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중국 경제성장정책의 변화 

연구 -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연구자(년도): 홍정륜, 구기보(2006)

-연구목적: 시기별 중국 경제 성장 요

인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 요인과 시

행성과에 대해 평가

-문헌연구 -중국 경제성장정책의 변화 추이

-균형 성장정책의 내용 및 성과분석 

-정책적 시사점

2 -과제명: 중국의 경영환경 변화와 대 중 -문헌조사 -중국의 경영환경 변화(외자유치정책, 

중국 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중국 수출기업과 한국 진출 기업의 비교분석

  

 ▣ 연구책임자

       지만수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외부수요에 상당 정도 의존하는 성장방식에

서 탈피하여 내수 위주의 성장방식을 추구

   □ 내수시장 위주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은 중국의 외자정책, 산업정책, 대외

무역정책, 사회보장정책의 변화를 초래

     ◦ 이러한 정책 변화는 중국기업을 비롯한 현지 진출 외국기업 등 기존의 수

출주도형 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도태되거나, 수출주도의 기업운영에서 내수시장 

위주로 경영전략을 수정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에 따른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에 대해 조

사하여 향후 대중국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국 투자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연구자(년도): 홍유수․김상욱(2009)

-연구목적: 중국의 정책변화와 중소기

업의 투자현황 그리고 중국의 투자

여건 분석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

무역정책, 노무관리, 투자관련 법규변

화)

-한국기업의 대중투자 현황 및 특징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에 따른 한

국의 대중국 투자 평가

-중국의 권역별 투자환경 비교

3

-과제명: China in the Wake 

of Asia's Financial Crisis

-연구자:Wang, Mengkui (08).

-연구목적: 태국에서 시작, 동

남아를 거쳐 한국, 일본 등에 각

종 영향을 준 동아시아 금융위기

에 직면하여 금융위기의 부정적

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중국정

부의 정책의 기본방향을 연구 

-문헌조사

-통계분석

-90년대 후반 중국은 아시아 금융
위기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내
수확대를 위주로 한 경제정책으로  
대응함.
-화폐, 재정정책을 위시, 공공투자, 
국유기업개혁 등 총 10개 분야에
서 중국의 정책적 대응을 평가

본 연구

-기존의 연구는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정책변화를 주로 다루

고 있으며, 중국의 성장방식 변화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음.

-본 연구는 중국의 성장방식 전

환에 따른 기업의 경영전략 변

화에 대해 조사

-특히 중국수출기업과 현지 한

국기업의 경영방식 및 전략 변

화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시사점 

도출

-문헌조사

-현지조사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 전환에 따른 외

자정책, 대외무역정책, 산업정책, 사회

보장 정책 변화 검토

-중국 로컬 및 현지 한국기업의 경영 

전략 변화 파악

 ▣ 주요 연구내용

   □ 경제성장 방식의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외자정책, 산업정책, 사

회보장정책에 대한 검토 및 전망

     ◦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특히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업종별 영향에 대한 

정리

   □ 기존 수출주도형 기업의 변화 현황 조사

     ◦ 중국로컬 수출기업 및 현지 한국기업의 경영전략 변화에 대해 파악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1 성숙한 세계국가
신아시아 협력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기업이 주로 진출해 있는 산동성, 중소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글

로벌 경제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광동성에 소재한 중국과 한국기업

에 대한 현지 조사

   □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의 대응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 기업 방문조사

   □ 세부추진일정

     ◦ 연추심 : 2010년 4월

     ◦ 연중심 : 2010년 9월

     ◦ 연결심 : 2010년 11월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 국정과제 관련성

 ▣ 기대효과

   □ 중국의 경제 성장방식 변화에 따른 대외경제정책변화와 산업정책 향방에 

대한 파악은 향후 우리의 대 중국 통상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

능할 것임.



   □ 특히 중국 현지조사를 통한 양국 기업 비교 분석은 보다 실질적인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여 정책 활용도가 높을 것임.

 ▣ 연구기간

   □ 2010. 1. ～ 2010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