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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미ㆍ중
통상분쟁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301조
조사 보고서와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 무역 및 투자 제재 확대에
근거하여 미ㆍ중 간 갈등의 본질이 관세전쟁이 아닌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시각
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었다.
첨단기술의 발전은 안보 및 패권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기술은 민
군겸용(民軍兼用, dual-use)이 가능하며, 앞으로는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할수
록 경제적ㆍ군사적 패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
는 5G, AI, 빅데이터 관련 기술,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
퓨터 모두 민군겸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
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 첨단산업 육성 전략, 과학기술 인
재 육성 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은 하루아침에 달성된 것이
아니다. 중국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기초과학, 국방과학, 항공우주 등의 과학기
술 개발에 힘을 쏟았으며, 개혁개방 이후에는 경제건설이 국가의 중심과제가
됨에 따라 ‘과학기술이 생산력’이라는 인식 아래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일관되
게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시진핑 정부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강국(革新強
國)’ 건설을 목표로 글로벌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오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각종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이 현재 실질GDP(PPP 기준)와 무역 규모 면에서 세계 1위
국가이며, 군비지출, R&D지출 및 국제특허 출원 측면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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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국가로 성장한 사실을 각종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미ㆍ중 간 기술
격차를 이해하기 위해 국제특허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혁신생산성이 2014
년 이후 미국을 추월하였다는 사실을 구조적 추정 모형(structural estimation
model)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과
대중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은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자유
경쟁에 기반한 무역과 투자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부 주도의 중
상주의 정책을 활용하여 성장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적이고 불공정
하게 중국의 손에 넘어간 자국의 기술이 자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와 투자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2019 국방수권
법」 889조, 그리고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의 내용과 적용
사례 및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 중국은 팃포탯(tit-for-tat)
전략이 아닌 ‘새로운 대장정’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장
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 정비, 산업 정책 조정, 자체기술 개발 강화로 대응
하고 있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향후 미ㆍ중 간 갈등의 양상을 전망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미치
는 영향을 진단하고 장ㆍ단기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ㆍ중 간 갈등이 없는
국제환경이 외교적으로나 경제성장 측면에서 우리에게 최선이다.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하는 한
국의 입장에서는 미ㆍ중 간 갈등이 고조될수록 정책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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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ㆍ중 갈등 및 기술패권 경쟁은 중
국의 불공정한 관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미국 내 초당적 반중정서, 갈등
의 제도화, 중국의 강경한 자세 등의 이유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중제재가 주는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대중제재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최근 미국의 대중 무역규
제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으며 금융제재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
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수록 중국은 첨단기술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첨단산업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이미 우리보다 앞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산업, 경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미ㆍ중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양국 모두로부터 양자택일의 압력이 높아
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의 중일(中日)관계가 보여주듯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다면 국익 실현을 위한 자율적 공간 확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란 바로 ‘기술력’을 말
한다. 우리는 기술혁신 역량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타국으로부터 존
중받을 수 있고 타국과의 협력 기회도 존재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점을 유
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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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차별성 및 연구 구성

1. 연구 배경
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보호주의
냉전기에 출판된 자신의 저서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에서 예견했듯이 역사학자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미국
도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패권국은 경제적으로 번
영한 후 경제적 부를 방어하기 위한 과도한 군비지출로 언제나 멸망에 이르렀
다. 영원히 어느 나라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국가는 역사상 없었다.
그가 예견한 미국 시대의 종말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
리가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현재 중국은 실질GDP 세계 1위 국가이자 세계 최대 무역국이며 군비
지출, R&D지출 및 국제특허 출원 측면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국가이다.
미국의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2018년 1월 국방부의 ｢국가 방위 전략(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초점은 국방 전략을
구체화하고 특히 미국에 대등한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에 엄격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까지 발언하였다.
국방 전략 대응 최우선 순위가 대테러리즘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될 정도로
미국은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 통상 측면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
고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나머지 스스로 구축해오던 자유주의 국
제질서마저 훼손하면서까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는 모두 미국의 위기의식
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의 무역보호주의는 2018년 3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및 수입 제한 발동을 시작으로 본격 스타트
를 끊었다. 그리고 미ㆍ중 쌍방이 서로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보복적으로 부
과하는 무역분쟁이 2019년 12월까지 계속되었다. 2020년 5월 현재 양국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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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를 넘는다(그림 1-1 참고).

그림 1-1. 미ㆍ중 對상대국 평균관세율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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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직전 7/6/2018
(7/1/2018) (제1차)

8/23/2018 9/24/2018 6/1/2019 9/1/2019 2/14/2020
(제2차)
(제3차)
(제3차 추가) (제4차) (1단계 합의 발효)

중국의 對美 평균관세율

미국의 對中 평균관세율

자료: 연원호 외(2019), p. 7, [그림 1]에 근거하여 계산 및 작성.

나. 미ㆍ중 무역분쟁의 원인
그렇다면 미ㆍ중 무역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미국 국내 정치적 목
적, 둘째는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 패권 약화, 셋째는 기술발전과 안보 개념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첫째,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본인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눈에 쉽게 드러나는 대중 무역적자의
폭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 데 기인한다. 미국의 2018년 대중국 무역적자는 사상
최고치인 4,189억 달러에 달하였고 이는 전체 무역적자의 48%를 차지했다.1)
1) U.S. Census Bureau(검색일: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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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몰락한 중산층의 불만을 흡수하며 대통
령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고용이
감소했다며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일대 목표로 했다. 2020년 11월 중간선거
를 앞두고 ‘러스트 벨트(rust belt)’2)로 불리는 미 중서부의 블루칼라 노동자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
둘째, 전후 ‘자유주의 사회의 맹주’ 그리고 ‘세계의 경찰’로서 국제사회의 질
서를 지켜온 미국의 힘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면서 점차 다른 국가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미국은 더 이
상 다자주의 테이블에서 그들을 제압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미국은 다자적
해결보다 양자적 해결 그리고 일방주의적 접근을 추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전 세계의 바다를 지키며
항해의 자유를 보장해왔다.3) 그러나 냉전기 GDP의 7%가 넘던 국방예산이 냉
전 종식 후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2019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3.4%까지 떨어
졌다. 이 때문에 미국은 말라카 해협과 소말리아에서 해적 출몰 사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남중국해에서 야심 넘치는 중국의 실효 지배 움직임을 허용
하지 않을 방도가 없었다. 패권국으로서 전후 70여 년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유
지하는 국제 공공재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이바지해
온 미국이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 시리아 문제에 대한 대국민 연
설에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것이 이후 러시
아에 의한 크림반도 침공, 이슬람 국가(IS)의 수립 선언 등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을 허락한 큰 유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도 남중국해에서 군 기지 조성을
위한 인공섬 매립을 본격화하는 등 전략적 계산에 따라 중국 문제에 개입하는
2) 미국의 중서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의 일부 영역을 뜻하는 호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
를 비롯해 미국 철강 산업의 메카인 피츠버그, 그 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등이 이에 속함.
「韓기업, 미국서 7만5천명 고용…美 상무부 통계보다 2만3천명 많아」(2017. 11. 21), https://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23383
(검색일: 2020. 4. 22).
3) World Bank, WDI(검색일: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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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위험 부담감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자신의 저서 『웅크린 호랑이(Crouching Tiger)』에서 힘의 쇠퇴
로 전략적 자산이 줄어들면 하나하나의 자산이 더 소중해지고, 자산 사용에 주
저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양안(两岸) 간에 전
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은 주저한 끝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
혔다.4)
셋째, 첨단기술 발전은 안보의 정의를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의
첨단기술은 두 가지 점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핵 기술과 같이 군
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기술의 문제가 안보와 관련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모든 분야의 첨단기술 개발이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된다. 또한 최근 안보의 정
의가 경제적 후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질됨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
력이 경제와 안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기술경쟁력에서 우위
를 점하는 것이 경제 및 안보에서도 패권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그간 국가안보 및 국가방위 차원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으로 정의해왔으
나, 최근 이러한 인식이 경제 및 과학기술 측면까지 확대되고 있다. 2018년 시
작된 미ㆍ중 통상분쟁이 이를 반증한다. 트럼프 정권의 대중국 제재는 총
2,5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17년 미국 대중국 무역적자의 3분의 2에 상
당하는 규모다. 대다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이 동의하듯이, 미국이 여기까지
대중국 제재를 확대한 이유는 중국의 첨단기술 패권 추구를 안보 위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5년에 시진핑(习近平) 정권의 대표적인 산업
정책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제2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이 2045년까지 첨단제조업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는 전략으
로서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5G) 및 산업용 로봇, 인공지능(AI), 신에너지 자
동차 등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5)
4) Navarro(2015), p. 275.
5) U.S. Census Bureau(검색일: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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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와 끝나지 않은 화웨이 사태
본 연구는 미ㆍ중 무역분쟁의 본질이 관세전쟁이 아닌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었다. 미ㆍ중 간 분쟁의 본질이 기술패권 경쟁이라
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미ㆍ중 간 통상분쟁은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중
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6)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동 행정명령
은 ① 연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추가관세 부과 ② 중국의 불공
정 무역관행 WTO 제소 ③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같은 날 USTR(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이 공개한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7)다. 그
런데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한 중국의 기술이전ㆍ지적재산권ㆍ혁신
관련 법률ㆍ정책ㆍ관행이다.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는 동 보
고서에서 무려 114번이나 언급된다. 따라서 미ㆍ중 통상분쟁의 핵심은 중국정
부 주도의 대대적인 첨단기술 관련 산업 육성과 발전이 글로벌 시장을 왜곡함
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데 있다.
둘째, 미ㆍ중 양국은 2020년 1월 15일 무역에 관한 1단계 합의(US-China
Phase One Trade Agreement)8)에 서명하였고, 2월14일 협정이 발효되었
6) The White House(2018. 3. 2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
-president-trump-signing-presidential-memorandum-targeting-chinas-economic-agg
ression/(검색일: 2019. 9. 22).
7) USTR(2018b),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
de Act of 1974,”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Section%20301%20FINAL.PDF(검색일:
2020. 5. 1).
8) USTR(2020b),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
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ustr.gov/site
s/default/files/files/agreements/phase%20one%20agreement/Economic_And_Trade
_Agreement_Between_The_United_States_And_China_Text.pdf(검색일: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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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미ㆍ중 간 통상분쟁이 관세전쟁 또는 단순한 무역분쟁이라면 미국과
중국은 1단계 합의로 휴전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양국간에 1단계 합의가 발
효된 현재도 미국정부의 화웨이(华为技术有限公司, Huawei Technologies)
에 대한 제재는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압박 정도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견 통상분쟁으로 보이는 미ㆍ중 간 무역분쟁의 본질은 기술패
권 경쟁이라고 판단된다.

라. ‘중국몽’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중국
한편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49년 건국 100주년을 향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国梦)’을 제창(提唱)하고 있다.9) 중국은 1840
년 아편전쟁 이후 열강의 중국 영토 할양, 갑오전쟁(甲午戰爭)10)과 열강에 의한
자원 약탈, 그리고 일본의 중국 침략 등의 굴욕을 잊지 않고, “물망국치(勿忘國
恥)”, “백년국치(百年國恥)”라는 슬로건 아래 레콩키스타(Reconquista)11)를
꿈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16세기의 스페인, 17세기의 네덜란드, 18세기 프랑스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으로 패권국은 변천해왔다. 미국의 GDP성장률을
매년 2%, 중국의 GDP 성장률을 매년 6%로 가정하면 중국의 명목GDP는
2030년쯤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쩌면 21세기는 ‘중국의
시대(Pax Sinica)’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팍스 시니카’의 서막이
미ㆍ중 간 기술패권(Techno-hegemony) 전쟁 또는 미ㆍ중 간 기술냉전
(Technology Cold War)이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21세기 최대
의 지정학적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9) 「90분간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역설한 시진핑」(2018. 12. 19), https://www.edaily.co.kr/news/re
ad?newsId=01134886619440160&mediaCodeNo=257(검색일: 2020. 5. 1).
10) 청일전쟁(1894년 8월~1895년 4월).
11) 영토 회복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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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격차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첨단기술 분야와 관련한 양국의 정책과
상대국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을 모두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2. 연구 목적, 차별성 및 연구 구성
가.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역 및 관세 분쟁이 아닌 기술경쟁에 초점을 두고,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배경 및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술패권 관련 양국
의 전략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술패권 경쟁을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술취득 방법의 불
공정성 및 불법성 여부 규명에 집중하기보다 기술 자체에 초점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중 규제와 중국의
맞대응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개념이 정리된 보고서가 전무한 사정이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구체
적인 개념 정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의 대중제재 기제의 경우 단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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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식이 아닌 수출규제와 투자규제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미ㆍ중 간 패권경쟁을 정치적 또는 경제적 관점이 아닌 첨단기술 개발
이라는 관점에서 작성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미ㆍ중 간 통상분쟁, 관세전쟁,
국제정치의 위계질서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본 연구는 기
술패권 경쟁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도록 미ㆍ중 간 기술격차, 미국과 중국의 과
학기술 정책, 첨단기술 관련 상호 대응 등을 기술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혁신 생산성에 대한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그동안 객관적 지표
의 단순 비교에 그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였으나, 기술혁신을 생산성 측면에
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구조적 추정
(structural estimation) 방법론을 이용해 최근 중국의 기술혁신 역량을 분석
하고 미국, 일본, 한국과 비교하여 이 국가들과의 기술격차를 설명했다.

다. 연구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미ㆍ중 통상분쟁의 근본 원인이
기술패권 경쟁에 있다는 점을 살펴본 후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먼저 전반적인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살펴보고 시진핑 집
권 후 기술혁신 드라이브 정책을 과학기술 육성 정책, 첨단산업 육성 전략, 과학
기술 인재 육성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 과학기술 육성
정책의 결과를 최근 데이터를 사용하여 살펴보고 중국의 부상(浮上)과 미ㆍ중
간 기술격차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결론을 바탕으로 미
국이 중국의 기술적 부상에 대해 어떠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수출규제와 투자규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보고서를 요
약하고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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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본 연구의 구성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
과학기술 육성 정책, 첨단산업 육성 전략,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정책
●

중국의 부상(浮上)과 美·中 간 기술격차 비교
GDP, Global Innovation Index, R&D, 인적자본
주요 국가간 혁신 생산성 비교(구조적 추정 모델로 분석)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5G, AI, Supercomputer) 기술 수준
●

●

●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우려
301조 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각종 정부 보고서 검토
: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정부 주도의 조직적 해외투자, 지재권 도용 및 불공정한
보조금 활용 등으로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인식
●

미국의 대중 무역 및 투자 규제 조치
●

●

●

수출규제(ECRA)-Entity List
수입규제(2019 NDAA 889조)
투자규제(FIRRMA)

중국의 대응
지적재산권 제도 정비, 사이버보안 강화, 산업 정책 조정, 자체기술 개발 강화
●

시사점
미·중 간 기술패권 갈등의 장기화
우리나라에 미치는 단기적, 장기적 영향 및 시사점
●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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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의 기술 발전 전략

1. 과학기술 육성 정책
2. 첨단산업 육성 전략
3.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는 과학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일관되
게 추진해왔다. 특히 시진핑 정부는 ‘혁신(创新)’을 바탕으로 한 ‘기술굴기(堀
起)’에 방점을 두고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경제성장 둔화 문제를 해결하는 한
편, 전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제조
2025’ 등을 비롯한 혁신 드라이브 정책을 기반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패러다임
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오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중국의 시기별 과학기
술 육성 정책과 중점 추진 방향,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전략, 그
리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과학기술 육성 정책
가.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
중국은 건국 초기부터 기초과학, 국방과학, 항공우주 등의 첨단기술을 개발
해왔으며, 특히 개혁개방 이후 경제건설이 국가의 중심과제가 됨에 따라 ‘과학
기술이 생산력’이라는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었다.12) 즉 1978년부터 국가 주도
의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
다고 볼 수 있다. 1977년 덩샤오핑은 중국이 세계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기 위
해 과학과 교육의 체계적인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1978년 과
학기술의 현대화를 목표로 한 「전국 과학기술 발전 규획강요(1978~1985年全
国科学技术发展规划纲要)」가 발표되었다.13) 이는 개혁개방 이후 처음 발표된
12) 홍성범, 이춘근(2000), pp. 5~11.
13)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 ｢国家中长期科学技术发展规划纲要｣, http://www.most.gov.cn/ztz
l/qgkjdh/qgkjdhbjzl/qgkjdhbjzcq/index.htm(검색일: 2019. 11. 25); 동 규획강요의 중점 과학
기술 연구 프로젝트로 농업, 기후 및 자원, 에너지, 공업, 의약 및 환경보호, 신흥 과학기술,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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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전략이며,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이
후에 발표된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1985년에는 과학기술에
의한 경제건설을 강조하는 「과학기술체제 개혁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
中央关于科学技术体制改革的决定)」이 통과되었다.14)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기초연구 강화, 과학기술 보급, 첨단기술 산업화, 인재 양성, 지식
재산권 보호, 국제 협력, 혁신ㆍ창업 등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
기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오고 있다.15)
그리고 중국 지도자들은 ‘국가경쟁력이 곧 과학기술력’이라는 기조하에 과
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왔다.16) 1978년
덩샤오핑이 제기한 ‘과학기술은 제1의 생산력’이라는 슬로건은 장쩌민의 ‘과교
흥국(科敎兴国)’, ‘과학기술 산업화’, 후진타오의 ‘혁신형 국가 건설’, 시진핑의
‘혁신주도형 발전 전략’으로 계승되었다.17) 이와 같이 역대 지도자들은 모두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융합 발전이라는 일관된 목표 의식을 강조하면서 각 시
기별 상황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왔다.

이론 등 분야의 108개 항목이 포함됨(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 ｢1978-1985年全国科学技术发展
规划纲要(草案)｣, http://www.most.cn/ztzl/gjzcqgy/zcqgylshg/200508/t20050831_24438.h
tm(검색일: 2019. 11. 25)).
14) “경제건설은 반드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과학기술 관련 업무는 반드시 경제건설을 위한 것이
어야 한다”라는 전략 방침이 강조됨(人民网(2003. 8. 1), ｢1985年3月13日 中共中央决定进行科学技
术体制改革｣, http://www.people.com.cn/GB/historic/0313/771.html(검색일: 2019. 11. 2
5)).
15) 曹希敬, 袁志彬(2019), p. 20.
16)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16), p. 1.
17)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관계자 인터뷰(2019. 12. 18, 중국 베이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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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국의 시기별 과학기술 발전 방향 및 특징

과학기술 과학의 진보 과학의 봄
기반 구축 (1955-1978) (1978-1995)

과교흥국

혁신형 국가 건설

(1995-2005)

(2005-2020)

혁신형 국가 혁신형 국가 과학기술
대열 진입 선두 진입
강국 도약

(1949-1955)

1949 1955

마오쩌둥
“국방우선”

1977 1977 1993 1995

덩샤오핑

“과학기술+경제
연계 강화”

장쩌민

2003 2005

“과학혁신체제
정립”

후진핑

“자주혁신능력
향상”

2012 2013

시진핑

2020

“혁신주도형
발전”

2030

2050

“국가경쟁력이
곧 과학기술력”

자료: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16), p. 1 바탕으로 재정리.

중국정부는 1949년 신중국 설립 이래 현재까지 과학기술 발전 중장기계획을
총 7차례 발표했다.18) 그리고 제8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시작년도인 1991년부터
는 과학기술 부문에 특화된 ‘과학기술 5개년 계획’을 별도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즉 중국정부는 각 시기별 중점 정책과 특징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시
책을 조정해왔다. 2005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다양한 과학기술 혁신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고, ‘자원형 국가
발전 전략’에서 ‘혁신형 국가발전 전략’으로의 변화가 강조되었다.19) 특히 ‘자주
창신(自主创新)’에 기반하여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규획강요(2006~2020)(国家中长期科学和技
术发展规划纲要)」, 「13ㆍ5 국가 과학기술 혁신 규획(2016 ~2020)(十三五国家
科技创新规划) 등 일련의 계획이 발표되었다.20)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규
획강요」는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정부, 기업, 학계를 포함한 전 사회적 공감대 형성

18)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 ｢贯彻落实全国科技大会｣, http://www.most.gov.cn/ztzl/qgkjdh
/qgkjdhbjzl/qgkjdhbjzcq/index.htm(검색일: 2019. 11. 26).
19) 배영자(2019), pp. 5~6.
20) 위의 자료,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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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21) 그리고 2016년에 발표된 「13ㆍ5
국가 과학기술 혁신 규획」에서는 특히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정책명에 추가되었
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

구분

계획 시기

계획명

주요 내용
- 건국 이후 최초의 과학기술 발전 규획

1956~67년 과학기술 발전 장기 규획 - 국가 핵심 과학기술의 역할, 기초과
1차

1956~67

강요

학의 발전 방향, 과학연구의 체계,

(1956-1967年科学技术发展远景规

과학연구기관의 배치, 과학기술 간

划纲要)

부(인재) 육성, 국제협력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과학기술의 현대화가 농업, 공업,

2차

1963~72

1963~72년 과학기술 발전 규획
(1963—1972年科学技术发展规划)

국방 기술 현대화의 핵심이라는 관
점 제시
- 농업, 공업, 자원 조사, 의약 및 위
생 등 분야에 관한 중점계획 포함
- 중점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 과학

1978~85년 전국 과학기술 발전
3차

1978~85

규획강요(초안)
(1978-1985年全国科学技术发展规
划纲要(草案))

연구 조직 및 기구 등을 포함한 8개
중점 발전 영역 및 108개 중점 연
구 프로젝트 확정
- 국민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현대화
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이론적 토대
마련
-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융합 강조
- 과학기술 체제 개혁 추진

4차

1986~2000

1986~2000년 과학기술 발전 규획
(1986-2000年科学技术发展规划)

- 첨단기술 연구 발전(863) 계획, 첨
단기술 산업화를 위한 횃불계획(火
炬计划), 기초연구 강화를 위한 국
가 자연과학기금 지원 등의 관련
계획 발표 및 추진

21)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관계자 인터뷰(2019. 9. 9, 중국 베이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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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구분

계획 시기

계획명

주요 내용
- 과학기술 및 경제 건설의 발전에
따라 이전의 15개년 계획의 목표와
내용을 조정 및 재검토
- 80년대 말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강령(国家中长期科学技术发展

5차

1991~2000

1991~2000년 과학기술 발전 10년

纲领)｣ 제정 ; 40여 년간의 과학기

규획 및 ‘8ㆍ5’ 규획강요

술 발전 성과 및 교훈을 총정리하

(1991-2000年科学技术发展十年规划和

여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전략의

“八五”计划纲要)

목표, 방침, 정책 등을 천명, 2000
년, 2020년까지의 과학기술 발전
전망을 거시적ㆍ개괄적으로 설명
- 동 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계획
을 담은 10년 규획 및 ‘8ㆍ5’ 규획
강요 발표
-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 구도를
형성하여 중국의 전체 과학기술 수
준을 세계 10대 과학기술 강국의
대열에 오르게 하고 사회주희 현대
화 강국 건설을 위한 견고한 기초
를 형성하기 위한 목표 제시

전국 과학기술 발전 ‘9ㆍ5’ 규획 및
6차

1996~2010

- 동 기간 동안 첨단산업 발전, 산업

2010년 장기 규획강요

화 실현, 과학기술 혁신역량 향상,

(全国科技发展“九五”计划和

WTO 가입에 따른 새로운 정세에

到2010年长期规划纲要)

대응하기 위해 인재ㆍ특허ㆍ기술표
준에 대한 3대 전략 추진을 포함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0차 5개
년 규획 과학기술 교육 발전 특별
규획(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个五
年计划科技敎育发展专项规划)｣
(2001~2005) 발표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규획강요
7차

2006~20

(国家中长期科学和技术发展规划纲要
(2006-202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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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R&D 수
준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 목표와 중점 영역 제시

표 2-1. 계속

구분

계획 시기

계획명

주요 내용
- 2020년까지 R&D 투자를 GDP 대
비 2.5% 이상으로 확대, 경제성장
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율을 60%
이상으로 확대, 대외기술 의존도를
30% 이하로 감소 등의 구체적인
목표 제시

7차

2006~20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규획강요

- 동 강요 기간 내 해당하는 5개년 과학기

(国家中长期科学和技术发展规划纲要

술 발전 규획을 연이어 발표 ; ｢국가

(2006-2020年))

11ㆍ5 과학기술 발전 규획(国家“十一
五”科学技术发展规划)｣(2006~
2010), ｢국가 12ㆍ5 과학기술 발전규
획(国家“十二五”科学和技术发展规
划)｣(2011~2015), ｢13ㆍ5 국가 과학
기술혁신 규획(“十三五”国家科技创新
规划)｣(2016~2020)

자료: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 ｢贯彻落实全国科技大会｣, http://www.most.gov.cn/ztzl/qgkjdh/qgkjdhbjzl/qgk
jdhbjzcq/index.htm(검색일: 2019. 11. 26); 中国政府网(2006. 2. 9), ｢国家中长期科学和技术发展规划纲要｣,
http://www.gov.cn/jrzg/2006-02/09/content_183787.htm(검색일: 2020. 5. 12)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나. 시진핑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 혁신 드라이브와
‘중국제조 2025’
시진핑 정부의 국가 전략 및 과학기술 발전 정책의 키워드는 ‘혁신(创新)’이
다.22) ‘혁신 주도형 발전’을 정책 기조로 내세운 시진핑 정부는 국가 발전의 핵
심 원동력을 ‘혁신’으로 삼고 축적된 기술 역량과 인적자본 등을 바탕으로 과학

22) 시진핑 주석은 2016년 5월 30일 개최된 전국과학기술혁신대회, 중국과학원 제18차 원사대회 및 중
국공정원 제13차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두 개의 백년’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해 중국 특색의 자주혁신 노선을 견지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习近平指出科技创新的三大方向｣
(2016. 6. 2), http://www.chinanews.com/gn/2016/06-02/7891782.shtml(검색일: 201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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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혁신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확장시켰다.23)
2014년에는 중국경제가 신창타이(新常态)24)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하고,
향후에는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에 의한 양적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과 소비
에 기반한 질적성장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25) 2012년 시진
핑 정권 출범 이후 경제성장에 있어 과학기술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R&D 및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비용 지속 증대, 과학기술 혁신을 위
한 국가재정 지원 강화 등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왔다.26) 이러한 시진
핑 정부의 혁신 정책 방향과 전략은 2016년 5월 발표된 「국가 혁신 주도형 발
전 전략강요(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와 2016년 8월 발표된 「13ㆍ5 국가
과학기술 혁신 규획(十三五国家科技创新规划)」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국가
혁신 주도형 발전 전략강요」에 과학기술 혁신강국 건설의 단계별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2-2 참고). 즉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 대열에 진입, 2030년까지 혁신형 국가 선두에 진입, 2050년까지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강국으로 도약’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서 언급된 ‘혁신형 국가’의 수치상 목표는 R&D 투자가 GDP의 2.5%에 이르
고, 지식집약형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GDP의 20%, 경제성장에 대한 과학기
술의 기여율이 60% 이상인 국가를 의미한다.27)

23) S&T GPS(2018), ｢시진핑 주도의 과학기술혁신강국 주요시책｣, https://now.k2base.re.kr/port
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SUE_000000000000909&menuNo=200046&p
ageIndex=1(검색일: 2019. 12. 1).
24) 신창타이(新常态)는 중국경제의 ‘새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시진핑 주석이 2014년 5월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의 고도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상태로 이행(고속성장 → 중고속 성
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처음 사용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경제를 설명하는 신조어인
‘뉴노멀(New Normal)’의 중국식 표현임(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
nhn?docId=2165047&cid=42107&categoryId=42107(검색일: 2020. 5. 12)).
25) 이상훈 외(2018), p. 38.
26) KIEP 북경사무소(2016), p. 4.
27) 中央政府门户网站, ｢中共中央 国务院印发《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http://www.gov.cn/xinw
en/2016-05/19/content_5074812.htm(검색일: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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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과학기술 혁신강국 건설 3단계 목표

혁신형 국가 대열
진입

혁신형 국가 선두
진입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강국 도약

2020

2030

2050

- 중국 특색의 국가혁신체계 구축
- 중점산업의 GVC 내 생산단계 상승
- 과학기술과 경제의 융합 심화
- 혁신 장려 정책 및 법규 완비
- 지식재산권 엄격히 보호, 창업 장려
- 경제성장에 대한 과학기술 기여율
60% 이상
- 지식집약형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 20%
- GDP 대비 R&D 투자 비중 2.5%

- 주요 산업의 GVC 내 높은 단계
- 핵심 원천기술 성과 창출
-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제약하는
문제 해결
- 국가 혁신 시스템 완비
- GDP 대비 R&D 투자 비중 2.8%

-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의한
노동생산성과 생산능력 제고
- 산업의 핵심 경쟁력 강화
- 국방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글로벌
선도 수준으로 제고
- 세계 일류 수준의 과학 연구기관,
대학, 혁신 기업 보유
- 혁신 진화적 제도·시장 환경·
문화 형성

자료: 中央政府门户网站, ｢中共中央 国务院印发《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http://www.gov.cn/xinwen/2016
-05/19/content_5074812.htm(검색일: 2019. 11. 19).

이와 같이 향후 2050년까지의 원대한 비전 설정을 바탕으로, 첫째 단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13ㆍ5 규획 기간의 혁신 전략은 다음과
같다. 차세대 정보통신ㆍ신에너지ㆍ신소재ㆍ항공우주ㆍ바이오의약ㆍ스마트
제조 등 첨단산업을 비롯하여 현대농업ㆍ도시화ㆍ환경ㆍ건강 양로ㆍ공공서비
스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기초연구 강화, 혁신적 조직문화 형성, 창업 장려, 인
재 육성 등과 같은 광범위한 계획을 포괄하고 있다(표 2-2 참고).28) 그리고 국
가 종합혁신능력 향상, GDP 대비 R&D 투자 비중 확대, 발명특허 확대, 기술
거래 계약체결 확대 등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즉 2020년까지 종합혁신능력29) 세계 15위를 달성하여 혁신형 국가 대열에 진
28)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https://www.ndrc.gov.cn/xxgk/zcfb/ghwb/201603/P020190905497807636210.pdf(검색
일: 2019. 12. 22).
29)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CASTED)은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지표(혁신자원, 지식창조, 기업
혁신, 혁신성과, 혁신환경)를 기준으로 국가별 종합혁신능력을 평가하여 2011년부터 매년 ‘국가혁신
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2015년 기준 상위 10개국은 미국, 일본, 스위스, 한국, 덴마크, 독일,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임(中国政府网(2016. 6. 30), ｢《国家创新指数报告2015》发布 中国创新指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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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표 2-3 참고).

표 2-2. 13ㆍ5 규획 기간 혁신 발전 전략
목표

주요 내용
- 첨단 분야 혁신 추진
- 혁신적 조직체계 최적화 구축

과학기술 혁신의 선도
역할 강화

- 기초 혁신 역량 제고
- 학교, 연구소, 국가 하이테크 산업개발구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밀집된 종합적 혁신 네트워크 구축(베이징, 상하이에 과학기술 혁신
센터 건설)

‘대중창업ㆍ만중혁신’
심화 추진

- 창업혁신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혁신자원 공유 강화
- 과학기술 관리 시스템 개혁 심화

혁신 장려 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수익 분배 메커니즘 보완
- 혁신 지원 정책 시스템 구축
- 대규모 인재풀 형성

인재 우선 발전 전략 실시

- 인력 배치의 최적화 촉진
- 우수한 인재 육성ㆍ성장환경 조성
- 소비 업그레이드 촉진

새로운 발전 동력 창출

- 투자 효율성 제고
- 수출의 새로운 우위 확보

자료: KIEP 북경사무소(2016), p. 3;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
三个五年规划纲要｣, https://www.ndrc.gov.cn/xxgk/zcfb/ghwb/201603/P020190905497807636210.pdf
(검색일: 2019. 12. 22)을 바탕으로 재정리.

综合排名升至第18位｣, http://www.gov.cn/xinwen/2016-06/30/content_5086894.htm(검색일: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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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13ㆍ5 규획 기간 과학기술 혁신의 주요 목표
지표
1

국가 종합혁신능력 세계 순위

2
3

2015년

2020년
18

15

경제성장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율(%)

55.3

60

GDP 대비 R&D 투자 비중(%)

2.1

2.5

주

4

취업인구 만 명당 R&D인력(인년(人年))

48.5

60

5

첨단기술기업 영업소득(조 위안)

22.2

34

6

지식집약형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

15.6

20

7

규모 이상 공업기업 영업소득 내 R&D 비용 비중(%)

0.9

1.1

8

국제 과학기술 논문 피인용 수 세계 순위

4

2

9

PCT 특허 신청(만 건)

3.05

2배 증가

10

인구 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건)

6.3

12

11

기술계약 거래액(억 위안)

9,835

20,000

12

과학적 소양을 갖춘 국민의 비중(%)

6.2

10

주: 인년 = 취업인구 10,000 명당 각 R&D 인력의 R&D 시간의 합계.
자료: 中国政府网,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科技创新规划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
6-08/08/content_5098072.htm(검색일: 2019. 11. 8).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규획강요(2006~2020)」, 「국
가 혁신주도형 발전 전략강요」 등을 바탕으로 2016년 8월 국무원이 발표한
「13ㆍ5 국가 과학기술 혁신 규획」이 현재 시진핑 정부 혁신 전략의 주요 골자
라고 할 수 있다. 동 규획에는 국가의 장기 발전 목표와 연계된 중대 과학기술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기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성과 활용 및
산업화에 주력하고, 전략적 수요에 따라 양자통신, 뇌과학, 우주 탐사 등 분야
의 신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표 2-4 참고).30)

30) KIEP 북경사무소(201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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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가 선진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기존 프로젝트

신규 프로젝트

ㆍ 핵심 전자부품, 첨단 칩, 기초 소프트웨어

ㆍ 항공엔진 및 가스터빈

ㆍ 대규모 집적회로 제조장비 및 관련 공법

ㆍ 심해 연구기지 건설

ㆍ 차세대 광대역 모바일 통신네트워크(5G)

ㆍ 양자통신 및 양자컴퓨터

ㆍ 고급 CNC 공작기계 및 기초 제조설비

ㆍ 뇌과학 연구

ㆍ 석유가스 및 셰일가스 개발

ㆍ 국가 사이버공간 안전

ㆍ 대형 가압수형 원자로 및 고온가압 냉각형 원 ㆍ 심우주 탐사 및 우주선 유지보수 시스템
자로
ㆍ 수질오염 관리
ㆍ 유전자 변형
ㆍ 신약 개발
ㆍ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등 중대 전염병 예방
치료
ㆍ 대형 항공기
ㆍ 고해상도 지구관측 시스템
ㆍ 유인우주선 및 달 탐사
주: 「13ㆍ5 국가 과학기술 혁신 규획」에서 발표된 내용임.
자료: KIEP 북경사무소(2016), p. 6.

또한 글로벌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혁신의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중국
의 산업 경쟁력 개선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강화,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신흥산
업 육성 등을 가속화하기 위한 분야별 중점 지원 분야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
다. 즉 2020년까지 정보화 주도, 바이오기술 주도, 스마트 생산을 위한 현대농
업 기술체계를 구축하고 자원 환경, 국민건강, 신형도시화, 공공안전 등 핵심기
술 연구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기술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31) 그 밖에 기
초연구 강화, 과학기술 혁신기지 건설, 혁신형 인재 양성, 지역 혁신기지 구축,
지역간 혁신 협력 발전 추구, ‘일대일로(一带一路)’ 혁신 공동체 건설,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구축, 창업 장려, 과학기술 성과 전환 시스템 마련, 혁신문화 건
설 등 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12ㆍ5
규획 기간의 과학기술 발전 계획과 비교하여 국가안보 분야의 기술 개발, 베이
31) 서행아(2016), pp.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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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ㆍ상하이 과학기술혁신센터 건립, ‘일대일로’ 혁신 공동체 제안, ‘대중창업ㆍ
만중혁신’의 전면 표명,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통한 기술성과 이전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관련 계획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2) 그
중에서도 베이징, 상하이 지역 내 혁신거점 조성 계획의 경우 이를 테스트베드
로 활용하여 향후 중국 내 기타 지역으로 혁신 공간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IT 제조업 도시로 잘 알려진 선전시(深圳市)
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경제특구 지정과 외국인투자 유입 등을 바탕으로 IT 제
조 인프라와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면서 세계 최대 하드웨어 제조기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33) 마찬가지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과학기술 혁신도시 클러
스터로 중점 육성하고 중국 전체의 혁신 전략이 각 지역별 특색 산업과 연계된
다면 혁신강국 건설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3. 13ㆍ5 규획 기간 혁신형 국가 대열 진입을 위한 중점 지원 분야

중대 프로젝트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과학기술혁신 2030
중대 프로젝트

현대산업
기술 시스템

① 현대농업 기술
② 차세대 정보 기술
③ 선진 제조 기술
④ 신소재 기술
⑤ 청정·고효율 에너지
⑥ 교통기술·장비
⑦ 바이오 기술
⑧ 식품 제조 기술
⑨ 비지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서비스 기술
⑩ 산업 변혁을 견인하는
기술

민생개선,
지속가능 발전

① 생태 환경보호 기술
② 자원 고효율 순환
이용 기술
③ 인구 건강 관련 기술
④ 신형 도시화 기술
⑤ 공공안전, 사회관리
관련 기술

국가안보,
전략적 이익

① 해양자원 개발·이용
기술
② 항공 우주 탐사·개발·
이용 기술
③ 극지 개발(탐사) 기술
④ 국가 안보 보호,
반테러 관련 기술

자료: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17a), p. 9; 中国政府网,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科技创新规划的通知｣, http://
www.gov.cn/zhengce/content/2016-08/08/content_5098072.htm(검색일: 2019. 11. 8)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32) 위의 자료, p. 33.
33) KOTRA 선전무역관 관계자 인터뷰(2019. 11. 6, 중국 선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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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계획에는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국가대전략으로 시행 중인 ‘일대일로’, ‘중국제조 2025’, ‘대중창업ㆍ
만중혁신’, ‘인터넷 플러스’ 등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과 중점 프로젝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국가 혁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각
의 정책들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그림 2-4 참고).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째, 이전
지도부의 과학기술 발전 정책의 방향성을 계승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혁신이 강조됨에 따라 ICT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
고 있다. 셋째, 기타 국가대전략과의 유기적 연계성이 매우 높다.

그림 2-4. 시진핑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체계

중장기 계획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규획강요(2006~2020)

(2006. 2월 발표)

5개년 규획

13·5 국가 과학기술 혁신 규획(2016~2020)

(2016. 8월 발표)

일대일로

(2013. 9월 발표)

중국제조 2025

(2015. 5월 발표)

중점 국가전략
(국제 과학기술 협력,
창업·혁신,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ICT 융합)

개별 산업 육성 정책

대중창업·만중혁신

국가 혁신 주도형 발전 전략강요

인터넷 플러스

(2015. 6월 발표)
(2015. 7월 발표)

(2016. 5월 발표)

5G, AI, 슈퍼컴퓨팅, 바이오, 반도체 등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특히 중국정부는 혁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제조업 혁신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2015년 5월 발표된 ‘중국제조 2025’는
13ㆍ5 규획 기간의 제조업 혁신 발전 전략으로 ‘제조강국(制造强国)’ 실현을
위한 장기 비전 중 첫째 단계에 해당한다.34)35) 이는 중국이 1990년대 중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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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제조대국(制造大国)’의 입지를 다져왔으나, 핵심기술 낙후와 혁신 역량의
부족으로 국제 분업체계에서 기술 수준과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비교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에 대한 중국정부의 자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
다.36)37) 이러한 배경하에서 추진된 ‘중국제조 2025’ 전략에는 중국이 명실상
부한 글로벌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 목표가 3단계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전략을 제시하기에 앞서 중국공정원,38) 공업정보화부, 국가품질
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检总局)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제조강국 전략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제조 2025’의 중점 정
책 방향이 설정되었다.39) 즉 2012년 기준 각국의 제조업종합지수를 평가하여
주요국별 제조업 발전 수준에 따라 총 3그룹으로 분류하였다.40) 이에 따르면

34) 이현태 외(2017), pp. 50~51.
35)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하면서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전
환을 위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처음 언급하였고, 2015년 5월 ‘중국제조 2025’ 문건이 공식 발표
된 이후 같은 해 6월 국무원은 제조강국 전략 추진과 관련 프로젝트 계획 및 정책 조율을 총괄 담당하
는 ‘국가 제조강국 건설 영도소조’를 출범시킴. 동 영도소조는 국무원 부총리 마카이(马凯)를 조장으
로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기부, 재정부, 교육부, 상무부 등 24개 부처 및 기구의 고위
급 인사로 구성됨(中国政府网(2017. 8. 10), ｢李克强谈“中国制造2025”: 从制造大国迈向制造强国｣,
http://www.gov.cn/xinwen/2017-08/10/content_5216727.htm(검색일: 2020. 5. 20); 中国
政府网(2015. 6. 24), ｢国务院办公厅关于成立国家制造强国建设领导小组的通知｣, http://www.go
v.cn/zhengce/content/2015-06/24/content_9972.htm(검색일: 2020. 5. 20)).
36) 이현태 외(2017), pp. 48~49.
37) ‘중국제조 2025’ 문건에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제조업 발전의 가속화를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완전한
산업체계를 완비하였고 국력의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제조업 수준은 여전
히 강하지 못하다(大而不强)라고 명시되어 있음(中国政府网(2015. 5. 19), ｢国务院关于印发《中国制
造2025》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5/19/content_9784.htm(검
색일: 2019. 9. 2)).
38)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은 국무원 산하의 공학기술(Engineer
ing and technology) 분야 최고 싱크탱크임(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4%B
8%AD%E5%9B%BD%E5%B7%A5%E7%A8%8B%E9%99%A2/272404?fromtitle=%E5%B7%A
5%E7%A8%8B%E9%99%A2&fromid=14712214&fr=aladdin(검색일: 2020. 5. 19)).
39) 中国工程院(2015. 4. 30), ｢中国工程院“制造强国战略硏究”咨询项目一期 总结曁二期启动会召开｣,
http://www.cae.cn/cae/html/main/col84/2015-04/30/20150430111352621795378_1.h
tml(검색일: 2020. 5. 19).
40) 주요 공업화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및 분석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발표
(工业和信息化部(2015. 5. 26), ｢《中国制造2025》解读之六：制造强国“三步走”战略(图/文)｣, http:/
/www.miit.gov.cn/newweb/n973401/n1234620/n1234623/c3843763/content.html(검색
일: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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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그룹에는 미국, 제2그룹에는 독일, 일본, 제3그룹에는 중국, 영국, 프랑스,
한국이 포함된다. 이를 반영하여 2025년까지 독일, 일본 수준의 세계 제조업 강
국 대열에 진입하고,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 전까지 미국과 어깨를 나
란히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강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2-5. 중국의 ‘제조강국’ 3단계 전략

1단계
(2016~25년)

●

●

●

2단계
(2026~35년)

3단계
(2036~45년)

세계 제조업 강국 제2그룹
진입

세계 제조업 강국 제2그룹의
선두 지위 확립

세계 제조업 강국 제1그룹
진입

(독일, 일본 수준)

(독일, 일본 추월)

(미국과 같은 그룹)

제조강국 대열 진입
2020년까지 중점 분야의
핵심 기술 경쟁력 장악,
제조업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스마트화 추진
2025년까지 제조업과 IT융합,
GVC 내 상위권으로 도약

●

글로벌 제조강국 내 중간
수준으로 도약

●

혁신 능력 제고

●

우위 산업의 글로벌 혁신 주도

●

전면적 산업화 실현

●

●

●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강국
지위 확보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혁신
경쟁력 확보
글로벌 제조업을 선도하는
기술 및 산업 시스템 구축

자료: 中国政府网(2015. 5. 19), ｢国务院关于印发《中国制造2025》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
2015-05/19/content_9784.htm(검색일: 2019. 9. 2); 工业和信息化部(2015. 5. 26), ｢《中国制造2025》解读之
六：制造强国“三步走”战略(图/文)｣, http://www.miit.gov.cn/newweb/n973401/n1234620/n1234623/c3
843763/content.html(검색일: 2020. 5. 19)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중국제조 2025’는 시진핑 정부의 대표적인 산업 정책이자 글로벌 산업 패
러다임을 주도하는 ‘제조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적 목표가 반영된 장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1단계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제조 2025’ 문건에
명시된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중점 육성 산업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즉
9대 주요 임무 추진과 함께 10개 핵심산업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
여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고도화를 통해 IT 기반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강
국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41) 특히 반도체, 정보기술(IT), 로봇, 항공우주, 해
41) 국제무역연구원(2019),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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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공학, 첨단철도, 친환경자동차 등은 정부가 각종 보조금과 우대혜택을 부여
하면서 집중 육성해오고 있다.42) 또한 주목할 점은 핵심 기초부품 및 재료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 달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
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수입 대체를 추구함으로써 원천기술과 소재의 해외 의
존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유럽 등 선진 기술강국들의 정치ㆍ경제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43)

표 2-5. ‘중국제조 2025’의 추진 방향과 핵심 내용
항목

주요 내용
- 핵심기술 R&D 지원 확대
- 혁신 설계 역량 강화
제조업 혁신
능력 제고

-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추진
- 제조업 혁신 및 표준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제조업혁신센터 건설 프로젝트 추진; 2020년까지 약 15개, 2025년
까지 약 40개 건설
- 스마트제조 발전 전략 연구 및 추진
- 스마트제조 장비 및 제품 개발

9대
주요
임무

- 제조공정의 스마트화 추진
정보화와 공업화 - 인터넷과 제조업의 결합ㆍ응용 촉진(인터넷을 기반으로 맞춤 제조ㆍ
융합 추진

크라우드 소싱ㆍ클라우드 제조 등 새로운 제조 방식 발전)
- 인터넷 인프라 구축
- 2020년까지 시범 프로젝트 운영비 30% 절감, 상품 생산주기 30%
단축, 불량품 발생률 30% 감소, 2025년까지 각각 50% 감축
- 핵심 기초부품ㆍ선진 기초공법ㆍ핵심 기초소재ㆍ산업 기초기술과 같

공업 기초역량
강화

은 ‘4대 공업기반(四基)’의 혁신 역량 강화
- 완제품 기업과 ‘4대 공업기반’ 관련 기업의 협력 추진
- 핵심 기초부품 및 재료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 2025년까
지 70% 달성

42) 위의 자료(2019), p. 9.
43) 여유경(2019),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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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항목

주요 내용
-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품질 강화ㆍ브랜드 - 자동차, 고정밀 수치제어 선반, 궤도교통 설비, 대형 장비, 공작기
구축

계, 핵심 원자재, 전자부품 등의 품질 제고
- 제조업 브랜드 창출
- 전통 제조업과 신흥산업의 친환경화 적극 추진, 친환경 제품의
R&D 응용 확대

녹색제조 전면
추진

- 재제조(Remanufacturing) 산업 중점 발전
- 친환경 제조 시스템 구축
- 2020년까지 녹색(친환경) 시범공장 1,000개 및 친환경 시범단지
100개 조성, 주요 업종의 오염물 배출 강도 20% 감축,
2025년까지 글로벌 선도 수준의 친환경 제조 시스템 구축
- 10대 핵심산업 중점 육성

10대 중점 영역
발전 추진

- 2020년까지 10개 핵심 산업분야의 자체 R&D 및 산업화 응용 실
현, 2025년까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첨단장비 시장점유율 대폭
상승, 핵심기술의 대외의존도 하락

9대

- 중점 산업, 첨단제품 등에 대한 기업의 기술 개선 지원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임무

심화

- 생산과잉 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
- 대ㆍ중ㆍ소 기업간 협력 발전 추진
- 지역간 제조업 균형 발전 촉진

서비스형 제조업
(服务型制造)ㆍ
생산형 서비스업
(生产性服务业)
발전 추진
제조업 국제화
발전
수준 제고

- 생산형 제조의 서비스형 제조 전환 추진
- 제조업과 밀접한 생산형 서비스업 발전
- 제품 공급 위주의 제조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조
로 전환
- 첨단제조 분야에 대한 해외자본 투자 유치
-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및 주식투자, 창업투자 지원
-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산업협력 심화
- 해외 제조업 협력단지 구축
- 집적회로(반도체) 및 전용 설비, 고밀도 패키징 및 3D 마이크로 조

차세대 정보기술
(新一代信息技术)

립 기술 등
- 정보통신 설비(5G 이동통신 기술, 스마트 단말기 등)
- 운영체제 및 공업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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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항목

주요 내용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ㆍ로봇
(高档数控机床和机
器人)

- 고정밀 수치제어(NC) 공작기계
- 로봇(자동차/기계/전자/군수산업/화학공업/경공업 등 공업용 로봇,
의료ㆍ건강/가정 서비스/교육ㆍ오락 등 서비스형 로봇)

항공우주장비

- 항공설비(대형 항공기, 여객기, 헬기, 무인기 등)

(航空航天装备)

- 우주설비(탑재 로켓, 우주 발사체, 신형 위성 등)

해양장비ㆍ첨단
선박
(海洋工程装备及高

- 심해 탐사, 해양자원 개발ㆍ이용, 해상 안전장비 등 관련 기술 및
첨단 선박기술

技术船舶)
선진 궤도교통 설비 - 제품의 경량화, 모듈화, 시스템화
(先进轨道交通装备) - 친환경ㆍ스마트 궤도 교통 설비 시스템 구축
10대
핵심

에너지절약ㆍ신에너

산업

지 자동차
(节能与新能源汽车)
전력설비
(电力装备)
농업기계 장비
(农机装备)
신소재
(新材料)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
- 동력 배터리, 고효율 내연기관, 첨단 변속기, 경량 소재 등
-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설비, 첨단 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용 송변전 설비 등
- 첨단 농업기계 장비 및 핵심 부품

- 특수 금속, 고성능 구조재료, 기능성 고분자소재 등

바이오
의약ㆍ고성능
의료기기

- 중증 질병 치료용 화학약품, 한약, 바이오기술 응용 신의약품 등
바이오 의약

(生物医药及高性能 - 영상설비, 의료용 로봇 등 고성능 의료기기
医疗器械)
자료: 이현태 외(2017), pp. 53~54; 中国政府网(2015. 5. 19), ｢国务院关于印发《中国制造2025》的通知｣, http://www.g
ov.cn/zhengce/content/2015-05/19/content_9784.htm(검색일: 2019. 9. 2)를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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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집중
육성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중장기 과학기술 계
획과 전략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강화는 물론 반도체, 우주ㆍ항공, 양자통신,
5G, AI, 슈퍼컴퓨팅, 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ICT 산업을 집중 육성해오고 있다.
특히 ‘중국제조 2025’와 더불어 ‘인터넷 플러스’44) 전략은 전통 산업과 인터넷
기술의 융합을 새로운 산업 발전 방향으로 삼고, 제조업에 인터넷 기술을 접목
시킴으로써 ‘스마트 제조’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 로드맵이다.45) 이 두 전략
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ICT 융합을 통한 중국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어왔
다. 이후에도 「제조업과 인터넷 융합발전 심화에 관한 국무원 지도의견」(2016
년 5월),46) 「제조업 혁신 시스템 완비와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추진에 대한 지
도의견」(2016년 8월),47) 「산업기술 혁신능력 발전 규획(2016~20년)」(2016
년 10월),48) 「스마트제조 발전 규획(2016~20년)」(2016년 12월)49) 등 다양
한 후속 조치들이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44) 「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 2015년 7월 국무원이 발표한 인터넷융합 전략으
로, 2025년까지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네트워크화ㆍ스마트화ㆍ서비스화ㆍ협동화된 산업 생태

45)
46)
47)
48)
49)

계와 신경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터넷+’가 혁신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발
전의 목표로 삼고 있음(이상훈 외(2018), p. 43).
이현태 외(2017), p. 47.
「国务院关于深化制造业与互联网融合发展的指导意见｣.
「关于完善制造业创新体系，推进制造业创新中心建设的指导意见｣.
「产业技术创新能力发展规划(2016-2020年)｣.
「智能制造发展规划(2016-202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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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의 중점 영역
‘중국제조 2025’ 10대 핵심 산업

‘인터넷 플러스’ 세부 분야

차세대 정보기술

창업 혁신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ㆍ로봇

첨단 제조

항공우주 장비

현대 농업
스마트 에너지

해양장비ㆍ첨단 선박
선진 궤도 교통 설비
에너지 절약ㆍ신에너지 자동차

인터넷 금융
헬스케어ㆍ양로ㆍ교육ㆍ관광
ㆍ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

전력 설비
농업기계 장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ㆍ고성능 의료기기

스마트 물류
전자상거래
스마트 교통
생태환경
인공지능

자료: 中国政府网(2015. 5. 19), ｢国务院关于印发《中国制造2025》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
015-05/19/content_9784.htm(검색일: 2019. 9. 2); 中国政府网(2015. 7. 4), ｢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
行动的指导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7/04/content_10002.htm(검색일: 2020.
5. 20)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다. 첨단 IT기술 육성 정책: 5G, AI
시진핑 정부 시기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과 혁신 드라이브 전략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5G(5세대 이동통신)와 AI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5G와 AI 기반의 첨단 ICT 산업 융합 발전을 중장
기 국가 전략으로 수립하여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과 기업을 중심
으로한 산업 생태계 구축, R&D 역량 강화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 두 영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의 중점 육성 분야로 명시된 이후
13ㆍ5 규획 기간(2016~20년)의 전략적 신흥산업에도 포함되어 미래 첨단산
업 발전을 위한 주요 기반 기술이자 산업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발
전 정책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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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중국의 5G, AI 관련 주요 정책
구분

발표 시기
2016. 3

정책ㆍ회의명
13ㆍ5 규획강요
(“十三五”规划纲要)
13ㆍ5 국가 과학기술

2016. 8

혁신 규획
(十三五国家科技创新规划)

주요 내용
- 5개년 경제발전 계획에 5G, AI 키워드 처음
추가
- 국가 과학기술 중대 항목 및 과학기술 혁신
2030 중대 프로젝트 등에 5G, AI 관련 기술
개발 계획 포함

13ㆍ5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2016. 12
공통

발전 규획
(十三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

- 차세대 무선 광대역망(5G), AI를 포함하는
차세대 IT 산업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

发展规划)
- 5G 기술 개발을 12대 우선 추진 업무 중
하나로 지정
2016. 12

13ㆍ5 국가정보화 규획
(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

- 5G 발전 2단계 로드맵(2018년까지 5G
네트워크 기술 연구개발, 2020년까지 상용화)
제시
- 인공지능, 양자통신,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신기술의 기초 R&D 역량 강화 목표 설정

2013
2015

IMT-2020 프로젝트
중국제조 2025
(中国制造2025)

- 5G 기술개발ㆍ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학 공동
플랫폼 ‘IMT-2020 프로모션 그룹’ 설립
- 10대 핵심 육성 산업에 5G 포함
- 2020년까지 5G 네트워크 측정ㆍ응용 테스트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규획
2016

(新一代信息技术产业规划
2016-2020)

5G

완료 후 상용화 완성, 5G 관련 국제표준 및
산업의 선도자로 부상
- 5G 시스템 설비ㆍ단말기ㆍ단말칩의 내수시장
점유율 75%ㆍ75%ㆍ35%, 세계시장 점유율
35%ㆍ25%ㆍ15% 달성
- 중국 3대 이동통신회사(차이나모바일,

시험용 5G 주파수 할당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에 5G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ㆍ시험운영 허가

2018

- 중국 내 18개 지역을 5G 시범도시로
5G 시범도시 지정

지정하고 3대 이동통신회사와 협력하여
인프라 구축 및 응용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상용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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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계속
구분

발표 시기

정책ㆍ회의명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 5G 상용화 및 IoT와의 융합, 제조업과의
융합서비스 육성 강조
- 5G 융합서비스 관련 법규 제정 및 정책 지원

5G

2019

강화 계획 발표
IMT-2020 회의(Summit)

- 스마트 팩토리, 커넥티드 카, 농업,
스마트에너지 및 교육ㆍ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5G 응용 확대 계획 발표

‘인터넷 플러스’ 추진 지도의견
2015. 7

(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
导意见)

- 인터넷 플러스 융합 관련 11대 분야 중
하나로 인공지능 포함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2016. 5

3개년 행동 실시방안
(“互联网+”人工智能三年行动

- 인공지능 영역 칩셋, 센서, 저장시스템,
네트워크 설비 등 생태계 구축

实施方案)
과학기술혁신 2030-주요
2017. 3

프로젝트
(科技创新2030-重大项目)

AI

- 인공지능 2.0 추가
- 국가 전략으로 격상
- 2020년까지 인공지능 기술 표준 및 서비스
체계 구축,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인공지능

2017. 7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정책 규범 마련 등
- 2025년까지 제조, 의료, 도시, 농업, 국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
- 2030년까지 인공지능 이론 및 기술, 응용 전
분야 세계 선두 지위 확보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 발전
2017. 12

3개년 액션플랜
(新一代人工智能产业发展三年
行动计划(2018-2020年))

- 2020년까지 인공지능 적용 제품 및 응용범위
확대, 인공지능 전반의 핵심기술 향상 등을
목표로 설정

자료: 박진희(2019), p. 8; KIEP 북경사무소(2018), pp. 4~5; 中国政府网,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科技创新规划的
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08/08/content_5098072.htm(검색일: 2019. 11. 8); 中
国政府网(2016. 12. 19),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 http://www.gov.cn
/zhengce/content/2016-12/19/content_5150090.htm(검색일: 2020. 5. 31); 中国政府网(2016. 12. 27),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12/27/cont
ent_5153411.htm(검색일: 2020. 5. 31)을 바탕으로 재정리.

제2장 중국의 기술 발전 전략 • 47

중국의 5G 이동통신과 AI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 특징을 간략히 정리해보
면, 우선 둘 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산업으로 ICT 관련 이종(異種)
산업과의 융합을 주도하고 있다. 자율주행, 로봇, VR/AR, 스마트 팩토리, 스마
트 시티, 헬스케어, 핀테크,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간 융복합이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추진과 함께 대표 기업을 중
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5G 이동통신 시스템 구축과 5G 기반의 첨
단 ICT 산업 융합 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수립하고 2013년부터 정부 차원의 전
방위적인 지원과 민관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50) 특히 중국은 5G 통신 표준을
선점하여 차세대 이동통신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유 통신기업, 화웨이, ZTE 등과 같은 기업들이 5G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
다.51) 또한 AI 분야의 경우 대표 기업을 중심으로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17년부터 주요 IT 기업과 AI 응용 분야를 매칭하여 국가
차원의 AI 오픈 플랫폼(人工智能开放创新平台)을 발표해왔다. 2020년 5월 현
재까지 총 15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분야는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의료, 음성ㆍ화상인식, 마케팅, 기초 SW&HW, 보안, 금융, 교육 등을 포함하
고 있다.

표 2-8. 중국의 AI 오픈 플랫폼 구축 현황
구분

발표 시기

주요 영역별 대표 기업
바이두(百度) : 자율주행 자동차

1차
(4개)

2017. 11

알리클라우드(阿里云) : 스마트시티
텐센트(腾讯) : 스마트의료(의료 영상)
커다쉰페이(科大讯飞) : 음성인식

50) 김영선(2018), p. 1.
51)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17b), pp. 1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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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계속
구분
2차
(1개)

발표 시기
2018. 9

주요 영역별 대표 기업
센스타임(商汤科技) : 화상인식
이투(上海依图) : 비주얼 컴퓨팅

3차
(10개)

2019. 8

징동(京东) : 스마트 공급망

마이닝램프(明略科技) : 마케팅

메그비(旷视) : 이미지 감지

화웨이(华为) : 기초 SW & HW

치후(360) : 보안

핑안보험(中国平安) : 인클루시브
금융(普惠金融)
하이크비전(海康威视) : 영상 감지

TAL(好未来) : 스마트 교육
샤오미(小米) : 스마트 홈

자료: ｢首批国家人工智能开放创新平台名单公布：BAT科大讯飞入选｣(2017. 11. 15), https://www.thepaper.cn/ne
wsDetail_forward_1865976(검색일: 2020. 5. 21); ｢十大国家新一代人工智能开放创新平台在沪发布｣(2019. 8.
29),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8/429964.shtm(검색일: 2020. 5. 21)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본 절에서 정리한 중국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종합하면 [그림 2-6]과 같다. 2015년 중국제조 2025 발표 이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다양한 정책 문건을 통해 시진핑 정부의 혁신강국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 외
에도 중국정부가 2050년까지 각 연도별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
정부를 필두로 지방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
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의 회복을 위해 2020년 5월 개최된 양회에서 5G,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소 등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형인프라 건설
(新型基础设施建设) 관련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첨단 ICT 산
업(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창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52)

52) 2025년까지 5G,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약 1조 4,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연원호 외(202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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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발전 중장기 로드맵

2020

2025

과학기술
혁신강국 건설
3단계 목표

혁신형
국가 대열
진입

‘제조강국’
3단계 전략

핵심 기초부품 및
재료의
제조강국
국산화물 재고
대열 진입
2020년까지 40%
(독일, 일본 수준)
2025년까지
70%달성

2030

2035

2045

혁신형
국가 선두
진입

2050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강국 도약

글로벌 제조강국 내
중간 수준 도약
(독일, 일본 추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강국
지위 확보
(미국과 같은 그룹)

5G 기술 상용화
기술 R&D
테스트 완료
5G & AI
발전 목표

AI 기술 표준,
제조, 의료, 스마트 AI 이론, 기술, 응용
서비스 체계, 시티, 농업, 국방 등의 전반의 글로벌
산업 생태계 구축 영역에서 AI 적극 활용 선두 지위 확보
- 핵심산업 규모 - 핵심산업 규모
- 핵심산업 규모
1,500억 위안 이상 4,000억 위안 이상
1조 위안 이상
- 관련 산업 규모 - 관련 산업 규모
- 관련 산업 규모
1조 위안 이상 달성 5조 위안 이상 달성
10조 위안 이상 달성

주: 과학기술 혁신강국 건설 3단계 목표는 「국가 혁신주도형 발전 전략강요」에서 제시되었으며, ‘제조강국’ 3단계 전략은
「중국제조 2025」에서 제시된 내용임.
자료: 연원호 외(2020), p. 6.

2. 첨단산업 육성 전략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과학기술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후발주자로서의 추격
을 본격화하며, 핵심 ICT 기술과 첨단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오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양상과 신산업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전 세
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정리한 중국정부
의 혁신 드라이브 정책에 기반하여 중국이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
진해온 주요 전략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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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연구 및 R&D 강화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선진국 수준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
기 위해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 역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역대 지
도자들은 기초연구를 과학기술 사업의 핵심이라고 인식하며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다양한 R&D 프로그램을 운용해왔다.53)

표 2-9. 중국의 주요 R&D 프로그램 전담 기관
기관

주요 업무 및 기능
- 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부로
명칭 변경(1998년 3월)

과학기술부

- 국가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입안

(MOST)

및 집행
- 국가의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
운영 및 조정

주요 전담 R&D 프로그램
- 국가중점기술 R&D 프로그램
- 첨단기술 R&D 프로그램(863
프로그램)
- 기초연구 프로그램(973 프로그램)
- 횃불계획, 불씨계획 등

- 1950년 설립
- 전국 112개 연구기관 및 6만 여
중국과학원
(CAS)

명의 연구인력 보유
- 연구생 제도 운영(학ㆍ석ㆍ박사

- 지식혁신 프로그램(KIP 프로그램)
- 혁신2020(Innovation 2020)

학위 수여)
- 기초 연구 및 실용화 연구 수행
- 1986년 설립
- 국가 자연과학기금을 관리하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NNSF)

국무원 산하기관
- 국가 자연과학기금으로 자연과학
기초연구 및 일부 응용연구 지원

- 일반 프로그램(면상(面上) 프로그램)
- 중점 프로그램
- 중대 프로그램 등

- 과학기술 인재 육성
자료: 문익준 외(2012), p. 50, 재인용.

53) 문익준 외(2012),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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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중국의 R&D 투자
수행기관별 구성

표 2-11. 중국의 R&D 투자 자금출처 구성
(단위: %)

연도

기업

연구기관

대학

기타

(단위: %)

연도

정부

기업

해외

기타

2014

77.3

14.8

6.9

1.0

2014

20.3

75.4

0.8

3.5

2015

76.8

15.1

7.0

1.1

2015

21.3

74.7

0.7

3.3

2016

77.5

14.4

6.8

1.3

2016

20.0

76.1

0.7

3.2

2017

77.6

13.8

7.2

1.4

2017

19.8

76.5

0.6

3.1

2018

77.4

13.7

7.4

1.5

2018

19.1

76.5

0.4

2.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통계, https://now.k2
base.re.kr/portal/pblictn/statsPblictn/view.do?
poliPblictnId=ANAL_000000000000578&menu
No=200008&pageIndex=1(검색일: 2020. 4. 29).

자료: 좌동.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R&D 프로그램 외에 각 산업별로 기업 차원에서의 자
체 연구개발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중국은 과학기술부, 교육부, 중국과
학원, 중국공정원,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대학 및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R&D 센터 등을 중심으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축적된 기초연
구 역량을 바탕으로 R&D 투자, SCI 논문, 특허, 노벨상 수상 등의 측면에서 비
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영국 네이처(Nature)
가 선정하는 ‘Nature Index 2016 Rising Stars’에서 상위 1~9위를 모두 중
국과학원(CAS), 북경대, 남경대 등 중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차지하였다.54)
그 밖에 상위 1~100위 중 중국 기관이 40개, 미국 11개, 영국 9개, 독일 8개
순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 역량의 양적성장을 통해 중국은 명
실상부한 과학대국으로 올라섰다. 2020년 현재 중국은 세계 1위의 R&D 인력
과 SCI 논문을 보유하고, 세계 2위의 R&D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의 질
적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55)
54) Nature Index, https://www.natureindex.com/supplements/nature-index-2016-risingstars/tables/institutions(검색일: 2020. 4. 26).
55) 人民网(2016. 9. 25), 「建设世界科技强国应提振基础硏究」, http://theory.people.com.cn/n1/20
16/0925/c40531-28738372.html(검색일: 202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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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첨단산업 육성 측면에서 기초연구의 탄탄한 기반이 더욱 요구되고 있
으며,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 강화를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며 새로운 방법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중국 내부적으로
지속되어왔다.56)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 1월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
원회, 교육부, 중국과학원 등은 「‘Zero to One’ 기초연구사업 강화 방안(加强
“从0到1”基础硏究工作方案)」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초연구를 통한 혁신 성과
창출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정책적 조치로 볼 수 있다. 동 문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12]에 정리한 바와 같이 기초연구 강화를 위
해 기업, 연구기관, 국가급 실험실 등 혁신 주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다. 즉 중국정부는 신산업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과학기술 경
쟁에서 비교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초연구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12. 중국의 ‘Zero to One’ 기초연구사업 강화 방안
항목

주요 내용
- 과학기술 수준 및 학문적 기여도를 바탕으로 한 혁신 인재 평가제도 구축

원천적 혁신

- 국가중점실험실에 대한 새로운 평가제도 수립

창출 환경 최적화

- 중대 기초연구 프로젝트 추진 메커니즘 개혁
- 글로벌 과학연구 협력 및 교류 장려
- 국가자연과학기금의 혁신 지원 강화(각 학문 분야의 균형 발전 장려, 수학

국가 과학기술
계획의
원천 혁신 촉진 강화

및 물리학 등 중점 기초학문 지원 강화, 학문간 융합 촉진 등)
- 양자과학, 뇌과학, 나노과학, 줄기세포, 합성생물학, 지구 변화 및 대응,
거대 과학연구 장비 등 중점 영역의 기초연구 지원
- AI, 3D 프린팅 및 레이저 제조, 중점 기초재로, 첨단전자 소재,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광대역 통신 등 핵심 기술 지원
- 기초연구 분야의 청년인재 육성

기초연구 인재 육성
강화

- 청년과학자 육성 장기 프로젝트 실시
- 국가자연과학기금을 활용하여 ‘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 ‘우수청년
과학기금사업’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56) 「科技部等部门印发《加强“从0到1”基础硏究工作方案》」(2020. 3. 5), https://www.thepaper.cn/new
sDetail_forward_6344312(검색일: 202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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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계속
항목
혁신적 과학 연구
방법 강구

주요 내용
- 주요 과학기술 인프라와 첨단 과학기기 장비의 설계 및 개발 강화
- 과학연구 플랫폼, 독립적 연구개발 방법 등을 위한 지원 확대
- 첨단설계 분석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국산화 개발 장려

국가중점실험실의

- 국가중점실험실의 혁신 플랫폼 역할 강화

원천 혁신 강화

- 국가중점실험실의 독립성 및 자율권 강화
- 기업, 고등 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 간 기초연구 협력 장려(각종
연구개발기구 및 공동실험실 건설 등)

기업의 자주혁신
역량 제고

- 기초연구, 응용연구의 산업화 연계 촉진
- 기업의 R&D 수준 제고, 기업이 국가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
- 세제 혜택 정책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
- 기초연구 전략자문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조직, 각종 과학기술 계획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관리서비스 강화

- 중앙재정의 안정적 지원체계 확립, 중앙과 지방의 공동출자 방안 모색
- 베이징ㆍ상하이ㆍ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의 과학기술혁신센터 및
베이징ㆍ상하이ㆍ허페이ㆍ선전 지역 내 종합국가과학센터의 기초연구 투입
확대

자료: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2020. 1. 21), ｢科技部 发展改革委 敎育部 中科院 自然科学基金委关于印发《加强“从0
到1”基础硏究工作方案》的通知｣,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20/20
2003/t20200303_152074.htm(검색일: 2020. 4. 26)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나. 외자 유치 및 해외투자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부족한 자금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왔다. 또한 각 시기별 산업발전 정책과 핵심산업 육성 계획
에 따른 선별적인 외자 유치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중국정부는 1995년부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彔)」을 발표함으로써 외국인투
자 유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동 목록은 외국인투자 업종을 장려
ㆍ금지ㆍ제한으로 분류하여 외국인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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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국 국내 경제여건 및 산업 정책 방향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2015년
개정안부터 첨단제조, 신에너지 등 산업고도화 관련 업종을 더욱 장려하는 방
향으로 수정되었으며,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외자의 이용에 관한 조치」57) 등
과 같은 외자관리 정책을 통해 신기술 관련 외자 진입 장려 및 규제 완화, 외국
기업의 R&D 센터 설립 지원, 중국 국내 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 장려 등이 추
진되었다.58) 또한 2019년 6월 발표된 「2019년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에
는 5G 상용화를 위해 총 308개 항목의 5G 관련 산업이 포함되었고, 반도체칩
패키징 설비, 클라우드 컴퓨팅 설비, 산업용 로봇,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자
동차의 핵심 부품 등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투자 장려 항목이 포함되었다.59)
이처럼 최근 몇 년간 첨단제조 및 ICT 신산업과 관련된 투자 유치 업종의 변화
추세는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전략에 포함되는 중점 육성 산업과
일맥상통한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근거하여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
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 이후 2015~17년 기준 첨단기술 관련 분야의 외
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 분야와 정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
로 외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7, 그림 2-8 참고). 그리고 2018년
기준 첨단기술 산업에서 신규 설립된 외자기업은 1만 4,035개로 전체 외국
인직접투자 중 23.2%를 차지했으며, 실제이용금액 기준으로는 첨단기술 관
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138억 달러, 183억 달러로 집계되었다(표
2-13 참고).

57) 「国务院关于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若干措施的通知」, 2017년 1월 국무원 발표.
58) 양평섭 외(2018), pp. 121~125.
59) 이한나, 김홍원(201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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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첨단기술 서비스업의
외자 비중 추이

그림 2-7. 첨단기술 제조업의
외자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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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商务部(2018), 「中国外商投资报告 2018」, p. 93.

자료: 商务部(2018), 「中国外商投资报告 2018」, p. 95.

표 2-13. 2018년 첨단기술 산업의 FDI 현황
기업 수
구분
총 계
첨단기술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실제 이용 금액

수량

비중

금액

비중

(개)

(%)

(억 달러)

(%)

60,560

100

1,383.1

100

14,035

23.2

321.0

23.2

1478

2.4

137.9

10.0

12,557

20.7

183.1

13.2

자료: 商务部(2019), 「中国外资统计公报 2019」, p. 20.

또한 중국은 해외투자 진출과 적극적인 M&A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
고 기술 노하우와 브랜드를 획득해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중
국의 해외 M&A는 에너지 및 천연자원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2013년 이후 해
외 M&A 대상 업종이 다원화되었다.60) 외자유치 전략과 마찬가지로 해외투자
지원정책 역시 앞에서 언급한 핵심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면서 첨단
제조, ICT, 신기술 영역과 관련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왔
다. 「해외투자 산업지도목록」, 「해외투자 프로젝트 허가 및 등록 관리 방법」,

60) 이승신 외(2018),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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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해외투자 관리 방법」, 「해외투자 민감산업목록(2018년판)」 등과 같은 정
책을 발표함으로써 R&D 역량 제고, 선진 경영기법 획득, 해외 선진 제조업 기
업과의 투자협력에 관한 업종의 해외투자를 장려해왔다.61) 그 결과 [그림 2-9]
에 정리한 바와 같이 중국 전체 해외 M&A에서 첨단기술 분야가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2018년 26.2%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9. 중국의 해외 M&A 업종별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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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wC(2018), p. 5, p. 22; PwC(2019), p. 5, p. 22를 활용하여 저자 정리.

다. 산업보조금 지급
보조금은 기업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정
부의 주요 정책 수단이다.62) 과거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안정적인 산업생산과
고용보장, 수출 증대와 외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
금공여, 수출 또는 수입대체 보조금,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심으
61) 양평섭 외(2018), pp. 175~176.
62) 孔令丞, 柏静, 柴泽阳(2020),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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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왔다.63)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핵심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기업 육성, 전통산업의 구조개혁, 하이테크 산업 등 신흥 전
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경감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지원 정책이 최근까지 운영되고 있다.64) 예를 들면
2010년 10월 국무원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
여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산업을 중점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ㆍ
금융 지원 조치를 제시하였다.65)
무엇보다 최근의 산업보조금이나 정부 펀드의 총액과 성장세를 보면, 중국
정부는 유례없는 정도로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기
준 전체 상장사 3,683개를 조사한 결과 보조금 총액은 1,551억 위안으로 5년
만에 거의 두 배로 크게 증가했다(그림 2-10 참고). 최근 5년간 전 산업의 산업
보조금 증가율은 연평균 13.9%에66) 달한다(그림 2-11 참고). 2019년에도 전
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집계 대상 전체 3,748개 기업 중 90%가 넘는
3,544개사가 보조금을 받았다.67)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제조 2025’와 첨단산업 육성이 있다. 중국정부는 최
근 소비와 생산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IoT와 5G를 이용해 수집ㆍ축
적하여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
운 비즈니스 창출과 산업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AI, 전기
자동차(EV) 등 중점 분야에 대한 보조금이 확대되었다.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통신ㆍ컴퓨터 및 기타 장비 제조업체 356개사의 2018년의 산업보조금을 보면

63) 박월라 외(2011), pp. 68~69.
64) 위의 자료, p. 69.
65) 中国政府网(2010. 10. 18), 「国务院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 http://www.gov.
cn/zwgk/2010-10/18/content_1724848.htm(검색일: 2020. 5. 1).
66) 関辰一(2019), pp. 3~4.
67) ｢中国の産業補助金5年で倍増 18年, 上場企業に2.4兆円｣(2019. 12. 19), https://www.nikkei.com
/article/DGXMZO53417490W9A211C1MM8000/(검색일: 202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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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5억 위안이었으며, 해당 업종의 최근 5년간 산업보조금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산업 평균을 크게 웃도는 25.3%였다(그림 2-11 참고).

그림 2-10. 중국의 산업보조금 총액 추이

그림 2-11. 업종별 산업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2013~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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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한 보조금 정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현재까지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투자한 금액은 총 2,430억 달
러에 달한다.68) 중국정부는 2014년 발표한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 추진 강요
(国家集成电路产业发展推进纲要)」에서 국가급 산업 투자기금(약칭 ‘대기금’)
설립 계획을 제시하고,69) 동 강요의 후속조치로 같은 해 9월 중국 재정부, 금융
기관, 대형 국유기업 등이 공동 출자하여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투
자 기금 1기 펀드를 조성하였다.70) 2019년까지 1기 펀드는 80개 프로젝트 55
개 반도체 관련사에 자금을 조달하였다.71) 이후 2019년에는 약 290억 달러
68) “China’s Chip Quest Is All Heart, Not Enough Brain”(2019. 12. 16), https://www.bloombe
rg.com/opinion/articles/2019-12-15/china-s-semiconductor-drive-risks-debt-buildu
p-failure(검색일: 2019. 12. 19).
69) 和讯网(2019. 7. 29), 「2000亿 传国家大基金二期募资方案确定」, https://tech.hexun.com/2019
-07-29/198015347.html(검색일: 2020. 5. 1).
70) 반도체 산업 투자 기금 1기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 중 집적회로(IC) 제조가 67%, 설계 17%, 패키징ㆍ
테스트(封测) 10%, 설비 및 소재 투자 약 6% 등을 차지함. 新浪财经(2019. 10. 25), 「国家大基金二期
来了 这两类股或将受益」, https://baijiahao.baidu.com/s?id=1648375784038394713&wfr=s
pider&for=pc(검색일: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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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2기 펀드가 조성되었다.72) 그 밖에 각 지방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투
자기금도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 5G, 빅데이터, IoT, 자율주행, AI 등 최근 급
격히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 반도체 활용이 필수불가결함에 따라 첨단
산업 분야의 국산화, 기술력 제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주도하고자 중국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
졌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중국전문가 Scott Kennedy(2018)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정부의 신에너지차 관련 지원액은 총 판
매액의 42.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상장되어 있는 자동차(부품
포함) 관련 130개 기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170억 위안이었으며, 연평균 증가
율은 최근 5년간 25.2%이었다(그림 2-11 참고). 예를 들어 2018년 중국정부
는 전기자동차(EV) 등의 생산 개발과 허페이시(合肥市)로의 새로운 거점 이동

표 2-14. 중국의 신에너지차 관련 정부지원금 추정치
(단위: 십억 위안)

구분

금액(십억 위안)

구매 보조금(Sales Subsidies)

245.0

인프라 보조금(Infrastructure Subsidies)

15.0

R&D 지원(Research & Development)

12.9

정부 조달(Government Procurement)

50.3

판매세 면제(Sales Tax Exemption)

70.0

지원금 합계(A)

393.7

총 판매액(B)

929.1

A / B(%)

42.4%

주: 2009~17년 기준.
자료: Kennedy, Scott(2018), p. 16.

71) ｢｢紅い半導体」の躍進で21年に中国が世界最⼤の装置市場へ｣(2019. 12. 10), https://business.nik
kei.com/atcl/gen/19/00002/121000949/(검색일: 2019. 12. 19).
72) 中国证券报(2019. 10. 25), 「国家大基金二期来了！ 注册资本逾2000亿元」, http://www.cs.com.cn
/sylm/jsbd/201910/t20191025_5992749.html(검색일: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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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이유로 국유기업인 창안자동차(长安汽车)에 29억 위안이라는 거액의 보
조금을 지급했다.73)

라. 창업 장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잘 알려져 있는 베이징의 중관춘(中关村) 창업거리에는 주
변의 우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대기업,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74)
등이 입주하여 중국 내 대표적인 첨단기술산업 기지를 형성하고 있다.75) 그 밖에
선전, 상하이, 항저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창업 붐을
이어왔다. 이는 중국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발굴하
기 위해 2015년부터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 万
众创新; 솽촹(双创))’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76) 2015
년 6월 발표된 「대중창업, 만중혁신 강력 추진을 위한 정책 조치 의견」에는 창업
지원 강화, 융자 편리화, 창업 투자 확대, 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 혁신 플랫폼 구축
등 창업에 최적화된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조치가 제시되었다.77)
이후 2017년 전후로 중국의 창업 정책은 과학기술 사업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으
며, 특히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신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한 과학기
술 기반의 혁신창업을 강조하였다.78) 즉 혁신적인 과학기술 성과가 창업생태계
를 통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시장화 시스템 구축도 중점적으로 추진
하였다.79)

73) 関辰一(2019), pp. 3~4.
74)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는 창업자(팀)가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안정적인 기
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또는 기관)을 의미함(김주성, 홍다혜(2013), p. 165).
75)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8).
76) 현상백 외(2019), p. 16.
77) 中国政”网(2015. 6. 16), 「国务院印发《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 http:
//www.gov.cn/xinwen/2015-06/16/content_2879971.htm(검색일: 2020. 5. 1).
78) 현상백 외(2019), pp. 46~47.
79) 현상백 외(2019),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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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중국정부의 주요 창업 정책
시기
2015. 5
2015. 6
2016. 5
2017. 6

주요 정책명
새로운 상황에서의 취업ㆍ창업 촉진에 관한 의견
(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新形势下就业创业工作的意见)
대중창업, 만중혁신 강력 추진을 위한 정책 조치 의견
(国务院关于大力推进大衆创业万衆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
대중창업, 만중혁신 신시범기지 건설 실시 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建设大衆创业万衆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
대중창업, 만중혁신 제2차 시범기지 건설 실시 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建设第二批大衆创业万衆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
혁신 드라이브 발전 전략 강화를 통한 대중창업, 만중혁신 심화 발전 의견

2017. 7

(国务院关于犟化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
进一步推进大衆创业万衆创新深入发展的意见)

2018. 9
2019. 6

신산업 발전을 위한 솽촹 업그레이드 정책
(国务院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
대중창업, 만중혁신 촉진을 위한 조치
(双创引向深入的措施)

자료: 현상백 외(2019), p. 47.

표 2-16. 중국 국무원 창업 정책 중 과학기술 사업화 관련 내용
시기

주요 정책

주요 내용
- ‘인터넷+’,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과학기술의 사업화 추진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 강화를 통한
대중창업, 만중혁신 심화 발전 의견
2017. 7

(国务院関于犟化実施创新駆动発展戦
略进一歩推进大衆创业万衆创新深入
発展的意见)

-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 원스톱 처리센터 설립,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 추진
- (과학기술 성과 시장화) 무형자산의 시장가치
평가 시스템 마련
- 전략적 신흥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 성과 도입
가속화
- 과학기술 성과 시장화를 위한 연구원 지원
강화

솽촹 업그레이드 정책
2018. 9

(国务院関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発展
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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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업의 선도적 역할 확대
- 과학기술 성과 시장화 시스템 구축

표 2-16. 계속
시기

주요 정책

주요 내용

대중창업, 만중혁신 심화 조치

2019. 6

(大众创业万众创新引向深入的措施)

-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솽촹 시범기지 과학연구
프로젝트 실시, 성과 확인, 사업화, 연구개발
비용 지원

자료: 현상백 외(2019), p. 91, 재인용.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정책 추진 및 기업의 활발한 창업 활동 등이
이어진 결과 중국 창업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기업가치 10억 달
러 이상의 비상장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기업의 성장세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2019년 10월 중국 후룬연구원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유니콘기
업은 206개로 미국의 203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로는 전자
상거래,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산업과 관련된 유니콘기업들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2. 유니콘기업 수 상위 10개국

그림 2-13. 중국 신규 유니콘기업
업종 분포(2018년)

(단위: %)
중국
미국
인도
영국
독일
이스라엘
한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브라질

(단위: %)

206
203

15.6%

21
13
7
7
6
4
4
4

0

31.3%
15.6%

6.3%

6.3%
6.3%
6.3%

50

100

150

200

250

자료: Hurun Research Institute(2019. 10. 21), “Hurun
Global Unicorn List 2019,” https://www.hurun.
net/EN/Article/Details?num=A38B8285034B
(검색일: 2020. 5. 1).

6.3% 6.3%

6.3%
6.3%

전자상거래
교통
핀테크
의료건강
로봇
물류공급사슬
인공지능
소매
빅데이터
기타

자료: 中国产业信息(2019. 12. 6), 「2018年独角兽公司中
美比重对比、分布情况及行业亟待解决三大问题[
图]」, http://www.chyxx.com/industry/201912
/814568.html(검색일: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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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벤처기업 및 과학기술 혁신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채널로써 ‘촹예반(创业
板, Growth Enterprises Market)’과 ‘커촹반(科创板, Sci-Tech innovation
board)’이 운용되고 있다. 촹예반은 2009년 선전증권거래소 산하에 두 번째
로 설립된 주식시장으로, 주로 기술혁신 기업(벤처기업)과 고성장형 중소기업
의 전용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80) 그리고 2019년 7월에는 상하
이증권거래소에 일명 ‘중국판 나스닥’으로 잘 알려진 커촹반이 정식 출범하였
다.81) 커촹반의 설립 목적은 촹예반과 유사하며, 특히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ㆍ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핵심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중국 내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으로 평가된다.82) 이처럼 중국정
부는 창업 장려 정책 추진과 함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자
금조달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왔다.

마.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중국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지향하며 전방위적인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강화해왔다.83) 중국 국내외 과학 연구기관간 협력,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 제조 프로세스 협력, 인재 교류 등 다양한 방면에
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글로벌 과학기술 혁
신 협력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해외 다양한 연구기관
ㆍ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확대하면서 기초 연구 능력을 강화해왔다. 중국 국가

80) 양효령(2013), p. 584.
81) 2018년 11월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커촹반 개설을 제안한 이후
설립이 본격화됨(新华网(2018. 11. 5), 「习近平出席首届中国国际进口博览会开幕式并发表主旨演
讲」, http://www.xinhuanet.com/2018-11/05/c_1123665163.htm(검색일: 2020. 7. 20)).
82) ‘중국제조 2025’의 10대 전략산업 중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에너지절감ㆍ환
경보호, 바이오의약 등 6대 첨단기술 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이 커촹반의 주요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김은화(2019), p. 2).
83) 新华网(2018. 8. 2), 「国际科技合作如何深化」,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8/
02/c_1123210107.htm(검색일: 2020. 5. 2).

64 •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과학기술평가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11ㆍ5 규획 기간 중국의 국제 과학연구
협력 규모는 세계 6위였으나, 12ㆍ5 규획 기간에는 세계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은 미국과의 과학연구 협력이 가장 활발한 국가가 되
었으며, 미국 외에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일본과도 비교적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84) [그림 2-14]와 같이 중국의 과학연구 협력 대상국이 늘어났
고, 공동발표 논문 수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과 과학연구 협력을
추진하는 국가 및 지역이 11ㆍ5 규획 기간의 161개에서 12ㆍ5 규획 기간에는
188개로 증가했으며, 이는 중국이 글로벌 과학연구 협력 네트워크에 적극적으
로 편입했고, 주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85)

그림 2-14. 중국의 국제과학연구 협력네트워크 변화

11.5 규획 기간(2006~2010)

12.5 규획 기간(2011~2015)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브라질

브라질

중국

핀란드

싱가포르

오스트레
일리아

캐나다
덴마크

일본
중국

폴란드

인도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오스트레
일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미국

러시아
한국

한국

스웨덴

폴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영국
스페인

독일

인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주: 양국간 공동 발표한 논문이 2만 편 이상일 경우 양국간의 점을 선으로 연결하였고, 점의 크기는 한 국가의 국제협력
논문 발표량과 비례하며, 연결선의 굵기는 양국간 공동 발표 논문량과 비례함.
자료: 国家科技评估中心, 科睿唯安(2017), 「中国国际科硏合作现状报告」, pp. 6~7.

84) 国家科技评估中心, 科睿唯安(2017), 「中国国际科硏合作现状报告」, pp. 7~8.
85)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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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대일로 전략을 중심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12ㆍ5 규획 기
간에는 양자 및 다자간 과학기술 협력이 강조되었으며, 13ㆍ5 규획 기간에는
‘혁신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특히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한 과학
기술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회 일대
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혁신 협
력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중점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
내 청년과학자 초청 단기 연구 프로젝트 추진(2,500명), 과학기술 인력 양성
(5,000명), 공동실험실 운영(50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ICT 기술 기
반 신산업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디지털 실크로드로 연결되는 일대일로
연선국가간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방향도 함께 언급하였다.

표 2-17. 중국의 국제과학기술 협력 강화 관련 주요 정책
시기

정책명

주요 내용
- 과학기술의 세계화 적극 추진, 글로벌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의

‘12ㆍ5’ 규획 기간 국제과학기술협력
2011. 8

특별계획
(国际科技合作“十二五”専项规划)

대외적 영향력 확대
- 양자 및 다자간 과학기술 협력 심화; 미국,
러시아, 유럽, 한국, 일본, 인도, 라틴아메리카
등 주요 국가ㆍ지역별 중점 협력 메커니즘
제시
- 국제과학기술 혁신협력 수준 제고

‘13ㆍ5’ 규획 기간 국제과학기술
2017. 5

혁신협력 특별계획
(“十三五”国际科技创新合作専项
规划)

- 국제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과학기술 혁신 기지
건설
- 기업의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협력을 지원하고
창업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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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계속
시기

정책명

주요 내용
- 시진핑 주석이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서 발표

2017. 5

‘일대일로’ 과기혁신행동계획
(“一帯一路”科技创新行动计划)

- 각국과의 혁신협력 강화 제안(과학기술
인문교류 추진, 공동실험실 건설, 기술이전 등)
-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나노기술, 양자컴퓨팅
등 신산업ㆍ신기술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

자료: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2011. 8. 19), 「关于印发国际科技合作十二五专项规划的通知」, http://www.most.g
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1/201109/t20110920_89716.htm(검색일: 2020. 5. 2);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2017. 5. 12), 「科技部关于印发《“十三五”国际科技创新合作专项规划》的通知」, htt
p://www.most.gov.cn/kjzc/gjkjzc/gjkjhz/201706/t20170629_133849.htm(검색일: 2020. 5. 2); 中华人民
共和国科学技术部(2017. 5. 16), 「习近平：我国将启动“一带一路”科技创新行动计划」, http://www.most.go
v.cn/yw/201705/t20170516_132800.htm(검색일: 2020. 5. 2)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셋째, 중국은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첨단제조
의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중국제조 2025’와 각국의 산업 정책을 연계한
산업단지 공동건설, R&D 협력, 신산업 분야 협력 프로젝트 추진, 인적 교류 및
공동연구 수행 등 협력 국가와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표 2-18. 주요국과의 과학기술협력 사례
구분
미국

주요 협력 내용
- 2009년 미국 에너지부(DOE)와 중국 과학기술부가 청정에너지연구센터(Clean
Energy Research Center)를 설립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진행
- 2000년 양국 연구기관 중심의 중-독 과학센터를 설립하고 청년과학자 교류 및 공동

독일

연구, 과학연구시설 및 대학 교류 등의 다양한 협력 플랫폼 운영
- ‘중국제조 2025’와 ‘인더스트리 4.0’을 연계한 중-독 산업단지를 중국 랴오닝에
건설하고 독일 기업의 R&D 및 기술이전 등의 협력 강화

일본
프랑스
호주

- 60년대부터 JST, 이화학연구소, JICA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센터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협력 지속
- 1997년 중국과 공동실험실 LIAMA를 설립하고, 2008년부터 EU-중국 공동실험실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
- 중ㆍ호 공동연구기금을 통해 특정 분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ㆍ호
의료산업혁신센터(’17), 중ㆍ호 바이오의약산업 과학단지(’19)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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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계속
구분

주요 협력 내용
- 중국 내 공업 생산단지 구축 및 신산업 분야 R&D 협력

싱가포르

- 쑤저우 공업단지, 시노-싱가포르/톈진 에코시티, 시노-싱가포르/광저우 지식도시 등
프로젝트 진행
- 2018년 알리바바와 싱가포르 남양이공대학(NTU) 간 AI 공동연구기관 설립
- 주요 전략 분야 R&Dㆍ상업화(생명공학ㆍ의학, 정보기술,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모빌리티)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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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백서인, 손은정, 윤여진(2020), p. 8, p. 22의 내용을 표로 정리.

3.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고급인재 유치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인재강국 전략
을 추진해왔다. 국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즉 중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제
3장에 정리하였으며, 여기서는 과학기술 인재 유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자 한다. 우선 중국은 2001년 ‘제10차 5개년 규획강요(2001~05년)’를 발표하
고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재계획을 강조하였
다.86) 2010년 6월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규획강요
(2010~20년)’에 기반한 인재정책은 특히 과학기술 관련 국내ㆍ외 인재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정부의 노력 결과 인적자원 개발에 큰 성과가 있었다.

86) 김승균, 임상우, 김홍영(201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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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규획강요(2010~20년)
추진 목표
○ 2020년 세계인재강국 진입
국가중장기
인재발전
규획강요
(2010~20년)

주요 내용
- 해외 고차원 인재 유치

- 인재자원 1억 8,000만 명 달성

- 청년 영재 개발계획

- 인력자원 내 인재자원 비율 16% 달성

- 혁신인재 추진계획

- 인력자본투자 GDP 비율 15% 달성

- 백인계획

- 인력자본 경제성장 기여비율 33% 달성

- 장강학자 장려계획

- 총 연구인력 수 380만 명/연 달성

- 만인계획

- 혁신형 고급 과학기술인재 4만 명 달성

- 백천만인재공정

자료: 김승균, 임상우, 김홍영(2019), p. 12.

중국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의 2018년 3월 31일자 기사87)에 의하면 개혁개
방 이후 중국에서 출국한 중국인 유학생의 수는 2017년까지 약 516만 4,900명
으로 그중 313만 2,000명이 학업을 마치고 중국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한편 이 중에서 2012년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인원수는 231만 3,600명에 달했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40년에 걸쳐 귀
국한 유학생 중 최근 6년간 귀국한 유학생의 비율이 74%가 넘는 것이다. 이 통
계는 인재 유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왜 시진핑 정권이 귀
국 유학생에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해외 인재 유치의 대표적 프로젝트로는 천인계획(千人计划)과 만인계획(万
人计划)이 있다. 천인계획은 2008년에 시작된 인재 육성 정책이며, 만인계획
은 후진타오 집권 시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 시작되었다. 이 계획들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세대 육성을 목적으로 취해진 국가 전략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이다. 또한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높은 수준의 학자들을 중국 대학이
나 연구소에 초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그것은 교육을 통해 인재의 지
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87) ｢海外留学生の83.73％が帰国を選択 1978-2017年｣(2018. 3. 31), http://j.people.com.cn/n3/
2018/0331/c94475-9444289.html(검색일: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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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인계획
2008년 12월 23일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판공실은 ｢세계적 수준의 해외인
재 초빙계획에 관한 중앙인재공작협조팀의 의견(中央人才工作协调小组关于实
施海外高层次人才引进计划的意见)｣이라는 문건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약
2,000명을 초빙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천인계획이라고 불렸다. 중국
에 초청된 학자들은88) 국가중점 창신 프로젝트, 대학의 학과나 실험실, 또는
연구소 등 교육기관 등에 유치되어 첨단기술 산업개발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
미래 인재 양성도 담당하였다. 일부는 국유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 투입되기도
하였다.
2008년 기준 중국의 과학분야를 선도하는 학자 중 72%가 유학을 경험한 학
자들이었다. 고향으로 회귀하는 바다거북을 뜻하는 “하이꾸이(海龟)”와 똑같은
발음의 “하이꾸이(海归)”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바다에서 건너온 그들은 중
국 과학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중국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들이 차지하
는 비중은 중국과학원 원사의 81%, 중국공정원 원사의 54%, 국가자연과학상
수상자의 67%로 당시 전국에 있던 60개 정도의 유학인원창업원(留学人员创
业园, Overseas Students Pioneering Park)에는 이들에 의해 벤처기업이
약 5,000개 정도 생겨났다.89)

나. 만인계획
2012년 천인계획으로 인해 모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2,263명에 달했다
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90)가 7월 보도했다. 또한 2011년 8월부터 천
88) 천인계획의 대상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55세 이하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조건으로 함. 반드시 자연과학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경영이나 금융 분야도 포함.
89) 遠藤誉(2018. 12. 22), 『「中国製造2025」の衝撃 習近平はいま何を目論んでいるのか』, pp. 164~165.
90) ｢“千人计划”：那令人垂涎的邀约背后｣(2014. 12. 3), http://www.bkmedia.cn/a/lanmu/zhu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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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획 안에 ｢외전천인계획(外专千人计划)｣91)을 추가한 이후 현재까지 약
300명의 외국인 전문가를 중국에 초빙할 수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은 외국국적을 보유한 중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외국인을 말한다. 국적
은 다양하였는데 미국 국적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독일, 덴마크, 호주, 일본이 상위에 랭크되었다. 천인계획이 목표했던 2,000명
정도를 달성했기 때문에 2012년 8월 만인계획(万人计划)이 발족했다.
만인계획의 모체는 천인계획과 같으나 2022년까지 10년간이라는 기한을
정했다는 점과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인재를 포함한다는 점이 달랐다. 인재
1만 명을 키운다는 목표와 함께 ‘노벨상 수상이 기대되는 과학자 100인을 만들
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92) 미국 상원 소위원회인 국토안보ㆍ정무위원회가
2019년 11월에 공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만인계획을 진행하며 2017년
까지 7,000명의 연구원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93)
천인계획을 통해 귀국한 대표적인 인재로는, 얼굴인식 AI 기술로 유명한
SenseTime(商汤科技)의 공동창업자 탕샤오어우(汤晓鸥)를 들 수 있다. 탕샤
오어우는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천인계획에 따라 중국과학원 선전
기술연구원 부원장을 맡아 귀국했다. Tencent(腾讯)에 영입됐던 장퉁(张潼)
AI 수석책임자도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로 AI 관련 특허 60개를 보유한 이 분야
최고 권위자다. 신경과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푸무밍(蒲慕明) UC버클리대 교수
는 2017년 중국과학원 신경과학연구소장으로 영입되었으며, 중국 양자암호통
신 기술로 2017년 네이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판젠웨이(潘建伟) 중국과학
기술대 부총장도 천인계획에 따라 오스트리아에서 귀국한 인물이다.94)
i/2014/1203/2983.html(검색일: 2020. 5. 1).
91) 외전(外专)이란 외국인(外国人) 전문가(专门家)를 의미.
92) 「[창간기획-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万人계획ㆍ외국 인재 파격 지원…‘고급 두뇌’ 빨아들이는 中」
(2018. 8. 9), https://www.sedaily.com/NewsVIew/1S3ALWYUW9(검색일: 2020. 5. 1).
93) 이 보고서의 조사는 미국연방수사국 (FBI), 국립과학재단 (NSF), 국립보건원 (NIH), 에너지부, 국무부,
상무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7개의 조직을 대상으로 8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음. U.S. Senate, Com
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2019), p. 7.
94) 「글로벌 인재 빨아들이는 ‘천인계획’… 中기술굴기에 칼 빼든 美」(2020. 2. 20), https://www.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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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중국 천인계획/만인계획의 주요 추진 과정
일정

구체적인 추진 내용

94년 8월

백인계획95) 도입

97년 2월

해외유학인재가 귀국 후 일할 수 있도록 자금과 관련 운영 플랫폼 제공.
해외대학 및 연구소의 교수 및 과학자 유치를 위해 자금과 운영 플랫폼을 제공하는

02년

“고급우수 유학인재 귀국 지원계획” 실시, 1인당 60만 위안의 정착금 지원(중앙과
지방이 각 30만 위안)

06년

해외우수 유학인재가 귀국 후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해외
귀국자 창업 지원계획｣ 실시
세계 100위권 대학이나 연구소의 석학 1,000여 명을 초빙해 중국 내 상위 100위권

06년 9월

대학에 10명씩 배치해 세계 최고의 연구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111 계획｣
발표

08년 12월

중공중앙판공청 ｢중앙인재업무협조소조의 해외우수인재유치 계획 실시에 관한
의견(천인계획)｣발표
중공중앙조직부 주도하에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해외우수인재 유치 잠정방법｣,

08년 12월 ｢해외우수인재를 위한 우대 업무조건 제공에 관한 약간 규정｣ 및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특정 생활여건의 약간 규정｣을 발표
11년 8월
12년 8월

｢천인계획 우수 국외전문가 프로그램 업무세칙에 관한 통지｣ 발표
- 중앙인재공작협조소조 제32차 회의에서 통과
2012년 8월 만인계획(万人计划) 발족

자료: 구자억 외(2014), p. 71.

이에 더해 2018년 중국정부는 국무원 안에 이민국을 신설하였다. 더욱 적극
적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이민국을 만든 것이다. 전통적으로 세계 최대 이민
송출국인 중국은 앞으로 국가 발전에 필요한 해외 인재를 영입해나가기 위해
이민을 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co.kr/news/newsView.php?id=20200221017001(검색일: 2020. 5. 1).
95) 학술리더 인물의 육성을 가속화하고, 당시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중요한 조치로, 중
국에서 가장 조기에 가동한 해외인재 유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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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기술격차 분석

1. 중국의 부상
2. 미ㆍ중 기술격차 분석
3. 소결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과학기술 개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2012년 시진핑 정부 성립 이후의 혁신강국 건설 노력은 실제로 각종 지표
상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다양한 통계를 통해 실
제로 중국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미ㆍ중 간 기술격차를 이해하기 위해 구조적 측정(structural estimation)
모델로 분석한 국가간 혁신 생산성 비교와 함께 미국이 대중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주요 첨단기술에서 중국의 능력을 살펴보겠다.

1. 중국의 부상
중국은 30년 이상 평균 약 10%의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유지했다. 개
혁과 개방 정책은 중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
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 국가들을 빠르게 따라 잡을 수 있는 조건을 조
성해주었다. [그림 3-1]은 2017년 중국의 실질 GDP(PPP 기준)가 이미 미국
을 추월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3-1. 실질 GDP
(PPP 기준, 2011년 조 달러)

그림 3-2. Global Innovation Index
(총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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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WDI(검색일: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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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lobal Innovation Index(검색일: 2020. 4. 22).

중국의 부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2001년 WTO 가입으
로 개혁과 생산성 성장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를 개방하고 글
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되는 것이 얼마나 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
을 향상시키며 선진 기술의 흡수를 촉진하는지 보여주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정교한 상품을 수출함으
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전체
제조업 수출품 중 첨단기술 관련 제품96)의 비중은 약 30%에 달하며, 2007년
3,426억 달러였던 첨단기술 제품 수출은 2017년 약 2배 성장한 6,542억 달러
에 달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첨단기술 제품 수출의 약 26.5%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7.9%만을 책임지고 있다(그림 3-3, 그림 3-4).

그림 3-3. 제조업 수출품 중 첨단기술
제품의 비중

그림 3-4.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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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장기간의 고속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국정부는 연구개발(R&D)
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할 수 있었다. 다양한 국제 평가기관들이 중국이 최근
국가 혁신 역량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있음을 매년 지표97)로 보여주고 있다. 대
96) World Bank, WDI(검색일: 2020. 4. 22)의 정의를 따랐으며, 첨단기술 제품(High-technology
exports)은 높은 R&D 비중을 갖는 항공우주, 컴퓨터, 제약, 과학기기, 전자기기를 포함함.
97) Bloomberg Innovation Index, National Innovation Index,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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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으로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인시아드
(INSEAD) 및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가 개발한 글로벌 혁신 지수
(Global Innovation Index)에 따르면 중국의 혁신 역량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3-2). 글로벌 혁신 지수는 기술혁신과 관련된 제
도, 시장, 인적자원,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수인데,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13차 5개년 계획(2016-2020)과 맞물린 시기 빠르게 성장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중국은 2019년 일본을 추월하였으며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 인적자본
중국의 인적자본은 날로 확대되는 혁신 역량의 기반이다. 2014년 미국국립
과학원회보(PNAS)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급속히 발전한 요인으로 중국
정부의 과감한 교육 투자를 들었다. 중국정부는 1999년부터 10년간 과학기술
과 관련된 고등교육기관의 수를 2배 이상 늘렸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을 공부
하는 학생의 수도 자연히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의 양적ㆍ질적 개선은 일반 근
로자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며 결국 이것은 기
술의 국가적 확산을 야기한다. 또한 인적자본 투자는 첨단기술과 혁신의 발견
을 촉진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 역량을 강화시킨다.
중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지난 20년 동안 큰 확장과 변화를 거쳤다. 덩샤오
핑의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 이래 중국
은 특정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교육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1995년 ‘211공
정’ 및 1998년 ‘985공정’은 100대 대학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
되었다. 두 프로젝트는 제한된 정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985 프로젝트’ 발표 이
Global Creativity Index, Global Innovation Inde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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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대학과 학생의 수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5). 현재 중국은 세계 최
대 교육 시스템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수만 2억 7,000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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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중국의 대학교 수와 대학생 수의 변화(1996~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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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검색일: 2020. 2. 24).

표 3-1. 중국의 교육 정책
발표 시기

계획

1995

211공정

1998

985공정

내용
21세기를 맞아 100개 정도의 고등교육기관과 중요 학과를 중점
건설
장쩌민 주석이 베이징 대학교 100주년 축하사에서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세계 선진 수준의 일류 대학이
필요하다”고 선언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
2008

및 발전계획

높은 수준의 대학과 유형별 강교(强校) 건설

강요(2010~20)
2015
2019

쌍일류(双一流)
중국 교육 현대화
2035

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 건설 총괄 추진 전체 방안
교육 현대화를 통해 교육강국 대열에 진입하며, 인재 강국으로
도약

자료: 장진원(2019. 9. 20), http://www.chinacorea.com/krsdbd/201909/t20190920_800179048.html(검색일:
2020. 5. 20)을 중심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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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적자본의 양이 아닌 질이 중국 지식경제의 중추가 될 것임을 중국
정부도 강조한다. 중국은 2008년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 계획강요
(2010~20)｣, 2015년 ‘쌍일류(双一流) 계획’을 발표하여 자국의 대학을 세계
수준으로 승격시키는 데 착수했다. 쌍일류 계획의 경우 42개 대학교와 95개 대
학의 456개 학과를 선정하여 세계적인 학자들을 유치하고 연구 개발을 수행하
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시설 및 인프라 개선 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기초
과학과 실용적인 학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킬 456개 학과 중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은 각각 11%와 18%를 차지했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과학과 공학은 49%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학,
농업, 임업이 22%를 차지했다.98) 이것은 다시 한 번 중국이 새로운 인적자본
개발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2019년 중국은 고등교육 시스템 개발을 위
한 또 다른 중기 전략으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중국교육 2035)｣를 발표했
다. 이는 또 다른 야심찬 국가 전략인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
다.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교육 2035’ 전략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자본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국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강화하
는 것은 기술 혁신과 생산성 중심의 경제발전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이다.
‘중국교육 2035’ 전략이 성공하면 중국은 203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
풀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98) Huang(2017. 9. 29), “Double World-Class Project has more ambitious aims,” https://www.
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17092913334471(검색일: 20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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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개발
중국은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혁신과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을 축적하
고 할당하기 위해 크고 광범위한 국가 혁신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의 절대적
수준의 혁신 역량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국제 평가지표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중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가 꾸준히 좁혀지고 있음을 보여준
다. 혁신 역량을 R&D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R&D는 크게 투입(R&D
Input)과 산출(R&D Output)로 나눌 수 있다. R&D 투입에는 R&D 연구원 수
와 R&D 지출 금액이 포함되며, R&D 산출에는 특허 수 또는 과학기술 논문의
수가 포함된다. 여기서는 중국의 R&D 투입과 R&D 산출에 대해 살펴보겠다.

1) R&D 투입
최근 중국의 R&D 투자 및 특허 출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띈
다. 이러한 전환은 상당 부분 정부 정책에 의해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12차 5개
년 계획(2010~15)은 2015년까지 GDP의 2.2%에 해당하는 R&D 지출 목표
를 설정했는데, 중국은 2.07%를 달성하였다.99) 이후 중국은 3차 5개년 계획
(2015~20)을 통해 2020년까지의 목표를 2.5%로 갱신했다. 2018년 OECD
국가들은 평균 GDP의 2.4%를 R&D에 지출하였는데, 중국은 GDP의 약
2.18% 지출에 도달했다.100) 중국의 R&D 지출은 2000년 410억 달러에서
2018년 5,261억 달러로 약 13배 증가했다(그림 3-6). 이는 전 세계 R&D 지
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일본, 독일, 한국의 R&D 지출을 합한 것보다 큰 규
모이다. 현재 중국은 R&D 총 지출 측면에서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 국가이
다. 이러한 추세라면 중국은 2020년 미국을 추월하고 R&D 최대 지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99) Koleski(2017), The 13th Five-Year Plan,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ion Staff Research Report, p. 34.
100) OECD Data(검색일: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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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R&D 지출

그림 3-7. R&D 연구자 수

(단위: 천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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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Data(검색일: 2020. 2. 24).

’00 ’02 ’04 ’06 ’08 ’10 ’12 ’14 ’16

China

USA

Japan

Korea

USA

자료: OECD Data(검색일: 2020. 2. 24).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인구 규모에 비해 적은 수의 R&D 연구자 수를 보유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술이라는 것은 사적재화의 성격과 더불어 공
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사적재화의 성격은 기업들로 하여금 남들보다 먼저 투
자하도록 수익성을 보장한다. 반면 공공재로서의 성격은 공동체 전체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 있다.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 또는 혜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총 지출, 총 연구자 수, 또는 국가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중국에서는 2017년에 약 170만 명의 과학자들이 R&D
연구에 투입되었으며(그림 3-7), 6년 동안 세계 최대의 R&D 인력풀을 연속적
으로 유지하고 있다.

2) R&D 산출
R&D 지출과 연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학기술 저널에 실리는 논문 수와
특허 출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급 저널
에 실린 논문의 수101)를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였고 가
파르게 성장 중이다. 한국연구재단(NRF)102)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SCI
101) 물리, 생물학, 화학, 수학, 임상 의학, 생물 의학 연구, 공학 및 기술, 지구 및 우주 과학 분야에서 발표
된 과학 및 공학 논문의 수.
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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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논문당 인용 수를 주제분야, 출판연도, 논문 종류를 고려해 정규화한 논문의
질적지표 중 하나인 CNCI(Category Normalized Citation Impact) 성장률
에서 중국은 최근 5년간 12.05% 급성장하였다. 이는 동기간 미국의 –5.08%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그림 3-8. SCI급 논문 수
(단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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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WDI(검색일: 2020. 4. 22).

표 3-2. 각국 SCI급 논문의 질
구분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연평균 CNCI(지수)

1.10

0.95

0.95

1.33

2013~18년 상승률(%)

12.05

2.00

1.68

-5.08

연평균 상승률(%)

2.31

0.43

0.42

-1.04

총 피인용 수(백만)

15.93

4.22

2.85

29.50

8.88

8.76

8.21

12.09

80.10

81.03

78.23

84.42

평균 피인용 수
(총 피인용수/총 논문 수)
피인용 논문 비율(%)
자료: 한국연구재단(2019),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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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증가에 따라 중국의 특허도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그
림 3-9 및 그림 3-10). 국내 특허의 경우 영향력 및 질적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은 2017년에 140만 건이라는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다.

그림 3-9. 전체 특허 출원 수

그림 3-10. PCT 국제특허 출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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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PO, IP Statistics(검색일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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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PO, IP Statistics(검색일 2020. 2. 24).

현재 R&D 연구와 비지니스의 국제화를 고려한다면 국내 특허 건수를 포함
한 전체 특허 건수보다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 건수가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 PCT에 출원된 특허는 일반적으로 국
제특허로 지칭된다. 또한 PCT 특허 출원은 국제적 사용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
에서 어느정도 질적 수준이 고려되므로 국가간 R&D 성과를 비교할 때 사용하
기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다. 2018년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PCT 국제특허출원을 하였는데 미국과 중국은 각각 5만 6,142건과 5만 3,345
건의 PCT 국제특허 출원을 하였다. 2013~18년 5년 평균 PCT 국제출원 증가
율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0.35%, 중국은 20.52%였다. 중국은 곧 PCT 국
제출원 1위 국가인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또한 PCT 특허 출원 수를 기업 측
면에서 살펴보면, 2018년 화웨이가 가장 많은 PCT 국제출원 기업이었다(표
3-3 참고).103)

82 •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표 3-3. 세계 주요 PCT 국제출원 기업 순위

순위

특허 출원 기업

국가

등록된 PCT 국제특허
2016

2017

2018

1

HUAWEI TECHNOLOGIES CO.,LTD.

China

3,692

4,024

5,405

2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Japan

2,053

2,521

2,812

3

INTEL CORPORATION

US

1,692

2,637

2,499

4

QUALCOMM INCORPORATED

US

2,466

2,163

2,404

5

ZTE CORPORATION

China

4,123

2,965

2,080

6

SAMSUNG ELECTRONICS CO., LTD

Korea

1,672

1,757

1,997

7

BOE TECHNOLOGY GROUP CO.,LTD

China

1,673

1,818

1,813

8

LG ELECTRONICS INC.

Korea

1,888

1,945

1,697

Sweden

1,608

1,564

1,645

Germany

1,274

1,354

1,524

9
10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PUBL)
ROBERT BOSCH CORPORATION

자료: WIPO(2019), p. 35.

R&D 투입과 산출 측면에서 우리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R&D 분야에서
의 위상 상승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R&D 연구원 수, R&D 지출 금액 또
는 특허 출원 수를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하여 중국의 혁신 능력을 평가하는 것
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중국의 혁신 역량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전문가들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R&D 투입 또는 R&D 산출만을 단순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R&D 투입이 산출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R&D 투입과 특허의 상관관계만 살펴봐도, R&D 투입이 어
떻게 R&D 산출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견 중국은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매년 생산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곧 기술 혁신(innovation)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의 시
장가치 측면에서 중국의 특허들은 상당히 낮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103) Yeon(2020), pp. 26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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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은 지적재산권 수지를 보여주는데, 양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압
도적인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적자가 매년 확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건당 시장가치가 낮거나 국제적 영향력이 낮은 특허
가 중국 특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림 3-12]는 이를
다시 한 번 증명해준다. 중국 특허의 구성을 살펴보면 중국 특허의 오직 23%
정도만이 발명 관련 특허이며 나머지는 기술적 차별성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실용신안과 디자인 관련 특허이다.
따라서 국가 기술혁신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할 때는 R&D 투입과 R&D
산출 사이의 관계, 즉 기술혁신 생산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실제
로 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R&D 투입으로 더 많은
R&D 산출량을 생산해낼 수 있다. 반대로 어떤 국가는 비효율적으로 많은 양의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R&D 산출을 생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기술혁신 생산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기술혁신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간단한 이론적 모델을 설정하고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기
술혁신 생산성을 미국, 일본 및 한국과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 3-11. 지적재산권 수지

그림 3-12. 중국의 특허 구성(2017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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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WDI(검색일: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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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invention patents)
실용신안(utility model patents)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s)

자료: “China Claims More Patents Than Any Country-M
ost Are Worthless”(2018. 9. 27), https://www.bl
oomberg.com/news/articles/2018-09-26/chi
na-claims-more-patents-than-any-countrymost-are-worthless(검색일: 2020. 3. 20).

2. 미ㆍ중 기술격차 분석
가. 미ㆍ중의 혁신생산성 비교104)
1) 모델
생산량(GDP=Q), 자본(K), 노동(L) 및 GDP 성장에 미치는 혁신의 영향을
설명하는 총요소생산성(A)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경제학에서 이미 방
대한 양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식 3-1]은 주로 국가의 혁신 역량과 생산의 관
계를 이해하는 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이다.

   α β

[식 3-1]

본 연구에서는 이 간단한 모델(식 3-1)을 수정하여 R&D 산출과 R&D 투입
간의 관계 및 혁신 생산성(innovation productivity)을 살펴보고자 한다(식
3-2). 중국의 기술 혁신 생산성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허 생산 함수를
설정하였다.

  &⋅& & 

[식 3-2]

구체적으로 t 년도에 각 국가의 특허 생산 함수는 Cobb-Douglas 생산 함
수의 형태를 취한다고 가정한다.

  ⋅⋅
    ⋅⋅

[식 3-3]

104) Yeon(2020), pp. 269-272를 수정ㆍ보완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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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년도에 각 국가의 PCT 국제 특허 출원 건수는 R&D 연구자 수(  ), R&D
지출 금액(  ) 및 기술혁신 생산성(  )에 따라 좌우된다. 또 기술혁신 생산성
(  )는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근본적 기술혁신 능력( γ )와 통계상에 잡히지
않지만 시기별로 변화하는 특성(  , unobserved heterogeneity)을 포함한
다. R&D 연구원 수와 R&D 지출 금액이 PCT 국제특허 건수와 양(positive)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생산량의 각 생산요소 탄력성 α와
β 는 모두 0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    ). 그러나 각 생산요소 투입 증

가에 따라 한계생산감소를 보인다는 가정을 따랐다(      ,      ). 요
약하면 추정할 매개 변수 세트는 다음과 같다.

    .

α는 산출량의 노동 탄력성, β 는 산출량의 자본 탄력성, γ 는 근본적 기술혁

신 능력,  는 오차항  의 분산이다. 여기서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는  는 독립
동일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를 따르며 평균 0, 분
산  를 갖는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   

.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국가별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 국가 아래첨자
(subscript) n은 생략하였다(n = 중국, 일본, 한국, 미국).

{  ,  ,  }.
연구 대상기간 t 는 2000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월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각 국가별로 205개의 관측치를 사용하였다. 세계은행의 세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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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지표(WDI: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데이터에 보고된 R&D 연
구원 수(  )와 R&D 지출 금액(  )을 사용하였고, PCT 특허출원(  )과
관련된 데이터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IP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  ,  는 모두 연간 단위로 보고되었는데 분석을 위해 스플라인
보간법(spline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월별 단위의 샘플 사이즈를 확보하
였다. 전술했듯이 여기서 PCT 특허 출원 건수는 혁신의 질적 수준을 반영한 산
출량의 척도라고 가정하였다. 연구자가 전체 특허 건수 또는 국내특허 건수가
아닌 PCT 국제특허 건수를 활용하면 몇 가지 이유로 국가간 비교가 용이해진
다. 첫째는 지원자의 모국에 관계없이 PCT 출원은 항상 국제적 보호를 추구한
다는 점, 그리고 둘째로 PCT 시스템은 어느 국가에서든지 공통된 특허 출원 절
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연구자는 표본선정편파(selection bias)를 피할 수 있다.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파라미터 값들( θ )을
추정하기 위해 먼저 [식 3-3]에 자연 로그를 취하여 [식 3-4]를 도출하였다.

  



        

[식 3-4]

[식 3-4]에서  를 각 변수들의 함수로 표현하면 [식 3-5]를 얻을 수 있다.

    



     

[식 3-5]

[식 3-5]를 사용하면  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변수(  ,  ,
 )에 연결된 특정 오류항(  )을 관찰할 확률을 최대화하는 파라미터 값들

( θ )을 추정할 수 있다. [식 3-5]를 바탕으로 로그우도(log-likelihood) 함수
   를 도출하기 위해 각 기간의 우도 기여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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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3-6]



 는 특정  값을 관찰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낸다. 즉 해당 t 기에 데이터에

서 보이는 변수들이 나타날 likelihood 함수이고,   는 log-likelihood
함수이다.



 

  
   .
  




[식 3-7]

   을 최대화하는     를 추정한 후, γ 와  의 합을 계산하여 t

년도에 각 국가의 혁신 생산성인  를 계산하였다.

2) 분석 결과
[표 3-4] 는 파라미터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개 국가 모두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을 보인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R&D 지출과 R&D

연구원이 전체 산출에 공헌하는 비중은 다르다. 중국과 일본은 PCT 특허 생산
에 더 노동집약적이다(    ). 이 국가들의 경우 국제특허를 생산하기 위해
R&D 지출을 늘리기보다 더 많은 R&D 연구원을 투입하는 것이 더 나은 전
략이다. 대조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PCT 특허 생산에 더 자본집약적이다
(    ). 이 국가들은 국제특허를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R&D 연구원을 고
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R&D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우월한 전략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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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분석 결과

국가

기술 혁신의 노동탄력성

기술혁신의 자본탄력성

근본적 기술혁신능력

( )

()

()

중국

0.528**

0.492**

2.46e-05**

일본

0.533**

0.514**

4.14e-05**

한국

0.487**

0.517**

6.41e-05**

미국

0.496**

0.526**

3.89e-05**

주: *p < 0.1; **p < 0.05.
자료: 저자 계산.

둘째, 연구 대상기간인 2000~17년의 근본적 혁신 능력 측면에서 한국은 혁
신 생산성이 가장 높았고(   6.41e-05), 그다음으로 일본(4.14e-05), 미국
(3.89e-05), 중국(2.46e-05)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적은 수의 연구원과 지출에
비해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PCT 특허를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중국이 가장 많은 PCT 출원을 하고 있지만, 한국이 PCT
국제특허를 생산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었던 것이다(그림 3-13 참고).

그림 3-13. 각국의 기술혁신 생산성
(       )

그림 3-14. 기술혁신 생산성 지수
(한국=100%)

China
자료: 저자 계산.

Japan

USA

China

Japan

12/1/’12
6/1/’14
12/1/’15

12/1/’06
6/1/’08
12/1/’09
6/1/’11

12/1/’00
6/1/’02
12/1/’03
6/1/’05

3/1/’13

Korea

12/1/’14
9/1/’16

6/1/’11

9/1/’09

3/1/’06

12/1/’07

9/1/’02

6/1/’0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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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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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1/’00

9.00E-05
8.00E-05
7.00E-05
6.00E-05
5.00E-05
4.00E-05
3.00E-05
2.00E-05
1.00E-05
0.00E+00

Korea

6/1/’17

(단위: 지수)

(단위: 지수)

USA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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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과 [그림 3-14]는 [표 3-4]와 더불어 중국과 다른 3개국의 혁신
생산성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시한다. [그림 3-13]은 2000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 국가의 혁신 생산성(  )을 보여주고, [그림 3-14]는 한국
의 혁신 생산성을 100으로 놓고 지수화하여 한국의 생산성 대비 다른 국가들
의 혁신 생산성 증가 속도를 비교하기 쉽도록 보여준다.
한국은 21세기 들어 혁신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체된 양상이다. 일본의 혁신 생산성은 21세기 들어 꾸준히 증가해왔다.
중국도 21세기 들어 지속적으로 혁신 생산성이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과는 대
조적으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급격한 향상을 보였다는 점이 인상적이
다. [그림 3-14]는 중국의 혁신 역량이 최근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미국의 혁신 생산성은 완전히 정체된 모습
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 후반 이후 중국의 혁신 생산성은 이미 미국
의 혁신 생산성을 추월했으며 최근에는 일본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혁
신 생산성의 빠른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중국은 곧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
인다.

나. 중국의 주요 첨단기술 발전 현황
올해 2월 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이 200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
한 「디지털시대의 특허 전쟁(Patent Wars in Digital Era)」 연구105)는 자체
적으로 선정하고 조사한 미래 첨단기술 10대 분야에서 나타나는 국가간 특허
수 비교를 통해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경제
신문은 10년 후의 기술패권을 좌우할 첨단 10개 분야의 기술로 AI, 양자컴퓨
터, 재생의료, 자율주행,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가상현실(VR), 리튬이온전지,
105) “Patent Wars in Digital Era”(2020. 2. 12),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patent
-wars/(검색일: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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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도성고분자를 꼽았다. 이 전 분야에 걸쳐 최근 주요국의 특허 출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림 3-16]은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을 여실히 보
여준다. 특허의 수만을 고려하면 중국은 전술한 10개 분야 중 양자컴퓨터를 제
외한 무려 9개 분야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이 현재 중국기
업들을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올리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 3개
분야인 5G, 슈퍼컴퓨터, AI 부문에서의 중국의 기술 수준을 차례로 간략히 살
펴보겠다.

그림 3-15. 10대 첨단기술 특허 수
(2000년)

그림 3-16. 10대 첨단기술 특허 수
(2017년)

(단위: 십억 달러)

(단위: 백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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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atent Wars in Digital Era”(2020. 2. 12), https://
vdata.nikkei.com/newsgraphics/patent-wars/
(검색일: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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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atent Wars in Digital Era”(2020. 2. 12), https://
vdata.nikkei.com/newsgraphics/patent-wars/
(검색일: 2020. 5. 10).

1) 5G
4G 시장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2016년 11월 말 기준 146만 개의 4G 기지
국 개통을 시작으로 2017년 기준 전 세계 4G 사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
도로 성장하였다. 그동안 전 세계 3G, 4G 시장은 영국과 미국의 주도로 발전
해왔다. 때문에 중국정부는 5G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5G 관련 핵심기
술 개발을 시행해왔다. 중국은 2013년 5G 상용화 및 기술표준 개발을 이끌
‘IMT 2020 프로젝트’ 착수를 시작으로 2016년 5G를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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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IMT 2020 프로젝
트’는 중국정부가 전 세계 5G 시장을 주도할 목적으로 공업정보화부, 국가발
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3개 정부 부처와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 차이
나 텔레콤(中国电信), Huawei, ZTE 등 민간 기업, 그리고 학계가 공동으로 진
행하고 있다.106) 중국은 ‘IMT-2020(5G)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5G 기술개발
및 표준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시장, 네트워크, 주파수 등의 기술 요
구사항과 국제 표준화 단체 연구 교류 등에 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정
의에 따르면 5G의 공식명칭은 ‘IMT-2020’으로 기존 4G 대비 20배 빠른 초고
속, 10배 짧은 저지연, 10배 많은 초연결 무선통신 기술을 뜻한다. 5G의 13개
핵심기술107)은 초고속, 초연결, 저지연, 연결밀도, 에너지효율 등으로 판단되
며, 스마트 의료,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물류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서
발전 가능하다. 현재 중국은 5G를 통해 자동차(자율주행) 분야를 비롯하여 스
마트 제조(공장자동화), 스마트 시티, 공공안전(CCTV) 등 전 산업에 걸친 발전
을 꾀하고 있으며, 이미 5G 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
준이다(그림 3-17 참고).

106) 2013년 중국정부는 5G 발전을 위해 정부부처와 차이나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Huawei, ZTE 등 민
간 기업과 학계를 포함한 워킹그룹을 형성함. 이후 인프라 업체(에릭슨, 노키아, 삼성), 칩셋업체(퀠
컴, 인텔 등) 등을 워킹그룹에 추가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IMT2020, http://www.i
mt2020.org.cn/(검색일: 2019. 12. 18).
107) 2016년 ITU-R WP5D 24차 회의에서 5G 성능 요구사항을 최종적으로 13개 항목으로 확정. 최대
전송속도(Peak Data Rate), 최대 주파수 효율(Peak Spectral Efficiency), 사용자 체감 전송속도
(User Experienced Data Rate), 셀 경계 사용자 주파수 효율(5th Percentile User Spectral Effi
ciency), 평균 주파수 효율(Average Spectral Efficiency), 면적당 트래픽 용량(Area Traffic Cap
acity), 지연 시간(사용자/제어 측면)(Latency: User Plane Latency/Control Plane Latency),
연결 밀도(Connection Density), 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cy), 신뢰성(Reliability), 이동성
(Mobility), 이동성 단절 시간(Mobility Interruption Time), 대역폭(Bandwidth). TTA(2016),
「[차세대이동통신] ITU, 5G 성능 요구사항 항목 확정」, http://www.tta.or.kr/data/weekly_vie
w.jsp?news_id=4985(검색일: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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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5G 시장 내 중국의 위상

1
3
4
5

중국

미국

한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자료: 前瞻产业硏究院(2019), 「2019年中国5G产业发展现状及趋势分析报告」, p. 14.

중국이 5G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는 전 세계 표준 5G 표준필수특
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108)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다.109) 표준필수특허(SEP)는 기술 발전 과정에서 대체될 수 없는 핵심기술의
특허를 뜻한다. 이에 주요국은 국가경쟁력의 시금석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표
인 5G SEP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 지식재산권 조사업체인
IPlytics가 2019년 발표한 “Who is leading the 5G patent race?”에 따르
면 5G SEP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중국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전 세계 5G
SEP의 약 34%를 점유하여 세계 1위에 등극했으며, 한국이 24%로 2위, 미국과
핀란드가 각각 14%로 3위를 차지했다.110) 중국의 5G SEP 비중은 4G SEP에
비해 1.5배 증가한 반면, 미국의 5G SEP 점유율은 4G(16%)에 비해 2%p 하락
했다.
108) 5G 표준필수특허를 확보하게 되면 5G 기지국을 포함한 인프라 확산과 스마트폰 가격 경쟁력 확보
등에 유리함. ETRI 전문가 간담회(2019. 7. 18).
109) 赵佳雯(2019. 5. 5), 「中国5G SEP数量遥遥领先，专利在手能否“躺赢”？」, https://www.iyiou.co
m/p/99369.html(검색일: 2020. 5. 22).
110) 「中国5G 标准必要专利(SEP)数量遥遥领先 华为“功劳”最大」(2019. 12. 28), https://baijiahao.b
aidu.com/s?id=1654170759982237942&wfr=spider&for=pc(검색일: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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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기업 중 중국기업을 살펴보면 화웨이가 1,554건(15%)으로 가장
많은 SEP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은 ZTE(中兴通讯)가 1,208건으로 5위, 다
탕통신(大唐电信科技产业集团)은 545건으로 9위를 차지했다. 특히 화웨이는
기지국 설치 관련 분야에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SEP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ZTE 역시 최근 관련 분야의 특허가 증가했다. 한편 휴대전화 반도체 칩 분야에
특허가 있는 미국 퀄컴은 6위(846건, 8%), PC칩 시장의 강자인 인텔은 8위
(551건, 5%)를 차지했다(그림 3-19 참고).

그림 3-18. 5G 표준 국별 현황(2019년)

그림 3-19. 5G SEP특허 점유(TOP 10)
(단위: 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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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핀란드 미국 스웨덴 일본

자료: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 http://www.most.go
v.cn/gnwkjdt/201906/t20190606_147013.htm
(검색일: 2020. 5. 23).

화웨이(중국)
노키아(핀란드)
삼성(한국)
LG(한국)
ZTE(중국)
퀠컴(미국)
에릭슨(스웨덴)
인텔(미국)
다탕(중국)
샤프(일본)

1,554
1,427
1,316
1,274
1,208
846
819
551
545
478

주: 2019년 3월 기준 표준필수 특허 출원시장 내 기업별
현황.
자료: 赵佳雯(2019. 5. 5), 「中国5G SEP数量遥遥领先，
专利在手能否“躺赢”？」, https://www.iyiou.com
/p/99369.html(검색일: 2020. 5. 22).

그동안 중국은 5G 기술, 표준, 시장을 선도하고자 정책 수립과 민간협력을
강화해왔으며, 그 결과 5G 표준화 연구에서 글로벌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
다. 중국의 통신 서비스 및 IT기업들은 5G 이동통신 표준기술 선점을 위해 국
내외 기업과 적극적인 개발협력을 진행해오고 있다.111) 특히 화웨이, ZTE, 차
이나 모바일, 다탕(大唐) 등 통신장비 업체들은 5G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시
행하면서 표준 제정과 산업응용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화웨이
111) 5G 주요 기업의 개발협력 현황은 이규복(2016)을 참고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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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5년 5G 스몰셀 기반 핵심 기술((LampSite, Pico, Micro和Book
RRU)의 탑재 계획을 발표하고, 차이나 모바일과 협업하여 램프사이트와 북
RRU 솔루션에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탑재계획을 발표했다.112) 2016년에는
한국 LG유플러스와 5G 기술표준 관련 협력을 골자로 하는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 개발협력을 진행하기도 했다.113) ZTE는 2014년 차이나모바일과
공동으로 선전(深圳)에서 세계 최초의 TDLTE 3D/Massive MIMO114) 기지
국 상용화 테스트를 시행하고, 2016년부터는 전 세계에 10개 상용화 네트워크
를 배치했다. 차이나 모바일은 2014년 미국 전자계측장비 기업인 Agilent와
5G 기술개발 분야 협력을 진행했다. Agilent는 차이나 모바일이 개발한 5G 통
신시스템의 개발 및 5G 프로토타입 테스트 환경 구축에 필요한 측정 기술을 제
공했다. 다탕(大唐)은 2011년 5G 선행연구에 착수했으며, 2013년에는 ITU에
의해 5G 비전과 아키텍처 제안서의 기술지표로 채택된 바 있다.115)

그림 3-20. 중국의 5G 상용화 로드맵

자료: ETRI 전문가 간담회 자료(2019. 7. 18).

자료: IMT2020(2015), “IMT-2020 (5G) Promotion
Group - White Paper on 5G Concept,” http://
www.imt2020.org.cn/(검색일: 2019. 12. 18),
p. 12.

112) HUAWEI(2015. 7. 14), 「华为率先在Small Cell上实现4.5G/5G关键技术」, https://www.huawei.
com/cn/news/2015/07/hw_444041(검색일: 2020. 5. 3).
113) LG(2016. 11. 21), 「LG유플러스-화웨이, NB-IoT 글로벌 공동협력」, http://www.lg.co.kr/
media/release/6420(검색일: 2020. 5. 3).
114) 수십 개 이상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다중입출력 기술(MIMO: Multi Input Multi Output)을 사용하
여 기지국 용량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뜻함.
115)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17c), p. 9, http://kostec.re.kr/%ec%a4%91%ea%b5%ad%ec%9d%
98-5g-rd-%eb%8f%99%ed%96%a5/(검색일: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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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정부는 이미 2020년까지 5G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1단계는 5G 기술시행 단계(2016~18년)로 5G 국제표준 연구와 제정을 지원
하는 기간이고, 2단계(2018~20년)는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표준의 첫 번째 버전을 바탕으로 5G 상용화 전 단계 테스트를 실시하는
기간으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주요국의 5G 상용계획116)에 맞춰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2019년 11월 1일 5G 상용화 서비스 시작을 발표했다.

글상자 1. 중국의 5G 상용화 전략

국가

시기

주요 전략
- 대규모 내수시장과 정부 주도 투자 지속

중국

2019. 11. 1
(이통3사)

- 주요 통신사의 기지국 건설 목표 조기 실현
◦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은 2020년 24만 개 기지국 건설
목표를 3분기까지 앞당겨 완료할 방침이며 차이나모바일도
기지국 30만 개 구축 의사를 발표
- 5G 이니셔티브 전략(2019. 4)을 중심으로 선도국 도약 목표
◦ 2019년 4월 4일(새벽 1시) 버라이즌이 5G 상용화에 성공한
데 이어 AT&TㆍT-모바일ㆍ스프린트 등도 성공

미국

2019. 4. 4

◦ ‘5G 이니셔티브’(2019. 4)에서 5G 통신망 구축에 향후 10년

(버라이즌)

간 204억 달러 투자, 규제 선진화, 주파수 확보, 펀드 조성
계획 등 공개
- 주요 이통사도 순차적으로 상용화 개시
- 역대 최대 규모 주파수 할당, 펀드 조성, 규제 선진화 등

자료: 서행아 외(2020), pp. 32~3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현재 중국은 3대 이동통신사와 중국 광전(中国广电, CBN)을 포함한 4개 사업
자에게 시범 서비스용 주파수를 할당하고, 2019년 6월 4개 사업자에 5G 영업허

116) 주요국은 5G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앞다투어 5G 상용화를 발표. 한국은 2019년 4월 3일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시행을 발표함. 미국은 2019년 4월 4일, 중국은 이보다 7개월 늦은 2019년
11월에 발표. 중국의 경우도 기존 계획(2020년)보다 앞당겨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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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증을 정식으로 발급하여 운영 중이다. 5G 시험용 주파수는 차이나모바일
(2.6GHz, 4.8GHz), 차이나텔레콤(3.4~3.5GHz), 차이나유니콤(3.5~3.6GHz)
등 3대 이동통신사마다 상이하게 할당되었으며, 2020년 기준 18개 도시에서 5G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 5G는 제조ㆍ에너지ㆍ공공안전ㆍ의료ㆍ교육 등 19개 업종에 걸쳐
4,000여 개 업체에서 활용 중이다.117) 또한 중국 5G 대표기업인 화웨이는 5G
통신장비의 해외 수출을 통해 국제적인 이동통신망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118)
2020년 이미 중국 전역에 5G기지국 20만 개를 건설하고 연내 80만 개 건설을
목표로 관련 계획을 진행 중이다.119)

2) 슈퍼컴퓨터
중국이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때는 2013년 톈허 2
호(Tianhe-2A, 天河二号)가 미국의 타이탄(Titan)을 제치고 1위에 새롭게 등
극하면서다. 톈허 2호(33.9 페타플롭스(PFlops))의 실질 연산속도는 2012년
1위를 차지한 타이탄의 약 2배에 이른다. 톈허 2호는 3만 2,000개의 인텔 제
온(XeonE5) 프로세서와 4만 8,000개의 제온파이(Xeon Phi) 프로세서로 구
성120)되어 있으며, 33.86페타플롭스(PFLOP, Tflops의 1,000)의 연산속도를
보유하고 있다. 운영체제는 중국 국립국방기술대학에서 만든 리눅스 기반의 카
일린(Kylin) OS를 사용한다.

117) 新浪网(2020. 3. 28), 「5G：扩展至中国19个行业」, https://t.cj.sina.com.cn/articles/view/62
08436959/1720d3adf00100nk5a?cre=wappage&mod=r&loc=2&r=9&rfunc=11&tj=none
(검색일: 2020. 5. 22).
118) 快科技(2020. 2. 17), 「Deepin换了层皮？骗钱的？统一操作系统UOS官方回应」, https://baijia
hao.baidu.com/s?id=1658760386950108517&wfr=spider&for=pc(검색일: 2020. 5. 22).
119) TechWeb, 「华为已在国内建成20万5G基站 预计年底可达到80万」, https://baijiahao.baidu.co
m/s?id=1667175014777752245&wfr=spider&for=pc(검색일: 2020. 5. 20).
120) 国家超级计算广州中心, http://www.nscc-gz.cn/newsdetail.html?7472(검색일: 2020. 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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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TOP 500 슈퍼컴퓨터 순위(2013년 11월 기준)

이름

연산속도

순위

국가

보유기관

코어 수

1

중국

NSC, Guangzhou

3,120,000

33,862.7

2

미국

DOE

560,640

17,590.0

3

미국

4

일본

Sequoi

DOE

1,572,864

17,173.2

K computer

AICS

705,024

10,510.0

5

미국

Mira

DOE

786,432

8,586.6

6

스위스

Piz Daint

CSCS

115,984

6,271.0

7

미국

Stampede

Univ. of Texas

462,462

5,168.1

8

독일

JUQUEEN

FZJ

458,752

5,008.9

9

미국

Vulcan

DOE

393,216

4,293.3

10

독일

SuperMUC

Leibniz Rechenzentrum

147,456

2,897.0

Tianhe-2A
(天河二号)
Titan

(TFlop/s)

자료: TOP 500, https://www.top500.org/lists/2016/11/(검색일: 2020. 4. 29).

당시 톈허 2호의 하드웨어 성능은 세계 최고였지만 실제 기능적 측면에서는
프로그래밍 코딩이나 사용 편의성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성능의 원천이 인텔 제온 프로세서였다는 점에서 중
국의 자체 기술력이 아니였으며, 인텔 프로세서 반입이 미국정부에 의해 불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121)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슈퍼컴퓨터 자체 기술
에 더욱 매진했으며, 그 결과 2016년 자체 기술로 설계한 선웨이 타이후즈광
(神威 太湖之光, Sunway TaihuLight)을 출시했다. 2016년부터 세계 1위에
오른 선웨이 타이후즈광의 연산속도는 93페타플롭스이며, 미국 에너지부
(DOE) 가 보유한 타이탄(17.6페타플롭스)의 연산속도를 압도한다. 선웨이 타
이후즈광은 중앙처리장치(CPU)를 비롯해 모든 부품을 중국 자체 기술로 개발
하였다.

121) “US Government Bans Intel, Nvidia and AMD From Selling High End Chips To The Chinese
Government”(2015. 4. 14), https://wccftech.com/us-government-bans-intel-nvidia
-amd-chips-china/(검색일: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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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TOP 500 슈퍼컴퓨터 순위(2017년 11월 기준)

이름

연산속도

순위

국가

1

중국

2

중국

Tianhe-2A

3

스위스

Piz Daint

CSCS

4

일본

Gyoukou

JAMEST

5

미국

Titan

6

미국

7

미국

8

미국

Cori

DOE

622,336

14,014.7

9

일본

Oakforest-PACS

JCAHPC

556,104

13,554.6

10

일본

K computer

AICS

705,024

10,510.0

Sunway TaihuLight
(神威 太湖之光)

보유기관

코어 수

NSC, Wuxi

10,649,600

93,014.6

NSC, Guangzhou

3,120,000

33,862.7

(TFlop/s)

361,760

19,590.0

19,860,000

19,135.8

DOE

560,640

17,590.0

Sequoi

DOE

1,572,864

17,173.2

Trinity

DOE

979,968

14,137.3

자료: TOP 500, https://www.top500.org/lists/2017/11/(검색일: 2020. 4. 30).

2018년 6월 미국 에너지부(US DOE(Department of Energy)) 소속 오크
리지 국립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가 개발한 슈퍼컴퓨터
‘Summit’이 슈퍼컴퓨터 분야 전 세계 1위를 탈환했다. 하지만 중국도 여전히
선웨이 타이후즈광이 3위, 톈허-2호가 4위를 지키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
유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2019년 11월 기준 중국이 보유한 TOP 500 슈퍼컴
퓨터는 총 228대에 달한다. 이전 순위 발표 시점인 2019년 6월보다 8대나 증
가했으나 미국은 116대에서 117대로 1대 증가했다.
향후에도 미ㆍ중 양국은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치열하게 순위 다툼을 벌일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국 중 차세대 슈퍼컴퓨팅인 엑사스케일(exascale)122)
컴퓨팅 역량을 어느 나라가 확보하느냐에 따라 선도자의 자리가 정해질 것이
다. 미국은 2016년 대통령 직속 국가전략 컴퓨팅 이니셔티브를 통해 엑사스케
일 컴퓨팅 프로젝트(ECP)를 발족하여 연간 약 7,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기획

122) 초당 100경 번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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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집행하고 있다. 미국은 2019년 3월 첫 번째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
Aurora(2021년)의 구축계획을 공개123)한 데 이어 Frontier(2021년),124) EI
Capitan(2022년)125)의 구축계획을 차례로 공표했다. 중국 역시 2020년까지
중국 자체개발 프로세서를 적용한 엑사스케일 컴퓨팅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
행 중이다. 이미 2016년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 슈광(曙光E级计算机, 2020
년)의 구축계획을 공표했으며, 2018년에는 톈허-3호(天河三号E级塬型机,
2020년)와 선웨이(神威E级塬型机, 2021년)의 구축계획을 발표했다.126)
표 3-7. TOP 500 슈퍼컴퓨터 순위(2019년 11월 기준)

코어 수

연산속도
(TFlop/s)

순위

국가

이름

보유기관

1

미국

Summit

DOE

2,414,592

148,600.0

2

미국

Sierra

DOE

1,572,480

94,640.0

3

중국

Sunway TaihuLight

NSC, Wuxi

10,649,600

93,014.6

4

중국

Tianhe-2A

NSC, Guangzhou

4,981,760

61,444.5

5

미국

Frontera

Univ. of Texas

448,448

23,516.4

6

스위스

Piz Daint

CSCS

387,872

21,230.0

7

미국

Trinity

DOE

979,072

20,158.7

8

일본

AI Bridging Cloud
Infrastructure

AIST

391,680

19,880.0

9

독일

SuperMUC-NG

Leibniz
Rechenzentrum

305,856

19,476.6

10

미국

Lassen

DOE

288,288

18,200.0

자료: TOP 500, https://www.top500.org/lists/2019/11/(검색일: 2020. 4. 30).

123) “Aurora, the first US exascale supercomputer, is coming 2021.”(2019. 3. 18), https://www.
datacenterdynamics.com/en/news/aurora-first-us-exascale-supercomputer-coming2021/(검색일: 2020. 6. 11).
124) https://www.olcf.ornl.gov/frontier/#2(검색일: 2020. 6. 11).
125) “DOE’s NNSA signs $600 million contract to build its first exascale supercomputer; ‘El
Capitan’ at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will perform mission critical resea
rch to maintain U.S. nuclear weapons stockpile.”(2019. 8. 13), https://www.energy.gov/
articles/doe-s-nnsa-signs-600-million-contract-build-its-first-exascale-supercomputer
(검색일: 2020. 6. 11).
126) 「美国将迎来百亿亿次超算时代 但中国荣光时刻可能更先到来」(2019. 12. 26), https://tech.sin
a.com.cn/roll/2019-12-26/doc-iihnzahk0051842.shtml(검색일: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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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보조금 또는 정책 혜택),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
호 의식 미흡, 다양한 방언(음성인식), 한자의 복잡성(이미지 인식) 등의 요인으
로 빅데이터 형성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중국 국무원이 인
공지능 개발을 위해 2016년 ｢인터넷+ AI 전략｣,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
전규획｣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경쟁력 제고 의지를
공표했다. 특히 2017년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에서는 2030년까
지 인공지능 핵심산업 규모를 1조 위안, 인공지능 관련 산업 규모를 10조 위안
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127)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하에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빠르게 발전했다.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역량은 세계 선도 수준이다.128) 특히 중국은 거
대 인터넷 기업인 BAT(Baidu, Alibaba, Tencent)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분야
에 약 20여 개 유니콘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에 발표된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보고서(中国新一代人工智能发展报告)｣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은 745개의 인공지능 기업, 94개 AI대학과 75개 비대학 연구기관, 1,780
개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다.129) 이 같은 배경하에 중국의 AI시장 규모는 2015
년 이후 연평균 44.5%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710억 위안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130)

127) 「国务院关于印发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
7-07/20/content_5211996.htm(검색일: 2020. 5. 22).
128) 맥킨지 보고서(2018)는 인공지능 기술역량, 산업투자 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준비 정도에 따라 세
계 41개국을 4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중국과 미국이 제1그룹(AI글로벌 선도그룹)으로 분류되어 있
음. 관련 내용은 심동녘(2018), p. 17, 재인용.
129) 弘毅(2019. 9. 20), 「2019人工智能企业TOP100」, p. 26.
130) 德勤咨询(2018), 「中国人工智能产业白皮书」,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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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중국의 AI 시장 규모 추이(2015~20년)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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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德勤咨询(2018), 「中国人工智能产业白皮书」, p. 4.

중국 인공지능 기술의 분야별 발전을 살펴보면 시각인식, 음성인식의 발달
수준이 높은 편이다. 중국 내 시각인식, 음성인식 분야는 대표 유니콘기업의 주
도하에 발전하고 있다.

그림 3-22.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 구조
(단위: %)

시각인식

자연어처리

자료: CISTP(2018), p. 5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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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각인식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 유니콘기업으로는 Sense
Time(商汤集团有限公司)과 Megvii(旷视科技)가 있으며, 중국 내 기업가치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131) SenseTime은 안면인식, 이미지 식별, 이미지 처리,
스마트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립 5년 만인
2018년 전 세계에서 기업가치가 가장 큰 인공지능 기업으로 부상했다. 특히 중
국 내 딥러닝 인프라 플랫폼을 자체 구축한 회사로 관련 분야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자율주행 프로젝트, 스마트 의료에도 사업영역을 확장하
고 있다.132) Megvii는 안면인식 플랫폼인 ‘Face++’의 개발을 통해 2016년
금융거래서비스인 쯔푸바오(支付宝)에서 안면인식 지불 기능을 선보였으며,
小米, vivo, OPPO 등에서 스마트폰 안면인식 기능을 상용화시켰다. 또한
Megvii의 핵심기술인 안면인식 플랫폼 ‘Face++’는 금융서비스, 온라인판매
등 개인 신분 확인을 넘어, 범죄자 색출 등 공공보안 분야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133) Megvii는 2017년과 2019년 MIT 테크놀로지리뷰가 발표한 ‘2019년
세계 스마트 50대 기업(50 Smartest Companies 2019)’에 선정되었으
며,134) Megvii의 안면인식 플랫폼은 이미 150개국 30만 명이 사용하는 글로
벌 최대 얼굴인식 플랫폼으로 급부상했다.135)
다음으로 AI 음성인식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유니콘기업으로 아이플라이테
크(iFLYTEK, 科大讯飞)가 있다. 아이플라이테크는 교육, 스마트 시티, 의료
분야에 진출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언어를 인식하고 번역하
131)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검색일: 2019. 12. 12).
132) 中国机电工业(2017), 「商汤完成 B轮4.1 亿美元融资中国最大新锐AI 公司 是怎样炼成的」, p. 47.
133) https://www.megvii.com/about_megvii(검색일: 2020. 5. 18); http://finance.sina.com.cn
/stock/usstock/hsusnews/2019-08-27/doc-ihytcern3995578.shtml(검색일: 2020. 5. 18).
134) 2010년 이후 MIT Technology Review는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대 혁신기업을 발
표하고 있음. 2019년에 발표된 혁신기업 목록에는 알리바바 계열사인 알리페이, 알리윈, 화웨이, 텐
센트, 센스타임(商汤), 메그비(Megvii) 등 40개 중국 회사가 선정되어 9년 만에 중국기업이 가장 많
이 포함되었음. MIT Technology Review, “50 Smartest Companies In China 2019,” https://
events.technologyreview.com/tr50-china/(검색일: 2020. 5. 20).
135) megvii, https://www.megvii.com/about_megvii(검색일: 2020. 5. 18); 新浪财经(2019. 8. 27),
「旷视科技：支付宝刷脸背后的AI“第一股」, http://finance.sina.com.cn/stock/usstock/hsusn
ews/2019-08-27/doc-ihytcern3995578.shtml(검색일: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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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6년 이후 이미지ㆍ음성ㆍ안면인식 국제대
회인‘블리자드 챌린지(Blizzard Challenge)’에서 12년간 연속으로 우승했다.
2019년에는 스탠포드 대학의 언어인지 테스트 대회인 SQuAD(The Stanford
Question Answering Dataset)에서 1위를 차지136)했으며, 현재 59개 언어
를 인식하는 번역기를 출시137)하고 관련 분야 산업을 활발하게 시행중이다. 최
근 아이플라이테크는 의료 분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이플라이테크가
출시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샤오이(Xiaoyi, 晓医)는 2017년 국가 의사자격증
을 획득하고, 2018년부터 톈진에서 의료용 로봇으로 사용되고 있다.138)
중국의 AI 특허 출원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8년에는 9만 4,539건으로 2010년의 10배에 달했다(그림
3-23 참고).

그림 3-23. 중국의 AI 특허 신청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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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9년 수치는 일부 공개되지 않은 특허 건수의 미반영으로 완전하지 않음.
자료: 「国家工信安全中心发布《人工智能中国专利技术分析报告》」(2019. 12. 4), https://yslp.qq.com/a/2019120
4/007657.htm(검색일: 2020. 5. 23).

136) “iFLYTEK & HIT Reading Comprehension Model Betters Humans, Tops SQuAD2.0 Lead
erboard,” https://syncedreview.com/2019/04/01/iflytek-hit-reading-comprehensionmodel-betters-humans-tops-squad2-0-leaderboard/(검색일: 2020. 5. 20).
137) iFLYTEK. http://fanyi.xunfei.cn/translator-v3(검색일: 2020. 5. 20).
138) 「科大讯飞智能导诊机器人“晓医”在天津正式上岗!」, http://www.elecfans.com/d/738836.html
(검색일: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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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I 기술별 특허를 살펴보면, 중국은 주요 6대 기술분야 중 머신러닝과
기초 알고리즘에 관련해 가장 많은 특허 출원 건수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4. 기술 분야별 특허 신청 건수

머신러닝 및 알고리즘

시각인식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스마트 검색 및 추천

자율 주행차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전세계

중국내

자료: 中国专利保护协会(2018), 「工智能技术专利深度分析报告」, p. 18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요 기업의 AI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출원한 기업은 Baidu(百度, 5,712건), Tencent(腾讯,
4,115건), Microsoft(微软, 3,978건), Inspur(浪潮, 3,755건), Huawei(华为,
3,656건)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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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주요 기업 AI 특허 현황
(단위: 건)

자료: 「国家工信安全中心发布《人工智能中国专利技术分析报告》」(2019. 12. 4), https://yslp.qq.com/a/2019120
4/007657.htm(검색일: 2020. 5. 23).

인공지능의 핵심은 뛰어난 컴퓨터 연산능력과 양질의 데이터 규모이다. 이
에 중국은 정부 지원하에 고성능 칩 개발과 빅데이터 구축 노력도 지속하고 있
다. 또한 주요 반도체 스타트업(캠브리콘(寒武纪科技), Deephi(深鉴科技) 등)
육성을 통해 고성능 AI칩 개발에 힘쓰고 있다.

3. 소결
4차 산업혁명의 출현과 중국의 기술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미ㆍ중 관계의 미
래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중국의 부상을 이야기할 때 R&D 지출, R&D 연구원 수 및
국제특허 수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지표이다. 아직 미국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
했지만 중국의 총 R&D 지출 및 PCT 특허 출원은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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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모든 국가를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R&D 연구원과 실질 GDP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지표 외에, 본 장에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혁신 생산성
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최근에 시
행된 중국정부의 야심찬 조치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중국은 기존 제조업을
개선하고 최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제조 2025’는 30년 동안 3단계로 중국의 제조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첫째 단계(2015~25)는 미국, 독일, 일본 및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제조강국 그룹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단계
(2026~35)는 제조업 강국들 사이에서 중간 순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셋째 단계(2036~45)는 중국을 최상위 제조강국의 위치에 올린다는 계획
이다. ‘중국제조 2025’는 특히 차세대 정보기술(IT), 항공우주, 첨단선박, 첨단
철도 운송장비, 스마트 차량, 농업 기계, 신소재, 바이오 제약 및 로봇 공학 등
전통 제조업이 아닌 첨단 제조업에 그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핵심기술의 70%를
국산화하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그림 3-26. 대학교 등록률
(중국, 한국, 미국, OECD)

그림 3-27. 중국의 R&D 지출 기관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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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WDI(검색일: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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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검색일: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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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선진국보다 대학교 등록률이 훨씬 뒤떨어진다. 현재 대학교 등
록률은 50%로 1994년 한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국가 전체
R&D 중에서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OECD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서 2018년 사이 중국의 대학들은 전체 R&D 지출에서 평균 7.56%를 담당했
는데(그림 3-26 참고) 이는 미국(13.6%), 일본(12.6%), 및 독일(17.7%)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139)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중국이 새로 시작한 ‘중국
교육 2035’ 계획을 통해 학문적 R&D 역량을 성공적으로 완전히 개발할 경우
향후 그들의 기술혁신 능력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혁신 생산성은 여전히 한국의 약 80% 수
준이지만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그림 3-14]에
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혁신 생산성이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는 점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과 기술패권 경쟁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다음 장에
서는 중국 과학기술 부상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대중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39)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검색일: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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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의 기술 분야 대중국
제재와 중국의 대응

1. 미국의 기술 분야 대중국 제재
2.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미국의 대중국 기술 분야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서론에 언급한 것처럼 부시(Bush) 정권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2008년 화웨이
의 3COM 인수를 차단한 적이 있으며, 오바마(Obama) 정권도 2011년 화웨
이의 Sprint 모바일 네트워크망 사업 입찰을 차단했고, 화웨이의 3Leaf사 인
수도 허가하지 않았다. 2012년 미국 하원위원회는 화웨이와 ZTE가 신뢰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발행하였으며, 2014년 에드워드 스노우든(Edward J.
Snowden)의 폭로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2007년부터 화웨이 선전 본부
의 서버에 침투해 민감한 정보를 입수하고 최고 경영진의 통신을 감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140)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안보와 자국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의 첨단산업 지원 전략을 더욱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
국의 부상에 대한 최근 미국의 대응은 크게 능동적 대응과 방어적 대응으로 나
누어 이해할 수 있다.
능동적 대응의 대표적인 예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다. 2018년 10월에 성
립한 BUILD법(BUILD Act: 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s Leading to
Development)에 의해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미국국제개발청(USAID)의
기능을 통합한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DFC)가 탄생했다. 이는 전략적 인프
라 투자를 매개로 민간 부문의 자금을 가져와 일대일로의 막대한 자금에 대항
하려는 정책이다. 또한 중국과 불공평한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개발도상국 정
부가 건전한 투자 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견제한다. 또 다른 예는 사이버 공간의 능동적 대응이다.
2018년 국방부가 발표한 ｢사이버전략 보고서(2018 Cyber Strategy)｣에는
“전진 방어(Defending Forward)”라는 새로운 개념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보호한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의적 행위
자의 공격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40) “N.S.A. Breached Chinese Servers Seen as Security Threat”(201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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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대응으로는 중국의 기술 관련 투자를 규제하는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과 미국기업의 대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이 대표적이다. 2018년 8월 13일 2019년도 ｢국방수
권법(2019 NDAA)｣ 안에 제정된 FIRRMA와 ECRA는 2018년 10월부터 시행
되었다.141) 이것이 중국 견제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중국
HNA그룹(海航集团有限公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2016년 뉴욕 3번
가에 위치한 21층짜리 건물을 구매하여 미국지점 본부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
러나 2018년 8월 CFIUS의 명령에 의해 투자 철회 조치를 명령받고 이 건물을
매각해야만 했다. 이유는 트럼프타워를 경비하는 뉴욕경찰 17지구대가 입주해
있다는 것이었다.142)
본 연구는 먼저 중국의 첨단기술 부상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살펴보고,
ECRA와 FIRRMA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응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규제 정책에 중국이 어떻게 맞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다.

141) FIRRMA는 2018년 10월부터 Pilot Program이 시행되었고 이후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20년 2
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됨.
142) 「中 HNA그룹, 미중 무역분쟁의 또 다른 암초로 등장」(2018. 3. 18), https://www.news1.kr/arti
cles/?3401721(검색일: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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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019 국방수권법｣의 구조 및 본 장에서 다룰 내용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NDAA 2019)
Title 1

......

Title 8
획득 정책, 획득
관리, 및 관련 사항
Subtitle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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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심사 및
수출규제

......

Subtitle B.
ECRA

Subtitle C.
기타

Ⅰ.
Export
Control
Act

Ⅱ.
Anti-Boycott
Act

Ⅲ.
행정권한

......

Subtitle A.
FIRRMA

Title 47

Subtitle H.
기타
889조

자료: 저자 작성.

1. 미국의 기술 분야 대중국 제재
가.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전략에 대한 경계
미국정부는 최근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정부의 기술 분야 육성
정책 추진에 상당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301조 조사 개시를 계기로 미국 내 대중국 불공정 관행 및 중국정
부의 첨단기술 분야 지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301조 조사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과 혁신 관련 법률ㆍ정책ㆍ관행이 부
당하고 차별적이며 미국의 상무적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에 따라 대중제재(추가 관세부과 조치) 대상에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한 산업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품목들을 포함시키면서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에 대
한 미국의 증폭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펴낸 관련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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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ㆍ분석하여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정책 및 전략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우
려의 논거를 먼저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검토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고
서는 다음과 같다. ① USTR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2018. 3. 22)」 ② 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2020. 3. 31)」 ③ USTR 「중국 WTO 이행평가 보고서
(2020. 3. 6)」 ④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제니퍼 힐만 교수 청문회
보고서(2018. 6. 8)」 ⑤ 백악관 「중국의 기술 및 지재권 경제침략 보고서
(2018. 6. 19)」 ⑥ 국가방첩보안센터(NCSC) 「해외 사이버경제스파이 보고
서」. 이와 같은 보고서 발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제조 2025’와 관련
된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지원, 대미 첨단기술 인수ㆍ접근에 대한 평가와 우려
의 시각을 제기했다.

1)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143)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는 광범위한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 조사 결
과 보고서｣에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ㆍ혁신 관련 정책ㆍ관행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국제조 2025’에 대한 평가와 함께 외국의 첨단기술 획득을
위한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이러한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전략이 부당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해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보고서에서 거론된 네 가지는 구체적으로 ① 강요된 기술이전 ② 차별적 기
술 인허가 ③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기업들의 공격적 해외자산 취득 ④
기술 및 영업비밀 탈취를 위한 불법적 해킹이다.
첫째 섹션에서는 미국기업들의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중국이 foreign
ownership 또한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는 WTO 규칙의 명시적 위반을 피하기

143) USTR(2018b),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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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간접적으로 또는 구두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기술이전은 다양
한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중국제조 2025’ 관련 산업에서 빈번했다
고 보고하고 있다.
둘째 섹션에서는 중국정부가 차별적인 기술 인허가(technology licensing)
기준을 적용하여 기술이전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인ㆍ허가된 기술과 관
련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허가자(licensor, 외국의 기술보유자)에게
전가하며 허가자는 피허가자(licensee, 일반적으로 인ㆍ허가된 기술을 사용하
는 중국기업)의 기술 사용에 어떠한 제약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라이
센스 비용을 10년 동안 지불한 후에는 중국 회사가 영구적으로 해당 기술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인수에 관한 셋째 섹션에서는 가장 많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전체 보고
서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9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걸쳐 미국 기술을 사들이
기 위해 중국정부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반도체, 로봇 공학, 항
공우주 및 생명공학과 같이 중국제조 2025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어떻
게 불공정하게 구매했는지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미국기업의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또는 영업비밀을 도용하려는 중국에서 시작된 상업적 해킹의 영향을 설명하였
다. 중국제조 2025에서 장려하는 산업과 관련하여 미국의 기술과 관련된 데이
터, 영업비밀, 내부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침입(cyber intrusion)에 대
한 중국정부의 조직적 지원 및 개입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부분
적으로 2015년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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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중국의 기술이전ㆍ지재권ㆍ혁신 관련 법률, 정책 및 관행이
부당하고 차별적이며 미국의 상무적 이익을 제한하고 있음
- 조인트벤처 요건, 외자지분 제한, 각종 행정 검열 및 승인절차

301조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미국기업의 기술이전을 요구
- 첨단기술, 지재권, 기술이전 취득을 위한 대미 투자 및 기업
인수에 불공정 개입 및 지원
- 영업비밀 및 정보 탈취를 위한 미국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 접근
지원 및 개입
- ‘중국제조 2025’를 정부 주도의 ‘테크놀로지 드라이브’
정책(전략)으로 평가(즉 ‘중국제조 2025’를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2006~20)｣, ｢전략신흥산업 발전 및 촉진에 관한 국무원

‘중국제조 2025’에 대한 평가

결정｣과 같이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산업 발전은 물론
글로벌 선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 정책으로
인식)
- 정부 개입과 재정 지원, 다양한 수단을 통한 해외 첨단기술
인수와 같은 전략을 추진
-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정부 주도 첨단기술 분야
해외투자 전략에 대한 우려

중국의 해외투자 전략은 시장원리 및 투자에 대한 상호주의
대우를 위반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의 경쟁력 훼손ㆍ미국기업의
지속적 이노베이션 능력 약화ㆍ시장왜곡 등을 야기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침해

자료: USTR(2018b),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Section%20301%20FINAL.PDF(검색일: 2020. 5. 1); 신꽃비, 나수엽,
박민숙(2018), p. 59.

2) 국별무역장벽보고서,144) WTO 이행평가 보고서145)
미국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정책ㆍ관행을 조사하는 국별무역장벽보고서
(2020)도 ‘중국제조 2025’에 대한 평가ㆍ우려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제조 2025’는 자주혁신 달성을 위한 중국의 보다 발전적이고 세련된 접근 방식

144) USTR(2020a), “202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NTE),”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0_National_Trade_Estimate_Report.pdf(검색일:
2020. 5. 1).
145) USTR(2020c), 2019 USTR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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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징하는 것으로, 중국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
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의 지원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외국의 기술ㆍ제품, 서비
스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특정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수단은 여타
WTO 회원국은 잘 사용하지 않는 대대적인 정부 개입과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는 것이다. 그 결과 그러한 산업분야에서 시장왜곡을 낳고 심각한 과잉설비 문
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평가다. 미국의 USTR이
작성한 WTO 이행평가 보고서(2020)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해 국별무역장
벽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평가와 우려를 표출하였다. 또한 중국정부의 지속적
인 산업보조금으로 인해 야기되는 미국산업의 피해를 시정하기 위해 상계관세
조치 또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마지막으
로 중국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 제25조 규정인 보조금 통보 의무를 성실하
게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했다.146)

3) 제니퍼 힐만(Jenniffer Hillman)147) 교수 청문회 보고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중국 시장왜곡 시정을 위한 조치에 관
한 청문회(2018. 6. 8)에서 힐만 교수는 중국의 불공정 정책ㆍ관행을 시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WTO 제소라고 주장했다.148) 힐만 교수는 ‘중국제조 2025’ㆍ
외국인투자 규제ㆍ강제 기술이전ㆍ전례 없는 지재권 도용ㆍ차별적 기술표준ㆍ
정부보조금과 같은 조치로 인해 공정ㆍ개방에 기초한 글로벌 무역시스템이 약
화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훼손되었다고 강조했다. 미 첨단기술 기업 및 자
146)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미국 및 여타 회원국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통보의무를 성
실하게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주된 평가임. 2017 WTO 이행 평가보고서(2018)에 따르
면 중국은 2006년, 2011년, 2015년, 2016년 보조금을 통보하였으나, 지방기관 및 성정부 차원의
보조금은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있다. USTR(2018a), pp. 52-53.
147) 제니퍼 힐만은 현재 조지타운 대학 법률센터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前)WTO 상소기구 위원(200
7~11), USITC 위원(1998~2007), USTR (법무)자문(1995~97)으로 미국 내 대표적인 국제통상전
문가로 활동 중인 인물.
148) USCC(201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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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인수를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에 중국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도 문제라
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다. 힐만 교수는 이 같은 중국의 불공정 정책ㆍ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우려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WTO 제소를 통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특히 중국의 해외투자 체계 및 ‘중국제조
2025’ 프로그램은 WTO GATT 제23조의 ‘비위반 제소(non violation)’에 해
당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지원이 특정한
협정의 규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WTO 분쟁 제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
사한 것으로 풀이된다.149)

4) 백악관 「중국의 기술 및 지재권 경제침략 보고서」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핵심 기술ㆍ지재권 획득, 미래 신성장 주도
신흥 첨단기술ㆍ국방 산업기술 성과물 탈취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경제침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우려사항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 규모, 시
장왜곡 정책,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고려해 볼 때 첨단기술 ㆍ지재권을
겨냥한 경제침략은 미국은 물론 ‘세계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경제침략을
실행하는 데 사용된 중국 산업 정책 관련 주요 법률, 정책ㆍ관행을 검토하고,
중국정부가 개입(주도)하는 미국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투자를 경제침략의 5가
지 유형 중 한 가지로 인식했다.150)

149) GATT 제23조 1항 (b): 특정 회원국의 조치 결과 대상 협정 규정의 저촉(위반) 여부에 관계 없이 다른
회원국의 이익이 무효 또는 침해되는 경우 분쟁의 제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이 경우 분쟁제소
는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제26조에 규정).
150) 기술 및 지재권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경제침략의 5가지 유형 중 나머지 4개는 △ 물리적 절도, 기술
및 지재권에 대한 사이버절도 △ 강압적ㆍ침입적 규제 및 진입제한 △ 경제적강제 △ 정보 수집 등임.
The White House Office of Trade & Manufacturing Policy(OTMP)(2018),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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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방첩보안센터(NCSC) 「해외 사이버경제스파이 보고서」151)
미국 국가정보국(ODNI: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는 「해외 사이버경제스파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지재권, 영업기밀 및
독점적 정보를 탈취하려는 해외 첩보(정보) 활동으로 인한 위협과 동향을 매년
조사한다.152) 이 보고서는 특히 중국을 비롯 러시아, 이란 등을 사이버 공간의
경제스파이 활동 위협국가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
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이 보고서는 중국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통한 해킹,
전략적 발전목표(과학기술 발전, 국방 현대화 등) 지원을 위한 사이버스파이 행
위, 첨단기술 접근 지원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이러
한 행위는 앞으로도 미국의 독점적(특허) 기술ㆍ지재권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
게 될 것인바, 장기적인 미국의 경제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위협요인을 제
거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나. 첨단기술 분야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인식
트럼프 행정부의 소위 중국 기술굴기(첨단산업 육성ㆍ기술획득 해외투자 확
대 등)에 대한 경계와 우려는 중국을 향한 비난에만 그치지 않고 자국 기술 경
쟁력에 대한 평가와 자성의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정
부 자문기관인 USCC, 첨단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
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는 한편 중국과의 비교를 내놓았다.153) 트럼프
151) NCSC(2018), p. 2.
152) 이 보고서는 국방수권법 2015 회계연도 1637조(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
al Year 2015 )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대통령은 매년 외국의 사이버 경제 및 산업 스파이에 관
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 사이버 공간을 통한 외국의 영업비밀 및 정보 탈취 행위를 적
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미국경제 및 세계무역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
하고자 함.
153) 2000년 10월 설립된 USCC(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대
중국 무역 및 경제관계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시사점을 검토, 조사하는 기관으로 매년 관련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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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는 이를 첨단기술 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중국 기술굴기에 대한 대응 방
안의 필요성을 고취하는 계기로 삼았다. 여기서는 미국 혁신태스크포스(TFAI:
Task Force on American Innovation)가 작성한 보고서(“Second Place
America? Increasing Challenges to US Scientific Leadership”)를 기반
으로 미국이 바라보는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54) [표 4-2]는 2019년 4월 TFAI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R&D 투자, 지식 생산ㆍ신아이디어, 교육, 인력, 첨단산업 부문에 걸
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평가를 정리한 것이다.

표 4-2. 과학기술 분야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인식: 중국과의 비교 평가
분야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

중국에 대한 평가 및 비교

- 미국의 글로벌 비중 감소: 1995년 - 과학기술 5개년 계획(2016~20)에 따르

1) R&D 투자

38.3%→2016년 28.5%(대만, 한국,

면 2020년까지 R&D 집중도 2.5% 달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직접 원인)

성 목표, ‘중국제조 2025’ 전략과 함께

- R&D 집중도(GDP 대비 R&D 투자 비

로봇, 항공우주, 에너지자동차 등 첨단

중) 감소: 1995년 2.4%(세계 4위)→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확보하

2016년 2.7%(10위)

려는 의도

2) 지식생산 및 새로운 아이디어(과학 및 혁신 능력 성과물)
- 중국의 연구발간물 글로벌 비중: 7%→
(연구발간
성과)

- 미국의 연구발간물 감소; 미국의 글로
벌 비중 감소(2003년 27%→2016년
18%)

19%(세계최대 연구발간국)
- 세계최대 과학출판사인 Elsevier에 따
르면 2020년대 중반 연구생산성(연구
발간물 인용)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
할 것으로 예측

의회에 제출함. 또한 대중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 보고서나 청문회 개최를 통해 의회와 행정부에 대
중 대응 방안(조치) 마련을 권고ㆍ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함.
154) TFAI는 미 기업 및 협회, 대학, 과학협회 연합으로 2004년 설립되었으며, 연방 자금 지원의 연구 지
원, 미 경제 및 국가안보 촉진, 연구 교육 기능을 목적으로 함. 특히 국방부, 국가과학재단(NSF), 에
너지과학부, 국가표준기술원(NIST), NASA의 물리과학 및 공학 분야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제4장 미국의 기술 분야 대중국 제재와 중국의 대응 • 119

표 4-2. 계속
분야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

중국에 대한 평가 및 비교

- 미국은 최대 삼극특허155) 국가이나, 삼
극특허 점유율이 1990년 이후 약 1/3
감소,
(특허)

또한

GDP

수준을

감안한

Patenting Intensity도 감소
- 1990년 GDP 백만 달러당 삼극특허 수는
1,800건→2012년 900건 미만으로 감소
(이 기간 중 세계적 감소 추세, 특히 미국
은 평균보다 큰 폭의 감소 속도)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수학, 과학
점수에서 중국, 유럽, 캐나다에 뒤짐.
- 이공계 학사학위 감소: EU 12%, 미국
10%, 중국 22%

3) 교육

- 전체 학사학위에서 이공계가 차지하는
비중: 2014년 기준 중국 48%, 미국

- 2000~14년 기간 중국의 이공계 박사
학위자는 53% 이상 증가

39%
- 이공계 박사학위: EU에 뒤처지고 있으
며 중국과 치열한 경쟁 양상
- 2010년 이후 중국의 연구자 수가 미국
을 추월, 2015년 중국 연구자는 미국
- 2014년 미국의 숙련 기술직 종사자 비
중은 11.9%
- 미국 이공계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해외
4) 전문인력
(노동력)

인력(특히 아시아계) 비중 증가: 2015
년 기준 석사학위 소지자의 41%, 이공
계 박사의 37%가 외국 출신(대부분 아
시아계), 미국 이공계 인력의 18%가
외국인 출신(미국 내 아시아 출신 과학
공학기술자 비중이 57%)

(130만 명)보다 많은 160만 명 이상으
로 추정
- 중국: 연구원 1인당 지출 최대 증가율
국가, 미국은 연구원 1명당 지출액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중국과 같은 국
가의 경쟁에 직면(중국 연구원 수는 물
론 R&D 지출 지속 증가)
- 2009~15년 연구자 1인당 국내 총 R
&D 지출이 약 43% 증가(동 기간 중
일본, 한국, 미국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이 압도적, 일본 10%, 한
국 8%, 미국 3%에 불과)

155) 삼극특허(triadic patent)는 미국특허상표청,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특허로, 질적
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국가별 특허의 질적 비교를 위해 OECD가 개발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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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분야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

중국에 대한 평가 및 비교

5) 첨단산업 분야
- 2005년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500대 - 중국이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 보유국으
슈퍼컴퓨터)의 절반을 장악하였으나, 현

로 부상

재 1/4 미만에 불과(세계 최고 슈퍼컴
퓨터에서 압도적 지위를 넘겨줌)
- 100대 슈퍼컴퓨터 부문에서도 미국의
리더십이 하향세; 지난 20년간 투자 부
재로 2010년 중국이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섰으며, 미국은 현재(2018년 기준)
까지 그 지위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음.
- 슈퍼컴퓨팅 분야 투자 부족 경고
(슈퍼 컴퓨팅)

- 양자 및 엑사스케일 컴퓨팅(exascale
computing) 연구에서 이러한 추세를 해
소하기 위해 노력 중. 국가 양자이니셔티
브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Public Law No: 115-368), 2018
년 말 제정)에 의거 대통령은 양자정보 과
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계획
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수립하기 위한 국가
이니셔티브 이행을 지시
-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부에

2021년까지 세계 최초의 엑사스케일
컴퓨터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지시
- 중국은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글로
벌 리더로 부상할 전망인바, 1,500억
- 미래 경제발전과 과학 분야의 주요 동
력, 2030년까지 글로벌 경제활동에 13
조 달러를 추가할 잠재력을 보유
(AI)

- 2007~17년 기간 유럽이 AI 관련 논문
최다 발표국, 중국은 150% 증가, 미국
은 3위. 2017년 인공지능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48%가 중국에서 제공,
미국 38%, 기타 국가 13%

달러 투자 목표 계획
*중국의 ‘신세대 AI 개발계획(2017년
7월)’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AI를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안보 수호를 위
한 주요 전략으로 인식
- 중국의 기업 및 군사 문제에 대한 급속
한 AI 적용력은 미국에 스푸트니크 모
멘트(Sputnik

moment,

기술우위에

안주하던 국가가 후발주자의 압도적인
기술에 충격을 받는 상황)가 될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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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분야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

중국에 대한 평가 및 비교

-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CTIA)는 5G 기 - 중국은 통신 분야에 투자 확대; 3대 국

(통신)

술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미국

유 통신업체는 향후 7년간 5G 인프라

을 중국, 한국에 이은 3위로 평가하면

조성에 1,800억 달러 투자 계획(특히 화

서 경고의 메시지 전달

웨이는 노키아 및 에릭슨과 같은 경쟁업

- 첨단 통신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

체에 비해 2.5배 이상의 R&D 투자)

예산 및 투자 확대의 필요성 제기(5G - 중국은 5G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잠
경쟁의 승리는 경제 및 국가안보에 매
우 중요)
-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바이오경제는 미
국 국가안보에 중요한 산업으로 기여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 창출, 사회경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적 이익 제공)
- 아시아 국가 정부 및 기업의(바이오벤
처 투자) 투자 확대 결과 아시아 국가
는 미국 및 유럽 수준에 근접(미국은
아시아와 치열한 경쟁에 직면)

재력을 보유, 지난 10년간 통신 발간물
에서 미국을 추월
- 중국은 바이오테크놀로지 및 유전체순
서결정(genomic sequencing)에서 혁
신적 우위(경쟁력 강화)를 차지하기 위
해 중요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
- 바이오기술 및 응용 미생물학 연구 발
간물(논문) 수에서 미국을 따라 잡았으
며, 천인계획을 통해 바이오기술 분야
에서 해외 연구자와 기업가(창업자)를
공격적으로 유치

자료: TFAI(2019).

미국은 과거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보유했으나, 중국을 비롯
한 경쟁국의 급속한 연구ㆍ개발 투자 확대로 인해 미국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평가다. AIㆍ로봇ㆍ첨단제조ㆍ차세대 통신 네트
워크 분야의 경쟁과 도전이 치열하며, 주요 경쟁상대국(유럽 및 중국)은 나노기
술ㆍ슈퍼컴퓨팅과 같은 산업분야 경쟁력 제고와 우수인력 개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AIㆍ슈퍼컴퓨팅ㆍ5Gㆍ바이오테크
놀로지)에서 중국의 도전과 추월이 뚜렷한바, 이에 따른 미국의 위기의식이 크
게 드러나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로 자국의 경쟁력ㆍ기술리더십ㆍ
관련 산업 역량 등 미국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할 신호가 감지된다는 경
고도 놓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국제 경쟁력 위축과 국내 노동력ㆍ산업에 부
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가안보 위협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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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결론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가 미래 경제성장
및 번영은 물론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국방부ㆍ에너지
부ㆍ국가과학재단(NSF)ㆍNASAㆍ국가기술표준원(NIST)과 같은 연방기관의
성찰과 행정부의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다. 트럼프 행정부의 첨단기술 정책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인한 위기의식과 중국 기술굴기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
다. 이에 미국의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십(주도권) 확보ㆍ유지를 위해 첨단산업
ㆍ미래기술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으
며,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연방 R&D 예산 확대에도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의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2019년 국정연설(2019. 2, 연두교서)
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인프라 재건ㆍ활성화를 국정
우선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미래 첨단산업(5G, AI 분야) 분야 투자를 포함한
중요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의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156)
이어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이같은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반영
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157)158) 이 보
고서는 5G, AI, 첨단제조, 사이버보안, 디지털경제, 환경, 에너지, 의료, 고성
능 컴퓨터 및 첨단 전자공학, 국토ㆍ국가안보, 자연재해, 해양과학, 개인정보
보호, 양자정보과학, 우주탐사, STEM 교육 등 총 21개의 과학기술 관련 분야
에 걸쳐 각 주요 전략ㆍ정책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여기서는 5G, AI, 첨단
156) The White House(2019b), “President Donald J. Trump’s State of the Union Address,” http
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s-state-union
-address-2/(검색일: 2019. 12. 5).
157) OSTP(2019).
158) OSTP는 미국의 과학기술 관련 국가정책 및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임(과학기
술 관련 정책의 대통령 자문대통령 자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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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고성능 컴퓨터ㆍ첨단 전자공학, 양자정보과학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
으로 그 주요 내용을 [표 4-3]에 소개한다.

표 4-3. 트럼프 행정부의 첨단기술 정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5G 기술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관련 전략 및
정책을 적극 추진
- 5G 무선 네트워크 기술 구축 지원을 위한 주파수 대역 장기 전략(*Presidential
Memorandum

on

Developing

a

Sustainable

Spectrum

Strategyfor

America’s Future)에 관한 대통령 각서 서명(2018. 10); 일자리 증가, 경제 번영
촉진, 5G 리더십 보장, 기술발전을 통한 국가안보 보호)
- 국가 5G 혁신 및 주도권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 촉진(2018. 9); 연방통신위
원회(FCC), 산업, 정부, 학계 간 5G 리더십 촉진 방안 논의; 5G FAST 계획
(Facilitate America’s Superiority in 5G Technology); 미국의 5G 기술촉진 전
1. 5G

략(보다 많은 주파수 시장 공급, 인프라 개선 정책, 규제 현대화 등 논의)
- 무선통신 기술 혁신 촉진; 2018년 4월 국가과학재단(NSF)은 첨단무선통신연구플
랫폼(PAWR) 관련 기초 및 기반 연구시설 지원 계획(7년간 4억 달러 투입 예정)
- 농촌지역 브로드밴드(광대역통신망) 구축 촉진을 위한 조치; 2018년 1월 관련 태
스크포스의 부처간 전략 개발 권고에 따라 민간투자 확대, 연방기관 활용 조치 가
동 중
- 농촌지역 광대역통신 설비 신청 간소화 및 가속화: 행정부 주요 기관은 대통령 지
시에 의거 지속적으로 관련 조치 시행(대통령 연방재산 내 통신시설 설치 신청의
실효성 검토 지시(2019. 1)에 따라 기관간 협력 개선 도모, 내무부(DOI)는 상업용
광대역통신망 구축 촉진 증대 계획 담당)
- 글로벌 경쟁력 심화에 대응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0월 첨단제조 국가전략
발표

2. 첨단제조
(첨단제조
글로벌
리더십을

- 첨단제조 전문인력 양성; 2018년까지 Manufacturing USA에 1,300개 이상의 회
원기관이 참여, 270개 이상의 R&D 프로젝트를 지원, 1억 달러 연방기금을 활용하
여 20억 달러 민간투자 유치, 20만 명의 첨단기술 인력 훈련159)
- 적층제조법 개발 추진160)

통한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의 제조시연시설

국가안보 및

(MDF)은 첨단 적층 제조기술 개발 논의를 위해 2만 5,000명 이상의 방문객 유치,

경제번영

130여 개 이상의 공동연구 개발 협력(협정)을 통해 첨단 적층시스템 개발, MDF에

보장)

활용되는 35개 이상의 시스템에 1,200만 달러 예산 투입
*국가기술표준원(NIST)은 적층 제조기술 관리 및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모델의 개선
을 위해 관련 심포지엄 개최(관련 산업 및 전문가 175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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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구분

주요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행정명령 발표를 통해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정책 의지 표출
*미국의 AI 리더십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2019. 2. 11); 연방 R&D 투자 우선순
위, 연방정부 데이터ㆍ모델ㆍ컴퓨팅 자원에 대해 AI R&D 전문가 접근 확대, AI
인프라 강화; AI 기술 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AI 거버넌스 개
선), AI 관련 전문인력 양성, AI R&D 지원 환경 조성ㆍAI 산업 시장 개방ㆍ해외
경쟁상대국(적대국)으로부터 AI 기술우위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동참 등 미국의

3. AI
(미국의 AI
리더십 지위
가속화;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AI 리더십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AI 리더십 유지가 핵심
- AI 서밋 개최(2018. 5); 백악관은 AI 산업 서밋 개최를 통해 미국의 AI 리더십 지
속을 위한 정책을 논의
- 연방기관 전체의 AI R&D 계획 및 조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AI
특별위원회를 조직(2018. 5)
- 국가 AI 전략 계획 업데이트(2018. 9); 특별위원회는 2016년 국가AI 전략 계획에
대한 수정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보공개 요청
- 차세대 AI 기술 개발(2018. 9); 국방첨단연구계획국(DARPA)은 AI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AI Next Campaign’ 전개
- 국방 지원을 위한 새로운 AI 능력 제고; 국방부는 2018년 6월 공동AI센터 설립(국
방임무 지원을 위한 AI 능력 제고)
- 사상 최초 의료 진단용 AI 기반 장치 승인(2018. 4); 식품의약안정청(FDA)은 당뇨
병성 망막증 진단을 위해 처음으로 AI 기반 의료진단 장치를 승인
- AI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AI 국제협력); OSTP 2018 G7 AIDP에 관
한 각료성명 협상(2018. 3)(AI 기술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WTO 및 NAFTA 내 미국의 AI 관련 지적재산 보호 노력)
- AI 관련 투자 확대; NSF, 2018년 AI 포함 26개 프로젝트에 2,500만 달러 이상
투자(인간-기술 협력발전 목적; 생산성 제고, 혁신, 기술 습득), AI 연구기반에 연
간 1억 달러 이상 투자 확대

159) Manufacturing USA(제조업 육성 프로그램)는 퇴역군인 훈련ㆍ교육부터 첨단기술 향상에 이르기
까지 미국 첨단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160) 적층제조( additive manufacturing)란 한 번에 한 층씩 겹겹이 쌓아서 고체 구조물을 제조하는 방
식으로 복잡한 설계구조를 구현하는 동시에 튼튼하고 가벼운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음. 3D 프린팅
으로 불림, 우주항공산업에 적용, 부품당 비용 및 시스템 성능 측면에서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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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구분

주요 내용
- 차세대 슈퍼컴퓨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스템은 미국 과학계와 산업에 중요한 수
단이 될 것인바,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분야 적극 육성 추진
- 세계 최고 성능 슈퍼컴퓨터 공개; 2018년 6월 에너지부 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가능 슈퍼컴퓨터인 서밋
(Summit) 공개
-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는 2018년 10월 최신 500대 슈퍼컴
퓨터 리스트에서 세계에서 둘째로 빠른 속도의 슈퍼 컴퓨터인 시에라(Sierra; 국가
핵연료 저장의 안정성, 보안 및 효과성을 지원하는 시뮬레이션 제공) 공개

4. 고성능
컴퓨터 및
첨단

- 미래 첨단 전자시스템 발전; 전자공학 발전 이니셔티브(ERI)를 출범하고 미래 국내
전자공학 시스템 발전을 위해 15억 달러 이상 투자(2018. 12)
- 첨단 컴퓨팅시스템 개발; 상무부(DOC), NIST 및 나노전자컴퓨팅연구소(NCORE)
컴소시엄은 첨단 컴퓨팅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자원에 중점을 둔 새로운 연구센터

전자공학

자금 지원
- 학술적 용도의 고성능 컴퓨팅시스템 구축; NSF는 국가 과학공학 연구 목적으로 최
고성능 슈퍼컴퓨터에 6,000만 달러 지원(FRONTERA로 불리는 고성능 컴퓨팅 시
스템으로 텍사스 오스틴 대학 첨단 컴퓨팅 센터 소재 예정)
- 클라우드 컴퓨팅 파트너십을 통한 과학발전; NSF는 Internet2와 협력협정 체결 공
표(2018. 11. 15)
*과학프로젝트 촉진 클라우드 탐사(E-CAS) 프로젝트를 위한 컴퓨터 네트워킹 컨소
시엄으로, 이는 다양한 학술분야의 첨단 연구 및 컴퓨터 과학을 위한 상용 클라우
드의 실행 가능성을 조사
- 국가 양자이니셔티브 법안 서명(NQIA, 2018. 12); QIS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조정) 프로그램
- 국방수권법(NDAA) 서명(2018. 8); 국방부에 국방 및 과학기술 발전 전략 개발 및
QIS 지원 프로그램 지시

5.

- QIS 개발 협력 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산하 QIS 소위원회는 QIS 전략 개요를 공표하고 이행을

양자정보과학
(QIS)

위한 단계적 정책 수립(2018. 9)
- 양자(QUANTUM) 연구 지원;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 R&D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적극 투자; 에너지부 유망 양자정보과학 부문에 2억 1,800만 달러 투자 계획,
NSF 최초의 양자 컴퓨터 개발에 1,400만 달러 지원, NIST 양자경제개발컨소시엄
(QEDC) 설립 발표(2018. 9, 양자 연구 분야 미국의 선도적 지위 확대, 관련 산업
육성 지원)

자료: OSTP(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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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 분야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1) 수출규제: ECRA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NDAA 2019)
Title 1

......

Title 8
획득 정책, 획득
관리, 및 관련 사항
Subtitle A.

......

Title 17
외국인투자심사 및
수출규제

......

Subtitle B.
ECRA

Subtitle C.
기타

Ⅰ.
Export
Control
Act

Ⅱ.
Anti-Boycott
Act

Ⅲ.
행정권한

......

Subtitle A.
FIRRMA

Title 47

Subtitle H.
기타
889조

자료: 저자 작성.

｢수출통제 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은 2019 회계 연
도의 ｢John S. McCain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2019)｣의 일부로 2018년 8월 13일에 법률이 되었다. ECRA는 1979년 제
정된 ｢수출관리법(EAA: Export Administration Act)｣이 2001년 만료된 이
후,161) 근거 법률 없이 유지되던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미국 수출통제의
핵심인 EAR은 그동안 법적 근거를 상실한 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대통령이 발하
는 행정명령과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매년 갱신되며 효력을 유지해왔었다.162)
ECRA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161) Fergusson et al.(2002), p. 1.
16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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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and Security)의 수출규제에 권한을 부여하는 수출규제법(Export
Control Act), 불매운동참여제한법(Anti-Boycott Act), 그리고 상무부 장관
의 권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매운동참여제한법의 경우 다른 국가에 의해 시
행되는 불매운동에 미국기업의 참여를 불허하는 것으로, 주로 아랍국가들이 이
스라엘을 상대로 하는 구매 불매운동,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하는 구매 불매운
동 등에 적용되었다. 여기서는 미ㆍ중 간 패권 경쟁과 관련한 수출규제법을 중
심으로 살펴보겠다.
ECRA의 핵심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신흥기술 및 기초기반 기술
(emerging and foundational technologies)”을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통제
하기 위한 기관간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다. 미국은 군사목적으로 전용이 가
능한 품목의 수출을 상무부의 BIS가 수출관리규정(EAR)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냉전기 공산권에의 군사기술이나 전략물자의 수출을 금지했던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163)와 같이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ECRA라는 법률이다.
ECRA가 CoCom과 닮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新CoCom이라고 부른다.
ECRA의 수출규제는 두 가지 요소로 나뉘어 있다. 첫째는 BIS가 다른 기관
과 함께164) 상거래 통제 목록(CCL: Commerce Control List)에 추가해야 할
중국제조 2025와 겹치는 첨단기술 또는 14개 분야의 신흥기술과 기초기반 기
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정기적인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이 기
술들과 관련된 수출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표적은 중국이다.

163) CoCom은 비공식 다자간기구로서 공산주의 세계로 각종 무기 및 핵 관련 전략 물자와 기술의 수출
통제 협력을 위해 미국과 동맹국 간에 만들어진 기구임.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공산주의
블록에 대한 동맹국간의 조율된 금수 정책(coordinated embargo policy)을 만들기 위해 영국, 프
랑스 등 서유럽 동맹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시작함. 특히 1949년까지의 중화인민공화국 선언, 베를
린 위기, 티토-스탈린 분열, 소비에트 원자 폭탄 실험 등 일련의 사건으로 동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수출통제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
164) 새로운 수출통제를 수립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에는 상무부, 에너지부 및 국방부가 있음. 다른
기관은 필요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안한 새로운 수출통제를 관리하고
시행하기 위해 단일 기관을 사용한다는 개념은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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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4개 신흥기술 및 기초기반 기술
2018년 11월 19일 BIS는 “신흥기술 및 기초기반 기술(emerging and
foundational technologies)”의 정의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BIS는 미
국연방 등록부(U.S. Federal Register)에서 신기술로서 고려할 수 있는 14 가지
범주의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사전규제 도입안 공고
(ANPRM: 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다.

표 4-4. 14가지 분야 세부기술
분야
바이오 기술
(Biotechnology)

세부 예시
(i)

Nanobiology;

(ii)

Synthetic biology;

(iv) Genomic and genetic engineering; or
(v)

Neurotech.

(i)

Neural networks and deep learning (e.g., brain

(ii)

Evolution and genetic computation (e.g., genetic

modelling, time series prediction, classification);
algorithms, genetic programming);
(iii) Reinforcement learning;
(iv) Computer vision (e.g., object recognition, image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술
(Artificial intelligence (AI),
machine learning
technology)

understanding);
(v)

Expert systems (e.g., decision support systems,
teaching systems);

(vi) Speech and audio processing (e.g., speech recognition
and production);
(vii)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g., machine translation);
(viii) Planning (e.g., scheduling, game playing);
(ix) Audio and video manipulation technologies (e.g., voice
cloning, deepfakes);
(x)

AI cloud technologies; or

(xi) AI chip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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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분야

세부 예시

위치 항법 기술
(Position, Navigation,
Timing technology)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
(Microprocessor
technology)

(i)

Systems-on-Chip (SoC); or

(ii)

Stacked Memory on Chip.

(i)

Memory-centric logic.

첨단 컴퓨팅 기술
(Advanced computing
technology)
데이터 분석 기술

(i)

Visualization;

(Data analytics

(ii)

Automated analysis algorithms; or

technology)
양자 정보 및 감지처리 기술

(iii) Context-aware computing.
(i)

(Quantum information and (ii)
sensing technology)
물류 관련 기술
(Logistics technology)

Quantum computing;
Quantum encryption; or

(iii) Quantum sensing.
(i)

Mobile electric power;

(ii)

Modeling and simulation;

(iii) Total asset visibility; or
(iv) Distribution-based Logistics Systems (DBLS).

3D 프린팅 기술
(Additive manufacturing)

로봇 관련 기술
(Robotics)

e.g. 3D printing
(i)

Micro-drone and micro-robotic systems;

(ii)

Swarming technology;

(iii) Self-assembling robots;
(iv) Molecular robotics;
(v)

Robot compliers; or

(vi) Smart Dust.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Brain-computer
interfaces)

극초음속 관련 기술
(Hypersonics)

(i)

Neural-controlled interfaces;

(ii)

Mind-machine interfaces;

(iii) Direct neural interfaces; or
(iv) Brain-machine interfaces.
(i)

Flight control algorithms;

(ii)

Propulsion technologies;

(iii) Thermal protection systems; or
(iv) Specialized materials (for structures, sensors, etc.).

130 •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표 4-4. 계속
분야

첨단 신소재 기술

세부 예시
(i)

Adaptive camouflage;

(ii)

Functional textiles (e.g., advanced fiber and fabric

(Advanced materials)

technology); or
(iii) Biomaterials.

첨단 감시 기술
(Advanced surveillance

(i)

Faceprint, voiceprint technologies

technologies)
자료: U.S. Federal Register(2018. 11. 19), 「83 FR 58201」, Vol. 83, No. 223.

ECRA에서 정한 수출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2019년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은 국가비상사태선언과 IEEPA를 이용하여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의
보호에 관한 대통령령(Executive Order on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에 서명했다.
동 대통령령은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악용하여 미국의 경제, 외교, 안보에
잠재적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타국의 IT분야 기업들과 미국기업의 거래를 전면
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65) 이는 사실상 화웨이를 겨냥한 것이었다.
대통령령을 받은 상무부는 화웨이와 관련 회사 68사를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
(Entity List)에 추가하였고 이 기업들에 미국의 기술과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였
다. 만약 Entity List에 올라간 기업에 미국기업이 기술과 제품을 수출하려면 BIS
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상 불허한다는 전제하에서 운
용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IEEPA는 안전보장, 외교정책, 경제에 대한 이상이나 중요한 위협에 대해 비
상사태를 선언한 후 금융제재를 통해 그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65) The White House(2019a), “Executive Order on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
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https://www.whitehouse.gov/preside
ntial-actions/executive-order-securing-information-communications-technology-se
rvices-supply-chain/(검색일: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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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격을 가한 국가의 조직 또는 국민의 자산몰수(미국의 사법권의 대상이 되
는 자산에 대해), 외국환거래 또는 유가증권의 수출입 금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
으로 안전보장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라고도 일컬어진다. 미국은 현재 이
란, 시리아, 북한,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에도 이 IEEPA법을 적용하
고 있다.

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 최종사용자(End-user) 규제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기술과 제품을 이용하는 제3자 또는
제3국의 상품 수출 또는 재수출166)에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제품의
부품이나 기술에 관해서 미국산의 비율이 25%를 넘으면 수출금지 상품이 된다
(de minimis rule). 예를 들어 한국산이어도 미국의 기술이나 미국산 부품이
25%(북한, 시리아, 쿠바 또는 테러 집단과 관련될 경우는 10%) 이상 포함된 상
품을 Entity List에 올라 있는 중국기업에 수출할 경우 이것을 수출한 기업은
미국 상무부의 금지고객리스트(DPL: Denied Persons List)에 올라가고, 미
국기업과의 거래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미국산 기술을 포함한 상품의 거래
가 금지된다. 이것을 Secondary Boycott이라고 한다.
ECRA에서는 이 재수출규제와 더불어 End-user 규제도 정하고 있다. 이것
은 기업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그 제품이 어디로 가는지 체크하는 의무를 지
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 수출 금지된 상품을 우리나라 기업이 싱가포르
에 수출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화웨이의 손에 들어간다면 미국의 규제대상이
되는 규정이다.
이 규제들이 더욱 강력한 것은 사람에 대한 기술이전도 수출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웨이 관련 기업과는 기술공여나 공동연구개발 등도 불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화웨이와 공동개발을 할 경우 그 기술에 미국
166) 미국산 제품이 아니어도 미국 내에 한 번 들어왔다면 다시 미국에서 화웨이 등 제재대상 기업에 수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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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기술이 포함된다면 그것을 수출로 간주하여 제재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미국반도체 대기업인 퀄컴이나 영국의 ARM 등은 기술자원에 대
해 화웨이 사원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자를 통한 기술이나 제품의 이전을 방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
에 기업은 최종이용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위반할 경우 DPL에 올라가
고 포괄적수출허가를 상실하게 되며 거래처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거래정지
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 미
국의 결정에 따라 2019년 5월 20일에 구글은 화웨이에 안드로이드 OS의 라이
센스 권리를 정지한다고 발표하였고 다른 기업들도 화웨이와의 관계를 재검토
하며 정보차단을 시작했다.

다) 중국인과 공동연구 금지
ECRA의 규제대상이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기업 전체로 확대된다면 기업
은 개발부문에서 중국인을 고용하고 있을 경우, 대학은 제재대상 기술 관련 연
구소에 중국인 연구자나 학생이 있을 경우 미국의 제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
다. 핵, AI, 바이오 등 첨단기술에서 미국산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찾기
힘들다. 이 첨단 분야에서 중국인 연구자 또는 학생을 배제하지 않으면 그 대학
은 DPL 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미국기업이나 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
지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나 연구자를 대학에서 추방하는 움직임
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6월부터 트럼프 정권은 일부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
자의 비자갱신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장기 비자를 불허하고 1년 비자를 매년
갱신하도록 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졸업 후의 취업, 더 나아가서
학교 졸업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비자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5월에는 미국 의회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의 지원을 받거나 고용된 중국
인 유학생이나 연구자에게 비자 발급 금지를 촉구하는 법안까지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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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첨단기술을 연구하기가 불가능
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인 유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교육연구소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조사167)에 따르면, 2018/2019 학
년도 미국 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은 109만 5,299명이었는데 이 중 36만
9,548 명이 중국인이었다. 미국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수는 미ㆍ중 간 무역 전
쟁이 장기화되면서 2019년부터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17/2018 학년도 대비
외국인 유학생 수는 0.05% 늘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인 5.83%
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낮은 증가율이다.
여기엔 중국 유학생 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비율로 따지면 한
국인 유학생의 감소폭이 가장 크지만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중국인 유학생 감
소폭의 영향이 더 크다. 올해 미국의 전체 유학생 중 33.7%(36만 9,548명)가
중국인으로 1위였지만 증가세는 최저 수준이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20%가
량 늘던 중국인 유학생 숫자가 이번 연도엔 1.7%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
한 가장 최근인 2019년 가을학기 미국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등록자 수가 1년
전보다 5분의 1 이상 급감했다.168)

라) 중국의 대미 수출 규제 사례: Entity List
BIS는 1997년 2월에 수출, 재수출 및 국내이전 품목을 대량살상무기
(WMD)로 전환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한 기관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처음 Entity List를 발간했다. 이후 Entity List에 포함되는 근거는 국무부
가 제재하는 활동과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적 이익에 반하는 활동으로까지
167) IIE(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https://www.iie.org/Why-IIE/Announcements
/2019/11/Number-of-International-Students-in-the-United-States-Hits-All-Time-Hi
gh(검색일: 2020. 3. 20).
168) ｢미국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무역전쟁 장기화에 급감｣(2019. 9. 24), https://news.sbs.co.kr/ne
ws/endPage.do?news_id=N100545057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검색일: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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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었다. Entity List는 수출관리규정인 EAR의 부속서(Supplement No.
4 to Part 744)를 말한다. 2018년 8월 ECRA 제정 이후 최근까지169) 중국과
의 기술패권 분쟁과 관련하여 적용된 사례는 총 7차례 있었다.

(1) 2018년 10월 29일: JHICC(반도체)
미 상무부는 중국 국유기업인 푸젠진화반도체(JHICC: 福建省晋华集成电路
有限公司)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였다. 상무부는 푸젠진화반도체가 미국 국가안
보를 침해할 중대한 위험이 되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며 Entity List에 올렸
다. 상무부는 푸젠진화의 D램 생산능력이 실질적인 완성 단계에 있다며 장기
적으로 이는 미국 군사 시스템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업체의 생존을 위
협한다고 지적했다.170) 앞선 2017년 12월에는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생산
업체 마이크론이 푸젠진화가 자사 기술을 훔쳤다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
을 제기했고, 푸젠진화도 중국 법원에 마이크론을 맞소송한 사건이 있었다.171)

(2) 2019년 5월 15일: Huawei(5G)
상무부는 2019년 5월15일, 중국 통신 장비 대기업 화웨이(华为技术;
Huawei)와 관련 기업 68개사를 Entity List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화웨이
와 관련해서는 밑에서 따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3) 2019년 6월 24일: 슈퍼컴퓨터 관련 5개 기업
상무부는 6월24일 ECRA에 따라 국가안보상의 우려로 Entity List에 슈퍼
컴퓨터 관련 5개사를 추가하였다.

169) 2020년 5월 22일.
170)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 10. 29).
171) 「트럼프, 中 ‘반도체 야망’ 꺾다…푸젠진화와 거래 금지」(2018. 10. 30), https://www.hankyung.
com/economy/article/2018103016891(검색일: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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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2019년 6월 24일 Entity List에 추가된 슈퍼컴퓨터 관련 5개 기업
회사명
Chengdu Haiguang Integrated Circuit
Chengdu Haiguang Microelectronics
Technology

가명(假名, Aliases)
成都海光集成電路設計有限公司(Hygon）
Chengdu Haiguang Jincheng Dianlu Sheji
海光微電子技術有限公司(HMC)
Chengdu Haiguang Wei Dianzi Jishu
Higon Information Technology
Haiguang Xinxi Jishu Youxian Gongsi
THATIC

Higon

Tianjing Haiguang Advanced Technology
Investment
Tianjing Haiguang Xianjin Jishu Touzi Youxian
Gongsi
Dawning
Dawning Information Industry
Sugon Information Industry

Sugon
(曙光信息産業)
중국정부 관계
중국과학원 출자

Shuguang
Shuguang Information Industry
Zhongke Dawn
Zhongke Shuguang
Dawning Company
Tianjin Shuguang Computer Industry.

Wuxi Jiangnan Institute of
Computing Technology
(無錫江南計算技術研究所)

Jiangnan Institute of Computing Technology
JICT

자료: U. S. Federal Register(2019. 6. 24), 「84 FR 29371」, Vol. 84, No. 121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4) 2019년 8월 13일: 중국광허그룹 등 원자력 관련
2019년 8월13일에는 중국 국유의 원자력 발전 대기업인 중국광허그룹(中
国広核集団, China General Nuclear Power Corporation)과 그 자회사
를172) 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원자력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전용
172) China General Nuclear Power Group, China Nuclear Power Technology Research Instit
ute Co. Ltd., Suzhou Nuclear Power Research Institute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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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 기업에 미국 제품의 수출을 금지했다. 원전 개발은
‘중국제조 2025’의 10개 중점 분야 중 하나이다.

(5) 2019년 8월 19일: Huawei 46개 자회사, 5G 관련
5월에 이어 화웨이 자회사 46개사를 추가하여 화웨이 및 화웨이 자회사 총
114개사가 Entity List에 올랐다.

(6) 2019년 10월 7일: 하이크비전 등 AI 관련
트럼프 정권은 10월 7일 감시 카메라 세계 1위 기업인 하이크비전(杭州海康
威視数字技術) 등 중국의 28개 단체 및 기업을 Entity List에 추가하였다. 미국
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중
국 인권 문제에 압력을 넣는 동시에, 신흥 첨단기술 기업을 견제하는 의도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상무부가 10월 7일 수출규제 Entity List에 추가한
대상은 다음의 AI 관련 첨단기술기업 8개사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각 지역의
공안부문 등 20개 기관 총 28개 단체 및 기업이었다.

표 4-6. 2019년 10월 7일 Entity List에 오른 AI 관련 기업
회사명

특징

Dahua Technology

감시 카메라 세계 2위 기업

Hikvision

감시 카메라 세계 1위 기업

iFLYTEK
Megvii Technology
SenseTime

음성인식과 자동번역 기술 대기업
알리바바가 지원하는 얼굴인식 및 deep-learning
소프트웨어, 바이든의 차남 관련 투자회사가 출자
AI 스타트업 선두 그룹에 위치, 자율운전을 위한 이미지
인식 기술(일본 혼다와 제휴)

Xiamen Meiya Pico Information

정보보안(데이터 포렌식)

Yitu Technologies

얼굴인식

Yixin Science and Technology

얼굴인식

자료: U.S. Federal Register(2019. 10. 9), 「84 FR 54002」, Vol. 84, No. 196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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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년 5월 22일: AI, 로봇, 사이버보안, 슈퍼컴퓨팅 관련
총 33개 정부기관, 기업 및 개인을 Entity List에 추가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과 관련하여 9개
정부기관 및 기업을 추가하였으며, 23개 기업 및 푸단대 국제관계학과 쭈지에
진(朱杰进) 교수를 중국의 대량살상무기 및 군사활동과 관련되었다는 사유로
Entity List에 추가하였다. 목록에 포함된 기업 중에는 중국의 대형 인공지능
회사 NetPosa와 NetPosa의 자회사 SenseNets,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
트뱅크가 투자한 로봇 회사 Cloudminds, 사이버보안업체 Qihoo 360, 양자
및 슈퍼컴퓨팅 관련 Beijing Computational Science Research Center 등
이 포함되었다.

표 4-7. 2020년 5월 22일 Entity List에 추가된 33개사
사유

회사명
China’s Ministry of Public Security’s Institute of Forensic Science
Aksu Huafu Textiles Co.
CloudWalk Technology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과 관련된 9개
정부기관 및 기업

FiberHome Technologies Group
Nanjing FiberHome Starrysky Communication Development
(FiberHome Technologies Group 자회사)
NetPosa
SenseNets (NetPosa 자회사)
Intellifusion
IS’Vision
Beijing Cloudmind Technology Co., Ltd.

중국의 대량살상무기

Beijing Computational Science Research Center

및 군사활동과 관련한

Beijing Jincheng Huanyu Electronics Co., Ltd.

24개 기업

Center for High Pressure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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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계속
사유

회사명
Chengdu Fine Optic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
China Jiuyuan Trading Corporation
Cloudminds (Hong Kong) Limited
Cloudminds Inc.
Harbin Chuangyue Technology Co., Ltd.
Harbin Engineering University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Harbin Yun Li Da Technology and Development Co., Ltd.
JCN (HK) Technology Co. Ltd.

중국의 대량살상무기
및 군사활동과 관련한
24개 기업

K Logistics (China) Limited
Kunhai (Yanjiao) Innovation Research Institute
Peac Institute of Multiscale Science
Qihoo 360 Technology Co. Ltd.
Qihoo 360 Technology Company
Shanghai Nova Instruments Co., Ltd.
Sichuan Dingcheng Material Trade Co., Ltd.
Sichuan Haitian New Technology Group Co. Ltd.
Sichuan Zhonghe Import and Export Trade Co., Ltd.
Skyeye Laser Technology Limited
Zhu Jiejin.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20. 5. 22)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마) 화웨이의 5G 기술과 미국의 對화웨이 제재
5G 초고속 네트워크는 다양한 물건들을 연결해 주는 IoT,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AI)의 고성능화,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건설 등 차세대 기술의 대약
진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조력자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주기술이나 최첨단
군사시스템의 대응에도 5G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점에서 5G 대표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전략적으로 보인다.
화웨이 사태는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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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5G 기업인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최근 미국정부가 갖고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 부상에 대한 위기의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화웨이는 1987년 런정페이(Ren Zhengfei)에 의해 설립되었다. 화웨이 초
기 역사는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해외 통신기술의 중국 도입과
중국정부의 국내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성장했다. 1990년대 중반 화웨이는 인
민해방군과의 첫 계약을 따내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화
웨이는 지적재산권 침해 및 기업기밀 절취 및 안보위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여러 의혹을 낳았다(표 4-8).

표 4-8. 화웨이 관련 의혹 일지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업기밀 절취 의혹
2003년 Cisco 라우터 소스코드 절도 인정
2004년 Supercomm 컨벤션에서 Fujitsu
Network Communications와 AT&T
기밀 절취 시도 의혹
2009년 화웨이 직원이 인도네시아 통신업체 PT
Excelcomnindo Pratama의 데이터
절취 시도
2010년 모토롤라 SC300 기술 절취로 피소
2012년 T-Mobile의 스마트폰 테스트용 로봇
Tappy의 기술 절도로 480만 달러 배상

안보 위협 의혹
2005년 RAND 연구소의 “A New Direction
for China’s Defense Industry”
보고서에서 화웨이와 인민해방군과의
밀접한 관련성 주장
2007년 이란제재 위반으로 FBI가 런정페이 수사
2008년 미군에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3Com인수를 시도했으나 미국정부가
불허
2008년 북한제재를 위반하고 미국기술이 들어간
무선통신시스템 제공

2014년 Rui Pedro Oliviera가 개발한 플러그인 2010년 3leaf사 매수 시도 불허
2010년 Sprint Nextel의 네트워크망에서 화웨이
스마트폰 카메라 특허 침해 의혹
2017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CNEX 기술 절도
사건으로 소송 중
2019년 미국의 Akhan Semiconductors

장비 배제
2012년 하원 정보위원회 화웨이를 위협으로 지적,
호주 정부 고속통신망에서 화웨이 배제

다이아몬드 글래스 기술 절취 시도 의혹 2013년 CIA 수장 마이클 해이든은 화웨이가
해외 통신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언급
2012~17년 African Union 헤드쿼터를
정기적으로 해킹한 의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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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계속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업기밀 절취 의혹

안보 위협 의혹
2018년 미국 FCC는 백도어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 보조금으로 안보에 위협을 주는
회사의 장비 구매 금지 제안,
파이브아이즈의 멤버 호주와 뉴질랜드
안보상의 이유로 화웨이 5G 장비 사용
금지, 체코 중국의 국가정보법을 이유로
화웨이를 안보 위협으로 지정
2019년 폴란드 화웨이 직원 스파이 혐의로 체포

자료: “The War Against Huawei: Why the U.S. is trying to destroy China’s most successful brand”(2019.
12. 19), https://www.latimes.com/projects/la-fg-huawei-timeline/(검색일: 2020. 5. 20) 바탕으로 저자 정리.

2018년 2월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 수장들은 의회 청문회에 나와 “미국 국민은 ZTE와 화웨이 같은 중
국 통신장비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였다. 또한 중
국기업의 5G 통신장비는 위협이 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메모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파이브아이즈(FVEY: Five Eyes)173)의 멤버인 호주와 뉴질랜
드는 화웨이와 ZTE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금지하게 되었고 일본도 화웨이와
ZTE 제품을 금지하였다. 미국 국방부는 미군기지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결정하고 기타 미국 정부기관의 특정 중국장비 구입도 제한되었다.
2018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90일간 미ㆍ
중 무역분쟁은 휴전에 들어갔으나 화웨이는 예외였다. 12월 1일 캐나다 정부는 미
국 측 요청에 따라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밴쿠버에서 화웨이의 최고
재무책임자이자 런정페이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 Meng Wanzhou)를 체포 및
구금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도 12월 11일 캐나다 전직 외교관 Michael Kovrig와

173) ‘파이브 아이즈’는 영어권 정보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첩보동맹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
드의 정보기관이 속해 있고, FVEY라는 약어로도 표현함. 이 동맹은 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에 생겨
났으며 냉전 시기 주로 소비에트연합과 동구권 국가들의 통신을 감시했음. 소련 붕괴 이후에는 테러
에 대한 대응에 주력하다가, 최근에는 중국과 ‘중국의 해외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음. 「화웨이: 서구
는 왜 화웨이를 두려워 하는가?」(2019. 3. 20),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7608166(검색일: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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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Michael Spavor를 안보상의 이유로 체포 및 구금하며 화웨이를 둘러싼
미ㆍ중 간 긴장관계는 고조되었다. 런정페이 회장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멍 부
회장을 미ㆍ중 무역전쟁에 따른 희생양이라고 여러 차례 묘사했다. 그러나 미국
은 화웨이가 이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스카이콤’이라는 유령 업체를 동원하고
여러 금융기관을 활용했다고 판단, 이를 주도한 인물로 멍 부회장을 기소하고 캐
나다에 공식적으로 신병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174)
화웨이 사태와 관련하여 2018년 이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국
가정보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의 시행이다. 2017년 6월 제정되고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중국국가정보법｣은 국가 정보공작과 정보능력 건설
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이다. 근본적으로 국가안보와 테러 방지를
위해 제정되었지만 정보공작에 대한 정의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정보당국
의 권한을 지나치게 넓게 정의함으로써 중국정부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든 수집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이 크다.175) 특히 외국계 기업들은 정보활동에
자국기업의 협력을 의무화시킨 이 법안의 7조를 염려한다.
중국정부가 이 조항을 바탕으로 자국기업에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
라고 요구한다면 그 기업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화웨이를 더욱 불신하
게 된 것이다. 창업자 런정페이가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으로 중국 군대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는 점과, 기업명이 중화민족을 위한다는 의미인 ‘중화유위(中华
有为)’에서 유래되었다는 점도 화웨이와 중국정부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든다.
실제로 2018년 12월 체코정부는 국가정보법을 이유로 화웨이를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지목하였다. 비록 런정페이는 화웨이는 사기업일 뿐이고 중국 당국으
로부터 부적절한 정보를 공유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무력충돌 등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한다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174) 「화웨이 멍완저우, 캐나다→미국 신병인도 20일 첫 재판」(2020. 1. 10), https://news.v.daum.net
/v/20200110171025638?f=p(검색일: 2020. 5. 20).
175) 「화웨이: 서구는 왜 화웨이를 두려워 하는가?」(2019. 3. 20), https://www.bbc.com/korean/int
ernational-47608166(검색일: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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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중국국가정보법｣ 7조

第七条
任何组织和公民都应当依法支持、协助和配合国家
情报工作、保守所知悉的国家情报工作秘密。国家对
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的个人和组织给予
保护。

제7조
모든 조직과 공민은 모두 법에 따라 국가정보업무
를 지지ㆍ협조ㆍ호응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국가는 국가
정보업무에 지지ㆍ협조ㆍ호응하는 개인과 조직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이후 2019년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정부는 화웨이를 금융사기,
지적재산권 도용 및 이란과의 거래 등 13기지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하였으
며, 폴란드에서 스파이 혐의로 화웨이 직원이 체포되었고, EU는 화웨이 장비 사용
에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급기야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이용하여 화웨이의 미국 공급망 접근을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176)에
서명하며 ‘거래 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렸다. 직후 구글(Google), 인텔(Intel),
퀄컴(Qualcomm), 반도체 관련 ARM(ARM Architecture), 마이크론(Micron
Technology), 페이스북(Facebook) 등은 화웨이와 거래중지를 선언하였다. 또
한 2019년 11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통신사들이 화웨이와 ZTE의 장
비 구입에 보조금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다. 2020년 들어서도 미국정부는
지방 통신사들의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사용 금지를 결정하는 등 화웨이를 상대로
한 규제는 심화ㆍ지속되고 있다.
2월 미국은 뉴욕 연방법원에 화웨이가 미국의 첨단기술 관련 기업들과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위반하였고, 미국 회사 직원을 스카우트해 이전
소속 회사의 지식재산을 빼돌리도록 지시하였으며, 경쟁업체의 영업비밀과 기
밀을 빼온 직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는 점을 주요 내용
으로 기소하였다.177) 5월 15일에는 1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對화웨이
176) The White House(2019a), “Executive Order on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
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https://www.whitehouse.gov/preside
ntial-actions/executive-order-securing-information-communications-technology-ser
vices-supply-chain/(검색일: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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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를 연장함과 동시에 EAR 개정을 통해178) Entity List에 오른 화웨이
를 직접적인 목표로 반도체 관련 제재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표 4-10.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일지
일시

주요내용

2012. 10월

미 의회, 화웨이와 ZTE 안보 경고

2018. 1월

미국 하원,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 중단 법안 발의

2018. 8월

트럼프 대통령, 화웨이와 ZTE 장비를 금지하는 국방수권법 서명
호주, 화웨이와 ZTE를 5G망 구축사업에서 배제

2018. 11월

뉴질랜드, 화웨이 5G장비 사용 금지 결정

2018. 12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캐나다에서 체포

2019. 1월

폴란드 당국, 스파이 혐의로 화웨이 중국인 직원 체포, 미 하원 화웨이와 ZTE에
미국산 반도체 칩, 부품 판매금지 법안 발의

2019. 05.15 화웨이 및 자회사 68개사 Entity List 추가
2019. 05.20

구글, 화웨이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지원 중단 발표, 인텔, 퀠컴, 브로드컴 등
칩셋 제조사 거래중단 합류

2019. 05.22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 화웨이와 거래중단 결정
2019. 05.24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OS 및 클라우드 지원 리스트에서 화웨이 삭제
2019. 05.30 미국 마이크론, 화웨이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 중단
2019. 06.03 대만 폭스콘, 화웨이 생산라인 일부 가동 중단
2019. 06.07 페이스북, 화웨이 스마트폰에 자사 앱 선탑재 불허
2019. 06.11 화웨이, 연내 스마트폰 세계 1위 달성 목표 철회 및 신규 노트북 PC 출시 무기한 연기
2019. 08.13 연방정부 관련 기관의 화웨이 통신ㆍ감시 장비 구매 금지
2019. 11.22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 통신사들이 화웨이와 ZTE의 장비 구입에 보조금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결정

2019. 12.31 화웨이, 미국제재로 인한 2020년 어려움 예상을 발표
2020. 03.12 미국정부, 지방 통신기업들의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사용 금지
2020. 05.15 EAR 개정을 통한 화웨이 제재 강화: 반도체 공급 차단
2020. 08.13 미국 연방정부 관련 기관은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의 상품 구매 금지
자료: “Timeline: What’s going on with Huawei?”(2019. 1. 18), https://www.bbc.com/news/technology-46483
337(검색일: 2020. 5. 20); “The War Against Huawei: Why the U.S. is trying to destroy China’s most
successful brand”(2019. 12. 19), https://www.latimes.com/projects/la-fg-huawei-timeline/(검색일: 20
20. 5. 20); “Huawei ban timeline: Company reportedly strengthens European links in face of US restriction
s”(2020. 5. 1), https://www.prowell-tech.com/huawei-ban-timeline-company-reportedly-strengthen
s-european-links-in-face-of-us-restrictions/(검색일: 2020. 5. 20).

177) 「美검찰, 대북제재 위반 등 새 혐의로 中화웨이 추가 기소」(2020. 2. 14), https://www.sedaily.com
/NewsVIew/1YYX4BV2II(2020. 5. 20).
178) Supplement No. 4 to Part 744에 각주를 추가함으로써 반도체 관련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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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정부의 해외정보 수집을 도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재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 만약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의 기술을 쓴다면 앞으로는 미국과의 정보
공유가 어려워질 거라며 동맹국들에도 화웨이 보이콧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
다.179) 2019년 9월 롭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화
웨이가 제작하는 5G 통신장비를 거부하지 않는 동맹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
다”고 말했다.

2) 수입규제: 2019 NDAA 889조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NDAA 2019)
Title 1

......

Title 8
획득 정책, 획득
관리, 및 관련 사항
Subtitle A.

......

Title 17
외국인투자심사 및
수출규제

......

Subtitle B.
ECRA

Subtitle C.
기타

Ⅰ.
Export
Control
Act

Ⅱ.
Anti-Boycott
Act

Ⅲ.
행정권한

......

Subtitle A.
FIRRMA

Title 47

Subtitle H.
기타
889조
특정 통신 및 영상감시 서비스 또는
장비의 금지

자료: 저자 작성.

수입규제와 관련하여서는 2019년 국방수권법(2019 NDAA) 889조가 미국정
부기관과 중국 통신장비 관련 기업의 거래 금지를 다루고 있다. 5G 네트워크 장비
기업인 화웨이와 ZTE, AI 및 영상감시 관련 기업인 Hikvision과 Dahua
Technoloy, 그리고 경찰이 사용하는 전문가용 모바일 라디오의 세계 최대 공급
기업인 Hytera, 이상 5개사를 명시하고, 두 단계에 걸쳐 수입을 제한한다.

179) “U.S. will rethink cooperation with allies who use Huawei: official”(2019.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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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단계는 889조(a)(1)(A)에서 미국정부기관(연방정부, 군, 정부 소유 기
업 등)이 5개 회사의 제품과 더불어 이들이 제조한 상품이 들어가는 타사 제품
의 조달을 금지하였다. 이 조항은 2019년 8월 13일 시행되었다.
둘째 단계는 889조(a)(1)(B)에 명시되었는데, 2020년 8월 13일 이후부터는
이들 5개 회사의 제품을 사내에서 사용하는 세계 모든 회사와 미국 정부기관의
거래가 금지된다. 또한 889조(b)(1)에 의해 해당 회사 제품 구매와 관련된 어떠
한 자금 조달도 제한된다.
비록 889조는 민간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의 수입규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
만, 2단계 889조(a)(1)(B)가 포괄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만큼 그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마. 기술 분야 중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규제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NDAA 2019)
Title 1

......

Title 8
획득 정책, 획득
관리, 및 관련 사항
Subtitle A.
......

Subtitle H.
기타
889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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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A.
CFIUS
(Short title:
FIRRMA)

Title 17
외국인투자심사 및
수출규제
Subtitle B.
ECRA

......

Subtitle C.
기타

Title 47

1) CFIUS의 권한 강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는 대미 외국인투자(관련 거래)를 대상으로 자국 국가안보
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ㆍ규제하는 기관이다. CFIUS는 의장직을 맡고 있는 재
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무부, 상부부, 국방부 등 연방정부 부처와 백악관 대통
령 자문위원회 수장들로 구성된다. CFIUS는 심의를 통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투자를 승인한다. 그러나 만일 특정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투자 당사자가 이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특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대통령은 CFIUS의 권고에 기초하여
해당 투자 거래를 금지(중지)하거나 완료된 투자 거래에 대한 투자 철회(자산
매각) 조치를 내릴 수 있다.180)

표 4-11. CFIUS 개요
- 「국방생산법」 721조(721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 「Exon-Florio」 수정법안(1988)
1. 설치 및 운영 근거

-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INSA: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 「FIRRMA(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2. 조직 구성
- 8개 행정부처 장관(급)
- 1개 백악관 대통령 자문
수장

- 재무부(의장), 법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
부, 무역대표부(USTR), 과학기술

- 정회원

정책국(OSTP)
- 예산관리국(OMB), 경제자문위원회

- 5개 대통령 자문위원회
수장

(CEA),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
가경제위원회(NEC), 국토안보위원

-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

회(HSC)
- 기타 부서장(2개)

- 국가정보국, 노동부

- 직무상 권한으로 참가하나
의결권은 없음

180) CFIUS(2017), p.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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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계속
- 대미 외국인투자(인수, 합병 등)를 대상으로 국가안보 영향 여부
3. 역할 및 임무

심의
- 대통령 조치 권고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CFIUS Overview,”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
nal/the-committee-on-foreign-investment-in-the-united-states-cfius/cfius-overview(검색일: 2020.
2. 19).

2) FIRRMA 제정과 CFIUS 권한 확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중 통상제재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중국제조
2025’ 추진으로 인한 중국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부상ㆍ대미 투자(미 기술기
업 대상 인수) 확대가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되었다. 미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CFIUS의 권한을 확대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 같은 인식은 백안관이 발표(2017. 12)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잘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일부 국가의 미국 지재권ㆍ특
허 정보를 향한 절도 또는 불법적 인수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고 밝혔다. 특히 중국을 경쟁자로 지적하고, 경쟁국의 미국 지재권(특허 기술ㆍ
아이디어 등) 절도로 인한 위험을 경고했다. 이들로부터 국가안보ㆍ혁신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보장을 위해
CFIUS 강화를 우선 조치의 하나로 제시했다.181) CFIUS의 권한 확대가 대중국
우려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CFIUS의
권한 확대를 핵심으로 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을 제정하기에 이
른다(2018년 8월 13일 대통령 서명). FIRRMA는 대통령 서명 이후 즉각 발효
되기 이전 시범프로그램 시행(2018년 11월)과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
을 거쳐 2020년 2월 13일 정식 발효되었다.182) FIRRMA 제정에 따른 가장 큰
181) The White House(2017a), pp. 21-22.

148 •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변화는 무엇보다 CFIUS의 심의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미국 사업(기업)에 대한 외국의 지배권(통제권) 획득으로 귀결되는 합병ㆍ인수
가 심의 대상이었으나, FIRRMA는 군사 또는 민감한 정부시설에 인접한 부동
산 거래(매매 또는 리스)는 물론 핵심기술ㆍ핵심인프라ㆍ개인(민감)정보와 관
련된 기타 투자(비지배적 투자(non-controlling investments), 소수지분 투
자 의미) 거래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12]에 FIRRMA 제정, CFIUS
의 권한 강화에 대해 보다 자세히 정리하였다.

표 4-12. FIRRMA의 주요 내용

1. FIRRMA 제정
배경ㆍ취지

- 기존 CFIUS 관할권을 벗어난 외국의 비지배적 투자 및 부동산 거래(미
국 사업에 대한)로부터 야기되는 국가안보 우려(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CFIUS의 권한을 확대
- 2018년 8월 13일 대통령 서명

2. 제정ㆍ발효 시기

- 2020년 2월 13일 FIRRMA 정식 발효
- 정식 발효 이전까지 시범프로그램(pilot programs) 이행 권한을 CFIUS
에 부여

3. 적용 범위ㆍ대상 추가
확대

- 핵심기술, 핵심 인프라, 민감 개인정보(데이터)와 관련한 미국사업에 대
한 비지배적 투자(기타 투자) 거래
- 외국의 미국 부동산 거래
- (1개 이상) 핵심기술의 생산, 디자인, 테스트, 제조ㆍ제작, 개발 관련 투자
*핵심 기술; 출통제개혁법(ECRA2018)의 적용을 받는 신흥ㆍ기반기술을
비롯 기타 수출통제 및 기존 관련 규정에 의거한 특정 기술도 포함

4. 비지배적 투자의
범위ㆍ정의

- 핵심 인프라의 소유, 운영, 제조, 공급ㆍ서비스 관련 투자
*핵심 인프라; 통신, 유틸리티ㆍ에너지, 교통 등
- 미국 시민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데이터) 관리,
수집 관련 투자
*민감한 개인정보; 국방 관련 인사ㆍ국가안보 관련 연방기관 종사자 대
상 정보(금융, 지리 위치, 의료보건 등에 관한 정보 포함)

182) 시범프로그램(FIRRMA Pilot Program)은 FIRRMA의 정식 발효에 앞서 시행된 것으로 특별히 국
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투자로부터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핵심기
술에 해당하는 27개 산업을 선정함. 이에 CFIUS는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의 비지배적 투자
거래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시범프로그램 시행의 골자임(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Public Affairs(2018)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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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계속
- 외국인의 사적 또는 공적 부동산의 매입, 임대, 양도 거래
5. 부동산 거래의

*심의 대상 부동산 거래; 항공 또는 항만 내 위치 또는 그 일부 시설,

범위ㆍ정의

국방시설 또는 국가안보와 민감한 미국정부 기관 시설ㆍ재산 인근 소재
부동산

6. 심의 절차
강화(의무적 신고
요건)

-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심의는 투자 당사자들의 자발적 신고로 개시
- 그러나 FIRRMA 규정에 의거, 특정 투자 거래의 경우 의무적 신고(통
보) 절차를 적용, 특히 핵심기술 관련 투자거래 및 외국정부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거래에 대해 의무적 신고 요건 부과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Public Affairs(202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중국의 대미 M&A 및 CFIUS 심의 현황
Rhodium Group이 제공하는 중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FDI) 통계(THE
US-CHINA INVESTMENT HUB)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FDI는 거의 대부분
M&A가 주도한다.183) 따라서 여기서는 중국의 대미 M&A를 중심으로 설명하
고자 한다. 중국의 대미 M&A는 2005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초과한 뒤
2010년 43억 달러에 달하며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44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대미 M&A는 2016년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
하였다. 2017년 289억 달러로 전년대비 34.6% 감소한 데 이어 2018년에는
85% 감소한 43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0년 규모로 회귀한 수
준에 불과하다(그림 4-2 참고). 2019년 상반기에도 중국의 대미 FDI는 지속적
인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상반기 중국의 대미 FDI는 31억
달러에 머물렀다. 이는 2018년 상반기 26억 달러에 비해 소폭 회복세를 보인
것이나, 2016~17년에는 6개월 평균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184)

183) 중국의 대미 FDI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초과함. 2016년과 2017년에는 약 98%에 달
했음. Rhodium Group DB, “THE US-CHINA INVESTMENT HUB”(검색일: 2019. 12. 10).
184) Hanemann et al.(2019),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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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중국의 대미 FDI 추이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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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hodium Group DB, “THE US-CHINA INVESTMENT HUB”(검색일: 2019. 12. 10)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중국의 대미 M&A가 2016년 이후 급감 추세를 지속하는 것은 미국 내 중국
기업의 M&A에 대한 경계감 확산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18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
역행위 제재와 함께 중국의 대대적인 대미 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반발감을 표
출했다. 미 의회 역시 중국의 대미 M&A에 우려의 시각과 함께 제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외
국인투자 규제를 위해 CFIUS의 권한을 확대한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다. 이러한 결과 중국기업의 대미 M&A를 위축시키는 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대미 M&A에 대한 CFIUS의 심의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186)
CFIUS가 의회에 제출한 연간보고서(2019)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에 대한 심의
는 중국이 2012년부터 최대 심의 대상국으로 떠오른 이후 매년 지속 상승했다.

185) 중국의 대미 M&A가 급감 추세를 보인 데는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 요인도 작용한바, 중국정부
는 2016년 말 이후 자본유출에 대응하여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
186) 여기서 제시한 CFIUS 심의 통계는 CFIUS 연례보고서(CFIUS 2019)에 의거하고 있으며, FIRMMA
제정(2018. 8) 이전 시기(2015~17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FIRRMA에 따른 CFIUS 권한
확대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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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년 3년간 중국에 대한 심의는 총 143건으로 전체(552건)의 26%를
차지했다. 특히 연평균 20건에서 2016년에는 54건, 2017년에는 60건으로 크
게 증가하였다. 심의 대상 국가 비중은 중국에 이어 캐나다(12.%), 일본(8.3%),
영국(8.0) 순이었다(표 4-13 참고).

표 4-13. CFIUS 심의 대상 국가(2015~17년)
(단위: 건수)

대상 국가

2015

2016

2017

전체 합계

중국

29

54

60

143

캐나다

22

22

22

66

일본

13

13

20

46

영국

19

7

18

44

프랑스

8

8

14

30

네덜란드

5

3

7

15

독일

1

6

7

14

한국

1

6

6

13

호주

4

4

5

13

싱가포르

3

2

6

11

스웨덴
전체 합계

3

1

6

10

143

172

237

552

자료: CFIUS(2019), p. 18.

한편 CIFIUS는 미국 핵심기술에 대한 해외기업 인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중국은 핵심기술 분야에서도 최대 심의 대상국가로 나타났다.
2016~17년 기간 중 총 178건의 핵심 기술 인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7%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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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핵심기술 분야 CFIUS 심의 대상 국가(2015~17년)
(단위: 건수)

대상 국가

2016

2017

전체 합계

중국

17

21

38

일본

8

10

18

캐나다

8

7

15

영국

3

12

15

프랑스

5

9

14

전체 합계

73

105

178

자료: CFIUS(2019), p. 31.

4) 중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규제 사례
여기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CFIUS가 첨단기술 분야 국가안보 위협
을 근거로 중국의 대미 M&A를 규제한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CFIUS가 특정 투자 심의 과정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
면 대체로 해당 투자 당사자들은 해당 거래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그러나 앞
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CFIUS가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투자 당
사자들이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CFIUS의 권고에 따라 해당 투자거
래를 금지(투자 철회)하는 조치(명령)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미
M&A 규제 사례를 대통령의 투자 금지 조치와 투자 당사자들의 해당 거래 포기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대통령 금지 조치
미 행정부가 CFIUS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의 금지 명령에 의해 대미
M&A 투자 거래를 규제한 경우는 총 6차례 발생했다. 이 중 5건은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건은 직접 중국기업이 관련된 것은
아니나 해당 M&A 거래 결과 중국의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6건 모두 직간접적으로 중국기업의 M&A에 집중됨으로써 중국이
CFIUS 외국인투자 규제의 중점 대상국임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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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의 규제 중 3건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취해졌는데, 여기서는 트럼프 대
통령에 의해 금지된 3건의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187) 첫째, 2017년 9월 트럼
프 대통령은 중국계 사모펀드사인 Canyon Bridge Capital의 Lattice 반도체
인수 거래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 인수 거래 결과 반도체 공급망을 통
한 미 첨단기술의 유출ㆍ지재권 이전으로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지 명령의 근거로 작용하였다.188)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12일 Broadcom(싱가포르 반도체 업체)
의 Qualcom 인수 거래를 금지했다. 이 거래 금지 배경에도 CFIUS의 국가안보
위협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189) 즉 Broadcom의 Qualcom 인수 결과
5G 분야에서 중국기업(화웨이)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
한 것으로 추정된다.190) 이 두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CFIUS 심의 절차에 따른
대통령의 금지 조치는 미 행정부가 중국기업의 첨단기술 분야 대미 투자에 강한
경계심과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Broadcom-Qualcom 인수의 경
우 중국기업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서는 기술 분야 중국기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함을
엿볼 수 있다.

187) 나머지 3건은 다음과 같다. ① 1990년 부시대통령, 중국항공기수출입유한책임공사(CATIC)의 MA
MCO(항공기업체)에 대한 투자 철회 명령 ② 2012년 오바마 대통령, Ralls Corp의 풍력발전소 투
자 철회 명령 ③ 2016년 오바마 대통령, Fujian Grand Chip Investment Fund의 Aixtron US 인
수 금지 명령, CRS(2019), p. 22.
188) The White House(2017b), “Order Regarding the Proposed Acquisition of Lattice Semic
onductor Corporation by China Venture Capital Fund Corporation,” https://www.white
house.gov/presidential-actions/order-regarding-proposed-acquisition-lattice-semi
conductor-corporation-china-venture-capital-fund-corporation-limited/(검색일: 201
9. 11. 22).
189) The White House(2018a), “Presidential Order Regarding the Proposed Takeover of Qua
lcomm Incorporated by Broadcom Limited,”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
-actions/presidential-order-regarding-proposed-takeover-qualcomm-incorporatedbroadcom-limited/(검색일: 2019. 11. 22).
190) “Trump Blocks Broadcom Takeover of Qualcomm on Security Risks”(2018. 3. 12), https:/
/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3-12/trump-issues-order-to-block-broa
dcom-s-takeover-of-qualcomm-jeoszwnt(검색일: 201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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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3월 6일 중국 스지그룹(石基信息, Beijing
Shiji Information Technology)의 StayNTouch에 대한 투자 철회명령을
내렸다.191) 이 규제 사례는 FIRRMA가 발효(2020. 2. 13)된 이후 처음 발표된
대통령 금지 조치로서 2018년 인수가 완료된 거래에 대해 투자 철회 명령을 내
린 유형에 해당한다.192) 스지그룹 인수 결과 StayNTouch의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 미국 고위급 인사의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을 통해 국가안보
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
로 파악된다.193)

나) 당사자의 투자 포기
CFIUS의 심의 과정 중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 당사자
가 대통령의 조치 이전에 해당 인수 거래를 포기하거나 투자 계획을 철회하는
경우다. 중국기업의 미국 첨단기술 기업 인수 결과 중요 기술 및 기업 정보 유출
에 근거한 규제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사이버 보안,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 유
출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이 규제의 주된 사유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기술ㆍ정보 유출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HNA 그룹의 Global Eagle
Entertainment(기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인수 포기다. HNA 그룹은
Global Eagle Entertainment를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Global Eagle의 와
이파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고객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CFIUS의 승인을 획득
하지 못하고 해당 거래를 포기하였다(2017. 7).194) Orient Hontai Capital
191) The White House(2020b).
192) 2018년 9월 호텔ㆍ외식ㆍ소매ㆍ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인 스지그
룹이 호텔ㆍ카지노 업체의 자산관리 시스템 사업을 운영하는 StayNTouch를 35억 달러에 인수함.
스지그룹은 글로벌 호텔 및 럭셔리 소매 업체용 소프트웨어 서비스시장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 약
60%를 차지하는 기업이며, 약 3만 5,000개의 유럽 및 아시아 지역 호텔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Skift(2020. 3. 6), “Trump Administration Orders Shiji to Sell Hotel Tech Firm StayNTou
ch,” https://skift.com/2020/03/06/trump-administration-orders-shiji-to-sell-hotel-t
ech-firm-stayntouch/(검색일: 2020. 4. 13).
193) “Trump Orders Chinese Firm to Sell U.S. Hotel Software Company”(2020. 3. 6), https://
www.wsj.com/articles/trump-orders-chinese-firm-to-sell-u-s-hotel-software-company
-11583521254(검색일: 202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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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증권 자회사, 중국계 사모펀드)의 AppLovin Corp(모바일 광고, 전자상
거래) 인수 포기(2017. 11)도 인수 대상 기업의 주식 관련 누출 우려가 주요 원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195)
2018년에 접어들어 CFIUS는 알리바바 그룹 자회사인 Ant Financial(온라
인 금융 결제 서비스업체)의 MoneyGram(온라인 송금 서비스업체) 인수 거래
를 저지한 바 있다. 이미 2017년 관련 인수 계획이 알려지자 2명의 미 하원의
원이 Ant Financial의 인수 거래로 인해 미 국방 관련 인사와 그 가족들의 정
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CFIUS 역시 이 거래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196) 이에 Ant Financial은 2018년 1월 MoneyGram
(디지털 서비스업체) 인수를 포기했다. 이는 CFIUS가 사이버 보안ㆍ개인정보
관련 외국인투자 규제에도 중점을 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2018년 4월
HNA Capital의 SkyBridge Capital(헤지펀드) 인수 포기도 민감 기술ㆍ정보
접근, 데이터 보호에 대한 CFIUS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197)
이러한 유형의 중국 M&A 규제 사례는 2019년에도 이어졌다. AI 기술을 활
용한 의료정보 업체인 중국의 iCarbonX는 2017년 미국의 의료 벤처(의료 연
구 앱 업체) PatientsLikeMe의 과지분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CFIUS는 이를
통해 수집된 개인의 의료정보 누출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iCarbonX는 PatientsLikeMe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력을 받았다.198) 이러
194) “U.S. regulatory scrutiny scuppers deal for unit of China’s HNA”(2017. 7. 26), https://
www.reuters.com/article/us-global-eagle-ent-m-a-hna-group/u-s-regulatory-scrutiny
-scuppers-deal-for-unit-of-chinas-hna-idUSKBN1AB0BE(검색일: 2019. 12. 5).
195) “Exclusive: AppLovin tweaks Chinese takeover deal after U.S. pushback”(2017. 11. 21),
https://www.reuters.com/article/us-applovin-m-a-hontaicapital-exclusive/exclusive
-applovin-tweaks-chinese-takeover-deal-after-u-s-pushback-idUSKBN1DL2N3(검색
일: 2019. 12. 6).
196) “MoneyGram Deal Collapse May Force a Re-Think at Jack Ma’s Ant”(2018. 1. 3), https://
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1-02/china-s-ant-drops-deal-for-money
gram-after-losing-u-s-approval(검색일: 2019. 12. 10).
197) “HNA Terminates SkyBridge Acquisition As CFIUS Sinks Another Deal”(2018. 5. 2), https:
//www.chinamoneynetwork.com/2018/05/02/hna-terminates-skybridge-acquisitionas-cfius-sinks-another-deal(검색일: 2019.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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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압력이 가해지자 결국 iCarbonX는 PatientsLikeMe의 지분을 매각하였으
며, 미국 의료서비스 그룹인 UnitedHealth가 새로운 인수자로 등장하였다
(2019. 6).199) 이미 설명한 대로 FIRRMA 제정으로 권한이 강화된 CFIUS에
의해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저장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이와 관련 또 하나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비디
오게임 개발업체인 Beijing Kunlun Tech는 2018년 Grindr(게이 소셜커뮤
니티 앱)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CFIUS는 Grindr 앱을 통해 수집된 개인의 사
적 정보(데이터)가 미국 관리나 국방 관련 계약업자들을 협박하는 데 이용될 경
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결
국 Beijing Kunlun Tech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앱을 매각하고
Grindr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접근을 금지하기로 했다(2019. 5).200)201) 위의
두 사례는 CFIUS의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와 심의 대상이 기술 인프라의 영역
을 넘어 개인 소비자의 사적 데이터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기업의 미국 기술기업 인수 포기 사례는 반
도체ㆍ전기자동차, 인터넷 서비스 및 소셜커뮤니티 앱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CFIUS의 기술 M&A
분야 대중국 규제 사례를 [표 4-15]에 유형별로 종합ㆍ정리했다.
198) “The Trump administration is forcing this health start-up that took Chinese money into a
fire sale”(2019. 4. 4), https://www.cnbc.com/2019/04/04/cfius-forces-patientslikemeinto-fire-sale-booting-chinese-investor.html(검색일: 2019. 12. 16).
199) “UnitedHealth buys PatientsLikeMe after Trump intervention”(2019. 6. 25), https://pha
rmaphorum.com/news/unitedhealth-buys-patientslikeme-after-trump-intervention/
(검색일: 2019. 12. 17).
200) “Grindr’s Chinese Owner to Sell App by 2020”(2019. 5. 14), https://www.bloomberg.com
/news/articles/2019-05-13/grindr-s-chinese-owner-to-sell-app-by-2020-on-u-s-co
ncerns(검색일: 2019. 12. 17).
201) “iCarbonX could be the latest Chinese company forced to sell stake in US firm over nati
onal security concerns”(2019. 4. 6), https://www.scmp.com/print/tech/enterprises/art
icle/3004801/icarbonx-could-be-latest-chinese-company-forced-sell-stake-us-firm
(검색일: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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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미 M&A 규제 사례
규제
유형

시기

인수 기업(중국)

피인수기업(미국)

관련 분야

Lattice Corp

반도체

Qualcom

반도체, 5G

StayNTouch

소프트웨어

Canyon Bridge
대통령

2017. 9

사모펀드)

인수
금지 및
투자

2018. 3

철회
명령

Capital(중국계
Broadcom
(싱가포르)
Beijing Shiji

2020. 3

Information
Technology

2017. 11
2017. 7

Orient Hontai
Capital
HNA 그룹

AppLovin Corp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Global Eagle

인터넷

Entertainment

서비스

규제 사유
- 첨단기술 유출,
지재권 보호
- 중국의 5G 기술
지배력 확대 우려
-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 우려
- 기업 정보 유출
- 와이파이 사용자
정보 보호

온라인
투자거래 2018. 1

Ant Financial

Moneygram

당사자

(디지털 송금

- 개인정보 유출

결제)

인수
포기

금융서비스

2018. 4
2019. 4

2019. 5

HNA Capital
iCarbonX
Beijing Kunlun
Tech

SkyBridge

금융서비스

- 민감 기술 및 정보

Capital

(헤지펀드)

접근, 데이터 보호

PatientsLikeMe

의료
관련 앱

- 개인정보 유출

소셜커뮤니티 - 미국 시민의
Grindr

(온라인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데이팅)

외국인 접근 우려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다) 통신 분야 영업 허가 규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인수 거래와 관련된
규제는 아니지만, 중국의 미국 통신시장 진출을 통제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중국이동통신(China Mobile)의 미국 내 이동통화서비스 영업 허가 신청을 기
각한 미연방통신위원회(FCC) 결정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이동통신은 2011년
9월 처음으로 영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FCC는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고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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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국가안보, 법 집행, 외교 정책 및 통상정책에 대한 우려)의 적절성을 판단하
기 위해 여러 연방 부처에 자문을 구했다. 여기에는 국토안보부ㆍ법무부ㆍ국방
부ㆍ국무부ㆍ상무부ㆍUSTRㆍ과학기술정책국 등 7개 부처가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CFIUS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끝
에 2018년 7월 미 상무부 NTIA(통신정보청)는 7개 자문기관을 대표하여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FCC가 영업허가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
시했다. 이를 받아들여 FCC 의장이 2019년 4월 허가 반대의사를 공표한 데
이어 FCC는 최종적으로 영업 허가 거부를 결정(2019년 5월 11일)하였다.202)
결과적으로 CFIUS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FCC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020년 4월 9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외국인
사업자 평가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차이나텔레콤(China Telecom)의 미국 내
영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FCC에 권고하였다.203) 중국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차이나텔레콤이 미국 기록에 대한 접근, 적대적 사이버 활동 및 경제스파이 행
위, 미국 통신망 교란 등에 관련됨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 및 법 집행에 중요하
고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주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204) 이번 차
이나텔레콤 영업 허가 취소 권고가 ‘미국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외국인사업자
202) “ANALYSIS: CFIUS Review Boost Blocks Chinese Telecom Investment”(2019. 5. 11), https:
//news.bloomberglaw.com/bloomberg-law-analysis/analysis-cfius-review-boost-blo
cks-chinese-telecom-investment(검색일: 2019. 12. 3).
203)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2020. 4. 3)에 의해 공식적으로 설립된 ‘미국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외국
인 사업자 평가위원회(Committee for the Assessment of Foreign Participation in the Unite
d State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ector)’는 미국 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로 야기되
는 국가안보 및 법 집행상의 리스크를 검토하고 관련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외국인 참여의
영업신청 기각 및 거부, 영업허가 조건 조정 및 수정, 영업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FCC에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함. 이 위원회는 법무부(의장직), 국토안보부,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USTR 등으로 구
성됨. The White House(2020a).
204)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Public Affairs(2020. 4. 9), “Executive Branch Agencies
Recommend the FCC Revoke and Terminate China Telecom’s Authorizations to Provid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justice.
gov/opa/pr/executive-branch-agencies-recommend-fcc-revoke-and-terminate-china
-telecom-s-authorizations(검색일: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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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에 의해 내려졌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미국 통신
시장 외국인사업자에 대한 심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된 상
설기구에 의해 시행됨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의 미국 통신시장 참여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두 사례
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규제가 직접적인 인수 거래에
서 통신망에 대한 접근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개별기업 제재 조치를 포함한 기술제재 조치를 시
행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2017년 이후 3차례에 걸쳐 미ㆍ중 무역분쟁 관
련 중국 측 입장을 백서 형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정
부는 미국의 대중 기술제재 조치에 대해 양국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
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2019년 6월 2일 발표한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측 입장(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 백서205)를 통해 양국간 문제는 협
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206)하는 동시에 “중국정부
는 중대원칙에 있어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시 무역전쟁에 임할 것”이
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5월 15일 ‘거래제한 기업 명단(entity list)’
에 특정 기업(화웨이의 계열사 68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해서
205) 中华人民共和国人民政府(2019), 「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 http://www.gov.cn/zhengce
/2019-06/02/content_5396858.htm(검색일: 2019. 9. 2).
206) 백서에 따르면 미국이 2017년 8월 미국 국내법 301조에 의해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조사를 개시한
이래 중국이 그동안 실시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조치가 정당한
평가 없이 왜곡되고 있으며, 미국정부는 추가관세와 투자제한 조치를 통해 중국기업을 제재하는 조
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백서에서는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에서 얻은 성취는 ‘기술 절도’가
아니라 자력갱생의 결과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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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다른 나라가 중국기업에 일방적인 제재를 부과
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과 중국판 ‘거래제한 기업 명단(不
可靠实体淸单)’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후속조치로 2019년 5
월 31일 중국 상무부는 시장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비상업 목적으로 중국기업
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기업(조직 및 개인 포함)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不可靠实体淸单, 이하 ‘명단’)’을 지정한다는 계획207)을 공
개했다. 추후 명단은 ① 중국기업 및 개인 대한 봉쇄, 부품 공급 중단, 차별적
조치(针对中国实体实施封锁、断供或其他歧视性措施) ② 비상업적 목적으로 시
장규칙과 계약정신 위배(基于非商业目的，违背市场规则和契约精神) ③ 중국
기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실질적 손해(对中国企业或相关产业造成实质损害)
④ 국가안보에 위협 또는 잠재위협(对国家安全构成威胁或潜在威胁) 여부를 고
려하여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명단’은 대외무역법, 반독점법, 국가안보법 등
에 의거해 작성되며, 해당 기업이 ‘명단’에 포함될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명단’이 발표되지는 않은 채, 중국정부는 미국의 대중 기
술제재에 대해 직접적인 반격 조치를 취하는 대신 전반적인 제도 정비와 과학
기술 분야의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4-16. 미국의 대중 기술제재에 따른 중국의 대응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

중국의 대응
- 지재권 보호 강화제도 시행

- 기술 탈취
◦ 제도 개선(지재권, 보조금 등)

- 사이버 보안 분야 규제 강화
◦ 중국 내 외자기업에 대한 사이버 보안 분야
강화
◦ 데이터 해외이전 규제 강화

207)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19), ｢中国将建立“不可靠实体清单”制度」, http://www.mofcom.gov.c
n/article/i/jyjl/l/201906/20190602869527.shtml(검색일: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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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계속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

중국의 대응
- 산업 정책 조정

- 산업 정책에 대한 규제 강화
◦ 중국제조 2025 목표 달성 지연
◦ 5G, 반도체 기술굴기 억제

◦ 중국제조 2025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응용, 5G 네트워크 속도 가속화 등
◦ 산업구조 정책 등을 통해 5G, 인공지능,
스마트제조 발전 촉진
◦ 중국표준 2035 → 국제표준 선점전략

-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규제 강화
◦ 중국의 대미투자 규제
◦ 해외투자를 통한 기술도입 규제

- 국내기술 개발 강화-기술추격 가속화
◦ 5G, AI, 반도체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가. 지적재산권 제도 정비
중국은 미ㆍ중 간 무역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주제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2018년 이후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나가고 있
다. 그동안 중국은 자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법원을 설립하
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률 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왔다. 이와 더불어
정부 각급 행정기관의 조사 처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적재산권ㆍ세관ㆍ국
토안보ㆍ경찰업무 등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권리 침해행위
단속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208)
또한 미ㆍ중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 도용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중국 내 외국인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1월 2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인민은행, 국가지적재산권국, 최고법
원 등 38개 부서가 공동으로 「지적재산권(특허권) 침해 시 처벌 관련 부서간 협
력에 관한 협정(关于对知识产权(专利)领域严重失信主体开展联合惩戒的合作备

208) KOTRA(2018),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 pp. 64~65.

162 •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忘录」을 발표했다.209) 본 통지의 시행으로 상습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
나 특허 출원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기업ㆍ개인에 대한 처벌 시 각 부서간 협
력이 강화되었다. 이번 협정의 체결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사회신용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2018년 들어 격화된 미국과의 갈등 요인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지에는 △
(공동) 징계대상 확인 △ 정보 공유 및 (공동) 징계 방법 △ 공동징계 조치를 포
함하고 있으며, 특히 징계대상에 대해 특허 중복행위, 행정처분 미집행, 특허
대리인의 위반행위, 특허대리인 자격 위반(자격 위조, 자격증 불법거래 등), 불
법 특허신청, 허위문건 제공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전국 신
용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38개 부서가 공동으로 지적재산권(특허권)을 침해
한 기업이나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부서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각
자 혹은 공동으로 징계 조치를 시행한다. 본 통지의 시행으로 재정부, 국가발전
개혁위, 각급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정부성 자금의 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지원 수위를 조정할 수 있고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인력사회보장부, 국자위
가 공동으로 보조금과 사회보장기금 지원 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210)
최근에도 중국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2019년 11
월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이하 의견)」211)을 발표했다.
의견에서는 2022년과 2025년 두 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목
표를 제시했다. 먼저 2022년까지 효과적으로 지재권의 침해를 억제하고, 지재
권 보유자가 지재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
재 중국은 지재권 침해에 대한 입증기간이 길고, 비용은 높지만 배상 수준은 낮
209)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8), 「关于对知识产权(专利)领域严重失信主体开展联合
惩戒的合作备忘录」, https://www.ndrc.gov.cn/xxgk/zcfb/tz/201812/W020190905514172
560029.pdf(검색일: 2019. 12. 9).
210) 위의 자료.
211) 中华人民共和国人民政府(2019. 11. 24), 「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
见》」, http://www.gov.cn/zhengce/2019-11/24/content_5455070.htm(검색일: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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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황이다. 이후 2025년까지는 지재권 보호에 대한 사회만족도 제고, 지재
권 보호능력 향상, 지재권 보호시스템 개선, 지식의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환경
조성, 지재권 제도의 혁신 장려 역할 수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나. 사이버보안 강화
최근 중국은 사이버보안 심사 및 관련 법규의 재정비를 통해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 완비된 선진국들의 경우 사이
버보안을 위해 폭넓은 범위에 걸쳐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안보를 사이버보안에 중요 고려요소로 적용하고 있다. 중국 역시 최근 미국의
대화웨이 제재 사례를 통해 사이버보안에 있어 국가안보를 고려하는 비중을 확
대할 계획이다. 이미 중국은 2017년 6월 사이버보안을 총 망라하는 ｢사이버
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Cyber secur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12)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들어 사이버 보안 심사
법과 데이터 해외이동 규제 등을 비롯한 일련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정
부는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사이버 공간 내 주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외적
리스크213) 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 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 사이버 보안 표준 체계 구축 △ 사이버 공
간 운영 안정 △ 핵심 정보인프라 보호 △ 온라인 실명제 △ 개인정보 보호 △
사이버 공간의 정부 통제 강화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심사와 개
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경외 전송 관련 안전 평가 방법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제도를 준비 중이다.
먼저 중국정부는 2019년 5월 24일 ｢사이버보안 심사 방법(网络安全审査办
法(征求意见稿)｣의 의견 초안을 발표하고 1개월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다. 관
212)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213) 박민숙, 이효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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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법규는 상위법인 ｢사이버 보안법｣에서 명확히 다루지 않았던 보안심사에 대
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보안 심사 방법(의견수렴안)｣은 현
재 시행 중인 ｢사이버 상품 및 서비스보안 심사 방법(网络产品和服务安全审査
办法)｣에 비해 ‘국가안보 위험’을 구체적이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 ｢사이버보안 심사 방법(의견수렴안)｣은 정보통신(IT) 인프라 사업자의 구매
활동(采购)에 국가안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7개의 고려요인을 제시하고 있
는데, △상품과 서비스의 통제 가능성, 투명성, 공급체인의 안전성(정치ㆍ외교ㆍ
무역 등 비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공급중단 가능성 등 포함)(제10조
3항) △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자가 외국정부의 지원 통제를 받는 상황(제10조 6
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214) 향후 ｢사이버보안 심사 방법｣이 시행되면 외국인
기술투자를 정치적 또는 보호주의적 이유로 규제215)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존
재하게 된다. 특히 최근 불거진 미국의 대화웨이 제재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안
보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화웨이 제재에 대한 오래된 명분이었다. 향후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미국기업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규제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
게 된 것이다.216)
다음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데이터 해외전송 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데
이터 보안관리법(의견수렴안)(数据安全管理办法(征求意见稿)｣을 통해 데이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217)도 준비 중이다. 동 법안 역시 2017년에 제정된 ｢사
이버 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의 세부안으로 2019년 5월 28일 발
표하고 한 달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시행을 준비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

214) 기존의 ｢사이버 상품 및 서비스 보안심사법(网络产品和服务安全审査办法(试行)｣은 ｢사이버보안 심
사 방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될 예정이다.
215) “New rules could restrict foreign tech firms in China”(2019. 5. 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
19. 12. 19).
216) “China’s cybersecurity laws may be used to block US tech firms on national security groun
ds, says expert”(2019. 5. 24), https://www.scmp.com/tech/policy/article/3011655/chin
as-cybersecurity-laws-may-be-used-block-us-tech-firms-national(검색일: 2019. 9. 8).
217) 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2019), 「数据安全管理办法(征求意见稿)」, http://www.moj.gov.cn/news
/content/2019-05/28/zlk_235861.html(검색일: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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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운영자들의 보안 위험을 평가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외부에 게시, 공유, 거래
또는 해외에 제공하기 전에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제28조)하고 중국
내 이용자들이 인터넷 트래픽을 해외로 전송할 수 없다고 명시218)(제29조)하
고 있다. 아울러 정부기관이 국가안보(国家安全), 사회 관리, 경제적 통제(经济
调控) 등을 위해 필요 자료 요구 시 각 기업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도 규정(제36조)하였다. 이후 데이터 보안관리법이 시행되면 중국정부가 국가
보안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의 데이터 해외전송 금지를 할 수 있게 된다.219)

다. 산업 정책 조정
최근 미ㆍ중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중국정부가 강조한 제조업
발전 정책인 ‘중국제조 2025’가 공식석상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정책
의 기본 발전 방향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220) 중국정부는 여전히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는 ‘AI 개방 혁신 플랫폼’을 지정하고 정부 주도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2017년 11월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
(Tencent), 아이플라이텍(iFLYTEK)을 ‘AI 개방 혁신 플랫폼’의 4대 대표기업
으로 선정하여 지원했다. 이후 2019년에는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인 화웨이
(Huawei)를 비롯하여 아이플라이테크(iFLYTEK), 하이크비전(Hikvision)을
포함한 10개 기업을 인공지능 ‘국가대표팀’으로 재정비221)하고, 국가 프로젝
트 대표기업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공표했다. 또한 5G, AI 등을 중심으로 국제
218) 第二十九条 境内用户访问境内互联网的，其流量不得被路由到境外。
219) “Tighter data storage rules could protect security, counter US crackdown on Huawei:
analyst,” http://www.globaltimes.cn/content/1152094.shtml(검색일: 2019. 12. 9).
220) 베이징 사회과학원연구소, 중국 사회과학원 전문가 인터뷰(2019. 12. 17, 중국 베이징시).
221) 중국이 대표 AI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한 ‘AI 국가대표팀’에는 2019년 미국이 거래 제한 기업명단(en
tity list)에 지정한 AI기업 아이플라이테크(iFLYTEK, 科大讯飞), 하이크비전(Hikvision, 海康威
视)이 포함되어 있으며, 5G 분야뿐 아니라 최근 기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주력하고 있는 화웨
이도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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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222)
먼저 중국정부는 2019년 발표한 산업 발전계획인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产业结构调整指导目彔)｣을 통해 첨단산업의 발전을 더욱 장려하고 있다. 중
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9년 11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된 ｢산업구
조조정지도목록(产业结构调整指导目彔(2019年本))｣을 발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23)
이번 2019년판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24)은 48개 업종 및 1,477개 구체
적 산업에 대해 장려류 821개(2013년 대비 60개 추가), 제한류 215개(8개 삭
제), 도태류 441개(17개 추가)225)로 분류되었다.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발
표 직후 발개위 산업발전사 책임자는 기자간담회226)를 통해 중국의 산업발전
이 직면한 내ㆍ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의 수정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의 수정에는 정부의
산업고도화 및 현대 서비스업 발전 추진, 환경오염 및 공급과잉 산업의 규제 강

222) https://www.epochtimes.com/gb/18/10/31/n10821631.htm(검색일: 2020. 4. 6).
223)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9), 「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 http://ww
w.gov.cn/xinwen/2019-11/06/content_5449193.htm(검색일: 2020. 4. 6).
224)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은 전 산업을 장려류, 제한류, 허가류, 도태류로 분류하여 발전 방향을
유도하고 있으며, 내ㆍ외자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정부가 프로젝트를 관리하
고 재정, 세무, 은행대출, 토지사용 및 수출입 등 정책을 제정, 실행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임. 상기 ｢산업
구조조정지도목록｣은 2005년 최초 발표된 이래 2011년과 2013년 총 2차례 수정을 거쳤음. 2013년
에 발표된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은 일부 항목만 수정했으므로 본격 개정은 8년 만에 이루어진 것
임. KOTRA(2019. 11. 18), 「내년부터 新 산업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시행」, http://news.kotra.or.
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78831
(검색일: 2019. 12. 15).
225) 장려산업의 경우는 경제, 사회 및 민생 발전을 촉진하는 기술, 설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으로 구성
됐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법규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 현황에 따라 심사가 진행됨. 제한류의 경우
공예기술이 낙후해 산업 시장진입 조건과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산업을 의미하며 프로젝트 추진
금지 혹은 개선이 요구됨. 도태류의 경우 관련 법규, 안전생산조건, 자원낭비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으로 신규투자 금지 및 기한 내 철폐 조치가 시행됨. 이 3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으나
국가 유관법률, 법규, 정책규정에 부합하는 업종은 ‘허가류’로 분류하여 목록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위의 자료.
226)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19. 11. 6), 「国家发展改革委产业发展司负责人就《产业结构调整
指导目录(2019年本)》答记者问」, http://www.gov.cn/zhengce/2019-11/06/content_54491
98.htm(검색일: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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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조가 반영되어 있으며, 제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고도화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에서는 ‘인적자원과 인적자본 서비스업(채
용ㆍ취업 및 창업 지원ㆍ교육ㆍ평가 등)’, ‘인공지능(칩, VR/AR, 음성ㆍ화상식
별, 각종 스마트제품 및 서비스 등)’, ‘양로와 탁아서비스’,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 4개의 업종이 신설되었다. 특히 장려류에는 4차 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현
대 서비스업을 신규로 추가되었다. 인공지능 산업을 독립적으로 장려류 목록에
추가했으며, 세부조항에 인공지능 칩, 빅데이터 인프라, 산업용 인터넷 및 가상
현실(VR)을 비롯한 15가지 스마트 산업을 포함시켰다. 그밖에 드론, 양자컴퓨
팅, 디지털 음악ㆍ게임, 핀테크, 사이버안전, 수소충전소, (국가 허가 범위 내)
블록체인 등도 이번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에 새롭게 포함되었다.227)
한편 중국정부는 2018년 1월 ‘중국표준 2035(中国标准2035)’의 제정 계획
을 발표했으며 2년 여의 준비 끝에 2020년 내 ‘중국표준 2035(中国标准
2035)’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국가표준위원회(SAC)를 통해 100개
도시, 1,000개의 업종, 10,000개 기업이 중국 및 국제 선진 표준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 혁신, 현대 농업, 선진 제조, 생
태 문명, 소비 개선 및 공공 서비스 표준화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표준화+
(标准化+)’ 계획을 심화하려 한다.228)
중국정부는 2020년 3월 ｢2020년 국가표준화 작업의 주요 내용(2020年全
国标准化工作要点)｣을 발표하고 차세대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표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5G, 인공지능(AI) 분야 표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229)
227)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9), 「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 pp. 79~80,
http://www.gov.cn/xinwen/2019-11/06/content_5449193.htmURL(검색일: 2020. 4. 6).
228)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18), 「《中国标准2035》将发布」, http://www.gov.cn/xinwen/2
018-01/11/content_5255443.htm(검색일: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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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의 5G와 인공지능(AI) 분야는 개발기업을 선두로 국가의 지원하에
발전하고 있다. 5G의 경우 글로벌 통신기업 화웨이가 표준 제정에서 핵심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화웨이는 5G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동
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를 통해 5G 기술표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230)
인공지능(AI)의 경우 2019년 12월 전국 정보보안 표준화 기술 위원회가 주
도하고 27개 기업으로 구성된 ‘안면인식 기술 국가표준 업무팀(人脸识别技术
国家标准工作组)’이 출범되었다. 정부 주도의 ‘안면인식 기술 국가표준 업무
팀’은 AI 분야 대표 기업인 센스타임(商汤科技)을 선두로 텐센트(腾讯), 샤오미
(小米), 핑안(中国平安), 앤트파이낸셜(蚂蚁金服), 다화(大华),231) 아이플라이
테크(科大讯飞) 등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안면인식 분야에서
도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안면인식 기술과 상품에 대한 표준체계를 만들고 기술
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232) 반면 음성 분야에서 아이플라이텍이 큰 성과를 내
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양방향 음성 인터랙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선정되
었다.233)

229) 中华人民共和国人民政府(2020), 「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关于印发《2020年全国标准化工作要点》的通
知」, http://www.gov.cn:8080/zhengce/zhengceku/2020-03/24/content_5494968.htm(검
색일: 2020. 3. 24).
230) “Power is ‘up for grabs’: Behind China’s plan to shape the future of next-generation tech”
(2020. 4. 27), https://www.cnbc.com/2020/04/27/china-standards-2035-explained.ht
ml(검색일: 2020. 4. 30).
231) 센스타임과 다화 역시 미국에서 2019년 10월 발표된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 센스타
임은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자랑하는 회사로 세계 2위 규모의 인공지능 스타트
업이며, 다화는 하이크비전에 이어 중국 내 2위 CCTV 기업임.
232) 「人脸识别技术国家标准制定工作启动」, http://www.bbtnews.com.cn/2019/1128/326973.s
html(검색일: 2020. 4. 24).
233) 「全球首个智能语音交互ISO/IEC国际标准, 科大讯飞主导制定」(2020. 2. 1), http://www.zjtoda
y.cn/2020/0204/11141.html(검색일: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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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개발 강화
미국의 대중 기술제재로 인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기업은 글로벌 통신
기업 화웨이다. 중국 5G 산업의 선두기업인 화웨이는 2019년 5월 미국의 거
래제한 기업 명단 등재로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포함한 미국 반도체 기업들과
의 공급망이 훼손되었다. 미국의 대화웨이 제재가 심화된 이후 화웨이는 그동
안 개발 진행 중이던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 운영체계
를 공개했다. 화웨이는 2019년 8월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OS ‘홍멍(鸿蒙, Harmony)’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훙멍OS는 스마트폰 외에도
태블릿PC, TV, 인공지능 스피커, 자동차 등에서 전반적으로 상용이 가능하며,
리눅스, 유닉스, 안드로이드 등 다른 프로그램과 겸용도 가능하다.234)
슈퍼컴퓨터 분야에서도 중국은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2016년
CPU를 비롯해 모든 부품을 자체 기술로 설계한 선웨이 타이후즈광(神威 太湖
之光, Sunway TaihuLight)이 TOP 500 세계 1위에 오른 이후 슈퍼컴퓨터 분
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슈퍼컴퓨터 분야의 선
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엑사스케일(exascale) 컴퓨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7월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 슈광(曙光E级计算机, 2020
년) 구축계획을 공표한 이후, 2018년에 톈허-3호(天河三号E级塬型机, 2020
년)와 선웨이(神威E级塬型机, 2021년)의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중국의 AI반도체235)는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두를 필두로 급속도로 성
장하고 있으며, 중국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관련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었다.
중국 AI반도체 시장 규모는 연평균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
다. 2018년 기준 중국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미국(21.5%)보다 높은 25.9%에 달
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236) 특히 미ㆍ중 통상분쟁 이후 중국정부는 자체 기술
234) 화웨이 본사 관계자 인터뷰(2019. 11. 7, 중국 선전시).
235) AI반도체란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반도체임. 인공지
능 기술의 학습과 추론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연산처리를 저전력 및 고속으로 실시
하는 등 효율성 측면에서 특화된 반도체를 의미함. 한종민 외(201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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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별
로 AI반도체 신제품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화웨이는 수년 전부터 자회사 하이실리
콘을 통해 반도체 자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이실리콘은 2017년 9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가전박람회(IFA: 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에서 세계 최초
로 AI칩을 탑재한 모바일 프로세서 기린970(Kirin 970)을 발표한 바 있다.237)
기린970은 기존 스마트폰에 탑재된 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
장치) 및 GPU(Graphic Processing Unit, 그래픽 처리장치)와 함께 디바이스의
퍼포먼스를 증대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한다. AI연산을 위해 신경망처리
장치인 NPU(Neural Network Processing Unit)를 탑재했으며, 옥타코어
(8-core) CPU와 12개의 차세대 GPU 코어로 구동되며, 10나노미터(nm)의 신
형 프로세스를 활용해 55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1제곱센티미터(cm²)의 넓이에
저장 가능하다.238) 이후에도 기린 980, 기린 990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결과 미국의 대중제재 이후에도 화웨이는 하이실리
콘과 대만 Tmsc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조달하고 있으며, 삼성 등을 통해 메모
리 반도체를 공급받아 생산 중이다.239) 또한 화웨이는 2019년 9월 개최된 ‘화웨
이 커넥트(Huawei Connect) 2019’에서 AI반도체 아틀라스900(Atlas900)을
공개했다. 아틀라스900은 화웨이의 AI반도체인 어센드910(昇腾910) AI 프로
세서 수천 개가 결합되어 있다. 화웨이는 아틀라스900을 전 세계에서 데이터 처
리 속도가 가장 빠른 인공지능 트레이닝 클러스터라고 소개했다.240) 향후 화웨
236) 赛迪顾问(2019), 「赛迪数据 | 2018年AI芯片市场数据」, https://www.ccidgroup.com/sdgc/1
5048.htm(검색일: 2020. 5. 3).
237) 百度百科, 「麒麟970」, https://baike.baidu.com/item/%E9%BA%92%E9%BA%9F970/19823
973?fr=aladdin(검색일: 2020. 3. 23).
238) Hisilicon, http://www.hisilicon.com/en/Products/ProductList/Kirin(검색일: 2020. 3. 23).
239) 하이실리콘은 스마트폰의 두뇌인 AP 등 다양한 반도체 부품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설계 전문회사로 반도체 생산 공장이 없어 대부분 제품 생산을 TSMC에 위탁생산해왔음. 중국의 파
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산업 수준은 아직 중국 업체들로부터 필요한 반도체 부품을 조달하기는 어
려운 상황임. 중국에서 가장 기술력이 앞선 파운드리 업체인 SMIC조차도 세계 파운드리 1ㆍ2위 업
체인 TSMC나 삼성전자와는 기술 격차가 매우 큰 실정임. 「‘미국의 반도체 차단’에 벼랑 끝 내몰린
화웨이」(2020. 5. 16),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45199.html(검색
일: 202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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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틀라스900을 활용하여 천문학부터 기상예보, 자율주행, 유전탐사에 이
르기까지 과학 연구와 기업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화웨이는 2020년 4월
스위스 반도체 기업인 ST마이크로(STMicro)와 반도체 공동개발 계획을 발
표241)했다. 이번 계획으로 화웨이는 스마트폰 및 자동차 부문 반도체를 공동으
로 개발할 예정이며, ST마이크로의 기존 공급사인 테슬라, BMW 등의 기업에 솔
루션 제공 기회를 마련했다. 그밖에 알리바바는 2018년 반도체 회사인 ‘핑토우거
(平头哥)’를 설립하고, 2019년 뉴모로픽(Neuromorphic Chips) 242) AI반도체
‘한광 800(含光800)’을 발표했다.243) 바이두 역시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ys) 기반244) 딥러닝 전용 AI반도체 ‘쿤룬(昆仑)’을 2020년부터 한국
의 삼성전자 14나노 공정기술을 적용해 양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표 4-17. 미국의 대중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종합)
대응조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부서간
지식
재산권
제도
정비

협력협정 체결
(’18. 11. 21)

주요 내용
-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특허 중복행위, 행정처분 미집행, 특허대리인의
위반행위, 특허대리인 자격 위반(자격 위조, 자격증 불법 거래 등), 불법
특허 신청, 허위문건 제공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
- 제도적 구속의 강화 및 명확한 정책 가이드라인 수립, 사회감독

지식재산권 보호

공동관리 강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업무 방식 수립, 협력

강화에 관한 의견

연계시스템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보호, 대외 소통기제

(’19. 11. 24)

강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환경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강화,
조직의 실행력 강화 및 명확한 업무 책임 분담 등

240) HUAWEI, ｢Atlas 900 AI集群(型号：9000)｣,” https://e.huawei.com/cn/products/cloud-c
omputing-dc/atlas/atlas-900-ai(검색일: 2020. 3. 20).
241) HUAWEI, “Huawei will design chips for smartphones and automotive jointly with STMic
roelectronics,” https://consumer.huawei.com/ae-en/community/details/Huawei-will
-design-chips-for-smartphones-and-automotive-jointly-with-STMicroelectronics/to
picId_104083/(검색일: 2020. 4. 20).
242) 뉴모로픽반도체는 인간의 뇌신경구조를 모방해 만든 AI반도체용 반도체로 연산처리, 저장, 통신 기
능을 융합한 가장 진화한 반도체 기술임. 나영식, 조재혁(2019), p. 4.
243) 「阿里第一款正式流片芯片！平头哥发布含光800：全球性能最高AI推理芯片」, https://news.mydri
vers.com/1/649/649040.htm(검색일: 2020. 5. 10).
244) FPGA 반도체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용도에 맞게 최적화하여 변경이 가능한 반도체로 활용 목적에
따라 높은 유연성이 특징임. 나영식, 조재혁(201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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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계속
대응조치

주요 내용
- 사이버 공간의 주권과 국가안보,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하며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어 2017년 6월부터

「사이버보안법」
시행
(’17. 6, ’19. 1)

시행(데이터 보안 관련 조항은 2019년 1월부터 시행)
◦ 총 7장 79조로 구성된 「사이버보안법」은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총망라
◦ 그동안 법률에 분리되어 있던 개인정보, 핵심 정보 인프라,
국외 전송 인증 심사 등 관련 법률을 통합

사이버
보안
강화

- 자국 내 정보통신(IT) 인프라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사이버보안
심사 방법
(의견수렴안)
(’19. 5. 24)

국가안보 위험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거래 제한 가능
◦ 특히 △상품과 서비스의 통제 가능성, 투명성, 공급체인의
안전성(정치ㆍ외교ㆍ무역 등 비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공급 중단 가능성 등 포함)(10조 3항)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자가 외국 정부의 지원 통제를 받는 상황(10조
6항)이 새롭게 포함
- 인터넷 이용자의 데이터 해외 전송 금지

데이터보안
관리법(의견수렴안)
(’19. 5. 28)

◦ 운영자들이 중요 데이터를 외부에 게시, 공유, 거래 또는
해외에 제공 전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제28조), 중국
내 이용자들이 인터넷 트래픽을 해외로 전송할 수 없다고
명시(제29조)
- 48개 업종 및 1,477개 구체적 산업에 대해 분류. 그중 장려류가
821개(2013년판 대비 60개 추가), 제한류 215개(8개 삭제),

산업
구조
조정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19. 10. 30)

도태류 441개(17개 추가)
◦ [장려류] 4차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현대 서비스업 추가
◦ [제한류]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산업,
에너지 및 자원소모형 산업 프로젝트의 신규 설립 금지
◦ [도태류] 환경오염이 심각한 산업, 또는 공급과잉 산업 퇴출

5G
기술
개발
강화

슈퍼
컴퓨터

자체 OS 개발 - 화웨이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홍멍(鸿蒙) OS는 스마트폰 외 태블릿
(’19. 8)

PC, TV, 인공지능 스피커, 자동차 등에서 사용 가능

엑사스케일 - 2018년 선웨이(神威E级塬型机) 구축계획(2021년) 발표
컴퓨터 개발
가속화

- 2018년 톈허 3호(天河三号E级塬型机) 구축계획(2020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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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계속
대응조치

주요 내용
트레이닝
클러스터

- 화웨이는 전 세계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인공지능

개발

트레이닝 클러스터인 아틀라스900을 발표

(’19. 9)
기술
개발
강화

AI
반도체

뉴모로픽
반도체 개발

- 알리바바 자회사 핑토우거는 뉴모로픽 AI반도체 한광(含光800)을
발표

(’19. 9)
쿤룬(昆仑)
양산계획
발표

- 바이두는 딥러닝 전용 AI반도체 쿤룬(昆仑) 양산 계획을 발표

(’19. 12)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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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미ㆍ중 갈등의 근본 원인: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
서론에서 언급한 폴 케네디의 예측처럼, 정치학 및 역사학에서는 종종 패권
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군사력에 투자하고, 과도한 투자로 경제력이 약화되면
패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21세기 들어 미국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치면서 패권이 쇠퇴하였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
서 더욱 국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발전은 안보 및 패권의 개
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설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첨단기술은 민군
겸용(dual-use)이 가능하며, 앞으로는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할수록 경제
적ㆍ군사적 패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AI,
빅데이터 관련 기술,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5G 모
두 민군겸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부상이 미ㆍ중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
각된다. 본 보고서는 그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2018년 3월 22일 공개된 301조 조사 보고서이다.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를 승
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ㆍ중 통상분쟁은 시작되었다. 이러한 조치의
바탕에는 같은 날 USTR이 공개한 301조 조사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중국의 불법적인 기술이전 강요, 불법적인 보조금을 통한 M&A 및 기
술탈취, 사이버해킹에 관련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제조 2025’란 단어가
보고서에 무려 114번 나온다는 점에서 301조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미ㆍ
중 통상분쟁은 명백히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기술 정책을 타깃
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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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화웨이 사태이다. 만약 미ㆍ중 통상분쟁이 단순히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 해소가 목적이라면 미국은 화웨이를 Entity List 올리고 수출 규제를 하면
안 된다. 2018년 미국기업들의 對화웨이 수출액만 110억 달러에 달했을 정도
기 때문이다.245)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화웨이를 Entity List에 올리
고 미국기업의 對화웨이 수출을 막았으며, 올해 들어서도 2월 대북제재 위반
등의 사유로 추가기소를 하였고, 3월 지방 통신사들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를 결정하였으며, 5월에는 행정명령 연장과 개정을 통해 화웨이가 해외에서 반
도체를 조달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규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미ㆍ중 통상분쟁이 단순한 관세전쟁이 아니라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셋째는 미ㆍ중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Entity List에 올라온 중국기업들
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월 미ㆍ중 간 1단계 합의 서
명이 이루어지고 2월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를 포함한 Entity List에
올라간 기업들에 대한 수출규제는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에 들어와서 중
국의 기술 관련 Entity List 추가는 총 7차례 있었는데, 그 면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JHICC), 5G(화웨이), 슈퍼컴퓨터(수곤 등), 원자력(중국광허
그룹), AI 및 감시카메라(하이크비전 등), 사이버보안(치후 360) 등 모두 ‘중국
제조 2025’ 관련 기업들이었다. 이는 첨단 분야,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나. 중국의 부상
현재 미국이 경계하는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제2장에서 살펴봤듯이 중국은 건국 초기부터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펴
245) Atkinson(2020. 1. 24), “The Huawei Export Ban: Shooting U.S. Tech Exporters in the
Foot,” https://itif.org/publications/2020/01/24/huawei-export-ban-shooting-us-tec
hnology-exporters-foot(검색일: 202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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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개혁개방과 더불어 과학기술이 생산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끊임없이 과
학기술 육성 정책을 펴왔다. 시진핑 집권과 더불어 최근에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 드라이브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R&D 및 국제특허 데이터에서도 잘 드러난다.
본 연구가 국제특허를 이용하여 구조적 측정 모델로 예측한 결과, 놀랍게도
2014년 기점으로 중국의 혁신생산성이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
재 중국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과 자금 투입으로 더 많은 국제특허
를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막대한 투자까지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막대한 투자는 실제로 2015년 제시된 ‘중국제
조 2025’ 아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ㆍ중 통상분쟁으로 인해 2018년 이
후 ‘중국제조 2025’라는 말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그 정
책 기조는 여전히 살아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4월 말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를 모집하였다. 빅데이터와 5G를 활용한 공
업생산 효율화와 일부 병기 응용을 위해 7억 위안(1,100억 원), 항공우주 자동
차 철도 원자력 관련 정밀부품 제조를 위해 5억 위안(900억 원), 그 외에 AI와
로봇을 결합한 인간형 로봇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모집하였다.246)
따라서 기술 혁신 측면에서 중국의 급부상은 미국의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
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선진국이 비교 우위를 차지하
는 주요 산업에서 품질 격차와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ICT 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대해 우
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우위
확보와 더불어 ‘중국표준 2035’ 전략으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의 국제표준 설
정에서도 미ㆍ중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미국
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중국에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246) ｢「製造２０２５」コロナ後見据え継続 ハイテク研究の新案件選定へ｣(2020. 5. 18), https://www.
sankeibiz.jp/macro/news/200518/mcb2005180500003-n1.htm(검색일: 2020. 5. 25).

178 •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협력보다는 대결을 선택하였다. 대중제재를 통해 기
술혁신 생산성과 핵심 기술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대응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미국은 중국과 같은 국가적 전략을 통한 기술혁
신 역량 개발을 지양한다는 인식이다. 미국의 기술혁신은 미국 특유의 개방성
과 자유에 기반을 두고 개개인이 새로운 기술을 고유의 방식으로 개발해온 상
당히 다이나믹한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같이 정부가 일률적으로 통
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은 정부에 의한 공격적인 기술개발 드라이브보다는 대중 제재를
통해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는 방어적 방식으로 중국과의 기술패권 분쟁에 나서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수단은 방어적이나,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에 대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투자 및 기술 획득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자국
이익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 ECRA와 FIRRMA를 이용한 미국의 대중제재
특정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중국 견제 수단 두 가지가 바로 미국
기업들의 대중 수출규제와 중국의 대미 투자규제이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년 ｢수출관리법(EAA)｣이 종료된 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
로 효력을 유지해오던 ｢수출관리규정(EAR)｣에 대한 영구적인 법적 근거를 제
공하기 위해 미국은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을 제정하였다. EAR은
상업용, 민군겸용 및 일부 군사용품ㆍ소프트웨어ㆍ기술의 수출, 재수출 및 기
술이전에 대한 핵심적인 통제 절차를 확립하였다. ECRA는 특히 중국의 잠재
적 위협과 관련하여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신흥기술 및 기초기반 기술에
대한 추가 통제를 위해 새로운 기관간 프로세스도 수립하였다.
실제로 새로 제정된 ECRA에 근거하여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5G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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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원자력, 슈퍼컴퓨터, AI 및 감시카메라 장비, 사이버보안, 로봇 관련 기업
등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중국제조 2025’ 관련 중국 기업들을 Entity List에 게
재하고 수출규제를 해오고 있다. 또한 2020년 5월 15일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여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반도
체 수출도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Entity List를 개정하였다. 앞으로는 25% 최
소기준(25% de minimis Rule)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화웨이가 설계한 반
도체 또는 미국의 기술이 반도체 생산에 중요한 역할(“major component,”
“essential to the production”)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조치를 통해 미국은 사실상 화웨이로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의 공급을
차단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ECRA 체제 확립을 위해 첩보 공유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Five Eyes를 중심으로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을 연결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표 5-1.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미국의 우려

대응 조치
-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 ECRA를 통한 민감
품목 대중 수출규제

- 첨단기술ㆍ통신ㆍ개인정보에 대한 중국기업의
접근 확대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 중국의 대미 투자규제 강화: FIRRMA
제정으로 CFIUS 권한 확대
- WTO 제소(GATT23조 적용 가능성)
- 301조 조사 확대 강화
- 상계관세 조치 강화

- 불공정 보조금 지급

- 금지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 강화

- 보조금 통보의무 태만(불투명성)

- 보조금 통보의무 태만에 대한 양자협의 개시
및 WTO 제소
- 양자협의

- 시장왜곡, 과잉설비

- 해당 업종별 232조 대응(철강 및 알루미늄)
- 301조 조사 확대 강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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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중국의 기술굴기와 관련된 중국정부 주도의 해외투자(진출) 역시 미국
의 우려 사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투자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FIRRMA 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FIRRMA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안 발의 배경을 볼
때 사실상 중국의 대미 투자를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업고 이루어지는 중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의 국가안보와 글로벌 경제질서에 위협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FIRRMA는 미국의 이전 외국인투자 규제에 비해 국가안보의 범위와 대
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의 직접적인 유출이나 기술
이전은 물론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도 규제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지그룹의 StayNTouch
인수에 대한 투자 철회 조치, iCarbonX의 PatientsLikeMe 인수에 대한 규제
압력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차이나모바일에 대한 영업허가 거
부(2019년 5월),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영업허가 취소 권고(2020년 4월)의 사
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미국 통신시장 사업 진출에 대해서
도 국가안보를 근거로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FIRRMA 제정을 계기로 국가안보의 개념을 포
괄적으로 적용하고 CFIUS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ICT 분야 중국의 대미 투자
및 사업 진출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와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 중국 역시 예민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둘러싼 미ㆍ중
간 갈등으로 통상분쟁이 재차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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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국의 대응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개별기업 제재 조치를 포함한 기술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정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다른 나라가 중
국기업에 일방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
과 함께 중국판 ‘거래제한 기업 명단(不可靠实体淸单)’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정부는 미국의 대중 기술제재에 대해 직접적인 반격 조치
를 취하는 대신 전반적인 제도 정비와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정부는 미국의 기술
탈취, 산업 정책에 대한 규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규제 강화에 대해 지식재산
권 보고 강화, 사이버 보안규제 강화, 산업 정책 조정, 자체 기술개발 강화로 대
응하고 있다.
중국은 미ㆍ중 간 무역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주제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8년 이후 꾸준히 관련 규정을 정비해나가고 있으
며, 사이버보안 심사 및 관련 법규의 재정비를 통해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있
다. 특히 사이버보안에 있어 국가안보를 고려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화웨이 제재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왔고
미국 대중제재의 중심이 되었던 제조업 발전 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해
서는 여전히 10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나가고 있다. 중국정부
는 최근 ‘중국제조 2025’의 2단계 종료 시점인 2035년까지 중국 내 첨단산업
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중국표준 2035’의 시행을 예고하고,
향후 15년간 중국의 대규모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중국형 기술표준을 제정하는
동시에 5G, AI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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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가. 미ㆍ중 갈등 및 기술패권 경쟁의 장기화
1) 불공정성
미국이 중국의 첨단과학기술 개발 방식이 불공정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한 미ㆍ중 간 기술패권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제4장에서 살펴본 미
국의 각종 보고서를 통해 관찰한 미국정부의 현실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중국이 해외투자에 있어서 자신과는 굉장히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은 중국의 성장하는 내수시장에서 이익 창출
의 기회를 보고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의 투자는 기술 획득을 목
적으로 미국의 첨단기술 기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다수가 중국
제조 2025 관련 스타트업 또는 조인트벤처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둘째,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함에 있어서 첨단기술 분야 지원 및 미국 기술
기업 인수합병 방식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라는 인식이다. 301조
보고서에서 나타나듯이 암묵적 기술이전 강요, 중국정부 주도의 조직적인 해외
기업 인수합병, 불법적 보조금과 국영기업을 이용한 해외투자, 영업 기밀과 기
술 및 지적재산권 탈취를 위한 해킹 시도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
정부는 ‘경제침략’ 또는 ‘사이버공간 경제스파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사용
하고 있다.
셋째, 첨단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중국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지원이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인식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산업보조금은 국제적으로 불공평한 경쟁을 초래한다. 예를 들
면 중국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 능력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왔다. 중국에서
지방정부가 지방 철강기업에 보조금을 지속해서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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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량을 크게 웃도는 강재(鋼材) 생산이 축적된 결과 수출이 급증했다. 중국산
강재가 국제시장에 넘쳐나면서 국제시황은 악화되었고 각국 철강기업의 경영
에 위협이 되었다. 미국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향후 반도체, AI, 전기자동
차 등의 신산업에서도 철강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초당적 반중 정서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현재 반중정서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2019년 연말 중국 우한(武汉)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2020년 5월까지 미국에서는 약 10만 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10년 이상 전개된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미군 5만 8,000명의 두 배에 달
하는 숫자다.
최근 미국의 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공화
당 민주당 지지자 가릴 것 없이 반중정서가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1). 또한 미국의 최대위협 요인 중 하나로 중국을 꼽는 미국인의 비중도 나날
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약 61%의 미국인이 중국을 주요 위협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다(그림 5-2 참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
럼프(Donald Trump)와 바이든(Joe Biden) 모두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때리기(China-bashing)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초기대응 실패로 인한 국민의 분노를 중국으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최근 바이든도 미ㆍ중 1단계 합의 자체가 중국에 대한 유약한 접근이라
고 비판하며, 1단계 합의 이행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대중 강경책을 사
용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는 등 대중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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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미국의 정당 지지자별 반중 비율

그림 5-2. 중국을 미국의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보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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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ew research center(202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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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대중국 강경 기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중거리핵전력조약(INF Treaty: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탈퇴, WTO 무역분쟁 해결
기구 무력화 및 WTO 탈퇴 위협, WHO 자금지원 중단, 항공자유화조약
(Open Skies Treaty) 탈퇴 등 다자주의적 접근에 지극히 회의적인 트럼프 정
권은 다시 한번 양자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가장 우선적인 전장은 중국의 보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부터 이미 미국정부는 중
국 보조금 관련 이슈에 주목해오고 있으며, 특히 기술패권과 관련한 의지를 볼
때 향후 ‘중국제조 2025’를 둘러싼 보조금 분쟁이 심화될 여지가 크다. ‘중국제
조 2025’는 10대 핵심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내포하고 있
는데, 이러한 정부의 대대적인 산업 지원은 불공정 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한다면 ‘중국제조 2025’ 관련 불공정 보
조금을 시정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2단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바이든이 집권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
을 것이다. 방식은 다르겠지만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
만 민주당 성격상 패권 경쟁과 관련하여 트럼프 정권보다 다자주의적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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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민주당 정권은 ‘중국제조 2025’ 관련 불공정 보조
금을 시정하기 위해 양자적 접근보다는 WTO 제소를 확대ㆍ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 육성 정책을 보다 적극
추진하게 될 경우,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정부도 목표 산업 분야별로
대대적인 재정지원과 우대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례를 볼 때 중
국이 이러한 조치들을 WTO에 시의 적절하고 완전하게 통보할 가능성이 낮아
WTO 보조금 협정 제25조 규정 위반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247)
또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의 일국양제 문제, 양안 문제도 정권을 불
문하고 계속될 것이며, 기술패권 경쟁과 연계하여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활용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양국간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갈등의 제도화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현
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취하고 있는 많은 조치들이 일시적인 정책
이 아니라 법률화 및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ㆍ중 간 갈등은 장기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18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ECRA와 FIRRMA를 제
정하고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마련하였다.
ECRA는 민군겸용 기술이 수출규제에 적용됨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14개
신흥기술 및 기초기반 기술도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5G, 인공지능, 양자컴
퓨팅, 로봇, 항공우주, 바이오 등 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핵심
기술들이 모두 본질적으로 민군(民軍) 겸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ㆍ중 간 기
술패권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247) 미국은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 지급’에 대한 WTO 제소에서 중국의 보조금 통보의무 불이행을 제
소 근거로 활용한 사례가 있음. 미국은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 지급’에 대한 WTO 제소에서 중국
의 보조금 통보의무 불이행을 제소 근거로 활용한 사례가 있음. 문익준 외(2013).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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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강경한 대응
중국 역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은
장기화될 것이다.
첫째, 미국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보조금의 철폐를 강요하고 있지만 중
국은 이에 응할 조짐이 없다. 보조금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1년 발간한 평화발전백서(中国的和平发展)에서 중국
의 핵심이익 다섯 가지를 열거하였다. 첫째는 국가주권, 둘째는 국가안보, 셋째
는 영토완정과 국가통일, 넷째는 중국 헌법이 보장한 국가정치제도와 전반적
사회 안정, 다섯째는 지속적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이다. 보조금
문제는 이 중 지속적 경제발전 및 정치체제 안정과 관련이 있다. 보조금은 중국
경제발전권의 근간이며 부의 분배는 공산당 지도부 권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둘째,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채무에 기인한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제13
기 전인대 제1차 회의를 통해 국가헌법 제3장 <국가기구> 제79조 제3항의 내
용 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은 두 번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는 문
구를 삭제하였다. 자신이 원한다면 장기집권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习近平
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을 지도이념 중 하나로 헌법 서문에 삽입하는 등
자신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였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강화된 권위와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 안팎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미관계에서 대등한 전략
적 경쟁 양상을 실현해야 하는 정치적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다.248)
셋째, 2013년 1월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 루쉰의 소설을 인
용하며, 어렵더라도 중국은 중국의 길을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249) 이
는 2019년 미국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언급했던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대장

248) 김한권(2019), pp. 29~32.
249) 이희옥(2019. 12. 21), ｢美ㆍ中 패권경쟁에 4不(불확실성, 불명확성, 불안정성, 불가예측성) 더 커져｣,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21/98900298/1(검색일: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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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250)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중국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 및 기술패권 경쟁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
목을 갖고 당장 눈앞의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전략을 취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
장의 미국의 압박에는 굴하지 않을 것이다.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미ㆍ중 간 갈등이 없는 국제환경이 외교적으로나 경제성장 측면에서나 우리
에게는 최선이다.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
의 협력도 강화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ㆍ중 간 갈등이 고조될수록 정
책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이익의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예상 가능한 미ㆍ중 간의 시
나리오는 두 가지다. 첫째는 갈등관계의 장기화 속 부분적 협조이며, 둘째는 갈
등관계의 장기화 및 첨예화이다. 전자의 경우는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 속에
서도 미ㆍ중 1단계 합의와 같은 양국간 통상합의를 꾀하는 2단계 및 3단계 합
의가 예상된다. 이럴 경우 국제 경제질서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줄어들겠
지만 두 국가간에만 무역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에는 결코 좋은 전개가
아니다. 후자는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통상분쟁이 모두 확대되는 경우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한국에 미ㆍ중 간 갈등의 격화
로 미국의 대중수출 금지와 중국의 국산화율 제고가 확대된다면 한국으로서는
무역의 기회를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ㆍ중 간 적대적인 경쟁관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노력해야

250) “China has Two Paths to Global Domination”(2020. 5. 22), https://foreignpolicy.com/2
020/05/22/china-superpower-two-paths-global-domination-cold-war/(검색일: 202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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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이며, 당분간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1) 단기적 시사점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제재가 한국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과 5G를 압박함에 따라 그 반사이익을
한국이 누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251) 예를 들어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5G 네트워크 장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삼성의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 점유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5-3).
그러나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제재가 화웨이의 시장 확대
를 막았을지는 모르지만 축소시키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
지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기술력과 공격적 마케팅을 시장원리가 아
닌 정치적으로 겨우 막아낸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7~19년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26~28%를 유지했으며, 삼성은 에릭슨과
노키아의 점유율을 빼앗아온 결과를 보여주었다(그림 5-3). 미국의 대화웨이
제재가 화웨이에 피해를 주기보다는 그 밖의 진영에서 서로의 지분을 다투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3장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의 혁신 생산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기술의 초
격차 유지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대중제재가 의미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혁신
생산성이 중국보다 낮거나 또는 중국의 혁신 생산성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빠르다면 미국의 대중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제3장에서
구조적 예측모델로 도출하였듯이 현재 우리는 후자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
서 미국의 대중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51) 김종덕 외(2019), pp. 49-63; Nomura(2018), pp. 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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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5G 네트워크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 2017년 vs. 2019년
(단위: %)

2017

ETC
2.9%

ETC
Samsung
6.0%
3.2%
Zte
13.0%
Nokia
23.3%

Huawei
27.9%

Ericsson
26.6%

자료: “Telecom's 5G revolution triggers shakeup in
base station market”(2018. 12. 25), https://asi
a.nikkei.com/Business/Technology/Telecoms-5G-revolution-triggers-shakeup-in-basestation-market(검색일: 2020. 5. 9).

2019

Samsung
23.3%
Zte
7.5%

Nokia
16.6%

Huawei
26.2%

Ericsson
23.4%

자료: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점유율」(2020. 4. 2), https:/
/www.yna.co.kr/view/GYH202004020022000
44(검색일: 2020. 5. 9).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제재가 주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다 오
히려 미국의 제재 확대가 우리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가) 대중 무역규제의 확대
첫째, 대중 무역규제 확대가 당장 2020년 8월 13일 실시될 전망이다. 예정
대로라면 2019 NDAA 889조(a)(1)(B)항에 의해 8월 13일 이후 화웨이, ZTE,
Hikvision, Dahua Technology, Hytera의 장비, 시스템, 서비스를 사용하
는 모든 기업과 미국 정부기관의 거래가 중단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Hikvision의 감시카메라 장비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 8월 14일 이후부
터 미국 군, NASA를 포함한 정부연구기관 등에 제품을 수출할 수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수출규제도 확대될 수 있다.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이 규제 품목을 단숨에 확대하여 전 업종ㆍ전 종목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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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수출을 엄격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ECRA가 규제하는 대
상이 14개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적으로는 향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재 Entity List에 오른 중국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우리 기업이라도 향후 미국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해외 전문가들
중에는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수출규제도 미국의 ECRA 관련
Secondary Sanction을 피하기 위한 일본의 조치였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나) 금융제재로의 확대
금융제재로의 확대 가능성에도 유의해야한다. IEEPA는 근본적으로 상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3개의 기관이 관련된 법률이다. 현재 Entity List에 올라있
는 기업들은 상무부에 의해 수출규제를 받는 상태이지만, 향후 재무부 외국자
산관리실(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이들을 SDN 리스트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에 올리고 금융제재를 실시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벌써 리스트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무기 및 장비의 연구 개
발과 조달을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中央军事委员会装备发展
部)가 올라가 있다.
만약 Entity List에 있는 중국기업이 SDN리스트에 추가될 경우 미국의 금융
기관과 거래가 금지된다. 또한 이 기업과 거래를 하는 해외 금융기관이나 기업
도 제재대상이 되어 미국의 은행과 거래가 끊기게 된다. 실제로 마카오 은행 방
코델타아시아는 북한과의 자금세탁에 관여되어 2007년 미국정부 금융기관과
의 거래가 금지되었고252) 이로 인해 달러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파산위기에
몰렸다. 2014년 프랑스 은행 BNP파리바는 이란, 수단, 쿠바 등 미국의 금융제
재 대상국과 외환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1년간 원유ㆍ가스 사업

252) U.S. Department of Treasury(2007. 3. 14), “Treasury Finalizes Rule Against Banco Delta
Asia BDA Cut Off From U.S. Financial System,” https://www.treasury.gov/press-center/
press-releases/Pages/hp315.aspx(검색일: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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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달러결제 대행 금지와 89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253)
이렇듯 본래 IEEPA의 핵심은 금융제재이지만 미국은 아직 금융제재에 적극
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Entity List에 있는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에
자금이 끊기거나 연쇄 도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기
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중국기업을 Entity List에 올리
는 것은 그 기업에 제품을 수출하지 말라는 경고인 동시에 그 기업과 조속히 관
계를 끊으라는 신호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금융제재에 나설 움직임을 점차 보이고 있다. 2020년
5월 13일 백악관은 연방퇴직연금(TSP: Thrift Savings Plan)의 중국주식 투
자를 차단했다. 문제가 된 모건스탠리의 MSCI 세계지수(ACWI)는 미국을 제
외한 기업들로 구성됐으며, 중국기업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국기업 가
운데에는 미국의 제재를 받는 기업들도 포함됐다. 또한 20일에는 미국 감사규
정을 따르지 않는 일부 중국기업이 미국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상원에서 만
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공공기업 회계 감독위원회(PCAOB: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감사를 3년 연속 준수
하지 않으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금지한다.254) 현재 미국 증권시장에 상
장된 기업 중 PCAOB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한 기업의 수는 224개로 이 중 213개
가 중국 및 홍콩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나머지 11개는 벨기에에서 회계감사
를 받는 기업이다.255)
253) U.S. Department of Treasury(2005. 6. 14), “Treasury Reaches Largest Ever Sanctions-Re
lated Settlement with BNP Paribas SA for $963 Million,” https://www.treasury.gov/pres
s-center/press-releases/Pages/jl2447.aspx(검색일: 2020. 5. 29).
254) Kennedy, John(2020), “Senate passes Kennedy and Van Hollen’s bill to kick deceitful
Chinese companies off U.S. exchanges.”
255)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2018. 12. 7), “Public Statement Statement on
the Vital Role of Audit Quality and Regulatory Access to Audit and Other Information In
ternationally—Discussion of Current Information Access Challenges with Respect to U.
S.-listed Companies with Significant Operations in China,” https://www.sec.gov/news/
public-statement/statement-vital-role-audit-quality-and-regulatory-access-audi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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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0년 5월 양회(兩会)256) 기간 중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직
접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은 일국양제라는 원칙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
여 ｢홍콩정책법｣ 폐기를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 또한 금융제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 1992년 제정된 미국의 ｢홍콩정책법｣은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을 관세 및 투자, 무역, 민감 기술에 대한 접근, 비자 발급 등에서 특별대우
를 해주는 법이다. 그런데 해외자본의 대중국 유입 창구이자 아시아의 금융허
브인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게 된다면 중국기업은 해외자본보다는 자국 내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2019년에는 중국기업이 해외에서 하는 기업
공개(IPO) 가운데 70%가 홍콩에서 이뤄졌던 바 있다.

2) 장기적 시사점
가) 중국의 국산화율 제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중국은 첨단기술의 국산화
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미국의 압박
에 슈퍼컴퓨터, 반도체 산업의 자체기술 강화로 대응한 전례가 있다.
2020년 5월 15일 이전까지는 25% 최소기준(25% de minimis rule)에 따
라 한국의 대중 수출품목 중 미국산 기술이나 부품이 25% 이상 들어가지 않
았다면 Entity List에 오른 중국기업일지라도 법적으로는 수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5월 15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및 반도체와 관련하여 EAR
을 개정하면서, 해외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만약 미국이 EAR 재개정을 통해 Entity List에 오른 중국기업 모두를 상대로
비슷한 내용으로 제재를 확대한다면 25% 최소기준 룰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
다. 미국이 바라는 것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사슬로부터 차단 및 고립시키는
것, 즉 ‘Great Decoupling’이라면, 향후 이러한 규제 확대 전략을 취할 것으
d-other(검색일: 2020. 5. 29).
256)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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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국 의존의 공급체계(Supply Chain)나 수출의존체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각에서는 탈중국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며, 장기적으로도 그것은 정부가 아닌 시장
에서 기업이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의 국
산화율 제고 전략의 심각성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국산화율 제고로 맞설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은 상당수 자국산으로 대체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세계시장을 두고 중국산과 경쟁해야 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인데, 중국은
반도체 해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약 2,43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도 반
도체 대기금 II를 통해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투자
대비 성과가 미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최근 투자의 결과가 점차 나
타나고 있다. 중국의 YMTC는 2019년 9월 64층 3D 낸드 플래시메모리 양산
을 시작했고,257) CXMT는 2020년 2월부터 19나노(nm) DRAM을 판매하기
시작했다.258) 올 하반기에는 2세대 17nm DRAM 양산도 예정되어있다.259)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아직까지 40~60nm급 비메모리칩이 주력 상품이지
만 5월 13일 화웨이에 납품할 기린 710A를 시작으로 14nm 양산을 시작하였
다.260) 반도체업계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격차가 대략 2~3년 정도 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261)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혁신생산성이
257) 「中 반도체 추격 본격화…YMTC “64단 낸드 양산 시작”」(2019. 9. 2), https://www.yna.co.kr/vi
ew/AKR20190902140500089(검색일: 2019. 12. 19).
258) 「[단독]中 마침내 D램 판매개시...‘반도체 한국’ 겨눈다」(2020. 2. 27), https://www.sedaily.com
/NewsVIew/1YZ34XGUZF(검색일: 2020. 3. 15).
259) 「중국 반도체 ‘전방위 추격’…낸드 이어 D램 격차도 좁힌다」(2020. 5. 5), https://www.yna.co.kr
/view/AKR20200504131200003(검색일: 2020. 5. 20).
260) 「中의 반도체 반격…자국 파운드리 SMIC, 올 투자 대폭 늘린다」(2020. 5. 15), https://www.hank
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51534471(검색일: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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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격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좁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한국과 대만을 밀어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AI, 데이터 플랫폼,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 슈퍼컴퓨팅, 뉴로모픽
(Neuromorphic) 컴퓨팅, 양자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기술력에서 우리가 중국
보다 1~2년 이상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도262) 상당히 우려스럽다.
중국이 첨단산업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우리보다 앞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는 점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산업, 경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전
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나) 미ㆍ중 간 양자택일의 문제와 기술역량 강화
한반도와 남중국해, 동중국해 일대는 미ㆍ중의 지정학적 이익이 첨예하게 부
딪치는 지역으로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중국 ‘일대일로 정책’ 역시 충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다.263) 다시 말하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전략적 가치가 높다는 것은 활용하면 우리의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ㆍ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양국 모두로부터 양자택일의 압력은 높아
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
고 있다.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라는 반
중 경제블록에 한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은 한국이 미
국편에 서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钓鱼岛) 문제로 다툴 때 對일본 희토류 수출 금지로 보복하였으며,
261) 「반도체 턴어라운드 Part Ⅴ 중국의 반도체 굴기 | 낸드는 기술 격차 2~3년에 불과, 기술 빼가기 비
상… 非메모리는 이미 경쟁자, 중ㆍ대만 연합군 넘어서야」(2020. 1. 30), https://www.mk.co.kr/
news/culture/view/2020/01/95260/(검색일: 2020. 3. 15).
262) 한종민 외(2019), pp. 1~500.
263) 전재성(2019. 9. 26), 「중국, 2030년쯤 미국 GDP 추월… 美와 패권경쟁은 쉽지 않아」, https://news.
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6/2019092600017.html(검색일: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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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반체제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류샤오보(刘晓波)가 노벨 평화상을 수
상했을 때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금지했다. 2016년에는 THAAD 문제로 자
국민의 한국 관광을 중단시켰고, 2020년 호주의 코로나19 원인 규명 요구에
호주산 소고기 수입 중단과 호주산 보리 반덤핑관세로 보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중일(中日)관계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일
본은 미ㆍ중 간 화웨이의 5G 장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국가
보다도 더 빠르게 미국 편에 동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특별한 보
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본의 산업계에서는 중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
다고 평가하고 있다.264)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것
을 갖고 있다면 존중받을 수 있으며 어느 정도 피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란, 기술력을 말한다. 중국
으로서는 첨단 신산업 기술개발을 위해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가 필수 불가결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다시 말하면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여 누구나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 시스템을 보여주었고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에 의료ㆍ방역 체계와 물
품 지원을 요구하고 의존하는 상황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자율적 공간을 넓히고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항상 생
각해봐야 한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혁신 생산성의 측면에서 중
국이 2014년 이미 미국을 추월하였다는 점이며, 현재 한국보다 빠른 속도로 혁
신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의 혁신 생산성은 일본의 혁신 생

264) 三菱UFJ銀行 国際業務部(2019a), 「中国月報(2019年 9月)」, pp. 7~10; 三菱UFJ銀行 国際業務部
(2019b), 「中国月報(2019年 12月)」, pp. 9~13; JETRO 海外調査部 国際経済課(2019), 『2018年度
日本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 pp.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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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수준까지 도달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우리의 혁신 생산성이 높다는 점
에서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기회가 있지만, 만약 혁신 생산성마저도 추월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국익 실현을 위한 자율적 공간 확보의 기회를 상실하고, 미ㆍ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양자택일의 압박에 시달릴 것이며, 실제로 강요에 의해
택일(擇一)의 순간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미국이 추구하
는 ‘Great Decoupling’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중국도 모
든 첨단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
간 기술과 인력에 대한 협력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어떤 국가든 기술혁신 역량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때만이 다른
국가와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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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U.S.-China Technological Rivalr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Wonho Yeon, Su Yeob Na, Minsuk Park, and Young Sun Kim

Since March 2018, when President Trump decided to impose additional
tariffs on $50 billion worth of Chinese imports, the U.S.-China trade dispute has continued to this day.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the viewpoint that the nature of the U.S.-China conflict is not a tariff war but essentially a technological rivalry, represented by the U.S. Section 301 report and U.S. sanctions against Huawei.
Recent developments in technologies are changing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nd that of hegemonic competition. The key feature of
technologi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dual-use.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5G, AI, big data, robotics, aerospace, supercomputers
and quantum computer-related technologies can be used for both civilian
and military purposes. The more you invest i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the closer you will be to economic and military
hegemony. Therefore, it is no wonder that the U.S. harbors great concerns facing the rise of China in these advanced technologies.
Chapter 2 examines China’s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olicy, high-tech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and national talent development plan. The rise of Chinese science and technology was not achieved
overnight. Since the nation’s founding in 1949, China has always been
devoted to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Especially after Ch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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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and opening, as economic construction became the central task of
the country,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perceived as “productive
power.” The recent Xi Jinping government continues to place emphasis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aims to build China as a world-leading
“Innovative Power.” This is also reflected in various statistics.
Chapter 3 describes the data that support the rise of China. China is
now the world’s largest economy in terms of real GDP (USD PPP) and
trade volume, and has grown into the world’s second-largest country following the U.S. in terms of military expenditures, R&D expenditures, and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constructs a
structural estimation model in which each country produces international
patents using R&D expenditures and R&D researchers. Empirical results
have presented novel findings indicating that China’s innovative productivity has surpassed that of the U.S. since 2015.
In light of these developments, Chapter 4 discusses at great detail the
U.S. sanctions against China. The U.S. views China as not adhering to the
principles of market-based trade and investment systems, rather utilizing
a form of state-led mercantilism following its accession to the WTO.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China has used illegally and unfairly acquired U.S. technologies to undermine the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nterests of the U.S., the U.S. is strengthening trade and investment
sanctions against China. This study, in specific, investigates the backgrounds, contents, and actual applications of 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 Article 889 of the 2019 National Defense Authority Act, and
the Financial Foreign Investment Risk Assessment Modernization Act
(FIRRMA). In return, China is responding to the U.S. sanctions with a new
“Long March” strategy rather than a tit-for-tat strategy. In other words,
China has been setting long-term goals and responding to the U.S. sanctions by improv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fining industrial policies, and developing its own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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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diagnoses the impact of the U.S.-China rivalry on the Korean
economy by predicting the possible scenarios of the U.S.-China tension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without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the best for Korea in terms of both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This is because South Korea ha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China based on a solid ROK-U.S. alliance for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more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ies, the less policy choices and room for profits are left to Korea.
However,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is expected to be prolonged due to several reasons including China’s unfair practices, bipartisan anti-Chinese sentiment in the U.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ensions, and China’s strong response to the U.S. measures.
In the short run, it seems important for Korea to pay attention to the
negative impacts that might occur due to the expansion of U.S. sanctions
against China, rather than expecting the benefits that might be brought
by the U.S. sanctions to delay China’s technological progress. Recently,
there are signs of the U.S. sanctions against China even further expanding
the scope to financial sectors. Ironically, increasing pressure from the
U.S. is expected to further strengthen China’s R&D capabilities in advanced technology and accelerate its competitiveness in emerging
industries. With the onse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ina is rapidly closing the quality gap and technology gap in major industries where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f Korea does not adequately respond to changes, it may be difficult to maintain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China. Thus, now that U.S.-China tensions are intensifying,
Korea is facing a pivotal moment in determining the future path of its
economy.
Moreover, the greater the conflict rises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likelihood increases of pressure being applied on Korea to choose between one or the other. However, as the recent China-Japan relations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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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y, if you have what the other country needs, it is possible to secure strategic autonomy to realize national interests. Fac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every country needs” is “technological power.” We must
keep in mind that a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others and respect from
other countries can only be guaranteed when Korea maintains global
competitiveness in innovation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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