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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2000년 이후 러시아 가전 시장에는 1990년대와는 완연히 다른 새로운 

변화가 등장 

○ 시장 규모의 급격한 확대, 치열한 브랜드간 경쟁, 외국 업체들의 현지 생
산, 유통 구조의 변화, 지방 시장의 급성장, 통관 투명화 정책 도입  

■ 2005년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 가전 

시장은 기존 업체들의 마케팅 강화와 신규 시장 진입 업체들의 증가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 2000년 이후 러시아 가전 시장은 매년 20~30%씩 고성장을 하고 있음.  

○ 현재까지는 모스크바 중심의 시장이나, 최근 들어 지방 시장의 성장 속
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 

○ 외국 브랜드와 경쟁을 할 만한 러시아 업체가 거의 없는 외국 업체들간
의 각축장 

■ 국민 소득 증가와 다양한 디지털 신제품의 출시, 각 가정에서의 제품 

교환 시기 도래, 선진 마케팅 기법 도입을 통한 잠재 수요 개발, 그리

고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 출시에 따라 향후 5~10년 사이 시장의 규모

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전망 

■ 불투명한 러시아 통관 시스템으로 인해 러시아 가전 시장은 ‘회색 통

관’ 제품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 

○ 2004년도 러시아 가전 시장 규모는 8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지만 러시아 
세관 당국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가전 제품 수입액은 2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현지 생산 물량을 감안한다 해도 전체 시장의 40~50%가 
넘는 물량은 회색 통관 제품인 것으로 추정됨. 

○ 대부분의 한국 업체들 역시, 러시아 현지가 아닌 핀란드 등 러시아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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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수출을 한 뒤 러시아 수입업자가 직접 통관을 하는 역외 무역
(Bond Warehouse Trade) 방식 이용 

○ 2004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신법령, 세관 당국의 철저한 세관 검사 방
침, 현지 투자 외국 업체들의 강력한 이의 제기 등으로 회색 통관에 대
한 규제는 계속 강화될 전망 

■ 러시아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Loyalty 보다는 매장의 판촉 

활동에 더 민감한 반응 

○ 기존 고급 브랜드의 생산지가 동남아, 중국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유럽 
및 일본 제품에 대한 Loyalty는 줄어들고, 대신 광고, 홍보, 특별 판촉 활
동을 활발히 하는 브랜드로 관심 이동 

○ 제품 구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연령층은 15~24세의 젊은 층 

○ 여성들은 신기능과 편리함, 디자인을 중시하는 반면, 남성들은 내구성을 
중시하는 경향 

■ 미주, 서유럽 지역 대비,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평가는 매

우 우호적이며, 시장 점유율도 더 높은 수준임. 

○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대표적 러시아 진출 성공 사례로, 양사의 러시아 
매출은 러시아 가전 시장의 50% 내외를 차지할 정도임. 

○ 1990년대 초반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대우일렉
트로닉스의 최근 활발한 활동, 그리고 특히 2003년에 러시아 이동 통신 
단말기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팬택의 빠른 도약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
음. 

■ 적극적 공세로 전환한 유럽 제품 및 저가 공세를 펴고 있는 중국, 터

키 제품 등과의 차별화를 위해 LG전자와 삼성전자는 3~4년 전부터 고

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명품 브랜드 이미지 구축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이를 위해 저부가가치 제품의 사업, 마케팅 비중

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음. 

■ 러시아 현지 투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여겨지며, 앞으로 외국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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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현지 투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욱 늘어날 전망  

○ 러시아의 투자 환경이 그리 우호적이지 못하고, 아직도 높은 투자 리스
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 

○ 그러나 2000년 이후 가전 시장의 성장을 염두에 둔 외국 업체들의 러시
아 현지 공장 설립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6년 사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상황과 국민들의 소
득 증가, WTO 가입을 전후한 통관 투명화 정책, 이미 러시아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거나 준비 중인 외국 업체들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 정
책 등을 볼 때 현지 투자 업체는 계속 늘어날 전망 

○ 올 4월 준공식을 가졌던 LG전자 러시아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액, 생산 
규모 등 모든 면에서 러시아 가전 분야 최대의 외국인 투자로 평가 받고 
있음. 

성장기 러시아 가전 시장이 한국 업체에 주는 시사점 

■ 외국 업체들의 현지 생산 체제 구축 및 적극적인 시장 공략 정책으로 

지난 수 년간 계속 이어진 한국 업체의 가파른 매출 성장세가 다소 둔

화될 수 있으며, 제품에 따라 시장 점유율도 낮아질 수 있음. 

■ 한국 제품이 전반적인 호평을 받고 있고, 제품의 고급화 전략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ony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에는 아직도 밀리고 있음. 

■ 하지만 서유럽과 미주 시장에 비해 고급 브랜드라는 인식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의 땅임. 

■ 한국 업체들이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펴면서 Low-end 제품군에 대

한 마케팅 지원을 대폭 줄이고 있지만, 다양한 제품군을 소유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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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이라는 이미지 또한 외국 경쟁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한국 업체

만의 강점이고, 지방 시장에서는 Low-end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한 동

안 계속 나올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됨. 

■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현지 투자를 통한 제품

의 경쟁력 강화, 단순한 외국 수출업체가 아닌 러시아 국민 기업이라

는 이미지 제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음.  



 

성장기 러시아 가전 시장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1

I. 들어가며 

■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최근 급성장 중인 러시아 가전 시장의 주요 특징과 트렌드에 대한 이해 

○ 러시아 가전 시장의 유통 구조와 소비자 패턴 변화 조사 

○ 한국 업체들의 러시아 가전 시장 진출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 

○ 외국 업체들의 러시아 가전 시장 진출 움직임 및 전망 

○ 러시아 현지 생산 체제 구축의 타당성 검토 

○ 향후 러시아 가전 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한 효과적 공략 포인트 
제시 

■ 최근 4~5년간 러시아 가전 시장은 매년 20~30%씩 높은 성장을 거듭하는 시장

이며, 서유럽, 미주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고 브랜드 이미지가 좋은 지역이기에 한국 업체로서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

일 필요가 있는 시장임. 

■ 1990년대 후반까지는 러시아 소비자들의 낮은 구매력,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인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원인으로 외국 업체의 적극적 진출이 많지 
않았으나, 2000년 이후 완연히 개선되고 있는 러시아 경제상황과 국민소득증가

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다양한 가격대의 많은 외국 브랜드들이 시장으

로 몰려들고 있음. 

■ 기존 Local 업체의 인수, 또는 신규 공장 설립 투자 등을 통한 외국 업체들의 
러시아 현지 생산 체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주요 업체들에게도 ‘현지 생
산 체제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 진입이냐, 조금 더 관망적 자세를 견지하

며 기존 수출 방식을 고수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로 등
장함. 

■ 선두 업체들간의 High-end 제품 판매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업체

들에게도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주요 공급 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가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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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확대, 외국 업체들의 현지 생산 체제 돌입, 러시아 정부의 관세 및 통
관 정책의 변화, 지방을 중심으로 한 유통 질서의 변화, 사회 계층의 분화, 넓
어진 소비자 선택의 폭 등은 또 한번의 시장 판도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흐름의 전반적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통해 효율적 시장 공략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통계 수치로는 GfK RUS, Romir Monitoring, AC Nielsen 등
과 같은 러시아 소비 시장 전문 분석 기관의 자료와 러시아 전자산업협회

(РАТЭК),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발표하는 자료 등이 주로 사용되었음.  

○ 러시아 시장은 지역이 워낙 넓고, 시장 조사 기관의 활동도 한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조사 기관의 자료 역시 표본 추출 방식 등 여러 가지 한계

를 내포할 수밖에 없음. 

○ 또한 러시아 가전 시장 자체가 회색 통관 물품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각 기관에서 발표된 각종 통계 자료에 대한 신뢰도 역시 그리 높지는 못할 것
으로 판단됨. 

○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공식 통계나, 시장 조사 기관의 자료 보다는 시장에서 직접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가장 높은 신뢰도를 담보하

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동일 내용에 대한 통계 수치 중 각 발표 기관마다 차이가 
날 경우, 기업에서 발표한 수치를 최우선적으로 활용하였음. 

■ 본 보고서에서 지칭하는 ‘가전 제품’이란 가정용 전자제품(MTI 분류 기준 코
드 82), 그리고 유무선 통신기기(811, 812)와 PC(813)를 의미하며, 부품은 해당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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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러시아 가전 시장의 이해 

1. 시장의 규모와 특징 

■ 시장의 구분 

○ 러시아 가전 시장은 주요 6대 도시, 기타 주요 도시, 주요 중소 도시 등 3개로 크게 
나눠짐. 

○ 인구, 소득, 구매력 측면에서 6대 도시 중 가장 큰 가전 시장은 역시 모스크바이며, 
그 다음으로 상트 페테르스부르크를 들 수 있음. 

○ 가전 시장의 6대 도시는 인구 1백만 명 이상의 도시 중 상대적 소득 수준, 구매력, 
매출량 등이 전통적으로 높은 지역1 

○ 기타 주요 도시는 인구 1백만 명 이상의 도시 중 주요 6대 도시에 포함되지 못한 
도시 

○ 주요 중소 도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중 각 지역의 행정 및 경제 중심 도시, 
또는 철도를 중심으로 한 물류 중심 도시 

<표 Ⅱ-1> 규모별 러시아 가전 시장 구분  
 

시장 구분 도  시  명 

메이저 시장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주요 6대 도시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사마라, 
로스토프나돈누 

기타 주요 도시 크라스노야르스크, 니즈니노브고로드, 카잔, 첼랴빈스크, 우파, 볼고그라드, 페름

주요 중소 도시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톡, 하바로프스크, 사라토프, 랴잔 등 

■ 시장 규모의 가파른 성장세 

○ 러시아 가전 시장 전문 조사업체인 GfK RUS사에 따르면 러시아 가전 시장 규모는 
2004년도 기준 약 80억 달러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며, 올해는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1 시장조사기관에 따라 주요 6 대 도시에 크라스노야르스크, 페름을 포함하여 주요 8 대 도시로 구분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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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 시장은 러시아 소비 시장 중 식료품 시장과 함께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

는 분야로 2000년 이후 연 20~30%씩 성장하고 있음. 

○ 1990년대만 해도 소수 수입 제품의 독점 시장이었으나 최근 유통 법인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다양한 가격대의 브랜드 등장. 

○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이라는 어려움이 있음. 

<표 Ⅱ-2> 2004년도 주요 제품별 시장 규모 및 선두 업체 
 

품 목 연간 시장규모(대수) 선두 업체(판매 대수 기준) 기 타 

냉 장 고 370만대 Stinol, Bosch, Electrolux, LG  

세 탁 기 330만대 Bosch, Indesit, 삼성  

에 어 컨 N.A. LG, Samsung, Daikin - Daikin은 CAC에서 강세 

T V 730만대 삼성, LG, JVC, Thomson, Philips, 
Vestel(터), Rubin(러) 

-전년 대비 13% 성장에 그침. 

-그러나 PDP/LCD TV 에 대한 
신규 수요로 시장 확대 예상 

DVD 플레이어 150만대 LG, 삼성, Pioneer - 2005년 30% 이상 성장 예상 

P C 
510만대 (PC 81.2%, 

NB 12.6%, PDA 
4.4%, 기타 1.8%) 

PC: K-Systems(러), Kraftway(러), 

HP, Depo(러) 

NB: Toshiba, Rover(러), iRU(러), 
Asus(대만) 

- 2005 년 전체 PC 시장 27% 
성장 예상  

- NB, 전년 대비 100% 성장 
(2005년 백만대 판매 예상) 

모 니 터 540만대 삼성, LG, Philips 
- LCD 제품 비중이 2005 년도 
전체 시장의 50% 차지 예상. 

- 2005년 30% 이상 성장 예상 

이동통신 단말기 2,430만대 삼성, Motorola, Nokia - 2005년 25% 성장 예상 
주: CAC-Comercial Air Condition 
자료: GfK RUS; РАТЭК(러시아 전자산업협회); Holding Company Polar; C.News; InfoBusiness; IT Monitoring;각 기업 

발표 자료; 러시아 및 국내 언론 보도 정리 

■ 러시아 가전 시장의 주요 성장 원인 

○ 1999년도 이후의 국가 경제의 안정 추세와 함께 국민 실질 소득 증가로 도시 생활

자는 물론 지방 소도시 및 농촌 거주자들도 경제적 여력이 생김. 

○ 1990년대 후반 형성된 신흥부유층(New Russian)은 물론,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산층의 형성으로 소비 주도 계층의 폭이 넓어짐. 

○ 1990년대 초중반 시장 개방 직후 가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10여 년의 시간

이 흘러 가전 제품의 교체 시기가 도래  

○ 대도시 거주자 및 중상위층을 중심으로 대형 가전, 첨단 고가 디지털 제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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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상승 및 디지털 관련 신제품의 출현으로 가전 제품의 교환 주기가 짧아지는 
경향 

○ 인터넷 및 이동 통신 시장의 급성장으로 PC와 주변 기기, 이동 통신 단말기 등에 
대한 신규 수요 폭발  

○ 외국 가전 제조업체들의 활발한 진출을 통한 공급 증가와 외국 유통 전문 업체의 
시장 진입으로 잠재 수요 개발 

○ 양판점, 전문 가전 할인 매장의 등장과 함께 신용 판매, 할부 판매 등 매출 확대를 
위한 판매업자들의 마케팅 전략 강화 

■ 회색 통관 제품의 절대적 비중 

○ 2004년도 러시아 가전 시장 규모는 80억 달러로 평가 받고 있지만, 러시아 세관 당
국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가전 제품 수입 총액은 2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2 

○ 러시아산 제품과 외국 업체의 현지 생산 물량을 감안해도 전체 시장 규모의 
40~50%가 넘는 물량은 회색 통관 제품이라는 결론 

○ 2004년부터 세관 당국의 철저한 검사와 법령 제정으로 회색 통관이 많이 줄어들었

다고는 하나, 통관 업체들과 수입업자들은 또 다른 음성적 통관 방법을 개발하고 있
어 회색 통관 물량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은 기대하기 힘듦. 

○ 불법 통관 수법은 HS Code 바꿔 기입하기, Invoice 가격 낮추기 등 다양 

시장의 특징 

■ 선진입 업체의 강세 

○ 페레스트로이카로 시작된 시장 개방 이후 시장에 먼저 진입한 업체들의 강세가 두
르러짐. 

○ 유럽, 미주 시장에서는 Best 브랜드로 자리 매김 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이 
러시아 시장에서는 최상위권 브랜드에 근접해 있음. 

■ 모스크바 중심의 상권 

○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스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가 시장을 주도 

○ 주요 대도시에는 기본 가전 제품의 보급 확대 단계를 지나 고급 디지털 가전으로의 

                                                         
2 Финансовые Известия, 2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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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 대형 양판점의 매장수를 볼 때 전체의 약 50%가 모스크바에 집중되어 있고 러시아 
제 2의 도시인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 약 15% 정도가 있는데, 이 두 도시에 비해 
인구 및 소득 수준 격차가 큰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는 매장이 적을 수 밖에 
없음. 

○ 모스크바 평균 소득 수준은 러시아 전체 평균의 2배 이상 

■ 점차 지방으로 시장 확대 추세  

○ 최근 국민들의 전반적인 구매력 상승으로 시장이 지방 도시까지 점차 확대되는 모
습을 보이고 있음.  

○ 러시아 최대 가전 제품 양판점 M-Video의 경우, 2004년 기간 중 13개의 신규 점포를 
개설했는데 그 중 2개만이 모스크바에서 만들어졌을 뿐, 나머지 11개 매장은 모두 
지방 도시에 개설됨. 

○ 모스크바 가전 시장의 성장률은 연 20% 내외인 반면, 지방 시장은 연 40% 이상이

며,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은 전통 가전(A/V)의 경우, 지방 시장에서는 연 6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3 

○ 고급 제품과 보급형 제품의 동시 성장 시장: 지방 역시 상위계층은 고급 디지털 제
품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전통 가전에 대한 보급이 아직도 
주를 이루고 있는 양상 

■ 수입 제품의 높은 시장 점유율 

○ 200여 개의 크고 작은 해외 브랜드가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가전 브랜

드는 대부분 진출해 있는 상태 

○ 러시아 전자산업협회(РАТЭК) 자료에 따르면, 전체 러시아 가전 시장에서 수입 제품

이 80%, 러시아 제품이 20%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다른 주요 외국 브랜드들은 러시아 시장에서도 그 명성에 걸맞은 높은 시장 점유율

을 보이고 있지만, 특이하게 미국 Whirlpool사 제품만이 예외적으로 낮은 시장 점유

율을 보이고 있음. 

■ 부진한 러시아 업체 

                                                         
3 Волчаников Леонид, Иностранцы в России(러시아의 외국 업체들), Электроника, Апрель-Май 2005, 
№2(14),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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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가전 업체들은 구소련 해체 후 생산 기반이 붕괴되었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
는 업체들의 제품 역시, 품질이나 디자인 면에서 수입 제품과는 적잖은 격차를 보이

고 있음. 

○ 러시아 업체 중 LG전자, 삼성전자와 같은 종합 가전 업체는 없고 TV, VCR, DVD-
Player, 또는 세탁기와 냉장고 정도를 함께 생산하는 수준 

○ 러시아 가전 중 그나마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분야는 구소련 당시 다른 제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업체 수가 많았던, 그래서 그나마 경쟁력이 다소 있었던, 냉장

고와 TV 정도를 꼽을 수 있음.  

○ 단, 조립 PC 부문은 러시아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워낙 낮은 PC 보
급률과 프린터 등 주변 기기에 대한 수요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커, 현지에 조립 PC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인 일부 외국 업체도 등장 

<표 Ⅱ-3> 러시아 주요 가전 업체 
 

주요 생산 품목 업  체  명 
TV Rolsen, Sokol, Rubin, Polar, Horizon, Raduga 

냉장고 Atlanta, Minsk, Ocean 

조립 PC Depo Computer, Aquarius, Excimer, Rover, IRU 

■ 주목할만한 러시아 가전 업체: Rolsen사 

○ TV(LCD/PDP TV 포함), VCR, DVD-Player, 홈씨어터,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전자레

인지, MP3 Player, 유선전화 등을 생산하는 러시아 업체로 종합 가전 업체를 추구하

고 있음. 

○ 주력 생산 제품은 TV이며, 2004년도에 250만대 생산 

○ 1995년부터 LG, Daewoo, JVC, Thomson, Toshiba, Philips, Funai 사로부터 OEM 주문생산

을 하였고, 1999년부터 Rolsen이라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출시 

○ 현재 LG전자의 TV와 JVC의 TV, VCR 등의 제품을 OEM 생산중 

○ 러시아 197개 도시에 350여 개 이상의 딜러망 보유 

○ 2003년부터 독일과 영국의 대형 유통망과의 계약을 통해 서유럽 진출 

○ 2005년에는 동유럽, 한국, 미국 시장으로 진출 계획 

○ 주로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부품 조달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파
격적인 조건으로 한국인 및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등 공격적 경영을 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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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고가 제품 위주의 성장 뚜렷 

○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급 제품 선호 경향이 강함. 

○ 전통 백색 가전 시장에 비해 절대적 시장 규모는 아직 작지만, LCD/PDP TV, DVD-
Player, 홈씨어터 등 고급 제품들의 성장 속도는 전통 백색 가전이 추격할 수 없는 
수준 

○ 500 달러가 넘는 일부 고가 이동 통신 단말기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는 경
우도 발생4  

<그림 Ⅱ-1> 2004년도 주요 가전 제품 품목별 시장 성장률 (%) 

13 14 20

50

478

TV,세탁기,냉장고 청소기 전자레인지 DVD 플레이어 홈씨어터

 
자료: Holding Company Polar 

 

2. 유통 구조의 변화 

■ 시장 확대에 따른 유통 구조의 변화 

○ 구소련 시절의 전통적 가전 판매 형태는 국영 가전 제품 상점 형태 

○ 1990년대 중후반에는 한국의 용산 전자 상가와 유사한 전자 상가(이하, 전자 상가로 
부름)들이 등장해 시장을 주도 

○ 최근 대도시에는 가전 제품 전문 양판점과 가전 전문 할인 매장의 급속한 증가로 
이들을 통한 구매 비중이 급속히 늘고 있음. 

○ 그러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아직도 소형 가전 상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정 업
체의 Brand Shop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4 제품의 희소성 가치 창출을 위해 공급 업체에서 일부러 물량 공급을 줄이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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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아직 미미한 수준 

<표 Ⅱ-4> 시기별 가전 제품 소매 유통 구조의 변화 
 

시 기  형 태 대표적 업체 

1990년대 초중반 
재래식 가전시장(대도시) 

국영 가전제품 상점(전국) 

Khimki, Tushinskaya 
Electronics 

1990년대 중후반 

전자상가(대도시) 

Brand shop(지방 중소도시) 

개별 상점(전국) 

Gorbushka, Electronnyi-Ray, Rizhskyi 
LG, Samsung, Sony 

2000년 이후 

전자상가(대도시, 지방 중대도시) 

양판점(대도시) 

가전 전문 할인 매장(대도시) 

창고형 매장 내의 가전 코너(대도시) 

Brand shop(지방 중소도시) 

Gorbushka, Electronnyi-Rai, Rizhskyi 
M-Video, Mir, Partia  
Eldorado 
Ramstore, Metro, Ashan, Ikea 
LG, Samsung, Sony 

■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의 치열한 유통시장 경쟁 

○ 도매업자들의 유통망에 속해있는 전자상가(Gorbushka, Electronnyi-Rai, Rizhskyi, 지방 
주요 도시의 전문 상가)와 대형 소매업자들이 운영하는 5대 할인점 및 양판점

(Eldorado, M-Video, Mir, Partia, Tekhnosila)이 가전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
체 시장 매출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음. 

○ 기존에는 대형 도매업자들이 러시아 가전 시장 유통을 주도하였지만, 최근 몇 년 사
이 대형 소매업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매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유통의 주도권이 
소매업자로 넘어가기 시작 

○ 전자상가 역시, 건물의 현대화 및 개보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지만, 본격

적인 지방 도시 공략과 조직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5대 메이저 소매업자

들의 공세를 당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표 Ⅱ-5> 전자상가와 5대 할인점·양판점 비교 
 

전 자 상 가 5대 할인점·양판점 
- Gorbushka, Electronnyi-Ray, Rizhskyi 
- 전통적 대형 백색 가전 위주 

- 아이템별 소형 매장 

- 할인점, 양판점에 대항하기 위해 상가 
건물의 쾌적, 현대화 

VS. 
- Eldorado M-Video, Mir, Partia, Tekhnosila 
- 다양한 아이템 진열 

- 자체 교육을 통한 판매원의 전문화 

- 다양한 할인 제도와 홍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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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결제, 신용판매 제도 운영 

- 모스크바 시장에서의 절대 우위 

<표 Ⅱ-6> 5대 메이저 할인점, 양판점의 러시아 가전 시장 점유율 
 

Eldorado 
M-Video 

Tekhnosila 
Mir 

Partie 

25.0% 
13.3% 
4.0% 
3.0% 
1.5% 

Total 46.8% 
주: 나머지 53.2%는 전자상가, 중소형 상점, Brand shop 등 
자료: Renaissance Capital 

■ 대표적 양판점 M.Video 

○ 회사 설립은 1993년도이나 본격적인 사세 확장은 2000년 전후 

○ 현재 44개의 매장에서 약 5천명의 직원이 근무 

○ 2004년도 매출액은 약 10.6억불로 2003년도 5.7억불 대비 약 85% 매출 성장 

○ 모스크바 가전제품 판매량의 25-30% 가량이 M.Video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 

○ 현재의 가전 제품만의 취급에서 벗어나 백화점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를 통해 향후 가전제품 유통 시장의 주도적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 

<그림 Ⅱ-2> Eldorado와 M.Video의 매출액 추이 

0
2
4
6
8

10
12
14
16
18

2002 2003 2004

(억달러)

M.Video

Eldorado

 
자료: Depot WPF Brand & Identity; Eldorado; M.Video 

■ 대표적 할인점 Eldorado:러시아 가전 시장의 최대 매출 비중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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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은 1992년도에 했으나 2001년부터 본격적인 시장 진입  

○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각각 575, 45개 점포 운영 중이며, 
2003년도에 비해 매장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빠른 속도의 규모 확대

를 보이고 있음. 

○ 매출액: 2002년 8억 달러, 2003년 13.5억 달러, 2004년 16.5억 달러 규모로 모스크바 
가전 유통 시장의 약 50% 차지 

○ 최근 영국의 대형 소매업체 Dixons사로 부터 19억 달러 자본 유치5 

■ 할인점과 양판점 선호 원인 

○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과 인구 집 지역에 위치한 매장들로 인한 편리한 
접근성을 꼽을 수 있음. 

○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한 자리에서 둘러 볼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매장 판매원들로부터 자세한 제품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제품 선정이 용이함. 

○ 전자상가에서 제공되지 않는 각종 포인트 적립 제도, 신용카드 사용, 신용 할부 판
매 등과 같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 

○ 전자상가에 비해 쾌적하고 현대적 시설의 쇼핑 환경 제공 

<그림 Ⅱ-3> 모스크바 가전 시장의 매장 유형별 시장 점유율(2004년 기준) 

할인점, 양판점(64%)
전자상가(22%)

개별상점(8%)

창고형매장내의
대형코너(5%)

인터넷거래(1%)

 
자료: AC Nielsen 

 

3. 변화하는 소비자 구매 패턴과 취향 
                                                         
5 2008 년까지 Dixons 사가 Eldorado 사의 지분을 10% 취득할 경우, Dixons 사가 Eldorado 사의 독점적 경영권

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 행사 가능(The Moscow Times, 20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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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특징 

○ 특정 브랜드나 특정 매장에 대한 Loyalty 수준은 15% 내외로 매우 낮음.6 

○ 주변 지인들의 추천, 조언에 매우 민감한 감성적 구매자 

○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때는 평소에 자주 가던 매장 보다는 다소간의 시간과 가격을 
더 지불하더라도 규모가 크고 품격이 있는 큰 매장을 선택 

○ 제품 구입을 위해 방문한 매장에 원하는 모델이 없을 경우, 유사한 다른 모델을 구
입하기 보다는 다른 매장으로 이동을 하거나, 차후에 다시 방문하여 구입하는 경향

을 보임. 

○ 다양한 언론 매체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제품 평가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
민 브랜드’ 선정 결과 등을 통해 소비자들 사이에는 우수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충
분히 축적됨. 

■ 판촉 활동에 민감한 러시아 소비자 

<그림 Ⅱ-4> 유형별 러시아 소비자 분류 (%) 

31

23

17

28

판촉민감형

가격민감형

경제력고려형

기타

 
자료: AC Nielsen, Тенденци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го рынка в России и Москве(러시아와 모스크바 

소비시장 경향), 2004.4.22., p.8. 

○ 과거 구소련 시절의 국영 상점 체제에서는 판촉이나 마케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
었지만,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의 러시아 소비 시장에서는 판
매자의 판촉, 홍보 활동에 소비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향후 소비 주도 계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젊은층과 중간소득계층이 판
촉에 가장 민감한 계층인 것으로 조사됨. 

○ 실제로 판촉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최근 러시아 주요 대형 가전 판매 업
                                                         
6 Экономика и Жизнь, №19, Май,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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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는 신용 판매, 특별 할인 판매, 사은품 증정, BOGO(Buy One, Get One) 마케팅, 
Membership card 제도, 포인트 적립 제도, 무료 배송 및 설치 등 다양한 판촉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표 Ⅱ-7> 유형별 소비자 특징 
 

유 형 행동의 특징 주요 계층 

판촉 민감형 

- 각 판매장의 광고, 특별 제안 등을 조사하여 구매

- 일반적으로 구매하던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판매 
업체의 특별 판촉이 있으면 타브랜드로 충분히 
구매 전환 

- 경품 추첨에 적극 참여 

- 매장에 직접 가기 보다 대형 마트의 광고 
전단지를 우선적으로 보는 경향 

젊은층, 중간 소득 
계층자 

경제력 고려형 
- 본인의 선호 브랜드가 어느 매장에서 최저 
가격으로 판매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소유 

- 경제적 여력을 넘는 구매는 자제 

청장년층, 비교적 
높은 사회적 계층자, 
중상위 소득계층 

가격 민감형 

- 시연 참가, 무료 사은품 제공 선호 

- 주로 다니는 매장에서 할인 상품을 위주로 구매 

- 할인 판매 문구에 민감 

장년층, 중저소득계층 

<그림 Ⅱ-5> 가전 구매 주요 연령층과 영향력 행사 연령층 비교 

8 27 40 25

37 26 22 15

실제구매자
연령층

영향력행사자
연령층

22 20 34 24연령별인구비

15~24세 25~34세 35~49세 50~65세

(단위: %)

 
자료: Ibid. 

■ 가전 구입의 주요 소비 연령층과 영향력 행사 연령층 

○ 현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연령층은 35~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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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제품 선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연령층은 15~24세가 압도적 추세이며, 
25~34세 연령층도 주요 실제 구매 연령층 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부모는 자녀의 의견에 따라 구매하는 패턴 형성 

■ 가전 구입시 연령별 선호 매장 비교 

○ 35세 이상의 중장년층은 전자상가나 소형 가전 상점 같은 전통적 매장에서 주로 제
품 구입을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에서는 할인 매장이나 양판점과 같은 현
대식 유통 매장을 선호 

○ 실질적 구매자인 35~49세 연령층은 특별히 선호하는 매장 형태의 구분이 어려운 반
면, 젊은층은 현대식 매장 선호도가 뚜렷함. 

○ 시간이 갈수록 전통적 방식의 유통 매장 보다는 현대식 할인점이나 양판점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Ⅱ-6> 연령별 가전 구매 매장 형태 선호도 

14 21 36 28

10 39 34 17

23 26 33 18

22 20 34 24

전통적매장

현대식매장

혼합

연령별인구비

15~24세 25~34세 35~49세 50~65세

(단위: %)

  
자료:Ibid 

■ 소비자들의 구매 우선 대상 제품 

○ 1990년대: TV(볼록 브라운관), VCR 

○ 2000년 이후: 냉장고, 세탁기가 가장 구매 빈도수가 높은 제품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2004년 상반기 기준, 전체 가전 판매액의 38%, 32%를 각각 차지  

○ 향후 가까운 장래에 구매 의향이 가장 큰 제품은 이동 통신 단말기 

○ 최근에는 식기세척기, 홈씨어터, 가정용 가라오케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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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우선적으로 구입했던 TV(볼록 브라운관), VCR을 LCD/PDP TV, DVD Player
로 대체하려는 수요 발생 

■ 소득 수준에 따른 제품 선호 사이즈 

○ 대중적 소비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 소비자들은 좁은 러시아 주거 공간의 특
성으로 Compact 사이즈를 선호(한국 업체들이 출시하여 히트를 친 Slim형 드럼 세
탁기가 그 대표적인 예) 

○ 단, TV와 오디오 시스템은 대중적 소비자들도 대형 사이즈를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는 이 제품군들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 향후 Masstige급으로 가장 빨리 발
전할 것임을 의미함.7 

○ 상류층은 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대형 사이즈를 선호함. 

■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가전 제품의 색상 및 디자인에 민감 

○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거 환경의 개보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런 개보수 공사와 
함께 오래된 가전 제품을 교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새 단장을 한 집안 분위기와 
새 가전 제품의 톤을 조화시키려는 경향이 두드러짐. 

○ 전통적 가전 제품 색상인 백색에 대한 인기가 한풀 꺾이면서, 예를 들어 세탁기 같
은 경우 백색 보다는 분홍, 블루 계열의 파스텔톤 등과 같이 다양한 색상도 과감히 
받아들이고 있음. 

○ 편리함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각진 대형 제품 보다는 부드러운 곡선미가 나오는 디
자인을 선호 

■ 뚜렷한 성별, 연령별 기호차 

○ 신기능 보다는 내구성에 더 관심을 보이는 남성 구매자의 보수적 선택에 비해, 여성

들은 새로운 기능과 편리함, 디자인에 좀 더 개방적임. 

○ 젊은 계층은 화려하면서 다기능이 내장된 Compact한 디자인 선호 

■ 더 이상 특정 브랜드에 집착하지 않는 소비자 

○ 과거에는 브랜드가 품질을 대변한다고 여겼으나, 이제는 거의 백지 상태에서 각 브
랜드별 모델을 가격과 기능, 품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여 구매 결정 

                                                         
7 Masstige 란 대중(mass)과 명품(prestige product)을 조합한 신조어로, 명품의 대중화 현상을 의미함. 중산층의 
소득이 향상되면서 가격 대비, 만족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제품을 소비하려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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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인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했던 기존 유럽 및 일본 고급 제품들이 중국 및 동남

아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 및 일본 제품에 대한 Loyalty
는 예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음. 

○ 유럽, 일본 제품 보다 러시아 시장에 진입한 역사는 짧지만 대대적인 광고, 홍보 및 
대규모 문화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한국 제품들로 관심이 많이 이동 

○ 단, 아직도 자국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고, 수입 제품이라도 중국 제품

의 품질에 대해서는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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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가전업체의 대러시아 시장 진출 

1. 한국 업체의 진출 현황 

■ 성공적인 한국 업체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 

○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가전 제품은 품질, 디자인 등 전반적인 면에서 매우 높은 평
가를 받고 있음. 

○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대표적 성공 진출 사례로 꼽을 수 있는데, 양사의 러시아 매
출 규모가 러시아 가전 시장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도 이후 매년 
40~90%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대우일렉트로닉스와 팬택, 맥슨텔레콤 등도 활발한 러시아 마케팅을 펴고 있음. 

○ 한국 업체들 중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 곳은 아직 없고, 대부분 지사 운영을 통
한 단순 수출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확대일로에 있는 시장 상황에 따라 현지 생산

을 검토, 준비 중에 있는 업체들이 최근 생겨나고 있음. 

■ LG전자 

○ 1990년도 러시아 시장에 진출 

○ 지사 3개(모스크바,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블라디보스톡), 서비스 법인 1개(모스크바), 
기술센터 1개(모스크바) 등 운영 

○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190여 개의 LG Brand Shop 운영 

○ 200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2005년 4월부터 모스크바 인근 루자(Ruza) 지역에 TV, 
세탁기, 냉장고, 오디오 생산을 위한 가전 공장 건설 시작 

■ 삼성전자 

○ 1990년도 러시아 시장에 진출 

○ 지사 3개(모스크바,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블라디보스톡), 서비스 법인 1개(모스크바), 
연구센터 1개(모스크바) 등 운영 

○ 이동 통신 단말기, 노트북 등 High-end 제품 위주의 마케팅 전략 

■ 재도약을 꿈꾸는 대우일렉트로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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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 가전 시장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보였

으나 1997년 한국의 외환 위기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 

○ 최근 다시 러시아 지사를 개설하며 본격적 영업에 돌입하였으며, 알마아티(카자흐스

탄), 키예프(우크라이나), 빌리우스(리투아니아) 등 CIS 4개 지역에 판매 지사 설립  

○ 2004년도 러시아 매출은 약 2억 달러로, 올해 약 30%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
음. 

○ 올해 이동 통신 단말기를 러시아 시장에 출시할 예정 

■ 신규 진입에 성공한 팬택 

○ 시장 진입 초기에는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시장 탐색을 하고, 이후 2003년 모스크바 
지사를 개설하여 자체 브랜드로 이동 통신 단말기 시장에 뛰어듬.  

○ 고급 모델을 구입하기엔 경제적 능력이 못 미치지만, 최신 다기능 제품을 소유하기 
원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며, 단기간 내에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점
유율을 높이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올해 200만대(러시아 이동 통신 단말기 시장의 8% 수준) 공급을 목표로 적극적인 
광고, 홍보 전략을 펴고 있음.8 

■ 러시아 시장에서의 한국 제품에 대한 평가 

○ 1990년 수교 직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가전 제품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음. 

○ 많은 한국 제품들이 러시아 정부 기관에서 선정하는 ‘국민 브랜드’로 선정됨.9 

○ 시장 주도 브랜드: 첨단 디지털 제품들을 타 외국 브랜드들 보다 늘 한 발 앞서 선
보이며 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로 인정하는 추세 

○ 품질에 대한 신뢰: 일본, 유럽 제품과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고 오히려 상위 품질

이라는 믿음을 심었고,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러시아 시장에서 최초로 3년 
A/S 보장이라는 마케팅 전략을 선보임. 

○ 다른 외국 브랜드에 비해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종합 가전 업체로 평가 
                                                         
8 LG전자 10%, 삼성전자 26% 목표 
9 러시아 ‘국민 브랜드’는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25 개 공산품을 대상으로 최우수 제품에 수여되는 것
으로, 한 번 수상하면 2 년간 국민 브랜드 마크를 제품 홍보에 사용할 수 있고, 3 차례 이상 수상하면 10
년간 국민 브랜드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 러시아 소비자들은 국민 브랜드 마크가 붙은 제
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기 때문에 국민 브랜드 선정에 따른 제품 홍보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단 국민 브랜드에 선정된 제품은 품질, 기능이 최고라는 것이지 시장 점유율까지 최고였다는 것
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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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러시아 ‘국민 브랜드’ 선정 한국 가전 제품 
 

년도 LG전자 삼성전자 
2001 전자레인지 VCR, TV 

2002 전자레인지 , 진공청소기 TV 

2003 오디오, 에어컨, 진공청소기 VCR, DVD, 홈씨어터 
2004 모니터, 전자레인지 이동 통신 단말기, 노트북 

자료: 러시아 ‘국민브랜드’ 선정 위원회 

■ 한국 기업의 성공 요인 분석 

○ 진출 초기 시장 진입 전략: 해외 메이저 브랜드에 비해 품질은 동일하지만 가격은 
다소 저렴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시장 진입에 성공 

○ 효과적 브랜드 전략: 1990년대의 양적 공략을 통해 브랜드 전파와 품질에 대한 확신

을 심어주었고, 2000년도 이후부터는 고급화, 고가화 전략으로 선회 

○ 현지 환경 및 고객이 원하는 제품의 개발: Compact한 디자인 제품(Slim 세탁기 등), 
고객 위주의 제품(러시아어 키패드가 붙은 이동 통신 단말기, 러시아 요리용 전자레

인지 등), 화려한 색상의 제품 등 

○ 부단한 광고 및 적극적인 제품 홍보 활동: 시장 진입 초반부터 현재까지 옥외, 지면

을 통한 끊임 없는 광고로 소비자들의 뇌리에 제품 및 기업 인지도를 높이고, 국경

일, 기념일, 연말 연시, 신제품 출시 등에 맞춰 대규모 지방 도시 순회 판촉 행사 실
시 

○ 잠재 수요 개발: 디지털 전시장의 상시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최신 첨단 제품에 대한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제품 사용 경험을 통한 숨어 있는 잠재 수요 창출 

○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한 우호적 기업 이미지 형성에 주력: 각종 스포츠 및 문화 행
사 후원, 문화 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한 무상 지원, 농촌 교육 기관에 대한 무상 제
품 지원 등 

■ 프리미엄급 제품을 통한 고가화 전략 

○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지 약 15년째가 되고 있는 한국 주요 가전 업체들의 브랜드 
이미지는 어느 정도 확고히 구축된 상태이며, 최근 3~4년 전부터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 작업에 착수 

○ 이를 위해 비록 현재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는 부문이라도 저부가가치 제품은 그 
사업 비중을 과감히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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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LG전자, 삼성전자의 고급화 전략 
 

LG전자 

- 3차례에 걸쳐 ‘국민 브랜드’로 선정되기까지 한 전자레인지와 청소기 등에 대한 마케팅을 
실질적으로 중단 

- 이동 통신 단말기: 500 달러 대의 프리미엄급 기종 출시, 이동 통신 단말기 평균 가격을 
160 달러 대에서 200 달러 이상으로 높임. 

- 주력 사업군: LCD/PDP TV, 에어컨(CAC), 이동 통신 단말기 등 

삼성전자 

- 러시아 매출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VCR, 오디오, TV(브라운관) 등에 대한 마케팅을 이미 
중단 

- 디지털 가전 이미지 전략 

- 주력 사업군: 이동 통신 단말기, LCD/PDP TV, 노트북, 세탁기 등 

 

2. 한국 가전 제품의 대러시아 수출 특징 

불투명한 러시아 통관 시스템으로 인한 제 3 국을 통한 간접 수출 방식 

■ 철저한 역외 무역(BWT: Bond Warehouse Trade) 방식 

○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러시아로 수출되는 한국 가전 제품들은 ‘CIF(또는C&F) 
러시아’ 조건으로 수출되었으나, 1996년 이후 러시아 세관의 엄격해진 통관 심사 이
후 ‘CIF(또는C&F) 핀란드’ 등의 BWT 방식으로 수출되기 시작10 

○ BWT 수출을 위한 기지는 핀란드뿐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곳이 이용되고 
있음. 

■ 역외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 

○ 높은 수입 관세율(5-30%)과 러시아 세관의 까다로운 절차 

○ 러시아 대형 도매상들의 경우, 자신들의 연줄을 이용해 음성적 방식으로 통관을 하
며 관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Save’ 하는 반면, 외국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관행

에 따른 통관이 불가함. 

○ 한국 업체가 정식 통관을 한 제품은 현지 대형 도매업자가 편법 통관을 한 제품에 
대해 최종 판매가격에서 적잖은(약 20~30%)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11 

                                                         
10 1996 년 한국 정부의 러시아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판정으로 러시아 측이 한국 가전 제품에 대한 
고의적 통관 지연으로 대응하면서, 1997 년 이후 BWT 방식의 거래가 늘어나게 됨. 

11 Электроника, Иностранцы в России(러시아의 외국 업체들), Апрель-Май 2005, №2(1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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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세금도 줄이고 통관 수속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러시아 통관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
문에 BWT 방식의 거래가 자연스레 정착 

■ 공식 통계로 본 한국 가전 제품의 대러시아 수출 

○ 실제 2004년도 한국 업체들의 러시아 매출액은 40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나, 한국 무
역 협회에 집계된 2004년 한국의 대러시아 가전 제품 수출액은 3.3억 달러도 채 안 
되는 수준 

○ 한국 업체들이 대러시아 수출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핀란드로의 수출은 1996년부터 
급증을 하여, 2004년의 경우 15.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최근 2~3년간 공식 통계상으

로 핀란드는 한국의 가전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 4~6위를 차지 

○ 그러나 핀란드의 한국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가 그리 크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핀란드 가전 수출의 대부분은 러시아로 수출되는 물량으로 판단됨. 

<그림 Ⅲ-1> 한국 가전 제품의 대러시아, 핀란드 수출액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백만달러)

대러수출

대핀란드수출

 
주: MTI 분류 기준 82(가정용 전자제품), 811(유선통신기기), 812(무선통신기기), 813(PC)로  
시작되는 품목 

자료: 한국무역협회 

기형적인 대러시아 극동 지역 수출 방식 

■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의 수출 루트 

○ 한국에서 러시아 극동 항구까지는 이틀 밖에 소요되지 않는 매우 짧은 거리지만, 실
제로 한국에서 이 지역으로 직접 수출되는 물량은 그리 많지 않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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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수출되는 한국 가전 물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것은 중국 공장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출되는 물량인데, 이 역시 통관 수속은 
러시아 도매업자가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한편, 한국-블라디보스톡-모스크바-핀란드-모스크바-블라디보스톡(또는 극동 타지역)
이라는 복잡한 이중적 경로를 거쳐 들어오는 물량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음. 

○ 복잡한 이중적 경로를 거치더라도 러시아 수입업자들은 통관시 자신들의 각종 연줄

을 통해 정상 통관 보다 비용 면에서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로

서는 이 경로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음. 

○ 결과적으로 극동 지역 세관에서 정상적인 통관을 마친 제품은 이중적 경로를 거친 
상품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유통 구조가 형성됨. 

○ 이러한 기형적 유통 구조로 인해 극동 지역에서의 한국 가전 제품 가격은 유통 구
조에 따라 일부 상품 가격이 한국과 가까운 극동 지역보다 모스크바 지역에서 더 
낮게 책정되어 판매되는 경우도 있음.12 

■ 러시아 통관의 문제: 규모의 문제 

○ 러시아 서부(핀란드 국경) 세관이나 극동의 중러 국경 세관은 물동량이 많아 어느 
정도의 음성적 거래가 가능한 반면, 한국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직수출 되는 물
량을 통관하는 러시아 극동 세관으로는 들어가는 전체 물동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음성적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 통관 절차 투명화를 위한 러시아 정부의 조치: No.430 법률 제정 

○ 2004년 1월부터 러시아 세관에서는 수입 가전 제품 통관에 대한 새로운 규정

(No.430)을 도입함. 

○ No.430 조항: 가전 제품 최저 가격 신고제라 할 수 있는 제도로, 관세를 줄이기 위
해 Invoice 상의 단가를 낮춰 기입하는 편법을 막아 보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의지 

○ 대러시아 가전 수출업체들에게 각 제품별 최저 가격을 사전에 러시아 세관에 신고

토록 하여 Invoice 단가가 세관측 기준 자료 보다 낮을 경우, 세관측 기준 가격에 따
라 관세를 부과함. 

                                                         
12 예를 들어 2005 년 5 월 현재, 삼성전자의 세탁기 F-1015 JGS/YLP 모델의 경우, 모스크바 M-Video 에서 

12,890 루블이지만 블라디보스톡 최대의 양판점 V-Lazer 에서는 이 보다 20% 이상 비싼 15,749 루블에 판
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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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도입 초반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또 다른 편법 
거래 방식이 나타나면서 의도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 현재까지는 세관에서의 음성적 거래 금액 수준만 높인 셈이 되고 있지만, 통관 투명

화 조치를 위한 러시아 정부의 움직임은 계속 강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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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 가전 업체 동향 

1. 적극적인 유럽 업체 

■ 지리적으로 러시아(특히 모스크바 지역)와 가깝고,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교역 
관계가 두터운 유럽 업체들은 활발한 러시아 시장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러시아에 생산 시설을 갖춘 업체: Merloni(이탈리아), Electrolux(스웨덴), Vestel(터키) 

○ 수출을 통해 러시아 시장에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업체: Bosch(독일), 
Siemens(독일), Motorola(미국), Nokia(핀란드) 등 

<표 Ⅳ-1> 유럽 가전 업체들의 러시아 투자 사례 
 

회사 제품 브랜드 생산개시 진출형태 연 생산규모 투자액 

냉장고 
Stinol, 
Indesit 

2000 년 Local업체 
인수 150만대 1.2억 

달러 
Merloni 
리페츠크주 

(모스크바 남부 
400km) 

세탁기 Indesit 2004 년 신규 공장 
설립 진출 100만대 5천만 

달러 

TV Vestel 2002 년 신규 공장 
설립 진출

20만대 

(백만대 가능) 
1.5천만 
달러 

Vestel 
알렉산드로프시 

(모스크바 동남 
120km) 

냉장고, 
식기세척기 Vestel 2005년 

하반기  
신규 공장 
설립 진출 1백만대 수준 3.1천만 

달러 
Electrolux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시 
세탁기 Electrolux, 

Zanussi 2004년 말 신규 공장 
설립 진출 30만대 1천만 

유로 

Bosch&Siemens 
레닌그라드주  

백색가전, 

소형가전  
Bosch& 
Siemens 

2007년 신규 공장 
설립 진출 N.A. N.A. 

자료: 각 업체 보도자료, 러시아 언론 종합 

■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 이탈리아의 Merloni사 

○ 2000년도에 러시아 냉장고 업체를 인수하여 ‘Stinol’이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하

기 시작하였고, 2000년도 냉장고 부문 ‘국민 브랜드’로 선정됨. 

○ 2004년에는 냉장고 공장 옆에 Indesit 브랜드의 세탁기 공장 투자 

○ Ariston(세탁기, 냉장고), Indesit(세탁기, 냉장고), Stinol(냉장고) 3개의 브랜드로 시장 공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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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 공장 증설 계획 중인 스웨덴의 Electrolux사 

○ 2004년 하반기에 이미 시험 가동을 시작한 세탁기 공장 옆에 6천만 유로를 추가로 
투자하여 연 100만대 생산 규모의 세탁기 공장 증설 계획 중 

○ 공장이 들어설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주정부로부터 전폭적인 협조를 받고 있으나, 현
지부품 조달비율 조건 부합에 필요한 양질의 러시아 현지 부품 생산업체가 없어 최
종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13 

○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세탁기 외에도 냉장고, 청소기, 주방용 전자 제품, 난방 기
기 공급을 통한 시장 공략  

■ 최초의 가전 공장 투자를 한 터키의 Vestel사: TV 생산 

○ 2002년 기존 현지 업체의 인수 방식이 아닌 신규 공장 설립을 통해 최초로 러시아

에 현지 가전 생산 공장을 설립한 외국 업체 

○ 현지 TV 공장에서 LCD/PDP TV, DVD Player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냉장고 
공장 설립을 위한 신규 투자를 하는 등 러시아 가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  

○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품질 면에서 그리 큰 호응을 받지는 못하고 있음. 

■ Bosch 

○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와 같은 전통적 백색 가전과 가스오븐렌지, 전기포트, 제빵기, 
믹서 등의 주방용 가전을 위주로 시장 공략 

○ 1990년대 중반 Siemens사와 가전 부문 통합을 하였고, 최근 Siemens사와 공동으로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인근 레닌그라드주에 2007년 제품 생산을 목표로 백색 가전 
및 소형 가전 제품 생산 공장을 건설중 

■ Siemens 

○ 러시아 시장에서의 주력은 이동 통신 단말기로 저가 보급형 단말기 시장에서 강세 

○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소형 주방용 가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트북도 
선보임. 

○ 일반 가전과 함께 자동차 전기 부품 공급 시장에도 많은 관심 

■ Nokia 

                                                         
13 Известия,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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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통신 단말기 시장에 전력 

○ 삼성전자, Motorola와 함께 러시아 이동 통신 단말기 시장의 Big 3 중 하나 

○ 지사와 함께 9개의 Brand salon을 운영(모스크바 3개,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3개, 기타 
도시 3개) 

○ CIS 6개국에 지사 설치 

 

2. 수출 위주의 아시아, 미국 업체 

■ 한국, 일본 업체의 고급 제품 경쟁 

○ Sony의 독점적 Prestige 아성에 한국 업체들이 도전장을 내면서 시장 판도에 적잖은 
변화가 시작됨. 

○ 1990년대 말까지도 한국 제품은 ‘가격 대비 품질 만족’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2000년도 이후 이동 통신 단말기, LCD/PDP TV를 필두로 한국 제품의 고급 이미지 
형성 추세가 뚜렷함. 

○ 반면, 일본 업체들의 경우, Sony와 Panasonic을 제외하곤 TV, 비디오 부문을 중심으로 
Toshiba, Hitache, JVC, Aiwa에 대한 인기가 하락하고, 중가를 표방한 Funai, Akai 제품

의 시장 진입으로 기존 일본 제품이 갖고 있던 고급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Sony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 높은 가격 수준

은 타브랜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러시아 시장으로 재진입 중인 일본 업체 

○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시 시장으로부터 철수했던 당시의 결정이 잘못된 것
이었음을 뒤늦게 인정하고 러시아 시장 재진입을 위한 몸부림 

○ Sony사의 경우, 모라토리움 이전까지 최고급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었지만, 당시 철수한 Sony사의 빈 자리는 한국 업체들에 의해 상당 부분 잠
식됨. 

○ 한국 업체들에게 내준 시장을 재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프리미엄급 제
품을 내놓으며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한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쉽
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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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Toshiba사도 최근 러시아 시장을 전략적 시장으로 규정하고 노트북 시장을 중
심으로 적극적인 시장 공략 계획을 세우고 있음. (2005년도 러시아 노트북 시장 점유

율 10.4% 목표) 

■ 중국 업체의 현지 진출 및 저가 공세 

○ TCL사는 러시아 3개 지역에서 TV 조립 생산 중 

○ 중국 TCL사의 Thomson 브랜드 TV는 저렴한 가격의 다른 중국 자국산 브랜드와 달
리 외국 브랜드와 유사한 가격대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많은 러시아 소비자들은 
폴란드나 러시아에 있는 TCL사 공장에서 생산되어 러시아로 유입되는 Thomson TV
가 중국 업체의 제품이라는 점을 잘 모르고 있음.14 

○ TV, VCR을 중심으로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유입되고 있지만, 품질에 대한 낮은 신
뢰도, 짧은 A/S 기간 등의 원인으로 소비자들의 반응을 끌지 못하고 있음. 

○ 낮은 브랜드 지명도, 러시아인들 사이에 퍼져있는 중국산 제품의 품질에 대한 불신, 
그리고 러시아 소비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A/S망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못하

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중국산 가전 제품은 정식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보다는 일반 재래 시장에서 저소

득층을 주고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조악한 불법 유통 제품들이 아
직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러시아 생산 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 중인 한국 업체 

○ 한국 업체 중 처음으로 LG전자가 현지 공장 설립을 결정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음. 

○ 삼성전자는 러시아 투자 환경 전반에 대한 확신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이미 수 년 전부터 현지 공장 투자를 검토 중에 있었

고, 최근 들어서는 더욱 적극적인 분위기로 전환 중임. 

■ LG전자의 현지 공장 설립 진행 

○ 2005년 4월 모스크바주 루자(Ruza) 지역 12만평 부지에 1억 달러 투자 규모의 가전 
공장 기공식을 거행, 2006년 상반기 생산 개시 예정이며 2008년부터 100% 공장 가
동률 달성 예정15 

○ TV, 냉장고 등 대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러시아 시장의 특성을 감안, 현지 생

                                                         
14 2004 년 중반 중국 TCL 사가 Thomson 사의 TV, VCR 사업부를 인수함. 
15 LG전자와 동반 진출할 7 개 부품 협력 업체의 투자 규모를 합친 총 투자 규모는 1 억 5 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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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통해 물류비 부담을 줄이며,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 

○ 러시아의 WTO 가입을 전후하여 통관 및 시장이 투명화 경향을 띨 수밖에 없을 것
으로 판단, 이에 대비하는 발 빠른 결단 

○ 기존 투자 업체들이 단일 제품 생산 공장을 설립한 것에 비해 LG전자는 초기 단계

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등 4가지 제품을 각 100만 대씩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라는 점과, 7개 부품 업체의 동반 진출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가전 분야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로 평가됨. 

■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미주 업체 

○ 미국의 대표적인 세탁기, 냉장고 제조 업체인 Whirlpool사는 유럽 및 아시아 업체들 
보다 늦은 1995년도에 러시아 시장 진출  

○ 후발 주자라는 핸디캡과 함께 소적극인 홍보, 마케팅 활동으로 Whirlpool 제품은 러
시아에서 그리 눈에 띄지 않음. 

○ 미국 업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업체는 이동 통신 단말기 수출을 하고 있는 
Motorola사로 2004년도 러시아 이동 통신 단말기 시장에서 19.5%의 시장 점유율 2위
를 차지16 

○ Motorola사를 제외하고 가장 눈에 띄는 미국 제품은 Kenwood사의 오디오 부문 정도 

○ Kenwood사는 러시아에 지사 설립을 안하고 딜러를 통한 수출 방식 영업  
 

3. 외국 업체의 브랜드 인지도 

■ 러시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전 전체 Best 브랜드는 Sony17 

○ 실제 Sony가 출시하는 제품 중 일반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제품은 TV와 캠코더 정
도이지만, 그 분야의 Prestige 이미지가 워낙 강해 최고의 가전 브랜드라는 확고한 
인식이 박혀 있음.  

○ 2000년 이후 Best 브랜드로 꼽히는 Top 5 업체의 경우, 순위 변동은 거의 안 나타남. 

○ 단, Sony의 경우, 2000년 이후 전체적 수준에서 하향세를 보이는 반면, LG전자, 삼성

전자, Philips, Electrolux 등은 전반적인 상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16 삼성전자 23.1%로 1 위, LG 전자 4.6%로 6 위, 팬택 3.2%로 7 위 
17 Ros Business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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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세부 분류에 따른 Best 브랜드 인지도 

○ 전체적으로 Sony의 절대적 강세 

○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서는(특히 30대 이상의 연령층) 삼성전자가 Sony를 앞섬. 

<표 Ⅳ-2> 소비자 세부 분류에 따른 Best 브랜드 
 

구 분 Best 브랜드 

남성 소비자 Sony 

여성 소비자 삼성전자 

모스크바 Sony 

고소득층 Sony 
자료: Romir Monitoring 

■ 주요 제품별 Best 브랜드 

○ 제품별로는 비교적 다양한 브랜드들이 응답됨. 

○ 백색 가전은 유럽 브랜드를, A/V는 일본, 한국 브랜드를 선호 

○ 이탈리아 Merloni사가 인수하여, 러시아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 Stinol 냉장고가 외국 
수입산을 누르고 Best 브랜드로 선정된 점은 눈 여겨 볼만함.  

<표 Ⅳ-3> 주요 제품별 Best 브랜드 
 

제 품  브 랜 드 
TV Sony 

모니터 삼성전자 

냉장고 Stinol 

세탁기 Bosch 

이동 통신 단말기 Nokia 
자료: Ibid 

■ 종합 가전 브랜드로는 LG전자, 삼성전자가 Best 브랜드18 

○ 개별 상품에 대한 Best 브랜드는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종합적 평가에서는 외
국 브랜드에 비해 제품군이 월등히 풍부한 한국 업체를 따를 수 없음. 

                                                         
18 러시아 전자산업협회(РАТЭ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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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Best 디지털 브랜드는 Sony, LG전자, 삼성전자 순 

○ 미주, 서유럽 시장에 비해 러시아 시장에서는 디지털 가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

로 늦은 편 

○ LG전자의 경우, ‘Digitally Yours LG’라는 광고 문구가 소비자들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많이 전달한 것으로 여겨짐. 

○ 위 순서는 보조(aided) 조사의 경우이며, 브랜드명을 제시하지 않고 응답을 받을 경
우는 삼성전자, LG전자, Sony 순으로 나타남.  

○ 결국 Sony라는 문구가 시야에 나타날 경우,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 지명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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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러시아 가전 시장의 효율적 공략 방안 

1. 시장의 대변화: 수출에서 현지 생산으로 

■ 현지생산체제 vs. 수출방식(BWT 방식 포함): 대세는 현지생산체제 

○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낮은 소비자 구매력, 러시아 경제 상황에 대한 확신 부족, 
열악한 투자 인프라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외국 업체들은 러시아 현지 투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음. 

○ 그러나 2002년도 터키 Vestel사의 TV 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세탁기, 냉장고 등을 중
심으로 한 유럽 업체들의 현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유럽 업체에 비해 현지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아시아권 업체들 중 LG전자가 현지 
투자를 결정하였고, 삼성전자 역시 현지 투자를 적극 검토 중에 있음. 

○ 최근 5~6년간의 러시아 경제 지표와 경쟁 업체들의 움직임 등을 볼 때, 러시아 가전 
시장의 확대는 대세로 굳어지는 인상이며, 이에 따른 현지 투자 역시 가속화될 전망 

■ 2005년도 현재, 러시아 현지 생산 체제를 갖췄거나 갖출 구체적 계획을 발표

한 외국 업체는 약 8개사 정도이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 

○ 러시아 경제의 안정과 시장 확대 전망에 대한 확신에 따라 2000년도 이후 현지 진
출 경향이 뚜렷해짐. 

○ 초기 진출 업체의 경우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투자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정책이 있
었고, 또한 양질의 부품을 공급해 줄 현지 업체가 마땅치 않다는 원인 등으로 현지 
진출 업체 중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부품조립방식(CKD)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최근 러시아 생산 체제를 준비, 증설 계획 중인 LG전자, Electrolux사 등의 투자 패턴

과 시장 성장 전망 등을 볼 때 향후 현지 생산 제품의 종류나 투자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현지 생산 체제로 전환되는 주요인 

■ 대세로 여겨지는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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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경제 자체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19 

○ 러시아 현지 생산을 하는 기존 유럽 업체들과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업체, 그리고 
현재 관망세에 있는 잠재적 진출 업체들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러시아 가전 시
장의 규모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함. 

○ 러시아 시장에서는 유통, 판매, A/S망 강화, 새로운 마케팅 기법 등을 사용하는 업체

의 경영 성과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러시아 시
장에 상당한 구매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20 

○ 소득 및 생산성의 증가는 시장의 엄청난 확대를 의미(그림 V-1) 

<그림 Ⅴ-1> 생산성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시장의 확대  

소득 의 증가

2 0 0 5년 2 0 1 0년

생 산성 향 상으로 제 품 가격이
하 락한 후 제 품을 구매 할 수
있 는 소득 수준

가구 수

소득

현 재의 가 격으로
제 품을 구 매할 수
있 는 소득 수 준

생 산성 향 상으로
확 대된 시 장 (C )

소 득의 증 가로
확 대된 시 장 (B )

현재 의 시장규 모 (A )C

B

생산 성 향 상으 로 인 한
제 품 가 격의 하 락

 
 주: - 현재 러시아의 시장 규모는 낮은 국민 소득 수준으로 A 정도에 불과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시장은 B 수준으로 확대되며, 이에 더해 생산성의 향상으로 제품 
가격이 낮아진다면 미래의 시장 규모는 C 수준으로 대폭 확대됨. 

 - 현지 생산은 물류비 및 관세 절감 등의 요인을 통해 다소간의 제품 가격 인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시장 확대의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자료: 장세진(1998), 글로벌 경영, 서울:박영사, p. 139 

■ 현지 투자에 대한 Risk 측면 

○ 무엇보다도 아직도 불투명한 법, 제도로 인한 Risk 

○ 현지 투자를 할 경우 부딪혀야 할 각종 세무 및 행정적 문제에 대한 Risk 및 전체 

                                                         
19 러시아 경제의 전반적 발전 상황에 대해서는 ‘오영일, 급부상하는 러시아 경제와 우리의 대응 과제, LG

경제연구원, 2005.4.’ 참조 
20 황윤섭, 한국기업의 러시아 현지경영전략 선택에 관한 연구, 2002 한국국제통상학회 학술대회, 2002년 11

월,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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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비의 15~20%에 달하는 엄청난 뇌물 수준21 

○ 동유럽 및 기타 Emerging market 국가들과 비교할 때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 덜 우
호적인 러시아 정부의 태도 

○ 최근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자 러시아 정부측에서 오히려 외국 투자 기업에게 까다

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음. 

○ 열악한 현지 제조업 기반으로 양질의 현지 협력 업체 물색이 매우 어려워, 현지 부
품 조달 비율 등의 의무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음.  

<표 Ⅴ-1> 현지 투자와 기존 방식 고수 의견 비교 
 

현지생산체제 선호 

-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 소비자들의 구매력 

-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비한 시장 선점 효과 

-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매출 증대 

- 기업 이미지 제고 

수출 방식 선호 

- 세제, 금융 시스템 불안정 

- 높은 외국인 비용22 

- 러시아의 WTO 가입 준비에 따라 러시아 정부에서는 관세율 인하와 통관 
투명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 BWT 수출 방식의 필요성이 
자연히 줄어들며 낮은 관세의 정상 수출 방식으로 전환 

전통적 해외직접투자 이론에 따른 러시아 진출의 타당성 검토 

■ 독점적 우위 이론(Monopolistic advantage theory) 

○ 기업이 기술, 브랜드, 마케팅 능력과 같은 경쟁 우위를 갖고 있을 때, 이를 해외 시
장에 활용할 수 있으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 코카콜라, IBM과 같이 강한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현지에서의 외국인 비
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경쟁 우위가 있어야 함. 

○ 품질과 마케팅 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한국 업체를 비롯한 유럽 브랜드들에

게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부분 

■ 내부화 이론(Internalization theory) 

                                                         
21 Newsweek, 2005.5.16, p. 25 
22 외국인 비용(Liabilities of Foreignness)이란 현지국 정부와의 관계 등에서 현지 기업에 비해 외국인 기업이 

갖는 불리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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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해외 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지적 자산과 원자재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시
장을 이용하는 것(ex. 교역 등) 보다 기업내부거래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이라는 내용으로, 원자재와 같이 Seller’s market 상황에 있는 Buyer 기업에게 적용하

기 쉬운 이론 

○ 러시아 가전 시장의 경우, Merloni사의 Stinol 공장 인수를 통한 내부화와 같이 상대

적 후발 주자가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23  

○ 유통 시장의 확보가 향후 러시아 시장에서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현지 메이저 유통업체의 인수나 지분 참여도 염두에 둘 수는 있음. 

■ 입지우위 이론(Location-specific advantage theory) 

○ 투자를 하려는 특정 국가가 시장 규모, 성장 속도, 생산성, 노동력 등과 같은 우호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지역으로의 진출을 통해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노동력과 생산성은 러시아가 중국, 인도, 동남아 국가들 보다는 상대적 열위 상태이

지만, 시장 규모와 성장 잠재력, 구매력 측면에서는 러시아 가전 시장의 입지적 우
위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기타 해외 직접 투자의 동기 

○ 시장 추구: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 업체들의 경우, 비록 현재 러
시아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20~30%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앞으로 시장 경쟁

이 더 치열해질 것에 대비한다면 직접 투자를 위한 중요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임. 

○ 무역 장벽 회피: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가 높은 국가의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으로 이
용됨. 러시아의 경우, 현재 가전 제품에 대한 평균 수입 관세율이 15% 수준으로 높
은 편이긴 하지만, WTO 가입을 전후해서 관세율은 다소 하향 될 것으로 전망됨. 하
지만, 현재의 통관 관행상 정상 관세를 지불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통관 절차가 투명화된다면 실질 관세 비중은 현재 보다 오히려 더 높
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러시아 현지 진출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함. 

○ 환리스크 대비: 환율의 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비한다는 차원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
은 한국 가전 업체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한국의 가전 산업은 환율 변화의 영향

을 가장 크게 받아온 대표적 산업으로 1994~2003년 기간 중 조사된 한국 가전 업체

의 환율에 대한 탄력도는 58.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율이 1% 변동할 때 기업의 
                                                         
23 LG 전자나 삼성전자 같이 이미 시장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는, 또 러시아 현지로부터 조달하는 부분

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그리 적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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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이 58.3%나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24 2010년까지 원달러 환율이 960원까지 내
려갈 수 있다는 전망 등을 고려하면, 비달러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생산 체제 
구축을 통한 환리스크 분산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진출하려는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서 그 동안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러시아 시장은 외국 업체가 
투자 진출하기에 충분한 필요 조건을 갖추고 있음. 

 

2.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비한 해법 

■ 2000년 이후 러시아 가전 시장은 이미 성장기 시장으로 전환되었음. 

○ 1990년대 중반까지의 러시아 가전 시장은 소수 외국 업체의 수출과 제한된 계층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극히 단순화된 공급과 수요의 시장 

○ 2000년 이후의 시장은 시장 규모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현지 생산 체제라는 큰 변
화의 등장과 함께, 지사 체제에서 법인 체제로의 전환, 유통 구조의 변화, 지방 시장

의 급성장, 브랜드간 치열한 경쟁 체제, 통관 투명화 정책 시행 등 1990년대와 완연

히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 

외국 업체들의 공격적 시장 확대 전략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려드는 외국 브랜드로부터의 위협 

○ 외국 업체들의 현지 생산 체제 구축 및 적극적 시장 공략 정책 등을 통해 시장으로 
유입되는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 타브랜드의 시장 진출 확대 및 인지도 확산의 영향으로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 점이 2004년도 러시아 가전 시장의 큰 특징으

로 제기될 정도로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2000년 이후 급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 역시, 매출 규모 자체는 여전히 성장

하고 있지만, 매출 성장률은 작년부터 상당히 둔화되기 시작 

○ 특히, Low-end 제품의 경우,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 터키 그리고 러시아 브랜

                                                         
24 박재범, 전자기업 원화절상의 벽을 넘어라, LG주간경제, 824 호, 2005.3.23,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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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으며, 한국 업체들이 이들과의 가격 경쟁에

서 살아남기는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가격 경쟁은 장기적 전략으로도 바람직하지 못
함.  

■ 정기적 차원에서 브랜드의 고급화, 차별화 전략을 위해 꾸준히 노력 

○ 서유럽, 미주 시장에 비해 한국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에 대한 러시아 시장에서의 평
가는 매우 긍정적임. 

○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디지털 첨단 제품에 주력하며, 고급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함. 

○ 단, 한국 제품이 시장 진입 초기부터 고급 브랜드 전략을 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

에, 소비자가 브랜드 이미지 변화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점진적인 변화 
방식을 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지사 체제에서 법인 체제로의 전환 필요 

○ 한국 업체들의 경우, BWT 수출 방식에서는 통관 및 유통 등에 직접적 관여를 할 필
요가 없었기 때문에 외형상 지사(Representative Office) 체제로 운영이 되었음. 

○ 하지만 현지 진출 외국 업체의 통관 투명화 압력과 러시아 정부측의 회색 통관 규
제 강화 조치, 그리고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 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지 
유통업자에게 거의 모든 것을 맡기는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는 시장 확대에 한계가 
생김. 

○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주요 한국 업체들의 매출 규모가 커져, 이제는 지사 체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름. 

○ LG전자, 삼성전자와 같은 주요 한국 업체들의 러시아 시장 연간 매출이 각 20억 달
러 내외에 이르는 현시점에서 좀 더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서는 회계 및 세무 
관리의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현지 법인 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여겨짐. 

점차 투명해질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통관 시스템 

■ 러시아의 WTO 가입을 전후해 가속화될 시장 투명화 정책 

○ 러시아의 WTO 가입은 내년 후반기 정도로 예상됨.25 

                                                         
25 일부에서는 올 12 월 홍콩에서 열릴 예정인 WTO 각료 회의에서 가입 승인이 날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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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가입은 수입 관세율의 하락과 통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의미 

○ 관세율 인하와 통관의 투명성 확보는 모든 업체들에게 신장 진입 기회를 넓혀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통관 절차의 투명화 조치를 통해 정상 관세 납부가 정착되면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 부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러시아 전자산업 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와 세금을 정상적으로 다 지불할 경우, 제품 최종 판매 가격은 현재보다 
20~30% 인상될 것으로 분석. 

○ 반대로 편법 통관시 지불했던 관세율 보다 WTO 가입 이후 인하된 요율이 더 낮게 
책정될 경우, 현지 투자 업체들로서는 현지 생산 효과가 감소될 수도 있지만, 현재 
동유럽과 중국 등의 관세율을 볼 때, 그 정도로 관세를 급격히 인하할 가능성은 희
박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Ⅴ-2> 주요국의 가전 제품 평균 수입 관세율 
 

한국 7.5% 

러시아 15.0% 

중국 9.1% 

동유럽 10.0% 

EU 6.3% 

■ 기진출 업체의 러시아 정부에 대한 통관 투명화 압력 

○ 현지 생산 외국 업체들의 전략은 관세와 물류비 등에 지출되던 비용을 줄임으로써 
수입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 현재와 같은 음성적 통관 절차가 유지된다면 현지 생산 업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

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러시아 정부측에 통관 투명성 조치를 끊임 없이 
요구할 수 밖에 없고, 러시아 정부로서도 이에 대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실제로 러시아에 투자를 한 Merloni, Elecrolux사의 경우, 러시아 정부 측에 음성적 통
관 관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을 통한 이점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가전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까지도 요구하고 있음.26 

                                                         
26 이런 현상은 자동차 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2000 년에 러시아 현지 투자 진출을 한 FORD, GM 사에

서 꾸준히 관세 인상을 요청하였고, 실제 러시아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중고 자동차 수입 관세를 인상

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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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 Business 전략 수립 

○ 러시아 현지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만 투명 경영을 한다고 교역 및 투자 관련 상황

이 급격히 개선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투명화 정책의 속도

에는 보조를 맞춰야 함. 

○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급격한 변화는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역외무역

을 통한 시장 공략은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현지 생산, 법인 설립 등에 대비한 러시아 세무, 회계 및 통관 등에 대한 연구 조사 
필요 

지방 시장의 급성장 전망에 따라 지방 유통 구조에 더 많은 관심 필요 

■ 지방 시장 규모 확대 후의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 

○ 2000년도 이후 소비자들과 직접 대면을 하는 대형 소매업자들이 등장하면서 그 동
안 러시아 가전 유통 구조를 주도하던 도매상들의 입지가 대폭 축소된 사례가 모스

크바 시장에서 있었음. 

○ 메이저 할인점, 양판점의 지방 확대는 3~4년 전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유통 구조의 
변화처럼 지방 유통 구조에 또 한 번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유통업자와의 관계 강화 필요 

○ 시장 규모가 확대될수록 유통업체의 질적, 양적 규모도 늘어나고, 그들이 매출에 미
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짐. 

○ 각 지역별 유통 매장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통업자

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함. 

○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각 대형 할인점, 양판점의 전략적 목표를 잘 파악하여 상부상

조하는 파트너쉽 관계 형성이 필요 

■ 메이저 시장과 기타 지방 시장의 이원화 정책 도입 필요 

○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와 같은 메이저 시장의 철저한 High-end 지향성과 달
리, 지방 도시 시장에는 전통 백색 가전에 대한 수요가 한 동안 꾸준히 발생할 것임. 

○ 따라서 메이저 시장 중상류층과 지방 소도시의 상류층을 겨냥해서는 고급화 전략을 
쓰되, 지방 도시의 일반 대중적 고객을 대상으로는 1990년대 중후반 당시의 양적 공
급을 통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 구축이라는 시장 공략 전략을 동시에 사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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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제품 이미지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기업 이미지 형성에 주력 

■ 러시아 국민 기업이라는 이미지 형성에 주력 

○ 1990년대 까지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장 상황이라 외국 업체에 대한 반감

이 거의 없었음. 

○ 하지만 최근 일부 보수주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외국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서 국부

를 빼나가고 있다는 다소 민족주의적인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음. 

○ 시장의 전반적 변화와 함께 이러한 새로운 국민 여론의 등장 등을 고려할 때, 이제

는 한국 업체들도 러시아에서 적잖은 수익을 내면서도 역외 수출 방식이라는 소극

적 자세로 일관해왔던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러시아 경제에 일정 부분 이바지

하는 러시아 국민 기업이라는 이미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이익의 사회 환원, 각종 문화 마케팅 등이 소비자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면, 현지 활
동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정부 관계에서는 역외 무역 방식 탈피, 현지 
투자 등이 그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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