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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 정부는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2018년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2020년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
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을 통해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
을 본격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5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보고
2019’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30여 개 대학이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설립하
고, 75개 대학이 자체적으로 89개의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개설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중국의 대학들은 인공지능과 여타 학문의 교차융합을 위한
‘AI+X’ 모델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을 대학 학문 전 분야와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양회에서는 ‘대중창업, 만중창신’(双创) 방침에 따라 대학
내·외에 중창공간(众创空間)을 설치하여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혁
신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그 결과 북경의 중관촌, 심천 등 전국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신기술혁명을 선도하는 창쿼(創客, Maker)가 대규모로 활동하는
등 대학생들의 창업 활동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신산업체를 창출하고 그 영향
력을 극대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과 창
쿼 창업 정책이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중국의 대
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과 현장 사례들을 탐색하고, 창쿼 창업 실태들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굴기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굴기를 위한 대학 인재양성 정책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대학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추진 필요성과 연구 목적, 연구의 내용
과 방법, 연구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 정책과 관련된 논
의들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은 ‘AI+X’를 지향하는 방향으
로 쌍일류를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대학 창업 교육은 쌍
창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용어들의 의미에 대
해서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인재양성 정책, 그리고
창업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학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정책은 크게 세 차
례에 걸쳐 제시되었는데,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
성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는 이들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 대해 살펴봄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창쿼 창업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 주요 대학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의 유형 구분에 입각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청화대학과 중국과학기술대학은 연구개발도 충실하고
창업 교육도 실전적인 유형인 연구개발 응용 및 창업연계형으로 구분된다. 북
경대학과 절강대학은 연구개발은 대규모로 제공되고 있으나 창업의 활성화
정도는 청화대학과 중국과학기술대학에 못 미치는 연구개발 중심형으로 분류
되었다. 절강대학은 중국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에 힘입어 인공지능 분야에서
청화대와 북경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도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천대학
은 인공지능과 융합된 의료기술, 공학기술, 법률 등의 분야에서 도약한 대학
으로 다학제 융합 창업연계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심천대학은 학교 졸업
자 3인이 공동으로 텐센트를 창업하였는데, ‘AI+제조’ 분야에서 출중한 인재
들을 길러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비교 및 유형화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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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모든 대학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우수한 교수의 존재가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
으로 청화대학의 야오치즈 교수는 중국 정부가 천인계획을 통해 영입한 사람
이다. 야오치즈 교수에게는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그는 현재까지 청화대학에서 컴퓨터과학실험실인 야
오반을 설립한 데 이어 인공지능반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자정보
학과를 설립하였다. 이처럼 한 명의 출중한 교수가 프런티어로서 대학의 인공
지능 기술혁신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AI+X’의 원칙에 입각해 대학별로 특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화대학은 인공지능의 전 분야에 걸쳐 전인미답의 무인지경에 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과학기술대학은 ‘AI+유뇌지능’,
‘AI+음성인식’, ‘AI+정서로봇’ 등의 3개 분야에 특화하여 관련 분야의 새로
운 기업들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대학이나 절강대학은 클라
우드 및 데이터 분야에 특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천대학은 ‘AI+의료’,
‘AI+공학’, ‘AI+법률’ 등의 분야에 특화하고 있고, 심천대학은 AI+제조 분야
에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인공지능 관련 학문과 산업의 발전에 결
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인재양성
및 영입 전략인 만인계획과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개별 대
학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중국 정부는 지방의 시·성들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분야에 세계 최고의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넷째, 대학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공지능 창업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에는 중창공간이 설치되어 창쿼
창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창업 교육을 통해 이질적 학생들
사이의 협력과 연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인공지능 분야 창업대학들의 성공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
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인공지능 분야 창업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기
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굴
되고 있지만 중견기업 또는 유니콘으로 성장한 경우를 살펴보면 모두 연구개
발에 기초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클라
우드 브레인의 장번위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만 19년 동안 기술력을 축적했다.
다른 기업들도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창업을 선도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의 신기술 기업을 창출하려면 단기적 투자나 모방에 그쳐서는
성공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은 반드시 융합적인 분야 개척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AI+X’는 단순히 학문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데서도 적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
학들은 인공지능과 인식기술, 인공지능과 의료, 인공지능과 법률, 인공지능과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융합산업체들을 양산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인공지능 신생기업들의 성공에서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아이플라이텍
의 성공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전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는 중국과학기술대학에 음성인식 관련 실험실을
설치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플라이텍의 창업에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끌
어모으는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넷째, 중국의 바이두나 텐센트 등의 인터넷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인터넷 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개시하여 관련 분야에 커다란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각국의 인터넷 기술은 중
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두에 이어 텐센트도 ‘AI+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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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새롭게 뛰어들어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저발전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
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내륙에 위치한 성도의 사천대학
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발전 지역에 속한 지방대학이었다. 그러나 최근
‘AI+공학’, ‘AI+의료’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여 시즈메드라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 및 창쿼 창
업 성공 사례들의 시사점에 근거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대학생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범정부 차원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중국은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교육부의 ‘대학 인공지능 혁
신 행동계획’, 그리고 중국 교육부 등의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국무원의 쌍창 정책 등
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초·
중·고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화함과 동시에 대학에서도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의 핵심 방향은 인공지능을 여러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AI+X’ 인재를 대규모로 양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명문 대학에 입학을 하여
인공지능 분야를 공부하고자 해도 코딩 공부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
국 학생들이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마스터한 기초학습을 대학에 입학해서
뒤늦게 진행하려다 보니 재미가 없고, 쉽게 접근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
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려면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을 조기에

도입하고 실행하여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자신의 인공지능 역량을 자신
만의 신기술 축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산업체 수요에 입각한 ‘AI+X’ 융복합인재의 양성

중국 정부와 대학, 그리고 산업체들의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기본 방향은
‘AI+X’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이나 교육부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등에서는 인공지능과 여타 학
문 분야와의 융·복합을 위한 ‘AI+X’ 복합전공 육성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
축하는 데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과 배치를 전면
조정하여 2020년까지 ‘AI+X’ 복합특화전공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
기하고, 실제로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인공지능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 관련 학과들과의 교차융합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 교육부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만이 아니라
지역 연구기관, 산업체 등 다주체가 공동으로 인재양성 메커니즘을 완비해 나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을 강화하
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 산업체의 최신 수요와 성과에 근거한 인재양성 개혁
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산업체들의 새로운 요구에 근거한
신공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모두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산업
체 수요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적 기업들은 관련 분야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판
교의 신기술 업체 대표들은 “데이터도 많고 분석할 장비도 살 수 있는데, 정
작 데이터를 이해하고 가공·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부족하다”면서 산업
체 수요를 반영하는 인재양성을 요구했다.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는 사실이다. 즉, 인공지능 기술을 습득하여 그것을 여타 학문 분야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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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AI+X’ 인재는 바로 인공지능 기술
을 활용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인재를 가리
킨다. 따라서 인공지능학과를 설립했다고 해서 곧바로 ‘AI+X’ 인재가 양성되
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은 다른 기술이나 산업들과 융합되거나 응용되어야 시너지 효과
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엑셀이나 한글 프로그램처럼 범
용 기술이 되어 누구나 실생활 또는 업무에서 모르면 안 되는 기술이므로 이
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법학 전공자나 역사학 전공자, 의학 전
공자 등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공지능 커뮤니티 구축

중국 교육부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이 지
역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의 인재육성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분야
산학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 산업과 기술 발전의 최신 성
과에 의거한 인재양성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공과대학’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산학연
연맹, 교육·훈련 및 연구를 아우르는 지역공유형 인재양성 실행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분야 교사 및 강사에 대한 훈련, 산학연 협력 등 공학 능력 훈련 플
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대학 교수와 산업체 인재의 쌍방향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대학에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설립하며, 인공지능연구
원 또는 인공지능 교차연구센터 건립을 장려하여 과학교육 결합, 산교융합(产
教融合)과 협력에 입각한 인재양성 모델 혁신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분야 혁

신창업 인재를 다층적으로 양성하며, 대학들이 인공지능 관련 학과 학생 정원을

안정적으로 증원하여 인공지능 분야 인재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 교육부가 지역공유형 인재양성 실행 플랫폼 구축을 주문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역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인공지능 역량이 부족한 경우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전체 차원에서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전략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인공지능 인재양성에 있
어서 중요하게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제대로 배우면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 지방대학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수많은 지방대학들이 심각한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면 인공지능 시
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
고 지역사회 내의 인공지능 분야 신기술 기업, 연구기관 등과 힘을 합쳐 인공
지능 교육을 위한 공동체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에 인재양성을 추진해 나가
야 한다.

라. 국내·외 우수 교수의 영입 및 활용도 제고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모든 대학의 사
례에서 공통적으로 우수한 교수의 존재가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은 앞을 다투어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있
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학생들을 가르칠 전문가 또는 교수인력이 절대 부족
하다는 사실이다. 대학 인공지능 분야 교수가 되려면 최소한 인공지능 관련
논문 1편 이상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인공지능대학원의 경우
에도 교수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양성 중인 석·박사 연구인력도 그 규모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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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는 아직 국가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고, 대학의
교육체계 구축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학 인공지
능 교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현재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는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인력을 시급히 확충하는
일이다. 실리콘밸리 등에 나가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국내로 초빙하기 위한
한국판 천인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

마. 쉽고 재미있는 방식의 인공지능 교육

중국에서 인공지능 교육은 청소년기에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최고 기업들을 창업한 프런티어들은 인공지능을
게임처럼 즐기면서 배워 일가를 이루어냈다. 거기다가 수많은 친구들과의 유
대관계 등을 통해 집단적 지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
과정도 실전 위주로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 컴퓨터학과나 소프트웨어학과 등에서
는 코딩을 재미없고 어렵게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결과 상당수
의 학생들이 코딩을 포기하는 경우조차 발생하고 있다. 대학에 들어와서 뒤늦
게 코딩교육을 비롯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이수하다 보니 어렵고 재미없게 느
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가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우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강사들을 육성하고, 이들에
대한 대우를 파격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코딩 등 프로그래밍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민족이 융성할 수
있다. 10년, 20년 후의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국
민을 보유한 나라일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뒤떨어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면 더 앞선 나라의 기술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과 중국 등 인공

지능 선진국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
인공지능 교육을 쉽고 재미있는 교과목으로 만들어 보편교육을 통해 모든 학
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바. 인공지능 창업 생태계의 구축 및 내실화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쌍창 정책을 필
두로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 내외에 중창공간 또는 창쿼공
간을 집중 배치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
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 등 혁신창업의 실패에 따른 부담을 중국 정부와 대
규모 엑셀러레이터들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학생을 비롯한 혁신창업가들은 전통 산업 분야의 창업보다 컴퓨터 프로
그래밍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에
실패해도 오히려 다음의 도전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즉 중국에서 혁신창업 생태계가 굳건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혁신창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창업 플랫폼이 바로 중창공간(众创空間)
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창업 분야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정부의 창업 지원금은 2조 8,26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신용보증
기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추경예산 중 창업자금을 포함할 경우 20조 원
을 상회할 정도이다(양현봉 외, 2018). 이처럼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분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생 스타트업은 여
전히 탄생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공지능 등 혁신 분야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
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개별 기업 살포식 지
원 방식은 조만간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창쿼(創客) 창업 정책 연구

재정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교육과 연계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대학 내·외에 집단적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한국형 창작공간(Maker Space)을 구축하여 청년들이 창업 활동을 통
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희망
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탄탄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
하고 성공의 롤모델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
원만이 아니라 민간 벤처캐피탈 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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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3. 연구 범위와 한계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중국 정부는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2030년까지 인공지능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 선두로 도약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동 계획은 3단계의 목표와 6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6대 과제 중 제1과제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최선두의 기초이론과 핵심 공통 기
술, 혁신 플랫폼, 고급인재대오 등을 강화 배치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인공지능 고급인재의 집중 양성”이 포함되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
시되었다(国发〔2017〕35号).
구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인재와 팀의 육성, ‘인공지능
(AI)+X’(이하 ‘AI+X’) 복합전공 모델의 형성,1) 첨단 인공지능 인재의 영입,
인공지능 분야 일류 학과 및 전공의 신설, 인공지능 석·박사 정원 확대
등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国发〔2017〕35号).
그리고 2018년 중국 교육부에서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구
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高等学校人工智
能创新行动计划)을 발표하였다. 동 행동계획은 대학 인공지능 분야 과학

기술 혁신체계의 최적화와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체계 보완을 핵심 목
표로 설정하여 ‘AI+X’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教技
〔2018〕3号).
여기서 더 나아가 중국 교육부와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등은 2020년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

1) ‘AI+X’는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가장 핵심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AI+X’ 모델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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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일류 대학과 세계 일류
학과를 건설하려는 쌍일류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
하고 있다(“双一流”建设高校要这样加快人工智能领域研究生培养, 2020).
이상과 같은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들이 본격 추진된 결과
2019년 5월 24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보고
2019’(中国新一代人工智能发展报告2019)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30여
개 대학이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75개 대학이 자체적으로 89개
의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대학들은
인공지능과 여타 학문의 교차융합을 위한 ‘AI+X’ 모델을 추진하는 등 인
공지능을 대학 학문 전 분야와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인
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2015년 양회에서 제
시된 ‘대중창업, 만중창신’(双创) 방침에 따라 대학 내·외에 중창공간(众
创空間)을 설치하여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창업을 촉진하

고 있다(国务院, 国发〔2015〕32号). 그 결과 북경 중관촌, 심천 등 중국
전역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신기술혁명을 선도하는 창쿼(創客, Maker)가
대규모로 활동하는 등 대학생들의 창업 활동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신산업체를 창출하고 그
영향력을 극대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
책과 창쿼 창업 정책이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중국
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과 현장 사례들을 탐색하고, 창쿼 창업
실태들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굴기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굴기를 위한 대학 인재양성 정책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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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함으로써 학령인구의 급감,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의 부진,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교육 확산 등 각종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의 대학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고, 더 나아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해 나
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창쿼 창업 정책이 어떠한 방
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대학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어떻
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추진 필요성과 연구 목적,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 정책과 관련된 논의
들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은 ‘AI+X’를 지향하는 방향
으로 쌍일류를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대학 창업 교
육은 쌍창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용어들
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인재양성 정
책, 그리고 창업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학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정
책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제시되었는데,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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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
기서는 이들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 대
해 살펴봄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창쿼 창업 정
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 대학들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및 실태에 대해 분석
하였다. 여기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청화대학, 중국
과학기술대학, 북경대학, 절강대학, 사천대학, 심천대학 등의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대학들 중 인공지능과 관련된 창쿼 창업 분야에
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준 청화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 북경대학, 절강
대학, 사천대학, 심천대학 등의 성공 사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다. 중
국 대학생들의 창업 열기는 2015년 양회에서 국무원의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중창신’을 주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리커창 총리는 동 보
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
을 만드는 다수의 창쿼(Maker)들과 만나 비용이 거의 안 드는 새로운 청
년 창업 모델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
취하였다. 그 결과 대학을 중심으로 수많은 중창공간 또는 창쿼공간이 설
립되고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 및 창쿼
창업 성공 사례들의 시사점에 근거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대학생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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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창쿼 창업 정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정부 자료 및 바이두(百度百
科) 검색 자료 등 문헌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 전문가 서면조사, 중국 대학의 인공지능 및 창업 사례 분
석, 세미나 개최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그림 1-1

연구 진행 흐름도

문헌 분석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관련 자료 분석
중국 정부의 창쿼 창업 정책 자료 분석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 정책의 시사점 도출

↓

전문가 자문회의

중국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 관련 국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 관련 전문가 조사

↓

중국 대학의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 사례, 창업
성공 사례 분석

중국 주요 대학의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 사례 분석
중국 주요 대학의 인공지능 창업 성공 사례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각종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 및 시사점 도출

↓

정책 제언

중국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과 결부한 한국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 확대 방안
중국 대학의 창업 교육과 연계한 한국 대학의 창업 교육 혁신 방안

↓

세미나 개최

세미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성과 확산

1) 현지 연구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로 추진
이 연구는 국내 연구진을 중심으로 중국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한 분을 공동연구진으로 초빙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국내 연구
진 중 외부 공동연구진은 중국 상해에서 20여 년 이상 파견근무를 경험

26 ❙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창쿼(創客) 창업 정책 연구

한 창업 교육 전문가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중국 출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 대학들의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 현황에 대한 구
체적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2) 문헌 분석
중국 정부의 각종 정책 자료와 지침 등은 중국 정부의 홈페이지. 그리
고 중국의 인터넷 검색엔진 중 자료와 내용이 가장 풍부한 바이두
(https://baike.baidu.com) 검색 등을 활용하여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에 반영하였다.

3) 전문가 자문회의
이 연구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 지속됨에 따라 예정된 중국 출장을
취소하고, 이를 전문가 원고 및 의견 수렴 등으로 대체하였다. 아울러 중
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 교육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중국 대학들의 인
공지능 및 창업 교육 관련 실태를 파악하였고,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실행하였다.

4)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 창업 성공 사례 서면조사
여기서는 중국의 청화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 북경대학, 절강대학, 사
천대학, 심천대학 등의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 사례, 그리고 이들 대학의
창업 성공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들 사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해당 대학
의 홈페이지나 바이두 검색만이 아니라 현지 대학 내·외의 전문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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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서면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 선정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앞선 대학들을 모두 망라하였고,
심천대학은 인공지능 교육이 다소 뒤처지지만 인공지능 제조 분야 창업
에서 우세를 보여 사례에 포함시켰다. 여기서는 북경 등 중국 동해안의
대도시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의 거점대학들이 어떠한 방
식으로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게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해 국내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풍부한 시사점을 얻
고자 하였다.

5) 세미나 개최
이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적 의견 수렴 및 성과 확산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국내 대학에
서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3. 연구 범위와 한계
가. 연구 범위
이 연구는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한 창쿼 창업 정책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여타 대학 관련 정책들은 이 연
구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창업 관련 정책은 인공지능과 결부된 창쿼
(Maker) 창업에 한정하였다. 창쿼 창업은 일반적 창업과 달리 컴퓨터 프
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관련 창업만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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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심천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도시들에서는 창쿼 박람회(Maker
Faire)가 개최되고 있는데, 동 박람회에는 일반적인 창업 아이템들은 거
의 출시되지 않고, 인공지능, IoT, 로봇 등 최신 기술 제품이 주종을 이
루고 있다. 따라서 박람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많은 제품들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두이노 보드 등에 담겨져 있을 뿐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창업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중국 대학들의 인공지능 교육은 청화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
북경대학, 절강대학, 사천대학, 심천대학 등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에서
가장 앞선 대학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삼았다. 여기에 중국 내륙 지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 사천대학의 사례를 추가하였다. 이들 대학 모
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분야 창쿼 창업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청화대학
은 인공지능 분야 및 창쿼 창업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중국과학기술대학도 인공지능의 핵심 분야인
음성인식, 안면인식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선두의 창업가들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심천대학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심천에 위치한 국립대
학으로 제조업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기술 창업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학이다. 그리고 절강대학은 인공지능 분야의 신기
술 창업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사천대학은 북경, 상해, 심천,
광동 등 중국의 일선(一线) 도시 다음의 신일선(新一线) 도시 중 가장 앞
선 성도(成都)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이다.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이들 대학은 모두 지방대학들이다. 따라서
중국의 지방대학들에서 창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 등 신기술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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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어디
서나 누구나 커다란 비용 부담 없이 신기술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
템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창쿼 창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
어 중국의 신기술 전반에 대한 교육이나 창업은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
서 중국 전체의 산업적 발전이나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불균형 등의 여러
문제점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다. 그 결과 중국 전체의 발전 수준은 고
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농 간, 동서 간 지역 불균형이 심각
한 상황이다.
아울러 창쿼의 개념은 미국의 메이커(Maker)를 본떠서 만든 용어이므
로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인공지능 분야의 프로그래머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원래 메이커는 미국의 MIT 대학을 중심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
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공예품, IT 하드웨어 제조업자 등
새로운 것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여기서
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분야에서 창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협의의 개념으로 한정하였다.
끝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 현지 방문이 무산됨에 따라 보다 풍부
한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는 현지 전문가들
과의 이메일 인터뷰 등을 통해 최대한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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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X’와 창쿼 창업의 개념 정의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인공적으로 만들
어진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2)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
려면 사람이 세계를 학습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계를 학습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가 인간의 오감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각종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는 각종 멀티센서 등
을 활용하여 사물을 포함한 만물들을 감지할 수 있고, 각종 컴퓨터 비전
을 통해 사물을 분별할 수 있으며, 음성인식을 통해 사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기계가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도 개발 중에 있다.
이처럼 컴퓨터로 하여금 각종 사물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처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인지, 추론 등을 통해 스
스로 결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중국에서는
천지개벽하는 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으로 인해 세계가
놀라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출현과 발전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쟁에 있어 새로
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특히 세계적 주도권 쟁탈전에서 전통적인 물
량생산이나 수출 등이 아니라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 경쟁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2) 인공지능 분야 최고 전문가인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빅은 인공지능을 사고와 행동, 인간적 또는 합리적이
라는 두 가지 범주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완전한 의미의 마음을 가진 인간적 사고를 하는
기계, 둘째, 인지와 추론,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 사고를 가진 기계, 셋째, 사람이 지능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인간적 행위를 하는 기계, 넷째, 계산 지능을 갖춘 합리적 행위를 하는 지능 에이전트 등이 바로 그것이다
(Russell & Norvi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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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내재된 기술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경쟁은 결국 교육전쟁으로 연
결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기초 코딩의 연령을 유치원 단계로까지 낮추고 있
으며, 일부 특수한 영재만이 아니라 보편교육으로 인공지능을 교육하고
있다. 중국은 바로 유치원생과 전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
능을 교육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이다. 중국은 2001년부터 종합실천활동
을 통해 초·중·고 코딩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2018년에는 유치원, 초·
중·고, 직업교육 등 5단계에 걸쳐 33권의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박동 외, 2020).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통해 대
학에서도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침으로 제시하였
다. 동 지침은 중국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 대
학이 중국 정부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화대학, 북경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 등과 같은 중국
최고의 명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도 중국 정부의 지침을 수용하고 있다
(国务院, 国发〔2017〕35号).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에서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하여 제시
된 개념이 바로 ‘AI+X’ 모델이다. ‘AI+X’는 인공지능과 여타 학문과의
교차융합을 통해 인공지능을 모든 학문 분야 또는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국 대학들의 인공지능 연구소에 소프트웨
어 공학자만이 아니라 심리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법학자 등
사회과학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AI+X’가 인공지능 경쟁에서
핵심을 차지한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에서는 학제 간 탐색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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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과 신경과학, 유뇌과학, 인지과학, 양자과학,
의학, 심리학, 수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법학 등 기초학문들과의
교차융합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AI+X’ 모델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학과들의 개편 또는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대학이 인공지능
전문교육 콘텐츠를 더욱 확장하도록 고무하여 인공지능과 수학, 컴퓨터
과학, 생물학, 물리학, 의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법학 등 전공교육의
융합을 통해 ‘AI+X’ 복합전공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형성하도
록 하고 있는 것이다(国务院, 国发〔2017〕35号).
중국 교육부는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상의 ‘AI+X’ 모델
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
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대학 학과 배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인
공지능과 컴퓨터, 제어, 양자, 인지신경과학을 비롯해 심리학, 수학, 경제
학, 사회학, 법학 등 관련 학과의 교차융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教技〔2018〕3号). 즉 X에 대학의 모든 학과가 망라되도록 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규정에 따른다면 인공지능은 단순히 여러
학문 분야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와 융합되어야 할 핵심 학문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행동계획에서는 대학이 컴퓨터 관련 학과를 설치하고자 할 때
에는 반드시 인공지능학과를 지향해야 하며, 기존이든 신설이든 인공지
능 분야 일류 학과를 건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세계
일류 대학, 세계 일류 학과 등 ‘쌍일류’(双一流)를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教技〔2018〕3号).
중국 대학이 쌍일류를 건설하는 데서 핵심은 인공지능 분야 관련 학과
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관련 교차학과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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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학생들의 흥미와 사회적 수요를 잘 결합하여 ‘새로운 공과대학’
을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컴퓨터, 수학, 제어, 통계학, 생물학, 물리학, 심
리학, 법학, 사회학 등 학과 전공교육의 교차융합을 중시해 ‘AI+X’의 인
재양성 모델을 탐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컴퓨터 전공의 지능 과학과
기술, 데이터과학과 빅데이터 기술 등의 전공에 대해 조정과 통합을 장려
하고, 국가와 지역 산업 수요에 비추어 인공지능 관련 전공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행동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100개의 ‘AI+X’ 복
합특화전공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教技〔2018〕3号).
끝으로,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는 ‘쌍일류’ 대학 건설과 인공지능 기술의 심화,
기초 분야 인재와 ‘AI+X’ 복합인재의 양립을 병용하는 시스템을 확립하
며, 융합학과 건설과 인재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양성 수준을 높여 세계 과학기술 첨단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教研〔2020〕4号).
이에 따라 수요지향과 응용 프로그램 구동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는
데,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핵심 산업 분야에 적용·융합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인공지능 기술을 각종 산업·업종에 적용하여 핵심 기술과 혁신
방법을 확대하며, 이러한 산업 수요에 입각해 인공지능 관련 학과들의 리
모델링을 실현하여 인공지능의 응용을 촉진하는 ‘AI+X’라는 복합발전 모
형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초점은 모든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 ‘AI+X’ 모델의 산업 분야 응용을 위해 중국 정부는 대학
과 산업체들에 대해 다학과 교차의 기초이론,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설계 등의 방향을 총괄하는 산교융합(产教融合) 혁신 플랫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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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기지 구축을 독려하고 있다. 여기서 산교융합은 인공지능 분야
에서의 산학융합을 가리킨다.
산교융합과 더불어 인공지능과 기초과학, 정보과학, 의학, 철학, 사회
과학 등 관련 학과의 융합을 심화하고, 인공지능의 주요 지식체계와 학제
간 지식체계를 보완해 새로운 학과의 돌파구와 특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教研〔2020〕4号).
정리하면 ‘AI+X’ 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자연과학은 물론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함과 동시에 산업체와 대
학 사이의 융합을 촉진하여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려는 대학 발전 전략이자 산업 발전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창쿼 창업은 2015년 국무원의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
중창신’(쌍창)을 주창하면서 중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
밍에 기초한 새로운 개념의 창업 방식을 가리킨다. 북경의 중관촌,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심천을 비롯한 창업 혁신도시들에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 혁신창업 모델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国务院, 国发〔2015〕32号).
쌍창은 혁신창업이 소수의 전문가나 자본가가 아니라 누구나 비용 부
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국 정부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이다. 만일 중국 정부가 대졸자 등의 취업을 정책 목표로 삼았더라면
체제 불안의 위협이 매우 고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취업에 실패한 대졸
자들은 모두 정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창업의 경우 정부는 인프라를 제공해 주고, 성공과 실패의 부담은
모두 개인이 져야 한다. 창쿼 개인들은 정부나 기업들이 제공하는 공간에
입주하여 자신의 시간을 투여해 창업 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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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해 주므로 실패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반감이 거의
없다. 중국이 창업국가로 거듭나면서 자신감을 표출하는 이유도 바로 여
기에 있다.
중국 국무원은 대중창업(大众创业)의 가운데 두 자를 본떠서 전국의
모든 대학에 중창공간(众创空間)을 설치하여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
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도 각종 창쿼공간(創客空間)
을 확충하여 창쿼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중창공간과 창쿼공간은 동
일한 역할을 하는데, 절강대학의 경우 학교 내에는 중창공간을 설치하고
학교 밖에는 창쿼공간을 설치하고 있다.
쌍창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교육에 입각한 혁신창업을 지향한다. 물론
쌍창에는 전통적 창업도 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는 혁신창업이 대
부분을 차지한다(国务院, 国发〔2015〕32号). 중국 정부는 쌍창이 성공할
수 있는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혁신창업의 롤모델
이 창출되면서 빠른 속도로 창업국가로 발돋움하였다.
창쿼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리즈후이(2018: 28~29)는 “창쿼는 IT기
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 제조업자, 창업자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영어 메
이커(Maker)의 중국식 표현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창쿼는 미국의
메이커 개념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메이커는 3D 프린터나 심지
어 공구를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개념적인 구분이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창쿼를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창쿼는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코딩하여 프로그
래밍함으로써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
지능 관련 제품을 만드는 사람으로 한정하도록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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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동차 수리, 건축가, IT제품 생산자 등도 모두 메이커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결과 전통 제조업자와 메이커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파생
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성인 중 57.0%가 자신을 메이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도 제출된 바 있다(Atmel Team, 2014. 9.).
이 연구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이나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분야의 지능형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창쿼로 정의하도록 할 것
이다. 즉, 광의의 창쿼보다 협의의 범주에서 창쿼라는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야만 현재 중국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신기술혁명에 대한 보다 정밀한 이해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
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 많은 지역들에서 다양한 신기술, 특히 ‘인터넷+’를 비롯한 혁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첨단 분야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고 있
다. 특히 대학생들은 창업 비전을 갖지 못한 경우 결혼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중국의 고대 시대에 관중과 자공 등은 상가사상(商家思想)을 실천하여
부국강병의 전범을 보여준 바 있다. 사마천은 『사기』 화식열전에서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 환공을 첫 번째 패자의 반열에 오르게 한 관중의 부국
강병 정책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바야흐로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등 신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가사상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다.

2. 대학 인공지능 및 창쿼 창업 관련 논의
가.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관련 논의
지능(intelligence)이 우리의 뇌가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예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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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새로운 상황 속에서 효과적이고 안전
하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할 수 있는 기계, 즉 지능적인 실체를
실제로 구축하는 것을 가리킨다(Russell & Norvig, 2021: 1). 즉 인공지
능은 인간을 모델링한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조영임, 2020)로서, 농업,
의료, 금융,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결합해 산업 생산성 개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발
생시킬 수 있다(장효성, 2019).
이러한 인공지능의 잠재성으로 인해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 분
야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데이터혁신센
터(Center for Data Innovation)가 발표한 2019년 미국, EU, 중국의
인공지능 역량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인재(talent), 연구(research), 개
발(development), 하드웨어(hardware) 등 총 4개 지표에서 1위, 중국
은 도입(adoption), 데이터(data) 등 2개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전체적 측면에서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가
지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 역량이 크게 향상되면서 미·중 간 격
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Daniel & Michael, 2021).
중국은 코로나 사태를 경유하면서 전통 제조업 국가에서 디지털 국가
로 전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할 것으
로 예측된다. 실제로 2020년 학술지 게재 인공지능 논문 인용 실적에서
중국은 인용 점유율 20.7%를 차지하여 19.8%에 머무른 미국을 누르고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 인공지
능 논문의 인용 수는 연구의 질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중국이 인공지능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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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세계 1위로 도약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시장과 빅데이터,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인공지능 지원 정책에 근
간을 둔다(전보희, 2021).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관련 논의가 중앙정
부의 국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정책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인재양성은 정부 주도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국무
원의 리커창 총리는 인공지능 및 창업 관련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수많
은 창쿼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논의를 거치고 나서 2015년 리커창 총리는 인공지능을 경제구
조 전환을 선도할 기술로 지목하였고, 이후 전통 제조산업에서 인공지능
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다방면으로 모색하였다(장효성, 2019). 그리
고 2017년 7월 중국 국무원은 산자이 문화3)와 같이 모방에서 시작된 제
조 중심의 문화에서 경제의 질적인 도약과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국
으로 발전하기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산업으로 공식화하고 혁신 시스템
구축, 스마트 경제 확립, 스마트 커뮤니티 건설, 군민 융합 강화, 스마트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에 필요한 주요 항목 도출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
하면서 203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 세계 1위를 목표로 삼고 있다(전보희,
2021).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인공지능 혁신창업이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이론, 핵심 알고리즘, 핵심 설비,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 등 원천

3) 기존 제품을 모방하여 싼 가격에 판매하는 가짜 제품, 짝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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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영역에서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며, 중국의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이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생태계나 산업 연결고리를 형성하지 못
하였고, 인공지능 분야의 고급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훨씬 못 미친다고 평
가했다(박광영·권성호·조희련, 2021). 이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의
후속 조치로 중국의 교육부, 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에서 교육 및 산업
분야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중국은 조만간 인공지능 전 분야에서 세계 1위 자리에 오르기 위해 고
급 인공지능 인재 훈련 및 확보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송지환·이중엽·
서영희·김한성, 2021). 정부 주도의 교육과정 신설을 통해 인공지능 생
태계 조성과 중장기적인 대규모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을 실행하고 있
는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분야 세계 수준의 해외 학자, 기업가, 전문
기술인재, 경영인재 등 핵심 인재를 확보함과 동시에 교육과정에 인공지
능 관련 과목을 개설하거나 인공지능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있다(전보희, 2021).
대표적인 핵심 인재 영입 제도로서 천인계획(千人计划)이 있고, 인재
양성계획으로는 만인계획(万人计划) 등이 있다. 천인계획은 해외 고급인
재 영입계획으로 중앙정부가 3년간 100만~300만 달러의 연구비와 50만
위안의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분야별 해외 핵심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사
업이고, 만인계획은 국내에 있는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특별한 지원을 제
공하며, 이를 통해 혁신형 국가 발전을 위한 고급 혁신창업인재를 육성하
는 제도이다(김동화, 2018; 박동 외, 2020).
한편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을 통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인공지능 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방안이 제시되
었다. 세부적으로 대학 학과목 개선, 전문 역량 제고, 강의교재 개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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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촉진, 보편교육 확대,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이 있다(송지환·이
중엽·서영희·김한성, 2021). 또한 중·미 대학 인공지능인재양성연맹 출
범계획을 포함한 글로벌 대학 인공지능 인재 양성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양국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수행하면서 교육 교류 증진을 통해 5년
내 인공지능 교수 500명, 학생 5,000명을 육성할 계획으로 실시되었다
(장효성, 2019).
중국 대학은 아래의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정부의 주도하
에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해 학제 간 탐색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 대학에서는 인공지능과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등 모든 학문 분야
와의 교차융합을 중시하고 있다. 대학 인공지능 교육 관련 최대의 화두는
융합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이 인공지능 전문교육 콘텐츠를 확장하도록
인공지능과 여타 전공교육의 융합을 통해 ‘AI+X’ 복합형 전공 모델의 구
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박광영·권성호·조희련, 2021). 이렇듯 인공
지능은 여러 학문 중 한 분야이지만 모든 학문 분야와 융합되어야만 하는
중핵 학문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표 2-1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의 변화

일자

기관

정책 명칭

2017. 7.

국무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2018. 4.

교육부

∙ 대학 인공지능 분야 과학기술 혁신체계 최적화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체계 보완
∙ 대학 인공지능 분야 과학기술 성과전환 및 시범적용

2019. 3.

교육부

2018년도 일반대학교 학부
전공 준비와 심사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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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내용
∙ ‘AI+X’ 융합인재 양성 추진
∙ 수준 높은 인공지능 혁신인재와 팀 육성
∙ 인공지능 분야 1등급 학과 건설 및 고급인재 유치

∙ 일반대학 학부 전공 중 35개의 인공지능학과 설치 자격 인증

표 2-1

계속

일자

기관

정책 명칭

중요 내용

2020. 1

교육부,
발개위,
재정부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 융합 ∙ 쌍일류 대학 건설과 인공지능의 심화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양성 ∙ 기초이론 인재와 AI+X 복합형 인재양성 병용 시스템 구축
촉진에 관한 의견
∙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 양성 수준 제고

2020. 3

교육부

2019년도 일반대학 학부 전공
∙ 일반대학의 180개 인공지능 전공 개설 승인
준비 및 심사 결과 통지

자료: 国务院关于印发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通知(国发〔2017〕35号); 敎育部高等学校人工智能创新行动计划(教技〔2018〕3 号;
教育部关于公布2018年度普通高等学校本科专业备案和审批结果的通知, 教高函〔2019〕7号; 教育部 国家发展改革委 财
政部印发《关于“双一流”建设高校促进学科融合 加快人工智能领域研究生培养的若干意见》的通知,教研〔2020〕4号; 教育
部关于公布2019年度普通高等学校本科专业备案和审批结果的通知, 教高函〔2020〕2号

한편 2016년 11월 교육부가 공포한 고등교육기관 13‧5 과학 및 기술
발전계획에 따르면, 복수(혹은 다수) 지도교수제를 도입함으로써 산업과
대학이 연합하여 정보기술과 교육학습을 융합하고 교육정보화 응용을 강
화하여 혁신교실 모델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화, 2018). 또한
대학 내에 공동 창업공간을 구축하여 대학생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학 내 저원가, 간편화, 개방형의 공동 창업공간과 혁신 공동체
를 구축하여 혁신창업 비용과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었다(김동화, 2018).
이렇듯 중국은 인공지능 주도권 선점을 위해 인공지능 인재 확보 및
양성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X’를 통해 인공지능이 전 학문 분야에 적용되어 융합교육을 통한 융
합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 혁신창업 지원은 융합교육
을 통해 혁신적인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산업화하는 밑거름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리하면 중국에서는 대학에서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
성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다양한 산업에 인공지능을 적용
하여 새로운 창업 모델을 구축하는 창쿼 창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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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쿼 창업 관련 논의
1) 창쿼의 태동과 특성
중국의 창쿼는 미국의 메이커와 사회문화적 특징이 다르지만 혁신적
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신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리즈후이(2018)는 창
쿼가 영어 메이커의 중국식 표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미
국의 메이커의 탄생과 성장을 확인하여, 중국의 창쿼가 미국의 메이커로
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고, 중국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성장하게 되었는지
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메이커는 미국의 차고문화와 실리콘밸리 문화, DIY 문화, 해커문화 등
이 결합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개인의 만들기 문화에 신기술이 활용되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면서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언규,
2017). 이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활용 측면에서 클라우스 슈밥(Schwab,
2016)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또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
제체제와 사회구조 전체를 급속도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먼저, 미국에서 메이커의 정의를 살펴보면 크리스 앤더슨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취미 DIY족이면서도 제조기업가를 메이커라고 하였다
(크리스 앤더슨, 2013). 이를 이어받아 마크 해치(2014)는 발명가, 공예
가 등 제작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기술을 응용해서 만들기를 하는 사람이
라고 하였다. 또한 메이커를 순수하게 창의적 활동을 즐기고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타인과 자원을 공유하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칭
하기도 한다(언규, 2017).
그리고 메이커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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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는 메이커 활동에 필요한 도구와 장소를 제공하며, 메이커들이 정
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원활한 커뮤니티 환경을 지원한다(서진원·최종인,
2019). 메이커 스페이스는 개별 지역에서 팹랩, 테크숍, 해커 스페이스,
팹카페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에 약 1,400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서진원·최종인, 2019).
메이커 스페이스의 기원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인 닐
거쉔필드의 팹랩(Fablab)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팹랩은 제작실험실
(Fabrication Laboratory)의 줄임말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디지털 기술
기반 장비들(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컴퓨터 등)을 구비한 제작공간으로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제작경험을 통한 가치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
형 제작 플랫폼이다(Gershenfeld, 2008).
최초의 팹랩은 닐 거쉔필드가 전미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자금을 지원받아 교내의 프로젝트에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창안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권향원·
우창빈, 2019). 이후 효과를 인정받아 2003년 국가과학재단(NSF)으로부터
약 7만 달러의 후원을 받아 보스턴 시내에 CBA(MIT’s Center for Bits
& Atoms) 팹랩을 설치·운영하였다(서진원·최종인, 2019).
메이커 스페이스의 다른 형태로는 테크숍(Techshop), 해커 스페이스
(hacker space) 등이 있다. 테크숍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민간 주도의
메이커 스페이스 프랜차이즈이다(Vance, 2012). 테크숍은 최초의 공장
공유 모델이면서 제조창업자 창작공간으로 실리콘밸리 최초의 하드웨어
스타트업 플랫폼이었다(서진원·최종인, 2019). 테크숍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 공간을 활용하여 창업할 경우 창업 비용이 과거 소요 비용의 2%만
들이고도 창업이 가능했다고 한다(마크 해치, 2014). 한편 해커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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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창작공간과 장비를 대중에게 개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인 경
우가 많다(서진원·최종인, 2019).
메이커들은 자신이 만든 창작품들을 보여줄 기회가 필요하다. 이를 메
이커 박람회(Maker Faire)라고 부르며 자신이 만든 창작품 혹은 발명 프
로젝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공유하는 행사이다. 첫 메이커 박람
회는 2006년 샌프란시스코만안 지역에서 개최되었다(박동 외, 2016).
2014년 6월 미국 정부는 백악관에서 메이커 박람회를 개최하여 메이
커의 가치를 인정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을 메이커의 날로 선포하
였다(박영숙, 2015).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야 하며, 이는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술로서 구현
해 내는 창작가를 통해서 실현되기에 이들을 적극 응원하며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박영숙, 2015). 이렇듯 미국의 메이커는 개인의 취미와 관심
사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제작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와 기술의 발전 그리고 시장의 수요와 정부의 지원이 결합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에 반해 메이커는 중국 사회에 유입된 후 다른 발전 궤도를 밟아 나
갔다. 중국의 메이커인 창쿼를 전파한 사람은 해외 경험이 있고, 디지털
기술과 도구를 적용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었다(언규, 2017). 또한 시기
적으로 중국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기술혁신에 대한 인식
이 강화되고, 2000년 이후 정부 주도하에 창조경제 혁신을 바탕으로 젊
은 IT기술자들이 해외 유명 디지털 기기들을 빠르게 모방하여 제작하는
‘산자이 문화(山寨文化)’가 확산되었다(언규, 2017). 인터넷 환경이 개방
화되고, 혁신적인 생산 도구 활용 및 개인화된 소비 트렌드 등 창쿼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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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 거대한 중국 국내 시장 수요가 더해져 창쿼 활
동의 활성화가 가속되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창쿼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중국 남부의 심
천이다. 심천에서는 매년 글로벌 창쿼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전 세
계의 창쿼들이 집결하여 기술력을 겨루고, 실제 기술구매자들과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이곳에 전시된 대부분의 제품이 아두이노 보
드에 프로그래밍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물건들은
전시되지 않으며,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잘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창쿼들을 위한 창쿼공간 또는 중창공간이 확산된 것은 중국 리
커창 총리가 전 인민이 창업, 창조 및 혁신 활동에 동참하도록 ʻ대중창업·
만중창신(大众创业，万众创新)ʼ을 제창하면서부터이다. 이를 통해 대중
창업지원 플랫폼 중창공간(众创空间), 6대 창업지원 정책, 스타트업 클러
스터 중관촌 등 국가 경제의 혁신과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창업 생태계
가 조성되었다(김윤정 외, 2016).
중국의 급성장한 창쿼의 환경은 미국의 메이커 환경과 다르지 않았지
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의 혁신화를 위한 창쿼문화를 유도했고, 기존
의 산자이 문화와 결합하여 창의적이거나 독창적인 특성보다는 모방적인
특성이 강해 혁신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이루어졌다(언규,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하에 창쿼는 제품 개발과 창업으로 직접
연계하여 빠르게 성장했다(서진원·최종인, 2019).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인프라, 실패가 용인되는 창업 문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장려
정책과 다양한 창쿼의 성공 롤모델4)이 탄생하면서 수많은 중국의 청년들
이 창업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김윤정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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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은 창업 경험이 있는 직원을 선호하기 때문
에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
다(국제무역연구원, 2019). 대학생 창업 의향을 묻는 설문에 중국 대학생
들은 89.8%, 한국 대학생들은 17.4%가 창업에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
한 결과(국제무역연구원, 2019)로 보아 중국 정부의 창쿼 산업화 및 활성
화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창쿼 육성 전략은 정부와 민간의 교육과 창업지원으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육부는 ‘전국 대학 졸업생 취업과 창
업에 관한 통지’를 통해 재학생 창업휴학제, 창업 전문교과과정 개설, 기
업가들의 창업 멘토링, 창업 관련 경연대회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하고 창업정신 교육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김윤정 외, 2016; 국
제무역연구원, 2019). 또한 대학 졸업생 자체 창업증을 발급하여 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 부가세 등 세금을 연 8천 위안 이내로 3년간 면
제해 주는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김윤정 외, 2016).
대학을 포함한 창업지원기관들은 학생 창업자들이 창업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 창업자는 창업지원기관의 주관하에
기업,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또는 동문펀드 등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북경대학 교우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북대창투기금, 창업
DNA기금을 조성한 청화X-lab 등이 있다. 청화X-lab은 2014~2017년
약 3년간 31개 분야 6.49억 위안(약 1조 천억 원)의 투자금을 조성하였다
(국제무역연구원, 2019).

4) 마윈의 알리바바를 필두로 중국 전역에서 창쿼 창업의 성공 사례가 발굴되었고, 이를 롤모델로 삼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창쿼공간에서 창업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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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에서는 메이커 박람회와 유사한 개념인 창업경진대회가 있
다. 학생 창업자들은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지원기구가 개최하는 데모데
이 행사를 통해 투자자를 만날 수 있다. 청화X-lab이 주관하는 교장배
창업경진대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간 누적 투자유치 금액
이 약 9.2억 위안(약 1조 5천억 원)에 이르며 심사위원 12명 중 1명을
제외한 11명이 투자회사 대표 또는 기업창업가로 구성되어 있다(국제무
역연구원, 2019).
한편 국가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인터넷 산업융합 혁신 중관촌 시범 프
로젝트(2015~2020년)를 인터넷 플러스 전략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을 지
원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인터넷 플러스 전략은 빅데이터,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지능통신망 등을 제조업과 결합해 창업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김윤정 외, 2016).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기업들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신생
창업 기업에 투자하면서 선순환의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창쿼
+계획을 발표한 알리바바의 자회사 아리원(阿里雲)은 젠펀드(Zhenfund)
등 투자회사와 공동으로 100억 위안 규모의 창업자금 지원 플랫폼을 구
축하고, 텐센트와 레노버 등도 창업센터 개소 등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
하고 있다(오종혁·김흥원, 2015).
특히 중국의 기업은 중창공간(众创空间) 또는 창쿼공간(众客空间)을
설립하여 자사와 맞는 분야의 스타트업을 양성하여 산업 영역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창쿼공간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개인 창업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혁신과 창업, 인큐베이터와 투자를 결합하여 원가가 저렴하고
편리하며 모든 요소가 오픈된 형태의 종합적인 서비스 플랫폼이다(유영신,
2017). 중관촌이나 심천 등 중국 전역에는 신기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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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수많은 창쿼공간이 존재한다. 창쿼공
간은 인공지능과 무관한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창쿼공간을 활용하는 사람 중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초
점을 맞추고자 한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창업의 경우 제조업 창업과 달리 기술적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초기 창업기에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컴퓨터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
는 분야의 관련 제품을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서도 구현해낼 수 있는 것
이다. 더구나 창쿼공간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
를 거의 다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창업에 따른 공간(공장) 등에 소요되
는 비용이 거의 없고,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그것에 대한 평
가를 통해 다양한 벤처캐피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천에서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창업 등을 지원하
는 인큐베이터(창쿼공간)에 들어가서 창업에 성공하면 인큐베이터들이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대신 기술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원을 받는다. 결국 창업자는 능력만 되면 자신의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는 수많은 시행착오 등 시간이 소요된다. 과거 제조업 창업이 주를 이룰
때에는 시간만이 아니라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했다. 그런데 창쿼공간에
들어가면 과거보다 창업 비용이 매우 저렴해진다.
대표적인 창쿼공간을 마련한 텐센트는 2017년 기준 베이징, 심천 등
중국의 주요 도시 28곳에 34개의 창쿼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이징
중관촌 센터에서는 인공지능 중심의 창업 환경을 만들었다(이슬기, 2018).
바이두도 상주(常州), 영파(寧波) 등 10여 개 도시에 바이두 혁신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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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였으며, 바이두가 가진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
및 기업 지원 서비스에 노력하고 있다(이슬기, 2018).

다. 창쿼 창업의 생태계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창쿼창업은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하
는 경우가 많다. 높은 정보기술 수준을 활용할 수 있는 장비와 장소가 마
련되고, 이를 관련 산업화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전문경영자와 투자자를
연계시켜 주는 것이 창쿼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창쿼 창
업의 생태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2-1]과 같다.
첫째, 창업 방식과 위험 부담의 측면에서 기존 창업 방식은 공장 시설
이나 장비 등 많은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창업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위험 부담이 큰 창업은 아
무리 창업 교육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 실패해도 개인이나 법인 등
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2-1

중국의 창쿼 창업 생태계 개념도

공간 및 도구 활용의
접근성 용이
·중국전역에 중창공간 설립

다양한
투자 받을 기회
·창업경진대회
·데모데이 행사
·정부창업지원기금

창쿼 창업
생태계
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전문적 지원
· 린 스타트업(Lean Start up)
· 창업멘토의 컨설팅
·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자료: 연구진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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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창쿼 창업은 창업자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기술력에 기
초하고, 창업경진대회나 데모데이 행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창
업 아이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받기 때문에 창업
시 커다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창쿼 창업에 대한 적
극적인 지원도 있어 투자금을 확보할 기회가 다양하다. 그리고 설령 실패
한다 하더라도 실패 자체가 새로운 경험적 자산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둘째,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심천, 그리고 북경 중관촌 등을 비
롯한 각종 창업 혁신도시들에서는 수많은 정부 지원 또는 기업 지원의 창
쿼공간들이 있다. 이들 공간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청년 창업자들은 장소와 각종
장비의 사용을 통해 개인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창업 활동에 몰입하
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학 내 창업 전문 교과과정 개설, 창업 멘토링 등으
로 창업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무상으로 창업공간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끝으로, 창쿼공간 창업에서는 창쿼가 만든 제품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적 지원이 제공된다. 창쿼공간에서 다양한 멘토와 동료들의
조언을 통해서 제품을 상품화하기에 적절하게 개발할 뿐만 아니라 창쿼
의 아이디어에 투자하고자 하는 엑셀러레이터(창업촉진자)의 지원을 받
을 수도 있다. 또한 공장 간 클러스터와 오픈소스를 활용한 린 스타트업
(Lean Stratup) 방식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과 시간을 줄여 시제품을 제
작해 시장의 반응을 반영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사용
하고 있다(김보경, 2016).
현재 중국에서 인공지능은 학술적 수준을 넘어 사회 전 분야의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52 ❙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창쿼(創客) 창업 정책 연구

에서는 차세대 인공지능을 지능 교육, 지능 제조, 지능 의료, 지능 금융,
지능 도시, 지능 농업, 지능 국방5) 등 산업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인공
지능 기술을 융합·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인공
지능 기술은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역량으로 간주
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교육은 인공지능 그 자체를 이해하는 교육과 인공지능에 기
반한 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철현, 2020). 중국에서는 2018년에
유·초·중·고, 직업교육 등 전 생애에 걸친 33권의 인공지능 교과서를 편
찬하여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초·중·고
컴퓨터 기술 관련 교육이 실시된 것은 2001년 초·중·고 정보기술교육을
통해서부터이다(박동 외, 2020).
물론 일부 대학에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정보과학 및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 대표적으로 북경대학은 1986년 정보과학센터를 설립
하였고, 1988년에는 인공지능 분야 최초의 중점실험실을 설립하였으며, 이
를 기반으로 2003년 중국 최초로 ‘지능과학기술’ 학부 전공을 설립하였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21세기를 좌우할 핵심 기술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인공지능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인공지능이 신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에서는 대학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고급인재를 양
성하고 신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5) 중국은 미래의 전쟁이 지능화 무기장비와 그에 따른 작전 방법에 기초한 지능화전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지능화전쟁’과 관련한 논의로는 이상국(202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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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공지능 교육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는가 하면 인공지능과 여타 학문과의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는 논의
도 활성화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
운 창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창쿼(Maker) 창업 논의도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창쿼 창업이 기존 창업과 비교해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
째, 창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즉,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활
용한 창업의 경우 기존 창업과 달리 거대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지 않아
도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없다. 단지 시간이
소요될 뿐이다. 물론 시간도 소중한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컴
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창업자가 창업 활동에 시간을 투여하면 할
수록 더 우수한 창업 아이템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거기
에 투여된 시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림 2-2

인공지능 시대의 창업 패러다임 변화
기존 창업
· 시설·장비 구축, 공장설비 운영 등

비용의 개인 책임부담

창쿼 창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역량에 기초
· 실패도 경험자산으로 인정

· 실패시 파산 등 커다란 리스크
· 설비를 투자·운영하는자본 중심

· AI를 활용하는 개인 또는 팀

· 공장과 자본 등 중심

· 창의적 아이디어 등 S/W역량

· R&D 혹은 개인 아이디어

· 개인 또는 팀차원의 문제해결

· 개인(개별적 창조성)

· 창쿼 개인 또는 팀
(집단적 창조성)

· 금융자본 지원 등 개인 부채 중심

· 정부나 기업 등의 중창공간 지원 및
창업자금 지원

자료: 연구진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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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패는 수많은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 실패자가 곧
바로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소중한 다음 단계의 창업가로 존
중받게 되는 것이다([그림 2-2] 참조). 창쿼 창업은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
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치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과 위험이 매우 작은
새로운 창업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심천 등을 비롯한 각종 창업 혁신도시들
에서는 수많은 정부 지원 또는 기업 지원의 창쿼공간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들 공간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활
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청년 창쿼들은 개인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창업 활동에 몰입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공간을 활
용하거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입증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심천의 경우 창쿼공간을 제공받으려면 1~2백 대 1의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둘째, 창업 활동은 과거와 같이 거대 자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는 개인 또는 팀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이루어
진다. 학생들이나 청년 창업가들이 창쿼공간에 입주할 경우 최첨단의 시
설을 갖춘 공간을 제공받으며, 기술평가 등을 통해 매월 창업 활동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대신 창쿼 창업이 성공하는 경우 이들은 지원을
제공한 기업 또는 정부와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상호 거래를 한다.
셋째, 창쿼 창업은 소수의 개인보다 최소 3인 이상이 팀이 되어 창업
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공지능 등 컴퓨터 기술로 무장한 청년
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집단적 창조성(Collective Creativity)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짧은 기간 내에 창쿼 창업의 롤모델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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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지 않고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창업 생
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그림 2-3]은 중
국의 대학 창쿼 창업의 실제 흐름도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2-3

중국의 대학 창쿼 창업의 실제 흐름도

대학
AI 교육 및
창쿼창업 교육
(창쿼 마인드셋,
창쿼운동 등)

대학 내
창쿼

창쿼 창업
장비 및 공간 제공
(중창공간 등)

AI 기술 사업화

시장

시장진출
창업자금
(정부 등 지원)

팀 프로젝트 수행

기술의 시장성
평가

혁신적 팀 형성

AI활용 마케팅

지능제조
지능금융
등

AI
신기업
창업

(collective Creativity)

자료: 연구진이 작성

중국의 대학들 중 다수는 학과에 관계없이 쌍창교육을 실시한다. 대중
창업이라는 기치 아래 다수의 대학생들이 창업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창업 교육은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마인드셋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한·중·일 대학(원)
생의 창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6.1%만이 향후 진로로
창업을 선택한 반면 중국은 40.8%가 창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2015. 10.).
이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중국 대학생들보다 도전정신이 낮아서가 아
니라 중국의 창업을 위한 인프라와 생태계가 그만큼 우수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연구진이 2015년 말 중국의 심천과 항주 등을 방문해서 청년
창업 실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심천은 창쿼들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56 ❙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창쿼(創客) 창업 정책 연구

정도로 창업 열기가 높았다. 창쿼들을 위한 대학과 정부의 지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창쿼들
은 잘 갖추어진 창업 생태계를 활용하여 커다란 위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서도 창업 전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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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정책 분석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
치며 체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교육부 등의 정책이 대학의 자율
적 인공지능 교육에 강제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정
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으로서 커다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첫째,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정책은 2017년 국무원의 ‘차세대 인
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2017. 7.)을 통해 그 대강이
제시되었다. 중국의 대학들은 그 이전에도 인공지능 관련 학과들을 설치
하고 운영해 왔으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이 발표되면서 중국 전역의
모든 대학들은 ‘AI+X’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둘째, 중국 교육부는 2018년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으로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高等学校人
工智能创新行动计划, 2018. 4.)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은 대학 학

과목의 개편,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이루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국
가로의 발돋움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
계획의 핵심은 ‘AI+X’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초·중·고에서 인공
지능을 위한 기초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전공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 기술과의 융합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등은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
표하여 중국의 대학들을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견인하려는 계획을 추진
하고 있다. 여기서 쌍일류(双一流)는 세계 일류 대학, 세계 일류 학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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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는 것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이수진,
2018).
여기서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대학 인공지능 교육의 실체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할 것이
다. 중국 대학 인공지능 교육 정책과 관련된 자료는 중국 정부의 홈페이
지 등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분석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이하 ‘계획’)은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하여 가장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발
전계획이다(国发〔2017〕35号). 동 계획에서는 2020년, 2025년, 2030년
등 3단계에 걸쳐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전
략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이하 ‘계획’)
중 대학의 인재양성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동 ‘계획’의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계획’은 중국 국무원이 2017년 7월 8일 인공지능 발전의 중대한 전
략적 기회를 선점하고,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제
정하여 발포한 국가 전략이다. ‘계획’은 크게 ① 인공지능 관련 환경 변화
에 대해 평가하는 전략태세 ② 지도사상, 기본원칙, 전략목표, 총체적인
배치 등으로 구성된 총체요구 ③ 중점 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国发
〔2017〕35号).
먼저, 전략태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의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즉 모바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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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슈퍼 컴퓨팅, 센싱 네트워크, 유뇌과학 등 신기술 이론과 경제
사회 발전의 강력한 요구 속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딥러닝,
크로스오버 융합(跨界融合), 인간과 기계의 협력 시너지(人机协同), 집단적
지혜의 개방(群智开放), 자율제어(自主操控) 등의 새로운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国发〔2017〕35号).
그리고 빅데이터를 구동한 지식학습, 멀티미디어 시너지 처리, 휴머노
이드 시너지 지능증강, 집단집적 지능, 자율적 지능 시스템 등이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이고, 유뇌과학 연구 성과에 의해 계발된 유뇌지능형 스토리
지 개발, 칩화, 하드웨어화, 플랫폼화 추세의 가속화 등 인공지능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평가한다.
둘째, 인공지능이 국가 간 경쟁의 새로운 초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国发〔2017〕35号). 미래의 전략적 기술을 이끌어갈 인공지능
은 이미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안보를 수호
하기 위한 중대 전략으로 삼고, 인공지능 발전 국가 계획과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핵심 기술, 전문인력, 표준규범 등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들이 새로운 국제 과학기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셋째, 인공지능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인공
지능은 새로운 산업변혁의 핵심 구동력으로서 새로운 강력한 성장엔진을
창출하며, 생산·교환·분배·소비 등 경제활동의 여러 단계를 재구성하고,
거시·미시 분야까지 지능화된 새로운 수요를 형성하며, 신기술·신제품·
신산업·신모델을 창출하고, 경제구조의 중대한 변혁을 일으키며, 인류의
생산 및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심도 있게 변화시켜 생산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한다(国发〔2017〕3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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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인공지능은 새로운 사회 건설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중국
은 현재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会) 건설의 결정적 단계에 있으며,
인구 고령화, 자원 환경의 제약 등의 도전 속에서 인공지능은 교육, 의료,
노후, 환경보호, 도시 운영, 사법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
되어 공공서비스의 정확화 수준을 크게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国发〔2017〕35号).
다섯째, 인공지능 발전의 불확실성은 새로운 도전을 불러온다. 인공지
능은 고용구조 변화, 법과 사회윤리 충격, 프라이버시 침해, 국제관계 준칙
도전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복적 기술로 정부 관리, 경제
안보와 사회 안정, 나아가 글로벌 경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国发〔2017〕35号).

표 3-1

중국의 정부 차원 인공지능 정책의 발전 추이

연도

정책 발표

핵심 내용

2015. 6.

인공지능 중점 발전 목표
(将人工智能列为重点发展目标)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설정함

2016. 3.

‘십삼오’(2016~2020) 인공지능 기술 돌파
제안(‘十三五’提出突破人工智能技术)

국무원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십삼오’
계획요강에 인공지능 개념이 포함됨

2016. 4.

‘로봇산업 발전계획’ 인공지능 중점 연구 제안
(‘机器人产业发展规划’提出重点研究人工智能)

인공지능, 로봇 딥러닝 등 기반 프런티어 기술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

2016. 5.

‘인터넷+’ AI 3년 행동실시 방안
(‘互联网+’人工智能三年行动实施方案)

2018년까지 인프라 구축, 혁신 플랫폼, 산업
시스템, 인공지능 인프라 표준화 등

2016. 7.

‘십삼오’(2016~2020)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
(‘十三五’国家科技创新规划)

융합, 그린 브로드밴드, 보안 지능을 범용하는
차세대 정보기술을 대대적으로 발전

2017. 3.

‘정부업무보고’ 인공지능 최초 기록
(‘政府工作报告’首次写入人工智能)

인공지능 등 기술개발과 전환을 가속화하며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

2017. 7.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발표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出台)

2030년까지 인공지능 전 분야 세계 1위

자료: 중국 디지털 기업정보 미디어 <이웍스>, https://www.e-works.net.cn/report/201710ai/ai.html 등을 참조하여 연구진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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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은 위의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5년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설정한 이후 꾸준히 준비되었
고,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 처음 제시된 이후 그해 7월에 체계적 보고
서가 발표되었다. 중국은 그동안 스마트 제조 등 국가 중점 연구개발계획
을 수립하고, ‘‘인터넷+’ AI 3년 행동실시방안’ 등을 제시해 과학기술 연
구개발, 응용 보급, 산업 발전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수년간의 축
적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냈다. 그 결과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 논문 피인용 지수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하였으며, 국제 과
학기술 논문 발표량과 발명특허 라이선스 양은 세계 2위에 올랐다(국제
무역통상연구원, 2021).
특히 아이플라이텍, 광시테크, 센스타임 등의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는
것처럼 음성인식,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 세계 선두주자로 부상하였다. 아
울러 자기주도학습 적응, 직관 감지, 통합 추리, 하이브리드 지능, 집단지
능 등의 분야에서도 중요한 능력을 갖추었다. 또한 중국어 정보처리, 스
마트 모니터링, 생체 특징 인식,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등
이 실용화되어 인공지능 혁신창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1위 중견기업들
이 성장을 가속화하며 국제적으로 큰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다. 축적을
가속화한 기술력과 엄청난 데이터 자원, 거대한 응용 수요, 개방된 시장
환경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중국 인공지능 발전의 독특한 강점을 형성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의 인공지능 전체 발전 수준은 미국과 격차가 존재
하는데, 특히 원천 성과와 기초이론, 핵심 알고리즘 등에서 선두로 부상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창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전문인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인공지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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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2017년 7월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
표하여 2030년까지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지도사상, 전략
목표, 중점 임무와 보장 조치를 제시하고, 인공지능 발전의 선두적 우위를
구축하며, 혁신형 국가와 세계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지도사상, 기본원칙과 전략목표, 총체적인 배치 등으로 구
성된 총체요구의 내용을 개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은 지능 경제 발전, 지능 사회 건설,
국가안보 유지, 지식, 기술, 산업 등의 상호작용 융합과 인재, 제도, 문화
가 상호 지탱하는 생태계 구축, 벤처 도전에 의한 미래 대비, 인류의 지
속 가능한 발전 중심의 지능화 추진, 사회 생산력, 종합적인 국력과 국가
경쟁력 강화, 혁신적인 국가 및 세계 과학기술강국 건설 가속화, ‘두 개의
백년(兩個一百年)’ 분투 목표와 중국몽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버
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国发〔2017〕35号).6)
둘째, 이러한 중국 사회의 발전 목표를 위해 과학기술 선도 원칙, 프로
젝트, 기지, 인재 등의 체계적 배치의 원칙, 시장 주도의 원칙, 오픈소스
개방의 원칙 등 4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은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
획하였다(国发〔2017〕35号).
1단계인 2020년까지 인공지능의 총체적 기술과 응용이 세계 선진 수
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산업이 새로운 경제 성장점으로 부상하고,
인공지능 기술 응용이 민생 개선의 새로운 통로가 돼 혁신형 국가대열 진

6) 두 개의 100년은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49년 건국 100주년을 가리킨다. 중국은 2021년까지 전
면적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고, 2049년 건국 100주년에 세계 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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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목표를 위해 분투한다.
2단계인 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초이론을 실현할 수 있는 중대한 돌
파가 이루어지고 일부 기술과 응용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며, 인공지
능이 중국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경제변형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되어 지
능 사회 건설을 활발히 진전시킨다.
3단계인 2030년까지 인공지능 이론·기술·응용이 총체적으로 세계 최
고 수준에 도달하여 세계 주요 인공지능혁신센터를 이룩한다. 지능 경제,
지능 사회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면서 혁신형 국가의 상위권과 경제강국
으로 발돋움할 중요 토대를 마련한다(<표 3-2> 참조).
표 3-2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상의 3단계 발전 목표

단계

핵심적 정책 목표

1단계
2020년까지

- 차세대 인공지능 기초이론과 핵심 기술의 중대한 진전
- 인공지능 모델링 방법, 핵심 부품, 프리미엄 디바이스 및 기반 SW 등에서 랜드마크 성과 달성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세계 1위권에 진입. 인공지능 기술표준-서비스체계-산업 생태계의 초보단
계를 이루고, 글로벌 선도 인공지능 중견기업 육성, 인공지능 핵심 산업의 규모가 1500억 이상,
관련 산업 1조 위안 이상
- 인공지능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중점 분야에서 혁신적 응용을 본격화하며, 수준 높은 인재 대열과
혁신 팀을 구축하고, 일부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 규범과 정책 법규를 초보적으로 수립

2단계
2025년까지

- 차세대 인공지능 이론과 기술체계가 초보적으로 구축되고, 자체 학습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 돌파
구를 마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
- 인공지능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최고 첨단 수준에 진입. 차세대 인공지능을 지능 제조, 지능
의료, 스마트 도시, 지능 농업, 국방 건설 등의 분야에 응용. AI 핵심 산업 규모가 4000억 원을 넘어
관련 산업 규모를 5조 원 이상
- AI 법규와 윤리규범, 정책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해 AI 안전 평가와 관리능력을 형성

3단계
2030년까지

- 성숙한 차세대 인공지능 이론과 기술체계를 형성. 뇌지능, 자체지능, 하이브리드 지능, 집단지능
등의 분야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이루어내 국제 AI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기술 고지를 차지
- AI 산업 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 도달. AI는 생산생활, 사회관리, 국방건설 전반에 걸쳐 응용의 폭과
깊이를 극대화하고 핵심 기술, 핵심 시스템, 플랫폼,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아우르는 완비 산업사
슬과 최첨단 산업군을 형성하며 AI 핵심 산업 규모가 1조 원을 넘어 관련 산업 규모를 10조 원 이상
-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양성 기지를 형성해 AI 법규와 윤리규범, 정책
체계를 더욱 완비

자료: 중국 국무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에 관한 통지” (국가발전, 2017년 35호.)
国务院关于印发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通知(国发〔2017〕3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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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총체적 배치를 위해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
신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원천 이론 기반 취약, 중대 제품 및 시스템
부재 등 중점 애로사항에 대해 차세대 인공지능 기초이론과 핵심 공통 기
술체계를 구축하고, 중대한 과학기술 혁신 기지를 건설하며, 인공지능의
첨단인재팀을 확대하고, 혁신 주체들의 협력활동을 촉진하며, 인공지능
의 지속적인 혁신 능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国发〔2017〕35号).
아울러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제품 응용, 산업 육성 등이 ‘3위 일체’가
되어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 특성과 추세에 맞게 혁신적
인 분야의 산업화 및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하고, 기술공급과 시장수요의
상호작용을 강화한다. 그리고 기술혁파로 분야 응용과 산업발전을 촉진
하며 응용 시범으로 기술과 시스템을 최적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경제, 사회 발전과 국가안보를 전면적으로 지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인공지능 기술 돌파로 국가 혁신 능력을 전
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세계 과학기술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것이다. 특
히 지능 산업 확대와 지능 경제 육성을 통해 경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성
장 주기를 창출하고, 지능 사회 건설로 민생복지 개선을 촉진하며, 인민
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구체화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국방력
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것이다(国发〔2017〕35号).
끝으로 동 ‘계획’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의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를 대학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3-3>과 같다. 이하에
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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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의 인재양성 분야 6대 중점 과제
과제

핵심 내용

1. 세계 최선두의 기초이론과 핵심 공통 기술,
혁신 플랫폼, 고급인재팀 등을 강화 배치

- 차세대 인공지능 기초이론체계 구축
- 기초이론 연구의 전진 배치
- 학제 간 탐색 연구(AI+X)의 전면 실시
- 차세대 인공지능의 핵심 공통 기술체계 구축
-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플랫폼의 통합 배치
- 인공지능 고급인재의 집중 양성

2. 최첨단, 고효율의 지능 경제 육성 및 인공지능
신산업 육성

-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인공지능을 각 산업 분야와
심도 있게 융합
- 데이터와 지식이 경제성장의 제1요소가 되고, 인간과 기계의 협력을
통한 생산과 서비스 활성화
- 인공지능 산업 클러스터 구축

3. 안전하고 편리한 지능 사회 건설 및 고효율의
지능 서비스 개발

- 인공지능을 활용해 공공안전 보장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적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의 공동 향유를 촉진

4. AI 분야 군민 융합 강화

- 인공지능 기술의 군민 쌍방향 전환의 촉진, 군민 혁신 자원의 공동
건설과 공동 향유

5. 고효율의 지능화된 인프라 체계 구축

- 네트워크, 빅데이터, 고효율 컴퓨팅 등 인프라 업그레이드

6. 기초이론과 공통 핵심 기술의 난관에 대한
대응 강화

- 현재와 미래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군 형성

자료: 중국 국무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에 관한 통지” (국가발전, 2017년 35호.)
国务院关于印发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通知(国发〔2017〕35号)

첫째,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최선두의 기초이론과 핵심 공통 기술, 혁신 플랫폼, 고급인재팀 등
을 강화 배치한다는 것이다(<표 3-3> 참조).
이를 위해 먼저, 차세대 인공지능 기초이론체계를 세우도록 하였다.
인공지능 기술 분야는 수많은 기초이론체계 위에서 기술을 응용할 수 있
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패러다임의 변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초연
구, 학문 간 교차융합을 촉진하여 인공지능의 지속적 발전과 깊이 있는
응용을 위한 기반을 갖추도록 하였다.
특히 응용에 필요한 기초이론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에 필요한 기초이론 연구들이 빅데이터 지능, 멀티미디어 감지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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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하이브리드 지능, 집단지능, 자율적 시너지 및 의사결정 등이다. 여
기서 빅데이터 지능 이론은 무감독 학습,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추리 등
의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하는 데 필수적인 분야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구동, 자연어 이해를 핵심으로 하는 인지 컴퓨팅 모델을 구축하여 빅데이
터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것
이다. 나머지 기술들도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다.
다음으로, 기초이론 연구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의 패러
다임 변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고급 기계학습, 양자 스마트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이론 연구를 실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고급 기계학
습 이론은 자기적응학습, 자기주도학습 등 강력한 일반화 능력을 갖춘 인
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청화대학은 최근 양자정보학과를 설립
하기도 하였다. 유뇌지능(类脑智能) 연구는 사람의 뇌를 탐구하여 사람처
럼 행동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학기술대학의 실험실에서 관련 분야 연구가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학제 간 연구를 전면화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과 인지과학, 양
자과학, 신경과학, 수학,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 관련 기초학과의 교
차융합(AI+X), 인공지능 알고리즘, 수학 기초이론 연구 강화, 인공지능
법 윤리 등에서 새로운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차세대 인공지능의 핵심 공통 기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알고리즘을 핵심으로 데이터
와 하드웨어에 기반하여 감지식별, 지식계산, 인지추리,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능력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기술체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플랫폼을 통합 배치하였다. 인공지능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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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 연구개발 응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에 기반한 대규모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형 공
유 도구를 만들어 산학연 협력의 혁신을 이루어낼 집단창조 플랫폼과 서
비스 환경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끝으로, 인공지능 고급인재의 양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인
공지능 분야는 고급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고급인재팀의
구축은 인공지능 발전의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인재양성과 유치를 결합
해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을 보완하고, 인재양성과 팀 구축을 강화하며,
특히 글로벌 최상급 인재와 청년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해 인공지능 인재
고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수준 높은 인공지능 혁신인재와 팀을 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발전 잠재력이 있는 인공지능 분야 지도자급 인재를 지원 및
양성하고, 인공지능 기초연구, 응용연구, 운영유지 등 전문 기술인력 양
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융·복합적 인재양성을 중시한다. 인공지능 이론, 방법, 기술,
제품 및 응용 등을 관통하는 수직적 복합형 인재와 “AI+” 경제, 사회, 관리,
표준, 법률 등을 장악할 수 있는 수평적 복합형 인재를 중점 양성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임무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인
공지능 분야 첨단인재들이 모여 인공지능 핵심 분야에서 수준 높은 혁신
팀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국내 혁신인재들 사이의 팀워크를 장려하고
선도하며 글로벌 최첨단 인공지능 연구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国发〔2017〕35号).
인공지능 인재양성만이 아니라 첨단인재 영입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 채널을 만들고, 특단의 정책을 시행하여,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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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의 고급인재를 정확하게 영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경인지, 기계학습,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등 세계 최첨단 과학자와 수
준 높은 혁신팀을 중점적으로 영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천인계
획은 해외 인재 영입 전략으로 추진되었는데, 인공지능 분야에서 프로젝
트 협력, 기술 자문 등으로 인공지능 인재를 유연하게 영입할 것을 권장
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 우수인재 중에서도 특히 우수 청년인재 영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인재양성 및 영입에 덧붙여 대학에서 많은 인공지능학과
를 신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 분야 학과 배치를 늘려 인공
지능 전공을 설립하고 인공지능 분야 일류 학과 건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
는 것이다. 아울러 대학에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석·박사 정원을 늘려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이 인공지능 전문교육 콘텐츠를 보다 확대하도록 지원하여
‘AI+X’ 복합전공 육성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형성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과 수학, 컴퓨터과학, 생물학, 물리학, 의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등 전
공교육의 교차융합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연구소·기업 등의 합작을 장려하여 공동으로 인공지능학
과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둘째, 최첨단, 고효율의 지능 경제를 육성하고 인공지능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며, 산업지능화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인공지능 혁신의 고지를
만든다는 것이다(<표 3-3> 참조).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중대 인공지능 산
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인공지능이 각 산업 분야와 심도 있게 융합해
데이터 구동, 휴머노이드 시너지, 교차 융합, 상생과 나눔의 지능 경제 형
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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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는 데이터와 지식이 경제성장의 제1요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인간과 기계의 협력을 통한 생산과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생태는 공유가 기본 특징이 될 것이며, 개인 맞춤형 생산
과 소비가 새로운 흐름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신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실물경제의 발전을 촉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핵심 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집적하고 사
업화 모델을 혁신하여 지능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인공지능 신산업 분야에
서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공
지능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위한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도와주는 중계 소프트웨어인 미들
웨어, 개발 도구 등 소프트웨어 개발, 그래픽 프로세서 등 핵심 하드웨어
구축, 이미지 인식, 음성인식, 기기 번역, 스마트 인터랙티브, 지식 처리,
의사결정 제어 등 스마트 시스템 솔루션을 연구하고 인공지능을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지능 사회를 건설하고 고효율의 지능 서비스를
발전시켜 사회관리의 지능화 수준을 높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공공안
전 보장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적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의 공동 향유를
촉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표 3-3> 참조).
넷째, 인공지능 분야 군민 융합 강화, 인공지능 기술의 군민 쌍방향 전
환의 촉진, 군민 혁신 자원의 공동 건설과 공동 향유를 하도록 해야 한다
는 것이다(<표 3-3> 참조)).
다섯째, 고효율의 지능화된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빅데이
터, 고효율 컴퓨팅 등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표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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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차세대 인공지능의 중대한 기초이론과 공통 핵심 기술의 어려
운 난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차세대 인공지능의 중대한 과학기술 프
로젝트를 핵심으로 하여 현재와 미래의 연구개발 임무 배치를 총괄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군을 형성하는 것이다(<표 3-3> 참조).
이상과 같은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제시함과 동시에 동 ‘계
획’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
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복합인재 양성을 우선시하면서 인재군을 형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분석
중국 교육부는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발표에 대한 통
지(国发〔2017〕35号)를 이행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 및 국제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
계획’(高等学校人工智能创新行动计划)을 발표하였다(教技〔2018〕3号). 동
‘계획’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AI+X’를 구체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동 행동계획은 크게 기본태세, 지도사상, 기본원칙, 주요 목표로 이루
어진 총체요구, 3개 부문의 18대 중점 과제, 정책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教技〔2018〕3号).
먼저, 총체요구에서는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과학적 돌파구를 이루어내고 있으며, 세상을 뒤바꿀 기술들을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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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에너지 창출을 가속화하며, 새로운 산업 시스템
을 만들어 나가는 등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 변혁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구동한 시각분석, 자연어 이해와 음성인식 등 인공지능의
기술 능력은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지능 대화 및
추천, 자율주행, 지능 웨어러블 기기, 언어 번역, 자동 내비게이션, 신경
제 예측 등이 실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이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 분야에 걸쳐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지능화된 새로운 요구, 신제품, 신기술, 신산업에 이르기까
지 인간의 생활방식과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사회 생산력의 전반적인 약
진을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혁신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지능 기
술을 활용한 인재양성 혁신, 교수학습 방법의 개혁, 네트워크화, 개성화
등 새로운 교육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
학은 과학기술 생산력 제고, 인적자원의 혁신, 혁신동력 확보 등 일대 변
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초이론과 자연어 이해, 컴퓨터 시각, 멀티미디
어, 로봇 등 핵심 기술의 연구 및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과 학문
발전에 있어 튼튼한 기초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 이제 대학은 기초연구,
학문 발전, 인재양성 등의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사회를 이끌어가고,
응용 및 기초연구 등의 분야에서 기술적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실물경제에 적용하여 새로운 지능 제품들을 양산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요약되는 것이 대학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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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학이 견지해야 할 4대 원칙으로 ① 혁신을 지속적으로 선도
하여 대학을 글로벌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의 중대 발원지로 만드는 것
② 인재양성, 학과 건설, 과학연구의 상호 융합을 촉진하는 과학교육의
융합 견지 ③ 대학과 지방정부, 기업, 과학연구소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
여 인공지능 분야의 과학기술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민생
개선 등 서비스 수요 견지 ④ 기초연구·인재양성에 있어서 대학의 강점과
학과의 종합적인 특성을 살려 민군융합을 추진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教技〔2018〕3号).
이에 따라 3단계의 발전 목표를 설정하였다(教技〔2018〕3号).
1단계로 2020년까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에 맞는 대학의 과학기술
혁신체계와 학과체계의 최적화 배치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대학의 차
세대 인공지능 기초이론과 핵심 기술 연구 등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
해 인재양성과 과학연구의 강점을 제고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폭넓게 활용
하도록 추진한다.
2단계로 2025년까지 대학은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에서 과학기술 혁
신 능력과 인재양성의 질을 향상시켜 국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창조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한다. 일부 이론 연구, 혁신기술과 응용 시범
은 세계 선두 수준에 도달하여 국내 산업의 향상, 경제전환, 지능 사회
건설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3단계로 2030년까지 대학이 세계 주요 인공지능혁신센터를 건설하는
핵심 역량과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을 이끌 인재의 고지가 돼 혁신형 국가의
선두대열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지원과 고급인재들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이상과 같은 상황인식과 목표하에 대학은 ① 대학 인공지능
분야 과학기술 혁신체계의 최적화 ②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체계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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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 인공지능 분야 과학기술 성과전환 및 시범적용 추진 등의 3개 영
역에서 18대 중점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표 3-4>
참조).

표 3-4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상의 18대 주요 과제
영역

주요 과제

대학 인공지능 분야
과학기술 혁신체계
최적화

1. 차세대 인공지능 기초이론 연구 강화
2.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 기술 혁신
3.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 기지 건설
4. 일류의 인재팀과 높은 수준의 혁신팀 건설
5. 첨단 과학기술 싱크탱크 강화
6. 국제학술교류와 협력 강화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체계 보완

7. 대학의 쌍일류 건설을 위한 완벽한 학과 배치
8. 일류 전공의 건설을 통해 ‘AI+X’ 인재양성 모델 탐색
9. 세계 일류 수준의 학부·대학원생 교재와 국가급 우수 온라인 개방 과정의 편찬
10. 인공지능 분야의 다주체 협동 인재양성 메커니즘 완비
11. 청소년과 사회 대중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보급교육 실시
12. 인공지능 분야 혁신창업(쌍창) 지원
1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혁신창업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확대

대학 인공지능 분야
과학기술 성과전환 및
시범적용 추진

14. 대학 인공지능 중점 분야의 응용을 위한 ‘AI+’ 실행
15.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교육 모델 탐색 등 지능 교육 발전을 추진
16. 민군 공유 인공지능 기술 혁신 기지 건설 등 민군융합 추진
17. 산학연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등 컨소시엄 건설과 자원 개방 및 공유
18. 대학 인공지능 분야 연구 성과를 토대로 지방과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

자료: 중국 교육부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高等学校人工智能创新行动计划(教技〔2018〕3号)

여기서 대학 인공지능 분야 과학기술 혁신체계 최적화 분야는 크게 인
공지능 기초이론 연구의 강화, 인공지능 핵심 관건 기술 연구 강화, 인공
지능 기술체계 구축 촉진, 인공지능 시너지 혁신과 전략 연구 강화 등으
로 축약할 수 있다. 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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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대학 인공지능 분야 과학기술 혁신체계 최적화’를 위한 개척적 혁신 분야 핵심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인공지능 기초이론
연구의 강화

- 자기주도학습, 직관적 인지, 통합적 추리 등의 방면에서 중대 진전 이룩
- 논리적 추론과 지식 구동,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등 인공지능 방법의 난점 돌파
- 해석적이고 데이터 의존도가 유연하며, 일반화 이전 능력이 뛰어난 인공지능 이론의 새로운
모델과 방법을 만들어 데이터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능력 형성

인공지능 핵심 관건
기술 연구 강화

- 지식 컴퓨팅, 미디어 분석 추리, 집단지능, 하이브리드 증강지능, 자체 무인 시스템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인공지능 전용 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간 시너지를 추진해 단말과 클라우드
간 시너지를 내는 인공지능 서비스 능력 형성

인공지능 기술체계
구축 촉진

- 뇌지능, 자체지능, 하이브리드 지능, 집단지능 등 핵심 기술에 더해 멀티미디어 추리력, 군지
(群智) 지능 분석 능력, 하이브리드 지능 증강 능력, 자체 운동체 수행 능력, 인간 기계 교호능력
향상
- 알고리즘을 핵심으로 데이터와 하드웨어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성숙한 인공지능 기술체계
구축

인공지능 시너지
혁신과 전략연구 강화

- 인공지능 기초이론, 다중공간안전, 지식서비스, 인터넷금융, 재해방지, 사회정밀관리, 건강
보장과 질병방호, 과학화 빈곤퇴치 등의 분야에서 시너지 혁신을 추진
- 수준 높은 인공지능 과학기술 싱크탱크 건설
- 중대한 과학기술 전략과 정책 연구 전개
-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이론적 뒷받침과 전략적 지도를 제공하는 등 사회 이슈에 대응

자료: 중국 교육부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高等学校人工智能创新行动计划(教技 〔2018〕 3号)

여기서 대학 인공지능 분야 과학기술 혁신체계 최적화를 위한 과제로
는 크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표 3-5> 참조).
첫째, 차세대 인공지능의 기초이론 연구를 강화한다. 인공지능의 중대
한 과학기술 최전선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인공지능, 유뇌과학, 인지
과학과 심리학 등의 영역에서 심도 있는 교차융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지능, 멀티미디어 감지 컴퓨팅, 혼합 증강지능, 집단지능, 자율적 시너지
및 최적화 의사결정, 고급 기계학습, 뇌지능 컴퓨팅과 양자 지능 컴퓨팅
등 기초이론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인공지능 패러다임 변혁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인공지능의 중대한 이론적 혁신의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 기술에 대한 혁신을 강화한다. 즉,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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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하드웨어, 시스템
등을 둘러싼 기계학습, 컴퓨터 시각, 지식컴퓨팅, 심도추리, 집단지성 컴
퓨팅(群智计算), 하이브리드 지능, 무인 시스템, 가상현실, 자연어 이해,
지능 칩 등의 기술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유뇌지능,
자체지능, 하이브리드 지능과 집단지능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만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체계를 형
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 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의 기초이론과 핵심 공통 기술, 그리고 공공지원 플랫폼 등
의 수요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지원 혁신 플랫폼으로는 교육부 프
런티어과학센터, 교육부 중점실험실, 교육부 엔지니어링연구센터 등이
있다. 아울러 중국 전역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학, 과학연구소,
기업 등 지역 혁신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 혁신센터를 건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도 국가실험실,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기술혁신센터,
국가공정연구센터, 국가중대과학기술기반시설 등 각종 국가급 혁신 기지
육성을 가속화하고, 대학에 신형 과학연구기구 건설을 장려하며, 학제 간
연구를 전개하는 것이다.
넷째, 일류의 인재팀과 수준 높은 혁신팀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대학
이 국제적 명성을 갖는 과학기술 인재, 과학기술 선도 인재를 양성 및 육
성하고, 인공지능, 유뇌과학과 인지과학 등 학제 간 교차혁신 집단과 혁
신적 연구 그룹을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국가 ‘천인계획’, ‘만인계획’,
‘장강학자장려계획’ 등 우수 청년 중견인력의 양성 및 유치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다섯째, 최첨단의 과학기술 싱크탱크를 건설한다. 대학의 학생이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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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공지능 분야 전략연구 기지 건설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적
극 장려하고 지원하며,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교육, 경제, 고용, 법률, 국
가안보 등 중대 이슈, 비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연구를 진행할 뿐만 아니
라 최고 수준의 과학 싱크탱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끝으로, 국제학술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대학들이 인공지능 분야인
‘111인지기지’(111引智基地)7)와 국제협력연합실험실을 신설하도록 지원
하고, 국제 대과학(大科學)계획과 대과학 프로젝트를 육성하며, 국제 저
명학자의 학과 건설 및 과학연구 참여를 가속화한다. 높은 수준의 인공지
능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국제학술기구의 중요 직책을 맡아 국
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며, 인공지능 관련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의 주도권과 중국 표준을 관철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체계의 보완을 위한 과제로는 모두
일곱 가지 중점 과제가 제시되었다. 인재양성 분야는 이 연구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과 배치를 완벽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만
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컴퓨터, 제어, 양자, 인지신경과학 등을 비롯해 수학,
경제학, 법학, 심리학, 사회학 등 관련 학과의 교차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이 컴퓨터과학 및 기술학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공
지능학과를 지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 분야 일류 학과 건설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인공지능 기초이론, 컴퓨터 시각 및 패턴 인식, 데이터
분석 및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지식공학, 지능 시스템 등 관련 방향을

7) 중국의 대학이 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 등 쌍일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대학 학과혁신인지계획’
(소위 111계획)은 2006년부터 중국 교육부와 국가외국전문가국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111계획’은 중국
대학의 쌍일류 육성을 위해 국제학과의 발전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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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쌍일류’(双一流) 대학 건
설을 위해 인공지능 분야 관련 학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교차학과
의 발전을 촉진해 나가고 있다(<표 3-4> 참조).
둘째, 일류 학부, 일류 전공, 일류 인재 등을 위한 인공지능 전공 설립
을 강화하도록 한다. 학생들의 흥미와 사회적 수요를 결부시켜 ‘신공학’
연구와 실천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컴퓨터, 제어, 수학,
통계학, 생물학, 물리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법학 등 다학과 교차융합
을 중시해 ‘AI+X’ 인재양성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컴퓨터 전
공의 지능 과학과 기술, 데이터 과학과 빅데이터 기술 등의 전공에 대해
서는 조정과 통합을 장려하고, 국가와 지역 산업 수요에 비추어 인공지능
관련 전공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표 3-4> 참조).
셋째, 인공지능 교재와 온라인 개방 과정, 특히 인공지능 기초, 기계학습,
신경망, 패턴 인식, 컴퓨터 시각, 지식공학, 자연어 처리 등 주요 과정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국제 일류 수준의 학부·대학원생 교재만이 아니
라 국가급 우수 온라인 개방 과정의 편찬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을 대학
컴퓨터 기초 교과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표 3-4> 참조).
넷째,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혁신 주
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인재양성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분야 산학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 산업과 기술 발전의 최신 성과
에 의거한 인재양성 개혁을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공과대학’ 설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학연 연맹, 교육·훈련 및
연구를 아우르는 지역공유형 인재양성 실행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분야
교사 및 강사에 대한 훈련, 산학연 협력 등 공학 능력 훈련 플랫폼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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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도모하고 있다(<표 3-4> 참조).
아울러 대학 교수와 산업체 인사의 쌍방향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대학에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설립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연구
원 또는 인공지능교차연구센터 건립을 장려하여 과학교육 결합, 산교융
합(产教融合)과 협력에 입각한 인재양성 모델 혁신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분야 혁신창업 인재를 다층적으로 양성하며, 대학들이 인공지능학과 학
생 정원을 안정적으로 늘려 인공지능 인재 수를 늘려 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대학의 인공지능 역량을 초·중·고 및 사회 대중들에게 확산시
키는 보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관련 수업 및 과학연구 자
원의 대외 개방, 청소년과 사회 대중을 위한 인공지능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과학기술 참여 활성화, 대학 교수의 초·중·고 인공지능 보급교육
및 관련 연구 참여 지원, 대학 비학력 계속교육훈련 중 인공지능 과정 설
치 등을 추진한다(<표 3-4> 참조).
여섯째, 대학은 혁신창업, 즉 쌍창을 지원해야 한다. 대학 과기원, 혁
신창업단지 등 인공지능 분야 혁신창업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대학 쌍창
시범원을 설치하며, 대학생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창업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인터넷+’ 대학생 혁신창업대회 중 인공지능 프로그램 설치,
전국청소년과기창업대회 추진, 전국 대학생 과외 학술과학기술작품경진
대회 활성화 등 다층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 과학기술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표 3-4> 참조).
끝으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인공지능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의 ‘실크로드’ 장학금
중 인공지능 분야 중국 유학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국가의 우수인재 양성 지원, 국내 학생의 인공지능 분야 우수국 유학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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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 인공지능 분야 유학 지원 확대, 국제 양질의 교육자원 다방면
활용, ‘유네스코 중국창업교육연맹’에 의한 인공지능 혁신창업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한다(<표 3-4> 참조).
이상과 같은 인재양성 전략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3-6>과
같다.

표 3-6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분야 핵심 내용
분야

인공지능 분야 학과
건설

주요 내용
- 컴퓨터과학과 기술학과에 인공지능 학과 방향을 설정
- 인공지능 학과 내용을 심도 있게 연구·확정
- 인공지능 학과체계를 보완해 인공지능 분야 일류 학과 설립을 추진하도록 지원
-

‘뉴 공과’ 추진 및 ‘인공지능+X’ 복합전공 육성 새 모델 형성
2020년까지 ‘인공지능+X’ 복합특화전공 100개 육성
중요한 방향의 교재-온라인 개방 과정 건설 추진
2020년까지 글로벌 일류 학부생-대학원생 교재 50권 제작
인공지능 분야 국가부품 온라인 개방 과정 50개 육성
직업대학 빅데이터, 정보관리 관련 전공에 인공지능 콘텐츠 추가해 인공지능 응용 분야
기술기능인력 양성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강화

-

인재양성과 혁신연구 기지의 융합 강화
인공지능 분야 다주체 협력 인재양성 메커니즘 완비
다양한 형태로 다층적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2020년까지 50개의 인공지능 아카데미·연구원·교차연구센터를 설립
대학이 정원 조정 등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을 늘리도록 유도

인공지능 다층 교육
시스템 구축

-

초·중·고 단계 인공지능 보급교육 도입,
전공학과 건설의 지속적인 보완
인공지능 전공교육·직업교육·대학기초교육을 아우르는 대학 교육시스템 구축
대학 관련 교육·연구자원 대외 개방 장려,
청소년과 사회 대중을 위한 인공지능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과학기술 활동 적극 참여

인공지능 분야 전공
설치 강화

자료: 중국 교육부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高等学校人工智能创新行动计划(教技 〔2018〕 3号)

끝으로, 대학의 인공지능 분야 과학기술 성과전환 및 시범적용 추진
분야로는 다섯 가지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대학의 인공지능
에 기반한 지능 교육, 지능 제조, 지능 도시, 지능 의료, 지능 농업, 지능
금융, 지능 사법과 국가안전 등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이전과 성과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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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응용 시범을 강화하는 등 ‘AI+’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책 조치로, ① 인공지능 과학기술혁신전략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조직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분야 교차학과 건설, 인재양성,
과학기술 혁신과 성과전환 응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②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여 인공지능 대학원생 모집을 늘리는 등 고급인재 양성 모델을
강화하며, 대학원생, 특히 박사과정 학생 양성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인공지능 혁신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고, ③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활용하여 대학들이 학제 간 탐색적 연구를 전개하도록 유도하며, 미래지
향적 기초연구, 선도적 원천 성과에 중대한 돌파를 실현하고, ④ 대학의
주요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홍보와 확산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教技〔2018〕3号).

다.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분석
중국 교육부와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등은 2020년 교연[2020] 4호
(关于“双一流”建设高校促进学科融合加快人工智能领域研究生培养的若干
意见 [教研〔2020〕4号])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일류 대학과 일

류 학과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각 성, 자치구, 직할시교육
청(교위), 발전계획위, 재정청(국) 관련 부서(단위)교육사(국), 관련 대학
등에 통지하였다. 여기서는 동 의견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분야 대학 고급인재 양성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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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은 인공지능이 새로운 과학기술혁명, 산업
대변화, 사회변혁 등을 선도하는 전략적 기술로서 향후 경제발전, 사회진
보, 국제정치경제 지형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창조성과 협력 정신을 갖춘 높은 수준의 인
재를 양성하고 결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인공지능
기초이론, 원천 알고리즘, 프리미엄 칩과 생태계 등에서 일정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학문 간 교차융합 심화와 인재양성 지향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무원이 제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빠르게 구체화하
기 위해서 ‘쌍일류’ 대학 건설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
해 세계 선진국 수준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인지경’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고급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
이다. 동 ‘의견’은 ① 지도사상, 기본원칙 등 총체적 요구사항 ② 고차원
적 인재대오 강화 ③ 수준 높은 발전 플랫폼 구축 ④ 고급인재 양성 메커
니즘과 모델의 혁신 ⑤ 대학에 대한 지원과 조직력 제고 등 다섯 가지 분
야로 나뉘어 있다(教研〔2020〕4号).
첫째, 총체적 요구사항에서는 우선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에서 제
시한 ‘쌍일류’ 대학 건설과 인공지능의 심화, 기초이론 인재와 ‘AI+X’ 복
합형 인재의 양립을 병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심도 있는 융합학과 건
설과 인재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양성 수준을 높여 중국을 세계 과학기술의 첨단 국가로 건설한다는 목표
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를 지향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구동한다는 원칙을 제시
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의 중대 이론과 실천 응용문제의 해결을 견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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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초이론 연구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과학기술 성과를
중점 산업 분야에 전환·응용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
업종에서 인공지능 응용을 지향함으로써 핵심 기술과 혁신 방법을 확대
하고, 인공지능 관련 학과들의 리모델링을 실현하여 ‘AI+X’라는 복합발
전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응용, 즉 인공지능의 사업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AI+X’인데, 이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여타 학문 분야를 융합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
서 모든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중국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러한 ‘AI+X’ 모델을 대학 내에 신속히 구축해 나가기 위해 중국 정부는
대학에 대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견인하고 다차원적인 지원을 수행하
고 있다(教研〔2020〕4号).
중국 정부는 대학 ‘AI+X’ 모델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체
들에 대해 다학과 교차의 기초이론,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설계 등의 방향을 총괄하는 산교융합(产教融合)의 혁신 플랫폼과 인재양
성 기지를 구축하도록 촉구하였다. 여기서 산교융합은 인공지능 분야에
서의 산학융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8) 중국 정부는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재정투입 및 정책지원을 강화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색
하고, 기업과 사회의 투입을 장려하는 등 재정자금, 금융자본, 사회자본
등의 집중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발전과 고급인재 양성을 지

8)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분야 산학협력에 대해 “산교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학협력과 달리 대학과 인공 분야 첨단 산업체들이 단순한 협력을 넘어 융합을 지향한다는 차
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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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경계를 뛰어넘어 융합하고, 정밀하게 육성한다는 원칙도 제시되었다.
즉 인공지능과 기초과학, 정보과학, 의학, 철학, 사회과학 등 관련 학과의
융합을 심화시키고, 인공지능의 주요 지식체계와 학제 간 핵심 지식체계
를 풍부하게 보완해 새로운 학과의 돌파구와 특성화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준 높은 인재양성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각 분야와
응용을 위해 다양한 학과의 개념체계, 방법, 도구 등에 대한 지식을 함양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산교융합을 강화하여 자주적 혁신과 인재양성 공
동체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教研〔2020〕4号).
둘째, 고차원의 인재대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수준 높은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우수한 청
년인재들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발전 잠재력이 있는 인공지능
지도자급 인재를 대규모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러 가지 유형의
고품질, 합리적 인재군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혁신, 사회관
리, 국가안보 등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최첨단 분야 기
업들의 최신 수요에 입각해 시험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교수들에 대
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첨단인재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의 선
도 분야 우수인재와 수준 높은 혁신팀,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유치하며, 인재들의 학과 배경을 다양화하고, 상호
보완성을 중시하며, 특성화 지원책을 시행하여 다양한 학과를 배경으로
하는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들로 하여금
이중소속(双聘)9) 등의 탄력적인 채용 방식으로 기업과 과학연구원의 우수
인재를 대학에 유치하여 과학연구와 인재양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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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원을 총괄적으로 이용하도록 계획하여 인재의 유동성을 촉진함과
동시에 혁신창업을 위해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教研〔2020〕4号).
셋째, 수준 높은 발전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
공지능 분야의 다양한 학문 배치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인공
지능 기초이론, 기계학습, 컴퓨터 시각 및 패턴 인식, 자연어 처리, 데이
터 분석과 빅데이터 시스템, 인지심리학과 신경과학 등의 분야 플랫폼 설
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 교육부의 정책 목표는 인공지능
이 더 많은 학과로 침투하여 융합하도록 하는 것이다(教研〔2020〕4号).
이를 위해 대학에 산교융합의 혁신 플랫폼을 설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
다. 즉 ‘쌍일류’에 입각한 대학 건설, 국가 인공지능 산교융합 혁신 플랫
폼 건설, 공동연구와 융합인재 양성, 교과과정 체계의 강화, 컴퓨팅 플랫
폼, 실험환경 등의 여건 조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플랫폼 공동건설 참여를 장려하고, 자금, 프로젝트 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10)
중국 정부는 대학과 산업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 과학연구소, 산업 연맹과 중견기업, 신형 연구개발
기관 등의 협력을 지원하며, 중대한 연구 방향이나 핵심 업종을 위한 인
공지능 개방 혁신 플랫폼, 응용 플랫폼, 공동 실험실(기술연구개발센터)
및 실제 훈련 기지를 공동으로 건설하여 시범적인 인공지능 아카데미 또는

9) 미국에서는 대학과 아르곤 국립연구소, 국립보건원(NIH) 등 연구기관 사이에 학연 간 공동임용제(Joint
Appointment)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막스프랑크연구회, 프라운호퍼연구회 등과 대학 사이에 이중
소속제도가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박동 외, 2009 ).
10) 여기서 산교융합은 산업체와 대학의 산학융합을 촉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단순한 산학협력을 넘어
산업체와 하나로 융합된 플렛폼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학 내 창쿼공간들은 지역 내 산업
체들의 창쿼공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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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대학의 대학원생 양성에 참
여하도록 독려하고, 인공지능 고급인재의 혁신창업과 기능경진대회를 조
직해 기업이 실제로 혁신창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넷째, 대학이 고급인재 양성 메커니즘과 모델을 혁신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우선 전문적인 과제를 부여해 대학원생들을 양성하도록 한다. 특
히 여러 학과 교차의 중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대학원생 과제의 주요
원천 및 인재양성의 매개체로 삼도록 하였다. 수준 높은 과학연구로 고차
원의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고, 대학 스스로 대학원생 육성 규모
를 정하며, 특성화된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인재양성 비용 분담 메커니
즘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사과정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教研
〔2020〕4号).
또한 대학으로 하여금 박사과정 학생의 다학과 교차 복합양성을 강화
하도록 하였다. 차세대 인공지능 기초이론, 알고리즘, 핵심 기술 및 핵심
응용 등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지향의 다학과 복수전공 박사과정 학생 양
성을 강화하고,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다른 학과의 이론과 방법을 활용하
도록 유도해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과
인공지능 분야 산업체, 산업화 기지 그리고 지방정부 등이 서로 연합하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별 멘토그룹 등을 만들어
과학연구에 있어 협력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이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바대로 다양한 학과가 교차융합하는
교과과정 체계를 설계하고, 인공지능 핵심 지식과정 체계를 구축하여 여
러 학과가 교차융합된 인공지능 기초과정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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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공지능 분야 최신 연구 성과를 교과 내용에 담아 영향력 있는 교
재와 명품의 온라인 개방 커리큘럼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끝으로, 대학들의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지원한다. 대학원생들을 중심
으로 고급인재의 국제교류를 적극 장려하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
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 인공지능 학술대회와 포럼 등을 개최하고, 수
준 높은 학술지를 창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국제협
력 연구 플랫폼과 기지를 건설하고,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과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국제표준과 윤리규범 제정을 선
도하도록 하고 있다(教研〔2020〕4号).
다섯째, 중국 정부는 대학이 인공지능 분야 학과융합과 대학원생 양성
을 지지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教研〔2020〕4号). 먼저,
학과 설치 메커니즘을 완비하도록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 기초이론과 산
업 발전 수요를 지향하는 학과별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경제사회 발전과 인재양성 필요에 따라 자율시
범, 선행시범 등의 방식으로 인공지능 교차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과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教研〔2020〕4号). 특히
신흥 교차학과의 심도 있는 융합 발전을 위한 평가 방법을 탐색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대학 자체의 평가를 장려하며, 학회와 산업협회 등 제3자의
평가를 지원하며, 국제 평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참조하도록 한다. 아
울러 학과 교차 연구자의 동태적 복합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원래의 전공
과 교차융합 학과에 대한 이중적 기여도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양성 수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인공
지능을 ‘국가 핵심 분야 고급인력 양성 전문 전형계획’ 지원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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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관련 대학의 수준 높은 교원 및 국가급 과학연구 플랫폼, 중대한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연구과제, 산교융합, 공동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대학원생, 특히 박사과정 학생 선발을 늘려 나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위의 품질 보장 메커니즘을 완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관련 학과에 교과지도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교과평가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학위평가위원회에 인공지능 전담팀을
설치해 인공지능 분야의 고차원 인재양성 방안과 학위 기준, 관리 규범
제정, 학위 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고차원의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해 정책자금의 지원을 강화
하도록 하고 있다(教研〔2020〕4号). 중견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엔젤
투자, 벤처투자, 창업투자펀드 및 자본시장 융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
해 사회자본이 대학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
재양성, 응용연구, 플랫폼 구축과 성과 이전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
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교육부는 정책 조치의 총괄 조율 기능을 강화해
인공지능 고위 인재양성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재양성 전문 프로
그램을 시행하도록 지도하며, 복제가 가능한 경험과 방법을 즉시 총화하
여 보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교육행정 부서와 대학은 인공지능
관련 학과 건설 및 인재양성 계획을 강화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
하며, 인재양성 품질 모니터링 평가 메커니즘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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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정부의 창쿼 창업 정책 분석11)
가. 대중창업 만중창신(大众创业, 万众创新)
중국에서 대학 창업 교육은 2015년 양회(两会)12)에서 국무원의 리커
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중창신’(大众创业，万众创新)을 제창하면서 본격
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대중창업 만중창신’은 원래 2014년 9월
리커창 총리가 다보스 포럼의 연설에서 최초로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리
커창은 ‘대중창업’과 ‘풀뿌리창업’, ‘만인의 혁신’과 ‘개개인의 혁신’ 등을
제안했다. 이후 리커창 총리는 중관촌 등 중국 혁신지역의 청년 창쿼(創客)
들을 빈번하게 만난 이후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비용이 거의 들
지 않는 혁신창업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 결과
물을 2015년 양회에서 제시하였다.
리커창 총리는 ‘대중창업, 만중창신’을 제안하며 행정 간소화와 분권
화 개혁으로 시장 주체들에게 더 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물질적
부의 창출 과정과 동시에 정신적 가치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
국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원은 2015년 6월
‘대중창업, 만중창신’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정책의견(关于大力推进大众
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이하 “의견”)을 발표(国务院, 国发

〔2015〕32号)함으로써, 이를 차질 없이 관철하기 위해 발전개혁위원회를
설립하고 대중창업 만중창신 부처 간 연석회의의 운영에 동의했다.
연석회의는 발전개혁위원회, 과기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산업

11) 중국 국무원이 제시한 창쿼 창업 정책은 국무원의 홈페이지(www.gov.cn)와 바이두 검색자료를 참조하였다
(https://www.baidu.com/, 雙創으로 검색, 2021. 6. 16.).
12) 중국의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합친 것으로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를 가리킨다.

제3장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창쿼 창업 관련 정책 분석❙ 91

정보화부, 교육부, 공안부, 국토자원부, 주방(住房)도시농촌건설부, 농업부,
상무부, 인민은행, 국가자원위원회, 세무총국, 공상총국, 통계국, 지식재
산권 관리국, 법무부, 은행규제위원회, 증권규제위원회, 보험규제위원회,
외무부, 외환국, 과학기술협회 등의 단위로 구성되었고, 발전개혁위원회
가 회의 소집을 맡았다. 연석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합의
하였다(国办函〔2015〕90号).

- 국무원 지도 아래 ‘대중창업 만중창신’ 관련 사업을 총괄
- “의견”의 실시 중 발생하는 주요 문제에 대해 연구 및 협조
- “의견”에 따른 사업 실시의 지도, 감독 및 평가
- ‘대중창업, 만중창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부처, 기업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을 강화
- 관련 업무 진행 상황을 국무원에 적시 보고 및 정책 연구와 정책 제안
수행
- 기타 국무원이 지정한 사항 완수

이후 중국의 대학 내에는 대중창업(大众创业)의 가운데 두 글자를 본
떠 전국의 각 대학에 중창공간(众创空間)을 설치하여 창업 교육을 실질화
하고 지역사회 내에도 각종 창쿼공간(創客空間)을 확충해 나가기 시작하
였다. 연구진이 2018년 절강대학과 심천대학을 방문하였을 때 대학 내에
중창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대체로 대학 중창공간은
학생들의 실전 창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내의 창쿼공간은 사실상 시장으로 진출한 스타트업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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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국무원은 ‘혁신창업의 고수준 발전을 위한 향상된 “쌍창”
정책 추진 의견’(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打造 “双创” 升级版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동 “의견”은 중국의 혁신적 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실행하기 위해 “쌍창신(雙創新) 구도의 향상, 혁신창업 환경의 최적
화, 혁신창업 비용의 대폭 절감, 창업의 고용 유발 효과 제고, 과학기술의
혁신선도 역할 강화, 플랫폼을 뒷받침하는 서비스 능력 향상, 혁신적 발
전 전략의 ‘쌍창출’을 통한 창조·혁신적 발전 전략의 완성, 창조·창업 환경
조성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国发 [2018] 32号).
또한 “의견”에서는 ‘쌍창’의 향상된 버전 마련을 위해 크게 여덟 가지
의 정책 조치를 제시하였다(国发 [2018] 32号). 첫째, 행정 간소화 및 권
한의 지방 이양을 위한 방관부개혁(放管服改革)을 심화시키고, 혁신창업
활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창업
환경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둘째, 재정·세제 정책상의 지원 강도를 높이고, 혁신창업 상품과 서비
스에 대한 정부조달 정책을 보완하며, 지식재산권 관리 서비스 체계를 정
비하고, 혁신창업 발전 동력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한다.
셋째, 과학연구자들이 과학기술 창업에 적극 뛰어들도록 장려하고 지
원하며, 대학생의 혁신창업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농민공의 귀향 창업 서
비스 체계를 완비한다. 아울러 퇴역 군인의 자율창업 지원 정책과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고, 귀국인 및 외국인 인재의 혁신창업 편리성 수준을 드높
이며, 더 많은 계층이 혁신창업에 뛰어들어 창업으로 고용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넷째, 혁신형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 과학기술연구자
들의 혁신적인 창업이 심도 있게 융합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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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화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지지 능력을 더욱
향상시킨다.
다섯째, 인큐베이터와 중창공간의 서비스 수준을 드높이고, 대·중소기
업의 융합 및 통합 발전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인터넷의 혁신적인 발전
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인터넷+’의 혁신창업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혁신창업 중점 전시 브랜드를 만들어 혁신창업 플랫폼 서비스의 업그레
이드를 추진한다.
여섯째, 금융기관의 효율적 서비스인 혁신창업 융자 수요를 유도하고,
창업투자를 통한 혁신창업 지원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혁신창업 직접
융자 채널을 넓히고, 혁신창업 차별화 금융지원 정책을 보완하며, 혁신창
업금융서비스를 더욱 보완하도록 한다.
일곱째,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과학기술 혁신의 발원지로 혁신창업 클
러스터를 육성하여, ‘쌍창’ 시범 기지로 인도하는 시범 역할을 하도록 하
며, 혁신창업 국제협력을 추진해 혁신창업 발전고지 구축을 가속화한다.
여덟째, 혁신창업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적인 정책 실행
조치를 세분화해 혁신창업 경험을 널리 보급하고, 정책을 확실하게 실행
하는 최후의 완성 고지를 장악한다(国发 [2018] 32号; 바이두 검색,
2021. 6. 16.).
‘대중창업 만중창신’을 가리키는 쌍창(双创)은 2018년 경제 분야 10대
유행어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최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비롯한 인공지
능 관련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
창신’ 열풍이 지속되고 있으며 생산 분야, 기술융합, 혁신적 발전 성과 간
의 선순환,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고도화를 이루며 혁신창업 생태계가 더
욱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중관촌과 심천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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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여러 지역들이 세계적 창업 혁신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현재 ‘쌍창’은 중국 경제구조의 상향 조정을 촉진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엔진과 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혁신주도형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쌍창에서 중요한 것은 창업과 혁신에 있어서 ‘대중’의 참여를 중시한다는
사실이다. 중국처럼 시장이 거대한 규모를 갖는 경제에서 소수의 시장 주
체만이 혁신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전체 시장의 엄청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쌍창을 통해 중국은 엄청난 창업 열기를 조
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창업국가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들을 창출하여 세계 1위의 경제대국
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나. 중창공간(众创空間) 설치 및 창쿼(創客) 창업의 촉진
현재 중국에서는 ‘대중창업 만중창신’이 날로 대중화되고 있다. 각 지
역, 각 분야의 노력과 실행으로 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 등의 호응이 잇
따르고, 다양한 새로운 산업, 새로운 구조, 새로운 사업 모델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중국을 혁신창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어가고 있다.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창신’을 통한 혁신창업 모델의 장점은 창업가가
부담해야 할 창업 비용의 부담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 혁신창업의 실패
에 따른 부담을 중국 정부와 대규모 엑셀러레이터들이 거의 전담하다시
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을 비롯한 혁신창업가들은 전통적 창업보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패가 오히려 다음의 도전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다. 즉 중국에서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가 굳건하게 조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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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시대의 혁신창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창업 플랫폼이 바
로 중창공간(众创空間)이다.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
한 방안으로 전국의 대학 내에 중창공간이 설치되고 창쿼(創客)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이 실행되었다. 리커창 총리는 북경 중관촌
창업거리에서 다수의 창쿼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창업 경험과 혁신창업
방식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중국에서 창쿼(Maker)들이 활동을 개시한 것은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이 본격화하기 훨씬 이전부터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
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쿼는 2010년 상해에 창쿼공간이 개
장한 이후 북경, 상해, 항주, 심천 등의 순으로 주요 도시들에 창쿼공간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었다. 특히 상해에서는 십이오(十二五) 기간(2011~
2015년) 중 100개의 과학기술 혁신공간 설립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https://www.baidu.com/에서 双创으로 검색, 2021. 6. 16.).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국의 창쿼운동을 주도한 곳은 중국 남부의 심천
이다. 심천은 창쿼들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쿼 창업의
열기가 뜨거운 곳이다. 심천은 인공지능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신
산업이 가장 많이 창출되는 세계적 창업 혁신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심
천에서는 매년 창쿼 박람회(Maker Faire)가 개최되고 있으며, 심천의 시
드 스튜디오가 창쿼 박람회를 관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도 창쿼 박람
회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016년 10월 연구진이 심천의 창쿼 박람회에 참석한 바 있는데, 박람
회에 출시된 제품은 대부분 아두이노 회로에 내장된 프로그램들이었다.
창쿼 창업은 이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혁신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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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술이 대중화되었다는 것은 중국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교육을 비롯한 인공지능의 기초기술들을 이미 충분하게 교육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중국의 창쿼 창업 정책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리커창 총리는 과학기술
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전국의 기업가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그리고 그는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창업은 더 이상
소수의 전문가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이며, “쌍창”
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쌓고 삶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며, 창업
혁신에 대한 지원이 가장 현실적인 국가 발전 전략이자 인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창업 인큐베이터를 분재와
같은 개별공간이 아닌 양묘장과 같은 하나의 기지로 만들어야 하며, 신규
창업 기업의 긴급한 요구를 해소하고, 발전 기반 구축을 도와, 첫 삽을
뜬 묘목이 우뚝 솟은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https://www.baidu.com/에서 双创으로 검색, 2021. 6. 16.).
중창공간을 통한 대학생들의 창업 교육훈련과 실전 창업 활성화는 중
국의 각 지역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북경에서는 청화대학과 북
경대학을 중심으로 구축된 중관촌에서 혁신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또
한 심천대학의 경우에는 교내의 대다수 학과들에서 창업 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학교의 남문과 북문에 심천대학의 선배들이 설립한 세계적
기업인 텐센트 본사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텐센트는 혁신창업의
롤모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천대학에는 각종 창업동아리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각종 창쿼공간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항주의 절강대학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되
고 있는 명문 대학이다. 항주는 중국의 지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중국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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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신기술 기업인 알리바바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혁신지역이다. 절
강대학 내에는 학생들의 창업 교육과 인큐베이팅을 위한 중창공간이 설
립되어 있으며, 절강대학이 학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쿼공간이 항주 시
내에 자리하고 있다. 학교 밖의 창쿼공간은 이미 시장에 뛰어든 창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혁신적 아이디어가 총집결되어 있는 곳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중국의 해안 지역에 비해 내륙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발전되어 있는데,
내륙에서도 대학을 거점으로 신기술을 통한 창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사천대학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대중창업, 만중창신’은 본질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 등 신기술
시대에 혁신의 민주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
의 대중화는 지식의 습득과 지식에 기반한 창업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었
으며, 중창공간을 이용하는 주체도 과거의 기업 및 과학자 등 소수에서
일반 학생 및 대중으로 바뀌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 중창공간은 일반 대중을 수요자이자 혁신가로 만
들었고, 이들은 탁월함을 추구하는 기술혁신가이자, 사회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을 가진 풀뿌리 혁신가이며, 사회적 감성을 가진 사회혁신가로 변
모하였다. 미국 매사추세츠대학(MIT)의 팹랩(Fab Lab), 유럽연합의 리빙
랩(Living Lab), 중국의 창쿼공간은 대중에 기초한 혁신의 전형적인 모델
로 부상하였고, 혁신창업의 생태계 건설 및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창쿼운동(Maker Movement)을 촉발시키는 데 있어서 초·중·
고에서의 코딩교육 보편화,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의 심화가 결정적 역할
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의 개방적 중창공간을 중심으로 한 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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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대학의 과학기술 인력의 혁신창업,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기반한
대학생 창업 교육훈련 강화, 농민공의 귀향 창업 등은 모두 “쌍창” 정책
이 중국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정책적 시사점
여기서는 중국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교육부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그리고 중국 교육부 등의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무원의 ‘쌍창 정책’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은 교육흥국(敎育興國)이라는 목표하에 인재양성을 통해 인
공지능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인재양성 시스템을 체
계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 초·중·고 AI
교육을 체계화함과 동시에 대학에서도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시스템
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의 핵심 방향
은 인공지능을 여러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AI+X’ 인재를 대규모로 양
성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아울러 중국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인재는 고
급 분야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세대 인공지능 발
전계획’에서는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가장 중
대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크게 인재양성과 인재 영입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
다. 인재양성은 수준 높은 혁신팀의 구축, 국내 혁신인재들 사이의 팀워
크 및 글로벌 최첨단 인공지능 연구기관들과의 상호 협력 등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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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울러 대학 내의 인공지능 분야 1등급 학과 건설을 촉진하며, 석·
박사 정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수학, 컴퓨터과학, 생물학, 물리학, 사
회학, 심리학, 법학 등 전공교육의 교차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인재 영입은 천인계획을 통해 추진해 왔는데, 여전히
부족한 인공지능 분야 최고급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강조되
고 있다.
둘째, 교육부의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에서는 인공지능과 여타 학
문 분야와의 융·복합을 위한 ‘AI+X’ 복합전공 육성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학과 배치를 완벽히
하여 2020년까지 ‘AI+X’ 복합특화전공 100개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표
를 제시하였다. 즉, 인공지능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 관련 학과들과의 교
차융합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은 기존이든 신설이든 인공지능 분야의 일류 학과 건설을
목표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류 전공, 일류 인재양성을 위해 인
공지능 전공 설립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조치들은 중국 대학
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미 최고 수준의 인재양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셋째, 중국 교육부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만이 아니
라 지역 연구기관, 산업체 등 다주체가 공동으로 인재양성 메커니즘을 완
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재양
성을 강화하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 산업체의 최신 수요와 성과에 근거한
인재양성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산업
체 수요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부가 지역공유형 인재양성 실행 플랫폼 구축을 주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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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역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인공지능 역량이 부족한
경우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전체 차원에서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전략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인공지능 인
재양성에 있어서 중요하게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
니라 대학에 2020년까지 50개의 인공지능 아카데미·연구원·교차연구센
터 설립을 주문하였는데, 이는 중국식의 산교융합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
혁신인재를 다층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학들은 단순히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데 그치
는 것이 아니라 혁신창업, 즉 쌍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생의 인
공지능 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창업대회, 경진
대회 등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과학기술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창업 의지를 고취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인공지능 역량에 기반
하여 지능 교육, 지능 제조, 지능 도시, 지능 의료, 지능 농업, 지능 금융,
지능 사법과 국가안전 등의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교육부와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등은 2020년 인공지능 분야
에서 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를 건설하려는 “쌍일류” 대학 건설 정책
을 발표함으로써 대학을 인공지능 인재양성 기지로 삼아 인공지능을 통
한 국가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쌍일류 대학 건설
정책은 중국이 세계 최강의 인공지능 인재 기지를 구축하겠다는 본격적
인 의사표현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이 당면한 인공지능 분야 기초이론 연구를 촉진
하고, 그 성과를 중점 산업 분야에 전환·응용하는 데 박차를 가하여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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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에 기반한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여러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
을 융합시켜 핵심 기술을 새롭게 창출하고, 산업체의 요구에 맞도록 인공
지능 관련 학과들의 리모델링을 실현하여 ‘AI+X’라는 복합발전 모형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인공지능 분야의 사업화를 전면적으로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쌍일류 대학 건설 정책
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산교융합을 가속화
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우수인재팀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유치하며, 인재들의 학과 배경을 다양화하고, 상호보완
성을 중시하며, 특성화 지원책을 시행하여 다양한 학과를 배경으로 하는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혁신창업에 유리
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초이론,
기계학습, 컴퓨터 시각 및 패턴 인식, 자연어 처리, 스마트 칩과 시스템,
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 시스템 등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여 인공
지능이 더 많은 학과로 침투하여 융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이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머물던 시대가 지나간 지 이미 오래이다.
또한 대학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에 대해 다학과 교차 복합양성을 강화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융복합인재 양성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 문
제지향의 다학과 복수전공 박사과정 학생 양성을 강화하고, 박사과정 학
생들에게 다른 학과의 이론과 방법을 활용하도록 만들어 과학 최전선과
기업의 실천 진행을 통합해 재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사업화를 위해 쌍창 정책을 필두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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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 내외에 중창공간 또는 창쿼공간을 집중
배치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분
석된다. 인공지능 등 혁신창업의 실패에 따른 부담을 중국 정부와 대규모
엑셀러레이터들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학생을 비롯한 혁신창업가들은 전통 산업 분야의 창업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에 실패해도 오히려 다음의 도전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
아지고 있다. 즉 중국에서 혁신창업 생태계가 굳건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혁신창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창업 플랫폼이
바로 중창공간(众创空間)이다.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창업은 소수의 전문
가만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들에게 주어진 기회라면서 혁신창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현실적인 국가 발전 전략이자 인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라고 주장했다. 현재 중창공간 또는 창쿼공간을 통한 대학생들의 창업 교
육훈련과 실전 창업 활성화는 중국의 각 지역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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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대학의 인공지능 및 창쿼 창업 교육 유형
중국에서는 2001년부터 초·중등 정보기술교육을 의무화하고 나서 대
학에서도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 교육 관련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중국 대학들의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중국 정부의
일련의 개혁 조치들이다. 무엇보다, 2017년 중국 국무원이 ‘차세대 인공
지능 발전계획’을 천명한 이후 중국 대학들은 ‘AI+X’를 본격적으로 실행
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컴퓨터 관련 학과들에 덧붙여 인
공지능학과들이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중국 교육부가 2018년 제시한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은 대학의 인공지능 학과목 개편, 인공지능 전문인재 양성 전략 수립 등
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중국 교육부의 기본 정책은 중국 국무원
이 제시한 ‘AI+X’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중국 대학들은 각종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중국 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결과 중국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관철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각 대학들은 중국 교육부 등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쌍일류’
대학 건설 정책 등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공지능 교육 분야만이 아니라 창업 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대학 창업 교육은 2015년 양회에서 ‘대
중창업, 만중창신’(大众创业，万众创新) 정책이 제창되면서 본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수많은 대학들이 기존 창업 교육 모델을 변화시켜 학
내에서 창쿼 창업 공간을 설치하는가 하면, 창업교육학부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대학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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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
히 정부 정책이 관철되는 것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까지 추진되어온 전략과 실천에 따라 대학들의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대학들의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해볼 수 있다. 첫 번째 구분 기준은 ‘AI+X’의 다양화 정도이다.
중국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모든 학문 분야에 적용하는 데 주
력하고 있다. 그러나 청화대학과 북경대학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인공지
능 및 창업 교육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북경대학은
인문사회 계열이 주축을 이루는 대학이고 청화대학은 자연과학 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두 대학은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 분야에 있어
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인공지능 분야 창업을 선도하고 있는 청화대학의 경우
주요 창업 성공 사례들이 ‘AI+칩’, ‘AI+로봇’, ‘AI+시각’, ‘AI+의료’,
‘AI+교육’, ‘AI+리테일’, ‘AI+커머스’, ‘AI+제조’, ‘AI+홈리빙’, ‘AI+음성
언어’ 등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북경대학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인공지능 창업
분야가 다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공 사례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절강대학, 심천대학과 사천대학의 경우 연구개발 난이도는 북
경 소재 대학들보다 낮지만 서로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절강대학
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 분야 3위권으로 부상한 대
학이다. 그러나 중견기업 수준의 창업 성공 사례는 많지 않다. 아울러 심
천대학의 경우에는 ‘AI+제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사천대학은 ‘AI+
의료’, ‘AI+공학’, ‘AI+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창업 성공 사례들이

제4장 중국 대학의 인공지능 및 창쿼 창업 교육 유형 분석❙ 107

존재한다. 심천대학의 경우 텐센트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심천은 인공지능 기술과 제조업이 접목된 세계적 창업도시이다. 이에 반
해 사천대학은 신흥 대학으로서 의료, 법률, 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롭
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감안하여 대
학들의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두 번째 유형 구분 기준은 연구개발의 수준 또는 인공지능 기술의 난
이도 측면이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해 귀주
성 귀양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절강성 지역에서 인터넷 서밋을 개최
하며, 심천에서 글로벌 창쿼 박람회(Maker Faire)를 개최하고 있다. 그
러나 인공지능 기술은 일정 정도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북경
등 대도시에 자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수학생들도 북경에
소재한 대학들을 선호한다.
대체로 북경에 소재한 대학들에 연구개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의 난이도가 높은 편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화대학과
북경대학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의 수혜를 많이 받는 대학들이다. 예외
적으로 항주에 위치한 절강대학도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중국과학원은 중국 전역에 분원을 두고 있는 연구기관인데,
산하에 5개의 대학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핵심인 중국과학원대학은 북경
에 소재하고 있고, 중국과학기술대학은 북경에서 안휘성으로 이주했다.
중국과학원은 국무원의 직속으로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막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받는 연구소이자 대학이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중국 대학의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 유
형은 아래의 [그림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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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중국 대학의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 유형 분류

인공지능 기술의 난이도
연구개발 중심형
(북경대학, 절강대학)

연구개발 응용 및 창업연계형
(청화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

AI+제조 중심형
(심천대학)

다학제 융합 창업연계형
(사천대학)

AI+X의 다양성 정도

이하에서는 이러한 유형 분류에 입각해 중국의 주요 대학들의 인공지
능 및 창업 교육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의
유형화는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서
보면 정밀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
까지나 분석을 위해 구분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아울러 개별 대학의 사례는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재학생 또는 졸업
자, 창업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하였다. 이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서면질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대학의 인공지능 교
육 및 창업 교육의 실태에 대해 교차 검증을 실행하였다.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대학 순위는 청화대, 북경대, 절강대 등의 순이
고, 중국과학기술대학은 10위권 이내, 사천대학은 15위권 이내에 해당한
다. 여기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앞선 대학들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 대상 대학의 전문가를 섭외하지 못한 경우 연구진이 직접
바이두 검색, 국내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하였다.
심천대학은 인공지능 교육은 뒤처지지만 인공지능 제조 분야 창쿼 창
업이 매우 활성화되어 사례조사에 포함시켰다. 심천은 현재 중국의 실리
콘밸리로 불리고 있다. 이 대학 출신들이 텐센트 등 수많은 기업을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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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실상 창업대학으로 불릴 정도이다. 이에 따라 심천대학의 사례에
대해 3명의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정리하였다. 사천대학의 사례도 2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표 4-1

중국 주요 대학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 서면조사 참여 전문가 현황

이름

P. Cheng

H. Yong

H. Wang

H. Zhong

Y. Dong

C. Zhao

C. Wang

나이

20대

20대

20대

20대

20대

20대

30대

성별

남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거주지

북경

사천

사천

선전

선전

선전

절강

학력

대학원 졸

4년제 대졸

4년제 대졸

4년제 대재

4년제 대재

4년제 대재

4년제 대졸

직업

창업가

IT교육 운영

소프트웨어
설계

컴퓨터 전공
학부생

컴퓨터 전공
학부생

컴퓨터 전공
학부생

창업가

AI 창업
관련경험

중간

기초

기초

중간

기초

중간

기초

응답대학

북경대

사천대

사천대

심천대

심천대

심천대

절강대

2. 연구개발 응용 및 창업연계형: 청화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
가. 청화(清华)대학
1)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 교육의 산실 야오반(姚班)과 인공지능반(智班)
청화대학의 인공지능 교육과 창업 교육은 ‘인공지능 응용 및 창업연계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청화대학의 인공지능 교육은 사업화를 목표로
이루어진다. 순수한 인공지능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체들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매사추세츠공과대학
(MIT)처럼 경영대학을 중심으로 창업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화대학 출신들이 창업한 인공지능 분야 중견기업이 무려 20여 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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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할 정도이다. 2003년 청화대학 소속의 학교기업인 청화홀딩스가 설립
되었는데,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수십여 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으
며, 직원 수만 해도 1만 명이 넘는 대기업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
들은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을 창업하고자 노력한다. 청화대
학을 중국의 MIT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청화대학은 공학 계열이 중심을 이루면서 경영대학에서 창업과 관련
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인공지능 분야는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튜링 어워드 수상자인 야오치즈(姚期智) 교차정보
연구원 원장이 만든 야오반(姚班)과 인공지능반(智班)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야오반과 인공지능반은 컴퓨터과학기술학부에 속한 특수학
급이다(https://iiis.tsinghua.edu.cn/yaoclass/, 검색일: 2021. 10. 3.).
청화대학 컴퓨터과학기술학부는 1958년에 설립되어 60여 년간 꾸준
히 발전하여 중국 컴퓨터 산업의 발전과 혁신경제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해 왔다(https://www.tsinghua.edu.cn/, 검색일: 2021. 5. 10.).
컴퓨터과학기술학부에는 크게 컴퓨터과학기술학부, 정보기술연구원, 교
차정보연구원, 글로벌 이노베이션학원 등 4개 행정단위가 존재한다. 컴
퓨터과학기술학부는 2002년 전국 학위 및 대학원 교육발전센터가 실시
한 1등급 학과 전체 수준 평가에서 총 4개 부문 중 3개(학술팀, 인재양
성, 평판도)가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www.baidu.com에서 计算机科学
与技术系 검색, 2021. 8. 26.).

이하에서는 컴퓨터과학기술학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교차정보연구원을 중심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과 창업 교육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04년 미국에서 야오치즈 교수가 귀국해 청화대학 교차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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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맡으면서 2005년에 컴퓨터과학실험반을 설립하였다. 동 반에서는
컴퓨터 분야 우수 영재들을 대상으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프린스턴대
학 등 세계 일류 대학 학부생들과 동등하고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글로
벌 선두 컴퓨터과학 인재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청화대학 야오반
(姚班)이라고 한다. 야오반은 2009년 4월 처음 창립한 소프트웨어과학실
험반에서 컴퓨터과학실험반으로 이름을 바꿨다.
야오반은 글로벌 선도 혁신적 컴퓨터과학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
는데, 청화대학에서도 가장 우수한 수재들이 야오반을 선택한다. 야오반
은 계단식 인재양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1~2학년은 컴퓨터과학 기초
지식 강화훈련에 집중하고, 3~4학년은 이론, 안전, 시스템, 기기지능, 사
이버과학, 양자정보 등 방향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야오반’은 2005년
개교 이후 2019년까지 14회 졸업생 446명을 배출하였는데, 야오반 졸업
생이 설립한 유니콘 회사 광시테크(旷视科技), 샤오마즈행(小马智行) 등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https://iiis.tsinghua.edu.cn/yaoclass/, 검색
일: 2021. 8. 26.).
현재 컴퓨터과학실험반이 속한 컴퓨터과학기술학부에서는 고성능 컴
퓨터와 프로세서, 병렬과 분산처리, 저장 시스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터 네트워크, 네트워크와 정보 시스템 보안, 시스템 성능 평가, 이론
컴퓨터과학, 데이터공학 및 지식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와 VLSI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이론과 시스템, 생체 계산 및 양자 계산, 인공지능,
지능 제어 및 로봇, 인간 교·호환과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그래픽학
등을 연구하고 있다(https://www.cs.tsinghua.edu.cn/yxjj/yxgk.htm,
검색일: 2021. 10. 3.).
이를 위해 고성능 컴퓨팅,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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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인터랙티브 미디어 통합 등 4개 연구소, 스마트 기술과 시스템 국가
중점 실험실, 컴퓨터 기반 및 실험 교습부 등 과학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원리실험실, 마이크로 컴퓨터 실험실, 컴퓨터 네트워
크 실험실, 컴퓨터 S/W 실험실, 운영체제 실험실, 컴퓨터 제어 시스템 실
험실, 컴퓨터 인터페이스 실험실, 지능 로봇 실험실, 학생 과학기술 혁신
실험실 등 국가급 컴퓨터 실험실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텐센트, 마이
크로소프트, 시스코 등 국내·외 유명 회사들과 교수 등의 연구를 위한 공
동 실험실을 만들었다.
야오치즈 교수는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2019년 인공
지능반(智班)을 개설했다. 인공지능반의 운영은 야오반과 별로 다르지 않
다. 인공지능반은 야오치즈 교수의 이름을 따 ‘즈반(智班)’으로도 불린다.
현재 청화대학은 인공지능 분야 논문 발표 실적이 세계 1위 수준인데, 앞
으로 더욱 많은 논문이 제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야오치즈 원장의 인공지능 분야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학생들
도 매우 높은 수준의 역량을 기를 수 있다. 교수들의 뛰어난 역량이 학생
들의 인공지능 분야 기량을 연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아오치즈 원장은 야오반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학생들을 ‘야
오치즈 실험실(姚期智实验班)’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교육을 받도
록 하고 있다. 야오치즈 원장은 2021년에 들어서 양자정보, 컴퓨팅, 인공
지능 등의 교차학문 영역에서 쌓아온 역량을 기초로 양자정보학과를 설
립하였다. 이는 컴퓨터과학실험반, 인공지능반에 이어 세 번째로 설치한
혁신인재 양성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청화대학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뇌모방 컴퓨팅연구센터’, ‘정보
과학 및 기술 국가중점실험실’, ‘자동화대학 정보처리연구소’,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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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 등 4개의 연구기관이 있다(<표 4-2> 참조).

표 4-2

청화대학의 인공지능 실험실과 연구센터의 연구 방향
연구기관

연구 방향

뇌모방 컴퓨팅연구센터

기초이론, SW, 칩 등을 포함한 뇌모방 컴퓨팅

정보과학 및 기술
국가중점실험실

인공지능 원리와 방법에 관한 기초 및 선구적 연구, 지능 정보처리,
로봇, 인지신경과학, 심리학 등 융합연구, 응용연구 및 체계 형성

자동화대학 정보처리연구소

‘패턴 인식 및 스마트 시스템’과 생체정보학

인공지능연구센터
* SinoVoice회사와 공동

청화대학교의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비고

자료: 청화대학 홈페이지(https://www.tsinghua.edu.cn/, 검색일: 2021. 5. 10.).

2) 세부 교육과정
가) 컴퓨터과학기술학부(计算机科学与技术系)
청화대학 컴퓨터과학기술학부의 교육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컴퓨터과학기술 및 관련 분야 지식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수학, 자연과학에 대한 탄탄한 기초, 컴퓨터과학에 대한
심층적 기초를 다지도록 한다. 셋째, 기타 개인적 연구 소양 및 지속 학습,
혁신 성향과 적응력을 갖추도록 한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개성, 건전
성, 창의성, 인문학과 국제적 비전 겸비, 혁신과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신기술, 새로운 이론 및 지식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구체적 지식과 능력, 수학,
과학, 공학 지식의 적용 능력(실험 설계 및 구현, 데이터 분석 및 해석),
경제, 환경, 사회, 정치, 윤리, 건강, 안전, 용이성, 지속성 등 제약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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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스템, 장비, 프로세스 설계 능력, 다양한 전공 배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https://cs.tsinghua.edu.cn/, 2021. 5. 10.).
컴퓨터과학기술학부의 본과 학기 등록은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며,
학점을 이수하면 공학학사를 수여한다. 이수 학점기준은 총 170학점(일
반공통교과 44 + 전공교과 110 + 자유선택교과 16)으로 구체적인 커리
큘럼 및 학점은 <표 4-3>과 같다.

표 4-3

청화대학 컴퓨터과학기술학부 커리큘럼 및 학점

구분

일반 공통교과
(44학점)

전공교과
(110학점)

과목 분류

학점,

1) 정치사상이론(공산당 교육)

15학점

2) 체육

4학점

3) 언어(영어)

6~8학점

4) 문화소질(교양)

13학점

5) 군사이론훈련

4학점

1) 기초과정

45학점

수학 9과목

(30학점)

자연과학 기초 4과목

(10학점)

전공 기초 3과목

(5학점)

2) 전공핵심과정

38학점

3) 하계학기 실습

12학점

4) 종합논문훈련
자유선택
(16학점)

15학점

본 전공 추천 4개 방향 중 선택

12학점 이상

그 외 외부 전공에서 선택

4학점 이내

자료: 청화대학 컴퓨터과학기술학부 홈페이지(https://cs.tsinghua.edu.cn/, 2021. 5. 10.).

전공교과에서 전공 핵심 과목은 기본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기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초, 디지털 로직 회로, 디지털 로직 디자인, 디
지털 전자 논리 실험, 데이터 구조, 컴퓨터 네트워크의 원리, 컴퓨터 조직
의 원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컴퓨터 시스템 구조, 신호 및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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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처리 원리, 운영체제, 편집 원리, 형식 언어와 자동장치, 인공지능 소
개 등이다. 하계학기 실습과목은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래밍, 자바(Java)
프로그래밍 등을 교육한다. 또한 자유선택은 자기계발과정으로 컴퓨터
시스템 구조, 컴퓨터 S/W 및 이론, 계산 컴퓨터 응용 기술, 전공교육 등
4개 중 선택 과목을 12학점 이상, 외부학과 전공의 기초 과목 4학점까지
이수해야 한다.
현재 컴퓨터과학기술학부에는 교수 105명, 정고 49명, 부고 47명, 중
급 9명 등 모두 120명이 근무한다(https://cs.tsinghua.edu.cn/, 2021.
5. 10.). 여기에는 중국과학원·공정원 원사 6명, 1만 명 기획군 인재 6명,
창장(長江)학자 포상계획 특채교수 8명, 창장(長江)학자 포상계획 강좌교
수 5명, 국가 걸출한 청년과학기금 수상자 17명, 청년발견인재 4명, 청년
창장(長江) 4명, 우수청년기금 수상자 12명 등이 있다.

나) 인공지능 분야 창쿼 창업 교육13)
‘인공지능 혁신 및 창업정신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국가혁신 중심의
개발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통 프런티어 분야에 직면하여 인공지능
혁신 응용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이 팀을 통해 세계화를 배경으로 혁신 및
창업정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사, 방법 및 도구의 지도하에
프로젝트 실습 및 산업 간 학습,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핵심으로 삼고 학
생들의 혁신과 리더십을 확장하며 학생들의 창업 마인드, 혁신정신 및 창
의력을 배양한다.

13) 청화대학 홈페이지(https://www.tsinghua.edu.cn/)(2021. 5. 10.)의 ‘인공지능 혁신 및 창업정신 전문교
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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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실습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인공지능 혁신 및 창업 복수전
공은 스마트 하드웨어, 미래 로봇, 스마트 교통, 지능 의료, 스마트 인간
정착지, 스마트 보안, 스마트 그리드 등과 같은 여러 혁신적인 실천 방향
을 유연하게 열 수 있다.
첫째, 지능형 하드웨어 혁신을 실행하고 있다. 스마트 생활, 일, 학습,
건강, 교통, 환경 및 기타 분야의 요구에 부응하여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설계 및 지능형 기술에 의존하고 산업화를 지침으로 삼고 미래 방향을 모
색한다. 지능형 하드웨어 제품, 혁신적인 관행을 통해 제품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고 시장 홍보를 수행한다.
둘째, 로봇 혁신을 실행한다.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교육, 군사 등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에 의존하
고 산업화 지향적이며 혁신적인 로봇제품 설계 및 프로토타입 기술은 생
산성으로 전환된다.
셋째, 지능형 교통 혁신을 관행화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의 맥락에서
사람들의 점점 더 빈번하고 개인화된 여행 요구에 대응하고 교통 혼잡,
교통안전 및 교통 오염, 관리 의사결정자 간의 차이, 운영 관리자 및 참여
사용자 관점에서 모드, 서비스, 디자인 등 지능형 운송 분야의 제품 개발
방향을 탐색하고 제품 프로토타입 또는 디자인을 완성하고 시장 홍보 및
구현을 수행한다.
넷째, 스마트의료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향한
국민의 열망과 정확하고 효율적인 질병 예방 및 진단과 치료에 대한 고령
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인공지능, 생물·의학·공학, 기초 임상의학에
의존하여 원격 탐색, 지능적이고 정확한 질병 예방 및 진단 및 치료 기술
및 응용 모드, 제품 프로토타입 또는 디자인을 완성하고 기술을 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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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할 수 있다.
다섯째, 똑똑한 인간 정착지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 실천을 실행하고
있다. 즉, 도시, 건물, 환경 등의 시나리오를 목표로 산업화를 가이드로
삼아 사물인터넷 기술과 NB-IoT 네트워크 등을 적용하여 다차원 인간
정착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모색한다. 중간 규모 시나리오는 참여를
강조하면서 도시 야외 환경 및 조경 공간의 모니터링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 시나리오는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설계, 스마트 기기 관
리, 디지털 빌딩 에너지 절약, 새로운 활용 모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
규모 시나리오의 미래 전망은 도시 빅데이터의 획득 방법, 채굴 기술 및
시스템 최적화 방법을 탐색하고 도시 인간 정착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설계 전략을 안내한다.
인공지능 혁신창업의 등록 자격조건은 청화대학의 2017년도와 2018
년도 전일제 학부생으로서 전공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청 과목 중 낙제
과목이 없어야 하며, 진행 중인 타 부전공이나 복수 학위도 없어야 한다.
인공지능 혁신창업의 커리큘럼은 공통, 전공실험, 선택교과 등이 있으
며, 주로 ① 엔지니어링, 인공지능에 대한 입문과 개론, 실험교과, ② 미
래산업 부문별 비전 및 기술이론, 관리이론 교과 등이다. 학점은 2년간
25학점 이상(공통교과 9 + 전공실험교과 10 + 선택교과 6)을 취득해야
하며, 25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청화대학 인공지능 창업 복수전공 인증서
를 수여한다. 복수전공은 본 전공 기간 안에 수료해야 하며, 본 전공 완
료 시 부전공을 위해 학업기간 지속이 불가하며(석사 진학 시 2년 기간
유예), 부전공 수료 조건을 구비하였더라도 본 전공이 졸업 요건에 미달
할 경우 졸업 인정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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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과학기술대학
1) 중국과학원 개요
중국과학원(CAS)은 국무원 직속의 국가연구기관이다. 산업체나 대학
이 수행하기 어려운 거대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직접 실행하고 있다. 중국
과학원 산하에 중국과학원대학과 중국과학기술대학 등 5개 대학이 존재
한다. 그중 명문으로 불리는 중국과학원대학과 중국과학기술대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과학원대학은 과학교육을 경영 모델로, 대학원생 교육을 경영주
체로, 학부교육을 엘리트화하는 것을 특색으로 하는 혁신적인 대학이다.
과학교육융합 플랫폼을 활용해 중국과학원의 최상위 교육 교학 자원을
선발해 대학원생과 학부생에게 제공하고, 창의적 창업인재를 양성하며,
국가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학원에
서 연구실습원 모집과 양성 등 인재양성을 하다가 대학원대학으로 전환
되었다. 2014년부터 학부생을 모집해 학부·석사·박사 등 3개 차원을 아
우르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갖췄다. 2020년 12월 현재 학부생은 1,645명,
대학원생은 5만 4,200명이다(https://www.ucas.ac.cn/site/11, 검색일:
2021. 8. 29.).
중국과학기술대학은 중국과학원 산하에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 위주,
의학과 특화문과를 고루 갖춘 종합적인 전국 거점대학이다. 현재 30개
단과대학(학부)에 7개 과교융합대학원이 있으며 소주(蘇州)고등연구원·
상해연구원·북경연구원·선진기술연구원·국제금융연구원·부설 제1병원
(안휘(安徽)) 등이 있다. 1958년 9월 베이징에서 개교한 학교는 1970년
대 초 안휘성 합비(合肥)시로 이전했다. 이후 1978년 이래로 일련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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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비전을 갖춘 교육개혁 조치를 제기하고 실시하였다. 2017년 9월
전국 최초 세계 1류 대학과 세계 1류 학과 건설 대학에 선정되는 등 11개
학과가 세계 1류 학과에 이름을 올리는 등 ‘쌍일류(雙一流)’ 건설에 앞장
서고 있다(https://www.ustc.edu.cn/xxgk/xxjj.htm, 검색일: 2021. 8. 29.).
중국과학원은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산하 대학들에서 학부생 및 석·박
사들을 양성한다. 따라서 연구소와 대학 간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학생들의 인공지능 교육과 창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에 특화된 중국과학원과 산하 대학의 인공지능 분
야 교육 및 창업 유형은 청화대학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응용 및 창업연
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과학기술대학은 국립대학으로서 중국 정
부가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의 교육이나 창업 시 전 국가적
인 학제·학계 간 융합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센스타임(商湯)을 창업
할 시 중국 정부는 안면인식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결집시켜 학제 간
융합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창업 시기도 앞
당길 수 있었다.
중국과학원은 중관촌 내 국과홀딩스(国科控股)라는 연구소기업에서 53개
의 과학기술 기업을 꾸리고 있다. 2021년 6월 국과홀딩스 창립 100주년
표창대회에서 중국과학원이 혁신창업에 기여한 바에 대한 평가와 표창이
행해졌다(http://www.casholdings.com.cn/mtzx/gkyw/202106/t202
10628_4563337.html, 2021. 9. 30.).
중국과학원은 1949년 설립되었다(http://www.cas.cn/, 2021. 8. 12.).
중국과학원은 중국 자연과학의 최고 학술기관이고 과학기술의 최고 컨설
팅기관이며, 자연과학 및 첨단기술 종합연구개발센터이다. 현재 중국과
학원은 100개 이상의 과학연구기관, 중국과학원대학과 중국과학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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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대학 등의 대학, 130개 이상의 국가 핵심 실험실 및 엔지니어링센터,
68개의 국가 현장 관찰 및 연구 스테이션, 30개 이상의 국가 과학기술자원
공유 서비스 플랫폼을 건설 및 운영하고 있다.
2014년 1월 중국과학원은 뇌과학 및 유뇌(类脑)지능 분야 중대 과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뇌과학과 지능기술 탁월(卓越)혁신센터
(Centre for Excellence in Brain Science and Intelligence Technology,
CEBSIT)’를 설립하였다(http://www.cas.cn/, 검색일: 2021. 5. 10.).
CEBSIT는 자동화연구소, 신경과학연구소, 상해생명과학연구원이 주
도하고, 곤명동물연구소 등 총 24개 기관의 뇌신경과학, 인지과학, 인공
지능, 컴퓨터공학 등의 학문을 통합한 것이다. 연구 방향은 주로 뇌 인지
기능의 회로 기초, 뇌 질환 메커니즘과 진단 개입, 뇌연구 신기술 등 뇌
과학, 뇌모방 모델과 지능 정보처리, 뇌모방 기기와 시스템 등 인공기능
등을 연구한다.
CEBSIT는 중국과학원의 시스템 및 메커니즘 개혁을 위한 학제 간 및
학계 간 조직이다(http://cebsit.cas.cn/, 2021. 5. 10.). 중국과학원 내
부와 외부의 과학적 연구 역량을 응축하기 위한 중국과학원 자동화의 팀
워크와 학제 간 통합은 뇌과학과 뇌에서 영감을 받은 지능 기술이라는 두
가지 프런티어 분야의 주요 문제를 해결한다.
CEBSIT의 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연구 중추는 중국
과학원의 20개 이상의 연구소와 중국과학원 외부의 일부 대학에서 비롯
된다. 둘째, 기존의 다른 실험실 제휴와 달리 센터는 각 학술 백본
(backbone)이 센터 팀의 연구 주제를 완료하는 데 주요 업무 에너지를
바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셋째, 센터가 조직한 국가 과학연구팀은 국가
중장기 주요 과학연구 과제에 협력하거나 업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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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중국과학원의 과학연구 시스템 개혁을 위한 실험적 플랫폼이기도
하며, 중국과학원의 여러 단위 사이에서 연구내용의 동질성과 단편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모색할 예정이다. CEBSIT의 연구는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http://cebsit.cas.cn/, 2021. 5. 10.).
첫째, ‘뇌인지 기능의 회로 기반’ 분야에서 뇌의 감각 입력 분석 및 통
합, 행동 루프 활성화 방법, 본능 조절 방법을 연구한다. 동물의 행동 및
자발적 활동, 감각 정보처리, 감각/행동 변환 메커니즘, 기억 저장 및 검
색을 위한 신경 메커니즘, 적응형 행동 및 더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을 위
한 신경회로(예: 자기 인식, 공감, 협력적 행동, 언어 등) 기반 등 뇌의 기
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뇌의 다양한 뉴런의 연결구조와 전
기적 활동법칙을 중시적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뇌 질환 기전 및 진단 개입’ 분야에서는 각종 뇌 질환의 발병
기전에 주목하고 발병 기전에 대한 조기 진단지표 및 조기 개입 방법을
개발한다.
셋째, ‘뇌 연구를 위한 신기술’의 연구 방향으로 신경세포 유형을 식별
하기 위한 단세포 유전자 분석 방법, 신경회로를 표시하는 바이러스 감염
추적자 방법, 전기 및 화학을 기록하는 마이크로 레벨 어레이 기술을 개
선하고 있다.
넷째, ‘뇌형 모델과 지능 정보처리’ 연구 방향으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관찰하기 위한 새로운 광학 및 자기 공명 영상 기술로 뇌신경 전체의 연결
구조와 기능을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다차원 수준에서 분석하고, 다중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고 있다.
다섯째, ‘뇌와 같은 장치 및 시스템’의 연구 방향으로 인식, 에너지 절
약, 고효율 및 일반화 학습 알고리즘 등으로 뉴런과 같은 컴퓨팅 칩,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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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신경망 컴퓨팅 장치, 뇌와 같은 지능형 로봇, 인간-기계 협업을 위한
지능형 훈련 및 성장 환경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http://cebsit.cas.cn/,
2021. 5. 10.).

표 4-4

중국과학원 CEBSIT의 인공지능 관련 핵심 시설과 연구시설 현황
핵심 시설

1) 광학 이미징 핵심 시설
2) 전자 현미경 핵심 시설
3) 분자 및 세포 생물학 핵심 시설
4) 뇌영상센터
5) 유전자 편집 핵심 시설
6) 생물정보학 핵심 시설
7) 만능 줄기세포 핵심 시설
8) Mouse Brain Connectome 핵심 시설
9) 영장류 생리학적 탐지 핵심 시설
10) Brain Atlas 시설의 빅데이터

연구시설
1) 비인간 영장류 Anotomical 연구 플랫폼
2) Brain-wide Mesoscale Connectome 매핑 시설
3) 인지 및 행동 연구 플랫폼
4) 단세포 타이핑 플랫폼
5) 비인간 영장류 시설 Jiuting
6) 인간이 아닌 영장류 시설
7) 동적 뇌 신호 분석 시설

자료: 중국과학원 홈페이지(http://www.cas.cn/, 2021. 5. 10.)

2) 중국과학기술대학의 인공지능 연구 및 교육의 기본 방향과 내용
중국과학기술대학(이하 중국과대) 졸업생들은 바이두(百度百科), 아이
플라이텍(科大讯飞), 센스타임(商汤科技), 캄브리콘(寒武紀), 운종테크(云
从科技) 등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수의

기업들을 창업했다. 그리고 다수의 졸업생들이 세계적 명문 대학에 진출
해 있고,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중국과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강력한 교육 강도, 우수한 교육
성과를 거두어 인공지능의 황푸군관학교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는 중국과학원 산하 대학 중 인공지능 분야 창업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중국과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교육의 기본 방향과 내용에 대
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동 대학은 중국 전역에서 유일한 유뇌지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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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응용국가공정실험실, 음성 및 언어정보처리국가공정실험실 등 두 개의
국립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대는 인공지능 연구 및 교육
방향을 크게 유뇌지능, 음성인식, 감정로봇 등 세 가지 분야로 설정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https://www.sohu.com/a/477420449_1211
18938. 검색일 2021. 8. 30.).
첫째, 유뇌지능(类脑智能) 연구는 뇌신경 구조 및 정보처리 메커니즘
을 참조하여 뇌 행동 인간을 만드는 차세대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뇌를 연구하여 ‘아날로그 뇌 사고’를 만들어
인공지능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과대는 유뇌지능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2017년 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과대를 중국 뇌지능 분야 유일
의 국가공정실험실로 공식 승인하여 중국을 선도하는 주자로 자리매김하
게 했다. 현재 뇌지능기술및응용국가공정실험실은 중국의 뇌 인식 및 유
뇌 정보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관련 분야 연구와 교육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유뇌 정도와 지능 수준 향상을 위한 절박한 수요를 조성하고, 유
뇌지능 기술의 응용 및 연구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뇌 인식과
신경 컴퓨팅, 유뇌 다형태 감지 및 정보처리, 유뇌 칩 및 시스템, 양자 인
공지능, 지능형 로봇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공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음성인식 분야의 핵심 기술로는 자동음성인식기술(ASR)과 음성
합성기술(TTS) 등이 있다. 컴퓨터가 듣고, 보고, 말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의 인간과 기계 간 상호작용의 발전 방향이라고 할 수 있
다. 그중에서도 음성은 미래 시대에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의 가장 유망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음성은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의 미래 발전 방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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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대는 학생들에게 음성인식 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음성 및 언어정보처리국가공정실험실은 2011년 9월 27일 국가발전개
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중국과대에 설치되었다. 동 실험실은 국가발전
개혁위의 지도하에 안휘성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과학원의 주관하에 중
국과대와 아이플라이텍이 연합해 공동으로 건설하였다. 이처럼 동 실험
실은 연구 및 교육 지원과 산업계의 주도라는 종합적인 장점을 충분히 발
휘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음성인식 산업계의 유일한 국가급 연구개발 플
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실험실의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 방향은 스마트 음성 정보처리,
빅데이터 분석과 응용, 음성 감정 계산과 다형태의 상호작용 연구, 공시
간 신호처리, 휴머노이드 음성교호 자동인식 로봇 등이다. 중국과대는 음
성합성, 음성인식, 언어이해, 마이크 어레이, AIUI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등의 분야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감정로봇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컴퓨터나 로봇에게 인간의 감정
을 표현, 식별 및 이해하고 인간의 감정을 모방,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 인공적인 방법과 기술을 통해 인간과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기계를 말한다. 정서적 로봇의 개발은 그동안 인공지능 관련 영화 등에서
자주 등장하였지만 쟈쟈(佳佳)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인공 감정 기술의 발
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쟈쟈는 중국과대가 2016년에 개발한 최초의 상호작용 감정로봇이다.
중국과대 ‘가쟈(可佳)’ 로봇팀이 중국 내 파트너들과 함께 3년 만에 개발한
작품이다. 쟈쟈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대화 이해, 얼굴 표정, 입 모양 및
신체 움직임 일치, 대규모 동적 환경 자율 위치 탐색 및 클라우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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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갖춤과 동시에 아름다움과 지혜를 겸비하고 있다.
중국 감성로봇의 대표로서 쟈쟈는 수많은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세계
지도자들의 영접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6월 천진 다보스 포럼
에 출연하여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2016년 제1회 전 세계
화교인 로봇 춘제 만찬을 진행하였고, 황지중(黄子忠)과 한 팀이 되어 바
둑왕 준결승전을 주최했으며, 2017년 1월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로부터 영접을 받고 대화를 나누었다(https://www.sohu.com/a/4774
20449_121118938. 검색일 2021. 8. 30.).

3) 혁신창업학부 설치 및 혁신창업훈련계획을 통한 창업 교육
중국과기원 소속의 중국과학원대학은 2017년 혁신창업학부를 신설하
여 중국 국무원의 ‘대중창업, 만중창신(大众创业, 万众创新)’ 정책을 뒷받
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혁신창업학부의 개설을 통해 과학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새로운 혁신창업 교육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중국과학원대학의 혁신창업학부는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다는
중국 국무원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한 창구로서 중국과학원이 자체적인
연구개발이나 산하 대학의 교육에 있어서 창업을 우선시하겠다는 정책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혁신창업학부를 신설한 것은 기존의 창업 방
식이 아니라 창쿼 창업의 새로운 전형적 롤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
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혁신창업학부는 중국 내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기술 분야 창업인
재들을 발굴하고 우수한 교수들과 학생들을 연계하여 교내 창업 플랫폼
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대학과 기업의 연합을 통해 학부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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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현장성을 불어넣고 있으며, 각계의 창업청신이 투철한 우수 창업
인사들을 초빙하여 창업 분야에서 최고의 연구기관과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과대는 교육부의 ‘대학생 혁신창업훈련계획’(창업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소기의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학생 혁신창업훈련계획’을 수립
하여 학생들의 인공지능 분야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중국과대, 2012. 3.
中国科学技术大学 “大学生创新创业训练计划” 管理办法). 프로젝트 실행

중 과정 배양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 실행 중 수행 능력, 혁신적인 창업
마인드, 팀워크, 혁신적인 창업 실천에 관한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교내에 ‘대학생 혁신창업훈련 프로그램 리더그룹’(리더그룹)과 ‘국가대
학생 혁신창업훈련 프로그램 전문가위원회’(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리더그룹은 ‘혁신창업계획’을 실행하는 리더기구로, 관련 정책을
연구·작성하고, 사업 신고·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혁신
창업계획’ 항목을 심사·검수하고 ‘혁신창업계획’ 관련 업무를 지도한다.
각 단과대학에서는 학부급인 ‘창업플랜’ 리더그룹을 구성하고 교학 담당
학장과 학생 담당 서기가 팀장을 맡는다.
‘대학생 혁신창업훈련 프로그램’은 혁신연구 프로그램, 창업훈련 프로
그램, 창업실천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프로그램 선택은 사고의 참신함,
목표의 명확함, 일정한 혁신성과 탐구성을 요구하며, 학생은 연구 방안,
창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진행해야 하며, 실행 과정에서 교수의 지
도를 통해 끊임없이 최적화를 조정해야 한다.
학교의 전일제 본과 학생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2~3
학년 학생을 위주로 한다. 사업 수행 기간은 보통 1~3년이다. 신청자는
품행과 여력, 독자적 사고력과 창의성이 뛰어나야 하며 과학연구,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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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활동이나 사회 실천, 창업 실천에 관심이 많아 연간 총평점수 상위
50%에 올라야 한다. 특기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가 패널의 심사를
거쳐 신고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프로젝트 그룹 구성원의 학과 교차를
장려하고 있으며, 연구팀이 3명, 창업훈련팀이 5명, 창업실천팀이 8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도교수는 창업을 시행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책무를 성실히 수
행하고, 프로그램 신청서를 심사하며, 과정 지도를 능동적으로 강화하고,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토론과 교류를 조직
하고, 실험원 데이터, 중간보고, 창업계획의 진전 등을 심사해야 한다. 지
도교수에게 학생의 품질보증 기준을 감독 지도할 책임이 있다. 창업을 원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우수학생이나 지도교수에
게는 매년 표창을 한다.
중국과학원이 배출한 인공지능 분야 우수 창업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3. 연구개발 중심 유형: 북경대학, 절강대학
가. 북경대학
1) 북경대학 인공지능 교육 개요
북경대학은 청화대학이나 중국과대 등과 달리 인문사회 계열 분야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학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이 청화대
학 등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교육과 창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북경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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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연구개발 중심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북경대학은 중국 최초로 인공지능 교육과 연구를 진행한 대학이다
(www.pku.edu.cn/, 2021. 5. 11.). 1986년 중국에서 정보과학 및 기술
이 등장한 이후 1988년 인공지능 분야 최초의 국가중점실험실 중 하나를
설립하였으며, 챙민데(程民德), 시칭윤(石青云), 츠후이성(迟惠生), 탕스
웨이(唐世渭) 등이 공동 후원하여 중국 최초의 지능과학과를 설립하였다
(http://www.cis.pku.edu.cn/bxgk/bxjj.htm, 2021. 10. 3.).
2002년에 설립된 이후 2003년에는 중국 최초로 ‘지능과학기술 전공’
을 설립하여 2004년부터 학부생 등록을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지능과
학기술 석사, 박사과정을 추가하고 중국 인공지능 분야의 학부, 석사, 박
사학위를 위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능과학과를 주체로
하여 심리학과, 철학과, 생물학과, 도서관과, 중국어과, 원격탐사연구소,
컴퓨터과학연구소 등을 포함하는 10개 이상의 학과가 참여하여 북경대
학교의 포괄적인 학문과 학제 간 기능을 갖춘 정보과학센터를 설립하였다
(www.pku.edu.cn/, 2021. 5. 10.).
이를 바탕으로 1988년 북경대학 최초의 국가핵심연구소인 시각 및 청
각 정보처리 국가핵심연구소가 설립되어 중국 내 인공지능 교육 분야의
기치가 되었다. 북경대학 최초의 학제 간 융합 연구 기지인 정보과학센터
의 설립은 북경대학의 학제 간 연구 방향에 대한 깊고 완전한 기초학문
발전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후 정보과학센터는 시각, 청각, 지능 시스템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각적인 연구 방향으로 심층적인 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973계획 등 다수의 주요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식별, 인공 와우 및 국가 우주 인프라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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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 결과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지능형 과학은 정보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연구 방향 중 하나가 되었으며 점차 통찰력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19년에는 학교 직속의 독립적 기구로 북경대학 인공지능연구원을
설립하였다(www.ai.pku.edu.cn/, 2021. 6. 10.).
인공지능연구원은 세계 일류 지능학과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 인공지능 중대 전략 실현에 앞장서 지능학과 일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 관련 연구는 정보과학기술대, 공대, 수학
과학대, 심리·인지과학대, 프런티어컴퓨팅연구센터, 의학부 등 이공계뿐
만 아니라 철학, 법학, 정치학 등 인문사회과학대 출신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X’ 모델의
전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북경대학의 인공지능 세부 교육과정
북경대학의 정보과학기술대학 지능과학기술 전공은 2003년 북경대학
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고, 2004년부터 학부생이 입학·등록
하도록 하였다(https://eecs.pku.edu.cn/, 2021. 5.). 이 전공에서는 컴
퓨터과학 및 기술 1단계 분야의 학부 전공으로 주로 기계 인식, 지능형
로봇, 지능형 정보처리 및 기계학습과 같은 학제 간 분야의 연구에 참여
한다. 4년제 교육 시스템을 갖춘 과학 전공으로 졸업 시 과학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수학과·컴퓨터학과·전자학과 등 10개 학과가 1985년 지능과학기술
전공을 설립해 기계감지·지능로봇·지능정보처리·기계학습 등을 교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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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동 전공은 첨단 기술을 지향하는 기초적인 학
부 전공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로봇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컴퓨팅을 기
반으로 한 스마트 시스템, 마이크로 모바일 시스템(MEMS), 국민경제, 산
업생산 및 일상생활에 밀접한 각종 스마트 기술과 시스템, 차세대 인간컴퓨터 시스템 기술 등을 다룬다.
또한 지능과학기술 전공은 컴퓨터 전공의 핵심 및 플랫폼 강의 외에
지능과학기술도론(뇌과학, 생명과학과 인지과학 포함), 인공지능 원리,
지능로봇, 지능게임, 가상현실 기술, 패턴 인식, 데이터 발굴, 시뮬레이션
모델링과 마트랩, 자연어 처리, 지능정보 획득 기술, 지능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본 전공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연계한 육성 방안에
따라 전공 중의 교수가 학부생을 위한 향상된 과정을 개설하여 학부 단계
에서 일부 대학원 과정을 먼저 수강하게 하고, 이후 높은 수준을 받도록
한다.
지능과학기술 전공은 컴퓨터 기술, 자동제어 기술, 스마트 시스템 방
법, 센싱 정보처리 등의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정보 획득, 전송, 처리, 최
적화, 제어, 조직 등을 수행하고 시스템 집적을 완료하도록 하며, 해당 공
정의 실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과 엔지니어링에 종
사하는 연구, 개발, 관리, 광범위한 지식과 비교적 강한 적응력 및 현대
과학의 창의성을 가진 고급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지능과학기술
전공의 교육 목표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https://cis .pku.edu.cn/,
2021. 5. 10.).

- 수학, 물리학, 컴퓨터 및 정보처리 등의 기초 지식
- 심리, 생리 등의 인지과학, 생명과학 등의 학제 간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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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과학기술의 기초이론, 기초 지식, 기초적 방법론의 체계적 습득
- 자기주도적인 지식 습득 및 지속적 혁신
- 급변하는 과학연구 생태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배양
- 과학적 사고, 실험, 예비 과학연구에 대한 훈련
- 전인적 문화 소양과 양호한 지식구조 및 새 집단에 대한 적응 능력
- 언어 능력(중국어, 영어), 컴퓨터 기술 배양
- 기업 연구개발 부서 또는 연구기관,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지속 연
구할 수 있는 역량

지능과학기술 전공은 다음과 같이 총 14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https://cis.pku.edu.cn/, 2021. 5.).
- 필수 88학점 = 학교필수 30 + 학부필수 25 + 전공필수 33학점
- 선택 46학점 = 전공핵심 18 + 전공선택 12 + 일반선택 16학점
- 졸업논문 6학점

필수과목 88학점은 학교 필수과목 30학점, 학부 필수 25학점, 전공필
수 33학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지능과학기술 전공에는 총 35명의
교·강사들이 있다. 이 중 교수는 16명(박사 13, 석사 1, 학사 2)이며, 전공
분야별로는 기계학습 3명, 지능형 로봇 2명, 지능정보처리 5명, 기계 인지
6명 등이다. 강사는 11명(박사 11명)이며, 전공 분야별로는 기계학습 1명,
기계 인지 6명, 지능정보처리 3명, 심리 1명 등이다. 실험 및 조교는 시니
어 엔지니어 3명, 엔지니어 4명, 조교 1명이 있다(http://cis.pku.edu.cn/,
2021. 6. 10.).
교·강사 중 교육부 ‘창강학자상 프로그램’ 특임교수 1명, 국가 우수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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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금 1명, 국가 자연과학재단 중국우수청소년과학기금 2명, 교육부
‘신(크로스)세기 우수인재 지원사업’ 3건, 교육부 ‘혁신팀 육성 방안’ 팀장
1명이 선정되었다(http://cis.pku.edu.cn/, 2021. 6. 10.).
지능과학과의 과학적 연구는 컴퓨터 지능과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과 지식 발견, 컴퓨터 비전과 이미지 처리, 기계학습과 패턴 인식,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인간-컴퓨터를 포함한 인공지능의 여러 측면을 포함
한다. 상호작용, 시각화 및 시각적 분석, 청각 인식 메커니즘 및 계산 모델,
음성 및 언어 정보처리, 환경 인식 및 지능형 로봇, 기계 인식 및 지능,
로봇, 멀티미디어 및 지능형 정보처리,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및 복잡
한 네트워크 모델링, 인공지능 산업 혁신, 디지털 도서관 및 멀티미디어
기술 등 국가 핵심 연구개발계획, 국가 핵심 기본 연구계획(973) 프로젝트,
국가 첨단기술개발계획(863)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수백 개의 국가, 지방
및 장관급의 국제협력 및 수평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북경대학교 지능과학과는 우수 학생은 3년 만에 졸업 요건 학점 이수
를 충족할 수 있으며, 30년 이상 인공지능 분야에서 600명 이상의 학부
생과 수천 명의 대학원생을 양성했다. 이를 통해 전국 100개 이상의 대
학이 지능형 과학 전공을 개설하는 데 기여하였다.

3) 북경대학의 창업 교육
북경대학에서는 컴퓨터 전공 학과 외의 다른 학과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과목을 필수교과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혁신창업 관련 교과가 모든 학과에 필수교과로 지정되어
있다. 북경대학에 설립된 인공지능학과는 컴퓨터학과에 속하고 창업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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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과정 내 약 20%로 그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현재 창업 교육은 주로 전문 기술 지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교수
들의 전공 지도 방향은 주로 시각, 청각 등의 식별 및 뇌파 분석 등의 최
첨단 연구 분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혁신창업 교육은 주로 창업학과
에서 진행하며, 교수들이 일상적 교육과정 또는 학술연구에 참여하는 학
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방향을 지켜본 뒤 창업 관련 학습을 추천할지 여부
를 결정한다.
혁신창업 교과에서는 (실전)창업 교육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이론적
인 것보다 실천적인 분야를 중요하게 다룬다. 현재 창업 교육 중 인공지
능 분야는 중요한 창업 분야로서 인공지능 기술을 지향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재학생 중에도 이 분야 창업에 도전하는 공대생이 많다. 과정 내
용은 주로 자원의 연결과 상업(마케팅) 지도 측면을 다루도록 구성된다.
북경대학 혁신창업 대학은 이미 창업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과 주요
학과별 과정 설계를 완비하고 있다. 북경대학의 쌍창교육 목적은 학생들
이 기업을 설립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혁신사
고, 창업정신을 키우는 것에 더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학생
들에게 새로운 방법과 기교를 가르쳐 스스로의 능력 발휘를 돕는 동시에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육 방법을 모색하여 인재양성 체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매년 학내 창업대회가 약 30여 회에 걸쳐 개최되며,
최대 대회 지원자 수는 1천여 명에 육박한다.
북경대학의 인공지능 분야 창업 교육 사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공지능 창업 교육’ 과정이 있다. 연 1회 개강하며, 차수당 4팀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인공지능학과와 컴퓨터학과 학생들이 대상이다.
이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학과 학생들이 자신과 뜻이 맞는 친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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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하며, 파트너를 물색하도록 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인공지능 창업 교육
훈련을 받아 서로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의 최전선과 산업추세’라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
은 2017년 이후 매년 1회씩 개최되었다. 북경대학의 개설 교과로 대중에
게 개방된 과정이다. 인공지능혁신센터의 교수 4인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수업마다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업계의 대가들을 강사로
초청하고, 인공지능과 구체적인 산업 분야의 결합에 대해 깊이 있는 교육을
실시하며, 해당 기술의 산업적 발전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산업 현황과 미래 추세에 영향을 주고 도전에
대응하며 기회를 잡는지를 설명하는 이 과정은 인터넷 생방송과 녹화 방송
으로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백만 명이 여러 가지 방식
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중국 전역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끝으로, ‘과학기술 혁신과 창업’이라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현재
북경대 정보과학기술대학의 장밍(张铭) 교수와 인공지능센터 레이밍(雷
鳴) 교수가 공동으로 개설한 창업 교육과정이다. 여러 명의 창업 엘리트

와 투자계의 선두 인물들을 강연 게스트로 초청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의
혁신적 사고를 키우고, 학생들로 하여금 산업분석, 수요파악, 제품디자
인, 상업(마케팅)계획 등 기본적인 창업절차를 이해하도록 하며, 팀 빌딩,
리더십 배양 등 창업기술을 파악하게 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http://eecs.pku.edu.cn/info/1023/10333.htm, 검색일: 2021. 10. 3.).
북경대학과 청화대학은 중국의 첨단 연구개발단지인 중관촌의 중심부
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북경대학은 중관촌의 중심을 이루는 상지경제기술
개발단지(上地经济技术开发区)의 핵심 지역에 북대창업원(北大创业园)을
두고 있다. 이 단지는 북경대학이 국가 ‘혁신 드라이브’ 발전 전략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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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지역 사이의 협동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급 대학과학
기술단지다. 이러한 단지들 내의 각종 중창공간에서 북경대학생들은 알
리바바의 마윈, 샤오미의 레이쥔 등을 롤모델로 삼아 창업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http://www.pkusp.com.cn/. 2021. 9. 6.).

나. 절강대학
1) 절강대학 개요
절강대학은 중국 절강성 항주에 위치한 대학이다. 절강대학이 소재한
항주는 산업도시이자 손꼽히는 관광도시로서 중국 경제의 요충지이다.
1952년에 중국 정부의 전국 대학 학과 구조조정 당시, 절강대학의 일부
학과가 당시의 주요 대학들과 중국과학원으로 전입되었고, 항주에 남은
대학 본부는 여러 개의 단과대학으로 나뉘어 각각 절강대학 본교, 항주대학,
절강농업대학, 절강의과대학으로 발전했다. 1998년에 같은 뿌리를 가진
4개 학교가 다시 합병을 통해 새롭게 절강대학을 설립하여 세계 일류 대학
건설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시진핑 총서기가 절강성을 주관하는 동안 절강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18차례에 걸쳐 대학 정책을 지도했다. 여기에는 학교 개혁 발전을 위한
일련의 중요한 지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준 높은 중국 특색 세계 일류
대학을 건설하기 위한 청사진이 포함되었다. 절강대학은 특색이 뚜렷하고
국내·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합형, 연구형, 혁신형 대학으로, 설치된
학과는 경제학, 법학, 철학, 교육학, 역사학, 문학, 예술학, 의학, 공학, 이학,
농학, 경영학, 기타 융합학과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https://www.
zju.edu.cn/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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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구조로는 7개의 학부, 37개의 전문대학(학과), 1개의 공학대학,
2개의 해외 대학 협력 설립 기구, 7개의 직속 부속 병원을 보유하고 있
다. 절강대학의 캠퍼스는 현재 자금강, 옥천, 서계, 화가지, 지강, 주산,
하이닝 등 7개 캠퍼스로 나뉘어 있다. 2020년 말 기준 재학생은 전일제
학생 60,739명, 유학생 5,596명, 교직원 9,674명, 교사 중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공학원 원사 (중복임명 포함) 52명, 문과 선임교수 15명, 교육
부의 ‘장강 학자 장려 계획’ 특임교수 101명, 국가 우수청년과학기금 수
상자 154명 등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https://www.zju.edu.cn/ 2021.
6. 15.).
중국 정부의 ‘쌍일류’ 대학 건설(대학과 학과 모두 세계 일류 달성) 성과
발표에서 절강대학은 일류 대학 건설 A등급으로 뽑혔고, 18개 학과가 일류
학과 건설로 인정받았으며, 전국 대학 중 종합 3위의 성과를 차지했다.
절강대학이 배출한 역사적 인물에는 노벨상 수상자 1명, 중국 최고 과학
기술상 수상자 5명, ‘2탄 1성’(핵, 미사일, 인공위성 개발연구) 공훈상 수
상자 4명, ‘8.1 훈장’(중국군 최고 훈장) 수상자 1명, 국가 명예 칭호 수
상자 5명, 210여 명의 양원(중국과학원과 중국공학원) 원사 등이 포함
된다.
절강대학은 학술과 과학기술 혁신을 중시하고 개방적이고 국제화된
고급 학술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 학문 분야의 학자, 대가와 수준 높은 연
구팀을 모았다. ‘제12차 5개년’(중국 정부 교육 5개년 정책상의 한 기간)
이 실시된 후 측정된 여러 가지 과학연구 혁신지표에서 절강대학은 항상
전국 대학의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그에 따른 우수 선도대학에 수여하는
상으로 국가과학기술진보 특등상 1개, 1등상 8개, 2등상 56개를 받았다
(https://www.zju.edu.cn/,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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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대학은 시진핑의 정책 지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대학으로도 유명하여, 세계적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5체계 5구조 5전
략’이라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일류 대
학, 세계 일류 학과의 양성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
는 중국 국무원의 ‘쌍일류 전략’에서 가장 주목받는 핵심 실천 기지이기
도 하다.

2) 절강대학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절강대학은 인공지능 교육 관련 대학으로 ‘컴퓨터과학기술대학’과 ‘소
프트웨어대학’ 등 두 개의 단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절강대학 컴퓨터과
학기술 연구는 1960년 초에 시작되었다. 1973년에 무선전신학과에서 컴
퓨터학과를 설립했고 1973년에 응용수학과에서 소프트웨어 연구팀이 만
들어졌다. 1978년에 상기 두 학과를 바탕으로 정식 학과가 개설되었는데
중국 대학 중에서도 매우 일찍 설립된 컴퓨터학과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의 절강대학 컴퓨터과학기술대학은 2002년 설립되었고 컴퓨터과
학기술대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절강대학 소프트웨어대학은 중국 교육부와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비준한 첫 번째 35개 국가 시범 소프트웨어대학
중 하나이다. 2016년에는 정보보안학과(전공), 2019년에는 인공지능학과
(전공)를 설립했다(http://www.cs.zju.edu.cn/, 2021. 6. 15.).
현재 컴퓨터대학은 컴퓨터과학과 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디지털 미디
어와 인터넷 기술, 산업디자인, 정보보안, 인공지능의 6개 전공으로 이루
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컴퓨터과학기술, 소프트웨어공학은 국가 일류 학
과에 선정되어 교육부의 기초 인재 육성 프로젝트 및 우수한 엔지니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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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성급 시범교육센터와 성급 혁신 실험 프로젝
트 또한 보유하고 있다.
컴퓨터과학기술학과는 교육부 학과 평가에서 A+를 받았고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쌍일류’를 달성한 일류 학과에 선정되었으며, 여러 유명한 국제
학과 순위에서 상위권에 들고 있다. 컴퓨터과학기술학과는 지식, 능력,
소양, 인격을 모두 갖춘 컴퓨터 전문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전문 과정체계 지침과 세계 일류 대학의 과정체계를 참조하여 컴
퓨터과학 이론, 컴퓨터 하드웨어와 체계 구조,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를 핵심 줄거리로 하고 첨단과학연구와 결합한다. 기술개발과 산업 응용
방향으로는 완비된 교육과정 체계를 설립하고 실천 중심의 교육 절차와
과학연구 역량에 대한 훈련 절차를 중요시하며 전문적 교육의 국제화를
중시한다(http://www.cs.zju.edu.cn/, 2021. 6. 15.).
소프트웨어공학과는 교육부 4차 학과 평가에서 A+ 학과에 선정되었고
국가급 첫 번째 우수 엔지니어 교육 육성계획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교육
부의 첫 번째 ‘쌍일류’ 건설의 일류 학과로 선정되었으며 ‘국가급 일류 학
부 전공 건설 분야’에도 선정되었다. 소프트웨어공학의 전문 포지셔닝은
우수한 소프트웨어 디자인 능력, 국제교류 능력, 관리와 의사소통 능력과
직업 발전 능력을 가진 복합형, 응용형,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소프트웨어 공학의 선도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절강대학 관계자 서면
조사, 2021. 8. 10.).
절강대학 컴퓨터대학원은 현재 컴퓨터과학기술 1급 학과 박사과정과
박사 후 연구과정, 그리고 컴퓨터 응용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이론,
컴퓨터 시스템 구조, 디지털 예술과 디자인으로 구성된 4개의 2급 박사
과정, 그리고 디자인학 부문의 5개의 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학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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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는 전일제 석사, 전일제 박사, 본과 졸업 후 박사, 공학석사 전공과
대학원 연수(실습)과정 등이 있다(http://www.cs.zju.edu.cn/, 2021.
6. 15.).
컴퓨터 응용 기술 전공의 연구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인지과학과 이
미지 사고 시뮬레이션, 컴퓨터 보조 디자인(CAD)과 컴퓨터 그래픽(CG),
현대 통합제조 기술, 스마트 디자인, 스마트 감지, 정보 지능과 의사결정
지원, 컴퓨터 시각과 스마트 로봇,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기술, 공학 데이
터베이스, 스마트 제어, 컴퓨터 네트워크와 정보통신 시스템, 컴퓨터 보
조 협력작업 시스템(CSCW), 정보 보안, 전자상거래와 전자 업무지원, 중
간 부품, 디지털 도서관 기술 등을 포함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이론 전공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내장형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소프트웨어공학,
고급 컴퓨팅과 시각화, 컴퓨터 시각 정보 및 이미지 처리, 멀티미디어 소
프트웨어 기술, 컴퓨터 네트워크와 정보 시스템, 정보 보안, 컴파일 기술,
각 기술 분야별 소프트웨어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능화를 연구한다.
컴퓨터 시스템 구조 전공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구조와 병렬처리, 분산
처리와 그리드 서비스, 삽입형(이식형) 시스템과 일반적인 계산, 자체 조
직 네트워크와 스마트 센서 네트워크, 네트워크와 정보 보안, SOC와 대
규모 집적회로 기술을 연구한다.
디지털화 예술과 디자인 전공에서는 가상 인간 기술과 응용, 모호 이
론과 소프트 컴퓨팅 방법, 컴퓨터 보조 개념 디자인 기술과 시스템 개발,
응용 인간 공학 기술과 응용, 무형문화유산 디지털화 보호 기술, 뉴미디어
기술과 응용을 연구한다. 디자인 예술학 전공에서는 디자인 이론과 방법,
제품 혁신 디자인, 뉴미디어 예술과 디자인, 인간공학 디자인, 시각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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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시 디자인을 연구한다.
석사 연구생 학제는 2.5년이고 학점제로 운영하며 최저 학점은 26학
점이다. 박사 대학원 학제는 3.5년이고 최저 학점은 15학점이다. 컴퓨터
기술 공학석사 학제는 5년을 넘지 않고 학점제로 운영하며 최저 학점은
30학점이다. 산업디자인 공학석사의 최저 학점은 31학점이다(http://www.
cs.zju.edu.cn/, 2021. 6. 15.).
절강대학 국가 시범 소프트웨어대학은 각각 항주와 영파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항주에서 운영하는 학과는 옥천 캠퍼스에 소재하며, 학부생
육성 위주다. 영파 캠퍼스는 중국 국가 고신구(첨단기술산업 개발구)에
있고 대학원생 육성 위주이다.
절강대학의 소프트웨어대학은 컴퓨터과학과 기술대학의 풍부한 교수
진을 바탕으로 절강대학의 종합적인 운영 역량과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의 가파른 발전상을 결합해 시장 수요를 중심으로 ‘Computer+X’와
‘X+정보’ 복합형 인재 육성 이념으로 고차원 응용형 인재, 복합형 인재,
국제화된 소프트웨어공학 기술과 소프트웨어공학 관리인재 양성을 목표
로 한다.
절강대학 소프트웨어대학 인공지능 전공필수 과목의 커리큘럼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가을 학기에 개설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시
스템’ 교과목은 총 7명의 교수가 담당했다. 수강생은 전자정보대학원, 컴
퓨터대학 과학 석박사 등 학생 약 1,300명이다. 수업은 현장 출석 및 3개
교육 플랫폼 채널을 통한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수업 기간은 7주로 학
생들이 자신의 취미에 따라 실습할 수 있도록 대량의 실습 예시 자료를
포함한 온라인 실습 플랫폼 제공하였다. 7주간의 주차별 교육과정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절강대학 관계자 서면조사,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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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인공지능 총론 : 인공지능 발전의 역사, 현황과 미래 소개
2주.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언어 및 응용 : 파이썬 등 인공지능 프로그
래밍 언어, 관련 학습 자료 및 해설 – 실습 플랫폼 및 응용 프로
그램 소개
3주. 시각 데이터 처리 기계학습 : 기계학습을 통한 영상 처리 관련 기술
소개
4주. 인과 분석 : 인과 학습과 분석을 위한 기술 소개
5주. 인공신경망(구조도) : 신경망의 구조와 학습 방법 및 추천 시스템에
응용 소개
6주. 기계학습 시스템 : 소프트 하드웨어 협동의 기계학습 최적화 시
스템을 소개
7주. 자연어 처리 기술 이해 : 딥러닝을 통한 자연 언어 이해 내용을 소개

3) 절강대학 창업 교육 현황
절강대학은 1998년에 학부생 과학연구훈련계획(SRTP)에 따른 교육을
중국 최초로 실시하였다. 현재 대학, 학교, 성, 국가급의 4단계 대학생 과
학연구 훈련체계가 형성되어 있고, 훈련체계 연구를 통해 지속 발전을 시
작했다.
2019~2020학년도 절강대학 공립학교, 원(과) 대학생 과학연구훈련계
획(SRTP) 프로젝트 843건, 절강성 대학생 혁신창업 프로젝트 190건, 국
가 대학생 혁신창업 프로젝트 169개를 배출했다. 2019~2020학년도 전
교 재학생 중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건수는 총 150편이며, 특허는 총
138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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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대학은 ‘재능을 과시하고 역량을 키우며 협력 능력을 육성하고 과
정을 즐긴다’는 경쟁 원리를 지키고 있다.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 가능
한 많은 학과 대회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가치, 잠재력, 개성을 충분
히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2019~2020학년도에 절강대학은 학생들을 조
직하여 여러 학과가 융합된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고, 혁신 활동에 참여했
다. 기술경연대회에서는 국제급 상 63개, 국가급 상 134개, 성급 부상
251개를 받았다. 아울러 2019∼2020학년도 절강대학은 각종 문예 · 체
육경연대회에 참가해 국제급 상 9개, 국가급 상 90개, 성급 부상 55개를
수상했다.
아울러 절강대학은 2019~2020학년도에 혁신창업 전문 자금 5,200만
위안을 투입하여 창업 교육 프로그램 659건, 창업 강좌 218회, 재학생
창업 프로젝트 659개 및 다수의 혁신창업 훈련 프로젝트 참여 학생 수
4,326명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 12월 14일 중국 고등교육학회
에서 발표한 2019년 중국 대학 혁신인재 선정 결과 절강대학은 총점
99.29점으로 전국 대학 2위를 차지했다(http://ugrs.zju.edu.cn/2020/
1228/c28188a2239566/page.htm, 절강대학 2019-2020 교육품질보
고서, 2020. 12. 28.).
절강대학이 설치한 혁신창업 교육 관련 학교기관으로는 혁신창업대학,
혁신창업 교육 전문가위원회와 혁신창업 교육 교수학습업무위원회 등이
있다. 각 기관에서는 혁신창업 교육 업무의 총괄, 조화를 강화한다. 혁신
창업 교육과정의 운영 방침은 학생들의 다원화된 인재 수요를 고려한
1학년 수업 보완, 2학년에는 실습 내용의 풍부한 구성 및 보충수업 강화,
3, 4학년에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혁신창업 활동 촉진으로 구성된다
(https://s2.zju.edu.cn/search/, 검색어 创业,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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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학제 융합의 창업연계형: 사천대학
가. 개요
사천대학은 중국의 내륙인 사천성 성도(成都)에 위치하고 있다. 사천
성 지역은 중국에서도 가장 저발전된 지역으로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균
형발전을 위해 사천대학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국무원은 성도를
중국 서부 지역의 중심도시, 국가 중대 첨단기술산업기지, 상업무역물류
센터, 종합교통허브로 선정했다. 중국 정부가 귀주성 귀양에 데이터센터
를 설립함으로써 귀양시가 급속도록 발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천성 성
도도 사천대학의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기반으로 급속히 성장해 왔다.
사천대학은 사천성 천인계획을 통해 채용된 123명의 전문가, 중국 국
가과학기금 수상자 45명, 중국 국가기초과학연구 12개 핵심 프로젝트를
이끄는 9명의 석좌교수 등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사업화 관련 성과로는
2008년 이후 중국 6대 기술이전센터 중 하나로 꼽히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 4대 모범 사례 중 하나로 꼽
히기도 하였다. 2012년 중국 과학기술파크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15개
기관 중 하나로 사천대학 과학기술파크를 설립하였으며, 상장 기업 포함
335개 과학기술 기반 기업을 육성하여 A등급 기관 지위를 획득했다.
사천대학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성도는 2020년 지정된 중국 신1선
도시14) 중 가장 높은 종합평가 점수(100점)를 기록하였다. 도시별 평가
항목 중에서도 전자정보, 의약, 신소재, 친환경 산업 등의 미래 산업 부문에

14) 중국은 2021년 국내 주요 도시들을 1선, 신1선(新一线), 2선, 3선, 4선, 5선 등으로 구분했다. 1선도시는 북경,
상해, 광주, 심천 4개, 신1선도시는 성도, 항주, 중경, 무한, 서안, 정주, 청도 등 1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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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유망 사업군을 고루 보유한 유망 지역이며, 소매업 비중, 평균 구매
력 등 소비 활성도에서 전통적 1선도시인 광주와 인공지능 산업이 집중
분포한 항주를 앞지르는 등 경제지수와 미래 발전 잠재력에서 새롭게 떠
오르는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사천대학은 2017년 발표한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2018년 수립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인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에 따른 인공지능 연구 역량 강화 및 교육
역량 고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0월 레노버와 함께 사천대학-레노버 인공지능연구센터를 설
립하고, 2018년 3월 새로운 컴퓨터공학 커리큘럼 설계 방안을 기초, 같
은 해 12월 컴퓨터공학 전공 커리큘럼을 전면 개정했다. 2020년 7월에
는 통합 자연어 소통 인공지능 시스템을 연구 및 발표, “Google Nature
Question” 인공지능 공개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구글과 IBM이 제출한
모델을 꺾고 1위를 차지해 인공지능 및 자연어 처리 연구 중심의 저명한
국제컴퓨터언어학자협회(ACL) 학술지 ACL2020에 등재 논문으로 선정
되었으며, 사천성 혁신개발위원회의 승인으로 성급 공학 연구소인 ‘사천
성 빅데이터 분석 및 응용 기술공학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사천대학이 소재한 성도는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시범구역 구축 사업계획을 발표, 2022년까지
500억 위안(약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인공지능 산업을 유치,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했다. 시범구역에서는 누적 투자금 1,000억 위안(약 17조 5천
억 원)의 170여 개 중점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https://www.scu.
edu.cn/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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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공지능 융합학과 개설 및 현황
사천대학은 2019년 창립 123주년을 기념한 비전 발표식을 갖고 학제
간 융합교류센터 신설을 공개했다. 사천대학은 해당 발표에서 ‘의학+’와
‘정보+’라는 핵심 비전의 양대 축을 세우고 두 축 부문의 연구센터와 산
업인터넷연구센터를 더해 ‘1플랫폼 + 3센터’의 운영 전략을 내세웠으며,
기술의 경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연구 성과를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에 집중해 성도시의 새로운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공헌하도
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https://www.scu.edu.cn/, 검색어 人工
智能, 2021. 7. 5.).

1) AI+공학
사천대학교는 ‘3+1 산업인터넷연구센터’ 전략에 따라 4개 부문의 인
공지능융합공학 전공 영역을 선정했다. 산업인터넷연구센터는 다시 지능
수자원연구센터, 유비쿼터스전력사물인터넷연구센터, 네트워크화공학연
구센터, 엔지니어링과학계산데이터분석연구센터 등 4개 연구센터로 구분
된다.
지능수자원연구센터는 고급 감지 기술 및 플랫폼을 연구, 클라우드 시
스템을 기반으로 한 신속한 수자원 데이터 확보 기술 개발, 장기간에 걸
친 디지털 수자원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또한 지능형 하천
구조물 건설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 연구, 저수지 및 댐 안전을 위한 지능
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하천유역 재해에 대한 지능형 식별 및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원격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을 수행한다.
유비쿼터스전력사물인터넷연구센터는 유비쿼터스 전력 사물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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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문제를 연구하며, 에너지 전력 시스템, 에너지 전력을 위한 강력
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화공학연구센터는 산업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규모,
시간적, 공간적 조건에서 화학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능형 제
조 모델을 연구하고, 산업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지식 자동화 작업
메커니즘을 제안 및 개발, 산업안전과 시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산업의
환경 친화성과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엔지니어링과학계산데이터분석연구센터는 항공우주산업, 자동차 및
발전소 개발 등 국가적으로 시급한 연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항공기
데이터 시뮬레이션 등의 시스템 개발을 수행한다.

2) AI+의료
중국 내에서도 고수준의 의료 서비스로 손꼽히는 화서병원을 보유한
사천대학은 특히 의료 부문에 집중하여 차이나모바일과 손잡고 ‘AI+의료’
방면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양측은 전략적 협력계약을 체결, 약 20억 위안
규모의 의료 산업 통합발전기금을 공동 투자하고, 5G 스마트병원, 의료
인공지능, 5G 원격진료 등의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협력해 기술력과 시장
방면에서 각자가 가진 강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사천대학교 스마트의학센터는 30년 가까이 신경망 기반 의료 연구를
진행한 장이교수를 필두로 지능형 의료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의료 영상
분석, 의료 데이터 분석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스마트의학센터는
사천대학 화서병원은 물론 사천성 인민병원, 상해교통대학교 부설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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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제3병원들에서도 활발하게 임상시험과 국가 스마트의료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스마트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3) AI+사법
사천대학은 ‘지능법치’의 비전 아래 2020년 학제 간 융합전공으로 ‘지
능법치 선도학과’(이하 지능법학과)를 개설했다. 지능법학과는 법률, 수
학, 통계, 컴퓨터과학 및 기술, 중국어 및 문학,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
션 전공을 통합한 학과로, 법학 전공의 법치실현과 정책자문, 수학 전공
의 통계, 컴퓨터 전공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문학부의 인문학을 더
해 4개 연구 부문을 핵심으로 결합해 ‘정보+교양’의 융합학문으로 발전
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다. 기타 인공지능 교육 추진 내용
1) 인공지능 산업 저변 확장
사천성 성도시 하이테크구에 위치한 성급 연구소인 ‘사천성인공지능연
구소’에서는 2021년 5월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개발 시범구역 건설을 앞
두고 각 조직의 인사를 단행했다. 사천대학 인공지능학과장 루지엔청은
동 연구소의 컴퓨터과학연구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연구소는 2019년 사
천성 과학기술부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사천성 과학기술부, 성도시 하이
테크구 소재 기업, 중국 전자과학기술대학, 창홍그룹, 차이나유니콤 등
기타 주요 협력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국가 차세
대 인공지능 혁신개발 시범구역 건설 사업의 핵심 주체로서 사천성인공
지능연구소는 기초연구, 중간연구, 응용연구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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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체인을 구성하며, 글로벌 비전과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학술
생태계를 육성하고 고급 인공지능 기업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ttps://www.scu.edu.cn/, 검색어 人工智能, 2021. 7. 5.).
연구소는 다양한 학술, 기업 전문가들과 소형 인공지능 모델에서 대형
인공지능 모델로 변화하는 추세, 시맨틱 커뮤니케이션, 뇌-눈 융합기술,
디지털 트윈과 같은 최첨단 기술 등의 인공지능 분야 기술 트렌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 인공지능 인재 육성 전략 강화
사천대학 인공지능학과장 루지엔청은 2021년 6월 항주에서 열린 중
국인공지능학회(CAAI) 주관 ‘인공지능 학장/학과장 포럼’에서 중국의
‘AI+X’ 교육의 선두를 달리는 주요 대학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국의 대학
주도 인공지능 융합인재 훈련 모델의 혁신에 대해 의논했다. 포럼에서는
상해교통대학, 절강대학, 우한대학, 난징대학을 포함한 16개 대학의 인공
지능학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자의 주제로 발표하고 후속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https://www.scu.edu.cn/, 검색어 人工智能, 2021. 7. 5.).
여기서 중국인공지능학회는 2021년 현재 전국 345개 대학이 인공지
능학부 전공을 설치하였고, 190개 대학이 지능과학기술학부 전공을 설립
하였으며, 171개 교육대학에서 직업교육으로 인공지능기술서비스 전공
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직업학교, 대학, 연구소, 기업과 힘을 합쳐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교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플랫폼을 구
축해 고품질 인공지능 인재 육성 여건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추
진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https://www.scu.edu.cn/, 검색어 人工智能,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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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과 인공지능학과의 쌍일류 전략
사천대학 소프트웨어학과의 쌍일류 전략은 ‘기초 지향’과 ‘4회귀’이다.
이를 통해 사천대학은 신공학 인재양성과 다분야 혁신창업 촉진 방면으
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4회귀는 사상적 융합을 기초로 삼아 전문성
의 융합을 핵심으로 삼고, 과학기술의 융합을 돌파구로 하며, 문화적 융
합을 지향하고, 산업적 융합으로 혁신의 원동력을 얻는다는 전략이다.
사천대학 소프트웨어학과는 2018학번 대학원생 왕위부를 비롯한 총
4명으로 구성된 팀이 “쌍일류 대학”이라는 팀명으로 전국 대학생 소프트
웨어혁신공모전에 출전해 대상을 수상, 쌍일류 전략의 추진에 따른 매우
상징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https://www.scu.edu.cn/, 검색어 人工
智能, 2021. 7. 5.).

라. 사천대학의 창업 교육
사천대학교의 창업 교육 구조 및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천대학은 대학 내 쌍창(双创) 지원을 위한 4대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의 혁신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혁신창업 교육 시스템
개선, 혁신창업 플랫폼 구축, 중창공간 구축 및 창업 활동(프로젝트) 지원,
혁신창업자금 확보 지원 및 창업 활동 여건 지원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연간 6,000명 이상의 학생이 국제 및 국가 규
모의 혁신창업 대회에 출전하고 있으며,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https://www.scu.edu.cn/, 검색어 双创, 创新, 创业课程, 2021. 7.).
사천대학의 인공지능 교육은 이산수학, 컴퓨터구조, 자료구조 등의 과
목과 프로그래밍 언어과목을 통해 스스로 코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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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태에서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추가로 학습한다. 인공지능 교과목만
으로는 혁신창업에 대한 비중 및 역점은 타 대학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
지만 혁신창업 교과목에서 실무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http://zhjwjs.scu.edu.cn/teacher/personalSenate/giveLessonInfo
/thisSemesterClassSchedule/indexPublic, 2021. 9. 3.).
사천대학은 중국 국가 전략인 쌍창을 대학 내에서 실행하기 위해 ‘대창’
(大创, 대학생 혁신창업 훈련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대창은 학생들에게
창업형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82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
중 교차과목을 제외하면 총 62개의 프로젝트형 강의가 개최된다. 학부생
대상 프로젝트로서, 다양한 분야와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있으며 카테고
리를 과학적 탐구, 공학 기술, 인문학 등으로 분류해 연구직과 산업계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동맥 초음파 속도의
계산 및 적용과 같은 의학 융복합형 프로젝트, 교차로 보행자 감지, 행동
분석과 같은 공학 기술 프로젝트를 위해 교내에서 부트캠프와 같은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https://cs.scu.edu.cn/info/1258/15493.htm, 2021.
9. 3.).
사천대학의 창업 교육 기본 체계는 학술연구형, 혁신탐색형, 실습응용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창업 교육 3대 과정체계’에 입각해
국내외 유명 기업 임원 초청 특강을 포함한 2,500여 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쌍창을 위한 교육 환경을 전면 확충하고, 마이크로러닝
비디오 콘텐츠를 통해 창업 교육 설비 및 환경의 활용 방법을 안내하였
다. 교육 환경 시스템은 모바일 기기 활용 학습, 학습 보조 프로그램 지
원(양방향 통신 기반), 실시간 온라인 학습 시스템, N 스크린 기반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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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다. 2018년 이후에는 중국 ‘인터넷+대학생 창업혁
신대회’에 매년 혁신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하고 있으며 ‘사천대학교
창업 모델’을 중국 전역에 알리기 위한 브랜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 교육 커리큘럼과 관련하여 사천대학은 2017년 모든 전공학과를
대상으로 한 사천지역 혁신창업 교육 시범과정 공모를 시작하였다. 그리
고 2018년부터는 쌍창과정 학습 모델, 실습체험 모델, 상업영어와 문화
모델 등의 세부 분류에 따른 창업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공모·개발하고,
교육부 우수과정 인증 출품을 진행하여 창업 교육 커리큘럼을 풍부하게
운영하고 있다. 사천대학 창업 교육 커리큘럼은 학과 전문과정뿐만 아니
라 일반 교육과정으로 전공자 이외의 초·중·고 학생 및 교사, 일반인에게
도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사천대학은 2012년부터 대학생 혁신창업훈련 프로젝트를 모집, 프로
젝트 주제와 등급에 따라 연간 지원금을 지급하고 2013년부터 수립된 철
저한 관리 방침과 평가 규칙을 통해 고수준의 학부 및 대학원생 ‘AI+X’
융합 프로젝트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매년 100~150개 프로젝트이며,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의
등급과 프로젝트의 성격(혁신훈련계획, 창업훈련계획, 창업실시계획) 수
준에 따라 최대 5만 위안(약 87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2020년 기준
1,530개 팀이 지원해서, 그중 1,399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92개
프로젝트는 연기, 39개는 종료되었다. 1399개 중 컴퓨터 관련 창업팀 수
는 58개였다. 2021년 신규등록된 컴퓨터 관련 프로젝트는 9개이다
(https://jwc.scu.edu.cn/info/1039/7540.htm, 2021. 9. 3.). 또한 매
년 1회씩 인터넷+대학생 혁신창업경진대회를 주최해 현재 7회까지 개최
된 상황이며 7회 대회에는 컴퓨터 관련으로 11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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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희망자는 사천대학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에 입주할 수 있
다. 과기원은 2001년 과기부·교육부로부터 국가급 대학 과기원으로 인
가를 받고, 2005년 과기부로부터 국가첨단기술창업서비스센터(국가급
인큐베이터)로 인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원은 사천대학의 사회 서비스 기
능의 유기적인 외연으로 혁신적인 자원 집적, 과학기술 성과전환, 과학기술
창업 인큐베이팅, 혁신적인 인재양성, 개방과 협동 발전 촉진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http://spark.
scu.edu.cn/home/index/pinfo/id/13.html, 2021. 9. 3.).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한 ‘성도평원경제구청년혁신창
업대회’(成都平原经济区青年创新创业大赛)를 개최하고 있다. 연 1회 개
최하며,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예심을 거쳐서 약 10개 팀을 고른
다음, 본선에서 다시 10개 팀을 추려 발표 및 방어를 진행한 다음 금상,
은상, 동상 등을 수여한다.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다양한 전공이 있으며
2018년 1회 대회에서는 3D프린팅을 응용한 생물학적 신소재 제작 플랫
폼 프로젝트를 발표한 팀이 우승했다.
사천대학은 2016년 5월 국가 ‘쌍창’ 전략계획과 이를 추진하는 국무원
‘의견’에 따른 조치로써 최초 17개 지역의 ‘국가급 이중혁신 시범 기지’
중 하나를 설립했다. 2017년 12월 기준, 시범 기지에서는 9개 학과의 학
제 간 테마 워크숍인 ‘스마트 드림 워크숍’이 열려, 20개 이상의 대학과
60명 이상의 프로젝트 지원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경영실습존’에는
80개 이상의 독립 기업가 학생이 입주해 있고, 500여 명 이상의 주요 인
력과 3,000명 이상의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합 약
1,345만 위안의 매출(수익 357만 위안)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시범 기지
에는 중창공간 및 창업대강당이 구축되어 있고, 창업형 동아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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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창업살롱 모임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학생 창업행사는 700여 건,
참여 학생 수는 1만 3,000여 명에 달한다.

5. AI+제조 중심의 창업대학: 심천대학
가. 개요
심천대학은 중국 남부 광동성 심천시에 위치하며 1983년 중국 교육부
의 비준으로 설립된 국립 종합대학으로서 국가 대학생 문화 소양 교육 기
지, 국가 국제 과학기술 합작 기지, 국가 인재 육성 모델 혁신 실험구, 국
가 대학생 혁신창업 훈련계획, 전국 문명 캠퍼스, 중국 최초 혁신창업 교
육개혁 시범 대학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국 전국 고등교육기관 온라인
공개 강의 시스템(UOOC)에 최초 구성 대학으로 참여했다.
심천대학의 각 학과는 중국 최상위 엘리트 대학들과 지원 및 교류 관
계를 맺고 있다. 북경대학은 중국어, 외국어 학과를 지원하고, 청화대학은
전자공학, 건축학과를 지원하며 중국인민대는 경제, 법학과를 지원한다.
심천대학의 교과과정들은 중국 고등교육 학위과정으로서 1995년 본과
과정, 1996년 석사과정, 2006년에 박사과정에 대한 정부의 공식 인증을
통과했다.
심천대학은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4개 캠퍼스(粤海 YueHai, 沧海
CangHai, 丽湖 LiHu, 罗湖 LuoHu)를 운영하고 있다. 보유한 교육, 과학,
연구시설 장비의 총액은 35억 위안(약 6,200억 원)이다. 심천대학의 전
일제 재학생은 총 3만 9천여 명으로, 학부 2만 8,373명, 석사 9,939명,
박사 연구생 407명, 유학생 452명이 있다. 교직원은 3,879명으로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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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교사는 2,481명(교수 574명·부교수 69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천
대학은 인공지능 창업 관련 교육기관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대학을
설치하고 있으며, 전공 분과는 각 학위 단계별로 아래의 <표 4-5>와 같이
개설되어 있다(http://csse.szu.edu.cn/, 검색어 人工智能, 专业, 2021. 8. 3.).

표 4-5

심천대학 인공지능 관련 전공학위 단계별 개설 현황

학위 구분

전공명

비고

1

컴퓨터과학 및 기술

2

소프트웨어공학

학사, 석사, 박사
박사 후 계속 연구

3

네트워크공학

학사

4

사물인터넷공학

학사

5

컴퓨터 기술

석사

6

전자정보학

석사 (아래 3개 과정으로 구분)
1) 일반 트랙
2) 빅데이터 컴퓨팅 시스템 기술 국가 공학실험실(화웨이
그룹 협력 과정)
3) 텐센트 클라우드 인공지능연구원(북경대학교 심천
병원, 텐센트 그룹 협력 과정)

7

의료영상 지능분석 진단연구센터

석사

8

컴퓨터과학 및 기술

-

9

컴퓨터 응용 기술

박사 후 계속 연구

자료: 심천대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학 홈페이지(http://csse.szu.edu.cn/) – 전공 설치 현황

나. 인공지능 융합교육 현황
심천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대의 부속 연구소인 ‘지능기술및시스템
통합연구소’는 2017년 12월 대학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연구소는 ‘심천
임베디드기술핵심연구소’ 및 ‘심천사물인터넷ASIC’와 밀접한 연구 협력
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방향은 컴퓨터 지능 기술, 지능형 기술 응
용 및 지능형 하드웨어 설계이며, 현재 연구팀은 교수 2명, 부교수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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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1명, 박사 후 연구원 3명 및 다수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소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저널에 100개 이상의 고급 학술 논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며 50개 이상의 발명특허 및 집적회로 설계 등록 인
증서를 획득하여 관련 분야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http://csse.
szu.edu.cn/, 검색어 人工智能, 专业, 2021. 8.).
심천대학은 이 밖에도 인공지능 관련 연구기관으로 아래의 <표 4-6>
과 같은 성급, 시급 협력 연구소들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및 기업과 활발
한 인공지능 연구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표 4-6

심천대학 인공지능연구소 운영 현황

연번

연구실 명칭

비고

1

ATR 국방과학기술 핵심 연구소 : 광동성 지능정보처리 핵심 연구소

성급

2

심천 공간 정보 지능형 지각 및 서비스 핵심 연구소

시급

3

고화질 비디오 지능형 분석 및 처리 연구개발 플랫폼

성급

4

심천 빅데이터 지능형 정보처리 공학 연구소

시급

5

광동성 지능형 정보처리 핵심 연구소

성급

6

지능형 위치 인식 및 탐지 공학 기술연구센터, 심천대학, 광동성

성급

7

광동성 <심천 다스 인텔리테크 유한회사> 합작
대규모 모바일 컴퓨팅 및 지능형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기술 연구소

성급

8

심천시 지능형 의료 진단 핵심 연구소

시급

9

광동성 인공지능 및 디지털 경제 연구실

성급

10

심천시 웨어러블 IoT 지능형 인식 및 컴퓨팅 핵심 연구소

시급

11

광동성 전자기 제어 및 지능형 로봇의 핵심 연구실

성급

12

광동성 교육부 인공지능 환경에서 뇌 및 시각 지각의 핵심 연구실

성급

13

심천시 지능형 광학 측정 및 인식 핵심 연구소(건설 착공)

시급

자료: 심천대학 홈페이지 - 연구기관 현황(https://www.szu.edu.cn/kxyj/yjjg.htm)

중국 전체적으로 보아 심천대학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투자는 100
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 심천대학에서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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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 컴퓨터 비전, 기계학습 등의 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내용은 주로 실
험과 강의수업이다. 구체적 기술 학습 내용도 기초 알고리즘을 위주로 하
고 최신 알고리즘을 다루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창
업에 대한 확장의 정도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나 텐센트 클라우드와
의 협력을 통해 일부 알고리즘 기술이 실전에서 운용되는 기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천대학의 인공지능 교육대학원에는 일반 석사과정에 추가로 설치된
두 가지 핵심 교육과정이 특징적이다. 첫째는 전자정보학 전공에 특별반
과정으로 설치된 화웨이 그룹과의 협력으로 구축된 빅데이터 컴퓨팅 시
스템 기술 국가공학실험실 연구이고, 둘째는 텐센트 클라우드 인공지능
연구원에 개설, 심천대학 부속병원(북경대학 심천병원)과 협력 개설된 의
학영상지능분석진단연구센터의 ‘AI+의료’ 전공이다.
먼저, 빅데이터 컴퓨팅 시스템 기술 국가공학실험실은 2016년 12월
심천대학 주도하에 연합국가정보센터, 중흥통신, 청화대학과 텐센트 과
학기술의 참여로 설립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중국 빅데이터 분야 국
가급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으로 정식 비준을 받은 기관이다. 실험실의 핵
심 목표는 ‘고성능 빅데이터 컴퓨팅 플랫폼’을 연구개발하고 구축하는 것
이며, 순차적으로 빅데이터 핵심 기술 연구, 빅데이터 핵심 시스템 연구
개발, 전형적 빅데이터 응용 사례 설계, 빅데이터 성과 응용 시범, 빅데이
터 산업 인큐베이팅이라는 발전계획에 따라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가진
체계적인 빅데이터 기술 성과를 확보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실험실을
중심으로 모여든 빅데이터 고급인재 집단과 빅데이터 공공서비스 플랫폼
은 중국에서 선도적 빅데이터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성할 지적 기반과 기
술 서비스 개발의 거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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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은 슈퍼 컴퓨팅,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등 분야별 기
초 기술에서부터 융합적 단위인 데이터 자원, 다양한 응용 분야 및 산업
화 능력 등 여러 분야가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현재 빅데이터 응용 및 발전을 제약하는 공통 핵심 기술, 특히 빅데이터
의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고가용성을 보장하는 시스템 컴퓨팅과 분석 기
술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선두, 국제 일류의 빅데
이터 기술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동시에 시공간 빅데이터, 스마트 제조
빅데이터, 영상 스트리밍 미디어 빅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최우선 중점 분야들을 지정하여 해당 분야들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기술
시범적용 사례를 도출한다. 빅데이터 산학 협력을 통한 혁신으로 산업 발
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중국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인
재양성, 사례 발굴 등 다방면의 기여를 목표로 한다.
둘째, 텐센트 클라우드 인공지능연구원의 ‘AI+의료’ 과정은 전자정보
학 전공 중에서도 3년제의 별도 학제로 설치되어 있다. ‘AI+의료’ 전공은
‘산·학·연·창’의 4위 일체를 핵심 요소로 산업 협력·혁신 인재 육성을 위
한 신형 학교-기업 협력 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첨단 과학, 기업과 산업,
지역 발전’의 협동혁신 모델을 구축해 ‘AI+의료’ 분야의 응용 기술 지향
인재를 양성한다.
텐센트 클라우드 인공지능연구원의 플랫폼은 새로운 공과대학 이념을
바탕으로 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구체적 육성 방안과 관련 과정을 설계
하고, 인공지능 과목뿐만 아니라 의료 정보와 관련 과정을 보충하여, 컴
퓨터학과 학생들이 인공지능 이론과 더불어 의료 분야에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심을 두며, 이와 같은 구조 아래 학교, 기업, 의료
세 축의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학교와 기업의 협력 교육을 통해 융합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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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체제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학과는 심천대학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대학 산하의 책임 대학으로
북경대학 심천병원, 텐센트와 공동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1+1+1’ 인재
육성 모델로 운영된다. 학생별 지도교수 지정 또한 교내 지도교수와 기업
지도교수가 공동으로 지도하는 ‘쌍지도교수’ 체제를 따른다.
심천대학은 기업들과 함께 공동으로 ‘AI+의료’ 플랫폼의 학생 교외 실
습(기업 현장학습)과정을 구축, 실제 산업 환경에서 현재의 최신 기술과
업계의 최신 수요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기업이 공동
으로 실습과정을 설계하고 텐센트와 북경대학 심천병원에서 인턴십을 제
공하며, 학생들이 실습과정을 계획적이고 비판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실습과정에서 기업 지도교수는 지도교수의 역할을 충분히 발
휘하고 업계의 첨단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직업
기능교육을 제공한다.
이 학과 학생들은 입학 후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대학의 관리하에 있으
며, 학제와 학습 연한은 다음과 같다. 전일제 3년, 교내 수업을 최소 누적
1년 이상 받아야 하며, 학위과정 이수 연한은 최장 5년이다. 전공 실습은
6개월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심천대학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대학은 이러한 위 석사학위과정과 더
불어 별도 기관으로 ‘AI+의료’ 분야의 다양한 우수 기업에 협력연구 수행
및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제공하는 ‘심천대학 의학영상 지능분석 및 진단
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동 센터는 인공지능/의학 영상/임상 의학 분
야 최고의 과학연구 성과를 산출하여 여러 차례 수상하였다.
동 센터에서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대학에서 석사과정 연구생을 모
집하며, 졸업생에게는 컴퓨터과학 학위와 더불어 기술 전공 공학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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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함께 수여한다. 본 학과 석사과정의 주요 특징은 의학과 공학이 결
합된 학과 간 공동 육성이다. 알고리즘 이론, 기계학습, 진단의학, 의학영
상학 등 핵심 과정의 학습을 통해 심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인공
지능 이론과 의학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의사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의학
진단 절차를 익힌다. 특수한 의학 지식의 응용,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분석 및 진단 보조 시스템의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고급 알고리즘 엔지
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다.

다. 심천대학의 혁신창업 교육
심천은 현재 중국의 실리콘밸리를 넘어 전 세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창
업 혁신도시로 발돋움하였다. 심천은 전 도시가 창쿼 창업 열기로 가득
차 있는 혁신지역이다. 심천이 입지한 광동성은 제조업과 인공지능 등 신
기술의 접목을 통해 ‘대중창업 만중창신’(大众创业, 万众创新)이 가장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심천에는 중국의 3대 검색엔진으로 불리는 바이두, 알리바바와
더불어 3강을 이루는 텐센트 본사가 입지하고 있다. 텐센트는 심천대학
출신들이 창업한 기업이다. 이뿐만 아니라 심천에는 드론 산업의 선두주
자인 DJI,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인 BYD, 미·중 갈등의 태풍의 눈인
화웨이 등 세계적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두나
알리바바 등도 심천에 지부나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심천은 중국을
넘어 세계적 창업 혁신도시로 평가되고 있다(https://www.baidu.com/,
검색어 深圳大学 人工智能 创业, 2021. 8.).
심천대학은 심천의 혁신창업을 선도하는 대표적 국립대학이다. 심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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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쿼 창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심천의 도시 인프라만이 아니
라 심천대학의 창업 인재양성 전략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
된다. 심천대학은 중국 전체로 보아 100위권 밖의 지방대학에 불과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천대학이 우수한 창업인재들
을 다수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심천대학의 우수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산교융합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심천대학은 2009년 7월 ‘심천대학생창업원’을 설립한 이후 2010년에
는 32개의 학생창업 기업 인큐베이터를 확충하였고, 2016년 말까지 130여
개의 기업을 창업하였다. 학생창업원은 창업정신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창업 인재양성, 혁신적 기업 육성 등을 기본 취지로 설립되었다(www.
lanisky.cn/e/space/?userid=33253, 검색일: 2021. 6. 16.). 대학에서
는 창신창업기지를 포함하는 창업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매년
1,000만 위안의 대학생 혁신창업자금을 제공하고, 투자자, 기업 임원, 인
큐베이터 담당자 등 교외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학생 창업 프로젝트를 심사한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2~20만 위
안의 다양한 자금 지원을 해 주고 매년 30~60개 대학생 창업기업을 지원
한다. 2021년 현재까지 창업원에 총 3천만 위안을 투자하여 누적 대학생
창업기업 271개를 지원하였다. 2021년 현재 교내 창업원에는 100여 팀이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 학생들은 창업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입주 창업팀들은 주로 소프트웨어 분야 프로젝트에 분포하고
있다(심천대학 관계자 서면조사, 2021. 8. 10.).
매년 학기 초 창업원에서는 창업 교육 강의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 창업과정을 교육한다. 심천대학 창업위원회는 정기 창업
교류 조찬회를 열어 창업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그 밖에 심천대학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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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혁신창업 능력을 키우는 ‘창업실천’과정을 개설했고, 모든 과정은
기업가, 기업 임원, 엔지니어, 투자자 초청으로 직접 수업을 받도록 하며,
학생들은 이를 선택과목으로 자유롭게 수강해 학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과정은 시험뿐만 아니라 과정성평가(수행평가)를 중시한다(http://csse.szu.
edu.cn/, 검색어 人工智能, 专业, 2021. 8. 11.).
심천대학의 학생창업 모델이 우수한 것은 보편적 창업 교육을 실시하
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창업 전문교육센터를 설립해 15가지 전공교과를
설치하고 ‘인공지능과 혁신,’ ‘창업이론,’ ‘창업실천,’ ‘중화문화상식’ 등
4개 단위로 학생 교육을 실시한다. 공과대학만이 아니라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도 창업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과 학생들도 창
업 교육을 받는데, 학생들은 중국어 동시통역기 등 다양한 창업 아이템들
을 개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대나 융합의료 전공, 지능법치 전공
등에서는 필수교과로 창업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창업 교육 실시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대중창업, 만중창신’의 기본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심천대학 관계자 서면조사, 2021. 8. 10.).
심천대학 학생들은 매년 10월 심천에서 개최되고 있는 글로벌 창쿼 박
람회(Maker Faire)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수많은 창쿼공간들과 긴
밀하게 연계된 협력망을 가동하고 있다. 심천대학의 학생 혁신창업기지
에 입주할 학생 창업가들에 대한 평가는 외부의 중창공간, 산업체 대표
등 15명을 초빙해서 객관적으로 수행된다. 즉, ‘학생 신청 → 학원 및 학교
심사 → (심사 통과)고정 좌석(사무실) 획득’의 과정을 따르고 있는 것이
다. 창업 프로젝트 수행인원들이 창업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
면 학교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심천대학 학생창업원은 2016년 홍콩과 연합하여 ‘심천·홍콩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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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기지’로 변모하였다. 2021년에는 인근 광동시에 혁신창업 인큐
베이팅 기지가 설립되어 심천-홍콩-광동을 망라하는 광역권 협력 시스템
이 구축되어 나가는 중이다.
심천대학 내의 창신창업기지는 아래의 [그림 4-2]에 제시한 것처럼 심
천 시내의 약 30여 개 중창공간들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심천대학 내 인큐베이터에 입주한 학생 기업은 여타의 심천 시내 중창공
간과 자유롭게 연계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아래
의 [그림 4-2]는 중국 심천대학의 학생 창업과 관련한 사항들을 종합적으
로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심천대학은 ‘심천·홍콩 대학생 혁신창
업기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지역의 수많은 중창공간들과 자유로운 이동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림 4-2 심천대학의 대학생 혁신창업기지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현황

중국정부
(심천시]

심천대학
15개 창업
전공교과
설치

재정지원
공간지원

심천·홍콩
대학생
혁신창업기지
자유로운 이동
및 교류 협력

지역
중창공간
(30여개)

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간참여자
심사평가
아이템 및
인재탐색

산업체
(텐센트 등)

자료: 심천대학 현지 방문 및 대학관계자 인터뷰에 의거 연구진이 작성함. 박동 외(2016) 재인용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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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들은 학생들의 최신 아이디어나 아이템, 그리고 인재들을 탐색
하기 위해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학교의 모든 시스템이 창업으로 취업을 이끄는 패러다임을 지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창업 교육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6. 요약 및 시사점
중국 주요 대학들의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 유형을 살펴본 결과 다양
한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화대학과 중국과기대학은 연
구개발도 충실하고 창업 교육도 실전적인 유형인 연구개발 응용 및 창업
연계형으로 구분되었다.
북경대학과 절강대학은 연구개발은 대규모로 제공되고 있으나 서로
다른 이유로 창업의 활성화 정도는 청화대학과 중국과기대학에 못 미치
는 연구개발 중심형으로 분류하였다. 절강대학은 중국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에 힘입어 인공지능 분야에서 청화대와 북경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도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천대학은 내륙에 위치한 대학으로 중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과 융합된 의료 기술, 공학 기술, 법률 등의 분야에서 도약한 대
학으로 다학제 융합 창업연계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심천대학은 학
교 졸업자 3인이 공동으로 텐센트를 창업하는 등 심천의 혁신을 주도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천대학은 인공지능 교육 분야의 순위가 매우
낮지만 ‘AI+제조’ 분야에서 출중한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비교 및 유형화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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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든 대학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우수한 교수의 존재가 인공지
능 교육 및 창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청화대학의 야오치즈 교수는 중국 정부가 천인계획을 통해
영입한 사람이다. 야오치즈 교수에게는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
록 지원하겠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그는 현재까지 청화대학에서 컴퓨
터과학실험실인 야오반을 설립한 데 이어 인공지능반을 설치하였다. 그
리고 최근에는 양자정보학과를 설립하였다. 이처럼 한 명의 출중한 교수
가 프런티어로서 대학의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교육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수한 교원이 되려면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우
수 교수들 중 상당수는 모교에서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획득한 이후 미국
으로 유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귀국하여 학생들에게 인공지
능 분야의 최신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둘째, ‘AI+X’의 원칙에 입각해 대학별로 특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는 사실이다. 청화대학은 인공지능의 전 분야에 걸쳐 전인미답의 무인지
경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과대는 ‘AI+유뇌지능’,
‘AI+음성인식’, ‘AI+정서로봇’ 등의 3개 분야에 특화하여 관련 분야의 새
로운 기업들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사천대학은
‘AI+의료’, ‘AI+공학’, ‘AI+법률’ 등의 분야에 특화하고 있고, 심천대학은
‘AI+제조’ 분야에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유형화한 모든 대학들은 인공지능 관련 개별 전공교육보다는
전공 융합 교육 및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 기술을 주체로
하여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등의 분야까지를 망라한 학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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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 간 융합 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
가 차원의 프로젝트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발전은 물론 학교 차원의 관련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고 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대학들의 ‘AI+X’ 특성화를 통해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
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였다. 2021년 인공지능 논문
피인용 비율에서 미국을 앞섬으로써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
에서도 세계 최강의 인공지능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안면인
식이나 음성인식 등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함으로써 세계 인
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현재 광시테크와 센스
타임 등 안면인식 기술과 열감지 기술을 융합하여 코로나 19 감염자를
찾아내는 데도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인공지능 관련 학문과 산업의 발전
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인재양성 및 영입 전략인 만인계획과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
으면 개별 대학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중국 정부는 지방의 시·
성들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분야에 세계 최고의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학기술대학에는 음성인식 관련 실험실이 존재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직접 실험실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최대한 집중시켜 광시테크라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분야의 독보적 기업체
를 창업하도록 지원하였다. 인공지능 신기술 분야는 전공자가 부족한 경
우가 많아 정부가 나서서 네트워크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넷째, 대학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공지능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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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에는 중창공간이 설치되어 창
쿼 창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창업 교육을 통해 이질
적 학생들 사이의 협력과 연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중국의 창업 교육은 강의 위주의 형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실전 창업을
겨냥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중국 대학생들의 절반 가량이 취업보다 창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천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결혼하기조차 힘
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창업 교육은 학교별로 다양한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청화대학은
중관촌의 중심부에 입지하고 있어 청화홀딩스 등 학교기업이 대기업 수
준으로 성장하였고, 수많은 학생들이 각종 창업 인큐베이터에 입주해 자
신의 창업 롤모델을 실현시키고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과학기술
대학은 인공지능 교육과 창업 교육의 방향을 유뇌기술, 음성인식, 정서로
봇 등 3대 분야로 설정하여 우수인재들에 대한 창업 교육을 실행하고 있
다. 북경대학도 청화대학 인근의 중관촌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공과대
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창업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의 대
학들도 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인공지능 분야 창업 교육을 실시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대다수의 학교에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로젝
트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제안한 분야에 대한 타당성을 평
가하여 실전적으로 창업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창
업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학생 창업 또는 중창공간 입주를 통해 창업가로
서의 길을 걷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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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화대학: 안면인식 분야 광시테크
지난 20여 년간 청화대학은 인공지능 분야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배출
하였다. 물론 청화대학의 재학생보다는 동문들이 대부분이다. 대개 청화
대학에서 학부나 석사를 마치고 미국 유학 등을 거쳐 창업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최근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까지 발전한 창업 사례들을 제시하
면 아래의 <표 5-1>과 같다.

표 5-1

청화대학 동문 인공지능 창업기업 현황

연번

기업명

창업자

창업자 직위

창업
연도

인공지능
세부 분야

자금 유치 현황

1

자오이창신

주이밍

창업자 겸 CEO

2005

AI+칩

2016년 A주 상장 후
국가 집적회로산업기금 14.5억 위안
유치

2

이페이자동화

장사이

이사장 겸 CEO

2012

AI+로봇

청사진창투, 코코아캐피탈,
창춘텅캐피탈 등 투자 유치

3

마생테크

황딩롱

창업자 겸 CEO

2014

AI+시각

시리즈 B 2.2억 위안 유치,
소프트뱅크차이나 등 투자

4

롄신의료

장슈어

공동창업자

2016

AI+의료

시리즈 A 앞두고 약 3,150만 위안,
선성캐피탈 등 투자

5

긱플러스

정용/리홍보

창업자 겸 CEO
/공동창업자 겸
CTO

2015

AI+로봇

시리즈 B 앞두고 약 6억 위안,
화산석캐피탈 등 기관 투자

6

박스피쉬영어

궈잉타오

CTO

2010

AI+교육

시리즈 B+ 수천만 위안 유치,
리유에투자, 창신공장 등 투자

7

쑤간테크

첸전

창업자 겸 CEO

2014

AI+시각

시리즈 B 수천만 위안 유치,
지유엔캐피탈, 치디즈싱 등 투자

8

샤오마지싱
(포니AI)

슈티엔청

CTO

2016

AI+로봇

시리즈 A 1.12억 위안 유치,
쳔싱캐피탈, IDG캐피탈 등 투자

9

차오멍데이터

리스시엔

창업자 겸 CEO

2015

AI+리테일

시리즈 A 수천만 위안 유치,
샹허캐피탈, 위안징창투,
전거기금 등 투자

10

광시테크
(Megvii)

인치/탕원하
이/양무

창업자 겸
CEO/CTO
/공동창업자 겸
연구소장

2011

AI+커머스

시리즈 C+ 까지 총 33.05억 위안 유치,
앤트파이낸셜, Foxconn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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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연번

기업명

창업자

창업자 직위

창업
연도

인공지능
세부 분야

자금 유치 현황

11

윈즈셩

캉헝

사물인터넷
부문장

2012

AI+사물인
터넷

총 8.35억 위안 유치,
전략투자 3억 위안 유치 예정

12

잉위류리숴

왕이/류양

창업자 겸 CEO/
연구소장

2012

AI+교육

시리즈 C 약 1억 달러 유치,
중국문화산업투자기금,
솽후캐피탈 등 투자

13

칭토우지능

왕잔

이사장

2008

AI+제조

2017년 6월, 신원Tech에
7.7126억 위안 인수합병

14

지평선Robot

황창

알고리즘 부문장

2015

AI+로봇

시리즈 A+ 약 1억 위안 유치,
쿤종캐피탈, 전거기금 등 투자

15

즈미테크

쑤준

CEO

2014

AI+홈리빙

수천만 위안 전략투자 유치,
샤오미Tech기초투자 등 투자

16

아치우테크

황야오

창업자 겸 CEO

2017

AI+로봇

시리즈 A 800만 위안 유치,
DCM차이나, 바이두벤처 등 투자

AI+칩

시리즈 A+ 4천만 위안 유치,
앤트파이낸셜,
초상국(중국상인회)캐피탈,
화창캐피탈 등 투자

창업자 겸 CEO
야오송
/공동창업자/공동
/왕위/한송
창업자
/단이
/CTO

17

션지엔테크

2016

18

지에통화셩

장롄이

이사장

2000

19

거링션통

덩야펑

CTO

2013

AI+시각

시리즈 B (금액 미상)
삼성벤처투자 및 전거기금 등 투자

20

투마션웨이

종신

창업자 겸 CEO

2016

AI+의료

시리즈 B 2억 위안 유치,
소프트뱅크차이나, 전거기금 등 투자

AI+음성언 2016년 신삼판(비상장 중소기업 증시)
어
상장, 2017년 하이통증권 출자

자료: https://www.iyiou.com/에서 인용

<표 5-1>의 20여 개 사례들은 청화대학의 인공지능 창업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업 분야는 ‘AI+칩’, ‘AI+로봇’, ‘AI+시각’,
‘AI+의료’, ‘AI+교육’, ‘AI+리테일’, ‘AI+커머스’, ‘AI+제조’, ‘AI+홈리빙’,
‘AI+음성언어’ 등 실로 다양하다. 이들 기업들은 중국의 인공지능 창업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윈즈셩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과 모바일 인터넷 기술에 힘입어,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 가전, 웨어러블 기기, 차량용 내비게이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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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콜센터 등의 분야에서 사용자와 설비 및 장비와 설비 간의 상호작
용을 더욱 폭넓게 실현하여 전통적인 업종의 인터넷화를 돕는 기업이다
(www.baidu.com에서 云知声 검색, 2021. 8. 10.).
‘잉위류리숴’는 영어 유창하게 말하기를 돕는 인공지능이다. 잉위류리
숴는 첨단 음성 평가 기술을 융합해 영어학습을 용이하게 돕는다. 원어민
과 대화하는 것과 같이 배울 수 있고, 재미난 대화로 자기도 모르게 유창
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다. 류양(劉楊)과 공동창업한 왕이(王翌)15)는
2005년 청화(淸華)대 전자공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 미국 프린스턴대에
서 컴퓨터 박사과정을 밟고, 졸업 후 맥킨지 컨설턴트와 실리콘밸리 구글
제품매니저의 오퍼를 동시에 받은 끝에 구글 제품매니저로 취직한 바 있
다. 이 기업의 고객은 2015년 말 2,500만 명, 2017년 7월 4,500만 명으
로 급증했고, 최근 7,000만 명을 돌파했다(www.baidu.com에서 英语流
利说로 검색, 2021. 8. 10.).

샤오마지싱(Pony.ai)은 2016년 말 설립되었는데, 중국과 미국을 시작
으로 실리콘밸리와 광주, 북경, 상해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였다. 또
중미 자율주행 테스트를 통과하고, 운영 자격, 번호판 등을 획득했다. 인
공지능 기술 분야의 최신 혁신을 바탕으로 토요타, 현대, 이치자동차 등
과 협력하고 있다(www.baidu.com에서 小马智行 검색, 2021. 8. 10.).
여기서는 이상과 같은 청화대학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창업기업 20여
개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광시테크의 사례를 집중적으
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15) 중국 대학이나 지역 표기는 한글 발음을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중국의 인공지능 창업기업이나 창업자, 교수
등의 이름은 국내에 가장 많이 알려진 표기 방식을 따라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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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테크(旷视科技)는 안면 인식 및 이미지 인식 기술 선도기업으로
컴퓨터 시각 분야에서 상탕테크, 이투테크, 클라우드테크 등과 함께 네
마리 용으로 꼽힌다. 자료에 따르면 광시테크의 안면인식률은 97.27%인
반면 페이스북의 얼굴인식률은 97.25%다. 6년 만에 광시테크는 중국 인
공지능 분야 ‘유니콘’으로 발돋움해 6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https://www.sohu.com/a/338665900_100008055, 검색일 2021. 8. 24.).
광시테크는 딥러닝 분야의 업체로 창업주는 당시 평균 연령이 31세인
3명의 청화대학 동창들인 인치(印奇), 탕원하이(唐文斌), 양무(杨沐) 등이
다(www.baidu.com에서 旷视科技 검색, 2021. 8. 24.). 이들은 모두 청
화대학의 유명한 ‘야오반’을 졸업했다. 광시테크의 창업에는 야오반을 지
도하고 있는 야오치즈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의
창업은 청화대학 야오반이 일구어낸 대표적 성공 사례이다.
광시테크는 2011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딥러닝 분야에서 핵심 경쟁
력을 갖춘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이다. 고객에게 고급 알고리즘, 플랫폼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및 내장 인공지능 기능을 포함한 사물인터넷
장치에 대한 풀 스택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
고 있다. 2017년과 2019년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발행한 「50대
똑똑한 회사 목록」에 두 번에 걸쳐 선정되었다. 북경 본사에는 3,000명
에 달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남경, 성도 등에 연구개발
센터를 두고 있다((www.baidu.com에서 旷视科技 검색, 2021. 8. 24.).
제1위 창업자 인치는 공동창업자 겸 CEO로서, 청화대학 야오반 졸업
자이다. 이후 컬럼비아대학 박사학위를 중퇴하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
다. 중국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거버넌스 전문위원회 위원, 다보스 글로
벌 청소년 리더,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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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이다(https://www.megvii.com/, 2021. 8. 24.).
광시테크의 2인자인 탕원하이는 공동창업자 겸 수석기술담당자이다.
청화대학 야오반 졸업생으로 청화대학 컴퓨터과학 석사학위를 취득하
였다. 이후 중국 정보학 올림픽 트레이너팀의 총감독으로 7년간 근무했
으며, 중국 5번째로 탑코더 타겟을 수상했다. 로봇 네트워크 운영 체제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양무는 공동창업자 겸 수석부사장인데, 청화대학 야오지실험반 졸업생
이다. 국제정보프로그램 올림픽대회 금메달리스트이고, 페이스++(Face
++ 인사이드)의 개발자이기도 하다. 2019년 초 광시테크는 회사이름을
Face++에서 메그비(MEGVII)로 바꾸었다.
광시테크, 즉 메그비는 사진과 영상, 생물의 얼굴 등에서 정보를 파악
하는 안면인식 업체이다. IT 분야 시장조사기관인 테크나비오(Technavio)
에 따르면 안면인식 시장 규모는 2021년에 63억 7천만달러로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시테크는 150개국 3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글로
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얼굴인식만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인식, 시선위치
추적, 나이․성별․인종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중국 13억 인구의 얼굴 스캔
데이터를 확보해 중국 사회를 전면적 감시가 가능한 체제로 만드는 데 앞장
섰다(https://www.megvii.com/, 2021. 8. 24.).
이 기술을 활용해 중국 공안은 수천 명에 달하는 범죄자를 거리에서
체포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광시테크의 기술을 전면 도입해 무시무시
한 감시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안면인식 산업에 막대한 지
원을 하고 있다. 현재 광시테크의 안면인식 기술은 금융, 유통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 결과 광시테크는 6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탄탄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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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안면인식 분야에서 중국은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
재 미국에서는 광시테크의 기술이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탄압에 사용되고
있다며 제재기업 명단에 올리고 미국 진출은 물론 신규주식공모(IPO)에
도 반대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광시테크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기술
을 개발하여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2021년초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광시테크는 상하이 증시 신흥기업 시장 커촹판(科創板)에
상장 신청을 냈다. 상장 계획서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
리바바가 출자하여 최대 2억 5,300만 주를 발행해 최소한 60억 위안(약
1조 47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시테크는 스타트
업들이 넘어야 하는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건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시된 투자 설명서에서 따르면, 광시테크는 2016년 6,780만 위안에서
2017년 3억 1,300만 위안, 2018년 14억 2,700만 위안, 2016~2018년
358.8%의 연평균성장률로 매출의 고속 성장을 달성했다. 주식기반 보수
비용, 인수로 인한 무형자산 상각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2016년과 2017년 조정영업이익은 각각 11억 7,700만 위안, 16억 2,700만
위안, 2018년 영업이익은 7억 5,600만 위안을 기록했다. 2018년 조정 순
이익은 3,220만 위안이며, 2018년과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된 6개월
동안의 조정 순이익은 3,270만 위안으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했다
(https://www.sohu.com/a/338665900_100008055, 검색일 2021. 8. 24.).
광시테크의 기술은 자체 개발한 차세대 인공지능 생산력 플랫폼 브레
인++을 핵심으로 하고, 개인인터넷, 도시사물인터넷, 공급체인 IoT 등
3대 수직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빌딩단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소비전자, 스마트 물류 및 산업자동화 등 6대 분야를
핵심 영역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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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테크의 창업 성공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시테크의 성공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야오치즈 교수의 지
도가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광시테크의 창업자 3인이 모
두 속했던 청화대학 컴퓨터과학실험반은 야오치즈(姚期智)가 지도하고
있으며 2005년에 설립되었다(www.baidu.com에서 清华大学计算机科
学实验班 검색, 2021. 8. 28.). 야오치즈는 현재 광시테크의 기술고문 역

할을 수행하면서 광시테크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야오치즈의 체계적
이고 치밀한 지도하에 제자 3인이 팀을 이루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일
구어냈다.
이러한 사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수한 교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
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청화대학은 야오치즈 교수를 영입하면
서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야오치즈 교수를 초빙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야오치즈 교수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떠날 때 미국
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아쉬움과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그만큼 야오치
즈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둘째, 광시테크의 발전은 공동 창업자 3인의 팀웍이 일구어낸 공동 작
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은 연구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적합한 파트너를 물색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그런데 같은 야오반
출신인 이들은 같은 스승의 지도하에 터득한 기술들을 서로 융합시키는
데 성공하여 안면인식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었다. 광시테크
는 중국에서 최초로 안면인식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동 기술은 현재 금
융, 통신, 공항, 입출입 등 수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광시테크의 주력인 안면인식 분야는 많은 기술의 원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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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중국에서는 결제도 현금이나 카드
가 아니라 얼굴만 들이 밀면 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
활과 인권의 침해라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어쨌든 청화대학의 천재 청
년 3인이 굳건한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안면인식이라는 독보적 스타트업
을 일구어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셋째, 광시테크의 성공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정부는 안면인식 기술이 중국 사회를 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엄청난 지원을 하
였다. 그리고 안면인식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여 중국 전체 인민의 일상생
활을 감시하고 있으며, 길거리에서도 매년 수천 명의 범죄자들을 색출하
는 데 성공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안면인식 기술과 열 감지 기술을 결합
하여 수많은 대중들 속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고, 동 기술을
코로나 치료에도 활용하고 있다. 안면인식이라는 신기술의 필요성을 인
식한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여 세계적 유니콘 기업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중국과학기술대학: 음성인식 분야 아이플라이텍
중국과학기술원 산하의 중국과학기술대학(이하 중국과대)은 인공지능
분야의 황푸 군사학교로 불리운다. 고급 전사를 길러내듯이 창업가들을
조직적으로 육성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창업자들의 면면을 살펴
보면 중국과대의 창업자들이 청화대학 못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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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인터넷 검색엔진 1위인 바이두(百度百科)의 총
재 장야친(張亞勤)은 중국과대 출신이다. 1978년 중국과대 소년반에 입
학하여 전기공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중국의 천인계획 학자로 60개
이상의 미국 특허, 500개 이상의 학술 논문 및 11개의 전문저서를 보유
한 디지털 비디오 및 통신 분야의 세계적 수준 과학자이자 기업가이다.
그는 고화질 TV, 인터넷 동영상, 멀티미디어 검색, 모바일 동영상 및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 널리 사용되는 여러 이미지 비디오 압축 및 전송
기술을 발명했다. 장야친이 바이두를 창업하기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수석 부사장 겸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태평양 연구개발그룹 회
장을 역임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연구원(MSRA) 창립자 중 한 명
이다. 최근 바이두는 인터넷 자율주행차 생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https://www.baidu.com/에서 張亞勤 검색, 2021. 8. 31.).
센스타임(商汤科技)은 2014년 중국과대 출신인 탕샤오우(汤晓鸥) 교
수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업체다. 탕샤오우는 1990년 중국과대 학
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미국 로체스터대와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안면인식 분야, 자율주행차, 의료
사진 분석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알리바바를 포함한 글로벌 기
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과거에는 퀄컴,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등 미국 기업이나 대학들과도 거래했으나 미국 상무부가 2019년 10월
센스타임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거래가 단절됐다. 미국은 중국이 센
스타임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센스타임은 2020년 높은 성장세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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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감시 카메라를 대폭 설치하
였기 때문이다. 센스타임은 중국 127개 도시의 지하철, 도로 그리고 공
항 등에 CCTV 등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90억 위안(약 1조
6,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 급증했다(https://www.baidu.com/에
서 商汤科技 검색, 2021. 8. 31.).
캄브리콘(寒武紀科技)은 다층적인 인공신경망과 이를 훈련시키는 방법
인 딥러닝 프로세서를 통해 컴퓨터에 인간의 뇌를 여러 겹 모방한 대규모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주는 칩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창업자인 천톈스(陈
天石), 천윈지(陈云霁) 형제는 각각 1997년과 2001년 중국과대 소년반에

입학했다. 천톈스는 현재 중국과학원 계산소 연구원 및 박사과정 멘토를
맡고 있다.
캄브리콘은 2016년 중국과학원 컴퓨팅기술연구소의 천톈스, 천윈제
형제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세계 최초로 딥러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뉴로망’ 프로세서 칩 기업이다. 제3회 세계인터넷콩그레스가 선정한
15개 ‘세계 인터넷 선도 기술 성과’에 선정되었고, 2017년 전 세계 인공
지능 칩 분야 첫 유니콘 스타트업이 됐다.
전 세계 스마트 칩 분야의 선두주자이며 각종 스마트 클라우드 서버,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스마트 단말의 핵심 프로세서 칩을 만들어 기기가
인간을 더 잘 이해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0년 7월 20일 오전 캄브리콘 창판 상장 첫날 약 290% 오른 시가총
액은 약 1000억 위안이었다(https://www.baidu.com/에서 中科寒武纪
科技股份有限公司로 검색, 2021. 8. 31.).

운종테크(云从科技)는 ‘클라우드 워크(Cloudwalk)’로 불리기도 하는
데, 2015년 저우시(周曦)가 설립한 기업이다. 중국과학원 충칭(重慶)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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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기술연구원에서 창업한 인공지능 과학기술 기업으로 스마트파이낸
싱, 스마트커머스 등 주요 업종에 적용된 컴퓨터 시각과 인공지능을 전문
으로 하는 첨단 기업이다. 중국의 3대 국가 플랫폼을 동시에 구축하고 국
가 및 업계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첫 인공지능 선도기업이다. 클라우드,
스마트 금융, 스마트 트래킹 및 스마트 비즈니스 등 4대 사업 영역에서
매일 3억 명의 세계 이용자들에게 스마트하고 편리하며 인간적인 인공지
능 생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https://www.baidu.com/에서 云从科技
集团股份有限公司로 검색, 2021. 9. 1.).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과대는 중국 정부의 정교한 인재양성 전
략하에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으며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을 주도하고 있
다. 여기서는 중국과대의 창업기업 중 음성인식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
리고 있는 아이플라이텍(iFlyTek, 科大讯飞)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도록 할 것이다.
아이플라이텍은 1999년 류칭펑(劉慶峰) 회장이 설립한 회사이다. 류
칭펑은 1990년 중국과대에 입학하여 재학 중 음성합성 등의 분야에서 중
요한 기술혁신을 여러 차례 이루어냈다. 1998년 통신 및 전자 시스템 전
공 석사, 2003년 7월 신호 및 정보처리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26세인
1999년 박사과정 2학년 재학 중 10여 명의 학우들과 아이플라이텍을 창
설했다. 현재는 중국과대 겸임교수, 박사과정 멘토,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위원, 안휘성 청년기업가협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https://www.baidu.
com/에서 刘庆峰 검색, 2021. 9. 1.).
아이플라이텍은 중국의 지능형 음성 분야의 선두주자이며, 다수의 핵
심 음성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아이플라이텍은 심천증권거래소
에 상장돼 전국 대학 재학생이 창업한 첫 상장회사가 됐다. 그는 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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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음성 핵심 기술 연구와 산업화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다. 아이플라
이텍은 중국어 음성시장이 해외 IT 메이저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판도를
바꿔 80% 이상의 주류 시장을 차지하며 국제영어합성콩쿠르에서 7회 연
속 우승을 차지했다(https://www.baidu.com/에서 科大讯飞로 검색,
2021. 8. 31.).
아이플라이텍은 단기간만에 세계 제2위의 스마트 음성 회사로 부상하
였다. 상해·심산시 시가 총액 1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3억 명 이상의 가
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에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발표한
2017년 세계 50대 똑똑한 기업 목록에서 6위를 차지하며 중국 인공지능
기업을 선도했다.
스마트 음성 기술은 컴퓨터, 휴대전화, 가전 등 각종 정보의 종단(终端)
을 사람처럼 ‘듣고 말하는’ 기술로, 사회 생활의 모든 면에 응용할 수 있
으며, 사람들의 정보를 얻고, 인적 교류를 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
져올 수 있다. 이 밖에 언어수업과 민족문화 전파, 통신안전, 군사 등 국
가 핵심 가치에도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류칭펑 교수는 중국어 음성 기술을 중국인 스스로 선도하고 중국어 음
성 산업을 중국인 스스로 장악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음성
기술의 핵심 연구와 산업화에서 모두 혁신적인 성과를 냈다. 안휘정보공
학원 이사장, 복희 싱크탱크 공동발의자로 2013년 제14회 CCTV 중국경
제 올해의 인물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경제인상’을 수상했다. 2017년 경
제 분야 10대 올해의 인물, 2018년 10월 24일, 중앙통전부·전국공상련의
《개혁개방 40년 걸출한 민영기업인 100인명단》에 선정되었다. ‘2019년
후룬(胡潤) 부자 순위’에 따르면 류칭펑(劉慶峰) 가족은 52억 위안(약 1조
7,000억 원)으로 802위에 올랐다(www,baidu.com에서 刘庆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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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3.).
류칭펑은 중국어 음성 합성 기술연구에서 국제적으로 앞선 성과를 냈
다. 중국과대 재학 중 전공성적이 뛰어나 1992년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국
가스마트컴퓨터연구개발센터가 공동 설립한 휴머노이드 음성통신랩에
선정되어 과학연구에 참여하였으며, 1995년부터 이 실험실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 863항목의 KD시리즈 중국어문어전환시스템의 주책임자로 컴
퓨터가 사람처럼 입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중국과학원 시스템 내 대학원생 최고 영예인 원장학금 특별상, 제1회
국제한어구어처리 연차총회(1998년 12월 싱가포르) 음성합성 분야 유일
한 ‘최우수 학생 논문상’과 ‘54 장학금’, 건호배 등을 수상했다. LMA 모
델 기반 음성합성기 디지털 직렬 외추 기반 리듬 구축 모델 청감량화 등
음성합성 신기술을 창조적으로 제시해 완성한 중국어 음성합성 시스템은
역대 국내외 권위 평가의 주요 지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으며, 또 업계
최초로 일반인의 발음 수준(자연도 MOS점수 4.3점)을 넘어서며 중국어
음성 핵심 기술 연구에서 국제 선두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관련
기술 성과는 ‘국가과학기술진보 2등상’과 ‘중국 정보산업 중대기술 발명
상’을 받았다(https://www.baidu.com/에서 科大讯飞로 검색, 2021.
9. 5.).
중국어 음성합성 기술 외에 2006~2014년 9년 연속 세계 최대 규모이
자 권위 있는 국제 음성합성대회(블리자드 챌린지) 1위를 차지했다. 여기
에는 미국 MIT, CPU, 영국 에딘버그 등 유명 대학과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글로벌 기업의 팀들이 참여하였는데, 영어 합성 효과는 일반 영
어교사의 발음 수준(자연도 4.2점)을 넘어섰다.
2008년과 2010년에는 음성인식 시스템 팀을 이끌고 미국 국립표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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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연구원(NIST)이 개최한 글로벌 말하기 평가대회(격년 개최)에 2회 연
속 참가해 오류율, 최소 검사 대가 등 핵심 지표에서 1, 2위를 차지했고,
2009년 NIST 국제어 인식 평가대회에서는 사투리 혼동 인식 평가 1위와
공용어 인식 평가 2위를 차지했다(www,baidu.com에서 刘庆峰 검색,
2021. 10. 3.).
구어 평가부문에서도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표준어 교습과 중
국어 국제 보급의 절박한 수요에 대하여, 류칭펑이 직접 인솔하여 컴퓨터
구어 평가 기술에 있어서 중대한 돌파를 거두었다. 연구하여 완성한 말하
기 평가 시스템은 시험원이 표준어와 영어 발음에 대해 채점 평가와 피드
백 지도를 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으며,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국가어위원회 검정을 거쳐 실용 수준에 도달한 기술 성과로, 이미 전국
31개 성·시의 표준어 등급 시험에 전면적으로 응용하여 누적 시험 인원
이 1500만을 넘어 ‘표준어 보급 역사상 중대한 기술혁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련 기술과 성과는 초·중·고교 영어교습과 소수민족 지역의 이중
언어교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의 균형발전, 민족
안정과 이중 언어교습의 향상을 촉진하고 있다.
류칭펑은 음성 핵심 기술 연구뿐만 아니라 중국어 음성 산업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 스마트폰 대화, 정보 조회, 스마트 가전, 자동차 전자에서
휴대전화, MP3, 레슨제품, 장난감 등 사회생활의 전반에 걸쳐 활용이 가
능할 정도로 스마트 음성 산업은 유망하다. 세계 선진국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고지 선점에 나서고 있다.
중국어 음성산업은 대표적인 앱 시행 성공 이후 대규모 폭발을 앞두고
있다. 1999년 이전에 중국어 음성 시장은 거의 모두 외국 기업에 장악되어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IBM, 모토로라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제5장 중국 대학의 창쿼 창업 성공 사례 분석❙ 183

음성 연구 기지를 설립하였고, 국내 음성 전공 우수 졸업생들도 거의 유
출되어 경쟁 형세가 매우 위급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단중앙(团中央), 중
국과학협회, 교육부가 조직한 챌린지컵 대회의 영향과 대학생들의 창업
호소에 따라 당시 중국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던 류칭펑이 아이플라이텍
을 설립했던 것이다(www.baidu.com에서 刘庆峰 검색, 2021. 10. 3.).
류칭펑은 중국어 음성 기술을 중국인 스스로의 수중에 전면적으로 산
업화하는 것을 포부로 삼고 있다. 민족의 음성산업 진흥에 대한 강한 신
념과 함께 ‘초년생 송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용기가 아이플라이텍
이라는 최초의 스타트업으로 뭉쳐 치열한 경쟁압박과 강력한 경쟁자 앞
에서 핵심 기술부터 산업 활용까지 과감히 돌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창업 초기 류칭펑은 기술에만 몰두했는데, 중국과대의 음성실험실을
중국의 벨실험실로 만드는 것이 당시 최대 꿈이었다. 그래서 합비(合肥)
에 음성 개발 기지를 만들어 총괄 엔지니어로 일했다. 하지만 첨단 창업
을 제대로 하려면 기업 총수가 기술 규율을 모르면 전략이 흐려지고, 시
장 개척의 미래성과 연속성이 없어 산업화가 핵심 방향을 잃게 된다는 사
실을 알게 됐다(https://www.baidu.com/에서 科大讯飞로 검색, 2021.
8. 31.).
당초 아이플라이텍 설립시 창업팀은 류칭펑을 CEO로 추천하였고, 그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두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인간·재
무·시장을 상대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혁신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과
학연구에 대한 성취감이 없다고 주저했다. 하지만 마음에 두고 있는 음성
사업을 위해 이를 악물고 억지로 떠맡았지만 언제든 철수할 준비가 돼 있
었다. 하지만 실천 과정에서 그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었다. 예를 들어 제품
연구개발에 있어서, 기업 메커니즘이 잘 설계된 후에 더욱 많은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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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를 끌어들였다. 연구개발의 진도가 원래보다 현저히 빨라졌다.
또한 아이플라이텍은 첫 융자 이후 회사의 메커니즘과 산업적 이점을
활용해 중국과학원 성학소(声学所), 사회과학원 언어소(语言所) 등 음성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연구단위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지적 이점을 통
합해 국제적으로 중국 음성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크게 강화했다. 이 작업
은 음성과 같은 교차 과학에 있어서 의의가 매우 크다. 이런 전략적 자원
통합 작업은 전문 기술자 한 사람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라 기업 CEO
로서의 가치를 절감했던 것이다. 과학자의 두뇌를 가진 기업가가 되면 수
천 수만의 총잡이들을 같은 방향으로 사격하여 민족 음성 산업에서 이기
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https://www.iflytek.com/
index.html, 2021. 9. 1.).
류칭펑의 인솔하에 아이플라이텍의 우수한 제품과 해결방안은 이미
음성 기술을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으로 발전시켜 전기통신, 은행, 사회보험,
교통 등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될 뿐만 아니라 통신안전, 중국어
국제 보급, 이중 언어 교육 등 국가 전략 수요 영역에서 중요한 응용을
얻었으며 갈수록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https://www.baidu.com/에서 科大讯飞로 검색, 2021. 8. 31.).
아이플라이텍은 중국어 음성 주류 앱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팀장 단
위로 중국어 음성표준을 만드는 등 민족 음성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IT
메이저들의 경쟁 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았다. 그의 인솔
아래 아이플라이텍의 경영 실적은 해마다 고속 성장하고 있다. 2013년
아이플라이텍은 매출액 12.5억 위안, 순이익 2.79억 위안을 달성했고 음
성산업 전반을 폭발시켰다. 2008년 5월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아이플라이텍은 현재 중국 음성산업의 유일한 ‘국가 863계획 성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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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지’와 ‘국가계획 포석 내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이 됐다. 업계에선
‘중국어 음성산업 대표팀’으로 통한다(https://www.baidu.com/에서 科
大讯飞로 검색, 2021. 8. 31.).

그는 중국어 음성 핵심 기술 연구뿐만 아니라 중국어 음성 산업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 인간 대화, 정보 조회, 스마트 가전, 자동차 전자에서 휴
대전화, MP3, 장난감 등 거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응용할 수 있는 스
마트 음성 산업은 ‘살 곳이 있으면 음성 기술의 응용 수요가 있다’고 할
정도로 유망하다. 1999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어 음성 시장은 마이크로
소프트, IBM, 모토롤라 등 거의 모든 외국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었다.
류칭펑은 중국과대 석사 졸업 당시 해외 유학 기회를 반납하고 ‘대학생
창업’이라는 당 중앙의 부름에 따라 우수한 졸업생들을 이끌고 박사학위
를 공부하며 아이플라이텍을 설립하여 중국어 음성 기술을 중국인 스스
로의 손으로 전면 산업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몇 년의 발전을 거쳐 아이플라이텍 음성 기술의 응용은 이미 양자강과
남북으로 퍼져 나갔으며, 중국 대륙의 30여 개 성에 널리 응용될 뿐만 아
니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본, 유럽, 북미 등의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였다. 전기통신, 증권, 은행, 전력, 교육 등 20여 개 업종에서 성공적
으로 활용됐고 올림픽조직위원회와 863 전문가 패널이 올림픽을 위한 다
언어 정보서비스 시스템 중 음성 기술 제공 단위로 선정했다. 아이플라이
텍은 현재 중국어 음성 주류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등 중
국어 음성 산업이 해외 IT 메이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완전히 뒤바
꾸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 등 다국어 연구 분야에서도 새로운 진전을 이루기
시작했다(https://www.baidu.com/에서 科大讯飞로 검색, 2021. 8. 31.).
류칭펑의 주도로 아이플라이텍의 경영실적은 고속 성장해 매년 2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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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내고 있다. 2005년에 아이플라이텍의 음성 제품은 판매 수입 1.5억
위안, 이윤 2,500만 위안을 달성하여 관련 산업을 10억 위안 이상으로
이끌었고, 게다가 추진어음산업이 전면 폭발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아이플라이텍 음성산업단지에는 조만간 연간 매출 50억 위안, 이자
10억 원 이상의 통신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전망이다. 류 교수는 기업
이 혁신의 주체가 되는 산학연 협력 체제를 통해 국내 음성연구 분야의
축적된 강점을 보완하는 몇몇 연구기관인 중국과대·청화대·중국과학원
성학소·중국사회과학원 언어소 등을 하나로 묶어 중국 음성산업의 핵심
자원을 원천적으로 통합하고 핵심 기술의 독자적 혁신 능력을 크게 강화
하고 있다(https://www.baidu.com/에서 科大讯飞로 검색, 2021. 8. 31.).
2003년 11월 정보산업부 과기사가 공식 하달한 ‘중국어 음성교호 표
준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해 팀장 단위로 아이플라이텍을 선임하는 등
국제규범을 활용한 음성산업 장벽 구축도 효과적이었다. 음성합성과 음
성인식 범용 표준은 국가표준으로 공식 입안해 이미 신고서가 완성됐고,
여러 산업 관련 응용기술 표준도 마련 중이다. 아이플라이텍의 비전은 이
러한 탁월한 작업을 통해 중국 음성산업의 유일한 국가 863계획 성과 산
업화 기지와 국가계획 포석 내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는 것이다. 업계
에선 ‘중국어 음성산업 대표팀’으로 통한다(https://www.iflytek.com/
index.html, 2021. 9. 1.).
아이플라이텍의 음성기술 핵심 연구와 산업화 작업은 사회 각계의 관
심을 끌었다. 다수의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직접 아이플라이텍을 찾아다
니며 음성 산업의 비전과 회사의 혁신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
렸다. 그는 시나닷컴·신경제·베이징청년보 등이 공동 선정한 ‘신(新)청년
중국 10대 신예 인물’로 2002년 1월 ‘중국(10대) 걸출한 청년과학기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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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2004년 6월 ‘(8회) 중국청년과학기술상’, 2004년 11월 ‘중국 과학
협구(科求) 걸출 청년성과전환상’을 수상했다.전국대상 3개 부문 모두 최
연소 수상자였다. 2005년 6월에 또 “(제2회)합비시 과학기술진보걸출공
로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은 합비시가 국가 과학기술혁신 시범사업시로
과학기술인들에게 주는 최고상이다. 또 중화전국청년연합회 9기, 10기
위원,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에도 선출됐다.
류칭펑은 아이플라이텍을 이끌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다국어 음
성과 언어기술 제공업체들의 분투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비행하고 있다.
아이플라이텍을 국제적으로 유명한 스마트 음성·언어 기술 연구 고지로
육성하고, 중화민족 음성·언어 산업에 핵심적인 버팀목을 제공하며, 인류
사회의 스마트 컴퓨터 발전에 창조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것이다(https://
www.baidu.com/에서 科大讯飞로 검색, 2021. 8. 31.).
아이플라이텍의 창업이 성공하게 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플라이텍의 창업주 류칭펑이 음성인식 분야에서 천재적 기
술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사업 성공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
시 중국은 음성인식 기술 수준이 낮아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과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상태에
서 아이플라이텍을 창업하였고, 탁월한 기술력으로 중국 음성인식 시장
만이 아니라 세계 음성인식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에서는 자금력보다 기술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중국 정부는 아이플라이텍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중국과학원은 음성인식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국가적 지원을 통해
아이플라이텍의 창업 성공을 뒷받침하였다. 아이플라이텍의 성공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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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의 인공지능 교육 분야에 음성인식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었다. 음성인식 분야 연구 및 교육을 강화하여 재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창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셋째, 산학연정 사이의 연계가 아이플라이텍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중국 정부가 중국과대에 설치한 음성및언어정보처리국가공정실험실은
아이플라이텍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실은 중
국 국가발전개혁위의 지도하에 안휘성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과학원이
주관하고 중국과대와 아이플라이텍이 연합하여 산학연 연계를 통해 공동
으로 건설한 것이다.
실험실을 통해 중국과학원의 연구 및 교육 지원과 산업체의 주도적 역
할이 결합되면서 중국 음성인식 산업 분야의 국가급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아이플라이텍은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과대와 연합하여 음성인식 분야 밎춤형 인재를 양성함
으로써 기술력을 배가하고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강
화할 수 있었다.

3. 북경대학: 클라우드 뇌기술 분야 클라우드 브레인
클라우드 브레인(云脑科技)은 클라우드 뇌기술 분야 인공지능 산업체
이다. 창업자는 2002년 북경대학을 졸업한 장번위(张本宇)다. 그는 2015년
클라우드 브레인을 설립해 인공지능과 전통 업종 간 교량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장번위는 구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끈
질기게 일하면서 전통산업과 인공지능을 연결하고자 노력했다.
19년간 인공지능 분야를 깊이 탐구하여 150건의 미국 특허를 출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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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였으며, 국제 일류 저널 및 컨퍼런스에 발표된 논문 45편이 6천
회 이상 인용되었다. 그는 중국의 인공지능 과학자 상위 10명 중 한 명으
로 평가되고 있다.
장번위가 인공지능을 처음 접한 건 ‘인공생명’을 내건 작은 게임에서
유래했다. 즉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규칙을 따라 새 한 마리가 앞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재미있는 게임으로, 이를 통해 장번위는 인공지능
에 빠져 들게 되었다고 한다. 1995년 북경대 컴퓨터학과에 입학한 이후,
1999년 북경대에서 인공지능 분야 석사과정을 밟으며 본격적 인공지능
행보에 나섰다(https://www.baidu.com/에서 云脑科技 검색, 2021. 8.
30.).
장번위는 대학원 재학 중 창업해 지인들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음
성 대화방 제품을 만들었다. 이러한 경험이 클라우드 브레인 창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02년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연
구원(MSRA)에 취업했다. 당시 중국에서 컴퓨터 관련 연구를 가장 깊숙
이 수행한 곳은 MSRA였다. 여기서 장씨는 MSRA의 본부장을 맡으면서
‘기계학습 인공지능이 검색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계가 코드를 통해 많은 데이터를 처리 할 것인가’ 등 두
가지 질문에 6년간 공을 들였다고 한다(https://www.leiphone.com/
category/industrynews/zjyWL2gBRC6PY3un.html, 검색일, 2021. 8. 30.).
2008년에는 구글에서 일하며 검색광고 최적화에 앞장섰다. 그리고
2010년 초 인공지능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소셜데이터를 대거 선보인
페이스북으로 옮겨 정보 유출 광고 사업 팀을 이끌었다. 2013년 모바일
인터넷이 급부상하자 구글은 새로운 프로젝트인 구글 나우를 설립해 스
마트폰에 진정한 지능을 불어넣는 데 주력했고, 장번우는 구글 나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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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로 복귀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데이터에서 탄생된다는 믿음하에 데
이터를 쫓아다니며 데이터가 많은 곳, 데이터 가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다닌다는 경력을 갖고 있다.
사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 발굴, 언어 처리는 컴퓨터 시각 등
보다 먼저 발전한 분야이다. 장번우는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 시간적 선
착순 관계인 시퀀스 데이터(sequence Data), 텍스트 데이터 등을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어떻게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
가에 몰두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브레인 창업의 기술과 비즈니스 기초
를 다졌다.
2015년 장번우는 구글을 떠나 중국으로 귀국하여 창업했다. 이 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첫째, 딥러닝은 이미 인터넷 밖으로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둘째, 국내 빅데이터 인프라가 구축된 지
이미 몇 년이 되어 많은 업종이 이미 데이터가 있는 단계에 속해 있었으
며, 동시에 빅데이터도 일정한 컴퓨팅 플랫폼을 갖추고 있었다. 끝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가 이미 일정한 단계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공동
창업자인 룽즈용(龙志勇)과 함께 인공지능을 전통 업종과 연결하는 데 주
력하는 클라우드 브레인(云脑科技)을 창업하게 된 것이다.
클라우드 브레인은 인공지능과 전통 업종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용어를 빌려 스스로를 ‘중간부(中间件)’라고 불렀다.
서로 다른 전통 기업과의 협업에서 클라우드 브레인은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모델링 전략, 업무 집약을 담당하며 이를 조합할 수 있는 업종으로
만들어 인공지능 중간 부품을 단말 고객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이나 서비
스를 창출하였던 것이다(https://www.baidu.com/에서 云脑科技 검색,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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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브레인은 현재 통신업계, 핀테크, 인재교육, 에너지 제조 등
4개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X) 제품을 출시했다. 클라우드 브레인은 은련
(银联)의 유니온 페이 카드와 합작하여 스마트터치 파카스터 플랫폼을 제
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 부동산, 화장품 업종의 고객들이 자리
하고 있다(북경대학 전문가 서면조사, 2021. 8. 30.).
다양한 업종을 파고들기 위해 클라우드 브레인 내부에서는 다양한 전
통 업종의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자신들의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클라우드 브레인은 인공지능 업계
플랫폼 회사로서 딥러닝, 증강 학습, 자연어처리(NLP), 지식 지도 등의
기술에 있어서 이미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한 경험이 있다.
클라우드 브레인은 구인업체와 구직자 사이를 연계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클라우드 브레인은 구직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력서를 만들도
록 도와준다. 아울러 채용업체에게는 클라우드 브레인을 통해 가장 적합
한 지원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2015년 클라우드 브레인의 기술개발팀이 실리콘밸리에 설립될 때 펑
루이캐피털(峰瑞资本)로부터 1천만 위안의 엔젤 투자를 받았고, 2017년
에는 익령캐피털(翊翎资本), 미국 중경협그룹(中经合集团) 등이 공동으로
투자한 수천만 위안의 융자를 완료했다. 클라우드 브레인은 현재 중견기
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여전히 베이징 대학 교수들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많은 수의 창업팀 구성원이 베이징대학 출신 친구들
이다(https://www.leiphone.com/category/industrynews/zjyWL2gBRC
6PY3un.html, 검색일, 2021. 8. 30. 북경대학 전문가 서면조사, 2021.
8. 30.).
클라우드 브레인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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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창업자가 끈질기게 인공지능 기술과 전통산업 사이의 연계를 위
해 연구하고 과감하게 도전했다는 사실이다. 19년여 동안의 연구개발과
현장경험을 통해 독보적인 인공지능 역량을 보유한 장번위는 여전히 자
신의 아이디어와 일치하는 투자자를 찾고 인공지능에 대한 견고한 의지
를 표명하고 있다.
둘째, 실리콘밸리 등에서 습득한 최첨단 인공지능, 딥러닝 분야의 연
구 성과를 중국에 도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금융 분야에
서 클라우드 브레인은 인공지능 기술과 보편금융·은행소매화 전환을 결
합해 고객에게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벽을 낮추고 리
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지능적 분석과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결과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이는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간파한 창업자
들의 선견지명이 일구어낸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클라우드 브레인
은 유니온 페이 등 핀테크 분야, 인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중국 정부와 각종 은행들도 클라우드 브레인의 성장에 기여했
다. 지능형 관제 분야에서 클라우드 브레인은 알고리즘 응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부서에 관제 서비
스와 경고신호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다양한 엔젤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고, 클라우드 브레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현재까지 클라우드 브레인과 깊숙히 협력
하고 있는 중국 내·외의 고객사는 10여 개 기업이며, 그중에는 중국건설
은행, 은련, 상하이 증권거래소, 360금융, 마샹샤오페이금융, 산화징신,

제5장 중국 대학의 창쿼 창업 성공 사례 분석❙ 193

구푸 등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클라우드 브레인 팀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금융업, 리스
크 관리 베테랑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 및 규제와 관련된 응용 분
야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해 클라우드 브레인은 사업 파트너 및 데이터 파
트너들과 공동마케팅·공동건설·공유를 모색하고, 업무가치 중심의 인공
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 효과성 및 안전을 모두 중시하는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4. 절강대학: 데이터 서비스 분야 치뉴윈
치뉴윈(七牛雲)은 2011년 상해에서 설립되었고 현재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업체로 자리잡았다. 치뉴
윈은 대량의 파일 저장,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 영상 리퀘
스트, 상호작용 생방송과 대규모 이종 구조 데이터의 지능적 분석과 처리
등과 같은 분야의 핵심 기술에 심도 있는 기술 역량 및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치뉴윈은 데이터 기술로 디지털화된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전통산업 분야가 데이터 시대에 돌
입할 수 있도록 기술 솔루션을 제공한다.
치뉴윈은 선도적인 온라인 저장 공간인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통
일된 이종 구조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여 고객사에 영상 클라우드 서비
스를 위한 폐쇄된 공간을 활용하면서도 간결하고 개방적인 기계학습 기
반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치뉴윈은
사용자에게 다목적 원스톱 클라우드+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핵심 솔루션
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백만 명이 넘는 기술 인력이 이러한 서비스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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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www.baidu.com에서 七牛雲 검색, 2021. 9. 23.).
2011년 창업 당시 겨냥한 사업 모델은 온라인 우체통인 드롭박스
(Drop-box)였다. 그러나 창업자가 중국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
중국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저장소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가 적다고 판단
했다. 이에 원스톱 데이터 관리 플랫폼으로 전환했다. 창업자 팀은 업계
기술에 대해 매우 정통했으며, 초기에 시장 지명도를 확대하기보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했다. 결국 입소문 누적과 업무 확장을
통해 2017년 8월 알리바바로부터 10억 위안의 투자를 받아냈다(절강대
학 전문가 서면조사, 2021. 9. 15.).
치뉴윈은 중국 최초로 Go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무에 적용하였으며,
상업화된 제품에 대규모로 Go 언어를 적용한 것은 세계 최초이다.16) 치
뉴윈은 우수한 제품 연구개발 능력과 탁월한 고객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 음성 영상 분야의 핵심 플랫폼형 서비스(PaaS) 솔루션
구축과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분석 제품의 연구와 개발에 전념하면서 전
국 각지에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결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개방적 문화와 상생 전략으로 산업체인 파트너와의 상호 보
완, 호혜적 상호 연결을 모색하며,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과학 기
술 서비스 생태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형태로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치뉴윈의 창업자는 절강대학을 졸업한 뤼꾸이화(吕桂华)이다. 현재 그
는 치뉴윈 회장이자 공동창업자로서 치뉴윈 전체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기술직과 관리직 등 15년이 넘는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업계 경력을 가

16) Go 언어는 구글에서 개발한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로 처리 속도 및 프로그래밍 생산성에서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제5장 중국 대학의 창쿼 창업 성공 사례 분석❙ 195

지고 사무용 소프트웨어, 기업 서비스,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절강대학교 졸업 후 2004~
2009년 금산 소프트웨어 주식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았다.
2009~2011년에는 중국 유명 게임사인 샨다 게임(盛大游戏) 유한공사기
술센터 관리직을 맡았으며, 2015년에는 상해시 청년 창업 영재로 선정되
었다(www.baidu.com에서 七牛雲 검색, 2021. 9. 23.).
뤼꾸이화는 절강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여러 소프트웨어 회사
의 기술직 및 관리직을 맡았다. 금산 소프트웨어에 재직할 당시 그는 소
프트웨어 아키텍처로서 스마트 그래픽 관리 기법과 신속 렌더링 모듈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SAP 등 세계 유명 회사
와의 협력 프로젝트에서 기술팀을 이끌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제품
의 개발과 자동화 테스트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뤼꾸이화는 Go 언어의 실전 활용에 깊이 참여하여 이를 활용해 크로
스 플랫폼 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였으며, 중국 Go 언어 관련 도서로 가
장 유명한 두 개 도서, ‘Go언어 개발’의 주 저자이자 ‘Go 언어 프로그램
설계’의 주 번역자이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Go 언어가 가장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나라로, Go 언어는 이미 중국 내의 다수 인터넷 회사
들의 프로그램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있다. 이러한 확산에는 Go 언어
홍보를 위해 노력한 뤼꾸이화와 그 동료들의 힘이 큰 바탕이 되었다(절강
대학 전문가 서면조사, 2021. 9. 15.).
2011년 뤼꾸이화는 금산 소프트웨어 주식회사에서 만난 절강성 동향
출신들과 함께 치뉴윈을 창립했고 회장직을 맡았다. 2011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치뉴윈은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였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분야별 플랫폼형 서비스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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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치뉴윈은 또한 미디어 산업 관련 사업으로 콘텐츠
저장, 융합 CDN 가속, 데이터 유니버설 처리, 콘텐츠 품질 필터링 서비스,
생방송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출시했다(www.baidu.com에서 七牛雲 검색,
2021. 9. 23.).
치뉴윈은 2018년 ‘렌즈 2.0’ 솔루션을 발표했다. 솔루션 발표 당시
‘지능형 이미지’라는 주제로 상해시 위원회 상무위원회, 푸동신구 구 위
원회 등을 초청한 대규모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 기술과 미래 이미지 분
석에 대한 전망을 나누는 자리를 갖고, 솔루션의 비전을 소개했다.
렌즈 2.0은 2018년 출시 당시 상반기에만 중국 전체에서 유해 정보
2,700만여 건을 감지해 차단하고, 사이트 및 앱 6만 2천여 건을 단속해
폐쇄하였으며, 4,800여 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이용되었다. 이러한
정부 주도 단속뿐만 아니라 오픈 콘텐츠 플랫폼(UGC, User Generated
Contents platform)에서 업로더들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불법적 내
용을 게시하는 등의 경우 적시에 삭제하여 플랫폼 및 제3자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막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절강대학 전문가 서면조사, 2021.
9. 15.).
동영상과 이미지 처리 기술이 뛰어난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로서,
인공지능 기술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은 시각 데이터 영역을 다
루는 기술 기업으로서, 치뉴윈은 인공지능 실험실인 에이티랩(AtLab)을
창립하여 초기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 시각을 최우선 순위의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현재 AtLab은 100명이 넘는 연구개발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내 우수 인공지능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치뉴윈은 콘텐
츠 안전(포르노 콘텐츠 인식, 테러 인식), 안면 인식, 유니버설 장면 인식,
유니버설 물체 인식 등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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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렌즈2.0은 영상 플랫폼, 생방송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포럼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공공 네트워크, 방송 텔레비전 등 여러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2,000억 개가 넘는 문서가 관리되고 있고, 매일 20억
개가 넘는 새로운 문서가 추가되며, 매일 수 천억 차례의 데이터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치뉴윈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기업 고객은 70만 개가
넘고, 이들 기업의 고객 간 연결을 통해 중국 전체 인터넷 사용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인터넷 사용자가 치뉴윈의 서비스를 경험하
고 있다(절강대학 전문가 서면조사, 2021. 9. 15.).
치뉴윈의 성공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수요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단순한 클라우드 저장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원스톱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수많은 고객들
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세계 최초로 Go 언어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채택하
여 보급함으로써 자신들만의 사업 영역을 구축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Go 언어가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치뉴윈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셋째, 창업자가 인공지능 분야의 실무 역량을 고루 겸비해 시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는 점이다. 인공지능 분야는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고도의 역량을
필요로 한다. 치뉴윈의 회장인 뤼꾸이화는 여러 인공지능 기업들을 전전
하면서 현장경험을 축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해에서 가장 성공적인
청년 창업 기업을 일구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우수한 인공지능 인재들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선도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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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치뉴윈이 최근 출시한 렌즈
2.0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뿐만 아니라 시각 데이터 등 새로
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자체적인 인공지능 실험실을 갖추고 100명 이
상의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컴퓨터 시각 분
야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사천대학: 의료 분야 시즈메드테크
시즈메드테크(Seedsmed Technology, 四川希氏异构医疗科技有限公司)
는 2015년 창립자 송지에(宋捷)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의학 인공지능 기
술의 연구개발, 설비제조 및 인공지능의 의료 서비스 분야 응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의료 인공지능 전문기업이다. 시즈메드는 사천대학 화서병원의
지원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핵심 솔루션과 서비스를 완성하고 공고한 시장
입지를 확립한 기업으로, 중국 내 대학 “AI+의료” 창업 촉진 사업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http://www.seedsmed.com/, 2021. 9. 24. 검색).
시즈메드는 사천대학 화서병원과 2018년 3월 공동 설립한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화서HIS17)의학인공지능연구개발센터)를 통해 소화기관 내
시경, CT, MRI, 초음파, 심전도, 피부, 병리 등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 고
수준의 의료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시즈메드는 화서
병원 외에도 북경대학 연합의학병원, 301의원(중국 PLA 종합병원), 일본
오츠의원(大坪医院) 등의 병원과 협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인프라의 지
속적 연구개발을 위해서 엔비디아, 의료기 제조 전문업체 샹하이성운과

17)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의 줄임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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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고 있다(www.baidu.com 검색어 希氏异构, 2021. 8.).
아울러 2017년 11월 사천대학 화서병원은 실리콘밸리의 세계적 인공
지능 석학인 우렌 박사의 이고우지능(异构智能)과 합작했다. 우렌은 최고
의 기술과 산술력이 뛰어난 인공지능 칩으로 사천대학 화서(華西)병원과
연계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소화기 내시경 구축에 성공했다. 이 인공지능
내시경 시스템은 병변 조직을 인식해 의사에게 실시간 AR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http://www.seedsmed.com/news/3.html, 2021. 8. 24.).
현재 시즈메드는 자체 슈퍼컴퓨팅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독립된 슈퍼
컴퓨팅 장비인 ‘신농(神農) 1호(시노시즈, SINOSEEDS)’는 중국 내에서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갖추고 의료영상 인공지능만을 위해 전문적으로
구축된 슈퍼 컴퓨팅 장비이다. 컴퓨터 장비 중 한 기에는 64개의 NVIDIA
Tesla V100 GPU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슈퍼컴퓨팅센터는 인공지능 분
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우렌(吴韧, Wu Ren) 박사가 직접 설계
하고 구축하였으며, 병렬연산 성능이 90%가 넘는 성능을 자랑한다. 우렌
박사는 AMD 이색구조 시스템 설계 및 미국 휴렛 연구원 수석과학자, 바
이두 딥러닝 연구소 창립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https://baike.baidu.
com/item/%E5%90%B4%E9%9F%A7/17744338?fr=aladdin, 2021. 9. 24).
우렌 박사의 전문 분야는 딥러닝 분야로, 이는 컴퓨터과학 ‘기계학습’
영역에서 현재 가장 뜨거운 연구 방향 중 하나로, 학습 능력을 파악하여
인간 뇌를 시뮬레이션하여 분석 학습과 인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고
성능 컴퓨팅 플랫폼은 기술 실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시즈메드가 보유한 신농 1호(SINOSEEDS)는 강력한 인공지능
개발 생산성을 제공해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의 초대형 데이터 연산·개발
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안에도 매우 뛰어나 현지화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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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는 경우 의료 데이터의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시즈메드의 인공지능 기술팀은 우렌 박사가 통솔하는 동
시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공동연구소를 설치해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 연
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연구 분야에는 병렬 컴퓨팅 기술과 애플리케이
션급 인공지능 칩을 포함한다.
시즈메드의 창립자 송지에를 비롯한 경영진은 깊은 의학적 배경과 의
료 기업 경영 경험을 기반으로 의료 산업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매우
강한 통찰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시즈메드는 소화기 내시경을 포함
한 여러 분야에서 시장성 있는 기술과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주류 매체
및 소셜 미디어에 의해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는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시즈메드의 대표 기술 솔루션인 소화기 내시경 인공지능 보조진단
의료기는 2018년 사천대학교 화서병원과의 공동연구로 개발 및 공개되
었으며, 화서병원의 사례 데이터 20만 건을 학습한 결과로 출시 당시부
터 소화기 내 식육, 종양, 정맥류에 대한 초기 진단 정확도가 각각
92.7%, 93.9%, 96.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http://www.seedsmed.com/
news/3.html, 2021. 8. 24.).
시즈메드의 내시경 진단 솔루션은 소화 내시경 검사는 소화도 악성 질
환의 조기 발견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소화 내시경 검사 환경 자체는 이
미 보편화되었지만, 각급 병원 의사들의 진단 수준이 들쭉날쭉해 소화도
질환, 특히 악성 병변의 조기 진료가 보편화되지 못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최초 오진으로 인해 증상 발현 후에야 진단을 받아
치료 적정기를 놓치는 환자들이 없도록 돕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소화
기 종양은 중국 내 전체 악성종양 발병률의 43.5%를 차지하기 때문에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http://www.seedsmed.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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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tml, 2021. 8. 24.).
시즈메드는 이 밖에도 아직 출시되지 않았으나 곧 상용화를 앞둔 인공
지능기술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핵심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현지
데이터 학습을 통해 여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다. 창업자 송지에(宋捷, Song Jie)는 일찍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개
업의로 임상에 종사하다가 기업 경영의 길로 들어섰다. 90년대 중국 사
회과학원에서 상업 경제학 대학원을 다녔으며, 중국유럽경영대학원
(CEIBS)에서 EMBA 학위를 받았다. 또한 과거 여러 유명 기업, 상장 회사
임원을 지냈다(www.baidu.com/ 검색어 宋捷 四川希氏异构医疗科技,
2021. 8. 24.).
2000년대 초반 송지에는 중국 최초의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을 진행하
였고, 5년 후 유명 약국에서 부사장을 맡았다. 2010년경 그는 연구개발
영역에서부터 의료 기기 분야에 입문하였고, 당시 몸담은 기업에서 분야
최초로 국가 III 류 의료 기기 증서를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 시즈메드 창업 전에는 여러 3급 병원18)과 다수의 협력프로젝트
를 진행해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 밖에도 시즈메드를 이끄는 대표적 인물로 우렌(吴韧) 박사를 들 수
있다. 우렌 박사는 시즈메드 인공지능 연구소의 인공지능 기술력의 중심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고우테크’사를 이끌다가 시즈메드와 지분합작을
통해 합류했다. 그는 GPU를 이용한 인공지능 처리를 최초로 도입한 기
술자 중 한 사람으로, 2013년 9월까지 AMD에서 이색구조 시스템 개발

18) 중국의 병원 등급 체계는 1급(병상 100개 이하의 지역 병원), 2급(병상 101~500개의 시급 병원), 3급(병상
500개 이상, 다수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형 병원), 특급(3급 병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의 총 4개 등급으로 구
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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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분야에 종사하다가, 이후 시즈메드에 합류하기 전까지 바이두의
딥러닝 연구원(Institute of Deep Learning, IDL)에서 활약했다.
우렌 박사의 합류로 시즈메드는 국내·외의 우수 인공지능 전문가 40여
명의 강력한 기술적 지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도약을 이룩했다.
의료 데이터 특히 이미지 데이터들의 용량은 매우 크다. 하나의 디지털
병리 이미지의 크기가 수 GB에서 수십 GB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
에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연산 능력이 의료 데이터 처리의 핵심인데,
우렌 박사는 이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시즈메드의 자체 분석 설비 내
에 일반적인 시스템의 10배에 달하는 인공지능 컴퓨팅 성능을 구현했다
(http://www.seedsmed.com/news/3.html, 2021. 8. 24.).
우렌 박사는 현존하는 각종 알고리즘들 간에는 단지 퍼센트 단위 차이
정도만 존재하나, 컴퓨팅 파워를 통해 가져올 수 있는 차이는 몇 배 단위
의 차이라며, 타 시스템에서 한번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수행할 시간에
시즈메드의 시스템으로는 이미 여러 번의 모델 간 비교를 통한 교체를 마
무리할 수 있다며 확연한 기술의 우위를 자신한다.
2015년 창업 당시, 시즈메드는 창업자 송지에의 의료 인공지능 분야
에 대한 사업적 통찰로 의료정보 분야뿐 아니라 기업 경영 경험을 통해
기술개발, 기업 발전, 의료 수요, 수익성 등 여러 측면에서 시장성이 뛰어
났던 소화기 내시경 진단 분야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의 방향을 잡으며
성장의 초석을 마련했다.
창업 직후 시즈메드는 세계적인 인공지능 석학으로 유명한 우렌 박사
의 합류로 인공지능 개발 분야에서 기술적 도약과 네트워크를 동시에 이
루어냈다. 우렌 박사의 기술과 송지에의 의료 분야 경영 역량이 결합해
시즈메드는 사천대학 화서병원과의 합작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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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성 정부의 생명의료산업 중점 발전정책에 힘입어 사천성으로 이전하
게 되었다. 곧이어 2017년 3월 시즈메드는 사천성 성도 의학도시(温江)
에 화서병원과의 합작 연구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시즈메드는 2017년 3월 사천대 화서병원의 협력 연구소 ‘화서HIS의
학인공지능연구개발센터’의 연구 결과로 4개월 만에 화서병원의 20만 건
고품질 임상 의료데이터를 학습한 소화기 내시경 진단 솔루션을 발표하
였고, 이듬해 인공지능 보조 진단기능 탑재 내시경 의료기 제품을 정식
출시하였다. 시즈메드는 이 제품을 중국 최초로 소화기 내시경 진단 보조
장비로서 승인받았다(http://www.seedsmed.com/news/3.html 2021.
8. 24.).
2020년 시즈메드는 내시경 인공지능 진단 기술을 지속 연구하여 사천
대학 화서병원과 함께 소화 내시경 인공지능 진단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소화기 내 병변을 실시간 검출하는 보조 진단 도구에서 한 단계
나아가 병변의 미세한 특징 발견, 검사 결과의 데이터 구조화 및 내시경
검사 전체 과정에 대한 절차적 품질 관리까지 포함하는 내시경 검사 절차
전 범위를 아우르는 솔루션으로 확대한 것이다.
사천대학 화서병원 소화기 내과 탕챙웨이(唐承薇) 교수가 이끄는 연구
팀은 시즈메디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내시경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해 왔고,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동안 한 단계 수준 높은 임상 연
구를 통해 약 500건의 임상 시험을 완성했다고 밝혔고, 인공지능을 이용
한 진단의 대상이 되는 소화기 병변의 종류 또한 최초 소화기 내 종양 등
융기형 병변 중심의 진단에서 현재는 소화기 질환의 약 90%를 아우르는
폭넓은 진단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http://www.seedsmed.com/
news/80.html,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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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대학 시즈메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시장 수요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한 창업자의 탁월한
시장 분석 및 경영 능력을 꼽을 수 있다. 창업자인 송지에는 개업의 출신
의 기업가로서 시장에 대한 확고한 통찰력이 있었으며, 특히 최초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 및 솔루션 개발 목표를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 영역인
인공지능 소화기 내시경 보조 진단 도구로 설정했다.
‘AI+의료’ 분야가 신기술의 도래 단계를 지나 진정한 융합적 발전 단
계로 들어서면서 시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서비스만이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창업자의 통찰력은 빛을 발했다. 2015년 창업
당시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암 사망 중 소화기 내시경으로 검출할 수 있
는 악성종양으로 인한 사망은 무려 17.7%를 차지하였으며, 의사 개개인
이 이러한 사망을 막기 위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험
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임상 응용은 ‘AI+의료’ 기술을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시즈메드는 임상의 실제 수요를 매우 강조했다. 그 결과 ‘AI+의료’ 분야
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http://news.moore.ren/industry/44589.
htm, 2021. 8. 24.).
둘째, 시즈메드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던 인공지능 인재를 확보
하여 선도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의학 분야에 적용할 수 있었다. 우렌 박
사는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석학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사
천대학 화서병원과 우렌 박사의 이고우지능(异构智能)이 합작하면서 시
즈메드는 단시간 내에 세계적 인공지능 기술업체로 성장하게 된다. 시즈
메드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동일 분야 경쟁 기업 중에서도 독보적인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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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 박사와의 협력 없이는 이러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우렌 박사는 인공지능 처리를 위한 컴퓨팅 파워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인공지능 게임 전략(인공지능의 게임적 문제해결을
통한 학습 성능 고도화)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전
문성을 갖춘 석학이고, 이러한 석학의 영향으로 시즈메드는 인공지능 기
술 인력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AI+의료’ 분야 인재양성 및 확보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화서병원과 합작하여 중국 내 최고의 의료연구 및 사업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즈메드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었다. 시즈메드의 본격
적 성공 배경에는 사천대학 화서병원과의 합작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시즈메드와의 협력 인공지능 연구소인 ‘화서HIS의학인공지능연구개발센
터’는 중대한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이자 화서병원이 개방적인 자세로 병
원 자원을 방출하는 중요한 표지이다.
이러한 자원을 공급받고 있는 시즈메드의 시각에서 화서병원이라는
플랫폼 자원은 대량의 고품질 의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협력 연구인력과
임상 의료인력, 의료 기기를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까지
막대한 혜택으로 볼 수 있다. 사천대학 화서병원은 병원 자체의 설비도
크지만, 수많은 산하 의료 기관 또한 거느리고 있어 시즈메드의 사업 저
변을 풍성하게 하고 있으며, 사천성 및 청도시의 의료 서비스 및 연구 지
원, 혁신 의료기의 보급을 위한 지원 또한 직·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넷째, 제품과 솔루션, 서비스 등 확고한 수익 전략을 구사하였다. 시즈
메드는 ‘제삼자 의료진단센터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의료기관들과의
협력에 착수했다. 건강검진센터를 포함한 각급 의료기관에 인공지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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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솔루션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에 정통한 일류 임상 전문가를 추가
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비용의 범위
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즈메드는 직접 환자를 접촉하는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기존 의료 기관들에 높은 수준의 의료 지원만
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서비스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병원과의 합작을 도모하고 있다. 창업자 송지에는 일
선 병원의 의사 절반의 급여는 무제한으로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발생시킬 수 있는 추가적 의료수가를 통해 확보될 수 있으므로
많은 병원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치를 것
이라고 믿고 있다
끝으로, 시즈메드는 의료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대한 지속적 연구
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즈메드는 화서병원과의
협력연구소를 통한 연구 프로젝트로 소화기 내시경 진단 분야뿐 아니라,
병리, 초음파, CT, MRI, 피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두 기관의 협력 인공지능 연구소는 국가급, 성급의 다양한 프로젝
트로 과제와 연구비용을 확보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6. 심천대학: 제조 분야 텐센트 AI+모빌리티
텐센트(腾讯, TengXun)는 1998년 마화텅(马化腾)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21년 7월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 7위, 6,558억 달러(약 755조 원)
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본사는 심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심천대학
졸업생들이 창업한 기업이다. 인터넷 포털 텅쉰망(qq.com)과 8억 3천만
명의 사용자를 거느린 중국의 국민 메신저 QQ, 그에 버금가는 5억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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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대표 서비스로 하여 성장하였고,
중국의 압도적인 게임 인구를 기반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라이엇 게임
즈 및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유명한 슈퍼셀 등 다국적의 다양한 게임사
지분을 보유하며 게임 업계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https://
www.tencent.com/en-us. 2021. 10. 4.).
이처럼 게임 산업을 많이 거느린 탓에, 2018년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
의 게임 산업 규제 정책에 큰 영향을 받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등 부
침을 겪기도 했으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게임 사업 매출을 1/3
미만으로 줄이고, 뉴스, 비디오, 스포츠, 애니메이션 및 만화, 음악 유통,
문학 도서 등 콘텐츠 산업과 클라우드 인프라, 사물인터넷, 양자 컴퓨팅
및 인공지능 기반 기술 그리고 다양한 ‘AI+X’ 산업 영역을 선도하며 여
전히 강한 사업 역량 및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총비용 약 6조 5천억 원을 들여 일명 ‘치어다오’(펭귄섬, 企
鵝島, Qi E Dao)라고 불리는 심천 바오안구 해안가 매립지의 개발을 진

행하며 주목을 끌고 있다. 치어다오에는 ‘6센터 1플랫폼’ 계획이라는 이
름으로 텐센트의 핵심 사옥들이 모두 들어설 예정으로, 광고 연구개발 보
급센터, 글로벌 인터넷 클라우드 연구개발센터, 인터넷 플러스 교육혁신
센터, 인터넷 플러스 의료센터, 인터넷 플러스 스포츠산업 인터렉티브센
터, 인터넷 플러스 혁신창업센터가 모두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진다.
건설 비용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도 순이익만 1,227
억 위안(약 22조 원)을 거둔 텐센트의 실적에 비추어 보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https://www.ajunews.com/view/2021062411
2211692, 2021. 10. 4.).
텐센트는 중국 혁신창업의 아이콘으로 심천대학 남문과 북문에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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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위치하여 창업을 꿈꾸는 심천대학 학생들에게는 매우 의미있고
상징적인 기업으로 여겨진다. 텐센트는 심천대학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대학 내에 텐센트 클라우드 인공지능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심천대학의
차세대 인공지능 창업인재 양성에도 협력하고 있으며, 심천 지역은 물론
전국의 대학에서 혁신창업의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텐센트는 ‘디지털 비서’가 되는 데 주력하는 방향으로 스마트 산업을
선도해 왔다.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보안, 결
제, 미니 프로그램(다수의 메신저 연동 모바일 앱), 위치기반 서비스 등
첨단 인터넷 인프라와 기술을 통해 여러 업종의 디지털 고도화를 돕고 스
마트 비즈니스 솔루션 구축을 지원한다. 또, 기업 고객이 새로운 수익 모
델과 이윤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스마트 기업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
하여 고객과 기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도록 돕는다. 텐센트가 추진하고
있는 ‘AI+X’의 적용 분야는 금융, 쇼핑, 정책서비스, 관광, 의료, 보건,
교통(모빌리티)과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www.baidu.com에서
腾讯 검색, 2021. 10. 4.).

텐센트의 창업자 마화텅은 1971년 광동성 출신으로 1993년 심천대학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직후 그는 심천윤신통신발전유한공사에
들어가 호출 시스템의 연구개발 업무를 시작했고. 1995년에는 ponysoft
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었다. 1998년 마화텅은 친구 장지동과 함께
‘심천시 텐센트 컴퓨터 시스템 유한공사’를 설립했고 그 후에 진일단, 허
천엽, 증이청이 연이어 합류했다.
마화텅의 텐센트 창업 배경에는 당시 심천의 개방적이고 혁신의 기운
이 넘치는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다. 신흥 도시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투
자로 인터넷 보급도 빨랐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는 심천대학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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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에 진학, ‘해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천재 프로그래머로 유명해졌
다. 마화텅은 미디어 인터뷰에서 텐센트를 창업할 무렵 어떠한 사업과 서
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창업 후 6년쯤 지
날 무렵에야 “고객이 원하는 시스템 개발을 돕겠다”라는 여전히 막연하
기만 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마화텅은 새롭게 열리는 인터넷
세계의 기회 속에서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심천 지역을 중심
으로 대중에게 사랑을 받는 서비스를 만들고 거대한 혁신의 흐름의 선두
에 설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2017년 8월 텐센트 주가가 장중 사상 최고가인 320.6 홍콩 달러를 기
록하였을 때, 마화텅은 361억 달러의 재산으로 중국 최고 부자가 되었
고, 2018년 4월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2018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뽑히는 영예를 얻었다. 2019년 3월 마화텅은 388억 달러의
재산으로 2019년 포브스 글로벌 억만장자 순위 20위 및 2019 포브스 올
해의 기업인으로도 선정되었다. 2020년 11월 마화텅은 공식적으로 법적
텐센트 대표직에서 물러났다(www.baidu.com에서 马化腾 검색, 2021.
10. 4.).
텐센트는 최근 바이두와 더불어 ‘AI+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들어 인터
넷 자동차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몇 년간 텐센트는 데이터
센터와 본사 건물에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활용해 탄소배출을 줄여
왔다. 이를 통해 테센트는 인터넷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마친 것
으로 평가된다. 이에 여기서는 텐센트의 ‘AI+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심천
대학의 인공지능 제조 분야 창업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https://www.tencent.com/en-us/business/smart-transportation.
html; https://cloud.tencent.com/solution/transport,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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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의 ‘AI+모빌리티’ 사업은 인공지능, 고화질 지도, 가상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결제, 네트워크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
을 응용해 전통 교통산업과 인터넷을 결합하는 스마트 교통의 발전을 모
색하고 있다. 텐센트는 개인, 공유와 대중교통 분야에서 전면적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승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며 편안한 통
근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텐센트 ‘AI+모빌리티’의 핵심은 텐센트 클라우드 인프라 중심의 지능
형 모빌리티 혁신이다. 텐센트 클라우드는 ‘AI+모빌리티’ 영역에 업계 선
두급 DDoS 공격 방어, 초 단위 갱신 트래픽 공격. 빅데이터 기반 보안을
통한 악성 사용자, 사기 거래 등의 위협 해소 등의 최고급 지능형 보안
시스템 기술을 제공하여 텐센트 인프라를 사용하는 개인과 기업 고객이
해킹 등의 악의적 공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울러 지능형
원스톱 영상 처리 서비스로 스마트 가공, 행위 검측, 얼굴 인식, 차량 인
식과 차량 추적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텐센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구축된 ‘AI+모빌리티’ 시스템은 기업 고
객의 데이터 추출, 전환, 로드, 모델링, 분석, 보고서,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 영역을 커버하고, 데이터의 실시간 그래프 시각화, 장면화와 대시보
드 기반의 제어와 같은 실시간 상호작용 기능까지 제공한다. 무엇보다 중
국의 대표 인터넷 기업으로서 텐센트가 제공하는 ‘AI+모빌리티’ 서비스
가 가진 특장점은 10억 명에 가까운 사용자로부터 축적된 대량의 데이터
에서 학습된 통찰을 도출하고 이를 개인 이동 서비스, 교통 관리와 기업
의 마케팅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로 제공하는 지능화된 플랫
폼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텐센트의 ‘AI+모빌리티’ 사업부는 유형별 맞춤형 인프라 및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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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https://cloud.tencent.com/solution/transport, 2021.
8. 26.).
첫째, 공항용 전 범위 승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공항, 항공사
와 정부 사이의 효율적인 협력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단
말 간의 단일 신분 증명 솔루션을 바탕으로 승객들의 탑승 일정 동선에
따라 정확한 서비스 추천을 수행하고, 승객 서비스의 각 부분을 빈틈없이
디지털 정보로 연결하여 승객들에게 개인화된 편리한 ‘AI+모빌리티’ 서
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항구용 지능형 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트레일러 보조, 물
류 보조, 무역 보조 서비스 등 모듈화된 기능들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
스템과 항구 현장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항구 업계에 디지
털 생태계 플랫폼을 구축해 항구 업무를 고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클라우
드 상에 구축된 항구 기초 서비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항구 업무의 온라인
화를 실현하고 항구 작업 데이터 체인을 연결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여러
항구 간 통합 업무 플랫폼의 구축을 실현하고 항구 업무를 고도화한다.
셋째, 항공사 마케팅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업무 증대와 데
이터 증대를 바탕으로 항공사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는 자체 최적화 구조
와 응용 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품 자체 최적화는 자동 매칭 서
비스, 반포 학습 서비스, 탄력 편향 서비스와 인공 관여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채널 자체 최적화는 채널 화상 서비스, 채널 조
합 서비스, 자동 일치 서비스와 반포 학습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또,
운영 자체 최적화는 표준 서비스 운영, 테스트 서비스 투입, 자동 매칭
서비스와 운영 도구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넷째, 지능 교통 터미널(역)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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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위치 인식 네비게이션은 스마트폰을 통해 역 주변 교통 상황을 조회하
고 역 주변 음식, 소매, 숙박을 조회한다. 또, 스마트 매표는 기존 매표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모바일 단말기 앱을 제공해 온라인 매표 수단을 도
입하고, 전자 표와 얼굴 인식을 통해 검표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한다. 아울러 터미널 장내 승객의 얼굴을 식
별해 상품 구매 고객 또는 마케팅 목표 고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객
타겟 결정에 정확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이뿐만 아니라 여객 흐
름 분포를 히트맵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해, 불필요한 안전사고 발생을 피
하는 동시에 역 관리자가 인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차량편 및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텐센트는 대형 모빌리티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B2B 고객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공항 분야에서는 심천공항과 단일 신분
증명 시스템으로 공항 터미널 진·출입, 환승, 여객의 배웅과 마중 등 4대
여객 활동을 둘러싼 디지털화된 승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편의 서비
스와의 연결을 제공하며, 추가로 별도의 개인화되고 지능화된 인증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사로는 중국동방항공과 제휴하여 전자
상거래, 마케팅 및 서비스 분야까지 전반적인 비즈니스 위험 관리 시스템
을 제공하고 있다. 비즈니스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DDoS 공
격 방어, 초 단위 갱신 트래픽 공격. 빅데이터 기반 보안을 통한 악성 사
용자, 사기 거래 등의 위협 해소의 텐센트 클라우드 ‘AI+모빌리티’ 시스
템이 제공하는 4가지 보안 솔루션 기능을 모두 사용한다.
항만 분야에서는 중외운(항만)과 전 세계에 분포한 물류 클라우드 설
비를 활용해 구축된 서비스 플랫폼으로 고객(항만)과 물류 행위자들을 연
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은 수백 개의 내부 시스템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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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수백 개 선박 회사, 수천 개의 항구와 공항을 연결한다. 다양
한 업무 현장에 인공지능 응용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철도 분야에서는 중국철도와 함께 지능화된 검표 시스템을 통해 탄력
적인 철도 운영자원(차량 및 인력)을 배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악의적 디도스 공격 등으로 정상적인 운행에 방해를 입지 않도록 철
도 시스템에서도 텐센트 클라우드 ‘AI+모빌리티’의 4가지 보안 솔루션을
사용한다.
텐센트는 ‘AI+모빌리티’를 본격 실행하기 위해 자동차 기업들과 협력
하여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텐센트는 ’AI+ 모빌리티” 사업 중에서도
‘자동차의 모바일 기기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모든 전기차 플랫폼을 텐센
트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텐
센트는 2018년 안드로이드와 리눅스를 지원하는 차량인터넷 생태계인
텐센트차량지능(TAI)을 공개했다. TAI는 차내 계기판에서 뉴스, 음악 등
텐센트의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앱을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 생활 비서
기능과 다양한 사용자 데이터 정보를 차량 정보 오락 시스템과 동기화할 수
있으며, 드라이브 여정과도 통합된 위치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추
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https://cloud.tencent.com/solution/
transport, 2021. 8. 26.).
이와 같은 TAI 솔루션을 기반으로 텐센트는 세계 선도 자동차 기업
30여 개와 파트너십을 맺고 110여 종의 차량에 TAI 플랫폼 생태계를 적
용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항주에 위치한 지리자동차와 세 차
례에 걸쳐 제휴를 맺고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인터넷의 새로운 패러다
임 개척을 개시하였다.
2018년 텐센트는 지리차와 함께 합자회사로 지쉰(吉讯, Ji Xun)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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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차량 기반의 이동 정보 디지털화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앞서 중국철도
투자유한공사의 지능화 고속철도 서비스를 협력·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텐센트는 지리차, 중국철도투자유한공사 등과 손잡고 고속철 이동 장면
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차를 일체화하고 온·오프라인 합동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지리홀딩스그룹의 전략 투자기업인 이카통 테크
놀로지(ECARX)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2차 협력을 추진했다. 스마트 네
트워크 서비스, 유저 통합 운영,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기술 등의 분야를
놓고 심도 있는 협력을 개시한 것이다.
2021년 1월 두 회사는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강화해 지리자동차가
위치한 항주를 거점으로 차량 운전석을 비롯한 내부 전체를 디지털화하
는 스마트 콕핏 개발부터, 텐센트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오던 자율주행 기
술개발, 디지털 쇼핑 플랫폼 개발, 저탄소 발전 등 폭넓은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텐센트는 2020년 7월 BMW와도 제휴하였는데, 양사는
WeScenario라는 TAI 서비스와 운전 중 계기판 시스템을 통해 음성으로
(안전을 위해 손을 사용할 수 없음) 위챗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위
챗 포 오토’ 서비스를 BMW 자동차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텐센트의 자동차 회사 협력 사업은 해당 기업들의 친환경 전기차 양산
행보 등과 맞물려 친환경 경영의 실천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차량 네트
워크 시스템, 자율주행, 차량 장비 디지털화 등의 영역에 국한된 협력이
아니라, 차량 제조 전 과정의 탄소배출 저감, 탄소 중립 달성 가속화를
위한 기업 경영 ESG 거버넌스 구축 협력 등의 영역을 모두 포함한 ESG
협력 파트너십을 맺은 데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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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15% 달성 및 2030년 탄소배출 정점 선언 등 탄소 저감을
위한 규제의 실행 시기가 몇 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새 규제 환경에서도
경쟁사들을 상대로 우위를 유지하고자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
된다(https://cloud.tencent.com/solution/transport; https://www.
tencent.com/en-us/business/smart-transportation.html, 2021. 8. 26.).

7.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두대열을 이루고 있는 대
학들의 인공지능 창업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청화대학은 인공지능
의 전 분야에 걸쳐 가장 경쟁력이 높은 인공지능 기업들을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시테크는 중국의 안면인식 분야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세계
안면인식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과학기술대학은 중국 정부의 직접적 지원 하에서 다수의 인공지
능 기업들을 창출해 왔다. 여기서는 중국 음성인식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아이플라이텍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음성인식은 안면인식과 더불어 인공
지능 분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북경대학은 청화대학과 중국과학기술대학과 비교해서 인공지능 창업
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권을 형
성하는 인공지능 업체들을 창출해내고 있다. 여기서 살펴본 클라우드 브
레인은 인공지능과 전통 업종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기
존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절강대학은 항주에 위치한 대학으로 시진핑이 절강성을 맡고 있던 시
기에 대규모 투자를 받아 인공지능 분야에서 3위권 대학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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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다수의 인공지능 산업체들이 창출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살펴본
치뉴윈은 클라우드 분야 인공지능 기업이다. 치뉴윈은 데이터 기술로 디
지털화된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통산업 분야가 데이터 시대에 돌입할 수 있도록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
고 있다.
사천대학은 중국 내륙의 사천성에 위치한 대학으로 인공지능 산업화
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AI+공학’, ‘AI+의료’, ‘AI+법률’ 등의 분야에서 두
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여기서 살펴본 시즈메드테크는 2015년 창업된
이후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공고한 입지를 확립하고 있다.
심천대학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심천에 위치한 대학으로 텐
센트가 중심이 되어 ‘AI+제조’, ‘AI+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및 창업을 추
진하고 있다. 특히 텐센트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7위의 글로벌 기업
인데 최근 ‘AI+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들어 인터넷 자동차 개발을 본격 추
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중국의 대표적 인공지능 분야 창업대학들의 성공
사례들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인공지능 분야 창업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매우 높은 수준
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굴되고 있지만 중견기업 또는 유니콘으로 성장한 경우를 살펴보
면 모두 엄청난 연구개발에 기초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브레인의 장번위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만
19년 동안 기술력을 축적했다. 다른 기업들도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창업을 선도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의 신기술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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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려면 단기적 투자나 모방에 그쳐서는 성공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중국은 광시테크 등의 안면인식, 아이플라이텍 등의 음성인식 등
인공지능의 새로운 원천기술 분야를 장악하고 무인지경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석학
들을 끌어모아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둘째,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은 반드시 융합적인 분야 개척이 중요하다
는 사실이다. ‘AI+X’는 단순히 학문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데서도 적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학들은 인공지능과 인식기술, 인공지능과 의료, 인공지능과 법
률, 인공지능과 의료, 인공지능과 국방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새로운
융합산업체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이 이제 단순한 제조국가만이 아니라 디지털 국
가로도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일본, 독일 등 제조강국
들은 성공에 안주하면서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제조업
성공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감행하여 앞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창업 성공 사
례에서 살펴보지 않았으나 중국이 ‘AI+국방’에 기반하여 지능화 전쟁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중국의 인공지능 신생기업들의 성공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교하
고 대규모적인 투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대의 아이플라이텍의 성공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전면
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는
중국과대에 음성인식 관련 실험실을 설치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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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텍의 창업에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끌어모으는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의 음성인식 분야를 장악하려고 하는 순
간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던 류칭펑을 내세워 단기간에 음성인
식 분야의 창업에 성공한 것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처음 류칭펑 자신은
스스로 CEO가 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나 CEO가 되고 나서 더욱
더 연구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중국의 안면인식이나 음
성인식 기업들은 모두 중국 정부의 개입을 통해 신속히 창업에 성공하고
급성장하게 된다.
중국은 현재 안면인식, 음성인식 등의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기술이 인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활
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이들 기술을 활용
해 중국 사회를 통제사회로 끌고 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안면인식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 놓고 있으나
이들에 대해 통제력을 가질 수 없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광시테크나
센스타임 등 중국의 안면인식 기업들은 현재 중국 전역에 설치된 CCTV
를 통해 안면인식 기술과 열감지 기술을 융합하여 코로나 환자들을 길거
리에서 찾아 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기술이 가진 장
점과 단점의 문제들을 잘 고려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중국의 바이두나 텐센트 등의 인터넷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인터
넷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어 대규모 투자를 개시하여 관련 분야에 커다란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각국의 인터
넷 기술은 중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두에 이어 텐센트
도 ‘AI+모빌리티’ 분야에 새롭게 진입해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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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차 또는 인터넷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 전통
자동차들의 경쟁력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독일의
BMW는 텐센트와 합작하여 인터넷 자동차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들도 이러한 세계적 변화 흐름에 대한 대응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저발전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내륙에 위치한 성도의
사천대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발전 지역에 속한 지방대학이었다. 그
러나 최근 ‘AI+공학,’ ‘AI+의료’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
여 시즈메드라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
‘AI+의료’는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로 중국의 여러 지
방에서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의 중
요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양산될 것으로 예
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은 중국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중국의 인공지
능 분야 창업 성공 사례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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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정부 차원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2. 산업체 수요에 입각한 ‘AI+X’ 융·복합인재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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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우수 교수의 영입 및 활용도 제고
5. 쉽고 재미있는 방식의 인공지능 교육 실시
6. 인공지능 창업 생태계의 구축 및 내실화

1. 범정부 차원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
전계획’, 교육부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그리고 중국 교육부
등의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양
성 촉진에 관한 의견’, 국무원의 ‘쌍창 정책’ 등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양
성 시스템을 체계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초·중·고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화함과 동시에 대학에서도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는 것이
다. 대학의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의 핵심 방향은 인공지능을 여러 분야
와 융합할 수 있는 ‘AI+X’ 인재를 대규모로 양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
국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인재는 고급 분야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에서는 고급인재 양성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가장 중대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시
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유·초·중·고에서는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초등학교 5~6학년
17시간, 중학교 34시간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전부이다. 그나마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초·중·고 학
생들과 비교해보면 매우 형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의 핵심 방향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명문 대학을 졸
업해도 창업은커녕 취업의 문도 두드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 실업이 구조화하고, 청년들이 헬조선을 부르짖으며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혁명이 이루어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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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은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학원 수준으로
격하되었다. 중국도 명문 대학 수요가 존재하지만 중국학생들은 인공지
능 교육을 받은 경험을 발판으로 창업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40%가 넘을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명문 대학에 입학을 하여 인공지능 분야를 공부하고자 해
도 코딩 공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초등학교 수준
에서 이미 마스터한 기초학습을 대학에 입학해서 뒤늦게 진행하려다 보
니 재미가 없고, 쉽게 접근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이다. 대학의 소프트
웨어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 등에서 코딩포기자(코포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려면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을 조기에 도입하고 실행하여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자신의 인
공지능 역량을 자신만의 신기술 축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
에 창의적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입학
생들이 대부분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전문인재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 AI 인재양성에 대한 각계의 문제제기
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교육부는 2020년 11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
해 ‘유·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전면 도입을 천명하였다. 이로써 한국에
서도 인공지능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은 2022년에 교육과정이 설치되면 2025년에 가
서야 인공지능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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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칭)인공지능인재양성에관한법률(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이송하
여 신속히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
부는 공식적으로 정책기획위원회에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하여
는 깊이 공감하나, 특정기술에 대한 교육을 법제화하는 것은 사회적 논
의, 타 교과와의 균형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유보적 태도를 표
명하였다.
이처럼 인공지능 교육의 조기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대학 인공
지능 교육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교육을 받지 못해 프로그래
밍을 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이다 보니 대학에 들어와서야 코딩교
육을 받는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인공지능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어렵
고, 인공지능 분야 신산업 육성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로운 산업 분야
가 육성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국가경쟁력의 저하는 물론 청년층의 실업과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기존의 연금체계 등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미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가칭)인공지능인재양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유치원부터 초·
중·고, 대학까지 인공지능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야 할 것이다.

2. 산업체 수요에 입각한 ‘AI+X’ 융·복합인재의 양성
중국 정부와 대학, 그리고 산업체들의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기본 방향
은 ‘AI+X’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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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나 교육부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등에서는 인공지능과
여타 학문 분야와의 융·복합을 위한 ‘AI+X’ 복합전공 육성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과
배치를 전면 조정하여 2020년까지 ‘AI+X’ 복합특화전공 100개를 육성
한다는 목표를 제기하고, 실제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즉, 인공지능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 관련 학과들과의 교차융합을 강
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 교육부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만이 아
니라 지역 연구기관, 산업체 등 다주체가 공동으로 인재양성 메커니즘을
완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 산업체의 최신 수요와 성과에 근거
한 인재양성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산업체들의 새
로운 요구에 근거한 신공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모두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산업체 수요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우수인재팀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유치하며, 인재들의 학과 배경을 다양화하고, 상호보완
성을 중시하며, 특성화 지원책을 시행하여 다양한 학과를 배경으로 하는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혁신창업에 유리
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초이론,
기계학습, 컴퓨터 시각 및 패턴 인식, 자연어 처리, 스마트 칩과 시스템,
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 시스템 등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여 인공
지능이 더 많은 학과로 침투하여 융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이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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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과에 머물던 시대가 지나간 지 이미 오래이다.
또한 대학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에 대해 다학과 교차 복합양성을 강화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융복합인재 양성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 문
제지향의 다학과 복수전공 박사과정 학생 양성을 강화하고, 박사과정 학
생들에게 다른 학과의 이론과 방법을 활용하도록 만들어 과학 최전선과
기업의 실천 진행을 통합해 재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적 기업들은 관련 분야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표들은 2020년 11월 15일 국무총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인공지능의 원재료인 데이터를 다룰 인력조차 절대
부족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인공지능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규제혁
파를 항상 문제제기 한다. 이날도 국무총리는 규제혁신이 필요한 것이 있
으면 이야기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이들 업계 대표들은 “데이터도
많고 분석할 장비도 살 수 있는데, 정작 데이터를 이해하고 가공·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부족하다”면서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는 인재양성을
요구했다(중앙일보, 2020. 11. 1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산업 백서(2020)에 따르면 2020년에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구축·컨설팅, 데이터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2020년
에 3,936명이 필요하고, 2025년까지 8,48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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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2020년과 향후 5년 내 데이터산업 부문별 데이터직무 필요 인력

(단위: 명)
향후 5년

2020년

3,772

∙ 2020년 필요인력: 3,936명
∙ 향후 5년간 필요인력: 8,484명
2,416

2,296

1,506
1,241

1,189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구축·컨설팅

데이터 서비스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0: 122)

이러한 데이터 산업체들의 인력난 호소에 다수의 대학들이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내 인공지능학과의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분야의 인재양성이 산업체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인
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계획이
발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대학들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산업체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봐야 판
단이 가능하다.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인공지능 기술을 습득하여 그것을 여타 학문 분야
나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AI+X’ 인재는 바로 인
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나가
는 인재를 가리킨다. 따라서 인공지능학과를 설립했다고 해서 곧바로
‘AI+X’ 인재가 양성되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은 다른 기술이나 산업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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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되거나 응용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엑셀이나 한글 프로그램처럼 범용 기술이 되어 누구나 실생활 또
는 업무에서 모르면 안 되는 기술이므로 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공학, 의학, 경제학, 심리학, 법학, 역사학 전공자 등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수행중인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잘 결합하면 생산성이 제고
되고 부가가치도 증대할 수 있다. 제조 프로세서에 사물인터넷을 결합하
면 디지털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를 프로세서에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최적화된 도구이다.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 최적의 개선
점을 도출한다. 기업, 국가의 업무를 최적화하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할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공지능을 활
용하여 데이터와 제품 그리고 서비스가 융합 또는 결합할 수 있는 프로세
스를 구축해 나가야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이 만들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전문인재는 2천여 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청화대학에서 발표한 전세계 인공지능 전문인력 분포 추이
에 따르면 한국은 10위권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인재가 부족하고
시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을 묶을 수 없듯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시
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체 수요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공지능 교육 커뮤니티 구축
중국 교육부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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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의 인재양성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을 강화하
고, 인공지능 분야 산학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 산업과
기술 발전의 최신 성과에 의거한 인재양성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공과대학’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산
학연 연맹, 교육·훈련 및 연구를 아우르는 지역공유형 인재양성 실행 플
랫폼 구축, 인공지능 분야 교사 및 강사에 대한 훈련, 산학연 협력 등 공
학 능력 훈련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대학 교수와 산업체
인재의 쌍방향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대학에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설립하며, 인공지능연구원 또는 인공지능교차연구센터 건립을 장려하여
과학교육 결합, 산교융합(产教融合)과 협력에 입각한 인재양성 모델 혁신
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혁신창업 인재를 다층적으로 양성
하며, 대학들이 인공지능 관련 학과 학생 정원을 증원하여 인공지능 인재
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 교육부가 지역공유형 인재양성 실행 플랫폼 구축을 주문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역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인공지능 역량이
부족한 경우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전체 차원에서 혁신을
주도할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전략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지방대
학의 인공지능 인재양성에 있어서 중요하게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학들은 단순히 인공지능을 교육하는데 그치
는 것이 아니라 혁신창업, 즉 쌍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생의 인
공지능 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창업대회, 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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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등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과학기술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창업 의지를 고무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인공지능 역량에 기반
하여 지능 교육, 지능 도시, 지능 농업, 지능 제조, 지능 의료, 지능 금융,
지능 사법과 국가안전 등의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해 왔다. 그 결과 지방에도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생
산 기지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고용이 창출되어 지역경제와 지방
대학 사이에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인공지능
시대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그 결과 대학을 졸업해도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
고 실업자의 대열로 합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어려서부터 인공지능 기술 등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신기술 분야에
서 자신의 역량을 펼쳐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 교육은 실전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
공지능과 같은 혁신적 기술을 배운 대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기술
분야 창업의 성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방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
히 떨어지는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만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해도 정규직
으로 취업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제대로 배우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 지방대학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
기에 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들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커다란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인공지능 교육 등 새로운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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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있어 더욱 느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추진하고자 하였
으나 어느 학과도 정원을 줄이려 하지 않아 학과 개편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방대학들은 현재 구조조정으로 학과를
대폭 줄여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학과 개편 시 인공지능 분야
학과를 우선적으로 개편 또는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대학특성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지역의
초·중·고와 연계하여 인공지능 인재를 맞춤형으로 양성하는 일이 필요하
다. 중국의 경우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사천대학, 심천대학, 절강대학
등 지역 거점대학에 대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혁신창업을 통
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수많은 지방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인공지능 분야 신기술 기업, 연구기관 등과 힘을 합쳐 인공지능 교
육을 위한 공동체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에 인재양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4. 국내·외 우수 교수의 영입 및 활용도 제고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모든 대학
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우수한 교수의 존재가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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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대표적으로 청화대학의 야오치즈 교수는 중국 정부가 천인계획을
통해 영입한 사람이다. 야오치즈 교수에게는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그는 현재까지 청화대학에서
컴퓨터과학실험실인 야오반을 설립한 데 이어 인공지능반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자정보학과를 설립하였다. 이처럼 한 명의 출중한 교
수가 프런티어로서 대학의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교육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수한 교원이 되려면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우
수 교수들 중 상당수는 모교에서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획득한 이후 미국
에서 유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귀국하여 학생들에게 인공지
능 분야의 최신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은 앞을 다투어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있다. 2020년도에 5개 대학이 인공지능 관련 학과나 학부를 개설하였고,
2021년에는 31개 대학, 2022년에는 48개 대학의 정원 2,600명으로 급
증할 전망이다(AI 타임스, 2021. 3. 16.).
그런데 문제는 이들 학생들을 가르칠 전문가 또는 교수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인공지능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인력이 갑자기 증
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이들 학과 개설은 컴퓨터공학이나 전
자공학, 통계학 등의 전공 교수들을 인공지능 교수로 급조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학 인공지능 교육의 현실이다. 대학
인공지능 분야 교수가 되려면 최소한 인공지능 관련 논문 1편 이상은 갖
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인공지능대학원의 경우에도 교수 인력
이 절대 부족하고, 양성 중인 석·박사 연구 인력도 아래의 <표 6-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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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바와 같이 그 규모가 소수에 불과하다.

표 6-1

한국의 10대 인공지능 대학원 현황

AI대학원

설립인가

교수 현황

박사 및 석·박사 현황

개설
교과목

특이사항

카이스트

2019

13명

석사 99명, 박사 61명
석박사통합 32명

29개

기숙사/장학금 지원

고려대

2019

9명

석사 21명, 박사 21명
석박사통합 65명

14개

기숙사/장학금 지원

성균관대

2019

15명

석사 102명, 박사 35명

39개

기숙사/장학금 지원

광주과기원

2019

8+13
(학사 겸무)

석사 22년 신설
박사 70명

36개

전원
기숙사/장학금 지원

포스텍

2019

18명

석사 44명, 박사 10명
석박사통합 23명

55개

기숙사/장학금 지원

UNIST

2020

9명

석사 36명,
박사 및 석박사 13명

36개

기숙사/장학금 지원

연세대

2020

5명

석사 28명,
박사 및 석박사 21명

11개

장학금 지원

한양대

2020

17명

석사 37명

13개

기숙사/장학금지원

서울대

2020

44명

석사, 박사 및 석박사 59명

55개

기숙사/장학금지원

중앙대

2020

9명

석사, 박사 및 석박사 21명

101개

기숙사/장학금지원

자료: Ai 타임스(2021. 7. 13.)를 참조하여 재구성

2019년 정부에서 인공지능 분야 산학관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공
지능 석·박사급 인재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국책 인공지능대학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10개의 국책 인공지능대학원이 선정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뒤처져 있던 한국의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
었다.
하지만 정부의 야심찬 인공지능 교육 강화계획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준은 인공지능 선진국들과 비교해 초라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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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유럽 국가들은 융합인재교육(STEM)과 다양한 융·복합교육, 프로젝트
기반 교육 등 교육 방법의 혁신을 통해 신기술 인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유치원생부터 전체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은 2015년부터 대중창업과 정보기술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기 위해 계획경제 체제가 갖는 모든 장점을 동원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나라의 인공지능 역량과 준비 정도 등과 대비해볼 때, 우리나라
의 인공지능 분야는 국가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고,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
체계 구축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뒤처진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
다. 대학 인공지능 교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현재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인력을 시급히 확충하는 일이다. 실리콘밸리 등에 나가 있는 한국 유학생
들을 국내로 초빙하기 위한 한국판 천인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

5. 쉽고 재미있는 방식의 인공지능 교육 실시
중국에서 인공지능 교육은 청소년기에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행
되고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최고 기업들을 창업한 프런티어들은 인
공지능을 게임처럼 미친 듯이 배워 일가를 이루어냈다. 거기다가 수많은
친구들과의 유대관계 등을 통해 집단적 지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지원하에 한밭대학교에서 학교밖 청소년 12명
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로봇코딩 지도사과정’
이 개설되었다. 과정 지도를 담당한 교수를 면담해 교육 성과에 대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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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다. 과정이 시작되기 전 사회에 대
해 적대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청소년들이 일주일 만에 프로
그래밍 교육에 미친 듯이 몰입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연간 800시간의
교육을 모든 학생이 이수하였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21년 현재 한국폴리텍은 ‘AI+X’ 인재양성을 목표로 삼고 TF를 구
성하여 인공지능학과 개편과 과정 개설, 교수 채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https://www.kopo.ac.kr/index.do. 2021. 8. 3.). 그런데 시범사업으
로 인천 캠퍼스의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16시간의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모두가 고도로 집중하는
모습을 연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융합과의 교수와 면담
한 결과 교육 이수 후 학생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한다. 일부
학생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까지 했다.
왜 이들 청년들이 단시간 내에 인공지능 교육에 그토록 열광하며 몰입
했을까? 그것은 교육과정을 실전 위주로 쉽고 재미있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블록코딩이라는 아주 기초적 코딩에 기초하여 자율주행차의 원리 등을
학생들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도록 교과가 설계되었다. 그 결과 낙오자
없이 모두가 인공지능 교육에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컴퓨터학과나 소프트웨어학과 등에서는 코딩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컴퓨터 언어 교육을 재미
없게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쉽고 재미있는 과목인
데도 어려운 고급 코딩언어를 가르치려 하니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어렵고 두려운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코딩을 포기하는 코포자가
많이 양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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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들어와서 뒤늦게 코딩교육을 비롯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이수
하다 보니 어렵고 재미없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2021년 현재 초등학교
17시간, 중학교 34시간 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조금이라도 접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다. 이들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는 코
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이들 학생들을 전문인재로 키우기 어렵다.
학생들 스스로가 쉽고 재미있게 인공지능의 기초인 코딩을 배우고 더
나아가 고급 수준의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강사들을
양성하고, 이들에 대한 대우를 파격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현재 2022년도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교육과정을 개정
하여 적용하려면 3년을 또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정한 후
초등학생부터 적용하면 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는 2040년 전후가
된다. 20년 후 그들이 사는 세상에 맞는 그림을 그려 주어야 하는데 한참
늦었다. 미래의 사회상에 맞는 교육상을 정립하고 거기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에 막혀서 과감하게 교과
과정을 개편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재미없는 국·영·수 교육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20년 후면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이다. 기계와 공존하는 인간의 삶
을 고민해야 한다. 20년 후의 시대에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여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사람,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는 사람,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는 사람이 성공한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고 응용하는 것은 현재 인터넷을 잘 사용하는 사
람과 같다. 어린아이 때부터 컴퓨터를 배우면 훨씬 쉽고 자연스럽게 컴퓨
터를 활용할 수 있다. 어른이 되면 많은 난관과 학습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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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교육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이 생활화되어야 자라
면서 잘 활용할 수 있다.
코딩 등 프로그래밍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민족이 융성할
수 있다. 10년, 20년 후의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
하는 국민을 보유한 나라일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뒤떨어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더 앞선 나라의 기술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미
국과 중국 등 인공지능 선진국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사
회적 공감대를 이루어 인공지능 교육을 쉽고 재미있는 과목으로 만들어
보편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교육해야 한다.

6. 인공지능 창업 생태계의 구축 및 내실화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쌍창 정책
을 필두로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 내·외에 중창공간 또
는 창쿼공간을 집중 배치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 등 혁신창업의 실패에 따른 부담을
중국 정부와 대규모 엑셀러레이터들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학생을 비롯한 혁신창업가들은 전통 산업 분야의 창업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에 실패해도 오히려 다음의 도전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
아지고 있다. 즉 중국에서 혁신창업 생태계가 굳건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혁신창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창업 플랫폼이
바로 중창공간(众创空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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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창업은 소수의 전문
가만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들에게 주어진 기회라면서 혁신창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현실적인 국가 발전 전략이자 인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라고 주장했다. 현재 중창공간 또는 창쿼공간을 통한 대학생들의 창업 교
육훈련과 실전 창업 활성화는 중국의 각 지역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창업 분야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정부의 창업 지원금은 2조 8,26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추경예산 중 창업자금을 포함할
경우 20조 원을 상회할 정도이다(양현봉 외, 2018). 이처럼 막대한 투자
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분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생 스타트업은 여전히 탄생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등의 경우 창업 생태계를 완비한 상태에서 중창공간 등을 매개로
프로젝트 중심의 재정지원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별 창업기업의 지
원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및 연구개발, 사업화 등에 대부분의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있다(양현봉 외, 2018). 그러다 보니 혁신창업이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인공지능 등 혁신 분야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개별 기업
살포식 지원 방식은 조만간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정부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분
야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교육과 연계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연
구개발 능력을 갖춘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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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중국에서는 중관촌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인력들이 창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심천 등 지방도시들에서도 창쿼들이 활발하게 역할하
고 있다. 이들은 정부나 대학, 그리고 민간 엑셀러레이터들의 지원을 받
아 건립된 창쿼공간에서 자신의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창업 활동에 종
사하고 있다.
특히 청화대학이나 중국과학기술대학 등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
다. 그 결과 안면인식이나 음성인식 등 원천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들이 양산되고 있다. 우수인재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
고 창업 활동을 개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프로젝트 등을 중심
으로 결집시켜 창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이나 교수, 그리고 연구기관 종사자들도 창업 활동에 적극
적이다. 현재 중국의 대다수의 인공지능 분야 신생 스타트업은 연구개발
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는 실패를 해도 재기가 가능한 창업 분야이다. 성실한
실패를 통해 오히려 더욱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창출할 수 있다. 중
국에서 매년 7~800만 명의 대학생이 졸업하고 있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정부에 대
해 불만을 갖기보다 창업을 통해 자신만의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총력
을 기울이고 있다. 소위 아메리칸드림에 버금가는 중국몽을 꾸고 있는 것
이다. 우리 청년들은 다수가 헬조선을 외치며 미래에 대해 비관하는 경우
가 많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 남녀 간 갈등은 청년들이 그만큼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학 내외에 집단적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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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창작공간(Maker Space)을 구축하여 청년들이 창업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희
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창쿼공간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탄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공의 롤모델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이 아니라 민간의 벤처캐피탈 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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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중국 북경대학 지능과학기술 전공의 세부 교육과정
2. 중국 청화대학 컴퓨터과학기술 전공의 세부 교육과정

부록 1. 중국 북경대학 지능과학기술 전공의 세부 교육과정
부록 표 1- 1

북경대학 지능과학기술 전공의 학교 필수과목 30학점의 구성 내용

과목코드

과목코드(신)

교과목명

시간
(주당)

학점

학기

03835061

-

대학 영어 (1)

5

2

1학년
1학기

03835062

-

대학 영어 (2)

5

2

1학년
2학기

03835063

-

대학 영어 (3)

5

2

2학년
1학기

03835064

-

대학 영어 (4)

5

2

2학년
2학기

04030150

-

이데올로기 및 도덕적 육성

2

2

1학년
일학기

04030170

-

마오 쩌둥 사상 개론

2

2

1학년
2학기

04031490

-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원리

2

2

2학년
1학기

04031340

-

마르크스주의 정치 경제의 원리

2

2

3학년
1학기

04030140

-

덩 샤오핑 이론 개론

2

2

3학년
2학기

-

-

체육 계열 과정

－

4

1~2학년 중

60730020

-

군사 이론

2

2

1학년
1학기

00831170

CST-0-002

컴퓨팅 A 소개

3

3

1학년
1학기

00830030

CST-0-003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 A

4

3

2학년
1학기

부록 표 1-2

북경대학 지능과학기술 전공의 학부 필수과목 25학점의 구성 내용

과목코드

과목코드(신)

교과목명

시간
(주당)

학점

학기

00130201

-

고급 수학 B (1)

6

5

1학년
1학기

00130202

-

고급 수학 B (2)

6

5

1학년
2학기

250 ❙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창쿼(創客) 창업 정책 연구

부록 표 1-2

계속

과목코드

과목코드(신)

교과목명

시간
(주당)

학점

학기

00130260

-

선형 대수

5

4

1학년
1학기

-

-

역학 B

3

3

1학년
1학기

-

-

전자기학 B

3

3

1학년
2학기

00831180

CST-0-004

프로그래밍 인턴십

4

2

1학년
2학기

-

CST-0-001

정보과학 및 기술 입문

2

1

1학년
1학기

-

MES-0-001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및 회로의 기초

3

2

1학년
2학기

부록 표 1-3

북경대학 지능과학기술 전공의 전공 필수과목 33학점의 구성 내용

과목코드

과목코드(신)

교과목명

시간
(주당)

학점

학기

00830090

CST-0-101

이론 및 그래프 이론 설정

3

3

2학년
1학기

00830100

CST-0-102

대수 구조 및 조합론

3

3

2학년
2학기

00830080

CST-O-103

수학적 논리

3

3

2학년
2학기

00831200

-

확률 통계 A

3

3

2학년
2학기

00831190

CST-O-111

디지털 로직 디자인

3

3

2학년
1학기

00730160

CST-O-113

마이크로 컴퓨터 원리 A

3

3

2학년
2학기

00830030

CST-O-120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 실습

2

2

2학년
1학기

0073033

EEE-0-108

신호 및 시스템

3

3

2학년
1학기

-

IST-0-212

뇌 및 인지 과학

2

2

2학년
1학기

00730370

IST-0-101

정보 이론의 기초

2

2

2학년
2학기

11831310

CST-1-206

인공지능 기초

3

3

2학년
1학기

-

CST

계산 방법 B

3

3

2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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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과목 : 46학점
- 전공 필수과목 : 18학점
※ 지능형 과학 및 기술 전공의 핵심 과목에서 18학점 이상을 선택.
<기계 인식 및 지능형 로봇 부문>
과목코드

과목코드(신)

교과목명

시간
(주당)

학점

학기

-

IST-0-201

지능형 과학 및 기술 소개

2

1

2학년
1학기

-

IST-1-208

패턴 인식의 기초

3

3

3학년
1학기

00831330

CST-1-209

알고리즘 설계 및 분석

2

2

3학년
2학기

-

IST-1-206

지능형 정보처리

3

3

4학년
1학기

-

IST-1-207

로봇 공학

3

3

4학년
1학기

-

IST-1-209

이미지 처리

3

3

4학년
1학기

-

IST-1-203

디지털 신호 처리

3

3

3학년
2학기

-

IST-0-205

생물학적 정보처리

2

2

3학년
2학기

-

IST-

자동 제어 이론

2

2

3학년
2학기

00831280

CST-0-204

컴퓨터 그래픽

3

3

2학년
2학기

<지능형 정보처리 및 기계학습 부문>
과목코드

과목코드(신)

교과목명

시간
(주당)

학점

학기

-

IST-0-201

지능형 과학 및 기술 소개

2

1

2학년
1학기

-

IST-1-208

패턴 인식의 기초

3

3

3학년
1학기

00831330

CST-1-209

알고리즘 설계 및 분석

2

2

3학년
2학기

-

IST-1-206

지능형 정보처리

3

3

4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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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정보처리 및 기계학습 부문> - 계속
과목코드

과목코드(신)

교과목명

시간
(주당)

학점

학기

-

IST-1-207

로봇 공학

3

3

4학년
1학기

-

IST-1-209

이미지 처리

3

3

4학년
1학기

-

IST-1-203

디지털 신호 처리

3

3

3학년
2학기

-

IST-0-205

생물학적 정보처리

2

2

3학년
2학기

-

IST-

자동 제어 이론

2

2

3학년
2학기

00831280

CST-0-204

컴퓨터 그래픽

3

3

2학년
2학기

과목코드

과목코드(신)

교과목명

시간
(주당)

학점

학기

-

IST-0-201

지능형 과학 및 기술 소개

2

1

2학년
1학기

-

IST-1-208

패턴 인식의 기초

3

3

3학년
1학기

00831330

CST-1-209

알고리즘 설계 및 분석

2

2

3학년
2학기

-

IST-1-206

지능형 정보처리

3

3

4학년
1학기

-

IST-1-207

로봇 공학

3

3

4학년
1학기

-

IST-1-209

이미지 처리

3

3

4학년
1학기

-

IST-1-203

디지털 신호 처리

3

3

3학년
2학기

-

IST-0-205

생물학적 정보처리

2

2

3학년
2학기

-

IST-

자동 제어 이론

2

2

3학년
2학기

00831280

CST-0-204

컴퓨터 그래픽

3

3

2학년
2학기

<종합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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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선택과목 : 최소 12학점
※ 스마트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 최소한 12학점 이상은 이수 요구
과목코드

과목코드(신)

교과목명

시간
(주당)

학점

학기

-

IST-1-211

음성 신호 처리

2

2

3학년
2학기

-

IST-1-213

실험 심리학 입문

3

3

3학년
1학기

-

IST-1-214

데이터 압축

2

2

3학년
2학기

-

IST-

신호 및 정보처리 실험

3

3

4학년
1학기

-

IST-1-215

지능형 멀티미디어 정보 시스템 실험

3

3

4학년
2학기

-

IST-1-217

데이터웨어 하우스 및 데이터 마이닝

2

2

3학년
2학기

00831320

CST-1-208

프로그래밍 언어 소개

2

2

2학년
2학기

-

IST-1-219

시공간 정보처리

2

2

4학년
1학기

-

IST-

신경망 및 유전 알고리즘

2

2

4학년
1학기

-

IST-

자연어 처리 소개

3

3

4학년
1학기

-

IST-

랜덤 프로세스 소개

2

2

3학년
2학기

-

IST-1-204

최적화 이론 및 방법

2

2

4학년
1학기

-

-

기계학습 소개

2

2

4학년
1학기

00730360

EEE-1-204

커뮤니케이션 원리

3

3

가을

-

-

수학적 물리학 방법 B

3

3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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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선택과목(학부 인성과목) : 16학점
과목코드

과목코드(신)

교과목명

시간
(주당)

학점

학기

-

-

대학 중국어

4

4

1학년
2학기

-

-

철학과 심리학

2

2

-

-

-

역사

2

2

-

-

-

법률 분야

2

2

-

-

-

문학과 예술

2

2

-

-

-

자연과학

2

2

-

-

-

관리

2

2

-

주: 학부생의 경우 선택과목 목록에 나열된 과목 외에도 학교의 전공과 관련된 다른 과목도 수강 가능하다. 단 선택한 과목이 전공과
유사한 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 과목의 난이도가 동 전공의 유사한 과목보다 높아야 선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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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국 청화대학 컴퓨터과학기술 전공의 세부 교육과정
○ 학교 수준의 일반 교육 : 44학점
- 정치사상 이론 : 15학점
∙ 10610183 이데올로기 및 도덕적 육성 및 법률 재단 3학점
∙ 10610193 중국 근대사 개요 3학점
∙ 10610204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리 4학점
∙ 10610224 마오 사상과 한자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 이론체계 소개
4학점
∙ 10680011 상황 및 정책 1학점
- 체육 : 4학점
∙ 1~4학기의 스포츠는 필수, 학기당 1학점
∙ 5~6학기가 제한되는 5~8학기의 전문 스포츠는 학점 없음
∙ 7~8학기는 선택 사
∙ 3학년 말에 학생들은 1~4학기의 필수 체육과목을 이수하고 대학
원생을 위한 권장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학점을 의무 취득
∙ 학부 졸업생은 학교 스포츠부서에서 주관하는 수영시험을 통과
해야 함.
- 외국어(영어권 학생은 8학점, 기타 언어 학생은 6학점을 이수)
학생

그룹

강좌
영어 종합 교육(C1）
영어 종합 교육(C2）

영어권 학생

영어 종합 능력 그룹

영어 읽기와 쓰기(B)
영어 듣기와 말하기(B)
영어 읽기와 쓰기 (A)
영어 듣기와 말하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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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시험

학점 요건

입학시험 1급

입학시험 2급

입학시험 3급, 4급

4학점

학생

그룹

강좌

통과 시험

학점 요건

제2외국어 수업팀
외국 언어 문화팀

‘코스 선택 매뉴얼’ 참조

4학점

‘코스 선택 매뉴얼’ 참조

6학점

외국어 전문성 향상 수업팀
기타 언어 학생

- 문화 품질과목 : 13학점
∙ 문화 품질과목(과학과 공학)은 문화 품질 교육 핵심 과정(신입생
세미나 포함)과 일반 문화 품질 교육과정을 포함함.
∙ 학부과정에서 13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그중 문화 품질 교육의
핵심 과목이 제한되어 있으며 8학점 이상이 필요함.
∙ 기본 읽기 및 쓰기(R&W) 인증과정, 일반 문화수준과정은 선택
사항임.
- 군사 이론 및 기술 훈련 : 4학점
∙ 12090052 군사 이론 2학점
∙ 2090062 군사 훈련 2학점

○ 전문 교육과정 : 110학점
- 기본 과정 : 45학점
∙ 기본 과정은 수학 및 자연과학 기초, 학과 기초, 실용적인 링크
등의 전공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학과의 필수과정임. 이 과정에
서는 학생들에게 컴퓨터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기본 이론과
지식, 과학적 방법, 기본 능력 및 기술 등 심층 연구 및 연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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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9과목(30학점)>
과목번호

과목명

학점

비고

10421055

미적분 A (1)

5학점

-

10421065

미적분 A (2)

5학점

-

10421324

선형 대수

4학점

10421334

10421334 선형 대수 (영어)

4학점

10421382

고급 선형 대수

2학점

10420803

확률 이론 및 수학 통계

3학점

10421373

확률 이론 및 랜덤 프로세스

3학점

10420252

복잡한 변수의 함수 소개

2학점

10421133

복잡한 변수 함수 및 수학 방정식

3학점

20240433

수치 해석

3학점

10420854

수학 실험

4학점

20240013

이산 수학 (1)

3학점

24100023

이산 수학 (1)

3학점

20240023

이산 수학 (2)

3학점

24100013

이산 수학 (2)

3학점

과목번호

과목명

학점

10430484

대학 물리학 B (1)

4학점

10430344

대학 물리학 (1) 영어

4학점

10431064

대학 물리학 (1)

4학점

양자택일
양자택일

양자택일

양자택일

양자택일

양자택일

<자연과학 기초 4과목(10학점)
비고

대학 물리학 그룹 1

셋 중 택일

대학 물리학 그룹 2
10430494

대학 물리학 B (2)

4학점

10430354

대학 물리학 (2) 영어

4학점

10430194

대학 물리학 (2)

4학점

10430782

물리학 실험 A (1)

1학점

10430801

물리학 실험 B (1)

1학점

10430792

물리학 실험 A (2)

1학점

10430811

물리학 실험 B (2)

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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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중 택일

양자택일

양자택일

<전공 기초 3과목(5학점)>
과목번호

과목명

학점

30210041

정보과학 및 기술 입문

1학점

30260133

전자 공학 기초

3학점

31550011

전자의 기본 실험

1학점

비고

- 전공 핵심 과정 : 38학점
과목번호

과목명

학점

비고

30240233

기본 프로그래밍

3학점

34100063

프로그래밍 기초

3학점

30240532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초

2학점

34100362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초

2학점

30240343

디지털 로직 회로

3학점

30240353

디지털 로직 디자인

3학점

30240551

디지털 전자 논리 실험

1학점

-

30240184

데이터 구조

4학점

-

40240513

컴퓨터 네트워크의 원리

3학점

-

40240354

컴퓨터 조직의 원리

4학점

-

30240163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3학점

-

40240433

컴퓨터 시스템 구조

3학점

-

30230104

신호 및 시스템

4학점

30230654

신호 및 시스템 (영어)

4학점

30240063

신호 처리 원리

3학점

30240243

운영 체제

3학점

-

30240382

편집 원리

2학점

-

40240432

형식 언어와 자동 장치

2학점

-

30240042

인공지능 소개

2학점

-

비고

양자택일
양자택일
양자택일

셋 중 택일

- 여름 학기 실습 : 12학점
과목번호

과목명

학점

20240103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래밍

3학점

30240332

Java 프로그래밍 및 교육

2학점

30240522

프로그래밍 교육

2학점

40240595

전문 실습

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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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종합훈련 : 15학점

○ 학생 자기계발과정 : 16학점
- 학생 자기계발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적극적
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며, 학생들의 다양한 발전을 위해 만든 과정임.
1) 컴퓨터 시스템 구조,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이론, 계산 컴퓨터
응용 기술, 전공교육 등 4개의 선택 과목 12학점 이상
2) 외부학과 전공의 기초 과목 4학점까지
- 전공선택 제한과정 목록(A1-A4):

<A1: 컴퓨터 시스템 구조(2학점 이하 선택)>
수업 번호

과목명

학점

학기

설명 및 선정 요구

30240253

마이크로 컴퓨터 기술

3

봄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래밍

40240412

디지털 시스템 설계 자동화

2

봄

수학적 논리

30240222

VLSI 디자인 소개

2

가을

디지털 논리

30230243

커뮤니케이션 원리 소개

3

가을

-

40240572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기술

2

가을

컴퓨터 네트워크의 원리

40240692

저장 기술의 기초

2

봄

-

40240621

그리드 컴퓨팅

1

가을

-

40240651

최첨단 고성능 컴퓨팅 기술

1

가을

-

40240812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의 원칙

2

가을

-

40240842

멀티미디어 정보 숨김 및 콘텐츠 보안

2

가을

-

40240862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링 및 실습

2

가을

-

40240822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

2

가을

-

41120012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

2

가을

-

41120032

인터넷 공학 설계

2

가을

-

41120022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술

2

봄

-

40240892

최신 암호화

2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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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이론(2학점 이하 선택)>
수업 번호

과목명

학점

학기

설명 및 선정 요구

20240082

초등 수 이론

2

봄

이산 수학

30240192

고성능 컴퓨팅 소개

2

봄

(영어 강의) 컴퓨터 시스템 구조

30240262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소개

2

가을

데이터 구조

40240502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2

봄

C ++데이터 구조

40240751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첨단 기술

1

봄

-

<A3: 컴퓨터 응용 기술(2학점 이상)>
수업 번호

과목명

학점

학기

설명 및 선정 요구

40240452

패턴 인식

2

봄

확률 및 통계

40240062

디지털 이미지 처리

2

봄

확률 및 통계 프로그래밍 기본

40240392

멀티미디어 기술 기반 및 응용

2

봄

신호 처리 원리

40240422

컴퓨터 그래픽의 기초

2

봄

데이터 구조

40240472

컴퓨터 실시간 그래픽 및 애니메이션 기술

2

가을

기하학과 대수

40240402

시스템 시뮬레이션 및 가상 현실

2

가을

컴퓨터 구성의 원리

40240462

최신 제어 기술

2

가을

시스템 분석 및 제어

40240372

정보 검색

2

가을

데이터 구조

40240492

데이터 수집

2

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소개

40240532

기계학습 소개

2

봄

인공지능 소개

30240292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이론 및 기술

2

가을

-

30240312

인공 신경망

2

가을

-

40240872

미디어 컴퓨팅

2

가을

-

40240762

검색 엔진 기술의 기초

2

봄

-

40240013

시스템 분석 및 제어

3

가을

-

40240552

임베디드 시스템

2

가을

-

40240902

인공지능 기술 및 실습

2

봄

-

40240952

가상 현실 기술

2

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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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특강(2학점 이하)>
수업 번호

과목명

학점

학기

설명 및 선정 요구

40240882

컴퓨터 네트워크 특별 교육

2

가을

-

30240402

운영 체제 특별 교육

2

가을

-

30240412

편집 원리에 대한 특별 교육

2

가을

-

30240422

데이터베이스 특별 교육

2

가을

-

40240702

서비스 중심 소프트웨어 개발 설계 및 구현

2

가을

-

40240931

인지 로봇

2

가을

-

※ 청화대학 인공지능 혁신창업과정의 커리큘럼
○ 공통 코스과정 (9학점)
학점

강의 소개

강의 학기

강의 장소

산업프런티어
41510013

강의명

3

국제 산업의 최첨단 트렌드, 글로벌 혁신 전략, 제품 개발 관리를
가르치고 기회를 식별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1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디자인사고
31510093

3

디자인 포지셔닝,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 창의적 표현을
가르치고 디자인 사고 능력을 배양한다.

1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창업정신교육
31510113

2

리더십과 실행력을 배양하기 위해 팀 방식으로 기업가정신, 리더십,
린스타트업, 비즈니스 기회 등의 기본을 배운다.

3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1

인공지능 혁신 및 기업가정신 미성년자의 학제 간 플랫폼과 산업
플랫폼에 의존하여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여러 분야에서 응용 프
로그램을 이해하도록 돕고 학생들이 혁신적인 실습 아이디어를 열
도록 안내하며 혁신적인 실습 주제에 대한 산업인지 기반을 마련
한다.

1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인공지능
산업지침
31510191

○ 전문실습과정 (10학점)
강의명

학점

강의 소개

강의 학기

강의 장소

지능형 하드웨어
전문혁신 사례
(1)

5

프로젝트팀은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시스템을 실행하고, 프
로젝트를 수립하고, 개발을 완료한다.

2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지능형 하드웨어
전문혁신 사례
(2)

5

프로젝트팀은 체계적인 혁신 제품 시스템의 최적화를 실행하고,
스타트업 기업 기획을 완료한다.

3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로봇
전문혁신실천
(1)

5

프로젝트팀은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시스템을 실행하고, 프
로젝트를 수립하고, 개발을 완료한다.

2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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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

학점

강의 소개

강의 학기

강의 장소

로봇
전문혁신실천
(2)

5

프로젝트팀은 체계적인 혁신 제품 시스템의 최적화를 실행하고,
스타트업 기업 기획을 완료한다.

3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지능형 교통
전문혁신실천
(1)

5

프로젝트팀은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시스템을 실행하고, 프
로젝트를 수립하고, 개발을 완료한다.

2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지능형 교통
전문혁신실천
(2)

5

프로젝트팀은 체계적인 혁신 제품 시스템의 최적화를 실행하고,
스타트업 기업 기획을 완료한다.

3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스마트
의료전문가의
혁신적 실천 (1)

5

프로젝트팀은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시스템을 실행하고, 프
로젝트를 수립하고, 개발을 완료한다.

2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스마트
의료전문가의
혁신적 실천 (2)

5

프로젝트팀은 체계적인 혁신 제품 시스템의 최적화를 실행하고,
스타트업 기업 기획을 완료한다.

3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지능형 서식지
전문혁신실습
(1)

5

프로젝트팀은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시스템을 실행하고, 프
로젝트를 수립하고, 개발을 완료한다.

2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지능형 서식지
전문혁신실습
(2)

5

프로젝트팀은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시스템을 실행하고, 프
로젝트를 수립하고, 개발을 완료한다.

2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 선택과목 (6학점 이상, 기술, 디자인, 기업가정신의 3개 모듈로 결합
가능)
- 합동 튜터의 동의를 얻어 선택과목을 연수 프로그램 외의 유사 과목
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총 대체 학점은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 모듈 선택과정
강의명

학점

강의 소개

강의 학기

강의 장소

인공지능
40250182

3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 방법 및 기술을 소개한다. 콘텐츠에는 검
색, 추론, 지식 식별, 기계학습이 포함된다. 이 과정을 공부함으
로써 몇 가지 간단한 인공지능 문제를 모델링, 해결 및 구현할 수
있다.

봄 학기

자동화학
과

인공지능 기술 및
실습
40240922

2

현재 및 미래의 지능형 시스템의 구성 및 분석에서 가장 유망한
주제와 기술에 초점을 맞춘 인공지능 문제 해결 방법의 일반 원칙
과 기본 아이디어를 설명한다.

봄 학기

컴퓨터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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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강의 소개

강의 학기

강의 장소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이론 및
실제
40240912

강의명

2

이 과정은 인간 능력의 범위와 정보처리 능력의 모델 표현,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모델의 진화, 특성 및 지원 도구, 상호작용 효율
성 평가 모델, 새로운 상호작용 모드 및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설
계를 가르친다.

봄 학기

컴퓨터
과학

지능형 하드웨어
설계
30240562

2

지능형 하드웨어의 일반적인 플랫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선택, 시스템 개발 방법을 실행한다.

봄 학기

컴퓨터
과학

빅데이터 및 머신
인텔리전스
01510243

3

본 과정은 빅데이터 처리 아키텍처의 현황과 최신 개발을 자세히
분석하고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의 컴퓨팅, 스토리지 및 네트워
크 아키텍처 문제를 연구한다. 빅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의 현재
현황과 최신 개발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기계 인지, 지능적 질
의응답, 지능적 추천 등 알고리즘 문제를 연구한다.

봄 학기
가을
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로봇 공학 기초
및 응용
00120062

2

로봇의 기본 구조, 작동 및 프로그래밍 방법을 습득하고 로봇 비
전 이론을 통해 로봇 감지 및 제어 기술을 배우고 이해한다.

가을
학기

기계 공학

선형 시스템 제어
공학
30250233

3

전자 기계 제어 시스템에서 고전 및 현대 제어 이론의 적용 사례
를 설명하고 그룹화된 상황에서 자체 균형 로봇의 분석, 시뮬레
이션, 구성 및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설계를 완료
한다.

봄 학기

자동화학
과

프로젝트 간 종합
교육
A00250154

4

휴머노이드 로봇의 구조, 보행, 비전, 포지셔닝 및 지능에 대한
기본 원리와 설계 방법을 가르친다. 연습을 통해 로봇 비전, 모션
계획 및 지능의 실현 방법을 습득하고 국제 RoboCup 대회에서
효과를 테스트한다.

가을
학기

자동
화학과

전자 시스템 설계
종합 실습
01550010

3

로봇 제어 임베디드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 및 설계, 환경 정보 감
지를 위한 센서 원리 및 신호 처리 방법, 모션 제어를 위한 모터
구동 회로 설계를 소개한다.

가을
학기

전기 전자
센터

3

본 과목은 해당 과목의 프런티어 분야 개발의 관점에서 국내외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이론과 응용을 소개한다. 내용에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기본 이론, 핵심 기술, 응용 분야, 개발의 경험과
교훈, 중국 지능형 교통 시스템 개발 전략이 포함된다.

봄 학기

토목 공학

2

이 과정은 국내외의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결합하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소개하며 도로 및 교통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르친다.
코스 내용은 주로 도로 공학 기초, 교통 공학 기초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 기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봄 학기

자동차
부서

2

주로 운송 및 유통 관리의 기본 이론과 실제 엔지니어링 지식을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물류 시스템의 기본 구성, 물류센터 입지
모델, 물류센터 운영 및 관리, 운송의 기본 원칙과 운송 수단 선택,
유통 모델 및 적용, 정보 시스템 분석이다.

봄 학기

산업
공학과

2

이 과정은 수요 관리, 재고 관리, 물류 네트워크 설계, 공급망 위험
등을 포함한 물류 및 공급망 관리의 분석 및 네트워크 설계에 초
점을 맞춘 공급망 관리의 문제점과 기술을 소개한다. 동시에, 그
것은 중국의 공급망 관리 프런티어 문제도 소개한다.

가을
학기

산업
공학과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기본
이론과 응용
80030293
스마트 교통
시스템
40150582
유통 시스템
모델링 및 분석
80160182
물류 및 공급망
관리
4016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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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

학점

강의 소개

강의 학기

강의 장소

2

이 과정은 도시 녹색 교통 시스템의 이론적 지식, 모델 방법 및
응용 사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4개의 단원으로 나뉜다.
4개 단위는 도시 녹색 교통 시스템의 1) 소개, 2) 계획, 3) 함대
및 인사 관리, 4) 운영 및 일정이다.

봄 학기

토목 공학

2

교통 흐름 이론과 그 분석 및 설계 방법은 교통 공학의 기초를 가
르친다. 이 과정은 교통 조사, 도로 용량, 교통 흐름 이론, 교통
모델, 교통 조직, 교통 시뮬레이션, 도시 도로 교차로 및 고속도로
의 교통 흐름 제어 방법 설계와 같은 기본 이론 지식을 체계적으
로 소개한다.

가을
학기

토목 공학

2

미래 교통(C-캠퍼스 과정)은 청화대학교와 왕립 공과대학
(KTH)이 공동으로 시작한 일련의 창의적 학습 과정 중 하나이다.
문화적 배경, 다 분야 혁신 능력 훈련과정이다. 학생들은 주제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그룹으로 작업한다. 이 과정은 국제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탐구과정이다.

가을
학기

토목 공학

2

교통 및 교통 종사자 소개, 공정, 교통 신호 제어, 교통 흐름 이론
의 원리, 도시 교통, 교통 시뮬레이션, 정적인 도시 교통 분석, 비
커리 병목 모델, 가격에 따른 무작위 사용자 잔액 품질기준으로
교통 혼잡을 감소 및 완화한다.

봄 학기

산업
공학과

3

1. 지능형 네트워크 차량의 구조 및 기본 원리 2. 복잡한 운전 환경
인식 기술, 정밀 차량 위치 결정 기술, 무선통신 기술, 지능형 운전
결정 기술, 지능형 차량 제어 기술, 대형 등 지능형 네트워크 차량
의 핵심 기술 규모 네트워크 차량 데이터 플랫폼 기술 등 3. 다분
야 기술 종합 적용 및 통합 방법 4. 지능형 네트워크 차량 테스트
및 평가 방법 5. 지능형 네트워크 차량 신기술혁신 방법 및 실습

가을
학기

자동차
부서

3

블록체인과 주요 프레임워크의 개요를 통해 상용 애플리케이션
을 위한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이 소개된다. 이 과정은 블록
체인에 대한 기본지식으로 시작하며 비기술적 배경 인력 및 기술
인력에게 적합하다.

여름
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금융 빅데이터 및
정량 분석
01510313

2

금융 빅데이터 시스템 및 도구를 마스터하고 이러한 도구를 사용
하여 금융 빅데이터를 모델링하고 분석할 수 있다. 시장 투자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 데이터 분석 방법 및 도구를 마스터하
며 도구를 사용하여 재무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분석할 수 있다.

봄 학기,
가을
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자연어 처리 및
텍스트 마이닝
80230932

2

자연어 이해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 과정은 자연어 처리 및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의 기본 지식과
주요 응용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다.

봄 학기

전자학과

3

영상 공학은 다양한 영상 이론, 기술 및 응용을 체계적으로 연구
하는 새로운 학제이다. 이 과정의 연구를 통해 한편으로는 실용
적인 영상 기술 응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지 공학에 대한 추가 연구에 유용한 도구가 되며, 높은 수준의 기
술이 기반을 마련한다.

가을
학기

전자학과

3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및 강화 학습과 같은 패턴 인식 및 기계학
습의 기본 원칙을 소개한다. 코스 학습을 통해 대표적인 주류 학
습 방법을 마스터하고 이러한 방법을 데이터 분석 및 마이닝에
사용할 수 있다.

봄 학기

자동
화학과

녹색 교통 체계
30030462

교통 분석 및
교통 설계
40030942

미래 운송
00030272

교통 공학 및
관리 이론
80160182

지능형 커넥 티드
카
40150723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
01510323

디지털 이미지
처리
30230703

패턴 인식 및
기계학습
3025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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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

학점

강의 소개

강의 학기

강의 장소

2

이 시스템은 디지털 의학, 현대 의학 진단 및 치료, 최소 침습 진단
및 치료의 기본 이론과 원리를 가르친다. 동시에 최소 침습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연구, 의료 기기 및 임상 응용 분야의 최신 개발
을 선택하고 교실 토론, 실습, 임상 인턴십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관련 지식의 도입은 환자의 치료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지털 정밀 치료를 구현하는 방법을 목표로 하여 모든 사람이
디지털 의학 및 최소 침습적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
득하고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가을
학기

의생명
공학

3

이 과정은 기존의 X-ray,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 공명 영상, 핵의
학(양전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 단일 광자 방출 등의 단일 광
자 방출 이미징 방법을 소개하기 위한 기본 물리적 원리에서 특정
이미징 구현에 이르기까지 생물 의학 영상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단층 촬영 및 초음파. 이 과정은 주당 평균 3시간이며 실제
의료 영상 장비와의 접촉을 포함하는 4개의 실습 세션이 있다.

가을
학기

의생명
공학

3

이 과정은 Medical Imaging (1) -Physics Foundation의 후속
과정으로 시스템 구성, 획득 신호 처리, 재구성 알고리즘 및
X-ray, CT, 핵의학, 초음파, 자기 공명 및 기타 이미징 장비 최종
이미징 결과의 효과를 낸다. 이 과정은 주당 평균 3시간이며 실제
의료 영상 장비와의 접촉을 포함하는 4개의 실습 세션이 있다.

가을
학기

의생명
공학

4

이론적 교육과 실습을 통해 의료 영상 처리의 이론과 방법을 가르
치고, 학생들이 의료 영상 처리의 기본 이론과 기본 이념, 주류
의료 영상 처리 방법을 이해하고, 생의학 영상 처리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필요사항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 영상 처리의
실제 문제점을 결합하여 예비 의료 영상 처리 알고리즘 연구, 영
상 정보 추출, 생체 의학 응용문제 실습을 수행 할 수 있다.

가을
학기

의생명
공학

3

이 분야의 기본 연구 방법은 물론 시각, 청각, 촉각, 움직임, 언어,
학습 및 기억과 같은 주요 신경계의 생리적 기초, 작동 원리 및
계산 모델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이러한 메커니즘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그리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등 내적 관계
를 탐구한다.

봄 학기

의생명
공학

생의학 테스트 및
감지 기술의 원리
44000444

4

체온 측정, 혈압 및 심음 측정, 혈류 및 혈액량 측정, 호흡 측정,
생체 전기 측정 및 마이크로/ 나노 측정 기술, 현미경 기술, 디지털
기술, 전자 현미경 기술, 크로마토 그래피 기술, 마이크로 유량
제어 칩 분자 교육 진단 기술, 바이오 센싱 기술 및 측정 방법, 공
초점 스캐닝 감지 기술, 형광 생체 내 이미징 감지 기술 등; 생물학,
의학, 빛, 기계, 전기 및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통합 기술을 소개합
니다. 과학기기 연구개발 사례, 생물학, 의학, 광학, 기계, 전기,
소프트웨어 통합 등의 시스템 통합 기술 지식을 활용한 과학연구
프로젝트 수립 및 기기 개발의 기본 프로세스 및 구현 방법을 소
개한다.

가을
학기

의생명
공학

임상 기술 실습
(신규 개설)

3

임상 의학에서 과학과 기술의 응용을 가르치고 실행한다.

봄 학기

트레이닝
센터, 임상
의과 대학

새로운 도시 과학
00000042

2

도시를 이해하고 도시를 바꾸고 도시를 이해하고 전문적인 지평
을 넓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등장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데이터 및 새로운 분야를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

가을
학기

건축 학부

디지털 의학 및
최소 침습적 진단
및 치료의 원리
84000752

의료 영상
(1)-물리적 기초
44000183

의료 영상
(2)-영상 시스템
34000503

의료 이미지
44030214

시스템 및 계산
신경 과학
44030263

266 ❙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창쿼(創客) 창업 정책 연구

- 디자인 모듈 선택과목
강의명

학점

강의 소개

강의 학기

강의 장소

개인화된 3D 설계
및 구현
01510292

2

3D 프린팅 기술의 원리와 발전 추세를 이해하고 이 기술을 혁신
적인 제품 설계 및 제조에 사용하는 동시에 윤리적 사고를 유발
한다.

봄 학기,
가을
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인적 요소 공학
30160234

4

디자인의 인적 요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인간의 생리적 특
성을 이해하면 이후 현대의 인적 요소 및 인체공학 연구의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봄 학기

산업
공학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및
디자인
80800251

1

브랜드 디자인의 시각적 사고방식과 효과적인 시각적 계획을 개
발한다.

봄 학기

예술 학교

광고 단편 제작
00803712

2

이미지 표현의 기본 방법, 오디오 편집 방법, 비선형 편집 방법
및 간단한 시각적 패키징 기술을 소개한다.

가을
학기

예술 학교

기술혁신 방법 및
관행 01510272

2

TRIZ 이론 도입에 초점을 맞춘 기술혁신 방법을 습득하고, 기술
혁신이 시장 수요, 이념 설계 및 실현, 핵심 문제 해결, 성과 보호
및 공유를 통합하는 다단계 의사결정 프로세스임을 이해하고 습
득한다.

봄 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2

이 과정은 모바일 인터넷 제품의 디자인에서 시작하여 네트워크
제품의 디자인과 기본 지식을 가르치고 주변의 응용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우수한 네트워크 제품 디자인의 사고 방법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과정은 2017년 마이크로 소프트 글로벌
TOP30 대학 혁신인재 양성 과정으로 선정되었고, 2018년에는
교육부-마이크로 소프트 산학협력 교육 프로젝트로 선정되었
다.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선택 사항이다.

봄 학기

컴퓨터
과학

산업 데이터
굴삭기 분석
0740262
(교수 개혁
“네트워크 제품
디자인” 후 과정
이름)

- 창업정신 모듈 선택과정
강의명

학점

강의 소개

강의 학기

강의 장소

지적재산권 법
00660122

2

지적재산권 법의 기본 원칙,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기본 속성, 입
법 목적, 취득 절차, 권리 소유권, 권리 내용, 권리 행사, 침해 식별
및 침해의 법적 결과를 이해한다.

봄 학기

법률 학교

지적재산권 법
및 관행
60668012

2

이론과 실습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 학생들은 지적재산권 법의
개념, 원리 및 규범을 이해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 법을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을
학기

법률 학교

2

이 과정은 국가 번영에 대한 기술혁신, 국가 번영 및 기술혁신의
핵심 역할을 체계적으로 탐구한다. 이 과정은 이론과 실천을 결
합하고, 특히 대표 권력의 부상 과정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역할
을 분석하여 깨달음과 참조를 얻도록 노력한다.

봄 학기

인문학부

기술혁신과
국가 번영
0070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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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강의 소개

강의 학기

강의 장소

유명한
기업가와
대면하는
창업정신
가이드
01510192

강의명

2

잘 알려진 기업가들과의 대면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들은 올바른
창업 아이디어를 수립하고, 기업가적 잠재력을 탐구하고, 기업
가적 열정을 자극하고, 미래 기업가정신에 필요한 준비금을 마련
하도록 안내받는다.

봄 학기

기초 산업
연수원

기술혁신 경영
00510232

2

국내외 기업의 기술혁신 실무 및 사례와 결합 된 기술혁신 및 기
술 전략의 기본 이론은 기업 전략의 관점에서 외부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봄 학기

경영
관리?

1

이 과정은 “Internet +”의 최신 개발과 전형적인 외국 “유니콘”
기업의 발전 추세를 결합하고, 인터넷 혁신의 발전 방향을 분석
하고, 학생들이 처음에 인터넷 혁신 인식을 확립하고 혁신 및 판
단 사고를 수정하도록 안내하며 학생들의 혁신에 대한 열정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 창업의 전형적인 투자 및 자금 조달 방법과
스타트업의 성장 경로를 설명하고, 기술 창업의 특성과 오해를
논의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지적재산권과 특허 보호의 가치를
분석한다.

봄 학기

컴퓨터
과학

인터넷 혁신과
기업가정신
0024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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