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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웨강아오대만구1)(粵港澳大灣區, GBA)는 시진핑 주석이 주도한 국가전략    

○ 웨강아오대만구는 홍콩 및 마카오와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동 지역은 “일국양제(一國兩制)”의 대상지인 홍콩과 마카오 외 광둥성의 9대 

핵심도시(주장삼각주 내 선전, 광저우, 주하이, 포산, 중산, 둥관, 후이저우, 

장먼, 자오칭)을 포함함

       ※ 이중 주장삼각주는 제조업 중심지(선전은 혁신기술 선도도시), 홍콩은 국제금융 중심도시, 마카오는 관광 허브 

- 현재 홍콩-주하이-마카오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 해상대교인 강주아오(港珠澳)

대교(2018.10 개통)와 광둥-홍콩을 잇는 고속철도(2018.9 개통), 그리고 광둥

성 내 9개 도시를 잇는 경전철도(부분 개통)로 교통 인프라로 일일생활권 형성  

- 동 지역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동경 세계 3대 항만 경제권과 견줄 수 있는 

자원, 경제규모와 입지적 강점을 모두 보유함, 특히 GDP 규모는 이미 러시

아를 넘어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임   

      ※ 총면적 5,600만㎢, 2018년말 기준 인구 7,000여만명, GDP 10조 8,000억 위안 규모 

- 특히 과기혁신 분야의 경우 국가급의 중대 과기인프라(중성미자 거대과학장

치 등)와 산업기술 혁신플랫폼(국가중점실험실 등)을 보유해 입자과학, 생명

과학 및 해양과학, 선진소재, ICT 등 분야 비교우위가 큼   

○ 웨강아오대만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발전을 위한 사업  

- 동 지역은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으로 향하는 필수 경로 지점에 있어서 중국 

“일대일로(해상 및 육상 실크로드)” 사업의 핵심지역임

- 이에 인프라 연결, 무역경제 투자협력 외 “광저우-선전-홍콩-마카오” 과기혁신주랑

(走廊) 사업을 통해 인재, 자본, 정보 및 기술 등 혁신요소의 유동을 촉진할 수 있음

      ※ 예 : 광둥-홍콩-마카오 빅데이터센터 및 국제화혁신플랫폼 공동구축 

1) “웨(粵)”는 광둥성, “강(港)”은 홍콩, “아오(澳)”는 마카오, 대만구(大灣區)는 대형 연안지역을 각각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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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표적 정책   

국무원, 「웨강아오대만구 발전계획 강요」 발표(2019.2)   

○ 목표

- 2022년에 우수한 혁신능력, 최적화된 산업구조 및 막힘없는 요소유동의 연해 도시

클러스터를 기본적으로 형성, 2035년에 세계 일류의 항만경제권 전면적으로 형성 

      ※ 세계적인 도시클러스터, 국제과기혁신센터,“일대일로”핵심지역 및 내륙역과의 심층협력 시범구 육성

○ 공간배치 구도 

- 네트워크화의 공간구도 형성, 도시 클러스터 및 도시화 발전시스템 형성, 

범주장삼각주 발전 견인을 목적으로 함    

[표 1]  웨강아오대만구 공간배치 사업의 주요 내용 

    출처: 國務院,「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2019.2)

주요 사업 핵심 내용 

네트워크화의 

공간구도 형성  

- 홍콩-선전, 광저우-포산, 마카오-주하이 우위도시 간 협력을 통해 웨강
아오의 전반적 실력과 글로벌 영향력 향상

- 고속철, 경전철도 및 고속도로를 주체로 하는 고속 교통네트워크와 항구․
공항 클러스터 형성

도시 클러스터 

및 도시화 

발전시스템 형성

- 홍콩, 마카오, 광저우, 선전 4대 도시를 핵심으로 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 및 견인 역할 발휘 

- 주하이, 포산, 후이저우, 둥관, 중산, 장먼, 자오칭 등 중점 도시의 종합
실력을 향상시켜 도시 클러스터 발전의 수준 향상 

- 스마트 소형 도시(스마트기술 응용시범 추진) 등 주변 특색도시를 육성해 
미래 도시 발전모델 탐색 

- 도시와 농촌 융합발전의 체제와 정책시스템 형성, 도시와 농촌의 인프라 
일체화 수준 향상    

범주장삼각주 

발전 견인 

- 웨강아오대만구를 선두로 하고 주장-장시경제벨트를 배후지로 하여 중남 
및 서남 지역의 발전 견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경제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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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과기혁신센터 구축   

- 개방형의 협동혁신공동체 형성, 국제 혁신자원을 통합한 고수준의 과기혁신 매개체와 

플랫폼 구축, 지역혁신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제과기혁신센터 사업 추진  
    

[표 2] 웨강아오대만구 국제과기혁신센터 사업의 주요 내용  

    출처: 國務院,「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2019.2)

주요 사업 핵심 내용 

개방형 
협동혁신공동체 형성

[과기혁신협력 강화]

- 내륙지역과 홍콩․마카오 과기협력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해 홍콩과 
마카오를 국가혁신시스템에 융합시킴 

- “광저우-선전-홍콩-마카오” 과기혁신라인 구축을 통해 인재, 자본, 정
보, 기술 등 혁신요소의 유동을 촉진하고 웨강아오대만구 빅데이터센터
와 국제화혁신플랫폼 구축

- 국가자주혁신시범구 외 국가쌍창(雙創)시범기지 및 중창(衆創)공간
을 이용해 홍콩 및 마카오과 혁신창업자원 공유 

- 선전 국가유전자뱅크에 의존해 “일대일로” 생명과기촉진 컨소시움 
형성 등 

[기초성 혁신능력 향상] 

- 중대 과기인프라, 중요 연구기관 및 중대 혁신플랫폼의 웨강아오대
만구 내 구축 지원

- 광둥성 내 국가급의 중대 과기인프라 및 거대과학장치를 홍콩과 마
카오 지역에 순차적으로 개방 

- 홍콩과 마카오 내 연구기관의 국가과기계획(전문프로젝트 및 펀드  
등) 참여 지원     

[산학연 융합 강화]

- 광둥성, 홍콩 및 마카오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고수준의 
협동혁신플랫폼 공동구축 지원 

- 웨강아오 과기혁신협력발전계획 및 광둥․마카오 공동혁신펀드계획 
실시, 웨강아오 산학연혁신 컨소시움 결성 

고수준의 
국제과기혁신 

매개체와 플랫폼 
구축 

[혁신 매개체]

- 홍콩-선전 혁신과기단지, 중국-싱가포르 광저우지식성(城), 난사
(南沙)과기혁신산업단지, 광둥-마카오 중의햑과기산업단지 등 중대 
혁신매개체 구축 지원 

[혁신 플랫폼]

- 통신기술, 자동차부품, 나노․선진소재, 물류공급체인 관리기술, 방직
의류 5대 연구개발센터 외 홍콩과 마카오 내 국가중점실험실 파트
너실험실 건설 지원 

지역혁신환경 개선 
- 지역혁신제체와 메커니즘 개혁, 과기성과 이전 촉진, 지재권 보호와 

운용 강화  



2020. 5.  Vol. 5

4  

○ 국제경쟁력을 갖춘 현대산업시스템 형성 

- 선진제조업 발전 가속화, 전략적 신산업 육성, 현대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해양경제 발전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현대산업시스템 형성   

 

[표 3]  웨강아오대만구 현대산업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 

    출처: 國務院,「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2019.2)

주요 사업 핵심 내용 

선진제조업

[핵심 경쟁력 형성]

- 인터넷,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제조업 실체 경제간의 심층적인 융합을 
통해 국제경쟁력 형성

[제조업 배치 최적화]

- 주하이와 포산을 선두주자로 하는 주장(珠江)서안 선진장비제조업벨트, 선
전과 둥관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제조업클러스터(전자정보 등) 구축 

- 로봇과 그 핵심부품, 고속 및 고정밀 가공장비와 스마트 세트장비를 중
점으로 하는 스마트 제조장비와 제품 크게 발전  

전략적 신산업

[기간산업 육성] 

-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하이텍장비, 신소재 등 新 기간산업 육성 

[중대 산업프로젝트 추진]

- 차세대 이동통신, 5G와 모바일인터넷, 단백체 등 바이오의약, 첨단 진료
기기, 유전자 검측, 현대중약, 스마트로봇, 3D 프린팅, 베이더우(北斗) 
항법위성 응용 등 중점 분야 중대 산업프로젝트 추진

- 정보소비, 신형 바이오헬스기술, 해양공정장비, 하이텍서비스업, 고성능 
집적회로 등 중점 분야 중대 공정연구 추진 

- 그 외 신에너지(신에너지자동차), 디지털경제 및 공유경제 등 신산업 육성  

해양경제

[현대해양산업시스템 형성] 

- 해양어업, 해양교통운수 및 해양 선박 등 전통우위산업 최적화

- 해양바이오의약, 해양공정장비 제조, 해수종합이용 등 신산업 육성

- 임해 석유화학 및 에너지 등 산업 집약적으로 발전 

- 항구물류, 근해 관광, 해양 정보 등 해양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현대서비스업
- 국제금융 중추 구축, 특색 금융산업 발전, 금융시장 연결 실현, 현대서비

스업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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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혁신 특징       

국가 중대 과기인프라(거대과학장치)                

○ 웨강아오대만구는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전통적인 과기자원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징진지(京津冀)2)지역(베이징 중심)과 창장(長江)삼각주지역

(상하이 중심) 보다는 거대과학장치가 적으며 최근에 적극 유치하기 시작함  

- 최근 기초연구 또는 선행기술 분야의 획기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

대과학장치 구축에 대규모 투자중

- 현재 광둥성은 탄탄한 자금우위를 이용해 중국파쇄중성자원(5억위안 투입), 

국가슈퍼컴퓨팅센터(10억위안 투입) 등 거대과학장치를 유치하는데 성공함
        

 [표 4]  국가급 중대 과기인프라(거대과학장치) 리스트  

    출처: 공개 자료에 근거해 KOSTEC 정리 

2) “징(京)”은 베이징을, “진(津)”은 톈진을, “지(冀)”는 허베이성을 각각 뜻함 

구분/소재지 투입규모 주요 기능 

중국파쇄중성자
원(CSNS)

/둥관

23억 위안

(광둥 5억)

- 세계 4대 파쇄중성자원의 하나(2018.8 운영 시작)

- 물리학, 화학, 생명공학, 소재과학, 나노과학, 의약, 국방연
구 및 신형 원자력 개발 등에 필요한 인프라   

중성미자 실험실

/장먼
-  

- 다야완 중성미자실험실(1.6억 투입, )에 이은 중국 내 두번
째의 중성미자 실험실(2021년 완공 예정)

- 중성미자의 질량 순서 확인, 초신성․지구․대기․태양 중성미자
와 비활성중성미자 등 중대문제 연구 추진  

가속기 구동 
핵변환 연구장치  
(CIADS)/후이저우

18억 위안 
- 세계 최초의 메가와트급 가속기 구동의 차임계시스템 연구

장치(2018년 착공)

- 가속기구동 차임계시스템 집적기술과 핵폐기물 변환기술 연구 

강자기장 중이온 
가속기장치(HIAF)

/후이저우

16.7억 위안
- 국제 선진수준의 중이온가속기 종합연구장치로서 핵물리 및 

핵 천체물리 분야 기초연구 추진(2018년 착공) 

선전 국가유전자
뱅크(CNGB)/선전

 - - “국가유전자뱅크 바이오빅데이터플랫폼”(CNGBdb)을 구축
해 전 세계 연구자에게 개방(2018.10 개방)  

국가슈퍼컴퓨팅
센터/선전

12.3억 위안
(선전 10억)

- 클라우드컴퓨팅센터로서 “서광(曙光) 6,000” 슈퍼컴시스템
을 사용해 세계 선두수준의 전산속도 기록(2011.11 사용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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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혁신플랫폼 (실험실)   

○ 광둥성실험실(10개) 

- 주장삼각주는 기초연구 분야 연구자원(연구소/대학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서 원천 혁신성과의 배출에 한계를 노출한바 있으나,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둥성실험실 육성사업을 추진중임  

- 국가실험실3)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광둥성실험실 사업은 현재 웨강아오대

만구의 우위 연구자원을 통합해 재생의학, 선진제조, 인공지능 등 10개 영

역에서 추진중임

       ※ QS“2020년도 세계 100대 대학”에 랭킹된 중국 내 11개 대학 중 홍콩 5개(홍콩대학, 홍콩과기대

학, 홍콩중문대학, 홍콩도시대학, 홍콩이공대학) 포함

 [표 5]  광둥성실험실 리스트(2019년 말 기준)  

3) “국가실험실”은 기초연구, 경쟁성 선행기술 및 공익성 연구 분야에서 국가 중대 연구임무를 수행하는 최고 수준의 국가급 
연구기관으로 중국과기부에서 중국 전역에 총 10여개를 인허가함    

구분/위탁기관
투입규모/

인허가 시간
주요 기능 

재생의학

광둥성실험실
/광저우바이오의약건

강연구원

--

/2017년 

- 기초연구단지, 응용개발․중간실험단지, 임상중개연구기지 및 
상용화종합단지 구축 

- 홍콩중문대학과 “재생의학고등연구원”을 공동으로 신설한 
외에도 미국, 싱가포르 등지 연구기관의 협력 확대

정보망․우주과학

광둥성실험실
/하얼빈공업대(선전)

135억 위안

/2017년 

- 위성기술을 응용한 정보망 분야 원천혁신기술 개발 예정  

- 하얼빈공업대(선전)를 위탁기관으로 하고 홍콩중문대학, 화
웨이, 중국항천과기그룹 등 광범위하게 참여  

선진제조과학

광둥성실험실

/(포산)이사회 운영제  

155억 위안

/2017년 

- 3D 프린팅, 로봇과 선진제어, 바이오제조, 광학제조, 정밀
기기 및 스마트제조 등 9개 분야 실험실 구축 

- 정밀기기, 스마트장비, 마이크로전자설비, 핵심부품, 스마트
가전제품 등 5개 연구센터 구축    

소재과학기술 
광둥실험실
/중국과학원 

고에너지물리연구소(둥관)

120억 위안

/2017년

- 중성자과학플랫폼, 마이크로가공․부품플랫폼, 소재컴퓨팅․데
이터뱅크 등을 포함한 세계 일류의 소재과학연구센터 구축 

- 웨강아오융합과학센터를 구축해 중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
력 촉진 

화학․정제화공

광둥실험실

/산터우대학  

30억 위안

(초기 투자)

/2018년 

- 합성화학, 기능화학 및 그린화학, 세라믹소재, 금속표면처
리, 바이오의약, 식품가공 신기술 등 연구 추진  

- 홍콩과기대학, 이스라엘공학연구원(광둥), 중국과학원 연구
소 등과 협력협정 체결 

남방해양과학 83억 위안 - 해양과학 기초연구(8개 방향)와 해양하이텍기술 개발(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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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科塔学术, “广东省实验室10家(截止2019年)”, https://www.sciping.com/32624.html

○ 웨강아오대만구는 또 홍콩과 마카오 지역을 포함해서 바이오, ICT, 선진제조, 해양 

등 분야에서 고수준의 국가중점실험실4) 연구자원을 일부 보유하고 있음  

 - (홍콩지역) ① 뇌와 인지과학 국가중점실험실(홍콩대학), ② 신형 감염성질환 국가

중점실험실(홍콩대학), 화남(華南)종양학 국가중점실험실(홍콩중문대학) 등 

 - (마카오지역) ① 중약품질연구 국가중점실험실(마카오과기대학/마카오대학), ② 시

뮬레이션 및 혼합신호 초대규모 집적회로 국가중점실험실(마카오대학) 등

 - (광둥지역) ① 바이오 : 안과학 국가중점실험실(중산대학), 호흡기질환 국가중점실험

실(광저우의과대학), 장기부전 국가중점실험실(남방의과대학), 화남종양학 국가중점

실험실(중산대학) 등, ② 소재  : 광전소재기술 국가중점실험실(중산대학), 비철금속 

분리 및 종합이용 국가중점실험실(광저우 비철금속연구원), 발광물리 및 화학 국가

중점실험실(화남이공대학), ③ ICT : 무선통신 접속기술 국가중점실험실(Huawei

사), 이동통신 멀티미디어기술 국가중점실험실(ZTE사), ④ 해양/환경 : 열대해양환

경 국가중점실험실(중국과학원 남해해양연구소) 등 

4) “국가중점심험실”은 중국의 기초연구와 응용형 기초연구를 주도하는 국가팀 연구실로서 중국과기부에서 2020년까지 
700개(대학․연구소 300개, 기업 270개, 지방/부처 공동건설 70개)의 국가중점실험실 지정 예정  

구분/위탁기관
투입규모/

인허가 시간
주요 기능 

광둥실험실
/과학원 

남해생태환경혁신연구원, 
광저우해양지질조사국

/2018년

방향) 추진, 혁신지원플랫폼(6개)과 산업인큐베이팅센터(5
개) 추국  

- 홍콩과기대학, 국가해양국, 중국과학원, 중산대학 등 연구
기관과 공동으로 구축 

생명정보․바이오
의약 광둥실험실 
/베이징대학 선전연구원

--

/2018년 
- 생명정보, 의학공정 및 혁신약물 연구 3개 방향에서 선행연

구를 추진해 세계적인 연구기관 육성     

링난(嶺南)현대
농업 광둥실험실 
/화난농업대학(광저우)

24억 위안 
(초기 투자) 
/2019년

- 현대생물종자업, 스마트농기계 및 정밀농업, 동식물 중대 
생물재해 제어, 생태순환농업, 농업 신형소재, 농산물가공 
및 식품안전 분야 하이텍기술제품 개발  

인공지능․디지털
경제 광둥실험실 

/선전대학

20억 위안

/2019년

- 인공지능 기초이론과 핵심 전산법, 스마트 인터넷 및 빅데
이터, 인공지능 전용칩 설계, 뇌모방 지능 4대 중점 분야 
연구를 추진해 인공지능 신산업 육성 

https://www.sciping.com/326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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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웨강아오대만구 협동혁신발전 보고(2019)」에 따르면 2014~2018년간 웨강아오지

역의 발명특허 연간 출원량이 10만 3,640건에서 33만 832건으로 증가하고, 연평

균 성장률은 33.68%를 기록하는 등 급속도로 발전함 

 - 특히 이 기간 주장 동부지역(선전, 둥관, 후이저우)의 발명특허 누계량이 62만건에 근

접해 서부지역(광저우, 주하이, 포산, 중산, 장먼, 자오칭)과 홍콩․마카오지역을 초과함

 [표 3] 웨강아오대만구의 발명특허 출원량과 성장률   

  
            출처: GDI智庫, 「粤港澳大湾区协同创新发展报告（2019）」

○ 지역 내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국제화 경쟁력을 가늠하는 PCT 특허의 경우 

2014~2018년간 주장 동부지역의 PCT 특허 누계량(76,182건)이 서부지역

(10,309건)과 홍콩․마카오지역(4,406건) 보다 훨씬 많음

 - PTC 특허 연간 복합성장율 보면 마카오(단, 기수가 작음), 둥관, 주하이, 광저우 및 후이

저우 순으로 높음, 그 외 선전의 경우 성장이 완만하지만 혁신기반이 탄탄해 기수가 큼  

 

○ 특허의 피인용 횟수를 지칭하는 인용특허의 경우에도 2014~2018년간 주장 동부

지역의 인용특허 누계량이 46만 4,237건에 달해 가장 많았음 

 - 특허의 질을 보여주는 인용특허 대 발명특허의 비중을 보면 주장 동부지역과 홍콩․
마카오지역이 모두 70%를 초과하고 주장 서부지역은 54.75%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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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산업발전 특징

산업 특징 및 비교우위           

○ 웨강아오대만구 지역의 2018년도 GDP는 10조 위안 수준으로 중국 전체의 1/10 

이상, 일인당 GDP는 15만 6,000 위안 수준으로 중국 평균의 2배 이상임   

 - 이중 기여도가 큰 산업은 전자정보산업, 전기기계산업, 석유화공산업, 자동차산업, 

의약산업, 금융서비스업 등임 

  [표 6]  웨강아오지역의 주요 혁신산업 특징   

    출처:1) 百度知道, “廣東的主要産業”, https://zhidao.baidu.com/question/40157756.html
         2) 搜狐新聞, “粤港澳大湾区金融发展：现状与趋势”, https://www.sohu.com/a/278881030_99933352

구분 주요 지역 특징 

전자정보산업

(모바일인터넷, 
인공지능 등 

포함)

주장삼각주

(선전, 광저우, 
둥관 등 9개 

도시)

- 중국 전체 전자정보산업 매출액(4조 위안)의 1/3 수준
으로 15년 연속 중국 내 1위 유지

- 주장삼각주 지역은 중국 내지 전 세계 중요한 IT 제품 
제조기지로 알려짐  

전기기계산업

(첨단장비, 
산업로봇 등 

포함)

광저우, 선전 및 
포산 중심 
클러스터 

- 중국 전체 전기기계산업 총생산액(4조 위안)의 1/8 수
준으로 중국 내 2위 유지 

- 전기기계제품의 수출액이 중국 내 1위이자 세계적인 
가전제품 수출기지로 부상  

석유화공산업

(친환경제품 등 
포함)

광저우, 
후이저우 및 

전장 연해도시 

- 중국 전체 석유화공산업 매출액(3조 위안)의 1/10 수
준 유지

- 주요 석유화공제품의 생산량 중국 내 톱 3위 기록  

자동차산업

(신에너지차, 
자율주행차 등 

포함)

광저우  

- 세계 3대 자동차생산국인 중국 전체 자동차생산량
(700여만대)의 1/9 수준 유지

- 승용차 중점, 부품 기초 및 객차․경형차․전용차․오토바
이 보조의 발전구도 형성 

의약산업

(정밀의료, 
바이오의약 등 

포함) 

광저우 및 선전

- 중국 전체 의약산업(4,000억 위안)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앞순위 차지 

- 특히 중약, 바이오제약 및 의료기기 등 기술함유량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분야에서 비교우위 형성 

금융서비스업
홍콩, 선전 및 

광저우
- 홍콩, 선전 및 광저우의 금융업 부가가치액은 해당 지

역 GDP(2조위안)의 1/10 수준(2,000억 위안)

https://zhidao.baidu.com/question/401577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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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산업 발전 특징             

○ 웨강아오대만구 지역은 하이텍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과 전략적 부품의 개발, 

그리고 관련된 신형 연구소를 적극 육성함 

 - 먼저 정보통신 칩, 모바일인터넷의 핵심기술과 부품,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기술, 신형의 디스플레이 소재, 디지털 로봇, 대체에너지 전지 및 동력시스템, 3D 

프린팅, 재생의학 등 중점 분야 핵심기술과 부품 개발을 적극 추진함

 - 이를 위해 선전(深圳)선진기술연구원, BGI, 광치(光啓)연구원 등 신형의 연구기관 운영 중 

       ※ 일례로 선진기술연구소의 경우 Huawei, ZTE, Tencent 등 유명업체와 위탁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 700여건을 체결하는 등 하이텍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 

  

○ 웨강아오대만구 지역은 현재 전자정보산업, 바이오산업 및 선진제조 등 특색의 하

이텍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배출하면서 그 인지도를 높이고 있음 

 - (전자정보산업) 대표적인 기업에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Huawei사, 

온라인게임 수익성이 글로벌 1위를 유지하는 Tencent사, 민용 드론 분야 세계적

인 업체인 DJI(大疆創新)사 등이 있음 

 - (바이오산업) 미주, 유럽, 아태지역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

체분석업체 BGI(華大基因)사,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제품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한 

Medprin(邁普醫學)사 외 첨단의료기기 개발업체인 Mindray(邁瑞醫療)사 등 보유 

 - (선진제조) 신형의 디스플레이 분야 대표적인 업체인 Skyworth(創維集團)사, 스마

트 산업로봇 제조업체인 Topstar(拓斯達)사,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인 GAC 자

동차그룹(廣汽) 등 보유    

  

○ 웨강아오대만구 지역은 혁신창업에 유리한 우위를 형성함   

 - 선전 중심의 1시간 이동거리 내에서 각종 산업부품을 구입할 수 있고, 제품 출하 

후 1시간 안에 선전과 홍콩 2곳의 항구를 이용해 세계 각지에 배송 가능

       ※ 일례로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거의 모든 부품 생산이 가능한 인프라와 더불어, 완제품 및 

개별 부품을 파는 마켓이 대형화 되어 있음(예: 華强北 대형 마켓)

 - Lenovo 디지털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칭커(淸科) VC+, 숭허(松禾)창업투자인큐베

이터, 혁신밸리(創新谷), IC 카페 등 중국 일류의 인큐베이터와 창업투자기구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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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망 및 시사점       

협동발전을 통해 국제과기산업혁신센터의 형성 가능성이 큼 

○ “과학기술 + 금융” 기반의 신산업 공동육성 및 기회공유  

- 선전과 광저우는 혁신산업, 홍콩은 금융업, 주장삼각주는 제조업이 각각 강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금융” 기반의 국제과기산업혁신센터를 공동으로 육성 가능함 

       ※ 세계의 공장으로 그동안 쌓아온 부품생산 노하우 덕분에 IT 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을 세계 

타지역보다 빠르고 싸게 조달가능해서 혁신창업 아이디어로 브랜드화 가능(성공 케이스 : 샤오미)  

- 특히 웨강아오대만구는 금융업 개방을 기반으로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

퓨팅,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의 보급과 응용을 위한 “클라우드 만구

(云上灣區)” 로 발전시키는 등 과기혁신성과 응용선행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음 

○ 지재권 보호를 강화해 지역의 핵심경쟁력 향상 

- 웨강아오대만구는 지재권협력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해 서로간의 지재

권서비스자원을 공유하여 국가급의 지재권운영플랫폼과 지재권상용화컨소

시움을 형성하고 나아가서 글로벌 지재권교역센터로 부상 가능 

- 특히 홍콩, 마카오 및 주장삼각주(선전 등 9개 도시) 3곳의 특허와 상표권

을 상호인정하고 등록비를 감면하는 등 중국(광둥)지재권보호센터의 각종 

서비스기능을 홍콩과 마카오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음 

       ※ 홍콩지역의 6개 대학(홍콩대학, 홍콩과기대학, 홍콩중문대학, 홍콩도시대학, 홍콩이공대학)이 

주장삼각주 지역에 70여개의 연구기관을 설립함  

한국, 웨강아오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 확대 필요 

○ 최근 개최된 제14회 한중 과학기술공동위(2019.12)에서 합의된 바이오, 정보

통신, 의료과학, 신재생에너지, 우주 및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웨강아오지역

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맞이 

- 먼저 바이오와 의료과학 분야의 경우, 홍콩은 신형 감염성질환과 종양학, 마카오는 중

약, 그리고 광저우 지역은 안과, 호흡기질환, 장기부전, 종양학 등 분야에서 각각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에서 협력루트를 적극 타진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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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홍콩은 뇌와 인지과학, 마카오는 혼합신호 초대규모 집적회

로, 선전은 무선통신 접속기술과 이동통신 멀티미디어기술 등 분야에서 각각 비교

우위를 보유하여 한국 내 관련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협력 기회를 발굴해볼 수 있음

- 그 외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및 우주 분야에서도 신에너지자동차 전지, 에너지절

감 및 환경보호,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의 활용 등 분야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광둥성의 일대일로 실시방안」(광둥정부, 2015.6)에 따르면 연선국가와 선진

제조업, 현대서비스업, 해양, 에너지, 금융 분야 협력을 추진할 예정으로 한

국도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음  

- 제조업 분야의 경우 현재 “한중 후이저우 산업단지”(2017)를 공동운영 중인 

외에도 둥관 등지에 많은 한국 제조업체들이 진출해 있음

- 해양과 에너지 분야의 경우 해양재해 방지, 생태보호 및 해양어업, 풍력발전, 태

양광전지 등 분야에서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여 윈-윈의 협력방안을 모색 가능함

- 그 외 현대서비스업과 금융 분야에서도 좋은 협력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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