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제4차
항공산업과
산업혁명이
한-러 주력산업에
협력 방향 : 민간항공기
미치는 부품·소재
영향과 분야를
주요 과제
중심으로

산업경제분석

KIET

러시아의 항공산업과 한-러 협력 방향
- 민간항공기 부품·소재 분야를 중심으로1) -

요

약

러시아 정부는 세계 3위의 항공산업 강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까지 세계 민간항공기 제조시장
의 3.2%, 군용기 제조시장의 10.9% 달성 등이 주요 과제다. 항공산업 관련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
장벽과 기술규제의 장벽 축소, 인증, 안전, 친환경성, 상호 호환성, 새로운 표준 개발 등의 측면에서 외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는 민간항공기 SSJ-100과 MS-21을 개발하면서 선진국 부품과 소재들
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면서 부품 국산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시켜 가고 있다. 러시아는 항공재료 및 반제품
의 주요 국제 공급처이며 러시아의 항공연구센터는 외국 항공 제조업체의 매력적인 협력대상이다. 이 때문
에 대러 경제제재 속에서도 서방의 항공산업 기업들과 러시아 기업 및 기관 간 협력은 확대되고 있다. 러시
아 정부는 항공산업 관련 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상호인증이나 부품 공동 생산 등의 방법으로 협력 대상
국을 찾고 있다. 러시아는 우리의 항공산업 발전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탄소섬유 복합재, 티타
늄, 니켈, 알루미늄 등 항공산업 소재에서부터 항공기 엔진, 유압 및 공조기기, 항공전자, 헬리콥터 및 소형
항공기 부품생산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때다.

1)

1) 본고는 김학기(2019), 「러시아의 항공산업 육성전략과 한-러 협력 방향: 민간항공기 부품·소재 분야 중심」(산업연구원)을 보완하
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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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러 양국은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

다. 특히, 세계 3위의 민간항공기 생산 강국을 목

아 방문을 통해 서명한 공동합의문에서 민간항공

표로 하여 민간항공기 제작 기술 및 첨단 소재 확

기 제작 등의 부문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촉진

보를 위해 외국과 생산 제휴 등 전략적 협력을 확

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항공산업은 기술수준이나

대해 나가는 중이다. 러시아 항공산업이 확대되

규모 면에서 러시아에 크게 뒤처져 있지만, 정부

면서 소재 및 부품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

는 항공·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

력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행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민간항공기 제작과 우

본고에서는 미래 혁신 성장동력 선도사업 분야

주산업을 중점 육성 산업의 하나로 정하고 정책적

의 하나인 항공산업과 관련하여 민간항공기의 부

지원 강화와 더불어 항공기 부품 생산 등의 분야

품·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협력 방향

에서 해외 협력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있

에 대해 검토해 본다.

2. 러시아 항공산업 현황과 장기발전 전략
러시아 정부는 국영기업인 통합항공기제작

년 러시아 항공산업 육성 국가프로그램’ 2) (이하,

(UAC/OAK), 러시아 헬리콥터(Russian Helicop-

‘2025 항공산업 육성전략’)과 ‘2025년까지의 러시

ters) 등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을 육성 중이다. 러

아연방 항공산업의 민수용 제품 수출 발전전략’ 3)

시아연방의 항공기 제조능력은 최종 제품생산 측

(이하, ‘2025 항공산업 수출전략’)이 대표적이다.

면에서 세계 3위 수준이다. 민수용 항공산업 관
2)

러시아 정부는 ‘2025 항공산업 육성전략’에서

련 제품은 러시아 전체 항공산업 생산량의 약

2025년까지 세계 민간항공기 제조 시장의 3.2%(금

17%(2016년 기준, 약 29억 달러)를 차지한다. 그

액 기준), 군용기 제조 시장의 10.9%를 달성한다는

중에서 항공기 제조는 22%, 항공기 엔진 제작은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4) 핵 잠수함 탐지 및 감시용

24%, 헬리콥터 제조는 12%, 항공 계측 및 조립 장

Be-12 ‘Chaika’ 수륙양용 항공기 업그레이드,5) 구식

비는 약 6% 정도다.

군용 수송기인 An-12를 대체하는 차세대 초음속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항공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의 전략으로는 ‘2013~2025

2) 러시아연방 정부 결정 No. 303, 2014년 4월 15일.

3) 러시아연방 정부 승인 N 1997-p, 2017년 9월 17일.
4) 기타 헬리콥터 제조 시장에서는 민간 12%와 군용 16.5%, 엔진 제작에
서는 민간 1.4%, 군용 12.4%, 항공유닛 부문은 민간 4.4%, 군용 5.4%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5) IZ, 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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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수송기 개발 계획, Il-276 트윈 엔진 항공기

전투기 Su-57의 금년 말 공급 시작(2028년까지 76

설계, 차세대 전략 폭격기 PAK DA 테스트, PAK

대 공급) 등 군용 항공기 및 부품 개발도 한창이다

DA용 새로운 엔진 개발(TASS, 2019.8.22), 5세대

(IZ, 2019.11.9).

3. 러시아 민간항공기 생산과 개발 동향
1990년대 초 구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민

개발 중인 MS-21은 SSJ-100보다 좀더 큰 리저

간항공기 생산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최근 5년

널기 시장을 목표로 둔 차세대 여객용 항공기다.

(2014~2018년) 동안 러시아 민간항공기 생산은

MS-21은 수출용 전투기를 만들어 온 이르쿠트(Ir-

연간 20~30대 수준에 그쳤다. 항공산업 육성전략

kut)가 중심이 되어 개발하고 있다. 복합재 주 날

에 따라 최근 러시아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민

개를 탑재한 MS-21의 첫 비행이 2017년 5월 말에

간항공기는 수호이 슈퍼제트 100(Sukhoi Superjet

성공하였고, 2020년 형식 증명 취득을 목표로 비

100, SSJ-100)과 MS-21이다. SSJ-100과 MS-21이 계

행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8월말 기준으로

획대로 생산될 경우 러시아산 민간항공기는 연간

MS-21의 공급 계약은 카자흐스탄 항공 Bek Air 10

50대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 러시아의 야쿠치아(Yakutia) 항공 5대 등 총 20

SSJ-100은 수호이민간항공(Sukhoi Civil Air-

대며, 2020년 1분기에 아에로플로트와 추가로 35

craft, UAC 산하)이 설계 및 제조한 신세대 여객

대를 계약할 예정이고, MS-21의 첫 인도는 2021년

용 항공기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83대를 공

하반기로 잡혀 있다(Kommersant, 2019. 8. 28).

급하였다. 러시아 국내 항공사 발주만으로는 생

최근 들어 러시아에서는 리저널기 개발과 더

산물량이 적어 SSJ-100의 생산을 지속하기 어려

불어 소형기 개발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운 탓에 수호이 측은 수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목적 4인승 민간항공기 MAI-411, 소형항공기

다. 그러나 SSJ-100은 서비스 및 지원 시스템의 미

An-2를 개조한 바이칼(Baikal, TVS-2DTS), Yak-

숙, 부분품 공급 지연 등으로 지상 대기 시간이 길

40을 대체한 Yak-40MS 등이 새로 개발되었거나

어지는 등의 문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러시아 항공사 S7은 2019

2019년 5월 5일에는 세레메체보 공항에 비상착륙

년 6월에 모스크바주 정부와 스투피노(Stupino)

하는 과정에서 4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

시에 경비행기 공장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

다. 이러한 여파로 수호이민간항공의 2019년 상

고, 로스텍(Rostec)과 다게스탄(Dagestan) 공화국

반기 매출이 147억 루블에서 20억 루블로 급감하

은 민간항공기를 포함한 첨단산업 제품의 개발에

기도 하였다(Kommersant, 2019.7.22).

합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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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 항공산업의 국산화와 대외협력
민간항공기 제조 분야에서는 고성능의 기체

센터를 모스크바에 설립하여 항공기 개발 작업도

를 저렴하게 만들고자 국제적 협력이 광범위하

진행하고 있다. 에어버스 역시 보잉과 마찬가지

게 전개되고 있다. 서방 제국의 경제제재 속에서

로 러시아의 항공 디자인 기술과 티타늄 등의 소

도 러시아 항공산업 관련 기업과 서방 기업 간 협

재와 러시아산 열교환기를 이용하고 있다.

력은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는 항공 재료 및 반

러시아 측도 SSJ-100이나 MS-21 개발에서 해외

제품의 주요 국제 공급처이며 러시아의 항공연

유명 메이커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

구센터는 외국 항공 제조업체의 매력적인 협력

다. 수출확대를 위해 외국산 유명부품 활용을 통

대상이다.

해 여객기의 신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

예를 들어 보잉은 1990년대 초부터 러시아의

하고 있다. SSJ-100은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을 활용해왔다. 러시아산

고 다수의 외국산 장비와 러시아산 부품의 조합으

티타늄, 알루미늄 합금 전신재 등의 소재 구매뿐

로 완성하였다. SSJ-100의 엔진은 러시아의 NPO

만 아니라 러시아의 메이커, 연구기관 등과 공동

Saturn과 프랑스의 스네크마(Snecma)가 공동생

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디자인

산하는 3차원 형상의 팬을 갖춘 고바이패스비 엔

2 0 1 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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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다. MS-21 역시 SSJ-100과 마찬가지로 국산화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와이

와 더불어 서방의 기술과 부분품, 재료 등을 활용

드바디 장거리 민간항공기인 CR929에는 초기 단

하여 개발하고 있다. 다만 MS-21 개발에서는 부품

계에서는 GE 또는 롤스로이스(Rolls-Royce) 엔진

의 국산화가 강조되어 SSJ-100보다 러시아제 부품

을 장착하지만, 2030년 이후에는 러시아제 엔진

비중을 더 높였다. 2026~2027년경 공급을 목표로

PD-35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 러시아 항공산업의 수출확대 정책과 문제점
러시아 정부는 경제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2015

업 수출전략’에서 제기하고 있는 러시아 항공산

년 1월 이후 항공·우주 분야 등 비자원 분야에 대

업 수출의 주요 문제점과 장애 요인은 ① 해외시

한 우선적 수출지원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에서의 능력 부족(판매, 프로젝트 관리, 글로벌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항공산업 관련 품목의 수

공급망 관리, 애프터서비스 등), ② 민수용 제품

출은 정체 상태를, 수입은 축소 경향을 보인다. 러

부족, ③ 수출 거래 및 수출지향 제품 개발에 필

시아의 항공산업 관련 품목의 총수출액은 2013년

요한 재원 부족, ④ 유럽 및 미국의 인증 장벽, ⑤

이후 2018년까지 30억~38억 달러, 수입은 2013년

사후관리 시스템 부족, ⑥ 항공 엔진, 부품, 부분

102억 달러에서 2017년 약 70억 달러 수준으로 등

품 등 민수용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부족 등이다.

6)

락을 보였다. 러시아의 대세계 수출 총액에서

러시아 당국이 ‘2025 항공산업 수출전략’에서

항공산업 관련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항공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제시한 주요 정책들

수입에서는 약 3%를 차지하였다.

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2017년 1월 러시아 정부는 ‘2025 항공산업 수

① 러시아 항공 당국이 발급한 러시아의 항공

출전략’을 승인한 바 있다. 항공산업 관련 제품의

관련 형식 증명서의 인증에 대해 잠재 구매

수출확대를 위해 무역장벽과 기술규제의 장벽 축

국가들과 상호 간 합의

소, 인증, 안전, 친환경성, 상호 호환성, 새로운 표

② 민수품 수출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준개발 등의 측면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③ 러시아 및 해외 임대 회사와 공동으로 새로

나간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2025 항공산

운 유형의 항공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전
문 임대 플랫폼 개발

6) 러시아 항공산업 수출입 통계는 러시아 항공산업 수출전략에서 HS
Code 8411~ 8415, 8501, 8526, 8802, 8803, 9026, 9029, 9032 기
준으로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 그러나 항공산업의 핵심품목인 HS 8802
(기타 항공기)와 HS 8803(항공 부분품)은 러시아 수출입 통계에서 발표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수출입 통계 집계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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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태

지역에 초점을 맞춘 항공산업 제조,
현지화, 사후관리 제공업체와의 협력 확대
⑤ 항공기술 진흥을 위해 외교경로를 통한 지

산 업 경 제 분 석

원, 부품 제조업체에 대한 비재정적 지원 조
치 강구

⑥ 주요 항공기 제조업체의 글로벌 체인과 러
시아 부품 제조업체의 통합 촉진

6. 한-러 항공산업 협력 동향과 문제점
2018년도 한-러 양국 간 항공산업의 교역액은

여온 러시아제 헬리콥터의 수리사업과 관련하여

약 2,600만 달러에 불과하다. MTI 기준으로 본 한

RH Focus는 러시아와 협의하여 성능 개량이나 옵

국의 항공산업 관련 제품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션 장비 개발 등을 진행해 오기도 하였다. 그러

1,297만 달러, 수입액은 1,395만 달러 수준에 그

나 한-러 간 항공기 제조 및 부품 분야에서의 협력

치고 있다. 다만 러시아 측의 수출입 통계와 비교

은 사실상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하기 위해 러시아 항공산업 수출전략에서 명시한

러시아가 항공산업 대국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

HS Code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대러시아 항공

에도 불구하고 한-러 간 항공산업 관련 교역은 물

산업 관련 제품의 수출액은 2013년 3억 5,000만

론 기업 간 생산협력이나 투자협력이 정체된 데

달러에서 2018년 1억 6,0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

는 한-러 양측 모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러

하였고, 수입액은 같은 기간 동안 700만~1,900만

시아의 민간항공기 산업 규모가 에어버스나 보잉

7)

달러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대러시아 전체 교

등에 비해 매우 작아 비즈니스 측면에서 상대적

역에서 항공산업 관련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으로 매력이 작다. 러시아의 민간항공기 개발이

수출의 경우 2.23%, 수입의 경우 0.09%에 불과하

성공하려면 한정된 러시아 국내 수요에 더해 수

다. 한국의 항공산업 관련 품목의 대세계 전체 수

출을 늘려야 하나 어려움이 있고, 러시아의 정책

출 대비 대러시아 수출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비즈니스 시스템상의 어려

1.3%, 수입은 0.1%에 그치고 있다.

움도 있다. 또한, 미국의 경제제재 등 세계적 기술

한-러 간 민간항공기 제조 분야 협력은 극히 제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세계적 통상질서의 변화가

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남 사천시에 소재한

러시아 민간항공기 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에 영향

항공기 도어시스템 생산 업체 Samco는 SSJ-100

을 미치고 있다.

에 도어를 공급하고 있다. Samco는 러시아 측의

한국의 항공산업은 기술력과 규모 면에서 선진국

도움을 받아 기술을 개발한 경험도 있어 러시아

은 물론 러시아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져 있어 협력

와 항공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에 들

대상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항공
산업은 군수산업과 관련된 측면이 많아 미국의 영

7) 러시아 항공산업 수출전략에서 명시한 HS Code 8411~8415, 8501,
8526, 8802, 8803, 9026, 9029, 9032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향이 매우 강해 러시아와의 협력에 어려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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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업 간 경쟁심화로 경쟁기업과의 거래 시 불

하였다. 2019년의 한-러 산업협력위원회에서 러

이익을 받을 위험도 있다. 러시아의 정책 변화에 따

시아 측은 항공부품의 상호인증 문제를 제기하였

른 문제점과 비즈니스 시스템상의 어려움도 있다.

다. 한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러시아 측의

최근 들어 항공산업이 한-러 간 주요 협력대상
분야로 지정되어 정부 간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

노력은 자국의 수출지향 항공산업 육성정책에 따
른 것임은 물론이다.

7. 한-러 항공산업 협력 추진 방향
러시아의 항공산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어
려움이 많지만 SSJ-100과 MS-21 등 러시아의 민간

협력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협력관계 구축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항공기 생산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

우리의 항공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

다. 러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세계 3위의 항공

해서는 민간항공기 제조 분야 육성과 새로운 시장

산업 강국으로 키워나간다는 목표하에 항공산업

개척 등 대외협력이 절실하다. 세계 3위의 항공산

에 대한 예산지원과 표준-법률 규제시스템 개선,

업 강국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인 러시아와의 협력

인력 육성, 수출 확대, 생산 현지화와 수입대체 등

이 우리의 항공산업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

의 정책을 전개 중이다. 항공산업 분야 수출 확대

다. 서방 선진국들이 활발하게 협력관계를 구축

를 위해 무역 및 경제 협력에 대한 정부 간 협약

해 나가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의 항공

체결, 정부 간 위원회나 정부 차원의 수출 거래 지

산업은 우리에게도 매력적 대상이 될 수 있다. 항

원, FTA 체결을 통한 파트너 유치 등의 방안도 제

공산업은 저변이 넓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

시하고 있다. 항공기 제조업체의 글로벌 체인에

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

대한 부품 제조업체의 통합 촉진, 외국의 생산 현

여 러시아를 주요 협력 파트너로 설정하고, 수입

지화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 등도 추

대체, 국산화, 수출확대 정책 등 러시아 정부의 분

진하고 있다.

야별 항공산업 육성전략을 활용해 나갈 수 있어야

특히, 항공산업 관련 제품 수출의 어려움은 세

한다. 기술 교류 및 인력 양성에서부터 군수용 항

계 주요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문제에 있다고

공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관

보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 러시아 형식증명서의 인

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증에 대해 잠재구매 국가의 항공 당국 및 정부 상

항공기 제조부문의 세계적 경쟁, 우리의 열악

호 간 합의, 항공 규제 및 인증 등 새로운 표준 개

한 기술 수준, 러시아 비즈니스의 특수성 등을 고

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태 지역을 주요

려하여 정부 지원에 의한 공고한 협력 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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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진행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방안들에 대한

위해 1993년부터 모스크바 항공쇼(국제항공우주

세부 전략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살롱, MAKS)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MAKS는

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한-러 상호인증
시스템 구축
② 지자체 및 항공 산업단지 간 협력 관계 구
축 등 정부 및 관련 기관 간 협력 관계 구축
③ 절충교역에 러시아를 포함시켜 한-러 기술
협력 확대

항공산업의 대규모 상품 전시회로 러시아의 항공
산업 관련 거의 모든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드
론 기업들을 포함하여 한국 항공 관련 기업들이
MAKS에 참가하여 러시아 항공기업들과 협력관
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나 관련 기관들의 정
책적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19년에는

④ 항공산업의 협력 범위를 무인항공기 및 개

중국이 특별 협력국으로 MAKS에 참여하여 중국

인용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등으

기업 단독의 특별 전시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로 확대하여 구체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추

2021년 MAKS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진을 통한 성공 사례 도출

한-러 항공산업 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도

기타 MAKS를 활용한 비즈니스도 모색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항공산업 육성을

록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부터 미리 준
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한-러 항공산업 부품소재 분야협력 대상
러시아와 항공 선진국 간 협력, 러시아 정부의

로 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한-일간 부품·

항공산업 육성 및 수출 정책 등을 고려해 볼 때 한-

소재 전쟁과 유사한 사태가 미-러 간에 이미 광

러 항공산업 협력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분야로

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의 탄소섬유 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구 및 생산 전문 기관인 UMATEX는 2019년 4월에
최소 5.5GPa의 인장강도와 최소 290GPa의 탄성

1) 탄소섬유 복합재

계수를 가진 탄소섬유용 PAN 전구체 생산기술을

러시아는 수출을 염두에 둔 SSJ-100 및 MS-21

개발하여 2020년부터 산업생산을 시작할 예정이

제조에 해외의 고강도 탄소섬유를 이용하고 있

다.8) 로스텍(Rostec) 측은 해외 복합소재 구매를

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2018년 말

완전히 중단했으며 MS-21용 복합 날개 샘플이 이

미국산 탄소섬유 공급을 중단하였다. 러시아는

미 만들어져 실험실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

그 대응책으로 MS-21 등 항공기용 고강도 탄소섬
유 복합재를 1~2년에 걸쳐 자국산으로 대체하기

8) UMATEX(https://umatex.com), 201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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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1년부터 연속 생산이 가능하며 MS-21의 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산 엔진 부품을 활용하

속적 인도도 2021년 이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

여 제작하고 있다. SSJ에 탑재한 SaM-146 엔진은

혔다(TASS, 2019.6.7). 러시아의 탄소섬유 생산량

프랑스의 스네크마(Snecma)와 공동으로 개발하

은 2015년 이후 알라부가(Alabuga) 공장의 완공

여 생산하고 있다. MS-21에는 미국제 PW1400G

으로 연간 약 2,000톤에 이르고 있다.

엔진과 러시아제 PD-14 엔진을 선택적으로 탑재

한-러 양국 간 항공산업 분야 협력이 확대된다

할 예정이다. 새로 개발한 민간항공기에는 외국

면 향후 탄소섬유 복합재 제조나 항공기용 프리프

엔진 제작사들과 협력하여 개발한 엔진을 탑재하

레그 등의 측면에서 상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고 있지만, 점차 독자적으로 개발한 엔진 탑재 비

이다. 일본산 탄소섬유 복합재에 크게 의존하고

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고 수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도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산 엔진 생산을 확
대하려는 러시아 측의 노력을 고려하여 장기 전
략의 하나로 항공엔진 부품 등 엔진 분야에서 한-

2) 티타늄, 니켈, 알루미늄 등 항공산업 소재

러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러시아는 항공산업에 널리 활용되는 티타늄, 니

해야 할 것이다. 개인용비행체(PAV: Personal Air

켈, 알루미늄의 세계적 생산국이며 수출 강국이

Vehicle) 등 소형 항공기용 엔진 수요는 향후 많이

다.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합금생산 활동도 지

늘어날 전망이다. 항공 엔진 분야에서도 새로운

속하고 있다. 보잉, 에어버스, 롤스로이스(Rolls-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Royce), 프랫 앤 휘트니(Pratt & Whitney) 등 주요
항공 기업 대부분도 러시아산 티타늄을 사용하고

4) 유압기기 및 공조기기

있다. 항공산업의 회복으로 니켈 관련 산업도 점

유압기기는 러시아에서도 일부 국산화하고 수

차 회복추세에 있고 알루미늄 제련 분야에서도 러

출 경쟁력도 있지만, 민간 항공기에는 여전히 선

시아는 세계적 강국이다. 한-러 양국 간 티타늄, 니

진국 기기들이 탑재되고 있다. SSJ-100에는 미국

켈, 알루미늄 등에 대한 거래는 주로 1차 정련 제품

의 파커 하니핀(Parker Hannifin)과 독일의 립헬

에 한정되고 있다.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

(Liebherr)이, MS-21에는 이튼(Eaton)이 공급하

들 소재를 활용한 고강도 신제품 개발과 생산 분

고 있다. 공조시스템 제조에서도 러시아가 상당

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러시아에는 공조시스템 일체를 제조하는

3) 항공기 엔진

메이커도 있고 일부 부품은 수출도 한다. 러시아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처음으로 새로운 민간항

와 미국 간 합작기업인 해밀튼 스탠다드-사이언

공기 엔진을 개발하였다. 러시아 항공기 엔진 메

스(Hamilton Standard-Science)는 항공기용 열교

이커들은 현재 기술 수준, 개발 일정, 경제적 이유

환기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 러시아 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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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플로아브멘니크(Teploobmennik)는 독일 립헬

space, 조디악(Zodiac Aerospace) 등의 외국계 내

이 설계한 열교환기의 부품을 SSJ용으로 납품하

장재가 사용되고 있다. 한국 역시 선진국에 비해

고 있다. 유압기기, 랜딩기어, 공조기기 등의 분

많이 뒤처져 있지만, 일부 경쟁력 있는 분야도 있

야에서도 러시아의 국산화 정책 방향 등을 참고

으므로 시장확대 및 기술확보를 위해 러시아 기

하여 한-러 간 협력의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업들과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

해야 할 것이다.
7) 헬리콥터 및 소형항공기
5) 항공전자

헬리콥터 제조 분야에서 러시아는 세계적 경쟁

항공전자는 러시아의 경쟁력이 여타 부품이나

력을 지니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5 항공산업

장비에 비해 더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

육성전략’에서 세계 헬리콥터 시장점유율을 민수

에 외국 전자기기 업체들은 오래전부터 러시아 항

용은 12%, 군수용은 16.5%까지 달성한다는 목표

공기 시장에 접근해 왔다. SSJ-100의 조종시스템

를 제시하고 제품개발과 대외협력을 확대해 나가

은 프랑스의 탈레스(Thales) 장비가 이용되고 있

고 있다. 인증문제로 고심하는 러시아와 적절한

다. 다만 러시아 최대의 항공전자 기업인 KRET

협의를 통해 헬리콥터의 부품과 소재 등을 함께

중심으로 항공전자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꾸준히

개발해 나갈 수 있는 협력전략을 추진해 나갈 필

노력하고 있다. SSJ-100의 일부 전자기기는 러시

요가 있다. 러시아 정부가 새로 부활시키고자 노

아 장비가 이용되고 있고, MS-21의 항공전자 장

력 중인 소형항공기 제작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비의 절반은 KRET 소속인 울리야놉스크의 UKBP

분야를 찾아야 한다. 협소한 소형항공기 시장의

에서 생산한 것이다. KRET가 생산하는 전자부품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단독 개발보다는 러시아와

도 러시아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장도 협력하여 확대해 나가

만, 항공전자 분야에서도 러시아는 빠르게 성장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형항공기 분야

하고 있다. 항공전자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은 선

에서 한-러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용비행체

진국에 많이 뒤처져 있지만 차세대 항공전자 시스

(PAV) 등 확대되고 있는 무인항공기 시장 확대에

템 개발과 시장확대를 위해서라도 러시아와의 협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8) 설비, 공구, 시험 장비 등 범용 제품
6) 항공내장

SSJ-100과 MS-21, 소형항공기 생산 등 항공산업

기술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항공내

이 확대되면서 러시아 내 항공설비 수요가 늘어나

장 분야에서도 러시아의 국산화는 느리게 진행되

고 있고, 설비산업의 강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항

고 있다. 러시아산 부품들도 일부 탑재되고 있지

공기 부품과는 달리 범용 제조 설비들은 항공산업

만, 새로 개발된 SSJ-100과 MS-21에는 B/E Aero-

에 특화된 비즈니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항

2 0 1 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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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 분야 러시아 설비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시장확대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인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민수용과 군수용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세계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을 고

9) 무인기 등 기타 분야

려하여 군수 분야에서의 러시아와의 협력도 재검

러시아는 무인항공기(UAV) 분야 강국으로 부

토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상하고 있다. 특히 군수 분야 무인기는 최근 들어

중국에 이어 터키도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항공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2019년 8월에 6세대 무인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

전투기의 원형인 ‘헌터(Okhotnik)’의 성공적인 첫

다. 중국은 러시아와 민항기 CR929를 공동생산

비행에 이어 차세대 전투기인 Su-57과 헌터의 공

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터키는 러시아와 헬리콥

동 운영을 위한 동시 비행도 공개되었다.

터 공동조립 생산에 더해 민항기 SSJ-100과 MS-21

우리나라의 무인기시장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
을 고려하여 러시아와 무인기 분야 협력을 통한

에도 협력관계를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협의해 나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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