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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만큼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국
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실상을 좀 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다양한
미시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시적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거시 자료에 비해 미시 자료의 확보
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각 장별로 저자들은 연구 목적에 맞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미시 자료를 발굴하고, 가공·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은 독립적으로 완성된 논문의 형식을 갖추었다. 이에 각 장의 저자가 갖고 있
는 문제의식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제2장은 세종대 최필수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이
기업의 경쟁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소유제
유형별로 다각화 현상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다각화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종은 무엇이며, 다각화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
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
다.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전문화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각화가 바람직한지는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국기업도 중국경제의 시장화와 글로
벌화 과정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사
업전략을 전개하여왔다. 이러한 다각화 사업전략을 기술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지만,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
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국기업의 표본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으로 구분하여 관련 및 비관련 다각

국문요약 • 3

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만을 놓고 보면 산업 차원에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업전략으로 다각화를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고수익 서비스업과 첨
단기술 분야였다. 이들 기업에 있어 다각화는 핵심적인 사업 플랫폼을 개발한
후 그것과 관련되는 연관 산업을 묶어서 큰 매출을 창출하는 수익 모델 수립전
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장은 세종대 노성호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
원 지도(map)를 분석하여 기술경쟁력의 추이를 추적한다. 특히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기업의 특허 수 증가가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탐
구하였다. 또한 ICT 산업 분야에서 중국 주요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
서의 경쟁력을 진단하였다. 화웨이가 특허 출원에 있어서 양적 측면에서는 단
연 독보적이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텔, 퀄컴 등 미국기업에 비해 뒤처
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적 확대가 상당 기간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질
적 변환이 가능할 것이다.
노성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내 특허 출원 증가 추세는 중국 혁신주체
의 산업경쟁력 성장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각종 지
원과 장려정책하에 지방에 소재한 혁신주체들의 특허활동은 다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특허활동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분야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 확산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혁신역량이 제고되고 있음은 추세적으로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혁신주체들이 외자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
식·기술을 생산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공격적으로 특허와 지식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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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간 안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4장은 국민대 은종학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법
을 활용하여 중국이 과학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역량을 분석한다. 계량서지
학적 연구는 대단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최근 경제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저자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2018년까지 포함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8년 한 해에만 147만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양
의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연구논문이 출판되었다. SCIE
논문 등재를 통해 드러나는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협력 네트워크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중국의 과학 연구가 미국과의 연계 없이 자기 완결성을 갖고 독자적으
로 가능한지 여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추론하였다.
은종학 교수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 방법을 활용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과학대국화 흐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아직 다루
지 못한 최신 자료까지 망라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SCIE 학술지 발표 논문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중
국의 과학대국화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차 강해지는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미국과 견
줄 수 있는 만만치 않은 경쟁국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중국
과의 과학기술 협력 연구에 있어서도 종래보다 강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
다. 중국의 과학자들을 미국 중심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려는 움
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유학생의 입학
을 제한하고 있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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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은 국민대 문익준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 산업클러스터의 경쟁
력을 2013년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분
석한다. 클러스터의 외부효과를 마샬-애로우-로머(Marshall-Arrow-Romer)
효과와 제이콥-포터(Jacobs-Porter) 효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 또한
선전 차세대 인터넷 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성과를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신고신기술개발구)와 구
별하여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중국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성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추가적인 성과를 면밀히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중국정부가 추
진하고 있는 모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과거
일본이나 한국의 클러스터처럼 점차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
인 개념을 강조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통해서 특정 산업의 혁신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지역·산업의 경계를 넘어 제이콥-포터 외부효과가 창출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산학연의 집적화,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역의 혁신
동력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한 산업클러스터를 장기적인 전략 아래에서 지
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6장은 경기대 오대원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
가 정신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분석한다. 개혁개방 초기 맹아기에 발현된 중
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집체소유제, 사영소유제, 그리고 외자소유제 유형의
독특한 기업가 정신 발전 모형이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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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하였다. 또한 이후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함께 민영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
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중국정부의 정책과 알리바바 등 민영기업이
생성한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존재하며, 창업과 혁신을 이
끄는 기업가들 역시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
제가 진화·발전하면서 국가 주도의 발전모형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므
로, 제도적 환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혁과 진화의 과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홍색자본가들이 정치적 무대에 등장하는 현상을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패한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답
하기 위해 오대원 교수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을 역사적 맥락과
흐름 속에서 짚어보고 있다.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
식의 ‘선개혁 후제도화’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중국식 실험주의, 실용주의 접
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시작 단계에서 제도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다. 이후 문제점을 고치면서 제도화를 통해 정비해나간다. 따
라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쉽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방정부간 경쟁을 펼치는 ‘민관 협력형 국가자본주의’에 기반한
다. 전국 단위의 발전 모델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역발전
모델이 형성되었고, 중앙의 통제를 받지만 지방정부간 상호 경쟁체제를 형성하
여 산업발전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을 대표하는 국유기업
뿐 아니라 민영기업도 출현하게 되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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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당-국가 기관 및 관료 집단
과 밀착하였다. 물론 이러한 밀착 관계가 부정부패를 낳는 고리로도 작용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자본주의와 중국식 기업가 정신의 꽌시 네트워크
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통해 구축된 중국 특색의 국가자본주의라는 지배적인 조
정 양식이 되어, 경제의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했다.
셋째, 인적자본 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대적 정책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중
앙정부의 정책 지원은 천인계획과 만인계획 등 고급인재 육성 및 지원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혁신을 주도하는 고급 인적자원의 발굴과 인재 유치는 국
내외를 막론하고 각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선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력과 화교 및 글로벌 우수인재에 대해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우선 한중간 산업경쟁력을 비교하는 수준
으로 연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는 연구의 초점이 중국에 집중되었기 때문
이다. 아마도 후속 연구를 통해 5개 연구 주제에 대한 한중간 비교가 수행된다
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훨씬 클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연구도 비슷한 한계
를 지니고 있어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고서도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연구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전문가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
에 참여한 저자들은 지역 전문가이면서 아울러 담당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꾸준
히 축적하고 있다. 이들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또한 5개의 연구 주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다. 각각의 주제가 독립적
인 연구 주제이지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산업경쟁력이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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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의 미시적 기초를 구성하는 각 영역은 사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기업
의 다각화 전략, 특허, 기초과학, 혁신 클러스터, 기업가 정신은 산업을 구성하
는 다양한 미시적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
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후속 연구에 기대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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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중국은 오랜 역사를 지닌 문명국가이다.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문명국가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 중국의 4대 발명품으로 꼽히는 나침반, 화약, 제지, 인
쇄술 모두 중국의 문명을 이끌었고, 아울러 인류문명의 발전에도 위대한 공헌
을 하였다. 1,500년경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인구 60만~70만 명을
자랑하는 북경이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상위 열 곳 중 단 한 곳, 파
리만이 유럽에 있었고 그나마 인구는 20만 명도 채 되지 않았다. 런던의 인구
는 5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1900년에 이르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열 곳 중 아시아권에서는 동경이 유일했다. 런던은 650
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국제적 거대도시가 되었다.1)
동양을 앞질러 서양의 문명을 주도한 영국은 1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해가
지지 않는 해양제국을 건설하였다. 뒤를 이어 미국이 20세기 들어 산업의 주도
권을 쥐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은 더욱 막강해졌다. 단순히 군사
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산업 주도권에 기반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
다.2) 21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제조업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기초과학
이 튼튼하고 상업적 기술에 있어서도 미국은 최강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러나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부상하자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
는 것은 분명하다. 단지 경계심을 넘어서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한 견제구
를 던지기 시작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이 21세기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미
중 간의 대결이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은 다양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쉽게 결판이 날 것으

1) 니얼 퍼거슨(2011), p. 43.
2) 조지프 나이는 뺷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Is the American Century Over?)뺸(2015)에서 미국은 19세
기 말 세계 최대 산업국가로 도약했고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 경제력의 4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에 미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미국의 세기(the American
Century)’를 열게 된 시점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결정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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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지 않는다. 2020년 재선 레이스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는 여전히 중국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관세전쟁으로 시작한 미중 경제전쟁은 기술전쟁, 환
율전쟁, 안보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중국 모두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
며 세계경제는 미중 간 갈등과 힘겨루기로 인해 피로가 쌓이고 있다. 국제무역
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축소 균형으로 위축되었고,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간 벌어지는 관세폭탄과 환율 게임으로 요동을 치고 있다. 결국 중국이 견
딜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지구전에 익숙한 중국은 결코 만만치 않
다. 오히려 미국이 대중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트럼프 지지층인 애
국 농민의 지지가 급감하였다. 미국이 1단계 협정을 체결한 것도 당분간 대선
레이스에 집중하기 위해 쉬어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집권 이후
세계무역기구(WTO)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있으며, 상호 존중과 형평의 원
칙에 기반한 자유무역질서는 크게 훼손되었다.3)
불과 몇 년 전 ‘대륙의 실수’로 조롱당했던 샤오미(小米)는 이제 ‘대륙의 실
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9년에는 포춘지가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
샤오미는 설립 9년 만에 468위를 기록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합류했다.4) 샤
오미 이외에도 준비된 중국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들이 줄을 서 있다.5)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비율) 좋은 제품을 만드는 제
조업 강국 중국은 주요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더 이상 모조품(짝
퉁)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굴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다. 미국도 이러한 중국의 기업굴기, 기술굴기를 그
3) Mattoo and Staiger(2019)는 중국이 경제적 규모 면에서는 미국에 근접하고 있지만 개방도에 있어서
는 미중간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을 개방으로 유도
할 경우 중국에 대한 시장접근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무
역자유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규칙에 근거한 개방이 아닌 힘에 의한 개방
은 결국 미국 아닌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의 방식을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 https://fortune.com/global500/2019/(검색일: 2019. 10. 15).
5) 중국 기업전문 조사기관 후룬 연구소(Hurun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중국의 유
니콘 기업의 수는 186개로 미국의 136개를 추월했다. 2018년에 새롭게 탄생한 중국의 유니콘 기업의
수는 97개로 3.8일에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 http://www.chinadaily.com.cn/a/201901/28/
WS5c4ead1da3106c65c34e6dfc.html(검색일: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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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좌시하지 않고 있다.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6)을 불공정
한 산업정책의 예로 지목하면서 중국의 기술추격을 견제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2018년부터 미중 통상분쟁은 격화되기 시작했다.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
은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9월에는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
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2019년 5월 9~10일 개최된 제11차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즉각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였다.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은
휴전을 선언했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7월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
최된 제12차 미중 무역협상 역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 농산물의 수입
재개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반응이 없자 또 다시 관
세전쟁을 시작했다. 다수의 소비재가 포함된 1,03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9월 1일 15%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10월 1일부터는 2,500억 달러 상품
에 부과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월 10~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고위급 협상에서 일단 더 이상 관세전쟁의 확산
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비록 완전한 협상 타결은 아니지만 1단
계 딜(Phase one trade deal)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7) 물론 1단계 협
상은 포괄적 협상을 주장해왔던 미국이 우선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갖고 노력한다는 “선이난후(先易難後)”의 자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1단계 협상과 달리 2단계 협상은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는 점에
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6) 중국은 중국산 제품을 대량 수출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올라섰지만, 제품의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글로벌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제조업의 질적 전환을 국
가 차원에서 도모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7) 2019년 11월 홍콩인권민주법(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of 2019)이 미국 하원
에 이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중국의 아킬
레스건인 인권 문제에 대해 그동안 침묵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에 서명했
다. 이로 인해 1단계 딜의 타결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20년 1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1단계 협상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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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과 관세전쟁을 벌이는 법적 근거는 미 통상법 301조이다. 중국
의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일 뿐 실
상은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는 중국의 경제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국의 기술력
에 대한 우려이다. 특히 중국의 미흡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중국을 흠집 낼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 사안이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탈취를 거의 절도 수
준으로 범죄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관행처럼 요
구해왔던 강제 기술이전을 문제 삼고 있다. 사이버 보안 문제도 중요한 협상 의
제 중 하나이다.
미 의회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유독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 의회에서
친중 인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중 통상분쟁은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다. 이미 장기전으로 돌입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6월 2일 미중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 측
입장을 잘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18년 9월에 발간된 백서에
이어 두 번째 백서로 중국은 협상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그러한 원칙
에 벗어나는 양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끝까지 싸
우겠다는 결전의 의지도 보이고 있다.8)
결론적으로 미국이 관세전쟁을 벌이는 속셈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것
이다. 1단계 협정의 타결로 일단 휴전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
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21세기 세계경제의 패권은 바로 기술력의 우위에 기반
을 둔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강
화, 강제 기술이전 금지,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한 산업보조금 금지 등 중국
산업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9) 이에 중국 정부는 ‘중

8)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가 동 백서를 번역하였다. 중문, 영문, 한글본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성균
중국연구소(2019).
9) 미중 통상분쟁에 관해서는 왕윤종(2019)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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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등 미국에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는
행동은 피하려는 모습이다. 심지어 공격적 산업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국
제조 2025’를 폐기하고 좀 더 완곡한 형태로 전환하려는 자세도 보인다.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
의 기술력이 과연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만큼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
기 위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실상을 좀 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
여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다양한 미
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
한 미시적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거시 자료에 비해 미시 자료의 확보가 용
이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각 장별로 저자들은 연구 목적에 맞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미시 자료를 발굴하고, 가공하고 활용하였다.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보고서의 각 장은 독립적으로 완성된 논문의 형식을 갖는다. 따라서 각 장
을 집필하는 저자들은 지난 1년간 서로 토론하고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쳤
지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저자는 집필자라기보다는 총
괄 편집자로서 1장과 7장을 제외한 각 장의 저자와 저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제2장은 세종대 최필수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이
기업의 경쟁력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소유제
유형별로 다각화 현상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다각화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종은 무엇이며, 다각화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
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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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전문화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각화가 바람직한지는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국기업도 중국경제의 시장화와 글로
벌화 과정에서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
전략을 전개하여왔다. 이러한 다각화를 통한 사업전략을 기술력 향상과 직접적
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지만 중국기업의 경쟁력 분석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제3장은 세종대 노성호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
원 지도(map)를 분석하여 기술경쟁력의 추이를 추적한다. 특히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기업의 특허 수 증가가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탐
구하였다. 또한 ICT 산업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
쟁력을 진단한다. 화웨이가 특허 출원에 있어서 양적 측면에서는 단연 독보적
이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텔, 퀄컴 등 미국 기업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적 확대가 상당 기간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질적 변
환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적 확대를 지나칠 정도로 과소평가하는
것도 당분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저자도 언급하고 있지만 특허와 산업
경쟁력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 특허는 혁신의 결과물이고,
이러한 혁신의 결과물로서 특허가 산업경쟁력의 주요 항목으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화웨이, BOE, SMIC 등 중국 주요 ICT 기업의 특허전략에 대한 분
석은 사례 연구로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4장은 국민대 은종학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법
을 활용하여 중국이 과학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역량을 분석한다. 계량서지
학적 연구는 대단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경제학에서도 최근
자주 활용되고 있다. 저자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2018년까지를 포함한 최신 데
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2018년 한 해에만도 147만 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연구논
문이 출판되었는데, SCIE 논문 등재를 통해 드러나는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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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네트워크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 속에서 중국의 과학연구가 미국과의 연계 없이 자기 완결
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추론하였다.
제5장은 국민대 문익준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 산업클러스터의 경쟁
력을 2013년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분
석한다. 클러스터의 외부효과를 마샬-애로우-로머(Marshall-Arrow-Romer)
효과와 제이콥-포터(Jacobs-Porter) 효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 또한
선전 차세대 인터넷 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성과를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신고신기술개발구)와 구
별하여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분석했다는 점은 중국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6장은 경기대 오대원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
가 정신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분석한다. 개혁개방 초기 맹아기에 발현된 중
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집체소유제, 사영소유제, 그리고 외자소유제 유형의
독특한 기업가 정신 발전 모형이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추적하였다. 또한 이후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함께 민영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
업활동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
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중국정부의 정책과 알리바바 등 민영기업이
생성한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존재하며, 창업과 혁신을 이
끄는 기업가들 역시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진화·발전하면서 국가 주도의 발전모형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 환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혁과 진화의 과정을 모색하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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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기업의 다각화와
경쟁력10)

1. 서론
2. 선행연구
3. 자료의 구성과 성격
4. 다각화 현황
5. 소결

10) 본 장은 뺷현대중국연구뺸 제21집 3호(2019년 12월 31일)에 게재된 ｢중국 기업의 다각화 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 서론
본고는 중국기업들이 어떻게 다각화를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기업의 다각
화와 경쟁력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
를 지닌다. 첫째, 중국기업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기업의 다각화 전략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에 중국의 현
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함의를 제공한다.
최근 중국 기업계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은 다음 몇 가지 양식화된 사실
(stylized facts)로 요약된다. 첫째, 그동안 크게 우려되어왔던 중국기업의 부
채가 소폭 감소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더불어 기업들
의 수익도 아울러 악화되고 부채 비율도 높아진 바 있다. 그러나 2017년을 기
점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부채 비율을 비교할 때 자주 인
용되는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집계에 따
르면 비금융부문 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6년 160.5%로 정점을 찍
은 후 2017년 158.1%, 2018년 151.6%으로 낮아졌다.11) 중국경제의 최대 리
스크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기업 부채가 다소 호전되고 있는 것은 시진핑의 이
른바 공급측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동종업계의 국유기업들이 인수합병을 벌인 결과 초대형 기업들이 탄
생하고 있다. 철도차량 업계의 남차(南車)와 북차(北車)의 합병, 철강업계의 바
오강(寶鋼)과 우강(武鋼)의 합병, 발전업계의 국전(國電)과 션화(神華)의 합병,
원자력발전 업계의 중전투(中電投)와 국가핵전(國家核電)의 합병 등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財經 2019a). 이 역시 2016~17년 무렵부터 벌어진 현상이다. 그
결과 2019년 포춘 글로벌 500에 등재된 국유기업 수는 119개로 미국의 121
개에 거의 근접했다.
11) BIS Statistics, China Total Credit to non-financial corporations, https://stats.bis.org/statx/
srs/table/f4.1(검색일: 2019. 10. 18). 단 2019년 1/4분기에는 154.7로 소폭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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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통산업에서 2009년부터 국진민퇴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신산업 분야에서 민영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른바
BAT로 불리는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와 화웨이·샤오미 등이 그것이다.
정리하면 중국기업의 부채가 감소하고, 국유기업은 합병을 통해 커지고, 민
영기업이 첨단 분야에서 새로운 활력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일련의 현
상을 기업의 사업 영역 다각화라는 차원에서 관찰하여 새로운 함의를 도출하고
자 한다.
경영학 분야에서 기업의 다각화 전략은 학술적 연구 결과가 비교적 풍성하
다. 기업이 왜 다각화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다각화 전략이 실제로 기업
의 수익성을 포함한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특히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중국을 대상으로는 소유
제 유형과 같은 변수를 놓고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다각화가 관련
부문으로의 다각화인지, 비관련 부문으로의 다각화인지, 그리고 다각화된 각
부문의 수익률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연구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소
유제별로 그 양상이 어떤지에 대한 연구의 공백도 채워져야 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는 그 공백을 채우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의 국
유기업들은 주어진 업종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가? 전통산업과 신흥산업별로
그 양상은 어떠한가? 중국기업들이 새로운 분야로 비관련 다각화를 하고 있고
거기서 수익을 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의 주업종인 전통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가? 특히 국유기업이 주로 포진한 철강, 자동차, 석유
화학, 건자재, 조선, 해운, 토목건설, 철도 등의 업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의 민영기업은 어떤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가? 중국의 민영기
업은 첨단기술 분야와 다각화 분야에 아울러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과연 어느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가? 우리가 ‘민영’이라고 부르는 부문에서 과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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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경쟁력이 창출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흔히 회자되는 몇몇 기술
챔피언에 가려진 중국 민영기업의 전모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이어서 본 장에서
다룰 데이터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해당 데이터를 이용한 다각화 현황과 수익
률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함께 시사점을 제
시한다.

2. 선행연구
기업의 다각화에 대해서는 경영학 분야에서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기업의
다각화는 개별 기업이 기업집단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전략으로 어
떤 환경에서 왜 기업이 다각화를 추구하는지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물론
개별 기업이 기업집단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한 지붕 아래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미국의 GE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각화는 관
련 산업 내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산업으로 확장하는 비관련 다각화
의 유형을 보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기업의 다각화 또는 기업집단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모두 소개하는 것은 오히려 논의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
어 생략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그 중 중국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을 소개한다.
Lin and Su(2008)는 중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각화와 기업
가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 영업 이윤과 같은 ‘실적’이 아니라
기업의 ‘주가’를 설정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다각화는 민영기업의 다각화에 비해 긍정적
효과가 작다. 즉 민영기업의 다각화가 국유기업의 다각화에 비해 주가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 이러한 현상은 민영기업이 많이 포진해 있는 성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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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산업에서 다각화 현상이 더 많이 관찰된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다각화 변
수로 산업집중도를 측정하는 허핀달 지수를 사용한 이 연구는 중국을 대상으로
다각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초기 연구 중 하나이다.
Delios, Zhou, and Xu(2008)는 중국의 상장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림
2-1]과 같이 다각화 현상을 개관한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다각화는 업종(제
품) 다각화와 지역별 다각화(국제화) 두 가지이다. 그 중 우리의 관심사인 업종
다각화에 국한시켜 살펴보자. 회귀분석이 아니라 단순히 두 변수 사이의 관계
만 추적한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정부 지분이 많을수록, 상장된 지분이
많을수록 다각화가 많이 일어난다. 오히려 민간 지분이 많으면 다각화를 덜 추
구한다. 정부 지분과 상장된 지분 사이에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
려면 중국 증시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중국
의 증시는 국유기업의 지분을 일부만 공개하여 유통시키는 이른바 ‘유통주’가
존재한다. 상장된 지분이 많다는 것은 곧 유통주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인데, 유
통주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민간 지분이 높다는 법은 없다. [그림 2-1]에 나타
난 이 연구의 결론은 아마도 유통주 비중이 높으면서도 정부 지분도 높은 국유
기업이 표본에 많이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an et al.(2008)은 중국에서 정부의 영향을 탐구한 대표적인 초기 연구이
다. 이 연구의 결론은 기업의 경영진이 정치적 배경을 많이 가질수록 다각화를
더 많이 하고, 각 기업이 속한 지역의 시장 제도가 낙후될수록 다각화를 더 많
이 한다는 것이다. 허핀달 지수를 사용한 이 연구는 기업집단 형성에 대한 국제
적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대체로 다각화(기업집단화)를 부정적으로 보
는 시각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Li et al.(2012)도 정치 관련성과 기업 다각화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국유기업일수록, 경영진이 전직 관료일수록 더 많이 다각화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각화를 종속변수로 한 계량분석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
이다. 또한 다각화를 순수한 비즈니스 활동이 아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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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깔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 연구는 지역별 시장 기구 발달 여부를 채택했
으며, 엔트로피 지수를 이용하여 다각화를 측정하고 있다.

그림 2-1. 소유 유형에 따른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Product diver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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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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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Government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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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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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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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lios, Zhou, and Xu(2008).

국내 연구로 문익준 외(2014)는 국유기업의 다각화를 분석하면서 관련 다각
화와 비관련 다각화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관찰했다. [표 2-1]에 나타
난 이 연구의 결론은 국유기업의 비관련 부문 이윤이 관련 부문보다 높고, 민영
기업의 비관련 부문 이윤이 관련 부문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즉 국유기업은 이
윤이 나는 곳으로 비관련 다각화를 추진하고, 민영기업은 당면한 업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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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해 비효율적인 다각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관련 부문과 비관련 부문 간의 영업이익률 차이
(단위: %)

구분

06

06

07

07

08

08

09

09

10

10

11

11

12

12

13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Jun

국유 -2.7 -3.7 -6.9 -5.8 -5.8 -2.8 -3.0 -2.9 -5.2 -2.6 -2.8 -2.4 -3.9 -3.7 -2.5
민영 2.6

3.7

3.4 -5.1 0.5

0.5 -1.8 2.5

3.4

3.3

4.2

2.3

5.9

2.2

4.9

주: (관련 부문 영업이익률-비관련 부문 영업이익률)로 계산.
자료: 문익준 외(2014), p. 102.

Du, Lu, and Tao(2015)는 민영기업 서베이를 통해 중국정부의 약탈·징발
(expropriation) 행위가 다각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약탈·징발 행위란 비
공식 세금, 탈법적 비용, 접대비 등을 일컫는데 이런 요인들로 인해 정상적으로
고유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종의 회색 수입을 만들기 위해 다각화를 추진
한다는 것이다. 중국 비즈니스의 현실을 보여주는 흥미 있는 관점이긴 하지만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이 아닌 서베이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Wang and Luo(2018)는 상장된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중국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했을 때 다각화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성장(省長)이
퇴임을 앞두고 기업들이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국유기업이 이윤이 아닌 고용 창출에 동원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다각화를 통해 해고된 인원을 흡수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
로 풀이된다.
Hu et al.(2018)은 다각화가 기업의 실적과 양(+)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 주었
다. 단 조건이 있다. 성(省) 단위 지역에서 경제적 제도(economic institution)
수준이 낮을 때만 그렇다. 이는 후진국에서 기업집단이 많이 발생한다는 기존
이론과 일치하는 결론이다. 또한 국유지분이 높을수록 다각화와 실적 사이의
관계가 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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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oldi and Muratova(2019)는 중국 지방정부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
친다는 전제하에 이를 다각화와 연관 지어 분석했다. 연구 결과 해당 기업에 대
한 성(省) 정부의 소유권이 높을수록, 또한 성 정부와 경영진의 관계가 밀접할
수록 기업이 비관련 다각화에 나선다고 주장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는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지역의 고용 창출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소속 기
업을 고용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의 순수한
이윤추구 활동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자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
러한 다각화 현상이 민영기업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그림 2-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각화를 유발하는
요인에는 대체로 정부지분이나 정치 관련성이 많이 관찰된다. 다각화가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유기업 혹은 미숙한 시장 환경하에서 긍정적
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민영기업 혹은 성숙한 시장 환경하에서는 오
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기업가치(주가)에 대해서
는 다각화가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관련 부문과 비관련 부문을 질적으로 나
누어 다각화 효과를 측정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문익준 외(2014)에서 시도된
이 방법은 기업 재무 데이터의 질적 분석을 통해서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인

그림 2-2. 선행연구 요약

정부지분 및 정치관련성

+

→

다각화

→
→

+
-

Delios, Zhou, and Xu(2008)

국유기업
민영기업
문익준 외

Fan et al.(2008)

(2014)

Li et al.(2012)
Du, Lu, and Tao(2015)
Wang and Luo(2018)
Arnoldi & Muratova(2019)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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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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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 et al.
(2018)

주가
Lin and Su
(2008)

데,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의 몇 가지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측면에서 다각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측정한다.

3. 자료의 구성과 성격
본 연구가 분석하는 자료는 WIND가 제공하는 중국의 상장기업 자료이다.
2000~18년에 걸친 19개년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WIND는 기업의 업종을 중
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기준에 따라 나누고 있는데 그 중 비금융 기
업 3,455개를 추렸다12). 일부 기업은 비금융 업종이지만 WIND에 다각화 현
황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결국 3,455개 비금융
기업이 19년 동안 보고한 세부 업종별 거래 8만 6,886건에 걸친 매출액과 영
업이익 데이터가 본 연구의 기초를 이룬다.
기업들의 부문별 거래 자료가 본업인지, 관련 부문인지, 비관련 부문인지는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확인했다. 이를테면 본업이 ‘토목엔지니어링’으로 구분
된 ST美麗(000010)의 경우 ‘조경사업’은 본업으로, ‘묘목 판매’는 관련 부문으
로, ‘가스 판매’는 비관련 부문으로 분류했다. 다각화를 측정하는 기준은 매출
액이다. 이윤율을 측정하는 기준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다.
기업의 소유제에 대해서 WIND는 중앙국유기업, 지방국유기업, 집체기업,
공중(公衆)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기타 기업의 7가지 분류를 제시한다. 이
중 중앙국유기업과 지방국유기업은 국유기업으로,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은 민
영기업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으나 집체기업, 공중기업, 기타 기업은 논란의 여
지가 있다. 집체기업이란 주로 지방정부 혹은 공동체와 근로자들이 지분을 공
동 소유한 기업이다. 공중기업은 국유였다가 상당 부분의 지분을 민간에 개방

12) 제외된 업종은 다음 네 가지이다. 화폐금융서비스(은행), 보험, 자본시장서비스(증권), 기타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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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업의 운영도 개인 혹은 민간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타 기업은 분
류하기 애매한 기업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국유기업·지방국유기업·집체
기업을 ‘국유’로, 나머지 공중기업·민영기업·외자기업·기타 기업을 ‘비국유’로
규정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가 활용하는 기업의 소유제별 분포는 [표
2-2]와 같다.

표 2-2. 본 연구가 채택한 기업분류별 분포
국유

비국유

중앙국유기업

342개

공중기업

151개

지방국유기업

666개

민영기업

2120개

집체기업

17개

외자기업

120개

합계

1,025개

기타 기업

39개

합계

2,430개

4. 다각화 현황
가. 다각화 현황 총괄
1) 소유제별 다각화 현황
[그림 2-3]은 소유제별 관련 다각화와 비관련 다각화에 대한 측정 결과를 보
여준다. 관련 다각화의 경우 국유와 비국유를 막론하고 2011년 이후 대체로 하
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10%에 육박하던 국유 부문 관련 다각화는 2018
년 3% 수준까지 떨어졌다. 비국유 부문 관련 다각화도 2002년에 8%가 넘었지
만 2018년에는 3% 이하로 떨어졌다.
비관련 다각화의 경우에도 현저한 하락세가 관찰된다는 점은 같다. 2000년
31.6%였던 국유 부문의 비관련 다각화 비중은 2016년 7.2%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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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유 부문도 2000년에는 40%였으나 2018년에는 6.9%까지 떨어졌다. 이
정도면 극적인 변화라고 부를 만하다.
흥미로운 것은 국유와 비국유 기업의 관련 다각화와 비관련 다각화 패턴이
2011년을 기점으로 정반대로 바뀐다는 것이다. 관련 다각화의 경우 2011년
전에는 국유기업이 더 높은 비중이었지만 그 후에는 비국유기업이 더 높아진
다. 비관련 다각화의 경우 2011년 전에는 비국유기업이 더 높았지만 그 후에는
국유기업이 더 높아진다. 2011년을 기점으로 한 이러한 다각화 패턴의 변화는
중국의 거시경제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후에 상세히 토론하기
로 한다.

그림 2-3. 소유제별 다각화 수준
(단위: %)
(%)
10.0

(%)
40.0

9.0

35.0

8.0

30.0

7.0

25.0

6.0

15.0

3.0

10.0

2.0

5.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0

SO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0

5.0

NonSOE

SOE

NonSOE

자료: WIND 데이터(검색일: 2019. 9.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일반 증시와 창업판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하는 창업판(創業板)13)이 있다. 2005년
에 설립된 창업판에 상장된 기업들은 코스닥 기업이 그러하듯 신생 벤처기업이

13) WIND 데이터는 중국 세 증시의 기업 자료를 제공한다. ‘000’으로 시작하는 선전(深圳) 증권시장,
‘300’으로 시작하는 창업판(創業板), ‘600’으로 시작하는 상하이(上海) 증권시장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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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이고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소유제 구분으로 보면 민영
기업이 대부분이기도 하다.
창업판에 상장된 740개 기업만을 따로 측정하여 비교하면 비창업판 기업들
보다 다각화 수준이 현저히 낮았다. 창업판이 설립된 2005년부터 비교를 시작
하면 2014년까지 창업판의 비관련 다각화 비중이 줄곧 낮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점차 축소되면서 수렴하더니 2015년부터는 창업판 기
업의 비관련 다각화 비중이 더 높아졌다.
일반적인 통론을 적용하면 신생 벤처 기업의 다각화 비중은 더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의 창업 아이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업종을 기웃거릴 여유와 자금이 없다. 또한 기업의 역사가 짧아서 다양
한 비즈니스를 추구할 시간이 없다. 실제로 기업의 연한은 다각화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 중 하나로 종종 채택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통론이 창업판 설립 초기에는 적용되다가 점차 일반 기업
과 차별성이 없어지는 현상은 위에 언급한 이유의 반대로 이해된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창업 아이템 이외의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여유와 자
금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2-4. 창업판과 비창업판 비관련 다각화 수준
(단위: %)
(%)
25.0
20.0
15.0
10.0
5.0

자료: WIND 데이터(검색일: 2019. 9.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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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익률 현황
1) 소유제별 다각화와 이익률
각 기업들이 다각화와 본업에서 얼마나 이윤을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을 계산했다. 이를 나타낸 [그림 2-5]에 따르면 다음
과 같은 현상을 알 수 있다.
첫째, 본업에서 비국유기업이 국유기업보다 거의 줄곧 더 높은 이익을 얻고
있다. 본업의 이익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유와 비국유 모두 안정적인 추세

그림 2-5. 각 부문별 매출액 대비 이익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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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ND 데이터(검색일: 2019. 9.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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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있으며 극적인 감소나 증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2008년 비국유 부문
의 마이너스 기록은 일부 극단적인 값들의 영향 때문이다.
둘째, 관련 다각화에서도 본업만큼은 아니지만 비국유기업의 높은 이익이
관찰된다. 다만 수익률의 변화가 심해서 어떤 추세를 관찰하기는 힘들다.
셋째, 비관련 다각화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을 시점으로 이윤
율 패턴에 변화가 나타난다. 즉 2009년 전에는 대체로 비국유기업의 이윤이 높
았으나 그 후에는 국유기업의 이윤이 높아진다.

2) 다각화된 업종의 수익률
중국기업들은 어떤 업종으로 다각화하며, 다각화된 그 업종에서 수익은 얼
마나 내고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비관련 다각화에 국한시켜 분석해 보자.
총 8만 6,885건의 데이터 중 비관련 다각화는 2만 4,863건으로 약 28.6%를
차지한다. 이들의 전체 평균 이익률은 24%였다.
한편 다각화된 업종의 다양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본업에 대해서
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한 업
종을 선택하게 하므로 범주화하기가 쉽다. 그러나 각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
를 하는지는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집계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본
연구는 유사 업종들을 하나로 합쳤다. 이를테면 ‘건설’, ‘건축설비’, ‘건축’, ‘건
설업’ 등으로 표기된 것들을 모두 ‘건설’로 통합했다.
본 연구가 집계한 다각화 최다 빈도 업종은 5,741건을 기록한‘기타’였다. 그
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나면, 가장 많이 다
각화되는 업종들을 [표 2-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업종 중 빈도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부동산’이다. 임대, 호
텔, 여행, 식당 등 부동산과 관계 깊은 항목들이 모두 높은 빈도 수를 보이고 있
다. 평균 이익률은 44.7%로 대단히 높다. 건설·엔지니어링 업종으로의 다각화
도 많이 관찰된다. 여기에는 건설업과 사회인프라 건설 관련 업종들을 망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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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다각화된 업종의 이윤율(2000~18년)
(단위: 업종/다각화 빈도 수/이윤율)
부동산 관련
부동산
1924
32.6%
임대
789
39.6%
호텔
542
55.6%
여행
375
47.7%
식당
71
48.2%
평균
44.7%
건설 엔지니어링
건설
375
17.7%
전력
345
25.4%
건자재
225
13.6%
엔지니어링
158
22.7%
인프라건설
85
25.0%
시멘트
85
13.6%
환경보호
81
30.9%
열발전
74
17.7%
수처리
60
38.5%
수돗물
31
26.9%
가스공급
25
21.0%
역청
25
15.1%
증기공급
23
20.3%
수리공정
15
15.4%
평균
21.7%
기타 미분류
서비스
512
41.1%
금융
325
47.2%
공업
285
26.8%
광고
143
50.1%
제조업
136
22.2%
노무관리
129
34.4%
의료
90
19.5%
가공업
78
27.9%
농업
61
8.1%
교육
60
21.7%
기타제조
47
23.2%
목축
35
14.5%
오락
30
59.1%
보험
16
62.5%
원양어업
16
23.9%
자금대출
14
79.7%
업무대비
14
15.6%
투자관리
14
33.1%
신업종
10
52.5%

상업
무역
도소매
판매
평균
인쇄
포장
제지
평균

도소매 관련
1832
1339
178
14
인쇄관련
93
78
78

운수물류 관련
운수
338
물류
184
자동차서비스
89
창고
57
항구
40
선박서비스
15
궤도교통
14
평균
첨단과학 분야
IT기술
224
소프트웨어
101
태양광
63
신에너지
62
통신설비
27
측정기기
24
기술서비스
23
신재료
16
전자상거래
16
풍력발전
15
과학연구
15
통신
14
정밀제조
11
IT설비
10
평균
특수 서비스
사회서비스
38
현대서비스
17
전시서비스
13
터미널서비스
10
평균

11.9%
8.2%
15.8%
10.3%
11.5%
22.1%
14.0%
11.7%
15.9%
13.7%
-4.1%
6.8%
53.6%
41.4%
19.4%
25.1%
22.3%
25.6%
44.1%
26.1%
18.7%
15.3%
30.4%
42.4%
15.5%
14.9%
31.2%
52.5%
19.2%
20.7%
5.1%
25.8%
33.6%
30.3%
35.8%
22.3%
29.1%

의약
방직
패션
식품
전자
섬유
도자류
재료
진주
의료기기
완구
에나멜선
가전
제당
귀금속
유업
경공업
평균
화공
석탄가공
철강
기계
야금
에너지
자동차
광산
유리
알루미늄
금속제품
주조
동
전용설비
비금속
코크스
일반설비
엘리베이터
평균

경공업
461
295
165
112
79
77
40
31
28
28
23
19
16
15
14
13
11
중공업
425
174
151
105
84
82
79
75
50
45
31
22
17
15
13
13
12
12

30.4%
5.5%
25.2%
14.6%
3.5%
3.8%
24.5%
22.8%
47.1%
-15.1%
15.9%
6.4%
8.7%
15.8%
10.6%
39.2%
15.6%
16.1%
15.5%
26.8%
13.6%
17.8%
27.4%
13.3%
19.4%
12.8%
12.4%
6.4%
14.0%
14.5%
16.6%
28.3%
27.1%
15.0%
17.9%
7.5%
17.0%

자료: WIND 데이터(검색일: 2019. 9.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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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 전력, 건자재, 엔지니어링 등이다. 평균 이익률은 21.7%이다. 도소매
관련 업종들로도 다각화가 잘 일어난다. 상업, 무역, 도소매, 판매 등의 업종들
이 그것이다. 평균 이익률은 11.5%로 그다지 높지 않다. 운수와 물류 업종도
다각화 빈도 수가 높다. 운수, 물류, 창고, 항구 등이 포함된 이 업종의 평균 이
익률은 22.3%이다.
대체로 서비스업으로의 비관련 다각화가 많은 가운데 제조업 분야로의 다각
화도 관찰된다.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나눠 집계한 것들이 그것이다. ‘의약’ 분
야가 제조업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다. 이익률도 30.4%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여타 경공업 분야의 평균 이익률은 16.1%로 높지 않다.
중공업은 화공(化工)이 가장 빈번하고 석탄가공과 철강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공업의 전체 이윤율 평균은 17.0%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첨단과학 분
야에는 IT기술, 소프트웨어, 태양광, 신에너지, 통신설비, 신재료, 풍력발전 등
을 망라했다. 이 중 소프트웨어와 과학연구의 이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
운데 평균 이익률은 25.8%였다.

3) 본업의 수익률과 다각화 정도
주업종별로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그들의 비관련 다각화 비중이 어
떻게 되는지 집계하여 [표 2-4]로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비관련 다각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위생보건으로 그 비중이 49.2%에 달했다. 이밖에 종
합, 인터넷관련서비스, 연구실험업, 신문출판업, 과학기술보급 등의 서비스 업
종에서 다각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주업 이익률도 30~40%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다각화 비중이 높은 그 다음 카테고리는 흑색금속채굴업, 방직업, 가죽모피
깃털제품제조와 같은 전통산업들이다. 이들의 주업 이익률은 10~20% 수준으
로 비교적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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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부문별 평균 이익률과 비관련 다각화 정도(2000~18년)
(단위: %)

구분

주업

주업
이익률

관련

비관련

비관련

다각화

다각화

다각화

이익률

이익률 매출 비중

위생보건

卫生

30.8

32.8

27.4

49.2

종합

综合

26.5

24.6

26.9

46.0

인터넷관련서비스

互联网和相关服务

48.4

35.6

25.7

42.8

연구실험업

研究和试验发展

40.1

41.2

31.0

신문출판업

新闻和出版业

30.2

51.4

23.6

28.5

과학기술보급

科技推广和应用服务业

31.5

66.0

32.9

28.4

흑색금속채굴업

黑色金属矿采选业

13.3

7.4

22.9

28.4

교육

教育

36.7

32.6

19.9

방직업

纺织业

19.1

12.0

20.4

18.2

식당업

餐饮业

51.6

51.3

41.2

17.9

가죽모피깃털제품제조

皮革, 毛皮, 羽毛及其制品和制鞋业

22.6

-6.7

16.3

17.5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제조

化学原料及化学制品制造业

20.2

18.8

14.4

17.0

도로운수업

道路运输业

36.4

30.3

30.8

16.2

인쇄기록매체제조

印刷和记录媒介复制业

25.1

37.3

23.7

15.0

批发业

14.5

29.7

32.2

14.9

임대업

租赁业

52.4

44.1

21.4

14.9

비금속광물채취

非金属矿采选业

53.8

12.3

14.8

방직패션업

纺织服装, 服饰业

33.7

27.8

27.1

14.5

가스생산 및 공급

燃气生产和供应业

21.8

19.2

24.4

14.5

기타 제조업

其他制造业

2.1

40.6

27.4

14.4

석유천연가스개발

石油和天然气开采业

21.2

-107.0

17.7

14.1

유색금속채굴

有色金属矿采选业

21.3

25.1

16.3

14.0

화학섬유제조

化学纤维制造业

12.3

25.9

23.2

12.9

의약제조업

医药制造业

45.9

33.8

25.5

12.6

문화예술업

文化艺术业

49.6

45.6

34.0

12.6

방송TV영화영상제작

广播, 电视, 电影和影视录音制作业

37.9

57.3

22.1

12.4

폐기자원이용

废弃资源综合利用业

30.1

25.5

23.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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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단위: %)

구분

주업

주업
이익률

관련

비관련

비관련

다각화

다각화

다각화

이익률

이익률 매출 비중

일반설비제조

通用设备制造业

23.6

18.6

22.3

11.8

물생산관리

水的生产和供应业

37.9

32.2

5.6

9.9

비금속광물제품제조

非金属矿物制品业

24.9

8.7

15.7

9.8

부동산업

房地产业

34.8

32.4

19.5

9.7

유색금속제련압연

有色金属冶炼及压延加工

15.8

4.6

22.0

9.5

전문기술서비스

专业技术服务业

26.3

23.5

20.5

9.3

전용설비제조

专用设备制造业

27.0

26.5

21.6

8.5

농수산식품가공

农副食品加工业

16.5

24.1

21.9

8.1

우편업

邮政业

17.4

15.3

20.3

7.9

철도운수업

铁路运输业

45.1

26.7

7.1

건축설치

建筑安装业

16.9

11.9

7.0

제지 및 종이제품

造纸及纸制品业

19.6

23.2

23.0

6.9

음료주류제조업

酒, 饮料和精制茶制造业

46.3

23.4

20.6

6.8

목재가공업

木材加工及木, 竹, 藤, 棕, 草制品业

24.8

26.3

19.9

6.5

고무플라스틱제조

橡胶和塑料制品业

20.4

13.6

24.6

6.4

흑색금속제련가공

黑色金属冶炼及压延加工

11.6

10.1

7.0

6.3

환경보호관리

生态保护和环境治理业

30.5

19.6

18.8

5.7

어업

渔业

27.1

8.4

18.3

5.6

정밀계측제조업

仪器仪表制造业

35.0

29.2

23.4

5.5

计算机, 通信和其他电子设备制造业

25.0

27.9

24.4

5.3

포장운송서비스

装卸搬运及其他运输代理

12.4

37.4

5.2

전력 및 열공급

电力, 热力生产和供应业

23.0

17.3

19.3

5.1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

37.0

24.0

24.7

5.1

토목엔지니어링

土木工程建筑业

20.4

28.3

14.2

5.0

채취보조활동

开采辅助活动

23.0

20.8

21.0

4.9

공공인프라

公共设施管理业

28.6

28.1

23.9

4.8

금속제품업

金属制品业

19.1

20.3

18.3

4.8

컴퓨터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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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단위: %)

구분

주업

주업
이익률

관련

비관련

비관련

다각화

다각화

다각화

이익률

이익률 매출 비중

건축인테리어

建筑装饰和其他建筑业

22.3

20.0

21.3

4.8

목축업

畜牧业

13.0

10.6

19.6

4.4

전기기계기자재제조

电气机械及器材制造业

22.1

19.6

22.0

4.3

식품제조

食品制造业

28.6

39.4

20.7

4.2

소매업

零售业

19.6

39.8

38.6

3.9

비즈니스서비스

商务服务业

26.1

23.8

33.9

3.7

농림어업서비스

农, 林, 牧, 渔服务业

21.0

7.2

62.3

3.7

농업

农业

21.7

8.5

-0.3

3.6

숙박업

住宿业

67.0

57.4

52.5

3.6

주택건설업

房屋建筑业

26.3

85.8

13.7

3.4

임업

林业

26.2

27.9

22.7

3.3

19.6

14.6

-4.2

3.0

철도선박항공설비제조

铁路, 船舶,
航空航天和其他运输设备制造业

석유코크스핵연료가공

石油加工, 炼焦及核燃料加工业

14.4

19.3

21.8

3.0

석탄채굴

煤炭开采和洗选业

30.5

21.8

5.6

2.6

수상운수

水上运输业

27.9

15.5

22.2

2.0

자동차제조

汽车制造业

14.8

9.4

22.2

2.0

가구제조업

家具制造业

32.1

4.3

32.6

1.2

창고업

仓储业

34.4

-0.9

9.7

0.7

항공운수업

航空运输业

34.4

22.6

44.2

0.6

전신방송위성서비스

电信, 广播电视和卫星传输服务

30.7

100.0

31.8

0.6

문화미술체육용품제조

文教, 工美, 体育和娱乐用品制造业

30.5

0.0

자동차전자일용품수리

机动车, 电子产品和日用产品修理业

27.6

0.0
0.0

자료: WIND 데이터(검색일: 2019. 9.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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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련 다각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업종은 전신방송위성서비스, 항공운수
업, 자동차제조, 수상운수, 석탄채굴, 석유코크스핵연료가공, 철도·선박·항공
설비제조 등이다.

5. 소결
가. 중국기업 다각화 방식의 전환점
중국기업의 다각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다각화 수준이 최근 들어
대체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 중 어느 기업이 더 많
이 다각화 하고 있는가는 시점에 따라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발견
한 내용을 [표 2-5]로 정리했다.

표 2-5. 중국기업 다각화 방식의 시점별 변화
구분
다각화 수준

본업
’09~’11前

’09~’11前

비관련 다각화

국유 > 비국유

비국유 > 국유

비국유 > 국유

국유 > 비국유

-

’09~’11後
다각화 이윤

관련 다각화

국유 > 비국유
비국유>국유

’09~’11後

비국유 > 국유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먼저 관련 다각화에 있어서 2011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국유기업이, 그
후에는 비국유기업이 더 많은 다각화를 하고 있다. 반면 비관련 다각화의 경우
반대로 2011년 전에 비국유기업이, 그 후에는 국유기업이 더 많은 다각화를 하
고 있다. 다각화에 따른 성과를 이익 측면에서 살펴보면 거의 모든 시점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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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유기업이 국유기업보다 본업에서 높은 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
련 다각화의 경우 2009년을 기점으로 국유기업이 비국유기업을 앞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유기업들은 비국유기업에 비해 다각화 수준이 높지 않아야 한다. 엄밀한 의
미에서 국유기업은 설립 목적에 따라 전문화를 해야지 다각화를 하면 안 된다.
어느 특정 업종에서 공익 또는 정책적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부 지분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국유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
제로 전환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국유기업들이 본업을 벗어나서 다각화를 추구
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각화를 추진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유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다른 방편으로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를 추구하기도 했다. 즉 국유기업의 다각
화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2009~11년 이후 국유기업들이 관련 다각화에서 벗어나 비관련
다각화를 추구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비관련 다각화의 결과 오히려 충
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2009~11년이 어떤 시점
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의 후반기인 이 시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대대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펼쳐지던 3년간이다. 2000년대 내내 고질적인 경
기과열을 걱정하던 중국은 2008년 올림픽 이후 경기를 식히기 위한 준비작업
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기를 급속도로 냉각
시킬 위험이 있었다. 경기 안정화를 위해 오히려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필요
하게 된 것이다. 특히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 중국은 5년간 계획된 투자를 3년
안에 집행하는 경기부양 정책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애
초에 ‘바오바(保八)’라는 이름으로 성장률 8%대 방어가 목표였던 중국 거시당
국은 2011년까지 9%가 넘는 성장률을 시현했다.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경
착륙을 피했지만 경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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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거시적 경기부양에 몰두한 정책은 미시적 기업 차원에서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손쉬운 자금 공급과 건설 프
로젝트 발주에 국유기업들이 집중적인 수혜자가 되었다. 민영기업은 국유기업
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38%p 높은 대출이자율을 지불
해야 했다.14) 금융자금의 형평성 있는 배분을 통해 민간부문을 육성한다는 개
혁과제는 미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3년간 국유기업 중심의 투자 파티가 끝난 후 2012년부터 중국은 7%
대로 성장률이 하락했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성장률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이
와 함께 국유·비국유기업 모두 다각화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 비국유기업의 경
우 거의 줄곧 하락세를 보였고 국유기업은 2009~11년 경기부양 과정에서 다각
화가 정점을 기록한 후 2015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2년 말에 취임한 시진핑 지도부는 경기부양과 구조조정 사이에서 줄타
기를 하면서 급격한 경기하락도 막고 경제 체질 개선도 도모하는 어려운 과제
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시진핑 지도부의 기업 정책은 국유기업에 대한 과감
한 개혁을 포기했다는 의미에서 놀라운 것이었다. 2013년 3중 전회에서 밝힌
개혁 방안에 따르면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혼합소유제”가 기업정책의 근간
이 될 것인데, 이는 국유기업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고, 도리어 국유기업의 소유
권과 시장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조치였다. 본 연구가 관찰한 자료에서 국유기
업이 한동안 비관련 부문으로 다각화를 했던 현상의 배경에 바로 이러한 기업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유기업의 비관련 다각화에서 비국유기업보다 낮은 이익이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비국유기업에 더 활발한 다각화를 하도록 사회
적 자원이 주어진다면 전반적인 경제적 효율성은 더 제고될 것이고 오히려 이
것이 중국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14) 財經(2019b. 7. 22), ｢A股市场离好资本市场有多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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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떤 업종에서 어떤 업종으로 다각화가 이루어지는가?
어떤 업종에서 어떤 업종으로 다각화가 이루어지는가? 이에 대해 본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표 2-6]을 정리했다. 다각화를 많이 하는 기업은 고수익 서비스
업 및 첨단산업과 저부가가치 전통산업이었다. 반면 다각화를 많이 하지 않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저수익 업종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서 다각화를 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반된 설명이 가능하다.
고수익 서비스업과 첨단산업은 다각화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이 있어서 다
각화를 한다. 반면 저부가가치 업종은 생존을 위해서 다각화를 한다. 언뜻 모순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설명은 실은 기업 다각화에 대한 주류 경제·경영학
계의 두 갈래의 설명과 일치한다. 즉 기업의 다각화 혹은 기업집단의 형성은 한
편으로 부족한 자원과 이익을 채우려는 결핍을 그 동기로 한다. 또 다른 한편으
로 이미 성공한 기업은 내부 자원이 풍부하므로 자연스럽게 그것을 활용하려
하는 잉여를 그 동기로 한다는 설명이 공존하고 있다. 즉 다각화 패턴은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중국처럼 여러 유형의 경제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복잡한 나라
라면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표 2-6. 업종별 다각화 패턴
다각화를 많이 하는 기업

다각화를 많이 하지 않는 기업

고수익 서비스업
첨단 산업

저수익 업종

저부가가치 전통산업
자료: 본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어떤 업종으로 다각화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두 가지 답을 찾을 수 있다. 수
익이 나는 업종과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이 그것이다. 먼저 IT 기술이나 의약,
특수 서비스업은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부문이기에 다각화의 대상이 된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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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 이와 반대로 도소매나 방직, 석탄은
수익은 높지 않지만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이다. 저임금 노동 활용 기회가 큰 서
부 지역에서 특히 그렇다. 성장성은 없지만 계속 이익을 벌어들이는 현금 암소
(cash cow)를 갖고 있는 화학설비를 갖춘 기업이라면 섬유, 방직 등은 진입장
벽이 없는 업종이다. 수익형 업종과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 중 빈도 수로 관찰되
는 다각화의 주류는 단연 진입장벽이 낮은 쪽이다.
이윤이 높으면서도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
산업이다. 부동산업은 한편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업종이다. 토지자산의 희소성으로 항상 초과이윤의 유혹
이 도사리고 정경유착과 부패가 싹트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법적으로 토지가
국유인 상황에서 토지사용권의 획득은 그 자체로 손쉬운 이윤을 보장해준다.
매년 1%가량 도시화가 진행되는 중국에서는 매년 약 1,400만 명의 주거 수요
가 발생하는데 이는 자연스레 부동산 업계에 이윤을 가져다주는 황금 알을 낳
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이 깊은 주택건설과 토목건
설은 다각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당연히 최고로 인기 있는 업종이다. 심지
어 부동산업을 굳이 외면하는 화웨이 같은 기술기업이 화제가 될 정도이다.

그림 2-6. 다각화 대상 업종

낮은 진입장벽

고수익

IT관련
의약
특수서비스

부
동
산

도소매
방직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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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각화와 경쟁력: 무거운 접근과 가벼운 접근
다각화와 경쟁력의 관계를 기업경쟁력과 산업경쟁력으로 나눠서 살펴 보
기로 하자. 기업 다각화의 증감(增減)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추구한 결과이다.
즉 자신의 생존과 이윤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을 선택한 결과이다. 기업들의 이
러한 미시적 동기와 행위가 그 나라의 산업경쟁력이라는 거시적 차원으로 발
현된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경쟁력의 추구가 반드시 산업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중국에서 부동산이 소위 돈 되는 업종이므
로 많은 기업들이 부동산으로 다각화를 하면서 기업경쟁력을 도모하지만, 그렇
다고 중국 부동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
렵다. 부동산업은 일종의 지대추구(rent-seeking) 업종의 성격을 지니며 게다
가 비교역재(non-tradable goods)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유기업에게
진입장벽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빈번히 다각화의 대상이 되는 도소매·방직·석
탄 등의 업종도 기업의 이윤 창출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산업경쟁력에 기여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논의의 초점을 ‘어느 업종으로 다각화가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에서 누가 다
각화 하는가?’의 문제로 바꾸어 보면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표 2-6]에
정리했듯이 중국에서 다각화를 가장 많이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은 고수익 서비
스업과 첨단기술 분야 기업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핵심 영역에 집중하는 실리
콘 밸리의 첨단기술 기업들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리카이푸(2018)15)는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의 스타트업
(start-up) 기업을 비교하면서 중국의 기업들이 “무거운 접근”을 하고 있는 반
면 미국의 기업들은 “가벼운 접근”을 선호한다고 분석한다. 무거운 접근이란

15) 리카이푸(2018),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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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플랫폼을 개발한 후 그것과 관련되는 온갖 연관 산업을 함께 묶어서 큰 매
출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기업전략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가
벼운 접근이란 가장 경쟁력 있는 핵심 플랫폼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하고 연관
산업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태도이다. 리카이푸는 디엔핑(点評), 옐프
(Yelp), 디디추싱, 우버 등 IT 산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중국기업의
무거운 접근법이 궁극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더 강한 경쟁력을 갖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리카이푸의 이러한 논의를 차용하여 다각화와 연관시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무거운 접근이란 곧 진입장벽이 낮은 저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다각화를 의미한다. 식당 후기 모음 웹사이트였던 디엔핑은
음식 주문과 배달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스쿠터 배달원까지 채용하고 관리해야
했다. 차량공유 서비스였던 디디추싱은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소에까지 손을 뻗
쳐서 운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했다.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의 양태는 대부분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기꺼이 손을 뻗는 무거운 접근법에 기초해 있다.
이렇게 보면 낮은 진입장벽 혹은 사양산업으로의 비관련 다각화가 반드시
산업경쟁력의 저하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우리 삶에 반드시 필
요한 너저분한 일을 기꺼이 비즈니스 모델에 포함시키는 첨단 기업의 다각화는
무거운 접근법을 추구하는 중국기업의 노력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노
력을 통해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융합의 시대에 기
업경쟁력을 넘어 융합적 산업경쟁력을 낳을 수도 있다.
물론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무거운 접근이 내포한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이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가벼운 접근을 택하는 이유는
미국 엔지니어들의 문화가 번잡한 것을 싫어하는 이른바 쿨(cool)하고 댄디
(dandy)한 성향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 나타난 중국기업의 다각화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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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경영진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핵심 경쟁력을 창출하는 데 마이너스 요
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 화웨이의 행보에 부정과 긍정이 엇갈린 평가를 내리게 된
다. 화웨이는 미국의 기술 관련 제재 속에서 통신장비 및 모바일 통신기기에 핵
심적으로 사용되는 칩(Chip)과 OS라는 핵심역량의 자립을 위해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다.16) 화웨이에 대한 기술제재가 없었더라도 핵심적인 기술에 있
어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화웨이는 중국
기업 중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난
다른 한편으로는 둥관시(東莞市)에서 무료로 불하 받은 거대한 토지에 유럽풍
사옥을 수십 채나 짓고 있다.17) 로마풍, 베니스풍, 런던풍 등 온갖 명소로 치장
한 이 캠퍼스를 통해 화웨이는 부동산 개발업으로 다각화를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직접 사용하고 있으니 부동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둥
관시에서 화웨이에 대규모 토지를 무료로 불하해 주고 테마 파크처럼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게 해 준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도시 미관 제고, 고용 창출, 도시
이미지 상승과 같은 복합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화웨이는 둥관시 캠퍼스를 건
설함으로서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둥관시의 복잡한 기대를 저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결탁한 전형적인 다각화 사례인데, 이것이
과연 화웨이의 핵심 역량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16) 梦网荣信科技集团 연구개발 담당자 인터뷰(2019. 10. 5, 중국 선전).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한 이 담당
자는 화웨이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한 바 있다.
17) 둥관 현지 시찰(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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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중국 혁신주체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특허 승인도 따라 증가하고 있
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년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보고서에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18) 특허 출원
을 많이 받은 상위 20개국 특허기관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를 살펴보자. 우선
중국지식재산관리국(CNIPA)은 2018년 한 해에만 5만 5,211건의 PCT 특허
출원 신청을 받았다. 5만 5,330건의 특허 출원 신청을 받은 미국 특허청
(USPTO)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많은 수이다. PCT 특허 출원을 한 혁신주체
들을 보면 중국 소재(residing in China) 혁신주체의 PCT 특허 출원 신청 건
수는 5만 3,345건으로 5만 6,142건의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16년
까지만 해도 일본 거주 혁신주체의 PCT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2위였는데 중
국 혁신주체들의 특허 출원 활동이 이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중국기업들의 특허 출원이 두드러진다. 화웨이(Huawei)는 2018년 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기업으로 집계되었는데 2위인 미쓰비
시(Mitzsubishi)보다 2배 가까운 PCT 특허를 출원했다. [표 3-1]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많은 특허를 출원한 상위 50개 기업 순위
에 중국기업 8개가 포함되었다. 1978년에서 2018년까지 특허를 많이 출원한
기업 순위에 화웨이는 파나소닉(Panasonic)에 이어 2위에 올랐다.19)

18) PCT 국제출원 절차는 일반적인 특허 해외출원과는 달리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특허수리관청)
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 선택
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PCT절차를 통해 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국제조사와 국제공개 후 특허성 유무에 대한국
제예비심사를 거쳐서 지정국 국내단계에 들어감(PCT national phase entries)으로써 특허절차가
진행된다.
19) WIPO(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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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018년 특허 출원 세계 상위 50 기업(business entity) 내 중국기업

순위

2017년 대비

공개된 PCT 특허 출원 수

기업

순위 변화

2016

2017

2018

1

0

Huawei Tech. Co. LTD

3692

4024

5405

5

-3

ZTE Corporation

4123

2965

2080

7

0

BOE Tech. Group Co. LTD.

1673

1818

1813

17

23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 CORP., LTD.

80

474

1042

28

4

TENCENT TECH. (Shenzhen) CO. LTD.

172

560

661

29

56

SZ DJI TECHNOLOGY CO., LTD

197

241

656

39

-22

Shenzhen CSOTCO., LTD

1163

972

463

49

19

WUHAN CSOT CO., LTD

86

290

395

자료: WIPO(2019), p. 35.

중국의 혁신주체들의 혁신 역량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2015년 발표된
‘중국제조 2025’ 계획에서는 규모 이상 제조업체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
을 2020년 1.26%, 2025년 1.68%로 끌어올리고 규모 이상 제조업체 매출 1억
위안 당 발명특허 수를 2020년 0.7건, 2025년 1.1건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제 기업들은 많은 R&D 비용을 지출하며 새로운
혁신성과를 창출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렇게 혁신 노력을 기울이는 궁극적 목
표는 ‘중국제조 2025’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제
고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세계 제조업 제3위 그룹인 영국, 프랑스,
한국 등의 국가를 넘어 제2위 그룹인 독일과 일본 수준에 근접하려고 노력 중
이다. 물론 제1위 그룹인 미국의 제조업 산업경쟁력에 다가서는 것은 장기적
목표(2045년)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제조업 품질경쟁력, 제조업 부가가치 증
가율을 목표 수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같은 경우는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년) 중 연평균 7.5% 증가, 14차 5개년 계획 기
간(2021~25년) 중 6.5%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목표 설정과 실제 달성은 세계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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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특히 Wubbeke et al.(2016) 보고서는 GDP에서의 제조업 비중과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을 근거로 중국의 제조업 산업경쟁력 제고 노력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독일, 체코, 헝가리, 아일
랜드 등도 중국의 영향권에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특히 스마트제조를 집중 육
성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로봇, 인공지능, 정밀기계, 자율주행 등 분야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복
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정부는 기술 패러다임의 변
화를 이용해서 도약식 산업 추격을 이루어내겠다는 국가전략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혁신주체들의 혁신 역량의 증대와 산업경쟁력의 제고를 위
한 중국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특허 출원
현상을 분석하고 중국 혁신주체들의 특허자산 활용이 산업경쟁력 제고로 연결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중국은 혁신주체들의 내부적인 특허 출원 획득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특허 출원 증가 현상과 산업경쟁력의 강화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약할 수 있다. 이 점을 검토한 후 중국이 실제 많은 특허를 생산하
면서 세계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는 ICT 산업분야의 기업 중
WIPO 특허 출원 부문에서 10대 기업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특허를 분석해
서 이 기업들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진단한다. 2절에서는 중
국 국내 출원 특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3절에서는 중국 혁신주체의
해외 출원 특허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4절에서는 본장의 내용을 간략
히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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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혁신주체의 특허 출원 보유 증가와 산업경쟁력
가. 중국 특허 출원 증가 현상과 산업경쟁력
중국의 산업경쟁력은 혁신주체들의 혁신 역량이 제고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강해지고 있다. Atkinson and Foote(2019)에 따르면 중국의 혁신 역량은 지
속적인 발전도상에 있으며 몇몇 분야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라이센스
를 통해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단계를 넘어 중
국 스스로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
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 혁신주체들의 이러한 성과가 두드러지는 일례로 화
웨이, 샤오미, 오포 등 중국의 3대 스마트폰 업체는 세계시장의 32%를 점유하
고 있다.20) 이는 미국의 애플(18.2%)과 한국의 삼성(18.6%)과 비교해 볼 때
큰 비중이다.
또한 BOE의 허페이 LCD 공장은 고도로 자동화된 공장을 운영하며 10.5G
세계 최대의 대규격 LCD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상용항
공(COMAC)은 190인승 C919의 시험비행에 성공했으며 생산을 시작하고 있
다. 이 여객기는 2021년 인도되어 정식노선에 투입된다. 중국상용항공은
78~95인승의 국산 민간여객기인 ARJ21을 생산해서 2019년 7월부터 정식노
선에 투입하고 있다. 다장(DJI)은 세계 제1의 드론 생산업체로 세계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화학, 섬유, 가전 등 분야에서도 중국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세계시장으로 적극적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혁신
의 주체가 어떤 국적인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국적의 혁신주체
가 혁신 성과를 전유하는가이다. 이는 어떤 국가의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산업경쟁
20) 2009년 4/4분기부터 2018년 4/4분기까지 집계한 통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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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이미 여러 영역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허로 관찰할 수 있는 중국 혁신주체들의 혁신역량 성장과 중국
의 산업경쟁력 제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중국의 특허 출원 증가 현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특
허 현상을 분석한 Kashcheeva, Wunsch-vincent, and Zhou(2014)에 따
르면 중국의 혁신주체들은 특히 최근 들어 매우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특허 출
원과 취득을 하고 있으며 중국 특허당국에 출원된 특허도 거주자 비율이 비거
주자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특허당국에 등록된 해외 소재 혁
신주체들이 가진 특허군과 중국 혁신주체들이 보유한 특허군이 모두 빠르게 증
가하는데, 중국과 관련된 건수들의 증가율은 매우 높다. 하지만 중국 국내에 출
원된 특허는 상당수가 실용신안(utility model) 특허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중국의 국내 특허 출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는 혁신주
체는 몇몇 기업이나 기관에 편중되어 있다.21)
Santacreu and Zhu(2018)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에서 특허 출원 증가가
매우 두드러져 보이나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의 특허 출원과 다른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첫째, PCT 국제출원의 경우 특허 승인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
해 낮다. 2000~16년 통계를 종합해 볼 때 승인 성공률은 23.44%로 43.5%의
독일이나 44.93%의 미국보다 낮다. 둘째, 중국의 특허 출원은 대부분 발명특
허(19.3%)보다는 실용신안 특허에 치중해 있어서 혁신성이 비교적 낮다. 셋째,
중국의 특허 출원 단위는 대부분 국내 특허 출원에 집중하고 외국에서 특허를
출원·획득하지 않고 있다. 2016년의 경우 국내 출원 특허 중 4.17%만이 외국
에 특허 출원을 했다. 또한 중국 내에서 승인 받은 특허 중 6.31%만이 외국에
서 특허를 획득했다. 이는 미국이 국내에서 획득한 특허 중 48.1%가 외국에서
도 특허를 획득한 것에 비해 차이가 크다. 즉 중국의 특허 출원과 획득 활동은
양적인 수준에서는 세계 수위의 자리를 다투고 있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21) Kroll(2011); Eberhardt, Helmers, and Yu(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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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3-1]은 PCT 출원으로 국내단계에 진입한 특허 출원 건수를 제외하고
미국, 중국, EU, 일본의 특허 당국에 직접 출원 접수된 특허 건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다른 국가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특허 출
원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건수는 다른 국가를 압도한다. 특허
를 출원한 혁신주체의 소재지를 따라 구분해 보면 2017년 기준 중국에 직접 특
허 출원한 건수 중 95.68%가 중국 소재 혁신주체의 출원이었고 비거주 혁신주
체의 중국 직접 특허 출원은 4.31%에 그쳤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42.36%가
미국에 소재지를 두지 않은 비거주 혁신주체들의 특허 출원이었고 EU는
41.21%가 비거주 혁신주체들의 특허 출원이었다.

그림 3-1. 각국의 특허당국별 직접 특허 출원 접수 건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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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PO data center(검색일: 2019. 7. 29).

이러한 수치는 중국의 특허 출원이 특허활동의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다른
경제를 압도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국 내수시장의 크기가 아직
미국보다 작고 일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중국 혁신주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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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과를 시장에서 전유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허 출
원 동기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중국 내 특허활동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중
국 내부 시장경쟁의 격화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림3-2]는 PCT 절차를 통해 예비심사를 거쳐 해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
입에 집계된 특허 건수를 혁신주체의 소재지에 따라 구분한 건수를 보여준다.
2017년 기준 미국의 19만 1,532건에 비해 중국 소재 혁신주체들이 PCT 절차
를 통해 심사를 통과해 해외국에 특허를 출원한 건수는 3만 6,349건으로 많지
않다. 일본과 독일을 밑도는 수준이며 한국보다 다소 많은 정도이다.
이러한 양상은 PCT 절차를 통해 승인된 특허를 출원한 혁신주체의 소재지
별 구분을 통해 보면 더 잘 드러난다. [그림 3-3]을 보면 PCT 승인특허 중 중국
소재 혁신주체가 출원한 특허의 승인 건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2017년 기준
미국 10만 979건에 비해 1만 7,390건으로 1/5에 미치지 못한다.

그림 3-2. PCT 국내단계 진입 특허 출원 혁신주체 소재지별 구분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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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PO data center(검색일: 201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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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PCT 승인 특허 혁신주체 소재지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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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PO data center(검색일: 2019. 7. 29).

그렇다면 중국에서 이러한 불균형한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은 무엇일까? 이
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Santacreu and Zhu(2018)는 중국 혁신
주체들의 내부적 특허 출원 획득 동기가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나. 지방정부 주도의 특허 출원 증가
중국 국내 특허 출원은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대 초반부
터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9년 세계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
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많은 기존 연구들이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기존 연구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 국내
R&D 지출이 늘어나면서 R&D 활동이 특허 생산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Motohashi(2008)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과 연계된 고등교육 기관의 특
허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Hu and Jefferson(2009)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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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R&D와 특허 출원과 취득에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혁
신주체 중심의 특허제도 개정을 통해 특허 출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Zhang
(2010) 또한 중국 국내 특허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통해 R&D 지출을 통
한 활동의 증가가 특허 출원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의 R&D 활동의 증가와 특허 출원의 증가는 중국 내
부적인 혁신시스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22) WTO 가입을 위해 중국 당국은
중국의 국가 소유 중심의 산업시스템을 현대적인 형태로 개혁했다. 기존 소련
의 계획경제시스템에서 공장과 R&D 단위가 위계적인 형태로 성립하고 자원
배분이 중앙의 계획에 따라 산업부문별 예산배분에 의해 결정되던 시스템을 개
혁한 것이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이루어진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체제전환 역시 중
요하다. 이 당시 1,200여 개의 정부산하 연구기관 대부분이 체제를 바꾸었는
데 300여 개는 기업 등 다른 기관에 편입되었고, 600여 개는 공공기관이 아닌
영리법인으로 전환했다. 일부분은 대학에 편입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보조금
을 줄이며 R&D 수행기구가 기업 등 시장에서 스스로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R&D 활동을 지속하도록 했다. 개혁의 본질은 R&D 활동이 계획경제 당국의
지시와 수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 시장수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혁신주체들의 동기구조를 바꾼 것이다. R&D프로젝트의 수주도 실적 기반
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혁신주체들이 특허 창출을 실적으로 강조할 동기가 커
지게 되었다.

22) Gu and Lundval(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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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개혁개방 시기 중국 내 R&D 지출
(단위: 10억 RMB, %)

구분

1987

1990

1995

2000

중국 국내 R&D 지출

6.74

12.54

34.87

89.57

기업 지출 비중 (%)

29.3

n.a.

43.7

60.0

독립 R&D 기관 지출 비중 (%)

54.7

n.a.

42.1

28.8

대학 지출 비중 (%)

15.9

n.a.

12.1

8.6

자료: Gu and Lundval(2006), p. 16.

이러한 양상은 중국이 혁신형 국가로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또 다른 동기구조가 강화되면서 더욱 심화된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기업
들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 직면했고 기술격차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국
면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지도부는 2005년 10월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
획강요2006~2020(國家中長期科學技術發展計劃綱要)」를 추진해나갈 것을 천
명하고 2,000여 명에 달하는 산학연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006년 2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은 안을 완성한다. 이 계획에서는 자주적 혁신(自主創
新)을 강조했다.23) 중국은 국내의 R&D 기관의 역량을 높이고 이들의 과학기
술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만이 중
국 국내기업이 독자적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충분한 기술 역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94년 세제개혁과 WTO 가입 후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한 중
앙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2006~10)」, 「12차 5개년 계획(2011~15)」을 통해
정부조달, 연구개발비용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지원을 추진했다.
이러한 중국 중앙지도부의 계획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
면서 중국의 R&D활동과 특허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Gu, Serger, and
Lundval(2016)은 중국 혁신시스템이 지방정부 중심의 R&D 지출 증가를 특
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3-4]를 보면 더욱 명

23) 은종학(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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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해진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재정지출이 더욱 빠르게 증가했
다. 2017년 기준을 지방정부가 지출하는 과학기술재정지출은 2001년에 비해
약 20배가량 증가했다. 2006년을 지나며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재정지출 비중
이 확연히 높아지고 2013년을 지나면서 시진핑 정부에서는 한층 더 비중이 높
아졌다.

그림 3-4. 과학기술 재정 지출 중 중앙정부 지출과 지방정부 지출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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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全國科技經費投入統計報告, http://www.stats.gov.cn/tjsj/tjgb/rdpcgb/qgkjjftrtjgb/(검색일: 2019. 7. 30)

지방정부의 R&D 지출 증가와 함께 지방 소재 혁신주체들의 특허활동도 급
증했다. Li(2012)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특허 창출 노력이 혁신주체들의 동
기구조에 영향을 미친 기제를 잘 보여주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중국 지방정부
의 제도적 특허활동 장려제도, 즉 R&D 보조금, 세금감면 등 다양한 제도적 변
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중국의 특허 출원 증가 현상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장 결정적으로 중국 혁신주체들의 미국특허청, EU특허청(EPO)에
대한 특허 출원 급증과 지역별 특허 출원 불균형 현상의 확대와 같은 현상은 오
직 지방정부의 특허활동 장려제도라는 요인을 통해서만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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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1999년 상하이 지방정부가 가장 먼저 특허 신청, 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기 시작했고, 2000년
베이징, 광둥, 톈진, 장쑤, 충칭 지방정부가 따라서 기금을 조성해서 비슷한 제
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표 3-3. 2008년까지 집계한 성 단위 지방정부의 특허보조금 제도 운영 정보
연도

지방정부

누적

1999

상하이

1

2000

베이징, 톈진, 광둥, 장수, 충칭

6

2001

저장, 헤이룽장, 광시, 하이난, 쓰촨, 샨시

12

2002

푸지엔, 쟝시, 허난, 궤이저우, 네이멍구, 신장

18

2003

산시, 안훼이, 산동, 윈난, 티벳

23

2004

지린, 후난

25

2005

허베이, 칭하이

27

2006

랴오닝

28

2007

닝샤

29

자료: Li(2012), p. 248.

각 지방정부가 운영한 기금의 규모와 보조금의 수준은 지방정부의 재정 여
력에 따라 달랐지만 지방정부들은 이러한 기금을 경쟁적으로 조성해서 운영하
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상하이는 처음 100만 RMB의 기금을 운영한 반면 충
칭은 20만 RMB 정도의 기금을 운영했다. 이러한 기금은 지방정부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업 혹은 거주 개인에게 보조금을 주었으며 기업과 개인을 차별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특허의 해외출원에 대한 보조금이 공통적으로
컸다.24) 이러한 보조금은 기술 영역이나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건 단위로 지급
24) 2003년 톈진의 경우를 보면 해외출원의 경우 2,000RMB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중국 내 출원
은 800RMB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상하이의 경우 승인된 해외특허는 3만 RMB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허 보조기금이 더 낮은 단계의 지방정부에서도 운영되었는데
선전시 같은 경우 미국특허청, EU특허청(EPO)에서 승인된 해외특허에 대해서 5만 RMB에 달하는 보
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L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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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따라서 중국 내 혁신주체들의 특허활동 동기는 크게 높아졌다. 한 번
특허활동을 시작하게 되자 특허의 출원과 승인절차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었고
이러한 지식이 확산되고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특허 역량이 향상되었
다. Li(2012)에 의하면 이러한 지방정부의 제도적 변화 이후 해외특허 출원의
승인률이 높아졌으며 특허의 질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 주도의 특허활동에 대해 정치적 동기기제가 있었다고 분석
한 연구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정부는 주도적으로 R&D 지출을
늘리고 특허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해 관할지역 혁신주체들의 혁신 역량을
제고시켰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의 배경에는 지방정부 지도자 간에 정치적
승진을 놓고 벌인 경쟁심리가 배후에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Lei, Sun,
and Wright(2012)는 1986년에서 2007년까지 중국 국내 특허 출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동기를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정치 지도
자들은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고 이 기간 내 관할지역의 혁신 성과가 개인의
평가지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허활동을 장려할 동기가 있다. 이
러한 중국 정치 지도자의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에 관해서는 명
확한 문서가 남아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 및 일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행정 단위에서 매년 특허 출원 할당량을 조기
달성했다고 선전하는 공고문이 게시되거나 일부 행정단위의 관할 시로 평가방
침 하달 문건이 공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ei, Sun, and Wright(2012)는
주로 지방정부 온라인 뉴스란에 이러한 소식이 공개된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보통은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다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중국에서
특허 출원에 관한 할당과 목표가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Lei, Sun, and Wright(2012)는 또한 특허 출원이 계절적 추세를 보임을 제
시하고 있다. 1985년 중국의 특허법이 제정된 이후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의 데이터를 보면 12월은 일관되게 특허 출원이 다른 달보다 많은 현상을 보였
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특허 출원 할당 평가가 1월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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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실제로 2011년 11월 25일 광시장족 자치구의 문건에서 1월 시점으로
관할 도시들의 특허 출원 상황을 평가한다는 방침이 하달되고 있다. Lei, Sun,
and Wright(2012)는 이러한 이유에서 할당을 채우고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12월에는 기존 특허를 나누어 ‘작은’ 특허로 쪼개어 출원하는 양상이나
다른 지역의 특허발명자와 연계해서 공동특허 형식으로 특허를 양적으로 늘리
는 양상이 혁신주체들에게서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12월의 특허가 다른 달의
특허보다 인용이 적거나 질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상기 이유에서
특허 수의 증가가 관찰된다는 것이다. Lei, Sun, and Wright(2012)의 분석은
2007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으며 [그림 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최근 월별 중국 내 발명특허 출원 건수 현황
(단위: 건)
450,000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2011.01

2012.01

2013.01

2014.01

2015.01

2016.01

2017.01

2018.01

자료: 중국지식산권관리국(CNIPA) 데이터 센터(검색일: 2019. 7. 31).

[그림 3-5]에서 관찰되듯이 12월에 일정하게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1월에
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패턴은 2016년 8월만을 제외하고 최근 여
러 해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났다. 2016년은 8월의 특허 출원 건수가 상대적으
로 많아서 2017년 1월의 출원이 특히 적었다. 2018년과 2019년 특허 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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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출원 후 공개되지 않은 특허 비중이 많을 것을 고려해서 분석에 포함시키
지 않았다. 중국의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 후 공개할 수 있다. 추세를 볼 때
출원 특허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국 혁신주체들의 동기기제가 아직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 등을 통해 확보한 세수를 통해 관계된 은행 혹
은 국유기업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고 이들은 지방정부의 특허와 같은 할당 목
표지표 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업과 산업에 더 중점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동기
를 가지게 된다. 대학과 연구기관도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R&D 프로젝트 기금
의 수혜를 입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특허활동을 전개할 동기가 생기게 된다. 이
러한 기제를 통해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 혁신주체들이 특허 창출을 통해 혁신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 중국 특허법 개정과 외자기업, 중국기업의 특허활동
기존 연구들은 중국 국내 특허 출원 증가 현상의 이면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외자기업들의 특허활동 증가와 이러한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한 중
국 국내기업의 특허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Motohashi(2008)는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기업의 비거주자 특허 출원이
중국 국내 특허 출원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Hu
and Jefferson(2009)은 특허제도 개정을 통해 특허 출원이 증가했다고 설명
한다. Zhang(2010)은 2000년 이루어진 특허법 2차 개정과 외자기업의 특허
활동이 중국 내 특허 출원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루어진 중국 특허법 2차 개정은 매우 중요하다. 은종학
(2012)을 보면 중국 특허법 개정의 의미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 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은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내부적으로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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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것을 요구받았고, 특허법 개정안을 2000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
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 관련 제품의 판매를 하는 것뿐 아니라 판매를 제
의하는 행위까지 특허 침해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특허에 대한 보호 수위를 높였
다. 또한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특허권자의 이익 손실뿐 아니라 침해자
에 의해 비합법적으로 얻어진 이득과 계약 라이센스에 의한 사용료까지 포함하
는 포괄적인 것의 배수로 계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특허권자에 의한 특허 침
해 소송 이전에 잠재적인 특허 침해행위에 대해 법원명령에 의해 예비적 금지
명령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종속특허의 강제실시권을 이전보다 더 엄격
한 상황으로 제한하였다.
중국의 특허법이 국제적 수준에 맞춘 특허의 보호와 이에 대한 집행을 약속
하게 됨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외자기업은 특허를 통한 기술 전유가 더욱 용이
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 개정된 특허법은 외자기업과 해외 중국기업들을 위
해 특허 신청절차를 간소화 했다. 외국 소재 혁신주체가 중국에 특허를 신청할
때 제3국에서 특허 심사 시 획득한 문서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
다. 또한 중국 혁신주체가 해외 특허 신청 시 관계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특허 출원의 문턱을 낮춰 혁신주체들이 더
욱 자유롭게 특허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중국의 혁신시스템이 공개된 정
보를 통해 지식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유동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도
록 도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의 WTO 가입 이후부터 외자기업의 중국 특허 출원이
많이 증가했다. Hu and Jefferson(2009)은 1999년부터 유의미하게 외자기
업들의 특허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실증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에서
흥미로운 것은 동종 산업의 경우 외자기업의 R&D 활동과 특허활동의 상관관
계가 크지 않았던 반면 중국기업은 R&D 활동과 특허활동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외자기업의 경우 본사가 소재해 있는 국가에서 얻어낸 혁신
성과를 중국에 도입하거나 응용과 개발을 통해 현지화한 결과를 중국에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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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활동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다국적기업의 중국지사는 필요에
따라 본사의 특허를 중국에서 출원해서 활용하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초기에
는 직접 R&D 활동을 통해 특허 출원으로 연결하는 중국기업에 비해 R&D와
특허 출원의 상관관계가 낮았다. [그림 3-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초기부터 중반까지 중국에서 승인된 특허는 외국 혁신주체의 것이
더 많았다. 2002년의 경우 중국 소재 혁신주체에게 승인된 특허 건수는 5,868
건이었고 외국 혁신주체에게 승인된 것은 1만 5,389건으로 3배에 가까운 것이
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00년대 초반 중국의 혁신을 분석한 연구 논문은 중국
의 중요한 혁신이 대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응용연구와 개발연구 비중이 높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림 3-6. 특허 출원 주체 소재지 구분에 따른 중국 특허 승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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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PO data center(검색일: 2019. 8. 2).

외자기업 중에서도 특히 일본계 기업의 특허 출원이 많이 이루어졌다. 일본
은 선진적인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고 일찍부터 특허를 통한 기술의 전유에
익숙한 혁신주체들이 발전해왔다.25) WTO 가입 이후 개방 폭을 넓힌 중국시
25) Motohashi(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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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도 특허를 선점함으로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노력을 일찍부
터 시작했다. [그림 3-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외국 소재
중국 특허 출원 혁신주체들의 특허활동은 일본이 가장 많다. 일본은 해외 소재
특허 출원 승인 중 30% 이상을 점유해왔으며 2008년의 경우는 46.69%를 차
지한 바 있다. 뒤를 이어 미국과 독일 소재 혁신주체들이 중국에서 많은 특허를
승인받았고 한국도 많은 특허를 중국에서 받아 활용하고 있다.

그림 3-7. 외국 소재 혁신주체 출원 중국 승인 특허 중 주요국 비중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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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PO data center(검색일: 2019. 8. 2).

2000년대 초중반에는 중국에서의 특허활동이 해외 혁신주체 특히 외자기업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특허활동은 중국 내에서 혁신을 확산시키고
중국 혁신주체들의 특허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 일종의 특허의 스필오
버(spillover) 효과가 나타났다. Hu and Jefferson(2009)의 분석에 따르면 외
자 비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특허 출원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 혁신
주체들이 외자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특허활동을 활발히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외자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기업과 협력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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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술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특허로 나타났다. 외자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산업분야는 중국으로서는 시장수요가 빠르게 성장해서 가장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이므로 특허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이러한 중국 특허활동의 증가가 중국 혁
신주체의 역량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한다.26)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혁신주체들의 혁신 역량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
이 늘어나고 있다.27) 중국시장에서의 혁신경쟁은 2006년의 자주혁신 전략과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3-6]을 보면 중국
혁신주체들의 특허활동 증가를 관찰할 수 있다. 2001년 기준 중국 소재 혁신
주체가 승인 받은 특허 수와 해외 소재 혁신주체가 승인 받은 특허 수는 5,395건
대 1만 901건으로, 해외 소재 혁신주체들의 혁신 역량이 명백히 앞서 있었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017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크게 역
전되어 중국 소재 혁신주체들이 승인 받은 특허 수는 32만 6,970건으로 해외
소재 혁신주체가 중국에서 승인받은 특허 수 9만 3,174건에 비해 3배를 넘어
섰다. 특허활동으로 나타나는 중국 혁신주체들의 혁신 역량 강화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자국 혁신주체들의 혁신 역량 확보를 지원하는 제
도적 뒷받침이 있었다. 2008년 특허법 3차 개정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은종학
(2012)에 의하면 2000년 2차 특허법 개정의 주된 목적이 외자기업의 특허권
보호였다면, 2008년 3차 특허법 개정의 주된 목표는 특허 보호 강화와 혁신주
체들의 혁신 역량 강화였다. 특히 해외 혁신주체들이 더 수준 높은 기술을 중국
에서 먼저 공개하도록 신규성(novelty) 요건을 강화하였고 중국에서 완성한 발
명의 경우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출원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국시장의 전반적
인 기술 수준을 높이고 중국 혁신주체들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26) Shao(2011).
27) Atkinson and Foote(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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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대신 특허 공유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특허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주체들의 특허활동 동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으로 중국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자기업의 중국시장 접근을 제
한하는 제도도 같이 마련되었다. 예를 들면 2007년부터 초안이 마련된 「정부
조달법」에는 중국정부가 정부조달기금으로 발주하는 제품에는 자주적 혁신제
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금 승인이 취소된
다. 중국기업의 구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외자기업의 중국시장 접근 조건
으로 기술을 공개해야 하는 제도가 이 시기부터 정비되었다. 예를 들면 2009년
초안이 마련된 중국의 특허법 개정안에 의하면 중국의 표준 기술이 되기 위해
서 외자기업은 그 기술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했다. 기술이전을 법적
으로 강제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IT 산업에서 이러한 제도가 더욱 강력
하게 추진되었다. 국가안보 관련 정보인프라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공민이나
법인만이 시장진입이 가능하며 이러한 제품은 국가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술정보를 공개해야 했
다.28)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중국에 대한 외국 기술의 이전과 확산을 촉진시키
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외자기업은 중국시장 진입에 따른 이익과 기술 공개에
따른 위험 및 잠재적 손실을 비교해야 했다.
중국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기업은 외자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자체적인 기술 역량을 키워나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Gao(2014)는 중국기업이 외자기업과 협력을 통해 독자
적인 혁신 역량을 확보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국영기업 다
탕(Datang)은 2001년부터 지멘스(Siemens)와 협약을 맺고 3세대 이동통신
표준인 TD-SCDMA 기술을 공동개발하기 시작했다. TD-SCDMA는 외자기
업 중 오직 지멘스만이 관심이 있었고, 중국의 다른 기업이 에릭슨과 WCDMA
28) Ernst(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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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공동개발 중이었다. 하지만 다탕은 독자적인 통신표준 기술을 확보함으
로써 외자기업의 기술독점과 중국시장에서의 고가격정책을 방지하고 높은 로
열티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지멘스 이외에는 다른 외자기
업이 관심을 크게 갖지 않은 기술에 집중해서 중국 내 이동통신 기업들을 중심
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술표준을 공동개발하게 된다. 결국 지멘스와의 공
동개발을 통해 2006년 당시 TDD와 SCDMA 기술 관련 특허를 지멘스가 각각
21.6%, 21.2%를 가지게 되었고, 다탕은 12.2%, 15.2%를 확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탕은 표준특허의 출원과 확보에 노하우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러한
혁신 역량의 축적은 이후 4세대와 5세대 통신기술 표준 개발에 그대로 발휘된
다. 화웨이도 2003년부터 TDS-CDMA 기술개발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지멘
스와 계약을 맺고 공동연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외자기업과의 공동연구는 자연스럽게 중국기업으로 기술이
전과 기술확산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경로로 작동하였다. 단순한 특허의
인용 과정이 아니라 심도 깊은 공동개발 과정에서 지식이 생성되고 중국과 같
은 후발국의 혁신주체들은 선진국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시장
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일들은 여러 산업에서 이루어졌다. 고속철도, 발전설비
와 같은 산업에서 중국기업들은 외자기업과 협력하며 특허를 생산하고 혁신 역
량을 확보해서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다.
둘째, 중국기업들은 외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특허권과
기술을 확보해나갔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 서구의 경제가 그 성장동력을 잃으
면서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은 금융위기 속
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건실한 성장을 보였다. 특히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확
보한 외환을 전략적으로 관리했다. 4조 달러에 육박한 외환보유고는 중국기업
이 해외 유수의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자금으로 활용되었다. 즉 중국기업들이
자신들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외국기업에 투자해서 지분과 경영권을 확
보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적극 장려했는데 이를 ‘저우추취(走出去)’ 라 한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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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추취는 한 축으로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주를 이루었고, 해
외 브랜드를 인수·합병하는 사례도 많았지만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도 그
비중이 높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지리자동차는 2010년 중국은행과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스웨덴의 볼보(Volvo)를 인수해서 기술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인수합병 열기가 가장 컸던 2015년 싼이중공업은 중
신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독일의 푸츠마이스터(Putzmeister)을 인수·합병
하기도 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전략적인 행보이다. 2017년 중국 국영 화학
회사 중국화공그룹(ChemChina)은 스위스 종자회사 신젠타(Syngenta) 인수
를 완료해서 종자와 농약의 기술 소유권을 확보했다. 신젠타는 세계 곡물 유전
정보와 품종보호권(특허권)을 대량으로 보유한 기업이다. 기업 인수·합병을 통
해 중국은 혁신을 앞당길 시간을 확보하고 새로운 특허 생산을 위한 역량을 쌓
아나가고 있다.

표 3-4. 중국의 최근 해외 인수합병 추세
2014

2015

2016

2017

2018

해외 M&A(억 달러)

521

574

2,105

1,224

941

해외 M&A FDI의 비중(%)

42.3

39.4

107.3

77.3

72.5

자료: 강승호(2019. 8. 21), 중국 전문가포럼.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혁신을 외자기업이 주도하던 국면은 이제 중국기업
이 혁신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불과 10~15년이라는 짧은 기
간에 중국기업의 혁신능력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룬 것이다. 세계를 선도하던 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이 중국 혁신주체들의
수요에 부응해서 전수되었고, 그 결과 중국 혁신주체들의 혁신 역량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각 산업 분야에서 중국 혁신주체들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
력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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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ICT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가. ICT 산업에서의 특허: 혁신성과의 전유물
특허를 혁신성과의 전유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
허는 시장에서 자신의 혁신성과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자신의 혁신성과인 특허를 직접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 즉 외부적으로 특허사용권을 판매해서 상업적 이득을
얻는 방법이 있다. 혁신성과를 달성한 혁신주체들은 전략적으로 특허를 취득,
보유, 활용한다. 특허의 취득과 유지에는 비용이 들며, 특허 취득과 동시에 특
허의 내용이 공개된다. 따라서 특허 대신에 영업비밀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보
호하는 기업들도 있다. 또한 특허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하기보다
는 특허소송 등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혁신주체는 동기
구조와 여러 조건에 의거해서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특허를 생산, 활용한다. 이
러한 복잡한 배경 때문에 단순하게 혁신주체가 보유한 특허의 양이 많기 때문
에 높은 산업경쟁력을 가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특허는 산업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각 산업은 서로 다른
기술체제(technology regime)와 시장조건(market condition)을 가지고 있
다.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과 같은 이산적(discrete) 산업보다 전기, 전자부품/
통신과 같은 복잡(complete) 제품 산업일수록 특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
다.29) 석유화학산업은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이 소수의 특허 가능요소로 이루
어지고 이미 특허가 승인된 기술이 있으면 경쟁기업은 대체제품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의약품과 같은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반해 통신설비 혹은 반도체 등은 여러 부품들 혹은 공정의 결합으로 이루어지
29) 박규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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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이다. 따라서 몇 개의 특허로 시장을 전유할 수 없다. 경쟁기업의 요소
기술 사용을 막기 위해 특허 출원이 빈번하고 기술의 전유에도 적극적으로 활
용된다.30) 이러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경쟁기업과 적극적으로 소송을 벌
이지만, 끝까지 승부를 보기보다는 상호 특허를 교환하는 크로스 라이센싱을
전략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산업이 소비자나 시장과 가까운
전방산업, 하류산업의 경우는 특허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들 산업에서는
상표권이나 디자인이 제품과 공정에 대한 발명특허보다 중요하다. 브랜드 관리
와 서비스 측면에서의 노하우 축적이 더 중요한 것이다. 즉 산업에 따라 특허의
중요성이 다르다. 특허가 많다고 특정 혁신주체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이 높다
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특허와 산업경쟁력의 관계를 논의할 때 고려해야할 점은 특허마
다 그 중요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상술한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정의되는
특허에 따라 발명 특허와 실용신안 특허는 그 중요성이 다르다. 실용신안은 혁
신적 기술의 발명이라기보다는 기존 기술의 개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심사기간
도 짧지만 일반적으로 그 보호기간도 짧다. 즉 발명 특허보다 더 작은 기술 혁
신을 실용신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용신안 특허는 준특허(petit
patent)라고 불리기도 한다.
학계에서는 흔히 특허의 인용 횟수에 따라 특허의 중요성을 구분하기도 한
다. 특허가 공개된 이후 더 많은 혁신주체에 의해 인용된다면, 그리고 더 중요
한 혁신주체에 의해 인용된다면 그 특허는 전체적인 기술혁신 과정에서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특허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인용된 특허는 그렇지 않
은 특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또한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31)
30) Cohen, Nelson, and Walsh(2000).
31) 표준특허는 특허 풀을 운영하는 라이센스 대행기관에서 필수성을 판단하며 표준제정기구에 의해 기구
의 표준특허 방침을 수용하고 특허권을 인정받는 즉시 이를 공개하고 표준특허임을 선언함으로써 인
정된다. 표준특허로 인정되면 수많은 기업들이 그 기술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특권에 반대
급부로서 표준특허의 특허권자는 다른 기업에서 이용하려 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프랜드원칙(FRAND)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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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개념도 특허의 중요성을 평가할 때 고려된다. 산업에는 필연적으로 표준
이 있다.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또한 제조와 유통에서의 비효율성의 제거를
위해 일반적으로 산업에서는 여러 혁신주체들이 공동으로 산업표준을 만들어
공유하고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을 만드는 기구를 표준제정기구(standard
setting organization)라 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같은 기구들이 대표적이다. 제품 간의 호환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요한 산업의 요소이다. 이러한 표준이 성립할 때 필수적
인 표준기술과 그 보호 범위가 같은 특허를 표준특허라 한다. 표준특허를 확보
하기 위해 기업들은 기술의 표준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표준 제정을
기업에 유리하게 주도하기도 한다. 표준특허는 한 번 확보되면 다른 기업들이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허와는 다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특허를 많이 가진 혁신주체는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
한 표준특허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경쟁은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지며 표준특허
와 관련된 특허소송은 일반적인 특허소송보다 훨씬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야 특정 혁신주체의 산업경쟁력을 정당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앞의 논의를 고려할 때 특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평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단순히 양적으로 특허활동을 집계하는 것은 산
업의 기술체제나 시장 조건의 차이, 특허의 질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분
석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특허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용하는지는 기업의 발전단계나 산업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어
떤 산업에서 특정 혁신주체가 특허활동을 활발히 한다고 해서 다른 산업의 혁
신주체보다 더 뛰어난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는 산업과 혁신주체의 범위를 좁혀서 이를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중국의 산업경쟁력의 일면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연구전략을
표준특허 선언의 내용은 각 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라이센스 비용을 정할 때
상한요율이 정해진다거나 기업의 협상력과 상관없이 무차별하게 라이센스 비용을 정해야 한다거나 하
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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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보통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의 특허에 집중해서 분석을 진행한다. 이 기술 분야는 2018년 기준 전체
출원 특허의 35.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특히 대표적인 ICT 산업기술영
역32)인 디지털 통신과 컴퓨터 기술의 PCT 특허 출원은 2018년 공개특허 기준
각각 2만 171건, 1만 9,152건으로 세부 산업기술영역 중 가장 많은 특허 출원
이 이루어지고 있다.33)

표 3-5. 2018년 10대 PCT 특허 출원 기업의 주요 특허 출원 기술영역 분포
기술순위

1

2

3

4

5

6

화웨이

디지털통신
(59.9%)

컴퓨터
(14.6%)

원격통신
(10.8%)

시청각
(3.9%)

전기기계
(2.4%)

기타
(8.4%)

미츠비시

열처리
(17.0%)

전기기계
(16.7%)

컴퓨터
(7.5%)

핸들링
(7.4%)

반도체
(5.9%)

기타
(45.5%)

인텔

디지털통신
(31.5%)

반도체
(24.1%)

컴퓨터
(22.7%)

원격통신
(7.9%)

시청각
(3.0%)

기타
(10.8%)

퀄컴

디지털통신
(55.2%)

컴퓨터
(12.3%)

원격통신
(9.7%)

시청각
(5.8%)

통신기반
(5.4%)

기타
(11.6%)

ZTE

디지털통신
(59.6%)

컴퓨터
(15.6%)

원격통신
(10.8%)

시청각
(4.9%)

전기기계
(3.0%)

기타
(6.1%)

삼성전자

디지털통신
(31.0%)

컴퓨터
(21.6%)

원격통신
(11.1%)

시청각
(10.3%)

전기기계
(4.6%)

기타
(21.4%)

BOE

광학
(25.7%)

반도체
(21.8%)

시청각
(21.7%)

컴퓨터
(16.3%)

표면·코팅
(2.4%)

기타
(12.1%)

LG

디지털통신
(48.6%)

원격통신
(10.1%)

시청각
(8.0%)

소비재
(5.3%)

가구·게임
(3.9%)

기타
(24.1%)

에릭슨

디지털통신
(74.7%)

원격통신
(12.2%)

컴퓨터
(5.2%)

통신기반
(2.9%)

시청각
(1.3%)

기타
(3.7%)

보쉬

전기기계
(16.6%)

측정
(15.5%)

교통
(14.7%)

엔진·펌프·터빈
(12.9%)

공작기계
(4.9%)

기타
(64.6%)

자료: WIPO(2019), p. 36.

32) 특허의 산업기술영역 구분은 IPC가 제시한 35개 산업기술영역 구분을 따랐다. 자세한 특허코드는 은
종학(2012)에 제시되어 있다.
33) WIPO(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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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는 [표 3-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가장 많은 PCT
특허를 출원한 10개 기업의 특허 기술 영역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0개 기
업 중 미츠비시와 보쉬(Robert Bosch Corp.)를 제외한 8개 기업이 ICT 산
업기술 영역의 특허 출원 비중이 높은 기업이었다. 특히 화웨이, 퀄컴
(Qualcomm), ZTE, 에릭슨(LM Ericsson) 등은 2018년 출원 특허 중 디지털
통신 특허 비중이 각각 59.9%, 55.2%, 59.6%, 74.4%로 통신산업을 주력 분
야로 하는 기업들이었다. 디지털 통신 분야에서의 특허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ICT 산업의 특허활동이 활발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CT 하드웨어
산업이 복잡제품 제조업이고, ICT 산업의 혁신주기가 빠른 데 기인한다. ICT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와 통신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기술적 기회
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 기술적 기회란 후발기업들에게도 도약형 혁신을
통해 선도기업들을 추월할 기회의 창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34) 특히
중국은 기술 분야에 있어서 후발주자로 ICT 산업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린 후 다른 산업의 발전까지 추동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는 ‘인터넷 플러스’라는 산업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 수준을 제고시켜 세계 제조업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
이다. 산업 혁신주기의 교체가 빠를 뿐만 아니라 불연속적 교체를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기술의 선점 효과가 중요하다. ICT 산업은 일단 기술표준이 결정
되고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후 추가 가입자를 위해 투자하는 한계비용은
제로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즉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화되는 산업이다. 그러
므로 기업들은 기술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때로는 초기에
는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투자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 확보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ICT 산업에서의 특허활동은 다른 산업에서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4) Lee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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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CT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표준특허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준제정기구에서도 ICT 분야는 따로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복수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중국의 ICT 분야에서의 표준특허 확보 수는 일반 산업의 표준
특허 확보 수에 비해 월등히 많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 기준 가장 중요한 국
제표준화기구인 ISO, IEC, ITU에서 특허 선언에 의해 승인된 표준특허 1만
7,936건35) 중 중국혁신주체가 보유한 표준특허는 268건으로 1.5%에 불과하
다. 이는 미국 4,332건(24.2%), 핀란드 3,542건(19.7%), 일본 2,635건
(14.7%)에 비하면 매우 작은 비중이다. 한국도 1,767건(9.9%)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3G, 4G 이동통신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인 3GPP에서 인증한
표준특허 중 중국 혁신주체가 보유한 표준특허의 비중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3-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 혁신주체는 이 기관이 승인한 표준특
허 중 10%에 해당하는 2만 5,474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동통신
기술체제가 5G로 넘어가면서 표준화 과정이 현재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ICT 분야에서의 중국의 특허활동은 유의미하며 산업의 특
성 때문에 실질적인 산업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ICT 산업 분야
에 초점을 맞춰 미시 혁신주체들의 특허 보유 현황과 이와 연계된 혁신전략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선도적인 혁신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이 분야 혁신
주체들의 혁신전략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중국 전체 혁신주체들의
혁신 역량 제고 노력을 파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35) 2018년 6월 기준 IEC 표준특허 1,202건, ISO 표준특허 749건, ISO/IEC JTC1 표준특허 7,705건,
ITU-R ITU-T가 각각 692건, 7,588건으로 도합 1만 7,936건이다.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1904년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학술대회에서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1906년 전기
전자 및 관련기술 국제규격 제정 및 발간을 위해 설립되었다. IEC의 국제법상 법적인 지위는 비정부간
협의기구이며 스위스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간주된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1947년에 발족된 비 정부기관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1865년 유
럽국가중심으로 만국전신연합이 설립되고 이후 무선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무선 통신을 포괄적으로
취급하게 되면서 1932년에 ITU로 재탄생한 것이다. ISO/IEC JTC1(ISO/IEC Joint Technology
Committe 1)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화 위원회(ISO/TC97)와 정보기기에 대한 국제표
준화 위원회(IEC/TC83)를 통합하여 1987년에 설립된 공동기술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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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국가별 3GPP 인증 표준특허 보유 비중(2018년 6월 기준)
(단위: %)
독일, 3%
스웨덴, 7%

기타, 4%

중국, 10%

US, 42%

한국, 11%

핀란드, 11%
일본, 12%

자료: IP통합지원포털, https://biz.kista.re.kr/epcenter/stdOrganization.do(검색일: 2019. 8. 5).

나. 중국 ICT 산업 주요 기업의 특허와 혁신전략 사례 분석
1) 화웨이
화웨이는 광둥성 선전에 본사를 둔 중국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다. 2000년
에릭슨 매출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던 화웨이는 2012년부터 세계시장에서
에릭슨을 넘어서며 세계 제1의 통신설비 제조업체로 부상했으며, 3G, 4G를
거쳐 최근 5G 통신표준에서는 기술 선도자로 도약했다. 2019년 3월 기준 5G
분야 표준특허 신청 중 15.05%가 화웨이로 세계 1위(노키아 14%, 삼성 13%,
LG, ZTE 12%, 퀄컴 에릭슨 8%, 인텔 5%)라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네
트워크 통신장비 시장점유율도 28%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영국,
핀란드, 쿠웨이트, 필리핀 등 60여 곳에서 화웨이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주목
할 만한 점은 화웨이가 통신산업에서 세계 유일의 가치사슬 완성 기업이라는
것이다. 기지국 인프라, 모뎀칩, 라우터, 단말기와 이에 사용되는 스마트폰 통
합칩까지 모두 제조한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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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가 처음부터 이러한 기술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3G,
4G 통신규격 시대 화웨이의 경쟁력은 대부분 가격경쟁력에 의존했다. 중국 연
구개발 인력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선진국 기업의
특허함정(patent trap)에 빠져 많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수모도 경험했다.
하지만 화웨이는 지속적으로 기존 기업들이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기술
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국면을 전환시켰다.37) 화웨이는 2003년부터 지
멘스와 협약을 맺고 TD-SCDMA 기술개발에 참여했다. 당시 다탕과 중싱
(ZTE) 등 7개 기업이 참여하고 중국이동통신이 수요처 역할을 했다. 당시 주요
참여기업들이 이제는 5G의 표준인 IMT2000 기술개발 컨소시엄에도 대부
분 같이 참여해서 중국을 이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어 내고 있다. 비록
TD-SCDMA는 상업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경험을 통해 중국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신표준을 개발해본 경험이 축적되었고, 화웨이의 혁신역
량이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의 혁신주체들이 IETF,
ITU, 3GPP, WiMAX 등 세계표준기구에서 이사회나 기술부문별 소규모 실무
그룹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38)
이들은 적극적으로 표준제안서를 제출하고 주요 기구 회원 및 위원장 등 국제
인사를 학회나 연구 프로젝트 발주를 통해 포섭해 화웨이 등 중국기업이 보유
한 기술이 필수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중국 특유의 꽌
시 문화가 과학기술계에도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지원
배경하에서 화웨이는 혁신 역량을 키우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화웨이의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개발전략은 에르달 아리칸(Erdal
Arikan) 교수가 주도한 5G 폴라 코드(Polar Code) 기술 개발에서 그 성과가
잘 드러난다. 2010년부터 화웨이는 에르달 아리칸 교수의 연구가 코딩 최적화
에 잠재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꾸준히 연구를 지원하고 기업 차원에서도
36) 조은교(2019); 퍄오텐위(2019), pp. 114-121.
37) Joo, Oh, and Lee(2016).
38) Ernst(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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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시작했다. 화웨이의 지원에 힘입어 폴라 코드 기술은 5G 기술표준이 되
었고 현실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화웨이는 지속적으로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지출하고 있으며, R&D 연구지출의 20%~30%를 기초연구에 쓰고 있
다.39)
화웨이의 미국 특허청(USPTO) 특허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웨이
는 전 세계적으로 14개 R&D 기관과 36개 공동 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특허를 출원한 주요 단위는 아래와 같다.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있는 주체는 선전 본사인 화웨이(Huawei Technologies, Co., Ltd.)이다.
2000년부터 출원을 시작해 총 7,780건의 USPTO 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다
음으로 선전, 둥관에 위치한 화웨이 디바이스(Huawei Device Co., Ltd.)에서
많은 특허를 출원 등록했는데 2009년부터 특허를 출원하기 시작했다. 이 기업
은 주로 폰 액세서리 제품을 생산한다. 2013년부터는 둥관과 선전으로 나누어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화웨이 디바이스는 633건, 둥관 화웨이 디바이스는
111건의 특허를 각각 등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쓰촨성 청두에 R&D센터가 있
다. 청두 R&D센터(Chengdu Huawei Symantec Technologies Co., Ltd.)는
2012년 화웨이 디지털(Huawei Digital Technologies Cheng Du Co.,
Ltd.)에 통합되었는데 도합 31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각각 2009년, 2011년에
특허 출원을 시작했다. 이 밖에도 해양 통신선 설치와 관련한 화웨이 마린네트
워크(Huawei Marine Networks Co., Ltd.)도 11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있었
다. 이 기업은 2003년부터 특허활동을 시작했다. 화웨이가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R&D 센터도 특허 출원의 주체였다. 캐나다,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한
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R&D 센터를 운영하고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이
중 화웨이 캐나다는 중요하다. 2008년 설립되었으며 2014년부터 특허 출원을
시작했다. 화웨이 캐나다는 오타와, 몬트리얼, 에드몬턴에 조직이 있다. 이 조
직을 기반으로 화웨이는 2009년 파산 신청 후 2013년 최종 파산한 캐나다 노
39) 헬로티(2018. 8.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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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Northern Electric)의 역량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다. 화웨이 독일은 전
세계 R&D 센터의 본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일본의
화웨이는 2006년부터 특허 출원을 시작했다.

표 3-6. 화웨이 관련 기업의 USPTO 특허 등록 연도별 증가 추세
등록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50

등록특허

1

1

5

8

19

20

48

81

등록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등록특허

363

546

764

875

935

1358

1627

1711

자료: USPTO database(검색일: 2019. 9. 29).

[표 3-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화웨이의 미국특허청 특허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화웨이는 미국시장에서 여전히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통신표준이 정착되는 추세에서 적극적으로 특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웨이는 5G 통신 표준기술에 관련해서도 기술이전 등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어서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자구책을 도모하고 있다.
화웨이의 특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기술 분야는 무선통신네트워크
(H04W)이다. 2,521건의 특허가 이 분야와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정보의 전송(H04L) 관련 기술도 2,516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송
(H04B) 관련 기술도 684건으로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화상통신
(H04W) 분야 특허도 352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전기통신기술(H04)을
모두 합하면 6,691건으로 특허 등록 중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
에는 전자기 변량의 조정계(G08F)관련 특허가 744건으로 많았고 특히 음성
분석, 합성, 인식, 처리와 오디오 부호화(G10L) 관련 특허도 224건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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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E
BOE는 1993년 베이징 소재 공장에서 시작된 베이징 지방정부 소속 기업이
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한국 현대전자의 TFT-LCD 부문인 하이디스
(Hydis)를 인수하며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에 진입했다. 당시에는 CRT, PDP,
TFT-LCD 등 여러 기술이 서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경합하던 시기였다.
BOE는 처음부터 하이디스의 인수·합병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술 역량을 얻을
수 있었는데, 4,000여건의 핵심기술에 접근할 수 있었고 300여 건의 특허도
인수할 수 있었다. 이 중 FSS(fringe-field switching) 기술은 TFT-LCD의 약
점인 시야각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는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2012년부터 거
의 모든 LCD 패널 제조에 적용되고 있다. BOE는 이러한 기술의 소유권을 타
이완에 설립한 기업으로 이전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또한 BOE는 하이디스의 기존 설비 규격을 활용하고 핵심 엔지니어들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베이징에 5G 생산라인의 수율을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었
다. 핵심 인력과 같이 일하며 기술을 이전받은 중국 엔지니어들은 이후 BOE가
여러 지방정부의 투자를 받아 생산설비를 늘릴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40) BOE의 기술력이 인정받게 되자 안후이성 허페이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
정부들이 BOE와 합작투자를 제의해왔으며 이러한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BOE
는 생산설비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허페이에 지어진 BOE B9 공장은 2018년 양산을 시작
해서 월 12만 장의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 약 400억 위안의 투자를 받
아 조성되었다. 이 400억 위안 중 프로젝트 건설 시 실제로 BOE가 직접 조달
한 부분은 5%에 불과한 20억 위안이었다.41) 비슷한 방식으로 BOE는 쓰촨성
청두시, 몐양시, 충칭시 등에 생산설비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최근에는 OLED
생산라인 투자도 늘리고 있으며 수율과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40) 路風(2016).
41) 이상진, 김진호, 문성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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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BOE Tech. Group(SHE000725)의 고정자산 합계
(단위: 억 위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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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처: WIND database(검색일: 2019. 10. 7).

BOE의 미국특허청 특허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허를 출원한 주요
단위는 베이징의 자회사 혹은 지방정부와 합작투자한 법인이다. BOE는 1999
년부터 BOE-Hydis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을 시작했다. 2006년까지 한국의
BOE-Hydis가 주체가 되어 특허 출원을 했는데 6,607건의 분석 대상 특허 중
93건이 BOE-Hydis가 출원한 것이다. BOE Technology Group는 2003년
출원 2건을 제외하고는 2006년까지는 특허 출원을 하지 못했으나 이후 2007
년부터의 특허 출원은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베이징에 위치한
BOE Technology Group은 4,205건의 특허를 출원 등록했다. 또한 베이징
의 여러 BOE의 관계 회사들(Beijing BOE Optoelectronics, Beijing BOE
Display Technology, Beijing BOE Special Display, Beijing BOE
Vision-Electronics, Beijing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Beijing
BOE Energy Technology, Beijing BOE Multimedia Technology,
Beijing BOE Chatani Electronic, Beijing BOE Vacuum Technology)이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했는데 도합 1,727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또한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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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지방정부와 계약한 합작 법인도 특허를 출원하기 시작한다. 쓰촨성 청
두의 자회사(Chengdu BOE Optoelectronics Technology)는 2011년부터
특허를 출원하기 시작해서 229건의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있다. 안후이성 허
페이(Hefei Boe Optoelectronics Technology, Hefei BOE Display
Light) 관계기업은 2012년부터 특허 출원을 시작해서 318건의 특허를 등록하
고 있다. 또한 허베이성의 관계기업(BOE Hebei Mobile Display
Technology)은 2013년부터 특허활동을 시작해서 21건, 충칭의 Chongqing
BOE Optoelectronics Technology은 2014년부터 출원을 시작해서 27건의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있다. 이 밖에도 푸젠성 샤먼의 Xiamen BOE
Electronic도 3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표 3-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BOE의 미국특허청 특허는 BOE의
재무상황이 어려웠던 2008년, 2009년에는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나 지방정부
의 생산라인이 안정화된 이후부터는 등록특허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OLED 제품 개발과 생산을 시작한 이후 최근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등록특허가
증가하고 있다. BOE는 기존 선도기업을 위협하며 이 산업 분야의 선도 기업으
로 탈바꿈하고 있다.

표 3-7. BOE 관련 기업의 USPTO 특허 등록 연도별 증가 추세
등록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등록특허

13

16

18

19

14

12

5

16

등록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등록특허

41

50

92

120

472

1378

2069

2272

자료: USPTO database(검색일: 2019. 9. 29).

등록특허의 기술 분야는 반도체 장치 및 전기적 고체 장치(H01L) 관련 특허
가 1,603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광학적 작용의 제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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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또는 배치 및 논리소자, 변환기(G02F) 관련 특허가 1,272건이었다. 다음
으로는 정적 수단 표시장치의 제어를 위한 장치 또는 회로(G09G) 관련 기술
특허가 1,100건이었고,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 처리(G06F) 특허가 743건
이었다. 광학요소, 광학계 또는 광학장치(G02B), 패턴표면제조(G03F), 정적
기억(G11C) 관련 특허도 각각 501건, 128건, 100건 등록되어 있다.

3) SMIC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는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 2000년 설립된 반도체 파운드리 제조 기업이다. 대만을
제외한 중국 대륙 반도체 제조 기업 중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
로 중국 대륙에서 가장 먼저 12인치 가공공장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SMIC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 정책 목표를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해가고 있
는 기업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인 양몽송(梁孟
松)을 영입해서 14nm FinFET 공정의 수율을 안정화시키고 올해부터 양산에
돌입했다. 양몽송은 2009년까지 대만의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rporation)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로 삼성전자의 비메모
리 부문 성장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14nm FINFET 공정의 기초를 만든 인
물로 SMIC의 기술력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MIC는 설립 초기부터 기술도용과 특허소송에 시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MIC는 TSMC와 경쟁에서 도태되어
기업이 합병된 장루이징(Richard Chang)에 의해 설립되었다. SMIC를 설립
할 때 같이 일하던 엔지니어들을 TSMC에서 데려왔는데 이 때문에 TSMC로부
터 소송을 당했다.42) 베이징 고등법원 제기 소송에서 TSMC가 승소했는데
42) 먼저 TSMC의 자사 영업비밀 도용 소송으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SMIC는 2005년 1억 7,50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TSMC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06년 8월 재차 소송제기해서 0.13µm이하 제
품 생산을 금지하도록 했고, SMIC로부터 10억 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노성호(2013), pp.
1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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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심 2013년 전까지 TSMC에 2억 달러 배상액을 지불하고 17억
9,000만 주를 양도하며 1.3홍콩달러 가격으로 6억 9,500만 주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라는 처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 시장에 대
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파운드리로 전환해야 했
다. 2008년 국유기업인 다탕의 지분투자를 받아야했고, 2010년 TSMC는
SMIC의 9.14%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되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창립자였
던 장루이징은 사임해야 했다.43)
USPTO 특허를 출원한 주체는 SMIC 상하이 본부(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Shanghai Corporation)와 SMIC 베이징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Beijing Corporation)이
다. 1,301건의 등록특허 중 대부분은 SMIC 상하이 본부가 출원한 것이고 나머
지 269건은 SMIC 베이징에서 출원했다.

표 3-8. SMIC의 USPTO 특허 등록 연도별 증가 추세
등록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등록특허

2

8

11

16

23

30

44

54

등록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등록특허

55

102

133

165

190

231

237

-

자료: USPTO database(검색일: 2019. 9. 29).

SMIC의 특허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반도체 장치(H01L)로 분석 대상 1,301특허 중 965건이 이 분야의 특
허이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54건의 패턴표면제조(G03F),
50건의 정적기억(G11C) 관련 분야이다.

43) 노성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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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장
다장(DJI)은 광둥성 선전에 본부를 두고 2006년 설립된 드론 제조업체로
2018년 기준 민간 상용 드론시장의 74%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위 업체인 프
랑스 패럿(10%)에 비해 압도적인 점유율이다. 2015년부터 높은 점유율을 유
지하고 있으며 2017년 매출은 180억 위안(29억 달러)에 이르렀고,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장의 설립자인 왕타오는 특이한 이력의 소
유자인데 화동사범대학을 자퇴한 뒤 홍콩에서 다시 대학에 재입학해서 대학원
학업까지 마치고 바로 창업했다. 드론 만드는 일이 좋아서 일을 시작했다. 다장
은 직원의 1/3이 연구개발 인력이다. 다장은 채용 시 학위보다는 실제로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학부 졸업생
위주로 채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다장의 성장 과정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
요했다. 우선 중요한 군사기술의 하나로 우대를 받았다. 군사기술의 경우 조달
과정에서나 수출과정에서 제약이 많은데 다장의 경우는 목적에 상관없이 해외
수출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정부는 개방적인 저공비행 규정을 일찍부터 마
련했으며 다장이 소재한 선전시는 기술과 규제의 표준을 정비해서 선전시의 표
준을 산업표준으로 삼도록 정책을 추진했다.44)
다장의 미국특허청 특허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허 출원 주체는 두
곳이다. DJI(SZ DJI Technology Co. LTD)와 DJI Osmo(SZ DJI Osmo
Technology Co LTD)인데 DJI는 2013년부터 특허 출원을 시작했으며 DJI
Osmo는 2014년부터 특허 출원을 시작했다. DJI Osmo는 Osmo Mobile을
다장이 인수·합병한 회사인데 이동촬영을 위한 짐볼을 제작 판매한다. 대부분
의 특허는 DJI가 출원한 것이고 DJI Osmo가 출원한 특허는 20건이다.

44) 백서인, 손은정, 김지은(2019); 박준기, 서봉교, 오철(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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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다장의 USPTO 특허 등록 연도별 증가 추세
등록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등록특허

3

17

30

52

114

자료: USPTO database(검색일: 2019. 9. 29).

다장의 USPTO 특허 중 가장 많은 건수가 누적된 기술 분야는 30건의 항공
기 (H04N) 관련 분야이다. 다음으로 무선 전송(B64C) 관련 특허 23건, 공중용
운행체 제어와 조정계(G05D) 관련 특허가 20건으로 많았다.

5) 특허당 피인용 수 분석
중국 대표 ICT 기업의 미국특허청 특허 평균 피인용 수(Cites per patent)
를 비교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전략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표
3-10]은 앞서 상술한 4개 기업의 특허당 인용 횟수를 집계한 것이다. 출원 연
도를 기준으로 전체 연도에 걸친 평균을 집계하고 2012년을 기준으로 2012년
까지를 한 기간, 2013년부터를 한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특허의 평균 피인용수
를 집계했다. 다장의 경우는 2012년 이전 출원 특허가 2건뿐이므로 기간을 나
누는 의미가 없다. 비록 특허의 질을 양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지만
특허당 피인용 수는 특허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양적 지표이다.

표 3-10. ICT 기업 USPTO 특허의 특허당 피인용 수
출원 연도

전체 기간

2012년 이전

2013~18년

화웨이

0.90

1.97

0.20

BOE

0.28

1.50

0.10

SMIC

0.60

1.25

다장

4.83

자료: USPTO database(검색일: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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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

[표 3-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표가 기업 특허의 전반적인 수준
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장의 경우 다른 기업들보다 특허의 피인용
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제품과 제조 과정이 다른 세 기업들보다 더 단순하기 때
문일 수 있다. 또한 혁신생태계에서 다른 혁신주체와 서로 의존하며 활발하게
혁신활동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백서인, 손은정, 김지은(2019)에 따르면
중국의 드론 혁신 생태계는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특허를 나누어 소유하고 있으
며 네트워크가 점점 더 확대되고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도 심화되고 있다.
출원 연도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또한 중국 대표 ICT 기
업들의 혁신전략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일수
록 피인용 수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2012년 이전 출원 특허들의 피인용 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최근 본격적인 특허활동을 시작한 BOE 특허의 피인용 수가
낮은 이유이다. 화웨이와 같은 경우 새로운 통신표준으로 채택되기 위해 넓은
범위의 특허를 우선 출원한 후 기술범위를 변형시켜 나누어 해외에 출원하는
전략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는 일반적인 특허전략이다.45) BOE와 SMIC의 경
우 제조 공정과 수율이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특허 출원 동기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BOE의 경우 OLED 산업에 신규 진입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
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최근 특허 출원 동기가 컸
던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중국 국내 특허 출원 증가 추세는 중국 혁신주체의 산업경쟁력 성장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지방 소재 혁신주체의 특허활동을

45) 특허청(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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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는 정책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정부의 제도와 정책에 힘입
어 중국 국내기업의 특허활동은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에 비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특허활동이 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중국에서 생산성 향상은 특정 분야에서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확
산 효과는 제한적이다.46)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혁신역량이 제고되
고 있는 추세는 분명히 관찰된다. 중국 혁신주체들은 외자기업과 협력해서 공
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을 생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해외기업 인
수·합병도 공격적으로 진행하면서 특허와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고 있다.
중국 혁신주체의 해외 특허활동과 산업경쟁력에 관련해서는 국내 특허활동
과 다른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해외시장을 겨냥한 중국기업의 특허활동은 아
직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이는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의 높은 점유율 확대
에 비해 증가 속도가 오히려 늦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업종과 제품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
국 혁신주체 특히 기업의 특허활동도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CT 산업의 경우는 중국기업의 특허활동과 산업경쟁력이 모두 빠르게 늘
어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통신설비,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폰, 드론 등 여
러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세계 수준의 기업들은 독자적인 혁신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다만 중국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 노력은 향후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
다. 중국 혁신주체의 부상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서구권 국가들은 긴장하
고 있으며 여러 조치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화웨이나 다장과 같은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고 있으며 미국
기업이 이들 기업과 협력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중국
기업의 자국 기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제약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46) 리처드 쿠퍼(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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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추세에 따라 중국 혁신주체들은 점점 더 독자적인 역량에 의존해서 혁
신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순조롭
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관세장벽으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한 외환 보유고 확보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적
절히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 혁신주체들의 역량 발전 기제가 손상될 수 있다. 이
에 더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구조 고도화가 실패하면 지방정부의 재정난
이 더욱 악화되고 지방 소재 혁신주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혁신 촉진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허와 산업경쟁력에 관련해서는 대표
적으로 중국 특허 거래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생산된 특허가 산업 혁신
으로 연결되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중
국은 최근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특허법 4차 개정안을 2018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 통과시키며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 조직을 개편해서 지식재산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중국기술거래소를 발족시킨 후 중국 전역에 기술시장 관리기관,
기술계약 인정 등록기관, 기술교역기관, 국가기술이전 시범기관을 급속하게
늘렸다. 이에 2016년 기준 중국의 기술시장 거래 규모는 1조 1,407억 위안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
작해서 특허 담보 대출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와 기술거래 보험 등의 제도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부터 시행되는 「외상투자법」에서도 외자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조해
서 외자기업이 중국시장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도입하도록 촉진하고 있다.47)
47)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5);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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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동안 중국의 고도
성장은 다양한 생산요소들의 투입 증대와 그들을 결합·활용하는 효율의 증대
속에 이루어져왔다. 그 기간 중 중국은 줄곧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
만,48) 중국의 첨단 과학연구가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산업적 발전을 선도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 내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과학 연구 및 교육 활동은
서구가 주도하는 과학기술의 변화를 빠르게 흡수하기 위한 역량, 이른바 ‘흡수
능력(absorptive capacity)’을 기르는 데 더 큰 주안점을 두어왔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그러한 흐름이 크게 바뀌게 된 전환점은 후진타오 총서기 시절 입안되고 추
진된 ‘국가 중장기 과기발전계획(2006~20년)’이다. 15년에 걸친 장기 계획으
로 이제 종료(2020년)를 눈앞에 둔 위 계획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
된다. 다방면에 걸친 계획이었던 만큼,49) 구체적인 목표 대비 성과에 대한 세
세한 중국 당국의 평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 계획 기간 중
중국의 과학 역량이 크게 성장했다는 사실은 본 장에서 상술할 바와 같은 객관
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여 년에 걸친 중국 과학 역량 강화는,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국 트
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압박과, 표면적으로는 ‘관세전쟁’으로 진행되는 양국
간 알력의 배경이 되었다. 실제로 최근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조치의 기
초 보고서가 된,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USTR(2018a, 2018b)의 뺷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혁신에 관한 중국의 법규, 정책, 관행에 관한 조사뺸 보고서
는 최근 중국의 야심찬 제조업 고도화 정책인 ‘중국제조 2025’을 직접 문제 삼
고 있지만, 그러한 중국의 고도화 추구가 일찍이 ‘국가 중장기 과기발전계획
48) 개혁개방 초기 덩샤오핑이 재차 강조한 ‘4개 현대화’는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아우른다.
49) 은종학(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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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년)(약칭 중장기 과기계획)’으로부터 이미 오랫동안 추진되어왔다는
점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과학대국화 추세에 관한 분석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
져왔다. 미국 해군 산하의 연구소(Office of Naval Research)의 Kostoff 박
사가 주도하는 연구팀은 국제적 과학기술 학술저널인 이른바 ‘SCI(Science
Citation Index)’ 수록 논문들에 대한 계량서지학적(bibliometric) 접근을 다
양하게 시도하여 중국의 과학 역량 변화와 미국·중국 간 차이에 대한 초기의 탐
색적 연구를 선도하였다. Zhou and Leydesdorff(2006)도 중국이 (나노과학
등) 첨단 과학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부상할 조짐들을 일찍이 감지하였다. 그 이
후 첨단 과학 분야 중국의 부상을 다각도로 추적하는 연구가 촉발되었다.50)
국내에서는 은종학(2009)이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의 일
환으로, 2008년까지의 SCI 수록 논문들을 분석하여 이른바 5T 분야(IT(정보
통신), BT(바이오), NT(나노), ET(환경), ST(우주항공))에서 중국의 과학 역량
변화를 파악하고, 중국의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미시 주체(대학 및 연구기관)들
과 해외 주요 협력국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후에도 분석가들은 업데이트되는 서지정보와 보다 세련된 분석도구들을
활용하여 중국 과학연구의 다양한 특성과 진화 양상을 분석해왔다.51) 그리고
그러한 학술적 분석의 결과는 세계 과학계의 변화를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하
는 논문을 주로 게재하는 Scientometrics, Journal of Informetrics 등과 같
은 학술지에 다수 수록되었다.
한편 중국의 특성을 기술적으로 추출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과학적·정
책적·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일부 수행된 바 있다. 일례로
Eun(2015)은 중국의 과학대국화 속에 동아시아 인근 소규모 국가(한국, 대만,
싱가포르)들의 적응과 진화를 비교 분석하고 전략적 함의를 논의한 바 있다. 보
50) Wang et al.(2013); Fu et al.(2011); Zhou(2013).
51) Yuan et al.(2018); Wang(2016); Fu and Ho(2013); Fu, Chuang, and Wang(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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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에는 과학 분야에서 중국의 비중이 기존의 통념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Xie and Freeman(2018)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논문이 발표되
었다.
기존의 학술 논문들이 분석 대상 기간으로 삼고 있는 시기는 최신의 논문52)
인 경우에도 대략 2016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연구 설계와 분석, 논문 출
간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지만, 최대한 최근 시점의 상
황 파악을 바탕으로 정책적 논의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뒤쳐진 것이라는 단점
이 부각된다. 더욱이 2018년은 본 장의 분석을 통해 분명히 밝혀질 바와 같이,
SCIE(SCI-Expanded) 논문편수 기준으로 중국이 20세기 이후 역사상 처음으
로 미국을 추월한 이정표와도 같은 한 해이다. 따라서 이러한 최근의 변화를 아
우르는 보다 업데이트된 분석이 정책연구를 위해 필요해졌다.
특히 미·중의 힘겨루기 속에서 중국의 독자적 역량을 파악하고 그것을 기초
로 한국의 정책적·전략적 선택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연구를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중국이 과학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독자적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미국과의 갈등 속에 미·중 협력연구가 훼손될 경우,
중국의 과학연구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가?’, ‘미국과 중국이 큰 비
중을 차지하게 된 오늘날의 과학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어떠하며 그것은 어떠한
정책적·전략적 함의를 내포하는가?’와 같은 중요한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위와 같은 질문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53) 따라서 기
존에 수행된 연구 결과만으로는 본 연구가 답하고자 하는 질문에 온전히 답할
수 없다. 이에 본 장에서는 최신의 자료를 수집하고, 기존 계량서지학적 연구

52) Xie and Freeman(2018), Yuan et al.(2018) 등 포함.
53) 최근 Clarivate, 중국 국가과기평가센터(国家科技评估中心)와 같은 기관들이 과학연구 활동들을 지
표화하여 랭킹을 부여하고 또 공표하곤 하지만, 구체적인 주제의식이나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에 입각한 것이 아니어서 개략적인 추세 설명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보다 분석의
깊이를 더한 연구들은 특정 과학 영역이나 산업섹터로 분석의 초점을 좁히는 경우가 많다. Guan and
Ma(2007), Chen et al.(2013), Barth, Haustein, and Scheidt(2014) 등의 연구가 그 예인데, 이들
은 국가적 역량이라는 거시적 차원의 논의를 이끄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100 • 중국산업, 얼마나 强한가?: 중국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토대 분석

접근법과 방법론을 참고하면서도 본고의 논의 주제에 부합하도록 변용·응용하
고자 한다.

2. 연구 설계와 방법론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본고에서도 세계 과학계에서 차지하
는 미국, 중국, 한국 등 각국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에 등재된 과학기술 논문들을 저자의 소속기관 주소를 기준
으로 하여 국가별로 구분하였다.54) 이를 위한 기초 자료는 Web of Science
(WOS) 온라인 DB에서 얻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2018년까지의 최신 데이터를 수집,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2018년을 정점
으로 5년씩 거슬러 올라가 2013년, 2008년의 상황을 파악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특히 중국의 중장기 과기계획 시행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2018년 한 해에만도 147만 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SCIE 등재 논문이
출간된 만큼 이 자료들을 다각도로 분류·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작업
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SCIE 논문들을 통해 드러나는 국제 과학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포착하고, 이를 다양한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으로 검토하여 앞서 던진 연구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차원의 분석이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과학기술 분야의 학
술논문들은 1인 저자에 의해 집필되는 경우가 오히려 매우 이례적이고,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협력연구가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국가별로 집계하여 개별 국가의 위상

54) SCIE는 SCI의 확장판으로, 과학기술 관련 150여 세부영역에 걸친 8,300여 종의 학술저널을 아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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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늠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복잡하게 형성된 네트워크 속에서 특정 국가
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네트워크 속에서 갖는
중심성(centrality) 등을 네트워크 분석기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심성 분석을 포함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최근 여러 분과 학문
의 학자들이 발전시켜오고 있다. 특히 국제 과학연구 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국
가들의 위상을 비교 연구한 Eun(2015)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법이 다각도로 활
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Zhang, Rollins, and Lipitakis(2018)도 국
제 과학연구 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중국의 중심성 변화를 추적한 바 있다. 본고
는 앞선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본고에서 전개될 분석의 수순과 그 방법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8, 2013, 2018년에 출간된 SCIE 논문 전체 자료를 집계하여
국제 과학연구 협력 네트워크 데이터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분석용 컴퓨터 소프
트웨어(Netminer 4.0)를 활용해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
라 국제 과학연구 협력 네트워크 전체의 속성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네트워
크 거시 속성지표들을 통해 살피고, 또 그 안에서 중국과 여타 주요 국가들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
성(closeness centrality)’ 등의 관점에서 살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 과학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세계 양대 과학학술지로 꼽
히는 Nature와 Science에 실린 논문만으로 좁혀 같은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앞선 분석 결과를 재확인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품질’과 ‘선도성’을 고
려하기 위함이다. SCIE 등재 논문들도 해당 분야 학자들의 익명 심사에 의해
게재 여부가 결정되고 그 절차의 엄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들이므로 일
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SCIE에 포함된
학술지가 8,300종이 넘고 매년 발간되는 논문 수도 한 해 100만 편을 넘어설
정도로 많기 때문에 개별 논문간 수준 차이가 클 수 있다. 특히 논문의 수준 차
이가 국가간에 ‘체계적으로’ 존재한다면, 예컨대 특정 국가 소속 저자의 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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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수준이 낮고 또 다른 국가 소속 저자의 논문은 대체로 수준이 높다고 하
면 앞선 분석의 유의성이 일정 부분 훼손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세계 최고의 과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통해 본 연구가 주목하는 중국 등 주요
국들이 과학의 최첨단에 어느 정도 근접했는지, 다시 말해 세계 과학계에서 얼
마나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SCIE 전체 논문, 그리고 ‘Top 2’라 할 수 있는 Nature와 Science에 실린
논문 서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을 마친 뒤에는, 미·중 갈등이
과학연구 협력을 크게 훼손할 경우 양국에 가해지는 충격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우선 국제 과학연구 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양국간 연계
가 얼마나 공고하게 형성되었는지를 관련 분석지표를 활용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양국간 협력 연구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과 중국이
각각 입게 될 위상의 하락 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과학
연구에 있어 상대에 대해 갖는 자주성 혹은 자기완결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
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후자는 양국간에 형성되어온 과학연구 협력의 연결
고리(링크)가 없다는 현실과 다른 가정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을지를
가늠하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라 할 수 있다.

3. 중국의 과학대국화
오늘날 과학기술이란 매우 광범위한 연구영역을 아우른다. 과학기술자들조
차 자신의 분야를 벗어난 연구영역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또한 자
신의 전공 분야에서의 연구라 하더라도 국내외 협업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일
반화되어 있다. 광범위한 분업과 협업 속에서 진전되는 것이 과학기술 연구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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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의 국제화 현상은 국제학술저널에 논문을 공개하는 행위를 통
해 확산되고 있다. 이미 관행이 되어 버린 과학기술 연구의 국제화 현상을 감안
할 때 과학기술 연구를 국가별로 나누어 논의하는 데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가별 산업경쟁력의 중요한 토대라는 차원에서 과학기술
연구의 성과 및 활동을 국가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
연구의 성과가 학술논문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개되고 그에 대한 지적(知的) 접
근이 상당부분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학기술의 연구과정에서
누적되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과 그를 체화한 연구진, 즉 인재의
배양 측면까지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지역성(locality) 또한 중요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고에서는 과학기술 전(全) 영역에 걸친 SCIE 학술
지, 뒤이어 Nature, Science 등 양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서지데이터를 수
집·분석하여 세계 속 중국의 위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은 표본을
일부 추출하여 통계적 추정을 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데이터 전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빅 데이터(big data) 접근법을 따른다.
우선 2008년 이래 2018년까지 SCIE 학술지에 등재된 과학기술 학술논문들
을 저자의 소속기관 소재지를 중심으로 국가별로 분류하여 5년 단위로 그 흐름
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이를 보면, 중국의 과학연구는 2008년 이미 미
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를 갖고 있었지만 양자 간의 차이는 2배 이상으로 컸
다. 이후 점진적으로 그 격차를 좁혀 2018년에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하였
다.55) 미국의 비중이 27.31% → 25.35% → 23.38%로 감소하는 동안, 중국의
비중은 10.72% → 16.90% → 25.70%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도 10위 수준의
과학기술 학술연구 규모를 갖고 있는데 그 비중의 상승이 적어도 지난 5년간엔
눈에 띠지 않는다. 그밖에 주목할 만한 국가로는 지난 5년 사이 순위와 비중이
증가한 인도가 있다.
55) [표 4-1]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연도별 분석을 해본바, SCIE 학술논문 편수 기준으로 중국이 처음으
로 미국을 추월한 연도는 2018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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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은 전 세계 과학연구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대체로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그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록 계량서지학에
일반화된 집계 방법이긴 하지만 [표 4-1]과 같은 집계에서는 다수의 공저자들

표 4-1. SCIE 전체 논문의 국가별 비중 변화(2008년 vs. 2013년 vs. 2018년)
(단위: %)

순위
1

2008년(총985,326편)

2013년(총1,254,298편)

국가

비중

국가

USA

27.31

USA

2018년(총1,470,113편)

비중

GERMANY

7.52

4

JAPAN

5

ENGLAND

6
7
8

비중

25.35 PEOPLES R CHINA 25.70

2 PEOPLES R CHINA 10.72 PEOPLES R CHINA 16.90
3

국가

USA

23.38

GERMANY

7.23

GERMANY

6.81

7.46

JAPAN

6.01

ENGLAND

6.03

6.11

ENGLAND

5.90

JAPAN

5.26

FRANCE

5.67

FRANCE

5.15

INDIA

4.66

ITALY

4.45

ITALY

4.43

FRANCE

4.61

CANADA

4.44

CANADA

4.25

ITALY

4.21

9

INDIA

3.65

INDIA

4.11

CANADA

4.10

10

SPAIN

3.57

SOUTH KOREA

3.93

SOUTH KOREA

3.93

11

SOUTH KOREA

3.35

SPAIN

3.87

AUSTRALIA

3.75

12

AUSTRALIA

2.88

AUSTRALIA

3.46

SPAIN

3.60

13

BRAZIL

2.74

BRAZIL

2.93

BRAZIL

3.18

14

RUSSIA

2.69

NETHERLANDS

2.46

RUSSIA

2.55

15

NETHERLANDS

2.32

RUSSIA

2.26

IRAN

2.50

16

TAIWAN

2.12

TAIWAN

2.05

NETHERLANDS

2.35

17

TURKEY

1.84

IRAN

2.04

SWITZERLAND

1.96

18

SWITZERLAND

1.80

TURKEY

1.94

POLAND

1.86

19

POLAND

1.78

SWITZERLAND

1.93

TURKEY

1.85

20

SWEDEN

1.66

POLAND

1.78

SWEDEN

1.74

21

BELGIUM

1.37

SWEDEN

1.72

TAIWAN

1.54

22

IRAN

1.13

BELGIUM

1.39

BELGIUM

1.34

23

ISRAEL

1.02

DENMARK

1.10

DENMARK

1.20

24

SCOTLAND

0.99

AUSTRIA

0.99

MEXICO

1.03

25

AUSTRIA

0.95

SCOTLAND

0.94

AUSTRIA

1.02

자료: WOS로부터 저자 수집·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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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께 쓴 논문의 경우, 각 공저자의 소속기관이 위치한 국가마다에 해당 논문
을 귀속시킨다.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생산된 한편의 논문이 여러 나라에 중복
집계되는 것이다.56) 단독 저자 혹은 단일 국가의 비교적 소규모 연구에 비해
대규모 국제협력 연구의 성과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합당한 일일 수 있으므
로 중복 집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57) 하지만 특정 국가, 예컨대 중국
의 연구자들이 국제협력 연구에 부분적·지엽적으로 참여하는 빈도가 높으면
그 국가가 세계 과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표 4-1] 속에서 다소 과장되게 나
타날 수 있다.

그림 4-1. 국제협력을 통하지 않은 각국의 단독 논문 추이(미국, 중국, 한국)
(단위: 편)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단독 161,358 157,711 157,724 163,093 167,809 173,248 175,858 174,686 177,156 175,554 178,581 183,130 185,346 188,679 186,412 183,537 180,195 178,786 178,021
중국 단독

22,129 26,252 29,183 35,681 44,782 55,150 65,845 72,863 82,174 94,063 101,951 118,897 137,139 161,274 186,041 206,339 222,703 244,570 277,739

한국 단독

10,399 11,871 12,832 14,973 17,744 19,176 20,649 20,830 24,251 26,812 28,894 31,319 33,996 35,211 37,037 38,863 38,735 38,679 39,761

미국 단독

중국 단독

한국 단독

자료: WOS로부터 저자 수집·정리.
56) 특정 국가, 예컨대 미국에 위치한 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가 공저자 중 한 명으로 포
함되어 있으면 그를 ‘미국 논문’으로 분류하고, 동시에 같은 논문을 또 다른 공저자의 소속기관 소재국
(예컨대 중국)에 따라 또 다른 국가의 논문(중국 논문)으로 중복 인식한다.
57) 다수 국가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제협력 연구 논문의 가치를 일국, 심지어 단독 저자의 논문에 비추어
얼마나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제협력 연구에 참여한 각국 연구자들의 기여도를 어떻
게 평가·배분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방법론적 모색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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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제협력에 의한 것을 제거한 한 국가 단독의 SCIE 논문 추이를 집계
해보면 [그림 4-1]과 같다. 중국은 일찍이 2015년 미국을 추월한 뒤 그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최근 추이는 국제 협력을 통해 과학연구
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 만큼 그 부분을 제거하고 난 뒤의 순위에 과
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SCIE 논문서지 데이터를 국제협력 연구 네트워크 데이터로 변환하고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58) 이는 수많은 국제 과학기술 협력연구를 통해 형성
된 세계적 네트워크 속에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위상을 보다 온전히
평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이하의 주된 분석은 국제적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네트워크 관점의 접근은 추후 논의할 미중 간의 연
계 강도와 그 연계의 절단이 미칠 파장 등을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다.

4. 국제 과학연구 협력 네트워크 속 중국의 위상
가. SCIE 전체 논문 분석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 우선 짚어볼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그 자체의 거시적
속성이다. 2008년, 2013년, 2018년 3개 시점에서 SCIE 논문서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한 국제협력 연구 네트워크의 거시적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두드러진다. 우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네트워크의 ‘집적계수
58) 단, 위 SCIE 논문 서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간 네트워크를 파악함에 있어 비중이 극히 미미한 국가
들을 생략하기 위해 개별 국가의 논문 발표량이 해당 연도 전 세계 총량 대비 0.03% 미만인 국가는 제
외하였다. 또한 국가간 협력 네트워크 분석의 간소화를 위해 1년간 10편 미만의 공저 논문을 발표한
국가간 연계는 사실상 연계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할 경우 위 연구의 분석 대상 국가는
2008년 88개국, 2013년 94개국, 2018년 99개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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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ing coefficient)’가 0.836 → 0.857 → 0.919로 점차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집적계수란 네트워크 속의 각 노드(node,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연결
가능한 여타 노드와 실제 연결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지표의 상승은,
국제협력 연구 네트워크가 더 촘촘한 국가간 연계로 채워지고 있음을 시사한
다. 같은 이유로 네트워크의 노드(국가) 간 ‘평균거리(mean distance)’도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줄어들고 있음(2008년: 1.541 → 2013년: 1.373 → 2018
년: 1.152)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네트워크의 속성 변화는 네트워크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그림 4-2. SCIE 논문의 국제협력연구 네트워크
(2008 vs. 2013 vs. 2018)

(a) 원본 네트워크

(b) 시각적으로 간소화한 네트워크

자료: 저자 분석(Netminer 4.0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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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4-2]의 (a)는 분석 연도 SCIE 논문의 국제협력 연구 네트워크 전체를 시각
화한 것이고,59) [그림 4-2]의 (b)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간 협력 횟수가
1,000건 미만인 경우를 생략하여 간소화한 그림이다.
세계 과학기술 연구 네트워크 전체의 변화는 위에 제시한 지표들과 시각화
된 네트워크 그림을 통해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등 개별 국
가의 위상 변화를 여타 국가와 비교하여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트워크의 미시적 관계에 있어서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근
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의 개념을 이용하여 각국의 위상 변화를 살펴
보자. 연결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
는 것으로, 더 많은 연결을 가질수록 더 많은 자율성과 권력을 가진다는 전제에
근거한 지표이다. 근접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들에 도달
하는 데 얼마나 짧은 연결거리를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전
역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표 4-2]는 3개 분석 연도에 출간된 SCIE 논문의 공저자 네트워크로 파악한
전 세계 과학기술 연구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요 25개국
을 보여준다. 우선 미국이 줄곧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2008년 미국과 4배 가까운 차이가 있었으나, 2018년에는 1.8배 정도로 그 격
차가 줄어들었다. 중국의 순위도 같은 기간 중 7위에서 3위로 올라서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국을 추월하였다.60) 주목할 만한 것은 SCIE
논문의 공저 네트워크를 통해 본 세계 과학기술 연구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중
국의 연결중심성은 지난 10년 사이 크게 높아졌지만, [표 4-1]의 단순 집계에
서와는 달리 미국과는 아직 격차가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한국은 연결중심성
59) 본 네트워크 속의 노드(node)는 국가이며, 링크(link)는 한편의 논문을 국가간에 공저함으로써 생성되
는 것으로 공저 논문 수가 가중치로 링크의 두께에 반영되어 있다.
60) 일본의 경우 다소 예외적으로 자체 과학연구의 수준이 상당함에도 줄곧 국제협력 연구는 서구 선진국
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아 그 순위가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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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자체는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적 순위는 점차 하락(16위 → 17위 → 20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표 4-2. 국제협력연구 네트워크 속 주요국의 연결중심성

순위

2008년

2013년

2018년

연결중심성

국가

연결중심성

국가

연결중심성

국가

1

USA

1385.1

USA

2105.3

USA

2845.9

2

GERMANY

726.7

GERMANY

1150.6

ENGLAND

1608.1

3

ENGLAND

675.3

ENGLAND

1095.4 PEOPLES R CHINA 1593.4

4

FRANCE

560.5

FRANCE

5

ITALY

6
7

CANADA

882.8

410.4 PEOPLES R CHINA 823.6

GERMANY

1549.3

FRANCE

1190.8

379.3

ITALY

718.3

ITALY

1029.2

PEOPLES R CHINA 354.0

SPAIN

642.2

SPAIN

913.0

8

SPAIN

320.9

CANADA

575.7

AUSTRALIA

863.4

9

JAPAN

314.8

NETHERLANDS

533.1

CANADA

814.7

10

NETHERLANDS

287.9

AUSTRALIA

519.3

NETHERLANDS

748.8

11

SWITZERLAND

264.9

SWITZERLAND

491.6

SWITZERLAND

733.8

12

AUSTRALIA

252.2

JAPAN

443.6

JAPAN

614.6

13

SWEDEN

212.4

SWEDEN

382.8

SWEDEN

577.1

14

RUSSIA

195.0

BELGIUM

336.7

BRAZIL

517.7

15

BELGIUM

183.6

RUSSIA

306.6

BELGIUM

502.7

16

SOUTH KOREA

153.8

BRAZIL

303.5

RUSSIA

464.4

17

SCOTLAND

153.0

SOUTH KOREA

293.0

POLAND

452.8

18

POLAND

138.8

AUSTRIA

289.4

INDIA

446.6

19

AUSTRIA

133.5

POLAND

289.4

AUSTRIA

436.7

20

DENMARK

128.8

SCOTLAND

274.2

SOUTH KOREA

425.7

21

BRAZIL

126.0

INDIA

270.8

DENMARK

422.7

22

INDIA

122.8

DENMARK

267.5

SCOTLAND

370.4

23

FINLAND

111.6

CZECH REPUBLIC

218.0

PORTUGAL

346.7

24

NORWAY

96.3

PORTUGAL

25

CZECH REPUBLIC

94.4

FINLAND

213.1 CZECH REPUBLIC

341.6

211.6

332.4

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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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AND

[표 4-3]은 SCIE 논문의 공저 네트워크를 통해 본 세계 과학기술 연구 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근접중심성이 높은 약 20개 국가를 3개 시점에서 추출한 것
이다. 근접중심성은 특정 노드(국가)와 네트워크 속의 다른 모든 노드들과의 거
리를 측정하여 해당 노드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근접중심성
은 특정 노드(국가)가 네트워크 속 여타 노드들(국가들)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이다.
근접중심성의 측정 기준으로 보아도 중국의 지위 상승이 확인된다. 하지만
그 정도나 안정성은 논문 편수의 단순 집계나 연결중심성 측정 기준으로 본 것
보다는 못하다. 중국은 2008년 세계 15위이었다가 2013년에는 공동 6위,
2018년에는 공동 10위에 자리매김했다. 한편 일본은 2008년 중국보다 앞섰
으나 2013년과 2018년에는 중국과 같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18위
이던 한국은 2013년과 2018년 2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2013년 대비 2018년 중국 근접중심성 순위의 하락을 중국의 영향력 하락으
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접중심성을 기준으로 볼 때, 주요국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두텁게 응집하는 현상이 진행 중에 있고, 2018년 중
국의 순위가 공동 10위이지만 그 앞의 9개국이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파악
한 근접중심성 기준) 모두 공동 1위로 중국과 작은 차이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
다. 위와 같은 사정은 [표 4-3]의 양상을 동심원 그래프로 그린 [그림 4-3]을 통
해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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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국제협력연구 네트워크 속 주요국의 근접중심성
2008년

2013년
근접중심성 순위

순위

국가

1

USA

1.00000

ENGLAND

0.98864

FRANCE

0.98864

GERMANY

0.97753

1

2018년
국가

근접중심성

USA

1.00000

USA

1.00000

GERMANY

1.00000

GERMANY

1.00000

ENGLAND

1.00000

ENGLAND

1.00000

FRANCE

0.98936

FRANCE

1.00000

ITALY

1.00000

국가

근접중심성 순위

2
4

4
ITALY

0.94565

CANADA

0.94565

JAPAN

0.88776

ITALY

5
7
8

PEOPLES R CHINA 0.97895
6

NETHERLANDS 0.87000
SWITZERLAND 0.87000

10

BELGIUM

0.86139

11

SPAIN

0.85294

0.98936

1

9

10

NETHERLANDS 1.00000
SWITZERLAND 1.00000

JAPAN

0.97895

CANADA

0.97895

SWEDEN

1.00000

AUSTRALIA

0.96875

FINLAND

1.00000

SPAIN

0.95876

PEOPLES R CHINA 0.98990

NETHERLANDS 0.95876

JAPAN

0.98990

SWITZERLAND 0.95876

INDIA

0.98990

CANADA

0.98990

AUSTRALIA

0.98990

12

AUSTRALIA

0.83654

13

SWEDEN

0.82076

BELGIUM

0.95876

14

INDIA

0.80556

INDIA

0.94898

10

15 PEOPLES R CHINA 0.79091

14

SWEDEN

0.94898

SPAIN

0.98990

16

SCOTLAND

0.78378

16

AUSTRIA

0.90291

BRAZIL

0.98990

17

RUSSIA

0.76991

17

SCOTLAND

0.89423

BELGIUM

0.98990

18 SOUTH KOREA 0.75652

18

BRAZIL

0.88571

19

POLAND

0.75000

19 SOUTH AFRICA 0.87736

BRAZIL

0.74359

20

DENMARK

0.86916

20

AUSTRIA

0.74359

21

TURKEY

0.84546

SOUTH KOREA 0.83784

22

POLAND

0.83784

PORTUGAL

0.83784

NORWAY

0.83784

GREECE

0.83784

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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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AFRICA 0.98990
RUSSIA
19

0.98000

POLAND

0.98000

DENMARK

0.98000

PORTUGAL

0.98000

NORWAY

0.98000

22 SOUTH KOREA 0.97030

그림 4-3. 근접중심성 기준으로 본 주요국의 중심부 응집(SCIE 전체)
(2008년 vs. 2013년 vs. 2018년)

자료: 저자 분석(Netminer 4.0 활용).

요약하면 근접중심성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지위 상승과 추월의 기세가 앞
선 논의에서보다는 약하게 나타난다. 이는 근접중심성의 계산에는 논문 편수로
측정되는 양적 측면이 제거되어 질적 측면만이 부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
결중심성은 특정 국가가 여타 국가들과 국제협력연구를 통해 맺은 연계에 공저
논문 출간 횟수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측정하지만, 근접중심성은 그러한 가중치
의 반영 없이 특정 국가가 국제협력연구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구조적
특성만을 분석한다. 따라서 근접중심성 기준으로 보면 과학기술 연구협력을 통
해 전 세계 각국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과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
직 부족함을 시사한다.

나. Top 2 학술지 논문 분석
세계 양대 과학 학술지로 꼽히는 Nature와 Science에 실린 논문만으로 분
석대상을 좁혀 위의 분석을 반복해보고자 한다. Nature는 영국에서 1869년부
터 발간된 과학 학술지이고 Science는 미국에서 1880년부터 발간된 과학 학
술지다. 게재 논문의 피인용 정도를 근거로 한 ‘영향도 지수(impac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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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줄곧 세계 최상위를 다투는 저명 학술지이다.61) 8,300여 학술지를 아
우르는 SCIE 논문 전체가 아닌 양대 학술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보
다 높은 품질의 논문과 과학의 최전선(frontier)을 개척하는 첨단 과학연구 성
과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매년 그 수가 증가하는 SCIE 논문 전체
를 대상으로 했던 앞의 분석과 달리, Nature와 Science 두 학술지 논문 분석
에서는 한 해 발간되는 논문이 대략 1,600편으로 안정적이어서 그 안에서의 국
가별 비중과 순위를 검토하기에 더 적절한 측면도 있다.
Nature와 Science, 즉 ‘Top 2’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저자의 소속기관
주소지를 근거로 국가별로 분류해보면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시간이 흘
러도 미국의 독보적 지위(70% 이상의 논문에 참여)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비중은 10년 사이 3%대에서 15%대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순위 역시 11위에서 4위로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미국과의 격차는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중 한국의 비중은 1%대, 2%대, 3%대로 단계적으로 커졌
지만 세계 순위 면에서는 서구 선진국과 중국, 일본 등에 크게 뒤쳐져 있다.
한편 Top 2 학술지에 실린 개별 국가 단독 논문만을 집계하여 본고가 주목
하는 주요국의 추세적 변화를 정리해보면 [그림 4-4]와 같다.62) 미국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여타 국가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그림 4-4] 속 막대그래프(우
축)로 따로 표시하였으나 추세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Nature를 발간하는 영국 또한 그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09년 이전 단독으로 Nature, Science에 게재한 논문의 수가 10편
미만으로 미미하였으나 이후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고 2018년에는
일본을 추월했다. 한편 한국은 2018년까지도 한 해 10편 미만의 단독 논문을
61) Clarivate사의 2018년 기준 Journal Citation Report(JCR)에 따르면, Nature와 Science의 영향
도지수(impact factor)는 각각 43.070, 41.037이었다. JCR(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30).
62)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가 오늘날 과학계의 보편적 관행이므로 국제협력을 통
하지 않은 개별국가 단독의 논문 성과만을 과도하게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기서도 공통된 주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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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Nature와 Science에 실린 논문의 국가별 비중(변화)
(단위: 편, %)

2008년(총1,677편)
국가

편수 비중(%)
1,192 71.08

2013년(총1,604편)
국가

편수 비중(%)

2

ENGLAND

281

16.76

GERMANY

298

18.58

ENGLAND

339

21.24

3

GERMANY

238

14.19

ENGLAND

257

16.02

GERMANY

331

20.74

248

15.54

190

11.91

SWITZERLAND 178

11.15

170

10.14

5

JAPAN

126

7.51

6

CANADA

110

6.56

7

SWITZERLAND

99

5.90

8

NETHERLANDS

71

9

AUSTRALIA

10

ITALY

11

PEOPLES R
CHINA

FRANCE

USA

편수 비중(%)

USA

FRANCE

1,126 70.20

국가

1

4

USA

2018년(총1,589편)

PEOPLES

1,137 71.24

158

9.85

137

8.54

CANADA

128

7.98

JAPAN

127

7.92

JAPAN

142

8.90

4.23

SWITZERLAND 111

6.92

CANADA

134

8.40

69

4.11

NETHERLANDS 100

6.23

AUSTRALIA 128

8.02

69

4.11

AUSTRALIA

94

5.86

NETHERLANDS 120

7.52

56

3.34

ITALY

70

4.36

PEOPLES
R CHINA

R CHINA
FRANCE

SPAIN

97

6.08

12

SCOTLAND

56

3.34

SPAIN

67

4.18

ITALY

94

5.89

13

SPAIN

48

2.86

DENMARK

66

4.12

SWEDEN

83

5.20

14

SWEDEN

44

2.62

SWEDEN

61

3.80

AUSTRIA

71

4.45

15

ISRAEL

37

2.21

SCOTLAND

53

3.30

DENMARK

65

4.07

16

BELGIUM

34

2.03

BELGIUM

36

2.24

SCOTLAND

63

3.95

17

DENMARK

27

1.61

ISRAEL

34

2.12

ISRAEL

62

3.89

58

3.63

SOUTH

18

AUSTRIA

25

1.49

RUSSIA

34

2.12

19

RUSSIA

24

1.43

SINGAPORE

34

2.12

BELGIUM

49

3.07

22

1.31

32

2.00

RUSSIA

41

2.57

20

SOUTH
KOREA

SOUTH
KOREA

KOREA

21

FINLAND

18

1.07

AUSTRIA

31

1.93

NORWAY

40

2.51

22

POLAND

17

1.01

FINLAND

27

1.68

SINGAPORE

33

2.07

23

NORWAY

16

0.95

NORWAY

23

1.43

PORTUGAL

31

1.94

22

1.37

CHILE

27

1.69

17

1.06

BRAZIL

24

1.50

24

WALES

16

0.95

25

BRAZIL

15

0.89

SOUTH
AFRICA
TAIWAN

자료: WOS로부터 저자 수집·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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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Science에 싣고 있어 앞서 언급한 주요 국가들과 상당한 격차가 있음
을 보여준다.

그림 4-4. Nature와 Science에 실린 주요 개별국 단독 논문 추이(2000~18년)
(단위: 편)
140

1,000
900

120

100

700
600

80

500
60

400
300

40

미국 단독(막대 그래프)논문편수

여타국 단독(꺾은선 그래프)논문편수

800

200
20
1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871

780

765

702

680

654

640

571

645

590

540

497

518

477

444

460

409

365

377

영국

116

99

85

80

70

75

69

62

56

40

50

43

48

51

40

49

38

25

45

일본

63

67

71

72

52

64

47

50

45

47

51

43

30

38

22

25

31

24

21

독일

56

57

48

57

50

50

41

44

39

39

37

49

38

54

31

34

51

33

34

중국

6

3

3

3

6

7

5

5

5

12

13

9

11

20

16

19

29

23

26

한국

1

4

2

2

1

3

1

0

4

5

1

3

4

3

2

5

2

4

9

지방정부

영국

일본

독일

중국

0

한국

자료: WOS로부터 저자 수집·정리

Top 2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국제적 공저자 네트워크를 분석해보자. 본 네
트워크 분석도 SCIE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같이 3개 연도에 대해 같
은 방식으로 수행하였다.63) 서로 다른 3개 시점에서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면
[그림 4-5]와 같다.
63) 다만 두 학술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가간 네트워크를 파악함에 있어 비중이 미미한 국가들
을 제외하는 임계치를 조정하였다. 즉 해당 연도 논문 발표량이 전 세계 대비 0.5% 미만인 국가를 제외
하였고, 공저 논문 수가 2편 미만인 경우를 국가간 연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하면 Top 2
학술지 공저 네트워크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2008년 33개국, 2013년 35개국, 2018년 43개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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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거시적 속성 분석 결과, Top 2 학술지 논문 공저를 위한 국제 협
력 네트워크의 집적계수(clustering coefficient)는 2008년 0.831 → 2013
년 0.829 → 2018년 0.883로 변화했다. 이는 지난 10년 기간 중 첫 5년 사이
엔 큰 변화가 없다가 최근 5년 사이 국가간 연계가 크게 조밀해졌음을 시사한
다. 같은 기간 중 네트워크의 평균거리(mean distance)가 1.417 → 1.378 →
1.221로 바뀌었음도 최근 5년 사이에 보다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4-5. Top 2 학술지 논문의 국제협력연구 네트워크
(2008 vs. 2013 vs. 2018)

자료: 저자 분석(Netminer 4.0 활용).

네트워크 속 주요 국가들의 10년에 걸친 위상 변화를 연결중심성과 근접중
심성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표 4-5],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결중심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점
진적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 12위에 있던 중국은
2013년 이탈리아, 일본 등을 제치고 8위에 올랐으며, 2018년에는 추가로 캐
나다, 호주 등을 추월하며 6위에 자리매김하였다. 앞서 SCIE 학술지 논문 전체
를 대상으로 한 연결중심성 분석에서 2018년 중국이 미국, 영국에 이어 3위에
올랐던 것에 비하면 다소 뒤처진 위상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상승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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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Top 2 저널 논문의 국제협력연구 네트워크 속 주요국의 연결중심성

순위

2008년

2013년

2018년

국가

연결중심성

국가

연결중심성

국가

연결중심성

1

USA

31.063

USA

38.235

USA

47.571

2

ENGLAND

17.563

GERMANY

22.441

ENGLAND

28.452

3

GERMANY

16.625

ENGLAND

19.441

GERMANY

28.167

4

FRANCE

12.563

FRANCE

13.500

FRANCE

21.714

5

CANADA

7.344

CANADA

11.441

SWITZERLAND

16.262

6

ITALY

7.188

NETHERLANDS

9.882

PEOPLES R CHINA

15.310

7

SWITZERLAND

6.625

AUSTRALIA

9.735

AUSTRALIA

15.214

8

NETHERLANDS

6.531

PEOPLES R CHINA

9.088

NETHERLANDS

15.024

9

JAPAN

6.469

SWITZERLAND

8.765

CANADA

13.667

10

AUSTRALIA

6.375

SWEDEN

7.853

ITALY

13.667

11

SPAIN

5.156

JAPAN

7.676

SPAIN

12.548

12 PEOPLES R CHINA

5.094

ITALY

7.412

SWEDEN

11.595

13

4.969

SPAIN

7.088

JAPAN

11.357

SCOTLAND

14

SWEDEN

4.344

DENMARK

6.559

AUSTRIA

10.357

15

BELGIUM

4.063

SCOTLAND

5.853

DENMARK

10.071

16

POLAND

3.531

BELGIUM

4.647

SCOTLAND

8.214

17

RUSSIA

3.438

RUSSIA

3.853

BELGIUM

7.333

18

ISRAEL

3.344

NORWAY

3.647

NORWAY

7.143

19

DENMARK

2.688

FINLAND

3.118

RUSSIA

6.429

20

FINLAND

1.875

AUSTRIA

3.029

ISRAEL

6.190

1.844

SINGAPORE

2.824

PORTUGAL

5.262

21

CZECH
REPUBLIC

22

AUSTRIA

1.625

SOUTH KOREA

2.794

POLAND

5.048

23

SOUTH KOREA

1.594

SOUTH AFRICA

2.382

SOUTH KOREA

4.690

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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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Top 2 저널 논문의 국제협력연구 네트워크 속 주요국의 근접중심성
2008년
순위

국가

2013년
근접중심성 순위

USA

1.00000

GERMANY

1.00000

ENGLAND

0.96970

국가

2018년
근접중심성 순위

USA

1.00000

GERMANY

1.00000

ENGLAND

1.00000

1
3

1

국가

근접중심성

USA

1.00000

PEOPLES R CHINA 1.00000
ENGLAND

1.00000

1
4

FRANCE

0.88889

5

ITALY

0.86487

6

SPAIN

0.84211

FRANCE

0.91892

GERMANY

1.00000

CANADA

0.91892

FRANCE

1.00000

AUSTRALIA

1.00000

4

PEOPLES R CHINA 0.82051
JAPAN

6

AUSTRALIA

0.82051
8

AUSTRALIA
11

NETHERLANDS 0.80000
SCOTLAND

13

0.82051

SWITZERLAND 0.97674

0.89474

PEOPLES R CHINA 0.87180

0.82051

7
CANADA

NETHERLANDS 0.89474

SWITZERLAND 0.87180
SPAIN

0.87180

SWEDEN

0.87180

CANADA

0.97674

SPAIN

0.97674

ITALY

0.97674

7

11

NETHERLANDS 0.95455

0.80000

12

JAPAN

0.85000

SWEDEN

0.95455

SWITZERLAND 0.78049

13

ITALY

0.79070

JAPAN

0.93333

RUSSIA

0.78049

14

DENMARK

0.77273

DENMARK

0.93333

SWEDEN

0.76191

15

SCOTLAND

0.75556

SCOTLAND

0.93333

POLAND

0.76191

RUSSIA

0.72340

BELGIUM

0.93333

BELGIUM

0.72727

17

AUSTRIA

0.91304

18

PORTUGAL

0.89362

RUSSIA

0.87500

NORWAY

0.87500

IRELAND

0.87500

22

POLAND

0.85714

23

FINLAND

0.84000

BRAZIL

0.82353

13
15
17

16 SOUTH KOREA 0.72340

18 CZECH REPUBLIC 0.69565
19

ISRAEL

0.68085

NORWAY

0.72340

BELGIUM

0.70833

FINLAND

0.70833

SINGAPORE

0.68000

19
20

DENMARK

0.68085

21

NORWAY

0.65306

22

SOUTH KOREA 0.64000

21
22

SOUTH AFRICA 0.66667
MEXICO

0.66667

19

CHILE

0.64000

24

FINLAND

0.62745

24

AUSTRIA

0.65385

24

25

AUSTRIA

0.61539

25

BRAZIL

0.64151

25 SOUTH AFRICA 0.79245

26

GREECE

0.60377

ISRAEL

0.62963

26
27

BRAZIL

0.59259

ISRAEL
26

TAIWAN

0.62963

0.77778

SOUTH KOREA 0.77778

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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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포함된 모든 노드들, 즉 국가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지표라
할 수 있는 근접중심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도 2018년에는 미국과 함께 공동 1위의 자리에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림 4-6]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Top 2 학술지 논문
발표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들의 근접중심성이 최근 매우 높아지는 중심부 응집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미국, 중국 이외에도 여러 주요국의 근접중심성이
매우 높아져 있어, 근접중심성의 상승을 중국만의 현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림 4-6. 근접중심성 기준으로 본 주요국의 중심부 응집(Top 2)
(2008년 vs. 2013년 vs. 2018년)

자료: 저자 분석(Netminer 4.0 활용).

한편 한국은 Top 2 학술지 논문 집필을 위한 국제 연구협력 네트워크 속에
서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 모두 20위 바깥에 머물고 있으며, 순위의 추세적
상승도 발견되지 않는다. 중국,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학술기관들과 위상을 비
교해보더라도 한국의 상대적 약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기준 세계 50위
(논문 편수 기준) 내에 든 곳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이
유일했다. 그 아래로 북경대와 서울대가 300위 바깥에 순위를 기록하였다.
2013년에는 중국과학원과 함께 중국의 청화대와 북경대가 200위 안에 들었
고, 싱가포르의 경우도 싱가포르 국립대와 남양이공대가 200위 안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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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해에 한국의 기관은 200위 안에 한 곳도 들지 못했다. 서울대,
KAIST, 성균관대가 360등 수준을 기록했을 뿐이다. 2018년에는 중국과학원
이 세계 10위 안에 들었으며(9위), 중국과학원대학, 청화대, 북경대, 복단대까
지 총 5곳의 중국 연구기관·대학이 세계 100위 안에 포함되었다. 200위 안에
는 추가로 상해교통대, 상해생명과학연구소, 중국과기대가 포함되었다(총8개
기관).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국립대, 남양이공대가 200위 안에 이름을 유
지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여전히 200위 안에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이 230등 대에 올랐을 뿐이다.

5. 미중 연계 현황과 스트레스 테스트
본 절에서는 우선 국제 과학연구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연
계가 얼마나 공고하게 형성되었는지를 ‘링크 연계성(link connectivity)’ 지표
를 활용해 살펴볼 것이다. 링크 연계성이란 네트워크 속에서 특정 두 개의 노드
(본 분석에서는 미국과 중국)간 연결을 완전히 끊기 위해 제거해야 하는 링크의
수이다. 그 수가 많을수록 두 노드의 연계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중 양국간에 형성된 연계의 실제 상황을 파악한 뒤, 그 연계가 사라졌다고
가정할 때 양국에 각기 어떠한 충격이 가해질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 미국과 중국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발표한 연구논문들을 분석
대상 원자료에서 모두 제거할 경우 미국과 중국이 각기 입게 될 위상의 하락 정
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미국과 중국이 과학연구에 있어 상대에 대해 갖는 자주성 혹
은 자기완결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는 미중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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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과학연구 협력의 연계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를 가상적으로나마
제거하고 그로 인한 충격의 크기를 측정 비교해 봄으로써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미중 양국관계의 악화에 견딜 수 있는 양국의 자체적 역량을 파악해보는 일종
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SCIE 전체 논문’, ‘Top 2 학술지 논문’
등 두 종류의 자료에 대해 2008년과 2018년 두 시점에서 각각 실시해 봄으로
써 미국과 중국이 상대방에 대해 갖는 의존도(혹은 자기완결성)가 전체 과학 영
역과 최첨단의 영역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미국과 중국이 (독자적 과
학역량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해 공세적일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 SCIE 전체 논문 기반 분석
SCIE 학술지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국제적 연구협력 네트워크 속에
서 중국과 미국의 양국간 연계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강화되어왔다. 이는 [표
4-7]의 링크 연계성(link connectivity)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링크 연계성 지수는 2008년, 2013년, 2018년에 각각
64, 91, 97로 높아졌다. 2008년 미국과 링크 연계성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 프랑스로 그 값은 86이었고 네트워크에 포함된 모든 국가들의 대미 링크
연계성 지수 평균값은 26.97이었다. 2013년에는 영국, 독일의 대미 링크 연계
성 지수가 가장 높았고 그 값은 93, 전체 국가의 평균값은 19.83이었다. 2018
년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8개국의 대미 링크 연계성 지수가 모두 98로 가
장 높았고 전체 국가의 평균값은 18.04였다.
요약하면 중국과 미국의 상호 연계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현재 그
수준은 최대치 98에 조금 못 미치는 97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 현재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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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미국과 각국의 링크 연계성(SCIE 전체)
PEOPLES R

2008년

USA

2013년

USA

2018년

USA

ENGLAND

86

ENGLAND

93

USA

n.a.

97

FRANCE

86

GERMANY

93

ENGLAND

98

97

GERMANY

85

FRANCE

92

GERMANY

98

97

ITALY

82

ITALY

92

FRANCE

98

97

CANADA

82 PEOPLES R CHINA 91

CHINA

ITALY

98

97

JAPAN

76

JAPAN

91

NETHERLANDS

98

97

NETHERLANDS

74

CANADA

91

SWITZERLAND

98

97

SWITZERLAND

74

AUSTRALIA

90

SWEDEN

98

97

BELGIUM

73

SPAIN

89

FINLAND

98

97

SPAIN

72

NETHERLANDS

89 PEOPLES R CHINA 97

n.a.

AUSTRALIA

70

SWITZERLAND

89

JAPAN

97

97

SWEDEN

68

BELGIUM

89

INDIA

97

97

INDIA

66

PEOPLES R CHINA 64

INDIA

88

CANADA

97

97

SWEDEN

88

AUSTRALIA

97

97

SPAIN

97

97

BRAZIL

97

97

BELGIUM

97

97

SOUTH AFRICA

97

97

자료: 저자 분석.

협력연구에 있어 미국이 가장 강한 연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영국, 독일, 프
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등 8개국이다. 미중 양국간
갈등이 크게 심화할 경우 중국보다는 미국에 기울 가능성이 큰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중국도 최근엔 이들 유럽 선진국과 두터운 교류를 하고 있으
나, 미국이 이들 국가와 맺은 연계성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위에서 확인한 미중 연계를 제거할 경우 미중 양국의 위상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스트레스 테스트는 2008~18년이 대체로
연속적 변화의 기간이었다고 보고 2008년과 2018년 두 시점에 대해서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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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출간한 SCIE 학술지 논문을 2008년
과 2018년의 원자료에서 제거하고 네트워크 분석(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분
석)을 해보면 앞선 절들에서 수행한 분석과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2008년에 미중 연계가 사라졌다고 가정하면 그렇지 않았던 실제와 연
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자. [표
4-8]의 왼편은 [표 4-2]에 제시했던 원자료 분석 결과이고 오른편은 미중 연계

표 4-8. 2008년 미중 연계 제거로 인한 연결중심성의 변화(SCIE 전체)
2008년 원자료

연결중심성

2008년 미중 링크 제거 자료

연결중심성

1

USA

1385

1

USA

1193

2

GERMANY

727

2

GERMANY

681

3

ENGLAND

675

3

ENGLAND

635

4

FRANCE

561

4

FRANCE

525

5

ITALY

410

5

ITALY

389

6

CANADA

379

6

CANADA

349

7

PEOPLES R CHINA

354

7

SPAIN

307

8

SPAIN

321

8

JAPAN

284

9

JAPAN

315

9

NETHERLANDS

264

10

NETHERLANDS

288

10

SWITZERLAND

244

11

SWITZERLAND

265

11

AUSTRALIA

229

12

AUSTRALIA

252

12

SWEDEN

193

13

SWEDEN

212

13

PEOPLES R CHINA

183

14

RUSSIA

195

14

BELGIUM

174

15

BELGIUM

184

15

RUSSIA

168

16

SOUTH KOREA

154

16

SCOTLAND

146

17

SCOTLAND

153

17

SOUTH KOREA

126

18

POLAND

139

18

POLAND

125

19

AUSTRIA

133

19

DENMARK

123

20

DENMARK

129

20

AUSTRIA

121

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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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모두 제거하고 분석한 결과이다.64)
[표 4-8]을 보면 미국은 미중 연계 제거 전후에 공히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미중 연계를 제거하면 7위에서 13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같
은 방법의 분석을 2018년에 대해 시행하면 [표 4-9]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표 4-9. 2018년 미중 연계 제거로 인한 연결중심성의 변화(SCIE 전체)
2018년 원자료

연결중심성

USA

2846

1

1

2018년 미중 링크 제거 자료

연결중심성

USA

2007

2

ENGLAND

1608

2

ENGLAND

1356

3

PEOPLES R CHINA

1593

3

GERMANY

1292

4

GERMANY

1549

4

FRANCE

961

5

FRANCE

1191

5

ITALY

801

6

ITALY

1029

6

PEOPLES R CHINA

738

7

SPAIN

913

7

SPAIN

709

8

AUSTRALIA

863

8

AUSTRALIA

682

9

CANADA

815

9

CANADA

671

10

NETHERLANDS

749

10

NETHERLANDS

605

11

SWITZERLAND

734

11

SWITZERLAND

538

12

JAPAN

615

12

JAPAN

461

13

SWEDEN

577

13

SWEDEN

456

14

BRAZIL

518

14

BELGIUM

390

15

BELGIUM

503

15

BRAZIL

323

16

RUSSIA

464

16

DENMARK

318

17

POLAND

453

17

INDIA

306

18

INDIA

447

18

RUSSIA

275

19

AUSTRIA

437

19

AUSTRIA

274

20

SOUTH KOREA

426

20

SOUTH KOREA

273

자료: 저자 분석.
64) 미중 연계의 제거는, 미국 저자(미국에 위치한 기관에 소속된 저자)와 중국 저자가 함께 공저자로 올라
있는 논문들을 분석대상에서 모두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두 나라만의 공
저 논문이 아니라 3개국 이상의 저자들이 공저한 논문인 경우 위와 같은 제거방식으로 인해 제3국 저
자들의 기여까지 제거된다. 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이긴 하나, 연계 제거 전후 제3국들의 순위가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보아 본 분석 결과에 큰 혼란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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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을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미국은 미중 연계 제거 전후에 공히 1위
를 유지한다. 하지만 중국은 3위에서 6위로 연결중심성 순위가 하락한다. 하지
만 2018년에는 미중 연계가 단절된다하더라도 중국의 위상은 10년 전인
2008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0]과 [표 4-11]은 2008년과 2018년 시점에서 미중 연계의 제거가
근접중심성(네트워크 속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지표)으로 본 양국의 위상에 어
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준다. 2008년 양국의 연계를 제거하면 미국은 여전히

표 4-10. 2008년 미중 연계 제거로 인한 근접중심성의 변화(SCIE 전체)
2008년 원자료

근접중심성

2008년 미중 링크 제거 자료

근접중심성

USA

1.000000

1

USA

0.988889

ENGLAND

0.988636

2

GERMANY

0.978022

FRANCE

0.988636

ENGLAND

0.967391

GERMANY

0.977528

FRANCE

0.967391

1
2
4
5

ITALY

0.945652

CANADA

0.945652

7
8

3

5

ITALY

0.927083

CANADA

0.927083

JAPAN

0.887755

7

JAPAN

0.855769

NETHERLANDS

0.870000

8

NETHERLANDS

0.847619

SWITZERLAND

0.870000

9

SWITZERLAND

0.839623

10

BELGIUM

0.861386

10

BELGIUM

0.831776

11

SPAIN

0.852941

11

SPAIN

0.824074

12

AUSTRALIA

0.836538

12

AUSTRALIA

0.816514

13

SWEDEN

0.820755

13

SWEDEN

0.801802

14

INDIA

0.805556

14

INDIA

0.780702

15

PEOPLES R CHINA

0.790909

15

SCOTLAND

0.767241

16

SCOTLAND

0.783784

16

RUSSIA

0.754237

17

RUSSIA

0.769912

17

PEOPLES R CHINA

0.741667

18

SOUTH KOREA

0.756522

18

POLAND

0.735537

19

POLAND

0.750000

19

AUSTRIA

0.735537

BRAZIL

0.743590

20

SOUTH KOREA

0.729508

AUSTRIA

0.743590

20

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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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로 남지만 중국은 15위에서 17위로 하락함을 볼 수 있다. 한편 2018년 스
트레스 테스트에서는 미국의 순위가 1위에서 3위로 하락하고 중국의 순위는
10위에서 15위로 하락한다. 중국의 순위 하락이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
10위 국가가 9개나 되는 상황이므로 중국의 실질적 위상 하락은 그리 크지 않
다고도 볼 수 있다. 역시 큰 충격이라 할 수는 없지만 2018년에는 미중 연계가
제거될 경우 미국도 1위 자리를 지킬 수 없음은 주목할 만하다.

표 4-11. 2018년 미중 연계 제거로 인한 근접중심성의 변화(SCIE 전체)
2018년 원자료

근접중심성

2018년 미중 링크 제거 자료

근접중심성

1

USA

1.000000

GERMANY

1.000000

2

GERMANY

1.000000

ENGLAND

1.000000

3

ENGLAND

1.000000

USA

0.989796

4

FRANCE

1.000000

FRANCE

0.989796

5

ITALY

1.000000

ITALY

0.989796

6

NETHERLANDS

1.000000

NETHERLANDS

0.989796

7

SWITZERLAND

1.000000

AUSTRALIA

0.979798

8

SWEDEN

1.000000

BELGIUM

0.979798

9

FINLAND

1.000000

CANADA

0.989899

JAPAN

0.989899

INDIA

0.989899

PEOPLES R CHINA

0.989899

AUSTRALIA

0.989899

SPAIN

0.989899

10

19

1

3

7
9
11
13
15

JAPAN

0.970000

CANADA

0.970000

SPAIN

0.960396

SWITZERLAND

0.960396

BRAZIL

0.950980

SWEDEN

0.950980

PEOPLES R CHINA

0.941748

INDIA

0.941748

DENMARK

0.915094

BRAZIL

0.989899

BELGIUM

0.989899

SOUTH AFRICA

0.989899

SCOTLAND

0.915094

RUSSIA

0.980000

19

SOUTH AFRICA

0.898148

POLAND

0.980000

20

TURKEY

0.881818

DENMARK

0.980000

PORTUGAL

0.980000

NORWAY

0.980000

17

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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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CIE 학술지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 2008년, 2018년 시점의 스트레
스 테스트에서 중국의 위상 하락이 관찰되지만, 그럼에도 중국의 위상이 한국
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각별한 각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나. Top 2 논문 기반 분석
같은 분석을 Nature, Science 두 학술지 논문만을 대상으로 재수행해 보면
[표 4-1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중국과 미국 사이의 링크 연계성
지수는 2008년, 2013년, 2018년에 각각 25, 29, 42로 높아졌다. 2008년 미
국과 링크 연계성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로 그 값은 32이었고 네트워크
에 포함된 모든 국가들의 대미 링크 연계성 지수 평균값은 13.92였다. 2013년
에는 독일, 영국의 대미 링크 연계성 지수가 가장 높았고 그 값은 34, 전체 국가
의 평균값은 16.39였다. 2018년에는 중국이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와 함께
대미 링크 연계성 지수가 가장 높은 42를 기록했고 당시 전체 국가의 대미 연
계성 지수 평균값은 27.99였다.

표 4-12. 미국과 각국의 링크 연계성(Top 2 학술지)
2008

2013
USA

GERMANY

2018
USA
34

USA

32

GERMANY

ENGLAND

42

ENGLAND

31

ENGLAND

34

GERMANY

42

FRANCE

28

FRANCE

31

PEOPLES R CHINA

42

ITALY

27

CANADA

31

FRANCE

42

SPAIN

26

NETHERLANDS

30

AUSTRALIA

42

JAPAN

25

AUSTRALIA

30

SWITZERLAND

41

CANADA

25

PEOPLES R CHINA

29

CANADA

41

AUSTRALIA

25

SWITZERLAND

29

SPAIN

41

PEOPLES R CHINA

25

SPAIN

29

ITALY

41

NETHERLANDS

24

SWEDEN

29

NETHERLANDS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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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계속
2008

2013

2018

SCOTLAND

24

JAPAN

28

SWEDEN

40

SWITZERLAND

23

ITALY

25

JAPAN

39

RUSSIA

23

DENMARK

24

DENMARK

39

SWEDEN

22

SCOTLAND

23

SCOTLAND

39

POLAND

22

RUSSIA

21

BELGIUM

39

BELGIUM

20

SOUTH KOREA

21

AUSTRIA

38

CZECH REPUBLIC

18

NORWAY

21

PORTUGAL

37

ISRAEL

17

BELGIUM

20

RUSSIA

36

DENMARK

17

FINLAND

20

NORWAY

36

NORWAY

15

SINGAPORE

18

IRELAND

36

SOUTH KOREA

14

SOUTH AFRICA

17

POLAND

35

CHILE

14

MEXICO

17

FINLAND

34

FINLAND

13

AUSTRIA

16

BRAZIL

33

AUSTRIA

12

BRAZIL

15

SOUTH AFRICA

31

GREECE

11

ISRAEL

14

ISRAEL

30

BRAZIL

10

TAIWAN

14

SOUTH KOREA

30

WALES

9

POLAND

14

CZECH REPUBLIC

30

TAIWAN

8

NEW ZEALAND

13

MEXICO

30

PORTUGAL

8

INDIA

11

CROATIA

30

HUNGARY

8

PORTUGAL

10

CHILE

29

MEXICO

5

IRELAND

10

ICELAND

27

SINGAPORE

3

CZECH REPUBLIC

10

NEW ZEALAND

26

CHILE

10

HUNGARY

25

SAUDI ARABIA

8

GREECE

25

SINGAPORE

24

INDIA

23

ESTONIA

23

WALES

23

TAIWAN

20

ARGENTINA

20

THAILAND

12

SAUDI ARABIA

11

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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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는 SCIE 학술지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Top 2학술지만을 놓고 보아도 중국과 미국의 과학 연구협력 연계가 지속적으
로 강화되어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8년에는 중국이 소수의 서구 선진국들
과 함께 대미 링크 연계성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Nature, Science에 실리는 첨단 과학연구 성과의 창출에 미국과 중국은 서로
에게 가장 중요한 대외협력 파트너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미중 연계를 제거하면 2008년과 2018년 시점에서 어떤 충격이
양국에 가해지는지를 앞서 수행했던 바와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면 [표 4-14]와
[표 4-15]와 같다. [표 4-14]와 [표 4-15]는 Top 2 학술지 논문의 국제적 협력
연구 네트워크에서 미중 협력 연계를 제거할 경우 미, 중 양국의 네트워크 연결
중심성 및 근접중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표 4-13], [표 4-14]에서 보면, 연결중심성 측면에서 미국은 2008년
과 2018년 모두 미중 연계 제거에도 불구하고 1위를 고수했다. 반면 중국은
2008년 12위에서 32위로, 2018년에는 6위에서 29위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Top 2 학술지에서 중국의 위상이 지난 10년간 크게 높아졌지만 미국과 협력
하거나 미국에 의존한 바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표 4-13. 2008년 미중 연계 제거로 인한 연결중심성의 변화(Top 2 학술지)
2008년 원본

2008년 미중 링크 제거

국가

연결중심성

국가

연결중심성

1

USA

31.063

USA

26.935

2

ENGLAND

17.563

ENGLAND

15.516

3

GERMANY

16.625

GERMANY

13.968

4

FRANCE

12.563

FRANCE

11.323

5

CANADA

7.344

CANADA

6.032

6

ITALY

7.188

ITALY

5.581

7

SWITZERLAND

6.625

SWITZERLAND

5.516

8

NETHERLANDS

6.531

NETHERLANDS

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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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계속
2008년 원본

2008년 미중 링크 제거

국가

연결중심성

국가

연결중심성

9

JAPAN

6.469

JAPAN

5.161

10

AUSTRALIA

6.375

SPAIN

4.774

11

SPAIN

5.156

AUSTRALIA

4.419

12

PEOPLES R CHINA

5.094

SCOTLAND

4.355

13

SCOTLAND

4.969

SWEDEN

3.581

14

SWEDEN

4.344

BELGIUM

2.871

15

BELGIUM

4.063

ISRAEL

2.839

16

POLAND

3.531

POLAND

2.226

17

RUSSIA

3.438

DENMARK

1.903

18

ISRAEL

3.344

RUSSIA

1.710

19

DENMARK

2.688

AUSTRIA

1.484

20

FINLAND

1.875

CZECH REPUBLIC

1.452

21

CZECH REPUBLIC

1.844

WALES

1.387

22

AUSTRIA

1.625

FINLAND

1.323

23

SOUTH KOREA

1.594

GREECE

1.194

24

SOUTH KOREA

1.032

25

PORTUGAL

0.903

26

CHILE

0.871

27
28
29

이하 생략

BRAZIL

0.839

HUNGARY

0.839

NORWAY

0.710

30

TAIWAN

0.355

31

SINGAPORE

0.290

32

PEOPLES R CHINA

0.226

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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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2018년 미중 연계 제거로 인한 연결중심성의 변화(Top 2 학술지)
2018년

2018년

국가

연결중심성

국가

연결중심성

1

USA

2

ENGLAND

47.571

USA

38.297

28.452

ENGLAND

25.243

3

GERMANY

28.167

GERMANY

24.676

4

FRANCE

21.714

FRANCE

18.027

5

SWITZERLAND

16.262

SWITZERLAND

13.757

6

PEOPLES R CHINA

15.310

NETHERLANDS

11.973

7

AUSTRALIA

15.214

CANADA

11.865

8

NETHERLANDS

15.024

AUSTRALIA

11.405

9

CANADA

13.667

ITALY

11.270

10

ITALY

13.667

SWEDEN

9.486

11

SPAIN

12.548

SPAIN

9.135

12

SWEDEN

11.595

DENMARK

9.027

13

JAPAN

11.357

JAPAN

8.054

14

AUSTRIA

10.357

AUSTRIA

7.757

15

DENMARK

10.071

SCOTLAND

6.865

16

SCOTLAND

8.214

NORWAY

5.946

17

BELGIUM

7.333

BELGIUM

5.162

18

NORWAY

7.143

ISRAEL

4.622

19

RUSSIA

6.429

RUSSIA

4.622

20

ISRAEL

6.190

PORTUGAL

4.405

21

PORTUGAL

5.262

POLAND

3.541

22

POLAND

5.048

SOUTH KOREA

3.459

23

SOUTH KOREA

4.690

BRAZIL

3.243

24

CHILE

3.081

25

IRELAND

3.000

FINLAND

2.676

26
27

이하 생략

HUNGARY

2.649

28

CZECH REPUBLIC

2.568

29

PEOPLES R CHINA

2.027

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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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중심성을 잣대로 살펴본 결과는 [표 4-15], [표 4-16]에서 보는 바와 같
다. 즉 미중 연계를 제거하면 미국은 2008년에는 그대로 1위를 고수하지만,
2018년에는 1위에서 3위로 지위가 다소 하락함을 보여준다. 반면에 중국은 동
일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2008년에는 근접중심성이 7위에서 31위로, 2018
년에는 미국과 공동 1위에서 30위로 위상이 급격히 추락함을 보여준다.

표 4-15. 2008년 미중 연계 제거로 인한 근접중심성의 변화(Top 2 학술지)
2008년 원본

1

2008년 미중 링크 제거

국가

근접중심성

국가

근접중심성

USA

1.00000

USA

0.96900

GERMANY

1.00000

ENGLAND

0.96900

1

3

ENGLAND

0.96970

3

GERMANY

0.93900

4

FRANCE

0.88889

4

FRANCE

0.88600

5

ITALY

0.86487

5

SPAIN

0.81600

SPAIN

0.84211

6

ITALY

0.79500

PEOPLES R CHINA

0.82051

7

NETHERLANDS

0.77500

6

7

11

JAPAN

0.82051

JAPAN

0.73800

CANADA

0.82051

CANADA

0.73800

AUSTRALIA

0.82051

SCOTLAND

0.73800

NETHERLANDS

0.80000

SWEDEN

0.73800

SCOTLAND

0.80000

AUSTRALIA

0.70500

SWITZERLAND

0.78049

RUSSIA

0.78049

15

SWEDEN

0.76191

POLAND

0.76191

17

BELGIUM

0.72727

18

CZECH REPUBLIC

0.69565

19

ISRAEL

0.68085

20

DENMARK

0.68085

21

NORWAY

0.65306

13

8

12
13
15
16
18

19

SWITZERLAND

0.68900

POLAND

0.68900

ISRAEL

0.67400

BELGIUM

0.66000

CZECH REPUBLIC

0.66000

DENMARK

0.62000

AUSTRIA

0.60800

RUSSIA

0.60800

GREECE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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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계속
2008년 원본

2008년 미중 링크 제거

국가

근접중심성

SOUTH KOREA

0.64000

CHILE

0.64000

24

FINLAND

0.62745

25

AUSTRIA

0.61539

26

GREECE

0.60377

27

BRAZIL

0.59259

22

국가
22
23

25

근접중심성

FINLAND

0.59600

SOUTH KOREA

0.58500

WALES

0.58500

PORTUGAL

0.57400

CHILE

0.57400

HUNGARY

0.57400

28

NORWAY

0.56400

29

BRAZIL

0.55400

30

TAIWAN

0.52500

31

PEOPLES R CHINA

0.51700

자료: 저자 분석.

표 4-16. 2018년 미중 연계 제거로 인한 근접중심성의 변화(Top 2 학술지)
2018년 원본
국가

1

7

11

2018년 미중 링크 제거
근접중심성

USA

1.00000

PEOPLES R CHINA

1.00000

ENGLAND

1.00000

GERMANY

1.00000

FRANCE

1.00000

AUSTRALIA

1.00000

SWITZERLAND

0.97674

국가
1

3

5

근접중심성

ENGLAND

1.00000

GERMANY

1.00000

USA

0.97400

FRANCE

0.97400

SWITZERLAND

0.94900

CANADA

0.94900

AUSTRALIA

0.94900

CANADA

0.97674

NETHERLANDS

0.94900

SPAIN

0.97674

9

ITALY

0.92500

ITALY

0.97674

10

DENMARK

0.90200

NETHERLANDS

0.95455

JAPAN

0.88100

SWEDEN

0.95455

SPAIN

0.881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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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계속
2018년 원본
국가

13

2018년 미중 링크 제거
근접중심성

JAPAN

0.93333

DENMARK

0.93333

SCOTLAND

0.93333

BELGIUM

0.93333

17

AUSTRIA

0.91304

18

PORTUGAL

0.89362

RUSSIA

0.87500

NORWAY

0.87500

19

국가

근접중심성

SWEDEN

0.86000

SCOTLAND

0.86000

15

PORTUGAL

0.84100

16

BELGIUM

0.82200

AUSTRIA

0.80400

NORWAY

0.80400

RUSSIA

0.74000

IRELAND

0.74000

13

177

19

IRELAND

0.87500

ISRAEL

0.72500

22

POLAND

0.85714

BRAZIL

0.72500

23

FINLAND

0.84000

POLAND

0.72500

24

BRAZIL

0.82353

HUNGARY

0.72500

25

SOUTH AFRICA

0.79245

FINLAND

0.71200

ISRAEL

0.77778

SOUTH KOREA

0.77778

26

21

25

26

SOUTH KOREA

0.69800

CHILE

0.69800

CZECH REPUBLIC

0.69800

29

SOUTH AFRICA

0.64900

30

PEOPLES R CHINA

0.63800

자료: 저자 분석.

위의 결과는 Nature, Science로 대표되는 과학 첨단영역에서 중국의 독자
적 연구 역량은 아직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중국의 첨단
과학연구가 영미권의 Nature, Science에 모두 게재된다고 가정할 수만은 없
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 학계의 연구업적 평가 및 인사시스템에서도 Nature,
Science 등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최고의 업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가 정착된 점을 감안하면 위 분석은 중국의 미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미진함은 과학의 최첨단(frontier)에서 두드러지는 것이지,
보다 광범위한 일반 과학연구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속에서도 중국의 위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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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이 그리 크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비록 현재 중국이 최첨단의 과학
영역에서 독자적 역량을 완성했다고 할 수 없지만, 광범위한 과학 영역에서 독
자적 연구 역량을 구축하며 동시에 많은 과학 인재들을 배양하여 한국을 비롯
한 많은 주요국들을 추월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인위적 스트레스 테스트로 위상이 하락한 상태에서도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위
상을 기록했다는 점은 한국의 과학·산업 관련 정책당국에 무거운 시사점과 고
민의 과제를 던져준다고 하겠다.

6. 소결
본 연구에서는 WOS를 통해 수집한 지난 10년간의 전 세계 과학 학술논문의
서지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그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도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업적평가 및 인사 기준으로 흔히 사용하는
SCIE 논문 전체와, Nature 및 Science로 대표되는 세계 과학연구 첨단의 양
대 학술지를 전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중국은 지난 10년 사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
요 과학 학술지에 과학연구 성과를 선보이는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과학대
국화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이 국제협력을 통해
수행한 연구, 중국 단독으로 수행한 연구, SCIE 전체 논문, TOP 2 학술지로 국
한한 논문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관성 있게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SCIE 과학 학술지에 중국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음은 물론, 미래 과학을 이끌 선도적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는
Nature, Science에서도 중국 과학연구자의 성과가 꾸준히 늘어 한국과 격차
를 벌리고 2018년에는 일본까지도 추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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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본고는 국제협력이 일반화된 최근 과학 연구의 국제적 네트워크
를 파악하고 네트워크의 거시적·미시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과
학연구 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를 추적하였다. 그리고 최근 심
화된 미국의 중국 견제와 양국간 갈등을 고려하여, 양국의 과학연구 협력이 중
단되는 가상의 상황을 상정하고 그것이 양국에 미치는 충격 정도를 가늠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해보았다. 과학 전반(SCIE 전체)에 있어서는 중국도 미
중 과학협력 중단이 가져올 충격을 감내할 독자적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Nature와 Science로 국한시켜 분석한 결과는 미중 과학협
력 중단이 중국의 위상 하락을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여러 분석에서 한국 과학연구의 양적·질적 지위는 중국에 크
게 뒤처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조 분야에서의 경쟁우위 상실을
첨단 과학연구로 극복하자”는 한국의 대중 전략이 잘못된 통념에 기초한 것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 과학 연구 전체가 아니라 세부 연구 분야로 초점을 맞추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우위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가능하긴 하지만,
Eun(2015)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은 주요 국가 중 과학연구의 포
트폴리오가 가장 유사한 두 국가라는 점을 상기하면 비현실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의 접근법에 근본적인 고민과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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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기본적으로 국가혁신시스템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을 펼쳤다. OECD(1997)는 국가혁신시스
템(National Innovation Systems)을 사람, 기업, 기관 등 혁신주체들의 기술
과 정보의 흐름으로 정의하고 전체 국가 수준에서의 혁신 과정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주체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상호작용하
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국가 수준에서 시스템의 혁신능력에 주목한다.
결국 특정 국가의 혁신능력 차이는 국가마다 다른 국가혁신시스템에 따른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중국의 경우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혁신시스템으로로 1988년 ‘횃불계획’이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특정 지역에서의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를
통해서 전 국토를 산업클러스터로 연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그 결
과 중국 전체의 산업클러스터들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중
국의 빠른 성장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집적효과를 통한 산업클러스터 형성은
기본적으로 Alfred Marshall(1890)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집적으로 인한
요소비용 감소, 정보와 지식의 교환 증가 등 외부경제가 극대화되어 클러스터
내에 위치한 기업이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리적인 외부경제를 강조한 Marshall과 달리 Porter(1988)는 기업의 전
략-구조-경쟁관계, 투입요소 조건, 수요 조건, 관련-지원산업 등의 4가지 요인
을 기본으로 하는 다이아몬드 모델을 제시하였다. 클러스터는 투입요소, 수요
등의 기본적인 입지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내의 시장, 경쟁자, 관련 산업 등 여
러 혁신주체들과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산업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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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기업의 공간적 집적을 바탕으로 동종 산업 혹은 이종 산업 간의 유기적 결
합과 협력을 통해서 형성된 다양한 혁신네트워크체계로 정의하였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산업클러스터 이론과 산업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산
업클러스터들을 지정하였다. 홍성범, 임덕순, 김기국(2003)은 중국의 클러스
터들을 성격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불균
형 해소전략의 지역 거점인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개방 도시들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특구, 연안개방도시, 해안개방구 등의 명칭으로 추
진되었다. 둘째, 국가기술혁신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기술혁신 거점 지역이다.
횃불계획으로 인한 하이테크 산업클러스터가 대표적인 유형이며 본문에서 주
로 연구할 대상들이다. 셋째, 지역거점과 혁신을 모두 포함한 종합형 클러스터
로 북경의 중관촌과 상하이의 푸동신구가 그 예이다. 넷째, 수요자 지향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대학의 과기원(科技園)이 있다. 다섯째, 외국정부의 주도로 이루어
진 해외이니셔티브형 클러스터로 싱가포르 정부와 합작하여 조성된 쑤저우공
업원구가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둘째로 언급된 하이테크 산업클러스
터와 2013년부터 새로 시작된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에 집중하여 분석할 것이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본 연구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려고 한다. 중국은 1988년 발표한 횃불계획을 기점으로
전국에 걸쳐서 하이테크산업 개발구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국가급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전환기가 필요하였다. 이에 중국의 산업정책은 혁신주체의 집적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으로 지역별 강점을 극
대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즉 지역경제에 기반한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는
지역별 산업구조 혁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정부의 과거 산업클러스터 육성정
책을 정리하고 2013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차별점을
분석한다. 둘째, 중국제조 2025와 중국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혁신형 산업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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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셋째,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사례인
선전 차세대 인터넷 혁신형 클러스터와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향후 지속가능성 여부를 전망한다.
클러스터 외부효과를 마샬-애로우-로머(Marshall-Arrow-Romer) 효과와
제이콥-포터(Jacobs-Porter) 효과의 2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

나. 선행연구
중국 과학기술부가 1988년 ‘횃불계획’을 수립하여 하이테크산업 육성을 주
도한 이후, 중국 클러스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중국의 산업클러
스터들이 지역경제나 국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Li(2015)는 중국에서 산업의 집적이 산출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2009년을 기준으로 하는 30개 지역의 29개
산업을 분석한 결과, 클러스터 내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
다. 즉 특정 지역에 집중된 산업클러스터가 혁신을 이끌어내고, 산업 내에서 지
식 스필오버 효과가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Li(2015)는 외부효과를 마샬-애로우-로머(MAR: Marshall-Arrow-Romer)
효과와 제이콥-포터(Jacobs-Porter) 효과의 2가지로 분리하였다. 마샬-애로
우-로머 외부효과는 지리적인 개념을 강조한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서 전문화
된 기업들이 밀집하여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말하며, 제이콥-포터 외부효과는
산업간 스필오버 효과를 강조한 개념으로 특정 지역 내의 외부효과보다는 다양
한 산업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지칭한다.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에 따
르면 산업이 지리적으로 집적함으로써 노동유연성, 원자재 공유, 기술파급효
과의 3가지 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전환기의 중국에서는 호구(戶口) 시
스템에 의해서 노동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으며 연구개발투자가 적어서 기술파
급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집적경제라는 개념도 시장경제가 자유롭게 움직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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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보다 국유기업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했다. 따라서 초창기의 중국에
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는 제도화의 수준에 의해 매우 제한적이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제이콥-포터 외부효과보다는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
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제이
콥-포터 외부효과가 산업발전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반면에, 마샬-애로우-로
머 외부효과는 산업발전 후기 단계에 나타난다. 현재 중국은 초기 단계보다는
추격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전문화된 산업을 발전시키는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가 적합해 보인다. 둘째,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산업
발전을 조정하는 중앙정부의 역할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범위의 경제’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의 많은 지역들이 특정한 중요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정책도 특정한 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키
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Long and Zhang(2012)은 1995년과 2004년의 기업 서베이 자료들을 분
석하여 중국 산업화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산업들은 점점 공간적으로 집중화되
었으며, 특수한 지역들이 증가하였고, 기업들은 산업과 지역들을 교차연결하
기 시작했다고 분석하였다. 산업클러스터 내의 기업 수가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않은 지역의 기업 수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산업화 과정
은 특정 지역 내에 위치한 많은 기업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클러스터化’를
기본으로 하는 현상이라고 결론지었다.
Lu, Ruan, and Reve(2016)는 산업클러스터가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산업이
나 다른 클러스터의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클러스터를 신흥 클러스터, 성숙 클러스
터, 쇠퇴 클러스터의 3단계 수명단계로 분류하였다. 주강 삼각주의 1993~
2012년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숙 클러스터와 쇠퇴 클러스터
는 지역 내 다른 산업이나 클러스터의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신흥 클러스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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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 et el.(2017)은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와 같이 지역을 기반으
로 하는 자본투자가 도시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지를 분석하였고, 잘못된 자본
배분의 예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8개 지역의 110개 하이
테크 산업파크가 기업 생산성, 임금, 지역 제조업 고용 성장에 대해서 스필오버
효과를 이끌어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파크의 지역적인 스
필오버효과가 파크 내의 노동자본,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 현지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역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이 주택 건설과 상업 발달을 촉진시켜 교외의 소비 도시를 출현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거시적인 연구 이외에도 특정 지역의 사례나 특정 산업을 선택하
여 연구를 한 미시적인 논문들도 많이 있다. Lin, Li, and Yang(2011)의 경우
에는 2000~05년까지의 중국 직물산업 8만 3,801개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직물산업의 산업 집적(agglomeration) 효과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직물산업의 집적효과는 증가하는 반면에 의복산업의 집적
효과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둘째, 집적효과와 생산성은 역U자의 형태를 보이
고 있는데, 이는 특정 시점까지는 집적효과와 생산성이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집적이 지나치면 오히려 집적으로 인한 불경제(agglomeration
diseconomies)가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집적효과가 생산성
을 높이는 효과는 국유기업 위주인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중국 국내기업
보다는 외국계 기업에서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Wei(2007)는 산업클러스터가 사회화된 분업과 전문화된 협력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온주지역의 클러스터가 지역사회의 문화전통을 배경으로 가
족이 운영하는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전문화되고 스핀오프(spin-off)된 중소기
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마샬의 산업클러스터와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
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Fleisher et el.(2010)은 중국 저장성 쯔리(Zhili) 지역의 어린이 의류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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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를 분석하여 산업클러스터의 발전을 분석하였다. 쯔리 지역의 2000년과
200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과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 규모는 평균적
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전문화와 아웃소싱도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로 낮은 진
입장벽으로 인해서 기업 수는 증가하면서 이윤은 감소하고 임금은 고정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경쟁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50% 이상의 기업들이 상표를 등록하기 시작
했고 20% 이상의 기업들이 ISO(International Office of Standardization)
인증을 받았다.
Huang, Zhang, and Zhu(2008)는 온주의 140개 신발업체를 조사하여 온
주 산업클러스터의 빠른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클러스터가 생산 과정에서 노
동의 분화를 심화시켰고,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좁게 설정된 생산단계
에 집중하면서 신발산업에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온주 지역은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많은 농촌기업들이 자본과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산업 클러스
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Bathelt and Zhao(2016)는 북경의 바이오의약 산업을 분석하여 대도시에
있는 다수의 클러스터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이론화하였다. 같은 지역
에 동일한 산업 내에서 다수의 클러스터들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공간적인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북경의 바이오의약 클러스터인 다
싱(Daxing), ZLS, 이좡(Yizhuang)을 분석한 결과, 구조적으로 보완적인 관계
로 교차 가능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클러스터 내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연구실 등 혁신주체들이 ‘지식 문지기’나 중요한 ‘참조점
(reference point)’으로 작용하면서 개인과 기관들을 연결시켜 상호작용이 가
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 중에서 손성문 외(2006)는 2002년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클러스
터 48개의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DEA)-BCC 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1단계에서 생산효율성과 기술혁신효율성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 1단계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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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이용하여 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하이테크
산업클러스터가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역할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스타그룹, 생
산효율성 값이 1일 경우, 기술혁신효율성 값이 1일 경우, 벤치마킹 참조그룹으
로 나타나는 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4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결론지었
다. 중국 내 하이테크 산업클러스터 중에서 상하이 하이테크 산업클러스터의
생산효율성이 지역 혁신을 견인하고 있으며, 베이징 중관촌 하이테크 산업클러
스터는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정부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기술혁신 주도형 산
업클러스터의 모형이라고 평가하였다.
박희(2018)는 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하고 전문화지구, 산업지
구, 학습지구, 혁신지구로의 진화적 발전 과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였다. 중국
이 불균형 성장전략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국 전역에 걸쳐 각 산업클러스터가
설립되어 경제성장의 모멤텀으로 작용하였다고 결론지었다.

2. 중국의 산업클러스터 정책
가. 중국 지역별 혁신 역량 평가
2018년 중국 지역별 혁신능력 평가보고(뺷中国区域创新能力评价报告2018뺸)
에서는 중국 31개 지역의 혁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는데, 광둥(广东)성이 1
위를, 베이징(北京)시가 2위를 차지하였다. 베이징시는 2017년 평가에서 2위
를 차지한 장쑤(江苏)성을 제치고 2018년에 2위를 기록하였다. 3위부터 10위
까지는 장쑤(江苏),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산둥(山东), 톈진(天津), 충칭(重
庆), 후베이(湖北), 안후이(安徽)의 순서대로 순위를 차지하였다. [표 5-1]에서
는 종합순위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개발비, 국제논문, 발명특허 기준으로 측정
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146 • 중국산업, 얼마나 强한가?: 중국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토대 분석

표 5-1. 2018년 중국 지역별 혁신능력 평가보고 주요 순위
정부 연구개발비

종합순위

국제논문

(단위: 억 위안)

순위

지역

순위 연구개발

1

광둥

2

베이징

3

장쑤

4

상하이

4

1

발명특허

(단위: 편수)

지역

순위 국제논문

지역
베이징

(단위: 건수)
순위 발명특허

802.61

베이징

1

93,502

1

2

374.76

상하이

2

51,602

장쑤

3

240.42

쓰촨

3

42,902

상하이

223.15

산시(陕西)

4

28,572 산시(陕西)

4

지역

40,952

장쑤

2

40,602

베이징

3

38,626

광둥

26,576

저장

5

저장

5

186.60

광둥

5

26,782

후베이

5

20,086

상하이

6

산둥

6

153.11

장쑤

6

25,847

광둥

6

19,404

산둥

7

톈진

7

114.05

후베이

7

24,335

저장

7

15,292

안후이

8

충칭

8

108.63

랴오닝

8

22,209

산둥

8

10,350

쓰촨

9

후베이

9

107.59

산둥

9

21,581

쓰촨

9

8,517

후베이

10

안후이

10

94.02

톈진

10

20,874

랴오닝

10

7,503

산시(陕西)

11

쓰촨

11

85.12

안후이

11

17,925

후난

11

7,170

푸젠

12

후난

12

78.72

저장

12

15,847

헤이룽장

12

6,967

후난

13 산시(陕西) 13

56.32

후난

13

15,557

톈진

13

6,811

허난

14

푸젠

14

55.77

허베이

14

13,565

안후이

14

6,731

랴오닝

15

허난

15

55.35

헤이룽장

15

13,421

지린

15

5,185

톈진

16

하이난

16

49.82

푸젠

16

11,318

허난

16

5,159

광시

17

랴오닝

17

49.39

허난

17

11,064

충칭

17

5,044

충칭

18

구이저우

18

44.02

지린

18

9,383

푸젠

18

4,345

헤이룽장

19

허베이

19

44.02

충칭

19

7,289

허베이

19

4,247

허베이

20

광시

20

37.68

윈난

20

6,938

간쑤

20

2,428

지린

21

장시

21

30.02

간쑤

21

5,638

장시

21

2,411

산시(山西)

22

윈난

22

27.26

광시

22

5,116

산시(山西) 22

2,125

윈난

23

칭하이

23

25.14

24

지린

24

23.31

장시

산시(山西) 23
24

4,564

윈난

23

2,036

구이저우

3,535

광시

24

1,914

장시

25

간쑤

25

19.43

네이멍구

25

2,223

신장

25

1,308

간쑤

26

신장

26

15.44

신장

26

1,818

네이멍구

26

910

신장

27

닝샤

27

15.29

구이저우

27

1,547

구이저우

27

871

네이멍구

28

헤이룽장

28

10.47

하이난

28

886

하이난

28

560

닝샤

29 산시(山西) 29

6.30

닝샤

29

454

닝샤

29

383

하이난

30

네이멍구

30

5.21

칭하이

30

309

칭하이

30

271

칭하이

31

시짱

31

1.78

시짱

31

44

시짱

31

33

시짱

자료 : 뺷中国区域创新能力评价报告2018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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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혁신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한 가지 특이사항은 베이징과 광
둥성의 차이점이다.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둥성은 기업의 연구개발
비(R&D)투입이 1,676억 2,700만 위안으로 1위를 차지한 반면에, 베이징시는
정부의 연구개발비(R&D)투입이 802억 6,100만 위안으로 1위를 기록하였다.
베이징시는 과학연구기관과 명문대학교들이 밀집된 곳으로 정부예산이 많이
투입된 정부주도형 혁신이 활발한 지역인 반면에, 광둥성은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주도형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중국정부가 국가혁신시스템을 통
해서 혁신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베이징시와 같은 정부 주도형 혁신을 강조할
지 아니면 광둥성과 같은 기업 주도형 혁신을 강조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
다. 현재로서는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정부 주도형과 기업 주도형의 모델을 적
절히 혼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 2016년 중국 지역별 연구개발 분포
(단위: 억 위안)

400
0

200

정부 연구개발투입경비

600

800

2016년 중국 지역별 연구개발 분포

0

500

1000
기업 연구개발투입경비

자료: 中国统计出版社, 뺷中国科技统计年鉴 2017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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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이테크산업 개발구(고신기술개발구)
1984년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현 과학기술부)가 ‘기술혁명 도전과 기우
의 대책에 관한 보고(关于迎接技术革命挑战和机遇的对策)’를 제출하면서 처음
으로 신기술단지와 기업 인큐베이터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985년에는
‘중공중앙의 과학기술체제개혁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关于科学技术体制改革的
决定)’을 제출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몇몇 도시에서 신기술단지를 시범운영하
였다. 1985년 7월에 중국과학원과 선전시 정부가 공동으로 ‘선전과학공업구’
를 설립하였다. 1988년에 횃불계획이 수립되고 과학기술부 산하의 횃불 하이
테크산업 개발센터에서 ‘베이징 신기술산업개발시범구 임시운영조례(北京新
技术产业开发试验区暂行条例)’를 제정하였다. 국무원이 베이징시 신기술산
업개발시범구를 비준하여 베이징시 중관촌에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가 조성되었다.
1991년 3월에는 국무원에서 ‘국가급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인가와 관련된
정책통지(国务院关于批准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和有关政策规定的通知)’를
발표하면서 26개 지역에 국가급 하이테크 산업개발구를 인가하였다. 덩샤오핑
의 남순강화와 ‘하이테크산업 발전과 산업화 실현’이라는 구호 아래 10년 동안
약 53개의 하이테크산업 개발구가 건립되었다.
2001년 중국은 기술혁신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하이테크산업 발전구의 제2차
창업(二次创业) 발전전략65)을 내세우게 된다. 2006년에 ‘2006~10년 국가중
장기기술 발전규획 강요(国家中长期技术发展规划刚要2006-2010年)’가 발표
되면서, 하이테크산업 개발구는 둘째 발전 단계로 진입하고 자주혁신 강화, 산
업밀집도 제고 등을 강조하게 된다. 이후 국무원은 2010년까지 옌타이(烟台),
65) 국가급 하이테크산업 개발구는 이미 초기 단계의 목표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향후 5~10년간 하이테크
혁신 및 체제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제2차 창업단계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글로벌화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하이테크산업이 체제개혁 및 체제혁신을 주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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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산(昆山) 등 32개의 하이테크산업 개발구를 비준하고 2012년에는 장춘(长
春) 등 17개의 국가급 하이테크산업 개발구를 승인한다.
王方(2013)은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정책 변화를 탐색 단계(1984~91년), 성장
주도 단계(1991~2000년), 혁신발전 단계(2001~10년)로 분류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총 105개의 하이테크산업 개발구가 승인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3가
지 특징을 주장하였다. 첫째 특징은 지역별 균형발전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1988~2000년까지 국무원이 비준한 53개의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중에서 중
서부 지역은 13개이고, 2001~12년 동안 비준된 52개의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중에서 중서부 지역이 12개이므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 지역을 고려하
였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특징은 체제혁신과 기술혁신이라는 2가지 혁신을 중
심으로 지역경제성장을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특징은 우수한 하이테크산
업 개발구에 대해서 새로운 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중국횃불통계연감(中国火炬统计年鉴) 2018년판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
로 국가급 하이테크산업 개발구는 156개이다. 개발구 내의 기업 수는 총 10만

표 5-2. 국가급 하이테크산업 개발구의 주요 현황
개발구

개발구

종업원수

영업이익

공업총생산

총이윤

수

기업수

(만 명)

(백만 위안)

(백만 위안)

(백만 위안)

2000

53

20,796

250.9

9,209.3

7,942.0

597.0

2005

53

41,990

521.2

34,415.6

28,957.6

1,603.2

2010

83

55,243

960.3

105,917.3

84,318.2

6,855.4

연도

2011

88

57,033

1,073.6

133,425.1

105,679.6

8,484.2

2012

105

63,926

1,269.5

165,689.9

128,603.9

10,243.2

2013

114

71,180

1,460.2

199,648.9

151,367.6

12,443.6

2014

115

74,275

1,527.2

226,754.5

169,936.9

15,052.5

2015

146

82,712

1,719.0

253,662.8

186,018.3

16,094.8

2016

146

91,093

1,805.9

276,559.4

196,838.7

18,535.1

2017

156

103,631

1,940.7

307,057.5

202,826.6

21,420.4

자료: 뺷中国火炬统计年鉴 2018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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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개이며 종업원 수는 1,940만 명이다. 총 영업이익은 3,070억 5,750만
위안이며 공업총생산은 2,028억 2,660만 위안으로 발표되었다.

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혁신형 산업클러스터(创新型产业集群)는 혁신발전 단계(2001~10년)에 이
르러 2012년 하이테크산업 개발구가 105개가 되었을 때에, 재도약과 새로운
전략적 전환을 위해서 새롭게 제시되었다. 당시에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발전 패턴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혁신이 필요했던 시점이다. 과학기술
부 산하 횃불계획센터는 이미 2007년부터 산업클러스터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2011년 7월에 국무원이 국가 중장기 계획인 ‘2006~20년 국가 중장기 과학
및 기술발전규획 강요(国家中长期科学和技术发展规划纲要(2006-2020年))’와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5개년규획 강요(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
五年规划纲要)’를 발표하면서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개념을 포함시켰다.
이에 2011년 과학기술부 횃불계획센터에서는 20여 년 동안의 하이테크산
업 발전을 정리하고 새로운 ‘하나의 행동, 두 개의 공정(一个行动, 两项工程)’
전략을 제시하였다. 하나의 행동이란 국가급 하이테크산업 개발구의 혁신발전
전략을 제고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두 개의 공정은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건설
공정과 과학기술서비스체계의 횃불 신공정을 의미한다. 이어서 2011년 11월
에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건설공정 시범명단 41개 지역을 발표하였다. 시범구
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3년 안에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인가를 비
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는 ① 국가전략과 지
방정부의 목표 일치 ② 정부 주도와 시장 주도의 적절한 결합 ③ bottom-up
방식과 top-down 방식의 결합 ④ 시범과 육성정책의 결합이라는 4가지 특징
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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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무원은 ‘과학기술체제 개혁심화와 국가혁신체계 건설가속화에 관
한 의견(关于深化科技体制改革加快国家创新体系建设的意见)’을 제출하고 새
로운 형태의 산업클러스터 개념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클러스터란 지역간 과학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산업에 혁신을 가속화하여 혁신형 국가
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무원의 의견에 의해서 중국 과학기술부는 2013년 2월 ‘혁신형 산
업클러스터의 시행에 관한 인정관리 방법(创新型产业集群试点认定管理办法)’
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에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정의, 운영, 신청요건, 인
정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혁신형 클러스터는 연구개발, 서비
스 기관을 특정 구역에 집적시켜 분업·협력과 혁신을 통해서 산업·지역의 경계
를 넘어서 국제적 경쟁력을 형성하는 산업조직의 한 형태라고 밝히고 있다. 산
업클러스터를 하이테크산업파크 내에 전개하며 일반적으로 국가 하이테크산
업 개발구를 중점구역으로 정하여 정부 조직에서 운영·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발전 패턴의 전환, 혁신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대기업이 아닌 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시작되었다.
관련된 경제주체를 한 곳에 집결하여 집적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특정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에 대
해서 3년마다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 및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된다. 중앙정부인 과학기술부가 지방정부가 제출한 혁신형 산업클
러스터의 건설, 발전계획을 모두 승인한 경우에는 시범(试点)으로 분류되며,
그 이전단계는 육성(培育)으로 분류된다. 과학기술부는 2013년 7월에 10개를,
2014년 12월에 22개를, 2017년 12월에 29개를 지정하여 2019년 현재에는
총 61개의 시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존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범 이전 단계
66) 胡兰(2012), 建设创新型产业集群 力促国家高新区的战略提升 - 科技部火炬中心主任赵明鹏谈创新
型产业集群建设工作, 中国高新区, 2012/03, pp.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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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육성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도 총 47개를 선정하고 있다. 시범 혁신형 산업클
러스터의 명칭은 혁신형 산업클러스터(创新型产业集群)인 반면에, 육성 중인
산업클러스터는 단순히 산업클러스터(产业集群)로 표기하고 있다. 시범 혁신
형 산업클러스터와 육성 중인 산업클러스터는 2019년 기준으로 총 108개가 존
재한다. 본 장 말미의 [참조 1]에서 총 108개의 산업클러스터 명단을 제시하였다.
이는 최근의 혁신 클러스터(innovative cluster)라는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OECD(2001)는 기존의 산업클러스터와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다. 산
업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의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조직이 모여서 정보를 교류
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성격이라면, 혁신 클러스터는 가치사슬의 전반적
인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클러스터라고 정의하였다. 혁신 클러스터
는 혁신을 비전과 목표로 내세우면서 혁신 주체들을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혁신 활동으로 인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중국횃불통계연감(中国火炬统计年鉴) 2018에 의하면, 2017년 혁신형 산업
클러스터는 모두 합해서 109개67)가 존재한다. 클러스터 내의 기업 수는 2만
388개이며 종업원 수는 총 392만 명이다. 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522억 3,300만 위안이며, 공업총생산은 434억 4,200만 위안이다.

표 5-3.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주요 현황
클러스터

클러스터

영업이익

공업총생산

총이윤

종업원 수

수

내 기업 수

(백만 위안)

(백만 위안)

(백만 위안)

(만 명)

2014

71

12,757

34,546

31,517

2,902

296

2015

71

13,322

37,382

32,457

2,726

289

2016

70

13,929

40,429

33,835

2,924

336

2017

109

20,388

52,233

43,442

4,082

392

연도

자료 : 『中国火炬统计年鉴 2018』.

67) 시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61개와 육성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48개를 더해서 총 108개의 혁신형 산업
클러스터가 존재하나, 뺷中国火炬统计年鉴 2018뺸에 의하면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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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颖 外(2019)는 2001년~16년 동안의 중국 31개성 자료들을 분석하여 혁
신형 산업클러스터가 지역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3년에 중국
이 새롭게 제시한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정책이 지역혁신을 제고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혁신 네트워크, 정부지원체계, 산업밀집체계의 3가지 측면에서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지역혁신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에서는 총 108개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중국의 31개 성시별로
분류하여 보았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지역은 광둥성으
로 9곳이 시행 중이며, 6곳이 육성 중이다. 2위는 장쑤성으로 10곳이 시행 중
이며, 2곳이 육성 중이다. 3위는 산둥성으로 7곳이 시행 중이며, 3곳이 육성 중
이다. 구체적인 명단은 [참조 1]을 참조하기 바란다. 육성 중인 혁신형 산업클
러스터는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시행 중인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없는 지역
에서 우선적으로 육성 중인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31개 성시 중에서 하이난, 닝샤, 시짱의 3곳은 단 한 개의 혁신형 산업클
러스터도 고려되지 못했다.

표 5-4.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시행/육성)의 지역별 분류
순번

지역

시행

육성

합계

1

광둥

9

6

15

2

베이징

1

2

3

3

장쑤

10

2

12

4

상하이

0

5

5

5

저장

2

0

2

6

산둥

7

3

10

7

톈진

0

4

4

8

충칭

2

0

2

9

후베이

5

1

6

10

안후이

2

2

4

11

쓰촨

2

2

4

12

후난

3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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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계속
순번

지역

시행

육성

합계

13

산시(陕西)

1

2

3

14

푸젠

1

2

3

15

허난

1

2

3

16

하이난

0

0

0

17

랴오닝

4

0

4

18

구이저우

0

1

1

19

허베이

3

1

4

20

광시

1

1

2

21

장시

3

1

4

22

윈난

0

1

1

23

칭하이

2

1

3

24

지린

2

0

2

25

간쑤

0

1

1

26

신장

0

1

1

27

닝샤

0

0

0

28

헤이룽장

0

3

3

29

산시(山西)

0

2

2

30

네이멍구

0

1

1

31

시짱

0

0

0

61

47

108

총합

자료 : 『中国火炬统计年鉴 2018』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3.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가. 중국제조 2025와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주력산업은 중국정부가 과거부터 추진하였던 전략
적 7대 신흥산업,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13.5 규획(2016~

제5장 중국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 155

20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략적 7대 신흥산업은 에너지 절약과 환
경보호, 신흥정보화산업, 바이오산업,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하이테크장
비제조업, 신소재산업이다. 7대 신흥산업의 분류에 따라서 23개의 중점방향을
설정하였다. 중국제조 2025는 차세대 정보기술, 고급 수치제어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 설비, 해양 엔지니어 설비 및 첨단 선박, 선진 궤도교통 설비,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바이오의
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 10개 산업이다. 전략적 7대 신흥산업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23개 분야를 제시하였다.
13.5 규획(2016~20년)의 혁신전략 목표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경쟁력을 강
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혁신, 대중창업·만중혁신, 혁신 장려 시
스템, 인재발전, 새로운 발전동력 창출 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국제 과
학기술 산업의 새로운 추세를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대 산업기술체계
를 구축하였고, 이와 함께 농업, 차세대 IT산업, 첨단제조, 신소재, 고효율 청정
에너지, 교통, 선진 고효율 바이오, 식품제조 등에서 19개 국가 선진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표 5-5]에서는 전략적 7대 신흥산업, 중국제조 2025와 13.5 규획의 산업
분야를 비교하였다. 13.5규획의 19개 국가 선진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중에
서 석유가스 및 셰일가스 개발, 수질관리, 고해상도 지구관측 시스템, 국가 사
이버공간 안전은 미분류하였지만, 대부분의 15개 프로젝트는 비교적 정확하게
중국제조 2025의 23개 세부분야로 분류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중국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하였던 전략적 7대 신흥산업,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13.5 규획(2016~20년)은 명칭만 바뀌었을 뿐, 정부가 육성하
려는 산업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중국제조 2025의 10대 산업 중에서도 중
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은 ① 차세대 IT 기술(4개
프로젝트), ③ 우주항공 장비(4개 프로젝트), ⑩ 바이오의약/고성능 의료기기(4
개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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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중국의 주요 산업정책 비교

신흥산업

13.5 규획

중국제조 2025

전략적 7대

10대 영역

① 차세대 IT

① 차세대 IT

기술

기술

23개 세부분야

19개 국가 선진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① 직접회로 및

① 핵심 전자부품, 첨단 칩, 기초 소프트웨어

전용설비

② 대규모 직접회로 제조장비 및 관련 공법

② 차세대

③ 차세대 광대역 모바일 통신네트워크(5G)

정보통신

④ 양자 통신 및 양자컴퓨터

③ 운영체제(OS)
및 공업용

n/a

소프트웨어
④ 스마트제조
핵심정보설비
⑤ 고급 NC
② 첨단 CNC
공작기계/로봇

공작기계

n/a
⑤ 고급 CNC 공작기계 및 기초 제조설비

⑥ 로봇(산업용
로봇,서비스용

n/a

로봇)
⑦ 항공기
⑧ 항공기 엔진
③ 우주항공

⑨ 항공기 적재

장비

설비 및 시스템
⑩ 우주장비

② 첨단장비
제조

④ 해양공정
장비/고기술
선박
⑤ 선진
궤도교통 장비
⑥ 전력 설비
⑦ 농업
기계장비

⑪ 해양장비 및
첨단선박
⑫ 궤도교통장비
⑬ 발전설비

⑥ 대형 항공기
⑦ 항공엔진 및 가스터빈
n/a
⑧ 유인우주선 및 달 탐사
⑨ 심우주 탐사 및 우주선 유지보수 시스템
⑩ 심해 연구기지 건설

n/a
⑪ 대형 가압수형 원자로 및 골온가압 냉각형 원
자로

⑭ 송변전 설비

n/a

⑮ 농업설비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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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계속

신흥산업

10대 영역

③ 신에너지

23개 세부분야
⑯ 에너지절약형

⑧ 에너지 절감

자동차

④ 에너지절약

및

⑰ 신에너지

및 환경보호

신에너지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13.5 규획

중국제조 2025

전략적 7대

19개 국가 선진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n/a
n/a

⑱ 지능형 자동차 n/a

⑤ 신에너지

⑲ 첨단 기초소재 n/a
⑥ 신소재

⑨ 신소재

⑳ 핵심 전략소재 n/a
㉑ 미래형 첨단
신소재

n/a
⑫ 유전자 변형

⑩ 바이오의약/
⑦ 바이오

㉒ 바이오제약

고성능
의료기기

⑬ 신약 개발
⑭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등 중대 전염병 예
방치료

㉓ 고성능
의료기기

⑮ 뇌과학 연구
미분류 : ⑯ 석유가스 및 셰일가스 개발 ⑰ 수
질관리 ⑱ 고해상도 지구관측 시스템 ⑲ 국가
사이버공간 안전

자료: <“十二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2012); 《中国制造2025》(2015); 13.5 국가과기혁신규획의 통
지(十三五国家科技创新规划的通知)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새롭게 시작하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들은 중국정부의 장기 전략을 위한 구
체적인 실행 방안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표 5-6]에서는 중국제조 2025의
23개 세부분야에 따라서 시행 중인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61개를 분류하여 보
았다. 61개 중에서 기준이 모호한 9개를 제외하고 총 52개를 23개 세부분야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10개 산업 기준에 따라 가장 많은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산업은 ⑩ 바이오의약/고성능 의료기기산업으로 총 14개의 혁
신형 산업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2번째로 ① 차세대 IT 기술산업이 13개
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④ 해양공정 장비/고기술 선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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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업 기계장비 산업에서는 단 1개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도 분류되지 않았
다. 13.5 규획에서 차세대 IT 기술산업과 바이오의약/고성능 의료기기산업과
같이 많은 프로젝트를 차지하였던 ③ 우주항공 장비는 2개의 혁신형 산업클러
스터만이 분류되었다. 중국제조 2025의 23개 세부분야에 의해서는 ㉒ 바이오
제약 ② 차세대 정보통신 ⑬ 발전설비가 각각 11개, 6개, 4개의 혁신형 산업클
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표 5-6. 중국제조 2025와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시행) 산업분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시행)

중국제조 2025
23개 세부분야
① 직접회로 및 전용설비

총계
2

명칭
① 웨이팡 반도체발광 ② 린이 전자 부품·기능 재료 혁신형 산업클
러스터
① 베이징 모바일 네트워크 ② 선전 차세대 인터넷 기술 ③ 허페이

② 차세대 정보통신

6

정보기술 기반의 공공안전 ④ 취안저우 마이크로파 통신기술 ⑤ 충
칭 전자 정보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⑥ 항저우 디지털 안전방법 혁신
형 산업클러스터

③ 운영체제(OS) 및
공업용 소프트웨어
④ 스마트제조
핵심정보설비
⑤ 고급 NC 공작기계
⑥ 로봇(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3
2
3
3

① 회의저우 클라우드 컴퓨팅 지능단말기술 ② 따리엔 첨단 공업 소
프트웨어 ③ 시안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① 우시 스마트센서 시스템 ② 셴닝 스마트 전기 기계 혁신형 클러
스터
① 한단 현대장비제조 ② 양저우 NC 공작 기계(numerical control
machine) 성형 ③ 사오관 기계 기초 부품 혁신형 클러스터
① 지닝 고효율 전동·지능형 불도저 기계 ② 둥관 로봇 지능형 장비
③ 우진 로봇·지능 장비 혁신형 클러스터

⑦ 항공기

2

① 징더현 헬리콥터 제조 ② 덕양 제너럴 항공 혁신형 클러스터

⑧ 항공기 엔진

0

n/a

0

n/a

⑩ 우주장비

0

n/a

⑪ 해양장비 및 첨단선박

0

n/a

⑫ 궤도교통장비

2

⑨ 항공기 적재 설비 및
시스템

① 주저우 궤도교토장비 제조 ② 장먼 철로교통 수리 제조 혁신형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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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계속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시행)

중국제조 2025
23개 세부분야

총계

명칭
① 바오딩 신에너지와 지능전략망장비 ② 장닝 지능전력망 ③ 지난

⑬ 발전설비

4

⑭ 송변전 설비

2

⑮ 농업설비

0

n/a

⑯ 에너지절약형 자동차

0

n/a

⑰ 신에너지자동차

3

부품 ③ 비산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관건적 부품 녹색 지능 제조 혁

지능전력 수송·배급 ④ 창저우 태양광 발전 혁신형 클러스터
① 창사 전력 지능 제어·장비 ② 주하이 스마트그리드 장비 혁신형
클러스터

① 우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② 샹양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관건적
신형 클러스터
① 창춘 자동차 전자 ② 스옌 상용차 및 부품 ③ 류저우 자동차 완

⑱ 지능형 자동차

3

⑲ 첨단 기초소재

1

① 칭위안 고성능 구조 재료 혁신형 클러스터

⑳ 핵심 전략소재

0

n/a

㉑ 미래형 첨단 신소재

2

① 장인 특수강 신소재 ② 쑤저우 나노 신재료 혁신형 클러스터

성차·관건 부품 혁신형 클러스터

① 번시 제약 ② 스자좡 약용보조제 ③ 통화 의약 ④ 쿤산 RNAi
⑤ 옌타이 해양생물·의약 ⑥ 타이저우 생물 의약 ⑦ 허쩌 생물 의약
㉒ 바이오제약

11

대건강 ⑧ 칭짱 고원 특색 생물 자원·중국 티벳 의학 ⑨ 푸저우 생
물 의약 ⑩ 선양 생물 의약·건강 의료 혁신형 클러스터 ⑪ 더저우
생물 제조 혁신형 클러스터
① 쑤저우 의료기계 혁신형 클러스터

㉓ 고성능 의료기기

3

② 포산 구강 의료기기 혁신형 클러스터
③ 중산 건강과학기술 혁신형 클러스터
① 원저우 레이저 및 광전 ② 우한둥후 하이테크산업개발구 국가 지
구공간 정보 및 응용서비스 ③ 랴오닝 레이저 ④ 샹탄 선진적 광산

미분류

9

장비 제조 ⑤ 청두 디지털 뉴미디어 ⑥ 하이시 염호 화공특색 순환
경제 ⑦ 징먼 도시 광산에너지 재활용 ⑧ 신위 동력 배터리 ⑨ 난양
경찰용 장비 제조 혁신형 클러스터

합계

61

주: ( ) 안은 분류된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총합을 의미함.
자료: http://www.askci.com/news/chanye/20190108/1410541139861.shtml(검색일: 2019. 8. 12)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160 • 중국산업, 얼마나 强한가?: 중국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토대 분석

[표 5-7]에서는 중국제조 2025의 23개 세부분야에 따라서 육성 중인 혁신
형 산업클러스터 47개를 분류하여 보았다. 47개 중에서 기준이 모호한 8개를
제외하고 총 39개를 23개 세부분야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10개 산업 기준에
따라 가장 많은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산업은 ⑩ 바이오의약/
고성능 의료기기산업으로 총 10개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① 차세대 IT 기술산업이 8개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
다. 중국제조 2025의 23개 세부분야에 의해서는 ㉒ 바이오제약 ㉑ 미래형 첨
단 신소재 ⑤ 고급 NC 공작기계 ⑲ 첨단 기초소재가 각각 9개, 4개, 4개, 4개
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표 5-7. 중국제조 2025와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육성) 산업분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육성)

중국제조 2025
23개 세부분야

총계

① 직접회로 및 전용설비

2

② 차세대 정보통신

2

③ 운영체제(OS) 및
공업용 소프트웨어
④ 스마트제조
핵심정보설비
⑤ 고급 NC 공작기계
⑥ 로봇(산업용 로봇,

2
2
3

명칭
① 중산 샤오란 반도체 스마트 조명 ② 쑤이닝 전자 회로 산업클러
스터
① 톈진 국산자주통제의 정보안전 ② 진치오 모바일 네트워크 영상
산업클러스터
① 구이양 블록체인·빅 데이터 ② 샤먼 횃불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소
프트웨어·정보 서비스 산업클러스터
① 정저우 스마트장치기기 ② 중산 췌이헝 신개발 지구 정밀 스마트
장비 산업클러스터
① 뤄양 하이테크산업개발구 베어링 ② 베이천구 첨단 장비 제조 ③
치치하얼 중장비 수치제어판(CNC) 산업클러스터

1

① 칭다오 로봇 산업클러스터

⑦ 항공기

0

n/a

⑧ 항공기 엔진

0

n/a

0

n/a

0

n/a

서비스용 로봇)

⑨ 항공기 적재 설비 및
시스템
⑩ 우주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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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계속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육성)

중국제조 2025
23개 세부분야

총계

명칭

⑪ 해양장비 및 첨단선박

2

⑫ 궤도교통장비

2

⑬ 발전설비

1

① 민둥 중소전기 산업클러스터

⑭ 송변전 설비

0

n/a

① 샤먼 해양 및 생명과학 ② 주하이 선박·해양 공정 장비 제조 산
업클러스터
① 펑타이 궤도교통 ② 창저우 철도 교통 견인력·핵심 부품 산업클
러스터

⑮ 농업설비

0

n/a

⑯ 에너지절약형 자동차

0

n/a

⑰ 신에너지자동차

2

⑱ 지능형 자동차

1

⑲ 첨단 기초소재

3

⑳ 핵심 전략소재

2

㉑ 미래형 첨단 신소재

4

① 톈진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신에너지 ② 상하이 신에너지 자동차·
핵심부품 산업클러스터
① 멘양 자동차 엔진 및 핵심부품 산업클러스터
① 바오지 하이테크산업개발구 티타늄 ② 빈저우 고급 알루미늄 산
업클러스터 ③ 타이위안 스테인리스
① 벙부 신형 고분자재료 ② 시닝 경제기술개발구 리튬전지 산업클
러스터
① 바오터우 희토류 하이테크산업개발구 희토류 신재료 ② 우루무치
전자 신소재 ③ 치타이허 그래핀 ④ 한단 신형 기능 재료 산업클러
스터
① 장장 바이오 의약 ② 난창 하이테크산업개발구 바이오의약 ③ 광
저우 개인맞춤의료·생물 의약 ④ 쿤밍 바이오의약 ⑤ 양링 시범구

㉒ 바이오제약

9

바이오 ⑥ 지난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생물학 제제 ⑦ 주하이 산자오
생물 의약 ⑧ 톈먼 생물 의약 산업클러스터 ⑨ 난닝 아열대 바이오
자원 개발이용

㉓ 고성능 의료기기

1

① 톈진 톄다 첨단 의료기기 산업클러스터
8개 미분류 : ① 이좡 디지털 텔레비전과 디지털 콘텐츠 ② 위츠 유
압 ③ 다칭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첨단 석유 화학 ④ 상하이 정밀케미

미분류

8

칼 ⑤ 란저우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에너지 절약·환경 보호 ⑥ 이싱
물환경 ⑦ 상하이 차오허징개발구 지식형 서비스업 ⑧ 웨이팡 첨단
동력 장비 산업클러스터

합계

47

주: ( ) 안은 분류된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총합을 의미함.
자료: http://www.askci.com/news/chanye/20190108/1425281139863.shtml(검색일: 2019. 8. 13)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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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전과 베이징 비교
지역별 혁신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민간기업이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 광둥성과 정부가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 베이징시에서 각각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사례로 선택
하여 대표적인 특징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두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는 둘 다 2013년에 1차로 선정된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10개 중에 포함되었다.
중국제조 2025의 23개 세부분야 분류에 의하면, 두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는 모
두 차세대 정보통신 산업에 속해 있다. 광둥성 지역에서는 선전 하이테크산업
개발구의 차세대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선택하였고, 베이징시에서는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선택하였다.

1) 사례 1 : 선전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차세대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2011년 선전시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선전 하이테크산업 개발구를 모체로
하여 차세대 인터넷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였고 이는 같은 해에 과기부의 혁신
형 산업클러스터 육성 명단에 선정되었다. 2013년에 중국정부는 혁신형 산업
클러스터 10개를 1차로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선전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차세
대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포함되었다.
선전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차세대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로 선정된 이
유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전은 1978년 중국 개혁개방의 4대
경제특구중 하나로, 개혁개방의 실험지역으로 가장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였
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선전시는 중국 내에서도 가장 빠
른 성장을 이룩하였다. 1981년 이후 연평균 17.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
서, 중국도시 중에서 베이징, 상하이 이후로 셋째 경제 규모에 해당된다. 특히
중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하이테크, 친환경, 금융 산업이 중심이 되면서 중국 미
래 도시의 모습을 선도하고 있다.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는 하드웨어 생산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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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흔히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곳이다. 이러
한 선전시의 혁신 네트워크는 개혁개방이 시작된 도시에 내재된 제도적 환경,
거버넌스, 연구기관 등이 결합되어 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선전시는 중
국 내에서 가장 창업이 활발한 곳으로 창업률이 인구 8.5명당 1명이며 인구
1,000명당 기업수도 73.9개이다. 개혁개방의 시작, 실험적인 지방정부의 성공
적인 정책, 거버넌스, 혁신 네트워크, 금융시장 등으로 인해서 선전 하이테크산
업 개발구는 중국 어느 지역보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지
역이다.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창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로컬 기업의 지속
적인 창업투자가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주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친환경산
업인 전기자동차를 위해서 선전시 정부는 2010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전기택
시 상용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각종 인센티브와 인프라를 제공하였다. 전기차
로 교체하는 택시회사에는 약 19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 면허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현재는 선전시의 모든 택시와 버스가 100%
전기차로 교체되었다. 전기택시 및 버스 충전을 위한 도시 인프라도 이미 완성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전시에 본사가 있는 BYD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전기자
동차 택시 및 전기자동차 버스를 공급받았다.
둘째, 차세대 인터넷 기업의 경쟁우위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차세대 인터넷
이란 IP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공용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것으로, 다양
한 형태의 정보를 수용하고 통합관리 플랫폼에서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 신
호의 전송 및 관리를 한다. 통신 서비스로 광대역과 협대역 통합, 유무선 통합,
능동 및 수동 통합 및 전송 엑세스 통합을 제공한다. 선전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에는 차세대 인터넷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2014년 기준으로 1,023개나 소
재한다. 이 중에서 민영기업들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하이테크산
업 개발구의 평균 수준보다 8%나 높은 것으로 향후 차세대 인터넷 기술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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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는 차세대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는 데에 최상의
조건과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바로 기존의 인터넷 거대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선전시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최대 기업인
youshang(友商网), 중국 최대의 인터넷 종합서비스 기업인 텐센트(Tencent)
와 디지털 음악서비스플랫폼 기업인 A8, ZqGame기업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모바일 인터넷 방면에서는 화웨이, ZTE 등의 민영기업이 선도하고 있으며, 중
국 2위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PaiPai(拍拍网)와 인터넷 결제시스템 기업인
Tenpay(财付通)도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터 산업 분야의 선전 국
립슈퍼컴퓨터센터도 있다. 이러한 최상의 조건과 경쟁우위로 인해서 최근에는
인터넷 기업의 선두 기업인 알리바바와 바이두의 해외서비스 운용부문도 모두
선전으로 옮겨왔고, 향후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68)
셋째,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 선전에서는 과학기술
(IT), 금융, 서비스 3가지가 결합되어 있어 일종의 핀테크 서비스도 차세대 인
터넷의 범주에 포함된다. 선전 하이테크산업 개발구에는 38개 은행 지점, 8개
증권회사, 416개의 사모펀드, 20개의 신용평가기구, 10개의 로펌 등이 있으
며, 이를 토대로 첨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까지 선전 하이테
크산업 개발구에서 상장한 기업도 84개에 이르며, 모집된 자본도 400억 위안
에 달한다. IT와 금융을 결합하는 플랫폼 측면에서 선전시는 이미 2011년에
기술재산권 은행을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재산권 거래소를 설립하였다.
이와 함께 기술재산권 평가 시스템, 거래 시스템, 인덱스 시스템과 같은 제도적
혁신을 토대로 기본적인 자본시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기술의 육성과 기술
이전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선전시는 2012년 8월에 핀테크서비스센터를 설
립하고 IT 기술과 금융의 결합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신삼판(新
三板)69)을 위한 신삼판업무기구를 설립하여 신삼판비용보조금정책을 실시하
68) http://www.chinairn.com/news/20140331/174556105.html에서 정리(검색일: 2019. 8. 15).
69) 정식명칭은 ‘전국 중소기업 지분양도시스템’으로 장외주식시장을 의미함. 숫자 3은 상하이, 선전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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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000만 위안을 특별기금으로 조성하였다. 2013년에 공식적으로 120개의
기업이 기업상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70) 홍콩의 금융시장을 배경으로 금융과
의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주변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선전은 광둥성의
다른 하이테크산업 개발구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광둥성에는 광
저우, 선전, 주하이, 포산, 중산, 후이저우, 둥관, 자오칭 등에 국가급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8개가 있으며, 이는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이다. 또한 시행 중
인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도 광둥성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데, 선전, 후이저우, 중
산, 칭위안, 포산, 둥관, 주하이, 사오관, 장먼 등의 9곳이 선정되었다. 대외개
방의 측면에서도 광둥자유무역시범지구(广东自由贸易试验区)가 2015년부터
시작되어 광둥, 홍콩, 마카오 지역을 하나의 거대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자유로
운 무역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선전의 첸하이(前海) 자유무역지구에는 금융 기
업들이 많이 모여있어 2015년 말 기준 등록된 기업 중 51%가 금융기업이다.
첸하이가 역외 위안화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위안화 자유화를 위한
실험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에 광둥, 홍콩, 마카오 대만구(大湾区) 규획이 발표되면서 거대
경제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구는 광저우, 선전, 포산, 주하이, 중산, 둥
관, 후이저우, 자오칭, 장먼 등의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
구를 포함하는 도시군을 의미한다. 이 규획은 과거 주강삼각주 통합발전의 새
로운 모델로 과거 홍콩과 마카오가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서 수행하였던 지역
적인 분업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성, 혁신성, 도시간 협력 등을 강조한다. 상주
인구만 6,765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만구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된다. 산업분포로는 전략적 신흥산업을 강조하는 동부 지식집적형 산업벨트,
장비제조업과 농업을 강조하는 서부 기술집적형 산업벨트, 현대화된 서비스업
의 메인보드, 창업판에 이은 세 번째 시장을 뜻한다.
70) http://www.chinairn.com/news/20140331/174556105.html에서 정리(검색일: 2019.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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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선진제조업을 강조하는 남부 연해생태 환경보호형 중화학 산업벨트, 국제금
융과 무역을 강조하는 홍콩, 여행과 휴양도시를 강조하는 마카오로 나뉘어 진다.
[표 5-8]에 의하면 2017년에 선전 차세대 인터넷 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내의 총 기업 수가 839개, 하이테크 기업 수는 555개이다. 영업수입은 3,142억
위안이며, 수출총액은 1,037억 위안, 순이익은 407억 위안이다. 총 종업원수
도 31만 4,277명이며 대졸인 고급인력이 25만 1,170명으로 약 79%를 차지한
다. 당해연도 발명특허 신청 수는 1만 975건이며 발명특허는 4,704건이다. 상
표수는 1만 2,595건이며 소프트웨어 저작권도 1만 8,429건이다. 2013년에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로 선정된 이후로 모든 항목에서 수치가 증가하면서 지속
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선전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차세대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는 양적으로 발전해왔다.

표 5-8. 선전 차세대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기본 현황
2016

2017

총 기업 수(단위: 개)

790

839

하이테크 기업 수(단위: 개)

493

555

총 종업원 수(단위: 명)

290,478

314,277

대졸이상 종업원 수(단위: 명)

228,605

251,170

영업수입(단위: 백만 위안)

392,967

475,306

수출총액(단위: 백만 위안)

96,022

103,753

순이익(단위: 백만 위안)

32,068

40,736

당해연도 발명특허 신청 수(단위: 건)

12,489

10,975

당해연도 발명특허(단위: 건)

4,268

4,704

상표 수(단위: 개)

15,173

12,595

소프트웨어 저작권(단위: 건)

9,942

18,429

국가급 IT기업 인큐베이터(단위: 개)

5

7

연구원(단위: 개)

68

68

산업연맹조직 수(단위: 개)

0

0

자료: 『中国火炬统计年鉴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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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선전 차세대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는 개혁개방의 성공적
인 실험실이라는 상징성, 차세대 인터넷 기업의 뛰어난 경쟁우위, IT기업과 금
융산업의 연관효과, 주변 지역과의 파급효과 등을 기대하여 선정되었다. 이로
써 선전은 개혁개방 초기에 다양한 산업간에 발생하는 제이콥-포터 외부효과
를 경험하고 특정 지역에서 전문화된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뛰어난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는 동종업계의 차세대
인터넷 기업들을 경쟁시킴으로써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통해서 차세
대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키려하는 것이다. 이후 대만구(大湾区) 규획, 광둥 자
유무역시범구 등의 광둥성이라는 거대한 경제권이라는 지리적인 요점을 토대
로, 각 산업간에 발생하는 제이콥-포터 외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2) 사례 2 :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는 2013년 가장 먼저 선
정된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10개 중에 포함되었으며, 베이징 중관촌 소프트웨
어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13년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로 선정될 때 영업
수입이 1,21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다. 산업클러스터 내의 총
기업 수는 277개이며 이중에서 대형기업이 32개, 외자기업이 33개였다. 중국
100대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7개 기업, 국내 서비스 아웃소싱기업 5대 기업
중 3개 기업이 산업클러스터 내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2013년 연구개발비는
115억 위안이며 지적소유권은 총 1만 6,304건이고 그 중에서 발명특허는 1만
1,974건이다. 등록된 상표 수는 166건이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2,972건이
다. 수출 규모는 71억 위안이며, 해외지사는 196개이다.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선정 이유는 크게 3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베이징 중관촌 사이언스 파크는 1991년에 비준된
첫 번째 국가급 하이테크산업 개발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중국의 ‘실
리콘 밸리’로 인식되어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중관촌이라는 가치는 창의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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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사고, 용기 있는 창업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글로벌 지향 등
을 뜻한다. 중관촌이 위치하고 있는 베이징 하이디엔구에는 12개의 파크와 35
개의 기술형 산업 인큐베이터, 20여 개의 대학 사이언스 파크 및 유학생 창업
원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다층적이며 전문적인 혁신 창
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베이징 중관촌이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로 선정된 이유
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운영, 이동 단말기의 3가지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분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산업밸류
체인의 주도적인 분야로서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모바일 미들웨어, 모바일 개발 운영체제, 모바일 보안 플랫폼의 5개 영역을 포
함하고 있다. 중관촌이 위치하고 있는 하이디엔구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 상
대적으로 우수한 발전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기업이 참여하면서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연구개발, 모바일 페이, 모바일 광고, 모바일 검색,
모바일 브라우저, 기업 모바일 앱 등의 영역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둘
째 분야인 모바일 운영은 산업밸류체인의 운영 플랫폼 분야로서 주로 통신사업
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이동(中国移动), 중국전신(中国电信), 중국연통(中
国联通)과 같은 기업들이 이동통신 네트워크, 와이파이, Wimax와 같은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관련 서비스까
지 확장할 수 있다. 셋째 분야인 이동단말기는 산업 밸류체인의 마지막 단계인
하드웨어 분야이며 주로 모바일 칩과 터미널 머신으로 세분화된다. 모바일 칩
은 베이스밴드 칩 제공기업, CP(베이스밴드 칩 및 보조 프로세서) 솔루션 제공
기업, AP(베이스 밴드 칩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솔루션 제공기업으로 나
뉜다. 이 분야에서 중국의 기초는 매우 약한 편이나 최근에는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터미널 머신 제공기업은 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양화된 시장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는 산업 밸류

제5장 중국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 169

체인의 3가지 분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운영, 이동 단말기 분야의
혁신을 통해서 발전하려고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산업 밸류체인의 주도
적인 분야, 모바일 운영은 산업 밸류체인의 운영 플랫폼 분야, 이동 단말기는
산업 밸류체인의 마지막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가치사슬의 전반적인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는 목적에도 매우 부합하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이상적인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로써 특정 지역에
서 전문화된 산업을 발전시키는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베이징 중관촌에서는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가 있
다. 현재 중관촌은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외에도 국가 자주혁신 신시범구(国家
自主创新示范区)로도 지정되어 있다. 이는 전자, 정보, 바이오제약, 신에너지,
포토 전자, 신소재, 환경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시범구는 10개의 서브
파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소프트웨어 산업기지, 국가 바이오의약 산업기
지, 국가 공학기술혁신 기지 및 국가 네트워크 애니메이션 산업발전기지로 기
능한다.
구체적으로 [표 5-9]에서와 같이 중관촌 산업클러스터에는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클러스터, 바이오 산업클러스터,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산업클러스터, 신재
료 산업클러스터,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클러스터, 항공 산업클러스터, 고기술
장비제조 산업클러스터 등의 여러 산업클러스터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 각각의
산업클러스터의 주요 성과도 [표 5-9]에 나열되어 있다.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클러스터는 빅데이터, 5G 정보기술, 무선 광대역, 네트워크설비 등에서 주요
성과를 기록하였다.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는 종양, 유전자 질환 탐지, 혈관, 병
리학 기술에서,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산업클러스터는 배기가스, 폐기물 재활용
기술에서, 신재료 산업클러스터는 나노기술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클러
스터는 모터 및 밧데리 기술에서, 항공 산업클러스터는 위성 및 로켓기술에서,
고기술장비제조 산업클러스터는 LCD와 반도체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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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베이징 중관촌 내 산업클러스터들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
간에 발생하는 제이콥-포터 외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표 5-9.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산업클러스터의 주요 성과
산업클러스터 종류

주요 성과
- EB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 32 처리기 tight coupling 기술 응용 프로세서
- 빅 데이터 복합기 및 모듈화 크라우드 데이터 센터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클러스터

- 세계 최대의 IPv6 메인 네트워크
- 국제 주류의 IPv4 / IPv6 전환기술
- TD – SCDMA, TD – LTE, McWiLL, IGRS 국제표준
- TD - LTE 기본칩, 핵심네트워크 설비 및 측정계기
- 무선 광대역 통신 및 실내정밀 포지셔닝 솔류션
- 대형 초고화질 LCD, OLED, LED 자체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 종양, 난청, 유전자 질환 탐지 바이오칩
- 사스, H1N1 독감, 손발 구강 백신

바이오
산업클러스터

- 분자 마커 및 유전자 스크리닝 기술
- 혈관 신생 및 항종양 기술
- 디지털 병리학
- PET-CT, PET-MRI 멀티 모달 분자 이미징 시스템
- RO(역삼투법)처리 기술
- 배기 가스 종합 처리 기술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산업클러스터

- 축열식 고온 공기 연소 기술
- 폐열 발전 기술
- 유기 폐기물 재활용 기술
- 규사 자원 활용 기술
- 토양 개선 기술
- 나노 그린 인쇄판 인쇄 기술
- 수퍼 얼라인먼트 카본 나노 튜브 어레이 및 필름 제조 기술

신재료
산업클러스터

- 10,000 톤 비정질 리본 생산 라인
- 빅 사이즈 실리콘 단결정 제조 기술
- 슈퍼 커패시터 기술
- 모듈식 볼 베드 고온 가스 냉각 원자로 기술
- 바이오 천연 가스 모듈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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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계속
산업클러스터 종류

주요 성과
- UHV 액티브 트랜스미션 컨버터 밸브 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클러스터

- 메가 와트 바나듐 플로우 배터리
- 영구 자석 모터 구동 모터
- 리튬인산철 재료 및 그 전력 배터리 제조 기술
- 100kW 이중 권선 고토크 모터 및 컨트롤러
- 고화질 지구 관측 기술
- 베이도 내비게이션 위성 네트워킹 기술

항공 산업클러스터

- 다중 모드 고정밀 위성 항법
- 창정 5호 대형 탑재 로켓.
- 유인 우주 비행 및 달 탐사 프로젝트
- 대형 티타늄 합금 레이저 고속 프로토 타이핑 기술

고기술장비제조
산업클러스터

- 8.5 세대 TFT-LCD 핵심 기술 및 프로세스
- 철도운송 자동 제어 시스템 (CBTC)
- 40nm 집적 회로 유닛 제조 공예 양산

자료: 陈劲, 吴航, 刘文澜(2014), pp. 7~8.

[표 5-10]에 의하면 최근 자료인 2017년도 자료를 보면 중관촌에서 총 기업
수가 641개, 하이테크 기업 수가 178개로 증가하였다. 영업수입은 2,094억
위안이며, 수출총액은 120억 위안이며 순이익은 194억 위안이다. 총 종업원
수도 7만 3,124명이며, 대졸인 고급인력이 7만 565명으로 9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당해 연도 발명특허 신청 수는 1,243건이며 발명특허는 1,450건이
다. 상표 수는 9,602건이며 소프트웨어 저작권도 4,556건이다. 2013년에 혁
신형 산업클러스터로 선정된 이후 모든 항목에서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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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기본 현황
항목
총 기업 수(단위: 개)
하이테크 기업 수(단위: 개)

2016

2017

532

641

138

178

총 종업원 수(단위: 명)

64,027

73,124

대졸이상 종업원 수(단위: 명)

61,849

70,565

영업수입(단위: 백만 위안)

181,940

209,440

수출총액(단위: 백만 위안)

10,600

12,010

순이익(단위: 백만 위안)

17,730

19,430

당해연도 발명특허 신청 수(단위: 건)

695

1,243

당해연도 발명특허(단위: 건)

580

1,450

상표 수(단위: 개)

2,840

9,602

소프트웨어 저작권(단위: 건)

3,840

4,556

1

1

국가급 IT기업 인큐베이터(단위: 개)
연구원(단위: 개)

2

2

산업연맹조직 수(단위: 개)

11

11

자료: 『中国火炬统计年鉴 2017, 2018』.

종합적으로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는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인식되어 있다는 상징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운영,
이동 단말기 분야에서의 뛰어난 역량, 중관촌 내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 등을
기대하면서 선정되었다. 중관촌이라는 특정 지역에 뛰어난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기업들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
과를 통해서 산업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발전 패턴
의 전환, 혁신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대기업이 아닌 산업을 육성한다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목표와도 부합된다. 모바일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들을 중관촌
에 집결시킨 것은 집적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국제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만약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통해서 모바일 인
터넷 산업에 혁신이 발생한다면, 이는 중관촌 내의 다른 산업에까지 퍼지면서
각 산업간에 발생하는 제이콥-포터 외부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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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기본적으로 국가혁신시스템에
따라 산업정책을 펼쳤다. 1984년 처음으로 신기술단지와 기업 인큐베이터 정
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5년 7월에 ‘선전과학공업구’가 설립되었다.
1988년에 ‘횃불계획’이 수립되면서 베이징시 중관촌에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이테크산업 개발구가 조성되었고, 2017년 기준으로 156개의 국가급 하이테
크산업 개발구가 생겨났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혁신활동을 집적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발전 패턴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2년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가 105개가 되었을 때에, 재도약과 새로운 전략적 전환을 위해서 혁신형 산업
클러스터(创新型产业集群)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산업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의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조직이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
는 성격이라면, 혁신 클러스터는 가치사슬의 전반적인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하는 산업클러스터라고 정의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시범 혁신형 산업클러
스터(创新型产业集群)는 61곳, 육성 중인 산업클러스터(产业集群) 47곳, 총
108개가 존재하고 있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지역별로 분류하였더니 광둥
성, 장쑤성, 산둥성 순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주력산업은 중국정부가 과거부터 추진하였던 전략
적 7대 신흥산업,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13.5 규획(2016~
20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제조는 10개 영역, 23개의 세부분야
로 분류되어 있는데, 13.5규획의 19개 국가 선진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중에
서 15개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중국제조 2025의 23개 세부분야로 분류되었다.
중국제조 2025의 10대 산업 중에서도 13.5규획의 중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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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은 차세대 IT 기술, 우주항공 장비, 바이오의약/고성
능 의료기기로 분석되었다.
중국제조 2025의 10대 산업에 따라서 시행 중인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61개
를 분류한 결과, 바이오의약/고성능 의료기기산업과 차세대 IT 기술산업이 각
각 14개와 13개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육성 중
인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47개를 분류하였을 때에는 바이오의약/고성능 의료
기기산업, 차세대 IT 기술산업이 각각 10개와 8개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중국제조 2025의 바이오의약/
고성능 의료기기산업, 차세대 IT 기술산업을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이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지역인 광둥성과 정
부가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 베이징시의 혁신형 산업클러
스터를 사례 분석을 통해 혁신형 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선전
차세대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는 개혁개방의 성공적인 실험실이라는 상
징성, 차세대 인터넷 기업의 뛰어난 경쟁우위, IT기업과 금융산업의 연관효과,
주변 지역과의 파급효과 등을 기대하여 선정되었다.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
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는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인식되어 있는 상징성,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운영, 이동 단말기의 분야에서의 뛰어난 역량, 중관
촌 내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 등을 기대하면서 선정되었다.
혁신형 클러스터는 연구개발, 서비스 기관을 특정 구역에 집적시켜 분업·협
력과 혁신을 통해서 산업·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형성하는
산업조직의 한 형태라고 정의된다. 외부효과는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와
제이콥-포터 외부효과로 분류된다.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는 지리적인
개념을 강조한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서 전문화된 기업들이 밀집하여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말하며, 제이콥-포터 외부효과는 산업간 스필오버 효과를 강조한
개념으로 특정 지역 내의 외부효과보다는 다양한 산업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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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칭한다. 현재 중국이 새롭게 시작하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는 제이콥-포
터 외부효과보다는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강조한 개념이다. 동종 산업
을 특정 지역에 집적시켜서 발전시키는 개념은 아무래도 지리적 접근성을 강조
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선전의 차세대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는 뛰어난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
는 동종업계의 차세대 인터넷 기업들을 경쟁시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
를 통해서 차세대 인터넷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려고 한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산업,지역간 경계를 넘어서 이후에 대만구(大湾区) 규획, 광둥
자유무역시범구 등 광둥성이라는 거대한 경제권 안에서 다양한 산업간에 제이
콥-포터 외부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도 중관촌이라는 특정 지역에 뛰
어난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기업들을 육성, 발전시켜 마샬-애
로우-로머 외부효과를 통해서 혁신을 주도하려고 한다. 모바일 인터넷과 관련
된 기업들을 중관촌에 집결시킴으로써 집적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모바일 인터
넷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
를 통해서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혁신이 발생한다면, 외부효과가 향후 중관촌
내의 다양한 산업까지 퍼지면서 각 산업간에 발생하는 제이콥-포터 외부효과
까지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와 제이콥-포
터 외부효과로 혁신의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는 여전히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현
재로서는 국유기업 중심인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와 민영기업 중심인 선전 하이테크개발구 차세대 인터넷 기술 혁신형 산업클러
스터 중 어느 모델이 더 큰 성과를 이룩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아마
도 향후 후속과제로 남겨 놓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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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혁신형 산업클러스터(创新型产业集群试点)
명단(1, 2, 3차)
[시행]
명칭

연번

지역

차수

베이징

1차

1

北京中关村移动互联网创新型产业集群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네트워크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2

保定新能源与智能电网装备创新型产业集群
바오딩 신에너지와 지능전력망장비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허베이성

1차

3

本溪制药创新型产业集群
번시 제약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랴오닝성

1차

4

无锡高新区智能传感系统创新型产业集群
우시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스마트센서 시스템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장쑤성

1차

5

温州激光与光电创新型产业集
원저우 레이저 및 광전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저장성

1차

6

潍坊半导体发光创新型产业集群
웨이팡 반도체발광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산둥성

1차

후베이성

1차

7

武汉东湖高新区国家地球空间信息及应用服务创新型产业集群
우한둥후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국가 지구공간 정보 및 응용서비스 혁신
형 산업클러스터

8

株洲轨道交通装备制造创新型产业集群
주저우 궤도교통장비 제조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후난성

1차

9

深圳高新区下一代互联网创新型产业集群
선전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차세대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광둥성

1차

10

惠州云计算智能终端创新型产业集群
회이저우 클라우드 컴퓨팅 지능단말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광둥성

1차

11

石家庄药用辅料创新型产业集
스자좡 약용보조제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허베이성

2차

12

邯郸现代装备制造创新型产业集群
한단 현대장비 제조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허베이성

2차

13

辽宁激光创新型产业集群
랴오닝 레이저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랴오닝성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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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명칭

14

지역

차수

长春汽车电子创新产业集群
창춘 자동차 전자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지린성

2차

15

通化医药创新型产业集群
통화 의약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지린성

2차

16

江宁智能电网创新型产业集群
장닝 지능전력망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장쑤성

2차

17

江阴特钢新材料创新型产业集群
장인 특수강 신소재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장쑤성

2차

18

苏州高新区医疗器械创新型产业集群
쑤저우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의료기계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장쑤성

2차

19

昆山小核酸创新型产业集群
쿤산 RNAi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장쑤성

2차

20

杭州数字安防创新型产业集群
항저우 디지털 안전방법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저장성

2차

21

合肥基于信息技术的公共安全创新型产业集群
허페이 정보기술 기반의 공공안전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안후이성

2차

22

芜湖新能源汽车创新型产业集群
우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안후이성

2차

23

泉州微波通信创新型产业集群
취안저우 마이크로파 통신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푸젠성

2차

24

景德镇直升机制造创新型产业集群
징더현 헬리콥터 제조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장시성

2차

25

济南智能输配电创新型产业集群
지난 지능전력 수송·배급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산둥성

2차

26

烟台海洋生物与医药创新型产业集群
옌타이 해양생물·의약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산둥성

2차

27

济宁高效传动与智能铲运机械创新型产业集群
지닝 고효율 전동·지능형 불도저기계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산둥성

2차

28

十堰商用车及部件创新型产业集群
스옌 상용차 및 부품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후베이성

2차

29

湘潭先进矿山装备制造创新型产业集群
샹탄 선진적 광산장비 제조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후난성

2차

30

中山健康科技创新型产业集群
중산 건강과학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광둥성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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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연번
31

成都数字新媒体创新型产业集群
청두 디지털 뉴미디어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32

海西盐湖化工特色循环经济创新型产业集群
하이시 염호 화공특색 순환경제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33

扬州数控成形机床创新型产业集群
양저우 NC 공작 기계(numerical control machine) 성형 혁신형 산업

지역

차수

쓰촨성

2차

칭하이성

2차

장쑤성

3차

클러스터
34

泰州生物医药创新型产业集群
타이저우 생물 의약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장쑤성

3차

35

长沙电力智能控制与设备创新型产业集群
창사 전력 지능 제어·장비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후난성

3차

36

大连高端工业软件创新型产业集群
따리엔 첨단 공업 소프트웨어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랴오닝성

3차

37

菏泽生物医药大健康创新型产业集群
허쩌 생물 의약 대건강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산둥성

3차

38

襄阳新能源汽车关键部件创新型产业集群
샹양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관건적 부품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후베이성

3차

39

常州光伏创新型产业集群
창저우 태양광 발전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장쑤성

3차

40

清远高性能结构材料创新型产业集群
칭위안 고성능 구조 재료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광둥성

3차

41

佛山口腔医疗器械创新型产业集群
포산 구강 의료기기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광둥성

3차

42

东莞机器人智能装备创新型产业集群
둥관 로봇 지능형 장비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광둥성

3차

43

苏州纳米新材料创新型产业集群
쑤저우 나노 신재료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장쑤성

3차

44

柳州汽车整车及关键零部件创新型产业集群
류저우 자동차 완성차·관건 부품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광시자치구

3차

45

珠海智能配电网装备创新型产业集群
주하이 스마트그리드 장비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광둥성

3차

46

荆门城市矿产资源循环利用创新型产业集群
징먼 도시 광산에너지 재활용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후베이성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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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명칭

지역

차수

칭하이성

3차

산둥성

3차

산시(陕西)성

3차

47

青藏高原特色生物资源与中藏药创新型产业集群
칭짱 고원 특색 생물 자원·중국 티벳 의학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48

临沂电子元器件及其功能材料创新型产业集群
린이 전자 부품·기능 재료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49

西安泛在网络技术创新型产业集群
시안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50

璧山新能源汽车关键零部件绿色智能制造创新型产业集群
비산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관건적 부품 녹색 지능 제조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충칭시

3차

51

武进机器人及智能装备创新型产业集群
우진 로봇·지능 장비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장쑤성

3차

52

德州生物制造创新型产业集群
더저우 생물 제조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산둥성

3차

53

抚州生物医药创新型产业集群
푸저우 생물 의약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장시성

3차

54

新余动力电池创新型产业集群
신위 동력 배터리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장시성

3차

55

韶关机械基础零部件创新型产业集群
사오관 기계 기초 부품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광둥성

3차

56

南阳防爆装备制造创新型产业集群
난양 경찰용 장비 제조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허난성

3차

57

重庆电子信息创新型产业集群
충칭 전자 정보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충칭시

3차

58

咸宁智能机电创新型产业集群
셴닝 스마트 전기 기계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후베이성

3차

59

德阳通用航空创新型产业集群
덕양 제너럴 항공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쓰촨성

3차

60

沈阳生物医药和健康医疗创新型产业集群
선양 생물 의약·건강 의료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랴오닝성

3차

61

江门轨道交通修造创新型产业集群
장먼 철도교통 수리 제조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광둥성

3차

자료: http://www.askci.com/news/chanye/20190108/1410541139861.shtml(검색일: 2019. 7. 10)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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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명칭

연번

지역

1

亦庄数字电视和数字内容产业集群
이좡 디지털 텔레비전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클러스터

베이징

2

丰台轨道交通产业集群
펑타이 궤도교통 산업클러스터

베이징

3

天津高新区新能源产业集群
톈진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신에너지 산업클러스터

톈진

4

北辰高端装备制造产业集群
베이천구 첨단 장비 제조 산업클러스터

톈진

5

太原不锈钢产业集群
타이위안 스테인리스 산업클러스터

산시(山西)성

6

榆次液压产业集群
위츠 유압 산업클러스터

산시(山西)성

7

包头稀土高新技术产业开发区稀土新材料产业集群
바오터우 희토류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희토류 신재료 산업클러스터

8

大庆高新区高端石化产业集群
다칭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첨단 석유 화학 산업클러스터

헤이룽장성

9

齐齐哈尔重型数控机床产业集群
치치하얼 중장비 수치제어판(CNC) 산업클러스터

헤이룽장성

10

张江生物医药产业集群
장장 바이오 의약 산업클러스터

상하이

11

上海新能源汽车及关键零部件产业集群
상하이 신에너지 자동차·핵심부품 산업클러스터

상하이

12

上海精细化工产业集群
상하이 정밀케미칼 산업클러스터

상하이

13

蚌埠新型高分子材料产业集群
벙부 신형 고분자재료 산업클러스터

안후이성

14

闽东中小电机产业集
민둥 중소전기 산업클러스터

안후이성

15

南昌高新技术产业开发区生物医药产业集群
난창 하이테크산업개발구 바이오의약 산업클러스터

장시성

16

洛阳高新区轴承产业集群
뤄양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베어링 산업클러스터

허난성

네이멍구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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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연번

지역

17

郑州智能仪器仪表产业集群
정저우 스마트장치기기 산업클러스터

허난성

18

广州个体医疗与生物医药产业集群
광저우 개인맞춤의료·생물 의약 산업클러스터

광둥성

19

南宁亚热带生物资源开发利用产业集群
난닝 아열대 바이오자원 개발이용 산업클러스터

광시성

20

绵阳汽车发动机及关键零部件产业集群
멘양 자동차 엔진 및 핵심부품 산업클러스터

쓰촨성

21

昆明市生物医药产业集群
쿤밍 바이오의약 산업클러스터

윈난성

22

宝鸡高新区钛产业集
바오지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티타늄 산업클러스터

산시(陕西)성

23

杨凌示范区生物产业集群
양링 시범구 바이오 산업클러스터

산시(陕西)성

24

兰州高新技术产业开发区节能环保产业集群
란저우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에너지 절약·환경 보호 산업클러스터

간쑤성

25

乌鲁木齐电子新材料产业集群
우루무치 전자 신소재 산업클러스터

신장성

26

厦门海洋与生命科学产业集群
샤먼 해양 및 생명과학 산업클러스터

푸젠성

27

天津基于国产自主可控的信息安全产业集群
톈진 국산자주통제의 정보안전 산업클러스터

28

金桥移动互联网视频产业集群
진치오 모바일 네트워크 영상 산업클러스터

29

贵阳区块链与大数据产业集群
구이양 블록체인·빅 데이터 산업클러스터

30

厦门火炬高新区软件和信息服务业产业集群
샤먼 횃불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소프트웨어·정보 서비스 산업클러스터

푸젠성

31

中山小榄半导体智能照明产业集群
중산 샤오란 반도체 스마트 조명 산업클러스터

광둥성

32

常州轨道交通牵引动力与关键核心部件产业集群
창저우 철도교통 견인력·핵심 부품 산업클러스터

장쑤성

33

青岛机器人产业集
칭다오 로봇 산업클러스터

산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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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상하이

구이저우성

명칭

연번

지역

34

宜兴水环境产业集群
이싱 물환경 산업클러스터

장쑤성

35

济南高新区生物制品产业集群
지난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생물학 제제 산업클러스터

산둥성

36

滨州高端铝材产业集群
빈저우 고급 알루미늄 산업클러스터

산둥성

37

中山翠亨新区精密智能装备产业集群
중산 췌이헝 신개발 지구 정밀 스마트 장비 산업클러스터

광둥성

38

西宁经开区锂电产业集群
시닝 경제기술개발구 리튬전지 산업클러스터

39

上海漕河泾知识型服务业产业集群
상하이 차오허징개발구 지식형 서비스업 산업클러스터

상하이

40

珠海船舶与海洋工程装备制造产业集群
주하이 선박·해양 공정 장비 제조 산업클러스터

광둥성

41

潍坊高端动力装备产业集群
웨이팡 첨단 동력 장비 산업클러스터

광둥성

42

七台河石墨烯产业集群
치타이허 그래핀 산업클러스터

43

天津泰达高端医疗器械产业集群
톈진 톄다 첨단 의료기기 산업클러스터

44

邯郸新型功能材料产业集群
한단 신형 기능 재료 산업클러스터

45

遂宁电子电路产业集群
쑤이닝 전자 회로 산업클러스터

쓰촨성

46

珠海三灶生物医药产业集群
주하이 산자오 생물 의약 산업클러스터

광둥성

47

天门生物医药产业集群
톈먼 생물 의약 산업클러스터

칭하이성

헤이룽장성
톈진

허베이성

후베이성

자료: http://www.askci.com/news/chanye/20190108/1425281139863.shtml(검색일: 2019. 7. 10)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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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중국 특색의 당국가 체제와
기업가 정신

1. 서론
2.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발전
3. 중국 기업가 정신의 평가
4. 소결

1. 서론
홍색자본가(紅色資本家, Red capitalist)의 첫 출현은 덩샤오핑의 작품이었
다. 1978년 2월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 제5기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당시 실권을 잡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전국정협주석으로
당선됐고, 정협 부주석에는 홍색자본가를 상징하는 기업인 룽이런(榮毅仁)이
기용됐다.71) 자본가이면서 공산주의자가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홍색자본가 중에는 혁명 원로의 자손이 많다. 일례로 1990년 베이징의 군병
원에 입원해 있던 중국 공산혁명 원로 왕전 전 부주석은 자본가로 변해버린 아
들들에 대한 당혹감을 털어놓으며 “나는 그 아이들을 내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왕전의 아들 왕쥔은 중국 최대 국영 금융회사인 중신
그룹(Citic)과 부동산·유전 개발 등과 관련된 바오리그룹의 창업자 중 한명이
다. 광둥성 선전에 대규모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골프계의 대부로도 통
한다. 아버지가 활약했던 혁명 근거지를 혁명 테마 리조트로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72)
왕전을 비롯해 중국 공산혁명을 이끌었던 ‘8대 원로’의 자손들이 ‘홍색자본
가’로 변신해 막대한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2012년 지
적한 바 있다.73) 블룸버그는 덩샤오핑과 왕전, 천윈, 리셴녠, 펑전, 쑹런충, 양
71) 룽이런은 청나라 말기, 중화민국 초기 장쑤성 우시에서 방직산업으로 기업을 일으킨 중국의 대표적인
재벌 룽씨(榮氏) 가문의 3대손이다. 한창 때는 중국 방직산업의 절반을 룽씨 가문이 차지한 바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즈음에 룽씨 가문 대부분이 공산당을 두려워해 홍콩이나 대만, 미국 등
으로 도망갔다. 하지만 룽이런은 공산주의 혁명을 지지하면서 대륙에 그대로 남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광저우 제2방직공장을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당국에 헌납했다. 마오쩌둥은 민족자본가의 모
범이라면서 룽이런을 칭찬했다. 그는 1957년 41세의 나이로 상하이 부시장이 되었고, 국무원 방직부
부부장(차관)도 겸임했다. 이후 문화혁명 기간 중 실각했으나 덩샤오핑이 복권하면서 재기했다. 이때
홍색자본가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기업가라는 뜻으로 쓰였다. ｢중국 국영기업 중신그룹의 태동｣
(2014. 6. 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061610
02431(검색일: 2019. 10. 20).
72) ｢혁명가에서 자본가로…중국 원로 후손들의 변신｣(2012. 12. 28), http://www.hani.co.kr/arti/
international/china/567468.html(검색일: 2019. 10. 20).
73) “Heirs of Mao’s Comrades Rise as New Capitalist Nobility”(2012. 12. 27),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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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쿤, 보이보 등 ‘8대 원로’의 직계 후손과 배우자 103명의 재산을 추적했다.
이들 가운데 큰손은 왕쥔을 비롯해 덩샤오핑의 사위 허핑, 천윈의 아들인 천위
안 등이다. 덩샤오핑의 딸 덩룽의 남편인 허핑은 2010년까지 바오리그룹 회장
을 지냈으며, 홍콩에 상장된 바오리그룹 부동산 부문의 주식 2,290만 주를 보
유하고 있다. 천위안은 중국개발은행 총재다. 허핑·천위안·왕쥔이 경영했거나
경영 중인 기업의 자산을 합치면 2011년 기준으로 1조 6,000억 달러(약
1,700조 원)에 달한다. 당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이 넘는다. 103
명 가운데 26명은 국유기업의 전·현직 최고경영자이고, 43명은 민간기업에서
최고경영자, 중역으로 활동한다. 18명은 케이맨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기업과 관련된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경영한다. 23명이 미국 대학에서 유학했
고, 12명은 미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혁명 지도자들의 손자·손녀인 3세
대는 가문의 연줄과 외국 유학 경력을 활용해 민영기업에 대거 진출했다. 천윈
의 손주인 천샤오신은 스탠퍼드대에 유학한 뒤 시티그룹에서 근무했다.
홍색 자본가들이 이러한 큰 재산을 축적하게 된 계기는 물론 1978년 개혁개
방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당시 중국의 계획경제시기 경제정책을 설계한 천윈
은 공산당 원로들의 가족이 가장 믿을 만하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개혁개방 후
의 경제를 통제하기를 바랐다. 이에 따라 태자당74) 출신들이 개혁개방 과정에
대거 등용되어 1980년대 국유기업 경영을 맡았다. 1990년대 태자당 출신의
홍색자본가들은 부동산, 에너지, 철강 산업 등 개혁개방 과정에서 가장 큰 수익
이 발생하는 산업을 장악했다. 혁명원로 덩샤오핑의 아들(덩즈팡)도 1994년에
선전(深圳)에서 부동산사업에 진출해 홍콩에서 아파트 판매 홍보를 했었는데
이는 중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허용된 1998년 이전이다.75)

bloomberg.com/news/articles/2012-12-26/immortals-beget-china-capitalism-fromcitic-to-godfather-of-golf(검색일: 2019. 10. 17).
74) Prince Party라고도 하며 중국의 정치집단이자 특권층인 혁명 지도자·고위간부의 자손들을 지칭한다.
75) ｢혁명가에서 자본가로…중국 원로 후손들의 변신｣(2012. 12. 28), http://www.hani.co.kr/arti/
international/china/567468.html(검색일: 201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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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인 예로 2012년 11월 8일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대
표 2,270명 중에서 145명이 민영 또는 국영 기업의 회장이거나 CEO의 자격
으로 참석하였다. 대표적으로 당시 중국에서 최고의 자산가로 손꼽히던 싼이중
공업(三一重工业)의 량웬근(梁穩根) 회장이 민영기업의 대표로 참석하였다. 화
시그룹(华西股份)의 우시에언(吳協恩), 따위제수이(大禹節水) 그룹의 왕둥(王
棟), 하이얼(海爾) 그룹의 장루이민(張瑞敏), 훙더우 그룹(红豆集团)의 조우하이
쟝(周海江) 회장 등 각 지역 기반의 성공한 사업가들도 마찬가지로 당대회에 인
민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들의 등장은 홍색자본가의 부상으로 중국경제주간에
보도되었다. 비록 자본가이지만 노동자 농민의 정당인 공산당 당원이자 공산주
의 이념을 잘 이해하는 재계인사라는 평가였다.76)
최근의 대표적 중국 기업가 중에서도 마윈(马云) 알리바바 창립자는 2018년
‘개혁 선봉’ 칭호를 받았다. 마화텅(马化腾) 텐센트 창립자는 하이난성 출신으
로 2018년 13기 광둥성 전국인민대표를 역임했으며 하이난성 인민정부기업
가자문회의(海南省人民政府企业家咨询会议) 부주석을 맡고 있다. 리옌홍(李彦
宏) 바이두 창립자는 2013년 12기 전국정협위원 겸 중국 민간상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14년 21기 중국공상련(全國工商聯) 부주석, 8기 베이징시 과학
협회 부주석 등 정부요직을 겸임하였다. 레이쥔(雷軍) 샤오미 창립자는 베이징
시 인민대표(2012), 전국인민대표(2013), 2017년 중국공상련 부주석 및 베이
징시 공상련 부주석 등 공산당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홍색자본가의 대거 등장을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으로 볼 수 있는
지 혹은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으로 볼 것인지는 논쟁거리이다. 홍색자본가와 국
가자본주의의 결합은 슘페터식 중국 혁신기업 창업의 기제가 되었다는 평가와
정실주의와 관료주의의 부패한 결합이라고 보는 견해가 엇갈린다. 본 연구는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을 시기와 유형별로 3개의 시기, 3개의 유형으로 나누
76) ｢민간기업인 최초 당 중앙위원 나올까｣(2012. 11. 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
art_view.html?artid=201211062133495&code=970204(검색일: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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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분석하고자 한다.
1978년 이후 사영기업가와 홍색자본가의 출현 시기 구분은 대략 3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 1기는 1978~89년 3대 혁신 기업
가 정신 모형의 출현 시기로 소남모델(苏南模式), 온주모델(温州模式), 주강모
델(珠江模式)로 일컫는 기업가 정신의 맹아기로 볼 수 있다.77) 중국 특색의 기
업가 정신 2기는 1992~2008년 시기로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후 해외자본 유
입과 기업가 정신의 발전이 신소남모델, 신온주모델, 신주강모델로 나타난 시
기이다. 3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뉴노멀 경제로 접어든 중국이 대
중창신 만중혁신의 쌍촹(双創) 모형으로 진화한 현재의 중국특색 기업가 정신
시기로 볼 수 있다.

2.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발전
가.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출현: 1978~89년 개혁개방
초기
개혁개방 초기에는 서로 다른 지역적 환경에 따라 각 지역의 독특한 기업가
들이 출현하였으며 이를 지역경제발전모형(地区经济发展模式)으로 분류한
다.78) 기업가 정신은 이들이 창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모두 포괄하
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혁개방 당시 등소평이 내세운 ‘사회주
의 시장경제’의 핵심 내용은 다양한 소유제 형식이 공유제를 중심으로 공존하

77) 刘国良(2006), ｢苏南模式与温州模式、珠江模式的比较｣, 뺷浙江经济뺸, 2006(18), p. 36.
78) 費孝通(2010), ｢從“江村”到“溫州模式”｣, 中國城鎭化道路,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pp. 139~142
를 바탕으로 정종호(2013)의 연구에서 3대 개혁개방 초기 경제모형으로 정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의 출현’으로 재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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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79) 이러한 지역경제발전에는 삼대모형이 있는데 소남모델, 온주
모델, 주강모델이 그것이다. 개혁개방 초기의 지역경제발전모형 삼대모델은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집체소유제, 사영소유제, 그리고 외자소유제를 중
심으로 독특한 기업가 정신이 발현한 발전모형으로도 볼 수 있다.

1) 소남식 기업가 정신(苏南模式)
소남식 기업가 정신은 개혁개방 이후 쑤저우(蘇州), 우시(無錫), 창저우(常州)
등을 대표로 하는 장쑤성 남부 소남(蘇南)지역에서 발달한 기업가 정신이다. 소
남식 기업가 정신의 대표적인 특징은 지역경제발전의 바탕에 집체경제(集體經
濟)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 주도형 경제’라는 점과 향진기업(鄕鎭企
業)이 그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일종인 지방
정부 주도형 향진집체기업의 출현을 기초로 하는 소남 농촌지역 특유의 공업화
발전 방식은 중국 개혁개방 초기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자리
잡았다. 소남식 기업가 정신의 출현에 대해 덩샤오핑은 “중국농민의 위대한 창
조(偉大创造)”라고 규정하며 격려하였다.80)
소남식 기업가 정신은 농촌(향진)지역에 농기구를 공급하는 기업의 필요성
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집체소유제기업을 설립하면서 태동하였다. 개혁개
방 이전에 소남지역 향진집체기업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사대기업(社队企业)
들은 농기구를 제작하여 농촌집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개혁개방과
함께 중앙정부가 이들 사대기업 발전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자, 소남지역의
사대기업들에 본격적으로 농촌 잉여노동력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양적성장
을 이루었다. 이는 소남지역 경제에는 농업부문에서 공업부문으로 노동력이 전
환되면서 산업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로 나타났다. 소남지역 기업들은 “토지를
떠나지만 고향을 떠나지는 않으며, 공장으로 들어가지만 도시로 들어가지는 않
79) 정종호(2013), pp. 239~266.
80) 陈承红(2008), ｢从“苏南模式”到“新苏南模式”的创新发展—科学发展观在无锡的生动实践｣, 뺷学术论坛뺸,
第9期,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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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離土不離鄕 進廠不進城)”81)라는 소남지역 특색의 농촌 공업화를 진행하였
으며 이들이 향진기업으로 진화해갔다. 이를 소남식 기업가 정신의 출현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소남식 기업가 정신은 이후 국가자본주의 주도로 민관이 팀워크를
이루어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의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으로 진화하는 근간을
마련하였다. 실제 이 시기 사회주의 집단소유제의 기초 위에서 소남지역 지방
정부가 경제발전을 주도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일체형(政企合一) 경제모형’이
발전하였다.82) 이는 기층정부와 지역기업이 팀워크를 이루어 지역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방정부형 국가자본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소남식 기업가
정신의 발전은 집단소유제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농촌민영기업의 공동발전
방식으로 볼 수 있다.83) 즉 소남모델은 집체소유제의 사회주의체제 위에서 향
진기업과 기층정부(基層政府)가 공동협력을 통해 발전하면서 ‘농촌을 기반으로
농촌기업을 발전시킨다’는 소남식 기업가 정신의 출현을 특징으로 한다.

2) 온주식 기업가 정신(温州模式)
저장성(浙江省) 온주(温州) 지역에서도 개혁개방기 농촌공업화 기업가 정신
이 출현하였는데 이를 온주식 기업가 정신(温州模式)이라 한다. 소남식 기업가
정신과는 달리 온주식 기업가 정신은 가족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영기업과 전문
화된 소상품 위주의 경공업 제품 생산 방식 및 이러한 경제활동을 지지해주는
지방정부의 간접지원을 특징으로 한다.84) 즉 소남모델이 지방정부 주도형의
하향식(Top-Down) 기업가 정신이라면 온주모델은 지방정부 지지형의 상향
식(Bottom-Up) 기업가 정신으로 볼 수 있다. 각 지역간 원거리 무역을 통해
발전한 온주식 기업가 정신의 민영경제는 전통적 상업문화를 통해 형성된 온주
81) “이토불이향, 진창불진성(離土不離鄕 進廠不進城)”이라는 구호로 향진기업의 모토가 되었다.
82) 万解秋(1993), 뺷政府推動與經濟發展-蘇南模式的理論思考뺸,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83) 陈承红(2008), pp. 127~128.
84) 方立明 外(2005), pp. 17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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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溫州商)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역사에서 기인하였다. 온주상인들의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한 거래관습과 꽌시(关系) 네트워크 문화는 체제전환기의 불안
정한 중국 경제상황과 법제도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온주식 기업가 정신의 모태가 되었다. 즉 온주상인의 전통적 ‘꽌시’ 문화는 체
제전환기 중국 시장경제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작동하였
기에 기업가 정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온주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모험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
는 지역상인의 문화전통에 따라 가내공업 위주의 민영기업들이 온주지역 일대
의 초기 경제발전을 선도하였고 해당 지방정부가 지역 내 민영기업을 뒷받침하
며 지원하였다는 것이다. 온주지역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족 단위 소규
모경영을 우선시하므로 소남지역과 달리 집체경제기반이 취약하여 가내수공
업이 발달하였다. 온주지역은 역사문화적으로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신뢰관계
를 구축하는 온주상(溫州商)의 실리주의 상업적 전통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전통적 온주상인(溫州商)들의 상공업 역사와 문화는 체제전환기 중국의 민영기
업조직에서도 상거래 계약 체결 및 거래 규범화에서 매우 강력한 기업가 정신
으로 치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온주식 기업가 정신은 기업 경영활동인 거래계
약에 대한 신뢰자산 확보 및 경영 성과로서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효과적인 사
회제도로서 작동하였다. 이에 따라 개혁개방과 함께 가족경영의 민영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들이 온주 농촌지역에서 주류경제로 발전하면서
온주식 기업가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85) 그리고 온주상의 문화전통에서 유래
하는 모험가적 창업정신과 온주 민영기업가의 시장기회 포착을 우선시하는 전
통이 결합된 비즈니스 활동은 역사에서 축적된 온주의 경험으로서 지속적인 지
역경제성장을 일궈온 내적동력이었다.
온주식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한 가내 수공업 기업들은 소자본, 저위
기술, 제한된 정보력과 한정된 노동력으로도 생산이 가능한 노동집약형 경공업
85) 徐世刚(2003), ｢温州模式面临的挑战｣, 社会科学战线, 第2期, p. 46.

192 • 중국산업, 얼마나 强한가?: 중국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토대 분석

제품에 집중되었다. 온주지역의 탁월한 상업문화 전통에 따라 단추, 신발 부속,
의류, 단순 전자부품 등의 노동집약형 경공업 제품을 전국 단위의 전문시장과
결합하여 ‘소상품의 대규모 시장(小商品大市場)’이라는 독특한 상품경제를 형
성하였다.86) 온주식 기업가 정신의 중요한 의의는 자발적이고 활발한 가내수
공업 사영경제 및 전국 단위의 소상품 도매시장의 결합을 통한 직접적인 유통
망 건설에 있다.87) 이러한 온주식 기업가 정신의 독특한 상품경제는 온주모델
지역발전의 상징이 되었다.88)
특히 가내수공업의 소상품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시장에 유통하
는 모형은 온주 출신 농민들이 상인으로 전업하여 전국 단위 유통업자로 활약
하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이들은 중국 전역을 무대로 영업을 다니면서 온주에
서 제작된 소상품의 영업판매원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지연을 기반으로 전국적
꽌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온주의 소상품 가내수공업 경제와 전국
적인 소상품 전문시장과 유통망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농촌을 기반으로 농촌기업을 발전시킨다’는 소남식 기업가 정신
과는 달리 온주식 기업가 정신은 농촌지역경제가 “농업도 떠나고 농촌도 떠난
다(離土又離鄕)”는 고위험선호형 기업가 정신의 특징을 보인다. 전국 각지에서
온주 출신 농민들이 상인으로 변신하여 온주기업의 소상품 도매유통시장인
“온주무역센터(溫州 貿易中心), 온주성(溫州城), 온주빌딩(溫州大厦), 온주촌(溫
州村), 온주점(溫州店), 온주가(溫州街)” 등을 형성하고 중국 전역의 상업네트워
크로 발전시켰다.

86) 費孝通(1986), ｢溫州行(中)｣, 뺷瞭望뺸, 第21期, pp. 24~25.
87) 당시 전국적으로 유명한 창남·의산(蒼南·宜山)의 재생 테릴린(Terylene)시장, 창남·금향(蒼南·金鄕)
의 간판 휘장시장, 영가·교두(永嘉·橋頭)의 단추시장, 락청·유시(樂淸·柳市)의 저압전 기제품시장 등
10대 전문시장의 형성은 이러한 소상품-대시장 모델의 대표적인 결과로서 온주 지역 농촌상품경제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周德文, 張建營 2011).
88) 周德文, 張建營(2011), 뺷[解讀] 溫州商人뺸, 北京, 人民出版社, pp. 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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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강식 기업가 정신(珠江模式)
주강(珠江)식 기업가 정신은 정부 주도의 개혁개방 이후 주강델타(珠江三角
洲) 지역에서 형성된 기업가 정신으로 화교기업의 외자기업(外資企業) 자본투
자를 중심으로 발전한 노동집약형 산업을 특징으로 한다. 개혁개방 초기 대부
분의 외자 도입이 정부의 정책지원 아래에서 화교기업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으며 광둥성은 대만과 인접한 지리적 우위요소를 바탕으로 대규모 화교기업의
진입경로가 되었다. 광둥성 주강삼각지는 화교자본의 본거지인 대만, 홍콩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공통성, 언어적 공통성으로 인해
수출입기업의 최적 입지로 부각되었다. 광둥성 주강델타 지역의 주강삼각주경
제개발구(珠江三角洲經濟開發區)는 이후 중국 대외경제발전의 기반이 되었으
며 초창기 주강식 기업가 정신의 발원지가 되었다.89) 주강삼각주 지역을 중심
으로 한 독특한 지역발전모형을 의미하는 주강모델은 국가자본주의 경제성장
의 선봉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은 홍콩 경제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가는 주
강 동부지역의 동관(东莞)과 집체경제의 기초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던 주강 서
부지역의 순덕(顺德), 그리고 남해(南海) 및 중산(中山) 등 네 지역에서 발원한
기업가 정신 모델이다.90)
첫째, 순덕모델은 농기계 및 섬유산업을 기초로 한 향진기업 중심의 기업가
정신, 둘째, 남해모델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조업에 진출하여 전통산업과
결합한 중소기업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한 기업가 정신, 셋째, 심천모델은 국유
기업 부문과 2차 부문 경제와의 혼합발전을 이룬 기업가 정신, 넷째, 동관모델
은 중국 역내에서는 저렴한 토지 및 글로벌 기준으로 표준화된 공장, 농촌에서
유입된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통해서는 외국 자금, 생산

89) 주강모형(珠江模式)을 광둥모형(廣東模式)으로 부르기도 하나 본고는 주강모형으로 통일하여 주강식
기업가 정신을 설명한다. 광둥성 주강(珠江)의 양쪽 2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삼각주 평야에는 4개의
도시와 12개에 이르는 현(縣)이 분포해 있는데, 해당 지역이 개혁개방 이후 주강식 기업가 정신의 무대
가 되는 주강삼각주경제개발구(珠江三角洲經濟開發區)로서 1985년 지정되었다.
90) 費孝通(2010), ｢珠江模式的再认识｣, 뺷中國城鎭化道路, 呼和浩特뺸, 內蒙古人民出版社,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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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선진기술과 경영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외자유입형 기업가 정신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그중 주강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가 정신은 동관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91)
동관지역은 개혁개방의 초기 경제특구로서 직접적인 수혜지역이며 넓은 토
지, 발달한 교통물류, 화교네트워크의 중심지라는 장점이 있었다.92) 대다수 홍
콩 제조업체들이 토지와 노동력을 찾아 인접지역이자 개혁개방정책의 수혜지
역인 동관으로 이동하면서 동관은 대형외자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집약형 제조
업 가공산업이 발달한 지역이 되었다.93) 이러한 동관식 기업가 정신을 통하여
홍콩기업들은 토지와 노동력을 조달할 수 있는 중국 본토에 생산시설을 만들고
생산된 제품은 홍콩으로 운송하여 글로벌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판매점은 홍콩에(前店), 생산공장은 주강델타지역에 두는(後廠) 글로벌가치사
슬과 공급망을 형성하였다. 이를 전점후창(前店後廠)식의 중국 특색의 동관형
기업가 정신으로 평가한다.94) 개혁개방 이후 1996년까지 광둥성으로 생산공
장을 옮긴 홍콩의 제조업체들은 전체의 약 80% 이상에 달하는데, 그 중 약
94%가 주강델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동관형 기업가 정신의 모태가 되었다. 당
시 홍콩 기업들이 동관 등 광둥성 지역에 설립한 삼자(三资)기업 및 위탁가공무
역형 기업은 6만 6,000개에 달했으며, 이러한 동관모델형 기업들이 주강델타
경제특구에서 고용한 인력은 약 500만 명에 이르렀다. 정리하면 동관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주강모델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수출가공무역 중심의 노
동집약형 산업구조를 형성하면서 개혁개방 초기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 모델의
하나로 진화하였다.95)
91) 宋林飞(2009), ｢中国“三大模式”的创新与未来｣, pp. 5~6.
92) 동관은 특히 홍콩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개혁개방과 더불어 홍콩과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전점후창(前
店後廠)’의 발전을 이루었다. 卢获(2009).
93) 동관지역 기업을 ‘삼래일보(三來一補)’ 기업이라 하는데, 삼래(来)란 원료를 위탁가공하고 설비를 위

탁하여 운용하고 견본제품을 모델로 가공(来料加工, 来件装配, 来样加工)하는 방식의 가공기업을 의
미하고 일보(補)란 보상무역(補償貿易) 방식의 기업경영을 의미한다. 雷强, 林志锴(2003), pp. 36~37.
94) 費孝通(2010), ｢珠江模式的再认识｣, 뺷中國城鎭化道路,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뺸, p. 222.
95) 초기 주강모델은 삼래일보 기업 및 홍콩 연계형 전점후창 기업, 자본과 원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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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진화: 1992~2008년
이처럼 개혁개방과 더불어 나타난 중국 기업가 정신은 각 지역 경제성장모
형의 특색을 반영하여 지방정부 주도형 향진집체기업 중심의 소남모델, 가족형
민영경제 중심의 온주모델, 그리고 정부 주도의 외자도입형 경제발전 중심의
주강모델로 나뉜다. 각각의 기업가 정신은 각 지역 고유의 정치, 사회, 경제, 문
화 및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형성된 기업가 정신이자 지역발전 모델로
서 개혁개방 초기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진
행됨에 따라 정부정책이 변화하고 시장경제가 성장하면서 초기 공업화 진행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 모형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한계를 맞게 되었다. 소남모델형 기업가 정신은
지방정부와 향진집체기업 간의 불명확한 관계 및 기업의 소유권 문제, 시장경
제의 심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비효율적 생산관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온
주모델형 기업가 정신은 가족경영기업 특유의 낮은 경영성과 및 노동집약적 상
품 특유의 저위기술로 인한 시장경쟁력의 한계가 나타났다. 주강모델형 기업가
정신은 초기에 시행된 외자기업 특혜정책이 줄어들면서 차별적 경쟁력이 약화
되었으며 글로벌 경제의 부침에 의존하면서 대외적 취약성이 문제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국의 기업가 정신은 남순강화 시기 이후 각 지역의 당국
가체제와 결합하여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였다.

1) 소남식 기업가 정신의 발전: 신소남모델(新蘇南模式)
소남식 기업가 정신에서 태동한 집체소유제 향진기업의 눈부신 발전은 개혁
개방 이후 90년대 초반까지 쑤저우, 창저우, 우시 등 소남지역을 넘어 간쑤성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 주도형 집체소유제
산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양두재외(两头在外) 기업, 그리고 삼자(三资)기업을 위주로 발
전하였다. 卢获(2009), ｢“珠江模式”的形成、特色、作用｣, 中共黨史資料, 第3期, pp. 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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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므로 기업의 소유권 및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기층 지방정부와
지역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에 따라 지방정부가 향진기업의 경영에 관여
하는 일이 빈번하여 경영 효율성이 낮아지는 폐해가 나타났다. 향진집체기업의
경영자를 지방정부가 파견한 정치인이 맡으면서 경영의 비전문성이 나타나는
등 농촌 지방정부가 기업의 사장이 되고 마을공동체가 기업집단의 소유권을 나
누어 갖는 소남식 기업가 정신 모델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도태되기 시작했
다. 그 결과 소남식 기업가 정신은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사영기업과 개체경제
를 특징으로 하는 온주식 기업가 정신 모델과 수출가공무역형 외자기업 중심의
주강식 기업가 정신 모델에 추월당하면서 경제발전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남식 기업가 정신의 변혁과 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경제성장을
이루려는 노력들이 나타났다.96)
신소남 기업가 정신 모형은 재산권과 소유권의 개혁으로부터 나타났다. 농
촌지역 향진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중심으로 한 발전모형인
소남 기업가 정신 모형은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재산권과 소유권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해 파생된 여러 문제에 봉착하였다. 특히 지방정부 관료와 지역기
업 간의 야합으로 일컬어지는 부패한 국가자본주의 의존관계가 형성되면서, 소
남식 기업가 정신 모델은 한계에 직면하였다. 당시 소남식 기업가 정신 모형은
‘지방정부 기업주의 모형(地方政府公司主义模式)’이라는 지방정부식 국가자본
주의 모형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90년대 중반 이후 소남 지역의 일
부 향진기업들을 시작으로 소유권 개혁을 진행하였다. 洪銀興(2001) 등 연구자
들은 이 시기 쑤저우 향진집체기업의 81.6%에 이르는 1만 1,301개 기업이 소
유권제 개혁을 통해 향진 지방정부가 지역 내 집체기업을 직접 경영하던 소남
식 발전모형을 폐지하고 신소남 기업가 정신으로 이행하였다고 밝히고 있
다.97) 이를 통해 온주식 기업가 정신과 뚜렷한 차별성을 지닌 지역 기업가 정
96) 이를 지역경제성장 모형에서는 “신소남모델”(新蘇南模式)로 일컫는다. 黃文虎, 王慶五 等(2007), 뺷新
蘇南模式: 科學發展觀引領下的全面小康之路뺸, 北京, 人民出版社,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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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모형이 형성되었다.
과거 소남식 기업가 정신 모형의 지방정부 국가자본주의형 소유제 구조 개
혁을 통해 소남지역 기업들은 지방정부와 향진집체기업을 분리(政企分离)하는
한편 집체경제를 다양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혼합형 기업경제로 전환해갔다. 소
남 지방정부의 집체소유 향진기업들은 사영기업, 주식합작제 기업, 해외직접
투자 유치를 통한 합작기업 및 합자기업 등 다양한 소유제 기업으로 진화했다.
이를 통해 2000년 이후 소남모델의 향진집체기업 중 92.4%에 이르는 기업이
신소남 기업가 정신의 혼합 소유제 기업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신소남식 기업가 정신 모형은 구조조정 및 기업인수합병(M&A), 기
술도입 등의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면서 다양한 소유제의 기업군을 형성하였
으며 소남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즉 신소남식 기업가
정신 모형은 과거 소남모형의 집체소유제를 혁신하는 데서 나아가 지역적 범위
의 확대를 통해서도 새로운 발전을 시도하였다. 즉 기존 중국 국내에 국한된 시
장 위주에서 벗어나, 1990년대 중반부터 소위 ‘삼외(三外: 外资, 外贸, 外经)’
를 기본 전략으로 하는 새로운 공업화 모델을 추구하면서 외국자본과 민간자본
을 도입하여 첨단 산업 및 공업 단지 건설을 통해 외향형 경제로의 변화를 추구
하였다. 예를 들어 상하이 푸둥(浦東)지역 개발과 함께 상하이와 가까운 소남지
역의 소주, 무석, 상주 등 세 도시에 국가급 첨단기술개발구가 설립되었고, 쿤
산(昆山)은 우선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벤처기업 산업단지를 개발한 뒤 이후에
국가로부터 국가급 개발구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양쯔강 하류 항구도시 짱지아
캉(張家港)은 장쑤성 유일의 국가급 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남지역 기업의
목재, 석탄, 철강석, 산업설비 등의 물류기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상향식 확
산을 통해 신소남 기업가 정신 생태계가 발전하였다.

97) 洪銀興, 陳寶敏(2001), ｢蘇南模式的新發展-兼與溫州模式比較｣, 改革, 第4期,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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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주식 기업가 정신의 발전: 신온주모델(新溫州模式)
저장성의 온주지역 상인(溫州商)들로부터 시작된 온주식 기업가 정신(溫州模
式) 역시 시장경제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서 기존 모형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WTO 가입 전후 온주경제
의 성과가 저조하자 개혁개방 이후 진행된 온주식 기업가 정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온주 지역에서 개혁개방 이후에 등장한 민간기업과 전국적인
소상품 전문시장 네트워크의 발전 과정에서 가족경영 방식의 영세기업 소상품
생산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혔다.98) 온주상인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 시장
지배적 상품을 모방하여 위험을 저감하는 전략을 주로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온주 기업의 생산품은 저품질 박리다매와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를 안고 있는
모방제품 위주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기존 온주식 기업가 정신은 지속가능
한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00년에 이르
기까지 온주식 기업가 정신의 발전에 힘입어 온주지역 경제는 연평균 15.5%씩
성장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온주지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2003년에는 온주시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기에 이른다.
기존의 온주식 기업가 정신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주지역 기
업들은 다양한 혁신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신온주모델(新溫州模式)이라 한
다.99) 온주지역 지방정부는 1994년 5월 ‘제2차 창업(第二次創業)’ 정책을 제시
하고 지역 내 기업들과 함께 온주모델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시작하였
다. 전통적인 온주식 기업가 정신과 달리 신온주모델의 기업가 정신은 가족기
업 중심의 모호한 재산권을 현대적 법인기업제(公司制)로 전환하는 것을 첫째
특징으로 한다. 가족기업의 한계를 벗어난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과 이사회
제도를 포함한 개방적인 기업제도(公司制)로의 재산권 혁신을 통해 폐쇄적 가
족기업을 주식제 유한회사 혹은 유한책임공사로 전환하여 기업성장의 제도적
98) 최승철(2005).
99) 이상빈, 설봉식(2009), pp.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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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가족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 온주식 기업가 정신의
민영기업들은 폐쇄적인 재산권 구조를 지니고 있어 기업성장에 따른 인수합병
이나 VC(벤처 캐피탈)들의 전략적 투자가 어려웠다. 따라서 주식제 기업으로
의 소유권 개혁을 통해 기업 규모가 성장하면서 인수합병 및 지분 참여를 통한
외부투자 유입이나 전문경영인 초빙이 가능한 틀을 만들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존 온주식 기업가 정신의 핵심인 가족 중심 민영기업들이 주식제 개조
를 단행함으로써 현대적인 기업제도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즉 혈연
위주의 폐쇄적인 가족제 기업들이 주식합작제(股份合作制) 기업으로 전환한 이
후 점진적으로 공사제기업(公司制企業)으로 전환하여 유한책임공사(有限責任
公司)등 법인화 기업으로 변화하였다. 온주식 기업가 정신의 주식제 개혁을 통
해 1990년대 중반이후 2000년까지 온주지역 가족기업 중 법인화를 완료한 기
업은 2만 864개에 달했으며 지속적인 재산권 개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온주
지역에서 유한책임공사 등 공사제기업의 생산 비중이 2000년 당시 8.4% 수준
에서 2004년 26.7%로 증가하였다.100) 재산권 개혁을 단행하여 현대적인 기
업제도를 갖추게 된 온주의 민영기업들이 성장하여 기업그룹을 형성하면서 대
규모 기업집단화한 것이 신온주식 기업가 정신 모형의 특징이 되었다.101)
신온주모델 기업가 정신의 둘째 특징은 온주지역 상품의 브랜드화 및 품질
제고를 들 수 있다. 기존 온주모델의 대표적 상품은 단추, 의류 등 저위기술의
가내수공업 소상품을 들 수 있는데 지적재산권 침해 및 품질불량이 고질적 문
제로 지적받고 있었다. 신온주모형의 기업가 정신이 부각되기 시작한 90년대
중반 온주 지방정부는 ‘온주상품 품질제고(質量立市)’정책 및 ‘제2차 창업(第二
次創業)’정책 등 온주식 기업가 정신의 진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100) 謝健(2003), ｢溫州模式再認識｣, 經濟學動態, 第３期, pp. 41~43; 王伟(2003), ｢溫州模式: 加入Ｗ
ＴＯ後中国农村经济的发展之路｣, 北方经贸, 第8期, pp. 10~11.
101) 온주식 기업가 정신의 가족기업 중 주식제기업으로 전환한 浙江報喜鳥회사가 선전 주식시장에 상장
되는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성과가 나타났다. 티엔쩡그룹(天正集团) 및 쩡타이그룹(正泰集团) 등 주식
제 개혁 및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한 신온주모형의 기업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Wei, Li, and
Wang(2007), p.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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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995년 중국 최초의 품질관리규정인 ｢온주상품 품질제고 시행법(溫州質量
立市實施辦法)｣을 시행한 데 이어 1996년 ｢온주시 품질제고 실시프로젝트(溫
州市質量振興實施計劃)｣ 및 ｢온주시 브랜드경영 실시의견(溫州市名牌興業實施
意見)｣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많은 온주기업들이 브랜드화 및 품질 혁신을 추
진하면서 전국적 브랜드로 성장하였으며 중국기업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외국
계 기업들과 합작 브랜드 사업을 시도하며 외향형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102)
신온주모델 기업가 정신의 셋째 특징은 전통적 온주상인 네트워크를 산업단
지 및 공급망 네트워크로 진화시킨 것이다. 온주식 기업가 정신의 혁신과 함께
온주지역의 기업들이 구축한 전국적인 생산기지와 판매망을 선진화 시켜서 지
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많은 온주 기업들이 해외기업과 제휴관계를 맺고
생산부문을 온주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신온주식 기업가 정신의 네트
워크경영 전환이 진행되었다. 즉 1990년대 후반기부터 온주의 기업들은 지역
기업의 공간 재배치를 본격화하여 2005년까지 1,000개 이상의 온주 사영기업
이 생산시설을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광둥성 등 동부연안 타지역으로 재배치
하였다. 그중 250여 기업은 기업 본사를 이전하였지만 여전히 온주상인 기업
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각지의 온주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
산시설 및 기업 재배치를 통하여 온주의 기업가들은 대도시의 발달된 산업기반
및 풍부한 인적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진기술의 유입과 첨단경영기
법, 시장정보 획득의 우위요소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아가 온주지역 가내수
공업 기업에서 벗어나 각 지역으로 진출한 온주기업들은 온주상인의 기업네트
워크로 작동하면서 현대식 기업 공급망의 형태로 진화해 갔다.
이처럼 가족경영 경공업 위주로 시작된 온주식 기업가 정신은 주식제 기업
등 소유권 개혁을 거쳐 자체 브랜드의 중대형 제조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 중
102) 중국에서 가장 먼저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외향형 발전전략을 취한 것도 신온주 기업가 정신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2003년 온주기업인 오캉(奧康)그룹과 이탈리아 대형 구두업체인 GEOX가 합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온주 남성복 업체인 샤멍복식유한회사(夏夢服飾有限公司)가 이탈리아 섬유업
체인 에르메네질도 제냐그룹과 공동투자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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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각지에 진출한 250만 명의 온주상인이 280여 개의 온주상회를 설립하였
으며 이를 온주 기업인 중심의 긴밀한 물류유통 네트워크로 진화시켰다. 특히
WTO 가입 이후 신온주모델 기업가 정신의 전환에 따라 온주 출신 해외교포
기업인 68만여 명이 18개 해외상품성(境外商品城), 261개 해외판매기구(境外
營銷機構)를 설립하여 온주기업 해외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온주의 사영
기업들은 기존 온주모델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신온주모델
을 통하여 온주모델 발전 초기의 가족제 기업 중심의 단순 가공 소상품 생산 위
주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브랜드 경영, 고기술 경영, 자본 경영으로, 기업연
합, 합병, 그룹화와 같은 규모의 경제로, 그리고 국내 시장을 넘어 외향형 경제
로의 발전을 모색하였다.

3) 신주강모델(新珠江模式)
주강식 기업가 정신 역시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특
혜가 줄어들고 노동집약적 단순 임가공업 위주의 생산모형으로 인한 경쟁 격
화, 경제성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103) 이에
따라 주강 지역의 개혁개방을 지휘한 지방정부의 전략 제시와 이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기존 주강식 기업가 정신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면서 신주강식 기업가 정신(신주강모델(新珠江模式))
이 나타났다. 즉 신주강모델은 정부 주도형 기업가 정신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2003년 홍콩 마카오 간 경제협력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을 통해 홍콩·마카오 경제권과 기존 주강 델타지역을 광
범위하게 연결한 ‘대주강델타일체화(大珠三角一體化)’ 논의를 시작으로, 2004년
광둥성 정부가 ‘범주강델타지역(泛珠江三角洲)’ 경제협력을 제안하면서 홍콩,
103) 주강식 기업가 정신의 대표적인 동관모델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주강모형 전체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谢涛(2010), ｢珠三角企业面临挑战-論珠江模式的變遷及轉型｣, 中国国情国力, 總第213期, pp.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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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광둥성 경제를 잇는 주강 삼각주 지역협력구상이 이루어졌다.104) 이러
한 주강지역 통합 과정을 거쳐서 광둥성 주강 남단지역에 국한된 기존 주강삼
각주 지역은 홍콩, 마카오 등 대주강델타(大珠江三角洲) 경제권으로 확장된 후
범주강델타 경제권(泛珠江三角洲区域经济)으로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였
다.105) 중앙정부는 2008년 ｢주강삼각주 지역 개혁발전규획 개요(珠江三角洲
地區改革發展規劃綱要)(2008~20년)｣를 발표하여 중국 최대의 통합 경제권 건
설을 목표로 범주강델타 경제권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광저우 시정부는
2010년 2월에 ｢발전규획 실시세칙(珠江三角洲地區改革發展規劃實施細則)｣을
통해 기존 주강모델을 범주강경제권 지역으로 확대하는 구체적 신주강모델 혁
신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신주강모델은 정부 주도형 혁신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부 주도형 신주강식 기업가 정신 혁신은 전통적인 주강식 기업가 정신 모
형의 주류인 노동집약형 산업을 탈피하여 첨단기술집약형 산업 및 자본집약형
산업, 금융과 물류 등 서비스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선 정책을 특징으로 한다.
홍콩, 마카오의 CEPA협정은 대주강델타 경제권이 홍콩 등 국제항을 이용한
무관세 혜택을 누리면서 글로벌 수준의 금융서비스 등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주강 경제권 지역 기업들은 완구, 의류, 플라스틱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임가공산업에서 첨단기술 산업 및 금융, 물류 서비스
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였다. 그 결과 범주강 지역 특히 광둥성
주요 도시의 산업들이 점차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대규모 장치산업
및 첨단 제조업으로 대체되었다. 특히 선전 지역은 홍콩의 금융산업과 인적자
원 인프라를 흡수하면서 중국 최대의 IT 제조업 및 혁신기업의 메카로 성장하
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화웨이(华为技术有限公司) 등 선전지역 기반의 제조업
104) 赖文凤(2007), ｢“珠江模式”的变迁及制度再创新-兼与长三角进行比较分析｣, p. 23.
105) 범주강델타 경제권은 광둥(廣东), 광시(廣西), 장시(江西), 푸젠(福建), 후난(湖南), 쓰촨(四川), 구이
저우(贵州), 윈난(云南), 하이난(海南) 등 9개의 성과 홍콩·마카오 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경제권이다.
张杜鹃, 陈忠暖(2007), ｢泛珠江三角洲区域经济开放的趋势分析｣, 热带地理, 第一期,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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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이러한 정부정책의 지원과 영향을 통해 급성장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다.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발전: 2008년~뉴노멀(New
Normal) 시기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식 기업가 정신의 변화
중앙정부의 현대화 과정에서 상무부(MOFCOM)나 중국국가발전개혁 위원
회(NDRC) 같은 강력한 권력기관들이 탄생했다. 후진타오(胡錦濤)와 원자바오
(溫家寶), 그리고 이후에 시진핑(習近平)이 이끄는 행정부는 ‘경제 재균형화’를
위해서 국가주의적 수단들을 활용했다. 그것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에 수립된 거대한 경기부양 정책을 포함한다. 개발계획은 산업의 질 향상, 기
반시설 건설, 과학과 기술, 인적 자본과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와 같은 분야의
개혁에 필요했다. 그럼에도 이것은 ‘시장과 함께하는, 그리고 시장을 위한’ 계
획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개발 계획이었다.106) 시장과 기업에 대한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정부개입은 지방정부 관료들과 긴밀한 꽌시를 형성한 중국
기업가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생산적인 국가자본주의와 정실주의적 상호관계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
경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당-국가와 긴밀하게 연
관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실제 중국경제에서는 ‘기업의 판매 수입’이 크
면 클수록 그 소유주는 당원일 소지가 크다.107) 긴밀하게 서로 엮인 국가자본
주의와 중국식 기업가 정신의 꽌시 네트워크는 ‘다양함 속의 통합(unity in
diversity)’이라고 부를 수 있다. 중국은 거대한 지역에 걸쳐 다양한 문화를 가
106) Perry and Heilmann(2011).
107) Dickson(2007), p.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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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이질적인 민족들의 연합체임에도 불구하고, 꽌시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비공
식적이고 불투명한 인간관계에 기초하는 동시에 국가 혹은 자기 소속지역의 경
제성장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통해 구축된 중국 특색의 국가자본주의라는
지배적인 조정 양식이 경제의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했다. 이 조정 양식은 지역 민관 꽌시 네트워크 기업들 간의 경쟁을 규제할 역
량을 가진 강력한 중앙정부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2) 뉴노멀 경제성장과 중국식 창업정책의 추진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연평균 9.8%의 고속성장을 구가하며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왔고 중
국은 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4조 위안)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였
다. 그 결과 2010년에는 10.6%의 두 자리 수의 성장을 기록하였고, 2011년에
도 9.5%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기부양 조치의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
하자 2012년부터는 성장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2012년 7.9%, 2013년
7.8%의 성장률을 보인 중국은 2014년 7.3%, 2015년 6.9% 성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뉴노멀화의 영향도
있지만 새로운 중국의 지도부가 변화된 세계경제 국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
속가능한 안정적인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집권한 시진핑-리커창 정권하에서 중국은 지금까지와 같은 과
도한 경기부양은 지양하고 부패 척결과 환경 문제 해결 등을 우선시하며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수출에 의
존한 성장보다는 내수에 의존한 성장을 추구하고,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보다는
소비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으며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성장보
다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업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를 표방하
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시진핑-리커창 지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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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창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식 기업가 정신을 공식 창업정
책으로 삼은 본격적 시작은 2015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발표된 리
커창 총리의 ｢정부사업보고｣ 중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萬衆革新(쌍창
双创))’ 정책 선언이다. 이후 중국정부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에 장애가 되
는 각종 규제 철폐 및 정부권한 이양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9월 중앙정
부 전 부처를 망라한 ‘대중창업, 만중창신 연석회의’가 구성되어 운영되기 시작
했으며, 2016년 이후 매년 ｢정부사업보고｣에서 ‘쌍창(双创)’ 정책을 중국 정부
의 핵심 정책으로 강조하였다. 2014년 창업에 필요한 3개 증서(사업자등록증,
기업등록코드, 세무등기증)를 하나로 통합하는 삼증합일(三證合一) 제도를 시
범 시행한 데 이어 이후 창업 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비용을 경감·폐지하여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축소하였다. 2016년에는 추가로 사회보험, 통계 등기증
도 통합하는 오증합일(五證合一) 제도를, 2017년 4월에는 창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사업자등록증 하나에 통합하는 다증합일(多證合一) 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또 2015년 5월 국무원은 117개 행정심사허가권을 하부기관으로 이관하
거나 폐지했다. 쌍창정책의 후속 조치로는 국무원의 ｢쌍창정책조치｣(2015. 7)
에서 세부 정책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108)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청년층 중심
의 창업지원 플랫폼인 ‘중창공간(衆創空間)’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구축한 개방형 종합 창업지원 플랫폼으로서 창업을 위한 장소
및 기본 설비, 정보 공유의 장, 창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각 성·시별로 자체적인 창업 지원정책을 운영한 결과, 2013년 35만
9,000명 수준이던 대학 졸업생 창업자가 2016년 61만 5,000명으로 증가한
108) 정부부문 개혁은 행정 간소화, 분권화·권한이양-관리 결합, 서비스 강화(简政放权, 放管结合, 优化
服务) 추진을 포함하며 제도·조치 관련 법률과 규정 개선, 정책 지원 및 장려조치 확대, 보편적 혜택
(普惠性) 제공 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직적 사회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쌍
창정책조치｣(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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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국 성·시별 대학생 창업 지원정책 지역 주요
창업 지원정책으로 베이징시는 혁신인재 100만 위안 장려금 지원, 유학생 스
타트업 10만 위안 지원, 창업 투자금액 10% 보조, 대출이자 40% 지원, 하이테
크기업 소득세 감면, 5,000만 위안 기금 조성 등을 시행 중이다. 상하이시는
10만 명 창업교육 실시, 3만 명 창업 지원, 해외우수인재 기술이민, 3년간 매년
2,800위안/인 임대료 보조, 20만~200만 위안 창업담보대출, 80개 인큐베이
팅 시범기지 구축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109)
또한 해외 유학생의 창업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사무공간 제공, 호적등록
지원, 자녀입학 특혜 등의 조치를 시행중이다. 2016년 말 기준 국내 대졸자의
창업 비율은 3.0%인 데 반해 해외 유학생의 귀국 후 창업 비율은 7.9% 수준에
이른다.
이와 같은 중국의 창업 활성화는 중고속 성장 시대에 진입한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신설기업 수는 2014년 일평균
1만 개에서 2017년 1만 6,500개로 급증한 바 있으며, 창업 활성화는 청년층
등의 신규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국 신설기업의 빠른 증가는 성
공한 많은 역할 모델,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에 더해 자금조달, 시장접근,
인재확보 등 창업 생태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데 기인한다. 또한 인터넷 및 모
바일 결제가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창업활동이 크게 늘어난
점도 배경으로 가세하였다.
또한 중국에서는 창업으로 성공한 많은 역할 모델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다. 중국의 많은 청년들은 알리바바의 마
109) 다른 성시의 창업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선전시- 3년간 매월 500위안 임대료 보조, 우수창업프로
젝트 5만~20만 위안 지원, 20만 위안 창업담보대출, 창업장비 구입비 최고 300만 위안 지원, 200억
위안 혁신창업기금 조성 / 청두시- 20만 명의 과학기술 창업자 육성, 매년 5억 위안 인재전문기금 조
성, 최장 3년간 40위안/㎡월 임대료 지원, 10만~100만 위안 창업자금 지원, 400개 인큐베이터 건립,
2,000억 위안 목표로 엔젤투자 및 창업투자펀드 100개 설립 등 / 광둥성- 창업에 성공한 대학생에게
5,000만 위안의 창업자금 지원- 우수 프로젝트 선정, 5만~20만 위안의 창업자금 지원 / 윈난성- 매
년 100개 대학생 창업 프로젝트 선정, 3만~5만 위안의 자금 지원- 온라인매장 운영시 소액의 담보대
출 및 이자혜택. 중국대학생창업보고(2016); 외교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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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 디디추싱의 청웨이 등 성공한 다수의 기업가들을 롤모델로 삼고 창업에 도
전하고 있다. 영국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평가 결과,
중국은 경력 경로로서 기업가 선호도, 창업단계 기업활동지수 등이 비교적 우
수한 것으로 보인다.110) 아울러 창업으로 성공한 기업들은 신설기업 투자·육
성에 힘을 기울이며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모색하고 있다.111) 중국의 주요
인터넷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은 인큐베이터,112) 엑셀러레이터
(accelerator)113) 등의 투자 및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경쟁 및 쏠림 현상, 일부 기업 중심의 생태계, 임대료·임금 등
창업비용 증가와 같은 한계점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과도한 경
쟁으로 인한 부실위험 증대, 벤처투자자의 안정성 선호 등으로 투자가집중되면
서 2017년 창업초기단계 벤처투자 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26.5% 감소한 바 있
다.114)

3.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평가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은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선개혁 후제도화’
둘째, 지방정부간 경쟁체제의 ‘민관협력형 국가자본주의’ 셋째, 인적자본 조달
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대적 정책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110) Entrepreneurship as a good career choice: 성인(18~64세) 인구 중 장래 직업으로서 기업가 선
호도,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 성인(18~64세) 인구 중 창업자 비중.
111) OECD는 창업 생태계의 구성요소를 시장·정책·금융·문화·지원체계·인적자원으로 정의하였다.
112) 아이디어나 기술만 갖고 있는 창업단계의 기업을 비교적 장기간(1~5년) 지원하는 정부,대학 등 비영
리기관을 의미하며 중국의 경우 2015년 기준 2,530개의 인큐베이터가 운영되고 있다. 중국창신창
업보고(2017).
113) 창업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단기간(3~6개월) 심도 있는멘토링 및 자금
투자를 병행하는 영리목적의 기업 및 투자자들을 말하며 중국에서는2015년 기준 2,000개 이상의
엑셀러레이터가 활동하고 있다(iResearch).
114) zero2IP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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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중국의 창업정책은 개혁개방기 특유의 기업가
정신이 잘 드러나는 정책으로 ‘선개혁 후제도화’의 특징을 보인다. 선개혁 후제
도화의 특징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가 정책 시행을 할 때의 오랜 전통(改革
就是违法改革)이기도 하다.115)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개혁개방이 중국식 기
업가 정신에 준 영향은 소남식 기업가 정신과 온주식 기업가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소남식 기업가 모형에서 집체기업경제가 나타나 이후 지역경제성장을 주
도한 사례 및 온주식 기업가 모형이 이에서 더 나아가 이윤 창출을 위해 입법미
비 및 제도적 공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농민공 출신 기업가들이 나타난 사
례가 그 것이다.
계획경제에서 체제전환한 이후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미비했던 중국의 관료들은 새로운 혁신적 기업가들의 출현에 대해 느슨한 상위
법을 만들어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허용해 준 이후 상황에 따라 시행세칙과
규정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개혁을 진행했다. 덩샤오핑은 이를 “돌다리를 더
듬어 가며 강을 건너는 (摸着石头过河) 개혁방식”이라 평가하였다.116) 심지어
개혁개방 초기 불법적인 행위들도 묵인하기도 했다.117) 이는 국유기업 개혁 과
정의 조대방소(抓大放小)식 개혁에서도 나타나듯 소규모 기업의 민영경제화 등
혁신적 행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허용해주는 방식과도 맥락이 닿아있
다. 농가생산책임제(1970년대 말) 이후 민영경제 허용(1980년대)에 이르는 과
정도 이와 유사하다.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이 드러난 창업정책에서도 선개혁 후제도화 정책
기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쌍창정책의 출발점인 2015년 <정부사업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정부 간섭의 최소화와 민간 및 사회분야의 자발적 참여의 중요
115) 吴晓波(2018), ｢所有的改革都是从违法开始的｣(2018. 4. 13), 深蓝财经, http://finance.ifeng.com/
a/20180413/16085473_0.shtml(검색일: 2019. 9. 5).
116) ｢ “摸着石头过河”改革方法｣(2014. 4. 9), 뺷光明日报뺸, http://epaper.gmw.cn/gmrb/html/201404/09/nw.D110000gmrb_20140409_3-14.htm(검색일: 2019. 9. 5).
117) “改革梗阻现象:表现、根源与治理” 2017. 6. 21.(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체제 및 관리연구소 “破除改
革顶层设计与实际落地之间的梗阻研究”课题组) http://www.china-reform.org/?content_6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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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한 바 있다.118) 이는 2017년 7월 국무원의 후속 정책인 <쌍창발전의
견>에서도 드러난다.119)
둘째, 지방정부간 경쟁체제의 ‘민관협력형 국가자본주의’특징이 드러난다.
민관협력형 국가자본주의 정책이 중국의 기업가 정신에 준 영향은 소남식 기업
가 정신이 신소남식 기업가 정신 모형으로 진화한 사례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
타난다. 민관은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한 팀처럼 움직이며 혁신적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당국의 전형적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모형을 만들어
냈다. 국무원 산하 상무부 등 중앙부처와 경제특구에 해당하는 지방정부 관료
들은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글로벌 500대 다국적기업의 유치는 큰 성과
로 인식되기 때문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또한 중국기업과의 합작, 합
자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파트너를 알선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국가자본주
의의 형성 기회가 포착되었다. 무엇이 국가와 민간기업가의 성장 연합을 작동
하게 만들었는가를 분석할 때 중국 엘리트 집단 내부의 응집성에 기여한 사회
적·정치적 배경을 흔히 지적한다. 즉 꽌시(關係) 네트워크가 바로 그 중 하나인
데, 이는 혈연이나 친분에서 비롯되며 가족 구성원간 ‘업무 분장’(예를 들면 남
편은 지방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연줄이 많은 기업가)과 ‘친목관계’(예를 들면
고향의 기업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당 간부)로 나타난다. 나아가 민족주
의 또는 애국심 등 국가발전에 대한 신념도 작동한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대개
자유주의를 신봉하며 전체주의와 집단적 국가주의를 배격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알려진 서구의 벤처 기업가들과 달리 이러한 중국 국가자본주의 문화의
사회적·정치적 조정양식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은 창업정책 시행 시에도 ‘시범사업 시행 후 수정·보완한 모델의 확산’
118) “정부는 자아 혁명으로 시장과 사회에 공간을 제공하고 공평경쟁을 위한 무대가 되고, 개인과 기업은
창업 창신에 나서 전사회에 창업 창신 문화를 심고, 부를 창조하여 자신의 가치를 더욱 잘 실현할 것”
(리커창, ｢정부사업보고｣(2015.3.5))
119) “개혁선행, 시책준비. 개혁심화를 핵심동력으로 삼아 능동적으로 뉴노멀경제발전에 적응·파악·견인
하고, 새로운 추세·특징·수요를 향해 능동적으로 처리... 창신창업발전을 제약하는 장애를 돌파하여
창신모델의 변혁을 촉진한다.”(국무원, ｢쌍창발전의견｣, 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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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경로를 따른다. 중국이 대외개방 확대 과정에서 점-선-면의 개방확대
전략을 따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120)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진화와
그 제도화 결과물인 창업정책 역시 전형적인 선개혁 후제도화 정책 추진 사례
이다. 2015년 7월 정부 문건을 통해 쌍창정책이 공식화된지 1년 후 시범기지
추진 방침이 공포되었으며121) 동 방침 천명에 이어 곧바로 28개의 시범기지
실시 방침이 발표 되었다. 이어서 2017년 6월에는 쌍창 시범기지를 92개로 확
대하는 ｢제2차 쌍창 시범기지에 관한 국무원 의견｣을 발표하여 확산에 나섰다.
이들 28개 및 92개의 시범기지들은 각 지방정부별로 관료 및 기업가 협력체 간
의 경쟁기제가 되며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혹은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으로
구현되어 확산되었다. 국가 창업정책 시범지역의 관료들은 그 성과지표를 따라
기업지원 등 혁신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경영자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 한정
된 자원과 시간의 제약에 따라 최고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가들과 운명
공동체의 꽌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민관협력형 중국식 국가자본주
의 형태로 나타났다.
셋째, 인적자본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대적 정책지원은 천인계획122) 과
만인계획 등 정책으로 이루어졌다. 창업혁신기제를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동시에 이루
어진 것이다. 선진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우수인력과 창업자의 중국 유치를 적
극 추진하여 창업정책 시작부터 유학 귀국인력 및 화교,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를 각별히 강조하였다. 2015년 6월의 ｢정책조치의견(国务院关于大力推进大
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을 보면 연구인력 창업 지원, 대학생 창

120) 점(点, 1979년 경제특구) → 선(線, 1984년 대외개방을 전체 연해지역으로 확대) → 면(面, 1992년
전방위 개방 확대).
121) 2016년 3월 리커창 총리는 ｢정부사업보고｣를 통해 쌍창 시범기지 추진 방침을 공개했다. “일련의
“쌍창”(“双创”) 시범기지를 설립하여 창업 서비스업 육성, 엔젤·창업·산업(天使、创业、产业) 등 투자
발전을 촉진한다.”(리커창, <정부사업보고>(2016.3.5))
122) 2008년 중국 중앙정부에서 해외 유학파 고급 인재 2,000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천인계획’을 발표하
여 쓰촨성 등 지역이 해외인적자원조달 정책을 시행하였다. 코트라 청두무역관(2018.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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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지원 및 해외인력의 중국 내 창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귀
국 유학인력, 특히 우수·고급 인재의 창업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 의
견에서는 정부 측의 ‘인솔 대동 역할 발휘’를 주문하고 있다. 인적자원 조달시
장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로부터 고급 창업인력을 유인하는
메커니즘 구축과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123) 리커창 총리의 2018년 정부사업보
고에서도 2018년 9대 국정목표 중 2번째로 혁신형 국가 건설을 제시하면서,
쌍창과 함께 우수인력 유치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혜택을 강조하였다.124)

4. 소결
중국 기업가 정신의 출현과 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초기의 소남식 기업가 정신에서 나타난 관료형 국가자본주의
와 후기의 신주강식 기업가 정신에서 나타난 중국 특유의 국가자본주의로 구분
되며, 이러한 국가자본주의가 민간주도형 기업가 정신과 공존하고 있다. 초기
의 관료형 국가자본주의는 후견인주의(Clientelism)와 꽌시를 기반으로 점차
신소남식 기업가 정신으로 진화해갔다면, 후기의 중국 특유의 국가자본주의는
신주강식 기업가 정신에서 드러나듯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혁
신기업 성장의 기반 인프라를 지원하고 통제하면서 강력한 정책을 통해 대기업
123) “외국적 고급 인력의 중국 내 창업 서류 수속·영구 체류증 등 조건 완화, 기업 등록의 심사비준 과정
간소화, 사전 심사비준 후 사후 등록 방식 모색, 지방의 귀국 창업 인력 및 해외 고급인력 창업에 대한
1회성 자금 지원 유도 및 장려 실시, 배우자 취업·자녀입학·의료·주택·사회보장 등 분야 조치 개선,
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역외창업기지(离岸创业基地) 건설을 강화하여 더 많은 해외 창업 창신 자원이
중국으로 유입되도록 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国务院, ｢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
策措施的意见｣(2015. 6. 11).
124) “대중창업을 촉진하고, 만충창신 수준을 제고 ... 인재 발전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인력 자원의 자

유롭고 질서 있는 이동(流动)을 촉진하며, 기업의 기술 노동자에 대한 대우 제고를 지원하고, 고기술
인재의 적극성을 높이며, 해외 유학인력의 귀국 혁신창업을 장려하고, 외국 인재의 중국 방문 녹색통
로(绿色通道)를 확대한다. 대중의 지혜를 집중시켜 중국 혁신의 “가속도”를 이루어 낸다.”(리커창,
<2018년 정부사업보고>(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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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화해갔다. 이에 더하여 국가자본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중국식 기업가 정신도 분명히 존재한다. 온주식 기업가 정신이 신온주식
기업가 정신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보듯이 민간 경제의 혁신과 활력을 정부
가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한편, 필요한 최소한의 정책 도입을 통해
보완하는 민관협력 사례도 나타난다.
남순강화 이후 1990년대 초부터 2002년의 시기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
국식 기업가들의 확산과 함께 금융 부문, 노사관계, 교육 및 과학 체계 등에서
도 개혁이 일어났다. 또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국제무역
질서의 일원으로 편입되면서 좀 더 시장경제체제에 근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속적인 개혁개방 조치를 실행한 결과 민영기업가들이 대거 성장하였고, 이른
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에서 기업가 정신이 구축되었다. 초기에 성공을
거둔 민영기업가들의 자본 축적과 함께 출현한 이른바 ‘홍색자본가(red
capitalists)’들이 중요한 중국 특색의 기업가 집단으로 부각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세계경제로 중국의 편입이 가속화된 것은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
후였는데, 이때 중국정부가 경제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관세인하를 통한 자유무
역을 추진하고 외국자본의 해외직접투자를 개방하면서 이 과정에서 관료와 네
크워크를 가진 기업들이 수혜대상이 되었다.
중국식 기업가 정신은 한정된 자원에 접근성이 높은 꽌시 네트워크 문화의
관료형 국가자본주의가 사회적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하여 중국식 국가자
본주의로 변천하여왔다. 사회적 조정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우
선 조대방소형 개혁개방에 따른 지방정부간 경쟁체제와 관료들의 시장경제 경
영능력, 그리고 동부서부 지역간, 도농간 사회경제적 불균형과 민영기업가와
홍색기업가 등 자본가 계급 내 균열을 봉합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개입, 마지막
으로 글로벌 금융 팽창기에 중국으로 유입된 막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그것이다.
중국에서는 중앙정부가 거시적 경제정책을 결정하지만 하위의 기업경제활동
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며 막대한 자율성을 지닌다. 해당 지역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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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은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경제성장을 자극할 인센티브를 기업가들에게 제
공함으로써 역량을 평가 받기에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은 종종 기업가처
럼 행동한다. 그래서 ‘국가 경영자’로 묘사된다. 이로 인해 형성된 지방정부 차
원의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간 경쟁은 일부에서 만연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교정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의 지방정부는 혁신 목표를 역내의 기업 파트너들과 공유
한다. 지역간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형성은 지방 정치
인들로 하여금 기업가적 성향을 띠고 자신의 지역 내 경제 운영에서 위험을 감
수하게 만든다. 또한 그 기회를 포착하여 성과를 보인 관료는 중국식 정치체계
및 공산당 내에서 개인의 경력을 키울 수 있다. 개인 경력 관리에 핵심적인 간
부 평가 시스템은 경제적인 지표를 매우 중시한다. 중국식 기업가 정신은 이러
한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형성과 경쟁 과정을 통해 진화해왔다.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경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것은 여전히 중앙
정부의 위계질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자면 단
순한 자본주의적 성과주의와 개인적 수준의 기업가 육성정책을 채택하지는 않
는다.125) 여전히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로서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 흔히 점-선면의 개혁으로 일컫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것
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점진적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 중앙은 일단 몇몇
실험 지역에 변화를 도입해보고 실험이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면 좀 더 넓게
해당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실험 절차가 상당 부분 지방정부에 위임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역 차원의 혁신 결과를 널리 보편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126) 중앙정부의 상대적 자율성 허용 정책은 홍색자
본가와 국가자본주의 진행이 후견인주의로 타락하지 않고 전체 국가경제의 효
율성을 개선하는 중국식 기업가 정신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정치 분파
125) ten Brink(2013a); Yang(2004).
126) Heilmann(200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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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본 분파는 대개 국내의 사회경제적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대부분의 갈등을 통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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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기업은 자체적으로 부족한 선진기술을 가장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외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시작했다.
2016년 중국기업의 총 인수 금액은 무려 465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원자재나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직접투자가 아니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거의 ‘묻
지 마’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들까지 중국은 눈독을
들였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에 미국은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 재무부 산하
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는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에 대해 심의를 강화했다. 매
년 심의 건수가 증가했고, 엄격한 심의를 통과하기 힘들게 되자 중국기업들이
진행 중이던 인수·합병(M&A)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
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2월 칭화유니그룹의 샌디스크 우회 인수 건
이다. 동 위원회가 일단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하자 결국 칭화유니그룹은
인수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127)
2018년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9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2019)」은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미국의 견
제를 더욱 강화한 법안을 포함시켰다. 「외국인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법
(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이 바
로 그것이다. 동 법안은 CFIUS의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안보의 개념을 더
욱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주목할 사항은 유독 중국에 대해서만 매 2년마
다 ｢중국의 대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투자국의 호혜성(reciprocity)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즉 중국이 자국의
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는 한 미국기업에 대한 M&A를 사실상 봉쇄하겠다

127) 반도체 산업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정부는 낸드 플래시 분야의 선도적 기업인 샌디스크의 인수
를 위해 칭화유니그룹 산하의 자회사 유니스플랜더를 통해 샌디스크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웨스턴
디지털의 지분을 인수하려는 전략을 폈다. 그러나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웨스
턴디지털의 지분인수가 저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결국 칭화유니그룹은 동 계획을 포기하였다. 웨스턴
디지털은 2016년 5월 샌디스크의 인수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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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중국기업에 의한 미국기업 M&A는 원
천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볼 수 있다.
FIRRMA 제정과 함께 개정된 ‘Export Control Reform Act(ECRA)’는 중
국기업에 의한 미국의 민감한 제품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금번 개정에서
근원적 기술과 신흥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제품의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 냉전 시대에 유지해왔던 COCOM(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체제 대신 유지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치의 내용을 대폭 개정한 것이다.128)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기업에
대해 핵심기술의 중국 이전을 완전히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 간 기술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분야는 5G 통신기술 분야
이다. 화웨이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이전에 미국은 또 다른 통신제조업체인
ZTE(중흥통신)에 대해 사상 초유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미 상무부는 오바마 행
정부 시절인 2010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의 수출통제법 및 대 이란
제재법을 ZTE가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산 부품 수출을 공식적으로 금지하
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제재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7년 3월 미 재
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은 ZTE에
대해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관련 제재 위반에 가담한 임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ZTE는 2018년 4월 미 재무부의 시정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으로 모든 미국기업과 7년간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받았다. 결국 ZTE로서는 6월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대가로 10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 또한 중국어를 구사하는
미국인으로 구성된 준법 감시팀이 ZTE에 고용되었다.
마침내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전쟁에서 화웨이를 정조준하기에 이른다. 그
128) 1991년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대공산권 수출통제를 담당하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이 1994년 폐지되기에 이르자, 일
부 국가의 대량 살상무기 보유 움직임과 재래식 무기 과잉 축적 움직임에 따른 지역 안보 불안정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COCOM을 대체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가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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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간단하다. 화웨이가 4차 산업혁명, 5G 시대에 중국의 미래 산업을 이끄
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이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를 비롯해 ICT
분야의 기업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화웨이는 중국의 기술기업을 대표하는 상
징이다. 미 법무부는 ZTE와 마찬가지로 화웨이에 대해 미국의 각종 제재조치
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현재 기소 중이다. ZTE는 미국 정부에 엄청난 벌금을 물
고 각종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화
웨이의 운명도 과연 같을 것인가? 화웨이가 설령 미국 시장을 포기한다고 할지
라도 미국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각종 핵심 부품과 기술 없이 자립할 수 있을 것
인가?
화웨이는 2012년 스웨덴의 에릭슨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제조회
사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통신장비 회사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은
5G 기술에 기반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등 4차 산업혁명의 ABC는 5G 네트워크 기술에 의해 비
로소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다. 화웨이는 바로 중국과 세계의 5G 기술을 선도
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화웨이는 4G 시대의 최고 강자였던 퀄컴의 아성
에 도전하며 SA(Standalone, 단독규격) 및 NSA(Non-Standalone, 복합규
격) 아키텍처를 모두 지원 가능한 ‘발롱(Balong) 5000’ 칩셋을 개발했다. 또한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 자체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AP인 기린
시리즈를 개발했다. 5G 분야의 특허나 기술력에서 화웨이의 지위는 월등하다.
화웨이는 2018년 특허협력조약(PCT)의 국제특허 출원에서 세계 1위를 달성
했다. 2019년 ¼분기 기준 5G 통신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출원 건수에서도 노키아,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129) 이
러한 화웨이의 거칠 것 없는 독주에 제동을 건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아마도
129) 조은교(2019)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은 5G 기술표준 분야에서 특허 출원(SEP 출원 건수)에서 전 세
계 34%를 점유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화웨이는 ‘5G NR(New Radio)’ 기술 분야에서
1,481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핵심 기술로 꼽히는 ‘폴라코드(Polar Code)’ 분야에서 전체 특허의 절반
(49.5%)을 차지하고 있다. 조은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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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었을 것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6일 국가안보에 위협을 미치는 외국 네트워크 장
비업체의 장비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화웨이를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미국은 통신 네트워크의 장비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26개국 72개 계열사를 거래제한기업 명단
(entry list)에 올려 놓았다. 이 명단에 올라간 기업들과 거래하는 미국기업은
반드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지목한 것이다. 완전한 거래 금지는 아니지만 화웨이
와의 거래를 건별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2018년
말 화웨이의 CFO이자 회장의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을 캐나다에서 체포한 이
래 화웨이에 대해 최대의 강수를 둔 것이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퀄컴,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화웨이에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화웨이와 협력 관계를 갖고 있었던
브로드컴의 공급 중단은 아프긴 하지만 화웨이는 자체 AP 및 모뎀칩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그러나 사실 화웨이의 대표 AP인 기린 시리즈를 보
면 가장 핵심적인 CPU는 영국의 ARM이 설계하고 있다. 손정의의 소프트뱅크
와 비전펀드가 소유한 ARM도 미국의 제재조치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구글도 동참하면서 화웨이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앱이 작동하지 않는다. 화웨이
가 사면초가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의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긴 하지만 해외 시
장에서는 화웨이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앞서 소개한 내용은 미중간 벌어지고 있는 기술전쟁의 한 단면에 불과할 뿐
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미국은 관세전쟁
을 불사했고, 중국기업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각종 입법조치와 행정조치
를 확대해왔다. 관세전쟁은 완전한 타결은 아니지만 2020년 1월 15일 미 백악
관 이스트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부총리의 서명으로 일단락되었다.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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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은 미중 경제·무역협정이지만 과연 무역협정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 모르
겠다. 당초 미국이 원했던 빅딜이 스몰딜도 아닌 미니딜로 끝났다. 미국이 계속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원정책(보조금)이 포함된 포괄적 협정 체
결을 요구했다면 협상은 결코 타결될 수 없었을 것이다. 1단계 협정이 가능했
던 것은 미국이 단판 승부 대신에 단계적 협상으로 협상의 틀을 바꾸었기 때문
이다. 또한 중국 협상 팀이 협상장을 박차고 떠나버렸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계
속 긴장이 고조되면서 악화되었을 것이다. 항미(抗美)를 외치며 지구전을 각오
했지만 실무협상을 계속 유지해왔던 중국의 인내심이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바라지 않는 휴전을 이끌어낸 것이다. 중국은 신시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구조
를 미국이 원하는 자유시장경제로 바꿀 마음이 없다. 향후 2단계 협상에서도
중국의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협상 대표인 미 무역대표부
(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는 이번 협정이 단지 시
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2단계 협상은 2020년 미 대선 전에 시작될 가능성
이 희박하다. 재선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선거에 집중하고 대선 승
리 이후 다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재개할 것이다. 2단계 합의는 아직도 장담하
기 어렵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미중 무역협상이 상호 타협점을 찾는
다고 해도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중국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기초를 구성하는 다
양한 요소들을 점검해 보았다. 각 장은 서로 다른 저자들이 독립적인 논문의 형
태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각 장은 자기완결적인 결론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각
장의 결론을 다시 한 번 요약 정리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
자 한다.
제2장은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이 기업의 경쟁력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를 분석하였다. 최필수 교수는 중국기업들의 표본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으로
구분하여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
222 • 중국산업, 얼마나 强한가?: 중국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토대 분석

만을 놓고 보면 산업 차원에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
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사업전략으로 다각화를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고수익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분야 기업들에게 있어 다각화
는 핵심적인 사업 플랫폼을 개발한 후 그것과 관련되는 온갖 연관 산업과 묶어서
큰 매출을 이끌어내는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리카
이푸(2018)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기업들은 다각화의 방식에 있어 이른바 ‘무거
운 접근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더 큰 시장을 장악하고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도
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례로 차량공유 서비스였던 디디추싱은 주유소
와 자동차 정비소에까지 손을 뻗쳐서 운전자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강화했다.
그러나 최필수 교수는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무거운 접근이 내포한 위험성
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이 핵심 역량에 집중
하는 가벼운 접근을 택하는 이유는 미국 엔지니어들의 성향이나 문화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무엇보다도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
문이기도 하다. 반면에 중국기업의 다각화 지향은 경영진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핵심 경쟁력을 창출하는 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최필수 교수의 이러한 논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다. 첫째, 거시적 측면에서 중국기업의 부채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중국은 정부부채와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낮고 기업부채가 많은 경
제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많고, 미국과 일본·유
럽 등 선진국이 정부부채가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기업부채
는 중국경제의 위험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차이나 리스크의 하나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 1기 동안
공을 들인 공급측 구조개혁의 성과로 인해 2017~18년 들어 중국기업의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즉 과잉생산과 부채감축을 목표로 한 공급측 구조개혁
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만 갔던 중국의 기업부채 리스크를 상당 부분 경
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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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유부문의 비관련 다각화 비율이 2011년 이후 꾸준히 낮아졌다는 점
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추론된다. 정부가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펴면 풍부한 유동성과 국유기업의 재정여력 확충을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 말
기에는 바로 경기대응적인 확장정책이 기업의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를 추동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거시적 총수요 관
리 차원에서 선택되었던 확장적 거시정책은 더 이상 전면적으로 추진되지 않
았다. 오히려 공급 측면에서 과잉생산과 부채감소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과 효
율을 중시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 특히 국유기업의 다각화는 제동이 걸
렸다.
그런데 2017~18년 국유부문의 비관련 다각화 비율이 소폭 높아지는 현상
이 관찰되었다. 심지어 2019년 1/4분기에는 기업의 부채 비율도 소폭 상승하
였다. 이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또다시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2019년 1/4분기에 관찰된 부채 확장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21년이 이른바 ‘두 개의 백년(공산당 창립 백주
년과 신중국 성립 백주년)’의 중요한 기점이자 2010년 대비 두 배의 경제 규모
를 달성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국기업의 부채 확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차이나 리스크로 볼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6% 성장률은 도
전을 받고 있다. 2020년에는 5%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중국정부가 본격적으로 경기부양 카드를 꺼낸다면 이는 중국의 가장 큰
리스크인 기업 부채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미시적 측면에서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은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
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규시장 진입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은 수익률이
높거나, 성장이 빠르거나,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이다.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체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진출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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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필수 교수는 [표 2-3]을 통해 다각화 인기 업종과 각 업종의 수익률을 정리했
고, [그림 2-6]을 통해 고수익 업종과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이라는 개념을 제시
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이윤이 높은 편에 속하고 다각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업종은 사실
상 외국기업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업종이다. 부동산·임대·여행·건설·전력·건
자재 등이 그렇다. 이러한 분야는 중국의 내수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거나(부동
산·임대), 비관세장벽으로 외국기업을 막고 있거나(건설), 아예 명문화된 제도
로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다(여행·전력). 우리나라가 한중 FTA 체결 시 투
자·서비스 챕터를 별도로 만들어가며 시장 접근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러한 분야로의 진출은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기업들도 대체로 이 업종들에서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한편 다각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업종 중에서 외국기업에게 개방된 업종으로는 의약·상업·정
보통신·운수·식당 등이 있다. 이 업종에서는 외국기업들이 어느 정도 존재감을
가지고 중국기업과 시장점유율을 나누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꾸준히 대외개방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는 미국의 압력에 기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선제적 개방조치를
통해 중국이 더 이상 폐쇄적이지 않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으로,
이제는 개방을 해도 중국기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발
로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미국의 금융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업과 중국이 기술 도입을 원하는 테슬라와 같은 신에너지 자동차와 같은
첨단 제조업이다. 그러나 정작 이윤과 성장에 있어 커다란 기회를 가져다줄 앞
서 지적한 두 가지 유형의 개방에 대해서는 미국도 중국도 침묵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을 관찰하면서 기회요인을 찾는다면 바로 현재의 시점이 바로
중국시장을 좀 더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관건적인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2006년까지 가입 의무를 이행하면서 가
장 중요한 개방을 완수했다. 그 후 중국의 개방은 시장으로 기술을 바꾼다(以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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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換技術)는 차원에서 중국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왔을 뿐 근본적인 추가 개방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초기에 외국기업
이 장악했던 업종에서도 중국 현지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지면서 외국기업이 오
히려 축출되는 역개방 현상마저 나타났다.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개방
압력은 WTO 가입 이후 중국이 사실상 처음 경험하는 개방 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양자간 압력을 구사하거나 WTO 개혁을 명분으로
다자간 압력을 구사하는 등 전면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정작 가장 풍부한 경제적 이윤을 안겨줄 중국
의 업종들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사실상 막혀 있는 유형과 좀
더 개방할 여지가 있는 유형에 속한 업종을 면밀히 색출하여 해당 분야에서 중
국의 개방을 전략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국제적 개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이 그 개방을 관철시킬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제3장은 중국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 지도(map)를 분석하여 기술경쟁력의
추이를 추적하였다. 노성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국내 특허 출원의 증가
추세는 중국 혁신주체의 산업경쟁력 성장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지방정부의 각종 지원과 장려정책하에 지방에 소재한 혁신주체들의 특허활
동은 다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특허활동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분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확산 효과 역시 제
한적이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혁신 역량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은
추세적으로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혁신주체들이 외자기업과
협력해서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기술을 생산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공격적으로 특허와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기업이 해외시장을 겨냥한 특허활동을 전개하는 경우는 아직 크게 두드
러지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
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중국기업의 해외 특허활동은 오히려 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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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ICT 산업의 경우 중국기업의 특허활
동과 산업경쟁력이 모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통
신설비,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폰, 드론 등의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웨이를 포함해서 중국기
업들이 다양한 혁신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다만 중국의 혁신주체, 특히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추세는 향후 어려움에 부
딪힐 가능성이 있다. 중국 혁신주체의 부상과 기술굴기 현상에 대해 미국과 유
럽, 일본 등 서구권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조치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중국의 혁신주체들은
점점 더 독자적인 역량에 의존해서 혁신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정부의 대응전략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
국정부는 외국과의 마찰을 피하며 내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특허 및 산업경쟁력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중국 특허
거래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는 생산된 특허의 활용도를 높여 산업 혁신
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특허법 4차 개정안을 2018
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키며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지
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지식재산권국 조직을 개
편해서 지식재산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중국기술거래소를 발족시킨 이후 중국 전역에 기술시장 관리기
관, 기술계약 인정 등록기관, 기술교역기관, 국가기술이전 시범기관을 급속하
게 늘렸다. 이에 2016년 기준 중국의 기술시장 거래 규모는 1조 1,407억 위안
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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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서 특허 담보 대출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다. 특
허에 대한 가치평가와 기술거래 보험 등의 제도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2020년
부터 시행되는 「외상투자법」에서도 외자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조해
서 외자기업이 중국시장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도입하도록 촉진하고 있다.130)
이와 같이 중국정부가 혁신주체의 특허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산업경쟁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 관련 제도에 있어 중국보다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제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의 기술과 특허가 중국시장에서 잘 보
호받을 수 있도록 중국의 특허 관련 제도의 변화와 최근 움직임을 신속하게 파
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혁신 성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ICT 분야에서 중국의 혁신주체와의 혁신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술생명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ICT 산업 분야에서 자칫 조금이라도 혁신을 게
을리 한다면 중국기업에 뒤처지게 될 것이다.
제4장에서 은종학 교수는 계량서지학적 연구 접근 방법을 활용한 방대한 자
료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과학대국화 흐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아
직 다루지 못한 최신 자료까지 망라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이 2018년 사상 처
음으로 SCIE 학술지 발표 논문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중국의 과학대국화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점 강해지는 미국
의 대중 견제와 압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미
국과 견줄 만한 만만치 않은 경쟁자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중
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연구에 있어서도 종래보다 강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
인다. 중국의 과학자들을 미국 중심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유학생의 입
학을 제한하고 있기까지 하다.
130)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5);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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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제약의 정도는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전략뿐 아니라, 미중 양국간 협
상과 타협의 양상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어쨌든 지난 수십 년간 적어도 학
술 교류, 과학 협력연구에 있어서는 미중 양국은 협조적이었다.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학을 찾는 중국 유학생의 수가 급증하였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
국 유학생의 실력과 성과는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이는 인도계, 한국계 유학생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이다. 미국
은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가장 개방적인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개방적·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추격을 견제
하려는 움직임이 통상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과학연구 분야의 역량은 정말 어느 정도인가? 제4장의 분
석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과학연구 역량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중국의 이러한 성과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
국들과의 협력 연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 연구 네트워크에서도 중국은 여전
히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밝혀졌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대중(對中) 과학연구 협력 제한이 실행되더라도 중국
에게 상당한 정도의 버틸 힘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Nature, Science
와 같은 세계적 명성을 지닌 연구지에 발표되는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최첨단 과학적 발견과 지적 프런티어의 확장에 있어서는 중국의 역량이
미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의 과학 역량은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산업 등을 뒷받침하는 현재적 지적 역량이라는 측면에서는
중국도 광범위한 축적을 이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과학연구
역량이 한국보다 월등한 규모로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 229

록 그것이 중국의 커다란 규모 덕분이라 하더라도, 창출된 과학적 지식과 그 창
출의 과정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는 방대한 규모의 연구 인력이 단순히 전체 인
구 수로 나뉘어 미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중국과 한국은 주요 국가들 중
과학연구 분야의 분포가 가장 유사한 두 나라이다. 또한 중국이 아우르는 세부
영역은 한국보다 훨씬 넓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한국은 과학 연구에 있어
중국이 하지 않는, 그래서 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틈새(niche)를 찾는 것조
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류에 따라 이목을 끄는 일부 과학영역에 우리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재원을 늘리겠다는 분야에서 중국정부가 이미 더 큰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제4장의 분석은 ‘국가경쟁력’ 혹은 ‘국가의 혁신역량’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주제의 일부인 ‘과학역량’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과학역량에 초점을 맞춘
분석 결과만으로 국가경쟁력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단순하게 결론 짓기는 어렵
다. 하지만 중국의 과학역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 위에서 우리는 발상의 전
환을 통해 새롭게 주목해야 할 사실들을 확인하고, 요구되는 정책적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과거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이
다. 국가경쟁력의 향상과 혁신 추구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의 여러
세부영역들 중 어떤 분야를 선택해 육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고 답
을 찾아가는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부족한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분야를 선택하
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연구의 성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이다. 연구의 성과는 과학적 연구의 창작물 이후부터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 과학적 연구의 성과물이 상업화 과정을 거쳐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
니는 성과물로 발전해야 한다.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성과가 끝났
다고 생각하는 연구지원체제는 그야말로 쉽게 발표될 수 있는 논문만을 양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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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들고 진정 혁신을 이끄는 연구는 하지 않고 발표 논문 수에 집착하는 어리
석음을 범하게 할 뿐이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의 성과물이 상업적 성과물로 재
창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일종의 혁신 역량을 재생
산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갖추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굳이 실리콘 밸리
의 혁신 생태계를 논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의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초과학의 성과물이 상업화의 과정으
로 연결되고 응용되는 프로세스와 채널이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
다. 특히 경제적 인센티브가 그 생태계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중국정
부 역시 실리콘 밸리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리콘 밸리가 중국에 바로 이
식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북경의 중관촌이 실리콘 밸리를 닮으려고 하
지만 역부족이다. 이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 생태계가 기초과학기술 분야의 생태계와 융합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예산 배분과 예산 관리에만 신경을 쓰는 관리형 혁신체제로는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논문만이 양산될 뿐이다. 이제는 정말 국가 혁신 역량의 발전을 위한 시스
템적 접근법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제5장에서 문익준 교수는 중국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을 2013년 2월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산업 육성정책을 국가혁신의 틀 안에서
고민하였다. 즉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추진하던 국가 주도의 산업
에 대한 자원 배치 방식과는 달리 외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과 맞물려 특
구전략의 일환으로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혁신활동을 집중시키는 정
책을 추진하였다. 1984년 처음으로 신기술단지와 기업 인큐베이터 정책 필요
성이 제기되었고, 그 이듬해인 1985년 7월에 선전 과학공업구가 최초로 설립
되었다. 1988년에 횃불계획이 수립되면서 베이징시 중관촌에 중국 역사상 처
음으로 하이테크산업 개발구가 조성되었다. 2017년 기준 중국 전역에 국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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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산업 개발구가 무려 156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발전 방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과거의 양적 발전이 아닌 질적 발전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질적
발전의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2012년 하
이테크산업 개발구가 105개가 되었을 무렵, 중국경제의 재도약과 산업의 새로
운 전략적 전환을 위해서 기존의 하이테크산업 개발구를 한 차원 고도화한 혁
신형 산업클러스터(创新型产业集群)을 새롭게 제시하기에 이른다. 기존의 산
업 클러스터가 특정 지역의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조직이 모여서 정보를 교
류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성격이라면, 혁신 클러스터는 가치사슬의 전반
적인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클러스터라고 정의하였다. 2019년 기
준으로 시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创新型产业集群)는 61곳이며, 육성 중인 산
업클러스터(产业集群)는 47곳으로, 총 108개가 존재하고 있다. 혁신형 산업
클러스터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 순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주력산업은 중국정부가 과거부터 추진하였던 ‘전략
적 7대 신흥산업’, ‘중국제조 2025’, ‘13.5 규획(2016~20년)’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다. 특히 ‘중국제조 2025’의 10대 산업에 따라서 시행 중인 혁신형 산
업클러스터 61개를 분류해 본 결과, 바이오·의약/고성능 의료기기산업과 차세
대 IT 기술산업이 각각 14개와 13개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육성 중인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47개를 분류해 보면 바이오·의약
/고성능 의료기기산업, 차세대 IT 기술산업이 각각 10개와 8개의 혁신형 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정부가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에서 주
력하고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다.
문익준 교수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대표적 사례로 민간기업이 연구개발
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 광둥성 선전시와 정부가 연구개발을 주도하
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 베이징시를 조사하였다. 선전 차세대 인터넷 혁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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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클러스터는 선전이 개혁개방의 성공적인 실험실이라는 상징성, 차세대 인
터넷 기업의 뛰어난 경쟁우위, IT기업과 금융산업의 연관효과, 주변 지역과의
파급효과 등을 기대하여 선정되었다. 한편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
형 산업클러스터는 베이징 중관촌이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인식되어 있는 상
징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운영, 이동 단말기 분야에서의 뛰어난 역
량, 중관촌 내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 등을 기대하면서 선정되었다.
혁신형 클러스터는 연구개발, 서비스 기관을 특정 구역에 집적시켜 분업·협
력과 혁신을 통해서 산업·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형성하는
산업조직의 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외부효과는 마샬-애로우-로머 외부
효과와 제이콥-포터로 분류된다.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는 지리적 접근
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 전문화된 기업들이 밀집하여 발생하는 외부
효과를 말하며, 제이콥-포터 외부효과는 산업간 스필오버 효과를 강조한 개념
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보다는 다양한 산업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지칭한다.
현재 중국이 새롭게 시작하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는 제이콥-포터 외부효과보
다는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강조한 개념이다. 동종 산업을 특정 지역
에 집적시켜서 발전시키는 개념이 아무래도 지리적 개념을 강조한 마샬-애로
우-로머 외부효과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선전의 차세대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는 뛰어난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
는 동종업계의 차세대 인터넷 기업들을 경쟁시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
를 통해서 차세대 인터넷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려고 한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산업·지역간 경계를 넘어서 대만구(大湾区) 규획, 광둥 자유무
역시범구 등 광둥성이라는 거대 경제권 안에서 다양한 산업간에 발생하는 제이
콥-포터 외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
터도 중관촌이라는 특정 지역에 뛰어난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기업들을 육성·발전시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통해서 혁신을 주도하
려고 한다. 모바일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들을 중관촌에 집결시킴으로써 집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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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극대화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통해서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혁신이 발생한다
면, 외부효과가 향후 중관촌 내의 다양한 산업에까지 확산되면서 각 산업간에
발생하는 제이콥-포터 외부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익준 교수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성과를 현 단계에서 평가하기는 대단
히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직 평가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
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기업 중심인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
신형 산업클러스터와 민영기업 중심인 선전 하이테크개발구 차세대 인터넷 기
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중에서 어느 모델이 더 많은 성과를 이룩할 것인지도
예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수 년 후 후속과제를 통해 검증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중국정부가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정책
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전략과 비교될 수 있다. 2017년 우리 정부
는 기존의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와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중복 분야를 통합하
고 기초연구 단계이거나 경제적 성과가 적은 공공영역을 제외한 ‘13대 혁신성
장업종’을 발표하였다. 문익준 교수는 제5장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7
장을 위해 별도의 [표 7-1]을 작성해 주었다. 이 표를 보면 한국이 선정한 ‘13
대 혁신성장업종’과 중국의 ‘중국제조 2025’의 10대 분야 및 23개 세부분야가
대부분 중복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향후 양국간 신성장산업
을 둘러싼 경쟁이 엄청나게 격화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13대 혁신성장업종
중에서 가상증강현실과 스마트시티 두 업종만이 ‘중국제조 2025’와 중복되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기본으로 하여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통해서 산업고도화를 꾀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13대 혁신성장업종 중에서 혁
신신약/맞춤형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중국에서는 이미 20개의 혁신형 산업클
러스터가 운영되고 있다. 첨단소재 6개, 신재생 에너지 5개, 빅데이터는 5개,
지능형 반도체는 4개, 지능형 로봇도 4개 등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중국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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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설립·운영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중 적어도 11개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
물론 중국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기존의 하이테크산업 개발구와의 구별
이 쉽지 않고 추가적인 성과를 면밀히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모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과거 일
본이나 한국의 클러스터처럼 점차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개념을 강조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통해서 특정 산업의 혁신이 발생
하고, 더 나아가 지역·산업을 넘어서 다양한 산업간에 발생하는 제이콥-포터
외부효과로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 정부도 산학연의 집적화,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역의 혁신동력화를 통
해 한 단계 더 발전한 산업클러스터를 장기적인 전략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추
진해야 할 것이다.

표 7-1. 한국의 혁신성장 업종과 중국제조 2025의 핵심산업 비교
한국의 혁신 중복
성장업종

여부 10대 영역 23개 세부분야
첨단 CNC

지능형 로봇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중국제조 2025

○

공작기계/
로봇

로봇(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시행,육성 모두 포함)
① 지닝 고효율 전동·지능형 불도저기계 ② 둥관 로봇
지능형 장비 ③ 우진 로봇·지능 장비 ④ 칭다오 로봇
산업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에너지
자율주행차

○

절감 및
신에너지자

지능형자동차

① 창춘 자동차 전자 ② 스옌 상용차 및 부품 ③ 류저
우 자동차 완성차·관건 부품 혁신형 클러스터

동차
가상증강
현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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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계속
한국의 혁신 중복
성장업종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중국제조 2025

여부 10대 영역 23개 세부분야

(시행,육성 모두 포함)
① 장장 바이오 의약 ② 난창 하이테크산업개발구 바
이오의약 ③ 광저우 개인맞춤의료·생물 의약 ④ 쿤밍
바이오의약 ⑤ 양링 시범구 바이오 ⑥ 지난 하이테크
산업개발구 생물학 제제 ⑦ 주하이 산자오 생물 의약

혁신신약 /
맞춤형

바이오의약
○

헬스케어

/고성능

⑧ 톈먼 생물 의약 ⑨ 난닝 아열대 바이오자원 개발이
바이오제약 용 ⑩ 번시 제약 ⑪ 스자좡 약용보조제 ⑫ 통화 의약
⑬ 쿤산 RNAi ⑭ 옌타이 해양생물·의약 ⑮ 타이저우

의료기기

생물 의약 ⑯ 허쩌 생물 의약 대건강 ⑰ 칭짱 고원
특색 생물 자원·중국 티벳 의학 ⑱ 푸저우 생물 의약
⑲ 선양 생물 의약·건강 의료 혁신형 클러스터 ⑳ 더
저우 생물 제조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통신

○

○

차세대 IT

직접회로 및

기술

전용설비

차세대 IT

직접회로 및

기술

전용설비

에너지

△

회로 산업클러스터 ③ 웨이팡 반도체발광 ④ 린이 전
자 부품·기능 재료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위와 동일)
① 톈진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신에너지 ② 상하이 신

에너지
신재생

① 중산 샤오란 반도체 스마트 조명 ② 쑤이닝 전자

절감 및

신에너지

신에너지자

자동차

동차

에너지 자동차·핵심부품 ③ 우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④ 샹양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관건적 부품 ⑤ 비산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관건적 부품 녹색 지능 제조 혁신
형 클러스터
① 바오터우 희토류 하이테크산업개발구 희토류 신재료

첨단소재

○

신소재

미래형 첨단 ② 우루무치 전자 신소재 ③ 치타이허 그래핀 ④ 한단
신소재

신형 기능 재료 산업클러스터 ⑤ 장인 특수강 신소재
⑥ 쑤저우 나노 신재료 혁신형 클러스터

스마트시티
드론(무인기)

빅데이터

인공지능

×
△

○

○

우주항공
장비
차세대 IT
기술

차세대 IT
기술

항공기
운영체제(OS)
및 공업용
소프트웨어

① 징더현 헬리콥터 제조 ② 덕양 제너럴 항공 혁신형
클러스터
① 구이양 블록체인·빅 데이터 ② 샤먼 횃불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소프트웨어·정보 서비스 ③ 후이저우 클라우드 컴
퓨팅 지능단말기술 ④ 따리엔 첨단 공업 소프트웨어 ⑤ 시
안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운영체제(OS)
및 공업용

(위와 동일)

소프트웨어

자료: 본 보고서 제5장의 내용을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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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제6장에서 오대원 교수는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개혁개방 이후 어떻
게 변모해왔는지 분석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를 사회주의체제에
접목하면서 이룬 제도적 요인이 중국의 고도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국 특색의 당 주도 국가체제에서 어떻게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우선 중국식 기업가 정신을 서구적
기업가 정신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즉 서구적 시
각에서 보면 중국의 홍색자본가들은 아직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이
루어지지 못한 체제전환기에 국가 또는 관료와 유착관계를 형성한 집단으로 보
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홍색자본가들은 체제전환 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승승장구하며 그 이름을 떨치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 중국 기업가 중에서도 마윈(马云) 알리바바 창립자는 2018년
‘개혁 선봉’ 칭호를 받았다. 마화텅(马化腾) 텐센트 창립자는 하이난성 출신으
로 2018년 13기 전인대 광둥성 대표를 역임했으며, 하이난성 인민정부기업가
자문회의(海南省人民政府企业家咨询会议) 부주석을 맡고 있다. 리옌홍(李彦宏)
바이두 창립자는 2013년 12기 전국정협위원 겸 중국 민간상회 부회장을 역임
했으며, 2014년 21기 중국 공상련 부주석, 8기 베이징시 과학협회 부주석 등
정부요직을 겸임하였다. 레이쥔(雷軍) 샤오미 창립자는 베이징시정부 인민대
표(2012), 전인대 대표(2013), 2017년 13기 전인대 대표, 전국 공상련 부주
석, 베이징시 공상련 부주석 등 활발한 정부활동을 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홍색자본가들이 정치적 무대에 등장하는 현상을 중국 특색의 기
업가 정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패한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대원 교수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을 역
사적 맥락과 흐름 속에서 짚어보고 있다.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뿌리는 소남모델(苏南模式), 온주모델(温州模式),
주강모델(珠江模式) 등 세 가지 모델이다. 개혁개방 당시 덩샤오핑이 내세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내용은 다양한 소유제 형식이 공유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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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초기 민영기업가의 출현과 지역경제발전 삼대 모델
은 집체소유제, 사영소유제, 그리고 외자소유제를 중심으로 각각 독특한 기업
가 정신이 발현한 발전모형이 되었다.
각각의 모델이 차이점을 보이면서도 또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정부
의 시장과 기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입이 지방정부 관료들과 중국 기업가들
간에 긴밀한 꽌시를 형성하게 하였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당-국가 기관 및 관료 집단
과 밀착하였다. 물론 이러한 밀착관계는 부정부패를 낳는 고리가 되었다.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자본주의와 중국식 기업가 정신의 꽌시 네트워크는 공
통의 이해관계를 통해 구축된 중국 특색의 국가자본주의라는 지배적인 조정양
식이 되어 경제의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했다.
2015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대중창업, 만중창신
(大衆創業,萬衆革新(쌍창双创))’정책을 선언한다. 이는 중국식 기업가 정신을
공식적인 창업정책으로 삼은 본격적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중국 전역
에서 창업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중고속 성장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혁신
적 창업활동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중국의 신설기업 수는 2014년 일평균 1만
개에서 2017년 1만 6,500개로 급증하였다. 특히 창업 활성화는 청년층 등의
신규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성공한 많은 선도적 기업은 창업을 꿈
꾸는 젊은이들에게 롤모델이 되었고 국유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
는 대학생의 취업진로를 바꾸기 시작했다.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에 더해
자금조달, 시장접근, 인재확보 등 창업 생태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정부의 지
원도 한몫했지만 시장의 힘이 아울러 작동하였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폰이 광
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창업활동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중국의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현대화에 기여하였다.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
식의 ‘선개혁 후제도화’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중국식 실험주의, 실용주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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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시작 단계에서 제도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다. 이후 문제점을 고치면서 제도화를 통해 정비해나간다. 따
라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쉽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방정부간 경쟁체제의 ‘민관 협력형 국가자본주의’에 기반한다.
전국 단위의 발전 모델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역발전 모
델이 형성되었고, 중앙의 통제를 받지만 지방정부간 상호 경쟁체제를 형성하여
산업발전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각 지방마다 지방을 대표하는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민영기업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셋째, 인적자본조달을 위한 중앙정부
의 대대적 정책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은 ‘천인계획’과 ‘만
인계획’ 등 고급인재 육성 및 지원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혁신을 주도하
는 고급 인적자원 발굴과 인재 유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선진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우수인력과 화
교 및 글로벌 우수인재에 대해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 개혁개방의 시기를 거쳐 신창타이 시대 혁신적 창업의 새로운 발전 모
델이 전개되면서 중국에서는 현재 창업의 열기가 지구 어느 곳보다도 뜨겁다.
이러한 창업 열풍을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으로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미 여러 형태의 창업혁신 기제가 활성화된 중국은 광대한 시장 규모, 한중 경
제협력의 경험, 기술 수준, 제조 기반 등의 관점에서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
회요인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미중 통상분쟁으로 탈중국의 움직임이 감지되
고 있으나, 다소의 부침이 예상되더라도 중국의 부상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자 대세이다.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이 절실한 우리나라는 중국을 우리 스타트
업 기업의 진출 및 협력 대상으로서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다. 창업 초기 단계에
서부터 중국의 새로운 혁신적 수요 및 중국 내 창업 및 연구개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 혁신기업의 기술추격으로 한중 간 기술격
차가 좁혀지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거대 중국시장을 결
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기업은 다시 재무장을 해야 한다. 중국의 혁신 물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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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타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은 미중 통상분쟁의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6% 미
만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하면서 중속성장의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
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중국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한중 간 시장통합의 고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부상
하는 시장에 동참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홍색자본가와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중국
제조 2025’ 및 ‘인터넷플러스’ 정책 등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
넷, 5G 등의 첨단 분야에서 중국의 벤처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
실하다.
중국의 창업정책은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
에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중국 대학 졸업생 가운데 8.0%가 창업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의 대학 졸업생 가운데 창업의 비중은 0.8%로 중국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창업 드라이브’와 혁신 성장과 고용 창출
성과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지원 강화, 규제 철폐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유기적 공조와 협력이 관료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식으
로 진화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
다. 나아가 네거티브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규제 완화 및 혁신기제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의 혁신경제는 규제의 틀에 함몰되어 앞으로 나아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국을 본받아야할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본 보고서는 한
중 간 산업경쟁력을 비교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는 연구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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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국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후속 연구를 통해 5개 연구 주제에 대
한 한중 간 비교가 수행된다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훨씬 클 것이다. 대부분
의 지역연구도 비슷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고서도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연구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전문가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 참여한 저자들은 지역 전문가이면서 아울러 담당 분
야에서 전문성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이들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또한 5개의 연구 주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다. 각각의 주제가 독립적
인 연구 주제이지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산업경쟁력이다. 산업
경쟁력의 미시적 기초를 구성하는 각 영역은 사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기업
의 다각화 전략, 특허, 기초과학, 혁신 클러스터, 기업가 정신은 산업을 구성하
는 다양한 미시적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
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후속 연구에 기대해야 한다는
아쉬움을 표하며 본 보고서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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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nalysis on Microeconomic Foundation of
China’s Industrial Competitiveness
Yunjong Wang, Pil Soo Choi, Sungho Rho, Jong-Hak Eun, Ik Joon Moon,
and Dae-Won Oh

In the middle of the Sino-US trade and technology war, one
important question is raised about whether China's technological
power has risen to threaten the U.S. or not. In order to find an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report aim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technological catch-up or convergence to the
global top level by using the data-based statistics and materials. In
particular, this report starts from the authors' tireless effort to
analyze China's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employing various
microeconomic data. As well acknowledged, the most difficult task
in the microeconomic analysis is to acquire relevant microeconomic
data, which is not much available vis-a-vis macroeconomic data. In
this report, each chapter is basically independent and self-complete
as a research paper. Each author's main research questions and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below.
The second chapter is written by Pilsoo Choi. He analyzes how the
diversification strategy pursued by Chinese enterprises improv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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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sen their competitiveness. He focuses on how different that
diversification strategy of Chinese enterprises happened over time
among different groups by the ownership, what sectors are the most
actively diversified, and finally how much the diversification
strategy affected corporate profitability. To answer these questions,
he used Chinese corporate data. The diversification issue is nothing
novel in the management science. In the corporation's evolution
process, some corporations pursue the diversification strategy,
while others not. That is solely the corporation's own choice,
depending upon the market environment which the corporation
belongs to. Many Chinese enterprises have also utilized the
diversification strategy to cope with market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he Chinese economy through various forms - related or
unrelated diversification. It may be said that the diversification
strategy has nothing to do with technological improvement itself.
However, that is closely related to strengthening enterprises' overall
competitiveness.
The author does not draw the conclusion that the Chinese
enterprises' diversification strategy necessarily had led to the overall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State-owned enterprises and
private enterprises showed different patterns over time. On
interesting finding is that high-profit services and high-tech
enterprises most actively pursued diversification. By first developing
core business platform and later linking many related businesses to
this core platform, they could make much greater profits.
The chapter 3 is written by Sungho Roh. He explores how Chinese
enterprises' technologcial power has changed over tim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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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ir foreign and domestic patent application map. In
particular, he focuses on the question of whether recent surge in the
Chinese enterprises' patent applications have contributed to
industrial competitiveness or not. He also diagnoses how major
Chinese ITC companies' patent strategy has affected their
competitiveness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s. For example,
Huawei has been unique and unmatched in numbers of patent
applications, but it is still qualitatively behind the U.S. tech
companies such as Intel and Qualcom. Nevertheless, as the quantity
expansion lasts long over time, a qualitative change will ensue.
He finds that local patent applications increased more rapidly
than the average of innovative companies in China. This result
implies that patent activities among the local innovative companies
are more or less overheated due to various policy measures
supported and encouraged by the local governments. But the
contribution of these patent activities to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is inconclusive, depending on the sectors. Furthermore,
the active patent applications do not necessarily lead to technology
diffusion. In sum, evidently Chinese enterprises' R&D capacity tends
to improve in some sectors. For example, Chinese innovative agents
more actively pursue joint R&D cooperation with foreign tech
companies in order to acquire R&D-related knowledge and
technology and at the same time, more aggressively acquires patents
and advanced technology through international mergers and
acquisitions (M&As).
The chapter 4 is written by Jong-Hak Eun. He analyzes China's
scientific research capabilities by employing the research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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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ibliometrics, which is a empirical methodology to use very
extensive date set. This approach is recently often used in
economics as well. He collects most recent data up to 2018, in
comparison with other researches. In 2018 alone, 1,470,000
research papers were published in the category of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In 2018 Chinese researchers' publication
in the SCIE surpassed that of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number.
He moves one step further to find out whether China's scientific
research can be self-complete without any linkage or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or not. He finds some possibilities. He
indicates that the evidence of stronger China's scientific research
capabilities may lead to the U.S.' recent move to contain China's
technological rising. In that regard, he anticipates the possibility of
U.S.' much stronger pressure and containment in the field of
scientific research collabora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Recently, Chinese scientists are often excluded in the U.S.-centered
global research collaboration networks. In addition, Chinese
students are banned in the high-tech fields by the U.S. universities.
The chapter 5 is written by Ikjoon Moon. He analyzes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novative industrial clusters which has been
newly rising since 2013. He considers two types of externalities Marshall-Arrow-Romer effect and Jacobs-Porter effects. He also
carries out two case studies based on the next-generation internet
technology cluster in Shenzhen and mobile internet cluster in
Zhonggwanchun Beijing. By comparing these two cases, he
concludes two different types of innovative clusters are competing
to become a national champion. One is mostly driven by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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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s, while the other is initiated by the public sector.
He concludes that these new innovative clusters are not real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high-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s.
And until now,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e evidence of any visible
progress. But, China's new experiment for upgrading industrial
clusters will be a challenge to South Korea's do-nothing attitude.
Geographical

spillover

effects

can

be

maximized

in

the

Marshall-Arrow-Romer model, while some positive externalities will
happen across the sectors in the type of Jacobs-Porter model. These
chinese experiments will be a good benchmark for South Korea in
developing

the

upgraded

long-term

industry-academy-research clusters,

strategy

for

designing

nourishing start-ups

and

SME(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local innovation
movements.
Finally, the chapter 6 is written by Daewon Oh. He studies how
China's entrepreneurship has evolved over time since 1978 (market
reform and opening). First, he finds that diverse models in different
regions such as collective ownership, private ownership, and
foreign ownership model have changed from the early bud to more
sophisticated ones. Particularly after the appearance of digital
economy, new private start-ups and unicorn companies in China
manifest Chinese style entrepreneurship. In his case study on
Alibaba, he has shown how the Chinese start-up ecosystem has been
organically working. He concludes that there is no one-size-fits-all
model for the Chinese entrepreneurship. Too many models are
competing in the Chinese-style socialist market economy.
Nevertheless, Oh finds three characteristics of Chines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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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ship. First, it is based on the negative-list approach
which allows reform in advance without any institutionalization.
This is Chinese-style experimentalism and pragmatism. Without any
regulation, entrepreneurs can realize more easily their own vision
and potential. Second, it is based on the private-public cooperative
state capitalism, particularly in the competitive environment among
the local governments. That means there is no single nation-wide
model. But, diverse local models have been created based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Sometimes, Chinese-style human networking,
so called Guanxi,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ordinating diverse
interests into a common goal, but it also often results in cronyism
and corruption. Third, more recently, the central government has
executed extensive policy support for mobilizing top brains - such
as one thousand man plan and ten thousand man plan. In order to
attract those top brains, the local governments provide many
pecuniary and non-pecuniary incentives.
This report has some shortcomings. First of all, we do not develop
our research into some comparative analysis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Our research only
focuses on China. However, we try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Hopefully,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future
research by carrying out comparative analysis on these five research
subjects. As mentioned above, the five subjects are not organically
combined. Each chapter focuses on the independent subject
respectively, while a common keyword in this report is industrial
competitiveness. Five factors in this report - diversification strategy,
patent, basic scientific research, innovation cluster,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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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closely interconnected. We are looking forward to having
another future research about how these five factors are interacting
each other and forming overall industri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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