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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과학기술혁신 기반의 질적 성장을 통해 한·중 간 산업, 경제, 과학기술 격차를

빠르게 축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부재
 한·중 간 대부분 주력 분야에서의 기술격차는 1년 이하로 축소되었고, 대다수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을 추월하고 있음
- 한·중 간 기술격차는 매해 줄어들고 있으며 인공지능, 빅 데이터, 핀테크 등 주요
신산업 분야의 경우 이미 한국을 뛰어 넘음
 중국의 거대과학·기초과학 분야는 R&D 지출과 연구기관 및 연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과에서 세계 최초 기술 확보, 고인용 과학자 증가 등 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2019년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용 과학자를 보유한 국가로
도약하였으며 양자통신, 달 뒷면 탐사 등 세계 최초 기술 확보도 증가하고 있음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국가전략

부재로 인해 ‘Maximum Risk, Minimum Return’에 직면함
- 미국은 중국의 기술·산업·경제 발전 단계별로 전략적 협력과 견제, 독일은 자국 산업과
기업의 이익 극대화, 일본은 외교·경제 분리형 협력 전략 등을 구사하고 있음
 한국은 중국의 혁신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중국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
 한국은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과 하이테크 산업의 제조업 기여도가 가장 높은

‘중국제조 2025 고위험 국가’에 속함(Merics, 2016)
 한·중 관계는 인접국으로 많은 내외부 영향으로 크고 많은 부침을 겪었음에도 경제·

산업·외교적으로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 전략적 협력관계 유지가 중요함
- 대중국 수출 등 경제적 요인 외에 통일한국(United Korea)과 평화경제 실현에서의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매우 중요함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마쳤으며 최종 합의까지 도달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에

위협과 기회 요인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다각도의 전략을 수립해야 함
- IMF(2019)는 최종 합의를 전제로 분석한 3개 시나리오 모두 한국의 대중수출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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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전통산업의 고도화 및 구조개혁에 대한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지원과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실행하고 있음
 ‘중국제조 2025’, ‘스마트 플러스’ 등 정책을 통해 주력 산업 분야 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투 트랙 기술 획득 전략’을 지원하며 기술 자립화를 시도
- 기업의 M&A를 통한 기술 확보와 R&D 지원 확대를 통한 기술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중 분쟁 이후 관련 분야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음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2017)’을 통해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핵심기술의 연구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개방적인 규제와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
-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핵심 기술 R&D를 위해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발전 시험구,
15개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 구축, 국가공정(중점)실험실 구축을 통한 산학연관
협력 등 지역,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마련함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 거대한 내수 시장이 결합되어 분야별 토종 혁신

기업 육성, 전략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에 성공
 (IT)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TMD(터우탸오, 메이퇀, 디디)등의 거대 IT

공룡의 탄생과 공유경제·차세대 서비스 기업의 출현
<BAT-TMD의 주요 정보>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TMD(터우탸오, 메이퇀, 디디)

주요 정보
설립 년도

2000년

1999년

1998년

2012년

2015년

2014년

창업주

리옌홍

마윈

마화텅

장이밍

왕후이원

리우칭

사업 분야

포탈 검색
자율 주행
인공지능

온라인 쇼핑,
물류, O2O,
클라우드

모바일
메신저,
게임,

뉴스 및
동영상 공유
플랫폼

음식 배송,
맛집 평가

차량공유

직원 수

40,000명

86,833명

40,678명

매주 월요일
직원 채용

-

-

영업이익

848억 위안

2,503억 위안

2,378억 위안

500억 위안

330억 위안

-

기업가치

89 USD

484B USD

477B USD

75B USD

30B USD

30 USD

 ‘화웨이’, ‘CATL’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제품을 보유한 토종 기업을 육성하고, 고속

철도, 항공우주 등 국가 대형연구개발 사업 역시 자체 기술 개발로 상업화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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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민간기업·대학이 함께 스타트업·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성과를 창출
 중국은 창업지원 정책과 혁신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단시간 다수의 혁신 기업을 탄생

시켜 미국과 스타트업 G2를 형성함
- 정부의 펀드 외에도 BAT, 다크호스, 등의 민간 VC들이 수많은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중국·중화권의 주요 대학들은 완벽한 창업 요람으로 변모하여 대학 내 창업과 기술

사업화가 매우 활발하여 ‘콰이서우’, ‘바이두’ 등 다수의 창업 성공사례를 보유함
- 칭화대학교의 대학기업 연매출은 461억 위안(약 8조 4,000억 원)이며 베이징대학교
대학기업 연매출은 769억 위안(약 14조 원)을 기록
 세콰이어 캐피탈 창업자 마이클 모리츠는 격렬하게 일하는 중국의 기업가정신이 ‘Work

Life Balance’를 추구하는 실리콘 밸리를 앞섰다고 평가함(머니투데이, 2018)
 과도한 정부지원으로 인한 ‘공급 과잉’, ‘기업 자생력 약화’ 등의 한계도 존재
 자동차·조선·기계·로봇 등의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하며 보조금

의존도가 높음(LG경제연구원, 2016; 이투데이, 2019.12.17.)
- 기계·로봇 분야의 대다수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핵심부품·소재는 70% 이상 수입 제품에 의존함
 디스플레이·배터리 분야에서 일정 부분 추격에 성공하였지만 막대한 공공재정을

투입한 반도체는 기술 자립에 실패함(이은영, 2019)
- 자체기술 개발, 공정최적화 난항,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요인으로 2018년 말까지
D램 양산을 목표로 하던 푸지엔진화는 최근 파운드리 업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허페이 창신, 창장메모리 등의 양산화 계획도 지연됨(테크월드, 2019.6.5)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 감소, 기업 부채 증가는 중국의 혁신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 전반적인 소비 수요와 생산 수출 수요 등이 둔화세가 과거에 비해 뚜렷해 졌으며
국유기업의 낮은 효율과 높은 정부 지원 의존도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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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중국의 혁신성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외부요인으로는 중국의 혁신 굴기와 미·중간 패권 경쟁이 본격화 되었으며 이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략적 대응 수립이 중요해짐
 유형별 대응에는 비교우위의 정도(우위, 불확실, 열위)와 혁신의 유형(DUI, STI)으로

구분하여 주요 과학기술 및 신산업 별 대응 전략을 제시함
- ‘STEPI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보고서(2017~2019)’를 토대로
주요 기술을 DUI(Doing, Using, Interacting)형 혁신과 STI(Science Technology
Innovation)형 혁신으로 분류하였음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굴기에 따른 한국의 국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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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 1: 중국 STI 분석·예측 기능 고도화 및 전략 목표 설정
 ‘중국 STI 분석국(가칭)’ 중심의 통합적 대중국 혁신 전략 수립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전문가 DB 구축 및 차세대 중국 STI 전문가 육성
 조직·전문가·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국의 혁신성장에 대한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대응 전략 2: 전략 이행을 위한 현지 거점 기능 강화
 차별적 규제·보복, 기술 탈취 대비를 위한 현장 조사·대응 조직 강화
 중국내 민·관 거점의 정보 및 역량 집중을 통한 플랫폼화

대응 전략 3: ‘중국 + α’, ‘과학기술 + X’ 협력·대응 체계 구축
 주요국과의 중국내 교류 활성화를 통한 ‘전략적 다자협력체’ 구축
 지속가능 발전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확대

대응 전략 4 A: 우위 분야의 ‘초격차’ 전략
 (DUI형) 국가 R&D 역량 집중, 기술·인재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미래 유망 분야의 업 스트림(Up Stream) 선점
 (STI형) 전략적 공동연구·사업화 체계 구축을 통한 미래 유망 영역 선점

대응 전략 4 B: 우위 불확실 분야의 ‘차별화 2.0’전략
 (DUI형) 제조 과학 연구 확대, 연구개발 협력 강화, 디지털 파트너십 구축
 (STI형) 난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챌린지형 글로벌 공동 연구 확대

대응 전략 4 C: 열위 분야의 ‘新 기회 포착’ 전략
 (DUI형) ‘시장 지향적 기술기회 탐색’과 연구 개발 및 응용 역량 강화
 (STI형) 개방형 혁신 확대를 위한 연구자 중심의 ‘프론티어 기술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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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경 및 필요성
STEPI Insight |

 중국은 과학기술혁신 기반의 질적 성장을 실현하고 있으며 한·중 간 과학기술, 산업,

혁신 경쟁력 격차는 크게 축소되거나 추월
 한·중 간 대부분 주력 분야에서의 기술격차는 1년 이하로 축소되거나 추월당했고 대다수

신산업 분야 경쟁력은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함
- 한·중 간 기술격차는 ’10년(2.5년), ’12년(1.9년), ’14년(1.4년), ’16년(1년)으로 축소
되었으며 ’18년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한국과 중국의 기술 수준은 각각 76.9%,
76.0%로 기술격차가 거의 없음(KISTEP, 2019)
* 재난·안전(0.9), 기계·제조(0.8), 소재·나노(0.7) 등 7개 분야별 기술격차는 1년 이하, 우주·항공·해양
(-3.1년), ICT·SW(-0.2년) 등 4개 분야는 중국에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함(KISTEP, 2019)

- 50개의 유니콘1)을 보유한 중국은 인공지능, 빅 데이터, 핀테크 등 주요 신산업 분야
에서 거대 내수시장과 무규제 기반의 스타트업 주도형 성장을 통해 한국을 추월함
 중국은 거대과학·기초과학 분야에서 질적 도약을 실현하며 한국을 추월함

- 2019년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용 과학자를 보유한 국가로 도약함
* HCR(Highly Cited Researcher)순위: 미국(1위), 중국(2위), 영국(3위), 한국(19위)(Clarivate, 2019)

- R&D 연구비 지출과 연구기관 및 연구자 수 증가 등의 양적 발전에서 과학기술 국제
공동연구 증가, 세계 최초의 기술 확보, 혁신기업 증가 등의 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중국과학원은 지구과학 분야에서 미국 내 249개 기관과 협력하고 있음(Nature Index, 2018.8.16.)

<표 1>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주요 지표
주요 지표

세부 내용

연구개발비
특허

연구개발비 총액 1조 9,678억 위안 (세계 2위, 2017년 기준), 연구개발 집중도 2.19%
특허 출원 432만 건, 특허 등록 245만 건(세계 2위, 2017년 기준)

과학기술논문

184만 건(세계 1위, 2017년 기준)

인력

이공계 대학졸업생 470만 명(세계 1위, 2017년)

정책

과학기술 13차 5개년 규획, 혁신드라이브 발전전략, 과학기술 일대일로, 대중창업 만인창신, 중국
제조 2025, 전략적 신흥 산업, 인터넷 +, 천인-만인계획

주요 성과

세계 최초 양자 통신 인공위성 ‘모즈’, 세계 최초 달 뒷면 탐사 위성 ‘창어’, 슈퍼컴퓨터 ‘션웨이’,
세계 최대 입자 가속기 ‘CEPC’, 세계 최대 구면 전파 망원경 ‘텐옌’

자료: 중국 정부 문건 및 언론 기사를 종합하여 연구진이 작성
1) 유니콘은 기업가치 1조가 넘는 신생 스타트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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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으로 중국을 공략하는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국가전략 부재로 인해 ‘Maximum

Risk, Minimum Return’에 직면
 미국은 중국의 기술·산업·경제 발전 단계별로 전략적 협력과 견제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함

- 미국 백안관의 OTMP(Office of Trade & Manufacturing Policy)는 2018년 중국의
불법적 기술탈취 수단을 공개하였고, CIFUS(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는 웨스팅하우스 중국 매각 계약을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함
- 미국의 브루킹스, CSIS(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등 다수의 싱크
탱크에서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전략을 제시함
 독일은 자국 산업과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협력에 집중하고 있음

- 독일은 ‘중국제조 2025’와 ‘인더스트리 4.0’을 연계한 중·독 산업단지를 중국 랴오닝에
건설하고 독일 기업의 R&D, 기술이전 등의 협력을 강화함(KIEP, 2017)
- 독일은 중국과 제조기술, ICT, 에너지 및 재료 분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중국
정부+중국 기업)+2(독일 정부+독일 기업)’의 협력 방식을 유지함
 일본은 민관 협동체제 하에 외교·경제 분리형 협력 전략을 구사함

- 현재 일본에서는 중국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각부, 경제산업성,
IDE-JETRO, 도쿄대학 등 산·학·연·관 모두 활발한 중국 연구를 진행 중임
- 중·일 간 경제협력은 기업주도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북·미, 북·중,
미·일 간 관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은 중국 시장 선점을 위한 중국 공략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임

- 싱가포르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부터 현재까지 긴밀한 정부 간 협력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최근 중국과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표 2> 싱가포르·이스라엘의 대중국 전략
주요국

중국과의 중점 협력 분야

세부 내용

싱가포르

중국내 공업 생산 단지 구축 및
신산업 분야 R&D 협력

- 쑤저우 공업단지, 시노-싱가포르/텐진 에코시티,
시노-싱가포르/광저우 지식도시 등 프로젝트 진행
- 2018년 알리바바와 싱가포르 남양이공대학(NTU) 간 AI
공동연구기관을 설립, 총 50명의 연구원을 파견하기로 함

이스라엘

주요 전략 분야 R&D·상업화
(생명공학·의학, 정보기술,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모빌리티)

- 중-이스라엘 혁신파크 설립(50여개의 하이테크 기업과
23개의 투자회사가 참여)
- 중국의 연구중심대학 7곳과 이스라엘의 연구중심대학 7곳이
연합체를 구축하여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를 수행

자료: 중국 정부 문건 및 언론기사를 종합하여 연구진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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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경 및 필요성

 한국은 중국의 혁신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중국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
 한국은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과 하이테크 산업의 제조업 기여도가 가장 높은

STEPI Insight |

‘중국제조 2025 고위험 국가’에 속함(Merics, 2016)
[그림 1] 중국제조 2025에 의해 가장 큰 충격이 예상되는 국가: 한국(1위)

자료: Merics(2016)

 한·중 관계는 많은 부침을 겪었음에도 경제·산업·외교적으로 불가분하여 전략적 협력관계

유지가 중요함
- 2017년 한국의 수출 총액 중 대중국 수출은 25.1%(1위)를 기록하고, 중국 관광객은
전체 외국 관광객의 47%를 차지하였으나, 사드 사태 이후 관계가 급변함
- 통일한국(United Korea)과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북한과 2,000km의 접경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함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마쳤으며 최종 합의까지 도달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에

위협과 기회 요인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다각도의 전략을 수립해야 함
- IMF(2019)는 최종 합의를 전제로 분석한 3개 시나리오 모두 한국의 대중수출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정치·외교, 국제관계, 무역·통상과 함께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중국의 혁신성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국가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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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의 혁신성장 현황
 중국은 전통산업의 고도화 및 구조 개혁을 위한 공격적인 지원을 단행
 ‘중국제조 2025’, ‘인터넷 +’, ‘스마트 플러스’ 정책을 통해 주력 산업 분야 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투 트랙 기술 획득 전략’을 지원하고 있음
- (M&A) 하이얼의 ‘KUKA’ 인수, 중국 화공의 ‘신젠타’ 인수 , 지리 자동차의 ‘볼보’ 인수
등 주력 제조 산업의 글로벌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 중
- (R&D)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 자립화를 위해 핵심 인재 유치, R&D 투자 확대를 진행
* 2015~2018년 정부의 선진제조·전자설비펀드 규모는 약 1천억 위안(한화 17조 원)에 도달(产业信息网, 2020)
 미·중 분쟁이후 기술 자립화에 대한 동기가 더욱 강화 되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함(郑雅琪, 2019; 헬로디디, 2019)
-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2014년 1,390억 위안 규모의 1기 펀드에 이어 2019년 2,000억
위안 규모의 2기 펀드 조성 등 장기적인 자금 지원과 투자를 진행 중임(凤凰周刊, 2019)
[그림 2] 중국제조 2025의 세부 내용

자료: 연구진 작성

10

Ⅱ. 중국의 혁신성장 현황

[참고] 혁신 성장을 위한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1997~2017)
STEPI Insight |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지역·유형별로 다른 특성이 존재
 중국의 R&D 투자 총액은 1997년 509억 위안(8.6조 원, 집중도: 0.64%)에서 2005년

2,450억 위안(41.7조 원, 집중도: 1.31%), 2014년 13,015억 위안(221조 원, 집중도
2.02%), 2017년 19,678억 위안(335조 원, 집중도: 2.19%)을 기록
- 대규모 연구개발 규모 증가 시점(연구개발 집중도 기준): 1999년(10%), 2000년
(14%), 2002년(12%), 2009년(22%), 2012년(13%)
- 연구개발 투자 총액 순위(억 위안): 광동성(2704.7), 장수성(2504.4), 산동성
(1643.3), 베이징(1870.8), 저장성(1445.7), 상하이(1359.2)
- 연구개발 집중도 순위(지역, %): 베이징(6.2%), 상하이(4.16%), 광동성(2.8%), 저장성(2.7%),
텐진시(2.62%), 저장성(2.57%)
 중국의 연구개발 유형은 기초 연구(5.5%), 응용 연구(10.5%), 개발 연구(84.0%)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 중국 연구개발예산 변화 추이(1997~2017)

자료: 중국과학기술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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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미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
 2017년 발표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통해 단계별 발전목표와 미션을 제시하였으며

지역별·영역별 정책 지원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인공지능 굴기를 실현 중
<표 3>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2017)의 목표 및 미션
중국 인공지능의 3단계 발전 복표
1 단계(2020년)

인공지능 기술 및 응용 분야에서 선진그룹에 진입하고, 인공지능산업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과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 육성

2 단계(2025년)

인공지능 이론 및 응용 분야에서 세계선도 수준에 진입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중국
산업의 고도화·경제 발전·지능형 사회 건설

3 단계(2030년)

인공지능 이론·기술·응용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
허브국가로 도약하여 지능형 경제, 지능형 사회 구현
중국 인공지능 굴기의 6개 미션

① 개방·협동적 인공지능 과기혁신시스템 구축
③ 안전하고 간편한 지능형 사회 건설
⑤ 유비쿼터스 안전·효율적 지능형 인프라·시스템 구축

② 고효율의 지능형 경제 육성
④ 인공지능 군민융합 강화
⑥ 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과기프로젝트 선행배치

자료: KOSTEC(2017)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지역 정책) 2019년 중국정부는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발전 시험구(區)’ 지정계획을 발표함

- 2017년 발표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의 후속 조치로 징진지(京津冀), 장강삼각주
(长江三角洲) 등의 선도 지역을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을 촉진할 시범구로 선정함
- 주요 내용: 혁신 인재 육성 및 유인, 인공지능 프론티어 분야 및 기초 연구 확대, 산·학·
연·관·금(金)의 일체형 협력 메커니즘 구축, 인공지능 혁신 오픈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응용 영역 확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안전·윤리 법규, 표준
등), 선도적인 인공지능 활용 혁신모형 탐색 등의 내용이 포함됨
 (영역별 정책) 중국정부는 인공지능의 핵심 응용 영역별로 ‘국가 인공지능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지정해 민간 주도형 인공지능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함
- 2017년 5대 플랫폼을 지정하고, 2019년 10대 플랫폼을 추가로 지정하여 민간 주도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
* 바이두의 아폴로 플랫폼: L4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며(version 3.5 기준), 2020년 양산화 예정
* 알리바바 시티브레인 플랫폼: 항저우, 하이난, 수저우, 취저우, 마카오 등 11개 도시에 적용 중
* 텐센트 미잉 플랫폼: 700여종의 질병을 96% 수준에서 예측이 가능하며 중국내 다수의 병원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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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형 혁신플랫폼 15곳
스마트 마케팅

기초 HW‧SW

금융

비디오 인식

상하이이투

상하이밍뤼에

화웨이

핑안보험

하이캉웨이스

스마트 공급체인

이미지인식

시티 브레인

스마트교육

스마트 홈

징둥

쾅스커지

치후커지

TAL

샤오미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의료 영상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바이두

알리클라우드

텐센트

커다쉰페이

센스타임

5대
플랫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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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플랫폼
(2019)

비전 컴퓨팅

자료: 연구진 작성

 (산·학·연 협력)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전략 분야 육성을 위해 ‘국가공정실험실’을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산·학·연·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음
- 인공지능 분야는 2017년 3월 설립한 ‘딥러닝 기술 및 응용 국가공정실험실’(총괄책임자:
바이두 리옌홍 대표)이 담당하며 칭화대학, 베이징항공항천대학, 중국전자기술표준협회,
중국정보통신연구원 등이 참여함
- 그 외 빅 데이터 관련 11개의 국가공정실험실, 인공지능 관련 3개의 국가중점실험실에
다양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금융) 중국 정부는 2019년 상하이판 나스닥인 ‘커촹반(科創板)’을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개설

하여 IT, 인터넷, 빅 테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분야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중임
- 커촹반은 기업공개(IPO) 등록제를 시범적으로 허용하여 상장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사업성이 우수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적자 기업도 상장이 가능함
 (교육) 현재 35개 대학에서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인공지능학과를 정식 개설하였으며

2018년부터 일부 초중고 커리큘럼에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도입함
- 인공지능 스타트업 센스타임이 인공지능 교재를 편찬하였으며, 2018년 4월부터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 40여개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시범 교육이 시작됨
- 교육부는 2020년까지 대학에 100개의 ‘인공지능+X’ 융합학과 설립, 50개의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 및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함(教育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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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 거대한 내수 시장이 결합되어 토종 혁신 기업 육성,

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화에 성공
 (IT)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TMD(터우탸오, 메이퇀, 디디)등의 거대 IT 공룡을

탄생시키고 공유경제·플랫폼 분야의 혁신 기업을 육성하였음
- 텐센트는 2017년 아시아 기업 최초로 시총 USD5,000억을 돌파했으며, 바이트 댄스
(큐레이션 플랫폼), 메이퇀(음식배송 플랫폼), 디디(차량 공유), 루닷컴(핀테크) 등의
공유경제, 차세대 서비스 분야의 혁신기업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음
<표 5> BAT-TMD의 주요 정보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TMD(터우탸오, 메이퇀, 디디)

주요 정보
설립 년도

2000년

1999년

1998년

2012년

2015년

2014년

창업주

리옌홍

마윈

마화텅

장이밍

왕후이원

리우칭

사업 분야

포탈 검색
자율 주행
인공지능

온라인 쇼핑,
물류, O2O,
클라우드

모바일
메신저, 게임,

뉴스 및
동영상 공유
플랫폼

음식 배송,
맛집 평가

차량공유

직원 수

40,000명

86,833명

40,678명

매주 채용

-

-

영업이익

848억 위안

2,503억 위안

2,378억 위안

500억 위안

330억 위안

-

기업가치

89 USD

484B USD

477B USD

75B USD

30B USD

30 USD

자료: 연구진 작성

 (제조업) ‘화웨이’, ‘CATL’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제품을 보유한 토종 기업이 출현함

-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는 누적 특허 74,307건(중국내 특허 64,091; 해외
특허 48,758), 연구개발투자 15조 원(매출의 14.7%), 연구개발 인력 8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 장비, 스마트 폰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함
- CATL은 정부의 산업보호 정책 외에 매출의 7~8%를 R&D에 투입하며 기술개발에 집중한

결과 2019년 세계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 점유율 1위를 기록함(조선일보, 2019.10.24.)
 (전략 산업) 고속철도, 항공우주 등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성공함

- 중국의 고속철도는 1990년대 말 지멘스, 가와사키와의 합작을 시작으로 2008년 380Km/h의
고속철도를 자체 개발하고 7년 후인 2015년 세계 고속 철도 시장의 70%를 점유함
- 2017년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 위성 ‘모즈’의 발사와 통신에 성공하였으며 2019년 세계
최초 달 뒷면 탐사위성인 ‘창어’를 통해 영상 촬영 및 샘플 채취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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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system)구축을 통한 스타트업·창업 활성화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과 혁신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중국은 미국과 스타트업 G2로 도약함

- 세계 유니콘 기업 321개 중 중국 기업은 98개, 미국 기업은 162개이며 투자유치금액은
STEPI Insight |

중국 기업이(560억 달러) 미국 기업(420억 달러)을 초월함
- 정부의 펀드 외에도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다크호스 등의 민간 벤처 캐피탈이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표 6> 전 세계 유니콘 스타트업 순위
순위

기업 명

주요 서비스

국가

기업가치(USD)

1위

바이트 댄스

콘텐츠 공유

중국

750억 달러

2위

우버

차량 공유

미국

560억 달러

3위

디디추싱

차량공유

중국

293억 달러

4위

에어 비엔비

숙박 공유

미국

215억 달러

5위

스페이스 X

우주 로켓

미국

200억 달러

6위

스트라이프

핀테크

미국

200억 달러

7위

팰런티어 테크놀로지스

소프트웨어

미국

200억 달러

8위

위워크

사무실 공유

미국

200억 달러

9위

루닷컴

핀테크

중국

185억 달러

10위

줄랩스

소비자 가전

미국

150억 달러

자료: CB Insight(2019)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중국·중화권의 주요 대학들은 완벽한 창업 요람으로 변모함

- 중국의 칭화대학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92명의 스타트업 창업자를 배출하였으며
베이징대학은 183명의 스타트업 창업자를 배출함
- 중국 최대 외식 배달업체 '메이퇀디엔핑'(美團点評)의 왕싱(칭화대학), 중국 최대 동영상
앱 '콰이서우'(快手)의 수화(칭화대학), 바이두‘의 리옌홍(베이징대학), ’ofo‘의 다이웨이
(베이징대학) 등 중국의 명문대는 다수의 창업 성공사례를 보유함
- 칭화대학의 대학기업 연매출은 461억 위안(약 8조 4,000억 원)이며, 베이징대학의 대학
기업 연매출은 769억 위안(약 14조 원)으로 서울대학교 대학기업의 1,000배를 기록함
 세콰이어 캐피탈 창업자 마이클 모리츠는 격렬하게 일하는 중국의 기업가정신이 ‘Work

Life Balance’를 추구하는 실리콘 밸리를 앞섰다고 평가함(머니투데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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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과잉’, ‘기업 자생력 약화’, ‘경제 성장 둔화’ 등의 해결과제도 존재
 자동차·조선·기계·로봇 등의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제품·핵심기술·부품·브랜드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하며 보조금 의존도가 높음(LG경제연구원, 2016; 이투데이, 2019.12.17)
- 중국 자동차 내수 시장은 여전히 상하이 GM, 상하이 폭스바겐 등의 합작사가 과점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부가가치 선박 역시 대부분을 내수와 공공 구매에 의존함
- 기계·로봇 분야의 대다수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핵심부품·소재는 70% 이상 수입 제품에 의존함
 디스플레이·배터리 분야에서 일정 부분 추격에 성공하였지만, 막대한 공공재정을 투입한

반도체는 기술 자립에 실패함(이은영, 2019)
- 디스플레이 및 배터리는 기술추격과 토종기업 육성에 성공하였으나, 공급과잉과 정부
보조 축소로 인해 수익 악화에 직면함
- 자체기술 개발, 공정최적화 난항,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요인으로 2018년 말까지 D램
양산을 목표로 하던 푸지엔진화는 최근 파운드리 업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허페이 창신, 창장메모리 등의 양산화 계획도 지연됨(테크월드, 2019)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 감소, 기업 부채 증가는 중국의 혁신성장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 및 생산 수출 수요 등의 둔화세가 과거에
비해 뚜렷해 졌으며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 그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중국 기업부채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은 경영 효율이 낮고 여전히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OECD, 2019; NIKKEI, 2019)
[그림 4] 중국의 소비자 수요(좌) 및 제조업 PMI 지수(우)

자료: IMF(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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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정학적 위기(Geopolitical Risk)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대중국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미국의 위기감과 중국의 기술 결핍감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글로벌 패권 대립구도가 형성

되었고 미·중 과학기술혁신 경쟁의 본격화·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위기감) Nikkei와 Elsevier의 분석에 따르면 2013~2018 기간 동안 중국의 과학
논문 생산 수는 23개 분야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함
*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한 연구 분야는 주로 배터리, 신소재, 화학 등 영역의 핵심 기술

- (중국의 기술 결핍) 중국의 과기일보는 중국이 극복해야할 핵심 기술·부품 35가지를
발표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은 미국이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영역임
* 35개 핵심 기술 중 항공기 설계, 운영체계,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등 분야는 미국 기술에 의존

- (STI 패권경쟁의 장기화) 향후 트럼프-시진핑 정권 이후에도 미·중간의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패권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 됨(성균중국연구소·여시재, 2019; CNN, 2020)
* 미·중 글로벌 벨류체인(GVC), 글로벌 혁신시스템(GIS) 디커플링 시나리오: ① GVC와 GIS의 완전 분리,
② GVC와 GIS의 부분 분리, ③ GVC의 부분 분리, GIS의 완전 분리, ④ 원상 복귀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화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혁신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지정학

적 충돌은 중국의 혁신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글로벌화는 중국의 주요 과학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 시켰으며 디지털 전환은
향후 중국의 추격과 추월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임
* 2018년 중국의 디지털 경제 순위는 미국,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上海社科院,2019)

- 트럼프 행정부는 ‘패권 도전 저지’라는 목표 하에 ‘힘에 의한(power-based)’ 직접적인
압력과 ‘반중국 국제연대’ 결성을 통한 입체적 압박정책을 구사함(정인교 외, 2019)
* (인공지능 분야) 2019년 발표된 미국의 ‘AI 이니셔티브(the American AI Initiative)’는 AI 혁신 방해
요소 제거 및 미국 AI 혁신과 사용을 위한 국제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
 과거의 사례에서 볼 때, 위기의 상황에서 혁신은 효율 대신 효과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첨단·과학기술 제재는 결국 상대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인텔칩을 탑재한 중국의 슈퍼컴퓨터 텐허2호가 미국 슈퍼컴퓨터 Titan의 속도를 넘어
서자, 미국은 2015년 인텔, AMD, NVIDIA의 핵심 칩 중국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였고
중국은 2016년 슈퍼컴퓨터 주요 부품의 자체 개발에 성공(민성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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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국의 혁신 성과: 과학기술 논문 생산량(2013~2018)
 중국은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대 논문 생산국으로 도약
 Nikkei와 Elsevier가 2013~2018년 기간에 출판된 1,720만 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

긴 결과 중국은 23개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주요 과학기술 분야 국별 논문 출판 순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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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7
28
29
30

연구 주제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단일원자층(monoatomic layers)
나트륨 이온 전지(sodium-ion batteries)
니켈/산화제 이철 촉매(nickel/ferric oxide catalysts)
지카 바이러스 감염(zika virus infection)
리튬-황 배터리(lithium-sulfur batteries)
게놈 편집(genome editing)
Organic 박막 태양 전지(organic thin-film solar cells)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s)
면역요법(immune therapy)
산화환원(redox)
광촉매(photocatalysts)
수소발생촉매(hydrogen generation catalysts)
핵산 표적 암 치료제(nucleic acid-targeted cancer treatment)
장내 박테리아(intestinal bacteria)
탄소 양자점(carbon quantum dots)
플렉서블 소재(flexible materials)
중성자 활성화 분석(neutron activation analysis)
세포 간 신호전달(intercellular signaling)
광열 요법(photothermal therapy)
이산화탄소 사용(use of carbon dioxide)
바이오연료 전지(biofuel cells)
광전자 화학(photoelectro-chemistry)
커페시터에서의 탄소 사용(use of carbon in capacitors)
유기금속구조(organic metal structures)
레이저 멜팅(lase melting)
바이오숯(biochar)
나노발전기(nanogenerators)
리튬-이온전지(lithium-ion batteries)
셀룰로오스 나노 결정(cellulose nanocrystals)

자료: NIKKEI(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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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
1
1
1
3
1
2
1
1
5
1
1
1
1
2
1
1
1
2
1
2
1
1
1
1
2
1
1
1
1

미국
2
2
2
2
1
2
1
2
4
1
2
2
2
2
1
3
2
2
1
2
1
2
2
2
2
1
2
2
2
2

일본
4
4
4
8
20
7
3
6
10
3
4
8
9
4
11
13
4
4
4
15
3
9
5
5
7
12
24
9
5
9

분야
배터리
반도체
배터리
신소재
바이오
배터리
바이오
배터리
배터리
바이오
화학
신소재
신소재
바이오
바이오
신소재
신소재
화학
바이오
바이오
화학
배터리
신소재
배터리
화학
신소재
환경
신소재
배터리
신소재

Ⅲ. 한국의 대응 전략

 본 연구에서는 우위의 정도(우위, 불확실, 열위)와 혁신의 유형(DUI, STI)으로 구분하여

주요 과학기술 및 신산업 별 대응 전략 수립을 제시하고 자 함
- DUI(Doing, Using, Interacting)형 혁신은 실천적 경험과 암묵지가 중요하며, 자동차,
STEPI Insight |

기계, 조선, 부품·소재 등의 전통 제조 분야가 해당됨
- STI(Science Technology Innovation)형 혁신은 과학기술의 개발과 급진적인 혁신이
중요하며, 바이오,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 거대과학·첨단기술 분야가 해당됨
 기본적으로 STI형 과학기술 협력은 개방형 혁신, DUI형은 폐쇄형 혁신을 지향하며 주요

국과의 기술 격차를 고려한 혁신 협력 전략이 수립이 중요함
- 한국의 경우 뚜렷한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분야에서 우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핵심 역량의 집중 보호와 기타 영역의 개방형 협력 확대가 필요함
-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과학기술 협력, 핵심 기술·부품 수출 규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유연한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함
[그림 6]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굴기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

자료: STEPI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보고서(2017~2019)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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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전략 1. 중국 STI 분석·예측 기능 고도화 및 국가 차원의 전략 목표 설정
 범부처 조직 ‘중국 과학기술혁신 분석국(가칭)’을 설립하여 중국의 과학기술, 산업, 사회

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전략 수립
- 중국 과학기술, 산업, 사회에 대한 국내의 데이터·연구를 종합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중국의 분야별 굴기와 혁신의 실체 파악
- 중국의 중앙 정부 정책, 액션 플랜, 규제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선제적인 과학기술,
산업 분야의 주체별 대응전략 수립
 국가 차원의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전문가 DB 구축 및 차세대 중국 STI 전문가 육성

- 국가 차원의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전문가 DB 구축 및 관리를 통해 주요 분야(인공
지능, 과학기술) 및 지역(베이징, 상하이, 선전)별 전문가 자원 시스템화
-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주요 핵심 과학기술·신산업 분야의 차세대 중국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국무부에서 2011년 ‘10만 strong 프로젝트(10만 명의 중국 전문가 양성 계획)’를 신설하였고,
민간에서도 풀브라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재단·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중국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
 조직·전문가·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국의 혁신성장 전망에 대한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 일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대 상반기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따라잡고 2030년대
중반에는 인구 감소, 생산성 향상 둔화, 폐쇄적 제도 등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며
2060년 다시 미국에게 추월당할 것으로 예측됨
* ① 표준, ② 보호주의, ③ 개혁 시나리오 별로 발전 양상이 상이하며, 보호주의 시나리오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대국 지위 유지가 예측됨

<표 7> 한국의 대중국 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
전략 유형

전략 기조

전략 목표

기술 우위
(초격치)

중국과의 경쟁 유지

시장 우위 유지

중국과의 경쟁 협력 유지

공동 파이 확대 후 지속가능 우위 유지

기술 우위 불명확
(차별화 2.0)

미래 기술 및 산업 공동 발굴

공동 파이 확대 후 지속가능 우위 유지

중국 플랫폼 편입

중국의 플랫폼을 활용한 성장

기술 열위
(기회탐색)

니치 공략을 통한 추격

새로운 시장에서의 추격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전략적 장기 협력 체계 구축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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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전략 2. 전략 이행을 위한 현지 거점의 기능 강화
 차별적 규제·보복, 기술 탈취 대비를 위한 현장 조사·대응 기능 강화

- 주요 영역별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차별적 규제, 외국기업 제재, 조직적 기술탈취에
STEPI Insight |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여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 중국의 희토류 제재에 대해 일본은 ① WTO 제소 ② 새로운 공급처 개발을 통한 중국
의존도 완화 ③ 희토류 의존도가 낮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대응
 중국내 민·관 거점의 정보 및 역량 집중을 통한 플랫폼화

- 대사관, 부처별 재외공관, 연구기관 사무소, 민간 기업의 거점 등 권역별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민·관 현지 거점의 정보 수집 역량 제고 및 공공·민간 외교능력 강화
* 지속적인 예산·인력 배정 및 권한 부여, 운영 방식 변화, 센터간의 협력 기반 강화 필요

- 공공의 현지 거점 업무·기능 중복성, 운영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공
거점의 기능 제고를 위한 통합·조정과 현장 전문가 육성 필요
<표 8> 중국 현지 주요 기관 거점 현황
주요 기관

주관 기관

지역

대사관/영사관

외교부

중국 전 진역

KOTRA 무역관

KOTRA

베이징, 상하이 등

국책 은행 현지 사무소

각 은행

베이징, 상하이 등

KIC(Korea Innovation Center)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베이징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베이징

한·중 환경협력센터

한국 환경부/중국 생태환경부

베이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베이징

한·중 동양의학연구협력센터

서울대 천연물과학(연)/베이징중의학원

베이징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해양과학기술(연)/국가제1해양연구소

산동성

한·중 신소재협력센터

한국과학기술(연)/베이징유색금속연구총원

베이징

한·중 광기술공동연구센터

한국원자력(연)/상하이광학정밀기계(연)

상하이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

한국원자력(연)/칭화대학

베이징

한·중 나노공동연구센터

나노종합팹센터/국가나노과학센터

베이징

고에너지밀도레이저물리공동연구센터

한국원자력(연)/상하이광학정밀기계(연)

상하이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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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전략 3: ‘중국 + α(범위의 확대)’, ‘과학기술 + X(영역의 확대)’ 협력·대응 체계 구축
 주요국과의 중국내 교류 활성화를 통한 ‘전략적 다자협력체’ 구축

-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오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내·외에서 이들 국가와의 교류확대를 통한 대응력 강화가 시급함
- (미국) 2009년 미국 에너지부(DOE)와 중국 과학기술부가 청정에너지연구센터(Clean
Energy Research Center)를 설립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진행해 옴
- (독일) 2000년 양국 연구기관 중심의 중-독 과학센터를 설립하고 청년과학자 교류 및 공동
연구, 과학연구시설 및 대학 교류 등의 다양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 60년대부터 JST, 이화학연구소, JICA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센터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협력을 지속해 옴(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 (프랑스) 1997년 중국과 공동실험실 LIAMA를 설립하고, 2008년부터 EU-중국 공동
실험실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 (호주) 중·호 공동연구기금을 통해 특정 분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호
의료산업혁신센터(’17), 중-호 바이오의약산업 과학단지(’19)를 구축함
 지속가능 발전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확대

- 환경오염 저감, 미세먼지, 물-식량-에너지, 생물 다양성, 인수공동 전염병, 병충해 등
양국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확대
* 주제 예시: 미세먼지 공동 대응, MERS,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전염병 예측 및 방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 조류 독감 등 인수 공동 전염병 모니터링 등

- 파괴적(Disruptive) 기술 혁신과 사회 갈등, 기술 윤리 및 보안 이슈 등 과학기술과 사회
충격과 관련된 분야의 공동 연구 확대
* 사회 갈등·일자리: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전통산업에 대한 충격과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는 양국 공통
관심사이며 상호 보완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중국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이 강화되고 한국의
개인정보 활용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며, 기술 윤리에 대한 한·중 각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개인
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분야 협력이 유망함
* 자율주행 운행 및 사고 규정: 한국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레벨3) 운행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중국은 레벨 4수준의 자율주행차량 300대 이상 시범 운행 중이어서, 자율주행 운행 관련 공동 표준
연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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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전략 4 A: 우위 분야의 ‘초격차’ 전략
 한국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DUI 분야는 공격적인 연구개발과 산업보안 생태계를 강화하고

STI 분야는 공동연구 및 사업화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해야 함
STEPI Insight |

- 기술 우위 분야의 협력은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분야 제재·규제 및 주요국의 대중국
협력 기조에 대한 비교 분석 필요
* 미국은 주요 첨단 분야의 중국인 유학생 비자 요건을 강화하고 주요 연구기관의 중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 및 협력관계 조사하고 있으며, 기타 주요국들은 중국과의 협력 분야 제한, 중국과 협력에 대한
정기 보고 의무 부여 등을 검토 중
 (DUI형) 국가 R&D 역량 집중, 기술·인재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미래 유망 분야의 업 스트림(Up Stream) 선점
- (성숙 제품군) 기술 격차가 뚜렷하고, 성숙된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반도체·인공지능 칩(Chip) 분야에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산업 보안 역량 강화 필요
* 기술 자체에 대한 보호 뿐 아니라, 암묵지와 생태계 역량 전체에 대한 철저한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유출 인력 모니터링, 추가 인력 유출 방지 등의 대응전략이 필요

- (유망 제품군) 한국의 기술 우위, 유망성에 대한 종합 검토 및 미래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산업 보안 생태계 구축 필요
* 원자력 플랜트·수소 에너지 분야의 경우, 업 스트림(핵심 부품·소재) 및 지속가능 이익 창출(유지·보수)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과 국내 지식 생태계 보호 방안을 선도적으로 구축
 (STI형) 전략적 공동연구·사업화 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 유망 영역 선점

- 바이오 제약·유전자 편집·줄기세포 등의 영역에서 공격적인 R&D 현지화, 공동 연구
활성화를 통해 미래 신기술 공동 개발 및 사업화 실현
* 치료 기술, 정밀기술/의학, 스마트 의약 등은 한·중 양국의 협력의지가 강한 분야로 공동연구 및 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측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 중국의 생물다양성 협약 후속 조치, 보건·의약 규제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한국 기업의 권익 보호 및 협력 방안 모색
* ① 중국과 미국 식품·의약 승인 체계의 디커플링에 대한 대응 전략, ② 중국의 생물자원 종합 가이드라인
등 STI 분야 공동 연구·사업화에 영향을 주는 제도 및 정책 변화에 대한 고려 필요

- 과거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분석을 통한 잠재적 리스크 최소화
* 정책 변화로 인한 급격한 협력 환경 변화, 기술 유출 및 지식재산 보호 이슈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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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전략 4 B: 우위 불확실 분야의 ‘차별화 2.0’ 전략
 한국은 전통적인 제조 분야 역량이 뛰어나고 중국은 디지털 역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자체

역량 강화 및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가치창출이 가능함
- 다양한 영역별로 다수의 2위권 중국 그룹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 GM과 상하이 자동차는 합작사 설립 외에도 공동 R&D 센터, 공동 브랜드 출시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 지리 자동차와 볼보는 M&A형태를 넘어 완전한 합병을 선언
 (DUI형) 제조 과학(Manufacturing Science) 연구 확대, 연구개발 협력 강화, 중국 현지

디지털 파트너 발굴
- (자체 역량 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 융·복합 연구 연구개발 투자 확대,
‘3+ɑ’ 나선형 시스템 구축
* 3중+ɑ 나선형(Tripple + ɑ Helix): ‘3 (산-학-연)’ + ‘ɑ (국민, 사용자)’ 방식의 혁신 시스템
* Economist(2019)는 중국의 혁신과 성장에 대한 전략으로 ①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 ② 동맹국들과의
글로벌 공동 대응 체계 구축, ③ 중국의 성장과 도약을 고려한 업 스트림 선점 등을 제시함

- (연구개발 협력) 기존의 가치 사슬 별 분업 체계 구축이 아닌 신기술 연구개발, 기회 탐색,
수요 발굴 등 전 단계 협력 강화가 필요
* 연구개발 초기 단계, 수요 발굴, 기회 탐색 등 지식 생산 초기 단계의 협력 확대 필요

- (디지털 파트너) 전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중국 현지 유망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DNA(Data, Network, AI)화 실현
* 한계 업종에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유망 2군 제조기업 또는 디지털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STI형) 난제(wicked problem) 해결을 위한 그랜드 챌린지형 글로벌 공동 연구 확대

- 한·중이 각각 비교 우위를 보유하고 있지만 절대 우위가 불확실한 분야별로 그랜드 챌린지형
공동연구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절대 우위 확보에 집중
- (기술·산업 난제) 혁신 도전프로젝트(과기부), 과학난제 도전 융합 연구개발(과기부), 알키미
스트 프로젝트(산업부) 등과 같은 창의·도전 연구를 글로벌 공동 연구·협력 사업으로 확대
- (사회 난제) 한·중 공동 사회 문제인 보건 분야(감염성 질병, 인수 공동 전염병, 병해충 등),
기후·환경 분야(미세먼지·대기 오염, 기후 변화)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
* 딥러닝 기반의 빅 데이터 분석(위성 데이터, 모바일 데이터 등)을 통한 질병·재난 예측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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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전략 4 C: 열위 분야의 ‘新 기회 포착’ 전략
 현재 명확한 응용 영역을 찾지 못한 신기술의 경우,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집중한 추격 전략이 가능함
STEPI Insight |

- 안보, 군용 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영역은 협력의 난이도가 높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우주 분야는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원자력 분야는 NSG(Nuclear Suppliers Group)로 인해 한·중 간 협력이 제한적임
 (DUI형) 신기술의 새로운 응용 영역 개척을 위한 ‘시장 지향적 기술기회 탐색’과 연구

개발 및 응용 역량 강화
- (드론) 중국이 선점한 영상촬영 분야가 아닌 OPPAV(공중교통)의 수소 하이브리드
엔진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집중
* 한국은 드론용 수소 연료전지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서 중국에 비교 위위를 지니고 있음

- (항공·우주) Spin-on 활성화를 통한 민간 기술 도입과 전략기술 확보 관점에서의
한·중 협력체계 구축
 (STI형) 개방형 혁신 확대를 위한 연구자 중심의 ‘프론티어 기술 협력체계’ 구축

- 디지털 기반 기술의 경우 현재 국제 표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
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인공지능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협력이 중요하고, 일부 중국 기업들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지식 생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협력이 유망함

- 중국은 2017년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 위성 발사와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향후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Top-down 방식의 공동 연구 활성화가 필요
* 2020년에 완공 예정인 중국 양자정보과학국립연구소(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Quantum
Information Sciences)에 10조 원이 투입됨

- 인공지능의 경우 기초 및 응용 연구가 중국에 뒤처져 있으나 의료 및 기존 주력산업
분야에서 응용을 통한 차별화가 가능함
* 한국은 데이터의 질적 우위가 있는 제조·산업·의료 분야, 하드웨어 우위가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컴퓨팅
등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양희태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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