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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확대되는 중국시장의 기회’를 누
려왔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많은 산업에서 빠르

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이 중국시장 및 세계시장에서 현재

의 위치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직
면하여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하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히 과학기

술분야에서 한국이 추구할 전략과 정책은 무엇일까? 

본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과 과학기술역량이 급속히 발전하고 증대되는 점에 
주목할 때 한국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향후 한국이 취할 과학기술전략을 도출한 다음, 이러한 전략들이 미래 한국의 
경제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망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한국의 과학

기술정책 결정자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회와 도전에 관심이 있
는 다른 정부부처와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참고문헌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소개된 장기정책결정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은 아직 한국에는 알려

지지 않은 방법론이므로 학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지원을 받아, 미국 RAND 
Center for Asia Pacific Policy (CAPP)의 후원으로 수행되었다.  CAPP은 아시아 및 
미국-아시아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이슈들을 엄 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결정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공정책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APP은 RAND의 International Program의 일
부로서, 미국정부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 재단, 산업계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RAND Corporation 은 비영리(non-profit), 비당파(non-partisan)의 중립적 
연구소로서 지난 50여년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 분석과 유효한 해결책 
(objective analysis and effective solution)” 을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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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APP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CAPP의 소장인 Nina Hachigian 
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전자우편은 Nina_Hachigian@rand.org, 전화는 310-393-041
1(내선 6030),  우편주소는 RAND, 1776 Main Street, Santa Monica, California 904
07-2138이다.  RAND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rand.org.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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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의 부상: 기회와 위협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해외직접투자(FDI)의 세계 최대 수혜국이 되었다. 아
울러 중국은 일본을 능가하는 동북아시아 최대의 교역국이자 한국, 일본, 대만

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떠올랐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급상승함에 따라 세계의 이목이 집
중되고 있으나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양면적이다. 중국은 ‘새로운 기회의 시
장’임과 동시에 ‘위협적인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도 예외는 아니다. 관심을 경제분야에만 한정하더라도, 제조업 공동화, 일
자리 상실, 중국시장 및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실, 기술 및 산업역량 면에서

의 중국의 치열한 추격에 따른 불안감 등 여러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광범위하고 긴 하게 진전됨에 따라 중국에서 발
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서로 보완적이었던  경제관계가 앞으로 경쟁적인 관계로 바뀌는 경
우 한국이 경험하게 될 경제적 충격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중
국의 경제적 부상이 가져올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통하여 본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에 중국경제가 한국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
짐에 따른 기회와 위험을 평가하고 특히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한국의 전략과 
정책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구 목적 및 접근방법 

본 연구는 중국의 산업과 과학기술역량이 급속히 발전하고 증대되는 점에 
주목할 때 한국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경제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한중간 상대적 기술능력과 기술혁신시스템의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미래 한중간 기술능력의 보완 및 경쟁관계를 가늠해 보
고, 향후 한국이 취할 과학기술전략을 도출한 다음, 이러한 전략들이 미래 한국

의 경제성과에 각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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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역, 투자, 연구개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경제관계의 주요 추세

를 파악하고 한국과 중국의 상대적 기술역량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어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의 관점에서 중국 
과학기술진보의 주요 동인을 한국과 비교하면서 분석한다. 국가혁신체제 관점

의 미시적 분석에서는 산업 및 대학, 연구소와 같은 각 연구개발 주체들의 역
량, 이들에 대한 자원배분 및 연구개발성과의 상대적 우위, 국가전략 및 주요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방향과 초점, 제도적 차이점을 비교한다.  

이러한 거시적· 미시적 분석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한국경제 
모형을 설정하고 한국이 선택할 과학기술전략을 수량적으로 정의한 다음 향후 
10년의 미래를 바라볼 때 이들 전략이 한국의 경제성과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미래의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면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한국경제모형은 한중간 기술 격차, 가격 및 기술경쟁력, 향
후 중국의 성장속도 등 여러가지 중요한 환경변화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장기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수많은 미래 불확실성에 직면해야 하고 
사실상 미래의 경제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본 연구의 미래 시나리오 분석에서 사용한 접근

방법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몇개의 그럴 듯한 시나리오로만 상정하는 기존의 연
구와는 달리 미래의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석방법이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의 전략에 대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수많은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특정 판단기준 (최적상태에서 떨어진 거리의 최소화)을 
적용하여 미래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미래의 최적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최대의 “후회”를 가장 최소화하는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때 어떤 전략을 
추구함에 따른 “후회”란 미래의 특정시나리오에서 선택된 전략의 성과와 그러

한 미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을 선택했었을 경우 얻게되는 성과간의 차이로 
정의된다.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경제적 이해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확대되는 중국시장의 기회’를 
누려왔다.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은 소재, 부품, 장비 등 중간재에 집중되

어 있어서 중국의 경제성장과 수출증가에 따라 한국의 수출도 증가해 왔다. 한
국과 중국의 이러한 상호호혜적, 긍정적 관계는 미래에도 지속될까? 현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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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비와 부품은 한국의 주요 대중국 수출품목이지만 한국은 이런 품목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한국은 일본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으로부

터 핵심부품과 첨단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소재, 부품, 장비 생산에

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가격경쟁력으로 중국시장을 파고 들어 틈새시장을 확
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틈새시장은 중국의 부품 및 장비 시장에서 경쟁이 치
열해지면서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세계적 선진 기업들이 앞선 기술과 중국의 
저렴하고 잘 훈련된 노동력을 결합함으로써 한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틈새시장

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가능성은 한
국의 주요기업 경영진들 사이에서 중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
다.  

미국경제의 견조한 성장과 중국시장의 급속한 성장 덕분에 세계경제는 지난 
10 여년간 호황을 누렸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 한국사이의 경쟁이 크게 부각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경제가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세계

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이 과연 과열경제를 성공적으로 조정하여 별다

른 충격 없이 견조한 잠재 성장경로로 진입할 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

다. 중국이 중국경제내의 구조적 취약점이나 고유가 등 외부충격요인들로 인해 
불황을 겪게 된다면 한때의 긍정적이었던 한중경제관계가 순식간에 부정적 관
계로 바뀔 수도 있다.  

한국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경제적 지위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

되겠지만 특히 상대적 기술능력의 우위는 매우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이다. 한
국이 선도하고 있는 특정한 분야의 기술과 연구개발역량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
부는 민간부문과 차별화되는 어떤 정책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과학기술역량의 현황과 추세 

종합적 과학기술역량 지수로는 중국을 앞지르는 한국 

한중간 기술격차에 관한 기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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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는 기간이 2.1 년(KISTEP 2004) 혹은 3.8 년(산업은행 2004)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지표들은 산정하는 데 매
우 유용한 방법론이지만 설문의 내용과 조사과정을 매우 주의깊게 설계하고 통
제하지 않는 한 표본의 편의성·주관성에 의한 왜곡 등으로 인해 설문결과를 
해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RAND 연구소의 과학기술역량지수(STCI), SPRU 연구소의 ArCo 지수, 
UNDP 의 기술발전지수(TAI) 등은 객관적인 통계치를 표준화하여 가중평균하

는 방법을 사용하여 국가수준의 종합적 과학기술역량을 계량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역량 측정 지수인 TAI, ArCo 지수, STCI 등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 
과학기술역량이 중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RAND 연구소의 STCI 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76개국 중 18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역량이 높은 순위로 나뉘어진 4
개의 국가군 중에서 상위 두 번째 그룹에 포함되었다.  TAI 와 ArCo 지수에 의
하면, 한국은 과학기술역량의 최상위 그룹에 속하며 각각 72 개국 중 5 위와 
172개국 중 19위이다. 반면 중국은 각각 45위, 85위로서 세 번째 그룹에 속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종합적 과학기술역량지수의 순위를 해석할 때는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종합적 과학기술역량지수를 산출하는데 사용된 많은 개별 지표들

은 인구나 국내총생산 규모로 표준화되었다. 따라서 한국에 비해 중국이 TAI, 
ArCo 지수, STCI 에서 낮다는 것이 중국의 절대적 과학기술역량이나 잠재력이 
한국보다 반드시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자원의 절대적 규모에서 앞서는 중국 

종합적 과학기술역량지수로는 중국이 뒤질지 모르지만 연구개발 지출과 인
적자원의 절대적 규모로는 중국이 한국을 앞선다. 한국의 연구개발집약도는 중
국의 2 배 이상이지만 중국의 연구개발지출의 절대수준은 한국보다 10% 높다. 
구매력평가(PPP)를 고려한다면, 중국의 연구개발지출은 한국의 3 배에 이를 것
이다. 또한 한국의 인구 만명당 과학자 및 기술자의 수는 중국의 2.5 배이지만 
중국의 과학자 및 기술자의 절대적 수는 한국의 7배나 된다. 

과학기술면에서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은 인적자원 면에서의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중국은 연구개발인력이 풍부할뿐만 아니라 그 증가속도 역시 매우 빠르

다. 현재 중국의 연구개발인력 수는 세계 2위이다. 중국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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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다 많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고등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수는 미국에 
근접해 있다. 중국의 전일근무기준 연구개발인력은 2002년 기준으로 백만 명이 
넘으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한국의 거의 6배 수준이다. 

중국은 기초과학에서 강한 연구역량을 보유 

기초연구투자는 미래지향적 연구활동 및 장기혁신역량의 대용변수(proxy)로 
이용될 만큼 중요하다. 중국은 전체 연구개발자금 중 6% 미만을 기초연구에 
배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초연구투자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러나 중국은 한국보다 두 배나 많은 과학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1993 년부터 2003 년까지 10 년간 ISI 핵심 과학지수의 세계 순위에 따르면, 
모든 분야에서 Science Citation Index (SCI)에 등재된 논문의 수로 중국은 9위, 한
국은 16위이다. 총 인용수로는 중국이 19위이고 한국은 20위 밖으로 떨어진다. 
중국의 발표논문 증가율 또한 한국보다 매우 높다. 대다수 중국 연구자들은 아
직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들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중국 연구개발 결과의 영향력

이 평균적으로 선진국 연구자들의 영향력만큼 크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은 최
근 몇 년 동안 발표된 논문의 양에서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지속적이고 빠른 진
전을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 기초과학투자 대비 과학논문 발표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중 하나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무보수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대학원 학생들은 이같은 저임금 연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02 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대학원학생은 50 만명을 넘었으며 이는 한국의 거
의 2 배 수준이다. 다른 이유로는 기초과학의 지식저량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항공, 핵공학, 해양학, 기타 기초과학

과 같은 소위 대형과학(big science)의 중요성을 경쟁적으로 강조해왔고, 이러한 
전통은 국가안보 맥락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중국산업계의 취약한 혁신 역량 

중국의 특허 신청통계와 중국 국적자의 미국특허 출원통계는 중국이 여전히 
발명과 혁신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역량을 가진 나라임을 보여준다. 2002 년 
기준으로 중국 국적자의 중국 내 발명형 특허(실용신안과 의장등록 제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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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4%에 그쳤다. 미국의 외국 특허신청에서 중국의 비중은 0.1%로 매우 낮
다. 반면 2003 년 기준으로 일본 43.8%, 대만 6.5%, 한국은 4.9%를 차지하고 있
다. 

또 다른 특징은 중국의 발명형 특허 출원이 산업부문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의 유효한 발명형 특허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2001 년말 
현재 대학, 연구소, 정부부문 등 비산업부문이 산업부문보다 두 배 많은 발명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유효한 발명특허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미국의 MIT 대학이 발간하는 테크놀로지리뷰(TR)의 연간 특허 순위 (Annual 
Patent Scorecard) 는 항공, 컴퓨터, 전자, 반도체, 통신, 바이오 기술 및 의약품, 
화학, 자동차 등 8개 산업에서 150개 최고기술 기업의 미국 출원에 대해 매년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 자료는 각 기업의 특허 수 뿐만 아니라 특허 인용 횟
수와 과학 연구와의 연계에 기초한 다른 지수도 제공한다. 그런데 2003 년 TR 
특허순위에 포함된 중국기업은 하나도 없다. 반면 한국은 12 개 기업이 포함되

어 있다. 

중국의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와 연구개발 전략 

중국의 과학기술역량과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가 
추구하는 국가적 목표와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은 
국가전략, 정책, 계획의 실행 등 복합적인 제도적 장치와 다양한 연구개발프로

젝트에 의해 만들어지고 강화되며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의해 증가되고, 국제 
협력과 교류뿐만 아니라 FDI의 유입 및 유출에 의해 더욱 향상된다. 

경제 발전의 두 축: 과학기술과 교육 

2002년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을 현재보다 4배 늘어난 4조 달
러까지 끌어올려 일인당 국내총생산을 3천 달러까지 달성하겠다는 야심만만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였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
가 재건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산업화에의 새로운 도약”이
라는 과정을 통하여 달성할 계획이다.  

장쩌민은 2002년  “16차 전당대회 보고”에서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 재
건” 전략의 실행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에서는 경제발전이 외부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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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되기 보다는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으로써 “세계 경제기술분야의협력과 경쟁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과 지침들은 개방이 중국경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과 
특히 중국이 미래 경제번영의 두 축으로 과학기술발전 및 교육을 중요하게 여
긴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대학은 지식 창출의 주역 

중국 대학은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응용연구와 상업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
할을 한다. 2002년 세계 학계에 발표한 중국의 과학 및 공학논문 발표의 77%를 
대학이 차지한다. 중국 대학은 또한 응용연구와 상업화의 바탕이 되는 막강한 
연구개발 기초를 확보하고 있다. 2002 년 말 중국의 105 개 국가핵심연구소(즉, 
전체 주요 연구소의 2/3 이상), 43개 국가공학센터, 22개 과학 및 공학 단지, 5
개 기술이전센터는 중국 대학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이 첨단기술 파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 칭화대학 ‘통팡’(Tongfang)과 베이징 대학의 ‘파운더그룹’(Founder’s 
Group)은 대표적인 예들이다. 아직 대학들이 주요 주주이긴 하지만, 이 회사들

은 대학을 떠나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규모의 건실한 기업으

로 크게 성장하였다. 

반면, 중국의 주요 연구개발역량이 산업부문이 아닌 대학 등 비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혁신역량 성장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대학이나 정부의 연구기관들이 시장 유인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이다.    

중국 NIS의 약한고리는 산업계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에서 산업부문이 혁신의 주체이다. 그러나 중국에

서는 대학이나 정부의 연구기관 및 실험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산업부문은 아직 중국 내에서 또는 세계시장에서 혁신을 이
끌어가기에는 혁신역량이 미흡하다. 따라서 중국의 산업부문은 외국기술에 대
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국의 첨단제품 수출의 약 90%가 수입자재 및 공급 
자재의 가공이다. 중국의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고려한다면, 중국기업에게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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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오래걸리는 자체 기술개발 보다는 이미 이용가능한 기존의 기술을 구매하

는 것이 훨씬 나은 전략일 수 있다. 실제로 한국도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물론 중국에도 괄목할 만한 첨단 기업들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첨단기업들

은 세계적인 기술선도기업들과 비교하면 판매규모나 지적재산권 보유에서 상
당히 뒤떨어 진다. 예를 들면 Huawei 는 세계시장 진출과 기술진보에서 큰 성
공을 거둔 중국의 대표적인 첨단기술 기업이다.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

고 교신을 지시하는 라우터와 스위치를 만드는 세계 최고 제조사인 Cisco 와 
Huwawei 간에 지적재산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Huawei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

다. 그러나 Huawei 의 2003 년 연구개발지출은 삼성전자의 13%에 그치고 있고, 
총 판매액은 삼성전자의 약 11% 정도에 불과하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기술진보에 기여한 외국인투자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상당히 
기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FDI 는 1990 년대 
중국의 연평균 국내총생산 성장에 거의 3% 가량 기여했다. 다시 말해 이 연구

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의 총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에 불과하지만 경제성장율의 1/3을 설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2 년 말까지 외국인투자기업(FIEs)에 고용된 종업원의 수는 2,350 만명에 
이르는데, 이는 중국 도시 노동자의 11%에 해당한다. 이렇게 엄청난 고용창출

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인 종업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데 큰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인 종업원들은 외국인기업에 근무하면서 선진기술을 
배우고 선진적 관리체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등 자연스럽게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2002년 산업생산의 33.4%, 총 수출의 52.2%, 
조세수입의 21%를 차지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는 중국에서 첨단산업이 부상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예
를 들어 Huawei, Zhongxing, TCL, Haier와 같은 중국의 전자 및 통신장비 제조업

체는 엄청난 FDI 의 유입이 중국 토종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됨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Huawei는 외국산 통
신장비 스위치를 판매하는 회사로 출발하여 지금은 스위치와 라우터를 생산하

는 세계적 경쟁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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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의 평가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잠재력은 크지만 연구개발 역
량은 제한적(limited R&D capability with increasing potential)”으로 요약된다. 과학기

술의 투입/산출지표들은 중국이 모든 지표에서 성장측면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
루었으며, 풍부한 고학력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괄목할 만한 숫자의 
과학논문을 발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투자재원의 부
족,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계의 혁신 역량으로 인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도 하
다. 

중국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장점은 성장의 동력인 개방전략과 거대 내수시장

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협상력, 풍부한 고학력 인적자원에 있다. 한편 중국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의 취약점은 주요 연구개발역량이 비산업부문에 집중되

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산업부문에 비해 시장유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한 대학, 연구기관, 정부 연구소 등이 주요  연구개발 실행주체이며 혁신 
당사자이다. 다시말해 중국에서는 “수요견인(demand pull)”에 의한 기술발전요소

가 취약하다. 

이러한 취약점은 중국이 냉전체제와 사회주의경제체제 하에서 국가주도의 
기술발전 그리고 특히 수요측면 보다는 공급측면에 초점을 두는 “기술주도

(technology push)”의 과학기술진보정책을 추구해 온 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바로 이런 취약점때문에 중국정부는 현재에도 국가 연구개발프로그램

의 대부분을 정부연구소와 대학에 위임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전략은 
또 다시 연구개발활동과 시장유인 사이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아마 중국이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효율적인 체제로 만드

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국가기술혁신시스

템”이라는 명확한 개념적체계, 교육과 과학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발전전략, 정
보통신, 생명공학, 재료공학 등 소수의 핵심적인 차세대 성장기술에 대한 집중

전략, 비교적 잘 정비된 연구개발인프라, 그리고 해외의 자본과 지식을 흡인하

는 거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급속한 기술진보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제조업의 세계 초강국(manufacturing powerhouse)일 뿐만 아니라 세계

의 연구개발활동을 끌어들이는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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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 상당히 뒤져 있지만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다국적기업들의 최고 해외 연구개발대상지가 되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조차도 중국의 큰 시장과 풍부한 인적자원의 매력에 끌리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내 연구개발센터들이 대부분 중국 현지인력들로 운영된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혁신능력 향상은 경제성장만큼이나 급속도로 이루

어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만큼 기초과학이나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 응용기술과 상업화에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나 
이것들은 기초과학이나 핵심원천기술에 비해 습득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므로 
이러한 강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국과 비교할 때 한국

의 장점은 높은 연구개발집약도,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세계적 혁신기업들의 
존재, 혁신역량이 산업계를 중심으로 배분되어 있는 점, 비교적 발달된 시장시

스템 등에 있다. 반면 한국은 기초과학과 핵심원천기술에 취약하고, 고급과학기

술인력의 부족, 제한된 국내시장, 글로벌 네트워크에서의 상대적 소외, 교육개

혁의 지연 등 취약점을 안고 있다.  

한국 과학기술전략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이 선택할 수 있는 네 개의 전략을 논의하였다. 네 개의 전략은 (1) 중국시장과 
정보통신분야에 집중하는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는 기본전략(Base strategy) (2) 중
국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개방정책, 해외진출 등을 통해 보다 다각화된 글로벌 
시장을 추구하는 개방전략 (Openness strategy) (3) 연구개발 에 보다 초점을 두는 
연구개발중시전략 (R&D strategy) (4) 교육에 보다 초점을 두는 교육중심전략

(Education strategy)등이다.  

연구개발집약도의 장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효율성을 획득하라 

높은 연구개발집약도는 한국의 장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은 상대적으

로 낮은 연구개발효율성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여러 요인들에 기인한

다. 한국의 연구개발집약도는 세계적으로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와 공학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이 고집약도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수요에 부응하는 자질 높은 과학기술자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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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한국이 당장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려면 결국 세계적인 두뇌집단과 연계

를 강화하여 이들의 지식자산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  

연구개발효율성의 또 다른 주요 결정요인은 축적된 지식이라는 저량변수 
(stock variable)의 수준일 것이다. 낮은 수준의 지식축적 하에서는 연구개발투자

라는 유량변수(flow variable)를 늘려도 지식축적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만큼 성
과를 낼 수가 없다. 그런데 지식축적 수준 자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

발투자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일정수준의 연구개발효율성에 이르기 위해서

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지식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는 다시 연구개발투

자를 필요로 한다. 

한국은 중국시장과의 경제적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는가? 

한국이 중국의 장점을 이용하여 취약점을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

이다. 생산과 연구개발분야의 풍부한 인적자원,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한 내수시

장은 한국이 갖지 못한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이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투자자

들이 한국에서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구입하도록 하는 방안, 중국에 대한 보
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을 개발하는 전략 등이 현재 여러 문헌에서 폭넓

게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서 연구개발활동

을 수행하는 등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근접

성은 경제협력을 강화시켜주는 좋은 계기를 제공한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상
호 이익이 되는 경제관계가 지속되는 한 이것은 한국에 좋은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미래에도 이
대로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한국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경
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중국으로부터의 “부메랑 효과”가 있지는 않
을까? 중국이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한국기업의 입지를 좁히지는 않
을까? 사실 이미 여러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중국을 바라보는 복합적인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미래의 상황이 어
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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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위한 교육 

한국은 일정수준의 발전을 이룬 나라이므로 이제는 기존의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보다는 창의성과 혁신적인 사고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창의성과 혁신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 등 교육의 전 단계에서 개
혁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속도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게 느리다. 고등교육을 
받은 질 높은 연구자의 충분한 공급은 한국이 과학기술에서 더욱 발전하기 위
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다. 한국의 고등교육학위 소지자 중 과학기술자의 비율

은 41% (2003)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그러나 인구 만 
명당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  

고등교육 중에서도, 특히 대학원 수준의 교육의 질 향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학원생은 연구자 집단의 일부이며 양질의 과학자와 기
술자 후보군이다. 선진국에 비해 한국에서 대학원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뒤떨

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학원 및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의 
교육인적자원부는 소위 “BK 21” 프로젝트라는 국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혁신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잘 교육된, 다재 다능한 인
적자원을 육성하는 것은 어떤 나라든 추구해야 할 과학기술전략이다. 특히 한
국에서 이러한 전략은 현재의 대립적 노사관계에 대한 win-win 해법으로도 제
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평균 임금은 중국의 10 배에 육박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매우 전투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교육전략은 수요측면에서 지식집약적 산업 활동과 공급측면에서 더 비싸지

만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잘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일인당 국민소

득수준을 특정수준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

로 한국인들이 비슷한 교육수준과 기술을 가진 선진국 국민들 만큼 보수를 받
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노동계 모두 지금보다 더 혁신적이어야함은 말할 
나위 없다.  

한국은 중국에 못지 않은 개방 전략을 지향해야 한다 

중국은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아직 사회주의 국가로서 덜 발달된 시장시

스템을 가지고도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빠른 속도의 기술진보를 달성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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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이 문호를 개방한 데다 동유럽의 구(舊) 사회주의 국가들도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지구촌에 고립 국가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이 아직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적대적인 국가로 비쳐지

고 있으며 다국적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은 한국이 활발한 세계 네트워킹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에서 세계 최고이지만 세계에서 인
터넷관련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에서 그에 걸맞은 시장지위를 차
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인도는 세계의 선도적 기업들로부터 상당규모의 소
프트웨어 아웃소싱 주문을 받고 있다. 중국이 실리콘밸리와 강력한 유대를 갖
고 있는 것처럼 인도도 방갈로와 실리콘밸리 사이에 강력한 유대를 갖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연구소와 기업들을 한데 묶는 다국적

기업의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한국은 제한된 내수시장을 가진 작은 나라이고 또 중국,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덜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방전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한국은 투자나 기업활동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인력

과 자본이 최고의 기회를 찾아서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going 
outward)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매우 이동성이 높은 고급의 인적자원

이 국내에 계속 머물도록 하고 또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의 상
대적 생활매력도(relative attractiveness of the country to live)”를 향상시키는 전략과 
병행되어야 한다. 

미래 시나리오 

본 연구는 한국의 전략을 논의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위에서 논의한 네 가지 
전략들이 향후 10년의 미래를 내다볼 때, 중국의 경제성장속도, 한중간 기술격

차 등 여러 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지를 조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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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S-1> 한국경제의 전략 대안 
전략 

효과 기본전략 개방전략
연구개발
중시 전략

교육 
중심전략 

지식 기반 성장률 10.0% 10.0% 13.0% 10.0% 
자본 투자율 27.0% 29.7% 27.0% 27.0% 

중국 수출집중도 1.0 0.6 0.8 0.8 
일자리 창출률 0.01% 0.01% 0.01% 0.02% 

한중 기술격차 축소속도 -0.05% -0.05% -0.03% -0.05% 
노동의 질 개선효과 1.0 1.02 1.0 1.03 

 

각각의 전략이 한국경제성과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매우 불확실

한 미래의 전개 양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장 가망이 높은 미래를 가정하

면서 소수의 미래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최적의 선택을 찾고자 하는 전통적인 
분석 대신 저자들은 미래의 모든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어떤 상
황이 도래하더라도 대체로 강건한(robust) 전략을 찾아내는 접근방법을 사용하

였다1.  

한국경제 모형은 중국에 대한 수출, 연구개발에 의해 생성된 지식자산의 축
적, 한중간  기술격차의 축소, 한국 노동력의 규모와 질의 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앞에서 논의한 네 가지 기본전략, 즉 “현재의 흐름을 유지

하는 기본전략(Base Strategy)”, “대외진출을 통해 다각화된 글로벌 시장을 추구

하는 개방전략(Openness Strategy)”, “연구개발 중시 전략”, “교육 중심전략” 등은 
모두 다양한 정책 요소들이 혼합된 전략이다. 이러한 네 가지 기본전략의 기본

특성을 표 S-1과 같이 수량화 하였다.  

시나리오 분석은 모수 (parameter) 및 구조적 불확실성에 대한 각 전략의 취
약점을 평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되었다. 수없이 많은 미래상황들에 대해 
각 전략의 경제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는데 있어 최대한 시각적으

로 알아보기 쉬운 설명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은 다른 전
통적인 분석이 결론을 내리는 시점을 시작시점으로 하고 있다.  향후 2015 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한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 측정치를 사용하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접근방법은 RAND연구소의 대표적 보고서 중 하나인 Lemperts, Popper, 
and Bankes (2003)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xxi 

여 각 전략이 미래의 광범위한 시나리오들에 대해 어떻게 다른 경제성과를 달
성하는지를 평가한다. 

본 연구의 미래 시나리오 분석은 광범위한 미래상황에 대해 수많은 시나리

오를 상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해당 시나리오가 정의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최
적인 전략과 비교하여 각각의 전략이 어떻게 다른 성과를 보일지를 분석한다. 
여기서 전략선택의 기준은 최적전략에서 떨어진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전략선택에 있어서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상황이 도래하

더라도 상대적으로 강건한(robust) 성과를 보이는 전략을 찾고자 한다.  

현재의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기본 전략이 다른 세 전략을 압도

한다. 그러나, 중국성장에 심각한 장기침체가 올 경우 이 전략의 결과는 오히려 
“교육중심”전략과 “개방”전략 보다 열등하다. 또한 기본전략은 중국의 성장율

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기술적 부가가치에 더 많은 수요가 있고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상황과 같은 여러가지 잠재적 충격에 약하다. 이것은 전
통적 분석에서와 같이 최적성(optimality)을 정책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 
가정(assumptions)의 변화에 따라 정책제안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현상을 잘 
보여 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연구개발”중시전략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최적은 
아닐지라도 강건함(robustness)를 기준으로 할 때 보다 안전한 전략인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는 전략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늦춰지거나 한중간 
기술격차의 축소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매우 커지게 되는 상황에서조차도 상대

적으로 좋은 결과를 제공하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략별로 각 100개의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연구개발”전략은 91 개 시나리오에서 최적값의 5% 
안에 있다. 이 전략은 한중간 기술격차가 좁아져서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

하기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여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이 전략

은 중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등 세계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기술적 내용이 상대적

으로 더 매력적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중국경제의 급속한 하강이 있을 경우에도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개발전략이란 연구개발집약도 증가,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수급일치, 기초연구와 핵심원천기술의 발전, 연구개발효율성의 제고, 조직혁신 
및 지식저량 축적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네가지 전략의 이름은 
각 전략에 있는 중심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붙여졌을 뿐이다. 네가지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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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전략이 다양한 정책의 조합으로 구성된 혼합전략이다. 따라서 이들 전
략이 서로 배타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즉 연구개발”전략은 창조성을 
위한 교육 개혁, 글로벌 네트워킹의 강화와 같은 기본요소들과 독립되어 존재

하는 전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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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구의 배경 

지난 10 여년간 중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해 오면서, 한국과 다른 나라에 새
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였다1. 중국은 전세계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최대 
수혜국이며, 일본을 능가하는 동북아 최대 교역국이며,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

한 많은 아시아 경제의 주요 수출국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경제분야뿐만 아니

라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등 세계정치역학에

서도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또 정치외교적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세계의 이목이 집
중되고 있으나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양면적이다. 중국은 ‘새로운 기회의 시
장’임과 동시에 ‘위협적인 경쟁자’로도 인식되고 있다.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도 예외는 아니다. 관심을 경제분야에만 한정하더라도, 제조업 공동화, 일
자리 상실, 중국시장 및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실, 기술 및 산업 역량면에서 
중국의 치열한 추격에 따른 불안감 등 여러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대단하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1992년부터 2003년 사이에 13배 이상 커졌고, 2003년도에는 중국이 한
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총 수출의 18.1%)이 되었다. 지난 30 년간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었던 미국을 제치고 이제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
상하였다3 . 한국의 기업가와 투자자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에서 사업기회를 
활용하고자, 또 제조업체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잘 훈련된 풍부한 중국 

                                            

1 1980 년 이후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9%를 넘고 있다. 이러한 급성장은 역사적으로 규모

가 큰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 학자들은 흔히 1979년 개혁 이후 중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의 경제성장 및 미국의 20세기 초의 급부상과 비교하고 있다.  
2 중국이 정치군사적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현상이지만 본 보고서의 주

요 분석대상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중국을 분석하기로 한다. 
3 총교역량으로 볼 때, 2003년 기준으로는 미국이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었지만 

2004년 들어 8월까지의 교역량은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한국의 최대 교역국(505억 달러) 및 
최대 무역수지흑자 대상국(138억 달러)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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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줄지어 중국에 투자하였다. 중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를 보면, 한국은 2002 년 기준으로 홍콩,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큰 투자국이다. 중국은 이미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최대 대상국이 되었고 2003
년 기준으로 한국 해외투자의 40% 이상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4.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광범위하고 긴 하게 진전됨에 따라 중국에서 발
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서로 보완적이었던 경제관계가 앞으로 경쟁적인 관계로 바뀔 경우 
한국이 경험하게 될 경제적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가져올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한국의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통하여 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 중국경제가 한국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른 기회와 위험을 평가하고 특히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전
략과 정책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과학기술능력에 대한 분석과 균형된 진
단, 한국이 과연 무엇을 걱정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

적인 분석, 한국경제모형과 장기정책수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적용, 그리

고 기존의 문헌과 정책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과학기술전략들이 향
후 한국의 경제성과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산업과 과학기술역량이 급속히 발전하고 증대되는 
점에 주목할 때 한국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파
악하고, 경제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한중간 상대적 기술능력과 기술혁신시

스템의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미래 한중간 기술능력의 보완 및 경쟁관계를 가
늠해 보고, 향후 한국이 취할 과학기술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보고서에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이 중국에

서의 경제활동을 계속 증대하면서도 그 경제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

나 전략은 어떤 것인가?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특정한 분야의 기술과 연구개발 

                                            

4 2003년 한국은 중국에 총 25억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55억달

러)의 46.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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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부는 민간부문과는 달리 어떤 정책적 역할을 수행해

야 하는가? 

접근방법 

먼저, 무역, 투자, 연구개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경제관계의 주요 추세

를 파악하고 한국과 중국의 상대적 기술역량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어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의 관점에서 중국 
과학기술 진보의 주요 동인을 한국과 비교하면서 분석한다5. 국가혁신체제 관
점의 미시적 분석에서는 산업 및 대학, 연구소와 같은 각 연구개발 주체들의 
역량, 이들에 대한 자원배분 및 연구개발성과의 상대적 우위, 국가전략 및 주요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방향과 초점, 제도적 차이점을 비교한다.  

이러한 거시적·미시적 분석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한국경제 모
형을 설정하고 한국이 선택할 과학기술전략을 정량적으로 정의한 다음 향후 10
년의 미래를 바라볼 때 이들 전략이 한국의 경제성과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미래의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면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한국경제모형은 한중간 기술격차, 가격 및 기술경쟁력, 향
후 중국의 성장속도 등 여러가지 중요한 환경변화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장기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수많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직면해야 하고 
사실상 미래의 경제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본 연구의 미래 시나리오 분석에서 사용한 접근

방법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몇 개의 그럴 듯한 시나리오로만 상정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미래의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그대로 인정한 채 분석하는 방법이

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의 전략에 대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수많은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특정 판단기준 (최적상태에서 떨어진 거리의 최
소화)을 적용하여 미래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미래의 최적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최대의 “후회”를 가장 최소화하는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때 어
떤 전략을 추구함에 따른 “후회”란 미래의 특정 시나리오에서 선택된 전략의 

                                            

5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란 일반적으로 지식의 창조, 확산, 응용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간

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로 정의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Freeman (1987), Metcalfe (1995), IDRC (1997)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과학기술전략의 선택 

 

4 

성과와 그러한 미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을 선택했었을 경우 얻게 되는 성과

간의 차이로 정의된다.    

 본 연구의 미래 시나리오 분석방법은 랜드연구소의 대표적 보고서 Lempert, 
Popper, and Banks (2003)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후 랜드연구소가 수행한 여러 
정책연구에 적용되었으나, 국가경제정책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경제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랜드연구소는 지난 50 여년간 수많은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해왔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접근방법인 장기적 정책분석을 위한 강건성

에 기초한 의사결정 방법(Robust decision approach for long term policy analysis)도 최
근 개발한 주요 방법론의 하나이다6. 

분석의 범위 

본 보고서의 주요 분석대상은 한국과 중국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한국을 
중심으로 볼 때 경제발전 및 기술역량에서 중국과 대척점에 있는 척도가 필요

할 때는 일본을 포함하여 3 개국을 분석하기도 하고 혹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상대적 비교를 하기도 하였다. 

경제발전 및 기술수준에서 한국은 전반적으로 중국에는 앞서고 일본에는 뒤
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중국의 
추격에는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 기술적 우
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따라 이들 국가 사이의 경제적 관계 또한 크게 
변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범위는 주로 한국과 중국의 기술 및 경제관계

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제적·기술적 성과가 한국의 전략선택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보고서의 구성 

다음의 제 2 장에서는 중국의 빠른 경제 발전 및 진보하는 과학기술역량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우려가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실제로 걱정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특히 한중

간 경쟁과 협력이라는 양면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중간 경제관

계가 양국간의 상대적 기술능력의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6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델파이(Delphi) 접근방법 역시 랜드연구소가 개발한 
주요 방법론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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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3 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상대적 과학기술역량을 정량적 척도와 통계

자료로 평가한다. 본 장에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
가수준의 종합적 과학기술역량지수(Science and Technology Capacity Index, STCI)
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과학기술역량은 어떤 수준으로 평가되는가? 이것이 
중국과 어떻게 다르며 한국의 상대적 우위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

가? 주요 과학기술 투입 및 산출지표에 반영된 양국의 과학기술능력의 상대적 
약점과 강점은 무엇인가? 제 3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한
중간 상호비교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 과학기술진보

의 주요 추세와 이러한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 4 장에서는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라는 이론적 틀을 사용하여 중국의 고
성장 요인과 미래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을 변화시킬 주요 요인들을 분석한다. 
제 4 장은 중국의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의 구조와 동인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다. 즉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 대학, 정부연구소 등 연구개발의 주요 주체

들 간에 연구개발자원과 성과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러한 구조적 특징

이 향후 중국 과학기술진보의 속도와 경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국과 
비교하면서 분석한다. 이렇게 분석된 중국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의 모습을 중
국의 국가경제 목표와 전략 및 해외부문의 역할까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그림으

로 그려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기술진보 경쟁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어떻게 파
악하고 있는지, 두 국가가 미래 과학기술 진보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한국이 도전에 대응하고 기회에서 최선을 얻어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한다. 제 5 장에서 제시하는 한국의 전략은 앞장에

서의 분석결과와 기존의 연구와 양국의 현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출되

었다. 본 연구의 주제가 광범위한 만큼 한국의 과학기술전략도 방향성을 위주

로 도출하되 각 전략의 미시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병행하였다. 대개의 연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결론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

의 전략적 방향이 향후 10 년의 미래에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과 더불어 한국 
경제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를 살펴본다.  

제 6장에서는 5장에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을 네가지의 전략방향—현재추

세 유지, 개방중심전략, 연구개발중시전략, 교육중심전략—으로 요약하고 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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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수량적으로 정의한 다음 간단한 한국경제 모형을 설정하고 각 전략이 미
래 한국경제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7. 본 보고서의 모형은 
기술경쟁력, 가격경쟁력, 중국의 거시성과 변화 등 외부충격에 따른 변화를 명
시적으로 고려하도록 설계되었다. 경제성과에 대한 영향은 2015 년까지 한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의 연간성장률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전략의 성과는 앞에서 
소개한 새로운 접근방법에 사용되도록 고안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백개의 미래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평가하였다.  

제 7 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보고서를 마무

리한다. 

                                            

7 제6장의 한국경제모형 및 시나리오분석은 RAND 연구소의 자체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

한 부분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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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경제의 부상: 기회와 위협 

중국 경제의 급부상으로 새로운 시장기회를 누리고 있는 중에도 한국정부와 
재계는 항상 중국의 위협에 대해 토론하고 걱정해왔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중국에서의 재채기가 한국에는 독감을 야기하는 현상이 벌
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논의를 경제분야에만 한정하더라도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 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일자리와 틈새시장의 상실, 중국 내 세계적 선도

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한 시장환경 등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중국경제가 지금까지 대단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지만 경기과열이나 중국

의 버블붕괴, 갑작스러운 경기하강 등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중국 부상에 따른 기회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이 직면

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협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고, 이러한 우려가 근거있는 
것인지, 또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의 과학기술역량과 전략적 선택에 어떻게 관
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한중간 경쟁과 협조 

한국은 지난 10 여년 동안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이 제공하는 ‘막대한 시장’
을 좋은 경제적 기회로 활용해왔다. 중국의 총수입 중 한국의 비중은 1990 년 
1.1%에서 2002 년 10.5%로 증가했다.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
속하게 커짐에 따라 한국 또한 세계수출에서 그 비중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
림 II-1 과 같이, 중국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 년 2.03%에서 
2002 년 5.08%로 늘어났고 이와 동시에 한국도 같은기간 동안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에서 2.53%로 높아지는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통계는 적어도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은 경쟁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에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1 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

국 주요 수출품이 부품, 소재, 장비 등 중간재인 반면 중국의 대한국 주요 수출

품은 전자제품, 섬유제품, 농산물, 광물 등 최종제품 혹은 1 차산품이라는 사실

로부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이 세계시장에 완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함으로써 중국을 통하여 선진국에 
간접적으로 수출하고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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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 세계 총수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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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장점유율은 IFS 무역 데이터로 계산하였음. 
 

<표 II-1>  한중간 교역구조 (2003)                   

(단위: 백만 달러) 
중국으로 수출       중국에서 수입 
총 수출 35,110 100% 총 수입 19,383 100% 
석유화학제품 6,784 19.3% 농수산물 2,860 14.8% 
컴퓨터 3,687 10.5% 컴퓨터와 통신장비 2,772 14.3% 
전자 부품 3,602 10.3% 전자부품 2,565 13.2% 
일반기계 3,531 10.1% 섬유제품 2,168 11.2% 
무선통신장비 3,115 8.9% 광물 2,125 11.0% 
철강제품 2,973 8.5% 화학제품 1,803 9.3% 
석유제품 1,717 4.9% 철강제품 1,082 5.6% 
섬유 1,634 4.6%    
주: 반도체는 전자부품에 포함됨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자원부1 

                                            

1 산업자원부 웹사이트에 있는 “교역 및 해외직접투자 통계”  
(http://www.mocie.go.kr/upload/statistics/total_statistical_list.asp?mode=2 , 2004. 11. 23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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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 보완적 한중 교역관계, 유지 가능한가?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보완적인 한중간의 교역관계가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확실히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부품 및 소재, 장비 등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이지만 한국은 세계시장에 있어서 이러한 품목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 못
하다. 예를 들면 일반기계산업에서 한국의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는 0.47 에 
불과하며 전자부품의 경우도 0.82로 1보다 작다2 

실제로 한국은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핵심부품과 첨단장비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가장 큰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소재, 
부품, 기계류 등 중간재 수입이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
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핵심부품과 장비의 생산에서 압도적으로 우
세한 위치에 있다.  

한국의 부품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은 세계은행의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60개 부품군 중 9개 부품 군
에서만 현시비교우위를 갖고 있다3.이 통계치가 각 국가가 수출하는 부품의 기
술적 내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RCA 지수가 1보다 큰 부
품의 숫자만을 가지고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재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

나 세계은행의 통계는 한국 부품산업 취약성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RCA가 1을 넘는 부품군을 미국은 40개, 일본은 34개, 그리고 중국은 12
개 갖고 있다. 한국에서 RCA가 1을 넘는 부품군은 증기보일러(6.68), 전열기구

(3.27), 통신장비(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트엔진(1.95), 전기동력기계

(1.94),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자부품(1.58),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

                                            

2 통계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2003) 참조. 국가 i의 제품 j에 대한 RCA 지수는 전세계 총 수
출에서 그 제품의 비중과 관련하여 국가의 수출 중 제품 j의 비중으로 측정된다.  

/
/

ij it
ij

wj wt

X X
RCA

X X
=  

만약 국가 i의 제품 j에 대한 RCA지수가 1보다 크다면, 그 국가는 그 제품에서 현시비교우

위가 있다고 본다. 그 값이 1보다 작으면 국가는 그 제품에 현시비교열위에 있다 
3 부품의 RCA 통계는 세계은행 웹사이트 (http://lnweb18.worldbank.org/eap/eap.nsf/ 

Attachments/Revealed+Comp.+Advantage7/$File/Revealed+Comparative+Advantage+7.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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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1.58), 주물장비(1.32), 사무기기(1.18) 등이다. 한국이 현시비교우위를 점하

고 있는 부품의 비율은 15.0%이다. 이것은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균(17.8%)보다도 낮다.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RCA 가 1 보다 큰 부품의 비
율은 각각 66.7%, 56.7%, 20.0%이다4. 

<표 II-2> 동아시아 국가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모든 부품의 비중  
수출 – 생산공정 

(RCAs>1인 생산품의 %)
수입 – 조립공정 

(RCAs>1인 생산품의 %) 국가 
1985 1995 2001 1985 1995 2001 

동아시아 국가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 
말레이시아 
몽고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타이 
베트남 
평균 
평균(일본 제외) 
비교 국가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미국 

 
.. 
.. 

6.7 
18.3 
0.0 

43.3 
6.7 

.. 
8.3 

.. 
6.7 

20.0 
20.0 
8.3 

.. 
13.8 
10.5 

 
.. 

10.0 
.. 

61.7 

 
3.3 

7 
11.7 
23.3 
5.0 

58.3 
13.3 
0.0 

15.0 
0.0 

10.0 
23.3 
31.7 
11.7 
8.3 

20.3 
16.1 

 
20.0 
31.7 
30.0 
63.3 

 
0.0 
0.0 

20.0 
23.3 
10.0 
56.7 
15.0 

0 
18.3 
0.0 

10.0 
20.0 
28.3 
15.0 
5.0 

21.7 
17.8 

 
33.3 
25.0 
41.7 
66.7 

 
0.0 
0.0 

41.7 
36.7 
65.0 
3.3 

25.0 
.. 

53.3 
.. 

38.3 
36.7 
13.3 
33.3 

.. 
34.7 
38.1 

 
45.0 
71.7 
51.7 
30.0 

 
18.3 
15.0 
55.0 
23.3 
55.0 
8.3 

41.7 
11.7 
45.0 
21.7 
50.0 
40.0 
35.0 
55.0 
30.0 
40.8 
44.4 

 
46.7 
53.3 
48.3 
33.3 

 
23.3 
11.7 
53.3 
31.7 
63.3 
21.7 
33.3 
11.7 
43.3 
11.7 
31.7 
38.3 
31.7 
58.3 
38.3 
40.7 
42.7 

 
53.3 
46.7 
61.7 
31.7 

주: 1) 각 비율은 60개의 부품에 기초 
2) 비교 국가 통계치는 Ng and Yeats (1999)에서 인용 

자료: World Bank 
(http://lnweb18.worldbank.org/eap/eap.nsf/Attachments/Revealed+Comp.+Advantage1/$File/Revealed+
Comparative+Advantage+1.pdf) 

 

                                            

4 상기 세계은행 웹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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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 수출구조의 한중일 비교 (2000 년)  
(단위: %) 

산업 한국 중국 일본 
제조업 합계 100.00 100.00 100.00 
IT 장비 19.98 15.96 14.25 
반도체 12.41 1.88 8.42 
섬유·의류 11.97 28.37 1.70 
화학 10.79 8.13 10.96 
자동차 8.94 1.71 17.70 
석유제품 5.47 1.43 0.31 
산업기계 5.40 4.33 16.42 
선박 및 기타 운송 5.39 2.02 4.07 
전기, 전자 부품 5.22 7.84 9.90 
금속 5.09 3.25 4.44 
금속 제조 1.98 3.57 1.56 
기타 제조업 1.57 9.83 1.63 
식음료 1.46 4.50 0.47 
가전 1.38 1.70 0.18 
제지·인쇄 1.27 0.77 0.68 
정 기계 1.13 2.98 6.23 
비금속광물 0.56 1.72 1.08 

자료: KDI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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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 총 수출 중 주요 수출품의 비중: 한국과 중국 (2000 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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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DI(2003) 
 

물론 비교우위를 점한 한국의 부품 수가 중국보다 더 적다고 하더라도 한국

이 중국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교역통계만으로는 궁
극적인 관심사인 수출품의 부가가치 수준이나 교역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알 수
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이어질 기술역량 및 양국 기업의 비교·분석은 
무역통계에 근거한 이러한 분석의 한계를 보완할 것이다. 

(3) 한중간 경쟁이 증가하고 있나? 

한국기업과 중국기업 사이의 경쟁관계가 보다 심화될 것인가? 과거 교역 추
세로 볼 때 이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T장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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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은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모두 현시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이며(그림 
II-3) 각국에서 가장 비중이 큰 수출 산업이기도 하다(표 II-3). 

세계 IT 장비 수출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995 년 3.63%에서 2000 년 
5.88%로 증가하였다(그림 II-4). 같은 기간 중에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3.46%에

서 6.59%로 거의 2배가 되었다.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긴 하
지만 여전히 한국과 중국의 점유율의 합만큼이나 높은 11.36% (200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IT 장비 수출시장에서RCA 와 수출시장 점유율 모
두 이전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일본 IT 산업의 구조조정과 일
본기업의 해외생산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6.  

수출시장에서 두 국가의 경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용변수(proxy)로 흔히 
사용되는  수출경합도(ESI) 7를 비교해 보면, 그림 II-5에서 볼 수 있느 바와 같
이 IT장비산업에서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간의 ESI가 모두 증
가하고 있다. 이것은 IT장비 수출에서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하는 반면,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따라잡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5  여기서 정보통신(IT) 장비산업이란 컴퓨터 및 사무기기, 유무선 통신기기, 방송장비, TV, 
VTR, 기타 음향 및 영상시설로 정의된다. 반도체, 전기 및 전자 부품, 기타 가전제품은 정보통

신 장비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일본 대장성의 자료를 인용한 Motohashi (2004)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1회계연도 사이에 

일본의 대 동아시아 FDI는 약 60억 엔이고 그 중 27%는 전자산업이 차지한다.  
7 산업내 각 제품들을 j 라고 하고 해당 산업내에 n 개의 서로 다른 제품들이 존재한다(j=1,2,

…,n)고 할 때, 국가 a 와 국가 b 의 수출경합도(ES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국가 a 의 j 상품

수출이 세계 전체 j상품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다음, 같은 비중을 국가 b에 대
해서도 계산한다. 이렇게 얻은 두개의 비중 값 중에서 최소값을 취한다. 동일한 과정을 산업내 
n 개 상품 모두에 대해 반복한 다음, 이때 얻은 n 개의 최소값을 모두 더해서 얻은 값이 수출

경합도이다.  

,
1
min ,

n
aj bj

a b
j wj wj

X X
ESI

X X=

⎛ ⎞
= ⎜ ⎟⎜ ⎟

⎝ ⎠
∑  

또한, 같은 방식으로 세계시장이 아닌 다른 지리적 시장에 대해서도 계산될 수 있다. ESI 에
는 총계 편의(aggregate bias)가 있을 수 있고 제품 선택에 따라 임의성이 있을 수 있다. 산업분

류를 더 세분할수록 지수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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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II-3] IT 장비산업의 RCA 지수 비교: 한국,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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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DI (2003) 
 

[그림 II-4] 세계 IT 장비 수출시장 점유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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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DI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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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II-5] IT 장비산업에서 한국의 중국, 일본과 경쟁: ESI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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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값은 KDI(2003)에 있는 자료를 이용한 것임 
   2) ESI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임. 0은 완전히 다름을, 1은 동일한 구성을 나타냄 
   3) ESI는 SITC 4-digit으로 계산되어서 IT장비산업 군으로 통합되었음 
자료: KDI(2003) 
 

물론 무역통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위의 지수는 산업분류에 따른 통합편의

(aggregation bias)가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다 큰 
산업분류 수준에서 볼 수록 국가간의 수출구조가 더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만일 좀 더 세분하여 본다면, 각 국가의 목표 제품이나 소비자그룹은 훨씬 다
를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IT 장비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해도, 각 국
가에서 생산되는 IT 제품과 제품에 내재된 기술적 내용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
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세 국가가 모두 IT제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 이들 수출품들이 경쟁적이 아니라 보완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 기업이나 국가의 산업이 제품군과 경쟁력을 확장해 나갈 때 기
술적 유사성이나 수요적 특성이 유사한 제품군이나 산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
반적이므로 국가간의 경쟁관계의 추세를 살펴봄에 있어 산업수준의 분석은 여
전히 유용한 측면이 있다.  

정보산업이나 통신산업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자동차, 석
유화학, 철강, 조선 분야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한국과 중국이 경쟁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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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 이러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요 대중국 수출품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옮겨가거나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만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4) 중국시장을 얻은 반면 선진국 시장은 잃었나? 

한국이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시장을 확장하는 동안 미국, 일본 같은 
주요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1996 년 이래 한국의 주
요 수출 시장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바뀌었다.  

1997년 경제위기 이전 10년 동안 중국이 급속하게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있
는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한국은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때문에 흔히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넛크래커(nutcracker)로 비유되곤 했다. 
한국의 점유율은 미국시장에서 1988년 4.6%에서 1997년 2.6%로, 같은 기간 중
에 일본시장에서는 6.3%에서 4.7%로 떨어졌다. 이러한 추세의 일부를 그림 II-6
과 그림 II-7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이 많은 산업의 생산역량에 있어서 다른 개발도상국에 추격당하

는 것과 동시에 고부가가치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하기에는 아직 취약하였다

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한국기업의 수익성은 1989 년에서 1997 년 사이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8.  

1998 년 이후,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수입시장에서 다시 시장점유율을 회복

하였다. 미국시장에서는 자동차와 IT 장비 수출의 고성장이 시장점유율 회복에 
기여하였다(그림 II-8). 2003 년 한국의 대미수출에서 자동차와 무선통신장비는 
각각 24.6%와 15.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9. 그림 II-9 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회복에는 석유제품과 IT장비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8 한국 상장기업들의 수익은 1995 년을 제외하고 1989 년에서 1997 년 사이에 계속해서 자본

비용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Seong(2001) 참조. 
9 한국무역협회(KITA)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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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II-6] 한국의 수출지역별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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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DI(2003) 
 

 [그림 II-7] 중국의 수출지역별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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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DI(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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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II-8] 한국의 미국시장 시장점유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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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9] 한국의 일본시장 시장점유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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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한국기업들이 세계주요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한 
것은 위기극복과정에서 이루어진 구조조정으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역량이 강
화되었고 1980 년대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결실을 맺은 데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원화의 평가절하와 미국에서 시작된 
IT 산업 붐, 중국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같은 유리한 외부환경에서 비롯된 부분

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이 유리한 외부환경 때문에 한국은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

로 치유하지 않고도 급속한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한국기

업이 고부가가치 구조로 신속하게 구조조정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넛크래커’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들어 달러의 상대적 약
세, 중국 인민폐의 절상기대 등의 추세 속에서 한국의 원화는 상당히 빠른 절
상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선진국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 회복이 반전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Porter (1990)가 지적한 것처럼 ‘보다 세련된 시장수요’와 ‘까다로운 고객취향’
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기업은 성장이 빠른 개
도국시장에서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 못지 않게 보다 도전적인 고객을 
상대해야만 하는 선진국시장에서의 위치를 유지, 확장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
요가 있다.  

(5) 향후 중국시장에서도 한국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인가? 

한국기업은 중국 내 토종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영업하는 세계적 기업들

과도 경쟁한다. OECD(2002)에 따르면, 1999년 중국의 수출과 수입에서 외국기

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5.1%와 51.8%였다. 한국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시장에서 틈새시장을 갖고 있지만 중국의 부품 및 장비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됨

에 따라 이러한 틈새시장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세계적 기업들의 선진기술

과 중국의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의 결합은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하여 한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틈새시장을 대체할 지도 모른다10. 다른 제품이

나 기술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10 한국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이 중국시장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는 세계

적 선도기업들을 적어도 몇 개는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도기업들의 경영자들조차 예외

없이 중국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에 경쟁격화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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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대중국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2002년 기준

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급량의 38.5%를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반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의 15.8%만을 한국에 수
출했다11. 그러나 중국 부품과 장비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한국기업들의 현
지 조달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점차 감소할 것이다12. 중국의 
토종 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기업들은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6) 제조업 부문의 경쟁 

중국이 세계의 제조공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를 우려하

는 논의가 한국에서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중국이 투자와 산업의 활력

을 블랙홀처럼 흡수하면서 한국의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유출을 야기할 것이

라는 것이다13.  

이러한 논리는 언론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
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상당수가 공동화는 자신들

에겐 현실이라고 답변한다. 신문은 산업단지 내에 가동을 멈춘 공장의 증가와 
실직자의 고통스런 삶을 보도한다. 2002 년 11월 기준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베
트남에 투자한 1,500개 한국기업을 조사한 결과, 45%가 한국 공장을 폐쇄, 30%
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으며 25%만이 해외에 투자한 후에도 
국내 공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14. 결과적으로 공장부지의 38.9%가 다른 목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LG경제연구소(2004)와 STEPI(2003) 등의 연구에서는 중국으로의 투자 
쇄도가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아직은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국내 생산의 감소는 섬유와 의류, 신발, 가전제품과 같은 일부 전통

                                            

11 한국무역협회(2003) 
12 한국무역협회(2003)에 따르면 중국 내 한국기업에 의한 지역 내 조달의 비중은 2002년 기

준으로 평균 44.3%이다. 
13 “공동화(hollowing out)”는 언론에서 즐겨 쓰는 용어이다. 공동화현상을 정의하자면c 국가 b 

부문의 공동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부문 b의 투자, 생산시설, 일자리가 국가 c를 떠나 다른 나
라로 가고, 결국 국가 c에서 부문 b의 경제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14 서울경제신문, 2004년 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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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한정된다. 2003 년 기준으로 전자와 통신기기 부문이 한국 FDI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부문에 대한 국내투자는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첨단기술부문의 빠른 성장 덕분에 명목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부문이 차지

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003 년 28%로 여전히 안정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일인

당 국민소득이 1 만달러 정도였을 때,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은 22.8%(1977)와 28.2%(1980)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한국 제조업의 위치가 
약하다고 할 수는 없다. 총 고용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1988 년 28.8%를 정점으

로 계속 하락하여 2002년 현재 제조업 부문의 고용은 전체 고용의 19.5%를 차
지한다15. 부가가치 비중이 안정적임을 감안할 때, 총 고용에서 제조업 고용의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시점에서 한국의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는 과장된 표현일 수 있다. 그러

나, 중국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홍콩, 
대만과 함께 한국은 중국에서의 새로운 시장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이득을 누
려왔다. 이러한 중국과의 긴 한 경제적 관계 때문에 언젠가 닥칠 수도 있는 
‘중국 경제의 하강’ 등 중국관련 충격의 그늘 역시 대단히 심각할 수 있다.  

(7) 중국의 위협, 지난 10 년간 세계경제 호황에 가려져 있었나? 

 미국 경제 상승과 중국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한 1990년대 세계경제의 호황 
때문에 부상하는 중국으로 인한 경쟁압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중국경제성장의 둔화, 고유가 등의 요인으로 경기후퇴가 찾아온다면, 과거

의 긍정적 관계가 오히려 타격을 주는 부정적 관계로 전환할 가능성이 얼마든

지 있다. 경제 호황시기에는 국가들간의 관계가 서로  우호·협력적이지만 경
기가 후퇴하면 모든 국가는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를 다른 나라에서 찾
으려 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국가는 경기 하락의 충격에 더 취약하며 누릴 수 
있는 몫은 더욱 작아질 것이다.  

미국에서 조차도 기업들이 1970 년대와 1980 년대 값싼 노동력이 있는 아시

아로 조립공장을 이동하자 공동화 주장이 인기를 얻었다. ‘일본 때리기 (Japan 
bashing)’란 말이 1980 년대 미국 언론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물론 1990 년대 미
국은 경제호황과 소위 인터넷 혁명 같은 폭발적 혁신을 경험하면서 공동화 이

                                            

15 숫자는 통계청과 한국은행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계산한 것이다. 



과학기술전략의 선택 

 

22 

야기는 이미 잊혀져 버렸지만 말이다. 2001 년 기준으로 제조업은 미국 국내총

생산의 12.7%, 고용의 11.3% 만을 차지한다16. 

그러나 1990년대 IT혁명에 이어 10년 이상 신경제라 불리는 경기호황이 있
은 후에야 미국이 공동화 이야기를 잊게 되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1980년대에 대량 해고, 기업 구조조정, 조직 혁신 등의 고통스런 과정을 
겪은 후에야 1990 년대에 다시 경기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고도화된 시장시스

템, 과학, 기술, 지식면에서의 절대 우위가 1980년대 미국의 성공적이지만 고통

스런 구조조정의 핵심이었다. 

대만은 더 최근의 예가 될 것이다. 대만은 한국보다 빨리 중국에 적극적 투
자를 시작하였다. 대만 경제는 10 년간 심각하게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를 잃었

고 아시아 경제위기 이래 2003 년까지 지속적으로 경기가 하강하였기 때문에 
공동화 주장은 대만에서 상당히 만연하였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이 예측된 
2000 년 부터 2003 년까지 대만의 두번째 중국투자 열풍의 충격은 상당히 심각

하였다. 대만의 실업률은 2000년 3% 미만에서 2003년 5%까지 치솟았다. 물론 
2%의 실업률 증가가 중국효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대만 IT 제품의 50% 이상

이 해외 생산기지에서 조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만의 대중국 수출의 상당수가 중국현지 대만 공장에

서 최종 조립되어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재수출되었다. 대만은 2003 년 경기회

복을 시작하여 기록적인 수출 신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부터 중국부

상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주장이 다소 힘을 잃었다. 그러나 공동화주장은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경기 침체가 오게되면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다. 

(8) 외생적 위험요소: 중국의 경기 과열 

한국은 1997 년 외환위기 후에도 여전히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에 
한국은 중국의 기록적 성장과 경기과열이 가져올 수도 있는 내외부 충격을 주
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경기과열에 대한 경고 징후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

                                            

16 국내총생산 비중 자료는 미국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서 발행하는 월간

지의 한 논문(Moyer et al (2004)) 참조. 고용비중은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웹사이트 
(http://data.bls.gov/servlet/SurveyOutputServlet?&series_id=ENUUS00010010&series_id=ENUUS000105
1013 , 2004. 11. 21 검색 기준) 참조 

17 대만의 공동화 논쟁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Chase, Pollerpeter, and Mulvenon (200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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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18.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경제가 갑자기 붕괴하거나 경착륙할 가능성

은 낮다고 믿고 있다. 과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중국은 2004 년도 국내총생

산 성장률을 지난해 9.1%에서 7%로 낮추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취한 조치가 과연 과열경기의 연착륙에 성공할만큼 충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
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중국 경제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중국경제 성과와 안정성은 다른 나라, 특히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국가에 중요한 문제가 되
었다. 예를 들어2003년 중국의 경기 과열은 한국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기업들은 철강 등 생산원자재와 수출에 필요한 컨테이너 선박을 구하는 데 
중국에 있는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했다19. 중국에서의 원자재 부족은 
과거에는 중국 내부의 문제였지만 이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한중간 접한 경제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성과

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경기하강 국면에서 지대할 것이다. 또 중국에서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도 이제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역시 만성적인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시스템하에서 대규모 국영기

업의 부실, 은행부문의 악성부채 등은 중국경제가 향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
제점들 중의 일부이다. 이러한 취약점들은 중국의 고속성장에 가려져 있을 뿐
이다.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구조적 취약성이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노출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하여 잘 알
고 있다. 많은 중국 전문가와 세계 경제 관련 기구들은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중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중국에서 더 많은 시장기회를 노리고, 중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기업이나 정부가 선택하였던 바람직한 전략이

                                            

18 중국 인민은행은 2003 년 9 월과 2004 년 8 월 사이에 지불준비금 유보율을 인상하였다. 
2004 년 8 월 25 일 기준으로 중앙은행은 유보기준을 7%에서 7.5%로 올렸으며 신규 대출을 
2004년 13%까지 줄여 3140억 달러 수준에서 유지하는 목표를 공표하였다. 2004년 3월에 원
지바오 총리는 하부구조 건설을 위한 정부채권을 2004년 25%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9 예를 들어, 세계 철강 가격의 상승은 부분적으로 중국의 빌딩, 공장, 통신시스템, 기타 인
프라 건축붐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도 미국에서 고철을 10 억 달러 이상 수입한 최
초국가가 되었다. Andrew Pollack and Keith Bradsher, “China’s Need for Metal Keeps U.S. Scrap 
Dealers Scrounging,” New York Times, March 13,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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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바, 한중 경제관계의 미래에는 여러가지 불확실성

이 놓여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중국 
부상에 따른 기회와 도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적합한 전략을 찾
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측면에서 한국의 취약성을 파악하

고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제로, 앞에서 소개된 많은 중국에 
대한 우려에 대한 해결책은 상당부분 두 국가의 상대적 기술역량이 앞으로 어
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9) 한중간 기술 격차 축소 

과학기술역량은 세계시장에서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라 한국이 받는 위협 중 하나는 한중간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기술적 장점이 있는 영역에서 빠르게 한국을 따라잡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한중일 사이의 기술격차가 가까운 시일 안에 상당히 좁혀

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일부의 연구는 중국의 기술역량이 주요 산업부문

에서10년 후에는 한국을 앞설 것이라 예측하기까지 한다. 한중일 사이의 기술

적 우위의 구조가 바뀜에 따라 이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 역시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기업들은 중국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해외 기업들로부터

의 경쟁에도 직면해 있다. 한국의 많은 경영자들이 중국현지 외국기업과의 경

쟁이 가져올 시장 불확실성을 지적한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의 우수한 지식과 중국의 싼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기회를 결합함으로써 

한국의 틈새시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이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적합한 
전략은 무엇인가? 한국이 세계시장의 차세대 기술과 혁신에서 새로운 시장기회

를 찾아내려면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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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역량의 현황과 추세 

본 장는 현재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을 평가하고 과학기술진보의 주요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종합적(aggregate) 과학기술역량지

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이어서 연구개발투자, 인적자원, 특허권, 
저작권, 과학 및 공학 논문 발표와 같은 연구개발 투입 및 성과 통계를 분석하

여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을 상호 비교할 것이다. 

정량적 측정치와 지수의 분석을 통해 다루게 될 주제는 다음과 같다. 세계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두 나라의 종합적 과학기술역량 측정치를 통해 평가

해 본 과학기술잠재력은 어느 정도인가? 주요 과학기술지수에 반영된 두 나라

의 상대적 장단점은 무엇인가? 주요 과학 기술 추세가 중국의 미래 과학기술진

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과학기술역량의 국제 비교  

현재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각 국가의 과학기술역량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떤지를 
보여주는 정량적 종합 측정치가 존재하는가? 

과학기술역량의 국가수준 종합 지수 

국가수준의 종합적 과학기술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시도가 있었는 
바, UNDP의 기술성취지수(TAI), SPRU의 ArCo 지수, RAND의 과학기술역량지

수(STCI), OECD 의 과학기술산업 점수표(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SCI Scoreboard), IMD 와 세계경제포럼(WEF)의 경쟁력 지수가 그 예
이다. OECD 의 과학기술산업 점수표는 지식의 생산과 파급, 정보경제, 세계통

합, 경제구조 및 생산성 등 네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광범위한 지표를 분석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산업 점수표는 하나로 종합된 각 국가의 과학기술역량 지수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IMD 의 세계경쟁력 연차보고서는 각기 다른 나라에 대한 
과학경쟁력 지수, 국별 순위 등을 제시한다. 그런데 IMD 경쟁력 지수는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문조사(survey)를 통해 작성된다. 



과학기술전략의 선택 

 

26 

<표 III-1> TAI, ArCo 지수, STCI 의 비교 

 TAI ArCo 지수 STCI 

목적 

국가 전체가 기술의 
생산과 확대, 인적 기술 
기반 구축에 얼마나 잘 
참여하는지 측정 

TAI와 다른 문헌에 
기초하여 국가수준 
기술역량 측정 

과학기술연구 수행을 
위한 투입과 역량 비교 

주요 
구성요소 

기술의 창출; 
새로운 기술의 보급; 
기존 기술의 보급; 
인적 능력 

과학기술인프라의 
구축; 
인적 능력의 개발 

지식의 흡수, 보유, 창출, 
확대에 기여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 
과학기술역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수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 
체화된 과학기술지식 과 
연구자들이 
세계과학자들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도 

데이터와 
대용변수 

일인당 특허 취득; 
일인당 해외 로열티와 
라이선스 수수료 수취; 
일인당 인터넷 호스트; 
총 수출 중 중간기술 및 
첨단 기술 수출의 비중; 
일인당 전력 소비의 
로그값; 
평균 학업 기간 
대학의 과학, 수학, 공학 
분야 등록자 수 

특허; 과학논문; 
인터넷 보급; 전기 
소비; 대학의 과학, 
공학 분야 등록자 수; 
평균 학업기간; 
글자해독자 비율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대학의 
과학분야 등록자 수, 
과학자 및 공학자 수, 
연구기관수, 연구개발비, 
공동저작 지수, 외부 
특허활동, 과학기술논문 

분석대상
국 수 72 162 76 

결과 
(그룹 및 
해당 국가 

수) 

선도국: 18 
잠재적 선도국: 19 
역동적 발전국: 26 
후진국: 9 

선도국: 25 
잠재적 선도국: 25 
후발국: 61 
후진국: 51  

과학 선도 국가: 16 
과학 유능 국가: 11 
과학 개발도상국: 40 
후진국: 9 

한국의 
위치 5위로 선도국 19위로 선도국 18위로 과학유능국 

중국의 
위치 

45위로 역동적 발전국 85위로 후발국 47위로 과학 개발도상국 

여타 국가

핀란드 1위, 미국 2위, 
일본 4위, 영국 7위, 
독일 11위 

스웨덴 1위, 핀란드 
2위, 미국 5위, 일본 
8위, 독일 12위, 
영국 13위 

미국 1위, 일본 6위, 
독일 7위, 영국 1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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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 ArCo 지수, STCI 는 지식의 생산, 파급, 사용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포함하지 않고 객관적 통계자료에 의해 작성된다1. 이 
세 지수들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분석범위와 분석방법에 있어서 유사하

다. 

TAI, ArCo 지수, STCI 에서는, 연구개발 자원 및 성과, 인프라 등의 지표가 
지식의 생산, 확대, 사용 측면을 나타내기 위한 대용변수로 종종 사용된다2. 표 
III-1 에는 가중치가 주어져 하나의 지수로 계산된 지표들이 있다. 어떤 지표가 
포함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가중되어 하나의 지수로 되느냐에 따라 각 국가의 
순위는 조금씩 달라진다. 

[그림 III-1] STCI 점수에 대한 개별 지표의 기여도: 과학 유능 국가 

자료: Wagner, Horlings, and Dutta (2005) 
 

                                            

1 설문조사에만 기초하여 과학수준을 비교한 문헌은 나중에 제5장에서 소개될 것이다. 설문

조사는 기술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2 자세한 내용은 Archibugi and Coco (2004), UNDP (2001), Wagner, Jackson, Wong ,and Yoda 
(2000), Wagner, Horlings, and Dutta (20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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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과학기술역량 지수에서 중국을 앞서는 한국 

TAI, ArCo 지수, STCI 등 모든 과학기술역량 지수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
다는 결과가 나왔다3. STCI 에 의하면 표 III-1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은 76개국 중 18위로 상위 두번째 그룹에 속한다. TAI와 ArCo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72 개국과 172 개국 중 5 위와 19 위로 과학기술역량의 최고수준 그룹에 
속한다. 반면 중국은 45위와 85위로 세 번째 그룹에 속한다. 

흥미롭게도 TAI 로는 한국이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 앞선다. 이것은 일인당 
인터넷 호스트 수, 중위기술 및 첨단기술 수출품의 비중 등 한국이 높은 점수

를 얻을 수 있는 통계들이 지수작성에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개발집약도와 이공계 대학생 비율이 한국의 STCI 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 

세 연구 중에서 STCI 는 개별 지표의 기여도를 보여준다. 그림 III-1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대학에서 과학 및 공학계열 학생들의 등록자 
수와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투자의 비중(R&D/GDP)이 STCI 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반면, 연구소 수, 과학기술논문 수, 공동저작지수는 오히려 순
위를 낮추는데 기여했다. 

2002년 국내총생산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91%로 일본(3.09%, 2001년), 미
국의 2.82%와 비슷하지만, 스웨덴(4.27%, 2001년), 핀란드(3.40%, 2001년)보다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중국은 2002년도에 1.23%였다(그림 III-2). 

STCI에서 사용한 대학의 과학분야 등록비율 통계는 UNDP(2001) 자료를 이
용하였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적정 나이 범위에 있는 인구 중에서 대학의 과학 
분야에 등록된 학생 수의 비율로 계산되었다. 1995년과 1997년 사이 한국의 해
당 연령범위 인구수 대비 대학에 등록되어 있는 과학분야 학생수 23.2%이다. 
UNDP(2001)에 따르면, 이 지수에서 핀란드(27.4%)와 싱가포르(24.2%)만이 한국

보다 앞서있다. 

한편 OECD에 따르면 2001 년 총 대학교육 학위보유자 중 과학기술자의 비
율은 41%로, 이는 일본의 29.2%, 미국의 18%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4. 

                                            

3 IMD의 과학경쟁력지수 역시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다고 분석한다. 
4 KITA(2004)에서 재인용. 원래의 자료원은 OECD의 교육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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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야기되고 있는 소위 ‘이공계 기피 현상’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계치는 역설적이다. 그러나 인구대비 
과학기술자의 비율을 보면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다. 이는 한국 총 인구

에서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낮음을 나타낸다. 한국, 미국, 일본의 인구 1만 
명당 연구자의 수는 39.9명(2002년), 45.2명(1999 년), 53.1명(2001년)이다. 한국

의 경우 평생교육 등 여러방식을 통해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과학기술자 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5. 

종합 지수의 한계 

종합적 과학기술역량지수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의 
TAI, ArCo, STCI 순위가 한국에 비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의 절대적 과학기

술역량이나 잠재력이 한국에 비해 열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 
역량 지수를 만드는데 사용된 많은 개별 지표는 인구나 국내총생산 규모에 의
해 표준화 되었다. 따라서 절대적 크기보다 집약도(intensity)가 위의 과학기술역

량 측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수많은 나라들의 과학기술지표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 규모 
및 인구 규모의 차이를 통제한 후 비교를 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많다. 그러

나 우리의 분석과 같이 두 나라의 상대적 기술역량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연구

개발집약도나 인구대비 연구자 수 보다는 연구개발투자의 절대적 수준과 연구

자의 절대적 숫자가 더욱 의미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집약도뿐만 아니라 절대적 수준에 대한 비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위에서 소개한 3 가지의 종합 과학기술역량지수들은 각 국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식축적 수준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이 상업기술에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 시절부터 기
초과학과 핵물리학, 소재공학, 원거리 감지기술, 항공위성기술 같은 국방관련 

                                            

5 필자는 한국의 경우 양적인 면에서의 과학기술자의 부족 문제보다는 자질과 기술분야면에

서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 한국에서 종종 논의되는 과학기술

자의 부족 문제는 주로 수급 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제로 과학자와 공학자

에 대한 부족 현상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상대적 보상은 개선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이공계 기피” 문제가 항상 과학자 및 기술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공급의 절대적 부족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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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지식을 축적하여 왔다. 그러나 현존하는 종합 과학기술역량지수들은 
상당부분 유량(flow)지표에 기초하고 있어서 이미 축적되어 있는 과학기술지식, 
즉 저량(stock)의 차이를 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자원의 절대 규모 면에서 앞서는 중국 

거대한 인구규모로 인해 중국은 일인당 과학기술지표로는 역량이 뒤처진 그
룹에 속한다.  그러나 연구개발 지출과 인적자원의 절대적 규모로는 중국이 한
국을 앞선다6. 표 III-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집약도는 한국이 중
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반면, 연구개발 지출의 절대적 규모는 중국이 한국보

다 10% 정도 높다. 구매력 평가를 고려할 경우,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은 한국

의 세 배에 이르는 것으로 계상된다7.  또한 인구 1만 명당 과학기술자의 수는 
한국이 중국보다 2.5 배 많지만, 과학기술자의 절대적 숫자는 중국이 한국의 7
배에 이른다. 중국에서 외국인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 (2000 년) 수준은 한국

(2002년)의 거의 다섯 배나 된다. 

                                            

6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연구개발지출통계에는 국방연구개발이 포
함된다. 기존의 이용가능한 통계만을 가지고 국방연구개발과 비국방연구개발로 나누는 것이 
어려웠다. 한국의 경우 국방연구개발의 비중을 간접적으로 말할 수는 있다. 국방부는 2004 년 
총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13.2% (약 7억 2천만 달러)를 차지한다. 2004년 총 연구개발 중 정
부의 연구개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또한 다른 부처와 비정

부부문은 국방연구개발에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의 총 연구개발 중 국
방연구개발의 비중은 약 2.9%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데,미 국방성의 연구개발예산은 2002 년 485 억 달러로 전체 연구개발의 16.6%를 차
지한다. 

7 구매력평가(PPPs)는 구매력의 차이를 감안한 서로 다른 통화들 간의 교환비율이다. 다시말

해서 구매력평가는 변환 과정에서 두 국가 사이에 물가수준의 차이를 제거한다. 상대적 물가

수준은 환율에 대한 PPP 의 비율로 종종 정의된다. 연구개발에 대한 우리의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 대한 PPP가 아니라 연구개발 관련 상품에 대한 PPP를 따로 적용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관련 상품에 대한 PPP통계를 구할 수 없었

기 때문에 두 PPP 가 같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시장경제와 중앙계획경제, 농촌부문과 도시부

문과 같이 부문간 격차가 심한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두 PPP 가 상당히 다를 것이다. 나중

에 언급하겠지만 중국에는 비용은 낮지만 양질의 연구인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원생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PPP 를 증가시키는 요인일 것이다. PPP 의 이러한 한계로 
인해 우리는 PPP기준 값과 절대금액을 함께 제시하면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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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 주요지표의 한중 비교 (2002) 
 중국 (A) 한국 (B) A/B 
국토면적(㎢) 9,596,900 99,585 96.7 
인구 (백만명) 1,284.5 47.6 27.0 
국내총생산 (십억 달러) 1,237.1 546.9 2.3 
환율/PPP 4.7 1.7 2.7 
총연구개발투자(십억 달러) 15.6 (100.0%) 13.8 (100.0%) 1.1 
기초연구(백만 달러) 891   (5.7%) 1,897  (13.7%) 0.5 
응용연구(백만 달러 2,980  (19.2%) 3,008  (21.7%) 1.0 
개발 (백만 달러 11,685  (75.1%) 8,942  (64.6%) 1.3 
과학기술자 
(전일 근무자 기준)(천명) 742.7 141.9 5.2 

SCI 논문 40,785 17,785 2.0 
R&D/GDP 1.23 2.91 0.4 
인구 1만명당 과학기술자 16(2001) 39.9 0.4 
주: 1) 환율로는 8.2773 RMB/USD 과1251.2 KRW/USD를 사용 
   2) 중국의 SCI 논문 수에는 홍콩과 마카오도 포함. CMOST(2003b). 
자료: OECD (2003), 과학기술부 (2003, 2004), 통계청, World Bank 웹사이트, CMOST (2003), 

무역협회 웹사이트 
 

중국의 풍부한 연구개발 인력과 급속히 증가하는 연구개발 지출추세는 다음

에서 논의할 기초과학에서의 우수성과 더불어 미래 중국이 과학기술진보에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인구와 국토면적에서 한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나라이다. 인
구가 많고 영토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 수준에서 중국과 한국의 일
대일 단순비교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국에 비하여 한국의 인구

는 1/27 이고 영토크기는 1/97 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부상하는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중국의 동부연안 지역과 한국을 비교한다면, 기술역량비교는 매우 달
라질 것이다. 이들 중국동부연안 지역의 연구개발집약도는 중국전체 연구개발

집약도 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전체의 연구개발지출 규모가 한국

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 국내총생산 규모는 한국의 2.3 배에 불과하므로 경제 
및 과학기술면에서의 비교분석에서는 국가 대 국가의 분석이 아직은 유효한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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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주요 과학기술지표 

연구개발 투자의 급격한 증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과학기술 투입 및 산출 지표에서 놀라운 진보를 보
여왔다. 다른 모든 지표가 빠르게 변하는 중국인 만큼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

겠지만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은 대단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III-3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총 연구개발지출(GERD)은 1997 년에서 2002 년

까지 5 년 사이에 두 배가 되었다. 총연구개발지출의 복리 연증가율(CAGR)은 
매년 2.0%에 이른다. 2002 년 한국의 총연구개발비가 138억 달러인 반면 중국은 
한국보다 약간 많은 156 억 달러를 지출하였다8. 그러나 구매력 평가를 고려한다

면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은 731 억 달러에 이르고, 이는 한국 235 억 달러의 3.1
배에 해당한다9. 

상대적으로 미흡한 기초연구 투자 

기초연구에의 투자는 종종 미래지향적 연구활동과 장기적 혁신역량을 시사

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중국의 2002 년 연구개발 지출은 대부분 개발활동에 할
당되었고(75%), 기초연구의 비중은 5.7%에 불과하다. 기초 연구개발의 비율은 
한국(13.7%)의 1/2, 미국(18.1%)의 1/3 이하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기초 연
구에 연구개발자금의 14~22%를 지출한다.. 

투자수준을 능가하는 기초연구 성과  

과학논문 발표 수는 기초과학역량을 시사하는 지표로 흔히 사용된다. 과학

인용지수 (SCI) 자료에 의하면, 2002 년 중국은 한국보다 두 배 많은 과학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세계 6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투입측면에서는, 중국의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표 III-2 와 같이 한
국의 절반밖에 안된다. 중국은 절반의 투자로 한국보다 두 배나 많은 과학논문

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에서 주어진 달러의 구매력이 한국의 2.7 배라는 점을 

                                            

8 미국의 2002 년 기준 총연구개발비는 2,922 억 달러이다. 이것은 거의 중국의 20 배에 해당

한다. 
9 여기서 필자는 다시 한국과 중국 모두에 대해서 연구관련 상품에 대한 PPP 가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 대한 PPP와 같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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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더라도 중국은 한국보다 1.35 배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두 배나 많은 과
학논문을 얻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과학논문 발표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중국의 풍부한 연구개발인력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인력들은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혹은 별도의 추가적인 연구자금 없이 기존의 급여에만 
의존하여 상당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생들은 종종 저비용 연
구자로서 활용되는데 2002 년 기준으로 중국에 등록된 대학원생 수는 50 만 명
이 넘는다. 이는 한국의 대학원생수 26만 명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10. 

<표 III-3> 중국의 주요 과학기술지표 (1997~2002)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CAGR3) 

(97-02) 
과학기술 투자 지표 1)  
GERD (백만 달러) 6,152 6,659 8,203 10,822 12,596 15,557 20% 
GERD/GDP (%) 0.64 0.69 0.83 1.01 1.09 1.23 14% 
과학기술 정부 충당금 
(백만 달러) 4,940 5,299 6,572 6,955 8,497 9,862 15% 

과학기술 정부충당금 
/정부 총지출 4.4 4.1 4.1 3.6 3.7 3.7 N/A 

연구개발 인적 지표         
연구개발 인력 (1000 

)
831.2 755.2 821.7 925.4 956.5 1035.1 4% 

과학기술자(1000 FTEs) 588.7 485.5 531.1 698 742.7 810.5 7% 
과학기술 산출 지표          
특허신청 건수 (중국) 114,208 121,989 134,239 170,682 203,573 252,631 17% 
SCI, ISTP, EI로 분류된 
과학기술 논문 35,311 35,003 46,188 49,678 64,526 77,395 17% 

첨단기술 제품 수출  
(십억 달러) 16.3 20.3 24.7 37.0 46.5 67.9 33% 

총 수출 중 첨단기술 제품 
비중(%) 8.9 11 12.7 14.9 17.5 20.8 19% 

주:1)미 달러로 환산하기 위하여 8.276 RMB/USD를 적용 
2) SCI는 과학인용지수(Science Citation Index), ISTP는 과학기술진보지수(Index to Scientific and 

Technical Proceedings), EI는 공학지수 (Engineering Index). 
 3) CAGR은 저자가 계산하였음 

자료: China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3b) 

                                            

10 자료는 교육부 (2004), CMOE (2002)에서 얻었다. 



과학기술전략의 선택 

 

34 

 

다른 이유는 기초연구부문에 이미 축적된 지식저량(knowledge stock)의 차이

에서 찾을 수 있다. 투자단위당 과학논문의 수라는 유량변수들간의 비율로만 
양국의 기초연구 성과를 비교하는 경우 ‘기존의 축적된 지식이라는 저량 변수’
의 차이로 인한 생산성 증대효과를 간과하게 된다. 다른 사회주의국가처럼 중
국은 항공, 핵과학, 해양학, 기타 기초과학과 같은 소위 대형 과학(big science)의 
중요성을 경쟁적으로 강조해왔고 이러한 전통은 최근에도 국가안보 맥락에서 
일정 수준에서 계속되고 있다. 

본 장의 과학기술지표 분석은 이 분야의 일반적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주로 
유량변수의 통계를 많이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지식저량과 같은 저량변수에 대
해서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일관된 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
초연구의 능력과 성과는 연구개발투자뿐만 아니라 이미 축적된 지식자산의 수
준 등 여러가지 다른 요소들에도 의존한다. 

논문당 인용 수는 한국 논문이 평균 4, 중국 논문이 평균 3 으로 미국인 저
자들의 논문에 비해 낮다(표 III-4). 1993 년 1 월 부터 2003 년 8 월에 걸친 지난 
10년간의 ISI 핵심과학지표 (ISI Essential Science Indicators)11의 세계 순위에 의하

면, 모든 분야에서, SCI 에 의해 분류된 논문 수로 중국이 9 위인 반면 한국은 
16 위이다. 총 인용 논문수로, 중국이 19 위인 반면, 한국은 그 기간동안 20 위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의 논문 발표 증가율은 한국보다 높다. 중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

면, 대부분의 중국 연구자들이 아직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하기 어렵고 중국의 
연구개발 결과가 세계적인 연구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12. 
그러나 논문당 인용수 증가추세 등의 지표로 판단하건데, 중국인 저자들의 과
학 논문은 양적인 숫자 뿐만 아니라 논문 질에서도 최근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1 Thopmson Incites의  “The Year 2003: Top 20 Country Ranking in All Fields”  
(http://incites.com/countries/2003allfields.html, 2004. 10. 20 검색) 

12 Ray Wu (2000), “China faces challenges in improving its output efficiency in scientific research 
(중국어),” China Voices (Supplement to Nature), vol. 426, no. 6968, 18/25 December 2003 (http://w
ww.natureasia.com/ch/webfocus/chinavoices/RayWu.php, 2004. 9.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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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4> SCI 지수의 국별 순위 (1993. 1 – 2003. 8) 
순위 국가 과학논문 인용 논문당 인용수 

1 미국 2,705,352 33,089,756 12 
2 일본 713,542 5,098,499 7 
3 독일 655,586 5,857,244 9 
4 영국 598,470 6,212,840 10 
5 프랑스 484,291 4,213,581 9 
6 캐나다 358,007 3,549,116 10 
7 이탈리아 310,557 2,569,970 8 
8 러시아 285,856 848,345 3 
9 중국 236,996 658,355 3 
10 호주 211,549 1,736,998 8 
16 한국 111,406 420,349 4 

주: 순위는 인용이 아닌 논문 수에 대한 것임 
자료: Thompson Incites (2003) 
 

중국은 이미 세계의 연구중심지가 되고 있는가? 

최근 여러 연구에서 중국에서 발표되는 논문 수를 근거로 중국은 제조업 강
국일 뿐만 아니라 ‘연구 강국(research powerhouse)’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SCI, 
ISTP, EI에 의해 분류되는 과학기술논문과 같은 중국의 과학기술산출지표는 연
평균 17%씩 증가하고 있다(표 III-3). 중국은 SCI 에 의해 분류되는 논문에서 6
위, SCI/EI/ISTP 에 의해 분류되는 논문에서 세계 5 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중
국이 연구개발성과면에서 세계 상위그룹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수가 
논문 수에 근거를 두는 한 어떤 연구든 비슷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
국은 백만 명 이상의 연구개발인력과 한국보다 5 배 이상 많은 과학자와 기술

자를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Porter et al.. (2002)은 주요 차세대 기술 (emerging technology) 분야에

서 연구개발논문발표 수(1999 년 기준)에 근거하여 국가별 순위를 계산하였다. 
위 연구에서 차세대 기술이란 다가올 15 년 후에 커다란 경제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로 정의하였으며 Popper et al (1998)의 연구에서 논의된 소프트웨어, 
광통신, 컴퓨터 하드웨어, 전산/통신관련 소재 기술, 생명공학기술 등을 대표적

인 차세대 기술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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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 주요국의 차세대 기술 분야 논문발표 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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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의 초강국으로 분류된 미국과 일본은 그림에서 제외. 
자료: Porter et al. (2002) 
 

Porter et al. (2002)에 의하면, 중국은 각 분야에서 5위, 4위, 6위, 4위, 7위를 
기록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5 위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을 미국, 일본 같은 
“초강국”에 뒤이어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연구강국’으로 분류하였다. 한국

은 18위, 7위, 11위, 7위, 8위를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8위를 기록하였으며, 한
국을 세번째 그룹인 “강한 경쟁자”로 분류하였다. 

 초강국 (superpowers): 미국, 일본 

 연구 강국 (research powerhouse): 독일, 영국, 중국, 프랑스  

 강한 경쟁자 (strong players): 이탈리아, 한국, 캐나다, 러시아, 대만 

물론 한 국가의 첨단기술능력을 몇 개의 지수로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러나, 
SCI, EI, ISTP 와 같은 실적 지표는 중국이 현재 상당한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주요 ‘연구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
다. 이것은 중국이 제조업분야뿐만 아니라 연구분야에서도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중국의 풍부한 연구역량은 현재 중국 토종기업보다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 의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
면은 이하 특허활동 및 중국에 진출한 외국연구소의 증가 추세 등을 분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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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연구개발 인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중국 

중국은 대규모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연구개발인

력에 대한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과학기술진보를 뒷
받침하는 절대적인 우위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연구개발 인력 규
모에 있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이다. 일본보다 더 많은 박사학위 보유자가 있으

며 과학기술에서 대학 이상 교육을 이수한 인력의 수는 미국에 근접해 있다13.  

중국의 전일 근무제 기준(full time equivalent) 연구개발 인력은 2002년 기준으

로 백만명이 넘으며,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며 한국의 약 6배이

다14. 그러나 중국의 1만 명당 연구개발인력 수는 한국의 1/5에 불과하다. 중국

의 대규모 인구와 산업분야에서의 낮은 연구개발집약도를 고려한다면 그럴 수
밖에 없다. 

1997 년과 2002 년 사이에 중국의 연구개발 인력은 연간 4%씩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 0.77%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15. 연구개발에 종사

하는 과학자와 공학자의 수도 매년 7%씩 증가하고 있다(표 III-3 참조). 

교육개혁의 성공은 중국의 인적자원 우위를 더욱 강화 

중국정부는 1995 년 기본 국가발전전략으로써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 재건’
을 선언한 이래 대규모 교육 개혁을 추진하였다16. 중국정부의 교육예산은 1997
년과 2002 년 사이에 거의 두배나 증가하여 407 억달러가 되었으며, 같은 기간 국
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비중은 2.5%에서 3.3%로 증가하였다. 

                                            

13 “World manufacturing – China is a workshop, not a factory yet”, Xinhua, 25 April 2004 (http://
news.xinhuanet.com/fortune/2004-04/25/content_1439250.htm, 2004. 9. 12 검색) 

14 자료는 CMOE (2002)와 무역협회 (2004). 
15 중국통계연감 2003의 자료를 기준으로 필자가 계산. 
16 고등교육 개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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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5>  중국의 인구 1 만 명당 등록 학생 수 (1990~2002) 
 전문대 이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1990 326 1,337 3,426 10,707 1,725 
1995 457 1,610 3,945 11,010 2,262 
2000 723 2,018 4,969 10,335 1,782 
2001 931 2,021 5,161 9,937 1,602 
2002 1,146 2,283 5,240 9,525 1,595 

자료: CMOE (2003) 

<표 III-6> 중국의 대학과 전문대학 등록자 수 
(단위: 명) 

 1995 2000 2001 
과학과 공학 1,842,628 3,289,802 3,922,901 
사회과학 등 1,063,801 2,271,098 3,267,757 
합계 2,906,429 5,560,900 7,190,658 
전체에서 과학과 공학 전공자의 비율 63% 59% 55% 

자료: CBSS (1996, 2001, 2002)  
 

교육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개혁으로 중국은 교육분야에서 상당한 발
전을 이루었다.17 특히 과학기술인력을 제공하는 주요 원천인 전문대 이상 교육

에서 더욱 두드러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학
생 수는 1990 년과 2002 년 사이에 250%나 증가하였다(표 III-5).  이보다는 증가

율이 낮지만, 같은 기간 중 중고등학생의 숫자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였다. 

중국 교육제도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의학과 농업을 포함한) 과학과 
공학부문 학생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이다18.  2001 년 기
준으로 중국의 전문대 이상 등록생 중 이공계 비율은 55%이다 (표 III-6). 이 비
율은 대부분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 높은 수치다19. 한국의 경우 2003 년 
기준으로 45%이다20. 

                                            

17 Zhu (2003)와 Cohen and Soto (2001) 참조. 
18 중국에서 이공계비율이 매우 높은데, 추세로 보면 감소하고 있다. 
19 OECD (2002a) 
20 Kmehrd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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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교육시스템은 잘 훈련된 과학자와 공학자를 점점 더 많이 공급할 것
으로 보인다. 2002 년에 중국의 전문대 이상 학생수는 950 만명에 이르는데, 이
는 한국의 약 3.2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중국의 제 10 차 5 개년 교육계획에 
의하면 2010 년까지 중국에는 2,300 만 명의 학부생과 1 백만 명 이상의 대학원

생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다21. 만약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중국은 학부생 기
준으로 2010년까지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추산된다22.  

2000 년 현재 미국의 전문대이상 학생은 1,530 만 명이고, 1990 년과 2000 년 
사이의 연간 증가율은 1%이다23. 미국의 국가교육통계국에 의하면, 미국의 학
부학생 수는 2000 년에서 2013 년 사이에 23% 증가하여 2000 년 1,530 만명에서 
2013 년에는 1,880 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24. 따라서 2010 년까지 학부생 숫
자 기준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 

아직은 제한적인 중국의 혁신역량  

중국 내 특허 신청과 미국의 중국 국적자에 의한 특허 신청 통계를 볼 때, 
중국은 여전히 발명이나 혁신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 물론 증
가율로만 보면 중국의 특허 관련 활동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1998 년과 2002년 
사이에 중국 국가지적재산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SIPO)에 등록된 특
허 수는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표 III-7). 전체 특허 중 중국 국적자가 85%, 
외국인이 15%를 차지한다. 그러나, 외국인 신청자는 대부분 발명특허를 신청한 
반면(85%), 중국 국적자는 대부분 실용신안과 의장에 속하는 특허를 신청하였

다(표 III-7). 2002년 중국 국적자가 신청한 20만5천5백44건의 특허 중 2만9
천8백6건(15.6%)만이 발명특허이다25. 

                                            

21 “The 10th Five Year Plan for Education (중국어),” Ministry of Education  (http://www.moe.edu.c
n/news/2002_06/3.htm, 2004. 8. 10 검색) 

22 “China's University Students to Exceed 16 million by 2005,” China Daily, 29 March 2001 (http:/
/english.people.com.cn/english/200103/29/eng20010329_66329.html, 200. 8. 19 검색)  

23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02”,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의 자료 (http://nce
s.ed.gov/programs/digest/d02/index.asp, 2004. 9. 20 검색) 를 저자가 계산하였음.   

24 “Projections of Education Statistics to 2013”, U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http://nces.ed.gov//programs/projections/ch_2.asp#2, 2004. 9. 20 검색) 

25 http://www.sts.org.cn/sjkl/kjtjdt/data2003/2003-4.htm (2004. 8.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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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7> 중국의 특허등록 통계 (2002) 
(단위: 건) 

 중국 국적자 외국인 합계 
발명 39,806 (19.4%) 40,426 (85.9%) 80,232 

실용신안 92,166 (44.8%) 973 (2.0%) 93,139 
의장 73,572 (35.8%) 5,688 (12.1%) 79,260 
합계 205,544 (100.0%) 47,087 (100.0%) 252,631 

자료: 중국국가지적재산청, 2002년 연감26.  
 

물론, 특허통계는 여러 혁신역량 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다. 특허는 이 분야 
연구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지는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특허자료는 과학기술지표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
다. 발명가는 종종 특허를 신청하기 보다는 비 을 유지하거나, 혹은 시간적으

로 앞서는 전략을 추구하는 등 발명의 가치를 전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선
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열악한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감안할 
때 특허통계가 갖는 한계는 더욱 클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특허통계는 지
적재산권 보호가 잘 된 나라보다 발명 활동을 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국내 특허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저자들은 이하에서 국제 특허 활동도 
함께 분석할 것이다. 

중국 산업부문의 취약한 혁신역량 

중국에서 발명형 특허 데이터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산업 부문이 발명

형 특허를 주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표 III-8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과 연구소가 산업계보다 훨씬 더 유효한 발명 특허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
27. 즉, 개인이 아닌 기관이 소유한 유효 발명특허 중에서 기업은 24%만을 소유

하고, 연구소와 정부가 75.6%를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특허의 대부분이 기업

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들의 특허활동과 극명하게 대조된

다.  

                                            

26 http://www.sipo.gov.cn/sipo_English/ndbg/nb/ndbg2002/t20030425_34034.htm (2004. 11.30 검색) 
27 유효한 특허(valid patent)란 받은 특허가 종료되거나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를 지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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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8> 부문별 유효 발명 특허: 중국 
유효 특허 

기관  
합계 (A) 

대학 연구소 기업 정부
개인 

총특허
(B) 

A/B 
(%) 

건 17,311 1,885 2,879 2,946 1,049 8,552
중국인 

% 100.0 10.9 16.6 17.0 6.1 49.4
31,147 55.6 

건 32,260 113 219 26,95
8

3,567 1,403
외국인 

% 100.0 0.4 0.7 83.6 11.1 4.3
46,209 69.8 

자료: CMOST (2003c) 
 

해외 특허활동에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중국 

미국 특허활동에 반영된 통계치를 보면, 중국은 선진국이나 한국과 같은 신
흥개발국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다. 2003 년, 미국에서 총 외국인 실용신안 특허 
(즉, 발명특허) 신청 중 일본이 4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독일이 
14.1%로 그 다음이다. 대만은 6.5%로 3위를 차지하고, 한국이 4.9%로4 위를 차
지하고 있다. 중국은 29위로 0.1%에 불과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중국의 특허 신청은 1999년 이전 100건 미만 수
준에 머무르다가 2000년 이후에는 100건을 넘으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963 년부터 2003 년 까지의 기간 동안 누적 특허 건수는 일본(38.3%)과 독일

(18.3%)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MIT 대학이 발간하는 테크놀로지리뷰(TR)의 연간 특허 순위 (Annual 
Patent Scorecard) 는 항공, 컴퓨터, 전자, 반도체, 통신, 바이오 기술과 의약품, 화
학, 자동차 등 8 개 산업에서 150 개 최고기술 기업의 미국 출원에 대해 매년 
순위를 매기고 있다28. 이 자료는 각 기업의 특허 수 뿐만 아니라 특허 인용 회
수와 과학 연구와의 연계에 기초한 다른 지수도 제공한다. 그런데 2003 년 TR 
특허순위에 포함된 중국기업은 하나도 없다. 반면 한국은 12 개 기업이 포함되

어 있다. 

                                            

28 Technology Review and CHI Research, “The TR Patent Scorecard 2004,” 2004  
(http://www.technologyreview.com/scorecards/index.asp, 2004. 10.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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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9> 주요국의 미국 내 특허 (1998-2003)  
(단위: 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기간
비중

(2003)
비중

(전기간)
순위

(2003)
전체 67,229 69,580 72426 78,432 80,361 81,127 1451,279
일본 30,840 31,104 31295 33,224 34,859 35,517 556,335 43.8% 38.3% 1
독일 9,095 9,337 10235 11,259 11,280 11,444 265,313 14.1% 18.3% 2
대만 3,100 3,693 4667 5,371 5,431 5,298 40,746 6.5% 2.8% 3
한국 3,259 3,562 3314 3,538 3,786 3,944 29,437 4.9% 2.0% 4
프랑스 3,674 3,820 3819 4,041 4,035 3,869 101,163 4.8% 7.0% 5
영국 3,464 3,572 3667 3,965 3,837 3,627 113,109 4.5% 7.8% 6
캐나다 2,974 3,226 3419 3,606 3,431 3,426 67,753 4.2% 4.7% 7
중국 72 90 119 195 289 297 1,711 0.4% 0.1% 29

주: 1) 미국의 특허는 Utility patents, design patents, plant patents의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위의 자료는 
Utility Patents 통계로 이것이 흔히 사용하는 "patents for invention"  통계이다 

   2) 자료는 1963년부터 2003년까지를 포함  
자료: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물론 특허 통계는 여러 혁신 역량 지표들 중 하나일 뿐이다. 중국은 아직 개
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허활동뿐만 아니라 기술흡수능력과 세계 연구개발 네
트워크에의 통합도 등도 과학기술진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국제 특허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한국 

NSF(2004)에 의하면, 한국은 특히 1996년 이후 미국 특허 신청에 있어 주목

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1년에 미국특허를 승인받은 기업들 
중 특허숫자 기준 5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큰 미국 
지적재산권의 구매자이다29. 일본과 한국은 2001년 미국 총 로열티와 라이선싱 
수수료 수취의 38.7%와 15.3%를 차지하고 있다. 

                                            

29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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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0> 2003 년 TR 특허순위에 오른 기업들: 반도체 산업과 전자산업 

 기술
순위 기업명 국가 미국특허 

수 (건) 
과학 

연계 (회)
기술주기 

(연) 
1 마이크론 미국 1,712 2.39 6.6 
2 인텔 미국 1,608 1.01 5.3 

3 Advanced micro 
Devices, Inc. 미국 908 0.65 4.4 

4 삼성전자 한국 1,363 0.25 5.3 

반도체 

13 하이닉스 한국 448 0.40 5.0 
1 히타치 일본 2,189 0.55 6.5 
2 마츠시다 일본 1,944 0.46 6.0 
3 캐논 일본 2,061 0.64 7.1 
6 삼성 한국 1,577 0.25 5.3 
14 LG전자 한국 465 0.15 5.2 

전자 

18 LG 필립스LCD 한국 227 1.01 5.3 
자료: Technology Review and CHI Research (2004) 
 

TR 2003년 특허순위에 등록된 12개 한국기업들 중 5개는 각 산업별 ‘20대 
기술상위 기업들’ 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5 개 기업들은 모두 전자와 반도체 
산업에 속한다. 표 I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은 반도체와 
전자에서 각각 4 위와 6 위에 올랐다. 하이닉스는 반도체산업에서 13 위, LG 는 
전자산업에서 14위, LG 필립스는 전자산업에서 18위에 올랐다. 이러한 통계치

들은 한국이, 아직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세계적 혁신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들 혁신적 한국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반도체와 전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항공, 생명공학과 의약, 컴퓨터 분야에서는 TR 특허순위에 올라 있는 
한국기업이 없다.  

표 III-10 에 있는 지표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30 . ‘기술적 강점 (technical 
strength)’은 한 기업의 미국특허 수와 상대적 인용 횟수인 현재 영향력 지수

(current-impact index)를 곱하여 산출된다. ‘과학적 연계(science linkage)’는 해당 기
업의 미국특허 등록에 인용된 과학논문 참조 횟수의 평균이다. 높은 숫자는 낮
은 기업보다 선두에 가까운 기업임을 나타낸다. 기술주기는 그 회사의 특허권

                                            

30 Techonology Review and CHI Rese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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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첨단으로 앞서가는 기술을 지적재산권화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
당 특허권이 이전에 미국특허를 받은 기술을 인용하고 있을때 이전의 특허와 
몇년의 격차가 있는지 계산한 연수의 중간값(median)으로 정의된다.   

기업 수준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판매량은 2002 년 인텔(16.2%)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5.5%)를 기록하였다31. 삼성전자는 DRAM 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크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은 SoC 시장에서 세 번째

로 큰 시장 점유율을 점하고 있다.  

2002 년 기준으로, 미국은 반도체시장에서 50.6%를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

으로 일본과 유럽이 각각 26.4%와 11.3%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DRAM 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시장의 45.0%를 
점하고 있다. 미국은 18.8%, 대만이 13.1%, 유럽이 11.7%, 일본이 9.8%를 점하

고 있다.  

한국은 DRAM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지만, 세계 반도체 수출시장에

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DRAM에 대한 수요가 다른 종
류의 반도체에 비해 느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DRAM 시장은 개인

용 컴퓨터시장의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데, 개인용 컴퓨터수요가 포화상태

에 이름에 따라 DRAM 시장은 규모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첨단기술제품 수출증가는 주로 외국인 투자기업들 덕분 

중국의 첨단기술제품32 수출은 1997 년에서 2002 년 사이에 연평균 33%라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002 년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8%, 
수출액은 6백79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런데, 관련 통계를 보면, 중국 첨단기술

제품 수출의 급성장은 주로 외국계기업의 기여에 의한 것이다. 사실, 중국기업

은 첨단 수출제품의 수출에서 주로 조립공정에 치중하고 있다.  

                                            

31 한국은행 (2003) 
32 첨단산업은 OECD 에 의해서 정의된 다음의 산업을 포함한다: 항공 및 우주, 사무기기 및 

계산기, 통신장비, 의약품, 정  과학기기, 전자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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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1> 중국의 수출형태별 첨단기술제품 수출 2000-2001 
(단위: 10억 달러) 

2000 2001 
 

수출액 구성 수출액 구성 
합계 37.04 100.0 % 46.45 100.0% 

일반 무역 3.27 8.8% 3.65 7.9% 
공급받은 자재의 가공 6.54 17.7% 7.26 15.6% 
수입 자재의 가공 26.26 70.9% 34.21 73.6% 

임차무역 0.07 0.2% 0.00 0.0% 
기타 0.90 2.4% 1.34 2.9% 

주: 1)일반 무역이란 수출입 허가를 받은 국내기업에 의한 일방적 수출입을 의미 
   2) 공급받은 자재의 가공과 조립무역이란 외국기업이 원자재, 보조 자재, 구성품 및 부품, 포장 

재료 등을 모두 혹은 부분적으로 공급하고 필요에 따라 장비까지 제공하며, 중국측은 
외국측의 요구조건에 따라 가공 또는 조립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완제품은 외국측에 
전달되어 판매되고 중국측은 가공비를 받는다. 외국측이 장비를 제공하는 경우, 중국측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장비 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3) 수입 자재의 가공이란 중국측에서 원자재, 자재, 보조자재, 구성품 및 부품, 포장재료를 
외환을 지불하고 수입한 뒤 이들을 완제품 혹은 반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무역형태이다. 

   4) 임차무역이란 리스영업을 하는 사업자와 외국사업자 사이에 국제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하에서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무역형태이다. 

   5) 기타무역형태에는 외국인투자자가 지분 투자를 위해 기계, 장비, 부품 및 기타 자재를 
구입하는 무역형태이다. 이외에도 수송도구, 생산용 차량, 기업자체 소비를 위한 적절하 
수준의 사무장비 등도 기타무역 범주에 속한다. 

자료: China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3c) 
 

2000 년과 2001 년도 첨단기술제품의 교역 형태별 수출 통계를 보면 거의 
90%정도가 수입자재의 가공(73.6%, 2001 년), 공급된 자재의 가공(15.6%, 2001
년)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중국기업이 제조나 조립 공정에서 부가가치를 창
출하고 있고 주요 기술은 중국밖에서 공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자재는 
외국기업에 의해 수입되거나 공급된다.  

소유권별 수출 통계를 봐도 추세는 비슷하다. 2001년에 국영기업은 총 첨단

기술 수출 중 16.1%만을 차지한 반면, 외국투자기업,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자기업, 협동조합이 각각 48.2%, 30.2%, 3.2%를 차지하였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계 합자기업은 2001년 중국의 첨단제품수출의 주요 견인차였으며 또한 총 
수출에서 78.4%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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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적 혁신역량, 커지는 잠재력 

중국은 모든 과학기술의 투입 및 산출지표들에서 상당한 성장을 이룩하였고, 
풍부한 고급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괄목할정도로 많은 과학논문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투자재원의 부족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혁
신역량 등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하여, 중국은 한국보다 10% 정도 많은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
고 PPP기준으로는 3배 정도의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의 기초연구 투
자는  PPP 기준으로 한국의 1.3 배에 불과하지만 한국보다 두배 이상이나 많은 
과학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국 산업부문은 혁신 역량이 아직 취약하고 
중국의 연구개발집약도는 여전히 낮은 1.2 %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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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와 연구개발전략 

이 장에서는 중국 과학기술의 미래 역량과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들을 분석할 것이다1. 여기에는 정부의 전략적 정책과 계획, 자원 분배에 있어

서의 역점사항, 기업부문의 노력, 중국 내 외국투자자들과 외국회사들의 기여, 
중국회사들의 국제화, 외국회사들의 인수합병 등이 포함될 것이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의 이론적 분석틀을 사용하여 중국의 NIS 구조와 
동기(motivations)를 한국과 비교해 분석할 것이다. 특히 기초과학과 핵심원천기

술 역량구축, 연구단위로서 그리고 고급인력 공급원으로서의 대학의 역할, NIS
의 지배구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역점, 다양한 연구개발 주체들의 역할

과 상호작용,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강점과 약점에 분석의 초점을 둘 것이다.  

(1) 중국의 과학중시 경제발전전략   

중국의 과학기술역량과 미래의 잠재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가 역
점을 두고 추구하는 국가목표를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은 복합적

인 제도적 장치와 다양한 연구개발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전략과 정책 및 계획들

이 실행되면서 강화된다. 또한, 과학기술인력의 배양, 국제협력과 교류, FDI 의 
유출입 등도 과학기술역량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핵심 발전전략: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 재건” 

중국의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 “과학과 기술은 가장 중요한 생산력이다” 라
고 선포한 1980 년대 초 이후로 중국은 과학기술을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으로 
삼았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고 있다. 1995 년 중국은 
“과학기술 진보의 가속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정부 평의회의 공

                                            

1 본장을 집필함에 있어서 중국어로 된 원문을 읽고 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에 
RAND 는 중국태생의 외부전문가 Kungang Zheng 을 고용하여 중국어로 된 원문을 모두 읽고 
소화하였을 뿐 아니라, 미심쩍은 부분은 중국내 관료 및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과정을 거침으

로써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저자들은Kungang Zheng의 헌신적인 연구지원에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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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의(이하 공동결의)”에서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의 재건”을 선포함으로

써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천명하였다. 1995 년은 중국 과학

기술전략의 분수령을 이루는 시기로 1995 년의 “공동결의”는 중국 과학기술정

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공동결의”의 채택과 실행에 따라 중국 NIS의 개혁

이 이뤄졌으며 연구개발투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 

 과학기술체계의 주요 개혁 –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체제의 도입과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의 도입. 

 교육체계의 주요 개혁 – 100개의 주요 “핵심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들을 효율화하고 합병하는 “211 프로젝트” 수행. 

 개혁된 과학기술과 교육체계의 성장과 진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 
제공 

 국가핵심연구소(NKLs)와 국가공학센터(NECs) 설립으로 연구개발 하
부구조의 구축 및 향상 

이와 같은 개혁과 정책의 결과로서 중국의 과학기술과 교육역량은 빠른 속
도로 성장해왔다. 

과학기술과 교육: 중국 경제 발전의 두 축 

2002 년, 중국정부는 2020 년까지 일인당 국내총생산을 3,000 달러로 끌어올

리고 국내 총생산을 4조 달러 (2000년 국내총생산의 약 4배) 까지 증가시키는 
야심찬 장기목표를 세웠다3. 중국정부는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재건전략과 
지속적인 발전전략을 수행하여 산업화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이룸으로써 이 목
표를 달성”하기로 천명하였다4. 

장쩌민의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차 전당대회 보고”는 “과학과 교육을 통
한 국가 재건”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의 질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성 개선 

                                            

2 IDRC(1997), Suttmeier and Cao(1999), OECD(2002) 참조. 
3 “제16차 당회의 전체 기록,” 인민일보, 2002년 11월8일 

(http://app1.chinadaily.com.cn/highlights/party16/news/1118full.htm) 참조 
4 상기 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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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과학기술발전의 진일보를 위해 기초연구 및 첨단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핵심기술과 시스템통합의 혁신을 도모 

 과학기술의 핵심분야와 선도적 분야에 독자적인 지적재산권 획득 

 과학기술과 교육의 행정시스템 개혁 심화 

 과학기술 및 교육을 경제와 통합하고 연구성과를 실질적 생산력으로 
이전시키는 속도를 제고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 구축 추진 

 벤처캐피털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여 자본 및 인적자원을 창업과 
과학기술 신으로 유도5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개선 

장쩌민의 보고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고립이 아니라 외부세계에의 개방

을 더욱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경제와 기술의 세계적 경쟁과 협
력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전략과 가이드라인에서, 
중국정부가 개방을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삼고 있고 또한 중국의 미래 번
영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축으로서 과학기술진보 및 교육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1에서는 중국의 전략과 비전이 어떻게 경제발전의 선순환으로 통합

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하였다. 교육은 양질의 연구개발인력을 제공함으로 
더 높은 생산성과 과학기술진보에 기여한다. 교육은 또한 NIS 의 효율을 높이

고, 잘 교육받은 노동자들은 보다 높은 소득을 창출하고 더욱 활발한 소비를 
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증진한다. 활력 있는 NIS 는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기술의 진보를 유도한다. 또한 경제발전은 다시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더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

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발전과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 이 그림에서는 아직 
산업계의 역할과 자본시장의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이후 중국 
NIS분석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5 산업계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던 장쩌민의 보고서에서 벤처캐피털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정부의 계획과 주도하에 이뤄졌

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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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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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은 중국의 경제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컨대,  FDI의 대량유입은 
중국경제발전,  과학기술역량 및 교육과 훈련의 질을 증진하는데 있어 굉장히 
유익했다. 개방화전략의 중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중국 내 해외부문의 역할 
등도 이하 분석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2) 중국의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중국은 1990 년대 초반에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라는 개념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9 년 “기술혁신에 관한 전국 회의” 중에 중국정부는 중국의 
NIS를 확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임을 공표하였다6. 
이어서 중국정부는 쟝쩌민의 2002년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과 교

                                            

6 중국에서의 1999 년 8 월 23 일 “국가기술혁신에 대한 회의”에 관한 장쩌민의 연설은 
http://www.ccyl.org.cn/lkxjs/19990823.htm (2004. 9. 23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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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통한 중국 재건과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국가적 전략시행에 있어서의 체
계적인 접근방법으로써 NIS를 채택했다. 

 [그림 IV-2] 중국의 NIS: 주요주체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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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ECD (1999)의 NIS 도표를 중국의 경우에 적용하여 그림. 
 

주요 연구개발 수행주체와 제도적 구조 

중국 NIS 의 주요 연구개발 수행주체들은 대학, 연구소, 그리고 기업들이다. 
그림 IV-2 에는 주요 연구개발주체들과 이들간의 상호작용, 중국 NIS 내의 제도

적 구조와의 상호작용 등이 함께 그려져 있다. 아래에서는 각 주체들의 역할과 
제도적 구조의 특성을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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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중국과학원이 지식창출의 주역 

연구소들은 주로 정부 소유이며 중국과학원(CAS;Chinese Academy of Sciences) 
에 의해 대표된다. 중국과학원은 2003년 현재89개의 과학연구소, 20개 이상의 
지원 기관, 1개의 대학, 그리고 2개의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 연구소

와 관련기관들은 중국 내 여러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중국의 대학들, 특히 
정부가 지정한 100 개의 핵심대학들(Key Universities)은 교육과 연구개발의 주요 
원천이다. 100 개의 핵심대학들은 중국의 모든 대학의 연구개발비 지출의 72%
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5 년과 2000 년 사이에 고등교육과정에 등록된 전체 학
생들의 대다수를 차지한다7. 핵심대학들과 중국과학원은 중국 지식 창출의 중
심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구 하부구조로서 국가핵심연구소(NKLs)와 산업체로의 과학기술 
이전과 수입된 기술의 흡수를 촉진하는 매개체인 국가기술센터 (NECs)가 있다. 
국가핵심연구소와 국가기술센터는 일반적으로 중국과학원이나 대학들 내에 설
립된다. 

산업부문은 아직까지 지식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적은 편이다. 중국기업들은 
2002 년 현재 중국 총연구개발 자금조달의 57%를 기여하고, 중국 총 연구개발 
지출의 62%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국의 산업부문은 발명활동보다

는 디자인 등 제품외양 개선에 더 많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며, 앞 장의 분석에

서 보인 바와 같이 자체적인 혁신이나 발명보다는 외부의 과학기술 원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혁신역량의 관점에서 산업부문은 중국의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의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중국과학원, 개혁으로 새롭게 태어나 

중국과학원은 중국의 자연과학, 공학, 첨단기술의 혁신분야에서 높은 지명도

와 영향력을 갖춘 연구집단이다. 중국과학원은 1949 년에 창설되었으며 미국의 
학술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이나 영국 왕립학회(Royal Society)에 버금가는 
기관이다. 그러나 학술원이나 왕립학회와는 달리, 중국과학원은 정부를 위한 연
구기관으로서 산하에 여러 연구소들을 운영하고 있다. 

                                            

7 중국 교육부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개혁의 기틀 놓기- 9차 5 개년 계획기간동안 211 프로

젝트의 성과에 관한 개요” (http://www.moe.gov.cn/edoas/website18/info5608.htm, 2004. 10. 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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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년과 2000 년 사이에, 중국과학원은 연구의 주제와 방향을 재조정하고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 ‘지식혁신프로그램(KIP)’이라는 강도 높은 개혁을 수행했

다. 지식혁신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기관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며, 시대에 뒤떨

어진 많은 이론과 연구영역들이 폐기되었으며, 일부 연구기관들은 기업이나 독
립적인 법인체로 전환되었고, 종신재직권의 관행도 사라졌다8. 

중국과학원은 2003 년 현재 산하 연구기관들과 지원기관들에 4 만 4 천 명이 
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3 만 명은 연구원이고 5 천 명은 행
정직이다9. 중국과학원의 연구원들은 2002 년 현재 박사 5 천 명, 석사 5,100 명, 
학사 6,700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다. 
2003 년 중국과학원의 총 수입은 인민폐로 1 백억 4 천만원 (12 억 1 천만달러)이
었다.  중국과학원 수입의 52%는 중국정부로부터 조달된 것이며, 나머지 48%
는 비정부 부문으로부터 왔다. 

중국과학원은 지적능력과 보유시설 면에서 중국의 핵심적인 연구개발 수행

주체이다. 2003 년 26 개 신규 기초연구프로그램 26 개 중 중국과학원은 6 개의 
프로그램(23%)을 담당하였다. 3 백 33 개의 국가 핵심 기초 연구 프로젝트들 가
운데 중국과학원은 92개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의 27.6%을 차지했다. 
그 해에 국가적으로 뛰어난 젊은 연구원 1백60 명중 36%을 차지하는 58 명이 
중국과학원 연구원들이었다. 주요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NSFC(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 of China) 연구비 중에서 중국과학원은 46%로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10. 

중국과학원은 또한 대학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2002 년에 2 만

2,497명의 등록된 대학원생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 9,736 명이 박사과정 학생들

이고 1만2,716 명은 석사과정 학생들이었다. 같은 해에, 1,451 명이 박사학위를, 
그리고 1,558명이 석사학위를 받았다. 

                                            

8 “KIP지침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의 진행” 
 (http://english.cas.ac.cn/english/news/detailnewsb.asp?InfoNo=20964) 참조 

9 중국과학원 연간보고서 2003 (http://www.cas.cn/html/Books/O6121/b1/2003/index.htm#6) 참조 
10 중국과학원 연간보고서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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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과학원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개발성과를 달성하였다11. 예
컨대, 중국과학원 가 개발한 “다우닝3000 (Dawning 3000)”이라는 슈퍼서버는 외
국제품들에 대한 주요한 경쟁상품이 되었다. 또한 중국과학원은 쌀의 게놈서열

과 지도를 완성하였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발견(breakthrough)으로 인정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학원은 탄소 나노-진공관 및 신소재 연구에서 실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SCI 에 수록된 논문들로 볼 때, 중국과학원이 
발표한 논문 수는 중국 내 상위 20위 대학들이 발표한 전체 논문 수와 맞먹는

다. 중국과학원이 낸 특허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중국과학원이 등록을 신청한 
특허의 약 60%는 발명형 특허에 해당하며, 이 비중은 중국 내 연구기관들 중 
가장 높다. 

중국과학원과 그에 속한 학술부서들은 국가과학기술정책과 발전을 위한 중
국 내 최고의 자문기관이며 중국과학원은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863 첨단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1986년 중국과학원

측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다12. 또한 중국과학원은 산업계와 활발한 교류를 하
고 있다. 2003 년 말까지, 중국과학원은 336개 회사에 투자했으며, 그 중 158개 
회사는 중국과학원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즉 중국과학원이 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이다13. 아마 중국과학원의 가장 유명한 계열사 가운데 하
나는 Lenovo Group (이전의 Legend) 일 것이다. Legend는 1984년 중국과학원이 
인민폐 20만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계열회사인데, 현재에는 중국의 컴퓨터 산업

의 주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중국 내 공공연구기관들의 우월한 지위는 기관별 연구자 분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2002년 현재 공공연구소들은 중국 내 전체 과학기술자들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다. 

                                            

11 “KIP지침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의 진행”  
(http://english.cas.ac.cn/english/news/detailnewsb.asp?InfoNo=20964) 

12 2004년 현재 646명의 중국과학원 회원이 있고 이들 중41명은 저명한 외국과학자들이다. 
중국과학원은 2 년 마다 새로운 회원을 선출한다. 이 회원들은 중국 내 100 만명 이상의 과학

자들과 학자들로 사이에서 선출되고 그들 분야에 가장 존경 받는 과학자들과 연구자들로 구
성된다. 

13 중국과학원이 투자하는 회사들에 관해서는 중국과학원의 보고서 
 (http://chanye.cashq.ac.cn/1.do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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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 

대학들은 주요 연구주체일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을 배출해 내는 산실이다. 2002 년 중국인들에 의해 국제적으로 발표된 
전체 과학 및 공학 분야 논문의 77%가 중국 대학에 의한 것이었다. 반면 공공

연구소들은 21%, 산업계와 기타기관들은 2%를 차지했다.   

 

<표 IV-1> 부문별 과학기술자 분포 비교: 중국과 한국 
(단위: 천명, 풀타임 근로자 기준) 

 중국 (2001) 한국 (2002) 
고등 교육기관 167.6 (22.6%) 25.0 (17.6%) 
연구 기관 147.7 (19.9%) 12.8 (9.0%) 
산업체 388.5 (52.3%) 104.2 (73.4%) 
그 밖의 분야 38.9 (5.2%) - 
합계 742.7 (100.0%) 141.9 (100.0%) 
자료: CMOST (2003c), 과학기술부 (2004) 
 

특히 100 개의 핵심대학들의 역할은 탁월하다. 100 개의 핵심대학들은 “211 
프로젝트”라는 교육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되었다. “211”은 21세기와 100개
를 나타내며, 이것은 중국이 21 세기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100 개의 핵심대

학과 핵심학과를 선정하여 교육체계를 강화하려고 계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대학으로 선정된 100 개 대학에 대해 중국정부는 “중국의 교육 역사상 유
례 없는”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했다14. 211 프로젝트는 국가의 연구비를 가장 
생산적인 대학들에 배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중국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에서 흔히 내세우는 선택과 집중전략15을 잘 보여 주고 있다.  

“211 프로젝트”는 9 차 5 개년 사회 경제 발전 계획 (1995-2000)에 포함되었

                                            

14 중국 교육부, “과학과 교육을 통해 국가 재건을 위한 기반 수립: 9 차 5 개년 계획기간 중 
211 프로젝트의 성과 요약” (http://www.moe.gov.cn/edoas/website18/info5608.html , 2004. 10. 19 검
색) 

15 중국정부가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 흔히 사용하는 구호인 “ 为有所 , 为有所不 ” 를 말한다. 
제10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에도 언급되어 있다.  
http://gh.most.gov.cn/zcq/ShowContent.jsp?db=KJGHLSQK&id=11 (2004. 9. 30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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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95년에 시작되었다. 2003년 말까지 98개 대학들과 602개 핵심 학과들이 
“211 프로젝트”에 포함되었다. 중국정부는 1995~2000 년 사이에 이 프로젝트16

를 위해 인민폐 150억원 (미화 18억 1천만 달러)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많
은 대학들이 자원 집중 차원에서 합병되었다. 602개 핵심학과들 중 과학, 기술, 
공학(의학, 환경, 자원, 농업을 포함한)이 80%를 차지했다. 

<표 IV-2> 중국 100 개의 핵심대학의 역할: 연구, 교육, 훈련 (2000 년) 
지표들 중국 내 전체 대학들에 대한 비율 

등록된 대학생 32 
등록된 대학원생 69 
등록된 박사과정생 84 
박사학위 소지 교수 87 
연구개발비 지출 72 

연구개발 장비구입 비용 54 
국가 핵심 연구실 96 

자료: 중국 교육부, 상기 웹사이트 
 

“211 프로젝트”에 선정된 대학 수가 중국 내 전체 대학 수의 10% 미만 이지

만 표 IV-2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위 100 개 핵심 대학들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100대 핵심대학들은 전체 중국 대학 연구개발비의 72%를 사
용하고 있다 (표 IV-2).  

자금지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선택된 핵심대학들은 크게 성장하였다. 1995 년
과 2000 년 사이에 등록된 대학생, 과학 분야의 석사 및 박사는 각각 61%, 
108%, 101% 까지 증가되었다. 연구개발비 지출은 106% 증가되었고, 연구개발 
장비구입 비용은 98%, SCI, EI, ISTP에 등재된 논문 수는 94%까지 증가되었다. 
상위 100 개 핵심대학은 특별히 기초과학연구의 중요한 견인차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대학은 기초연구와 연구개발인력 양성의 주요 원천일 뿐만 아니라 응
용연구와 상업화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2002 년 말 현재, 105개 국

                                            

16 상기 문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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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핵심연구소(총 핵심 연구소의 2/3 이상), 43개의 국가 기술센터, 22개의 과학 
및 기술단지와 6개의 기술이전센터가 중국의 대학과 연계되어 있다. 

최근 중국 대학들은 첨단기술 파급, 소위 ‘고등교육기관에 의해 설립된 기업

(enterprise established b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EHEIs)17’의 온상이 되고 있
다.  중국과학기술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3 년 현재 609 개의 대학(단과대 포함)
이 적어도 4,389 개의 EEHEIs 와 연계되어 있다. EEHEIs 의 총수입은 인민폐 약 
827억원(100억달러)이었으며 이중 81%가 과학기술 부문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이 EEHEIs 육성에 있어 가장 성공적이다. 2003
년, Beijing Founder Group 은 베이징대학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으며, 범국가적인 
EEHEIs 의 총판매액의 19%를 차지하였다. 칭화대학과 연계된 3 개의 
EEHEIs(Tongfang, Zhiguang and Chengzhi)는 총 판매액의 약 14%를 차지하였다.  

Beijing Founder Group 

Beijing Founder Group은 베이징대학에 의해 개발된 첨단기술 연구개발 성과

를 상업화하기 위해 1986 년에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중국어 전자출판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5 년 베이징 대학은 지배주주로써 Beijing Founder 를 구조

조정하여 Beijing Founder Group 이라는 지주회사로 바꾼 다음, Founder Holdings 
Limited에 상당한 자산을 투입하여 이를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하였다. 

2003년, Beijing Founder Group 은 인민폐 161억원(19.5억달러)의 매출액을 올
렸다. 2004 년 10 월 현재 Founder Group 은 상하이, 선전(Shenzhen), 말레이시아, 
홍콩의 주식시장에 등록된 6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20개 이상의 100% 자
회사 및 합작회사를 가지고 있다. 약 1 만 5,000 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Founder Group 은 중국의 500 대 국영기업들 중에서 선정한 기술혁신 시범기업 
중 6위를 차지하고 있다.18 

Founder Group 의 자회사 중 홍콩주식시장에 상장된 Founder Holdings Ltd 의 
2003 년 거래 총액은 15 억 5,400 만 홍콩달러(1 억 9 천 9 백만 달러, 그룹 전체 
총 거래액의 1/10 이상이었다. 2003 년 12월 31일 현재, 2,080 명이 고용되어 있

                                            

17 EEHEIs는 원래 대학에 의해 설립되거나 후원을 받는 기업을 의미하며, 대학이 주주나 후
원자로서 기업의 주요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18 Founder Group의 웹사이트 ( http://www.founderpku.com/ljfz/jtjs.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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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사는 중국의 전자출판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통합을 성
공적으로 완수하였으며 중국(시장점유율 90%)과 해외 중국어 인쇄산업(시장점

유율 80%)의 선도기업이 되었다. 또한 중국 금융산업의 시스템통합의 선도주자

이기도 하다. 

칭화 Tongfang Co. Ltd 

칭화(Tsinghua) Tongfang Co. Ltd (THTF)는 칭화대학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칭
화 Holdings Ltd 의 지배하에 있다. 이 기업은 대학의 연구개발성과를 성공적으

로 상업화한 또 다른 사례인데, 성장 초기에 THTF는 칭화대학이 중국의 “국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National Key Technology R&D Program)’ 에 참여함으로써 
상당한 혜택을 입었다. 칭화대학은 ‘대규모 컨테이너 탐지 시스템 연구(research 
in detection systems for large-scale containers)’에 1991년에 착수하여 1995년에 완료

하였다. 이 연구 결과, 칭화대학은 상당히 효과적인 컨테이너 탐지장치의 시제

품을 만들수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어 컨테이너 탐
지기계를 생산하는 몇 개 안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칭화 Tongfang 은 1997 년 6 월에 상하이 주식시장에 등록되었다. 이 회사는

2003 년, 인민폐 68 억원(8 억 1 천 9 백만달러)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이 회
사는 IT, 에너지 및 환경보호, 민수용 핵기술 응용, 정 화학 및 생의약품 등 4 개
의 중심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다. IT 분야에서는 특히 정보, 컴퓨터 및 디지털 TV 
시스템 분야의 지적재산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전자정부(e-
government) 구현, 광대역(廣帶域) 통신 및 디지털매체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중국 NIS의 취약한 고리는 산업계 

중국의 주요 연구개발역량이 산업부문이 아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집중되

어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기술혁신역량 향상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산업부문에 비해 대학과 정부 연구기관이 시장유인에 대해 느리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중국 대학들과 연구소들은 기초 및 응용연구에 대한 투자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산업부문의 연구개발 성과는 아직 저조

하다. 중국기업들은 2002 년 총 연구개발비부담의 62%, 연구개발비 지출면에서

는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중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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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이 총 연구개발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아직도 정부부문의 연구개발활동과 투자가 상당히 높다

는 사실을 반영한다. 특히 1999 년 이전에는 총연구개발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산업계의 비중이 50%에도 못미쳤다.  

중국의 산업부문은 아직 혁신능력이 취약하고 외국의 원천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제 3 장에서 소개된 국가별 특허통계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기업수준의 통계를 보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표 IV-3> 산업계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성격별 구성: 국가간 비교 (2000 년) 
(단위: %) 

 중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기초연구 0.4 6.1 8.0 5.8 4.8 4.5 3.3 
응용연구 7.1 21.7 19.0 20.5 34.3 29.3 19.3 

시험 및 개발 92.5 72.2 73.0 73.7 60.9 66.1 77.4 
주: 일본과 프랑스는 1999년 현재, 호주는1998년 
자료: OECD (2001), CMOST (2003c) 
 

중국의 특허신청 기준 상위 10 대 전자 및 정보통신회사들의 통계를 보면 
1997 년과 2001 년 사이에 각 회사는 연평균 97 개의 특허를 신청했을 뿐이다. 
이것은 중국회사들의 낮은 연구개발집약도와 중국 산업계의 연구개발 성격별 
지출구성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OECD(2001)에 따르면 중국 산업부문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연구개

발집약도)은 1.0% 에 불과하고, 중국에서 가장 연구개발 집약적인 분야인 전자

공학과 통신산업의 경우에도 1.99%이었다. 이런 수치는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같은 해인 2001년 한해동안 한국의 전체 산업의 연구개

발집약도는 2.30% 였고, 전자 및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4.81%였다19. 

중국회사들은 개발활동에 연구개발비의 92% 이상을 사용했고 8% 미만을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에 사용했다 (표 IV-3). OECD (2001)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

한 OECD 국가들의 기업들은 대개 개발활동에 연구개발비의 60~77%를 지출하

였고 27~40%를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에 지출하였다. 

                                            

1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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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고려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자체 기술혁

신을 진행하는 대신 즉시 이용가능한 기술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었

을 수도 있다. 20 실제로 한국도 개발 초기단계에서 이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빠르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상
위 100 대 전자 및 IT 회사들은 특허를 획득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21. 
2003 년 말까지 Haier 는 4,774 개의 특허를 제출했고 BOE 는 2,125 개의 발명특

허를 신청했다22. 이것은 1997 년과 2001 년 사이에 중국의 상위 10 개 전자 및 
IT 회사들이 단지 3,886 개의 특허출원을 제출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진
보인 것이다. 변화의 속도는 대단히 빠르다. 

중국에는 상당 수준의 기술혁신능력을 갖춘 첨단기술 회사들이 많이 있다. 
예컨대, 세계적 규모의 마케팅과 기술진보를 이룬 Huawei 의 큰 성공은 중국의 
산업분야의 낙관적 미래를 조명하는 사례이다. Huawei는 1988년에 설립되었으

며, 통신설비부문에 특화하고 있다. 데이터를 전송하고 인터넷 트래픽을 지시하

는 라우터와 스위치의 세계 최대 제조업체인 Cisco가Huawei를 지적재산권 침
해로 제소하면서 Huawei 는 더욱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23. Huawei 는 
2003 년 28 억 3 천달러의 매출과 10.1%의 연구개발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

발비 비중)를 기록하였다. Huawei 에 따르면, 이 회사는 중국 내의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한 기업 중 하나이며, 출원하는 특허 중 85%가 발명특허였다. Huawei
의 특허출원 수는 년간 100% 이상씩  증가하였다. 2003 년 말까지 Huaewei 는 
중국 내에 3,462 건, 국제적으로는 특허협력조약 (PCT)하에 4 26개의 특허를 신
청하였다 24.  

중국에서 최고의 혁신주체로 손꼽힌다 할지라도 세계시장에서의 기술혁신과 

                                            

20 중국회사들은 자체 연구개발비보다 기술도입비용이 더 높다. 
21 2003년 중국의 상위100대 전자, IT 회사들에 관한 분석”, IT 100 Net ((http://www.ittop100. 

gov.cn/detail?record=1&channelid=1273&presearchword=ID=123963&channelin=1271) 
22 BOE는 하이닉스반도체의 하이디스를 인수한 회사이다. 
23 결국Huawei 는 문제가 된 라우터와 스위치의 판매를 중단하는데 동의하였고 이에 Ciscos 는 

소송을 취하하였다. Huawei 의 부가가치가 낮은 라우터와 스위치 시장부문에서 영업하였으므로, 
고부가가치 시장을 가지고 있는 Cisco 사에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 
Einhorn, B, and P. Burrows., “Huawei: Cisco’s Rival Hangs Tough,” Business Week, 2004년 9월 1월19일. 

24 “Huwaei의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는 http://www.huawei.com.cn/about/zhishi.s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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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경쟁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기업은 아직 규모가 작다(그림 IV-3).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Huawei의 누적 국제특허 신청건수는 단지 426개
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한국의 삼성전자는 단독으로 연간 1,577 개의 미국 특
허를 승인 받았고, 1998~2002 년 사이에 삼성전자가 받은 미국특허는 연평균 
1,504개에 이른다25. 2003 년 Huawei의 연구개발비는 당해년 삼성전자의 연구개

발 투자액 29억달러의 약 13%인 3억8,500만 달러였다26. 

[그림 IV-3] IT 분야 세계적 첨단기술기업들의 비교:  매출액, 연구개발비,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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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회사들은 IT사업 중에서도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한 회사들은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라기 보다는 각 국가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이다. 회사선택에 
있어서 특정국가의 대표기업이 다른 나라의 대표기업들 중 적어도 한 기업과는 대체로 
동일한 사업영역에 있도록 하였다. 선택된 10개 회사들의 제품구성 기준으로 보면 대개 IT 
산업의 4개 이상의 사업 영역에 분포하고 있다. Huawei와 Cisco는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 
Lenove와 Dell은 PC와 PC주변장치, 삼성, LG, Sony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용 전자제품, 
그리고 NEC, Fujitsu와 IBM은 기업용 정보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부품에 특화하고 있다. 

2) 일본 회사들은 순이익율이 낮은데 이는 일본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회사들의 
차입 의존도가 높은데 일부 기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들은 상당히 다각화되어 
있고 수직적 통합도도 높은 경우가 많다. 법인세율을 차이와 차입의존도의 차이에 따른 
이윤율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EBITA (이자, 세금, 감가상각 이전의 수입) 기준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일본 회사들의 이윤은 여전히 IBM, Cisco, 삼성만큼 높지는 않다.   

자료: 각 회사들의 재무제표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을 더 많이 한다고 하여 이윤율이 더 높은 것은 

                                            

25 The Technology Review Patent Scorecard 2004  
(http://www.technologyreview.com/scorecards/index.asp, 2004. 8. 15 검색) 

26 삼성전자와 Huawei의 회사 웹사이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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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러나 상품 그 자체보다는 기술적 내용을 판매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
술 선도 기업들만을 중심으로 보면 연구개발집약도와 수익성 간에서는 상당히 
높은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림 IV-4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선택한 전자 및 정보통신분야 10 개 회사들의 경우 수
익성과 연구개발집약도가 상당부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Fortune 지 선정 500 대 기업에 오른 중국회사 16 개는 예외없이 국영기업들

로, 모두 금융, 보험, 에너지, 제조, 전력 및 통신 등 전통적 산업에 종사하고 있
었다. 

[그림 IV-4] IT 분야 세계적 첨단기술기업들의 연구개발집약도와 이윤율  
(2003-2004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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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Huawei 는 비상장기업이므로 재무관련 통계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Huawei의 

경우 EBITDA/판매액을 PBT/판매액으로 대체하였다. PBT란 세전이윤(Profit before tax)을 
의미한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첨단산업 부문에서 현격한 진전을 이룩했지만, 첨단기

술 회사들의 대부분이 외국의 핵심 기술에 의존하여 제품조립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27.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에서는 산업부문이 기술혁신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대학과 정부 연구소들이 주도하고 있

                                            

27 “조립 라인에 갇혀있는 중국의 기술적 야망,” Reuters, 2004년 3월 24일 
(http://www.usatoday.com/tech/world/2004-05-24-china-tech-lags_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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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대표적인 첨단기술기업들조차도 세계적인 기업들에 비하면 기술혁

신능력면에서 뒤떨어진다. 중국의 산업계가 중국 내에서 혹은 세계적으로 기술

선도적인 지위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에 걸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제 10 차 5 개년 첨단기술 발전계획”에서 중국 산업계의 취약한 
연구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하였다28 

“기업들의 기술혁신 능력은 취약하며 연구개발활동과 기업활동간의 괴리

는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

들은 아직 기술혁신활동에서 주류가 아니다 ··· (중략) ···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고 상업화에 성공하는 확률도 매우 낮다.” 

산업부문의 연구개발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중국이 과거 냉전시대

를 거치면서 국가주도, 기술공급위주(technology push)의 기술발전전략을 추구해 
온 데 일부 기인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산업부분의 연구개발역량이 취약하고 
또한 시장시스템의 발달에서도 뒤처져 있어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수요 견인

(demand pull)’ 요소가 취약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문에 중국정부는 지금도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을 연구소와 대학에 맡기

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첨단기술개발지역”, 과학단지와 같은 지역적 NIS 를 형
성함으로써 정부연구소 및 대학들로부터 기업부문으로 지식 및 기술이전을  촉
진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2002 년 중국의 “첨단기술 연구개발사업(863 프
로그램)”에 관한 중국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산업계는 전체 863 프로그램 연구

개발과제의 약 30%, 연구개발 지출의 31%만을 차지하고 있다.   

수요견인 요소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지역혁신시스템을 구
축하고 산학연간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판단

된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대학과 연구소에 의존

하는 전략은 연구개발과 시장인센티브 사이의 연계를 더 취약하게 하고 기업들

의 취약한 연구개발역량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28 중국 과학기술부 웹사이트의 “제10차 5개년 첨단기술 개발 계획”  
(http://gh.most.gov.cn/zcq/ShowContent.jsp?db=KJGHSWZDZXGH&id=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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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체계 

과거 20 년 동안 중국이 시장지향형 개혁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 과학기술정책의 체계는 중앙정부의 계획, 엄격한 조직적 절차, 통일된 정책 
틀을 강조하는 등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위계질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수직적, 중앙집권적 정책체계 

중국정부의 과학기술정책체계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이행 및 조정기관, 연구

개발 실행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 등 3 단계의 위계적 구조로 되어 있다29. 
과학기술 및 교육 정책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관은 원자바오 (Wen Jiabo)가 의
장인 ‘국가 과학기술 및 교육 자문위원회’이다.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실행의 가장 중요한 정부기관은 중국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CMOST)이다30. 중국 과학기술부는 국가 과학

기술 활동과 자원배분을 관리·조정한다. 반면, 정부의 다른 부서들은 이와 관
련되는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과 단기과제 수행을 책임지고 있다. 

중국의 중앙집권적인 과학기술 정책체계로 인해 중국 과학기술부는 횃불 프
로그램, 첨단기술 연구개발사업(863 프로그램), 핵심 기초연구개발사업(973 프
로그램) 등 이하에서 논의할 여러 민수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립, 실행 및 감
독의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중국 과학기술부는 국가의 공식적인 중장기 연구개발과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서의 우선순위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예컨대, 중국 과학기술부는 중국

의 미래 첨단기술분야 연구개발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2002-2003 기간동안 
‘기술전망 2003’을 실시하였다. ‘기술전망 2003’의 결과는 중국의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과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31. 

                                            

29  “Overview of China's S&T Management System” 주뉴질랜드 중국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chinaembassy.org.nz/eng/kj/t39433.htm)  

30 중국 과학기술부의 주요 책임과 기능은 중국 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www.most.gov.cn)와 
주 뉴질랜드 중국대사관의 “중국의 과학기술 관리체계 (China's S&T Management System)”  
(http://www.chinaembassy.org.nz/eng/kj/t39433.htm) 참조  

31 “기술전망 2003” 결과는 본장의 이하 논의와 제5장에서 소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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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다른 정부 부처와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중국 
교육부(CMOE)는 과학기술 인적자원의 육성과 기초연구의 주요 담당기관인 중
국 고등교육 기관들을 관리한다. 국가 자연과학 재단 (NSFC)은 매년 기초연구

에 종사하는 약 6만명의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비를 제공한다32.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과 정책에 따라 실제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다. 이들 연구개발 수행기관들의 역할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과학기술 정책체계의 한중 비교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체계는 중국보다는 수직적인 위계질서의 성격이 다소 
덜하나 의사결정체계의 구조면에서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예산배분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중국과 상당히 유사

하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다. 2004 년 9 월 이전까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 한국 과학기술부(KMOST)가 예산과 과학기술 정책 집행에서 절대

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33. 2003 년 KMOST의 예산은 정부 연구개

발 예산의 약 20.6%를 차지함으로써 당해년도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20.3%을 
차지한 산업자원부(MOCIE)와 대등한 위치에 있었고, 이외에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한 부서가 다수 있었다 34.   

그러나 2004 년 9 월부터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체계는 과학기술부에 강력한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보다 중앙집권적인 구조로 전환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전
체 행정부의 주요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을 계획, 조정, 평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을 배분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체계로 전환하는 과
정에서 한국정부는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의 개념에 기반한 체계적 접근의 필
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계가 행정부서들간 연구개

발과제의 중복 추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정된 연구개발자원을 보다 효율적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32 과학기술중국 과학기술 정책체계에 관한 문헌은 Hung et al(2004)를 참조 
33 KISTEP(2004), p.70. 
34 상기 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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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전략: 집중과 선택 

제 10 차 5 개년 과학기술 발전 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과학기

술역량을 배양함에 있어서 소위 “중요한 일에 성공하기 위해 덜 중요한 일은 
다소 희생하는 전략”을 통해 연구개발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있다35. 우선

순위가 있는 것으로 선택된 과학기술분야에는 집중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적은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36. 

중국의 차세대 성장기술: 정보, 생명, 신소재 

중국정부가 실시한 ‘기술전망 2003’은 중국이 미래 국가 계획에서 우선순위

를 부여해야 할 차세대 성장기술들을 제시했다37. 차세대 성장기술이란 관련 전
문가들이 평가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과학기술들로 정의하고 있
다. 1) 향후 5~10년 내에 대형 기술혁신(breakthrough)을 이룩하여 중요한 지적재

산권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상위 10대 과학기술; 2) 중
국의 국제 경쟁력과 국가안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상위 21 대 국가 핵심기

술; 3) 향후 10 년 내 중국이 상업화에 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중국 내외의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분석하고 중국의 미래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필요를 감안하여 전문자들이 판단하기에 향후 5-10 년 내에 중국이 개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2백22 개의 과제들을 선정했다 38. “기술전망 2003” 
이 초점을 둔 기술영역은 정보기술, 생명과학기술, 신소재기술의 세 분야이다. 

 정보기술: 차세대 이동통신(3G 이상), 64비트 CPU, 차세대 범용 소프

트웨어, 나노미터급 System-on-Chip (SoC) 기술 및 도구, 디지털 오디

오/비디오 기술 

 생명과학과 생물공학: 기능성 게놈학 단백질 유전정보학, 생의학 기

                                            

35 CMOST (2004)의 “제10차 5개년 계획” 
(http://gh.most.gov.cn/zcq/ShowContent.jsp?db=KJGHLSQK&id=11, 2004. 9. 30 검색) 참조  

36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 덜 중요한 일은 다소 도외시할 수 있다는 중국의 전략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리고 첫번째 인공위성을 개발할 때인 
1950년대와 1960년대에도 동일한 전략을 채택하였다.  

37 기술전망의 결과는 중국 과학기술부가 “기술전망 2003”이란 문서로 출판하였다. 
38 “기술전망 2003”의 자세한 내용은 Yang et al(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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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생물 촉매와 생물 변형, 유전자 변형된 새로운 농작물 재배기술, 
산업 및 환경 생명공학, 생물학적 안전성 및 생명공학기술의 질 관리, 
생체조직(tissue)과 기관(organ)공학 

 신소재: 나노소재들과 나노기술, 고성능 금속구조물, 미소전자학, 광
학전자학, 선진 복합소재, 차세대 에너지원료, 생물의학물질, 환경친

화적 소재 및 기술 

 ‘기술전망 2003’의 조사결과는 “제 11 차 5 개년 계획 (2006~2010)의 과학기

술발전 계획” 및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MLDP, 2006-2020)”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기술전망 2003”에서 선택된 주요 과학기술영역들은 중국정부

로부터 우선적 지원을 받을 것이다.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은 현
재 수립과정에 있고 대외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계획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

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가 없었다.  

한국이 선택한 미래기술과의 비교 

한국은 미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6개 첨단기술(6T)을 선별하였는

데, 이는 정보기술(IT), 생물공학(BT), 나노기술(NT), 환경공학(ET), 우주항공기

술(AT), 문화기술(CT) 등이다. 앞의 3개의 카테고리는 중국이 초점을 두는 3 개 
영역과 비슷하지만, 한국의 경우 나머지 3 개 영역도 정부 예산에서 상당한 지
원을 받는다. 한국정부의 총연구개발비 예산(2004) 중에서 6T 에 대한 지원이 
30%을 차지한다. 6T 분야의 촉진을 위한 예산은 1조 8천억원 (약 17억달러)인
데, 정부의 총연구개발비 예산 중에서 IT 가 7.8%, BT가 9.1%, NT가 3.6%, ET
가 5.3%, ST가3.7%, CT가 0.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39.   

(5) 중국의 주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국의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략적으로 선
택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디
자인 되어 있다.  중국 과학기술부가 관장하는 민수기술관련 주요 국가연구개

발사업은 4개의 범주 즉, 기초연구, 응용연구, 산업화, 연구개발 하부구조 확립

으로 구분 될 수 있다. 

                                            

39 KISTEP(2004),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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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 973프로그램과 NSFC가 후원하는 연구과제 

 응용연구: 전략적 첨단기술연구(863프로그램)와 핵심기술(Key 
Technology)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결과의 상업화: 횃불프로그램 (Torch Program), 불꽃프로그램 
(Spark Program), 중소기업(SMEs) 기술혁신기금 

 연구개발 하부구조 확립: 주요 연구개발 시설 확보를 위한 국가핵심

연구실(National Key Laboratoris, NKLs) 제도, 기술이전 및 기술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공학센터 (National Engineering Center, 
NECs) 

그림 IV-5 는 NIS 이론틀 안에서의 중국의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목표들

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특성, 예산 배분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B 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 프로그램 중 973 프로그램, 863 
프로그램, 횃불프로그램은 중국의 미래 과학기술역량 배양과 첨단기술연구 및 
상업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
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와 연구개발전략 

 

69 

[그림 IV-5] 중국의 주요 과학기술프로그램과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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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초연구개발사업 (973프로그램) 

국가 기초연구사업 (973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주요 과학기술영역들과 대
표적인 과제들은 아래와 같다40. 

 농업 : 유전자 변경 농작물, 생물학적 질소 고정 

 에너지 : 석유, 가스, 석탄, 태양 에너지, 수소전지, 연료전지에 대한 

                                            

40 “973 Program의 개요는, 973프로그램 공식 웹사이트 
 (http://www.973.gov.cn/English/Index.aspx, 2004. 10. 12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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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연구 

 정보 : 컴퓨팅, 광학 정보 저장, 집적회로, 퀀텀 커뮤니케이션 및 퀀
텀 디바이스에 관한 기초적 연구 

 자원과 환경 : 광물, 석유, 가스매장 및 생태계에 관한 기초 연구 

 생물공학 : 줄기세포, 생식계, 질병 등 보건 관련 영역에 대한 기초연구  

 재료 : 나노 소재와 구조, 초전도체, 합금에 관한 기초, 선진 공학적 소재 

 종합과학 및 첨단과학 : 핵심 수학의 최첨단, 초강도 초단파 레이저 
과학, 단백질 기능, 비선형 과학에 있어서의 주요한 문제들, 방사선 
이온 광선과 핵 천체 물리학, 우주 고복사에너지 

1997년에서 2002년까지의 기간동안 973프로그램에 인민폐 25억원(3억200
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각 연구과제는 5 년의 연구주기당 평균 
300~500 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2004 년에 중국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973 프로그램에 1억9백만 달러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41.  중국의 경우 국가

의 총 기초연구사업의 예산규모가 아직 그리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것은 앞에서의 분석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국가 첨단기술 개발 사업 (863프로그램) 

863 프로그램은 중국의 전략적 첨단기술 연구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국

이 핵심기술분야에서 주요한 기술혁신을 달성함으로써 중국과 다른 나라들 간
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한편, 적어도 몇개의 선택된 분야에서 전 세계 첨단기술

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국방기술과 민수부문 연구개발의 두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원칙을 보면 민간연구개발부문의 성과를 방위산업에 이용하

려는 중국정부의 의도를 볼 수 있다42. 863 프로그램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

                                            

41 “863 프로그램의 관리는 보다 공개적이고 공정해질 것이다.– 과학기술부 차관인 마송대와

의 인터뷰”, Guangming Daily, 2004년 8월 30일자  
(http://www.gmw.cn/01gmrb/2004-08/30/content_89716.htm)  

42 국방전문가들은 흔히 중국이 군사부문 응용을 위해 상당한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으며 

때때로 민간연구개발사업 뒤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중국정부는 1980 년대 초 
군수사업관련 기업들을 상당부분 민수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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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한된 목표, 명백히 정의된 우선순위, 세계 기술진보 동향에 대한 적극적

인 점검, 가능하다면 어느 분야든 주요 기술혁신을 추구,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에 초점을 두지만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을 결합. 

863 프로그램은 8 개의 우선분야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분야는 
아래와 같다: (i) 생명공학 및 농업 근대화, (ii) 정보기술, (iii) 선진화된 제조기술 
및 자동화기술, (iv) 에너지, (v) 신소재, (vi) 자원과 환경, (vii) 해양, (viii) 우주 및 
레이저 등이다. 앞의 6개 기술영역은 민간연구개발로 분류되며, 그림 IV-5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중국과학기술부에 의해 관리, 수행된다. 해양과 우주 및 레이

저 부문은 국방용 연구개발사업으로 대외비로 운영된다43. 

863 프로그램 보고서들은 민간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성과, 향후 지출계획 
등을 보여주지만, 863 프로그램에서 추진하는 국방부문 관련 통계는 찾기가 어
렵다. 2001~2005년 사이에 중국은 863 프로그램의 6개 민수부문 연구개발사업

에 대해 인민폐 총 150 억원(18 억 1 천만달러)을 지출 할 계획인데 이것은 1986
년에서 2001년까지 지난 15 년간의 863 프로그램 총 예산의 약 2.7배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이다44. 1986 년에서 2001년의 15년 동안 863 프로그램의 총 지출은 
인민폐 110억원(13억3천만달러)이었으며, 6개 민수부문 연구개발비가 전체의 
52%인 인민폐 57 억원(6 억 8,900 만달러)규모였다45. 이를 통해 1986 년에서 
2001년 15년 기간동안 863 프로그램 예산의 48%, 즉 인민폐 53억원(6 억4,100
만달러) 정도가863 프로그램의 군사분야 연구개발에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46.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863 프로그램의 시작 15 년 후, 중국은 선진국

                                            

43 Hsiung (2002) 참조. 
44 “863 프로그램의 과학기술 육성 (863 Program Spurs Science and Technology)”, Beijing Revi

ew, 2001 (http://www.bjreview.com.cn/2001/CoverStory/FM200113a.htm, 2004. 8. 15 검색) 
45 “863 프로그램은 중국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China Youth Daily, 2001년  2월  27일 

(http://www.863.org.cn/863_95/medium/med016.html, 2004. 9. 15 검색) 
46 이 수치는 필자가 여러 통계들을 조합하여 추정한 것일 뿐이다. 중국은 군사부문의 연구

개발비 지출을 공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863 프로그램은 18 년 이상 운영되면

서 여러번의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조합하여 예산을 추정하면 정확도가 떨어

진다. 다만, 중국의 경우 민간연구개발 못지 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국방연구개발이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있기 때문에 필자는 민군겸용 연구개발프로그램인 863 프로그

램에서 가능한 통계를 가지고 국방연구개발관련 연구개발비를 대략이나마 추론해 보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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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기술 격차를 상당히 좁혔다47. 기술 중 60%는 거의 전무한 수준에서 시작

해서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거나 근접했고, 그 중 11%는 세계적으로도 선진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48.  

863 프로그램의 성공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Datang 의 TD-SCDMA 표

준개발 사례이다49. 사실 외국기업인 Siemens AG사가 Datang이 이 기술을 개발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Siemens AG 는 Datang 과 함께 TD-SCDMA
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억달러 이상을 지출하였다. Datang 이 
Siemens와 처음 협력 연구를 시작하던 당시에는 중국 정보산업부 산하의 국가

소유 연구기관이었다. TD-SCDMA 는 3G 이동통신 기술의 3 가지 기술표준 중 
하나로 ITU의 승인을 받았다. Siemens는 새로운 표준인 TD-SCDMA에 기반을 
둔 3G 이동전화기를 Huawei 와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중국이 TD-SCDMA 를 
3G 이동통신의 국가표준으로 채택한다면, 이것은 중국 내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횃불프로그램 

횃불프로그램은 중국이 첨단기술 산업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데 큰 역
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에도 기여하였다. 중국 첨단기

술 산업의 발전은 한중 양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에게도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횃불 프로그램은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횃불 프로그램을 통해 53 개 첨단기술산업개발지역

(HTIDZs)이 세워졌다. 첨단기술산업개발지역은 대학, 연구소, 산업체의 클러스

터로 디자인 되었고, 매년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을 끌어 모으는 ‘선순환’의 클러

스터로 성공하였다. 예를 들어 Lenovo 그룹(전 Legend 그룹)과 Huawai 를 포함

한 중국의 많은 첨단기술 회사들이 첨단기술산업개발지역에 입주해 있다50. 또

                                            

47 “863은 중국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중국 청년일보. 
48 이 수치는 베이징 리뷰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주목받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11%는 세계

적 선진 수준에 도달” (http://job.costind.gov.cn/company/artical/004.htm, 2004. 10. 23 검색)을 참조하

기 바란다. 
49 http://www.863.org.cn/15year/industrial/index_inf.html (중국어).    
50 Lenovo Group은 일본을 제외할 경우 아시아에서 가장 큰 PC 제조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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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이크로 소프트, 모토로라, IBM, 노키아, 삼성전자, LG그룹 같은 외국의 첨
단기술 회사들의 연구 센터들도 첨단기술산업개발지역에 입주해 있다.  

첨단기술산업개발지역의 성장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1992 년부터 2003 년까

지의 기간동안 판매, 수출, 순이익의 연간 평균 성장률이 각각 51%, 55%, 42% 
였다. 이러한 고성장은 첨단기술산업개발지역에 입주해 있는 동일한 기업군의 
성과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향상된 것이 아니라 주로 입주하는 회사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2003 년 현재 첨단기술산업개발지역에는 3만3천 
개 회사들이 입주해 있으며 395 만 명에 달하는 종업원이 일하고 있다. 첨단기

술산업개발지역 내 회사들의 총 판매량은 수출 510 억 달러를 포함해 2,530 억 
달러에 달한다51. 

첨단기술산업개발지역은 급속한 성장, 대량 판매와 수출, 대규모 고용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들의 이윤율은 그리 높지 않다. 2003 년 첨단기술산

업개발지역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의 평균 순이익은 5.4%였고 세전 평균 총이

윤율은 10.1%였다.52 이는 2001년 9.4%였던 중국 내 총 제조업의 세전 총 이윤

율과 비교할 때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53.  

횃불프로그램은 여러개의 기술인큐베이터와 ‘생산성증진센터’(PPCs)를 설립

하여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첨단기술기업과 기업가를 양성하는 한편 훈련을 제
공하기도 하였다. 기술인큐베이터는 창업기업을 대학, 연구소, 정부부처, 금융기

관, 과학기술인력 등과 연계해 주는 중계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사실로부터 우리는 중국정부가 연구결과의 상업화와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NIS 이론에 입각하여, 지역기술혁신체계와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전략은 거
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인적자원이라는 중국의 우위요소들과 결합되면서 상
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51 과학기술통계, “새로운 첨단기술 산업개발지역에 관한 2003년 종합 보고서”  
(http://www.sts.org.cn/tjbg/gjscy/documents/2003/0809.htm, 2002. 8. 26 검색) 

52 데이터 출처는 상기문헌  
53 CMOST (2003c), p.224의 통계를 근거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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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부문과의 상호작용 

해외부문과의 상호작용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진보에 중요한 원동력

이 되었다. 앞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외국회사와 외국 합작회사는 첨단기술산업

의 수출과 발명특허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부문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기술이전 

 교육훈련 

 OEM생산이나 합작을 통한 기술습득 

 현대적인 관리기술과 생산기술의 노하우 전수 

 외국의 회사, 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구개발 협력 

 보다 경쟁적인 시장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여 

중국은 2003 년 535 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FDI 수혜국이 되었다.54 중국으로 유입되는 FDI 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IMF의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내 FDI은 
1990 년대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 성장에 거의 3% 기여했다.55 다시 말해 위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의 총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
도에 불과하지만 경제성장율의 1/3을 설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2 년 말까지 외국인투자기업(FIEs)에 고용된 종업원의 수는 2,350 만 명에 
이르고, 이는 중국 도시노동자의 11%에 해당한다56. 이렇게 엄청난 고용창출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인 종업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인 종업원들은 외국인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선진기술을 배
우고 선진적 관리체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등 자연스럽게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2002년 산업생산의 33.4%, 총 수출의 52.2%, 

                                            

54 UNCTAD, “세계투자보고 2004: 서비스를 향한 도약”, 2004년 9월 
(http://www.unctad.org/en/docs/wir2004_en.pdf) 

55 Tseng and Zebregs(2002) 참조 
56 Tung(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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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입의 21%를 차지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는 중국에서 첨단산업이 부상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예
를 들어 Huawei, Zhongxing, TCL, Haier와 같은 중국의 전자 및 통신장비 제조업

체는 엄청난 FDI 의 유입이 중국 토종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됨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Huawei는 외국산 통
신장비 스위치를 판매하는 회사로 출발하여 지금은 스위치와 라우터를 생산하

는 세계적 경쟁자가 되었다57. 

또한 외국계 벤처캐피털회사들은 중국의 창업기업들을 미국 나스닥

(NASDAQ) 시장에 상장하는데 기여하였다. UT Starcom과 같은 중국 PCS제조 
회사, Asiainfo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 Sina, Netease, Sohu, Ctrip을 포함한 인터

넷회사들이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배경에는 이들 기업들에 투자하고 성장을 도
왔던 외국계 벤처캐피털회사가 있다. 중국정부는 외국계 벤처캐피털회사는 중
국 국내에서 자금조달을 하거나 투자기업을 중국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벤처캐피털에 대한 중국정부의 이러

한 규제가 오히려 중국 창업기업의NASDAQ 상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해외부문에 의한 교육과 훈련 

중국의 과학기술 진보에 있어 해외부문의 주요 공헌 중 하나는 아마도 외국

인투자기업들(FIEs)에 의한 교육훈련 일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교육훈련은 
아래와 같은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의 기술진보에 기여하고 있다58.  

 중국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 수행 : 다국적기업들의 연구개

발은 시장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인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는 
고급 중국연구인력으로 하여금 상업화에 대한 감각을 개선하는데 크
게 공헌하였으며 이것은 다시 연구결과의 상업화에 도움을 주었다.  

 경영의 현지화 : 일부 다국적기업들은 고급 및 중급 중국인 경영자들

을 본부에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인들은 현대적인 경영지식과 방법을 배우게 되어 고위급 중국인 
경영자들을 양산하는데 기여한다. 예를 들면, Motorola 중국 현지법인

                                            

57 Tan (2002) 참조. 
58 Wang and Li(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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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지에서 고용한 중국인 경영자의 비율을 1994년 12%에서 2002년 
74%까지 증가시켰다.  

 관리, 회계, 판매 및 마케팅, 생산, 품질관리, 인력훈력을 포함하는 다
양한 훈련 제공: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이 본사와 통합되어야 하므로 
다국적기업들은 경영 노우하우를 중국현지법인에 이전해야만 한다.  

 중국 국내기업에 대한 훈련 서비스 제공 – 예를 들어, Motorola는 중
국 국가계획위원회에 협력하여 “기업최적화센터(Enterprise 
Optimization Center)” 를 설립하고 중국기업들에게 다양한 훈련방법, 
적절한 규칙과 규제를 전수하였다. 2001년 말까지 Motorola는 4백개의 
중국기업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천4백명의 고위 경영진과 
기술인력을 훈련시켰다.  

FIEs에 의해 훈련된 고위 경영진과 기술인력은 이동성이 크다. 이들은 토종 
중국회사들이나 새롭게 설립되는 첨단기술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인적자

원의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 기술시장 교환정책 

여러 사례연구와 기존의 실증분석들은 FIEs 에 의한 기술이전 및 확산이 중
국경제에 상당한 혜택을 주었음을 보여준다59. 중국의 큰 시장규모는 중국정부

가 외국회사들이 중국으로 기술이전을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이었다. 중국

은 소위 ‘기술-시장교환’ 정책을 채택함으로 중국시장을 외국기업들에 개방하

는 대가로 외국회사의 기술을 중국에 이전 하도록 요구하였다. 

WTO 가입 이전에는 중국정부가 외국기업들에게 중국기업과 합작을 하도록 
장려하였다60. 중국정부는 외국기업들이 중국기업과의 합작을 하는 데 있어 지
켜야 할 조건들을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조건은 중국 국내기업들로부터 조달해

야하는 부품 쿼터를 비롯해 합작대상 중국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이전 등을 
포함하였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현지기업들이 외국기술과 선진

                                            

59 Cheung and Lin(2004), Hu, Jefferson and Qian(2004), Fan(2003), Wang and Li(2003), Chen et 
al.(1995), Young and Lan(1997) 참조 

60 실제로 많은 외국기업들은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도 지적재산권 보전을 위해  중국 소유

의 회사를 세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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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법들을 배우고 소화·흡수하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기술-시장교환정책의 효과는 상당부분 중국 현지기업들의 기술 흡수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이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중국 발전설비산업에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중국

이 고성장과정에서 전력부족이 발생하자 2002 년 중국정부는 전기회사들을 위
해 발전터빈을 구매하는 국제입찰을 실시하였고GE, 미쓰비시를 비롯한 외국의 
발전설비 제조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GE 가 계약을 따내게 되었다61. 이때 
관련기술의 이전이 입찰 참여의 조건으로 제시되었으므로, GE 는 중국 파트너

인 “하얼빈 동력 장비 회사”(HPEC)와 “센양 라이밍 항공엔진그룹”(Shenyang 
Liming Aero-Engine Group Corp)에 기술이전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Wall Street Journal 에 따르면 GE 가 핵심쿨링시스템의 기술설계도를 제공하고 
센양합작사가 터빈 내부의 두번째, 세번째 블래드를 제조할 수 있도록 고도의 
야금기술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62. GE는 국영기업인 하얼빈 동력장비회사가 
GE 의 터빈을 중국 북동부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조립하도록 합의하였다고 한
다63. 하얼빈 동력장비 회사는 또한 터빈조립뿐만 아니라 터빈의 부품 중 비교

적 덜 정교한 대부분의 부품들을 제조하기로 하였다. 

중국기업들이 외국파트너로부터 배운 것을 완전히 활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
릴 수 있다. GE 사례는 중국기업들과 중국인근로자들이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할 수 있도록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래였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거
대시장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외국투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정

부는 외국투자가들에게 중국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요구하는데 있어 유리한 입
지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급증하는 외국기업 연구소 

‘기술시장교환’ 정책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연구소를 활발하게 유치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외국회사가 중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를 원한다

                                            

61 “GE 동력 시스템은 중국에 터빈을 공급하는 9억달러의 입찰을 따냈다”  
(http://www.ge-china.com/product/power/ge-power1.htm , 2004. 9. 9 검색) 

62 Kranhold(2004) 
63 “GE 에너지는 중국에서 합작투자 계약에 서명,” 2004년 3월 1일   

(http://www.ge-china.com/genews/read.asp?newsid=591, 2004. 9.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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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중국정부관리들은 외국회사에 대해 연구소와 훈련세터를 설립하도록 요구

한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정부의 이와 같은 강력한 지원이 최근 외국계 다국적

기업 연구소가 중국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한다64. 

어떤 전문가들은 사실상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내 연구소는 세금감면과 기타 
편익을 얻기 위해 설립되었을 뿐만 특히 중국의 열악한 지적재산권 보호상태를 
감안할 때 중국에서 핵심연구개발활동을 할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
개 중국 내 외국연구소들이 중국고객에 대한 지원 등 연구개발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연구소 관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필자

는 위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물론 매우 핵심적

인 연구개발 활동은 다국적기업의 본부에서 거의 수행되지만 중국 내 현지연구

소도, 비록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분야라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었다.  

중국 내 외국계 연구소의 관리자들에 따르면, 중국에 연구소를 설립한 주요

한 이유 중에는 회사이미지 개선과 중국고객의 필요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중국의 풍부한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적이라

고 한다.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중국의 풍부한 연구인

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생산적인 활동도 당연히 존재한다. 이것은 연구개발

활동 자체가 고도의 교육을 받은 인력을 활용하기는 하나 어쨋든 매우 노동집

약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합리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
국진출 외국기업들은 당연히 중국의 풍부한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

기 때문이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4)가 다국적기업 중역들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국적기업들은 중국 내 연구개발센터 설립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5. 중국은 향후 3 년간 해외 연구개발센

터 진출대상국으로 가장 유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국 다음으로 미국, 인

                                            

64 “R&D centres draw firms closer to clients”, China Daily, 2004년 8월 17일 

(http://www.chinadaily.com.cn/english/doc/2004-08/17/content_366104.htm, 2004. 8. 30 검색)  
65 EIU (2004), “Scattering the seeds of invention: The globalis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eptember 2004 (http://www.eiu.com/GlobalisationOfRandD, 2004. 11. 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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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국, 독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구소 설립에서 주요 고려사

항으로는 현지 연구능력 활용, 현지시장의 규모, 비용절감 등을 들었다. 이 보
고서는 또한 많은 다국적기업의 경영자들이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심을 나타

내었고 이 때문에 고도의 연구개발활동은 여전히 선진국에서 수행하기를 선호

한다는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주요 이유는 주로 저부가가치 제품개발 활동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동전화 기술에서 주요한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어서 중국에서의 연구개발활동이 점차 고부가

치로 옮겨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투자자들은 2004 년 6 월 현재 중국

에 6백개 이상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들 연구소들은 주로 통신, 전
자, 자동차, 의약 및 화학산업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외국계 회사는 이들 연구

개발 센터설립에 총 40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대부분의 센터는 지난 2년 사이

에 만들어졌으며, 2002 년 이후 약 4백 개가 세워졌다.  

자체적인 기술 표준을 추구하는 중국: 거대한 국내시장의 힘 

중국정부는 WTO 체제 편입이후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 자체의 
기술표준 수립 전략을 만들었다. 이 전략과 실행계획은 2002 년 중국 과학기술

부 발표자료에 잘 나와 있다66.  

2003 년, 중국은 자체적인 wi-fi 표준을 제안하였고, 이는 중국 내 많은 관심

과 전 세계 통신설비업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67. 결국 중국은 국제적 압력

에 굴복하여 중국 고유 기술표준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은 중국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배경으로 독자적인 기술표준을 필요하다면 언제

라도 적용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ITU의 승인을 받은 세가지의 3G 이동통신 기술표준 중 하나인 TD-
SCDMA 를 휴대폰의 차세대 표준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는 유럽과 미국 내에

서 기술공급자들에게 상당한 우려를 야기하였다. 중국이3G 이동통신기술과 관

                                            

66 “Chinese S&T Community Ready for WTO”, CMOST China Science and Technology Newsletter, Iss.
283, 2002. 1. 20 ( http://www.most.gov.cn/English/newletter/Q283.htm, 2004. 9. 29 검색) 

67 Wi-fi(wireless fidelity) : 고속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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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자체적인 기술표준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현재 중국 현지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Siemens 사는 TD-
SCDMA 기술표준 개발을 위해서는 Datang 사와 협력하였으나, 3G 모바일 장비 
제조를 위해서는 Huawei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EVD(Enhanced Versatile Disc; 현재 사용하는 영상압축기술인 
DVD를 대체하는 기술로 기존의 DVD에 비해 4~5배의 저장능력을 가지고 있
음)를 중국 내 DVD 표준기술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MS사의 Windows
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Linux 등 오픈소소 컴퓨팅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중국이 고유의 기술표준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중국이 특허권을 소유한 일
본, 미국, 유럽 등지의 기업들에 대해 매우 높은 특허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DVD 플레이어 제조회사들이 
60 달러정도의 DVD 플레이어를 판매하면 대개 20 달러 정도를 특허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68. 

중국회사들의 해외 M&A 활동 

중국은 FDI의 가장 큰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중요한 해외투자자로 부상하고 있다. UNCTAD(2003)에 따르면, 1990 년대에 중
국의 연평균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한국의 29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23억 
달러였다.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천연자원 획득, 시장접근, 과학기

술이나 브랜드네임과 같은 전략적 자산의 취득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정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중국의 다국적기업을 육성해야 한
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대규모 국영기업들로 하여금 해외투자

를 장려하는 “해외진출(going outward)”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해
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해외투자 승인과정을 단순화하고, 해외투

                                            

68 “Chinese enterprises could not afford large amount of patent royalties and have stopped exportin
g general DVD players”,. Guangzhou Daily, 2004년 3월 12일자 (http://tech.tom.com/1121/2048/20
04312-86336.html). 이외에 관련 보고서로는 “Data showed that manufacturers in Guangdong provi
nce can only make profit of approximately US$ 1per DVD player sold,” Sina S&T, 2004년 8월 10
일자 (http://tech.sina.com.cn/it/2004-08-10/0821401236.s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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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통제의 지방분권화, 해외 투자정보의 발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69. 중국 수
출입(EXIM)은행은 특히 조선, 통신장비, 소재, 에너지와 동력발전 등의 부문에

서 해외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70. 
이하의 두 가지 사례는 시장확보와 기술획득을 위해 “세계로 진출”하는 중국회

사들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TCL-톰슨(Thompson) 전자의 사례 

2004년 1월 28일 중국의 TV와 가전제품 생산을 선도하는 TCL 그룹은 프
랑스의 톰슨 전자와 TV 및 DVD사업을 합병하기로 하는 계약에 서명 했다. 합
작회사는 TCL-톰슨 전자(TTE)로 명명되었다.  

합병전인 2003 년에 톰슨의 TV 와 DVD 산업은 1 억 2 천만유로의 적자를 기
록하였으나, TCL의 TV사업본부는 중국 국내에서는 인민폐 5억3천만원(6,400
만달러), 해외에서 인민폐 8,100만원(873만 달러)의 이익을 봤다71. TCL은 이러

한 상황을 활용하여 톰슨과 M&A 협상을 시작하였다. 결국, TCL 은 TTE 의 
67%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고 톰슨은 나머지 33%를 보유하게 되었다.  

TCL 은 중국의 선두 주자이고 톰슨은 유럽과 미국에서 강한 기업이었다. 
2003 년 TCL 과 톰슨이 함께 판매한 칼러 TV 의 판매대수는 1,850 만개로 세계

의 어느 단독회사보다 더 많이 판매하였다. 이 합병은 두 개의 지역수준의 주
도기업들을 결합하여 세계적인 하나의 기업을 탄생시켰다. 

또한, 2002 년에 TCL 은 TV 와 전자분야에 잘 알려진 독일의 슈나이더

(Schneider)가 파산상태에 이르자 이 회사를 매입함으로써 슈나이더의 브랜드와 
세계적인 판로를 가지게 되었다72. 

                                            

69 “지금이 중국이 “해외로 진출”할 전략을 수행할 기회이다.”, Xinhua News, 2004년 9월11일
자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04-09/11/content_1969011.htm)  

70 “Chian Eximbank Held Mid-Year Working Conference of 2004,” January 16th, 2004 (http://engli
sh.eximbank.gov.cn/info/Article.jsp?a_no=440&col_no=84) 

 
71  “World’s largest TV manufacturer startes operation,” People’s Daily, July 30th, 2004 
(http://english.people.com.cn/200407/30/print20040730_151340.html)  

72 “China’s TCL Buys Bnakrupt German Schneider,” People’s Daily, October 8th, 2002  
(http://english.people.com.cn/200210/08/print20021008_1046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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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 Technology의 하이디스(Hydis) 취득 

2003년 1월 22일 베이징 동양전자 그룹(BOE)는 한국의 하이닉스 반도체의 
플랫패널 디스플레이 사업체인 하이디스를 3 억 8 천만달러에 매입하였다. BOE
는 하이디스의 모든 TFT-LCD 생산 라인들과 TFT-LCD 기술, 특허, 그리고 세
계 판로를 사들인 것이다73.   

새로운 회사는 BOE 하이디스라 불린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BOE 하이디스는 세계 플렛페널 디스플레이 상위 10 대 제조업

체에 드는 회사이고, 약 4%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74. BOE 하이디스는 
한국에 본사가 있다. TFT-LCD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습득이 회사인수의 목적이

었다. BOE 는 베이징에 하이디스 기술을 기초로 한 5 세대 TFT-LCD 디스플레

이 공장 설립계획을 착수하였다. 5 세대 기술은 현재  고도의 선진기술로써 세
계적으로 삼성과 LG-필립스만이 이런 생산시설의 가동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합병과 더불어 중국회사들은 다른 나라에 연구개발센터 설립도 추진하

고 있다. 중국의 대규모 TV 제조회사인 콘카(Konka)는 실리콘 밸리에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Haier 는 독일에 연구개발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급성장하는 장비 
제조회사인 Huawei 는 미국의 달라스, 인도에 방갈로, 스웨덴의 스톡홀름, 러시

아의 모스크바 등 여러 해외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 금액과 비교

하면 규모가 아직 보잘 것 없다. 하지만 중국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중국의 과학

기술진보와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재외 중국인의 세계적 네트워크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중국으로 FDI 를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재외 중국인이었다. 1995 년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의 FDI 규모는 
FDI 총액의 63% 이상을 차지했지만, 2000 년에는 45%까지 감소하였다75.  

                                            

73 “Clear New Vision for LCD,” China daily, February 13th, 2003  
(http://www.china.org.cn/english/scitech/55722.htm)   

74 BOE 하이디스(Hydis)의 FAQ (http://www.boehydis.com/Eng/prcenter/FAQ.asp) 참조 

75 Cheong, Y.(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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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중국인들은 중국으로 유입되는 FDI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외

에도, 재외 중국인들과 해외에서 귀국한 중국인들은 중국에 첨단기술과 선진경

영기법을 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고도의 교육

과 훈련을 받은 후 중국으로 돌아와 중요한 연구개발직을 맡게 되거나 교육에 
종사하기도 한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1978 년과 2003 년 사이에 70 만 명 이상의 중국 학생

들이 외국 교육기관에서 공부하였으나 이중 17 만 2,800 명만이 귀국했을 뿐이

라고 한다76.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연구환경의 향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귀국하고 있다.  

세계적인 생산능력을 자랑하는 중국 최고의 2 개 반도체회사 SMIC 와 
GSMC사의 반도체 제조공장이 ‘상하이 장강 첨단기술단지’에 설립되었던 사례

는 재외 중국인들과 해외에서 귀국한 중국인들이 중국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이 두 회사의 사례는 재외 중국인들이 외국으로부터 
선진화된 기술, 경영기법, 국제 자금을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할 수 있
는지를 잘 보여 준다. SMIC 와 GSMC 의 기술성과는 5 년 전에는 상상조차 못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이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

할 경우 기대이상의 큰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Saxenian(2003)은 이런 현상을 ‘인재순환(brain circulation)’이라 칭하였고, “1990
년대에는 실리콘 밸리에 있던 해외 중국인 기술자들이 대만을 세계적 첨단기술

생산 센터로 부상하게 만든 범태평양 협력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대만보다 10년 후에 대만의 경험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고 있다77. 

중국의 ‘기술전망 2003’과 제 10 차 5 개년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중
국정부는 향후 10년간 중국의 과학기술진보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해외 중국인

재들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임을 잘 알고 있으며 해외 중국인재의 
귀국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가지 유인들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경쟁의 효과 

FDI 의 대량유입은 외국회사간 그리고 중국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경쟁을 증

                                            

76 중국 교육부, 유학생 연보 2003 (http://www.moe.gov.cn/guoji/cgliuxue/08.htm, 2004. 8. 9 검색) 
77 Saxenian. A. (2003). 저자 허가 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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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켰다. GE 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외국투자기업(FIEs)간의 경쟁이 증가하면

서 중국은 외국투자자들에 의한 선진기술을 이전을 촉진하고 중국측 파트너기

업에 보다 유리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기업들은 외국투자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과정에서 
외국투자기업들을 모방하고 이들의 장점을 배울 수 있었다. 중국의 TV, 가전제

품, PC 시장은 이런 효과를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1980 년대 말과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일본의 Hitachi, Sony, Toshiba, National과 같은 브랜드

들이 중국 TV 와 가전제품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였다. 그러나 1996 까지 
일본 회사들은 지배적인 지장지위를 상실하고 Haier, TCL, Konka, Changhong 등 
중국회사들에게 시장을 내어 주어야만 했다78.  

세계적 네트워크로 강해지는 중국 산업계 

광범위한 세계적 네트워크와 강력한 외국기업들을 고려할 때, 중국 산업계

는 한국회사들과의 경쟁에 있어 결코 약한 상대가 아니다. 한국회사들은 중국

회사들뿐만 아니라 중국 내의 외국인투자회사들 및 세계적 다국적기업들과 경
쟁해야 한다.  

중국은 개방정책과 FDI 의 대량유입으로 말미암아 경제발전과 기술발전, 인
력자원의 향상 등 상당한 혜택을 입었다. 중국의 광대한 내수시장이 FDI 의 대
량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투자자로부터 더 많은 기술 이전을 얻어낼 수 있었던 
중국정부 협상력의 주요 결정요소였다. 

(7) 중국의 전략 및 NIS 평가 

중국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장점은 성장의 동력인 개방전략과 거대 내수시장

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협상력, 풍부한 고학력 인적자원에 있다. 한편 중국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의 취약점은 주요 연구개발역량이 비산업부문에 집중되

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산업부문에 비해 시장유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한 대학, 연구기관, 정부 연구소 등이 주요  연구개발 실행주체이며 혁신 
당사자이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는 “수요견인(demand pull)”에 의한 기술발전요

                                            

78 “중국 민간 기업을 발전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 Industrial and commercial daily, 2003년 6
월 10일자 (http://big5.china.com.cn/chinese/OP-c/36298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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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취약하다. 

이러한 취약점은 중국이 냉전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국가주도의 
기술발전 그리고 특히 수요측면보다는 공급측면에 초점을 두는 “기술주도

(technology push)”의 과학기술진보 정책을 추구해 온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바로 이런 취약점 때문에 중국정부는 현재에도 국가 연구개발프로그램

의 대부분을 정부연구소와 대학에 위임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전략은 
또 다시 연구개발활동과 시장유인 사이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아마 중국이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효율적인 체제로 만드

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국가과학기술혁신시

스템”이라는 명확한 개념적 체계, 교육과 과학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발전전략, 
정보통신, 생명공학, 재료공학 등 소수의 핵심적인 차세대 성장기술에 대한 집
중전략, 비교적 잘 정비된 연구개발 인프라, 그리고 해외의 자본과 지식을 흡인

하는 거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급속한 기술진보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6 은 이 장에서 논의된 중국의 국가전략과 목표, 국가과학기술혁신

체계, 해외 부문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종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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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IV-6] 중국의 국가전략과 목표, NIS, 그리고 해외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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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과학기술발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중국의 거대하고 급격히 성장하는 내수시장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

를 이루는데 중요한 자산이자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거대한 내수시장 덕분에 
중국은 대규모 FDI 와 수많은 다국적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할 수 있으며, 외
국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더 많이 하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풍부한 과
학기술자 양성을 촉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표준까지도 추
진할 수 있다.  

중국은 여러 개발도상국들 보다 덜 발달된 시장경제체제를 가지고 있고 아
직 사회주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방화전략을 성장동력으로 삼으면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빠른 기술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제한된 내수시장 규모가 주요 약점 중 하나이며, 이
로 인해 한국은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

이 주요 제조업 생산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면, 한국은 제조업과 수출에 기반

한 성장전략만을 추구해서는 미래번영을 담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제조업 강국이기도 하지만, 취약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의 최고의 해외 R&D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다1. 제조업 
뿐만 아니라 R&D 조차도 중국이 갖고 있는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NIS 이론에 기반한 정책수립, 집중화전략, 
상당수준의 연구개발 하부구조를 갖추고 빠른 속도의 과학기술진보를 이룩하

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려면 어떤 
정책과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본 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기술진보 경쟁

에서 자국의 상대적 위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미래 과학기술 진보의 초
점과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를 가장 
잘 이용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현재의 기술격차 정도와 기술격차의 미래 전망에 대한 기존의 설문조

                                            

1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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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를 분석한다. 둘째, 설문조사에서 예측한 미래를 직시하면서 한중 양국

이 어떻게 각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앞장에서 이
루어진 분석결과를 취합하고 한국과 중국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및 양국에 대한 
필자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번영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한다. 본 장에서 제시되는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장에서 
네 개 범주의 전략으로 분류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각 전략의 미시적 특징과 
각 전략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한국의 미래 경제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
의한다. 이러한 전략들이 향후 미래 한국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
량적 분석은 다음 장에서 이루어진다. 

(1) 한중간 상대적 과학기술진보 동향과 전망  

본 절에서 우리는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하

지는 않는다. 미래에 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한중간 
기술격차에 대한 기존의 문헌에 의거하여 한국과 중국의 상대적 과학기술진보 
동향과 향후의 진전방향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  또한 양국 정부의 전략적 강
조점과 자원배분이 향후 양국의 미래 과학기술진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한
중 양국의 정부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한국은 기술진보 경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한중간 기술격차 및 전망에 대한 기존의 설문조사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최선의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기술분야의 선정, 응답자의 
구성, 설문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런 문제들은 설문조사방법의 심각한 한계와 관련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디자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 시행하려면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질문이나 불량한 의사소통

으로 질문의 핵심이 전달되지 못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주의하여 시
행되어야 한다. 설문 응답자들은 종종 설문 주제의 폭과 깊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응답기관 내에서 경험이 많은 구성원이 응답자

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도 흔히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응답자로 배정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응답이 사실에 기초하기 보다는 응답자의 견해에 기초

한 것이거나 응답의 결과가 본인들의 이해와 관련이 될 경우 응답자들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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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을 미리 고려하여 응답내용을 조정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므로 응답결과

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기술수준 평가에 대한 기존 설문조사의 심각한 한계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

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

의 기술 경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여러 다른 설문조사들을 살펴보고 비교할 
것이다.  

2002년에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를 포함한 한국의 17 개 부처는 공동으로 
국가 기술지도를 그리고, 향후 10년간의 한국의 과학기술전략의 로드맵을 제안

했다. 국가기술지도는 5 개 비전과 13 개 발전방향, 49 개 전략적 제품 및 기능, 
99개 핵심기술을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기술수준에 관한 2003 년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99 개 핵심기술들의 상대적 기술수준을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의 수준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2. 한국의 평균 기술수준은 미국의 65.1%로 미국에 비해 5.8
년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3 개 
개발방향에서 한국은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항공분야

에서는 약하다. KISTEP 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예측대로 한국은 중국보다 항
공분야에서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정보통

신제품의 생산과 교역에서의 한중간 경쟁이 점점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한중간 
기술격차는 정보통신관련분야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KISTEP 설문조사의 표본에는 산업부문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67명의 전문가들 중에서 산업부문은 17.0%에 불과하고, 대학 
34.4%, 연구소 48.6%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이 기초과학에서 상대적으로 약하

고 상업화에는 강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KISTEP 의 설문조사 결과에는 한
국에 대한 하향편의(bias)가 있을 수 있다. 

                                            

2 KISTEP(2004b). 과학기술기본법 제 14 조 2 항에 의하면 과학기술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

한 한국의 기술 수준을 조사•비교하고 한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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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 한국 국가 기술지도의 99 개 핵심기술들에 대한 기술격차 조사 결과 

개발 방향 

한국
의 

기술
수준
(%)

중국
의 

기술
수준
(%)

세게 
최고수준
과 비교한 

한국의 
기술격차

(년)

한중
간 

기술
격차 
(년) 

1.유비쿼터스 통신 72.9 48.2 3.2 4.1 
2.콘텐츠 및 서비스 혁신 69.8 50.3 3.5 3.2 I 
3.지능형 생활 환경 73.4 43.8 3.6 4.9 
4.신약(개발/산업화) 58.7 46.4 5.1 2.0 

II 
5.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혁신 62.5 49.1 4.8 2.2 
6.유쾌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환경 혁신 54.4 48.3 8.8 1.0 

III 7.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에너지 산업화 63.3 57.0 6.3 1.0 

8.미래 수송 장비 및 시스템 70.5 51.9 7.8 3.1 
9.첨단기술 주거 및 사회 하부구조 혁신 69.3 57.4 6.6 2.0 
10.차세대 생산체계 /메카트로닉스 72.0 51.1 4.8 3.5 

IV 

11.신소재/부품 72.0 61.1 5.1 1.8 
12.항공시대 진입 46.5 69.2 11.9 -3.8 

V 
13.식량 보안/자원 비축 63.0 50.9 6.4 2.0 

평균 65.1 52.5 5.8 2.1 
주:  기술수준은 국가의 특정 기술이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백분율로 평가했다. 기술격차는 한 국가의 특정 기술이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몇년이나 뒤처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자료: KISTEP (2004b) 
 

한편, 99개 기술 선택의 편의 때문에 한국에는 유리하고 최고기술 보유국에

는 불리한 편의도 있다. 99개 기술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초기단계 또는 성장단

계에 있지만, 이 중 몇 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술들은 세계적 기술선도국들 
입장에서는 성장 또는 성숙기술이다. 다시 말해서 99 개 기술은 한국의 입장에

서 차세대 성장기술이지 세계적 기술선도국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과학기술 진보에서 중국의 위치는? 

중국의 국립과학기술발전연구소(NRCSTD)도 ‘기술전망 2003’에서 KISTEP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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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3. 평가의 대상이 된 기술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분야 등 3 개 부문 222 개 기술분야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1,000 명 
이상의 전문가들에게 선진국의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중국의 현 수준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질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22 개 주제들 중에서 86%
에서 기술격차가5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8%는 동등한 수준이고, 5%만

이 6~10 년 뒤처져 있다. 222 개 주제들에 대한 기술선진국과 중국의 기술격차

가 평균 5년정도라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표 V-1에 요약된 KISTEP설문조사가 선진국과 중국간의 
기술격차를 8년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더 낙관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러한 차이는 기술분야 선택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편의에서 기인한다.  

NRCSTD 조사대상이 된 기술주제 222 개는 5~10 년 후에 중국이 그런한 기
술의 발전에 성공할 확률이 높거나 미래 중국의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로 선택되었다. 따라서 기술 선택 자체가 기술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세계적 기술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222 개 기술은 KISTEP 의 설문조사 대상이 된 한국의 99 개 핵심기술보다 더 
성숙된 기술일 수도 있다.  

또, NRCSTD 설문조사의 대부분 응답자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으며 산업부

문의 응답자는 5%도 안된다. 중국에서 산업부문 연구개발역량이 매우 제한적

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응답자 표본추출에서의 편의가 중국 기술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중간 기술격차 전망 

KISTEP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매우 좁아서 평균 
2.1년 밖에 되지 않는다. 한중, 한일 간의 기술격차에 대한 다른 연구들도 있다. 
한국산업은행 (KDB)의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기술역량이 중국에 3.8
년 앞서고 일본에 2.2 년 뒤처져 있다4. 산업은행의 설문조사는 응용기술과 개
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 산업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

                                            

3 KISTEP (2004b)는 기술수준 조사에 한정된 반면 NRCSTD 조사에서는 기술수준에 대한 조
사는 설문의 여러 목적들 중 하나일 뿐이다. 

4 한국산업은행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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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의 격차는 과소추정되고 한국과 중국사이의 격차는 과대추정되었을 수 
있다. 

가까운 장래에 한국과 중국의 상대적 기술역량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산업

은행 조사에는 기술격차에 대한 미래 전망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한국의 기술

수준을 100 으로 볼 때, 중국의 기술 수준은 2004 년 76.5 에서 2007 년 87.0, 
2010 년 94.5 로 높아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격차 또한 좁혀질 것이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한·중·일의 기술격차는 2010년까지 상당히 좁혀지겠지만, 
순서는 여전히 일본, 한국, 중국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른 설문조사와 다르다5. 설
문조사결과에서 10 년 후에 중국의 기술역량이 한국을 앞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439 개 주요 일본 기업의 연구개발 관리자들이었다. 설
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한·중·일 기업의 기술 역량은 5 점 척도로 각각 4.0점, 
3.3점, 2.6점으로 평가되었다. 10년 후에는 일본과 한국, 중국의 기술역량은 각각 
4.1점, 3.6점, 3.8점이 되어 중국이 한국을 앞서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대만은 3.1점으로 여전히 한국보다 뒤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러 편의들 가운데서도 산업의 선택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2004)은 일반기계산업에서 2010 년까지 일본, 한국, 중국의 기술

수준 순서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다. 자동차산업 및 컴퓨터산업에서

는 2010년까지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앞서면서 일본을 상당히 가깝게 따라 잡
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가전제품, 통신장비, 석유화학산업에서는 2010 년

까지 세 국가의 기술격차가 매우 좁혀질 것으로 보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반
도체산업에서는 2010년경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중국은 한국에 근접할 것으

로 평가되었다6. 

                                            

5 조선일보, “무서운 중국의 기술: 10년후 한국 추월 중국 기술력 무서워,” 2004년 7월 30일. 
6 적어도 메모리 시장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대규모 투자(생산 라인 당 약 20억 달러 소요)

와 같은 진입장벽과 수요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 때문에 삼성이 오랫동안 선두 위치를 유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진국에 의한 수출통제 (export control)라는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

고 중국은 한국 및 대만과 더불어 반도체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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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2> 한국의 10 대 성장동력 산업 (2003)  

산업 제품과 기술 예 
디지털 TV/ 방송 방송 시스템, 디지털 TV, DMB, 셋톱박스, 복합장비 
디스플레이 LCD, LED, PDP, 유기 EL, 3D, 전자문서, 관련 소재 

지능형 로봇 가사로봇, 정보통신기반 서비스로봇, 극한작업환경 로봇, 의료 
지원 로봇, 인공지능에 관한 핵심원천기술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능형 교통체계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칩, 시스템온칩(SoC), 나노 전자장치, 관련 소재 

차세대 이동통신 4세대 단말기 및 시스템, 텔레매틱스, 신호 조작 및 해석기술, 
전자 광통신기술 

지능형 홈 
네트워크 

홈 서버/ 홈 게이트웨이, 홈 네트워킹, 지능형 가전제품, 
유비쿼터스 컴퓨팅 

디지털 콘텐츠/ 
SW 솔로션 

디지털 콘텐츠, 문화 콘텐츠, 내장 소프트웨어, 지능형 통합 
물류체계, GIS/GPS 시스템 

차세대 전지 2차전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관련 물질 
바이오 신약/ 
기관 

신약, 바이오장기(복제, 이식), 바이오칩, 이미지 진단장비, 
노년층을 위한 의료장비 

 

한국은 향후 1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2003 년 한국정부는 2012 년까지 일인당 국민소득 2 만불 달성을 목표로 “차
세대 성장동력”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7. 10 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1)산업

의 세계시장 규모 2)전략적 중요성, 3)시장과 기술 추이, 4)한국의 국제경쟁력 확
보 역량, 5)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같은 다섯 개 선택기준을 바탕으로 지정

되었다8. 표 V-2는 10개 성장동력산업의 목록이다9.  

6대 기술(6T) 촉진과 함께 진행되는 최근의 차세대성장동력프로그램은 향후 
5~10 년의 의 중단기 성과를 목표로 하는 주요 과학기술발전프로그램 중의 하

                                            

7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의 일인당 GNI는 12,646 달러이다 
8 프로그램 도입 마지막 단계에서 조선, 철강, 석유화학이 성장 동력 산업에서 제외되었다. 
9 재경부 외 11개 부처, “차세대 성장동력 프로그램 집행 계획,” 2002년 8월22일.  

(http://www.most.go.kr/most/t_board_admin_operation.jsp?listID=jungbo13&bSeq=1005970&flag=read, 
2004. 10. 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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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10. 2004 년 국가 총 연구개발 예산의 5.8%가 이 차세대성장동력 프로그

램에 투자되었으며, 6T 촉진에는 전체 국가 연구개발예산의 약 1/3을 차지한다. 

차세대 성장 동력 프로그램에 반영된 한국의 중기 과학기술전략에는 두 가
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한국은 “정보통신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갖고 있다. 10개 성장동력 
산업 중 적어도 6개는 정보통신제품에 속한다.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

형 로봇과 같은 산업들도 정보통신의 응용과 매우 접하게 관련되

어 있다. 차세대 배터리, 바이오 신약과 장기 등 2개 분야만 정보통신

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아직도 무형의 지식상품보다는 유형의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강조점

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1) 일인당 국민소득 2 만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수익원(cash cow) 산업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자체의 설계 2)한국의 발전 수준

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기업은 세계 기술선진기업처럼 ‘지식과 서비

스’ 같은 무형제품을 제공하기 보다는 여전히 ‘상품 판매’로 돈을 벌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선도기업인 삼성전자는 여전히 하드웨어기업이다. 삼성전

자의 대부분 수익은 반도체, 이동전화 단말기, TFT-LCD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통신장비와 같은 하드웨어에서 발생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IBM은 더 이상 PC 회사가 아니다. 유형상품보다는 서비

스와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제품을 판매한다. 2003 년 기준으로 수익의 거의 절
반(48%)이 전세계적 서비스에서 발생했고, 16%는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발생했

다. PC, 메인프레임 컴퓨터, 반도체와 같은 하드웨어 장치는 전체 수익의 32%에 
지나지 않는다. 

다국적기업들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
이 큰 과제인데 이것이 바로 IBM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시장이다.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계적 서
비스, 컨설팅, 소프트웨어 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

                                            

10 필자가 “최근”이라고 한 이유는 한국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계획기간이 끝나기 
전에 프로그램 이름을 바꾸거나 중장기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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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개념과 기술의 이용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사이에는 근
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같은 제품에서조차 기술적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또
한, 대개 미국의 기업고객들은 장비 자체보다는 기술을 구매한다. 미국 기업이 
하드웨어 장비를 구입하면 이와 관련한 직원교육과 작업조정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애초의 하드웨어 구매비용보다 더 큰 경우가 많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서비스,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에 담긴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용하기 때문이

다. 이것은 한국기업과 미국 기업이 서로 다른 시장부문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의 차세대 성장기술 준비는? 

‘기술전망 2003’은 중국이 향후 5~10 년 이내에 주요한 혁신(major 
breakthrough)을 이룰 수 있는 10개 기술분야를 정하였다.  이 10개의 기술분야

는 미래에 중국이 강점을 보일 과학기술 분야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분

야들은 863 프로그램이나 973 프로그램 하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표 V-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0개 분야 중 5개가 생명공학에 속한다

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사실, 중국은 유전자변형농작물 재배 등 몇 개의 생명

공학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 중국이 우위를 
가지게 될 10 개 기술분야는 정보통신과 생명공학에 균형있게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
과 대조된다. 

<표 V-3> 중국이 10 년 이내에 주요 기술혁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10 대 기술 
분야 기술 

1. 차세대 이동통신 (3G/UWB 이상) 
2. 차세대 네트워크 
3. 나노미터 칩(12” 90/65nm 칩 기술이 목표) 

정보통신 

4. 중국어 정보 처리 
5. 기능별 게노믹스 
6. 의료 생명공학 
7. 유전자정보학 
8. 기능별 프로테오믹스  

생명과학 및 
바이오기술 

9. 유전자 변형 신 농산물 재배 기술 
신소재 10. 나노 소재 및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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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술전망 2003’에 참여했던 중국 전문가들은 상대적 중요성 측면에

서는 중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로 정보통신기술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명공학, 신소재 순서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서로 비슷한 한국과 중국의 미래준비 모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은 어느 정
도 비슷해 보인다. 두 나라 모두 정보통신기술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

다. 정보통신 내의 기술분야 선택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표 V-3 에 있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이 추구하는 네 가지 정보통신기술 중 세가지는 표 V-2에 있는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과 중복된다.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국

과 중국이 세계적인 기술 및 시장 추세를 공유하므로 당연할 수 있다. 물론 동
일한 기술부문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고 기술적 내용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적어도 몇 개의 기술분야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더 나은 기술적 내용을 보
유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술우위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는 불확실하다.   

(2) 한국의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기초과학과 핵심원천기술에서 심오한 지식을 보
유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은 비교적 응용기술과 상업화에 우수하다고 한다. 그
러나 응용기술과 상업화에서의 상대적 강점이 장기적인 우위로 유지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기초과학이나 핵심원천기술에 비해 따라

잡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응용기술과 상업화 능력의 발전이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FDI 의 급
증,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교육·훈련, 다국적기업의 R&D 센터 설치 등 긍
정적 변화요인이 이러한 능력의 향상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한국이 과학기술 경쟁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정책과 전략을 추
구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하자. 여기서 논의되는 전략은 이전 장의 분석과 
기존의 연구에 기초한 논리적 추론으로 도출되었는데, 특히 앞에서 논의한 바 
과학기술역량의 세가지 측면—지식축적, 상업화능력 제고, NIS 의 효율성 제
고—과 한중간의 장단점 비교를 염두에 두었다. 이 전략들이 한국의 미래 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다음 장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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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집약도의 장점을 강화하고 R&D효율성을 제고 

R&D투자에서 지식축적으로 그리고 R&D생산성 향상으로 

높은 R&D집약도는 한국의 장점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
은 R&D 효율성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11. 이 문제는 여러 요인들에 
기인한다. 이미 제3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은 R&D집약도에 있어서는 최고 
그룹에 속하지만 과학자 및 공학자의 도는 선진국보다 낮다. 한국의 지식집

약적 연구 활동의 성과를 향상시키려면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고도의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인재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의 고급과학자 
및 공학자를 길러내는 일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계적 두뇌집단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들

의 지식과 과학기술역량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 인력확보와 네크워

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R&D 효율성의 또 다른 주요 결정요인은 지식저량(knowledge stock)의 수준일 
것이다. 지식저량의 수준이 낮으면 높은 유량의 R&D 투자로도 지식저량의 수
준이 높은 나라만큼의 성과를 낼 수 없다. 지식 저량 자체를 증가시키기 위해

서는 R&D투자가 필요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일정 수준의 R&D효율성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한국은 지식의 축적을 필요로 하고, 이것은 다시 R&D 투자를 
필요로 한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지식저량의 증가가 어떻게 한국의 경제성과

를 다르게 만들고 지식의 축적을 촉진하는 전략이 왜 미래의 여러 불확실성에

도 불구하고 한국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안전한 전략이 될 수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연구개발효율성의 또 다른 결정요인들: 조직 혁신과 R&D 관리능력의 향상 

연구개발효율성을 결정하는 또다른 요인들로 제도적 구조와 연구개발하부구

조 여건을 들 수 있다. 중국에 비해서 한국은 시장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더 발
달되어 있고, 이에 시장과 기술간의 연계성도 더 높은 편이며, 보다 현대화된 
제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한국의 연구개발효율성은 
중국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과 중국이 동일한 수준의 축적

                                            

11 한국의 R&D 생산성은 OECD국가들의 평균 R&D생산성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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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 동일한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한다면 연구개

발 성과 및 생산성은 한국이 더 높을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장점을 유지하고 
연구개발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직 혁신, 연구개발 관리능력의 향
상, 지배구조 개선 등의 측면에서 끊임 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 장기 연구: 정부의 역할  

차세대 성장기술과 핵심원천기술 

한국의 상대적 장점 중 하나는 응용 기술과 상업화 능력이 비교적 높은 수
준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풍부한 지적재산권의 온상이 될 수 있는 핵
심원천기술에는 약하다. 핵심원천기술이나 미래 지향적인 기술은 투자자가 전
용(專用)하기 힘든 외부성(externalities)을 갖고 있어서 산업계에선 종종 이런 영
역에 과소투자한다. 핵심원천기술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응용분야를 망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기술을 전용(專用)할 수 있는 기업은 특히 한국

의 경우에 그리 많지 않다. 장기적인 미래에 실현될 핵심원천기술과 미래지향

적 기술은 정부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영역이다. 

단기적으로는 곧 실현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수익성이 
높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정보통신기술에 집중하고 중단기 기술 목표를 지향하

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정부는 산업부문이 과소투자하

게 되는 핵심원천기술과 장기 미래 기술 부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문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정부는 6T 프로그램을 
비롯한 미래 지향적 연구개발사업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실현 시기, 개발성공여

부와 관련한 위험도, 개발된 기술의 영향력 등의 면에서 연구과제의 구성이 어
떻게 되어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기초과학분야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부문이다. 한
국의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난 10 년간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차세대 기술 및 핵심원천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까지는 많은 시
일이 소요될 것이다. 기초과학과 핵심원천기술의 진보는 한국정부가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들 중 하나이다. 

중국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기술시장교환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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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연구개발 우선순위는, ‘기술전망 200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분명히 
바이오, 신소재, 통신기술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기술에 있다. 

정보기술 중심 전략에서 바이오기술 및 나노기술과의 결합 전략으로 

한국은 정보기술의 일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건실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만, 바이오기술과 나노기술과 같은 앞으로 부상할 신기술에서는 여전히 매우 
취약하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지난 30년간 정보혁명을 일으켰던 것 처럼, 나노

기술은 향후 20 여년간 과학과 소비제품에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중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정보기술 중심 전략이 더 이익이 될지 모른다. 그러

나, 장기적으로는 1990 년대 정보통신 혁명을 이을 차세대 기술혁명 물결의 핵
심기술로 알려져 있는 바이오기술이나 나노기술과 같은 비정보통신 분야로 점
차 다양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정보기술 중심 
전략보다 정보기술에서 약간의 다각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인지에 대
한 정량적 분석을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연구에서 상당히 흥
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적 네트워킹을 통한 과학기술진보의 가속화 

차세대 기술의 핵심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 

한국은 정보기술의 특정영역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지
렛대로 삼아 한국의 정부, 학계, 산업계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및 산업의 선두그

룹들과 동반자가 되기를 추구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랜드연구소의 전문

가들을 포함하여 상당 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이 정보기술면에서의 우위

를 기초로 하여 정보기술과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과 나노기술 간의 융합분야

로 진출하는 것이 유익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분
야에서 축적된 지식수준이 상당히 낮아서 어려움이 있다. 한국이 생명공학과 
나노기술분야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차세대 주요 기술

의 핵심 전문가집단의 네트워크에 통합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세계적 핵심 전문가집단과의 네트워킹에 투
자하는 것이다. 즉, 세계적 고급 과학기술인력들과 연구과제를 공유하고, 이들

이 한국의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를 할 유인을 제공하고, 가능하면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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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소유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국제 공동연구개발

은 이미 국제적 지식흐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세계적 지식인

들의 역량에 연결되는 것이 가져다 줄 또 다른 효과는 한국의 고학력 인적자원 
시장을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세계화 

한국기업들은 연구개발활동의 세계화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연
구개발활동 역시 세계적 우수 인력과 세계에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세계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히 한국이 규모가 작은 나라이고 여러 
기술분야에서 지식축적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으므로 효과적인 전략

이 될 수 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연구개발예산을 모두 외국인에게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외국전문가들이 한국의 주요 정부 연구개발사

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 한국의 약점을 보완하는 전
략이 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적어도 특정분야 기술개발에서는 외국

인 고급인력들이 참가하도록 허용하고 연구결과로 얻은 지적재산권을 공동소

유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부의 위상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이제 과학기술부는 정부부문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세계적 네트워크에 투
자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특히 한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기술분야에서는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이 한국의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한 이들이 한국의 과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하도록 장려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차세대 기술혁명 물결을 따라잡고 준비하는데 박차를 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중국시장 집중 전략과 지리적 다각화 전략 

중국의 장점을 활용하여 한국의 약점을 보완 

한국은 중국의 장점을 활용하여 자국의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생산은 물론 연구개발에서도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는 있는 점 등은 한국이 갖지 못한 중국의 장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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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흔히 중국에 진출한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에서 
필요한 자재 등을 수입해 가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거나 혹은 중국과 
보완적인 시장을 발견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상당수 한국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서 
연구개발함으로써 이미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더구나 한국과 중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점은  한중간 경제교류를 더욱 촉진하는 요소들 중
의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와 같이 한중간 경제교류가 상당히 보완적인 특성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다면, 중국에서 보다 많은 시장기회를 추구하는 것이 한
국에 유리한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가 앞으로도 성립할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  

중국시장중심의 교역구조를 더 심화해야 하나? 

한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시장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으로부

터 “부메랑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 중국이 세계시장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한국은 려나게 되지나 않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중국에 대한 혼란스

런 인식의 단편을 보여준다. 세계적 반도체회사 Infineon 의 사장인 Ulrich 
Schumacher은 이에 대한 혼란스러운 심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12. 

“ 중국은 큰 물음표이다. 중국이 미래의 시장인가? 중국은 미래의 적인

가? 우리가 중국산업의 발전을 돕는다면 중국이 결국 우리의 사업을 망
하게 할 것인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지

만, 한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중국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어쨌든 우리

는 게임의 일부분이 되어야만 한다” 

한국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지금 보
다 훨씬 광범위한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인지, 혹은 앞으로 중국이 한
국경제에 가지는 비중을 다소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
답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냐에 따라 
달라진다. 

                                            

12 “Let China's fabs have top technology, says Infineon's Schumacher”, Clendenin, M., EE Times, 
February 27, 2003 (http://www.eetimes.com/article/showArticle.jhtml?articleId=18307999&sub 
_taxonomyID=2511, 2004. 8.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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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세계적 다국적기업들의 중국현지 연구소들을 방
문하여 연구관리자들과 위의 혼란스러운 인식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어 보았

다. 이들 중국현지 연구소 관리자들은 대부분 중국에 적극 진출해서 얻는 이득

이 부메랑효과 등 부정적인 반향 보다 훨씬 크다고 믿고 있었다. 물론 이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는 사실자체가 이러한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이러한 추측이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다음 장에

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지리적 시장의 다각화: 보다 도전적인 시장으로 

한국기업들이 가능한 한 빠르게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이동해 가고 제품의 기술적 내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늘 제기되어 왔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한국은 중국보다 더 세련되고 
까다로운 취향을 가진 시장, 보다 도전이 많은 시장을 개척하여 진출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 있다. 과연 그런지에 관한 정량적 분석은 다음 장의 미래 
시나리오 분석에서 살펴볼 것이다. 

1990 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수출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비중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개도국시장의 경
제성과가 비교적 괜찮았던 덕분에 지금까지는 나쁜 전략은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다시 한국의 미래가 어떤 양상으로 펼
쳐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는 한국이 중국시장 및 다른 
개발도상국 시장에 몰두하는 것은 현재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의 기회를 상실하

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창의성과 혁신적 사고를 위한 교육 

창의적 학습을 위한 교육체계 개편 

한국은 일정수준의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존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보다

는 좀 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창의적 교육

을 위해서는 교육의 전단계 (초등, 중·고등, 대학을 포함한)에 걸친 교육개혁

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국에서 매우 큰 과제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교육, 특히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열정은 주로 대학입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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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이것이 공식적인 교육 목적은 아닐지라도)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

은 불가피하게 획일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교육체계 및 교과과정을 개혁하는 문제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이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 교육개혁의 
진행속도는 매우 느리다. 한국의 교육개혁은 입시학원, 정규 공립 및 사립 학교, 
교직원 협의회, 학부모, 다양한 정부 부처를 포함한 각기 다른 이해집단 간의 
분쟁으로 둘러싸여 곤경에 빠져 있다. 

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한국정부는 한국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만드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과학

기술 측면에서 한국은 연구개발의 국제 중심지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꿈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

와 자격조건에 맞게 공급되어야 한다.  

한국의 전체 고등교육 학위 보유자 중 과학자와 공학자의 비율은 2003년 기
준으로 41%이며, 이것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
우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인구 1 만 명당 과학자와 공학자의 도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13. 더구나  세계적 수준의 한국인 과학기술자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원 교육의 질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14. 대학원 학생

들은 연구자 집단의 일부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고급 과학기술자가 될 후보들

이다.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대학원 교육은 최근에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교육부는 ”21 세기를 위한 두뇌한국”을 의미하

는 일명 “BK 21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이러한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3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구 차를 통제하기 위해서 과학자 및 
공학자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14 이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원 수준은 학부수준 교육에 비해서 국제적으로 경
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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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극복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잘 
교육받고 다재다능한 노동력”을 키우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시하는 과학기

술정책이다. 특히 한국에서 이 전략은 현재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에 대해 Win-
Win 해결책을 찾는 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평균 임금은 중국의 
10배가 넘지만 한국에서 노조는 매우 대립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성장과 소득분배간의 상충관계(trade-off)를 둘러싼 논쟁은 신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까지 일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성장동력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주 
5일 근무”라는 새로운 노동 관행을 도입하는 과정이서 이러한 논쟁이 더욱 가
열되기도 하였다15. 교육전략은 수요측면의 지식집약적인 산업활동과, 공급측면

의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잘 연계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은 특
정 수준의 일인당 소득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한국인들이 선진국의 유사한 교
육수준과 숙련을 가진 사람이 받는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의 노동생산성 만큼 높아져야 하며 노사 모두 더욱 
혁신적일 필요가 있다16. 

이외에도 과학기술분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전략들로는 초중등 교육에서 
수학 및 과학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든지, 자연과학 및 공학 전공의 중요성 강조, 
평생교육, 현장교육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제조업 중심사고의 극복 

기술의 용도와 소비자 수요취향에 대한 이해 

세계적인 재계 전문가들은 한국기업이 메모리칩, LCD 와 같이 표준화된 제
품의 대량생산은 잘하지만, 시장의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는 약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기업이 가치사슬의 더 

                                            

15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될 때까지 공식적인 주당 노동 일수는 5.5일 이었다. 
16 한국에 있는 노동조합들은 항상 기업이 혁신에 박차를 가하여 고용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

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임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노동계 역시 더 혁신적

이고 생산적이어야 한다. 교육은 기업과 노동계 양자 모두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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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단계로 이동해 가고 보다 차별화된 제품시장으로 이동해 가려면 창조성과 
선진화된 기술능력과 더불어 기술의 용도와 시장의 수요에 대한 깉은 이해능력

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 없이는 한국기업들이 다른 경쟁자에 앞서 새로운 시
장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술 사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소비자 수요의 미묘한 필요를 잘 포착하

지 못하는 경향은 주요 한국기업들의 제품구성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 많
은 한국 정보통신기업들은 소비자선호의 미묘함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없는 
반도체나 LCD같은 표준화된 제품을 늘 생산해 왔다. 자동차는 한국의 또 다른 
주요 수출품목이지만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은 복잡한 최고급 자동차 및 부품에

는 아직 약한다. 한국기업들은 시장 감각의 부족으로 다른 경쟁자보다 앞서 혁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는데는 뒤처진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기업들은 기술의 용도와 소비자의 요구

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대안은 세계의 다른 시장선도자들과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합작회사를 설립하

고, 목표로 하는 세계시장에 해외 연구소, 디자인센터, 마케팅연구소를 설립하

는 것이다17. 

과학기술부는 새로운 과학정책체계하에서 미시정책의 종합조정자로서 제조

업 지향적인 R&D 활동을 넘어선 투자를 국가수준에서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

다18. 

지식의 판매와 상품의 판매 

많은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이 더 이상 주요 수입원이 아니다. 미국에서 제조

업의 비중은 2001년 기준으로 GDP의 14%, 전체 고용의 15%에 불과하다19. 소
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제품을 판매하기 보다는 지식을 팔고, 보다 나은 

                                            

17 예를 들어, Honda는 미국에서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Honda는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

를 이해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다. 일본기업들은 항상 미국에 디자인센터와 마케팅

연구소를 갖고 있다.  
18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지배구조”에 관해서는 앞의 제4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19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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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찾아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20. 

대조적으로, 한국정부는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품을 파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본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최적의 기회를 찾도록 하기 보
다는 국내에 머물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최근 저금리 시대에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세율인상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만약 개방전략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바라본다면,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방
안 즉, 한국인들에게 국제 자산과 연계된 새로운 금융상품을 제공한다거나 한
국의 자본이 세계로 나가서 최적의 투자 기회를 찾도록 장려하는 정책 등을 고
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이 10년 후 일인당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산업계뿐만 아니

라 정부도 세계경영 패러다임으로 좀 더 옮겨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국은 
제품 판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의 최적기

회를 활용함으로써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도 노력을 더욱 경주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고급 인력들을 유치·보유하려면 더욱 매력적인 생활환경 제공을  

노동은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교과서식 발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
다. 특히 고학력 인력은 다른 집단들보다 더욱 이동성이 높다. 과학기술자를 비
롯한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의 경쟁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므로 세계적 석학들을 머물게 하고 새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상대

적 생활매력도 (relative attractiveness of the country to live)”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게 되었다.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해 한국은 R&D 센터와 세계적 기업들의 
고부가가치 활동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한국을 매력적인 생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야 할 것이다. 

                                            

20 OECD(1999)에 따르면 1990 년에서 1998 년 사이 상품수출의 연간 증가율은 5.9%인 반면 
서비스교역의 연간 증가율은 6.4%이다. OECD국가들의 경우 1990년대부터 서비스부문의 FDI
가 제조업부문의 FDI 보다 더 많다. 서비스부문의 주요 FDI 는 은행, 사업 서비스, 통신, 소매

업 등으로 구성된다. IBM과 GE와 같은 회사는 수익의 약 절반을 서비스부문에서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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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은 중국 못지 않게 한국에도 중요한 전략 

중국이 문을 활짝 열고, 구(舊) 사회주의 국가들도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지구촌에서 고립된 국가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

는 한국이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대적인 국가로 비치고 있다. 많은 외국

기업 경영자들은 한국이 활발한 세계 네트워킹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된 국가라

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UNDP (2001)에 따르면 인도는 Fortune 500대 기업 중 185개 기업

으로부터 약 1 억 달러 어치의 소프트웨어 외주를 받았다. 중국이 실리콘 밸리

와 강력한 유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인도도 방갈로와 실리콘밸리 사이에 강력

한 유대를 갖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연구소와 기업

들을 한데 묶는 다국적기업의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한국은 광대역인

터넷 보급률에서 세계 최고이지만 세계의 인터넷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에서 
그에 걸맞은 시장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제한된 내수시장을 가진 작은 나라이고 또 중국,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덜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방전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한국은 외국인투자나 외국기업 활동을 국내로 끌어들이려는 노력 못지 
않게 세계시장에서의 기회를 개척하기 위해 밖으로 나아가는 것도 강조해야 한
다.  

개방은 안으로든 밖으로든 중국보다 한국에 더 필요한 전략일 수도 있다. 한
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구호로 개방정책의 방향을 대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투자기회를 찾아서 나가라”,  “세계 최고 수준의 인
적 자원과 연계하라”,  “한국의 자본과 노동이 세계적으로 최적의 투자기회와 
일자리 기회를 찾아서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라”, “한국을 세계의 시장으

로 세계를 한국의 시장으로”. 

(3) 주요 정책방향의 요약 

본 장에서 논의된 정책방향 및 한국의 과학기술발전전략은 아래의 네 가지 
큰 범주로 요약할 수 있다.  

1) 중국과의 광범위한 경제 교류를 유지하고 정보통신 관련 기술에 초점

을 맞추는 현재의 전략과 정책방향 고수  



향후 과학기술발전의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109 

2) 자본과 인력이 국내외로 보다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

여 다양한 방향으로의 개방을 추진. 이 전략은 중국에 상당히 집중되

어 있는 경제교류 형태에서 지리적 다각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변
화를  포함 

3) 지식의 축적과 창출, 연구개발 및 상업화 역량구축 등 과학기술역량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및 관련 제도의 개선 

4)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을 배양하는 교육에 초점을 두는 전략을 통해 
과학기술역량의 근간을 튼튼히 함  

 다음 장에서는 위의 네 가지 전략의 특징을 정량적으로 정의하고 각 전략이 
10년 후 한국의 경제성과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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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 시나리오 

앞에서 필자는 한중 양국의 경제교류 및 부문별 경제성과와 과학기술역량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의 구조와 동기를 비교분

석하여 한국과 중국의 장단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바람직

한 정책방향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렇다면 앞에서의 분석의 결과로 얻은 
여러 다른 요소와 추세들이 결합되면서 그리고 한국이 선택하는 전략이 달라짐

에 따라 향후 한국경제의 진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네가지 전략들이 향후 10년의 미래를 내다볼 때,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 한중간 기술격차 등 여러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

의 경제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몇 개의 서술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우리는 한국의 정책적 선택을 위한 
문제점과 향후 전망을 보여 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한다. 

(1) 시나리오를 분석적으로 사용하는 접근방법 

한국이 현재 선택하는 전략이 향후 한국경제성과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매우 불확실한 미래의 전개 양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본 장의 분
석에서는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장기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들을 
설명한다. 우리는 본 장의 분석을 통하여 아래의 세가지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첫째, 장기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전략들 중 어떤 전략

을 택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개념과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통적 분석은 
대개 가장 가망이 높은 미래상황을 가정하면서 소수의 미래 시나리오를 분석하

여 최적의 선택을 찾고자 한다. 이에 반해 우리는 미래의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수많은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

라도 성공의 최소조건을 만족시키는 강건한(robust) 전략을 찾아내는 접근방법

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을 다룰 때에는 단순화하는 가정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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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본 장의 분석에서는 이와 반대로 불확실성 요인들을 관심의 초점

으로 삼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장의 분석은 예측이 들
어맞지 않는 경우에 현재 채택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미래의 성과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분석방법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1. 이 개
념에 대해서는 이하의 제3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둘째, 본장의 분석은 향후의 심층분석과 연구를 위한 토대를 놓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엄청난 변화와 심각한 불확실성이 잠재된 미래

의 성과를 목표로 현재의 정책결정을 해야만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때  
전략선택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본 장의 분석은 강
건성에 기초한 의사결정 방법(robust decision method)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소개함과 동시에, 간단한 한국경제 모형을 설정

하고 이러한 방법론을 실제로 적용해 보이는 일차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앞으로 이 분석이 확장되고 다양하게 응용되기를 바란다. 

셋째,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직면하는 전략선택에 대한 정형화된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장의 작업은 현재 상태로는 기본적으로 시험적인 특성을 
띠고 있으므로 분석결과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분석은 현재 선택하는 전략의 차이와 미래

의 상황변화가 한국의 경제적 번영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임은 
물론, 이러한 성과의 차이를 정량화함으로써 불확실성 가운데에서도 보다 지혜

로운 전략선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한국경제의 단순모형 

강건한 의사결정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한국경제정책 결정자들이 당면한 장
기정책 선택를 분석하려면 미래 시나리오를 체계적이면서도 분석의 목적에 맞
는 형태로 생성해 낼 도구가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도구가 될 간단한 한국경

제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우리의 간단한 한국경제모형은 국민소득에 관한 항등식으로부터 시작한다. 

(6.1)  Y = C + I + G + X – M 

                                            

1 본 장에서 논의하는 주제와 분석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Lempert, Popper, and Banks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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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특히 모형에서 두가지 현상과 정책적 선택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

려 한다. 첫째,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의 수출시장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의 
NIS에 의한 투자와 투자성과가 활용되는 정도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혹은 가능한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는지를 분
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방향으로 기본 방정식

인 식 (6.1)을 확장할 것이다. 

중국이 한국의 미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을 포착하기 위해서 
식 (6.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6.2) Y = C + I + G + XROW + XPRC - M 

즉, 우리는 수출을 대중국 수출과 나머지 지역에 대한 수출로 분리하였다. 

공급측면에서 한국의 GDP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6.3) Y - Xprc = A K
a L1-a RDb 

이것은 표준적인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인데 연구개발투자가 한국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신태영 
(2004)의 연구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실증적 관계를 도출한다. 

(6.4) ln(Y-Xprc) = -7.67 + 0.35 ln(K) + 0.65 ln(L) + 0.14 ln(RD) 

위의 식은 앞에서 인용한 연구에서 도출된 탄력성을 이용하되, A의 값은 2003
년(연간자료 이용이 가능한 마지막 연도)에 Y - XPRC의 값이 실제 관측치와 같
도록  선택되었다. 다시 말해서 2003 년도 통계에 대해 식 (6.4)를 실행하면 그 
해 한국 GDP에서 그 해 대중국 수출을 뺀 실제 값을 얻을 것이다. 

양평섭 (2004)의 연구에서 우리는 다음의 관계식을 가져왔다. 

(6.5) XPRC = f(GDPPRC, FDIROKPRC, WPY, DUMMY1998) 

위의 식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관측시계열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가 중
국의 GDP, 한국의 대중국 FDI 금액, 원-엔 환율, 더미변수(특이한 해인 1998년
은 1, 나머지 해는 0 임)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가능한 통계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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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귀분석해 본 결과 우리는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6.6) Ln(XPRC) = -5.61 + 0.87 Ln(GDP PRC) + 0.42 Ln(FDIROKPRC)  

+ 1.12 Ln(WPY) – 0.39 Dummy1998     

위 회귀분석의 R2는 0.98이고 모든 계수는 이론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향과 
일치하였고 적어도 9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식 (6.6)에 의해 생성된 값을 사용

하여 그 결과에 식 (6.4)에서 도출된 값을 더하면, 외부환경의 다양한 변화와 미래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현재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선택하는 정책이 미래 한국 
GDP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추정하는 기본 모형을 얻을 수 있다. 

한중간 기술격차 축소의 효과 

 위의 기본모형에 한중간 기술격차, 기술 및 가격경쟁력, 인적자원의 질 등
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입하기로 하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상대

적 기술발전과 관련한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된 한국의 경제

모형에서 유일한 수요유발 요소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한중간의 상대적 기술수

준에 따라 달라지도록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한중간 기술격차의 대용변수

(proxy)로 우리는 양국의 연구개발집약도(GDP 대비 총연구개발비의 비중)의 상
대적 비율을 사용하였다. 표 III-2에서 볼 수 있듯이, 2002 년 한국과 중국의 연
구개발집약도는 각각 1.23 과 2.91 이다. 표 III-3 에 제시된 자료를 보면 중국의 
연구개발집약도는 매년 14%라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연구개발집약도 증가 속도가 한국보다 빠르기 때문에 향후 한중

간 연구개발집약도의 상대적 비율은 2002 년의 2.37(=2.91/1.23)에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의 논의에 의하면 기술격차가 좁아지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효과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식 (6.6)을 다시 보도록 하자. 한국수출품

에 대한 중국수요의 결정 요인들 중 하나는 당해연도 연평균 원/엔 환율(WPY)
이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한국제품이 주요 경쟁자들의 제품에 비해 더 
저렴할수록 중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일정하지 않다면 어떨까? 만약 한중간 기술격차(상대적 연
구개발집약도로 측정)가 좁아지게 되면 한국제품은 중국시장에서 쉽게 팔리지 
않을 수도 있고 따라서 국내수요나 다른 해외시장을 찾아나서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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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효과를 모형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식 (6.6)에 있는 하나의 항을 수
정해 보자.  기본모형에 있는 WPY항을 한국제품의 상대적 매력도를 나타내는 
유효(effective) 원/엔 환율 개념을 포함하는 새로운 항으로 대체한다. 

(6.7)  ln(WPYeffective) = (1-Φ((ρ2002-ρcurrent)/ρ2002)) × ln(WPY) 

ρ 는 연구개발집약도의 상대적 비율로 측정되는 한중간 기술격차를 나타낸

다. 이것은 미래 한국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다양한 외부변수의 효과를 살펴보

는 편리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정형화된 표현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상대적 기술수준의 변화가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직관

적으로 성립이 되며 한국의 정책적 고려에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논점을 잘 
포착한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미래 한국제품의 수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
도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기술격차가 줄어듦에 따라 무역효과(trade effect)
가 발생하느냐 않느냐에 대해 단순히 가정하기 보다는, 강건한 의사결정 분석

방법에서는 이러한 효과의 크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한중간 기술격차의 축소가 한중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관련한 불
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식 (6.7)에 Φ항이 있다. 이것은 0 과 1 사이 값을 갖는

다.  0은 기술격차의 축소에 따른 효과가 최소이거나 없는 상황을, 1은 이러한 
효과가 완전히 실현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러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제는 
이미 논의한 모수(parameter)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구조적 불확실성이 전략선

택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교육에 의한 노동의 질 향상 효과 

기본모형에 두가지의 추가적인 확장을 해 보자. 이는 이전 장들에서 논의된 
몇가지 개념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에 수
록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이하 분석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간단히 논의

하도록 하겠다. 

기본모형에서 한국의 노동력 증가율이 인구증가율과 같다고 상정하였다. 그
러나 전략적 정책결정의 결과에 따라 노동력 증가율은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모형에서는 이와 관련한 불확

실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인구증가율과 같은 속도로 증가

하면0의 값을 갖는 “직업창출율(Job Creation Rate)”을 포함한다. 이것은 인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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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과 노동력증가율의 차이에 따라 0 이 아닌 다른 값들을 가질 수 있다. 이 
값은 정책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선택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값이다.  

또한 노동생산성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질적, 제도적 변화의 가능

성을 모형에 포함시키고자 “조정된 노동효과(Adjusted Labor Effect)” 개념을 도입

한다. 이것은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내용과 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업관련 법제의 구조변화를 포함할 것이다. 이 변수의 값이 1이면, 한국의 노
동력 생산성에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변수가 1보다 더 높은 값을 가지면 
이것은 노동력규모에 대한 승수역할을 함으로써 실제 노동력 규모가 기여한 생
산성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올리게 된다(부록 A의 식 (A.3) 참조). 

(3) 전략과 시나리오 

분석모형과 장기정책 

식 (6.1) – 식 (6.7)은 모형의 핵심방정식들이다. 전체모형에는 자본, 노동, 연
구개발저량, 인구 등의 변수와 관련하여 몇개의 추가적인 방정식이 더 포함되

어 있는데 이들 추가적인 방정식들은 부록 A에 수록되어 있다. 우리는 식 (6.1)
에 있는 총수요개념으로 시작했지만 모형의 핵심은 공급측면인 생산함수 식 
(6.4)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한국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수요라는 
한가지 수요요소만을 분리했다.  단순모형에는 대개 경제의 특징적 요소인 피
드백 루프(feedback loop)가 없다. 여기서는 한중간 교역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여
타지역간 교역은 일정하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수요충격은 모형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

지 않았다. 

단순모형의 이와 같은 한계를 감안할 때 이 모형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본절의 핵심논의는 모형을 이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

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10 년후의 
미래에 대해 믿을만한 예측결과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대형 거시모형이라 하더라도 10 년은 말할 것도 없고 1 년 후를 예측

하는 것조차 정확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단순모형이 더 복잡

한 모형에 비해 더 열등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전적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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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제에 대한 우리 모형 혹은 한국경제의 어떤 모형이든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모형은 경제분석의 “예측과 대응(predict-then-act)” 과정에서 역할을 하도

록 만들어진다. 전통적인 모형 사용방식은 관심있는 시스템에 관한 가장 적절

하고 정확한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을 사용하여 예측치를 만들어낸 다
음, 최적화 도구를 적용하여 최선의 행동경로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

체 예측이라는 것이 신빙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가장 그럴듯한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최적화를 통해 가
장 바람직한 하나의 대응책을 찾아내었지만 실제의 미래상황이 가정한 미래상

황과 달라진다면, 달라진 상황하에서도 이러한 대응책이 여전히 도움이 되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도움이 될지에 대한 증거와 이론이 아직 없다. 기
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닥치면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발
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측은  우리가 도대체 예측이라는 것을 하려고 해야만 하는지에 대
한 근본적인 의문을 야기한다. 즉, 예측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차라리  미래의 변화가 어떻게 현재의 전략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선택하는 전략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목표

로 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회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를 이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

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장기적 목표에 비추어 어떻게 오늘의 전략을 가장 현명

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본 장에서 제시하는 분석 논리는 장기적 계획과 분석을 둘러싼 심각한 불확

실성이 있을 때 어떤 하나의 미래상황을 상정하고 최적의 전략을 찾아내는 것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특정하게 주어진 미래에 대해 최적은 
아니지만,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광범위한 상황에 대해 전략선택의 당사자가 정
한 최소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강건한(robust)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분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가 모형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예측이 아니다. 우리가 채택한 접근방법에서 모형의 역할은 핵심요소들간의 주
요한 관계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는 바를 나타내고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

를 사용하여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반복적으로 생성해 내는 도구이다.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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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떤 값을 가질지 알 수 없는 요소들의 값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수없

이 많은 서로 다른 상황의 미래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생성된 수많은 시나리

오들은 여러 가능한 정책대안들 중에서 특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시험장(test beds)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의 접근방법

은 불확실성을 규정함에 있어 처음부터 특정한 값을 가정하거나, 특정한 확률

분포를 가정하거나, 혹은 불확실성은 추후의 분석과제로 남겨두면서 불확실성 
자체를 분석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분석은 불확실성의 특징을 
확률로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불확실성으로 남겨두면서도 불확실성 자체를 모
형이 명시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불확실성들이 
현재의 전략선택에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현재는 불확실한 요소들의 미래 
특정 값들이 현재의 전략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고자 한다. 

한국의 네가지 전략 

제 5 장의 분석에서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네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하에서 우리는 이러한 전략들을 정량적으로 정의하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
다. 네가지 전략은 표 VI-1에 요약되어 있다. 즉 “현재의 흐름을 유지하는 기본

전략(Base Strategy)”, “대외진출을 통해 다각화된 글로벌 시장을 추구하는 개방

전략(Openness Strategy)”, “연구개발 중시전략”, “교육 중심전략” 등은 모두 다양

한 정책 요소들이 혼합된 전략이다. 전략의 이름은 핵심적 요소를 언급함으로

써 전략의 특징을 단순화시켜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각 전략은 다른 전략의 
주요 요소도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중시전략”은 “교
육중심전략” 보다 정도가 덜할 뿐이지 반드시 교육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표 VI-1> 한국경제의 전략 대안 
전략 

효과 기본전략 개방전략
연구개발 
중시전략

교육 
중심전략 

지식 기반 성장률 10.0% 10.0% 13.0% 10.0% 
자본 투자율 27.0% 29.7% 27.0% 27.0% 
중국 수출집중도 1.0 0.6 0.8 0.8 
일자리 창출률 0.01% 0.01% 0.01% 0.02% 
한중 기술격차 축소속도 -0.05% -0.05% -0.03% -0.05% 
노동의 질 개선효과 1.0 1.02 1.0 1.03 
주: “기본”전략과 값이 다른 투입값들은 진한 이탤릭체로 표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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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2> 모형의 투입요소에 대한 설명 
효과 설명 
지식기반 성장율 생산에 투입되는 연구개발저량의 연평균 증가율 
자본투자율 연평균 자본투자율  

중국수출 집중도 
식 (6.6)에서 계산된 것과 같이 매년 실제로 실현된 
대중국 수출의 잠재력 비중 

일자리 창출율 인구증가율을 초과하여 경제에 추가되는 일자리의 비율 
한중간 기술격차 축소 속도 한중간 연구개발집약도의 상대비율의 변화율 

노동의 질 개선 효과 교육 및 훈련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로 인한 노동 
생산능력의 유효 증가 

 

네가지 전략의 특성은 이들 전략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모형의 핵심적인 투
입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투입요소에 미치는 영
향을 설명하면 표 VI-2와 같다. 

표 VI-1 에 나열된 첫번째 전략은 “기본(Base)”전략이다. 기본전략에 포함된 
투입효과의  각 값들은 한국경제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발전전략의 경로에서 
벗어나는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현재의 추세가 분석기간동안 평균적으로 유지

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나머지 전략들은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는 것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전략들로 전략의 초점에 따라 투입요소의 값들이 변화

하게 된다. 각 전략이 “기본”전략과 어떻게 다른지는 표 VI-1 의 해당 칸에 진
한 이탤릭체로 표시된 값으로 구분하였다. 

 “개방(Opneness)”전략은 두가지 근본적 변화를 가정한다. 첫째, 이 전략은 
경제를 직간접 해외투자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만들고 한국기업들이 보다 도전

적이고 매력적인 해외시장을 찾아나서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둘째, 위
의 첫번째 변화의 결과로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 중국에 집중해 있는데서 벗
어나서 지리적으로 다변화하는 변화를 포함한다. 이러한 두가지 변화의 순효과

가 표 VI-1의 “개방”전략에 반영되어 있다. 개방정책의 결과 더 많은 FDI가 유
입되고 이에 연평균 투자율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해외로 더 많이 
진출함으로써 얻은 학습기회 증가, 지적재산권보호 향상, 해외의 우수사례를 볼 
기회 증가 등으로 인해 조정된 노동효과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한편, 이러

한 개방을 확대하고 전략수출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조정이 일어남에 따른 비용

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중국시장의 잠재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어들어서 중국에 초점을 두는 전략에 대한 강조와 자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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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다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시장에서 한
국제품에 대한 수요를 설명하는 요소가 모형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략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과 추가적인 충격의 원천이 양쪽모두 제
한되어 있다. 

“연구개발”전략은 두가지 중요한 긍정적 효과와 한가지 부정적인 효과를 갖
고 있다. “연구개발”전략은 지식(연구개발저량)을 축적하는데 국민소득의 더 많
은 부분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한국과 중국사이에 상대적 
연구개발집약도의 변화율이 한국의 상대적 기술우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내 생산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 
및 여타시장에서의 더 나은 경쟁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략적 지역을 재설정하는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다른 지역으

로 자원의 배분을 높이고 정책적 관심을 돌리게 되면  중국에 대한 잠재적 수출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다. 그런데 이에 따른 비용이 “개방”전략보다는 적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전략은 자원과 정책적 관심을 인적자본의 증진에 주로 
두는 것으로 교육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새로

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더 큰 자극제가 될 수 있으며,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개인의 기업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규모 신규 벤처기업(start-up ventures)의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근로자들이 더 잘 교육 받고, 더 
숙련되고, 더 창의적으로 되도록 함으로써 조정된 노동효과를 향상시킬 것이다. 
교육을 강조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역시 한정된 자원으로 어느 한쪽에 더 강조

점을 두는 것이므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시

장의 수요를 개발하는 노력은 일부 소홀해지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4) 분석결과 

다른 가정들 하에서 각 전략의 성과 

기존의 연구는 흔히 미래가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개

된다고 가정하고 각 전략의 효과를 분석하고 최적의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결론

을 내린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론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결론을 내리는 지점

이 출발점에 불과하다. 

그림 VI-1은 미래가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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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적 상황(nominal case)”이 될 경우,  앞에서 정의한 네가지 전략을 각각 추구한

다면 2015 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한국의 일인당 GDP 의 연평균 증가율이 어떤 
값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계산하여 네 전략의 경제성과를 비교하고 있다. 본 장
의 분석에서 “추세적 상황”이란 투입 모수들이 표 VI-3 과 같은 값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네가지 후보전략에 의해 통제되는 투입변수와 달리 이들 투입

모수의 값은 모형의 외생적인 요인들과 위의 네가지 전략에 반영되지 않은 정
책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값들이다. 

<표 VI-3> 추세적 상황(Nominal case)에서 외부불확실성 요인들의 값 

외부 불확실 요인 설명 추세적 
상황 

PRC_GDP_Growth_Rate 중국경제의 연평균 성장율 평균 9% 
PRC_KFDI_Growth_Rate 중국에 대한 한국의 FDI연평균 성장율 9% 
Won/Yen_Appreciation_Rate 원/엔 환율의 연평균 절상율  -2% 
Capital_Depreciation_Rate 한국의 자본저량의 연평균 감가상각율 7% 
ROK_Population_Growth_Rate 한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 0.62% 
Days_Work_per_Year_ROK 한국 근로자들의 연평균 노동일수 260일 

Technology_Differential_Effect 대중국 교역에서 기술차별화의 
중요성을 측정하는Φ의 값 0 

 

[그림 VI-1] 특정미래상황에서 전략별 경제성과 비교:  2015 년 한국의 일인당 GDP 성장율 

 
 
 추세적 상황 중국의 GDP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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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2] 다른 가정 하에서 2015 년 일인당 GDP 성장률 비교 

 
 

 

“추세적 상황” 하에서 각 전략의 2015년 경제성과는 그림 VI-1의 검은 막대

로 표시되어 있다.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대로 연장되는 상황에서는 
“기본전략(base strategy)”이 2015년까지 연평균 일인당 GDP 증가율이 가장 높게 
(2.75%) 나타나서 다른 세 전략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미래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기본”전략의 일인당 GDP의 연평균 증
가율이 약 2.75%로 다른 세 전략을 압도할 것이다. 비슷하게, 이 기간동안 모든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되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율이 더욱 높아져서 상당히 
높은 12%가 된다고 가정하고, 한국의 대중국 FDI 도 중국의 성장율 변화에 맞
추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기본전략은 더욱 우월한 전략이 된다. 이 경우 한국

의 일인당 GDP의 연평균 성장율은 그림 VI-1의 밝은 회색 막대로 표시되어 있
다. 기존의 연구방식 대로라면 이 지점에서 기본전략이 다른 전략에 비해 우월

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논의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미래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림 VI-2
에서는 미래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에 각 전략의 경제성과가 어떻게 달리지는지

를 앞에서와 비슷한 방법으로 보이고 있다. 앞의 그림 VI-1 과 비교가 가능하도

록 그림 VI-2 에서도 추세적 상황인 경우의 결과를 검정색 막대로 나타낸다. 이

추세적 상황 (중국의 GDP = 9%, 기술격차 효과 = 0)

중국의 GDP = 3% 기술격차 효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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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앞으로 중국이 심각한 장기 침체를 겪게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시험

해 보자. 앞으로 중국의 연평균 성장율이 3%로 급격히 떨어지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FDI 증가율도 중국의 경제성장율에 맞추어 축소된다고 해 보자. 이런 상황

하에서는 그림 VI-2 에 밝은 회색으로 표현되는 것이 각 전략의 경제성과이며 
이때 “기본”전략은 “교육”전략과 “개방”전략에 비해 열등한 결과를 낳게 된다.  

좀 더 나아가보자. 중국의 성장율과 한국의 대중국 FDI 증가율이 2015 년까

지 변함없이 9%에 머물러(검정 막대기로 표현된 “추세적 상황”과 동일) 있지만, 
기술격차 축소의 중요성이 변화함에 따라 각 전략의 경제성과가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살펴보자. 즉, 식 (6.7)에 있는 Φ의 값이 추세적 상황과 달리 0 이 아니

라 0 에서 1 사이에서 변화하도록 해 보자. 예를 들어 양국의 기술격차가 축소

되는 속도가 한중간 교역에 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Φ의 값을 1이라고 
가정하면, 각 전략의 경제성과는 그림 VI-2 에 나타난 짙은 회색 막대로 표시될 
수 있다. 즉 한중교역에서 제품의 기술적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시점에서

는 중국의 성장율과 한국의 대중국 FDI 증가율이 기간 내내 9%에 머물러 있는

다고 하더라도 “기본”전략은 앞에서와는 대조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전략이 되
고 만다. 다시 말해, 중국경제가 침체된 상황(밝은 회색 막대)에서는 “개방”전략

이 선호될 것이며,  기술적 내용이 전적으로 중요해 지는 시기(짙은 회색 막대)
에는 중국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전략이 선
호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불확실성의 함의 

앞의 그림들은 가정이 변함에 따라 정책적 시사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는 매우 중요한 직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림 VI-3에서 우리는 “기본”전략이라는 하
나의 전략의 행태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 전략이 현재 한국의 정책

과 가장 가까운 상태를 나타내므로, 이 전략의 취약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VI-3 은 “기본”전략이 100 개의 각각 다른 시나리오에서 각각 어떻게 
다른 경제성과를 보이는지를 나타낸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알려지

지 않은 변수들 중에서도, 기술격차가 한국제품의 경쟁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를 나타내는 Φ 값의 변화와 중국의 GDP 증가율이 각 전략의 경제성과에 상당

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00 개 시나리오에서 다른 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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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일정하게 두고, 수평축에 중국의 경제성장률 변화, 수직축에는 식 (6.7)에 
있는 기술격차 효과 항이 0에서 1사이에서 변화하도록 한 다음, 이들 두 변수

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 100 가지의 미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시
나리오에 대해 “기본”전략을 적용한 모의실험 결과가 각 칸의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이 값들은 한국의 일인당 GDP 의 연평균 성장율을 나타내며, 값의 크기

에 따라 다르게 명암으로 구분되어 있다. 흰색 칸들은 향후 2015년까지 한국의 
일인당 GDP 의 연평균 성장률이  2.8% 이상인 경우들이고, 검은색은 1.5% 미
만인 경우들을 나타낸다.  

그림 VI-3 이 보여주는 결과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감안할 때,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기본”전략은 중국경제성장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쟁력에서 기술적 요소의 중요성이 적을수록 좋은 성과를 낸다. 반면, 중국경

제가 침체되고 기술적 요소의 중요성이 커지는 경우에는 상당히 나쁜 성과를 
가져 온다. 

두 축에 있는 값들은 미래의 가능성을 최대한 모두 포함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선택되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분석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첫째, 우리의 총체적 미래시나리오는 미래의 실제 값이 그 안에 
거의 확실히 포함될 수 있도록 전체를 묘사하도록 신중하게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미래시나리오에 기반하여 도출한 결론은 실제로 미래가 어떻게 변
화하더라도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목적은 다소 미묘한 것이다. 축에 있는 값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음으

로써 우리는 가장 넓은 범위의 연구관심과 연구자들의 견해 및 가정들을 모두 
포함하였음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연구들은 보다 분석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가정(assumptions)에 관한 사전적인 주장을 펴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
리는 이러한 사전적인 주장을 피하려 하였다. 각 연구자 집단들은 그림 VI-3 이 
보여 주는 전체 미래상황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한개의 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점들에 대해 동일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이다. 즉, 그림 VI-3 에 나타난 특정 칸들은 특정 정부부처 혹은 특정 연구자들

이 가정하는 특정의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정책결정자들과 연구자들이 우리 분석의 핵심적인 가치와 타당성

에 대해 동의하는 가운데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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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3] 100 개 시나리오에 대한 “기본”전략의 경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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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4] 100 개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개발”전략의 경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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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체 그림(landscape)” 을 바라보는 접근방법의 가치는, 비체계적

으로 선택되거나 혹은 행정적 필요 혹은 기타 압력에 의해 선택된 소수의 시나

리오만을 분석하는 것과는 달리, 광범위한 불확실성과 서로 다른 견해를 포함

>= 0.028 >= 0.025 >= 0.002 >= 0.015 < 0.015 

>= 0.028 >= 0.025 >= 0.002 >= 0.015 <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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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많은 미래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생성하여 논증할 수 있는 도구로 사
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다른 변수는 동일하다고 가정

하던 것을 변화시켜, 다른 변수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결론이 어떻게 달라질 것
인지를 질문해 볼 수 있다. 

우리는 “기본”전략이 아닌 다른 전략들에 대해서도 앞에서와 비슷한 그림을 
그려 비교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그림 VI-4 는 “연구개발”전략을 선택할 경우 
100 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이 전략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이 전략이 “기본”전략이 강했던 영역에서 상당히 
성과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로 “연구개발”전략은 “기본”전략이 매우 
성과가 나빴던 영역에서도 성과저하 정도가 덜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도 “연구개발”전략은 일인당 GDP 연평균 성장율이 1.5%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본”전략은 100개의 
시나리오 중 19 개에서 1.5% 이하로 내려가는 결과를 보였다2. 한편, 성장률이 
2.5%를 넘는 경우의 수는 두 전략이 비슷하다. 그림 VI-1 에서 “기본”전략이 
“연구개발”전략을 압도한 이유는 중국의 연평균 GDP 성장율 9%, 기술적 
차이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0 인 특정한 시나리오를 가정했기 때문인데, 
그림 VI-3과 그림 VI-4에서 이 시나리오에 상응하는 칸을 보면 그 값이 2.8 과 
2.6으로 “기본”전략의 성과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강건한 전략 

위의 두 그림은 우리가 전략 선택의 기준으로, 특정한 조건으로 가정된 미래

에 대해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성(robustness)을 사용하는 것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강건한 전략은, 특정 상황에서 바로 그 상황

에 최적인 전략과 같은 수준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지만, 넓은 범위의 가능한 
미래 상황에 걸쳐 최소한도로 받아들일만한 결과를 이루리라는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강건성을 추구하는 것은 현명한 정책경로를 형성함

으로써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할 대비책을 찾는 것이다. 강건한 의사결정 분석

방법 (robust decision analytical approach)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대비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량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2 그림의 칸에 나타난 값은 0.015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반올림의 결과이며 실제 값은 1.5% 
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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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성의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VI-5 에서 우리는 
그림 VI-3과 그림 VI-4에 있는 것과 같은 모의실험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 칸에 있는 값이 모형화 된 전략을 추구할 때의 “상대적 후회(relative regret)”
를 나타낸다. 어떤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한 “후회”란 선택된 전략이 특정

한 상황에서 얻게 될 결과와 그러한 특정상황에서 최적전략을 선택했더라면 얻
을 수 있었던 결과 간의 차이로 측정된다. 즉, 선택한 전략이 어떤 특정 상황에

서 최적 전략이라면 바로 그 특정상황에서 후회는 0이다. 만약 그 전략이 최적

이 아니었다면, 상당한 후회가 있게 된다.  “상대적 후회”란 후회결과를 최적전

략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상대적 후회는 선
택한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인한 비용, 즉  최적값에 비해 몇 퍼센트나 줄어든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VI-5 에서 “기본”전략이 최적인 시나리오는 흰색을 띤 칸이다. 이 경우 
상대적 후회는 0 이다. “기본”전략이 최적은 아니지만 최적 전략의 결과의 5% 
이내에 있는 시나리오는 밝은 회색을 띤 칸이다. 상대적 후회가 10% 이내인 칸
은 중간 회색이다. 상대적 후회가 10-12% 사이인 칸은 짙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글씨는 흰색이다.  “기본”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최적 전략을 채택했을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일인당 GDP 성장율에 비해 성장율이 12%이상 낮아진 
경우, 즉 상대적 후회가 12% 이상인 칸은 검정색을 띤다. 

기본전략에 대한 상대적 후회의 모습은 우리가 예측한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훨씬 더 전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점으로 결과를 나
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다른 모든 결과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전체 그림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높을수록 이 
전략의 성과는 더 좋아진다. 그러나 기술적 부가가치에 대한 수요가 크면 클수

록, 즉 기술격차효과의 값이 1 에 가까울수록, 이 전략에 대한 도전은 더 커진

다. 이 전략을 채택할 경우의 잠재적 이득은 크다. 묘사된 미래의 거의 30%에

서 이 전략은 최적이거나 혹은 해당 미래 상황에서 최적인 전략의 5% 이내에 
드는 경제성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이 침체되고 더 큰 기술성과가 
필요한 세계에 놓였을 때의 잠재적 비용 역시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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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5] 100 개 시나리오에 대한 “기본”전략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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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략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상대적 후회도를 그려보았는데, 
이는 그림 VI-6, 그림 VI-7, 그림 VI-8과 같다. 

“개방”전략은, 중국의 경제가 지금과 같은 고성장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고, 중국 외의 다른 지역을 개척하는 전략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림 VI-6에 보이는 것처럼 이 전략은 중국경제 성장이 악화될 때 더 좋은 성
과를 보인다.  중국경제를 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로 갈수록 이 전략의 
성과는 더욱 나빠진다. 

마찬가지로 그림 VI-7 에 보이는 “연구개발”전략에 대한 후회도를 보면, 연
구개발전략은 ”기본”전략이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에서, 즉 중국경제성장(큰 잠
재적 이득을 나타냄)과 기술적 차별성에 대한 수요(이러한 잠재적 이득을 얻는

데 극복해야 할 큰 장애물을 나타냄)가 둘 다 높은 상황에서, 잘 작동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전략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잘 작동하는데, 중국시장

이 극도로 위축되는 경우(왼편위쪽 코너)나  혹은 극도의 호황(오른쪽 아래 코
너)을 누리는 경우에만 좀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며, 기술적 차별화에 대한 수요

가 적은 영역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 0.12 >= 0.10 >= 0.05 >= 1E-06 < 1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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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VI-6] 100 개 시나리오에 대한 “개방”전략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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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VI-7] 100 개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개발”전략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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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림 VI-8에 나타난 “교육”전략의 상대적 후회를 보면 한 개 시
나리오에서만 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전략은 우상방에서 매우 심각한 
후회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다소의 후회를 보이고 있다. 

>= 0.12 >= 0.10 >= 0.05 >= 1E-06 < 1E-06 

>= 0.12 >= 0.10 >= 0.05 >= 1E-06 < 1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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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VI-8] 100 개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전략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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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함에 대한 도전과 불확실성의 설명 

지금까지 분석에 기초하여 “연구개발”전략이 강건한 전략의 기준이 될 후보

로 부각되었다. 그림 VI-7에 나와있는 시나리오 중에서 “연구개발”전략은 중앙

의 넓은 영역에서 최적이거나 최적이 아닌 경우에도 5% 범위 내의 작은 후회 
범위 안에 있다. 실제로 “연구개발”전략은100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91 개의 시
나리오에서 최적이거나 최적값의 5% 범위안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결
코 결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시점에서 강건성에 기초한  의사결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한

다. 

  앞에서 네 개의 후회도를 그릴 때 포함되었던 가정들과 다른 가정

들을 도입하고 이를 변화시켜 가면서 비슷한 분석을 다시 시행 

  컴퓨터를 이용하여 강건한 전략 후보 (candidate robust stragtegy)가 나
쁜 성과를 보이게 되는 미래를 찾아낸 다음 그러한 나쁜 성과를 다
른 잠재적 후보전략의 성과와 비교 

  시나리오 생성기(즉 설정된 모형)를 보다 완전하고 세련된 것으로 

>= 0.12 >= 0.10 >= 0.05 >= 1E-06 < 1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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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켜서 단순한 모형에 기반한 예비분석이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임  

  컴퓨터분석 결과 강건한 전략이 아주 나쁜 성과를 내는 미래 시나

리오 영역에서 이 전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건한 전략 후보를 수
정. 이는 아마도 다른 후보전략들의 특징과 혼합하거나 혹은 컴퓨터 
분석에서 발견된 단서에 기초하여 수정을 위한 사전적 규칙을 도입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 

  그럴듯한 시나리오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분석가와 전문가들의 
직관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함3 

이 시점에서 분석방법의 핵심은 강건한 전략 후보의 취약점을 계속해서 줄
여 나가는 것이다. 즉, 정책 디자인을 더 세련되게 하거나 시나리오 생성 모형

을 더 잘 다듬어서 강건한 전략 후보가 취약성을 드러내는 불확실성 목록을 추
려내어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불확실성들은 정책결정자

들에게 제시하되, 그런 불확실성이 발생할 확률이 아니라 그러한 불확실성이 
최종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우리의 분석

은 정책결정의 시점 이전 단계로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잘 
알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본 분석의 전 과정을 관철하는 주요한 특성이

다. 

후보전략의 강건성을 조사하기 위한 도전 시나리오  

이 장에서 제시된 분석은 위 목록의 나중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하지

만 몇가지 기초적 점검을 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전략의 
강건성은 외부 요인에 대한 추세적 상황 값이 주어질 때 성과가 상당히 좋았지

만,  이러한 여건이 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강건성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질까? 

                                            

3 강건한 의사결정 접근방법의 장점들 중의 하나는 다른 정량적 분석방법에서는 대개 포함

시키기 어려운 지식들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경우, 예를 들면, 어
떤 전략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당히 성과가 좋지만 특정 미래 영역에서는 심각한 약점을 노
출하게 된다고 하자. 이때 사람들이 기존의 정성적인 지식으로 판단하기에 심각한 약점을 노
출하게 되는 미래 시나리오가 거의 실현불가능한 미래라는 것을 안다면 여전히 이 전략을 선
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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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9는 그림 VI-7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중국과의 지속적인 경제 교류 대신, 한국의 중국 FDI 증가율이 9%에서 1.3%로 
축소된다. 원화는 엔화에 비해 매년 3.2% 평가절상된다. 한국 내 자본의 감가상

각율은 7% 대에서 9.2%로 상승한다.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0.62%에서 0.84%로 
높아진다. 

이 값들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전략에 가장 나쁜 가능한 미래를 찾아내기 
위해 선택되었다. 우리는 후보전략의 가능한 실패 양태를 발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추세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잠재적 외
부충격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정권의 붕괴나 이와 유사

한 상황이 닥치는 경우, 북한에서 남한으로 인구유입이 있을 것이고, 한국은 투
자처를 중국에서 북한으로 옮기게 되고, 조정과정에서 자본의 감가상각율도 급
상승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놀라운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주
어진 정보 하에서 이 값들은 실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림 VI –9를 그림VI-7의 추세적 상황 시나리오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충
격 상황하에서는, 100 개 시나리오에 걸친 “연구개발”전략 추구의 상대적 후회

에 심각한 변화가 나타난다4.  이것은 미래의 실제 상황이 특정 정책경로를 선
택함에 있어 사용했던 가정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보여준다. 그러므로 어떤 정책이든 정책의 경로와 관련한 강건성의 특성을 
검토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미래 여건을 미리 알았더라면 선택했을 더 나은 전략은 무엇일까? 그림 VI-
10은, 앞의 그림 VI-9의 시나리오들과 같은 상황에서, “개방”전략에 대한 상대

적 후회는 어떤지를 보여준다. 그림 VI-9 와 VI-10 에서 상정한 외부 여건은 더
할 나위 없이 나쁜 경우였다. 이와 같이 극도로 나쁜 상황에서는 한국이 중국

의존을 줄이고 “개방”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최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VI-10
의 그림은 상대적 후회 값을 보이고 있을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와 같이 
극도로 나쁜 외부 여건하에서는 “개방”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전략을 추구

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것이지, “개방”전략의 성과가 객관적 기
준으로 봤을 때 더 좋다는 것이 아니다. 

                                            

4 그림VI-9 에 나와 있는 100 개의 시나리오들은 앞에서 보였던 100 개의 시나리오들과는 다
른 새로운 시나리오들이다. 시나리오의 외생변수 값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위의 문단에서 설
명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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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9] 매우 불리한 미래 상황에서 “연구개발”전략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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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10] 그림 VI-9 와 같은 상황에서 “개방”전략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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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시 반대방향으로 분석을 진행해 볼 수 있다. 한국이 ”연구개발”전
략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과 더 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여

>= 0.12 >= 0.10 >= 0.05 >= 1E-06 < 1E-06 

>= 0.12 >= 0.10 >= 0.05 >= 1E-06 < 1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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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한국의 대중국 FDI 증가율을 9.0%에서 12.7%로 높임으로써 추세적 상황

을 변화시켜 보자. 또한 일본경제의 회복으로 인해 엔화가 원화에 대해 절상된

다고 상정해 보자. 이러한 변화로 인한 상대적 후회가 그림 VI -11 에 있다. 그
림 VI-11 에 나타난 “연구개발” 의 상대적 후회를 보면 그림 VI-7 의 기본적인 
경우에 비해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단순모

형에서는 중국에 투자되지 않았으면 국내에서 쓰였거나 중국보다 더 매력적인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쓰였을 투자자원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
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의 시험이 그림 VI -7에 있는 기본적인 경우 보다 “연구

개발”전략의 강건성 특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상황 하에서 “개방”전략의 상대적 후회가 어느 
정도일지 알아보자. 이것은 그림 VI -12에 나와있다. 분명히, “개방”전략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여전히 중국이 극심한 침체를 겪는 상
황에서는 최적전략임이 분명하다. 

[그림 VI-11] 유리한 미래 상황에서 “연구개발”전략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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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12] 그림 VI-11 과 같은 상황에서 “개방”전략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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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시들에서 우리는 수작업으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와 가장 나쁜 시나

리오를 구성하였다. 강건한 의사결정방법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며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러한 시나리오들을 찾아낼 수 있다. 특히, 우리는 각 전략

에 대해 유난히 나쁜 결과를 주는 미래를 찾는데 컴퓨터를 활용하였다. 컴퓨터

는 실험5을 통한 조사과정을 거쳐 각 전략에 대해 1,000개의 시나리오, 모두 합
쳐 4,000개의 선택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표 VI-4 는 앞에서 언급한 실험을 우리의 경우와 같이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 실험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각 전략에 대해 발견

된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투입변수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전략

의 경우, 중국 성장율 둔화, 기술차별화 효과의 중요성 증대, 원화의 엔화에 대
한 평가절상,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등의 상황이 결합되면, 
최종년도(2015 년)의 일인당 GDP 가 상당폭으로  하락하게 된다. “개방”전략은 

                                            

5 우리가 선택한 실험설계(experimental design)는 소위 라틴 하이퍼규브 (Latin Hypercube)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실험설계에서는, 원하는 시뮬레이션의 갯수 및 조사하는 변수의 갯수를 실
험하는 사람이 설정한다. 다른 변수들은 고정해 놓는다. 그러면 컴퓨터가 프로그램된 과정에 
따라 변수의 값들을 찾게 된다.  

>= 0.12 >= 0.10 >= 0.05 >= 1E-06 < 1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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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황이 좋은 경우에는 “기본”전략 보다 열등한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흥
미롭게도 각 전략들에게 최악인 상황이 오면, 네가지 상황 중에서 세가지 상황

하에서 “개방전략”은 가장 좋은 전략이 된다. 

이 결과는 예시를 위해 제시되었을 뿐이다. 본 장의 분석에서 시나리오 생성

기로 사용한 비교적 간단한 모형에서조차 각 전략의 시스템적 실패 양태를 알
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에서 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시나리오를 조사할 필요

가 있다. 다행히 이 작업은 컴퓨터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수행할 수 있다. 이상

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한 시나리오 생성기를 가지고 1시간당 70만개 이상의 시
나리오를 조사할 수 있다. 실제의 이렇게 많은 시나리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추후 분석의 과제로 남겨둔다. 

<표 VI-4> 각 전략별로 1,000 번의 모의실험을 한 결과 발견된 가장 나쁜 상황 

  전  략 
  기본 개방 연구개발 교육 
투입변수의 값    
PRC_GDP_Growth_Rate 0.006 0.112 0.021 0.007 
PRC_KFDI_Growth_Rate 0.02 0.113 0.036 0.02 
Won/Yen_Appreciation_Rate 0.027 -0.036 0.026 -0.023 
Ave_Ann_Depreciation_Rate 0.08 0.093 0.098 0.099 
ROK_Population_Growth_Rate 0.01 0.002 0.007 0.004 
Tech_Differential_Effect 0.98 0.066 0.383 0.935 
결과    
ROK_GDP_EndYear 819.999 854.227 716.36 708.26 
ROK_GDPperCap_EndYear 1.52E+04 1.73E+04 1.37E+04 1.40E+04 
ROK_GDPperCap_AnnGrwthRate 0.016 0.026 0.007 0.009 
ROK_PRC_Exports_EndYear 8.797 143.858 17.249 10.787 
Rel_R&D_Intensity_EndYear 1.214 1.214 1.592 1.214 
ROK_Population_EndYear 54,116,709 49,506,451 52,422,872 50,575,283 
ROK_L_EndYear 24,992,780 23,044,994 24,280,599 23,548,385 
ROK_GDPperCap_AnnGrwthRate_relati
ve_regret 0.189 0.18 0.277 0.088 
최적전략 개방 기본 개방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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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이 장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는 결코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사용된 모형의 단
순성을 감안할 때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에 지나친 비중을 두는 위험을 피하고

자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강건성에 기초한 의사결정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지

만 이를 결론을 내리는 단계로까지 끌고가지 않았다. 

본 장의 분석은 이전 장들에서 제시된 주제, 문제, 자료를 취하고 이것들을 
동태적으로 묶어서 한국에 적절한 정책을 분석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나아가

도록 하는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 설정한 모형을 여러 방향으로

의 발전시키게 되면 보다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모형의 발전방향은 중국 이외 국가들에 대한 수출 등 수요측면의 요소들을 더 
많이 도입하고, 현재는 개념적으로만 포함되어 있는 예산제약을 명시적으로 설
정하는 등의 작업을 포함할 것이다. 

일반적인 분석 목적을 넘어서, 본 장의 분석은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열
려 있을 여러가지 전략적 진로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적어도 간단하고 
추상적인 우리의 분석에서는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대변하는 “기본”전
략은 최선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장 큰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기본”전략은 여러가지의 잠재적 충격 (중국 경제성장의 급격한 
둔화, 한중간 기술격차의 축소에 따른 영향 등)에 취약하다.  

반면, “연구개발”전략은 강건한 전략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전략은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거나 적어도 한국과 중국 사이

의 기술격차가 좁혀지는 속도를 늦춤으로써, 어려운 때를 대비한 선택권을 제
공하는 보험정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전략은 한국제품의 상대적 매력도를 
유지시킴으로써 중국경제발전이 침체될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한다. 그리

고, 분석에서 특별히 모형화 하지는 않았지만, 이 전략은 한국이 더 도전적으로 
시장 진출을 탐색하고 그러한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시장지위를 높이는데 더 나
은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기본”전략과 다른 세가지 대안적인 전략들이 이 모형에서는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다. 전략은 다양한 정책이 목표하는 바와 정책의 결과에 의해 특
징지어지고, 이것이 다시 모형에 투입요소로 사용되었다. 보다 자세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경우 시나리오 생성기 역할을 하는 모형을 여러 방면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정책수단들(정부투자 증가, 여러가지 재정정책 등)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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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성과를 가져오는 과정을 내생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경제성과 역시 외생적, 
내생적 불확실성에 종속되도록 하는 모형으로 발전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것 또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 장에서 네가지의 “전략들”을 분
석한 진정한 의미는, 이전 장의 논의에 기초하여 특정 요인들의 가치를 조명하

고,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정성적인 논의들을 정량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수
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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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지난 10 여년간 중국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한중간 경제관계 역시 급속히 
확대되었다. 기업들은 중국시장에서의 기회확보를 위해 대중국 교역 및 투자를 
앞다투어 늘려왔다. 그 결과 이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교역국이

자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정부 역시 중국과의 협력관

계 확대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금까지 한국경제에 커다란 성과를 
안겨주었다. 아마 예기치 않은 충격이 없는 한, 중국의 거대하고도 급속하게 성
장하는 시장과 한중간 지리적 근접성은 향후 한중간 교역 및 투자교류를 더욱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중간 경제관계는 서로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한국의 대중

국 수출품이 소재, 부품, 장비 등 중간재 위주로 되어 있어서 중국의 수출이 신
장되면 한국의 수출도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상당수의 
부품과 장비를 국내에서 조달하였으므로 대중국 투자가 늘어나면 대중국 수출

이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도 한중 경제관계가 이
러한 상승작용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주요 대중국 수출품인 소재, 부
품, 장비가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이 아직 취약한 위치에 있는 품목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

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적절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중국의 산업과 과학기술역량이 급속히 발전하고 증대되는 점에 
주목할 때 한국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경제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한중간 상대적 기술능력과 국가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미래 한중간 기술능력의 보완 및 경쟁관계를 
가늠해 보고, 향후 한국이 취할 과학기술 전략을 도출한 다음, 이러한 전략들이 
미래 한국의 경제성과에 각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망해 보았다. 

한중간 경쟁과 협력 

중국의 급부상과 관련된 한국의 경제적 관심사는 현재 한국이 상대적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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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점하고 있는 많은 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따라 한국이 중국 및 세계시장에서 현재와 같은 경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다. 현재 한국기업들은 중국시장에서 일본을 비롯한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기본적으로 가격우위를 이용해 틈새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부품 및 장비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이러한 틈
새는 좁아지거나 사라질지도 모른다. 또한, 세계적 선도기업의 선진기술과 중국

의 값 싸고 잘 훈련된 노동력이 결합되면서 한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틈새시장

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과 중국은 기술진보 경쟁에서 각각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미래 중국 
과학기술 진보 속도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 한국과 비교할 때 중국 기술혁신시스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의 장단점 비교 및 향후 전망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에 대한 본 연구의 평가는 “잠재력은 크지만 연구

개발 역량은 제한적(limited R&D capability with increasing potential)”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투입/산출 지표들을 분석해 볼 때 중국은 모든 지표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특히 중국은 풍부한 고학력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과학기술논문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진보를 이루었으며 이는 
중국의 튼튼한 기초연구역량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개발 투자수준, 산업계의 기술혁신역량 미흡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장점은 성장의 동력인 개방전략과 거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협상력, 풍부한 고학력 인적자원에 있다. 한편 중
국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의 취약점은 주요 연구개발역량이 비산업 부문에 집
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산업부문에 비해 시장유인에 대해 상대적으

로 둔감한 대학, 연구기관, 정부 연구소 등이 주요  연구개발 실행주체이며 혁
신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는 “수요견인(demand pull)”에 
의한 기술발전요소가 취약하다. 

이러한 취약점은 중국이 냉전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국가주도의 
기술발전 그리고 특히 수요측면 보다는 공급측면에 초점을 두는 “기술주도

(technology push)”의 과학기술 진보 정책을 추구해 온 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

다. 그런데 바로 이런 취약점 때문에 중국정부는 현재에도 국가 연구개발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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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대부분을 정부연구소와 대학에 위임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전략

은 또 다시 연구개발활동과 시장유인 사이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

를 만들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아마 중국이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효율적인 체제로 만드

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국가과학기술혁신시

스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체계, 교육과 과학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발전전략, 
정보통신, 생명공학, 재료공학 등 소수의 핵심적인 차세대 성장기술에 대한 집
중전략, 비교적 잘 정비된 연구개발 인프라, 그리고 해외의 자본과 지식을 흡인

하는 거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급속한 기술진보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제조업의 세계 초강국(manufacturing powerhouse)일 뿐만 아니라 세계

의 연구개발활동을 끌어들이는 중심지로도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상당히 뒤져 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다국적기업들의 최고 해외 연구개발 대상지가 되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조차도 중국의 큰 시장과 풍부한 인적자원의 매력에 끌리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내 연구개발 센터들이 대부분 중국 현지인력들로 운영된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혁신능력 향상은 경제성장 만큼이나 급속도로 이
루어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만큼 기초과학이나 핵심원천기술에 깊은 지식을 보유

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 응용기술과 상업화에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나 이
것들은 기초과학이나 핵심원천기술에 비해 습득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므로 이
러한 강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장점은 높은 연구개발집약도,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세계적 혁신 기업들의 
존재, 혁신역량이 산업계 중심으로 배분되어 있는 점, 비교적 발달된 시장시스

템 등에 있다. 반면 한국은 기초과학과 핵심원천기술에 취약하고,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부족, 제한된 국내시장, 글로벌 네트워크에서의 상대적 소외, 교육개혁

의 지연 등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  

한국 과학기술전략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이 선택할 수 있는 네 개의 전략을 논의하였다. 네 개의 전략은 (1) 중국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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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에 집중하는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는 기본전략(Base strategy) (2) 중
국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개방정책, 해외진출 등을 통해 보다 다각화된 글로벌 
시장을 추구하는 개방전략 (Openness strategy) (3) 연구개발에 보다 초점을 두는 
연구개발 중시전략 (R&D strategy) (4) 교육에 보다 초점을 두는 교육중심전략

(Education strategy)을 포함한다.  

기본전략: 중국과의 교류 증진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장점을 활용하여 한국의 약점을 보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다. 중국의 두드러진 강점인 풍부한 
인적자원과 성장하는 거대한 내수시장은 중국의 가장 두드러진 강점이며 한국

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으로부터 부품과 자재를 구입하도록 하는 방안, 중국과는 보완적인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는 방안 등이 최근 문헌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을 포
함한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서 연구개발 활
동을 함으로써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

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세계경제환경이 순조롭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상호 이익이 되는 상승적인 경제 
관계가 지속되는 한 이 전략은 한국에 좋은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

이 이대로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한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서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중국으로부터의 “부메랑 효과”가 있지

는 않을까? 중국이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한국기업의 입지를 좁히지

는 않을까? 사실 이미 여러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러한 문제의식은 중국을 바라보는 양면적인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미래의 상
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연구개발 중심전략: 높은 연구개발집약도의 장점은 살리고 연구개발효율

성 확보 

높은 연구개발집약도는 한국의 장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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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낮은 연구개발효율성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여러 요인들에 기인한

다. 한국의 연구개발집약도는 세계적으로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와 공학자 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이 고집약도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질 높은 과학자와 공학자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한국이 당
장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려며 결국 세계적인 두뇌집단과 연계를 강화하여 이들

의 지식자산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개발효율성의 또 다른 주요 결정요인은 축적된 지식이라는 저량변수 
(stock variable)의 수준일 것이다. 낮은 수준의 지식축적 하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라는 유량변수(flow variable)를 늘려도 지식축적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만큼 성
과를 낼 수가 없다. 그런데 지식 축적 수준 자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투자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일정수준의 연구개발효율성에 이르기 위해

서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지식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는 다시 연구개발

투자를 필요로 한다. 

교육중심전략: 창의성과 혁신적 사고 

한국은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룬 나라이므로 이제는 기존의 지식을 흡수하

는 능력보다는 창의성과 혁신적인 사고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창의성과 혁
신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 등 교육의 전 단계에

서 개혁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오랫동안 논의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속도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게 느리다. 고등 
교육을 받은 질 높은 연구자의 충분한 공급은 한국이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

키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다. 한국의 고등교육학위 소지자 중 과학기술자의 
비율은 41% (2003)로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그러나 
인구 1만 명당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  

개방전략: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유출입  

중국은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아직 사회주의 국가로서 다른 개도국 보다 
덜 발달된 시장시스템을 가지고도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빠른 속도의 기술진보

를 달성할 수 있었다. 중국이 문호를 개방한 데다 동유럽의 구 사회주의 국가

들도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지구촌에 고립 국가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그
런데 많은 외국인투자자들 눈에는 한국이 아직도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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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가로 비쳐지고 있으며 다국적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은 한국이 활발한 세
계 네트워킹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광대역인터넷 보급률에서 세계 최고이지만 세계에서 인터

넷관련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에서 그에 걸맞은 시장지위를 차지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인도는 세계의 선도적 기업들로부터 상당규모의 소프

트웨어 아웃소싱 주문을 받고 있다. 중국이 실리콘밸리와 강력한 유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인도도 방갈로와 실리콘밸리 사이에 강력한 유대를 갖고 있다. 정
보기술의 발전은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연구소와 기업들을 한데 묶는 다국적기

업의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한국은 제한된 내수시장을 가진 작은 나라이고 또 중국,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덜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방전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한국은 투자나 기업활동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인력

과 자본이 최고의 기회를 찾아서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going 
outward)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매우 이동성이 높은 고급의 인적자원

이 국내에 계속 머물도록 하고 또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의 상
대적 생활매력도(relative attractiveness of the country to live)”를 향상시키는 전략과 
병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접근방법을 적용한 미래 시나리오 분석 

본 연구는 한국의 전략을 논의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위에서 논의된 4 가지 
전략들이 향후 10 년의 미래를 내다볼 때,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 한중간 기술

격차 등 여러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지를 그려 보았다. 

각각의 전략이 한국경제성과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매우 불확실

한 미래의 전개 양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를 가정

하면서 소수의 미래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최적의 선택을 찾고자 하는 전통적인 
분석 대신 우리는 미래의 모든 불확실성에 걸쳐 강건해 보이는 전략을 선택하

는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적어도 우리의 단순 모형에서는 현재추세를 유지하는 기본전략이, 모든 여
건이 현재 상태의 연장선 상에서 진행되는 경우, 지속적인 성장에 가장 유리하

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기술적 부가가치에 더 많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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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고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상황과 같은 여러 가지 잠재적 
충격에는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연구개발”전략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한중간 기
술격차의 축소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매우 커지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경제성과를 가져다 주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략별로 각 100개의 시나

리오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전략은 91 개 시나리오에서 최적값의 5% 안
에 있다. 이 전략은 한중간 기술격차가 좁아져서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

기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여 보험에 드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이 전략은 
중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등 세계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기술적 내용이 상대적으

로 더 매력적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중국경제의 급속한 하강이 있을 경우에도 충
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개발”전략이란 연구개발집약도 증가,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수급일치, 기초연구와 핵심원천기술의 발전, 연구개발효율성 제고, 조직혁신 및 
지식축적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네 가지 전략의 이름은 각 전
략에 있는 중심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불리어졌을 뿐이다. 네 가지 전략은 
각각의 전략이 다양한 정책의 조합으로 구성된 혼합전략이다. 따라서 이들 전
략이 서로 배타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즉,“연구개발”전략은 창조성을 
위한 교육개혁, 글로벌 네트워킹의 강화와 같은 기본요소들과 독립되어 존재하

는 전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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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한국경제 모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앞의 제6장에서는 일반적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정한 
한국경제모형의 기초가 되는 가장 특징적인 방정식들만을 소개하였다. 이 부록

에서는 본문에 서술되지 않은 나머지 방정식들을 소개한다. 설명을 쉽고 간단

히 하기 위해 아래의 추가 방정식들에서는 부호 대신 문자를 사용한다. 

추가적인 모형 방정식 

자본스톡의 증가 

(A.1) Kt = (1-Depreciation Rate)*Kt-1 + (1+Investment Rate)*GDPt-1 

여기서 Kt는 t기의 자본스톡이고, GDPt는 t기의 국가경제 규모이다. 

노동력의 증가 

(A.2) Nt = (1+Population Growth)*(1+Job Creation Rate)*Nt-l 

여기서 Nt는 t 기의 근로자 수이며, 일자리 창출율은 제 6 장에 설명된 바와 같
다. 유효노동력으로 모형에서 사용된 값은 다음과 같다. 

(A.3) Lt = Nt*Work Days per Year*Adjusted Labor Effect 

R&D 투입 스톡 증가 

(A.4) RDt = (1+ R&D Growth Rate)*RDt-1 

여기서 RDt 는 t 기에 R&D 투입 스톡의 규모이다. 이 투입요소에 대해서는 감
가상각율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한편, 체화되지 않은 기
술변화를 나타내는 시간부호가 없는 항이 방정식 (6.3)의 주요 생산함수 방정식

에 포함되어 있다.  

다른 변수들의 변화 

아래의 변수들이 투입변수로 모형에 들어가 있는데 분석기간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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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GDP의 성장율 

 한국의 대중국 FDI의 성장율 

 원/엔 환율 절상율 

 원/달러 환율 절상율 

 한국의 인구증가율 

이렇게 연평균 성장율 표시된 투입요소들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연평균 성장율 값을 할당하였다.  

자본, 노동, R&D 투입의 산출량에 대한 탄력성 또한 모형에서는 변동하는 
투입요소로 나타난다.  그러나, 제 6장에 제시된 분석목적을 위해서 이들 탄력

성은 분석기간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부록 B. 중국의 주요 국가과학기술 프로그램 : 목적과 재원 

 
형 
태 프로그램 실시

년도
목 적 주요 특징 예산 및 지출 

핵심 기초과학
연구개발  
프로그램 
(973 프로그램) 

1997주요 기초과학분야의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기술혁신 능력 강화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발견, 이론, 발명의 
창출 

973 프로그램의 과제는 특히 농업, 에너지 자원, 
정보, 자원 및 환경, 인구와 보건과 같은 중요한 과학
분야의 핵심 기초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기술혁신의
이론적 기초와 과학적 토대를 제공하며; 연구개발 
인력을 배양하고; 여러개의 고급 과학연구소들을 
수립1.  

지출(1997-2002):  
인민폐 25억원  
(302백만 달러) 
 
예산(2004):  
인민폐9억원(109백
만달러) 기

초
연
구 

NSFC 기금
연구 프로젝트 

1986동료들의 심의를 
거치는(peer-reviewed) 
기초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연구재능을 
육성  

1986년에서 2001년 사이에 
NSFC(국가자연과학재단)은 52,000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인민폐66억원을 지원했다. 6만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매년NSFC로부터 기초연구 지원을
받고 있음. 또한 7,400명의 젊은 연구원들은 
신진과학자기금(Young Scientists Fund)을 지원받고 
있음. NSFC는 중국의 기초연구 진보와 고급인력 
양성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2. 

지출 (2003): 
인민폐22.4억원(271
백만 달러)3 
 
예산 (2004): 인민폐 
22.4억원(271백만 
달러) 

                                            

1 973 프로그램의 공식 웹사이트(http://www.973.gov.cn/English/Index.aspx)에서 “973 프로그램 개요(Profile of 973 Program)” 참조 
2 “NSFC의 과거 성과(Past achievements of NSFC)”,http://www.nsfc.org.cn/e_nsfc/desktop/zn/cg/qianyan.htm,  
3 “2003 NSFC 연차보고서” http://www.nsfc.org.cn/nsfc/cen/ndbg/2003ndbg/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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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용 
연
구 

첨단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 
(863 프로그램) 

1986중국 내 최고의 연구 
인력을 동원하여 
중국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기술 
연구개발의 전반적인 
역량을 향상 

863 프로그램은 중국의 전략적 첨단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 동안, 
본 프로그램의 민간부문의 연구과제는 아래의 6개 
우선순위 분야의 19개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4. 6개 우선순위 분야는: 1) IT, 2) 생물공학 
및 농업 현대화기술, 3)신소재, 4) 첨단 제조기술  및 
자동화, 5) 에너지, 6)자원과 환경 등이다.. 민간 R&D 
분야는 MOST의 관리하에 있다. 우주 및 레이저 
부문과 같은 군사분야를 포함한 다른 부문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COSTIND)와 관리하에 
있다.  

지출 (1986-2001, 
민간부문): 
인민폐 
57억원(689백만 
달러)  
 
예산 (2001-2005): 
인민폐 
150억원(1.81억 
달러) 

 
핵심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 

1983산업 고도화와 
사회적으로 
유지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핵심원천기술에 
국가의 자원을 집결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의 초점은 4개 우선분야에 맞춰졌다: 1) 
농업기술 선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업기술들; 
2) 산업 고도화 기술 (예: 전통 제조산업의 정보화, 
자동화 등) 산업부문의 기술 향상; 3) 인구, 자원 및 
환경, 국가안보 관련 핵심기술(예: 주요 재난 예측 및
방지, 산아제한, 주요 기술표준 등); 4) 유능한 R&D 
인력 육성 및 국제적 기준의 기술혁신 기반이 되는 
클러스터 수립 5 

지출 (1996-2000): 
인민폐 
229억원(53억원은 
국고충당) 
 
예산 (2001-2005): 
자료 없음. 단, 
국고충당은 인민폐 
50억원(604백만달러)

                                            

4 863 프로그램의 공식 웹사이트(http://www.863.org.cn/863_105/863brief/105_863/200405080286.html), “제10차 5개년 계획 중 863 프로그램 소개”, 
5 MOST, “제10차 5개년 계획하의 핵심기술 R&D”,  http://www.gongguan.most.gov.cn/intro1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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횃불 프로그램 

1988첨단기술의 산업화 
촉진, R&D 성과의 
상업화, 
첨단 
창업기업(startups)의 
육성 

2003년말, 전국적으로53개의 하이테크 산업 발전 
지역(HTIDZ)이 설립되어, 33,000개 회사들이 입주해 
있고, 이들 회사들은 395만명을 고용하였다. 
HTIDZ는 중국 첨단제춤 수출(2003년 510억달러)의
주역이다.   
여러가지 기술인큐베이터, 생산성향상센터 등이 횃불
프로그램하에서 설립되어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첨단기술 회사와 기업가 를 육성하고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재원은 주로 
공공자금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창업기금 
지원 등을 포함.   
 
정부의 지출/ 예산은 
불명확 산

업
화 

불꽃 프로그램 

1986농촌지역의 향진기업 
개발 육성을 위한 
적절한 기술이전 지원

이프로그램을 위한 정부자금은 매우 적은 
수준임(2000년 총 재원의 2.2%).  프로그램의 주요 
재원은 연구과제를 위한 기업들의 자체 자금과(81%) 
은행대출(16.8%). 2000년말 현재 중국 내 여러 
지역에  총 118,851개의 누적연구과제가  불꽃 
프로그램하에서 진행 

총투자액(1986- 
2000) 6: 인민폐 
3,100억원(375억달러
) 
 
예산2004: 자료 없음

 

소규모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기술혁신
기금 

1999신기술 및 첨단기술에
기반한 창업기업을 
지원  

기술기반 창업벤처기업들에게는 이 기금이 매우 
중요함. 이 기금을 받은 창업기업들은 지방정부의 
자금이나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됨7. 또한 기금은 다른 주요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 및 기술이전을 지원. 

지출 (1999-2003): 
인민폐28.5억원(344
백만달러) 8 
 
예산(2004): NA   

                                            

6 “2000년 불꽃 프로그램 연차보고서”, http://www.cnsp.org.cn/ndbg/ndbg2000.htm  
7   “소 규모 기술 기반 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혁신 기금의 견인효과 활용”, Ma Songde (MOST 차관), 2003 년 3 월 21 일 

http://www.cas.ac.cn/html/Dir/2003/03/21/7045.htm 
8 “R&D 제도의 변화 : 중국 S&T 개혁 및 발전 장관 Xu”, Chian .org, 2003년 2월 20일, http://www.china.org.cn/chinese/2003/Feb/2798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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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 
연구소 (NKLs) 
프로그램  

1984선정된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시설의
향상 지원. NKLs은 
범국가적 연구소 개소
 

2004년 9월현재, 159개의 국가핵심연구소(National 
Key Laboratories; NKLs)가 있음. 각 연구소는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으며 현대화된 과학적 장비와 
시설을 갖춤. NKLs는 중국의 R&D 능력의 배양과 
연구개발역량의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지출 (2002): 인민폐 
20억원(242백만달러
 
예산 (2004): 자료없음

연
구
개
발 
하
부
구
조 

국가공학센터 
(NECs)  

 기술이전 및 소화흡수
지원. R&D 성과의 
상업화 및 산업화  

국가공학센터는 기술교환센터로 설계되었는데 
공학기술계약을 수주할 뿐만 아니라  많은 NEC들이
기업처럼 운영(이윤 추구 등)되고 있음. 
2003년말까지 128개의 NECs가 설립.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2001~2005년) 동안 50개 
이상의 NECs가 더 설립될 예정 

지출: 자료 없음 
 
수입(2003): 인민폐 
79.7억원(963백만달
러) 

자료: Huang et al (2004)  및 각주에 표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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