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지만수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BBP03

□ 중국은 금융지원, 구조조정 지원,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철강,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주요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주력산업과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대해 특히 미국은 이러한 지원이 WTO에 의해 금지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7년부터 적극적으로 보조금 상계관세(CVD)를 주요 무역구제 수단으

로 활용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음. 

  - 캐나다, EU 등도 중국의 보조금 실태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산업고도화가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

어질 때 참여의 기회를 확보하고 중국의 추격에 대응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산업지원의 주요 유형과 구체적 형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주요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축

적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제목:U.S.-China trade: 
Commerce Faces Practical and 
Legal Chanllenges in Applying 

- 법률검토, 규정검토 - 중국에 CVD를 적용하는 데 있어

서의 법률적 문제

- 주요 정부부처의 대응 필요성

중국의 산업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중국의 산업정책 개관

  - 12차 5개년 계획에 나타난 주력 산업 육성 계획 포함

□ 분야별 산업지원 내용 검토

  - 특정 산업 지원(ex 철강, 자동차, 첨단)
  - 금융지원

  - 구조조정지원

  - 토지/세제/수출지원 등

□ WTO 보조금 규정과의 비교

Countervailing Duties  (GAO, 
2005)

- 미국의 중국에 대한 CVD 적용

필요성

- 부과 효과에 대한 예측

2

제목:중국 보조금 제도에 관한 연

구 (통상법률, 2007)
- 중국의 주요 보조금 현황 및

형태에 관한 연구

- WTO 규정과의 대조

- 중국의 주요 산업지원 제도

에 관한 검토

- 중국의 보조금 현황

- 중국의 금지보조금과 농업보조금

- 조치가능보조금(외자기업 보조

금, 특수경제구 보조금, 첨단산업

보조금) 

3

제목: 중·미 간 반덤핑 및 상계관

세 분쟁 격화의 경과와 배경

(KIEP, 2010)
- 중미간 보조금 상계관세 분쟁

- 문헌연구 - 2010년 중미간 통상분쟁의 주요

형태로서 보조금 상계관세 분석

-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

양식 
EBBP05

본 연구

- 한국과 경합이 예상되는 중

국의 주요 산업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산업지원의 내용을 파

악

- 문헌연구

- 현지조사

- 주요 사례연구

- 전문가 간담회

- WTO 보조금 규정

- 중국의 보조금 유형 및 형태

- 미, EU, 캐나다 등의 CVD 적
용 사례

  



□ 주요 CVD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목차 구성(안)

  1. 서론

  2. 중국의 산업정책

  3. 분야별 산업지원

    가. 특정산업 육성

    나. 금융지원

    다. 구조조정지원

    라. 수출지원

    마. 기타

  4. 산업지원과 보조금

  5. 주요 CVD 사례 검토

  6. 정책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 연구

  - 국내외 관련 문헌 수집 정리

□ 사례연구 : 미국, EU, 캐나다의 제소 및 조사 사례

□ 현지 조사

  - 중국 주요 산업지원 내용에 대한 인터뷰

□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의견 수렴

□ 세부추진일정

  ◦ 연추심 : 2011년 2월



  ◦ 연중심 : 2011년 8월
  ◦ 연결심 : 2011년 12월

 ◦ 관련부처
양식 

EBBP08

  -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GOVI005 성숙한 세계국가 GOVI585 신아시아 협력외교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 GOVI005 성숙한 세계국가 GOVI587 FTA체결 대상국가를 
다변화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양식 

EBBP10

  - 향후 한국의 대중 CVD 제소 가능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점검 

  - 중국의 산업지원의 다양한 형태와 유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소에 대비한 근거 

자료 축적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1.1.1 종료일 2011.12.31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