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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인공지능(AI) 개발 동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9년 10월, “2030년까

인공지능 시장 점유율을 향후 10~15%까지 확대

지의 러시아 인공지능 개발 전략”을 승인했다. 동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은 산업

전략의 목표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의 선

각 부문의 효율성을 20~40% 증대시킬 것으로 기

두 위치를 포함하여 국가 안보와 법적 지배를 보

대하고 있다.

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의 경쟁력을 달성함으로
써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전략

대기업, 공동으로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박차

의 상당 부분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상호 작용을
위한 윤리적 기준과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

다른 한편 Sberbank, Gazprom Neft, Yandex,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전략의 세부 조치는 ‘

Mail.ru Group, MTS, Russian Direct Investment

디지털 경제’에 관한 러시아 국가 프로그램의 일

Fund(RDIF) 등 러시아 대기업들이 인공지능 분

부로 12월 15일까지 준비하기로 하였다.

야에서 동맹을 결성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 촉
진과 세계 기술 시장에서 회원 기업들의 선두 확

러시아는 세계 인공지능 시장점유율을

보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 인

향후 10~15%까지 확대할 계획

공지능 개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비즈니스 커
뮤니티와 과학 기관을 조정하고, 과학 및 전문가

러시아 통신부는 러시아 인공지능 솔루션 시장

분석, 국제 협력, 필요한 인프라 구성 지원, 기술

이 2018년 약 21억 루블에서 2024년 최대 1,640억

테스트를 위한 연구 장소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루블까지 약 8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DIF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세계 투자

신경기술 분야 러시아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1

자들로부터 20억 달러를 유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억 루블에서 2024년 약 82억 루블로, 러시아 GDP

Gazprom Neft는 이미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활

내 인공지능 솔루션의 비중은 2024년 0.8%에서

용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탐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2030년 3.6%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 보았다. 아울

2030년까지 첫 오일 생산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

러 인공진능 및 신경기술 개발에 2025년까지 예

고 대규모 생산 프로젝트의 시행을 40% 가속화

산 568억 루블, 예산외 기금 3,349억 루블 정도가

시킬 계획이다.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러시아 직접투자기금
(RDIF)은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국가 전략에 힘
입어 현재 1~2% 정도로 추정되는 러시아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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