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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ina’s Tech n o lo gical Leap fro g gin g
Technological leapfrogging refers to a company or country that jumps
over several stage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to advance rapidly and substantially.
This type of breakthrough has been under way in China since 2013.

Joi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2001 did not

debuted among unicorns (start-up companies with mar-

immediately lift China up the economic pyramid. It re-

ket capitalization exceeding US$ 1 billion). The number

mained in the mid-to-low-priced domestic goods mar-

of Chinese unicorns soared between 2014 and 2017; in

ket, the bottom, because it lacked competitiveness in

2017,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d 41% and 36% of

technology and quality. But by 2007, Chinese companies

the unicorns in the world, respectively.

began to advance into the mid-market, and since 2013,
China has been competing with international companies

Considering the aforementioned developments, it

in some high-end markets.

seems that the technological leapfrogging of Chinese
enterprises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2013 and paral-

Case in point, Samsung’s mobile phone market share

lel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apfrogging is

in China crashed from 19.7% in 2013 to less than 1% in

possibl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no consumption

early 2018, and previously unfamiliar Chinese brands

legacy; creative imitation of existing technology; and

such as Oppo and Vivo are now in the market’s top

major shift in technology. In China, all three seem to be

five alongside Huawei and Xiaomi. Moreover in 2013,

taking place. “No consumption legacy” refers to a situa-

a major shift in technology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tion where, for example, when the fixed line telephone

Revolution began. The U.S. tech giants Google, Apple,

is not widely available, mobile phone can penetrate the

Facebook and Amazon began to dominate the internet,

market fast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y be

e-commerce, and social networking, thus leading the

an opportunity for China to surpass several advanced

global platform economy. As a result, those companies

economies, similar to the way the United States and

along with Microsoft and China’s Baidu, Alibaba, Tencent

Germany overtook the UK during the Second Industrial

began to appear on the global list of companies with

Revolution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p market capitalization. Also, in 2014 China’s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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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Fac to rs o f Leap
China’s fast development in technology is the result of four factors:
1) supply, or input; 2) demand; 3) competition; and 4) government support.

China has been investing more than 2% of its GDP in

Competition is extremely intense, especially among pri-

R&D since 2013. Starting in 2020, China plans to in-

vate companies. Even the slightest idleness can result in

crease its commitment to 2.5%, making it the No. 1 R&D

immediate elimination from the market.

investing country in terms of purchasing power parity
(PPP). China’s R&D spending rose an average of 21%

The final factor, government support, is manifested in

annually from 2007 through 2016. By 2014, China had

restricted entry of foreign companies in key industries.

more employees engaged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hat naturally facilitates domination of the Chinese

than the United States.

market by domestic companies. This kind of government-led protection is generally adopted in late-stage

06

In demand, having the largest population in the world

industrializing economies. However, in the case of Chi-

guarantees active buying in the internet and mobile

na, the government controls the nation’s economy as

platform era, which, in return, drives competition. As of

a whole. In addition, China’s vast domestic market pro-

2018, more than 1 billion Chinese were internet and mo-

vides high leverage in negotiations with foreign compa-

bile phone user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develop-

nies that possess key technology; sharing the technolo-

ment in particular, companies that have platforms with a

gy is required for market access.

large subscriber group have a tremendous advantage.

3 . ‘M a d e in Ch in a 2025’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master plan is to put China on track to return to preeminence by 2049,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he plan includes efforts to significantly boost natio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power, especially by increasing its military and tech-

industry in particular, the goal is to lead new technolo-

nological capabilities. To this end, the government in

gies, from hardware to software and even platforms. In

2015 established “Made in China 2025,” a basic frame-

addition, the framework outlines China’s plans to intro-

work that set the direction for industry and technology

duce 5G communication network as a priority, develop

policies.

AI, and self-supply semiconductors. The aim is to turn
China into a global technology pace setter by taking in

The framework is not geared only for manufacturing.

the lead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Going forward,

Rather, it is a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the Chinese government is expected to pour enormous

plan that encompasses new industries in the services

resources into these key industries.

sector, as well as internet technology and AI.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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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ey Te ch n o lo gies an d In d us tries
Among the many cor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miconductors, the 5G communication network, aerospace technology and AI are among the most
important. “Made in China 2025” includes ten of the core technologies and industries.

AI evolves through Big Data, algorithms and high-per-

are among the top five telecom equipment makers in

formance computing. China has potential in all three

the world) as it cannot idly watch China becoming the

thanks to its huge population and platform companies

global leader in 5G networking, the core infrastructure

such as Baidu, Alibaba and Tencent. As a result, China’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sanctions

gap with the United States in AI is rather narrow and

prevent these companies from acquiring semiconductor

China has the capacity for independent development.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or other countries. Fur-

Moreover, China is approaching an up-to-date technolo-

thermore, the sanctions ban Chinese companies from

gy level in sectors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which

purchasing semiconductor technologies and related

has been evolving through the fusion of AI technology

products. China initially plans to invest 100 trillion won

and other technologies.

and an additional 70 trillion won in its semiconductor
industry to self-sufficiently meet 70% of its domes-

China’s most underdeveloped sector is semi-conductors.

tic demand by 2025. Meanwhile, in order to contain

Therefore, the United States has been using a variety

the three major global semiconductor manufacturers

of means to impede a technological leapfrog in Chinese

(Samsung, Hynix, Micr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chips.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has applied sanc-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price-fixing.

tions on Huawei and ZTE (two Chinese companies that

5. S ino-U .S . Trad e an d E co n o mic Dis p utes
China's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is becoming a risk to the United States.

President Trump’s use of tariffs on Chinese products

Currently, the United States accounts for half of the mil-

is an effort to pressure China into buying more U.S.

itary spending in the world and has overwhelming supe-

products to shrink the U.S. trade deficit with China.

riority in military and commercial technology. However,

However, the United States is more vigilant about Chi-

China’s growing economic scale and massive investing in

na's challenge to the United States’ current technolog-

R&D has begun to shake the United States’ technologi-

ical hegemony.

cal monopoly.

Superiority in military power and technology enabled

The United States is responding with three measures.

U.S. hegemony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in par-

First, it is preventing Chinese companies from acquir-

ticular,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ing key U.S. companies. Next, it is restricting l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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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companies such as Huawei, ZTE, and DJI from

On July 6, 2018, the United States imposed a high tariff

doing business and purchasing technology and parts in

of 25% on 818 Chinese high-tech products (equivalent

the United States. Lastly, the United States is pressuring

to US$ 68 billion in U.S. imports annually) including

China for fairer economic policies. It wants a change in

communication equipment. All of these products are

policies that either support state-owned enterprises or

related to the ten key industries that China is planning

restrict foreign companies from doing business in China.

on fostering via the “Made in China 2025” initiative. In

However, because the means and results of a battle for

response, China announced a sales ban on U.S. semicon-

technological hegemony are less clear than those per-

ductor maker Micron Technology, and retaliatory tariffs

taining to a trade war, a prolonged battle is expected.

on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real
Sino-U.S. battle will unfold on the cutting-edge technology turf, and it will probably be prolonged.

6. China’s H igh -T ech Lead ers
Baidu, Alibaba and Tencent, the three largest platform companies in China,
generate more than 90% of its sales in the Chinese domestic market.

08

Their services began as copycat products, but creative improvement has led to unique services.

These companies also benefit from not directly infring-

Jhengfei has less than 2% of Huawei’s shares, and the

ing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foreign companies.

government has no reported shares. However, employ-

Therefore, they are at a distance from the Sino-U.S. bat-

ees are required to return shares upon resignation or

tle for technological hegemony.

retirement, making de facto ownership unclear. Moreover, since Huawei is not listed on the stock market, it

On the other hand, nearly 50% of Huawei and ZTE’s

is not required to disclose details about ownership and

sales depend on the international market; these globally

governance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claim that

top ranking telecom equipment makers are subject to

the Chinese government influences ZTE has validity; as

U.S. inspections and sanctions. The U.S. government is

of 2015,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owned 33%

preventing Huawei from doing barely any business in

of the company’s shares. Both Huawei and ZTE invest

the U.S. market. ZTE was penalized in 2015 for breach-

more than 10% of their revenue into R&D, and approx-

ing the agreed sanctions against Iran, and was heavily

imately 30% of their workforce is involved in R&D. In

penalized again in 2018. The motivation behind the

particular, it is known that the Chinese public has much

hardline treatment is the U.S. claim that both companies

confidence in Huawei, along with its CEO Ren Zheng-

are influenc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fei. But because Huawei and ZTE’s main customers are

military and thus pose as a risk to U.S. security.

China’s three major telecom companies, neither is likely
to do good business without close cooperation with the

Huawei is officially a private company. Employees

Chinese government or Communist party. As a result,

control 98% of the shares, so the company may be

Huawei and ZTE are likely to be dragged into the middle

considered employee-owned. Company founder Ren

of the Sino-U.S. battle for technological heg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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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 m plication s fo r th e Ko rean E co n o my
In 2010, the Chinese economy surpassed that of Japan in size, and became the second-largest
economic power in the world. Since 2013, China seems to have surpassed Korea and Japan in terms of
qualitative competitiveness (technology and quality) in some industries.

In particular, China’s entrepreneurship has shown to ex-

If the Sino-U.S. trade war continues, and especially if

ceed that of Korea and Japan’s due to its vigorous start-

President Trump decides to impose a 25% tariff on

ups. The number of fledging businesses and the start-up

imported automobiles, Korea is bound to suffer con-

environment (including venture capital) is overwhelm-

siderable damage. Of Korea’s exports, China and the

ingly healthier than Korea or Japan.

United States account for 25% and 12% respectively,
but considering triangular trade (parts and materials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since 2013 is quite

re-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via China), Korea’s

similar to that of the early 1990s. In the early 1990s, Ja-

trade dependence on both countries are similar to about

pan’s economic bubble collapsed, resulting in a balance

17~18%. In any case, a tariff war between two large

sheet recession and decrease in corporate investments.

markets that are responsible for nearly 40% of Korea’s

That gave an opportunity to certain Korean industries

exports (including Hong Kong) would be a massive blow

to move ahead of their Japanese rivals. Of course, the

to the Korean economy and disintegrate the structure

political disintegration of the former Soviet bloc at the

of the East Asia supply chain. President Trump is likely

time also led to market openings for Korean companies.

to maintain an adamant stance in the trade war toward

Twenty years later, now in the 2010s, China is overtak-

China at least until the U.S. elections in November 2018.

ing Japan and Korea in most industries. The difference

Trade conflicts between two economic powers are ex-

is that in the early 1990s, Japan was still seven times

pected to find some solution before that time. However,

the size of Korea's economy. The Chinese economy cur-

U.S. efforts to contain China’s technological leapfrogging

rently is eight times that of Korea. Furthermore, China

will continue into the foreseeable future. China will ab-

has overwhelming capacity in technology, management

sorb short-term damage in certain industries, includ-

skills, and entrepreneurship. The total impact imperils

ing semiconductors. In the long-run, its technological

the survival of the Korean economy. Another difference

capabilities will most likely strengthen as the Chinese

is that the United States has started to be more dis-

government devotes more and more resources to tech-

cerning about China. How would a Sino-U.S. economic

nology development to realize President Xi’s “China

conflict impact the Korean economy? Not one of these

Dream.” Paradoxically, the battle for technological hege-

problems has a simple solution.

mony between the two giant economies will solidify the
Sino-U.S. global duopoly in technology. The European
Union’s technology competitiveness will relatively wane,
and Japan and Korea will easily face the same 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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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기술추월
기술추월이란 기업이나 국가의 기술 수준이 몇 단계를 뛰어넘어 크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기술추월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것 같다.

10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하고 처음 몇 년 동안은 기

같은 ICT와 인터넷 회사들이 2013년경부터 세계 시가총액

술이나 품질 경쟁력이 없어서 중저가 내수시장(bottom of

의 상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의 스타트업이

pyramid)에 머물러야 했다. 2007년경부터 중국 기업들이

처음으로 유니콘(시가총액이 1조 원 상회하는 스타트업) 리

중간 시장에 진출했다. 그리고 2013년경부터는 일부 고급

스트에 등장한 것도 2014년부터이다. 2014~2017년의 4년

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삼

사이에 중국의 유니콘이 급증하여 2017년에는 전 세계 유

성전자 휴대폰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은 2013년의 19.7%

니콘 중 비중이 미국기업이 41%, 중국기업이 36%, 그리고

에서 2018년 초에는 1% 미만으로 추락했다. 오포(Oppo),

다른 모든 나라의 합이 23%였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종합

비보(Vivo)같이 전에는 들어 보지 못했던 중국 브랜드가

할 때 중국기업의 기술추월은 제4차 산업혁명과 궤도를 같

Huawei, Xiaomi와 더불어 중국 휴대폰 시장의 상위 5대

이하며, 이런 추월은 2013년경부터 본격화 된 것 같다. 기술

시장 리더가 되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

추월은 유산(legacy)이 없는 경우, 기존의 기술을 개량하는

는 기술의 대전환이 2013년경부터 본격화되었다. 미국의

경우(creative imitation)와 기술이 크게 전환되는 경우에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가 인터넷과 전

가능한데 중국의 기술추월에서는 이 세 가지 일이 모두 일

자상거래, SNS를 점령하여 플랫폼 경제를 주도해 나가기 시

어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이 제2차 산업혁명에서 영국을 추

작했다. 구글의 M&A 실적을 보면 2013년에 크게 점프한다.

월했듯이,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중국이 여러 선진국을 앞

GAFA와 중국의 BAT(Baidu, Alibaba, Tencent), Microsoft

서는 일이 가능할 것 같다.

2 . 중국 기술추월의 요인
중국의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합쳐져서 나온 결과이다.

먼저 공급요인으로 중국이 2013년부터 GDP의 2% 이상을

입자)가 매우 중요한 경쟁 요인이다. 2018년 현재는 중국인

R&D에 투입하기 시작했고, 2020년부터는 GDP의 2.5%

중 10억 명 이상이 인터넷이나 모바일폰을 활용하고 있다.

를 R&D에 투입하여 PPP 환율로 세계 최대의 연구개발투자

특히 인공지능의 개발에서는 가입자가 많은 플랫폼을 가진

를 하게 된다. 2007~16년의 기간에 중국의 R&D 지출이 연

회사가 매우 유리하다. 다음으로는 경쟁 요인이다. 중국의

평균 21% 증가했으며, 또한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

산업 중에서 적어도 민간기업이 사업을 하는 업종에서는 경

보다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인력이 더 많다. 수요 요인으로

쟁이 매우 치열해서,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금방 시장에서

는 중국이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과 모바

밀려난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역할이다. 주요 산업에

일의 플랫폼 시대에는 이런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서 외국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여 중국기업이 내수시장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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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처럼 공급(투

는 하나, 중국의 경우는 경제 자체를 국가가 주도하는 데다

입), 수요, 경쟁, 정부의 지원 등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해서

가 내수 시장이 방대하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과

중국의 기술추월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국내산업 보호

의 협상에서 중국 정부가 유리하다.

방식은 후발산업화 국가가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이기

3 . ‘중국제조 2025’
중국 정부가 중국의 기술추월을 주도하고 있다.

시진핑은 2012년 가을 집권 후에 2049년까지 중국을 위대

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모두 망라하여 신기술

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서 국력,

을 주도하려는 야심을 담고 있다. 5G 통신망을 우선적으로

특히 군사력과 기술력을 크게 증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도입하고,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특히 반도체를 자급자

이를 위해서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라

족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

는 기본 틀을 구축해서 산업과 기술정책의 방향을 잡았다.

이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주도하여 세계적

이름은 ‘제조’라고 되어 있으나, 이 계획은 제조업뿐만 아니

인 기술 리더가 되겠다는 야심적인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라 서비스업, 인터넷 산업, 인공지능과 같은 신 산업을 모두

지금부터 정부가 이들 산업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겠다는

포함하는 포괄적인 경제발전 계획이다. 특히 ICT 산업에서

것이다.

4 . 핵심 기술과 산업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반도체, 5G 차세대 통신망, 우주항공기술 등이다.

‘중국제조 2025’에는 이런 핵심기술과 산업이 10가지 포함

의 인프라가 될 5G 통신망에서 중국이 리더가 되는 것을 좌

되어 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알고리즘과 대용량 컴퓨팅

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장비산업에서 세계 5위 안에 드는

능력을 통해서 발전한다.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BAT로 대표

두 중국회사(Huawei, ZTE)가 5G 기술을 선도하는 것을 반

되는 플랫폼 회사가 있어서, 위 세 가지 역량을 모두 가지고

도체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저지하려고 한다. 이들 회사가

있으며, 따라서 인공지능에서는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별로

미국이나 제3국에서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저지하

크지 않고 독자적인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고, 나아가서는 반도체 기술이나 제품 자체의 도입이나 구매

리고 중국은 인공지능과 다른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서 진

까지도 제재한다. 중국은 반도체산업에 1차로 100조 원, 그

화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산업에서도 세계 첨단에 접근하

리고 추가로 70조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는 국내 반도

고 있다. 중국이 가장 뒤떨어진 분야가 반도체이며, 따라서

체 수요의 70%라는 높은 자급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서의 중국의 기술 추월을 저지하려고

그리고 메모리반도체 3사(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를 견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4차 산업혁명

하기 위해서 메모리반도체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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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중 경제갈등
중국의 기술 수준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게 되자 미국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핑계 삼아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12

그러나 미국이 더 경계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적인 기술패권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억제하는 정책 등을 바꾸어서 공평

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특

한 경제정책을 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나 기술패권을

히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세계 패권 국가의 위치를

위한 싸움은 관세전쟁만큼 수단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기 때

유지한 것은 군사력과 기술력의 우위 덕분이었다. 미국은 세

문에 싸움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7월 6일 미

계 전체 군사비의 절반을 쓰고 있으며, 군사 및 상업 기술에

국은 중국의 수출품 중 통신장비 등 첨단 제품 818개(미국의

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규모

수입 규모로 연간 680억 달러에 상당)에 대해서 25%의 고

가 커지고, 중국도 R&D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기 시작하

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중국제조

면서 미국의 기술 독점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에

2025’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육성하려는 10대 첨단산업과

대응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중국

관련되는 제품군이다. 중국은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에

기업이 미국의 중요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막고 있다. 둘

대해서 중국 내 판매금지 조치를 발표했고, 곧이어 미국의

째로 화웨이나 ZTE, DJI와 같은 중국의 기술선도 기업이 미

수입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미국의 기술과 부품을 구입하는 것을

미·중 무역갈등의 진짜 싸움은 앞으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제한한다. 세 번째는 중국 정부에게 국유기업을 지원하거나

벌어질 것이며, 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6. 중국의 첨단 기술기업
중국의 3대 플랫폼 회사인 BAT는 매출의 90% 이상이 중국 시장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중국의 소비자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서비스 자체는 처음에는 모방이지만 창의적인 개량을

는 근거는 이들 회사가 실질적으로 중국 군부와 공산당의

통해서 독자적인 서비스를 다수 개발했고, 외국기업의 지적

영향력 아래 있어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이다. 화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중 간의

웨이는 공식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소유지분을 갖고 있지 않

기술패권 싸움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 반면에 세계 통신

은 민간기업이지만 소유구조가 독특하다. 설립자인 런정페

장비 산업에서 상위에 들고 있으며 해외 매출이 총 매출의

이의 지분은 2%가 되지 않으며 나머지 98%는 사원들이 가

50%에 달하는 화웨이와 ZTE는 미국의 견제와 제재의 대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사원들이 소유하

상이 된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가 미국 시장에서 거의 사업

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사원들이 가진 지분은 퇴사 시에

을 못 하게 하고 있으며, ZTE도 2015년에 이란에 대한 제재

다시 내어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과연 이들 주식의 소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다시 2018년에도 대대적인 처

유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다. 물론 상장도 되어 있지 않

벌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이 이 두 회사에 대해서 규제를 하

고 회사 정보가 널리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와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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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불투명하다. 반면에 ZTE는 대주주 가운데 국유기업

장 신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중

이 지배하는 주식의 비중이 2015년 기준으로 33%에 달해

국 내 주 고객이 국유기업인 3대 통신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배를 받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

정부나 공산당과 밀착되지 않고는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다. 이 두 회사는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입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두 회사는 미·중 기술 싸움의 한

고 총직원의 30% 정도가 연구개발인력일 정도로 기술선도

가운데 놓일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며, 특히 화웨이와 회장인 런정페이는 중국인들이 가

7.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중국 경제는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2013년 이후에는 기술이나 품질과 같은 질적 경쟁력에서도 일부 산업에서 한국이나 일본을 제치기 시작한 것 같으며,
특히 창업의 활성화로 나타나는 기업가 정신에서도 두 나라를 훨씬 앞서가기 시작했다.

창업의 수는 물론이고 벤처 캐피털을 포함하는 창업 생태

으로 수출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는 3각무역을 감안하면 실

계의 건강성도 일본이나 한국을 압도한다. 2013부터 시작

질적인 시장 의존도는 중국과 미국이 약 17~18% 내외로 비

해서 지금의 상황은 1990년대 초와 유사한 점이 있다. 당시

슷할 것이다. 어쨌든 홍콩을 포함하면 한국 수출의 40%를

일본 경제가 버블이 터지면서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지고 기

가져가는 두 거대한 시장 간의 관세전쟁은 한국의 수출에 심

업의 투자가 후퇴하면서 한국이 일부 산업에서 일본을 앞서

대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이미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

가기 시작했었다. 물론 당시에 냉전의 종식으로 공산권 시

되어 있는 생산 분업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 이런 위험과

장이 열린 것도 한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20년 후

세계 경제의 침체, 미국 소비자와 산업의 반발을 고려할 때

인 2010년대의 상황은 중국이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 산업

미·중 간의 관세전쟁은 길어도 5개월 이상 계속될 수는 없을

의 주도권을 빼앗아 가는 상황이다. 다만 차이는 1990년대

것이다. 트럼프는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중국에 대해

초에는 일본이 여전히 한국 경제 규모의 7배였던 점이다. 지

서 아주 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

금은 중국경제가 한국의 8배이고, 그 위에 기술력이나 경영

나 기 시기를 즈음해서 관세전쟁은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전

능력과 기업가 정신이 더 뛰어나다면 한국경제는 앞으로 어

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의 기술추월에 대한 견제는 앞

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문제이다. 또 하나의 차이는 미국이

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점이다. 이러한 미·중

와 같은 일부 산업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보

의 경제갈등이 과연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면 기술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의 중국 꿈

어느 것 하나 쉬운 답이 없다.

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자원을 기
술개발에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거대 경제의 기술전쟁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특히 트럼프가 정말로 자

의 결과로 미·중 두 경제의 기술독점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

동차 수입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은 상당

이 크다. EU는 앞으로 기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 약화될

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것이며,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 운명이 되기 쉽다.

25%, 미국의 비중은 12% 정도 되지만, 부품과 소재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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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산업 핵심 기술

자율주행기술의 글로벌 동향
서 승 우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매년

제4차 산업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IoT, Big Data, AI

약 12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95%

를 가장 잘 융합하고 구현한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또

가량이 운전자를 포함한 사람의 실수로 사망한다.

한,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네 가지 키워드(자율주행, 연결,

이러한 사고의 비율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공유, 동력) 중 동력을 제외한 세 가지는 ‘지능’이라는 개념으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례로 2004~2015년

로 연결되어 있고, ‘자율 주행’이라는 컨셉트로 묶여 있다.

동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800% 이상
증가했다. 한편, 교통사고에서 충돌 사고의 약 80%는
사고 직전 3초 동안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 3초는 사고로 진입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사고를 인지하고 운전자가 바로 대처해도
이미 늦어서 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은 인간
운전 능력의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율주행기술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2017년 기준 자율주행 자동차기술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
련된 실리콘밸리 내 263개의 기업 중 한국 회사는 한 곳도
없다. 실리콘 밸리에서만 약 80조 원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스타트업에 투자되고 있고, 이 중 자율주행만 전문
으로 연구하는 업체만도 40~50개에 이른다. 앞으로 3년간
추가로 투자될 금액 또한 80조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큰 시장에 한국이 전혀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개발에 투자되
는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심 있는 회사는 반드시 자동차
회사만이 아니다. 애플, 시스코, 인텔 등 IT 회사를 비롯하
여 우버, 리프트와 같은 플랫폼 회사, 로지스틱스 회사, 부
품 회사 등이 모두 자율주행이 미래의 기술이라고 믿고 있
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쌓
을 수 있고, 이렇게 모인 데이터의 성공적 활용 능력이 향후
인공 지능 기술의 헤게모니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기술의 현주소
5~6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이 향후 10년 이내에는 기술 상
용화가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해왔다. 그러나 불과 5년 사
이에 인공 지능 기술의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졌고 이에 따
라 법, 제도 또한 많이 개선되었다. 특히, 미국이 선도적으
로 규제를 낮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중들의 인식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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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었다. 3~4년 전만 해도 미국 국민의 30~40%가 자

서 앞으로는 실리콘 밸리가 아닌 중국이 자율주행 자동차

율주행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반면 2015

의 성지가 될 듯하다.

년에는 이 수치가 60%까지 증가했다. 이는 대중의 자율주
행 및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가 생겼음을 의미하며, 이
에 따른 기술의 상용화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을 하고 있다.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가 그 선두에
있으며, 그 중 바이두는 엄청난 투자를 통해 개발한 자율주

결론적으로 자율주행은 더 이상 꿈과 이상이 아니다. GM,

행 알고리즘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

폭스바겐, 포드 등 많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자율

된 중국 대표 스타트업으로는 Pony.ai, Jingchi 등이 있다.

주행 자동차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도로상

바이두 개발팀의 핵심 인력들이 만든 회사로서 현재 중국

에서도 이러한 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운전자가 탑

의 대표 자율주행 자동차 벤처 스타트업들이다.

승하지 않는 무인 자동차가 합법적 운전자의 자격이 있느
16

특히 중국의 IT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에 맞춰 활발히 기술

냐를 토론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으며, 미국의 경우 운전자
가 탑승하지 않은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을 허용하기 직전
에 이르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 40여 개의 회사가 자
율주행 자동차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무인 자동차 테스트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선도급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0~5단계 중 4
단계를 지향하고 있다. 3단계 이상부터는 특정한 구간 또는
상황에서 인간의 개입이 필요치 않으며, 5단계에서는 전혀
개입이 필요 없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을 포함한 몇몇 글로
벌 연구 그룹들은 4단계에 근접해 있으나, 완전한 무개입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 구글과 GM은 이미 4단계 자율주

한편 중국도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잡

행 기술을 도로에서 실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구글은

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엄청난

75대의 자율주행 차를, GM은 95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구

자금을 투자하여 실리콘 밸리의 인재를 영입하고 학자들

글은 현재까지 70만 마일 이상을 누적하며 압도적으로 많

을 귀국시키며 자체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지금으

은 양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로서는 중국과 미국의 자율주행용 AI 분야의 기술 격차가
2~3년 정도로 예측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150조 달러의 가치를 지닌 AI 산업을 구축할 것이라는 비
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의 데이터 공장으로
불리워지는 중국이 향후 데이터의 사우디 아라비아가 될
것이라는 학자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은 2020년까지 중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0%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의무 탑재시키겠다는 정
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것은 자율주행 기술을 널리 보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완성은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운전자 보조를 뛰
어넘는 완전한 자율주행 수준의 개인 자동차의 상용화는 그
보다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하지만, 버스, 트럭, 택시 등의
대량 교통수단은 그보다 빨리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연계성 측면에서 볼 때 “connected car”는 이미 우리 사회에
보급되었고, “car sharing”이 이 다음으로 사회를 크게 바꿔
놓을 키워드이며, 마지막 단계가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하겠다는 일종의 천명으로, 중국이 미국의 기술, 규제, 정

2020년 초반 즈음 미국 내에는 대략 2억 4천 700만대 이

책을 따라잡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따라

상의 차가 운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중 공유되는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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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이후가 되면 공유
차량의 비율이 9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구매
자의 감소를 의미하며 차량 생산 대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
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로 인해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
도 줄어들고, 주차장을 건설할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에 궁
극적으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한국은 생산대수 기준 세계 자동차 시장의 7위권에 위
치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순위를 얼마나 지킬 수 있을
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제 시작되었다. 앞으로 자동차 산
업에서 이윤을 가져가는 회사는 하드웨어 제조 회사가 아
닌 플랫폼을 지배하는 구글, 애플 등의 소프트웨어 회사일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가장 많은 이윤을 낼 콘텐츠 관
련 회사가 자동차 산업계에서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음을 많
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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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전망
신 창 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파운드리(Foundry)는 반도체 제조만을 전담하는 생산

반도체(소위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된다.

전문 업체로, 반도체의 디자인과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전자제품 내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 받아 생산한다. 즉, 일반제

기억(데이터 저장)을 담당(예: DRAM, FLASH

조업의 OEM과 비슷한 개념으로, 대만 TSMC(Taiwan

memory)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데이터의 연산 및

Semiconductor Mfg. Co.)와 UMC(United Micro-

처리를 담당(예: CPU, ALU)한다.

electronics Corp.) 등이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들이다.
반대로, 제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반도체의 설계와 개
발에만 전문화된 업체를 ‘팹리스(fabless)’라 한다.
주문형 반도체(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는 주문자의 필요에 맞게 불필요한 기능은 최대한 제

18

거하고, 꼭 필요한 기능만을 설계해서 제작하는 반도체이
다. 주로 팹리스 업체에서 설계한 ASIC 칩을 파운드리 업체
가 생산한다.
웨이퍼(Wafer)는 반도체에서 스위치와 같은 트랜지스터나 다
이오드 등 단위 소자가 놓이는 원형의 기판 자체를 뜻한다. 주
원료명의 이름을 따 실리콘 기판이라고도 불린다. 지름이 클
수록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칩 수가 증가하므로, 기
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현재는 300mm
(12inch) 직경을 가진 웨이퍼가 가장 큰 크기이며, 장차
450mm 직경의 웨이퍼로 시장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 소자의 물리적 크기를 지속적
으로 소형화 (scaling) 해왔으며, 이를 통해 이전엔 불가능
했던 기능들을 탑재한 반도체 집적회로 칩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의 실현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
와도 같은 맥락이다.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
결하는 기술로써, 개별 객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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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자로 고집적/다기능을 갖춘 반도체 집적회로 칩

점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IT 선두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은(GAFA라 불리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이와 같이 현재의 반도체 기술은 소비자 및 팹리스 회사가
목표하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
고, 새로운 반도체 소자/공정 기술의 탄생과 성공은 다음 세
대 및 다른 신기술에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약 2년을 주기
로 이 선순환 구조가 끊임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반도체 소

이미 이 분야들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자기 브랜드
상품에 가장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사용하는 것이 큰 이득
이기 때문에 GAFA 기업들은 전문 업체의 부품을 구입하지
않고 자사 부품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미 반도체 칩
설계팀이 GAFA 내에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공정 기술은 지속적으로 투자 및 개발되도록 장려되어

중국은 이 점에 주목해 미래 반도체 시장을 점유하는 데

야 한다. 전체 시장의 49%가량을 차지했던 반도체 업계의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80%, 노

선구자였던 일본이 이러한 맥락을 놓쳐 현재는 10%대의

트북 및 태블릿의 70%, TV 패널의 60% 이상을 생산하

시장점유율만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는 최대 반도체 시장을 넘어서서 IoT나 5G 통신 분야에

최근 반도체 시장은 흐름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읽은 몇 가
지 핵심 기술이 미래 반도체 시장을 잠식해 나갈 것으로 판
단된다. 예컨대, 2017년에는 AI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내
반도체 메모리 업체의 매출을 엄청나게 늘려주었고, 올해
까지 메모리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AI 서비스 및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확대 덕분에,
데이터 센터 건립에 요구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급증
으로 인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호황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소프트웨어
와 연계된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투자
는 확대될 전망이다. 즉, 기존에 시장을 잠식한 분야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이에 따른 공급량 감소는 매출 감소로 이
어지기 때문에 국내 업계는 지속적인 성장 및 미래 시장 선
점을 위한 신규 먹거리를 빠르게 찾아 나가야 한다.
향후 지켜봐야 할 주요 분야는 5G 통신, 자율주행차 및 스마
트팩토리(smart factory), 이미지 센서 등 시스템 IC 부분들
이다. 이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이 미래 반도체 시장을 점차

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SK 하
이닉스, 삼성),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텔), 파운드리 업체
(TSMC, UMC)도 모두 중국 생산라인(FAB) 증설에 힘쓰
고 있다. 모든 생산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에만 있는 설비와
장비들도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한
업종 간의 M&A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대
형 fabless 업체 간 합병(Freescale → NXP → Qualcomm
→ Broadcom)과, 대만 대형 fabless 업체 Mediatek,
Novatek, Himax 등과 2차 fabless 업체 간의 합병이 있다.
반도체 업계 내 M&A의 증가와 더불어 M&A의 거래 규모
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년도별
반도체 M&A의 연평균 거래 규모가 미화 230억 달러이었
던 것에 반해, 2015년과 2016년의 연평균 거래 규모는 미
화 1,270억 달러로, 약 5.5배 상승하였다.
2017년 중국 반도체 산업의 전체 매출은 미화 약 730억 달
러이며, 2021년에는 1,630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
이다. 특히, 설계 분야의 뚜렷한 성장이 예상되어 2021년에
는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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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 중국 반도체 Fabless 업체는 약 1,380개가 있으나,

산액 기준으로 내수시장 점유율을 2016년 33%에서 2020

이 중 상위 10개 업체(Hisilicon, Bitcoin, UNIS, OmniVision,

년 58%, 그리고 2030년에 80%까지 끌어 올린다는 양적

Goodix, Huada, ISSI, Parade, Galaxycore, GigaDevice)가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반도체 자립을 선언한 이

전체 매출 미화 255억 달러 중 비중이 약 50%로, 나머지 시

요강은 동시에 세계 첨단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질적 목표

장은 매우 분열되어 있다.

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반도체 시장은 투자가 성공적인 경우 시장 점유가 쉽게 가

지원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펀드’이다.

능하다.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는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중국 국무원의 요강 발표 3개월 뒤인 2014년 9월에는 중국

성공적이게 하고 있어, 중국의 공장을 거치지 않고 반도체

재경부와 공업정보화부를 필두로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

생산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펀드’, 즉 ‘반도체 펀드’가 조성되었고, 총 1,387억 위안이 조
달되며 초기 계획 규모인 1,200억 위안을 초과 달성했다.
이때 조성된 펀드가 1기 반도체 펀드이며, 중국 중앙정부는

20
[부록]

2017년 말부터 2기 펀드를 추가 조성한 후, 펀딩을 개시한

반 도 체 펀드 : 中 반 도 체 굴 기 의 중심 1

상태이다. 여기에 발맞춰 지방정부 역시 지방판 ‘반도체 펀
드’를 설립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베이징, 상하이 등 8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반도체 시장은 중국이

개 省市에서 9개 펀드가 출범되었고, 총 2,180억 위안 규모

다. 2014년에 이미 세계시장의 50%를 차지했고, 2020년

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에는 60%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의 반도체 수요
는 급증하지만, 중국은 자국 기업의 기술 수준과 생산능력
이 떨어져 반도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심
에는 ‘반도체 펀드’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펀드’와 관련해 대외적으로는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
만, 이 정책이 반도체 굴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반도체 펀드’의 운영특징 ①:
시장 지향적 운영
예전에는 중국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자 할 때, 재정
부가 직접 정부 보조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LCD 산업 육성 당시 중앙정부의 반복된
‘묻지마 지원’이다. 이로 인해 LCD는 세계적인 공급과잉 현
상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 펀드’는 정부 기관

‘반도체 펀드’의 설립

만이 아닌 민간 기업까지 출자기관으로 참여시켰다. 즉, 재

중국 정부의 관심은 반도체 자립이다. 2014년 6월에 중국

정부를 비롯한 8개 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후 차이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 추진 요강’에는 생

나텔레콤 등 7개 기관이 증자에 참여하여 총 15개 기관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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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정부는 2대 주주, 3

해 점차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동시에 담합, 관세 및

대 주주로만 참여할 뿐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

지식재산권 등을 구실로 한국 업체를 견제할 가능성이 있

다. 이는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과 투자 기업에 대해 세밀히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풀이 된다. 2018년에 새로 출범 예정인 ‘반도체 펀드’ 역시
중국 중앙정부는 1,500억 위안을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석
1

민간 기업의 투자로 충당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세리 시이오(SERI CEO)에서 2018년 7월 9일에 배포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반도체 펀드’의 운영특징 ②:
투자대상의 능동적 변화
‘반도체 펀드’의 투자처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반도체 펀드’
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중국 반도체 기업은 해외 M&A
에 많은 힘을 쏟아왔다. 2015년 1월에는 중국 기업이 글로
벌 이미지 센서 설계업체인 옴니비전의 지분을 19억 달러
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M&A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듯했으나, 같은 해 7월 칭화유니가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 인수를 타진할 때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인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며 해
외 M&A의 길이 좌절되기 시작했다.
이후 다른 해외 정부도 중국의 M&A 행보에 경계를 보이자
중국은 M&A 전략 노선을 해외 M&A에서 자국 M&A로 변
경하게 된다. 즉, 투자항로를 내생적 성장으로 돌린 것이다.
이 때문인지 새로운 ‘반도체 펀드’는 자국 반도체 공장 건설
을 지원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2기 ‘반도체 펀
드’는 1기 제조에 비해 디자인 업체 투자 비중을 늘릴 것으
로 알려졌다.
‘반도체 펀드’ 지원을 통한 중국의 반도체 자급 성공은 반도
체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다. 향후 중국산 메모리는 저가 시장 판매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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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 산업과 연구 현황
이 재 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

‘무엇이 인공지능인가?’에 대한 정의는

현재의 인공지능은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딥러닝 (심층학

그 목적 지향점(인공지능 자체의 발전, 인공지능

습) 모델을 활용하여 학습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되

관련 애플리케이션 사업, 사람을 대체하는

었고, 로봇의 운동기능과 연계하여 산업적 가치를 배가하고

차세대 인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학습

1980년대에는 특정 목적의 인공지능 개발만

에 의지하는 방법과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방법이 경쟁하면

가능했던 반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서 응용문제별로 더 우수한 방법을 비교평가 하고 있다. 딥

보급된 현재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러닝 학습에 의해 이세돌 구단을 물리친 AlphaGo는 알고리

자연어 음성인식과 번역, 영상인식 등 범용적

즘에 의한 AlphaZero에게 완패를 하였고, 이제는 사람과의

인공지능의 활용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경기는 의미가 없어져서 인공지능시스템끼리의 경쟁을 하
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의 인공지능 로봇 샤오이는 합

22

격점 360/600점인 의사 자격시험을 456점으로 넉넉히 합
격하였다.
중국어를 못하는 나는 파파고를 들고, 영어나 한국어를 못
하는 중국인은 중국어로 개발된 스마트폰의 번역기를 들고
서로 번역을 하여 음성을 들려주거나 문자를 보여주면서
대화하는 풍속도가 일상화되고 있다. 완벽한 번역과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
관 절차에서도 본인 확인을 사람의 눈이 아닌 영상인식에
의지하고, 길거리에서 수배자를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영
상인식 기술이 개발되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인공
지능 기술 수준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이미
중국이 한국을 능가했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수도 700
여 개로 미국의 3000여 개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준이고,
특허등록의 수도 세계 2위 수준이다.
중국의 인공지능 응용 분야는 공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의
료, 금융, 개인비서, 가정용, wearable, 전자상거래, 자율주
행 등이다. 인공지능 국가 프로젝트 관점에서 대비하면 미
국과 EU는 Brain Project로 뇌 속에 chip을 통합하는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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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계된 연구가 강조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산업용과 국

중국 정부는 첨단 산업을 창업할 해외 인재를 천인 계획

방용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Thousand Talent Program)을 통해서 유치하여, 선진국

민간 부분에서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세계적
IT기업들이 인공지능 산업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스타트
업 기업이 2017년 현재 185개로 55%가 2015년 이후 창업
되었다. 바이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인건비와의 격차를 충당해 주고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심천 시 정부는 특히 이를 최대 6백만 위안(원화 10억 원 규
모)까지 지원하여 국내외 인재들이 몰려들게 하고 있다. 이
런 환경이 인공지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있고, 텐센트는 스마트 의료진단과 교통흐름 분석을 연구하

대학교수들도 여러 수준의 국가 석좌교수직을 수상하기 위

고 있고, 알리바바는 스마트 시티 연구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여 연구실적을 올리려고 전력투구하고 있고, 이 결과가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2017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차세
대 신흥 산업발전 계획에 인공지능을 포함시켰고, 13차 5개
년 계획에 로봇산업발전 계획과 인터넷플러스 인공지능 프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6조 원 규모를 투자하여 AI
산업 규모를 165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규모는 한국의 인공지능기술개발 투자 예산이 1630억 원
(중국의 2.7% 규모)인 것과 대비된다.

교수 개인이나 대학의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 위주
의 경쟁체계가 치열하다. 중고등학교의 진학을 위해서도
경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교육이 국가
나 개인의 궁극적 경쟁력 향상보다 정치 논리에 따라 결정
되는 분위기여서 백년대계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의 약화가
심히 우려 된다. 이런 인재양성 환경이 AI 인재 양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 문제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반
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배경 위에 중국은 전 세계 1위의 벤처 및 스타트업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공업용 서비스 로봇 등과 같은 인
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바이두의 인공지능연구소
3500억 원 투자는 한국 네이버의 1000억 원 투자와 대비
된다. 알리바바는 향후 3년간 미국 러시아 등 5개국에 15조
원 규모의 거액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기반 산업은 중국어 사용 인구가 많다는 장
점 위에 세계 10대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이 인구 이점은 인
공지능 발전에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실명 개인
정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비교적 유연하기 때문에 빅데
이터 분석 환경이 훨씬 좋다는 산업 정책적 이점도 있다.

향후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며, 새로
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전망이다. 그러나 산업 전반에 인공지
능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고용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다른 관건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의 해결책으로 인공지능
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한국은 작은 투
자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불가
피하다. 이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잠재력 확대에 대한 도전
은 권장할지라도, 응용관점에서의 한계에 대한 분별이 필요
하고, 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상대
적 효과를 감안한 가치 판단이 요구된다. 기술개발 관점의

인재 양성의 관점에서 중국 정부의 내부 연구진 동기 부

인공지능과 경영관점의 인공지능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

여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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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의

신산업

전략

‘중국제조 2025’와 ICT 산업정책
백 권 호 (영남대학교 학장)

제3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탑승하지 못한 중국은

‘중국제조 2025’의 9대 임무, 그리고 10대 핵심 산업 중 3

현재 4차 산업혁명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개의 임무(제조업 혁신 능력 제고; 정보화 공업화 융합 추

포부를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의

진; 서비스형 제조업, 생산형 서비스업 발전 추진)와 7개의

기본 틀을 구축했으며, 이는 2012년 독일을

핵심 산업(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NC 공작기계, 로봇; 항

벤치마킹하여 만든 ‘스마트 제조 과학 기술 25개

공우주정비; 해양정비 첨단선박; 첨단 궤도교통설비; 전력

프로젝트’의 연장선이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설비; 고성능 의료기기)이 ICT와 관련되어 있다.

이전에 중국경제가 투자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다면,
지금은 혁신 중심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인터넷+’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이용하여 세 가
지의 큰 인터넷 시스템(산업인터넷, 공업인터넷, 자원인터
넷)을 만들고 그 위에 전 사회시스템의 인프라를 인터넷 기
반으로 구축하는 계획을 제안한다. ‘인터넷+’는 통신이라

24

는 서비스 섹터에서 시작을 하고, ‘중국제조 2025’는 제조
업 중심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분리하여 추진하였으나, 이에
따른 정책의 중복 및 혼선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7년부
터는 융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중국제조 2025’라는
제목 하의 하나의 프로젝트이다.
‘중국제조 2025’는 제조 초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위한 마스
터 플랜으로, 궁극 목표는 기술 자급자족의 달성이다. ‘중국
제조 2025’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2017년 1월에 발표
된 새 로드맵으로, 중국 정부는 글로벌 5G 기술 선점 3년 성
과를 바탕으로 5G 통신설비, 궤도교통 장비, 전력 장비 등의
계획을 당초보다 앞당겨 세계 선두그룹 진입을 달성하겠다
는 대폭 수정된 목표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폰
제조업체 ZTE는 5G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 첫 시범통화 연
결(퍼스트콜)에 성공하였고, 차이나모바일과 공동으로 광저
우에서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 (3GPP) R15 표준에 부합
하는 중국 첫 5G 통화를 구현했다. 화웨이 또한 5G 스마트
폰을 2018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 나아
가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반도체 핵심 기술 및 부품/소재
의 40%를, 그리고 2025년까지 70%를 자급하겠다는 목표
를 세우고 있다. 2015년부터 ‘국가 반도체산업 투자펀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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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산학협력 촉진: 국가공정실험실, 국가공정기술 연구센터 설립
핵심기술 R&D와
산업응용

AI 산업 육성 발전

딥러닝 기술, 뇌구조 컴퓨팅 연구개발 등
AI영역 반도체 센서, OS 미들웨어 등 각종 HW/SW 기술개발 등

개발자원 개방화와
플랫폼화

문서, 음성, 화상, 동영상, 지도 등 AI 훈련용 빅데이터 플랫폼의 형성으로 AI 개발비 절감
컴퓨팅 자원이나 알고리즘의 개방 플랫폼화
스마트홈(홈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관리, 홈 보안)

중점 분야 제품 개발

AI 활용으로 제품/서비스의 스마 자율자동차(크루즈 컨트롤, 자동 주차시스템 등)
트화 촉진
무인 시스템(비행기, 선박, 각종 산업기계/기기 무인화, 물류, 농업, 측량, 구급 등)
공공안전(치안유지, 재해예지)
클라우드 협력, Customization 도입으로 단말제품 스마트화

단말제품 스마트화

단말제품 스마트화 촉진

웨어러블 단말제품의 의료/헬스케어, 노동/신체안전 활용 촉진, Biz 모델의 변혁
산업용 로봇, 특수 로봇, 서비스 로봇 등 개발 강화, 활용 촉진

*자료: 산업연구원,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산업의 대응전략, 2017.

결성하여 1조 위안(약 170조 원)을 투자하였고, 칭화유니그

한 후, 2015년 스마트 하드웨어와 빅 데이터의 개념이 출현

룹의 자회사인 창장메모리(YMTC)는 2017년 말부터 3D 낸

했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통상 생각하는 ‘정보화’의 개념은

드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DRAM은 푸젠진화,

수평적 네트워크였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스마트 하드웨

이노트론 등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양산하기 시작했다.

어, PC, 그리고 스마트폰으로의 수직분화까지 연결이 되고

AI 기반인 ‘인터넷+’의 3개년 행동실시 방안은 2017~19년
에 걸쳐 실행 중이다.

있다. 중국 정부는 AI에서 단말 부분인 IoT로 이어지는 소위
정보화의 수직분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화
웨이도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중국 통신정책연구원은 첫 보고서(2016)에서 글로벌 ICT

처럼 공업화와 정보화에 ‘인터넷+’가 융합된 것이 ‘중국제조

기업의 생태계를 분석했다. 소재를 만드는 기업, 컨트롤 설

2025’의 기반이다.

비를 만드는 기업, 단말기를 만드는 기업, 통신 및 네트워크
설비를 만드는 기업, 클라우드 운영 기업,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모두 분류했다. 화웨이는 대다수
의 분야에 이미 진입해있다.

중국은 또한 지역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중국제
조 2025’ 관련 사업 시범구를 지정 및 출범시킬 예정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산업 정책을 발표하면 지역 간 내부 경쟁
이 과열되어 왔다. 그 예로, 신에너지 자동차 및 배터리 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현재 중국의 가

야 기업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로봇산업 관련 기업도 많

장 큰 화두이자, ‘중국제조 2025’ 수정안의 핵심이다. 컴퓨

이 증가하여 전국에 40여 개가 넘는 로봇산업단지가 설립

터가 발전하면서 2007년에 스마트폰과 클라우딩이 출현

되어 중복 투자 및 과열 경쟁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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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2025’의 수정안에는 省市별 비교우위 산업 육성

산업의 기반을 받쳐주는 기간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산

에 집중토록 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포함되

업 전반에서 ICT와의 융합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생성

어 있다. 따라서 성시별 도시군들도 시범구 설립을 위한 준

과 수요 창출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전통 제조업의 ICT 기

비 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심천이 성공적인 예이다.

반 디지털 전환은 중국 기업들이 ICT 분야에서 글로벌 강

중국은 3~5년 이내에 통신에서 5G 시대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ZTE는 차이나모바일과 협력하여 5G
NW 기반 무선 인터넷, IoT, 스마트홈, 스마트교육 분야에
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정부
는 TCL, 구글, 아마존, IBM, 바이두, 텐센트 등 국내외의 주
요 ICT 기업과 협력하여 개방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을
26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AI TV의 제조는 향후 5G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홈의 중심 역할을 차지할 듯
하다. 또한, 디지털 경제전환을 위해 광대역 네트워크를 확
대하는 ‘Broadband China’ 전략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통
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경제

자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근 중국 ICT 관련
기업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업에서 급속
한 역량을 쌓고 강력한 경쟁력을 구축했다. 앞으로는 무선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IoT 등과 관련된 기술
에서 급속한 발전을 예상하며, 통신 서비스를 통한 지능형
IoT·로봇·드론 등 단말 기기에서도 빠른 발전이 전망된다.
특히, IoT 기술시장은 인터넷 기술시장의 30배에 달할 것
으로 전망되며, 시장의 잠재적 규모는 방대하다. 또한, 일대
일로를 통해 아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중국
정부의 프로젝트는 중국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시너지 효
과를 낼 것이다.

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국의 국가 전략이다. 자치구를 비롯
한 주장강 및 양쯔강 유역, 그리고 京津冀(북경·천진·하북)
지역의 주요 도시 등은 가정에까지 5G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한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이 세워져 있고,
3~5년 내 중국의 대도시는 5G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를 위해 중국 3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은 2020~2030
년까지 2,800억 달러의 5G 설비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중
국 정부는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
고 있고, 화웨이와 ZTE 등의 통신장비 및 스마트폰 제조사
들은 정책에 발맞춰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인
구수를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ICT
업체들은 5G 시대에 세계 ICT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ICT 산업이 가장 활발히 성장, 발전하고
있는 국가로, 2020년에는 8,440억 달러의 시장 규모에 도
달하며 세계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ICT 산업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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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Game Changer: China Unicorns
홍 원 호 (KTB Network 부사장)

현재 글로벌 시가 총액 상위 10개 업체는 1위인

이러한 현상에 따라 중국 부호들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Apple을 포함하여 Google, Microsoft, Amazon 등

2006년 이전까지는 부동산 회사 등 전통적 회사들이 많았

인터넷 중심의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만

던 반면, 최근에는 Baidu, Tencent, Xiaomi 등의 젊은 기업

해도 석유화학이나 금융 등 다른 업종들이 포진해

가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들 회사가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여

있었고, 특히 일본 회사들이 두각을 보였다.

상장 전 원화 1조 원 이상의 회사 가치를 달성한 중국의 유

2017년 초부터 중국 회사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니콘 기업들이다.

시작했고, 1년이 지난 지금 Tencent가 글로벌 시가
총액 5위, Alibaba가 7위를 차지하고 있다.
Tencent는 특히, 2004년에 상장 후 주가가 거의
550배 상승했다.

투자펀드는 펀드의 수익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발굴하여 투자하고, 성장해가는 기업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에는 164개가 있으며 이 중
60여 개가 작년에 새로이 탄생했다. 현재 중국의 회사들이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다음으로 큰 비율이다. 이는 중국의 유니콘들이 미국
에 이어 신산업을 선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바이오 분야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2개(쿠
팡, 배달의 민족)가 있다. 중국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이
고, 업종도 상이하다. 중국의 유니콘 기업 중 시가 총액 10
조 원 이상의 회사(슈퍼 유니콘 또는 데카콘)들은 주로 인
터넷, 핀테크, 클라우드와 콘텐츠 전문 기업들이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몇 년 사이에 유니콘 기업의 수가 급격
히 늘어났을까? 한국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서 만들어내
려고 해도 성공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다. 첫 번째 이유는 벤
처 캐피털의 자금 흐름이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
는 곧 벤처 생태계의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 유니콘 기업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
이두,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의 역할이다. 현재 160개의
기업 중 대부분의 회사들이 알리바바나 바이두, 텐센트의
투자를 받고 있다. 반면,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줄 한국의 네
이버와 같은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벤처 스타트업을 인수하
지 않는다. 비슷한 콘텐츠를 자체 개발하는 전략을 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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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가 맞춰져 있다. 현시대의 기준으로 시장 지배력은 수익이

투자금 회수의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된다.

아닌 미래의 시장을 장악할 잠재력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셋째, 신산업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사람이다.

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야 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다.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 시 50%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 기
업의 개발 인력을 평가하고 투자가 진행된다. 최근 중국
의 인재풀은 경영대 출신이 아닌 컴퓨터 공학(computer
science)을 포함한 공대 출신이 주를 이룬다. 외국 유학 후
미국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경력을 쌓고 중국으
로 다시 돌아오는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기
가 용이하다.
28

네 번째 이유는 막대한 데이터에 있다. 중국은 인터넷과 모
바일 전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의 양이 좋은 상품
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준다. 좋은 상품에는
많은 사용자가 몰리게 되고, 기업으로서는 큰 수익을 창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더 좋은 엔지니어와 인력
을 끌어모을 수 있게끔 해주며, 결과적으로 건강한 창업 생
태계가 생성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은 자국을 육성하는 우
선의 목표가 강하게 설정되어 있다. 미국에서 개발되는 새
로운 IT 기술을 가진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규제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있다. 한국은 규제를 통해서 산업을 먼저 통제하려는 반면
에, 중국은 우선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하는 기업을 지켜
보다가 때와 상황에 맞는 규제를 만드는 정책을 펼친다. 더
불어,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 회사 중 미국 주식 시장에 상
장한 200여 개의 회사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발표까지 했
다. 이는 아마존의 전략을 답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할 수
도 있다. 아마존의 사업 전략은 일차적인 수익을 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매출을 높여 시장을 장악하려는 것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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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QQ: Tencent Growth Strategy in China
변 재 순 (Cheil Pengtai 상무)

QR 코드는 중국을 포함, 많은 나라에서

텐센트의 주가는 2014년도 12월 기준 122홍콩달러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처음 도입 시 중국의 국민 또한

2017년 12월 기준 476홍콩달러이다. 반면, 수익은 2014년

회의적이고 반감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람들의

도 120억 달러에서 2017년도에 370억 달러로 증가했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매출의 성장보다 시장 가치의 성장이 훨씬 더 빠르다. 글로

텐센트의 비전, 미션, 철학과 가치에서 주목할만한

벌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도 텐센트는 굉장한 속도로 성장

내용은 모든 경영 철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중이다. 2016년 대비 2017년에 순이익은 56% 성장, 영업

요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익은 61%, 빠르게 성장 중이다.
텐센트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로는, 중국 특수 인터
넷 환경 내에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는 지속적인 제품 개
발을 들 수 있다. 중국향 인터넷 환경을 보면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완전히 다른 인터넷 환경을 가지고 있다. 텐센
트는 위챗, QQ, 그리고 QZone이라는 소셜 커뮤니티 플랫
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확장하여 현재는 동시 접속자가
2억 명, 실제 접속 가능 인원은 9억 명(위챗+QQ)에 육박한
다. 중국인은 텐센트가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용하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플
랫폼에서 텐센트 비디오, 뉴스, 그리고 오락 등의 콘텐츠가
운영되고, 관련 소셜 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결부된다. QQ의 플랫폼과 글로벌 플
랫폼을 비교해보면, 모든 글로벌 플랫폼이 중국 내에서 중
국만의 버전으로 가동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은 모
든 국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대체품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Facebook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국가이다. QQ의 최
대 단점은 실명제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제 모
바일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실명제는 필수가 되었다.
이처럼 텐센트 위챗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중국 내 다
른 커뮤니티 플랫폼보다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도 초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를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텐센트의 매출액 중
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25%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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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음악 콘텐츠 사업,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연
결하는 e-commerce로까지 확장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무
시할 수 없다. 이러한 기반 하에 텐센트는 다섯 가지 중장기
전략(Tencent Video; Wechat Payment; Tencent Cloud;
Tencent AI; Smart Retail)에 집중하고 있다. 위챗 페이
먼트는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로, 심지어
P2P 금융 거래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 서비스에서 발
생하는 소액의 수익은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에서만
발생한다. 텐센트 클라우드는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을 일환으로 풀이 된다.
30

텐센트가 빠르고 건실한 성장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소
비자 중심의 경영 전략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빅
데이터를 이용한 방대한 소비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개
별 소비자의 생활 패턴에 맞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
는 것이 텐센트의 최대 장점이며, 더 나아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는 소비자들의 모바일 행태를 선도하고 있다.
극단적인 예로, 같은 위챗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라
도 노출되는 광고가 개별 소비자의 생활 및 소비 패턴에 따
라 달라지게 된다.
고객 요구 기반의 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고객의 소비문화
를 창출하기도 한다. 홍바오(Red Envelope) 서비스는 지갑
의 필요성을 없애고 공유 경제를 창출하는 효과를 낳았고,
이는 결국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심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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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baba의 리더십, 기업 문화, 그리고 전략
김 용 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원장)

매년 5월, 시가총액 1~20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이러한 순위가 보여주듯, 알리바바의 현재 시가 총액은 약

순위가 미국에서 발표된다. 애플(Apple),

500조 원 정도 되며, 영업이익은 8조 원 정도이다. 삼성전

구글(Google),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자의 시가 총액이 약 352조라고 했을 때 알리바바는 엄청

과 같은 상위 순위의 기업들 바로 다음으로 텐센트

나게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이는 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Tencent)와 알리바바(Alibaba)가 자리하고 있는데,

얻어지고 있다. 같은 E-commerce (전자상거래) 분야의 1,

삼성이 약 15위 정도, 하이닉스가 126위, 현대 기아가

2위인 아마존(Amazon)의 매출액이 6배 이상 큼에도 불구

160위 정도 순위에 있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하고 영업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알

이는 대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리바바는 영업이익과 성장이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인 것이다. 특히, 알리바바는 적극적인 M&A 추진
을 통해 꾸준히 기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텐센트나 다른 기업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알리바바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자인 마윈
(Jack Ma)의 리더십이다. 미국식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적에 따라 철저하게 직원을 해고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
하는 화웨이와 같은 회사들과는 다르게, 알리바바는 신입
사원 시절부터 이루어지는 가치관 평가를 통해 다양성을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리더십을 보여왔다. 특히, ‘To make
it easy to do business anywhere’라는 비전하에, 어떠한
일이라도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미셔너
리(missionary, 선교사)적 비전은 알리바바의 비즈니스가
쉽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비서나 기
사를 제외하고는 창업 시부터의 근속 직원이 없는 다른 기
업과는 다르게, 알리바바는 처음 창업 멤버 15인 중 6여 명
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중체서용
2

을 바탕으로 3세기(20, 21, 22세기)를 살아남는 기업을 만

들자는 슬로건은 알리바바의 성장세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
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알리바바의 독특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는
알리바바의 약점이 되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 경제의 선두
를 이끄는 다른 중국 기업들과 비슷한 문제인데, 알리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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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를 들자면, 창업자인 마윈이 겨우 7%의 지분만 차지

장 시키려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그 어떤 회사도

하고 있는 반면 소프트뱅크(Softbank)의 손정의 회장이 대

금융회사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알리바바는 이러한 것이

주주로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알리바바 자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체가 Cayman Island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라
항저우에 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회사로 나타나기
도 하는 등 운영 불투명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의 문제는 알리바바가 상장을 할 때나 중국 정부가 법적인
부분을 문제 삼을 때 큰 리스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2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 기업들이 모두 기존에 없던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에 투자한다. 알리바
바 역시 알리페이를 선두로 한 금융업에 투자를 멈추지 않
고 AI 반도체를 활용한 C-sky와 같은 기술에 투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는 끊임없이 활발한 사회공헌

이러한 알리바바의 행보는 텐센트와 같은 다른 중국 기업

(CSR, CSV 등)활동을 통해 중국인 사이에서 높은 인지도를

들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로 보일 수 있다.

갖고 있으며, 기업의 인기 또한 어마어마하다. 예를 들면,
알리바바는 농촌이 사업의 기회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풍요
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농수산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
해 농촌에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데에 투자
를 아끼지 않았다. 더 나아가, 잘살고 풍요로운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항저우의 조그마한 지역에 후판대학이라는
비즈니스 스쿨(Business School)을 세우는 등 농촌 개선에
좋은 모델이 되어주며 인지도를 쌓아온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들려오는 오픈 플랫폼, 빅 데이터, AI와 같
은 이야기들과 알리바바의 투자 행보와 같이 보여지는 것
들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 중 어떠한 기업도 이러한 생
태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지속가능 하려면, 새로운
시장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모방과 창신
을 잘 활용하여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알리바바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성장을 통해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간다. 알리바바는 모방 정신을 바
탕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처음엔 아마존을 모델로 이를 모
방하며 시작해온 알리바바는, 중국 메신저 QQ가 그들이 모
방했던 AOL을 제친 것처럼, 아마존을 능가하는 기업이 되

주석
2

서양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중국의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사용하는 전략

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모방을 통해 경쟁자를 추월한 알리
바바는 이제 아마존보다 매출이 큰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
운 길을 모색하여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이 B2C만 하는 동안 알리바바는 B2B, B2C, P2P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알리바
바는 또한 금융사업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를
통해 생긴 자금으로 가장 큰 펀드 회사를 운영하며 이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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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 상

3

분쟁과

한국의

시사점

미·중 통상 전쟁과 중국의 첨단산업
최 병 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현재 미·중 간 통상 분쟁은 1990년대 한국과

중국 산업은 대대적으로 미국의 제재(sanction)를 받고 있

미국 사이의 분쟁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한국이 정보

다. ZTE의 경우에는 기업이 생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

통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도한

기감까지 느껴진다. ZTE는 이란 수출 금지령을 위반한 혐의

것이 자체 기술과 제품으로 국내 시장을 선점하는

로 2017년 3월에 미국으로부터 12억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전략이었다. 당시의 미국 또한 한국의 통신 시장을

부과받았다. 더불어 ZTE는 관련 제재 위반에 가담한 임직원

개방시키려고 했으며, 개방하지 않을 시 보복을

을 징계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러한 시정 의무를 제대로 이행

가하겠다는 압박도 가했다. 21세기의 중국은 1990년대

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이를 빌미

한국의 100배 정도의 강도로 유사한 전략을 펼치고

로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ZTE에 대해

있다고 보이며, 미국도 유사한 반격을 가하고 있다.

7년 동안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는 핵
심 부품의 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로서, 앞으로 ZTE가 주식 시
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가
능성이 크다. 만약 극단적으로 ZTE가 쓰러지게 되면, 중국
의 5G를 실현 기업은 화웨이뿐이다. 하지만 화웨이 또한 미
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미국은 분명히 중
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미·중
간에 극적으로 협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DJI의 제품 및 기술
에 대해서도 미국 내 사용 제한을 권장하고 있다. 드론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그리
고 정보 자체의 민감성을 문제 삼고 있다. DJI가 민간회사
이기는 하지만,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미국은 판
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DJI가 의심을 확실
히 벗지 못한다면,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호주 또한 비슷한 이유(security concern)로 텐센트
의 WeChat 사용 제한을 발표했다. 이처럼 중국은 현재 ICT
산업, 창신, 그리고 ‘제조 2025’이라는 기회를 통해 도약
(leapfrogging)하겠다는 엄청난 야망이 있지만, 미국을 중
심으로 한 서구권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
사실 사이버 안보 관련 단편적 갈등은 2015년에 불거진 적
있다. 2015년 LA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중국 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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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대학의 교수가 ‘경제 스파이(economic espionage)’ 혐의

중국 기업의 M&A를 통제하는 역할은 미국의 CFIUS(미

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

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는 등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협력 대화를 열면서 해결되었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가 담당한다. CFIUS

지만,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러한 시간 끌기 작전

는 M&A를 시도하는 외국 기업이 나타났을 때, 미국의 국

이 통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IoT, AI, 자율주행차에 관건

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구이다. CFIUS가

인 5G 기술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불사할 것으

문제를 제기하는 대부분의 M&A 사례는 중단이 되거나, 전

로 판단되며, 미국이 아무리 견제를 하더라도 중국은 시간

면 수정이 되어왔다. 중국의 경우, CFIUS의 권고를 받은 미

이 걸리더라도 결국 기술 굴기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예

국 대통령의 M&A 미승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치적 압

를 들어, 지난 철강 관세 이후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대

력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3~2015년 사이

두 수입 관세를 통해 반격을 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대두

CFIUS의 심의를 거친 국가별 M&A 사례는 중국이 74건으

수출 주(州)는 공화당 지지층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트

로 가장 많다.

럼프의 협상 제안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ZTE와 화웨이를 통해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CFIUS가 기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M&A’의 범주를 ‘경제 안보’의 개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미·중 경제 및 기술 갈등의 핵심은 반도체이다. 중국의 반도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중국의 M&A

체 굴기 목표는 2030까지 세계 시장의 70%를 독점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린필드형 투자(greenfield investment)까지

는 것이며, 그 수단은 미국 기업과의 M&A를 통한 브랜드,

심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된다. 또한, 이 개혁안에는 투자

인재, 네트워크, 그리고 기술의 확보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

국의 상호호혜성(reciprocity)을 평가하겠다는 항목도 포함

미 수년 전부터 감지되고 있다. 중국발 미국 투자는 2005

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한 미국 기업

년 무렵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

과의 M&A가 더욱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은 M&A의 형태이다.

하지만 중국은 굴기의 기회를 잡은 이상 놓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미국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가장

시장 선점에서는 비록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중국은 거

최근의 사례가 Broadcom의 Qualcomm 인수 실패이다.

대한 국내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틈을 공간으로

Qualcomm은 5G와 관련된 핵심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메울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는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중

회사로, 싱가포르 회사인 Broadcom의 인수 시도를 미국에

재되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있는 논리로 이

서 막은 바 있다. Broadcom이 비록 싱가포르 국적의 회사지

어질 수 있다.

만, 배후에 중국의 공산당 자본이 의심된다는 이유이다. 이러
한 사례는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 수단이 점점 제한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Marco Rubio를 포함한 미국 상원
의원들은 입법을 통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회사들의 미국
부품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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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의 Leapfrogging과 한국경제
정 구 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미·중 패권 경쟁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중국이 제4

와중, 현시대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미국과 대등한 기술패권 국가가

첫째는 중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도전이고,

될 수 있을까? 2) 10년 후(2028~2030년) 중국 경제가 1인

둘째는 근원적으로 바뀌는 기술로 인해 때문에 발생하는

당 소득 2만 달러, GDP 규모 28조 달러가 되었을 때 중국

디지털 챌런지이다. 중국 현장에 방문해보니,

과 한국의 경제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3) ‘폭주 코끼리’와

이 두 도전이 합쳐져서 거대한 파도로 다가오고

공생/공진하려면 한국 경제와 기업은 어떤 전략을 추구해

있음을 느낀다.

야 할까?
1) 중국이 제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미국과 대등한 기
술패권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은 원래 산업화에 늦은
국가이다. 후발 산업화 국가가 기술 패권 국가가 되기 위
해선 Leapfrogging(단계를 뛰어넘는 기술 도약)이 필요
하다. 지금까지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 기업의 성장방
식은 Catching-Up 또는 Fast-Follower 모델이었다. Fast
Follower는 기술을 학습하여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그
리고 때로는 더 개량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여 시장을 확
보하는 모델이다. 시장에서 Fast Follower가 Innovator나
First-Mover와 거의 대등한 경쟁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는 낮은 가격 등의 경쟁력으로 승부해야만 한다. 한국의 산
업화는 기본적으로 Fast-Follower 전략을 따랐으며, 혁신
역량은 부족했지만, 원가 우위, 품질개량과 점진적인 혁신
으로 시장 위치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전략으로 성장할 수 없다.
한편, Leapfrogging은 모방을 뛰어넘어 혁신을 선도하는
Innovator가 필요하다.이러한 기술도약은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 또는 경로 의존성이나 유산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새로운 혁신을 도입할 때 가능하다. 기술 도약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중간 단계를 뛰어넘는 추월로, 수요 측
면에서는 유산(legacy)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을 조기
에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유선전화가 보
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선전화가 더욱 빨리 보급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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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용카드가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바일 결제가 더

제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중국은 PPP 환율 기준으로 이미

빨리 보급되는 경우이다. 현재 중국의 Tencent, Alibaba의

2017년에 세계 최대 경제로 도약했다. 시장 환율 기준으로

성공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기술의 대

현재 미국이 2% 성장, 중국이 5.5~6% 성장 가능할 것으로

전환기에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유형이다. 3차 산업혁명에

전망되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 2028년보다는 늦어지겠지

서 삼성전자가 SONY를 추월한 예가 여기에 해당한다. 4

만 2030년 전후에 중국이 시장환율 기준으로도 세계 최대

차 산업혁명에서 DJI가 드론 기술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경제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지 주목할만하다. 마지막으로, 속도전에서 경쟁사를 추월하
는 경우이다.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를 때는 늦게 시작한 기업
이 더 빨리 차세대 상품을 개발하여 기존 산업에서 선발자
를 추월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후발자가 선발자
36

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중국은 위 세 경우 모
두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정점도 2030년경이 될 것이며, 그 이
후에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인
구도 2026년에 13.9억 명에 도달한 이후 감소할 전망이 있
고, 인도와의 경쟁 또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DP가 미
국과 비슷해진다고 해도 중국이 미국을 크게 추월하거나
나아가 세계 경제의 패권국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이미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상당히 대등한 규모의 경제

노출되었다. 가입 직후 시장 피라미드의 가장 바닥에서 저

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중국

가로 생존했고, 2007~2012년 사이에 경영 및 기술 역량

이 1인당 GDP 2만 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을 생각해야 한다.

강화를 통해 중간 시장까지 올라왔다. 더 나아가 지난 5년
간 중국 기업은 프리미엄 시장에서까지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중국 기업에 관한 여
러 연구는 공통적으로 개발 및 시장 출시에서의 속도, 운
영 효율성과 원가 우위, 중국 시장의 독특한 고객 요구 충
족, 그리고 분업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이점으로 꼽는
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 기업이 혁신적인 리더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전통 산업(철강, 조선, 화학 등)
은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이 지지부진하지
만, 인터넷 산업(BAT)에서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
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신산업(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드론,
인공지능)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혁신가로 등장할 수도 있
을 것이다.

3) ‘폭주 코끼리’와 공생/공진하려면 한국 경제와 기업은 어
떤 전략을 추구해야 할까? 한국은 앞으로 2.2% 성장하고
중국은 6%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 경제는 2030년
에 한국 경제의 10~14배에 달하게 된다. 중국이 경제 규모
면에서 한국의 10배이고, 기술 면에서 앞서게 되었을 때, 한
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 세 가지 인접
국 경제 관계 모델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미국캐나다 모델이다. 이 두 국가는 NAFTA를 고려하지 않더라
도 하나의 경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국-중국 경제 관
계에 대입하기에는 무리로 보인다.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와 같은 허브 모델 또한 한국이 기술을 포함한 여러 면에서
중국을 앞서기가 어려워진 현시점에서는 벤치마킹하기 힘
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네덜란드-독일의 독립 글로

2) 10년 후(2028~2030년) 중국 경제가 1인당 소득 2만

벌 모델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네덜란드는 독일의 경제

달러, GDP 규모 28조 달러가 되었을 때 중국과 한국의 경

규모의 약 20%이지만 세계적인 FDI 원천국가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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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s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
과의 관계를 위해 네덜란드-독일 모델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향후 10년 한국 기업에게 우회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로서의 중국의 역할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하지만, B2C 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한국 기업은 틈새시장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력이 앞선 B2B 시장(부품/소재)에서
는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
국 기업의 생산 기지는 제3국 또는 국내로 이전해야 할 것
이다. 현재 한국기업의 생산기지는 베트남과 다른 동남아
국가로 대거 이전 중이다. 더불어, 기술 우위가 있는 경우에
만 B2B 중심의 중국 시장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강점인 개방성, 자유시장경제, 소프트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당면한 과
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내부 시장체계
가다듬기이다. 특히, 한국 기업의 보수화 경향을 깨고 사회
전체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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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www.tencent.com, www.huawei.com, www.zte.com, www.d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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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

이었다. 차이나모바일의 최대 협력사가 된 텐센트는 2001

텐센트의 2016년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약 540조)를 돌
파하며 중국계 상장기업 가운데 1위에 올랐으며, 중국 기
업 중 최초로 글로벌 IT 기업인 아마존, 페이스북과 비슷
한 시장가치를 기록하게 됐다. 2017년 11월 기준 텐센트
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기업 중 5위로, 삼성전자보다 시장
가치가 1.6배 높다. 1998년 마화텅과 장즈둥 등 5명이 함

년 연 매출이 5천만 위안, 순이익이 1천만 위안인 흑자 회사
로 거듭났다. 이후 텐센트는 2011년에 모바일 메신저 위챗
(Wechat)을 출시하였고, 현재 중국 내 SNS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위챗의 총사용자는 10억 명에
육박하며, 일평균 발송 메시지는 380억 건을 기록할 정도
로 크게 성장했다.

께 창업한 회사인 텐센트(Tencent)는 중국어로 ‘오를 등

텐센트는 위챗을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을 포함한 온라인

(騰)’ 자에 ‘물을 신(訊)’자를 써서 ‘텅쉰(騰訊)’으로 표시한

게임 영역에 진출하며 사업을 다각화했다. 중국 게임 시장

다. 마 회장의 이름 마지막 글자인 텅(騰)에 쉰(訊)을 합친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텐센트는 2008년 한국에

것인데, ‘하늘로 치솟는 정보’라는 뜻이다. 영문명인 ‘텐센

서 수입한 게임 ‘던전앤파이터’와 ‘크로스파이어’를 성공적

트10cent’는 당시 휴대폰 메시지 가격이 한 통에 10센트

으로 론칭했다. 던전앤파이터의 동시 접속자 수는 약 400

였던 데서 따왔다. 텐센트는 인스턴트 메시지 QQ, 웹포털

만 명, 크로스파이어의 동시 접속자 수는 약 300만 명을

QQ.com, 게임 플랫폼 Qzone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기록할 정도로 대성공이었다. 2017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해 통신, 정보, 전자 상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2,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

으며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광고가 세 가

드’의 개발사 블루홀의 주식 5%를 매입해 중국 판권을 확

지 주요 수익원이다.

보하면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론칭했다.

텐센트가 설립 초기 내놓은 PC 메신저 ‘큐큐(QQ)’는 서비스

텐센트는 위챗 플랫폼 중심의 메신저, 모바일 게임뿐 아니

시작 반년도 되지 않아 당시 PC 메신저의 글로벌 강자였던

라 전자상거래(Wechat Xiaodian), 모바일 결제(Tenpay),

마이크로소프트의 MSN을 제치고 1999년에 가입자 100

인터넷 금융(Licaitong) 등으로 영역을 확대 중이며, 다양한

만 명을 돌파했고, 2003년에는 1억 명을 넘어섰다. 큐큐의

인터넷 서비스 해외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글로벌 경쟁

이러한 성공은 통신속도가 느렸던 중국의 인터넷 환경에서

력까지 제고하는 중이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했던 MSN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강점 덕에 가능했다.

최근실적

PC 메신저 시장에서 성공하자 텐센트는 2000년에 차이나
모바일의 협력사가 되었고, PC 메신저와 휴대폰 문자 메시
지를 연동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의 휴대
폰 보급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모바일 QQ의 한 달간 휴대
폰 메시지 발송 총량은 3천만 건에 달했을 정도로 성공적

텐센트는 약 4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2017년 8
월 기준 시가총액이 홍콩증시에서 3조 279억 홍콩달러로,
이는 441조 4764억 원에 달한다. 텐센트의 2017년 영업
이익은 2377억 위안(약 40조 원)으로, 전년 대비 56% 성
장했다. (부록 1. 텐센트 재무제표(2012-2016)와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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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무제표 참고) 지난 10년간 텐센트의 연평균 성장

을 기록했고, 전체 매출의 24%를 차지했다. 온라인 광고 수

률은 40%를 육박할 만큼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다. (부록

익은 전년 대비 50% 성장하며 404억 위안을 기록했는데,

3. 텐센트 매출추이 참고) 텐센트의 2017년 순이익은 전년

이는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한다. 미디어 사업 분야의 수

대비 74% 증가한 724억 1000만 위안(12조 1567억 원)을

익은 전년 대비 30% 성장하며 404억위안을 기록했는데,

기록했다. 2017년 텐센트는 하루 약 평균 2억 위안 씩을 벌

이는 전체 매출의 18%를 차지한다. 모바일 결제와 클라우

어들인 셈이다. 2017년 텐센트의 수익은 홍콩거래소에 상

드 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의 18%를 차지하면서 온라인 광

장한지 14년만에 최고실적이다. 2010년만 해도 텐센트의

고의 비중인 17%를 제쳤다. 2017년 1분기에 클라우드 서비

순이익은 80억5천만 위안(약 1조 3685억 원)이었으므로 7

스의 사업 매출은 전 분기 대비 263% 증가4했을 정도로 크

년만에 11배 성장한 것이다. 텐센트의 수익 구조는 크게 네

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반적으로 텐센트의 영업 수

분야(온라인 게임,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광고, 미디어 사

익구조는 조금씩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업)로 나뉜다. 온라인 게임 수익은 PC와 스마트폰 게임에서
주로 발생하고, 소셜 네트워크 수익은 스마트폰 커뮤니티인
위챗과 PC 의 QQ 메신저 등에서 발생한다. 온라인 광고는
미디어(비디오, 뮤직, 뉴스 등)의 광고 수익이며, 미디어 사
업 수익은 모바일 결제와 클라우드에서 발생한다.

위챗을 통한 광고 수익화가 확대되며 실적을 견인했다. 모
바일 메신저 웨이신(위챗)의 월간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9억 8900만 명에 달했다. 위챗은 사용
자, 광고상품, 쇼핑몰(위챗스토어), 결제(위챗페이) 등 전자
상거래의 밸류체인을 내재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고효율

2017년 영업 이익 중 가장 매출이 높은 온라인 게임 분야

과 매출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위챗 기반 판매자의 확

의 매출은 지난해 대비 38% 증가한 978억 8300만 위안

대로 이어져 광고매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위챗 사

으로, 1,000억 위안에 육박한다. 모바일 게임 ‘왕좌영요

용자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 (동영상, 웹소설, 음

(Honour of Kings)’가 히트를 치면서 매출 신장세에 도움

원) 시장 확대가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텐센트 뮤

이 됐다. 왕좌영요의 1분기 매출이 최대 60억 위안(약 1조

직(일일평균이용자<DAU>수가 1천 5백만 명, +50% YoY),

원)에 이를 만큼 성공을 거두면서 텐센트 모바일 게임 매출

차이나 리터러쳐(결제사용자 1천 2백만 명, +69% YoY), 그

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게임 사업의 수익이 차

리고 텐센트 비디오(DAU 4천 3백만, +115% YoY)의 사용

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전체

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부문의 수익성 증

매출에서 게임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전년 대비

가에 기여하고 있다.

6% 하락했다. PC 게임과 그 관련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것
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용자들이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
으로 이동하면서 매출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게임 매출은 13% 증가한 반면, 모바일 게임 매출은 59%나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2015년까지
도 40%대를 기록했던 영업이익률(Operating Margin)이
2017년부터는 34%대로 줄어들었다. 2015년 31%대를 기
록했던 순이익률도 2017년에는 27%대로 떨어졌다. (부록
4.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추이 참고) Operating Expense

소셜 네트워크 수익은 전년 대비 52% 성장하며 561억 위안

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6년 121억 위안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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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operating expense는 2017년에 45% 증가한 177억 위

야 했지만, QQ는 5분 만에 다운로드가 가능했다. 다운로드

안을 기록했다. 일반관리(G&A)비용도 전년 대비 47% 가

속도가 빠르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버를 새로 추가해

까이 증가한 155억 위안을 기록했다. 텐센트의 연구개발비

야 할 만큼 사용자가 급증했고, QQ 메신저는 국민 메신저

용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텐센트는 클라우드,

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위챗 역시 비슷했다. 기존의 모바

인공지능, 스마트 소매 등 다방면의 신사업에 대한 연구개

일 메신저를 벤치마킹해 작고 편리한 기능들을 지속적으

발을 늘리고 있는데, 2017년의 연구개발비용 175억 위안은

로 추가했다. 그 결과 QR 코드를 접목하고, 결제 시스템을

2016년의 119억 위안에서 47%나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조기에 안착시키면서 빠르게 시장을 점령해 나갔다. 다른

최대치다.

사업 분야에서도 텐센트는 모방을 기본으로 단점을 개선
해 나가는 방식의 전략을 구사했다. 2003년 뉴스포털 사
업(QQ닷컴)에 진출했을 때에도 다른 포털사이트를 모방

텐센트의 성장전략

했다. 하지만 기존의 중국 포털 사이트 강자였던 시나닷컴

텐센트의 성공은 중국 정부의 지원과 보호 (IT 사업 내수보

과는 달리 QQ메신저를 통한 신속한 뉴스배달, 채팅 서비

호정책) 속에서 내수 시장 특수 효과를 누린 수혜자기 때문

스, 가상 아이템 판매, 사이버 머니 QQ캐시 등을 도입하면

이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특유의

서 차별화에 성공했다.

카피캣 문화는 중국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개념이 낮은 곳에
서만 성공 가능한 방식이라는 의견도 많다. 텐센트의 창업
자 마화텅은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예외적인 IT 기업자이지
만, 다른 기업의 성공 모델을 재빨리 베끼는 데 특화된 모방
자라는 한 중국 언론의 비판이 2006년 중국에 파장을 일으
키기도 했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비롯한 왕즈둥 시나
닷컴 창업자 등 역시 텐센트의 베끼기 전략을 비판했다. 실
제로 텐센트의 성장 전략은 모방과 개선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텐센트의 마화텅 회장은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
지 ‘창조적으로 베끼기’ 전략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이미
성공한 사업모델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텐센트는 성장을 위해 M&A 전략, 지분투자 전략을 구사한
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마화텅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기 시
작한다. 2000년대 온라인 게임과 뉴스 포털 영역에 진출하
기로 결정했는데, 당시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이 1년에 3배
씩 성장하고 있었다. 당시 게임 산업에서 세계적인 위세를 떨
치고 있던 한국은 텐센트와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텐센트
게임 담당자가 넥슨의 워크숍까지 쫓아와서 구애했다는 일
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텐센트는 꾸준한 마케팅과 현지화 노
력으로 크로스파이어와 던전앤파이터를 성공적으로 퍼블리
싱하면서 게임방면에서도 흥행을 이루게 된다. 이후에는 경
쟁상대를 과감히 인수했다. 텐센트는 유명한 게임 ‘리그오브

텐센트 초기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QQ메신저는 이스

레전드’의 개발사 라이엇 게임즈와 ‘클래시오브클랜’을 만든

라엘 벤처가 개발한 메신저 ‘ICQ’를 중국어 버전으로 개조

핀란드 모바일 게임사 슈퍼셀을 10조 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

한 것이었다. 텐센트의 차별점은 소프트웨어의 부피를 줄

했다. 이 밖에도 에픽게임즈, 엑티비전, 블리자드 등의 회사

여 다운로드 시간을 타사 메신저의 1/3 수준으로 감소시킨

에 많은 자금을 투자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테슬라의 지분을

데 있었다. 타 메신저는 다운로드를 위해 수십 분을 기다려

5% 획득하여 4대 주주에 올랐을 뿐 아니라, 미국 SNS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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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의 지분을 12% 사들이기도 했다. 한국 기업 중에는 카

분야에서 세계 1위 국가로 올라서겠다는 ‘AI 굴기’를 추진하

카오, 넷마블, 파티게임즈, 블루홀 등의 회사에도 지분투자를

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대표 드림팀을 구성했

했다. 텐센트가 인수한 라이엇 게임즈와 슈퍼셀은 분기당 조

다. 이들 기업이 주도해 만들 AI 플랫폼에서 바이두는 자율

단위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텐센트의 주 수익원이다.

주행 자동차 분야를, 알리바바는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텐센트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플랫폼 전략이다. 텐센트는
독보적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는 전략
을 구사한다. 텐센트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과는 달
리 게임, 커뮤니티, 결제, 메신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서비
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벤처비트(VentureBeat)의 딘 타카
하시에 따르면, 텐센트는 “마치 AOL, 페이스북, 스카이프,
44

야후, 지메일, 노턴, 그리고 트위터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과

시티브레인 개발 프로젝트를 맡았다. 지난해 팍스콘과 공
동으로 항저우에 스마트 도시를 시범 구축한 데 이어 허베
이성에 AI 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스마트형 도시를 세
우게 됐다. 의료 및 헬스 분야 플랫폼을 담당하는 텐센트는
2017년 5월 미국 시애틀에 AI 연구소를 세우고, 50여 명의
AI 전문가를 영입했다. 중국에서도 200명 이상의 엔지니어
가 AI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같다”고 한다. 사실상 모두 위챗이라는 독보적인 플랫폼을

텐센트는 BAT 중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가장 늦게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플랫폼에서 텐센트는

시작한 회사다. 하지만 위챗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실 가장

망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텐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텐센트는

트는 ‘온갖 서비스를 다 제공해 거기에 가면 다 즐길 수 있

최근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등 미래 성장동력원에도 적극

5

다’는 범주의 경제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플랫폼이 온갖

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심천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다. 텐센

립한 이후 시애틀에 두 번째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했으

트는 설립 초기부터 SNS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 구축을

며,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 등의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

염두하고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든 것이 연

이다. 텐센트의 연구원들은 벌써 딥마인드의 알파고에 가

결되는 생태계 구축은 이제 모든 산업을 인터넷에 접목시

까운 최첨단 인공지능 혁신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키는 ‘인터넷 플러스’사업 전략으로 연결되었고, 텐센트는

져 있다. 최근 미국의 AI 회사에도 투자했다. 실리콘밸리

2013년부터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제창하고 있다.

의 펠리시스 벤처스(Felicis Ventures)와 함께 미국 딥보트
(Diffbot)에 1,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빅데이터 바이오 회
사인 아이카본엑스(iCarbonX)에 10억 위안을 투자했다. 또

최근행보

한,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 왓랩(WHAT LAB), 요우투 실험

2017년 중국 정부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표 IT

실(优图实验室) 웨이신모델식별센터(微信模式识别中心)

기업과 공동으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에

스마트컴퓨터와 검색실험실(智能计算与搜索实验室) 등을

나섰다. 기업을 선봉장으로 내세워 AI 허브를 구축한 뒤, 이

운영하고 있다.

를 통해 AI 분야 생태계 조성과 기술 개발에 가속도를 내겠
다는 전략이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AI

텐센트는 스마트카 산업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
이며,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텐센트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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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공유업체인 디디추싱(滴滴出行)과 디지털 지도 제작사
인 냅인포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2018년 3월에 테슬라 지
분의 약 5%를 인수했다. 2017년에 블룸버그 통신은 텐센

주석
3

이 사례는 제이캠퍼스의 이은미 연구원이 연구용으로 작성한 것임.
저자의 사전 허락이 없는 무단 전재나 복사를 금하며,
인용은 가능하나 출처를 표시해야 함. (2018년 4월 작성)

4

REUTERS, “China’s Tencent fourth-quarter profit jumps
47 percent on payment, cloud revenue surge”, 2017.03.22.

5

백서인(2017),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imitation to
innovation’”,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트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텐센트는
자사가 자율주행시스템 시제품을 가지고 있으며,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실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략적 제
휴 회사인 테슬라와도 경쟁하게 되었다.
텐센트는 최근 중국의창안(CHANG AN)자동차와 손을 잡
고 친구와 메신저로 대화하거나 온라인 쇼핑까지 할 수 있
는 AI 자동차 ‘오샹(AUCHAN, 欧尚) A800 텐센트 클라우
드 버전’을 정식으로 출시했다. 2017년 6월 중국 창안 자동
차가 텐센트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은 데 이은 결
과물이다. 이 차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 중 첫 스마트 모바일
기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전면 지능화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텐센트클라우드의 사
물인터넷(IoT), 그리고 AI 음성 플랫폼과 연동된 점이다. 텐
센트 클라우드는 차량의 내부 인터넷 시스템과 연결된다.
예컨대, 음성으로 텐센트의 QQ 소셜미디어, 음악 서비스
인 QQ음악, 라디오 서비스인 치어(Qie)FM, 사람찾기, 번역,
바이두 백과사전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내부에 장착
된 음성 비서 ‘샤오웨이’의 음성인식 기능은 텐센트의 위챗
에서 가져와 접목시킨 것으로, 텐센트의 딥러닝 이론 자체
연구개발에서 거둔 음성인식 기술 성과에 기반하고 있다.
향후 창안오샹은 텐센트 클라우드와 심도있는 협력을 이어
갈 것이라 밝혔으며, 자동차 센서 집적화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으로 차세대 자동차를 개발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소비
자들은 위챗에 접속해 메신저를 보내는 것은 물론 온라인
결제 등 스마트 체험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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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텐센트 재무제표 (2012-2016)
2012
Total Revenue
Total value-added services

2013

43,894

2015
78,932

2016

102,863

151,938
107,810

35,718

44,985

63,310

80,669

% total sales

81.40%

74.40%

80.20%

78.40%

71%

Total online games

22,849

31,966

44,756

56,587

70,844

% total sales

52.10%

52.90%

56.70%

55%

46.60%

9,146

13,019

18,554

24,082

36,966

20.80%

21.50%

23.50%

23.40%

24.30%

Total online advertising

3,382

5,034

8,308

17,468

26,970

% total sales

7.70%

8.30%

10.50%

17%

17.80%

E-commerce

4,428

9,796

4,753

% total sales

10.10%

16.20%

6.00%

Social networking
% total sales

46

2014
60,437

Other
% total sales

365

622

2,561

4,726

17,158

0.80%

1%

3.20%

4.60%

11.30%

41,735

55,978

72,462

96,251

144,371

2,159

4,459

6,470

6,612

7,567

95.10%

92.60%

91.80%

936%

95%

Revenue Geographic Split
China
Outside China
% of sales in China
*출처: 텐센트 IR 자료

부록 2. 2017년 텐센트 재무제표
in million RMB
Revenues
COPS
Gross profit

4Q2017

YoY

QoQ

FY2017

YoY

66,392

+51%

+2%

237,760

+56%

(34,897)

+72%

+4%

(120,835)

+79%

31,495

+33%

-1%

116,925

+38%

Interest income

1,156

+77%

+14%

3,940

+50%

Other gains, net

7,906

+674%

+102%

20,140

+460%

(14,833)

+30%

+7%

(50,703)

+47%

25,724

+85%

+13%

90,302

+61%

(859)

+78%

+64%

(2,908)

+49%

Operating expenses
Operating profit
Finance costs, net
Share of profit/losses of associates & JV

(120)

-77%

-115%

821

-133%

(3,123)

+30%

-37%

(15,744)

+54%

Net profit

21,622

+105%

+20%

72,471

+75%

Net profit to shareholders

20,797

+98%

+16%

71,510

+74%

2.177

+96%

+15%

7.499

+73%

17,454

+42%

+2%

65,126

+43%

1.827

+41%

+2%

6.830

+43%

Income tax expense

Diluted EPS in RMB
Non-GAAP:
Net profit to shareholders
Diluted EPS in RMB
*출처: 텐센트 I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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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텐센트 매출추이 (단위: 억 위안)
2,377
2,250

CAGR: 40%

1,519

1,500

1,029

750
7

11

14

28

38

72

124

196

285

03

04

05

06

07

08

09

10

11

439

604

789

0
12

13

14

15

16

17

*출처: 텐센트 I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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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추이 참고 (단위: %)
Non-GAAP Operating Margin (%)

42.0

1Q15

44.0
39.5

2Q15

3Q15

42.1

41.2

37.9

4Q15

40.6
37.2

1Q16

2Q16

31.7

32.2

3Q16

37.4
34.1

35.4

4Q16

1Q17

2Q17

28.3

29.0

29.1

4Q16

1Q17

33.1

32.9

3Q17

4Q17

38.3
34.5

2015

2016

2017

Non-GAAP Net Margin (%)

32.6

1Q15

34.5

2Q15

31.8

3Q15

29.6

4Q15

1Q16

2Q16

29.5

3Q16

31.9
26.3

*출처: 텐센트 I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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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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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 국민이 선정한 최고 기업은 어디일까?

2017년 기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점유율

알리바바, 레노보, 하이얼 등 쟁쟁한 기업을 제치고

은 19%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그 뒤를 오포(18%), 비

압도적인 지지율로 (75.2%) 1등을 차지한 기업은

보 (17%), 샤오미(12.5%) 등 로컬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

화웨이다. CCTV, 국가통계국, 중국우정그룹공사가

다.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11%이고 삼성은 심지

2006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진행해온 중국 최대규모의

어 0%대인 0.8%로, 해외 브랜드는 중국에서 ‘더 이상 특

‘중국경제생활대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이 조사에서

별하지도 않고 비싸기만 한 스마트폰’으로 인식되어 점유

화웨이의 CEO인 런정페이는 최고의 기업가 정신을

율을 급속히 잃어가는 중이다. 2013년 이후 4년 만에 해외

7

갖춘 중국기업인 3위로 뽑혔다. 화웨이는 혁신적인

브랜드의 자리를 모두 로컬 브랜드들이 채우게 되었다. 글

기술기업으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은 애플(17.9%),

2014년 톰슨로이터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100대

삼성(17.8%)에 이은 10.7%로 3위를 기록했으며, 영국, 프

기업에 중국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화웨이가 올랐다.

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016년 포춘 글로벌 500에서 129위를 차지했던

도 10% 선을 돌파했다. 화웨이가 단순히 스마트폰 사업만

화웨이는 2017년 처음으로 100위 안에 진입하며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17년 2분기 화웨이의 태블릿

83위를 기록했다.

사업은 47% 성장했다. 또한, 네트워크 통신장비 시장에서
의 전 세계 점유율은 무려 15%에 달하여, 500개 통신사업
자에 장비를 공급하는 시스코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회사소개
화웨이는 런정페이가 그의 나이 43세였던 1987년에 연구
원 5명과 한화 약 360만 원의 자본만으로 중국 심천에 설
립한 전화교환기 제조업체에서 시작하였다. 현재에는 18
만 명이 넘는 직원이 있으며, 170여개국이 넘는 해외시장
에 통신장비를 판매하고 있다. 지금의 화웨이는 통신장비
업체이지만, 창업 초기에는 사실 보따리 장사에 가까웠다.
홍콩에서 상품을 들여와 중국에 화재경보기, 통신장비, 심
지어 다이어트약까지 판매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에서 전화교환기를 교체해 준다는 정보를 얻고 홍콩 Hong
Nian사의 PBX 제품판매대행사를 하며 이익을 남기기 시
작하였다. 1992년까지 148개 포트 지원이 가능한 HJD48
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1억 5백만 위안의 수익을 내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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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모으기 시작한 런정페이는 통신기술을 자체적으로

2001년부터 화웨이는 유럽 시장을 공략했고, 2003년에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1992년에 사원을 100명

는 미국 시장에도 진출했다.

이상 채용하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52

하지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했던 화웨이는 유럽진

1993년 첫 자체제품을 생산한 화웨이는 농촌시장을 먼

출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고객 기업에 대한 여러 인센티브

저 개척하고 도시시장을 나중에 공략하는 전략으로 회사

를 제공하고 구매계약을 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

를 키워나갔다. 화웨이는 당시 농촌 지역이 개방개혁 정

사했다. 화웨이의 영업담당자들은 통신업체를 찾아다니며

책으로 유선전화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유선전화 가

무료 테스트베드 설치, 무료 유지보수, 유지보수 인력의 현

입자 16배 증가, 무선전화 가입자 500배 증가)하고 있다

지 채용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영업했다. 2005년 화웨이

는 점과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이 중국 농촌에는 영향력

는 유럽과의 첫 계약을 체결했으며, 규모는 2,500만 달러

이 약하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해외 기업들이 커버하지 않

에 달했다. 화웨이의 수익은 2000년 19억 달러에서 2012

는 300곳 이상의 농촌 지역을 공략하였는데, 화웨이는 중

년 354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이 중 해외에서의 수익은 총

국의 농촌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한 최초의 장비회사다. 농

수익의 66%를 차지할 만큼 적극적인 해외 진출은 성공을

촌시장에서 사업경험과 기술력 영업망을 확보하고 난 후

거두었다.

1998년부터 화웨이는 사업 영역을 도심으로 확장한다. 3G
와 IP 분야에 R&D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고, 1999
년에는 해외 기업을 누르고 중국 통신장비 시장 1위에 오
르게 된다. 2000년에 화웨이는 19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
17,320명의 사원을 고용하였다.

2010년부터 유럽은 화웨이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지역
이 되었고, 화웨이는 새로운 글로벌화 단계에 진입했다.
2010년부터 화웨이에서는 국제화라는 용어를 내부적으
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국적 기업은 아니지만 글로
벌 기업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는 런정페이 회장의 의지

내수 시장에서 성공을 이룬 화웨이는 1997년부터 해외지

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화웨이의 2010년 매출 1,852

역 수출을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에 글로벌 통신 시장은 급

억 위안 가운데 해외 매출은 1,204억 위안으로, 전체 매출

격하게 성장하였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글로벌 모

의 65%를 차지했다. 런정페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인적

바일 가입자는 7.3배 증가했고, 중국의 브로드밴드 가입자

자원이 풍부한 유럽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현지화

는 2,000배, 모바일 가입자는 10배 증가했다. 이 시기에

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는 IT 거품이 꺼지며 해외기업들이 R&D와 사업장에 투자
를 줄이는 추세였으나, 화웨이는 이 시기에 2배 이상 성장
했다. 1999년에는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남미

화웨이 수익구조 및 최근 실적

의 통신장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당시 중국 정부

화웨이의 2017년 총 매출액은 6,036억 위안(약 101조 7천

는 보조금과 면세 혜택 등으로 화웨이의 해외 진출을 적극

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7% 성장했고, (부록 1. 화웨이 실

지원하였으며, 이 시기에 화웨이는 선진 기업의 상품들보

적 2012-2107 참고) 사업 분야는 캐리어 네트워크(유무선

다 4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네트워크,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및 코어 네트워크 등),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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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라이즈(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IT 서버, 스토리지, 데

2015년(37.4%), 2016년(32%)에 이어 2017년(15.7%)은

이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유지보수 서비스 등),

큰 폭으로 둔화했다. 2017년의 매출 성장률은 최근 4년 만

컨슈머(디바이스 사업, 단말기, 클라우드 디바이스 등) 세

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2015년의 매출은 32%나

가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화웨이는 캐리어 네트워크 사

급증한 반면 순이익은 0.3% 증가에 그쳤다. 2012년부터

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ICT 업계의 급격한 변화에

2014년까지 순이익 증가율이 매년 30%대였던 것을 감안

따라 컨슈머 사업 분야와 엔터프라이즈 사업 분야로도 확

한다면 눈에 띄는 변화다. 2016년에 순이익 증가율은 회복

장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기준 캐리어 비즈니스의 매

했지만 28%대였다. 2015년에 화웨이의 컨슈머 사업 부분

출은 2,978억 위안으로 전체 화웨이 매출의 49.3%를 차

매출이 44% 급증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 차지)하면서

지했다. 화웨이가 주력했던 통신네트워크 장비사업 비중

매출은 급증했다. 하지만 투자가 늘어나고, 스마트폰의 경

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비중은

쟁이 치열해지며 소비자의 눈높이가 크게 높아졌는데, 가

2013년까지만 해도 69.7%에 달했다. 컨슈머 비즈니스는

성비를 높이기 위해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개선시키다 보

2,372억 위안으로 39.3%, 엔터프라이즈 사업은 549억 위

니 영업 이윤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제조

안으로 9.1%를 차지했다.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컨슈머 비

생산비가 오르는 것 역시 이윤을 낮추는데 한몫했다. 그뿐

즈니스는 지난 몇 년간 가장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만 아니라 2015년에는 글로벌 매출이 32% 하락한 영향도

있으며, 2016년 대비 32%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엔터

컸다.

프라이즈 사업은 지난해 대비 35% 성장했는데 세 개의 비
즈니스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부록 2. 화웨이
매출 구조 참고)

이윤이 줄어들고 성장이 둔화되자 화웨이는 하이엔드 시
장 진출과 해외 진출 확대를 목표로 성장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화웨이의 하이엔드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은 매출의

2017년 기준 화웨이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

증가를 이끌고 있다. 중저가폰으로 알려져 있던 화웨이는

하는 비중은 49.5%이며 전년 대비 해외매출은 15.7% 성

2015년 Mate 8을 공식 출시하며 하이엔드 시장으로의 진

장했다. 2017년 화웨이의 중국 매출은 3,050억 위안으로

입했다. P시리즈, 메이트 시리즈, 아너 시리즈가 화웨이의

50.5%를 차지했다. 화웨이의 해외 매출 중 가장 비중이 높

대표적인 하이엔드 시리즈인데, P10의 가격은 표준 모델

은 지역인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EMEA)의 매출은

이 약 85만 원, 상위모델은 약 97만 원대로 애플 아이폰과

1,638억 위안으로, 전체매출의 27.1%를 차지하며 전년 대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필적하는 가격이다. 화웨이는 가격

비 4.7% 성장했다. 아시아 지역은 744억 위안(12.3%)으

대비 성능이 뛰어난 중저가 스마트폰 모델뿐 아니라 하이

로 10.3% 성장했다. 미국 매출은 392억 위안으로 6.5%를

엔드 모델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구비하게 되었고, 유럽, 아

차지하는데 전년 대비 10.9% 하락했다. (부록 3. 화웨이

시아, 아프리카에서 P10이나 Mate 9 같은 시리즈는 매우

해외매출비중 참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이엔드 스마트폰의 판매량 증가

2013년부터 화웨이의 매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매출 성장세로 봤을 때 2014년(20.6%),

로 중국 시장 내 스마트폰 출하량은 2016년에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유럽은 18% 증가했다. 특히 화웨이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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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제품군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연속으로 판매량 및

다는 화웨이 기본법8에 따른 것이다. 2017년 연간보고서

매출액에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에 따르면 화웨이의 직원 한 사람당 평균 연봉은 70만 위
안(1억 1875만 원)에 달했다. 입사 3년 후부터는 연봉이 가
파르게 증가한다. 화웨이 사원의 입사 처음 3년간 대우는

화웨이의 경쟁우위

54

중국 대표 IT기업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BAT)보다 못하

최근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외 매출이 전체

지만, 5년 후부터는 이 회사들을 추월하고, 8년부터는 거

매출의 50%에 육박할 만큼 화웨이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의 모든 회사를 통틀어 최고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러나 처음부터 화려하게 성공한 것은 아니다. 창업한 순

입사 8년부터 화웨이 직원의 수입 구조는 연봉>보너스>

간부터 화웨이는 해외의 다국적 기업인 에릭슨, 지멘스 등

주식배당금 순에서 주식배당금>보너스>연봉 순으로 바뀌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했기에 파산 직전까지

는데, 이 때문에 화웨이 직원에게 월급은 용돈이라는 우스

몰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EO 런정페이가 만들어낸 특

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예를 들어 화웨이에서 15년을 근

유의 기업문화와 꾸준한 R&D 투자는 화웨이가 세계적인

무한 경우, 매년 주식 배당금이 70만여 위안(2014년 기준,

반열에 오르게 한 원동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약 1억1700만 원), 상여금이 40만~50만 위안, 연봉이 세

화웨이의 대표적인 성공요소 중 하나는 직원이 주주인 이
익배분 시스템이다. 런정페이 회장의 지분은 1.4%에 불과
하고 나머지 98.6%는 직원 노조(공회)가 나눠 갖고 있다.

전 35만 위안이다. 45세 이후 퇴직을 하면 주식을 반환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는 보유가 가능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이 공회를 통해 지분을 나눠 받은

화웨이의 또 다른 성장비결을 꼽는다면 단연 꾸준한 R&D

화웨이의 직원은 8만 818명에 달한다.

투자이다. 화웨이의 상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이유

런 회장은 앞으로 50년간 사업을 상장하거나 가계승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을 정도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생각
도 남다르다. 장녀 멍완조우가 CFO를 맡고 아들 런핑이 총
재를 맡고 있지만, 런 회장은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런정페이는 기업의 이익을 직
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외부 자본 유입
이 기업의 문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

는 가격만이 아닌 높은 가성비로 승부했다고 표현하는 것
이 정확할 것이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동안은 인기였던
샤오미, 오포, 비보 등 많은 중국 기업들이 자국 시장을 벗
어나지 못하는 이유 또한 특허와 상품경쟁력이 발목을 잡
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가까운 한국
이나 일본으로만 건너와도 특허고소의 공세를 피할 수 없
다. 화웨이의 매출은 5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 이는 화웨이의 꾸준한 연구개발이 수없이 많은 세계 특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배분하는 화웨이의 지분은 혁신적인

허를 보유와 제품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결국 상품 경쟁

인력자원 관리 방식으로, 실적을 내게 하는 중요한 비결 중

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다. 연봉보다 많은 배당금과 상여금이 나오는 인센티
브 제도는 가장 열심히 일한 자에게 가장 많은 것이 돌아간

화웨이는 M&A식 해외 진출이나 성장을 선호하지 않는다.
기술이 필요하면 작은 회사를 인수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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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향성은 R&D를 통한 자체 성장이다. 화웨이는 1999년

3만 건을 보유할 정도로 엄청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부터 4억 달러를 투자하여 인도 벵갈루루에 R&D센터를 설

특히 5G, 반도체, 스마트 기기 등 4차 산업혁명의 동맥이

립했고, 인도인 개발자 5천여 명을 영입해 소프트웨어 개발

라 불리는 첨단기술 관련 특허에 앞서가고 있다.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웨이의 사업구조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등의 하드웨어에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지
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회사의 모습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최근 행보

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등

화웨이는 2017년 12월 바이두와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맺

에 인력과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

었다. 두 IT 공룡의 주요 협약 내용은 인공지능(AI) 자원협

에 한참 늦게 진출했음에도 빠른 시간 안에 높은 평가를 받

력과 AR(Augmented Reality, AR) 방면의 혁신이다. 또한,

은 이유 또한 뛰어난 자체 UI(이모션 UI)와 앱 덕분이다. 애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 생태계 협력 등 검색 및 정보 흐

플의 3D 터치도 화웨이가 스마트폰에 최초로 적용했다.

름 영역에 관한 것이다. 두 회사는 Hi AI 플랫폼과 바이두

화웨이 기본법은 매년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인력은 총 8만 명으
로 전체 직원 수의 45%를 차지한다. 또한, 화웨이는 미국,
독일, 스웨덴, 러시아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 16개가 넘는
R&D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연간보고서에

의 딥러닝 프레임에 화웨이의 신경망을 더하여 화웨이 AI
오픈 플랫폼과 바이두 브레인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를 조
성키로 했다. AR 장면화 혁신에 대해서 기술혁신+소프트
웨어 구현—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에웨어의 결합을 통한
선진 AR 생태계 구축--을 협의했다.

따르면 지난해 화웨이의 매출에서 연구개발(R&D) 비용이

화웨이는 최근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AI 칩세트를 탑재한

차지한 비중은 15%에 달한다. 이는 2016년보다 17.4% 늘

Mate 10 프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메이트 10시리즈는

어난 것으로 총 897억 위안(약 15조 2천 176억 원)을 투입

지금까지 출시된 스마트 폰 중 최초로 인공지능 모바일 프

했다. 화웨이의 R&D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매

로세서인 기린 970을 탑재하여 인공지능 분야에서 화웨

출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이 더욱 눈에 띈다.

이의 성과를 여실히 드러냈다. 탑재한 NPU(신경망 처리장

최근 10년간 누적 연구개발비용은 3940억 위안(약 66조

치)는9 내장형 AI라고도 불리는데, 전력 소모는 줄이면서

8천 421억 원)에 달하며, 신청한 총 특허 권수는 7만 4천

더 빨리 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이 칩 덕분에 3D

307여 건에 달한다. 이 중 90% 이상이 발명 특허이다.

차원의 센싱이나 슬로모션 동영상 같은 첨단 기능도 구현

2017년 기준 화웨이가 보유한 특허 수는 74,307개이며,
2016년과 2017년 유럽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출원에서 화
웨이는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세계지적재산권기

할 수 있다. 이 AI 칩세트는 1분에 2천 장의 이미지를 인식
할 수 있고, 아이폰과 갤럭시의 칩보다 속도가 5배 빠른 것
으로 알려져 있다.10

구 제네바 본부가 발표하는 국제특허 신청 건수에서 2014

화웨이는 2011년부터 클라우드 컴퓨터 전략을 발표해 왔

년과 2015년 연속 세계 1위, 2016년에는 2위를 기록한 바

으며, 2015년에 클라우드 시장으로의 진출을 전격 발표했

있다. 화웨이는 중국 내 3만 9천 개의 휴대폰 관련 특허 중

다. 화웨이가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는 퍼블릭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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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로,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사업에서의 경

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인지도는 형편없는 상태다. 심지어

쟁상대라고 밝힌 바 있다. 화웨이의 클라우드 사업은 화웨

2017년에 미국에서의 수익은 해외수익 중 유일하게 감소

이가 이미 캐리어 비즈니스에서 파트너쉽을 쌓아 두었던

세를 기록했을 정도다.

유럽과 신흥국에서도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에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던 화웨이는 소프트웨어 사업
의 수익을 늘리고자 클라우드 사업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스마트폰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점과 텔
레콤의 인프라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2016년 화웨이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기반인 데이터
센터 장비 및 운영체제 연구개발에 최소 매년 10억 달러(1
56

조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밝혔다. 데이터센터 기술
을 연구하는 연구원 및 기술자들을 2012년 3천여 명에서
2016년 1만 6천여 명까지 늘렸으며, 2017년에는 공공 클
라우드 전문 부서를 신설해 2천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2012년 미 하원 정보위원회 보고서에서 화웨이가 자사 장
비를 이용해 미국에서 첩보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안보 우
려가 제기되며 화웨이의 미국 진출은 좌절됐다. 2018년 1
월에도 화웨이는 AT&T와의 계약을 통해 독자 개발한 인공
지능을 탑재한 ‘메이트 10’의 판매계약을 진행 중이었으나,
AT&T는 계약을 취소했다. AT&T는 계약의 돌연 취소에 대
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미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경계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또한,
CNN은 화웨이가 중국 정보기관의 스파이 역할을 하는 기
업이라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
다. AT&T가 계약을 취소하기 전 미국 의원 18명은 연방통

중국 정부는 화웨이의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하는 데에 든

신위원회(FCC)에 서한을 보내 자국 통신업자를 통한 화웨

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이 시행하는 사이버 보

이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법은 ‘중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기업은 반드
시 중국 현지에 해당 서버를 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다. 중국 정부가 정보 보안을 이유로 외국 기업의 장비 납
품을 제한하는 사이, 화웨이는 이미 중국 데이터센터 장비
분야 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 73세의 런정페이 화웨이 회
장은 3개월 동안 쓰촨(四川)·산시(陝西)·산시(山西)·광둥
(廣東)·저장(浙江)·후베이(湖北) 6개 지방정부를 직접 돌아
다니며 현지 정부 지도자와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도시.
그리고 빅데이터에 관련된 전략적 협의도 체결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은 미국 IT 기기 판매점 등에서 팔리긴
했지만, 미국 이동통신사를 통해 판매된 적은 지금까지 없
다. AT&T와의 결별 이후 화웨이는 유통망을 늘려 북미 시
장을 개척하겠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매장 중
하나인 베스트바이도 화웨이폰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
다. 한편, 베스트바이는 화웨이폰의 퇴출 이유를 밝히지 않
았다. 이제 화웨이는 아마존과 기타 온라인 쇼핑몰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데, 통신업체의 지원도 베스트바이의 유통
망도 없이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확대가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진출

화웨이는 미국진출 실패 이후 캐나다를 적극 공략해왔다.

미국진출 확대는 화웨이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일

오타와 R&D 센터를 6,700만 캐나다달러를 들여 설립했으

것이다. 화웨이의 통신 장비는 세계 점유율 10%를 차지하

며, 캐나다 내 인력을 250명까지 고용하는 등 장기적인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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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역 사업확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보안 관료들은 스마트폰과 네트워킹 장비가 스파이 활동
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보기관의 평가에 동의한다며 정부
에 화웨이와의 관계단절을 요구하고 있어, 캐나다를 통한
북미지역 사업확장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석
6

이 사례는 제이캠퍼스의 이은미 연구원이 연구용으로 작성한 것임.
저자의 사전 허락이 없는 무단 전재나 복사를 금하며, 인용은 가능하나
출처를 표시해야 함. (2018년 4월 작성)

7

뉴스핌, 중국 1등 기업 화웨이, 최고 기업인은 둥밍주, 2017.03.17

8

화웨이 기본법(华为基本法)이란 화웨이가 추구하는 회사 성장방향,
경영원칙, 인재와 조직 관리방향 등 회사의 규율과 정책에 대해
명문화 해 놓은 것이다.

9

여러 개의 연산을 한꺼번에 한다는 점에서 GPU와 비슷하지만
그래픽 처리에 특화된 고정 유닛이 없다. 사물인터넷이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작업, 센서 기반의 연산과 머신러닝,
인공신경망 등에 특화된 처리장치로 NPU는 인간의 뇌가 수행하는 		
연산을 본뜬 칩을 뜻한다.

10 The Science Times, “‘인공지능 스마트폰’ 시대 개막…애플·화웨이
속속 출시”,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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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화웨이 재무제표 (2012-2017)
million yuan

2012

Revenue

2014

239,025

2015

288,197

2016

395,009

2017

521,574

603,621

Operating profit

20,658

29,128

34,205

45,786

47,515

56,384

Operating margin

9.40%

12.20%

11.90%

11.60%

9.10%

9.30%

Net profit

15,624

21,003

27,866

36,910

37,052

47,455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

24,969

22,554

41,755

52,300

49,218

96,336

Cash and short-term investments

71,649

81,944

106,036

125,208

145,653

199,943

Working capital
Total asset

63,837

75,180

78,566

89,019

116,231

137,576

223,348

244,091

309,773

372,155

443,634

505,225

Total borrowings

20,754

23,033

28,108

28,986

44,799

39,925

Owner’s equity

75,024

86,266

99,985

119,069

140,133

175,616

66.40%

64.70%

68%

68.00%

68.40%

65.20%

Liability ratio

58

2013

220,198

*출처: 화웨이 IR 자료

부록 2. 화웨이 매출구조 (2016-2017)
CNY Million
Carrier Business

2017

2016

YoY

297,838

290,561

2.5%

Enterprise Business

54,948

40,666

35.1%

Consumer Business

237,249

179,808

31.9%

Other

13,586

10,539

28.9%

Total

603,621

521,574

15.7%

Carrier
Business

Consumer
Business

297,838 (49.3%)
▴2.5%

237,249 (39.3%)
▴31.9%

2017

Enterprise
Business
54,948 (9.1%)
▴35.1%

*출처: 화웨이 IR 자료

부록 3. 화웨이 해외매출비중 (2016-2017)
CNY Million

2017

2016

China

YoY

China

305,092

236,512

29.0%

EMEA

163,854

156,509

4.7%

74,427

67,500

10.3%

Americas

39,285

44,082

(10.9)%

Other

20,963

16,971

23.5%

Total

603,621

521,574

15.7%

Asia Pacific

EMEA

305,092 (50.5%)
▴29.0%

*출처: 화웨이 I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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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Pacific
74,427 (12.3%)
▴10.3%
Americas
39,28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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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E 회사 소개와 성공요인

내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PCT 국제특허출원 건수를 보유

ZTE는 중국의 항공우주부 소속 국유기업에 의해 설립된 회
사다. 1985년에 선전중싱반도체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설
립되었으며, 1997년 주식제 개혁 시기에 ZTE 코퍼레이션으

한 기업으로 올라섰다. 2016년에도 ZTE는 4,123건의 국제
특허를 신청하여 화웨이(3,692건)와 미국의 퀄컴(2,466건)
을 제치고 가장 많은 국제특허를 출원한 기업에 올랐다.13

로 개명했다. ZTE는 2011년 기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휴

현재 ZTE는 미국, 인도 등 전 세계에 약 18개의 연구센터

대폰 제조업체이다.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9%

를 보유하고 있으며, “Development through Promoting

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ZTE는 세계 140여 개 국가

Science, Technology and Education”과 같은 ZTE 기술대

에 통신설비와 네트워크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이라 불리는 교육센터를 설립해 중국 기술발전에 앞장서

2015년 기준 총 매출의 47%는 해외시장에서 창출될 정도

고 있다. ZTE의 연구센터는 중국의 주요 첨단기술 산업의

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중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ZTE의 총 직원은 약 9만 명 정도로 이 중 30% 정도가 R&D

중국은 2013년부터 5G 이동통신 사업추진을 모색해왔고,

인력이다. 2017년에는 매출 1088억위안(약 18조 6천억

2017년 3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5G이동통신기술 사업

원)을 기록했다. ZTE의 주요 사업은 세 가지(통신네트워크,

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며 상용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4세대

스프트웨어시스템과 서비스, 단말기(휴대폰과 태블릿 PC)

이동통신 시절까지 서구 선진국을 쫓아가는 입장이었던 중

및 기타 데이터 제품)로 나눌 수 있다. 2012년 기준 통신네

국은 5G를 계기로 핵심특허를 확보하고 사업의 주도권을

트워크 사업부가 ZTE의 매출 중 49.4%를 차지하며 가장

가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30년까지

큰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였다.

4천 460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기로 했다.14 중국

ZTE의 성공 요인으로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돈독한
관계 덕분이라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R&D 투자와 기술의 확
보도 간과할 수 없다. ZTE는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R&D 인력은 전체 인력의 30%를 유지하고

의 이 계획의 중심에는 ZTE가 있다. 화웨이와 함께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등 중국의 3대 통신
기업에 자국산 통신장비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의 5G 통신망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있다. (표 1. ZTE 매출, R&D 비용 및 R&D 인력 비중 참고) ZTE

2018년 ZTE는 5G 연구를 위해 연간 30억 위안을 투자해

의 R&D 투자는 이 회사를 중국의 기술혁신에서 앞장서게 했

규모 4,500명 이상의 첨단 기술 전문 전문가팀을 구축하였

으며, 적극적으로 국제기술표준조직에 참여하여 전 세계로

으며, 대량 다중입력-다중출력(MMO) 기술 확보를 위해 스

영업망을 넓힐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인정과 지원을 받을 수

펙트럼 효율, 5G 네트워크 용량 및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있었던 것은 ZTE가 “made in China”의 기술 혁신에 앞장섰고,

5G 개발을 위해 소프트뱅크와 5G 공동연구개발 MOU를

그 노력과 결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체결했다. 동시에 칩 설계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ZTE는 2011
년과 2012년에 3,930건에 달하는 PCT 특허출원건수12를

ZTE는 자체 개발한 독점적인 고성능 벡터 프로세싱 베이스
밴드 칩을 기반으로 업계 최고의 통합 차세대 베이스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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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Next Generation Baseband Unit NG BBU)을 출시

과 4억 3,000만 달러의 범칙금, 추가 벌금 3억 달러, 그리

했으며, 이후 고도로 집적된 디지털 IF 칩을 기반으로 하는

고 美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1억 100만 달러의 벌금, 총

업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5G 액티브 안테나 장치(Active

11억 9천만 달러(1조 3,800억 원)를 부과했으며16 관련 직원

Antenna Unit, AAU)를 출시했다.15

처벌에 합의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미국 상무부는 ZTE에 향후 7년간 미국

미국의 ZTE 제재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추가 제재 조치를 했다. 로스

트럼프 정부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왔다. 미국은 또한 중국 통신장비기기의 사
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62

통신장비업체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으며, 화웨이
나 ZTE와 같은 기업들이 통신장비를 이용한 도청 등을 통
해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무장관이 밝힌 바에 의하면, 2017년 관련 직원들을 처벌
하기로 ZTE가 합의했으나 처벌은커녕 막대한 보너스를 받
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의
성명에 따르면 2017년 당시 합의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
아 기존에 유예되었던 7년간의 거래 금지 조치가 발동된 것
으로, ZTE는 2025년까지 미국 시장 진출뿐 아니라 미국 기
업의 반도체나 제품의 기술을 수입할 수 없게 되어 퀄컴, 브
로드컴 등 미국 제품들의 사용도 불가능해졌다.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ZTE 역시 미국의 제재로 난항을 겪고
있다. ZTE에 제동이 걸린 것은 2016년 3월부터이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ZTE에 대한 미국산 부품 수출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대이란 수출
금지령을 어기고 미국 업체들(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
클, Dell 등) 제품을 이란 최대 통신사의 TCI에 공급했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가 확보한 ZTE의 내부 문서
에 따르면 ZTE는 이란 외에도 북한, 시리아, 쿠바, 수단 등
금수 조치된 주요 5개국과 거래를 한 것이 밝혀졌다.

ZTE는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25~30%를 미국에서 조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ZTE가 2017년 미국 기업에서
수입한 반도체는 약 15~16억 달러 상당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뿐만 아니라 휴대폰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의 3분의 1
은 미국 퀄컴과 인텔에서 조달한다. 통신장비 핵심부품인
반도체, 스토리지 시스템, 광학 부품 역시 미국에서 수입해
서 쓰고 있다. 반도체는 퀄컴, 인텔, 마이크론 등에서 수입
하고 있으며, 광학부품은 메이너드, 아카시아, 오클라로, 루
멘텀,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에서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ZTE가 2010년 1월부터 2016년

수입하고 있다. 즉, 핵심기술과 부품은 거의 다 미국산을 사

3월까지 미국의 수출통제법 및 대이란 제재법을 위반했으

용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과의 거래 중지 제재는 ZTE의 통

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4,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

신장비 제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혔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 수출이 금지된 통신장비를 283
번이나 수출했으며, 미국의 휴대전화 통신장비를 수입한 뒤
이란으로 불법 수출한 건수는 25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미국 상무부는 ZTE에 6억 6,100만 달러 벌금

더 큰 문제는 ZTE가 중국 정부의 5G 통신망 구축에 핵심적
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화웨이와 함께 ZTE는 중국
이동통신 기업에 자국산 통신 장비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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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ZTE의 제재는 중국의 5G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화웨이와 ZTE는 공식적으로 민간기업이다. 런정페이 화웨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ZTE의 생산

이 회장의 지분은 단 1.4%로, 나머지 98.6%의 지분은 직

과 영업 등 주요 경영활동이 상당히 악화됐다. 심지어 스마

원들에게 성과급의 형식으로 나눠주고 있다. 하지만 화웨

트폰 사업부 매각설까지 떠돌았다. 미국의 제재가 시작된

이의 지분 구조는 눈속임이라는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 사

날부터 홍콩과 중국 선전 증시에 상장된 ZTE 주식의 거래는

실이다. 화웨이에는 98.6%의 지분을 나눠 갖는 주주를 대

중단됐다. 4월로 예정됐던 연례 주주총회도 무기한 연기됐

표하는 투자지주조합이 존재한다. 주주들은 여기서 33명

으며,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전에 있는 공장은

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다시 9명으

가동을 멈췄다. 공장 근로자들은 2~3일 간격으로 연수를 받

로 구성된 이사회를 선출한다. 하지만 이 절차가 어떻게 진

거나 장기 휴가를 갔으며, 중국 내의 ZTE 스마트폰 온라인

행되고 이사들이 어떻게 선출되는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

판매도 중단됐다.

는다. 2012년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회사 내에 당 위원

2018년 5월 10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
따르면 ZTE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미국 상무부 제재 영향
으로 주요 경영활동을 중단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
다. 이 시기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ZTE가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을 고려 중이며 화웨이, 오포, 샤오미 등 기업이 관심을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18 ZTE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매
각설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핵심 부품은 물론 미국 구글
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ZTE가 스

회(Party-Committee)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화웨이는 비상장기업으로, 10대 주주를 밝히고
있지 않다. 런정페이 회장은 중국 공산당과 오랫동안 관계
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화웨이의 지배구조에
는 중국 정부가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계속되는 질문에도 화웨이
는 노동자 주주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주주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마트폰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

ZTE는 1985년 국유기업으로 설립되었으나 1997년 주식제

다.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한 ZTE의 손실액은 최소 200억

개혁을 통해 민간기업으로 전환되었다. ZTE는 선전과 홍

19

위안(약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콩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로 비교적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ZTE의 최대 주주는 중싱신(中兴新)이라는 회
사로, 2015년 기준 30.5%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70%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

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ZTE 회장인 허우웨이구

미국이 화웨이와 ZTE와 같은 중국 기업들에게 스파이 혐의

이(侯为贵) 회장이 중싱웨이션퉁(中兴维先通)이라는 회사

를 거론하는 이유는 이런 통신업체들이 미국에 구축한 통

를 통해 ZTE의 최대 주주인 중싱신의 지분을 49% 정도 보

신시설을 통해 중국으로 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유하고 있고, 34%는 시안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西安微电

그 배경에는 화웨이와 ZTE 같은 기업들의 배후에는 공산당

子), 14.5%는 항텐광위(航天广宇), Guoxing Ruike가 2.5%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영

소유하고 있어20 허우웨이구이 회장은 실질적으로 ZT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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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중싱신의 최대주

또한, ZTE가 중국 최고의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주는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속하는 중국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다.

항텐과학기술그룹(中国航天科技集团)과 중국과학공업그

ZTE는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산업에 대한 목표와 정책을

룹(中国科工业集团)이다. 결국, ZTE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

잘 수행하는 기업이었다. 장쩌민 주석부터 후진타오 주석에

는 중싱신의 총 주식 51%가량을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어,

이르기까지 ZTE는 중국 공산당이나 지방정부와 좋은 관계

ZTE는 여전히 중국 정부의 지휘권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

를 유지하며 1996년부터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ZTE

(부록 2. ZTE의 지배구조 참고) ZTE의 주주구조도 살펴보

는 주요 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성장해 왔다. 2000년 장쩌

면 국유기업의 지분은 2015년 기준으로 33%를 넘는다. 주

민 주석은 ZTE에 방문한 적 있는데, 이후 기술 기업의 기

식제 개혁을 통해 과거 70%에 육박하던 국유기업의 지분

술 정책과 주식거래에 대한 설명을 교부했다. 2003년 후진

이 30%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공산당의 그림자는

타오 주석은 ZTE에 방문해 “going global”을 강조했는데,

존재한다. (부록 3. 2005-2015년 상장회사 ZTE 주주의 주

ZTE는 인도 Sistema와 스웨덴 Hi3G 와 전략적 기술 협력

식비중 참고)

을 체결했다. 당시 두 나라와의 기술체결 행사에는 후진타

중국 공산당의 지배가 ZTE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
는 ZTE 기업 내부에서도 발견된다. ZTE의 이사회는 시안마
이크로일렉트로닉스(3명), 항텐광위(2명), 중싱웨이션퉁(4
명) 소속의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ZTE는 회사의 직

오 주석이 참석했다. 2010년 후진타오 주석은 ZTE에 방문
해 TD-LTD 발전을 강조하며 ZTE의 발전에 대해 지지한 바
있다. ZTE는 TD-LTE와 TD-CMDA 분야에 막대한 R&D 비
용을 투입하고 인력을 고용했다.

원, 자산, 내부 경영 등에 있어서 이사회와는 별개로 독립적

그 결과 ZTE는 중국에서 4G 네트워크를 가장 많이 구축한

으로 회사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개입은

회사다. ZTE는 차이나 모바일의 4G-LTE 1차 사업 입찰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서 26%의 입찰권을 따냈을 뿐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 중 장

수 있다. “De facto”라는 말이 있다. 법적으로 공인된 사항은

비 입찰에서도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제품을 공급

아니지만, 사실과 가깝다는 뜻이다. ZTE의 경영에 공산당이

했다. ZTE는 TD-LTE 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개입하는 것은 “de facto”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제공하는 강자다. 2013년 말까지 유럽, 인도, CIS, 아시아태

비록 주식개혁을 통해 민간기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시·감독을 받는데, 이는 중국에서 흔한 일이

평양, 동남아시아, 미주 등 지역에 35건의 TD-LTE 상용 계
약을 체결하며 약 40개국 66개 메이저 통신사를 위해 시
범/상용 TD-LTE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다.21

다.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ZTE 회사에는 당 위원회(Party-

ZTE가 중국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기

Committee)가 존재한다. 당 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

술력을 제공하며 공산당의 목표에 맞는 기업으로 성장했

을 따르고 실행하는지, 결정에 반영하는지 등을 매일 감시·

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ZTE에 이에 합당한 보상을 주었다.

감독하는 기구로, 기업 내의 당 위원회는 기업이 주요의사

ZTE는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등의

결정을 할 때 이사회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큰 규모의 사업 입찰에 모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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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ZTE는 중국 공산당의 보호 아래 각종 혜택
을 부여받았다. 2011년에는 16억 위안에 달하는 소프트웨
어 제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이는 이익의 60%에
달할 만큼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R&D 기금
과 노동보험비 명목의 정부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012년 ZTE가 획득한 기타 영업 외 수익의 9.7억 위안의 대
부분은 정부 보조금이다. ZTE는 국유기업 주주를 통해서 정
부로부터 비정기적 자금도 공급받는다. 2001년 중싱신의
주주인 항텐광위는 R&D 비용 8천만 위안을 주식자본 명목
으로 투입했다. 하지만 투입된 자금으로 주식이 추가발행 되
지 않았고, 수익 분배 역시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정부가 항
22

텐광위를 통해 ZTE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ZTE가 뛰어난 R&D 인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금전적 혜택뿐만 아니라 호적제도의 변경안을 허용하기도
했다. 능력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기 위해 중국의 지방정
부는 ZTE에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땅을 저렴하게 제공했
다. 연구센터뿐만 아니라 공장, 집 등의 거주시설을 위한 땅
역시 싼 값에 제공했다.
중국의 ‘테크 자이언트’로 불리는 화웨이와 ZTE 모두 해
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50%에 육박할만큼 글로벌 기
업으로 성장했다. 이 기업들의 성공 요인이 기술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두 기업의 R&D 인력은 전체 인력의
30~50%를 차지하고 R&D 비용은 전체 매출의 10% 이상
을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두 기업은 전 세계
적으로 가장 특허출원이 많은 기업들로 이제는 중국 기업
의 기술을 베껴야 하는 시대를 열게 한 기업들이다. 하지만
중국식 자본주의 아래 민간기업의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는
의혹은 어느 정도 합당한 의심으로 보인다.

5G 통신과 신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중국은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신창타이(New Normal)에 들어선 중국은 저성장 시대에 국
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이 4차 산업혁명에
서 비롯된다고 보고, 공업화와 정보화의 융합은 고부가가치
의 제조업을 창출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 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은 선진국들이 주도권을 차지했던 기존 사
업들 이외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산업은 중국이 선
점하여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제조업 육성을 위
한 산업정책으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발표했다. 향후 30년간 중국이 제조 강국으로서의 경쟁우
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3단계 발전전략으로서 첫째, 2020
년까지 중국의 제조 대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둘째, 2025
년에는 독일, 일본 수준의 제조 강국으로 진입하며, 셋째,
2035년 이후에는 세계 제조업 제1그룹으로서 주요 산업에
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3
중국은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3D프린
터 등을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주요 전략 분야로 정
했다. 반도체, 항공 엔진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인공
지능, IoT 등 신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의 IT 공룡기업인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인공지
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전 세
계 인공지능 관련 기업 시가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
중은 32.3%로, 미국의 37.9%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일본
4.5%, 한국 1.3%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24 아직까지
중국의 AI 특허 등록 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지만 특
허 등록 수의 증가율은 미국의 7배에 달할 정도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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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 기관들은 중국이 정책과 인프라 등에 힘입어 10

규모 (약 125조 원)의 인수합병은 미국 정부에 의해 무산되

년 안에 미국의 AI 기술을 제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

었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개입한 케이스다.

다.25 중국의 인터넷 발전과 많은 인구가 쏟아내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는 전 세계 데이터의 13%를 차지한다. 빅데이
터의 발전과 AI 기술발전을 위한 인프라는 중국의 AI 기술
발전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6

미 재무부 산하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브로
드컴의 퀄컴 인수는 화웨이를 이롭게 할 것”이라며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이 5G 분야 등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미
국의 안보에 현저하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ZTE와 화웨이 등에 대한 제재는 단순히 이란 제

결국, 화웨이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재 위반 때문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미국의 진

볼 수 있다. 화웨이의 휴대폰은 브로드컴의 반도체 칩을 쓰

정한 목적은 신사업에서 중국이 두각을 드러내자 이에 대

고 있다. 4G 칩세트의 제왕 자리에 있는 퀄컴은 5G 칩세트

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발을 놓고 화웨이와 경쟁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퀄컴은

2018년에 미·중 간에 무역전쟁을 야기시킨 주요 원인은 중

원래 미국회사였지만 싱가포르 아바고가 인수한 브로드컴

국의 과학기술과 첨단제조업이라 볼 수 있다.

이 퀄컴의 경쟁자이기도 하고 중국 화웨이와 오랫동안 관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IT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스
파이 노릇을 하며 미국의 기술이나 정보 유출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IT 기업에 대한 반복적인 제재와 압
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국
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지적재산

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미국은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싱
가포르 회사인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해 퀄컴에 대한 연
구개발 비용 지출을 대폭 줄이면, 미국 회사가 5G 상용화
경쟁에서 화웨이에게 뒤지거나 5G 기술의 주도권을 중국
에게 뺏길 수 있다는 점도 인수합병 무산이유로 작용했다.

이나 데이터를 훔쳐 악용하고, 미국의 정치에 개입하고, 항

2018년 4월에 미국이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약

공우주산업을 노리고, 중요한 인프라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1500억 달러(약 162조 원)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중국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에 부과하는 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무역마찰은 시작됐

마이크 콘웨이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은 2018년 1월에 화웨
이와 ZTE의 통신장비 및 서비스를 미국 정부 기관이 사용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도 정보기술(IT) 등 중국의 첨단산업
제품이 대거 포함됐다.

다. 미국의 지적재산권침해위원회(TCTAIP)는 미국이 전 세
계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로 입는 손실이 약 6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87%가 중국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
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위협하는 국가의 미국 시장 진입
을 막는 동시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중국의 기술 이
전요구에 대해서도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는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중국의 지재권 침해를 “공정한 무역의 적”이라고 정의하며

투자를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고를

관세부과와 중국 자본의 미국투자 제한조치를 결합하는 방

받아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브로드컴의 미국 퀄컴 인수합

안을 검토하는 무역보복 특별법을 검토했다. 이처럼 미국이

병을 무산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반도체업계 사상 최대

무역전쟁을 야기시키는 지재권 침해에 대해 방어하고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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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산업에서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로써 무역전쟁은 본격화됐다. 중국이 보복관세를 발표한 것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은 미국이 1300여 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조치로 미국은 1,300
여 개의 품목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500억 달러(약
54조 원) 상당의 품목을 제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부과한 농
축산물은 트럼프의 ‘표밭’, 즉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팜 벨
트(Farm Belt)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것들이다.

가 밝힌 대상 품목은 항공우주, 반도체, 산업로봇, 정보통
신, 바이오 신약기술 등 첨단분야가 포함됐는데, 특히 중국
이 ‘중국제조 2025’에서 전략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분야가
집중 타깃이 됐다.

중미 갈등의 미래와 ZTE의 미래
2018년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ZTE 제재를 철회한다
고 트위터에 밝혔다. 이유는 중국 일자리가 너무 많이 없

동시에 미국 의회는 중국의 미국 내 첨단산업 투자에 제동

어진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미국 농산물에 부과하려던

을 거는 입법도 추진하고 나섰다. 미국 상하의원은 ‘특별관

고율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화답하면서 무역갈등은 일단

심국가’의 자본이 미국의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투

완화되었다.

자할 때 허가요건을 크게 강화하여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
법(FIRRMA)를 심의 중이다. ‘특별관심국가’라고 하지만 사
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합자
회사 또는 외국인 지분이 작은 회사라도 핵심기술, 기반시
설 관련 분야, 그리고 외국으로의 기술 이전과 관련된 경
우 CFIUS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군 시설을 포함한 안보 관련 시설과 인근의 부동산에 외국

트럼프의 트윗을 계기로 ZTE 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가 돌
기 시작했다. 2018년 5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ZTE의
거래금지령이 풀릴 것이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ZTE도 미
국 제재 해제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ZTE는 미국 제
재 해제가 머지않았다며 미국이 제재 해제에 동의하기만
하면 몇 시간 내로 놀고 있던 생산라인을 재가동 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자본이 투자할 경우에도 CFIUS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2018년 5월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ZTE 제

CFIUS에 인수·합병 등의 거래를 중단시키거나 조사 중인

재완화에 대해 합의했다. 둘은 전화를 통해 ZTE에 대응을

사안에 새 요구조건을 추가할 권한도 부여했다. 법안이 통

협의했으며, 시 주석은 제재를 푸는 대신 5억 달러의 벌금

과되면 중국 자본이 미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첨단

을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5억 달러를 주장했

핵심기술을 빼가거나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을 인수하기가

고 최종적으로 2억 달러를 줄여 13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
로 절충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9일에 최종적으로 ZTE가

26

어려워지게 된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추가관세발표와 입법안에 대한 발표
이후 농축산물 중심으로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25%(돼지고기 등)와 15%(과일 등)의 보복관세를 발표함으

10억 달러의 벌금, 30일 이내의 경영진 교체, 향후 10년간
중국어를 하는 미국인으로 구성된 준법팀 운영 등의 조건
을 받아들이고 미국기업과의 거래를 재개하게 되었음을 미
국 상무부는 발표했다. 또한, 이날 ZTE에 10억 달러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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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과하고 향후 새로운 위반사항이 나올 것에 대비하여 4

있다. 중국 IT기업들의 고도성장과 규모에 비해 핸드폰 등

억 달러를 추가로 예치하라고 요구했다.

에 사용되는 주요부품은 결국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해서 미 상원과 공화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ZTE 제재 해제를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도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ZTE에 대한 제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미국이 중국으로의 기술

재를 원상복구하고, 정부·기관이 ZTE는 물론 화웨이의 통

이전을 금지한다면 중국기업의 발전, 5G, 나아가 중국 경제

신장비까지 구매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중국의 화웨이

가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핵심기술

나 ZTE와 같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대출도 금지했다.

개발을 가속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ZTE 제재를 철회하는 대신 중국

번 사건은 중국 IT기업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측의 보복관세 위협 대상에서 자신의 정치적 표밭에 중요
68

는 점은 중국 기업의 실력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한 농수산물을 제외하는 거래를 중국과 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27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 기
고문에서 이번 ZTE 제재 철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행위
라고 비난했다.28 특히 ZTE가 미국의 대북,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제재를 철회해 준 배경에
는 트럼프 가족 사업의 사적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의 가족 사업 중 인도네시아에 초호
화 호텔, 빌라, 골프장을 만드는 개발사업은 중국 정부와 협
력관계에 있어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금액의 대출을 승
인했다는 점과 트럼프가 ZTE 제재완화를 언급한 시점에 장
녀 이방카의 7개 사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상표권을 승인받
은 것을 지적했다.

중국 IT기업들은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전까지 제약을 받
을 수 있다. 중국기업의 고속성장과 규모에 비해서 아직 기
술 수준은 국제적 수준의 첨단 기술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세계 20대 반도체 기업 가운데 13개가 미국기업이
다. 이들이 중국에 판매한 반도체는 667억 달러로 퀄컴, 브
로드컴 등 기업들의 절반이 넘는 매출이 중국에서 창출됐
다.29 중국의 반도체 수준은 아직까지 국제 첨단 수준에는
한참 미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모리 분야 역시 미국의
마이크론과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 등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D램과 낸드플래시 역시 전적으로 수
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즈광(紫光)집단의 창지앙(长江)
메모리가 기술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양산에 이르기까지
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합의로 일단 ZTE는 일단 힘든 고비를 넘겼지만, 이번
사건은 중국 기업들의 핵심기술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약점이 드러났다. ZTE뿐만 아니라 화웨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주요 IT기업들 역시 미국에 의
존하고 있다. 중국의 IT 기업뿐 아니라 중국은행, 중국공산
은행 등 많은 중국의 기업들도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
다. 중국의 IT기업들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미국 기업들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성요소는 이미 대
부분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복
제하는 데에는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볼 수 있고, 최근 미국에서 중국의 지
재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문제는 다
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재산권을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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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8 New York Times, Trump’s Manchurian Trade Policy, 2018.05.28

11

29 연합뉴스, 중국, 美의 ZTE제재에 당혹…시진핑 “핵심기술 구걸 못해”,
2018.04.19

이 사례는 발표된 언론 기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제이캠퍼스의
이은미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2018.6.11)

12 PCT 국제출원(Patent Cooperation Treaty)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1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PCT Newsletter 2017
14 연합뉴스, 중국 야심 찬 5G 통신망 구축, 미 ZTE 제재로 큰 차질,
2018.04.18
15 E4ds news, [외신] ZTE, 중국내 5G 기술 상용화 초읽기 돌입,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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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NewsDaily, 美, 북한·이란 제재 위반 中ZTE에 12억 달러 벌금,
2017.03.08
17 연합뉴스, 중국 야심 찬 5G 통신망 구축, 미 ZTE 제재로 큰 차질,
2018.04.18
18 한경, 美 제재 한방에… 中 ZTE, 문 닫을 위기, 2018.05.10
19 연합뉴스, 무역갈등 완화에 中 ZTE 생산라인 재가동 채비…
“3조원대 손실”, 2018.05.24
20 Guoxing Ruike는 자산관리(Capital Management) 회사로
2016년에 설립되었다. 2017년 항텐광위가 2.5%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ZTE 주주가 되었다.
21 EPNC, ZTE, 2013년 글로벌 LTE 시장에서 최고속 성장 기업,
2014.02.21
22 삼성경제연구소, ZTE의 성장과 전략적 전환, 2013.05.21
2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중국의 ICT 산업
및 정책 동향, 2017.05
2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중국의 ICT 산업
및 정책 동향, 2017.05
25 포스코경영연구원, 중국 AI기술, 미국을 추월할까?, 2017.12.14
26 연합뉴스, 美의회도 ‘中기술굴기’ 견제…“첨단산업 외국인투자
규제강화”, 2018.04.17
27 조선일보, 트럼프, 트윗 한 방으로… 中 기업 ZTE 죽였다 살렸다,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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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ZTE 매출, R&D 비용 및 R&D 인력 비중
총 매출 (million yuan)

70

2001

9,440.9

2002
2003
2004

순이익 (million yuan)

총 매출 중 R&D 비중 (%)

R&D 인력비중 (%)

414

11.1

45.5

10,795.9

703.6

10.45

42

17,036.1

1,028.3

9.01

37.6

21,220.1

1,272.5

10.67

32.5

2005

21,740.7

1,287.7

9.01

31.2

2006

23,214.6

767

12.2

34.6

2007

34,777.2

1,252.2

9.23

35.1

2008

44,293.4

1,660.2

9.02

33.8

2009

60,272.6

2,458.1

9.59

33.5

2010

69,906.7

3,250.2

10.14

32.8

2011

86,254.5

2,060.2

9.85

33.6

2012

84,118.9

-2,840.9

10.5

38

2013

75,233.7

1,357.6

9.81

37.5

2014

81,471.3

2,633.6

11.06

35.9

2015

100,186.4

3,207.9

12.18

37.5

*출처: ZTE Annual Report, Morningstar

부록 2. ZTE의 지배구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100%

100%

중국항텐과학기술그룹

중국항텐과학공업그룹

자회사

자회사

시안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항텐광위

중싱웨이션퉁

Guoxing Ruike

34%

14.5%

49%

2.5%

중싱신
30.34%
ZTE

*출처: ZTE Annual Report를 참고로 저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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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005-2015년 상장회사 ZTE 주주의 주식비중 (단위: %)
국유기업
주식비중 주1

중싱신
주식비중 주2

연합인포맥스, 美, 中 ZTE에 대한 제재 해제 예정…대략적 합의,
2018.05.22
연합인포맥스, 美 제재 ZTE 타격, 中 기업의 美 의존성 드러내,
2018.04.23

외국인
주식비중

2005

40.8

37.4

16.6

2008

39.07

35.5

16.6

2009

37.2

33.8

15.8

2010

35.7

32.4

18.2

2011

34

30.7

18.2

2015

33.8

30.5

18.1

*출처: ZTE Annual Report
*주1: 상장회사 ZTE의 주식 중 중싱신 이외의 국유기업의 소유비중
*주2: 상장회사 ZTE의 주식 중 지주회사인 중싱신의 소유비중

연합뉴스, 중국, 美의 ZTE제재에 당혹…시진핑 “핵심기술 구걸 못해”,
2018.04.19
연합뉴스, 중국 야심 찬 5G 통신망 구축, 미 ZTE 제재로 큰 차질,
2018.04.18
연합뉴스, 무역갈등 완화에 中 ZTE 생산라인 재가동 채비…
“3조원대 손실”, 2018.05.24
시사인, “화웨이, ZTE… 진짜 주인은 정부?”, 2014.03.14
파이낸셜뉴스, 美 트럼프, 中 ZTE 제재 풀기로 합의...美 여야 모두 반발,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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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탑재된 드론 “Phantom”이 출시되면서 크게 성장했

DJI는 Da-Jiang Innovations의 약자로 세계 1위 상업용 드
론 제작업체이다. DJI의 사명 다장촹신(大疆創新)은 큰길
에 경계가 없다는 의미로 무한 혁신을 의미한다. 월스트리
트저널(WSJ)에 따르면, DJI의 2018년 예상 매출은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약 11조
원)에 달한다. 2017년 3월 미국 벤처캐피털 리서치 기관인
CB Insights가 발표한 전 세계 186개 유니콘 (Unicorn, 기
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 중 DJI는 14위를
차지했다.

다. 조립 없이 개봉 즉시 사용 가능한 Phantom 시리즈는 드
론의 대중화를 실현했으며, DJI의 인기 스타로 올라서게 되
었고, 회사의 매출 역시 급상승했다. 팬텀의 인기로 2014
년에 매출이 약 5억 달러(약 5500억 원)를 넘어서게 되었
고, 2015년에 드론 업계 최초로 매출 10억 달러(약 1조 1천
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3 5년 만에 2천 배가
넘는 성장을 한 것이다. DJI는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지만,
2017년의 DJI 매출은 3조 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DJI는 팬텀을 출시한 2013년 이후 매출 급증세를 거듭
하고 있으며, 2016년 매출액은 3년 전 대비 10배 이상 증가

2015년 4월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드론 사용을 인가받

한 15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4 (부록 1. DJI

은 업체 가운데 47%가 DJI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인증 대

매출 추이 참고) DJI는 일찍부터 해외 진출을 하면서 매출의

기 중인 695개 업체 가운데 400개 업체(57.5%)가 DJI 제

8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1

품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2016년 기준
DJI는 상업용 드론 시장의 약 70%를 차지한 독보적 1위 업
체로 성장했다.

주요 제품은 Phantom, OSMO, 로닌, 핸드짐벌, 인스파이
어 등이다. 팬텀은 “비전문가도 손쉽게 고품질과 고성능의
디바이스를 이용한 고공 영상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도록

DJI는 2006년에 왕타오(Frank Wang)를 포함한 젊은이 5

하는 것”이라는 DJI의 경영목표에 맞게 출시된 제품이다.

명이 잡지사 창고에서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이다. 중국 광

특히 팬텀은 접근성, 단순함, 간편함을 갖추고 있는 상품으

동 심천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DJI의 현재 직원 수는 8

로, 드론은 일반인이 조작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깬 DJI의

천여 명이며, 북미와 아시아 등지의 지사와 더불어 실리콘

대표적인 상품이다. 팬텀의 가격은 약 1,000달러 수준으로

밸리, 일본 도쿄 등 세계 각지에 연구개발(R&D)센터를 둔

기존의 드론 대비 낮게 책정되면서 민간 드론의 저변 확대

글로벌 기업이다. 설립자인 왕타오(Frank Wang)는 지분

에 크게 기여했다. 2015년 DJI가 팬텀 후속으로 내놓은 팬

의 45%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초기에는 소형 헬기에 카

텀2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14년 10대 과학기술제품

메라를 연결하는 기구인 ‘짐벌(gimbal)32 생산으로 시작하

중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팬텀3는 초보 비행용과 고급 레

였다. 2008년에 프로펠러 4개가 달린 드론을 출시하며 처

벨의 항공 사진·영상 촬영용 드론 두 분류로 나뉘어 있다.

음 중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미국 영화 전문 프로덕션 운영

팬텀3 기본형의 공식 가격은 약 123만 원이고, 옵션을 추가

자 콜린 퀸과 제휴하여 드론 카메라 탑재 기술을 개발했다.

하면 190만 원에 가깝다. DJI는 2017년 3월에 팬텀4를 새

2009년에는 중국 외 시장에도 진출하며 처음으로 매출액

로 출시했는데, 팬텀4는 초당 30프레임의 4K 해상도, 초당

50만 달러(약 5억 5천만 원)를 달성했다. 2014년에는 카메

120프레임의 1080p의 고화질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다.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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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4의 카메라에는 짐벌이 장착돼 있어 깨끗하고 선명한 화

없는 촬영, 인공지능(AI)과 융합한 스마트 비행 등 최소 다섯

질을 자랑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체 앞에 부착된 센서를 통

가지 항목에서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다. 즉, DJI의 드론은 하

해 장애물을 인식해 제자리에 멈추거나 회피하는 기능, 피

늘을 날면서 뛰어난 수준의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모터의 진

사체를 자동으로 따라다니며 촬영을 하는 ‘액티브 트랙’, 지

동, 드론의 움직임, 바람, 카메라 앵글을 조작하는 움직임 등

도 위에서 이동 경로를 지정해주면 자동으로 비행하는 ‘탭

많은 변수를 제어하고 흔들림 없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것

플라이’ 기능 등을 갖췄다. 바닥의 이미지를 감지해 안정적

이다. 여기에는 DJI가 독자 개발한 ‘흔들림 없는 영상을 촬영

으로 비행 상태를 유지하는 기존의 ‘비전 포지셔닝’ 기능도

할 수 있는’ 카메라 안정화 기술인 ‘로닌 플랫폼’이 사용된다.

더 강화됐다.

공중촬영을 하려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팬텀은
정지 비행 시 오차 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40cm로 경

DJI의 경쟁우위: 기술력
74

쟁사 드론의 3분의 1 미만이다. 짐벌 기술도 최고 수준이라

포브스는 DJI의 혁신능력을 아래 네 가지로 정의했다: 1.
Rapid Prototyping –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해서 출시하는 능
력으로, 실제로 DJI는 새 제품 출시까지 5~6개월이 걸린다.
2. Agile Manufacturing – 신제품을 빠른 시일 내에 양산할
수 있는 제조능력을 갖추고 있어, 경쟁사에 비해 가격을 낮추
는데 탁월한 장점이다. 3. Horizontal Marketing – 영화, 농업,

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비행체와 카메라를 융합하는 핵심
기술에서 세계 1위 실력일 정도로 제품에 완결성이 있다. 뛰
어난 제품 품질에 비해 경쟁모델보다는 가격이 600달러에
서 1,000달러 이상 (해외 제품의 1/5 수준) 저렴하다는 점
도 DJI의 매력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친화적인 UI도 특징이다.

건설업계 등을 위해 개발한 제품에서 얻은 노하우로, 다른 산

타사들이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적어도 2~3년에서 5~6년

업군 제품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4. Ancillary Products

까지 걸린 데 비해 5~6개월마다 신제품을 내놓는 DJI의 혁

– 드론 본체뿐만 아니라 카메라, 제어장치, 안정화 장치 등 주

신 속도는 경쟁사를 제칠 수 있는 능력 중 하나다. 첫 팬텀

변 장치도 함께 개발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다.

출시 이후 팬텀2가 나오기까지는 1년도 걸리지 않았지만,

DJI가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제품의 기술력
이다. DJI는 전 세계 민간용 드론의 표준기술을 최다로 보유
하고 있다. DJI가 보유한 특허는 대부분의 드론에 사용되는
표준 특허라 볼 수 있다. 2017년 기준 미국 특허청에 출원
한 특허만 86개로, 드론에 대한 거의 모든 원천 기술을 가
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제는 해외 업체가 DJI를 카피하
고 있는 실정이다.

제품력은 업그레이드됐다. 충돌방지와 3개 축의 짐벌을 탑
재해 공중 촬영의 정밀도를 높였고, 2015년 출시된 팬텀3
는 비행 안정성 향상에 성공했다. 6개월 후 출시된 ‘매빅 프
로’는 접이식 드론으로, 접으면 500밀리 생수병 크기다. ‘매
빅 프로’는 대상물의 좌우 양측과 전방 추격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기초로 대상을 스스로 식별하는 정보
처리 기능도 탑재됐다. 이어 출시된 ‘팬텀4’는 전·후방과 좌
우 측면 추격 기능에 장애물 회피 기능까지 장착되었다.

DJI의 드론은 균형과 비행에 대한 기본 기술부터 이미지 전송
시스템과 카메라 성능, 비바람이 불거나 높이 띄워도 흔들림

빠른 신제품의 출시가 가능한 데에는 중국 심천이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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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이점도 한몫했다.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라 불리는 심
천은 하드웨어 창업가의 천국으로, 수준 높은 엔지니어가
많고 공장과 물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심천에서는 디
자인을 보내면 당일 늦게라도 시제품을 받아 볼 수 있을 정
도로 인재가 넘치고 제품설계와 제조가 신속하다.35

최근 행보
DJI의 궁극적인 목표는 드론 산업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
는 것이다. 항공 촬영과 같은 단순 용도에서 그치지 않고 농
공업은 물론 긴급구조 및 수색, 화재 진압, 치안, 보안, 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 널리 쓰일 수 있도록 드론의 가격 경쟁력

DJI의 드론이 기술력을 갖추는 데에는 혁신적인 R&D가 뒷

과 안전도를 높인 범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

받침하고 있다. CEO 왕타오는 “사업의 덩치가 커져도 연구

고자 한다.

인력의 비중을 3분의 1로 유지한다”는 철학을 실천한다. 창
업 초기 10여 명이었던 직원 수는 10년 만에 8천 명을 넘었
으며, 전체 8천여 명의 직원 중 R&D 직원은 2,600여 명이
다. 하지만 IT기업들이 석·박사급 인력을 선호하는 데 반해
DJI는 학사급 인력을 선호한다. “혁신 인재는 실습을 통해
서 길러질 수 있는데, 중국의 이공계 대학원 교육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DJI는 2015년부터 많은 기업과
기술력 제고를 위한 협업을 해왔다. 대표적인 협력 기관으
로는 스위스의 기술기업 플라이어빌리티(Flyability), 미국
의 Measure,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미국 캔자스 주립대
학교 등이 있다. 플라이어빌리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영
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탐사 점검용 드론을 개발한 바 있
다. 이 드론에 사용된 기술은 드론이 장애물과의 충돌 시 충

DJI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도 열심이다. 미국 실리

격을 흡수해 경로와 비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장

콘 밸리 R&D 센터에 이어 2015년 10월에는 도쿄에 R&D

거리 비행이 가능토록 한다. 미국 Measure는 대규모 농장

센터를 열었다. 이는 세계적인 카메라 기업의 인재를 영입

이나 플랜트 시설에 사용되는 드론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2015년에는 스웨덴의 명품 카메

단순한 드론업체라기보다는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즉, 결

라 기업인 하셀블라드(Hasselblad)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

과물--까지 제출해주는 토탈 솔루션 회사다. DJI가 중점을

고 공동연구에 들어갔다. 하셀블라드는 1969년 아폴로 11

두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정밀농업36으로, 관련 기술을

호가 달 착륙 시 암스트롱 발자국을 찍은 카메라 업체로, 디

위해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그리고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

지털카메라 몇 종을 제외하고는 최소 2천만 원을 호가하

교와 손을 잡았다. 밭의 영양과 수분 상태를 드론으로 모니

는 제품들을 생산할 정도로 뛰어난 카메라 기술을 보유하

터링해 비료와 물의 사용을 줄이고, 수확량을 늘리는 기술

고 있는 업체이다. DJI는 하셀블라드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을 개발 중이다.

2017년 2월, 1억 화소급 하셀블라드 카메라가 들어간 드론
을 출시했다. 또한, 화상인식 전문 반도체 회사 중 세계 최
고로 인정받는 미국의 모디우스와 1년 넘게 공동 연구를 진
행하였고, 연구 결과는 팬텀4에 반영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미국 캔자스주립대와 협력하여 밭의 영양과 수분
상태를 드론으로 측정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DJI는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회사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발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업체와 협업 중인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예로 들어 DJI는 건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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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GS 프로’와 인명구

리고, 사회기반시설을 검사하며, 위험 물질을 모니터링 하

조용 드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등 드론 시장의 새로운

는 데 DJI 드론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영역을 발 빠르게 개척해 나가고 있다. GS 프로가 장착된
드론은 건설 현장을 비행하면서 작업 현장 측량과 진행 상
황을 체크해 실시간으로 현장 작업자에게 전달하고, 인명구
조용 드론은 해안가를 비행하면서 조난자의 위치를 파악해
구조대에 전달할 수 있다. DJI의 드론 장착 소프트웨어 개
발은 드론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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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의 조사에 따르면, DJI 드론은 DJI GO와 스카이 픽셀
(SkyPixel)이라는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동된
다.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GPS 사진과 위치 정보를 자동으
로 수집하고, 이용자의 스마트폰 정보 등 개인식별정보에
접근한다. 이용자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컴퓨터 인
증, 사진, 동영상 등에 모두 접근한다는 뜻이다. ICE는 “(DJI
드론에) 수집된 정보 대부분이 핵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한편, 2017년 미 육군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염려를 이유

고유정보 또는 기밀정보였다”며 “전력 제어 패널, 인프라 보

로 산하 부대들에 DJI 드론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안 장치, 교량 건설 자재 등에 대한 상세한 이미지가 포함돼

애플리케이션 역시 삭제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가 DJI의 상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DJI 드론이 수집한 정보는 대만,

업 드론을 이용해 미국 사회기반시설의 기밀 정보를 수집

중국, 홍콩 등지에 위치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은 미국 국토안전부(DHS:

자동 업로드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중국 정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산하 기관인 이

부가 해당 지역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

민세관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DJI 관계자가 중

의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서이다. ICE 로스앤젤레스 지부

국 정부 요구에 따라 홍콩·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양도

는 2017년 8월 “DJI가 미국 핵심 사회기반시설 및 법 집

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보도하면서, 중국이 DJI로부터 받은

행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

데이터를 미국에 적대적인 테러 조직, 반미 국가 또는 단체

사 결과를 작성했다. ICE는 문서 첫 쪽에서 “중국 회사 DJI

에 전달해 미국 주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

가 미국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보

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통 수준에서 확신(moderate confidence)한다”고 밝혔으
며, “DJI가 미국 기밀정보 수집 역량을 키우기 위해 미국 사
회기반시설 부문의 정부 및 민간 소유 시설을 선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확신(high
confidence)한다”고 말했다. ICE는 DJI가 2015년부터 미국
시설들을 겨냥해왔다고 분석했다. ICE가 이 문서를 작성하
기 직전인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미국의 철도·수도·전기·
언론·농업·교육 등 대규모 기업 10곳이 DJI 드론을 이미 구

이에 DJI 측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DJI는 로펌을 통해 관세 사무소에 상세 반박 자료를 제출했
다. 사용자가 비행 기록을 ‘DJI 고’ 앱에서 동기화하고 영상,
사진을 공유하지 않는 한 DJI는 데이터 접근 권한이 없다”
라고 주장하며 이는 “일반 소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중국, 미국, 유럽을 포함해 DJI 드론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입했거나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ICE는 미국 국토 지도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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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30 이 사례는 제이캠퍼스의 이은미 연구원이 연구용으로 작성한 것임.
저자의 사전 허락이 없는 무단 전재나 복사를 금하며, 인용은
가능하나 출처를 표시해야 함. (2018년 4월 작성)
31 Reuters, “China’s DJI drones flying high among U.S. companies”,
2015.04.17
32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비행제어장치’와 모터가
흔들리는 비행 환경에서 카메라를 일정한 기울기로 유지해 주는
기능을 뜻한다.
33 DJI는 비상장회사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재무자료는 없다.
34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DJI 혁신으로 민간 드론 시장 평정”,
2017.10.23
35 조선비즈, “4년 동안 매출액 57배 껑충…세계 장악한 중국
‘드론 괴물’ DJI”,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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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정밀농업은 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농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지를 최적화하자는 것이며
지속농업을 위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말한다.
(출처: 농업용어사전, 농업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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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DJI 매출추이

PROPELLERS ARE SPINNING UP
DJI came from out of nowhere (a Hong Kong dorm room, actually) to become one of China’s few global consumer technology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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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4월 25일 (수)

4월 26일 (목)

10:00~12:40

07:00~10:00

인천 → 심천 (OZ371)

The Langham “SILK” (2F)
조식

15:00~17:00
심천 창신 방문

10:30~12:00

발제: 심천 지역의 창신 생태계

Tencent 방문

17:00~

12:00~13:30

호텔 체크인 (The Langham Shenzhen)

花苑一号 (欢乐海岸店)

주소: 7888 Shennan Boulevard,

오찬

Futian District, Shenzhen
14:00~15:30
18:00~19:00

DJI 방문

The Langham “T’ANG COURT” (3F)
만찬

16:00~17:30
ZTE 방문

19:00~21:00

The Langham “SOHO” (4F)

18:00~18:30
화창베이 전자상가 방문

제1세션
“중국 ICT 산업의 생태계”

19:00~21:00

(사회: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원장)

喜粤府
만찬

[발제1]
중국 신산업의 경쟁력 (전기차 위주)
서승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발제2]
중국 ICT 산업의 투자전략
홍원호 KTB Network 부사장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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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
PROGRAM

4월 27일 (금)

10:35~11:55
제3세션
“중국 ICT 산업 연구”
(사회: 정재호 서울대학교 교수)

07:00~09:00

The Langham “SILK” (2F)
[발제1]

조식

중국 ICT 제조업 경쟁력
백권호 영남대학교 학장

09:00~10:20

The Langham “SOHO” (4F)
[발제2]

82

제2세션

미·중 통상 분쟁과 중국의 첨단산업

“중국 ICT 기술 연구”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사회: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질의응답 및 토론]
[발제1]
중국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전망

12:00~14:00

신창환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한우명가
오찬

[발제2]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과 연구 현황
이재규 KAIST경영대학 명예교수, SUSTC 초빙석좌교수
[질의응답 및 토론]
10:20~10:35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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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
PROGRAM

4월 28일 (토)

14:00~15:20

The Langham “SOHO” (4F)
제4세션

06:30~11:30

“중국 신산업 대표기업 전략”

휴식 및 오찬

(사회: 정구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13:50~18:30
[발제1]

심천 → 인천 (OZ372)

Tencent 성장 동력 및 향후 전략 방향
변재순 Cheil Pengtai 상무
[발제2]
Alibaba의 사업 전략과 기업 문화

83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원장
[질의응답 및 토론]
15:20~15:30
Coffee Break
15:30~17:15
종합 토론
(사회: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원장)
[발제]
중국 기업의 Leapfrogging과 한국경제
정구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17:15~17:30
폐회
18:30~20:30

Laurel Restaurant
만찬 (풍산 심천법인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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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A RT I C I PA N T S

BYUN Jae Soon

KIM Jin-Hyun

SEO Seung Woo

Managing Director,

Chairman, The World Peace Forum;

Professor, Electrical Engineering,

Cheil PengTai Digital Consulting

Advisor, Park Systems Corp.;

Seoul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Units, Based in Beijing, China

former Minister of Science & Technology

Director, Intelligent Vehicle IT (IVIT)
Research Center

CHOI Byung-il

KIM Yongjun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Dean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HIN Changhwan

China, Sungkyunkw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Electrical and

CHUNG Jae Ho

former CEO, Samsung Open Tide China,

Computer Engineering,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Beijing, China

University of Seou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Independent Director, Board of Director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Aram

Director of the Program on US-China

Program Officer, Scientific Innovation

Relations (SNU-AC)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Korea

SHIN Seokmin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KFAS)

Professor, Department of Chemistry,

SK hynix

HONG Wonho

College of Natural Sciences, Seoul

Managing Director & Head of China,

LEE Jae Kyu

KTB Network

Professor Emeritus, KAIST;

National University

Visiting Chair Professor, Science and

YOON Jonghyun

JEONG Minsun

Technology, Southern University,

Program Officer, Korea Foundation for

Research Professor, Gachon University

Shenzhen, China;

Advanced Studies (KFAS)

Fellow and Past President, Association

JUNG Ku-Hyun

for Information Systems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YOON Young-kwan
Professor Emeritus,

International Affairs (SFIA);

LEE Seung-H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Chairman of the Executive Committee,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Lee International IP&Law Group

and Trade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MOON Sunghwan

JANG Jae Young

President Emeritus, The Seoul Forum for

President, Samyang Corporation

Research Assistant, Sungkyunkwan

KIM Dalchoong

International Affairs (SFIA);

University

former President, International Political

PAIK Gwon Ho

Science Association

Dean, School of Business, Yeungnam

SOHN Gyu Won

University

Research Fellow, The Seoul Forum for

KIM Hyo Joon

International Affairs (SFIA)

Representative Director Chairman,

PARK In-kook

BMW Group Korea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KFAS);
former Ambassador,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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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우.04511)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길 25(에스원빌딩, 순화동) 3층
Tel. 82-2-779-7383
Fax. 82-2-779-7380
E-mail: seoulforum@hotmail.com

www.seoulfor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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