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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주요 어젠다로 제시된 이후 선진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의
Industry 4.0, 미국의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선도 전략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이 새롭
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17년에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
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로드맵인 I-KOREA 4.0을 발표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전 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3년 국가적 어젠다로 ‘혁신주도형 국가
건설’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 중 하나로 2015년부
터 인터넷융합 전략인 ‘인터넷 플러스’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을 전후로 그동안 고성장을 이끌던 투자와 수출 중심의 외연적 성장
방식이 한계에 직면하자 중국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돌파해 내기 위해 뉴노멀시
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국가 경쟁력과 성장 동력으로 인터넷경제를
선정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인터넷과 연계한 인터넷융합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기업의 성장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기
업들은 과거 저비용과 대량생산 능력이라는 비교우위를 활용한 fast-follower
에서 현재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first-mover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도 국가전망공사, 공상은행, 시노펙과 같은 국유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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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ICT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CB Insight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대 유니콘 기업에 6개의 미국기업
과 4개의 중국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기업으로는 디디추싱, 샤오미, 메
이퇀 디엔핑, 루진쒀(陆金所, LU.com)가 해당하는데, 이들 기업은 O2O나 핀
테크 등 서비스와 인터넷이 연계된 산업에서의 선도기업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에서 4차 산업혁명, 특히 인터넷융합 전략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로 세계
의 많은 연구자들은 방대한 내수시장,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자본시장의 발전,
높은 혁신능력,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의 형성을 꼽고 있습
니다. 이러한 성장 요인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의
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하면서 산업 각 분야에서 빠르게 혁신을 이
루고 있으나 지역별로 기반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 혁신능력, 지방정부의 육성
정책 등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융합 전략의 특성상 전통산업과 달리 지역기반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기는 했지
만 여전히 지역별로 발전단계와 중점 분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
역의 경우는 매우 높은 발전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추진 현황과 중국에서 인터넷융합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 어떤 분야에서 인터넷융합,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안과 협력 방안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제언을 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
는 중국 내 인터넷융합 전략의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베이징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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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저장성의 스마트시티, 광둥성의 스마트 헬스케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사례에 대해 주요 정책, 시장, 산업 생태계
및 주요 특징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
사점과 한ㆍ중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문헌연구나 통계분석과 함께 지역의 구체적인 추진 사례에 대
한 현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기관, 관련 현지기업, 연구소 등의 전문가와
관계자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는 등 연구진의 각별한 노고로 집필되었습
니다. 이러한 노력이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 산업 생태계, 지역 응용
사례와 한ㆍ중 양국의 협력을 위한 관련 제언을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 크게 기
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이상훈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홍원 전문연구원, 김주
혜 연구원 및 최재희 연구원이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들
연구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보고서
의 질적 제고를 위해 귀중한 의견을 주신 본원의 양평섭 선임연구위원, 현상백
부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조웅환 서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백서인 박사, 인천대학교 김부용 교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보고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기업과 정부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중
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2월
원장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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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인터넷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제와 사회 각 부문
과 인터넷을 융합하여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창조하겠다는 ‘인터넷 플러스(인
터넷융합)’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제조 2025’와
함께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혁신을 실현할 중요한 전략으로서 산업고도화
를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중국에서는 인터넷경제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융합을 통한 새로운 업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성장의 촉매제이자 향후 대중국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경제가 발전하면서 현재 중국에서는
인터넷 금융(핀테크), 온라인 교육, 스마트 설비, 앱(app) 기반 비즈니스, 스마
트시티 등과 관련된 신경제 분야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유
통ㆍ물류, 제조 등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를 유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소프트
웨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ICT 제조 및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향후 대중
국 협력 및 중국시장 진출 등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제ㆍ사회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의 경제ㆍ산
업구조, 생산ㆍ소비 트렌드, 비즈니스 모델, 도시화 및 지역개발 등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어 새로운 시대의 대중국 경협 전략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국의 각 지역은 중앙의 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하기 위
하여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전략 목표 등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실질적
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는 중앙의 전략적 지향을 해당 지
역의 기반산업, 개발사업 및 새로운 전략 추진에 적용하기 때문에 발 빠른 정책
발표와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일부 지역에서 이미 ICT를 접목한 인터넷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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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선점 등을 위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여 선도하려는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을 살펴보고, 일부 분야와 지
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과 기술ㆍ산업 수요,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여
새로운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과 한ㆍ중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터넷
융합 관련 11대 중점 분야 중 경제ㆍ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및 부가가치가 큰 스
마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현황, 육성 정책 및 추진 체
계, 지역 추진 사례 및 대중국 협력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추진 배경과 전략의 주요 내용, 인터
넷융합 관련 인프라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인터넷 플러스’로 잘 알려
진 중국의 정책이 단순히 인터넷에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매우 광범위한 전략이자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한국도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17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대응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분야별로 세부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
략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와 영역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정
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구체적인
세부 전략이 발표된 영역은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이다.
이들 세 영역은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융합 전략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교통, 인터넷+공공서비스, 인터넷+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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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이 바로 그것으로, 인터넷+교통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영역이며, 공공서비스 역시 스마트 헬스케어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 영역과 중첩되는 이들 세 분야에 대해 제3~5장
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현황과 정책, 베이징시 정부와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사업 추진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독보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인공지능 관련 누적 논문 건수와 특허신청 건수는 중
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기업 및 인재 수 또한 세계 2위 수준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확연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하드웨어
및 컴퓨팅 기술 역량 부족, 고급인재 부족 등 여러 과제에 당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 기
업 BAT를 중심으로 수많은 스타트업이 유기적인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선도 기업들은 인공지능 핵심기술과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으
로, 특히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추진하여 핵심기술을 확보
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의 자체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은 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중국 중앙정부가 인공지능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약 20개의 지방정부가 일제히 각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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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인공지능 발전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전정책을 기반으로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에서는 관련 제도 마련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발전 환경을 조성
하고, 동시에 당면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시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우수한 정책 환경과 연구역량, 인재와 정
보기술이 집적되어 있어 중국 내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평가받
고 있다. 베이징시에서는 의료, 유통, 도시 관리, 자율주행 등의 영역에서 인공
지능이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고, 각 산업의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영역은 베이징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로, 시정부 차원
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 규범 제정 △ 시범도로 건설 및 시범운영기지 구
축 △ 주요 기업ㆍ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센터 및 연맹 조직 등 체계적인 조치와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발전 기반을 견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스마트시티 발전정책과 저장성 항저우시의 추진 사례
를 살펴보았다. 먼저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발전과 중국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
보고,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를 정리하였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
술을 적용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추진
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5년 2조 달러의 거대시장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이 빠른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내 500여 개의 도시가 스마트시티의 건설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발전
성숙기에 도달한 도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 내에서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 중이면서 발전수준이 높다고 평가받는 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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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시이다. 항저우시는 교통, 행정, 치안,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
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스마트 교통 분야는 이미 실질적인 응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항저우 모델이 중국 기타 지역과 해외로까지 적용되고
있다.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의 구체적인 추진 사례로서 들여다본 항저우시는
2012년부터 중앙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기조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정책
을 추진해 왔고, 최근 2018년 5월에는 ｢항저우 시티 브레인 규획(杭州城市数
据大脑规划)｣을 발표해 2022년까지의 스마트시티 건설 로드맵을 제시했다.
교통, 의료, 관광, 환경 등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항저우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
는 교통 분야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항저우시는 교통 데이터
의 실시간 수집ㆍ분석ㆍ응용을 통해 신호체계를 최적화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
히 했고, 그 밖에 주차, 교통사고, 단속 등 교통 분야 전반의 스마트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항저우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의 성과는 각 행동주체의 효과적
인 역할 수행과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에 기인한다. 중국 중앙정부는 스마트시
티 발전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공공데이터의 통합ㆍ공유,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포괄적 시행 등 신산업 발전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항
저우 시정부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정부조달의 형태로
시장에 발주해 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했다. 또한 항저우시 내 일부 지역을 테
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알리바바는 자사의 클
라우드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정부에는 도시 운영체제를 공급했고, 도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을 보유한 중소 스타트업들에는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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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제공했다. 중소 스타트업은 정부가 제공한 테스트베드와 알리바바의
플랫폼 위에서 기술혁신과 품질제고를 도모하고, 이는 도시민 삶의 질적 향상
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항저우시는 스마트시티 발전의 핵심요소로서 데이터에 주목하여 효과
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중국 최초로 데이터자원 관리국을 신설해 공공데이터
를 통합ㆍ공유 관리하고 있다. 해당 기관을 통해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에서 발
생하는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고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터넷과 공공서비스(益民服务)의 융합 사례인 스마트 헬스케
어 분야 시장의 발전 현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추진 체계, 산업 생
태계와 지역 응용 사례를 살펴보고 산업의 특징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원격진료 관련 제도 구축과 서비스 적용 측면에서 월
등히 앞서가고 있다. 향후 중국시장도 의약품 온라인 거래, 온라인 진료를 중심
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별 시장을 파악
하기 어려우나, 소득수준이 높고 인구가 밀집된 동부 연해지역의 시장규모가
크고 그중에서도 광둥성의 시장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들어 중국 중앙정부는 온라인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업계 표준체계 및 관리감독, 통신 인프라 정비, 의
료비 지불체계 및 의료보험 제도 적용 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어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지
방정부의 문건이 속속히 발표되고 있다. 또한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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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체계가 구성되었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의 국유기업을 통해 국
가 차원에서 건강의료 데이터 정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국가위생건강위
원회와 정보통신연구원을 주축으로 산업연맹이 결성되어 운영 중이다.
중국 내 온라인 진료 플랫폼인 인터넷 병원,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유전
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포괄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가 형
성되고 있고, 2010~16년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창업 기업 수는 2,80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광둥성을 대표하는 IT기업 텐센트와 금융기업 핑안의 비즈니스
확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둥성의 지역거점병원 중 광둥성 제2
인민병원, 광저우 지난대학 제1부속병원은 IT기업과 합작하여 인터넷진료 플
랫폼을 구축하였고, 지방정부와 IT기업이 합작해 건강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전개 중이다.
의료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고,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책과 사회적 수용 여부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형성 및 발전에 큰 영
향을 미친다. 중국 내의 사회적으로 신기술을 수용하고 후발주자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며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낙후된 의료서비스 체계 등
중국 고유의 환경적인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수적이나 현재 중국은 시행착오를 겪으
며 관련 법규를 보완해 가는 과정 중이다.
제6장에서는 앞서 주요 지역별 추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위해 우리 정
부는 무엇보다 먼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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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생태계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은 개방형 인공지능 플랫
폼을 통해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바이두-자율주행, 텐센트-의료ㆍ영상, 커따쉰
페이-음성인식 등 중점 분야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주도 기업을
특정하고,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규제
완화, 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의 인공
지능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은 플랫폼의 개방을 통해 관련 영역의 국내 생태계를 구축하
고, 자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동시에 각 분야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에 협력사로 참여하여
연합생태계에 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 저장성 항저우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부 주도의
수요 창출과 기업의 기술력이 중요한 발전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스마트시
티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장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신기
술과 서비스를 도시민의 생활에 직접 시험 적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제
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해당 공간 내 제도적 혁신 및 지원은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구체적인 진행이 더딘 데다 무엇보다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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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는 도시민의
삶과 관련되어 공공성이 짙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단기적인 수익 차원에서의
접근이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정부가 인증하고 도시민이 직접 이용하
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인지도 제고, 이미지 개선 등의 홍보효과
를 누릴 수 있고, 서비스 과정에서 얻는 피드백과 데이터 등은 자사의 제품 품
질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선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영역을 선별하고 시장 형성과 기존 업계에 대한 충격완화 정책
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신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유연한 정책운영을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스마트헬스케어 혁신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적합한 효과적인 데이터 통
합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중국 내에서의 비즈니스 기회가 방대할 것으로 기
대되나, 현지 기업들도 아직 이익창출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어 기업 진출 시
수익모델 정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의 정책 운영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정책적 리스크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관련 리스크 경감을 위해 중국
대기업과 협업하여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급변하는 중
국의 산업생태계 및 시장 변화에 맞추어 현지화된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며, 직접
진출 시 지방정부의 정책 및 우리 기업의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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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특성상 입지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광둥성 지역 사례를 보면 초기 사업 추진 시 지역 앵커기업과 거점병
원, 정부기관, 스타트업 간에 협업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현지 진출 시 협력하
고자 하는 기업(기관)의 지역 및 역내 산업 생태계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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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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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중국은 인터넷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제와 사회 각 부문
과 인터넷을 융합하여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창조하겠다는 ‘인터넷 플러스(인
터넷융합)’ 전략을 추진 중이다.1)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제조 2025’
와 함께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혁신을 실현할 중요한 전략으로서 산업고
도화를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에 개최된 중국 양회(两会)에서는 인터넷융합 전략 이후의 산출
효과를 의미하는 ‘디지털 경제’가 키워드로 부상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경제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융합을 통한 새로운 업태가 속
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성장의 촉매제이자 향후 대중국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경제가 발전하면서 현재 중국에서는
인터넷 금융(핀테크), 온라인 교육, 스마트 설비, 앱(app) 기반 비즈니스, 스마
트시티 등과 관련된 신경제 분야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유
통ㆍ물류, 제조 등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를 유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소프트
웨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ICT 제조 및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향후 대중
국 협력 및 중국시장 진출 등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제ㆍ사회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의 경제ㆍ산업
구조, 생산ㆍ소비 트렌드, 비즈니스 모델, 도시화 및 지역개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로운 시대의 대중국 경협 전략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
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전통제조업 분야에서의 추격(catch-up) 전략의 한계
를 돌파하기 위하여 초연결ㆍ대융합의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ㆍ강화하는 인터넷
1) ‘인터넷 플러스’ 개념이 중국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2012년 11월에 개최된 이관(易观) 제5회 모바일 인
터넷 박람회에서이다. 당시 박람회에 참석한 중국 IT 시장조사기관 이관즈쿠(易观智库, Enfodesk)의
위양 회장은 인터넷 플러스를 향후 업계와 플랫폼을 초월해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개념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인터넷 플러스’ 중국 제조 바꾼다｣(2015. 3. 24), http://www.newspim.com/news/view/
20150324000491, 검색일: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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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 금융, 의료, 에너지,
농업, 문화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인터넷 플랫폼을 접목하여 스마트 인프라
를 확장하고 있다. 인터넷융합은 신규 유망 업종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특히
기존 제조업의 생산효율성ㆍ비용절감ㆍ품질제고 등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함으
로써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광범위한 인터넷융합 분야 중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분야는 경제적 파급력이 강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관련 정책의 변화 및 협력 가능 분야 등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각 지역은 중앙의 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전략 목표 등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역시 지역별 추진사업에서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전국으로의 확대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선행시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의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및 철폐, 세제 우대, 재정 및 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의 전략적 지향을 해당 지역의 기반산
업, 개발사업 및 새로운 전략 추진에 적용하기 때문에 발 빠른 정책 발표와 사
업 추진이 가능한데, 일부 지역에서 이미 ICT를 접목한 스마트시티 구현 사업
을 추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선점 등을 위한 실험이 진행 중이
다. 이러한 선행시험지역의 실제 추진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유발 수요 및
협력가능성 등을 미리 타진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에 대한 선점 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융합 분야와 관련된 중국 각 지역의 정책과 실제 추
진 사례 분석은 한국의 중국 진출 관련 수요 및 리스크 파악을 위한 연구이기도
하며,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업(국정과제 33, 34, 35, 38) 추진
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의 ICTㆍ소프트웨어 혁신, 미래형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협소한 내수시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시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협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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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미래 산업 전략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4차
산업혁명 및 혁신 성장 주도를 위해 초지능ㆍ초연결 기술의 확산, 핵심기술 개
발 및 고부가가치형 미래 신산업의 발굴ㆍ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 정보
통신기술과 경제ㆍ사회 전반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 발전(4차 산업혁명)을 위해
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융ㆍ복합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 축적이 필요하
며 이러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장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국은 국가전략 차
원의 혁신정책 추진, 시행착오와 경험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광대한 내수시
장, 기업과 대중의 창업 열풍 등에 힘입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산업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다양한 혁신기술의 개발, 융복합, 상용화 등 다양한 시도를 수
많은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개발을 정부 주도적으로 추진
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투자
와 대중의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한정된 인적ㆍ물적 자원, 협소한 내수시
장, 불안정한 창업생태계 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 대응이 어려운
한국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내수시장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과거 가격 경쟁력과 대량생산 능력의 강점을 활용하는 빠른 추종자
(fast-follower) 전략을 펼쳤으나 2010년대 이후 외연적 성장 전략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전면화하고 있고 유의미한 성과도 도출해 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은 현재 인터넷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 구현, 전자상거래ㆍ모바일 혁신ㆍ인공
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부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 선도 등 빠른 발
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여 선도하려는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을 살펴보고, 일부 분야와 지
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과 기술ㆍ산업 수요,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여
새로운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과 한ㆍ중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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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4, 35, 100). 특히 인터넷융합 관련 11대 중점 분야 중 경제ㆍ산업에 대
한 파급효과 및 부가가치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인공지능을 대상
으로 현황, 육성 정책 및 추진 체계, 분석지역의 사업 추진 사례 및 대중국 협력
방안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2)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융합에 관한 주요 분야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시
사점과 대중국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도입 부분으로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추진 배경과 전략의 주요
내용, 인터넷융합 관련 인프라 현황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인터넷 플
러스’로 잘 알려진 중국의 정책이 단순히 인터넷에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는 정
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매우 광범위한 전략이자 중국
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도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지난 2017년 11월에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을 발표한 바 있다. 대응계획에
따르면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과제를 크게 산업혁신과 사회문제 해결로
구분하고, 산업혁신을 위한 세부 추진 분야로 의료ㆍ제조ㆍ이동체ㆍ에너지ㆍ
금융물류ㆍ농수산업의 6개 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추진 분야로 시티ㆍ
교통ㆍ복지ㆍ환경ㆍ안전ㆍ국방의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2) 중국은 인터넷융합을 위한 중점사업 분야로 창업혁신, 제조, 현대농업, 스마트에너지, 금융, 공공서비스,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 인공지능을 지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제2장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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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성장 동력 기
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ㆍ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이라는 3개 과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3)
대응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은 경제ㆍ
사회의 중요한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너무 광범위한 영
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을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대응계획이 발표된 이
후에 분야별로 세부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발표되고 있
는데, 이러한 분야와 영역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구체적인 세부 전략이 발표
된 영역은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이다. 이들 세 영역은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융합 전략에서도 공통적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인터넷+교통, 인터넷+공공서비스, 인터넷+인공지능이 바로 그
것으로 인터넷+교통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영역이며, 공
공서비스 역시 스마트 헬스케어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 영역과 중첩되는 이들 세 영역을 우선적
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제3장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제4장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제5장
에서는 인공지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각 장에서는 이들 세 영역에
대해서 글로벌 및 중국 내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각 영역에서
대표적인 지역의 추진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위에서 살펴본 정책과 함께 지역
의 산업 생태계와 주요 기업, 지역 응용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해당 분야와 지
역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5장까지 살펴본 중국의 전체적인 인터넷융합
3) 관계부처 합동, 4차산업혁명위원회(2017),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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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추진과 각 세부 분야에서의 추진 전략에 대한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하고 대중국 협력과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
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과 그에 따른 분석을 위해 통계분석과 문
헌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중국 현지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사례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융합 전략의 세부 분야와
지역에서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보고서의 분석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면밀성 및 충실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나 인터넷경제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단편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최윤정, 박근영, 김수연(2016)은 중국이 글로벌 ICT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
었던 주요 요인을 정책 및 제도, 비즈니스 환경, 투자 및 기술로 구분하여 분석
하고 중국이 성공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 요인들을 활용하여 우리의 4
차 산업혁명 대응능력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분
야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사물인터넷 등의 신산업을 소개
하고 있다. 특히 한ㆍ중 협력을 위해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ICT 시
장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 요인을 활용하되 고품질ㆍ첨단의 제품, 서비스, 아
이디어에 대한 중국의 협력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전종규(2016)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영향을 전망하고, 중국의 4차 산업
혁명의 교두보가 될 스마트 비즈니스에 초점을 두고 대표적인 인터넷기업의 혁신
성과와 산업 생태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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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의 극복과 스마트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제시하고,
스마트 차이나를 위한 제조 혁신 전략인 ‘중국제조 2025’와 소프트인프라 구축
정책인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스마트 가치사슬이 초
래할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한국산업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분석하
였다.
유영신(2017)은 중속성장 국면으로 진입한 중국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이자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중국제조 2025’를 하드웨어 인프
라 혁신으로, ‘인터넷 플러스’를 ICT와 전통산업의 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 혁
신이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기술 수요 및 산업 수요를 파악하고 중국과의 협업이
나 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McKinsey Global Institute(2014)는 중국경제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인터넷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2025년까지 매년 GDP 증가분 중
7~22%가 인터넷경제에 의해 나타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아울러 인터넷경제에
의해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산업으로 가전, 자동차, 화학, 금융서비스, 부동산,
헬스케어를 제시하고 각 산업에서 나타날 변화에 대해 예측하였다.
또한 McKinsey Global Institute(2017)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징을 분
석하고 중국의 경제성장과 노동력, 고령화 등에 대해 인공지능이 어떠한 영향
력을 가지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의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
한 인공지능 발전 환경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Wu et al.(2016)은 디지털 기술이 중국의 향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2020년까지 약 5,270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음을 추산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이익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기업들은 디지털 분야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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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대한 인식도 부족함을 지적하였
다. 따라서 향후 중국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비
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Xu(2015)는 ‘인터넷 플러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인터넷 플러
스’를 통해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업그레이드를 가져오고 신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창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특히 ‘인터넷 플러스’를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400억
위안의 투자기금이 새로운 산업 혁신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Zhao, Xiong, and Fang(2016)은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이 중국의 경제성
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G2로 부상한 중국이
지만 개발도상국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경
제와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빅데
이터와 투명한 정보가 통합되어 활용될 수 있고, 따라서 인터넷이 중국의 비즈
니스와 일상생활에서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4)
金堅敏(2015)은 중국의 인터넷 인구가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 비즈니스가 빠
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과 창업과 혁신을 통해 인터넷 경제ㆍ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터넷 기술과 실물경제의 융합을 가속화하는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추진으로 인터넷산업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가속화
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비즈니스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금
융 불안과 전통산업에 대한 위협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중국 내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된 인터넷 플러스 관련 연구들은 인터넷 플러
스 정책이 처음 발표된 2015년에는 인터넷 플러스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에 대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점차 인터넷이 구체적인 산업이나
4) Zhao, Xiong, and Fang(2016), pp. 93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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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으로 심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马化腾 外(2015)는 인터넷의 본질과 인터넷 플러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인터
넷 플러스 시대의 주요 특징과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인터넷 기술의 발전 방향
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터넷의 초연결성에 주목하고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의
인터넷융합이 가져올 경제적ㆍ사회적 변화를 예측하였다.5)
张兆安(2015)은 ‘인터넷 플러스’는 인터넷을 위주로 한 정보기술이 경제ㆍ
사회의 각 분야와 영역에서 응용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인터넷 플
러스 전략이 비교적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미디어ㆍ광고ㆍ소매업ㆍ교
통ㆍ물류ㆍ제조업ㆍ금융ㆍ부동산 등의 업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융합을
실시하는 데 있어 기술혁신 체계의 미비ㆍ인식의 부족ㆍ낙후된 기초인프라ㆍ
인재 부족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6)
童有好(2015)는 ‘인터넷 플러스’가 전통제조업의 발전 방식에 근본적인 변
화를 가져오고 있으나 제조업 핵심 경쟁력의 부족ㆍ응용능력의 부족ㆍ무질서
한 산업경쟁 등으로 인터넷과 전통제조업의 융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
한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인터넷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중국경제는 혁신주도형
발전과 스마트제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반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야 함을 강조하였다.7)
姜奇平(2015)은 ‘인터넷 플러스’의 과정은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되는 과
정이 될 것이며, 구조 최적화ㆍ산업 최적화ㆍ시장 최적화를 통해 산업의 서비
스화를 이루고 중국경제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
였다. 또한 인터넷 플러스와 중국제조 2025는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관계에 있
음을 설명하고 중국의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이 미국ㆍ독일과 어떠한 차이점
이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인터넷 플러스’가 서비스와 융합됨으로써 서
5) 马化腾 外(2015), 번역: 강영희, 김근정(2016).
6) 张兆安(2015), pp. 24~28.
7) 童有好(2015), pp. 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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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게 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인터넷 플러
스’와 농업의 융합은 서비스화에 따른 산업화를 통해 농업현대화를 촉진할 것
이라고 분석하였다.8)
高爽(2017)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발표, 전통기업의 정보화 시설의 구축,
인터넷 응용의 심화가 이루어지면서 인터넷은 경제발전과 구조전환을 촉진하
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중국기업의 인터넷 접속, 응용,
관리 및 혁신 활동의 전개 상황을 소개하고 중국기업의 인터넷 플러스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지표 체계의 구축을 모색하였다.9)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7a)은 세계 인터넷의 발전과 지속적인 규모 확대
현황을 소개하고 미국과 중국의 인터넷 산업 혁신발전 과정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이 점차 안정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스마트가구ㆍARㆍ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과
정을 통해 세계 인터넷산업이 스마트화와 융합의 새로운 시기에 진입하였음을
분석하였다.10)
王芳(2018)은 인터넷 기술이 혁신을 거듭하면서 중국기업들의 비즈니스 모
델이 크게 무료 플랫폼 모델, 콘텐츠 모델, 인터넷+O2O 산업체인 모델, 인터
넷+산업생태계를 초월한 네트워크의 발전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미래 ‘인터넷 플러스’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발전 추세를 전망하고 산업과 기업
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는 기업의 기술과 가치혁신, 시장경제의 안정적인 발전
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11)
본 연구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융합(인터넷 플러스) 전략에 대해 그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인터넷융합과 관련한 인터넷 환경 및 투자
현황 등 기반 인프라 등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전반적인
8) 姜奇平(2015), pp. 52~63.
9) 高爽(2017), pp. 36~40.
10)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7a).
11) 王芳(2018), pp.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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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플러
스 중점 분야 중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
분야와 가장 밀접한 분야인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의 3개 분
야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만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정책이 구
현되는 공간이 지방정부라는 의미에서 분석의 초점을 전국 범위가 아닌 성(省)
급 단위에 두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분야인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가 중국 내에서도 각각 베이징, 저
장성 항저우, 광둥성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전
반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분야와 관련이 깊은 세부 분야를 선정하여 지방 단위에서 인터넷융합 전
략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분석했다는 데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
서 접근하지 못했던 중국 내 성급 지역 단위에서의 구체적인 추진 사례를 분석
한 것이 큰 특징이다. 지역 추진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정책ㆍ산업 생태계ㆍ자본ㆍ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인터넷융합 전략과 추진 현황
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적인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제약과
연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융합의 모든 분야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ㆍ중 양국의 경제는 점차 상호 보완적인 관계
에서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느
냐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의 비교우위가 크게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
국의 제조업 고도화와 신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인터넷융합 전략
과 관련하여 세부 분야별 정책과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후속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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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추진 배경
가. 중국의 장기 성장 전략
시진핑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혁신을 중시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ㆍ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이 1999년에 함께 발표한 ｢기
술혁신 강화, 첨단기술 발전, 산업화 실현에 관한 결정｣ 이후 본격화되었다.12)
당시 중국정부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부가가치도 함
께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입요소를 증
대할 경우 혁신적인 제품의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림 2-1. 주요국의 글로벌 혁신지수(GII) 순위

자료: CII and INSEAD(2010), p. 13; INSEAD(2011), p. xviii; INSEAD and WIPO(2012), p. xviii; Cornell University,
INSEAD and WIPO(2013, p. xx; 2014, p. xxiv; 2015, p. xxx; 2016, p. xviii; 2017, p. xviii; 2018, p. xx).

이후 중국정부는 다양한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발표하고 GDP 대비 R&D 비
중, 특허 건수 등 혁신요소를 빠르게 확대해 왔다. 그러나 혁신요소의 양적 확
12) 中共中央, 国务院(1999), ｢关于加强技术创新, 发展高科技, 实现产业化的决定｣, http://www.most.gov.cn/
gxjscykfq/wj/200203/t20020315_9009htm(검색일: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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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혁신능력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R&D
투자액이나 특허 건수, 관련 논문 건수 등이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가별 혁신능력을 나타내는 혁신지수는 그 순위가 20위권에 머물고 있다.
혁신능력의 발전이 지체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둔화하는 신창타이로 접어든
중국은 중요한 국가 중장기 정책의 목표로 혁신의 촉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
의 발전 방식에서는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 왔으나 한
계자본계수와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더 이상 생산요소 투입 확대에 의한
양적 성장(즉 외연적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신에 뉴노멀에 진입한 중
국경제는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시기이다.
McKinsey Global Institute(2014)에 따르면 중국이 2025년까지 연평균
6.6%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경제규모는 약 123조 위안에 달하며, 인터
넷경제가 발전하면서 매년 최소 4조 위안에서 최대 14조 위안의 새로운 부가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즉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경제
가 발전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매년 7~22%에 달한다는 것이다.13)
실제로 중국은 13.5 규획(2016~2020)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 6.5% 이상
달성과 과학기술 진보의 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2015년 55.3%에서 2020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14) 이처럼 중국의 경제 정책에서
혁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혁신주도형 발전 전략, 중국제조 2025, 인
터넷 플러스, 창업 및 혁신 정책(대중창업, 만중혁신)이 있다.
그중 제조업 혁신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제조 2025는 4차 산업혁명 신
드롬을 일으킨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벤치마킹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하고자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하드웨어(제조업) 업그레이드 정책이다.15) 특히
13) McKinsey Global Institute(2014), p. 4.
14) 中华人民共和国(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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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
gov.cn/xinwen/2016-03/17/content_5054992.htm(검색일: 2018. 4. 25).
1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pp.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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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주요 임무 중에서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 추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
용으로 스마트 제조와 함께 인터넷과 제조업의 결합 및 응용 촉진과 인터넷 인
프라 구축을 제시하고 있어 인터넷 플러스와의 연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16)
‘인터넷 플러스’ 전략은 산업과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산업고도화와 부
가가치 증대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사물인터넷, 모바일인
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제조업과 융합하여 제조업 고도
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가장 대표적인 4차 산
업혁명 대응 전략이다. 지도의견을 통해 성장기반 확보, 혁신 촉진 방안, 사업
환경 완화, 해외협력 강화, 인재 육성 및 기타 유인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창업 및 혁신 전략은 대중창업ㆍ만중혁신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전 국민이 창
업하는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정책으로 중국을 세계 최대의 창업국가로 변화시
키고 있다. 현재 지역 시범기지 17개(베이징, 톈진, 랴오닝, 상하이, 장쑤성, 항
저우, 안후이성, 푸젠성, 허난성, 정저우, 후베이성, 광저우, 선전, 충칭, 청두,
구이저우성, 산시성), 기업 시범기지 7개(알리바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머천
트, 하이얼, COSIC, CITIC, KOCEL),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소 시범기지
4개(칭화대학, 상하이교통대학, 난징대학, 쓰촨대학)를 운영 중이다.17)

나. 뉴노멀과 발전 방식의 전환
중국은 시진핑정부가 들어선 후 2014년에 중국경제가 신창타이(뉴노멀) 시
대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하고,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에
의한 양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과 소비에 기반한 질적 성장 방식으로 전
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인터넷 플러스가 주로 서비스업의 발전과 이에

16) 国务院(2015a), ｢国务院关于印发《中国制造2025》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5/19/content_9784.htm(검색일: 2018. 9. 10).
17) 백서인(2017),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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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소비 확대로 나타나는 소비자 서비스업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거두고 있
어 발전 방식의 전환에서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신창타이 이후 구조 전환과 개혁 과정에서 중국의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플러스’는
단순히 국가 정보화 정책의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전 전
략이 되고 있다. 인터넷의 혁신성을 활용하여 중국의 산업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해 산업의
비효율적인 부문을 효율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18) 다만 중국의 인터
넷을 활용한 인터넷경제가 생산 측면, 즉 기업 측면에서는 아직도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인
터넷 활용률이 제고되는 경우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1. 중국과 미국의 인터넷경제 비교(2013년 기준)
구분
인터넷사용

이용자 수

전자상거래

측면

(B2C, C2C)

미국

6억 3,200만 명

2억 7,700만 명

46%

87%

보급률
규모

소비자

중국

2,950억 달러

2,700억 달러

소매점유율

7~8%

6%

주요 플랫폼

Taobao, T-mall

이베이

8억 개

5억 5,000만 개

2억 3,100만 명

1억 2,800만 명

54%

69%

거래 품목
적극적인 구매자 수

스마트폰 보급률
인터넷 사용자의 SNS 이용률

60%

73%

기업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률

21%

55~63%

측면

중소기업의 인터넷 도입률

20~25%

72~85%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14), p. 1.

18) 박재천(2015), ｢중국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시사점｣, http://www.ifs.or.kr/bbs/board.php?bo_
table=NewsInsight&wr_id=654(검색일: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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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조업 발전의 한계
중국은 자국이 보유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대규모의 저가 노동력과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을 증대하는 양적 성장 방식으로 경제대국화를 이루었
다. 특히 WTO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의 제조업은 2004년 미국의 38.9%에 불과한
6,252억 달러였으나 2010년 세계 제조업 1위 국가로 올라선 후 2016년에는
미국의 1.5배에 달하는 3조 2,25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계 제조업에서 중
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로 부상한 2010년에 18.4%를 기
록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중이 상승하여 2016년에는 26.2%까지
확대되었다.19)

그림 2-2.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규모(부가가치 기준)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data/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 2018. 10. 17).
19) 2016년 기준 제조업 규모(부가가치 기준) 상위 5대 국가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다음으로 미국
17.6%, 일본 8.5%, 독일 5.8%, 한국 3.1%였다(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
worldbank.org/data/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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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비용의 상승, 부존자원 및 환경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성장 동력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투자와 수출의 성장기여
율이 둔화되면서 산업고도화와 품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조업의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위해서 중국정부는 현재 인터넷 플러스뿐만 아니
라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추진 중이다. 두 전략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중국
제조 2025는 하드웨어 부문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터넷 플러스는 소프
트웨어 인프라 구축을 정책 추진의 중점으로 삼고 있다.

2.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주요 내용
가. 발전 목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융합 전략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 가장 대표
적인데,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통해 인터넷의 혁신적인 성과와 경제ㆍ사회의
각 분야를 심도 있게 융합하여 기술진보ㆍ효율 제고ㆍ조직 개혁을 촉진하고 실
물경제의 혁신능력과 생산력을 제고하여 인터넷을 기본 인프라와 혁신 요소로
하는 경제ㆍ사회 발전의 새로운 형태를 형성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은 인터넷 기술ㆍ산업ㆍ응용ㆍ융합 등에서 진전을 거두고 있어 이미
인터넷 플러스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인터넷 활용에 대한 의식과 능력 부족, 인터넷기업의 전통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 신업태 발전이 직면한 구조적인 병목, 영역을 초월한(跨界) 융합형
인재의 부족 문제 등은 중국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인터넷 플러스를 추진하면서 단계적인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
다. 우선 2018년까지 경제ㆍ사회의 전 영역과 인터넷의 융합을 심화하여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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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을 기반으로 한 신업태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하고, 인터넷이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되 인터넷이 공공서비스를 제
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게 하여 인터넷경제와 실물경제의 상호 협조 발전의
토대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발전, 사회발전, 기초 인프라의 지원능력 강화, 발전 환경의
조성이라는 분야별 발전 목표를 함께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발전의 진일보한 질적 제고 및 효율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
해 인터넷이 제조업ㆍ농업ㆍ에너지ㆍ환경보호 등의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방면에서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게 하고, 노동생산성을 진일보 제고한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업태가 끊임없이 출현하도록 하여 전자상거래ㆍ인터넷
금융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경제의 질적 제고와 효율 증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사회발전을 위한 목표로 사회 서비스의 편리화 및 보편적 복지화의 강
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의료ㆍ교육ㆍ교통 등 민생 분야의 인터넷 활
용을 한층 풍부하게 하여 공공서비스를 더욱 다원화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를 더욱 긴밀하게 해야 한다. 사회 서비스 자원의 배분을 끊임없이 최적화
하여 대중이 더욱 공평하고 효율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한다.
셋째, 기초인프라 지원을 더욱 향상해야 한다. 인터넷 시설과 산업기초를 효
율적이고 견고하게 강화하여 활용 지원과 안전보장능력을 뚜렷하게 강화하도
록 한다. 광대역 네트워크와 차세대 이동통신망ㆍ차세대 인터넷을 가속 발전시
켜 사물인터넷ㆍ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인프라시설을 더욱 완비하도록 하
고 인공지능 등의 기술과 산업화 능력을 현저히 강화하도록 한다.
넷째, 한층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전 사회의 인터
넷 융합혁신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심화하여 인터넷 융합발전이 직면한 체제
기제 장애가 효과적으로 타파되고 공공데이터 자원의 개방이 실질적인 진전을
얻도록 하며, 관련 표준규범ㆍ신용체계ㆍ법제도가 점차 완비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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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중국 ‘인터넷 플러스’의 발전 목표
구분

발전 목표

경제발전

- 제조업ㆍ농업ㆍ에너지ㆍ환경보호 등의 산업과 인터넷을 연결하여 산업 고도화와
노동생산성 제고
- 전자상거래, 인터넷 금융 등의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의 효율 제고
- 제조업과 사물인터넷(IoT)ㆍ클라우드 컴퓨팅ㆍ산업용 로봇 기술 등 차세대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효율을 제고

사회발전
(사회복지)

기초 인프라

- 건강의료, 교육, 교통 등 민생 분야에서의 인터넷 응용 확대
-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채널의 다양화와 서비스 다각화
- 인터넷 인프라와 인터넷 관련 산업의 기초를 강화하고 인터넷 응용산업과 보안
기술을 발전시켜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의 토대 완비
- 광대역,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 사물인터넷(IoT)ㆍ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산업을 위한 인프라 확중
- 인공지능(AI) 기술의 산업화 촉진
- 인터넷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메커니즘의 장벽을 제거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

발전 환경 조성

하고 정보시스템과 법률 완비
- 인터넷융합에 대한 인식 제고
- 인터넷 관련 법률 및 법규 체계, 신용 체계의 완비

자료: 国务院(2015b), ｢国务院关于积极推进 “互联网+” 行动的指导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
-07/04/content_10002.htm(검색일: 2018. 9. 10).

인터넷 플러스는 궁극적으로 2025년까지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네트
워크화ㆍ스마트화ㆍ서비스화ㆍ협동화된 산업 생태계와 신경제를 기본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플러스가 혁신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
을 발전의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정부는 11개 중점 분야별 과제를 제시한 것과 별도로 11개 중점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인터넷 플러스의 단계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7개 보장
조치를 함께 발표하였다. 이는 인터넷융합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 경제발전과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대외협력의 확대, 제
도적 지원 강화 등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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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추진을 위한 7대 보장 조치
구분
발전 기초 강화
혁신 주도
비즈니스환경 개선

발전 목표
브로드밴드 보급률 확대, 센서 네트워크,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업의 신규 프로젝트 확대 촉진, 핵심기술 공유, 기술 표준화
산업간 진입제한 완화, 산업 독점구조 탈피, 인터넷산업 규제 완화

해외협력 확대

인터넷기업 해외 진출 지원, 클라우딩, 빅데이터 분야에서의 해외시장 진출

지식자원 강화

지방별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실시, R&D 센터 설립, 글로벌 인재 영입

지원 강화
체계적 실시

정부 재정 주도ㆍ민간자본 투자 유도, 세제 우대 및 자금조달 지원
핵심 컨트롤 타워 지정, 산업별 핵심 인력 배치

자료: 国务院(2015b), ｢国务院关于积极推进 “互联网+” 行动的指导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7/
04/content_10002.htm(검색일: 2018. 9. 10).

나. 주요 세부 분야별 정책
1) ‘인터넷 플러스’ 창업혁신
세부적으로는 창업혁신 지원의 강화, 대중 창업 공간의 적극적인 발전 추진,
개방식 혁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인터넷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발휘
하여 창업혁신을 도모하고, 다양한 요소 자원의 집적ㆍ개방과 공유를 촉진한다.
창업 서비스 플랫폼으로 창업 인큐베이터를 의미하는 ‘중창공간(众创空间)’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적으로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조성한다.

가) 창업혁신 지원의 강화
대형 인터넷기업과 통신기업이 기술 우위와 산업 재통합 능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창업기구에 대해 플랫폼ㆍ데이터 정보ㆍ컴퓨팅 등의 자원을 개방
하고, 연구개발ㆍ경영관리ㆍ시장 마케팅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
소기업의 정보화 응용 수준을 제고하고, 양호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비한 창업
기업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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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창공간’의 적극 발전
인터넷이 지닌 개방성과 혁신성을 활용하여 혁신공장ㆍ창업서비스 플랫폼ㆍ
스마트 소기업 창업기지 등 새로운 중창공간의 발전을 지원한다. 국가자주 혁
신시범구ㆍ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ㆍ대학 과학기술원ㆍ소기업 창업시범기
지 등 현재 구비된 자원과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여 혁신과 창업의 결합ㆍ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ㆍ인큐베이팅과 투자가 결합된 중창공간을 구축함으
로써 창업가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혁신
시범기지를 건립하여 ‘인터넷 플러스’ 창업 네트워크를 가속 발전시킨다.

다) 개방식 혁신의 발전
다양한 혁신주체가 인터넷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시장수요에 기반
한 혁신자원의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여 첨단기술과 혁신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
하는 개방식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다양한 창업혁신 지원정책과 인터넷 개방
플랫폼의 연계를 촉진하여 창업기구와 개인 개발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한다.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창업을 촉진하고 일반대중이 기업의 내부인력을
대체하는 크라우드 소싱(众包, crowd sourcing)ㆍ사용자 참여 설계ㆍ클라우
드 디자인 등 새로운 연구개발 모델을 적극 보급하여 기술 성과의 이전과 상호
혁신을 촉진하도록 한다.

2) ‘인터넷 플러스’ 제조
세부 정책으로 스마트 제조의 발전, 대규모 주문제조의 발전, 네트워크화 협
동제조의 발전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을 촉
진하고 제조업의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ㆍ스마트화 수준을 향상하고 산업사슬
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제조 협업의 새로운 모델을 발전시
킨다. 또한 중점 산업 영역에서 스마트 제조ㆍ대규모 개성화 주문제조ㆍ네트워
크화 제조 협업ㆍ서비스형 제조를 추진하여 네트워크화된 제조업 산업 생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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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자 한다.

가) 스마트제조의 발전
스마트 팩토리의 발전을 목표로 스마트 제조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클라우드
컴퓨팅ㆍ사물인터넷ㆍ스마트 산업용 로봇ㆍ적층제조 등 기술의 생산 과정에서의
응용을 가속 추진하고, 생산설비의 스마트화 업그레이드ㆍ기술공정의 개조ㆍ
기초데이터 공유를 촉진한다. 산업제어 시스템ㆍ스마트 센서ㆍ산업용 클라우
드 플랫폼 등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이루어 내는 데 주력하고 산업 빅데이터의
개발 및 이용을 강화하며 제조업의 스마트화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개방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나) 대규모 주문제조의 발전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장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와 연구개발ㆍ생산제조ㆍ공급사슬 관리 등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개성화된
제품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터넷기업이 세
분화된 시장 수요와 발전 추세를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제조기업에 제공함으
로써 개성화된 상품의 주문 제조를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다) 네트워크화된 협동제조의 수준 향상
제조업 핵심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산업사슬의 각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장려하고, 생산ㆍ품질관리ㆍ경영관리 시스템의 연계를 촉진하여 크라우
드 소싱ㆍ설계ㆍ연구개발과 네트워크화 제조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
하도록 한다.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기업이 네트워크화 협동제조를 위한 공공서
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인터넷기업이 클라우드 제조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업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혁신자원과 생산능력
의 연계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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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환의 가속화
제조기업이 사물인터넷ㆍ클라우드 컴퓨팅ㆍ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제품의 생애주기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생산조직
전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서비스와 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고장경보ㆍ원격 유지보수ㆍ품질진단ㆍ원격 절차
(remote procedure) 최적화 등 다양한 온라인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한다.

3) ‘인터넷 플러스’ 현대농업
인터넷을 이용해 농업의 생산ㆍ경영ㆍ관리ㆍ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네
트워크화ㆍ스마트화된 새로운 생태농업 모델을 육성함으로써 농업의 현대화
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세부 정책으로 신형 농업생산경영 체계의 구축, 농산물
품질안전 추적 시스템 완비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가) 신형 농업생산경영 체계 구축
대규모 전업농ㆍ가족농장ㆍ농민합작사ㆍ농업산업화 선도기업 등 신형 농업
생산경영 체계의 구축을 지원하고 생산과 판매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농업이
생산 주도의 발전에서 소비 주도의 발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 농업 생산
경영의 과학기술화ㆍ조직화ㆍ정교화 수준을 제고하고 생산ㆍ유통ㆍ판매 방식
의 혁신을 추진하여 농업의 생산 효율과 부가가치를 확대한다. 농촌 토지거래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규범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토지거래의 투명도를 제고하
고 농민의 권익을 보장한다.

나) 정밀화된 생산 방식의 발전
전국에서 도입할 수 있는 농업의 사물인터넷 응용 모델을 보급한다. 토대가
양호한 영역과 지역에서 환경감시ㆍ실시간 모니터링ㆍ자동제어에 기초한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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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화 농업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급한다. 농산물 대량생산지역을 대상으
로 농업 사물인터넷 관측제어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절수 및 관개시설ㆍ토
양에 적합한 시비ㆍ농업의 기계화 확대 등 정밀화 작업을 실시한다. 표준화된
대규모 가축사육장과 수산물 시범양식장을 대상으로 자동 질병진단ㆍ폐기물
자동 회수 등이 가능한 스마트 설비의 보급을 촉진한다.

다) 농산물 품질안전 추적시스템의 완비
인터넷을 활용하여 농산물 품질안전을 추적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지 출하와 시장 입고 간 연계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신형 농업생산
경영주체의 인터넷기술 이용을 지원하여 생산ㆍ경영 과정에 대해 면밀한 정보
화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모
바일인터넷ㆍ사물인터넷ㆍQR코드ㆍRFID 등의 정보기술이 보급ㆍ응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적시스템 연계와 정보의 상호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추적시
스템의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4) ‘인터넷 플러스’ 스마트에너지
세부 정책으로 에너지 생산의 스마트화,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전력
망을 토대로 한 통신설비와 신형 사업의 발전 등을 추진한다.

가) 에너지 생산의 스마트화 추진
에너지 생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에너지 산업사슬 내 상ㆍ하류 기업 간의 정보 연계와 생산ㆍ소비의
지능화를 강화한다. 또한 에너지기업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설비 상태ㆍ
전기부하 등 데이터에 대해 분석ㆍ발굴ㆍ예측하는 것을 장려하여 에너지 이용
의 효율성과 안정성, 안전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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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의 구축
태양에너지ㆍ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 보완적인 에
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분산형 발전ㆍ저장ㆍ에너지 저장ㆍ스마트 마이크
로 네트워크ㆍ능동형 배전망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 내고 스마트
화 전력 운용 모니터링ㆍ관리기술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력 설비와 전기단자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양방향 통신과 스마트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전력망을 토대로 한 통신설비와 신형 사업의 발전
전력 광섬유가 가정까지 이르게 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인터넷 정보통신시스템을 완비한다. 전력망과 통신망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
하여 동일 케이블에서의 전력과 정보의 전달ㆍ전력망의 공동 건설 및 공동 활
용을 실현한다. 스마트 그리드를 기반으로 한 가정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촉
진한다.

5) ‘인터넷 플러스’ 포용적 금융
인터넷 금융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인터넷과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다양
한 금융 부문에서의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대중에게 풍부하고 안전한 금융 상품
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실물 부문에 대한 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산업 영향력을 보유한 인터넷 금융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가) 인터넷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구축
금융기업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인터넷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아
울러 금융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를 위해 각 금융기관이 모바일 인터넷ㆍ클라우드 컴퓨팅ㆍ빅
데이터 등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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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포용적 금융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고 실물경제의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 기관 및 인터넷 기업이 법에 따라 인터넷 대출ㆍ
인터넷 증권ㆍ인터넷 보험ㆍ인터넷 펀드 등의 사업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나) 인터넷 금융 서비스 혁신의 촉진
인터넷 기업이 법에 따라 혁신적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
려함으로써 중소기업ㆍ혁신기업ㆍ개인투자자의 융자 수요를 충족한다. 인터
넷 대출과 인터넷 소비 신용 대부사업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벤처투자ㆍ사모펀
드 투자ㆍ산업투자기금 등 인터넷 금융기업의 서비스 혁신을 적극 유도한다.
인터넷 신용정보와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금융 소비자에 대한
권익 보호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6) ‘인터넷 플러스’ 공공서비스
인터넷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O2O 모델을 발전시킨다. 헬스케어ㆍ양로ㆍ교
육ㆍ여행ㆍ사회보장 등의 서비스업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
델을 적극 발전시킨다.

가) 정부 네트워크화 관리와 서비스 혁신
인터넷과 정부 공공서비스 체계의 심도 있는 융합을 통해 공공 데이터 자원을
개방하고 서비스의 공급능력 혁신과 서비스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추진한다.
대중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체화된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이 참여
하는 인터넷 사회관리 서비스 모델을 적극 탐색한다. 인터넷과 모바일인터넷의
응용 플랫폼을 적극 이용하여 뉴미디어 부문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정부와 대중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 공공관리ㆍ공공서비스ㆍ공공 정책제도에 대한 피드
백 속도를 제고하며 정부의 과학적 의사결정 능력과 사회통치 수준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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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민 서비스 유망업종의 발전
고객 체험 경제를 발전시키고 오프라인 소매상의 온라인 쇼핑몰ㆍ모바일 결
제ㆍ가상피팅 서비스 등 신기술의 종합적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체험형 소비 모
델을 창출한다. 음식ㆍ문화ㆍ가정 등의 영역에서 온ㆍ오프라인이 결합된 지역
사회 서비스의 신모델을 육성하고 공유경제 등 신유망업종의 범위를 적극적으
로 확장하되 진입장벽ㆍ서비스 규범화ㆍ개인 신용정보 결함 등 발전 장애 요인
을 제거하는 데 주력한다. 인터넷을 토대로 하는 문화ㆍ대중매체ㆍ여행 등의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신형사업을 육성하며 모바일인터넷을 기
반으로 한 도시 서비스를 적극 확대한다.

다) 온라인 헬스케어 신모델의 발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및 위생 서비스를 발전시켜 제3자 기구가 의
학영상ㆍ건강파일ㆍ검사보고ㆍ전자 의무기록 등 의료정보 공유 서비스 플랫폼
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병원 간 의료데이터 공유ㆍ교환 표준 체계를 구축
하고 모바일인터넷을 이용한 의료예약ㆍ진료안내ㆍ진료비 납부ㆍ진료서 조회ㆍ
약품 배송 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기관이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기초검사ㆍ상급진단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인터넷 기업
과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의료 네트워크 정보 플랫폼을 건설하도록 장려하고 원
격 전자처방전 등 인터넷 의료 서비스 응용을 적극 모색한다.

라) 스마트 건강ㆍ양로 산업의 발전 촉진
스마트 건강 상품의 혁신과 응용을 지원하고 건강 서비스 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ㆍ빅데이터 등 기술 공공 정보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
추적ㆍ예측 경보의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건강 시장에서 제
3자 조사ㆍ자문평가ㆍ예방관리 등 응용 서비스를 발전시키며 규범화ㆍ전문화
된 운영 수준을 제고하여 인터넷 자원과 사회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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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한 양로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한다. 간호간병ㆍ건강관리ㆍ
회복간병 등 가정 양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로 서비스 기관이 모바일인터넷을
기반으로 휴대용 신체검사, 긴급 호출 감지 등 설비를 응용하도록 장려하여 양
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7) ‘인터넷 플러스’ 물류
물류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물류 수급에 대한 정보의 연계와 사용
효율을 제고한다. 물류 영역에서 빅데이터ㆍ클라우드 컴퓨팅이 응용되는 것을
장려하고 스마트 창고 시스템 건설ㆍ물류 흐름의 최적화ㆍ물류 창고의 자동화ㆍ
스마트화 수준과 운송 효율을 제고하여 물류 원가를 낮춘다.

가) 물류정보 공유 및 교환 시스템 구축
물류정보 자원을 이용하여 중견 물류 기업과 제3자 물류기구가 물류정보 서
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촉진하고, 창고 정보ㆍ운송 및 배송 정보를 조합
하여 물류 과정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성ㆍ시ㆍ현ㆍ농촌을
아우르는 물류정보를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공개 데이터의
연결 시스템과 개방형 물류정보 교환 체계를 완비한다.

나) 감지형 스마트 창고 건설
스마트 창고 건설을 위해 QR코드와 무선인식 등 사물인터넷 감지 기술과 빅
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창고 시설 정보와 화물 정보에 대한 실시간 추
적, 네트워크 관리 및 재고 정보의 높은 수준에서의 공유, 화물 배치의 효율성
제고, 스마트 물류 시설을 응용하여 창고ㆍ운송ㆍ분류ㆍ포장 등 작업의 효율을
제고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복잡한 주문서의 출고 처리능력을 제고하고 화물
의 정체ㆍ병목 현상을 완화하며 창고 운영 및 관리 수준과 효율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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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터넷 플러스’ 전자상거래
농촌 전자상거래ㆍ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주력하여 전자상거래 발전
공간을 확대한다. 전자상거래와 기타 산업 간의 융합을 심화하여 생산ㆍ물류ㆍ
소비 네트워크와의 보편화를 추진하고 표준 규범 공공서비스 등 발전 환경을 기
본적으로 완비한다.

가) 농촌 전자상거래의 적극 발전
전자상거래의 농촌 통합 시범 실시 확대, 신형 농업경영 주체와 농산품, 농자
재 도매시장의 전자상거래 활용을 지원한다. 상품 판매 현황을 근거로 생산량
을 결정하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전자상거래 배송 및 종합 서비
스의 네트워크를 완비하며 농부산물 표준화ㆍ물류 표준화ㆍ저온 유통 창고 건
설 등 결정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농산물 특화 주문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신선 농산물과 농업생산 자원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을 확대하며 농업 대량생산
상품(대종상품)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한다.

나) 업종별 전자상거래의 대대적 발전
에너지ㆍ화학공업ㆍ철강ㆍ전자ㆍ경공업ㆍ의약품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
업을 장려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적극 이용하여 구매와 소매 체계를 최
적화하고 기업의 경영효율을 제고하며 각종 전문적인 시장의 전환을 추진하도
록 한다. 또한 전통 상거래 유통기업과 전자상거래 기업의 자원 재통합을 유도
하여 공급사슬 협력 플랫폼의 변환을 추진하도록 한다. 맞춤형 소비수요에 대
해 생산 제조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을 장려하여 설비제조기업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금융리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전
자상거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고 시장화ㆍ전문화 방향에 따라 전자입
찰 경쟁이 확대되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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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상거래 응용 혁신 추진
기업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빅데이터 자원 이용 장려, 기업의 정밀 마케팅
능력의 제고로 시장 소비 수요 촉발, 전자상거래 상품의 품질 소급 제도 구축,
전자상거래 애프터서비스의 품질검사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인터넷 품질 정보
공공서비스 체계의 완비로 소비자의 권익보호, 반품, 상품 책임 소급 등의 그간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인터넷 식품ㆍ약품 시장의 관리감독
체계의 건설을 강화한다. 전문의약품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리감독 혁신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기업의 모바일 소셜ㆍ뉴미디어 등 새로운 채널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며 소셜 전자상거래 ‘팬덤’ 경제(스타마케팅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인터넷 마케팅의 신모델을 창출한다.

라) 전자상거래의 국제협력 강화
국경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체의 발전을 장려하고 국제 물류체계 완비, 전
세계 경제와 무역 협력을 확대하도록 하며, 국제 전자상거래의 통관ㆍ검사검역ㆍ
외화결제 등을 단일화하는 종합 창구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국경 권익
보호 시스템을 혁신하여 합격 평가 수단으로 이용, 국제 상호 인정 촉진, 국제
전자상거래 관리 혁신, 정보 네트워크 원활, 국제 통관 편리, 지불 및 외환결제
원활, 세수 규범 편리, 시장 및 무역 규칙의 상호 인정ㆍ상호 통용을 촉진한다.

9) ‘인터넷 플러스’ 교통
인터넷과 교통운송 영역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한다. 기본시설ㆍ운송수단ㆍ
운행정보 등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편리한 교통운
송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한다. 교통운송 자원이용의 효율성과 관리 정교화 수
준의 엄격한 제고, 교통운송 업종의 서비스 품질과 과학적 처리능력을 전면 제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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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운송 서비스 품질의 제고
교통운송 주관 부서와 기업이 서비스 데이터 자원을 사회에 개방하는 방안
을 추진하여 사회와 대중을 위해 인터넷 플랫폼에서 실시간 교통운송 상태 조
회와 외출 경로 안내ㆍ인터넷 예매ㆍ스마트 주차 등의 서비스 제공을 장려한
다.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외출 방식 정보 서비스와 원스톱 서비
스의 추진, 자동차 점검ㆍ수리 및 진단ㆍ서비스 품질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완
비하도록 한다.

나) 교통운송 자원의 온라인 통합 추진
사물인터넷과 모바일인터넷 등의 기술을 이용해 도로ㆍ철도ㆍ민간항공ㆍ항
구 등 교통운송 네트워크 필수 설비 운행 상태와 통행 정보의 수집을 강화하고
지역과 유형을 넘은 교통운송 정보의 상호 연계를 추진한다. 교통 네트워크ㆍ
해운 네트워크 등 스마트 기술을 응용하여 완벽한 교통운송 감지 체계를 마련
한다. 기초 설비ㆍ운송 수단ㆍ운행 정보 등 요소 자원의 온라인화 수준을 제고
하고 고장 경보ㆍ운행 유지 및 스마트 관리를 전면 지원한다.

다) 교통운송의 과학적 관리능력 강화
교통운송 정보의 공유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구 이동
과 대중의 여행 수요, 승객의 주요 흐름 및 규모를 파악하고 차량이나 선박의
운행 특징 등을 분석 발굴하여 교통운송 설비 계획과 건설ㆍ안전운행ㆍ교통운
송관리 정책의 최적화를 위해 지원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통운송 법규위반
행동에 대한 스마트 감독을 강화하고 교통운송 관리능력을 부단히 제고한다.

10) ‘인터넷 플러스’ 생태환경
인터넷과 생태문명 건설의 심도 있는 융합, 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정보 발표
체계의 완비, 주요 생태 요소를 포함하는 자원환경의 적재능력을 동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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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하는 네트워크 형성, 생태환경 데이터의 상호 연결과 공유 개방 실현, 인터
넷의 역방향 물류 회수 체계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재생자원의 교
역의 편리화ㆍ상호화ㆍ투명화를 추진하고 생산 생활 방식의 친환경화를 구축
한다.

가) 자원환경 동태 모니터링 강화
에너지ㆍ광산자원ㆍ물ㆍ대기ㆍ삼림ㆍ초원ㆍ습지ㆍ해양 등 각종 생태 요인
에 대해 다원화된 지리 정보 체계ㆍ스마트 지도 등의 기술을 충분히 이용한다.
인터넷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모니터링을 최적화하고 감독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환경 처리능력의 입체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인터넷ㆍ클라우드
인터넷 플랫폼에 의거하여 각급 정부의 자원환경 동태 감독 정보의 상호 공유
를 실현한다. 중점적 에너지 소모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능
력을 강화한다.

나) 스마트 환경보호의 발전에 주력
스마트 모니터링 설비와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비하고 감시하는 오염물질의 종류를 증가시켜 감시 범위를 확대해
전천후ㆍ차원적인 스마트 다원 감지 시스템을 마련한다. 환경 정보 데이터 공
유 시스템을 수립하고 데이터 교환 표준을 통일한다. 지역 오염물질 배출, 대기
환경 품질, 물환경 품질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인터넷을 통해 대중을
위한 온라인 조회를 실현한다. 기업환경 보호 신용 데이터의 정리 수집을 강화
하고 기업환경 보호 신용 기록을 전국의 통일된 신용정보 공유교환 플랫폼에
포함한다. 환경 경보와 리스크 감독 정보 네트워크를 완비하여 중금속ㆍ위험
폐기물ㆍ위험 화학품 등 중대한 위험의 방지 수준과 응급 조치능력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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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자원 회수 이용시스템 완비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정보 수집 전개, 데이터 분석ㆍ방향 감시 이용, 역방
향 물류망 분포 최적화, 전자라벨ㆍQR코드 등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전
자 폐기물의 방향을 추적하는 것을 지원한다. 인터넷 기업이 도시 폐기물 회수
플랫폼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여 재생자원 회수 모델을 혁신한다. 중고
자동차 관리시스템의 표준화ㆍ규범화ㆍ상호 연결를 추진하고 노후 자동차 및
부품의 재활용 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라) 폐기물에 대한 온라인 거래시스템 구축
인터넷 기업의 각종 산업단지 폐기물 정보 플랫폼 건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한다. 주요 재생자원 교역 시장 온ㆍ오프라인의 결합을 통해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업종성ㆍ지역성ㆍ전국성의 산업 폐기물과 재생자원의 온라인 교역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마련한다. 온라인 신용평가와 공급사슬 융자시스템 완비,
온라인 가격경쟁 확대, 가격 거래 지수를 발표하여 공급능력의 안정성을 제고
한다

11)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인터넷 플랫폼이 인공지능 공공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의
핵심기술 돌파를 추진한다. 인공지능이 스마트홈ㆍ지능형 단말장치ㆍ스마트
자동차ㆍ로봇 등의 영역에서 활용되도록 추진하고 전 세계 인공지능을 이끌 중견
기업과 혁신단체를 육성하여 개방협력ㆍ협동ㆍ발전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다.

가) 인공지능 신흥산업의 육성
초대형 규모의 딥러닝을 제공하는 신형 컴퓨터 클러스터를 건설하여 언어ㆍ
형상ㆍ동영상ㆍ지도 등의 데이터를 포함한 대규모의 훈련 자원 창고를 구축한
다. 인공지능 기초 자원과 공공서비스 등 혁신 플랫폼 건설을 강화한다.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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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ㆍ스마트 음성처리ㆍ생물특징(DNA) 식별ㆍ자연언어 이해ㆍ스마트 정책
규제 및 신형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등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촉진한다.
인공지능이 스마트 상품, 공업제조 등 영역에 상용화되는 것을 추진하며, 산업
의 스마트화 업그레이드를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기초를 탄탄히 한다.

나) 스마트 상품 중점 영역의 혁신 추진
전통 가내 기업과 인터넷 기업의 혁신 집적 확대를 장려해 가내 상품의 스마
트화 수준과 서비스 능력을 부단히 제고한다. 새로운 소비시장 공간을 창출하
고 자동차 기업과 인터넷 기업의 생태계를 초월한(跨界交叉) 혁신 플랫폼의 구
축을 촉진하여 운전 보조ㆍ복잡한 환경 감지ㆍ차량용 스마트 설비 등 기술 상
품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가속화한다. 보안 기업과 인터넷 기업의 협력과 발전
을 지원한다. 정확한 형상 식별 등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과 확대, 보안 상
품의 스마트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다) 단말기 상품의 스마트 수준 제고
첨단 이동식 스마트 단말기 상품과 서비스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이동식 스
마트 단말기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능력을 제고한다. 기업의 차별화
ㆍ세분화된 시장 수요 분석 확대를 장려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서비스를
풍부하게 하고 사용자 체험 제고, 인터넷 기술 및 스마트 감지, 패턴 인식 스마트
분석, 지능제어 등의 스마트 기술이 로봇 영역에 깊게 활용되는 것을 추진한다.
감지ㆍ상호ㆍ제어 등 방면에서 로봇 상품의 성능과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하여
핵심 경쟁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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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략 추진 체계
인터넷 플러스 정책은 특정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이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 인터넷과 심도 있는 융합과 혁신 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국가 경
제 전반에서의 안정적 성장과 개혁 촉진, 구조조정, 민생 개선, 구조고도화를
이루겠다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반영해 인터넷 플러스에서
는 범정부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림 2-3. ‘인터넷 플러스’ 추진 체계

총괄

11대 중점 분야

창업/혁신

주무 부처

협력 부처

발개위

과기부, 공업정보화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발개위, 과기부 (공동 주관)

제조

(행정부)
국무원
/
(공산당)
중앙
네트워크
안전
정보화
위원회

현대농업

농업부

스마트에너지 에너지국

발개위, 과기부, 상무부, 질검총국, 식약품감독총국, 임업국
발개위, 공업정보화부

금융

인민은행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 발개위, 공업정보화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민 서비스

발개위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상무부, 위생위, 질검총국, 식약품관리감독총국,
임업국, 여유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신방국

물류

발개위

상무부, 교통운수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전자상거래

발개위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교통운수부, 농업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질검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발개위, 교통운수부(공동 주관)

교통
생태환경

발개위

환경부, 상무부, 임업부

인공지능

발개위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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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차원에서 본다면 행정부에서는 국무원이, 중국공산당에서는 중앙네트
워크안전정보화위원회가 인터넷 플러스 정책 추진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아
울러 11대 중점 분야별로 주무부처와 협력부처를 지정해 정책 추진의 현황과
성과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3. 중국의 인터넷융합 관련 인프라 현황
가. 인터넷 환경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이용자와 모바일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약 8억
명 이상의 인구가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중 98%의 이용자가 모바
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인구의 40% 이상이 여전히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 향후에도 인터넷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의
경우 인터넷 보급률은 90%를 넘고 있다.
개인의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가운데 중국기업의 인터넷 활용률은 이보다도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터넷 도입률은 30% 수준이어
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제조업이 전통적 생
산과 유통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의 낮은 인터넷 보급률과 중국 내 중소기업의 낮은 인터넷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정보화를 달성하기 위
한 인터넷 플러스의 목표를 넘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인
프라가 확고하게 구축되고 있다.
5G 이동통신은 ICT의 타 산업 융합을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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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산업으로서 커넥티드 자율주행차, 장거리 무선조종 드론, VR/AR, 스마트
공장, 재난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
고 있다. 5G 이동통신 서비스 실현을 위한 IMT-2020 비전은 최대 20Gbps,
1km2 내 약 100만 개 단말 수용(단말당 100Mbps 이상), 500km/h의 이동성
지원, 1m/s 이하의 전송지연, 4G(LTE-Advanced)와 비교하여 에너지 효율
성 100배, 주파수 효율성을 3배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0)
2013년부터 한국, 유럽, 중국, 미국 등 많은 국가가 5G 산업을 육성하기 위
해 관련 기술의 개발과 표준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시범서비스에 이어 2020년부터 본격적인 5G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2년 하계올림픽 이후 5G 이동통신 서
비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림 2-4. 중국의 인터넷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 인터넷 보급률 추이
(1) 인터넷 이용자 수 및 인터넷 보급률

(2)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 및 비중

자료: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2018), pp. 20~21.

20) 이규복(2017), pp.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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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세계 주요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 및 인터넷 보급률(2017년)

자료: Internet World Stats, “Alphabetical List of Countries,” https://www.internetworldstats.com/list2.htm(검색일:
2018. 10. 17).

중국은 인구 13억 명의 시장을 바탕으로 2020년 5G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5G 상용화를 위해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기술 개발과 표준화, 주파수
등에 대한 정책적ㆍ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
기업, 학계가 참여한 IMT-2020 Promotion Group을 2013년 2월에 발족하
고 이를 구심점으로 하는 5G R&D를 추진하고 있다.

표 2-4. 중국의 이동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동향
시기
2011.12

정책
(2011~2015년)

2012.02

전자정보제조업 12.5 발전규획

2012.02

IMT-2020 프로모션 그룹 결성

2012.07

주요 내용

공업의 구조전환 및 고도화 규획 전자 기초소재 및 중요 부속품 12.5 규획, 전자 전용

12.5 국가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규획

설비 12.5 규획, D-TV 및 가전산업 12.5 규획 등 시행
전자 기초소재 및 중요 부속품 12.5 규획, 전자 전용
설비 12.5 규획, D-TV 및 가전산업 12.5 규획 등 시행
중국 정부 주도의 5세대 이동통신 분야 연구
무선이동통신, TD-LTE 및 4G 설비와 단말, IoT, 클라
우드, 첨단통신 칩, 센서, SW, 디스플레이 등의 발전
전략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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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시기
2012.08

2013.08

2015.03
2016.10
2017.03
2018.02

정책

주요 내용

사물인터넷 12.5 발전규획
‘브로드밴드 차이나’ 전략 및
실시방안

2015년까지 사물인터넷 핵심기술, 핵심표준 제정, 산업
사슬을 구축
지역별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균형발전,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개선 및 고도화, 응용수준 제고, 산업사슬
완비 등

5G 연구개발계획 수립 착수 발표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계획
(2016~2020년)
양회, 인공지능(AI)과 5G,
신정책 키워드로 발표

공업정보화부는 무인운전, 내비게이션, 제조업, 유통,
미디어 분야가 포함된 5G의 본격적인 연구개발 발표
중국의 중장기 5G 이동통신산업 발전 가이던스 제시
중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인공지능(AI)과 5G를
혁신 분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

이동통신 3사의 5G 시범 프로젝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2018년 차세대 정보인프라
발표

건설 프로젝트 지원 명단 발표

자료: 이규복(2017), p. 43; 김영선(2018), p. 2.

공업정보화부에서는 2016년 10월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규획(2016~2020
년)｣을 발표하여 5G 이동통신산업의 중장기 발전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양회
에서는 5G를 차세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2018년까지 핵심기술 개발 및 테스
트를 완료하고 2019년까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0년 상용화하겠
다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하고 5,000억 위안 규모의 투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업정보화부는 5G 이동통신을 2단계로 나누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1단
계(2016~2018년)는 핵심기술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하는 시기로 삼고 2단계
(2018~2020년)는 상용화 제품 개발 및 실증을 완료하는 시기로 삼고 있다. 현
재 2단계가 진행 중으로, 2020년까지 새로운 5G 이동통신 표준을 완성할 계
획이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기술로 5G이동통신과 인
공지능을 선정하고 대규모 R&D 자금 투입과 함께 규제해소, 기반 정책지원 등
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R&D 투자, 규제 개혁, 인프라 확충 등 5G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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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5G 산업이 중국정부
가 심혈을 기울여 각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2025’, ‘인터넷 플러스’
등의 중장기 발전 전략의 중요한 기반이 되며 핵심 ICT나 미래 첨단산업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에서는 중국의 5G 이동통신이 정
식 상용화되는 경우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2020년 4,840억 위안에 이르고 이
후 연평균 29% 성장해 2030년에는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6조 3,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간접적인 경제효과의 경우에는 2020년과 2030년
에 각각 1조 2,000억 위안과 10조 6,000억 위안에 달하며 연평균 성장률은
24%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21)

그림 2-6. 중국의 5G 이동통신 발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자료: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7b), p. 12.

21)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7b),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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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업 및 투자
중국의 해외기술 의존도는 약 80%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해외기술 의
존도는 인재부족, 연구개발 체제 부실, 지식재산권과 같은 기술 보호 제도의 미
비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22)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가 첨단산업 육성과 혁신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아울러 창업ㆍ혁신 정책과 함께 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비하면서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창업을 이룬 기업 중 다수의 기업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으나, 우수한 기술력과 비즈니
스 모델을 바탕으로 설립된 일부 기업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면서 경쟁력
있는 IT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창업 붐을 타고 설립된 기업들은 대부분이 인
터넷 기술에 기반한 기업이며, 이들 기업 중 일부는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림 2-7. 중국의 유니콘기업 분포 현황
(1) 기업가치 규모별 분포

(2) 지역별 분포

22) ｢중국의 4차 산업혁명(1): 크지만 강하지 않은, 중국의 자아성찰｣(2016. 9. 5), http://www. mfgkr.com/
archives/3222(검색일: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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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계속
(3) 업종별 분포

주: 업종별 분포에서 진하게 표시된 업종은 인터넷에 기반한 서비스업에 해당함.
자료: ｢科技部发布2017中国独角兽榜单｣(2018. 3. 23), https://www.sohu.com/a/226238609_100057088(검색일:
2018. 6. 22).

중국 과학기술부가 2018년에 발표한 유니콘기업 명단에 따르면 2017년 중
국의 유니콘기업은 총 164개로 전년도에 비해 33개 사가 증가하였다. 그중 인
터넷에 기반한 서비스업 기업의 수는 총 144개로 전체 유니콘기업의 87.8%에
달한다. 이처럼 인터넷에 기반한 서비스기업의 성장도 시장 내 새로운 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인터넷 플러스의 발전을 추동하고 있다.
그림 2-8. 중국의 통신ㆍ미디어ㆍ기술(TMT) 산업에 대한 투자
(1) 전체 산업과 TMT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

주: 투자는 중국의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에 의한 투자를 의미함.
자료: 普华永道(2018), p. 3, p. 10.

66 •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2) TMT 세부 산업별 투자(2017. 4Q)

중국의 인터넷경제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중국의 인터넷 관련 투자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통신ㆍ모바일 분야에 대한 투자통계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에 의한 투자액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
데, 2015년 1/4분기부터 2017년 4/4분기까지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을 통
해 중국 내 투자된 전체금액은 약 3,361억 달러에 달한다. 그중에서 통신ㆍ미
디어ㆍ과학기술(TMT)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1,683억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약 50%를 차지한다. 그러나 2017년 4/4분기만을 구분하여 보면 전체 투자액
325억 달러 중에서 통신ㆍ미디어ㆍ과학기술(TMT) 분야에 205억 달러가 투자
되어 그 비중은 63%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통신ㆍ미디어ㆍ과학기술(TMT) 분
야에 대해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8의 (1) 참고).
통신ㆍ미디어ㆍ과학기술(TMT) 분야 중 세부 업종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4/4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인터넷ㆍ모바일 인터넷 분야에 81억
9,000만 달러가 투자되어 4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신 분야까지
고려한다면 투자액의 70%가 인터넷 비즈니스나 인터넷 인프라에 투자가 집중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27%를 차지하고
있어 기술개발 분야에도 적지 않은 부분이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신ㆍ미디어ㆍ과학기술(TMT)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술개발(R&D)과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경제에서
의 인터넷융합을 더욱 확대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그림 2-8의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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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공지능 발전정책과 베이징
추진 사례

1.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4. 주요 특징 및 쟁점
5. 소결

본 장에서는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정책과 베이징의 주요
기업 사례, 베이징 시정부 차원의 관련 시범사업 추진 사례 등을 통해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중국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자체적
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
어져야 한다. 베이징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인공지능 관련 우수한 정책환경과
연구역량, 인재와 정보기술이 집적되어 있어 중국 내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발
전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시의 현황과 정책 부문은 인공지능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지역 응용 사례 부문에서는 인공지능 응용 분야 중 베이징이 중국 내 우위를 점
하고 있는 자율주행 영역을 집중 분석하였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각 산업에 응용되어 서비스를 창출하므로 특정 응용 영역을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베이징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인 바이
두의 자율주행 개방형 플랫폼 구축 사례와 베이징 시정부 차원의 자율주행 분
야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사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23)은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핵심
적인 기술이다. 자동차, 환경 등 여러 산업과의 지능형 융합을 통해 차별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존 산업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술로 인
23) 인공지능은 인지와 학습 등 인간의 지적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지능을
의미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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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고 있다.24) IDC, Tractica 등 여러 시장조사기관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시
장규모 전망치를 발표하였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50% 이
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예상하였다. 다만 현재 인공지능의 정의와 범위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시장이 초기 형성 단계에 있어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편차
가 크게 나타났다.25)

그림 3-1. 글로벌 인공지능의 시장규모 전망(2016~2020년)
(단위: 억 달러)
500

(단위: 억 달러)
150

75

100

50

50

25

(단위: 억 달러)

400
300
200
100
0

2016 2017 2018 2019 2020

0

(가) IDC

2016 2017 2018 2019 2020

(나) Tractica

0

2016

2018

2020

(다) Markets and Markets

자료: 조성선, 김용균(2018), p. 19.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관련 투자규모, 특허 수, 기업 수를 기준으로 미국
은 독보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투자규모, 특허 수, 기업 수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월등
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투자가 활발한 편으로 2012년 1/4분기~2016년 2/4
분기 사이에 중국 인공지능 산업에 26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는 영국
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26)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pp. 1~2, p. 6.
25) 조성선, 김용균(2018), p. 19.
26) Goldman Sachs(2017),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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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국가별 인공지능의 주요 데이터 비교

주: Funding(2012년 1/4분기~2016년 2/4분기), No. of Patents(2016년 10월 기준), No. of companies(2016년 10월
기준).
자료: Goldman Sachs(2017), p. 19.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대량의 데이터를 획득ㆍ가공하여 ⟶ 반복
적인 데이터 학습(머신러닝)27)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알고리즘)28)을 생성하
고29) ⟶ 인공지능 플랫폼30)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된다.

27)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인간의 학습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
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및 기법이다. 머신러닝은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예측을
수행하고 스스로의 성능을 향상하는 시스템과 이를 위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구축하는 기술이다. 머신
러닝의 알고리즘들은 엄격하게 정해진 정적인 프로그램 명령들을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이나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특정한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을 취한다(두산백과, ｢머신 러닝｣,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47329&cid=40942&categoryId=32845, 검색일:
2018. 10. 1).
28) 알고리즘이란 입력(input) 자료를 미리 정해 둔 명백한 규칙, 일련의 절차, 명령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를
출력(output)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알고리즘은 언어나 다이어그램, 프로그래밍 코드 등 다양하게 표
현 될 수 있다(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18b, p. 5).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p.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 p. 4.
30) 플랫폼(platform)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나 굳이 통일된 정의를 하자면 ‘새로운 기술ㆍ프로그램ㆍ
프로세스ㆍ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나 네트워크, 또는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본래 기차
역의 승강장 구조물을 의미하는 말로, 기차를 쉽게 타고 내릴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요즘은
그 의미가 확대되어 여러 산업 분야에 두루 쓰인다. 예를 들어 IT 분야에서는 안드로이드(Android)와
윈도(Windows), 맥(Mac) OS 등의 컴퓨터 운영체제를 플랫폼이라고 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은 대표적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고 인공지능 플랫폼엔 △ 알렉사(Alexaㆍ아마존) △ 구글 어시스턴트
(Assistantㆍ구글) △ 시리(Siriㆍ애플) △ 빅스비(Bixbyㆍ삼성전자) 등이 있다(｢자율주행차에 이렇게
많은 플랫폼이?｣, https://han.gl/Ybdg2, 검색일: 2018.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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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요

주: GPU(Graphic Processing Unit)는 게임이나 영상편집 등 멀티미디어 작업에서 CPU를 보조하기 위한 부품으로 등장했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컴퓨터의 핵심 부품으로 손꼽히고 있음. AI 분야 석학인 앤드루 응 스탠퍼드대학
교수는 12개의 GPU가 무려 2,000개의 CPU에 맞먹는 딥 러닝 성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발견함(한경 경제용어사전,
｢CPU｣,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80143&cid=50305&categoryId=50305, 검색일: 2018. 11. 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p. 2.

이와 같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각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 데이터 △ 핵심기술(딥러닝,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자연어 처리 등) 및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 알고리즘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의
반복학습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므로 대량ㆍ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이 가능하려면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칩,
센서 등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또한 딥러닝, 음성인식
기술, 다양한 서비스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개발ㆍ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31)
이러한 요소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호 연동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창출
한다.32) 가령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어시스턴트’,
삼성의 ‘빅스비’ 등은 음성인식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으로서 스피커, 휴
대전화 등 전자기기와 결합된 형태로 음성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1)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17), p. 20; 조성선, 김용균(2018), p. 4.
3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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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과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요소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특히 핵심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 선도 국가인 미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핵심기
술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단행하였다. 미국정부는 2003년부터 5년간 국
방부에서 진행한 CALO 프로젝트에 약 2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음성비서 연구 부문’을 독립시켜 벤처기업 Siri를 설립하였다. 이
후 애플이 Siri를 인수하여 아이폰에 해당 서비스를 탑재하였는데, 이처럼 미국
은 정부가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민간에 이양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33)
선도 기업들은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해 자체적으로 기술을 확보하거나,
대학ㆍ연구기관과 기술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분야는
특히 창업이 활발하고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
으로 일부 선도 기업은 스타트업을 인수ㆍ지원ㆍ제휴하는 형태로 기술을 확보
하고 있다.34) 알렉사의 개발도 아마존이 2013년에 인수한 Evi Technologies
의 기술이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10대 기술기업은 약 50개의 스타트업을 인수하였다.35)
또한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은 플랫폼의 제휴 또는 개방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자 간의 연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36)
아마존은 BMW와 제휴를 맺고 BMW의 소형차 브랜드 미니의 전 차종에 알렉
사를 탑재하는 등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서비스 응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37)
이와 함께 일부 기업은 인공지능 플랫폼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일부 데이터,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pp. 9~10.
34) 김종기(2018), p. 8.
35) CB inshight(2017), “Big Tech In AI: What Amazon, Apple, Google, GE, And Others Are Working
On,” https://app.cbinsights.com/research/top-tech-companies-artificial-intelligenceexpert-intelligence/(검색일: 2018. 11. 22).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pp. 7~8.
37) ｢BMW, 2018년 아마존 AI 알렉사 전 차종에 내장｣(2017. 9. 28), http:// www.newsis.com/view
/?id=NISX20170928_0000108429&cID=10101&pID=10100(검색일: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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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레퍼런스 등을 공개하여 자사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구축하
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해 신규
시장을 만들어 낸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38) 가령 한 업체가 안드로이
드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서비스)을 만들었을 경우, 해당 서비스는 안드로
이드 기반의 모든 휴대전화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수많은 업체의 서비스가 구현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연합 생태계가 구축되었
다. 이와 같이 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이 관련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기 때
문에 인공지능 핵심기술 및 응용 분야 플랫폼에 대한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
고 있다.

나. 중국 현황
중국은 인공지능 관련 논문, 특허, 투자, 시장규모 등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
과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분
야 논문 건수는 1997년에 전 세계의 4.26%에서 2017년 27.68%로 증가하였
고, 지난 20년간 누적 논문 건수는 중국이 1위를 차지하였다. 1997년에서
2017년까지의 인공지능 분야 누적 특허신청 건수 또한 중국이 가장 높았고, 미
국과 일본이 뒤를 이어 세 국가가 전 세계 특허신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달하였다.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특허신청은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로
봇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39)
2018년 6월 기준 중국 내 인공지능 기업 수는 1,011개로, 같은 기간 2,028
개의 기업을 보유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40) 중국의 시장조사업체
인 iiMedia Research(艾媒咨询)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기초

38) ｢자율주행차에 이렇게 많은 플랫폼이?｣, https://han.gl/Ybdg2(검색일: 2018. 11. 25).
39) 清华大学中国科技政策研究中心(2018), p. 2, p. 20, p. 25.
40) 위의 자료,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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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핵심기술 계층과 응용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기초 계층은 데이터 제공과 컴
퓨팅 역량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이는 인공지능 산업의 인프
라이기도 하다. 핵심기술 계층은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과가 상업화되는 단계이다. 응용 영역은 인공지능
기술이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의료,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는
서비스 단계를 의미한다.41) 중국은 계층별로 BAT(바이두ㆍ알리바바ㆍ텐센트)
등 선도 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인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림 3-4. 중국의 인공지능 생태계

자료: 김종기(2018), p. 14를 토대로 재작성.

중국정부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발표하고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 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ㆍ융자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투ㆍ융자액이 1,800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최근
41) 艾媒咨询(2017), ｢2017年中国人工智能产业专题研究报告｣, http://www.iimedia.cn/50460.html
(검색일: 2018.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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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중국 내 인공지능 관련 투ㆍ융자 중 1/3이 스마트 주행(智能驾驶) 분야
로 집중되었고, 다음으로 빅데이터 및 데이터 서비스 분야가 28.5%, 의료ㆍ보
안ㆍ보험 등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분야가 23.1%를 차지하였다.42)
또한 중국에서는 BAT를 비롯한 인공지능 분야 선도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스
타트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핵심기술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
인 생태계를 확장해 가고 있다.43) 선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는 중국 인공지능
분야 창업에 활력을 증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3-1. BAT의 인공지능 기업 투자 현황(2017년)
기업명

바이두

투자 금액

Gumpcome(甘来)

약 1억 달러

SoundAi(声智科技)

약 1억 달러

KITT.AI*

1억 달러(인수합병)

xPerception*

비공개(완전 매입)

Bi*

2,700만 달러

레이븐테크(渡鸦科技)

약 1억 달러(매입)

GJSROBOT(工匠社科技)

텐센트

알리바바

수천만 위안

유비테크(深圳优必选科技)

4,000만 달러

원더워크숍(奇幻工房)*

4,100만 달러

VoxelCloud(体素科技)

약 1억 달러

레고(乐聚机器人)*

5,000만 위안

Leynew(雷鸟科技)

4억 5,000만 위안

ObEN

500만 달러

윈지과학기술(云迹科技)

수천만 달러

SenseTime(商汤科技)

15억 위안

Magic Leap*
CamBricon(寒武纪)

약 5억 달러
1억 달러

주: * 표기는 미국기업을 의미함.
자료: 오종혁(2018), pp. 8~9를 참고하여 재구성.

42)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8), p. 2, p. 5.
43) 오종혁(201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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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216억 9,0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2.8% 확대되었고, 인공지능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응용의 확대로 2020년
에는 약 710억 위안(약 11조 6,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
술 분류상 바이오(생체) 인식, 이미지ㆍ영상 식별 등의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컴퓨터 비전(计算机视觉) 분야와 음성인식 등의 기술을 포함하는 음성 분야가
중국 인공지능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44)
중국은 이미 양적인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선도 국가 반열에
올랐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은 음성인식 분야와 이미지인식을 포함한 컴퓨터 비전 분야에 집중되어 있
고, 칩ㆍ첨단 센서 등 하드웨어 부분의 기술은 부족해 편중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의 근본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인재 수도
미국을 잇는 세계 2위 수준이지만, 고급인재의 수는 적어 중국 인공지능 시장
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림 3-5.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규모(2015~2020년)

시장규모(억 위안)

그림 3-6.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구조(2017년)

증감률(%)

자료: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8), p. 11.

자료: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8), p. 11.

44) 清华大学中国科技政策研究中心(2018), pp. 45~46;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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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현황
중국 내에서 인공지능 분야 기업이 밀집해 있고, 투ㆍ융자가 활발한 지역으
로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 저장, 장쑤 등이 있다. 특히 베이징에는 중국 전체
인공지능 기업의 약 40%가 위치해 있고, 최근 3년간 관련 분야의 투ㆍ융자액
이 약 2,500억 위안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45)

그림 3-7. 중국 주요 지역의 인공지능 기업 수

자료: 清华大学中国科技政策研究中心(2018), p. 41.

그림 3-8. 중국의 인공지능 투ㆍ융자 지역 분포

주: 2015~2018년 1/4분기 투ㆍ융자 금액과 횟수임.
자료: 清华大学中国科技政策研究中心(2018), p. 45.

2018년 7월 CCID 컨설팅(赛迪顾问)에서 자체적인 인공지능 도시 발전수
준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중국 내 약 40개 도시를 평가하였는데, 이 중 베이징
이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CCID 컨설팅의 인공지능 분야
도시 발전수준 평가체계의 1급 지표는 △ 정책 환경 △ 과학연구 역량 △ 산업
수준 △ 자본 환경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고, 베이징은 해당 1급 지표 전 영역에
서 1위를 차지하여 종합순위 1위를 기록하였다.46)
45) 清华大学中国科技政策研究中心(2018), p. 41, p. 45.
46) CCID 컨설팅에서 중국 인공지능 도시 발전 백서(中国人工智能城市发展白皮书)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의 1급 평가지표 중 정책환경은 구체적으로 해당 시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전문정책, 관련정책)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고, 산업 수준은 관련 기업 수, 인공지능 분야 우수기업 소재 여부, 전문 인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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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베이징시 경제ㆍ정보화 위원회(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에
서 발표한 베이징 인공지능 산업 발전 백서(北京人工智能产业发展白皮书)에
서도 우수한 정책환경과 연구역량, 관련 인재와 정보기술의 집적이 베이징 인
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중관춘(中关村)은 베이징 IT 산업의 핵심지역으로, 2017년 9월 중관춘 과학
기술단지 관리위원회(中关村科技园区管理委员会)에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 촉
진에 관한 중국 최초의 지방성 문건을 발표하였다.47) 2017년 12월 베이징 시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산업의 발
전 방향을 빠르게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베이징대학교, 칭화대학교를 비롯해 중국과학원 자동화 연구소,
중국과학원 컴퓨팅기술(计算技术) 연구소, 스마트 기술과 시스템 국가중점실
험실, 기업연구소 등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핵심 연구기관의 절반 이상이 베이
징에 입지해 있어 관련 인재도 베이징에 밀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
국 내 인공지능 전문 인재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10대 주체 중 고등교육
기관은 총 4곳으로 베이징대학교, 칭화대학교, 중국과학원 등 3개 기관이 베이
징에 위치해 있다.48)
또한 베이징에는 하드웨어 제조, 소프트웨어 기술 R&D, 플랫폼 기업과 각
산업에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분야 산업사슬이 형
성되어 있고, 바이두를 비롯한 선도 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다. 상술하였듯이
인공지능 분야 투자가 활발한 지역으로 바이두 투자관리 유한회사, 혁신공장
투자센터, 롄샹즈싱 투자관리 유한회사(联想之星投资管理有限公司) 등 주요 투
자기업 또한 집중되어 있다.49)
등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全国人工智能城市北京居首｣(2018. 8. 25), https://baijiahao.baidu.com/
s?id=1609725673714148096&wfr=spider&for=pc, 검색일: 2018. 9. 22).
47) ｢全国人工智能城市北京居首｣(2018. 8. 25), https://baijiahao.baidu.com/s?id=1609725673714
148096&wfr=spider&for=pc(검색일: 2018. 9. 22).
48)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2018), pp. 10~12.
49) 위의 자료, pp.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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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중국 주요 지역의 인공지능 인재 수
(단위: 명)
27,355

11,284 10,860
10,592 10,198

베이징

시안

난징

상하이

우한

7,014

6,452

6,415

창사

광저우

청두

6,181

하얼빈

5,401

항저우

자료: 清华大学中国科技政策研究中心(2018), p. 35.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1) 중앙정책
중국 중앙정부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정책을 발표하
여,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워 나가고 있다. 중국은 2015년 7월에 인터넷 플랫폼과 ICT를 활용
해 경제ㆍ사회 각 분야와 인터넷을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창조하겠
다는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발표하였고, 11개 핵심 융합 분야에 인공지능을
포함하였다. 이후 2017년 3월에는 중국 과학기술혁신 2030의 주요 프로젝트
로 인공지능 2.0을 추가하고, 인공지능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하였다.50)

50) 오종혁(2018), p. 4;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201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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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발표 시기

발표 기관 및 부처

정책

주요 내용

인터넷 플러스 행동 적극적인
2015. 7

국무원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인터넷 플러스 11개 핵심 융합

(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

분야에 인공지능 포함

导意见)
2016. 3

국무원

13.5 규획강요
(“十三五”规划纲要)

인공지능 키워드 제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6. 5

과학기술부,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인공지능 영역 칩셋, 센서,

공업정보화부,

3년 행동 실시방안(互联网+

저장시스템, 네트워크 설비 등

중앙네트워크판공실

人工智能三年行动实施方案)

생태계 구축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인공지능 키워드 제시

과학기술혁신 2030-주요 프로젝트

인공지능 2.0 추가,

(科技创新2030-重大项目)

국가전략으로 격상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인공지능 강국 건설을 위한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3단계 발전 목표 제시

(中央网信办)
2017. 3

국무원

2017. 3

과학기술부

2017. 7

국무원

2017. 12

공업정보화부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 발전 촉진

인공지능 산업 발전 촉진,

3개년 행동계획(2018~2020년)

제조업 스마트화 수준 제고,

(促进新一代人工智能产业发展三年

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심도

行动计划)

있는 융합 추진

자료: 오종혁(2018), p. 4;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2018), p. 4.

2017년 7월 중국의 장기적인 인공지능 발전 로드맵인 ｢차세대 인공지능 발
전규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의 전략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규획에
서 중국정부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 핵심산업 규모 1조 위안(약 163조 원),
관련 파생산업 규모 약 10조 위안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
내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과 주요 기업 육성에 주력하여 산업 생태계를 완비
하고, 대외적으로는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주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내놓았다.51)
51) 国务院(2017),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7/20/
content_5211996.htm(검색일: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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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중국의 인공지능 3단계 전략 목표
단계
1단계
(~2020년)

전략 목표
인공지능 기술과 응용
분야 글로벌 선진 수준
달성

목표 산업규모
- 인공지능 핵심 산업규모
1,500억 위안
- 관련 파생산업 규모 1조
위안

주요 내용
- 인공지능 기술표준, 서비스 체계와
산업 생태계 구축
- 주요 기업 육성
-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 내

인공지능 기초이론 발 - 핵심 산업규모 4,000억
2단계

전 추진, 일부 기술과

위안

(~2025년) 응용 분야에서 글로벌 - 관련 파생산업 규모 5조
선도 국가로 도약

에서 경쟁우위 확보
-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 제조, 의료,

위안

도시 관리, 국방 분야 등 다양한 영
역에 응용
- 인공지능 법률, 규범, 정책 체계 구축

인공지능 이론, 기술,
3단계

응용을 포함하는 전

(~2030년)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

- 뇌 알고리즘, 스마트 제어 등의 영역
- 핵심 산업규모 1조 위안
- 관련 파생산업 규모
10조 위안

에서 성과 확보
- 인공지능 기술이 생산, 생활, 사회
정비, 국방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
- 인공지능 법률, 규범, 정책 체계 완성

자료: 国务院(2017),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7/20/content_
5211996.htm(검색일: 2018. 9. 21); 오종혁(2018), p. 5.

중국은 인공지능을 전통 산업에 응용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각종
도시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던 제조업은 높아진 노동비용으로 인해 돌
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스마트 공장 등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해 제조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된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도시문제를 인공지능 기
술을 활용해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52) 일례로 알리
바바의 ET 브레인은 환경, 교통, 유통 등 여러 산업에 응용되는 인공지능 플랫폼
으로, CCTV를 포함하는 관련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을 파
악하고 교통신호를 제어해 항저우시 내 평균 통행 속도를 15% 향상하였다.53)
52) 중국 칭화대학교 중국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담당자 인터뷰(2018. 11. 13, 중국 베이징시).
53) 양쥔(杨军)(2018), pp.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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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국정부는 인공지능을 사회 전반에 응용하여 정체되어 있는 기존 산업
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관리와 도시문제의 효율적인 해결
을 추진하고자 한다.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에서도 중점업무로 △ 제조ㆍ
농업ㆍ물류ㆍ금융 등 기존 산업의 지능화 및 업그레이드 △ 교육ㆍ의료ㆍ양로
분야의 스마트 공공서비스 제공 △ 행정ㆍ환경ㆍ교통ㆍ도시 관리 등 영역의 스
마트화를 명시하고 있다.

표 3-4.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의 중점업무
중점업무

주요 내용

개방ㆍ협력을 기초로

- 차세대 인공지능 기초이론 및 범용기술 체계 구축: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초

한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 체계 구축

이론 연구 등
- 인공지능 기초 플랫폼 구축
- 인공지능 신흥산업 발전: 지능형 로봇, 지능형 운송수단, 가상ㆍ증강현실 등
- 기존 산업의 지능화 및 업그레이드 가속화: 스마트 제조ㆍ농업ㆍ물류ㆍ금융 등

첨단ㆍ고효율의
스마트 경제 육성

- 기업의 스마트화 추진: 스마트 공장 건설 및 인공지능 기업 육성, 무인기ㆍ
음성인식ㆍ이미지인식 등 우위 영역의 인공지능 기업은 세계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고, 지능형 로봇ㆍ자율주행차ㆍ웨어러블 기기ㆍ가상현실 등의 영역
에서는 우수기업 육성
- 스마트 공공서비스 제공: 교육ㆍ의료ㆍ양로 분야

지능사회 건설

- 사회관리 스마트화: 스마트 행정ㆍ도시 관리ㆍ환경ㆍ교통 등 영역 발전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안전 보장 역량 강화

인공지능 영역의
민군융합 강화
스마트 인프라 구축

- 인공지능 기술의 민ㆍ군 간 이전 활성화
- 네트워크ㆍ빅데이터ㆍ5G 등 인공지능 영역의 기초 인프라 구축

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 빅데이터 지능ㆍ군집지능 등 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함께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국가 관련 규획 중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프로젝트 연계 추진

자료: 国务院(2017),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7/20/content_
5211996.htm(검색일: 2018. 9. 21).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의 기본원칙에는 ‘시장주도’, ‘오픈소스54) 개방
54) 일정한 이용 조건을 지키면 누구나 개량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공개되는 소스 코드(IT용어
사전, ｢공개 소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43571&cid=42346&categoryId
=42346, 검색일: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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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开源开放)’이 포함되어 있다. ‘시장주도’ 원칙에서는 선도적인 기업이 기술계
획과 제품표준 제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여, 관련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성
과가 빠르게 상업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픈소스 개방’
원칙에서는 산학연 각 주체 간의 기술공유를 비롯하여 글로벌 시장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과학기술부는 2017년 11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및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개시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차세대 인공
지능 발전규획｣의 중점업무 중 하나인 중대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오픈)혁신 플랫폼(国家新一代人工智能开放创新平台)’ 명
단을 발표하였다. 해당 플랫폼은 자율주행(自动驾驶), 시티 브레인(城市大脑),
의료ㆍ영상(医疗影像), 스마트 음성인식(智能语音) 등 네 개 부문이며, 이미 중국
내에서 각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커따쉰페이
(科大讯飞)를 지정하여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55)
2018년 9월에는 추가적으로 상탕그룹(商汤集团)이 스마트 시각(智能视觉) 국
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선정되었다.56) 중국은 정
부가 정책적으로 선도 기업을 특정하여 주요 인공지능 기술 응용 분야의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산업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되
고 해외기업과의 협력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자금 측면에서도 정부가 지원하고 시장이 주도하는 자금 체계를 구축해 나
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투자기금은 조건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관련 핵심기업과 산업혁신협회 등을 필두로 인공지능 발전기금 설립
을 독려할 방침이다.57)
55) ｢定了! 国家公布人工智能四大平台! 一场颠覆已在路上…｣(2017. 11. 20), http://www.sohu.com/a/
205419454_826258(검색일: 2018. 9. 22).
56) ｢智能视觉国家新一代人工智能开放创新平台正式亮相｣(2018. 9. 20), http://www.xinhuanet.com/
politics/2018-09/20/c_1123461737.htm(검색일: 2018. 11. 22).
57) 国务院(2017)，｢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7/20/
content_5211996.htm(검색일: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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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규획을 비롯하여 함께 추진될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인재ㆍ자
금ㆍ정책법규 등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기술 확보, 산업발전, 응
용 확대를 이루어 나갈 방침이다.58)

2) 지방정책
2017년 7월 국무원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
지 약 20개 지역에서 인공지능 육성정책을 발표하였다.59) 2017년 베이징 중
관춘을 시작으로 상하이, 저장에서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육성정책을 수립하였
고, 2018년 톈진, 안후이, 광둥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라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60) 주요 지역의 인공지능 육성정책은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 핵심기술 개발 △ 플랫폼 구축 △ 응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3-5. 중국 주요 지역의 인공지능 육성 정책
지역

발표 시기

정책명

주요 내용

중관춘 국가자주혁신시범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행동계획
2017. 9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 - 2020년까지 핵심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人工智能产业培育行动计划,
2017~2020年)

베이징
베이징시 과학기술혁신 가속

확보
- 우수한 인재 육성 및 확보, 혁신기업 육성, 산업
생태계 구축

화를 통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 인공지능 칩, 로봇, 가상 및 증강현실, 스마트
단말기 등 산업 육성
2017. 12 지도의견
(北京市加快科技创新培育人
工智能产业的指导意见)

58) ｢科技部召开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暨重大科技项目启动会｣(2017. 11. 20), http://www.gov.cn/
xinwen/2017-11/20/content_5241019.htm(검색일: 2018. 10. 2).
59) ｢全国20省市人工智能政策，密集出台｣(2018. 7. 31), http://www.sohu.com/a/244482377_258957
(검색일: 2018. 9. 22).
60) 중국전문가포럼(201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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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지역

발표 시기

정책명

주요내용
- 2020년까지 초대형 도시 관리에 적합한 인공

상하이 2017. 10

상하이시 차세대 인공지능 발

지능 응용구도 형성,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전에 관한 실시의견

인공지능 중점 산업 클러스터 구축

(关于本市推动新一代人工智 - 203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能发展的实施意见)

- 자율주행, 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센서
산업 육성
- 중국 내 경쟁력을 보유한 인공지능 선도 기업

저장성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저장성 2017. 12

규획
(浙江省新一代人工智能发展
规划)

20개 육성
- 인공지능 핵심 산업규모 500억 위안 이상, 파
생산업 규모 5,000억 위안 이상 달성
- 제조, 교통, 금융, 의료, 교육과 정부행정 등 광
범위한 영역에 인공지능 응용
- 1,000억 위안의 과학기술산업 기금 조성

톈진시 스마트 과학기술산업 - 이 중 700억 위안의 산업기금은 로봇, 스마트
톈진

2018. 5

발전 가속화에 관한 정책 통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스마트 센서, 가상 및

(天津市关于加快推进智能科

증강현실, 스마트 자동차 등 신흥산업에 투자

技产业发展若干政策的通知)

- 300억 위안은 스마트 제조 단말기 산업, 전통
산업의 스마트화에 투자
- 2025년까지 인공지능 핵심 산업규모 1,500억
위안, 파생산업 규모 1조 8,000억 위안 달성

광둥성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광둥성

2018. 7

규획
(广东省新一代人工智能发展
规划)

- 광저우, 선전, 주하이 지역을 인공지능 산업 핵심
지역으로 조성
- 5대 개방혁신 플랫폼 건설: △ 텐센트 의료영상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 △ 커따쉰
페이 음성인식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 △ 스마트 무인 시스템, 스마트 제조, 스마트
홈 분야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

자료: ｢全国20省市人工智能政策，密集出台｣(2018. 7. 31), http://www.sohu.com/a/244482377_258957(검색일:
2018. 9. 22);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2017), ｢关于印发《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人工智能产业培育行动计划
(2017-2020年)》的通知｣, http://www.zgc.gov.cn/zgc/zwgk/ghjh/158060/index.html(검색일: 2018. 9. 27).

베이징시는 2017년 12월 ｢베이징시 과학기술혁신 가속화를 통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① 차세대 인공지능 종합기술
(핵심기술)과 응용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② 인공지능 관련 인재, 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 ③ 인공지능을 베이징시의 신성장 동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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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베이징시는 기초이론 연구 강화와 핵심기술 개발, 인공지능 혁신 플랫폼 구
축에 주력하여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이를 위해 베이
징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거점인 중관춘과학성(中关村科学城), 미래과학성(未
来科学城), 화이러우과학성(怀柔科学城),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北京经济技术
开发区), 중관춘자주혁신시범구(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를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61) 베이징시는 이미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 내
가장 우수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체계화하고 향후 발전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관춘 과학기술성에서는 인공지능의 선진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관련 창업기지
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과학성은 중점 기업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
능 혁신 응용 시범지역으로 활용하여 인공지능 과학기술 성과 전환의 선도구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화이러우과학성은 인공지능 관련 기초이론 연구 중점지
역,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는 스마트 제조, 스마트 로봇, 스마트 물류, 자율주행
등 영역의 중점 육성지역, 중관춘자주혁신시범구에는 인공지능 산업단지를 구
축할 방침이다.62)
이와 함께 인재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중국 내 인공지능 인재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63)
이에 △ 인재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인재 영입 △ 인공지능 관련 학과
개설 및 대학원생 양성 △ 기술개발ㆍ산업발전ㆍ응용을 아우르는 복합형 인재
육성 △ 고급인재로 구성된 연구기관 설립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64)
61) ｢北京市加快科技创新培育人工智能产业的指导意见｣(2017. 12. 26), http://www.beijing.gov.cn/
lqfw/ztzl/kjcxgjj/wj/xlwj/t1502862.htm(검색일: 2018. 10. 1).
62) 위의 자료.
63) 중국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 담당자 인터뷰(2018. 11. 13, 중국 베이징시).
64) ｢北京市加快科技创新培育人工智能产业的指导意见｣(2017. 12. 26), http://www.beijing.gov.cn/
lqfw/ztzl/kjcxgjj/wj/xlwj/t1502862.htm(검색일: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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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측면에서는 베이징시과학기술혁신기금(北京市科技创新基金)을 통해
인공지능 전기(前期)연구, 창업혁신, 산업육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핵심기업과 산업혁신협회 등이 주도하여 인공지능 발전기금을 조성하도
록 독려하고, PPP 방식을 적극 활용해 사회자본이 인공지능 중대 프로젝트의
시행과 과학기술성과 전환에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65)

나. 추진 체계
중국의 주요 과학기술혁신 프로젝트이자 국가전략인 인공지능 육성정책은
‘국가 과학기술 체제개혁과 혁신체계 건설 영도소조’66)에서 총괄한다. 영도소
조에서는 관련 주요 임무, 정책, 사업 분배 등의 심의ㆍ조정과 법률ㆍ법규의 제
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추진은 ‘국
가 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ㆍ기금 등) 관리 부처 연석회의’에서 담당한다.67)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의 발표 이후, 2030년까지 중국 인공
지능 계획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공지능 발전규획 추진 판공실’과 ‘인공지능
전략 자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인공지능 발전규획 추진 판공실’은 규획의 전
반을 담당하고, ‘인공지능 전략 자문위원회’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전략적 연구
와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진행한다.68) 또한 중국 인공지능산
업발전연맹이 조직되어 △ 인공지능 정책법률, 기술, 산업, 응용, 보안 등 영역
65) 위의 자료.
66) 2012년 국가 과학기술 혁신 통치 체계의 현대화와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총괄조직으로 ‘국가 과학기술
체제개혁과 혁신체계 건설 영도소조’를 설립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중앙 재정(財政) 과학기술계획
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설계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ㆍ기금 등) 관리 부처 연석회의’
제도를 수립하였다(百度百科, ｢国家科技体制改革和创新体系建设领导小组｣, https://han.gl/2XreX,
검색일: 2018. 10. 2; 百度百科, ｢国家科技计划(专项, 基金等)管理部际联席会议制度｣, https://han.gl/
cnuz3, 검색일: 2018. 10. 2).
67) 国务院(2017),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7/20/
content_5211996.htm(검색일: 2018. 9. 21).
68) ｢科技部召开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暨重大科技项目启动会｣(2017. 11. 20), http://www.gov.cn/
xinwen/2017-11/20/content_5241019.htm(검색일: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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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인공지능 표준 규범의 전기(前期) 연구 및 표준의 실험검증 △ 인공지
능 분야의 국제ㆍ국내 교류 및 협력 △ 인공지능 산업의 지식재산권 연구 및 자
원공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69)

표 3-6.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체계
조직 및 협의체

구성

국가 과학기술 체제개혁과 혁신체계 건설
영도소조

- 국무원 주도하에 26개 부처의 구성원으로 조직

(国家科技体制改革和创新体系建设领导小组)
국가 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ㆍ기금 등) 관리
부처 연석회의
(国家科技计划（专项ㆍ基金等）管理部际联
席会议)
인공지능 발전규획 추진 판공실
(人工智能发展规划推进办公室)
인공지능 전략 자문위원회
(人工智能战略咨询委员会)

- 과학기술부 주도하에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국가
과학기술 계획 관리와 연관된 31개 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
- 과학기술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교육부, 공업정
보화부를 포함한 15개 부처로 구성*
-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판윈허(潘云鹤) 원사를 대표
로 총 27명의 전문가로 구성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중앙네
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中央网络安全和信息
化领导小组)가 연합지도

중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 연맹
(中国人工智能产业发展联盟)

-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 중국전자기술
표준화연구원(中国电子技术标准化研究院), 국가공업정보
안전발전연구센터(国家工业信息安全发展研究中心) 등의
기관을 필두로 전국 200여 개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기구가 공동으로 조직

주: * 과학기술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교육부, 공업ㆍ정보화부, 교통부, 농업부, 위계위(卫生计生委), 중국과학원, 중국공
정원, 자연과학기금회,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 판공실, 중국 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군사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중국
과학기술협회.
자료: 国务院(2017),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7/20/content_
5211996.htm(검색일: 2018. 9. 21); ｢科技部等15部门: 成立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推进办公室｣(2017. 11. 16),
http://www.ocn.com.cn/touzi/chanye/201711/pedtr16092052.shtml(검색일: 2018. 10. 2); ｢科技部召开新一
代人工智能发展规划暨重大科技项目启动会｣(2017. 11. 20), http://www.gov.cn/xinwen/2017-11/20/
content_5241019.htm(검색일: 2018. 10. 2); ｢中国人工智能产业发展联盟在京成立｣(2017. 10. 13), https:/
/baijiahao.baidu.com/s?id=1581152333879520216&wfr=spider&for=pc(검색일: 2018. 11. 23).

69) 中国人工智能产业发展联盟(201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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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및 육성은 베이징시과학기술위원회(北京市
科学技术委员会), 베이징시경제정보화국(北京市经济和信息化局), 중관춘관리
위원회 등 세 개 부처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각각 기술개발 및 기초연구, 인공
지능 산업화, 기업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70)
｢베이징시 과학기술혁신 가속화를 통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도의견｣에서
는 베이징시 인공지능 산업정책 관리 및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베이징 시
정부를 필두로 하여 베이징시과학기술위원회, 베이징시경제정보화국, 중관춘
관리위원회,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北京经济技术开发区管委会) 등
유관기관과 관련 구(区)정부가 참여하는 업무조정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조정기구는 인공지능 산업의 주요 정책과 업무, 관련 문제 등을 종
합하여 관리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고문단(人工智能智库)을 설립해
인공지능 관련 이슈를 연구할 방침이다.71)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및 주요 기업
베이징시의 인공지능 산업은 각 계층을 중심으로 하드웨어 제조기업, 소프
트웨어 기술 R&D 기업, 플랫폼 기업, 응용 서비스 제공 기업 등 완비된 생태계
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스마트 의료, 스마트 홈, 자율주행, 스마
트 유통, 스마트시티 영역에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고, 각각의 개별
영역에서도 각기 나름의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72) 이러한 인공지능 산업 생
70) 중국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 담당자 인터뷰(2018. 11. 13, 중국 베이징시).
71) ｢北京市加快科技创新培育人工智能产业的指导意见｣(2017. 12. 26), http://www.beijing.gov.cn/
lqfw/ztzl/kjcxgjj/wj/xlwj/t1502862.htm(검색일: 2018. 10. 1).
72)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2018), pp. 10~12.

제3장 인공지능 발전정책과 베이징 추진 사례 • 91

태계가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 분야 기업 및
인재가 집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에는 바이두와 징둥 등 인공지능 분야
선두 기업들을 비롯해 IT 분야 창업이 활발해 관련 분야의 투자기업과 기술경
쟁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다수 소재한다.

그림 3-10. 베이징의 인공지능 생태계

자료: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2018), p. 9를 참고하여 재작성.

바이두는 중국의 대표 인터넷 기업으로서 이미 확보하고 있던 방대한 데이
터와 컴퓨팅 역량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였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자사의 핵심 사업으로 배치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
으며, 관련 분야 R&D에만 약 3조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73) 바이두는 인공지능
분야 기술 확보를 위해 전문 연구실을 설립해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인
공지능 전문 투자사를 설립해 우수한 스타트업의 기술을 지원ㆍ흡수하고 있다.

73) 공영일, 추형석, 이경복(201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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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바이두의 인공지능 분야 사업 추진 내용
사업 구분

추진 내용
- 2013년 베이징 딥러닝 연구소 설립

연구 기반
확보

- 2014년 미국 실리콘밸리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
- 인공지능 분야의 석학 앤드류 응과 치 루 영입
(앤드류 응은 2017년 4월에 사임을 한 상태이고, 이후 자연어 처리 분야 전문가인
왕하이펑 임명)

국가 R&D
주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딥러닝 기술 및 응용 국가공정실험실’* 주도기관으로 선정됨
- 중대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율주행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의 주도기업으로 선정됨
- 미래 핵심 전략 사업으로 인공지능 R&D에 약 3조 원 이상 투자
- 인공지능 전문투자사 바이두 벤처스 설립

투자

- 코멧랩스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구축
- 2017년 인공지능 분야 투자: 머신비전 솔루션 스타트업 엑스퍼셉션과 인공지능 음성
비서 스타트업 레이븐테크 인수
-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 Dure 사업부 출범

조직 개편

- 의료사업 부문 폐지 및 인공지능 팀에 통합
- 지능주행사업부 신설

주요 기술

- 머신러닝, 음성인식, 클라우드 컴퓨팅, 이미지 인식, 스마트 센서, 자연어 처리
- 딥 보이스 개발(실시간 텍스트-음성 변환 시스템): 목소리 복제 시스템으로 2017년 5월에
개발된 딥 보이스 2는 30분 만에 수백 명의 목소리 복재에 성공

음성인식 및
자율주행
R&D 추진

- 스위프트스크라이브 개발(딥러닝 음성-문자 변환): 사람을 통한 녹음 소요시간을 평균
40% 단축
- 가정용 음성인식 비서 샤오위 발표
- 자동차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과 관련하여 하만(Harman)과 협력
- 자율주행 개방형 플랫폼인 프로젝트 Apollo 발표
- TV쇼에서 인공지능 로봇 샤오두가 사람과 얼굴/음성 인식 대결

주: * 국가공정실험실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국가 혁신기술 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산업 기반기술의 R&D
시설 구축을 통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됨. 기업 주도의 산학연 협력이 핵심으로 정부가 지원함. 바이두는
딥러닝 기술 및 응용의 주도기관으로 선정된 것임.
자료: 공영일, 추형석, 이경복(2017), p. 13; 서동혁 외(2017), pp. 256~261를 토대로 일부 수정.

바이두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인공지능 사업의 장기적인 전략 방향으로
삼고, 음성인식 서비스 플랫폼인 Dure OS와 자율주행 개방형 플랫폼인
Apollo를 주축으로 응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74)

74) 安心证券(2017), ｢百度AI人工智能战略全解析｣, http://www.sohu.com/a/205485083_407401(검
색일: 2018.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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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7년부터 자율주행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Apollo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Apollo 플랫폼 버전 1.0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이후 2018년 7월에 공개된 버전 3.0은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L475) 수
준으로 개발자와 파트너가 3개월 이내에 자율주행차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탑재되었다.76) 이를 기반으로 바이두는 스마트 버스 제조기업인 진룽
커처(金龙客车)와 협력하여 세계 최초로 L4급 자율주행 미니버스 ‘아폴롱’의
양산을 실현했고, 지금까지 생산한 100대를 슝안신구, 베이징, 선전, 일본으로
공급하고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77)
글상자 3-1. 바이두의 자율주행 개방형 플랫폼 ‘Apollo’
- 2017년 바이두는 Apollo 플랫폼 버전 1.0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공개
◦ 바이두는 Apollo를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차량 제조 기업이 공개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을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활용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힘.
◦ Apollo 플랫폼 관련 데이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오픈소스 코드, 레퍼런스
하드웨어를 제공함.
- Apollo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형태로 주요 자율주행 기술을 협력사에 제공하고, 각 협력사의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보완이 가능한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형태로 운영될 계획임.
- Apollo 프로젝트에는 현재 약 130개의 기업, 대학,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중에는 바오딩시 정부, 슝안신구 2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
◦ 약 65개의 중국기업(치루이ㆍ창청 등)이 생태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해외기업으로는 하드웨어
부문의 보시ㆍ콘티넨털ㆍ델파이ㆍ벨로다인,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ㆍ톰톰,
서비스 부문에서는 그랩 택시ㆍ유카, 반도체 부문에서는 엔비디아ㆍ인텔 등이 참여하고 있음.
◦ 현대ㆍ기아차도 최근 Apollo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공식 발표함.

75)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발달 수준을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나누었다.
L0은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일반차량, L1은 자동브레이크, 자동속도조절 등 운전 보조기능, L2는 부분
자율주행, 운전자의 상시 감독 필요, L3은 조건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기능 제어, 탑승자 제어가
필요한 경우 신호, L4는 고도 자율주행, 주변 환경 관계없이 운전자 제어 불필요, L5는 완전 자율주행,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이는 무인 주행차(한경 경제용어사전, ｢자율주행차｣, https://terms.naver.
com/entry.nhn?docId=2166633&cid=42107&categoryId=42107, 검색일: 2018. 11. 24).
76) ｢바이두, 자율주행기술 ‘아폴로3.0’ 공개...얼마나 더 진화했나｣(2018. 7. 5), http://www.ddaily.
co.kr/news/article.html?no=170363(검색일: 2018. 11. 24).
77) 김주혜(2018),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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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계속
- 2017년 12월 20일, 바이두는 슝안신구에서 Apollo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함. 당일 이사회 구성 기업*
을 포함하여 여러 협력사가 공동 제조한 상용버스, 물류차량, 도로 청소차량, 승용차를 비롯한 다
양한 종류의 자율주행차 10대를 선보이고, 슝안신구 내에서 Apollo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의 첫
도로 시범주행을 진행함.
- Apollo 이사회에서는 향후 Apollo를 기반으로 무인차 발전 및 관리에 관한 법규와 정책을 수립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자율주행의 시범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임.

Production－level
Closed Venue
Autonomous Driving

Geo－fenced City Roads
Autonomous Driving

Production－level
Geo－fenced City Roads
Autonomous Driving

Production－level
Simple City Roads
Autonomous Driving

Highway and City Roads
Autonomous Driving

주: * Apollo 이사회는 바이두 외 완성차 제조업체인 다임러, 포드, 치루이(奇瑞), 이치(一汽), 베이징 자동차(北汽), 버스
제조업체인 진룽커처(金龙客车),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털과 보시, 미국 AI 컴퓨팅 기업인 엔비디아를 포함하여
10개 기업으로 구성됨.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2. 21); 김주혜(2018, pp. 19~20).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이두는 2017년 중대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중 ‘자율주행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 주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정부는 주도 기업으로 지정된 바이두에게 자율주행 플랫폼 구축 중 기술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술개발 과정 중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부
프로젝트로 제안하여 신청하는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필
요한 일반적인 교통신호 데이터 등 일부 정부 데이터를 시범구역에서 개방하고
있다. 다만 지리ㆍ위치 정보 등의 민감한 정부 데이터의 경우 일정한 자격이 되
어야 수집이 가능한데, 일례로 중국 내 지리 정보를 토대로 지도를 개발하는 업체
는 현재 바이두를 포함하여 14개 중국 국내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78)
바이두는 Apollo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130여 개의 중국 국내 및 해외 기업
78) 중국 바이두 담당자 인터뷰(2018. 11. 12, 중국 베이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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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력을 추진하여 탄탄한 연합 생태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 자율주행 분야의 선도적인 플랫폼 기업으로서 입
지를 굳히고 있다.79)

나. 지역 응용 사례
베이징시 정부는 전통산업과 인공지능의 결합, 즉 각 산업에 인공지능을 응
용하여 발전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스마트 의료, 스마트 홈, 자율
주행, 스마트 유통, 스마트시티 영역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80) 이 중 자율주행
영역은 베이징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로 중국 자율주행 생태계에서 베이징
내 기업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징시 정부는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 규범 제정 △ 자율주행 시범도로 건설 및 자율주행 시범운영기지(无人驾驶
试运营基地) 구축 △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혁신센터 및 연맹 조직 등
체계적인 조치와 시범사업을 시행해 발전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림 3-11. 중국의 자율주행 생태계

표 3-8. 베이징의 자율주행 관련 규범
발표시기
2017. 12
2017. 12
2018. 02
2018. 02
2018. 03
2018. 10

주: 이탤릭체는 베이징시 기업, 정체는 중국 기타지역 기업을 나타냄.
자료: 王喜文(2018, p. 17, 재인용).

문건명
베이징시 자율주행차 도로 테스트
가속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베이징시 자율주행차 도로 테스트
관리 실시세칙
베이징시 자율주행차 도로 테스트
능력평가 내용 및 방법
베이징시 자율주행차 폐쇄시험장
기술요구
베이징시 자율주행차 구간 도로
테스트 요구
베이징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차
혁신발전 행동방안

자료: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2018), p. 19; ｢专家
解读: 北京推自动驾驶车辆道路测试试行办法意义
重大｣(2018. 2. 2), https://han.gl/VPgLB(검색일:
2018. 11. 25).

79) Apollo Open Platform, http://apollo.auto/(검색일: 2018. 11. 24).
80) 중국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 담당자 인터뷰(2018. 11. 13, 중국 베이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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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과 관련 부처가 연합하여 중국 31개 성
(省)ㆍ시(市) 중 처음으로 자율주행 도로 테스트 관련 규범을 발표하였고, 2018
년 2월에는 자체적인 자율주행차 도로 테스트 평가기준을 규정하여 자율주행
종합능력에 따라 T1~T5 등급으로 구분하였다.81) 베이징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역에서도 자율주행차 도로 테스트 관련 규범을 발표하고, 자율주행차가 개방
도로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시범형 임시 번호판’ 발급을 시행하
고 있다.82)
바이두는 2018년 3월, 관련 규범에 근거해 베이징시의 첫 자율주행차 도로
테스트를 거쳐 T3 등급의 자율주행 시범형 임시 번호판 5개를 발급받았다. T3
등급은 자율주행차가 도로 상황을 인식하여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주행이 가
능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 현재까지 발급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차 등급이기도 하다.83)
2018년 7월 기준 중국 6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시범형 임시 번호판 32개가 발
급되었고, 베이징에서 가장 많은 수(9개)의 번호판이 발급되었다. 그리고 중국
내 가장 많은 수의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바이두이며, 베이징ㆍ충칭ㆍ
푸젠 핑탄 지역에서 총 9개의 번호판을 발급받았다.84)
시범형 임시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은 정해진 자율주행 개방 시범도로 구
간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베이징시는 2018년 베이징시경제기술개발
구(北京经济技术开发区), 순이구(顺义区), 하이뎬구의 44개 도로 구간(총
123km)을 자율주행 시험도로로 개방하였고, 중국에서 가장 긴 개방 시험도로

81)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2018), p. 19; ｢专家解读: 北京推自动驾驶车辆道路测试试行办法意义重
大｣(2018. 2. 2), https://han.gl/VPgLB(검색일: 2018. 11. 25).
82) ｢路测申请如何过考? 北京市自动驾驶能力评估标准出台｣(2018. 2. 3), https://baijiahao.baidu.com/
s?id=1591385426009008686&wfr=spider&for=pc(검색일: 2018. 11. 10); 北京智能车联产业创新
中心有限公司, http://www.mzone.site/(검색일: 2018. 11. 25).
83) ｢T3牌照没见过吧! 为什么众多车企都渴求得到它?｣(2018. 7. 10), https://baijiahao.baidu.com/
s?id=1605587144749857504&wfr=spider&for=pc(검색일: 2018. 11. 20).
84) ｢已有12个城市出台自动驾驶路测规范, 6城发布自动驾驶路测牌照｣(2018. 7. 31), http://www.elecfans.
com/d/719415.html(검색일: 2018. 11. 22).

제3장 인공지능 발전정책과 베이징 추진 사례 • 97

를 보유한 지역이 되었다.85) 또한 베이징시는 약 200무[1무(亩) 666.7m2]에
달하는 하이뎬 자율주행 폐쇄시험장을 건설하여 도시, 농촌 등 다양한 종류의
도로 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86)
베이징시는 자율주행 시범도로뿐만 아니라 중국 최초의 자율주행 시범운영
기지를 순이구 올림픽공원 내에 구축하고 있으며, 공원의 전체 도로는 약 7km
이다. 자율주행 시범운영기지 내 기술지원은 베이징 자동차 기술연구원에서 담
당하며, 현재는 베이징 자동차에 의해 양산되는 모델 EU260에 각종 환경 감지
기술을 탑재하고, 스마트 교통시설과 융합하는 단계이다.87)
베이징시 정부는 이와 같은 자율주행 정책, 표준, 시범사업의 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혁신센터를 설립하여 협력을 추
진하고 있다.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의 지도하에 첸팡과학기술(千方科技), 바
이두 등 베이징, 허베이 지역의 교통, 통신, 인터넷 업종 10개 기업이 공동 출
자하여 베이징 지능형 자동차연합 혁신센터(北京智能车联产业创新中心有限公
司)를 설립하였다. 베이징 지능형 자동차연합 혁신센터는 상술한 베이징시 자
율주행차 도로 테스트의 제3자 서비스기구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베이징시의 자율주행 정책과 표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베이징시교통위원회(北京市交通委员会)의 지도하에 베이징 지능형 자
동차연합 혁신센터의 공동 출자 기업을 포함한 관련 기업, 대학, 연구원 등 60여
기관이 공동으로 중관춘 즈통 스마트교통산업연맹(中关村智通智能交通产业联
盟)을 결성하였다. 본 산업연맹에서는 이미 △ 자율주행차 도로 테스트 능력 평
가 내용 및 방법(T/CMAX116-01-2018) △ 자율주행차 폐쇄시험장 기술요구
85) ｢北京已开放33条自动驾驶车辆路测道路: 共105公里｣(2018. 7. 4), http://tech.qq.com/a/2018
0704/011830.htm(검색일: 2018. 11. 1);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2018), p. 20.
86) ｢五问北京自动驾驶 “临时号牌” 试验车辆有何标准? 测试司机有何要求？｣(2018. 3. 22), https://baijiahao.
baidu.com/s?id=1595618133165900980&wfr=spider&for=pc(검색일: 2018. 10. 30).
87)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2018), p. 19; ｢国内首个无人驾驶试运营基地落户北京怀柔｣(2018. 1.
24), http://www.sohu.com/a/218620064_555803(검색일: 2018. 11. 26); ｢北京首个无人驾驶
试运营基地正式启动｣(2018. 1. 6), http://www.sohu.com/a/215046827_481408(검색일: 2018.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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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MAX116-02-2018) △ 서비스형 전동 자율주행차(무인 택배, 무인 청소
차 등) 기술요구(T/CMAX 117-2018) 등 3개의 단체표준을 발표하였다.88)

4. 주요 특징 및 쟁점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은 초기 형성 단계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선도
기업과 수많은 스타트업이 함께 유기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이다. 인
공지능 서비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적인 기계학습이 기본이 되어 제공되
기 때문에 대량의 자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이 글로벌 인공
지능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이다. 선도 기업들은 인공지능 핵심기술과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이며, △ 자체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 △ 대학ㆍ연구기관
과의 기술협력 △ 스타트업 인수ㆍ지원을 통한 핵심기술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
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방ㆍ제휴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의 연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89)
특히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개방형(오픈)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공
지능이 응용되는 일부 핵심기술별ㆍ분야별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공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 수많은 모바일 기기와 연결되고 다양한 애플리
케이션이 개발되어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한 것과 같이, 각 영역의 인공지능 플랫
폼은 이와 같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음성비서 서비스와 같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분야의 경우 글로벌 기업들 간에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88) 중국 베이징시 지능형 자동차연합 혁신센터 담당자(2018. 11. 13, 중국 베이징시); 北京智能车联产
业创新中心有限公司, http://www.mzone.site/(검색일: 2018. 11. 25).
89)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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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다.
중국은 ‘정부지원, 시장주도’ 형태로 인공지능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
국 또한 대형 인터넷 기업인 BAT와 스타트업이 인공지능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BAT의 전략도 상술한 글로벌 기
업의 전략과 흡사하다. 특히 BAT를 중심으로 한 선도 기업의 경쟁력 있는 스타
트업 등 인공지능 분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인공지능 창업 생태계를
활발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가령 바이두의 경우 인공지능 전문 투자
사를 설립해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만 인공지능 분야 기업에 약 4억 3,000만 달러 이
상을 투자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인공지능 시장의 발전에 윤활유 역할
을 하고 있으며, 특징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 기업을 특정하여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
다. △ 자율주행 △ 시티 브레인(스마트시티) △ 의료ㆍ영상 △ 스마트 음성인
식 △ 스마트 시각 등 5개 분야의 우수기업을 정부가 지정하고, 해당 기업이 개
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중국 내 관련
분야의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해외기업과의 협력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 인공지능 시장은 음성인식과 컴퓨터 시각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편중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다양한 응용 영역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을 포함하는 스마트 주행 분야는 최근 3년간 중국 내 인공지능
관련 투자 중 1/3이 집중된 중점 응용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 구축 기업으로 선정된 바이두는 자체적인
자율주행 개방형 플랫폼인 Apollo를 필두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바이두에 대해 ① 플랫폼 구축 중 기술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규제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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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와 협조하에 해결하도록 지원 ② 기술개발 과정 중 자금 지원 ③ 일부
시범구역에서 교통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부 데이터 개방 등 다양한 혜택을 제
공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인공지능 발전기
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약 20개 지방정부에서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하여 발전 방향 제시 △ 지역별 인공지능 시범 프로젝트
추진 및 규범 제정 △ 지방정부 지도하에 중점 영역의 민간 연맹 조직 등을 통
해 지역 내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인공지능 중점 응용
영역인 자율주행의 경우, 중국 내 12개 지방정부에서 자율주행차 도로 테스트
규범을 발표하였고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개방) 도로와 시범 운영
기지 등을 구축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교통위원회 지도하에 관련 업종의 기업,
대학, 연구원 등 60여 기관이 공동으로 중관춘 즈통 스마트교통산업연맹을 결
성하였다. 이 산업연맹에서는 이미 중국 최초의 자율주행차 도로 테스트 등급
평가 기준, 무인 청소차 등 서비스형 전동 자율주행차 기술 등 3개의 단체표준
을 발표하였다.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쟁점은 고급인재의 부족이다. 인공지능 인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과 중국 또한 인재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텐센트의 2017 글로벌 인공지능 인재 백서에 따
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인력은 약 100만 명인데, 공급은 30만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주요 국가와 기업들은 인재 육성 및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의 경우 인재 확보 목적의 스타트업 인수합병, 해외
학회 후원을 통한 인재 발굴, 해외에 자체 연구소를 설립해 현지 인력을 확보하
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90) 국가 차원에서도 인재 육성 및 지원 정책
을 펴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경우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통한
90) ｢한국, AI 인력 1만명 부족… IT기업들 “해외 학술대회서 인재 훑어”｣(2018. 9. 10), http://news.hankyung.
com/article/2018091095471(검색일: 201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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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을 강조하고 있다.91)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에서는 특히 대학의
학과 개설 등을 제시하였다.

5. 소결
인공지능은 일각에서 인터넷과 같이 범용기술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할 만
큼92) 여러 산업과 융합하여 차별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
다. 중국은 인공지능을 전통 산업에 응용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각종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편
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인공지능을 사회 전반에 응용하여 정체되어 있는 기
존 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관리와 도시문제의 효율적
인 해결을 도모하려고 한다.
미국 다음으로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은 2017년 인공
지능 육성을 국가전략으로 격상한 후,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발전 로드맵인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을 발표하였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 핵심산업
규모 1조 위안, 관련 파생산업 규모 약 10조 위안 달성을 목표로 중국 내 인공
지능 관련 기술개발과 주요기업 육성에 주력하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정부의 인공지능 발전규획 발표 이후, 베이징 중관춘에서 인공
지능 발전을 위한 지방성 문건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0개 지방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추진 중이다.
베이징은 중국 내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발전한 지역 중 하나로 중국 인공지
능 분야 기업의 약 40%가 위치하고, 인공지능 관련 투ㆍ융자가 가장 집중되는

91) 중국 칭화대학교 중국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담당자 인터뷰(2018. 11. 13, 중국 베이징시).
92) ｢화웨이 “AI 기술 회사로 변신”｣(2018. 10. 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
1004441(검색일: 2018.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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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다. 또한 베이징에는 바이두와 같은 인공지능 선도 기업을 포함하여 다
수의 스타트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인재와 정보기술
의 집적이 이루어졌고, 우수한 정책환경까지 더해져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베이징시 정부도 전통산업과 인공지능의 결합, 즉 각 산업에 인공지능을 응
용하여 발전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스마트 의료, 스마트 홈, 자율
주행, 스마트 유통, 스마트시티 영역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중 자율주행 영
역은 베이징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로 중국 자율주행 생태계에서 베이징
내 기업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 규범 제정 △ 자율주행 시범도로 건설 및 자율주행 시범운영기지 구축 △ 자
율주행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혁신센터 및 연맹 조직 등 체계적인 조치와 시범
사업을 시행해 발전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인 바이두의 경우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인
공지능 사업의 장기적인 전략 방향으로 삼고, 음성인식 서비스 플랫폼인 Dure
OS와 자율주행 개방형 플랫폼인 Apollo를 주축으로 응용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특히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7년 중대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중
‘자율주행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 혁신 플랫폼’의 주도기업으로 선정되어
Apollo 플랫폼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바이두에
자금지원, 일부 데이터 개방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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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과
저장성 추진 사례

1.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4. 주요 특징과 쟁점
5. 소결

스마트시티는 기존의 도시라는 공간 위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ICT를 적용하여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 하는
똑똑한 도시의 개념이다. 여러 기술과 분야가 융합된 스마트시티는 하나의 산
업으로서 분류하기 어렵고, 교통, 의료, 에너지, 행정, 교육 등의 도시 기능은
물론 큰 범위에서는 물류, 관광 등 도시 내 개별산업 단위까지 포괄하는 ‘공간
적인 플랫폼’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재까지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
스마트시티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별 발전 현황이나 특징을 살펴보기에는 한계
가 있으며, 이에 대표성을 가진 지역 추진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의 발전 전략
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발전 및 중국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중국의 스마트시티 발전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저장성 항저우시의
추진 사례와 그 특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며, 이를 통해 중국의 스마트시티 발
전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1) 발전 현황
세계의 많은 국가가 기존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효율적인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시티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주요 기술을 담는 공간적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고, 도시 운영에 필요한 교통, 에너지, 행정, 주민복지, 환경, 의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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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파급효과가 큰 성장 동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어 세계
의 많은 국가가 경쟁적으로 발전을 추진 중이다.

그림 4-1.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의 세부 분야별 비중(2012~2020년)
(단위: %)

주: 1) 상기 수치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솔루션 생태계에서 각 세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예측한 것임.
2) 스마트 교육은 학교, 연구기관, 기업, 정부 등을 위한 e-러닝 서비스를 포함함.
3) 스마트 인프라는 도시 인프라의 센서 네트워크와 디지털 관리를 포함함.
자료: Frost & Sullivan(2014), “Strategic Opportunity Analysis of the Global Smart City Market,” https://
www.slideshare.net/FrostandSullivan/smart-city-perevezentseveng(검색일: 2018. 12. 2).

다양한 센서, 시스템, 하드웨어로 구성된 북아메리카의 스마트빌딩 시장은
2020년에 57억 4,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유럽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스마트시티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남아메리카에
서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등지에서 각국 정부의 주도로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가 추진 중이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0년 1조 5,600억 달러, 2025년까지 2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중국이 빠른 성장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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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할 것으로 평가되며 2025년에는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규모가 3,200억 달
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93)

2) 주요국 데이터
[표 4-1]에서 보듯이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 프로젝트 공모, R&D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미국정부는
2015년부터 ‘New Smart City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관련
R&D 사업에 정부가 1억 6,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테스트 베드를 제공해 민ㆍ
관ㆍ산ㆍ학ㆍ연이 합동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미국 교통부는
2016년 ‘Smart City Challenge’ 공모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의 사업을 제안했고, 공모에 최종 선정된 콜럼버스시가 2020년까지 5,000만
달러를 지원받아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표 4-1.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발전 추진 현황
국가

추진 현황
- 미국은 2015년 ‘New Smart City Initiative’를 발표해 스마트시티 관련 R&D
사업에 약 1억 6,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음.

미국

- 테스트 베드 지역을 선정해 민ㆍ관ㆍ산ㆍ학ㆍ연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진행함.
- 미국 교통부는 2016년 ‘Smart City Challenge’ 공모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자율
주행차, 커넥티드 카 등의 사업을 제안해 최종 선정된 콜럼버스시에 2020년까지
5,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스마트시티 관련 200여 개의 프
로젝트를 진행 중임.
- 암스테르담은 △ 인프라 및 기술 △ 에너지, 물, 쓰레기 △ 교통 △ 순환도시 △

네덜란드

거버넌스 및 교육 △ 시민과 생활의 6대 분야에서 시민, 전문가, 기업 등 민간주
체들이 스마트시티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교통 관리 통합 플랫폼 Mobimaestro를 통해 암스테르담 내 스마트교통 시스템을
구축함.

93) “Frost & Sullivan Report Global Smart Cities to Surpass $2 Trillion by 2025”(2018. 4. 17),
https://www.digitalsignagetoday.com/news/frost-sullivan-report-global-smart-cities-tosurpass-2-trillion-by-2025/(검색일: 201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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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국가

추진 현황
- 영국은 2007년 국가기술전략위원회(TSB)를 설치해 스마트시티 발전을 추진 중이며,
2012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공모(Future Cities Demonstrator

영국

Competition)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된 글래스고에 2,400만 파운드를 지원하고 있음.
- 글래스고의 스마트시티 개발은 IBM이 참여해 저탄소 에너지, 난방 등 분야의 스마
트화를 진행함.
- 일본은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에너지, 교통, 환경 등 분야의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함.

일본

- 후지사와(Fujisawa) 스마트타운은 일본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파나소닉
주도하에 1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파나소닉은 최근 요코하마에 두 번째 스마트타
운을 개장했고 오사카에 세 번째 개장을 계획 중임.

자료: 조영태(2018), pp. 48~55에서 일부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

네덜란드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9년부터 수도인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200여 개의 스
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암스테르담은 난방, 인프라, 에너지, 조명,
물, 쓰레기, 교통, 교육 등의 분야에서 4,900여 명의 시민, 전문가, 기업 등 민간
주체들이 스마트시티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에까지 직접 참여하고 있으
며,94) 프로젝트 참여 기업으로는 IBM, Cisco, Accenture, Philips, Vodafone
등이 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관리 플랫폼인 Mobimaestro를 통해
암스테르담 지역의 교통체증을 10% 이상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영국의 경우 2007년부터 국가기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의 발
전을 추진 중이다. 2013년 글래스고가 영국 최초의 스마트시티로 선정되어
2,400만 파운드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글로벌 IT 기업인 IBM이 글래
스고의 저탄소 에너지, 난방 등 스마트 그리드를 주도했다. 런던 역시 인텔,
94) ｢[2018 서울퓨처포럼 SFF]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2018. 11. 28),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112817362790506(검색
일: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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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ial College, University College London과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95)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경제산업성의 주도로 에너지, 환경, 교통 등 분야
의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민간 기업이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
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도 주목할 만하다. 파나소닉의 후지사와(Fujisawa)
스마트타운 프로젝트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파나소닉은 이러한 경험
을 바탕으로 요코하마, 오사카에서도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인도는 2022년까지 총 19조 원을 투자해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건설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싱가포르는 ‘스마트 국가(Smart Nation) 건설’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해 2025년까지 정부가 관련 사업과 투자를 주도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빌딩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2030년까지 싱가포르 내 전체 건물의 80%
가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한 녹색 인증을 획득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96)

나. 중국 현황
2017년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규모는 314억 8,000만 위안에 달해 전년대
비 21.9% 성장했다. 2018년에는 동기대비 28.3% 성장한 417억 5,000만 위
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0년에는 683억 7,000만 위안에 달할 것으
로 예상된다.97) 2017년 기준 중국의 모든 부성급(副省级) 도시, 89%의 지급
(地级)시, 47%의 현급(县级) 도시 등 500여 개의 도시가 스마트시티 건설을 정
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98)
95) ｢영국 스마트시티 건설 착수, IT기업의 진출기회 확대 예상｣(2013. 3. 7), http://okfta.kita.net/data
Room.do?method=referDataView&num=25040(검색일: 2018. 11. 30).
96) Frost & Sullivan(2014), “Strategic Opportunity Analysis of the Global Smart City Market,”
https://www.slideshare.net/FrostandSullivan/smart-city-perevezentseveng(검색일: 2018.
12. 2).
97) ｢权威报告: 《中国智慧城市生态系统白皮书2017~2018》要点提炼｣(2018. 8. 7), https://baijiahao.
baidu.com/s?id=1608144124025305398&wfr=spider&for=pc(검색일: 2018. 9. 14).
98) ｢2017年中国及地方政府智慧城市建设最新政策及规划汇总｣(2018. 1. 18), http://www.qianj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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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규모

자료: 「权威报告: 《中国智慧城市生态系统白皮书2017~2018》要点提炼」(2018. 8. 7), https://baijiahao.baidu.com/
s?id=1608144124025305398&wfr=spider&for=pc(검색일: 2018. 9. 14).

2017년 9월, 신형 스마트시티 건설 부처간 협력 공작조(新型智慧城市建设部
际协调工作组)99)와 국가정보센터 스마트시티 발전연구중심은 공동으로 중국
신형 스마트시티 평가 데이터분석 보고서(国家新型智慧城市评价数据分析报告)
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신형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4단계로 구분했을 때 중
국 내 성숙기에 진입한 스마트시티는 한 곳도 없고, 41개 도시가 성장단계로
대부분의 도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거나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
다. 성장기에 포함된 도시는 대부분 중국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GDP 규모와 인
구수가 중국 평균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00)
스마트시티에 포함되는 여러 영역 중에서 스마트 교통은 중국에서 이미 실
질적인 응용단계에 진입한 분야이다. 스마트 교통의 주요 응용 영역으로는 고
속도로 교통, 도시 교통관리 서비스, 시내버스 등이 있다. 고속도로 교통 응용
com/html/2018-01/18_282852.html(검색일: 2018. 10. 1).
99) 협력 공작조에 관한 내용은 아래 추진 체계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100) 国际智慧城市博览会(2017), ｢我国首次新型智慧城市评价数据分析结果发布｣, http://www. cheng
shiguan.com/NewsContent_5245.html(검색일: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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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대표적인 예로는 고속도로 ETC(우리나라의 하이패스)가 있으며, 현재
중국 내 14개 성시에서 고속도로 ETC가 정식 운영되고 있다. 도시 교통관리
서비스는 항저우, 광저우, 중산, 선전, 상하이, 톈진, 충칭, 지난, 칭다오 등이
스마트 교통 시스템 시범도시로서 해당 분야의 실험적인 사업들을 주도하고 있
으며, 시내버스 정보화 사업은 37개 도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성과를 내고
있다. 2010~2013년 스마트 교통 시장규모는 연평균 26.4%의 속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2018년 현재 중국 내 스마트 교통 관련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
고 주로 도로 모니터링ㆍ통제, 고속도로 톨게이트, 3S(GPS, GIS, RS) 등 업무
에 종사하고 있다.101)

다. 지역 현황
중국 내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면서 가장 발전했다고
평가를 받는 도시는 항저우시이다. 항저우시는 중국 과학원(中国科学院)이 발
표한 2017 중국 우수 스마트시티 평가(中国优秀智慧城市评选活动)에서 1위를
차지했고, 중국 인터넷협회, 신화통신, 앤트파이낸셜이 공동 개최한 2016년
중국 신형스마트시티 포럼(中国新型智慧城市峰会)에서도 중국 최고의 스마트
시티로 선정되었다.102) 또한 2016년 앤트파이낸셜이 발표한 ‘중국 신형 스마
트도시 백서(中国新型智慧城市白皮书)’에서도 항저우시는 중국 내에서 가장 스
마트한 도시로 평가됐고, 중국 내 335개 도시 중 항저우시의 인터넷 플러스 공
공서비스 지수가 383.14를 기록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103) 이러한
항저우시의 스마트시티 경쟁력은 모바일인터넷의 발전에 기반하고 있다.

101) ｢我国智慧交通发展现状｣(2018. 5. 31), https://www.sohu.com/a/233565670_100149613(검색일: 2018.
9. 28).
102) 杭州市发展和改革委员会, 杭州市数据资源管理局(2018).
103) ｢杭州市智慧城市发展现状概述｣(2018. 3. 15), https://baijiahao.baidu.com/s?id=15949806
79793721292&wfr=spider&for=pc(검색일: 201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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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항저우의 모바일 인터넷 활용

자료: 양쥔(杨军, 2018), p. 103.

항저우시의 모바일인터넷 발전은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2017년 기준 항저우시의 택시는 98%, 슈퍼마켓 및 편의점은
95%, 음식점은 80% 이상 등 일상생활 대부분의 영역에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
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104)
그 밖에 톈진(天津)시, 슝안신구(雄安新区), 상하이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꼽힌다. 톈진시는 2017년 12월
에 ｢톈진시 스마트 과학기술산업 발전 총체 행동계획(天津市加快推进智能科技
产业发展总体行动计划)｣을 발표해 스마트시티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인
터넷 플랫폼 기업인 바이두(百度)의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기술력을 활용하여
빈하이신구(滨海新区)를 스마트시티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105)
슝안신구는 개발 초기부터 완전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로 기획된 도시로 현재
104) 중국 저장성 사회과학원 관계자 인터뷰(2018. 11. 14, 중국 항저우시); ｢杭州: 最酷 “移动支付城”｣
(2018. 9. 11), http://www.xinhuanet.com/globe/2018-09/11/c_137446784.htm(검색일: 2018.
11. 16).
105) 김성옥(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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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NB-IoT 등 ICT 기반의 첨단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향후
교통과 환경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상 빅데이터 분석ㆍ예측 등 차세대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106)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중국은 도시화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107) 이후 300여 개의 스마
트시티 시범지역을 선정해 건설 사업을 진행했고, 2014년에는 스마트시티 건
설을 국가전략에 포함했다. 하지만 각급 지방정부는 전략적인 기획이 부족한
채 부동산 개발을 통한 신도시 건설에 보다 주목했고, 이로 인해 도시 운영의
혁신성ㆍ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나타났다.108) 이에 중국정부는 2015년
‘신형 스마트시티(新型智慧城市)’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클라우드, 인공
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과 도시 운영 서비스의 혁
신적인 융합을 강조한 중국형 스마트시티의 조성을 추진한다.109) 중국정부가
제시한 신형 스마트시티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응용을 통해 교통, 의료, 교육,
행정, 치안, 환경, 에너지 등의 공공서비스가 도시라는 공간적 플랫폼을 기반으
로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형 스마트시티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
나는 데이터 자원이다. 중국은 2015년 ｢빅데이터 발전을 위한 행동강요(促进

106)
107)
108)
109)

김주혜(2018), p. 5.
中华人民共和国住房和城乡建设部(2012).
김주혜(2018), p. 8.
智慧城市研究社(2016), ｢杜明芳: 解读中国新型智慧城市｣, http://www.sohu.com/a/121599132_
465947(검색일: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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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数据发展行动纲要)｣를 발표해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통합과 공유를
제시한다. 이는 도시 거버넌스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혁신의 계기를 제
공했다. 2016년에는 ｢13.5 국가 정보화 규획(“十三五” 国家信息化规划)｣을 통
해 2018년까지 시범형 신형 스마트시티 100개를 건설하고 2020년까지 구체
적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성과는 신형 스마트시티 평가
지표 체계(新型智慧城市评价指标体系)에 따라 평가하는데, △ 공공서비스 △ 도
시 관리 △ 스마트 인프라 △ 데이터 자원 △ 개혁ㆍ혁신성 △ 네트워크 보안 △ 주민
만족도 등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공공서비스와 주민 만족도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10) 해당 시스템에 근거해 진행된 평가 결과는 아직 공
개된 적이 없으나 중국 발개위의 주관으로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성과가 발표된
바 있다. 2018년 1월 중국 발개위의 주관으로 발표된 ‘2017년 신형 스마트시
티 공공서비스 평가지수 보고’에서 저장성 항저우시가 1위를 차지했다. 항저우
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일선 도시들을 제치고 공공서비스의 종
합적 인프라, 효율성, 성과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고점을 기록했다.

표 4-2. 중국과 항저우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구분

시기

정책 및 주관부처

주요 내용

-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지역 임시 관리
2012

방법(国家智慧城市试点暂行管理办法)
- 중국 주택 및 도ㆍ농 건설부(中国住房

- 세 번에 걸쳐 300여 개의 스마트시티
시범지역 선정

和城乡建设部)

중앙
정부

- 중앙 네트워크 보안ㆍ정보화 위원회 - 2015년 18기 5중 전회에서 ‘혁신, 조화,
2015

(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와 국가 인

녹색, 개방, 공유’의 5대 발전이념을

터넷 정보 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

강조하며 ‘신형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公室)

새롭게 제시

110) 평가항목 중 공공서비스와 주민 만족도의 비중이 각각 37%, 20%에 달한다. 智慧城市研究社(2017),
｢新型智慧城市评价指标, GB/T33356-2016｣, http://www.zis.org.cn/Item/2188.aspx(검색일: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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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구분

시기
2015
2016

정책 및 주관부처

주요 내용

- 빅데이터 발전을 위한 행동강요(促进 -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大数据发展行动纲要)

최초로 제시

- 중국 네트워크 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 - 스마트시티 인프라 운영과 관련한 보안
网络安全法)

사항을 규정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
- 2018년까지 시범형 신형 스마트시티

중앙
정부

2016

- 13.5 국가 정보화 규획(“十三五” 国家
信息化规划)

100개를 건설하고 2020년까지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
-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와 공공데이터의
사회개방을 가속화 추진

- 스마트 교통 발전 추진 행동계획(推进 - 2020년까지 교통 인프라, 운송 서비스,
2017

智慧交通发展行动计划 2017~2020年)
- 교통운송부(交通运输部)

안전관리 등의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
하기 위한 12가지 중점임무 제시

- 저장성 스마트시티 건설 시범사업 지도
의견(关于务实推进智慧城市建设示范
2012

试点工作的指导意见)
- 저장성정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

- 항저우시의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네트워크
를 통합ㆍ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化部), 국가표준위원회(国家标准委)
- 스마트 항저우 건설 총체계획(“智慧杭
2012
저장성

- 항저우시 경제정보화위원회(杭州市经济
和信息化委员会)

및

- 사물인터넷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
- 중국 내 최초 시민카드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의 편의성 향상 실험 진행

- 저장성 스마트시티 표준화건설 5년 행
동계획(浙江省智慧城市标准化建设五年 -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교통, 물류, 의료

항저우
정부

州”建设总体规划(2012-2015)

2015

行动计划)
- 저장성 경제정보화위원회(浙江省经济

등 공공서비스의 표준과 클라우드, 데이터
교환 및 응용 등 관련 기술표준 제정

和信息化委员会)
- 2022년까지의 스마트시티 건설 로드맵
- 항저우 시티 브레인 규획(杭州城市数据
2018

大脑规划)
- 항저우시 데이터자원 관리국

제시
- 데이터의 수집, 전송, 저장, 처리, 교환,
거래, 개발, 응용 등의 모든 과정에서
통제권을 정부 수중으로 확보할 것을
명시

자료: 智慧城市研究社(2016), 「杜明芳: 解读中国新型智慧城市」, http://www.sohu.com/a/121599132_465947(검색
일: 2018. 9. 13); 김주혜(2018), p. 9를 토대로 각 정책문건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이러한 항저우시의 스마트시티 발전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전략에 기
초한다. 저장성 및 항저우시 정부는 중앙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기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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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민하게 반응하며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2년 저장성 정부는 ｢저장성
스마트시티 건설 시범사업 지도의견(关于务实推进智慧城市建设示范试点工作
的指导意见)｣을 통해 항저우시의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합(3망 융
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항저우시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마련했다.111) 이에 항저우시는 ｢스마트 항저우 건설 총체계획｣을 발표해 사물
인터넷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중국 최초로 시민카드112)를 활용한 공
공서비스의 편의성 향상 실험 등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다. 이는 도시 운영 서비
스에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신형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적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113) 2015년에는 ｢저장성 스마트시티 표준화건설 5년 행동
계획(浙江省智慧城市标准化建设五年行动计划)｣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융합
한 교통, 물류,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표준과 클라우드, 데이터 교환 및 응용 등
관련 기술표준을 제정하여 각 요소기술 간의 상호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를 마련했다.
2018년 5월에는 항저우 시정부가 ｢항저우 시티 브레인 규획(杭州城市数据
大脑规划)｣을 발표해 2022년까지의 스마트시티 건설 로드맵을 제시했다. 해
당 규획에서 항저우시는 2022년까지 시 전역에 스마트 교통 체계를 적용하고
도시 관리, 의료, 관광, 환경 등 분야에 시티 브레인을 도입하여 데이터 관리 및
인공지능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스마트하게
개최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항저우시는 데이터의 수집, 전송, 저장, 처리, 교
환, 거래, 개발, 응용 등의 모든 과정에서 통제권을 정부 수중으로 확보할 것을
명시하여 데이터 보안을 강조했다.114)

111) 浙江省人民政府(2012).
112) 정보저장, 지불결제, 교통, 사회보장 서비스 등 기능을 담은 항저우 시민카드는 2017년 3월 기준
1,000만 장 이상 발급되었다(「杭州市民卡: 智慧城市民生服务应用创新实践」(2017. 5. 19), http://www.
sohu.com/a/141838686_796544, 검색일: 2018. 10. 10).
113) 노수연, 김성옥(2017), p. 63.
114) 杭州市发展和改革委员会, 杭州市数据资源管理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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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체계
중국의 신형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와
중앙 네트워크 보안ㆍ정보화 위원회 판공실(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이하 ‘판공실’)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발개위, 판공실, 교육부, 과기부, 공
업정보화부, 공안부, 민정부(民政部), 상무부, 국가 위생ㆍ계획생육위원회(현재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품질검사총국, 식품의약품 관리감독총국, 관광국, 중국
과학원, 증권관리감독위원회, 에너지국 등 25개 부문은 2016년 5월 신형 스마
트시티 건설 부처간 협력 공작조(新型智慧城市建设部际协调工作组, 이하 ‘협
력 공작조’)를 설립했다. 협력 공작조는 각 부문의 책임자들이 모여 구성되었으
며, 각 부문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연구들을 종합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협력 공작조는 통일된 스
마트시티 평가지표 체계를 연구ㆍ제정하여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했고, 이를 토
대로 연도별로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115)
2016년 8월 발개위와 판공실은 공동으로 「신형 스마트시티 건설 부처간 협력
공작조 임무분장(新型智慧城市建设部际协调工作组2016~2018年任务分工)」
을 발표하여 중국의 신형 스마트시티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 부문의 역할
과 주요 업무를 명확히 했다. 우선 협력 공작조가 신형 스마트시티 건설의 전체
적인 전략을 설계하고 25개 부문은 중국 각 지역의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 건
설과 행정 데이터 응용을 지도한다. 또한 각 부문은 담당하고 있는 교통, 의료,
교육, 관광, 에너지, 환경, 농업 등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 및 보안을 강화하고
스마트시티 표준 및 평가 체계를 완성해 가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스마트시티 발전과 관련한 대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정부

115) 国家测绘地理信息局(2016), ｢李维森副局长就新型智慧城市建设2016-2018任务分工及智慧城市时空基
础设施建设答记者问｣, http://www.mlr.gov.cn/xwdt/chxw/201609/t20160901_1415786.htm
(검색일: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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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범도시는 세부 분야별로 프로젝트를 발주해 민간 기업들을 참여시킨다.
수평적인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 부문이 기술 자원, 서비스 개발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기업은 기술과 서비스를 판매해 납
품 대금을 받지만 프로젝트와 관련한 의사결정권, 시스템 운영권, 데이터 소유
권 등은 일체 정부가 가진다.116)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항저우의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는 스마트 교통 분야에서부터 진행되고 있고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13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제공하며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참여 기업들을
직접 조직하거나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등의 역할은 지방정부가 수행한다. 참여
기업들은 항저우의 로컬 기업들로 구성되었고 시정부에서 진행한 경쟁 입찰을
거쳐 선발되었다. 선발 과정에서는 플랫폼을 보유한 알리바바가 일부 기술 검
증에 참여했다.117)

116) 중국 알리바바 클라우드 관계자 인터뷰(2018. 11. 13, 중국 항저우시); 중국 저장성 사회과학원 관계자
인터뷰(2018. 11. 14, 중국 항저우시).
11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가 간담회(2018. 10. 8,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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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항저우의 스마트 교통 산업 생태계

H3C
폭스콘
China
Mobile
China
Unicom

Yitu Tech
Xihu
Electronics
HIKVISION
Venus
Tech
Dahua
Tech

Dt Dream
SUPCON

자료: 노수연, 김성옥(2017), p. 72; 항저우 현지출장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우선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니콤은 자사의 통신 네트워크와 데이터 기술
을 활용하여 항저우시의 공공데이터를 통합한 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인프
라를 구축했다. 스마트시티 건설에 필요한 고성능 서버의 제조는 폭스콘과
H3C가 담당하고 데이터의 수집은 HIKVISION, Dahua Tech가 맡았다. 알
리바바의 인공지능 솔루션에 기반해 Yitu와 시후전자가 데이터를 분석 및 처
리하고, 분석 결과의 최종적인 시각화는 항저우의 유니콘 기업인 Dt Dream이
수행했다. 이처럼 항저우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알리바바와 다양한 세부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지방 중소기업들이 수평적으로 참여해 자체적인 벨류체
인을 형성하고 있고, 항저우시는 그 중심에서 시티 브레인을 직접 운영하며 참
여 업체들이 제공하는 시스템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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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응용 사례
항저우시의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는 시티 브레인(杭州城市数据大脑规
划)이라고 불린다. 시티 브레인이라는 명칭은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인 알리
바바 클라우드의 인공지능 플랫폼 ‘ET Brain’에서 유래했다. ET Brain은 도
시 관리, 공업, 환경, 항공, 의료 등 분야의 모듈화된 인공지능 플랫폼의 통칭으
로 그중 ET City Brain이 항저우시의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
다.118) 항저우시는 알리바바의 ET City Brain을 통해 교통 및 치안 관리 업무
를 스마트화했다.
항저우시는 2016년 10월부터 항저우 데이터자원 관리국의 주도로 시티 브
레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항저우 시정부가 도시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발주하여 알리바바를 비롯한 항저우의 로컬 기업들이 경쟁 입찰
을 통해 참여하고 있고, 현재 교통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가
령 시범 도로 구간의 무인 카메라에 센서를 장착하고 교통정보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신호 체계를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항저우시 내 시범
지역의 통행시간이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항저우시의 중국 내 교통
체증 순위는 2015년 3위에서 2018년 57위로 하락했다.119) 2018년 현재 항
저우시 내 400km 이상의 실제 면적에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항저우 내 1,300 개의 교차로(전체 교차로의 약 50%)에 4,500개의 스마트 카
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시내 신호등의 25% 이상이 스마트화되어 실시간으로 최
적의 교통신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응급차량의 이동 시 특별 신호 체계를 제
공해 이동시간을 50% 이상 감소했다. 항저우에서는 하루 500건 이상의 교통

118) 알리바바의 ET Brain의 종류는 ET City Brain 외에 ET Industry Brain, ET Environment Brain,
ET Aviation Brain, ET Medical Brain 등이 있다(중국 알리바바 클라우드 전문가 간담회 2018. 11. 1,
세종시).
119) ｢杭州: “智慧城市” 正悄然走来｣(2018. 5. 21), http://www.xinhuanet.com/info/2018-05/21/
c_137194957.htm(검색일: 201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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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항저우의 시티 브레인 교통 분야 활용 사례

자료: 알리바바 클라우드 비공개 내부 자료.

관련 사건이 보고되고 있으며 92%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120)
또한 항저우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도심 내 9,000여 개의 주차 공간에 소
형 센서를 설치해 자동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2018년 내 1만
2,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발생 즉시 해당 사고 관련 정보를 교통
경찰에게 전송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고, 등록되지 않은 불법 운행 차량의 번
호판을 식별하여 처벌하는 등 교통 분야에서 스마트화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121) 항저우시는 2022년까지 시 전역에 완전한 스마트교통 체계
를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행정, 에너지 및 수도 관리, 치안 관리 등 도시 거버넌
스와 의료, 환경, 관광, 신용관리 등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122) 현재 치안 관리의 경우 알리바바의 플랫폼 기술력과 중국 공안부
의 통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발생 감지, 범죄자 체포 등을 진행하고 있다.

120) 중국 알리바바 클라우드 관계자 인터뷰(2018. 11. 13, 중국 항저우시).
121) ｢城市大脑建设: 一份走向全国的“杭州方案”｣(2018. 11. 13), http://www.hangzhou.gov.cn/art/
2018/11/13/art_812262_24501355.html(검색일: 2018. 11. 19).
122) ｢杭州何以成为中国最具创新力的智慧城市｣(2017. 8. 8), http://www.sohu.com/a/244572804_
99938891(검색일: 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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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항저우의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 활용 분야

자료: 항저우 현지출장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 밖에 항저우시는 특히 정부 서비스 분야의 공공데이터의 통합ㆍ공유를 적
극 추진해 주민이 겪고 있는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가령 부동산
등기의 경우 항저우시가 중국 최초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여 시간적인 행정
비용을 절감했다.123)

4. 주요 특징과 쟁점
항저우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알리바바를 비롯한 다수의 민간 기업이 참
여하고 있지만 실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이다. 일종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협력모델)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

123) 중국 저장성 사회과학원 관계자 인터뷰(2018. 11. 14, 중국 항저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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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비용의 90%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124) 지방정부는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을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지방
정부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기술을 시장에 입찰하고 도시의 일부 공간
(샤오산구, 萧山区)을 테스트 베드로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민간 기업의 프로
젝트 참여를 유도하여 생태계를 구축했다. 항저우시 스마트시티 생태계는 알리
바바의 인공지능 도시 관리 OS(Operating System)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해당 플랫폼 위에 세부적인 기술을 보유한 현지 기업들이 들어와 서비스를 구
현하는 구조이다. 알리바바를 포함한 민간 기업들은 시정부가 제공한 테스트
공간에서 자사 서비스의 상용화를 시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술 업그레
이드,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할 유인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
어떠한 정부 지원이나 계약금 없이 기술 시연 및 검증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된
다.125) 알리바바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운영 플랫폼의 상품화
에 성공했고, 현지 중소 스타트업들은 정부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이윤 창출은
물론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었다. 특히 알리바바는 항저우에서의 경험을 바탕
으로 동일한 사업 모델을 통해 충칭, 쑤저우 등 다른 중국 도시뿐만 아니라 마
카오, 말레이시아의 해외 진출도 진행 중이다.126)

표 4-3. 항저우 스마트시티 조성에서의 주체별 역할
주체

역할

중앙정부

정책 방향 제시, 제도적 환경 조성

지방정부

수요 창출, 신사업ㆍ신기술 테스트 베드 제공

대기업
중소 스타트업

도시 운영체제 제공 및 기술 자문, 중소 스타트업과의 협업
기술 혁신, 서비스 품질 향상

자료: 노수연, 김성옥(2017), p. 72; 항저우 현지출장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24) 중국 알리바바 클라우드 관계자 인터뷰(2018. 11. 13, 중국 항저우시).
125) ｢以杭州为例, 聊一聊如何给城市装上“大脑”｣(2017. 8. 5), http://www.tmtpost.com/2725625.html
(검색일: 2018. 11. 15).
126) 알리바바 클라우드 관계자 전문가 간담회(2018. 11. 1,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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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항저우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주체별
역할이다. 중앙정부는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공
공데이터의 통합ㆍ공유 관리, 포괄적 개인정보보호 제도 등 신산업 발전에 유
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프로젝트의 운영주체인 항저우 시정부
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기술을 시장에 발주하여 수요를 직접 창출해 내
고 민간 부문에는 신사업ㆍ신기술을 시험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
하고 있다. 상기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은 보조금이나 토지혜택 등을
직접 제공하던 과거의 제조업 육성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알리바바는 정부에
도시 운영체제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중소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프
로젝트에 참여한다. 틈새 기술ㆍ서비스를 가지고 벨류체인에 참여한 중소 스타
트업은 실험적 기술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 같은
민간 부문의 수평적 참여 역시 과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청ㆍ하청을 통한
제조업 협력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항저우시는 스마트시티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데이터를 주목하고 있다.
2017년 1월 항저우시는 중국 최초로 데이터자원 관리국(杭州市数据资源管理
局)과 빅데이터 관리서비스 센터(杭州市大数据管理服务中心)를 설립하여 도시
운영 및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항저우시는
데이터자원 관리국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통합 작업을 실시하여 2017년 현
재 시 전체 59개 부문의 약 218억 개 공공데이터 중 36개 부문의 196억 개의
데이터를 통합ㆍ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127)
통합된 공공데이터는 정부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
고 대외적으로 전면 개방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항저우 시정부가 데이터
자원 관리국과 빅데이터 관리서비스 센터를 통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여 더
127) ｢杭州196亿条数据共享 群众办事 “最多跑一次”｣(2017. 11. 7), http://www.cac.gov.cn/2017-11/
07/c_1121918890.htm(검색일: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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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인프라의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
부 중국 국민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으나, 생활 편의성 제
고의 가치에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개인정보의
활용은 법률적인 사안으로, 중국 내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128)

5. 소결
스마트시티의 발전은 기존 도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
터, IoT 등 차세대 기술을 담아내고 이를 응용한 신산업 육성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는 2025년 2조 달
러 이상의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를 선
점하고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
다. 그중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정부의 주도와 기업의 참여로 5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스마트시
티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중앙정부가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가이
드라인과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급 지방정부는 성과를 내기 위해 경쟁적
으로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있는 형세이다. 그중
저장성의 항저우시는 스마트시티 조성의 가장 선진적이면서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항저우시는 역내에 소재한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와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현지의 벨류체인을 십분 활용해 스마
트시티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항저우시는 교통, 행정, 의료, 관광, 환경

128) 중국 저장성 사회과학원 관계자 인터뷰(2018. 11. 14, 중국 항저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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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도시 운영 전반의 스마트시티 건설 로드맵을 구축해 적용하고 있고, 현재 스
마트 교통 분야를 우선적으로 진행 중이다. 항저우시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시범지역의 교통 관리 설비 스마트화, 신호체계 최적화 등을 추진하여 교통 체
증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주차, 교통사고 처리, 교통법규 위반단속 등 교통 분
야 전반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항저우시의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가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각 주체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항
저우 시정부는 정부 조달의 형태로 도시 운영에 필요한 운영체제, 세부 요소 기
술, 서비스 등을 시장에 발주해 수요를 창출했고, 도시 내 일부 지역을 테스트
베드로 제공하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알리바바는 자사의 클라
우드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정부에게는 도시 운영 시스템을 공급하고, 중
소 스타트업들에게는 기술ㆍ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 중소
스타트업들은 정부가 제공한 테스트 베드와 알리바바의 플랫폼 위에서 자사의
기술혁신을 실험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항저우시는 스마트시티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데이터에 주목했고, 데
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중국 최초로 데이터자원 관리국을 설립해 공공데
이터의 통합ㆍ공유 작업을 주도했다. 또한 해당 기관을 통해 스마트시티 프로
젝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직접 소유ㆍ관리ㆍ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
및 주민생활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우려가 중국
내에서도 일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생활 편의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제도적으로도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
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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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발전정책과
광둥성 추진 사례

1.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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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인터넷과 공공서비스(益民服务)의 융합의 대표 사례로서 스마
트 헬스케어129) 분야를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의 산업적 측면, 중국 국내 업계
의 상황을 감안하여 각 절을 내용을 구성하였다.
우선 스마트 헬스케어의 가장 기본적인 콘셉트는 온라인상으로 의료 서비스
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
성상 시장의 발전 현황, 산업 생태계, 지역 응용 사례 측면에서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 지역적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스마트시티
와 같이 특정 지역에 한해 구현되기보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전국 단위로 협업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중국은 각 지방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를 지나 중앙정부
의 주도하에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규범화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 지
방정부 단위에서 시범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중앙 유관기관에서 관련 규
정을 발표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중앙정부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이다. 그래서 업계의 핵심 사안을 다루기 위해 지역 추진 사례를 통한 개별적
접근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서비스 규범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
추었다. 더불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앙정부의 정책이 구현되는 공간적 범위는 지역이
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스마트 헬스케어 발전정책과 지역 내 기업 현황을 분
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둥성 헬스케어 시장은 중국 내에서 가장 크고, 광둥성
정부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 스마트 헬스케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의료
AI 분야 국가혁신 플랫폼으로 지정된 텐센트를 비롯해 광둥성 주요 기업들은
두터운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중국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고 산업 생
129) 본문에서 스마트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서비스에 ICT를 접목한 것으로 중문은 互联网医疗健康, 영문은
Digital healthcare로 통용되는 영역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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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광둥성을 사례로 정부 및
기업들의 움직임과 산업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lobal Market Insight에 따르면 2017년 글로벌 스
마트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약 714억 달러에 달하고, 2024년까지 연평균 약
28% 성장해 3,79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30)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기술영역에 따라 각각 텔레헬스케어(Telehealthcare), 모바일 헬스케
어(mHealth), 헬스 애널리틱스(Health Analytics),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Digital Healthcare Systems)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131) 2017년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은 전체 시장의 5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중에서
도 전자건강기록(EHR)이 해당 분야의 93%를 차지한다. 앞으로 가장 성장이
주목되는 분야는 모바일 헬스케어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는 헬스케어 관련
웨어러블 기기와 모바일 앱 사용의 보편화, 서비스의 사용자 편의 증진, 건강진
단 서비스의 체계 개선으로 인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37.7%의 성장률을 보
이며 2024년에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30) Global Market Insights(2018), “Global Digital Health Market to exceed $379 bn by 2024,”
https://www.gminsights.com/pressrelease/digital-health-market; “Global Digital Health
Market will achieve 25.9% CAGR to cross $379 billion by 2024“(2018), Business Insider,
https://markets.businessinsider.com/news/stocks/global-digital-health-market-willachieve-25-9-cagr-to-cross-379-billion-by-2024-1013308867(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0. 10). 이하 내용 같은 페이지에서 인용.
131) 각각 △ 텔레헬스케어(Telehealthcare)는 Activity Monitoring, Remote Medication Management,
LTC Moni-toring, Video Consultation을 △ 모바일 헬스케어(mHealth)는 Wearable, Apps를
△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Digital Healthcare Systems)은 EHR, e-prescribing Systems를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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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의 현황과 전망

자료: Global Market Insights(2018. 10. 8), https://www.gminsights.com/pressrelease/digital-health-market(검
색일: 2018. 10. 10).

글로벌 주요국 중 2017년 미국의 시장규모는 305억 달러로 전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의 약 4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독일의 시장규모가 가장 크다
(전 세계 시장의 30.6%).132)
미국 내 원격진료는 이미 규모화된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미국 최대 보험회
사인 카이저 퍼머넌테(Kaise Permanente)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
사에 청구된 1억여 건의 진료 중 원격진료의 비중이 대면진료 비중을 넘어섰
다.133) 미국의 원격진료 지침을 제정하는 원격의료협회(ATA)는 서비스 허용
범주로서 피부과, 병리과 등 10여 개 진료과목을 추가하였다.134) 미국 내 헬스
케커 부문은 혁신을 위한 폭넓은 샌드박스(sandbox)가 적용되어 왔다. 특히
2017년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헬스케어 정보보안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실현에 대한 기술의 진전이 돋보였다.135)
132) Global Market Insights(2018. 10. 8), https://www.gminsights.com/pressrelease/digital
-health-market(검색일: 2018. 10. 10).
133) 이는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고가의 의료비용,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로 인한 낮은 접근성 등 미국 의료
시스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최윤섭(2017. 2. 3), ｢디지털 의료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14) 원격 진료｣,
http://www.yoonsupchoi.com/2017/02/23/digital-medicine-14/, 검색일: 2018. 11. 19).
134) ｢全球智慧医疗产业发展现状｣(2018. 12. 2), https://www.iyiou.com/p/86670.html(검색일: 201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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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중 영국도 2018년 헬스케어 부문의 혁신을 위해 샌드박스 도입을 강조
하고 있다.136) 영국은 헬스케어 샌드박스 도입하여 가장 유망한 기술안과 관련
규정을 반복해서 테스트ㆍ정비하고 기술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헬스케어 기술기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현재 네 개로
구성된 유관기관의 지원 및 협업 체계를 단순화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는137) 노인질환과 관련한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가 왕성하여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최근 성장이 정체된 전
기전자 분야의 기업들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일본 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나. 중국 현황
중국 국내외 기관에서 추산한 중국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포괄하는 범위
에 따라 그 수치가 각각 다르나, 30~40%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점은 일치
한다. 중국 현지 리서치기관인 前瞻产业研究院은 2017년 중국 스마트 헬스케
어 시장규모는 325억 위안 정도이고, 2009년부터 지난 8년간 연평균 89%씩
성장한 것으로 추산하였다.그리고 향후 연평균 40%씩 성장해 2021년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1,0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138)
135) Robinson(2018. 2. 8), “Op-Ed: 4 Trends Driving Digital Health Care Transformation,” https://
www.usnews.com/news/healthcare-of-tomorrow/articles/2018-02-08/op-ed-4-trendsdriving-digital-health-care-transformation-in-2018(검색일: 2018. 11. 19).
136) 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2018), “The Future of Healthcare: Our Vision for
Digital, Data and Technology in Health and Care,” https://www.gov.uk/government/
publications/the-future-of-healthcare-our-vision-for-digital-data-and-technology-inhealth-and-care/the-future-of-healthcare-our-vision-for-digital-data-and-technolo
gy-in-health-and-care(검색일: 2018. 11. 19).
137) 세계보건기구(WHO)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1%를 넘으면 초고령사
회로 정의한다. 일본은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27%로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초고령사회’보다
더 나이 드는 일본｣(2018. 3. 18),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36586.html,
검색일: 2018. 11. 19).
138) 任小雨(2018. 4. 18),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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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서치기관인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
어 시장규모는 약 109억 위안이고, 2016~2026년 10년간 연평균 33.6%씩 성
장해 2026년 시장규모가 1,98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세부
분야별로 의약품 온라인 B2C 거래, 온라인 진료자문의 성장률이 전체 평균 성
장률을 상회하여 각각 41.9%, 39.8%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139)
특히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기관에 따르면 이미 22개 지역(省)에 성
(省)급 원격의료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해당 플랫폼은 1만 3,000개 의료기관
과 1,800여 개 현(县)을 커버하고 있다. 또한 2017년 기준 중국 원격진료 횟수
는 6,000만 회에 달한다.140)
이렇듯 중국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의 높은 성장세 전망은 의료 서비스의 공
급 부족, 미흡한 의료 체계 등에 기인하며,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가 관련 문
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2009년 중국의사협회
(中国医师协会)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 거주자의 4.8%만이 몸이 불편할 때 의
료기관을 방문하며, 대다수(95.2%)는 병원진료 접수 및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
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1)

139) 中国平安证券(2018), pp. 13~14.
140) ｢卫健委: 互联网医疗服务项目有望纳入医保｣(2018. 10. 10), http://www.xinhuanet.com/politics/
2018-10/10/c_1123536117.htm(검색일: 2018. 11. 22).
141) 구체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에 비해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王慧君, 冯跃林(2017), pp. 3191~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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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규모

그림 5-3. 중국의 온라인 진료자문의 성장 추이
(단ㅇ

(단위: 백만 회)

(단위: 십억 위안)

2012 2014 2016 2018(E) 2020(E)2022(E)2024(E)2026(E)

중국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

자료: 中国平安证券(2018), p. 14.

성장률

2012 2014

2016 2018(E) 2020(E)2022(E)2024(E)2026(E)

온라인 진료자문 횟수

성장률

시장침투율

자료: 中国平安证券(2018), p. 14.

중국의 지역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을 추정한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중
국 알리바바 산하의 연구소에서 자사의 데이터를 근거로 지역별 헬스케어 소비
를 분석한 내용을 활용해 지역 현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142) 2014년 기준 알
리바바 온라인 플랫폼 내 헬스케어 소비규모가 큰 지역은 주로 소득 수준이 높
은 동부 연해지역이며, 31개 성시(省市) 중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상하이시,
산둥성의 순으로 소비규모가 크다. 소비 성장률이 높은 지역은 후난성, 허베이
성, 장시성 등이며, 세 지역의 성장률은 각각 112.4%, 92.5%, 86.7%로 전체
평균 성장률(62.5%)을 크게 웃돌았다.143) 각 지역의 전체 보건의료비용을 토
대로 의료소비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앞서본 데이터와 대체로 유사하다.144) 인
구가 가장 많고 소득 수준이 높은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의 순으로 시장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142) 헬스케어 소비에 포함되는 범위는 의약제품(약품, 가정용 의료기기), 건강제품(건강보조제, 가정용
보건기기 등), 의료건강 서비스(건강검진, 생명/상해보험 등)이다.
143) 阿里研究院(2015), p. 8.
144) 정부, 민간, 가계의 보건의료 부문 지출을 합산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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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알리바바 플랫폼 내 지역별
헬스케어 소비 분포(2014년)

그림 5-5. 보건의료비용 상위 10대
지역(2015년)
(단위: 억 위안)

최고
교고
일반
교저
최저

자료: 阿里研究院(2015), p. 8.

자료: 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2018).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2018년 4월 국무원은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이하
“인터넷+의료건강” 의견)을 발표해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정책적ㆍ제도적
인 가이드라인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시하였다.145) 해당 문건의 내용은 크게
스마트 헬스케어의 서비스 체계화, 서비스 기반 구축, 서비스 안정성 보장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야별로 담당 부처에서 후속조
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145) 본 문건은 2016년 ｢“健康中国2030” 规划纲要」와 2015년 「国务院关于积极推进 “互联网＋” 行动的
指导意见｣에 근거해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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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의 주요 내용
구분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체계화

주요 내용

온라인
의료서비스

- 인터넷병원 설립 허용 및 서비스 범주(일부 경증질환(常见病), 만성질
환의 재진 및 처방) 명시
- 의료기관과 제3기관 간의 온라인 의료 서비스 플랫폼 설립 지지

온라인 의약품
유통

- 일부 경증질환(常见病) 및 만성질환 관련 온라인 의약처방과 거래, 택배
운송 허용, 정보 공유와 온라인 의약품 유통 발전 촉진

인공지능 활용

- 인공지능에 기반한 임상진료 체계 연구
- 인공지능 및 스마트 의료설비를 활용한 실시간 건강상태 체크 및 평가,
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 등 시범사업 전개

- 전 국민, 의료건강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건강정보 플랫폼 구축
데이터 관리 및
- 인구통계, 전자의무기록(EMR), 전자건강기록(EHR) 등 데이터 DB 구축
공유
및 정보교류 수준 제고
서비스
기반 구축

업계 표준체계

-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표준, 데이터 보안 및 공유, 개인정보보호 관련
표준체계 마련

통신 인프라

- 원격의료 전용 인터넷망, 의료정보 데이터 DB 운영에 필요한 통신 인프라
정비

의료비 지불 및
-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의 지불제도 및 의료보험 적용 방안 마련
의료보험
서비스
안정성
보장

업계 관리감독

- 온라인 진료행위, 투자요건, 책임분담 관련 법규 제정

정보 보호 및
관리

- 의료정보 개방, 유통, 거래, 보호 관련 법규 연구 및 제정
- 환자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국내 서버에 저장 및 보관

자료: 国务院(2018), 「关于促进 “互联网＋医疗健康” 发展的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4/28/content_5286645.htm(검색일: 2018. 9. 7).

곧이어 2018년 9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중의약관리국이 후속조치로서
｢원격의료서비스 관리규범(远程医疗服务管理规范(试行))｣, ｢인터넷진료 관리
방법(互联网诊疗管理办法(试行))｣, ｢인터넷병원 관리방법(互联网医院管理办法
(试行))｣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앞서 발표한 ｢“인터넷+의료건강” 의견｣
중 온라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법규화된 것이다.
해당 법 규정에서 원격의료(远程医疗)와 인터넷진료(互联网诊疗) 간의 서비
스 방식 및 범주, 기존 의료기관과 인터넷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병원(互联网医院) 간의 구분이 명문화되고 구체화되었다.146) 또한 국가 차원
146) 인터넷병원은 ① 기존 의료기관이 인터넷병원으로 인가받는 경우 ② 개별 기업이 병원과 협력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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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터넷병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그동안 여러 명칭
(网络医院, 云医院 등)으로 혼용되던 것을 인터넷병원으로 통일하였다.147)
특히 2014년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전신)가 발표
한 ｢의료기관 원격의료 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医疗机构远程医疗

표 5–2. 중국 내 원격의료와 인터넷진료의 서비스 유형 및 범주 구분
구분

서비스 제공 유형

원격의료

의료기관(의사)-

(远程医疗)

의료기관(의사)

인터넷진료

의료기관(의사)-

(互联网诊疗)

환자

의료행위 범주

서비스 제공자

원격협진(远程会诊) 및 원격진단(远程诊断) 등

기존 의료기관

일부 경증질환(常见病) 및 만성질환의 재진,
가정주치의 서비스(家庭医生签约服务, family
doctor service)

인터넷병원
(互联网医院)

자료: 国家卫生健康委员会, 国家中医药管理局(2018a, 2018b, 2018c); 国家卫生健康委员会(2018a), 「卫生健康委介绍互
联网诊疗管理办法(试行) 等3个文件的有关工作情况」, http://www.gov.cn/xinwen/2018-09/14/content_5322040.
htm(검색일: 2018. 9.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글상자 5-1.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용어 구분
원격의료는 Telemedicine(원격진료, 원격의료), Telehealth(원격보건), Telehealthcare(원격건강관리),
E-health, U-health, m-health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들 용어에 의거해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 유형으로 의료인 간의, 의사와 환자 간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이와
달리 중국은 국내 규정상 원격의료(远程医疗)와 인터넷진료(互联网诊疗)를 구분한다(표 3-2 참고).
본문에서 온라인의료(在线医疗)는 인터넷진료와 원격의료를 포함하는 용어로 썼다. 스마트 헬스케어
(互联网＋医疗健康)는 온라인의료를 포함한 최상위 범주로서 본문 내에서 구분하여 썼다.
자료: 김진숙 외(2015), pp. 9~33; 国家卫生健康委员会(2018a), 「卫生健康委介绍互联网诊疗管理办法(试行) 等3个文件
的有关工作情况」, http://www.gov.cn/ xinwen/2018-09/14/content_5322040.htm(검색일: 2018. 9.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립하는 경우로 나뉜다(国家卫生健康委员会(2018a), ｢卫生健康委介绍互联网诊疗管理办法(试行) 等
3个文件的有关工作情况｣, http://www.gov.cn/xinwen/2018-09/14/content_5322040.htm,
검색일: 2018. 9. 20).
147) 그간 중국 국내에서 인터넷병원에 관한 법 규정은 지방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제정 및 발표한 것이며,
일례로 닝샤(宁夏)자치구 인촨(银川)시 정부가 지방정부 중에서는 처음으로 2016년 말에 「银川互联网
医院管理办法(试行)」을 반포하였다(银川市人民政府(2016), 「银川互联网医院管理办法(试行)｣, http://
www.yinchuan.gov.cn/xxgk/bmxxgkml/szfbgt/xxgkml_1841/zfwj/yzf/ 201612/t20161228_
211280.html, 검색일: 2018. 9. 26).

138 •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服务的意见)｣에 따르면 원격의료의 서비스 제공 유형으로 의료기관-환자도 포
함되어 있으나, 2018년 관련 규정에서 의료기관 간의 의료 행위로 제한하였
다. 또한 인터넷진료 관련 규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범주를 감기와 같은 일부 경증질환과 만성질환의 재진, 가정주치의 서
비스로 제한하여 초진 진찰 행위를 제외하였다.148)
한편 지방정부 중에서 광둥성은 지난 6월 국무원의 ｢“인터넷+의료건강”의
견｣을 토대로 「“인터넷+의료건강”발전 촉진을 위한 행동계획(2018~2020년)｣
(이하 광둥성 “인터넷+의료건강”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광둥성 정부의
문건에서 스마트 헬스케어의 의료비 지불 체계에 대한 초보적인 방안을 제시한

표 5–3. 「광둥성 “인터넷+의료건강” 행동계획(2018~2020년)」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온라인
의료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체계화

온라인 의약품
유통

- 2018년 다섯 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서비스 전면 시행
- 2020년 상급(三甲) 의료기관의 인터넷+의료 서비스 전면 시행
- 광저우시 의약품 구매 플랫폼의 건설을 추진하여 제3자 플랫폼, 광저
우시, 선전시 등 3대 의약품 구매 플랫폼 체제 형성
- 온라인 의약처방 및 배송,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 의료기관, 학계, 기업 공동으로 의료건강 빅데이터센터 설립
인공지능 활용 - 각종 ‘인터넷+의료건강’ 혁신 플랫폼을 결성해 진료기술, 인공지능,
의료설비를 융합한 프로젝트 전개
업계 표준체계 -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품질관리 방법 및 표준 마련

서비스 기반
구축

서비스
안정성 보장

의료비 지불
및 의료보험

업계 관리감독

- [기본 의료서비스] 기존 의료수가에 준하여 집행
- [완전경쟁 또는 비탄력적 수요 항목] 시장가격에 따라 시행
- 지역간(跨省, 省内异地) 의료비 결산 시스템 구축
- 의료계, 학계, 기업 공동으로 '인터넷+의료건강' 품질관리센터를 건립해
서비스 프로세스 감독

주: 일부 국무원의 ｢关于促进 “互联网＋医疗健康” 发展的意见｣과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함.
자료: 广东省人民政府(2018), 「广东省促进“互联网+医疗健康”发展行动计划（2018-2020年)」, http://zwgk.gd.gov.cn/
006939748/201806/t20180613_769694.html(검색일: 2018. 9. 7).

148) 国家卫生计划生育委员会(2014),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4/content_279
2664.htm(검색일: 201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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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눈에 띈다. 또한 2018년 연내 다섯 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2020년까지 전체 상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료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 광둥성은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
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서비스 품질관리센터를 세워 의료계, 연구계, 기업이 공
동으로 관장하게 할 방침이다.
광둥성은 ｢광둥성 “인터넷+의료건강” 행동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인 2016년
부터 원격의료를 포함한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 일련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광둥성 기층 의료기관(基层医疗卫生机构)의 성시
(省市) 단위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3억 7,000만 위안을, 2017년에는 광둥
성 내 20개의 상급(三甲) 병원과 56개 현급(县级) 병원 간에 원격협진, 병리 및
영상진단, 수술지도를 위한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에 3억 2,000만 위안을 투자
하였다.149)
또한 2017년 9월에는 지방정부 중 가장 앞서서 ｢인터넷+의료혁신 플랫폼
건설 프로젝트 실시방안｣을 발표하였다. 인터넷+의료혁신 플랫폼은 3개 분야로
나뉘며, 각각 △ 바이오 빅데이터 DB △ 중의약 빅데이터 센터 및 활용 △ 스마트
병원 구축이다. 해당 문건에서 사업지원조치와 관련하여 민간자본의 참여와 각종
연구개발경비의 신청을 장려한다는 정도로 제시할 뿐, 구체적인 조치는 명시되
지 않았다. 광둥성 정부는 2017년 12월 총 15개의 병원을 인터넷+의료혁신
플랫폼 사업기관으로 지정하였다.150) 스마트 병원의 경우 2018년 연내에 지
정기관의 성과를 검토한 뒤, 1차 시범사업기관(示范单位)을 선발할 예정이다.

149) ｢粤3.22亿建设远程医疗体系｣(2017), http://epaper.southcn.com/nfdaily/html/2017-09/27/content_
7671229.htm(검색일: 2018. 11. 5).
150) 广东省卫生计划生育委员会(2017), ｢广东省卫生计生委关于建设广东省互联网+医疗创新平台的通知｣,
http://www.gdwst.gov.cn/Pc/Zwgk/show/t/zwwgk/id/17962.html(검색일: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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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광둥성 “인터넷+의료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분야

목표

지정기관

바이오
빅데이터

- 유전성질환 및 악성종양 중산대학 순일선 기념병원(中山大学孙逸仙纪念医院), 광둥의
과대학 부속병원(广东医科大学附属医院), 광둥약과대학 제1부
진단
속병원(广东药科大学附属第一医院), 광저우의과대학 제2부속
- 의약개발 응용
- 정밀의학 발전
병원(广州医科大学附属第二医院) 등 네 개 기관

중의약
빅데이터

-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광둥성 중의병원(广东省中医院), 포산시 중의병원(佛山市中医院)
등 두 개 기관
중의약 서비스 개발

스마트
병원

- 병원 내 의료시스템 통합
- 의료서비스 효율과 품질
증진
-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 서비스로 전환

광둥성 제2인민병원(广东省第二人民医院), 광저우시 여성아동
의료센터(广州市妇女儿童医疗中心), 선전시 인민병원(深圳市
人民医院), 베이징대학 선전병원(北京大学深圳医院), 포산시
제1인민병원(佛山市第一人民医院), 장먼시 중심병원(江门市中
心医院), 광저우중의약대학 제1부속병원(广州中医药大学附属
第一医院), 광둥성 중의병원(广东省中医院), 난방의과대학 주
장병원(南方医科大学珠江医院) 등 아홉 개 기관

자료: 广东省卫生计划生育委员会(2017), 「广东省互联网+医疗创新平台建设项目实施方案」; 广东省卫生计划生育委员会
(2017), 「广东省卫生计生委关于建设广东省互联网+医疗创新平台的通知」, http://www.gdwst.gov.cn/Pc/Zwgk/
show/t/zwwgk/id/17962.html(검색일: 2018. 11. 22).

나. 추진 체계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정책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안
및 추진되고 있고, 대부분의 정책 영역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관여하고 있
다. 다만 영역별로 주무 부처가 다소 다르다. 가령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중
온라인 의료와 의약품 유통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주도하나,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가 주도한다. 세부 영
역 중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
며, 지방 단위로 시범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국무원의 스마트 헬스케어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인 2016년 국가위생건강위
원회와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의 주도하에 산ㆍ관ㆍ학 협력기구인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연맹(互联网健康产业联盟)’이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 80개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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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스마트 헬스케어 산
업연맹은 [표 5-5]와 같이 이사회 산하에 5개 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를 중심
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사회의 주요 인사는 중국항공우주대학, 중국정보
통신연구원,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허난성 원격의학센터(远程医学中心) 등 기
관의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151)

그림 5–6.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정책 추진 체계

서비스 안정성 보장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체계화
온라인의료
온라인 의약품 유통
업계 관리감독

정보 보호 및 관리

인공지능 활용

자료: 国务院(2018), 「关于促进 “互联网＋医疗健康” 发展的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4/28/content_5286645.htm(검색일: 2018. 9. 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151) ｢2018互联网医疗健康学术技术交流大会｣, http://www.cnii.com.cn/technology/node_38036.
htm(검색일: 2018.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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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연맹의 산하조직 운영
산하조직

주요 업무

구성원

- 인공지능 보조진단 표준과 빅데이터 - 책임기관(잠정): 국가위생건강위원회
- 참여기관: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정저우
플랫폼 구축
의료 인공지능 위원회
(医疗人工智能委员会) - 관련 의료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제1부속병원, 지린대학 제1부
속병원, 저장대학 제1부속병원 등
서비스 인증 및 평가 실시
의료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위원회 - 의료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医疗云计算与大数据
표준 제정 및 평가
委员会)

- 책임기관(잠정): 중국정보통신연구원
- 참여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

의료 스마트 디바이스
위원회
(医疗智能硬件委员会)

-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디바이스 연구 - 책임기관(잠정): 중국정보통신연구원
개발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표준 - 참여기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정
화를 통해 서비스 상호 연계와 관련 저우대학 제1부속병원, 차이나모바일
(中国移动) 등
제품의 성숙도 제고

학술교육위원회
(学术培训委员会)

-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인재양성 체계 - 책임기관(잠정): 정저우대학 제1부
속병원
구축
- 원격의료, 의료 빅데이터, 의료 인공 - 참여기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
지능, 의료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교육 정보통신연구원 외 관련 의료기관
및 기업
과정 운영

의료정보 보안등급
보호평가센터
- 의료기관 및 기업의 정보 시스템의
- 책임기관: 중국정보통신연구원
(医疗信息安全等级保
보안등급 보호 현황 평가
护评测中心)
자료: 互联网健康产业联盟, http://www.cihia.cn/alliance/1064.html(검색일: 2018. 9. 21).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연맹은 최근 들어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
였다. 그중 2018년 1월에는 스마트 의료 시스템 및 응용 관련 국가공정실험실
(互联网医疗系统与应用国家工程实验室),152) 화웨이 Wireless X Labs,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정저우대학 제1부속병원, 차이나모바일 등 5개 의료 및 IT 분
야의 기관 및 기업이 연합으로 『무선의료백서(无线医疗白皮书)』를 발간하였다.
이 백서는 무선 의료의 정의, 발전 배경 및 가치, 응용 사례 분석, 솔루션 제안
152) 해당 기관은 2017년 “인터넷+” 혁신능력 건설사업(“互联网+”领域创新能力建设专项)의 일환으로
설립된 여덟 개 국가공정실험실 중 하나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설립되었다. 허난성
정저우시에 소재하며 정저우대학 제1부속병원과 허난성 원격의학센터에서 조직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互联网医疗系统与应用国家工程实验室落户河南｣(2017. 6. 16), http://www.chinanews.com/
jk/2017/06-16/8252916.shtml, 검색일: 2018.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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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153)
한편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국유기업을 동원하여 직접 스마트 헬스케어 관
련 기업 설립도 전두 지휘하고 있다. 빅데이터 관련 국가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17년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주도하에 세 개의 기업이 설립되었고, 국가위
생건강위원회 산하의 ‘국가건강의료 빅데이터 보안관리 위원회’에서 이들 기
업을 관할하고 있다. 해당 국유기업의 설립에 주로 국유자본의 투자회사와 기
술기업이 참여하였고, 스마트 헬스케어의 핵심 발전요소154)인 빅데이터 분야
와 관련해 세 개의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림 5–7. 중국의 건강의료 빅데이터 관련 국유기업 설립 구도

주: 국유기업 설립에 참여하는 기업을 ICT 업종(밑줄)과 금융 업종(음영 그룹)으로 구분하여 표시.
자료: 「格局已定 “国家队” 主导筹建三大健康医疗大数据集团」(2017. 6. 21), http://www.xinhuanet.com/2017-06/
21/c_136383349.htm(검색일: 2018. 9. 2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153) 互联网健康产业联盟, http://www.cihia.cn/release/1211.html(검색일: 2018. 9. 21).
154) 스마트 헬스케어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요소는 데이터이며, 빅데이터는 산업발전을 좌우하는 핵심기술로
꼽힌다(이다은, 김석관(2018. 6. 20), p. 6; 삼정 KPMG 경제연구원(2018a),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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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향후 국가건강의료 빅데이터센터,
지역거점센터, 지역별 응용발전센터를 건설하고, 국가건강의료 빅데이터센터
와 각 성(省)의 빅데이터 플랫폼 간의 데이터 저장ㆍ분류ㆍ공유 체계 구축사업
을 추진할 계획이다.155) 중국정부는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동부ㆍ서부ㆍ
남부ㆍ북부ㆍ중부 지역의 지역거점센터로 장쑤성, 구이저우성, 푸젠성, 산둥
성, 안후이성을 지정하고, 닝샤자치구를 시범지역으로 추가하였으며, 각 지방
단위로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논의 중이다.156)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및 주요 기업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는 기존 의료기관 중심의 가치사슬에서 인터
넷병원(의료 플랫폼),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유전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플레이어들을 포함한 가치사슬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의 국가정보센터에 따르
면 2010~2016년의 7년간 중국 내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창업 기업 수는
2,836개에 달한다.157) 그중 △ 의료정보화 △ 헬스케어 하드웨어 △ 온라인진
료 △ 바이오테크 △ 의약품 O2O 관련 분야의 창업 기업 수는 각각 391개,
312개, 253개, 219개, 206개로 전체 창업 기업의 49%에 이른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전체 산업 생태계에서 광둥성의 대표기업 중 IT 기업인
155) 「格局已定 “国家队” 主导筹建三大健康医疗大数据集团」(2017. 6. 21), http://www. xinhuanet.
com/2017-06/21/c_136383349.htm; 「我国组建两大健康医疗数据集团促健康医疗数据产业规
范发展」(2017. 4. 28), http://www.xinhuanet.com/fortune/2017-04/ 28/c_1120893069.htm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9. 28).
156) ｢健康医疗大数据中心全景图 国家认定东西南北中五大中心｣(2018. 9. 20), https://www.cn-healthcare.
com/article/20180920/content-508154.html(검색일: 2018. 10. 17).
157) 国家信息中心(2017),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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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와 중국 최대 민영보험사 핑안그룹(平安集团)의 사업 확장이 두드러진
다. 2014~2017년 텐센트의 헬스케어 부문 관련 중국 국내외 투자액은 200억
위안을 상회하였는데,158) 부문별로 의료 O2O가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다
음으로 헬스 모니터링, 유전자의 순으로 많이 투자하였다. 텐센트는 의료 O2O
부문 중 당시 중국의 온라인 의료예약 부문의 유망 스타트업이었던 과하오왕
(挂号网)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였고, 이 회사는 2015년 ‘웨이(微医ㆍ
WeDoctor)’로 명칭을 변경하고 온라인 의료 종합서비스 플랫폼으로 재출범
하였다.

그림 5-8.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가치사슬

주: OTC(Over the Counter)는 일반의약품, DTC(Direct to Consumer)는 직접 판매임.
자료: 이다은, 김석관(2018), p. 13; 艾瑞咨询(2018), p. 17을 토대로 재구성.

158) ｢腾讯投资逾200亿布局医疗领域｣(2018. 1. 16), https://plus.tencent.com/detailnews/901(검색일: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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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텐센트의 의료 인공지능 관련
투자ㆍ협력

그림 5-9. 텐센트의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 투자

주: 2014~2017년 기준임.
자료: Lew(2018), “How Tencent’s medical ecosystem
is shaping the future of China’s healthcare,”
https://technode.com/2018/02/11/tencentmedical-ecosystem/(검색일: 2018. 10. 18)를 토
대로 재구성.

주: 2015~2018년 4월 기준임.
자료: CB Insights(2018), p. 28을 토대로 재구성.

웨이는 세계적인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를 목표로
의료보험, 제약, 오프라인 메디컬 클리닉까지 점차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웨이는 2018년 5월 기준 중국 30개(省市) 지역의 2,700여 개 병원과 24만 명
의 의사를 연결하고 있으며, 등록 사용자 수(Registered Users)는 1억 6,000
만여 명에 달한다.159) 웨이는 단순 진료 서비스 이외에 저장성의 지역병원(萧
山医院)과 첫 원격수술센터를 열었고 향후 5개의 권역원격수술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160) 또한 연계된 병원에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을 제
공하여 진료 정보의 전자화 및 공유를 촉진하고 있으며, 2017년 중국 국내 보
험기업(泰康)과 공동으로 의료보험 서비스(微医保) 사업을 개시하였다. 의약품
과 관련하여 입찰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공동구매 조달 체계를 형성하고, 제약
회사와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의약품 조달 원가를
159) 微医, https://www.guahao.com/about(검색일: 2018. 11. 22).
160) ｢微医张二琰: 论互联网医疗手术中心和 “飞刀” 的不同｣(2016. 1. 25), https://www.yigoonet.com/
article/22524667.html(검색일: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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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하고자 한다.
이 외에 중국 내 가정의학과 등 일차 진료 서비스 체계가 미비한 점을 착안해
저장성 항저우를 시작으로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 약 100개의 일반의 중
심의 가정의학과 클리닉을 설립할 계획이다.161) 또한 상하이 푸단대학과 공동
으로 가정의학과 의료진 교육을 위해 ‘웨이 가정의학과 교육센터(微医全科学
院)’를 건립하여 기존 의료진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162)
텐센트 헬스케어 사업의 다른 한 축은 2017년에 국가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
으로 지정된 ‘미잉(觅影)’이다. 미잉의 R&D 본부는 선전시에 위치하고, 직원
수는 400~500명에 달한다.163) 미잉은 중산대학 부속병원의 광둥성 식도암
연구소, 광둥성 제2인민병원, 선전시 난산구 인민병원과 식도암 판독 프로그램
을 시작으로,164) 중국 전역의 유명 병원 및 의료진과 함께 폐결절, 유방암, 당
뇨성 안질환 등과 관련된 AI 연구사업을 다수 추진 중이다.165) 미잉에서 개발
한 제품은 최근 중국 유관 당국으로부터 보조적 진단 기능을 갖춘 2류 의료기
기 등급판정을 받았다. 그 외에 텐센트는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중국 국내
외 기업에 투자하고 협력하는 데도 적극적이다(그림 5-10 참고).
1988년 광둥성 선전시에 설립된 핑안그룹은 그룹사 내 다수의 의료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166) 그중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하여 핑안과학기술(平安科
161) ｢微医副总裁赵宇: 微医对 “医疗+互联网” 的探索与实践｣(2017. 7. 7), http://www.tmtpost.com/267
2759.html(검색일: 2018. 11. 5).
162) 微医(2016), ｢微医全科学院启动ㆍ互联网助力基层全科医生能力提升｣, https://www.guahao.com/
mediafocus/detail/3395(검색일: 2018. 11. 22).
163) 텐센트 의료사업 부문의 R&D 센터 중에서 선전시의 R&D 센터 규모가 가장 큰데, 베이징, 상하이가
아닌 선전시에 R&D 본부를 두는 이유로 지방정부의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선전시 정부는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선전시 후커우(户口)를 부여하고 100만 위안의 정착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고급인재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다.
164) 광둥성 지역의 특성상 뜨거운 음식 섭취에 의한 식도암 발병률이 중국에서 가장 높아, 제품 개발에 필
요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전문의 그룹을 구성하는 데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165) ｢腾讯发布AI医学影像产品 “腾讯觅影”｣(2017. 8. 7), https://miying.qq.com/official/detailnews/591
(검색일: 2018. 11. 19).
166) 핑안그룹의 계열사 중 핑안하오이투자관리(平安好医投资管理公司)에서 영상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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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과 핑안건강의료기술(平安健康医疗科技)에서 각각 의료 인공지능과 인터넷
의료 서비스 플랫폼(平安好医生·핑안굿닥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핑안그룹은
전통 금융기업에서 신기술 & 데이터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며, 핵심 사업 영
역 중 하나로 인공지능을 꼽고 있다. AI 응용 분야 중 금융 다음으로 의료 분야
의 활용을 중시하고, 과거 IBM 왓슨의 개발팀에 속했던 과학자가 현재 핑안의
의료 인공지능 개발사업의 수장을 맡고 있다. 핑안과학기술은 2018년 11월 선
전시에서 개최된 ‘중국 하이테크 페어(中国国际高新技术成果交易会)’에서 미
국의 안과용 진단기기 업체 옵토뷰(Optovue) 사와 공동 개발한 영상진단 시스
템을 선보였다.
2015년 출범한 핑안굿닥터는 모회사인 핑안보험을 포함한 그룹사의 지원에
힘입어 운영한 지 2년 만에 MAU(Monthly Active User) 기준 중국 최대 인터넷
의료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MAU 3,290만 명).167) 핑안굿닥터는 인
공지능을 활용한 문진 서비스, 국내외 건강검진센터 및 치과클리닉 등의 연계,
온라인 의약품 판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모회사인 핑안보험 서
비스와 연계해 보험청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2017년 기준 핑안
굿닥터가 자체 고용한 의료진(의사+진료 보조 인력)은 888명에 달하고, 30개
지역(省市)의 3,100개 병원 및 2,100명의 의사와 협력관계를 맺었다. 핑안굿
닥터는 온라인 서비스 외에 오프라인 사업에도 진출하고자 한다. 2018년 11월
장쑤성에서 개최된 ‘세계인터넷대회(世界互联网大会)’에서 AI를 활용한 무인
진찰실을 중국 내에 처음 선보였고, 연내에 중국 전역에 1,000여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168) 핑안굿닥터의 성장성은 중국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
리스업, 영상의학센터 운영 등 병원 대상의 B2B 사업을, 핑안의료건강관리(平安医疗健康管理公司)
에서 의료보험심사 관련 B2G 사업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서 수행하는 병원 진료비의 보험청구 심사업무를 민간 기업에 위탁하며, 핑안그룹의 계열사에서
약 280개 시정부(인구수 약 8억 명)의 보험청구 심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平安科技首席医疗科学家
谢国彤: 布局医疗AI生态, 我们如何落子?｣(2018. 11. 19), https://www.leiphone.com/news/201811/
F0qPrbGrt2N81Apx.html, 검색일: 2018. 11. 22).
167) 참고로 핑안굿닥터의 등록 사용자 수(Registered Users)는 2017년 기준 1억 9,280만 명이다. 이하
문단 내용은 中国平安证券(2018), pp. 4~21을 참고하여 작성.

제5장 스마트 헬스케어 발전정책과 광둥성 추진 사례 • 149

았다. 일례로 2017년 말 소프트뱅크 산하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SoftBank
Vision Fund)는 핑안굿닥터에 4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또한 2018년 7월 소프
트뱅크가 주최하는 기업 네트워크 이벤트인 ‘소프트뱅크 월드 2018(SoftBank
World 2018)’에 핑안굿닥터, 디디추싱 등 다수의 인터넷 기술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손정의 회장은 핑안굿닥터의 의료 AI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다
고 평하였다.169)
한편 2017년 핑안굿닥터의 매출 수익은 18억 7,0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약 2배 성장하였으나,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수익 구조가 온라인
의약품 판매 수익과 건강검진센터 연계 서비스에 치우쳐 있고(전체 수익의
85%), 유료 서비스 이용률(유료 서비스이용 MAU/전체 MAU)이 2.7%에 그치
는 한계를 안고 있다.170)

나. 지역 응용 사례
광둥성 지역거점병원과 지방정부 단위로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프로젝트도
한창 진행 중이다(표 5-6 참고). 그 가운데 광둥성 제2인민병원은 앞서 제2절
의 [표 5-4]에 언급된 인터넷+의료혁신 플랫폼 중 스마트병원 분야의 사업기
관이다. 본 병원은 병상 수 1,500개 규모의 지역거점병원 중 하나이며, 사업기
관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2014년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
다.171) 선전시 IT 기업인 요우더이회사(友德医科技有限公司)에서 인터넷 진료
서비스 관련 기술 서비스와 플랫폼을 병원에 제공하고, 광둥성 내 약국 체인점,
기층 의료기관, 학교ㆍ군부대ㆍ교도소 등에 진료 플랫폼을 설치해 이들 보건의
168) ｢首个无人诊所亮相乌镇互联网大会 平安好医生用AI赋能健康城市｣(2018. 11. 9), http://cs.com.cn/cj/
hyzx/201811/t20181109_5890843.html(검색일: 2018. 11. 22).
169) ｢孙正义: 平安好医生的AI医疗科技是全球最先进的｣(2018. 7. 20), http://m.caijing.com.cn/api/show?
contentid=4488881(검색일: 2018. 11. 19).
170) 中国平安证券(2018), pp. 4~21 참고.
171) 이하 내용은 田军章(2016), pp. 23~25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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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시설과 광둥성 제2인민병원 간에 원격으로 진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요우더이회사는 2014년에 설립된 신생 스
타트업이다. 2018년 7월 기준 광둥성 내 1만 3,790곳의 일차 보건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교육을 시행하였고, 그중에서 9,062곳의 보건의료시설에
진료 플랫폼을 설치하였다.172)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임(專任) 및
겸임 의사는 각각 176명과 553명으로, 온라인 진료 전임의사의 비중은 전체의
21.7%를 차지한다.173) 온라인 진료의 지역 범위는 광둥성 전 지역을 커버하며,
최근 3년간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주로 경증질환, 만성질환의 재
진 및 건강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환자는 거주지 인근의 진료 플랫폼이 설
치된 의료시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모바일앱을 통해 결제하고, 의사의
전자서명을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현장에서 처방약을 받거나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광둥성 제2인민병원에 따르면 3년여의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98종의
경증질환의 진료지침과 제도규범을 마련하였고, 이는 중앙 유관 당국의 관련
정책에 반영되었다. 광둥성 정부로부터 온라인 의료 서비스 감독관리를 위한
플랫폼(互联网医疗服务监管平台) 구축사업을 위탁받아 진행 중이다.174) 또한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기업에서 부담하며 병원 측은 서비스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광둥성 유관 당국으
로부터 시범사업 예산으로 100만 위안을 지원받았다. 지방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시범사업에 연관된 규제와 시범사업 중에 발
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본 병원은 온라인 진료 서비스
이외에 텐센트, 광저우의약(广州医药), 시노팜(国药控股·Sinopharm) 등과

172) ｢广东省网络医院3年接诊逾千万人次 遍布1.3万接诊点｣(2018. 7. 22), http://news.ycwb.com/2018
-07/22/content_30050636.htm(검색일: 2018. 11. 22).
173) 就医助手, http://yyk.39.net/gz/zonghe/51e70.html(검색일: 2018. 11. 22)을 토대로 계산.
174) 이하 내용은 중국 广东省第二人民医院 田军章 院长 인터뷰(2018. 11. 9,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를 참
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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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공지능 제품 개발, 병원 시스템 자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둥성
제2인민병원 관계자는 현재 각 지역의 거점병원 및 기업 단위로 시범사업을 추
진하면서 개념을 논의하고 운영모델을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며, 스마트 의료
서비스 체계가 규범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데이터 공유와 관
련하여서는 현재 개별 병원 단위로 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사업을 추진 중
이며, 국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이 마련된 뒤에 병원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았다. 앞으로의 당면과제로서 스마트 병원 및 진료행위에 대한 자체
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서비스 관리감독을 포함한 새로운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국가급 신구(新区)이자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 중 하나인 광저우시 난사구
(南沙区) 정부는 2017년에 중국전자데이터회사(中电数据服务有限公司ㆍCLP
Data)와 건강의료 빅데이터 센터 및 시범기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난사구는 2017년에 중앙정부로부터 의료관광 시범기지(健康旅游示范
基地)로 지정되었고,175) CLP Data의 건강의료 빅데이터 센터 설립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CLP Data는 국가건강위생
건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국가 건강의료 빅데이터 사업주체 중 하나인 중국전자
정보산업그룹(CEC)의 산하 기업이다.176) 2017년 CLP Data는 이미 푸젠성 푸
저우(福州)시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 푸저우시 48개 병
원 내 약 600만 명의 의료 정보를 통합하였다.177) 이번 난사구 프로젝트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나, 기존에 CLP Data와 협력관계를 맺
은 텐센트, IBM, 필립스 등 중국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 중 특히 IBM은 CLP Data와 IBM의 의료 플랫폼 ‘왓슨 헬스(Watson
Health)’ 솔루션을 중국시장 내에 공급하기 위한 합자회사를 설립하였다.
175) 의료관광 시범기지에 텐진, 허베이,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푸젠, 산둥, 광시, 하이난, 구이저우
등이 포함되며, 광둥성 내에서는 광저우시 난사신구가 유일하다.
176) 앞의 제2절 나. 추진 체계 내용 참고.
177) 张利(2018),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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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광둥성 내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주요 프로젝트 사례
구분

사업주체

사업내용

- 광둥성 제2인민병원(广东省第二人民医院)
지역거점

- 선전요우더이회사(深圳友德医科技有限公司)

병원 (+)

- 광저우 지난대학 제1부속병원(广州暨南大学

IT기업

원격진료 및 인터넷 진료 플랫폼 구축

당뇨 관리전문 인터넷 플랫폼 구축

附属第一医院)
- 푸저우캉웨이회사(福州康为网络技术有限公司)

지방정부
(+) IT기업

- 광저우시 난사구정부(广州南沙区人民政府)

(국가 시범 프로젝트) 건강의료 빅데이터

- 중국전자데이터회사(中电数据服务有限公司)

센터 및 산업단지 구축

- 선전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深圳市卫生计划委 (선전시 건강의료 빅데이터 사업) 고혈압,
员会)

당뇨, 악성종양 등 만성질환 및 인플루

- 핑안과학기술회사(平安科技(深圳)有限公司)

엔자 예측관리 시스템 구축

자료: ｢全国首家网络医院调查: 上线半年患者开始 “排队” 了｣(2015. 3. 17), http://www.nbd.com.cn/articles/201503-17/903411.html; 「平安科技蓄势待发 探索大数据下疾病预测水平」(2017. 3. 16), http://www.chinanews.
com/jk/2017/03-16/8175717.shtml; 广州南沙区人民政府(2017. 11. 27), 「南沙携手中电数据发展健康医疗
大数据产业 推动国家试点工程落地粤港澳大湾区」, http://www.gzns.gov.cn/xxgk/ns01/201711/t20171129_
358567.htm; 「国内首家 “互联网糖尿病医院” 落户广州, 掌控糖尿病提供平台支持」(2016. 4. 21), http://news.
iresearch.cn/content/2016/04/260405.shtml; 掌控糖尿病, http://www.izhangkong.com/about.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1. 19)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선전시 유관당국은 2017년 핑안그룹과 건강의료 빅데이터의 연구와 응용
분야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공동으로
고혈압, 당뇨, 악성종양 등 3대 만성질환과 인플루엔자의 예측모델을 만들고,
더 나아가 여타 중점 질환의 요인 분석과 예측모델의 설계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로써 선전시의 질병예측 정확도와 해당 질환으로 인한 공공 의료지출
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2018년 5월 핑안의 발표에 따르면 선전시의 인플
루엔자의 예측 정확도는 이미 90%를 넘어섰다.178) 선전시 정부는 민간부문의
우수한 기술을 적극 활용해 선전시를 중국 건강의료 빅데이터 응용 관련 선도
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선전시 정부는 핑안그룹 이외에 텐센트, 화웨이 등
선전시에 소재한 거대 IT 기업들과도 개별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178) 中国平安(2018), ｢中国平安与深圳市政府签署战略合作协议 携手共建“智慧深圳”｣, http://pingan.cn/zh/
common/cn_news/1527736610305.shtml(검색일: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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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특징 및 쟁점
헬스케어 산업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에 산업계가 전반적으로 보수
적이고,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 혁신이나 자발적 변화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의료복지 측면에서 공공성을 띠고 있어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사회적 반
응이 산업 생태계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179) 스마트 헬스케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 신기술에 대한 시장 수용성 △ 규제 및 제도적 측
면 △ 기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때180) 중국은 특히 신기술에 대한 시장 수
용성이 매우 높아 우호적인 발전 환경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 수용성이 높은 것은 중국의 의료 서비스 체제 및 환경과 사회ㆍ문화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 내 의료 서비스 공급자 중
공공 의료시설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181) 일차 의료 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기층 의료기관 내에 일정 수준의 진료능력을 갖춘 의료진이 부족하여, 환자
들은 질병의 경중(輕重)에 관계없이 상급병원을 찾는다.182) 그리고 우수한 의
료진과 의료시설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주변 지역에서 몰려든 환자들로 인해
대도시의 상급병원의 진료 과부하가 심각한 수준이다.183) 환자들은 예약대기,
진료비 납부, 처방약 수취에 반나절이 소요되나 진료시간은 5분 이내로 그쳐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이러한 낙후된 의료 서비스 환경은 오히려
179) 정일영 외(2016), p. 5.
180) 김석관 외(2017), p. 199.
181) 2017년 기준 중국 전체 병원의 진료환자 중 공립병원의 환자 비중은 약 86%에 달한다(国家卫生健康
委员会(2018b), 「2017年1-11月全国医疗服务情况」, http://www.moh.gov.cn/mohwsbwstjxxzx/s7967/
201803/c196a16f8cb74ca984dfa9a7adb1db8d.shtml, 검색일: 2018. 11. 19).
182) 대다수의 기층 의료시설의 의료진은 중등 직업학교(中专) 졸업자가 일련의 교육을 수료한 뒤 근무하고
있다(中国医药卫生体制改革联合研究合作方(2016), p. 7).
183) 국가 원격의료 및 인터넷의학센터(国家远程医疗与互联网医学中心)의 卢清君 주임에 따르면 현재
10~20%의 상급병원이 중국 전체 진료환자의 80%를 감당하고 있다. 심각한 진료 과부하 현상을 해
결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보급하여 일차 의료시설이 경증질환 진료업무를 커버하고, 상급병원은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도록 할 수 있다(｢卫健委: 互联网医疗服务项目有
望纳入医保｣(2018. 10. 10),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10/10/c_1123536117.
htm, 검색일: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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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의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현행 의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인식
을 가지며, 중국정부는 의료개혁의 정책수단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정부는 2~3년 전부터 일차 의료시설의 의료 서비스 능
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층 의료기관 내 의료설비를 확충하였으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하여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대도시 상급
병원과의 원격협진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의료 AI 개발과 활용도 이러한 맥
락에서 장려하고 있다. 신기술에 대한 높은 시장 수용성은 기업의 생태계의 구
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 해외 헬스케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
어 시장의 발전 특성으로 후발주자들이 혁신적인 기술(game-changing
technology)을 도입하고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자유로운 점을 지적
하였다.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잘 갖춰진 선진국의 경우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변
화를 거부하는 이해관계 집단이 존재하고 현행 의료체제의 조정에 따르는 부담
이 커서 신기술의 적용이 어려운 반면에 중국은 이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이
다.184) 이에 과거 수년간 미국이 스마트 헬스케어의 투자규모, 신생기업 수 측
면에서 앞도적인 선두 주자였으나, 선구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185)
규제 및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관련 법규를 보
완해 가는 과정 중이다. 지금까지 중국정부에서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하여
발표한 정책문건의 대부분은 지도원칙을 담은 강령성(綱領性) 문건이거나 시범
184) “China to Lead in Healthcare Breakthroughs”(2018. 3. 7), http://www.ecns.cn/2018/0307/294866.shtml; Atzmon(2018. 7. 12); “Future Trends in Healthcare,” https://www.
enterpriseinnovation.net/article/future-trends-healthcare-1342467221(모든 자료의 검
색일: 2018. 11. 19).
185) 미국 헬스케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업계 내에서 신기술 도입이 의료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
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닌, 신기술 도입에 대한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이고 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데 머물고 있어 신기술 적용이 지지부진하다(Yao( 2017. 6. 1),
“U.S. falls behind China & Canada in advancing healthcare with A.I.,” https://www.forbes.
com/sites/mariyayao/2017/06/01/u-s-falls-behind-china-canada-in-advancing-healthcare
-with-a-i/#37a9b581206a, 검색일: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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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试行)이다. 중국 특유의 정책운영상 일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바 없는 규정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해당 지역 내에 한시적으로 허용
하기도 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련 법규가 없더라도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허용해 주기도 한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정책 집행은 특히 신기술을 적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범적으로 출시하는 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러나 최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부분의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고, 법규제의 모호함으로 인해 업계 내 혼란을 빚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격의료 및 인터넷진료 관련 법규를 정비하면서 서
비스 대상 및 범주, 설립 조건 등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특히 2018년 9월에 발
표된 규정에 따르면 지방정부 유관당국이 인터넷병원의 설립을 허가하기 전에
지역(省) 내에 반드시 온라인 의료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互联网医疗
服务监管平台)을 설립해야 한다.186)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관계자는 관련 플
랫폼이 없는 지역의 기존에 설립된 인터넷병원은 영업할 수 없으며 영업중단으
로 인해 일부 환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187) 전국적으로 150여
개의 인터넷병원이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 인터넷병원으로 등록된 기업
은 해당 규정의 발표 시점인 2018년 9월 14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규 규정에
따라 재등록해야 한다.188)
의약품 중 특히 처방약의 온라인 판매 및 배송 허용 여부도 여전히 업계의 뜨
거운 감자로 논의 중이다(표 5-7 참고). 2014년 5월 처방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자 했으나 당시 의약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189) 2018년 2월에 공표
한 규정(关于药品网络销售监督管理办法(征求意见稿))에도 처방전의 온라인

186) 国家卫生健康委员会, 国家中医药管理局(2018b).
187) ｢互联网诊疗新规落地 明确不得对首诊患者开展互联网诊疗｣(2018. 9. 14), http://www. nbd.com.cn/
articles/2018-09-14/1255101.html(검색일: 2018. 10. 2).
188) ｢互联网医院监管新政落地 三大发展瓶颈仍待完善｣(2018. 9. 18), https://new.qq. com/omn/2018
0918/20180918A243MY.html(검색일: 2018. 10. 4).
189) 이하 문단 내용은 ｢网售处方药酝酿放开: 千亿规模市场如何监管是关键」(2018. 5. 25), http://epaper.
21jingji.com/html/2018-05/25/content_86869.htm(검색일: 2018. 11. 19)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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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다만 일부 인터넷 기업은 정부의 규제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지방정부, 약국 등과 공동으로 처방전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처방약의 온
라인 판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표 5–7. 중국의 온라인 의약품 판매 관련 정책 변화
시기

내용

2000년 광둥, 푸젠, 베이징, 상하이 등 네 개 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일부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
2003년 일반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해 조건부 허용
2014년 일반의약품 온라인 판매 허가증 관련 비준 잠정 중단
2016년 제3자 플랫폼의 의약품 온라인 시범판매 중단
2018년

[관련 법규 공표 후 의견 수렴 중] 제3자 플랫폼의 온라인 판매 허용, 처방약 판매 금지,
개별 약국의 온라인 판매 금지(판매 허용 대상을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한정)

자료: 「网售处方药酝酿放开: 千亿规模市场如何监管是关键」(2018. 5. 25), http://epaper.21jingji.com/html/201805/25/content_86869.htm(검색일: 2018. 11. 19); 王岳(2018), p. 45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베이징대학교 위생법학 연구센터(卫生法学研究中心)의 교수에 따르면 아직
처방약의 외부 공유에 대한 합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형 병원의 처방
전은 대부분 비공개여서 온라인으로 처방받는 것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190) 또
한 온라인 처방약 판매에 대한 책임소재, 업계표준이 불명확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우려와 분쟁 발생의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의료정보의 공유 및 관리,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법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중국의 보건의료 데이터의 주요 정보원은 정부기관 및 병원이다. 민
간 기업은 제품 개발을 위해 주로 연구개발 협력 형태로 의사 또는 병원 연구실
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고 있다.191) CLP Data와 같은 국유기업만이 지방정
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 내 병원 진료 데이터 또는 시 전체 의료보건 데
이터의 수집ㆍ관리ㆍ응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18년 9월에 국가위생건강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国家健康大数据标准、安全和服务管理办法(试行)｣)를 발
190) 王岳(2018), p. 45.
191) 이하 문단 내용은 张利(2018), pp. 41~43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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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였으나, 아직 병원은 데이터 개방 범위 및 수준에 대해 불명확한 상황이다.
중국은 2017년 9월 ｢의료기기 분류목록(医疗机械分类目录)｣(2018년 8월
1일 자 시행)을 개정하면서 진단용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
AI가 그동안 무료 시험용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이제 정식 인증을 받은 기기
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CFDA는 AI 알고리즘의 적용위험도, 성숙도, 공
개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며, 현재 보조적 기능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2류 등
급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고 있다. 질환 부위를 자동 식별하고, 직접 진단 결
과를 제공하는 3류 등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등급판정을
보류 중이다. 중국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의료 AI 분야가 정책적으로 규범화되는
단계이며, 비용지불 체계 및 의료보험 적용 등 아직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고 언급하였다.192)

5. 소결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앞으로 약 10년간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
일 것으로 전망되어 전 세계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국의 지역별 시장규
모,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희소한 편으로 예측이 어려우나,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소비가 큰 지역은 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동부 연해지역이며,
특히 광둥성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한국 내에 알려진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의 발전 상황과 달리 중국
정부의 관련 정책 및 법규는 2018년 들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은 2018년 4월에서야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
고, 주요 발전지역 중 하나인 광둥성도 2018년 6월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192) ｢医疗AI监管: 定位二、三类医疗器械 路径尚未明朗｣(2018. 8. 22), http://epaper.21jingji.com/html/
2018-08/22/content_92359.htm(검색일: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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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원격진료, 인터넷진료, 인터넷병원 관련 규정이 2018년 9월에 발표되었다.
중국은 과거 지방 단위의 인터넷병원 설립 및 의료 행위의 실험을 허용하다가
최근 중앙 유관부처에서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규범화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
다.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정책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산업연맹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의 주도하에 의약계,
IT 업계가 함께 표준 제정, 서비스 인증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건강
의료 데이터 통합관리 사업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관할하에 세 개의 국유기
업을 설립해 국가 주도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는 기존 의료계 중심의 가치사슬에서
점차 인터넷병원, 인공지능, 유전체 분석 등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광둥
성의 주요 기업 중 텐센트와 핑안그룹은 자사의 강점을 활용하여 인터넷 플랫
폼과 의료 AI를 중심으로 온ㆍ오프라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수익 창
출과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아 여전히 탐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편 중국 전역에서 지역거점병원과 지방정부 단위로 스마트 헬
스케어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인터넷병원의 대표 시범 사례
로 2014년부터 원격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광둥성 제2인민병원을 꼽
을 수 있다. 이 외에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은 주로 데이터 분야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중국은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신기술에 대한 시장 수용도가 높고, 선구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 오히려 선진국보다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중국 의료 서비스 구조의 문제점과 특성, 사회ㆍ문화적인 환경, 정부의 정
책운영 방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것이다. 다만 최근 관련 법규를 정비하
는 과정에서 규제를 강화하여 업계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
다. 그리고 처방약의 온라인 판매, 의료정보의 통합관리, 의료 AI의 제품 인허
가 및 보험수가 산정 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까지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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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대중국 협력과 시장진출을 위한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중국은 인터넷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제와 사회 각 부문
과 인터넷을 융합하여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인터넷융합(인터넷 플
러스’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제조 2025’와 함께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혁신을 실현할 중요한 전략으로, 산업고도화를 촉진
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 이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
러스, 창업 및 혁신 정책(대중창업, 만중혁신) 등 혁신을 강조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경제가 발전하면
서 2025년까지 매년 최소 4조 위안에서 최대 14조 위안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터넷융합 전략은 산업과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산업고도화와 부가가
치 증대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
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과 융합하여 산업
고도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가장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이다. 중국정부는 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구
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비용의 상승, 부존자원 및 환경의 제약 등으로 인해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을 고도화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혁신과 소비에
기반한 질적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융합
전략이 서비스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소비 확대로 나타나는 소비자 서비스업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거두고 있어 소비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경제가 생산 측면, 즉 기업 측면에서는 아
직도 그 활용도가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 제조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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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인터넷융합 등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은 단계적인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2018년
까지 경제ㆍ사회의 전 영역과 인터넷의 융합을 심화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업태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촉진하고 인터넷경제와 실물경제
의 상호 협조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을 집중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
발전, 사회발전, 기초 인프라의 지원능력 강화, 발전 환경의 조성이라는 분야별
과제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중국정부는 1단계에서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서 네트워크화ㆍ스마트화ㆍ서비스화ㆍ협
동화된 산업 생태계와 신경제를 기본적으로 구축한다는 2단계 목표를 제시하
고, 인터넷융합을 통해 각 부문의 혁신 발전을 달성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창업혁신, 제조업, 현대농업, 스마트에너지, 금융, 공공서비스,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 인공지능의 11개 분야를 인터넷융합을 선
도할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각 분야별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11개 중점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인터넷 플러스의 단계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
한 7가지의 보장조치를 함께 발표하였다. 인터넷융합 전략이 특정 산업에만 영
향을 미치는 산업정책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인터넷의
심도 있는 융합과 혁신 발전을 가속화하는 전략임을 고려하여 국무원과 공산당
중앙 네트워크 안전 정보화위원회가 사업 전반을 총괄하되, 각 중점 분야별로
주무 부처와 협력 부처를 지정하는 등 범정부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동통신 기술은 인터넷과 경제와 사회 각 분야를 연결하는 인터넷융합 전
략의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이다. 중국은 낮은 인터넷 보급률과 기업의 낮은
인터넷 활용률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이용자와 모바일 이용자
를 기반으로 현재 이동통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초고속ㆍ초저지연ㆍ
초연결이라는 특성을 갖는 5G 이동통신은 ICT의 타 산업 융합을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 중국은 인구 14억 명의 시장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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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20년까지 5G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
해 관련 기술 개발과 표준화, 주파수 등에 대한 정책적ㆍ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
으며,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학계가 참여한 IMT-2020 Promotion Group을
발족하여 5G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5G 산업은 중국정부가 경제ㆍ사회
전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중장기 발전전
략의 중요한 기반이 되며, 핵심 ICT나 미래 첨단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중국정부는 5G 이동통신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활발한 창업과 투자도 인터넷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중국 내 164개 유니콘기업(2018년 기준) 중에 인터넷에 기반한 서비스업
기업의 수는 총 144개로 87.8%에 달하는데, 이처럼 인터넷에 기반한 서비스
기업의 성장도 시장 내 새로운 인터넷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인터넷융합을 추
동하고 있다. 2017년 4/4분기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을 통해 중국 내 투자된
금액은 325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통신ㆍ미디어ㆍ과학기술(TMT) 분야에
대한 투자가 205억 달러(63%)에 달한다. 이처럼 통신ㆍ미디어ㆍ과학기술
(TMT)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있으며,
인터넷융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가.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핵심적인 기반 기술로 여러 산업과의
지능형 융합을 통해 차별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에 중국은 인공지능을
전통 산업에 응용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각종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즉 인공지능을 사회 전반에 응용하여 정체되어 있는 기존 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관리와 도시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추진하고자 한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독보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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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중국 내에는 자체적인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
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 기업 BAT를 중심으로, 수많은 스타트업이 함께 유기적
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BAT를 포함한 선도 기업들은 인공지능 핵심
기술과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이며, △ 자체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 △
대학ㆍ연구기관과 기술협력 △ 스타트업 인수ㆍ지원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선도 기업
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공지능 분야 창업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발전은 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
책적 지원이 더해져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인공지능 육성
을 국가전략으로 격상한 후,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발전 로드맵인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베이징 중관춘에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지방성 문건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0개 지방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추진 중이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인공지능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각 지역 상황에 맞는 계획을 발표하는 형태로 일제히 발
전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인공지능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
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 자율주행 △ 시티 브레인(스마트시티) △ 의료ㆍ
영상 △ 스마트 음성인식 △ 스마트 시각 등 다섯 개 분야의 우수기업을 선정하
고, 해당 기업이 개방형 플랫폼을 원활히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ㆍ정부 데
이터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중국 내 관련 분야
의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해외기업과의 협력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
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또한 지역 특성에 맞추어 △ 인공지능
의 각 핵심기술 및 응용 분야별 시범 프로젝트 추진 △ 관련 규범 제정 △ 지방
정부 지도하에 중점영역의 민간 연맹 조직 등을 통해 지역 내 인공지능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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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미래기술로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다. 중국정부는 인공지능의 이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장
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을 주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
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이미 양적인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
벌 선도 국가 반열에 올랐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
는 상황으로 중국정부는 상술한 장기적인 발전정책과 프로젝트를 통해 대응 방
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나.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발전에 대한 논의는 기존 도시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과 신산업
육성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
이터, IoT 등 차세대 기술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적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향후 거대한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중
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28%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
어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2년부터 스마트
시티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중국은 2014년에는 스마트시티 건설을 국가전략
으로 포함했으며, 2015년에는 공공데이터의 통합과 공유를 제시하면서 도시
거버넌스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중국은
2017년 기준 약 500개의 도시가 스마트시티 건설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고,
그중 스마트시티 조성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도시는 항저우시이다. 중
국 내 각종 스마트시티 평가 조사에서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항저우시는 중앙정
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기조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며 정책을 추진해 왔
으며, 특히 2018년 5월에는 ｢항저우 시티 브레인 규획｣을 통해 교통, 도시 관리,
의료, 관광, 환경 등 도시 전반의 스마트시티 건설 로드맵을 제시했다. 항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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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6년 10월부터 스마트 교통 분야를 우선으로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항저우시는 교통 정보의 실시간 수집ㆍ분석 및 신호 체계 최적화
를 통해 교통 체증을 현격히 감소했고, 그 외 주차, 사고처리, 교통법규 위반단
속 등 교통 분야 전반에서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항저우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의 성과는 각 주체의 효과적 역할 수행과 선순
환적 구조의 생태계에 기인한다. 중국 중앙정부는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하면서 공공데이터의 통합ㆍ공유 방향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보호
법 등의 규제는 엄격히 시행하지 않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발전에 유리한 환경
을 조성했다. 지방정부는 정부 조달의 형태로 도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분야의
기술 및 서비스를 발주해 수요를 창출하고, 도시의 일부 공간을 테스트 베드로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했다. 대기업은 자사의 클라우
드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정부에게는 도시 운영체제를 공급하고, 도시 운영
에 필요한 세부 기술을 보유한 중소 스타트업들에게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
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중소 스타트업들은 테스트 베드 위에서 실험적 기술혁
신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큰 논란이 되지 않는 점
도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데이터를 활
용한 효율적인 도시 운영, 주민 생활의 편의성 제고에 민관의 초점이 맞춰져 관
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단기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가 쟁점
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이에 항저우시는 효과적인 데이터 활
용을 위해 중국 최초로 데이터자원 관리국을 신설해 공공데이터를 통합ㆍ공유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통해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데이
터를 직접 소유하고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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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 헬스케어
인터넷과 의료 서비스를 융합한 스마트 헬스케어는 중국정부가 공공서비스
부문에 인터넷 융합 전략을 어떻게 접목하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야이다.
중국정부는 △ 의료 서비스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서비스의 원가를 낮추
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 신흥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 정부의 정책 결정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흥 산업 영역이 그러
하듯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또는 시장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집계된 통계 자
료가 없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전의 단면을 보여 주는 제한적인 수치에
국한된다.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는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을 형
성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정부
가 추구하는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평
가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에 서비스 실현 정도와 제도적 기반 수준 측면에
서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이러한 발전이 어떤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 스마트 헬스케어의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 초기 단계로, 이제 시장
이 형성되고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상품 및 서
비스 인증제도, 가격체계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의 기업은 제한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하려는
민간 기업의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의 투자가 활발하여, 2010~2016년 중국 내
관련 스타트업은 2,800여 개에 달하고 다이내믹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것으
로 보인다. 그 가운데 광둥성의 대표기업인 텐센트와 핑안은 자사의 강점을 활
용하여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 중 텐센트는 원격진료 및 수술,
의료보험, 의약품 공동 온라인 구매 및 판매, 오프라인 메디컬 클리닉, 의료 AI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핑안은 자체 개발한
의료 AI를 활용하여 무인진찰실을 중국 내에서 처음 선보였다. 중국의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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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관련 제도적 기반도 점차 마련되고 있다. 2018년 원격의료(의료기관
간 진료), 인터넷진료(의료기관-환자 진료), 인터넷병원,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규정이 발표되었고, 의료 AI의 인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시행되었
다. 특히 중국은 온라인진료(원격진료, 인터넷진료 포함)를 우선 실현하려는 것
으로 사료된다.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발전 요인을 살펴보면, 신기술에 대한 시장 수
용도가 높고, 선구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속도가 빠르다. 이는 중국 의료 서비스
구조의 문제점과 특성, 사회체제, 정책운영 방식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것이다. 특히 신기술의 시장 수요도가 높은 것은, 중국의 낮은 의료 서비
스 접근성과 낙후된 의료 서비스 시스템으로 인하여 중국의 의료 서비스 공급
자와 소비자가 모두 현행 체계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
의 입장에서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일차 보건의료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여 상급병원의 진료 과부하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현 상황에서 중국의 발전 한계점과 향후 과제를 기업과 정부 측면으로 나누
어 보면, 우선 기업 측은 수익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이는 서비스의 의료수가 체제 반영, 의료보험 청구 여부
등 제도적 기반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헬
스케어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 및 관리를 위해 우선 의료 데이터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온라인진료에 이어
처방약의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나,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로 아직 중국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인허
가 및 보험수가 산정 등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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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국 협력과 시장진출을 위한 시사점
가.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인공지능
가) 인공지능 플랫폼의 개방을 통한 생태계 확장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인공지능 플랫폼
개방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가령 중국의 대표적인 자율주행 개방형
플랫폼인 바이두 Apollo의 경우, 관련 데이터는 물론 API, 오픈소스 코드 등을
공개하고 하드웨어를 직접 개발하여 출시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 하드웨어도 제
공하고 있다. 만약 협력사가 Apollo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
했다면, Apollo 플랫폼 기반의 모든 자율주행차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
할 수 있는 원리이다.193) Apollo 플랫폼에는 이미 130여 개의 중국 및 해외 기
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바이두는 이처럼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중국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일부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자사의 인공지능 플랫
폼을 개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같이 플랫폼의 개방을 통해 관련 영역의 국
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응용 분야별 선도 기업의 플랫폼을 통한 협력 추진
바이두-자율주행, 텐센트-의료ㆍ영상, 커따쉰페이-스마트 음성인식, 상창
그룹-스마트 시각 등 중국 내 각 분야의 선도 기업이 조성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한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193) ｢자율주행차에 이렇게 많은 플랫폼이?｣(2018. 5. 10), https://han.gl/Ybdg2(검색일: 2018.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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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은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동시에 각 분야의 시
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례로 상술한 바이두의 Apollo 플랫폼에 현대자동차도 협력사로 참여
하고 있는데, 이처럼 관련 분야에서 중국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개방형 플랫폼
에 참여하여 연합 생태계에 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시장을 겨냥하여 주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령 중국의 대표적인
음성비서 플랫폼을 우리 기업의 전자제품, 차량 등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스타트업의 역할이 크다. 본문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마존의 알렉사, 애플의 Siri 등 음성비서 플랫폼은 스타
트업의 기술이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아마존, 애플, 페이스
북, 구글 등 글로벌 10대 기술기업은 약 50개의 스타트업을 인수하며,194) 인
공지능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또한 BAT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편으로 바이두의 경우 전략적으로 별도의 인공지능 투자사를 설
립하여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투자 및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기업 또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94) CB inshight(2017), “Big Tech In AI: What Amazon, Apple, Google, GE, And Others Are
Working On,” https://app.cbinsights.com/research/top-tech-companies-artificialintelligence-expert-intelligence/(검색일: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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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시티
가)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
항저우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에서 실질적인 기술과
서비스, 인력을 제공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 초기에 정부
는 기업에게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참여 기업들은 계약금
수령도 없이 기술 시연 및 검증에 적극 참여했다. 알리바바를 포함한 민간 기업
들은 정부가 제공한 테스트 베드에서 기술 및 서비스 상용화를 시험하고, 이를
통해 기술 업그레이드,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
에서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의 상품화에
성공하여 다른 도시나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
트는 도시 운영과 관련된 공공성 사업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 차
원의 접근은 불리할 수 있으나, 정부가 인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해당 분
야의 기술력과 인지도를 축적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향후 수많은 도시의 스마트시
티 조성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도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업 이
미지 개선, 홍보 효과 등을 누릴 수 있고 서비스 과정에서 얻게 되는 피드백과 데
이터 등은 자사의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개방형 플랫폼의 직간접적 참여를 통한 사업기회 모색
현재 중국에서는 5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건설이 정책적으로 추
진되고 있다.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발전이 지방정부 단위로 추진되는 상황에
서 세부 요소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은 중국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알리
바바는 항저우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기타 도시 및 해외 도시로 진출하고
있다. 이 역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도시 운영체제
(OS)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해당 플랫폼은 중국기업만을 고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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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개방형 플랫폼이다.195) 따라서 알리바바의 플랫폼 표준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기술ㆍ제품ㆍ서비스라면 충분히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정부가 발주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외자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여 수
주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사업 기회 획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저우시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참여 업체 모두를 현지 기업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기술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의 경우 경쟁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세부 요소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은 경쟁 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보다는 프로젝트 참여 업체와의 2차 협력을 통한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스마트 헬스케어
가) 잠재적인 시장 기회와 정책적 리스크 고려
중국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는 앞으로 사회적ㆍ정책적 수요에 의하여 고속 성
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가 방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
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의 잠재력이 크지만, 웨이를 포함한 다수의 인터넷
의료 서비스 플랫폼 기업은 수익 모델을 정립하지 못한 채 탐색 중이다.196) 특
히 B2C 사업은 방대한 사용자 층을 확보하는 것을 너머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어 우리 기업도 중국 진출 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 중국 내 온라인 서비스 관련 외국인
투자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이고, ｢네트워크보안법｣ 등 관련 법 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규제가 더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성장하고 있
는 로컬 의료서비스 플랫폼과 협력하는 우회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유수의 대기업들이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195) 중국 알리바바 클라우드 관계자 인터뷰(2018. 11. 13, 중국 항저우시).
196) ｢微医集团正筹划IPO 互联网医疗盈利成难题」(2018. 1. 15), http://www.cb.com.cn/zjssb/2018_
0115/1220239.html(검색일: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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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투자,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자사의 사업 확대와 중국 시장판
로를 개척하는 데 중국 국내 기업과의 협업은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일례
로 핑안그룹은 2017년 자체적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해외 펀드를 조성하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해외 기업의 투자하고, 공동으로 중국시장에 출시하
고자 한다.197)
중국의 유수 벤처캐피털이 우리 기업에 투자한 사례로는 레노버(Lenovo)의
모회사 레전드(Legend) 홀딩스의 벤처투자회사인 레전드 캐피털이 의료 AI
기반의 영상진단 기업 루닛에 투자한 바 있다. 알리바바 역시 우리나라와의 스
마트 헬스케어 협업에 관심이 많으며, 소아 헬스케어 전문 서비스 회사인 모바
일닥터가 ‘알리바바 클라우드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한 뒤 중국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198)

나) 중국의 정책운영 특성에 대한 이해 필요
중국에서는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에서 관련 규정
을 만들어 발표한다. 인터넷병원으로 예를 들면, 국가 차원에서 인터넷병원에
대한 법규를 만들기 전에 지방정부에서 시범규정을 만들고 인터넷병원의 사업
허가권을 내주었다. 최근까지 인터넷병원으로 인가받은 기업들은 중앙정부가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적용하기 전에 설립된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은 새로 마
련된 중앙정부의 기준에 따라 기업 설립을 재신청해야 한다. 이렇듯 신규 규정
에 따라 비즈니스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처방약의 온라인 판매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규를 마
련하지 않았으나 일부 지역 또는 기업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일종의 한시적인 허용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197) Collective Responsibility(2018), p. 24.
198) ｢“알리바바, 중국 진출 한국 기업 도우미 될 것”｣(2017. 7. 30), http://www.zdnet.co.kr/news/news_
view.asp?artice_id=20170724090116&lo=zv41(검색일: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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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중국에서는 한시적인
허용, 임시 허가 부여가 상당히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다. 모호한 정책운영에서
비롯되는 명암(明暗)이 있지만, 이런 점은 신기술을 적용하고 신사업을 시도해
보려는 기업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운영으로 여겨진다.
다만 2018년 4월 국무원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정책을 발표한 이후 다
수의 규정이 공표되고 있으며, 과거 과도기로 허용되었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일부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다) 중국의 산업 생태계 및 시장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지원 정책의 활용
중국 내에서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는 급변하는 과정이며, 관련 정책도 빈번하게 발표
되고 있다. 중국시장 진출 시 이러한 중국 국내 상황을 인지하고 중국 산업 생
태계와 시장 특성에 맞게 현지화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서비스
플랫폼, 멘토링,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 현지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자사의
제품을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품 및 서비스의 현지화 전략, 중국기업과
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직접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광둥성 광저우 난사
신구와 같이 국가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에 투자하여 정
책적인 우대혜택을 누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 특성상 인증
및 허가가 중요하므로 지방정부의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무형의 정책 지원
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텐센트의 경우도 의료 인공지능 R&D 사업의 본부를 베
이징과 상하이가 아닌 선전에 두는 이유로 정책적 요인을 꼽고 있다. 더불어 초
기 진출 시 광둥성 광저우시의 보건산업진흥원, 장쑤성 옌청시의 의료기기협동
조합과 같이 중국 내 주재 중인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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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업 입지 선택 시 지역 내 형성된 산업 생태계 고려
스마트 헬스케어의 산업적 특성상 기업의 지역적 입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텐센트, 핑안, 광둥성 제2인민병원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초기 협
업 시 기업(병원)이 소재한 지역의 기업과 가장 먼저 시작하였다. 텐센트의 인
터넷진료 플랫폼 웨이(WeDoctor)는 저장성 항저우시에, 의료 AI 사업부 미잉
(Miying)은 광둥성 선전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웨이와 초기에 협력
하는 병원은 주로 항저우시에 집중되어 있고, 미잉의 초기에 협력병원은 선전
시와 광저우시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그림 5-10]의 iCarbonX, XtaiPi 등 미
잉에서 지분 투자한 중국 국내 기업은 선전시의 스타트업이다. 핑안도 건강의
료 빅데이터 사업을 지방정부 중 선전 시정부와 가장 먼저 착수했다. 광둥성 제
2인민병원의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은 선전시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이렇듯 광둥성 내 앵커기업과 지역 거점병원 간에, 앵커기업과
정부기관 간에, 앵커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다수의 협업 프로젝트가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입지 선택 시에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의 소재지 및 역내 산
업 생태계를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나. 정부에 대한 시사점
1) 인공지능
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발전 전략 추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종합적인 전략 수립은 주요국에 비해 출발이 늦
었지만, 인공지능 육성에서는 선제적인 정책 수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무엇보다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기초기술의 연구개발과 인공지능 인재육성은 국가 차원의 장기적 지원이 필요
한 부분이다. 특히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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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인재 확보보다는 인재육성에 초점을 두
고 대학의 인공지능 관련 학과 개설 등 인공지능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국제대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인재 발굴
및 유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인재육
성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학의 인공지능 전문학과 개설
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교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초기술이 확보되어야 인공지능
분야의 원천적인 혁신이 가능하므로 주요 기초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와 지원이 필요하다.

나)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주요 기술 및 응용 분야에 대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
지원
개방형 플랫폼은 현재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기업이 자체 플랫폼의 사
업 영역을 확대하고, 사업자 간에 연합 생태계를 구축해 관련 시장지배력을 강
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199) 중국정부는 △ 자율주행 △ 시티 브
레인(스마트시티) △ 의료ㆍ영상 △ 스마트 음성인식 △ 스마트 시각 등 중점
분야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주도 기업을 특정하
고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플랫폼의 구축 자체
는 기업이 주도하되 중국정부는 자금 지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도 우리 기업의 주요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전폭적
으로 지원하고, 자율적인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발전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 플랫폼 구축 기업의 기술 수요에 따라 정부 프로젝트를 발
주하여 자금 지원 △ 일부 시범구역 또는 일부 시범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정부
데이터 개방 △ 각 영역의 개방형 플랫폼 구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수렴하여
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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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공지능 관련 협회 간 협의 채널 구축
베이징의 경우 자율주행 분야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관련 분야의 주요 기업,
연구기관, 대학 간의 연맹을 결성하고, 자율주행 정책ㆍ표준 연구와 시범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즉 정부와 관련 분야 산ㆍ학ㆍ연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
유하고 관련 정책과 표준을 연구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주요 기술 및 응용 분야별로 기존의 여러 협
회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을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 분야의 산ㆍ학ㆍ연이 함께 관련 정책과 표준을 연구하고, 정부 시범사업 및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2) 스마트시티
가) 프로젝트 발주 및 테스트 베드 제공을 통한 시장수요 창출
항저우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스마트시티 분야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은 물
론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장수요를 직접 창출할 필요가 있다. 도시 운
영에 필요한 기술 및 서비스를 건별로 경쟁 입찰하여 세부 핵심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발주금액 외에 매력적인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테스트 베드는 기업들의 신기술과 서비스를 도시민의 생활에 직접 시험 적용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해당 공간 내 정부의 제도적 혁신
과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스마트시티 생태계
의 구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 지원ㆍ육성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중국 항저우시 수준의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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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기술력은 이미 충분하다는 평가이다. 다만 이런 기술과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200)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리바바, 바이두와 같이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플랫폼 기
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육성ㆍ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하루 수천 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ㆍ전송ㆍ처리할 수 있
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알리바바는 2018년 11월 11일 중국 최대의 쇼
핑행사인 광군제 기간에 5,000만 명의 동시 접속자 수를 감당하고 초당 15만
건 이상의 결제를 장애 없이 처리해 냈다.201) 반면 국내 인터넷 대기업들이 대
규모 데이터 트래픽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
술개발 지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 공공데이터의 통합ㆍ공유 관리 체계 구축
더불어 정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사항의 진행이 더디고 사
업규모도 크지 않은 데다 데이터 활용 측면의 제도적인 문제 등도 중요한 걸림
돌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의 통합을
진행하고 있으나 민간 분야에서 실제 필요한 데이터의 개방은 범위가 한정적이
며, 대부분 비식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 개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다.202) 특히 개방된 데이터들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으며,
데이터 활용의 가이드라인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민
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저조하고 이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203)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200)
201)
202)
203)

중국 알리바바 클라우드 관계자 전문가 간담회(2018. 11. 1, 세종시).
중국 알리바바 클라우드 관계자 인터뷰(2018. 11. 13, 중국 항저우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가 간담회(2018. 10. 8, 세종시).
지자체별 자체 개방 포털에 게시된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례는 567건으로 전체 개방 데이터 대비
3.2%에 불과하다(｢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5년... 활용성 제고 숙제｣(2018. 8. 20), http://www.
etnews.com/20180820000187, 검색일: 2018. 11. 23 );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민간 활용 고작 5%｣
(2016. 7. 11),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45148, 검색일: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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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항저우시 사례의 경우 시정부
가 나서 데이터 관리국을 신설하였고,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 각 산하 부처에
보상금 개념의 자금을 지원하여 관리 권한을 회수했다.204) 우리는 상기 사례를
참고하여 시범지역 내에서라도 공공데이터의 통합ㆍ공유 관리를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3) 스마트 헬스케어
가) 의료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의
도입 및 육성
중국정부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의료개혁 수단의 하나로 삼고 있다. 중국 의
료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상급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이다. 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와 문제점은 같지만 의료 환경
은 사뭇 달라 중국과 같은 맥락으로 해결책을 고안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
인다. 중국의 기층 의료기관의 대다수 의료진은 중등직업학교를 졸업한 후 일
정 교육을 수료하고 배치된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기층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도가 매우 낮다. 중국정부에서는 기층 의료기관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최신
의료설비를 투자하였으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그리고 상급병원을 방문할 때 일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
다. 따라서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환자가 상급병원을 찾는
다. 중국정부는 일차 의료기관 내에 일정 수준을 갖춘 의료진을 배치하기 어려
워, 서비스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의료전달체
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의뿐 아니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의 접근성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외래진료는 일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이나, 상급병원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상급
204) 중국 저장성 사회과학원 관계자 인터뷰(2018. 11. 14, 중국 항저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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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강희정(2014)은 의료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을 방지하여야 하고, 환자 및 의료 공급자가 원하는 때에 필요한 정보를 접근
및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205)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 공급자 간
에 CT 영상 등 진료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나) 개선이 시급한 영역의 선별 및 시장 형성과 기존 업계에 대한 충격완화 정책
병행
중국의 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가 현행 체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
통된 인식을 갖는 것은 중국 의료 서비스 시스템의 고유한 문제로 인한 필연적
인 결과이다. 반면에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국가에서는 관련 서비
스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 중국정부도 서비스 개선수요가 높은 원격진료에 대해 우선적으로 허용하
고,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가 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부적으로 보수적인 또는 새로운 사업 도입을 꺼리는 소규모
지방 의료시설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
는 원격진료 관련 의료설비 보급, 보조금 지급 등 신규 서비스 도입을 인센티브
로 제공하고 있다.206) 우리 정부도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
로 개선의 여지가 크고 시급한 분야를 선별하여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기존 업
계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고안하여 병행할 필요가 있다.

205) 강희정(2014), pp. 65~76.
206) 王君平(2018. 6. 22), 19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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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신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한해 유연한 정책운영 방식
적용
중국은 원격진료와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정책적으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법
제화는 최근 들어서야 진전을 보이고 있고, 그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앞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료 데이터의 표
준 제정 및 통합관리,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과 표준, 서
비스 가격체계 및 보험제도 편입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하
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발전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정부의 유연한
정책운영 덕분에 신기술 또는 신모델을 적용한 시범사업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
이다. 가령 원격진료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유관기관의 지도원칙이 담
긴 지침에 근거해 지방정부 및 지방거점병원은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중국기업
들은 정부 및 병원과의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레퍼런스를 쌓고 시장성을 파악
하며 수익 모델을 탐색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연관된 규제와 시범사업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시범사업의 결과물을 토대로 법규를 제
정한다. 국내 규제 때문에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207) 우리 정부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신사업 모델에 대해 특정 지역 또는 기업에 한해 시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운영 방식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이른바 규제 샌
드박스 관련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고무적이며, 앞으로 유의미한 정
책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208)

207)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글로벌100’에 한국은 없다｣(2018. 11. 22), https://mirakle.mk.co.
kr/view.php?year=2018&no=732070(검색일: 2018. 11. 23).
208) ｢‘규제 샌드박스’ 3법 국무회의 의결…신기술ㆍ신산업 규제 장벽 낮춰｣(2018. 10. 8), http://news.
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0081203001(검색일: 2018. 11. 19).

182 •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라) 우리나라 시스템에 적합한 효과적인 데이터 통합관리 방안 고안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발전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중국은 정부
주도로 통합관리 사업과 법제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의료 서
비스 시장에서 공공 의료시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정부의 강력한 주
도권 행사가 가능하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료된다.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은 스마트 헬스케어가 발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이다. 각국의
의료 시스템이 다른 만큼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
여 효과적인 데이터 통합관리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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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China’s Internet Plus Strategy: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Case Study
Sanghun Lee, Hongwon Kim, Joohye Kim, and Jaehee Choi

China is pursuing the “Internet Plus” Internet convergence strategy
to create a future new industry ecosystem in which various economic and social sectors converge with the Internet through an
Internet platform and ICT technology. Along with “Made in China
2025,” China’s Internet convergence strategy is an important strategy
to realize innovation as a new growth engine for China. The strategy
will be responsible for promoting industrial advancement and formulating an effective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expected to serve as a catalyst for China’s economic growth and an
important factor that will transform Korea’s business model with
China, as new industries through Internet convergence are growing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econom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economy, the market size of the new
economy related to Internet finance (FinTech), online education,
smart facilities, app-based business and smart city is rapidly growing in China. In addition, the country is promoting the innovation
of softwar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transition toward “smart” processes in existing industries such as distribution,
logistics, and manufacturing. In light of these development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ignificant changes in Korea's future co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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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on with China, particularly in relation to ICT manufacturing and
Internet-related industries, an area where Korea is particularly
strong.
The Internet convergence strategy covers all areas of the economy and society and is having a great impact on China’s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production and consumption trends, business models, urban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This means
an in-depth analysis is needed to establish a strategy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that is well suited to recent developments.
In particular, each region of China has announced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base or strategic goals of the region
and implemented practical projects in order to promote the central
government’s Internet convergence strategy. In some regions experiments are already underway to pioneer platform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ield of Internet convergence, which is already incorporating new ICT technologies.
Based on this perception and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China’s Internet convergence strategy to enable a preemptive response to changes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dentifies relevant policies, technology and industry demands and
related risks unfolding in some sectors and regions. The study then
goes on to present new approaches to advance into new areas of
the Chinese market and promot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particular, we analyze the present status, nurturing policies, and local cases of smart healthcare, smart c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rojects, which have a large impact on the economy
and industry and generate high added value in 11 major fields related to Internet convergence.
In Chapter 2, we analyze the background of the Internet convergence strategy in China, the main contents of the strateg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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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ate of infrastructure related to Internet convergence.
In particular, the analysis was focused on the fact that China’s
“Internet Plus” strategy is more than just a policy to connect various sectors to the Internet, and should be understood as a very
broad strategy to actively respon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eing pursued in coordination with China's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In November 2017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KOREA 4.0, its plan to actively respon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fter the response plan was announced, specific strategies have been announced in each sector as well. These
are sectors which have a large economic impact and areas where
the Korean government intends to focus on. Current areas where
detailed strategies have been announced are smart cities, smart
healthcar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se three areas are also included in the Internet convergence strategy,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is focusing on. As such, we analyze each of these areas
in Chapters 3 to 5.
In Chapter 3, we analyze the status and poli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in China, and examine cases of promoting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projects by the city government of
Beijing and major companies. China is in close pursuit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an unrivaled level of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market. In particular, China leads
the world in accumulated number of AI-related papers and patent
applications over the past 20 years, and ranks second in the world
in terms of the number of companies and personnel in the field. In
China, a large number of start-ups have been established around
the Internet giant BAT, which owns a large amount of data, thus
forming an organic artificial intelligence ecosystem. Leading companies are rushing to pioneer artificial intelligence core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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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ogies and platforms. In particular, they are actively utilizing
measures to secure core technologies by promoting investment
and coopera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startups. They are also
expanding their business areas and creating their own ecosystem
in related field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open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As suc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is led by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plays a facilitating role. Since the Chinese government
set up a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2017, about 20 local governments have announced policies for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uitable for their respective
regions. Of these, Beijing is highly regarded as one of the most developed reg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because of its excellent policy environment, research capacity, human resourc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lar, Beijing has been analyzed as possessing strengths in the
area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and the city government is
solidifying its development base by implementing systematic measures and pilot projects, such as establishing self-driving related
norms, building test roads and pilot operation bases, and establishing innovation centers.
In Chapter 4, we examine China’s Smart City development policies with a focus on the case of Hangzhou City in Zhejiang
Province. First, we briefly review the development of global smart
cities and current situation in China, after which we summarize the
main policies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China for the development of smart cities. The global smart city market is expected to
grow to a $2 trillion market in 2025, with China in particular expected to drive fast growth. Approximately 500 cities in China are
implementing policies to construct smart city projects,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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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Hangzhou City is the most active and at a high level of
development. The city of Hangzhou is pursuing a transition toward
“smart” processe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ransportation,
administration, policing, environment and finance, among which
the smart transportation sector is already evaluated as having
succeeded in practical application. The Hangzhou model is being
applied to other regions of China and overseas. Hangzhou City
optimized its signal system through real-time collection, analysis
and application of traffic data to facilitate traffic flow. In addition,
it has been rapidly promoting the use of smart technology in all
areas of traffic including parking, traffic accidents, and policing of
traffic violations. The achievements of the Hangzhou City Brain
Project can be attributed to an ecological system where each actor
carries out its own role effectively to create a virtuous cycle
structure. The central government of China has presented general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mart cities, while creating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favorable to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including the integration and sharing of public data and
the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Hangzhou’s municipal government directly
created demand in the field by commissioning the technologies
and services needed to create smart cities in the form of government procurement orders. Hangzou has also designated certain regions as test beds for the new technology, encouraging companies
to actively participate. Alibaba has supplied the government with
city operating systems through its cloud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s, while providing the platforms needed to implement
services to small start-ups with detailed technologies needed to run
the cities. Small- and medium-sized startups seek to innovate
technology and improve quality based on the test bed projects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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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d by the government and technology platform created by
Alibaba, and in this manner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citizens' lives.
Chapter 5 examines the development status of the smart healthcare market, which represents a convergence between the Internet
and public services, the policy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industrial ecosystem and regional applications, going on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the industry. Currently, the global smart healthcare market
is developing in the U.S., Germany,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In the future, the Chinese market is also expected to see high
growth, focusing on online trading of drugs and online medical
treatment. Due to limitations in statistical data, there is a limit to
understanding the market by region, but the market size of the
eastern coastal region is large. In 2018, China’s central government
announced a comprehensive guideline on smart healthcare services.
This was followed by the release of local government documents
reflecting the central government's guidelines. In addition,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was formed with the National Health
and Health Commission at the center, and government projects for
health care data were carried out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state-owned enterprises. In addition, an industrial federation was
formed and is being operat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National
Health and Health Commission and the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 industrial ecosystem encompassing companie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Internet hospitals, data analysi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genetic analysis, creating an online
treatment platform in China. The business expansion of Tencent,
an IT company representing dual Guangdong Province, and Ping
An, a financial company, is proceeding quite actively.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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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 hospital in Guangdong Province and IT companies in the region
have jointly established an Internet-based medical treatment platform, and local governments and IT companies are collaborating
to develop big data projects in the health care sector. The unique
environment in China, such as the lagging state of medical services,
acts as a positive factor when it comes to embracing new technologies in China and establishing a self-sufficient ecosystem.
Also,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hat must be established to provide services, China has been undergoing trial and error
and is now in the process of revis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Chapter 6, we drew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based on the results of our analysis of major regional cas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secto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long-term and
sust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policies, among
other things, and come up with support measures to ensure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ecosystem is smoothly established.
Major Chinese enterprises and global AI firms are striving to build
their own ecosystem and expand their market dominance through
an open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In response, the Chinese
government has designated leading companies to create artificial
intelligence ecosystems in key areas, seen in projects such as the
Baidu autonomous driving, Tencent medical care and video imaging,
and iFLYTEK voice recognition projects, and has implemented
the National Next Generation AI Open Innovation Platform to provide
various forms of support.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ctively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open platform for Korean companies. In addition,
Korean companies need to establish a strategy to build an ecosystem
in relevant areas by offering an open platform and expanding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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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presence. At the same time, it could be worthwhile to consider
entering into the alliance ecosystem by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Next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t Open Innovation
Platform, which is receiving the policy support of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and leading the market in each field, as a partner
company.
In the Smart City sector, as seen in the case of Hangzhou City in
Zhejiang Province, government-led demand generation and corporate technological prowess have emerged as important development factors. The government needs to propose a specialized and
mid-to long-term roadmap for smart city development and actively
promote projects to directly generate market demand.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a test bed where the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of an enterprise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lives of the
citizens. Institutional innovation and support within the space are
essential elements as well. As of yet, the current projects in progress within Korea remain limited in scale and slow to develop,
while the numerous institutional regulations blocking the utilization of data are pointed out as major obstacles. In addition,
smart city projec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lives of citizens and are very public in their nature, meaning private companies could struggle with various disadvantages in terms of
short-term profit. At the same time, however, companies can enjoy
promotional effects such as raising corporate awareness and improving their image by participating in public services that are certified by the government and directly used by city residents, and
feedback and data from the service process will also have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ir product quality.
Finally, in the smart healthcare sector,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orpor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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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and nurture smart healthcare service as a way to solve problems in medical service.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priority areas where improvement
is urgent, and to form a market and mitigate the impact on existing
industries. Also, flexible policies should be applied to companies
participating in new businesses that require deregulation. Finally,
effective data integration management methods suitable for the
Korean medical system should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data,
which is a key element of smart health care innovation. While
Korean companies can expect to see enormous business opportunities in China, even Chinese companies are still facing challenges in generating profits, so Korean companies must carefully
design their own profit model in advance. Other tasks to consider
in advance will be to gain an understanding for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policy operations and policy-related risks, and to consider cooperation with large Chinese enterprises in order to mitigate the related risks.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localized strategies in line with China's rapidly changing industrial ecology and
market changes, and actively utilize local government policies and
domestic business support institutions when planning to directly
enter the market. Last but not least, while location selection may
not be a crucial factor when it comes to the smart healthcare industry, the cases we examined in Guangdong Province show a
good example of collaboration between local anchor companies
and central hospitals, government agencies and startups in the initial stages of business implementation. Therefore, companies
looking to advance into the local market should first understand
and make considerations for the local and regional industrial ecosystems in which their cooperation partners operate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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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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