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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른유가 하락과
2020년 러시아 GDP 전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까지로 설정한 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초, 코로나바이러

가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에 사회부문에 대한 대

스 여파로 중국의 석유 수요는 약 20% 하락하였

규모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러시아 경제개발

고 지난 13개월 기간 동안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부는 대통령의 사회적 지원 조치에 힘입어 2020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OPEC 국가들은 하루 60

년 GDP 성장 효과가 0.3%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만 배럴의 석유 생산 감축을 검토했지만, 러시아

예측했다. 경제개발부가 예측한 2020년의 실질

는 이 제안에 동조하지 않았다.

GDP 성장률은 당초 예측치인 1.7%보다 더 늘어
나 약 2%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발에 따른 경제

러시아 GDP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0.28%포인트 감소 예상

혼란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러시아 경제둔

관광객의 경우 2019년 외국인 입국자 총수의

화는 주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

약 8%인 200만명의 중국인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망되고 있다. Citi 경제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사

방문자 중 절반은 6일 동안 평균 2,000달러를 소

태로 2020년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약 11달러 하

비한 관광객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2020

락하여 배럴당 54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년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중국인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관광 피해액은 약 10~15억 달러

러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는 대중
석유수출에도 타격

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Citi 분석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러시아
GDP가 0.2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쿠

Citi 분석가들은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와 그로

드린 러시아 감사실장은 0.1~0.2%포인트 감소될

인한 관광객 흐름의 부정적인 영향은 유가 변동

것으로 내다보았다. 결과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았다. 중

사태가 사회부문 지원 등 러시아 국가목표 달성을

국은 러시아 최대의 무역 대상국이며, 수출액 610

위한 투자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시킬 것으로 전망

억 달러 중 70%는 석유 및 기타 에너지 상품이다.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20년도 러시아 GDP는

중국 원료 수입량의 약 15%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2%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있다. Citi의 추정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자료 : RBC, TASS, 2020.2.4, Lenta, 2020.2.10. PaxEurasia.com.

로 중국으로의 석유 수출량이 하루 약 300만 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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