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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을 살펴보고 그것이 북한 경제와 한
반도 경제권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
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안착이 주
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관련 논의가 확대되면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북한
경제의 국제시장 편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대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자유무역체제로의 편입은 필
수불가결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체
제전환국의 무역정상화 과정 중에서도 WTO 가입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이슈를 파악한다.
북한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는 ‘개혁’과 ‘개방’을 분리해서 생각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 경제 개혁에 관한 논의는 많이 있어왔지만 개
방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였다. 특히 북한의 WTO 가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
다시피 하다. 본 연구는 WTO 가입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수의 체제전환
국의 WTO 가입경험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 이것이 북한과 남북한 경제
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제2장에서는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전후 경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체제전환국은 WTO 가입 당시 낮은 1인당 GDP, 만성적인 무역적자(러시아
제외),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의 대내 경제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성장
침체와 더불어 공식무역과 비공식무역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경제에 대한 통
제력도 약화되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시장경제국과의 대외관계 정
상화가 불가피해지자 체제전환국들은 대내경제 개혁, 시장경제국과의 관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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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시장의 확대, 선진 자본과 기술 도입이 필요했다. 결국 대외무역의 획기적
인 확대를 위하여 대외경제 개방과 WTO 가입을 추진하였다.
제3장에서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과 그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이슈
를 살펴보았다. 신규회원국의 WTO 가입승인 여부는 결국 가입 신청국과 기존
WTO 회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들 간 정치경
제적 협상과 무역관계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 체제전환국
의 WTO 가입협상 장기화는 ① 신규 회원에 대한 견제 ② 개발도상국 지위 인
정 여부 ③ WTO 협정과 대내 경제ㆍ무역정책 합치 여부 논쟁 ④ 비시장경제지
위와 무역정상화 관련 이슈 ⑤ 정치적 요인 ⑥ 협상 전문가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WTO 체제 편입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WTO 가입을 통해 국제시장접근성을
개선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베트남과 같이
수출입 기업이 FDI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거나, 중국과 같이 비시장경제국
지위 등으로 인한 무역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WTO 가입전후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체제전환국의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및 북한의 WTO 가
입 논의의 필요성, 관련 이슈와 쟁점 등을 살펴보았다. WTO 가입은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므로 시장경제체제전환의 최종적인 단
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을 추진하더라도 WTO 가
입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급진적이고 전
격적인 경제체제전환은 북한으로 하여금 많은 사회 비용과 행정혼란 비용 등의
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 저항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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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의 흐름을 역행하는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 개혁개방을
위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할 정도의 시간과 체제이행의 유예기간이 필
요하다. 한편 북한의 WTO 가입 시 주요국의 관심은 당사국인 북한보다 특수
관계인 남한지역과의 경제협력 관계에 집중될 개연성도 높다. 남북한의 원활한
경제통합과 북한지역개발 수준에 맞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
과 분리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건이 조성된다면, 먼저 대내적으로는 ① 남북한 기본합의서 및 교류협력
관련 법안 재개정을 통한 한반도 경제권 형성(상품ㆍ노동ㆍ서비스 시장의 단계
적 통합) ② 북한의 경제 관련 법·제도 개정 ③ 인적자원 육성 등을 도모한 후
북한 WTO 가입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경제성장과 WTO 가입 시 개혁개방을 위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제
금융기구에 먼저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 경제권 형성 방안이라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북한
의 WTO 체제로의 편입을 논하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
다. 또한 한반도 경제권 형성과 북한의 WTO 가입과의 연관관계를 밝히고 이
를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정부와 학계
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은 단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남북기본협정의 제정·개정 및 남북관계 재정립 시에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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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다양한 사안을 검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교역과 국제법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WTO 가입 준비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관련 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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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체제는 1947년 당시 23개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함으로
써 ‘삶의 질 개선과 완전고용ㆍ실질소득과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세계 자원의
완전한 이용과 생산의 확대, 재화의 교환’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1) 이
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GATT와 WTO 등의 세계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해
왔는데, 이는 무역의 증가가 각국에 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높은 기술력
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상품을 수입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했고, 높
은 기술력과 생산성을 지닌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기술력 향상, 수출확대를 통한 기업의 확장을 경험하였다. 실제로 다수
의 아시아 국가는 적극적인 다자ㆍ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수출주도형
(export lead growth policy), 외국인투자주도형(FDI lead growth policy)
성장정책이 경제성장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운용 중이기에 체제전환국
의 WTO 가입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당장의 경제 현안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
다. 이를 분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북한 때문이다. 최근 연이은 남북정상회담
(2018. 4. 27, 2018. 5. 26)과 북ㆍ미 정상회담(2018. 6. 12) 등 한반도 정세
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베트남식ㆍ중국식ㆍ싱가포르
1) 1947년 GATT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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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경제정상화와 개방 의지를 보이면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다. 실제로 북한
이 개방을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과정에서 필수
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세계무역체제로의 편입, 즉 WTO 가입이다. 본 연
구주제를 처음으로 제안한 2016년 11월에만 하더라도 북한의 WTO 가입 논
의는 시의성이 부족하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주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한 WTO 가입은 북한에 총체적인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요구하기에 상당한 수
준의 변화를 이루기 전에 북한이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 정세 변화 속도에 비추어보았을 때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만으로도 아주 빠른 속도로 북한의 대외개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혹여 한반도 정세가 다시 냉각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북한의 WTO 체제 편입은 불가
피하며, 이는 남북한 경제는 물론 동북아 경제권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분야임은 변함이 없다. 국
제무역시장으로의 편입은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대외관계 정상화 이슈에서 필
수불가결한 문제이다. 하지만 북한의 WTO 가입은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는 복
잡한 문제로 향후 많은 준비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의 WTO 가입이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북한의 대외 지위 설정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2)
WTO 회원국이 되는 방법은 GATT에서 WTO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인
199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995년 이전에는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GATT에 가입하여 무역자유화에 참여해왔는데, 기
존 GATT 회원국은 1995년 WTO 출범 당시 대부분 WTO 회원국으로 자연스
럽게 전환되었다. 이와 달리 1995년 이후 WTO에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2) 물론 북한의 국제무역시장으로의 편입이 반드시 북한의 WTO 가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4장 2절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과
북한ㆍ한반도 경제의 대외적 지위’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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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협정에 근거한 다자ㆍ양자협상을 통해서만 회원국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다가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시
도하는 체제전환국들이다. 기존 WTO 회원국은 신규 가입국이 과도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가는 것(혹은 기존 회원국에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협상과 특별조치를 활용하여 무역균형을 유지하고자 하
였다. 이는 신규 회원국이 WTO 가입협상에만 평균 10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을 분석하여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이슈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사례를 검토하여 체
제전환국의 WTO 가입 배경, WTO 기존 회원국과 주요 양자 협상국가의 요구
사항, WTO 가입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남북한 경제통합, 즉 한반도 경제
권에 주는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들은 WTO 가입을
국가별로 각종 협상 결과와 관련 법안을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친 것이 많았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WTO 가입의 주요 쟁점별로 다수의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WTO 기존 회원국이 신규 가입을 시도하는 체제전환국에 요청하였던
경제ㆍ무역제도 관련 개선과제를 검토하였는데, 이는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
북관계 재정립 시에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사안과 개선과제를 파악하는 데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WTO 가입
준비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어떠한 쟁점과 이슈가 제기될 것인지에 대한 대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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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검토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는 ‘개혁’과 ‘개방’을 분리해서 생각
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 경제의 개혁에 관한 논의는 많이 있어왔지만 북한 경제
의 개방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였다. 특히 북한의 WTO 가입에 대한 논의는 거
의 전무한 실정이다. 관련 연구가 전무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법리적인 문제 때문이다. 북한의 WTO 가입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북
한이 독자적인 국가로서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대한
민국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지정하고 있기에
북한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WTO 가입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그간 금기시되어왔다. 법리적인 규정이 국민정서와 어우러지면서 북한에
독자적인 국가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반감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한 경제통합 전략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북한에 독자적인 대외적
지위를 부여할 경우 남북한 경제통합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남
북한 경제통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행인 점은 남북한이
서로를 ‘한 겨레, 한 민족’으로 칭하며 아직까지는 통일을 당면과제로 두고 있
기에 국내적으로 남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설정하는 것에는 별
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특수 관계와 남북한의 WTO 개별
가입이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북한 연구자 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적 지위에 관해
국제관계적ㆍ법리적ㆍ남북한 경제통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풀이 존재하지 않았다. 남북관계의 다른 현안을 쫓기에도 인
력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북한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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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계가 확대될수록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상술한 이유 때문에 북한의 WTO 가입을 전면에 내세운 선행 연구가
부재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김석진(2007)이 ‘베트남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대
외무역 정상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북ㆍ미 교역의 정상화 시나리오
와 북한의 WTO 가입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남북한 통일 후 국경ㆍ무역협정ㆍ채권 등 대외관계 승계 문제를 다룬
연구는 있었다. 남북한의 국제기구에서의 지위 승계 문제를 다룬 유욱 외(2011)
의 연구는 통일 후 북한의 대외관계 승계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통일 과정에서의 북한의 대외관계 설정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본 연구를 시작하는 데 많은 동기를 부여하였다.
남북교역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임수호, 동용승(2007), 임수호 외(2016)
와 안덕근, 박정준(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WTO 체제에서 남북교
역의 국제통상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기 연구는 북한의 국제시장 편입
보다는 남북경협의 국제시장 편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제시장 편입은 크
게 남북한 FTA 체결(남북경협의 국제통상법적 정당성 확보, 남북한 경제통합),
북한의 WTO 체제 편입(북한 혹은 남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상기 연구는 전자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본 연구는 후자를 중
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채택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 개별 체
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에 대한 연구 현황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연구실적
이 가장 풍부한 국가는 중국이다. 이는 세계인구의 1/5을 차지하는 대국으로서
중국의 WTO 가입이 국제무역시장에 갖는 의미가 그만큼 상당하였기 때문이
다. Gertler(2002), Rumbaugh and Blancher(2004)는 중국의 WTO 가입 과
정과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정인교(2001), 최원익(2014)
은 중국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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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정인교(2001)는 중국의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HS 코드별로
산업, 이행기간, 개방의 폭에 따라 CGE 모형 분석을 하였다. 최원익(2014)은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WTO 가입이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에 따르면 WTO 가입이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부 선행 연구3)와 달리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러시아의 WTO 가입에 관한 주요 연구로는 Lissovolik and Lissovolik(2004),
이재영 외(2007)와 이대식(2012), 홍성원(2002)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는 러
시아의 WTO 가입 배경 및 과정과 그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US
Trade Representative(2013)도 러시아의 WTO 가입 협상의 주요 내용을 검
토하였다. 한편 베트남의 WTO 가입경험에 대한 연구로 송영관, 이경희, 김정
곤(2007)이 있으며, 이 연구는 베트남의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의 주요 내
용을 살펴보고 베트남의 WTO 가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권율
외(2008)는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시장경제지위
인정 시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WTO 가입과 관련한 선행 연구가 가장
미흡한 나라는 라오스이다. 먼저 라오스의 WTO 가입에 대한 국내 연구는 라
오스의 WTO 가입 과정과 주요 과제에 대해 연구한 이요한(2013)이 거의 유일
하다. 국외 연구로는 Kyophilavong, Takamatsu, and Ko(2010)가 있으며,
이 연구는 라오스의 WTO 가입이 빈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 경제수
준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Singdala(2011)는 라오스의 WTO 가입이 보험
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Anderson (1999)이 농업과
향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하여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배경, 과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북한 경제와 남북한 경제통합
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 후 남북한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북한의
WTO 가입의 주요 쟁점과 이슈를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3) Chang(2001), Yueh(2003), Jefferson, Hu, and Su(2006) 등은 WTO 가입이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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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그림 1-1]에서 보듯이 한반도 경제권 형성 방안 수립이라는 중장
기적인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한반도 경제권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 지역의
안정적인 WTO 체제 편입을 검토하는 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인 한
반도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물리적ㆍ제도적 통합을 추진해야
하며, 그 후 또는 동시에 한반도 경제권의 국제화를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국
제화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경제의 WTO 체제 편입을 말한다. 이는 구
체적으로 남북교역의 국제적 공인과 WTO 규범과의 합치성 제고로 풀어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남북교역의 무관세 적용은 WTO 협정상 의무에 부합
하지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내부거래라는 특수성을 근거로 국제사회
의 암묵적인 용인을 받아왔다.

그림 1-1. 한반도 경제권 형성 방안

물리적 연계

제도적 연계

한반도 경제권의 국제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남북한 하나의 시장

북한 대외관계 정상화

비전
인프라개발 주도의
북한지역 개발

남북한 CEPA 체결
세 가지 분야

3대 벨트 개발

두 가지 시나리오

상품시장
연계

노동시장
연계

자본시장
연계

CEPA 개념 정립: 사례 분석
및 경제효과 분석

연구
과제

WTO 체제 편입

남북
관세동맹

1시장
2체제

국제화 개념 정립 및 필요성:
체제전환국 사례 분석

북한 무역제도 분석 및 국제법과의 비교
CEPA 체결 방안 연구

국제시장 편입 시나리오
수립 및 경제성 분석

분야별 세부전략 수립

단계별 세부전략 수립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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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한 시장의 안정적인 통합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가 바로
남북한 CEPA 체결 방안이며, 본원에서는 이미 임수호 외(2016)를 통해 CEPA
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례 및 경제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4) 남북교역의 국제법
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제통상규범을 준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
면에서 남북한 CEPA 연구와 북한의 WTO 체제 편입 연구는 밀접하게 연계되
어 있다. 북한의 WTO 체제 편입 연구 역시 북한의 대외무역과 관련 대내 경제
법체제를 국제통상규범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북한 대외경제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
를 마련하기 위해 체제전환국의 WTO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서
체제전환국이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중인 국가를 말한다. 체제
전환국의 WTO 가입 전 국가별 무역 현황 및 문제점, 준비 과정에서의 주요 쟁
점과 이슈, 주요 합의사항 및 정책, 가입 이후 경제적 효과 등을 비교ㆍ분석한다.
다만 아무리 북한과 유사한 국가를 사례로 선정하더라도 ① 북한 경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② 북한이 WTO에 가입하고자 할 때 혹은 가
입승인 시 대외 여건이 다른 체제전환국이 직면하였던 대외경제 환경과 상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보다는 가입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이슈를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한편 북핵 문제와 정치안보 문제는 배제하고
경제 문제에 집중하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 독립적으로
혹은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국제무역체제에 편입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
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 WTO 가입이라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4) 임수호 외(2016)에서는 남북한 간 특수관계를 반영한 남북한 FTA를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1국 내 두 독립관세구역 간의
FTA를 말한다(임수호 외 201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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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대상으로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를 선정하였다. 2018년
현재 WTO 가입국은 164개국이며, 이 외에도 Holy See(교황청)를 제외한 22개
국이 옵서버(observer) 지위를 가지고 있다. 164개 가입국 중 128개국은 기존
GATT 회원국으로서 대부분 WTO 체제 도입과 동시에 WTO 회원국 자격을
부여받거나 혹은 2000년 초반까지 WTO 가입이 승인되었다.5) 나머지 36개국
을 대상으로 최근 20년 안에 WTO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이면서 점진적 체제
전환 방식을 꾀하며, 현재까지도 체제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입
협상이 10년 이상 소요된 국가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상기 4개국은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서도 아시아 체제전환국이어서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크
지 않고 자료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선행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연
구의 적합성과 용이성을 함께 갖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체제전환
국의 WTO 가입에서 대표적인 참고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러시아와 마찬가지
로 GATT 체제 당시 WTO 가입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자격을 얻
기까지 각각 15~20여 년이 소요된 특이 사례이다. 베트남은 개혁 초기에는 가
격자유화 등 급진적인 정책노선을 선택하였으나 이후 체제전환 전략을 다소 점
진적으로 가져갔다는 점에서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6) 마지막으로 라오스
의 경우 WTO 가입 당시는 물론 현재도 최빈국 지위에 있어 대외경제 규모 등의
측면에서 북한과 흡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방법론으로는 WTO에서 제공하는 각국의 WTO 가입 관련 문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7) WTO에서 제공하는 각국의 무역 제도에 대
한 양해각서(MFTR: Memorandum on the Foreign Trade Regime),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Working Party Report) 등의 1차 자료와 함께 양자협상
결과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온라인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양자협상 결과에 대해
5) WTO 회원국 목록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6) 이번 제3차 남북회담 중 김정은은 베트남식 개방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베트남 사례검
토는 시의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옥진(2018. 5.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5. 4).
7) 베트남 하노이ㆍ라오스 비엔티안 현지조사(2018. 3. 7 ~ 2018.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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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협상 분야, 타결 일자 등)를 제외하고는 비공개원칙이
적용되므로 원문을 참고할 수 없다. 대신에 각국의 정부 또는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라오스 현지조사(2018. 3. 7
~ 2018. 3. 11)를 수행하여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현지 전문가
의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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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전후
경제 현황

1. WTO 가입 당시 경제 현황 및 문제점
이 장에서는 WTO 가입 당시 주요 체제전환국의 경제 상황과 WTO 가입 당
시 경제 현황, 그리고 당사국들이 직면해 있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체제전환국은 WTO 가입 당시 낮은 1인당 GDP, 만성적인 무역적자(러시아
제외),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체제전환국들
은 WTO 가입 이전에 공통적으로 대규모 상품무역 적자(러시아 제외)와 재정
적자,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무분별한 화
폐 발행과 조세제도 개혁 지연으로 인해 재정 관리능력이 취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와 선진기술의 도입이 절실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경제체
제 개선과 무역제도의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래 IMF, World Bank, AD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쳤다. 먼저 경제특구
를 설치하고 항구도시를 개방하여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그러나 WTO 가입 신청 당시 중국의 1인당 GDP는 6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무역수지 역시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
며, 물가상승률은 1986년 당시 20%에 육박하였다.
러시아는 1991년 소비에트 블록이 붕괴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시장경제국가
와의 관계 개선 및 국제시장으로의 진출이 불가피해졌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한 지 2년 만에 WTO 가입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러시아의 1인당
GDP는 7,000달러 수준이었으며, 평균 GDP 성장률은 –8.7%로 심각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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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무역수지상으로 17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기는 하였으
나 인플레이션이 900%에 육박할 정도로 대내경제의 불안정성이 고착화되어
있었다.
베트남은 1986년 12월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채택하고 경제 개혁ㆍ개
방정책을 추진하였다. 1990년에는 「회사법」을 제정하고 직접적인 보조금 및
가격통제 폐지, 변동환율제 도입, 무역자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베트남
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화폐를 무분별하게 발행함에 따라 심각한 인플레
이션 문제를 겪고 있었다. 국가 재정은 국영기업 보조금과 이중가격제도를 유
지하기 위한 보조금 등에 지출이 커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다만 WTO
가입신청 당시인 1995년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은 5.7%로 다른 체제전환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라오스는 1986년 11월 신경제메커니즘(NEM)을 도입하여 경제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1988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였으며, 정치보다는 경제체제를 중심으로 한 개혁개
방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WTO 가입신청 당시 라오스의 실질 GDP는 약 5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1인당 GDP 역시 700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
다. 국영기업 중심의 무역구조, 무역세 감소, 정부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었으며, 무역적자 역시 상당한 수준이었다. 최빈개발도상국으로서
자본, 기술 및 노동력 부족, 내륙국가로서의 근본적인 한계, 협소한 국내시장
등 경제성장을 위한 여건이 매우 취약하였다. 특히 농업 부문이 국내총생산의
약 50%, 총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들마저도 대부분 자급자족형 농업종사자였다. 1997년 이후에는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통화가치가 빠르게 하락하였
다. 1989년에는 인플레이션이 60%에 달했고, WTO 가입 신청 당시인 1997년
에도 27.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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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WTO 가입신청 당시 체제전환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WTO
가입신청

국가명
중

실질 GDP
(백만 달러)

1인당 GDP
(달러)

GDP 성장률
(%)

무역수지
(10억 달러)

소비자
물가상승률
(%)

국

1986

614,473

563.6

8.9

-11.9

18.8*

러 시 아

1993

1,049,899

7073.3

-8.7

17.3

874.6

베 트 남

1995

42,924

570.8

8.2

-2.7

5.7**

라 오 스

1997

50,759

655.4

6.9

-0.2

27.5

주: *1988년 기준, **1996년 기준.
자료: IMF DOT DB(검색일: 2018. 2. 20); UNCTAD DB(검색일: 2018. 2. 20) 등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2-2.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신청 전후 무역통계
중국

1985

1986

1987

러시아

1992

1993

1994

수

출

27.33

31.37

39.46

수

출

39.93

44.05

63.08

수

입

42.48

43.28

43.22

수

입

34.98

26.75

38.60

무역총액

69.81

74.64

82.68

무역총액

74.91

70.80

101.68

무역수지

-15.2

-11.9

-3.8

무역수지

4.95

17.3

24.48

1994

1995

베트남

1996

라오스

1996

1997

1998

수

출

4.05

5.62

7.46

수

출

0.32

0.19

0.37

수

입

5.83

8.36

11.28

수

입

0.69

0.41

0.64

무역총액

9.88

13.98

18.75

무역총액

1.01

0.60

1.02

무역수지

-1.8

-2.7

-3.8

무역수지

-0.4

-0.2

-0.3

자료: IMF DOT DB(검색일: 2018. 2. 20)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980년대 후반 체제전환국은 경제성장 침체로 인하여 해외 선진경제와의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었으며, 공식무역과 비공식무역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
라 경제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1년 소련이 붕
괴하고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WTO 가입을 통한 시장경제국과
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소련의 지원과 교역관계가
붕괴됨에 따라 내부 경제에 곪아 있던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이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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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하기 위해서는 대내경제 개혁, 시장경제국과의 관계 개선, 국제시장으로의
시장 확대, 선진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특히 계획경제국가들은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외무
역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였다. 과거 계획경제국가들에게 대외무역은 대내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였으며, 이들은 사회주의 블록
과 해당 국가와의 양자협상에 의존하여 제한적인 대외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
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국가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증대하였으
며, 쌍무협정에 따른 구상 무역(bater trade)이나 청산결제 방식에 따른 무역
의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 간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다자무역협정체제의 기틀을 제공하는 WTO
가입을 통한 시장 진출이 중요해진 것이다.
시장경제국과의 관계 개선 및 무역 확대를 위해 대내 경제ㆍ무역제도의 개혁
이 불가피하였다. 예컨대 국영기업 민영화, 금융개혁, 정부보조금 및 기업경영
개입 축소, 세제 개혁을 통한 재정 수입 확대가 필요하였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각종 법ㆍ제도를 정비하여 대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
고,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당시 시장경제국과의 무역에서 받는 차별적 조
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국제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참여하여 국내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체제전환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경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인지하
고 자체적으로 경제 개혁의 발판을 다지고 있었다. 일련의 개혁개방 정책을 가
속화하고 WTO 규범에 따라 자유무역체제에 편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외경
제 정책의 전제조건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초중반에 이르러 결국
이들 체제전환국은 WTO 가입과 다자무역체제로의 편입을 통해 경제적 고립
과 대내개혁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투자자본 유치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
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들 체제전환국은 시장경제국가와의 무역에서의 불확실성과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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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에서 벗어나기 위해 WTO 가입을 통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과 불
리한 교역조건의 개선, 객관적인 분쟁해결 절차의 도입이 시급하였다. 예컨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EU 등과의 교역 과정에서 빈번한 반덤핑 제소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많은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의 비시장경제체제를
근거로 이들 국가의 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으며, 일부 국가
에서는 일방적인 수입수량제한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8) Alexei Kudrin
러시아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WTO 가입 추진 당시 미국과 EU를 비롯한 약 30개
국이 러시아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에
서 러시아 기업들이 연간 25~34억 달러 수준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등 불이
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해외자본의 유입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WTO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9)
한편 베트남과 라오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WTO 가입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
면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결정임을 알 수 있다. 경
제 개혁개방과 함께 동남아국가연합(ASEAN) 가입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WTO
가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1995년, 라오스는 1997년
ASEAN에 가입하였는데, 기존 ASEAN 회원국이 이들 국가의 WTO 가입 추진
을 ASEAN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10) 이에 따라 베트남과 라
오스는 ASEAN 가입이 거의 확정된 1995년과 1997년에 각각 WTO 가입을
신청하였다. 특히 베트남은 ASEAN의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2001)이 완료되기 전에 WTO에 가입하여 시장개방 의무를 최
소화하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2007년에야 WTO 가입을 완료하였다.11)

8) 제3차 러시아경제연구회(2002), p. 4.
9) 외교부(2004), 「[경제동향] 러시아, WTO 가입추진 동향 및 외환보유고 현황」(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3. 6).
10) Butterfield et al.(2011), p. 5.
11) 도하개발어젠다는 농업 부문에서의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의 세 가지 목표를 근거로 WTO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더욱 낮추려는 것이 주요 의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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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 가입 과정에서의 주요 통계지표 변화
WTO 가입이 가져온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
면 WTO 가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효과와 WTO 가입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효과를 구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통계, 소비자
물가지수(인플레이션), FDI 통계 등 주요 통계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WTO 가입 이후 주요 체제전환국 경제의 정량적 성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은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과정에서의 무역규모 추이를 보여준
다. 중국의 무역총액은 WTO 가입신청 당시 75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현재 4조 달러를 상회한다. 특히 WTO 가입이 확정된 2000년대 초반
부터 상당한 속도로 무역규모가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의 무역
총액 역시 1993년 70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WTO 가입승인 당시
8,500억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최근 3개년 동안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정치적인 요인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
에서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무역총액은 1995년 14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WTO 가입 전후로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7년 현재 30배나 증가한 4,3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라오스의 무역총액
은 1997년 당시 6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현재 20배 증가한 12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수지는 다소 부침이 있긴 하지
만 상대적으로 꾸준히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베트남과 라오스
의 무역수지는 WTO 가입 과정에서 무역수지가 악화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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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과정에서의 무역규모 추이
(단위: 중국ㆍ러시아ㆍ베트남: 10억 달러, 라오스: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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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DOT DB(검색일: 2018. 2. 2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2]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과정에서의 무역수지 추이를 보여준
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WTO 가입승인 이후 무역수지가 급속도로 플러스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 WTO 가입협상 과정에서는 무
역수지가 개선되었고, WTO 가입(2012년) 전후에는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나 플러스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은 WTO 가입
승인 당해 연도인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개선되었다.
라오스는 WTO 가입협상 과정에서는 무역수지가 점차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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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과정에서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중국ㆍ러시아ㆍ베트남: 10억 달러, 라오스: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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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DOT DB(검색일: 2018. 2. 2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WTO 가입 승인 후 최근 2개년 동안 눈에 띄게 무역수지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역수지 변화는 각국의 경제개발 단계, 거시경제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WTO 가입이 무역수지 변화에 얼마만큼, 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12)
[그림 2-3]은 WTO 가입 전후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추이를 보여준다. 이
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라오스는 WTO 가입 신청 이후 FDI 유입이 우상향하

12) 본 연구심의회 심의위원(KIEP 무역투자실 김종덕 심의위원) 의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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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과 라오스의 경우 WTO 가입 당해 연
도인 2007년과 2013년을 기준으로 FDI 유입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도 베트남 현지조사 결과 베트남의 적극적인 개방정책
으로 베트남 경제에서 해외자본이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13)

그림 2-3. WTO 가입 전후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추이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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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CTAD DB(검색일: 2018. 2. 2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3) 베트남 하노이 KOTRA 무역관 임현진 과장 인터뷰(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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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는 WTO 가입신청 당해 연도부터 최근까지 주요 체제전환국의
GDP와 GDP 성장률 추이를 보여준다. 6,000억 달러에 불과했던 1986년 중
국의 실질 GDP는 2016년 현재 9조 5,000억 달러를 상회하며 15배 이상 증가
하였다. 베트남의 GDP는 1995년 WTO 가입 당시 430억 달러였던 것이
1,600억 달러를 상회하며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라오스의 GDP는 1997년 30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2016년 현재 100억 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3배 이상 증가
하였다. 반면 러시아의 GDP는 1993년 1조 500억 달러에서 2016년 현재 1조

그림 2-4.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과정에서의 GDP와 GDP 성장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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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CTAD DB(검색일: 2018. 2. 2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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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데 그쳤다. 러시아의 GDP 성장률
은 1993년 –8.7%였으나 WTO 가입 과정에서 비교적 꾸준히 상승하였다. 한
편 이들 국가의 GDP 성장률은 WTO 가입신청ㆍ승인 등의 이벤트와는 무관하
게 부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WTO 가입은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
적인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GDP의 성장은 무역자유화 이외에도 많은 변수의 영향
을 받기 때문이다.

그림 2-5.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과정에서의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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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CTAD DB(검색일: 2018. 2. 2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제2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전후 경제 현황 • 31

[그림 2-5]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과정에서의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보여준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WTO 가입협상 과정에서 큰 폭으로 증감
하였으나, WTO 가입이 확정되던 2001년 전후부터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적
인 수준을 보인다. 러시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WTO 가입신청 당시인 1990년
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안정화되는 추
세를 보인다. 베트남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WTO에 가입하자마자 급격히 상승
하여 2008년 23%를 기록하였으나, 최근에는 5% 아래로 하락하였다. 2008년
의 급격한 상승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기인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라오스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WTO 가입신청 당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WTO 가입협상 과정 동안 비교적 안정되어 최근 3개년 동안은 5%를 하회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WTO 가입은 무역의 양적 증가와 해외투자자본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국가에 따라 시기 차이나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WTO 가
입 시점 전후로 눈에 띄게 개선된 통계지표는 해외투자자본 유입과 소비자 물
가지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GDP와 같은 경제성장 관련 지표나 무역수지는
무역자유화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 수준에서는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일반론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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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체제전환국의 무역자유화와 WTO 가입

1. WTO 가입의 혜택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배경과 향후 북한의 WTO 가입의 필요성을 논하
기 위해 이 절에서는 WTO 가입 혜택에 대해 살펴본다. WTO 가입 혜택에 대
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회원국에 주어지는 혜택(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② 국
제통상규범에 따른 세계경제로의 안정적인 편입 ③ 해외투자 유치와 경제성장
동력 확보 ④ 대내 경제 개혁개방 정책 촉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회원국에 주어지는 혜택: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WTO 가입의 가장 큰 혜택은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 Nation
Treatment)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최혜국대우란 WTO 회원국 간의 비차별대우(non-discrimination) 원칙
에 기반을 둔 것으로 WTO 회원국이 특정 무역상대국에 제공하고 있는 물품의
수출입을 비롯한 통상상의 혜택과 관련하여 최상의 우대조치를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도 제공하는 것이다.14) 단 개발도상국, 자유무역지대, 관세 동
맹 등에 주어지는 특혜와 같이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
다.15) 최혜국대우를 부여받으면 수혜국은 양혜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대우
를 향유하는 불특정의 제3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의 제3국은
WTO 비회원국인 경우도 포함된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국가 간의 차별을 배제
14) GATT 제1조, GATS 제2조, TRIPS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5) GATT 제1조, GATS 제2조, TRIPS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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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최상의 무역혜택이 모든 회원국에 확산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자유화
와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MFN 의무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해 제공하는 무역
장벽의 완화 조치는 다른 국가에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므로 전 세계적 차원
의 무역장벽 제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내국민대우란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이 국내 상품 및 서비스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16) 이는 동등
한 경쟁기회의 제공 원칙에 기반을 둔 것인데 최근에는 외국인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오히려 외국기업에 내국민보다 특혜를 주는 경우도 있다.

나. 국제통상규범에 따른 세계시장으로의 안정적 편입
WTO 회원국은 WTO에서 규정하는 국제통상규범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다
른 회원국에 대한 시장진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른 회원국의 상품이나 서
비스의 국내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지만 그만큼 세계시장으로의 진입 장벽도 완
화된다. WTO 비회원국이 무역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역상대국과 일일
이 양자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WTO 가입 시에도 양자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같지만 WTO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무
역협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지위(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인정받는 경우 이행의무에 대해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제기구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
다.17) WTO 가입의 또 한 가지 이점은 국제통상규범 형성 과정(rule-making
process)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18)
16) GATT 제3조, GATS 제17조 및 TRIPS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단 서비스 분야의 경우 가입 당시
개방을 약속한 분야에 한하여 인정된다(GATT 협정문).
17) 라오스는 WTO 가입 과정 중에 World Bank의 무역개발시설 다자간 신탁기금(GDF)을 통해 개발재
원을 지원받았다. 여기에는 제네바에서의 5개 실무협상을 포함하여 직접 협상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
원이 포함되었다. 무역개발시설(Trade Development Facility)의 자원은 주요 분야의 여러 법률 문
서의 초안 작성, 양자협상 개최 및 협상 팀에 대한 기술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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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WTO 회원국이 되면 교역 과정에서 생기는 무역마찰을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소국경제도 무역마
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갖게 된다. 미국 또한 WTO 분쟁해결 절차
를 통해 피소된 대부분의 사건에서 패소하였다는 것은 약소국경제에는 의미 있
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WTO 체제 출범 이후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제소된
통상소송은 2018년 3월 현재 총 542건에 달한다. 그중 미국이 제소한 소송은
117건이고 미국이 피소당한 소송은 136건인데, 미국은 그중 상당수의 피소 소
송 건에서 패소하였다.19) 이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이 강대국의 이해관계만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 해외투자 유치와 경제성장 동력 확보
WTO에 가입하면 제한된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시장으로부터 자본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체제전환국과 같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저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자본 유
치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20)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은 원조와 FDI 유치로
구분할 수 있다. 원조를 통한 경제개발은 단기적으로는 활용성이 좋으나 장기
적으로는 외채를 증대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FDI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고용창출, 수출품목 및 수출국 다양화(Trade
Diversity) 등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을 촉진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원조를 통한 재원 조달을 선호할 수 있는 있
으나, 중장기적으로는 FDI를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8) Cattaneo and Braga(2009), p. 4.
19) 박용필(2018. 2.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3. 20); 안덕근(2017. 4.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2. 25).
20) 이한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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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내경제 개혁개방 정책 촉진
WTO 가입은 대내경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촉진한다. 체제전환국의 경우 중
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대내 기득권
세력에 의해 개혁개방 정책이 방해를 받거나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하지만
WTO 가입협상이 시작되면 당사국들은 WTO 협정에 부합하는 경제체제를 구
축해야 하므로 WTO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개혁개방이 촉진될 수
밖에 없다. Bacchetta and Drabek(2002)의 연구 결과는 WTO 가입이 지대
추구행위(Rent-Seeking)와 부패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21) 이
는 WTO 가입이 경제개혁을 촉진하고 투명한 제도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해석에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라오스 현지조사에서도 관련 전문가
들은 WTO 가입과 그로 인한 제도개혁이 사회적인 어젠다로 자리매김하면서
법ㆍ제도를 현대화하고 사회 전반의 효율성ㆍ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고 밝혔다.22) 러시아 역시 WTO 가입을 명분으로 하여 대내 경제 각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 특히 사회간접시설 및 에너지 부문 ― 을 위한 외부
적인 추진력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23) 물론 이러한 경제 개혁 촉진 효과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몽골의 경우 대내 경제에 부합
하는 체질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WTO 가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급진적인 개방에는 성공하였으나 효과적인 대내 개혁에는 실패했
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24)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혁 촉진 효과가 대내
21) Bacchetta and Drabek(2002), pp. 10-11.
22) 라오스 국립대학교 부학과장 Phouphet Kyophilavong 인터뷰, CIEM 전 부원장 Vo Tri Thanh 인
터뷰(2018. 3. 7 ~ 2018. 3. 11, 베트남 하노이ㆍ라오스 비엔티안 현지조사).
23) 하유정(2002), p. 4.
24)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기 이전에 WTO에 먼저 가입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WTO
가입의 주된 배경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충분한 경제적인 안정장치 없이 WTO 가입을 신속하게 추진
하였다. 이에 따라 가입협상 기간 6년 만에 민간부분이 GDP의 60%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나 경
제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는 WTO 입장에서는 경이로운 업적이었으나 몽골의 입장에
서 개발도상국으로서 가질 수 없는 충분한 전환기와 예외조건을 갖지 못한 결과였다. 몽골의 사례는
WTO에서 진행한 Tsogbaatar(2015), “Mongolia’s WTO Accession: Expectations and Re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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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WTO 가입을 대비한 선도적
인 경제체질 개선과 가입 과정에서 충분한 협상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2. WTO 가입 준비와 과정: 협상의 주요 쟁점과 이슈
가. WTO 가입 절차
WTO 가입 절차는 당사국의 가입신청에서 시작하여 가입의정서(Accession
Protocol)를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WTO 가입 대상은 독립된 관세주권을
보유한 모든 국가와 지역을 포함한다. WTO 가입을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 제
12조에 따라 [그림 3-1]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입신청 당사국이 WTO
사무국에 가입신청서와 함께 당국의 무역제도에 대한 양해각서(Memorandum
on Foreign Trade Regime)를 제출하면서 가입협상이 시작된다.25) 체제전
환국은 체계적이고 투명한 무역 및 경제정책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관
련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가입신청서와 해당
보고서가 제출되면 회원국은 이를 회람하고 가입 작업반이 설치되는데, 모든
WTO 회원국에 가입 작업반 참가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 작업
반은 다자협상을 통해 WTO 가입신청국의 무역정책 및 가입조건을 논의한다.
다자협상은 무역제도에 대한 양해각서(MFTR)를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가입 작
업반 참가국들의 궁금한 점을 질의하거나 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가입신청국이 답변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가입신
청국은 다자협상과 동시에 가입 작업반 참가국 중 개별협상을 원하는 회원국과
of WTO Membership”(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3. 5)의 연구를 참고하길 바란다.
25) MFTR은 가입신청국의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서와 통계, 관련 법령 등을 제공해야 하며, WTO에서 요
구하는 양식(WT/ACC/2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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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WTO 가입 절차와 주요 단계

WTO 가입신청
무역제도에 관한 보고서(MFTR) 제출

가입 작업반(Working Party) 설치
무역제도에 관한 보고서(MFTR) 심사

가입 작업반 다자협상

WTO 회원국과의 양자협상

․ 가입 조건 논의

․ 상품 및 서비스 양허표 작성

․ 가입의정서 검토

․ 비관세조치 철폐 등 교섭

WTO 가입 작업반 보고
․ 가입의정서, 작업반 보고서
․ 통합 양허표(시장개방 일정) 작성

WTO 가입의정서 채택
(WTO 일반이사회 또는 각료회의)

신청국의 국내 비준 후

WTO 회원국에 의한

의정서 승인 및 서명

의정서 동의(2/3 이상)

WTO 가입 효력 발생
(의정서 승인 후 30일)
자료: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2008), 「WTO의 가입절차」(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3. 25)를 참고하여 저자 수정.

양자협상을 진행한다.26) 양자ㆍ다자협상이 완료되면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작
성된 통합양허계획표를 WTO 사무국에 제출한다.27) 최종적으로 작업반 보고
서(Working Party Report),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통합 양허안을 일반이사
26) WTO 협상을 지연하는 주요한 요인은 가입신청국과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협상 과정이다. 그러나 양자
협상과 관련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정보(협상 분야, 타결 일자 등)를 제외하고는 비공개원칙이 적용된다.
27) 통합양허표는 시장접근일정(market access schedule)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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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또는 각료회의에 제출한다. 회원국의 2/3 이상이 이에 찬성하면 가입신청국
의 서명과 당국 내 비준을 진행한다. 일련의 절차가 마무리되고 가입의정서 등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해당 국가는 30일 후에 공식적으로 WTO 회원국이 된다.
WTO 가입은 결국 가입신청국과 기존 WTO 회원국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
되는 산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WTO 가입 과정이 상
이해진다.28) 기본적인 WTO 가입 절차는 WTO 가입협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입신청 당시 당사국의 경제 조건, 가입 과정에서의 협
상능력, 대내외 정치외교적인 환경이 가입 과정을 좌우한다. 특히 기존의 WTO
회원국과 일일이 양자협상을 거쳐 양허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 때문에 다자협상과 양자협상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통상 10여
년이 소요된다. 실제로 WTO 설립 이후 가입국들의 협상기간의 평균은 10.5년
이었다. 현재 WTO 회원국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20년에 이르는 기간을 WTO
가입의정서를 완성하는 데 소요하였다.29)
한편 WTO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체
제전환을 위한 유예기간(transition periods)을 허용한다. 체제전환국은 대부
분 개발도상국 혹은 최빈개발도상국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예기간을 획득
하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지위가 인정되
면 해당 국가는 농업, 기술장벽, 무역 관련 투자, 수입규제, 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WTO 회원국에 주어지는 의무 규정 전반에 걸쳐 의무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
또는 완화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30) 또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
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 System of Preferences)의 대상이 될 수
있다. WTO 무역개발위원회(CTD: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28) 이 때문에 Lanoszka(2001)는 Article XII가 WTO 회원국과 가입신청국의 합의 조건에 대해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29) WTO 가입협상에 키르기스스탄은 2년, 세이셸 공화국은 20년이 걸렸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WTO에 133번째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당시 시장경제체제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
지고 있었다. 세이셸 공화국은 동아프리카 국가이며 WTO 161번째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30) WTO 관련 문서에서는 이를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라고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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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우대조항의 이행사항 점검과 해당 국가에 대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및 무역양허 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요한 것은 WTO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
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입신청국은 자기선택(self-selection)
원칙에 따라 개발도상국 또는 선진국으로 선언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으로 인
정된다고 하더라도 분야별로 구체적인 특혜 내용은 WTO 가입협상 과정에서
각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즉, 각국의 협상능력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특혜 내용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최빈국 지위 획득
여부에 대해서는 UN 목록을 기반으로 평가함으로써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
시한다.31)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대상국인 라오스는 최빈개발도상
국으로 인정받았으며, 중국ㆍ러시아ㆍ베트남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일부 분야
에서 인정받아 WTO 가입 시 체제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제한적으로나마 제
공받았다.
한편 WTO 가입협정문에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WTO 가입협상 과정
에서 신청국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이
루어진다. 만약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될 경우 WTO 회원국은 가입신청국에
게 MFN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유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비시장경제지위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협상
과정뿐만이 아니라 가입 이후에도 반덤핑 및 국가의 시장개입 여부에 대한
WTO 제소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에
서 주요한 쟁점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31) 2018년 현재 47개국이 UN으로부터 최빈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UN에서는 1인당 GDP, 휴먼지수(영
양, 보건, 교육, 문맹률 등), 경제지수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를 최빈국으로 지정하며, 최빈국
으로 인정되면 UN에서도 개발재원, 다자통상시스템 협력, 기술협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
용은 http://unctad.org/en/Pages/ALDC/Least%20Developed%20Countries/LDCs.aspx(검
색일: 2018. 3. 6)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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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과정
WTO 가입 과정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다자ㆍ양자협상 절차는 대내경제 개
혁과 대외관계를 함께 정상화해야 하는 체제전환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다. 사실 WTO의 전신인 GATT의 기존 회원국은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대
부분 자동적으로 WTO 회원국 자격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WTO 체제 출범 이
후 가입신청국은 다자ㆍ양자협상 절차를 통해 회원국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
어야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가입 장벽이 높아졌다. [표 3-1]에 따르면 WTO
가입신청 후 가입이 완료되기까지 중국은 15년, 러시아는 19년, 베트남은 12년,
라오스는 16년이 소요되었다.
중국은 1948년까지 GATT의 회원국이었다. 그러나 1949년 공산혁명 이후
타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국의 GATT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회원국 자격이
박탈되었다. 1986년 중국이 GATT 회원국 자격 회복을 신청함에 따라 1987년
3월 GATT 가입 작업반이 설치되기도 하였으나, 천안문사태(1989년) 등으로
인해 GATT 체제로의 복귀가 무산되었다. 이후 1995년 12월 중국이 WTO 가
입을 재신청한 후 협상 추진 15년 만인 2001년에서야 가입이 승인되었다.

표 3-1. 각국의 WTO 가입 타임라인

구분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날짜

기간/횟수

날짜

기간/횟수

날짜

기간/횟수

날짜

기간/횟수

가입
신청

’86. 7. 10

-

’93. 6. 4

-

’95. 4. 1

-

’97. 7. 16

-

작업반
설치

’87. 3. 4
’95. 12. 7

-

’93. 7. 14

-

’95. 1. 31

-

’98. 2. 19

-

MFTR
제출

’87. 2. 18

-

’94. 3. 1

’96. 9. 24

-

작업반
회의

’96~’00

총18회

’94~’08
(14년)

총31회

’98~’06

총14회

’04~’12

총10회

다자
협상

’87~’00

13년

’96~’02

14년

’98~’06

6년

’01~’12

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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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구분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날짜

기간/횟수

날짜

기간/횟수

날짜

기간/횟수

날짜

기간/횟수

양자
협상

’96~’01

(5년,
37개국)

’98~’11

(19년,
58개국)

’02~’06

(5년,
26개국)

’06~’12

(7년,
9개국)

가입
승인

’01. 12. 11
(143번째)

총15년

’12. 8. 22
(156번째)

총19년

’07. 1. 11
(150번째)

총12년

’13. 2. 2
(158번째)

총16년

자료: https://www.wto.org(검색일: 2018. 3. 2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러시아의 경우 소비에트연합 시절인 1986년에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GATT에 옵서버 지위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소련의 경제체제가 GATT의 기
본원칙과 위배된다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의 의견 개진으로 거부당했다.
1990년 러시아는 GATT의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후 바로 GATT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1991년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가입의 주체가 사라져버렸다. 이후
러시아는 1992년 IMF와 World Bank에 가입한 후 1993년 WTO에 가입신청
서를 제출하였고 당해연도에 러시아를 위한 GATT 가입 작업반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GATT 회원국이 WTO 회원국 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은 것과 달리 러시아는 가입협상 추진 약 20년 만에서야 회원국이 될 수 있
었다. 러시아는 서비스협상(GATS)이 시작되는 1998년을 넘기면 WTO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을 예상하고 GATS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WTO 가입을
완료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의도를 기존 회원국이 간파하면서 러시아의 협상력
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특히 1998년 금융위기와 2000년대 중반 국내 정치의
불안한 상황으로 인해 러시아 정부가 가입협상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러시아의
WTO 가입협상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푸틴
대통령이 국민 생활 수준 향상, 사회적 불평등 해소,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WTO 가입을 상정하고 WTO 가입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다시 추진동력을 얻어 결국 2012년 8월 러시아는 WTO의
156번째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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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1995년 미국과의 수교와 동시에 공식적인 가입 활동을 시작하였
으며, 총 11년의 준비기간을 소요한 후 2006년에서야 WTO에 가입하였다. 마
지막으로 라오스는 1997년 WTO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입 작업
반이 1998년에 설립되었으나 2004년에서야 제1차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
다. 이처럼 협상이 지연된 것은 무역제도에 관한 보고서(MFTR)가 2001년에
서야 제출된 것에서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가입지연 요인: 주요 쟁점과 이슈
WTO 가입 과정은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가입지연의 주요 원인은 결국 다
자ㆍ양자협상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자협상 과정에서는
전반적인 WTO 규정과의 합치 여부가 주로 논의되지만, 양자협상 과정에서는
각국의 정치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협상의
타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32) 본 절에서는 다자협상과 양자협상의 이슈를 구
분하지 않고 주요 쟁점과 이슈별로 구분하여 WTO 가입협상 장기화의 주요 요
인을 살펴본다. 먼저 각국의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 원문을 토대로 WTO
가입협상 과정에서 불거졌던 쟁점과 이슈 등을 살펴보았다. 양자협상에 대한
원문 자료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 이외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
에 각국의 정부 발표 자료 또는 당시 언론동향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협상이 장기화되었던 주요 요인은 ① 신규 회
원국에 대한 기존 회원국의 견제 ② 개발도상국 지위 인정 여부 ③ WTO 협정
과 대내 경제ㆍ무역정책 합치 여부 논쟁 ④ 비시장경제지위와 무역정상화 관련
이슈 ⑤ 정치적 요인 ⑥ 협상 전문가 부족 등으로 종합해볼 수 있다.

32) 중국은 37개국, 러시아는 58개국, 베트남은 28개국, 라오스는 9개국과 양자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
인다. 각국의 양자협상 대상국은 WTO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각종 온라인ㆍ
문헌자료에 따라 국가 수가 다소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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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회원국에 대한 기존 회원국의 견제
상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GATT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WTO 체제 가입에
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 절차와 협상의 범주이다. WTO 가입을 위해서는
WTO 가입 규정에 따라 지루한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며,33) 협상의 범주도 상
품무역 개방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시장까지 확대되었다. 이 때문에 WTO
체제 출범 이후 WTO 가입 과정은 필연적으로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특히 기존 GATT/WTO 회원국은 체제전환국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모델을 추구하는 것에 따른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가입신청국에 과도한 개혁개방 계획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방에
대한 요구는 사실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미 가입 과정에서 뼈를 깎는 고통
을 겪은 국가들이 차기 WTO 가입신청국의 작업반이 되어 협상의 반대편 테이
블에 앉기 때문이다. 자국이 개방한 만큼 신흥시장을 개방시켜야 더 많은 이익
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WTO 가입협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혹한 과정
이 될 수밖에 없다.
WTO 가입 작업반은 가입신청국이 제출한 신청서와 무역제도에 관한 양해
각서(MFTR)34)를 바탕으로 WTO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
를 진행한다. 가입신청국은 무역제도에 대한 보고서 이외에도 다자ㆍ양자간 협
상 시 작업반 참가국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주요 경제 통계, 구체적인 법률, 법안 개정 계획(일정), 국영기
업 목록, 국영기업 개혁 일정, 수수료 내역, 요청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홈페이
지나 공식문서 접근 경로 등의 아주 세세한 자료가 포함된다.
WTO 가입협상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은 협상 과정에서 회원국으로부터

33) 조용성(2010)은 중국의 WTO 가입협상에 대해 “중국 대표들의 머리가 흑발에서 백발로 바뀌었을 만
큼 협상 과정은 고달프고 치열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WTO 가입을 위해서는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
쳐야 한다.
34) 무역제도에 대한 보고서의 자세한 양식은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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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개가 넘는 질문을, 라오스는 1,030개가 넘는 질문을 받았다. 라오스는
WTO 규정에 반하는 경제법ㆍ제도를 개정하기 위하여 90개 이상의 무역 관련
법안을 검토ㆍ개정하고, 26개 법률 및 18개 법령을 개정하였다.35) 특히 라오
스의 경우, 마지막 양자협상 대상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협상 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관세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동시에 라오스의 고위급 외교관이 협
상에 개입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이례적인 조치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었다.36)
러시아의 경우에도 다자협상 과정에서 농업 수출 보조금 폐지를 요구받았는데,
사실 EU의 15개 회원국도 농산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기존
회원국의 과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37) 베트남 역시 미국과의 양자협상 과정
에서 과도한 개방을 요구받았다. 미국은 베트남에 농산물 관세를 17% 수준까
지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태국에서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24%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다소 과도한 개방 요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38)

2) 개발도상국 지위(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인정 여부
WTO 가입을 위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인정 여부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 WTO 가입 시
요구되는 의무 조건이 완화되고, 의무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하는 경우 상품수출 시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오스는 WTO 가입 신청 당시 UN이 지정하는 최빈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
에 WTO 협정에 근거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최빈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35) KOTRA, 산업통상자원부(2017).
36) ICTSD(2012), “Laos Approaches Final Stages of WTO Accession Process”(온라인 자료, 검색
일: 2018. 3. 6).
37) 이봉준(2002. 1.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2. 24).
38) 베트남 하노이ㆍ라오스 비엔티안 현지조사(2018. 3. 7 ~ 2018.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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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은 ‘경제 규모와 개혁 측면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 것은 사실
이나 현저히 낮은 1인당 GDP를 근거로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
다’며 WTO 협정이 개발도상국 회원국에 부여하는 모든 차등적이고 유리한 대
우를 중국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EU, 일본 등
WTO 회원국은 중국의 총 GDP 규모ㆍ경제성장률ㆍ세계시장점유율 등을 근
거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인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39) 특히 서
방국가들이 보조금협정과 관련하여 중국에,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특혜를 인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협상이 장기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농
산물 보조금 비율을 개발도상국 수준인 10%로 적용할 것인가 혹은 선진국 수
준인 5%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마지막까지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 되
었다.40) 중국은 1999년 11월 베이징 합의를 통해 농산물, 비관세장벽, 보조
금, 상계관세, TPRM 등의 의무 이행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유예기
간을 획득할 수 있었다. 중국은 상품무역 관세 인하에 대해 대체로 5년 이내의
비교적 단기적인 유예기간을 인정받으며, 6년 이상의 이행기간이 허용된 것은
40개 품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41)
베트남 역시 낮은 국민소득과 부채가 많은 개발도상국임을 강조하면서
WTO 회원국이 베트남의 회원국 자격 조건의 정교화에 동조와 유연성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42) 그 결과 베트남은 서비스 분야 개방에서 7년
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다.
한편 라오스는 내륙국가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회원국이 이를 최대한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43) 라오스는 UN의
최빈국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자동적으로 최빈개발도상국의 지위를
39) 중국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2001, WT/ACC/CHN/49 제9항).
40) 이장규(2001), p. 1.
41) 정인교(2001), p. 3.
42) 베트남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2006, WT/ACC/VNM/48 제6항).
43) 라오스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2012, WT/ACC/LAO/45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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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았다. 라오스가 융통성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한 분야는 교역권,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무역장벽, 무역 관련 투자 조치, 산업 보조금, 농산물 수출 보
조금, 투명성 및 지식재산권 등이었다. 라오스 역시 서비스 분야 개방에서 7년
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으며, 개방 후에도 외국인투자 지분을 49%로 제한하기
로 하였다. 다만 라오스가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환경ㆍ병원ㆍ배송ㆍ세무 분
야 등은 가입 즉시 전면 개방하기로 하였다.

3) WTO 협정과 대내 경제ㆍ무역정책의 합치 여부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을 위한 다자 및 양자협상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
는 이슈는 ① 내국민대우: 수출입ㆍ법인 세법 개정, 이중가격 및 가격통제 폐
지, 수출입권한 자동부여, 각종 보조금 폐지 등 ② 국영기업 개혁 문제 ③ 통관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④ 무역왜곡 여부: 관세율 할당제(TRQ: Tariff
Rate Quota) ⑤ 지식재산권(IPR) 보호 문제 등이 있다.

가) 내국민대우: 수출입ㆍ법인 세법 개정, 이중가격 및 가격통제 폐지, 수출입권한
자동 부여, 각종 보조금 폐지 등
WTO 가입협상 과정에서 기존 회원국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시장접근
성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내국민대우 여부이다. 시장이 아무리 개방되어도 자
국 기업이 해당 국가의 국내 기업과 달리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경쟁력이 떨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작업반 회원국은 주요 체제전환국 WTO
가입 과정에서 수출입ㆍ법인 세법 개정, 이중가격 및 가격통제 폐지, 수출입권
한 자동 부여 등의 이슈 등을 중심으로 WTO 규정에 부합하는 내국민대우를
요청하였다.
세법 개정 문제는 베트남의 WTO 가입협상 과정에서 주요하게 대두하였다.
작업반 회원국은 베트남 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소득세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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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자원 및 환경 보호, 고부가가치 가공제품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수출
세, 담배ㆍ주류 등 지정품목에 대한 수입세 등의 개정을 요구하였다.44) 국내
상품과 수출품 간의 차별대우(이중가격) 문제는 특히 러시아와 EU의 양자협상
에서 주요 논쟁 이슈가 되었다. 러시아의 국내 가스 도매가격과 대EU 수출가격
이 15배가량 차이를 보임에 따라 EU는 러시아 기업들이 사실상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45) 이에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까지 WTO가 요구하는
조건이 국내정책에 반하며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을 일치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협상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국내 천연가스 요금
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동의함에 따라 양자협상이 타결되었다.46) 중국
역시 농업협정에서 예외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격통제를 철폐할 것을
요청받았다. 또한 상품가격 책정의 상세한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받았다.47)
베트남 역시 가격통제의 구체적인 대상과 구체적인 철회 계획 등을 제출할 것
을 요구받았다.
중국의 WTO 가입 초기에는 수출입 권한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
하였다. 기존 회원국은 중국이 일부 중국 기업(3만 5,000명)에만 수출입 권한
을 제공하는 것이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중국은 무역 권
한의 심사 및 승인 시스템을 WTO 가입 후 3년 안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
다.48) 베트남 역시 외국인투자 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동일한 수출입 권한을 갖
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라오스의 경우 「수출입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라오스에서 무역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라오스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차별조항에 대해 지적받았으며, 결국 라오스는 2011년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였다.
44) 베트남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2006, WT/ACC/VNM/48 제17항, 제189항, 197항, 259항 등).
45) 미국, 캐나다 역시 수출가보다 현저히 낮은 러시아의 국내 에너지 가격이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내 가격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46) 한국수출입은행(2004), p. 74.
47) 중국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2001, WT/ACC/CHN/49 제43~49항).
48) 중국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WT/ACC/CHN/49 제80~8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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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차별대우과 관련한 지적 사항으로 국가
및 공공 부문이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과 가용성 문제, 현장검사 절차
및 제품 시험 인증과 관련한 문제 등이 있었다.49)
보조금 철폐에 대한 논의는 주로 농업과 섬유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러시아 사례에 따르면, 기존 WTO 회원국이 러시아가 농업 분야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철폐 혹은 대폭인하를 요구하였는데, 러시아 정부가 열악한 국내 농업
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WTO
가입협상이 지연되었다. 러시아는 2012년까지 농업 보조금 상한금액을 90억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
가 이를 반대하였다. 결국 러시아가 2017년까지 해당 보조금을 연간 44억 달
러 수준으로 점차 축소해나갈 것을 약속하고 나서야 이 주제와 관련된 협상이
타결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EU와의 양자협상에서도 에너지 및 전기 관련 보조
금 및 저가격 정책 등을 개혁할 것을 요구받았다.
베트남의 경우 보조금 및 상계 조치(SCM) 협약에 따라 수출 보조금을 유지
할 자격이 있는 저소득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일부 WTO 회
원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들은 베트남의 낮은 1인당 GDP(1,000 미국 달
러 미만)를 근거로 보조금 및 상계 조치 협정의 부속서 VII에 베트남이 포함된
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회원국은 관련 협정이 부속서에 언급된 개발
도상국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이를 자체적으로 지명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고 주장하였다.50)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WTO 가입이 완료되는 즉시 의
류와 섬유산업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
다. 한편 농산품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수출 보조금을 철폐하는
대신 농산물 생산수익의 10%에 해당하는 재원을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
원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베트남의 연간 농산물 생산 수
49) 중국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WT/ACC/CHN/49 50~49항).
50) 베트남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2006, WT/ACC/VNM/48 제28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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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규모 11억 달러의 10%인 약 1억 1,000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었다.51)
라오스의 경우 최빈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농업보조금을 사용할 권
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WTO 회원국이 동의하였다. 덕분에 라오스는 농
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당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장려받았다. 다만 수출
및 수입품에 대한 모든 보조금의 상세 내역과 이들 보조금의 철폐시기가 명시
된 실무 계획을 작업반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52)

나) 국영기업 개혁 문제
국영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 여부 역시 WTO 가입협상에
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이다. 이는 추후에 논의하겠지만 미국과 EU가 체
제전환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
준이기도 하다.
베트남의 WTO 가입협상에서 기존 WTO 회원국은 향후 국영기업에 주는
혜택을 어떻게 철회할 것인지, 구조조정 및 파산법의 적용 여부, 국영기업의 민
영화 계획(세부 일정과 세부 사항), 관련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 일자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존 회원국은 중국의 WTO 가입협상에서도 기업의 결정 및
활동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및 지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회원국은 중국
의 국영기업이 시장원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특히 국영기업 운
영의 투명성, 국영기업의 구매ㆍ판매 수량 결정ㆍ기업의 가치 또는 원산지 설
정 등의 문제에 있어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영기업
에 대한 관세 감면 및 면제 혜택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라오스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러시아의 경우에는 국영기업 중에서
도 특히 가스 회사인 가즈프롬(Gazprom)의 과도한 에너지 수출 독과점 문제
가 2010년 이후까지도 WTO 가입협상의 쟁점으로 남아 있었다.
51) 베트남 하노이 KOTRA 무역관 임현진 과장 인터뷰(2018. 3. 7, 베트남 하노이).
52) 라오스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WT/ACC/LAO/45 제10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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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관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ㆍ복잡한 인증 절차
통관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의 부정부패 및 법조항의 자의적 해석 등의 문제
역시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협상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기존의 WTO 회원국은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협상에서 일관성 없고, 불투
명한 통관제도 및 세관 수수료 등의 문제가 무역확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
적하였다.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일관적인 태도
와 법률 및 규범의 적용 문제 등이 불투명한 통관제도의 사례로 지적되었다.53)
또한 기존 회원국은 중국의 복잡한 인증 절차가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부담
으로 작용한다며 인증 절차 간소화 및 국산품 및 수입품의 검사 기관 단일화를
요구하였다.54) 일부 회원국은 다른 제한적인 기관에서 수행한 적합성 평가 결
과만을 승인하는 중국의 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중국은 기술
규제, 표준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의 기초가 되는 공식/비공식적인 모든 기준
을 공식 채널에 게시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관련 기관을 통폐합
하고, 중복되는 적합성 평가 및 절차, 그리고 수입품에만 요구하는 평가 절차도
폐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베트남의 WTO 협상 과정에서도 관세청의 재량에 따라 베트남 관세 납부 절
차가 복잡하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베트남의 높은
수수료와 관세는 밀수입을 증가시켜 공식 채널을 통한 무역이 불리한 교역 조
건을 갖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실제로 베트남 내에서 항만서비스와 같은
기본 인프라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았는데, 베트남은 결국
2003년에서 2004년 12월까지 해상 수수료 및 요금을 30~50% 이상 감소시켰
다. 한편 러시아의 EU와의 양자협상 과정에서도 철도화물 통과 수수료 문제가
협상의 쟁점이 된 바 있다.

53) 중국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WT/ACC/CHN/49 66~75항).
54) 중국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WT/ACC/CHN/49 66~7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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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역왜곡 여부: 관세율 할당제
관세율 할당이란 일종의 이중관세 조치로서 일정 수준의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쿼터를 초과하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
다. 이는 수입물량으로부터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비관세 조치
이다.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 쿼터를 금지하였다.
따라서 기존 회원국은 체제전환국 내에서 유지되고 있던 관세율 할당제를 폐지
할 것을 요청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협상 시 기존 회원국은 중국의 관세율
할당제를 ‘간단하고 투명하고, 시의적절하고 예측가능하며, 획일적이고 차별
없는 비무역제한적 방식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하였다.55) 이에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다수의 제품에 대한 관세율 할당제를 폐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러시
아 역시 육류에 대한 관세율 할당제 시행으로 인해 미국, EU, 브라질 등 10개
국과 대립하였다. 러시아는 WTO 가입 이후에도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 쿼터
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회원국은 이를 WTO 규정과 시장경제체제에 부
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베트남 역시 쌀과 담배와 관련한 관세율 쿼터 폐
지를 요구받았다.56)
무역왜곡과 관련해서는 관세율 할당제 이외에도 최소 수입가격 문제, 외환
균형제도, 수출입 허가제, 수출 관세제도 등의 이슈가 협상의 대상이 되었다.

마) 지식재산권(IPR) 보호 문제
기존 WTO 회원국은 체제전환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불만을 제
기하며 관련 법ㆍ규정 개정,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요
청하였다. 이는 비단 체제전환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저개발도상국
이 겪는 문제이기도 한데,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경우 국가가 중앙에서 모든
정보와 영상기록물 등을 통제해왔다는 측면에서 더욱 개선이 어려운 측면이 있
55) 중국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WT/ACC/CHN/49 115항).
56) 라오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라오스에는 관세율 쿼터제도에 대한 논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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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ASEAN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취
약한 수준이라고 평가되었는데,57) 베트남은 2005년까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조차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양자협상에서
베트남의 일관성 없고 불투명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
으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오스
역시 베트남과 같이 지식재산권 관련 법안 마련이 미흡하였는데, WTO 가입
승인에 임박한 2011년에서야 「지식재산법」을 개정하였다.
지식재산권의 문제는 단순히 법제도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시행과
사회적인 인식 변화,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의 문제이다.58) 따라서 법 개정 및 개
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국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으며,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에서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4) 비시장경제지위와 무역정상화 관련 이슈(NTR, PNTR 지위)
WTO 가입승인은 규정상 회원국의 2/3가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는 가입승인을 받기 전에 양자협상 신청국과 최혜국대우 등에 대한 합의를 도
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59) 따라서 양자협상 과정이 WTO 가입
의 가장 주요한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미국과 EU와의 양자협상
타결 여부가 WTO 가입승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는 양자협상 과정에서 WTO 가입신청국에 ‘시장경제지위’와 ‘정
상무역관계(NTR) 혹은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의 부여 여부를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한다(그림 3-2 참고).60) 미국은 정상무역관계 혹은 항구적 정
57) 안혜미, 채경호(2006), p. 9.
58) 문주조(2001), p. 58.
59) WTO의 의사결정 방식에 따르면 상품ㆍ서비스ㆍ지적재산권협정에서 최혜국대우와 일반원칙조항의
개정, 과도기간 중 회원국이 이행하지 못한 의무면제 결정 등은 총의(consensus, 구성원 전체의 공통
된 의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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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역관계 여부에 따라 최혜국대우를 부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왔다. 따
라서 미국으로부터 PNTR 지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WTO 가입이 불가능하
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WTO 가입은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최
혜국대우를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WTO 가입과 미국 국내법에 의한 NTR 지위 부여는 별개이
지만 실제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WTO 가입을 위해선 미국과의 양자협상
이 타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정상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정상무역관계(NTR) 또는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인정
받아야 한다.
미국은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하기 이전까지 NTR 지위 갱신 문제를 빌
미로 중국에 대해 인권ㆍ대만 문제ㆍ종교 문제ㆍ기술유출, 미국의 무역적자 문
제 등을 개선하도록 많은 압력을 행사하였다.61) 또한 베트남에 대해서도
PNTR 인정을 빌미로 인권 문제, 정치적ㆍ종교적 자유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
력을 행사하였다.62) 중국은 WTO 가입을 전제로 2000년에 이르러서야 미국
으로부터 PNTR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는 각각 2012년,
2006년, 2004년에 PNTR 지위를 획득하였다.63) [표 3-2]를 보면 라오스를
제외한 3개국 모두 WTO 가입승인에 임박해서야 미국과의 무역정상국가 지위
를 획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이들 국가와의 양자협상 과정에서
60) NTR, PNTR은 국제통상용어는 아니며 미국 의회에서 쓰이는 법률 명칭이다.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들
과의 정상무역 관계를 보류하기 위하여 Jackson-Vanik Amendament를 활용해왔다. 이는 공산국
가에 최혜국대우 지위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공산국가는 미국과의 무역정상화를 통해 NTR 지위를 획
득하더라도 이 지위를 연장하기 위해 매년 미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했다. NTR 지위를 갱신하지 못하
면 「스무트-호틀리 관세법」에 따라 미국의 일반 관세율보다 훨씬 높은 50%의 고관세를 물어야 하고,
일부 품목은 심지어 100%에 해당하는 관세를 물어야 했다. 이러한 심사는 PNTR 지위를 획득하면 면
제받을 수 있다.
61) 전재욱(2000), p. 96.
62) 김주명(2006. 5.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3. 20).
63) 2017년 현재 미국은 쿠바와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정상무역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
외무역 정상화와 WTO 가입 과정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정상무역국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250/~/countries-ineligible
-for-ntr-%2F-mfn-duty-rates(검색일: 2018.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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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지위 및 정상무역국 지위 획득 여부
국가명
중 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시장경제지위
X
가입 후 유예기간 15년
O
(2002년, 미국, EU)
X
2018년까지 유보
X

대미정상무역국

대미항구적 정상무역국

WTO

(NTR)

(PNTR)

가입 승인

O (1980)

O (2000. 9)

2001

O (2002)

O (2012. 12)

2012

O (1998)

O (2006. 11)

2007

O (2004)

O (2004. 12)

2013

주: 라오스의 시장경제지위 획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려움.
자료: 저자 작성.

정상무역국 지위 부여 여부를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은 [그림 3-2]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근거로 체제
전환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를 판단한다. ‘미국과의 항구적 정
상무역관계 회복’은 WTO 가입의 필요조건으로서 WTO 가입과 함께 그 이슈
가 사라진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시장경제국 지위’는 비단 WTO 가입 과정뿐만
아니라 가입 이후, 심지어는 현재까지도 이들 국가의 대외무역에 영향을 미치
는 사안으로 작용한다.64)

64) GATT/WTO 가입협정은 차별금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체제전환국을 명시적으로 차별하
지 않는다. 심지어 WTO 관련 규정에서는 “체제전환국(Transition Economies)”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 않는다. 다만 반덤핑 규정에서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
에 WTO 가입 여부로 시장경제지위를 가졌다거나, 비시장경제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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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시장경제지위 및 무역정상화 관련 지위/제도와 교역조건

무역정상화와 관련 지위/제도

지위에 따른 교역 조건 변화

정상무역관계
NTR(Normal Trade Relation)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최혜국대우 여부
MFN(Most-Favored Nation)

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일반특혜관세제도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특혜관세(duty-free)
혜택 여부

개발도상국/최빈개발도상국

시장경제국지위
Market Economy vs NME

미국의 판단기준

반덤핑 분쟁 시
정상가격 산정 문제

EU의 판단기준

1. 외화 환전 가능 여부

1.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가 간섭 배제

2. 임금의 노사간 자유교섭 가능 여부

2. 민영화 및 시장경제 왜곡 금지

3. 자유로운 외국인투자 허용 여부

3. 국제표준에 따른 투명한 회계제도

4. 생산수단의 정부 소유 또는 통제 여부

4. 파산법, 지식재산권 및 회사법 적용

5. 자원배분, 가격, 기업생산 정부 통제 여부

5. 독립된 금융시스템의 존재

자료: 저자 작성.

WTO 회원국은 비시장경제로 분류된 국가에 대하여 MFN 지위를 일시적으
로 유보하거나, 혹은 한시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시적 세이프가
드 조치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WTO 가입 당시 발효된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있다(표 3-3 참고). WTO 체제에서 시장경제지위 획득 여부는 해당국
경제가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하였느냐의 문제보다는, 해당국이 반덤핑으로 제
소당할 경우 해당국의 상품 수출가격이 시장경제원리를 기반으로 한 정상가격
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국가가 반덤핑으로 제소당
할 경우 조사 대상 상품의 수출가격과 해당 상품의 정상가격을 비교하여 덤핑
율을 산정하는데, 비시장경제 국가의 국내 시장가격은 정상가격으로 인정되지

56 •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않으므로 해당하는 비시장경제국과 유사한 대체국가의 상품가격을 정상가격
으로 책정한다.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대체국가의 상품가격이 해당 비시장
경제 국가의 상품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해당국은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
과받게 되고 이에 따라 교역 조건이 현저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표 3-3. WTO 가입 과정에서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제도
특별세이프가드 제도(Special Transitional Safeguard Mechanism)는 중국의 WTO 가입협
상에서 승인된 예외적인 긴급수입제한 조치이다. 이와 같은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가 도입된 배경
에는 비시장경제국인 중국 내에서 통용되는 시장가격은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가격이 책정된 중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면 해당국의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데에 기존 WTO 회원국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대중국 특별세이
프가드 제도의 운영은 한시적인 조치로서 2013년 12월 10월까지 운영되도록 규정하였다.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와 일반적인 WTO 규정에서의 세이프가드의 차이점은 [표 3-4]와 같다.
일반세이프가드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쳐야만 발동되는 반면 특별세이프가드는 수입 증
가에 따른 시장교란 현상만으로도 발동할 수 있어 발동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는 ‘실질적(material)인 피해’로 규정하고 절대적인 수입물량과 무관하게
시장점유율에 근거한 ‘상대적’ 수입 증가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도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점은
WTO 회원국이 중국 상품에 대하여 특별세이프가드를 남용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자료: 저자 작성.

표 3-4.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와 일반세이프가드의 비교
구분
대상국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일반세이프가드

중국

WTO 회원국 전체

적용 조건

수입 증가, 시장교란, 인과관계, 무역전환

수입 증가, 심각한 피해, 인과관계, 무역전
환 개념 없음

피해 개념

material injury(실질적 피해)

serious injury(심각한 피해)

조사 시
검토할
객관적 요소

관련 상품의 절대적, 상대적 수입증가량
수입량, 수입이 동종 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및 증가율, 수입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 판
영향,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고용 등의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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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구분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일반세이프가드

협의 절차

협상 청구 접수 후 30일 내 개시, 90일 내
기간 규정 없음
합의 완료

잠정 조치

200일/조치 수단 언급하지 않았음

200일/관세 인상

최종 조치

중국의 자율 수량 제한

양허 철회, 수량 제한, 구조조정

최종 조치
적용기간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치유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으로 4년(8년까지 연장 가능)
기간(연장 가능)

수출국의
대응조치
(보복조치)

절대적 수입 증가에 의한 경우: 3년간 보
복 금지
절대적 수입 증가에 의한 경우: 3년간 보
상대적 수입 증가에 의한 경우:
복 금지
2년간 보복 금지

적용기간

가입발효일로부터 12년

없음

자료: 장려나(2007), p. 27.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는 체제전환국들이 교역 상대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과 교역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65) 외형적으로 비시장경제국 지위는 체제전
환국의 안정적인 체제전환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체제전환국
입장에서 보면 수출주도 성장을 제지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시장경제지위 판단 기준과 관련 규정은 그 적용 범위와 대상이 명
확하지 않아 기준 충족 여부보다는 양국간 정치적 관계가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미국이 시장경제라고 인
정하는 국가 중에서도 주요 상품의 가격 변동이나 거래에 정부가 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지위 부여 기준에 위배되는 정책이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관련 잣대를 비시장경제지위국에만 엄격하게 적용함으로
써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66) 이는 러시아가 2002년 미

65) Cattaneo and Braga(2009), p. 11.
66) 권율 외(2008),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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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부터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한 데 반해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는 WTO
가입 당시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정치적 요인: 러시아 사례
러시아의 경우 정치적 요인이 WTO 가입협상을 지연하기도 하였다. 러시아
는 WTO 가입 협상 초기에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함께 3국 관세동맹을 체
결하고 관세동맹 자격으로 WTO에 가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3개국의 경제
수준과 양자협상의 진척도 및 합의 내용이 필연적으로 상이할 수밖에 없어 러
시아의 WTO 가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에 비해 벨라
루스의 WTO 가입협상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늦어 결국 러시아는 독자적인 WTO
가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조지아 간 양자협상 타결 여부 역시 러시아가 WTO
가입의 최종승인을 받는 것을 지연시켰다. 러시아와 조지아는 2004년 양자협
상을 타결하였으나, 이후 조지아가 러시아가 접경지역에서의 세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WTO 가입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양자협상 타결을 철
회하였기 때문이다. 조지아는 국경지역 세관에서의 통관검역 과정에서 불이익
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러시아가 이를 WTO와 별개 문제로 다루고자
함에 따라 협상이 고착화되었다. 결국 2011년 스위스 정부의 도움으로 러시아
와 조지아 간의 양자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러시아는 2012년 WTO 가입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6) 협상 전문가의 부족
베트남과 라오스 현지조사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WTO 가입협상이 장기화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WTO 가입협상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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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국으
로서 법적ㆍ제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경제적으로도 후발개발도상국
이었기 때문에 기존 회원국에 비해 제반 여건이 취약하였고 경험과 학습, 그리
고 대외관계에서의 협상력이 부족하였다.67) 예컨대 라오스의 경우 WTO 가입
신청서 제출(1997) 이후, 자국의 무역 제도와 통계를 정리하여 공식 협상문건
(무역제도에 대한 보고서 제출, 2001)을 만들기까지만도 4년여의 시간을 소요
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러시아 역시 WTO 가입에 대한 국내 정치적 갈등 및
이해당사자의 반대, 국내 전문조직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협상 초기 진전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68)
이러한 전문인력의 부족은 WTO 가입협상 과정에서 체제전환국 혹은 개발
도상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편익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이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교역 조건 개선 기회를 제한하였는데 중국의 사례가 그
에 해당한다. 중국은 WTO 가입 초기 무역분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았는
데, 이는 국제적인 소송을 치를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69)

3. WTO 가입에 대한 평가와 이슈
이 절에서는 WTO 가입에 대한 평가와 이슈를 살펴본다. 먼저 현지조사에
근거하여 베트남과 라오스 현지 전문가들이 자국의 WTO 가입을 어떻게 평가
하는를 서술한다. 그다음 앞에서 살펴본 시장경제지위가 WTO 가입 이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67) 이요한(2013), p. 311.
68) 이재영 외(2007), p. 43.
69) 강문경(2013), p.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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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WTO 가입에 대한 평가: 베트남ㆍ라오스 현지조사
이 절에서는 베트남과 라오스 현지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당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본다.70) 본 연구는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WTO 가입에 따른 효과에 대
해서는 대국경제인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보다는 북한과 같이 소국경제인 베트
남과 라오스의 사례가 더 합리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이 두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베트남과 라오스 현지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비교우위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제표준에 맞는 법ㆍ제도 개선, 외자기업의 기술이전, 외국기업의 투자에 따
른 경제성장 가속화, 고용 창출, 선진 경영기법 획득, FDI로 인한 수출품목 및
수출국 다양화(Trade Diversity) 등을 WTO 가입의 장점으로 꼽았다. 전문가
들은 WTO의 경제 개혁개방 요구가 양국 경제개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71) WTO 가입 이후 경제ㆍ무역 관련 법제도가 국제규범에 맞춰
개선됨에 따라 거시경제지표 역시 개선되어 외국인투자가 확대되었다고 평가
하였다. 특히 베트남은 이러한 경제 변화를 기반으로 보다 공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에는 베트남-EU FTA도 체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라오스는 내륙국가라는 특성으로 인해 WTO 가입이
대내 경제개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아직까지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
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라오스의 대외무역이 대부분 여전히 접경국과 아
세안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해외투자자본 유치와 관련해서도 베트남과 라오스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
인다. 라오스의 경우 FDI가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나 투자자본의 다각화
실적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은 FDI의 급격한 증가로 비약
70) 연구진은 베트남 하노이와 라오스 비엔티안 현지조사를 추진하였다(2018. 3. 7 ~ 2018. 3. 11).
71) 라오스 국립대학교 부학과장 Phouphet Kyophilavong, 상업학 교수 Bounthone Soukavong, 금융
&은행학 교수 Piya Wongpit 인터뷰; CIEM 전 부원장 Vo Tri Thanh 인터뷰.

제3장 체제전환국의 무역자유화와 WTO 가입 • 61

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는 있으나 대외변수의 취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표 3-5]는 2015년 라오스의 FDI 투자 현황을 보여준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대라오스 주요 FDI 투자국은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중국→베트남→태
국의 순이며, 투자액 기준으로는 말레이시아→베트남→중국의 순이다.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Lao에 따르면 1989~2014년 국가별 대라
오스 FDI 투자는 금액과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국→태국→ 베트남
의 순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WTO 가입으로 FDI 유입이 증가하였음도 불구
하고 투자의 다각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는 라오스의
WTO 가입 이후 아직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도 있겠
지만 그보다는 내륙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라오스의 FDI 유입 현황(2015년)
(단위: 건, 미국 달러)

연번

국가

프로젝트 수

1

라오스(자국기업 또는 합작기업)

18

256,739,498

2

중국

5

88,915,884

3

베트남

3

466,057,189

4

태국

3

2,340,000

5

영국

2

4,000,000

6

말레이시아

2

430,320,000

7

홍콩

2

18,550,000

8

일본

1

275,000

9

인도네시아

1

550,000

37

1,267,747,571

합계
자료: http://www.investlaos.gov.la/(검색일: 201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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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

베트남의 경우 WTO 가입 이후 수출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전자제품
과 의류품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72) 특히 베트남이 현
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FDI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이다. 현지 전문가에 따
르면 베트남 수출의 약 73%가 외자기업에서 나오고 있으며, 무역흑자에 따른
편익의 대부분을 외자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3) 이러한 상황
은 대외변수에 의한 베트남 경제의 취약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74) 이에
따라 베트남에는 중장기적으로 FDI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WTO의 국영기업 개혁 요청 역시 베트남과 라오스에 상이한 영향을 끼
쳤다. 먼저, 베트남의 경우 국영기업 개혁 과정에서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 도태
됨에 따라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관세 수입 감소, SOE와 한계기업
퇴출, 실업자 발생으로 인해 정부재정 수입이 빠르게 줄어들었으며, 이는 인프
라투자 부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현지 전문가는 베트남의 국영기업 민영화 방식과 속도가 경제에 부담에 되
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라오스의 경우 국영기업 개혁에 대한 부담
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국영기업의 적자가 정부재정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라오스에서는 WTO 가입 이전부터 조기 민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양국 모두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확
대로 인한 과도한 비용 부담을 WTO 가입의 부정적 효과로 꼽았다. 특허 무단
사용에 따른 로열티 미지급,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 등 경제개혁의 후발주자
로서 누렸던 경제적 이득을 WTO 가입 이후에는 향유하기 어려워졌으며, 관련
비용 증가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72) 베트남 하노이 KOTRA 무역관 임현진 과장 인터뷰(2018. 3. 7).
73) 예를 들어 삼성은 베트남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74) 전 산업통상부 과장 Le Quoc Phoung 인터뷰(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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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속되는 시장경제지위 이슈
중국과 베트남은 WTO 가입 당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
라 여전히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의 무역마찰에 노출되어 있다. WTO 가입 과정
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비시장경제지위국으로 분류되어 각각 2016년, 2018년
까지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비시장경제지위국의 경우 반덤핑 제소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될 수밖
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리한 교역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는 개별
국가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인 양자외교를 펼쳤다. 그 결
과 이들 국가는 일부 국가로부터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받았다.75)
그러나 2016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등 주요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음에 따라 이를 둘
러싼 무역마찰이 지속되고 있다(표 3-6 참고). 중국은 가입 당시 시장경제지위
를 15년간 유보하기로 하였으므로 가입 15주년이 되는 2016년 중국에 시장경
제지위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미국과 EU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입증 의무는 폐지되더라도 시장경제지위 부여는 수입국의

표 3-6.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대한 중국과 미국ㆍEU의 입장
구분

중국

시장경제지위

가입 당시 시장경제지위를 15년간 유보

부여 조건에

하기로 했으므로 2016년 지위가 자동

대한 입장
근거

부여되어야 함.
2001년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미국과 EU
시장경제지위 입증 의무는 폐지되나 시
장경제지위 부여는 수입국의 재량권임.
GATT 협정문 제6조 반덤핑조항

자료: 저자 작성.
75) ①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 국가: 한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칠레, ASEAN 국가,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등.
②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국가: 미국, EU, 일본, 멕시코, 인도 등.
③ 베트남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 국가: 한국,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페루, 앙골라, 우크라이나, ASEAN 국가, 호주, 뉴질랜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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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2016년 말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태
도를 WTO 규정 위반이라고 WTO에 제소하였으며 2018년 3월 현재 그 결과
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
로도 빈번한 반덤핑 제소에 노출된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해당 이슈로
인해 미국과 EU 등의 주요국과 지속적으로 대립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측
면에서 WTO 가입 이후에도 비시장경제지위가 체제전환국의 교역 조건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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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및 북한 WTO
가입의 이슈와 쟁점

1.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
체제전환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WTO 가입은 WTO가 제시하는 일반적인 가
입 조건이나 규정보다 가입신청국과 기존 WTO 회원국과의 협상 과정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유럽과의 무역정상화, 혹은 정치경제
적인 이슈에 대한 협상 타결이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회원국이 협상 과정에서 체제전환국에 요청한 주요 개혁과제로는 ① 내
국민대우: 수출입ㆍ법인 세법 개정, 이중가격 및 가격통제 폐지, 수출입권한 자
동 부여, 각종 보조금 폐지 등 ② 국영기업 개혁 문제 ③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④ 무역왜곡 여부: 관세율 할당제(TRQ: Taraiff Rate Quota) 등 수출입 제한
규정 ⑤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이 있었으며, 이는 북한의 WTO 체제 편입과
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 대내적으로 무역을
왜곡하는 다른 제도와 규범, 관행 등이 있다면 더 많은 개혁 과제가 부여될 것
이다. 이 과정에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북한이 기초체력을 충분히 다지지 못
하거나, 개혁의 주도권을 한반도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개방의 실익이 외자기업
과 자본에 돌아가고, 중진국 소득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질 개연성
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북한은 물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인 남한에도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함
께 대비책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WTO 가입 과정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와 ‘시장경제지위’ 획득 여부가 체
제 이행의 속도와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 지위 획득을 위한 설득논리를

66 •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과 EU는 물론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를 대비해두어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당연히 북한은 개발도상국 지위와
비시장경제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북한의 WTO 가입시기, 북
한의 경제 성장과 발전 수준, 가입 당시 남북한 경제통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 문제, 러시아와 조지아의 양자협상 문제와
같이 협상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국과 사전
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경우 대외채무 등에 대한 문제
가 관련국과의 양자협상 과정에서 문제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대외
개방으로 인해 대내경제가 외국자본에 잠식되고, 이에 따라 국내 기업과 상품
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WTO 체제로의 편입은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나아
가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북한의 WTO 가입은 단순히 체제전
환국의 WTO 가입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의 원활한 경제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한다.

2.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과 북한ㆍ한반도 경제의
대외적 지위
본 장에서는 북한의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과 현재 북한의 대외적인 지위
를 논한 뒤 시나리오별로 WTO에서의 한반도 경제의 지위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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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
현시점에서 북한의 WTO 가입 문제를 논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대외적인 지위를 논의하고 관련 대책
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대외관계 정상화를 시도할 때 국제사회에서 북
한의 독립적인 지위가 당연하게 여겨질 개연성이 크다.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외교역 규모가 커지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독
립적인 지위는 더욱 공고화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양자무역협정이나 다자무역
협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나가는 경우, 관련 국가들이 이를 근거로 국제사회
에서 북한의 독자적인 지위를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여 활용할 개연성
이 있다.
둘째, 국제사회가 남북교역의 국제법상의 취약성을 빌미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경협과 WTO 규정과의 충돌 문제를 살
펴볼 수 있다. 남한은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 최
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
데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 ‘무관세 교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남북교역
의 무관세 거래는 WTO 협정상 비차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혜거래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WTO 회원국에 최혜국대우(MFN) 의무규정 위반으
로 제소될 소지가 있다.
셋째, 북한의 WTO 가입은 10년 이상의 협상기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
이며, 전략에 대한 많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비핵화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대북제재 역시 지속될 경우에는 북한의 WTO 가입이 사실상 불가
능하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면 이 과
정에서 WTO 가입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WTO 가입 없이 추진되는 수출
주도형 성장모델 혹은 외국인투자주도형 성장정책은 지속이 불가능하다. 만약
북한이 2030년 가입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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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남북한 하
나의 시장 구축,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경제권의 원활한 WTO 체제 편입을 위
해서도 관련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WTO 가입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 경제통합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먼저 북한의 경제성장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WTO
에 조기에 가입할수록 또 초기에 자국 산업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의 기반을 마련할수록 북한 경제의 발전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WTO 가입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의 최종 단계라는 측면에서 WTO 가입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WTO
가입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방식과 형태, 속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
다. 북한의 WTO 가입 논의는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어떤
식으로 인식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지금처럼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이는 제3국
이 한반도 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WTO 가입 문제는 북한지역을 독자적인 관세주권지역
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북한지역을 관
세주권지역으로 지정 여부 문제를 바로 논의할 수는 없다. 먼저 북한을 독자적
인 관세주권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부상할 수 있는 쟁점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장애요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 자의든 타의든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
하여 국제법상 독립성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 남북관계 및 한반도 경제 지위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독자적인 관세주권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의 쟁점과 파급효과, 장애요인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남북경제
통합을 남한 주도의 통합으로 예상하고 남한의 관세구역을 북한지역으로 확장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남북경제통합의 시나리오에 따라 그 양상
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남한 주도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
이 남북한 균형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 이해득실에 따라 다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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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국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살펴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남북한 경제통합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은 북한 경제는 물론 한국의 남북
한 경제통합 전략에도 많은 시사점을 갖는다. 대내적으로 WTO 가입은 무역제
도의 국제표준화, 경제 전반의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혁과 외국인투자 유치 확
대, 수출입 활성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재배치 등을 야기한다. 가입협상 과정에
서 모든 WTO 회원국과 양자협상을 타결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당사
국의 경제성장 가능성과 주변국에 대한 파급효과, 또 주변국이 체제전환국을
어떤 방식과 수단으로 견제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 현재 북한의 대외적 지위
북한의 대외적 지위를 논할 때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국가성’과 북한의 ‘대외
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WTO
가입 문제에 대한 논의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외적 지위에 대한 것이지 북
한에 독자적인 국가성을 부여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국
가성 여부가 그 국가의 대외적 지위를 결정짓기 때문에 국가성을 대외적 지위
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에서 기본 단위가
되는 독립관세주권지역은 국가 단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로 한 국가에 복
수의 독립관세주권지역이 존재하는 사례가 있으며, WTO 가입의 최소 단위도
독립관세주권지역이다. 중국 내에는 중국, 홍콩, 마카오 등 복수의 독립관세주
권지역이 존재하며, 대만은 UN 회원국이 아니어서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
국제사회에서 공식명칭도 ‘Taiwan, Province of China’로 통칭되고 있으나
독립적인 관세구역으로 인정받아 WTO 회원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남
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도 북한을 독립관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북한지역이
독자적으로 WTO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북한에 독자적인 국가성을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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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법제도적으로도, 또 중국과 대만의 사례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적 지위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어
떠한 대우를 받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이미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1995년 WTO 가입 당시 대한민국의 관세주권지역은 38도선 이하의
남한지역 영토로 한정하였다. 또한 한국이 체결한 모든 양자 무역협정도 한국
의 영토를 남한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
로 인정받기 때문에 북한지역도 한국의 영토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개성지역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양해된 것이며, 이조
차도 매년 그 지위를 재논의해야 한다. 북한지역 전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
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자 무역협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상
황이다. 또 남북간의 교역은 민족내부거래 원칙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남북간
반출입 관련 규정에서도 남북한 간의 특수한 법률체계를 갖추기보다는 국내법
인 「대외무역법」과 수출입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둘째, 독자적으로 다수의 국제기구에 가입해 있다. 남북한은 1991년 동시에
각각 독자적인 국가로 UN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와 동
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 외에도 세계보건기구(WHO, 1973년), 유엔식량
농업기구(FAO, 1977년), 국제농업개발기구(IFAD, 1986년), 국제철도협력기
구(OSJD, 1956년) 등 약 34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해 있다.76)
셋째, 북한은 독자적인 관세제도와 통관ㆍ검역 제도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독자적인 「조약법」, 「출입국법」, 「대외경제계약법」, 「대외민사관계법」, 「대외
경제중재법」, 「무역법」, 「세관법」, 「외국인투자법」, 「검역 및 통관법」 등을 갖
추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제사회와 교역을 하고 있다. 2005년에는 국제기
준에 준하는 관세율표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대외무
76) 외교부(2016), 「[UN일반]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 현황(2016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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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하고 있다.
넷째, 국내에서 이루어진 논의와는 별개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국가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국제사회에 남북한이 다른 국가라는
것을 말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남북한을 동일한 국가로 처우해달
라고 설득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 시나리오별 WTO에서의 한반도 경제 지위
남북한 경제통합, 즉 한반도 경제권의 통합 시나리오는 크게 급진ㆍ점진ㆍ
절충형 통합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각 통합 시나리오에 따라 북한의 국제시장
편입 방식과 양태가 달라진다. 급진통합의 경우, 남한 주도의 통합이 될 개연성
이 크다. 북한이 남한의 경제체제로 즉각 편입되면서 남한의 WTO 회원국 지
위가 북한지역에도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남한의 관
세영토가 북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을 재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점진적인 통합과 절충형 통합의 시나리오이다. 통합 과정
중 불가피하게 북한지역을 남한과 분리된 독자적인 관세구역으로 운용해야 하
는 경우, 북한의 대외무역 관련법과 관세제도 등은 물론 남북한의 관계, 통합
과정에서의 북한의 국제적인 지위 역시 재설정해야 한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WTO와 북한지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기술적으로 북한의 WTO 가입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
다. WTO 규정에 따르면 가입신청서 제출 후 간단한 심사로 옵서버(observer)
자격이 부여되며, 5년 이내에 관련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WTO 가입에는 미
국과 EU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와 갈등을 겪은 이란, 이라
크도 옵서버 자격을 취득한 상태이다. 실제로 북한도 2005년 무역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면서 WTO 가입 여부를 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77)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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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WTO 가입 시도가 요원한 일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북한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제공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WTO에 가입할 경우 북한이 국가성을 인정
받음으로써 우리의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의 중장기적 비전에
위해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WTO 설립협정
제12조 1항은 WTO의 회원국 지위는 국가가 아니라 ‘독립관세구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단위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지역에 대한 독
자적인 관세구역 설정을 통한 직접 가입이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북한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이것은 독립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지역별로
독립관세구역을 운용하는 차원이 될 것이다.
북한에 독립관세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북한지역 개발과 남북한 경제통합 비
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제 통합 초기 북한에 단기간에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출주도형ㆍ외국인투자주도형의 정책을 도입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북한의 관세제도와 산업 발전수준을 미루어볼
때 남한의 관세제도와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북한지역에 동일하게 적
용하는 것은 대규모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관세제도는
고위 기술수준에 바탕을 둔 제조업에 적합하며, 남한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취약한 경제구조
를 지닌 북한에 남한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북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더
욱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남한과는 차별되는 독자적인 관세정책
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77) 2005년 7월 15일, 북한을 다녀온 유럽연합(EU) 의회대표단이 북한의 WTO 옵서버 가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전한 바 있다. 또한 탈북자 인터뷰(2017. 3. 15) 결과 WTO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북한의 입장
이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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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지역에 독자적인 관세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의 WTO 가입은 이해관계
에 따라 주변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와 한국, 또 북한 간의 첨예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개연성이 크다. 특히 점진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남
북한의 독자적인 관세구역 운용과 점진적인 통합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 경우 주변국은 이를 분쟁화하여 남북 문제에 개입하
려고 할 것이다. 단순한 예로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풍부한 광물자원과 남한의
자본, 과학기술이 결합할 경우 저렴한 노동력과 광물 수출을 비교우위로 하는
일부 국가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한국은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여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포항ㆍ광양 등 제철소와
화력발전소 등은 호주ㆍ브라질 등지에서 석탄 등 많은 광물자원을 수입하고 있
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정책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선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3.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WTO 가입: 주요 이슈와
쟁점
가. 북한의 WTO 체제 편입의 장단점
북한의 WTO 가입은 ① 국제사회의 대북투자 확대(FDI) ② 북한 변화 및 개
혁 촉진 ③ 기술이전, 사회효율성 개선 등을 통한 경제성장과 개방 가속화 ④ 남
북 경제성장의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남북한 경제통합 시
남한의 대외관계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이 WTO에 가입
하지 않고 남북한 경제통합이 진행될 경우 남한의 WTO 회원국의 지위가 북한
지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북한은 북한지역의 비교우위에 따른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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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인 무역정책을 펼칠 수 없으며, 남한과 같은 교역 조건하에서 대외무역을
펼쳐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도 북한지역을 독자적으
로 WTO에 가입시키는 경우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 관세주권이 부여되고 북한이 WTO에 독자적으로 가입하
는 경우 남북한의 독립성과 분리성이 더욱 커져서 종국에는 산업경제 비교우위
가 달라지면서 남북한 경제통합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나. 북한의 WTO 가입 의지
사실상 체제안정성만 보장된다면 북한은 경제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개연
성이 있다. 북한은 이미 1997년과 2000년 두 차례나 ADB에 가입신청을 한 바
있으며, 1997년에는 IMF 사절단을 북한으로 공식 초청해 IMF 가입 의사를 밝
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무산되기는 하
였지만 2005년에는 WTO에 옵서버로 가입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9) 물론 미국과 일본 등의 반대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2000년대 중
반 이후 국제기구는 물론 북한 역시 국제기구 가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 그 근거로 2015년 2월에 북한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
입을 타진하기 위해 중국에 특사를 보낸 것을 들 수 있다.

다. 가입시기와 단계별 추진 방안
북한의 WTO 가입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오히려 북
78) 「IMF 초청과 향후 북한 경제」(2002. 9.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4. 4).
79) 2005년 7월 15일 북한을 다녀온 유럽연합(EU) 의회대표단이 북한의 WTO 옵서버 가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전한 바 있다. 또한 북한 대외경제성 출신 탈북자 인터뷰(2017. 3. 15) 결과 WTO 및 국제기
구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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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WTO 가입은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에서 가장 최종 단계가 될 것이다.
WTO 가입은 경제 전반의 경제ㆍ무역 제도를 개혁개방해야 하는 완전한 시장
경제로의 체제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비시장경제국 지위로
서 WTO에 가입할 수 있긴 하지만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기 전까지는 대외무
역에서의 불리한 지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WTO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시점에서 WTO 가입 시도는 북한에
많은 사회경제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내적으로는 북한 경제의 기초
체력 정비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외개방의 첫 단계는 남북경협의 재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북경협 관련법을 제정ㆍ개정함으로써 남북경협의 국제통상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한반도 내에서 먼저 경제협력의 제도화ㆍ규범화를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이는 북한이 일관된 통상규범에 근거한 경제협력을 학습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ㆍ무역제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여건이 조성된다면, 대내적으로는 남북한 기본합의
서 및 교류협력 관련 법안 제정ㆍ개정을 통해 ① 한반도 경제권 건설(상품ㆍ노
동ㆍ서비스 시장의 단계적 통합) ② 북한의 경제 관련 법ㆍ제도 개정 ③ 인적자
원 육성 등을 도모하고 그 후에 북한의 WTO 가입을 시도하는 것이 북한의 대
외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갖기 위한 이상적인 시나리오
라고 할 수 있다.80) 물론 여기에는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수용과 개혁개방에 대
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우선 북한의 경제성장과 개혁개방을 위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
80) 임수호 외(2016)에서는 남북경협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국제통상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최선의 방안
으로 남북한 간 FTA 혹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남북경협의 국제법상의 정당성 확보 방안으로는 ① WTO 협정의 의무면제 제도 ② GATT/WTO 협정
의 예외 조항 원용 ③ GATT/WTO 협정의 권능 조항 활용 ④ 북한의 WTO 가입 조항 활용 ⑤ 남북한
간 지역무역협정 체결 등이 있다. 저자는 문제의 시급성에 비해 북한의 WTO 가입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시점에서는 남북한 간 FTA 체결이 GATT/WTO 협정상 의무에 대한 특
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FTA 체결의 개념과
수준을 남북한 기본합의서 및 남북경협 관련 법안 재개정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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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주요 체제전환국도 WTO 가입 이전에
IMF와 World Bank, ADB 등에 가입한 바 있다(표 4-1 참고). 특히 IMF는 ‘안
정적인 환율제도 유지’,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의무’를 제외하고는 특별
한 가입 조건이 없으므로 북한의 의지에 따라 가입을 시도할 수는 있다. World
Bank의 경우 IMF 회원국에만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IMF와 함께 또는 그 후
에 가입을 시도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나 라오스의 경우 IMF와 World
Bank에 동시 가입하였다. ADB의 경우 UN 회원국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으
나 북한은 UN 회원국이기 때문에 가입 시도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북한이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테러지원국에 대해 국제금융
기구 가입ㆍ사업 지원 등의 표결 시 무조건 반대표를 던지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한 북한이 미국과 일본 등이 최
대 지분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표 4-1. 국제금융기구 가입 조건 및 체제전환국의 가입 현황
구 분

IMF

World Bank (IBRD, IDA)

∙ 특별한 가입 제한 없음.
가 입
조 건

∙ IBRD 가입 자격은 IMF

∙ 단 회원국은 안정적인 환율

회원국에만 부여됨.

제도 유지, 경상지급에 대한 ∙ IDA 가입 자격은 IBRD
제한 철폐 등의 의무를 가짐.

ADB
∙ 역내의 경우 ESCAP, UN
혹은 UN 전문기구 회원국
으로 제한함.

회원국에만 부여됨.

중 국

1980년

1984년

러시아

1992년

1992년

베트남

1956년, 1993년

1993년

1966년

라오스

1960년

1960년

1966년

가입 시도

2001년 IMF 관계자 인터뷰

가입 시도

(1997년)

및 가입 의사 표명

(1993년, 1997년, 2000년)

북 한

1986년
-

자료: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건에 대해서는 장형수(2008, p. 4); 조동호(2008, p. 51)를 참고, 그 외는 저자 작성.

현재는 북ㆍ미 및 북ㆍ일 관계정상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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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만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기구의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
한의 대외관계 정상화 시나리오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미국ㆍ일본 등과의
관계 개선→국제금융기구 가입(IMF, WORLD BANK, ADB 등)→북-미ㆍ일 간
무역정상화→북한의 WTO 가입ㆍ시장경제지위 획득’의 순서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그림 4-1 참고).81) 하지만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도 북한이 경제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개발재원을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상환능력을 증명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 통계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 추진과
동시에 혹은 그 이후 경제 통계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4-1.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단계별 과제
북한식 계획경제체제

북한 경제 개혁개방

남북관계

북한 무역제도 현황과 실태분석: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검토

북한 경제보호를 위한 필요조치 검토

남북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 참여

세계무역체제 편입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 IMF, WB, ADB 등 국제금융
기구 가입 ․ 개혁개방 실시
․ 북 ․ 미 무역정상화(PNTR)
․ 주변국과의 RTA 체결
․ 북한의 WTO 가입
․ 가입의정서에 따른 체제 이행
․ 시장경제지위 획득

․ 남북경협 재개 및 CEPA 체결
․ 상품, 노동, 자본, 서비스 시장의
순차적 통합
․ 남북투자 원활화

시장경제체제 도입
남북한 경제 통합

자료: 저자 작성.

81) 북한은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었으나 2017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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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과는 달리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시장경제체제 도입과는 무관하
게 진행할 수 있다. 즉, WTO 가입보다는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금융기구에 먼저 가입하면 개혁개방 비용을 지
원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
대 라오스는 WTO 가입 과정 중에 World Bank의 무역개발시설 다자간 신탁
기금(GDF)을 통해 개발재원을 지원받았다. 여기에는 제네바에서의 5개 실무
협상을 포함하여 직접 협상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었다.
무역개발시설(Trade Development Facility)의 재원은 주요 경제 분야의
여러 법률 문서의 초안 작성, 양자협상의 개최 및 협상 팀에 대한 기술 지원에
활용되었다. 따라서 대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초기에는 인프라 등 여건이 열
악하므로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환 부
담이 없는 FDI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러한 제
반 여건을 마련한 이후 WTO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경제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및 WTO를
포함한 국제기구 가입과 북ㆍ미, 북ㆍ일 관계 개선, 북ㆍ중 관계 조율에서 한국
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남북한 경제통합과 분리의 균형
북한의 WTO 가입 시 주요국의 관심은 당사국인 북한보다 특수관계인 남한
지역과의 경제협력 관계에 집중될 개연성이 높다. 북한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국의 피해보다는 남북한의 산업 연계와 통합에 따른 피해를 더욱 우려할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의 법적ㆍ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남한 주
도의 북한 경제 개혁개방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향후 북한이 WTO 가입 시 남한 경제의 영향보다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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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내적인 경제 상황과 발전 수준에 따른 유리한 지위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남한 경제와 일정 부문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
과 분리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4.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
현재 북한의 경제무역 제도 및 규범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연구는 없지만,
국제사회의 기준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때
문에 급진적이고 전격적인 경제체제전환은 북한으로 하여금 많은 사회 비용과
행정혼란 비용 등의 부담을 요구할 것이다. WTO 가입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
장 큰 문제는 자유무역체제와 시장경제체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법ㆍ제도를
전면적으로 제정ㆍ개정하고, 각종 관행을 개선하여 WTO 규범에 합치하는 경
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장 개혁개방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는 어렵고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만약 그 과정에
서 북한 경제의 개혁 과정이 외국에 의해 주도된다면 북한 경제 실정에 맞는 법
제도와 규범을 도입하기보다는 개혁을 위한 개혁이 될 개연성이 크다. 또한 베
트남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제 법규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편익마저도 북
한 내 경제주체들이 아닌 외자기업들이 독식하는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 게다
가 만약 이 과정에서 사회 저항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개혁개방의 흐름을 역행
하는 사회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인 경제체제전환 과정을 통하
여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 주어지는 체제 이행을 위한 유예기한과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남북한이 함께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을 단계적으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합해볼 때 북한 경제 개혁개방을 위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할 정도의 시간과 체제 이행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는 남북경협 재개와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
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이 북한의 실상에 맞게 독자적인 자생능력을 가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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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 전자를 위해 남북한 CEPA 체결이 필요하
며, 이는 남북간의 경제ㆍ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
의 대외관계 정상화에 교두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자를 위
해서는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재원 조달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이 필
요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를 활용하여 북한 경제개발과 무역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
다.82) WTO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경제개발 재원 조달에서 국제무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최빈개발도상국 및 소규모 경제국가 등에 대한 무역 관련 교육ㆍ훈
련, 능력 배양, 제도 개선 및 무역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역시 개방
과정에서 이러한 무역을 위한 원조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참여를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
다. 또한 북한의 대외 개방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 당국
의 이해이다. 이는 북한이 대내적으로 체제 이행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의 경제논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사실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시작하면서 시장경제에 대
한 교육을 현지와 해외에서 실시한 경험이 있으므로 북한이 개방 의지를 지속
적으로 표명한다면 우리 정부도 북한과 협력하여 이런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도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
국이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면 국제기구를 통해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및 신뢰관계 형성, 평화
체제 구축 등의 여건 조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82) ‘무역을 위한 원조’는 취약 개발도상국들과 특히 최빈개발도상국들(LDCs)이 무역자유화 진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무역자유화로부터 혜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세계무역
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진전과 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이해를 고려한다는 본래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중요한 조치의 하나이다(남상열, 김혜성, 김세일 2006,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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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을 살펴보고 그것이 북한 경제와 한
반도 경제권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WTO 가입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GATT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WTO 회원국 지위를 얻은 것에 반해 WTO 체제 출범 이후 WTO
에 가입한 체제전환국들은 협상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입에 상대적
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회원국이 상품무역뿐만
이 아니라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개혁
개방을 요구함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WTO 가입협상에 소요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장접근성을 개선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한
편으로는 외국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거나, 비시장경제국 지위 등으로 인
해 빈번한 무역분쟁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북한의 WTO 체제로의 편입 역시 체제전환국의 경험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한 경
제통합의 과정에서 북한을 WTO 체제에 어떤 방식으로 편입시키느냐의 문제
는 남북한 경제통합을 촉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남북한 경제를 분리할 수도 있
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의 대외개방 전략에 따라 남북경협이 촉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두고 남한이 주변국과의
경쟁구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위한 법ㆍ제도적 안정
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반도 경제권 형성 방안이라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북한
의 WTO 체제로의 편입을 논하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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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동안 북한의 무역자유화와 ‘개혁’을 위한 개발재원 조달 및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대한 논의는 더러 있어왔지만 북한 경제의 ‘개방’과 관련한 연구, 특히
북한의 WTO 가입을 논의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
구는 한반도 경제권 형성과 북한의 WTO 가입 간 연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위
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정부와 학계에 기
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WTO 가입에 대해 구체
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
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북한의 무역제도와 산업구조에 대한 정보
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과 유사한 경제정책이나 산업구조를 지닌 사례국가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별국가의 경제 상황과 WTO 가입
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대신에 체제전환국이 WTO 가입 과정에
서 직면하였던 문제점 및 협상의 쟁점과 이슈를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경제 통계를 활용한 정량적인 분석이 다소 미흡하며, 이는 후속 연구
를 통해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WTO 가입 협상에 10년 이상을 소요한
4개국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야 했음에
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상 소수의 연구진이 짧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
어 각 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점 역시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 경제권 형성 방안을 위한 후속 연구에서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만 국가적인 비전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체제전환국이 WTO 가입협상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무역 제도와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WTO를 포
함한 국제법과 얼마나 합치하는지 또 국제표준에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관세제도와 비관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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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는 전자는 북한의 중장기적인 산업정책과 무역정책
의 조화 및 무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후자는 남북간 거래와 북한의 대외거래에
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이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의 무역경제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마련하는
데에는 물론이고 WTO 가입 시 가입신청서와 함께 가장 먼저 제출해야 하는
‘무역제도에 관한 양해각서(MFTR)’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다. MFTR은 경제정책ㆍ정책 결정 및 이행 체제ㆍ상품무역정책ㆍ무역 관련 지
식재산권ㆍ서비스무역 정책 등 해당 국가의 경제 현황을 총망라해야 하기 때문
이다. 북한의 현행 무역 제도와 실태가 파악되면 남북간의 교역제도 법제화 및
한반도 경제의 구체적인 국제시장 편입 시나리오(WTO 가입 방안)를 모색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남북경협 관
련 법제도의 구체적인 제정ㆍ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구체적인 (예비)협정문
을 작성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중국-대만의 ECFA 및 중국-홍콩의 CEPA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WTO 가입 시 북한의 경제
발전 정도에 부합하는 (예상)양허안과 협상전략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이 과
정에서는 무역정책, 통상 및 기업법률, 관세행정 등을 총망라하는 방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 간의 융복합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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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18년 현재 WTO 가입국 현황

2018년 현재 WTO 회원국은 총 164개국으로 이 국가들은 원회원국과 일반
회원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원회원국은 128개국인데 WTO 설립
협정 제11조, 제14조에 의거 1995.1.1. 이전 GATT 회원국이면서 1997.1.1.
까지 WTO 설립협정을 수락한 국가를 말한다. 해당 국가들은 WTO 설립 당시
가입 작업반 설치 및 양허협상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국 자격이 주어졌다. 나머
지 36개국은 WTO 설립협정 제12조에 의거 1995.1.1. 이전 GATT 비회원국
이면서 가입 작업반 설치 및 양허협상을 통해 WTO에 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한편, 체제전환국의 분류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제기구와 연구에 따라 다소 차
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IMF(2000)를 참고하여 체제전환국과 비체제전환
국을 분류하였다. 이는 정치적 체제전환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리
스트는 다음과 같다.

부록 표 1-1. 2018년 현재 WTO 회원국 현황

1

국가명

가입

GATT 원회원

가나

1995

O

체제전환국

일반 회원
협상기간

소요기간

-

-

2

가봉

1995

O

-

-

3

가이아나

1995

O

-

-

4

과테말라

1995

O

-

-

5

그리스

1995

O

-

-

6

기니

1995

O

-

-

7

기니비사우

1995

O

-

-

8

나미비아

1995

O

-

-

9

나이지리아

1995

O

-

-

10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5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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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1. 계속
일반 회원
협상기간

소요기간

O

-

-

1995

O

-

-

1995

O

-

-

니카라과

1995

O

-

-

15

대한민국

1995

O

-

-

16

덴마크

1995

O

-

-

국가명

가입

GATT 원회원

11

네덜란드

1995

12

노르웨이

13

뉴질랜드

14

체제전환국

17

도미니카

1995

O

-

-

18

도미니카 공화국

1995

O

-

-

19

독일

1995

O

-

-

20

레소토

1995

O

-

-

21

루마니아

1995

O

-

-

22

룩셈부르크

1995

O

O

-

-

23

리히텐슈타인

1995

O

-

-

24

마다가스카르

1995

O

-

-

25

마카오, 중국

1995

O

-

-

26

말라위

1995

O

-

-

27

말레이시아

1995

O

-

-

28

말리

1995

O

-

-

29

멕시코

1995

O

-

-

30

모로코

1995

O

-

-

31

모리셔스

1995

O

-

-

32

모리타니

1995

O

-

-

33

모잠비크

1995

O

-

-

34

몰디브

1995

O

-

-

35

몰타

1995

O

-

-

36

미국

1995

O

-

-

37

미얀마

1995

O

-

-

38

바레인 왕국

1995

O

-

-

39

바베이도스

1995

O

-

-

40

방글라데시

1995

O

-

-

41

베네수엘라

1995

O

-

-

42

벨기에

1995

O

-

-

43

벨리즈

1995

O

-

-

44

보츠와나

1995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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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록 표 1-1. 계속

45

국가명

가입

GATT 원회원

볼리비아

1995

O

체제전환국

일반 회원
협상기간

소요기간

-

-

46

부룬디

1995

O

-

-

47

부르키나파소

1995

O

-

-

48

브라질

1995

O

-

-

49

브루나이 다루살람

1995

O

-

-

50

세네갈

1995

O

-

-

51

세인트루시아

1995

O

-

-

52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995

O

-

-

53

수리남

1995

O

-

-

54

스리랑카

1995

O

-

-

55

스와질란드

1995

O

-

-

56

스웨덴

1995

O

-

-

57

스위스

1995

O

-

-

58

스페인

1995

O

-

-

59

슬로바키아 공화국

1995

O

O

-

-

60

슬로베니아

1995

O

O

-

-

61

시에라리온

1995

O

-

-

62

싱가포르

1995

O

-

-

63

아르헨티나

1995

O

-

-

64

아이슬란드

1995

O

-

-

65

아일랜드

1995

O

-

-

66

앤티가바부다

1995

O

-

-

67

엘살바도르

1995

O

-

-

68

영국

1995

O

-

-

69

오스트리아

1995

O

-

-

70

온두라스

1995

O

-

-

71

우간다

1995

O

-

-

72

우루과이

1995

O

-

-

73

이스라엘

1995

O

-

-

74

이집트

1995

O

75

이탈리아

1995

O

O

-

-

-

-

76

인도

1995

O

-

-

77

인도네시아

1995

O

-

-

78

일본

1995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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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1. 계속

79

국가명

가입

GATT 원회원

자메이카

1995

O

체제전환국

일반 회원
협상기간

소요기간

-

-

80

잠비아

1995

O

-

-

8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995

O

-

-

82

지부티

1995

O

-

-

83

짐바브웨

1995

O

-

-

84

체코

1995

O

-

-

O

85

칠레

1995

O

-

-

86

카메룬

1995

O

-

-

87

캐나다

1995

O

-

-

88

케냐

1995

O

-

-

89

코스타리카

1995

O

-

-

90

코트디부아르

1995

O

-

-

91

콜롬비아

1995

O

-

-

92

쿠바

1995

O

-

-

93

쿠웨이트

1995

O

-

-

94

키프로스

1995

O

-

-

95

탄자니아

1995

O

-

-

96

태국

1995

O

97

터키

1995

O

98

토고

1995

O

O

O
O

-

-

-

-

-

-

99

튀니지

1995

O

-

-

100

트리니다드 토바고

1995

O

-

-

101

파라과이

1995

O

-

-

102

파키스탄

1995

O

-

-

103

페루

1995

O

-

-

104

포르투갈

1995

O

-

-

105

폴란드

1995

O

-

-

106

프랑스

1995

O

-

-

107

핀란드

1995

O

-

-

108

필리핀

1995

O

109

헝가리

1995

O

O

O

-

-

-

-

110

호주

1995

O

-

-

111

홍콩, 중국

1995

O

-

-

112

감비아

1996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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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1. 계속
일반 회원
협상기간

소요기간

O

-

-

1996

O

-

-

1996

O

-

-

국가명

가입

GATT 원회원

113

그레나다

1996

114

니제르

115

르완다

체제전환국

116

베냉

1996

O

-

-

117

세인트키츠 네비스

1996

O

-

-

118

솔로몬 제도

1996

O

-

-

119

아랍에미리트연합

1996

O

-

-

120

아이티

1996

O

-

-

121

앙골라

1996

O

-

-

122

차드

1996

O

-

-

123

카타르

1996

O

-

-

124

파푸아뉴기니

1996

O

-

-

125

피지

1996

O

-

-

126

콩고

1997

O

-

-

127

콩고민주공화국

1997

O

128

몰도바

2001

O

129

유럽연합(EU)

-

-

O

-

-

1995

-

-

O

1986.09 ~
1996.11

10

1992.09 ~
1996.01

4

1991.06 ~
1997.01

6

1991.08 ~
1997.08

6

130

불가리아

1996

131

에콰도르

1996

132

몽골

1997

133

파나마

1997

134

키르기즈 공화국

1998

O

1996.02 ~
1998.12

2

135

라트비아

1999

O

1993.11 ~
1999.02

6

136

에스토니아

1999

O

1994.03 ~
1999.10

5

137

알바니아

2000

O

1992.11 ~
2000.08

8

138

오만

2000

1996.04 ~
2000.11

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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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1. 계속
체제전환국

일반 회원
협상기간

소요기간

2000

O

1993.09 ~
2000.10

7

조지아

2000

O

1993.09 ~
2000.11

7

141

크로아티아

2000

O

1993.09 ~
2000.11

7

142

리투아니아

2001

O

1994.01 ~
2001.05

7

143

중국

2001

O

1986.07 ~
2001.12

15

144

대만, 중국

2002

1992.01 ~
2002.01

10

145

마케도니아 공화국

2003

O

1994.11 ~
2003.04

9

146

아르메니아

2003

O

1993.11 ~
2003.02

10

147

네팔

2004

1989.05 ~
2004.04

15

148

캄보디아

2004

1994.12 ~
2004.10

10

149

사우디아라비아

2005

1993.06 ~
2005.12

12

150

베트남

2007

1995.01 ~
2007.01

12

151

통가

2007

1995.08 ~
2007.07

12

152

우크라이나

2008

1993.11 ~
2008.05

15

153

카보베르데

2008

1999.11 ~
2008.07

9

154

러시아

2012

O

1993.06 ~
2012.08

19

155

몬테네그로

2012

O

2004.12 ~
2012.04

8

156

바누아투

2012

1995.06 ~
2012.08

17

157

사모아

2012

1998.04 ~
2012.05

14

국가명

가입

139

요르단

140

GATT 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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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부록 표 1-1. 계속
체제전환국

일반 회원
협상기간

소요기간

2013

O

1997.07 ~
2013.02

16

타지키스탄

2013

O

2001.05 ~
2013.03

12

160

예멘

2014

2000.04 ~
2014.06

14

161

세이셸

2015

1995.05 ~
2015.04

20

162

카자흐스탄

2015

1996.01 ~
2015.11

19

163

라이베리아

2016

2007.06 ~
2016.07

9

164

아프가니스탄

2016

2003.04 ~
2016.07

13

평균
소요기간

10.54

국가명

가입

158

라오스

159

합계

GATT 원회원

O

128

33

자료: https://www.wto.org(검색일: 2018. 3. 20); IMF(200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현재 알제리, 안도라,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벨로루시, 부탄, 보스니아 헤르
체고비나, 코모로, 적도 기니, 에티오피아, Holy See, 이란, 이라크, 레바논
공화국, 리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아랍 공화국,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 등 23개국이 옵서버 지위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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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무역제도에 대한 보고서(MFTR) 구성
(원문, 베트남 기준)

Ⅰ. INTRODUCTION
Ⅱ. THE ECONOMY, ECONOMIC POLICIES AND FOREIGN TRADE
1. Current Economic Situation
2. Economic Policies
(a) Main features
(i) Major directions
(ii) Strategic and tactical objectives of the on-going economic
policies
(iii) Price policies
(iv) Economic development programmes and regional priorities
(v) Privatization plans
(b)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i) Monetary, credit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ii) Tax policies
(iii) Orientations of tax reform to the year 2000
(c) Foreign exchange and balance of payment policy
(d) Investment Policy
(e) Competition Policy
Ⅲ. BASIS FOR MAKING AND IMPLEMENTING THE POLICIES
RELATING TO TRADING COMMODITIES AND SERVICES
1. Powers of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ridical Bodies
(a)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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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State President
(c) The Government
(d)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Supreme People’s Office
for Supervision and Control
2. The Governmental Organs Responsible for Drafting and
Implementing Foreign Trade-Relevant Policies
3. Powers of the Government and Local Administrative Committees
4. Regulations on Policy Planning, Approval and Ratification
5. Laws and By-Law Docum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State and the Government
6. Procedures for Resolving Economic Cases and Disputes
(a) Procedures for settlement of economic cases
(b) Procedure for settlement of economic disputes by economic
arbitration
Ⅳ. POLICIES AFFECTING GOODS
1. Import Regulation
(a)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engaging in export-import
(b)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taxation system(and tax
holidays)
(c) Tariff quota
(d) Other taxes and charges
(e)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including prohibition, import
quota, and licensing system
(f) Import licensing procedures
(g) Restrictions on border trade imports
(h) Customs valuation
(i) Other customs formalities
(j) Pre-shipment inspection
(k) Domestic taxes levied on imported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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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Rules of origin
(m) Anti-dumping
(n) Countervailing duty
(o) Safeguard measures
2. Regulation on Export
(a)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engaging in exports
(b) Export tariff
(c) Quantitative export restriction including prohibition, quota
and licensing systems
(d) Export licensing procedures
(e) Other measures
(f) Export financing, subsidy and promotion policies
(g) Export performances requirements
(h) Import duties drawback schemes
3. Domestic Policies Relating to Foreign Trade
(a) Industrial policies and subsidies
(b)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c) Sanitary and Phytosanitary
(d)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e) State-owned enterprises
(f+g) Free areas and free economic areas
(h) Trade related environment policies
(i) Barter trade under governmental agreements
(k) Governmental agreements resulting in the allocation of quota
for each particular country
(l) Government procurement
(m) Regulations of trade in transit
4. Foreign Trade Policies on Agricultural Produce
(a) Imports
(b)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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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strictions and export prohibition
(d)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 and export insurance
programmes
(e) Domestic policies
5. Trade Policies in Other Sectors
Ⅴ.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REGIME
1. General
(a)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b) Responsible agencies for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c) Membership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ventions, regional and bilateral agreements
(d) Application of the national treatment and the Most Favoured
Nations treatment to foreign nationals
(e) Fees and taxes
2. Substantive Standards of Protection, Including Procedures for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cluding the rights of the
performers, the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b) Trademark including service marks
(c) Geographical indication including appellation of origin
(d) Industrial designs
(e) Patents/invention
(f)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g)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h) Requirements on undisclosed information including trade
secrets and test data, trade name
(i) Measure to control unfai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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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asures to Control Abuse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4. Enforcement
(a) Civil judicial procedures and remedies
(b) Provisional measures
(c)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remedies
(d) Border measures
(e) Prosecution for criminal liability
5. Legal Documen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Ⅵ. TRADE RELATED SERVICES POLICIES
1. General
2. Policies on Trade in Services
(a) Governmental agencies, professional associations or others
bodies with authority or a role relevant to the conduct of
service activities
(b) Judicial tribunals or administrative tribunals and procedures
in arbitration, legal action on appealing and amendment of
administrative decision affecting trade in services
(c) Provisions(including those in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erning qualification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capacity, technicality, and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and/or
licensing requirements for supply of services
(d) Regulat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payment and transfer
for current transaction in services
(e) Particular regulation on capital contribution sharing in some
services supply businesses
(f) Regulations on the procurement by governmental agencies of
services
(g) Regulations concerning any forms of aid, domestic subsidy,
tax incentives, or promotion scheme affecting trade i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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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4.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Ⅶ. INSTITUTIONAL BASE FOR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WITH THIRD COUNTRIES
1.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2. Economic Integration
3. Labour Market Integration Agreements
4. Accession to Multilateral Economic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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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WTO 작업반 보고서 차례(원문, 중국
기준)

Ⅰ. INTRODUCTION
1. Documentation Provided
2. Introductory Statements
Ⅱ. ECONOMIC POLICIES
1. Non-Discrimination (including national treatment)
2. Monetary and Fiscal Policy
3. Foreign Exchange and Payments
4. Balance-of-Payments Measures
5. Investment Regime
6. State-Owned and State-Invested Enterprises
7. Pricing Policies
8. Competition Policy
Ⅲ. FRAMEWORK FOR MAKING AND ENFORCING POLICIES
1. Structure and Powers of the Government
2. Authority of Sub-National Governments
3. Uniform Administration of the Trade Regime
4. Judicial Review
Ⅳ. POLICIES AFFECTING TRADE IN GOODS
A. TRADING RIGHTS
1. General
2. Designated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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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MPORT REGULATION
1. Ordinary Customs Duties
2. Other Duties and Charges
3. Rules of Origin
4. Fees and Charges for Services Rendered.
5. Application of Internal Taxes to Imports
6. Tariff Exemptions
7. Tariff Rate Quotas
8.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s, including Prohibitions
and Quotas
9. Import Licensing
10. Customs Valuation
11. Other Customs Formalities
12. Pre-shipment Inspection
13.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ies
14. Safeguards
C. EXPORT REGULATIONS
1. Customs Tariffs, Fees and Charges for Services Rendered,
Application of Internal Taxes to Exports
2. Export Licensing and Export Restrictions
3. Export Subsidies
D. INTERNAL POLICIES AFFECTING FOREIGN TRADE IN GOODS
1. Taxes and Charges Levied on Imports and Exports
2. Industrial Policy, including Subsidies.
3. Technical Barriers to Trade.
4.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5.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6. State Trading Entities
7. Special Economic Areas
8.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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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gricultural Policies
10. Trade in Civil Aircraft
11. Textiles
12. Measures Maintained Against China
13. Transitional Safeguards
Ⅴ.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A. GENERAL
1. Overview
2. Responsible agencies for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3.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greements
4. Application of national and MFN treatment to foreign
nationals
B. SUBSTANTIVE STANDARDS OF PROTECTION, INCLUDING
PROCEDURES FOR THE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Copyright protection
2. Trademarks, including service marks
3. Geographical indications, including appellations of origin
4. Industrial designs
5. Patents
6. Plant variety protection.
7.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8. Requirements on undisclosed information, including trade
secrets and test data
C. MEASURES TO CONTROL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 ENFORCEMENT
1. General
2. Civil judicial procedures and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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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visional measures
4.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remedies
5. Special border measures
6. Criminal procedures
Ⅵ. POLICIE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1. Licensing
2. Choice of Partner
3. Modification of the Equity Interest
4. Prior Experience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in Insurance
Sector
5. Inspection Services
6. Market Research
7. Legal Services
8. Minority Shareholder Rights
9.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Ⅶ. OTHER ISSUES
1. Notifications
2. Special Trade Arrangements
3. Transparency
4. Government Procurement

부록 3. WTO 작업반 보고서 차례(원문, 중국 기준) • 107

부록 4

베트남ㆍ라오스 현지조사 질문지

Questionnaire of expert survey
Survey on The Economic Strategy and Effect of WTO Accession
We are conducting research on trade liberalization in transition
economies, “Experience of WTO accession of transition economies
and the implication for Korean Peninsula”. As Vietnam and Laos
already has joined WTO, we are trying to research on your countries’
experience for a cast study. We put a weight on the background of
WTO accession, analysis of economic effect, strategies and
controversial issues in WTO accession for transition economy
1. The Background of WTO Accession / Trade Liberalization
1) Please describe economic condition (economic achievement,
trade volume or structure, and etc.) before/after joining WTO.
2) What was the national interest for trade liberalization and
WTO accession?
3) What were the main issues and controversies in WTO accession
proces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2. The Process of WTO Accession / Trade Liberalization
1) How to trade with other countries before joining WTO? What
was the most difficulty things?
2) When Vietnam/Laos had tried to get WTO membership,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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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he main difficulties and issues? Why did Vietnam take
more than 10 years to join the WTO? What were the main issues
for multilateral/bilateral negotiation?
3) Vietnam/Laos What were the main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trade liberalization as a socialist economic system?
3. The Strategies and Contents of WTO Accession/Trade Liberalization
1) Vietnam (Laos) started the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in
1986, and applied WTO membership in 1995 (1997). Do you
think it is better to implement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first before joining WTO rather than to do both at the same
time?
2) Were there any difficulties due to the severe requirements of
the WTO? Were there any requirements that had a rather
negative impact on effective economic reforms?
3) Vietnam and Laos are designated as a ‘Non-market economy
status (NME)’. What are pros and cons of NME status for your
country? What kind of efforts are you making to gain market
economy status?
4) How did you prove that the market openness and policy
transparency of Vietnam were improved? Is there any index or
special standard to prove it?
5) (LAO) What are pros and cons of having Least-Developed
Country status for WTO accession?
6) Are there any important issues with State Owned Enterprises
(SOE)? How about export and import subsidies?
4. The effect of WTO a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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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at was the effect of WTO accession (Trade creation and
substitution, Job creation etc.)? What were the COST and
BENEFIT of WTO accession?
2) How did WTO accession affect industrial structure of Vietnam/
Laos? Which industries have suffered the most due to WTO
accession? Please introduce political means to secure vulnerable
industry and promote industrial competitiveness.
3) How did joining the WTO help Vietnam (Laos)’s transition to an
market economic system?
5. The implications of transition economies’ experience to
Korean Peninsular
1) What do you think are the priorities to promote North Korea’s
Trade liberalization and WTO accession? What is the first thing
a socialistic economy should do to achieve trade liberalization
/ WTO a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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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ransition Economies’ Experience of WTO Accession
and its Implication for DPRK
Jangho Choi and Yoojeong Choi

This study examines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countries when
joining the WTO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changing drastically due to the
recent inter-Korean summit and the first ever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following the disintegration of Korea into two countries
70 years ago. If discussions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an enduring peaceful settlement can be completed to some
extent, further discussions on the issue of North Korea’s economic
integration into the international market will hopefully follow.
Though the incorporation of North Korea into the world trade system
is an inevitable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 up and normalization of foreign relations, there is still little
debate on this topic.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s WTO entry through a review of
experiences in transition economies.
The goals of reforming and opening the North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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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separated when discussing the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Up to now, however, the dialogue has focused on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while the issue of opening the
North Korea economy has not received sufficient attention.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North Korea’s accession
to the WTO.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in previous research by
analyzing the implications of the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
Korea into international trade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 cases
of various transition countries and in particular the major issues
arising during their accession to the WTO.
In Chapter 2, the study reviews the economic situation of major
transition countries before and after joining WTO. At the time of
joining the WTO, these nations suffered from various problems in
their domestic economies including low GDP, chronic trade deficit
(excluding Russia), and severe inflation. The economic downturn
and widening gap between formal and informal trade also weakened
the control these countries had over their respective economie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it became
inevitable to normalize foreign relations with market economies,
causing the transition countries to reform their domestic economy,
improve relations with market economies, expand their markets,
and introduce advanced capital and technology. This in turn led to
the WTO accession of these countries in an effort to dramatically
expand their foreign trade.
Chapter 3 reviews the major issues for transition economies when
joining the WTO. Accession to the WTO ultimately depend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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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tiations between the applicant nation and existing WTO
members. The prolonged cases of WTO accession negotiations by
major transition countries can be attributed to the following
reasons: (1) efforts to keep new members in check, (2) the issue of
recognizing developing country status, (3) debates on whether the
WTO Agreement is compatible with domestic economic and/or
trade policies, (4) issues related to non-market economy status and
trade normalization, (5) political elements and (6) a lack of
negotiation experts. Similar problems may appear as major issues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s incorporation into the WTO system.
Nevertheless, in some cases the countries have improved access to
the international market after joining the WTO and succeeded in
attracting foreign capital.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trading company have been overly dependent on
foreign capital, like Vietnam. Also there are cases, such as China,
which is exposed to trade disputes due to non-market Economy
status. Those issues may lead to trade disputes and should be
considered prior to and after joining the WTO.
Chapter 4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transition countries’
experiences for North Korea and the necessity to discuss its
accession to the WTO at this moment. WTO accession is the final
stage of transition into a market economy system, as it requires not
only trade system reform but also economic reform as a whole.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the appropriate
timing of North Korea’s accession to the WTO. A radical and
dramatic transition of the economic system would requir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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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o bear the burden of huge social costs and losses from
administrative disruption. The public opposition arising during this
process could create a social atmosphere against reform and
opening. Therefore, the policy requires a grace period of time and
system implementation that is socially acceptable. Meanwhile,
major countries may be more interested in the prospec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llowing North Korea’s WTO
entr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ind a balance between economic
integration and segreg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discuss North
Korea’s incorporation into the WTO system. In addition, it contributes
to government policies and academic studies as the first study to
identify the link between the entire econom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s accession to the WTO, while also providing
concrete scenarios. North Korea’s integration into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should not be pursued as a short-term task but rather
as a momentous goal which must be pursued with a national vision.
Therefore, further studies must be conduct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reviewing
various factors tha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reestablish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y could also be used
as a reference to resolve conflicts with international trade law
arising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inter-Korean trade. Ultimately,
the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when North Korea begins
preparation to join the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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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Economies’ Experience of WTO Accession and
its Implication for DPRK
Jangho Choi and Yoojeong Choi

이 보고서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을 검토하여 북한의 WTO 체제 편입의 제반환경과 쟁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한반도 경제권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북한 지역의 WTO 체제 편입이 필요하다. 최근 WTO에 가입한 체제전환국은 다자·양자협상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확보, (비)시장경제지위, WTO 규정에 대한 국내 법·제도의 합치 여부, 협상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도 WTO 가입을 위해서는 최소한 체제전환국의 경험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지난한
협상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WTO 가입은 북한경제의 총체적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선제적이지만 점진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법·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경제성장에 부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WTO 가입 필요성을 환기하고 북한 경제개방과 WTO 가입 시 야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사항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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