부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 납부 기한 연기 또는 분할 허용
2009년 11월 28일 연방법률 제290호로 러시아연방 관세법 제334조
가 개정되어 관세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가 허용되는 목록에
포함되는 상품의 범위가 확대되었다.298) 외국 생산 항공기 및 그 부품
도 동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는 러시아 항공업체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러시아 항공운송 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9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0 ноября 2008 г. N 840 "Об утве
рждении ставок в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в отношении отдельных
видов гражданских самолетов"
29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1 декабря 2008 г. N 1093 "О вне
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Таможенный тариф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тно
шении отдельных видов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본 연방정부령은 2009년 11월
27일 유라시아공동체 관세동맹위원회 제130호 결정(유라시아공동체 정부간위원회의
2009년 11월 27일 제18호 결정에 따라 승인,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298)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8 ноября 2009 г. N 290-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
ения в статью 334 Таможенн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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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구제조산업 및 농업 지원
1. 농기구제조산업 지원
(1) 수입농기구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2009년 1월 9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2호로 수입농기구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15%의 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299) 수입관세 인상으로 증
가한 연방세입은 국내 농기구제조 분야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2009년 11월 14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940호로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2호에 따라 2009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수입농기구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조치의 효력을 추가로 9개월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300)
(2) 로스아그롤리징에 대한 추가 출자
2009년 2월 4일 제122호 처분으로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년 1/4분기
에 공개주식회사 로스아그롤리징(ОАО “Росагролизинг”)301)에 250억
루블을 추가 출자하기로 결정했다.302) 추가출자금은 러시아에서 생산
299)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9 января 2009 г. N 12 "О времен
ных ставках в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в отношении отдельных ви
дов комбайнов". 본 연방정부령은 지금은 효력이 없다.
300)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4 ноября 2009 г. N 940 "О продл
ении срока действия ставок в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в отношении
отдельных видов комбайнов". 본 연방정부령은 관세율의 개정으로 지금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301) 공개주식회사 로스아그롤리징은 2001년 2월에 러시아 농업용 기계 및 축산업용
기계 제조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현재 자본금은
723억 2,250만 5,000루블에 이르고 있다. 러시아연방이 99.99%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008년 12월 러시아연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로스아그롤리징의 사업 범위에
임업 및 어업 관련 기계 제조 산업의 지원이 추가되었다 (http://rosagroleasing.ru/
company/).
302)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4 февраля 2009 г. N 122-р О напра
влении в I квартале 2009 г.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уставные
капиталы ОАО "Росагролизинг" и "Россельхозбан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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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농업용 자동차를 포함한 농업용 기계와 농업용 설비, 식품가공업
이나 임업, 수산물 보관 및 가공업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설비를
구매하고 임차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3) 시설현대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2009년 3월 10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205호에 따라 러시아연방정부
는 5년 기한으로 농기계 및 트랙터 제작, 임업, 석유가스산업용 기계
제작, 설비제조 분야의 러시아 기업이 시설현대화를 위해 러시아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상당 비용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결정했다.303)

2. 농업 지원
(1)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한 가격 안정
러시아연방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업종사자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2008년 8월 12일 러시아연방 농업부령 제398호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연방정부가 해당 상품을 매입하는 방
법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정상품 목록에 일부 농산품
을 추가하였다.304)
303)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0 марта 2009 г. N 205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Правил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убсиди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рос
сийс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и тракторного машиностр
оения, лес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для нефтегазово
го комплекса и станко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возмеще
ние части затрат на уплату процентов по кредитам, полученным в росс
ийских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на техническое перевооружение на сро
к до 5 лет"
304) Приказ Минсельхоза РФ от 12 августа 2008 г. N 398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й в приказ Минсельхоза России от 25 марта 2008 г. N 110". 본 농업
부령은 2009년 9월 7일자 러시아연방 농업부령 제409호의 시행에 따라 효력을 상
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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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6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959호로 국가가 시장 개입을
통해 가격조정을 할 수 있는 상품 목록에 주요 농산품(육류 등의 축
산물, 유제품 등)이 추가되었다.305) 국가의 시장 개입은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농산품의 시장
가격이 최소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정부가 해당 농산품을
거래소 경매나 담보거래를 통해 구매하고, 해당 농산품의 시장가격이
최대기준가격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비축한 농산
품을 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2009년 10월 17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21호로 국가가 시장 개입을
통해 가격조정을 할 수 있는 상품 목록에 냉동건조 분유, 버터, 식용
멸균유, 지방함유 치즈 등의 유가공제품이 추가되었다.306)
(2) 수입쿼터제 및 관세 조절
1) 돼지고기 및 가금류 수입쿼터 변경과 수입관세 인상
2008년 12월 8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918호로 2009년 돼지고지와
가금류의 수입쿼터가 변경되었다.307) 예컨대 돼지고기 수입쿼터는 3만
톤 가량 확대되고, 가금류 수입쿼터는 30만톤 줄어들었다. 쿼터를 초
과하는 육류 수입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는 대폭 인상되었다.

305)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6 декабря 2008 г. N 959 "О пере
чне видо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в отношении которой мог
ут проводить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закупочные и товарные интервенции"
30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7 октября 2009 г. N 821 "О внес
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еречень видо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в
отношении которой могут проводить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закупочные и
товарные интервенции"
30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8 декабря 2008 г. N 918 "О време
нных ставках в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в отношении отдельных в
идов мяса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свинины и мяса домашней птицы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5 декабря 2005 г. N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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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물비료에 대한 수출관세 폐지
2009년 1월 27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65호로 2009년 2월 1일부터
광물비료 수출관세가 폐지된다.308) 이는 러시아 광물비료 생산을 촉진
하여 러시아 농산물생산자가 비료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3) 보조금 정책
1) 브네쉬에코놈방크의 농업투자 허용
2008년 11월 19일 러시아연방정부 제1697호 처분으로 브네쉬에코놈
방크가 농업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309)
2) 대출이자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
2008년 12월 30일 연방법률 제318호로 “농업발전에 관한 연방법률”
제11조와 18조가 개정되었다.310) 농산물생산자가 농업생산을 위하여
러시아금융기관 및 농업소비금융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
상당 비용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해서 대출계약 체결일 고시된 러
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의 100% 및 / 또는 95% 이상, 그리고/또는 2/3
30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7 января 2009 г. N 65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отдельные виды удо
брений, вывозимые за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г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309)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9 ноября 2008 г. N 1697-р О внесе
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Меморандум о финансовой политик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
й корпорации "Банк развития и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нешэкономбанк)", утвержденный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7 июля 2007 г. N 1007-р
31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 декабря 2008 г. N 318-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й в статьи 11 и 18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развит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
яйств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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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보조금이 주정부 예산에서 제공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적용된다. 보조금에 관한 예산
분배 절차와 보조금 제공 요건은 2009년 2월 4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90호로 승인되었다.311)
2009년 2월 24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40호로 연방예산에서 170억
루블을 추가로 편성해서 농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312)
추가 보조금은 농업기업, 농장, 농업소비조합이 대출 이자 지급을 위
해 지출한 비용 상당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 지급 대
상이 되는 것은 (i) 2004-2010년 2년에서 최대 10년 기한으로 러시아
금융기관 및 농업소비금융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 (ii) 2007-2010년
최대 1년 기한으로 러시아금융기관 및 농업소비금융조합으로부터 받
은 대출에 대한 각 이자 상당 비용 손실이다.
3) 연방정부 지원 대상 농업기업 목록 발표
2009년 1월 14일 러시아연방 농업부령 제4호로 2008년 12월 25일에
‘러시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정부위원회 (Правитель
311)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4 февраля 2009 г. N 90 "О распре
делении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в 2010 году субсиди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
жета бюджетам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возмещение части
затрат на уплату процентов по кредитам, полученным в российских кр
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и займам, полученным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
х кредитных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кооперативах"
31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4 февраля 2009 г. N 140 "О напр
авлении в 2009 году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субсидий бюджетам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возмещени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м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организациям агропромы
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езависимо от их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правовых форм и
крестьянским (фермерским) хозяйствам,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м потреби
тельским кооперативам части затрат на уплату процентов по инвестиц
ионным и краткосрочным кредитам, полученным в российских кредитн
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и займам, полученным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ред
итных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кооператив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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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повышению устойчивост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и)’가 선별한 주요 식품기업 및 농업기업의
재정경영상황을 관찰하고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
실행하기 위해 러시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정부위원
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식품산업 및 농업분야 주요기업 모니터링 위
원회’ 설립이 승인되었다.313) 식품산업 및 농업분야 주요기업 모니터
링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기업구조개선계획 작성 제안 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정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해야 한다.
4) 로스셀호즈방크에 대한 추가출자
2009년 2월 4일 제122호 처분으로 러시아연방정부는 글로벌 금융위
기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9년 1/4분기에 공개주식회
사 로스셀호즈방크(ОАО “Россельхозбанк”)에게 450억 루블을 추가
출자하기로 결정하였다.314) 추가출자금은 농업기업, 농장, 개인경작자,
농업소비금융조합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구매개입을 시행하며 토지담
보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5) 농업용 토지 생산성 향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2009년 3월 16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230호로 ‘농업용 토지의 생산
성 향상 및 유지, 복원’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이 약 360억 루블 증대
되었다.315) 농산물 생산자가 러시아산 광물비료 구매를 위해 지출한
313) Приказ Минсельхоза РФ от 14 января 2009 г. N 4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сос
тава Комиссии по мониторингу системообразующих организаций, утвер
жденных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ей по повышению устойчивост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314)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4 февраля 2009 г. N 122-р О напра
влении в I квартале 2009 г.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уставные
капиталы ОАО "Росагролизинг" и "Россельхозбанк"
315)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6 марта 2009 г. N 230 "О внесен
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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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보상해 주기 위해 2009-2011년 연방예산으로부터 주정부에 대
한 교부금 지급 요건과 절차가 결정되었다.
6) 사회보험료 요율 인하
2009년 7월 24일 연방법률 제212호로 “러시아연방 연금기금, 러시아
연방사회보험기금, 의무의료보험연방기금 및 의무의료보험 지역기금
보험료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단일사회세
가 폐지되고 각 사회보험 종류별로 보험료 지급절차가 별도로 규정되
게 되었다.316) 연금보험, 일시적 노동능력상실 및 출산에 관한 사회보
험,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절차, 보험료 납부의무
자, 보험료 부과대상, 산정근거, 요율, 산정기간 및 회계보고기간이 본
법률에 규정되었다. 또한 보험료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절차, 보험료
납부를 지체했을 경우 미납금 징수절차도 규정되었다. 2011년부터 연
금보험은 26%, 사회보험은 2.9%, 연방의료보험은 2.1%, 지역의료보험
은 3%의 요율이 적용된다. 2010년에는 현행 단일사회세율을 고려하여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결국 2011년부터 임금기금에서 징수하는 사
회보장부담금이 26%에서 34%까지 증가될 것이다. 다만 농산물생산자,
단일농업세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2011~2014년에는 보험료 요율을 인
하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7) 가뭄지역에 대한 보조금 및/또는 교부금 지급
2009년 10월 29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57호로 2009년 농산물생산
자가 부담한 대출 이자 비용 상당 손실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от 20 февраля 2006 г. N 99"
31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 июля 2009 г. N 212-ФЗ "О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а
х в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онд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
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й фонд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
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фонды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
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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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주정부에 대한 교부금 지급이 결정되었다.317) 2009년 인구쉐티야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Ингушетия), 카바르디노발카리야 공화국(Каба
рдино-Балкар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칼미크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Кал
мыкия), 카라차예보-체르케스 공화국(Карачаево- Черкесская Респ
ублика), 북오세티아-알라니야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Северная Осети
я - Алания), 바슈코르토스탄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Башкортостан),
타타르스탄 공화국(Респуб- лика Татарстан), 아스트라한 주(Астра
ханская область), 볼고그라드 주(Волгоградская область), 로스토
프 주(Ростовская область), 오렌부르그 주(Оренбургская област
ь), 사마라 주(Самарская область), 사라토프 주(Саратовская облас
ть), 울리야노프 주(Ульяновская область), 첼랴빈스크 주(Челябин
ская область)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하여 입은 농산물생산자(개인
경작인 및 농업소비조합 제외)와 농장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
는 절차가 정해졌다. 보상되는 경제적 손실은 엔진 윤활유 제품, 농기
계 수리용 부품 및 소재, 광물비료, 제초제, 사료, 수의약품 및 기타
계절농작용 재료 등의 구매, 그리고 농업용 가축 구매, 농산품 보험료
지급 등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이로 인한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년 이하의 기간으로 대출기간이 연장
된 경우 축산물과 농작물을 생산하는 위 각 지방 농산물생산자와 농
장을 대상으로, 3년 이하의 기간으로 대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농
작물을 생산하는 위 각 지방 농산물대상자와 농장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손실보상정책은 2008년 농산물생산자의 재정상황
보고서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
31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9 октября 2009 г. N 857 "О внес
ении изменения в пункт 3 Правил распределения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
2009 году субсиди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бюджетам субъектов Росс
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возмещение части затрат на уплату процентов п
о кредитам, полученным в российских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и зай
мам, полученным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редитных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кооператив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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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물 유통 지원
1) 농산물거래장소 제공
2009년 6월 3일 연방법률 제116호로 “소매시장에 관한 연방법률”이
개정되어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종합시장에서의 거래장소 제공 절차
가 간소화되었다.318) 종전에는 농산품 시장 및 농업조합 시장에 대해
서만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거래장소 제공 우대가 가능했다. 거래장소
의 개수는 지방당국이 결정하게 된다.
2) 농산물거래 노점시장 영업 허용
2009년 7월 17일 연방법률 제156호로 “소매시장에 관한 연방법률
제24조 및 및 러시아연방 노동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정되었
다.319) 이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었던 노점시장의 영
업 허용 기간이 연장되었다(본 법률 제정 전 소매시장에 관한 연방법
률 제24조는 러시아연방 내 모든 노점시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건축물 내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본
법률의 제정으로 대도시(인구 50만 이상)의 노점시장은 2012년 1월 1
일까지, 기타 거주지역의 노점시장은 2013년 1월 1일까지, 농민들이
거래하는 농산물 노점시장은 2015년 1월 1일까지 영업이 허용되게 되
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부 소매상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점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거나 착공할 수 없게 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318)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 июня 2009 г. N 116-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
ий в статью 15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розничных рынках и о внесени
и изменений в 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19)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7 июля 2009 г. N 156-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статью 24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розничных рынках и о внесен
ии изменений в 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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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조세 및 관세, 예산
. 조세 관련 법령
1. 법인세
2008년 11월 26일 연방법률 제224호로 러시아연방세법이 대폭 개정
되었다.320) 법인세율이 24%에서 20%로 감축되며, 법인세에서 연방세
가 차지하는 비율이 6.5%에서 2.5%로 낮아진다. 법인세 신고액과 실
제 수익에 따른 납부세액 조정을 고려하여 2008년 4분기에 법인세 조
정에 따른 환급을 받을 가능성도 고려된다. 또한 납세자는 5년에 1회
감가상각방법을 비선형감가법에서 선형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
며 일부 설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할증율이 10%에서 30%로 인상되었
다.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술설비 반입 거래에 대해서는 부
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부가가치세 면제 기술설비 목록은 러
시아연방정부가 승인한다. 주정부는 간이과세비율을 15%에서 5%까지
경감할 수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환급절차를 최적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체납액이 100억 루블을 초
과하는 기업은 러시아연방 재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최대 5년간 연
방세입 부문에 관한 납세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주
택 구입(건설)에 따른 개인소득세 산정에서 적용되는 재산공제액이
100만 루블에서 200만 루블로 확대된다.
2008년 12월 30일 연방법률 제305호로 세법 제284조가 개정되어 종
전에 법인세에서 연방예산으로 편입되는 비율이 2.5%에서 2.0%로 추
가 인하되었다.321) 나머지 18%는 주정부 예산으로 편입되게 된다.
32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6 ноября 2008 г. N 22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
ений в часть первую, часть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 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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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4일 연방법률 제36호로 세법이 다시금 개정되었다.322)
국영기업 또는 러시아연방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설립자본금이
명시되지 않은 재단은 재산출연323)으로 취득한 이익(자산)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동 개정사항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진
재산 양수도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종전까지는 브네쉬에코놈방크
만이 출자로 취득한 이익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면제받았다.
2009년 6월 29일 연방법률 제140호로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던 소비조합 및 소비조합이 1인 사원인 법인에 관한 단일소
득세((ЕНВД)324)적용 시행 시기가 2013년 1월 1일로 늦춰졌다.325) 평
균고용인수가 전년도보다 100명 이상 늘어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는 단일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일소득세 적용 범위 확대로 인한
세입 감소를 우려하여 단계적 시행 시기를 늦춘 것으로 이해된다.

32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 декабря 2008 г. N 305-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й в статью 284 части второй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
ерации"
322)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4 марта 2009 г. N 36-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
ия в статью 251 части второй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
ии"
323) 재산출연에는 주식 또는 지분 인수에 따른 출자 외에 법인 재산에 대한 출연,
비법인에 대한 무상 재산 출연이 포함된다. 예컨대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법
률”(1998년 2월 8일 제정, 제14호 연방법률) 제27조는 자본의 증가 없이 이루어지
는 금전 기타 환가가 가능한 자산의 무상출연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본의 증가
가 없다는 점에서 (현물)출자와 구분되지만, 재산출연으로 취득한 자산도 자본으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현물)출자와 유사하다.
324) 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재산세를 통합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러시아연방 세법 제346.26조~346.31조). 과세기간은
분기 단위이며, 세율은 15%로 분기말일 다음 달 25일 이전에 신고 납세를 원칙으
로 한다.
32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9 июня 2009 г. N 140-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я в статью 3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ь в
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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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2008년 10월 13일 연방법률 제172호로 세법 제172조가 수정되어 부
가가치세 납세기간이 변경되었다.326) 종전에는 납세기간이 분기 단위
였는데, 이제 월 단위로 변경된 것이다. 2008년 3분기부터 분기별 납
세신고에 따라 납부되던 부가가치세는 매월 20일 전에 월별 금액으로
분할되어 납부되어야 한다.
2009년 12월 17일 연방법률 제318호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에 관한
세법 규정이 개정되었다.327) 위기극복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라 부가가
치세 환급절차를 간이화하고 환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
어졌다.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간접소비세, 법인세, 유용광물채굴세
납세실적이 100억 루블 이상인 법인과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간이절차를 이용하여 세무조사가 완료되
기 전이라도 신고세액 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3. 개인소득세
2009년 7월 19일 연방법률 제202호로 개인소득세에 관한 세법 및
관계법규가 개정되었다.328) 개인주택 건축용 토지(또는 그 지분)를 매
입하는 경우, 또는 해당 토지에 매입한 주택(또는 그 지분)이 있는 경
32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3 октября 2008 г. N 17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
ия в статью 174 части второй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27)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7 декабря 2009 г. N 318-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й в части первую и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
ации в связи с введением заявительного порядка возмещения налога на
добавленную стоимость"
328)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9 июля 2009 г. N 20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главы 23 и 25 части второй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 и о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отде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Феде
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ь первую, часть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
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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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개인소득세 과세액 산정에서 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그러
한 공제는 다세대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방실 또는 그 지분에 대해서
만 적용되었다. 부동산담보대출금 이자, 고용주가 퇴직한 직원 및 그
가족구성원에게 유족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금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
다. 또한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자동차(명의 등록이 확인되어야 한
다)를 매각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부동산 외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의 공제 허용 금액이 125,000루
블에서 250,000루블로 확대된다. 개인소득세 과세액 산정에서 비용으
로 인정되어 공제가 허용되는 대출이자부담액을 정하는 절차가 명확
해졌다.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제가 허용되는
대출이자 상한액은 러시아중앙은행 대출금리에 따라 정해졌다. 즉 루
블화 대출이자는 1.5배, 외환 대출이자는 22%가 적용되는 것이다. 연
방법률 제202호의 시행에 따라 2009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러
시아중앙은행 대출금리의 2배까지 공제가 허용되게 되었다.

4. 사회보장부담금
2009년 7월 24일 연방법률 제212호로 “러시아연방 연금기금, 러시아
연방사회보험기금, 의무의료보험연방기금 및 의무의료보험지역기금 보
험료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정되었고,329) 이에 따라 연방법률 제213호
로 각종 특별보상 관련 법률의 단일사회세 관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
하게 되었다.330) 종전에 단일사회세로 규율되던 사회보장부담금은 이
329)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 июля 2009 г. N 212-ФЗ "О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а
х в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онд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
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й фонд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
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фонды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
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33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 июля 2009 г. N 213-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и
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отдельных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положен
ий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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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별법률에 따른 부담금 또는 보험료로 변경되었다.

. 관세 관련 법령
1. 석유산업에 대한 수출관세
러시아연방정부는 2008년 10월 31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02호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 11월 1일부터 러시아연
방 및 러시아연방이 가입한 관세동맹협정331) 회원국 밖으로 반출되는
원유 및 개별 석유제품의 수출관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332)
2008년 11월 26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76호로 2008년 12월 1일부
터 석유 수출관세율이 다시금 인하되었다.333) 수출관세율은 국제석유
м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ах в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Росси
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онд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
и, Федеральный фонд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и терри
ториальные фонды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331) 2007년 10월 6일에 체결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간에 체결된 관세동맹
협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1995년 벨라루스와 관세동맹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면서 1990년대 중후반 카자흐스탄, 키르키즈, 타지키스탄이 참여하는 관
세동맹협정 체결을 주도했으나, 협상에 참여한 당사국들의 이해 대립으로 관세동맹
협정의 체결과 이행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7년 10월 6일 두산베에서 벨
라루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3국간 통합관세지역 조성과 관세동맹 조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2009년 11월 27일 3국 정상이 2010년 1월 1일부터 통합관세지역
을 창설하는데 동의하였다. 다만 벨로루스의 관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통합관세지
역의 창설은 다소 지체되었다. 결국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2010년 7월 1일부터,
벨로루스는 2010년 7월 6일부터 새로운 관세법이 시행되면서 관세동맹협정은 2010
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http://top.rbc.ru/economics/05/07/2010/431439.shtml). 관세
동맹 창설로 러시아는 미화 4,000억 달러, 카자흐스탄세과 벨로루스는 각 미화 160
억 달러의 이익이 기대되고 있다(http://www.annews.ru/news/detail.php?ID=202112).
33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1 октября 2008 г. N 802 "О став
ках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дельные ка
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с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
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г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прекратило действие)
333)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6 ноября 2008 г. N 876 "Об утве
р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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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대한 월별 관찰 보고에 근거하여 매월 조정될 예정이다.
2008년 12월 3일 연방법률 제234호로 “관세율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률” 제3조가 개정되어 수출관세 조정을 위한 관찰 보고 기간이 2개월
에서 1개월로 축소되고 관세율 유효기간도 단축되었다.334) 국제석유가
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을 지원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2008년 12월 25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023호로 2009년 1월 1일부
터 석유 수출관세율이 다시 인하되었다.335)
2009년 1월 29일 러시아아연방정부령 제66호에 따라 2009년 2월 1
일부터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관세율이 인하되었다.336) 국제석유가격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 석유 및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수출관세
율도 지속적으로 인하된 것이다.
국제석유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2009년 2월 24일 러시아
연방정부령 제143호로 2009년 3월 1일부터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관
т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с тер
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г
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33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 декабря 2008 г. N 23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
ений в статью 3 Зако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таможенном тарифе"
335)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5 декабря 2008 г. N 1023 "Об ут
вер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с те
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
г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러시아연방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석유 1
배럴당 미화 44달러 이상이 되어야 석유업체들이 이익을 볼 수 있으며, 배럴당 미
화 38달러인 경우는 수익률이 0에 가깝고, 배럴당 미화 3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손
해가 발생한다고 한다. 러시아연방 재무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석유 및 석유제
품에 관한 수출관세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9 января 2009 г. N 66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
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с терр
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г
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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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인상되었다.337) 석유의 수출관세율은 종전의 미화 100.9달러/톤
에서 미화 115.3달러/톤으로 인상되었다.
2009년 3월 26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256호로 2009년 4월 1일부터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관세율이 인하되었다.338) 석유의 수출관세율은
미화 100달러/톤으로 인하되었다.
2009년 4월 25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366호로 2009년 5월 1일부터
관세동맹협정 회원국 밖으로 반출되는 원유 및 개별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이 인상되었다.339) 프로판, 부탄, 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
부타디엔 및 기타 액화가스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계속 유지된다.
2009년 5월 26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447호로 2009년 6월 1일부터
관세동맹협정 회원국 밖으로 반출되는 원유 및 개별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이 인상되었다.340)
2009년 6월 26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536호로 2009년 7월 1일부터
러시아 및 관세동맹협정 회원국 밖으로 반출되는 원유 및 개별 석유
33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4 февраля 2009 г. N 143 "Об ут
вер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с те
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
г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33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6 марта 2009 г. N 256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
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с терр
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г
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339)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5 апреля 2009 г. N 366 "Об утве
р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
т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с тер
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г
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340)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6 мая 2009 г. N 447 "Об утверж
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д
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с терри
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гл
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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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이 인상되었다.341) 석유에 대한 수출관세는 미
화 212.6달러/톤까지 인상되었다.
2009년 7월 16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574호로 동시베리아 13개 산
지에서 생산된 석유에 대하여 특별수출관세가 도입되어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342)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대규모
석유생산업체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이다.
2009년 7월 27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612호로 2009년 8월 1일부터
러시아 및 관세동맹협정 회원국 밖으로 반출되는 원유 및 개별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이 인상되었다.343) 프로판, 부탄, 에틸렌, 프로
필렌, 부틸렌, 부타디엔 및 기타 액화가스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계속
유지된다.
2009년 8월 24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697호로 2009년 9월 1일부터
러시아 및 관세동맹협정 회원국 밖으로 반출되는 원유 및 개별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이 인상되었다.344)

341)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6 июня 2009 г. N 536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
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с терр
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г
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34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6 июля 2009 г. N 574 "О внесен
ии изменений в Таможенный тариф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тношен
ии нефти сырой"
343)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7 июля 2009 г. N 612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
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с терр
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г
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34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4 августа 2009 г. N 697 "Об утв
ер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с те
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
г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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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25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756호로 2009년 10월 1일부터
러시아 및 관세동맹협정 회원국 밖으로 반출되는 원유 및 개별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이 인상되었다.345)
2009년 10월 28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50호로 2009년 11월 1일부
터 관세동맹협정 회원국 밖으로 반출되는 원유 및 개별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이 인하되었다.346)
2009년 11월 26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954호로 2009년 12월 1일부
터 관세동맹협정 회원국 밖으로 반출되는 원유 및 개별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이 인상되었다.347) 석유에 대한 수출관세율은 미화
231.2달러/톤에서 미화 271 달러/톤으로 인상되었다. 프로판, 부탄, 에
틸렌, 프로필렌, 부틸렌, 부타디엔 및 기타 액화가스에 대한 수출관세
율은 영세율이 폐지되고 미화 105 달러/톤으로 책정되었다.
2009년 12월 25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091호로 201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및 관세동맹협정 회원국 밖으로 반출되는 원유 및 개별 석유제
품에 대한 수출관세율이 인하되었다.348) 국세석유가격의 하락에 따른 것
345)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5 сентября 2009 г. N 756 "Об ут
вер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с те
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
г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34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8 октября 2009 г. N 850 "Об утв
ер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с те
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
г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34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6 ноября 2009 г. N 954 "Об утве
р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
т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с тер
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г
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34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5 декабря 2009 г. N 1091 "Об ут
вер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с 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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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석유에 대한 수출관세율은 미화 271달러/톤에서 267달러/톤으로
인하되고 프로판, 부탄, 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 부타디엔 및 기타 액
화가스에 대한 수출관세율은 미화 46달러/톤으로 절반 이상 인하되었다.
2010년 1월 28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32호로 2010년 2월 1일부터
러시아 및 관세동맹협정 회원국 밖으로 반출되는 원유 및 개별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이 인상되었다.349)
2010년 2월 24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8호로 2010년 3월 1일부터
러시아 및 관세동맹협정 회원국 밖으로 반출되는 원유 및 개별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이 인하되었다.350)
2010년 3월 29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87호로 2010년 4월 1일부터
러시아 및 관세동맹협정 회원국 밖으로 반출되는 원유 및 개별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이 인상되었다.351)
2010년 4월 26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286호로 2010년 5월 1일부터
러시아 및 관세동맹협정 회원국 밖으로 반출되는 원유 및 개별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이 인상되었다.352)
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
г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349)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8 января 2010 г. N 32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
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за пре
делы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территории государств - уча
стников сог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350)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4 февраля 2010 г. N 88 "Об утв
ер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за п
ределы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территории государств - у
частников сог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351)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9 марта 2010 г. N 187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
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за пре
делы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территории государств - уча
стников сог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35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6 апреля 2010 г. N 286 "Об утв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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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6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369호로 2010년 6월 1일부터
관세동맹협정 회원국 밖으로 반출되는 원유 및 개별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이 수정되었다.353) 석유에 대한 수출관세율은 미화 284달러
/톤에서 292.1달러/톤으로 인상되고 프로판, 부탄, 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 부타디엔 및 기타 액화가스 등에 대한 수출관세율은 미화 53
달러/톤에서 미화 27.3달러/톤으로 인하되었다.
2010년 6월 26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472호로 2010년 7월 1일부터
러시아 및 관세동맹협정 회원국 밖으로 반출되는 원유 및 개별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이 수정되었다.354) 석유에 대한 수출관세율은
미화 248.8달러/톤으로 인하되었고 프로판, 부탄, 에틸렌, 프로필렌, 부
틸렌, 부타디엔 및 기타 액화가스 등에 대한 수출관세율도 미화 20.5
달러/톤으로 인하되었다.
2010년 7월 28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568호로 2010년 8월 1일부터
러시아 및 관세동맹협정 회원국 밖으로 반출되는 원유 및 개별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이 수정되었다.355) 석유에 대한 수출관세율은
р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
т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за пр
еделы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территории государств - уч
астников сог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353)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6 мая 2010 г. N 369 "Об утверж
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д
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за пред
елы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территории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
тников сог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35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6 июня 2010 г. N 472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
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за пре
делы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территории государств - уча
стников сог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355)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8 июля 2010 г. N 568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
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за пре
делы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территории государств - уча
стников сог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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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263.8달러/톤으로 인상되었고 프로판, 부탄, 에틸렌, 프로필렌, 부
틸렌, 부타디엔 및 기타 액화가스 등에 대한 수출관세율도 미화 37.1
달러/톤으로 인상되었다.
2010년 8월 26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652호로 2010년 9월 1일부터
러시아 및 관세동맹협정 회원국 밖으로 반출되는 원유 및 개별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이 인상된다.356) 석유의 수출관세는 미화
273.5달러/톤으로 인상되고, 경유 및 중유, 가솔린, 벤젠, 톨루엔 등에
부과되는 수출관세도 톤당 미화 190달러에서 196.5달러로 인상된다.
프로판, 부탄, 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 부타디엔 및 기타 액화가스등
에 대한 수출관세율도 미화 46.2달러/톤으로 인상된다.

2. 기타 수출관세
2009년 1월 27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65호로 2009년 2월 1일부터
광물비료 수출관세가 폐지된다.357) 이는 러시아 광물비료 생산을 촉진
하여 러시아 농산물생산자가 비료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3. 수입관세 조정
2008년 11월 7일 연방정부령 제813호로 금속 및 자동차제조업의 원
재료인 금속재료 등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에 잠정적으로 영세율을 적
35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6 августа
2010 г. N 652 г. Москва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нефть сырую и на отде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выработан
ные из нефти, вывозимые за пределы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
ии и территории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г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
юзе"
35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7 января 2009 г. N 65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ставок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отдельные виды удо
брений, вывозимые за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глашений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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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로 하였다.358) 이후 2009년 10월 14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09
호로 주철 등 금속재료에 관한 수입관세 영세율 조치를 2010년 7월
13일까지로 연장하였다.359)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년 11월 23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943호로
커트러리를 생산하는 러시아기업을 위한 보호조치로 해당 제품 수입
에 대한 특별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었다. 내식강으로 제작된 수입
제품(러시아 대외경제활동 상품목록 코드 8211 91 300 0, 8215 20
100 0, 8215 99 100 0)에 3년간 1kg당 미화 1.4달러의 특별관세가 적
용된다. 다만 이러한 특별관세는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개발도상국
(중국은 제외, 단 대만, 중국특별행정지역인 홍콩, 마카오는 포함)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관세는 수입관세와 별도로
부과된다.
2008년 12월 5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903호로 2009년 1월 12일부터
외국산 중고 승용차 및 화물차의 수입관세를 인상하였다.360) 이 조치
는 2009년 10월 9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07호로 적용기간이 2010년
7월 12일까지로 연장되었다.361)
35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7 ноября 2008 г. N 813 "О времен
ных ставках в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в отношении отходов и лом
а черных металлов, отдельных видов проката"
359)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4 октября 2009 г. N 809 "О прод
лении срока действия ставок в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в отношен
ии отходов и лома черных металлов, отдельных видов проката". 본 연
방정부령은 2009년 11월 27일 유라시아공동체 관세동맹위원회 제130호 결의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다.
360)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5 декабря 2008 г. N 903 "О внесе
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Таможенный тариф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тноше
нии некоторых мотор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361)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9 октября 2009 г. N 807 "О прод
лении срока действия ставок в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в отношен
ии некоторых мотор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본 연방정부령은 2009년 11
월 27일 유라시아 공동체 관세동맹위원회 제130호 결의가 2010년 1월 1일부터 시
행됨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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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8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918호로 2009년 돼지고지와
가금류의 수입쿼터가 변경되었다.362) 예컨대 돼지고기 수입쿼터는 3만
톤 가량 확대되고, 가금류 수입쿼터는 30만톤 줄어들었다. 쿼터를 초
과하는 육류 수입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는 대폭 인상되었다.
2009년 1월 9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2호로 수입농기구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15%의 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363) 수입관세 인상으로 증
가한 연방세입은 국내 농기구제조 분야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 조치는 2009년 2월 14일부터 9개월간 시행될 예정이었다. 2009년
11월 14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940호로 이 조치의 적용기간이 9개월
더 연장되었다.364)
2009년 4월 22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339호에 따라 러시아국민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반입한 중고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상되었
다.365) 인상된 관세율은 2009년 1월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2009년 1월 11일 이전에 외제차를 반입하였으나 세관절차를 밟지 않
은 자는 특별세율에 따른 관세를 지급할 수 있다.
36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8 декабря 2008 г. N 918 "О време
нных ставках в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в отношении отдельных в
идов мяса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свинины и мяса домашней птицы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5 декабря 2005 г. N 732"
363)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9 января 2009 г. N 12 "О времен
ных ставках в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в отношении отдельных ви
дов комбайнов". 본 연방정부령은 시행기간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36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4 ноября 2009 г. N 940 "О продл
ении срока действия ставок в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в отношении
отдельных видов комбайнов". 본 연방정부령은 2009년 11월 27일 유라시아공
동체 관세동맹위원회 제130호 결의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다.
365)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2 апреля 2009 г. N 339 "О внесе
нии изменения в Положение о применении единых ставок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логов в отношении товаров, перемещаемых через таможенну
ю границ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изическими лицами для личного п
ользова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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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관련 법령
1. 예산 관련법규의 개정
2008년 11월 8일에는 연방법률 제193호로 2008년 연방예산법이 개
정되어 2008년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정책의 시행에 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였다.366) 가장 핵심적인 긴급과제는 금융시스템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그 외에도 담보대출시장의 발전,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확대,
그루지야와 오세티야 분쟁 관련 피해 복구가 우선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항목이 예산에 추가되거나 관련 항목 세출 규모가 확
대되었다.
2008년 11월 24일 연방법률 제205호로 2009년 연방예산법이 개정되
었다.367) 주류에 대한 간접소득세 예산 분배 비율이 변경되어 2009년
주류에 부과되는 간접소비세의 40%(종전에는 20%)가 주정부예산에,
나머지 60%는 연방예산에 분배된다. 2009년 회기 동안 러시아연방정
부의 금융시장 및 개별산업 긴급지원대책 시행을 위해 연방예산의 부
담에 기초한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이 아닌 법인에 대한 투자는 중단
된다. 다만 국부펀드의 브네쉬에코놈방크 계좌에 대한 예치금 보관은
허용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러시아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러시아연방정부의 예산 집행 권한이 확대되었다. 예산관련 법령의 개
정 없이도 러시아연방정부는 예비비 및 기타 연방예산 준비금을 차관
및 국채 상환, 예산 균형 보장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36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8 ноября 2008 г. N 193-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08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09 и 2010 годов"
367)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 ноября 2008 г. N 205-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
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в
язи с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09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0 и 2011 год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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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예산 및 2010-2011년 계획예산에서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008년 12월 30일 연방법률 제308호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
요에 따른 재화 및 용역 공급, 도급 발주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정
부조달법”)이 개정되었다.368)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건설, 재건축, 대규모보수에 관하여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정부계약에 정한 가격을 인하할 수 있고 하수급인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직접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날 연방법률 제310호로 2009년 연방예산법이 다시 개정되었
다.369) 200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휘발유, 가솔린, 디젤연료, 디젤 및
카뷰레터 엔진용 오일에 대한 간접소비세에서 지역예산에 산입되는
비중을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석유가스제품으로 얻는 수익은
2009년 및 2010년, 2011년 예산안에 명시한 규모에 도달하기 까지는
석유 및 가스 항목으로 산입되며, 일정 규모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예
비비 항목으로 산입된다. 주정부는 예비비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 중
일부 금액을 예비비로 적립해야 한다. 예비비는 주정부 재정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필수 지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368)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 декабря 2008 г. N 308-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размещении заказов на поставки товар
ов, выполнение работ, оказание услуг д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
льных нужд" 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
ии"
369)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 декабря 2008 г. N 310-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й в Бюджет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Федеральный з
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Бюджет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
ции в части регулирования бюджетного процесса и приведении в соотв
етствие с бюджетны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дел
ьных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68

제 6 절 조세 및 관세, 예산

2009년 2월 9일 연방법률 제17호로 러시아연방예산법370) 제132조 및
제139조가 개정되었다.371) 연방정부는 위기극복대책의 일환으로 3년
계획 연방예산으로 편입된 세입을 의회의 승인 없이 재량에 따라 주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전하거나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09년 3월 10일 러시아연방정부 제271호 처분으로 2009년 상반기
연방예산 균형을 위해 예비비로 1조 6,039억 7,730만 루블이 추가 조
성되었다.372)
2009년 4월 9일 연방법률 제58호로 러시아연방예산법과 관련법규가
개정되었다.373)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긴급상황에서 연방예산
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예산 적자 시 예비비 사용 절
차, 주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위한 교부금 지급 절차, 국영
기업의 수익사업 및 투자가능 범위 확대, 관세부과 및 관리절차 효율
화, 연방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을 위한 정부 신청 및 승인 서류
간이화가 규정되어 있다.
2009년 4월 28일에는 연방법률 제76호로 다시 2009년 연방예산법이
개정되었다.374) 이는 2009년 러시아연방 사회경제발전 전망을 수정하
370) 러시아는 예산에 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세입 및 세출,
예산간 이전과 분배,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 계획예산의 조성, 예산의 집행, 예산
관련 법령의 위반에 관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예산법"(1998년 7월
31일 제정, 제145호 연방법률) 외에 매년 다음년도 예산과 그 차기, 차차기 연도의
계획예산에 관한 법률을 연방의회에서 제정한다.
37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9 февраля 2009 г. N 17-ФЗ "О порядке примене
ния статей 132 и 139 Бюджетн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72)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0 марта 2009 г. N 271-р О направ
лении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2009 г. средств на финансовое обеспечение с
балансированности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37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9 апреля 2009 г. N 58-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
ий в Бюджет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
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7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8 апреля 2009 г. N 76-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09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0 и 2011 год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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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러시아연방정부의 위기극복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예산집행을 정당
화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과 2011년 계획연도에 대한 2009년 예산법
의 규정은 전면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8.5%에서
13%로 상향조정되었다. 연방예산세입은 감축되고, 세출은 확대되었다
(연방예산의 재정적자는 주로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한다). 2009년
연방예산의 적자 규모는 2조 9,783억 9,800만 루블로 확정되었다. 러시
아연방정부는 2009년 방위산업체의 채무를 조정하고, 금융시스템을 지
원하는데 최대 2,800억 루블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육보조금 액
수, 양육수당 인상 등에 관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
용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연방법률 제77호로 2009년 연방예산법이 개정되어 러시아
연방 연금기금예산이 수정되었다.375) 2009년 러시아연방 사회경제발전
전망을 수정하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연금, 보조금, 사회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2010-2011년 계획예산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
다. 2009년 12월 1일부터 기본노동연금액을 1,950루블에서 2,562루블로
상향조정한다. 2009년 상반기 소비자가격상승지수를 고려하여 2009년
8월 1일부터 노동연금의 보험부분을 특별조정하여 2009년말 연금 평
균급여액이 6,280루블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2008년말 연금 평
균급여액 4,294루블에 비하여 30% 상승된 금액이다. 2009년 말 사회
연금 평균급여액은 4,294루블(2009년 확정된 연금수급자 최저생계비
4,245루블의 101%에 달하는 금액)에 이르게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연방법률 제78호로 2009년 연방예산법이 개정되어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기금예산이 변경되었다.376) 1개년 예산으로 전환되고,
37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8 апреля 2009 г. N 77-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юджете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09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0 и 2011 годов"
37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8 апреля 2009 г. N 78-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юджете Фонда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09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0 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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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회경제발전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예산수입은 축소되고 보
조금 지급은 확대되었다. 2009년 임금기금총액이 축소됨에 따라 단일
사회세, 보험료, 종합소득세로 얻는 예산수입도 축소된다. 인플레이션
전망(13%)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공제와 보험료 지
급에 관한 보조금이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2009년 러시아 사회보험기
금예산은 세입이 세출보다 높을 예정이다.
같은 날 연방법률 제79호로 2009년 연방예산법 중 연방의무의료보
험기금에 관한 항목이 수정되었다.377) 2010-2011년 계획예산에 관한
항목은 삭제되었다. 연방의무의료보험기금 의료설비유지비, 시설 아동
및 저소득계층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이 축소되고, 지역의무의료
보험기금의 개별적 사정과 수요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
록 지역의무의료보험기금에 지급되는 월 보조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
었다.
2009년 6월 29일 연방법률 제131호로 2009년 연방예산법이 개정되
어 공개주식회사 "러시아철도"(ОАО "РЖД")에게 연방예산으로부터
500억 루블의 보조금이 추가로 제공되게 되었다.378) 이는 연방정부에
서 철도화물운송 운임, 징수금, 요금을 조정한 결과 러시아철도가 입
게 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까지 러시아철도를 포함한
국영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대체로 러시아연방정부의 출자금 납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상황을
고려하여 2009년 전략기업에 대한 정부보증 요건이 변경되었다. 즉 정
부보증은 채무 상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한 뒤 남은 은행 채무원
годов"
377)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8 апреля 2009 г. N 79-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юджете Федерального фонда обязательн
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на 2009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0
и 2011 годов"
378)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9 июня 2009 г. N 131-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09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0 и 2011 год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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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90% 미만 범위에서 이행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대출계약에서
정한 변제기가 경과된 후 정부보증이 효력을 갖는 기간이 2년에서 70
일로 단축되었다.
2009년 7월 19일 연방법률 제192호로 러시아연방예산법이 개정되어
2010~2012년 연방예산안 및 금융통화정책 주요방향을 국회심의에 상
정하는 기한이 2009년 8월 26일에서 2009년 10월 1일까지로 변경되었
다.379) 연방예산안 작성을 위한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및 수
요 검토 기간도 1개월 연장되었다. 단 정부기관별 연방예산안 심의기
간은 10일 단축되었다. 정부부서별 수입 및 지출, 분야별, 항목별, 특
별항목별, 사업별 재정 분배는 2010년 1년 예산에 한정하여 승인된다.
이는 러시아 및 세계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2010년 연방예
산안 제출시 국가사회경제발전에 대한 명확한 전망, 예상결과, 해당
사업연도에 예상되는 연방예산집행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도
잠정적으로 적용을 중단하기로 한다. 연방예산의 종합편성목록 및 국
가채무 상한액도 2010년에 해당하는 것만 승인하기로 한다. 2009년에
는 조세제도 변경 기한에 대한 제한 규정 적용을 중단한다. 이러한 제
한규정에 따르면 조세제도 변경은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최소 1개
월 전에 승인을 마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행일을 다음 회계년
도 1월 1일 이후로 하여야 하는데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적용을 엄격히 하는 것은 탄력있는 재정운용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2009년 9월 22일 연방법률 제218호로 러시아연방예산법,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에 관한 연방법률, 러시아연방 자동차 도로 및 도로운송에 관
한 연방법률이 개정되었다.380) 이는 연방예산 추가 세입을 확보하기
379)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9 июля 2009 г. N 193-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я в статью 11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для ук
репления стабильности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ы в период до 31 декабря
2011 года"
38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2 сентября 2009 г. N 218-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
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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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으로, 탄화수소 원료(가연성 천연가스 제외)에 속하는 유용광
물채굴에 대한 세금으로 얻는 모든 세수는 연방예산으로 산입되도록
변경되었다. 이전까지 이러한 세수의 5%는 지역예산에 산입되었다.
이 연방법률이 시행될 경우 연방예산 세입은 2010년 465억 루블 이상,
2011년 509억 루블 이상, 2012년 550억 루블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예비기금(Резерв-ный
Фонд)381) 및 국부펀드 운영으로 얻는 수익은 연방예산에 포함되어 관
리될 예정이다. 또한 2010~2012년에는 러시아중앙은행 수익의 75%(종
전에는 50%)가 연방예산으로 산입될 것이다. 그 결과 매년 추가적으
로 200억 루블 이상이 연방예산에 산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9
년 10월 3일 제정된 연방법률 제229호는 2009년 9월 22일자 연방법률
제218호 제1조(탄화수소원료(가연성 천연가스는 제외)에 속하는 유용
광물채굴에 대한 세금으로 얻는 세수를 100% 연방예산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부터로 변경하였다.382)
2009년 10월 3일 연방법률 제209호와 함께 제정된 연방법률 제230
호에 따라 2009년 연방예산에서 1,530억 루블의 세출이 추가 편성되었
다.383)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금융기관에 정부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отде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81) 2008년 2월 1일 안정화기금이 예비기금과 국부펀드로 분할되었다. 예비기금은
원칙적으로 연방예산의 일부를 이루며, 해당 회계연도 러시아 내 석유가스 운송으
로 인한 수익의 일정부분을 예비기금으로 적립하고 그 초과분은 국부펀드로 이월
하게 된다. 2010년 4월 1일 푸틴총리가 예비기금 적립액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
였는데, 2010년 4월 1일 현재 에비기금 적립액은 총 1조 5,532억 8,000만 루블에 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82)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 октября 2009 г. N 229-ФЗ "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и
и действия статьи 1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
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изнании у
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отде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осси
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8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3.10.2009 N 230-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09 год и на планов

173

제 4 장 러시아의 위기대응법제

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지원하는데 1,500억 루블이 소요되고, PJ-10
“BrahMos”(БраМос) 사업 시행을 위해 러시아측 참여기업인 공개주식
회사 “VPK NPO 기계제작”(ОАО “ВПК "НПО машиностроения”)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데 49억 8,000만 루블이 소요된다. “BrahMos”는
미사일 개발 및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러시아-인도 합작기업이다. 그
외에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지출 계획이 변경되어 세출에서 198억
1,800만 루블 감축되었다. 나머지 분야별, 사업별 예산 조정이 있었다.
2009년 12월 17일 연방법률 제313호로 “2010년 및 2011-2012년 연방
예산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2010년 연방예산법”)이 개정되었다.384)
2010년 연방예산 세출이 줄어들고, 일부 조항의 효력이 2011년 1월 1
일까지 중단된다. 이는 예외적인 지출 항목을 재정 지원할 연방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 법의 시행으로 세출을 400억 루블 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2. 연방정부의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대외지원
2008년 12월 31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089호로 고용보장 긴급대책
의 시행을 목적으로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437억 2,330만 루블
의 교부금 지급이 결정되었다.385)
2009년 7월 17일 연방법률 제146호로 2009년 연방예산법이 개정되
었다. 2009년 유라시아공동체386) 위기대응기금(Антикризисный фо
ый период 2010 и 2011 годов"
38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7 декабря 2009 г. N 313-ФЗ "О приостановлен
ии действия отде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некоторых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вязи с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10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1 и 2012 годов"
385)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1 декабря 2008 г. N 1089 "О доп
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сниже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рынке труда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86) 유라시아 지역(구 소비에트연방경제권)에 위치한 국가들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5월 31일에 발족한 국가간협의체로 러시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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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д ЕврАзЭС)에 대한 러시아연방 부담금을 명시하기 위해서이다.387) 러
시아연방정부는 유라시아공동체 위기대응기금에 대한 부담금 지급 여부
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유라시아공동체 위기대응기금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회원국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향후
회원국 국가의 경제통합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년 10월 2일 제1431호 처분으로 244억 5,000만
루블을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위기대응기금(Антикризисный фонд Евр
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에 납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년 9월 14일 제1320호 처분으로 세계금
융위기로 절대적 경제위기에 봉착한 최빈곤국가에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388) 2009년 4월 1~2일 런던에서 개최된 G12 국가정상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세계은행(World Bank)의 취약국 및 취약분야 지원프
로그램 중 사회부문의 지원을 위해 2009-2011년 연방예산의 일부를
신탁기금(Трастовый фонд)에 적립하기로 한 것이다. 러시아가 부담
하는 금액은 미화 5,000만 달러이며, 2009년에 미화 2,000만 달러를,
2010년 및 2011년에 각 미화 1,500만 달러를 각 지원하기로 하였다.
러시아연방 재무부는 이러한 연방정부의 결정을 세계은행에 통지하고,
지원금을 송급하는 절차를 협의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2009년 10월 3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798호로 특정 사업을 위해 연
방예산으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지원금, 기타 교부금(이하 ‘특별자금’)
잔여금의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용 절차가 규정되었다.389) 당해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정회원국으로,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크라
이나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해있다.
387)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7 июля 2009 г. N 146-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09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0 и 2011 годов"
388)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4 сентября 2009 г. N 1320-р Об ок
азании РФ поддержки беднейшим странам, пострадавшим в результате
миров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175

제 4 장 러시아의 위기대응법제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특별자금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을 얻어 다음 회계년도에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당해 회계
연도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특별자금이 연방예산 세입으로 산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잔액은 러시아연방 재무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연
방재산으로 귀속된다. 종전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은 특별자금은 실행
기관인 연방정부기관에서 다음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을
명확히 한 다음에야 비로소 연방재산으로 귀속되었다. 앞으로는 해당
특별자금의 실행기관인 연방정부기관에서 다음 회계년도에 위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채택하지 않는 한, 러시아연방 재무부 결정에 따
라 해당 자금은 당연 연방재산으로 귀속된다. 또한 본 연방정부령에
따라 일부 특별자금 제공기간이 단축되었다. 농업종사자의 농약(광물
비료) 구입, 첨단기술분야 산업단지 조성, 일부 원예업 및 목축업 지
원, 취약계층 국민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시행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2009년에 종료된다.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입양을 위해 일시
금으로 제공하던 보조금 지급도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

제 7 절 고용과 사회보장
. 고용보장 및 고용지원
1. 고용지원 일반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는 2008년 11월 28일 러시아연방 보건사
회발전부령 제683a호로 해고위기에 처한 근로자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389)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9 ноября 2009 г. N 798-рп О выделе
нии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правительст
ву Вологод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Волого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ко-ар
хитектурного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заповедника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
моле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Смоленской специальной (коррекционной) об
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ы I и II вид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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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용법 및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설상담기관 “핫라
인” 개설, 구직상담기관 조직 개편, 홍보물 발간 등의 긴급고용지원
정책 세부사항을 발표하였다.390)
2008년 12월 25일 연방법률 제287호로 “러시아연방 국민고용에 관
한 연방법률”이 개정되었다.391) 2009년 1월 1일부터 희망퇴직자에게도
정리해고로 인한 해고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과 유사한 실업보
조금이 1년간 지급된다. 실업보조금 액수는 해고실업수당의 75% 수준
이나, 법령이 정한 상한(2009년부터 4,900루블)을 초과할 수 없다. 종
전에는 희망퇴직자는 6개월 동안 1,275루블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
았다.
2009년 4월 9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316호로 연방예산의 일부가 주
정부 및 바이코누르市 노동시장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되었
다.392) 보조금 총액은 약 340억 루블에 이른다. 이 보조금은 실업자에
대한 사회수당 지급 및 고용촉진 정책 시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2009년 8월 2일 연방법률 제217호로 “과학 및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연방법률”, “대학 및 대학원교육에 관한 연방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러시아연방 중소기업 발전에 관한 연방법률”이 개정
되어 정부지원을 받는 학술연구기관 및 대학(대학원 포함)교육기관도
자유로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393) 학술연구기관 및 대학교
390)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Ф от
28 ноября 2008 г. N 683а "Об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х пун
ктов, телефонных "горячих линий" и предувольнительных консультац
ий работников"
39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5 декабря 2008 г. N 287-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й в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Росси
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9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9 апреля 2009 г. N 316 "О допол
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поддержке рынка труд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9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 августа 2009 г. N 217-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
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в
опросам создания бюджетными научными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и учрежд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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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관은 다른 인허가 절차를 얻을 필요 없이 러시아연방 교육과학부
에 대한 통지만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 설립 후 얻
게 되는 수익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다만 이러한 수익금은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
적재산권의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며, 회사 정관에서 정한 설립
목적에 따른 영업을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본 연방법률은 경제위

기 상황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난에 봉착한 청년실업자를 구제하
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009년 12월 14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011호로 2010~2011년 고용
긴장 완화를 위한 추가대책 시행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
다.394) 보조금 지급 대상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은 지역
단위의 특별고용프로그램의 재정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보조
금 사용 목적은 해고위기에 처한 근로자를 위한 전문기술교육, 공공일
자리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교육기관졸업생 실무연수, 중소기업발전,
실업자 창업 지원으로 제한된다.

2.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조정
2008년 11월 7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835호에 따라 승인된 2009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쿼터는 3,976,747명이다.395) 그런데 2008년 12월 26
일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 제778호 명령으로 러시아국민의 우선
ниями хозяйственных обществ в целях практического применения (вне
дре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39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4 декабря 2009 г. N 1011 "О пре
доставлении в 2010 и 2011 годах субсиди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б
юджетам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реализацию дополнител
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сниже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рынк
е труда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95)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7 ноября
2008 г. N 835 г. Москва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на 2009 год квоты на выдачу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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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권 보장을 위해 2009년 주별로 할당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쿼터
가 전체적으로 축소조정되었다.396) 러시아연방 전체 쿼터는 1,250,769
명으로, 이는 2008년보다 11만명 정도 증가된 수치이다.

2009년 각

주정부에 할당된 쿼터 수정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비쿼터는 625,384건
으로 러시아연방 전체 쿼터의 50% 수준이다(종전 예비쿼터 30%미만).
외국인근로자 고용 쿼터제도는 러시아와 무비자협정이 체결된 CIS 회
원국(그루지야, 투르크메니스탄 제외)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3월 30일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 제140호 명령으로
2009년 니줴고로드스카야주 내에서 근로 목적의 외국인 입국 비자 발
급 한도가 증대되었다.397) 이는 러시아연방 전체의 외국인 고용비자
예비쿼터를 활용하여 조정된 것이다.
2009년 6월 15일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 제313호 명령으로 외
국인근로자 고용 쿼터가 다시 조정되었다.398)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
쿼터는 증대되고, 튜멘주, 한티-만시스크 자치구, 케메로프 주의 쿼터
396)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Ф от
26 декабря 2008 г. N 778н "О распределении по субъектам Российской Ф
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н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09 год квоты на выдачу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приглашений на въ
езд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в целях осуществления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
ьности"
397)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Ф от
30 марта 2009 г. N 140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6 д
екабря 2008 г. N 778н "О распределении по субъекта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
ации утвержденн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09 год
квоты на выдачу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приглашений на въезд в Рос
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в целях осуществления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398)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Ф от
15 июня 2009 г. N 313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6 д
екабря 2008 г. N 778н "О распределении по субъекта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
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н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09 го
д квоты на выдачу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приглашений на въезд в Р
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в целях осуществления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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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각 주별로 분배된 쿼터의 총수가 감소하였
으며, 러시아연방 전체 예비쿼터는 5,539건 증가되었다.
2009년 10월 6일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 제814호 명령으로
2009년 외국인에게 고용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는 쿼터가 직업별, 전문
분야별, 자격별로 구분되어 각 주에 재분배되었고, 그 결과 일부 주의
고용허가증 발급쿼터가 감소되었다.399) 2009년 10월 6일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 제815호 명령으로 2009년 주별로 할당된 외국인근로
자 고용 쿼터가 전체적으로 다시금 축소조정되었다.
2009년 11월 28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962호로 2010년 외국인 고용
허가증 발급쿼터가 결정되었다.400) 2010년 쿼터는 1,944,356명으로
2009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단, 러시아 내에서 우선적으
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외국인고용 쿼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12월 16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031호로 2010년 소매업 및
스포츠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가 결정되었다.401) 이는 러시
아국민의 우선취업보장을 고려하여 정해졌으며, 각 기업은 고용한도를
준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399)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Ф от
6 октября 2009 г. N 814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риложения N 1 и 2
к приказу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
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6 декабря 2008 г. N 777н "О распределении по суб
ъекта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н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
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09 год квоты на выдачу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400)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8 ноября 2009 г. N 962 "Об утве
рждении на 2010 год квоты на выдачу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разреше
ний на работу"
401)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6 декабря 2009 г. N 1031 "Об ус
тановлении на 2010 год допустимой дол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исп
ользуемых хозяйствующими субъектам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ми деятельнос
ть в сфере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и в области спор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
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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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2009년 4월 28일 연방법률 제72호로 “러시아연방 노동연금에 관한
연방법률”, “체르노빌 참사 희생자에 대한 사회보호에 관한 연방법
률”, “퇴역군인에 관한 연방법률”, “국가사회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등
연금 및 특수직역 연금, 공공부조, 기타 사회수당에 관한 개별법령이
개정되었다.402)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러시아경제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2009년 인플레이션 전망이 수정되었고(초기 전망이 8.5%
였던 것에 반하여 13%임), 이에 따라 취약계층 및 특별보호계층의 소
득보장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2009년 12월 1일부터 노령
연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기본근로연금액이 최대 월 2,562루블로 인상
되었다(종래 2009년 12월 1일 기준 최대인상액은 2,460루블이었음).
장애인과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근로연금액도 노령연금에 비례하여
인상되었다. 2009년 4월 1일부터 참전용사, 장애인, 체르노빌 참사 피
해자, 소비에트연방 영웅, 러시아연방 영웅, 사회노동 영웅, 명예훈장
수여자, 노동명예훈장수여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13% 인상조정
되었다. 또한 2009년 4월 1일부터 특례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
스(약품지원, 요양 및 휴양치료, 시외철도 무료 이용) 금액이 13% 인
상되었다(월 615루블에서 641루블까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특례대
상자에게 제공되는 약제보상비용도 2009년 월 465루블에서 480루블로
인상되었다. 양육보조금403) 증서를 소지한 자는 일정한 기한 내의 신
402)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8 апреля 2009 г. N 7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цел
ях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матер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отдельных категори
й граждан"
403)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9일 연방법률 제256호로 제정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추가정부지원에 관한 연방법률”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200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한 가정에 상당한 금액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된다. 예컨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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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따라 양육보조금 중 12,000루블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2009년 7월 23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611호로 2009년 8월 1일부터
근로연금 중 보험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7.5% 조정하기로 결정하였
다. 인플레이션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되었다.404)
2009년 7월 24일 연방법률 제212호로 “러시아연방 연금기금, 러시아
연방사회보험기금, 의무의료보험연방기금 및 의무의료보험지역기금 보
험료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정되었다.405) 본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2010년 1월 1일부터 단일사회세가 폐지되고 각 사회보험 종류별로 보
험료 지급절차가 별도로 규정되게 되었다. 연금보험, 일시적 노동능력
상실 및 출산에 관한 사회보험,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절차, 보험료 납부의무자, 보험료 부과대상, 산정근거, 요율, 산정
기간 및 회계보고기간이 본 법률에 규정되었다. 또한 보험료 산정방법
을 변경하는 절차, 보험료 납부를 지체했을 경우 미납금 징수절차도
규정되었다. 2011년부터 연금보험은 26%, 사회보험은 2.9%, 연방의료
보험은 2.1%, 지역의료보험은 3%의 요율이 적용된다. 2010년에는 현
행 단일사회세율을 고려하여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결국 2011년부
터 임금기금에서 징수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이 26%에서 34%까지 증가
될 것이다.
31일까지 양육보조금은 25만 루블,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양육보조금은 34
만 3,378루블에 달한다. 양육보조금은 자녀의 교육, 연금보험료 지급, 주거환경 개
선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출생 이후 3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40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3 июля 2009 г. N 611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коэффициента индексации с 1 августа 2009 г. страховой части
трудовой пенсии"
40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 июля 2009 г. N 212-ФЗ "О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а
х в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онд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
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й фонд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
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фонды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
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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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4일 제정된 연방법률 제213호는 연방법률 제212호의
제정으로 단일사회세가 폐지되고 보험종류별 보험료로 대체됨에 따라
연금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험료 지급절차를 변경하고 2010년 이후 연
금보장수준을 향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다.406) 본 법률에 따라 종전의 기본노동연금(월 1,950루블)대신 노동
연금보험부분기본액이 도입되었다. 근로무능력자를 부양하지 않는 국
민의 경우, 보험부분기본액은 월 2,562루블이고, 80세 이상 또는 장애
인1급에 속하는 국민의 경우에는 월 5,124루블이다. 2002년(연금개혁
초기) 전에 취득한 연금수급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0년 연금평균
추가액은 2,340루블이 된다. 연금수급자는 월 평균 합계 7,946루블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노령근로연금은 8,602루블, 장애근로연금은
6,974루블, 유족근로연금은 7,123루블, 최북부지역 및 그와 유사한 조
건의 지역 거주민의 근로연금은 10,570루블에 이른다. 사회연금액수는
4,917루블에 달한다. 참고로 2009년 3월 1일 기준 평균연금액은 4,845
루블이었다. 가장 핵심적으로, 연금수급자의 소득은 해당 수급자가 거
주하는 지역의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02년 이후 연금제도에 가입하였으며, 30년 이상 근로한 자의 근로연
금은 퇴직 전 임금의 40%가 되어야 한다. 2010년 1월 1일부터 근로연
금지급액이 10% 증가하며, 1991년 1월 1일 이전 근로경력 1년당 1%
씩 추가로 지급액이 증가된다. 연금수급자가 일정한 근속연수 요건을
초과 충족한 경우(남성의 경우 30년 이상, 여성의 경우 25년 이상), 초
과하는 연수 1년당 6%씩 보험부분기본액이 증가한다. 일시적으로 근
40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 июля 2009 г. N 213-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и
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отдельных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положен
ий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
м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ах в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Росси
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онд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
и, Федеральный фонд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и терри
ториальные фонды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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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액의 상한도 인상되었다. 상한액
은 보험기간 5년 미만인 경우 20,750루블, 보험기간 8년 이상인 경우
34,583루블이다(종전에는 요양급여의 상한액은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18,720루블이었음).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급여의 상한은 월 34,583루블
이다(종전에는 25,390루블). 본 법률에 따라 실업상태의 저소득연금수
급자에 대한 연금 외의 추가사회급여(연방 또는 지방예산에서 지급함)
제도가 도입되었다. 연금수급자의 총소득이 각 주별로 공고되는 최저
생계비 이하가 되지 않도록 연금수급자의 연금소득이 최저생계비 미
만이 될 경우 그 차액을 추가사회급여로 보전하여 주는 것이다.
2009년 9월 29일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령 제804호는 연금수급
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추가사회급여 도입에 따라 종래에 현물로 지원
되던 각종 사회서비스(전화세, 집세, 공공요금, 교통요금)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407)
2009년 9월 30일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령 제805호는 2010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추가사회급여 신청절
차, 산정 방법과 상한, 지급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408) 추가사회급여
지급 기간은 연금급여 지급 기간과 동일하게 정해진다. 추가사회급여
의 액수는 각 주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하는 최저생계비와 연
금수급자가 실제로 취득한 소득(연금 및 기타 소득, 현물로 제공되는
407)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Ф от
29 сентября 2009 г. N 804н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оце
нки)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пенсионерам в нату
ральной форм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
ции и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оплате
пользования телефоном, по оплате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и коммунальны
х услуг, по оплате проезда на всех видах пассажир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гор
одского, пригородного и междугородного), в денежные эквиваленты дл
я подсчета общей суммы матер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енсионера"
408)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Ф от
30 сентября 2009 г. N 805н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обращения за федер
альной социальной доплатой к пенсии, ее установления и выплат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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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회서비스를 모두 합한 소득)간의 차액이 되어야 하지만, 연금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총 급여액이 러시아연방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수는 없다. 러시아연방 및/또는 주정부의 연금수급자 최저생계비, 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나 급여가 변경되는 때에는 추가사회급
여 액수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09년 11월 30일 연방법률 제307호로 “2010년 및 2011-2012년 러시
아연방 연금기금 예산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정되었다.409) 근로연금,
사회연금, 군인연금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노령근로연금의 보험부분
급여액 인상과 추가사회급여가 세출에 반영되었다. 사회복지기관의 경
제력 및 전문성 강화, 노령 및 장애로 인하여 근로연금을 수령하는 실
업상태의 연금수급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하여 최대 10억 루블의 추
가보조금 지급이 예정되었다. 소비에트연방 영웅, 러시아영웅, 사회노
동영웅, 명예훈장수여자, 노동명예훈장수여자를 위한 사회지원금으로
7,900만 루블이 집행될 계획이다.
2009년 12월 2일 연방법률 제308호로 2010년 연방예산법이 제정되
었다.410) 사회수당과 급여가 실질구매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플
레이션 전망보다 10% 높은 수준에서 인상될 예정이다.
2010년 2월 15일 연방법률 제11호로 “은행 및 은행업에 관한 연방
법률”이 개정되었다.411) 본 법률은 이미 실행된 대출금리를 은행이 일
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한한다. 본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은행은 대출계약(약관)에
409)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 ноября 2009 г. N 307-ФЗ "О бюджете Пенсио
нного фонд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0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1 и 2012 годов"
41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 декабря 2009 г. N 308-ФЗ "О федеральном б
юджете на 2010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1 и 2012 годов"
41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5 февраля 2010 г. N 11-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
ений в статью 29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
ь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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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한 바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방적으로 대출금리
를 변경할 수 있었다. 본 법률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된 개인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0년 3월 18일 공포된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67호에 따라 2010년
4월 1일부터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의 보험부분이 추가적으로
인상되었다.412) 인상율은 1.063이다.

. 교육 및 사회서비스 시설 지원
2009년 1월 30일 러시아연방대통령은 제48호 처분으로 2009년 쿠
르스카야주 교육시설 보수를 위하여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 413) 중
1,594만 루블을 쿠르스카야주 정부에 지원하였다.414) 같은 날 러시아
연방대통령은 제50호 처분으로 보건의료 시설과 교육 시설의 대규
모 보수를 위하여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 중 2,065만 루블을 러시
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와 러시아교육청(Рособразование)에 지급하
였다.415)
41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8 марта 2010 г. N 167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коэффициент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увеличения с 1 апреля 2010 г.
размера страховой части трудовой пенсии по старости и размеров труд
овой пенсии по инвалидности и трудовой пенсии по случаю потери ко
рмильца"
413) 연방예산에서 정한 예비비의 일종으로 연방예산세입의 1% 범위 내에서 매년 연
방예산법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연방대통령 예비금 총액이 정해진다(러시아연방예산
법 제82조). 연방대통령 예비금 지출 계획은 대통령행정실이 재무부와 협의하여 정
하며, 최종결정은 연방대통령 처분으로 한다.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은 연방정부
예비금과 달리 연방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 외에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지
출이 가능하다.
414)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30 января 2009 г. N 48-рп О выделен
ии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в 2009 г.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из рез
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дл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415)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30 января 2009 г. N 50-рп О выделен
ии в 2009 г.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для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для образ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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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대통령은 2009년 3월 10일 제145호 처분으로 2009년 보
건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의 대규모보수를 위해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
금 중 각각 1,370만 루블과 1,430만 루블을 러시아보건사회발전부와
러시아교육청에 지원하였다.416) 2009년 4월 3일에는 제201호 처분으로
일부 보건의료 시설의 보수 및 의료설비 구매를 위하여 러시아연방대
통령 예비금 중 2,124만 루블이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에 지원되
었다.417)
2009년 4월 18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240호 처분으로 2009년 프세
볼로쥐스키 어린이집에 대한 의료설비, 컴퓨터 및 기타 설비 구매를
위해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 중 36만 루블이 레닌그라드 주정부에
게 지원되었다.418)
2009년 4월 24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259호 처분으로 2009년 보건
의료 시설 보수를 위해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 중 1,052만 루블이
러시아보건사회발전부에 지원되었고, 제4호 초등기숙학교의 교육설비
및 온라인교재 구매를 위해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 중 60만 루블이
자바이칼 주정부에 지급되었다.419)
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416)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10 марта 2009 г. N 145-рп "О выделе
нии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дл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в 2009 г."
417)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3 апреля 2009 г. N 201-рп О выделен
ии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для учрежде
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418)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18 апреля 2009 г. N 240-рп О выделе
нии в 2009 г.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пр
авительству Ле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Всеволожского детского сада
компенсирующего вида.
419)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4 апреля 2009 г. N 259-рп О выделе
нии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Минздравсо
ц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для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а также правитель
ству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для начальной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ыинтерната 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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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5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325호 처분으로 2009년 보건
의료시설의 보수 및 설비 구입을 위해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 중
1,614만 루블이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에게, 우주르스카야 제6호
중학교에서 학교건물을 보수할 수 있도록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
중 998만 루블이 크라스노야르스크주정부에게 각 지원되었다.420)
2009년 6월 8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352호 처분으로 2009년 보건의
료시설 보수를 위해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 중 2,215만 루블을 러시
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에게, 제1호 기숙초등학교의 학교건물 보수 및
비품 구입을 위해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 중 633만 루블을 탐보프
스카야주정부에 지원하기로 하였다.421)
2009년 7월 1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419호 처분으로 2009년 보건의
료시설의 보수를 위하여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 중 4,518만 루블을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에 지원한다.422)
2009년 7월 20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468호 처분으로 2009년 교육
시설 보수를 위하여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 중 4,000만 루블을 러시
아교육청에 지원한다.423)
420)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5 мая 2009 г. N 325-рп О выделении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для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Ужурской средней общ
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ы N 6.
421)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8 июня 2009 г. N 352-рп О выделени
и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Минздравсоцра
звития России для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
вания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Тамбов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ы-интерната основного об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N 1.
422)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1 июля 2009 г. N 419-рп О выделени
и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Минздравсоцра
звития России для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
вания.
423)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0 июля 2009 г. N 468-рп О выделен
ии в 2009 г.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средств Рособразованию
дл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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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0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469호 처분으로 2009년 보건
의료시설의 보수 및 의료설비 구입을 위하여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
금 중 1,317만 루블을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에 지원한다.424)
2009년 8월 30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553호 처분으로 2009년 교육
시설의 보수를 위하여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 중 2,542만 루블을 러
시아교육청에 지원하고,425) 제554호 처분으로 2009년 사회서비스시설
의 보수를 위하여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 중 3,189만 루블을 러시아
연방 보건사회발전부에 지원한다.426)
2009년 9월 17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601호 처분으로 2009년 보건
의료기관이 신생아 응급소생장비 및 집중치료설비를 구입하도록 러시
아연방대통령 예비금에서 1억 3,605만 루블을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
전부에 지원한다.427)
2009년 10월 11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671호 처분으로 러시아연방
대통령 예비금에서 2009년 보건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1,504만 루블을
러시아연방보건사회발전부에, 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1,779만 루블을
러시아교육청에 각 지원한다.428)
424)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0 июля 2009 г. N 469-рп О выделен
ии в 2009 г.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средств Минздравсоцра
звития России для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425)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30 августа 2009 г. N 553-рп О выделе
нии в 2009 г.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Рос
образованию дл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426)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30 августа 2009 г. N 554-рп О выделе
нии в 2009 г.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Ми
нздрав- соцразвития РФ для учреждений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427)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17 сентября 2009 г. N 601-рп О выде
лении в 2009 г.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Минздрав- соцразвития РФ для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428)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11 октября 2009 г. N 671-рп О выдел
ении в 2009 г.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М
инздрав- соцразвитию РФ для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Рособразов
анию дл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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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5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714호 처분으로 보건의료기
관이 신생아 응급소생장비 및 집중치료설비를 구입하도록 러시아연방
대통령 예비금 중 4,036만 루블을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에 지원
한다.429)
2009년 11월 17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754호 처분으로 2009년 러시
아연방대통령 예비금에서 3,300만 루블을 지출하여 러시아연방 보건사
회발전부, 러시아연방 교육부, 다게스탄공화국정부에 공공건물 보수
및 설비 구매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다.430)
2009년 11월 29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798호 처분으로 2009년 볼로
고드 국립 역사건축 및 예술박물관, 볼로고드 국립역사공원에서의 유
적 및 문화재 수리, 복원을 위해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에서 400만
루블을 볼로고드스카야주정부에 지원하고, 스몰렌스크 I, II 특별(교정)
학교 건물의 보수를 시행하도록 스몰렌스크주정부에 600만 루블을 지
원한다.431)
2009년 12월 4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812호 처분으로 2009년 러시
아연방대통령 예비금을 사용하여, 볼쉐베레즈니코프스카야 중앙지역병
원 시설을 보수하도록 모르도비아공화국정부에 500만 루블, 사회서비
스시설 보수를 위해 칼리닌그라드스카야주정부에 800만 루블, 샤프스
429)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5 октября 2009 г. N 714-рп О выдел
ении в 2009 г.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М
инздравсоц-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для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430)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17 ноября 2009 г. N 754-рп О выделе
нии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Минздравсо
ц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для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
уживания и Рособразованию дл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431)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9 ноября 2009 г. N 798-рп О выделе
нии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правительст
ву Вологод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Волого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ко-ар
хитектурного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заповедника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
моле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Смоленской специальной (коррекционной) об
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ы I и II вид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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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장애인요양치료센터의 건물 보수를 위해 니쥐네고로드스카야주정
부에 550만 루블을 지원한다.432)
2010년 2월 21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제112호 처분으로 2010년 보건
의료시설의 보수를 위해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에서 2,675만 루블을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에 지원한다.433)
2010년 3월 19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168호 처분으로 2010년 러시
아연방대통령 예비금에서 보건의료시설과 교육시설 보수를 위해 러시
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에 3740만 루블을, 러시아연방 교육과학부에
1697만 루블을 각 지원한다.434)
2010년 3월 27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183호 처분으로 러시아연방대
통령 예비금에서 1,000만 루블을 출연하여 제2차 전러시아대회에서
“참전용사 최우수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의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수여
할 수 있도록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에 지원한다.435)
2010년 4월 5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211호 처분으로 M.V.로모노소
프 키즐랴르스카야 제1호 중학교가 2010년 3월 31일 테러로 인해 붕
432)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4 декабря 2009 г. N 812-рп О выделе
нии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в 2009 г.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Пр
авительству Республики Мордовия, 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и Ниже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ям на проведение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зданий и для учрежден
ий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433)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1 февраля 2010 г. N 112-рп О выдел
ении в 2010 г.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М
инздрав- соцразвития РФ для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
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434)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19 марта 2010 г. N 168-рп О выделен
ии в 2010 г.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Мин
здрав соцразвития РФ для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Минобрнауки РФ дл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435)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7 марта 2010 г. N 183-рп О выделен
ии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Минздравсоцр
азвития РФ на премирование работников госпиталей ветеранов войн, з
анявших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роведения II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звание "Лучший госпиталь ветеранов вой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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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된 건물 보수를 하도록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에서 2,000만 루블
을 출연하여 다게스탄공화국정부에 지원한다.436)
2010년 4월 5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212호 처분으로 2010년 보건의
료기관이 시설 보수 및 의료설비 구매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보건사회
발전부에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에서 3,380만 루블을 지원한다.437)
2010년 4월 5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213호 처분으로 교육시설 보수
를 위해 2010년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에서 러시아연방 교육과학부
에 2,391만 루블을 지원한다.438)
2010년 4월 12일 러시아연방정부는 제522호 처분으로 2010년 러시
아연방정부 예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모스크바시정부에 최대 1,100만
루블을 지원하고, 2010년 4월 10일 스몰렌스카야주에서 발생한 Tu-154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2010년 4월 11~13일 모스크바
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체류하는 데 소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스
몰렌스크주정부에 최대 120만 루블을 지원한다.439)

436)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5 апреля 2010 г. N 211-рп О выделен
ии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Правительств
у Республики Дагестан для Кизлярской гимназии N 1 имени М.В. Ломо
носова на ремонт здания, пострадавшего в результате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го
акта 31 марта 2010 г.
437)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5 апреля 2010 г. N 212-рп О выделен
ии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Минздравсоцр
азвития РФ для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
ния.
438)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5 апреля 2010 г. N 213-рп О выделен
ии в 2010 г.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Мин
обрнауки РФ дл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439)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2 апреля 2010 г. N 522-р О выде
лении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правительству Москвы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моленской области бюджетных ассигнований на фина
нсовое обеспечение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расходов, связанных с оказанием р
итуальных услуг и пребыванием в г. Москве родственников граждан, п
огибших в результате катастрофы самолета Ту-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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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30일 러시아연방대통령 제274호 처분으로 병원과 군병
원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매를 위하여 2010년 러시아연방대통령 예
비금을 출연하여,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와 러시아연방 국방부에
각 2억 루블과 6,000만 루블을 지원한다.440)
2010년 5월 21일자 러시아연방대통령 제337호 처분으로 2010년 4월
28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붕괴된 블라시예프스카야탑 및 프스코프스
키크레믈린의 탑(Власьевская башня, башня Святых ворот Пско
вского кремля)를 수리 및 복원을 위하여 2010년 러시아연방대통령
예비금에서 최대 1,400만 루블을 출연하여 러시아연방 문화부에 지원
한다.441)

. 주택건설시장 부양 및 서민에 대한 주거지원
2008년 11월 26일 연방법률 제224호로 러시아연방 세법 및 관계법
규가 개정되어 주택 매수(건설)에 따른 개인소득세 과세시 재산공제액
이 100만 루블에서 200만 루블로 확대되었다.442)
2008년 12월 25일 연방법률 제288호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
한 추가정부지원에 관한 연방법률”이 개정되었다.443) 2009년 1월 1일
부터 양육보조금을 부동산담보대출을 포함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
440)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30 апреля 2010 г. N 274-рп О выделе
нии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для госпита
лей и военно-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441)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1 мая 2010 г. N 337-рп О выделении
в 2010 г. средств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на проведение рабо
т по ремонту и реставрации Власьевской башни и башни Святых ворот
Псковского кремля, поврежденных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жара 28 апреля 2010 г.
442)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6 ноября 2008 г. N 22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
ений в часть первую, часть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 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44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5 декабря 2008 г. N 288-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
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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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셋째 그 이상의 자녀출산일(또는 입양일)로
부터 경과된 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부동산담보대출원리금 상
환능력이 취약한 국민에게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을 간접적으로 지
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1월 13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20호로 양육보조금을 주택환
경 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절차를 정하였다.444) 양육
보조금 증서를 취득한 여성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양육보조금으로 부
동산담보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여성이 양육보조금
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동의하고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배우
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 한한다. 또한 양육보조금은 배우자
가 주택조합 또는 주택건설/적립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가입회비 및/또
는 출자금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2009년 6월 27일 러시아연방정부 제887호 처분으로 주정부가 사회
기반시설을 갖춘 주택 건설용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
자 비용을 연방예산의 부담으로 주정부에게 보상해주기로 결정하였
다.445) 보조금은 연방특별프로그램 “주택 2002-2010”의 시행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갖춘 주택건설용 토지 제공” 사업에 참여한 자치공
화국 또는 주정부에게 제공된다. 모르도바자치공화국, 타타르스탄자치
44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3 января 2009 г. N 20 "О внесен
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равила направления средств (части средств) материн
ского (семейного) капитала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445)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7 июня 2009 г. N 887-р Об утвер
ждении распределения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на 2009 г.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
ом "О федераль- ном бюджете на 2009 г.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0 и
2011 гг." субсидий бюджетам субъектов РФ на возмещение затрат на у
плату процентов по кредитам, полученным в российских кредитных ор
ганизациях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под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
льство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в рамках подпрограммы "Обес
печение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в целях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Жилище"
на 2002 - 2010 г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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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우드무르티야자치공화국, 페름주, 벨고로드주, 볼고그라드주,
보로네쥬주, 이바노프주, 칼루가주케메로보주레닌그라드주, 리페츠크
주, 옴스크주, 랴잔주, 스베르들롭스크주, 탐보프주, 트베리주, 톰스크
주, 툴라주, 야로슬라블주 등이 이에 포함되며, 보조금 총액은 8억 루
블이다.
2009년 7월 17일 연방법률 제147호로 “주택단지재건축협력기금에
관한 연방법률” 및 “고층주거건물 및 기타 부동산 지분 건설 참여와
러시아연방 관계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이 개정되었다.446)

주택

단지재건축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주정부에게 제공된 지원금의 환급 사
유가 확대되었다. 주정부가 주택단지재건축협력자금을 불법 유용하거
나 지방예산에서 재정에 관한 공동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금 제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급해야 한다.
지원금 환급 여부는 러시아연방 지방발전부의 신청에 따라 러시아연
방정부가 결정한다. 주택단지재건축협렵기금의 관리단은 위험주택 철
거 자금 중 집행되지 않은 자금의 회수 또는 환급에 대한 결정을 할
권한만 가지고 있다. 주택단지재건축협력기금에서 지출된 지원금의 환
급액은 환급 결정의 사유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환급사유가 기금의
불법 유용인 경우에는 불법 유용된 자금 전액이 환급 대상이 된다. 목
적에 맞게 사용하고 남은 자금의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잔여 자
금만이 환급 대상이 된다. 2010년말까지 위험주택 철거프로그램 수행
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은 건설 중인 다세대주택 매입, 또는 다세대주
택의 신축에 사용되어야 한다. 위험주택 철거프로그램 수행을 위하여
(철거예정주택 거주자의 주거 이전 목적으로) 건설 중인 다세대주택을
44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7 июля 2009 г. N 147-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
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Фонде содействи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жилищно- 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участии в долев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многокварт
ирных домов и иных объектов недвижимости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некотор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от
де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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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경우에는 정부계약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 중인 다세대
주택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는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009년 7월 19일 연방법률 제202호로 러시아연방 세법 및 관계법규
가 개정되어 개인주택 건축용 토지(또는 그 지분)을 매수한 경우 및 주
택(지분)을 매수하여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과세액 산정에서 재산공제가 적용된다.447) 종전에는 다세대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방실 또는 그 지분에 대해서만 재산공제가 적
용되었다. 부동산담보대출금 이자, 고용주가 퇴직한 직원 및 그 가족구
성원에게 유족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금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제 8 절 위기대응관련 정부조직 정비 및
행정지원
. 특별정부위원회 설립
2008년 12월 15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957호로 러시아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정부위원회(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
я по повышению устойчивост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
ики) 설립이 결정되었다.448) 이 위원회는 위기극복관리통합센터의 기
능을 할 예정이다. 이고르 슈발로프(Игорь Шувалов) 제1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며 매주 화요일 정기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447)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9 июля 2009 г. N 20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
ний в главы 23 и 25 части второй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 и о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отде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Феде
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ь первую, часть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
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44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5 декабря 2008 г. N 957 "О Прав
итель- 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повышению устойчивост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
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본 연방정부령은 2009년 12월 30일 경제발전통합 정부위원
회 설립에 관한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166호의 시행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

196

제 8 절 위기대응관련 정부조직 정비 및 행정지원

2009년 12월 30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1166호로 경제발전통합 정부
위원회(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
тию и интеграции)가 새로 구성되었다.449) 이 위원회는, 러시아경
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정부위원회, 경제통합위원회, WTO
가입 및 OECD 협력 위원회, 기술규제 위원회, 지적재산권 보호 위원
회, 관세정책 위원회의 기능이 통합된 정부위원회로 경제발전과 관련
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

. 특별프로그램 공표
2008년 11월 6일 러시아연방 국무총리인 푸틴은 금융부문 및 기타
경제부문의 상황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실행을 위한 계획안을 승인
했다.450) 본 계획안은 금융 및 은행시스템의 발전, 내수 부양, 고용시
장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주택건설, 농업 지원, 자동차 및 농기계제
조업 지원, 방위산업체 지원, 자원 통제, 교통운송산업 지원 사업을 위
해 2008년 11월 25일부터 2009년 4월 25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법령
제

개정, 세입 및 세출 조정의 개요와 관할 연방정부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2008년 12월 29일 러시아연방정부 제2043호 처분으로 ‘러시아연방
금융시장 발전전략 2020’이 승인되었다.451) ‘러시아연방 금융시장 발
전전략 2020’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러시아 국내경제위기를 빠
449)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0 декабря 2009 г. N 1166 "О Пра
витель- 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и интеграции"
450) План действ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оздоровление ситуации в финансо
вом секторе и отдельных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утвержден Председателе
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 Путиным от 6 ноября 2008
года
4863п-П13).
451)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9 декабря
2008 г. N 2043-р Москва,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финансового рынкаРоссийс
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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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러시아경제의 혁신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채
택되었다. ‘러시아연방 금융시장 발전전략 2020’의 주요 과제는 러시
아 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러시아에 세계적 수준의 국제
금융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2009년 3월 20일에는 러시아연방정부 관보인 러시아신문에 2009년
러시아연방정부의 위기극복대책프로그램이 공표되었다.452) 2009년 러
시아연방정부 위기극복대책프로그램은 3개의 부분 - 2008년 10~12월
에 위기극복을 위해 시행된 조치의 내용과 평가, 2009년 위기극복정책
의 정책목적과 개요, 2009년 이후 경제전망 -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에 해당하는 2009년 위기극복정책의 정책목적과 개요에서는 7개의
핵심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러시아경제의 거
시경제지표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1순위는 러시아국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2순위는 러시아 산업및 기술의 갱쟁력 유지 및
발전, 3순위는 내수 부양, 4순위는 경제구조의 혁신과 개혁, 5순위는
기업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 6순위는 러시아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육성, 7순위는 거시경제지표의 안정화와 러시아 및
외국인투자자의 신뢰보호에 있다. 본 계획안에서는 이러한 핵심정책과
제의 수행에 필요한 각 분야별 조치와 그 실행에 필요한 재원과 조달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위기극복프로그
램을 발표하였다.453) 2009년 12월 30일 러시아연방정부의회에서 제42
호로 승인한 “2010년 러시아연방정부의 위기극복시책 기본방향”은
2009년의 위기극복정책이 심각한 경제침체를 예방하고 경제성장을 촉
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여전히 러시아경제 및
대외환경에 불안요소가 있으므로 위기극복정책을 지속하되 2010년에
452) Программа антикризисных мер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
и на 2009 год(http://www.rg.ru/2009/03/20/programma-antikrisis-dok.html)
453) 각주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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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0년부터는 위기극복정책의 초점을 산업과 금융, 기업, 국민에
대한 소극적 지원조치에서 산업구조 개혁, 시설 현대화, 기술 혁신, 산
업잠재력 증대, 고급기술인력의 개발 등의 적극적 경제개혁조치로 이
전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2010년 위기극복시행의 기본방향은 사회안
녕 유지 및 국민에 대한 완벽한 사회안전망 제공, 고용보장 확대, 경
제회생 지원, 경제성장기조의 안정성 확보, 산업구조 개혁, 제조업 경
쟁력 강화, 금융시장 개혁, 인적 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을 포
함한 경제선진화 의제 실현을 위한 각종 조치의 시행을 2010년 러시
아연방정부의 우선과제로 설정하였다.
“2010년 러시아연방정부의 위기극복시책 기본방향”에 따라 러시아
연방정부 국민총리인 푸틴이 2010년 3월 2일 승인한 “2010년 러시아
연방정부 러시아경제 선진화 정책 및 위기극복시책 기본방향 실현을
위한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정부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
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및 고용지원, 기업에 대한 대출 확
대와 구조조정, 내수 부양, 중소기업 지원, 단일산업도시 경제구조 개
편, 국내산업의 발전과 수출활성화, 경제혁신활동 장려, 첨단기술 및
사회기반시설 발전, 장기 투자자본의 조성, 금융시스템 선진화, 인력개
발, 정부부문 구조개선, 거시경제정책 선진화 전략의 시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계획안에는 각 사
업을 관할하는 연방정부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 기타 행정지원
2008년 11월 14일 러시아연방 검찰총장 제229/7r호 명령으로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시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동법, 연금 관련 법
령, 경제분야 법령 준수에 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다.454)
454) Указание Генеральной прокуратуры РФ от 14 ноября 2008 г. N 229/7р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курорского надзора в связи с принимаемыми Прави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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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8일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는 부령 제683a호로
해고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국민고용에 관한 연방
법률 및 러시아연방 노동법에 관한 정보공개 제고를 위해 상담 담당
부서 조직을 개편하고 ‘핫라인’을 개설하며, 홍보관련 책자를 발간하
기로 하였다.455)
2009년 6월 3일 연방법률 제102호로 "러시아연방 금융시장, 은행시
스템, 노동시장, 경제 지원 및 사회보장에 관한 조치 이행을 위한 러
시아연방정부 보고 및 러시아중앙은행 정보공개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정되었다.456) 러시아연방정부는 위기극복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러시아중앙은행은 위기극복대책
시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본 법률의 제정에
따라 러시아연방정부와 러시아중앙은행은 2009년 2/4분기가 종료된 후
2009년 상반기와 2008년 4/4분기의 위기극복대책 이행상황을 보고하
는 문서를 작성하여 연방의회 상원 및 하원에 각 제출하여야 한다.

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ерами по оздоровлению ситуации в
финансовом и других секторах экономики"
455) 각주 390 참조.
45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 июня 2009 г. N 102-ФЗ "Об отчете Правител
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информац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банка Росси
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реализации мер по поддержке финансового рынка,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ы, рынка труда,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ому обеспечению населения и других мер социально
й политик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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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위기대응법제의 특성
러시아의 2008~2010년 위기대응법제의 특성을 분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러시아중앙은행과 금리정책
러시아연방중앙은행 기준금리는 러시아경제침체가 심화된 2010년
상반기에 13%까지 인상되었으나, 2009년 4월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
여 2010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간 7.75%를 유지하고 있다. 중
서부와 흑해 연안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해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최
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러시아중앙은행은 당분간 금
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와 FX스왑금리가 소비
에트연방 붕괴 이후 최저수준을 장기간 유지함에 따라 러시아시중은
행의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는 사상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준금
리의 결정은 러시아중앙은행 이사회에서 정한다. 러시아중앙은행의 막
강한 권한은 2008-2009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강화되었다고 평
가된다.

2. 금융시장의 지원과 규제
러시아연방정부는 단기외화부채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러시아금융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통로로 브네쉬에코놈방크를 활용했다. 브네쉬
에코놈방크는 러시아 기업의 수출 및 대외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
여 설립된 특수목적은행인데 위기상황에서 그 목적이 변질되어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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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방정부의 금고 역할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러시아연
방정부는 국부펀드 등 재정자금을 브네쉬에코놈방크에 예치하도록 하
거나 브네위에코놈방크에 대한 추가 출자를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에게 무이자대출을 제공했다.
한편 러시아중앙은행은 위기대응법령의 입법에 따라 직접 금융기관
에 대한 무답보대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은행간거래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
다. 러시아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부실요건을 갖춘 경우 은행업면허정
지 또는 취소, 수신거래업무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
는데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종전의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하여
러시아중앙은행에게 부실은행 관리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였
다. 러시아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의 에버리징 허용 요건 완화 및 지급
준비금 기준 하향조정 등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요건을 완화하는 조
치를 취하였다.
위기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 구조
조정 및 도산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구조조정에
대한 심사절차가 간소화되고 부실금융기관의 관리 및 감사에 관한 러
시아중앙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권한이 재조정되었다. 은행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금 보유 요건도 강화되었는데, 부족한 자본
금 보충을 위하여 러시아연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은행의 우선주로
출자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008년 10월 대량인출사태가 발생하자 러시아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예금보호에 관한 법률과
제도가 정비되었다. 은행의 예금보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개인예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급을 보
증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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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자국산업 및 기업보호를 위한 자금 지원
2008년 9~10월 러시아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에서 시작된 러시아경
제위기는 국제석유가격의 폭락에 따라 2008년 10월 중순무렵부터 실
물경제지표의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러시아연방정부는 수출기업에 대
한 외환보증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증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자금부
족이 심화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였
다. 러시아는 WTO 가입국이 아닌 만큼 개별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항공, 자동차, 철도, 방위산업, 농업,
중소기업 분야에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으며, 파산위기에 처한 대기
업에 대해서도 긴급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다. 개별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파산 방지를 위한 긴급자금지원은 연방예산으로 직접 투여되
고, 경영상 위기를 막기 위한 무이자대출 등의 자금지원은 로스테흐날
로기야와 같은 국영기업에 추가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러시아경제의 혁신을 위해서 공기업 조직개편 및 합리적
인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공언해왔으나, 실제로는 위기상황에서 러시아
민간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띄게 되었다.

4. 중소기업 보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및 브네쉬에코놈방크를 통한 대
출 지원을 확대하는 외에 중소기업의 국가감사 거부에 관한 권리를
더욱 강화하였다. 감사 또는 조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중소기업은 3년
에 1회를 초과하는 국가기관의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한 중소
기업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납세절차에 관한
적용 범위도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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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세 및 관세 정책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법인세율이 24%에서 20%
로 인하되고 비용의 공제 범위도 확대되었다. 체납기업은 분할 납부
또는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도 간
소화되었다. 개인소득세 공제 범위도 확대되었다. 또한 사회보험료 납
부방식이 전면적으로 변경되었다.
석유 및 석유관련제품의 수출에 부과하는 수출관세는 경제위기상황
과 국제석유가격의 하락에 따라 관세조정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고 국
제석유가격에 연동하여 2009년 4월까지 인하되었다. 2009년 7월부터는
한시적으로 동시베리아 13개 산지에서 생산된 석유에 대해서는 특별
수출관세를 부과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었다. 국제석유가격 인상에 따라
석유 및 석유관련제품에 부과되는 수출관세는 2009년 4월 이후 대체
로 인상 추세에 있으며, 원유의 경우 2010년 9월 1일 현재 수출관세는
미화 273.5달러/톤이다. 광물비료에 대한 수출관세는 폐지되었다.
한편, 금속 및 자동차제조업의 원재료인 금속재료 등에 부과하는 수
입관세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중고 수입자동차와 수입쿼터를 초과하는
수입농산물, 수입농기구, 커트러리 제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는 높은
비율로 인상되었다. 이는 러시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이런 조치가 오히려 내수를 위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다는
비판도 있다.

6. 고용 및 사회보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발전부에 상설상담기관을 개설하
고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실업보조금 수급 대
상을 확대하고 고용보장정책의 시행을 위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게
보조금 및 교부금을 지급하였다. 전문기술인력을 제외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쿼터는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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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연금수령액을 인상하고 최저생계비
에 미달하는 부분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기로 하였다. 단일사회세
폐지에 따른 사회보험료 인상 부담을 2010년까지는 정부재정에서 지
원하기로 하였다. 추가사회급여 및 특별지원금이 결정되었다.
주택경기 촉진을 위하여 양육보조금을 주택환경 개선 자금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육보조금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게 지원되는 정부특별보조금이다.

7. 내수부양과 자동차산업 지원
러시아에서 생산된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
자의 일부를 연방정부가 보전해주는 프로그램과 극동지역 주민이 신차
를 구입할 경우 운송비용 상당을 정부가 부담하는 프로그램, 10년 이
상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러시아에서 생산된 신차를 구입한 경우 정부
부담으로 일정 가격을 할인해주는 보상판매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8. 위기대응관련 정부조직 정비 및 행정지원
2008년 12월 15일에는 효율적인 위기대응전략의 수립 및 시행을 목
적으로 하는 러시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정부위원회
가 설립되었고, 2009년 12월 30일에는 위기 이후 효과적인 러시아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발전통합 정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러시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정부위원회는 경제발전통합 정
부위원회에 통합되었다.
2008년 12월 15일 연방정부지원 대상 핵심기업 295개 목록이 발표
되었으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방기업 1,148개의 목록도 발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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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위기대응법제의 평가와 그 문제점
러시아의 위기대응법제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일부 분
석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정부 및 러시아중앙은행의 위기대응법제의 4/5
정도가 단기적인 임시조치에 불과했고, 이는 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전
에 러시아연방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중장기사회발전프로그램의 60%
이상을 중단 또는 지연시켰다457).
둘째, 위기대응법제를 통해 시장에 대한 러시아연방정부의 개입 범
위가 확대되고 러시아중앙은행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로 인해 전 세계 각국이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에 참
여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을 선회
하는데 반해서 러시아의 위기대응법제는 금융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
를 강화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규제를 완화하
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셋째, 개별기업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구조조정
등을 실효성있게 강제하고 감독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마련되지 못
했다.
넷째, 개별기업, 특히 대기업을 위한 재정지원이 규모면에서 압도적
이었다. 예컨대 고용보장을 위해 책정된 2009년 예산이 미화 약 30억
달러에 불과한 데 반해서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200억
달러에 달했다458).
457)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ысшая школа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ве
домственный аналогический центр, 'Оценка Антикризисных мер по по
ддержке реального сектора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
и, 5, 2009 г., сс.21-46
458) Aslund A., Guriev S., and Kuchins A.C., "Russia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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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는 중소기업의 규모를 확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459).

제 2 절 러시아의 출구전략과 향후 과제
2008~2009년 러시아경제위기 상황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460). 첫째, 러시아의 위기대응법제가 상당히 효과적이기는 했지만
충분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
관이 어떠한 대가나 구조조정의 노력 없이 존속하게 되었다는 점은
러시아경제에 장기적인 과제를 남길 수 있다. 둘째, 1998년 모라토리
엄의 교훈에서 비롯된 석유안정화기금의 적립은 결과적으로 러시아경
제의 조속한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러시아는 위기대응을 위
한 재정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며, 재정적자나 대외부채 증가
로 인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셋째, 러시아중앙은행의 재정통화
정책이 효율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에 비해서 국영은행은 재
정지원을 통한 실물경제 부양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461). 넷째, 러시아정부는 위기를 러시아경제개혁의 기회로 활용하
지 못했다.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nd New economic school, 2010, 23~24쪽
459) Simachev Yuri V and the others, "Assessment of policy measures to support Russia’s
real economy", Bank of Finland, BOFIT
Institute for Economies in Transition
Online 6/2009, 22쪽
460) 위의 책 26~27쪽을 요약, 정리한 것임
461)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러시아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설립된 브네쉬에코놈방크가 개별기업 및 은행에 대한 대출지원을 도
맡게 됨으로써 그 기능이 변질되고 긴박한 상황에서 지원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됨
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절차가 무시된 채 푸틴의 독단에 따라 막대
한 규모의 자금이 대가 없이 대기업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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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정부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공시적인 표명을 한 바 없
다. 다만 일부에서 러시아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 만큼 출구전략
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2010년 8월 27
일 푸틴 총리가 “러시아는 아직 금융경제위기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위기대응프로그램의 시행은 중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다462). 2009년 4/4분기 이후 러시아하원의회는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위기 이후를 대비한, 즉 출구전략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몇 차례 질문을 하였으나, 그 때마다 러시아연방정
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위기가 끝났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언제 출
구전략이 시행되어야 할지도 단정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463). 다만
러시아연방정부는 2010년 위기극복정책 기본방향에서 천명한 바 있듯
이 2010년부터는 정책의 주안점을 단기적인 위기극복에서 경제혁신을
위한 중장기과제로 점차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64).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출구전략은 ( ) 출구전략에 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나 토론이 없고, ( ) 출구전략에 관한 연방정부와 러시아중앙은
행간의 입장조율이나 견해 표명, 협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 )
위기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유지
하는 경향을 띄고, ( )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부양하며, ( )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출구전략의 시기와 방법을
시장이 선택, 주도하도록 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지적이 있다465).
462) http://www.bfm.ru/news/2010/08/27/putin-rossija-iz-ekonomicheskogo-krizisa-poka-ne-vyshla
.html, 푸틴 자신도 2010년 6월 중순 “러시아는 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요지
의 발언을 함으로써 출구전략에 관한 논쟁을 촉발시킨 책임이 있다. 한편 푸틴 총
리는 출구전략에 관한 집중논의를 위해서 특별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463) http://expert.ru/articles/2009/12/16/othet_ekonom/
464) http://expert.ru/articles/2010/07/07/antikrizisny_otchet/
465) Sergey Drobyshevsky, "Challenges of Post-Crisis Economic Policy in Russia", March
2010, 04/2010 CASE Network E-brief (http://www.case-research.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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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러시아 정부가 선택한 실제적인 출구전략은 어떠한 과제나 목
표를 선택하지 않은 무위형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466). 러시
아 정부는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국내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 보다는 세계 석유 시장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 투
자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러시아에 대한 투자 유치를 촉진하
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내수부양을 위해 러시아 정부가 선택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공공부문에서 물가연동에 따른 임금 상승과
연금의 파격적 인상(40% 이상), 연금소득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소득보전 방안이었다. 이는 국민의 실질수입을 상승시키고 추가적인
소득을 저축하도록 유도하였다.
러시아 정부가 간접적인 지원을 통한 시장 자립적인 경제회복 정책
을 주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탈출하는데 일정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여전
히 근본적인 의문과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체로 금융위기 이
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들이기는 하다. 러시아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
적인 문제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출구
전략의 선택과 이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이른바 ‘자원의 저주’와 관련된 문제이다467). 특히 러시아엘리
트는 제도개혁에 대한 저항이 심한 편이다. 2004년 이래 이루어진 대
기업의 광범위한 재국유화와 심각한 빈부격차도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저감시키는 원인이다. 메드베데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령 및 사법 제
도 개혁, 분쟁해결 절차 개혁, 투자자 권리 보호, 공공 부문 개혁, 군
466) Кабанова В.И., "Стратегия выхода России из кризиса", Сборник научн
ых статей выпуск 8, Институт бизнеса и права, 2010, 19쪽
467) ‘자원의 저주’는 지나치게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서 자원채굴 및 수출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분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구조 자체가 자원 가격에 종속되며, 자
원의 수출로 인해서 쉽게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정치 및 제도개혁에 소홀하게
되어 자원부국일수록 저개발국가에 머무르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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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개혁 등과 같이 러시아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개혁 추진을 공언하였으나, 곧이어 닥친 금융경제위기로 인해 이를 위
기대응정책이 대체하였다.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 모두 2년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 비추어 러시아 정치 권력은 개혁을 위한 기회나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468).
둘째, 러시아의 경우 위기극복법제의 입법 및 시행을 통해서 오히려
정부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규제중심의 국가에서는 슘페터가 지적한
“창조적 파괴”가 저해된다. 특히 러시아처럼 부패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국가에서는 압토바즈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실물경제
를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독식하
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저하시킨다469).
셋째, 러시아의 자본시장은 여전히 경제 규모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
다. 이는 러시아의 대기업들의 해외 차입금 의존도를 높이는 주된 원
인이다. 러시아 은행시스템은 해체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고는 하지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단계를 여는데 필요한 금융 기반을 제공하기에는
규모나 자금여력 면에서 여전히 취약하다470).
넷째, 구 소비에트 시기 단일기능산업도시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
지 않고 있다. 구 소비에트연방이 단일 기업 또는 단일 공장 중심으로
산업 도시를 발전시켰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단일
기능의 도시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정치와 지나치게 밀착되어 유통구
조 효율화, 환경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문제를 노정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러시아 최대의 자동차
468) Aslund A., Guriev S., and Kuchins A.C., "Russia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nd New economic school, 2010, 29~31쪽.
469) 위의 책 31~32쪽
470) Aslund, A. and Kuchins, A., "The Russia Balance Shee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nd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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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그룹인 압토바즈의 경우가 그렇다. 압토바즈는 시설 현대화나 외
국인 투자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471).
다섯째, 러시아의 고용보장 정책은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악
화시켰다. 러시아기업들은 임금을 삭감하고 체불하거나 무급 보직으로
대체하면서도 노동자들을 해고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정책은 전문화된
인력의 수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러시아 기업은 노동시장의 수급
불안정 때문에 노동력의 해고를 꺼려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태도는 노동시장의 수급 불안정을 재촉할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472).
여섯째,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노후시설의 교체를 위한 정부 투자
가 여전히 부족하다. 러시아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현황은 유명하다.
러시아정부는 벌써 여러 차례 사회기반시설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까지 하였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다. 다른 나
라의 경우 위기극복을 위하여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건설 투자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러시아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의 사회
기반시설 투자계획의 집행이 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은행은 원
유가격이 배럴당 75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러시아가 사회기반시
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충당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진
단하고 있다.

471) Pekka Sutela, "Russia’s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olicy Outlook, July 29, 2010, 7쪽
472) 위의 보고서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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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를 위하여 2008년 12월 25일 러시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
전을 위한 정부위원회가 승인한 연방정부지원 대상 핵심기업 목록을
첨부한다.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대출 지원뿐 아니라 정부보증, 이자
보조금 지원, 채무조정, 정부조달사업 우선권 보장, 조세 및 관세 특례
등의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각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재정경
제상황의 추이에 따라 목록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2009년 1월 16일에
는 러시아연방 교통부령 제5호로 교통운송분야 기업의 재정 및 경영
상황을 관찰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6일 러시
아연방 경제발전부령으로 아래 핵심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의 재정
및 경영상황을 관찰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분 야

교통운송

번 호

기 업

1.

ОАО "АК "Транснефть"

2.

ОАО "Росси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3.

ОАО "Совкомфлот", вкл. ОАО "Новошип"

4.

ОА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морское пароходство"

5.

ОАО "Приморское морское пароходство"

6.

ОАО "Мурманское морское пароходство"

7.

ОАО "Северо-западное пароходство"

8.

ОАО "Московское речное пароходство"

9.

ОАО "Обь-Иртышское речное пароходство"

10.

ОАО "Судоходная компания "Волжское пароходство"

11.

ОАО "Ленское объединенное речное пароходство"

12.
13.

ОАО "Новороссийский
порт"
ОАО "Ростовский пор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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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번 호
14.

ОАО "Аэрофлот - российские авиалинии"

15.

ООО "Авиакомпания"

16.

ОАО "Авиакомпания Сибирь"

17.

ОАО "АК "Трансаэро"

18.

ОАО "Авиакомпания "ЮТэйр"

19.

ОАО "Авиакомпания "Уральские авиалинии""

20.

에너지

기 업

ОАО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Шереметьево",

вкл. ОАО"Международныйаэропорт"Владивосток"

21.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22.

ОАО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Внуково"

23.

ОАО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Пулково"

24.

ОАО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Сочи"

25.

ОАО "Аэропорт Кольцово", Екатеринбург

26.

ОАО "Аэропорт Толмачево"

27.

ОАО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Калининград"

28.

ОА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29.

ФГУП "Росморпорт"

30.

Аэропорт Новый, Хабаровск

31.

ОАО "ФСК ЕЭС"

32.

ОАО "РусГидро"

33.

ГК "Росатом", в том числе ТВЭЛ, Энергоатом

34.

ОАО "Интер РАО ЕЭС"

35.

ОАО "Холдинг МРСК"

36.

ОАО "Иркутская сетевая компания"

37.

ОАО "Ленэнерго"

38.

ОАО "МОЭСК"

39.

ОАО "Тюменьэнерг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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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ст-лайн"

транспортная группа"

참고자료

분 야

번 호

기 업

40.

ОАО "Евросибэнерго" вкл. Иркутскэнерго

41.

ОАО "РАО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системы Востока"

42.

ОАО "Комплексные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системы"

43.

ОАО "Татэнерго"

44.

ОАО "Башкирэнерго"

45.

Якутэнерго

46.

Объединенный

институт яде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г. Дубна

47.

ОАО "ОГК-1"

48.

ОАО "ОГК-2"

49.

ОАО "ОГК-3"

50.

ОАО "ОГК-4"

51.

ОАО "ОГК-5"

52.

ОАО "ОГК-6"

53.

ОАО "ТГК-1"

54.

ОАО "ТГК-2"

55.

ОАО "Мосэнерго

56.

ОАО "ТГК-4"

57.

ОАО "ТГК-5"

58.

ОАО "ТГК-6"

59.

ОАО "ТГК-7"

60.

ОАО "ТГК-8"

61.

ОАО "ТГК-9"

62.

ОАО "ТГК-10"

63.

ОАО "ТГК-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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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ГК-3) "

참고자료

분 야

번 호

기 업

64.

ОАО "ТГК-12"

65.

ОАО "ТГК-13"

66.

ОАО "ТГК-14"

67.

ОАО "Башнефть"

68.

ОАО "Газпром"

69.

ОАО "НК "Роснефть"

70.

ОАО "НК "ЛУКОЙЛ"

석유 및

71.

ОАО "ТНК-ВР Холдинг"

가스

72.

ОАО "Сургутнефтегаз"

73.

ОАО "Татнефть им. В.Д. Шашина"

74.

ОАО "Руснефть"

75.

ОАО "Славнефть"

76.

Новатэк

77.

Сибуглемет

78.

СУЭК

79.

ОАО Группа Белон

80.

Русский уголь

81.

ОАО "Распадская"

82.

Кузбассразрезуголь

83.

ОАО "Связьинвест"

84.

АФК "Система"

85.

ОАО "Вымпелком"

86.

ОАО "Мегафон"

87.

ОАО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й ТранзитТелеком"

석탄산업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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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분 야

언론

번 호

기 업

88.

Таттелеком

89.

ФГУП "Почта России"

90.

РТРС

91.

ФГУП "Космическая связь"

92.

МГТС

93.

ФГУП "ВГТРК"

94.

ФГУП "ТТЦ "Останкино"

95.

ФГУП РАМИ "РИА Новости"

96.

ОАО "Первый канал"

97.

ОАО ТРК "Петербург-Пятый канал"

98.

ФГУП "ИТАР-ТАСС"

99.

АНО "Russia Today"

100.

РГРК "Голос России"

101.

ОАО "ГМК "Норильский никель"

102.

ОАО "Северсталь - Российская сталь"

103.

ОАО "ОК "Русал"
ООО "Евраз

Холдинг", вкл. Нижнетальгильский

мет.
금속 및

104.

комбинат,Западно-Сибирскиймет.комбинат,
Кузнецкиймет.комбинат,КачканарскийГОК

철강

"Ванадий"
105.

ОАО "УК "ММК"
завод
ОАО

106.

вкл. Магнитогорский метизный

"Новолипецкий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й

комбинат", в
т.ч.ОАО"Морскойпорт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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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분 야

번 호

기 업

107.

ОАО "УГМК-Холдинг"

108.

ООО "УК "Мечел"

109.

ООО "УК "Металлоинвест"

110.

ЗАО "Объединенная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111.

ОАО "Трубная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112.

ЗАО "Группа ЧТПЗ"

113.

ЗАО "Алроса"

114.

ООО

"УК

"Промышленно-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й

холдинг(ПМХ)"

115.

Русская медная компания

116.

Челябинский электро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й комбинат

117.

Полюс-Золото

118.

ЭСТАР

119.

Группа "Амурметалл"

120.

Группа "Магнезит"

121.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й

122.

Русская горнорудная компания

123.

УК "Союзметаллресурс"

124.

Компания "Вольфрам"

125.

Приморский ГОК

126.

Кировградский завод твердых сплавов

127.

Новосибирский оловянный комбинат

128.

Минерал Групп

129.

Соликамский магниевый завод

130.

Энергопром Менеджмен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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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вод "Электросталь"

참고자료

분 야

번 호

기 업

131.

Каменск-Уральский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й завод
Красноярский

132.

завод

цветных

металлов

имени В.Н.
Гулидова

133.

Минерально-хим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Еврохим"

134.

ОАО "Уралкалий"

135.

Фосагро

136.

Сильвинит

137.

Акрон, в т.ч. Дорогобуж

138.

ОАО "СИБУР Холдинг"
Группа

139.

"Татаро-американские

компаний

инвестиции
(ТАИФ)"

석유화학산업

140.

ХК Амтел

141.

Уфанефтехим

142.

Саянскхимпласт

143.

Тольяттиазот, вкл.Трансаммиак

144.

Куйбышевазот

145.

"Завод

Полимеров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147.

Уралхим

148.

Нижнекамскшина

150.

Кирово-чепецкого

химического комбината"

146.

149.
자동차산업

ООО

ФГУП

"Никохим"

"Российский

научный

центр

"Прикладная химия"
Холдинг "Русские
ОАО "ГА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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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ашины", в том числе

참고자료

분 야

번 호
151.

ОАО "АвтоВАЗ"

152.

ОАО "Соллерс"

153.

АМО "ЗИЛ"

154.

ОАО "КамАЗ"

155.

방위산업체

НПО "Сатурн"

157.

Моторостроитель

158.

ОАО "Концерн

159.

ОАО "Мотовилихинские моторы"

160.

ОАО "НПК Уралвагонзавод"
ОАО

ПВО "Алмаз-Антей"

"Корпорация

"Тактическое

ракетное

вооружение"

162.

ОАО "ОАК"

163.

ОАО "РСК "МиГ"

164.

조선

ГК "Ростехнологии" в т.ч. Оборонпром, ОАО
"КорпорацияВСМПО-АВИСМА", РусСпецСталь

156.

161.

항공

기 업

ОАО "Казанское авиацио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им.С.П. Горбунова"

165.

ОАО "ОСК"

166.

ОАО "Северная верфь"

167.

ОАО "Севмаш"

168.

ОАО "Адмиралтейские верфи"

169.

ОАО "ПСЗ "Янтарь"

170.

ОАО "Балтийский завод"

171.

ОАО "Звездочка"

172.

ОАО "Выборгский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заво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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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분 야

번 호
173.

ОАО "Амурский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завод"

174.

ОАО "ДВЗ "Звезда"

175.

ОАО "Завод Красное Сормово"

176.
177.

기계엔진

농기계제조

발전소 및
원자력설비

"Крыловский

ФГУП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научный центр"
ОАО

"Средне-Невский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завод"

178.

НПО "Сатурн"

179.

ОАО "Климов"

180.

ОАО "Пермский моторный завод"

181.

ОАО "ММП им. В.В. Чернышева"

182.

УФМПО

183.

ФГУП "ММПП "Салют"

184.

ОАО "Ростсельмаш"

185.

ХК "Тракторные заводы"

186.

ОАО "Силовые машины"

187.

Московский электрозавод

188.

Элсиб

189.

ОАО "ЭмАльянс"

190.

우주산업

기 업

ОАО

"Объединенные

машиностроительные

заводы"

191.

ОАО "РКК "Энергия" им. С.П. Королева

192.

ОАО "ВПК "НПО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193.

ФГУП "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теплотехники"

194.

ФГУП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смический
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центрим. М.В. Хруничев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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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분 야

번 호
195.

기 업
ОАО "НПО

Энергомаш им. ак. В.П. Глушко"

ФГУП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196.

ракетный центр

им. В.П.
Макеева"

197.

ОАО ЦСКБ Прогресс
"Российский

ФГУП
198.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космическогоприборостроения"
ОАО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спутниковые системы

199.

им.
АкадемикаМ.Ф.Решетнева"

200.

ФГУП "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имени С.А.Лавочкина"
ФГУП "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201.

Всероссийский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инст
итут
электромеханикисзаводомимениА.Г.Иоисифяна"

202.

ФКП "Научно-испытательный центр
ракетно-космической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ФГУП "Ордена Трудового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203.

ЦНИИ
"Комета"

204.

ФГУП "ЦКБ тяжелого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ФГУП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е

205.

бюро "Арсенал им.

М.И.
Фрунзе"

206.

ФГУП "Воткинский заво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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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분 야

번 호

기 업
"ЦНИИ

ФГУП
207.

Радиотехн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имени
академикаА.И.Берга
ФГУП "НПЦ

208.

автоматики и приборостроения

им.
АкадемикаН.А.Пилюгина"
"Российский

ФГУП
209.

научный

центр

"Курчат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г. Москва

전자

210.

ОАО "Ситроникс"

211.

ОАО "Ангстрем"

212.

ОАО "Концерн "Вега"

213.

ОАО "Концерн "Созвездие"

214.

ОАО "Светлана"

215.

운송수단

предприятие

"Полет"

216.

Корпорация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217.

ОАО "Трансмашхолдинг"

218.

ОАО "Уралвагонзавод"

219.

ОАО "Алтайвагонзавод"

220.

기계부품

ФГУП "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е

ОАО

"Рузаевский

завод

химического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221.

ЗАО "Седин"

222.

ОАО "Рязанский станкозавод"

223.

Стерлитамакский станкостроительный завод

224.

ОАО "Савёловский
вод"

229

машиностроительный за

참고자료

분 야

번 호
225.

건설자재

기 업
ОАО "Ивановский завод тяжелого станкострое
ния"

226.

ОАО "Евроцемент групп"

227.

ОАО "Новоросцемент"

228.

ОАО "Сибирский цемент"

229.

ОАО "Себряков-цемент"

230.

ОАО "Мордовцемент"

231.

ОАО "Востокцемент"

232.

ООО "РАТМ Цемент Холдинг"
ООО "Лесопромышленная

233.

компания Контине

нталь
Менеджмент"

임업

약품유통

제약산업

234.

ОАО "Группа "Илим"

235.

ОАО "Кондопога"

236.

ОАО "Целлюлозо-бумажный комбинат "Волга"

237.

ОАО "Архангельский ЦБК"

238.

Аптечная сеть 36,6

239.

ОАО "Фармстандарт"

240.

Верофарм

241.

СИА Интернешнл

242.

Протэк

243.

Химрар

244.

НПО Микроген МЗ РФ

245.

Мосхимфармпрепараты

246.

ОАО "Отечественные лекарства (Валент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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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분 야

유통

번 호

기 업

247.

Фарм-центр

248.

ЗАО "Фармсинтез"

249.

X5 Retail Group N.V.

250.

ОАО "Магнит"

251.

ОАО "Дикси Групп"

252.

ОАО "Лента"

253.

ОАО "Седьмой конитнент"

254.

ОАО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Виктория"

255.

ОАО "Торговый дом "Копейка"

2009년 1월 14일 러시아연방 농업부령 제4호로 식품 및 농업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식품 및 농업

256.

ОАО "Вимм-Билль-Данн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257.

ОАО Группа "Разгуляй"

258.

ООО "Зерновая компания "Настюша"

259.

ОАО "Компания Юнимилк"

260.

Агропромышленный

261.

ОАО "Группа

262.

ООО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Доминант"

263.

ООО "УК

264.

ООО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Русагро"

265.

ООО "Продимекс-холдинг"

266.

ЗАО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ЭФКО"

267.

ЗАО "Холдинговая компания "Золотой Колос"

холдинг "Мираторг"

Черкизово"

Солнечные продукт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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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68.

ОАО "Вамин Татарстан"

269.

ООО МЭЗ "Юг Руси"

270.

ОАО АПК "ОГО"

271.

Агрохолдинг "Продо"

272.

ООО "АПК "Аркада"

273.

ОАО АПК "Стойленская нива"

274.

ООО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САХО"

275.

ЗАО "Приосколье"
Русская

276.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ая корпорация (холд

инговая
компания"Оптифуд")

277.

ООО "Белгранкорм" (агрохолдинг
"БЭЗРК-Белгранкорм")

278.

ЗАО "Талина"

279.

ЗАО фирма "Агрокомплекс"

280.

ОАО "Красный Восток Агро"

281.

ООО "ГК Агро-Белогорье"

282.

ЗАО "Сибирская Аграрная Группа"

283.

ЗАО "Моссельпром"

284.

ЗАО АВК "Эксима"

285.

ЗАО "Птицефабрика Роскар"

286.

ЗАО МК "Авида"

287.

ООО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Русские фермы"

288.

ОАО "Группа

289.

ОАО "Росспиртпром"

компаний "Русское мор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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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주택건설

290.

ОАО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ПИК"

291.

ЗАО "СУ-155"

292.

ОАО "Группа "ЛСР"

293.

ОАО ДСК-1

294.

ОАО "Главстрой"

295.

ЗАО "Интек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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