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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미중 경쟁의 미래: 4단계 경쟁 동학 – 기술 편

미중 기술패권경쟁: 반도체·5G·인공지능 부문을 중심으로
배영자
건국대학교 교수

“America has invaded Europe not with armed men, but with manufactured products. Its leaders have been captains of industry and skilled financiers, whose conquests are having a profound effect on the everyday lives of the
masses from Madrid to St. Petersburg. No nation has felt the results of this invasion more than England.”
The American Invaders (1902) by Frederick Arthur Mackenzie

문제 제기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세기 세계정치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최근 양국 무역갈등이 장기화되

는 가운데 무역갈등의 핵심으로 반도체 및

통신장비 등 첨단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첨단 기술

부문에서 미국이 누려온 견고한 우위에 도전하는 중국과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지하려는 미국이
관세부과 해외투자 규제 거래 제한 지적재산권 논쟁 등의 형태로 날카롭게 부딪치고 있다 양국 기
술 경쟁의 주요 전장인

반도체 인공지능 기술은 소위 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경제패러

다임을 견인하는 핵심 영역이다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추가 관세

부가 없이 무역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하면서 고조되었던 위기의식은 잠시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첨
단 기술 부문에서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고 이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을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경쟁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가깝게는

년대 세계 및 미국 시

장에서 일본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이 약진할 당시 미국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을 훔
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 민감한 제품들을 소련에 팔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년

은

히타치가 기술을 몰래 빼냈다고 고소하였고 미국정부는 기술을 소련에 판 도시바를 압박하였다 미국
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을
협정을 통해

조 덤핑관세 직권조사 등을 활용하여 공격하였고

년 미일 반도체

관세부과 및 일본 내 미국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증대를 관철시켰다 와중에 일본

후지쯔의 미국 반도체 기업 페어차일드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미국의 견제와 양국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결국 일본이 인수합병을 포기하였다 다른 한편

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닉호

발사에 성공한 이후 미국과 소련은 인류 최초로 달 탐사선을 착륙시키기 위한 치열한 우주기술 경쟁
을 벌인 결과 미국은

년

를 창설하고

년 달 탐사선 아폴로

호를 쏘아 올렸다

근대 국제정치질서에서 기술혁신이 경제적 성장은 물론 군사력의 토대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첨단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세계정치경제 패권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방적기와 증기기관
철도 등 일련의 기술혁신과 맞물린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이 이를 토대로 세계 제국을 건설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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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전기 화학 자동차 기술혁신의 선두를 달린 미국이

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명실상부한

세계 패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패권의 토대로서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널리 인식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패권국들 간의 기술 경쟁과 갈등은 이전에는 군사나 경제 갈등에 비해 관심의 전
면으로 부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특히 기술이 두드러지는 핵심 분야가 되고 있을
까 현재 양국의 기술 경쟁 및 갈등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미중 기술경쟁이 세계 정치경
제질서와 패권 변화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먼저 미중 기술경
쟁과 패권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이후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중 기술경쟁 양상을 고찰한

다 그리고 이러한 미중 기술경쟁이 세계정치경제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있는지 조망한다

패권경쟁과 기술
세기 영국 제국의 확장과 운영에 기술적 토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당시 영국은 스스로를
기술의 거인

이라고 할 만큼 타국에 비해 기술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고 이

에 대한 자부심도 컸다

그러나

세기 후반 독일과 미국에서 기술혁신과 산업화가 가

속화되면서 양국은 강철 화학 전기 등의 부문에서 영국을 추월하게 되고 이는 영국 패권에 대한
도전이 진행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패권의 토대로서 기술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패권국의 부상과
쇠퇴를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강대국의 흥망에 관한
연구들은 패권의 쇠퇴 요인으로 제국적 과대 팽창

불관용과 배제

등의 일반적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올간스키의 세력전이론에서

는 국력의 상대적 변화에 따라 국제 정치질서가 변화된다고 보면서 국력 변화를 가장 중요한 변수
로 주목한다

김영준

이들은 국력이 국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인구 경제적

생산성 정치 체제의 효율성이 국력의 삼대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경제적 생산성을 측정하
는데

나 국가능력종합지수

를 사용한다

는 도시

인구비율 철강생산량 에너지소비량 군사비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기술혁신 요소는 포함
하고 있지 않다

세력전이론은 강대국 중 하나가 산업화를 통하여 국력이 신장되어 패권

국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체제 내의 위기가 시작되며 도전 국가의 국력이 패권국
을 따라잡는 세력전이 현상이 일어날 때 국가 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세력전이
론은 패권국 교체와 전쟁 여부를 중심으로 세계정치경제질서에서 패권국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불
러일으켰으나 특정 국가가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조건으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간단히 언급했을
뿐 이 과정을 잘 설명하지는 못한다
세계정치 리더십 장주기
신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념을 사용하는데

이론은 세계정치경제질서의 패권국 교체를 기술혁
이들은 패권보다는 리더십

년 이후 세계질서에서 리더십은 약

주기로 진행된 기술혁신 콘트라티에프 주기 이하

이라는 개

년 주기로 교체되었으며 이는 약

와 공진화

년

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콘트라티에프는 물가 임금 저축률 등의 지표를 토대로 세계경제에 불황과 호황의 주기가

년

주기로 반복되어 왔다고 주장하였고 슘페터는 이 주기가 기술혁신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모델스키는 이를 수용하였다 즉 이들은

가

가격 불황 등 일반적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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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가 아닌 선도 부문

의 부상과 성장으로 구성되며 해당 부문에서 혁신이 군집적으로

진행되면서 세계경제의 순환을 이끈다고 보았다 선도 부문의 기술혁신은 특정 지역 및 국가에서 집
중적으로 발생하며 선도 부문을 이끄는 국가는 세계정치경제질서와 규범체계 재편을 주도하면서 패
권국으로 부상한다 미국은

세기 후반 이후 전기 철강 전자 석유 자동차 부문을 선도적으로 이끌

고 자국 주도의 세계정치구조와 규범 체계를 구성하면서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하였고

년대 이후

진행된 정보통신 기술혁신을 주도하면서 패권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재의
세계경제는

번째의 주기의 하강국면이 진행되면서

번째 주기가 태동하는 시점으로 보았다

리더십 장주기이론은 기술혁신이 특정한 시공간에서 군집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주도하는 국가가
세계정치 패권국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체적으로 기술혁신이 리더
십 혹은 패권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이후 세계정치경제 및 규범질서 재편 과정은 기존
국제정치학과 혁신연구에서 모두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다 현재 양자의 고리는 경제
위기 신기술 투자 증가 및 혁신 활성화 기존 기술체계와의 마찰 위기 전쟁 및 세계정치질서 변화
리더십 교체 신기술 산업의 확산과 안정화라는 일련의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간단히 기술과 세
계정치질서와의 공진화

로만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념

들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관계에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다 예컨대 기존 기술체계와 신기술
의 충돌로 인한 위기가 왜 반드시 전쟁을 불러일으키는지 기술혁신을 이끄는 국가가 왜 그리고 어
떤 과정을 거치며 패권국으로 부상하는지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배영자
국가별 기술혁신능력과 경제성장률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

를 선도하는 부문을 규정하고

측정하는 것은 국제정치학자들의 작업 범위를 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특히 패권과 기술혁신 관계
를 탐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동시에 현재 미중 기술경쟁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몇 가지
관점을 제기하고 정리해 본다
첫째 첨단 기술력에서의 우위와 패권의 관계에 대한 이해이다 현재 많은 기사나 보고서 등은
첨단 기술력에서의 우위가 곧 패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미중 기술력을 비교하는 데 집
중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과학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지만 미국이 기초과학이나 첨단기술혁신에서 견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계
속 유지될 것이라 주장한다 혹은 반대로 중국이 특정 분야의 논문이나 특허 수 등을 포함한 기술
혁신 역량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곧 중국이 패권국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과학기
술력과 패권에 대한 이러한 단순한 가정은 몇 가지 역사적 사례에 의해 의문시되며 과학기술과 패
권의 관계를 보다 넓은 지평에서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이 발명한 증기 기관의 원천 기술은

년 프랑스의 파팽

년 영국의 뉴커먼
에서 유래한 것이다 김태유 외

세기 중반까지 영국의 철 생산은 세계 최고였다 그러나 철 산업의 중심이 강철로 바뀌면서
영국의 철강산업은 미국과 독일에 추월당했다 강철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가운데 하나였던 베
서머 공법은 영국에서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 공법의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극대화 한 것은 카네기철강 등 미국 기업들이었다

세기 중반 전신 기계의 경우도 영국

에서 먼저 개발되었으나 그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서 유럽과 대륙간 전신망 부설 사업에서 큰 이
익을 거두어 들인 것은 지멘스 등 독일의 기업들이었다
미국 기술혁신의 역사적 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개별 기술에서의 우위 그 자체보다는 소위 미
국식 제조시스템

으로 불리는 신기술에 토대한 새로운 생산방식의

등장과 확산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대규모 시장과 풍부한 자원 등이

년대를 전후로 진행

된 미국의 산업적 우위를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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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러한 산업적 우위에 기초하여 보다 조직화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과학에서도 유
럽을 앞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 수는 독일이

영국이

년에서

미국이

년 사이 물리학과 화학분야에서 노벨상 수상

으로 제 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미국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의 수상자 수를 따라잡았다
최근 인공지능 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각축전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들이 미국
의 기술적 우세를 논의하는 것과 달리 리카이푸는 인공지능의 세계에서는 발견
행

이 전문지식

능가하고 있어

보다는 실

보다는 데이터가 중요하며 중국은 실행과 데이터에서 미국을

세계질서의 운동장은 중국 쪽으로 기울여져 있다고 주장한다

견과 전문지식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으나 풍부한 데이터 굶주린 기업가
환경의 네 가지 요소가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과학자

미국은 발
친화적 정부

세계질서 발전에서 중국의 역할이 주

목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 역시 기술 경쟁의 역동성을 기술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보다 넓은 맥락에서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산업이나 생산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는지는 물론
시장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최근 미중 패권경쟁에서 기술이 특히 불거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문
제이다 기술과 패권의 역동적 관계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블랙박스나 외
재적 변수로만 취급해 온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하며 기술혁신을 세계정치경제질서 형성의 내재적
변수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케네디 등의 연구는 패권

도전국은 기술혁신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하는 소위 혁신 요청
자체 개발

기술이전

기술 취득

에 당면하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술혁신력을 강

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기존 패권국이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견제하는 과정 자체가 국제정치
학의 관점에서 보다 자세하게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전국의 기술력 향상 기존 패권국의 기술력 약화는 미리 예정된 결과로서 국제정치질서 밖에
존재하는 외재적 변수가 아니라 도전과 응전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를 국제정치와의 관련성 속에
서 내재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그러나 현재 국제정치학의 틀 안에서
과연 기술과 세계정치 관계의 내재적인 분석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를 찾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이들은 기술의 외부효과

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기술과 세계정치를 연결시키고 있다 즉 패

권도전국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기술혁신 강화 노력은 일정부분 패권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양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기술혁신의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고 주장한다 첨단 기술은 대부분의 경우 민군겸용
단 기술혁신이 군사안보 위협이라는 외부효과

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패권도전국의 첨

를 낳아 패권국이 이를 주목하고 무역

투자 규제 등을 통해 기술이전과 기술취득 등을 견제하게 된다 또 패권도전국이 첨단 기술 이전이나
취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패권국에 의해 제도화된 규범과 규칙 등을 위반 하는 경우 기존 질
서 침해라는 외부효과

가 발생하여 패권국이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한 강압적 수단을 동

원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과거 서구권 국가들 내부에서 진행된 패권경쟁과 달리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에서는 첨단 기술의 군사적 함의와 기존 세계질서 도전이라는 외부효과가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이 갈등의 핵심 영역으로 불거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현재 미중이 마찰을 겪고 있는 반도체

인공지능은 모두 최첨단 군사 장비의 핵심 부품이

거나 핵심 군사정보 인프라와 관련 되거나 킬러로봇과 같은 새로운 무기의 출현과 직접적으로 연
관된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협정이나 인터넷 자유와 같은 미국이 주관하여 제정한 국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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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중국의 도전 및 위반을 둘러싼 갈등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재 미중 기술경쟁이 특히 반도체
기술들이 소위

인공지능 영역에서 특히 불거지고 있는 것은 이

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범용

기술

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이 기술들에 토

대하여 새로운 산업과 경제 패러다임이 출현하면서 개별 국가 국력의 성쇠는 물론 향후 세계정치
경제질서 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군사적 외부효과나 세계
질서 외부효과와 함께 경제적 외부효과가 더욱 주목되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산업과 경제패러다
임의 출현은 물론 군사적 활용 세계질서와의 관련성을 과연 기술의 외부효과로 개념 설정하는 것
이 과연 적절한지도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현재 미중 양국이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과거의
역사적 패권경쟁 사례와 크게 다르다는 점도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영국 독일 미국이 경쟁하
던

세기 초반 서구경제 내부의 상호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경제 통합의 정도와 비교되기 어렵다 미국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년대 이후 가속화된

를 구축해 왔고 중국은

년

가입 후 무역 해외투자를 통해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었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안
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우위에 있는 부분을 담당하면서 긴밀한 경쟁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상업평화론

은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갈등이 파국에

이르러 전쟁이 발생할 가능이 낮다고 예측해 왔고 이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 대한 낙관론의 근거가
되어 왔다 최근 미중 무역 및 기술 갈등 사례는

년대 이후 가속화되어 온 세계 경제 내부의

상호의존 관계가 변화하지 않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의 첨단 기술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보면서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기
술 및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줄이고 별도의 경제 및 기술 권역을 형성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등장하
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패권도전국인 중국이 혁신 요청에 따라 자국의 기술혁신력을 증대해 온
과정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

으로 양국의 기술 경쟁 과정을 간략하게 고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의 기술 경쟁이 세계정치경
제 질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미중 기술 갈등 현황 반도체
중국은

인공지능

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후 탈중앙화와 사유화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경제를 개

편하면서 현재의 기술혁신 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등

년 과학기술체제 개혁에 관한 중국공산당의 결정 에 따라

중앙 집권적이고 생산 부문과 분리되어 있었던 연구개발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되었다

천여

개의 연구개발조직들이 인수·합병되거나 생산조직 혹은 기업으로 변모하였고 경제발전에 직접적
으로 기여하는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되었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와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가 급증하면서 혁신활동이 활발해지고 단기간 내에 빠르게 혁신 역량이 제고되어왔다

년 이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과학기술혁신 지원 정책
을 발표하였다 특히 자원형 資源型 국가발전전략에서 혁신형 創新型 국가발전전략으로 나가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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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강조하면서 자주창신 自主創新 에 기반하여
중장기과학기술 발전계획

년

년까지 혁신형 국가를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과학기술리더 전략

과학기술혁신 발전계획

등 일련의 계획들을 내세우고 세계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혁신 역량강
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중국은 혁신형 국가 를

의

이상을

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이상이며 지식집약형 서비스산업 생산이

의

정의하고 있다 중국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규획강요
엄하지만 해발이

대외기술 의존도가
년

이하인 국가로

과학기술 강국 건설은 태산 보기에는 장

에 불과 몇 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티벳고원 평지

를 건설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다 윤대상
혁신형국가 선두에 진입하며

년 혁신형 국가 대열에 진입하고

∼

년

년 혁신강국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설정해 왔다

중국의 다양한 과학기술계획 가운데

년 발표한 중국제조

가 가장 주목 받고 있다 이

는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 에서 질적
성장 으로 탈바꿈 하겠다는 목적 하에 현재 주요 제조국을 등급별로 등급 미국

등급 독일 일본

등급 중국 영국 프랑스 한국 으로 분류하고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 되기 위한 중국 제조업 고
도화 계획을 제시하였다 즉

단계

년

시기에는 중국이 강국 대열에 들어서고

년 에서 중국이 독일과 일본을 넘어 강국 중간 수준에 이르며

단계

단계

년 에서 중

국이 강국 선두에 서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는 특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고 이
는

년 시진핑의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합동연례회의 연설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기술은 마음대로 받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다

핵심

… 핵심기술을 자신의 손에 넣

어야만 국가경제와 국방 안전 국가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며 핵심기술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혁신과 발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노력해 달라 양정대
중국 정부의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다 중국의

특허 수는

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바짝 쫓고 있고
차지했다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
처음으로 미국
있으며

년 동안 중국의 과학기술수준은 빠르게 발전하였
년 약 만 천 건으로

논문수도 미국의

년 중국이 세계 상위

만 건에 이어

만 천 건으로
만 건으로 위를

대 슈퍼컴퓨터 중

대를 보유해

대 을 제치고 최다 보유국이 되었다 중국은 현재 우주정거장 텐궁 天宮 을 보유하고

개 인공위성을 연결해 전 세계를

수 있는 항법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고
우주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세계 항공업계 판도를

시간 내려다보며 위치 추적 기상관측 자원탐사를 할
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우주강국이 되겠다는

년 독자 개발한 대형 여객기
구도

의 첫 시험비행 성공을 계기로

중국 국영상용비행기회사(国家商用飞机有限责任公司

로 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과학기술혁신의 놀라운 성취
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반적인 혁신 수준과 환경은 그리 높지 않게 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
전히 중국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년 중국의 전반적인 혁신 지수는 세계

위로

특히 정부 규제 혁신 환경 질적인 성취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중국의 임금상승과 경제성장률 하락을 감안 할 때 중국이 소위 중진국함정
패권국으로 등극하기 위해 혁신 요청

을 넘어

에 당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한편 기술이전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진 기술을 습
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 과정에서 특히 미국 기업의 기술이전이나 인수합병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

중국 기업의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년

는

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

억 달러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현재 감소 중이다 중국의 대미

의

가 기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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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합병이고 특히 정보통신분야와 에너지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는 특히
중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차별적인 라이센스 제한 정책 미국 기업 인수합병
인터넷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통해 미국의 선진 기술들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왔다고 밝히
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정보통신 항공 바이오 등

선진 기술 취득에 대해 자세하게 열거하고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 정부는
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해 왔고

년 동안

개 반도체 기업 합병에

억 달러의 반도
억 달러를 투자하

여 필요한 기술들을 취득 하였고 현재와 같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기술혁신 증대 노력과 미국의 대응 양국 간 갈등 양상을 살펴본다

반도체
년도 중국 반도체 수입액은
품목이다 김수진
목 위 원유수입 약

억 달러로 중국이

배영자

이은영

등

억 달러 과 비교하여도

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소비하는 규모는 약
다 반도체 산업은 중국제조

년 수입한 제품 중 수입액이 가장 큰

의

이상이나 더 많다

년 수입품

년 중반 현재 글로벌 반

인 반면에 자급률은

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

대 핵심 산업 중 하나이다

세계 반도체 산업은 크게 비메모리와 메모리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 규모는 대
정도의 비율이다 반도체 칩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특정 용도 칩의 설계 및 마케팅에 특화된 설계
전문 팹리스

생산기술 및 생산비용의 우위를 바탕으로 타 기업이 의뢰한 칩의 생산만을 전

문으로 하는 공정전문 파운드리

조립시험전문 패키징

등으로 기능이 분

리되고 분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메모리는 대부분 설계와 공정을 같이 진행한다
미국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약

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

를 구축해 왔다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도의 설계기술이
경쟁력의 핵심이고 이 기술을 가진 종합반도체기업이나 설계 전문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네
트워크를 주도하는 핵심 기업이다 미국 반도체 산업은 시장 규모도 크고 부가가치도 가장 높은 설
계부문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비메모리부문은 미국 기업이 메모리부문은 한국 기
업이 주도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아웃소싱한 노동집약적인 조립시험 부문에서 시
작하여 점차로 기술 수준이 높은 공정과 설계 부문으로 확장되어 왔다 배영자

중국은 반도체

부문의 기존 표준 반도체칩의 사양과 구체적인 공정 및 조립시험방식 반도체 장비에 내재된 생산
라인 운영방식 반도체칩 관련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세계반도체산업 생산네트워크에 진
입하였고 발전해 왔다 중국의 반도체 부문 과학기술혁신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제조공정을 업
그레이드하고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들의 인수합병이나 고급인력 스카우트를 통해 핵심 기술을 확
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급률을
투자펀드 를 조성하였다 이은영

년까지

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은 특히 팹리스 파운드리 메모리 부문에 집중 투자해

왔고 지난 몇 년간 성과가 두드러졌다 비메모리 팹리스 시장에서
록하였던 중국은

년 약

년 중국 반도체 산업

대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년 약

대의 점유율을 기

등 중국 기업의 약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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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지는데 특히

은 중국 통신장비회사 화웨이가

년 퀄컴 인텔 등 미 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했다 팹리스 시장의 고속 성장에 따라 중국 자국 내에서 파운드리 서비
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파운드리 부문은 점유율은
히 성장해 왔다 이은영

년

년

년

로 꾸준

특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메모리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메모

리 부문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

나머지

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까지 중국의 메모리 산업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나 창창메모리
허페이창신 合肥長鑫

福建晋华

푸젠진화

등이 주목 받아 왔다 중국은 공격적인 투자와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반도체 산업 내 팹리스 파운드리 메모리 부문에서 약진해 왔으나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수출금지 해외투자 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합병이나 불법적 기술유출을 통해 중국 반도체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국 반도체 산업에 위협적이고 경제적 침략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반도체 기술의 발전이 첨단 무기 개발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군사적 위협

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관세 수출제한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규제 지적재산권 소송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시도해 왔다
년

월 미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중국 국영 반도체 업체 푸젠진화와

현지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인 대만
기하였고 이에

가 특허와 영업 기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

는 중국 법원에 맞소송을 내며 마이크론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다 이수환

중국 푸저우 福州 시 법원은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등

개 제품의

중국 내 판매금지를 명령했다
년 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중국제조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하였는데 특히

수혜를 받고 있는 품목들 반도체와 관련 장비를 비롯 전자 플라스틱 철도차량 화학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년

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

램 제조업체 푸젠진화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였다 푸젠진화의 메모리 칩 제조 능력이 미국의 군사시스템용 칩 공급업체의 생존에 심대
한 위협 이라고 판단해 미 상무부는 푸젠진화를 소프트웨어와 기술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에 올렸으며 이에 따라 미 기업들은 푸젠진화 측에 수출하려면 미 당국으로부터 특별 승
인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년 미 상무부는 화웨이 자회사인 반도체 설계기업 하이실리콘을 거

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했다 하이실리콘은 미 기업의 반도체 자동화 설계 도구를 이용할 수 없게 되
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년 중국 반도체 기업 칭화유니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 확장을 위해 세계
미국 마이크론을 인수합병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좌절하였다

위 메모리업체인

년 중국계 사모펀드인 캐넌브리지가

미국 반도체 회사 래티스 반도체를 인수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식재산 이전 가능성과 미국에 대
한 반도체 공급망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승인을 거부하였다
년 중국계 싱가포르 기업 브로드컴이 미국 퀄컴 인수합병 시도 역시 좌절되었다 윤대균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좌절의 배경에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
가 놓여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의

조 조사를 근거로 미국

의 주요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서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
법

이 국방수권법
에 포함되어

년 월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본 법은

의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안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하며 심사 및 조사 중 해당 투
자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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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시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시장 독점 조사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의 중국 내 독점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진전시켜왔으며 이로 인해
였던 로열티 지급이

년

고 있다고 방어하고 있다

년

억 달러

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항변하면서 중국은 지적재산권법을 위반하지 않
년 월 미국이 통신장비업체

국 반도체 기업 칭화유니 계열 우한신신 武漢新芯⋅

제재를 가한 직후 시진핑 주석은 중

을 방문하여 반도체는 중국몽 夢 실현을 위한

심장임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기술혁신 노력을 격려하였다 미중 무역 및 지적재산권 전쟁이 반도체
전쟁으로 구체화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푸젠진화는 중국제조
프로그램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고 중국은

년 푸젠진화 창장메모리 허페이창신 등 사의 약진으

로 중국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측했었지만 현재 미국으로부터 장비 등의 수입이
제한되면 푸젠진화의 메모리반도체 양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분간 중국의 반도체 굴기 노력
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진

그러나 세계 반도체 수요의 절반에 육박하는

중국 국내 시장 수요와 중국 정부와 기업의 국산화 의지 및 투자 여력을 고려할 때 중국은 미국의
공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파운드리 기타 팹리스나 후방 반도체 장비산
업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부문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을 지속할 것이다

새로운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 산업 생태계가 변화되어 왔고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시장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었다
포함한 범용기술

는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로서 통신 산업의 재편을 넘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결

합되면서 많은 국내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지윤

삼정

한국무역

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이고

보험공사

년

전파통신 총회에서 승인된 공식 용어는

이며 초고속 빠른 응답속도를 보장

하는 초저지연 수많은 기기기의 대량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초연결을 특성으로 한다

를 둘러싼

산업 생태계는 초기에는 네트워크 장비 인프라 구축 업체 단말기 부품 서비스가 활성화되다가
가상현실 등의 콘텐츠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넘어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원격의료 스마트시티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재

년 상반기

최종 표준을 채택할 예정이고 미국 중국 유럽 등이

는 포괄하는 생태계의 범위가 넓어 특정 업체가 주도하기는 어렵다 현

를 둘러싼 경쟁은 특히 장비 단말기 부품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치열하다

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모뎀 칩을 개발하는 통신칩 제조 부분에서는 퀄컴 인텔 등 미국 기업의 위상이 압도적이다
고주파수 대역에서 필요한 각종 통신장비 부문에서는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삼성

등이 활약하

고 있다 통신단말기 부문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구도이나 중국 화웨이 샤오미가 중저가 제
품을 중심으로 추격하고 있다 현재
향후

관련 지적재산권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

산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의 지적재산권수입이 크게 증대할 예정이다

중국의 공업신식화부 工業和信息化部 는
발표해 중장기
이동통신을

년

월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계획

이동통신 산업 발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조은교
년 단계 핵심기술 개발 및 시험단계

실증 로 나눠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년을
등

년

단계 상용화 제품개발 및

을 위한 시장 네트워크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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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술요구 국제 표준화 단체 연구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육성책에 힘입어
통신 사

와 양대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

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구조가 만들어져 왔다 즉 통신사는 장비업체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에 장비업체는 통신사의 대
규모 발주에 힘입어

인프라를 확장하고 시장을 키워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미중 기술 갈등의 핵심에 통신장비 및 휴대폰 제공업체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자리잡고
있다

년 창설된 화웨이는

년 글로벌 기업들을 누르고 중국통신장비시장에서

년부터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등지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위를 하고

년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다

년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
다 급격히 확장되어 온 중국내외 통신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성장한 화웨이는
평균

년 매출액의

를 연구개발에 쏟아 부어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현재 에릭슨 노키아와 함께

통신

장비시장에서 강 구도를 형성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그림

출처

지속적인 혁신의 성과로 특허 건수에서 화웨이는 레노버 하이얼 샤오미 등의 중국 기업들을 압도
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애플을 능가하고 있다 최의현 외
만
말

건이고

년에도 세계에서

특허는 모두 만

특허협약 특허 수에서 삼성과

화웨이

특허는

년

건을 시작으로

년 말까지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이었다 삼성전자의

건 정도였고 애플은

년

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특허의 질과 직접 관

련되는 미국 등록 특허 수와 출원 특허 수에서는 화웨이가 모두 삼성과 애플에 뒤쳐져 있다
화웨이는

년 미국 진출 이후 특허침해 기술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송에 휘말려 왔으며

현재도 지적재산권 침해나 중국공산당과의 불투명한 관계로 심각한 비난에 직면해 있다

년 미

국 주요 통신장비 업체인 시스코는 화웨이가 자사 소스 코드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미국산 부
품이 들어간 장비를 불법으로 이란에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화웨이에 대한 의구심이 최초로 공식 표명된 것은
에서였다
트라이앵글

년

에서 발간한 보고서

보고서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중국 군 국가 연구기관들과 함께 디지털
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중국 군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10

EAI 이슈브리핑
있으며 군은 화웨이의 중요한 고객이자 정치적 후원자 연구 개발 파트너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정부와 군은 화웨이를 국가대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 업체는 현재 중국 최대의 가장
빨리 성장하는 또한 가장 인상적인 통신장비 제조사다
인수 시도가

에 의해 저지되기도 하였다

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화웨이와
발간하였다

년 화웨이의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보고서를

즉 중국산 통신장비들이 중국 정부의 사이버 공격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이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 관계 화웨이 보안 위협 문제 등에
관해 투명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화웨이나

통신장비를 도입해서는 안 되며

미국 기업들도 이 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년 중국제조

의 공표는 미국에서 중국 기술혁신에 대한 견제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민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미중 불공정무역 첨단기술과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은 일련의 문건인 미국 무역대표부
미 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조 조사결과 보고서

의 중국시장왜곡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백악관의 중국의 경제침략에 관한 보고서
제조

의

등이 발간되었다 이들은 모두 중국

가 중국의 자주혁신 달성과 중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

를 비롯한 선

진국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대규모 해외투자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주도의 기
술개발 해외투자는 경제침략

의 한 형태로 이는 주요국의 핵심 기술 및 지재권

을 획득하고 첨단기술을 탈취하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상무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단

선두기업인 중국 화웨이와

년 월

개 계열사를 수출통제 기업 명

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본 리스트는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

협이 되거나 위험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는 개인 기업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을 등록해 놓은 목록이
다 이후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와 거래를 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글 앱 같은 소프트
웨어 특허 사용허가권 등 지적재산권 대여도 포함되었다 이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퀄컴
등이 화웨이에 대한 기술사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 중단을 발표했다 미국은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와 같은 동맹국들도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할 것을 압박해 왔고 현재 캐나다 호주
는 이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현재 화웨이는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수입할 수 없게 되어 어려움
에 처해 있지만 지적재산권 중국공산당과의 관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맞서고 있다 화웨이는
최근 지적재산권 존중과 보호 혁신의 초석 제하의 백서를 발간하고 화웨이가 지적재산권
혁신과 보호를 위해 기여한 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지난

년 이상 이어진 화웨이 성공의 핵심이었으며

받았고 이 중

만

의

백서는 혁신과 지적재산권 보호가
년 말 기준 화웨이는 만

개는 미국 특허라고 기재했다 또한 백서는 화웨이가

개의 특허를

년 이후

억 달러

규모의 라이선싱 매출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자사 특허를 확보하는 것 외에도 다른 회
사의 지적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 중

는 미국 기업에게 지급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화웨이에 대한 수입 제한을 풀
지 않고 있으며 화웨이는 특허소송 등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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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앤드류 응은 인공지능을 새 시대의 전기

로

표현하였다 그만큼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에 활용되면서 국내외에 걸쳐 다양한 정치경제 변화를 가
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종혁

이왕휘

인

공지능 부문은 아직 전반적인 산업구조나 글로벌밸류체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어

렵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부문에서의 우위는 활용 가능한 적절한 데이터 인력 컴퓨팅 파워 알
고리즘 활용을 추동하는 다양한 수요와 정책 의지의 존재 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인력과 컴퓨팅 파워와 알고리즘 부문에서 중국은 데이터와 수요
및 정책에서 유리한 상황이며 특히 중국은 음성 및 안면인식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앞서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인공지능 관련 논문과 특허의 수에서 미국을 앞

서고 있다 김대정 외
이

건

박승혁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허의 경우 중국은 자국출원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건 보다 대학

건 이 더 많은 특허

를 출원하였다 중국은 대학주도의 학술적인 접근으로 인공지능 특허가 출원되고 있으나 미국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건

이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어 기술 상업화 경쟁력은

미국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기술 측면에서 미국과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 매킨지 등은

중국이 인적자원 인프라 산업정책에 힘입어 향후

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년 중국에서 인공지능 人工智能 이

최초로 정부사업보고에 등장하였다

중국 정부는

년 인터넷 플러스 에 이어

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을 발표하며
할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기술을 선

년까지 전 세계

년 차

기술을 선도

우리는 인공지능발전의 역사적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경제 사회적 발전

은 물론 국가안보 나아가 중국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와 도약을 위한 기회 牢牢把握人工智能发展的
重大历史机遇，[…] 引领世界人工智能发展新潮流，服务经济社会发展和支撑国家安全，带动国家竞争力整体
跃升和跨越式发展 다

중국의 주요
종혁

이왕휘

기업인
등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오

이들 기업들은 현재 서로 분업하며 중국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이끌고

있다 바이두는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의 플랫폼 개발 계획인 아폴로 계획을 출범시켰다 알리바바는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플랫폼인 시티 브레인 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으며 저장성 항저우에
스마트 도시를 시범 구축한 데 이어 허베이성 슝안신구에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스마트

도시를 세울 계획이다 텐센트는 의료 및 헬스 분야 플랫폼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막대한 인구가 쏟아내는 데이터는 전 세계 데이터의

를 점유하며

으로 필요한 빅데이터 생성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구축에 핵심적

년까지 그 비중이 약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중국에서 특히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 온라인결제 등 차세대 산업에 필요한 안면 음성인식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
헬스케어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안면음성인식 같은

기술은 금융 자율주

행 등 중국의 차세대 산업에 적용되어 중국 산업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중국이 막대한 벤처기업 투자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면 및 음성인식 헬스 등 일부 응용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하드웨어 양질의 인력 기초연구 등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부문에
서 미국의 우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도체와는 달리 인공지능 부문에서 표면적으로 네가티브한 견제 전략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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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국

기술 및 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억제하고 이 부문에 대한

화하고 있다
국

아울러

의 권한을 강

를 활용한 중국 정부의 통제와 군사적 활용을 비판하면서 중

기술 발전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 전반에 걸쳐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국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와

인력 양성 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 종료 직전

에 관한 보고서에서

개발 시민교육 노동자 지원 등 가지 전략 제시한 바 있다

기술

트럼프 행정부

에서는 연구개발예산삭감 반이민법 등 미국 과학기술혁신에 치명적인 조치들이 논의되면서 과학기술
계와 갈등이 진행되어 왔으나
였다

연구개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

이니셔티브 로 명명된 이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차세대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중장기 연구 지원

기술 우위를
연구 증진을 위

한 연방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교육 강화 등을 명시했다 올해 초
국정연설에서

및

통신 투자 확대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분야에서 지속

적인 리더십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 유지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 중국 인공지능 부문은 막대한 데이터와 기술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응용분야에서 지속적
으로 미국에 도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양측은 서로 우월한 부분을 분점하면서 경쟁하는 양상
을 보일 것이다 실제로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특정 부문
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카드가 많지 않다 다른 한편 미국이 우
위를 보이고 있는 기초연구 양질의 전문가 등을 중국이 단시간에 따라잡기 어렵다 중국 교육체제
지역격차 등을 비롯한 국가혁신체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미국에서 중국 정부의

기술을 활용한 감시 및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

으며

중국의 인권의식이 성장하고 정보 통제가 강화되면서

기술의

근간이 될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용이할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 무단횡단 등 공공질서 위반자 범죄자 색출 등에 이용되고 있는데 이
에 대한 인권침해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 강화로 중국 외부 데이터의 축적
이 제한되면서 중국

기술의 글로벌 확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압도적인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의 중국 기
업에 대한 다양한 제재로 중국 반도체 굴기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도체 부문에
서 현재 중국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세계 반도체 수요의 절반에 육박
하는 중국 국내 시장 수요를 감안하고 중국 정부와 기업의 국산화 의지 및 투자 여력을 고려할 때
중국의 반도체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혁신이 진행될 것이고 시간이 늦추어지겠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실현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의 경우 현재 산업 발전의 초기 단계이고 미국과 중국 각자의 이점에 기반하여 서로
다른 부문에 주력하고 있어 미국의 전반적인 견제와 군사 및 정부통제 활용에 대한 문제제기만 있
을 뿐 갈등의 전면으로 부상하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핵심 기술이나 주력 부문이 겹치면서
그리고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이 확산되고 인공지능이 정부의 통제나 감시와 밀접하게 관련되면
서 양국 간의 인공지능 부문에서 경쟁과 갈등은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 경우 통신장비부문에서 미국은 핵심 칩 부문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취
약한 물리적 인프라를 만회하기 위해
을 발전시키고 있다
상실했고 대신 중국 화웨이와

기술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관련 서비스 부문

장비의 과다 경쟁과 출혈 속에서 미국이 통신장비부문에서 경쟁력을
가 화려하게 부상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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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화웨이는 미중 기술 갈등의 핵심 포화를 맞고 있으며 갈등은 단기간
내에 수그러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년 누설된 백악관 보고서는 미국이

인프라에서 뒤처지

는 것을 우려하고 중국의 사이버 첩보활동에 대비한 보안 강화를 위해 통신장비 구매 설치 운영
등 절차와 관련된 연방규정을 확립하고 주 지방정부 별로 난립하는 규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면서 최선의 방안으로 국가가 직접

네트워크를 구축 소유하고 이를 서비스 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이러한 해프닝은

에서 미국의 초조함과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문

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

의 경쟁 역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 년 전 영국과 독일은 화학 전신 철강 등신 과학기술부문에서 미국에 비교하여 우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산업과 생산방식이 대서양 건너 미국에
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당시 미국은 넓은
영토 풍부한 자원 발명가와 기업가의 도전과 혁신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지원 정책이 어
우러져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국가였다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 부문에서 미국의 핵심 기술 우위

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중국 역시 방대한 인구 및 자원 경제 성
장과정에서 형성된 혁신적인 기업가 군의 도전 그리고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느냐는 것이고 이를 위해 중국이 넘어야 할 내적 외적
도전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의 무역 및 기술 갈등은 중국에게 큰 도전으로 작용하
고 있으며 중국이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중국이 이러한 도전들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기술혁신과 경
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지의 여부 그리고 미국이
력을 되찾고 패권을 유지해 온 것과 같이 현재

년대 초반 소위

신경제의 부상으로 활

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경제적 활력을

되찾고 다시 한번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 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인공지능 부문에서 미중의 기술경쟁을 간략히 살펴본 결과 기술

발전이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경제적 맥락 안에서 진행되며 특히 세
계정치경제적 요인과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기술 발전의 동기
는 물론 기술 발전의 속도와 경로가 세계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기술 발전은 세
계정치경제 질서의 변화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술과 세계정치경제질서의 공진화
라는 틀에서 양자의 상호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세계 정치경제질서의 블록화
미국이 중국 기술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기업 거래를 제한하며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특히

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되어 온 자유주의 세계정치경제 질서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년대 이후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해 국경을 넘는 촘촘한 네트워크 글로벌 밸류체인
안에서 긴밀히 연결되었던 공급체인

이 미국 측과 중국 측으로

양분화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하는 전략이라고 인식되
고 있으며 이 과정은

등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다
년 화웨이는
린스

개 핵심 부품 공급자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이 가운데

등 과 같은 미국 기업이었다

개 기업이 인텔 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와의 거래 금지를 담은 행

14

EAI 이슈브리핑
정 명령을 발표한 직후 인텔 구글 퀄컴 등의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또한
관세부과 압력으로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규모 축소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
면서

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자제품 의류 자동차 등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연결된 공급체인이 두드러지는 바 화웨이에 대한 압박이 타 부문에까지 확대되고
아시아 지역 전역으로 확장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기업거래 제한 해외투자 규제 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실
제로 지난 수 십 년 동안 구축되어온

가 분리되고 기술제품 공급체인의 양분화 과정을 겪게

된다면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의도대로
가 나뉠 것인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양측의 공급체인이 분리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시장과 정부 정책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온

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적지 않

은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뒤따라오는 세계 경제 침체를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컨대 애플의 경우 지난 십여 년 동안 중국 협력 업체가 급증하였고
중국에 약

개의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가운데 약

를 중국 이외의 지

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실행여부는 불확실하고 이것이 애플에 큰 부담이
될 것은 확실하다
둘째는 미국과 중국 이외의 많은 국가들이 어느 쪽의
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나

를 선택해야 하는지 압력을 받는 상황

와 같이 중국 미국과 동시에 연결된

안에 놓여진

국가에게 고통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수반하는 선택일 수 밖에 없고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 국가들이 어느 쪽에 참여하게 될 지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경우 평균 중국 수출 비중이

개 아시아 국가들의

인 데에 비해 미국 수출 비중은 그 절반 수준인

이다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면 중국 측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구축해 온 안보 협력 보편
화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축으로 구축된 세계정치경제질서 등을 고려하면 선택이 복잡해 질 수 있
다

세기 전반부 동안 미중 패권경쟁이 진행될 것임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이나 세계 경제를 위해 최

선의 길은 세계정치경제질서가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분리되는 것보다 보편적인 원칙이나 규범을 크
게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미중 기술 갈등이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중
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구축되어 온

안에서 양대 수혜자였고 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인력과 자본의 이동을 통해 미국과 중국 양국의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인지하고 전면적 충돌을 피하
고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해야 한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으로 세계정치경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은 과연 중
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국내외적 도전들을 적절히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이에 토대한
새로운 산업과 경제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지의 여부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
에 중국에게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중국이 과연 기술혁신과 경제적 성장에 기반하여 어떤 국가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다른 국가에게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규범을 중국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한 연구는 중국이 실현하는 데 실패
한 동도서기 東道西器 라는
한다

세기 문제의식의

세기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

중국이 미국을 물질적으로 따라잡는 것을 넘어 기술과 물질적 우위를 통해 실현하고

자 하는 도 道 가 무엇인지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가 인용한 장자
莊子 의 포정해우 庖丁解牛 고사를 소개해 본다

포정(庖丁) 은 소를 잡아 뼈와 살을 발라내는 사람을

말하고 해우(解牛) 는 소를 잡아 뼈와 살을 발라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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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정이 문혜군 文惠君 을 위해 소를 잡은 일이 있었다 그가 소에 손을 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로 짓누르고 무릎을 구부려 칼을 움직이는 동작이 모두 음률에 맞았다 문혜군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여 어찌하면 기술이 이런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느냐 라고 물었다 포정은 칼을 놓
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반기는 것은 도 道 입니다 손끝의 재주 따위보다야 우월합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소만 보여 손을 댈 수 없었으나

년이 지나자 어느새 소의 온 모습

은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정신으로 소를 대하지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눈
의 작용이 멎으니 정신의 자연스런 작용만 남습니다 그러면 천리 天理 를 따라 쇠가죽과 고기
살과 뼈 사이의 커다란 틈새와 빈 곳에 칼을 놀리고 움직여 소의 몸이 생긴 그대로 따라갑니
다 그 기술의 미묘함은 아직 한 번도 칼질을 실수하여 살이나 뼈를 다친 적이 없습니다 솜씨
좋은 소잡이가

년 만에 칼을 바꾸는 것은 살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보통 소잡이는 달

마다 칼을 바꾸는데 이는 무리하게 뼈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 칼은

년이나 되어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칼날은 방금 숫돌에 간 것과 같습니다
이 고사는 기술의 뛰어남은 필연적으로 정신적인 道와 결합될 때 성취될 수 있고 기술과 도 道 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의 기술경쟁도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힘만
을 겨루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념적이고 정신적인 도 道 의 문제이며 미국과 중국이 새로
운 기술을 토대로 하여 형성되는

세기 세계정치경제질서를 어떤 규범과 이념으로 이끌어 가려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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