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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
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
하고 한ㆍ중 간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전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5G 기술 기반의 디지털 분야 협력은 기존 협력
과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
므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정책과 경쟁
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
점과 대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5G 기술과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분야이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도 데이터와 5G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어 중국
의 5G 기술과 데이터 육성 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 현황과 특징을 살펴
보았다. 우선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크게 ① 디지털 산업화 ② 산업의 디지털화
③ 디지털화 거버넌스 ④ 데이터 가치화 등 4가지 부문으로 정의하고, 부문별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부문별로 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는 정보통신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및 발전을 의미하며, 정보통
신(디지털) 산업에서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 확대와 인터넷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산업화 촉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산업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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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화’는 1ㆍ2ㆍ3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것으로 실물경제
의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부문을 의미한다. 특히 이 분야의 경제 규모는 중국
디지털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인터넷의 발전이 2차 산업
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셋째, 디지털화 거
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
며, 넷째, ‘데이터 가치화’는 디지털 경제의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야는 그 경제 규모가 아직
추정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들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체계와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국가 주석이 직접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중앙 인터넷 안
정 및 정보화 영도소조’에 의해 추진되는 등 점차 중앙정부의 핵심영역으로 발
전해 왔다. 둘째, 중국정부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
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부터 ICT 산업에서의 원천
기술 개발을 강조해 왔고,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15년)’을 통해 세부적
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중점 산업별
생태계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중국정부는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 산업 디
지털화를 중심으로 5G 기술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디
지털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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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율이 낮고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수준인 점이 중국 디지털 전환의 한계
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되지 않은 점과
중국이 주장하는 사이버 공간 내 정부 영향력 강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향후 미국
과 EU 등 선진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대외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5G 기술 개발 및 통신망 구축 전략과 5G 산업
주요 기업들의 기술 표준화 추진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2013년 IMT2020(5G) 추진단이 베이징에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5G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2019년 6월 5G 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으로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3.5GHz 주파수의 저비용 기지국
을 늘리고 커버리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커버리지 확대로 다양한 디
지털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난관이 많은 20GHz 이상
의 주파수 대역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주파수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응용 비즈니
스 모델을 구현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신형 인프라’ 투
자 확대, 통신사 간 5G 통신망 구축 조정 등을 통해 5G 통신망을 빠르게 구축
중이다. 중국이 2019~20년 82만 대의 5G 기지국을 설치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6만 대라는 점을 보면 중국의 5G 통신망 구축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
따라서 5G 통신망을 토대로 중국에서는 5G 기술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8년부터 국내 표준화 체계를 개정하면서 기업,
연구기관 등 사회단체 등이 연합하여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단체표준’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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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5G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 5G 기술 생태
계 조성의 핵심 기관과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내 정보통신 기술과 정책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통신표준화협회’ 내 회원들의 ‘단체표
준’ 협력 네트워크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주요
ICT 기업 및 기관 87개로 구성된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중
국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연구기관인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중국 내 5G 기
술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중국 5G 기술 협력 네트워크에서 정부 싱크탱크의 조정 및 가이드라인 역할
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신기술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표준화협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5G 기술 국제표준 과정
에서 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경쟁력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 내 통신사와
주요 5G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5G
혁신 네트워크 센터’를 새로운 ‘개방형 혁신’ 사례로 분석했다. 본 사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5G 생태계는 많은 대체 기업과 협력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
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이 탄생할 수 있으며, 통신사보다는 통신장비 기업,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5G 응용 혁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주요 1선 도시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ㆍ3선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혁
신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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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그 육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
한 중국에서 데이터와 실물경제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가장 클 것으
로 예상되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에
서는 하드웨어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는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 구조가
서비스 분야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 내
빅데이터 활용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데이터를 현지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은 기타 국가들의 데이터 경제와 비교하여 데이터 생산량, 정부 적
극성(정책), 빅데이터 관리 부서(관리국)/데이터 은행 및 거래소(빅데이터 유
통) 운영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서버ㆍ스토리지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응용, 인터넷 보
안, IDC 운영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 원격진료(온라인 진료), 인공지
능 및 자율주행 등에 대한 기술선점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데
이터 은행 및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하여 더 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데이터 육성 정책의 중점방향은 빅데이터 수집에서 빅데이터 통합ㆍ공
유를 통한 산업사슬 형성으로 점차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국 내 데이
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도 점차 정비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1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 중국 내 데이터의 역외 이전
에 관한 안전성 심사 및 인증 체계 등을 명문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중국 내 데
이터 규범들은 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부기관의 데이터 통제 강화 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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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 존재 ③ 관련법들
이 이미 시행 중이나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
의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한ㆍ중 디지털 협력이 양국의 제도 차이로 많은 거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소통이 디지털 협력에
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의 교환 가치를 형성하
는 과정으로, 시장 유통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실현이 그 특징이다. 중국은
첫 데이터 소유권 플랫폼으로 공업정보화부가 2019년 개통한 ‘인민 데이터 자
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합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서는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14년 세계
최초의 데이터 거래소로 평가받는 ‘구이양(贵阳)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법·제도 인프라를 구
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자산화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
까지 중국 주요 지역에 민ㆍ관 합작 8개(구이양 등) 또는 민간 주도(충칭 등)로
오픈마켓 형태의 16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중국정부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사례 분석도 진행하였다. 중국의 ｢스마트 제조 발전
지수 보고 2020｣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제조업 △전자
설비 제조업 △화학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내 스마트 제조가 발전한 상위 10개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하 GVC)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산업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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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를 통한 수출이 늘어났으며, 특히 GVC 전방 참여도(다른 국가의 총수출
에서 중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가 후방 참여도(중국의 총수출에 내재
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에 비하여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스마트
제조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자동차 제조업, 화학 산업,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의 GVC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고, 중국 내 공
급사슬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9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
트 제조 평가를 비교한 결과, 양국의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스마트 제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국은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제조 모델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살펴본 분석들을 바탕으로 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점검 ②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③ 정보통신
기술표준 전략 수립 ④ 한국의 데이터 시장 확대 방안 ⑤ 중국과의 디지털 통상
규범 소통 채널 구축 ⑥ 중국 내 경제특구 활용 및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한 디
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
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5G 기지국 투자에 관한 지원
정책과 함께 5G 연관 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기업 중심 플랫폼 구축 지원
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서 5G 응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셋째, 국제표준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한국의 정보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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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업협회 등을 통한 기업 간 기술 개발 협력을
장려하고, 더 많은 기업이 국제표준 기구에 참여하여 기업 중심의 표준화 활동
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통신기술을 둘러싼 미ㆍ중 기술 경쟁
의 대응 방안으로서 대중국 협력 방안으로 소비재 관련 표준 협력을 진행하는
한편, 대미국 협력 방안으로 미국 내 통신장비 공급을 위한 관련 표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6G 기술 표준화를 대비하여 위성통신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넷째, 한국은 데이터 하드웨어
분야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및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빅데이터 및 AI 등 관련 기업 육성, 글로벌 데이터 무
역 및 표준 개발,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
요하다.
한ㆍ중 디지털 협력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첫째, 양국간 디지털
통상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쌍방향 대화 채널 구축이다. 이러한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
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
째, 중국의 다양한 경제특구 내 정책을 활용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 시 EU와 중국 간 투
자에 관한 포괄적 합의(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를
토대로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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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ㆍ중 경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주제이다. 매년 IMD에서 발표하는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에 따르면 중국의 2016년 디지털 종합(Overall)
순위는 35위였으나, 2020년 16위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순위는 17
위에서 8위로 상승해 중국과의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
나, 최근 중국의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해 양국의 격차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림 1-1.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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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D(2021), p. 62(중국), p. 106(한국)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많은 중간재를 수입하
고 가공ㆍ조립하여 완성품을 수출하였고, 이에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
면서 양국은 이익이 상호 보완되는 분업체계를 이루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양국의 분업체계는 더욱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중국의 5G 기술 경쟁력은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준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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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전자상거래 규모도 세계 1위다.1) 또한 중국 내 약 10억의 인구가 인터넷
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 여기서 생성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
트 제조ㆍ인공지능 영역의 경쟁력이 매우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2) 중
국이 디지털 영역에서 한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춘다면 그동안 부
가가치가 큰 중간재에서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던 한
국의 입지는 더욱 협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5G 통신기술과 데이터가 전 사회 영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디지
털 전환 시점에 중국의 데이터 관련 규범과 사이버 보안 정책, ‘사회 신용 시스
템’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해 분석하고, 한ㆍ중 간 차이점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3) 특히 데이터를 통해 전 사물을 연결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5G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분야의 협력은 기존과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사이버 보안’과 ‘사
이버 영역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추진하는 중국정부 중심의 데이터 규범 및 관
련 정책들은 향후 양국의 디지털 협력을 진행하기 전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보고서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디지털 전환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토
대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들과
5G 산업, 그리고 데이터 경제를 분석한다.4) 5G 산업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5G 통신망 구축 전략과 5G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주요 기업 및 기
업 간의 표준화 전략을 분석한다. 데이터 경제는 최근 중국이 데이터를 새로운
1) McKinsey&Company(2021), p. 6.
2) Ibid. 디지털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 인도가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하며 ICT 서비스 산
업, 디지털 매체 산업 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양로, 금융, 지적 재산권 등 디지털 수단을 통해 인도 가능
정도(交付程度)가 비교적 높은 서비스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9b), p. 20.
3) 5G는 5세대 이동통신을 의미하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5세대 통신 규격으로서 채택한 정식명
칭은 ‘IMT-2020’이다. 백서인 외(2021), p. 127.
4) 본 보고서에서의 ‘데이터 경제’는‘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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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요소로 정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시장 육성에 대해서 분석한다.
특히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과 관련 규범, 데이터 경제 가치사슬과 자산화 방안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평가하고, 한국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사점 및 대응 방안과 한ㆍ중 디지털 협력의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와 구성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G 산업과 데이터 경제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분야
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5G 기술과 데이터
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연구 중요
도 고려).5) 둘째,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전략도 데이터와 5G 기
술을 핵심동력으로 삼고 있어 중국의 5G 기술과 데이터 육성 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연구 목적 고려).6) 셋째, 연구 범위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은 ‘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전통적
인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활동’으로 그 범위가 매우 추상적이고 크다는 점에서
5G 기술과 데이터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연구의 현실성 고려).7)
따라서 제2장에서 도출된 정책 특징을 토대로 제3장과 제4장에서 각각 5G 기
술ㆍ혁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5G 생태계 분석,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관련 육성 정책을 진행하였다(그림 1-2 참고).
5) 4G까지의 통신기술이 개인 간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면 5G는 사람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사
물 간의 연결에 중점을 둔 기술이라는 점에서 5G와 데이터는 기존 통신기술에 비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 7. 31), pp. 26~29.
7) ｢우리는 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서둘러야 할까｣(2020. 8. 20),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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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본 보고서의 장 간 연계도

자료: 저자 작성.

다만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network)’라는 용어에 대해서 주의
가 필요하다. 본래 네트워크는 ①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망’이라는
의미와 ② ‘주체와 이들 간의 활동 및 상호작용’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5G 통신망(통신 인프라) 구축 전략
및 5G 통신망과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
의 ‘5G 혁신센터’ 사례 및 ‘단체표준’ 내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등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부제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의 다양한 의미가 독자들에게 혼동
을 줄 수 있어 본문에서 언급하는 ‘네트워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주체와
이들 간의 활동 및 상호작용’만을 의미하며,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망은 ‘5G 통신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
으로써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활동’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의미하며,
내용 서술 중 등장하는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등 관련 용어의 정의는 [표
1-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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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디지털 경제 관련 주요 용어
용어

정의
1)

데이터 경제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디지털 경제를 △(핵심 생산요소) 디지털화된 지식과 정보 △(주요 동력) 디지

디지털 경제2)

털 기술혁신 △(매개) 정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과 실물경제를 융

(数字经济)

합하고 전통산업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해 경제발전 및 정부 거버
넌스 모델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경제 형태
광의: 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디지털 전환3)

활동

(Digital

협의: 기업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

Transformation)

를 창출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파괴적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지
속적인 프로세스

디지털화4)
(Digitization)

종이 문서, 사진, 음성과 같은 아날로그적·물리적 자원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
환 혹은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활성화, 개선, 또는 변환하는 과정

자료: 1)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 경제’(검색일: 2021. 3. 15); 2)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7), pp. 3~5; 3) ｢우리는
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서둘러야 할까｣(2020. 8.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3. 7);
4) infoRADCorp 홈페이지, ‘Digitization과 Digitalization, 그리고 NDT 이미지 디지털화 서비스(NDT Image Digitizing
Servi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15)를 토대로 저자 작성.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다루기에 앞서 주요국과 중국의 디지털 경제 측정방식을 알아보고, 각국 측정
방식의 차이점과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는 현재 디지털 경제에 대하
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으므로 중국과 주요 선진국의 측정방식별 특징
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중국 디지털 경제의 범위와 특성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양상을 제시하여 정보통
신 산업의 기술이 점차 다른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데이터의 가치화까
지 점차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였다. 또한 중국의 주요 디
지털 전환 전략을 △정부 추진체계 △디지털 거버넌스 △디지털 산업화 정책
△산업의 디지털화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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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은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기술 생태계를 다루고 있다. 우선 중
국이 2013년부터 IMT-2020(5G) 추진단을 통해 5G 기술을 개발해 온 과정과
정부 차원의 5G 통신망 구축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중국정부의 5G 통신망
구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국기업에 대해 분석하
였다. 중국 디지털 전환에서 주요 상장 기업의 전략은 정부 정책 못지않게 중요
한 부분이다. 중국정부가 5G 기술 지원 및 인프라 투자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
도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형성하는 기업이 없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떨
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G 산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
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을 분석하였다.
5G는 기존의 통신기술과 달리 중국기업 화웨이(华为)가 국제표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국의 5G 기술이 세계 선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중국 중심의 5G 표준이 국제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상태이며, 5G 표준화 기구로
알려진 ‘3GPP’의 표준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국 주도의 5G 혁신
이 국제 분쟁의 시발점으로 작용한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다.8) 따라서 5G 기술
표준화 추진은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핵심이면서, 국제적으로 의문이 제기되
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중국기업들의 자국 5G 산업
내 ‘단체표준’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 중국 내 5G
기술 표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중국 5G 산업의 중국 내 ‘단체표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국기업들
의 국제 표준화 기구 내 영향력 확대와 이에 따른 미ㆍ중 갈등 양상 및 대응 방
안을 모색하였다.9)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의
견을 반영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중국 내 주요 ‘5G 혁신
8) Brake(2020), p. 4.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는 지역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2세
대 이동통신 기술을 3G 글로벌 표준으로 통일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3G, LTE, 5G 기술 규격 등을 정
의하고 있다. 백서인 외(2021), p. 127.
9) 표준은 합의에 따라 작성되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성취
를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을 의미한다.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2020),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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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센터’ 사례를 분석하여 중국기업의 5G 생태계 구축 현황과 주요 기업
의 관련 전략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중국 내 데이터 경제의 현황과 육성 정책, 데이터 규범, 그리고 데이
터 자산화 등을 분석하였다. 우선 중국의 데이터 생태계 산업구조를 분석하여
중국 내 빅데이터 시장의 현황과 그 특징을 세계 빅데이터 시장과의 비교를 통
해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데이터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 데이터 서비스 산업의 주요 기업과 시장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중국 데이터
시장의 장단점과 정부 정책, 주요 법과 제도를 분석하여 중국 데이터 시장의 발
전 가능성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국에서는 데이터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규범이 명확하지 않아 최근 관련
육성 정책 및 규범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이후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을 정리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 내 데이터 규범을 분석하였다. 즉 「사이버 보안법」 이후 제
정된 「데이터 보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주요 법에 대해서 정리
하였다. 특히 중국의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법체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데이터 보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내 ‘데이터
역외이전 조항’ 등에 관한 해석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
였다.
또한 중국정부가 데이터를 2020년부터 하나의 생산요소로 인식하고 추진하
고 있는 ‘데이터 자산화’를 ‘데이터의 교환 가치 형성 과정’으로 개념화하고, 관
련 사항 추진 현황과 정책들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디지털 전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 제
조 현황 및 평가체계 분석과 함께 중국 내 스마트 제조가 발달한 주요 산업 분
석을 통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제시하였다.10) 데이터 경제를 다룬 제4장
10) 스마트 제조는 미래 제조업의 발전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존하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을 개방형 인프라를 통해 해결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정종필(202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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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스마트 제조를 분석한 이유는 스마트 제조의 부가가치 창출이 원료부터
완제품 생산까지의 제품 생산 과정 중 생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단계별 의사결
정을 내리고,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이 중
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 스마트 제조 현황과 기업 지원 정책
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여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요약 및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보
고서의 내용 구성은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본 보고서의 내용 구성

분석
대상

목적

주요
내용

중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추진 정책(제2장)
→ 중국 디지털 전환 파악

중국 5G 산업 주요 기업 및
기술ㆍ혁신 생태계(제3장)
→ 디지털 전환의 핵심 ①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및
관련 정책(제4장)
→ 디지털 전환의 핵심 ②

중국 디지털 전환 정책의
전반적 내용 파악

5G 생태계, 표준화 분석

데이터 시장화 및 정책 분석

디지털 경제 특징 및 디지털 전환
전략을 분석하고 5G 기술(제3장)
과 데이터(제4장)의 분석 중요성
제시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주요
기업 현황 분석
5G 산업 내 혁신 생태계 구축
및 표준화 전략 분석

데이터 육성 정책 파악
데이터 생태계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데이터 자산화’ 방안 분석

Q1: 중국 디지털 경제 범위와
측정방식은 무엇인가?
Q2: 중국 디지털 전환의 특징은
무엇인가?
Q3: 중국 디지털 전환의 주요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Q1: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
략은 무엇인가?
Q2: 중국 5G 혁신 생태계는 어
떻게 조성되고 있는가?
Q3: 중국 5G 기술 표준화 전략
주도 기업은 어디인가?
사례 분석: 5G 혁신 네트워크
센터

Q1: 중국 데이터 규범 현황 및
그 특징은 무엇인가?
Q2: 중국 데이터 산업 가치사슬
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Q3: 중국 ‘데이터 자산화’의 개
념과 추진 방안은?
사례 분석: 중국 스마트 제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주: 본 그림에서 ‘네트워크’는 통신망 구축과 주체(actors)와 이들 간의 활동 및 상호작용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
자료: 본문 내용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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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
국 디지털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그 범위와 측정방식을 정리하고, 미국ㆍEU 등
선진국과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은행(2021)에서는 중국 디지털 경제
의 범위에 대해 ‘정보통신(ICT) 부문과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전통산업까지 포
괄하는 광의의 디지털 경제를 측정지표로 삼는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11) 본
보고서는 더 나아가 Garcia-Herrero and Xu(2018) 등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중국 협의의 디지털 경제 규모를 분석하고, 중국 광의의 디지털 측정방식과 선
진국의 측정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중국 디지털 경제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는
등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2000년대 이후부터 2021년까지의 시기별 중국 디지털 전환 추진 정
책을 주요 부문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기존 중국 ICT 산업 정책을 분석한
연구 중 김성옥(2012)은 중국의 ‘12.5 규획’과 ‘전략적 신흥산업’ 중 차세대 정
보통신 산업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12) 또한 이상훈 외(2018)는 2015년
중국정부가 발표한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추진체계, 주요 세부 분야별 정책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13)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ICT 산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중국의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는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분석했다
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셋째,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에 따라 데이터 관련 법규, 산업 인터넷 및 산
업 데이터 관련 정책, 기술표준 체계 등 관련 주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중국 ICT 산업 경쟁력 비교 분석, 미ㆍ

11) 한국은행(2021), p. 19.
12) 김성옥(2012), pp. 19~26.
13) 이상훈 외(2018), pp. 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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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무역 분쟁 속에서의 미ㆍ중 ICT 산업 주요 핵심 분야의 경쟁력 분석 등 중국
ICT 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표적으로 최계영 외(2019)
는 중국의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자율주행 부문의 경쟁력과 기술 확보 전략을
미국과 비교 분석하였다.14) 이경선 외(2015)는 한국ㆍ미국ㆍ일본ㆍ중국 4개국
의 ICT 산업 효율성을 SFA(Stochastic Frontier Analysis)와 MFA(MetaFrontier Analysis)를 통해 추정하였다.15) 이러한 연구들이 산업분석에 초점
을 맞춘 반면 본 보고서는 중국의 5G 통신망 구축, 관련 기술 표준화 전략, 데
이터 시장 육성화 정책 등 중국 국가 전략으로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종합적
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중국기업들의 ‘5G 혁신센터’ 구축을 통한 혁신 사
례 분석, 2018년 중국 ‘표준법’ 개정 이후 ‘중국 정보통신 산업협회’를 중심으
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 내 ‘단체표준’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중국 스마트 제조
에 관한 분석 등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국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이터 관련법과 제도를
정리하고 한국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1년에 제정된 중국 「데이터
보안법」과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데이터 역외이전
과 법적 처벌조항 등을 분석하여 관련 리스크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
한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내 데이터 시장 거버넌스 추진 방안과 데이터
자산화 방안 등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내 디지털 전환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커
지고 있는 데이터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14) 최계영 외(2019), pp. 74~116.
15) 이경선 외(2015), pp. 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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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1. 디지털 경제 개념 및 측정
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경과
3.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전략
4. 소결

1. 디지털 경제 개념 및 측정
중국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기에 앞서 디지털 경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중국과 주요 선진국의 디지털 경
제 정의 및 측정방식의 차이점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정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 전환의 특정 분야를 강조하거나 관심
을 기울이는지 식별하고자 한다.

가. 주요국의 디지털 경제 측정방식
전 경제에 걸친 디지털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디지털 경제를 어떻게 정의하
고, 이를 어떻게 국가 경제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디지털 경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는 상
황이며, OECD, IMF 등 국제기구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표준 또는 지
침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OECD(2020)는 디지털 경
제의 정의 및 측정과 관련하여 폭넓게 조사하여 디지털 경제를 규정, 측정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OECD(2020)는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 정의하에서 다양한 디지털 경제의
정의를 뒷받침하는 층위(tier)를 [표 2-1]과 같이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①부터 ④까지 순차적으로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며, ⑤는 별개의 방식임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16)

16) OECD(2020),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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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OECD에서 제시한 디지털 경제의 정의
구분
① 핵심 측정
② 협소한 측정
③ 광범위한 측정

정의
ICT 상품 및 디지털 서비스 생산자로부터 비롯되는 경제적 활동만 포함
위의 핵심 분야와 더불어, 디지털 투입물에 의존하는(reliant) 기업으로부터 파
생되는 경제적 활동 포함
위의 두 가지와 함께 디지털 투입물의 활용에 의해 유의미하게 향상되는(significantly
enhanced) 기업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제 활동 포함
위의 층위에서 더욱 확장하여 GDP 생산 경계에 포함되지 않는 디지털화된 상호

④ 디지털 사회

작용(digitalised interaction. 무료 디지털 플랫폼 사용과 같은)과 활동을 포함;
이러한 활동은 명시적으로 디지털 경제 그 자체의 일부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정
부의 디지털 경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고려사항

⑤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배송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측정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 또는 배송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측정: 거래의 속성에 근
거하여 디지털 경제를 측정하는 방식으로서, 기업의 산출물이나 생산방식에 근거
하여 경제를 구분하는 전통적인 GDP 측정방식과 달리 주문 및 배송 방식에 초점
을 맞춤17)

자료: OECD(2020), p. 3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디지털 경제를 정의하는 방식은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
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18) 상향식 접근방식은 경제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
식에 따라 개별 지표의 총합으로 디지털 경제를 추산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위의 ①~④번 층위 안에서 개념을 설정하고 측정 가능한 범위를 조정하
여 정량적 수치를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로
는 미국,19) 캐나다,20) 호주,21) 중국(다음 절 참고)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미
국은 OECD에서 디지털 경제 측정 방법의 국제 가이드라인 작업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상향식 접근의 대표적 사례다. 이에 미국의 디지털 경제 측정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7) 이러한 접근법은 전자상거래(e-commerce), 디지털 무역(또는 디지털 거래, digital trade)을 규정하
18)
19)
20)
21)

는 방식으로서 널리 통용된다.
OECD(2020), pp. 36-37.
Barefoot et al.(2018); Nicholson(2020).
Statistics Canada(2019).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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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은 기본적
으로 디지털 경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① 인프라 요소
② 전자상거래 ③ 유료 디지털 서비스 활동의 총합’으로 규정한다. 개념적으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통
계적 측정이 쉽지 않은 영역, 특히 부분적인 디지털(partially digital) 상품 및
서비스의 측정 방법을 개발하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표 2-2 참고).22)

표 2-2.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의 디지털 경제 구성요소(2020년 기준)
대분류

하위 범주

내용

포함 여부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
하드웨어

- 모니터·하드드라이브·반도체·통신제품·시청각 대부분 포함
장비 등

인프라

소프트웨어

디바이스에 의해 사용되는 프로그램, 운용정보
개인용 컴퓨터, 상업용 서버 등
디지털 경제 상품 또는 디지털 경제 서비스 제

구조물

공을 위해 의도된 건물의 건설, 디지털 제품에
대한 보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물 포함
- 데이터 센터, 반도체 생산 공장 등의 건설

B2B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서비스

디지털 중개 서비스

서비스

아직 포함되지
않음.
작업 진행 중

기업 간의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에 따른

B2C 전자상거래

유료

대부분 포함

유료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 생산자, 소비자가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

기타 유료 디지털 서비스 기타 구매되는 디지털 서비스

대부분 포함

대부분 포함
별도로 식별
되지 않음.
작업 진행 중
대부분 포함

자료: Nicholson(2020), pp. 5-1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미국은 생산자로부터 산출되는 데이터 가용성이 양호한 분야를 중심으로 측
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세부 구성요소를 확장해 간다는 방향성이
22) Nicholson(202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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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다. 예컨대 인프라 분야의 구조물은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생산 공장과
같은 새로운 요소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플랫폼 서비스의 경제적 규모
에 대한 측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디지털 경제의 구성요소로 포함
되어 측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무료 플랫폼 서비스와 같은 영역이 어떻
게 다루어질지는 아직 분명하게 식별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디지털 경제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디지털
경제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약 9%이다.23) 디지털 경
제에서 구성요소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기타 유료 디지털 서비스
(47.5%), B2B 전자상거래(16.8%), 소프트웨어(13.4%), 하드웨어(10.1%), B2C
전자상거래(8.3%), 클라우드 서비스(3.7%) 등의 순이다.

그림 2-1. 미국의 디지털 경제 구성요소별 비중(2018년 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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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icholson(2020), p. 13.

하향식 접근은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ㆍ사회적 변화의 광범
위한 추세를 식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기술(플랫폼,
23) Nicholson(202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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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등 포함)의 진전과 그것을 ‘사회’가 채택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방식은 디지털 경제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24) 정량적 측정 이외에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인 지표 개발에 큰 비중을 할애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향식 접근의 대표
적인 사례로 EU를 들 수 있으며, 회원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도 유사한
접근방식에 비중을 두고 있다.25) 특히 EU는 DESI(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를 통해 디지털 경제를 측정하고 있다.26)
EU는 경제ㆍ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양상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면서, 디지털
경제의 규모를 측정하기보다는 디지털 경제가 가져오는 개별 현상의 추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7)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디지털 단일 시장 전
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하면서 그 목적으로서 DESI를 개
발하고, 이것이 제시한 틀에 기초하여 EU 회원국과 18개 역외 국가를28) 대상
으로 디지털 경제의 영역과 추세를 식별하여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DESI는 ① 연결성: 광대역 인프라의 확산 및 품질 ② 인적 자본: 디지털 사회
가 제공하는 이점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 ③ 인터넷 서비스의 활용: 온라인
에서 시민 활동의 다양성 ④ 디지털 기술의 활용: 사업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판
매 채널의 개발 ⑤ 디지털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전자정부에 초
점), 총 다섯 개의 차원(dimension)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다섯 개의 차원은
총 37개의 세부적인 정성적ㆍ정량적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29) DESI는 애초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E-DESI), 국제적인 지표(I-DESI)로 확

24) OECD(2020), pp. 36-37.
25) Ibid., pp. 38-39.
26) EU 역시 디지털 경제의 측정 결과를 보고서로 내고 있으나 대체로 산발적이며, ‘데이터 경제’와 같이
특정 영역이나 개념에 기초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이러한 EU 차원의 보고
서에 대해서는 김정곤(2017) 참고).
27) EU는 ‘디지털 경제와 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uropean Commission(2015).
28)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세르비아, 한국,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European Commission(2019), p. 6.
29) European Commission(2019),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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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었다.30)
[그림 2-2]는 EU 집행위원회 보고서가 제시한 최근 DESI의 국가별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EU 27개국의 평균은 49.5로 미국, 호주, 일본에 비해 낮은 수
준이며, 2015년 이후 느리지만 개선되고 있다. EU는 상위 4개국과 최하위
4개국 간 디지털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국의 수준이 EU 27개국 평균 이하라고 평가한 점을 고려해 보면,
DESI는 단순히 디지털 경제력만을 토대로 한 지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징적
이다.31)

그림 2-2. DESI의 연도별 추이(2015~18년)
(단위: 0~10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 p. 17.

30) European Commission(2015), pp. 13-14.
31) 디지털 경제의 규모만 고려하면 2019년 중국의 디지털 경제 추정규모는 5조 1,954억 달러로, 미국
13조 652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한다.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0c), p. 14, 图3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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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은 보완적으로 공존하는 방식들이며, 다만 이러
한 접근법의 차이는 각국이 처한 정책 여건과도 관련성이 있다. 즉 EU가 하향식
접근방식에 치중하는 배경에는 역사ㆍ문화ㆍ제도적 요인 등이 작용하지만, 디
지털 경제의 후발주자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EU는 회원국별 차이는 있지만
디지털 전환에 뒤처진 국가들이 많으며, 전반적으로 인프라 및 기업과 소비자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디지털 경제 측정 방법은 OECD 등을 통해 국제표준 정립에 큰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디지털 전환이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개념적으로 정립해 가는 가운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제조, 서비스, 그 중간
영역,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측정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디지털 경제가 궁극적으로 전 산업과 경제 영역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이러한 접근법은 향후 국제적인 표준 또는 지침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이 규정하는 디지털 경제는 미국이 WTO, FTA 협정에서 강조하는
디지털 무역 규범 배후의 경제 현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자국 내 디지털 경제의 측정이 궁극적으로 국경 간 디지털 무
역의 측정, 그리고 이에 대한 규범 정립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32)

나. 중국의 디지털 경제 측정방식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
디지털 경제 측정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33) 앞 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중국
32) 이러한 점은 중국의 디지털 경제 측정방식에서도 드러난다.
33) 중국의 디지털 경제 측정방식을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가 언급되는데, 추상적인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어떻게 추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실물경제와 달리 디지털 경제는 아직 국제적으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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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별 지표의 총합으로 디지털 경제를 추산하는 상향식 접근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① 디지털 산업화(ICT산업 규모)와 ② 산업의
디지털화 두 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측정 가능한 범위를 조정한 뒤 산출한다.34)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는 ICT 산업의 부가가치 총합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
자정보 제조업(电子信息制造业) △기초 전신업(基础电信业) △인터넷 산업
(互联网行业) △소프트웨어 서비스업(软件服务业)의 부가가치 총합을 통해서
구해진다. ‘산업의 디지털화’는 산업별 ICT 자본을 추산한 뒤 이를 성장회계
방식에 적용하여, △ICT 자본 증가로 인한 생산량 증가 △ICT 자본 증가로 인
한 효율성 증대 이 두 가지 효과로 발생한 증가량을 모두 측정한다(그림 2-3 참
고).35) 이는 [표 2-1]에서 제시된 디지털 경제의 정의 중 ‘광범위한 측정’ 방식
에 해당한다.

그림 2-3. 중국의 디지털 경제 측정방식

디지털 산업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디지털 상품 생산의
부가가치 총합

기타 산업 부문에서 사용된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상품으로
인한 생산증가 및 효율성 증대

전자정보 제조업, 기초 전신업,
인터넷 산업,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총합

성장 회계 방식을 통해
ICT 자본 증가로 인한 효율성
증대와 ICT 자본 증가로 인한
생산 증가 추정

자료: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1a), p. 67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정방식에 관한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34)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1a), p. 67.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은 중국 디지털 경제를 총 4가지 부문으로 분
석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5] 참고.
35) 자세한 산출방식은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7), pp. 58~6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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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디지털 산업의 범위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의 ‘디지털 산업화’ 측정방식과 다른 연구에서 ICT 산
업으로 분류한 산업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기타설비 제조업에 관련된 산업을
포함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이는 중국 디지털 전환의 기초가 되는 디지털 산

표 2-3. 주요 연구별 디지털 산업 분류

산업

Garcia-Herrero and Xu
(2018)

컴퓨터

1. 사무용 기기

제조업

2. 컴퓨터

OECD
1. 사무용, 회계 및 컴퓨팅
기계(3000)
2. 절연 케이블 및 와이어(3130)
3. 전자 밸브 및 튜브 및 기타

통신
설비
제조업

3. 와이어, 케이블 및 관련 기기
4. TV 방송·라디오·레이더·
영상 장치
5. 통신설비

전자 부품(3210)
4. TV·라디오 송신기 및 유선
전화·전신 장치(3220)
5. TV·라디오 수신기, 음향
또는 비디오 녹화 또는
재생 장치, 관련 제품(3230)

기타
설비
제조업

中国信息通信研究院
1. 전자컴퓨터
2. 컴퓨터 네트워크 설비
3. 컴퓨터 주변 설비
4. 레이더 및 관련 설비
5. 통신전송·교환·단말설비
6. 이동통신 및 관련 단말설비
7. 기타 통신설비
8.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및 전송 설비
9. TV 방송 설비 및 기자재

6. 산업공정장비를 제외한 측정·
6. 계측기기

실험·탐색·기타 용도의 계측

7. 전기공정설비

기기(3312)

-

7. 산업공정장비(3313)
8. 전자 및 전자통신 부품 및
장비 도매(5152)

서비스
(소프트
웨어)

8. 전자 및 통신 관련
9.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9. 통신업(6420)
10. 컴퓨터 도매
11. 컴퓨터 주변기기 및 소프트

10. 공공 소프트웨어
11. 기타 소프트웨어

웨어 사무기기 및 장비 대여
12. 컴퓨터 및 관련
주: OECD를 제외하고는 중국 산업 분류에 기초하여 ICT 산업을 분류하였으며, OECD의 분류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ISIC(Rev 3.1) 기준 산업코드를 의미함. 산업분류는 Garcia-Herrero and Xu(2018)의 기준을 따름.
자료: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1a), p. 71 附表 1; Garcia-Herrero and Xu(2018), p. 8 Table 4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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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정의를 OECD 등 다른 선진국의 기준에 비해 좁게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 2021)에서 제시하는 ICT 산업분
류를 따르되, 자료 확보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Garcia-Herrero and Xu에서
제시한 산업분류를 참고하여 중국의 디지털 산업 규모를 추정해 보았다(표
2-3 참고).36) 2007년과 2012년의 중국 디지털 산업 부가가치가 총 부가가치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9%, 3.6%로 Garcia-Herrero and Xu의 연구
결과(4.8%)보다 낮았다. 또한 2017년 비중이 8.1%로 2012년에 비해 4.5%p
증가하는 등 2017년 디지털 산업의 부가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37)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국 디지털 산업의 기준이 OECD보다 협소하다는
것은 이러한 추정이 OECD 기준보다 과소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17년 디지털 산업의 부가가치가 매우 증가한 점은 2015년부터 중국정부가
추진한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등 디지털 전환 추진 등으로 이 시기를 기
점으로 디지털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2) KLEMS 모형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 추정38)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은 KLEMS 모형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추정하고 있으
며, 이 방식은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정부의
디지털 경제 측정방식으로 소개되었다.39) 중국 디지털 경제 측정방식에서 가

36) Garcia-Herrero and Xu(2018), p. 6.
37) 中国国家统计局 홈페이지, 「2007年 中国投入产出表」; 「2012年 中国投入产出表」; 「2017年 中国投入
产出表」(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5. 1).
38)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7), pp. 58~64; OECD(2018), pp. 79-80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39) KLEMS는 자본, 노동, 에너지 및 서비스의 머리글자를 합성한 것이며, 기존의 부가가치 기준 총생산함
수의 투입 요소인 노동과 자본 외에도 중간재, 에너지 및 서비스의 중간 투입 요소를 모두 고려한 후 총
요소 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산업별 기술 진보를 측정하는 데 적합한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은행 온라인 보도자료(2013. 8. 21), 「2013 Asia KLEMS 컨퍼런스 공동보도자료(국민BS팀)」, p. 3
(검색일: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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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핵심적인 부분은 KLEMS 모형을 통해 ICT 자본으로 인한 총요소 생산성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의 공헌도를 추정하고 산업별 ICT 자본 스
톡을 추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ICT 자본 추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데이터로 인한 가치 증대이
다. 하지만 중국의 방식은 데이터로 인한 경제적 가치 상승에 관하여 명확하게
추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으나, 중국은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데이터의 교환으로 발생
하는 부가가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디지털을 통한 실물거래의 편리화와 거래
비용 감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국내적으로 데이터 거래에 대한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한 국가 보안 우려와 데이터 시장 거버넌스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 등
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40) 하지만 중국 내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전 영역
에서의 데이터 가치와 그로 인한 경제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데이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와 규범 마련에 더욱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41)
또한 중국의 디지털 경제 측정 방법에서는 디지털 산업의 규모와 산업의 디
지털화로 측정된 경제적 효과만 다루고 있으나, 중국 디지털 경제의 범위는 ‘신
용정보체계’ 등 사회 거버넌스 분야까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번 장의 2절과
3절을 통해 중국 디지털 경제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됐으며, 디지털 전환 추진
을 위한 중국정부의 추진체계와 정책, 그리고 주요 변화 등은 무엇인지 살펴보
고자 한다.

40) 미국과 중국의 전자상거래 개념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규엽, 강민지(2021), p. 10 참고.
41) 따라서 중국 내 데이터 시장 현황과 육성 전략은 향후 중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최근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가치화를 위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정리하고, 생태계 활성화 방안 및 규범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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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경과
지난 30여 년간 중국경제는 1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속 성장해 왔으
나, 2012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6~7%를 유지하는 신창타이(新常态)를 맞이
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를 견인해 온 투자ㆍ소비 등
총수요 측면의 진작을 통한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인지하고,
2015년 노동력ㆍ토지ㆍ자본ㆍ제도ㆍ기술 등 공급측 요소 개혁을 중심으로 한
질적 발전 전략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러한 ‘공급측 구조개혁’은 산업 측면에서
공급과잉 상태인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신구 성장동력
전환(新旧动能转换)’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신구 성장동력 전환’은 전통
산업과42) 전통적인 경제 모델을 포함하는 ‘구(旧)성장동력’의 기술 개조 및 업
그레이드, 기술혁신 기반의 신기술ㆍ신산업ㆍ신업태ㆍ신사업 모델을 필두로
한 ‘신(新)성장동력’의 발굴을 의미한다.43)
중국정부가 기술혁신을 성장동력으로 삼은 배경에는 2010년대 중국 정보통
신기술(ICT)의 변혁적인 발전이 있었다. 특히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
퓨팅 △IoT △5G 등 신기술이 전 산업에 융합되면서 차별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이른바 실물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다.44) 2018년 세계 47개국
중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약 31조 위안을 기록해 미국에 이어 2위 수준으
로 올라섰고,45) 2020년에는 약 40조 위안에 육박했는데, 이는 2011년과 비교
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20년 기준 중국의 GDP 대비 디지털 경
제 비중은 38.6%로 주요 선진국들의 발전 수준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42) 전통산업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오염을 발생시키는 중ㆍ저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 더 나아가 1ㆍ
2ㆍ3차 산업에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 전체를 포함한다. 김주혜(2019), p. 4.
43) 위의 자료, p. 4.
44) 생산성과 효율성, 서비스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연결된 물리적
객체 간의 통신망(네트워크)을 의미한다. TWI 홈페이지(검색일: 2021. 4. 29).
45)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7), p. 19;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1a), pp. 5~6;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0b),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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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주요국의 GDP 대비 디지털 경제
규모ㆍ비중ㆍ성장률 비교(2018년)

그림 2-5.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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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의 크기는 각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를 의미.
자료: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0b), p. 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45

GDP 대비 디지털 경제 비중

자료: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7), p. 19; 中国信息通信
研究院(2021a), pp. 5~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중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률은 GDP 증가율보다 약 2
배 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는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중
국경제가 약 3% 성장에 그쳤음에도 디지털 경제 성장률은 3배 이상인 9.7%를
기록해 중국의 신성장 동력임을 보여주고 있다.46)

표 2-4. 공업경제ㆍ정보경제ㆍ디지털 경제 시대 비교
1

구분

공업경제 시대

정보경제 시대

디지털 경제 시대

주요 범용기술

전력, 교통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 발전 초기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 단말기

생산요소

자본, 노동력, 토지 등

‘정보’의 가치실현 시작

‘데이터’가 핵심 생산요소

주요 산업

자동차, 철강, 에너지 등

IT 산업 및 IT화된 각
업종

디지털 기술 산업,
디지털화된 융합산업

핵심 사업주체

대기업 주도,
수직계열화 추구

대기업 주도, IT 기반의
공급망 협력

플랫폼 주도

신경제형태

규모 경제

범위 경제

플랫폼 경제+공유 경제

대규모 주문 제작

C2B. C2M(Manufacto),
유연화 생산

비즈니스 모델

B2C

자료: 汤潇(2019), p. 8, p. 10.
46)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1a),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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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2017년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에 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면서, 디지털 경제와 그 구조를 개념화하기 시
작했다.47)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산하의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은 디지털 경제를 △(핵심 생산요소) 디지털화된 지식과 정보 △(주요 동력) 디
지털 기술혁신 △(매개) 정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과 실물경제를
융합하고 전통산업의 디지털화ㆍ스마트화 수준을 높여 경제 발전 및 정부 거버
넌스 모델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경제 형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48) 또한 초
기에는 디지털 경제를 크게 ‘디지털 산업화’ 부문과 ‘산업의 디지털화’ 부문으
로 구분했는데, 2019년 ‘디지털화 거버넌스’ 부문과 2020년 ‘데이터 가치화’
부문을 디지털 경제의 개념으로 추가해서 현재의 ‘네 가지 부문(四化)’으로 확
장되었다. 이 ‘네 가지 영역’은 중국이 말하는 디지털 경제의 구조이자 디지털
전환의 방향이기도 하다. ‘디지털 산업화’는 ICT와 인터넷 산업을 포괄하는 디
지털 기술 자체를 의미하고, 차세대 정보기술의 발전 방향과 성과를 나타낸다.
‘산업의 디지털화’는 1ㆍ2ㆍ3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것으로
실물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부문이다.49) 또한 ‘디지털화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시스템 및 제도 개선 등을 의미하며, ‘데이터 가치
화’는 디지털 경제의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
미한다.
이 중에서도 중국의 전체 디지털 경제 규모에서 ‘산업 디지털화’의 비중이 확
대되는 추세이다. 2005년 기준 약 50%였던 산업 디지털화 비중은 2019년
80%를 넘어섰는데, 이는 각 산업에 디지털 기술의 응용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
미하며, 이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디지털 경제 발전에 동력이 되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47) 「2017年政府工作报告(全文)」(2019. 2. 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
48)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7), pp. 3~5.
49)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0b), p. 16;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0a), p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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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중국의 디지털 경제 구조(네 가지 부문)

-

생산요소

생산력

생산관계

데이터 가치화

디지털 산업화(공급 부문)

디지털화 거버넌스

데이터의 수집
표준 제정
권리 확정
가격 결정
거래 및 유통
보안 등

- 디지털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반 기술, 제품, 서비스, 솔루션 제공
·
· 정보통신산업(전자정보제조업, 통신업, 소
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 인터넷 산업(5G,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 거버넌스’ 의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관
리의 제도 시스템 수립, 서비스
관리감독 방식을 혁신하는 신형
정부 거버넌스 모델

· 디지털 기술과 관리의 결합, 디
지털화 공공서비스 포함

산업 디지털화(융합 부문)
- 1ㆍ2ㆍ3차 산업을 포괄하는 전통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응용하는 융합경제
· 산업 인터넷, 스마트 제조, 플랫폼 경제 등
융합형 신산업, 신모델, 〮
신업태까지 포함

주: 산업 인터넷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에서 서비스까지 기업의 전 기능을 포괄하는 산업 제조 분야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연결을 진행하고, 더 나아가 전 가치사슬을 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50)
자료: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0a), pp. 5~7.

그림 2-6.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의 비중 변화

그림 2-7.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의 규모 변화(부가가치 기준)
(단위: 조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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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최원준(202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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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0b), p. 20; 中国信息通信
研究院(2017), p. 20;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1b),
p. 8.

50) 최 봉, 장윤희(2020), 요약 i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8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가. 디지털 산업화의 현황 및 특징
1) 서비스화ㆍ소프트웨어화
ICT와 인터넷 산업을 포함하는 디지털 산업의 구조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전체 디지털 산업에서 전자정보 제조업이 약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반면 2012년 소프트웨어ㆍ전자정보서비스업(이하
소프트웨어업)의 비중은 25% 정도였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전자정보 제조
업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50% 이상을 기록했다. 즉 중국 디지털 산업의 서
비스화ㆍ소프트웨어화(softwarization)51)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2025년에
는 2015년 대비 전자정보 제조업 매출액이 약 2배, 소프트웨어업의 매출액은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디지털 산업 구조의 서비스화ㆍ소프트웨어

그림 2-8. 중국 디지털 산업의 내부 구조 변화 추이(부가가치 기준)

주: 전체 디지털 산업 부가가치 중 각 업종의 비중 변화.
자료: 최원준(2020), p. 4.

51) 소프트웨어화는 현대사회의 모든 체계와 과정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프트웨어화’; PUBLY, 「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5).

제2장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 49

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52)
소프트웨어화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이고, 이를 기반으
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디지털 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내 규모 이상(전년 매출 500만 위안 이상) 기업 수는
4만 개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해당 기업들의 매출 비중에서 약 61% 이상이 정
보기술 서비스 업무 매출이고, 이 중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축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품 관련 매출이 약 28%를 차지한다.53)

그림 2-9. 중국 디지털 산업 매출액 추이
(단위: (좌) 조 위안, (우) %)

주: 2025년 전체 데이터, 2019년 이후 전자정보 제조업 매출액, 디지털 산업 매출 증가율은 추정 값임.
자료: 최원준(2020), p. 4.

이처럼 중국의 디지털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주
요한 영역인 산업용 소프트웨어(工业软件)의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의 국산화율
이 낮고 대외 기술의존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특히 산업용 소프트웨어 중 연 구
설계 소프트웨어는 반도체ㆍ원자력ㆍ항공우주ㆍ국방 등 핵심 산업의 필수적인
기술이지만 중국의 국산화율은 5%에 불과하며, 중국 국내시장의 약 95% 이상
52)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0b), p. 61.
53)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1a),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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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중국 산업용 SW 주요 영역의
국산화율(2019년)

표 2-6. 중국 내 주요 연구설계 SW 시장의
외국기업 점유율(2018년)

(단위: %)

정보관리 SW

70

50

생산제어 SW

5

연구설계 SW
0

(단위: %)
연구설계 외국기업
SW
점유율
EDA

약 95%

-(미국) Synopsys, Cadence
-(독일) Mentor Graphics

CAD

약 95%

-(미국) Autodesk, PTC, Bentley
-(독일) Siemens
-(프랑스) Dassault

CAE

약 95%

-(미국) ANSYS, MathWorks
-(독일) Siemens
-(프랑스) Dassault, ESI Group

10 20 30 40 50 60 70 80

자료: 김주혜(2021b), p. 2.

주요 기업

자료: 좌동.

을 미국ㆍ독일 등 외국기업이 차지하고 있다.54)
연구설계 소프트웨어 중 반도체 설계용 툴인 EDA는 미국기업의 영향력이 절
대적(세계시장의 약 70%)인 상황이며, 미국은 EDA를 대중국 첨단기술 분야 제
재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55) 실제 2020년 5월 미국 상무부는 수출관
리 규정(EAR)에 미국 소프트웨어 기술(EDA)을 활용하는 외국 반도체 제조업체
가 화웨이에 반도체 칩을 공급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또한 중국 원자력 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일 Siemens사의 NX 소프트웨어(CAD/CAM/CAE 패키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수입 제한 시 중국 원자력 산업의 약 60%가 정상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56) 이처럼 중국 내부적으로는 핵심적인 산업용 소
프트웨어의 기술자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54) 산업용 SW: 각 산업 분야에 사용되어 기업의 연구개발ㆍ생산ㆍ관리 수준과 산업장비의 성능을 향상시
키는 SW로, 중국은 산업용 SW를 △연구설계 △생산제어 △정보관리 △임베디드 SW로 분류하고 있
다. 이 중 연구설계 SW는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 CAD(Computer-Aided Design),
CAE(Computer-Aided Engineering), CAM(Computer-Aided Manufacturing) 등으로 구성되
며, 특히 EDA는 반도체 설계에 사용된다. 김주혜(2021b), p. 2.
55) 위의 자료, p. 2.
56)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0b), pp. 50~51; 김주혜(2021b),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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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의 ICT 관련 주요 제조품은 국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으
로, 2018년 기준 중국의 스마트 단말기 89%, 서버 등 클라우드 장비 50~70%,
모바일 통신설비 등 제어설비의 경우 75%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그림 2-11. 중국 ICT 관련 주요 제조품의 국산화율 및 제조기업(2018년)
(단위: %)

자료: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0b), p. 5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성장
2015년 중국의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5,000억 위안이었으나
2020년 1조 위안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3조 위안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2-9 참고). 중국 인터넷 산업은 모바일 인터넷의 발전(2011년~)과
함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가 확산(2016년~)
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BAT(바이두ㆍ알리바바ㆍ텐센트)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검색 엔진, 전자
상거래 등 기존 사업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주요 서비스를 선점할 수 있었다. 또한 각 기업이 금융 분야 등 기존
영역을 초월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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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중국 내 소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인터넷 비
즈니스 관련 기술 역량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외 기업들보다 낮을 것으로 예
상된다. 예를 들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국제 특허
수를 기준으로 상위 5위 기업은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삼성이며,
중국기업으로는 화웨이가 유일하게 8위로 상위 10위에 포함되었다.57)

표 2-7. 중국 주요 인터넷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구분

PC 인터넷
(1995~2010)

모바일 인터넷
(2011~15)

바이두

검색광고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 O2O, 금융, 엔터테인먼트

텐센트

게임

- 광고,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징둥

전자상거래

- O2O, 유료 콘텐츠

- 모바일 전자상거래

ABC(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2016~)
- 피드광고, 지능형 하드웨어, 무인자동차
- 클라우드, 물류, 산업 인터넷, 유료 콘텐
츠, 신소매 등
- 피드/SNS 광고, 클라우드, 산업 인터넷
전자상거래, 금융, 신소매 등
- 금융, 지능형 하드웨어, 물류

주: 모바일 인터넷, ABC 인터넷 시기에는 각 해당 시기에 추가된 비즈니스 모델만 명시.
자료: 이은영(2019), p. 8.

3) 정보통신기술 발전
2020년 중국의 통신업 매출액은 약 1.4조 위안이고, 중국의 전체 디지털 산
업에서 약 6%를 차지한다(그림 2-9 참고). 매출 비중은 미미한 편이지만 디지
털 경제의 토대가 되는 기술이다. 2009년 3G, 2013년 4G 통신기술이 상용화
되면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었고, 2019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
는 5G 기술은 디지털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58)
57) Cory(2021. 4. 15), “Before the United State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s Panel on China’s Cloud Market as Part of its Hearing “A Net Assessmen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Economic Ambitions, Plans, and Metrics of Future
Success”,” p. 21.
58) 5G는 4G 대비 초고속ㆍ초저지연ㆍ초연결 특성을 갖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최대 20Gbps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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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4G 기술까지는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2019년 5G를 빠르게 상용화하
고 관련 핵심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5G 통신망 구축과 응용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실제 2020년 기준 5G 관련 특
허출원 수도 세계 1위를 기록했고,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약 60만 개의 5G 기
지국을 구축했다.59)
2019년 기준 중국의 5G 투자 규모는 650억 위안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4,000억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며,60)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G 상용
화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는 3.3조 위안,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부가
가치는 8.4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61)
하지만 중국 중심의 5G 표준이 국제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상태이며, 5G 표
준화 기구로 알려진 ‘3GPP’의 표준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국 주
도의 5G 표준이 국제 분쟁의 시발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관련 국
제 표준화 과정에서 미ㆍ중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62)

나. 산업의 디지털화 현황 및 특징
1) 서비스업 디지털화 영역의 확대
중국의 1ㆍ2ㆍ3차 산업별 부가가치 중 3차 산업의 디지털화 비중이 가장 크
고,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0년 3차 산업의 디지털화 비중은 40%를
넘어섰고, 2016년 대비 약 10%p 넘게 증가했다. 이에 반해 2020년 1차 산
업의 디지털화 비중은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4년간 2.7%p 증가에 그
송 속도 보장 △전송 지연 1/1,000초 이내 △1㎢ 이내에 있는 약 100만 개 기기에 IoT 서비스 제공이
59)
60)
61)
62)

가능해, 4G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박진희(2019), p. 4.
「我国5G核心专利数世界第一, 5G基站超60万」(2020. 10.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6).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1a), p. 144.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9a), p. 14.
Brake(202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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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2차 산업의 경우 2020년 디지털 경제 비중이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
고, 2017년 이후부터는 매년 1%p 이상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 전환이 점차 가
속화되는 추세이다(그림 2-12 참고).

그림 2-12. 중국 1ㆍ2ㆍ3차 산업별 부가가치 중 디지털 경제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1a), p. 7.

2016~18년 사이 디지털화 비중이 높은 상위 5대 업종에 대표적 생산자 서
비스인 보험, 자본시장 서비스, 화폐 금융 및 기타 서비스 등 3대 금융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에서 2013년부터 핀테크가 부상해 디지털 기술
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신은행
(中信银行)은 2013년부터 고객의 과거 지불, 소비, 대출 상환 데이터 등 전반적
인 데이터와 매일의 고객 행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신용을 평가하고, 신용
한도를 결정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63)
코로나19 이후에는 소비자 서비스의 디지털 응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정부는 △재택근무 권장 △개학 연기 △외출
자제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에 중국 내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교육, 원격근무,
63) 이상훈, 김주혜(2017),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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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온라인 쇼핑, 온라인 배송 등 소비자 서비스의 디지털 응용이 증가
했다.

표 2-8. 3차 산업 중 디지털화 비중이 높은 상위 5대 업종(2016~18년)
2016

2017

2018

보험

46.2

보험

49.3

보험

56.4

방송, 영화 등 제작

45.4

방송, 영화 등 제작

48.5

방송, 영화 등 제작

55.5

전문기술 서비스

40.5

42.9

자본시장* 서비스

48.7

화폐금융 및
기타 금융 서비스
자본시장* 서비스

화폐금융 및
기타 금융 서비스

40.3

자본시장* 서비스

42.9

40.2

전문기술 서비스

42.4

화폐금융 및
기타 금융 서비스
공공관리와 사회조직

48.6
46.0

주: * 자본시장은 장기자금시장을 의미하며,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식, 채권, 펀드 서비스를 자금시장 서비스라 함.
자료: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7), p. 28;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8), p. 19;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9a), p. 34.

2) 산업 인터넷 발전
중국에서는 2017년부터 산업 인터넷 기술의 응용을 중심으로 중국 2차 산
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64) 특히 2018년에는 공급자 측면에서 △
인터넷 통신망 기반 확대 △산업 인터넷 플랫폼(하이얼의 카오스 등 50대 중점
플랫폼 구축) 및 APP 공급역량 확대 △보안시스템 구축, 수요자 측면에서는 응
용 확산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65) 그 결과 2018년 중국
의 산업 인터넷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해 1.4조 위안을 기록했고,
2019년에는 2조 위안을 돌파했다.66) 산업 인터넷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

64) 산업 인터넷은 산업 분야 모든 기기에 IT를 적용해 사람과 산업시설의 통신을 기반으로 산업을 관리하
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뿐만 아니라 병원, 철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이 목표다. 「산업인터넷의 정의는 무엇일까요?」(2013. 1.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6).
65)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9a), pp. 28~33.
66) 前瞻产业研究院(2020),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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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큰 업종은 특히 기계ㆍ가전ㆍ전력업으로, 2025년까지 약 9%의 절감 효과
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67)

그림 2-14. 중국 산업 인터넷 비용 절감
효과 추정치

그림 2-13. 중국 산업 인터넷 규모 및
증가율(부가가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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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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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20년 값은 추정치.
자료: 前瞻产业研究院(2020), p. 29.

2020

0
기계

가전

전력 배터리 태양광 전자

전체

화학

철강

주: 2025년까지 각 산업의 산업 인터넷 도입으로 달성할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
자료: 한국은행(2021), p. 13.

중국은 특히 기계, 전력 등 제품설계와 생산이 복잡한 이산형 제조(Discrete
Manufacturing)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 인터넷 응용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
다. 일례로 풍력발전기는 판매된 후 유지보수에 대한 요구가 많은 기계로, 풍력
발전기에 센서를 부착해 제어 및 통신 기능을 부여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하는 산업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기의 고장경보 등 상
태관리와 원격 유지보수가 가능해져 20~25%의 비용 절감, 고장경보 정확도
91% 달성, 발전효율 10~15%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68)
2019년에는 중국이 5G를 상용화하고, 5G와 산업 인터넷의 융합ㆍ응용을
추진해 제조업 분야의 산업 인터넷 응용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상
술한 50대 산업 인터넷 중점 플랫폼에 연결되는 평균 설비 수는 약 59만 개인

67) 한국은행(2021), p. 13.
68) 위의 책.

제2장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 57

데, 이는 5G 무선 통신망을 기반으로 관련 설비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실시
간 데이터 처리가 원활해졌기 때문이다.69)

3.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전략
중국정부는 2010년대 산업 및 사회 정책의 하나로 디지털 전환을 중시했고,
‘14·5 규획’ 기간에는 디지털화를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강조했다.70) 이번 절
에서는 우선 중국정부의 디지털 전환 추진체계와 중국 사회 내 디지털 전환 거
버넌스 구축 전략을 살펴본 다음, 경제 및 산업 차원에서의 디지털 산업화, 산
업의 디지털화, 데이터의 자산화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가. 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추진체계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경제ㆍ사회 전 영역을 아우르는 대규모 전환으로, 주
요 의사결정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디지털
전환 시기 관련 정책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범
정부 차원의 협업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민간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한 디지털
핵심기술 육성은 주요 ICT 기업을 중국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중국정부는 신속한 의사전달을 위해 디지털 관련 영도소조
(领导小组)와 위원회(委员会)를 활용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71)

69)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9a), p. 29.
70) ｢14·5 규획 강요｣ 전체 65장 중 4장의 내용이 디지털화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장에서도 디지털화 관
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디지털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71) Merics(2019),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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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 발전을 위한 조직 연혁
디지털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정보화 발전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 및 사회 발
전의 필수 분야로 중시됐다. 중국정부는 1980년대 정보화 발전의 핵심인 정보
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컴퓨터 및 대규모 집적회로 영도소조(电子计算机
和大规模集成电路领导小组)’, ‘국가경제정보센터(国家经济信息中心)’ 등을 조
직하여 IT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진행했다. 또한 국가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가 경제 정보화 연석회의(国家经济信息化联席会议)’, ‘국무원 정보화
영도소조(国务院信息化工作领导小组)’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국민 경제와 사
회 서비스의 정보화를 추진했다(부표 1 참고).
2004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공간이 중시되는 가운데 중국정부
차원에서도 사이버 공간 내 강력한 리더십의 필요성이 부각되자 2014년 중국
정부는 국가주석이 직접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를 신설했다. 해당 영도소조는 기존
국무원 산하의 ‘국가 정보화 영도소조(国家信息化工作领导小组)’보다 전체적
인 기획력과 정책 조정 능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72) 또한 사이버
안보를 특히 중시하여 사무기관인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
이 인터넷상의 전반적인 콘텐츠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73)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8년 9월 「디지털 경제의 안정된 발전 및 고용 확
대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发展数字经济稳定并扩大就业的指导意见)」을 발표하
고, 디지털 경제 발전의 기본원칙으로 제도 개혁 및 정책 지원 등 정부의 주도
적인 역할을 제시했다.74) 디지털 관련 정책 추진은 국무원 산하 각 부처가 담
당한다. 그중에서도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디지털 경제 추진의 핵심
72) 「汪玉凯：中央网络安全与信息化领导小组的由来及其影响」(2014. 3.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3).
73)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1. 9. 27).
74) 한국은행(202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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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로 정보통신 산업 진흥 및 관련 기술 개발, 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
다.75) 구체적으로는 육성하려는 산업의 업종계획 수립, 산업 정책 및 기준 마
련, 산업 분야 상시 모니터링, 핵심 장비 발전 및 혁신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
다.76)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는 혁신을 위한 발전 전략 수립, 기술발전을 위
한 정책 수립, 과학기술 평가체계 건설 및 평가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77)
그밖에 다른 정부 부처들은 디지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 추진에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조성하여 다른 부처 및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그림
2-15 참고).78)
대표적인 예로 AI 육성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정부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2017년 「차세대 AI 발전계획」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해당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산하기관, 민간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협의체로는 2017년 정부 주도로 설립된 ‘중국 AI산업발전연맹(中国人工
智能产业发展联盟, 이하 AIIA)’을 들 수 있다.79) ‘AIIA’는 정책의 계획ㆍ수립
ㆍ감독을 담당하는 지도위원회, 조직을 관리하는 AI산업발전연맹 이사회, 산
업자문을 담당하는 전문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AIIA’는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으로 지방정부, 대학, 기업 등 중국 AI 생태계 수백 명의 주요 참여
자를 결집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되고 있다.80)

75) 공업정보화부는 2001년 설립된 국무원 산하 ‘국가 정보화 영도소조’의 사무 업무를 이어 받아 2008년
에 신설되었다. 기존에 4개 부처(국무원 정보화업무 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방과학공업위원
회, 정보화 산업부)로 분산되었던 정보화 업무를 총괄,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
76)
77)
78)
79)
80)

는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p. 14.
이해영, 허만용, 김중길(2020), pp. 161~162.
위의 책, pp. 161~162.
위의 책, pp. 161~16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 표준화 관리위원회가 설립하였다.
Luong and Arnold(2021),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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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디지털 정책 추진에 관한 정부 거버넌스
조장: 국무원 총리

조장: 국무원 부총리

국가 과학기술

국가 제조강국 건설

영도소조

영도소조

조장: 국무원 부총리

조장: 국가주석

국가 과학기술 체제 개혁

중앙인터넷안전

중앙군민

및 혁신 체제 건설

및 정보화

융합발전

영도소조

위원회(=영도소조)

위원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공업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산업정책,

지출 쿼터

부처 간 조정, 성장

연구, 개발,

전자 및

결정,

및 경제구조 조정

혁신

통신 분야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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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예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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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공안부

국방부

디지털

디지털 회계

공공 보안,

및 감사

사이버 범죄

프로그램

자료: Merics(2019), p. 15.

2) 민ㆍ관 협업방식
중국정부는 자국 기업 여부를 떠나 중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내 당
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당 기층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민간기업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81) 2012년 당중앙 판공청은 「비공유제기업
당 건설 업무의 강화 및 개진에 관한 의견(시행)(关于加强和改进非公有制企业
党的建设工作的意见(试行)」을 발표하여 공산당 조직(党组织)이 기업 내에서
당의 이념을 선전하고 관철시켜야 함을 명시했다.82) 이에 대규모 민간 IT 기업
들은 그동안 기업 내 당과의 연계를 드러내기 조심스러워 했으나, 공산당원 취

81) 이러한 통제로 공산당이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우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 중국은] 자본시장
장악력 키우는 공산당···외자기업도 ‘당 조직’ 설립 압박」(2019. 3.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9).
82) 「以高质量党建助推非公企业高质量发展——党的十八大以来非公企业党建工作综述」(2021. 6. 11),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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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우대를 통해 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기도 한다.83)
그 외에도 중국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에
세제혜택, 국가 프로젝트 참여 촉진, 자금조달 우대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일례로 공업정보화부는 정부조달 방식으로 식별 해상도, 클라우드 및 엣지, 플
랫폼 표준화, 보안 기능 등 산업 인터넷 발전에 3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84)
다만 중국정부의 국내 데이터 규제 강화로 인하여 빅테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85)

표 2-9. 정부의 민간기업 지도 방식 유형
유형

특징
- 기업 내 공산당 조직 설치

공산당 업무

- 당원 자격을 보유하면 취업에 유리
- 일대일로 전략 등 국가 주요 프로젝트의 참여 유도
- 기업가들의 공산당 입당 허용
- 국가 차원에서 육성할 기업 지명
- 신용평가 시범사업 설정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 디지털 ID 카드 개발 프로젝트 의뢰
- 알고리즘 개선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 공유
- 기술 신생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터 설치 및 세액 공제 제공
- 지역, 지방 및 국가 조달시장에 비공개 접근
-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행 지연

규제

- 특별 면제
- 데이터 안전성 심사 강화
- 자본시장 및 은행 대출 우선 접근

자금 조달

- 정부 지원 벤처 캐피털 펀드를 투자 수단으로 설정
- 정부 특별 경영지분(special management shares) 매입(상장사 총 주식의 1~2%)

자료: Merics(2019), p. 1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83) 일례로 디디추싱은 2018년 1만명 이상의 직원 중 3,750명이 이미 당원임을 밝히며, 1,000명의 공산
당원 추가 고용계획을 발표했다. “Why China’s tech giants are cozying up to the Communist
Party”(2018. 11.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26).
84) Merics(2020), p. 36.
85) 「중국, 규제 휘두르자…텐센트 등 창업자들 100조원 날렸다」(2021. 8.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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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
중국은 2019년부터 디지털 거버넌스를 중시하기 시작하여 디지털 거버넌스
를 디지털 경제 구성요소에 편입했다. 중국 디지털 거버넌스의 정의는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의 관리(governance of data)로, 사회 전
반에 걸쳐 방대해지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governance based on data)로,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의 전 영
역을 효율적으로 조직ㆍ운영하는 것이다.86) 중국정부는 디지털 거버넌스 확립
을 통한 정부의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87) 이를 위해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인프라 건설 △핵심 정보 인프라 및 데이터 보안 강화 △빅데이터
를 통한 통제 및 감시를 추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88)

1) 전자정부 구축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노력
해 왔다. 국무원은 ‘10·5 규획’의 주요 목표로 전자정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 기관의 정보화 추진을 언급했다.89) 2002년 ‘국가 정보화 영도소조’는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지도의견(关于我国电子政务建设指导意见)」을 발표하
고,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 간의 독립된 통신망 네트워크를 통합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당 중앙 차원에서보다 체계적으로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중
공중앙과 국무원은 「전자정부 구축 추진에 대한 의견(关于推进国家电子政务
网络建设的意见)」을 발표했다.
2010년대 들어서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 추진 정책이 발표되
86)
87)
88)
89)

何哲(2019), p. 32.
黄建伟, 陈玲玲(2019), pp. 86~95.
Merics(2019), p. 2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정종필, 이장원(2015),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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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2015년 「인터넷 플러스 정책」은 인터넷의 편의성ㆍ고효율ㆍ저
비용을 활용한 새로운 정부 서비스 모델의 창출과 함께, 정부의 관리 능력 향상
및 효율성 증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90)
2016년 국무원은 본격적인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인터넷+정부 업무 서비
스’ 지도의견(关于加快推进“互联网+政务服务”工作的指导意见)」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인터넷+정부 업무 서비스 기술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급ㆍ성급ㆍ
시급ㆍ현향급 정무 정보자원의 교환 플랫폼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후 지방정
부별로 디지털 정부 육성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며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데이터 수집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0. 14ㆍ5 규획 기간 디지털 정부 건설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국가 공공데이터 자원 체계를 수립하여 공공데이터 안전 확보, 데이
터 범주/계층/지역을 초월한 융합 및 이용 추진
- 데이터 목록 및 책임리스트제도 완비, 국가 데이터 공유 교환 플랫폼
기능 향상, 국가의 인구ㆍ법인ㆍ공간지리 등 기초 데이터 공유 이용

공공데이터 개방ㆍ공유

- 기초 공공정보 데이터의 보안 및 개방 확대 추진, 공공데이터 서비
스→공공서비스로 편입 모색, 통일된 국가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 기업 등기정보ㆍ위성ㆍ교통ㆍ기상 등 고부가가치 데이터 개방,
정부 데이터 라이선스 운영 시범사업 전개 및 제3자 대상 공공데이
터 발굴 및 이용 촉진

정부 업무 정보화 추진

- 정부 업무의 정보화 능력 제고, 부처 간 협력 능력 제고
- 국가 전자 정부 업무 네트워크 보완, 정부 업무의 클라우드 이행 추진
- 정부 운영방식, 업무 흐름, 서비스 모델의 디지털화 추진

디지털 정부 업무 서비스의
효율 제고

- ‘인터넷+정부 업무 서비스’를 심화하고,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역량을
강화
- 디지털 기술의 보조를 통한 정부 정책 결정 메커니즘 구축 가속화

자료: 中国政府网(2021. 3. 13),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1. 9. 28).

90) 中国政府网(2015. 7. 4), ｢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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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규획 기간 중국정부는 디지털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개방ㆍ공유 △정부 업무의 정보화 추진 △디지털 정부 업무 서비스 효율 제고
를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공공데이터의 개방ㆍ공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간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통일된 국가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구축하
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정부 관리 서비스에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정부
의사결정 과정의 재편성 및 최적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사결
정의 과학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표 2-10 참고).

2) 핵심 정보 인프라 및 데이터 보안
정부의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 개방
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무원은 2018년 「빅데이터 발
전 촉진을 위한 행동강요(促进大数据发展行动纲要)」를 발표하였다. 해당 정책
에서는 정부 통치 능력을 향상하는 주요 수단으로 빅데이터를 중시하였고, 부
처 간 데이터 공유 및 개방으로 부처를 초월하는 국가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91)
데이터 보안은 2006년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에서 강조되기 시작했고, 2015
년 「국가안보법(国家安全法)」이 시행되면서 데이터가 독자적인 보호 대상이 되
었다.92) 또한 데이터 보안을 위한 「데이터보안법(数据安全法)」 최종안이 2021년
6월 통과되어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 등급별
분류, 데이터 보안 심사제도 등의 데이터 보안체계 구축 △정부 데이터의 보안
및 개방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다.93) 해당 법은 기존 법률에서 분
91) 中国政府网(2015. 8. 31), 「国务院关于印发促进大数据发展行动纲要的通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5).
92) KIEP 비공개 간담회 자료(2021. 9).
93) KIEP 비공개 간담회 자료(2021. 9); 「深度 | 《数据安全法》全面解读」(2021. 6. 11),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6. 30); 百度百科(2021. 6. 11),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全文公布」,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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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데이터보안법」 제정 경과 및 타법과의 관계
1. 제정 경과
- 2015년 제정ㆍ시행된 ｢국가안보법(国家安全法)｣에서 데이터 보안이 처음으로 독자적 보호대상으로
서 법적 지위 획득
- 2017년부터 시행된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에서는 데이터 보안을 네트워크 보안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인식하고 네트워크 사업자 등에 대해 다양한 데이터 보호 의무 부과
- 2021년 9월 1일부터 「데이터보안법」 시행
2. 타법과의 관계
1) ｢국가안보법(国家安全法)｣
- 「데이터보안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 중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만을 다루므로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로 볼 수 있음.
2)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
- 네트워크와 데이터라는 각 영역에서 「국가안보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대등관계’이자, 규율하
는 대상의 성격상 상호 ‘교차관계’가 나타나기도 함.
데이터보안법
데이터 정의

사이버보안법

전자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저장·전송·처리·
정보에 대한 모든 기록

생성된 각종 ‘전자 데이터’

3)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 2021년 11월부터 정식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권익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므
로 개인과 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이터보안법」의 특별법으로 이해할 수 있음.
자료: KIEP 비공개 간담회 자료(2021. 9).

리되어 있던 개인정보, 핵심 정보 기반시설, 데이터 국외 전송을 하나로 통합하
고 체계화한 법으로 평가된다.94)

3) 빅데이터를 통한 사회 거버넌스 구축
국무원은 2014년 「사회신용시스템 건설강요 2014-2020(国务院关于印发
社会信用体系建设规划纲要(2014-2020年))」을 발표했다. 중국의 「사회신용시
스템」은 정부ㆍ상업ㆍ사회ㆍ사법ㆍ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개인과 기업의 데이

94) 박민숙, 이효진(2020),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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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등급을 책정하여
각종 사회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것이다.95) 중국정부는 전국신용정보공유플
랫폼(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에 각 지방정부에서 수집한 행정처분, 사법 판결,
사회보험료 납입, 교통위반정보 등을 결집하여 해당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
나, 지방정부의 부처별 데이터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
지는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96)
현재 ‘사회신용 시스템’은 28개의 시범도시에 도입되어 시행 중이고, 2021년
중국 전역에 전면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97)

다. 디지털 산업화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 정책은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① 정보화
정책(종합성 정책)과 ② AIㆍ5G 등 디지털 기술 육성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정보화 사회로
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정보통신기술 육성 및 정부 업무의 정보화를
도모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0년대 정보화 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2010년대에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하나로 정보화와 공업화 융합이 강조되었다.
그 과정에서 차세대 정보기술이 전략적 신흥산업에 포함되었고, AIㆍIoT 등 디
지털화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점차 육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정부는 ‘네트
워크 강국(网络强国)’, ‘제조 강국(制造强国)’을 주요 지침으로 삼고, 경제ㆍ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산업정책을 본격적으로 발표했다.

95) 이효진(2020. 2. 11), 「중국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추진 현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
96) 山谷ㆍ剛史(2019. 8. 5), 「中国が推し進める社会信用システムとは」,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0).
97) 이효진(2020. 2. 11), 「중국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추진 현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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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 발전 전략
중국 최초의 정보화 발전 전략은 2006년에 발표되었다.98) 공산당 중앙정치
국과 국무원은 글로벌 정보화 발전의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 2020년까지의 로
드맵을 담은 「2006-2020년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2006-2020年国家信息化
发展战略)」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국가경제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기
술을 개발하고, 정보보안 강화ㆍ전자정부 활성화ㆍ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강조
했다(부표 2 참고).
정보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시기는 13차 5개년 규획 시기
(2016~20년)이다. 중국정부는 중장기 목표로 단순히 규모가 큰 통신망을 갖춘
국가가 아닌, 혁신이 기반이 되고 사이버 보안 수준도 높은 정보통신 강국으로
의 전환을 정부 지침으로 내세웠다.99) 이러한 배경하에 2016년 공산당 중앙정
치국과 국무원은 향후 10년간 국가 정보화 발전을 규범화하고 지도하는 강령성
문건인 「국가 정보화 발전전략강요(国家信息化发展战略纲要, 이하 ‘강요’)」를
발표했다. 「강요」는 중국이 네트워크 강국이 되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해 2050년까지 추진과제로 △핵심기술 발전 및 정보산업 강화 △인프라 조성
및 보편적 서비스(普遍服务) 강화 △정보자원 개발 등을 제시했다.100)
같은 해 12월 국무원은 「강요」의 세부 실행계획인 「13차 5개년 국가 정보화
규획」을 발표하였다.101) 14차 5개년 규획 기간(2021~25년) 국가 정보화 규획
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14·5 규획 강요에서 중국정부는 정부 업무, 의료, 금
융, 국방 부문 정보화를 중시하고 있다.102)
98) 한국은 정보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95년 「정보화
촉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99) 総務省 홈페이지, ｢第2部ㆍ基本データと政策動向｣(검색일: 2021. 6. 24).
100) 财经(2016. 7. 27), 「《国家信息化发展战略纲要》全文」,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4).
101) 中国政府网(2016. 12. 15),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的通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4).
102) 中国政府网(2021. 3. 13),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
标纲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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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기술 정책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6·5 규획(1981~85)」에서부터 우편ㆍ통신(邮
电通信)을 경제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으로 언급했다. 그 후
상술한 것처럼 전자 및 정보기술(IT)을 육성하고 정보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영도소조’ 중심의 거버넌스를 토대로 디지털 기술발전을 추진했다.
2010년대부터 중국 정보통신기술 육성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2010년 국
무원은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과 발전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加快培育和发展
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을 통해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IoT 등을 국가 지주산
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성 신흥산업’으로 지정했다.103) 2015년 중국정부
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여 ICT와 제조업의 융합을 추진하자, AIㆍ빅데
이터ㆍ클라우드 컴퓨팅ㆍIoTㆍ5G 같은 신기술이 더욱 중시되기 시작했다.
2016년 5월 국무원은 시진핑 정부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국가 혁신주도 발전
전략강요(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를 발표하고, △광대역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IoT △빅데이터 등 차세대 정보 네트워크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국가 전략의 하나로 재차 중시했다.104)
2020년에는 △5G 기지국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산업 인터넷 등 첨단
기술 활용에 필요한 ‘신형 인프라(新型基础设施)’ 건설이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
되기 시작했다. 2018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신형 인프라가 언급
된 이후, 2020년 4월 ‘신형 인프라’의 공식적인 정의가 발표되었다. 이후 신형
인프라 건설을 각 지방정부의 건설 산업으로 중점 추진되고 있다.105)
‘14·5 규획’ 시기 중국정부는 디지털 경제 중점 산업으로 클라우드 컴퓨팅ㆍ

103) 최원석 외(2020), p. 62.
104) 中国政府网(2016. 5. 19), 「中共中央 国务院印发《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6. 24).
105) 김주혜(2020. 5. 7), 「중국 주요 지방정부, ‘신형인프라(新基建)’ 건설 계획 발표」,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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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14ㆍ5 규획 시기의 디지털 경제 중점 산업
분야

정책 내용
- 클라우드 조작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가속, 대규모 분산식 스토리지 추진, 오토

클라우드
컴퓨팅

스케일 컴퓨팅, 데이터의 버추얼 격리 등 기술 혁신
- 혼합 클라우드를 중점으로 하는 업계용 솔루션, 시스템 통합 및 운영 등 클라우
드 서비스 산업 육성
- 빅데이터 수집, 클리닝, 저장, 데이터 마이닝, 분석, 시각화 알고리즘 등 기술혁신

빅데이터

추진
- 데이터 채집, 태그 부착, 저장, 송신, 관리, 응용 등 전 사이클에서 산업체계 육성
- 빅데이터 표준 완비
- 센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고정밀 포지셔닝 등의 기술 혁신

IoT

- 클라우드 서비스와 에지 컴퓨팅 서비스의 협동 발전으로 커넥티드카·의료 IoT·스마
트홈 IoT 산업 육성
- 자동 제어 가능한 표식 해석 시스템, 표준체계,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산업 인터넷

- 공업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응용
- 글로벌 공업 IoT 플랫폼 육성, 공업 IoT+스마트 제조 산업 생태계 건설 추진
- 스마트 계약, 합의 알고리즘, 암호 알고리즘, 분산식 시스템 등 블록체인 기술 혁신

블록체인

- 연맹 체인(联盟链)을 중점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과 핀테크, 공급망 관리
- 정부 업무 서비스 등 영역 응용 솔루션의 중점 발전으로 관리 감독 메커니즘 완비
- 중점 산업용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조성하여 알고리즘 학습 추진

인공지능

- 스마트 의료장비, 스마트 운송, 스마트 식별 시스템 등 스마트 상품의 설계 및 제
조 추진, 일반용ㆍ업계용 인공지능 오픈 플랫폼 조성

VR/AR

- 3D 모델 생성, 3D 환경 모델링, 실시간 동작 인식, 고속처리 등 기술 혁신 추진
- VR 기기, 감지 인터랙션, 콘텐츠 제조 설비 및 개발용 소프트웨어, 산업용 솔루션 발전

자료: 伊藤, 亜聖(2021), p. 29.

빅데이터ㆍIoTㆍ산업 인터넷ㆍ블록체인ㆍ인공지능ㆍVR/AR 등 7개 분야를
선정하고 핵심기술 발전 및 응용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표 2-11]을 보면 세부
적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중점 산업별
체계 및 생태계 구축을 중시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연맹형 블록체인(联盟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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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rtium Blockchain)을 기반으로 한 국가급 블록체인 연맹을 구축하거
나, 빅데이터 표준을 구축하는 등 정부의 지원으로 핵심기술의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산업 디지털화
중국의 산업 디지털화는 ① 스마트 제조 중심으로 2차 산업의 디지털화가 이
루어졌다는 것과 ②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업 디지털화가 확대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본 절에서는 산업의 디지털화를 제조 및 서비스 영역의 디지털화로 구분
하여 중국정부의 육성 정책을 정리했다.

1) 공업(제조) 영역의 디지털화: 정보화+산업화 융합 발전
2015년 발표된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는 제조 강국으로서 중국
의 경쟁우위를 확고히 하고자 ICT와 제조기술의 융합발전을 도모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산업 고도화 정책이다. △차세대 IT와 정보화의 융합 발전 △인터넷
인프라 건설 강화 △스마트 제조 강조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106) 그 후 국무원
은 「인터넷+행동지도의견(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 이하 ‘인터넷플러스(+)정
책’)」을 발표하여 기술발전ㆍ인프라 조성 건설 등의 제조 분야에 국한하지 않
고, 산업 및 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고자 했다. 따라서 모바일 인터
넷ㆍ클라우드 컴퓨팅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 등 핵심기술과 혁신ㆍ창업, 제조,
농업 등 11개 산업과의 융합 계획이 발표되었다.107) 이후 각 분야의 세부 정책
이 발표되었다.108)
10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pp. 8~9.
107) 인터넷과 융합할 11개의 분야로 혁신ㆍ창업, 제조, 농업, 스마트 에너지, 금융, 사회서비스, 물류, 전
자상거래, 교통, 환경, 인공지능을 제시하였다.
108) 김정곤 외(2016), pp. 2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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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조업의 디지털화ㆍ스마트화ㆍ네트워
크화를 특히 중시하고 있다. 2016년 국무원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후속조치
로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 발전을 심화시키기 위한 지도의견(国务院关于深
化制造业与互联网融合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플
랫폼을 통한 제조업의 고도화 추진, 제조기업과 인터넷 기업의 쌍촹(双创) 능
력 제고이다.109) 특히 스마트 제조(智能制造)는 제조기업의 운영 및 생산효율
을 제고하고, 비용 절감으로 제조업 전반의 효율 개선이 가능하므로 제조업 디
지털화의 방안으로 중점 추진되고 있다.110)
13·5 규획 기간 중국정부는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전환을 위해 스마트
제조업 육성 관련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스마트 제조의 핵심이 되는 로봇,
산업 인터넷 등의 육성 정책도 발표하기 시작했다(부표 3 참고).
또한 2021년 4월에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14·5 스마트 제조 발전 규획
(의견수렴안, 이하 규획)」을 살펴보면, 중국정부는 14·5 규획 기간에도 스마트
제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111) 이
「규획」은 스마트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 및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범용기
술 등을 확보하기 위한 R&D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스마트 제조 시범공장을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의 확산 및 응용을 심화하며, 스마트 제조 시스템 솔루션
을 공급해주는 업체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2)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화
중국은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의 확대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결제가 보편
109) 中国政府网(2016. 5. 20), 「国务院关于深化制造业与互联网融合发展的指导意见」,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9. 30).
110) 김주혜(2021. 3. 12), 「중국 산둥성, 국가급 산업인터넷 시범구 구축 추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9).
111) 「工信部就“十四五”智能制造发展征求意见：到2025年工业软件国内市场满足率超过50%」(2021. 4.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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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됨에 따라 서비스 거래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112) 이후 중국정
부는 인터넷 플러스 서비스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금융, 주민서비스,
물류,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분야와 인터넷의 융합을 위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
다(표 2-12 참고).

표 2-12. 인터넷 플러스 서비스 산업 관련 내용
구분
인터넷+포용적 금융

주요 내용
- 인터넷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구축
- 인터넷 금융 서비스 혁신 촉진
- 정부 네트워크화 관리와 서비스 혁신

인터넷+공공서비스

- 대민 서비스 유망 업종의 발전
- 온라인 헬스케어 신모델 발전
- 스마트 건강 및 실버 산업 발전

인터넷+물류

- 물류정보 공유 및 교환 시스템 구축
- 감지형 스마트 창고 건설
- 농촌 전자상거래의 적극 발전

인터넷+전자상거래

- 업종별 전자상거래의 대대적 발전
- 전자상거래의 응용 혁신 추진
- 전자상거래의 글로벌 협력 강화
- 교통운송 서비스 품질 제고

인터넷+교통

- 교통운송 자원의 온라인 통합 추진
- 교통운송의 과학적 관리능력 강화

자료: 中国政府网(2015. 7. 4), 「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5).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인터넷 소비 분야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서비스업의 디지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2020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인터넷+를 활용한 인터넷 쇼핑, 온라인 서
비스 등 분야의 디지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113) 14·5 규획 시기에도 교통,
112) 한국은행(2020), p. 10.

제2장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 73

에너지, 교육, 의료, 여행ㆍ관광, 지역 커뮤니티(社区)ㆍ가정ㆍ정부 업무의 스
마트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114)

마. 데이터 자산화
2019년에 개최된 제19기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에서는 데
이터를 생산요소로 추가하여 기여도에 따른 배분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생산요
소로서 ‘데이터’를 포함하여 빅데이터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
하도록 유도한 것이다.115) 이후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2020년 4월 「더욱 개선
된 요소시장화 배치 시스템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关于构建更加完善的要
素市场化配置体制机制的意见)」을 발표하고 데이터 요소시장의 조속한 육성 필
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중국은 요소시장의 개혁으로 생산요소의 가격, 이동, 배분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
국의 데이터 가치화에 관한 정책은 제4장 2절에서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4. 소결
가. 중국 디지털 경제에 관한 평가
본 장의 내용을 통해 중국정부는 1980년대부터 정보통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등 지금의 5G 통신기술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기술을 통해
113) CSF 중국전문가 포럼(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온라인 소비변화와 시사점」,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10. 1).
114) 中国政府网(2021. 3. 13),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
纲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8).
115) 최원준(202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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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산업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약 31조 위안을 기
록해 미국에 이어 2위 수준으로 올라섰고, 2020년에는 약 40조 위안에 육박했
는데, 이는 2011년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중국
의 디지털 경제 성장률은 GDP 증가율보다 약 2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는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중국경제는 약 3% 성장에 그쳤으나 디
지털 경제 성장률은 3배 이상인 9.7%를 기록해 중국의 신성장 동력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업용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이 낮고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수준인 점과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되지 않은 점은 향후 미ㆍ중 갈등의 대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정의한 디지털 경제 ‘4가지 부문’의 주축은 디지털 산업
화와 산업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디지털 경제의 구조적 특징은 전체
규모에서 산업 디지털화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는 각 산업에 디지털
기술의 응용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디지털 경제 발전에 동력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주요 제
조 분야에 5G 기술을 활용한 모델들을 보급 및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은 중국의 제조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5G 기술 개발이나 관련 디지털 산업에서의 다양한 응용은 앞에서 언급
한 ‘중국 AI 산업 발전연맹’과 같이 기업 협회나 산업연맹 등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2000년대
초 민영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증가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고 자체
적으로 성장한 점을 보면, 디지털 산업 생태계에서 주요 기업의 역할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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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양자 컴퓨팅이나 블록체인과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
고,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산업은 주요 여러 기업들이 협회를 형성하고 정부의 가
이드라인하에 새로운 서비스 및 기술의 공동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중국 디지털 전환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중국의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는 ‘4가지 부문’ 중 가장 최근에 논의가 시작된
데이터는 향후 중국 디지털 경쟁력의 결정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
으로 예상된다. 현재 데이터는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원동력이자 핵심으로
디지털 전환의 전 과정, 전 영역에서 크게 중시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2020년부터 데이터를 노동ㆍ자원 등의 전통적 생산요소와 함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생산요소로 추가하였다. 특히 수많은 데이터 중 특히 활용
가능한 정보로 처리 및 분석된 빅데이터는 국가 정보화 정책과 산업 디지털화
정책의 핵심 요소로, 중국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ㆍ관리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태계(데이터가 수집ㆍ
관리ㆍ가공ㆍ유통ㆍ활용되는 가치사슬)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
해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이 데이터를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중국 내에서 생
산된 데이터가 역외로 이전되어 국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서 활용되고 이로
인하여 디지털 영역 내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위한 법적 보호,
데이터 관리 및 소유권 명확화 등의 제도적 장치들은 중국 내 건전한 데이터 유
통과 데이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중국 내 강화되고 있는 데이터 관련법과 제도들은 해외기업의 중국 디지
털 서비스 시장 진입장벽과 맞물려 향후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논의를 통해 점
차 풀어야 하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76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다. 중국 디지털 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평가
중국 디지털 정책 거버넌스가 점차 국가주석 등 핵심 권력층이 결정하는 체
계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면, 중국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영역
내 정부의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예로 중앙정부의 디지
털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인터넷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는 과거 ‘국가 정보화
영도소조’의 조장이 국무원 총리였던 것과 달리 국가주석이 조장으로서 2014
년부터 중국의 디지털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온라인 사교육 및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보면 향후 디지털 영역에서 시장의 조정 기능보다 정부
의 조정 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디지털 경제에
서 정부의 시장 통제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신용시스템’은 사회의 각 영역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정부 중심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으
로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서 정부로의 역량 집중이 행정 효율성에는 도
움이 될지 모르나 향후 과도한 정부기관의 영향력 행사 및 인권 문제가 우려되
는 등 다른 국가들이 중국과의 디지털 협력을 검토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
다.116) 이는 향후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
시 풀어야 할 문제이다.

116) Merics(2019),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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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
가. 중국 5G 기술 개발 추진과정
중국은 3G 기술부터 통신기술 표준에 관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기업인 화웨이와 Datang Telecom(大唐电信科技产业
集团)은 독일 지멘스(Siemens)와 협력하여 3G 표준을 개발하였다.117) 그 후
중국정부에 의해 차이나모바일은 TD-SCDMA 네트워크 통신망을 구축하였는
데, 이는 기존의 유럽 및 미국 기업의 통신장비와 호환성이 떨어지는 ‘중국만의
표준’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아닌 지정학적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118) 이러한 3G 표준은 기술을 위한 단말기 칩의 부족으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큰 성장을 거두지 못하였으나, 그 후 중국은 화웨이를 중심으
로 3GPP 내에서 글로벌 5G 표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19)
중국의 5G 기술 개발은 2013년 IMT-2020(5G) 추진단이 베이징에서 킥오
프 회의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 뒤 ‘13·5
규획’에서 5G 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2016년부터 중국 5G 기술의 표준화와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6년 11월 3GPP-RAN1 제87차 회의에서 화웨이가 주도한 ‘폴라 코드
(Polar Code)’ 방식이 5G eMBB(enhanced Mobile Broad Band)의 코딩방
식으로 채택되면서 중국의 5G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120) ‘폴라 코

117) Brake(2020), p. 20.
118) Ibid., p. 20.
119) Ibid., p. 21.
120) 화웨이의 ‘폴라 코드’라는 5G 데이터 전송 대체 코딩 방식은 미국이 추진한 ‘LDPC(Low-Density
Parity Check)’ 방식과 대립되는 방식이다. “The Key For Huawei, And China, In 5G Race Is A
Turkish Professor”(2018. 7.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6), eMBB는 5세대 이동통신에서
사용자가 체감하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 속도가 기존 모바일 브로드밴드보다 빠른 서비스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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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방식은 2009년 터키의 ‘에르달 아리칸’ 박사가 발명한 것으로, 역사가 짧아
상용화가 불확실한 코딩 방식이었으나, 화웨이는 2010년부터 공격적인 R&D
투자를 통해 ‘폴라 코드’의 상용화를 추진하였다.121)

표 3-1. 중국 5G 추진 주요 내용
시기

주요 내용

2013.4

IMT-2020(5G) 추진단이 베이징에서 킥오프 회의를 진행

2015.5

‘중국제조 2025’에서 5G 기술 발전을 강조

2015

제13차 5개년 규획에서 5G 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

2016.1

중국 공신부가 정식으로 5G 기술연구 실험을 시작함

2016.6

통신표준화 조직 ‘3GPP’가 첫 번째 5G 규범을 포함한 Release 15 계획 발표

2016.11
2017.6
2017.7
2017.11
2018.6

3GPP-RAN1 제87차 회의에서 화웨이가 주도한 폴라 코드(Polar Code) 방식이
5G eMBB의 코딩 방식으로 채택
3GPP 전문회의에서 5G 핵심 네트워크망에 대해서 차이나모바일의 ‘SBA 구조’를
기초 구조로 통일할 것을 결정
공신부가 4.8-5.0GHz, 24.75-27.5GHz, 그리고 37·42.5GHz 주파수를
중국 5G 기술 연구에 사용하도록 허가
공신부가 5G 계통은 3,000~5,000MHz 구간 내의 주파수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중국이 5G 계통 중간 단위 주파수 사용 계획을 밝힘
3GPP 전체회의에서 제5대 이동통신 기술표준(5G NR) 스탠드 얼론(Stand alone),
5G 1차 표준화 작업 완성122)

2018.9

화웨이는 3GPP R15 표준에 관한 First call

2019.1

공신부는 3대 이동통신사에 5G 임시 허가

2019.6

공신부가 중국 이동통신사 4개 사에 5G 허가

2019.11

과기부는 발개위, 교육부, 공신부, 중국과학원, 자연과학기금위원회와 공동으로
베이징에서 6G 기술 연구개발 작업 킥오프 회의를 진행

2020.3

공신부가 「5G 발전 가속화 통지(关于推动5G加快发展的通知)」를 발표

2021.7

공신부가 「5G 응용 “출범(扬帆)”행동계획(2021~2023년）의견수렴안」을 발표

자료: EY(2018), p. 7; 中信证券(2019. 11. 15), p. 2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121) Ibid.
122) NR(New Radio)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위해 ‘3GPP’가 개발한 새로운 라디오 액세스 기술(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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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중국정부는 주파수 영역을 5G 기술연구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등
5G 기술발전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였다. 2019년 6월 중국정부가 중국 이동
통신사 4개 기업에 5G 통신 서비스를 허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시작하
였다. 중국은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3.5GHz 주파수의 저비용 기
지국을 늘리고 커버리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123) 이러한 커버리지 확대로 다
양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난관이 많은
20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주파수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응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124)

나. 중국정부의 5G 통신망 구축 전략
1)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중국은 5G 기지국을 위한 고전력망뿐만 아니라, 5G 기지국 구축 이후 5G
응용의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과 함께 △산업 인터넷 △IoT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전력망을 5G 통신망과 같이 구축하는
이유는 5G 기지국ㆍ데이터센터 등에 의하여 전력 소모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
에 대비하여, 전력망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국 서부에서 많이 생산되는 친환경 에너지 전력을 5G 통신망 구축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부지역에 활용하는 ‘그린 5G 통신망’을 구축하려는 것
이다.

Access Technology)을 의미하며, 5G 네트워크의 무선 인터페이스를 위한 국제표준으로 설계되었다.
123) 이우근(2020), p. 52.
124) KIEP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2021. 8. 19)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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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국 신형 인프라 주요 투자 분야와 전망치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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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전선

전기차 충전소

2025

주: 2020년과 2025년 데이터는 예상 수치임.
자료: 亿欧(2020), p. 17.

2) 통신사 간 5G 통신망 구축 조정
5G 기지국은 설치비용이 크고, 도심 내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워 중국 5G
통신망 구축에 큰 한계점으로 평가받고 있다.125) 이러한 이유로 중국정부는 기
지국 중복건설로 인한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 간의 기지국
공동 구축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다.126) 중국 공신부는
2019년 6월 「2019년 정보통신기술 설비 공동 구축 및 사용 추진에 관한 실시
의견(关于2019年推进电信基础设施共建共享的实施意见)」을 통해 이동통신 사
업자 간의 공정한 시장 진입 촉진 및 과도한 5G 투자를 방지하였다.127)
특히 중국정부는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과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의 5G
통신망 공동 구축 협력 조정을 통해 2020년까지 총 38만 개의 5G 기지국을 공
동 건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비용 760억 위안을 절약하는 성과를 얻었
다.128) 공동 구축 전략은 5G 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간을 단
125) 이우근(2020), p. 50.
126) 罗敏鹏(2019), p. 94.
127) 「工信部：发布《关于2019年推进电信基础设施共建共享的实施意见》」(2019. 6. 5),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7. 1).

제3장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기술 생태계 구성 • 83

축하여 중국 통신사들의 5G 서비스 시장경쟁력과 서비스 공급 능력 향상에 도
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의 3대 이동통신사 중 차이나모바일(中国
移动)의 시장 영향력이 나머지 두 기업인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보다 점
차 더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두 기업의 5G 통신망 공동 구축 전략은 향후 중국
5G 산업 생태계에서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시장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의 5G 네트워크 공동 구축 방안
지역

구축 범위

공동 구축

북방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차이나텔레콤 40%,

5개 도시

정저우(郑州), 칭다오(青岛), 스자좡(石家庄)

차이나유니콤 60%

남방

상하이, 충칭, 광저우, 선전,

차이나텔레콤 60%,

10개 도시

항저우, 난징, 수저우, 창샤, 우한, 청두

차이나유니콤 40%

기타 지역 1

광둥성 9개 도시, 저장성 5개 도시 및 8개 성

차이나유니콤 구축

기타 지역 2

광둥성 10개 도시, 저장성 5개 도시 및 17개 성

차이나텔레콤 구축

자료: 中诚信国际(2020), p. 8 表2.

다. 주요 기업의 5G 산업 전략
중국 5G 산업 생태계의 핵심 행위자는 정부ㆍ규제 기관, 칩셋 제조사, 단말ㆍ
디바이스 제조사, 장비 제조사, 통신사업자, IT 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129) 그중에서도 본 절에서는 중국 5G 산업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
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요 상장기업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130) 상장기업은
기업의 재무제표와 연간 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131)
128) 联合网络通信集团有限公司(2021), p. 15.
129) 자세한 내용은 백서인 외(2021), p. 132, [표 4-2]의 내용을 참고.
130) Brake(2020)와 백서인 외(2021) 연구 내용을 토대로 중국 5G 생태계에서 주요 기업을 분석하였다.
131) 화웨이는 비상장기업이나 중국 5G 산업에서 중요한 기업이며, 매년 경영실적과 연간 보고서를 발간
하고 있으므로 이번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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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망 장비 제조사
중국은 세계 상위 5위권 통신망 장비 제조사 중 화웨이와 ZTE 2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132)
첫째, 화웨이는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기준 약 10만 명의 인력이
기술개발에 종사하고 있다.133) 미ㆍ중 기술 분쟁의 중심에 놓인 화웨이는
2020년 영업이윤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영업
수입과 R&D 투자 증가율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참고). 하지만
영업수입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은 해외에서의 경영악화를 중국 내 5G 통
신망 구축으로 인한 기지국 수요 증가와 단말기 판매 증가가 상쇄한 것으로
판단된다.134)
하지만 미ㆍ중 기술 분쟁의 중심에 놓인 화웨이는 2020년 영업이윤이 2013
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영업수입과 R&D 투자 증가율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업수입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은
해외에서의 경영악화를 중국 내 5G 통신망 구축으로 인한 기지국 수요 증가와
단말기 판매 증가가 상쇄한 것으로 판단된다.135)
화웨이의 주력 분야가 5G 통신망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5G 디바이
스 및 통신장비 제조이지만, 이러한 5G 통신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산업 생태
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화웨이의 협력사
1만 9,000개 업체가 화웨이 주도의 ‘클라우드 파트너 계획(云伙伴计划)’에 참
여하고 있다. 또한 화웨이 클라우드를 통해 앱 등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
는 업체는 4,000여 개이며, 이는 160만 명의 개발자가 참여하고 있는 생태계
132) UNCTAD(2021), p. 21.
133) 华为投资控股有限公司(2021), 두 번째 페이지의 ‘华为是谁？’와 p. 43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134) 2020년 화웨이의 중국 내 영업수입이 전체 영업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6%로, 2019년에 비해
15.4%p 증가하였다. 위의 자료, p. 14.
135) 2020년 화웨이의 중국 내 영업수입이 전체 영업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5%로, 2018년에 비해
14%p 증가하였다.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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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고 있다.136) 화웨이는 현재 축적된 5G 기술과 자사가 보유한 소비자
데이터, 그리고 협력 기업들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진
출하고자 한다.

표 3-3. 중국 주요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의 주요 경영 지표
(단위: 백만 위안, %)

기업

화웨이1)

ZTE2)

항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영업수입

288,197

(증감률)

(20.6)

(37.1)

(32.0)

(15.7)

(19.5)

(19.1)

(3.8)

영업이윤

34,205

45,786

47,515

56,384

73,287

77,835

72,501

(30.0)

(6.2)

(-6.9)

395,009 521,574 603,621 721,202 858,833 891,368

(증감률)

(17.4)

(33.9)

(3.8)

(18.7)

R&D 투자

40,845

59,607

76,391

89,690

(증감률)

(29.4)

(45.9)

(28.2)

(17.4)

영업수입

81,471

(증감률)

(8.3)

100,186 101,233 108,815
(23.0)

(1.0)

(7.5)

101,509 131,659 141,893
(13.2)

(29.7)

(7.8)

85,513

90,737

101,451

(-21.4)

(6.1)

(11.8)

영업이윤

60

321

1166

6,753

-612

7,552

5,471

(증감률)

(104.0)

(431.2)

(263.7)

(479.4)

(-109.0)

(1,334)

(-27.6)

R&D 투자

9,008

12,201

12,762

12,962

10,905

12,548

14,797

(증감률)

(22.0)

(35.4)

(4.6)

(1.6)

(-15.9)

(15.1)

(17.9)

주: 영업이윤은 ‘영업수입-영업비용+기타수입’을 의미함.
자료: 1) 해당 연도별 华为投资控股有限公司 年度报告(연간 보고서); 2) WIND database(검색일: 2021. 6. 22).

둘째, ZTE는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기준 연구개발 인력이 3만
명 이상이며, 영업 수입의 약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137) ZTE는 중
국의 5G 통신망 보급수준을 산업 생태계에 맞추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3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디지털 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통신망 설치 전략을 추
진하고 있다.138)
1단계(2020~21년)는 4G 통신망의 과부하와 동시에 5G 통신망 구축이 시
작되는 시기로, 2G와 3G망을 활용하여 4G 통신망의 과부화 문제를 해결하고,
136) 华为投资控股有限公司(2021), p. 26.
137) ZTE(2020), p. 23.
138) lbid.,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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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 비디오와 클라우드 게임 등의 소비자 서비스와 eMBB 기반의 응용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통신망 구축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2단계(2022~23년)
는 4G 통신망의 트래픽이 감소하면서 5G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단계로,
VR/AR 같은 소비자 서비스와 산업에서의 다양한 응용 및 비즈니스 모델에 활
용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3단계(2024~25년)는 5G 통신망에
주요 통신망으로 자리 잡으면서, 초고신뢰ㆍ저지연 통신(uRLLC: Ultra-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이 구현되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전략
이다.

2) 통신 서비스 사업자
중국 통신시장 내 4개의 통신사업자 중 3개 사업자는 차이나모바일(中国移
动)ㆍ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ㆍ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이며, 5G 이전부터 통
신사업을 해왔던 기업들로, 각기 다른 경쟁력을 가진 5G 통신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139)
첫째, 차이나모바일은 매출 대부분(72.8%)을 이동통신에 의존하고 있다.140)
그에 따라 차이나모바일은 다른 경쟁사에 비해 적극적으로 5G 네트워크 구축
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만 34만 개의 5G 기지국을 건설하면서 총 39만
개의 5G 기지국을 설치하였다.141) 이 회사의 2020년 5G 관련 투자는 총
1,025억 위안으로, 클라우드화에 기반한 단독(SA: Stand Alone) 핵심망 구축
에 투입되었다. 2020년 5G 서비스에 가입한 누적 소비자는 총 1억 6,500만
명이며, 그중 약 98%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2020년에 신규 가입하였다.142)
차이나모바일은 최근 5G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ne
139) 백서인 외(2021), p. 135.
140) 위의 자료, p. 136, [표 4-3].
141) 中國移動有限公司(2021), p. 18.
142) 「中国移动2020年5G相关投资1025亿元 新建34万5G基站」(2021. 3.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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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One Power’ 9개의 산업 인터넷 플랫폼을 발표
하는 등 15개 세부 업종을 대상으로 약 2,000개의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
다. 이러한 응용 및 정보 서비스 수입은 2020년 기준 연간 영업수입의 약 13%
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2.4% 증가하면서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143)

표 3-4. 중국 주요 통신 서비스 기업의 경영 지표
(단위: 백만 위안, %)

기업

항목
영업수입

차이나

(증감률)

모바일

영업이윤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42,030 669,466 709,625 741,785 738,541 749,031 770,101
(8.3)

(1.8)

(6.0)

(4.5)

(-0.4)

(1.4)

(2.9)

121,603 111,663 126,328 133,998 124,367 124,935 116,312

(증감률)

(-12.1)

영업수입

285,651 277,974 275,431 275,903 291,457 291,660 304,162

차이나

(증감률)

(-3.4)

유니콤

영업이윤

20,937

(증감률)

(27.2)

영업수입

(-8.4)
(-2.7)

(13.1)

(6.1)

(-7.2)

(-3.2)

(-1.9)

(-0.9)

(0.2)

(5.6)

(0.2)

(4.5)

13,655

4,282

8,496

13,864

14602

13,811

(-34.8)

(-68.6)

(98.4)

(63.2)

(7.3)

(-1.8)

324,394 331,202 352,285 366,229 377,124 375,734 393,561

차이나

(증감률)

(0.8)

(2.1)

(6.4)

(3.9)

(3.0)

(-0.4)

(4.7)

텔레콤

영업이윤

28,531

26,460

27,220

27,243

28,734

29,071

33,695

(증감률)

(3.8)

(-7.3)

(2.9)

(0.0)

(5.5)

(1.2)

(15.9)

주: 영업이윤은 ‘영업수입-영업비용+기타수입’을 의미함; R&D 투자는 2020년 4,898(백만 위안)을 제외하고 결측치.
자료: WIND database(검색일: 2021. 6. 22).

둘째, 차이나유니콤의 2020년 총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移动出账用户)는 3억
600만 명으로, 그중 5G 서비스 가입자는 약 7,000만 명이다.144) 특히 2020
년 산업 인터넷 관련 서비스 수입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427억 위안이며, 전
체 영업수입의 15.5%를 차지한다.145) 2020년부터 차이나유니콤은 5G SA 네
143) 中國移動有限公司(2021), p. 16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계산.
144) 联合网络通信集团有限公司(2021), pp. 11~14.
145) 2020년 산업 인터넷 관련 수입 중 ICT 서비스(134억 위안, 33.4% 증가), IDC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
비스(234억 위안, 26.1% 증가), IoT 서비스(42억 위안, 39% 증가),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17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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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상용화하고, 5G 핵심망을 100% NFV화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
다.146) 또한 5G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사의 산업 인터넷 플랫폼 ‘윈디(云
镝)’, 인터넷 서비스 기업 ‘윈징(云景)’ 등과 함께 스마트시티ㆍ여행ㆍ산업 인터
넷ㆍ사이버 보안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에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147)
셋째, 차이나텔레콤의 2020년 총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는 약 3억 5,000만
명으로, 그중 5G 서비스 가입자는 약 8,650만 명이다.148) 5G 망을 공동으로
구축한 차이나유니콤이 스마트시티, 산업 인터넷 등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에 집중한다면, 차이나텔레콤은 가정용 IoT 서비스 플랫
폼 구축에 적극적이다. 동 회사는 2021년 5월 5G IoT 원스톱 온라인 거래 플
랫폼 ‘CTWing 5.0버전’을 발표하였다. 이는 IoT 칩 모듈을 통해 각 기기를 서
로 연동하고, 개별 기업들의 클라우딩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 거래할 수 있는 서
비스 제공하는 것이다.149) 이 서비스 플랫폼은 현재까지 2억 6,000만 명의 가
입자 중 5G NB(Narrow Band,협대역)-IoT의 가입자 규모가 1억 명을 넘어
관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플랫폼 중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다.150)
이러한 전략의 성공으로 차이나텔레콤의 2020년 스마트홈 서비스 관련 수
입은 11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7.5% 증가하였다.151) 또한 산업 클라우드ㆍ
IDCㆍ조직망 전용 네트워크ㆍ인터넷 금융 등 기타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한 수
입이 840억 위안으로 성장하면서 전체 영업수입의 21%를 차지하였다.152)

39.8% 증가)는 모두 전년대비 빠르게 증가하였다. 联合网络通信集团有限公司(2021), p. 15.
146)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는 서버 가상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하나의 컴퓨터에
서 동시에 1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가동하여 용량의 10~15%만 사용하는 효용률을 70% 이상으로 제
고하여 같은 분량의 업무처리에서 요구하는 컴퓨터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47) 联合网络通信集团有限公司(2021), p. 15.
148) 「中国电信2020年5G套餐用户累计净增8189万户」(2021. 1.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18).
149) 「中国电信发布物联网开放平台CTWing 5.0」(2021. 5. 14),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6. 19).
150) 위의 자료. 협대역은 데이터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 중에서 음성 신호에 비해 대역폭이 좁은 대
역을 의미하며, 소량의 데이터만 전송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협대역’(검색일: 2021. 6. 5).
151) 中国电信股份有限公司(2021), p. 1.
152) 위의 책. IDC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Internet Data Center)’의 준말로,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Server)를 한데 모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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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 사업자
IT 사업자는 통신장비 제조사와 통신사가 구축한 5G 통신망을 토대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의 중요한 플랫폼 기업
인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를 중심으로 5G 산업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999년에 설립된 알리바바(阿里巴巴)는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Alibaba와 1688.com을 시작으로 2004년 ‘알리페이(支付宝)’를 통해 디지털
지불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9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리윈(阿里云)’
을 설립하였다.153) 2020년 기준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 계열사의 총 소
비자는 중국 내 7억 8,000만 명이며, 국외 소비자는 1억 8,000만 명이다.154)
알리바바의 저력은 이러한 B2B,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핀테크를 통해
얻은 막대한 데이터와 디지털 정보처리 기술, 수년간 다양한 기업들과 형성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이다. 현재 알리바바는 데이터 클라우드ㆍ빅데이터 분석ㆍ
사이버 보안ㆍAI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클라우드 컴
퓨팅 수입이 62% 증가하는 등 중국 내 가장 큰 공유 클라우드 서비스(PaaS와
Iaas 포함) 기업이다.155)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 내 기업들의 디지털 전
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알리바바 계열사 ‘딩딩(钉钉)’은 기업용 인터넷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하였다.156)
둘째, 바이두(百度)의 2020년 영업수입은 2013년 이래 처음 마이너스 성장
세를 보였는데, 이는 온라인 마케팅 수입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157) 온라인 마
케팅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는 △광고 서비스 업계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인한 마케팅 경쟁 심화 △규제 변화 등을 언
급하였다.158)
153)
154)
155)
156)
157)

阿里巴巴集团控股有限公司(2021), p. 9.
위의 책, p. 15.
위의 책, p. 15.
위의 책, p. 53.
Baidu,Inc.(202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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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는 2020년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영업수입 중 클라우드
서비스,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인 ‘iQiYi’ 멤버십 서비스에 의한 수입이 각각 전
년대비 44%, 14% 증가하였다.159) 또한 바이두는 음성 지원과 스마트 기기 사
업(SLG: Smart Living Group), 핀테크 서비스 ‘두샤오만(度小满)’ 등 점차 새
로운 디지털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160) 하지만 바이두는 인터넷 콘텐
츠ㆍ모바일앱ㆍ게임ㆍ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부문에서 최근 규

표 3-5. 중국 주요 IT 기업의 경영 지표
(단위: 백만 위안, %)

기업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항목

2014

2015

영업수입

52,504

76,204

2016

2017

2018

2019

2020

101,143 158,273 250,266 376,844 509,711

(증감률)

(52.1)

(45.1)

(32.7)

(56.5)

(58.1)

(50.6)

(35.3)

영업이윤

24,964

23,144

29,293

47,791

69,544

56,820

91,909

(증감률)

(128.5)

(-7.3)

(26.6)

(63.2)

(45.5)

(-18.3)

(61.8)

R&D 투자

5,093

10,658

13,788

17,060

22,754

37,435

43,080

(증감률)

(35.7)

(109.3)

(29.4)

(23.7)

(33.4)

(64.5)

(15.1)

영업수입

49,052

66,381

70,549

84,809

(증감률)

(53.6)

(35.3)

(6.3)

(20.2)

(20.6)

영업이윤

12,804

11,672

10,049

15,691

(증감률)

(14.4)

(-8.8)

(-13.9)

(56.1)

R&D 투자

6,981

10,176

10,151

(증감률)

(70.0)

(45.8)

(-0.2)

영업수입

78,932

(증감률)

(30.6)

(30.3)

(48.1)

(56.2)

(31.4)

(20.7)

(27.8)

영업이윤

25,956

36,265

50,310

66,476

74,555

92,309

118,316

(증감률)

(53.2)

(39.8)

(38.7)

(32.1)

(12.2)

(23.8)

(28.2)

R&D 투자

7,581

9,039

11,845

17,456

22,936

30,387

38,972

(증감률)

(48.8)

(19.2)

(31.0)

(47.4)

(31.4)

(32.5)

(28.3)

102,277 107,413 107,074
(5.0)

(-0.3)

15,530

6,307

14,340

(-1.0)

(-59.4)

(127.4)

12,928

15,772

18,346

19,513

(27.4)

(22.0)

(16.3)

(6.4)

102,863 152,344 238,014 312,694 377,289 482,064

주: 영업이윤은 ‘영업수입-영업비용+기타수입’을 의미함.
자료: WIND database(검색일: 2021. 6. 22).

158) Ibid.
159) Ibid., p. 122.
160) Ibid.,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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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증가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생태계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셋째, 텐센트(腾讯)의 2020년 영업수입은 전년대비 27.8% 증가하였는데,
온라인 게임(1,561억 위안)과 SNS 서비스(1,081억 위안)이며, 수입이 각각 전
년대비 36%, 27% 증가하였다.161) 그중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
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입 증가로 핀테크 및 기업 서비스(1,281억 위안)는 전
년대비 26% 증가하였다.162)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영업비용은 918억 위안으
로 영업수입의 72%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 광고나 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보다
이윤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3)
주목할 점은 텐센트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주 설문조사에서 ‘개인정보 보
호 및 데이터 안전’이 텐센트의 향후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는 점이다.164) 이는 중국 디지털 서비스 시장에서 향후 데이터 규제
가 주요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5G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향후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와 규범 등이 중국
내 디지털 전환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단말기 사업자
첫째, 5G 스마트폰을 생산ㆍ판매하는 샤오미(小米)는 단말기 사업뿐만 아니
라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관련 수입이 전년대비
19.7% 증가하였다.165) 샤오미는 ‘모바일 X AIoT’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자사의 스마트폰에 관련 가전제품을 연결하고 IoT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161) 腾讯控股有限公司(2021), p. 11.
162) 위의 자료, p. 11
163) 위의 자료, p. 12.
164) 위의 자료, p. 107.
165) 小米集团(202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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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의 2020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대비 17.5% 증가한 약 1억 5,000만
대를 기록했는데(글로벌 3위), 이러한 스마트폰 판매에 힘입어 ‘MIU’ 서비
스를 사용하는 글로벌 소비자는 약 3억 9,000만 명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
였다.166) 동시에 글로벌 AIoT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IoT 설비 수는 약 3억
2,000만 대로 38% 증가하였으며, 설비 판매 수입은 67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하였다. 인공지능 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소비자도 약 9,000만 명으
로 43.5% 증가하였다.167) 샤오미는 스마트폰과 IoT 제품 판매량 증가와 더불
어 인터넷 서비스 수입(238억 위안)도 전년대비 19.7% 증가하였으며, 광고 관
련 서비스(127억 위안), 온라인 게임 수입(42억 위안)도 각각 전년대비 19.2%,
31.4% 증가하였다.168)
화웨이의 해외 수입이 감소한 데 반해, 샤오미의 해외시장 내 수입은 1,22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4.1% 증가하여 전체 수입의 약 50%를 차지하였다. 출
하량 기준으로 샤오미의 스마트폰은 유럽 시장점유율 15.3%(3위)이며, 동유럽
시장의 경우 점유율 24.7%로 1위이다.169) 화웨이의 대체재로써 삼성과 애플
보다 가격은 낮지만, 가성비가 높은 스마트폰을 원했던 소비자들의 수요를 샤
오미가 충족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를 관련 디지털 서비스 확장으로 활용한 전
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166)
167)
168)
169)

小米集团(2021), p. 13.
위의 자료, p. 13.
위의 자료, pp. 16~17.
위의 자료,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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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중국 주요 단말기 사업자의 경영 지표
(단위: 백만 위안, %)

기업

샤오미

BBK

항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영업수입

78,932

(증감률)

(30.6)

(30.3)

(48.1)

(56.2)

(31.4)

(20.7)

(27.8)

영업이윤

25,956

36,265

50,310

66,476

74,555

92,309

118,316

(증감률)

(53.2)

(39.8)

(38.7)

(32.1)

(12.2)

(23.8)

(28.2)

R&D 투자

7,581

9,039

11,845

17,456

22,936

30,387

38,972

102,863 152,344 238,014 312,694 377,289 482,064

(증감률)

(48.8)

(19.2)

(31.0)

(47.4)

(31.4)

(32.5)

(28.3)

영업수입

12,297

15,472

15,520

17,310

18,456

19725

15,735

(증감률)

(8.0)

(25.8)

(0.3)

(11.5)

(6.6)

(6.9)

(-20.2)

영업이윤

529

430

202

135

217

240

226

(증감률)

(26.4)

(-18.7)

(-53.0)

(-33.0)

(68.7)

(8.5)

(-7.0)

R&D 투자

30

54

35

35

27

31

40

(증감률)

(-29.5)

(85.1)

(-35.9)

(-0.9)

(-22.4)

(17.3)

(28.7)

주: 영업이윤은 ‘영업수입-영업비용+기타수입’을 의미함.
자료: WIND database(검색일: 2021. 6. 22).

둘째, 단말기 사업자 BBK(步步高)전자는 단말기 브랜드인 비보(Vivo)와 오
포(Oppo)를 소유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비보와 오포의 중국 내 단말기 판매
량은 각각 5,227만 대와 4,784만 대로 시장점유율 2위와 3위를 차지한다.170)
그러나 BBK의 R&D 투자액은 경쟁사인 샤오미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 2020
년 영업이윤이 영업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 수준으로, 샤오미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BBK는 샤오미와 화웨이에 비해
우위가 있는 저가 5G 단말기를 통해 중국 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5G 이동통신 산업 주요 플레이어의 중국 내 5G 산업
을 위한 주요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0) ｢CINNO：2020 年中国市场智能手机销量约 3.07 亿部, 华为领跑｣(2021. 1. 28),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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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주요 5G 산업 내 기업 전략
행위자

주요 전략

단말기
제조사

- 5G 보급을 위해 가성비가 높은 단말기를 초기에 개발 및 생산
- 해외에서 화웨이를 대체하면서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모바일 IoT 앱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관련된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 망 구축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협력기업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장비 제작사 - 기존 4G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하여 5G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5G 초기의 커버리지
홀 최소화
- 혁신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계 구축
통신 사업자
- 관련 사업 다각화와 중점 디지털 서비스 차별화
IT 사업자

- 중국정부의 데이터 규제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를 우려하며 대응 방안 모색 중
-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영역 진출

자료: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2. 중국 5G 기술 생태계 현황
이번 절에서는 중국이 2018년부터 표준화 추진체계를 개정하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단체표준(团体标准)’ 및 국제 표준화 추진 현황을 통해 중국
5G 기술 생태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2018년 이후 표준화 추진체계의 변화
1) 중국 국가 표준화 추진체계
중국 국무원은 2015년에 「국가 표준화 체계 건설 발전 규획(2016~20년)」(이
하 「발전규획」)을 통해 2020년까지의 국내 표준화 체계의 4대 발전목표와 6대 중
점임무를 발표하였다.171) 특히 「발전규획」에서는 중점 표준화 영역으로 차세대 이
171) 「国务院办公厅印发 《国家标准化体系建设发展规划(2016-2020年)》」(2015. 12. 3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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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신(5G)ㆍ산업 인터넷ㆍIoTㆍ클라우드 컴퓨팅ㆍ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네트워
크와 서비스 분야를 거론하였다. 또한 2018년 「표준화법」이 개정되었는데, 2018
년 「표준화법」 개정 이후의 변화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표 3-8 참고).172)

표 3-8. 2018년 표준화법 개정 이후 중국 표준체계의 변화
변화

주요 내용

‘강제표준’

기존 ‘강제표준’이 될 수 있었던 산업표준과 지방표준들은 ‘권고 표준(선택/임의)’으로

축소

조정되고, 국가표준만 ‘강제표준’이 됨
국가표준과 같은 하향식 표준화 추진 전략과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를

‘단체표준’
신설

반영하고자 기존 기업표준에서 ‘단체표준’을 신설
이는 국가에 등록된 적법한 단체가 제안·신청하는 표준으로, 기업 외의 다양한 목소리
를 반영하고자 추가됨

산업 추가
‘일대일로’와
연계
담당 부처
개편

국제 표준화 추진 기술로 ‘전략적 신흥산업’ 추가
중국 표준이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국제표준으로서 승인받는 것을 추진하면서
국제시장에서 중국 표준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시
장 침투를 추진
표준 관련 담당 부처 개편을 통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신설되었고, 표준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국가표준화 관리위원회’가 산하기구로 포함

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9), pp. 170~177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2018년 「표준화법」이 개정되면서 ‘전략적 신흥산업’ 중 하나인 ‘차세대 이동
통신’의 표준화가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표준을 담당하는 ‘국
가표준화 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
市场监督管理总局)’의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단체표준’이 새로운 표
준으로 추가되었는데, 이 표준은 중국 민정부(MOCA: Ministry of Civil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산하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모
든 사회협회(단체)에 의해 초안 작성 및 제정이 추진될 수 있다.173)
172) 중국의 ICT 표준화 관련 법적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 추진체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중국 5G 산업에서의 표준 추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9), p. 176.
173) The US-China Business Council(202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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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중국의 표준 유형별 특성 및 현황
유형

강제성 여부

정부 관여

제정 수(건)

국가표준(GB. GB/T)

강제성/추천성

정부주도(하향식)

2,120/37,065

산업표준(예: GY,YD)

추천성

정부주도(하향식)

62,262

지역표준(DB)

추천성

정부주도(하향식)

37,818

협회표준(예: T/CCSA)

추천성

민간주도(상향식)

9,790

기업표준(Q)

추천성

민간주도(상향식)

1,140,000

주: 유형별 괄호 안의 영문은 관련 표준의 일련번호를 의미함. 예를 들어 ‘중국 통신표준화협회’가 표준을 추진한 협회표준의
일련번호는 ‘T/CCSA(협회 및 단체)-표준번호-제정연도 등으로 표기됨.
자료: The US-China Business Council(2020), p. 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9), p. 187, ‘국가표준’ 수는 国家标准全
文公开系统 홈페이지(검색일: 2021. 8. 30) 참고.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중국 국가표준 내 ‘강제성 표준’의 비중은 약 5.4%
로 그 비중이 크지 않다(표 3-9 참고). 그러나 국가표준에서 약 3분의 1정도만
이 국제표준을 부분적 혹은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174) 추천성 표준임
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을 띤 표준이 존재하는 점은 중국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높다.175)
또한 2018년 중국 「표준화법」이 개정되면서 변화한 표준 추진체계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협회(团体)표준’이 또 다른 중국시장의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176) 더욱이 ‘단체표준’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계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표준을 제정하는 상향식이라 시장의 요구에 맞게
신속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본 분석대상인 5G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

174) Ibid., p. 7.
175) 예를 들면 2019년에 제정된 ‘추천성 국가표준’ 중 ‘정보보안기술 - 사이버 보안등급 보호 보안 설계
기술 요구사항(信息安全技术 网络安全等级保护安全设计技术要求, GB/T 25070-2019)’, ‘정보보안
기술 - 사이버 보안등급 보호 평가 요구사항(信息安全技术-网络安全等级保护测评要求, GB/T 28448
-2019)’ 등은 중국정부가 2017년 ｢사이버 보안법｣ 이후 추진하고 있는 ‘다단계 데이터 보호체계
(MLPS: Multi-Layer Protection Scheme)’의 일부로, 본래 ‘추천성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기업들에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MLPS 2.0: China’s enhanced data security
multi-level protection scheme and related enforcement updates”(2019. 10. 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5).
176) The US-China Business Council(202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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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177) 따라서 중국의 국제표준 추진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토대로써
중국 내 5G 관련 분야 내 기업들의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중국
내 표준 추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2) 5G 분야의 ‘단체표준’ 추진체계
5G 산업을 포함한 전자 및 통신 분야는 주로 ‘공업정보화부(工信部)’ 산하의
‘과학기술사’ 내 ‘통신표준처’에서 ‘국가표준화 관리위원회’에 표준을 제안하
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178) ‘중국 표준화협회’와 ‘중국 통신표준화협회(이하
통신표준협회)’도 기업들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표준’을 추진하
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5G 분야 ‘단체표준’ 활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 ‘통신표준협회’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통신표준협회’는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2019년 기준 총 784개의 회원
이 참여하고 있다.179) 또한 설립 이래 ‘공업정보화부’와 ‘국가표준화위원회’의
지도하에 중국 정보통신 표준 관련 전략 및 ‘13·5 규획’ 기간 정보통신 정책 수
립에 참여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국가표준’ 400건, ‘산업표준’ 4,000여 건,
‘단체표준’ 289건을 제정하는 등 중국 정보통신 정책 및 표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80)
‘통신표준협회’는 협회 회원이 제안한 표준안에 대하여 협회 내 기술위원회
(技术工作委员会) 및 ‘기술위원회 연석 회의’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통
과한 안건에 한하여 ‘기술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친 다음 ‘단체표준’ 추
진을 위한 프로젝트 플랜을 발표한다.181) 2020년에는 총 4번의 해당 프로젝트
177) Ibid.
178)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9), p. 180.
179) 中国通信标准化协会 홈페이지(검색일: 2021. 9. 10).
180) 위의 자료.
181) 각 기술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9), pp. 180~18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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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발표하였으며, 총 82개의 ‘단체표준’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다.182) 프로젝트 플랜에서는 표준 추진의 △주관기관(牵头单位) △참여기관
△기술영역 등을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부표 5 참고).183)
본 보고서는 기업들의 추진 방식에 따라서 ‘단체표준’ 협력방식을 크게 네 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하나의 ‘주관기관’만이 해당 프로젝트
를 진행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유형은 대부분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184) 두 번째 유형은 하나의 기관이 ‘주관기관’으로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동시에 ‘참여기관’으로도 참여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유
형의 프로젝트는 2개로, 모두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관련
된 표준이다.185) 세 번째 유형은 하나의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기관
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이며, 네 번째 유형은 여러 개의 ‘주관기관’과 여러 개의
‘참여기관’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로서 대부분 스마트홈 시스템과 같이 ‘모바
일 인터넷 및 응용’ 영역에서 주로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
는 프로젝트이다. ‘통신표준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0년 5G 관련 ‘단체표
준’ 82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5G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기업들을 알
아보고, 주요 영역별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182) 中国通信标准化协会(2020a, 2020b, 2020c, 2020d)를 토대로 저자 작성.
183) ‘단체표준’ 추진 프로젝트에서 ‘주관기관’은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기업)을 의미한다.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초안
작성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184) 차이나모바일이 ‘주관기관’으로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단체표준’ 프로젝트는 ‘2020-CCCA-35’,
‘2020-CCCA-14’ 2건에 불과하며, 대부분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서 진행하고
있다.
185) ‘2020-CCCA-38’, ‘2020-CCCA-39’가 이에 속한다. 이 프로젝트들은 정부 서비스라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주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참여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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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5G 산업 ‘단체표준’ 네트워크 분석
1) 분석의 가정
본 네트워크 분석은 ‘단체표준’의 기업 간 협력에 대해서 세 가지 가정을 토
대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가정은 ‘단체표준’ 추진에서 기업 간 협력을 ‘쌍방 관
계’로 보았다. 즉 본 분석의 표준 추진 과정은 기업 A가 ‘주관기관’으로서 표준
을 기획하고, 또 다른 기업 B가 ‘참여기관’으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이는 정보가 교환되고 표준 제정이라는 공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협
력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를 일방적 관계(혹은 방향성이 있는 관계)가 아닌, 기
업 A와 기업 B를 쌍방 관계 혹은 무방향 관계(Undirected Tie)로 보고 무방향
네트워크(Undirected Network) 분석을 진행하였다.186) 이 가정을 통해서 본
네트워크 분석의 인접행렬(Adjacency Matrix)은 대칭행렬(Symmetric
Matrix)로 구성된다.187)
두 번째 가정은 표준을 추진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같거나, ‘주관기
관’만 참여한 프로젝트는 기업 간 협력사례가 아닌 단독행위로 가정하고, 본 네
트워크 분석의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한 이유는 우선 본 네트워
크 분석의 목적은 중국 5G 산업 ‘단체표준’의 협력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을 분석하는 것인데, 단독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는 다른 기업과의 협
력 관계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188) 따라서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 가정을
186) Luke(2015), p. 2에서 협력 관계는 네트워크 분석에서 대표적인 무방향 관계로 서술한 바 있다.
187) 인접행렬은 각 주체 간에 존재하는 인접 연결 관계를 행렬로 표현한 것이다. 본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인접행렬에서는 기업 A와 기업 B가 동일 프로젝트 협력을 진행하면 1로
표시하였고, 한 번도 협력을 진행한 적이 없다면 0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참
여기관’이 다수라면 ‘참여기관’ 간의 협력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표준 프로젝트의 추진에서 ① ‘참
여기관’과 ‘주관기관’의 협력이 핵심이고 ② ‘참여기관’ 간의 협력이 ‘주관기관’의 목적과 계획에 의
해서 진행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기관’ 간의 협력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주관기
업’을 통한 간접적인 관계로 보았다.
188)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이를 ‘자기 루프(Self-loop)’라고 하며, 자기 루프가 존재하는 경우 대각원소는
0이 아닌 정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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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본 네트워크 분석의 인접행렬은 대각원소가 0인 대칭행렬로 구성된다.
세 번째 가정은 기관 간 협력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할수록 양쪽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A가 기업 B와 3개의 표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 하나의 표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C보다 기업 B와의 협력을 더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의 연결 강도(Weighted
Edge)는 주체 간 접촉 빈도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 가정은 네트워크 분석에서
도 많이 쓰이는 가정 중 하나이다.189) 따라서 기업 간 협력 개수로 주체 간의
연결 강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 본 네트워크 분석의 대상은 무방
향ㆍ가중(Weighted) 네트워크이다.190)

2) 분석의 방법론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은 중심성(centrality)이다.191) 네트워크를 구
성하는 기업의 중심성이 클수록 그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중심성을 분석하는 지표는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는 그중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아이겐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중심으로 본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알아보고자 한다.192)
본 네트워크 분석에서 한 기관(기업)의 근접중심성은 해당 기관이 본 네트워
크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된 기관
들과의 근접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지표 값이 가장 큰 기관(기업)은 자체적
으로 보유한 자원(정보)을 가장 빠르게 전체 네트워크에 배포하고 확산할 수 있
는 주체이다.193) 또한 본 네트워크 분석에서 매개중심성은 한 기업이 네트워크
189) 김용학, 김영진(2016), p. 92.
190) 이수상(2012), p. 61.
191) 위의 책, p. 255에서는 “한 행위자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로
정의한다.
192) 본 중심성 지표들의 번역 및 개념은 이수상(2012), pp. 255~28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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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다른 기업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매개중심성이 클
수록 네트워크 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194)
본 네트워크는 무방향ㆍ가중 네트워크이므로 가중치를 고려한 방식을 통해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분석하였다. Opsahl, Agneessens, and Skvoretz
(2010)는 연결된 네트워크 수(Tie)와 연결된 네트워크의 강도(Tie Weights)
간의 ‘전환 파라미터(Turning Parameter, α)’의 개념을 통해 무방향ㆍ가중
네트워크에서의 중심도 측정방식을 제시하였다. 본 분석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형성된 신뢰성을 기업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Opsahl, Agneessens, and Skvoretz(201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α값을 1.5로 설정하고, 가중치를 고려한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분석하였
다.195) 또한 기존 계산 방식의 결과로써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방식을 통해
서 얻은 지표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가중치를 고려한 근접중심성과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은 근접중심성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61,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매개중심성과 가중치를 고려한 매개중심성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89
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두 개의 상관계수 모두 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네트워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이 많을수록 지표 값이 커진다.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중심 행위자를 찾는 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196)

193)
194)
195)
196)

이수상(2012), p. 259.
위의 책, p. 261.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Opsahl, Agneessens, and Skvoretz(2010), p. 248 참고.
이수상(2012),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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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표본
분석의 대상은 중국 ‘통신표준협회’가 2020년에 네 차례에 걸쳐 발표한 82
개의 ‘단체표준’ 추진 프로젝트들이다. 그중에서 이미 본 분석의 가정에서 언급
하였듯이 하나의 ‘주관기관’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총 34개)와 ‘주관기관’과 ‘참
여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2개의 프로젝트를 제외한 46개의 협력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197) 본 분석의 표본에 해당하는 46개의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은 총 87개 사이며, 중국의 3대 이동통신사, 화웨
이, ZTE 등과 국가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연구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198)

4) 분석 결과
본 네트워크는 87개의 기업과 422개의 에지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겐벡터 중심성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연구원ㆍ차이나텔레콤ㆍ차이나유니
콤ㆍ화웨이ㆍOppo 등이 네트워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정보통신연구원’은 분석한 모든 중심성 지표에서 네트워크에 참
여하고 있는 기관과 비교하여 확연히 큰 값을 갖는 등 네트워크의 핵심인 것을
알 수 있다(표 3-10 참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중국 이동통신협회의 ‘단체표준’ 네트워크
를 [그림 3-2]와 같이 구성하였다. 계산된 각 기관의 아이겐벡터 중심성을 기준
으로 그래프에서 기관(노드)의 크기를 설정하고, 기관 간의 협력 수가 많을수록

197) ‘2020-CCCA-59’, ‘2020-CCCA-60’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한다.
198) 87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회사의 중문명칭을 영문으로 간단히 표기하고 기업
의 전체 명칭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본 네트워크 분석의 표본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정보통신연구원’
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 32개의 표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연구원은 이 표준
들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 6건, 클라우드 컴퓨팅 6건, ‘전자종이 산업 친환경 공정 평가 규칙’ 등
친환경성 평가 5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표준들은 관련 분야에서의 장비 및 서비스 평
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 중국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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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중국 ‘단체표준’ 네트워크 주요 기관의 중심성 분석 결과

주요 기관 순위1)

아이겐벡터
중심성

정보통신연구원(1)

1.00

차이나텔레콤(2)
차이나유니콤(3)

근접중심성2)

근접중심성
(가중치 반영)3)

매개중심성2)

매개중심성
(가중치 반영)3)

4.45

1.90

8.02

7.81

0.94

2.75

0.97

2.36

0.25

0.88

2.41

0.78

2.51

0.94

화웨이(4)

0.85

1.68

0.61

0.65

0.35

Oppo(5)

0.79

1.31

1.29

-0.02

-0.01

징동(6)

0.78

1.21

0.96

-0.12

-0.21

샤오미(7)

0.77

1.26

0.77

-0.04

0.12

알리바바(8)

0.76

1.21

1.47

-0.09

0.51

차이나모바일(9)

0.76

1.26

1.44

-0.05

0.67

투야(10)

0.75

1.21

1.39

-0.16

0.75

주: 1) 아이겐벡터 중심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이다. 2)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은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은 에지를
통해 구한 결과이다. 3) 근접중심성(가중치 반영), 매개중심성(가중치 반영)은 가중치가 반영된 방식을 통해 구한 결과이다.
* 근접중심성, 근접중심성(가중치 반영), 매개중심성, 매개중심성(가중치 반영)은 표준화(standardization) 값이다.
자료: 中国通信标准化协会(2020a, 2020b, 2020c, 2020d)를 통해 저자 계산.

연결선을 굵게 표시하였다. 네트워크의 시각화 알고리즘은 Gephi(0.9.2)에서
제공하는 ‘Force Atlas 2’를 활용하였다.199)
[그림 3-2]를 보면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가장 큰 ‘정보통신연구원(CAICT)’
이 ‘단체표준’의 기업 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연구원이 중국 통신정책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 싱크탱크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중국 내 데이터 제도가 정비되
고 있는 5G 응용 부문(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에서 기업들의 협업을 조율하고,
관리 또는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표
준화협회’도 기업과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협회이지만, 중국 통신연구원과 밀
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5G ‘단체표준’ 추진과 그 내용에서 중국정부의 영
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 노드 수가 500 이하인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는 알고리즘으로, Gephi에서 제공하는 ‘ForceAtlas 2’
가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Zinoviev(2018),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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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20년 중국 이동통신협회 ‘단체표준’ 네트워크

주: 1)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본 네트워크 분석의 목적에 맞는 지표로서 이를 기준으로 본 표준 협력 네트워크상 여러 주체들의
노드 크기를 다르게 설정하였다.
2) 본 네트워크에 표시된 영문과 실제 중문회사명은 [부표 6]에 수록하였다.
3) 기업 간 연결선이 굵을수록 ‘단체표준’ 관련 협업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中国通信标准化协会(2020a, 2020b, 2020c, 2020d)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목할 점은 ‘정보통신표준화협회’가 매년 국제표준기구에 투고하는 표준
개수는 2017년 7,216건에서 2019년 1만 146건으로 2017년 이후 증가 추세
를 보여 향후 국제표준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200) 이는
시장에서 승자표준이 자율적으로 채택되도록 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미국식의 표준 모델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여, 향후 국제표준에서 갈등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다.201)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국제표준화 기구 내 중국의 영향력 분석과 함께 이러
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Open-Ran’ 등
5G 표준화 추진체계에서 미ㆍ중 갈등 현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 中国通信标准协会 홈페이지, 协会介绍(검색일: 2021. 8. 4).
201) 곽주영(2021), p. 3에서는 중국의 국가 중심 표준 모델이 다른 국가들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평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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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표준화에서 중국의 부상과 그 영향
국제표준 기구에서의 영향력은 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항목으로 제시될 만큼 커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202) 더욱이 5G 기술
에서 국제표준이 중요한 이유는, 정보통신 기술은 잠김현상(Lock-in effect)
과 경도 현상(Tipping effect)이 강해 다른 산업에 비해 표준 획득자가 경쟁에
서 유리하며,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넘으면 기술우위를 차지한 기업이 시
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03)

표 3-11. 표준화 기구별 특성
구분
기술분야

공식 표준화 기구

사실상 표준화 기구(포럼/컨소시엄)

비교적 광범위한 대상

특정 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기구: ITU,1) IEC,2) ISO
대표기구

지역표준화 기구: ETSI
국가별 표준화 기구: TTA(한국),
CCSA(중국)

미래통신전파 분야: 3GPP, IEEE, IETF,
WiFi 얼라이언스 등
- 차세대 보안, 디바이스, 방송 분야
기업 연합체(기업 또는 개인 회원제)

특성

사회적으로 공인

표준화

공정·투명한 표준화 절차 마련

비교적 공정·투명한 절차 마련

절차

모든 이해관계의 의견 수렴

(일부 비공개)

참여자

국가대표, 기업 등 개방적 참여

회원 자격이 있는 개인, 기업

개발기간

3~6년 소요

2~3년 이내로 신속한 절차

결과물

표준(standard)

규격(specification)

유사 기술 분야에 다수 연합체가 경쟁

주: 1)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산하 전문기구로 유ㆍ무선 통신, 전파,
방송, 위성 주파수 등에 대한 규칙(Regulation) 및 표준(Recommendatio-n) 개발ㆍ보급과 국제적인 조정ㆍ협력을
수행한다.204) 2) IEC(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tte)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전기ㆍ전자ㆍ통신ㆍ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각국의 규격ㆍ표준을 조정하는 국제기관이며, 1906년에 설립되어 1947년 이후 ISO의 전기ㆍ전자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205)
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20), p. 21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202) 일본이 제시한 ‘IoT 국제 경쟁력 지수(Io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의 평가항목
중에서 표준화 항목은 산업 인터넷 관련 표준화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수와 number of
chair and secretary companies 통계치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있다. OECD(2018), p. 88.
20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20),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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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자국 기업의 5G 기술 국제표준화를 계기로 국내 통신기술의 해외의
존도를 낮추고, 더 나아가 국제표준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
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표준화시스템 발전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국제표준
50%를 주도하고 국제표준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제표준 영향력 강화와
세계표준 강국 대열 진입을 추진 중이다.206)
특히 5G 기술표준 추진 기구인 ‘3GPP’는 개발기간이 공식 표준화 기구에
비하여 짧고 개방적 참여가 아닌 회원 자격이 있는 기업과 개인만 참석할 수 있
어 중국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표준 제정에 유리한 점이 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3GPP 참여 718개 회원사 중 ‘중국 통신표준협회(CCSA)’를 통해 참여
하고 있는 중국기업의 수는 127개로, 전체 회원의 28%를 차지한다.207) 이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62.9%)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3GPP의 의
사결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부상은 5G 경쟁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로 평가
되고 있다.208)
‘3GPP’에서 중국은 기업 수의 비중뿐만 아니라,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도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Strategy Analytics(2020)가
‘3GPP’의 주요 회원사를 대상으로 △5G 표준 제안 수 △제안된 안건 중 채택
안의 비중 △워킹그룹의 의장직 등 다섯 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화웨이’가 평균 9.6점을 얻으며 회원사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다.209)
또한 사실상의 표준화 기구인 ‘3GPP’뿐만 아니라 공식 표준화 기구에서 중
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은 ITU 의장단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

204)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20), p. 31.
205) 위키백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검색일: 2021. 8. 30).
20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20), p. 13.
207) KIEP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 자료(2021. 8. 30).
208) 위의 자료.
209) 자세한 산출방식은 Strategy Analytics(2020), p. 14 참고. 백서인 외(2021), p. 151에서도 화웨이
는 2019년부터 5G 표준 특허를 가장 많이 확보한 기업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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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어 표준 제정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무선주파수 대
역의 이용과 전기통신 기술 응용 등 통신기술 상용화에 영향력이 집중되어 있
다(표 3-12 참고).

표 3-12. ITU 의장단의 국가별 의석 수
주요국 의장단 의석 수(순위)

부문

주요 기능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미국

ITU-R

전파통신 업무에서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대
역의 합리적·공공·효율적·경제적 이용을 보
장하고, 주파수 연구를 통해서 전파 통신 권
고를 채택

9
(1)

9
(1)

7
(3)

3
(10)

4
(6)

ITU-T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운용·요금에 관한 문
제를 연구하고, 세계 표준화를 위한 권고를
채택

12
(1)

5
(8)

9
(2)

8
(3)

5
(8)

ITU-D

개도국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
발전 및 강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위한
연대를 조성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인터
넷을 통한 소통을 촉진하며,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

1
(3)

4
(1)

1
(3)

1
(3)

1
(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의석 수를 기준으로 나타낸 순위를 의미함.
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20), pp. 62~146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이 국제표준화 기구 내 영향력 확대로 자국 기업의 기
술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
도 있다.210) 더욱이 미국정부는 이러한 중국 5G 기술 국제표준화에서의 영향
력 증가를 국가안보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는
｢정보통신 보호 행정명령(19.5.15)｣을 통해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목록에 포함하였다. 본 규제는 제품뿐만 아니라 기술정보, 전자우편, 전화
통화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어, ‘3GPP’ 표준화 활동에서 미ㆍ중 기업 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211)
210) Brake(2020), p. 21.
211) KIEP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 자료(2021. 8. 30)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3GPP 회의 개최 이후

108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따라서 미국기업과 중국기업의 국제표준화 기구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12) 미국은 중국 5G 통신장비 제조사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오
픈랜(Open RAN) 표준화 주도 및 우호국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오픈랜을 개발하고 있는 ‘O-RAN 협회’와 ‘3GPP’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개방된 5G/6G 네트워크 구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213) 이에 대응하여 중국
은 화웨이의 국제표준화 성공을 모델로 중국기업들의 표준 국제화 추진 활동을
강화하고,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5G 융합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
우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앞 절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국은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의 주도하에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및 표준을 제정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축적
한 결과들을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상자 3-1. 오픈랜(Open RAN)의 개념
- 기존 4G 기지국은 RU(Radio Unit)와 DU(Digital Unit)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CPRI(Common
Public Radio Interface)로 연결됨.
- CPRI는 2003년에 주요 기지국 공급업체인 에릭슨, 화웨이 등이 주도하여 제정한 RU-DU 간 인터
페이스를 의미함.
- CPRI는 일부 주요 제조업체가 제정한 비표준(폐쇄적) 방식의 인터페이스여서 소수의 장비업체를 제
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려우며, 각 제조업체마다 기술 구현이 달라 장비 호환이 어렵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Open RAN’은 이러한 특정 제조업체 종속 기술/인터페이스의 폐쇄성을 다양한 제조업체 간
의 호환성으로 대체하여, ① CPRI 인터페이스 용량의 한계 개선을 통해 5G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성
능을 향상시키고 ② 다양한 서비스 구현이 어려운 구조를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자료: KIEP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 발표 자료(2021. 8. 30).

의장이 EAR(Export Administraion Regulation) 규정 관련 유의사항을 고지하고 표준화 활동에
유념할 것을 당부함에 따라 3GPP 표준화 작업에서 미ㆍ중 간의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212) 2021년 8월에 진행한 세 차례의 5G 기술표준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국제표준 체계에
서 ‘미ㆍ중 기업 간의 극단적 단절과 이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213) 현재 ‘O-RAN 협회’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이동통신 3사도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O-RAN 협회’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
가들의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KIEP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 발표 자료(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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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분석: 중국 5G 혁신센터
가. 개방형 혁신의 개념
중국 ‘5G 혁신센터’에 관한 사례 분석에 앞서 본 분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혁신 시스템’과 ‘개방형 혁신’에 관한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혁신 시스템’은 혁신을 유발하는 특정한 단일 요소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경제ㆍ사회ㆍ정치ㆍ조직ㆍ제도 등 혁신의 발생과 발전ㆍ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인 요인의 합을 의미한다.214) ‘혁신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혁신 주체
(actors)들의 활동과 상호작용인 네트워크(network), 그리고 이러한 모든 활
동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범 및 제도(institution)로 구성되어 있다.215) 본 절에
서는 혁신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이러한 혁신 네트워크 분석 과정에서 본 보고서는 2003년 헨리 체스브로
(Henry Chesbrough) 교수가 제안한 ‘개방형 혁신’ 개념을 차용해 중국기업
에서 추진하고 있는 ‘5G 혁신센터’가 형성하는 혁신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한다. ‘개방형 혁신’은 ‘연구개발의 전 과정을 한 기업이 모두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존의 폐쇄적인 혁신활동과 다르게, 가치 있는 아이디어 또는 기술이 내부ㆍ외
부ㆍ경쟁사 등에서도 획득되어야 하고, 이를 제품 개발과 연결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외부의 아이디어와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216)
과거에는 연구개발 또는 기술의 획득 단계에서만 개방형 혁신을 강조해 왔지
만, 5G와 같은 일반목적 기술의 활용과 적용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도 개방형 혁
신은 중요하다. 즉 인프라적 성향을 띠고 있는 무선통신 기술이 개발되면, 이를

214) Borrás and Edquist(2019).
215) Carlsson and Stankiewicz(1991); 백서인 외(2021).
216) Chesbrough(2006. 12.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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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영역에 적용하여 가치를 창출할지는 다양한 외부의 기업과 전문가들이 찾
아내는 것이 더욱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은 5G 분야에 다양한
혁신 주체(제조사, 서비스 사업자, 통신)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5G 산업에
서 ‘개방형 혁신’ 개념을 통해 기업들의 행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 개방형 혁신의 개념도

자료: Chesbrough(2006. 12. 6), “Open Innovation and Open Business Models: A new approach to industrial
innovation” Presentaion to Joint OECD/Dutch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Conference on “Globalization
and Open Innovation,” 6번째 슬라이드 발표자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7).

나. 중국의 주요 5G 혁신센터
중국 5G 응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혁신 네트워크는 다양한 기업
과 연구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5G 산업 응용 혁신센터(이하 5G 혁신센
터)’를 통해 구축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이사장(理事
长)을 맡고, 기업ㆍ협회ㆍ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구성한 기구인 ‘중국 5G Applications Industry Array(5G应用产业方阵, 이하 5GAIA)’에 중국 공신부가
기업ㆍ기관의 5G 혁신센터 선정을 위탁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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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5G 혁신센터 명단 1기(20개)가 발표된 후 2021년 해당 명단
2기(6개)가 발표되면서, 중국 내 총 26개의 5G 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표
3-13 참고). 그중 현재 중국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5G 혁
신 네트워크는 주관 기업에 따라서 유형 ① 3대 통신사(차이나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주도형 혁신센터, 유형 ② 제조사(화웨이, ZTE, 하이얼
등) 주도형 혁신센터, 유형 ③ 빅테크(텐센트 등) 주도형 혁신센터, 유형 ④ 연
구기관 및 대학(중국과학원, 정보통신연구원 등) 주도형 혁신센터로 분류할 수

표 3-13. 중국 내 주요 5G 혁신센터
유형

주관 기업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1

혁신센터
베이징 5G 혁신센터(1기)
베이징연구원 5G 개발실험실(1기), 수저우 5G 응용혁신센터(2기)
△광둥(广东) 5G 응용 혁신센터(1기) △5G 연합 혁신센터 충칭(重

차이나모바일

庆) 개방 실험실(1기) △청두(成都) 산업연구원(1기) △푸지엔(福建) 5G
융합혁신센터(1기) △윈난(云南) 유색금속아연 5G 융합 혁신센터(2기)

화웨이(통신장비)
ZTE(통신장비)
하이얼(가전)
2

국가 전력망 정보통신
산업 그룹(전력)
안강(鞍钢) 그룹
자동화 유한공사(철강)
텐센트

3

4

중국교통정보네트워크
과기유한공사

클라우드 오픈 랩(Cloud Open Labs)
융합 혁신센터
5G 공업 네트워크 응용 혁신센터
전력 5G 혁신센터
철강 5G 공업네트워크 혁신센터(1기)
5G 클라우드 게임 혁신센터
5G 스마트 교통 혁신센터

Inspur(소프트웨어)

공업네트워크 ‘5G+’ 혁신센터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5G 혁신센터

션양(沈阳)중국과학원 컴퓨팅기술연구소
산둥(山东)대학교
BIFNC

스마트 5G 혁신센터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5G 혁신센터

주: 혁신센터 명칭에서 주관 기업은 생략함, 예) 푸지엔 5G 융합혁신센터의 원래 명칭은 ‘차이나모바일 푸지엔 5G 융합
혁신센터’, 각 주관 기업의 중문명과 혁신센터의 자세한 명칭 및 전체 명단은 [부표 4] 참고.
자료: 5GAIA 홈페이지(검색일: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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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형 ④를 제외하고,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
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 통신사 주도형 5G 혁신센터
중국의 주요 통신사들은 2018년 또는 그 이전부터 매우 공격적으로 5G 혁신
센터를 운영해 왔으며,217) 제조ㆍ의료ㆍ농업ㆍ교육ㆍ물류ㆍ보안ㆍ엔터테인먼
트 등 전 산업에 걸친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다(부그림 2 참고).

1) 차이나모바일
현재 중국 통신사 주도형 5G 혁신 네트워크를 가장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사례는 차이나모바일의 연합 실험실ㆍ연구원이다.218) 2016년 2월
에 처음으로 설립된 연합 실험실은 다양한 대상과 협력을 추진해 오면서 구축
된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현재 ① 국가급 협력 플랫폼 ② 기업 연합 실험실 ③ 대
학연합 실험실ㆍ연구원 ④ 5G 개방 실험실 ⑤ 혁신협력 플랫폼 등 5가지 연합
실험실ㆍ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① 국가급 협력 플랫폼: 차이나모바일의 국가급 협력 플랫폼은 네트워크 통
신, 네트워크 안전, 회로 시스템, 인공지능, 6G, 국제표준에서의 협력을 통해,
원천형 혁신과 국가전략중대과학기술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신 분야의 국가급 실험실이자 신형 연구개발 기구인 펑청(鹏城) 실험실과 전
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219)
217)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백서인 외(2021), pp. 146~147의 내용을 참고.
218) 차이나모바일 조인트 이노베이션 플러스 홈페이지(검색일: 2021. 6. 3).
219) 2018년에 설립된 펑청 실험실은 광동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신형 R&D 기관으로, 선전(深圳)시 정
부가 주도하고 하얼빈공과대학 선전 분원이 위탁 주관기관으로 설립하였다. 주요 공동참여기관으로
광동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대학ㆍ연구소(예: 베이징대학 선전대학원(研究生院) 칭화대학 선전 국제
대학원, 홍콩중문대 선전캠퍼스, 선전대학교, 중국과학원 선진기술연구원)와 IT 기업(화웨이ㆍZTE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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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 연합 실험실: 차이나모바일과 주요 기업들 간의 협력을 위해 설립되
었으며,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중단기 안에 성숙화시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ㆍ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예로 차이나모바일보스(博世) 스마트 교통실험실은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 분야인 △ FOTA(Firmware
Over The Air) △ SaaS(Software-as-a-Service) △ 5G 커넥티드 측정 기술
△ 5G AVP(자동주차 지원) △ 고정밀 포지셔닝 등 5가지 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한 차이나모바일-촹신후이리엔IoT칩(创芯慧联物联网芯片) 연
합 실험실은 칩 제조공정, 고집적도, 저효율 방안을 연구 중이며, 차이나모바일
-캉지아(康佳)-커다쉰페이(科大讯飞) 연합 실험실은 시청각 스마트 인터랙션
연합 실험실을 설립하여 인간-기계 상호작용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③ 대학 연합 실험실ㆍ연구원: 차이나모바일은 중국 내의 주요 대학 및 연구
소와 연합실험실을 구축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6G 등의 미
래 기술 또는 중기 핵심 제품 및 핵심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④ 5G 개방형 실험실: 차이나모바일은 총 25개의 개방형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연구개발을 위한 관련 네트워크 및 플랫폼을 제공해 혁신 생

표 3-14. ‘차이나모바일’의 대학 연합 실험실 구축 사례
연구실명

주요 연구 분야

차이나모바일-칭화대학 연합연구원
(2020년 11월 13일 설립)

6G, 5G+공간일체화(空天地一体),
인공지능, 차세대 네트워크 IoT

차이나모바일-베이징우전대학 연합혁신센터
(2020년 5월 30일 설립)

6G, 5G+기술 자립,
네트워크 안전, 사용자 시장 등

차이나모바일-동남대학 연합혁신센터
(2021년 1월 설립)

이동통신, 네트워크 안전, 정보처리, IoT,
클라우드 컴퓨팅, 버티컬 응용

차이나모바일-베이징사범대학

‘모바일 학습’ 연합 실험실

차이나모바일-중난(中南)대학

‘모바일 의료’ 연합 실험실

차이나모바일-칭화대학-장안대학

‘차량 인터넷’ 연합 실험실

자료: 차이나모바일 혁신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1. 10. 16).
텐센트), 3대 통신사, 국가 슈퍼컴퓨팅센터, 항천과기집단공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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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이나모바일 5G 개방 실험실ㆍ연
합혁신센터의 목표는 엔드투엔드(end to end) 기술 및 솔루션 개발, 시연 및
시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 액셀러레이팅(accelerating) 등이며, 응용
분야는 기초 통신ㆍ교통ㆍ에너지ㆍ스마트 제조ㆍ스마트시티ㆍ교육ㆍ금융 등
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현재 개방 실험실이 구축된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등을
포함한 21개 지역과 홍콩, 미국(실리콘밸리), 스웨덴(스톡홀름) 등이다.220)
⑤ 혁신협력 플랫폼: 차이나모바일의 혁신협력 플랫폼은 각 산업협회와 공
동으로 설립한 5G 응용 산업연맹(협회)이다. 현재 구축된 대표적인 산업 연맹
은 IoT 연맹, 5G + 영상 컬러링 산업 연맹, 정밀위치측정 연맹, 5G 에너지 네
트워크 연맹, 5G 자율주행 연맹, 스마트시티 연맹, 공중 인터넷 연맹, 5G 멀티
미디어 혁신 연맹, 산업 디지털화 연맹 등이다.

2) 차이나텔레콤
차이나텔레콤은 2019년 9월 ‘차이나텔레콤 5G 산업혁신연맹’을 설립하면
서 공식적으로 5G 분야의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했다. 설립 초기에 △5G
의 혁신 응용 △산업 생태계 조성 △5G의 성숙 발전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5G 개방 혁신 실험실’, ‘5G 연합 혁신센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1+1+1’
형태의 플랫폼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2020년 9월 5일 ‘차이나텔레콤 5G 산업혁신연맹 베이징 스테이션’을 처음
으로 구축하였으며, 핵심 클라우드 컴퓨팅ㆍ인공지능ㆍ스마트 의료ㆍ자율주
행 등을 응용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징동(京东)과
함께 ‘5G 스마트 물류 연합혁신센터’를 공개하기도 하였다.221)
이후 2021년 7월 16일 차이나텔레콤은 화웨이와 공동으로 ‘5G 융합 응용
220) 중국 본토 20개 지역, 즉 베이징, 상하이, 저장, 쓰촨, 장수, 랴오닝, 지린, 하이난, 후베이, 텐진, 후난,
구이저우, 충칭, 산동, 푸지엔, 산시, 광동, 장시, 허난, 윈난 등에 위치하고 있다.
221) ｢中国电信5G产业创新联盟北京站成立｣(2020. 9. 8),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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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실험실’ 구축을 발표했다.222) 이 개방형 실험실은 6G를 비롯한 미래 기
술의 연구개발과 함께 ‘5G+AI+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서
비스 검증 플랫폼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혁신을 촉진하며, 각 산업
별 맞춤형 솔루션 및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차이나텔레콤이 진행하고 있는 혁신센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 베이징에 설립한 5G 연구소와 쑤저우(苏州)에 설립한 응
용 혁신센터는 ‘5GAIA’가 지정한 ‘5G 혁신센터’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나, 중
점적으로 추진했던 관련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2020년 7월,
차이나텔레콤은 5G 혁신센터의 해체 및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223)

3) 차이나유니콤
차이나유니콤은 2018년 8월에 처음으로 5G 응용 확대 및 산업별 핵심기업
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5G 혁신센터를 설립했다.224) 설립 당시 산하기관
인 ‘차이나유니콤 네트워크 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5G 응용 산업 관련 연구
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산업혁신 협력실험실’과 ‘중점 전략 협력실험실’ 두 개
의 유형으로 추진한 바 있다.225)
첫 번째 유형으로 ‘산업혁신 협력실험실’은 버티컬 응용 산업의 지역별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5G 혁신센터와 각 지역(省)의 주요 관련 기업 및 유관 자회사
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태로 기획되었다. ‘스마트 제조 혁신협력센
터’, ‘스마트 네트워크 혁신협력센터’를 비롯하여 의료 및 교육 분야의 혁신 협
력센터 등 10개의 혁신센터를 설립했다.
두 번째 유형으로 ‘중점 전략 협력실험실’은 중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과 협력

222) ｢中国电信发布5G融合应用开放实验室｣(2021. 7.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3).
223) ｢中国电信5G创新中心或将解散｣(2021. 7.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4).
224) 百度百科, ｢中国联通5G创新中心｣,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4).
225) ｢中国联通成立5G创新中心｣(2018. 8.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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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바이두ㆍ알리바바ㆍ텐센트ㆍ징
동ㆍ화웨이 등 5개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2018년 설립된 이후 지역
별로 산업혁신 협력실험실이 소기의 5G 응용 성과를 홍보하는 활동을 제외하고
는 협력 성공 사례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2020년 차이나유니콤의 2개 연구조직이 하나의 통합된 연구조직으
로 출범한 이후 5G 혁신센터와 관련된 성과는 차이나모바일에 비해 낮은 편이
다. 기대 이하의 성과 원인으로 ① 중국 3대 통신사의 5G 혁신센터 목표와 기
능, 영역의 중복도가 매우 높고 ② 사용자 및 기지국 측면에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차이나모바일이 선전하고 있는 것 ③ 주요 협력 대상이었던 화웨이ㆍ텐센
트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5G 혁신센터를 구축했기 때문을 꼽고 있다.

라. 제조사 주도형 5G 혁신센터
5G 산업응용연맹(5GAIA)이 선정한 5G 혁신센터 리스트 중 가장 대표적인
제조사 주도형 5G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업은 화웨이이다. 화웨이는 대다
수 5G 혁신 네트워크 주체의 핵심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 5G 혁신 네
트워크 구축 면에서 필수적인 혁신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핵심 기업인 화
웨이가 주도적으로 구축한 혁신 네트워크가 바로 ‘클라우드 오픈랩’이다.
화웨이의 ‘클라우드 오픈랩’은 현재 상하이, 쑤저우(苏州), 멕시코 멕시코시
티, 독일 뮌헨, 싱가포르, 태국 방콕,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이집트 카이로, 프
랑스 파리, 러시아 모스크바, UAE 두바이, 인도 델리 등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에는 2019년 5월에 설립되었다.226)

226) 화웨이 홈페이지(검색일: 2021. 7. 25). 특히 화웨이는 2016년부터 Linux Foundation, OPNFV,
Accenture, RedHat, VMware, 중국통신기업협회(中国通信企业协会) 등 19개 글로벌 기업ㆍ기관
을 초대하여 화웨이의 5G 비전을 제시한 바 있으며, ① 운영 업체 디지털화 솔루션 연구개발 ② 비즈
니스 과정 디지털화 구축 ③ 미래 IT 개선 ④ ICT 기초 인프라 소프트웨어 정의 및 클라우드화 등 4가
지 분야를 핵심 기술 분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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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신부가 2기 5G 응용 혁신센터로 선정한 화웨이의 ‘클라우드 오픈랩’
은 5G 기술 응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10대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드
론, 제조 로봇에서부터 스마트 의료와 AI까지 매우 방대한 영역에서의 응용 및
혁신을 보여 준다.

표 3-15. 화웨이 ‘클라우드 오픈랩’의 주요 5G 기술 개발 현황

① VR/AR: 실시간 영상ㆍ그림 컴퓨팅 ② V2I: 원격 주행 및 자율주행 솔루션 ③ 스마트 제조: 로봇
제어 ④ 스마트 에너지: 무선 전송 자동화 ⑤ 스마트 의료: 원격 진단 ⑥ 엔터테인먼트: 초고화질
8K 영상 및 클라우드 게임 솔루션 ⑦ 드론: 순찰 및 보안ㆍ안전 솔루션 ⑧ 네트워크: 초고화질 라이브
솔루션 ⑨ AI 개인 보조: 개인 보조 AI 헬멧 솔루션 ⑩ 스마트시티: AI 기반 통제 카메라
자료: 화웨이 홈페이지(검색일: 2021. 7. 25).

화웨이의 해외 진출이 강도 높은 미국의 제재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
으나, 자사의 5G, AI, 클라우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해외 오픈이노베이션 센
터 설립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스위스 ‘선라이즈’ 사와 유럽 최
초로 공동 5G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하였고, 2020년에는 태국정부와 함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5G 생태계 오픈랩을 설립했다.227)
최근 제8회 ‘Huawei Global Analyst Summit’ 포럼에서 화웨이는 기존
5G 기술 응용 확장 및 5.5G 개념과 응용 장면을 공개하고,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① 소프트웨어 기술 강화
② 첨단기술 분야 투자 확대 ③ 스마트카 부품산업 투자 확대 등의 전략을 제시
한 바 있다.228)

227) “Huawei open 5G Ecosystem Innovation Center to boost digital transformation”(2020.
9.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5).
228) 화웨이 홈페이지(검색일: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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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빅테크 주도형 5G 혁신센터
중국 5GAIA 5G 응용혁신센터에 빅테크 중 최초로 선정된 텐센트의 5G 혁
신센터는 5G 에지 컴퓨팅, 클라우드 게임, V2X(차량사물통신) 등 분야의 기술
력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게임에 특화된 5G 혁신센터이다.
텐센트 5G 혁신센터는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에지 컴퓨
팅, 게임 클라우드 플랫폼, V2X 플랫폼, 안전보안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크게 ① 5G 에지 컴퓨팅 혁신센터 ② 5G 클라우드 게임 혁신센터 ③ 5G
V2X 협동 혁신센터 ④ 5G 안전ㆍ보안 혁신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5G
에지 컴퓨팅 혁신센터’는 협력 및 융합 응용을 통해 2020년 말 기준 약 300개
의 5G 에지 컴퓨팅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G 클라우드 게임 혁신
센터’는 풍부한 콘텐츠, 음향ㆍ영상 품질, 데이터, 안전ㆍ보안 등을 포함한 다
방면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5G V2X 협동 혁신센터’는 ‘운전자자동차-도로-네트워크-클라우드(Human-Vehicle-Road-Network-Cloud)’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개선된 모빌리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텐센트 5G 혁신센터는 기존에 수익 창출 또는 킬러 애플리케이션 발굴에 어
려움을 겪었던 5G 관련 서비스에서 가장 가시적인 수익 모델을 발굴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229) 이와 더불어 차세대 모바일 게임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첫 사
례라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29)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은 특정 운영체제를 보급시키는 계기가 될 정도로 많은 소비
자들의 수요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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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가. 중국 내 5G 생태계에 관한 평가
본 장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ㆍ중 기술 분쟁에
도 불구하고 중국 내 5G 생태계 구축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
적으로 이번 분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화웨이는 2020년 영업이윤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중국 내 5G 기지국 투
자 증가로 인한 국내 영업수입 증가로 해외 수입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였다. 또
한 중국 내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시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웨이는 통신장비 산업 외에도 다양한 산업(예: 커넥티
드카, 산업 인터넷 등)에 진출 중이다. 또한 유럽시장에서 화웨이의 대체품으로
샤오미의 단말기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
지 않은 중국기업들이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면서 미ㆍ중 갈등으로 인한 충
격이 예상보다 작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제3장 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미ㆍ중 갈등과 같은 국외 요인보다 2016
년 중국 「사이버 보안법」 제정 이후 증가하고 있는 국내 데이터 규제가 중국
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사업 영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요 리스크
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230) 2010년부터 중국 디지털 경제는 정부 규제가
비교적 적은 환경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통해 빠르게 발전해 왔
다.231)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와 소비
자 데이터 남용 문제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중국정부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행정 수단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2021년 중국 온라인
230) 제3장 1절에서 바이두와 텐센트 모두 규제 증가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를 주요 리스크로 판단하고 있
음을 언급한 바 있다.
231) Kai von Carnap, Valarie Tan(2021. 11. 3), “Tech regulation in China brings in sweeping
change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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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업인 신동팡(新东方)은 전례 없던 강력한 온라인 사교육 규제로 주가가
폭락하였고,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滴滴出行)도 「사이버 보안법」과
「국가 보안법」 위반을 근거로 신규 회원 가입이 중단되는 등 최근 인터넷 기업
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232)

나. 중국 5G 기술 표준화에 관한 평가
중국의 표준화 추진체계를 분석한 결과, 향후 중국 디지털 산업 생태계에서
중국 로컬 기업들의 시장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단체표준’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에는 중국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5G 산업의 ‘단체표
준’ 중에서 안전성 인증이나 서비스 평가체계와 관련된 내용들은 향후 중국시
장에서 새로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증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서비
스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로써 ‘단체표준’ 제정 과정부터 참여한 로컬 기업들은 새로운 5G 산업 응용 부
문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향후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체표준’의 협력 네트워크에서 중국정부 산하의 싱크탱크 ‘정보통신
연구원’이 네트워크상 영향력이 가장 큰 주체임을 보면 ‘단체표준’은 디지털 전
환을 위한 민관 협력 분야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체표준’들이 시장 경쟁을
통해 향후 ‘국가표준’으로 승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
지털 산업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233)
국내표준 협력은 또한 국제 표준화 기구 내 중국기업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협회표준’의 협력으로 얻은 경험과 기술 축적이 정보통신
232) 网络安全审查办公室(2021. 7. 2), 「网络安全审查办公室关于对“滴滴出行”启动网络安全审查的公告」,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5).
233) ‘단체표준’이 ‘국가표준’으로 승격된 사례도 발표되고 있다. 「团体标准首次上升为国家标准 扬州牵
头制定又一国家标准」(2020. 1.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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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국제 표준 기구에서의 중국 영향력 강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점이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의 미ㆍ중 갈등으로 심화되는 계기가 되는 국제적 양상을 살펴
볼 때 5G 국제 표준화에서 미ㆍ중 경쟁은 향후 6G 기술 표준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G 기지국 구축 면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기 때
문에 중국기업들은 5G 기지국과 쉽게 연동할 수 있는 6G 표준을 추진할 가능
성이 크다.234) 반면에 미국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5G 단말기에 대
한 의존도를 줄이고, 위성통신 기술을 활용한 6G 기술 표준화를 선도적으로 추
진할 가능성이 크다.235)

다. 중국 ‘5G 혁신센터’에 관한 평가
본 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유형별 대표성을 지닌 5G 혁신센터의 특
성을 분석한 결과, 중국 내에서 △핵심 기술과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급 실험실’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기업 연합 실험
실’과 ‘대학 연합 실험실’ △각 지역에서 개방형 혁신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5G 개방 실험실’ △산업별로 협회를 구축하는 ‘혁신협력 플랫폼’ 등 매우 다양
하게, 체계적으로 5G의 응용과 확산이 가능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5G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5G 산업의 혁신 네트
워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중국 통신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5G 생태계
구축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평가되는 중복 투자 및 기술력 부족 등의 문제는 점
차 해결되고 있다. 특히 대표 기업인 차이나모바일은 산학연관과 다양한 형태
의 협업관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데 성공하여 5G 응용 분야에서 경쟁력을
234) 중국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82만 대의 5G 기지국을 설치한 반면, 미국은 6만 대에 불과한 것으
로 추정된다. Statista(2021), “5G base st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rom year end
2019 to year end 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2).
235) KIEP 비공개 간담회 자료(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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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다만 기타 2개의 통신사 주도 5G 혁신센터는 제대로 구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통신사들의 5G 분야의 지식ㆍ전문성이
부족하고 △경제적 유인이 미흡하여 통신사의 협상력(리더십)이 부족하며 △근
본적으로는 5G 기술이 제공하는 가치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고, 아직 현장에 본
격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작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기술이 잘 도
입되고 있는 영역 중 주목할 부문은 산업 인터넷 분야이다. Sany 중공업, 하이
얼 등의 공장 자동화 부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강점은 결국 많은 지역
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하고 결합해 보는 ‘학습효과로 인한 혁신(Learning By
Doing)’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통신장비 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5G 응용
혁신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성공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
다. 예를 들어 화웨이는 5G 기술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접목한 클라우드 스마
트시티 분야 응용을 선도하고 있고, 텐센트는 5G의 핵심 응용 영역인 클라우드
게임 분야에서 성과를 얻고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사례 창출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절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사례 외에도 스마트 공장 및
제조, 스마트 항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요 통신사, 화웨이ㆍ텐센트 등 주요
주체들이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5G 기술 응용을 추진하고 관련 비
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향후 주요 1선 도시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3선 도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응용혁신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혁신 주체와 이들 간의 혁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선 도시에서 거둔 성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향후 보다 다
양한 지역에서 5G를 응용한 혁신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간의 새로운 성공 모델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중국 5G 산업이 발전하는 원동력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도 높은 대중국 제재가 5G 관련 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와 긴밀하게 연관된 클라우드 컴퓨팅ㆍAI 분야 등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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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성공 사례가 해외로 확산되
거나, 해외 중국 5G 혁신센터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제3국이 중국 디지털 기업
과 협력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화웨
이가 구축한 오픈랩이나 혁신센터의 지역이나 규모 등을 보면 지역이 제한적이
고, 협력의 범위나 내용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형 인프라’ 건설과 함께, 2021년부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별적
으로 혁신센터를 설립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각 지역에 특화
된 서비스(예: 선전의 스마트시티)를 개발하고 있으며, 미ㆍ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화웨이 등의 기업이 국내에서 5G 관련 신산업 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
면서 응용ㆍ발전하는 영역(예: 자동차 사업 등)도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5G 수요가 폭발하면서 5G 도입이 빨라지는 영역(예: IoT, 클라우드 컴
퓨팅 등)이 있어 관련 동향 파악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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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데이터 경제 현황과 생태계
가. 데이터 가치사슬 구조와 중국의 생태계
1) 데이터 경제 및 데이터 생태계 가치사슬의 개념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체계를 의미한다.236)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경제
에 참여하는 주체들과 그 주위 환경이 상호 작용하는 공간을 ‘데이터 생태계’로
정의하고자 한다.237) 단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가 활용되어 창출되는 부가가
치를 모두 포함하므로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분석의 범위가 매
우 광범위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데이터 생태계의 가치사슬을 기반으로 공급-중개-수요 시장을
통해 창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중심으로 중국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
다.238) 또한 중국정부의 데이터 경제 육성에 관한 주요 정책이 데이터의 생성ㆍ
수집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에서 데이터 생태계 가치사슬의 전 단계를 발전시
키기 위한 정책으로 점차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중국 데이터 경제를 데이터 생
태계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생태계의 가치사슬은 ‘데이터 경제 주체들에 의해 데이터가 생성되
고 응용 및 사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데이터 생
태계 가치사슬은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사용 단계로
구분된다(그림 4-1 참고). 데이터 생태계 가치사슬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 이를 통한 빅데이터 확보가 중요한데, 데이터 기술의 응

236) 네이버 지식백과(IT용어사전, ‘데이터 경제’)(검색일: 2021. 3. 15).
237) 조지연 외(2012), p. 280에서 언급한 생태계의 개념을 토대로 작성.
23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 3. 13), ‘데이터경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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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데이터 생태계 가치사슬 및 관련 핵심 요소

데이터 소스

데이터 거래

사용

생성

분석

수집

데이터 응용

데이터 인프라

처리

저장
데이터 기술

자료: 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2017), p. 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용과 분석, 데이터 가치화 단계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2) 데이터 생태계 가치사슬 내 산업구조
산업 및 시장 측면에서 데이터 생태계의 가치사슬은 크게 △스토리지 및 서
버,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을 제공하
는 소프트웨어 산업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성된다. 또한
데이터 생태계 구성원의 역할 측면에서 보면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공급자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 △플랫폼 공급자 등이 포함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ㆍ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데
이터 산업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서비스 분야가 빠르게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산업은 특정 산업의 범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데이
터를 축적하고 정보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데이터 베이스 산업에서 벗어나 데
이터 생태계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 및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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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ㆍ디지털 전환이 촉진됨에 따라 데이터 수
요가 증가하고 데이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핵
심 자원인 데이터의 생태계 구축 및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표 4-1. 데이터 생태계 가치사슬 내 주요 산업의 특징
분류

구성 요소

하드웨어

하드웨어·

산업

기반 설비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산업

플랫폼

데이터
수집·저장

데이터

분석처리·

서비스

유통

분야

- 데이터 수집·저장·전송·분석·처리 - 스토리지, 서버, 스마트 단말기, 센서
관련 설비·장비
- 데이터 기초시설, 데이터 센터
- 데이터 수집·저장·전송·분석·처리
관련 기초·응용 소프트웨어
- 데이터 관리, 정보보안 기술 등

- 신규 획득·수집·분석한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이용해 보관·관리

- 데이터의 수정·보완·융합
- raw 데이터, 가공 데이터, 분석결
과 등 거래
- 데이터 분석결과를 주요 산업,

융합 응용

상품

정부 및 통신 분야에서 활용
- 비즈니스 모델 개발, 최종 소비자
사용

등
- 네트워크 서비스
- 클라우드 플랫폼, DB 구축, 시스템
개발, 데이터 통합·정제 기술
- 네트워크·플랫폼 서비스 위탁, 데이터
감독·암호화·인증
-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전처리·
정형
- 기업·정부 데이터, 인터넷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시각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사용자 프로파일링 등
-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개방 공유
플랫폼, 데이터 거래소
- IT 서비스, 운영·리스크 관리, 제품
개발, 안전 관리·감독, 고객서비스,
마케팅 등

자료: 박소영(2020), p. 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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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데이터 생태계 산업구조
IT 시장 분석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239) 데이터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빅데이터
시장의 2020년 전 세계 매출 규모는 약 1,878억 달러로 추산되며, 2024년까
지 연평균 10.4%씩 성장하여 2,98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중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 매출 규모는 2020년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전
년대비 15.9% 성장), 2024년까지 연평균 19.7%씩 성장하여 200억 달러를 넘
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240) 특히 중국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세계 빅데이터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약 5%에
서 2024년 7%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241)

그림 4-2. 중국 빅데이터 시장 규모

그림 4-3. 중국 빅데이터 시장 구조
(단위: 억 달러)

(단위: (좌) 억 달러, (우) %)

자료: IDC(2021. 3. 9), 「IDC：2024年，中国大数据市场规 자료: 좌동.
模将超220亿美元」,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9).

239) IDC(2020, 2021).
240) IDC(2021. 3. 9), 「IDC：2024年，中国大数据市场规模将超220亿美元」,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9).
241)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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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 구조는 서버ㆍ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비
중이 전체의 41%로 절대적이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비중이 각각 25%와
34% 수준이다(서비스 중 IT 서비스 28%, 비즈니스 서비스 6%). 이는 세계 빅
데이터 시장의 매출 구조가 서비스 분야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과는 대조적이
다. 이는 중국의 빅데이터 활용이 금융 및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활발한데, 데
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를 현지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
하는 경향이 있어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현지 배치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어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IDC는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 매출 구조에서 하드웨어 분야의 비중은 40%
정도를 유지할 것이나, 소프트웨어 비중은 2020년 25%에서 2024년 2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242)
특히 중국에서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최종사용자 조회ㆍ
보고ㆍ분석 툴(End-User Query, Reporting, and Analysis Tools), AI 소프
트웨어 플랫폼, 관계형 데이터 웨어하우스(Relational Data Warehouses)
로, 이 세 가지 소프트웨어 비중이 2020년 약 50%에서 2024년 58%까지 증가
할 전망이다.243) 한편 성장률 측면에서는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속분석 도
구(Continuous Analytics Tools) 및 비관계형 분석 데이터 스토어(Nonrelat
ional Analytic Data Stores) 등이 연평균 30~50%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
다.244)

242) 信息化观察网(2021. 3. 23), 「IDC：预计2024年全球大数据市场支出规模达到约2983亿美元」,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243)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활동, 특히 분석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도록 설계된 데
이터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Oracle 홈페이지, ‘데이터 웨어하우스란 무엇입니까?’(검색일: 2021.
11. 26).
244) 信息化观察网(2021. 3. 23), 「IDC：预计2024年全球大数据市场支出规模达到约2983亿美元」,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연속분석 도구는 데이터 분석(과학) 및 데이터 공학을 기존 소프
트웨어 개발 모델과 코딩, 테스트 및 구축이 모두 자동화된 프로세스에 접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Pushkarev(2016. 5. 23), “Continuous Analytics Define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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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빅데이터의 산업 응용 측면에서 보면 은행(13.4%), 통신(13%), 지방정부
(12.5%) 부문에서의 활용이 중국 빅데이터 응용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한편 응용 분야의 성장속도
는 보건의료, 전문서비스 및 지방정부 등이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특
히 각 지방정부가 디지털 정부 구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크
린, 정무 데이터 조회 및 분석, 공유 데이터 교환 관련 투자가 빠르게 증대될 전망이
다.245)

나. 중국 데이터 생태계 내 주요 산업 현황
1) 하드웨어 시장
빅데이터 하드웨어는 데이터의 생성ㆍ수집ㆍ전송ㆍ저장ㆍ분석처리 등과 관련
된 기계 및 설비로, 주로 센서, 데이터 수집기, 판독기(reader), 정보전송 장비,
칩, 서버, 저장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개발ㆍ생산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중국은 데이터 생성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하
드웨어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CCID(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
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성된 데이터양은 2018년 7.6제타바이트
에서 2025년 48.6제타바이트로 증가하여 미국을 추월할 전망이며, 중국의 빅
데이터 하드웨어 시장 규모는 2019년 2,542억 위안(13.2% 성장)에서 2020년
에는 2,850억 위안을 넘어설 전망이다.246)
245) 중국의 빅데이터 기술ㆍ서비스 시장은 금융, 정부, 통신의 3개 분야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
금융업에서는 금융사기 방지, 리스크 관리, 신용대출 등에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스마트시티, 공공안전, 교통, 기상 등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통신 분야에서는 중국
3대 통신사의 방대한 개인정보 데이터 보유, 맞춤 마케팅 및 신용평가 등에 주로 응용되고 있다. 信息
化观察网(2021. 3. 23), 「IDC：预计2024年全球大数据市场支出规模达到约2983亿美元」,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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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체 빅데이터 시장에서 서버 및 스토리지를 포함하는 하드웨어 시
장의 비중이 40%를 상회할 만큼 중국은 하드웨어 위주로 빅데이터 시장이 형
성되어 있으며, 그중 서버의 비중은 32%, 스토리지 비중은 9% 정도이다.247)

그림 4-4. 중국 빅데이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 추이
(단위: (좌) 억 위안, (우) %)

하드웨어
3,000

18.0

2,850.1
17.3

2,500
2,000

소프트웨어
2,541.7

2,244.7
13.2

1,954.8
14.8

1,666.3

20

1,600

18

1,400

16
12.1

1,500
1,000

14

1,000

10

800

8

600

4

500
0
2016

2017

2018

2019E

2020E

35
29.2
30.5

1,200

12

6

32.2

18.0

1,062.7

1,362.6
28.2

822.5

200

0

0

25
20

630.4

15

476.9
10

400

2

30

5
0
2016

2017

2018

2019E

2020E

자료: IDC(2021. 3. 9), 「IDC：2024年，中国大数据市场规模将超220亿美元」,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9).

중국의 빅데이터 하드웨어 기업 중 화웨이는 서버 및 스토리지 분야 모두에
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서버 및 스토
리지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IDC의 2020년 3/4분기 세계 외장형 스토리지
제조사별 매출 및 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세계 10위권 내 주요 기업의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이 대부분 마이너스이거나 10% 이하인 데 반해 화웨이의 성장률은
24%에 달하여, 외장형 스토리지 시스템 공급업체 중 세계 3위 기업(점유율
9.4%)으로 부상하였다.248) 또한 같은 시기 세계 서버시장에서도 델, Hewlett

246) 前瞻产业研究院(2019).
247) IDC(2021. 3. 9), 「IDC：2024年，中国大数据市场规模将超220亿美元」,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9).
248) 세계 외장형 스토리지 시스템 공급업계의 주류기업인 델 테크놀로지스, HPE, NetApp 등의 성장세
가 둔화된 것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서비스 운영업체들의 제조사설계
생산(ODM Direct, 스토리지 제조공장에 직접 대량생산 주문ㆍ구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데
이터센터 하드웨어] ② 글로벌 스토리지 업계서 ‘화웨이’ 급부상｣(2021. 1.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30).

132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Packard Enterprise(HPE) 등 선두기업의 매출 및 점유율 하락세와는 상반된
상승세를 기록하여 세계 5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에도 데이터 인프라 건설 및 데이터 스토리지 구축 수요가 여전히 높고, 기
업 내부의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는 중국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화웨이의 점유율
이 제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5. 중국의 빅데이터 하드웨어 산업사슬

자료: 前瞻产业研究院(2019).

2) 소프트웨어 시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시각화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빅데이터 컴퓨팅, 빅데이터 메모리, 데이터 조회ㆍ검색, 기
반 플랫폼, 플랫폼 관리, 시스템툴, 빅데이터 응용 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포함
한다. 빅데이터는 기초적인 컴퓨터 연산처리로는 직접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
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소프트웨어 기술은 메모리 기술과 보안 기술
을 포함하는데, 메모리 기술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기술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의 클
라우드 저장기술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저장기술은 저장 공간의 확대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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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저장소의 자동화와 지능화된 관리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데이터 추출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데이터 보안기술은 데이터 전송과 흐름을 제어하고 방
화벽 설치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여 보안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장은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
로 전망되며(2024년),249) 빅데이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장 빠른 성장세가
전망되는 분야이다.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은 특히 소프트웨어 분
야에서 선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세계 1위의 Microsoft, 2위의 Oracle
이 대표적이다.250)
CCID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장이 빠르게 성
장하였는데, 2018년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0.5% 성장한 823억 위안이었고,
2020년에는 1,363억 위안 정도로 전망되었다.251)

표 4-2. 중국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장 내 주요 기업 현황
중국시장 내 주요 기업 및 특징

비고: 세계 선두 기업

- 화웨이 클라우드: 중국시장 점유율 1위, 정부·기업 사업
- 세계 3대 소프트웨어가 세계
노하우 및 ICT 생태계 전반에서 우위 보유, 제품·기술·서
시장의 30% 점유
선두
비스에 대한 높은 신뢰도
- Microsoft(미국): PC 소프트
그룹 - 알리 클라우드: 중국시장 점유율 2위, 공유 클라우드 배치
웨어 개발 선도, 연구개발·제
패턴의 세분화된 시장에서 우위, 자체 개발한 상품이 인터
조, 라이선스, 컴퓨터 소프트
넷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응용, 점차 정부·기업 분야로 확대
웨어 서비스 등에 중점
- 아마존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세계적인 빅데이터 기술 및
- Oracle(미국): 기업용 DB 세
분석 제품 등을 중국의 공유 클라우드 고객 그룹에 제공
계시장의 절반 이상 점유,
- 싱환 테크놀로지: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자체 개발을 통해
1989년 중국시장 진출
우수
상품화·상업화 발전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 SAP: 세계적인 기업 소프트
그룹
- 텐센트 클라우드: TBDS 세트가 인터넷 및 정부·기업 고객
웨어 제공사, 세계 42.5만 개
에게 광범위하게 배치
기업(1.5만 개 중국기업) 대상
- 신화산, 랑차오(浪潮) 등 기타 로컬 기업
자료: ｢2020年中国大数据软件市场规模及市场竞争格局分析｣(2021. 7.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0)를 토대로
정리 작성.

249) 前瞻产业研究院(2019), 「2019年中国大数据行业研究报告」.
250) 「2020年中国大数据软件市场规模及市场竞争格局分析」(2021. 7.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251) 前瞻产业研究院(2019), 「2019年中国大数据行业研究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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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장은 화웨이 클라우드, 알리 클라우드
를 필두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화웨이 클라우드는 중국 소프트웨어 시장 점
유율 1위 기업으로, 정부 및 기업 관련 사업 노하우를 축적하고 ICT 생태계 전
반에서 우위를 보유하고 있어 제공하는 제품, 기술, 서비스에 대해 높은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2위인 알리 클라우드는 공유 클라우드 배치 모델의
세분화된 시장에서 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일부 소프트웨어
(MaxCompute, DataWorks)가 중국 인터넷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또한 추진사업도 정부 및 기업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세계적
인 빅데이터 기술 영향력 및 빅데이터 분석능력을 보유한 아마존 클라우드 테
크놀로지는 중국시장에서 공유 클라우드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252)

3) 데이터 서비스 시장

빅데이터 서비스업은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ㆍ관
리하는 서비스로, 주로 빅데이터의 수집ㆍ조회ㆍ분석ㆍ거래ㆍ시각화ㆍ보안 관
련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CCID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빅데이터 서비스 시장은 2018년에 전년대
비 36.6% 성장한 1,317억 위안 규모였으며, 2020년에는 2,393억 위안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253) 중국 빅데이터 시장의 약 34%를 차지하
는 빅데이터 서비스 시장에서 IT 서비스 및 비즈니스 서비스 비중은 각각 28%
및 6% 수준이다.254)

252) ｢2020年中国大数据软件市场规模及市场竞争格局分析｣(2021. 7.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0).
253) 前瞻产业研究院(2019), 「2019年中国大数据行业研究报告」.
254) IDC(2021. 3. 9), 「IDC：2024年，中国大数据市场规模将超220亿美元」,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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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데이터 서비스 유형 및 주요 기업
서비스 유형

데이터 수집

데이터 거래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보안

- 스마트화

세부 분야

- 발굴

- 선물

- 내용분석

- 융자

- 분류

- 담보

플랫폼 구축
- 대량 처리

- 오픈소스

- 다층적 처리

시각화

- 검색
- 교환
- 암호화

라이브러리
제공

관련 수요

대표기업

- raw 데이터 수집 - 거래량 증대 - 판단·결정에 - 데이터 차별화 - 정보 기밀·진위·
- 데이터 전처리 - 전송속도 제고 필요한 정보
랑차오(浪潮)
밍뤼에(明略)

쥐허데이터
(聚合数据)
동방궈신
(东方国信)

중커슈광
(中科曙光)
환루안(帆软)

작업

완전성 확보

환루안(帆软)
신이후동
(新意互动)

션신푸(深信服)
왕즈톈위안
(网智天元)

자료: LeadLeo(2020. 4).

데이터 서비스 분야의 산업사슬은 상류의 데이터 자원 공급기업, 중류의 빅
데이터 서비스기업, 하류의 각 분야 데이터 활용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데이
터 자원 공급기업은 빅데이터 서비스기업에 사용자 정보 및 산업 데이터 등을
제공하거나 스토리지ㆍ서버 등을 활용한 데이터 저장서비스를 제공한다. 빅데
이터 서비스 기업은 공급받은 데이터를 전처리ㆍ분석ㆍ시각화하거나 데이터
거래 및 데이터 보안 등 서비스를 해당 데이터의 수요자에게 제공한다. 중국에
서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요처는 금융, 정부, 인터넷 관련 분야로,
중국 빅데이터 응용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정보화 발
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데이터 수집ㆍ거래ㆍ응용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255)

255) LeadLeo(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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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데이터 서비스업 가치사슬
상류: 자원 공급기업

중류: 빅데이터 서비스 기업

하류: 업종별 고객사
- 금융, 정부, 인터넷, 의료, 교육,

- 데이터 자원 서비스(산업 데이터, -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제3자 데이터, 인터넷 기업)
- 스토리지, 서버 등 공급

-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 데이터 거래, 데이터 보안

제조, 교통, 에너지 자원, 기타
분야에서 활용
- 금융, 정부, 인터넷 수익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

자료: LeadLeo(2020. 4)를 토대로 저자 작성.

최근 중국은 데이터 유출, 도난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데이터 보안 관련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빅데이터 인프라 확대, 데이터 처리 및 응용 기술 등의 발전으로 각 산업
영역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
로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신유통, 전자상거래, 물류, 통신 분야 시장이 빠
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스마트 제조 강화 방침에 따라, 생산ㆍ제조 과정의 각
단계에 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될 전망이다.

다. 중국의 기회와 과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빅데이터 발전 전략을 국가 전
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2012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빅데이터 발
전 전략(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을 시행하여 다양한 후속 조치 등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경쟁이 각 분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된 주도권 경쟁 역시 심화될 전
망이다. 2021년 3월 미국 국가인공지능위원회(NSCAI)의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전 구글 CEO) 회장은 미국의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종합 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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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면서 중국과의 AI 경쟁을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강조하고, ‘연방정부가 국가안보 사항에서 인공지능에
초점으로 맞추지 않는다면 국가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256)

그림 4-6. 글로벌 빅데이터 산업의 대표기업

자료: 前瞻产业研究院(2019).

세계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특히 데이터 생태계 가치사슬
의 핵심 분야인 데이터 인텔리전스257) 플랫폼, 데이터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ㆍ처리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빅데이터 시장에서 2009~11년의 시장탐색기, 2012~13년
초기의 진입기를 거쳐 2014년 이후 고속성장기를 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
국의 빅데이터 산업은 빅데이터 응용 및 미들웨어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했으
나, 미국이 독보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및 데

256) GT KOREA(2021).
257) 데이터 인텔리전스(DI, Data Intelligence)란 개인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AI)과 알고
리즘, 데이터 식별기능 등을 활용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이나 구매 목록을 추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사금융용어> 데이터지능(Data Intelligence)」(2019. 1. 23),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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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분석ㆍ처리 분야의 비교우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규모 데이터 생성량 △정부의 적극적인 지
원 정책 △빅데이터 관리 전담 행정부서 운영 △데이터 거래소 및 데이터뱅
크 운영 등으로 인하여 빅데이터 관리ㆍ유통ㆍ운영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2018년 중국에서 생성된 데이터 규모는 전 세계 데이터 생성량의 23%로,
이미 미국(21%)의 규모를 추월하였다(인터넷 사용자 규모 차이). 또한 중국의
영상 산업 발전, 5G로의 전환, 평균 데이터 소비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데이터
생성량은 2025년 전 세계의 28%로 증대될 전망이다.258) 모바일 데이터 분야
에서도 중국의 네티즌이 9억 명 정도로 미국(3.1억)의 약 3배 수준이고, 연간
데이터 사용량도 미국의 2.5배 수준으로 모바일 데이터 시장 규모가 미국의 4
배를 넘어섰다.259)
중국의 빅데이터 정책은 중앙 및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20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6~17년에는 중앙 정책이 22개, 지방 정책이 130개일
정도로 정부의 정책 적극성이 강하였다. 2015년 ｢빅데이터 발전 촉진 행동강
요｣ 공표에 따라 빅데이터가 정식으로 국가 발전 전략이 되면서 빅데이터 생태
계 조성, 도시 및 농업ㆍ수리ㆍ의료ㆍ교통ㆍ관광 서비스 등 응용시장 관련 정
책이 주로 발표되었다. 또한 2016년 공업정보화부의 ｢빅데이터 산업 발전규획
(2016~20년)｣이 발표된 이후, 8개 빅데이터 종합 시범구 및 100여 개 빅데이
터 산업원이 설립ㆍ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중국의 데이터 수집ㆍ관리 및 거래ㆍ유통 분야는 정부 주도로 빠르게 발전하
고 있다. 데이터 수집ㆍ관리 측면에서는 전담 행정부서인 빅데이터 관리국을
광둥, 장쑤, 산둥, 구이저우, 푸젠 등 12개 성(省)급 지역에 신설하여 데이터의
258) 海通证券(2020. 8. 24), 「数据是核心：中国数据资产的新时代」.
259) 腾讯(2019), 「爱立信移动市场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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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수집 및 활용 등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데이터 공유 등을 실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고(안보, 정무, 법규 등 분야), 데이터
관련 산업 정책 수립을 지원하여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2015년
4월 세계 최초의 빅데이터 거래소인 구이양(贵阳) 빅데이터가 설립되어 중국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은 풍부한 데이터 자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며, 글로벌 경쟁력이 약한
서버ㆍ스토리지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클라우드 응용, 인터넷 보
안, 데이터 센터 운영 관련 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도 더욱 확대ㆍ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인공지능(AI),
금융기술, 원격진료(온라인 진료), 자율주행, 데이터 보안 분야의 기술 개발, 생
태계 구축,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데이터 수집 및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법률(｢네트워크
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데이터 관련 국내
규범을 정비한 이후 국제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1년 11월 중국
은 디지털 경제협정인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에 가입을 신청하였다. 세계 첫 글로벌 디지털 협의체인 DEPA에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DEPA 가입 등 데이터 분야의 국제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중국은 글
로벌 규범의 조성 과정에서 자국에 유리한 질서 구축 및 국내외 시장의 갭 축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미ㆍ중 갈등 속에서, 미국
이 아태 지역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데 대한 대
응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빅데이터 시장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 강화 등에도 불
구하고 중국은 빅데이터 분야의 핵심 인재 부족, 데이터 공유체계 및 데이터 표
준화 시스템 부족, 데이터 분석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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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CID에 따르면, 2018년 빅데이터 핵심 인재 부족 규모는 약 60만 명이었
으며, 2025년에는 230만 명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 및 업종에서의
핵심 인재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빅데이터 자원의
80% 이상이 지방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나 데이터를 공유하는 성급 정부는
13%, 소량 데이터를 공유하는 도시는 32%에 불과하다.260)
또한 중국은 국내 데이터 접근에 대한 국가의 우위,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금
지ㆍ제한 등을 법제화하여 권위주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도 글
로벌 데이터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중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데이터를 둘
러싼 미국과의 갈등이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국 데이터에 대한 안보
를 최우선시 하면서,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 및 관련 질서 구축을 지향하는 국제
협력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관련 국가들을 설득할 것인지 역시 데이터 경
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에 큰 과제가 될 것이다.

2. 중국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
가. 2010년 이후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
중국정부가 시기별로 추진한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을 △데이터 자원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 △소프트
웨어 및 기술 활용을 통한 빅데이터와 산업 간의 응용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을 위한 데이터 가치화 등 네 단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260) LeadLeo(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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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이전
중국은 2010년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중 하나로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을 포
함하면서 데이터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261) 중국의 ‘차세대 정보통신기
술’은 차세대 이동통신망ㆍIoTㆍ첨단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는데, 이를 기반
으로 데이터 수집의 기본이 되는 광대역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 등의 인프라
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데이터 자원의 수집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2년 「제12차 5개년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262)과 「통신
업 12차 5개년 규획」263)을 통해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보급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시켰으며, 빅데이터 저장 및 응용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건설 등을 본격적으로 구축하면서 정보화 사회를 추진하였다.264)
「제12차 5개년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목
표는 △차세대 국가 정보 인프라 구축 가속화 △광대역 접근성 확대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인터넷 및 디지털 TV 네트워크 구축 △차세대 정보통신 개발
가속화 △관련 기술표준의 홍보 및 적용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향상 등이다.
이러한 12차 5개년 규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신업
12차 5개년 규획」에서 발표하였다. 이 정책 문건에서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광대역 도입, 데이터 통합 및 보안 등 차세대 국가 정보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적용을 통한 혁신 추진 △광대역 네
트워크와 정보 서비스의 대중화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터넷
261) 中国政府网(2010. 10. 10), ｢国务院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산업,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장
비제조업, 신소재.
262) 中国政府网(2012. 7. 9), ｢国务院关于印发“十二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
263) 百度百科, 「通信业“十二五”发展规划」,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264) 中国政府网(2012. 7. 9), ｢国务院关于印发“十二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 百度百科, ｢通信业“十二五”发展规划｣,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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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풍부한 데이터 자원을 축적하면서, 중국 빅데이터 산업
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마련했다.265)

2) 2014~16년
2014년 3월, 중국의 리커창 부총리는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정
부업무보고에서 “신흥산업의 창업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차세대 이동통신,
집적회로, 빅데이터, 선진 제조업, 신에너지, 신소재 등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미래 신흥산업을 선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빅데이터를 공식적인 정책 키
워드로 처음 언급하였다.266)
같은 해 9월 중국 국무원은 ‘빅데이터 발전 로드맵’267)을 통해 데이터 강국
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즉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첨단산
업, 지능형 산업, 신흥산업 발전의 새로운 생태계 육성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데이터의 공유 및 개방을 재차 강조하였다.268) 이로써 중국의 데이터 생태계는
데이터 수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데이터 공유와 개방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내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각 산업,
부처, 지역별로 산재해 있어 각종 유형별 데이터 상호 개방ㆍ융합ㆍ공유를 통
해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했기 때문
이다.

265) 이 시기에 중국은 구이양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시범 시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는 제4장 2절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266) 中国政府网(2014), 「政府工作报告(全文)」,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
267)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5. 8. 31), 国务院关于印发促进大数据发展行动纲要的通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268) 위의 자료.

제4장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육성 정책 • 143

3) 2017~19년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차 5중전회’269)에
서 ‘국가급 빅데이터 전략 실시’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경제계획인
「제13차 5개년 규획」에 포함할 것임을 발표하였다.270) 2016년 3월에 확정된
「제13차 5개년 규획」에서 빅데이터와 전통산업의 융합을 통한 산업구조 최적
화를 언급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통산업의 혁신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빅데이터 생태계는 빅데이터 통합ㆍ공유를 통한 산업사슬
형성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빅데이터 산업사슬의 형성 단계는 빅데이터
의 활용을 시도하여 새로운 산업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제13차 5개년
규획」에서 중국의 빅데이터 전략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간의 효율적인 융합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가속화 △빅데이터와 전통산업의 융합 시도 등
을 언급하고 있어, 빅데이터의 응용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빅데이터 관
련 전략은 ‘제27장 국가급 빅데이터 전략실시(제6편 인터넷 경제 지평의 확
대 中)’에 포함되면서 총 19번 언급되었으며, ‘빅데이터를 기초적인 전략자원
으로 하여 빅데이터 자원 공유를 통한 산업의 전환과 혁신을 추구한다’고 강
조하였다.271)

269) 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 매 회차 5중 전회에서 중국의 5개년 경제발전 계획
구상을 논의한다.
270) ｢中共十八届五中全会在京举行｣(2015. 10.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
271)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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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제13차 5개년 규획의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전략
구분

주요 내용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통합
정부 데이터와 사회 데이터의 관련 분석, 융합 이용 장려

정부 데이터 개방 공유

정부의 거시적 규제 및 시장 감독기능 강화

가속화

정부 데이터 통합 개방 플랫폼 구축
국가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보호 등 법률 제정
빅데이터와 전통산업 융합 모델 발굴
빅데이터 산업사슬 보완 가속화:

빅데이터 융합산업 발전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

모델 구축

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가속화
빅데이터 산업의 공공서비스 지원체계 보완
표준체계 구축 및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 보완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제27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7년 1월 중국정부는 빅데이터 기술혁신, 응용능
력 제고, 데이터 생태계 발전 등이 구체화된 「빅데이터 산업발전 계획(20162020), 이하 ‘계획’」을 발표하였다.272) 이 「계획」에서는 빅데이터의 ① 기술혁
신 ② 응용능력 제고 ③ 산업 생태계 발전 ④ 산업 지원체계 보완 ⑤ 법제도 개
선을 5대 핵심 정책으로 제안하면서 빅데이터 기술 혁신 및 응용에 초점을 두
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빅데이터 발전 로드맵’ 또한 이 시기에 정부와 민간
이 협력하여 빅데이터와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사이버 보안법」에서 제시한 ‘핵심정보 인프라’ 및 금융ㆍ에너지ㆍ통
신ㆍ교통 부문 등 중요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도 강조되었
다. 한편 기존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언급하면서 빅데이

272) ｢《大数据产业发展规划(2016－2020年)》解读｣(2017. 1.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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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활용을 위한 법체계 정비를 주요 조치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정부가
데이터 경제를 육성하는 동시에 이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빅데이터 산업 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
5대 정책

7대 업무

8대 중점 사업
- 빅데이터 핵심 기술 및 제품 연구

- 빅데이터 기술 융합제품 연구 개발

개발, 산업화

- 빅데이터 기술혁신

- 산업 빅데이터의 응용 혁신

- 빅데이터 서비스 능력 향상

- 빅데이터 응용능력 제고

- 산업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개발

- 산업 빅데이터 혁신 발전

-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발전

- 빅데이터 산업의 주요 주체 육성

- 업종 간 빅데이터 응용 추진

- 빅데이터 산업 지원체계 보완 - 빅데이터 표준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산업 클러스터 조성

- 빅데이터 법제도 개선

- 빅데이터 산업 지원체계 개선

- 빅데이터 표준 개발 및 시범 응용

- 빅데이터 보안 강화

- 빅데이터 공공 서비스 체계 마련
- 빅데이터 안전 보장

자료: ｢《大数据产业发展规划(2016－2020年)》解读｣(2017. 1.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

4) 2020년 이후
중국은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4월 「개선된 요소시장화 배
치 시스템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데이터를 생
산요소의 하나로 보고 시장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273)
｢의견｣에서는 △정부 데이터 개방ㆍ공유 △데이터 자원의 가치 업그레이드
를 위한 표준화 추진 △데이터 자원 통합 및 보안 강화를 제시하였다. 중국에서
는 데이터가 생산요소 중 하나로 편입되면서 데이터 거래에 앞서 그동안 국내
에 부족하였던 △데이터 가치화 △데이터 보안 △데이터 권리 등의 요소가 중
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273) 「关于构建更加完善的要素市场化配置体制机制的意见」(2020. 4.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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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개선된 요소시장화 배치 시스템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 중
데이터 요소 시장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정부 데이터

- 경제 관련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및 지역 간ㆍ부서 간 데이터 공유 추진

개방 및 공유

-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자원의 효율적 이동을 위한 제도 마련

데이터 자원의
가치 향상
데이터 자원 통합 및
보안

- 디지털 경제의 신산업, 신모델 육성을 통한 △농업 △공업 △교통 분야 내
데이터 활용 추진
- △AI △IOT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추진
- 데이터 특성에 따른 재산권 설정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강화
- △정부 △기업 △개인 데이터의 보안 강화

자료: 「关于构建更加完善的要素市场化配置体制机制的意见」(2020. 4.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9); 최원준(2020),
p. 8, [표 5] 참고하여 저자 정리.

특히 데이터 시장화 거래를 위해서는 데이터 소유 권리 확정 및 가격 결정 등
자산화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데이터 소유권이 명확해야 시장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데이터가 더 많은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정부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및 사회 안전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안조치 및 제도 구축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4-8. 데이터 가치화 단계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단계

데이터 수집-저장-처리 과정 등을

지속 시행 중이며, 기본적인 빅데이터

데이터 자원화

통한 빅데이터 구축

산업사슬 기반은 마련됨

2단계

데이터의 소유 권리

2013년부터 시범 거래소를 운영해왔으나,

데이터 자산화

확정 및 가격 결정

소유 권리, 가격, 유통 부분의 보완 필요

3단계

출자 및 데이터 요소

데이터 자본화

증권화를 통한 자본화

제4장 3절 참고

자료: ｢2020年中国大数据产业发展白皮书｣; 최원준(2020), p. 6 및 본문 내용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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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초기 발전단계인 시진핑 정부 이전에는 정보화 사
회 구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데이터의 생성 및 저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통
신 인프라 및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수집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진핑 정부
는 이를 바탕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여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전통산업 간 융합 혁신산업이 등장하면서 빅
데이터 산업사슬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이후 각 분야의 산업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확산되면서 데이터 가치를 측정하여 거래 제도를 보완하는 등
데이터 시장화 제도를 구축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여 국가 차원의 데이터
주권을 수호하고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기업 및 개인 차원의 프라이버시를 보
장해 나아가고자 한다.

그림 4-7. 중국의 시기별 데이터 생태계 육성 정책

2014년 이전

2014~16년

2017~19년

2020년~

데이터 기반

데이터 공유

데이터 응용

데이터 거래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과 공유

빅데이터 산업사슬 구축

데이터 자본화

정보화 사회

데이터 공유 확대

데이터 기반 산업화

데이터 보안

정부업무 전산화

데이터 기술 융합 모델 모색

데이터 자산화 관리

데이터 소유권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데이터 생태계 개선 정책
중국 내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기는
2006년 당중앙과 국무원이 공동 발표한 「2006~2020년 국가 정보화 발전 전
략」에서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점을 통해 2000년대 중반
으로 추정된다.274) 하지만 이 문건에서는 2020년까지의 주요 목표로 「국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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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안 전략」의 수립 및 시행과 국가 차원의 정보보안 보장체계 구축, 정보보
안 관련 법제도 확립 등을 제시하였으나, 그 이후 상당 기간 데이터 보안은 컴
퓨터 데이터 시스템ㆍ영업비밀ㆍ저작권 등 여타 권익 보호의 일부분으로서 논
의되는 데 그쳤다. 특히 중국 사법기관들이 2006년 사이버 공간 내 저작권 분
쟁,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사법해석을 따로 공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데이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처벌할 법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8 참고).
하지만 중국정부는 2016년 「사이버 보안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8년 「전
자상거래법」, 2021년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제정하면서 사
이버(데이터) 보안에 관한 기본적인 법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데이터 보안
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일반법률’에 해당되며, 효력 면에서 행정
법규, 규장 등 여타 성문법에 비해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보안의
목표(제4조)와 합법적인 데이터 처리활동의 기준(제8조), 데이터 보안과 관련
된 국가ㆍ각급 행정기관ㆍ관련 업계 등의 기본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275)

274) KIEP 비공개 간담회 자료(2021. 9).
275)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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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1993

1994

「광고법」
제정:
2015년
개정 이후
인터넷 광고
법적 규제
마련

1997

「컴퓨터정보네트워크국제인터넷
안전보호관리방법」 제정: 중국
최초의 사이버 행위에 관한
체계적 규범 마련

「컴퓨터계통안전보호조례」 제정:
중국 최초의 인터넷 관리 행정
법규

1986

「민법통칙」
제정: 2017년
「민법총칙」의
기초: 민사
일반법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시행

2000
2001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제정: 인터넷 정보(콘텐츠 등
내용)에 관한 최초의 행정법
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사이버안전 보호에 관한 결정」
제정: 인터넷 안전 운영에 관한
조치 시행

1999
2004

2010

2012
2015

2016

2018
2019

2021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
제정: 사이버 보안법
이후 데이터 보호
관련 법적 토대마련

2020

「민법전」 제정: 개인정보의
개념 제시

전자상거래법」 제정: 중국 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종합적 성격을 띤 첫 번째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사이버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 제정: 중국 공민의 정보
화시대에서의 개인정보 등 법적
권익 보장

「사이버보안법」 제정: 중국의 사이버
공간에 관한 중요한 일반법으로 ‘핵
심정보 인프라’, ‘중요 데이터’ 등 주
요 개념 등장

「비금융기구지불서비스관리방법」
제정: 전자결재 시장에 관한 규범
마련

2006

「전자서명법」 제정: 최초의
인터넷 전문 입법, 전자문서
의 법적 유효성 인정에 관한
법적 보장 마련

「저작권법」 개정: 중국 최초로
인터넷 정보의 배포(转播)권을
법적 보호대상으로 인정

「암호법」 제정: 사이버 공간에서의
암호 안전성 규범화

「국가보안법」 제정: 사이버
공간과 정보(데이터)의 보안
언급(제2장 25조)

중국 최고인민법과 최고인민검찰원은 ①사이버 저작권 분쟁 ②사이
버 공간 내 비방 사건 ③네트워크망 부정 이용 및 사이버 범죄 활동
방조 사건 등에 관한 사법 해석 공시

주: 화살표를 기준으로 상단은 사회 전반적 영역에서의 사이버 보안 관련 입법 내용이며, 하단은 사이버 공간을 대상으로 한 입법 내용임.
자료: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9c)의 내용 중 ｢七十周年立法历程 互联网法治体系立法进程｣에서 2020년과 2021년의 내용을 추가해서 저자 작성.

입
법

관
한

공
간
에

사
이
버

「형법」 제정:
2009년 제7차,
2015년 제9차
개정 이후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 등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반경쟁법」 제정: 2017년 개정 이후 인터넷을
통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시행

그림 4-8. 중국의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법안

입
법

전
반
적

사
회

그림 4-9. 중국의 사이버 보안 사건 처리 수

그림 4-10. 중국 내 데이터 유출 사건 수

(단위: 건)
56,928

80,000

(단위: 건)
25,000
20,959

70,000
20,000

44,526

60,000
50,000

15,000

24,124

40,000
18,308

30,000
20,000

13,235

10,000

15,142
7,754

6,105

10,000
0

16,157

5,643 9,146

18,791 15,647
11,152 13,379 9,502
5,766 4,540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이버보안사건처리수(역외)

5,000
800
0

사이버보안사건처리수(역내)

주: 2021년은 7월 25일까지 반영된 수치임.
자료: WIND database(검색일: 2021. 7. 25).

주: 2021년은 7월 25일까지 반영된 수치임.
자료: WIND database(검색일: 2021. 7. 25).

이러한 중국 내 사이버 보안 제도 추진의 배경은 사이버 보안 문제가 점차 중
국의 사회 안전성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
다. 실제로 중국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버 보안 사건이 급격히 증
가하였다. 다만 중국 내 사이버 보안 사건은 2016년에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8년 잠시 하락세였던 것이 반등한 이후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점
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데이터 유출 건수는 2018년에 소폭 하락한 후 2019년
부터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 비대면
활동 증가(디지털 전환) → 데이터 유출 사건 증가로 각 사회 분야에서 디지털
화가 진행되면서 데이터 유출 사건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터 관련 위반 사건의 증가는 중국 내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데이터 보안법」
과 「개인정보호 보호법」을 토대로 중국 내 인터넷 플랫폼 등 빅데이터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보안(규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1년에 제
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데이터 보안법」, 그와 관련된 기타 주요 규범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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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보안법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데이터 보안법」(6월 10일 제정)은 데이터의
국외 이전 관리ㆍ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276) 중국정부는 이 법률을 통
해 △국가 핵심 데이터(国家核心数据) 및 중요 데이터(重要数据)에 대한 보호
강화(제21조) △데이터 보안 심사제도 마련(제24조) △중국 내 수집 및 생성된
중요 데이터의 역외 이전 제한 등을 명문화하면서 엄격한 데이터 관리ㆍ감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277) 주요 내용은 △데이터 안전에 관한 주관기관 지정 △데
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전자정부 수립 추진 △법적 책임 등이
다. 이 법은 2020년 6월에 발표한 초안과 비교하여 △교통 부문 데이터 관리
추가 △중요 데이터에 대한 보안 의무 강화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대폭 인상
등이 보완되면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였다.278) 특히 데이터 보안과 이용의 균
형을 추구하여 데이터 경제를 육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제7조, 제13조),
각 단계별 데이터 처리의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자산화를 명시하였다(제17조,
제19조). 이를 통해 중국이 향후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
를 위한 데이터 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 수립 등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4-9. 데이터 보안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자율주행차량 보급 확대 및 차량
세대 교체에 따른 데이터 수집량
⦁중국 내의 데이터 처리; 데이터의

제1장 총칙

△수집 △저장 △사용 △처리
△전송 △제공 및 공개 등에 적용

증가에 대응하여 데이터 보안 강화
⦁△산업 △통신 △교통 △금융
△천연자원 △보건 △교육
△과학기술 분야 데이터 관련 보안
책임기관 지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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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계속
구분

주요 내용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수준

제2장
데이터 보안 및 개발

향상
⦁데이터 보안표준 제정 및 시스템
구축, 데이터 거래시장 육성 및

⦁각 단계별 데이터 처리의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자산화(제19조)

관리
⦁국가 안보 및 이익에 관련된 데이
제3장
데이터 보안체계

⦁데이터 등급별 보안제도 및

터 이동 금지(제25조)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한

안전심사 제도 구축

적극적인 대응(제26조)
⦁중국 내에서 수집 및 생성한 중요
제4장
데이터 보안 의무

데이터의 역외 이전 제한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 및

⦁중국 내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중국
내 저장 원칙(제31조)

협정에 따라 데이터 제공
제5장
정부 데이터 개방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

⦁전자정부 수립 추진

무(제42조)

⦁데이터 보안 의무 미이행, 국가의
주권, 안보 및 개발 이익을
위협하는 데이터 유출, 불법적인
제6장

데이터 거래 중개 활동, 중국

법적 책임

사법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
미이행 등에 따른 과징금,
영업정지, 영업취소 조치 등을
명시

제7장 부칙

⦁데이터별 상이한 법적 책임 부과
예: ‘국가 핵심 데이터’ 침해행위에
대하여 최고 1,000만 위안(약 1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 과징금이 초안과 비교하여 2~
10배 인상

⦁군가기밀 관련 데이터는 중국
공산당 군사위원회에서 결정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2021年6月10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九次会议通过)｣(2021.
6.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9) 참고하여 저자 정리.

276) 「数据安全法」을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의를 거쳐, 6월 10일 개최된 29차 상무위원
회에서 승인하였다.
277) ‘국가 핵심 데이터’는 국가안보, 경제 발전 및 사회 공공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데이터를 뜻한다(제
21조). 중요 데이터 침해에는 최고 1,000만 위안(약 1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 영업허
가 취소 제재를 받는 등 과징금이 초안과 비교하여 2~10배 인상되었다(제45조).
278) 박민숙, 이효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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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보호법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이전부터 중국은 2016년 「사
이버 보안법(网络安全法)」 제7장 부칙(附则)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정의하고,
2021년부터 시행된 중국 「민법전」 제4편 제6장에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
보’를 구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279) 2021년 8월
20일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익명화 처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 △민감정보에 관한 정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특별 의
무 부여 △강력한 법률 책임 등이 포함되었다.280)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과 비교해 보면 최종안에는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민감정보’에 금융정보를 포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전자(电子) 또는 기타 방법
으로 기록한, 이미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개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익명 정보
는 불포함)’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 원칙적
으로 정보주체에게 사실을 알리고 동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기관이 법으로
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여전히 중국정
부가 강력한 개인정보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법으로 명시화하였다.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8년에 발효된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을 참고하여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의 의무와 책임을 통합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용을 고려하여 중국에 적합
한 방식을 채택하여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281)

279) 「网络安全法」, 第七章 附则.
280)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281) 박민숙, 이효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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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GDPR의 데이터 역외 이전 절차는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될 제3국의
‘적정성 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적정성 결정’이 확인된 제3국으로의 개
인정보 전송은 승인이나 추가적 보호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282) 하지만 중국
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중국 내 개인정보 취급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크게 2개의 상이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유형 ①은 ‘중요정보 인프라’ 운영자,
유형 ②는 개인정보 처리량이 ‘국가 정보통신기관(国家网信部)이 규정한 수량’
을 초과한 정보처리 취급자, 유형 ③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취급자로 분류된다
(그림 4-11 참고).283)

표 4-10.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중국 국외에서 중국 내 자연인의 개
⦁제정목적, 적용 범위(국내뿐만 아니
라 국외 적용도 가능), 개인정보 정

제1장 총칙

의, 개인정보 처리284) 방식
⦁개인정보 처리 원칙(적법성･정당성･
필요성, 최소사용, 공개･투명, 정확성,
안전성 보장)

인정보를 처리하는 활동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제3조)
① 중국 내 자연인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경우 ② 중국 내 자연인의 행위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경우 ③ 법
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2장 개인정보
처리규칙

⦁일반규칙, 민감 개인정보 처리규칙, ⦁민감정보 정의를 명문화했으며, 금융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시 특별규정

정보를 민감 정보에 포함(제28조)
⦁개인정보의 역외 전송을 위해서는 다
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제38조)

제3장 개인정보

⦁개인정보 역외 제공 요건, 개인정보

① 안전성 평가 획득 ②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칙

의 국내저장, 역외제공 불가사항 등

보호 인증 ③ 계약 체결 및 개인정
보 처리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 표준
에 부합 ④ 기타 국가 승인 필요

282) 이진규(2021), p. 25.
283)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第三章.
284) 개인정보 처리에는 수집, 저장, 사용, 가공, 전송, 제공, 공개 삭제 등을 포함한다(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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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계속
구분
제4장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관한
개인의 권리

주요 내용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거절, 삭제 및
보완 요청, 사용 원칙 설명 요구 등
⦁개인정보 처리 시 온라인 플랫폼 기
업에 추가 부과된 특별 의무(제58조)

제5장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정보보호, 관리, 정부 정기감사, 리스

① 국가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크 점검, 기록보관, 누설 후 조치 등

준수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개

⦁특히 역외 개인정보 처리자는 중국

인정보 보호를 감독하기 위해 주로

내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관련 대표

외부 구성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조

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음

직의 설치 의무가 있음.
④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 보고
서를 정기적으로 발간
⦁중국 국가사이버보안사무소(国家

제6장 개인정보
보호직무 담당 부처

⦁국무원 관련 부처, 인터넷 안전과 정
보화 부처

互联网信息办公室,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에서
담당
⦁법률적 책임조항(제66조)
① 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중단 명령
② 시정 거부 시 100만 위안 이하
의 벌금 부과 및 정보보호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7장 법률적 책임

⦁위법 시 처벌 및 배상 규정

③ 심각한 위반의 경우 5,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전년도 매출의
5% 이하 벌금 및 정보보호 책임자
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처리
자의 관련 업무 정지 또는 시정을
위한 업무 정지, 해당 영업 허가 취
소등

제8장 부칙

⦁용어 정의,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명기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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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①은 「사이버 보안법」에서 제시한 ‘중요 정보 인프라’의 운영을 통해 개
인정보를 취급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유형 ②에서 언급한 ‘국가 인터넷ㆍ정보
통신 사무 관장 부처(国家网信部门, 이하 ‘국가 정보통신기관’)가 규정한 수량’
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그 기준은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 평가 방법(의견수렴안)」의 제9조에
의해 △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1,000GB 이상 데이터로 추정된다.285) 유
형 ①, ②에 해당하는 취급자의 개인정보는 중국 내 저장이 원칙이며, 역외 이
전 시 국가 정보통신기관의 안전 평가를 거쳐야 한다. 유형 ③은 일반적인 개인
정보 취급자가 역외 이전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증을 받거나 정부가 정한
특정 형식에 따라 데이터 역외 이전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그림 4-11. 개인정보 취급자 유형별 중국 내 개인정보 역외 이전 절차

‘중요정보 인프라’ 운영자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역외 이전 규칙

제38조

제40조

개인정보 처리량이 국가 ‘정보통
신기관이 규정한 수량’을 초과한
개인정보 취급자

원칙: 중국 내에서 생성되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역내에 저장
1. 역외 제공 시 국가
정보통신기관의 안전성
평가 필요
2. 기타 법률·행정법규·
국가 정보통신기관의
규정에 따름

1. 국가 정보통신기관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 필요
개인정보 취급자

2. 국가 정보통신기관에서 제정한
계약 형식(표준)에 따라 역외
정보취급자와 계약 체결
3. 기타 법률·행정법규·국가 정보
통신기관의 규정에 따름

주: 유형별 개인정보 역외 이전 절차 중 하나를 만족하면 역외 이전이 가능함.
자료: 「个人信息安全法」, 第三章; 「网络安全法」;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2017. 4. 11), 「个人信息和重要数据出境安全评
估办法(征求意见稿及修订稿)」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285)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2017. 4. 11), ｢个人信息和重要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征求意见稿及修订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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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주요 규범
중국 내 「사이버 보안법」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중국이 사
이버 보안과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타 주요
규범은 △사이버 안전 등급 △‘중요 정보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관리ㆍ감독 △사이버 안전 관리ㆍ감독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보호 △사이버 콘텐츠 관리ㆍ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286) 최근
중국정부에서 많은 하위 시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이버 안전 등급 △‘중요 정보 인프라’ 보호 △네트워
크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관리ㆍ감독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보호 분야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분야별 정책은 [부그림 3] 참고).
사이버 안전등급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러 법과 제도가 있으나,
현재 의견 수렴 중인 「네트워크 안전등급별 보호 조례」는 2007년 발표된 「정
보 안전등급 보호 관리 방법」을 최근 디지털 경제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다. 먼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보 안전등급 보호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정보 시스템의 안전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각 정보 부
처, 관리기관, 기업 등 정보 시스템 보호 역할을 제시하고 각 등급별 요구 및 준
수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 세부 시행 지침인 「등급결정 지
침」, 「실시 지침」, 「기술 및 기본 요구」 등을 발표하여 「사이버 안전등급 보호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 「안전등급 체계」는 「사이버 보안법」의 시행으로 전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요 정보 인프라 설비 판정 지침」에 따르면
‘중요 정보 인프라’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또는 에너지ㆍ통신ㆍ금융ㆍ교통ㆍ공

286) 이러한 규범 중 ‘부문 규장’은 국무원 소속 각 부처, 위원회가 헌법과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자체
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며, 보통 ‘규정’, ‘방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KIEP 비공개 간담회
(2021. 9. 30)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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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등 중요 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 또는 산업제어 시스템을 뜻
한다.287) 즉 ‘중요 정보 인프라’는 네트워크 안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안전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국방ㆍ환경 및 국민의
생명과 자산에 손실이 초래될 수 있는 설비를 의미한다.288) 이는 매우 광범위
한 정의로 ‘중요 정보 인프라’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 2020년 공안부가 발
표한 「사이버 보안 등급별 보호제도 및 중요 정보 인프라 보안제도에 관한 지도
의견」에서는 기존 영역 외에 기초 네트워크ㆍ대규모 네트워크(大型专网)ㆍ중
요 서비스 시스템ㆍ클라우드ㆍ빅데이터 플랫폼ㆍIoT(사물인터넷)ㆍ공업제어
시스템ㆍ스마트 제조 시스템ㆍ차세대 인터넷(新型互联网)ㆍ신형 통신설비 등
에서의 중점 보호 대상을 ‘중요 정보 인프라’로 추가하였다.289) 이러한 범위 확
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상용되고 있는 설비 및 시스템을 추가한 것으로,
점차 중국 내 디지털 전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중요 정보 인프라’의 범위
가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용 암호 관련 제품은 국가의 기밀과 관련이 없는 암호(예: 기업 내 기밀)를
취급할 수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상용 암호 관련 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 및 인증마크를 취득한 후에야 출하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암호법」의 시행으로 중국정부가 국가안전, 사회 공익 등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상용 암호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제도, 수출 관세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287) 박민숙, 이효진(2020), p. 54.
288) 위의 책, p. 54.
289) 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 「贯彻落实网络安全等级保护制度和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制度的指导
意见」, 公网安[2020]196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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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데이터 자산화 추진 방안
이번 절에서는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화’에 관해서 살펴보
고자 한다. 중국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서 데이터의 중요
성을 강조하면서 데이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데이터라는 생산요소가 다른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기 때
문에 경제 전환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중국정부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부양 강도를 강화할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데이터 요소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데이터 자원의 가치 제고(AI,
웨어러블 기기, 차량 인터넷, IoT 관련 데이터 수집 표준화 추진 등) △데이터
자원의 보안 강화를 추진할 것임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290)
2021년 5월, 공업정보화부 산하의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데이터 가치화
및 데이터 요소시장 발전보고(2021년)」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경
제 발전의 관건이 데이터 가치화라고 강조하며, 데이터 가치화를 데이터의 ‘자
원화-자산화-자본화’로 구분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즉 데이터 가치화는 데이
터의 자원화를 기점으로 자산화와 자본화를 거쳐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적
과정이라는 것이다.291) 또한 중국의 데이터 요소시장은 데이터 거래 주체, 거
래 수단, 거래 중개, 거래 감독이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292)
여기서 ‘데이터 자원화’는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아 산재되고 생산가치가
없는 원시 데이터(raw data)를 체계화하고 사용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전환하
290) 新华社(2020. 4. 9), 「中共中央 国务院关于构建更加完善的要素市场化配置体制机制的意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3).
291)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1c), 『数据价值化与数据要素市场发展报告(2021年)』, pp. 1~2.
292) 중국의 데이터 거래에는 정부 부문, 데이터 서비스 업체, 대형 인터넷 기업의 3대 주체가 시장에 참여
하고 있으며, 데이터 거래 수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은 데이터 거래시장의 발전으로 보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로 전환되고 있다. 데
이터 거래시장의 감독ㆍ관리 등을 위해 중국 각 지역에서 데이터 관리국을 설립하여 데이터 자원의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고 있다. ｢数据价值化是数字经济发展的关键｣(2021. 6. 8),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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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의미한다.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가 시장에서 거래ㆍ유통되면서
사용자 혹은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과정으로, 데이터가 시장에
서 거래ㆍ유통되고 상품으로 전환되며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어 데이터의 가치
화가 실현되는 단계이다. ‘데이터 자본화’는 데이터 요소의 사회적 배분이 실현
되는 과정으로, ‘데이터 신용융자’ 및 ‘데이터 증권화’로 구성된다. ‘데이터 신
용융자’는 데이터 자산을 신용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며, ‘데이터
증권화’는 데이터 자산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자금을 조달
하는 방식이다.293)

표 4-11. 중국의 데이터 가치화 개념 및 특징
데이터 가치화의 구성

개념

특징

데이터 자원화

데이터 품질 및 사용가치 제고 과정

raw data 체계화

데이터 자산화

데이터의 교환가치 형성 과정

시장 유통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 실현

데이터 자본화

데이터 요소의 사회적 배분 과정

데이터 신용융자 및 데이터 증권화

자료: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1c), pp. 1~2를 토대로 저자 작성.

가. 데이터 가치화 추진 현황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부상한 데이터의 권한을 확정하
고 가치를 평가하며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규범을 구축하는 것은 데이터 자
산화를 위한 중국의 선결과제이며,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중국은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가치화를 ‘자원화-자
산화-자본화’의 3단계로 추진하면서 데이터 요소시장을 육성하고 있다.294)

293)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1c), pp. 1~2.
294) 최원준(2020),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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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자원화의 기초체계 구축
데이터 자원화는 데이터 가치화의 기본단계로, 여기에는 데이터의 수집ㆍ정
리ㆍ통합ㆍ분석 등이 포함된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의 수집ㆍ주석처리(라벨
링),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 저장ㆍ분석ㆍ거래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
서 데이터 자원의 공급망이 구축되고 있다.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의 데
이터 자원화는 발전 초기 단계이며, 중국은 데이터 수집ㆍ라벨링 분야에서 기초
적인 산업체계를 구축하였고, 데이터 관리ㆍ응용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295)
중국의 데이터 라벨링 산업은 2005년 시작되어 2010년 이후 AI가 발전하
면서 데이터 라벨링 및 수집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점차 성장하였으며, 주로 텍
스트 라벨링을 기본으로 음성 및 이미지 라벨링 등이 주로 발달하였다. 또한 데
이터 라벨링 시장은 크게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홈, 보건의료, 금융서비스, 신
소매, 안보 등으로 구분되며, 특히 최근에는 보건의료 분야(약물 개발, 유전자
검사, 치료예방, 진단자동화 등)의 데이터 라벨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데이터 라벨링이 AI 기술 응용의 정확성이나 효율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라벨링 시장의 진입장벽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라벨링 작업
이 점차 복잡해질 전망이다.
지역적으로는 데이터 라벨링 기업(본부)의 75%가 베이징에 소재하며 환(環)
베이징 클러스터, 환(環)장삼각 클러스터, 환(環)청두ㆍ충칭 클러스터 등에 3개
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296)

2) 데이터 자산화 추진의 가속화
데이터 자원화가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사용가치가 있도록 하는 과정이

295) ｢数据价值化是数字经济发展的关键｣(2021. 6. 8).
296)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1c), pp.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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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데이터 자산화는 사용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자산이 되도록 하는 과정, 즉
시장에서의 유통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
에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 요소시장을 구축하는 데 관건이 되며, 데이터 소유
권 및 가격 책정, 데이터 거래 및 유통을 포함한다.
데이터 소유권은 세계 각국에서 제도적인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장
먼저 이를 체계화한 EU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및 ｢비개인정보 자유 이동규정(NPDR: Non-Personal
Data Regulation)｣을 통해 개인정보 및 비개인정보의 이원화된 구조를 확립
하였으며, 데이터 소유권은 주로 비개인정보 영역에서 논의된다. 미국은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배타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Own Your Own
Data Act｣를 시행하고 있다.297)
한편 중국은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소유권 관련 제도를
모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
영하고 있다. 특히 광둥성은 비교적 구체적인 데이터 소유권 정책을 우선적으
로 발표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선전(深圳)시는 ｢선전 경제특구 데이터 조례｣를
발표하여 데이터 소유권 내용 및 재산권, 개인 데이터 권한 및 공공 데이터 권
한 등을 명확히 하였다. 광저우(广州)는 ｢디지털 경제 혁신 견인형 도시 구축
관련 조치｣(2020. 6. 30)를 통해 데이터 소유권을 선행실험하고 데이터 소유
권 유통 샌드박스 실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첫 데이터 소유권 플랫폼으로 공업정보화부가 2019년 개통한
‘인민 데이터 자산 서비스 플랫폼’은 주로 데이터에 대한 합법적인 심사를 하고
있다. 즉 데이터 생산ㆍ가공 서비스 주체, 데이터 유통과정, 데이터 유통ㆍ응용
규칙에 대한 일련의 심사 및 등록인증을 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추진되는 거래소 현황을 살펴보면, 베이징은 국제 빅데이터 거
래소를 구축하여, 정보 공개 기반의 데이터 등록 플랫폼 설립, 명확한 데이터
297) 황원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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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취득방식과 권리 범위, 데이터 소유권 작업 메커니즘 구축, 데이터 상품의
소유권ㆍ사용권ㆍ수익권 거래를 포함하는 거래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
다. 허난성 신샹(新乡)시는 데이터 권한 및 유통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시범지역으로 중국 최초로 데이터 등록 증서를 발급하였으며, ‘데이터 소유권
과학기술 R&D 단체’를 설립하여 데이터 권한 계산법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데이터요소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명확히 하였다. 구이저우성은 블록체인 기반
의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구축하여 데이터 소유권 관련 신규 모델을 모색하면서
구이저우성 빅데이터국과 구이양시 정부를 책임단위로 명확히 하고, 구이양 빅
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며 ‘블록체인에 기반한 데이터
자산 거래 플랫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데이터 거래 지원
책 등을 통해 최근 중국 데이터 거래시장의 성장률은 거래시장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의 시장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다.298)

3) 데이터 자본화 방안의 모색
데이터 자본화는 데이터가 현금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으
로, 자금을 조달한 측과 투자자 모두 데이터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자본화 단계에서 데이터는 금융상품으로 자본시장에서 거래되고 사회
경제 발전에 승수효과를 일으켜 데이터 가치를 심화시킨다. 현재 중국 일부 기
업이 데이터 증권화, 데이터 저당 융자, 데이터 뱅크, 데이터 신탁 등의 방식으
로 데이터 자본화를 모색하고 있다.

298) 2019년 기준 미국의 데이터 거래액은 152억 달러인 반면 중국은 24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17~19년 중국의 데이터 거래액 증가율은 각각 127%, 96%, 64%인 반면 미국은 35%, 26%, 23%
였다.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1c), pp.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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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 자산화 추진 정책
1) 데이터 자산화의 발전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어 데이터 생태계의 순환
이 잘 이루어져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자산화가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 빅데이터 총량의 30% 정도를 생성해내는 중국은 디지털 시대의 석
유라고 일컬어지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교적 일찍 데이터 자산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표 4-12. 중국의 데이터 자산화 정책 발전 추이
단계
초기 단계

주요 정책
빅데이터 발전 촉진 행동강요(2015. 9)
13ㆍ5 규획: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2016. 3)
빅데이터 산업 발전 규획(2016~2020)(2017. 1)

심화 단계 중앙정치국의 빅데이터 관련 집중학습 전개(2017. 12)
전신ㆍ인터넷 산업의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보호 역량 제고 특별행동 방안(2019. 7)
공업 데이터 분류 가이드(2020. 2)
생산요소 시장화 배치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2020. 4)
응용 단계

공업 빅데이터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2020. 5)
중앙재경위 9차 회의: 데이터 재산권 제도 발전 강화, 데이터 권익 및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2021. 3)
'양회'에서 데이터 요소 통합 강화 및 입법화 추진 제시(2021. 3)

자료: 海比研究院(2021).

2015년 9월 중국 국무원이 「빅데이터 발전 촉진 행동강요」를 발표하여 빅
데이터 관련 산업을 본격화하면서 우선적으로 정부의 공공 데이터 공유 및 개
방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데이터 시장 성장 메커니즘 구축, 법률제도 정
비, 표준 규범체계 마련 등을 중시하였다. 이어 중국의 「13·5 규획」에서 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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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규정하고 데이터의 공유ㆍ개방ㆍ개발ㆍ응용을 통해
산업 고도화 및 사회관리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
행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13·5 규획」의 빅데이터 전략을 구체화한 후속 정책이 2017년 공업
정보화부에서 발표한 「빅데이터 산업 발전계획(2016~2020, 이하 ‘계획’)」이
다. 이 「계획」은 데이터의 응용, 산업생태계 육성ㆍ발전, 국가 주도의 빅데이터
표준화, 관련 정책법규 개선 등을 통해 데이터 자산화 단계를 한층 심화시켰다.
이후 데이터를 중요한 생산요소로 분류하여 시장을 통해 유통ㆍ거래될 수 있도
록 선도ㆍ지원하겠다는 「생산요소 시장화 배치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특히 공업 빅데이터의 수집ㆍ공유ㆍ활용ㆍ거버넌스ㆍ보안 등에 중점을 둔
「공업 빅데이터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데이터 자산의 가치평가 시
스템 구축, 데이터 거래 관련 제도 연구 및 시범사업을 통한 데이터 거래ㆍ유통
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1년 3월 ‘중앙재정경제위원회 9차
회의’에서 데이터 재산권 제도의 발전 강화와 데이터 권익ㆍ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강조되었고, 당해 ‘양회’에서 데이터 요소의 응용ㆍ통합 강화와 관련 입법
화 추진이 발표되면서 중국의 데이터 자산화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2) 데이터 자산화 분야별 정책
데이터 소유권 및 가격 책정, 데이터 거래ㆍ유통 등이 포함되는 데이터 자산
화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발전 초기 단계이다. 중국은 데이터 자산화
의 핵심인 데이터 시장을 육성하는 데 필수적인 포괄적 데이터 유통 메커니즘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데이터 자산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데이터 자산화의 주요 분야별 중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데이터 소유권
과 관련된 ｢데이터 보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각각 2021년 9월과 11월에

166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발효되었다. 데이터 거래 및 유통 분야는 주로 데이터 거래소 및 거래센터를 중
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데이터 거래를 관리ㆍ감독하는 별도 행정부서(데이터
관리국, 大数据资源管理局)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 가격 책정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아직 규범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중국은 주로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 및 거래센터 등에서 데이터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표 4-13. 중국의 데이터 자산화 분야별 주요 정책
분야

주요 정책

특징
- 데이터 관리를 통한 데이터 상품 다양화, 데이터

- 생산요소 시장화 배치 메커니즘 구축
자산화
전반

성질에 따른 재산권 부여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에 관한 의견(2020. 4, 국무원)

- 정부ㆍ기업ㆍ개인 데이터 보호 강화
- 데이터 자산 가치평가 시스템 마련, 데이터 거래

- 공업 빅데이터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에 관한 규칙 연구와 데이터 시범 거래를 통한

(2020. 5. 13, 공업정보화부)
데이터

- 데이터보안법(2021. 9. 1 발효)

소유권

- 개인정보 보호법(2021. 11. 1 발효)

데이터 거래 및 유통시장 활성화 추진
- 공공 데이터 개방, 데이터 거래제도, 데이터 보
안 및 개발보호, 법적 책임 등을 명문화

- 세계적으로 규범화된 가격책정 규정

- 구이양 빅데이터 거래소: 데이터의 실시간 가격

없음(통일된 시장 형성 제약).
데이터
가격
책정

- 데이터 소유자의 데이터 가격 결정이
어려우면, 제3자(예: 데이터플랫폼)에게
가격 결정에 관하여 위탁이 가능하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의 데이터 품질평
가지표(양, 완결성, 희소성 등)에 의해
결정

은 주로 데이터 관측치 수와 개별 관측치의 데
이터 가치에 따라 결정, 거래소가 데이터 거래
를 중개하고 최종가격은 판매자와 거래소가 확
정, 거래가격은 거래성립 방식에 따라 달라짐.
- 자동 거래가격, 판매자 거래가격 선택, 데이터
분석으로 거래가격 결정
- 베이징 국제데이터거래소

데이터
거래
유통

- 데이터 거래 중개(거래소 등)
- 데이터 거래 관리감독

- 허난성 신샹시(데이터 소유권ㆍ유통 플랫폼
시범지)
- 구이저우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 저장 빅데이터 거래센터 등

자료: 中国政府网(2020), 「关于构建更加完善的要素市场化配置体制机制的意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9); 工业
和信息化部(2020. 5. 16), 「关于工业大数据发展的指导意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中国政府网(2021),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9); 中国法院(2021), 「个人信息保护法草案提交二审」,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9);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1c), 『数据价值化与数据要素市场发展报告(2021年)』,
pp. 14~29; 최원준(2020), 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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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데이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
여 현재 중국에서는 주로 빅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관련 기관, 데이터 서비스
기업, 대형 인터넷 기업 등에서 데이터 권리를 확정하고 있다. 여기서 데이터
공급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
기 위하여 2021년 ｢데이터 보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되었다.
상술하였듯 데이터 가격 책정과 관련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나 규정
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데이터 거래 중개기관을 통해 데
이터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구이양 빅데
이터 거래소에서는 자동 중재, 판매가 선택,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거래가격을 책
정하고 있다.

표 4-14. 중국의 데이터 거래 플랫폼
지역

명칭

설립

지역

민관 합작
베이징시
구이양시
우한시
저장성
저장성

베이징 빅데이터
거래서비스 플랫폼
구이양(贵阳) 빅데이터
거래소
창장(长江) 빅데이터
거래센터
저장(浙江) 빅데이터
거래센터
첸탕(钱塘) 빅데이터
거래센터

2014. 12 베이징시
2014. 12

우한시

2015. 7

샨시성

2016. 3

충칭시

2016. 5

후베이성

하얼빈 데이터 거래센터

2016. 6

장쑤성

상하이시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

2017. 3

산둥성

2018. 4

광시성

중위안(中原) 빅데이터
거래

설립

기업 주도

하얼빈시

허난성

명칭

중관춘 수하이(数海)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
우한 둥후(东湖) 빅데이터
거래센터
시셴신구(西咸新区)
빅데이터 거래소
충칭(重庆) 빅데이터
거래시장
화중(华中)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
화둥 장쑤(江苏) 빅데이터
거래센터
산둥(山东) 데이터
거래공사
베이부완(北部湾) 빅데이터
거래센터

2014. 2
2015. 7
2015. 8
2015. 10
2015. 11
2015. 11
2020. 12
2020. 8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6), ｢민ㆍ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 p. 10, ‘중국 데이터 거래 플랫폼 현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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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데이터 거래ㆍ유통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선제적이고 실험
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세계 최초의 데이터 거래소인 구이양 빅데
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거래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이에 필
요한 법ㆍ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자산화를 실험적으로 추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중국 주요 지역에 민관 합작(구이양 등 8개)
또는 민간 주도(충칭 등 8개)로 오픈마켓 형태의 16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2021년 6월 베이징 국제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용도를 통제하고 거래량을 수치화하는 새로운 데이터 거래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299)
최근 중국은 그동안 다수 지역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빅데이터 거래 플
랫폼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협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빅데이터 센터
협력ㆍ혁신 체계 통합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2020년 12월 발표하였다.
또한 후속조치로 2021년 5월 ｢전국 빅데이터 센터 협력ㆍ혁신 체계 연산능력
통합 허브 실행 방안｣을 발표하여 데이터센터의 친환경 고품질 발전, 합리적
배치, 전국 연산능력 허브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300)
특히 데이터센터 간 데이터 공유ㆍ개방ㆍ유통ㆍ응용을 위한 데이터 유통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거래ㆍ유통을 촉진하고 도시산업 고도화, 경제운용,
사회관리, 교통, 환경 등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인프라, 네트워크 연결, 데이터 보안 등을 더욱 강화하
고 있다. 한편 중국은 데이터 거래의 관리감독 행정부서인 빅데이터 관리국을
20여 개 성급 지역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의 빅데이터 관리국에서
는 정부 행정 데이터 개방 및 공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 강화, 데이터 안정 보

2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데이터진흥과 보도자료(2021. 6), p. 10.
300) 国家发展改革委, 中央网信办, 工业和信息化部, 国家能源局(2020), 「关于加快构建全国一体化大数据
中心协同创新体系的指导意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国家发展改革委, 中央网信办, 工
业和信息化部, 国家能源局(2021), 「关于印发《全国一体化大数据中心协同创新体系算力枢纽实施方
案》的通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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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 데이터 표준화 사업 추진301)
데이터 자산화 과정의 핵심인 데이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원이어야 하며, 데이터 거래 및 자원의 가치를 제고
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데이터 형식과 규칙을 적용하는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상술하였듯 전 세계의 데이터 자산화 단계가 발전 초기 수준인 상황에서, 데이
터 거래ㆍ유통 시장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ㆍ
저장ㆍ분석ㆍ거래ㆍ응용 등과 관련된 시장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표준
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중국은 빅데이터 산업 발전 및 산업 체인 구축과 함께 국제표준 준수 및
선도를 위하여 공업정보화부를 중심으로 중국의 표준화 사업을 관리하면서, 각
지역의 빅데이터 산업 발전 특징을 고려하여 지역 빅데이터 표준에 대한 연구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2014년 12월 ‘국가 정보기술 표준
화 기술위원회 빅데이터 표준실무팀’을 설립하여 자국 내 빅데이터 분야 표준체
계 수립 및 개선, 국제 표준화 활동 추진 등을 담당해 오고 있다.302) 또한 중국
국내외 빅데이터 기술, 산업 및 표준화 요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표준화 백서 를 2016년, 2018년, 2020년에 발표하였다.303) 특히 2016년에는
‘국가 정보기술 표준화 기술위원회 빅데이터 보안표준 특별실무팀’을 설립하여
보안 분야의 국가표준 8개를 마련하였으며, 빅데이터 보안표준 관련 기술표준,
실시 가이드 등을 연구하여 빅데이터 보안 표준화 백서(2018) 를 발표하였다.304)
301) 본 절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0), 「중국 국내외 빅데이터 정책과 표준화 동향」을 토대로 정리하
였다.
302) 위의 자료, p. 10.
303) 위의 자료,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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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빅데이터 표준화는 ‘국가 정보기술 표준화 기술위원회 빅데이터 보
안 표준 특별실무팀’에서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야 국가표준을 기준으로 테
스트 검증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 표준 시스템은 ① 기초 표준
② 데이터 표준 ③ 기술 표준 ④ 플랫폼ㆍ툴 표준 ⑤ 거버넌스 및 관리 표준 ⑥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표준 ⑦ 산업 응용 표준의 7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
다.305) 2020년 빅데이터 표준화 백서 에 따르면, 사회관리ㆍ공공서비스, 농
업, 제조, 통신, 생태환경 보호, 사법, 금융,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등 다양
한 영역에 이러한 빅데이터 표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빅데이터 산업 특징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빅데이터 표준화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빅데이터 표준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상하이
시는 공공 데이터 공유 및 관련 플랫폼 관련 규범을 추진하였고, 후베이성은 정
부 데이터 서비스를 측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였으며, 산시
성은 빅데이터 표준 시스템 구축 및 환경, 교통, 스마트시티 관련 분야 빅데이
터 표준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306)
빅데이터 관련 국제표준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표준회의(IEC),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러한 국제기구에 참여하려는 노력과 함께 국내적으로 표준화 체계 확
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중국의 2020년 빅데이터 표준화 백서 에
① 표준화 작업 메커니즘 개선 ② 표준체계 구축 기반 강화 ③ 표준 홍보 확대
④ 표준 적합성 평가 시스템 구축 ⑤ 거버넌스 표준 마련 지원 ⑥ 표준화 인재
육성 강화 ⑦ 국제표준 제안 등 7가지 권고사항이 제시되어 있어 중국정부의
데이터 표준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307)

304)
305)
306)
307)

위의 자료, p. 12.
위의 자료, p. 13.
위의 자료, p. 12.
全国信息技术标准化技术委员会大数据标准工作组, 中国电子技术标准化研究院(2020), 「大数据标
准化白皮书(2020版)」, pp. 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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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중국의 빅데이터 관련 국제표준 참여 현황
국제표준 번호

국제표준 영문 명칭

국제표준 국문 명칭

단계

ISO/IEC
20546:2019

Information technology - Big
data - Overview and vocabulary

정보 기술 - 빅데이터 개요 및 용어

공개 완료
(Published)

Information technology Big data reference architecture
– Part 1: Framework and

정보 기술 - 빅데이터
참조 아키텍처 - 파트 1:
프레임 워크 및

승인 단계
(FDIS)

application process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ISO/IEC CD
TR
20547-1

ISO/IEC TR
20547-2:2018

Information technology Big data reference architecture
- Part 2: Use cases and derived
requirements

ISO/IEC
20547-3

Information technology - Big
data reference architecture
- Part 3: Reference architecture

정보 기술 - 빅데이터
참조 아키텍처 - 파트 3:
참조 아키텍처

Information technology Big data reference architecture

정보 기술 - 빅데이터
참조 아키텍처 - 파트 5:

- Part 5: Standards roadmap

표준 로드맵

ISO/IEC TR
20547-5:2018

ISO/IEC AWI
24668

Information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 Process
management framework for Big
data analytics

정보 기술 - 빅데이터
참조 아키텍처 - 파트 2:
이용사례 및 파생 요건

정보 기술 - 인공 지능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세스 관리 프레임워크

공개 완료
(Published)

공개 완료
(Published)
공개 완료
(Published)

위원회 단계
(CD)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0), pp. 8~9, [표 4].

중국은 빅데이터 관련 국제표준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정
보 기술을 관장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첫 합동
기술위원회(ISO/IEC JTC 1) 내 인공지능 분과위원회/빅데이터 워킹그룹(SC
42/WG 2)에 참여하여 빅데이터 분야에서 6개의 국제표준 개발을 진행하였으
며, 그중 4개 표준이 발표되었다. 또한 ISO와 IEC의 첫 합동기술위원회(ISO/
IEC JTC 1) 내 정보보안, 사이버 공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분과위원
회(SC27)/보안제어 및 서비스 워킹그룹(WG 4)에 중국인 전문가가 프로젝트
편집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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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분석: 중국 스마트 제조
이번 절에서는 중국의 스마트 제조에 관한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스마트 제
조를 이번 장의 사례 분석으로 진행한 이유는 첫째, 스마트 제조가 중국 5G 기술
의 발전과 데이터의 융합으로 인해 부가가치가 가장 크게 증가할 분야이기 때문
이다. 둘째, 중국 내 스마트 제조 현황과 발전 수준은 현지 기업 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측면에서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
국이 국제시장에서 한국 제조업의 주요 경쟁국이라는 점에서 중국 스마트 제조
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스마트 제조 평가체계와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중국의 스마트 제조 현황
2019년 11월 공업정보화부는 「“5G+산업인터넷” 512공정 추진 방안(“5G+
工业互联网”512工程推进方案)」(이하 ‘512공정’)을 내놓았는데,308) 이는 생산
(산업) 영역에 선제적으로 5G 기술과 데이터를 융합ㆍ활용하기 위한 정부 주도
의 프로젝트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산업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는 민관
협력을 통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직속기관인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CCID)’ 산하
의 사이디컨설팅(赛迪顾问)은 2020년 기준 5G 응용 영역별로 시장 규모, 성숙
도, 5G 상관도를 기준으로 투자가치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 제조 영역의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5G 상관도 또한 가장 높았다(그림 4-12 참고). 이는 스마트
제조 영역이 5G 통신 기술과 빅데이터가 융합되어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임을 의미하며,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308) 工业和信息化部(2019. 11. 24), 「“5G+工业互联网”512工程推进方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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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중국 5G 응용 세부영역별 투자가치 추산(2020년 기준)

고

원의 크기는 시장의 규모를 의미
미디어

영역 성숙도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시티

엔터테인먼트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교육

스마트 제조

스마트 금융
스마트 보안
스마트 가구

저

스마트 의료
스마트 주행

스마트 관광

(Intelligent drive)

스마트 농업

저

5G 상관도(Relevance)

고

자료: 赛迪顾问(2020), p. 3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따라서 중국에서 5G 기술과 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은 공업(제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정부의 5G 응
용계획 또한 앞서 설명한 ‘512공정’에 기반을 두어 공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
다. ‘512공정’은 5G와 데이터 및 산업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응용 유형을 구현
하고, 실제 공업 분야 중점 업종에 적용ㆍ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
트이다.
2020년 10월 기준 중국 전역에서 800개 이상의 ‘5G+산업 인터넷’ 프로젝
트가 추진되었으며, 그 규모는 약 34억 위안에 달한다.309) 이를 기반으로
2021년 5월 공업정보화부는 ‘512공정’의 1차 성과를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10개의 응용 유형을 실제 5대 중점 업종인 △전자설비 제조업 △장비 제조업
△철강업 △채광(採光)업 △전력업에 적용한 사례를 포함한다.310) 1차 성과에
309) 「工信部：即将启动遴选一批“5G＋工业互联网”试点示范项目」(2020. 10.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2); 김주혜(2021a), pp. 6~7; 工业和信息化部(2021. 5. 31), 「关于发布“5G+工业互联网”
十个典型应用场景和五个重点行业实践情况的通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310) 10대 응용 유형: △협동 R&D 설계 △원격 설비제어 △장비 협동작업 △유연 생산제조 △현장 보조조
립 △머신 비전(Machine Vision) 품질검사 △설비 고장 진단 △공장 구역 스마트 물류 △무인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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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G 기술과 데이터 융합을 통해 기존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응용 사례가 담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

표 4-16. ‘512공정’의 1차 주요 실증 사례
중점업종

업종 특징

실증 사례

전자설비 - 자동화 및 디지털화·네 - [유연한 생산제조] 화웨이(华为)·차이나모바일 협력 사업
제조업

트워크화 기반 구축 · 화웨이 광둥성(广东省) 쑹산후(松山湖) 휴대전화 공장의 기존 생
수준이 높음

산 라인은 6개월마다 새 기종 생산을 위한 재조정 시 2주간의
휴업 필요 → 개선 효과: 생산 라인 설비에 부착된 센서를 5G
네트워크로 무선 연결해 생산 라인 조정기간을 2일로 단축
- [공장구역 스마트 물류] 중싱(中兴)·차이나텔레콤 협력 사업
· 5G+MEC(Multi-access Edge Computing)1) 동영상 클라우드
기반의 AI 분석기술로, 40대의 무인운반차(AGV) 배치 및 장애
물 탐지 제어 실현 → 개선 효과: 제조기지의 자재 회전을 완전
무인화했고, 공장 구역 내 물류 회전 효율 15% 향상

장비
제조업

- 항공·선박·자동차·엔지 - [협동 R&D 설계(5G+산업 인터넷 활용 대형항공기 스마트 제조
니어링 기계 제조 등
영역

프로젝트)] 중국상용항공기(中国商飞)·차이나유니콤 협력 사업
· 여러 지역에서 원격으로 대형 항공기 설계 및 개조 협력 추진:

- △제품 규모가 크고 구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데

조가 복잡함 △높은 기

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로드해, 제품 R&D 실험 단계를 온라인 환

술 요구 △생산안전표

경에서 원격진단 → 개선 효과: R&D 실험비용 30% 절감, 설계

준 엄격 △ 노동집약형

주기 20% 단축

△자본 투입 규모가 큼
철강업

- △생산공정이 길고 복잡 - [머신 비전(Machine Vision)2) 품질검사(5G 기반의 머신 비전
△설비의 유지보수 효율
이 낮음 △친환경 생산
압력이 큼

대강(철강띠) 표면 검측 플랫폼 R&D 및 응용 프로젝트)] 안산철
강(鞍山钢铁)·차이나모바일 협력 사업
· 공업용 카메라를 배치해 고화질 이미지를 촬영하고, 품질검사 데
이터를 수집, 5G 네트워크로 수집한 데이터를 조정실 산업 인터
넷 플랫폼으로 전송, 플랫폼에서 AI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대강
표면의 결함을 실시간 검사 → 개선 효과: 대강의 일반적 결함
검출률 95% 이상

트 순찰ㆍ감시 △생산 스마트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工业和信息化部(2021. 5. 31), 「关于发布“5G+
工业互联网”十个典型应用场景和五个重点行业实践情况的通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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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계속
중점업종
채광업

업종 특징

실증사례

- 광산의 채굴환경은 붕괴, - [원격 설비제어(5G+스마트 탄광 프로젝트)] 양메이 그룹(阳煤集
추락, 가스폭발 등 사고

团)·차이나모바일·화웨이 협력 사업

위험이 높아 생산과정 · 산시성(山西省) 신위안 탄광(新元煤矿)의 갱도(지하 534m) 내
의 안전 확보가 중요

5G 탄광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해 굴착기, 석탄 채탄기, 유압 지
지대 등 설비의 실시간 원격조종 구현
- [무인 스마트 순찰·감시(5G+스마트 탄광 프로젝트)] 훠저우 석
탄·전력 그룹(霍州煤电集团)·차이나유니콤 협력 사업
· 산시성 팡팡타 탄광(庞庞塔煤矿)에 스마트 순찰 검시 로봇 투입
→ 개선 효과: 5G 네트워크를 통해 로봇이 갱도 내 영상 등 검
측상황 데이터를 전송

전력업

- 전력 업계는 발전, 송전, - [설비 고장 진단(5G+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남방전력망(南方
변전, 배전, 전기사용
5단계

电网)·차이나모바일 협력 사업
· 현장에서 5G 저지연 배전망 차동보호(差動保護) 등 설비 고장

-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지

진단을 실현, 전통적인 배전자동화는 정전사고 등 고장위치를 발

않고, 설비의 실시간

견하는 데 장시간 소요되고 고장으로 인한 폐쇄범위가 넓다는

관리감독이 어려움

난점이 있었음. → 개선 효과: 5G 네트워크를 통해 고장위치를
신속히 찾아내고 고장구역 폐쇄범위와 정전시간을 최소화함.
- [무인 스마트 순찰·감시(5G+베이더우 스마트 순찰·감시 드론 프
로젝트)] 국가전력망(国家电网)·차이나텔레콤 협력 사업
· 산둥성 칭다오시(山东省青岛市)에서 송변전 선로의 무인 스마트
순찰·감시 추진 → 개선 효과: 스마트 이미지 식별 기술 및 실
시간 전송, 무인기 자율 순찰, 결함의 식별 실현(큰 결함의 식별
인식 정확도 99%, 작은 결함 40%)으로 업무효율 제고

주: 1) MEC, Multi-access Edge Computing: 5G 또는 LTE망에서 기지국 근거리에 서버 등을 구축해 데이터
수집 현장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중앙 서버에 집중시키지 않고, 통신망 종단 장치에서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해 지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ICT 시사용어]모바일에지컴퓨팅(MEC)」(2021. 11.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5).
2) 머신 비전: 카메라 및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사람의 시야로 보고 뇌로 판단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AI 머신비전」, 네이버 지식백과(검색일: 2021. 11. 5).
자료: 김주혜(2021a),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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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의 스마트 제조 경쟁력 분석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15년부터 중국 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中国电子技
术标准化研究院)을 중심으로 각 기업의 스마트 제조 역량을 평가하는 모델의 개
발과 표준화를 추진했다. 이후 2020년 10월 ‘스마트 제조 역량 성숙도 모델(智
能制造能力成熟度模型, GB/T 39116-2020)’과 ‘스마트 제조 역량 성숙도 평가방
법(智能制造能力成熟度评估方法, GB/T 39117-2020)’ 두 개의 국가표준이 정
식 비준ㆍ발표되었다.311)
중국정부는 이러한 ‘스마트 제조 역량 성숙도 모델’을 기반으로 전국범위의
‘스마트 제조 평가 공공서비스 플랫폼(智能制造评估评价公共服务平台)’을 구
축했다. 이로써 각 제조 기업은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스마트 제조 역량을 자
가 진단해, 객관적으로 자사의 스마트 제조 수준과 취약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
향 및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정부는 플랫폼을 통해 취합된
다수 기업의 데이터에 근거해 지역별ㆍ업종별 스마트 제조 역량 비교와 디지털
전환 수준의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312)
실제 공업정보화부는 2021년 1월 ‘스마트 제조 평가 공공서비스 플랫폼’에
등록된 1만 2,000개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 제조 발전지수 보고
2020(智能制造发展指数报告2020)」을 발표했다. 2020년 기준 75%의 기업은
성숙도 1급 이하 수준으로 스마트 제조를 시작하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고, 6%
의 기업들이 데이터 공유를 통해 시스템 통합이 가능해진 3급, 5%는 생산과정
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적화를 위한 의사반영까지 활용되는
생산 공정이 가능한 4급 이상을 기록했다.313) 2019년에 비해 1급 이하 기업이

311) 工业和信息化部(2021), 「《智能制造发展指数报告(2020)》发布」,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工业和信息化部(2021), p, 2.
312) 「《智能制造能力成熟度模型》评估流程详解」(2021. 7.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0); 「智
能制造能力成熟度标准的价值——主管部门篇」(2021. 6.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0).
313) 工业和信息化部(202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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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1. 중국의 스마트 제조 역량 성숙도 모델
‘스마트 제조 역량 성숙도 모델’은 기업의 스마트 제조 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person) △기술
(technology) △자원(resource) △제조(manufacturing) 4가지 핵심요소와 20개 세부 역량지표를
제시하고, 각 영역을 평가해 성숙도를 5등급으로 구분

스마트 제조 역량 성숙도 모델 지표
핵심
요소

역량
지표

인력
조
직
전
략

기술

자원

제조
설계

생산

업 데 집 정 네 장 제 공 구 계 생 설
무 이 적 보 트 비 품 정 매 획 산 비
능 터
보 워
설 설
관 작 관
력
안 크
계 계
리 업 리

물류 판매
창
고
저
장
·
배
송

안
전
·
환
경
보
호

에
너
지
관
리

물
류
관
리

판
매
관
리

서비스
고
객
서
비
스

제
품
서
비
스

스마트 제조 역량 성숙도 모델 등급 및 특징
등급
1급(기획급)
2급(규범급)
3급(통합급)
4급(최적화급)
5급(선도급)

특징
- [프로세스 관리] 기업이 스마트 제조 기초와 조건에 대한 규획을 시작했고, 핵심업무(설계,
생산, 물류, 판매, 서비스)의 프로세스화 관리가 가능한 상태
- [디지털화 리모델링] 기업이 핵심장비 및 업무 등에 자동화 기술, 정보기술 수단을 도
입하기 위한 개선과 규범화를 진행해, 단일 업무에 대한 데이터 공유를 실현한 상태
- [네트워크 통합] 기업이 장비, 시스템 등의 통합을 진행해, 업무 간 데이터 공유를 실현
- [지능화 생산] 기업이 인력, 자원, 제조 등에 대해 데이터를 발굴하고 모델을 형성해,
핵심 업무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최적화가 가능한 상태
- [산업사슬 협력] 기업이 모델을 기반으로 업무의 최적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산업체인
협력과 새로운 제조 및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실현

자료: 工业和信息化部(2021), p, 2; 「《智能制造能力成熟度模型》评估流程详解」(2021. 7.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0); 「智能制造能力成熟度标准的价值——主管部门篇」(2021. 6.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0).

약 10%p 줄었고(85%→75%), 3급과 4급은 모두 4%p 이상 증가했다(순서대로
2%→6%, 1%→5%). 따라서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른 중국의 스마
트 제조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314)
업종별로는 자동차, 전자설비, 전기기계, 의약, 화학제품 제조업 순으로 스
마트 제조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5) 이는 일반적으로 생산 로봇의
314) 2급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중은 2019년 12%에서 2020년 14%로 2%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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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면 주로 응용되는 분야가 자동차
나 전자제품과 같이 소수의 산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316) 하지만 중국의 제조업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GVC(Global Value Chain)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위 10대 업종
의 스마트 제조 경쟁력 강화가 향후 GVC 및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관련 산업의 GVC 분석을 위해서,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GVC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ADB MRIO” 데이터를 사
용하였다. 다만 중국 스마트 제조 역량 성숙도 상위 10대 업종과 “ADB MRIO”
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산업 분류가 같지 않아 상위 10대 업종 중 ① 전자설비
제조업과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2개 산업) ② 의약 제조업과 화학원료ㆍ
화학제품 제조업(2개 산업) ③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과 비금속광물 제
품업(2개 산업)을 각각 ADB에서 제공하는 산업 데이터 중 유사성을 고려하여
①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 ② 화학 및 화학 제품업 ③ 기타 비금속 광물업의
데이터를 통해 해당 산업의 총수출에서 GVC 참여도, 전ㆍ후방 참여도를 분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부표 7]에 정리하였다.

315) 工业和信息化部(2021), pp. 1~8.
316) UNCTAD(2020), p. 14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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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중국의 스마트 제조 역량 성숙도 상위 10대 업종의 GVC 수출 비중 변화
(단위: %, %p)
업종(순위)

자동차 제조업(1위)

전자설비 제조업(2위)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3위)

의약 제조업(4위)
화학원료·화학제품 제조업(5위)

전문설비 제조업(6위)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7위)
비금속광물 제품업(8위)

금속 제품업(9위)

제지와 종이 제품업(10위)

중국 총수출에서 GVC 전·후방 참여도 변화
연도

전방 참여도

후방 참여도

GVC 참여도

2015

13.6

13.5

27.1

2018

14.4

14.1

28.6

변화

▲ 0.8%p

▲ 0.6%p

▲ 1.5%p
36.7

2015

16.1

20.6

2018

18.1

21.8

39.9

변화

▲ 2.0%p

▲ 1.2%p

▲ 3.2%p

2015

28.8

14.2

42.9

2018

30.4

14.8

45.2

변화

▲ 1.6%p

▲ 0.6%p

▲ 2.3%p

2015

13.8

14.6

28.4

2018

15.3

15.3

30.6

변화

▲ 1.5%p

▲ 0.7%p

▲ 2.2%p
25.7

2015

13.2

12.5

2018

14.3

13.1

27.4

변화

▲ 1.1%p

▲ 0.6%p

▲ 1.7%p

2015

25.1

17.0

42.1

2018

25.4

17.9

43.3

변화

▲ 0.3%p

▲ 0.9%p

▲ 1.2%p

2015

22.6

12.1

34.6

2018

23.3

12.1

35.9

변화

▲ 0.7%p

-

▲ 0.7%p

주: GVC 참여도는 Raei, Ignatenko, and Mircheva(2019), p. 6의 정의에 따랐으며, 각 비중 변화는 산업별 총수출액에서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工业和信息化部(2021), p, 8; ADB MRIO(2019)의 자료(검색일: 2021. 9. 15)를 이용하여 Borin and Macini(2019)
방식으로 저자 계산.

분석한 결과 중국의 스마트 제조 역량 성숙도 상위 10대 업종의 총수출액에
서 GVC 참여로 인한 수출액의 비중이 2015년보다 2018년에 점차 커진 것으
로 나타났다(표 4-17 참고). 특히 의약 제조업과 화학 및 화학제품 제조 산업은
2015년에 비해 2018년은 GVC 참여를 통해 창출되는 수출액의 비중이 약
45%에 달한다. 이 결과는 이러한 산업들의 수출이 점차 GVC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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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조를 통한 제조 자동화는 기존 GVC 전체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
는 효과도 있으나, 중간 단계(조립, 제조 등)의 부가가치 비중을 더욱 증가시켜
기존의 GVC 곡선보다 평평한 형태를 갖출 가능성이 크다(그림 4-13 참고). 따
라서 중국이 스마트 제조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현재 GVC에서 중국 내 제조 과
정을 통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GVC 내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국 내에서 스마트 제조가 발전한 산업 중 금속 제품업을 제외한 나
머지 산업의 GVC 전방 참여도(다른 국가의 총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가 차
지하는 비중) 증가 수준이 GVC 후방 참여도(중국의 총수출에 내재된 해외 부
가가치 비중)보다 크다. 이는 중국이 해당 산업의 중간재를 수출하여 얻은 부가
가치의 증가량이 다른 나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ㆍ가공하여 얻은 부가가치의
증가량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 내 스마트 제조가 발전한 산업에
서 중간재를 국산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이 큰 한국으로서는 대비가 필요하다.

그림 4-13. 생산 자동화가 GVC에 미치는 영향

자료: UNCTAD(2020), p. 144, Figure.IV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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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마트 제조는 수출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을 통해서 국내 산업의 부
가가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스마트 제조가 발전한 산업 내 중국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4-14 참
고). 중국에서 생산된 화학 산업의 부가가치가 전 세계의 동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1%에서 2018년 24.7%로 상승하여, 미국 화학 산업의 부가
가치를 앞서고 1위를 차지하였다.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은 그 비중은 감소
하였으나 2018년 기준 26.9%로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에서 중국 내 스마트 제조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중국시
장의 부가가치를 키우고, 세계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
다. 이는 2019년 이후 미ㆍ중 마찰의 영향과 중국 내 노동임금 상승, 경영환경
악화와 맞물려 다국적 기업의 탈중국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중국의 스마트 제
조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이러한 산업에서의 탈중국화는 더욱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산업용 로봇이 활용됨에 따라서 현지 생산기반을 가진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을 이탈할 유인력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317)

그림 4-14. 세계 화학 산업,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에서 국가별 부가가치 비중
화학 산업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
30.0

30.0
25.1

25.3

24.9

25.0
20.0

24.7
22.1

(단위: %)

27.4

26.9

25.0
20.0

21.0

15.0

15.0

10.0

10.0

5.0

5.0

0.0

8.4

6.3

0.0
2015
중국

2016
미국

2017
한국

일본

2018
독일

2015
중국

2016
미국

2017
한국

일본

2018
독일

자료: ADB MRIO(2019)의 자료(검색일: 2021. 9. 15); Borin and Macini(2019)를 토대로 저자 작성.

317) UNCTAD(2020),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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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제조업이 발전한 지역인 장쑤ㆍ산둥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스마트
제조 평가체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역별로는 장쑤(江
苏)에서 3,800개 이상의 기업이 스마트 제조 역량 성숙도 평가에 참여해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산둥(山东)은 1,600개, 닝샤(宁夏) 약 800개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318)
세 지역을 포함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일부 지방정부는 자체 ‘스마
트 제조 평가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내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 역
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장쑤성은 우시(无锡)시와 쑤저우(苏州)시에서
각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시의 자체 플랫폼에는 이미 4,300개 이상
의 기업이 스마트 제조 역량 성숙도 평가를 시행했다. 우시는 성숙도 등급에 따
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평가 결과를 정책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319)
이와 함께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北京市经济和信息化局)은 2021년 3월 시
전체 ‘규모 이상 제조기업(연간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제조 역량 성숙도 자체 평가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8월에는 「베이징시
“신스마트 제조 100” 공정 실시 방안(北京市“新智造100”工程实施方案, 2021
—2025年)」(이하 ‘실시 방안’)을 발표했고, 중점업무 중 첫 번째로 스마트 제조
역량 성숙도 평가표준에 따라 베이징의 스마트 제조 평가 진단체계를 구축하겠
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제3의 기관을 선발해 스마트 제조 역량 성숙도 평
가를 비롯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문과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는 역내 기업들의 스마트 공장 및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지원
하고, 2025년 ‘규모 이상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겠다
고 밝혔다.320)
318) 工业和信息化部(2021), pp. 1~8.
319) 「智能制造能力成熟度标准的价值——主管部门篇」(2021. 6.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0);
智能制造评估评价公共服务平台, https://c3mep.cn/search/show/87?subPlatformId=1(검색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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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 제조 분야 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국은 현재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
중이다. 그중 대표적인 정책으로 2020년에 공신부가 발표한 「공업 빅데이터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321)
우선 이 「지도의견」이 나온 배경에는 현재 중국 스마트 제조 추진에서 기업
간의 데이터 공유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전 생산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사슬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고도화 단계에 도달한 기업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중국 내 스마트 제조 성숙도 평가 기
업 중 89%가 1, 2 단계에 머물렀고, 가장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 단계를 의미하
는 5단계에 속한 기업 및 스마트 공장은 없었다. 이러한 원인은 ① 데이터의 소
유권이 명확하지 않고 ② 관련 제도가 미비하며 ③ 데이터 가격 결정 체제 부족
등 기초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322)
「지도의견」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의 수집ㆍ공유ㆍ응용ㆍ
관리ㆍ안전 부문 등 데이터 가치사슬 전체 영역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중에서도 데이터 수집 분야에서 ‘국가급 공업 데이터 플
랫폼’ 건설 방안을 제시하는 등 향후 생산 데이터 수집에 중국정부가 적극적으
로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응용 부문에서는 각 기업의 수준을 평가하
는 표준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나, 향후 이러한 표준이 구축되면 현재
이미 구축된 ‘데이터 관리 평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서 스마트 제조 과정에서
데이터의 활용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국 내 기존 데이터 관

320) 智能制造评估评价公共服务平台(2021. 3. 24), 「简讯|北京市正式启动2021年智能制造能力成熟度自
评估工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0); 北京市经济和信息化局(2021. 8. 30), 「北京市经济
和信息化局关于印发《北京市“新智造100”工程实施方案(2021—2025年)》的通知」, http://jxj.beijing.
gov.cn/jxdt/tzgg/202108/t20210830_2479812.html(검색일: 2021. 9. 20).
321) 工业和信息化部(2020. 5. 16), 「关于工业大数据发展的指导意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322) 「<关于工业大数据发展的指导意见>发布——着力打造工业大数据生态体系」(2020. 5. 16),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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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평가체계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응용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의 활용
가능성 여부가 향후 중국 스마트 제조 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8. 「공업 빅데이터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의 주요 정책 방향
분야

주요 내용
① 공정에서의 데이터 수집 추진: 공업기업의 설비 디지털화 지원, 공정 디지털 제어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 지원 ② 공업설비의 상호 접속 가속화 ③ 고품질의 공업 데이터 수집:
중점 영역에서의 통계 데이터 통합 시스템 마련 및 원재료, 장비, 소비품, 전자정보
등 관련 산업에서의 국가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④ 국가급 공업 데이터 플랫폼 건설
① 공업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 추진: 산업의 상·하류 산업에 위치한 우수 기업들의

데이터 공유

데이터 공유를 지원, 상호이익 체계 구축 ② 공업 데이터 시장의 활력 제고: 공업 빅
데이터 자산가치 평가체계 구축
① 공업 데이터의 응용 심화: 기업의 전 과정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 ② 공업 데

데이터 응용

이터 응용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공업 빅데이터 응용 수준 평가표준 구축 ③ 데이터
플랫폼 역량 강화 ④ 공업 데이터 응용 생태계 구축
① 데이터 관리 능력 평가체계 추진: ‘데이터 관리 능력 성숙도 평가 모델 GB/T
36073-2018’을 활용하고, 공업 빅데이터 관리 능력 평가체계 구축 ② 표준 개발과

데이터 관리

응용을 추진: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보안, 데이터 품질 등 주요 표준체계 구축 ③
공업 데이터 분류 및 등급별 관리: ‘공업 데이터 분류·등급 가이드라인(시범안)’에 따
라 데이터 관리를 추진

데이터 보안

① 공업 빅데이터 안전관리 체계 구축: 기업 및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 명확화 ② 공업 데이
터 보안 제품 개발

자료: 工业和信息化部(2020. 5. 16), 「关于工业大数据发展的指导意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라. 한ㆍ중 스마트 제조 역량 평가
스마트 제조는 한ㆍ중 양국 모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부문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스마트 제조 수준을
파악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한국정부도 중국의 스마트 제조 역량 성숙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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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하게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통합 모델’을 마련해 기업의 제조혁신 역
량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은 2014년부터 스마트 공장 보
급 및 확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을
목표로 한다. 이와 연계해 2019년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제도’는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을 통해 진행하
고, 평가기업에는 수준 확인서 발급과 함께 기업이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진단보고서(로드맵)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스마
트 공장 수준 확인서 발급 기업에 대해 △평가등급별 공공 구매 가점 부여 △중
소기업 진흥공단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 등 정책자금 우선 지원 △신용보증
기금 보증 비율 및 보증료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323)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의 스마트 공장 보급 현황을 수준별(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평가에 따른 등급), 업종별, 솔루션별로 파악할 수 있는 ‘SMART FACTORY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했다. 2021년 10월 기준 약 1만 2,650개(비제조업
제외)의 스마트 공장이 구축되었다.324)
2019년 기준 한국의 스마트 공장 74%가 기초 단계(Level 1+2)의 공장 자동
화ㆍ사무자동화 수준으로 파악되었고, 23%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제어가 가
능한 상태인 ‘중간 1’ 단계(Level 3), 나머지 3% 정도가 공정 운영 시뮬레이션
을 통해 사전 의사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중간 2’ 단계
(Level 4) 수준이었다.325) 2020년에는 기초 단계 비중이 2%p 낮아졌고(74%
→72%), ‘중간1’ 단계의 비중은 2%p 증가해(23%→25%) 전년대비 한국 스마
트 제조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스마트 공장 수준이 가장 높은 업종은 자동차 및

323)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9. 3. 19),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1호 기업 탄생!」, p. 1; KIEP 비공개
전문가간담회(2021. 5. 26), p, 3;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제조혁신팀, 「스마트공장수준확인」,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32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SMART FACTORY 디지털 라이브러리(스마트공
장현황)(검색일 2021. 10. 7).
325) KIEP 비공개 전문가간담회(2021. 5. 26), p. 5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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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제조업이고, 다음으로 1차 금속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스마트 제조 모델 평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양국의 스마트
제조 역량이 지금까지는 기초 수준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2020년 기준 전체 평
가기업 중 89%가 1, 2 단계에 머물렀고, 한국도 72%의 스마트 공장이 기초단
계(Level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양국 모두 가장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 단계를 의미하는 5단계에 속한 기업 및 스마트 공장은 없었다. 이는 한국
의 스마트 제조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데
이터)의 원활한 흐름과 이러한 데이터가 상품이 생산ㆍ소비되는 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제어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4-19 참고).
스마트 제조 수준별 데이터 공유 현황과 범위를 살펴보면 ‘기초’ 단계의 스마
트 공정은 모기업이 자사의 공장에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에 관한 주문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 공유는 하향식이어서 정보 공유 범
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중간 1’ 단계도 디지털을 통한 정보(데이터) 전달이 협
력사까지 확장된 것일 뿐 정보의 내용은 ‘기초’ 단계와 동일하고, 정보가 공유
되기보다는 하향식 전달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중간 2’ 단계부터 기업 간의
데이터가 쌍방향으로 공유되는 단계인데, 납기 일정뿐만 아니라 모기업과 자사
간 생산과정에서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공유됨으로써 공정에서 산출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모기업이 경영판단을 내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생산과정에 반
영되어 최적의 생산율로 제품을 생산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간 2’ 단계는 모기
업과 자사 간의 쌍방향 내부 정보이며, 협력사에 전달되는 정보는 하향식의 정
보 전달에 그친다.
한국 스마트 제조 공정이 지향하는 ‘고도’ 단계는 ‘중간 2’ 단계에서 모기업
과 자사 간의 쌍방향으로 전달되었던 정보가 협력사까지 공유되는 단계로, 다
른 단계에 비해 데이터 공유 범위가 가장 크다. 공급사슬 전 단계에서 산출된
데이터가 공유되며, 이를 클라우드 제어 시스템을 통해 전 생산과정에서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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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도출하여 생산되는 만큼, 생산효율도 가장 높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도 가
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9. 한국 스마트 제조 수준별 데이터 공유 현황과 범위
구분
고도

기업 간 정보 전달 방향
모기업 ↔ 자사 ↔ 협력사 1····N

정보 공유 범위
모기업과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사슬에 있는 협력사
까지 자재 현황, 생산 과정, 품질, 규격 등 제품 정
보를 상호 확인 가능

중간 2

모기업 ↔ 자사 → 협력사 1····N

모기업과 자사 간에는 납기 일정뿐만 아니라 자재
현황(생산 과정, 품질, 규격) 등 제품 정보가 상호
전달되지만, 협력사에는 단순한 정보(하향식)만 전달

중간 1

모기업 → 자사 → 협력사 1····N

모기업이 자사에 제품 납기 일정 등을 전달하면 자
사는 이를 협력사에 전달

기초

모기업 → 자사

모기업이 자사에 제품 납기 일정 등을 전달

자료: KOSMO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2021), p. 11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따라서 한국이 중국보다 빠르게 효율적인 스마트 제조 단계의 공장을 구축
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급사슬의 기업 간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는 보안성이 뛰어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고, 기
업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326) 한편 5G 통신기술뿐만 아니
라 중국정부가 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을 통해 데이터가 다양한 주체
들에게 활용되는 동시에 안전하게 공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지
여부가 향후 디지털 전환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26) KIEP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2021)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의 ‘스마트 제
조 혁신 추진단’은 2021년도부터 각 제조 기업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클
라우드 KAMP(민관협력으로 구축중인 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인공지능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KOSMO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2021), pp.
120~121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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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가. 중국 데이터 경제에 관한 평가
데이터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에는
최근 빅데이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세계시장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제고
될 전망이다. 데이터 생태계의 가치사슬 측면에서 중국은 스토리지ㆍ서버ㆍ네
트워크 설비 등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산업 비중이 40% 이상으로 가장 크며, 데
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 등과 관련된 서비스업 비중은 34%, 소프트웨어 및 플
랫폼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은 25% 정도로, 하드웨어 설비 및 데이
터 서비스에 편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 하드웨어 기업 중 화웨이는 글로벌 스토리지 및 서버 시장에서
도 두각을 나타내며 델, HPE 등 미국 중심의 선두 업체를 추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화웨이의 부상은 데이터 인프라 건설, 데이터 스토리지 구축 및 기업의
디지털 전환 관련 수요가 많은 중국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또한 전 세계 빅데이터 생성량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은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응용 등과 관련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금융
업, 정부 업무, 인터넷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코로나
19 및 기술발전 등의 영향으로 보건의료(원격), 신유통, 자율주행, 물류 업종에
서의 응용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중국정부가 데이터 유출 및 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데이터 보안 관련 서비스 시장의 성장도 기대
된다.
한편 중국의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장도 디지털 전환 추세 속에서 화웨이
클라우드, 알리 클라우드 등을 중심으로 미들웨어 분야에서 성장하였으나, 데
이터 생태계 가치사슬의 핵심 분야인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데이터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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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관련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ㆍ처리 기술에서는 미국의 독보적인 우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나. 데이터 규제에 관한 평가
중국은 데이터가 전략적 자산이 되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적용
범위, 수집 및 관리, 역외 이전 제한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데이터
보안법」을 발표하였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와 포괄적인 범위의 데이터에 대
해서만 법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자율주행 차량 보급 확대 및 차량 교체에 따른
자료 수집량 증가에 대응하여 관련 데이터 보안을 강화한 「차량 데이터 안전 관
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중국이 「데이터 보안법」에서 언급한 산업, 통신, 금융,
천연자원, 보건,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데이터 관련 세부 제도를 마련할 것으
로 보여 중국에 기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전 산업에서는 이에 대비할 필
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위반에 대한 법 집행력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 이에 대
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공신부(工业信息部)를 중심으로 2019년부
터 개인정보 불법 사용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앱 목록’을 발표하고 관련
앱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해당 불법행위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
해당 앱 다운로드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한다.327) 이러한 조치결과를 살펴
보면 2019년 총 56개의 앱이 적발되었고 3개의 앱만 다운로드 금지 처분을 받
았으나(총 적발 건수의 약 5%), 2020년에는 적발된 848개의 앱 중 245개의
앱이 다운로드 금지 처분(총 적발 건수의 약 28.9%)을 받는 등 행정조치의 강
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328)

327) 工业和信息化部关于开展APP侵害用户权益专项整治工作的通知(2019. 10. 31).
328) 天风证券(2021. 7. 29), 「全球科网巨头反垄断相关政策及影响专题研究规范发展终回常态」, 证券研
究报告 [2.1 中国互联网监管整体框架]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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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1. 요약
제2장에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개별 지표의 총합으로 디지털 경제를 추산하는 상향식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를 크게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의 디지털화’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2006년 이후 ‘산업의 디지털화’ 비중이 점차 커져
서 2019년 디지털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① 정보통신(디지털)
산업에서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 확대 ② 인터넷 기업의 성장을 기
반으로 한 인터넷 산업화 촉진 등이 중국 정보통신 산업의 특징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중국 내 산업의 디지털화는 ① 코로나19 이후 생산자 서비스의 디지
털화가 소비자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 ② 산업 인터넷의 발전이 2차 산업의 디
지털화를 주도한 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정부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추진체계와 디지털 거버넌스, 디지털 산업
화와 산업의 디지털화 등 주요 4개 부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주요
결과로 첫째,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국가주석이 직접 총괄하는 최상위 기
구인 ‘중앙 인터넷 안정 및 정보화 영도소조’가 추진하는 등 점차 중앙정부의
핵심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둘째, 중국정부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은 데이터
의 효율적 관리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
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제13차 5개년 규획’부터 ICT 산업에서의 핵
심기술 개발을 강조해왔고, ‘제14차 5개년 규획’을 통해 세부적으로 기술 혁신
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중점 산업별 생태계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중국정부는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 산업 디지털화를 중심
으로 5G 기술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①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② 통신사 간 5G 통신
망 구축 조정 등을 5G 통신망 구축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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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주요 기업의 경영정보와 연간 보고서를 분석하여 통신사, 장비제조사 등
기업 유형별 5G 산업 전략을 정리하였다.
5G 기술 국제화 표준 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확장되는 가운데, 중
국 내 표준화 체계 변화와 2018년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단체표준’에 대
하여 협력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기
업 간의 5G 기술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중국 5G 산업의 중국 내 ‘단체표준’ 분석 결과를 통해 중국
기업들의 국제 표준화 기구 내 영향력 확대에는 관련 산업협회와 중국정부 산
하의 싱크탱크가 주도하는 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신기술 국제 표준화 기구 ‘3GPP’에서 중국 내 ‘단체표준’을 주도
하는 ‘중국 통신기술 기업협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국제표준
과정에서 중국기업과 미국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5G 혁신 네트워크 센터’를 5G 생태계 조성의 ‘개방형 혁신’ 사례로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① 중국 5G 생태계에는 많은 대체 기
업과 협력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이 탄생이 가능하
며 ② 통신사보다는 통신장비 기업,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5G 응용 혁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주요 1선 도시에서의 성공을 기반
으로 2ㆍ3선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혁신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육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은 하드웨어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는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 구조가 서비스 분야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 이유 중 하
나로 중국 내 빅데이터 활용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데이
터를 현지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은 기타 국가들의 데이터 경제와 비교하여 데이터 생산량, 정부 적
극성(정책), 빅데이터 관리 부서(관리국)/데이터 은행 및 거래소(빅데이터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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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서버ㆍ스토리지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응용, 인터넷 보안,
IDC 운영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과학기술, 원격진료(온라인 진료), 인
공지능 및 자율주행 등에 대한 기술선점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은행 및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하여 더 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려
는 노력을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절에서는 2010년 이후 중국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을 정리하였다. 중국
데이터 육성 정책의 중점 방향은 빅데이터 수집에서 빅데이터 통합ㆍ공유를 통
한 산업사슬 형성으로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중국 내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도 점차 정비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1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 중국 내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관한
안전성 심사 및 인증 체계 등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향후 한ㆍ중 디지털 협력이
양국의 제도 차이로 인하여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 소통이 디지털 협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가치화와 관련하여 중국은 데이터의 가치
화를 자원화-자산화-자본화의 3단계로 추진하면서 데이터 요소시장을 육성하
고 있다. 특히 중국의 첫 데이터 소유권 플랫폼으로 공업정보화부가 2019년 개
통한 ‘인민 데이터 자산 서비스 플랫폼’은 주로 데이터에 대한 합법적인 심사를
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데이터 소유권을 모색하고, 일부
지역에서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데이터 거래ㆍ유통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선제적이고 실험
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세계 최초의 데이터 거래소인 구이양 빅데
이터거래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이에 필
요한 법ㆍ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자산화를 실험적으로 추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중국 주요 지역에 오픈마켓 형태의 16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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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중국 5G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융합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분야인 스마트
제조에 관한 사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중국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
동차 제조업 △전자설비 제조업 △화학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수준이 다른 산
업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러한 산업들의 GVC 수출이 늘어
난 점과 전방 참여도가 후방 참여도에 비해 증가한 점을 통해 볼 때 향후 관련
산업 GVC 내 중국의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9년까
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 제조 수준은 비슷하나, 한국이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
로 선진화된 스마트 제조 모델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함을 시
사점으로 제안하였다.

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가. 한국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방향 점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2.0’ 정책과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
교를 통해서 우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우려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한국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자 한다(부그림 1 참고).
첫째,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디지털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
서 중국과 같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
다. 디지털 전환은 국제적 추세로, 중국과 한국의 디지털 추진 정책은 큰 틀에
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중국은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한국보다 이른 시기에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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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디지털 경제를 강조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중국’을 2017년에 발
표하여 한국이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보다 빠르게 추진되었다.
한국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기관으로 정권
변화에 따라서 지속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한 공무원의 순환보직, 민간
위원의 짧은 임기(1년) 등으로 장기 목표 추진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
다. 따라서 디지털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추진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분산된 부처에
서 담당하던 디지털 전환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전담 부처인 ‘디지털
부’ 신설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329)
둘째, 민간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도 참고할 수 있
다. 중국은 정책 및 재정적 지원, 비공개 정부 자원 접근에 대한 우선권 부여,
규제 완화 및 면제 등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 디지털 뉴딜 정책에는 민간 참여 유인으로 세제 혜택 제공이
주요 수단으로 언급되어 있다. 전지은(2020)은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
을 가진 조직이므로 민간 참여를 통한 수익 창출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도 민간 참여 유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방안을 논의
할 필요가 있다.330)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제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온라인 사교육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은 시장경쟁을 통한 조정보다는 강력한 행정 수단을 기반으로 하여 디
지털 산업의 생태계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빠르
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생태계에 건전한 시장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규제
329) 이해영, 허만용, 김중길(2020), p. 174에 따르면 독일은 2018년 ‘디지털부’를 신설하고자 하였으며,
미국 국무부도 사이버 보안ㆍ디지털 정책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US State
Department to form cyber bureau”(2021. 10.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22).
330) 전지은(2020), p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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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다양한 민ㆍ관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정책 의사결정 체
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5G, 반도체, 인공지능 산업 내 보조금 및 육성
정책 등은 향후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중국
의 산업 정책 수단을 벤치마킹하기보다는 미국이 중국정부를 향해 제기하는 제
도적 쟁점을 검토ㆍ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 내 법ㆍ제
도의 국제 규범과의 일치성 등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나.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첫째, 5G 기지국 투자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 현재 한국 이동통신 3사의 설
비투자 규모는 2019년 8조 8,000억 원에서 2020년 7조 5,000억 원으로 오히
려 감소하였다.331) 또한 이동통신 3사의 투자는 3.5기가 헤르츠 대역에서 전
국망 구축에 집중되어 있으며, 5G 서비스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태이다.332) 따라서 향후 5G SA(단독 규격)에 대한 투자 및 35기가 헤
르츠 대역의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관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
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제4차 ‘5G+ 전략위원회’는 「2021년 5G+ 추진계획
(안)」에서 ①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통합 투자세액 공제 우대 ②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강화를 통한 통신사의 경쟁적 망 구축 투자 유도 ③ 공공기관ㆍ지자
체 내 5G 기지국 구축 지원 등의 정책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관련 정책들의 효
율적인 집행 여부가 향후 한국 5G 통신망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331)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으며, 2017~18년까지의 3사 설비투자 합계가 약 10조
8,000억 원인 데 비해 2019년과 2020년의 설비투자 총액은 약 16조 2,500억 원으로 약 49% 증가
했다. ｢[5G 2년③]SKTㆍKTㆍLGU+, 투자 대폭 늘렸지만…인빌딩ㆍ28㎓ㆍSA도 남았다｣(2021.
4.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30).
332)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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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5G 연관 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업 중심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분석하였듯이 중국 5G 산업의 경쟁력은 중국
정부가 각 기술영역에 특화된 기업을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기업들이 협력한다는 점이다. 이
러한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성공한 모델이
시장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특히 중국정부는 민ㆍ관 혁신 네트워크의
조성 기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센터의 운영과 생태계 발전은 핵심 기
술을 갖춘 기업들(예: 화웨이, 텐센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에 반해 한국
은 5G 통신 기술과 기타 산업협력 모델을 위한 플랫폼이 많지 않으며, 통신사
가 협력사와 계약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5G와 기타 산업 간의 협력 플랫폼 운영에서 정부가 아닌 핵심기
술을 보유한 기업에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
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서 5G 응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역별로 특화
된 혁신 네트워크 센터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역
동성을 지니고 있는데,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규제 프리
존’은 지역별 특화된 신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규제 특례는 존재하나, 지역 내
5G망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각 지역별 ‘규제
프리존’ 산업단지 내 5G망 구축을 기타 지역보다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별
로 특수 산업에서 다양한 5G 응용 모델들이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
요가 있다.

다. 정보통신 기술표준 전략 수립
국제표준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한국의 정보통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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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업협회 등을 통한 기업 간 기술개
발 협력을 장려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국제표준 기구에 참여하여 기업 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3장의 분석을 통해 중
국 정보통신연구원이 ‘중국 정보통신기업협회’ 내 회원사들의 표준 협력을 증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전략은 정부 싱크탱크가
국제 표준화를 위한 로컬 기업 간 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정부 싱크탱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기
술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G 기술표준에서의 미ㆍ중 갈등 양상은 향후 국제 표준화 과정에도 많
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이에 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첫
번째 대응 방안으로 중국 내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소비재(예: 단말기) 관련
표준 협력과 미국과의 통신장비 관련 표준 협력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333)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미국
통신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통신장비를 대체할 19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였다.334) 이로써 미국 내 통신장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은 통신장비 기술과 표준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 내
통신장비 분야는 화웨이, ZTE 등 중국기업의 시장 영향력이 커서 시장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단말기 등 차별화된
소비재가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이나 인증 절차에 관한 협력이
필요하다.335)
둘째, 6G 기술 표준화에 대비한 위성통신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336) 5G
기술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응용 분야에서 현재 5G 기술에 대
333) KIEP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2021. 8. 19, 8. 30) 자료를 토대로 작성.
334) Shepardson(2021. 7. 14), “FCC votes to finalize program to replace Huawei equipment in
U.S network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
335) ｢갤폴드3ㆍ플립3 中 구매 대기자 100만 육박… 글로벌 흥행 기대감｣(2021. 8. 30),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9. 14).
336) KIEP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2021. 8. 19, 8. 30) 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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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계가 점점 보이고 있어 6G 기술의 표준화가 예상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위성 발사 및 응용 비용이 많이 감소하
면서 6G 기술은 위성통신의 활용을 통해서 구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중국은 미국의 ‘GPS’ 기술 의존도를 낮추
기 위해서 자국이 개발한 ‘베이더우(北斗)’ 위성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는데, 이
는 6G 기술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위성기술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R&D 투자와 인재 육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 한국의 데이터 시장 확대 방안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부터 강조하
면서 중앙 및 지방의 육성ㆍ지원 정책 및 시범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 경
제를 발전시켜 왔다. 데이터 관련 기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데이터와 경제ㆍ
사회의 융복합 가속화, 정부 주도의 데이터 시장 시스템 구축, 데이터 관련 표
준 개발 및 법제화 등을 통해 국내 데이터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데이
터 경제 질서 구축 및 협력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데이터 하드웨어 분야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데이터 유
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및 선도적 시범 사업 추진, 빅데이터 및 AI
등 관련 기업 육성, 글로벌 데이터 무역 및 표준 개발 참여,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국제협력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인구 제약 등 데이터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은 중국의 데이터 현지화 정책 등 권위주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최근 중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데이터 분야 정책은 데이터 자산화 단계의
발전과 관련된 것들이 대다수이며, 이는 아직 초기 발전 수준인 전 세계의 데이
터 자산화를 선도하여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미 방대한 데이터를 경제ㆍ산업 각 분야에 응용ㆍ활용한 성공 사례가 다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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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데이터를 전략 자원으로 규정하여 데이터 보안 및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 자산화 과정에서 중국은 데이터 시장 육성에 필수적인 거래ㆍ유통 시
스템을 구축하고자 세계 최초로 데이터 거래소(구이양) 및 국제 데이터 거래소
(베이징)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별 특징이 반영된 다양한 데이터 거래 플
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 축적 및 관련 입법ㆍ제도화 등을 추진하여 데이터 시장을 발전시키고 있
다. 또한 데이터의 국제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표준을 국제 기준에 부
합되도록 하면서도 국내에 축적된 다양한 경험 및 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을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데이터 자산화 분야의 정책 추진이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대비 상대적
으로 뒤처진 상황인 만큼, 데이터 시장 확대 및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신속
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표준 관련, 한국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및 AI 분야의 글로벌 표준 선점 경쟁에 대응하여, 디지털 우위
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관련 분야의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글로
벌 표준 선점 및 선도를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0월 ‘제6차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회의(ISO/IEC JTC1/SC42)’에서 한국의
AI 데이터 서비스와 머신러닝 데이터 품질 등 기술이 반영된 것이 중요한 선례
가 될 수 있다.337)
또한 중국은 데이터 관련 국내 규범을 정비한 이후 DEPA 가입 신청 등 데이
터 분야의 국제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질서
를 구축하고 국내 데이터 관련 규범 및 시장과 국제질서 간 차이를 축소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도 대응하려는 것이다.
한편 데이터 관련 중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현지화는 국경
간 데이터의 이동을 제한ㆍ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 경제 선진국인 미국
337)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0),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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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 기반의 자유 이동(DFFT: Data Free Flow with Trust)’ 원칙과 상반
되며, 데이터 자원 제약을 극복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과도 차이가 있다. 글로벌
데이터 이동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국제 규범과 질서가 구축되는 데 있어 한국의
실익에 부합하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는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중국이 데이터 자산화 과정에서 데이터 권리 확정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규정하여 국가안보 차원에서 데이터 보안을 중시하고 있음
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우, 현지의 데이터
규범에 관한 법적 역량 강화, 데이터 개방ㆍ공유 체계 모니터링 등이 필요할 것
이다.

마. 중국과의 디지털 통상규범 소통 채널 구축
현재 중국은 사이버 안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 등에 걸쳐 법
과 정책을 빠른 속도로 정립해가고 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벤치마킹이 되는
GDPR 등을 참고하면서 디지털 법제도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디지털 통상이 국가안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법과 정책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과 호주,338) EU 등 선진국 역시 자국의 디지털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디지털 통상을 사이버 안보와 결부시키고 있다.
다만 중국은 강한 데이터 자국화(data localization) 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국가 안보를 고려하여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 가능성을 크게 확대하고 있
다는 점에서 미국, EU와는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중국은 「사이버 보안
법」, 「데이터 보안법」 등을 통해 데이터의 역외 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디지
털 서비스 무역에 관한 비관세장벽 수준도 매우 높다.339)
338) 호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김정곤 외(2020) 제4장 참고.
339) 2014년부터 OECD에서 매년 발표하는 “Digital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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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통상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드러낸 바는
없으나, 해외 진출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
의 법제도는 중국과 궤를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RCEP에
참여하는 한편 최근에는 CPTPP 가입을 신청하였지만,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
한 견해는 모호하다. RCEP의 전자상거래 협정문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를 명시했지만, 정부의 개입 여지를 강하게 둠으로써 자유화와는 거리가 먼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CPTPP 전자상거래 챕터가 요구하는 수
준의 개방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더욱이 미ㆍ중 갈등
이 격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통상과 같이 국가안보와 결부된 영역에서 중국과의
적극적인 통상협력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은 거대시장으로서 중국의 가치는 충분히 고
려하되,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 차원에서는 현 상황에서 중국을 주요한
협력 파트너로 삼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
원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양국의 디지털 통상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
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ㆍ중 디지털 협력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양국 간 디지
털 통상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쌍방향 대화 채널 구축이다. 이러한 대화 채널
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
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
다.340) 특히 중국 「사이버 보안법」 제정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이해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 중국의 정책당국과 소
통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의 디지털 무역 정책에 관한 연
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 정보통신연구원’과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国
면 중국은 2020년 0.51로 카자흐스탄(0.65, 1위) 다음으로 서비스 무역 장벽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
는다. OECD Digital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0).
340) 또한 최근 중국의 자국 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규제 사례, 사이버 보안에 관한 우려가 심해지
고 있어 양국의 정책교류를 통한 신뢰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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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互联网信息办公室)’ 등 관련 정책당국과의 협의 채널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
으로 디지털 무역이 양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동연구를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의 제4장에서 다룬 중국의 관련
제도 등을 다룬 연구 내용은 향후 공동연구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 중국 내 경제특구 활용 및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
한국정부 차원에서는 디지털 통상 관련 중국의 법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과
정보 교류를 강화하면서 양국의 건설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식별하는 한편,
유망 영역에서의 사업 발굴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의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험구(服务
贸易创新发展试点, 이하 ‘서비스 무역 시험구’)’ 등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을 활
용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
인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341) 특히 이러한 지역에서의 협력 성과가 중국
전역의 대외 개방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상하이는 ‘14·5 규획(2021~2025)’ 기간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관한
관리ㆍ감독 제도를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342) 특히
341)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를 통해 통관문제 간소화,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내 해외 소비 증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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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내 한ㆍ중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결제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주도로 설립된 ‘글로벌 금융혁신 네트워크(Global Financial
Innovation Network)’를 벤치마킹하여 한ㆍ중 금융규제 당국 간의 협의체를
만들고, ‘자유무역 시범구’ 내 한ㆍ중 핀테크 기업들이 국경을 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343) 이러한 샌드박스식 협력 사례들은 향후
디지털 영역 내 상호 규제를 최소화하고, 양국의 데이터 이전에 관한 입장 차이
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344)
둘째, 베이징ㆍ상하이ㆍ하이난(海南)ㆍ슝안신구(雄安新区)에서 추진되는 데
이터 역외 이전 시범 정책을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0년 8
월 중국 상무부는 28개의 지역에 해외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무
역 혁신 발전 시험지역(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을 지정하고, 지역 내 디지털
무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ㆍ상하이ㆍ하이난ㆍ슝안신구
에서 △해외 데이터 이전 분류 및 감독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데이터 역외
이전에 관한 보안 정책을 향후 3년 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련 지
역에서의 제도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345)
셋째,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 시 EUㆍ중 CAI(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와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장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가 불가능했던 중국 내 통신ㆍ클라우드 서비
스 시장이 CAI 협정을 통해 미ㆍ중 1차 무역합의 결과와 동일한 수준인 ‘외국
인 지분 50% 제한’ 수준까지 개선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346)
또한 CAI(초안)의 내용 중 반면교사로 참고할 점은 EU가 중국과의 투자협정
342) 上海市人民政府(2021. 1. 27), 「上海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
纲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1).
343) 주성현(2019. 4. 5),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길 뚫린 핀테크 산업, 다음은 해외로」, 온라인 보도자
료(검색일: 2021. 8. 14).
344) Conley, Renison, and Suominen(2019), p. 18에서 샌드박스식 협력을 통해 미국과 영국 간 디지
털 영역 내 상호 규제 및 기준 마련을 제안하였다.
345) 商务部(2020. 8. 12), 「全面深化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总体方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0).
346) Wnukowski et al.(2021),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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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면서 중국 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만 치중한 나머지, 디지털 서
비스 확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보호장치(Safeguard) 마련
에 소홀했다는 점이다.347) 앞에서 제시한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협력 방안을
진행하면서 양국의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혹은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겪은 피해
사례, 피해 규모 등을 수집하고, 이러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이
FTA 서비스 협정의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347) Lawrance, Van Ho, and Vastardis(2020),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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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중국 정보화 발전 조직 연혁
연도

1982

이름

주요 내용

국무원 컴퓨터 및

- 1984년 ‘국무원 전자 진흥 영도소조(国务院电子振兴领导小组)’

대규모 집적회로
영도소조(电子计算机和大规
模集成电路领导小组)

로 개명
- 7·5 규획 기간 IT를 전통 산업에 응용하는 12개의 응용 공정을
중점 추진
- 과학적 관리를 바탕으로 적시에 경제정보를 수집·저장·분석·전달
할 수 있는 경제정보처리 시스템 조성

1986

국가경제정보센터
(国家经济信息中心)

- 現 발개위 산하의 국가정보센터(国家信息中心, =국가전자정무네트
워크 관리센터)*의 전신
* 경제 분석 및 예측, 정보화 건설과 빅데이터 활용에 특화된 국가
급 의사결정 자문기구이자 전자정무 공공서비스 플랫폼

1993

국가경제 정보화 연석회의
(国家经济信息化联席会议)

- 국무원 부총리 주관, 정보화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에 참모 역할
수행
- 「국무원 정보화업무 영도소조 성립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关

국무원 정보화 업무
1996

영도소조
(国务院信息化工作领导小组)

于成立国务院信息化工作领导小组的通知)」
- ‘국가 경제정보화 연석회의’에 이어 국민경제와 사회서비스의 정보
화를 추진
- 사무기관인 국무원 정보화 사업 영도소조 판공실은 1988년 신설
된 정보산업부에 통합

국무원 정보화 업무
1999

영도소조
(国务院信息化工作领导小组)

- 「국가정보화사업 영도소조 성립에 관한 통지(关于成立国家信息化
工作领导小组的通知)」
- 해당 영도소조는 별도의 사무기관 설치 없이 구체적인 업무는 정
보산업부가 담당
- 정보화 추진과 국가 정보보안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영도소조를
재조직

국무원 정보화 업무
2001

영도소조
(国务院信息化工作领导小组)

- 조장: 국무원 총리, 정치국 상무위원
-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 거시계획, 관련 규제, 중대한 의사결정을
심의하고, 정보화 및 정보보안을 종합적으로 조정
- (사무기관) 국무원 정보화업무 판공실 공식 출범(→2008년 신설된
공업정보화부에 통합)
- 국가주석 주관, 사이버 보안 및 정보화 정책을 입안·의결하는 최고

중앙인터넷안전 및 정보화
2014

기구

영도소조(=위원회)(中央网络 - (사무기관)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中共中央
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

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 인터넷 콘텐츠 감독 및 관리 업무 수행

자료: 中国政府网(2006. 3. 19), 「2006—2020年国家信息化发展战略」, 온라인 자료; 「《国家信息化发展战略纲要》全文」(2016.
7. 27), 온라인 기사; 中国政府网(2016. 12. 15),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的通知」,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4); 조 철, 조은교, 박가영(2019), pp. 136~165; 전형진 외(2019),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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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중국의 주요 정보화 발전 전략

정책명

발표

발표

연도

부처

정책내용
- 중국 최초의 정보화 발전 전략
〮
- △정보 인프라 구축 △정보보안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전자

2006~2020년
공산당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
(2006-2020年

중앙

2006

정치국
/

国家信息化

정부 추진 등 중국정부가 15년간 추진할 10개의 중점 전략 제시
· IT 종합 인프라 구축, 핵심 IT 확보, IT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 국가 정보보호 수준 제고

국무원 · 교육, 과학, 의료ㆍ보건 분야의 정보화 추진

发展战略)

· 제도적 환경 조성 및 정책 시스템 구축
· IT 및 정보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국가 정보화 발전을 규범화
- 단계별 목표
공산당 ·(~2020) 선진국 수준의 고정 광대역 가정보급률, 3G/4G 보
중앙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 강요
(国家信息化

2016

정치국

급, 5G 기술개발 및 표준 확립

·(~2025) 세계 최고 수준의 고정 광대역 가정보급률 달성

/
국무원 ·(~2050) 네트워크 강국으로서의 확고한 지위 확립

发展战略纲要)

- 3대 전략적 임무(발전능력 강화, 응용 수준 제고, 발전 환경
최적화)와 14개의 임무 제시
13차 5개년

- 정보화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2020)

국가 정보화규획
(关于印发“十三

· 국제 선두 수준의 정보화 능력 확보
2016

국무원 · 5G 기술개발 테스트 완료 및 상용화, IPv6 전면 배치

五”国家信息化

· 35개 위성을 사용한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

规划的通知

· 국제경쟁력을 갖춘 클라우드 및 IoT 산업체계 구축
- 정보통신 산업 전체 규모 확대 도모(~2020)

정보통신산업

· 육해공· 우주를 포괄하는 국가 정보통신망 인프라 개선

발전규획
(2016~2020)
(信息通信行业

공업

2016

부

发展规划

강화, 안전 보장
공업
정보화

정보산업
(信息产业
发展规划指南)

· 네트워크 및 정보 안전 종합보장 능력 강화
- (4개 중점 발전) 인프라 정비, 서비스 응용혁신, 업계 관리

(2016－2020年))

발전지침

· 인터넷 시설 및 자원 능력 강화

정보화 · 정보통신기술 장악 능력 강화

부

2016

/
국가

- (~2020) 정보산업 주요 발전지표를 산업 규모, 산업구조,
기술혁신, 서비스 수준, 친환경 발전의 5개 대분류로 구분하
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명시
- (8개 주요 과제) △혁신 능력 강화 △협업 최적화된 산업구조

발전

구축 △정보기술의 융합ㆍ응용 활성화 △차세대 정보 인프라

개혁

구축 △정보통신과 무선전자 업계 관리 강화 △정보산업 보안

위원회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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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계속

정책명

발표

발표

연월

부처

정책내용

정보 인프라
- 13ㆍ5 규획 시기 네트워크 발전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정보

구축 주요 산업
발개위

추진 3개년
행동 방안
(2016~2020)

/

2016

공업
정보화

(信息通信行业发

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 강화
(2016~18년 정보 인프라 구축에 1조 2,000억 위안 투자
계획)
- (4대 주요 과제) △차세대 고속 광섬유 네트워크 △첨단 모바
일 광대역 △글로벌 네트워크 설비 △응용 지원 능력 강화

展规划物联网分
册(2016-2020))

- (목표) 스마트 생산 수준 업그레이드, 인터넷 농업경영 수준 업
그레이드, 데이터 관리 수준 업그레이드, 온라인서비스 수준 업

13·5 전국

그레이드

농업농촌 정보화
발전규획
(“十三五”全国
农业农村信息化
发展规划)

- (8대 중점 추진 프로젝트) △스마트 농업 장비 프로젝트 △농
2016

농업부

업 사물인터넷 시범 사업 △농업 분야 전자상거래 시범 사업
△세계농업 데이터 조사 분석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농업
행정업무 정보화 프로젝트 △농촌 농가 정보화 프로젝트 △농
업 정보화 과학기술 혁신 능력 제고 프로젝트 △농업정보경제
시범구역 운영 프로젝트

자료: 中国政府网(2006. 3. 19), 「2006—2020年国家信息化发展战略」, 온라인 자료; 「《国家信息化发展战略纲要》全文」(201
6. 7. 27), 온라인 기사; 中国政府网(2016. 12. 15),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的通知」, 온라인 자료(모
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4); 조 철, 조은교, 박가영(2019), pp. 136~165; 전형진 외(2019),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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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스마트 제조 육성 정책

정책명
중국제조 2025
(中国制造2025)

발표

- 중국 제조강국 전략 첫 10년의 행동강령
2015 -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심도 깊은 융합 가속화를
골자로 함.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 발전을
심화하기 위한 지도의견
(国务院关于深化制造业与互联

- 2025년까지 쐉창 플랫폼 보급률 80% 달성
2016

网融合发展的指导意见)
스마트 제조 발전규획
(2016~2020)
(智能制造发展规划
(2016-2020年))

주요 내용

연도

- 주요 내용은 제조업과 인터넷 융합발전 체계 완비, 제조
업과 인터넷 융합발전을 장려하는 지원 정책 완비, 융합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
- 2020년, 2025년까지의 두 단계 목표 제시

2016

- 핵심 내용은 △스마트 제조 핵심 기술과 설비 발전 △
스마트 제조 표준체계 완비 △스마트 제조 생태계 조성
△차세대 정보통신ㆍ고급 디지털 제어 선반ㆍ산업 로봇ㆍ
항공장비 등 중점 분야 기업의 디지털화 추진 등

로봇산업 발전 규획
(2016~2020)
(机器人产业发展规划

2016

- 机器人发展总体部署
- 로봇 산업의 빠르고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2016

- 「중국제조 2025」 실시를 위해 스마트 제조 프로젝트
추진

(2016-2020年))
스마트 제조 공정 실시 가이드
(2016~2020)
(智能制造工程实施指南
(2016-2020年))
첨단 스마트 제조 재제조
행동계획(2018~2020)
(高端智能再制造行动计划
(2018-2020年))
인터넷+선진제조업 심화를 통한
산업 인터넷 발전 지도의견
(关于深化“互联网+先进制造业”
发展工业互联网的指导意见)

2017 - 첨단 재제조, 스마트 재제조 가속화 추진

2017 - 중국 산업 네트워크 발전을 규범화

국가 스마트 제조 표준체계 구축
가이드(2018년판)
- 스마트 제조 분야의 국가 및 업계 표준을 글로벌 표준
2018
(国家智能制造标准体系建设指南
으로 확립하고자 함.
(2018年版))
산업 인터넷 발전 행동계획
(2018~2020)
(工业互联网创新发展行动计划
(2018-2020年))

- 성시 및 기업 차원의 산업 인터넷 플랫폼 구축 장려
2018 - 산업 인터넷에서 5G, NB-IoT, SDN, NFV348) 등 신
기술 활용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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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계속

정책명
산업 인터넷 가속화 통지
(关于推动工业互联网加快发展
的通知)

발표
연도

주요 내용
- 양질의 광역 네트워크 등 신형 인프라 건설 가속화

2020 - 산업 인터넷을 활용하여 기업 조업 재개 추진
- 산업 인터넷 응용 추진

산업 인터넷 혁신발전 행동계획
(2021~2023)
(工业互联网创新发展行动计划

2020 - 향후 2년간 중국 산업 인터넷 발전목표 확립

(2021-2023年))
14·5 스마트 제조 발전규획
(의견수렴안)(“十四五”智能制造
发展规划(征求意见稿))

2021 - 스마트 제조 발전 추진 및 목표, 중점 임무 명시

자료: 产业信息网(2021. 8. 6), 「2020年中国智能制造产业发展现状及发展趋势分析[图]」,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0); 「智能制造发展规划(2016-2020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7); CSF 중국전문가 포럼(2019.
3.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0); 中国政府网(2020. 3. 6), 「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关于推动工业互联网加
快发展的通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0); 中国政府网(2016. 5. 20), 「国务院关于深化制造业与互联网融
合发展的指导意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0).

348)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NFV)는 서버 가상화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컴퓨터에
서 동시에 1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가동하여 평소 용량의 10~15%만 사용하는 효용률을 70% 이상으
로 제고함으로써 같은 분량의 업무처리에서 요구하는 컴퓨터의 수를 감축하는 데 자주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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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중국 5G 산업응용연맹(5GAIA) 선정 1, 2기 혁신센터 명단 및 내용
1기 혁신센터
번호

혁신센터

1

베이징 Unicom 5G 혁신센터

주관 기업/기관

지역

China Unicom

베이징

State Grid Information &
2

전력 5G 혁신센터

Telecommunication

베이징

(国网信息通信产业集团有限公司)
3
4
5

Tencent 5G 클라우드 게임
혁신센터
Baicells 개발 5G 기술혁신센터
China Telecom 베이징연구원
5G 개발실험실

텐센트(Tencent)

베이징

Baicells(佰才邦)

베이징

China Telecom

베이징

6

CAICT 5G 혁신센터

CAICT(中国信息通信研究院)

7

철강 5G 공업네트워크 혁신센터

ANSTEEL(鞍钢集团自动化有限公司)

중국과학원 선양컴퓨팅기술연구소
8

(랴오닝 5G+공업네트워크
융합혁신센터)

9

상하이 5G 혁신센터

10

쑤저우 고속철도 5G V2I 혁신센터

11

저장성 5G 산업연맹실험실

12

China Mobile 푸지엔
5G 융합혁신센터

베이징/
항저우
선양

SICT(中国科学院沈阳计算技术研究所有
限公司)
상하이과여실업발전유한공사

선양

상하이

(上海跨与实业发展有限公司)
쑤저우고청신성빅데이터운영서비스유한공사
(苏州高铁新城大数据运营服务有限公司)

쑤저우

저장성 5G 산업연맹(浙江省5G产业联盟)

항저우

China Mobile

푸저우

13

스마트 5G 혁신센터

산동대학교(山东大学)

지난

14

5G 공업네트워크 응용 혁신센터

하이얼(Haier)

칭다오

15

공업네트워크 ‘5G+’ 혁신센터

Inspur(浪潮软件科技有限公司)

지난

5G 스마트 교통 혁신센터

CTTIC(中交信通网络科技有限公司)

후베이

China Mobile

광저우

China Mobile

충칭

16
17
18

China Mobile 광동성 5G 응용
혁신센터
China Mobile 5G 연합 혁신센터
충칭 개방 실험실

19

China Mobile 청두산업연구원

China Mobile

청두

20

5G 산업 말단 및 응용 혁신센터

TD Tech(成都鼎桥通信技术有限公司)

청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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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계속
2021년 제2기 명단
번호

혁신센터

1

ZTE 융합혁신센터

주관 기업/기관

지역

ZTE

베이징

State Grid Information &
2

전력 5G 혁신센터

Telecommunication

베이징

(国网信息通信产业集团有限公司)
3
4
5
6

쑤저우 China Telecom

China Telecom

장쑤

대만구 5G 혁신센터

BIFNC(金砖国家未来网络研究院)

광동

Cloud Open Labs

Hauwei

광동

China Mobile

운남

5G 응용혁신센터

운남 China Mobile
유색금속야연 5G 융합혁신센터

자료: 5GAIA 홈페이지(2020. 8. 10), 「2020年5G应用产业方阵创新中心评定名单公示」; 5GAIA 홈페이지(2021. 8.
5), 「2021年5G应用产业方阵创新中心评定名单公示」(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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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데이터 서비스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주요 내용

빅데이터 서비스 능력 분석하고, 분야별 서비스 관련 시스템 분석

프로젝트 명칭

2020-CCSA-52

2020-CCSA-55

3

4

정부 서비스 및 데이터 지원 영역에서 서비

소비자 체험 평가 방법

스마트홈 시스템 및

모바일 인터넷 +

능력 성숙도 모델

샤오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규정, 2. 스마트홈 시스템 제어 및 감지 능력
평가 규정, 3. 스마트홈 시스템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 평가 규정

차이나텔레콤

정보통신연구원,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중국

알리바바

정보통신연구원

중국

주관기관

1. 스마트홈 시스템에 관한 체험 평가 방법

있는 표준을 제정

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능력을 등급화할 수

빅데이터센터 서비스 가 공급 사이클에 관하여 설명해야 할 내용

빅데이터센터 서비스 과정 중 서비스 공급자

지원플랫폼 기술규범 스 및 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

전자정부서비스

종 서비스에 대한 등급 기준을 결정

2. 성숙도 능력의 수준별 등급을 토대로 각

자료: 中国通信标准化协会(2020a), (2020b), (2020c), (2020d)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20-CCSA-38

응용분석

2020-CCSA-51 성숙도 모델 제4부문: 및 통용 서비스 과정에 대해서 정리

일련번호

2

1

유형

-

참여기관

화위엔(华远)빅데이터

Oppo, 상하이 차오지(超级), 베이징

이징 치후(奇虎)과기공사, 메이디,

신기술유한공사, 하이얼, Lenovo, 베

중국 뎬신, 항저우 투야(涂鸦)정보통

클라우드 서비스, 화웨이

ZTE, 텅쉰(腾讯) 베이징 진샨(金山)

알리바바,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부표 5. 2020년 5G 분야에서의 중국 ‘단체표준’ 유형별 예시

2022

2022

2022

2022

연도

완성

응용

인터넷 및

모바일

빅데이터

응용

서비스 및

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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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dong
OPPO
Haier
Xiaomi
Huawei

Tianyi
Juhao

SZictlab
Weiwo

中国移动通信集团有限公司

OPPO 广东移动通信有限公司

青岛海尔科技有限公司

北京小米移动软件有限公司

华为技术有限公司

中国联合网络通信集团有限公司

北京三星通信技术研究有限公司

四川天邑康和通信股份有限公司

青岛聚好联科技有限公司

上海诺基贝尔股份有限公司

中兴通讯股份有限公司

深圳市腾讯计算机系统有限公司

深圳信息通信研究院

维沃移动通信有限公司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Tengxun

ZTE

Nokia

Samsung

Liantong

CAICT

中国信息通信研究院

1

노드명

중문명

순번

30

28

26

24

22

20

18

16

14

12

10

8

6

4

2

순번

GDhaiwu

广东海悟科技有限公司

北京数牍科技有限公司

上海交通大学

北京百度网讯科技有限公司

杭州趣链科技有限公司

深圳华大生命科学研究院

中通服咨询设计研究院有限公司

BJshudu

SHjiaotong

Baidu

HZqulian

Huada

Zhongtong

Kehua

Annai

广东安耐智节能科技有限公司

厦门科华恒盛股份有限公司

Haixin

SHkuandai

Weidi

Yingxiong

海信（山东）空调有限公司

上海宽带技术及应用工程研究院

维谛技术有限公司

深圳市英雄克科技股份有限公司

Guoqi

国汽（北京）智能网联汽车研究院有限公司

노드명
SZhuazhi

중문명
深圳华制智能制造技术有限公司

부표 6. 제3장 네트워크 분석의 기업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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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xiIoT
GDnanfang
Tairui
Changfei

Futong
Statesafe

中国电信集团有限公司

无锡物联网创新中心有限公司

广东南方电信规划咨询设计院有限公司

成都泰瑞通信设备检测有限公司

长飞光纤光缆股份有限公司

中讯邮电咨询设计院有限公司

金陵帝斯曼树脂有限公司

江苏享通光纤科技有限公司

北京邮电大学

南京华信腾仓光通信有限公司

江苏中天科技股份有心公司

富通集团有限公司

国家计算机网络应急技术处理协调中心

中国移动通信集团设计院有限公司

33

35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

57

59

Yidonglab

Zhongtian

Huaxin

PostUni

Xiangtong

Jinling

Zhongxun

Dianxin

Heisha

南昌黑鲨科技有限公司

31

노드명

중문명

순번

부표 6. 계속

60

58

56

54

52

50

48

46

44

42

40

38

36

34

32

순번

泰凌微电子（上海）有限公司

郑州信大捷安信息技术股份有限公司

昆山亿趣信息技术研究院有限公司

珠海格力电器股份有限公司

Tailing

Xinda

Yiqu

Geli

BJziguang

Alixiin

爱立信（中国）通信有限公司
北京紫光展锐通信技术有限公司

Ant

Changhong

BJhuayuan

Chaoji

Qihu

Tuya

Meide

BJjinshan

Aliyun

노드명

浙江蚂蚁小微金融服务集团股份有限公司

四川长虹电器股份有限公司

北京华远大数电子商务有限公司

超级智慧家（上海）物联网科技有限公司

北京奇虎科技有限公司

杭州涂鸦信息技术有限公司

美的集团有限公司

北京金山云网络技术有限公司

阿里云计算有限公司

중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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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lab
GZuni
Fenghuo
Youke

数据通信科学技术研究院

广州大学网络空间先进技术研究院

烽火科技集团有限公司

优刻得科技股份有限公司

南京新一代人工智能研究院有限公司

北京动力源科技有限公司

中国信息通信科技集团有限公司

易事特集团股份有限公司

中达电通股份有限公司

日海智能科技股份有限公司

常州太平通讯科技有限公司

香江科技股份有限公司

福建省邮电规划设计院有限公司

万向集团公司

61

63

65

67

69

71

73

75

77

79

81

83

85

87

자료: 中国通信标准化协会(2020a), (2020b), (2020c), (2020d)의 내용을 통해 저자 작성.

Wanxiang

FJyoudian

XGkeji

Taiping

Rihai

Zhongda

Yishi

Xinke

BJdongli

Xinyidai

노드명

중문명

순번

부표 6. 계속

86

84

82

80

78

76

74

72

70

68

66

64

62

순번

GDheyi

广东合一新材料研究院有限公司

Zidonghua

Kankan

青岛小鸟看看科技有限公司
中国科学院沈阳自动化研究院

Kesida

SZuni

Jingdong

深圳科士达科技股份有限公司

深圳大学

北京京东尚科信息技术有限公司

Alibaba

GDyingjia

广东盈嘉科技工程发展股份有限公司

阿里巴巴（中国）有限公司

Datang

Gongniu

Ruisheng

Lianfa

Lenovo

노드명

大唐电信科技产业集团

宁波公牛数码科技有限公司

瑞晟微电子（苏州）有限公司

联发博动科技（北京）有限公司

联想移动通信科技有限公司

중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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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광물 제품업

금속 제품업

제지와 종이 제품업

8

9

10

펄프, 용지, 인쇄 및 출판업

기초금속 및 가공금속업

기타 비금속 광물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계 제조업

화학 및 화학제품

전기 및 광학 장비

D22:Publishing, printing and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D21:Manufacture of paper and paper products

equipment

D28: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D27:Manufacture of basic metals

D26: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D29:Manufacture of machinery and equipment n.e.c.

D24: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apparatus

D32:Manufacture of radio, televis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and

D31:Manufacture of electrical machinery and apparatus n.e.c.

D30:Manufacture of office, accounting and computing machinery

D35:Manufacture of other transport equipment

D34: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해당 ISIC 3.1

주: ADB상 산업분류 괄호 안의 기호는 ISIC 3.1의 산업분류 코드를 의미함.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21),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21,” p. 250; United Nations Commission(2002).

전문설비 제조업

화학원료·화학제품 제조업

5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의약 제조업

4

7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3

6

전자설비 제조업

2

운송장비 제조업(Transport equipment)

Database 산업분류

평가의 산업분류

자동차 제조업

ADB Multiregional Input–Output

스마트 제조 역량 성숙도 모델

1

순번

부표 7. 스마트 제조 역량 성숙도 모델 평가의 산업분류와 ADB Multiregional Input–Output Database 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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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체계

추진

정부

국가

공업

정보화부

재정부

국무원

혁신체제 건설 영도소조
위원회

공안부

국방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합발전

중앙인터넷안 중앙군민융
전 및 정보화

중앙위원회 등의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이 이루어짐.

- 국가주석이 주관하는 중앙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2014)와 국무원, 공산당

과학

기술부

국가발전

건설 영도소조

개혁위원회

영도소조

국가 제조강국 국가 과학기술 체제 개혁 및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 규모 60조 위안 초과

과학기술

털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디지털 뉴딜 2.0)으로 전환

딜 1.0)였으나, 2021년 7월 경제 및 사회 구조전환 가속화 및 전 세계적인 디지

- 시작은 2020년 코로나19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범국가적 프로젝트(디지털 뉴

디지털 뉴딜

한국지능정보화 사회진흥원(NEA) 등 기관이 세부 정책 수행

원회(2017)의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부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민간 전문가(임기 1년, 현 4기)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

- 2020~25년 일자리 190만 개→ 250만 개 수준(+60만 개)으로 확대

혁신 촉진 및 신시장 창출 견인

강국(~2050년), 제조 강국(~2049년), 혁신주도형 디지털 중국 건설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및 지속적 규제 개선으로 민간 투자ㆍ

- 2017년 중국이 디지털 경제를 강조한 이후 등장

-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목표 - GDP 대비 디지털 경제의 산업 부가가치 비중 ’20년 7.8%→’25년 10%,

목적

디지털 중국

부그림 1. 디지털 중국과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 비교

부록 • 243

우드

클라

빅

인터넷

산업

IoT

데이터

- 글로벌 공업 IoT 플랫폼 육성, 공업 IoT+스마트 제조 산업 생태계 건설 추진

- 공업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응용

- 자체 제어 가능한 표식해석 시스템, 표준체계, 안전관리 체계 구축

IoT, 스마트홈 IoT 산업 육성

- 클라우드 서비스와 에지 컴퓨팅 서비스의 협동 발전으로 커넥티드카, 의료

- 센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고정밀 포지셔닝 등의 기술혁신

- 빅데이터 표준 완비

육성

- 데이터 채집, 태그 부착, 스토리지, 송신, 관리, 응용 등 전 사이클의 산업체계

추진

- 빅데이터 수집, 클리닝, 스토리지, 마이닝, 분석, 가시화 알고리즘 등 기술혁신

라우드 서비스 산업 육성

- 혼합 클라우드를 중점으로 하는 업계용 솔루션, 시스템 통합 및 운영 등 클

오토 스케일 컴퓨팅, 데이터의 버추얼 격리 등 기술 혁신

- 클라우드 조작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가속, 초대규모 분산식 스토리지 추진,

- 향후 5년간 신형 인프라에 10조 위안(약 1,700조 원) 투자 예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 빅데이터 표준 완비, 정부 주도의 컨소시엄 블록체인 조성 등으로 글로벌

- 산업별 산업 체계ㆍ생태계 조성 중시

- 중점 산업의 기술혁신 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

디지털 컴퓨팅

기술

14ㆍ5 규획 시기 ‘디지털 경제 중점 산업’

디지털 뉴딜 ‘디지털 신산업’

기타
핵심기술

-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6G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개발 협력체계 구축
(2021~25)

- 차세대 양자 인터넷 구축으로 디지털 한계 극복, AI 신뢰성 확보, 보이
스 피싱 방지 등 디지털 역기능 대응도 병행

사물
인터넷

6G

- 지능형 IoT 서비스(사물이 센싱ㆍ전송한 정보를 AIㆍ빅데이터를 기반으
로 분석ㆍ예측하여 원격ㆍ자율 제어) 발굴 및 수요기관 적용ㆍ확산을
지원하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블록
체인

- (공공 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 공공수요가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보안 인증 취득 지원 등

- AI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융합설계, 핵심제조장비 개발 등 신개념
PIM 인공지능 반도체(메모리+프로세서 통합) 기술 선점(2022~28)

- 대규모 확산 프로젝트 추진 및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으로 산업 초기
성장지원, 블록체인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병행
* 블록에 기록된 개인ㆍ위치 정보는 삭제가 불가능→시간ㆍ비용ㆍ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여 개인ㆍ위치 정보의 파기방법을 폭넓게 인정(개인정보
법ㆍ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

클라
우드

AI

D.N.A(Data, Nework, AI) 생태계 강화를 위해 33.5조 원 계획

- 2025년까지 정부는 디지털 뉴딜 총사업비 49조 원(국비 8.7조 원 이상) 중

병행

- 글로벌 표준 협력, 기술의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디지털 역기능 대응

디지털 시대 기반기술 육성

- 7대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IoT, 산업 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 VR/AR - 기술혁신: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차세대 양자 인터넷 등

부그림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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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산업용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조성하여 알고리즘 추리 훈련 공간 발전
- 스마트 의료장비, 스마트 운송 적재도구, 스마트 식별 시스템 등 스마트 상품의
설계 및 제조 추진, 일반용ㆍ업계용 인공지능 오픈 플랫폼 조성

- 3D 모델 생성, 생동감 있는 환경 모델링, 실시간 동작보충, 고속처리 등 기술
혁신 추진
- VR 기기, 감지 인터랙션, 콘텐츠 채집 제조 등의 설비와 개발용 소프트웨어,
산업용 솔루션 발전

블록
체인

인공
지능

VR/
AR

<인터넷+>
<5G+>
- 중국제조 2025: 정보화+산업화→산업 인터넷 중심의 스마트 제조 발전
- 「5G+ 전략」 추진계획(안)」: 5G+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 2021년 총 1,655억 원
* 스마트 제조 목표(~2025): 규모 이상 제조기업 성숙도 2급 이상 50%, 중
예산 투입→①실감 콘텐츠 ②자율주행차(기술개발 혁신 사업, 53%) ③스마트 공
점분야 및 지역에서 3급 이상 기업이 각 20%, 15% 이상
장*(5G 기반 식품안전생산 기술개발, 4%) ④스마트시티(12%) ⑤디지털 헬스케
- 인터넷+ 분야: ①혁신ㆍ창업 ②제조 ③현대농업 ④스마트 에너지 ⑤금융 ⑥
어(4%)
산업의
물류 ⑦주민서비스 ⑧전자상거래 ⑨교통 ⑩생태환경 ⑪인공지능
* 5G 기반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 제조 혁신기술 개발은 2022년
디지털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화>
4,341억 원 투입(2022년 신규사업에 포함) 예정
화
- 도시 스마트시티 건설 및 농촌 디지털화
<비대면 SOC 고도화>: 2025년까지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에 3.2조 원 투입
- 온라인 교육ㆍ원격의료ㆍ스마트 도서관 추진
- 디지털 기반 비대면 교육ㆍ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디지털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2025년 18개 분야의 스마트 병원
- 디지털 격차 해소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2025년까지 비대면 바우처
14만 개사(누적), 스마트 상점 6만 개(누적)

- 스마트 컨트랙트, 컨센서스 알고리즘, 암호와 알고리즘, 분삭식 시스템 등
블록체인 기술 혁신
- 연맹형 블록체인(联盟链, Consortium Blockchain)을 중점으로 블록체인 서
비스 플랫폼과 핀테크, 공급망 관리
- 정부업무 서비스 등 영역 응용 솔루션의 중점 발전으로 관리 감독 메커니즘
완비

부그림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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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우선 지원

- 유능한 정부: 부처간 시스템 연계ㆍ통합이 필요한 과제를 전자정부 지원 사

-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비공개 정보 최소화)

등급을 책정하여 각종 사회 서비스를 차등 제공

- 개인정보 전송요구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중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핵심은 정보주체의 ‘자료전송 요구권’임.

-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ㆍ통제하고, 이를 신용ㆍ자산ㆍ건강관리

<마이데이터(Mydata)>

기업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 서비스 정부: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부

- 사회신용 시스템: 정부ㆍ상업ㆍ사회ㆍ사법ㆍ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개인과

<빅데이터를 통한 통제 및 감시>

식 시행되면서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정비

되었고, 특별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도 2021년 11월 정 <전자정부 3.0>

러다임 전환’하고자 함, 즉 정부의 공신력을 유지하되 개인의 선택권 확대
중시

- 2018년 초안이 작성되었던 「데이터 보안법」이 2021년 9월부터 정식 시행

- All-Digital 민원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중앙집중형에서 자기주권형으로 패

<핵심 정보 인프라 및 데이터 보호>

화 가속화

자료: 본문 정리 및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검색일: 2021. 10. 1); 관계부처 합동(2021. 7. 14),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정부 3.0이란」
(검색일: 2021. 10. 9).

넌스

거버

디지털

<행정 시스템의 비대면ㆍ디지털화 중점 추진>

- 국가 공공데이터 자원 정비, 데이터 사회 개방, 정부 업무 시스템의 디지털 - 2025년까지 공공서비스 80% 이상 디지털 전환 목표

<정부업무의 디지털화>

부그림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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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전력

GOME(国美), Suning(苏宁), Haier(海尔), Wangsu Science &Technology(网宿科技),
ESUN Display(易尚展示), Yitu Tech(依图科技)

국가전력망공사(国家电网), China Southern Power Grid(南方电网), Yijiahe Technology(亿嘉和),
Launch Digital(朗驰), Rockchip(瑞芯微), Wiscom System(金智科技)

Xiaomi(小米), Haier(海尔智家), Gree(格力), Skyworth(创维), HuaWei(华为), Midea(美的)

스마트홈

전자상거래

전력

스마트홈

엔터테인먼트

보안

Dahua Technology(浙江大华技术), Bosch Security and Safety Systems(博世安防),
SenseTime(商汤科技), Megvii(旷视科技), YAAN(亚安), Hikvision(海康威视)

보안

Whaley(微鲸VR), Cloud Union(云联科技), Tencent(腾讯), NetEase(网易), iQiyi(爱奇艺)

물류

JingDong(京东), Siasun Robotics(新松机器人), OMH SCIENCE Group(东杰智能),
Qfeeltech(速感科技), Antwork(迅蚁网络科技)

물류

엔터테인먼트

교육

Lanxum Technology(立思辰),Roobo(儒博). TAL Education Group(好未来), iTutorGroup,
JiLiGuaLa(叽里呱啦), Liulishuo Information Technology(流利说)

교육

클라우드

Alibaba(阿里巴巴), Tencent(腾讯), Wangsu Science &Technology(网宿科技),
HuaWeu(华为), Sinnet Technology(光环新网), H3C Technologies(新华三)

클라우드
농업

교통

Hisense TransTech(海信网络), SUPCON(浙江浙大中控), E-Hualu(北京易华录),
Enjoyor Electronics(银江股份)

교통

Yuan Long Ping High-Tech Agriculture(袁隆平农业高科技), BGI Group(华大基因),
COFCO(中粮集团), 青岛 Vland Biotech(蔚蓝生物), Zoomlion(中联重科), YTO Group(中国一拖)

의료

Yiducloud(医渡云), MeinianOnehealth(美年大健康), WeDoctor(微医), ViewHigh(东软望海),
PingAn Good Doctor(平安好医生), BGI Group(华大基因), Winning Health(卫宁健康)

의료

농업

공업

China
Mobile

HuaWei(华为), Zoomlion(中联重科), Midea(美的), Gree(格力),
TCL Sany Heavy Industry(三一重工), Geely(吉利汽车)

참여ㆍ선도 기업

공업

응용분야

부그림 2. 5G 응용 계획별 주요 참여 기업 및 통신사

전자상거래

전력

스마트홈

엔터테인먼트

보안

물류

교육

농업

클라우드

교통

의료

공업

China
Unicom

전자상거래

전력

스마트홈

엔터테인먼트

보안

물류

교육

농업

클라우드

교통

의료

공업

China
Te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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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규칙(2018)

(2021)

의견수렴안(미시행)네트워크 핵심 설비 및 제품 국가표준
요구(2019)

중요 정보인프라 설비 네트워크 안전보호

요구(2018)

(2021)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안전 일반요구

(2020)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보안 요구

의견수렴안(미시행)-

주: 음영 표시는 주의 요망, 빗금은 최근 제정된 제도를 의미함.
자료: Wübbeke et al.(2021), p. 5 참고 저자 작성.

정보 안전등급보호 조례(2018)

의견수렴안(미시행)-

정보 안전등급보호 등급결정 지침(2020)

정보 안전등급보호 실시 지침(2020)

정보 안전등급보호 평가요구(2019)

운영체제 보안 기술 요구(2020)

네트워크 핵심 설비 및 제품 안전인증

중요 정보인프라 설비 안전보호 조례

정보 안전등급보호 설계 기술요구(2019)

암호법(2020)

사이버 보안 심사 방법(2020)

정보 안전등급보호 기본요구(2019)

상용암호 제품 생산 관리 규정(2017)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관리ㆍ감독

중요 정보인프라 설비 판정 지침(2017)

중요 정보인프라 설비운영

정보 안전등급보호 관리 방법(2007)

사이버 안전등급보호

사이버 보안법(2019)

개인정보보호법(2021)

개인정보 고지 동의지침(2020)

개인정보 안정 영향 평가 지침(2020)

개인정보 비식별화조치 지침(2020)

자가평가 지침(2019)

앱(App) 위법 수집사용 개인정보

인터넷 개인정보 안전보호 지침(2019)

개인정보보호

부그림 3. 한국기업이 주의해야 할 중국의 사이버 보안 관련 제도

데이터 국외 전송 안전평가 지침(2017)

안전평가 방법(2019)

중요 데이터 및 개인정보 국외 전송

의견수렴안(미시행)-

차량데이터안전관리규정(2021)

데이터보안법(2021)

데이터 역외 이전

Executive
Summary

China’s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and Implications:
Focusing on Building 5G Network and
Fostering Data Economy

Wonseok Choi, Jihyun Jung, Jeong Gon Kim, Hyojin Lee,
Jiwon Choi, Joo Hye Kim, and Seoin Baek

China’s digital transformation is emerging as a future
growth engine for the Chinese economy in the post-corona
era, and the US-China trade dispute is gradually expanding
into the digital realm. In light of these developments, we
need to analyze the digital governance and data-related
norms promo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recognize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particular, cooperation in the digital field based on 5G technology and
data differs from existing cooperation in that outcomes remain uncertain in the field, while these can be expected to
have a large ripple effect, indicating the need for in-depth
analysis. This report analyzes China’s digital transformation
promotion policy and competitiveness, based on which we
seek policy implications and ways to cooperate with China
to enhance Korea’s digital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we intend to present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by focus-

248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ing our analysis on the field of 5G technology and data,
which is the most core and fundamental field in digital
transformation and a key driving force in the Korean government’s Digital New Deal strategy.
Chapter 2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China has proposed the framework of “four orientations” (digital industrialization, industry digitalization, digital governance,
and data valuelization development). First, China’s digital
industrialization represents the increase and development
of added value in the ICT industry. China is undergoing both
expansion of the service and software industries in the ICT
(digital) industry, and the promotion of Internet industrialization based on the growth of Internet companies.
Second, industry digitalization represents integration of digital technology with other industries and triggers a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real economy. The size of the economy in this field accounts for more than 80% of China’s digital economy, and it is a rapidly growing field that is driving
digitalization of the secondary industry. Third, digital governance means improving administrative systems and institutions through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Fourth, data
valuelization development means building a system to utilize
data as a production factor of the digital economy. Although
the economic size of the third and fourth sectors has not
been estimated yet, the Chinese government is paying attention to these sectors as the digital transformation is
accelerating.
However, despite the rapid growth of China’s digital
economy, the low localization rate of industrial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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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ak global competitiveness are judged to be the limitations of China’s digital transformation. In addition, China’s
digital market has not been opened to foreign compani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nflicts with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may escalate in the
future due to the government’s measures to strengthen its
influence. It is judged that these factors will act as an obstacle to China’s efforts to promote external cooperation in
the digital field.
Chapter 3 examines the Chinese government’s 5G technology development, 5G network construction strategy and
strategies by major 5G industry companies to promote technology standardization. China has bee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5G technology since 2013, after which it began commercialization of 5G communication services in
2019, and since then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low-cost base stations (3.5GHz band) and expanding coverage areas. Through this, the Chinese government intends to
expand various digital service markets and implement technology development and application business models suitable for various frequency bands in the long term.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 is rapidly building a 5G network by expanding new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network coordination to avoid duplicate investments among
telecommunication companies. Therefore, we can expect a
5G technology ecosystem to be rapidly established in China
based on this 5G network.
Since 2018 China has introduced “group standards,” in
which several entities such as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jointly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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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s promoting the standardization of 5G-related technologies. This study analyzes the group standards cooperative network between members of the China 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ociation (CCSA), which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ICT technology and policies in China,
to identify key institutions and companies in the creation of
a 5G technology ecosystem.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China Academ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AICT), the ICT policy research institute of the
Chinese government, was analyzed as the most important
institution constituting the cooperative network of 5G technology group standards in China. This shows that government think tanks are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China's 5G
technology cooperation network in terms of coordinating
efforts and establishing guidelines. In addition, as the influence of the CCSA is gradually increasing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n communication technology,
it is expected that mutual checks and competition between
American and Chinese companies will continue to intensify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5G technology standards.
The greatest competitive advantage enjoyed by China for
its digital transformation is the existence of various digital
companies based on its huge domestic market. This report
analyzes the case of the China Mobile 5G Innovation Center,
promoted by Chines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nd
companies with major 5G technologies to create an industrial ecosystem, as a new example of open innovati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China's 5G ecosystem
has a demand for cooperation with many alternate companies, indicating the possibility of various types of coop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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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models being created, and applied innovations in the
5G sector led by telecommunication equipment companies
and platform companies will become more important than
telecommunication companies. In addition, based on the
success in major first-tier cities, various forms of applied
innovation are expected to emerge in second- and third-tier
cities as well.
Chapter 4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data
economy, its policies, and smart manufacturing, which is
expected to generate the greatest added value through the
convergence of data and real economy in China. Hardware
accounts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China’s big data
market, whereas the sales structure of the global big data
market is more than half concentrated in the service sector.
One of the confirmed reasons for this is that China is deploying data locally for data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hen using big data.
In addition, China was analyzed as holding advantages
over the data economies in other countries in terms of data
production, government’s initiative (policy), and data management (big data management department/data bank and
exchange). China will continue developing servers and storage source technologies and promoting cloud applications,
Internet security, and IDC operation capabilities, while aiming to become a early mover in technology for finance, telemedicine (online treatmen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ous driving. Efforts to revitalize data banks and data
exchanges to build a larger data ecosystem are expected to
continue as well.
China’s fostering policy for the data sector is gra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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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from the stage of big data collection to forming an
industrial chain through big data integration and sharing. In
addition, China has announced the Data Security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reorganize and revitalize the domestic data market. These data norms are: ①
strengthening data control by government agencies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ecurity, and ② could possibly act as a
non-tariff barrier to the domestic market, while ③ related
laws are already in effect but detailed rules have not been
established. This means Korean companies will have to be
cautious, as digi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likely to incur significant transaction costs due to the differences in system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fore, we
can consider policy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the most important task in digital cooperation.
China’s recent promotion of “data assetization” is a process of forming the exchange value of data, characterized by
the realization of economic profits through market distribution transactions. China’s first data ownership platform, the People’s Data Asset Service Platform, has been
used to examine the legality of data, and in some regions related policies have been announced and platforms have
been established and put into operation. In addition, start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uiyang Big Data
Exchange in 2014, evaluated as the world’s first data exchange, data assetization began on an experimental basis.
Since then, 16 data trading platforms in the form of open
markets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by 8 public-private joint ventures (Guiyang, etc.) or private initiatives (Chongq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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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China’s “Smart Manufacturing Development
Index Report 2020 (2020年智能制造发展指数报告)”, the areas of
automobile manufacturing, electronic equipment manufacturing, and chemical manufacturing outpaced other industries in the development of smart manufacturing.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global value chain (GVC)
participation of the top 10 industries with advanced smart
manufacturing in China, exports through GVC increased in
all of the top 10 industries, and in particular, forward GVC
participation (i.e. producing and shipping inputs that are
further re-exported) has increased compared to backward
GVC participation (i.e. using imported inputs to produce
goods that are shipped abroad). Therefore, if the competitiveness of China’s smart manufacturing grows rapidly
in the futu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hina’s share of added value in the GVC of automobile manufacturing, chemical
industry, and electrical and optical equipment manufacturing will increase and the supply chain in China will be further consolidated. In addition, when comparing the results
of smart manufacturing evaluations conducted by Korea and
China up to 2019, the level of the two countries is judged to
be similar. Therefore, in order to gain an edge in the smart
manufacturing competition with China, it will be important
for Korea to establish a smart manufacturing model based
on data sharing.
Based on the previous analyses, Chapter 5 sets out five
policy implications. Korea should: ① review the direction
of its digital transformation policy, ② formulate plan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5G industry, ③
establish strategy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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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ogy standards, ④ design plans to expand Korea’s data
market, ⑤ build communication channels with China on
digital trade rules, and ⑥ utilize special economic zones in
China and pursue the opening of digital services through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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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and Implications:
Focusing on building 5G network and
fostering data economy
Wonseok Choi, Jihyun Jung, Jeong Gon Kim, Hyojin Lee,
Jiwon Choi, Joo Hye Kim, and Seoin Baek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에서는 5G 통신망 구축과 함께 관련 기술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데이터 시장 조성 및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 디지털 전환 정책들과 5G 산업, 그리고 데이터 경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 협력 방안과 한국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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