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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독일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은 전반적인 사업환경의 개선 및 기업의 구조변화 대응을 통해 산업발전의 기반을 강
화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첨단기술 개발과 자국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연방교육
연구부에 의해 2006년부터 시작된 ‘하이테크전략’은 포괄적인 연구개발·혁신 국가전략이다. 2018년 8월에 발
표된 네 번째 개정 전략인 하이테크전략 2025는 2025년까지 GDP 대비 연구투자 비율을 3.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가 올해 2월에 발표한 국가산업전략 2030 초안은 기존의 독일 경제운
용 원칙에서 벗어나 경쟁을 제한하고 독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전략이다.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합의 후에 전략이 공식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경제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은 혁신적인
산업구조 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
13차 5개년 계획 내 제조업 산업정책으로서 2015년에 발표한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의 장기적인 제조업 발전
전략 계획이다. 중국제조 2025는 제조강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대 전략적 임무와 10대 핵심 분야,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격적인 산업정책 기조가 주변국의 경계를 야기하면서 무역분쟁 등
갈등을 초래했다고 인식하였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중국제조 2025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자국의 첨단기
술과 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6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을 발표하면서 첨단 제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공식화하였다. 새로운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이해관
계자들의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사회혁신에 관한 요구를 반영하고, 양적인 목표 수치의 경직성 완화와 주변국과
의 협력형 과제 도출의 필요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0 1 9 0 8

47

독일과 중국 산업정책의 비교와 시사점

1. 산업정책 역할의 재조명
산업정책은 일반적으로 기업환경이나 경제활

너지효율 개선과 녹색경제 등 다양한 도전과제의

동의 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모

해결을 위해 산업정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든 유형의 정부의 개입과 정책이라고 통용되지

있다.

만, 경제상황이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르게 정

최근의 산업정책은 디지털 전환, 파괴적 혁신

의할 수 있다. 특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각자의

등 급격한 기술 변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 기후변

경제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화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동 심화와 같은 새로

설정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운 이슈의 해결과 다양한 목적을 포함한다. GVC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가 확산되는 한편 첨

통합과 업그레이딩, 지식경제 개발에 대한 요구

단기술의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세계경제

가 커지고,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된 섹터의

는 산업정책을 통한 정부의 영향력 변화에 관한

증가와 새로운 산업혁명에서 경쟁력 확보 필요성

요구를 경험하는 중이다.

이 늘어나면서 주요 국가들의 산업정책에 변화가

해외 각국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지된다. 즉, 세계경제와 사회시스템의 변화에

강력한 산업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정책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구

의 무용론이 대세였던 신자유주의 시대에 제 역

축해야 하는 현 시대에는 과거에 작동하던 방식의

할을 하지 못했던 산업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산업정책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

이후 지난 10년 동안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서 자

식이 확산되고 있다.

리 잡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률 감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제조업 선진

과 성장촉진에 대한 대내외 압력과 신흥국의 급

국들은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자제

속한 경제성장으로부터 오는 위기감 등에서 기인

하는 대신 경쟁촉진과 규제완화 등 경제환경 개

한다. 산업정책의 등장은 글로벌가치사슬(GVC)

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산

의 필요성 강조, 지속가능발전과 포용성장 추진

업발전을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제조업의 중

등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요성을 인지하게 된 이들은 각국 상황에 적합한

1)

UNCTAD(2018) 의 조사에 따르면, 2013~2018년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2) 또한

기간에 전 세계 GDP의 약 90%를 차지하는 84개

보다 더 유연하고 포용적이며 통합적인 접근법을

국 이상이 어떠한 형태로든 산업정책 또는 산업

지향하고 있다. <표 1>은 1970년대까지의 정부의

개발전략을 채택하였다.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일

강력한 산업정책에서 1980~1990년대 신자유주의

자리 창출, 빈곤감소, 기술진보 및 GVC 편입, 에

에 의해 영향력이 축소된 산업정책으로의 변화상

1) UNCTAD(2018),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2) 주현 외(20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산업정책 연구」, 산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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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산업정책의 진화와 새로운 이슈
~1970년대

1980~1990년대

2000년대 이후

최근 중요 이슈

주요 특색/
- 산업화 및 구조전환
주제

- 안정화, 자유화,
자유방임주의

- 지식경제
- GVC

- 새로운 산업혁명
- 지속가능발전

정책 목표 - 시장창출, 다각화

- 시장주도의 현대화

- 전문화 및 생산성 증가

- 현대적 산업생태계 개발

- 정부개입 제한
- 수평적 정책 지향
- FDI 개방
- 경쟁 노출

- 개방형 경제에서의 표적 전략
- 사업환경 개선
- 디지털개발 및 ICT 보급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
- 전략산업 보호에 연계된 FDI
증진
- 중소중견기업(SME) 지원
- 스킬 개발

- 기술역량 개발
- 생산 혁신
- 학습경제(Learning Economy)
- SDG 섹터 개발
- 민관협력형 지식/기술개발
기관
- 해외기술 습득
- 기업가정신 개발

- 수입 대체
- 유치산업 보호
주요 요소 - 섹터 개발
- 점진적이고 선택적인
경쟁 개방

- 간섭주의 개발전략에
- 국가개발전략을 위한 정당성
- 국가개발전략을 위한 대한 낮은 정치적 정당성 재획득
정책 환경
높은 정치적 정당성 - 국제약속을 통한 정책적 - 선택 분야에 대한 적정수준의
재량 제한
정책적 재량

- 새로운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정책적 재량
- 포용성 강조

자료 : Andreoni(2016)를 참고한 UNCTAD(2018) 재인용.

과 최근의 산업정책 역할의 다양화와 부활까지 산

강국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

업정책의 진화 과정과 새롭게 고려해야 하는 최근

책 조류와 기조 변화를 조사 비교하여 제조업 르

의 중요한 이슈들을 보여준다.

네상스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정책 방향에

본고는 대표적 제조업 선진국인 독일과 제조업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2. 독
 일 산업정책의 변천과 최근 이슈 : 첨단기술 개발과
자국산업 보호 정책
독일의 산업정책은 원칙적으로 전반적인 사업

러나 최근에는 독일 내에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환경의 개선 및 기업의 구조변화 대응에 대한 지

기존 경쟁정책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원을 목표로 설정해 왔다. 즉, 특정 산업이나 특

서 산업정책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

정 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정책보다 기술개발과

상이다.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의 기반을 강

이러한 변화에는 신흥국들의 경제적 부상으로

화하는 수평적인 정책 지향을 기본으로 한다.3) 그

인한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 하락 위기감과 경제
적 부진이 크게 작용하였다. 2016년과 2017년 모

3) 주현 외(2015), 「우리나라 산업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선진국 산업전략
분석」, 산업통상자원부.

두 2.2%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던 독일 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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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인당 GDP 성장률의 국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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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orld Bank WDI 사이트(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검색일 : 2019.8.5).

<그림 2>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의 국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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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orld Bank WDI 사이트(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검색일 : 2019.8.5).

수출 둔화로 인하여 2018년 1.5%로 성장률이 하

부품의 수출 감소세가 뚜렷하다. 최근 수출부진

락하였다.4) GDP 대비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으로 인한 독일 경제의 성장 둔화와 독일 산업의

독일은 2018년 하반기 이후 미·중 무역분쟁, 브렉

경쟁력 우위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새로

시트 등의 영향으로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운 관점에서의 산업정책이 등장하였다.

영국 등으로의 수출이 둔화된 바 있다. 특히 독일

이 절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한 첨단

수출에서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및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독일의 혁신정책과 최근
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산업정책을 고찰함으로

4) 독일연방은행은 2018년 GDP 성장률의 부진을 2016~2017년의 높
은 성장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평가하기도 함(한국은행 현지정보,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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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전략

혁신정책이다.5) 동 전략은 연구개발 및 혁신의 전
반적인 개혁을 목표로 두었다. 하이테크전략이

2000년대 들어서 본격화된 독일의 산업정책 강

지식, 기술이전, 연구, 혁신 등에 대한 횡단적 지

화는 첨단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정책으로부터 시

원이었다고 한다면, 2010년의 하이테크전략 2020

작되었다. 연구개발 및 산업화 체계의 분화로 인

은 5대 분야 및 10개 미래사업과 같이 구체화된

한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계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조업의 협력적인 공조를 모색하던 독일은 2006

‘Industrie 4.0’을 10대 우선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

년 연방교육연구부(BMBF) 주관으로 포괄적인

였다. 이후 Industrie 4.0은 2013년 독일 제조업의

연구개발·혁신 국가전략인 ‘하이테크전략’을 발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과제로 규

표하였다. 2006년의 하이테크전략을 시작으로 4

정하였으며, 독일 전반의 제조업 고도화 전략으

년마다 이를 개정 중이며, 2010년 ‘하이테크전략

로 기능해 왔다.

2020’, 2014년 ‘신하이테크전략’, 2018년 ‘하이테크

2014년 개정된 신하이테크전략은 독일을 혁신

전략 2025’로 확대, 발전하였다. 동 전략들은 디지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범부처 포괄적 혁신전략

털 기술을 독일의 제조업 분야와 성공적으로 통합

으로서 독일의 기술적 비교우위가 지속되도록 혁

하는 방향을 핵심 요소로 둔다.

신시스템을 강조하였다. 동 전략은 기술혁신뿐만

2006년 발표된 하이테크전략은 연구개발의 전
반적인 개혁과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최초로 제안된 범부처적

아니라 사회혁신을 포함하여 혁신개념을 확장하
5) 이재복, 유지혜(2019), “독일의 산업정책과 KfW의 역할”, 「산은조사월
보」, 제762호.

<표 2> 독일 하이테크전략 수립 및 개정 현황
수립(개정) 연도

특색 및 실행 분야

2006.8

- 조정된 혁신정책의 필요성과 독일의 잠재적 경쟁력을 활용하여 미래 시장을 선도해야
할 필요성 대두
- 목표 : 연구개발 및 혁신의 전반적인 개혁
- 개별 혁신전략 : 안전하고 건강한 삶, 통신과 이동성, 범분야 기술을 통한 혁신

2010.7

- 목표 : 선도시장 창출, 과학과 산업 간 협력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혁신여건 개선
- 실행분야 : 기후/에너지, 보건/영양, 이동성, 안보, 통신
- 2012년 후속 실행계획의 10대 우선 과제에 Industry 4.0을 포함하고, 2013년 Industry
4.0을 독일 제조업의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과제로 규정

신하이테크
전략

2014.9

- 독일을 혁신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포괄적 혁신전략
-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사회혁신을 포함하여 혁신개념 확장 → 노동 4.0 제시
- 6대 우선분야 : 디지털경제 및 사회, 지속가능한 경제 및 에너지, 혁신적인 노동환경, 건
강한 삶, 지능형 이동성, 민간 보안

하이테크전략
2025

2018.8

- 2025년까지 GDP 대비 연구투자 비율을 3.5%까지 확대 목표
- 국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로 사회적 연대 강화 모색
- 실행분야 : 사회문제 해결, 미래역량 강화, 개방형 혁신 및 벤처문화 확립

하이테크전략

하이테크전략
2020

자료 : BMBF(2006),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 홈페이지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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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차별성을 보인다. 또한, 연구개발 지원 중

들을 다룬다. 독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요

심의 기존 하이테크전략을 제조업 부문과 연결하

구되는 우선순위 정책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분

고, 전략추진 주체를 연방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절된 활동보다 유관기관, 네트워크, 지역사회 및

6)

데 의의가 있다. 가장 최근의 혁신정책인 하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강조한다.

테크전략 2025는 사회경제적 요구에 맞는 혁신연

2019년에 초안이 발표된 ‘국가산업전략 2030

구의 추진과 시민참여를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National Industrial Strategy 2030)’도 연방경제에

2025년까지 GDP 대비 연구투자 비율을 3.5%까

너지부의 전략이다. 동 전략은 독일의 전후 경제

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국민 수

운용 원칙인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에서

요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로 사회적 연대를 강

벗어나 경쟁을 제한하고 독일 기업에 대한 정부

화할 계획이다.

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은 새로운 전
략이다. 이는 세계화 확대, 혁신 과정의 가속화,

(2) 산업정책의 변화

팽창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타국의 산업정책에 직
면하여 어떻게 독일의 민간과 공공부문의 번영을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하이테크전략과 별개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근본적 문제의식

로 독일은 연방경제에너지부(BMWi)가 주체가

에서 출발하였다. 독일이 주요 기술 분야 경쟁에

되어 산업전략을 수립, 발표하고 있다. 첨단기술

서 뒤처지고 경제적 위상이 저하될 경우 궁극적

의 연구개발과 혁신에 초점을 맞춘 하이테크전

으로 독일 민주주의의 위기로 귀결될 수도 있다

략과 달리 연방경제에너지부의 산업전략은 기술

는 것이다.

을 산업 생태계 전반에 적용하여 제조업을 고도

연방경제에너지부 알트마이어 장관이 2019년

화하는 방안과 자국 제조업 경쟁력 확보 방안에

2월에 동 전략의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자문단 의

집중한다.

견 공유(2019년 5월) 이후의 수정작업 후 최종안

2016년에 연방경제에너지부가 발표한 ‘디지털

이 9월에 승인될 예정이다. 산업계, 경제 섹터, 무

전략 2025(Digital Strategy 2025)’는 독일의 차세대

역협회 및 학계와 정치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제조업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미

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상호 합의를 통해 개선안

래 추진방향과 세부대책들을 제시하였다(<표 3>

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방정부 내에서 최

참조). 동 전략은 급속한 기술개발, 그 중에서도

종안이 합의된 후 연방내각에서 최종 결정될 예

특히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올 디지털 전환에 대비

정이다. 국가산업전략 2030은 기존 독일 산업정

하는 독일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디지털 전

책이 고수해오던 수평적인 산업정책과 상당 수준

환의 핵심인 데이터의 중요성과 유의해야 할 과제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 산업계, 학계 등 전문
가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첨예한 의견 제기와 교

6) 이재복, 유지혜(2019), “독일의 산업정책과 KfW의 역할”, 「산은조사월
보」, 제7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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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야기하고 있다.

산 업 경 제 분 석

<표 3> 디지털전략 2025의 미래 독일 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10대 추진방향과 세부 과제
추진 방향

세부 과제

- 2025년까지 100억 유로 상당의 네트워크 구축 투자자금 확보
1. 2025년까지 독일 전역에 기가비트급
-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가비트 라운드테이블 운영
광통신망 제공
- 5G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최적의 전략 추진
- 5억 유로 혁신성장기업 지원기구 창설(2016년)
- 3억 유로 첨단기술 스타트업 펀드 창설(2017년까지)
- 벤처캐피털 투자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확충(2016년)
2. 스타트업 지원과 신생기업 및 기존
- 벤처캐피털 자금 유치를 위한 법제도 및 세제 개편
기업들 간 협력 장려
- 혁신창업 경연 신설과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 기업연계 활성화 및 여성 기업인 육성
- 관료주의 해소
- 유럽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
3. 투자 및 혁신 증진을 위한 제도 수립 - 디지털 법규 개발
- ‘규제

실험공간’ 창설
- 스마트 네트워크를 위한 투자 촉진 및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기반 마련
4. 주요 상업적 인프라 분야 내 스마트 - 범유럽 표준 책정
네트워크 활성화
- 시범지역 및 사업 선정과 지원
- 범국가 연맹 결성 및 엑셀러레이터 육성
- 기업 및 소비자 간 이해관계 조정
5. 데이터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자기 - 보안 관련 국제적 규제 도입을 위한 EU 역할 강화
결정권 개발
- 디지털 지도 활용
- 데이터의 보호 및 인증체계와 전자거래 표준 확립
6. 중소기업, 수공업 섹터 및 서비스의 - 정보 포털 구축 및 운영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여건 증진
- 비기술 혁신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정보제공, 투자 지원
7. 생산거점으로서 독일의 현대화를
- 표준 선점을 위한 차기 행동계획 개발
위한 Industry 4.0 활용
- 주요국과의 공동 연구개발
- 디지털화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8. 디지털 기술의 연구개발 및 혁신의
-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강화
전문성 강화
- 주요 프로젝트 시설장비 공급처에 대한 자금 지원
- 초중등 교육에 디지털 미디어 활용
- 직업훈련 개선, 디지털 훈련 등 기업 수요형 교육
9. 생활 전반에 디지털 교육 도입
- 온라인 교육과 대학연구 통합화
- 평가인증 시스템 개발
10. 디지털청(Digital Agency) 설립
- 싱크탱크 및 지원 기관인 디지털청 설립
자료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BMWi)(2016); 이재복, 유지혜(2019).

국가산업전략 2030은 독일과 중국 간 무역행태

성장으로 인하여 점차 변화한 것이다. 특히 중국

변화가 본격화되고 이로 인해 독일 산업이 피해를

산업과 기업의 부상이 중국의 확장적이고 보호주

입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초안이 작성되었

의적인 산업정책에 기인한다고 판단, 이에 대응

다. 저가의 소비재 수입과 고가의 자동차 및 기계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독일 정부와

장비 수출이라는 관계에 있던 대중국 교역이 중

산업계는 중국 산업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 정부의 전격적인 지원에 힘입은 중국 기업의

현 EU 산업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EU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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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

인 독일 제조업의 총부가가치 비중을 2030년까지

기하였다.

25% 수준으로 확대하고 EU 차원에서는 20% 수준

전략은 독일의 비교우위 산업 보호와 4차 산업

(2016년 17%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

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하였다. 그러나 GDP 대비 25%라는 제조업 비중

서, 특히 중국의 독일 및 유럽 첨단기업 인수를 막

증대 목표의 구체적인 수치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포함한다. 향후 신기술 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하여 제

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국가만이 경쟁적 우위

조업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추세에서 제조업 비중

를 점유한다고 판단, 가장 중요한 혁신 분야로 디

측정 방법론과 수치적 목표의 유효성에 대한 의

지털화에 주목하면서 특히 자율주행과 의료진단

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독일이 제조업의 부

등 AI 응용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I를 탑재

가가치 비중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폐쇄

한 자율주행차량의 디지털 플랫폼을 미국 기업들

적 부가가치 사슬(closed value added chains) 유

이 장악하고 차량용 배터리 시장을 아시아 국가

지 방향으로 이행할 경우 지금까지 전개된 GVC

들이 차지할 경우 독일과 유럽의 자동차 회사는

및 국제분업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상실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가산업전략 2030은 독일 중소기업의 기술

또한, 외국 기업의 독일 핵심기업 인수를 제한

력 강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

하되, 중요한 인프라 분야 등 국가 안보에 위험요

고 있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에 불리한 전략이라

인으로 작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엄격하게 적

는 평가도 있다. 전략은 유망기술의 챔피언 기업

용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가 개입하는 경

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임계규모(criti-

우는 새로운 경제적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cal mass)를 중시하고 있어, Siemens, Thyssen-

경제적 중요성이 클수록,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

Krupp, Deutsche Bank, 자동차 제조사 등 기존

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도로, 핵심적인

의 독일 챔피언 기업들의 장기 생존이 국가 정치

분야(플랫폼 경제, AI, 자율주행차 등)에 대해서

및 경제적 관심 사안임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는 직접 개입하도록 하였다. 국가가 기업지분 매

기존의 경쟁법과 반독과점을 완화하겠다는 계획

입에 적극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

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독일과 유럽의 중소기업

가참여기금(national participation facility)의 설립

기반 경제성장 역사와 성과에 위배되는 조치로서

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법안을 2019년 말까지 제

기존 독일의 중소기업 육성 위주의 산업정책과 충

정할 예정이다.

돌한다.

전략은 독일이 제조업 기반 경제모델로 성공

이와 같은 새로운 기조의 산업정책이 표방하는

을 거두었고 여전히 제조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면

국가 역할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독일 내에서도

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독일 민주주의의 미래까지

반대 의견이 강하여 독일의 새로운 산업정책의 향

연계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23% 수준

후 거취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산업전략 203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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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독일산업연맹(BDI) 등 민간 협회와 다양한

소기업과 시장원칙에 대한 내용이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Altmaier 장관의 소속당인

예상되나 최근의 독일과 유럽의 기조에 따라 정부

기민련(CDU) 내에서도 완전한 지지를 얻지 못하

의 통제 역할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우호적 입장

7)

는 실정이다. 각계의 의견수렴 이후에 전략은 중

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8)

7) www.global-counsel.co.uk/analysis/insight/german-industrial-strategy-big-firms-big-challenges(검색일: 2019.6.11)

8) www.global-counsel.co.uk/analysis/insight/german-industrial-strategy-big-firms-big-challenges(검색일: 2019.6.11)

3. 중국

산업정책의 변천과 최근 이슈 : 공개적·공격적 육성
기조의 조정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시

로 보인다.9) 개혁개방 초기인 1980~1990년대 중

현해 온 중국은 최근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국 산업정책은 계획경제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낮아지면서 성장 추세의 둔화를 보이고 있다. 특

많은 이니셔티브들이 일본과 한국의 산업정책 경

히 중국의 전통적 주력산업인 철강, 시멘트, 전해

험을 참고하였다. 1987년에는 국가기획위원회

알루미늄 등의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대폭 하락

(State Planning Commission) 산하에 산업정책부

하는 중이다. 첨단 제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중

서(Industrial Policy Department)가 신설된 바 있

국 제조업 구조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첨단 제

으며, 1989년에 산업정책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는 여전히 크

공식문서10)에 명시되었다.11)

지 않아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에

중국의 산업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중기계획인

는 아직 역부족이다. 즉, 중국 제조업은 과거의 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에

가 비교우위가 현저히 떨어진 반면, 새로운 비교

내재되어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과 발전을 도모한

우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여 국제 시장점유율

다. 1953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은 중국의 계

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획들 중 가장 주목받는 계획으로서 특히 중국의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

개혁개방 이후인 제6차 계획(1981~1985년)부터

업구조로의 혁신적인 전환을 모색하고자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야심차게 발표하였다.
중국 산업정책의 역사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초기의 산업정책 관련 시도는
지속적이지 않고 정교하게 설계되지도 않은 것으

9) Chang, et al.,(2013), International Industrial Policy Experiences and the
Lessons for the UK.
10) ‘산업정책우선순위에 관한 국가위원회 결정문(The State Council’s
Decision on Current Industrial Policy Priorities)’.
11) C
 hang, et al.,(2013), International Industrial Policy Experiences and
the Lessons for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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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개혁개방 직후 산업별·

인 결과이다.14)

제품별 생산량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계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이 공식 발표한 중국

획은 1990년대 들어 점차 산업구조조정과 경제성

제조 2025는 제13차 계획(2016~2020년)의 제조

장 방식의 전환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제9차 계획

업 산업정책에 해당되며, 중국 제조업 전략의 기

(1996~2000년)부터 종합적인 산업발전전략의 모

본 축이다. 또한 중국이 제시한 향후 30년간 중국

습을 갖추고, 제10차 계획(2001~2005년)부터는

산업발전을 위한 단계별 목표 및 추진전략15) 중

정보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정책의 초점이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2017년 10월 제19차 중

맞추어졌다.12)

국 공산당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시진핑 2

최근 중국의 5개년 계획은 특히 ICT 기술을 기

기 당정체제에서는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플

반으로 하는 산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원

러스’ 정책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을 도출하는 동시

정책을 수립하여 디지털 전환에 선도적으로 대비

에 공급측 개혁을 통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

하는 중이다. 이는 제12차 계획(2011~2015년)에

장과 질적 우위를 도모하는 중이다.16)

서 ICT 기술이 ‘전략적신흥산업’ 중 하나로 제시되

중국제조 2025는 국내외 경제사회 발전, 산업

면서 구체화되었다. 전략적신흥산업 육성 정책은

변혁의 발전 흐름에 따라 제정한 장기적인 제조

제12차 계획에 주요 부분으로 포함되었으며, 이

업 발전전략 계획이다. 전통제조업의 구조조정을

와는 별도로 분야별 산업계획도 발표하였다.

통한 제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신기술 혁명을 통

중국의 5개년 계획과 각 분야 산업발전 계획에

한 제조업의 첨단 발전의 동시 실현을 모색한다.

서 발견되는 중국 산업정책 방향은 다른 국가 정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결합을 통한 스마트제조를

책들에서도 보이는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중

중점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중국 특색의 신형 공

국 산업정책만의 특징을 보유한다. 즉, 첨단기술

업화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조강국의 전략

개발, 정보화, 친환경 개발 등은 일반적으로 산업

적 목표 달성을 위해 9대 전략적 임무를 규정하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인 반면, 산

고, 이 안에 10대 핵심 분야와 5대 중점 프로젝트

업클러스터를 산업분야별로 신규 조성하거나 확

를 제시한다(<표 4> 참조). 10대 핵심 분야는 6번

대한다는 내용은 중국 산업정책의 차별성 있는 부
분이다.13)
또한 국제적 수준의 대기업을 형성하여 이들의
산업집중도를 높인다는 내용도 중국이 과거의 일
본과 한국의 산업정책을 참고하여 나타난 특징적
12) 곽복선(2014),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양상과 특징에 대한 연구”, 「CHINA 연구」(제17집), pp. 83-123.
13) 곽복선(2014),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양상과 특징에 대한 연구”, 「CHINA 연구」(제17집), pp. 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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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곽
 복선(2014),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양상과 특징에 대한 연구”, 「CHINA 연구」(제17집), pp. 83-123.; Chang, et al.(2013), International Industrial Policy Experiences and the Lessons for the UK.
15)·1단계(2015~2025년) : 혁신 능력 및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을 향상시
켜 세계 제조업 강국 대열(독일, 일본 등이 속해 있는 2그룹)에 진입
·
2단계(2025~2035년) : 세계 제조업 강국 중에서도 중등 수준의 지
위 확보
·
3단계(2035~2045년) : 주요 산업에서 선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전
세계 제조업 강국 중 선도적 위치(제조강국 1그룹) 확립
(강지연(2015), “중국제조 2025”, 「산업정책해설」, 산업연구원)
16) 김동하(2018),

“‘중국제조 2025’ 기반 전통산업 스마트화도 가속”,
「Chindia plus」(1/2월호),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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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국제조 2025의 9대 전략적 임무와 10대 핵심 분야
전략적 임무

내용

1. 제조업의 혁신능력 제고

- 현재 중국 제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혁신 메커니즘 구축 완비

2. IT와 제조업의 심층적인
융합

- IT와 제조업의 결합을 통해 혁신적 제조 인프라 구축
- IT+제조업은 리커창 총리가 2015년 정부업무보고회의에서 제출한 ‘인터넷+ 행동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3. 제조업의 기초역량 강화

- 기초 원자재, 기초 부품, 기초 공업, 기초 기술의 강화

4. 제품의 품질 및 브랜드
구축 강화

- 중국 제조업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통해 국제 이미지 개선과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와 유명 기업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한국기업과 비교 시 브랜드
구축에서 많이 뒤떨어진 상황

5. 녹색제조의 전면적 추진

- 중점 분야에 있어 친환경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 선진화된 에너지 절약 기술, 설비 등에 대한 연구개발의 확대와 제조업의 환경오염관리 등
강화

6. 핵심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

- 10대 핵심 분야 : 차세대 IT산업,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공정
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선진 철도 교통정비, 에너지절약과 신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농기계
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7.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최적화

- 낙후생산을 도태시키고, 생산과잉 문제 해소
- 지역 간의 산업이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적 공간분포 조정
- 대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첨단 기술력을 가진 소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구조조정

8. 제조업의 서비스화

- 인터넷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제조업의 서비스 특징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경영방식과
비즈니스 모델 다수 출현
- 예컨대, 생명주기 서비스(life cycle service), O2O 시장, 원격진단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경영방식

9. 중국 제조업의 국제화

- 국제자원과 국제시장의 활용도 제고 필요

자료 : 중국제조 2025.

째 전략적 임무인 핵심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 추

는 단순한 산업 전략이 아닌 중국몽의 핵심 추동

진 내에서 정의된다. 중국제조 2025의 9대 전략

력의 역할을 해 왔음17)은 분명하나, 반면에 공격

적 임무는 중국 제조업의 양적 성장에서 더 나아

적인 산업정책 기조로 인하여 주변국의 경계를 야

가 혁신성 제고와 IT와의 융합, 서비스화, 구조조

기한 측면도 있다.

정 등 질적 업그레이드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한

이에 따라 중국은 최근 주요국과의 무역분쟁과

편, 친환경화 및 국제화를 통한 선진적 노력도 함

견제 등 국제정세를 의식하면서 중국제조 2025의

께 모색하고 있다.

수정과 대외적 강조에 대한 입장전환 움직임을 보

이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된 양적인 고속성장

이고 있다. 실제로 2018년 12월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드러난 환경오염, 생산성 저하, 불평등

이후에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한 정책 가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

이드라인에서 중국제조 2025가 삭제되었으며, 중

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중국 정
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중국제조 2025

17) 국제무역연구원(2019), 「중국제조 2025 추진성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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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 2025 내 일부 목표의 달성시한을 연기하
18)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혁신과 제조업 구

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9년 3월 양회의 전국

조고도화, 신산업 육성정책 등을 제시하고 AI, 빅

인민대표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업무 보고에서 중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스마

국제조 2025가 한 번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

트플러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자국의 첨단기술

은 사실도 중국의 공격적인 산업정책 추진이 다

과 산업지원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19)

소 진정되는 양상으로 전환됨을 보여준다. 2015

고 할 수 있다.20)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

년부터 매년 업무보고에 중국제조 2025가 등장했

난 해 6.5%에서 6.0~6.5%로 낮추었음에도 과학

던 점을 감안하면, 금번 보고에서의 부재는 중국

기술 분야 예산은 오히려 증가한 3,543억 1,000만

제조 2025에 대한 중국 내 큰 변화를 의미한다.

위안(약 60조원)으로 책정했다는 점도 첨단기술

그러나 2019년 정부업무 보고에서 여전히 4차
18) 국제무역연구원(2019), 「중국제조 2025 추진성과와 시사점」.
19) 남대엽(2019), “2019년 중국 정책의 향방은 안정적 성장, 리스크 관리
에 방점”, 「Chindia plus」(3/4월호), pp. 48-49.

육성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21)
20) 조
 은교(2019), “2019년 중국 양회, 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
혁명”, 「i-KIET 산업경제이슈」, 산업연구원.
21) www.yna.co.kr/view/AKR20190306063000074(검색일: 2019.8.8)

4.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독일과 중국은 제조업을 국가 발전의 중요한

틀22)에 따라 비교 분석한 Kuo 외(2019)에 따르면

원동력으로 보고 이를 진흥하기 위한 국가 차원

독일과 중국의 혁신 정책을 비교할 때 독일은 주

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국

로 공공 서비스, 과학기술 개발, 정치적 수단을 통

가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제조업과 산업발전

해 그리고 중국은 정치 및 법·규정, 공공 서비스

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상반된 접

수단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근법을 취해 왔다.

이와 같이 상반된 접근법과 원칙을 보여 온 독

독일은 전통적으로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

일과 중국의 산업정책 기조가 최근 변하고 있다.

ism)하에 국가의 역할을 경쟁질서 확립으로 제한

산업발전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했던 독

하면서 개인에게 경제활동을 일임해 온 반면, 중
국은 강력한 국가 계획과 통제하에 산업발전이 추
진되었다. 이는 혁신을 주도하는 주요 정책수단
을 국별로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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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
 책분석틀은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수단을 크게 (i) 공급(공기업, 과학
기술 개발, 교육, 정보 서비스), (ii) 환경적(재정, 조세, 법·규정, 정치), (iii)
수요(조달, 공공 서비스, 상업화, 해외진출 지원)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도록 함(Kuo, et al.(2019), “Industrial Revitalization via Industry 4.0
- A Comparative Policy Analysis among China, Germany and USA”,
Global Transition 1, pp. 3-14).

산 업 경 제 분 석

일은 올해 초 발표한 국가산업전략 2030 초안을

유의하여 고려해야 한다.23) 중국제조 2025는 산

통해 정부의 개입 강화를 도모하려는 의지를 내

업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 대한 선진

비쳤다.

국들의 인식 변화와 저항을 분명히 야기해 왔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이

이를 의식한 중국도 중국의 강요된 기술이전과 자

해관계자들의 논의와 합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국 기업 보조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던 유럽

독일 산업 경쟁력 유지와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

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해 중국제조 2025의 영향력

역할이 요구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반면, 중국은

을 줄이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에 대응하기

자국의 제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위해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중국 입장에서

지원 방안을 공개함으로써 주변국의 경계와 무역

중국제조 2025의 적극적 이행에 대해 더욱 조심

분쟁을 야기했다는 판단하에 오히려 신중한 자세

하는 형국이다.24)

를 취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공식적으로 언급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현재에 우리는 독일과 중국의 산업정책 추진 과정

적 개입을 줄일 것이라는 계획도 공식적으로 발

과 변화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 첨단기

표하였다.25)

술 전략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전략 수립과 구체

또한 중국 상무부는 중국제조 2025 프로그램이

적인 대책마련 시 연구계와 산업계 등의 이해관계

외국 기업들에도 개방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자문의견을 교환한다

실제로 중국은 외국 제약회사들에 시장개방을 확

는 점이다. 또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

대하였으며, 2021~2022년에는 금융서비스와 자

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

동차 업계의 외국기업의 소유권 제한을 줄이거나

하여 추진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없앤다는 계획이다.26) 그러나 표현방식은 변해 왔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육성하여

지만 중국의 자국 산업 지원에 대한 주요 의도나

산업발전을 모색했던 독일이 이와 같은 기조를 여
전히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의 임계규모의 중요성
을 인지하고 대표적인 대기업의 국가적 차원의 위
상을 확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육성 지원
의사를 밝혔던 산업정책 기조의 변화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중국은 특히 우리와 밀접한 경제적 협
력관계에 있으므로 중국의 산업정책 내용과 변화
를 우리의 산업발전 계획과 지원에 관한 구상 시

23) 한
 국과 중국 간의 밀접한 경제 관계는 대중국 수출비중과 국내유입
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율 측면에서도 드러나며(Zenglein and Holzmann(2019), Evolving Made in China 2025), 중국제조 2025가 발표한
10대 중점 지원 분야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과 상당 부분 중복되면서
중국제조 2025 추진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로 한국이 지목되
었다는 사실(Wübbeke, et al.(2016), Made in China 2025 - The Makings of a High-tech Superpower and Consequences for Industrial
Countries)로도 확인할 수 있다.
24) www.ft.com/content/110fa956-87e1-11e8-bf9e-8771d5404543(검
색일 : 2019.8.2)
25) www.reuters.com/article/us-china-forum-industry/china-to-reducegovernment-intervention-in-industrial-sector-idUSKCN1R6041(검색
일 : 2019.8.2)
26) www.ft.com/content/110fa956-87e1-11e8-bf9e-8771d5404543(검
색일 : 20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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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변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27) 특히 고

는 한국 산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

부가 생산의 장려와 지역 수준에서의 첨단기술 개

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산업구조의 혁신을 위해

발 지원이 이를 입증한다.28)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추구하면서 첨

최근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일본의 수출규

단 제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제로 인한 공급망 강화와 다각화 요구, 무역질서

점이 다른 국가들의 산업정책 움직임에 부합한다

재편, 환경규제 강화 등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

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다.

를 겪고 있다. 주력산업의 활력 저하와 신산업 창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고에서

출 지연, 이에 따른 저성장 기조 고착화라는 도전

소개한 독일과 중국의 사례로부터 추려진 쟁점들

과제까지 더해지면서 그동안의 양적 중심의 추격

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략의

형 산업전략이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환

수립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

경에서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의 의견 교환과 상호간의 이해 제고가 가능하도

비전 및 전략’은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

록 하는 플랫폼의 활성화, 양적인 목표 수치의 유
효성 검토와 경직성 완화 필요성, 사회혁신에 관

27) Zenglein and Holzmann(2019), Evolving Made in China 2025, MERICS.
28) www.reuters.com/article/us-china-forum-industry/china-to-reducegovernment-intervention-in-industrial-sector-idUSKCN1R6041(검색
일 : 2018.8.2)

한 요구 반영, 주변국과의 우호관계 형성을 위한
협력형 과제 도출 등이 잠재적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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