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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술추격과 우리의 대응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용인대중국학과교수

중국 기술력의 급부상
중국은 막대한 R&D 투자와 해외우수인적자원의 중국 회귀로 인해 세계 특허출원 강자로 급부
상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15년 국제특허신청 건수에서 국가별 통계로
미국이 57,385건으로 1위, 중국은 29,846건으로 2위를 하였지만, 중국의 특허 신청건수는 작년 대

비 17%가 증가했다. 중국의 상표출원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5년 중국 국제
상표출원은 2,400건 이상이며, 세계 7위를 기록했다. 1989년 중국이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한 이
래 최고 기록이다. 기업별 PCT 국제특허출원 순위를 보더라도, 1위~20위 사이에 중국기업이 4개
나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 및 휴대폰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1위를 차지했
으며, 동종업계의 대기업 ZTE는 3위에 등극했다. 화웨이와 ZTE는 2013년부터 꾸준히 기업별
PCT 순위 TOP 3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화웨이가 작년보다 456건 증가한 3,898건으로 1

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4위, LG전자는 7위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특허 파워가 주춤하는
대신 중국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 밖에 반도체 개발 및 제조업체 BOE는 14위, 텐
센트는 20위를 차지하는 하는 등 향후 중국기업들의 국제특허 출원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다. 한편, 대학별 PCT 국제특허출원 순위에서는 칭화대학교가 8위, 베이징대학교가 11위를 차지했
다.
중국의 산업기술추격 가속화 배경
첨단기술 측면에서 중국 기술력의 성장은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Io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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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000년부터 시작된 특허의 개념이지만,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특허활동이 나타났으며,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출원 국가는 중국, 한국, 미국 순이며 한국은 세계 2위
출원 건수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중국의 기술력이 급부상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미 2015년부터 중국은 3D프린팅과 나노테크놀로지, 로봇 분야에서 특허출원의 선두주자로

부상했다. 중국은 2015년 3D프린팅과 로봇 분야의 전체 PCT 출원 건수의 25% 이상을 차지해 PCT
회원국 중에서 제일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중국의 로봇 분야 특허출원은 1%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1년 25%까지 성장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최대의 특허출원국이 되었다. 한국은 산
업용 로봇 부문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나노테크놀로지 분야에서도 전체의 15%를 차지했으며,
세계 3위를 기록했다. 2010년 중국의 3D프린팅 특허출원 건수는 일본과 미국의 특허출원 건수를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이미 중국은 기술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 지재권 출원 현황]

자료: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기업별 PCT 국제특허출원 TOP 10]

자료: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이러한 중국 산업기술력의 발전은 크게 시장과 기술을 바꾸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환기
술(市场换技術)”과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의 주력을 현 시점의 기술보다는 차세대 기
술로 한 단계 건너뛰는 “기술적 뛰어넘기” 즉, 기술적 비약이라는 “Leap-froggiong"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시장환기술’로 많은 해외직접투자(외국기업)를 유치하면서 중
국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을 자연스럽게 구축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기술경쟁력에
의한 경제발전을 가속화해 나갔다. “Leap-froggiong" 전략의 경우 최근 들어, 그 움직임이 매우 빨
라지는 추세인데, 예를 들어 중국은 VTR 시장 없이 바로 DVD 시장으로 넘어갔고, 자동차 산업의
경우도 중국은 우리처럼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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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자동차를 경험하고 전기자동차로 넘어 가는데, 중국은 바로 전기 자동차를 개발, 출시하고 있
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해외유학파의 중국으로의 회귀를 뜻
하는 “해귀파(海归派)”와 “천인계획”으로 요약되는 과학자 및 엔지니어들의 중국회귀이다. 4세대
후진타오 지도부부터 진행된 ‘천인계획’은 전 세계에서 세계적 기술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기술자 및 엔지니어, 과학자 등 1,008명을 중국으로 유치한다는 전략으로 막대한 자본력과 시장으
로 전 세계 중국인 과학자와 기술자를 중국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최대의 검
색포털인 바이두(百度)의 회장 리옌훙(李彦宏)도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받
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1999년 천인계획을 통해 귀국하여 바이두를 창업한 귀국 유학파 출신
이다.
우리의 대응

이제 우리가 중국보다 몇 년 앞섰다는 식의 자기위안식 논리에서 벗어나 중국기술력의 성장과 기
술추격에 대한 좀 더 냉철한 인식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기술격차 논의에 매
몰되어, 가장 중요한 사람 및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 말 국
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의 분야별 기술격차가 불과 1-2년 밖에 되지 않
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과 중국의 분야별 기술격차 추이(2012~2014년)]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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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2012년 대비 2014년 산업별 기술격차는 전자·정보·통신 2.4→1.8년, 의료
1.9→1.5년, 바이오 2.5→1.7년, 기계·제조·공정 2.3→1.7년, 에너지·자원·극한기술 1.3→0.9년, 환경·
지구 2.9→3.3년, 나노·소재 1.2→1.1년, 건설·교통 2.8→1.8년, 재난·재해·안전 1.9→1.6년으로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결코 녹녹치 않다. 이러한 기술격차는 이미 과거 지난 통계자료를 근

거로 수치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차이나머니가 해외기술기업들을 M&A하는 走出去(Go Out) 전략도 중국정부의 적극적
인 정책지원과 자금력으로 중국의 기술추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중국을 보는 시각
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과의 다양한 기술적 경영적 협업을 통한 제3국 시장 공동개척 노력을 가시화해야 한다.
중국시장에서의 1등이 세계시장 1등이라는 공식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 막강한 중국시장의
파워를 기반으로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 전략을 펴는 중국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의 강자

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혁신주도자(leading innovator)’로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다행히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서울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챵 총리는 한국의 디자인 및 기
술력과 중국의 자본력,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제3국 시장 공동진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바 있다.
둘째, 다른 기술 분야와 융합하는 한국 내 기술혁명이 수반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BAT로 대변
되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경우 막대한 자금력과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전 세계의 산업간 영
역을 파괴시키고 있다. 즉, BAT는 인터넷 기업이 아니라 Multi-Technology 기업으로 변모 중에 있
다. 알리바바와 바이두의 경우 이미 몇 년 전부터 AI(인공지능)과 VR(가상현실) 분야에 막대한 자

금과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과 AI로 암의 발병원인과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고,
2014년 9월에는 중경에서 북경까지 2,000km에 이르는 거리를 성공적으로 무인자동차로 운행한 바
있다. 또한 벤츠 및 아우디 등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과 함께 개발한 커넥티드카도 이미 안정적인 기
술궤도에 진입한 상태이다. 과거 일본이 아날로그 기술에 오래 머무는 선발자의 함정에 빠졌던 것처
럼,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셋째, 두뇌유출(brain drain) 현상을 어떻게 막느냐가 향후 대중국 진출 및 세계시장 진출의 주요
아젠다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주요 기술 및 산업분야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한국의 엔지니어가

중국기업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매우 급속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휴대폰, 반도체, 선박 등 우리 주력
업종을 불문하고 전 산업군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기업을 중국기업으로만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두뇌유출이 가져오는 파급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장
기적으로는 매우 큰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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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4월 들어 위안화 대달러 가치 약세 추세 반전
 4월 들어 상하 변동폭 확대되며 약세 추세 시현
- 5/13일 위안화 역내 기준환율은 달러당 6.525 위
안으로 전월동기대비 0.98% 상승
- 4월 들어 현재까지 상하 변동폭이 확대되며 완만
한 절하 추세를 시현
 안정적인 경기변동이 전제된다면 금년 위안화 대
달러 가치는 소폭의 절하 예상
- 금년 위안화 대달러 가치는 중국 경기의 안정적
인 변동과 美금리 인상 여부가 관건
- 현재 美금리 인상으로 인한 리스크는 상당부분
완화된 상태

[역내, 역외 위안화 對달러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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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 작년 8월 인민은행의 위안화 기준환율 산정방식
변경 등 돌발변수가 없다면 금년 위안화 대달러
가치는 소폭 절하를 예상

부동산시장
4월 100개 도시 주택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전년대비 상승폭은 확대
- 4월 중국 100개 도시 신규주택 평균가격은 m2당
11,467 위안으로 전월대비 1.45% 상승하여 전월
(+1.90%)보다 상승폭 축소
- 전년동기대비 가격은 8.98% 상승하여 3월
(+7.41%)보다 상승폭 확대
 지역별 이원화된 부동산 정책 지속 전망
- 대도시는 수요 초과 및 버블 우려가 대두되고 있
어 대출 및 구매제한 정책을 지속
- 중소형 도시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 과잉으로
주택 재고 해소를 위한 도시화 추진, 구매제한 완
화 및 주택대출 확대 등의 조치를 지속

[중국 100개 도시 신규주택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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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16.04

자료: 중국지수연구원

- 아울러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수요 증대를 위해
교통 인프라 확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주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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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2,800p 대로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 지속
[상하이 및 션쩐 종합주가지수 변화 추이]

 상하이종합주가, 5월 들어 2,900p 이하로 하락
- 4월 초반 3,000p를 상회하던 상하이종합주가는
중반 들어 하락세로 전환된 후 5월 초에는
2,900p 이하로 하락
 펀드멘탈, 정책 강도, 투자자 자산선호 등에 비추어
당분간 부진한 흐름 예상
- 향후 중국 경기는 “V”혹은 “U”字형 반등보다는
제조업 구조조정 및 부채감축 등으로 “L”字형 흐
름을 지속할 가능성
- 중국 경기 변동에 따라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도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개혁”兩者 사이에서 유
동적으로 변화 가능성

5,500

(p)

(p)

3,600

상하이(좌)

5,000

4,000

션쩐(우)
3,200
4,500
2,800
4,000
2,400
3,500
2,000
3,000

1,600

2,500
'15.05

1,200

'15.07

'15.09

'15.11

'16.01

'16.03

'16.05

자료: CEIC

-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자자
자금도 증시에서 부동산으로 점차 이동 중

채권시장
단기금리 상승 이후 안정, 장기금리는 소폭 하락
 단기금리는 일시적 상승 이후 다시 안정
- SHIBOR(상하이은행간조달금리) 익일물 금리는
4/19일 2%대를 상향 돌파한 후 5월 초에 다시 하
락하였다가 2% 부근에서 횡보 중
- 4월 M2 증가율이 6개월 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에도 5월 들어 단기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을 시현
 장기금리는 소폭 하락 이후 다시 상승세
-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14일 2.97%까지 상승하
였다가 5월 들어 2.9% 초반대로 하락
- 설비과잉 기업 구조조정 강화 및 기업 부채 확대
등으로 인민은행의 통화완화 여력이 점차 제한될
가능성

[중국 단기 및 장기 금리 추이]
2.3

(%) 3.400

(%)

SHIBOR(1일)(좌)

2.2

국채(10Y)(우)

3.300
3.200

2.1

3.100

2.0

3.000

2.900

1.9

2.800
1.8

1.7
'15.09

2.700
2.600
'15.10

'15.11

'15.12

'16.01

'16.02 '16.03

'16.04

'16.05

자료: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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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인민은행, 은행간 채권 ·외환시장 대외개방 확대
 외국 기관 대상 은행간 채권시장 및 외환시장 세부

[은행간 채권 및 외환시장 세부업무절차]

업무 절차 공개
- 세부업무절차에는 외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국
제금융기구 등을 대상으로 투자한도, 투자방식,
투자경로 및 거래대상 등이 포함
- 이는 작년 하반기에 발표한 채권 및 외환시장의
개방 계획을 구체화한 것
 작년부터 은행간시장 대외개방을 시작
- 작년 7월 인민은행은 외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및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은행간 채권시장 투자
한도를 철폐

채권시장

외환시장

투자
방식

등록제

투자
한도

한도 없음

투자
경로

중앙은행 대리
상업은행 대리
직접 참여

중앙은행 대리
은행간 외환시장 가입
은행간 외환시장 회원
대리

거래
대상

채권대차, 채권
선물 거래 등

현물거래, 선물 거래,
스왑거래 등

자료: 인민은행, 한국은행 재인용

- 금년 2/24에는 외국 상업은행,보험사,증권사 및
연기금 등 인민은행의 인가를 받은 중장기 기관
투자자들의 은행간 채권시장 투자를 허용

보험업
중국 온라인 보험시장 빠른 성장세 시현
[중국 온라인 보험료 수입 규모 및 비중]

 중국 온라인 보험 시장 성장 가속화
- 2013년 중국 온라인 보험료 수입은 300억 위안
으로 총 보험료 수입의 1.7%에 불과
- 2014년에는 859억 위안으로 급증하여 총 보험료
수입에서 4.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2011년 대
비 26배 증가한 수치
- 작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보험판매를 개시한 업체
는 96개로 전체 보험회사의 65%를 차지
- 2013년 59개 온라인 보험회사 중 중국계 회사는
38개, 외자계 회사는 21개, 2014년에는 각각 58
개, 27개로 증가
 중국 보험회사는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황금기를

(억위안)

온라인보험료수입(좌)

(%)

1,000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우)
4.24

4.5

800

4.0
3.5

858.90

3.0

600

2.5

2.0

1.70

400

1.5
0.69

200
0.22
0

31.99
2011

1.0

291.15

0.5

106.24
2012

0.0
2013

2014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보험도 전망이 매
우 밝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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