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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러 북극 연구 협력 확대 기반 다져
– 스콜코보 모스크바 경영대학원과 MOU 체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은 9월 30일(수) 러시아 스콜코보 모스크바 경
영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북극 지역 에너지 자원 및 인
프라 개발, 북극항로, 북극산업 등 분야에서의 ▲ 공동연구 추진 ▲ 공동학술행사 개최
▲ 전문 인력 및 정보 교환 ▲ 양국 정책 의제 개발 등이다.
* 스콜코보 모스크바 경영대학원은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경제인들이 글로벌 경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러시아 제1의 MBA 전문교육기관임 (붙임1 참조)

2020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의 북극협력 확대를 위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북극정책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는 내년 2년
임기로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 북방·북극지역의 에너지 개발, 물류·교통, 산업분야 관련 교류 및 연구 확대 ▲
한․러 양국 간 협력 가능 사업 도출을 통한 우리 정부 및 기업 참여 기회 확대 ▲ 연구
인력 교류 및 공동 학술행사 개최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 올해 러시아는 ‘2035 북극기본원칙’, ‘2035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5 북극개발전략’을 발표할 계획임.

KMI는 올해 블라디보스톡에 ‘러시아연구센터’를 개소해 양국 간 해양·수산분야
연구 협력과 러시아 물류기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편 KMI는 2010년부터‘한러극동포럼’을 개최해왔으며, 2018년 네벨스코이 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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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MOU를 체결하여 매년 공동연구를 실시해온 바 있다.
장영태 KMI 원장은 “한-러 수교 30주년인 올해는 새로운 미래 북극협력 30년을 위
한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북극항로․에너지․인프라․물류 등 북극 지역 산업 전반에 걸쳐 양국 간 연구와 실질적 협
력 사업 추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북방·극지연구실 김엄지 연
구원(051-797-4776, umjikim@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스콜코보 모스크바 경영대학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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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스콜코보 모스크바 경영대학원 소개

□ 개요
- 스콜코보 모스크바 경영대학원(Skolkovo Moscow School of Management)은 러시아
모스크바 스콜코보*라는 지역에 위치함 https://common.skolkovo.ru/en/skolkovo/
◦ 스콜코보에 입주하는 벤처기업들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2006년 설립
◦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경제인들이 글로벌 경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러시아 제1의 MBA 전문 교육기관임
◦ 스콜코보 모스크바 경영대학원 총장은 안드레이 샤로노프(Adnrei Sharonov)이
며, 메드베데프 전 총리, 루벤 바르다냔 IDeA 회장, 아제이 방가 마스터 카드
CEO 등이 경영대학원 재단이사로 역임 중임
* 스콜코보 지역은 러시아와 정부와 기업가들이 투자해 개발한 러시아의 실리콘밸리임

□ 스콜코보 MBA 과정은 풀타임 과정인 MBA와 파트타임 과정인 EMBA, 홍콩기술과
학대학교(HKUST)과 합작으로 만든 유라시아 EMBA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과정은 국제적 경험과 현장 체험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재학
중 외국에서 민간·공공·창업 등 5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함

□ 경영대학원 내 에너지 센터, 이머징 마켓 연구소 등 총 9개의 연구기관․센터가 있음
◦ 이 가운데 스콜코보 에너지 센터는 세계 석유․가스 시장 변동, 에너지 정책(북극
에너지 인프라 등), 에너지 운송(북극항로) 등 분야에서 연구, 전략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https://energy.skolkovo.ru/en/se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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