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과 시사점

285

｜제285호 2021. 12. 31.｜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과 시사점
백서인·박동운·조용래·이다은·이선아·윤여진

목차
|요약|
Ⅰ. 서론

06

Ⅱ. 이론적 배경

07

Ⅲ.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12

Ⅳ. 결론 및 시사점

35

| 요 약 |
n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l

무역 마찰에서 시작된 미·중 전략경쟁은 미국의 혁신경쟁법 발의와 동맹국의 참여요구,
중국의 대응과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함

l

기후변화,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전환적 혁신과 함께, 미·중 전략경쟁
으로 인한 기술 블록화, 탈동조화에 대응하는 기술주권 확보전략 기조가 강화됨

l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과학기술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
분석을 통한 국가차원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수립이 시급

n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
l

기술주권은 “어떠한 국가·연방이 자국의 복지, 경쟁력에 없어서는 안 될(Critical)
기술을 직접 공급 하거나 다른 경제권으로부터 일방적인 구조적 의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Edler et al., 2020)

l

기술주권의 범위: 경제(Economic) 주권과 혁신(Innovation) 주권의 하위 개념으로
디지털 주권, 데이터 주권, 미디어 주권 등의 내용을 포함함(VDE, 2021)

l

기술주권의 유형: ①전통적 주권 임무, ②사회 수요 충족, ③경제 경쟁력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영역별 기술 주권 전략 수립이 중요

n 전략 및 신흥 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l

전략 기술(Critical Technology)은 국가 안보와 군·민 수요 충족의 관점에서 지정·관리
되어 왔으며, 최근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l

미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군사 우위, 정보 우위, 경제 우위)에 핵심적인 기술을 전략
기술로 정의한 반면, 중국은 대외 의존도와 기술 난이도가 높고, 산업적 가치가 큰
핵심 기술군을 전략 기술로 정의하고 있음(陈劲 & 朱子钦, 2021)

l

미·중·EU·일본 등 주요국이 핵심 국가전략(미국혁신경쟁법, 중국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원경목표)에서 지정하고 있는 핵심 기술 영역은 대부분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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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미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l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 정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자국 내 기술 혁신 장려, 공급망 안정화, 대중국 견제를 동시에 추진
- (첨단기술 투자) 10대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기초·응용을 포괄하는 기술혁신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대학 연구, 정부 투자, 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계
-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 생산 및 차세대 5G 구축을 위한 R&D 및 인센티브, 국제협
력 지원을 통해 핵심 분야 공급망 자립을 확보
- (대중국 견제) 중국의 패권 도전 대응 및 미국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통상 관행에 적극 대응

n 중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l

미국의 강도 높은 견제와 기술 동맹 구축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및 2035 중장기 계획’을 통해 기술주권 확보 전략을 발표
- (과학기술혁신 지원) 기초 연구 지원 강화, 핵심기술 투자 확대, 과학기술 인프라
효율화,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
- (핵심 산업 자립) 대외 의존도가 높고, 미국의 기술 제재가 집중되는 영역의 민간
기업 연구개발 및 유치 확대, 핵심 부품 장비의 기술 자립 지원을 추진
- (인력 양성) 미래 전략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 추진

n EU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l

유럽은 개방형 다자주의의 토대 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Open Strategic Autonomy)’을 통해 기술주권을 확보하는데 집중
- (연구 개발) 혁신성 강화와 전 지구적 도전과제 해결 주도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 (혁신 전략) ‘EU 신산업 전략’, ‘디지털 컴퍼스 전략’을 통한 녹색·디지털 트윈 전환
추진 및 반도체 역량 확보
- (국제 협력) 전략·개방성·상호호혜성을 추구하는 “Team Europe” 국제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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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일본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l

일본은 사회문제 해결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통합적 기술주권 확보 전략을 수립
- (과학기술혁신 정책) 저성장 고착화, 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지향형·글로벌 도전과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
- (경제 안보·기술 동맹)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특히 반도체 분야의 기술 확보
및 공급망 관리를 추진하고 R&D 투자 확대를 통해 전략적 불가결성과 전략적
자율성 개념에 입각한 ‘경제안전보장전략’을 추진

n 호주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l

호주는 기술안보 체제 강화와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역량 확보에 집중
- 호주는 ‘호주 2030: 혁신을 통한 번영’ 전략을 통해 교육, 산업, 거버넌스, 연구
개발, 국가혁신문화 5개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
- 2020년 7월, 총리실 산하에 핵심기술정책조정실(Critical Technologies Policy
Coordination Office, CTPCO)을 신설하고, 2021년 11월 전략기술 리스트를 공개
- (기술 동맹) QUAD, AUKUS를 통해 유사입장국·동맹국 중심의 기술공조 체제 구축

n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의 특징
l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은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기술 및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일방적 의존도 완화에 집중되어 있음

l

다양한 첨단·융복합 지식을 필요로 하는 미래 기술·산업의 경쟁력은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이 추진
되고 있음

l

주요국의 중장기 전략, 중점 영역,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기술별로 전략적인
글로벌 협력 및 경쟁 전략을 수립해야 함

4

| 요 약 |
n 한국의 정책 과제

과제 1. 국가 전략기술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분석 및 대응 역량 강화
l

국가 전략기술 전담 조직을 통한 기술주권 분석·평가 및 중장기 전략 수립

l

전략기술·신기술 분야 예측(Foresight)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l

분야별(과학기술, 산업, 정치, 경제, 외교, 교육) 기술 안보 대응 조직 신설

과제 2. 과학기술 블록화·트윈 전환에 대응하는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
l

첨단 기술 및 핵심 자원 분야의 의존도 완화형 연구개발 체계 고도화

l

기술 동맹화에 대비하는 혁신자원 확보 전략 수립

l

트윈 전환 관련 기술 규제 대응역량 및 글로벌 표준·규범 영향력 강화

과제 3. 글로벌 혁신정책 모니터링 및 과학기술혁신 협력 확대·구체화
l

미국과의 과학기술·첨단 산업 협력 구체화 및 상시화

l

과학기술 중견국·강소국과의 전략적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및 확대

l

중국과의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 및 기반 구축

과제 4. 전략 기술·산업 분야 국내 혁신 주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l

핵심 전략기술 분야 민간 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한 통합 지원 확대

l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의 도전적인 집단·중장기·융복합 연구 및 사업화 지원

l

혁신 기술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공공 조달 시장과의 연계성 강화

l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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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n 무역 마찰에서 시작된 미·중 전략경쟁은 미국의 혁신경쟁법 발의와 동맹국의 참여요구,

중국의 대응 전략 변화, 주요국 간 관계 및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
l

미 상원을 통과한 혁신경쟁법은 총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국의 혁신
역량 강화’와 ‘중국의 추격 견제’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우위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둠

l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는 ‘쌍순환 전략’과 각 분야에서의
기술 자립·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인재양성 올인(All in)’ 전략을 추진

l

EU 또한 역내 혁신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국인 일본과 호주 역시 미·중
전략 경쟁의 충격에 대비하는 동시에, 이를 ‘기회의 창’으로 활용하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 중

n (경제·산업·기술의 안보화)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과 함께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기술

블록화, 탈동조화에 대응하는 전략 및 신기술 확보 전략 부활
l

금융위기 이후, 사회문제 및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정책이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음

l

하지만 혁신에 필요한 기술(Critical Technology) 및 자원(Resources)의 전략적 목적성과
안보 간의 연계성 증가로 인해,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외교적 노력도 강조됨

l

급격한 경제·기술 안보화로 인해 새로운 과학 협력·기술 동맹 체제가 출현함

n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파악과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
l

경제·통상, 정치·경제적인 관점을 아우르는 혁신 경쟁의 관점에서 전략경쟁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의 목표, 임무, 수단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함

l

또한 미·중 전략 경쟁에 큰 영향을 주고받는 EU, 일본, 호주 등의 정책 기조와 대응 전략을
함께 분석하여, 한국의 차별적인 니치(Niche)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l

본 연구는 미국, 중국, EU, 일본, 호주의 기술·산업·혁신주권 확보 정책을 비교·분석함
으로써 한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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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Ⅱ. 이론적 배경
STEPI Insight |

1.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
가. 기술주권의 정의 및 특징
n 기술주권은 “국가가 자국의 복지, 경쟁력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을 직접 개발 하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일방적 의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Edler et al., 2020)
l

최근 들어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국가 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형성
되고, 다양한 지정학·지경학적 위기와 마찰이 더해져 기술주권의 개념이 경제, 산업, 기술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Edler et al., 2021)

n 기술주권은 경제 주권과 혁신 주권의 하위 개념으로, 디지털 주권, 데이터 주권, 미디어

주권 등의 내용을 포함함(VDE, 2021)
l

최근의 기술주권 논의는 ICT (AI, 5G, 양자정보통신기술) 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데이
터 주권(보호, 관리, 이동, 투명성, 안정성, 진실성 등) 관련 핵심 이슈를 포함함

[그림 1] 기술주권과 혁신·경제 주권과의 관계(좌) 및 디지털·미디어 주권과의 관계(우)

자료: Edler et al.,(2020) 및 VDE(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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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주권의 유형 및 측정
n 기술주권은 크게 ①전통적 주권 임무, ②사회 수요 충족, ③경제 경쟁력의 영역에서 나타나며,

영역별 기술주권 전략 수립이 중요
l

국방·안보 영역의 경우, 군사적 충돌·테러 위기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자기결정 역량과 지정학적 위치 설정이 중요함(Edler et al., 2020)

l

사회 수요 영역에서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 또는 공공 서비스·시스템 등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주권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의존도를 보유하고 있거나 낙후된
시스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Edler et al., 2020)

l

경제 경쟁력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지속가능발전 전환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산업
경쟁력 확보가 핵심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미래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장 경로를 탐색해야 함(Edler et al., 2020)
<표 1> 기술주권 필요성의 유형
기술 주권
전통적 주권
임무(국방·안보)

사회 수요 충족

경제적 경쟁력 창출

경제적 포지셔닝
및 국가 기능

국방, 안보, 행정

공공 서비스(의료, 교육)
핵심 인프라(전기, 교통)

고용 창출
산업적 가치 창출

위기 유형

군사적 충돌, 테러

팬데믹, 기후위기

시스템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위기

정보 자기 결정
지정학적 위치 설정

시스템 전환
(에너지, 물류, 교통 등)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성장 경로
창출 또는 기존 경로 수정

구분

확보
및
보호

동태적 발전

자료: Edler et al.(2020)

n 기술주권은 ①전략성·취약성 측정, ②기능적 관점 분석, ③경계 정의, ④요인 분석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
l

전략성·취약성 측정을 위해서는 특정 기술의 필수불가결성, 해당 기술에 대한 접근성, 외부
충격의 영향의 정도 등에 대해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함
- 이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무역, 특허, 논문)와 분석 방법(정밀 가치사슬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술의 필수 불가결성(Criticality & Indispensability)을 분석함과 동시에, 과도한
국산화를 방지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보다 전략적인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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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능적(Functional) 관점에서의 기술 전략성 분석은 그 필요성이 존재하는 영역의 유형
별로 어떠한 기능적인 단계에 기술주권 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을 의미함
- 공공 서비스, 핵심 인프라 등 영역에서 중국 화웨이의 5G 통신장비,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이
STEPI Insight |

어떠한 기능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대체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다양한 기술(성능
및 구조)·시장(가격 및 점유율) 데이터를 활용해서 판별할 수 있음
- 기능적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의존도를 분산시키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는 재고 및 대안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국내 생산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함
l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①지정학적(Geopolitical) 경계, ②기능적(Functional) 경계,
③시간적(Time) 경계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지정학적 경계는 정치·경제·문화·가치의 통합을 의미하며, 가치와 규범 중심의 기술
동맹 체제(예: QUAD, D10, T12, AUKUS)가 대표적임
- 기능적 경계는 국가 안보, 사회적 니즈, 경제적 경쟁력 관점에서의 경계를 가리키며,
어떠한 영역에서 어느 기능까지 기술주권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의미함
- 시간적 경계는 기술주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단기적인 것인지, 중장기적인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상시적인 것인지 판단해야 함을 의미함

다. 기술주권 확보 전략
n 기술주권 확보 전략은 연구개발, 시장 조성, 국제 협력, 규범 및 제도 등의 측면에서 통합

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l

전략 방안: ①기술주권 확보 필요성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능력 확보, ②충분하고 폭 넓은 R&D
투자, ③국제연구 협력 및 기술 파트너십 구축: 새로운 대안적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 조성, ④
독점 및 구조적 존속성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특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⑤규제 프레임 워크 조건 수립, ⑥혁신 지향형 공공조달 추진, ⑦다자협정 규정 준수
보장 요구(Edler et al., 2020; Edler et al., 2021; VDE, 2021)

n 이와 동시에, 유럽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유사입장국 간의

개방형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l

유럽의 반 디지털 플랫폼 독점법, 인공지능 규제(안) 등이 다양한 형태의 개방적인 기술
혁신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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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및 신흥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가. 전략 및 신흥 기술의 논의 배경과 정의
n 전략기술(Critical Technology)은 국가 안보와 군·민 수요 충족의 관점에서 지정·관리되어

왔으며, 최근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l

미국은 1990년대부터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며, 군·민 수요를 모두 충족하는 핵심 기술들
을 선정·관리하기 위한 ‘전략기술목록(Critical Technology List)’을 제정(송위진, 1992)
- 미국 의회는 1991년 전략적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분석을 전담하는 전략기술
센터(CTI) 설립을 승인(Critical Technology Institute, 1997)

l

1990년대 미국의 전략기술은 주로 국방부(DoD), 상무부(DoC), 우주항공협회(AIA), 국가
경쟁력위원회(CoC), 과학기술정책국(OSTP)에서 선정

n 미·중·EU·일·호가 국가 전략을 통해 지정한 핵심 기술 및 산업 영역은 대다수가 중복됨
l

미국은 압도적 우위 확보, 중국은 기술 자립 추진, EU와 일본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호주는
대외 의존도 완화 등의 관점에서 전략 기술을 지정하여 육성
<표 2> 미·중·EU·일·호의 국가 전략에서 지정한 핵심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 분야
미국

Ÿ
Ÿ
Ÿ
Ÿ
Ÿ
Ÿ

인공지능·머신러닝
고성능 컴퓨터 하드웨
어·반도체
퀀텀 컴퓨팅
로봇·자동화
첨단 제조
자연재해 예방 대응

Ÿ
Ÿ
Ÿ
Ÿ
Ÿ
Ÿ
Ÿ

첨단 통신
바이오·의료
사이버 보안
데이터 관리
첨단 에너지
배터리
첨단 소재

Ÿ
Ÿ
Ÿ
Ÿ
Ÿ
Ÿ
Ÿ

인공지능
양자 정보기술
뇌과학
집적 회로
유전자 및 바이오
임상의학·헬스케어
우주·심해·극지

Ÿ
Ÿ
Ÿ
Ÿ
Ÿ
Ÿ
Ÿ
Ÿ

독일
정보통신기술
2세대 양자 정보 기술
재료 기술
바이오 공학
제조 기술
환경 기술
지속가능 에너지 기술
분석 측정 기술

Ÿ
Ÿ
Ÿ
Ÿ
Ÿ
Ÿ
Ÿ
Ÿ

일본
인공지능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재료
포스트 5G
슈퍼컴퓨터
양자 정보 기술
우주
에너지 및 환경

EU
Ÿ
Ÿ
Ÿ
Ÿ
Ÿ
Ÿ
Ÿ

소재
배터리
바이오 제약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중국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신소재
중대기술 장비
스마트 제조 및 로봇
항공기 엔진
베이더우(BDS)
신에너지·스마트 카
첨단 의료 장비·신약
농업 기계
호주
바이오 소재
유전기술
신경학
인공지능
자율주행/드론/로봇
컴퓨팅 화학
우주
사이버 기술

자료: 미국의 USICA, 중국 14차 5개년, EU 신산업 전략, 일본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호주 국가전략기술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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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략 및 신흥기술의 보호(Protection)와 육성(Promotion) 전략
n 미국 정부는 국가의 번영과 안보를 위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전략 및 신흥기술 국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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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방향을 보호와 육성 측면에서 제시함(White House, 2020)
기술 보호 방안: ①불법적 기술 탈취 제재, ②연구보안 강화, ③수출 통제 및 인수합병
심사 강화, ④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연대 강화, ⑤민간 및 주요국의 참여 유도, ⑥글로벌
정책 모니터링
l

기술 육성 방안: ①인재 확보 및 유치, ②연구개발 지원 확대, ③규제 및 제도 개혁, ④글로벌
규범 주도 및 협력 강화, ⑤민간 참여 확대, ⑥정책 확산 장려

<표 3> 미국의 전략 및 신흥기술 국가 전략(2020)
Pillar 1. 국가안보혁신기반 구축 지원
최고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발명가 및 혁신가 유치·유지
민간 자본과 전문성 활용, 발명과 혁신의 신속 적용
혁신과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부담스러운 규제, 정책 및
관료주의적 프로세스를 완화
민주주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는 글로벌 기술 규범·
표준·거버넌스 개발 주도
학술 기관, 연구소, 연구실, 지원 기관, 벤처 캐피탈, 지
원 기업 및 산업을 포함하는 강력한 국가안보혁신기반
(NSIB)의 구축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 제고
정부 내에서 혁신 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추진하고, 민
간 시장의 고객으로서 정부의 선호도 제고
민관 파트너십(PPP) 장려
유사입장국 및 파트너들과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술
동맹 체제 구축, 민주적 가치 및 원칙 고취
민간과 함께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 전략 및 신흥 기
술에 대한 수용도 제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권장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Pillar 2. 기술 우위 보호
Ÿ
Ÿ
Ÿ
Ÿ
Ÿ
Ÿ
Ÿ
Ÿ
Ÿ

경쟁자가 미국의 지재권, 연구, 개발, 기술 취득을 위
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안 설계를 요구하고, 동맹
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유사한 조치를 실행
학술 기관, 연구소, 산업체의 연구 보안을 강화하고,
해외 연구자들의 가치 있는 기여와의 균형 유지
미국의 수출법, 다자 수출 규범에 따라 전략 및 신기
술이 적절하게 통제 되고 있는지 확인
동맹국 및 파트너들을 참여시켜, 외국인투자심사위원
회(CIFIUS)와 같은 조치들을 자체 개발하도록 장려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신흥기술과 이와 관
련된 미래의 취약성에 대한 이해 증진
전 세계 과학기술 정책, 역량, 동향에 대해 파악하여,
미국의 전략과 프로그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평가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동
일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권장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기술 우위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
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

자료: White House(2020)를 참고하여 저자가 번역 및 정리

n 미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기술을 전략 기술로 정의한 반면, 중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적 가치가 큰 핵심 기술군을 전략 기술로 정의함(陈劲 & 朱子钦, 2021)
l

전략 및 신기술 분야에서 미·중 간의 경쟁력 차이에 의한 관점 차이가 존재함에도, 양국의
전략적 목표는 ‘미래 핵심기술 분야의 자주적 역량 및 우위 확보’에 집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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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1. 미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가. 배경
n 미국은 1960~70년대 소련과의 냉전시대 경쟁, 1980년대 일본과의 첨단산업 경쟁 이후

최근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전략기술 육성 및 견제 정책을 수립
l

1960~1970년대 소련과 우주·국방 분야의 기술 경쟁을 위해 달 착륙(Project Apollo) 및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주도의 탑다운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l

1980년대 일본과의 첨단산업 경쟁에서 위협을 느낀 미국 정부는 14개 미국 반도체기업의
컨소시엄인 ‘SEMATECH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 설립을 지원

l

2018년 미국 정부는 기존의 기초과학 투자를 통한 혁신·사업화 지원 방식으로는 수단과 방
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중국과의 혁신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함

l

이에 미국 정부는 2021년 ‘미국혁신경쟁법(The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USICA)’을 발의하여, 5년간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투입 계획을 발표(2,000억 달러 이상의 과학기술혁신 투자계획 포함)
[그림 2] 미·중·EU·일·한의 연구개발(R&D) 투자 총액 및 집중도 변화(2000-2019)

자료: OECD M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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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접근: 과학기술 초강대국의 지위 유지, 대중국 의존도 완화
n 전략기술 분야 대중국 제재 강화 및 공급망 의존도 완화를 통한 혁신 경쟁력 유지
STEPI Insight |

l

2019년 5월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사유로 중국 화웨이 및 해외 관계사 68개를 수출
통제목록(Entity List)에 포함시켰으며,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백서인·윤여진·조용래, 2020)

l

2020년 4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민군겸용(Dual-use)으로 활용 가능한 미국의 전략기술에
대해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 수출 시 신규 라이선스 발급을 의무화

l

2020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959)을 통해 중국 인민해
방군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를 발표했으며, 이후 그 범위를 중국 정부에 납품하는 중국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

l

2021년 12월 센스타임, DJI 등 다수의 민간 기업이 민군 복합체로 지정되어 제재 대상이 됨

l

2021년 2월 바이든 대통령 또한 취임과 동시에 4개 핵심 분야(의약품, 희토류, 반도체,
차량용 배터리)의 공급망 점검에 관한 행정명령 지시

l

2021년 6월 미국 상원은 미국의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및 대중국 견제와 관련된 7개 법안의
패키지 법안인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
<표 4>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의 구성

세부 구성

연관법안

주요내용

Division A

CHIPS Act and USA Telecom
Act

반도체 산업 및 통신 산업에서의 미국의 기술경쟁력 유지,
중국산 제품 의존도 감축

Division B

Endless Frontier Act of 2021

NSF내 기술국 신설, NSF·상무부·에너지부·NASA 등을 통한 핵심
분야 과학기술혁신 연구 투자 강화 및 이공계 인재양성

Division C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대중국 견제를 위한 외교 리더십 유지,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
첨단기술의 국제협력 강화 등

Division D

Securing America’s Future Act

Buy American 기준 적용 강화를 통한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Division E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of 2021

금융 분야 기존 및 신규 제재를 통한 중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

Division F

-

이공계 교육 강화 및 중국과의 연계 차단, 인수·합병수수료
현실화, 기타 대중국 압박 등

Division G

Trade Act of 2021

디지털 검열, 강제노역 관련 물품 수입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대중국 규제 및 미국 내 부작용 해소를 위한 통상제도 시행

자료: US Congress(2021), 이원석(2021), Sidley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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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첨단기술 투자) 전략기술 분야 기초·응용을 포괄하는 영역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대학 연구,

정부 투자, 벤처캐피털, 시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혁신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l

(목표) 전략기술 분야 기초·응용을 포괄하는 기술혁신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의
지속적인(Endless) 첨단기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

l

(추진 방식) 상무부, 에너지부, NASA 등의 활용과 함께, 기존 기초과학 중심의 연구개발을 담당한
NSF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기술혁신국을 새로 설치하여 기초·응용 연구를 지원

l

(예산 및 기간) NSF, NASA, 상무부 등을 통해 기초 및 첨단기술 연구에 향후 5년간(회계
연도 2022년~2026년) 총 1,204억 달러의 대규모 기초·응용연구 투자

l

NSF에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위해 각각 520억 달러, 290억 달러의 총 810억 달러를 책정

l

NASA에 우주 안전 및 탐사 연구와 관련 교육을 위해 235억 달러 책정

l

상무부에 지역 기술허브 프로그램, 제조업 육성 파트너십, 제조업 USA 프로그램에 각각
100억 달러, 24억 달러, 12억 달러를 책정
<표 5> Division B 내 예산투자 세부 프로그램 내역
구분
NSF*

세부 프로그램

예산(억 달러)

NSF Directorate for Technology & Innovation

290**

NSF Non-Applied Technology

520

NASA Space Funding

235

Regional Technology Hub Program

100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24

Manufacturing USA Program

12

Other Endless Frontier Act Funding

23

총계

1,204

NASA

상무부

기타

*미국 NSF의 2021년 회계연도 예산은 약 85억 달러 수준
**최초 Endless Frontier Act 원안에서는 기술혁신국 예산을 1,000억 달러로 제안
자료: 저자 작성

l

(투자 분야) 미국의 향후 국가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10대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
- 10대 전략기술 분야: ①인공지능·머신러닝·자율주행, ②고성능 컴퓨터·반도체·첨단
컴퓨터 하드웨어, ③양자 컴퓨팅, ④로봇·자동화·첨단제조, ⑤자연재해 예방, ⑥첨단 통
신·실감기술(XR), ⑦바이오·유전체학·합성생물학, ⑧첨단에너지, ⑨사이버 보안·데이터
저장 및 관리, ⑩첨단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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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공급망 자립) 반도체 및 차세대 통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 공급망 자립 추진
l

(목표) 차세대 통신 기술(5G·6G)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 제고, 생산
기지 확보를 통한 핵심 전략기술 분야의 공급망 의존도 완화
STEPI Insight |

l

(추진 방식) 반도체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미국 내 제조 기반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주를 이루며, 통신 분야의 경우 국제협력을 강화

l

(예산 및 기간)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반 개방형 무선통신 모델
(Open RAN)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회계연도 2022~2026년) 각각 520억 달러, 15억
달러의 총 535억 달러 투자 예정
<표 6> 반도체 및 차세대 5G 관련 예산
(단위: 달러)

구분

배정

인센티브

반도체

R&D

국제협력
통신

R&D
국제협력

2022

2023

2024

2025

2026

상무부 제조업 프로그램

190억

50억

50억

50억

50억

국가반도체기술센터

20억

첨단 패키징

25억

20억

13억

11억

11억

기타 R&D 프로그램

5억

국방부 R&D

4억

4억

4억

4억

4억

반도체 국제협력기금

1억

1억

1억

1억

1억

OpenRAN 개발

10억

-

-

-

-

통신 국제협력기금

5억

-

-

-

-

260억

75억

68억

66억

66억

총계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20.6.15.)

n (대중국 견제) 동맹국과의 군사적, 기술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처 및 미국의 리더십 확보
l

(목표) 국제사회에서 커가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및 중국의 비시장적 통상 관행에 대처

l

(추진 방식) 국무부 내 기술협력국(Technology Partnership Office) 신설 및 ICT 인프라
관련 개도국 지원, 인도-태평양 동맹국과의 국제파트너십 강화 등 국무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 등이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통상 관행에 적극 대처

l

(예산 및 기간) 대중국 군사, 기술, 통상 대응을 위한 외교적 대처를 위해 향후 5년간(회계
연도 2022~2026년) 총 325억 달러 투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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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중국 견제 관련 주요 예산 항목(0.5억 달러 이상)
세부 프로그램
USG Subscription to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ndo-Pacific Bilateral and Regional Foreign Assistance
Countering Chinese Influence Fund
State Department Diplomatic Engagement Resources to the Indo-Pacific
State Department Press Freedom Journalist Protection & Training Programs
Indo-Pacific Foreign Military Financing Funding
US Agency for Global Media
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security Partnership

예산(억 달러)
240
20
15
12.5
0.85
0.65
0.5
0.5

자료: Access Partnership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l

이외에도 미국은 미·EU 무역기술위원회(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설치, QUAD 운영 등을 통해 반중국 기술동맹 확대를 추진

<표 8> 미·EU 무역기술위원회 의제 및 워킹 그룹 중 디지털 무역 관련 영역
TTC 워킹 그룹명

주제

미국 담당부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표준협력

바이오테크놀로지, 의약품, 의료기기

연결총국(CONNECT)
상무부(DOC)

적층제조, 로봇공학, 블록체인 및
기타
공급망 안정화

정보통신 보호 및
경쟁력 확보
데이터 거버넌스
및 기술 플랫폼
기술남용과
인권침해

성장총국(GROW)

반도체

상무부(DOC)

배터리, 전략 광물, 원료의약품

국무부(DOS)

데이터 보호 표준화

국무부(DOS)

정보통신, ICT, 인프라 5G/6G의
안정성·회복성·다양성 확보

상무부(DOC)

플랫폼, 콘텐츠 규제, 타깃 광고 및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책임성

백악관(WH)

사이버공격 대응 및 기술을 활용한
인권침해

통상총국(TRADE)
성장총국(GROW)
연결총국(CONNECT)
연결총국(CONNECT)
연결총국(CONNECT)
사법총국(JUST)
연결총국(CONNECT)

국무부(DOS)

정보 및 허위정보 처리

대외관계청(EEAS)
사법총국(JUST)

상무부(DOC)

수출통제협력

인권을 침해하는 감시 기술을 포함한
민감한 신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조정, 정보 공유 확대, 위험 평가

투자심사 협력

외국인 국내 투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 개선

상무부(DOC)

국무부(DOS)

국무부(DOS)

자료: White House Fact Sheet(2021.9.21.), PIIE(202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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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총국(TRADE)

통상총국(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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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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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경 및 경과
n 핵심 기술 분야의 자립, 혁신 생태계 및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 증대
l

중국 지도부는 과학기술혁신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핵심 기술, 전략 기술, 프론티어
과학 분야에서의 기술 자립 역량이 핵심적임을 인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옴
-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19대 보고에서 “국가혁신체제 건설과 국가전략 과기역량
강화”를 강조했으며, 2020년 10월 중국 공산당 19대 오중전회에서 처음으로 전략과학
기술 역량의 구체적인 분야와 목표, 전략을 제시함
* 전략과학기술 분야: 인공지능, 양자정보, IC, 생명건강, 뇌과학, 생물 육종, 우주기술, 극지심해
* 목표 및 전략: 전략적 과학프로젝트를 통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국가실험실체계 고도화 및 종합혁신
센터와 지역혁신기지 건설을 통한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허브 구축 등

l

과기일보에서 중국의 ‘차보즈(卡脖子) 기술1) 리스트’를 공개하였고, 중국내에서도 공공
주도로 주요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외에도 중국 정부에서는 기술 공백을 뜻하는 ‘돤반(短板) 기술’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기술 및 산업 생태계의 자립을 강조하고 있음
<표 9> 중국이 극복해야 할 35개 핵심기술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술
노광기
반도체 칩
운영체계(OS)
항공엔진의 나셀
터치센서
진공증착기술
휴대전화 RF부품
iCLIP
산업용가스터빈
라이다(광선레이저)
감항(堪航) 표준
고급 축전기/저항기

번호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기술
핵심산업 SW
ITO 타깃 재료
알고리즘
항공강재 산업
밀링 커터
고급 베어링강
고압 플린저 펌프
항공기설계 SW
감광수지
고압 커먼레일 시스템
투과식 전자현미경
굴착기 주 베어링

번호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기술
미소구체(마이크로비드)
수중 커넥터
연료전지 핵심소재
고급 용접 전원공급장치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의학 영상장비 부품
초정밀 연마 공정
에폭시 수지
고강도 스테인레스강
DB 관리시스템
주사전자현미경(SEM)

자료: 중국과기일보, KIAT(2019), 백서인·손은정·윤여진(2020)을 참고하여 일부 내용 수정

1) 차보즈 기술: 목을 조르는 기술이란 뜻으로 영문으로는 Choke Neck Technology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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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과 시사점

나. 중국의 접근: 기술자립 실현, 내수 중심의 생태계 구축
n 정부 주도의 전략 기술·산업 선정 및 투자 확대, 과학기술 인프라 효율화, 기초연구 지원
l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원경 목표를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제시
- 14차 5개년 계획 중 과학기술 관련 목표: ①연구개발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7%, ②기초
연구 분야 투자 비중 8%, ③1만 명당 고부가가치 특허 12개, ④GDP 중 신흥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17%, ⑤GDP 대비 에너지 소모량(13.5%)과 이산화탄소 배출량(18%) 감소
- 과학기술혁신 추진 방향: 국가 전략적 과기역량 강화, 과기혁신 체제와 메커니즘 고도화,
기업의 기술혁신능력 향상, 인재의 혁신역량 제고
- 첨단 산업 추진 방향: 제조강국 전략,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디지털 중국 건설 추진

l

7대 과학기술 분야 및 8대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국가 핵심 전략기술 및 신흥기술 분야의
역량 확보를 위한 ‘과기혁신 2030 메가 프로젝트(科技创新 2030—重大项目)’를 추진

<표 10> 7대 과학기술 분야 세부 연구 내용
분야
차세대 인공지능
양자정보

세부 내용
Ÿ

선행 기초이론 돌파, 전용 칩 개발, 딥러닝 프레임 워크 등 오픈소스 알고리즘 플랫폼 구축,
추론과 의사결정, 그래픽, 음성 영상, 자연어 인식 처리 등 분야별 혁신

Ÿ

도시권 간 및 도시 간, 자유공간 양자통신기술 개발, 범용 양자계산 프로토타입 및 실용화
양자 에뮬레이터 연구개발, 양자 정밀측정 기술 돌파

Ÿ

집적회로 설계 도구, 중점 장비 및 고순도 타깃 재료 등 핵심 재료 연구개발, 집적회로 선진
공법과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IGBT),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MEMS) 등 특색 공
법 돌파, 첨단 메모리 기술 업그레이드, 탄화규소, 질화갈륨 등 광대역 밴드갭 반도체

Ÿ

뇌 인지 원리 해석, 뇌 메조스코픽 신경 연결 지도 제작, 뇌 중증질환 메커니즘 및 간섭연
구, 유아 및 청소년 지력 발달, 뇌 모방 계산 및 뇌 -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Ÿ

유전체학 연구 응용, 유전세포와 유전육종, 합성생물, 바이오의약 등 기술혁신, 혁신성 백
신, 체외진단, 항체약물 등의 연구개발, 농작물, 가축/수산, 농업 미생물 등 중대 신품종 창
제, 바이오안전 핵심기술 연구

Ÿ

암질환과 심뇌혈관, 호흡, 대사성 질환 등의 발병 메커니즘에 관한 기초연구, 능동적 건강간
섭기술 연구개발, 재생의학, 마이크로바이옴, 신형 치료 등 첨단기술 개발, 중대 감염병과
중대 만성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치료 핵심기술 연구

Ÿ

우주 기원과 진화, 심층 지각 등 기초과학 연구, 화성 순회, 소행성 순시 등 행성 간 탐사,
차세대 중형 운반 로켓과 재활용 우주운송시스템, 지구 심층 탐사 장비, 심해 운송 보장 및
장비실험선, 극지 입체관측 플랫폼 및 중형 쇄빙선 등 연구개발, 달 탐사 4기 사업, “자오룽
(蛟龍)” 심해 탐사 2기 사업, “쉐룽(雪龍)” 극지 탐사 2기 사업 등 추진

집적회로

뇌과학

유전자 및 바이오

임상의학 및 건강

우주 극지 심해

자료: 중국 정부 홈페이지, KOSTEC(2021)을 참고하여 연구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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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8대 첨단 산업 분야 세부 연구 내용
분야

세부 내용
Ÿ
Ÿ
Ÿ
Ÿ

중대기술 장비
Ÿ
Ÿ
스마트제조 및
로봇기술

항공엔진 및
가스터빈

Ÿ
Ÿ
Ÿ
Ÿ

CR450 고속등급 중국표준의 고속철, 중국표준의 지하철, 고급 선반장비, 첨단공정장비, 원전 핵심
부품, 크루즈, 대형 LNG 선박 및 심해 석유가스 생산플랫폼 등 연구개발 응용 추진
C919 대형 여객기 시범운영과 ARJ21 지선 여객기 발전 추진
분산형 제어 시스템, 프로그래밍 가능 논리 제어기(PLC), 데이터 수집 및 영상감시시스템 등 산업
제어 장비를 중점적으로 연구개발
선진형 제어기, 고정밀 서보 구동시스템, 고성능 감속기 등 지능형 로봇의 핵심기술 개발, 적층가공
성형 제조 발전
선진형 항공엔진 핵심재료 등의 기술 연구개발 검증 가속화
민용 대형 여객기 엔진 CJ1000 제품의 연구개발 추진, 와이드 여객기 엔진 핵심기술 돌파하여 고성
능 민용 엔진의 산업화 실현
상하이 대형 가스터빈 실험스테이션 구축

베이더우
산업화
응용

Ÿ

신에너지
자동차
및 커넥티드카

Ÿ
Ÿ

신에너지 차량용 고안전성의 배터리, 고효율의 전자설비, 고성능의 동력시스템 등 핵심기술 돌파
커넥티드카 기반기술 플랫폼 및 소프트·하드웨어 시스템, 라인제어 섀시 및 스마트 단말 등 핵심 부
품의 연구개발 가속화

Ÿ

복강경 수술로봇, 체외막산소공급(ECMO) 설비 등 핵심기술 개발, 첨단영상, 방사선 치료 등 대형
의료장비와 핵심부품의 연구개발 추진
뇌 페이스메이커, 분해 가능한 혈관스탠드 등 삽입제품 발전, 재활 보조 기구의 질적 제고 추진
중증 감염질환에 필요한 백신 개발, 악성 종양, 심뇌혈관 질환의 치료 특효약 개발
중의약 핵심기술 장비의 연구개발 강화

첨단의료장비
및 신약

Ÿ

Ÿ
Ÿ
Ÿ
Ÿ

농업기계장비

Ÿ
Ÿ

STEPI Insight |

첨단 신소재

희토류 기능소재, 고성능 철강소재, 고성능 합금, 고온합금, 고순도 희유금속 소재, 고성능 세라믹
소재, 전자유리 등 첨단 금속소재 및 비금속 무기재료 분야의 돌파구 마련
탄소섬유 등 고성능 섬유와 복합재료, 바이오 의료용 소재 연구개발 및 응용 강화
메탈로센(metallocene) 폴리에틸렌 등 고성능 수지와 집적회로용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등
전자 고순도 소재 핵심기술 연구개발

통신 내비게이션 일체화 융합 등 기술 개발, 베이더우 응용 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 통신·금융·에너
지·민간 항공 등의 분야 전형 시범 추진
베이더우 시스템의 차량용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 소비 응용 시장 규모 확대

스마트형 고출력 트랙터, 정밀 파종기, 분무기, 시비기, 고효율 콤바인, 과일·채소 수확기, 사탕수수
수확기, 채면기 등 첨단 농업기계 연구개발
구릉 산지 농업생산 고효율 농업기계 개발, 첨단 양곡 식용유 심층 가공장비의 연구개발 사업화 추진
양식, 환경보호, 채집, 오물 이용 등 분야 스마트 환경보호 장비 연구개발

자료: 중국 정부 홈페이지, KOSTEC(2021)을 참고하여 연구진 정리

l

주요 과학기술 인프라 효율화를 통한 기술 혁신 촉진
- 국가중점실험실, 제조혁신센터 등 기술혁신 거점의 효율화 및 연계성 강화, 국가공정
연구센터, 국가기술혁신센터 등의 효율화 및 미션 부여
* 종합형 국가기술혁신 센터: 징진지(京津冀) 국가기술혁신센터 설립(2021.3), 웨강아오(粤港澳) 국가기술
혁신센터 설립(2021.4), 창산쟈오(长三角) 국가기술혁신센터 설립(2021.6)
* 지역형 국가기술혁신 센터: 고속철도 국가기술혁신센터(2016), 신형디스플레이 국가기술혁신센터(2021),
3세대 반도체 국가기술혁신센터(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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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과기혁신플랫폼 구축: 4개 유형(전략유도형, 응용지원형, 선행선도형, 민생개선형)의
과기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국가자주혁신시범구, 첨단기술산업개발구,
경제기술개발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 과학기술 자원·정보 플랫폼(자연과학기술
자원뱅크, 국가야생과학관측 연구스테이션, 과학빅데이터센터)과의 시너지 창출을 추진
l

원천·기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제로투원 기초연구 강화 방안(加强 “从0到1”
基础研究工作方案)’, ‘기초연구 10개년 행동계획(基础研究十年行动方案, 2021—2030)’ 수립

n 과학기술 관리체제 고도화 및 민간기업 지원을 통한 기술 혁신·자립 유도
l

(추진 방식 변화) 2020년 5월 중국 정부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개방 공모형 R&D(揭榜
挂帅)’의 전면적 추진을 통해 연구자에게 더 큰 자율성을 부여
- 기술 총괄 책임제, 보상 및 인센티브 제도 강화 등을 통해 연구개발 자율성을 제고

l

(지식재산 및 표준)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한 지식재산 제도 정비 및 글로벌 표준 영향력 강화
- 지재권 보호제도 강화, 신기술·신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법규 보완, 지식재산권
침해 처벌 강화, 특허 지원 및 장려제도 개선
- 국제 표준에서 중국 기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독자적
표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기술규범 리더십 강화(조은교·김계환, 2021)

l

(민간 기업 지원) 기업의 기술혁신 자립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 (기술 혁신 지원) 첨단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첨단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세제
혜택 강화, 최초의 중대기술장비 보험·보상 및 장려 정책 추진
- (기술 이전·사업화) 국제기술혁신센터 설립, 공공기술 사업화 메커니즘 개선, 발명자 소유권
및 보상 강화, 기술 이전 전문가 그룹 육성을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 (금융지원 강화) 과학기술 분야의 금융지원 제도 개선, 지재권 저당 융자, 과학기술 보험 등
과기 금융상품 개발, 융자 채널 원활화, 커창반 활성화를 통한 자원 조달 체계 개선

l

(수요 시장 조성) 신형인프라 건설, 쌍순환 정책을 통한 수요 조성 및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 (신형인프라 건설·쌍순환 정책) 국가 주도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7대 신형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쌍순환 정책을 통해 자국 기업
들의 성장 기반 제공
- (디지털 실크로드) 일대일로 연선국들과의 첨단 기술·디지털 분야(5G,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시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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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인재 육성) 미래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 추진
l

중국 교육부는 2018년과 2020년에 공개된 대학교육 개혁조치의 후속으로서, 2021년 6월
'미래기술학원(School of Future Technology)'으로 선정된 12곳의 대학을 발표
STEPI Insight |

- 세 가지 유형의 미래 기술(융복합 기술, 전략적 필수 확보 기술, 프론티어 기술) 분야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되어, 대학별 특성화 전공 분야 학생을 모집
-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 베이징항공항천대학 등 12곳의 대학에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미래기술 대학을 설치
l

중국 국무원은 2021년 6월 ‘전문과학소질행공규획 강요(全民科学素质行动规划纲要 2021
—2035年)’를 발표
- 조치: ①청소년과학소질 제고(교육 커리큘럼 개혁, 창업 교육, 잠재력이 높은 과학 청소년의
개인화 집중 육성, 영재교육, 소년 과학원 설립, ‘기초과학 탁월 학생 교육 계획 2.0’ 실현,
과학관·박물관 자원 활용 연계 등), ②농민 과학소질 제고, ③산업인력 과학소질 제고(국가
급 기능대사 양성), ④고령층 과학소질 제고(노인 과학대학, 시민과학보급대학), ⑤국가
영도·간부·공무원 과학소양 제고
- 중점 사업: ①과기자원 보급화 공정, ②과학보급 디지털화 공정, ③과학기초시설 공정,
④기초층 과학보급 제고 공정, ⑤과학소질 국제교류협력 공정

n 디지털 전환 리더십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l

(핵심 디지털 기술의 응용) ①고급칩, 인공지능 핵심 알고리즘, 센서 등 분야의 기초이론,
알고리즘, 장비 연구개발, ②범용처리장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일체화 개발, ③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신경망 칩 등 기초과학과의 융합혁신 추진

l

(디지털 기술의 산업화) ①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컴퓨팅, 네트워크 안전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통신설비, 핵심 전자부품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 수준제고,
②5G 응용 생태계 구축 및 스마트 교통·물류,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의료 등 분야 시범
사업 추진, ③기업의 검색, 전자상거래, SNS 데이터 개방 장려 및 제3자 빅데이터 서비스
산업 육성, ④공유경제 및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 촉진

l

(산업의 디지털 전환) ①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한 산업가치사슬의 전환 추진, ②중점 산업·
지역의 산업인터넷 플랫폼·디지털 센터 구축, 연구개발, 생산 제조, 경영 관리, 마케팅 분야
디지털 전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산업단지 디지털화 추진, ③서비스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신성장 동력 육성, ④스마트 농업 육성 및 농업의 디지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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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가. 배경 및 주요 경과
n EU는 미국과 긴밀한 안보·가치 동맹, 중국과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미·중 양국을 기술혁신의 경쟁국가로 인식
l

중국은 유럽의 최대 수입대상 국가이고,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 큰 수출대상 국가
- 2020년 EU와 중국의 교역 규모는 약 5,800억 유로(한화 약 780조)에 달하여 미국과의
교역 총액이 5,560억 유로를 넘어섰으며, 중국은 EU 최대의 교역국가로 성장(EC, 2021.6.2.)
* (수입) 중국 22.4% > 미국 11.8% > 영국 9.8%, (수출) 미국 18.3% > 영국 14.4% > 중국 10.5%

l

미국의 대중 견제와 달리, 유럽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국과의 안정적인 무역통상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음
- 유럽은 2013년부터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CAI)’을 추진해 옴
- 2016년 EU는 “상호호혜성”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a New Strategy on China)을 채택

l

EU 집행위는 최근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화와 미·중 기술경쟁 문제를 ‘유럽의 주권(EU,
2020; p.1)’ 이 달린 중대한 문제로 인식
-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 등 최근 유럽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
* EU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메일 서버 공격 사건을 중국 정부의 소행으로 지목하는 공동성명에 참여
** 2021년 7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예고에 대해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환경 문제가 국제통상 문제로 확대되어 양자 간 신뢰 및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며 즉각 반발

- 미·중 기술경쟁으로 인해 유럽과 세계 각국에서 미·중 중심의 기술(통신, 디지털화, AI,
인터넷)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술
주권 개념이 새롭게 부상(UNESCO, 2021; KOTRA,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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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의 접근: 트윈 전환 선도를 통한 기술주권 확보
n (신산업 전략) 녹색·디지털 ‘트윈 전환’은 유럽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목표
STEPI Insight |

l

유럽은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2020년 3월 트윈 전환
을 골자로 한 ‘유럽 신산업전략(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
- 핵심소재, 기술, 식량, 보안, 인프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로봇공학,
초소형전자공학, 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 블록체인, 양자기술 등 주요 전략 분야에
관한 산업 전략을 제시
- 팬데믹에 따른 의약품 수급 안정성 확보,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및 수소 부문
전략*들도 다수 포함
* ①유럽제약전략(EU Pharmaceutical Strategy)을 수립하여 혁신 의약품 개발 및 수급 안정성을 확보,
②에너지 원자재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여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필수
원자재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국제공조를 강화, ③유럽청정수소연합(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을 결성하여 각 산업주체 및 회원국 간 연구결과 공유, 프로젝트 기금 마련, 향후 동맹 분야를
저탄소 산업, 산업용 클라우드 등 플랫폼, 원자재 분야로 확대

-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무역환경 정비, 시장환경 조성, 관련 직무
능력 함양 및 재교육, 민간 투자 유도와 공공자금 조달 등 제도 정비를 강화
l

(구성) 신산업 전략의 핵심은 녹색 전환과 디지털화 전략을 중심으로 한 ‘트윈 전환’임
- (그린딜, European Green Deal) 유럽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2050년까지 기후중립 대륙
으로 전환하여 에너지를 비롯한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표 12> 유럽 신산업전략 중 탄소 중립성 관련 주요 내용
목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지원

순환경제 고도화

추진전략
Ÿ
Ÿ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
전략: EU청정 철강 전략(EU Strategy on Clean Steel),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
(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해양재생에너지 전략(EU Strategy on Offshore Renewable Energy) 등

Ÿ

생산-사용-폐기로 이어지는 기존의 선형적 생산소비 모델을 순환경제로 바꾸기 위한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2030년까지 7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
전략: 순환경제 액션플랜(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지속가능한 배터리를 위한 새로운
규제(New Regulatory Framework for Sustainable Batteries), EU 섬유전략(EU Strategy
for Textiles), 전자제품 순환 이니셔티브(Circular Electronics Initiative)

Ÿ

자료: KOTRA(2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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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전략, Strategy on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생산성 증가 등을 목표로 하며, 디지털 분야의 단일시장 강화를 위해 EU
경쟁법 전면 재검토와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개정을 진행 중
<표 13> 유럽 신산업전략 중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내용
목표

추진전략
Ÿ

단일시장 기능 강화:
디지털 단일 시장
확대

Ÿ

Ÿ

Ÿ
글로벌 공정 경쟁
확보

Ÿ

기업들의 시장 진입과 영업 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회원국 간의
거래와 세제 혜택의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여러 제도정비 계획을 발표
전략: 단일시장 강화 액션플랜(Single Market Enforcement Action Plan), 단일시장
장벽 보고서(Single Market Barriers Report), 지적재산권 액션플랜(Intellectual
Property Action Plan)
EU경쟁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필요시 개정 예정이며,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개정하여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
EU내 기업이 EU 시장 내 해외 기업과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조달제도, 해외보조금
관련 규제를 검토할 예정
최고무역집행책임자(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를 선임하여 EU와 타국 간
무역협정 준수를 강화하고, 유럽이 외국기업과 불공정 경쟁하는 사례를 바로잡음

자료: KOTRA(2020.5.7.)

l

(추진 경과) 2021년 5월, 핵심기술 분야의 해외의존도 분석을 토대로 2020년 신산업전략
을 수정·보완한 ‘유럽 신산업 업데이트: 유럽 회복을 위한 견고한 단일시장을 향하여’ 를
발표(EC, 2021. 5. 5.)
-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분야, 핵심 기술, 연구혁신 분야 등을 진단하여, 현재 유럽이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 경쟁력 확보가 불투명한 전략 분야를 파악
- 해외의존 기술에 대한 유럽의 고조된 위기의식과 기술주권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 반영
- 향후 전략으로 ①유럽의 단일시장화, ②소재, 배터리, 의약품 원료, 수소, 반도체, 클라
우드 컴퓨팅 6대 전략 분야*에 대한 EU의 전략 의존성 완화 및 자주성 강화, ③트윈전
환 가속화 등을 제시

n 유럽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컴퍼스’ 전략과 반도체 주권 회복
l

2021년 3월, 유럽 2030년 디지털 전략의 비전, 목표, 추진 방안을 담은 ‘2030 디지털
컴퍼스(Europe’s Digital Decade: Digital Compass)’를 발표(EC, 2021. 3. 9.)
- 디지털 전환은 기후중립과 복원력 있는 선순환 경제 실현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으로서 반도체,
양자컴퓨팅, 5G 이동통신망 확대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까지 포괄적인 영역을 아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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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연결된 개방형 세계에 대응하여 디지털 역량을 갖춘 유럽 시민과 기업으로의 질적
전환을 통한 디지털 주권 확보를 목표로 함
- 이번 전략의 실행을 위해 코로나경제회복 기금의 약 20%인 180조 원 가량을 지원
STEPI Insight |

<표 14> 유럽 디지털 컴퍼스 2030의 4대 목표
4대 목표

설명

1

디지털에 익숙한 시민과 숙련된
디지털 전문가 양성

Ÿ
Ÿ

2030년까지 모든 성인의 80% 이상이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 습득
EU 내 ICT 전문가 2천만 명 고용

2

안전하고 뛰어난 성능과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Ÿ
Ÿ
Ÿ

2030년까지 모든 EU가구가 Gigabit 인터넷망과 5G 연결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20%를 유럽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세계 최초 양자컴퓨터 확보

3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

Ÿ
Ÿ
Ÿ

2030년까지 기업의 75%가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용
중소기업 90% 이상이 최소 디지털인프라 확보
EU 유니콘 기업 수 2배

4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Ÿ
Ÿ
Ÿ

2030년까지 모든 주요 공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함
전자 의료기록에 대한 모든 시민의 접근성 확보
시민 80%가 디지털 ID 사용

자료: EC(2021.3.9.)

l

2030 디지털 컴퍼스 전략을 통해 유럽의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목표를 제시(KIEP, 2021)
- (2020. 12.) ‘프로세서와 반도체 기술에 관한 공동선언문(European Initiative on
Processes and Semiconductor Technologies)’을 채택
- (2021. 3.) 2030년 까지 전 세계 반도체 제품의 20%를 유럽 내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하여, 아시아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제에서 유럽의 자급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함(조선일보, 2021. 3. 10.)
* 유럽의 반도체 점유율은 2000년 24%였으나 중국, 한국, 대만이 생산지로 성장함에 따라 현재는
10% 이하로 떨어져 아시아 시장에 반도체 수입을 의존

- (2021. 5.) 유럽 신산업 전략에서 반도체를 6대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동맹 결성을 발표함. IPCEI 프로젝트2)에서도 반도체를 배터리, 수소경제와
함께 선정하여 유럽 신산업 전략 이행의 추진동력을 확보

2) IPCEI(유럽의 공동 이익에 관한 중요 프로젝트, Important Project on Common European Interest)는 유럽의 산업 전략을 이행
하기 위한 핵심 이행체제로서, 유럽의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EU 집행위 차원에서 공공자금을 조달하는 프로
젝트(자료: IPCEI 홈페이지, https://www.ipcei-me.eu/, 2021.10.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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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개발)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와 개방을 통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주도
l

세계 최대 다국적 연구혁신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2021-2027)은 유럽의
혁신성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전 지구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개방성 강화를 주요
특징으로 함
- 향후 7년 간 약 955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며, 3개 필러* 중 녹색·디지털 전환, 보건
등으로 구성된 ‘전 지구적 도전과제와 산업경쟁력’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투자
* ①과학적 탁월성(€250억), ②전 지구적 도전과제와 산업경쟁력(€535억), ③혁신적인 유럽(€136억)

l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 EIC)’를 신설하여 유럽 내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의 사업화 및 시장성 측면을 강화
- 3년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2021년 3월 정식출범 했으며, 2027년까지 100억 유로
를 운영할 예정임
- 과학과 시장 연결, 창업기업 지원의 2가지 기본목표를 기반으로, 시범 단계에서 이미
5천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여러 혁신사업에 재원을 지원(KERC, 2021. 3. 31.)
* 2017년부터 유럽혁신위원회(EIC)를 파일럿으로 운영하여 유럽 내 신생 혁신중소기업을 지원, 2019년까지
혁신프로젝트 1,276개에 7억 유로 이상 지원(EC 홈페이지 참고)

n (국제협력) ‘전략’, ‘개방성’, ‘상호호혜성’ 원칙에 기반한 ‘Team Europe’ 접근 채택
l

EU 집행위는 ‘상호호혜’라는 공통의 이해관계의 토대에서 ‘전략’과 ‘개방’을 동시에 만족
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을 채택(EC, 2021. 5. 18.)

l

기초적인 인권과 가치가 도전받는 한편 지정학적 긴장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럽은 다자주의,
개방성, 상호호혜성을 추구하여 유럽의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자 함

l

EU는 기후변화, 팬데믹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장려하고, EU의 가치와
국제적 규범을 존중함으로써 ‘개방형 전략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추구하는
‘팀 유럽(Team Europe)’ 접근을 채택하여 두 가지 목표를 설정(EC, 2021. 5. 18.)
- 첫째, 원칙과 가치, 개방에 근거한 연구혁신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연구자와 혁신가들이
다자주의적 협력관계를 통해 파트너십 글로벌 도전과제의 해결책을 모색
- 둘째, 연구혁신 국제협력 시 상호호혜성과 공정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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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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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경 및 주요 경과
n (배경) 저성장의 고착화, 성장동력 약화, 부족한 혁신 활력
l

일본의 경제 저성장의 고착화 및 저출산·고령화
- 일본 경제의 최근 20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를 하회(0.86%)3)
-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화 사회 및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의 지속

l

글로벌 기업리스트와 세계 1위 품목에서 일본 기업과 기술의 위상 하락
- 2020년 포춘 500대 기업 수에서 일본 기업은 53개, 일본의 세계 1위 품목 수는 7개로
정체되어 있으며, 자동차를 제외한 품목에서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

l

핵심 전략 분야의 일본 내 생산 기반 및 일본 기업의 경쟁력 하락
- 일본의 반도체 생산량은 꾸준히 하락하여 2030년경에는 0%에 수렴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일본 내 로직 반도체 기지의 미세 공정 수준은 40~130nm에 머물러 있음
[그림 3]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및 일본의 점유율 변화(1985-2030, 예측치 포함)

자료: 経済産業省(2021. 6.) 편집 및 정리
3) World Bank Data를 활용하여 2000-2019 기간 일본의 연평균 GDP 성장률 값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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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의 접근: 사회문제 해결, 전략적 불가결성·전략적 자율성 확보
n (과학기술·혁신정책)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혁신역량 제고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재디자인’ 추진
l

2021년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2021~2025)에서 ‘Society 5.0’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패권경쟁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강화에 초점을 맞춤
- 재해, 감염병, 테러, 공급망 위기 등 예기치 못한 국가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건실한
사회 건설에 초점을 둠
- (경제·사회) 지속적인 경제성장, SDGs 달성 기여, 저출산 고령화 속 사회 안정 확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완수,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교육, 다양한 업무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 및 고용환경 실현
- (환경) 2050년 탄소중립 달성(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실질 제로)
- (안보) 대규모 자연재해, 인프라 노후화, 세계적 감염병 유행, 사이버 공간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공격이나 공급망 교란 등의 위협에 대한 안보 실현
- Society 5.0 구체화, 속도감과 위기감지 역량을 가진 사회 구현, 국가 안전보장 역량을
강화하는 과학기술정책, 연구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향후 5년간 정부 R&D 투자 30조엔, 총 R&D(정부+민간) 120조엔 투자 목표
(2016-2020년 정부R&D 투자 26.1조엔, 2015-2019년 총 R&D 87.7조엔 (OECD MSTI 2021-1))

l

증거기반의 전략적 미래 예측과 평가를 통해 신속한 국가혁신시스템 개선 추진
-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시스템 및 연구역량 강화: ①행동 변용 및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시스템 기반 구축, ②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토양이 되는 혁신 생태계
강화, ③비연속적인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강인한 사회시스템 기반 구축,
④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연구개발 추진과 사회 구현력 향상
- 지식 프론티어를 개척하여 차세대 혁신의 원천이 되는 연구 강화: ①새로운 연구 시스템
구축, ②지식의 프런티어를 개척하는 다양하고 탁월한 연구의 추진, ③변혁의 원동력이
되는 대학의 기능 확장, ④MOIP 전략 분야 연구개발 추진
-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인재 육성 시스템과 자금순환 환경 정비: ①새로운 사회에서 활약
하는 '변화 대응력'이나 '과제 기획력'을 가진 인재의 육성, ②지식 창출과 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자금 순환 환경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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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경제 안보·성장 전략) 기술·경제·외교 전 방위에 걸친 국가 전략적 행동의 구체화와 실천
l

(동맹협력 강화) 첨단기술 분야 미·일 공조체계 강화 및 구체화
- (미·일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경쟁력 및 복원력(CoRe) 파트너십」을 크게 4개
STEPI Insight |

부문에서 구체화
① 암(Cancer) 문샷·생명공학·인공지능·양자·Open-RAN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협력: 안전하고 개방된 5G 네트워크 발전(오픈랜), 보안 네트워크 및 고급 ICT의
연구·개발·테스트·배포 투자를 통한 디지털 분야 경쟁력 강화(5G·6G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공급망과 주요 기술의 보호 및 진흥(반도체 등)
②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안보동맹 강화: ACT-A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다른 국
가의 참여 독려, 쿼드백신파트너십(Quad Vaccine Partnership)을 통한 인도의 백신 제조
능력 신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 생산·조달 촉진
③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노력 강화: 미·일 청정에너지 파트너십(Japan-U.S. Clean
Energy Partnership, JUCEP)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탈탄소화 가속화 지원
④ 장기적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연구 파트너십 확장: 연구인력 교류 강화를 위해 공동프로
젝트 추진 및 맨즈필드 펠로우십(Mansfield Fellowship) 프로그램 재개
l

(기술 안보·성장 전략 추진) 기술 확보 및 공급망 관리를 추진하고 R&D 투자 확대를 통해
전략적불가결성*과 전략적자율성** 개념에 입각한 ‘경제안전보장전략’ 정책 추진
* 전략적불가결성(戦略的不可欠性: Strategic Indispensability):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일본의 기술·제품이
없어서는 안 되는 영역을 전략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인 번영 및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것
** 전략적자율성(戦略的自律性: Strategic Autonomy): 일본 국민의 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국에 과도한 의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 발표한 ‘성장전략’*에서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기술우위 확보를 강조
* 우주, 양자, AI, 슈퍼컴퓨터, 반도체, 원자력, 바이오 등에서의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수출관리제 강화,
대내직접투자심사 강화, 외국인 유학생·연구자 수용 심사 강화, 기술유출 방지 강화, 경제안보 관련 정
보수집 체계 강화 및 특허의 비공개화 등 조치(김규판, 2021)
l

자민당은 2020년 6월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新国際秩序創造戦略本部)’를 설치하고 ‘전략적
불가결성’과 ‘전략적자율성’ 확보를 위한 반도체산업 지원 강화를 제언하였으며, 2022년 1
월 정기국회에서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김규판, 2021;
自由民主党, 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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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 TSMC R&D센터 및 공장 설립 유치를 통해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소재·
제조장비 분야 기술력과 산업집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반도체 양산체제 구축,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확보 노력을 추진(김규판, 2021)
<표 15> 일본정부의 첨단 로직 반도체 제조기술·설계·개발 관련 프로젝트
프로젝트
전(前)공정
미세가공
기술개발
프로젝트
후(後)공정 3D화
프로세스
기술개발
프로젝트

Ÿ

차세대 그린
데이터센터
기술개발
차세대 자동차
컴퓨팅 기술개발

비고
포스트 5G 기금:
2,000억
엔(2020년 말 기준)

고성능 컴퓨팅(HPC)이나 엣지 컴퓨팅용 3D 패키징 기술, 이들 기술
을 받쳐주는 패키징 기판이나 접합재료와 같은 공통 기반기술 개발
특히 엣지 컴퓨팅용 3D 패키징 기술로서 로직, AI칩, 메모리, 센
서, RF 등 복수의 반도체를 3차원 적층하는 기술개발에 초점

2022년 대만 TSMC와 일본
반도체 소재·제조장치
20개 기업이 공동 연구개
발 착수. 정부가 사업비
390억 엔 중 절반을 보조

포스트 5G 네트워크의 초저지연성과 다수동시접속을 실현하
기 위해 특히 중요한 시스템으로 이용되는 반도체 기술 개발
멀티억세스엣지컴퓨팅(MEC)용 대규모 첨단 로직 칩의 설계 기술. 예:
3nm 이후의 SoC 설계기술, AI 액셀러레이터 칩 개발(소시오넥스트)

포스트 5G 기금(50억 엔)

Ÿ

멀티억세스엣지컴퓨팅(MEC) 서버용 광역대·대용량 메모리 모듈의
설계 기술(키옥시아)

포스트 5G 기금(50억 엔)

Ÿ

고성능 컴퓨팅(HPC)·AI에 의한 고성능·저소비전력의 차세대 데
이터 센터를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과 광전자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개발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포스트 5G 기금

Ÿ

자율주행차·전기자동차·커넥티드카의 SoC·센서 등에서 컴퓨팅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반도체 설계기술 외에, 자동차 광전자
기술의 연구개발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Ÿ
Ÿ

Ÿ
포스트 5G
정보시스템 관련
반도체 기술개발

주요 내용
미세가공 2nm 이후(beyond) 공정: 제조기술→고성능 노광·
미세가공 기술, 성막기술, 에칭기술, 세정기술 개발. 트랜지스
터 구조→3D 구조 혹은 GAA (Gate All Around) 구조. 채널
재료→실리콘게르마늄(SiGe)이나 게르마늄(Ge)과 같은 2차원
재료. 배선재료→루테늄(Ru)

Ÿ

자료: 김규판(2021)

l

일본은 동맹 중심의 기술안보 관점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및 산업의 동맹화를 통해 경쟁력과 성장 동력 확보를 추진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서 미국과의 양자 협력 체계를 공고화 하고, 미국 중심의
아·태 기술안보 동맹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첨단 기술 동맹·블록화를 추진
- 이와 동시에 반도체 산업 부활을 경제안전보장 전략의 핵심의제로 설정하여, 대만
TSMC 유치 및 전략적 우위 영역 강화를 추진
- CPTPP, RCEP 등 다양한 글로벌 다자협정 회원국으로서, 디지털·첨단 기술 분야 글로벌
규범에 보다 강한 영향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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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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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경 및 주요 경과
n 높은 대중 무역 의존도와 이로 인한 역내 중국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증가
l

(교역 비중) 2019-2020년 기준 호주와 아시아 국가들 간 교역은 호주 교역의 75%가량을
차지하고, 이 중 중국과의 교역은 약 1/3을 차지함(KOTRA, 2021. 3. 29.)
- ASEAN 국가들과의 교역은 13%, RCEP* 국가들과의 교역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의 교역 비중이 전체 13.2%, 미국과의 교역은 9.3%를 차지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

- 2020년도 중국으로부터의 총 수입액은 $80,876이며, 미국이 $36,301로 뒤를 잇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
l

(의존성의 무기화) 호주는 철광석, 석탄, 관광, 교육 등에서도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유(Medcalf, 2017; Hamilton, 2021)

n 중국과의 갈등 격화 및 급격하고 적극적인 반중국 전략 시행
l

2020년 4월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촉구한 이후, 중국 정부는 5월 일부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을 시작으로 보리·석탄·와인·구리 등의 수입 제재를 확대
- 최근 호주와 중국 간 갈등 이후 중국이 수입 제재를 가한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이 감소했으나,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호주산 철광석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2021년 5월, 중국정부는 일방적으로 '중국·호주 전략경제대화'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

l

(일대일로 탈퇴) 호주가 중국의 ‘일대일로’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2021년 4월, 항만 개발을
위해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와 중국정부 간 체결되었던 업무협약(MOU) 취소
- 관광, 항만개발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국가 안보 고려

l

(안보 이슈) 호주는 2018년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했으며, 미·일·인·호 중심의
QUAD, 미·영·호 중심의 AUKUS 등 새로운 반중국 기술·군사 안보 동맹 체제를 출범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반중국 핵심 지역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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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주의 접근: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기술 동맹 강화
n (거버넌스 구축) 범부처 컨트롤 타워 설립을 통한 중장기 기술 전략 수립
l

2020년 7월에 총리실 산하에 ‘전략기술정책조정실(CTPCO)’을 신설
- 범부처 조직인 전략기술정책조정실(CTPCO)은 국가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

l

전략기술정책조정실(CTPCO) 주도의 국가기술 전략 수립
- 산업, 과학, 에너지 및 자원부, 수석 과학자, 국방부, 내무부, 외교통상부, 국가 정보국
뿐만 아니라 연구 공동체, 시민 사회 및 민간 부문, 주요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

l

전략기술정책조정실(CTPCO)을 중심으로 향후 10년 동안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농업·보건 분야의 핵심기술을 발굴
- 9가지 핵심기술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와 기술개발 예상 기간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호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8가지 핵심
기술군을 채택하여 미래 먹거리와 재난·재해에 대비

n (연구개발 투자) ‘호주 2030: 혁신을 통한 번영(Australia 2030: Prosperity through

Innovation)’ 전략 수립
l

혁신을 통한 교육, 산업, 거버넌스, 연구개발, 국가혁신문화 5개 분야 30개의 전략을 발표
- (교육) 2006-2007년 대비 2015-2016년에 교육 투자금 투입비율 감소 중(과학 분야:
3%, 수학 분야: 5%).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STEM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인력을 양성할 계획
- (산업) 직접적인 전략적 정부 R&D 투자금을 0.62%에서 0.69%까지 증가시키고, 산업에의
직접 투자금은 GDP의 1%에서 1.7%까지 확대하여 R&D 분야와 산업 간의 장벽을 허물어
유기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거버넌스) 기술변화에 정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도 포함하고 있음
- (연구개발) 대학, 공공 및 민간 연구 기관, 산업계가 협업 및 재정을 투자하여, 연구개발
분야에 새로운 기회 창출
- (국가혁신문화) 정부 차원의 전략적 이니셔티브인 “국가 임무(National Missions)”를
공포하여 문제해결형 혁신 시스템을 견고히 하는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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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호주의 국가 전략기술 목록 및 산업별 응용 방안
기술

산업

보건

농업

세부 기술

선진 재료 및 제조

적층제조(3D 프린팅), 고급 복합재료, 고급 폭발물 및 에너지 재료,
고급 자석 및 초전도체, 고급 방어복, 연속 유동 화학 합성물, 코팅,
주요 광물 추출·가공, 선진 가공공정, 나노재료·제조, 신물질 신재료

인공지능·컴퓨팅·통신

고급 데이터 분석, 고급 집적회로 설계 및 생산, 고급 광통신, 고급
무선 통신(5G·6G), 고급 인공지능 알고리즘 및 하드웨어, 분산 원장,
고성능 컴퓨터, 기계학습, 자연어처리, 방어적 사이버보안 기술,

바이오·유전학·백신

바이오 생산, 바이오 재료, 유전 공학, 게놈·유전자 시퀀싱 및 분석,
나노 바이오 기술, 나노 로봇, 신경 공학, 신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핵의학 방사선 치료, 합성생물학, 백신 및 의료 대응 제품

에너지 및 환경

바이오 연료, 지향성 에너지 기술, 배터리, 수소·암모니아, 원자력·핵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태양광, 슈퍼커패시터

양자

양자 암호, 양자 통신, 양자 컴퓨팅, 양자 센서

센서·타이밍·네비게이션

고급 이미징 시스템, 원자 시계, 중력 센서, 관성 항법 시스템, 자기장
센서, 소형 센서, 다중 스펙트럼 초분광 이미징 센서, 광학 센서,
레이더, 위성 항법·네비게이션, 센서 네트워크, 음파·음향 센서

교통·로봇·우주

고급 항공 엔진, 로봇, 자율주행 및 운행 기술, 드론, 군집·협동 로봇,
소형 위성, 우주 발사체

활용 기술

응용 분야

바이오 소재 기술

고관절 세라믹 제품 개발

컴퓨팅 화학기술

화합물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 개발

진단 및 자동 생화학 분석 기술

실시간 혈액 분석 및 질병 모니터링을 활용한 약물 투여량 최적화

유전 기술

새로운 백신개발

의료 대응 제품

추출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화합물의 합성 생산물 개발

분자 로봇 기술

신체의 특정 세포를 표적으로 삼고 제거하는 나노 규모 시스템

신경학기술

사람의 뇌파를 이용해 휠체어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핵의학 및 방사선 요법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많은 양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치료
성공률이 낮은 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

정밀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약품에 대해 특정 용량 요구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환자의 조직 분석체계 개발

인공지능

고속 절단 기술

자율주행·드론, 로봇 기술

자율 종자 파종, 살충제 살포

바이오 복합재

바이오 복합재 기술을 통해 새로운 작물 시장 개척

바이오 센서

검역 시행생물학적 검출

컴퓨팅 화학 기술

컴퓨터 설계를 통해 비료 및 살충제 투입 관리 체계

소형 위성 및 소형 센서

화재 관리

유전 기술

작물의 성장 속도 조절, 질병 저항 및 충격 감소, 토양 오염 관리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

수확 시스템

STEPI Insight |

국가
전략
기술
목록

대분류

자료: CTPCO(2021a; 2021b; 2021c)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33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과 시사점

n (전략 산업 육성) 산업별 첨단 기술 발굴 및 재정 지원 확대
l

(사이버안보) 2020년 8월에 ‘호주 사이버보안 전략 2020 (Australia’s Cyber Security
Strategy 2020)’을 발표하고 향후 10년 간 약 1조 4,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예정
- 이는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의 인상폭으로는 역대 최대이며, 앞서 수립한 CESAR (Cyber
Enhanced Situational Awareness and Response) 계획안에서 3,000억 원을 증액
- 주요 목적은 연방, 지역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주요 인프라,
중소기업 및 일반 가정·개인까지 아우르는 국가 사이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l

(우주) 호주 연방정부와 우주청은 2019년 4월 ‘호주 민간 우주 전략 2019-2028’을 발표
- 2030년까지 항공우주 산업의 규모를 현재의 3배인 120억 호주 달러(약 10조 원)까지
확대, 3만 개 이상의 직업 창출 목표를 제시
- 자국 기업이 우주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세계 시장
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력과 품질을 확보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Australian Space Agency, 2019)

n (기술 안보 동맹) 유사입장국과의 기술·외교·국방·안보 통합형 미래공조체제 구축
l

‘영미권 기밀정보 동맹체(Five Eyes)’에 동참하여 미국의 동맹으로서의 지위 확보에 집중
* 영미권 기밀정보 동맹체(Five Eyes): 1941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으로 구성된
첩보동맹체로서, 신호 정보수집 상호협조 조약인 UKUSA (UK-USA Security Agreement)의 참여국
들이며, 이들 국가는 모두 영미법을 따르므로 법률상 공조가 용이함

l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중심의 쿼드(QUAD) 체제 구축 및 기술 동맹 강화
- 첫 정상회담에서 쿼드 4개국은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각
국가의 첨단산업 패권을 공고히 하고자 함(Nikkei Asia, 2021. 3. 11.)
- 쿼드 4개국은 첫 대면 정상회의(2021. 9. 24.)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팬데믹 대응 협력,
기후 위기, 신기술, 인프라, 사이버 공간 및 우주 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는데 합의
- 호주 외교부의 지원을 통해 쿼드 테크 네트워크(Quad Tech Network, QTN)를 구성하여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 인태 지역의 핵심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논의(Ford & Clifford, 2021)

l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영국·호주 3국의 군사 동맹 ‘오커스(AUKUS)’ 출범
- 2021년 9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오커스의 창설을 공표하는
동시에,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함. 미국은 호주에
고농축 우라늄을 핵잠수함 연료로 공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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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STEPI Insight |

1. 주요국의 기술주권 전략의 특징 및 시사점
(1) 미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STI Endless Frontier 지위 유지
n 새로운 기술패권 경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전략기술 정책 수립 및 실행
l

중국의 기술패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소 냉전 시대부터 활용되던 전통적인 전략기술 육성과
경쟁·견제 내용을 담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양당의 초당적 지지 하에 통과

l

중국의 거센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우수한 기초과학 및 사업화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립과학재단 중심의 과학기술혁신 전략과 국무부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수립

n 전략기술·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기술 동맹화, 대중국 의존도 완화를 동시에 추진
l

전통 우방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 기술 우방과의
전략적 기술동맹 외교를 통해 전략산업의 공급망 자립 및 대중국 고립정책 추진

l

핵심 전략산업 분야(반도체, 통신장비)에 대한 자국 내 생산기반 구축지원 확대

(2) 중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거미(去美) 전략’을 통한 기술 자립 실현
n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과 혁신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통합적 정책 지원 추진
l

정부 주도의 전략 기술·산업 선정 및 투자 확대, 과학기술 인프라 효율화, 기초연구 지원
확대, 글로벌 표준 영향력 강화를 통한 기술자립 모색

l

기업의 기술 자립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신형 인프라 건설’, ‘쌍순환 정책’, ‘디
지털 실크로드’를 통한 국내외 수요 시장 조성, 핵심기술 분야 미래 인재 육성 추진

n 공격적인 디지털 전환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구축 및 국가 차원의 혁신 자원 관리
l

핵심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 연구 활성화, 디지털 기술 응용 및 서비스 산업화 지원,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의 디지털화 추진

l

국가 차원의 핵심 자원(데이터, 희토류 등) 보호·관리, 전략 자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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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전략적 균형을 활용한 혁신 경쟁력 확보
n EU는 트윈 전환을 통한 기술주권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
l

유럽의 안보, 안전, 보건 분야 대외 의존도를 파악 및 완화하기 위한 신산업전략을 발표
하고, 전략산업 육성, 유럽시장 단일화를 통한 유럽의 주권과 자율성 확보를 추진

l

글로벌 연구 혁신 프로젝트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을 기반으로 유럽의 혁신성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와 전 지구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개방성 강화를 추진

l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개방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글로벌 규제 및
규범 리더십 확보에 집중

(4) 일본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적극적 기술 동맹 구축과 기술·산업 경쟁력 회복
n 미국과의 견고한 첨단기술 공조 체제 구축, 자국의 산업 경쟁력 회복 및 사회문제 해결 추진
l

미국과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 대만과의 전략적 협력 추진, 쿼드를 활용한
적극적인 기술동맹 구축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

l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자국의 전략 산업 경쟁력 회복, 전략적 불가결성 확대, 미래 첨단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기회로 활용

l

글로벌 도전과제(탄소 중립, 보건 위기, 자연 재해 등)와 자국의 사회문제 해결(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5) 호주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적극적 기술 동맹 구축과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n 전략기술 컨트롤 타워 구축, 자국의 혁신 지원, 기술동맹 체제 구축을 통한 기술주권 확보
l

총리실 산하에 종합 컨트롤 타워인 전략기술정책조정실(CTPCO)을 설립하여, 국가 차원
의 전략기술 발굴 및 육성 정책을 수립

l

국가 차원에서 교육, 산업, 거버넌스, 연구개발, 국가혁신문화 5개 분야의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핵심 전략기술 및 산업 분야의 전 방위적인 연구개발·산업화 지원을 추진

l

미·일·인·호 중심의 쿼드 체제를 구축하여 AI·5G 등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전략
자원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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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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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1. 국가 전략기술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분석 및 대응 역량 강화
n (세부과제 1) 국가 전략기술 전담 조직을 통한 기술주권 분석·평가 및 중장기 전략 수립
l

(조사·분석) 국가 전략기술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각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기조와 미래
첨단기술 경쟁의 전개 양상에 대한 심층 조사·분석 실시

l

(평가·선정) 핵심 전략 및 신기술 선정·관리, 첨단 기술별 주권 역량 평가 및 대응 전략 수립
- 종합 분석 기반으로 국가 전략기술 및 신기술 리스트 선정 및 관리 방안 제시
- 첨단 산업별 기술 격차 파악, 글로벌 협력 체계 분석, 목표 설정을 통한 기술 전략 수립
- 신기술 동맹과의 협력 전략, 전략적 양자기술 협력 체제 구축

l

(중장기 전략) 과학기술·산업·기업·교육·통상·외교 분야의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및 국내외
학계·연구계·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기술주권 중장기 전략’ 수립
- 주요 부처별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실효성 제고

n (세부과제 2) 전략기술·신기술 분야 예측(Foresight)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l

통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기술 예측 시스템 구축
- 핵심 과학 기술 데이터(R&D, 논문·특허의 생산 및 인용), 무역·통상 데이터, 규제·표준
데이터, 인재 정보, 오픈 소스, 기타 정보의 통합화 추진
- 전략기술 예측 부서를 기반으로 한 상시적인 전략기술·신기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l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전략 및 신흥기술 모니터링 시스템의 지능화 실현
- 인공지능, 통합 DB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시간화·지능화 추진

n (세부과제 3) 분야별(과학기술, 산업, 정치, 경제, 외교, 교육) 기술 안보 대응 조직 신설
l

전략기술·신기술 유관 부처와 기관별로 기술 주권 및 기술 안보 담당 조직과 전문관을 지정
- 각 부처 및 기관의 기술 주권·기술 안보 담당 조직은 정기 보고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주권·기술 안보 전문관은 자문 제공 및 국가 전략기술 조직과의 소통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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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2. 과학기술 블록화·트윈 전환에 대응하는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
n (세부과제 1) 첨단 기술 및 핵심 자원 분야의 의존도 완화형 연구개발 체계 고도화
l

주요 첨단기술 분야 중 지식 의존도가 높은 영역의 의존도 완화형 연구개발 추진
-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첨단과학지식의 자립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 확대
- 글로벌 과학 연구 협력의 범위·대상 확대 및 핵심 주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l

특정국·기업·연구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는 연구개발 사업화 추진
- 무형 자원(데이터) 및 유형 자원(소재·부품·장비,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연구개발
추진(예: 핵심 연구 데이터 구축 사업, 희토류 Free 배터리 연구개발 사업)
- 목적지향형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가치사슬의 기술·자원 의존도 완화

n (세부과제 2) 기술 동맹화에 대비하는 혁신자원 확보 전략 수립
l

전략 기술 분야의 핵심 자원인 산업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생산과 확보를 지원함과 동시에,
핵심자원 관련 기술에 대한 합리적 보호 조치 마련
- 주요국의 공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의 대가로 요구되는 지식재산, 산업 데이터, 연구 결과
소유권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및 보호 장치 구축

l

과학자·전문가 중심의 개방적이고 안전한 교류 협력을 지원하되, 국가 차원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민감한 상황 및 안건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 전문가 중심의 공동 연구 윤리 기준 수립, 민감 사항에 대한 사전 보고 제도 구축 필요

n (세부과제 3) 트윈 전환 관련 기술 규제 대응역량 및 글로벌 표준·규범 영향력 강화
l

탄소 중립(Net Zero), 디지털 전환 관련 규범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전략 수립
- 탄소 중립 관련 기술 규제(RE100, 탄소국경 조정, 탄소세),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 규제
(데이터 저장 및 이동, 인공지능 규제·표준, 디지털세, 반플랫폼 독점법)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및 시스템 구축

l

디지털·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표준 활동 적극 지원, 주요 다자 협정(CPTPP, RCEP,
DEPA), 신기술 협의체(GPAI)에 대한 능동적 대응 체계 구축
- IEC/ITC/OECD/WIPO/UNESCO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조직에 전문가 파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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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3. 글로벌 혁신정책 모니터링 및 과학기술혁신 협력 확대·구체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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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세부과제 1) 미국과의 과학기술·첨단 산업 협력 구체화 및 상시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과학기술 협력 방안의 지속적인 구체화
- 절대적 우위를 보유한 첨단 산업 영역에서 미국 지역 협력 허브 역할 수행
- 양자 컴퓨팅 등 유망 분야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 협력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 핵심 전략 및 신흥기술 분야의 심층 협력을 위한 과학기술 중점협력국 지위 확보
l

확실한 기술주권을 확보 하지 못한 미래 전략 기술(양자 컴퓨팅, 우주 기술)에 대한 중장기
R&D 확대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전략 수립

n (세부과제 2) 과학기술 중견국·강소국과의 전략적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및 확대
l

글로벌 환경 변화와 한국의 비교우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특정국에 집중되어 있던
과학혁신 협력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확대
- 과학기술 강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과학기술 중견국(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과학
기술 강소국(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과의 보완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l

높은 의존도를 보유한 자원(희토류,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새로운 대체 공급망 네트
워크 확보 및 낮은 자원 의존도를 보유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추진
- 유관 부처의 창의 도전형·난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l

유사한 딜레마를 겪고 있는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 협력의 기회 발굴 및
공동 대응 메커니즘 구축

n (세부과제 3) 중국과의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 및 기반 구축
l

공동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도전과제(기후변화, 탄소중립, 환경오염),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고령화 저출산, 사회 안전망 구축 등) 과학기술 협력 추진

l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양국 간의 과학기술혁신 협력 규범 및 안전장치 구축
- 연구 진실성, 연구 성과 소유 및 활용,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연구 윤리 등

l

전문가 과학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인재 및 학술교류 협력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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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4. 전략 기술·산업 분야 국내 혁신 주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n (세부과제 1) 핵심 전략기술 분야 민간 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한 통합 지원 확대
l

기술주권 확보 및 강화 관점을 기반으로 관련법(반도체 특별법,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등)에 대한 통합 조정을 진행하여 전략성·효과성·지속가능성 제고
- 세제 혜택, 규제 완화, 혁신형 중소·중견 기업 지원, 해외 혁신기업 국내 유치 강화

l

과학·연구 협력 확대, 기업·산업 보호 강화, 인재·자원 유치 및 확보 전략의 현실화

n (세부과제 2)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의 도전적인 집단·중장기·융복합 연구 및 사업화 지원
l

국내 우수 혁신 주체의 프론티어 연구 활성화 및 기술 사업화 체계 고도화
- 탁월한 연구그룹 선정 및 지원, 공동 및 집단연구의 성과 평가 및 보상 체계 개선, 참여
연구자·연구원 보상 체계 구축 등을 통한 프론티어 연구 활성화
- 연구자 창업 제도·성과 보상 체계 개선, 벤처 캐피탈, 전문 경영인 참여 확대를 통한
혁신 기술의 혁신 기업화, 혁신 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지원

l

국가 핵심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연구자들의 지속가능한 초세대 연구 환경 구축
- 핵심 연구자 정년 폐지, 국가 초세대 연구실 지정·설립, 청년 과학자 혜택 확대를 통한
현재 및 미래 국가 핵심 연구인력의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 구축

n (세부과제 3) 혁신 기술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공공 조달 시장과의 연계성 강화
l

국가 기술주권 및 기술 안보를 고려한 국내 혁신형 공공 조달 체계 강화 및 글로벌 공공
조달 시장과의 전략적 연결성 강화
- 주요국과의 과학기술협력 추진 시 공공수요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

l

국내 기술·기업의 글로벌 스케일 업을 지원하는 혁신지향형 개발협력 프로그램 설계

n (세부과제 4)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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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략적 공급망 변화 예측·분석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사전 예측 및 대응 방안 구축

l

기술·자원 강국과의 전략적 양자·다자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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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rategic Implications for Securing Technology Sovereignty in Leading
Countries in Response to Global Technology Hegemony Competition
Baek Seoin, Park Dongun, Cho Yongrae, Lee Daeun, Lee Seona, Yoon Yeojin

n Research Background and Significance
l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ecome more
fierce than ever due to the U.S. initiative of the USICA demanding allies' tight
cooperation, China's unpleasant response, and changes in global governance.

l

Along with transformational innovation to solve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COVID-19 pandemic, leading countries have developed
strategies to secure technology sovereignty in response to technology
blockages and decoupling from U.S. and China's strategic competition.

l

In response to this global technology race, it is urgent to establish national
strategies to secure technology sovereignty with in-depth comparative analysis
of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ies on leading countries.

n Conceptualizing Technology Sovereignty
l

Technology sovereignty is defined as “the ability of a state or a federation of
states to provide the technologies it deems critical for its welfare,
competitiveness, and ability to act, and to be able to develop these or source
them from other economic areas without one-sided structural dependency”
(Edler et al., 2020).

l

The concept of technology sovereignty is understood as a sub-concept of
economic sovereignty and innovation sovereignty, including digital sovereignty,
data sovereignty, and media sovereignty (VD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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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l

Technology sovereignty can b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areas; ①
Traditional sovereignty mission ②Social demand satisfaction, and ③Economic
competitiveness. It is critical to establish technological sovereignty strategies
STEPI Insight |

for each area.

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l

Critical technology has been designated and manage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ecurity and satisfying military and civilian demands, and its importance
has recently expanded in order to secure industrial competitiveness.

l

The United States defines key technologies for its national security (military
advantage,

information

advantage,

economic

advantage)

as

strategic

technologies, while China defines key technologies with high external
dependence and technical difficulties, and high industrial value as strategic
technologies. (陈劲 & 朱子钦, 2021)
l

Key technology areas designated by U.S., China, EU, Japan and other leading
countries in their core national strategies show high similarity.

n US Strategy for Technology Sovereignty
l

In response to technological hegemony competition with China, the United
States is encouraging domestic technological innovation, stabilizing supply
chains, while simultaneously containing China, by promoting strategic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veloping protection policies.
- (R&D Investment) The US expands public investment in technological innovation
focusing on both basic and applied research in 10 strategic technology fields, and
strengthens linkage between university research, government investment, and market.
- (Stabilizing Supply Chain) The US secures supply chain independence in key
areas through R&D and incentives especially on semiconductor production
and next-generation 5G, and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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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ining China) To respond to China’s global hegemony ambition and
secure global leadership, the US strengthens cooperation with allies and
actively respond to China's non-market economic and trade practices.
n China Strategy for Technology Sovereignty
l

In response to the U.S.'s creation of strong technology alliance,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a strategy to secure technology sovereignty through the '14th Five-Year and
2035 Mid- to Long-Term Plan.'
- (STI

Support) Strengthening

support

for

basic

research,

expanding

investment in core technologies, streamlining science and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upgrading STI systems.
- (Core Industry Independence) Expanding R&D and attracting private
companies in areas where external dependence is high and U.S. technology
sanctions are concentrated, and promoting technical independence support
for core parts equipment.
- (Talent Training) Cultivating key talents in future strategic technologies and
high-tech industries.
n EU Strategy for Technology Sovereignty
l

European Union tries to secure technological sovereignty with a principle of
'Open Strategic Autonomy' that has strategic advantages based on open
multilateralism.
- (R&D) Strengthen innovation and leadership in global challenges area
- (Innovation Strategy) Promoting green and digital twin transformation and
securing semiconductor capabilities through 'EU New Industry Strategy' and
'Digital Compass Strategy'.
-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eam Europe" strategy, and emphasizing openness, and mutual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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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Japan Strategy for Technology Sovereignty
l

Japan takes a holistic approach to secure technological sovereignty to solve
societal problems and secure growth engines.
STEPI Insight |

-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Establishing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ies and S&T policies to solve global challenge such as
economic recession and low corporate competitiveness.
- (Economic Security and Technology Alliance) Promoting "Economic Safety
Security Strategies" based on the concept of strategic imperfection and
strategic autonomy by directly managing supply chain related to economic
security, especially in the semiconductor sector, and expanding R&D
investment.
n Australia Strategy for Technology Sovereignty
l

Australia focuses on strengthening the technology security system and
securing strategic technology capabilities at the national level.
- Announce ‘Australia 2030: Prosperity through Innovation' to expand state support
in five areas: education, industry, governance, research and development.
- The Critical Technologies Policy Coordination Office (CTPCO) was newly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in July 2020, and the list of
strategic technology was released in November 2021.
- (Technology Alliance) Establishing a technology cooperation system centered
on similar countries and allies through QUAD and AUKUS.

n Key Takeaways: Leading Countries Strategy for Securing Technology Sovereignty
l

Technology sovereignty strategies in leading countries are focused on securing
core technolog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for economic growth and
easing unilateral dependence.

l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science and technology capabilities and global
cooperation to elevate the competitiveness in future technologies and
industries that require many advanced and convergent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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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t is critical to identify mid- to long-term strategies, key areas, threats and
opportunity factors in leading countries through which to establish strategic
global cooperation and national strategies for each key technology.

n Policy Implications

1. Establishment of a national critical technology office to strengthen
analysis and response capabilities
l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in
order to analyze and evaluate technology sovereignty and establish mid-to
long-term strategies.

l

To establish foresight and monitoring system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l

To establish technology security department under security-related ministries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y, finance, diplomacy and education)

2. Establishment of mid-to long-term innovation strategies in response to
technology block and twin(Digital/Green) transitions
l

To establish advanced R&D system to mitigate dependence on critical
technologies and core resources.

l

To establish strategies to secure innovative resources in preparation for
technology alliance and block.

l

To strengthen international standard and normative leadership along with
ability to respond to regulations related to twin transitions.

3. Monitoring global innovation policies and expanding STI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l

Regularization and awareness of science and technology/high-tech industrial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48

Summary

l

Strengthening and expanding strategic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with various middle powers.

l

To establish of a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plan and foundation with China
STEPI Insight |

4. Expanding support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novation actors in critical technologies and industries
l

Expanding integrated support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private companies in the field of core critical technology.

l

Support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and universities for collective,
mid-to-long-term,

convergence

research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l

Reinforcement of connectivity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c
procurement markets for commercialization of innovation technologies.

l

Strengthen cooperation in global supply-chain stabilization for sustainabl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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