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연구자(년도): 이순철 외(2006년)

-연구목적: 인도에 현지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성공

적인 인도투자 및 경영성과를 도출하

기 위한 판단근거 제시 

-문헌조사

-현지조사

-공동연구

-현지화 전략에 관한 이론  

-인도의 경제현황과 투자환경

-대인도 진출현황과 경영실태

-경영현지화 전략과 진출방안

2

-과제명:『러시아 투자환경과 투자사

례』

-연구자(년도): 한국수출입은행(2005)

-연구목적: 러시아의 투자환경을 분석하

여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사례 소개

-문헌조사

-현지조사

-러시아의 정치․경제 현황

-러시아의 주요 산업 동향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및 제도

-대러 투자사례 분석

-우리의 진출확대 방안

3

-과제명: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

과 한국의 참여 확대 방안: 에너지 부

문을 중심으로』

-연구자(년도): 이재영 외(2006)

-연구목적: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에 대

한 한국의 에너지부문 참여 확대방안

-문헌조사

-현지조사

-설문조사

-공동연구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 분석

-주요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현황과 

전략

-러시아 동부지역의 투자환경 분석

-한국의 참여확대 방안

기본연구과제명: 러시아의 투자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현지화 전략 연구

 ▣ 연구책임자

       이재영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WTO 가입을 기점으로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러 경제관계의 중심이 과거 수출 중심에서 최근 현지투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

      

  □ 이에 러시아의 투자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러 진출기업의 현황, 투자동기, 

경영성과, 경영실태를 심층 조사 ․ 분석하여, 성공적인 러시아 투자를 위한 정

확한 판단근거와 접근방법 제시하고 정부의 대러 전략 및 유관정책 수립에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수립

본 연구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라 러시아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지투자 확대 및 현지

화 전략을 연구 

-러시아의 WTO 가입이후 변화하는 최

신 투자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현황, 투자동기, 

경영성과, 경영실태 등을 심층 조사․분
석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성공적인 러

시아 현지화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러시아 투자환경에 관한 국내

외 문헌 및 자료 분석 

-국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현지 설문조사를 통한 대러 투

자기업들의 현지화 사례 연구

-최근 러시아의 외국인투자환경 변화 추

이 및 전망

-한국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현황과 구조

-한국기업의 러시아 현지 경영실태

-현지 진출한 외국기업과의 비교분석

-대러 경영현지화 전략과 진출방안

 ▣ 주요 연구내용

  □ 최근 러시아의 외국인투자환경 변화 추이 및 전망

   

  □ 한국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현황과 구조

   

  □ 한국기업의 러시아 현지 경영실태

      

  □ 현지 진출한 외국기업과의 비교분석

  □ 대러시아 경영현지화 전략과 진출방안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 정책담당자 및 관련 업계인사 인터뷰 등 현지조사

  □ 현지 설문조사

 ▣ 기대효과

  □ 급변하는 러시아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



  □ 현지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동기 및 경영성과 이해

  □ 투자진출관련 기업에게 향후 성공적인 투자진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 한-러 FTA 체결에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기간

       2008. 1.～ 200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