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6-21 중국 출장 보고
백서인 부연구위원

1. 참가 개요
□ 출장기간 : 2017.10.16.(월) ~ 10.21.(토), 5박6일
□ 장 소 : 중국 상해 상해시과학원, 항저우 신챠오 호텔
□ 주 관 : 중국 상해시과학원-STEPI,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 주요일정 및 프로그램

일자
10.17.
(화)
세미나
10.17.
(화)
전문가
협의회
10.18.
(수)
10.19.
(목)

10.20.
(금)
10.21.
(토)

시간

일 정

비 고

09:40-10:10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

발표: 김선우 박사

10:10-10:40

상해 중소기업발전 현황 및 정책 지원

발표: 거동보 주임

10:40-11:10

상해 중창공간 건설 및 창업 전망

발표: 딩즈강 주임

14:00-14:20

STEPI의 국제협력

발표: 성경모 박사

14:20-14:40

STEPI의 대중국 협력방안

발표: 이춘근 박사

14:40-15:00

상해시과학원의 국제협력

발표: 상해시과학원

15:00-15:30

상해시과학원의 대한국 국제협력

발표: 상해시과학원

10:13-11:13

현지이동 : 상해역-항주역

G7507(고속철)

09:40-12:00

세션1(2017 연구활동 하이라이트)

발표: 송종국 원장

13:30-15:20

세션2(과기혁신 발전 정책사례)

발표: 이제영 박사

15:30-17:00

세션3(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발표: 성경모 박사

08:30-10:30

세션4(국제정세와 기업가정신)

발표: 김선우 박사

10:30-12:15

세션5(미래예측 방법론과 성과)

발표: 서지영 박사

13:30-17:00

산업시찰: 알리바바 방문

15:00-17:00

귀국 : 항주(HGH)-인천(I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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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논의 사항
1) 상해과학원-STEPI 세미나
세션 1: 한국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현황
○ 발표자 : 김선우 연구위원(STEPI)
- 통계청 전체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는 354만개, 그 중
99%가 중소기업이며, 종사자는 1600만명이 1인이상의 사업체에 근
무하고 있고, 그 중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음
- 50년간 제조업을 보면 중소기업 변화를 볼 때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생산자, 부가가치 등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의 벤처기업
31,000개 중 70%이상이 제조업이며, 중소기업 전체 중 R&D 수행하
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30%로 집계됨
- 중소기업의 R&D 집중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년간
1.2%~1.3%정도로 낮고, 기술혁신 수준 역시 세계 최고를 100으로
봤을 때 76% 정도로 정체되어 있고 상품 성공률 역시 하락하고 있
음.
- 기업 낙후성 극복위해 R&D 수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중기청 전
용 R&D 지원규모는 137배 성장했고, 그 외 정부부처의 경우 6배
증가하였음.
- 정부지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잉지원, 생산성 약화,
기업가 정신 위배 등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 정부지원의 현재 상황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을 3조로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부처 간/사업간 유사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중소기
업 입장에서는 기회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세션 2: 상해의 중소기업발전 현황 및 정책 지원 방안
○ 발표자 : 딩즈강 주임 (SITI)
- 최근 많은 국가들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등을 만들고 있는데 중국
역시 중창공간이라는 창업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주요 특징
은 시장화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전문화된 서비스, 자본화를 통해 원
가 저렴한 오픈 신형 혁신 거점으로 이것이 중창공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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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창공간은 두 가지 개념으로 첫째, 스페이스 개념으로 공간에 와서
일을 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커뮤니티, 자원공유 공간이며, 둘째, 각종
교육 훈련 투/융자 연계, 팀워크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해주고 있음.
- 최신 2016년 보고에 따르면 전국의 중창공간은 3155개가 있고 30%
는 발전이 늦거나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자의 중창공간에
대한 수요 조사에 따르면 창업자는 자금, R&D, 인맥, 루트, 환경 등
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SITI(상해산업기술연구원)의 초기 모델은

1(R&D, 제품개발)+3 (소

스, 환경지원, 자금) 이었음, 경험을 통해 개선하여 이후 4위1체제(자
본, 시제, 산업, R&D)로 융복합 시켰음. 대학에서 기초연구, 연구기
관에서 응용연구, SITI가 브리지 역할(플랫폼)을 하는데, 대학과 연구
기관이 SITI를 통해 시제품 만들어서 기업에 선보임.
- 기술시제, R&D서비스, 산업자원별 역할이 있으며, R&D-바이오의학,
정보통신, 녹색에너지, 스미트제조 분야에 대해 SITI는 연구개발 맵과
센터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산하 플랫폼 등 구축했기 때문에 창
업에 지원할 수 있음. 원사급을 포함하여 교수 등 인재풀 풍부하며,
해외 인재도 보유하고 있음.
- SITI의 중창공간에서는 창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첫째, 시제자원
(스마트 제조, 사물인터넷 등), 둘째, 활동살롱(법률 재무 특별 강좌),
셋째, 자본매칭(투자자 연계, 로드쇼, 아이템 공유, 설명회 등), 넷째,
홍보(대학생 대상 창업 참여) 등이 있음
- 대표 성공사례:
① 베이징웨이루이스촹 : IT 기업으로 중창공간에 들어와서 회사를 설
립. 빅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 외부에서 유치한 회사
② 상하이젠빙젠전자과기회사 : 작은 회사로 창업. 전자과학기술회사,
웨어러블 제품 개발 영업수익 1000여 만 위안 돌파
③ 바이투바이오 플랫폼 벤처: 바이오에 필요한 시약 등을 올려놓고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음
④ 상하이리잉정보과기유한공사: 영상물 3d 안경 없이 3d 관련 컨텐
츠를 볼 수 있는 스타트 업으로 2000만 위안 유치, 현재 6000만
위안으로 증가.
⑤ 상하이화쥔과기유한공사: 스마트홈 서비스 및 디바이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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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세미나
세션 1 : 2017 Highlights of Research Activities
(기관별 최근 연구 활동 및 성과 소개)
○ 좌장 : WU Yishan (CASTED 부원장, 중국)
○ 발제1. 2017 Research Highlights of CASTED
- 발제자 : HU Zhijian (CASTED 원장, 중국)
- CASTED의 연구프로젝트 현황(연구비, 재원비중, 연구자 수 등) 및 연
구활동 내용(중앙정부 정책 제언, 과기전략 수립, 지방정부 컨설팅, 국
제협력 등) 소개
- 기관비전(STI 전략 및 정책, 미래예측 분야 글로벌 싱크탱크) 제시
○ 발제2. STEPI’s Research Focus for Korea’s New Government
- 발제자 : 송종국 (STEPI 원장)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와 신정부의 정책기조, 한국의
주요 미래의제 소개
- STEPI의 연구조직 구성 및 주요 연구영역(혁신정책 및 산업혁신 연구,
기술규제 연구, 중소기업혁신 및 창업 연구, 미래연구, 글로벌 정책연구
및 ODA 사업 등) 소개
○ 발제3. Highlights from Recent Outputs of NISTEP, 2017
- 발제자 : Shigeharu Kato (NISTEP 원장, 일본)
- NISTEP의 연구조직 구성 및 중장기 계획 소개, 5개년 프로그램 결과
(STI 지수, 일본 STI 시스템 관련 전문가 조사, 인력 현황 조사) 공유 등
- 국제협력 활동(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resight) 홍보
○ 발제4. 2017 Research Highlights of KISTEP
- 발제자 : 박세인 (KISTEP 전문위원)
- 한국 과기 현안(신정부의 과기정책 초점, 정부조직 개편 등), KISTEP의
주요 기능(과기 미래전략 수립, 정책 기획, 예산 분배 및 조정, 연구개
발 평가) 및 국제 활동(Asian Innovation Forum 등) 소개
○ 발제5. Highlights of CASISD in 2017
- 발제자 : ZHANG Feng (CASISD 부원장, 중국)
- CASISD의 기관재편 방향(새로운 싱크탱크 플랫폼으로서 역할)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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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 정책 제언 및 평가, 전략 연구, 국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 소개

세션 2 : Policy Practice on Cultivating New Momentum for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각 정부의 STI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 추진 사례 공유)
○ 좌장 : Hiroyuki Tomizawa (NISTEP 이론연구그룹장, 일본)
○ 발제1. How does science contribut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Japanese firms? Measuring science intensity of industry
- Naotoshi Tsukada (NISTEP 선임연구위원, 일본)
- 산업 분야 과학 집약도(science-industry linkage)를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 제시, 지난 10년간의 트렌드 도출(지원 정책을 통해 산업의 과학 집
약도 증가, 과학기반산업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산업-과학 결합 등) 등
○ 발제2. STI Policy in China : Mobilize New Momentum for Economic
Development
- ZHANG Chidong (CASTED 과기시스템연구소 부소장, 중국)
- 중국 과학기술혁신 현황(연구개발비, 특허수, 혁신기업수 등) 및 기업
기술혁신 정책 프레임워크(기업주도 산업기술 혁신 체제의 개선, 포용
적 재정정책 강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공정경쟁 등) 소개
○ 발제3. Cultivating New Development Momentums under Digitalization
- Jiang Yu (CASISD/UCAS 교수, 중국)
- 중국 ‘인터넷 플러스’ 정책(추진배경, 목표, 현황 및 성과 등)을 비롯하
여, 차세대 AI 발전 계획 등 디지털화 관련 정책 이니셔티브 소개
○ 발제4. Fintech Innovation & Financial Policy in Korea
- 발제자 : 이제영 (STEPI 부연구위원)
- 핀테크 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기회 요인, 핀테크 산업 관련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 내용 등 소개
○ 발제5. Policy for Future Growth Engines
- 발제자 : 전수용 (KISTEP 연구위원)
- 국가 경제성장 현황 및 미래성장동력 필요성 제시, 한국의 미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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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정책 추진경과 및 성과, 실행전략 등 소개

세션 3 : Developing Innovation Community under International STI
Cooperation
(지역/국제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STI 국제협력 방안 논의)
○ 좌장 : MU Rongping (CASISD 당위 서기, 중국)
○ 발제1. Green Innovation Cooperation unde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 발제자 : TAN Xianchun (CASISD 교수, 중국)
-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 녹색혁신 협력의 필요성 제시, 녹색혁신 협력
현황 및 추진 애로사항 소개, 정책 제언 등
○ 발제2. Japanese STI International Activities and NISTEP’s Effort
- 발제자 : Kuniko Urashima (NISTEP 선임연구위원, 일본)
- 일본 사회환경의 변화, 일본 STI 국제협력 관련 정책 내용(양자/다자
협력 프레임워크 등) 및 협력활동(국제협력프로그램 등) 현황 등 소개
○ 발제3. Global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in Developing
Countries for Inclusive Innovation
- 발제자 : 서행아 (KISTEP 연구위원)
- 글로벌 과학기술발전 아젠다(포용적 성장 등) 개괄, OECD 과학기술
ODA 현황 및 한국의 과학기술 ODA 사업 소개, 포용적 혁신 협력을
위한 제언 등
○ 발제4. Developing Innovation Community under International STI
Cooperation
- 발제자 : DING Minglei (CASTED 부연구원, 중국)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혁신공동체 형성(특성 및 현황 등), 혁신공동체
의 역할 및 도전과제 소개, STI 국제협력을 위한 제언 등
○ 발제5. Open Science Initiative
- 발제자 : 성경모 (STEPI 부연구위원)
- 오픈사이언스의 정의, 오픈사이언스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트렌드(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 오픈사이언스와 디지털 플랫폼(OECD 및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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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도전과제 등 소개

세션 4 : Entrepreneurship and Employment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or De-Globalization
(국제정세에 따라 나타나는 기업가정신/고용 분야 새로운 특징 논의)
○ 좌장 : 김진하 (KISTEP 인재정책팀장)
○ 발제1. The HRST strategy to lead the futur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발제자 : 김진하 (KISTEP 인재정책팀장)
-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 및 한국의 상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인력(HRST) 전략 등 소개
○ 발제2. Sharing Economy and Mass Innovation/Entrepreneurship
in China
- 발제자 : ZHAO Yandong (CASTED 과학사회연구소장, 중국)
- 새로운 트렌드로서 공유경제와 국가별 현황(미국, 영국, 한국, 중국 등),
대량혁신/기업가정신과 공유경제의 관계, 공유경제 발전을 위한 도전과
제 등 소개
○ 발제3. Korean Startup Ecosystem and Globalization Policy
- 발제자 : 김선우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장)
- 한국 창업생태계 동향,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결과제 및 한
국 정부의 지원정책 소개, 국내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언 등
○ 발제4.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in China : Trends,
Practices and Policies
- 발제자 : QU Wan (CASISD 부교수, 중국)
- 중국의 창업혁신 동향, 중국 창업생태계 및 지원정책(제도개편, 재정
및 서비스 지원, 교육훈련 등) 소개, 창업정책 효과 분석 등
○ 발제5. Overseas Expansion, Technology Trade, and Collaboration
with Universities
- 발제자 : Takashi Inutsuka (NISTEP 정책연구그룹장, 일본)
-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고용 변화 분석, 미국/일본 기술거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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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비교, 산학협력에 따른 긍정적 효과 소개, 기술 경쟁력 제고 방안(산
학협력 다양성 증진) 제언 등

세션 5 : Technology Foresight：Methodology and Results
(미래예측 방법론 및 최근 성과 논의)
○ 좌장 : 서지영 (STEPI 연구위원)
○ 발제1. Research Work with Intelligent Digital Technologies
- 발제자 : 서지영 (STEPI 연구위원)
-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업무 특성 변화 분석(과학 분야 연구업무에서 나
타날 패턴, 니즈/갈등 등), R&D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언 등
○ 발제2. A Review of the 5th Science & Technology Foresight
- 발제자 : 권소영 (KISTEP 부연구위원)
- 과학기술예측조사(목적, 프로세스 등) 개괄, 주요이슈 선정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 혁신기술의 기술확산점 예측 결과, 미래기술 도출 내용 등
소개
○ 발제3.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Foresight towards 2030 in
China
- 발제자 : FAN Yonggang (CASISD 부교수, 중국)
- 해양 과학기술 예측 관련 핵심 방법론 및 주요 결과(10대 중요 기술
주제, 기술발현시점/가능성 등) 소개
○ 발제4. Challenge for Interactive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for Science and Technology Foresight
- 발제자 : Sachiko Yano (NISTEP 방문연구원, 일본)
- NISTEP의 과학기술예측조사 개괄, 호라이즌 스캐닝 ‘KIDSASHI’ 및
웹을 활용한 정보 수렴/공유 사례 등 소개
○ 발제5. The 5th Technology Foresight of China
- 발제자 : XIE Fei (CASTED 부연구원, 중국)
- 중국 과학기술예측조사 개괄, 5차 조사의 구성 및 프로세스, 추진방법,
결과(주요기술 선정 등) 및 성과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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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킹 전문가
성 명
뉴샤오밍 (NIU XIAO MING)
차오아민 (CAO A MIN)
종위웨이 (ZONG YU WEI)

소속 및 직위
상해과학원, 상해산업기술연구원/ 원장
상해과학원/ 부원장
SAST-SITI-STEPI 글로벌(상해) 혁신센터 중국측위원장
상해산업기술연구원 부총공정사(工程師)

리우샤오링 (LIU XIAO LING)

상해과학원 규획연구처 부처장
SAST-SITI-STEPI 글로벌(상하이) 혁신센터 센터장

션위에동 (SHEN YUE DONG)

상해산업기술연구원 전략자문부 주임

리샤오리 (LI XIAO LI)
거동보 (GE DONG BO)
딩즈강 (DING ZHI GANG)
콩판롱 (KONG FAN RONG)
장동메이 (ZHANG DONG MEI)

상해산업기술연구원 전략자문부 부주임
상해중소기업발전서비스센터 주임
상해산업기술연구원 SITI 중창공간 주임
상해산업기술연구원 SITI 중창공간 부주임
상해과학원 규획연구처 부연구원

레이롱( LEI RONG)

상해과학원 규획연구처 박사

쟝링 (JIANG LING)

상해과학원 규획연구처 공정사

후즈지엔 (HU Zhijian)

CASTED 원장

우이산 (WU Yishan)

CASTED부원장

판용강 (FAN Yonggang)

CASISD 부연구위원

Takashi Inutsuka

NISTEP 제 2 연구그룹 디렉터

Hiroyuki Tomizawa

NISTEP 제 2 연구그룹 디렉터

Naotoshi Tsukada

NISTEP 제 1 연구그룹 연구위원

Kiyoka Miki
Go Ohba

NISTEP 기획부서
NISTEP 연구협력기획처

김진하

KISTEP 부연구위원

서행아

KISTEP 연구위원

권소영

KISTEP 부연구위원

전수용

KISTEP 연구위원

박세인

KISTEP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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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사진
[그림 1] 글로벌혁신센터 전문가위원회 토론 전체 참가자

[그림 2] 2017년 10월 20일 알리바바 항저우 본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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