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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4차산업 혁명 및 내수지향적 도시발전모델의 일환으로 스마트
시티 건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수백여 개의 스마
트시티가 건설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약 25조 위안 규모의 시장이 형
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스마트시티 발
전을 위한 도시간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적
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거
두지 못하고 있다. 연구 차원에서도 중국의 최근 스마트시티에 관한 정책
과 제도, 추진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가 많
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기업의 진출사례와 한중 협력가능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스마트시티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해 검토하
였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2020년 기준 약 900여 개에 달하
며, 각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
다. 중국의 각 도시별 스마트시티 추진과 관련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점은 각 도시마다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바이두, 화웨이, 알
리바바, 텐센트 등 기술기반 혁신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 도시는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기능에 맞게 이들 기업과
업무협약 관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이 주도하여 자체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투자하도록 지방(도시)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한
다.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해당 도시에게는 지역여건에 맞는 시스템 구현
을, 기업에게는 레퍼런스 구축 및 타 도시로의 사업기회 확보 등에 있어
서 상생적인 협력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
국의 스마트시티는 지역간 불균형, 기술과 인력의 부족, 스마트시티를 주
관하는 정부부처의 업무중복과 권한책임의 불명확성 등 많은 한계점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2012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스
마트시티 정책문건인 「스마트시티 건실한 발전을 촉진하는 지도의견(이
하 지도의견)」이 발표되면서 정책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지도의견」 은 스마트시티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
터와 같은 차세대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도시계획·건설·관리 및 서비
스의 스마트화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개념이자 모델’로 정의하고, 공공서
비스·도시관리·거주환경·인프라·네트워크 보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담고 있다. 또한 2016년 이후 중국
정부가 신형스마트시티를 추구하면서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의 내용은 과
거의 인프라 확충 위주의 양적성장에서 공공서비스, 방역·방재 도시관리,
생태환경 등 분야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
가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 스마트시티의 외국기업 진출현황에 대해 개괄하고
제도적 여건을 검토한 뒤 슝안신구와 톈진에코시티 지역에서의 외국기업
과 중국기업의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외국
기업 진출의 제도적 여건을 최근 발표된 외상투자사업 장려 및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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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선 2020년 장려분야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자동차 충전기, 자율주행관련 하드웨어, 드론 서비스용 로
봇, 스마트 측정, 계량기, 집적회로 측정설비, 레이저 투영설비 등 첨단
제조업 분야 항목이 추가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 보조
의료기기 제조, 첨단 방사선 치료설비 제조, 스마트 웨어러블 등 건강관
리설비 제조, 이동·원격치료 설비 제조 등 의료기기 제조 관련 항목이 장
려항목에 포함된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
스업’ 분야에서 5G 통신기술 개발과 응용,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응용, 도농계획 편성 서비스 분야 등도 장려항목에
추가되어 향후 외국기업의 투자가 유망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제가 완화된 스마트시티 관련 금융분야(핀테크
등)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상수도 및 배관 분야도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인프라 사업화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슝안신구와 톈진에코시티의 사례지역에서의 중국과 외국기업의 협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에서의 외국기업 진출은 주로
중국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일부 독자형태로 진출한 경우도 있으나 주로 중외기술협력, 중
외합작, 주문제작형 수출 등의 형태로 현지 시장에서 다양한 로컬기업들
과 협력을 통해 현지화를 추진하면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해당 지방정부
는 주로 중국 로컬기업에게 발주하고 이들 로컬기업은 외국기업과의 전
략적 제휴, 또는 조인트벤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부 사업을 재
하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로컬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중국기업에게는 외국기업이 가지고 있는 선진기술과 경험의 활용 측면에

서, 외국기업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시장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양측의 니즈가 부합될 수 있는 협력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진출분야별로는 스마트 인프라 분야, 응용 서비스 분야, 기술서
비스 분야 등 분야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컬기업에게 상대적
으로 유리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 외국기업의 선진
기술을 접목한 중국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한편, 기존 중국시장에 진
출한 외국기업의 경우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 독자형태로 사업을 전개
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스마트시티 경쟁력과 협력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대상 FGI조사를 실시하여 기업들이 체감하는 중국 현지사업의 경험
과 여건을 비롯해 정부에 대해 요청하는 사안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중국
진출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상호보완성을 기반으로 협력전략을 구
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측의 관련 기술수준별 비교를 통해 협력
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진출기업 대상 FGI 조사에서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기업은 중국 진출에서 ‘제품경쟁력 강화’, ‘로컬기업과의 경쟁우위
선점’ 및 ‘로컬기업과의 협력강화’ 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진출유망 분야에 대해서는 대체로 IoT 등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환경, 보안·안전, 의료 등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우위
를 점하고 있는 부문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진출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망한 진출방식으로는 로컬기업과의 합작회
사 설립을 통한 사업진출 방식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내자법인 또는
100% 외자법인 설립을 통한 병행사업을 추진하거나, 로컬기업의 벤더형
태로 진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중
국시장 진출 및 사업화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 ‘중국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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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연계’, ‘특허 및 인증지원’, ‘자금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마트시티 분야 한중 기술수준 및 경쟁력은 부문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스마트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공간정
보가, 스마트 기술산업의 경우 사물인터넷, ICT 융합 부문 등에서 우리
나라가 대중국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체로 중국과
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서 2장~4장에서 살펴본 시장현황, 정책동향 및
협력가능성 결과 등을 토대로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에 관한 SWOT 분석
으로 종합정리하고 이를 통해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국 스마트시티의 진출여건 종합을 SWOT 분석툴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가진 스마트시티 분야 기술에 있어서 강점요인으
로는 스마트 기반시설의 ‘스마트 디바이스’, ‘공간정보’가, 스마트 기술산
업의 ‘사물인터넷’, ‘ICT 융합’ 부문 등이 중국보다 기술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IoT를 활용한
보안솔루션·도시환경·보건의료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
히 원천기술과 ICT 기술이 결합된 의료분야는 높은 우위를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존 U-City를 통해 축적해 온 공공
SOC 서비스, 전자정부 등 분야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중국에 대한 약점요인으로는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에 해당
하는 ‘지능형 반도체’,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등 분야, 스마트시티
기술산업의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디지털 콘텐츠’ 등 분야, 스마
트시티 서비스 산업의 ‘자율주행자동차’, ‘차세대 보안’ 등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
에 대한 기회요인으로는 중국 정부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신SOC 육

성정책, 탄소중립 정책 등의 추진으로 스마트시티 해당 분야의 기술 및
응용솔루션 분야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외상
투자에 있어서 중국이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자동차 충전기, 자율주행
관련 하드웨어 등 스마트시티 관련 첨단 제조업 분야와 인공지능 보조 의
료기기, 원격치료 설비 등 기술기반 의료기기 제조 분야 등을 장려항목으
로 포함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분
야에서 5G 통신기술 개발과 응용,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 블록체
인 기술 개발과 응용, 도농계획 편성 서비스 분야 등에서도 제도적으로
외자기업의 진출이 장려되고 있다는 점도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제가 완화된 50만 인구 이상 도시의 상수도
및 배관 건설·운영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다수 지분 보유 가능성과 스마
트시티 관련 금융분야의 진출이 허용된 점도 해당 분야 외국기업에 있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
도 많은데, 중국의 스마트시티는 도시별로 주요 스마트 혁신기업과 로컬
기업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외국기업의 단독진출이 어렵
다. 따라서 로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진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
앞서 기업 FGI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중국내 로컬기업과의 협력관계
에 있어서 카피(copy) 문제, 현지 인증 또는 특허 획득에서의 시간적·금
전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들이 우리기업의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 내 기술인력의 부족 및 지역간 불균형
에 따른 현지화의 어려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도 우
리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진출전략으로 첫째, 우리나라의 기술우위와 수요증
가 응용분야를 접목한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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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문으로 확인된 스마트 인프라 분야의 디바이스,
기술산업 분야의 사물인터넷(IoT), ICT융합 및 공간정보 등 분야를 중심
으로 중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 의료 및 방재 등 응용서비스 분
야와 접목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가지는 특화된 콘텐
츠·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찾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우
리기업의 우위기술력을 바탕으로 부문별 응용서비스 시장에 진출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업FGI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초기 벤더형태
로 진출하거나, 주문제작형 하청(OEM), 또는 기술 및 서비스 제공 등의
형태로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신규 진출기업의 경우
에는 초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로컬기업 의
존형 협력관계에 안주하지 않도록 현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이미 진출한 기업의 경우 현지 기업들과 제휴 또는 기업 M&A를 통
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중국 거시경제정책 및 스마트시티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선제
적 투자가 필요하다.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운용방향이 디지털 경제 및 탄
소중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로의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
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신SOC 육성정
책은 중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산업과 관련 응용솔루션 등의 시장확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외상투자 사업 장려 및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변화도 스마트시티 분야 대
중국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기업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부분으로, 스
마트시티 관련 하이테크 제조분야, 5G·사물인터넷·블록체인 등 기술서
비스 분야가 투자장려 분야에 포함된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금융분야 및 소도시의 도시인프라 건설을 스마트 기술과 접목시킨 투자

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은 지역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대중국 스마트 진출은 1,2선 도시와 3선 이하 도시별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형 글로
벌 혁신기업들을 중심으로 로컬기업들과의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구축하
고 있는 1,2선 도시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에 관한 후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3선 이하 도시들을 중심으로 현지로컬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선 이하 도시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스
마트시티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지 로컬기업과
의 협력을 통한 진출을 현지 정부와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때 우리 기업
이 개별적으로 컨택하기 보다는 분야별 솔루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
중 민관 기업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정부와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
요하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현지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현
지 수요자인 정부의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현지 사
업의 레퍼런스와 더 나아가 범용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면 타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사업확대가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진출을 위한 정부정책 제언으로 첫째, 신뢰성
있는 중국의 로컬기업 매칭시스템 및 기업컨설팅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거대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스마트시
티 분야의 경우 어떻게 핵심기술 보안을 유지하면서 로컬기업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현지사업을 영위해 나가느냐가 기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진출예정인 기업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포괄범위가 넓고
복잡한 스마트시티 특성상 현지 설명회 등 단발성 행사지원 보다는 지속
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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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기업매칭 지원 및 카피 등 리스크 요인을 줄이기 위한 ‘(가칭)스마트
시티 한중 온라인 기업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분
야별 및 기능별로 기업이 협력파트너를 찾고 실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우리기업의 현지 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및 컨
설팅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기술경
쟁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지 인증획득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자본여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특화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스마
트시티가 가지는 복잡한 구조적 특성상 어느 한 정부 부처의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인증 지원보다는 대중국 스마트시티 기술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유관 부처간 협동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 분야 내용은
금융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자문 및 컨설팅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
국의 스마트시티 분야 각 부문별 인증제도도 도입 초기에 있기 때문에 최
신 인증정보와 수속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컨설팅 지원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중 양국정부
차원의 교차 실증사업의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상대
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에 대해 중국의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
해 현지 실증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현지 관련 분야 시장진출 확대를 도모
하는 한편, 한중 협력컨소시엄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
련한다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실증사업
과 관련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기재부의 KSP, 해외건설협회의 신시장개척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기업

들의 중국내 스마트시티 진출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기
업들의 해외실증사업을 지원하고 그보다 앞서 중국 현지파트너와의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원사업들에 대한 홍보가 중국전
역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지 공관 네트워크의 활용,
중국해외건설협회, 중국스마트시티협회 등 관련 협회와의 교류협력을 확
대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범도
시중 하나로 추진 중인 세종시와 중국의 슝안신구는 모두 기능 이전 및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전자정부,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 환
경 등 분야에서 교차 실증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교차 실증 협력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한중간 협력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나아가 제3국에서의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
어서도 중요한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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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은 4차 산업 및 내수지향적 도시발전모델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 수백여 개의 스마트시티
가 건설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약 25조 위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1) 중국의 스마트시티는 5G,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
을 도시기반시설에 적용하는 전략산업으로, 국가급 시범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추진하는 도시의 규모도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건설
붐을 보이고 있다.
한중 양국은 최근 수년 동안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협
력채널을 구축해 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토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
회(발개위)가 2018년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건설, 민간기업들의 사업참
여 지원 등의 협력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외 양국
의 스마트시티 혁신을 추구하는 도시간 협력도 추진되어 왔는데 행복청슝안신구관리위원회간, 그리고 세종시청-슝안신구관리위원회간 스마트
시티 협력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2019년에 양국의 신도시인 행복도시와
슝안신구의 주관부처(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중국 허베이슝
안신구관리위원회가 행복도시와 슝안신구의 공동발전에 관한 협력방안
을 논의하였다.2) 또한 세종시청도 올해 2021년 3월 중국 슝안신구와 스
마트시티 조성관련 협력을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스마트시티 분
1) 前瞻产业研究院(2020.7.22.), “2020年中国智慧城市行业市场现状及发展前景分析 2022年市场规模将达
到25万亿元左右”, https://bg.qianzhan.com/report/detail/300/200722-86ed4f0d.html
(검색일: 2021.5.1).
2) 행복청과 슝안신구관리위원회 양측은 실질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광역권역 형성·관리, 도시계획설
계, 스마트도시 건설, 친환경도시 건설, 건설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2019.4.26.), “행복청, 中 슝안신구와 공동 협력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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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협력을 위한 도시간 협력도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3) 이와
같이 중앙 및 지방정부 단위별로 스마트시티 한중협력의 기반을 마련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
데믹으로 인해 여전히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사업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연구 차원에서도 최근 중국에서 다양한 신기술기반의 스마트시티 건
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스마트시티에 관한 정책과 제도, 추
진현황 및 트렌드의 변화를 파악하여 중국과의 구체적인 협력전략을 제
시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중국 스마트시티의 진입여건과
외국기업 진출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기회를 모색하
고 정책협력을 살펴보는 연구가 현시점에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 배경과 필요성 하에 본 연구는 중국 스마트시티 정책
과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외국기업의 진출사례와 한중 협력가능성을 분석
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연구의 구성은 우선 제2장에서 중국 스마트시티의 추진현황과 시장현
황을 살펴보고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중국의 스마트
시티 추진현황을 국가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업진출에 있어서
파악이 필요한 스마트시티 시장현황을 전체 시장규모 추이와 주요 요소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 스마트시티의 외국기업
진출현황에 대해 개괄하고 제도적 여건을 검토한 뒤 슝안신구와 톈진에
코시티 지역에서의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의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중국 스마트시티의 중국 및 외국기업 협력사례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

3) 세종시청 보도자료(2021.3.19.), “세종시-중국 슝안신구, 글로벌 스마트시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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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슝안신구와 국가대 국가사업(G2G)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싱가포르 에코시티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중국
과 외국기업과의 협력사례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중 스마트시티
경쟁력과 협력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대상 FGI조사를 실시하여 기
업들이 체감하는 중국 현지사업의 경험과 여건을 비롯해 대정부 요청 사
안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중국 진출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상호보완성을 기반으로 협력전략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측의 관련 기술수준별 비교를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마지
막 제5장에서는 앞서 2장~4장에서 살펴본 시장현황, 정책동향 및 협력
가능성 결과 등을 토대로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에 관한 정책여건을
SWOT 분석으로 종합정리하고 이를 통해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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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체계도

제1장 서 론
▼
제2장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및 정책 동향

1. 스마트시티 개념 및 글로벌 스마트시티 건설동향
2.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시장현황
3.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동향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전문가 간담회

▼
제3장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 여건 및 협력사례

1.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현황
2.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의 제도적 여건
3. 중국 스마트시티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협력사례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
제4장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 가능성 분석

1.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 기업 대상 FGI 조사
2. 한중 스마트시티 기술 수준 및 경쟁력 비교

FGI조사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
제5장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 및 정책 제언

1.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
2.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을 위한 정부 정책 제안
3.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정부 및
기업관계자
자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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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는 중국 전역의 스마트시티 조성현황 및 시장현황을 살펴
보되, 스마트시티의 중외협력의 사례지역으로 허베이 슝안신구와 톈진에
코시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를 살펴보
았다. 허베이 슝안신구는 시진핑 정권 들어와 국가급 신구로 2035년까
지 저탄소 녹색 및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부정책에 의해 향후 한중간
협력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톈진중국-싱가포르 에코시티
(톈진중신생태성, 天津中新生态省)는 2008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중국
-싱가포르간 개발협력사업으로, 중국정부의 스마트시티 확대 정책에 따
라 2025년까지 ‘스마트 톈진’ 건설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환
경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특히 동 지역은 국내기업(E사)의 성공적인
진출이 이루어진 곳으로 국내기업의 진출사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 내용적 범위와 관련하여 스마트시티를 도시개발·건설 분야
로 보고 접근하느냐, 또는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요소시장(각종 기술산
업과 인프라 분야)으로 보고 접근하느냐로 볼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사업들은 건설분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정
부와 해당도시가 자체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를 스마트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기술기반 민간기업들과 협력
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각 요소 시장으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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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중국의 스마트시티 진출을 과거와 같이 토지
개발, 건설 및 분양 등의 건설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요소시장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진입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 및 정책자료, 통계자료의 활용과 함께 중국 전문가
협동연구, 전문가 간담회·자문회의·정부관계자 업무협의회 등을 통해 수
행하였다.
우선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의 외국기업 진출현황과 사례와 관련해서
는 왕펑교수(장쑤대학)와 원고의뢰 방식을 통해 협동연구를 진행하였고,
중국 기업진출 관계자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진출에 관한 정보와 기업차원의 진출전략을 검토하였다. 이 외에,
국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행복청·세종시청 등 정부·
지자체 관계자, 관련 협회 관계자 자문회의 또는 유선/서면 자문 등을 통
해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현안들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대상
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스
마트 기술수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한중간 경쟁력을 파악하였다.
특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현지조사 및 간담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지 스마트시티 현황과 사례연구에 대해서는 현지 연구진과
의 화상 업무협의회와 기진출 기업관계자와의 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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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중국 스마트시티 관련 국내외 연구로는 왕옌(王艳, 2019), 가오샤오
옌·천차이(高晓岩·陈彩, 2018), 이현주 외(2019) 등이 있다. 왕옌(2019)
은 중국의 신형스마트시티 건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신형스마
트시티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오샤오옌·천차이(2019)
는 중국의 슝안신구 내 스마트시티 건설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이현주(2019)는 중국이 스마트 기반 국가급 신도시로 개발하고 있
는 중국 슝안신구(雄安新区)를 중심으로 중국정부의 개발방향과 개발계
획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현주 외(2018)는 중
국 동부지역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도시군의 발전전망과 시사점
연구에서 본 연구의 사례지역 중 하나인 슝안신구의 발전정책과 상세 개
발계획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도시개발 또는 인프라 분야 시장 진출관련 국내연구로는 정지
현 외(2012), 이현주 외(2016) 등이 있다. 정지현 외(2012)는 도시개발
분야 한국기업을 포함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시장진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현주 외(2016)는 중국
국내 및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여건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중국 인프라
시장진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인프라 시장진출의 대내외
여건을 종합하여 협력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외, 스마트시티 해외진출과 관련된 연구로 이재용 외(2016), 이형
근·나수엽(2019) 등의 연구가 있다. 이재용 외(2016)는 한국형 스마트시
티 사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모델
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유형을 해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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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개발과 연계된 건설부문과 개별기업 중심의 솔루션 부문으로 보고 ‘계
획수립 및 제도 컨설팅 전략’, ‘도시개발 및 인프라 진출전략’, ‘스마트시
티 솔루션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이형근·나수엽(2019) 연구는 중국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진출 전략이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
음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 스마트시티 관련 국내연구는 많
지 않으며, 주로 정책 및 현황 중심의 워킹페이퍼 자료다. 선행연구 검토
를 토대로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추구하고자 하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연구목적 및 내용의 차별성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
와 비교하여 최근 중국 스마트시티 정책의 변화와 유형별 시장현황 분석
을 통해 종합적으로 중국 스마트시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스마
트시티와의 정책비교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방법론의 차별성 차원에서 본 연구는 중국 스마트시티
국내외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정부부처 관계자 자문회의, 표적집단심층
면접조사(FGI) 및 인터뷰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국 현지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현
황과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를 파악하였으며, 표적집단심층면접조사(FGI)
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진출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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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가지는 차별성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주요
선행
연구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1

과제명: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연구자: 정지현 외(2012, KIEP)
연구목적: 중국 도시개발 분야
문헌조사
진출을 위해 외국기업의 사례를
기업인터뷰, 현지조사 등
분석함으로써 도시설계, 건설, 관리, 운영
등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시장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중국 도시개발 시장현황
정부간 협력사례
민간부문 진출사례
정책적 시사점

2

기존 문헌 및 경제지표
과제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분석
위한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중국의
중국연구기관과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연구자: 이현주 외(2016,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목적: 중국 국내 및 해외인프라 시장
기업 면담 등
진출여건을 분석하여 한중 협력방안 도출

한중인프라 협력 의의
인프라 시장현황 및 전망
한중 인프라 협력여건 분석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제시

3

과제명: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수립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자: 이재용 외(2016, 국토연구원)
연구목적: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모델을 제시

4

과제명: 슝안신구 스마트시티 건설방안
연구(雄安新区智慧城市建设路径研究,
大众投资指南)
문헌자료 등 검토
연구자: 高晓岩 외(2018)
연구목적: 중국 슝안신구 스마트시티
건설의 주요 내용 및 방향 검토

스마트시티 개념과 추진배경
슝안신구 스마트시티 건설의
주요 요소(첨단기술, 사회참여,
정보통합 등)

5

과제명: 신형스마트시티 건설경로의
문제점 및 대책 연구(新型智慧城市建
设路径的困境及其对策研究,
技术与应用 )
문헌자료 등 검토
연구자: 王艳(2021)
연구목적: 중국의 신형스마트시티 건설
경로와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

중국 신형스마트시티 건설현황
중국 신형스마트시티 건설의
문제점
신형스마트시티 건설경로 분석

과제명: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자: 이현주 외(2021)
연구목적: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정부단위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외자기업의 진출사례와 한중 경쟁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전략을
제시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정책동향 분석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
여건 및 협력사례 조사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가능성
분석
스마트시티 한중협력을 위한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 및
정책제언 제시

본 연구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구성요소
문헌자료 등 검토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현황 및
해외사례 조사
시사점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수립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방향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문헌 및 정책자료,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화상회의
해외전문가와의
협동연구(원고의뢰)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등
FGI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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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정책동향
1. 스마트시티 개념 및 글로벌 스마트시티 건설동향
2.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시장현황
3.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동향
4. 소결

1. 스마트시티 개념 및 글로벌 스마트시티 건설동향
가. 글로벌 스마트시티 개념과 추진배경
1) 개념
스마트시티의 개념에 대해 세계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사용되고 있지
는 않으며 추진목적과 수단 등에 따라 국가 또는 도시별로 다양하게 사
용되고 있다.4) 최초 스마트시티 개념은 2008년 IBM의 ‘Smart Earth’가
발표되면서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5) 이는 기술 및 프로세스 관리기
능을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물관리, 스마트 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 사용
함으로써 “더 스마트한” 지구를 구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6)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관련해, ‘목적’ 또는 ‘수단’의 기준으로 스마트시
티의 개념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목적’은 ‘지속가능성’ 또는 ‘산업화’,
‘현대화’ 등 각 도시가 처한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도시적 관점’과 삶의 질·편의성·이동성 등 시민(커뮤니티), 기업 등 도시
의 주체가 체감하는 효과를 지향하는 ‘시민적 관점’으로 다시 구분된다.
이 외에, ‘수단’으로 보는 관점으로는 크게 ‘기반시설 및 서비스’를 중심
으로 보는 관점과 디지털 기술이 도시의 모든 기능에 접목된 ‘구조(플랫
폼)로서의 도시’로 보는 견해가 있다(표 2-1 참조). 이 중에서, 스마트시
티를 수단으로서 보는 관점을 좀 더 들여다보면, ‘도시기반시설 및 서비

4)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관련해, ITU(2014)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ICT
기술(26%), 인프라 및 서비스(17%) 및 환경과 지속성장(17%)로 집계되어 산학연 및 정부가 스마트시티에 대
해 이해하는 개념이 매우 다양함을 시사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8), p. 6.
5) UNDP China. 2017. Smart Cities and Social Governance: Guide for Participatory Indicat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in China, Beijing, China. p. 5.
6) https://en.wikipedia.org/wiki/Smarter_Planet(검색일: 20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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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중심으로 보는 견해와 관련하여 Washburn 외(2010)는 ‘ICT를 활
용하여 도시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해 도시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도
시’로 보았으며, Hall(2000)은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ICT를 활용하여 다
양한 시설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도시자원을 효율화하는 도시’로
정의하였다.7) 최근에는 스마트시티 개념에 대해 수단적 측면 중에서도
특히 구조(플랫폼) 중심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8)

표 2-1

스마트시티 개념의 분류
개념

목적으로서
스마트시티

도시 관점
시민 관점
기반시설 및
서비스 중심

수단으로서
스마트시티
구조 중심

내용
‐ 도시를 독립된 단위로 보고 전체적(holistic) 관점에서 특정 발전 목표에 도달하는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정의
‐ 예) 지속가능한 도시(암스테르담, 교토 등), 산업화·현대화된 도시(인도 등)
‐ 시민과 기업 등 도시 주체가 체감하는 효과(삶의 질, 거버넌스, 이동성 등)로 정의
‐ 과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 Frost & Sullivan은 스마트 거버넌스, 에너지, 빌딩, 이동성, 인프라, 기술,
헬스케어, 시티즌 등 8개 핵심부문이 스마트하게 되는 도시라 설명
‐ 초기에 많이 사용된 정의로 스마트시티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나열식 정의로 분석적 가치와 정책 활용도가 높지 않음
‐ 특정 기능이나 서비스 나열 대신 기존 도시와 구분되는 구조적 특징으로
스마트시티를 정의
‐ 스마트시티를 플랫폼으로서 도시로 개념화하여, 도시가 하나의 운영체계가 되어
데이터 공유 및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게 하는 도시로 발전

자료: 황종성 외(2016), p. 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8), p. 6을 바탕으로 저자 일부 수정.

한편, 국내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개념이 변화되어 왔는데, 초기 기
술중심의 U-City로 통용되던 스마트시티 개념이 최근에는 “도시에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모델”로 혁신기술을 도시인프라와 결합해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다.9)
7) 이재용 외(2016),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수립 및 네트워크 구축”, pp. 15-16.
8)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8), 4차 산업혁명 핵심 융합사례: 스마트시티 개념과 표준화 현황,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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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스마트시티 개념의 분류

자료: 국토교통부(2020),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p. 6.

2) 추진 배경
도시화율이 높은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도시 노후화와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모델로 스마트시티를 채택해 왔다.10) EU는

9) 국토교통부(2020),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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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에너지 2020 전략’11)을 발표해 온실가스 배출감축, 에너지
효율성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관한 목표를 제시했으며 특히 에너지 효
율성 달성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자 했다.12) 이후
2013년에 ‘스마트시티 및 커뮤니티에 대한 유럽 혁신 파트너쉽(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Smart Cities & Communities: EIPSCC)’의 ‘전략이행계획’에서 에너지, 교통, ICT 분야 기술이 통합된 스
마트시티 솔루션이 강조되면서13), 스마트시티가 도시화와 기후변화 대
응에 관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
다. 도시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는 교통혼잡과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데, 에너지, 교통 및 ICT 기술이 통합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통해 교통
정체 해소와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즉, EU에서의 ‘스마트시티’는 초기에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에
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나 이후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면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
인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에서도 스마트시티는 경제성장을 제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보통신기술로 해결하면서 사회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대
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 협의체인 ‘ASCN(아세
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은 첨단기술을 통해 “아세안 국민의 삶을 개선
10) 이재용·조영태, “스마트시티의 국내정책변화, 스마트시티 국제동향,” 융합연구리뷰 4(5), 융합연구정책센
터, 2018, pp. 7-8.
11) 에너지 2020 전략의 목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90년 대비 20% 감축,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재
생에너지 비중 20% 확대, 에너지 효율 20% 개선임(20-20-20 전략).
12) European Commission(2010), 「Energy 2020: A Strategy for Competitive, Sustainable and Secure
Energy」, p. 9.
13)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Smart Cities and Communities(2013),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Strategic Implementation Plan」,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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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새로운 사업기회와 스마트시티 개발혁신을 촉진”해 나간다는 목표
하에 26개 시범도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14)
요약하면, 스마트시티가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노후화
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편, 개발도
상국에서는 주로 ICT 기술을 통한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거점도시형 개
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구증가
와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과 타지역으로의 성장효과를 파급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 글로벌 스마트시티 건설동향
2010년 초반 각국은 정부 주도 성장 전략에 따라 자국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시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EU와 미국 등 선진국이 스마
트시티 발전을 주도하였다. 앞서 살펴본 대로 EU는 2010년 ‘에너지
2020 전략’에서 스마트 성장을 강조했으며, 2013년 ‘Horizon 2020
Initiatives’를 채택해 스마트시티를 중요 의제로 선정하였다. 미국은 정
부 주도하에 스마트시티 관련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인도는 100
개 스마트시티 창설 계획을 발표했고, 베트남도 스마트시티를 국가 차원
의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였다(표 2-2 참조).
Deloitte(2018)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약 1,000여 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이중 중국이 500개, 유럽 90개, 미국 40개,
인도 30개의 사업을 계획 중이다.15)
14) 김기홍(2020), “아시아국가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대한 저개발의 개발론적 고찰”, 「문화콘텐츠연구」 제
19호, p. 158.

36 ❙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전략 추진현황

표 2-2

국가

주요 내용

EU

- 2010년, ‘Euro 2020 Strategy’ 채택; 스마트ㆍ지속가능ㆍ포용적인 성장 우선 과제로 강조
- 2013년, ‘Horizon 2020 Initiatives’; 770억 유로 규모의 R&D 부문 혁신 강화와 투자
확대를 위한 연구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스마트시티를 중요 의제로 제시

네덜란드

- 2011년, 지속가능한 생활 및 교통 달성을 목표로 암스테르담 ‘Smarter City Initiative’ 추진
- 2015년, ‘Smart City Initiative’ 발표;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그램(스마트 교통,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브로드밴드 등)에 160억 달러 투자 계획
- 2015년, 미 교통부(DOT) ‘Smart City Challenge’ 시행

미국

- 2006년, ‘Smart Nation’ 전략 정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전략
- 2014년, ‘Smart Nation’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네이션
플랫폼 구축, 사이버보안 연구센터, 사이버보안청 신설 등

싱가포르
인도

- 2014년, 2020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 발표
- 2016년,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지원에 대규모 투자; Kien Giang 주에만 294만 달러 투자
- 2018년, 스마트시티 중장기 프로젝트 및 전망에 관한 총리결정문 발표; 2030년까지
북부·중부·남부 및 메콩 델타 지역을 잇는 스마트시티 체인 구축 목표

베트남

자료: Deloitte(2018), p. 4: Mckinsey Global Institute(2018), p. 27: 이형근 외(2019), p. 18 재인용.

그림 2-2

세계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 추진현황

오세아니아

4

중동 및 아프리카

4

남미

5

캐나다

8

일본 및 한국

15

인도

30

미국

40

유럽

90

중국

500
0

100

200

300

400

500

600

자료: Deloitte(2018), p. 6: 이형근 외(2019), p. 19 재인용.

15) Deloitte(2018), Super Smart City: Happier Society with High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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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시장현황
가.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 배경
중국은 과거 30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한 도시화, 산업화를 겪
으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왔다. 중국에서의 스마트시티는 경
제적 사회적 격차, 환경공해, 공공서비스 불평등, 교통체증, 사회 안전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내수진작을 통한 성장동력의 수단으로 추진되
고 있다. 2021년 5월에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0년 제7차 인구
센서스(第七次全国人口普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총인구는 14억
1,178만명으로 상주인구 기준 도시인구는 약 9억 199만명(63.89%), 농
촌인구는 5억 979만명(36.11%)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
중인 도시화율은 63.89%로 2010년 제6차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되었던
49.68% 대비 14.21%p 증가하였다.16) 이는 2014년 「신형도시화계획
(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年)」에서 제시한 2020년 도시화율 목
표인 60% 전후 수준에 도달한 결과로, 결국 이 계획을 통해 농촌에서 도
시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면서 도시화율을 견인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 컨설팅기관인 EO Intelligence(2020)의 자체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화율은 2010년 51.6%에서 2019년 55.7%로 4.1%p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68.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2-3 참조).
이와 같이 빠르게 증가하는 도시인구로 생태환경의 개선, 교통문제,

16) 国家统计局(2021),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 http://www.stats.gov.cn/tjsj/tjgb/rkpcgb/qgrkpcgb/216/
20210628_1818826.html(검색일: 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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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치안, 사회생활, 도시관리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도전요인들이 확대
되면서 효율적이고 세밀한 도시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정부업무 공개, 참여
및 모니터링에 대한 대중의 요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공공서비스의 공
정성, 평등, 서비스 품질 및 적시성에 대한 요구 사항의 증가와 더불어
정부의 거버넌스 능력도 효율적인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관리에 있어
서 중요한 잣대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및 통제에 대
한 국가적,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면서 이를 지원할 국가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어 스마트시티가 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표 2-3

신형도시화계획(2014~2020)의 주요 지표
지표

도시화수준

2012

2020

상주인구 도시화율(%)

52.6

60 전후

호적인구 도시화율(%)

35.3

45 전후

농민공 자녀 의무교육 비중(%)

≥99

도시실업자, 농민공, 신성장노동력 기본직업훈련수혜율(%)
기초공공서비스

인프라

≥95

도시 상주인구 기본양로보험 가입률(%)

66.9

≥90

도시 상주인구 기본의료보험 가입률(%)

95

98
≥23

도시 상주인구 보장성 주택 보급률(%)

12.5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의 대중교통이용률(%)

45

60

도시공공용수 보급률(%)

81.7

90
95

도시오염수 처리율(%)

87.3

도시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

87.3

95

도시가정 광대역접속능력(Mbps)

4

≥50

도시사회종합서비스시설 보급률(%)

72.5

100

1인당 평균 도시건설 용지(평방미터)
자원환경

≤100

도시 신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8.7

13

신축건축물 중 녹색건축 비중(%)

2

50

도시개발지역의 녹지율(%)

35.7

38.9

지급시 이상 도시 공기질의 국가기준 도달율(%)

40.9

60

자료: 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年), <专栏1>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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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국의 도시화율 추이 및 전망

인구센서스 조사 기준 도시화율 추이(1953~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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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60

49.7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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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40

40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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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33.6

36.6

39.3

55.7

43.0

30

20.9

2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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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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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Intelligence 기준 도시화율 추이(1960~2050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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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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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E

자료: 国家统计局(2021),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 ; EO Intelligence(2020), “新基建” 驱动城市建设新篇章：2020中国智
慧城市发展研究报告, p. 6 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이 외에도 중국이 2015년부터 제조업 고도화와 기술혁신을 통해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2025」와 내수진작 및 기
술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신SOC(新基建)’와 같은 산업정책은 직접적으
로 차세대 정보, 5G, 빅데이터 등 기술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면서 스마
트시티 건설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중국제조
2025」는 2015~2045년까지 30년간 세 단계로 진행되는 중장기 발전전
략으로, 중국의 공업경쟁력을 높여 2025년에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다시 2045년에 세계를 선도하는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제
시하고 있다.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중국이 설정한 10대 중점분야17) 중
에서 특히 차세대 정보기술 분야는 차세대 통신망, 사물인터넷, 고성능
집적회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산업들

17) 10대 중점분야는 △차세대 IT, △정밀수치제어·로봇, △항공우주설비, △해양엔지니어 설비 및 첨단선박,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선진궤도 교통설비, △전력설비, △농업기계 장비,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신소재 분야를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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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있다.18)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2020년 양회
(两会)에서 발표된 「중국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에서는 신형도시
화, 유효투자 확대, 신흥산업 발전 등을 내수확대 및 신성장동력 산업으
로 강조하고 있어19)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의 전국적인 확
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기조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중국의 스마트시티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그리고 기술혁신, 기술자립, 내수진작 등의 정책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험장으로서 확대·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중국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추진현황
1) 유형별 시범도시 현황
현재 중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약 900여
개에 달한다. 중국 치엔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에 따르면 중국
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개수는 2015년 약 694개에서 2019년 789개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약 9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림 2-4 참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여러 개의 특화된 유형으로 구분된다. 주택도
농건설부가 주도하는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国家智慧城市试点), 공업
정보화부·NDRC주도의 광대역중국시범도시(宽带中国示范城市), 과학기
술부·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의 스마트시티 기술표준시범도시(智慧城市技
术和标准试点), 국가측량지리정보구의 시공간 클라우드 플랫폼 시범도시

18) 国务院(2015), 「关于印发《中国制造2025》的通知」
19) 「2020年政府工作报告」 , http://www.gov.cn/zhuanti/2020lhzfgzbg/index.htm(검색일: 202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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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智慧城市时空云平台试点), 공업정보화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전자
정부 공공플랫폼 시범도시(基于云计算的电子政务公共平台试点示范) 및
국가정보소비시범도시(国家信息消费试点), NDRC 주도의 정보혜민국가
시범도시(信息惠民国家试点城市) 및 광대역농촌시범사업(宽带乡村试点
工程) 등 8개 유형으로 나뉜다.

그림 2-4

중국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지정현황(누계, 2015~2020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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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前瞻产业研究院(2020.6.18.), https://www.qianzhan.com/analyst/detail/220/200617-f9f0154d.html (검색일:
2021.5.10.)

이 중, 우리나라의 국토부에 해당하는 주택도농건설부 주도하에 추진
되고 있는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2012년 1차 90개 시범도시,
2013년 2차 112개 시범도시, 2014년 3차 138개 시범도시 등을 포함해
총 340개 도시로 정부 부처별 시범사업 중에서 가장 사업 개수가 많다(1
차~3차 시범도시 목록은 <부록 1> 참조). 다음으로 공업정보화부 주도의
정보소비시범도시(129개), 공업정보화부·NDRC 주도의 광대역시범도시
(117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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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중국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모(2019년 기준)

연도

부처

시범도시 명칭

개수

2012

주택도농건설부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1차)

90

과학기술부

스마트시티기술표준시범도시

20

주택도농건설부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2차)

112

공업정보화부

국가정보소비시범도시(1차)

68

국가측량지리정보국

스마트시티 시공간 클라우드 플랫폼 시범도시(1차)

10

공업정보화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전자정부 공공플랫폼 시범도시

77

주택도농건설부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3차)

138

공업정보화부

국가정보소비시범도시(2차)

36

국가측량지리정보국

스마트시티 시공간 클라우드 플랫폼 시범도시(2차)

10

NDRC

정보혜민국가시범도시

80

공업정보화부, NDRC

2014년 광대역중국시범도시(도시군)

39

공업정보화부, NDRC

2015년 광대역중국시범도시(도시군)

39

2013

2014
~
2015

2016

NDRC

광대역 농촌시범사업

6

공업정보화부

국가정보소비시범도시(3차)

25

공업정보화부, NDRC

2016년 광대역중국시범도시(도시군)

39

합계

비고

신규 103
추가 9

신규 84
추가 13
특별 41

789

자료: 前瞻产业研究院(2020.6.18.), https://www.qianzhan.com/analyst/detail/220/200617-f9f0154d.html
(검색일: 2021.5.10)의 <표 4>를 바탕으로 저자 일부 수정.

그림 2-5

중국 스마트시티 유형별 시범도시 지정 규모(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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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前瞻产业研究院(2020.6.18.)의 유형별 시범도시 개수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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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시범도시 현황
중국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기준으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전한 동부연안의 화동지역과 징진지 지
역이 포함된 화북지역에 집중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6대 권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화동지역이 96개로 290개
전체 시범도시 중에서 3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으로 중남지역 56개(19.3%), 화북지역 45개(15.5%), 서남지역 34개
(11.7%), 서북지역 30개(10.3%), 동북지역 29개(10.0%) 순으로 나타났
다. 중국 동부지역의 화동지역과 화북지역을 합치면 절반 수준인 48.6%
에 달한다. 성·시별로는 화동지역의 산둥성과 장쑤성이 각각 27개와 20
개의 시범도시가 지정되면서 가장 많은 수의 시범도시를 포함하고 있고
이 외 후난(16개), 안후이(15개), 저장(1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하 표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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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주택도농건설부 주도 중국 국가스마트시티 290개 시범도시의 공간적 분포(2018년 말 기준)
(단위: 개수, %)

구분

비중

화북지역

15.5

동북지역

10.0

화동지역

33.1

성·시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성
네이멍구

1차
4
2
6
3
1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2
2
3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푸젠
장시
산둥

1
9
5
4
3
2
8

2차
2차 현/진
1
1
2
1
2
3
1
3
소계
3
3
2
3
소계
5
3
5
2
3
6

2
2
1
1
2

3차
5
2
1
3
1
2
5
3

4
3
4
3
5
9

3차 확대

3

1

1
1

2

소계

중남지역

19.3

허난
후베이
후난
광둥
광시좡족자치구
하이난

6
2
5
6

충칭
스촨
구이저우
윈난
시장자치구

2
3
3
1
1

2
3
4
2
1

산시
간수
칭하이
닝샤
신장자치구

2

3
5

1
2

2
3

-

90

83

3
4
1
3
4

4

2
2
6
1
2

3

1

1
소계

서남지역

11.7

1

1
5
1
3

1

소계

서북지역

10.3

합계

100

1

1
2
3
1
4

소계
20

84

13

합계
11
6
13
10
5
45
7
13
9
29
1
20
14
15
8
11
27
96
11
11
16
10
7
1
56
5
12
9
6
2
34
6
7
3
5
9
30
290

주: 1차 90개, 2차 신규 103개, 3차 97개(신규 84+추가 13) 도시 기준임.
자료: 前瞻产业研究院(2020.6.18.), https://www.qianzhan.com/analyst/detail/220/200617-f9f0154d.html(검색일: 2021.
5.10.)의 <표 7>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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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주택도농건설부 주도 중국 국가스마트시티 290개 시범도시의 공간적 분포

주: 1차 90개, 2차 신규 103개, 3차 97개(신규 84+추가 13) 도시 기준임.
자료: 前瞻产业研究院(2020.6.18.), https://www.qianzhan.com/analyst/detail/220/200617-f9f0154d.html(검색일: 2021.
5.10.)

3) 도시 단위 추진현황(1선, 2선 이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단위의 스마트시티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경제적 도시 분류등급20)
기준으로 신1선(新1线) 도시와 2선 이하 주요 도시로 나누어 살펴본다.
도시단위 스마트시티에서 주목할 점은 주요 IT 혁신기업들과의 협력
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IT 기술기업들은 도시의 수요에
따라 각자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고 레퍼런스를 통해 향후 다른 도시들
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서비스가
공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21)
20) 2020년 중국의 도시 상업매력도 순위 1~5선 도시등급을 기준으로 살펴봄. 2020년 도시등급 분류는 기존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외에 신(新) 1선 도시가 추가되었는데 청두, 항저우, 우한, 시안, 쑤
저우, 톈진, 난징, 창사, 정저우, 둥관, 칭다오, 선양, 닝보, 충칭, 포산 등 15개 도시가 이에 해당됨. 이 외 2선
은 30개 도시, 3선은 70개, 4선 90개 도시, 5선은 128개 도시가 각각 분류되었음. http://www.360doc.com
/content/20/0606/16/45154838_916858052.shtml(검색일: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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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중국 2020년 도시등급 분류(1선~3선 도시)
1선(一线) 4개 도시

北京(베이징)

上海(상하이)

广州(광저우)

深圳(선전)

신1선(新一线) 15개 도시
东莞(둥관)

佛山(푸산)

郑州(정저우)

武汉(우한)

长沙(창사)

苏州(수저우)
成都(청두)

南京(난징)

沈阳(선양)

青岛(칭다오)

西安(시안)

天津(톈진)

杭州(항저우)

宁波(닝보)

重庆(충칭)

厦门(샤먼)

兰州(란저우)

惠州(후이저우)

2선(二线) 30개 도시
福州(푸저우)

泉州(취안저우)

中山(중산)

珠海(주하이)

南宁(난닝)

贵阳(구이양)

保定(바오딩)

廊坊(랑팡)

石家庄(스자좡)

哈尔滨(하얼빈)

长春(창춘)

常州(창저우)

南通(난퉁)

无锡(우시)

徐州(쉬저우)

南昌(난창)

大连(다롄)

济南(지난)

烟台(옌타이)

太原(타이위안)

昆明(쿤밍)

嘉兴(자싱)

金华(진화)

宁波(닝보)

绍兴(사오싱)

台州(타이저우)

温州(원저우)

3선(三线) 70개 도시
安庆(안칭)

蚌埠(벙부)

滁州(추저우)

宁德(닝더)

莆田(푸뎬)

漳州(장저우)

清远(칭위안)

汕头(샨터우)

湛江(잔장)

阜阳(푸양)
潮州

(차오저우)
肇庆(자오칭)

六安(리우안)

马鞍山
(마안산)

芜湖(우후)

江门(장먼)

揭阳(지에양)

茂名(마오밍)

桂林(구이린)

柳州(류저우)

遵义(준이)

海口

秦皇岛

(하이커우)

(친황다오)

三亚(산야)

保定(바오딩)

沧州(창저우)

邯郸(한단)

邢台(싱타이)

洛阳(루어양)

南阳(난양)

商丘(상치우)

新乡(신상)

信阳(신양)

周口
(저우커우)

大庆(다칭)

荆州(징저우)

襄阳(샹양)

宜昌(이창)

衡阳(헝양)

岳阳(웨양)

驻马店
(주마뎬)
株洲
(주저우)
扬州
(양저우)
呼和浩特
(후허하오터)
淄博(쯔보)

吉林(지린)

淮安(화이안)

镇江(정장)

赣州(간저우)

银川(인촨)
咸阳
(시엔양)

德州

(더저우)
绵阳
(미엔양)

连云港

(롄윈강)

宿迁(수첸)

泰州

(타이저우)

唐山(탕산)

盐城(옌청)

九江(지우장)

上饶(상라오)

宜春(이춘)

鞍山(안산)

菏泽(허쩌)

潍坊(웨이팡)

济宁(지닝)

威海
(웨이하이)

乌鲁木齐
(우루무치)

湖州(후저우)

丽水(리수이)

舟山(저우산)

자료: 第一财经·第一线城市研究所(2020), 「2020城市商业魅力排行榜」 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1) 상하이시 정부는 2015년 4월 13일 텐센트와 “인터넷+”스마트시티 공동 건설에 전략적 협약을 맺었으며,
2018년 8월 16일에는 알리바바와, 2018년 11월 27일에는 바이두와 각각 전략합작 협약을 맺었음. 腾讯网
(2015.4.13) https://tech.qq.com/a/20150413/044265.htm?t=1478075122476(검색일: 2021.5.1);
搜狐网(2018.8.16) https://www.sohu.com/a/247664826_313745(검색일: 2021.5.1.); 百度(2018.12.1)
https://baijiahao.baidu.com/s?id=1618626246295976332&wfr=spider&for=pc(검색일: 2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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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新)1선 도시(항저우, 시안)
저장성(浙江省)의 성도이자 2020년 기준 신(新) 1선 도시인 항저우(杭
州)는 알리바바 본사 소재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항저우는 2017년에 발

표한 「디지털 항저우(신형스마트 항저우 1기) 발전계획」에서 13·5기간
말(2020년)까지 ‘정보자원의 공유, 정부 의사결정의 정확성, 정부업무의
효율화, 도시관리의 지능화, 도시서비스의 능동성, 시장환경의 공정 및
개방화, 주민생활의 편의성, 산업경제의 저탄소·고효율화’를 목표로 제
시하였다. 이를 위해 데이터 자원을 항저우시의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AI 기술을 거시정책, 사회관리, 제조, 교
육, 환경보호, 교통, 상업, 건강의료, 사이버 안전 등 주요 분야에서 시범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AI를 이용한 혁신적인 도시관리를 통해 신
형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자 하였다.22)
항저우는 ‘디지털 항저우’ 발전계획 발표 전인 2016년에 이미 스마트
교통을 구현하기 위해 알리바바와 협업을 통해 시티브레인(City Brain)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알리바바는 항저우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중 하
나인 ‘시티브레인’을 구축하기 위해 자사의 인공지능 솔루션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13개 로컬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통합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였다(그림 2-7 참조).23) 여기서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니콤은
자사의 데이터센터를 개방하여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항저우시 데이터를
통합한 데이터플랫폼 및 네트워크 인프라(NB-IoT)를 구축하는 데 큰 역
할을 하였다.24)

22) 杭州市人民政府网. http://www.hangzhou.gov.cn/art/2017/8/14/art_1302334_4128.html(검색일:
2021.5.10).
23) 김성옥(2021),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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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티브레인 시스템은 초기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항저우의 교
통체증을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카메라를 사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 도로상황에 따라 신호등이 바뀌도록 명령하
여 교통 효율성을 향상시켰다.25) 최근에는 스마트 교통에 적용해 온 시
티브레인 시스템을 교통 외에도 도시 거버넌스, 의료 등 11개 주요 영역
에 배치함으로써 각 부문에서의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항저우
시는 이 외에도 알리바바가 개발한 ‘알리페이(支付宝)’를 통한 모바일 결
제, 안면인식 기술의 상업 및 민생분야의 적용, 스마트 법정운영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스마트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림 2-7

알리바바 항저우 시티브레인 컨소시엄
고성능서버제조
H3C
네트워크/데이터

차이나모바일 (항저우)

폭스콘

스마트보안
HIKVISION
Venus Tech
Dahua Tech

차이나유니콤 (항저우)

알리바바
클라우드 플랫폼/
AI통합/의사결정
펀딩
Yinxinggu Capital

도시정보화/시각화
스마트교통
Yitu Tech

Dt Dream
SUPCON

시후(서호)전자그룹

자료: 김성옥(2021),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발표자료.

24) 조성범(2021),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발표자료.
25) Zhejiang China(2020.4.23.), “Hangzhou City Brain makes life easier”, http://www.ezhejiang.gov.
cn/2020-04/23/c_473173.htm(검색일: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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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항저우시 스마트시티 사업은 항저우시 인민정부와 알리바바
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긴밀히 추진되고 있다. 항저우시는 클라우
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기타 분야에서 알리바바의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항저우에서 먼저 새로운 기술과 모델을 테스트하도
록 장려하고 있다.26) 양측은 모바일 서비스 도시, 모바일 결제도시, 소매
시범도시 및 클라우드 컴퓨팅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시티를 구
현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8

항저우 시티브레인

자료: KBS 뉴스(2019.5.10.), “스마트시티④ 항저우, 알리바바와 인공지능의 도시”, https://news.kbs.co.kr/news/view.
do?ncd=4198242(검색일: 2021.6.19).

26) 百度(2019.9.12.), https://baijiahao.baidu.com/s?id=1644456973943516391&wfr=spider&for=pc
(검색일: 202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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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항저우와 마찬가지로 2020년에 신(新) 1선 도시로 신규 진입한
시안(西安)시 정부는 2019년 1월에 「신형스마트시티 건설 가속화 결정
(加快推进新型智慧城市建设的决定)」을 발표하여 도시의 스마트 거버넌
스를 촉진하고 도시관리를 최적화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초기에
시안시 정부는 향후 스마트시티가 ‘인터넷+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한 다
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바이두(百度)의 인공지
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기술력을 활용한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육성
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바이두는 시안시와
협력을 체결해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건설 방침을 밝히고, 초대규모 클라
우드컴퓨팅 센터를 건설하고 있으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
다.27) 시안시 정부는 바이두 외에도 텐센트(腾讯)와도 전략적 협력관계
를 통해 스마트 교통, 텐센트 트윈시티(시안) 프로젝트, 스마트 인간 사
회, 인터넷+ 교육, 디지털 문화 박물관, 정부 미디어 등 분야에서 포괄적
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28)
(2) 2선 이하 주요 도시
2선 도시 중 하얼빈은 화웨이(华为)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스마트 정부
업무, 스마트 난방, 재해복구 센터 및 기술혁신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양측은 최근 쿤펑혁신센터(鲲鹏创新中心), 국가인공지능 시범구,
스마트 난방 산업, 빙상도시지능체(冰城智能体), 화웨이지역본부(华为区
域总部) 건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29) 지린성(吉林省) 성도인 창

27) 나우뉴스(2019.5.16.),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16601005(검
색일: 2021.6.19).
28) 腾讯科技(2018.6.5.), https://tech.qq.com/a/20180605/041913.htm(검색일: 202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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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长春)시는 알리바바(阿里巴巴)와 디지털 건설, 스마트시티, 산업 업그
레이드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30)
3선 도시인 인촨(银川)은 2016년에 스마트시티 건설 촉진조례(银川市
智慧城市建设促进条例)를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

하기 시작했으며 스마트 보안, 스마트 정부 업무, 스마트 교통, 스마트
환경 보호, 스마트 의료 및 스마트 관광을 포함한 6개의 모듈을 배치하
여 도시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31) 2015년에 TM Forum Global Smart
City Theme Summit에서 인촨시 정부, ZTE Corporation 및 TM
Forum(TMF)이 공동으로 설립한 스마트시티 공동혁신센터가 공개된 이
후 통신 및 IT 분야에서 TMF의 표준 및 사양,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ZTE의 프로젝트 경험, 인촨시 정부의 스마트시티 혁신 모델을 통합하여
스마트시티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32)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5G네트
워크 상용보급도시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말까지 총 2,820개의 5G기
지국을 건설하였다. 2021년 올해 인촨시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소개된 계
획에 따르면 산업단지, 과학연구기관, 주거 커뮤니티, 상업용 건물 및 주
요 지역에 5G 네트워크를 중점 배치하는 한편 연말까지 5G 기지국
4,000개를 건설하여 도시와 농촌의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
다.33)

29) 哈尔滨市人民政府网, http://www.harbin.gov.cn/art/2020/11/18/art_16471_962293.html(검색일:
2021.6.19).
30) 中国新闻网(2019.12.30.), http://www.jl.chinanews.com.cn/cjbd/2019-12-30/107273.html(검색일:
2021.6.19).
31) 宁夏健安宁信息科技. http://www.jiananning.com/nxjan/vip_doc/15935172.html(검색일: 2021.6.20).
32) 百度学术(2015), “银川市成立智慧城市联合创新中心”, https://xueshu.baidu.com/usercenter/paper/
show?paperid=2beb106f016c08d183dc7ef7e659b2ab&site=xueshu_se(검색일: 2021.6.20).
33) 银川市人民政府. 「银川市政府工作报告(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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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인촨 스마트시티 운영관리지휘센터(시티브레인)

자료: https://baijiahao.baidu.com/s?id=1693492353170577582&wfr=spider&for=pc(검색일: 2021.10.16).

이 외, 3선 도시 중에서 허난성 신양(信阳)과 장시성 지우장(九江)은
각각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과 5G기반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양시 인민정부는 2020년에 허난
유니콤과 “5G+클라우드 재난대비 데이터센터”34)를 건설하기로 하였으
며, 같은 해 지우장시 인민정부도 장시유니콤과 “5G+디지털경제”를 추
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체결하였다.35) 특히 지우장시 인민정부
와 장시유니콤은 이미 디지털 정부, 디지털 교통, 스마트 문화관광 등 분
야에서 협력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발전시켜 지우장시의 디지털 경
제를 발전시키는 데 협력의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36)

34) 澎湃(2020.10.28.), https://m.thepaper.cn/baijiahao_9745836(검색일: 2021.6.21).
35) 大河报信阳(2020.11.5.), https://news.dahebao.cn/dahe/appcommunity/1593624(검색일: 2021.6.21).
36) 澎湃(2020.10.28.), https://m.thepaper.cn/baijiahao_9745836(검색일: 20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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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구분

2선

3선

2·3선 주요 도시 스마트시티 협력 요약
도시

주요 협력기업

주요 내용
디지털 건설, 스마트시티, 산업 업그레이드 분야
발전협력

지린성 창춘(长春 )

알리바바

헤이룽장성
하얼빈(哈尔滨)

화웨이

닝샤 인촨(银川)

ZTE Corporation,
TMF 등

허난성 신양(信阳)

차이나유니콤(허난)

5G+ 클라우드 재난대비 데이터센터 건설

장시성 지우장(九江)

차이나유니콤(장시)

“스마트 지우장”시티브레인 프로젝트를 기초로, 5G
응용 추진

클라우드, AI, 5G, 기타 디지털 기술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형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 추진
스마트시티 공동혁신센터 조성 및 운영
5G 네트워크 상용 보급화 추진

자료: 관련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현황
1) 전체 시장현황
IDC(2020)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스마트시티 기술 지출규모
(spending)가 전년대비 18.9% 증가한 1,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
정했다. 그중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 지출규모는 2위에 해당되는 266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37)
중국 치엔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의 스마트시티 시장규모는 7,400억 위안 규모였으나 2016년에 이르러
1조 위안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다시 2017년에 이르러 6조 위안 규모의
시장으로 크게 성장했다. 동 기관은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규모가 2018
년~2022년 기간 동안 연평균 33.38%로 성장하여 2022년에는 약 25조
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2-10 참조).

37) 东方财富网(2020.9.10.), https://finance.eastmoney.com/a/202009101628726953.html(검색일: 20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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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중국경제정보사(中国经济信息社)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래 중국 IoT 시장은 실질적인 발전 단계에 들어서 연간 시장
규모가 1조 위안을 넘어섰으며 이 중 상당수는 스마트시티 연계 수요에
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8)
그림 2-10

중국 스마트시티 지출규모 및 시장규모 발전추이 전망(2014~2022)
중국 스마트시티 기술지출 규모

억 달러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규모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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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기술 지출(달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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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202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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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
0.74

0.91

1.11

2014

2015

2016

2017

7.9

2018

10.5

2019

2020

2021

2022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규모

자료: 东方财富网(2020.9.10); 前瞻产业研究院. https://bg.qianzhan.com/report/detail/300/190226-6493a8ba.html(검
색일: 2021.5.9).

중국의 스마트시티 구조는 크게 ‘스마트 인프라’ 계층, 스마트 중추기
능을 담당하는 ‘운영관리 플랫폼’ 계층, 부문별 ‘스마트 응용’ 계층 등으
로 구성된다. ‘스마트 인프라’는 도시네트워크 기반시설을 포함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는 광대역 네트워크 등을 의미한다. ‘운
영관리 플랫폼’은 데이터의 운영관리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 도시서비
스 및 지휘센터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스마트 응용’ 은 스마트 교통,
스마트 환경, 스마트 정부 등 각 부문별 응용 단계를 의미한다(이하 그림
2-11 참조).
38) 东方财富网(2020.9.10.), https://finance.eastmoney.com/a/202009101628726953.html(검색일: 2021.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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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중국의 스마트시티 구조(개념도)

Urban application
layer
Scenarios

Smart transportation

Smart security

Smart Env. protection

Smart healthcare

Smart government

Smart education

Smart energy

......

City service platform

Command center

Empowerment
Platform service
layer
Storage &
computing

Operation &
management platform

Big data platform

Smart city operation center

Communication
network layer
Data
transmission

Broadband

Sensor terminal
layer
Data collection

Smart
camera

Mobile
network
4G/5G

Smart
sensor

Smart
phone

IoT

Wearable
device

Smart
infra.

자료: Deloitte(2020), 5G smart cities whitepaper, p. 10.

2) 기술요소별 시장 현황39)
이하에서는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을 크게 스마트 인프라 시장, 도시
운영 시장, 스마트 응용 시장으로 나누어 현황을 살펴본다.
（1) 스마트 인프라 시장
중국 스마트 인프라 시장의 산업은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 및 서비스
산업, △스토리지·컴퓨팅 인프라 운영 및 서비스 산업, △융합 인프라 운
영 및 서비스 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네트워크 인프라는 스마트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술 기반을 제공하며,
현재 통신 네트워크 분야의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39) 이 부분은 본 연구의 외부연구진인 장쑤대학교 왕펑교수의 원고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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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3사가 주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FTTH 광섬유 광대역
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9월 말 기준 3사의 고정 인터넷 브로
드밴드 접속 사용자수는 4억 7,6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으
며 광 통신망 보급률은 93.5%에 달한다(그림 2-12 참조). 3사는 연속적
으로 기가비트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발표하여 접속률이 1,000Mbps 이
상인 사용자가 425만 명에 이른다. 광대역 인터넷 엑세스 시장은 점점
더 개방되고 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3,452개
이며 통신 장비 산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4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5G 실행계획 및 관련 지원정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5G 네트워크 구축은 광범위한 시장
참여를 이끌어 내었는데 2020년 11월 기준 중국은 이미 약 70만 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했으며 5G 터미널 연결 수는 1억 8,000만 개를 초과
했다. 5G 애플리케이션 데모 및 산업 혁신 육성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각 지역은 5G 산업 및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육성을 가속화하고 5G 건
설 및 수직 산업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촉진했다. 예를 들어, 슝안신구
는 5G 일체화 생태시범체계를 건설하고 있는데 바이양뎬(白洋淀) 및 그
지류의 생태 상황과 수질 모니터링 데이터의 플랫폼 업로드를 통해 스마
트 생태 모니터링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다.

40) 工业和信息化部. 「2020年前三季度通信业务经济运行情况」 https://www.miit.gov.cn/jgsj/yxj/xxfb/
art/2020/art_8d1c1752558f4eb7a0140003ccdb8f5d.html(검색일: 20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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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중국 통신산업 발전 추이(20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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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国信通院(2020), 智慧城市产业图谱研究报告, p. 21.

스토리지 및 컴퓨팅 기술산업도 스마트시티, 디지털 정부 및 산업용
인터넷의 건설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IDC(인터넷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시장규모는 1,562억 5,0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27.2%
성장하였다.41)
클라우드 컴퓨팅42)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 전국의 퍼
블릭 클라우드 IaaS 시장규모는 895억 위안에 달해 퍼블릭 클라우드 시
장규모의 70%를 차지하고 있다.43) 감염병의 영향으로 온라인 오피스 및
온라인 교육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퍼블릭 클

41) 中国信通院(2020), 智慧城市产业图谱研究报告, p. 59.
42) 클라우드 컴퓨팅은 IT자원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필요없이 필요한 만큼 사용료를 주고 중앙 집중화된 대형
데이터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빌려쓰는 방식임. 클라
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제공하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 SaaS, IaaS, PaaS로 나뉨.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소프트웨어를 웹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는 서버와 스토리
지, 네트워크 장비 등의 IT 인프라 장비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PaaS(Platform as a service)는 플랫폼을 빌
려주는 서비스를 각각 의미함.
43) https://www.163.com/dy/article/GILS4C6G051480KF.html(검색일: 202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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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 시장은 2022년까지 1,7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의 상위 5개 기업은 Alibaba Cloud(阿里云),
Tencent Cloud(腾讯云), Tianyi Cloud(天翼云), Sinnet(光环新网),
Huawei Cloud(华为云)이며 이 5개 기업의 시장비중은 전체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44)

그림 2-13

중국 IDC 비즈니스 시장규모 및 전망(2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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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国信通院(2020), 智慧城市产业图谱研究报告,, p. 25.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이하 CDN)45)
역시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019년 중국의 CDN
비즈니스 시장규모는 150억 위안에 이르렀고 그 중 중국의 주요 CDN
기업은 왕수기술(网宿科技), 란슌(蓝汛), 상하이 유케데(上海优刻得),
딜리안 기술(帝联科技), 유파이윤(又拍云), 킹소프트 클라우드(金山云)

44) 中国信通院(2020), 智慧城市产业图谱研究报告, p. 24.
45)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노드를 가진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저장
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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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5G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은 고화질 영상, 생방송,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CDN 시장규모는 2022년까지
297.6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6)

그림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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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国信通院(2020), 智慧城市产业图谱研究报告, p. 26.

한편, 융합 인프라 운영 및 서비스는 스마트 인프라의 미래 발전 방향
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융합 인프라의 가능성을 창출하고 인터넷과 사
물 인터넷의 발전을 촉진한다. 2020년 5월 공업정보화부(工信部)는 「모
바일 사물인터넷의 전면적인 발전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深入推进移动
物联网全面发展的通知)」 를 발표하여 2020년 말까지 현급 이상의 도시

주요 지역에 NB-IoT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모바일 IoT 연결수가 12억에
달하도록 목표치를 설정했다.
3대 통신 사업자는 NB-IoT47)의 설치작업을 가속화하였는데 2019년
46) 中国信通院(2020), 智慧城市产业图谱研究报告,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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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국 NB-IoT 기지국 수는 100만 개를 초과했으며 사물 인터넷 단
말기 사용자 수는 10억 명을 넘어섰다. 장쑤 우시(无锡), 저장 항저우(杭

州), 푸젠 푸저우(福州), 충칭 난안(南岸)지역, 장시 잉탄(鹰潭) 등 5개
지역이 국가 차원의 사물인터넷 신형공업화 산업시범기지로 구축되고 있
으며, 상하이와 같은 일부 지역은 사물인터넷 구축을 위한 표준 및 규범
시스템을 수립했다.48)

그림 2-15

중국 사물인터넷 최종 사용자수(2015~2020)

억명
14
12

12
10.3

10
8

10.78

6.71

6
4
2
0

2.71
1
2015

2017

2018

2019

2020.3

2020E

자료: 中国信通院(2020), 智慧城市产业图谱研究报告, p. 27.

47) 사물인터넷(IoT)는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물체(사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와이파이 또는
유선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NB-IoT(Narrow Band
Internet of Things, 협대역 사물인터넷)는 저전력, 장거리 무선통신이 가능한 대안임.
ETRI Webzine. https://www.etri.re.kr/webzine/20170310/sub01.html(검색일: 2021.6.21).
48) 中国信通院(2020), 智慧城市产业图谱研究报告,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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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운영 시장
신형스마트시티 건설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스마트시티 운영자’가 정
부의 스마트시티 건설,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능형 허브 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
능 및 도시 운영 활력 징후 인식, 공공자원 배분 최적화, 주요 이벤트 예
측 및 조기 경고를 지원하는 기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관리 시
설이자 개방형 혁신플랫폼 산업이다.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도시
지휘센터’, ‘시티브레인(城市大脑)’, ‘도시운영관리센터’ 등으로 나뉘는
데 그 중 영역을 초월하여 지능형 의사결정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시
티브레인은 현재 정부와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49)
중국의 스마트 허브 공급 업체는 크게 종합형과 분야형으로 나뉠 수
있다. 종합형 허브 공급 업체는 주로 인터넷 기업과 IT 하드웨어 거대 기
업 및 기존 통합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 거물들은 클
라우드, 데이터 및 AI 등 기술을 바탕으로 융합플랫폼, 협력파트너와 함
께 개방된 Saa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분야형 업체는 전문기술을 바
탕으로 교통, 안보, 건강 등 분야에서 전문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그중 교통 분야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건강, 문화관광, 경찰, 비상 대
응, 공무, 인적 자원, 시장 감독, 주택 관리 순이다. 이 외 기능형 플랫폼
기업들은 주로 빅데이터 플랫폼, 도시 정보 모델 플랫폼, IoT, AI 및 기
타 기술 지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50)

49) 中国信通院(2020), 智慧城市产业图谱研究报告, p. 29.
50) 中国信通院(2020), 智慧城市产业图谱研究报告,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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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응용 시장
스마트 응용은 스마트시티 산업의 실질적 연계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종합능력을 높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내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는 단일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정 규모의 일부 기업은 고객에게 여러 분야를 아우르
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는 크게 인장(银江股份), 이화루(易华录), 타이지(太极股份) 및 디지
털정통(数字政通)과 같은 대규모 솔루션 제공업체와 특정 분야의 전문
솔루션 제공업체로 구분된다.
IDC 연구자료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건설은 신기술 공급업체가 성장
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데, 2020년까지 중국의 상위 3대 지
출 분야는 스마트 그리드, 고정형 비디오카메라 및 후선 지원업무 분야
(Connected Back office)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총지출의 43%를 차지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애플리케이
션 분야 전망은 점차 다양화되어 향후 2020~2024년에는 오픈데이터,
디지털 트윈, 차세대 응급 공공안전 엑세스 포인트(PSAP)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51)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스마트 교육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
고 있다. 「2020년 중국 온라인 교육시장 데이터 보고(2020年度中国在线
教育市场数据报告)」 에 따르면, 2020년 온라인 교육 사용자 수가 3억

51) CnTechPost(2020.7.13.), “China’s smart city investment in 2020 expected to reach $25.9 billion,
second in the World”, https://cntechpost.com/ 2020/07/13/ chinas-smart-city-investment-in-2020expected-to-reach-25-9-billion-second-in-the-world/(검색일: 20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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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만 명에 달해 전년대비 27% 이상 증가했고 2021년에는 4억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52) 이외 스마트 보안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
고 있는 추세로 2018~2023년 기간 동안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스마트 거버넌스 서비스가 도시에서 커뮤니티, 마을 등 기
층사회로 확장되면서 스마트 커뮤니티는 기층분야의 새로운 중요 분야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커뮤니티는 방역의 제1선이 되었으며 빅데
이터, 인공지능, 차세대 정보기술을 통해 커뮤니티의 관리, 지능화된 서
비스, 정책결정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관련 기관의 자료에 따르
면 2022년까지 스마트 커뮤니티 시장규모는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3) 한계점
중국의 스마트시티 산업은 정부, 기업 및 개인의 광범위한 참여와 더
불어 산업과 기술의 융합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으며 특히 스마트시
티 시장 인프라, 공공관리, 산업경제 및 민생서비스의 4개 분야에서 가시
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 인프라 시설 시장, 지능형 허브시장,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응용) 시장, 도시 운영 시장 및 네트워크 보안 시장
등 여러 세분화된 시장은 전방위적으로 도시건설과 주민의 생활에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스마트시티 시범 프로젝트를 가장 많이 추진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및 기타 기술을
52) 百度, https://baijiahao.baidu.com/s?id=1700422393295776189&wfr=spider&for=pc(검색일: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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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시티
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발전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아직 중국 국내에서 개념적으로 통일된 인식이 형성
되지 않아 정부부터 기업, 대중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
지 않았다. 스마트시티 건설은 각 정부간·부문간 데이터 통합이 중요하
나 과학적인 최상위 지도체계와 역량이 부족하고 스마트시티의 장기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운영 역량도 갖춰지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스마
트시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지역 발전과 산업발전의 불균형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일부 동부 연해지역이 빠르게 발전하
고 있지만 중국 서부지역의 스마트시티 개발은 느리고 산업기술도 상대
적으로 뒤처져 있다. 현재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의 규모는 크지만 산업의
효과는 대형 인터넷 기업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중소기업이 스마
트시티 시장에서 매우 작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자본을 투자
하더라도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기 어려워 산업독점이 나타나고 있다.
② 기술과 인재의 부족
현재 스마트시티의 기술적 수단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
퓨팅, 네트워크 통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신흥 정보기술과 원
격 감지, 지리 정보와 같은 공간정보 기술의 포괄적인 응용을 포함한다.
이 분야의 최첨단 기술은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습득하고 있으며 중국
은 여전히 성숙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뒤쳐져 있다. 첨단기술 인재들이
도시관리에 접근하기 어렵다. 스마트시티 건설은 컴퓨터 과학, 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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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경영 과학, 지역경제학, 지리학, 도시 사회학 등의 분야를 포함하며
학제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건설 프로젝트의 시스템과 복잡성은 학제
간 인재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스마트시티 건설 분야 인재 부족문제
에 직면해 있다.
③ 스마트시티 시장관리 부족
현재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하는 부서로는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표준위원회, 주택도농건설부 등이 있다. 각
부처간의 전략적 포지셔닝 및 정책결정 목표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 메커
니즘 조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주관 부문도 다양하며, 일부는 공
업정보화부, 일부는 주택도농건설부, 일부는 과학기술부 등에 속해 있어
효과적인 업무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스마트시
티의 기획, 자금조달, 감독·평가의 주체이지만 기업은 건설의 주요 참여
자로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부재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
며 이는 불명확한 권한과 책임, 이익 분배의 불균형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외 스마트시티 건설과정에서 성과평가 기준과 체계 불완전,
감독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스마트시티 건설은 정부, 기
업, 주민의 공동참여가 중요한데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건설과정에서
소통부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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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동향
가.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의 발전과정
중국에서 스마트시티 개념은 2009년 무렵 중국의 시장잠재력을 보고
진출하기 시작한 IBM 등 다국적 기업들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IBM은 2008년에 ‘Smart Earth’를 발표한 데 이어 2009년 8월 ‘Smart
Earth Wins in China(智慧地球赢在中国)’ 라는 사실상 중국진출 전략
을 담은 계획을 공개했다.53) IBM은 스마트 전력, 스마트 의료, 스마트
도시, 스마트 교통, 스마트 공급체인 및 스마트 은행 등의 6가지 솔루션
을 중국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2009년에 중국에서만 22개 포럼
을 개최하여 자사의 스마트시티 전략을 홍보하였고 여러 도시의 시장들
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본격적인 중국진출을 위한 준비를 시도했다.54)
일부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진출이 본격화된 가운데, 중국의 스마트시티
는 2010년에 중국의 스마트시티 계획을 최초로 발표한 저장성 닝보(宁
波)시를 선두로 일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 도시 주도의 상향식(Bottom-up) 스마트시티 건
설 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정부의 하향식(Top-down) 시범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그 첫 계기가
된 것은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 주도로 2012년부터 추진된 국
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도농건설부가 발표한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 관한 통지(开展国家智慧城市试点工作的通

53) http://202.99.63.178/xxb/2516/56692/0.html(검색일: 2021.6.23).
54) China Daily(2010.3.26.), https://www.chinadaily.com.cn/business/2010-03/26/content_ 9647559.
htm(검색일: 20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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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 문건에서는 중국의 정책문건상 처음으로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현

대 과학기술의 종합적 운용, 정보자원의 통합, 업무 응용 시스템의 전반
적인 기획을 통해 도시계획·건설·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모델”로 규정
하고 스마트시티의 건설, 운영, 관리, 서비스 및 발전을 위한 과학적인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55)
그동안 중국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책문건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국가의 경제사회발전 방향이 담긴 제12차 5개년계획
(12·5 계획)에서도 ‘디지털도시(数字城市)’라는 유사한 표현으로 언급된
정도였는데, 2012년 주택도농건설부의 시범사업에 관한 정부 정책문건
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이 최초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해당
부서의 시범사업 추진 외에도, 과기부는 발개위, 공업정보화부와 함께 별
도로 스마트시티 산업기술 혁신 부처별 연합체를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 산업표준, 스마트시티 솔루션 제공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
였다.
이후 2014년에 이르러 발개위와 7개 부처가 공동발표한 「스마트시티
의 건실한 발전을 촉진하는 지도의견(关于促进智慧城市健康发展的指导
意见), 이하 지도의견」 을 통해 중국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이 체계를 갖

춘 단독 정책문건으로 발표되었다. 이어서 발개위 주도로 스마트시티 시
범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와 추진체계를 담은 정책문건을 발표하면서 이전
의 인프라 확충 위주의 양적성장에서 공공서비스, 방역·방재 도시관리,
생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2012년에 주택도농건설부를

55) 住房城乡建设部(2012), 住房城乡建设部办公厅关于开展国家智慧城市试点工作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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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 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
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스마트시티 정책문건인 「지도의견」 을 통해 중
국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개념과 건설 방향이 더욱 구체화
되면서 정책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6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의 흐름

IBM 의
‘스마트 지구’
이후 스마트시티
개념 확산

2008

2009

중국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 개시

2010

2011

디지털 도시

2012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 지도의견
발표

2013

2014

2015

스마트시티 정책 본격 개시

전국의
부성급이상 도시와
95%이상의 지급시,
50%이상의 현급시
스마트시티 건설중

신형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발표 및 시행

2016

2017

2018

2019

2020

스마트시티의 질적 성장 추구

자료: EO Intelligence(20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중국의 스마트시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
(1) 중앙정부 정책
2012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중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중앙정부의 주
요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주택도농건설부는 「스마
트시티 시범사업 전개에 관한 업무 통지(开展国家智慧城市试点工作的通
知)」를 통해 ‘국가스마트시티 시범잠정관리방안(国家智慧城市试点暂行
管理办法)’과 ‘국가스마트시티 시범지표체계(国家智慧城市试点指标体系

(试行)’를 제시하여 이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이 지표체계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게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듬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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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부처는 최초 시범사업지로 90개 지역(37개 지급시, 50개 구 단위 지
역, 3개 진 단위 지역)을 선정했다.56)
이후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2014년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정책문
건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먼저 2014년 3월 국무원이 발표한 「중
국신형도시화계획(中国新型城镇化规划(2014-2020년)」의 제18장 제2절
에 소개된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에 관한 계획에서는 IoT, 클라우드 컴퓨
팅, 빅데이터 등 차세대 정보기술의 응용을 통해 도시경제사회 발전의
실현하는 스마트시티의 발전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네
트워크의 광대역화, △계획관리의 정보화, △인프라 지능화, △공공서비
스의 편리화, △산업발전의 현대화, △사회관리의 정밀화와 같은 6개의
세부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스마트시티를 중국의 신형도시화계
획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개했다면, 같은 해 8월 발개위와 7개 부
처가 공동발표한 「스마트시티의 건실한 발전을 촉진하는 지도의견(关于
促进智慧城市健康发展的指导意见)」에서는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스마

트시티의 개념과 발전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지도의견」 은 스마
트시티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및 공간지리정보
등의 차세대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도시계획·건설·관리 및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개념이자 모델’로 정의하고, 2020년까지
특색있고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시티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지
도의견」 은 구체적으로 △공공서비스의 편리화, △도시관리의 세밀화, △
거주환경의 개선, △인프라의 지능화, △네트워크 보안 등을 주요 키워드
로 명시하고 있다. 이 정책문건은 2012년 주택도농건설부가 제시한 스

56)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13.1.31.), “住房城乡建设部公布首批国家智慧城市试点名单”, http://
www.gov.cn/gzdt/2013-01/31/content_2323562.htm(검색일: 20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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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시티의 개념과 비교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인 차세
대 정보기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앞으
로 중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의 건설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국 스마트시티 정책 이정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6년에 들어와 ‘신형스마트시티(新型智慧城市)’라는 개념이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정보화발전전략강요(国家信
息化发展战略纲要)」 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

로, 설계·도시기반시설·운영관리·공공서비스·산업발전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등급별 및 유형별 신형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나타나 있다.57)
같은 해 12월에 국무원은 「13.5 국가정보화계획통지(国务院关于印发
“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的通知), 이하 ‘통지’」 에서 2018년까지 100개
의 신형시범 스마트시티를 등급 및 유형별로 조성하고 2020년까지 ‘국
민을 위한 서비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온라인정부’, ‘융합혁신의 정보경
제’, ‘정교한 도시거버넌스’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체
계)’에 있어 성과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등급별 유형별
신형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 도시기능, 지리적 위치, 경제 및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특대형도시에 대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클러스
터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고, 중형도시에는 도농간에 디지털 격차를 줄

57) 중국스마트시티발전연구중심의 단즈광(单志广)은 중국의 스마트시티 건설은 서구 선진국과는 다르게 ‘공
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의 실정에 맞게 중국인 스스로의 지혜
에 기반하여 중국특색의 신형스마트시티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搜狐(2019.6.8.), “智慧城市成
为推动我国新型城镇化的战略抓手”, https://www.sohu.com/a/319229400_416839(검색일: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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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소형도시에는 특색있는 스
마트타운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신형스마트시티 평가를 통해 성
과지향형 운영을 부각시키고 인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스마트시티
건설에 관한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복제(보급) 가능한 혁신적인 발전경
험과 건설운영 모델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58) 이 외에,
「통지」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관리, 도시간 연결성 및 정보공유 추진, 안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체계 건립 등에 관한 계획도 명시되어 있다.
이후 최근까지 신형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해 차세대 인공지능발전
(2017), 스마트 교통발전(2017), 시공간 빅데이터 플랫폼 건설에 관한
정책문건(2017, 2019) 등 부문별 정책 위주로 발표되고 있는 추세다.

표 2-8

중국 중앙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정책(2012~현재)

정부부처
(발표시기)

정책문건명

주택도농
건설부
(2012.11)

국가스마트시티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开展国家智慧城市试点
工作的通知 )

주요 내용
‐ 스마트시티 개념 및 시범사업 추진배경 제시
‐ 국가스마트시티 시범잠정관리방안 및 국가 스마트 시티시범
지표체계
‐ 신형도시화 추진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을 제시

국무원
(2014.3)

신형도시화계획(新型城镇化规划)

발개위 외
7개 부처
(2014.8)

스마트시티의 건실한 발전을
촉진하는 지도의견
(关于促进智慧城市健康发展的指
导意见)

‐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차세대 정보기술의 응용을
통해 도시경제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스마트시티 발전방향
제시
‐ 정보네트워크의 광대역화, 계획관리의 정보화, 인프라
지능화, 공공서비스의 편리화, 산업발전의 현대화,
사회관리의 세밀화 추구
‐ 2020년까지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시티 건설 목표 설정
‐ 공공서비스의 편의성(민생서비스), 도시관리 효율화,
생활환경 개선, 인프라의 스마트화, 도시 네트워크 안전

58) 国务院(2016),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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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계속

정부부처
(발표시기)

정책문건명

주요 내용

발개위
(2016.3)

13.5규획(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
十三个五年规划纲要)

‐ 현대적인 정보 인프라 건설,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 계획 명시(제34장 1절)

국무원
(2016.7)

국가정보화발전전략
(国家信息化发展战略纲要)

‐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신형스마트시티 건설
‐ 2020년까지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시티 건설 목표 설정
‐ 설계, 도시기반시설, 운영관리, 공공서비스, 산업발전의
정보화 수준 제고, 등급별 유형별 신형스마트시티 건설 추진
‐ 신형스마트시티 건설 행동목표 제시
·2018년까지 등급별 100개 신형 시범 스마트시티 건설

국무원
(2016.12)

13.5국가정보화계획
(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

발개위 외
(2016.12)

신형스마트시티 평가 조직에
관한 통지
(关于组织开展新型智慧城市评价
工作务实推动新型智慧城市健康
快速发展的通知)

‐ 「13.5규획」 과 「국가정보화발전전략강요」 에 근거하여,
신형스마트시티 평가작업의 중요성 강조(시진핑 총서기,
리커창 총리 강조)
‐ 신형스마트시티평가지표(新型智慧城市评价指标) 제시

자연자원부
(2019.1)

스마트시티 시공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개요
(智慧城市时空大数据平台
建设技术大纲)

‐ 중국공산당 제19차 보고에서 시진핑 총서기,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통합을 통해 디지털 중국과
스마트사회 추진을 제안
‐ 스마트시티건설은 스마트사회건설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시공간 빅데이터 플랫폼은 스마트시티 건설 및 운영의 기반

2019년 신형도시화건설중점임무
(2019年新型城镇化建设重点任务)

‐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호적제도 개혁), 도시화 배치 최적화,
도시의 질적(고품질) 발전, 도농 통합개발 등 중점 임무 제시
‐ 도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신형스마트시티 건설의
평가업무를 개선하고 지급시 이상의 도시에 디지털 도시관리
플랫폼 건설을 지도

발개위
(2019.4)

·2020년까지 국민 서비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온라인정부,
융합혁신의 정보경제, 정교한 도시거버넌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분야 성과 실현

자료: 각 정부문건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지방정부 정책
중앙정부의 신형스마트시티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주요 도
시들도 잇달아 자체 지역의 정책문건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1선 도시 중
에서 주요 도시를 살펴보면, 선전(深圳)은 2018년에 전자공공서비스체
계,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오픈소스 데이터를 기
반으로 혁신적인 창업서비스플랫폼 및 통합도시운영관리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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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59) 베이징(北京)은 2021년 3월에 발
표한 14.5기간(2021~2025) 신형스마트시티 계획에서 2025년까지 베이
징을 글로벌 신형스마트시티의 모범도시로 건설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
시하였고 구체적으로 통합감지시스템, 시민서비스, 도시관리 스마트시스
템, 디지털 경제발전 등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였다.60)
한편, 2018년부터 ‘2선 도시’에서 ‘신(新) 1선 도시’로 분류된 항저우
(杭州)와 시안(西安)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2019년 1월에
발표된 시안의 「신형스마트시티 건설 가속화 결정(关于加快推进新型智
慧城市建设的决定)」에서는 도시의 스마트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도시관

리를 최적화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도시관리시
스템을 고도화하여, 구, 군, 마을과 거리, 커뮤니티를 포괄하는 4단계 도
시관리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통합도시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다.61) 항저우시가 2017년에 발표한 「디지털 항저우(신형스마트시티 1
기) 발전계획」 은 13.5 기간 말인 2020년까지 데이터 자원을 이용하여
항저우시 경제전환과 사회발전의 신동력으로 활용하고, 인공지능기술을
거시적 의사결정, 사회관리, 제조·교육·환경보호·교통·상업·건강의료·네
트워크 안전 등 중요 영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공지능 혁신
도시 관리를 이용하여 신형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합정보인프라체계의 글로벌 선진수준으로 제고,
△국내 최고의 ‘인터넷+정부서비스’체계 구현, △시 전체의 통일된 교육
정보화 혁신발전체계 구축 등 민생서비스 질적수준 개선, △인공지능, 빅

59) 深圳市人民政府(2018), 关于印发新型智慧城市建设总体方案的通知-专题解读.
60) 北京市人民政府(2021), “十四五”时期智慧城市发展行动纲要.
61) 西安新闻(2019.7.26), http://news.hsw.cn/system/2019/0726/1102642.shtml(검색일: 2021.6.10).

74 ❙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사회관리 영역에서 응용 추진, △‘인공
지능+’를 특색으로 하는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정책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62) 이 계획문건에서는 부록으로 ‘디지털 항저우’ 중점건
설 내용으로 “2망 1플랫폼(정부서비스망, 정무(政務)사물인터넷망, 빅데
이터 플랫폼)”의 건설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표 2-9

구분

지방 주요 도시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주요 1선 및 신(新) 1선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정책문건명(발표년도)

베이징(北京)

14.5규획기간 스마트시티
발전행동강요
(“十四五”时期智慧城市发展
行动纲要, 2021)

선전(深圳)

신형스마트시티 건설
총체방안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新型智慧城市建设
总体方案的通知-专题
解读, 2018)

항저우(杭州)

디지털항저우(신형스마트시티
1기)발전계획
(数字杭州(新型智慧城市一期)
发展规划, 2017)

시안(西安)

신형스마트시티건설가속화에
관한 결정
(关于加快推进新型智慧城市
建设的决定, 2019)

1
선

신
1
선

주요 내용(발전목표)
‐ 2025년까지 베이징을 새로운 글로벌 스마트시티
모범도시로 건설
‐ 도시안전종합보장능력 제고, 디지털 경제발전, 수도의
관리체계 및 관리 능력의 현대화 건설 등
‐ 징진지 통합발전을 위해 일대일로 국제협력의 플랫폼 조성
‐ 도시안전,교통,환경,네트워크 공간의 인지시스템 구축
‐ 전자공공서비스체계 건설, 개인신분증+생체인식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 처리
‐ 빅데이터, 정보공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 통합도시운영관리체계 구축
‐ 오픈소시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창업서비스
플랫폼 건설
‐ 정부, 기업, 사회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통합,
시민서비스 플랫폼 구축
‐ 인프라완비, 정부서비스의 효율 및 조정, 민생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편의성 제고, 사회거버넌스의 세밀화,
산업경제 고도화 및 저탄소 추구
· 통합정보인프라 체계의 선진수준으로 제고
· 국내 최고 ‘인터넷+정부서비스’ 체계 구현
· 시 전체의 통일된 교육정보화 혁신발전체계 구축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 응용
· ‘인공지능+’를 특색으로 하는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 디지털 도시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시, 현, 마을,
커뮤니티 등 4단계 도시관리네트워크 형성
‐ 통합도시관리플랫폼 구축
‐ 스마트 환경위생, 스마트파크, 스마트 법집행 등 건설

자료: 각 정부 정책문건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62) 杭州市人民政府网. http://www.hangzhou.gov.cn/art/2017/8/14/art_1302334_4128.html(검색일:
20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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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스마트시티 관련 거시경제정책
중국은 현재 ‘디지털 경제(数字经济)’, ‘신SOC’ 육성정책 등을 추진하
면서 스마트시티 발전을 견인하는 기술적,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政府工
作报告)」63)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침체된 내수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이 설정한 6대 과제 및 각 과제별 시책을 담고 있는데, 6대 과제는
‘기업 및 일자리 안정화’, ‘시장주체 활력 증진 및 신성장 동력 확충’, ‘내
수확대 및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탈빈곤 및 농민소득의 확대’, ‘대외개
방 확대 및 교역투자 안정화’, ‘민생보장 공공서비스 개선’ 등이다. 그중
에서 ‘시장주체 활력 증진 및 신성장 동력 확충’과 ‘내수확대 및 경제성
장방식의 전환’과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스마트 제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정보, 5G, 전기차 충
전소,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형인프라 건설(신SOC)의 추진하는 한편, 신
형도시화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64)
2021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에서도 과학기술의 혁신, 디지털
정부건설, 산업의 디지털화·지능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65) 미중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4차
산업 분야 신산업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중국은 2020년 9월에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같은 해 중국
공산당 19기 5중 전회에서 통과된 「14.5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十四

63) 国务院(2020), 「2020年政府工作报告」 .
64) 이현주(2020), “한중 산업협력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연변대학교간 2020 한중영상학술회의 발
표 논문.
65) 国务院(2021), 「2021年政府工作报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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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规划和2035年远景目标)」에서도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정

책방향이 제시되었다.66)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은 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중국의 정책은 향후 신재생 및 친
환경 인프라 분야에서의 대규모 투자가 확대될 것이며 스마트시티에 있
어서도 ‘환경’이 중요한 응용 서비스 분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라.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의 비교
1)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동향
전 세계적으로 도시혁신의 새로운 모델로서 스마트시티를 채택하여
관련 기술과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ICT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
원에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67) 그 본격적인 정책추진의
계기가 된 것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018년에 ‘스마트시
티 추진전략’을 마련한 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과거 U-city 정책부터 2018년 스마트시티
본격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까지 주요 정책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부 정책 추진현황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정보통신(ICT) 기술을 바탕으로 U-city(유비
쿼터스 도시)를 추진하였고 2008년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

66) 中华人民共和国人民政府网. http://www.gov.cn/zhengce/2020-11/04/content_5557125.htm(검색
일: 2021.7.1).
67)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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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68) U-city는 도시 경쟁
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69) 우리나라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1차(09~13), 2차
(14~18)에 걸쳐 5개년 단위로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공이 일방
적으로 주도하는 하향식 방식에 따른 한계, 산업확장·기술발전과의 연계
부족, 국가차원의 전략과 성공사례 부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2018년부터 새롭게 정비된 스마트시티 정책인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이
발표되었다.70)
표 2-10

구분
목표
정보
플랫폼
추진주체
대상
제도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발전단계
U-city
1단계(2009~2013)
2단계(2014~2017)
건설정보통신산업 융복합형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
신성장 육성
수직적 데이터 통합
수평적 데이터 통합
폐쇄형
폐쇄형+개방형
중앙정부(국토부) 중심
중앙정부(개별)+지자체(일부)
신도시(165만㎡ 이상)
신도시+기존도시(일부)
U-city법
U-city법
제1차 U-city종합계획
제2차 U-city종합계획
(2009~2013)
(2014~2018)

정책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에
고속정보통신망 시스템(ICT)
구축사업 결합(U-city구축)

공공을 중심으로 정보 및
시스템 연계사업 추진(시스템
연계)

사업

통합운영센터, 통신망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공공통합플랫폼 구축 및
호환성 확보, 규격화 추진

스마트시티
3단계(2018~)
도시문제 해결, 혁신생태계
육성
다자간·양방향
폐쇄형+개방형(확장)
중앙정부(협업)+지자체(확대)
신도시+기존도시(확대)
스마트도시법, 4차산업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2018~)
4차산업혁명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리빙랩,
혁신생태계 등 개념 포괄
(스마트시티 본격화)
국가시범도시 조성,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

자료: 국토교통부(2020),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p. 12 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68) 박신원(2018),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정책과 발전전략”, 「TTA Journal」 Vo. 176, p. 28.
69) 국토해양부(2009),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2009~2013)」, p. 3.
70) 국토교통부(2020),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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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부처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3대
추진전략은 △도시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
춤형 기술, △민간·시민·정부의 주체별 역할 정립이다.71) 도시 성장단계
별 차별화된 접근 전략의 신규개발 부문에서 추진하는 ‘국가 시범도시
신규 조성’ 사업은 신기술의 테스트베드이자 도시문제를 해결하면서 혁
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72)73) 또
한 이 전략은 미래기술과 상용기술로 구분하여 혁신성장 효과가 높은 미
래기술은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하고 시민체감이 높은 상용기술은 노후도
심이나 기존 도시에 적용하는 맞춤형 도입방안도 제시되어 있다.74)

표 2-11

스마트시티 추진전략(2018년) 및 세부 과제

추진전략

세부과제
① 신규개발: 국가시범도시+지역거점

도시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② 도시운영: 기존도시 스마트화 및 확산
③ 노후도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① 도시에 접목가능한 미래 신기술 육성
② 체감도 높은 스마트 솔루션 적용 확산
①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혁신 활동
촉진

주체별
역할
정립

민간창의성
활용

②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③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맞춤형 지원
④ 공공인프라 선도투자로 기업투자환경
조성

주요 내용
‐ 테스트베드, 스마트 도시운영, 혁신생태계
조성 등
‐ 기존도시 내 스마트시티 확산모델 조성,
지자체 역량 강화,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조성 지원
‐ 도시재생 지원 확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추진
‐ 기초 인프라(네트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융복합 응용기술
‐ 교통·에너지·환경·행정·주거 등 관련분야
상용기술 중심 보급
‐ 국가시범도시내 ‘규제샌드박스’와 각종
특례규정 도입
‐ 스타트업 창업공간인 인큐베이팅 센터 확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 수익기반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제공 등
‐ 스마트시티 핵심인프라에 대해 정부 선제적
구축 지원, 서비스 창출 환경조성

71)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 앞의 자료, p. 6.
72)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 앞의 자료, p. 7.
73) 현재 국가시범도시는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와 세종 5-1생활권이 선정되어 조성 중에 있음.
74)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 앞의 자료,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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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계속

추진전략
시민참여

세부과제

주요 내용

① 시민참여를 위한 개방형 혁신시스템 도입
②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리빙랩 구현
① 법·제도적 기반정비
② 스마트 도시관리 및 추진체계

‐ 시민의 역할이 전과정에 참여
‐ 공유네트워크 구현, 생활속 피드백
‐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신규사업 발굴
‐ 사업시행자의 공동운영·관리제도 도입
‐ G2G기반 공기업선도-민간동반 형태 진출
활성화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기반 강화

정부참여
③ 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 지자체 추진현황
광역·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도 최근 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6월 기준, 전국 78개 지자체(광역 17개 시·도,
기초 61개)가 스마트도시 과·팀 등 전담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75) 국토교통부(2020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정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총 67여 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울·인
천·경기권은 21개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울산·경남권 12개 지자체, 대전·세종·충남권 8개 지자체, 대구·경북권 7
개 지자체, 광주·전남권 7개 지자체, 충북 5개 지자체, 전북과 강원도 각
각 3개 지자체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2-17 참조).

75) 국토교통부(2020),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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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 지자체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2020),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p. 13.

2) 한국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
(1) 범부처 차원의 정책
2018년에 발표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에서는 해외진출 및 국제협
력과 관련하여 민관협력 방식의 통합지원,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원 확대,
MDB 등과 공조, 국제행사 개최 등 세부과제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기존의 일반적인 정책과제와 크
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부가 2019년에 관계부처합동으로 내놓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은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들이 망라되어 있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의 목표를 “저성장시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동력 창출,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모델 구축 및
확산”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으로 △해외수주 금융지원 강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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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 △전방위 수주 노력 강화
를 제시하였다.76)
각 전략별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해외수주
금융지원 강화’ 전략과 관련하여,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
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조성하고 5천억 원 내외를 스마트시티 해
외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PIS 펀드의 민간자금 유
치확대를 위해 후순위로 출자하여 투자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다수의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총 3조원 규모의 정
책펀드로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경협증진자금(EDPF)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수
주를 활성화할 방침이다.77)

76) 정부 관계부처합동(2019),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p. 7.
77) 정부 관계부처합동(2019),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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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한국정부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의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해외수주 금융지원 강화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

전방위 수주노력 강화
(Team Korea)

주요 과제
‐ PIS 펀드 5천억 내외를 스마트시티에 투자
‐ PIS 펀드의 스마트시티 지원가능성 제고
‐ 스마트시티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프로그램 신설
‐ 무보 특별계정 신설
‐ 경협증진자금을 통한 글로벌 프로젝트 활성화
‐ 한국 주도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 시장개척자금 지원 확대
‐ 국가별 통합정보 DB 구축
‐ 스마트시티 초청연수 확대
‐ 주요 대상국에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거점 설치
‐ WB, IDB 등 국제기구 네트워크 강화
‐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 아웃바운드 마케팅 지원
‐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를 통한 동반진출 기반 구축
‐ 대상 국가별 차별화된 진출전략 마련
‐ 팀코리아(Team Korea) 스마트시티 수주 지원 강화
‐ 범정부 스마트시티 수주지원체계 구축
‐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KSP 전용트랙 도입
‐ 주요국과 스마트시티 G2G 협력 강화
‐ 스마트시티 민간 대외협력관 임명

자료: 정부 관계부처합동(2019),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p. 7.

두 번째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관련하여 아세안 등 한국
형 스마트시티에 대해 관심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주도의 국제협력
체계인 ‘Korea Smart City Open Network(K-SCON)’를 구축할 계획이
다. K-SCON은 아세안, 중남미, 중동 등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에 관심
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한국-해외정부 비용
매칭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제공모를 통해 참여 대상을 설정하고 한국-해외정부 비용 매
칭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하여 향후 해당 프
로젝트의 본 사업 참여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수주지
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스마트시티 DB를 구축하여 국가별 사업 환
경, 프로젝트 발주정보‧절차, 정부‧국제기구 지원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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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KOTRA 각 무역관 내 ‘스마트시티 수주지원 센
터’(30개소)를 설치하고, 스마트 솔루션 중심의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하
는 한편, KIND에 해외인프라 협력센터(4개소)를 설치하여 도시개발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78)
세 번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에 관한 전략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19)’를 출범시켜 전시‧컨퍼런스는 물론 기업 설명회, 해
외바이어 매칭 행사를 통해 대‧중소‧스타트업 공동 진출을 지원하고, 스
마트시티 해외사업 입찰 시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해 대‧중소‧스타트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대상 국가별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79)
네 번째 ‘전방위 수주노력 강화’ 전략은 정부가 ‘팀코리아(Team
Korea)’로서 우리기업의 주요 스마트시티 수주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하
고 아세안 주요 협력국과의 경제공동위 개최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
다. 이와 함께, 범정부 스마트시티 수주지원체계를 구축하고 KSP 전용트
랙 도입, 주요국가와 G2G 협력 강화, 민간 대외협력관 등을 통한 수주기
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80)
(2) 국토교통부 차원의 정책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중국정부와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양국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
78) 정부 관계부처합동(2019),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pp. 10-11.
79) 정부 관계부처합동(2019),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pp. 12-13.
80) 정부 관계부처합동(2019),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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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에 개최된 제4회 국제 스마트시티 엑스
포에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한편, 중국 NDRC와 한중 정
부간 스마트시티 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간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기
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발판을 마련했다. 한중 MOU에는
스마트시티 정책교류, 시범도시 공동건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81)

3) 한중 정책 비교
우리나라와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비교해 보면 양국 모두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통한 도시계획 및 관리의 스마트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양국 모두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 역점 사
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반면 스마트시티에 대한 법제
도적 기반, 사업대상, 추진주체 및 시범사업 유형 등 여러 분야에서 차이
를 보이면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U-City 사업
을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추진82)해 왔으며 2008년에 「유비쿼터스도
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초기에 마련한 반면, 중국은 2012년에 주택도농건설부 주도로 국가스마
트시티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되기 시작
했으며 2014년 스마트시티 정책(지도의견)이 발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8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8.20.).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강화... 시범도시 공동건설 등 추진”.
82)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약 36개 지자체(52개 지구)에서 U-City 건설 사업이 추진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2009~2013)」,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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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사업대상은 주로 신도시를 중심으로
U-City 사업이 전개되어 왔으며 2018년에 들어서면서 사업대상지가 기
존의 신도시 중심에서 기존도시로 확대되기 시작한 반면에, 중국은 기존
도시, 신도시(新区), 경제기술개발구 등 상관없이 전역에 걸쳐 추진되어
왔다. 시범사업도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외 타 부처의 시범사업까지 합하면
그 대상지가 800여개 도시(지역)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 스마트시티 추진주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과거 U-City
때부터 공공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어 온 반면, 중국은 각 지역별 또는 도
시별로 주요 혁신기업과 해당 지역정부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기업주도
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중국의 항저우는 알리바바 주도로, 시안시는 바이두와 톈센트 등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시티를 각각 구현하고 있다. 공공주도 사업의 경우
치밀하고 세부적인 계획 하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으나 반면에 스마트시티 개별사업에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발현되기
어려워 지속가능한 민간사업 모델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도 2018년 이후 스마트시티 정책이 보완되면서 기존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자체, 민간과 협업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유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도시 성
장 단계별로 특화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한편, 중국은 시범사업
의 유형이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시공간 클라우드 플랫폼 시범도시,
광대역 농촌시범사업, 국가정보소비시범도시 등 기술유형에 따라 구분되
어 각 해당 부처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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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중국의 각 도시별 스마트시티 추진과 관련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점은 각 도시마다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바이두, 화웨이, 알
리바바, 텐센트 등 기술기반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
이다. 각 도시는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기능에 맞게 이들 기업과의
업무협약관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이 주도하여 자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투자하도록 지방(도시)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업주도의 선투자 방식의 사업은 해당지역(도시) 수요에 부합되
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 또는 각 분야별로 응용되면서 레퍼런스를 창출함
으로써 해당 도시에게는 지역여건에 맞는 시스템 구현, 기업에게는 레퍼
런스 구축 및 타 도시로의 확장 기회를 가져와 상생적인 협력모델이 되
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스마트시티는 지역간 불균형,
기술과 인력의 부족, 스마트시티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의 업무중복과 권
한책임의 불명확성 등 개선해야 하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2012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스마트
시티 정책문건인 「지도의견」이 발표되면서 △공공서비스의 간편화, △도
시관리의 정교화, △거주환경의 편의화, △인프라의 지능화, △네트워크
보안의 안전효율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의 발전방향
이 제시되었다. 또한 2016년 이후 중국정부가 신형스마트시티를 추구하
면서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의 내용은 과거의 인프라 확충 위주의 양적성
장에서 공공서비스, 방역·방재 도시관리, 생태환경 등 분야로 질적 성장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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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2018년부터 「스마트시티 추진전
략」을 통한 본격적인 스마트시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는 정책
내용이 U-City의 기반시설 구축사업과 시스템 연계사업이었다면 2018
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이 제시되면서 스마트시티를 도시문제를 해결하
고 혁신생태계를 육성하는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에는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관계부
처합동으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 △전방위 수주 지원 등 4대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부처차원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지원 사례로, 2018년에 국토부와 중국NDRC간에 체결한
MOU는 스마트시티 정책교류, 시범도시 공동건설 등의 협력방안을 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스마트시티 분야 양국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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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현황
가. 외국기업 진출 현황83)
중국의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으로 스마트시티 시장의 ICT 장비공급
업체, 통신 사업자, 시스템 통합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터넷 및 기
타 산업 등이 성장하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들은
여전히 기술부족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외자 기업이 중국 국내 시
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
다.
(1) 스마트 인프라 시장
스마트 인프라에는 네트워크 인프라와 저장 및 컴퓨팅 인프라가 포함
된다.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 분야와 관련해, 중국은 「외상투자진입특별관
리조치(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네거티브리스트), 2020년판)」 에서
통신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의 외국인 지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전자 상거래,
국내 다자간 통신, 저장 및 전달, 콜센터 제외), 기본 통신 사업은 중국 측
이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 사업은
주로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등 3사에 집중되어 있
으며, 일부는 차이나전력(中电华通), 닥터펑(鹏博士), 거화케이블(歌华

有线), 그레이트(长城宽带) 등과 같은 지역 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 분야에서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이동 통신 장비 공급 분야가 해외

83) 이 부분은 본 연구의 외부연구진인 장쑤대학교 왕펑교수의 원고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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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요 진입 분야이다. 에릭슨과 노키아는 대표적인 진입 기업으로
2G에서 5G까지 3대 사업자로부터 다수의 솔루션 주문을 받아왔다.

그림 3-1

노키아 벨의 중국시장 진출 과정

1984, 중외합자 방식으로 벨기에
벨 기업과 상하이벨 설립

1990년 상하이벨은 푸동에
세계 최대규모의 프로그램 제어교환
생산기지 건설

2001년 정보산업부와 알카텔이
지분전환 협의

2017년 노키아,
Alcatel-Lucent 인수,
상하이 노키아 벨 설립

외국기술 도입

2011년 중국주주 화신우정통신
지분이 구어신으로 이전
국내수요에 기반한
자주적 R&D 추진

2002년 외국인투자합자사인
상하이 벨 알카인이 공식적으로 설립

R&D는 ‘시장지향’에서
‘시장지향 + 혁신지향’ 전환

2007년 중국 Alcatel-Lucent 합병완료
및 Bell Labs China 팀 설립

자료: 저자 작성.

노키아벨(诺基亚贝尔)을 예로 들면, 통신 기술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
해 당시 우전부(邮电部)는 1984년 중외합작 투자를 통해 벨기에 벨
(Belgian Bell Company)과 협력하여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첫 합작 회
사인 상하이벨 전화설비제조 유한회사를 설립했으며 당시 가장 앞선 기
술인 S12 디지털 프로그램 제어 스위치 기술과 전용 3미크론 대규모 집
적회로를 도입했다.84) 이후 상하이벨은 중외합자기업 형태를 중외투자
주식제 기업으로 전환하여 중국측의 절대적인 지배구조를 포기하고 외국
측에 일부 지분을 양도했다. 이로써 2002년 5월 8일 중국 통신 분야 최
초의 외국인 투자 합자회사인 상하이벨 알카텔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84) https://www.txrjy.com/thread-1054533-1-1.html(검색일: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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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하이벨은 중국에서 Alcatel-Lucent 합병을 완료하고 Bell Labs
China 팀을 설립해 종단 간 통신 솔루션 및 고품질 서비스, 고정, 모바
일 네트워크, 광대역 액세스, 지능형 광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솔루션 및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제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7년 상하이벨은 Nokia China와의 합병 이후 이 기업의 R&D 및 혁신
역량이 더욱 개선되면서 R&D 인력이 10,000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85)
한편, 집적회로 설계, 디지털 집적회로 제조와 집적회로 패키징 및 테
스트 장비 제조 등으로 대표되는 저장 및 컴퓨팅 인프라 분야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 대부분의 외
국기업은 독자형태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대표 기업으로는 삼성, 인
텔, SK하이닉스, 마이크론(美光) 등이 있다.

그림 3-2

인텔의 중국시장 진출 과정

인텔, 1985년 베이징에
대표사무소 설립

1994년 11월, 상하이에
칩 테스트 및 포장공장 설립

2016년 12월, 상하이 최초
로봇혁신센터 건설

1998년 11월,
인텔 중국 연구개발센터 개소

2014년 12월, 16억 달러의
청두 반도체 공장 업그레이드

2002년 10월 인텔,
심천에 Asia Pacific R&D 설립

2014년 4월 선전에 최초
스마트 설비혁신센터 건설

2003년 8월, 청두에 반도체
테스트 및 생산공장 설립

2005년 9월, 상하이에
Intel Asia Pacific R&D Co., Ltd 설립

자료: 저자 작성.

85) https://www.txrjy.com/thread-1054533-1-1.html(검색일: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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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반도체 생산, 포장
테스트 중심

인공지능, 자율주행,
5G, 가상현실

인텔(英特尔)을 예로 들면, 1985년 인텔은 베이징에 첫 번째 대표 사
무소를 설립하고 독자기업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서의 발전은 다음 세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학습 기간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0년 동안 중국의 시장, 산업,
기술 개발 및 사용자 수요를 파악했다. 두 번째 단계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으로 이 10년은 중국에서 인텔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
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공동 개발과 미래 탐구의 시
기로, 2014년부터 인텔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산업
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했다. 현재 인텔은 인공지능, 무인운전, 5G, 가상
현실, 중국제조2025, 정밀 의학, 스포츠, 로봇 등 8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
현재 인텔은 즈광그룹(紫光集团) 계열 칩 업체들과 무선통신, 휴대폰
칩 및 3D NAND 메모리 분야에서, 칭화대와 디지털 칩 분야 연구개발
(R&D), 차이나모바일 등 통신사업자 및 일부 통신장비업체들과 5G 분
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차, 쿼드뷰 등 기업들과 자율주행,
SAIC 및 NavInfo 등 기업과 고화질 지도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86)
(2) 도시 운영 시장
스마트시티의 건설은 도시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클라우드 컴
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기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
스마트 허브는 공공 자원 배분 최적화, 사건 예측 및 조기 경보, 거시적
인 의사 결정 및 명령을 지원하는 디지털 관리 시설 및 오픈 이노베이션

86) http://www.elecfans.com/d/729267.html(검색일: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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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되었다. 이 분야에서 외자 기업은 주로 도시 운영자를 위한 설
계 및 기획, 도시 운영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생태계,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AI 알고
리즘 등 기술력이 풍부한 글로벌 인터넷 거물기업이다. 이 분야는 「외국
인 투자 산업 장려 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에서 외국인 투자를 장
려하는 산업 범주로, 외국기업들은 주로 독자 기업 형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微软)를 예로 들면, 이 기업은 1992년부터 중국 시장
에 진출했으며 발전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1992~1995년)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로 자체 시장과 판매 채
널을 개발했다. 2단계(1995~1999년)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중국에
세 개의 세계적 수준의 과학연구, 제품개발 및 기술 지원 서비스 기관
(Microsoft 중국연구개발센터, Microsoft 글로벌기술지원센터 및
Microsoft Research Asia)을 설립했다. 3단계(2000년~현재)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차이나는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와 협력
을 확대하고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중국 IT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87)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의 하이난(海南), 윈난(云南), 우한
(武汉), 청두(成都) 및 기타 성 및 도시와 협력해 왔으며 그 사업은 교통,
에너지, 환경, 의료 등 8개 주요 영역을 다루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30개 이상의 솔
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100개 이상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사례가 발

87) https://www.microsoft.com/zh-cn/ard/aboutus/milestones.aspx(검색일: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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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었다. 또한 200개 이상의 파트너가 마이크로 소프트 플랫폼을 기반
으로 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88)
그림 3-3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시장 진출 과정

1992년, MS사 중국 베이징에
대표처 설립

2019년, MS Asia Research
Institute(Shanghai),
인공지능 혁신 연구소 설립
소프트웨어
시스템시장 및 판매루트 발전

1995년, MS 중국 유한공사
설립

2013년, Microsoft Venture
중국 진출

1998년, MS 연구원 베이징에
설립

2013년, Windows Azure
공유 클라우드 및 서비스 중국 진출

2003년, MS ATC 베이징에
설립

2011년, MS Microsoft Asia Internet
Engineering Institute 설립

연구, 상품개발 및
기술지원서비스 기구 설립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력 전개
2004년, MS 아시아
하드웨어 혁신센터(M ACH) 설립

2006년, MS-China
연구개발그룹 설립

자료: 저자 작성.

(3) 네트워크 보안 시장
도시 운영 방법의 디지털화, 클라우드화, 지능화로 인해 사이버 공격
으로 인한 위험과 손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보안 시
장도 스마트 시티 시장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사이버 보안 관련 분야
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주로 사이버 보안 제품, 사이버 보안 서비스, 기본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현재 시장에서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장은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안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다.

88) https://www.microsoft.com/zh-cn/industry/government/smart-cities(검색일: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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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시장은 네트워크 인프라 시장에 포함된다.
Nokia Bell, Ericsson, Cisco와 같은 네트워크 통신 장비 회사는 네트
워크 보안 관리 장비를 통신 장비 아키텍처에 통합하고 이를 네트워크
운영 장비의 토탈 솔루션으로 시장에 통합했다.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시장의 외자 기업은 주로 국내기업에 대한 합작 투자 및 기술 지원을 기
반으로 한다. 한편,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시스템 분야와도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다. Microsoft, Amazon 및
Google과 같은 인터넷 회사의 대표 주자들은 소프트웨어 시스템 제품에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모듈을 통합했으며 네트워크 보안은 네트워크 소
프트웨어 시스템 생태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 시장에 있는 대
부분의 외국 사업가들은 독립적인 외자기업 형태로 국내기업과 공동으로
네트워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의 외국기업 현황을 종합하면 정치적, 국가안
보적 민감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인프라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외
합작 또는 기술 서비스의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그 외 영역에
서는 외자기업들이 독립 외자 기업 형태로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
다. 중국의 스마트 시티 시장은 현재 ICT 장비 설계 및 생산,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및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도체 설계, 생산, 패키징
및 테스트 기술은 현재 극복해야 할 기술적 한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의 외자 기업의 투자기회나 시장진출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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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기업 진출현황
현재 스마트시티 외국기업의 진출현황과 관련해 정확한 통계가 집계
되고 있지 않은데 국토교통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시티 분야
진출이 이루어진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다.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중 국내기업의 진출사례를 보면 우리기업의 진
출 분야는 주로 모듈 등 스마트 인프라 분야와 데이터 통합관리 솔루션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3-1 참조). 즉 W사는 중국의 스
마트 인프라 분야의 네트워크 하드웨어 개발협력 분야, 그 외 기업들은
스마트 운영관리 부문 또는 응용분야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

중국 스마트시티 분야 진출 국내기업 사례

기업명

제품

사업내용

D사

데이터 통합 관리
솔루션
“TeraStream”

‐ 데이터 처리 전문기업, 빅데이터 처리플랫폼, 데이터 거버넌스 제품
자체개발
‐ 중국 기업 FanRuan과 쌍방 대리점 계약 및 매출 성과를 위한 MOU 체결

W사

저가형 WiFi 모듈

‐ 인터넷 솔루션 전문기업, 유선 연결 인터넷 솔루션, WiFi 솔루션 제품 자체
연구개발
‐ 중국 기업 RAK와 저가형 WiFi 모듈 설계 및 개발협력 체결

A사

차세대 업무 지원
시스템

‐ 데이터 베이스 관련 솔루션 자체 개발
‐ 중국 기업 귀주 모바일과 차세대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계약체결

E사

스마트 관제센터
솔루션

‐ 스마트 관제센터 솔루션 사업 추진
‐ 중국에 2개의 거점, 중국 중심 동남아 시장개척
‐ 중국의 현지영업, 한국의 기술 기반으로 톈진에코시티 등 1선 도시를
포함한 전면적인 대정부 사업진행

E′사

ELT(English
Language
Teaching) 교재 및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 베이징에 1개의 거점을 두고 현지 수입사, 교육업체와의 적극적 제휴를
통한 저 연령대 영어교육시장 개척 중
‐ 중국의 현지 영업, 한국의 기술 기반으로 북경, 광저우 지역 등 1선 도시를
포함한 전면적인 대정부사업 진행
‐ 중국 Talkweb 콘텐츠 공급계약 체결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중국 스마트시티시장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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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의 제도적 여건
중국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1995년부터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을 통해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 초기에는 장려, 금지, 허용, 제
한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했으나, 2017년부터 제한류와 금지류를 네거티
브리스트(负面清单)로 통합하여 발표하기 시작했다. 현재 가장 최근 버전
은 2020년 6월 23일에 발표된 2020년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
트)’이며, 중국은 같은 해 말에 「외상투자장려산업목록(鼓励外商投资产
业目录)」도 발표하였다.

먼저, 투자장려목록을 2019년판과 2020년판으로 비교해 살펴보면,
2019년 415개 항목에서 2020년 480개 항목으로 항목수가 크게 증가했
다. 그중에서 제조업이 2019년에 비해 43개 항목이 2020년판에 추가되
었으며, 공공인프라·운송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항목이 증가하였다.
2020년판 외상투자장려산업목록의 ‘제조업’ 분야를 살펴보면, 중국의
‘질적 성장 투자유치’ 전략에 따라 자동차 충전기, 자율주행관련 하드웨
어, 드론 서비스용 로봇, 스마트 측정, 계량기, 집적회로 측정설비, 레이
저 투영설비 등 첨단 제조업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인공지능 보
조의료기기 제조, 첨단 방사선 치료설비 제조, 스마트 웨어러블 등 건강
관리설비 제조, 이동·원격치료 설비 제조 등 의료기기 제조 관련 9개 항
목이 증가한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89)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 2020년에 추가된 5개 항목 중에서
5G 통신기술 개발과 응용,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 블록체인기술

89) 정도숙(2021),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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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응용, 도농계획 편성 서비스 분야 등은 스마트시티 구현에 있어
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 분야로 2020년판 투자장려목록에 추가됨으
로써 향후 외국기업의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표 3-2

외상투자 장려 리스트 비교(2019~2020년)

연번
1
2
3
4

산업
농림축산어업
채굴업
제조업
에너지공급

2019년
15
5
312
18

2020년
17
5
353
21

5

공공인프라, 운송

15

21

6

도소매

3

5

1

2

1개 추가

6
27
6
1
3
3
415

8
32
6
2
5
3
480

2개 추가
5개 추가

7
8
9
10
11
12
13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기술서비스
임대 및 비즈니스
과학기술
공공시설, 환경산업
교육
위생과 사회업무
문화, 체육, 오락업
합계

비고
2개 추가
43개 추가, 2개 삭제, 4개 일부수정
4개 추가, 1개 삭제
3개 추가, 19년판 도소매, 3개 운송
부분으로 이전
5개 추가, 19년판 3개 항목은
공공인프라, 운송업으로 이전

1개 추가
2개 추가

자료: 정도숙(2021),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2021.6.4.).

표 3-3

연번
1
2
3
4
5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 외상투자 장려 리스트 비교(2019~2020년)
2019
376. 생명공학과 바이오의 공학기술, 바이오
매스에너지 개발기술
377. 스마트기기, 로봇, 신경네트워크 칩, 신경원
센서 등 인공지능 기술개발 응용
378. 동위원소, 방사 및 레이저 기술
379. 해양개발 및 해양에너지 개발기술,
해양화학자원 종합이용 기술, 관련 제품 개발과
정밀가공 기술, 해양의약과 생화학제품
개발기술
380. 해양 모니터링기술

2020
433. 생명공학과 바이오의 공학기술, 바이오
매스에너지 개발기술
434. DNA 코딩화학물창기술
435. 수의학, 반려동물 영향과학 연구와 기술서비스
436. 스마트기기, 로봇, 신경네트워크 칩, 신경원센서
등 인공지능 기술개발 응용
437. 동위원소, 방사 및 레이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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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연번
6

7

계속
2019
381. 해수담수화 이후의 농축해수를 종합이용한
제염과 칼륨, 브롬, 마그네슘, 리듐 추출과
정밀가공등 해수화학자원 고부가가치 이용기술
382. 해상석유오염제거와 생태복원기술 및
관련제품 개발, 해수 부영양화 예방관리기술,
해양생물의 폭발적 생장에 따른 재해
예방관리기술, 해안선 행태환경 복원기술

8

383.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과 서비스

9

384. 자원재생 및 종합이용기술, 기업의 생산
배출물질 재이용기술 개발 및 응용

10

385. 환경오염관리 및 모니터링기술

11

386. 친환경생산기술 개발과 서비스

12

387. CCUS 기술개발 및 서비스
388. 친환경건축물 절지와 옥외환경,
에너지절약과 이용, 절수와 수자원이용,
절재자재자원이용, 실내환경과 운영관리와의
통합기술개발 및 활용
389. 방사성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및 응용

13
14
15

390. 화학섬유 생산 및 날염가공의 에너지절약과
소비감소, 3폐 관리 신기술

16

391. 인석고 통합이용 기술 개발 및 응용

17

392. 사막화 예방 및 사막 관리기술

18

393. 목초-가축 균형화 종합관리기술

20
21

394. 현대 축산업 폐기물 자원화 통합이용기술 개발
및 적용
395. 농약신형시약기술 개발과 응용
396. 민용 위성 응용기술

22

397. 검험검측인증서비스

23
24
25
26
27
28
29
30

398. 연구개발센터
399. 하이테크 기술, 신제품 개발과 기업 인큐베이터
-

19

2020
438. 해양개발 및 해양에너지 개발기술, 해양화학자원
종합이용기술, 관련 제품 개발과 정밀가공 기술,
해양의약과 생화학제품 개발기술
439. 해양 모니터링기술, 해저탐지와 해양자원
탐사평가기술
440. 해수담수화 이후의 농축해수를 종합이용한
제염과 칼륨, 브롬, 마그네슘, 리튬추출과
정밀가공 등 해수 화학자원 고부가가치
이용기술
441. 해상석유오염제거와 생태복원기술 및 관련제품
개발, 해수 부영양화 예방관리기술, 해양생물의
폭발적 생장에 따른 재해 예방관리기술, 해안선
생태환경 복원기술
442.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과 서비스
443. 자원재생 및 종합이용기술, 기업의 생산
배출물질 재이용기술개발 및 응용
444. 환경오염관리 및 모니터링기술
445. 친환경생산기술 개발과 서비스
446. CCUS 기술개발 및 서비스
447. 친환경건축물 절지와 옥외환경, 에너지 절약과
이용, 절수와 수자원 이용, 절재자재자원 이용,
실내환경과 운영관리와의 통합기술개발 및 활용
448. 방사성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및 응용
449. 위험폐기물 재활용 처리설비 전문화 건설,
경영과 기술자문서비스
450. 화학섬유생산 및 날염가공의 에너지
절약과 소비감소, 3폐 관리신기술
451. 인석고 통합이용 기술개발 및 응용
452. 사막화 예방 및 사막 관리기술
453. 목초-가축 균형화 종합관리기술
454. 현대 축산업 폐기물 자원화 통합이용기술 개발 및
적용
455. 농약신형시약기술 개발과 응용
456. 민용위성응용기술
457. 검험검측인증서비스
458. 연구개발센터
459. 하이테크 기술, 신제품 개발과 기업인큐베이터
460. 5G 통신기술 개발과 응용
461.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
462. 블록체인기술 개발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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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연번

2019

31

-

32

-

합계

24

2020
463. 공업설계, 건축설계, 의류디자인 등 창의적
산업
464. 도농계획편성 서비스(도농 마스터플랜 서비스
제외)
32

자료: 「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19年版)」, 「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20年版)」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 2020년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의 항목변화를 살
펴보면, 2019년 40개 항목에서 2020년 33개 항목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항목병합으로 조정된 2개 항목을 제외하면 실제로 규제
가 해제된 항목은 5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2019년 금융업에 대한 제한 규정이 2020년
리스트에는 모두 삭제되어 이 분야에 대한 대외개방이 허용된 점이다.
이 외에도 인프라 분야에 있어서 50만 이상 도시 상수도 및 배관 건설·
운영에 있어서도 중국측이 과반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어
외자기업의 다수 지분 보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표 3-4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비교(2019~2020년)

분야

2019년
1. 소맥, 옥수수 신품종 선별육성 및 종자
생산은 중국측 과반 지분 확보

농업, 임업

채굴업
제조업

2. 중국 희귀 우량품종의 R&D, 재배 및 관련
유전자 종자 생산 투자 금지
3. 농작물, 가축, 수산물 유전자 품종 선별
육성 및 유전자 종자 생산 투자 금지
4.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 수산물 포획
투자 금지
5. 희토류, 방사성 광물, 텅스텐 채굴 투자 금지
6. 출판물 인쇄는 중국 과반지분 확보
7. 광산제련, 가공, 핵연료 생산 분야 투자 금지

2020년
1. 소맥 신품종 선별육성 및 종자생산이 중국측
지분 34% 이상, 옥수수 신품종 선별육성 및
종자생산 중국측 과반 지분 확보
2. 중국희귀우량품종의 R&D,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소재의 생산(재배업, 축산, 수산업의
우량유전자 포함)
3. 농작물, 가축, 수산물 유전자 품종 선별 육성 및
유전자 생산 분야 투자 금지
4.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 수산물 포획
분야 투자 금지
5. 희토류, 방사성 광물, 텅스텐 채굴 투자 금지
6. 출판물 인쇄는 중국 과반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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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분야

전력,
열에너지,
천연가스 및
수자원 생산
및 공급업
도매 및
소매업

2019년
8. 중약의 제조기술의 응용 및 중성약의
처방생산 금지

2020년
7. 중약의 제조기술의 응용 및 중성약의 처방생산
금지

9. 특수차량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제외,
완성차 제조의 중국측 지분 50% 이상,
동일 외국투자자가 국내 2개 이하의 동류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 설립
가능(2020년 상업용 차량 제조의
외자지분 제한 폐지, 2022년 승용차 제조
외자 지분 비중 제한 및 동일 외국투자자
국내 2개 이하 동류 제품 생산 합자기업의
제한 취소)

8. 특수차량, 신에너지 자동차, 사업용 차량
외의 완성차량 제조의 중국측 지분 50% 이상,
동일 외국투자자가 국내 2개 기업 이하의 동일
차량상품 생산하는 합자기업 설립(2022년
승용차 제조 지분제한 및 동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2개 이하의 동일 완성차 생산의
설립제한 취소)

10. 위성방송 지상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생산
11.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은 중국측이
과반지분 확보
12. 50만 인구 이상의 도시 상수도 및 배수관
네트워크의 건설 및 운영은 중국측이
과반지분 확보
13. 담배잎, 궐련, 구운담배잎 및 기타 연초
제품의 도소매업 투자금지
14. 국내 수상수송기업은 중국측이 과반지분 확보

15. 대중 항공수송기업은 중국측이 과반지분
확보, 외국기업 및 관련 기업 투자비율은 25%
미만, 법정대표인 중국국적자가 담당
교통수송,
창고 및
우정업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16. 일반 항공사의 법정 대표는 중국국적자가
담당, 그 중 농림어업용 항공회사는 합자에
한함.
기타 일반 항공회사는 중국측이 과반지분
확보
17. 민간공항의 건설, 운영은 중국측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분 확보
18. 항공교통 관제 투자 금지
19. 우정기업, 국내택배업 투자 금지
20. 통신회사는 WTO 양허 개방 분야에 한해
부가통신업의 외자기업 지분 비중 50%
초과할 수 없음(전자상거래, 국내 다자간
통신, 저장 및 전달류,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업은 중국측 과반 지분 확보
21.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온라인 출판서비스,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공개정보 서비스
투자 금지(이 서비스 중 중국 WTO 양허로
이미 개방된 분야 제외)

9. 위성방송 지면 접수설비 및 관련 부품 생산
10. 원전발전소의 건설, 경영은 중국측이
과반지분 확보

11. 담배잎, 권련, 구운 담뱃임 및 기타
연초제조품의 도소매업 투자금지
12. 국내 수산수송기업은 중국측이 과반지분 확보
13. 대중 항공수송기업은 중국측이 과반지분
확보, 외국기업 및 관련 기업투자비율은 25%
미만, 법정대표인은 중국국적자가 담당.
일반항공기업의 법정대표는 중국국적인이
담당, 그 중 농·림·어업용 항공기업은 합자만
가능. 기타 일반항공기업은 중국측 과반지분
확보
14. 민간공항의 건설, 경영은 중국측
상대적으로 많은 지분 확보, 외국기업은
관제탑 건설, 운영 참여 불가

15. 우정기업, 국내택배업의 투자 금지
16. 통신회사는 WTO 양허 개방 분야에 한해
부가통신업의 외자 지분이 50% 초과할 수
없음(전자상거래, 국내 다자통신, 정보
저장 및 전달류, 콜센터 등 제외),
기초통신 업무는 중국측 과반 지분 확보
17.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정보서비스 분야 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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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분야

2019년

2020년

22. 증권회사의 외국인 지분 비율 51%를
초과할 수 없음, 증권투자펀드 관리기업의
외자 지분비중 51% 초과할 수 없음
금융업

23. 선물회사의 외국인 지분율 51%를
초과할 수 없음
24. 생명보험회사의 외국인 지분율 51%를
초과할 수 없음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

교육

위생 및
사회사업

문화, 체육,
엔터테인먼트

25. 중국법률사무 투자 금지(중국 법률
환경영양의 정보 제공 제외), 로펌 파트너
불가
26. 시장조사는 합자, 합작에 한함. 그 중 라디오,
텔레비전 조사는 중국측이 과반지분 확보

18. 중국법률사무(중국 법률환경영향 관련
정보 제공 제외), 로펌 파트너 불가
19. 시장조사는 합자에 한함. 그 중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조사는 중국측이 과반지분 확보

27. 사회조사 투자 금지

20. 사회조사 투자 금지

28. 인체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및 치료
기술의 개발 및 적용 분야 투자 금지
29. 인문사회과학연구기구 투자 금지

21.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및 적용 분야 투자 금지
22. 인문사회과학연구기구 기관 투자 금지

30. 측지 측량, 해양측량, 항공사진 측량 및
매핑, 지상이동측량, 및 행정구역경계 측량,
도면, 지형도, 세계(정치)행정지역지도,
지방(정치)행정지도, 국가교육사이트
지도, 지역교육지도, 내비게이션 전자지도,
지역지질지도, 광물자원 편집 지질학, 지구
물리학, 지구화학, 수문지질학, 환경지질학,
지질학 재해, 원격 감지 지질학 및 기타 조사
투자 금지

23. 대지 측량, 해양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이동측량, 행정 구역 경계측량, 지형도,
세계행정지도, 전국행정지도,
성급 및 이하 행정지도, 전국 교육지도,
지방교육지도, 지역성 지질전도, 광산지질,
지구물리, 지구화학, 환경지질, 지질
재해 조사 투자 금지

31. 취학전, 정규 중고등학교 기관은 중외
합작교육 제한되며 중국측이 주도(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중국국적자,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의
구성인은 중국인이 1/2 이상)

24. 유아교육기관, 일반중고 및 고등교육기구는
중외합작경영만 가능, 반드시 중국측
주도(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중국
국적자, 이사회 혹은 공동관리위원회의
구성인은 중국인이 1/2 이상)

32. 의무교육기구, 종교교육기구 투자금지

의무교육기구, 종교교육기구 투자 금지

33. 의료기구는 합자, 합작에 한함

26. 의료기구는 합자에 한함

34. 언론사 투자 금지

27. 언론사 투자 금지

35.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시청각 제품 및
전자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투자 금지

28.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약제품 및
전자 출판물 편집, 출판, 제작 사업 투자금지

36.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 라디오 및 TV
채널, 전송 및 전송커버리지 네트워크
투자 금지, 방송, 라디오 및 TV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및 위성 TV 지상수신설비
서비스 종사 금지
37.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기업
투자 금지

29. 각급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방송채널,
방송망 투자 금지, 방송 분야 서비스 종사 금지

30. 방송프로그램 경영 기업 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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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분야

합계

계속
2019년
38. 영화제작사, 배급사, 상영회사 및
영화수입업 투자 금지

2020년
31. 영화제작사, 배급사, 상영회사 및
영화수입업 투자 금지

39. 문화재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 및 국유
문화재 박물관 투자 금지

32. 문화재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 및 국유
문화재 박물관 투자 금지

40. 문화예술공연단체 투자 금지
40개 항목

33. 문화예술공연단체 투자 금지
33개 항목

자료: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2019年版)」,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2020年版)」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중국 스마트시티 중국-외국기업 협력사례
가. 허베이 슝안신구
1) 개발개요
슝안신구(雄安新区)는 베이징에서 남측방향으로 약 120㎞ 떨어진 허
베이성 바오딩시의 3개의 현과 주변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급 개발
사업이다. 2018년에 발표된 「허베이슝안신구규획강요(河北雄安新区规
划纲要)」 에 따르면 슝안신구는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의 해소와 징진지

(京津冀) 발전을 촉진하는 지역으로서 친환경·혁신·스마트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슝안신구는 시진핑 주석을 위시한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상을 가지며, 2019년 1월에는
슝안신구의 개발방향을 담은 「허베이슝안신구 마스터플랜(河北雄安新区
总体规划, 2018~2035년)」 이 발표되었다.90)

현재 중국의 바이두, 톈센트, 알리바바, 차이나텔레콤 등 혁신기업들
이 입주해 있으며 5G 상용화, 바이두 자율주행 등 다양한 첨단혁신 분야

90) 이현주(2019), “중국의 녹색혁신스마트 기반 국가급 신도시 개발: 중국 슝안신구(雄安新区)”, 국토이슈리
포트,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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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슝안신구에 입주등록을 마친 기
업이 3,000여 개 기업에 달하며 대부분 베이징에서 이전했다. 슝안신구
내 슝안시민서비스센터에 입주한 26개 하이테크 기업 중 90%가 베이징
에서 이전한 기업들이다.91)

그림 3-4

슝안신구 위치도

청더

징진지
도시군

슝안신구

장자커우

베이징

친황다오

베이징
탕산

톈진

톈진
랑팡
슝안신구
바오딩
창저우
스자좡
징진지 도시군

범례

슝안신구

헝수이

핵심도시
슝안신구

도시군 중심도시

결절도시

국경선
성경계선

발전축
양억

싱타이
한단

자료: 이현주(2019), p. 4; 우측 그림은 <허베이성슝안신구규획강요>를 바탕으로 한글화.

그림 3-5

슝안신구 시민서비스센터 및 바이두 무인차량

자료: 이현주(2019), p. 6.

91) https://baijiahao.baidu.com/s?id=1659596684037859003&wfr=spider&for=pc(검색일: 202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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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안신구는 「규획강요」 에서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하에 슝안신구를 핵심으로 허베이 자유무역시험구, 중외정부간 합작사업
(단지) 및 종합보세구를 건설해 외자기업의 접근제한을 대폭 취소하거나
낮추는 한편, 진입 전 내국인 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모델을 채택
하기로 명시했다.92) 그러나 현재까지 슝안신구에 진출한 외자기업은 많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적 진입환경
이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금융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는데 허베이 슝안신구 관리위원회는 「허베이슝
안신구 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 시범시행방안(河北雄安新区外商投资股权
投资类企业试点暂行办法)」을 발표해 슝안신구를 외국인투자지분투자

(QFLP)93) 시범지로 허용했다.94)
중국이 슝안신구를 스마트 혁신기술이 집적된 도시로 개발하는 한편
기업의 기술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모펀드 등 금융분야의 활
성화와 혁신도 꾀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외국금융기관의 진
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국과 외국기업의 협력사례95)
(1) 스마트 응용서비스 분야 중외협력 사례(센허와 호주 ECOTECH 외)
환경오염 관리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환경감지정보화와
사물인터넷 데이터관리건설 및 환경모니터링 산업은 새로운 발전 계기를
92) 中共河北省委·河北省人民政府(2018), 「河北雄安新区规划纲要」.
93) 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 제도(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hip: QFLP)는 외국계 금융기업이 역외
에서 자금을 조달해 중국 사모펀드에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94) https://baijiahao.baidu.com/s?id=1699215411983355138&wfr=spider&for=pc(검색일: 2021.10.9).
95) 본 연구의 외부 연구진인 왕펑 교수의 원고를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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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하게 되었다. 환경보호세법(环保税法) 실시 이후, 세금을 징수할 때
모니터링데이터, 모니터링시설과 제3자 모니터링서비스가 필요하기 때
문에 온라인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다.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내의 환경 모니터링 장비와 시설, 그리
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관리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중국의 환경모니터링기술과 시설 등을 향상시키고 중국의 녹색
발전전략에 부합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선진적인 시설과 기술을 도입함
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기업
에 있어서 중국의 환경모니터링산업 진출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허베이센허환경보호과학기술주식회사(河北先河环保科技股份有限公
司, 이하 ‘센허’)는 중국 국내의 환경오염모니터링시설, 환경모니터링관

리플랫폼에 대한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구해 왔다. 이 기업은 ECOTECH 공기자동모니터링시스템, ACOEM
그룹의 소음관측시설, ESA그룹의 모니터링시설과 선진 기술, 그리고
EVS그룹의 환경관리 선진기술 등을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스트레일리아 기반의 세계적인 기업인
ECOTECH는 유럽, 아시아, 미주 등 많은 지역의 공기품질모니터링시스
템 및 오염원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 유지 및 운영하는 기업이다.
ECOTECH는 대기 모니터링을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
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하였고97), 센허는 세계적인 선진기술을 흡

96) 塑米城(2017.4.13.), “环保税法将带动环境监测市场进一步打开”, https://www.sumibuy.com/subject/
detail/6877.html(검색일: 2021.6.12).
97) ECOTECH(2017.5.30.), “Ecotech & China: Working towards a clear future”, https://www.ecotech.
com/ecotech-china-working-towards-a-clear-future/(검색일: 20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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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여 하이엔드(High-end) 마켓을 점령하기 위해 ECOTECH와 전략
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에 양측은 전
략적 합작관계를 체결하여 센허가 ECOTECH의 중국내 생산 허가 및 판
매자가 되었다. ECOTECH 공기자동모니터링시스템은 자체의 고급제품
라인을 최적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되
었다. 센허는 이와 같은 국제협력을 통해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
여 성공적으로 국내 하이엔드(High-end) 마켓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품질, 가격, 서비스 분야 우위로 중국 국내 환경 모니터링 분야에서 주
도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후 2010년 1월, ECOTECH 중국(센허)
기술센터가 정식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이는 센허와 ECOTECH간의 협
력관계의 심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센허의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서
기술 연구개발 수준을 한층 더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98) 2013년 8
월에 센허는 미국 CES의 인수를 통해 세계 최고의 중금속 모니터링기술
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의 선진시설과 환경관리기술의 도입을 위
해 센허는 2017년 7월에 프랑스 ACOEM그룹과 소음모니터링시설 및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추진했다. 센허의 ‘친환경+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생태환경 격자시스템은 이미 각지에
서 응용되고 보급되어 생태환경의 모니터링, 오염방지 분야에 기술지원
을 제공하고 있다.99) 이후 센허는 2019년 10월에 호주의 EVS사와 전략
적 제휴를 체결하였는데, EVS는 호주 거래소 상장기업으로서 종합적인

98) 分析测试百科网(2012.7.1.), “ECOTECH中国(先河)技术中心举行揭牌仪式”, https://wiki.antpedia.
com/zhongguoxianhejishuzhongxinjuxingjiepaiyishi-225054-news(검색일: 2021.6.12).
99) 先河环保网(2017.7.25.), “先河与法国ACOEM集团签订战略协议实现强强联手” http://www.sailhero.
com/news/157.html(검색일: 20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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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품질관리솔루션과 환경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관리기술회사
이다. 양측은 환경품질관리, 산업보건, 스마트시티 건설 등 분야에서 포
괄적인 협력을 전개하기로 하였다.100)
표 3-5

허베이 센허환경보호과학기술주식회사 기업 개요

회사명
소개

 허베이 센허환경보호과학기술주식회사(河北先河环保科技股份有限公司)
 허베이 센허환경보호과학기술주식회사는 1996년에 설립되었고, 환경모니터링, 빅데이터 서비스,
종합적인 관리기업임. 회사 총자산은 24억 위안, 직원은 2000명을 이상이며, 중국 국내외 15개
자회사와 3개 연구개발센터를 보유하고 있음

사업분야

 생태환경모니터링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 사회화 측정, 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VOCs 처리 및 농촌 하수 처리 등 6개 분야임

주요 제품

 공기품질 연속자동모니터링시스템, 수질 연속모니터링시스템, 온라인 오수 자동모니터링시스템

공기품질 연속자동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서비스
수질 연속 모니터링 시스템
환경관측시스템

사업구조

주요경영업무 및 제품

온라인 오수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온라인 연기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공기청정기
온라인 산성비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디지털비상감시차

자료: 저자 작성.

슝안신구로의 진출에 대해 살펴보면, 슝안신구에서 슝현(雄县)은 공
업이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으로 환경관리에 대한 수요가 강한 지역이
다. 대기관리 분야에서 PM2.5와 오존 오염을 초래하는 VOCs(휘발성유
기화합물) 처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101) 2015년 5월, 허

100) 中国大气网(2019.4.10.), “先河环保与法国ESA公司、芯视界达成合作协议”, https://www.chndaqi.com/
news/290099.html(검색일: 20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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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성은 2017년까지 PM2.5 농도를 2013년 대비 25% 줄이는 국가 “대
기10조(大气十条)”102)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VOCs 종합적 관리를 실
시할 것을 발표했다. 2015년 9월 15일, 센허의 자회사 센허정위안(先河
正源)은 허베이성 슝현인민정부와 ‘슝현포장인쇄산업 VOCs 오염 제3자

처리 및 자원화 이용 프로젝트 협력 기본 협의’를 체결하고 슝안신구 스
마트시티 VOCs 오염종합관리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103)
이로써 센허는 자사가 보유한 ‘친환경+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에 기반
한 생태환경 격자시스템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스마트도시로 조성 중인
슝안신구의 VOCs 종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스마트 응용서비스 분야 중외협력 사례(첸팡과 미국 IBM 외)
현재 중국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중에서 스마트 교통 분야는 가장 빠
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교통이 추구하는
‘인프라 운행 효율’과 ‘도시수용능력’ 및 ‘교통안전계수’를 높이는 것은
이미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 되었다.104)
베이징첸팡과학기술유한회사(北京千方科技股份有限公司, 이하 ‘첸팡’)
를 예로 들면, 이 회사는 중외 합작 경영방식으로 IBM, Intel, INRIX 등
해외 유명기업들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101) 北极星环保网(2017.11.21.) “先河环保：加强VOCs治理 抓住雄安新区环境治理市场机遇”, https://
huanbao.bjx.com.cn/news/20171121/862823.shtml(검색일: 2021.6.20).
102) 2013년 국무원이 발표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을 가리킴. 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한 정책으로 전국 지급시 이상 도시와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에 대한 연평균
PM2.5와 PM10 농도를 설정한 강력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임.
103) 北极星环保网(2017.6.16.), “先河环保：子公司正推进雄县VOCs污染综合治理项目”, https://huanbao.
bjx.com.cn/news/20170616/831583.shtml(검색일: 2021.6.27).
104) 千方科技(2014.6.27.), “英特尔与中交兴路共建联合创新中心”, http://www.tranbbs.com/news/custom/
CtfoNews/news_136288.shtml(검색일: 20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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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중외 협력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6월 18일 첸팡그룹 소
속의 베이징중교흥로정보과학기술회사(北京中交兴路信息科技有限公司)가
IBM과 공동으로 자동차 네트워크 이노베이션 센터를 베이징에 설립하였
다. ‘중교흥로’는 위치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송안전 및 자동차 네트워크 서
비스 분야에 주력해 온 기업이고 IBM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두 기업은 기술연구 협력을 통해 자동차
네트워크 개방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105)
2015년, 첸팡은 세계 최고의 종합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업체인 INRIX
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체결했다. INRIX는 해외 교통정보서비스 시장에
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에서는 사업이 부진했던 기업
으로, 이 협력을 통해 중국 교통정보 서비스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고자
하였다. 즉 양측의 전략적 제휴는 INRIX에게 있어서 첸팡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교통데이터를 획득하여 중국 교통정보 서비스시장을 개척한
다는 점에서, 그리고 첸팡에게는 INRIX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분석과
교통 정보화 솔루션을 이용하여 중국 도시의 스마트 교통 프로젝트를 효
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또한 이 기업은 INRIX의 선진적인 기술 솔루션을 중국 국내
의 지능형 교통 프로젝트에 응용하여 교통정보 분야에서의 데이터 처리
및 운영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106)

105) 鸿威条码商城(2014.6.24), “中交兴路与IBM共建车联网创新中心” http://www.hongwe.cn/article670.html(검색일: 2021.6.27).
106) 千方科技：千方交通数据平台运营价值(2019.9.2), https://wenku.baidu.com/view/307186f8bdd12
6fff705cc1755270722182e5989.html(검색일: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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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회사명
소개

베이징첸팡과학기술주식회사 개요
 베이징천방과학기술유한회사(北京千方科技股份有限公司)
 현재 천팡과학기술은 이미 베이징, 톈진, 심천, 우한, 항저우, 시안 등 전국 주요 도시에 R&D 기지를
설립하여 “3원 5소 8센터”의 개발 구도를 형성. 회사에는 현재 직원 8,000명, 연구개발 인원
3,800여 명, 업계 전문가 200여 명이 있으며, 세계 150 여개 국가와 지역에 분포

사업 분야

 스마트 교통과 스마트 커넥션

주요 제품

 교통신호 제어 제품, V2X 지능형 네트워크 풀 시리즈 제품, ETC 시리즈 제품, 네트워크 카메라 등 제품

교통신호 제어 제품
V2X 지능형 네트워크 풀 시리즈 제품
스마트 교통

ETC 시리즈 제품
전자 자동차 마크
비현장집행시설
교통흐름조사시설

사업구조

주요경영업무
네트워크 카메라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 커넥션

교통경찰 전자경찰
NVR
스마트 디바이스
......

자료: 저자 작성.

첸팡은 국무원의 슝안신구 설립과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의 중대한
정책 추진에 착안하여, 2019년 초 슝안신구에 투자하여 허베이슝안첸팡
과학기술유한회사(河北雄安千方科技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107) 이
기업은 5G 신형 인프라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첸팡 스마트 교통과 스마
트 커넥션 등 수직 분야의 기술 축적 및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슝안신구
스마트 교통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슝안신구 스마트시티혁신연합회
는 중국교통건설, 중국국가전력망, 중국텔레콤, 중국유니콤, 중국모바일

107) 搜狐(2019.1.17), “北京千方科技股份有限公司关于在雄安新区投资立全资子公司并完成工商注册登记
公告”, https://www.sohu.com/a/289517082_115433(검색일: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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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조직하여 슝안신구에서 녹색 스마트교통 선행 시범 지역 자동차도
로 협력 시범 업무를 전개하면서 자동차도로 협동 교통 발전의 새로운
발전기회를 모색하였다. 첸팡은 V2X(차량-사물통신) 설비제공업체로서
시범구인 오웨이동로(奥威东路)에 여러 세트의 V2X설비를 배치하고 자
동운전 차량 도로 협동시범도로를 만들었다. V2X 도로측정설비는 앞길
에 정체현상이 발생할 경우 정체 정보를 전달해줄 뿐만 아니라 식별하고
분석하여 정체의 원인을 차량에 전달할 수 있다.108)
이와 같이 첸팡은 자사의 스마트 교통 및 사물인터넷 등 혁신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슝안신구에서 스마트 교통 분야 관리모델을 구축해 오
고 있다.109)
(3) 스마트 기술산업 및 인프라 분야 외국기업 독자진출 사례(차이냐오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홍콩))
차이냐오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홍콩) 유한회사(Cainiao Smart Logistics
Network (BVI) Limited)는 클라우딩 컴퓨터, 물류 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IT 기술을 활용해 도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다. 모
기업인 Cainiao Smart Logistics Network(BVI) Limited는 2015년 6
월 17일 홍콩에서 독립자본으로 차이냐오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홍콩)
유한회사110)를 설립했다. 이 외국인 독자기업은 이후 수 년 동안 중국에
서 스마트 물류 시장에서의 사업을 빠르게 구축했고 차이냐오 네트워크

108) 泡泡网新闻频道(2020.7.14), “千方科技抢先布局，助力雄安新区探索绿色智慧交通新模式”,
www.pcpop.com/article/6251986.shtml(검색일: 2021.7.20).

http://

109) 앞의 자료, https://www.pcpop.com/article/6251986.shtml(검색일: 2021.7.20).
110) 차이냐오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홍콩) 유한회사의 공상등록 정보: https://www.hongkongcompanyloo
kup.com/company/2252146/(검색일: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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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한회사(菜鸟网络科技有限公司), 저장 차이냐오 촨청 네트워크기술
유한회사(浙江菜鸟传橙网络技术有限公司), 차이냐오 슝안 네트워크기술
유한회사(菜鸟雄安网络科技有限公司), 하이난 차이냐오 공급망관리 유한
회사(海南菜鸟供应链管理有限公司) 등 4곳의 네트워크기술 회사를 설립
하였다.

표 3-7

회사명

차이냐오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홍콩) 유한회사 소개
차이냐오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홍콩) 유한회사

소개

2015년 6월 17일 설립된 외국인 독자기업
중국 국내 4곳의 네트워크기술 유한회사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차이냐오 네트워크기술
유한회사, 저장 차이냐오 촨청 네트워크기술 유한회사, 차이냐오 슝안 네트워크기술 유한회사,
하이난 차이냐오 공급망관리 유한회사에 대한 경영지배 구조 형성

업무

인터넷 소프트웨어, IoT 기술 개발, 기술 컨설팅 및 서비스, 컴퓨팅 시스템 서비스, AI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시스템 집적111)

제품

물류 경보 레이더, 차이냐오 궈궈 어플, AI 제품 ‘차이냐오 음성비서’

Cainiao Smart Logistics Network (BVI) Limited
독자 설립

100% 지주

차이냐오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홍콩) 유한회사

지분구조

100% 지주

100% 지주

100% 지주

100% 지주

차이냐오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

저장
차이냐오
촨청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

차이냐오
슝안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

하이난
차이냐오
서플라이
체인관리
유한회사

자료: 톈옌차(天眼查), 국가 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 바탕으로 저자 작성.

차이냐오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홍콩) 유한회사는 2017년 10월에 약
5,000만 위안을 투자해 차이냐오 슝안 네트워크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111)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http://www.gsxt.gov.cn/corp-query-search-1.html(검색일: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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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018년에는 2억 5,000만 위안을 투자해 저장 차이냐오촨청네트
워크기술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1,000만 위안을 투자해 하이난 차이냐오
공급망관리 유한회사112)를 설립했다.
차이냐오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홍콩) 유한회사는 IoT, 클라우드 컴퓨
팅, 빅데이터 등 IT 기술을 통해 중국 내 스마트 물류 시스템 및 플랫폼
을 구축하였다. 중국 내 영업활동 분야는 이하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차이냐오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홍콩) 유한회사 주영업활동
IoT 네트워크 기술개발
차이냐오 네트워크기술
유한회사

차이냐오이잔
해외 물류
IoT 서비스

차이냐오 슝안
네트워크기술 유한회사

정보시스템통합
정보데이터 처리, 저장

주 영업활동

컴퓨터 시스템
저쟝 차이냐오 촨청
네트워크기술 유한회사

IoT 응용
정보 컨설팅
화물 저장, 보관

하이난 차이냐오
공급사슬관리 유한회사

AI 응용 프로그램
공급사슬관리

자료: 저자 작성.

차이냐오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홍콩) 유한회사는 2017년 10월 11일
에 차이냐오 슝안 네트워크기술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주요 사업 분야
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IoT 서비스, SW 개발, SI, 정보기술 컨설팅, 데이
터처리 및 저장 등 기술 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광고 제작, 퍼블리싱(온라

112) 톈옌차(天眼查)기업데이터, https://www.tianyancha.com/company/3022894289(검색일: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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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광고 제외), 회의 및 컨벤션, 통번역,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대설비,
문구용품, 다양한 상품(문화재 제외)의 도소매 등 매우 다양하다.113)
이 기업은 최신 기술력과 혁신적 자원으로 슝안신구 스마트 물류시스
템 구축을 촉진하고 최신 스마트 물류기술을 로봇창고, 자동화 생산라인,
AGV로봇 등에 응용하고 있다.

나. 톈진 중국-싱가포르 에코시티(중신톈진생태성)
1) 개발개요
톈진 중국-싱가포르 에코시티는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간 도시개발 협
력사업으로 환경보존과 자연 및 에너지 보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중신톈진생태성은 빈하이 신구(총 면적 2,270㎢)에 위치
하고 있으며 30㎢의 규모로 개발되고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50% 지분을 가진 조인트벤처(JV)인 중신톈진
생태성투자개발유한회사가 개발을 담당하였으며 중국측은 톈진시 국유
기업인 타이다 투자지주회사(泰达投资控股有限公司)와 중국 국가개발은
행이, 싱가포르측은 케펠(Keppel) 그룹이 중심이 되어 컨소시엄을 구성
하였다.
개발구조는 ‘한개의 축, 3개의 중심, 4개의 구역(一轴, 三心， 四片)’
으로 에코시티를 관통하는 한 개의 축을 바탕으로 세 곳에 공공시설과
각종 상업서비스 시설을 갖춘 중심지를 조성하고, 네 곳에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114)
113)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8%8F%9C%E9%B8%9F%E9%9B%84%E5%AE%89%E7%
BD%91%E7%BB%9C%E7%A7%91%E6%8A%80%E6%9C%89%E9%99%90%E5%85%AC%E5%8F%B8/2
2331694?fr=aladdin(검색일: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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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중국-싱가포르 에코시티는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발을 진
행해 왔다. 1단계(2008~2010년)에는 에코시티 남쪽과 칭징호(清净湖)
서쪽의 4㎢의 공간을 개발하여 8.5만명의 인구를 유치했으며, 2단계
(2011~2015년)에는 에코시티 중앙부와 칭징호 동쪽 개발을 통해 주요
기초 인프라와 빈하이 신구 연계 교통망을 건설하였다. 이렇게 기본적인
에코시티 공간 구조를 완성한 뒤 3단계(2016~2020년)에는 북쪽으로 개
발을 확대하였다.115)
톈진 중국-싱가포르 에코시티는 중국 최초의 스마트시티 시범 프로젝
트 중 하나로, 중신톈진생태성관리위원회(中新天津生态城管委会)와 화웨
이 기업이 2019년에 협력관계를 맺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
지능, 5G 등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의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를 건설하고 있다. 이 합의에 따르면, 화웨이는 에코시티에 ‘스마트시티
혁신기지’와 ‘협력파트너 산업컨소시엄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지역의 기
업들에게 선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와 도시산업 클라우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업계의 협력파트너와 함께 개방형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116) 즉, ‘스마트시티혁신기지는 혁
신센터 인큐베이팅의 성과를 최적화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협력파트너 산업컨소시
엄기지’는 에코시티의 산업지원, 주거환경, 혁신창업 등 분야의 정책적
우위를 활용해 화웨이를 선도로 하는 산업컨소시엄을 형성해 스마트산업
시범기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117)

114) 임계순, 「중국의 미래, 싱가포르 모델」, 김영사, 2019, pp. 187-189.
115) 김혜진(2021), 국토연구원 전문가 서면자문.
116) 中新天津生态城管理委员会. https://www.eco-city.gov.cn/html/stcxw/20190715/29530.html(검색
일: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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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톈진에코시티 위치도 및 용지계획도
위치도

용지계획도

자료: https://max.book118.com/html/2016/0807/50682262.shtm; http://house.china.com.cn/1701465.htm(검색
일: 2021.9.1.).

2) 중국과 외국기업의 협력사례118)
(1) 스마트 응용서비스 분야 중외협력 사례(터스롄과 Injazat)
중국은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AI의 데이터 처리량 등 세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거시적 환경과 정책지원은 중국의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에 매우 좋은 발전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터스롄과학기술그룹(特斯联集团, Terminus 이하 터스롄)의 외국기업
과의 협력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터스롄은 2021년에 아부다비

117) 百度. https://baijiahao.baidu.com/s?id=1621508552886841764&wfr=spider&for=pc(검색일:
2021.9.1).
118) 본 연구의 외부 연구진인 왕펑 교수의 원고를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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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공기업인 인자잣(Injazat)119)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체결하였
다. 이를 통해 양쪽은 기반 기술 드라이브, 중간 솔루션 지원, 상층 스마
트 도시 계획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협의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Injazat은 터스롄에 최소 수억 달러의 산업 지능화 프
로젝트와 협력 기회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터스롄은 Injazat의 글로벌
인텔리전스 파트너(Global Intelligence Partner)로서 AIoT, 도시의 지
능화 전환, 스마트 하드웨어 등을 포함한 산업 지능화 컨설팅 및 현장 솔
루션을 제공하기로 하였다.120)
한편, 터스롄은 “5G+AIoT”의 이념을 커뮤니티의 지능화 업그레이
드에 도입해 중신에코도시의 지능화, 일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커뮤니티의 공공안전, 공공관리, 공공서비스 및 스마트 응용 등 4
대 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에코시티 스마트 커뮤니티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121)

119) 인자잣(Injazat)은 IT 대기업으로 아부다비 및 아랍에미리트 내 민간 및 공공기관의 IT 시스템 및 대외 SI,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 등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Wow Tale 사이트,
https://wowtale.net/2020/10/19/b2g-helps-domestic-startups-enter-the-middle-east-with-inj
azat/(검색일: 2021.7.14).
120) 中国网科学(2021.4.27), “特斯联与穆巴达拉科技平台Injazat签署战略协议共拓全球智能化市场”,
http://science.china.com.cn/2021-04/27/content_41544540.htm(검색일: 2021.7.14).
121) 特斯联(2020.6.28), https://tslsmart.com/news/5ef7fae886b76(검색일: 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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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터스롄 그룹 개요

회사명
소개

 터슬련과학기술유한회사(特斯联集团, Terminus)
 터슬련은 광다홀딩스(光大控股) 신경제 분야 발전의 핵심 전략적 플랫폼으로서
인공지능+사물 인터넷 기술로AI CITY를 구축하여 정부와 기업의 도시관리, 건축 에너지 관리, 환경
및 인프라 운영 관리 등에 원스톱(one stop) 솔루션을 제공

사업 분야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 오피스텔, 스마트 빌딩 등

주요 제품

 Alot 플랫폼, 에지 컴퓨팅, 스마트 단말기, 앱(APP) 제품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
ALoT 플랫폼

스마트 소방 플랫폼
스마트 건물 에너지 플랫폼
에지 계산 모듈
(Edge calculation module)

사업 구조

제품과 서비스

에지 컴퓨팅

에지 게이트웨이
(Edge gateway)
에지 컴퓨팅 서버
(Edge computing ser ver)

스마트 단말기

앱 제품

터슬련 Titan 시리즈 로봇
인공지능 출입구/주차 잠금
장치 스마트 워치
스마트 현관문

자료: 저자 작성.

톈진 빈하이신구의 중-싱가포르 에코시티는 2020년부터 세계 스마트
컨퍼런스의 영구 전시 기지로 설정되었으며 최신의 첨단 스마트 응용이
실행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터스롄이 주도하는 중-싱가포르 에코시티
최초의 스마트 커뮤니티인 Keppel Jijingfeng Pavilion(吉宝·季景峰阁)
이 2020년 6월에 정식으로 개시되었다. 커뮤니티에서는 ‘미세 환경’ 센
서를 통해 생활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중-싱가포르 에
코시티의 ‘Smart Brain’과 커뮤니티 AIoT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결을
통해 커뮤니티 거주자 및 가구 단위의 탄소 배출량을 기록하고 평가할
수 있다. 커뮤니티 곳곳의 레저장소에 스마트 트랙, 스마트 의자, 스마트
센서 조명 등을 도입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이 커뮤니티의 문에 접근하면 AI 인식 시스템이 비접촉 체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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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통해 자동으로 체온을 감지하고, 열이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되면
알람이 발생하고 관련 데이터가 기록된다.122) 또한 열화상 온도 측정,
스크리닝 및 전염병 예방 빅데이터 분석의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시스템
은 커뮤니티 관리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
에도 공유 주차 공간, 스마트 화재 예방 관리도 Keppel 스마트 커뮤니티
에 통합되어 제공된다.123)

그림 3-8

터스롄이 추진하는 중-싱가포르 생태도시 최초 스마트 커뮤니티(Keppel Jijingfeng Pavilion)

스마트 커뮤니티(Keppel Jijingfeng Pavilion)

스마트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자료: http://ex.chinadaily.com.cn/exchange/partners/82/rss/channel/cn/columns/snl9a7/stories/WS5ef82d7ba3
10a859d09d47ee.html ; https://www.eco-city.gov.cn/html/stcxw/20200802/40162.html(검색일: 2021.6.22).

(2) 스마트 기술산업 분야 중외협력 사례(랑차오 그룹과 미국 Cisco)
클라우드 컴퓨팅은 네트워크 자원 기반으로 서버, 데이터 자원과 앱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122) 中新天津生态城管理委员会, https://www.eco-city.gov.cn/html/stcxw/20200802/40162.html
(검색일: 20201.6.22).
123) 中国日报(2020.6.28), “重新定义未来智慧社区，特斯联5G+AIoT创新标杆项目落地天津中新生态城”
http://ex.chinadaily.com.cn/exchange/partners/82/rss/channel/cn/columns/snl9a7/stories/
WS5ef82d7ba310a859d09d47ee.html(검색일: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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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안문제이다.124) 클라우드 컴
퓨팅 서비스는 자사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데, 이 과정에
서 데이터 유출 문제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도용될 수 있다. 이러
한 보안에 대한 중국시장의 수요에 따라 기업들은 해외 선진기술이나 제
품 도입을 통합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랑차오 그룹을 예로 들면, 외
국과 합자의 방식으로 선진기술과 제품을 도입하여 데이터 자원을 보호
하는 한편, 외자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입하는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3-9

랑차오 그룹 개요

회사명

 랑차오 그룹(浪潮集团)

소개

 그룹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의 서비스 업체로서 산하에 랑차오 정보, 랑차오 소프트웨어,
랑차오 국제 등 3개 상장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3만여 명의 직원이 있음

사업 분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스마트기업 등 업무 분야를 포함

주요 제품

 인프라, 플랫폼 앱, 데이터 정보와 앱(App)

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저장
인공지능 등
랑차오 클라우드

사업 구조

업무와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랑차오 클라우드 ERP
티엔위안데이터베이스 등

스마트시티

도시 사랑 사이트
산업 소프트웨어

스마트기업

산업 단말기
기업 관리 소프트웨어

자료: 저자 작성.

124) 肖敢(2017), “关于云计算信息数据安全技术分析”,数字通信世界, 2017(5), pp.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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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랑차오와 미국 Cisco사간 자본금 1억 달러의 합작회사
인 랑차오-Cisco 네트워크기술유한회사가 산둥성 지난(济南)에서 운영
을 시작하였다. 랑차오그룹과 미국 시스코가 체결한 중외합자경영기업
계약과 합자회사의 규약에 따르면, 그중 랑차오 그룹이 51%의 지분을
갖고 시스코는 49% 지분을 갖는다. 중국 시장의 수요에 따라 합자회사
는 시스코 세계 선두의 기술혁신과 실천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선진적
이고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제품과 기술을 제공한다. 미래에는 네트워크
제품과 기술의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IT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스마트시티와 빅데이터 등을 포함한 선도기술(Leading technology)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125)
랑차오그룹은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바탕으로 톈진 중신에
코시티 정보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모든 리소스는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구현되며 필요에 따라 동적으로 확장 및 배치하여 고객에게 종합
적이고 합리적이며 신속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랑차오
가 구축한 “도시사랑 사이트(爱城市网)”APP은 정무 데이터 액세스를 통
해 시민들은 납세 상황, 공동적립금 납부, 사회보험 납부(의료와 양로
등),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에 관련된 모든 공공서비스 정보를 원 클릭으
로 조회할 수 있다.
(3) 스마트 인프라 분야 독자 진출사례(NXP 반도체)
스마트 인프라는 스마트 시티 건설의 기초이자 핵심이다. 스마트 인프
라는 네트워크, 저장과 연산, 융합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지만 어떤 분야

125) 中国证券网(2016.11.11), “浪潮集团与美国思科合资公司正式投入运营”, http://news.cnstock.com/news,
bwkx-201611-3948538.htm(검색일: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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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지 반도체 집적회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본
토 기업은 IC회로 설계, 제조, 테스트 패키징 분야에서 기술수준이 부족
하기 때문에 NDRC가 「외국인 투자장려 산업목록」에서 IC회로 설계, 디
지털 IC 제조, IC 패키징, 테스트 설비의 제조로 대표되는 컴퓨터, 통신,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필요성을 밝혔다.
NXP 반도체는 외국 IC(집적회로) 기업이 중국 스마트시티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사례다. NXP는 독립된 외자기업 형태로 1986년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한 후 지금은 상하이, 베이징, 선전, 쑤저우 및 다른 14개
도시에 사무소를 세우고 R&D센터 6곳, 기술공장 1곳을 설립했다.

표 3-10

NXP 반도체 소개

회사명
소개
업무
제품

NXP 반도체 유한회사
네덜란드 필립스社사가 1953년에 설립한 반도체 사업부를 전신으로 2006년 설립(본사 소재지: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2015년 NXP는 프리스케일 반도체와 합병해 IoT와 자동차 분야에서 사업 추진 중126).
보안 인터넷 자동차, 통신인프라,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산업 IoT127)
처리기 및 마이크로제어기, 음성 및 수신설비, 인터페이스 설비, 전원 설비, 무선 주파수 설비,
RFID/NFC 설비, 센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자료: 저자 작성.

NXP는 독립된 외자기업 형태로 중국에 진출해 여러 중국 기업과 협
력하여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통해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해 왔다.
NXP의 전신인 필립스 반도체 사업부는 1986년 중국에 사무소를 설립했

126) 电子发烧友网(2015.3.3), “NXP与飞思卡尔合并后记：成就第八大半导体厂商” http://www.elecfans.
com/article/90/156/2015/0303365161.html(검색일: 2021.9.10).
127) NXP, https://www.nxp.com.cn/(검색일: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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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4년 NXP는 DTT(다탕전신 과학기술 주식유한회사)와 합자해
DDT-NXP 반도체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2015년, NXP는 프리스케일
반도체와 합병을 마치고 톈진에 있는 프리스케일의 패키징 공장과 R&D
센터를 인수했다. 2017년, NXP는 음성 및 오디오 응용솔루션 서비스를
1억 6,500만 달러에 중국 Goodix에 매각했다. NXP는 2018년에
Ehawkeye에 투자해 상용 자동차 밀리미터파 레이더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했다. 2019년, 톈진개발구 관리위원회와 NXP 반도체는 26일 톈진
개발구 투자서비스센터에서 ‘인공지능 응용 시범기지사업 투자협력 계약
(人工智能应用示范基地项目投资合作协议)’ 조인식을 열고 톈진 개발
구에서 NXP 인공지능 및 IoT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128)
2021년 5월, 톈진에 위치한 NXP 반도체의 인공지능 응용 혁신센터
가 정식으로 오픈했다. 이 혁신센터는 인공지능 IoT 생태계 공동혁신 지
원을 목표로 한다. 혁신센터 1기 사업은 인공지능 응용 시범기지로 NXP
및 협력파트너의 100개 이상의 최신 기술과 단말기 응용을 집중 전시하
는 것으로 이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인더
스트리 등 분야와 관련된다. 혁신센터 2기 사업은 인공지능 혁신 실천기
지로서 협력파트너가 기술 훈련 및 최신 R&D 플랫폼을 통해 현지화 혁
신을 지원하게 된다.129)

128) 百度. https://baijiahao.baidu.com/s?id=1637454018432825897&wfr=spider&for=pc(검색일: 2021.9.10).
129) 电子信息产业网(2021.5.20), “恩智浦启动人工智能应用创新中新” http://www.cena.com.cn/semi/
20210520/111874.html(검색일: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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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 기술서비스 분야 중외 협력사례(국내기업 ESE사)130)
ESE사는 자체개발 스마트통합관제솔루션을 개발해 중국 스마트시티
에 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통합관제솔루션은 IoT를 기반
으로 스마트통합관제의 신경중추를 담당하여 도시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
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통합관제패키지이다.131)
이 기업의 톈진에코시티 진출의 배경은 중국 스마트시티 정책이 본격
화되던 무렵, 톈진빈하이신구의 톈진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사고
(2015년)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인해 중국 지도부가 재발방지 대
책을 지시하면서, 현지 정부가 톈진폭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스마트시
티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중국 현지 기업인 타이지가
톈진에코시티의 일괄수주를 받아 해당기업에게 재하청 방식으로 협력이
추진되었다.
그림 3-9

톈진에코시티 도시운영센터 기본현황

구분
위치
준공시기
규모

주요 내용
중신에코시티 정보센터11층(스마트센터)
2018.9
1200㎡(370평), 50개 좌석
도시빅데이터,
도시사건처리(SOP), 영상감시, 도시관리서비스
스마트시티 운영 및 관리 ‘두뇌’로서 업무시스템 및
운영데이터(총 42개) 시스템에 접근
11개 주요 업무유형, 빅데이터 수집, 도시실시간 모니터링
도시관리의 실시간 스케줄링(비상모니터링 시스템,
사고처리감독)
도시통합 이벤트 수신, 할당, 통합감독 및 통합처리

주요기능

운영센터

사진

능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예방적 관리모델 구축,
도시거버넌스 시스템과 기능을 스마트하게 구현
자료: 이창호(2021), 국토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130) 이창호(2021), 국토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요약정리.
131) ESE 사이트. http://www.eseict.com/Nsco/ko/sub/subR.html?sect=rino(검색일: 20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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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사는 현지사업 진출 시 IBM과 벤치마크테스트(BMT)를 거쳐 최종
적으로 선정되었으며 중국측 요구에 따라 솔루션 도입 후 6개월 이내 프
레임워크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솔루션이 탑재된 톈진에코
시티 도시운영센터는 중신에코시티 정보센터 11층에 위치해 있으며 톈
진에코시티가 지향하는 예방적 관리모델, 신속하고 포괄적인 사고상황의
제공 및 비상모니터링 시스템에 부합하기 위한 ‘사고관리’, ‘생명선’ 확보
등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기업의 중국진출 사례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수요 맞춤형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진출한 성공적인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그림 3-10

ESE사 중국내 주요 사업실적

자료: 이창호(2021), 국토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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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중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의 제도적 여건을 최근 발표
된 외상투자사업 장려 및 네거티브 리스트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결과,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자동차 충전기, 자율주행관련 하드웨어, 드론 서
비스용 로봇, 스마트 측정, 계량기, 집적회로 측정설비, 레이저 투영설비
등 첨단 제조업 분야가 투자 장려분야에 해당되었다. 인공지능 보조의료
기기 제조, 첨단 방사선 치료설비 제조, 스마트 웨어러블 등 건강관리설
비 제조, 이동·원격치료 설비 제조 등 의료기기 제조 관련 항목이 장려항
목에 포함된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
스업’ 분야에서 5G 통신기술 개발과 응용,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응용, 도농계획 편성 서비스 분야 등도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제가 완화된 스마트시티 관
련 금융분야(핀테크 등)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상수도 및 배관 분
야도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인프라 사업화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지역인 슝안신구와 톈진에코시티에서의 중국과 외국기업의 협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에서의 외국기업 진출은 주로
중국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일부 독자형태로 진출한 경우도 있으나 주로 중외기술협력, 중
외합작, 주문제작형 수출 등의 형태로 현지 시장에서 다양한 로컬기업들
과 협력을 통해 현지화를 추진하면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해당 지방정부
는 주로 중국 로컬기업에게 발주하고 이들 로컬기업은 외국기업과의 전
략적 제휴, 또는 조인트벤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부 사업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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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로컬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중국기업에게는 외국기업이 가지고 있는 선진기술과 경험의 활용 측면에
서, 외국기업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시장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양측의 니즈가 부합될 수 있는 협력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진출분야별로는 스마트 인프라 분야, 응용서비스 분야, 기술서
비스 분야 등 분야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컬기업에게 상대적
으로 유리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 외국기업의 선진
기술을 접목한 중국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한편, 기존 중국시장에 진
출한 외국기업의 경우 인프라 분야에서 독자형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
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1

구분

슝안
신구

톈진
에코
시티

중국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기업진출 사례 요약
기업명
센허(중)

분야
스마트 응용

세부 분야
스마트 환경

협력방식
중외 기술협력

첸팡(중)

스마트 응용

스마트 교통

중외기술협력

차이냐오
(외)

스마트
인프라/
기술산업

네트워크
정보처리 저장
AI 서비스 등

독자진출

터스롄(중)

스마트
기술산업/
응용서비스

스마트
커뮤니티

중외기술협력

랑차오(중)

스마트
인프라/
기술산업

클라우드
컴퓨팅 등

중외기술협력
중외합작

NXP(외)

스마트
인프라

반도체
집적회로 등

독자진출

ESE(외)

스마트
기술산업/
응용서비스

통합플랫폼
방재솔루션

주문제작형
방식으로 진출

주요 내용
현지 수요 분야 타겟화 진출
자사수직통합계열, 외국기업과의 기술
협력
기반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중국내 타지역 독자진출 후 자회사 설립
을 통해 현지 사업 확대
에코시티 컨셉부합형 사업화 추진
해당지역의 스마트브레인과 자사의 기
술력(AIoT시스템) 연계를 통한 스마트
커뮤니티 구현
외국기업의 선진기술 및 제품도입을 통
해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외자기업의 중
국내 시장진출 기회 제공
80년대 중국 진출 후 여러 지역에서
투자 확대(사업 확장)
AI 및 IoT시범사업 추진 및 현지 생태계
지원
현지협력기업의 재하청방식으로 진출
하여 타 지역으로의 사업 확대 모색
해당지역 정부 재해재난 방지 정책추진
에 대한 현지수요 부합형 진출

자료: 저자 작성.

제3장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 여건 및 협력사례 ❙ 129

제4장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가능성 분석

1. 중국 스마트시티 분야 우리나라 진출기업 대상 FGI 조사
2. 한중 스마트시티 기술 수준 및 경쟁력 비교
3. 소결

1. 중국 스마트시티 분야 우리나라 진출기업 대상 FGI 조사
가. 조사 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한중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 스
마트시티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FGI
는 소수의 응답자와의 대화를 통한 정성적 조사방식으로 스마트시티 중
국시장 진출경험을 가진 기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현지정보와 경험을
탐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조사방식이라고 할 수 있
다. FGI 목적은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기업이 체감하는 애로사항,
시장현황 및 유망분야 등을 파악함으로써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가능성을
판단하고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마련에 활용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FGI는 대면조사로 이루어지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조사가 아닌 비대
면 화상회의와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서면조사는 비대면 화
상회의 시행 전 사전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
의 목적과 조사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면서 체계
화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2) 조사 범위 및 방식
조사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의 유형을 서울 디지털재단의
‘2019년 스마트시티산업 실태조사 연구’의 스마트시티 산업분류체계를
참조하여 크게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스마트시티 기술산업’, ‘스마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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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서비스산업’과 같이 3개의 대분류로 구분하였고 각 대분류에 해당되
는 중분류와 소분류로 세분화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제시하였다(이하 표
4-1 참조).

표 4-1

스마트시티 분야 유형 분류

대분류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스마트시티
기술산업

스마트시티
서비스산업

중분류
인프라 구축
통합통신망 구축
공간정보 구축
통합플랫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 교통
스마트 환경
스마트 안전(방재)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빌딩
스마트 물류
스마트 관광
스마트 홈
스마트 행정
스마트 경제
스마트 교육

소분류
스마트 그리드
통신네트워크 부품 제작, 통신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공간정보 기술 및 부품개발, 공간정보 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통합플랫폼 서비스
사물인터넷 구축 및 운영, 사물인터넷 서비스
클라우드 구축 및 운영,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구축 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서비스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 인공지능 운영서비스
스마트 주차, 자율주행, 도로 관리
대기환경관리, 스마트 워터시티,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방범, 안전, 재난재해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 홈케어, 스마트 복지
빌딩관리
물류관리
컨시어지
스마트 주거/방범, 스마트가전
스마트행정, 스마트 도시관리
스마트 경제
스마트 교육

자료: 서울디지털재단(2019), 2019년 스마트시티산업 실태조사 연구, 부록III 2018년 기준 스마트시티산업 실태조사 pp. 3-6을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조사는 중국 스마트시티 분야 기진출 기업 6개사와 진출예정 기업 2
개사를 합쳐 총 8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기업의 진출에
관한 기본사항을 파악하는 부분과 중국 스마트시티에서의 해당 분야 우
리나라 경쟁력과 향후 전망, 중국에 비해 경쟁력 있는 분야, 중국의 스마
트시티 진출 유망분야 및 방식, 정부지원 필요 분야 등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각 조사 문항은 구
조화된 조사지 형태로 구성하여 비대면 회의 실시 전 사전 배포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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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였다. 이 하에서는 FGI 사전 서면조사를 정량분석한 결과와 비대면
화상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FGI 참여자 현황

표 4-2

진출여부

기진출

진출예정

표 4-3

기업명

직위

중국진출분야

A사

본부장

스마트 복지, 헬스케어

중국내 진출지역
북경, 광주

B사

대표이사

인공지능의료영상진단기기

심천, 북경, 창사

C사

팀 리더

스마트헬스(AI)

상해

D사

책임연구원

물리보안

전역

E사

부사장

스마트시티 플랫폼

북경법인, 광주JV
상해

F사

이사

스마트시티 IoT보안

G사

대표이사

AI, 클라우드, 컨설팅

전역

H사

대표이사

5G 실감 솔루션, 메타버스

북경

조사내용
구분

항목

작성자 기본사항

기업명, 기업 창설연도, 중국 내 진출 지역, 중국 내 진출 분야 등
스마트시티 산업 해당 분야

진출 유형 및
사업현황

진출유형

중국 진출 축소 및 확대 이유
스마트시티 산업부문 진출 형태 및 진출 형태의 비중

사업현황

경쟁력 및
유망진출 분야

스마트시티 분야 중국 진출 경험 및 향후 사업 계획

경쟁력
유망분야/방식

정부지원 필요 분야

중국의 스마트시티 산업의 진출 애로사항
중국의 스마트시티 산업의 진출 중요 분야
우리나라 경쟁력 및 향후 전망
중국에 비해 경쟁력 있는 스마트시티 분야
중국의 스마트시티 진출 향후 유망한 분야 및 진출방식
중국 진출 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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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결과
1) 기업진출 유형 및 사업현황
조사대상인 8개 기업의 스마트시티 산업 해당 분야를 중복응답이 가
능한 조건으로 묻는 질문에, 조사 기업들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기술산
업 및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진출 기업의 경우,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통신네트워크,
공간정보 기술 및 부품개발, 공간정보 서비스 분야에 해당되며, 스마트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통합플랫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 다양하게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서비스 분야에서
는 주로 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전(방재), 스마트 헬스케어 등 분야에 해
당되며 특히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대상기업 모두가 해당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진출예정 기업은 스마트 기술 산업 중에서 클라우드, 인
공지능 분야에, 스마트 서비스 산업 중에서는 스마트 관광, 스마트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스마트시티 산업분야(스마트시티 기반시설)
(단위: 중복응답 가능, 건)

대분류

중분류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통합통신망 구축
공간정보 구축

소분류

전체

기진출 기업

진출
예정기업

(8)

(6)

(2)

스마트 그리드

-

-

-

통신네트워크 부품제작

-

-

-

통신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1

1

-

공간정보 기술 및 부품개발

1

1

-

공간정보 서비스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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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스마트시티 산업분야(스마트시티 기술산업)
(단위: 중복응답 가능, 건)

대분류

중분류
통합플랫폼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기술산업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표 4-6

소분류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통합플랫폼 서비스
사물인터넷 구축 및 운영
사물인터넷 서비스
클라우드 구축 및 운영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구축 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서비스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
인공지능 운영서비스

전체
(8)
2
1
1
2
2
2
1
1
3
2

기진출 기업
(6)
2
1
1
2
1
1
1
1
2
1

진출 예정기업
(2)
1
1
1
1

스마트시티 산업분야(스마트시티 서비스산업)
(단위: 중복응답 가능, 건)

대분류

기진출 기업
(6)
1

진출 예정기업
(2)

스마트 주차

전체
(8)
1

자율주행

-

-

-

도로 관리

1

1

-

대기환경 관리

-

-

-

스마트 워터시티

-

-

-

스마트 에너지

-

-

-

스마트 방범

1

1

-

안전

1

1

-

재난재해

-

-

-

스마트 헬스케어

3

3

-

스마트 홈케어

1

1

-

스마트 복지

2

2

-

스마트 빌딩

빌딩관리

2

2

-

스마트 물류

물류관리

-

-

-

스마트 관광

컨시어지

1

-

1

스마트 주거/방범

1

1

-

스마트 가전

1

1

-

스마트 행정

1

1

-

스마트 도시관리

1

1

-

스마트 경제

스마트 경제

-

-

스마트 교육

스마트 교육

1

-

중분류

스마트 교통

스마트 환경

스마트
안전(방재)
스마트시티
서비스산업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홈
스마트 행정

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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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별 해당업종을 종합해 보면 B사, E사, G사는 기술산업 분야에서,
H사는 응용서비스 분야에서 각각 사업을 주력하고 있다. A사, C사, F사
는 기반시설+응용서비스, 또는 기술산업+응용서비스 등 2개 분야에 주
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사의 경우 세 분야 모두에서 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7

진출여부

기진출

진출예정

FGI 참여자 현황(중복응답 가능)
기업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기반시설
○

○

스마트시티 분야
기술산업
◎
◎
◎
◎
◎
◎

응용서비스
◉
◉
◉
◉
◉

스마트시티 분야 중국 진출(투자 또는 수출) 경험 및 향후 사업 확대/
축소 계획에 대한 결과, 응답한 8개 기업 중 6개의 기업은 중국 진출한
경험이 있으며, 2개의 기업은 중국 진출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국 진출한 경험이 있는 6개의 기업 중 5개 기업은 향후 확장 계획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진출한 6개 기업은 상해, 북경에 독립 법인체, 현지기업과 합
자회사를 설립 또는 두 가지 형태를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응
답하였으며, 2개 기업은 현지 벤처캐피탈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중국
에 진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지 4년차인 1개 기업은 현
지 파트너사를 찾기 어려워 파트너사에게 부품형태로 제품을 납품하고
타겟 지역도 변경하는 등 전략 방향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답했다.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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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중국에 진출한 한 기업은 현지 법
인을 설립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영을 못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팀빌딩 중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산업부문 진출 형태에 대한 결과, ‘라이선스’가 6개 기업으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술 및 서비스 제공’ 5건, ‘완제품’ 3건, ‘OEM
(주문제작형)’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현지 제조시
설 구축(SW GMP)’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시티 산업부문 진출 형태의 비
중은 ‘라이선스’ 32.5%, ‘기술 및 서비스 제공’ 31.3%, ‘완제품’ 22.5%,
‘OEM(주문제작형)’ 7.5%, ‘기타’ 6.3%로 나타났다.

그림 4-1

진출 형태
비중

스마트시티 산업부문 진출형태의 비중

22.5%

32.5%

완제품

라이선스

7.5%

OEM

31.3%

기술 및 서비스 제공

6.3%

기타

중국 스마트시티 산업의 진출(투자/수출)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
은 무엇인지에 대한 1+2+3순위 중복응답 결과, ‘중국 정부규제’가 5건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금조달 문제’ 4건, ‘중국 로컬기업과의 경
쟁심화’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진출 기업의 경우 ‘중국 로컬기업
과의 경쟁심화’, ‘중국 정부규제’, ‘시장적응력’ 등을 애로사항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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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시티 산업의 진출 애로사항

그림 4-2

(N=8, 단위:건)
5
4

4

3
2

2

2
1

중국 현지시장
정보의 부족

3

2

중국시장
판로개척의
어려움

제품 경쟁력
약화

1

1

투자 절차의
복잡성

중국
로컬기업과의
협력에서의 애로

1+2+3순위

표 4-8

2

자금 조달
문제

중국
로컬기업과의
경쟁심화

중국 정부
규제

시장 적응력

1순위

중국 스마트시티 산업의 진출 애로사항(1+2+3순위)
(단위: 중복응답, 건)

구분

사
례
수

중국
현지
시장
정보
부족

판로
개척
곤란

제품
경쟁력
약화

로컬
투자
기업과의
절차
협력
복잡성
애로

자금
조달
문제

중국
중국
로컬기업
정부
과의 경쟁
규제
심화

시장
적응력

전체

(8)

-

2

2

1

3

4

4

5

3

기진출기업

(6)

-

1

2

1

2

2

4

3

3

진출 예정기업

(2)

-

1

-

-

1

2

-

2

-

비대면 회의에서는 애로사항에 대한 더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조사대상자들은 중국 정부규제로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이 필수적인 상황
이며, 하드웨어 제조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력까지 자생력을 갖추는
등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로컬 기업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
황이라고 언급하였다. 제품 및 기술력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만큼
중국 현지 기업들이 성장하였으며, 무엇보다 가격경쟁력 확보 및 복제
기술 발달로 기술 및 제품 생산정보 카피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
고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현지시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현지
인력 확보가 필요하나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상 자금마련이 어렵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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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중국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다른 특수성이
커서 현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등 분야에서도 비용 부담
감이 크다는 애로사항도 언급되었다.

☞ “외자기업이라 중국 정부규제 상 접근하기 어려워 중국 파트너사를 이용해야 해요”
(A사, 진출기업)
☞ “중앙정부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손을 잡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강하게 드라이브하면 우호적인 지방정부도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A사, 진출기업)
☞ “로컬기업 중 유사기업이 60~80개입니다. 신시장은 기술력 경쟁이 되어야하는데 경쟁사가
많아서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하죠. 해외에서 인정받은 저희 회사도 로컬 기업과 경쟁을 위해
수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사, 진출기업)
☞ “카피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 발굴입니다. 한번 미팅하고 공동연구한다고
신뢰할 수 없어요.” (B사, 진출기업)
☞ “파트너 협력 시 협업관계 교류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고, 현지 시장에서의 좋은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공을 많이 들여야 하죠.”(E사, 진출기업)
☞ “다른 국가 대비 개인정보보호법 규제가 심하지 않고 학습 데이터를 얻기 좋아서 매력적인
시장이죠. 우리 기술을 지키면서 시장에 침투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게 가장 큰 관건이자
애로사항입니다” (D사, 진출기업)
☞ “중국사업은 가장 중요하면서 큰 리스크가 카피에요. 처음에는 시장이 없었으나 1~2년 지니면
똑같은 제품이 나와요. 심천에서는 1개월 뒤면 카피가 만들어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에요”
(B사, 진출기업)
☞ “현지 우수인력 공급이 필요한데 중소기업 특성상 비용투자가 어려워요. 중국 공기업 및
대기업과의 파트너쉽을 이어왔으나 앞으로 수평적 관계를 확보하려면 우수인력을 얻기 위한
자금이 필요해 보여요”(E사, 진출기업)
☞ “중국시장은 특수성이 너무 커요. 글로벌 마켓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진단 툴, 신뢰성을 갖춘 진단 성능이 우선시 되나 중국에서는 리포트 자동 생성 등 효율성이 더
중요한 시장이에요. 글로벌 스탠다드랑 다르죠. 결국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도 기존
리뷰어들이 접해보지 않은 제품이라 심사 기간과 컨설팅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C사, 진출기업)

진출 예정기업들은 좋은 현지 파트너를 찾는 부분과 빠르게 기술성장
을 이뤄가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부분을 상대적
으로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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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하드웨어 제조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한국은 차별화된
고퀄리티 전략이 필요한데 어려운 상황인거 같아요. OEM이 나은 것인지 진출 전략안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G사, 진출예정 기업)
☞ “좋은 파트너 만나는 게 가장 큰 바램이자 애로사항 같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H사, 진출예정 기업)

중국 스마트시티 산업 진출(투자/수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1+2+3순위 중복응답 결과, ‘제품 경쟁력 강화’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로컬기업과의 협력 강화’, ‘중국 로컬기업과
의 경쟁에서의 우위 선점’이 각각 5건, ‘중국시장 판로개척’ 4건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기진출 기업의 경우 ‘제품경쟁력 강화’, ‘로컬기업과의 경
쟁우위 선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진출 예정기업은 ‘판
로개척’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4-3

중국 스마트시티 산업 진출의 중요 분야

(N=8, 단위:건)
7
4
2

시장정보의
확보

5
3

중국시장
판로개척

2

제품 경쟁력
약화

5

1

1
투자 분야
확대

1+2+3순위

중국
로컬기업과의
협력 강화

경영 능력
강화

중국
로컬기업과의
경쟁에서의
우위 선점

기타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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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시티 산업 진출의 중요 분야(1+2+3순위)

표 4-9

(단위 : 중복응답, 건)

구분

사
례
수

시장
정보
확보

전체

(8)

2

기진출기업

(6)

1

진출 예정기업

(2)

1

판로
개척

제품
경쟁력
강화

투자
분야
확대

중국
로컬
기업
과의
협력
강화

경영
능력
강화

로컬
기업
과의
경쟁
우위
선점

기타

4

7

-

5

-

5

1

2

5

-

4

-

5

1

2

2

-

1

-

-

-

2) 경쟁력 및 유망진출 분야
기업 해당분야별 경쟁력에 대한 자유기술 결과,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체로 해당업종이 기술적으로는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의료정보기술과 원천기술이
결합된 IT 기반 기술은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
AI헬스케어 등 일반 AI 분야는 중국에 비해 열위에 있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자사의 해당 분야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현재는 우
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중국이 개인정보 보호 등 우리나라
의 과도한 규제와 비교해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화를 확산시키고 온라
인·모바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스마트시티 분
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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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해당 분야의 우리나라 경쟁력과 향후 변화 전망

구분

기
진
출

기술내용

A사

중국 내 시장 타켓이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이 완전히 다른 상황. 중국 기업의 경우, 자사가 타켓하는
시장이 아닌 시장을 중심으로 제품군이 형성되어 있어 자사가 집중하려고 하는 시장과는 차별화
포인트가 존재함
다만 중국에 경쟁제품이 특별히 없다고는 하지만 자사의 현재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므로 제품 경쟁력을 중국 현지 업체와의 협력 증대를 통해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판매루트/채널을 발굴하고자 노력 중임

B사

의료정보기술 및 의료원천기술이 절대적 우위에 있고, 또한 IT 개발기술의 견고함이 우위에 있음.
중국의 일반 IT 기술도 고도화되어 있지만 의료정보기술과 의료원천기술이 결합된 IT 기술은
한국이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함.
열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확보에 따른 일반 AI 기술이라고 생각함. 이미 중국은 미국과 견줄만한
인공지능 특허를 확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에 한국보다 5년 정도 앞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을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자체만으로는 경쟁력이 없음. 의료분야에서도 대표적인
질환 외에 중국 의료계보다 강점인 질환에 대해 차별화와 우위를 두어야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C사

AI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열위로 판단하며 양국의 경쟁력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IT기술 기반의 의료플랫폼의 급속한 성장, 정부의 정책(병원의련체, 원격진료 추진, 병원간 의료정보
공유 등), 온라인/모바일 의료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의료정보의 디지털화 가속화 등으로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한국보다 더욱 다양한 서비스,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생태계로
발전했으며 기술력을 키워가고 있음

D사

물리보안 시장 및 통합플랫폼 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열위라고 판단하며 물리보안 시장 및 통합플랫폼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는 커질 것이라 예상
우리나라의 과도한 규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영상분석 및
관련분야 학습 데이터셋 확보가 제한, 정부주도 데이터 웨어하우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데이터의 부족현상은 여전, 학습 데이터의 부족 현상은 유관분야 기술의 퇴보를 초래, 규제 회피방안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기반 요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사항을 완화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비)

E사

스마트시티 플랫폼 시장은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 초기단계 IBM,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에 의해 중국
주요 도시에 소개되었고 이후 중국 화웨이,알리바바 등 중국 대기업과 중견 전문기업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임
한국은 전자정부 및 공공 SOC 구축경험을 토대로 U-City, 스마트시티 분야 15년 이상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있음
한국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의 한계,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시장진출은 필연적이며
특히 중국 중장기 규획 경제 기반의 스마트 도시화 정책은 한국기업에게 무한 잠재시장이 될 것임

F사

스마트시티 및 보안솔루션 영역에서 경쟁우위가 있다고 판단
현재 중국에서 해외 솔루션 특히 미국 솔루션에 대해 배제하면서 국내 솔루션 기업들이 중국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G사

동등/ 중국이 점점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함

H사

조기 중국내 일반사용자 및 기관/기업 사용자에게 안착되면 시장을 선도 할 수 있음. 기술적으로는
우위를 갖고 있으나 서비스가 론칭되면 유사형태의 서비스가 난입할 가능성이 있어 조기 사용자 및
파트너 확보가 중요 할 것으로 보임

기
업

진출
예정
기업

자료: 응답지 기술내용을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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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분야 외 중국의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창의력이 필요한 특화된 콘텐츠/서비스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분야, IoT를 활용한 보안솔루션·도시환경·보건 등 부문이 유망하
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플랫폼, IoT 등 스마트시티 기
술을 환경, 보안·안전, 의료 등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점하
고 있는 부문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진출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향후 중국의 스마트시티 진출에서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와 이유

구분

기
진
출
기
업

진출
예정
기업

기술 내용

A사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국가,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한국기업이 들어갈 여지가 많아 보이지만 기본 인프라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한국기업이
중국 경쟁자를 이길 기업은 전무하다고 생각됨. 특히 플랫폼, 인공지능, 데이터, 하드웨어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됨
특화된 콘텐츠/서비스 등을 제외하고는 중국 진출은 힘들다는 생각이며, 자사가 진출하려고 하는
장애인 및 사회 약자 대상 서비스와 창의력이 많이 들어간 콘텐츠 분야 등이 유망하다고 판단

B사

의료 헬스케어 분야는 중국에서 카피가 불가능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결합한
ICT 솔루션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짐
한국의 의료기술들이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신기술 중심으로 국내에서 1차 완성하여 이를 스마트
헬스케어로 결합하여 진출하면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함

D사

스마트시티 기술산업(통합플랫폼,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 등의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
- 언택트 일상화 맞춰 가상화 온라인 플랫폼 기술이 적극 활용 될 것이라 예상(MS 홀로렌즈를 적용)

E사

중국 스마트시티는 시스템통합(SI: System Integration)방식에서 솔루션 기반 SI, 솔루션 운영
서비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중국대비 경쟁우위에 있는 플랫폼, 재난, 의료 분야는 중국 유력기업과 파트너십을 만들어 중국
주요 프로젝트에 솔루션 제공형태로 시장을 진입하고 현지 파트너와 기술과 자본을 결합하여
솔루션 현지화(Localization)을 통해 매출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솔루션 서비스화를 앞당겨 사업
지속성(Business Continuity) 확보해가야 함

F사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 유망
IoT 기기와 서비스, 인프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IoT 보안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

G사

로봇 및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 환경, 안전, 보건 부문 유망

H사

스마트도시의 시민 및 방문객이 실감경험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현실세계
메타버스” 분야 및 기타 스마트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서비스는 기존의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정보와 융합되어 새로운 사업 가능성 보유

자료: 응답지 기술내용을 요약정리.

144 ❙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대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에 대해 유망한 진출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내 지사 또는 로컬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진
출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신뢰성 있는 로컬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또한 초기에 중국내 파트너
와의 합자회사를 설립해 진출하고, 이와 동시에 외자법인 설립 등을 통
한 병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리스크를 헷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응답자
도 있었다. 현지 기업과의 사업제휴를 통한 진출 외에도 국내기업과의
사업제휴를 통한 진출, 기존 중국업체의 벤더형태로 우선진출 등 다양한
진출방식이 제시되었다. C사의 경우 현지 법인설립을 통해 진출하여 현
지화를 추진하는 한편, 법인 소재지 외 지역에서는 현지 유통사 채널과
글로벌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한 비대면 화상회의에서 자국기업 보호의 대응방안 및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다수의 조사자가
동의를 표했다. 외자법인을 추가 설립하여 향후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뢰할 만한 현지 법인과의 파트너쉽 등 합자 회사 등의 유형도 사업 확
장에 유용하다고 언급되었다.

☞ “내자법인, 합자법인, 외자법인 3가지 형태 모두 구축이 필요합니다” (A사, 진출 기업)
☞ “합자법인으로 설립하였으나 북경에 내자법인도 설립했어요. 외자회사는 자금을 받는 과정과
정부규제를 피하는 목적으로 필요하죠. 3개 형태가 모두 필요하고 역할도 나뉘어 있죠” (B사,
진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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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우리 기업의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에서 유망한 진출 방식

업체명

기
진
출
기
업

진출
예정
기업

기술 내용

A사

(벤터형태로 진출)대중국 스마트시티 진출 방식은 직접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생각, 제일 좋은 진출
방식은 기존 중국업체 중 스마트시티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기업의 벤더 형태로 진출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임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비즈니스 이외에 정부 정책, 사회 분위기 등 적시에 대처해야 하는데
한국기업이 아무리 현지 법인을 세워 진출한다고 해도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움

B사

(합자회사 및 법인설립)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하여 합자회사를 만들어
진출하는 것이 초기 중국의 외국기업의 차별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며, 이와 동시에 내자법인
또는 100% 외자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상호견제 및 추후 문제되는
부분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함

C사

(중국법인 설립을 통한 현지화): AI분야, 헬스케어 분야는 중국 정부의 자국기업 보호 및
육성의지가 매우 강한 영역임. 외국기업이 수입형태로 제품을 유통하는 것은 의료기기산업에서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자사는 중국법인을 설립하여, 현지인력을 통해 사업을 개발해나갈 예정
(현지유통사 발굴) 자사는 법인 소재지 외의 도시에서는 현지 유통사 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예정임. 최종구매자인 병원의 구매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은 주로 지역별 유력
유통사이기 때문임
(글로벌파트너 활용) 자사는 중국 내 수많은 글로벌 의료기기업체들에 솔루션을 납품하는 전략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동남아, 중남미 등을 개척할 예정임.

D사

(국내 기업과의 사업 제휴) 각 요소 기술별 기술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경쟁력 확보, 기업별
필요 기술 수요조사 및 매칭시스템 확대 필요
(현지 기업과의 사업 제휴) 밸류체인으로서 중국의 역할 변화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
있음.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인프라 분야에 대대적
투자가 예상됨. 현지 기업과 디지털 플랫폼, 언택트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ICT 관련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예상됨

E사

중국지사 설립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
중국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한국 솔루션 및 서비스 중국 수출
한중 스마트시티 합작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

F사

일부 사업에서 외국기업이 참여가 불가함으로 중국 사업에서 파트너와 현지 경영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됨. JV 방식도 유망(단 현지 우수한 경영진으로 운영해야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

H사

중국내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서비스 직접 제공

자료: 응답지 기술내용을 요약정리.

3)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
중국 진출(투자/수출)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한 1+2+3순위 중복응답 결과, ‘중국시장 진출
및 사업화 지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업체간 연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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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특허 및 인증 지원’ 4건, ‘자금지원’ 4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진출 기
업의 경우, ‘중국시장 진출 및 사업화 지원’, ‘특허 및 인증지원’, ‘연구개
발 분야’ 지원 순으로 꼽은 반면, 진출예정 기업의 경우는 ‘중국시장 진
출 및 사업화 지원’, ‘중국업체간 연계’, ‘자금지원’ 등으로 나타나 진출
유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가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 진출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필요한 지원

그림 4-4

(N=8, 단위:건)
7

4

4

4
3

3
2

2
1

1

현지 시장정보의
제공

중국시장 진출 및
사업화 지원

1

중국업체간
연계

관련기술 정보
지원
1+2+3순위

표 4-13

특허 및 인증
지원

자금 지원

연구개발 분야
지원

1순위

중국 진출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필요한 지원 형태(1+2+3순위)
(단위 : 중복응답, 건)

구분

사
례
수

현지
시장정보
의 제공

중국시
장 진출
및
사업화
지원

전체

중국업
체간
연계

관련
기술
정보
지원

특허 및
인증
지원

자금
지원

연구
개발
분야
지원

(8)

2

7

4

-

4

4

3

기진출기업

(6)

2

5

2

-

4

2

3

진출예정기업

(2)

-

2

2

-

-

2

-

같은 질문에 대한 비대면 화상회의에서 ‘중국시장 진출 및 사업화 지원’
에 관한 다양한 추가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중국시장 진출예정 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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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Soft-landing)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사업화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정부 주최로 공식화된 매칭 제도의 경우 중국 진출 시 애로
사항으로 꼽힌 카피 이슈 등의 위험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금융, 보증 체계 차원에서의 지원에 대해서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 “중국 주요 대기업, 공기업과의 PoC 진행을 위한 매치메이킹 및 프로젝트 비용 지원 등 소프트
랜딩을 위한 지원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H사, 진출예정 기업)
☞ “중국기업과 합자했을 때 리스크가 많잖아요. 재무적인 부분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만들어진
솔루션, 제품 등에 대해서도 보증제도 등 지원이 필요해요. 금융, 보증 체계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었으면 해요” (G사, 진출예정 기업)
☞ “한국정부와 중국정부가 MOU를 맺고 서로 사업화 지원 및 법인 연계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 카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안심할 수 있거든요.” (B사, 진출 기업)

이 외, 기진출 기업이 꼽은 지원필요 사항 중 하나인 ‘특허 및 인증지
원과 관련하여 중국시장 특수성으로 글로벌 타 시장 대비 특허 및 인증
에 필요한 인적 및 금전적 부담감이 더 큰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에서 국내 기술기업의 특허 및 인증 획득과 관련한 컨설팅 및 법률
자문 등을 지원을 해 줄 경우, 중국 현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좀 더 우
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합자, 외자법인 설립 시 특허가 있으면 유리한 지위를 가질 수 있거든요. 중국 내 특허 및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법률자문이 필요해요” (B사, 진출기업)
☞ “중국은 글로벌 마켓 대비 정보가 부족해 특허 및 각종 인증제도 컨설팅 및 수수료가 타 국가
대비 2~3배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 식약처도 꼼꼼하게 인증하니 한국에서 인증된 경우라면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프리패쓰 할 수 있는 영역이 인정되면 비용, 시간 단축을 통해 현재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거 같아요” (C사, 진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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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국내에서 제공되는 현지 시장정보의 폭이 깊지 않아 사업
전략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현지 시장
정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중국 현지에서 제작된 보고
서를 번역하여 재생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바우처
제도132)를 활용할 수 있으나 양질의 깊이 있는 시장정보는 중국 현지 컨
설팅 기관에서 제공되며 이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제한점으
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 “중국은 자체 좋은 연구보고서를 많이 제공해 줘요. 한국은 연구기관의 재생산 보고 형태라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어요. 중국 현지 산업별 원본 보고서를 그대로 해석만 해서 배포되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A사, 진출 기업)
☞ “시장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면 좋겠어요. 양질의 정보를 공급해주면 기업들이 후속작업은
알아서 하게 되거든요”
☞ “중국 현지 보고서에는 기업들 이름뿐 아니라 CI 등의 정보까지 상세한 형태로 나와 있어요.
법률, 정책적인 부분까지 이해하기에 국내 기관 보고서 수준이 부족하죠.” (B사, 진출 기업)
☞ “코트라, 의료기기수출협회 등의 보고서는 다 보죠. 이 정도 깊이로는 현지 인력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수 가능한 정보 수준입니다. 연간 엑스레이 판매량, 그해의 딜, 중국의 발주량 등 좀
더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하죠.” (C사, 진출기업)
☞ “현지 시장정보가 가장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보고서로 시장전략을 세울 수는 없고 분야를
세분화 시켜 깊이 있는 정보나 자료들이 필요하죠. 중국 현지 Top 링크된 기업들의 상세 정보가
제공되면 좋겠어요” (D사, 진출기업)
☞ “중국현지 컨설팅 업체에서는 현지 사업분야에 대한 디테일한 시장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보고서가 한 건당 5~8천만원 수준인데 비용부담감이 큽니다. 정보 바우처를 한국 컨설팅회사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정보를 얻기 힘들어요. 지원을 주더라도 실효성이 컸으면
좋겠어요” (B사, 진출 기업)

132) 데이터바우처제도 지원사업은 데이터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 등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https://kdata.
or.kr/busi/busi_01_01.html(검색일: 20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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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을
기술하는 질문에 앞서 비대면 화상회의에서 제시된 정부에 대한 요청사
항들이 다소 중복적으로 제시되었다. 즉 현지 시장정보의 제공, 인증확보
를 위한 지원, 인허가 비용 지원, 공신력 있는 중국업체의 발굴 및 매칭
지원 등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기업이 가장 절실하게 정부에 요구하
고 있는 지원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지 기업과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간 ‘한중 스마트
시티 얼라이언스’의 출범 및 운영, 스마트시티 분야 교차 실증사업 추진
등 양국 정부간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
다. 이 밖에 중국 기업과의 POC 진행을 위한 매칭 및 프로젝트 비용지
원, 현지 투자사와의 연계지원, 발표회, 포럼, 전시회 및 관산학 공동과
제 수행 등 협업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
시되었다.

표 4-14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에 바라는 점

업체명

A사
기
진
출
기
업

B사

C사

바라는 점
시장조사 및 관련 분야 정보의 제공, 특히 중국 현지 컨설팅 기업 및 관련 산업 보고서의 번역본
등 제공이 필요
중국 현지 인증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관 및 지원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 스마트
시티 시장은 B To B To G형태가 많음.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관계성에 따라 한국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시 정부 요소로 인해 대응 방법에서 차이가 나타남
중국업체를 정부차원에서 공신력 있게 발굴하여 매칭해 줌으로써 추후 중국업체가 아이템
카피 등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
현지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업체가 중국기업들이 못하는 차별화된 아이템을 발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특허 및 인증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시장에서 공신력 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같은 진출을 위해서 정부의 수출과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음
중국 현지기업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
시장개척 및 사업개발, 시장조사 등의 업무는 기업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되어 있어도, 중국시장 진입을 위한 문턱이 터무니없이 높다면, 중국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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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계속

업체명

D사

E사

진출
예정
기업

바라는 점
자사가 속한 헬스케어 분야는 CFDA(NMPA133)) 인허가라는 매우 높은 문턱이 있음. 중국산
기업들에 비해 인허가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지불해야 함(약 10억).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췄더라도, 비용문제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 진입이 어려움. 인허가 없이는 의료분야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유망 기술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허가 비용지원, 초기셋업비용 지원 등이 필요
현지 기업과의 사업 기회 확대 모색.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대폭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신SOC 프로젝트를 보유한 중국 민영 기업과 협업추진, 한국형 그린 뉴딜 사업을 연계하여
중국의 신에너지 인프라 구축 협력 필요, 코로나19 이후 선진국 자국 경기 부양 위한 각종 유턴
지원책, 외자기업의 탈중국의 형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 틈새시장 진입 모색 필요
국내 실증사업 확대 필요. 지자체 등 공모를 통해 실증단지를 선정하고, 공공, 소매, 가정, 교통,
금융 등의 분야별 물리보안 혁신기술 제품·서비스(다중 CCTV 객체 추적, 드론 이상행위 탐지,
열화상 객체 탐지, 비대면 무인점포 운영 등)를 도입·시험 하고 있으나 기술력 검증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판단됨
한국-중국 정부, 기업간 우호적 협력 여건 조성이 필요(스마트시티 정례 교류, 포럼, 전시회
관산학 공동 과제 수행 등)
한국-중국 기업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 한중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출범 및 운영
- 한중 스마트시티 교차 실증사업 참여

F사

중국시장 진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초기투자 비용 부담 완화
해외 진출 연관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연구개발비 부담 및 글로벌 경쟁력 제품 개발 투자
해외 특허, 인증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

H사

중국 주요 대기업/공기업과의 PoC134) 진행을 위한 매치메이킹 및 프로젝트 비용 지원, 중국 현지
투자사 서치 및 투자연계 지원, 한국기업의 “데모데이”를 통한 솔루션, 서비스 발표회 개최 등

2. 한중 스마트시티 기술 수준 및 경쟁력 비교
가. 분석 개요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기
업을 대상으로 FGI 조사 외에 양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수준에 대한

133) 중국의약품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134)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POC)은 기존 시장에 없었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
용하는 것을 의미.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0%9C%EB%85%90_%EC%A6%9
D%EB%AA%85(검색일: 202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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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스마트시티 분야 한중간 기술 수준 및 경쟁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존 유관기
관에서 발행하는 분야별 기술수준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한중 양국의 주
요 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조사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간접적으로 분석을 시도
하는 것으로, 현재 스마트시티 주요 기술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기술수
준이 최고 기술수준 국가 대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중 양국간의
기술수준 우위 정도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 활용한 유관기관별 기술수준 분석자료는 이하 <표 4-15>
와 같다. 이 중 「2019년 국토교통 기술수준 분석 보고서: 총괄보고서」
와 「2019년 국토교통 기술수준 분석 보고서: 국토교통 기술경쟁력분석
보고서」는 2017년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토교통 관련 기술분류체계를 보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
원에서 작성된 자료다. 2019년 국토교통 분야 기술분류체계는 크게 건
축, 도시·공간, 시설물, 플랜트 등 8개 대분류로 구성되며 그 중 스마트
시티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도시·공간’ 분야는 다시 도시(도시계획·설
계, 도시재생, 도시관리)와 공간정보(공간정보 취득·관리·활용) 등의 세
부 분야들을 포함하고 있다.135) 여기에서는 주로 도시·공간 분야의 한국
과 중국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특허기술 경쟁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또 다른 참고자료인 「2019년 ICT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 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ICT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13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19), 「2019 국토교통 기술수준분석 총괄보고서」,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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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전문가 심층평가, 논문 및 특허 경쟁력 분석 등을 병행 실시하
여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한 자료다.136) 여기에서는 ICT 주요국의 기술
수준 및 기술격차를 살펴본 뒤, ICT 분야를 스마트시티 유형별 재분류를
통해 양국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4-15

본 분석에 활용한 자료 및 분야

연번

활용자료

1

국토교통 기술수준분석
총괄보고서(2019)

2

국토교통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2019)

3

ICT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2019)

기관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KA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분석 분야
도시·공간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기술경쟁력(특허경쟁력)
도시·공간 분야
소분류별 특허기술 경쟁력
ICT 평균기술 수준 및 경쟁력
스마트시티 관련 ICT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자료: 저자 작성.

나. 분석 결과
1) 도시 및 공간정보 분야
「2019년 기술수준 분석 보고서(2019)」 기준, 도시분야의 최고기술 보
유국은 독일이며 우리나라는 독일대비 72.4%, 중국은 60.7%로 나타나
한국의 도시분야 기술수준이 중국을 앞선 것으로 파악되었다. 독일 대비
기술격차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6.3년, 9.6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기
술경쟁력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인 특허경쟁력은 미국이 최고 수준으
로 확인되며 한국과 중국은 미국대비 각각 27.2%와 11.6% 수준으로 나
타났다(그림 4-5 참조).

136)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 「2019 ICT 기술수준 조사 및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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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의 주요 기술산업 부문인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최고 기술
력을 보유한 국가가 미국으로 확인되었으며 미국대비 한국의 기술수준은
81.0%, 중국의 기술수준은 76.7%로 나타나 한국이 약간 앞서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기술수준 격차도 한국과 중국이 각각 3.6년과 4년으로
나타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경쟁력을 통해 본 기술
경쟁력은 역시 최고 수준인 미국 대비 한국 28.2%, 중국 20.5%로 역시
한국이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4-5 참조).
도시 및 공간정보 분야 기술수준 비교

그림 4-5

도시 분야

공간정보 분야

6.3

한국

9.6

중국

0.8

미국

독일

41.4
0

20
기술격차(년수)

40
기술수준(%)

60

80

99.1
100.0

독일

100.0

미국

100

기술경쟁력(특허경쟁력, %)

81.0

28.2
4.0

중국

60.7

11.6

3.6

한국

72.4

27.2

76.7

20.5
1.0

94.8

61.9

100.0
100.0
0

20
기술격차(년수)

40
기술수준(%)

60

80

100

기술경쟁력(특허경쟁력, %)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19), 「2019 국토교통 기술수준분석 총괄보고서」, pp. 42-4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도시 및 공간정보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각 세부 분야별 특허기
술의 국가별 순위를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2019년
국토교통 기술경쟁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분야에서는 스마트시
티의 핵심기능인 도시관리 분야에서 미국 1위, 한국 5위, 중국 7위로 나
타났다. 해당 분야 1위국인 미국을 100%로 놓고 볼 때 한국과 중국은 각
각 27%, 16%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 중국보다 특허기술 분야
에서 중국에 비해 약간 앞서고 있으나 두 국가 모두 미국에 비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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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16 참조)
공간정보 분야의 경우 ‘공간정보의 취득’ 부문에 있어서 미국이 1위,
한국과 중국은 각각 6위, 7위 국가로 미국대비 24%, 20%의 수준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공간정보의 관리’ 부문에서는 해당 분야 1위국인 영국
(100%)에 비해 한국과 중국은 각각 27%, 18%로 수준 격차를 보이고 있
다. ‘공간정보의 활용’ 부문에 있어서 해당 분야 1위국은 미국이 차지하
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6위와 7위로 각각 33%, 23%의 수준 격차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6 참조).
요약해 보면 한국과 중국은 도시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특허기술 분야 경쟁력에서 비교적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
으며, 양국간 비교에서도 한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 수준에서는 중
국보다 앞서 있으나 그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6

분류

도시

도시 및 공간정보 분야 특허기술 경쟁력 국가별 순위 및 기술수준(2019년)
소분류

1위

도시
계획·설계

영국

미국

100%

88%

도시관리
도시재생
공간정보
취득

공간
정보

공간정보
관리
공간정보
활용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중국

41%

31%

27%

21%

11%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한국

프랑스

중국

100%

86%

63%

53%

27%

17%

16%
중국

미국

일본

영국

한국

독일

프랑스

100%

88%

35%

33%

26%

18%

8%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한국

중국

100%

71%

50%

42%

35%

24%

20%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

프랑스

중국

100%

94%

51%

38%

27%

26%

18%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중국

100%

92%

49%

48%

47%

33%

23%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19), 「2019 국토교통 기술수준분석: 국토교통 기술경쟁력분석 보고서」,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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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도시 및 공간정보 분야 특허기술 경쟁력 기준 한중 경쟁력 비교
도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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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분야

3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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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설계

8

도시관리
한국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도시재생

24

20

공간정보 취득

27

23

공간정보 관리
한국

중국

33
18

공간정보 활용

중국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19), 「2019 국토교통 기술수준분석: 국토교통 기술경쟁력분석 보고서」, p. 25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ICT 분야
ICT 평균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살펴보면, 한국의 평균 ICT 기술수
준은 2019년 기준으로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인 미국대비 87.4%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1.3년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대비 90.4% 수
준이며, 기술격차는 1.0년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전년대비 기술수준이 2.9%p 증가했고 기술격차가 0.1년 축소한
반면, 중국은 전년대비 기술수준이 4.3% 증가했으며 기술격차는 0.2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년도
2018
2019
증감

ICT 평균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국별 비교
한국
상대수준 기술격차
84.5
1.4
87.4
1.3
2.9
-0.1

중국
상대수준 기술격차
86.1
1.2
90.4
1.0
4.3
-0.2

유럽
상대수준 기술격차
92.9
0.7
93.3
0.7
0.4
0.0

미국
상대수준 기술격차
100
0.0
100
0.0
0.0
0.0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 「2019년 ICT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 , p. 16.

주요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스마트시티 유형별 분류체계(서울디지털재단, 2019)에 따라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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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기술산업, 서비스 산업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 해당되는
ICT 부문을 ICT 기술 수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배치하였다. 스마트시
티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ICT부문은 스마트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 컴
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이동통신 등 5개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스
마트시티 기술산업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
터, 디지털 콘텐츠, 블록체인, ICT융합 등 7개 부문으로, 스마트시티 서
비스 산업분야는 스마트 교통 분야의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 분야의 차세
대 보안 등 2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리한 스마스티시 분
야 ICT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의 국별 비교는 이하 <표 4-18>과 같다.

표 4-18

대분류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스마트시티
기술산업

스마트시티
서비스산업

주요 스마트시티 분야 ICT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국별 비교(2019년)
소분류
스마트 디바이스
지능형반도체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콘텐츠
블록체인
ICT융합
자율주행자동차
차세대 보안

상대기술 수준(최고 기술=100%)
한국
중국
유럽
미국
86.2
85.7
93.6
100
87.9
92.2
88.5
100
83.5
89.1
88.2
100
86.4
94.1
93.7
100
97.8
99.2
96.9
100
92.3
88.7
94.8
100
86.5
87.4
89.8
100
87.4
91.8
91.8
100
87.6
94.6
86.0
100
85.5
86.2
90.3
100
83.4
89.0
91.1
100
87.0
85.2
96.8
100
85.4
91.9
99.1
100
87.7
91.6
95.6
100

기술격차(최고 기술=0년)
한국
중국
유럽
미국
1.3
1.4
0.6
0.0
1.1
0.7
1.1
0.0
1.5
1.0
1.2
0.0
1.5
0.7
0.7
0.0
0.3
0.1
0.4
0.0
0.7
1.0
0.5
0.0
1.5
1.3
1.0
0.0
1.5
1.0
1.0
0.0
1.2
0.5
1.3
0.0
1.4
1.3
1.0
0.0
1.9
1.4
1.1
0.0
1.3
1.4
0.3
0.0
1.4
0.6
0.1
0.0
1.0
0.6
0.4
0.0

자료: 서울디지털재단(2019), 「2019년 스마트시티 산업 실태조사 연구」,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 「ICT 기술수준 조사 및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 p, 15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먼저, 2019년 기준 ICT 분야 중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분야에 해당하
는 부문의 한중 기술수준을 비교해 보면, 스마트 디바이스를 제외한 대

제4장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가능성 분석 ❙ 157

부분 분야에서 최고 기술 보유국(미국)의 기술수준에 비해 중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고수준 대비 기술격차도 한국이 중국에 비해 0.1
년 앞선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최고기술국 수
준에 비해 중국보다 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상태이다. 세부 부문별로 한
중간 격차를 비교해 보면 지능형 반도체 4.3%p, 컴퓨팅 시스템 5.6%p,
네트워크 7.7%p 등으로 나타나 특히 네트워크 분야에서 중국이 상대적
으로 앞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기술산업의 경우, 사물인터넷(IoT)과 ICT융합은 한국이 중국
보다 3.6%p, 1.8%p 앞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외 빅데이터, 인
공지능, 클라우드 등 타 분야에서는 중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뒤쳐져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이 앞서 있는 사물인터넷과 ICT융합 부문
은 중국과의 격차가 각각 0.3년, 0.1년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다른 부문은 대부분 중국이 한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국의 기술 수준 격차는 클라우드 0.9%p, 인공지능(AI)
4.4%p, 빅데이터 7.0%p, 디지털 콘텐츠 0.7%p, 블록체인 5.6%p 등으
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시티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부문은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중국이 한국에 비해 각각 7%p, 4.4%p로
격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산업 분야의 스마트 교통의 ‘자율주행자동차’ 부문의
한중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최고 기술수준 국가인 미국에 비해 한국은
85.4%, 중국은 91.9%의 수준으로 나타나 중국이 한국 보다 좀 더 앞서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부문은 바이두, 알리바바 등
IT기업을 중심으로 물류운송, 무인배송, 음식배달, 도로청소, 여객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어 스마트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빠르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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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도 자율주행 관련 다양한 지원정책
을 내놓으면서 해당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37)
또 다른 주요 스마트시티 응용분야인 ‘차세대 보안’ 부문의 한중 경쟁
력을 보면, 한국이 최고기술국인 미국의 87.7%, 중국이 91.6% 수준으로
중국의 기술수준이 한국을 3.9%p 가량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대비 기술격차는 한국 1년, 중국 0.6년으로 각각 나타났다.

ICT 분야 중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해당분야의 한중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그림 4-7

최고수준 국가(100%) 대비 기술수준(%)
100

97.8

95
90

94.1

92.2
86.2 85.7

최고수준(0년) 대비 기술격차(년수)
99.2

1.3

1.5

1.4
1.1

1

1
86.4

0.7

0.8

83.5

85

1.4
1.2

89.1

87.9

1.6

0.6
0.3

0.4

80
75

스마트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

컴퓨팅 시스템
한국

네트워크

이동통신

0

스마트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

중국

컴퓨팅 시스템
한국

0.3
0.1

0.1

네트워크

이동통신

0.2

중국

자료: ICT 기술수준 조사 및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 p. 15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스마트시티 기술산업 분야 한중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그림 4-8

최고수준 국가(100%) 대비 기술수준(%)
100
95
90

94.6

92.3
88.7

91.8
87.4 87.4
86.5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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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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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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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한국

디지털
콘텐츠
중국

블록체인

ICT융합

최고수준(0년) 대비 기술격차(년수)
2
1.8
1.6
1.4
1.2
1
0.8
0.6
0.4
0.2
0

1.9
1.5
1.3
1

1.5
1.2

1.4

1.4
1.3

1

0.7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1.4
1.3

0.5

인공지능

빅데이터
한국

디지털
콘텐츠

블록체인

ICT융합

중국

자료: ICT 기술수준 조사 및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 p. 15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37) KOTRA 해외시장뉴스(2021.5.24.).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
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8451(검색일: 20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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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스마트시티 서비스 산업 분야 한중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최고수준 국가(100%) 대비 기술수준(%)
1.6

100

1.4

95

91.9

91.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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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85.4

1.4

1.2

1.0

1
0.8
0.6

0.6

0.6

0.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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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준(0년) 대비 기술격차(년수)

0.2
자율주행 자동차

차세대 보안
한국

0

자율주행 자동차

중국

차세대 보안
한국

중국

자료: ICT 기술수준 조사 및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 p. 15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소결
본 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가능성을 판단하는 방
법으로 실제 중국 스마트시티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기업의 경험과
견해를 조사하는 방법과 스마트시티 해당 분야의 한중 기술수준과 경쟁
력을 판단할 수 있는 수치자료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파
악하였다.
진출기업 대상 FGI 조사에서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 기업은 중국 진출
에서 ‘제품경쟁력 강화’, ‘로컬기업과의 경쟁우위 선점’ 및 ‘로컬기업과의
협력강화’ 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진출유망 분야에 대해서는 대체로 IoT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환경, 보
안·안전, 의료 등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문
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진출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유망한 진출방식으로는 로컬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사
업진출 방식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내자법인 또는 100% 외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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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을 통한 병행사업을 추진하거나, 로컬기업의 벤더형태로 진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중국시장 진출 및
사업화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 ‘중국 업체간 연계’, ‘특허
및 인증지원’, ‘자금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마트시티 분야 한중 기술수준 및 경쟁력은 부문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스마트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공간정
보가, 스마트 기술산업의 경우 사물인터넷, ICT 융합 부문 등에서 대중
국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체로 중국과의 격차가 크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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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
및 정책제언
1.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
2.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정책제언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
가.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여건 종합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의 종합여건을 앞서 분석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SWOT 분석 툴로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가 가진 스마트시티 분야 기
술에 있어서 강점요인으로는 스마트 기반시설의 ‘스마트 디바이스’, ‘공
간정보’가, 스마트 기술산업의 ‘사물인터넷’, ‘ICT 융합’ 부문 등이 중국
보다 기술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IoT를 활용한 보안솔루션·도시환경·보건의료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원천기술과 ICT 기술이 결합된 의료분야는
높은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존 U-City를
통해 축적해 온 공공SOC 서비스, 전자정부 등 분야도 경쟁력을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중국에 대한 약점요인으로는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지능형 반도체’,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등 분야, 스마트시티 기술
산업의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디지털 콘텐츠’ 등 분야, 스마트시
티 서비스 산업의 ‘자율주행자동차’, ‘차세대 보안’ 등 분야에서 기술경쟁
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에 비해 개인정보 습득
에 관한 규제가 엄격한 환경적 요인과 대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지원 제도
의 부족 등도 약점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한 기회요인으로는 중국 정부의 디지
털 경제로의 전환, 신SOC 육성정책, 탄소중립 정책 등의 추진으로 스마
트시티 해당 분야의 기술 및 응용솔루션 분야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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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외상투자에 있어서 중국이 하이테크 제조업 분
야의 자동차 충전기, 자율주행관련 하드웨어 등 스마트시티 관련 첨단
제조업 분야와 인공지능 보조 의료기기, 원격치료 설비 등 기술기반 의
료기기 제조 분야 등을 장려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 5G 통신기술 개발과 응용, 사
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응용, 도농계획 편성
서비스 분야 등에서도 제도적으로 외자기업의 진출이 장려되고 있다는
점도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제가 완
화된 50만 인구 이상 도시의 상수도 및 배관 건설·운영 분야에 대한 외
국기업 다수 지분 보유 가능성과 스마트시티 관련 금융분야(핀테크 등)의
진출이 허용된 점도 해당 분야 외국기업에 있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많은데, 중국의 스마트시
티는 도시별로 주요 스마트 혁신기업과 로컬기업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외국기업의 단독진출이 어렵다. 따라서 로컬기업과의 협
력을 통해 진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 앞서 기업 FGI조사에서 확인
된 바와 같이 중국내 로컬 기업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카피(copy) 문
제, 현지 인증 또는 특허 획득에서의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의 문제들이 우리기업의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 스마트
시티 시장 내 기술인력의 부족 및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현지화의 어려
움 등도 우리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
에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도 기업이 주시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2021년 6월 미국의회에서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핵
심산업의 공격적 육성을 위한 대중국 견제법138) 통과와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한 중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이 제시되면서 점차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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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 부품 공급망을 둘러싼 견제와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기업투자와 산업협력이 정치외
교 관계 및 안보 등의 문제와 엮이면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 5-1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 SWOT 분석

∙ 한국 스마트시티 일부 기술분야 대중 경쟁력 보유
(스마트 기반시설) 스마트 디바이스, 공간정보 등
(스마트 기술산업) IoT, ICT 융합 등
(스마트 서비스 산업)
·IoT를 활용한 보안솔루션·도시환경·보건,
·원천기술과 ICT기술이 결합된 의료분야,
·U-City를 통해 축적한 공공SOC 서비스, 전자정부 등

∙ 대중 스마트시티 기술경쟁력 상대적 열위
(스마트 인프라) 지능형 반도체,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등
(스마트 기술)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서비스 산업) 자율주행 자동차, 차세대 보안
∙ 국내 과도한 규제로 기술요소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적 제약
∙ 중국 내 시장정보, 진출 지원 제도 부족

S

W

O

T

∙ 중국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신SOC 육성정책,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산업과 응용솔루션 등의
확대 및 관련 분야 수요 창출 전망
∙ 외상투자 장려분야 중 스마트시티 기술관련 분야 포함
하이테크 제조업(자율주행관련 하드웨어, 스마트
측정계량집적회로 등)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 분야(인공지능 보조의료기기, 첨단
방사선 치료설비, 스마트 웨어러블, 원격치료 설비 제조 등)
5G 통신기술 개발응용, IoT 기술개발과 응용, 블록체인,
도농계획 등 포함
∙ 스마트 금융, 도시상수도 및 배관 건설운영 분야 등 신규
수요 창출 전망

∙ 중국내 로컬 기업과의 협력관계(카피문제 등)
∙ 대형 로컬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기조성 외자기업이
단독진입 어려움
∙ 지역간 불균형, 기술과 인력의 부족 등
∙ 현지 시장 인증, 특허 획득에 있어서 시간적, 금전적
비용 소요
∙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및 불확실성 증가 등

자료: 저자 작성.

138) 2021년 6월 8일 미국 상원은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기술 개발과 생산에 2천 500억달
러(약 280조원)을 지원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중 540억 달러가 반도체에 집중 투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는 경제분야에서 분격적인 대중 견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연합뉴스(2021.6.9.).
“미 상원, 280조원 규모 ‘중국경제법’ 압도적 가결(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06
09034751009(검색일: 2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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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
1) 스마트시티 분야별 기술우위와 수요 증가 응용 서비스 분야의 접목
중국의 스마트시티 분야는 매우 광범위한 부문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
문에 각 분야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적 경쟁우위에 기반한 진출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앞서 스마트시티 분야별 기술수준
및 경쟁력 분석에서 우리나라가 대중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문으로 확인
된 스마트 인프라 분야의 디바이스, 기술산업 분야의 사물인터넷(IoT),
ICT융합 등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 의료
및 방재 등 응용서비스 분야와 접목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기업 FGI 조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콘텐츠·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찾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스마트 인프라 분야와 스마트 기술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국내 대형 로컬기업 중심으로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어 우리기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이들 분야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IT기업인 알리바바가 주축으로 현지 로
컬기업과 산업생태계를 형성하여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인 항저우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의 각 지역은 바이두, 알리바바, 타이지 등 대형 IT
기술기업과 협력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현지 로컬기업 중심으로 추진
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 스마트 응용분
야 역시 기존의 외국기업들과 기술협력을 통해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한
로컬기업들의 진출이 외국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따
라서 우리기업의 우위기술력을 바탕으로 부문별 응용서비스 시장에 진출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업 FGI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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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더형태로 진출하거나, 주문제작형 하청(OEM), 또는 기술 및 서비스 제
공 등의 형태로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신규 진출기업
의 경우 초기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으나 로컬
기업 의존형 협력관계에 안주하지 않도록 현지화 방안을 확대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진출한 기업의 경우 현지 기업들과의 제휴 또는
기업 M&A 방식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5-1

중국의 스마트시티 기업의 협력네트워크

Cooperation Network And Network Centrality of China’s Major Smart City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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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 2019 iResearch Glob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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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성옥(2021),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발표자료.

2) 중국 거시경제정책 및 스마트시티 트렌드 변화에 따른 선제적 투자
정부주도의 거시경제정책이 추진되는 중국 특성상 중국정부의 거시경
제 정책기조와 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국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외
국기업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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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 경제와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현재 차세대정보통신, 5G, 전기차충전소,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형인프라 건설(신SOC)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제조, 전
자상거래, 온라인 서비스 등 비대면 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디지털 경
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과 미중 관계의 대치 속에서 중국의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 역
량의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신SOC 육성정책은 중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산
업과 관련 응용솔루션 등의 시장확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적극
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외, 향후 중국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탄소중립과 관
련된 친환경 산업 분야도 거시적인 경제정책의 방향 속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020년 9월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10월 중국공산당
19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14·5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十四五规划和
二0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에서도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한 정

책방향이 소개되어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 선언한 2030년 이후 감소
및 2060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하여 청정에너지의 발전과 저탄소, 고효
율의 에너지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35년 장기목표가 함께 발표
된 점은 2060 탄소중립 선언과 무관하지 않으며 2060년 이전에 탄소중
립을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이 책임있는 글로벌 리
더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탄
소중립선언의 주요 내용인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은 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친환경 산업의 발전이 중국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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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향후 대규모 친환경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
케 한다. 이러한 중국내 탄소중립의 이행, 친환경 인프라 중심의 투자 확
대 등과 같이 향후 중국경제와 산업 전반의 주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스
마트 환경 분야로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제적인 진출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외상투자 사업 장려 및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변화도
스마트시티 분야 대중국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기업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자동차 충전기, 자
율주행관련 하드웨어, 드론 서비스용 로봇, 스마트 측정, 계량기, 집적회
로 측정설비, 레이저 투영설비 등 첨단 제조업 분야가 가능하며, 인공지
능 보조의료기기 제조, 첨단 방사선 치료설비 제조, 스마트 웨어러블 등
건강관리설비 제조, 이동·원격치료 설비 제조 등 의료기기 제조 관련 항
목이 장려항목에 증가한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 5G 통신기술 개발과 응용,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과 응용,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응용, 도농계획 편성 서비스 분야 등
은 스마트시티 구현에 있어서 중국이 외국 투자 장려리스트에 포함시켰
다는 점도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제가 완화된 50만 인구 이상 도시의 상수도 및
배관 건설·운영 분야의 진출 가능성과 스마트시티 관련 금융분야(핀테크
등)의 진출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커뮤니티 등의 분야도 최근 중국 도시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로서, 각 도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
별 맞춤형 진출전략과 로컬기업과의 다양한 협력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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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선 도시와 3선 이하 도시별 차별화된 진출전략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
앞서 살펴보았지만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
으나 지역간 불균형, 기술과 인력의 부족, 스마트시티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의 업무중복 등 많은 한계점도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지역간 불균
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대중국 스마트 진출은 차별
화된 지역별 진출전략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형
글로벌 혁신기업들을 중심으로 로컬 기업들과의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구
축하고 있는 1,2선 도시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에 관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3선 이하 도시들을 중심으로 현지로컬 기업들
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정부간 및 각 부문간 데이터 통합에 대한 지
도체계와 관리 운영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선 이하 도시들
의 경우 이에 대한 한계점이 1,2선 도시들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짜야 할 필요가 있다.
3선 이하 도시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에 대
한 정부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지 로컬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을
현지 정부와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때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컨택하기
보다는 분야별 솔루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중 민관 기업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정부와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업매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현지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현지 수요자인 정부의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현지 사업의 레퍼런스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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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범용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면 타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사업확대
가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한편, 이미 스마트시티 개발과 산업생태계가 완비되었거나 완비되어
가고 있는 1,2선 도시의 경우 우리나라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 로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지속시켜 나가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을 위한 정부 정책제언
1) 신뢰성있는 중국 로컬기업 매칭시스템 및 기업컨설팅 기능 확대
신뢰성 있는 중국현지 파트너를 찾고 협력관계를 지속 확대하는 부분
은 앞서 기업 FGI 조사에서 확인했듯이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현지사업
을 이끄는 가장 관건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빠르게 기
술이 발달하면서 거대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
어떻게 핵심기술 보안을 유지하면서 로컬기업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현지사업을 영위해 나가느냐가 기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진출예정
인 기업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로컬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은 주로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중국 스마트시티 기업 진출지원을 위해 기존 코트라 등 정
부기관 주최로 ‘한중 스마트시티 포럼 및 상담회’ 등이 개최되어 사물인
터넷(IoT), 빅데이터, AI 등 기술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포럼, 기업 투자
설명회, 1:1파트너쉽 상담회 등이 개최되기도 하였다.139) 이러한 중국현
지 행사는 우리기업에 대해 현지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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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쉽 구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용할 수 있으나 포괄범
위가 넓은 스마트시티 특성상 단발성 행사지원 보다는 지속성과 효과성
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 분야는 본 연구에서 살펴봤듯이 스마트인프라 분야, 기술
산업 분야, 부문별 응용서비스 분야로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도 매우 다
양한 분야로 세분화되는 매우 광범위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지원 형식도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틀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
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통한 기업지원 보다 한중 기업매칭을 위한 ‘스마트시티 한중 온
라인 기업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분야별 및 기
능별로 기업이 협력파트너를 찾고 실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리스크 요소 중 하나인 카피(Cop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간 관련 협약을 맺어 기업들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안심하고 로
컬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로컬기업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현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착수하고
또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컨설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현지 인증 획득을 위한 금융 및 컨설팅 분야에서의 지원 확대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지 인증획득이 필수적이다. 앞서 기업 FGI 조사에서 현지 인

139) 인더스트리 뉴스(2019.7.7.), “ ‘중국 스마트시티, 우리 기업 힘으로‘ KOTRA, 한중 스마트시티 포럼 및 상담회
개최”,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52(검색일: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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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은 중국 현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좀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
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문제는 현지 인허가를 획득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인데 정부는 이러한 현지 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및 컨설팅 분
야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은
중국 수출 시 요구되는 CCC(중국강제인증) 등 중국 규격인증을 획득하
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
는 사업이다.140) 여기에는 시험·인증 비용의 일부 지원, 기술컨설팅, 책
임회사 등록대행, 부가지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사업에 해당되는
분야는 화장품 등 일부 수출 품목에 제한되어 스마트시티 기술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스마트 응용분야인 스마트 기술기반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대중국 진
출 유망분야로 분류되나 우리나라 식약처에 해당하는 중국의약품관리국
(国家药品监督管理局, NMPA)의 인허가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등록심사
리뷰 등 수속과 관련된 제반비용(현지컨설팅 의뢰비용 포함)과 임상실험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141) 따라서 스마트시티 분
야 스마트 기술기반 진출기업, 특히 자본여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및 스
타트업에 대한 보다 특화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
트시티의 복잡하고 포괄적인 특성상 어느 한 정부 부처의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인증 지원 보다는 대중국 스마트시티 기술인증을 지원하기 위

140)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사이트, https://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 korea_ktr/uss/guide
/info.jsp(검색일: 2021.9.10).
141) 기업관계자 전화인터뷰(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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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간 합동지원체계 또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스마트
도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간 합동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지원 분야 내용은 금융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자문 및 컨설팅 형
태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국의 스마트시티 분야 각 부문별 인증제도도 도
입 초기에 있기 때문에 최신 인증정보와 수속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컨설팅 지원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간 스마트시티 기술
및 응용솔루션 분야 상호인증제를 도입해 우리기업의 대중국 진출 시 소
요되는 비용과 시간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한중 교차 실증사업의 전개를 통한 협력의 기회 확대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중 양국정부 차원
의 교차 실증사업의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
으로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에 대해 중국의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실증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현지 관련 분야 시장진출 확대를 도모하
는 한편, 한중 협력컨소시엄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
한다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실증사업과 관련해 벤치마킹 해 볼 수 있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등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
램’142) 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국형 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사업에서 국제공모를 통해 한국의 지능형 도시 경험과
우리기업의 ICT 기술을 해외에 확산시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
14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6.23). “한국형 지능형 도시가 세계 11개국으로 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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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21년에는 국제공모 신청 111건(39개국) 중에서 11건(11개국)을
선정하였다(표 5-2 참조). 선정된 사업들은 도시개발형 사업(4건), 솔루
션형 계획수립(4건), 솔루션형 해외실증 사업(3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5-2

2020년 및 2021년 K-City Network 국제공모사업 선정결과 요약
2020년 선정결과

유형

도시개발
(6건)

솔루션형
(6건)

2021년 선정결과

국가

사업명

국가

사업명

말레이시아

코나키나발루 스마트시티
MP

유형

우즈베키
스탄

타쉬켄트 혁신단지 및
스마트시티 개발

미얀마

달라 신도시
스마트시티 FS

필리핀

클락 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MP

베트남

메콩델타 스마트시티
Pre FS

케냐

나이로비
중앙역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수립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FS

러시아

연해주 볼쇼이카멘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불가리아

(도시관리) 카잔루크
통합감시제어센터MP/
FS

페루

쿠스코 공항부지 스마트시티
MP

아제르
바이잔

(IT·통신) 바쿠
광역인터넷망 솔루션
계획수립

터키

(방재) 앙카라 재해방지/관리
기본구상

베트남

(교통)하이퐁
교통관리시스템 MP

터키

(전자정부)가지안텝
데이터통합MP

불가리아

(환경)산타크루즈
폐기물-에너지연계
솔루션 계획수립

태국

(교통)콘캔 시 스마트
모빌리티 MP

스페인

(교통)산탄데르 스마트
주차서비스 실증

라오스

(배수)비엔티안
배수시스템MP

터키

(전자정부) 가지안텝
통합플랫폼 실증

몽골

(교통)울란바토르 모빌리티
플랫폼 기본구상

미국

(환경) 볼티모어
폐기물관리 솔루션 실증

콜롬비아

(교통) 보고타 고속도로
교통관제센터MP

-

-

도시개발
(4건)

솔루션
계획수립
(4건)

솔루션
해외실증
(3건)

-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6.2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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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솔루션 해외실증 선정사업 주요 내용 요약
사업명

분야

기업

주요 내용

터키 가지안텝
지능형 도시 통합플랫폼 실증

IT·통신

S사

2020년 한국형 City Network 사업으로 선정된
마스터플랜수립 사업의 후속 사업
S사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시정부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

미국 볼티모어 폐기물 관리
솔루션 인증

환경

E사

E사가 볼티모어시청 공공시설과와 협력하여 신청
폐기물 데이터 수집, 폐기물 배출자와 수거자의 매칭
플랫폼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실증하는 사업
실증사업 이후 볼티모어 인근 도시로의 사업 확장 가능

D사

D사가 현지 정부와 실증사업을 추진중인
칸타브리아 대학교와 협력하여 지능형 도시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스마트 주차 서비스 실증하는 사업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 통로 확보 기대

스페인 산탄데르시 스마트
주차 서비스 실증

교통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6.2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목해 볼 만 한 점은 우리기업이 해외 실증실적을 확보하고 선진국과
교차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시도된 사업에
서 실증기반이 확보되어 있는 미국, 터키, 스페인 등 국가들과의 협력사
업이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솔루션 해외실증사업을 중국과 추진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기업들의 해외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상기의 한국형 City Network 외에도, 해외건설
협회 신시장개척지원사업, 기재부 KSP 사업 등이 있다. 우리기업들의 해
외실증사업을 지원하고 그보다 앞서 중국 현지파트너와의 교류 및 협력
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원사업들에 대한 홍보가 중국 전역에 대
규모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지 공관 네트워크의 활용, 중국
해외건설협회, 중국 스마트시티 관련 협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노
력도 병행될 필요하다.143) 특히 중국은 스마트시티 대회를 2001년에 창

143) 정창구(2021),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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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정·산·학·연 교류의 장을 마련해 오고 있기 때
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이미 한국과 중국간에는 상호교차 실증사업에 관한 협력의 틀
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도시간 협력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양국 정부간(한국 국토부, 중국 국가발전개
혁위원회) MOU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시티 정책 교류, 시범도시 공동건
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측은 이후 코로나-19 발생으로 현재까지 실질
적인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전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나 MOU를
토대로 양측 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실증팀을 구성하여 교차실증사업
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다. 가령,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범도
시로 추진 중인 세종시와 중국의 슝안신구는 두 도시 모두 기능의 이전
및 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혁신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스
마트 전자정부,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 환경 등 분야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교차 실증협력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한중간 협력가
능성을 높이는 한편, 나아가 제3국에서의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여건을 제
도의 변화, 사례지역에서의 외국기업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
중국 진출 또는 진출예정 기업에 대한 FGI와 한중 기술수준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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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시티에 대한 최근의 연구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본
연구가 실시한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기업 8개 사에 대한 FGI조사는 서
면 및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자유롭고 심도있는 논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진출 전
략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
련 한중 양국의 기술수준과 경쟁력을 각 분야별로 파악한 점도 기존 연
구와 차별화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신기술기반의 스마트시티 분야 특성상 외국기업의 진입사례가
많지 않은데다가 사례지역인 슝안신구와 톈진에코시티내 외국기업의 진
출사례분석이 외국기업의 시각이 아닌 주로 중국 로컬기업 위주로 조사
되었다는 점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서 검토된 사례분석, 제도적 여건, 기업 조사 및 기술경쟁력 한중 비교분
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시된 우리기업의 대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
략은 기진출 또는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관한 진출은 우리나
라 대중국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가치사
슬(GVC)을 보다 고도화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향후 중국 스마트시
티 시장의 보다 세분화된 분야에서 기업진출 및 현지화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한중 협력관계를 통한 제3국 스마트시티 사업에의 참여
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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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중국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리스트(1차)
베이징시(北京市)
톈진시(天津市)
상하이시(上海市)
충칭시(重庆市)
허베이성(河北省)
산시성(山西省)
네이멍구자치구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辽宁省)
산둥성(山东省)

장쑤성(江苏省)
안후이성(安徽省)
저장성(浙江省)
푸졘성(福建省)
장시성(江西省)
허난성(河南省)
후베이성(湖北省)
후난성(湖南省)
광둥성(广东省)
하이난성(海南省)
윈난성(云南省)
구이저우성(贵州省)
쓰촨성(四川省)
티베트자치구
산시성(陕西省)
닝샤 회족자치구
(宁夏回族自治区)
신장 위구르자치구
(新疆维吾尔自治区)
합계

베이징시 둥청구(北京市东城区), 베이징시 차오양구(北京市朝阳区), 베이징시
미래과학기술도시(北京未来科技城), 베이징 리저 금융비지니스구(北京丽泽金融商务区)
톈진시 진난구(天津市津南区), 중신톈진에코시티(中新天津生态城)
상하이시 푸둥신구(上海市浦东新区)
충칭시 난안구(重庆市南岸区), 충칭 양강신구(重庆两江新区)
스자좡시(石家庄市), 랑팡시(廊坊市), 한단시(邯郸市), 친황다오시(秦皇岛市),
첸안시(迁安市), 친황다오 베이다이허신구(秦皇岛北戴河新区)
타이위안시(太原市), 창즈시(长治市), 쑤저우시 핑루구(朔州市平鲁区)
우하이시(乌海市)
자오둥시(肇东市), 다칭시 자오위안현(大庆市肇源县), 자무쓰시 화난현(佳木斯市桦南县)
랴오위안시(辽源市), 판스시(磐石市)
판양시 훈난신구(沈阳市浑南新区), 다롄 에코하이테크혁신도시(大连生态科技创新城)
더저우시(德州市), 웨이하이시(威海市), 둥잉시(东营市), 서우광시(寿光市),
신타이시(新泰市), 창이시(昌邑市), 페이청시(肥城市), 지난 서부신도시(济南西部新城)
우시시(无锡市), 창저우시(常州市), 진장시(镇江市), 차이저우시(泰州市),
난징시 허시신청구(젠예구)(南京市河西新城区(建邺区)),
쑤저우공업단지(苏州工业园区), 옌청시 성남신구(盐城市城南新区),
쿤산시 화챠오경제개발구(昆山市花桥经济开发区), 쿤산시 장푸진(昆山市张浦镇)
무후시(芜湖市), 화이난시(淮南市), 퉁링시(铜陵市), 벙부시 위후이구(蚌埠市禹会区)
원저우시(温州市), 진화시(金华市), 주지시(诸暨市), 항저우시 상청구(杭州市上城区),
닝보시 진하이구(宁波市镇海区)
난핑시(南平市), 푸저우시 창산구(福州市仓山区), 핑탄종합실험구(平潭综合实验区)
핑상시(萍乡市), 난창시 홍구탄신구(南昌市红谷滩新区)
정저우시(郑州市), 허비시(鹤壁市), 뤄허시(漯河市), 지위안시(济源市), 신정시(新郑市),
뤄양신구(洛阳新区)
우한시(武汉市), 우한시 장안구(武汉市江岸区)
주저우시(株洲市), 사오산시(韶山市), 주저우시 윈룽시범구(株洲市云龙示范区),
류양시 바이자진(浏阳市柏加镇), 창사 다허시 선도구(长沙大河西先导区)
주하이시(珠海市), 광저우시 판위구(广州市番禺区), 광저우시 뤄강구(广州市萝岗区),
선전시 핑산신구(深圳市坪山新区), 포산시 순더구(佛山市顺德区),
포산시 순더구 러총진(佛山市顺德区乐从镇)
완닝시(万宁市)
쿤밍시 우화구(昆明市五华区)
퉁런시(铜仁市), 리우판수이시(六盘水市), 구이양시 우당구(贵阳市乌当区)
야안시(雅安市), 청두시 원장구(成都市温江区), 청두시 피현(成都市郫县)
라싸시(拉萨市)
셴양시(咸阳市), 양링농업하이테크산업시범구(杨凌农业高新技术产业示范区)
우중시(吴忠市)
쿠얼러시(库尔勒市), 쿠이툰시(奎屯市)
90개 도시

자료: 중국주택도농건설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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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중국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리스트(2차)
베이징시(北京市)
톈진시(天津市)
충칭시(重庆市)
허베이성(河北省)
산시성(山西省)
네이멍구자치구
(内蒙古自治区)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辽宁省)
산둥성(山东省)
장쑤성(江苏省)
안후이성(安徽省)

저장성(浙江省)
푸졘성(福建省)
장시성(江西省)
허난성(河南省)
후베이성(湖北省)
후난성(湖南省)
광둥성(广东省)
광시 좡족자치구
(广西壮族自治区)
윈난성(云南省)
구이저우성(贵州省)
간쑤성(甘肃省)
쓰촨성(四川省)
티베트
자치구(西藏自治区)
산시성(陕西省)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北京经济技术开发区)
우칭구(武清区), 허시구(河西区)
용촨구(永川区), 장베이구(江北区)
탕산시 차오페이뎬구(唐山市曹妃甸区)
양취안시(阳泉市), 다퉁시청구(大同市城区), 진청시(晋城市)
후룬베이얼시(呼伦贝尔市), 어얼둬쓰시(鄂尔多斯市), 바오터우시
스과이구(包头市石拐区)
치치하얼시(齐齐哈尔市), 무단장시(牡丹江市), 안다시(安达市)
스핑시(四平市), 위수시(榆树市), 창춘 하이테크산업개발구(长春高新技术产业开发区)
잉커우시(营口市), 좡허시(庄河市), 다롄시 푸완신구(大连市普湾新区)
옌타이시(烟台市), 취푸시(曲阜市), 지닝시 런청구(济宁市任城区), 칭다오시
라오산구(青岛市崂山区), 칭다오 하이테크산업개발구(青岛高新技术产业开发区),
칭다오 Sino-German 에코파크(青岛中德生态园)
난퉁시(南通市), 단양시(丹阳市), 쑤저우 우중 타이후신도시(苏州吴中太湖新城),
쑤첸시 양허신도시(宿迁市洋河新城), 쿤산시(昆山市)
푸양시(阜阳市), 황산시(黄山市), 화이베이시(淮北市), 허페이
하이테크산업개발구(合肥高新技术产业开发区),
닝궈항에코공업단지(宁国港口生态工业园区)
항저우시 궁수구(杭州市拱墅区), 항저우시 샤오산구(杭州市萧山区),
닝보시(宁波市)(하이수구(海曙区) 포함), 메이산 보세항구(梅山保税港区),
인저우구 시엔샹진(鄞州区咸祥镇)）
푸톈시(莆田市), 취안저우 타이상투자구(泉州台商投资区)
신위시(新余市), 장수시(樟树市), 공청도시(共青城市)
쉬창시(许昌市), 우강시(舞钢市), 링바오시(灵宝市)
황강시(黄冈市), 시엔닝시(咸宁市), 이창시(宜昌市), 샹양시(襄阳市)
웨양시 웨양러우구(岳阳市岳阳楼区)
자오칭시 돤저우구(肇庆市端州区), 둥관시 둥청구(东莞市东城区),
중산 추이헝구(中山翠亨新区)
난닝시(南宁市), 리우저우시(柳州市)（위펑구(鱼峰区) 포함）,
구이린시(桂林市), 구이강시(贵港市),
훙허하니족이족자치주 멍즈시(红河哈尼族彝族自治州蒙自市),
훙허하니족이족자치주 미러시(红河哈尼族彝族自治州弥勒市)
구이양시(贵阳市), 쭌이시(遵义市)(런화이시(仁怀市) 포함),
메이탄현(湄潭县) 포함）, 비제시(毕节市), 카이리시(凯里市)
란저우시(兰州市), 진창시(金昌市), 바이인시(白银市), 룽난시(陇南市), 둔황시(敦煌市)
몐양시(绵阳市), 쑤이닝시(遂宁市), 충저우시(崇州市)
린즈지구(林芝地区)
바오지시(宝鸡市), 웨이난시(渭南市), 옌안시(延安市)

(이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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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 회족자치구
(宁夏回族自治区)
신장 위구르자치구
(新疆维吾尔自治区)
신규 (시, 구) 소계
베이징시(北京市)
허베이성(河北省)
산시성(山西省)
지린성(吉林省)
산둥성(山东省)
장쑤성(江苏省)
안후이성(安徽省)
저장성(浙江省)
장시성(江西省)
상라오시 우위안현
(上饶市婺源县)
구이저우성(贵州省)
닝샤 회족자치구
(宁夏回族自治区)
신규 (현, 진) 소계

추가 시범도시

소계
총 합계

인촨시(银川市), 스쭈이산시(石嘴山市)（다후커우구(大武口区) 포함)
우루무치시(乌鲁木齐市), 커라마이시(克拉玛依市), 이닝시(伊宁市)
83개 도시
팡산구 창양진(房山区长阳镇)
탕산시 롼난현(唐山市滦南县), 바오딩시 보예현(保定市博野县)
숴저우시 화이런현(朔州市怀仁县)
바이산시 푸쑹현(白山市抚松县), 지린시 촨잉구 서우덩잔진(吉林市船营区搜登站镇)
웨이팡시 창러현(潍坊市昌乐县), 핑두시 밍춘진(平度市明村镇)
쉬저우시 펑현(徐州市丰县), 롄윈강시 둥하이현(连云港市东海县)
리우안시 훠산현(六安市霍山县)
닝보시 닝하이현(宁波市宁海县), 린안시 창화현(临安市昌化镇)
상라오시 우위안현(上饶市婺源县)
창사시 창사현(长沙市长沙县), 천저우시 융싱현(郴州市永兴县), 천저우시
자허현(郴州市嘉禾县), 창더시 타우위안현 장장진(常德市桃源县漳江镇)
리우판수이시 판현(六盘水市盘县)
인촨시 융닝현(银川市永宁县)
20개 지역
창저우시(常州市) 신베이구(新北区)
우한시(武汉市) 차뎬구(蔡甸区)
판양시(沈阳市) 선허구(沉河区), 티에시구(铁西区),
선베이신구(沉北新区)
난징시(南京市)가오춘구(高淳区), 치린하이테크혁신단지(에코하이테크시티)
창사 다허시 선도구(长沙大河西先导区) 양후 에코신도시와 빈장 비니지스신도시
포산시(佛山市): 난하이구(南海区)
9개 지역
112개 도시(지역)

자료: 중국주택도농건설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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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중국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리스트(3차)
베이징시(北京市)
톈진시(天津市)
충칭시(重庆市)
허베이성(河北省)
산시성(山西省)
네이멍구
자치구(内蒙古自治区)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辽宁省)
산둥성(山东省)

장쑤성(江苏省)
안후이성(安徽省)
저장성(浙江省)
푸졘성(福建省)
장시성(江西省)
허난성(河南省)
후베이성(湖北省)
후난성(湖南省)
광둥성(广东省)
광시 좡족 자치구
(广西壮族自治区)
윈난성(云南省)
구이저우성(贵州省)
간쑤성(甘肃省)

먼터우거우구(门头沟区), 다싱구 팡거좡진(大兴区庞各庄镇), 신서우강
하이테크산업종합서비스구(新首钢高端产业综合服务区), 팡산구
랑샹고교원구(房山区良乡高教园区), 시청구 니우제거리(西城区牛街街道)
톈진시 하이빈 하이테크기술개발구
징진협력시범구(天津滨海高新技术开发区京津合作示范区), 징하이현(静海县)
위중구(渝中区)
탕산시(唐山市)
다퉁시(大同市), 신저우시(忻州市), 뤼량시 리스구(吕梁市离石区)
후허하오터시(呼和浩特市)
자무쓰시(佳木斯市), 상즈시(尚志市), 하얼빈시 샹팡구(哈尔滨市香坊区)
퉁화시(通化市), 바이산시 장위안구(白山市江源区), 린장시(临江市), 지린시
가오신구(吉林市高新区), 장춘
징위에하이테크산업개발구(长春净月高新技术产业开发区)
판양시 허핑구(沈阳市和平区), 신민시(新民市)
라이우시(莱芜市), 장추시(章丘市), 주청시(诸城市), 짜오좡시 쉐청구(枣庄市薛城区),
르자오시 잉현(日照市莒县), 웨이팡시 린추현(潍坊市临朐县), 지닝시
지아샹현(济宁市嘉祥县), 칭다오 서해안신구(황다오구)(青岛西海岸新区(黄岛区)),
라이시시(莱西市)
쉬저우시(신이시 포함)(徐州市（含新沂市)), 둥타이시(东台市),
창수시(常熟市), 화이안시 훙저현(淮安市洪泽县)
쑤저우시(宿州市), 하오저우시(亳州市), 리우안시 진자이현(六安市金寨县),
추저우시(딩위안현 포함)(滁州市(含定远县）)
원링시(温岭市), 푸양시 창안진(富阳市常安镇), 닝보다셰개발구(宁波大榭开发区)
창러시(长乐市), 취안저우시(더화현, 안시현 펑라이진 포함)(泉州市(含德化县,
安溪县蓬莱镇)), 장저우 투자유치국 경제기술개발구(漳州招商局经济技术开发区)
잉탄시(鹰潭市), 지안시(吉安市), 푸저우시 난풍현(抚州市南丰县),
난창시 둥후구(南昌市东湖区), 난창시 가오신구(南昌市高新区)
카이펑시(开封市), 난양시(南阳市)
징저우시(훙후시 포함)(荆州市(含洪湖市)), 셴타오시(仙桃市)
융저우시 치양현(永州市祁阳县),
샹탄 경제기술개발구(湘潭经济技术开发区), 창더시(진시시, 리현, 한서우현
포함(常德市（含津市市, 澧县, 汉寿县）), 위안장시(沅江市), 천저우시
안런현(郴州市安仁县), 천저우시 이장현(郴州市宜章县)
허위안시 장둥신구(河源市江东新区)
친저우시(钦州市), 위린시(玉林市)
다리시(大理市), 원산시(文山市), 위시시(玉溪市)
안순시 시시우구(安顺市西秀区)
장예시(张掖市), 톈수이시(天水市)

(이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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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四川省)
산시성(陕西省)
칭하이성(青海省)
닝샤 회족 자치구
(宁夏回族自治区)
신장 위그루 자치구
(新疆维吾尔自治区)
신장 생산건설병단
(新疆生产建设兵团)
(신규) 소계

추가 시범도시

소계
총 합계(신규+추가)

아바 티베트족 창족자치주(阿坝藏族羌族自治州汶川县),
이빈시 싱원현(宜宾市兴文县), 광안시(广安市), 루저우시(泸州市),
러산시(어메이산시 포함)(乐山市（含峨眉山市）)
한중시(汉中市)
거얼무시(格尔木市), 하이난저우 구이더현(海南州贵德县),
하이난저우 궁허현(海南州共和县)
중웨이시(中卫市)
창지시(昌吉市), 阿勒泰地区富蕴县
스허즈시(石河子市), 우자취시(五家渠市)
84개 도시
스자좡시(石家庄市) 신규시범도시 정딩현(正定县)
랑팡시(廊坊市) 신규시범도시 구안현(固安县)
한단시(邯郸市) 신규시범도시 충타이구(丛台区)
랴오위안시(辽源市) 신규시범도시 둥펑현(东丰县)
웨이하이시(威海市) 신규시범도시 루산시(乳山市)
친저우시(泰州市) 신규시범도시 친저우경제기술개발구(泰州经济技术开发区)
푸양시(阜阳市) 신규시범도시 타이허현(太和县)
원저우시(温州市) 신규시범도시 창난현(苍南县)
우한시(武汉市) 신규시범도시 장샤구(江夏区)
황강시(黄冈市) 신규시범도시 마청시(麻城市)
샹양시(襄阳市)신규시범도시 라오허커우시(老河口市)
류저우시(柳州市) 신규시범도시 루자이현(鹿寨县)
류저우시(柳州市) 신규시범도시 루자이현(鹿寨县)
13개 지역
97개 도시(지역)

자료: 중국주택도농건설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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