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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노트
● 2017년 8월호 과학기술정책지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서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중국의 창업과 혁신’을 특집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며 세계의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며, 더 나아가 과학기술과 혁신에서도 선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본 특집에서는 먼저 시장-혁신-창업으로 이어지는 중국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그 전망을 소개합니다.
● 또한 최근 중국의 뜨거운 창업 열풍을 뒷받침 하고 있는 중국 창업정책의 전략과
변화를 한 발짝 더 들여다 보았습니다.
● 그리고 중국의 중요 혁신 영역인 5G 이동통신개발과 식량 안보 및 농업혁신 그리고
신소재와 관련된 중국의 동향과 정책을 소개합니다.
● 마지막으로, ‘과학 굴기’를 선언한 중국의 최근 기초과학 성과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강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본 특집이 최근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동향과 그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본
 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자신의 개인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의 내용은 출처와 필자를 밝히는 한 부분적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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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제정된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글 : 양희태 (htya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6년 1월 개최된 다보스포럼의 주제로 4차 산

삶이 윤택해졌다고 강조한다. 반대로 비관론자들은

업혁명이 논의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대신하는 전혀 다른 차원

국 정부와 산업계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분주

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직을 포함한 인간의 노동행

하다. 스마트 팩토리를 강조한 독일의 인더스트리

위가 전면적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지능을 가진 로

4.0, ‘제 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 라는 부제를 달고

봇의 등장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본의 재흥(再興)전략, 인터넷의 고도화 및

있다고 경고한다. 어느 측의 주장이 옳은지, 또는 실

제조업과의 융합을 강조한 중국의 중국제조 2025

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논쟁은 현시점에서 무의

와 인터넷 플러스 전략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국

미하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자국의 기술 및 산업 혁신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와 원칙 확립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나 4차

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

산업혁명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신사업 발굴의

성은 분명히 있다.

기회로 삼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핵심기술 동인이라
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자리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기존 기술들과 접목되고 산업계에 폭

인공지능 연구자 포함 2천3백여 명이
서명한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넓게 활용될 경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
속단할 수 없으며 실제로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Asilomar AI Principles)

게 맞서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

은 2017년 1월 6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아

에 따른 일자리 감소,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과 같은

실로마에서 개최된 Beneficial AI 2017 컨퍼런스에

우려는 기존의 1,2,3차 산업혁명 당시에도 대두되었

서 처음 논의되었고 이후 비영리연구단체인 퓨처 오

던 문제였으나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생산

브 라이프 인스티튜트(Future of Life Institute)에

성 증대와 기술 혁신에 의한 경제 성장으로 인간의

의해 1월 17일 공개되었다. 테슬라의 CEO인 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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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Beneficial AI 2017 컨퍼런스 패널토의 장면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h0962biiZa4&list=PLpxRpA6hBNrwA8DlvNyIOO9B97wADE1tr(2017.8.14. 접속)

머스크, 알파고로 우리에게 충격을 준 구글 딥마인

가지 영역에 대해 총 23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드의 데미스 허사비스(Demis Hassabis) CEO, ‘특

각각의 원칙은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으

이점이 온다’라는 저서로 유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

나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폭넓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즈와일(Ray Kurzweil), 딥러닝 알고리즘의 대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 얀 러쿤(Yann LeCun) 뉴욕대 교수 겸 페이스
수 등 인공지능/로봇 공학자 1,200명을 포함해 과

1. 연구문제: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 방향성

학 기술계의 주요 인사들이 서명한 본 원칙은 연구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은 연구문제와 관련해

문제(Research Issues), 윤리와 가치(Ethics and

<표 1>과 같이 총 5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모

Values), 장기적 문제(Longer-term Issues)의 세

든 인공지능 연구는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

북 AI 연구소장, 스티븐 호킹 케임브리지대 명예교

표 1 :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의 연구문제 5대 원칙

분야

원칙

연구목표
(Research Goal)
연구비 지원
(Research Funding)
과학 정책 연계
(Science-Policy Link)
연구 문화
(Research Culture)
경쟁 회피
(Race Avoidance)

인공지능 연구의 목표는 방향성이 없는 지능이 아니라 유익한 지능(beneficial AI)을 개발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컴퓨터 과학, 경제, 법, 윤리 및 사회적 난제를 포함해 유익한
활용에 관련된 기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 간에 건설적이고 건강한 교류가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연구자와 개발자들 간에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투명한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조직들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자료 : https://futureoflife.org/ai-principles/(2017.8.1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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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해야 하며,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뿐 아

보의 비대칭 또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 군사적 목

니라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투자도 강조하고 있

적으로의 오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

다. 또한, 산업계와 정부, 산업계 내 연구자들 간의

되어 있다(<표 2> 참조). 다시 말해 인공지능 시스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체계 수립이 향후 발생할 수

템이 특정 집단에 의해 오용되거나 그동안 인간이

있는 인공지능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임을 분

만들어온 사회시스템을 위협하지 않도록 기술적으

명히 하고 있다.

로나 제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
고 있다.

2. 윤리와 가치: 인간과 인공지능의 성공적인
공존을 위한 가이드라인

3. 장기적 문제: 초지능에 대한 통제 방안

윤리와 가치 관련 13개 원칙은 개발된 인공지능

마지막으로 장기적 문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

시스템의 불안전한 운영,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정

성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을 시의 적절

표 2 :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의 윤리와 가치 13대 원칙

분야
안전
(Safety)
실패의 투명성
(Failure Transparency)
사법적 투명성
(Judicial Transparency)
책임
(Responsibility)
가치 연계
(Value Alignment)
인간의 가치
(Human Values)
개인 프라이버시
(Personal Privacy)
자유와 프라이버시
(Liberty and Privacy)
공유된 이익
(Shared Benefit)
공유된 번영
(Shared Prosperity)
인간의 제어
(Human Control)
비(非) 파괴
(Non-subversion)
인공지능 무기 경쟁(AI Arms Race)

원칙
인공지능 시스템은 운영 과정상에서 안전성과 보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해를 입히는 경우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화된 시스템의 사법적 결정 참여에 대해 인간으로 구성된 감사 기관의 만족스
러운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진보된 인공지능 시스템의 설계자 및 개발자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 오용,
활용과 관련한 도덕적 함의의 이해관계자들이며, 이를 만들어나갈 책임과 기회가 있다.
고도로 자율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은 운영 과정 상에서 그 목표와 행위가 인간의
가치와 일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의 존엄성, 권리, 자유 및 문화 다양성과 양립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으면, 인간들
역시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접근, 관리 및 제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을 개인 데이터에 적용할 시 사람들의 실질적인 또는 지각된 자유가 부당
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번영은 모든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널리 공유
되어야 한다.
인간은 인간이 선택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사결정을 위임
할지 여부와 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고도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은 사회와 시민들이 만들어온 절차들을 파괴
하지 않고 존중하고 개선시켜야 한다.
자동화된 무기와 관련한 군비 경쟁은 피해야 한다.

자료 : https://futureoflife.org/ai-principles/(2017.8.1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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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제를 위해 제시된 5개 원칙들이다(<표 3> 참

적 및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대처’이며, 구체

조). 초지능(super intelligence)에 대해 합의된 정

적으로 인공지능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

의는 없으나 현재처럼 특정분야(예. 바둑의 알파

스템 설계 방안, 인간의 법체계와 사회적 규범, 도

고)에 국한되지 않고 범용적으로 활용되거나 인간

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및 아키

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인공지능

텍처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6

을 떠올리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인간보다 뛰어난

년 12월 발표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대책’에

초지능이 초래한 미래 디스토피아의 모습은 그동

서 ‘인간과 기계 공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윤리

안 많은 SF 소설과 영화에서 다루어져 왔고, 그러

정립’을 사회 분야의 주요 전략과제로 선정하며 인

한 두려움이 바로 본 장기적 문제 영역에 반영되어

공지능의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다.

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구체화하고 민관합동으로 상
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정립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국 정부도 윤리적 인공지능 구현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정부는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에 대해 특
별히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6년
10월 공개된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 계획’
을 보면 미국 정부 역시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에

참고문헌
Future of Life Institute(2017, January), “ASILOMAR AI PRINCIPLES”,
https://futureoflife.org/ai-principles/(2017.8.14. 접속)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7대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2016, October),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전략 중 3번째 전략이 바로 ‘인공지능의 윤리적, 법

관계부처합동(2017.12.27),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표 3 :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의 장기적 문제 5대 원칙

분야

원칙

역량에 대한 주의
(Capability Caution)

미래의 인공지능의 능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치에 대한 강한
가정은 피해야 한다.

중요성
(Importance)

진보된 인공지능은 지구상의 생명체 역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과 자원을 통해 관리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위험
(Risks)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이고 실존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계획 수립 및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

재귀적 자체 개선
(Recursive Self-Improvement)

스스로 개선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질적/양적으로 빠르게 확장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엄격한 안전 및 제어 조치를 받아야 한다.

공공선
(Common Good)

초지능은 한 국가나 조직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공유된 윤리적 이념에 따라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

자료 : https://futureoflife.org/ai-principles/(2017.8.1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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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계획

글 : 장 훈 (hoonja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과학에 투자할 여력이

서는, 이 보고서 리뷰를 통해 그들의 미래를 위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

어떻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시킬 것인가에

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우리의 번영과 안보,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건강, 환경,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절

바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과
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1)
위 내용은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현(現) R&I 수준

통령이 미국과학한림원에서 한 연설의 일부다. 버
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과학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 고위 자문단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비단 현재 세

은, EU의 현재 R&I 역량을 다음의 여섯 가지 지

계 초강대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

표를 통해 미국 등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진단하고

하고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

있다.

신’을 그들의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보고 이에 대
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유럽 집행위원회 고위 자문단은,

■ 과학 출판물의 세계 점유율
■ 고인용 과학 출판물의 세계 점유율

“유럽의 미래를 위한 투자: E U 연구&혁신

■ 연구자 수

(Research&Innovation, R&I) 프로그램의 효과를

■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자 비율

최대화하기 위한 연구 보고”를 발간했다. 이 보고

■ 인구 백만 명당 PCT(Patent Cooperation

서에는 유럽의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을 위한 그들
의 고민과 생각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본고에

Treaty) 특허 신청 건수
■ 첨단기술 부문 기업들의 총 부가가치율

1) 오세정(2012.5.4.), 「[동아광장/오세정] 지금 왜 기초과학인가」, 동아사이언스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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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EU와 미국의 연구혁신역량 비교

자료: Lamy, P. et al.(2017) 보고서 재구성

<그림 1>은 여섯 가지 지표를 통해 EU와 미국
2)

청하는 데 그치고 있고, 미국과 비교해 약 1/5수준

의 R&I 역량을 비교한 도표다. 이 그림에서 보듯,

의 벤처캐피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EU는 연구자 수와 과학 출판물 수 부문에서 미국

되었다.

과 비교해 우위를 점유하고 있지만, PCT 특허 신

정리하면, 현재 유럽의 R&I 역량은 과학기술 연

청 건수와 첨단기술 기업의 총 부가가치율 부문은

구를 위한 기반과 연구의 직접적 산출물(=과학 출

미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판물) 생산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연구

실제로 유럽은 전 세계 인구의 7%가 살고 있지
만, 세계 GDP의 24%를 담당하고 있고 전 세계 과

결과를 현장에서 활용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세계적 수준에 오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학 출판물의 30%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

유럽 집행위원회 고위 연구 자문단은, 이러한 진

인 과학 강국(Powerhouse)이다. 특히, 세계적으

단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11개의 연구개발

로 유명한 제조 기업들과 대학 및 연구기관에 종사

혁신과 관련된 권고사항을 정리했다.

하는 약 180만 명의 연구 인력들은 유럽의 과학기
술 발전과 혁신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유럽의 미래를 위한 11개의 대(大)제안

반면, 유럽은 전체 GDP 중 R&D 투자 비중이 한
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
라, 유럽은 일본과 비교해 약 1/3수준의 특허를 신

<표 1>에서는 고위 연구 자문단이 제시한 11개의
제안을 정리하였다.

2) 미국의 역량을 1로 했을 때, 유럽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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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유럽의 미래를 위한 연구혁신 제안사항

Index

제안 사항

세부 내용

1

EU의 R&I 예산 증액

Post 2020 EU R&I 프로그램 예산 두 배 증액

2

미래 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 정책 수립

혁신 연구 생태계 강화, 유럽위원회를
통한 혁신 아이디어 촉진 및 확장

3

미래 변화를 선도할 인재 교육

교육, 훈련 및 보상 체계 강화

4

파급력이 높은 연구·혁신 프로그램 계획

연구 목표 및 파급효과 중심의 프로그램 설계, 정교한
과제 평가 시스템 도입

5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할 임무 지향적, 파급력이 높은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지향하는 목표 설정 및 인력
연구 장려
확충

6

EU 펀딩 구조 합리화

펀딩 체계의 단순화, 유사 프로그램 간 시너지 창출 유도

7

프로그램 운영 및 펀딩구조 단순화

지속적 단순화

8

시민 참여 연구 확대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최종 사용자의 연구
참여 유도

9

EU와 회원국 간의 R&I 투자 효율화

EU의 R&I 프로그램 목표에 부합하도록 회원국의 연구
프로그램 구성 유도

10

국제 R&I 협력 강화

국가 간 공동기금을 바탕으로 연구프로그램 운영

11

EU R&I 프로그램 홍보

EU R&I 프로그램 브랜드화, 연구 결과 홍보

자료: Lamy, P. et al.(2017) 보고서 재구성

총 11개의 제안사항을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항

은 수준이며(15년 기준, 한국 4.23%, 미국 2.79%,

목끼리 그룹화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항

EU 2.03%), 유럽연합이라는 태생적 특성상 연구

목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과제의 공시, 지원 및 평가 방식이 복잡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고위 연구 자문단은 이를 R&I 역량

첫째, R&I 투자 증대 및 체계 효율화

강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권고사

둘째, 글로벌 도전과제 중심의 연구 장려

항의 절반 이상을 R&I 예산 증액과 관리 체계 효율

셋째, 국제 협력 및 교육 강화

화를 위해 할애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위 연구 자문단은 이들이 지향하는

우선, 총 11개의 제안 중 약 6개 제안이 직·간접

궁극적인 연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

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R&I 투자 예산 증액 및 체계

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쉬운 수준의 연구보다는,

효율화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실제로 EU의 GDP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

대비 R&D 비율은 전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낮

을 위한 깊이 있는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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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위 연구 자문단은 소통과 교육을

아니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실제 연구실에서의 연구 산출

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

물들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기를 기대해 본다.

있는것으로 분석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
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위 연구 자문단은 지속해
서 높은 수준의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 연구 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 보상 체계 마련의 필요
성 역시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참고문헌
Lamy, P. et al.(2017), “LAB-FAB-APP, Investing in European future we
want”, The report of Directorate-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
European Commission.
이장재(2017), 「문제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핵심철학과 과제」, 한국과학기
술기획평가원
오세정(2012.5.4.), 「[동아광장/오세정] 지금 왜 기초과학인가」, 동아사이언스

지난 5월 전대미문의 장미 대선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키워드는 ‘선제적 4차 산업혁명 준비, 사람 중심 과
학기술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부 정책안들도
이러한 핵심철학을 충실히 반영하는 쪽으로 제시
되고 있다.
이를 앞서 살펴본 유럽의 연구개발 혁신 관련 주
요 권고사항들과 비교해 보면, 큰 틀에서 기초 연
구 예산을 늘리고, 미래를 위한 핵심 과학기술 확
보에 주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EU와 유사하게, 비교적 높
은 수준에 도달한 연구 인프라3)에 비해 충분히 성
장하지 못한 연구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어야 할 당
면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행히, 정부가 R&D 예산을 늘리고 세계를 선도
할 핵심 과학기술 개발에 주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은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한 문제는

3) 스위스 IMD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 인프라는 세계 6위권, 기술 인프라는 세계 8위권으로 비교적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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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의 성장과 혁신: 사회, 정책, 기업의 변화와 시사점

글 : 백서인 (baekseoin@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경제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내실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며 경제성장률을 6%
후반까지 안정화 시켰다(<그림 1> 참조). 이를 두고

중국 경제가 소강사회를 조기달성하고, 시진핑 정

중국 경제의 경착륙과 붕괴를 우려하는 시선도 많

부가 ‘2개의 100년’이란 비전을 제시하면서, 중국

지만, 소득 수준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볼 때 아직은

의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귀추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

성장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림

1)

고 있다. 덩샤오핑 정권에서 개혁개방을 주창하고

2> 참조). 중국의 연평균 6-7%대 경제성장은 1.5-2

WTO에 가입하면서 연평균 10%가 넘는 폭발적인

년에 한 번씩 중국에 대한민국만한 경제권이 새롭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중국은 최근 들어 안정화와

게 탄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최근 해상

그림 1 : 1951~2015년까지 중국의 GDP 변화

자료: IMF(2016),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1) 2개의 100년은 ‘중화인민공화국설립 100주년’과 ‘중화인민공화국공산당 설립 100주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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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소득 수준별 국가 성장률

자료: IMF(2016),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도로로 연결된 광저우-선전-홍콩-마카오를 포함

같은 1선 도시의 아파트가격은 평당 1억에 육박하

한 화남지역의 주강 삼각주 경제권의 GRDP는 웬만

고, 2억을 초과하는 최고가의 아파트도 다수 존재

한 중소형 국가보다 크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빠르

한다. 이처럼 부유해진 중국인들은 엄청난 소비를

게 성장한 중국의 변화 그리고 지속가능성장과 혁신

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11일 ‘광군제’ 1일 매출

의 명과 암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제시하고자 한다.

은 1,200억 위안(한화 20조 원)을 넘어섰고, 중국
의 연간 자동차 소비량은 2천만대에 이르며(2009

중국의 사회와 기술의 변화

년 기점으로 세계 1위를 달성), BCG는 2020년 중
국의 소비규모가 6.5조 달러(7,000조)를 돌파할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한 만큼 중국의 기술혁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 산업발전, 사회변화의 폭도 굉장히 크다. 먼

사회의 양적 성장 외에도 중국은 기술의 질적 성

저 사회적으로 중국의 노동, 부동산, 소비가 크게

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30년간 이공계 지도자가

증가했다. 2000년도 중국 공장 근로자의 1달 월

이끌어온 중국은 과학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

급은 500위안(한화 5만 원, 2000년 환율 기준) 수

해 왔다. 그 결과, 인공지능 및 로봇관련 논문 1위

준이었다. 2017년 현재 공장 근로자의 1달 월급은

의 성과를 달성하고,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 ‘줴

5,000위안(한화 85만 원, 2017년 환율 기준)으로

이’를 개발하였으며 2016년 세계 최초 양자통신위

10배가 되었으며, 동기간 환율이 70% 증가해 한

성 ‘묵자호’를 쏘아 올렸다.

화 인건비는 예전의 17-20배 정도가 되었다. 그럼

중국은 이제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

에도 불구하고 공장근로자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

을 이루고 있고,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세계 최

워졌다. 동기간 부동산의 성장은 더욱더 폭발적이

대의 소비국이 되었다. 우리는 중국산 제품을 사는

었는데, 지금 현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과

시대에서 중국에 제품을 파는 시대에 살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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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제 기술의 이전대상이 아니라 기술 학습
의 대상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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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
산업과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산업고도화
와 부가가치 증대를 실현하는 ‘인터넷 +’의 개념은

중국정부의 혁신정책

2012년 위양 회장이 처음 제시했으며, 이후 2015
년 리커창 총리가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발표하면

중국의 이와 같은 폭발적 성장은 과감한 투자와

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

규제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제조업과

정부주도의 전략적인 정책들이 지대한 역할을 했

융합시켜 전자 상거래, 인터넷 금융 등의 발전을

으며,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새로

이루고 중국 인터넷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

운 정책들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오고 있다. 중국의

를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액션 플랜으로 민간

성장과 혁신을 모니터링하고 그 성공여부를 관찰

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가장 대표적인 4차 산업혁

하기 위해 앞으로 주목해야 할 중국의 핵심 정책들

명 정책이다. 현재 인터넷+창업혁신, 인터넷+제

은 다음과 같다.

조, 인터넷+농업, 인터넷+에너지, 인터넷+금융,
인터넷+민생, 인터넷+물류, 인터넷+전자상거래,

1. 13차 5개년 계획

인터넷+교통, 인터넷+생태환경, 인터넷+인공지

중국의 5개년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5

능 등 11개의 중점분야에 대해 융합을 추진하는 전

년 단위의 경제 계획으로, 경제성장, 과학기술 및

폭적인 지원을 단행하고 있다. 지도의견을 통해 성

산업 발전, 사회/인프라 개선, 노동, 국방, 교육 등

장기반 확보, 혁신 촉진 방안, 사업 환경 완화, 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목표를 제시하는 핵심 정책

외 협력 강화, 인재 육성 및 기타 유인책 등을 제시

이다. 혁신의 관점에서 볼 때 11차는 해외투자 유

하고 있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 2016b).

치 및 생산량 증대, 12차는 자주 혁신, 13차는 세
계선도 기술 개발이라는 목표 변화와 함께 그 기조

3. 중국제조 2025

가 전략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중

‘중국제조 2025’는 독일의 'Industry 4.0'을 표

국은 11차에서 10%를 넘는 초고속 성장을 달성하

방한 정책으로 제조업의 고도화 및 스마트화를 목

였고, 12차에서 7% 이상의 안정적 성장을 이루었

표로 하는 장기 정책이다. 향후 30년간 10년 단위

으며, 13차부터는 6%대의 중속 성장을 지속적으

로 3단계에 걸쳐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는 전략으

로 유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13차부

로, 10대 핵심 산업분야(차세대 IT기술, 고정밀 수

터는 구체적인 지표를 내놓았는데, 계획기간 연평

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

균 성장률 6.5%, 60% 이상의 과학기술 공헌도, 대

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설비, 에너지 절약 및 신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확대(2020년까

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지 1.25%) 등이 이에 해당한다(中華人民共和國國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와 5대 중점 프로

務院, 2016a).

젝트 계획(국가 제조업혁신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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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육성, 공업 기초역량 강화, 첨단장비의 혁신, 친

2017). 또한 이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의 창업의 열

환경 제조업 육성)을 제시하며 과거의 ‘양적 성장’

기는 1선 도시에서 2선 도시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에서 혁신을 바탕으로 한 ‘질적 성장’ 실현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또한 핵심 협력대상국으로 독일을

5. 일대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

흔히 해상 및 육상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이 국가

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처음 전략적으로 접

프로젝트는 서부 대개발의 뒤를 잇는 대대적인 범

근한 제조업 강국 건설 청사진이며, 과거 외국 기

국가 차원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각종 연관 산

업에 의존해 경제 성장을 하던 데서 벗어나 자국

업 수요를 창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증대, 유럽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

및 중앙아시아와의 교류 확대 등의 복합적인 목적

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

을 담은 프로젝트이다. 일대일로의 ‘일대’는 중국에

院, 2015).

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는 육상실
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하고, ‘일로’는 동남아를 경

4. 쌍창정책 (대중창업, 만중혁신)

유해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대중창업 만중창신’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전국

실크로드를 가리킨다. 주요 지역별 기술이전 센터,

민이 창업하는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이 정책은, 중

고속철, 항만 및 기타 인프라 건설 등의 사업으로

국을 세계 최대의 창업국가로 변모 시키고 있다.

이루어져 있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 2016c).

중국정부는 중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창커’를 통
해 중국의 농민 문제, 노동시장 문제를 동시에 해
2)

6. 기타 규제 및 지원정책

결하겠다는 목표를 내비치고 있다 . 현재 지역 시

이외에도 중국은 다양한 수준의 규제 및 지원 정

범기지 17개(베이징, 톈진, 랴오닝, 상하이, 장수,

책을 통해 자국기업을 보호하고 산업을 성장시키

항저우, 안후이, 푸지엔, 허난, 정저우, 후베이, 광

고 있다.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패널, 디스플레

저우, 선전시, 총칭, 청두, 꾸이저우, 산시), 기업

이와 같은 중간재 산업분야에서는 자국기업에 막

시범기지 7개(알리바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머

대한 보조금을 지불하고 해외기업에 강한 규제를

천트, 하이얼, COSIC, CITIC, KOCEL), 고등교육

가해 자국기업의 성장과 내수 점유율을 높이고 있

기관 및 과학연구소 시범기지 4개(청화대학교, 상

다. 이러한 규제는 느닷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

해교통대학교, 남경대학교, 사천대학교)를 운영 중

분인데, 갑자기 항구의 표준 폭과 깊이를 조정해서

이며, 이는 베이징을 세계 4위의 창업 도시로 변모

제시하여 이미 건조된 한국산 배가 수출하기에 불

시켰으며, 선전을 세계에서 가장 큰 하드웨어 스타

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자국산이

트업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했다(Gauthier et al.,

아닌 모든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2) 창커는 창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중국어로,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지난 2015년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한지 2년 만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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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도 한다. 중국의 규제는 표준제정을 통한 효율

상 및 증강현실 기술에 전폭적으로 투자하며 다가

성 극대화의 의미 보다는 외국기업 견제의 도구로

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 바이두의 경우

활용되고 있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 2011; 工業

시가 총액이 60조에 이르고 인공지능에 해마다 이

信息化部, 2016).

익대비 15%의 투자를 단행하며 자율주행차, O2O

또한 자국기업이 기술력이 부족한 분야는 외국

비즈니스를 공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바이

기업의 합작사 설립을 필수화 하는 동시에 자국 기

두의 창업자 리옌홍이 저서 ‘지능 혁명’에서 밝혔

업의 핵심 부품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하여

듯, 바이두는 세계 최대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 시켜준다. 기타 일반 부품은

중국 정부와 함께 세계 최고의 지능혁명 시대 구축

표준화를 시켜 자국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주고, 외국제품의 수입세는 증가시켜 시장을 보호

또한 세계무대에서 활동 중인 한국과 중국 ICT

한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은

기업의 규모에서도 그 격차를 실감할 수 있는데,

개방에서 폐쇄형으로, 규제는 점점 더 세분화 된

중국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121개의 신생 기업이

단위로 내려오고 있어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

뉴욕증시와 나스닥에 상장된 반면 한국은 1개밖에

을 영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

없다. 온라인 플랫폼과 O2O 비즈니스는 중국과의

이다.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졌고, 이들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가상현실, 클라우드

중국기업의 혁신과 도약

컴퓨팅, 3D 프린팅, 드론 등 미래의 핵심 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단행해 오고 있어, 앞으로 다가올 4

1. ICT 기업의 추월: BAT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미 우리나라를

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격차는
더더욱 큰 차이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월했고, 기술력, 시장, 자금력, 노하우 등 측면
에서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선

2. 제조기업의 추격: 화웨이, 샤오미, BYD

풍적 인기를 끈 카카오뱅크와 같은 온라인 은행 서

에릭슨을 인수하며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

비스는 중국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활성화 되어왔

로 거듭난 화웨이는 삼성의 가장 큰 적수로 성장했

다. 그 중심에 있는 텐센트의 시가 총액은 320조에

다. 본격적인 5G시대로의 변화와 함께 중국과 일

이르며,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은 8억 6천만 명의

대일로 연계 지역에 통신장비를 설치하면서 세계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 텐센트는 수집된 데이터와

최고의 통신업체로 거듭날 것이 유력해졌다. 또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수많은 비즈니스를 출시하며,

스마트 팩토리, 가전, 모바일 등의 분야에서도 괄

플랫폼과 O2O,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고

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 전방위적으로 한국

있다. 온라인 유통에서 큰 성공을 거둔 알리바바의

기업을 압박해 오고 있다. 통신에서 화웨이가 있다

경우 시가총액이 260조에 이르며 세계 최대 규모

면, 스마트 폰을 비롯한 각종 스마트 기기는 샤오

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인공지능, 가

미가 한국업체를 철저히 공략하고 있다. 최근 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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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중국산업의 성장 및 추월

자료: 김정민(2013)

미가 내놓은 미믹스는 표면이 90% 이상 액정이며,

소재 및 원천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으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 중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며, 중국이 점차 레드 벨류체인3)을 완성해 나감에

이루었으며, 한때 1,2위를 기록하던 삼성은 이제 5

따라 우리기업들은 중국시장 및 세계 시장에서의

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만물상으로 불리는 샤오미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는 스마트 워치, 체중계, 조명, 공기 청정기를 비롯
한, 다양한 일상생활 기기의 스마트화 및 연결화를

중국의 지속가능 혁신을 위한 해결 과제

통해 스마트 홈 분야에서도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생산업체인

1. 기업의 의존성

BYD와 토종 자동차 업체인 상하이 자동차가 가성

중국의 정부주도형 경제개혁이 뚜렷한 성과를 내

비를 앞세워 압박해오고 있고, 디스플레이는 징동

고 있는 만큼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중국의 대

팡, 반도체는 칭화유니, 철강은 바오강제철이 정부

다수의 공기업은 방만 경영과 부정부패의 문제를

의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를 등에 업고 한국기업을

안고 있으며,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가장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다(중앙일보 중국팀,

심각한 고질병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또한 일부

2017). 또한 이러한 현상은 점점 완제품에서 부품

산업에 대한 과도한 정책지원은 산업을 레드오션

3) 재화 생산과 판매에 필요한 기술, 부품, 소재, 유통 등 가치사슬 전반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들을 자체적으로 중국기업이 수급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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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키고 생산과잉을 유발하며, 기업들의 그림자

다. 고소득층의 사회 공헌 의식, 부의 재분배에 대

금융을 유발하는 기폭제로 작용해오고 있다. 중국

한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중국의 양극화해

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자금의

소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향상 시키느냐가 관건
일 것이다.

3. 주입식 교육 시스템

또한 근본적으로 아직은 중국 기업들이 아마존이

중국의 교육개혁은 앞으로 중국이 지속적인 성

나 구글처럼 업계를 이끄는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장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 서비스 모델이

이 높은 영역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550만개의 신

확립된 이후 후발 주자로 시장에 진입해 추격하는

생 기업이 탄생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개의 기업이

전략을 취하다 보니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고 개척

탄생하는데 6개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가정을

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것 역시 사실이다. 현재 대

했을 때, 지난해 중국에서 제시된 사업 아이디어가

부분의 중국기업의 매출이 중국 국내 시장에서 이

산술적으로 3,000만개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루어지고 있는데, 중국기업들이 혁신 능력을 갖추

문제는 이러한 아이디어의 양보다 질적 측면에서

기 전에 중국의 경제성장이 심각하게 둔화된다면,

아직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

중국의 성장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은 앞서 말한 중국기업의 낮은 혁신능력의 원인을
교육과 인재 창의성 문제에서 찾는데, 동양사학자

2. 계층 및 지역의 양극화

미야자키 이치사다는 ‘입시지옥’으로 불리는 중국

중국의 빈부격차, 동서격차, 남북격차는 그 어떤

교육 시스템 때문에 중국에서 위대한 혁신이 나오

국가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앞서 제시된 다양한

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테크노드 편집자인 제이슨

정책들도 이런 격차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큰

림 역시 중국의 혁신이 디자이너나 예술가가 아닌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거나 반대로 지방정부의

창조적이지 못한 엔지니어 위주의 창업이 주를 이

중앙예산 예치를 위해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중국

루기 때문에 뛰어난 혁신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

에서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

했다. 즉, 이처럼 많은 아이디어가 해마다 나오고

산 버블 문제는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이미 국민의

있음에도 독창성이 높고, 위대한 혁신이 나오지 못

대다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하여 서민들

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입식 교육 시스템에

의 소비와 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이는 극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하여 지속적인 성장에 큰 저
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적으

시사점

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의 경우 역시 일부
지방 정부가 효용가치가 낮은 사업을 일대일로에

중국의 성장과 혁신에는 명확한 명과 암이 존재

편입시켜 중앙정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한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이를

중복 및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일부 기업들의 혁신

18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8월호 (통권229호)

그림 4 : 중국 경제 성장의 이상적 선순환 모델

자료 : 저자 작성

능력,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립되는 정부의 지

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

원과 규제정책은 전 세계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중

및 교육 시스템의 안정과 개선을 통해 과학기술과

국만의 혁신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급격한

산업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성장을 통해 심각해진 일부 기업들의 부정부패와

선순환 고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만들어낸 버블, 계층 및 지역 간의 양극화,
주입식 교육 시스템은 앞으로 중국이 지속적인 혁
신을 이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지목
되고 있다.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혁신, 혁신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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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차세대 생산혁명 논의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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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

서 OECD의 NPR 보고서는 매우 적절한 시점에 유

에서 OECD는 ‘차세대 생산혁명: 정부와 기업에 주

용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 그

는 시사점(Next Production Revolution, NPR: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Implications for Governments and Business)’이

아래에서는 NPR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발췌하여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2년간(2015-16)

요약·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중점 국정과제로

OECD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를 통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짚

해 발간된 NPR 보고서는 향후 10-15년 간 과학기

어보고자 한다.

술 발전이 가져올 기회와 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대
비하는 정책 및 모범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하였다.

차세대 기술 발전은 생산혁명을 촉진

OECD는 NPR 보고서에서 ICT(빅데이터, 클라우
드 컴퓨팅, IoT), 나노, 산업바이오, 3D 프린팅, 신

NPR 보고서는 ICT, 나노, 산업바이오, 3D 프린

소재 기술 등을 차세대 생산혁명을 이끌 핵심 요소

팅, 신소재 기술 등 차세대 신기술들의 융합은 생산

기술로 선정하고, 이들 핵심 차세대 기술들이 생산

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성, 소득 분배, 일자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파급효

를 창출해낼 것으로 분석하였다.

과를 예측·분석하여 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
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 등을 중심
으로 한 ICT 기반 융합기술을 차세대 생산혁명의 핵

최근 대다수 OECD 국가들은 생산성 감소 및 소

심으로 꼽았다. ICT 융합기술들은 생산 공정을 디지

득 불균형의 고착화에서 탈피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

털화하여 제조업 전반의 가치사슬을 통합할 것으로

로 과학기술혁신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망하였다(<그림 1> 참조). 또한 ICT 융합기술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도국가들은 차세대 신기술들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생산시스템과 접목되어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

을 적극적으로 모색·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감할 수 있는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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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핵심 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구조

자료: OECD(2017)

를 실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1) ICT 기술융합은

다(MGI, 2015; OECD, 2017).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

셋째,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지속가

파괴’를 유도하여 전통기업과 ICT 기업간의 ‘협조적

능한 바이오 경제를 실현할 차세대 기술로 보고서

경쟁 (Co-opetition)’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 질

는 선정하고 있다. 특히 산업 바이오기술은 SDGs

서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하고 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핵심 의제

둘째, NPR 보고서는 나노 기술(Nano Technology)

인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식량 및 수자원 보호, 천

을 제품의 근본 속성부터 생산 공정의 효율성, 생

연자원 고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인

산성, 환경지속성, 안전성 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

정받고 있고,3) 대다수 OECD 회원국들도 국가 산

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기술로 선정하

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바이

였다. 특히 고정밀 센서 및 감지기 개발을 통한 ‘디

오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

2)

지털 트윈(Digital Twin)’ 의 실현은 물리적 세계

한 측면에서 보고서는 산업 바이오기술의 혁신 주

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여 2025년까지 연간 11조

기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합성생물학(synthetic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

biology) 및 대사공학(metabolic engineering)을

1) 특히 빅데이터(Big Data)는 ‘데이터 주도 혁신(DDI; Data-Driven Innovation)을 실현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간의 융합은
생산 공정, 조직, 시장의 프로세스를 효율화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OECD, 2017).
2) 디지털 트윈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공정 등을 가상화하는 것으로, 역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대상의 상태를 분석하거나 미래 위험 요소를 진
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Wikipedia).
3) 바이오경제는 COP21과 세계 바이오경제 정상회담(Global Bioeconomy Summit)에서 미래 경제성장과 환경정책의 화두로 제시되었다(OEC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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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언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료의 제품화 과정

넷째, 3D프린팅(3D Printing)은 생산할 수 있는

에도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재료의 계층구조를

제품의 범위를 확장하고 제조기술의 대중화를 촉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제품화 과정을 디지

진하여 제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

털로 기록하는 등 재료의 제품화 과정이 더욱 효율

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제조용 3D 프린

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팅 기술이 크게 향상되면서 그 활용 영역이 확장되
고 있고, 2021년까지 전체 매출이 매년 10억 달러
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고

차세대 기술의 긍정적 영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비용-소량 생산 산업(자동차 툴링, 항공우주, 의료
기기 등)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NPR 보고서는 상기 차세대 기술들이 가져올 생

저비용-중대량 생산 산업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

산혁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D 프린팅 소재의 범위

적 방안으로 디지털 기술의 보급, 선도적 규제 마

도 점차 확대되면서(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종이,

련 및 R&D 촉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세포 등) 향후 기술적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

먼저 보고서는 ICT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데

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3D 프린팅은 공

이터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기술 융합을 촉

정 방식에 따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진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정부는 인터넷

을 지적하고 친환경적 생산 공정을 확립하여야 한

인프라를 적극 개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정보

다는 과제가 남아 있음을 강조하였다.

처리 및 글로벌 가치사슬의 통합을 크게 촉진할

다섯째, 신소재(New Material) 기술은 생산기

수 있으며, 오픈 데이터 및 인터넷을 통한 협력

반의 범위를 확장하고 제품을 다양화하는 데 크게

(e-collaboration) 기반 구축으로 효율적인 혁신

기여할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실제 제

생태계의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품 혁신의 70%는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를 기반으

특히 보고서는 경제 전반에 차세대 기술의 혜택이

로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EC, 2012; OECD,

미칠 수 있도록 이러한 데이터 기반 혁신에 중소기

2017). 신소재 개발은 디지털 기술과 융합될 때 획

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모

기적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디

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털 재료 분석 장비로 맞춤형(3D) 재료 개발이 가

디지털 기반 혁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능하게 되고,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후보 물질 평

위한 규제 정책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가 과정이 효율화되며, 재료 분석 시뮬레이션 활용

오픈 데이터에 관한 협약 및 소유권, 관리 기준이

으로 소재 개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수립되고 보안 문제(해킹 등 사이버안전 문제)에

있다. 특히 재료 가공 처리 과정에서 빅데이터 기

관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데이터 개방이 촉진될 것

반 대단위 모델링(Coarse-grained modeling) 기

이라고 보았다. 무엇보다 데이터 남용을 규제하기

법을 활용한 재료 구조 변화 예측이 시도되고 있는

위해 사회적으로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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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재사용 혹은 공유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프

제시한 기술 확산 제도, 미래 예측, 대중 수용성 및

라이버시 침해 규제 등도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

지지 확보 전략을 소개한다.

였다. 데이터 기술 융합의 결정체인 인공지능(AI)

보고서는 각 국이 차세대 생산기술 확산 제도

과 같이 데이터 기반 자동의사결정의 위험성에도

를 구축함으로써 차세대 기술 개발 및 융합을 더

주목하여 법적 책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욱 촉진할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4) 기술 확산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책은 기술 이전과 상용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

환경적·기술적·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R&D 정

여 기업이 새로운 가치 사슬에 진입할 수 있는 환

책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3D 프린팅의 경우

경을 조성하는 목표로 추진되어야 함을 기술하고

친환경적 저에너지 소모 프린팅 공정 등에 재정 지

있다.5) 보고서는 또한 기업의 기술 활용과 확산

원과 투자를 집중하고, 바이오 기술의 경우 안정적

을 직접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 확산 기

인 바이오매스 확보를 위한 시설 투자 전략을 우선

관(Technology Diffusion Institution)의 중요성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연구 및 교육

을 지적하고, 이미 다양한 유형의 기술 확산 기관

시스템에는 기술 융합의 복합성을 반영하여 디지

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폴 등의

털 기술과 재료공학, 화학, 컴퓨터공학, 물리학 등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이 ‘역량의 덫

이 결합된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이 필

(Competency Trap)’6)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산 방

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식에 맞는 기술 개발이나 공정 설계, 운영 전략 수
립,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기술 확

차세대 생산혁명 촉진을 위한
범부처 정책

산 기관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들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미래 예측(Foresight)을 기반으로
불확실한 기술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단계적 시나

NPR 보고서는 전체 정책 시스템(범부처 정책)이

리오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미래 예측

차세대 기술이 가져오는 복합적 변화를 수용하고

을 통해 불확실한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위험과 기

불확실한 파급효과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

회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

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기술의 파급효과를 긍정적

다는 것이다. 다각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범부처 전

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예측 방법7)과 결과에

략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래에서는 보고서가

대한 공감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수임을 강조하였

4) 기술 확산(Technology Diffusion)은 기술 이전(Technology Transfer)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술 사용 촉진 및 생산 프로세스의 효율화, 전문
기술 지식 파급, 기업 성과 지원 활동을 포함한다(OECD, 2017).
5) 독일의 ‘Industry 4.0’과 영국의 ‘합성생물학 로드맵’이 대표적인 예다(OECD, 2017).
6)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생산기술을 개발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지 않는 이유는 ‘역량의 덫(Competency trap)’(Levitt and March, 1998;
Barnes et al., 2004)과 같은 조직의 루틴(routine) 및 조직 관성(inertia) 때문이다(OECD, 2017).
7) 미래예측 기법에는 시뮬레이션 기법, 외삽법(extrapolation), 델파이(Delphi) 기법, horizon scanning, PESTLE 분석, SWOT 분석, 시나리오
개발 분석 등이 있다(OEC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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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혁신동향

다. 무엇보다 미래 예측은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는

범시켰다. 구체적으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미래 예

계획’(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은 제조업 부흥

측 과정에 기술 경험, 산업수요, 아이디어 등을 반

전략으로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와 금융 지원 제도

영함으로써 정책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거나 새로운

를 도입하고 스마트 공장을 확산하는 목표를 채택

정책 프레임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소개하고 있

하고 있다. 또한 혁신 성장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8)

다.

배분되도록 중소벤처 중심의 경제 환경을 구축하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기술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는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정부의 정

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혁신 정책의 핵심 과제임

책기조는 OECD NPR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차

을 강조하고 있다. 대중의 우려는 기술 도입 및 확

세대 생산혁명의 정책적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

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관련 규제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범람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이오 기

는 아직까지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

술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가져올 사회

으나, 그 핵심에는 앞으로 더욱 급진적으로 발전

적 위험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는 점을

할 차세대 기술들이 가져올 새로운 형태의 생산혁

지적하고, 이러한 우려는 정부나 기관에 대한 신

명이 자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뢰, 과학 근거에 대한 이해와 신뢰 부족, 불확실한

NPR 보고서는 신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를 추진하

규제 방식 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술

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정책 자료가 될 것이다.

위험은 다각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논란이

큰 방향의 정책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거니와 구체

큰 연구 활동은 정부가 윤리적·법적·사회적 영

적인 정책 사례들도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다.

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사회 의견을 통합하는

NPR 보고서가 신정부의 ‘4차 산업혁명’의 효과

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대

적인 추진에 던지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되짚

중에게 기술에 대한 정보와 미래 예측 결과를 공유

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하고 기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도 필요함을 기술하고 있다.

첫째, ICT 기술은 차세대 생산혁명의 기반 기술
로서 다른 모든 기술들과의 융합을 통해 그 혁신적
가치를 발휘한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을 ICT

정책적 시사점

기술 자체와 동일시하는 시각을 경계하여야 할 것
이다.

신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둘째, 차세대 생산혁명은 ICT 기술뿐만 아니라

설정하고 대통력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

나노기술, 산업바이오 기술, 3D 프린팅, 신소재 기

8)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BMBF Foresight’는 미래예측기법을 활용하여 범분야적 미래 연구주제(‘Human-Technology Co-operation’
과 ‘Production Consumption 2.0’)를 선정한 사례로, 이는 독일 내 제조업 정책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켜 ‘Industry 4.0’ 전략 설정의 기반이 되었
다(OEC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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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핵심 요소기술들이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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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미래예
측(Foresight) 기법은 위험과 기회의 단계적 분석
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참
여시킴으로써 공고한 정책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고품질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고 있는 신정부의 정책 개발에 필요
한 접근방법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생산혁명의 핵심에는 개방
과 협력의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픈
데이터, e-collaboration, 기술 확산 제도, 대중
수용성 및 지지 등의 중심에는 개방을 통한 협력
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적 목표가 숨어 있다. ‘4
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개방을 통한 협력’을 최대
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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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특집 : 중국의 혁신과 창업
① 중국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추진의 역사적 맥락과 전망:  ‘혁신’과 ‘시장’의 키워드 중심으로

중국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추진의 역사적
맥락과 전망: ‘혁신’과 ‘시장’의 키워드 중심으로
글 : 홍성범 (sbho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븍아사업단장

우리의 국회 역할을 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환점이 되었다. 현대 중국의 지도자 계보를 보면

(전인대)는 매년 3월에 개최되고, 폐막식 직후 북

1세대 마오쩌둥, 2세대 덩샤오핑, 3세대 장쩌민, 4

경인민대회당에서는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

세대 후진타오, 그리고 현 시진핑 주석은 제5세대

고 한해의 정책방향을 밝히는 게 관례로 되어 있

지도자로 불린다. 임기 5년의 연임제도는 장쩌민

다. 2015년 3월 15일, 리커창 총리의 기자회견은

주석 이후이다. 중국경제에서 ‘시장’이라는 키워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책사에서 한 획을

가 핵심문제로 부상한 것은 덩샤오핑과 장쩌민의

긋는 의미 있는 회견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제

시기이고, ‘혁신’은 후진타오 시대에 등장하였다,

일재경 기자의 질문, “총리님. 안녕하세요. 대중창

‘시장’과 ‘혁신’의 문제가 국정의 핵심목표로 부각된

1)

업·만중창신 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이를 중국

것은 시진핑 정부의 출범과 그 궤를 같이한다.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
나 일각에서는 창업은 정부간섭보다 시장의 규칙
에 의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라는 의견이 있는

중국경제에서 ‘시장’ 키워드의 등장:
등샤오핑 및 장쩌민

데요. 혁신창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 리커창

1840년 아편전쟁의 발발과 1842년 난징조약의

총리의 대답, “대중창업·만중창신은 개혁을 내재

결과, 전 세계 경제의 3분의1을 점하던 중국은 약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정부는

소국으로 전락하였고, 1912년 청나라 멸망과 군벌

장애물 제거와 플랫폼 구축에 힘을 쓸 것입니다.”

정치의 득세로 이후 중국은 1세기 동안 국가는 유

시진핑 정부가 ‘시장’과 ‘혁신’의 키워드를 국정목표

명무실해졌고 국민의 생활은 피폐해져 갔다. 1949

로 제시하고, 이른바 ‘플랫폼경제’를 구체화시키는

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이러한 대혼란의 종

1) 大众创业 萬衆創新은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창업하고 아주 많은 백성이 혁신한다는 의미로 일반 국민 모두가 창업을 하고 혁신을 추진한다는 뜻임.
특히 중국어의 창신(創新)은 innovation으로 번역되지만 넓은 의미인 창조+혁신의 의미를 가짐. 일본어에서 유래된 혁신이라는 용어를 중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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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농민중심 혁명으로 이루었다는데 점에서 의

의 적이었던 자본가와 지식인을 포용해야 한다는

의가 있었다. 그러나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이라

내용으로 중국공산당은 △선진사회 생산력(사영기

는 정치적 격변과 정책실패로 마오쩌둥 시대의 중

업가) △선진문화 발전(지식인) △광대한 인민(노

국은 여전히 세계의 중심부에서 멀리 있었다. 중국

동자와 농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취지이다.

경제에서 ‘시장’이라는 키워드가 구체적으로 강조
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덩샤오핑의 부활을 통해

‘혁신’ 키워드의 등장과 후진타오 시대

가능하였다. 사회주의 공산정치체제에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접목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2002년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후진타오(胡錦

사상 유래 없는 실험이 시작되면서 ‘시장’은 중요

濤)는 급격한 성장정책의 결과로 야기된 지역격차,

한 발전 동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사회주의 시장경

빈부격차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

제의 정책도구는 개혁개방정책으로 발전과 성장을

다. 사회주의 조화사회(和諧)건설과 과학적발전관

위한 정책의 장과 틀이 설정되었다. 개혁개방정책

은 성장 못지않게 분배를 중시하는 문제해결의 기

을 표방했지만 이러한 정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본원칙이 되었고 신농촌 건설과 창조활력은 국정

는 없었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개방 노

목표로, 창신형 국가는 주요 임무가 되었다. 2006

선에 동요가 일게 되자, 1992년 초 덩샤오핑은 선

년 1월 9일 전국과학기술대회에서 후진타오 주석

전, 상하이, 우창 등 남부지역을 시찰하면서 ‘중단

은 2020년까지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율 60%,

없는 개혁개방’을 강조하는 ‘남순강화’(南巡講話)를

GDP 대비 R&D 투자 비중 2.5% 목표의 창신형 국

2)

통해 중국 개혁개방을 재점화시켰다. ‘싱쯔싱서

가 건설 전략을 발표한다.5) 창신형 국가전략의 3대

(姓資姓社/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사회주의에도 시

주요 목표는 첫째, 2020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

장이 있다)’의 논쟁을 종식하고, 흑묘백묘론을 부

제체제와 과학기술발전법칙에 적합한 국가혁신체

활시켜 이후 사영기업 허용, 규제개혁 등을 추진시

제 구축 둘째, 원천혁신, 집적혁신, 소화-흡수-재

3)

켰다. 1989년 덩샤오핑의 후계자로 등장한 장쩌

혁신 능력 대폭 향상 및 전략성 하이테크분야 기술

민은 ICT분야에 대한 집중투자와 성장 중심 경제

R&D의 도약적 발전 셋째, 창의적 인재 양성, 국민

정책으로 파이 키우기에 매진한다. ‘시장’의 역할

과학기술소양 강화,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

강화를 위해 공산당의 당 이론까지 수정시켰다. 정

증가, 혁신환경 개선 등이었다. 이른바 중국식 창

책적 뒷받침을 위한 ‘3개 대표론’을 제시, 당 강령에

조경제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9월, 중

포함시킨다.4)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농민

국 국무원은 “과학기술체제개혁 심화 및 국가혁신

2) 陈炎兵 何五星：邓小平南方谈话与中国的发展, 中共中央文献研究室, 2015
3) 白猫黑猫论成为改革开放思想理论标志(图), 搜狐新闻, 2015-12-24,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말로 자본주
의든 공산주의든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뜻임
4) “三个代表”--党的理论, 人民网 2013-06-12
5) 创新型国家, 人民网, 2016-10-16, 国家部署加快创新体系建设, 中国城市低碳经济网,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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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 창신형 국가
6)

(2011~2015년) 기간으로 시진핑 정부의 구체적인

건설을 구체화한다. ‘의견’은 혁신구동형 경제성

정책은 13차5개년규획(2016~2020년) 기간에 구

장 방식 모색과 기업의 혁신주체 역할 강화가 핵심

체화되고, 특히 2016년 ‘혁신’과 ‘시장’의 키워드를

내용이었다. ‘의견’에서 제시한 혁신형국가건설을

강조하는 일련의 정책추진이 진행된다. 그동안 정

위한 추진전략은 첫째, 민생 보장과 개선에 필요한

부 및 공공부문 주도의 발전정책으로 G2로 부상했

과학기술 발전 강화, 건강/식품의약안전/재해 예

지만, 이후에는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힘이 필요하

방/생태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의 과학기술

다는 판단 하에 2015년부터 ‘혁신’과 ‘시장’의 키워

혁신 강화 둘째, 정부투자 확대, 체제개혁 추진, 공

드를 핵심으로 하는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을

익성 기술개발과 기술확산 강화 셋째, 기업의 혁신

구체화하고 있다.

주체 역할 강화, 대중형 공업기업의 연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1.5% 이상 목표 및 시장지향

13차5개년규획

형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체제 구축 넷째, 과학기술

12차 5개년 규획에서는 신 농촌 건설과 산업 전

과 문화의 융합을 추진하여 문화산업발전에 대한

환 및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면 13차 5개년 규획

과학기술의 기여도 향상 다섯째, 대학과 정부연구

에서는 혁신을 문건의 전면으로 배치하고, 전 분야

기관의 기초연구, 기술개발과 창의적 인재양성 역

에 대해 혁신을 언급함으로써 이를 강조하고 있다.

할 강화 여섯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선, 시장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간섭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

의 실시로, 혁신을 바탕으로 하되, 그 중 과학기술

화 등 정부개혁 추진 등이다. 이 시기 창신형 국가

혁신을 핵심으로, 인재발전을 지원하여 과학기술

건설을 통한 ‘혁신’과 혁신주체로서의 기업의 역할

혁신과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

을 강조함으로써 기업과 ‘시장’이 연계될 수 있는

의 유기적인 결합을 추진하고 혁신 구동과 많은 강

기본 틀이 형성되었다.

점을 바탕으로 발전을 주도할 것을 명시하였다.

시진핑시대 ‘혁신’과 ‘시장’ 키워드의
정책적 구현

혁신드라이브정책
2016년 5월 19일 과학기술부는 “국가혁신드라이
브 발전전략 강요(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2012년 시진핑은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

를 발표하였다.7) 13차5개년규획에서 제시한 ‘혁신

회 주석, 2013년 국가주석으로 선출되면서 명실상

드라이브정책’의 액션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 위한

부한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 시

조치였다. 중국 과학기술은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

기는 전임 후진타오 집권시 추진된 12차5개년규획

장으로 도약하는 중이지만 과학기술, 공학, 산업의

6) 中共中央国务院, 关于深化科技体制改革加快国家创新体系建设的意见, 中发〔2012〕6号, 2012年9月23日
7) 中共中央 国务院印发《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2016年05月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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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 실시

목표

특징

과학기술혁신의 역할 강화

- 전략적 첨단 분야 혁신 추진
- 혁신적 조직체계 최적화
- 혁신 기초능력 업그레이드
- 지역 혁신 고지(高地) 조성

대중 창업/만중혁신 심화

- 창업혁신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
-“창업, 포용, 지원, 구축” 전면적 추진

혁신시스템 인센티브 메커니즘 구축

인재 우수 발전 전략 실시

발전 동력의 새로운 공간 확대

- 과학기술관리 시스템 개혁 심화
- 과학기술 사업화 및 수익분배 메커니즘 개선
- 보급형 혁신 지원정책 시스템 구축
- 대규모 인재풀 구성
- 인재의 최적화 배치 촉진
- 우수 인재 발전 환경 조성
- 소비 업그레이드 촉진
- 효과적 투자 확대
- 수출의 새로운 우위분야 육성

자료: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发改委， 2016/03/17

표 2 : 국가혁신드라이브 발전전략 강요

2개의
드라이브

1개의
시스템

과학기술 혁신 우선 실현

발전 방향과 중점을 명확히 하고 과학 탐색과 기술 극복을 통한 지속적 혁신
시스템 능력 형성

체제 메커니즘 혁신 실현

과학기술과 경제 및 정무 등 세 분야의 체제 메커니즘 개혁을 기획, 추진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기업과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사회조직 등 각종 혁신 주체 기능 방향 명확
히 설정, 고등교육기관의 혁신네트워크 구축, 군/민 융합의 국방과학기술협
력 혁신 플랫폼 건설, 혁신 장려정책 시스템 개선, 혁신 법률제도 보호 등으
로 전사회의 혁신 활력을 활성화시킴

규모 확정 성장방식 → 질적 효과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변화
전통적 요소 주도 발전 → 혁신요소 주도 발전으로 변화
6개의
변화

산업분업은 가치사슬 중/저 단계 → 중/고 단계로 변화
혁신능력은 “추격” 중심 → “병행”과 “선도” 위주로 변화
자원배치는 연구개발 단계 → 산업사슬, 혁신사슬, 자금사슬 기획배치로 변화
혁신주체는 과학기술자 등 소수 중심 → 대중의 혁신과 창업의 상호연계로 변화

자료: 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国务院, 2016/05/16

29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 중국의 혁신과 창업
① 중국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추진의 역사적 맥락과 전망:  ‘혁신’과 ‘시장’의 키워드 중심으로

자주적 혁신능력은 향상되고 있으나 여러 산업이

력 발전, 물오염 처리, 형질전환, 신약조제, 전염

여전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저 단계에 위치하여

병 예방, 안전 등이다. 과기혁신-2030중대프로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실정이고, 과학기술 인재 역

램은 ① 항공 엔진 및 가스터빈, ② 심해 탐사, ③

시 양적으로는 많으나 질적으로는 떨어지고 고급

양자 통신 및 양자 컴퓨터, ④ 뇌과학, ⑤ 정보보호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발전전략 강요의 주

및 네트워크 보안, ⑥ 딥스페이스 탐사 및 우주 로

요 추진배경이다.

켓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현대
산업기술체계에 구축이다. 현대농업기술, 차세대

국가과기혁신 13차5개년규획

ICT기술, 선진제조기술, 신재료기술, 청정고효율

13차5개년규획에서 강조된 ‘혁신’은 세부계획인
8)

에너지기술, 현대교통기술 및 장비, 선진고효율 생

<13·5 국가과기혁신규획>으로 구체화 된다. 우

물기술, 현대식품제조기술 등이 추진된다. 셋째는

선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국가적으로 전부처가 참

민생기술 및 지속발전의 기술체계이다. 여기에는

여하고 중장기목표를 갖는 중대과기프로그램이다.

생태환경보호기술, 자원고효율 순환이용기술, 인

여기에는 국가과기중대전문프로그램(国家科技重

구건강기술, 신형도시화기술, 공공안전기술 등이

大专项)과 과기혁신-2030중대프로그램(科技创

포함된다. 넷째, 국가안전보장 및 전략기술체계이

新2030—重大项目)을 추진한다. 국가과기중대전

다. 해양자원개발이용기술, 우주탐사 및 개발이용

문프로그램 주요 분야는 핵심전자부품, 첨단통신

기술, 극지기술이 강조되고 있다. 이상 각각의 기

칩, 기초소프트웨어, 집적회로 장비, 광대역 이동

술체계는 하위 개발 기술 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통신, 컴퓨터 수치제어, 천연 오일가스 개발, 원자

예를 들면 극지기술의 경우 다음과 같다.

표 3 : 극지기술 분야 하부단위 기술개발목표
1. 극지자원

탐사. 광물질 시스템의 3D구조 및 시공간 전달규칙을 밝혀내고, 극지 광산 예측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극지 광산 채굴이론 및 기
술을 확장하고, 광산 자원 탐사 핵심기술 및 장비를 개발하여 극지 천연오일 가스 자원 8000-10000m, 광산 자원 1000-3000m의 탐사역
량을 실현하고, 3000m 깊이의 광산 자원 탐사 플랫폼, 극지 천연오일가스와 우라늄 광산 자원 탐사 플랫폼을 구축한다.
2. 극지

환경 관측. 극지방 얼음 관측, 빙하운동 및 물리적 균형, 극지방 환경과정 곤측과 생물지구화학순환, 극지방 생물의 생물학적 특징, 생
태체계 및 진화, 극지방 해양 침적물 구조 및 고기후, 고환경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양극 해빙-해양-대기의 상호작용, 협력적 통합
의 관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극지방 환경 정보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통해 극지방에 관한 중국의 학문적 데이터 소스를 형성한다.
3. 극지방 변화가 세계 및 중국 기후에 미치는 영향. 극지방 환류, 해빙-해양-대기 종합적 변화 및 기후효과를 연구하고, 남극 극지 빙핵 기
록, 북극 얼음 진화 과정, 극지 스페이스 날씨 대기 과정의 상호작용 및 지구 기후변화와 중국 기후 및 재해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한다.
4. 극지 자원탐사 및 이용. 극지 지질 구조 및 잠재 광산 자원 탐사를 펼치고, 극지 천연오일가스와 천연가스 수화물 자원 탐사를 펼치고, 북
극 항법 환경 내항성 탐사 및 안전보장을 강화한다.
5. 중국이 주도한 대형 극지 국제 협력계획. 북극 장기관측계획, 남극 바다 장기 관측계획, 남극 해빙 탐사 연합 연구계획을 실시하여 극지 관
련 국제 지연 정치계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인다.
자료 :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科技创新规划的通知, 国发〔2016〕43号, 2016年07月28日

8)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科技创新规划的通知“, 国发〔2016〕43号, 2016年07月2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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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고 있다. 2014~2015년간 중국 중창공간의

그림 1 : 중창공간의 개념도
12,000

21.62%

10,000

11,640
10,120

다. 2016년 말 중창공간은 4,000개를 초과하였고

8,450
8,000
6,000

규모는 50여개에서 2,300여개로 46배 증가하였
2017년 중국중창공간 개수는 5,320개, 미래 5년

6,780

(2017-2021) 연평균 증가율은 약 21.62%로 2021

5,320

4,000

년 중국 중창공간은 11,640개에 도달할 것으로 예

2,000

측되고 있다. 이러한 확산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0

정책적 뒷받침이 가장 큰 유인요소가 되고 있다.10)
2017E

2018E

2019E

2020E

2021E

자료: 곽배성(2015).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업, 포스코경영연구원, p.6.

그러나 현재 중국 중창공간 80%의 이상의 공간
이 입주율 30%에 못 미치고 있어 우수 프로젝트
선별이 어렵고 투입자금 부족을 가져오고 있다. 한

중국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 추진
전망

개 공간 입주율이 60%이상이여야만이 손익분기점
이 도달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민간부문이 설립한 중창공간은 이

시진핑 정부의 “대중창업, 만중창신”정책의 적

윤창출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극 추진으로 중국은 지금 창업열풍으로 가득 차 있
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전역에 ‘중창공간(衆創空間)’
을 확산시켜 혁신’과 ‘시장’ 키워드가 절묘하게 만
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
다. 중창공간은 일반 대중이 창업할 수 있는 물리
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과
자원공유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공간을 포함하는
9)

창업서비스 플랫폼이다. 중창공간은 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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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특집 : 중국의 혁신과 창업
② 중국의 창업 열풍 지속될 것인가?: 창업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의 창업 열풍 지속될 것인가?:
창업 정책을 중심으로
글 : 배문식 (msbae@etri.re.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부문장
길운규 (hugh@etri.re.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1. 서론

내며, 창업 열기를 고조시킨다. 이러한 분위기 속
에 중국 청년들은 어느새 창업을 가깝게 생각하게

중국의 뜨거운 창업 열풍이 식을 기미가 보이지

되었다. 80% 이상의 대학생이 창업을 생각해 보았

않는다. 정부와 민간의 하모니가 만들어 낸 창업

고, 이 중 20%는 진지하게 창업을 준비한다는 조

생태계는 그 열기를 계속해서 순환시키고, 최적화

사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메카니즘을 만들고 있다. 이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

중국 창업 열기가 식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

1)

루 평균 1.5만개의 기업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

종목도 다양하다.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에 이

로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이루어진 적

르기까지 다양한 종목이 일상의 트렌드를 만들어

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표 1 : 중국의 시대별 창업 열풍

구분

기간

특징

창업 1.0

1979 - 1989

개혁개방의 흐름을 따라 ‘개체호’를 대표로 하는 자영업자들이 대거 등장

창업 2.0

1992 - 1997

시장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공무원, 국영기업 직원 등이 소위 ‘철밥통’을
포기하고 대거 창업 - ‘하해(下海, 바다에 뛰어들다)’ 열풍

창업 3.0

1997 - 2000

인터넷 창업 열풍에 따라 소호닷컴(1998), 시나닷컴 (1998), 텐센트(1998),
알리바바(1999), 바이두(2000) 등 IT 기업들이 대거 등장

창업 4.0

2014 - 현재

‘중속 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진입하면서, 취업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창업’ 시대에 진입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5), 최근 중국내 창업 신드롬과 시사점 p.1.

1) 2016년 신설기업 552만 8,000개 기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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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대중창업 만인혁

기조와 함께 대폭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신(大衆創業 萬衆創新·모두 창업하고 혁신하자)’

혁신국가 도약의 일환으로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을 슬로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도

‘창업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록 장려했다. 창업을 방해하는 여러 규제를 완화/

하나는 국가경제 계획 및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

철폐하고, 창업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가운데 언급되는 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청년 창업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역에서도 각각의 혁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2)이다.

신 역량을 바탕으로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에 힘쓰

본고에서는 중·단기 경제 계획 중 과학기술정책

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중창업공간(众创空间)’ 설

과 관련된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 집중하여 연구를

립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과 션전(深圳),

수행하였다. 이는 중국의 창업 정책 전반이 과학기

상하이, 청두, 우한 등 각 지방정부는 지역의 창업

술 및 그 기반을 활용한 혁신형 창업에 중점 전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그 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정책 사례

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를 토대로 과학기술 혁신형 발전 모델을 추진 중인

그렇다면, 중국의 창업 열기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
함이다.

서 그 뜨거움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2006년에서 2020년까지의 중국의 창업
지원 정책을 탐색한 뒤, 각각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가. 11·5 규획 (2006-2010년)
처음으로 ‘규획’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고, 기존
의 ‘계획’을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시장

2. 중국 창업 정책의 변화

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사용하던 ‘계획’에는 목적을 반드시 달성해야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가장 상위 계획에

한다는 강제적인 의미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깊숙

속하는 국가 경제 계획의 일부로서 발표되었다. 국

한 관여 의지가 함께 녹아 있었다. 그러나 ‘규획’은

가 경제 계획은 1950년대부터 5년 단위로 발표되

가이드라인적인 성격이 강하며, 시장에 대해서 최

고 있는 중·단기 경제 계획으로서, 이 안에서 과

소한의 개입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할 수

학기술 정책의 목표 및 전략이 표명되었다. 2006

있다. 기존의 정부 주도 및 시장 간섭의 틀을 버리

년에는 1949년 이후, 세 번째로 과학기술발전 중·

고, 시장 경제적 색채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큰

장기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의미가 있는 변화였다.

세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11·5 규획의 기본 개념은 성장 방식 전환, 기술

제시하였으며,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이라는 정책

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개혁개방의 지속적

2) 중국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2015년 전국 대학 졸업생 취업과 창업에 관한 통지
(2015年全国普通高等学校毕业生就业创业工作的通知)’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앞으로 4년 내에 ‘80만 대학생 창업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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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을 통한 안정적 고도성장의 달성, 지역 간 균

중국 정부의 일련의 노력은 이 시기부터 본격적

형 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 산업마

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게 된다. 귀국 유학생, 과

다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설비

학기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창업이 활발해지며,

와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

2015년 대학생의 창업 규모가 558,000명으로 전

였다. 특히 창업 정책에 있어서 해외 유학인재 유

년 대비 16.9%가 증가하였다. 민간의 투자도 활발

입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는 세밀한 전

하여 새로운 투자주체로서 1,400여개 이상이 등장

략을 세웠다. 천인계획이 그 예이다. 중국 정부는

하고, 모집 투자자금이 204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해외 유학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로

창업 투자 사례 또한 3,400여 건을 돌파하였다. 또

부터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아

한 중국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는 규모 면에서

끼지 않았다. 기업이 주체가 되는 산학연 결합의

세계 1위의 수준으로 부상하였다. IoT, Cloud, Big

유학인재 창업 체계를 수립하여, 이들이 핵심경쟁

data, 3D Printing 등 신기술 분야에 지식 재산권

력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유학인원창업단지의

활용이 급증하고, 새롭게 등장한 기술/서비스 분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들을 통해 하이테크 기

야가 빠르게 발전하였다. 모바일 결제, 맞춤 제작,

술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였다.

O2O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신흥 산업이
부각되었고, 이 분야에 대한 창업과 투자가 활발하

나. 12·5 규획 (2011-2015)

게 진행되었다.

‘12·5 규획’은 이전의 11·5 규획과 비교하여,
전체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세부적으로

다. 13·5 규획 (2016-2020)

과학기술혁신지원과 관련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연

신창타이 시대(7% 내외의 중속성장을 의미)에

구개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경비지

진입하면서, 중국은 ‘창업을 통한 혁신’을 강조하고

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보다 구체적인 지

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13·5 규획에서도 누

원정책을 명시하였고, 지역혁신시스템 강화를 위

구나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사람이

해 국가 혁신형 도시, 자주혁신시범구, 하이테크단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의 ‘대중창업, 만중혁신

지 등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

(大众创业, 万众创新)’과 기술기반의 창업자를 의

가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책 실천 강화를 위

미하는 ‘촹커(创客)’ 육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

한 혁신 환경 최적화를 목표로 사회적 투자의 초점

다. 2006~2020년의 국가과학기술발전 중장기 계

이 과학기술 성과 활용 및 산업화에 맞춰질 수 있

획의 마지막 단계라는 의미와 함께, 외국 기술의

도록 환경을 최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주된

모방에서 벗어나 선도자의 위치에 서기 위한 혁신

내용은 창업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 과정을 지원하

정책을 본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었다. 또한 혁신형 과학

대중창업 및 만인혁신 추진을 위한 방법으로 과

기술인재 육성을 과학기술정책 최우선과제로 특히

학기술 서비스업 발전 수준의 전면 향상, 개방된

과학기술인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을 강화하였다.

기술거래시장체계 구축, 실물경제 서비스 창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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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팅 체계 구축, 과학기술 혁신창업 지원 금융

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큐베이팅 센터를 통해 약

체계 정비 등 창업 지원 정책을 정비하였다. 대중

436억 위안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졸업 기업은

창업공간의 전문화를 위한 경제서비스 창업 인큐

약 3,309억 위안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특히 졸업

베이팅 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지역 17개,

기업 52,000개 중, 200개 기업은 증시에 상장하는

대학연구소 4개, 기업 7개 기관 등 총 28개 시범기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를 구축하고 각각 목표와 중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큐베이팅 센터에 대한 정책 정비와 함께 투자

중국의 혁신창업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

시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투자 시장의 활성

기술창업 인큐베이팅(科技企业孵化器)센터는 중

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얻을 수 있

국 전역에서 1,500여 개가 운영 중이다. 입주기업

도록 정책을 마련하였다. 과학기술 금융혁신을 통

과 창업자 수는 2013년을 기준으로 78,000개, 158

해 과학기술 창업 투자와 자본 시장을 육성하고,

만 3,000명에 달한다. 1990년 무렵부터 시작된 중

과학기술 금융생태계를 구축하여 사회 자본을 통

국의 과학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은 창업

한 첨단 기술 산업 발전을 견인하도록 지원하였다.

단계별/요소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이와 함께 엔젤투자 및 창업투자 등을 지원하고,

표 2 : 국가 과기기업 인큐베이터 13·5 발전 주요계획

목표

주요내용

① 새로운 중개기관
체제 구축

- 창업보육 매개체 1만 개, 국가급 인큐베이터 1,500개, 국가 등록 대중창업공간
3,000개 이상
- 30% 국가급 인큐베이터 과기창업 보육사슬 구축
- 전문 인큐베이터 40% 이상, 특화 대중창업집결구 조성

② 인큐베이팅 성과 향상

- 신규 인큐베이팅 창업기업과 창업단계 20만 개, 졸업 기업은 5만 개 달성
- 인큐베이팅 기업 R&D 투자 누계 1,000억 위안 이상, 유효 지식재산권은 20만 건 이상
- 일자리 300만 개 이상 창출, 대학생 창업 50만 명, 상장기업 2,000개 이상 달성

③ 서비스 능력 제고

- 국가급 인큐베이터와 국가 등록 대중창업 공간 중 50% 이상은 창업투자기능 확보,
60%는 공공기술 서비스 플랫폼 구축 또는 공유

④ 개방 수준 확대

- 유학생과 해외 창업자 10만 명 중국 내 창업 유치, 해외 인큐베이팅 기관 100개
유치, 해외 인큐베이팅 기관 100개 설치

자료: 科技部办公厅关于印发《国家科技企业孵化器 “十三五” 发展规划》的通知, 2017.

표 3 : 중국 기술창업 인큐베이팅센터 운영 현황 (2015)

인큐베이팅센터(개)
전체

2,530

국가급

736

졸업기업 수(개)

창업인재(천인계획, 명)

창출된 일자리 (명)

74,838

1,350

1,650,000

자료: 科技部办公厅关于印发《国家科技企业孵化器 “十三五” 发展规划》的通知, 2017.

35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 중국의 혁신과 창업
② 중국의 창업 열풍 지속될 것인가?: 창업 정책을 중심으로

기업 인수합병 재편 및 차스닥 시장의 개선 등 다
양한 유형의 자금 조달 시장을 육성하기로 정책 방
향을 설정하였다.

나. 특화 전략
중국 정부의 정책은 중국 창업 생태계 조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각각의 계획 때마다 전략적으
로 추진한 정책이 지금의 창업 문화를 조성하는데

3. 시사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과거부
터 계속해 오던 과학기술인큐베이터 설치 및 확산

가. 중국 정부의 일관된 혁신 기조

노력은 지금의 중창공간으로 발전하였다. 중창공

2000년을 기점으로 살펴 본 중국의 창업 정책에

간은 국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창업지

서 중국 정부의 의지와 일관된 혁신 기조를 확인할

원 플랫폼이다. 기존의 혁신 클러스터, 인큐베이터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및 그 기반을 이용

의 개념에 촹커쿵젠(创客空间), 창업카페 등의 새

한 창업을 통해 혁신 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 혁

로운 인큐베이팅 방식이 추가된 개념으로 온·오

신 국가로의 도약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프라인 공간, 투자 시스템, 제도 등을 총망라한 창

창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시행과 시행착오를

업 지원 플랫폼을 의미한다(장상윤, 2016). 중국의

통한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약 20년이라는

실리콘밸리로 알려진 베이징의 ‘중관촌’이 바로 중

기간 동안, 4번의 계획이 발표된 규획(계획)에서

창공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 정부가 창업에 거는 기대를 엿볼 수 있다. 다

다음으로 유학인재 귀국 창업 장려 정책이다. 중

만 그 20년 간 창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조는 끊

국 정부는 1994년부터 귀국유학생 창업단지를 설

임없었다.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공계 박사급 위주의 귀국

불구하고, 지원 확대를 거듭하는 중국 정부의 일관

유학생(하이구이, 海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

된 기조가 있었기에 성공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이

책을 통해 해외 우수 창업 인재가 계속해서 출현하

가능했을 것이다.

고 있다. ‘솽촹 주간’ 성과 전시회에서 중국 업체 로

다만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정부의 역할이

우위는 0.01mm 두께의 AMOLED 디스플레이를

다. 즉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수

전시해 창업 정책의 효과를 입증한 사례로 거론된

정되며, 중심축이 민간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과

다. 창업자인 류즈훙(刘自鸿) CEO는 스탠포드대

거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 실패에서 얻은 교훈으로

전자공학 박사로, 중국의 ‘천인계획’ 정책으로 특별

중국 정부는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기 보다는 가이

초빙 된 전문가다(LG경제연구원, 2016). 2008년

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DO,

부터 실시한 천인 계획은 해외 과학자나 창업인재

LESS.” 즉 정부는 제도 개선에만 집중을 하고, 나

의 중국 현지 유치 정책으로 현재까지 천인계획을

머지는 시장에 맡겨, 자연스럽게 시장 중심의 혁신

통해 유치한 해외 인재는 총 5,823명이며, 그 중

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창업 전문가는 811명이다.

그간의 체제를 뛰어넘은 중국 정부의 시도가 창업
국가 중국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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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긴밀한 협력 또한,
성공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벤처 버블을 경험하

특히 베이징, 션전, 상하이는 지역의 역량을 토

였다. 그래서인지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는

대로 성공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한 대표 사례이다.

좀처럼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

베이징은 최고 수준의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의 고

리 정부 역시 창업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일자

급인력과 해외에서 귀국한 우수인력이 풍부한 중

리 창출을 목표로 창업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있

국에서도 가장 활발한 창업지이다. 특히 베이징의

다. 창업을 주관하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

중관춘 지역은 우수 인력이 몰리며, 정책 지원이

부’로 출범시키며, 그 의지를 분명하게 했다. 창업

자연스레 집중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 및 기술

이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등장한 것은 물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 거리(Innoway)가 조성

론 처음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창업 활성화를

되었다.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발상지인 선전은 기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아

존의 제조인프라 및 네트워크 기반을 활용하였다.

이디어 창업에서부터 연구원 창업을 위시한 고급

저가격으로 소규모 제품 생산이 수월하다는 이점

기술 창업에 이르기까지 창업 문화가 확산될 수 있

으로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추진하는 세계의 기업

도록 노력하였다. 단군 이래 창업하기 가장 좋은

가들이 몰리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본래 금융 산

시대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의 기반은 이미 마련되

업이 발전해 있던 상하이에서는 핀테크, 게임 등

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우리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익모델이 확실한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이 일어

펼칠 때이다. 우리 청년층도 창업을 자아실현의 수

나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창업이 일어나고 있

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창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

으며, 상하이에서도 혁신 창업에 대한 정책이 강화

다.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문턱을 낮추

되고 있다.

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요

이상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중국을 변

구된다. 잠깐의 성과를 위한 정책이 아닌 건전한

화 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바람

창업 문화의 확산과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우직한

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기업가

정책적 추진이 요구 되는 시점이다.

정신(GEM)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을 전후로 기
회형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3) 단순 생계형 창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기회형 창업이 증가하는 현상은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창업에 대한 중국 국민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다. 기회형 창업은 부가가치 창출력에서도
생계형 창업보다 앞서며, 국가 혁신성을 높이는 긍

참고문헌
곽배성 (2015),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업」, 포스코경영연구원,
장상윤 (2016), 「중국의 창업 열풍과 지원 환경」, 『The HRD Review』,
19권 1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2015), 「최근 중국내 창업 신드롬과 시사점」
科技部办公厅关于印发《国家科技企业孵化器 “十三五” 发展规划》
的通知, 2017.
科技部办公厅关于印发《国家科技企业孵化器 “十三五” 发展规划》
的通知, 2017.

3) 글로벌기업가정신(GEM)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초기 창업활동 중 단순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2012년 37%에서 2014년 33.2%로 3.8%p감소하
였고, 기회형 창업은 2014년 65.7%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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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5G 이동통신 정책 추진 현황
글 : 이규복 (leekb@keti.re.kr)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미디어연구본부장

5G 이동통신 개요 및 산업 현황

5G 이동통신 서비스 실현을 위한 IMT-2020 비
전은 최대 20Gbps, 1km2 내 약 100만개 단말 수

5G 이동통신은 ICT의 타 산업 융합을 주도하고

용(단말당 100Mbps 이상), 500km/h의 이동성 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써 커

원, 1m/s 이하의 전송지연, 4G(LTE-Advanced)

넥티드 자율주행차, 장거리 무선조종 드론, VR/

와 비교하여 에너지 효율성 100배, 주파수 효율성

AR, 스마트공장, 재난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

을 3배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림 1 : 이동통신 세대 구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 이동통신 산업발전전략, 내용 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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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이동통신 세대별 통신 속도 비교 및 특징

구분

1G

2G

3G

4G

5G

최고전송 속도

14.4Kbps

144Kbps

서비스

음성

음성 및 텍스트

상용화 시기

1984년

2000년

14Mbps
음성, 문자,
멀티미디어, 화상통화
2006년

75Mbps
음성, 데이터,
실시간 동영상
2011년

1Gbps
홀로그램, IoT,
입체영상 등
2020년

자료 : 특허청, “5G 통신특허 글로벌 선점경쟁 뜨겁다”. 보도자료

전은 최대 20Gbps, 1km2 내 약 100만개 단말 수

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단말당 100Mbps 이상), 500km/h의 이동성 지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2013년 2월 IMT-

원, 1m/s 이하의 전송지연, 4G(LTE-Advanced)

2020(5G) Promotion 그룹을 통한 5G이동통신 사

와 비교하여 에너지 효율성 100배, 주파수 효율성

업 추진을 모색하였고, 2017년 3월 전국인민대표

을 3배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회에서 5G 이동통신기술 사업에 대한 정책을 발

2013년부터 한국을 비롯한 유럽, 중국, 미국 등

표하며 상용화를 본격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서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적극 나서고 있

세계 각국의 5G 이동통신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

는 상황이며, 특히 한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를 바탕으로 초연결(Hyper Connectivity) 통신 서

에서 5G 시범서비스를 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인

비스, 초고용량 실감형 데이터 서비스, 초실시간

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2022년 하계

처리 서비스, 증강 현실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올림픽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5G 이동통신 서비스

예상된다.

그림 2 : 5G 연구단체 현황 및 태동 시기

자료 : 5G 이동통신기술 발전방향, SK텔레콤, 한국통신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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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가상/증강현실·자율주행차·무인비행

중국 이동통신 산업 동향

체·인공지능 등 초연결·지능정보화 시대로 진입
하면서 첨단 스마트 디바이스와 더불어 초고속 빅

4G 시장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전국민을 대상

데이터 처리 및 실시간 고품질 멀티미디어 콘텐츠

으로 한 4G 보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2016년 11

서비스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월 말 기준 146만 개의 4G 기지국 개통을 통해 2G

5G 이동통신의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휴대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갈 수 있는

5G 이동통신 시장은 2020년부터 상용화가 시

제도를 마련하면서, 2017년 초반 4G 사용자는 약

작되어 기존 이동통신 방식을 점진적으로 대체하

7억700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전 세계 4G

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IHS 등의 시장조사기

사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관에서는 5G 이동통신 시장 규모를 2020년 378억

이를 기반으로 5G 이동통신에서는 기술, 표준, 시

달러에서 2026년 1.6조 달러로 연평균 86% 이상

장을 선도하고자 정책 수립과 민간 협력을 강화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35년에는 5G

고 있는 상황이다.

와 연계된 산업의 총 부가가치가 3.5조에 달할 것

중국의 통신 서비스 및 IT 기업들은 5G 이동통

으로 예측하고 이중 중국이 9,840억 달러로 선두

신 표준 기술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기술개

를 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발을 도모하고 있다.

5G 이동통신 주요 서비스는 초저지연 모바일

화웨이는 신규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 신규 아키

UHD 및 가상/증강현실 서비스, 실시간 원격진료

텍처 및 세계 최고의 데이터 처리량을 자랑하는 테

서비스, 실감 콘텐츠 서비스, 모바일 하이퍼 클라

스트베드를 포함한 End to End 5G 시스템 혁신을

우드 서비스, IoT 및 커넥티드 자율주행 서비스 등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특히 5G 이동통신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대를 앞당길 스몰셀 기반 핵심 기술 개발과 램프

그림 3 : 5G 이동통신 시장 규모 전망
[세계시장]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안), 20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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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주요 중국 5G관련 업체의 국내외 협력 현황

자료 : 아시아경제(’16.3.2), ETRI 국내외 5G 이동통신 기술개발 동향(‘16.4) 등 자료 재구성

사이트와 RRU 솔루션에 5세대 이동통신 기술 탑재

내년 5G 기술 테스트를 실시하고 2020년까지 약 1

를 차이나 모바일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만 개의 5G 기지국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7

5G와 결합한 커넥티드카와 드론을 MWC2017에서

년에는 5G 기술 테스트를 위해 중국 전역에 4~5

선보이며 적극적인 5G 기술력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개 도시를 선정하여 5G 기지국을 배치하고 초기 6

ZTE는 5G 이동통신 연구개발에 네트워크 용량

㎓ 이하 대역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강화 외에 사용자 경험 향상에 역점을 두고 기업예

또한 2018년에는 대규모 기술테스트 실시 및 단대

산 10%과 800여 명의 R&D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

단(end-to-end) 상품과 pre-commercial 네트워

며, 소프트뱅크와 5G 공동 연구개발 MOU를 체결

크 구축을 위해 각 도시의 20여개 장소에 5G 기지

하였다. KT와 “차세대 5G 통신기술 및 관련 서비

국을 설치하고, 2019년에는 5G 시범 네트워크 규

스 모델 공동 개발”관련 MOU(양해각서)를 체결하

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에 대규모 5G

여 공동연구개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상용서비스를 추진gkg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비스 모델 및 이와 관련된 테스트 베드를 구축

또한 차이나 모바일은 Agilent와 5G 기술개발

하여 공동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MWC2017에서

협력에 합의하였으며, Agilent는 차이나모바일이

ZTE는 5G 이동통신 솔루션을 제공하고 차이나모

개발한 5G 통신시스템의 개발 및 5G 프로토타입

바일은 5G 네트워크로 제어하는 산업용 로봇을 공

테스트 환경 구축에 필요한 측정기술을 제공하기

개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로 했다. 통신장비 업체인 Airtel는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모바일은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과 5G 통신 기기 개발 협력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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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국의 5G 이동통신 정책 추진 현황

중국의 주요 정책 현황

워크, 주파수 등의 기술요구 사항과 국제 표준화단
체 연구교류 등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인구 13억 명의 시장을 바탕으로 2022

현재 IMT-2020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전신연구

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5G를 개선한 5G

원측은 2013년 10월을 기점으로 5G 연구개시를 공

Advanced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식화했다.

따라 중국 정부는 5G를 경제성장 전략으로 삼아

FuTURE Mobile Communication Forum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기

5G 연구개발의 국제연대에 중점을 둔 비영일 국제

술, 표준화, 주파수 등에 대해 정책지원을 하고, 과

기구로 중국 업체 이외에 해외 벤더나 캐리어의 在

학기술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학계가 참여한

중국 연구기관, 대학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하고

IMT-2020 Promotion Group을 2013년 2월 발족

있으며, 2015년 6월 워킹그룹 5G SIG를 발족시켜

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하는 5G R&D를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기술교류를 수행하며, 2015년 11월 5G

있다.

백서 ‘5G:Rethink Mobile Communications For

중국 정부의 공업신식화부에서는 2016년 10월

2020’을 발간하였다.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계획(2016~2020년)’을 발

FuTURE Mobile Communication Forum의

표해 중장기 5G 이동통신 산업 발전 가이던스를

창립회원으로는 화웨이, ZTE, 차이나텔레콤, 차

제시했고, 양회에서는 5G를 차세대 신흥 산업으로

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CATR, FiberHome

지정했으며, 단계적으로 2018년까지 핵심 기술개

Technologies, SHRCWC, 다탕텔레콤, 레노버,

발 및 테스트 구축을 완료하고, 2019년까지 네트워

노키아, NTT도코모, 퀄컴, 삼성전자 등이 있고,

크 인프라를 구축하며, 2020년 상용화시키겠다는

일반회원으로는 에릭슨, 히타치, NEC, 후지쓰, 인

계획이며 5,000억 위안의 대규모 투자 자금도 집

텔, Keysight 등이 참여 중이다.

행할 예정이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5G 이동통신을 2016~

결론 및 시사점

2018년 1단계, 2018~2020년 2단계로 총 2단계로
나누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는 핵심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산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로 하고 2단계는 상용화 제품

업기술로 5G이동통신과 인공지능을 선정하고 대

개발 및 실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업신식화

규모 R&D 자금 투입과 함께 규제해소, 기반 정책

부는 현재 2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5G에 집중적인

새로운 중국의 5G 이동통신 표준을 만들 것이라고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이유는 5G 산업은 “제조업

발표하였다.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IMT-2020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

중장기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며, ICT기술과

회, 과학기술부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VR, 드론, 자율주행차 등 첨단산업과 연계되어 있

2020년 이후의 IMT 기술을 검토하고 시장, 네트

기 때문이다. 또한 1,00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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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이동통신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중국의 주요 정책 동향

정책

이동통신 및 단말관련 주요 내용

2006.08

정보산업 과학기술발전 11.5규획

차세대 네트워크, 광대역무선이동통신, 지능단말,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등
에 대한 연구 가속화

2009.04

3G 이동통신 업무규범(시범시행)

3세대 이동통신업무의 통신 및 서비스 품질 지표

2009

전자정보산업 구조조정과 진흥규획

2010

12.5 발전규획과 7대 신흥전략 산업 12.5 기간 동안 3G기술과 TD기술 발전을 통한 통신 및 연관 산업 발전

통신산업(3G, 차세대 인터넷, 디지털TV 네트워크 구축 등), 전자부품소재
(디스플레이 등), 컬러TV 등 중점 육성

2011.07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 발전지침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 핵심 기술 : OS, 3G 멀티코드기술, 고성능 멀티코어,
GPS, 모바일 결재 및 신형 터치 기술

2011.12

공업의 구조전환 및 고도화 규획
(2011~2015)

TD-SCDMA 고급제품 지원 등 차세대 이동통신설비와 시스템 R&D 및 산
업화, TD-LTE 단말기의 기저대역 등 관련 산업 발전 촉진

2012.02

전자정보제조업 12.5 발전규획

전자 기초소재 및 중요 부속품 12.5규획, 전자 전용설비 12.5규획, D-TV 및
가전산업 12.5규획 등 시행

2012.02

IMT-2020 프로모션 그룹 결성

중국 정부 주도의 5세대 이동통신분야 연구

2012.07

12.5 국가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규획

무선이동통신, TD-LTE 및 4G 설비와 단말, IoT, 클라우드, 첨단통신 칩, 센
서, SW, 디스플레이 등의 발전전략 명시

2012.08

사물인터넷 12.5 발전규획

2013.08

‘브로드밴드 차이나’ 전략 및
실시방안

2015년까지 사물인터넷 핵심기술, 핵심표준 제정, 산업 체인을 구축
지역별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균형발전,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개선 및 고
도화, 응용수준 제고, 산업사슬 완비 등

2015.03

5G 연구개발계획 수립 착수 발표

공업정보화부는 무인운전, 내비게이션, 제조업, 유통, 미디어분야가 포함된
5G의 본격적인 연구개발 발표

2016.10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계획
(2016~2020년)

2017.03

양회, 인공지능(AI)과 5G,
신정책 키워드로 발표

중국의 중장기 5G 이동통신 산업 발전 가이던스를 제시
중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인공지능(AI)과 5G를 혁신분야로 지정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

자료 : 중국공업경제연구소(2013), 산업연구원(2006, 2013), 각종 언론자료 참고

출도 목표로 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가 도약하는 데

대 디바이스에 대한 선제적 기술 개발과 신서비스

큰 기회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창출도 병행되어야 하리라 보인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중국의 주요 기
업의 추진 전략, 그리고 거대한 시장으로 볼 때, 화
웨이를 비롯한 ZTE 등의 5G 이동통신 시스템 업
체의 세계 시장 1위 선점과 스마트폰 업체의 선두
권 진입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기업 및 관련 기관은 글로벌 표준화 협력
및 기술개발 협력 등을 통한 중국적인 5G 이동통
신 공동 협력이 절실하며, 국내업체의 강점인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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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식량안보와 농업 혁신
글 : 곽상수 (sskwak@kribb.re.kr)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 세계 인구 약 73억5천만 명 가운데 약 8억5

을 영위하는 소강사회(小康社會) 실현을 대내외에

천만 명이 만성적인 영양결핍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

UN 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 세계 인구를 91

촌, 농민, 농업의 삼농(三農)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억 명 이상이 될 것이며 지금 추세대로 식량을 소

중국 지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매년 초 중국

비하면 2050년에는 지금의 1.7배 이상의 식량이

공산당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중공중앙1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1995년 지구정책연구

호 문건이 2004년부터 삼농문제를 다루고 있어 농

소 Lester Brown 소장은 한국과 일본의 산업화 과

업과 식량안보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음을

정에서 육류소비증가, 농지훼손 등으로 식량수요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 농업

의 폭증을 지켜보면서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

혁신전략을 살펴보고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가? (Who will feed China?)’ 보고서를 발표한 바

한다.

있다. 중국의 사료소비량은 1980년의 2,500만 톤
에서 1994년 8,00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2004년 식량수출국
에서 식량수입국으로 바뀌었다. 1995년 15만 톤에

모택동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불과하던 중국의 콩 수입량이 2015년에 8,300만

천하대란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부터 중국공

톤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 콩 거래량의 62%에

산당은 인민의 먹거리 해결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해당한다.

과제로 삼고 있다. 중국의 식량정책은 미곡뿐만 아

중국은 1953년 처음으로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

니라 밀, 옥수수, 대두, 서류, 잡곡 등을 포함하고 있

할 당시부터 13차 5개년 규획(13.5계획으로 약함)

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수입허가,

(2016~2020년)에 이르기까지 식량정책의 수립,

수량제한 등의 비관세장벽이 제거되고 농산물에

목표, 방법 등이 명확히 제시되고 일관성 있는 정

대한 관세도 낮추고, 식량, 면화, 식용류, 당류 등

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3.5계획이 마무

10대 주요 농산물에 대해 관세할당(TRQ)제도를 계

리되는 2020년에 모든 국민이 중산층 수준의 생활

속 유지하는 등 농산물의 무역정책조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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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과적 공급 등이 중요한 이슈로 전개될 전망이다.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대응한 것은 10.5계획

중국 농업부는 2016년 중공중앙1호문건의 정신과

(2001~2005년)부터이다. 2005년 국가통계국 농

13.5계획에 의거하여 ‘전국 재배업 구조조정 계획

촌사회경제조사과에서 ‘식량안보평가지표체계연

(2016~2020년)’에서 식량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

구’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2008년 곡물자급률 98%

적으로 제시하였다.

에서 2020년 95%이상을 유지할 할 것을 목표로

2016년 10월 17일 국무원은 ‘전국 농업 현대화

하는 ‘국가식량안보중장기계획요강(2008~2020

계획(2016~2020)’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9개

년)’을 발표하였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98%에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서 95%로 하향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소

이 가운데 3번째 혁신강농(革新强農)을 위한 주

득이 증가하면서 육류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도

요 프로젝트로는 1) 고표준 농경지 개발 프로젝트,

시화로 농지가 크게 훼손되는 것을 고려하면 95%

2) 현대 종자산업 개발 프로젝트, 3) 현대농업 과

수준으로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4) 스마트농업 프로젝트,

정부의 많은 노력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재배와 사육이 결합된 순환형 농업발전 프로젝

12.5계획(2011~2015년)시기에 식량증산이 이루

트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어지면서 재배업 전반에 발전이 있었다. 13.5계
획(2016~2020년)시기는 소강사회가 완성단계

중국의 종자산업

에 들어설 것이고, 농업부문도 새로운 복잡한 형
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제 전반의 뉴 노멀

종자산업은 농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2016년

(New Normal) 진입, 농산물 공급구조의 개혁, 재

2월 국영기업 중국화공집단공사(CHEMCHINA)는

배업 구조조정, 식량안보 확보, 중요 농산물의 효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 3대 종자회사 신젠타를

표 1 : 중국의 전국 농업 현대화 계획 9대 실행 방안력

1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발전의 새로운 특징을 파악

2

이념을 갱신하고, 발전의 새로운 방안을 과학적으로 모색

3

혁신강농: 농업 발전양식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

4

협조혜농: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

5

녹색흥농: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수준을 제고

6

개방조농: 농업 대외협력 확대

7

공유부농: 민생복지 증진

8

자원확대: 간옹·혜농·부농정책 강화

9

책임완수: 규획의 순조로운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자료 : 中国农业现代化计划, 国务院,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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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국의 식량안보와 농업 혁신

52조원 규모로 인수·합병하여, 중국이 부족하다

강력한 생명공학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차원

고 평가받던 종자산업의 원천기술을 다수 확보하

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였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종자의 다양성, 소비
시장과 신젠타의 원천기술이 접목됨에 따라 중국
은 종자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중국의 농업혁신: 2017년 중공중앙1호
문건 소개

하였다. 중국의 종자산업은 향후 우리나라 종자시
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종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이 매년 초 공동으로 발표하

자산업의 규모는 1999년 330억 위안에서 2006년

는 중앙1호 문건이 2004년부터 연속하여 삼농(三

500억 위안, 2011년 990억 위안, 2015년 1,170억

農)문제를 다루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위안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다. 2017년 중앙1호 문건은 “농업 공급측면의 구조

중국은 ‘전국 농업 현대화 계획(2016~2020)’에

개혁(혁신)을 심층적으로 추진해 농업농촌발전의

서 현대 종자산업 혁신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

새로운 동력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업부와 과학기술부가 주도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

담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국가식량안전

회, 재정부, 국토자원부, 국가임업국, 중국과학원

을 확보하는 것을 바탕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

등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하고 농업의 공급품질을 제고하며 농업 산업체계

국가 종자산업 안전을 확보하고, 잡종강세 이용,

와 생산체계, 경영체계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제기

분자설계 육종, 효과적 종자증식 등 핵심기술 연구

했다.

개발을 강화하여, 기계화 생산에 적합하고, 생산성

전문은 약 1만 3천자이고 6개 부분 33조항으로

이 뛰어나며, 저항성이 큰 신품종을 개발·보급하

되어있다. 전체내용에는 1) 농업생산성·효율성 향

고, 우량종 증식기지의 시설조건을 개선하고, 원예

상, 2) 지속가능 농업발전 강화, 3) 농산업 가치사

작물 우량종 묘목증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주

슬 확장, 4) 농업현대화 촉진, 5) 농촌지역 발전기

요 농산물의 품종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가

초 강화, 6) 농업·농촌의 내생적 발전동력 강화

축 및 가금 우량종 증식시스템을 구축하고, 현대

등 6개 분야에서 총 33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되었

어업 종자산업 혁신역량을 제고하면서 유전자원을

다. 농업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은 장기적인 과정이

조사,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종자산업 영역에서 과

며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서 각 방면의 이익을 조율

학연구 성과 및 권익관련 개혁을 추진하고 국가경

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어

쟁력을 갖춘 현대종자산업 기업을 양성하도록 하

려움과 도전에 맞서 확고히 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는 것이 중국 종자산업의 목표이다.

개혁 위험요소에 적극 대응해 식량생산능력이 떨

중국은 2016년 기준으로 GM작물 재배면적이 약

어지지 않고 농민들의 소득증대 추세가 계속 이어

280만ha로 세계 8위에 해당한다. 작물별로는 Bt

지며 농촌안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면화 (280만ha), PRSV저항성 파파야 (8,550ha),

고 지적하고 있다.

Bt포플러 (543 ha) 순으로 재배하고 있다.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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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한 소비중심의 내수확대

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국은 식당에서 먹다 남

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서 출발했다. 농업분야 공

은 음식은 대부분 포장해서 가져가는 포장문화(打

급 측 구조개혁은 곡물자급 및 식량안보 확보를 전

包/따바오)가 생활화 되어 있어 음식낭비가 우리의

제로 시장수요에 부응하면서 자원부존 조건에 부

1/10 수준이다. FAO는 2050년 세계 인구는 91억

합하는 농산물 생산구조와 생산지역 배치를 추진

(아시아 51억, 아프리카 19억) 이상이 될 것이며 지

하는 것이 요지이다. 2016년 4월 ‘전국 재배업 구

금 추세대로 식량을 소비하면 2050년에는 지금의

조조정 계획(2016~2020년)을 제정하여 농작물(식

1.7배 이상의 식량이 필요하고 에너지는 3.5~5.5

량·특용·사료작물)간 생산조화, 식품 소비패턴

배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과다한 화석에너지 사용

변화 등 시장수요 반영, 생산증대와 생태환경보호

은 기상재앙을 가속화시켜 식량공급에 큰 영향을

조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지이용체계 확립 등

끼칠 수 있다. 중국도 소득이 증가하면서 육류소비

4가지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품목별 재배

가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로 농지가 훼손되면서

업 구조조정을 보면 옥수수 공급과잉, 대두 공급부

엄청난 양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 누가 2050년

족 확대, 고품질 조사료 공급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91억 인구를 책임질 것인가? 21세기 보릿고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돈이 있어도 식량을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며, 돈마
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와 국민은 식량

중국의 농업정책의 시사점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
하는 구속력 있는 구제척인 식량안보 전략을 빨리

한국과 중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

수립해야 할 때다.

르다. 두 나라 정부의 식량정책에 대한 의지에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은 정부수립부터 식량에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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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소재 발전 계획
글 : 이용태 (2Ti22@naver.com)
전 재료연구소 소장

신소재 산업의 정의

장대 제조업을 향유하는 철기시대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기존의 금속, 세라믹, 폴

신소재 산업은 원재료를 합성하고 가공하여 다

리머 소재를 나노기술과 신합성기술, 신공정기술

양한 물성과 형상의 소자와 부품을 만들어 조립함

을 이용하여 기능을 부여하고, ICT 등의 소프트웨

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

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신소

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인류의 역사는 재료의 사용

재 산업에서도 기존 산업의 중추 기능을 견인하면

에 의한 구분으로 석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

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 컴퓨터 등을 이용한

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우

Big Data, IoT, 보봇, 우주항공 산업 등 제 4차 산

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산업혁명으로 결과

업을 견인하는데 필수적인 시스템과 신소재가 결

로 철강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중후

합된 종합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 1 : 국가별 GDP 대비 소재부품 수출액


국가

GDP

소재부품 수출액

비중(%)

미국

17,418,925

3,806,132

21.85

중국

10,380380

5,194,021

50.04

일본

4,616,335

1,990,575

43.12

독일

3,859,547

1,352,024

35.03

한국

1,416,949

276,000

19.48

자료 : OECD 보고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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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수출액으로 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조사한 결론에 따

가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

르면, 중국의 제조업은 주로 저가의 공산품을 생산

표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신소재 분

하는 단계에 도달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이에 매

야에서도 중국의 비약적인 비상으로 미국 다음의

10년간, 3 단계 (30년)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이

G2 위치를 견지하고 있다. 소재부품의 수출 비중

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중국제조 2025”

이 높다는 것은 품질경쟁력이 높거나, 가격경쟁력

전략적 목표 과제를 수립하였다.

이 높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 이 분야 수출비

먼저 제 1단계(2015~2025)에서는 향후 10년 동

중이 높은 이유는 가격경쟁력에 있다. 반면에 일본

안에 그간의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진입하

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품질경쟁력이 높기 때문으

는 전략이다. 이 기간 동안에 제조 선진국과의 격

로 평가된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두 분야 모

차를 좁히고,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두에서 특징적인 경쟁력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

기술력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으로 평가된다.

제 2단계(2025~2035)에서는 전체 제조업을 세

신소재 산업은 전체 GDP의 20%를 차지하는 등

계 제조 강국과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국가 주력 핵심 산업이다.

전략이다. 이 기간 동안에 일정 분야에서 세계 최

중국에 비해 한국은 반도체, 휴대폰, 등 주력산업

고 수준의 제조업을 달성하고, 기술 선진국으로 도

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약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폰의 공통 플랫폼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 기술 및

제 3단계(2035~2045)에서는 중국인민공화국

표준화 확보 등 중국과의 경쟁심화로 세계 소재시

성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전 세계 최강의 제조

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업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세계 제
조 강국 중 최강의 위치에 달하는 목표를 전략으로

중국의 제조 산업 동향

수립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제조업의 혁신을 주도
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국가

중국의 제조업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부상하였

로 발전하는 전략이다.

다. 전 세계의 제조업 대비 20.8%를 점유하고 있

중국제조 2025는 제조 강국 전략의 첫 번째 행

으며, 중국 GDP의 35.85%를 점하고 있다. 이와

동강령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공업정보화부, 국가

같은 급격한 신장은 중국 정부의 혁신주도형 전략

발전계획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질량감

의 유도로 기업의 R&D 투자가 급성장하여 자주혁

독검혐검역총국, 공정원, 등 관련 정부부서가 연합

신 능력이 재고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하여 공동으로 구체적인 1단계 기간(2015-2025)

핵심기술은 세계 최상위 수준을 점하게 되었다. 중

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기

국의 R&D 투자 규모는 세계 3위이고, GDP 대비

위하여 다수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장시간에 걸쳐

2.09%인 1.3조 위엔(약 217조원/한국 17조원)에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완성하고, 국무원에

달하고 있다.

서 중국제조 2025를 발표 (2015년 5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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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2025 달성을 위한 전략적
임무와 중점분야

정한 제품과 기술을 기업체 제품과 연구 개발 프로
젝트로 선정하도록 지원하게 하였다. 동시에 시장
과 사회 자원을 유도하여 국가의 전략 중점 분야에

제조 강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대

효과적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 발전과

전략적 임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전

시장 변화 속도가 신속한 점을 감안하여 “기술 로

략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10대 전

드맵”은 매 2년마다 수정 작업을 실행할 계획이며

략적 중점분야를 설정하였다. 이들 중점분야를 <표

각 분야에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수정 작업에 참

3>에 요약하였다.

여하여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한다.

“중국제조 2025 중점 분야 기술 로드맵”은 기술
로드맵 연구 및 제정에 참여한 48명의 원사와 400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공정

여 전문가들의 지식을 집대성한 것으로 과학성, 선
행성과 전략성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매우 중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한 실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보고서 (Action

으로 5대 중대공정이 설정되었다. 이들 5대 공정은

Plan) 이다. 이번 기술 로드맵의 발표는 많은 기업

즉시 예산이 투입되고, 첫 해부터 구체적으로 도

체와 연구소, 대학교 등 역구전문 기관들로 하여금

출된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이들 5대 공정과 추진

시장에 대한 조사 연구를 충분히 실행하도록 유도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고, 자체 조건과 특징의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과 중점 분야를 확정하도록 하였다. 동

1) 제조업 혁신센타(공업기술 연구기지 건설공정)

시에 금융 투자 기관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보유

산업연맹 등 신규 모델,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시

하고 있는 금융 수단을 이용하여 기업체들로 하여

장화 운영을 통해 공통 핵심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금 연구개발, 생산 과정에서 “기술 로드맵”에서 확

첫 해에 한, 두 개씩을 시범 운용하기로 함.

표 2 : 중국제조 2025를 달성하기 위한 9대 전략적 임무

1. 국가제조업 혁신능력 제고

6. 중점분야 획기적 성과창출 본격화

2. 정보화와 공업화 심층융합 추진

7. 제조업 구조조정 심층 추진

3. 공업기반 능력 강화

8. 서비스형 제조와 생산성 서비스업 적극 발전

4. 품질 브렌드 육성 강화
9. 제조업의 국제화 발전수준 향상
5. 녹색제조 전면 보급
자료 : 중국제조 2025, 중점분야 기술혁신 녹서 (Green Pap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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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중국제조 2025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전략적 중점분야

10대 중점분야

주요 개발분야

1. 차세대 IT 산업

1. 직접회로 및 전용장비
2. 정보통신 장비
3. 운행시스템 및 공업소프트웨어

2. 고급 수치해석제어선반, 로봇

1. 수치제어선반, 기초제조장비, 통합제조시스템
2. 적층제조 (3D 프린팅)
3. 공업로봇, 특수로봇, 서비스로봇

3. 항공우주 장비

1. 대형항공기, Wide Body 여객기
2. 중형헬기, 터보프롭, 터보펜 엔진
3. 차세대 로켓, 중형 탑재체
4. 유인우주선 공정, 달탐사 공정

4. 해양공정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1. 심해 정거장, 호화 크루즈선박
2. 액화천연가스선

5. 궤도교통 첨단장비

1. 차세대 지능형 궤도교통장비
2. 세계 선두 현대적 궤도교통 산업체계

6.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자동차

1.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2. 전지, 모터, 고효율 내연기관

7. 전력장비

1. 수력발전기, 원자로, 중형 가스터빈
2.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장비

8. 농업용 기계장비

1. 첨단 농업용 기계장비
2. 트랙터, 복식 작업공구, 대형 콤바인

9. 신소재

1. 특수금속 기능소재, 고성능 구조재료
2. 기능성 고분자소재, 특수 무기비금속소재
3. 선진 복합소재, 초전도 나노소재, 그래핀

10.바이오의약, 고성능 의료기기

1. 혁신 중의약 및 맞춤형 치료약물
2. 의료용 로봇, 영상장비
3. 웨어러블, 원격진료 등 모바일 의료제품
4. 바이오 3D 프린팅, 유도다기능 줄기세포

자료 : 중국제조 2025, 중점분야 기술혁신 녹서 (Green Pap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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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업기반 강화 제조공정

중국의 제조 기반 중 소재, 부품, 공정, 산업기술

1) 선진 기초재료(Advanced Fundamental
Materials)

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이 도출되었고, 이를 극복하

선진 기초재료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며 수가 많

기 위하여 제조업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7억 위엔

으며 활용범위가 넓고 “한 가지 재료가 다양한 용

을 투자하여 플랫폼 구축을 달성하고자 함.

도가 있는” 신소재를 가리키며 주로 철강, 비철금
속, 석유화학, 건축자재, 경공업, 방직, 등 기초 재

3) 지능형 제조공정

장치와 제품의 산업화는 외국 의존을 줄이고, 중
국 내부의 기술을 혁신하여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디지털 공장, 스마트 공장 등 지능
형 제조의 표준 제정과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4) 녹색 제조공정

에너지 소비와 공해 발생을 최소화 하는 생산구
조를 달성하여 우수한 공정은 시험 보급을 통하여
우선 달성함.

료 중의 고급재료가 포함되고 국민경제, 국방 군사
산업의 구축에 대해 기반적인 지원 및 보장 역할을
하는 재료로 정의된다.
기초재료 산업은 실체 경제의 필수적인 발전 기
반이며 중국의 백 여 가지 기초 재료의 생산량은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총체적인 생산
능력 과잉, 제품구조 불합리, 고급 응용분야에서
아직 완전하게 자급(自給)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문
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능, 차별화, 기능
화를 통한 선진 기초 재료를 개발하여 2020년까지

5) 첨단장비 혁신공정

기초재료 산업 분야에서 총체적인 규모를 효율적

경쟁력이 높은 소재부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으로 실현할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 조정을 통하

첨단 장비는 주로 외국에서 구매하여 생산에 응용

여 초보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해 왔으나, 1단계에서부터 장비를 중국 내에서 개

통하여 선진 기초 재료가 총체적으로 자급을 실현

발하여 활용함. 이를 위하여 중국공정원과 공업정

하여 일정한 수출 능력을 형성하도록 한다.

보화부에서 매 2년 마다 성과를 점검하고, 성공 사
례를 홍보함.

2025년까지는 산업 구조조정을 뚜렷하게 수행
하여 기초재료 제품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여
국내 시장점유율이 90%를 상회하도록 한다.

전략적 중점분야 신소재
2) 핵심 전략재료(Core Strategic Materials)
신소재 분야는 표 3에 나타낸 것과 같은 세 분

핵심 전략재료로는 주로 고급 장비용 특수합금,

야로 분류하여 과제가 수행된다. 이들 3개 분야는

고성능 분리막 재료, 고성능 섬유 및 복합재료, 신

1) 선진 기초재료, 2) 핵심 전략재료, 3) 선행 신재료,

형 에너지 재료, 전자 세라믹 및 인공 결정체, 바이

로 분류되어 과제가 구체적으로 도출되어 연구가

오 의약재료, 희토 기능재료, 선진 반도체 재료, 신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형 디스플레이 재료 등 고성능 신 재료를 포함하며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전략 신흥 산업 혁신 구동 발전 전략을 실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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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중요한 물질 기반이다.

9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전략재료는 해양공정, 궤도교통, 선박, 차
량, 핵발전, 항공 엔진, 우주 장비 등 분야의 고급

3) 선행 신재료(Frontier New Materials)

분야에 응용되는 핵심 재료이며 스마트제조, 신에

혁명적 신재료의 발명, 응용은 줄곧 전 세계의

너지, 전기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환경 관리, 의료

기술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하이테크 제조업은

위생, 차세대 정보기술 및 국방 첨단기술 등 중대

트렌드 변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동시에 많

한 전략 산업에 필요한 핵심 재료이기도 하다. 현

은 신흥 산업을 탄생시키고 있다. 선행 신재료가

재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백 가지 이상의 핵심재료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중요성에 비하여 중국

중 약 1/3정도는 중국 내에서 전연 자급이 안 되는

의 독자적인 혁신 능력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상태이며, 약 절반은 안정적 공급에 문제가 많고,

3D 프린팅 재료, 초전도 재료, 스마트 생체 공학

일부 제품은 해외의 엄격한 제제를 받고 있기에 기

및 슈퍼 재료, 그래핀 등 선행 신재료 개발과 혁신

술 도입이 금지되고 있어서, 이들 핵심 전략 재료

을 장려하여, 독자적인 지적재산권 확보를 가속화

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함으로써 결정적인 발전 기회 및 전략적인 우위를

2020년까지 30가지 이상 핵심 전략재료의 산업

점해야 한다.

화 및 시범 생산을 실현할 것이다. 차세대 정보기

향후 10년 동안 우주항공, 생물 의료, 자동차

술, 고급 장비 제조업 등 전략적 신흥 산업발전의

오토바이, 소비 전자 등 분야에서 복잡한 형태

시급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전략 재

를 가지면서도 독창적인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3D

료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70%를 초월하게 한다. 초

Manufacturing이 맞춤형 제조기술로 각광을 받

보적으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이 협력하는 전

고 있다. 이들 제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략적 신재료의 혁신, 생산 시범 시스템 및 공공 서

3D 프린트용 금속 분말 수요량이 연간 평균 30%

비스 과학기술 조건 플랫폼을 형성한다.

증가되어야 한다. 이들 제품은 2020년까지 수요량

2025년까지 고급 제조업 핵심 분야에 소요되는

이 800톤에 도달할 것이며, 2025년까지는 2,000

전략재료가 생산에 제한을 받은 문제를 근본적으

톤에 도달할 것이다. 중국이 스마트 그리드, 거대

로 해결하고 핵심 전략재료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과학 장치 분야에서 초전도 재료에 대한 수요가 지

85%에 달하게 한다. 일부 제품은 국제적으로 수출

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2020년까지 수요량이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진입하고 핵심 품종의 개발로

100억 위안에 도달할 것이고, 2025년까지는 150억

국내 수요를 수입대체 하며 독자적인 지적재산권

위안에 도달할 것이다. 스마트 생물공학 및 슈퍼

시스템을 실현한다.

재료는 스마트 제조, 스마트 센서의 핵심재료이며

기초 재료가 총체적으로 자급을 실현하여 일정

산업화 제조 및 응용을 실현하는데 절박하게 생산

한 수출 능력을 형성하도록 한다. 2025년까지 산

수요가 요구 될 것이다. 예상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업 구조조정을 확실히 달성하고, 기초재료 생산 구

이들 신산업은 연간 성장률이 40%에 달할 정도로

조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며 국내 시장점유율이

신속하게 성장할 것이고, 2020년까지 시장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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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650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핀 재료는

야는 세계에서 앞선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다양한 우수 성능을 구비하고 있고 미래의 하이테
크 경쟁을 주도하는 슈퍼재료로 등장할 것이 예상

전략적 지원, 보장 및 건의 정책 수립

되며, 전자 정보, 신에너지, 우주항공 및 플렉시블
전자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되어, 관련 산업의

이들 신소재 분야를 계획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속한 발전 및 업그레이드가 예상된다. 시장전망

국가적인 전략적 지원과 산업발전을 보장하는 정

이 1,000억 위안 규모의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

책이 수립되었다. 아울러 기업과 연구소로부터의

이 높다.

정책적 건의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2020년까지 일련의 선행 신재료 핵심 기술 특

한다.

허를 축적하여 일부 제품은 대량 생산을 실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자금설립, 산학연 혁

핵심 분야에서 응용 시범을 실현할 것이다. 오는

신연맹 중점지원, 신소재 R&D와 선진제조기술의

2025년까지는 선행 신재료 기술, 규격, 특허 등 지

결합강화, 기초소재업계 전환 및 up-grade, 공

적재산권 등록을 실현하여 선행 신재료가 중요한

통핵심기술과 중대 응용기술개발 및 극복, 산업화

난제를 해결하고 규모화 응용을 실현하며 일부 분

가 가능한 중대과제에 대한 재정보조지원, 핵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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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교육, 기초공동 및 핵심기술 표준화, 세계 표준

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정량

화에 적극참여, 제 3자 평가, 공동 플렛폼, 신소재

적 목표가 설정되고 실행의 주체와 자금, 플렛폼의

기술 성숙도 평가 및 인증 시스템구축, 국가기초신

설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형태로

소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진행되고 있다.

수행한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혁신 3.0” 발전전략을 수립
하여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지속유지하기 위

결론 및 시사점

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중국정부에서 수행하는
신소재 발전계획을 분석해 본 결과, 한국과 중국에

중국은 자국의 거대시장과 부품 등의 구매력을

서 수행하는 제조업 혁신을 위한 신소재 발전전략

이용하여 제조업의 핵심 분야인 신소재 산업을 급

은 ICT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하여 지능형 융합제

속히 발전시켜 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

품과 지능형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전략으로, 서로

소재 분야의 제조업이 세계 최고의 위치를 점하게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경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주로 저가에 의한 대량생산

쟁구조는 질적인 품질경쟁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과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세계시장에서 중국제품(Made in China)

이에 중국정부에서는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

이 급부상하면서, 산업구조가 유사한 한국제품

를 수립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전 관련부처가 적극

(Made in Korea)의 지위가 점차 밀리고 있다. 중

적으로 동참하는 형태로 소재, 공정, 부품, 생산기

국은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비교우위가 뚜렷하지

술 등 4대 기반기술에 관한 전폭적인 연구개발과

만, 신제품 개발 등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아직도

첨단 생산기지가 구축되고 있다. 제조업을 업그레

한국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제조방

이드 시키는 핵심 분야인 신소재 산업의 발전을 위

식 혁신을 진행하기 위해 전략적 산업을 육성하고

하여, 1) 선진 기초재료, 2) 핵심 전략재료, 3) 선행

있기 때문에 아직도 비교우위에 있는 한국의 생산

신재료로 구분하여 3단계(30년)의 장기국가사업이

설비와 부품이 대량으로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분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제의 최종목표는 중국이 품질

야의 지속적인 우위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과 물량에서 명실공히 세계 일등 제조국가가 되기

기술 혁신과 융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가 높은 참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수단(Action Plan)

신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신소재 기술을 적극적으

을 설정하여 산학연관 협력으로 국가적 과업을 추

로 개발할 필요가 절실하다.

진하는 것이다. 신소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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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초과학과 4차 산업혁명
글 : 이영백 (yplee@hanyang.ac,kr)
한양대 물리학과 교수, 전 한국물리학회장

중국이 과학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한 것은 1997

상승폭이 가장 큰 1위부터 9위까지를 중국의 대

년 6월4일, 국가과기영도소위원회가 마련한 973

학과 연구기관이 뒤덮었다. 베이징대와 닌징대가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100위 안에 들어간 중

1987년부터 시행된 873계획으로 생산과 응용기

국의 대학과 연구소는 40개에 달한다. 이 수치는

술 발전에는 성과를 거뒀으나, 기초과학 발전 없

전통적인 기초과학 강국으로 꼽히는 미국 11개, 영

이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국 9개, 독일 8개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이와

것이 973계획이다. 농업과 에너지ㆍ정보ㆍ자원환

함께 네이처는 100개 기관 중 국가성장을 견인했

경ㆍ인구보건ㆍ재료 등 6개 분야의 원천기술을 배

거나 순위가 대폭 상승한 기관 25곳을 따로 뽑아

양하겠다는 이 계획은 줄기차게 이어지며 기초과

분석기사도 냈는데, 여기서도 중국 기관이 6곳이

학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 볍씨 게놈 지도 최초

나 선정됐다. 2016년 이후 필자가 기조/초청강연

해독과 우주 진출, 발해만 유전 개발 등이 973계획

을 한 국제학회 중에서 중국에서 개최된 것이 총 9

의 성과로 꼽힌다. 과학논문도 973계획 착수 후 10

건 중 4건이다. 약 45%에 달한다. 이것도 최근 중

년 사이 5배나 늘었다.

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얼마나 활발한가를 나타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내는 지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서방의 하청업체 정도로 여겨졌던 중국이 기초과

이는 지난 2016년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학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가 활발한 연구소와 대학

주창한 ‘과학 굴기’가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 준

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로 급성장했다. 세계적인

다. 시 주석은 이때 과학자 400명을 모아 놓고 “신

과학학술지 ‘네이처’는 2016년 최근 4년 사이 ‘네이

중국 성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전 세계

처 인덱스’가 큰 폭으로 오른 전 세계 100대 대학과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물리

연구기관을 정리하여 ‘2016 네이처 인덱스 라이징

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환경과학 분야에서 중국

스타’를 발표했다. 세계적 수준의 자연과학 학술지

이 내놓고 있는 연구 성과는 참으로 괄목할 만하

68개에 우수 연구성과를 발표한 국가와 연구기관

다. 최근 중국이 우주개발 같은 기술발전에 대한

을 분석해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것이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인력이나 장비 등 기초과학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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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다. 논문 관련 대학 순위에서, 20위 내 총 11개 중

‘떠오르는 스타’ 그 이상이다. 바야흐로 중국의 기

국 대학들이 포진해 있음을 볼 때, 4차 산업혁명

초과학 굴기가 시작된 것이다.

의 중심인 인공지능 분야 연구에서의 중국의 위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승자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를 당장 인식할 수 있다. 논문의 질적 수준 중 하나

단언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무

인 인용총수에서도 중국 대학들이 전세계 대학 중

서울 정도라고까지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가면

1-3위를 독차지 했고, 공공기관에서도 2위를 차지

미국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이 중국인과 인도

하고 있다.

인이고,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은

역시 기초과학과 연관되는 빅데이터는 국가의 기

모두 미국에 주축을 두고 완전히 실리콘밸리 스타

초적인 전략적 자원이자, 21세기 ‘다이아몬드 광산’

일로 경영하고 있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라고도 불린다. 중국은 18기 5차 전국회의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도 중국의 발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실시’를 제시하였으며, 국무원

전은 눈부셨다.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되는 사물인

은 ‘빅데이터 발전 촉진 행동요강’을 발표하여 빅데

터넷(IoT), 로봇, 자율주행차에 중국 기업이 진출

이터의 발전을 본격화하고, 데이터 강국 건설을 가

했고, 드론은 거의 100% 중국이 주도했다.

속화하였다. 2020년까지 기술이 우수하고 응용이

중국의 역동성의 배경에는 탄탄한 기초과학이 자

광범위하며 능력을 보장하는 빅데이터 산업체계를

리한다. 4차 산업혁명에는 기초과학 인재가 필요

구축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관련 제품과 서비스업

한데 중국은 이 분야에 매우 강하다. 중국 내 기초

무 수입은 1조 위안을 돌파하고, 연평균 복합증가

과학 인재들은 물론이고 중국인들이 미국 주요 대

율은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강국 건

학의 수학, 물리, 화학과에 특히 많이 진학해 박사

설을 가속화하여 제조강국과 네트워크강국 실현을

학위를 받고 있다. 미국 대학원의 수학, 물리, 화학

위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과가 중국인 아니면 운영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

위의 것들에 추가하여 지난 몇 년간 중국이 4차

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내용이고, 수학 등과도 직
결되는 인공지능은 최근 알파고로 각광을 받은 바

산업혁명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며 기초과
학분야에서 얻어낸 세계적 성과 몇몇 예를 정리하
여 본다.

둑과 같은 취미활동은 물론 교통, 의학, 방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개발·활용되며

양자(量子)통신

향후 미래 산업의 핵심 도구가 되고 있다. 기초과
학 자체 연구에도 거꾸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양자통신이란 양자물리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정
보를 전달하는 과학기술을 말하며, 해킹과 도청/감

인공지능 관련하여 최근 5년간(2012-2016) 가

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혁신적 개념의

장 많은 Scopus 데이터베이스 논문을 출판한 그

통신과학기술이다. 세계 최장인 700여 km에 달하

리고 분야 연구자 총수가 제일 많은 국가도 중국이

는 양자 통신망이 중국에 의해 처음으로 구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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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양자위성과 양자통신망 연계 중국 내 1,200 km 거리 양자전송 성공

자료 : Science 356 (6343), 1110 (2017)

다.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차세대 통신과학

가 확정되는 즉시 다른 입자의 상태도 변화하는 것

기술인 양자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가능성

을 의미한다. 이번 실험결과는 ‘사이언스’에 게재되

이 높아졌다. 2025년 글로벌 양자정보통신 시장은

었고, 연구책임자는 판젠웨이(潘建偉) 중국 과학기

약 27조 원의 대규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술대학 교수였다. 지상 500 km 궤도에 위치한 양

2016년 12월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3년간

자위성 뭐쓰 호에서 매초 800만 쌍의 광자를 생성

노력 끝에 최근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에서

해 이중 한 쌍을 칭하이(靑海) 더링하(德令哈)와 윈

상하이까지 구간(712 km)에 도청/감청을 원칙적

난(雲南) 리장(麗江) 기지에 전송했다. 하지만, 이

으로 차단할 수 있는 양자통신 네트워크 건설을 마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태양광 소음 영향 극복, 양자

무리했다. 총 11개 기지국을 보유한 이 구간은 베

위성 성좌 구축 등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문제가

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2000 km 통신망의 일부다.

많다. 중국 연구팀은 앞으로 훨씬 긴 7,400 km 떨

중국은 2016년 8월 세계 첫 양자위성 뭐쯔(墨

어진 중국과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양자통신 실험

子) 호를 발사한 바 있다. 중국은 이 위성과 양자통

도 수행할 계획이다.

신망을 연계해 본격적인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
며, 최근 티베트 고원에 자리 잡은 1,200 km 떨어

수퍼컴퓨터

진 2곳의 양자통신 실험용 과학기지에 양자 얽힘
(quantum entanglement) 상태의 양자를 전송하

수퍼컴퓨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

는 데 성공했다. 양자 얽힘이란, 서로 떨어져 있는

업혁명과 직결되는 첨단장치이다. 현재 세계에

두 입자가 존재적으로 연결되 있어 한 입자의 상태

서 연산속도가 최고인(1초당 93x1015 번) 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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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텐허 (天河) 2

최고가 될 원형 강입자가속기 건설이 중국에서 추
진되고 있다. 이르면 2020년 건설을 시작해 2030
년대에 완공할 예정이다. 입자가속기는 크기가
1000조분의 1 m에 불과한 양성자 2개를 빛에 가까
운 속도로 가속시켜 서로 충돌하게 만든 뒤 이 과
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포착해 우주의 기원을 알
아내는 장치이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유럽입자물
리연구소(CERN)이 거대강입자가속기를 활용하여

자료 : 원 출처 (저자 문의 필요)

힉스 입자 검출에 성공한 이후 과학 선진국 들이
잇따라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컴퓨터도 중국 우시 수퍼컴퓨터 센터에 있다1).

중국은 이를 위해 3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

중국 국가병렬컴퓨터센터 (National Research

이다. 네이처는 이런 규모의 입자가속기가 중국에

Center of Parallel Computer Engineering

세워질 경우 중국은 세계 입자충돌기의 메카가 될

and Technology)가 개발한 선웨이 타이후라이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초대형 입자가속기에

(Sunway TaihuLight System)이 그것이다.

서 얻어지는 엄청난 데이터의 총량이나(그야말로 빅

2위 역시 중국 광저우 수퍼컴퓨터 센터에 설치된

데이터) 이런 데이터 처리가 인공지능과 연결되면, 처

텐허 2가 차지했다. 연산 속도는 33페타플롭이다.

리속도나 해석 수준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 물질

연산속도 기준 상위 500대 수퍼컴퓨터 중 171대

과 우주의 근원이 보다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를 중국이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같
은 숫자이며, 중국과 미국 두 국가가 고성능 수퍼

거대 망원경

컴퓨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앞에
서 기술한 4차 산업혁명은 미국과 중국을 위한 것
이라는 얘기의 한 증거이다.

중국은 기초과학인 천문학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
고 있다. 지난 6월 중국이 X선 우주망원경 ‘후이옌
(慧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후이옌은 앞으로 4

입자가속기

년 동안 지상 550km 위를 돌면서 블랙홀이나 중
성자별, 은하 핵 등을 관측할 예정이다. 이로써 중

현재 세계 최대의 원형 강입자가속기이며 이른바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Higgs) 입자’가 발견되

국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적인 수준의 X선 우
주망원경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어 더 유명해진 스위스 제네바 소재 거대강입자가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방대한 우주를 직접

속기 (LHC)를 능가하는, 원주 50~80km로 세계

탐험할 수는 없다. 단지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자파

1) J. Dongarra (2016), “Report on the Sunway TaihuLigh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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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톈옌 전파망원경

우주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박차가 가해질 것이다.
우주산업은 세계의 초일류 기업까지 뛰어드는 황
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
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이라는 기초과학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중국이 우주 개발과 더불어 천
문학 연구에 막대한 예산을 쏟는 이유도 바로 여기
에 있으며, 세계가 부러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자료 : 중국과학원 국가 천문대

광섬유 레이저
중국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가 자체 기술로 2만

를 통해 우주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 중

W(와트) 급의 광섬유 레이저 개발에 성공했다. 중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전자파는 가시광선과 전파뿐

국은 그동안 이 광섬유 레이저를 100% 수입에 의

이다. 나머지 전자파는 지구의 두터운 대기로 인해

존해 왔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 등이 독점하고 있

땅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우주를 제대로 알기 위

고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되는 세계 광통신 관련 시

해서는 모든 종류의 전자파를 봐야 한다. 블랙홀이

장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게 됐다. 광섬유 레이저

나 중성자별, 우주에서 일어나는 강한 폭발의 비밀

는 이산화탄소 레이저와 반도체 레이저 다음의 차

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X선이나 감마선으로 살펴야

세대 레이저로, 선박, 항공기，자동차 제조 등 분

한다. 우주에 망원경을 설치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야에서 다양하게 쓰인다. 기존의 레이저 기술과 비

때문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X선

교해 광섬유의 구조적 특성에서 오는 우수한 빔 품

망원경이 조만간 폐기되면 당분간 중국의 후이옌

질, 높은 효율, 저손실, 효과적인 열 발산 등 장점

이 X선으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우주망

이 있다.

원경이 될 것이다.

계획 중인 기초과학 거대시설 중 하나도 예로 소

중국은 지난해 축구장 30배 규모의 지름 500 m

개한다. 세계에서 밝기와 간섭도가 가장 높은 광원

짜리 세계 최대의 전파망원경 ‘톈옌(天眼)’을 남부

으로 자리매김할 베이징광원－고성능 고에너지 싱

구이저우성에 설치했다. 그리고 2030년까지 20기

크로트론 방사광원 프로젝트가 2018년 11월에 착

가 넘는 다양한 우주관측 위성을 발사할 계획도 발

공하여 6년 후에 완공될 예정이다. 13차 5개년 계

표했다. 우주개발뿐만 아니라 천문학 분야에서도

획의 국가 중요 과학기술 인프라인 베이징광원은

세계에 우뚝 서겠다는 것이다. 거대하고 첨단인 망

화이러우(懷柔) 과학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며, 계획

원경이나 위성이 얻는 데이터들도 역시 빅데이터

투자규모는 48억 위안에 달한다. 베이징광원의 밝

이다. 그 빅데이터 처리가 인공지능과 연결되면,

기와 간섭도는 세계 현존, 건설 또는 계획 중의 기

처리속도나 해석 수준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

타 광원을 초과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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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베이징광원－고성능 고에너지 싱크로트론 방사광원 프로젝트

자료 :중국과학원 고에너지물리연구소

가 수요를 만족시키는 외에 다양한 기초과학 분야

다. 과학기술 종사자가 4,200만명으로 세계 최대

의 선도연구를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다. 연구 인력만 200만 명에 이른다. 해마다 2만여

싱크로트론 방사광원 및 응용 면에서 세계 선진수

명의 석박사급 과학자들이 열악한 연구 환경에도

준으로 될 것이다.

아랑곳없이 중국에 되돌아온다. 연구개발 예산이

이는 세계에서 가장 밝은 미국 국가싱크로트론

한국의 2배 수준이라고 하지만 5배에 이르는 경제

방사광원(NSLS-II)에 비해 70배 더 밝고 스웨덴

규모(GDP) 차이를 감안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

의 MAX IV에 비해 10배 더 밝다. 이로써 기존의

은 자금을 갖고도 기초과학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

실험기술 능력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예컨대 고

올리고 있다. 다수가 이공계 출신인 중국 정부 최

에너지 광자는 강한 투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

고지도자들의 관심도 각별하다.

로 실험실 샘플이 아닌 실제 공학부품을 연구할 수

한국은 상당히 반대 상황이다. 공대생이 의대·

있으며, 실제 부품 생산 또는 사용 과정에 나타나

한의대 편입을 준비하고 기술고시로 임용된 공무

는 변화를 실시간으로 연구할 수 있다. 준 회절한

원이 차별을 극복하려 행정고시에 응시하는 게 현

계 고에너지 광원은 고속대량, 고품질 X선을 생성

실이다. 역대 정권이 강조한 이공계 우대는 언제나

함으로써 중시계(mesoscopic) 규모 관련 과학연구

구두선(口頭禪)에 그쳤다. 중국의 과학에 영원히

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향후 재료 노화, 응력 형성

뒤질 것 같아 두렵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중국이

패턴, 한 가닥 혈관에서 세포와 혈액의 유동, 마이

가까운 장래에 4차 산업혁명 선진국이 되고, 너무

크로·나노급 장치의 동작 현황, 리튬전지 리튬이

비관적 견해이기는 하나 한국은 많이 뒤질 지도 모

온의 주입과 추출 등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 될 것

른다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다. 산학연과 관이 경각

으로 전망된다.

심을 가지고 협동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국 과학의 큰 장점의 하나는 대규모 인재 풀이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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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의 열쇠: 고객 중심의 창업탐색과
건강한 창업 생태계
글 : 이윤석 (phil@koef.or.kr)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장

아이디어 창업에서 기술창업으로

아이디어 창업과 학생창업의 한계에 대해서도 입
을 모았다. 아이디어 창업과 학생창업은 지식재산권

얼마 전, 대학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교수, 창업지

이나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

원기관 담당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

로 부족하기도 하고, 제품화했다고 하더라도 금방 따

다. 모인 사람 대부분이 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

라잡히기 때문에 생존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학, 산학협력선도대학이나 올해 처음 선정한 창업중

교내외 다양한 창업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창업에 대

심대학 등 창업 관련한 크고 작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한 관심과 시도는 많아졌지만, 취업과 진로를 고민

에 참여하거나 직접 운영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경우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은 다음과 같다.

가 많다는 것이다. 2016 대학 창업 인프라 실태조사

먼저, 대학이 창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

에 따르면 창업강좌 개설 대학이 307개(2012년 대

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사업비가 큰

비 174개 증가), 창업강좌 수가 4,894개(2012년 대

것은 아니지만 내실 있는 창업교육 지원사업을 운영

비 3,929개 증가), 창업동아리 6,561개(2012년 대비

해온 지 몇 년 되었는데, 그동안은 자신이 운영하던

5,339개 증가)로 2012년 이후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사업이 그나마 학교 내에서 역사 있고 인지도 있는

대학 내 창업 전담조직이 306개가 있지만, 학생창업

창업 지원사업이었지만, 지금은 규모가 더 큰 지원사

기업 수는 790개로 대학당 2개가 안 되는 현실은 이

업이 여러 개 시행되고 있고, 학교 차원의 지원도 생

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겼다고 했다. 창업에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도 많아

Lab이나 대학원 등 기술창업에 대한 새로운 시도

져서 엑셀러레이터 등 민간 창업지원 기관에 직접 찾

를 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아이디어만으로

아가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에 적극 나서기도 한다고

는 양질의 창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반영

한다. 그동안 창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서울

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

대학교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 진로로서 창업을 보다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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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들이 창업에 나섰을 때 생존율이나 성장성을

해 고민을 해오고 있었다. NSF(National Science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고려대학교, 연

Foundation)는 연간 70억 달러를 기초연구에 투자

세대학교 등에서는 대학원에 창업강좌를 개설하고,

하고 있었고, 연방정부의 R&D 자금은 172억 달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와

에 이르는 데 반해,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창업을 통

인사제도를 통해 교원창업과 Lab 창업의 토대를 마

해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것이 매우 적었던 것이

련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효과를 낼

다. 이러한 R&D 투자와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극복

수는 없겠지만, 대학 현장이나 출연연, 기업에서 고

하기 위해 NSF가 마련한 것이 ‘Innovation-Corps

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들이 언젠가는 창업에

(I-Corps)’ 프로그램이다.

뛰어들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의견을 모았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 R&D 사업화를 위해 창

다만, 대학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연구자와 개발자

업문화와 방법론을 Lab 구성원에게 주입시켜 연구

들이 창업에 나서기에는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인 문

자들이 창업자처럼 생각하고 실행하게 하는 것에 목

제로 인해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표를 두고 있다. 2011년부터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이공계 출신들은 비교적 취업의 기회가 높아 진로로

EL(Entrepreneurial Leader), EM(Entrepreneurial

서 창업을 덜 고민하기도 하고, 대학 Lab에 있는 석

Member), PI(Principal Investigator) 3명으로 구성

박사 과정 학생들은 학업과 연구 프로젝트가 바쁘고

된 팀에게 린스타트업 방법론을 적용한 창업교육을

졸업과 학위 취득이라는 현실과제를 풀어야하기 때

시킨다. 총 7주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 기간

문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일부 정부 출연 연구

동안 100개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소에서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인사제도를 만들어 운

발굴하고 BM(비지니스 모델)을 다듬는다.

영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구성원

2014년까지 투자유치, 기술이전, 기술개발 자금연

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매

계 등 약 4천 5백만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으

년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보

며, 232개의 창업기업과 411개의 연방 연구 프로젝

유하고 있는 기술의 민간이전을 통한 창업활성화를

트가 발굴되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을 통

지원하는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내부 인재

해 89개의 창업교육과정이 만들어졌으며, 101개의

가 창업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는 가지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미국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 혁신연구 지원사업) 지원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 NSF는 프로그램 운영

100번의 고객 인터뷰, 미국은 ‘Lab to
Market’을 위해 I-Corps 프로그램 구동

을 담당할 노드(Node)를 조지워싱턴 대학교, 버지니
아텍 등 전국에 8개 마련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교육
과 훈련을 담당할 창업자 출신의 인스트럭터를 양성

미국은 우리보다 앞서 과학기술 기반 창업에 대

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민간 투자자나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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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협업을 통해 파트너십과 자금 등의 추가자원을

정을 통해 올해부터 지정된 국내 인스트럭터가 운영

지원하기도 한다.

한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참가팀이 고객과 만나면

I-Corps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

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고, 사업화 할 수

량적 성과 외에도 과학기술을 활용한 혁신 생태계를

있을지, 창업에 도전할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

조성할 수 있다는 점과 생태계의 핵심요소인 과학기

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 우리나라 창업교육과는 차별

술 기반 창업자를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

성을 가지고 있으며, 타 사업이나 후속지원과 연계할

술 연구자나 기술자가 이전에는 자신의 기술이나 연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업이라 생각된다.

구성과에 매몰되어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해왔다면,
기술의 수요자와 고객을 인터뷰하고 이를 통해 니즈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필요하다

를 발견해나가는 경험을 통해서 ‘시장 중심 연구’, ‘고
객 중심 연구’,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개발’

I-Corps 프로그램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 중

사고방식을 이식받게 된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

가장 큰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창업 생태계일 것

여한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SBIR 선정 비율을 보

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장과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면, 참여한 팀이 60% 정도의 합격률로 18%의 참여

을 시켜서 연구자와 기술자들의 사고체계를 바꾸고,

하지 않은 팀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이 시장의 검증을 거치면서 팔릴 수 있는 제품

는데, 시장 테스트를 통한 생존력이 그만큼 검증되었

과 서비스로 만들어지게 한다는 것 외에는 자금지원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 같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
다. 대신, 생태계를 통해 자원을 공급받고, 우수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부터 ‘공공기술 기반 시장

창업인재를 생태계로 배출해 내는 것이다.

연계 창업탐색지원사업’을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

전술한 바와 같이, I-Corps 프로그램의 교육자들

학 Lab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

은 창업자 출신이다. 창업에 성공하여 이익실현을

내 현실을 반영하여 팀 구성원을 EL, EM, PI 외에

한 사람도 있고, 혹은 현재 투자나 창업 활동을 하고

PM(Project Manager)을 추가하고, PM이 창업팀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처음에는 멘토로서 자신의

고객 인터뷰 활동과 후방지원을 담당하도록 했다. 7

분야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고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주간의 고객 발굴과 BM 고도화를 끝내고 나면, 시

주는 역할을 하다가, 교육자로서 나서고자 하면 인

제품 제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준다.

스트럭터로 활동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 프

올해는 국내교육과 해외교육으로 나누어 해외교육

로그램을 마친 팀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게 된

대상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4주간 머물며 NSF

다. SBIR과 같은 정부 기술개발 자금을 신청할 수도

I-Corps 프로그램 인스트럭터와 멘토가 직접 운영

있고,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면 고객과 시장 테스트

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국내교육은 미국 현지 양성과

결과를 가장 중요한 투자 결정요인으로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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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 투자자와 분야별 엑셀러레이터를 만날 수

암스테르담, 벵갈로가 20위권에 자리매김하고 있

있다. 성장 단계별로 벤처 캐피탈이 포진해 있고, 인

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조사에 포함되었는

수합병 또한 활발하다. 성공한 창업자가 평균 2~3

데, 우리나라는 정부정책, 투자자와 보유자금 등에

회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문화를 가

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글로벌화 수

지고 있고, 초중고 시절부터 기업가정신과 창업을

준으로 인한 글로벌 연결성이 부족하고, 외국고객의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갖춰져 있다.

비율이 글로벌 평균인 23%보다 낮은 14%에 불과하

정부와 대학에서 기술개발과 연구성과 창출을 지

며, 투자자금 회수에 강점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원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꼽혔다. 반면 중국은 시장규모와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수한 창업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이 시장에 나설

투자여건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아 베이징과 상하이가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면, 민간을 중심으로 한 투자

각각 4위와 8위에 올랐다. 실리콘밸리는 실적, 자금

와 육성 기관들이 ‘생존’과 ‘성장’을 위한 훈련과 자원

조달, 시장도달, 스타트업 경험 등에서 최고점을 받

을 투입하여 키워나간다.

았고, 싱가포르는 인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아산나눔재단과 구글캠퍼스 서울은 ‘스타트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창업 생태계 구축에 시간
과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업 코리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창업의 현황과
생태계를 조명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도시

보고서에서는 세계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창

의 생태계 순위를 가리는 ‘스타트업 게놈 프로젝트

업기업의 사업모델을 국내에 적용하면, 이들 중 약

(Startup Genome Project)’는 28개국 55개 도시를

70%가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에 막혀 사업을 시작할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2017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수 없거나, 조건부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버,

보고서’에서 서울이 20위권 밖에 있는 것으로 발표

에어비앤비와 같은 성공적인 글로벌 서비스가 우리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뉴욕, 런던, 베

나라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운영이 불가능하

이징, 보스턴이 5위권, 텔아비브, 베를린, 상하이,

다는 것이다. 특히 열거주의 방식의 기존 산업 분류

로스앤젤레스, 시애틀이 10위권, 파리, 싱가포르, 오

체계가 새로운 사업 모델에 맞지 않는다거나, 창업

스틴, 스톡홀름, 밴쿠버, 토론토, 시드니, 시카고,

기업이 충족 못하거나 오프라인 거래 위주로 제정되

표 1 : 서울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비교
(단위: 달러, 개, %)

GDP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

스타트업 수

기업당
초기투자

SW개발자
임금

외국고객
비율

서울

6,880억

24억

1,500~3,400

17만4천

3만4천

14

세계평균

2,670억

41억

1,762

25만2천

4만9천

23

자료: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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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세계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창업기업의 사업모델 국내 적용 시
규제저촉 가능성

그림 2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강한 창업 생태계

자료: Pitchbook, 테크앤로 법률 검토 결과, 팀분석

자료: 스타트업 코리아

어 있는 사업 요건, 관련법 개정에 평균 500일이 소

원금만 빼먹는 체리피커(Cherry Picker)가 양산된

요되어 시장 이슈가 생겼을 때 능동적인 대처가 불

다는 부작용이 있을 정도로 양적으로 충분한 자원이

가능한 점 등을 이슈로 제기했다.

투입되었다. 이렇게 풍성해진 토양에서 이제부터는

공공 데이터를 공급자 입장에서 만들어서 양질의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를 공급하여 창업기업들과 혁신주체들이 활

고객과 시장을 최우선에 두는 창업자를 발굴해

용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현재 40% 이상의 투자자

야 한다. I-Corps 프로그램은 린스타트업(Lean

금을 정책자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민간 투자자의

Startup) 방법론에서 시작되었다. 린스타트업 방법

참여를 높이는 방안과 M&A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

론이란 완전히 갖추어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해서도 피력했다. 더불어, 석박사급 고급 기술인력

전에, 수요자로 예측되는 고객에게 프로토타입 등을

의 창업이 중요하며, 사업실패에 따른 사회적 안전

통해 빠르게 피드백 받으면서 이를 제품과 서비스에

망과 재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고객
의 요구를 발굴하고, 발굴된 요구들을 보유한 기술

기술창업이든, 아이디어 창업이든,
고객과 시장이 중심

에 적용하여 사업화 하는 것이다. 한참 플랫폼이 중
요시 되던 시절에는, 당장 매출은 나지 않더라도 회
원 수나 이용자 수가 투자의 척도가 되었다. 그러나

창조경제, 창업 활성화, 기업가정신 등 몇 년 전부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구매의지를 가진 고객을 발굴

터 창업을 중심으로 한 키워드가 중요한 국가정책으

했는지, 실제로 매출까지 연결되었는지, 또는 얼마

로 다루어지면서,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이

나 빠른 시간 안에 손익분기점을 넘고 생존 가능성

많이 늘어나고 물리적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정부지

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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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교육의 방향도 예전처럼 사

생들, 이들에게는 창업지원사업이나 투자금도 중요하

업계획서를 완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비즈

지만, 이들이 생존하고 커갈 수 있고, 실패해도 기회를

니스 모델과 고객발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

다시 얻을 수 있는 생태계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다. 고객의 구매를 일으킬 수 있고, 그 고객의 수가

실타래를 한 올씩 풀어가듯이, 각 주체들의 작은

일정 수준을 넘는 것이 검증되면, 그동안 정부와 민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학은 창업친화적 학

간에서 갖추어 놓은 단계별 창업지원사업에 의해 빠

사제도에 창업을 졸업논문으로 대체하거나, 창업

르게 성장할 수 있다. 즉, 창업자 뿐 아니라 창업을

을 하는 교원, 창업을 지원하는 교원에 대해 가점

지원하는 주체들도 고객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

을 부여하는 창업친화적 인사제도를 부여할 수도 있

이 필요하다.

다.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도 창업 연구년이나 인센
티브 제도와 같은 인사제도를 창업친화적으로 바꾸

또한 균형 잡힌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

고 창업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요하다. 국내외 보고서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우리나

이다. 연구지원 기관은 일정부분의 연구에 대해서

라는 아직 정부주도로 창업이 견인되어지고 있으며,

I-Corps 프로그램과 같이 시장 테스트와 검증을 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연구자에 한해서 과제수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국내법의 구조 상, 창업기업이 무엇인가를 시도하기
에는 규제가 많고, 이런 이유로 민간의 참여가 더 많

기술창업에 있어서 당연히 기술이 기반이 되어야

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단시

하겠지만, 창업기업으로서 생존과 성장을 하기 위해

일 내에 바뀌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창업자, 투자

서는 매출이 발생되어야 하며, 매출은 결국 고객의

자, 학계 전문가 등 전문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

필요부터 시작될 것이다. 고객을 중심에 둔 창업교

분히 들으면서 생성과 성장, 소멸과 분배가 균형적

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성장하

으로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고 생존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또한,

한다.

보다 많은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들이 창업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때, 보다 우수한 인재

에 나서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가 필요하다. 시

들이 창업에 나설 것이다. 베이비부머와 같이 장년

간이 걸리더라도 잘 돌아가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

이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 대기업과

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이 큰 조직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어 퇴
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독보

참고문헌

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 교수님과 함께

2016 대학창업 인프라 실태조사

기발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고 있는 대학 Lab

2017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PI 간담회 발표자료

구성원들, 경력단절여성이나 진로를 고민하는 대학

스타트업 코리아

글로벌 스트타업 생태계 보고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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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혁신역량
- 4차 산업혁명 관련 논문(3차원 인쇄)을 중심으로 -

Ⅰ. 개요
○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 중 3차원 인쇄 분야 논문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의 혁신역량을 개괄적으로 비교, 평가하고자 함
- Elsevier사의 SciVal을 이용하여 출판, 인용, 협력 및 연구자 현황을 비교
- 키워드: 3D Printing
- 대상: 2012~2016년 Scopus DB 논문(7,613편)
○	3차원 인쇄의 정의
- 적층가공

방식1)으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제조 기술
○	3차원 인쇄 관련 논문 7,613편에서 추출한 상위 50개 핵심 문구는 <그림 1>과 같으며, 지난
5년간 Printing Presses, Rapid prototyping, Printing machinery, Tissue engineering
영역 등 관련 전분야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 3차원 인쇄 분야 문구 구름

자료: SciVal DB(2017)

1)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 가루나 액체 형태의 재료를 굳혀가며 한 층씩 쌓는 방식. 비교적 복잡한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제작과 채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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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차원 인쇄 분야 혁신역량
1. 논문 수
○	최근 5년간 3차원 인쇄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2,816편
을 출판
- 다음은 중국(1,114편), 영국(715편), 독일(512편) 순임
- 한국은 309편으로 논문 수로 6위 수준으로 평가됨(미국의 1/9 수준)
표 1 : 3차원 인쇄 분야 상위 25개 국가(2012~2016년 합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국가
United States
China
United Kingdom
Germany
Australia
South Korea
Canada
Italy
France
Singapore
Japan
Netherlands
Taiwan
Spain
Switzerland
Poland
Czech Republic
India
Russian Federation
Brazil
Finland
Hong Kong
Sweden
Belgium
Denmark

논문 수(편)
2,816
1,114
715
512
318
309
299
263
232
211
204
164
156
145
120
105
92
86
85
82
76
75
75
74
70

조회 수(회)
88,169
28,053
24,679
15,794
10,971
9,849
8,267
10,411
6,365
10,255
3,888
6,080
4,560
5,337
3,210
2,821
3,514
2,928
2,562
2,324
2,129
2,097
2,124
2,608
1,864

상대적
피인용 지수
2.32
1.24
2.00
1.79
2.34
1.63
1.99
3.20
2.04
2.96
1.35
2.34
1.26
1.91
2.55
2.68
1.35
1.64
1.19
0.81
2.18
1.61
2.20
2.01
2.19

인용 수
18,059
3,259
3,469
2,204
1,611
1,650
1,226
1,040
775
1,511
498
908
402
650
903
342
231
222
99
162
265
235
418
365
273

자료: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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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전체 평균(1.0)보다 132% 더 인용되고 있음
- 한국은 1.63으로 전체 평균 보다 63% 많이 인용되고 있으나, 상위그룹의 피인용 정도로
볼 때 높은 수준은 아님
○ 3차원 인쇄 분야 대학 순위를 보면, 미국의 MIT가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
- 한국대학은 포항공대가 28위, 서울대가 58위 수준(<표 2> 참고)
○ 3차원 인쇄 분야 공공연구기관 순위를 보면, 프랑스의 CNRS가 가장 우수
- 한국은 기계연(4위), KIST(17위), 생기연(20위) 수준으로 나타남 (<표 3> 참고)
표 2 : 3차원 인쇄 분야 논문 수 상위 20개 대학

1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30

4,280

상대적
피인용 지수
2.42

2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118

7,029

3.66

941

구분

대학명

인용 수
1,262

3

Harvard University

113

5,115

4.34

1,811

4

Chinese Academy of Sciences

102

3,301

1.49

436

5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78

3,601

3.12

542

6

University College London

73

2,481

3.83

521

7

Tsinghua University

70

2,370

1.98

504

8

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69

3,198

2.31

686

9

Xi'an Jiaotong University

66

1,929

1.39

174

9

Zhejiang University

66

1,904

2.54

333

11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60

1,909

3.07

261

12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57

1,271

1.47

125

12

Purdue University

57

1,772

2.16

384

14

University of Maryland

55

1,901

2.07

263

15

Cornell University

54

2,120

5.62

747

16

ETH Zurich

53

1,844

3.22

507

16

University of Michigan

53

1,393

2.65

297

18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52

1,312

1.23

232

19

Imperial College London

51

1,331

1.59

181

19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51

2,206

1.75

300

28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44

1,893

3.01

390

58

Seoul National University

30

869

1.20

135

자료: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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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3차원 인쇄 분야 논문 수 상위 20개 공공연구기관

1

CNRS

78

2,408

상대적
피인용 지수
2.22

2

Ministry of Education China

64

1,779

1.48

200

구분

공공연구기관명

논문 수(편) 조회 수(회)

인용 수
270

3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43

1,573

1.89

212

4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23

1,105

2.30

118

5

CNR

22

721

1.76

39

6

Australian Research Council

18

1,156

1.99

181

6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18

330

1.11

54

6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18

630

2.44

127

9

INSERM

16

322

1.31

27

10

Federal Institute for Materials Research and
Testing Berlin

15

730

1.22

70

10

INRIA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en Automatique)

15

304

3.03

178

10

U.S. Army Research Laboratory

15

211

0.77

23

13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14

907

5.35

227

13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14

172

3.31

72

15

Chinese Academy of Medical Sciences

12

253

1.14

75

15

Forschungszentrum Julich (FZJ)

12

266

1.11

27

1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2

436

0.79

45

18

CEA

11

108

0.87

17

18

United States Air Force Institute of
Technology

11

96

1.05

5

20

ESTEC

10

664

3.83

75

20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10

205

0.28

3

자료: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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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관련 현황
○	논문의 질적 수준(상대적 피인용 지수)에서 미국 Harvard 대학(4.34)은 평균보다 334% 더
인용되었으며, 포항공대(3.01)도 평균보다 201% 많이 인용됨
○	공공연구기관의 논문당 인용 수는 한국의 기계연(5.1)이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 피인용 지
수도 2.30으로 평균보다 130% 많이 인용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임
표 4 : 3차원 인쇄 분야 주요기관 인용 현황

1

MIT

130

1,262

9.7

2.42

피인용
최상위
10%
논문비중
29.2%

2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118

941

8.0

3.66

49.6%

싱가폴

3

Harvard University

113

1,811

16.0

4.34

49.6%

미국

4

Chinese Academy of
Sciences

102

436

4.3

1.49

29.4%

중국

28

PUST(포항공대)

44

390

8.9

3.01

50.0%

한국

논문수당
인용수

상대적
피인용
지수

구분

대학명

논문수

인용수

논문수당
인용수

상대적
피인용
지수

국가명
미국

1

CNRS

78

270

3.5

2.22

피인용
최상위
10%
논문비중
29.5%

2

Ministry of Education China

64

200

3.1

1.48

18.8%

중국

3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43

212

4.9

1.89

23.3%

미국

4

KIMM(기계연)

23

118

5.1

2.30

43.5%

한국

5

CNR

22

39

1.8

1.76

31.8%

이탈리아

구분

공공연구기관명

논문수

인용수

국가명
프랑스

자료: SciVal DB(2017)

3. 협력 현황
○ 주요대학의 국제협력 및 산학협력을 보면, 국제협력은 미국의 MIT가 38.5%로 가장 왕성했
으며, 산학협력은 포항공대가 2.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공공연구기관에서 국제협력은 이탈리아의 CNR(45.5%)이 상위 5개 국가 중 가장 우수
하며, 산학협력은 한국의 기계연(4.3%)이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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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3차원 인쇄 분야 주요기관 협력 현황

국제협력

산학협력

1

MIT

대학명

38.5%

1.5%

2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31.4%

0.9%

3

Harvard University

34.5%

0.9%

4

Chinese Academy of Sciences

33.3%

1.0%

28

PUST(포항공대)

27.3%

2.3%

국제협력

산학협력

순위

순위

공공연구기관명

1

CNRS

43.6%

1.3%

2

Ministry of Education China

28.1%

0.0%

3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11.6%

0.0%

4

KIMM(기계연)

8.7%

4.3%

5

CNR

45.5%

0.0%

자료: SciVal DB(2017)

4. 연구자 수2)
○ 3차원 인쇄 분야 연구에서 중국 과학원이 255명(2016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연구자를 확
보하고 있음
- 한국은 포항공대 84명, 기계연 38명 등으로 글로벌 기관과 비교할 때, 동 분야 연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2016년 기준)
표 6 : 3차원 인쇄 분야 주요기관 연구자 현황

대학
순위

대학명

연구자수 연구기관
(’16)
순위

공공연구기관명

연구자수
(’16)

1

MIT

205

1

CNRS

431

2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140

2

Ministry of Education China

127

3

Harvard University

210

3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68

4

Chinese Academy of
Sciences

255

4

KIMM(기계연)

38

28

PUST(포항공대)

84

5

CNR

50

자료: SciVal DB(2017)

2) 연구자 수는 논문 저자 전체 수이며, 성명 표기가 다른 경우 중복처리 되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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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 3차원 인쇄 분야에서 논문 수로 평가한 한국의 혁신역량은 미국, 중국, 영국, 독일 등에 이
어 6위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대학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상위 20위 수준의 대학 부재)이고, 연구기관(한국기계
연구원, KI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쟁력은 비교적 높은 편임
○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공공연구기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상위 5개 기관 중 기계연이 가장 높은 성
과를 보임(논문수 당 인용수: 5.1, 상대적 피인용 지수: 2.30, 피인용 최상위 10% 논문비
중: 43.5%)
○ 다만, 국제협력 연구는 대학(포항공대) 27.3%, 공공연구기관(기계연) 8.7%로 최고수준인
38.5%(MIT) 및 45.5%(CNR)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후발주자로 연구자 및 논문 수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지만 질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
어 향후 3차원 인쇄 분야에서 경쟁력 상승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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