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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박 건조 국산품 인정 기준 결정
러시아 정부가 2019년 3월 28일자로 신규 선박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부품의 상당

건조에 대한 국산 인정 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알

수가 러시아제가 없거나 고가인 관계로 선박 건조

려졌다. 국산 인증을 받은 선박은 건조 시 보조금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을 받을 수 있고 내항 화물 및 북극해 항로에서의

중간 방위각 로켓(프로펠러와 포드)과 밸러스트

자원 수송도 허용된다.1)

수 처리 장치는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또

새로운 러시아 국산 선박의 인정 기준에 따르

한, 러시아산 부품은 보증이나 유지 보수 서비스

면 유조선과 가스 탱커의 경우 러시아제 프로펠

도 충분하지 못하다. 전문가들은 기술이나 납기

러와 프로펠러용 포드를 사용하여 러시아 조선

측면에서도 한국 조선소에 주문하는 것이 안전하

소에서 조립과 도장을 해야 국산으로 인정된다.

다고 지적한다. 발주에 대응할 수 있는 러시아 조

어선, 하천용 선박, 하천 및 바다 양용 선박의 국

선소가 적기 때문에 시장 경쟁이 없어 선박 가격

산 인정 기준은 더욱 엄격하다. 선체 중량에서 차

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지하는 러시아제 부품·소재의 비율을 2020년에

즈다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Novatek의 LNG선

는 50% 이상, 2022년에는 70% 이상, 2024년에는

의 경우 러시아 통일조선회사 산하 선박수리공장

90% 이상이어야 하고 조립 시에도 정부가 지정하

에서 프로펠러를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는 러시아제 장비를 사용해야만 한다.

제재 때문에 구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프로펠
러 조립 공장이 2016년에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

러시아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조선 기자재의
부족 및 고가격으로 비용상승 우려

어 GE가 공급을 멈추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과 마찬가지로 조선산업 분야 역시
러시아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러시아 조선업 수요에 부

상기 조치에 따라 우리의 대러시아 조선산업 협

응하는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

력 전략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 조선

1) 북극해 항로의 이용에 관해서는 현재 일부 예외 규정이 있다. 상업 항해
법전의 2017년 수정법에 따라 북극해 항로에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국적의 수송선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다만
2017년 말에 시작된 야말 LNG에서 생산된 LNG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된 외국 국적의 빙해 항해용 유조선으로 수송되고 있어, 예외 취급
을 받고 있다. 2019년 3월 18일 러시아 정부는 상업 항해 법전에 규정된
북극해 항로에 의한 자원 수송 선적 규제에 예외를 인정했다. 동 결정으
로 야말 LNG용으로 Novatek이 조달한 수송선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은
셈이다(코메르산트,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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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일부 건조하여 러시아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려던 어선건조 및 수리조선 분야
진출 계획은 러시아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
식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료 : 코메르산트,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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