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기본연구과제명 :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연구책임자
이재영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러시아는 2007년 중에 WTO에 가입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세계경제편입이 가속화되고 러시아의 무역․산업구조 및 대외경제정책
에 큰 변화가 나타날 전망임.
◦ 장기적으로 무역효과가 증대하고 주교역물품도 점차 고부가가치화할
것으로 예상됨.
◦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인 직접투자도 점차 확대될 전망임.
◦ 시장원리와 경쟁이 보다 확산되어 산업구조도 상당히 개선될 전망임.
□ 러시아의 WTO 가입은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 및 투자환경의 개선을 의
미하며, 한-러 경제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러시아의 무역 및 투자환
경 변화가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
하여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세계 주요국들이 WTO에 가입할 때마다 이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많은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
의 WTO 가입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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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수(1999)는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WTO 가입 전반과 동아시아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이고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음.
◦ 정인교(2001)는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보고
서에서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기법을 통해 정량적으
로 분석하였음.

□ 러시아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러시아 연구자 및 해
외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주로 계량분석을 통한
산업별․부문별․쟁점별 정책변화와 러시아 경제전망에 포커스를 두고
있음.
◦ “Estimating the Effects of EU Enlargement, WTO Accession and
Formation

of

FTA

with

EU

or

CIS

on

Russian

Economy(Alexander Alekseev, Ksenia Yudaeva 外, 2004)”와 “An
Economic Perspective on Russia's Accession to the WTO(Robert
M. Stern, 2002)는 CGE 모델 계량분석을 통해 WTO 가입, FTA 등
다양한 대외관계변화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함.
◦ Knenia Yudaeva는 “The Effect of WTO Accession on Russia:
Estimations of the Effect on Separate Industries, and Overall
Effects(NES Research Project, 2002~2003)"를 통해 WTO 가입 이후
러시아 각 산업별․부문별 파급효과를 분석함.
◦ “Russia and the WTO: The Gravity of Outsiders Status(Bogdan
Lissovolik

and

Yaroslav

Lissovolik,

2004)"은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통해 WTO 가입 이후 러시아 무역관계 변화를 분석하였음.
□ 현재 한국 내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과 관련된 연구 수준은 가입진행
현황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경제와 한-러 무역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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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러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한-러 경제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과 정책대안
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보고서라는 점에서 큰 차별성이 있음.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연구목적

1

주요
선행 2
연구

3

본 연구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WTO 가입 이후 러시아 무역정책의
-과제명: An Economic Perspective on - 문헌조사
- 계량분석(CGE)
변화 전망
Russia's Accession to the WTO
- WTO 가입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연구자(년도): Robert M. Stern(2002
영향: 긍정적인 결론 도출
년)
-연구목적: WTO 가입 이후 러시아 경
제변화에 대한 계량분석
- WTO 가입 이후 러시아 각 산업별 경
-과제명: The Effect of WTO - 문헌조사
Accession on Russia: Estimations of - 계량분석(시뮬레이션 및 탄력 제적 효과 전망
- 경제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무역정책
the Effect on Separate Industries, 성 분석)
제안
and Overall Effects
-연구자(년도):
Knenia
Yudaeva
(2002~2003년)
-연구목적: WTO 가입의 러시아 산업
별 영향 계량분석
- WTO 가입 이후 주변국과의 무역관계
-과제명: Russia and the WTO: The - 문헌조사
- 계량분석(중력모델)
의 변화 전망
Gravity of Outsiders Status
- 무역관계의 변화가 러시아 경제에 미
-연구자(년도): Bogdan Lissovolik and
치는 영향
Yaroslav Lissovolik(2004년)
-연구목적: WTO 가입 이후 무역상대
국과의 무역관계 변화 분석
- WTO 가입 이후 러시아의 무역 및 투
-본 연구는 러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에 - 문헌조사
자환경의 변화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 WTO - 현지조사
- WTO 가입 이후 러시아 경제전망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도 (러시아 연구자 인터뷰)
- 러시아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
출해내고, 정성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 - 공동연구(러시아 연구기관)
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포
치는 영향과 시사점
괄적이고도 종합적인 연구임.

▣ 연구방법
□ 문헌조사: 최신 정보의 수집․가공하여 러시아의 WTO 가입 전반과 관
련된 선행연구를 확대․발전시킴.
□ 현지조사: 문헌조사와 계량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러시아
현지출장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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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 러시아의 카운터파트 연구기관과 러시아의 WTO 가입이 한러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양국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 증진에 기여함.
▣ 주요 연구내용
□ 러시아의 WTO 가입 추진 동향 및 평가
□ WTO 가입 이후 러시아 대외경제 변화 및 전망
◦ 주요 부문별 정책변화
◦ 무역 및 투자환경 변화
□ WTO 가입 이후 러시아 경제전망
◦ 거시경제 변화 전망
◦ 주요 산업별 경제적 효과 분석
□ 러시아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 대러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한국의 대러 무역투자정책 시사점
◦ 한국의 대러 무역투자 증진방안
▣ 기대효과
□ WTO 가입 이후 러시아 경제는 주요 부문별 정책 및 무역․투자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한국의 對러 경제정책에 대
한 수정을 요구함.

- 75 -

□ WTO 가입은 러시아의 거시경제 전반 및 주요 산업별로 긍정적인 경제
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전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자 새로운 동북아
경제의 일원으로서 러시아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러시아 경제협력 확
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러시아의 WTO 가입이 한-러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러 무역 및 투자정책 방향 수립에 이바지함.
◦ 향후 유망 교역품목 및 투자분야의 발굴을 통해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對러시아 교역 및 투자증진에 기여함.
◦ 최근 DDA 협상이 부진한 가운데, 러시아 WTO 가입을 기점으로 한러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함.
▣ 협동연구기관(후보)
□ 러시아과학원 대외경제전략연구소 / 러시아과학원 경제연구소
▣ 연구기간
□ 2007년 2월 ～ 200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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