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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관통하는 메가트랜드로 급부상 중이다. 글로벌 디지털 전환기에 인공지능(AI)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통신 등과 함께 향후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비약적으로 성장 중이다. 중국의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는 2020년 1,500억 위안(약 25조 7,890억원)에 달하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6.8% 성장하여 4,500억 위안(약 77조 3,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인용된 전 세계 인공
지능 논문 중 20.7%가 중국에서 발표된 것으로, 중국은 논문 인용 수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1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는 중국이 10년 안에 미국을 넘어 인공지능 선도국으로
도약할 역량과 의지를 가졌다고 분석하고 있다.2 과학기술 분야 세계적 민간 싱크탱크 중 한 곳인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미국과 중국, 유럽(EU)간 인공지능 역량을 비교한 결과, 도입(Adoption)과 데이터
(Data)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과 EU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최강국이 되기 위한 ‘AI 굴기(崛起)’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7월 ‘2020년까지 선진국을 따라잡고, 2030년에는 인공지능 최강국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제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미국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의 개방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모방하는 후발주자였으나, 이젠 특정 기업에 집중된 자국 주도의 독자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을 인공지능과 실물경제가 완전히 융합되는 원년으로 보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적극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3월 양회
3
(两会) 에서

통과된 ‘제 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를 통해 중국정부는 2035년

까지 완성할 7대 첨단 과학기술4을 제시했는데, 그 중 첫 번째 기술이 인공지능이다.
중국은 도시 인프라, 의료, 제조, 교통 등 많은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안면인식
보안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이끄는 선두주자로서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빠른 속도의
고령화, 인구수 대비 부족한 의사 수, 의료시설의 도시 집중화와 도·농간 의료 불균형 등 사회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자율주행차 시장 역시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BAT)5,
1 Stanford University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HAI), 2021. AI Index Report 2021
2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 2021. ‘Final Report’
3 국
 정 운영의 주요 방향이 결정되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매년 3월에 함께 개최되며 이를 ‘양회(两会)’로 통칭
4 인공지능, 양자정보, 집적회로, 뇌 과학, 유전자 바이오 기술, 임상의학과 헬스케어, 우주 심해 극지탐사
5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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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경제활동을 비대면 중심으로 바꾼 가운데, 디지털 전환(DX)이 전 세계 산업계를

2

자율주행 전문 업체, 완성차 업체,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제2의 인공지능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성공요인은 ▲빅데이터 경쟁력으로 설명되는
기술적 특징,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거대 내수시장이라는 시장조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중장기 전략이 뒷받침된 정책적 환경을 꼽을 수 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로, 인공지능

2021년 23호

경쟁력은 누가 양질의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느냐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14억 인구에서
창출되는 빅데이터의 양적 우위뿐만 아니라, 정부 승인 아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허용함
으로써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질적 우위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은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시장 잠재력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저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미래 계획을 세운다. 천인계획(2008), 만인계획(2019) 등 국가 차원
에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대규모 자본과 인재가 모여들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전략을 예의주시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중국의 AI 굴기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기업은 디지털화 되는 중국 시장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기술혁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혁신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첨단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규제 강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한다. 또한 업계에서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애로로 인식하고 있다.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개방과 공유의 패러다임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한편, 기초과학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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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 경제활동을 비대면 중심으로 바꾼 가운데, 디지털 전환(DX)이
산업계를 관통하는 메가트랜드로 급부상
2021년 23호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 ‘CES 2021’을 주관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는 디지털 전환을 올해
기업 활동의 핵심 화두로 꼽음
-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뉴딜 정책을 발표
* 우리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20. 7. 14.)
6

* 중국 정부는 중국판 디지털 뉴딜이라 할 수 있는 ‘신형 인프라(新基建) ’ 정책을 발표(‘20. 3. 6.)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기에 인공지능(AI)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통신 등과
함께 향후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각광받고 있음
디지털, 테크놀로지 분야 글로벌 컨설팅 전문회사들은 인공지능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액센츄어(Accenture)7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생산 요소로써
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
-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는 인공지능이 2030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13조 달러를
기여해 전 세계 GDP는 연평균 1.2%p 추가 성장할 것이라 전망8
- 액센츄어(Accenture)는 인공지능 활용으로 2035년에는 연간 글로벌 GDP 성장률이 2배 오르고,
노동생산성은 최대 4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9
인공지능은 IT, 제조, 서비스 등 전 산업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의료, 교육, 금융,
모빌리티 등 응용 분야가 광범위함
- 인공지능 수요는 인터넷, 정부, 금융, 통신, 제조 분야가 가장 높으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의 영향으로 의료업계의 인공지능 기술 응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10
6 철도, 항만, 도로 등 전통 인프라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5G·인공지능·IoT 등 디지털 중심의 인프라
7 전략, 컨설팅, 디지털, 테크놀로지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 및 전문 서비스 회사
8 Mckensey&Company, 2018. ‘Notes from the AI frontier modeling the Impact of AI on the world economy’. (9. 4.)
9 Accenture, 2017. Accenture Repor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Potential to Increase Corporate Profitability in 16 Industries by
an Average of 38 Percent by 2035 (6. 21.)

10 IDC调研机构与浪潮, 2020. ‘2020-2021 中国人工智能计算力发展评估报告’ (12. 18.)

40년간 ‘세계의 생산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제조업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 중

38.6%)11

-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21년에 약 48조 위안(7조 5,216억 달러), 2025년에는 80조 위안(12조
5,361억 달러)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12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데이터, 정부의 정책 의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바탕으로 비약적으로 성장 중이며, 과학연구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규모는 2020년 1,500억 위안에 달하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6.8% 성장할 예상
지난 10년간 중국은 인공지능 과학연구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힘과 파급력을 갖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은 상당한 독자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13

향후 세계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PwC는 2030년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GDP 증가분의 26.1%를
중국이 차지하며, 이 과정에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는 중국이 될 것이라 전망14

동 보고서를 통해 AI 시대 도래에 따른 중국의 준비와 기술적 성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성공
요인을 도출하여 우리 무역업계를 위한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11 中国信息通信研究院. 2020. ‘数字中国产业发展报告（信息通信篇)’(‘20. 5.)

12 中商产业研究院, 2020. ‘2020年全国各地数字经济产业政策汇总一览’(‘21. 1. 9.)
13 은종학, 2020. 인공지능 국제 과학연구 네트워크 속 중국의 위상 분석(‘20. 3. 3.)

14 PwC, 2017. Sizing the prize What’s the real value of AI for your business and how can you capital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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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전년보다 9.7% 증가한 39.2조(6조 달러)를 기록 (전체 GD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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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AI 굴기(崛起)

Ⅱ. 중국의 AI 굴기(崛起)
중국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

중국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차세대 AI 발전규획’등 다양한 산업정책을 발표
중국은 인공지능을 과학혁명과 산업 변혁을 이끌고 국제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기술로 보고, 2017년 7월 ‘차세대 AI 발전규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AI 글로벌 1위 강국이 되겠다고 선언

중국 AI 육성정책의 변화
시기

주관부처

2015년 5월

국무원

2015년 7월

국무원

2017년 7월

국무원

2017년 12월

2017년 12월

2018년 9월

2019년 8월

2019년 9월

정책 명칭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행동추진 지도의견
차세대 AI 발전계획

과기부등

차세대 AI 오픈 플랫폼

15개부처

1차 기업 발표

공신부15

차세대 AI산업 발전 3개년
행동계획(2018~2020)

과기부등

차세대 AI 오픈 플랫폼

15개부처

2차 기업 발표

과기부

차세대 AI 혁신발전
시험구 건설 업무 의견

과기부등

차세대 AI 오픈 플랫폼

15개부처

3차 기업 발표

주요 내용
10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술 강조. AI와 제조업을 결합한
ICT기반 제조업 지향
경제혁신과 사회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점분야의 하나로
AI를 포함시킴, 인공지능을 전략산업으로 지정
AI 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공식화하고 2030년까지 차세대 AI
3단계 전략 목표 및 6대 중점과제 제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아이플라이텍 등 4개 기업
2030년 중국 AI 선진국 목표 실현 및 정부 정책 방향의 3년
세부 행동지침
안면인식 기업 센스타임 추가

2023년까지 전국에 20개 내외의 AI 시범구 건설
화웨이, 징동, 샤오미, 메그비, 치후, 티에이엘, 이투커지,
하이크비전, 마이닝램프, 핑안보험 등 10개사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국경영연구소, 중국산업경제정보망 등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는 데
인공지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할 자신이 있다는 것을
나타냄
15 공업정보화부(中国信息化部). 산업정책과 표준 제정 및 실시, 중대 기술·장비 발전과 자주혁신 추진 등의 기능을 하는 국무원 직속 부서.

중국 인지능(AI) 산업 동향과 시사점 : 중국의 AI 굴기(崛起)와 성공전략

1

7

8

차세대 AI 발전규획의 3단계 발전목표
단계

주요내용

1단계

 I 제반 기술 및 응용을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 AI산업을 신경제성장 축으로 육성, AI 기술응용이 민생
A
개선의 새로운 경로를 개척

(~2020년)

2021년 23호

2단계
(~2025년)

3단계
(~2030년)

A
 I 핵심 산업 1,500억 위안 이상 및 연관 산업 1조 위안 규모로 육성 계획
A
 I 기초이론기술 획기적 돌파, 일부 기술과 응용 면에서 세계 선두수준에 도달, 국가산업 고도화 및 경제성
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며, 지능형 사회 건설에서 적극적 역할 수행
A
 I 핵심 산업 4,000억 위안 이상 및 연관 산업 5조 위안 규모로 육성 계획
A
 I 이론, 기술 및 응용이 전반적으로 세계 선두수준 도달, 세계 주요 AI 혁신 중심지로 도약
A
 I 핵심 산업 1조 위안 이상 및 연관 산업 10조 위안 규모로 육성 계획

자료 :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차세대 AI 발전규획의 후속조치로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업과 교육 분야의 행동계획을 수립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2017년 12월 세부적인 행동지침과 육성
방안을 담은 ‘차세대 AI 산업발전 3개년 행동계획(2018~2020)’을 발표
-2
 020년까지 ‘국제 경쟁 우위 형성’, ‘AI와 실제 경제의 통합’, ‘산업 개발 환경 최적화’를 위해
①AI 적용 제품 대규모 개발, ②AI 전반의 핵심 인프라 기능 향상, ③지능형 제조 발전, ④AI
지원 시스템 구축을 달성할 것을 밝힘
중국 과학기술부는 국가 차세대 AI 발전 계획의 주무부처로서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 나아가 사회
각계각층의 관련 발전계획을 수렴해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 과기부는 AI 기술을 비롯한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적극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2030 차세대 AI 핵심 프로젝트’를 실시해 기초이론, 핵심기술, 기초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등을 핵심으로 하는 AI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
중국은 미국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의 개방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모방하는 후발주자였으나,
최근에는 특정 기업에 집중된 자국 주도의 독자 생태계를 구축 중
-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화웨이, 징동, 아이플라이텍 등 과기부 선정 차세대 AI 오픈 플랫폼
15개사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선두주자임

중국 AI 개방 혁신 플랫폼 참여 기업
정책

참여기업

자율주행

바이두

스마트 시티

알리바바

의료 및 헬스케어

텐센트

음성인식

아이플라이텍

영상인식

센스타임

비쥬얼 컴퓨팅

이투

마케팅

마이닝캠프

기초 SW 및 HW

화웨이

일반 금융

핑안보험

영상감지

하이크비전

스마트 공급망

징동

이미지 감지

메그비

보안

치후

스마트 교육

티에이엘

스마트 홈

샤오미

2차
(2018. 9)

3차
(2019. 9)

자료 : 国家新一代人工智能开放创新平台建设工作指引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해당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해외 학자, 기업가, 전문 기술인재, 경영 인재 등 핵심
인재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
1994년 백인계획(百人计划)16, 2008년 천인계획(千人计划)17, 그리고 2019년 만인계획(万人计划)18
등 정부 차원에서 기초과학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일관적으로 실시
* 안면인식 AI 기술로 유명한 스타트업 상탕커지(商汤科技·sensetime)의 창업자 탕샤오어우(汤晓鸥)는
미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천인계획에 따라 중국과학원 선전기술연구원 부원장을
맡아 귀국
** 미 스탠퍼드대 박사 졸업 후 IBM, 야후 등 글로벌 기업에서 AI와 빅데이터를 연구하고 관련 특허 60개를 보유한
장퉁(张潼) 텐센트 수석책임자 역시 천인계획을 통해 귀국한 사례
16 중
 국과학원이 1994년부터 학술리더 인물의 육성을 가속화하고 당시 인재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를 말함. 1994년 기준 중
국의 1인당 국민소득의 500배가 넘는 파격적인 금액을 지원함.

17 2
 008년 12월, 중국공산당 판공청은 ‘해외고급수준 인재유치 계획(中央人才工作协调小组关于实施海外高层次人才引进计划的意
见)’을 발표. 향후 5~10년 내에 국가중점 혁신 프로젝트, 중점학과와 중점실험실, 중앙기업과 국유상업금융 기관에 2,000명 규모의 해외인
재들을 유치·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8 천
 인계획의 후속 인재 확보 프로그램으로 10년동안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적인 인재 1만명 육성을 목표로 함. 인재를 1~3등급으로 구분,
1등급은 노벨상 수상이 가능한 세계적인 과학자(100명), 2등급은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필수요원(8,000명), 3등급은 발전 잠재력이 큰
31세 이하 인재(2,000명)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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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17. 12)

9
분야

10

중국 정부는 고급인력 ‘유치’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에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개설하거나, AI
대학, 연구원 등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인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임
교육부는 AI 인재 육성을 위한 주무부처로서 과기부, 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AI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

2021년 23호

- 2018년 4월 ‘대학 AI 혁신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고등 교육기관 중심의 AI 기술 혁신과 인재양성
세부방안을 마련

중국 AI 인재육성 정책 변화
일자

기관

정책명칭

중요내용

2016. 5

발개위, 과기부,
공신부
등 4개부처

<‘인터넷+’ AI 3년 행동실시
방안>

 련 연구기관, 고등 교육기관 종사자의 인공지능 기초지식과
관
응용을 위한 훈련 격려
국가중대인재양성프로젝트에 의거, 고급·복합형 인재 양성 가속화

2017. 7

국무원

<차세대 AI 발전규획>

2018. 4

교육부

<대학 AI 혁신 행동계획>

 초이론연구 강화, 핵심기술 혁신 추진, 기술혁신기지 건설 등
기
2020년까지 AI 대학, 연구원, 융합연구센터 50개소 건립

2019. 3

교육부

<2018년도 보통고등학교본과
전공심사결과 통지>

전국 35개소의 고등 교육기관이 최초로 AI 전공개설 자격 획득

2020. 1

교육부
발개위
재정부

<쌍일류19 융합 촉진 및
AI 대학원생 양성 가속화 의견>

 초이론 인재 및 ‘AI+X’ 복합형 인재 동시양성체계 구축
기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양성수준 향상

2020. 3

교육부

<교육부의 2019년도
대학학부전공 등록 및
심사결과 발표 관련 통지>

2020. 3

과기부,
교육부
등 5개부처

<‘ZERO TO ONE’ 기초연구
사업 강화방안>

 I 고급인재 집중 양성 추진
A
AI 고급인재 유치
인공지능학과 설립

180개 대학이 인공지능 전공 개설

 초연구 인재양성 강화
기
청년 과학자 장기 프로젝트 실시
국가과학기술계획 중 청년과학자 지원

자료 : 教育部, 工业和信息化部人才交流中心, 中央政府门户网站, 前瞻网, KISTEP 등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중국은 9년의 의무교육 과정(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안에 코딩 교육을 포함한 인공지능을 정규 교
과로 편성했으며, 기업에서는 인공지능을 필수 과목으로 만들 것을 제안20

19 쌍일류(双一流, 두개의 일류). 세계 일류 대학과 세계 일류 학과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칭.
20 한중Zine InChinaBrief(2020),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속도전 (‘20.7.27.)

2

중국 인공지능 산업 동향

11

중국의 AI 핵심 산업 규모는 2020년 1,500억 위안(약 25조 7,890억원)에 달하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6.8% 성장하여 4,500억 위안(약 77조 3,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21
- AI 연관산업 규모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7.8% 성장하며 2025년에는 1조
6,648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2019~2025년 중국의 AI 산업 규모

(단위 :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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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艾瑞咨询研究院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의 보장조치 중 하나로 2018년 4월 26일 중국 과학기술부 산하의
‘차세대인공지능발전전략연구원’이 설립되었으며, 동 연구원은 인공지능 R&D 센터로
인공지능 기술동향 분석,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연구,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함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 AI 기업 797개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요 기술,
지역 분포, 인력구성, 글로벌 동향 등 분석을 진행함22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국의 AI 핵심 기술과 제품의 연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 수는
797개사로, 전 세계 기업 5,386개사의 14.8%를 차지하여 미국(2,169개사)에 이어 2위를 기록
21 艾瑞咨询研究院, 2020. ‘中国人工智能产业研究报告’ (‘20. 12.)

22 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院、科技部新一代人工智能发展研究中心, 2020.‘中国新一代人工智能发展报告2020’, ‘中国新一
代人工智能科技产业区域竞争力评价指数(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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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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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기술, 응용 분야 기업들 중 응용 기업들이 전체 기업의 72.8%를 차지하고, 기술 기업이
23.8%, 기초 분야가 3.4%를 차지23
- 핵심 기술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27.6%), 기계 학습 및 추천
(15.4%),

시각인식 (15.4%), 로봇 공학(14.7%), 음성 인식 및 자연어 처리(9.0%) 등이 있음

2021년 23호

베이징은 전국 과반수에 육박하는 AI 인력과 관련 기업들이 모여 있으며, 베이징대, 칭화대, 중국
과학원 자동차 연구소 등 핵심 연구기관이 모여 있음
- 중국 AI 기업의 주요 분포 지역은 베이징, 광동성, 상하이 및 저장성으로 각각 42.5%, 16.9%,
15.3% 및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경쟁력평가지수도 베이징 1위, 상하이 2위, 선전
3위, 항저우 4위를 기록
투자를 받은 기업 655개사의 융자금액은 약 1조 5298억 위안으로, 1억 위안 미만이 37.37%,
1억 위안에서 10억 위안 사이는 39.51%, 10억 위안 이상 투자받은 기업이 23.12%를 차지
중국은 AI 관련 특허 출원, 논문, 고급 인재 등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고, 핵심 인력의
상당수가 외국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음
- 과거 10년간 중국의 AI 분야 특허 출원은 약 38만 9천 건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52.4% 증가하여 3만 건을 초과하였음
* 2위인 미국의 8.2배, 전 세계 특허 출원수의 74.7%에 해당

-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100편 중 중국은 21편을 차지하여 세계 2위를 기록하였으며,
발표되는 논문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발표된 논문 수는 전년대비 12.4% 증가하여 28,700개에 달함

- 핵심 인력의 21.17%가 외국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으며, 10.9%가 외국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음

23 중
 국 AI 기업은 기초, 기술, 응용 등 3개 층으로 구분하며, 기초층은 AI칩, 컴퓨터 언어, 알고리즘 아키텍처 등 기초기술 연구개발 기업 위주이며, 기술층은
컴퓨터 비전, 지능형 음성, 자연어 처리 등 응용기술 연구개발 기업이 주를 이루며, 응용층은 AI 기술을 다른 분야에 접목하여 응용하는 기업을 말함

2020년 현재 세계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이 선도하고 중국이 그 뒤를 추격하는 양상으로,
중국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대비 도입(Adoption), 데이터(Data)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32점으로 2위, 유럽(EU)은 23.3점으로 3위를 기록24
- 도입과 데이터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EU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름

미국·중국·EU의 AI 역량평가 결과 비교(2021)
분야
발전 기반(Development)

15.5

4.1

5.4

인재(Talent)

6.7

2.1

6.2

연구(Research)

7.2

4.1

3.7

하드웨어(Hardware)

6.3

2.3

1.4

도입(Adoption)

1.0

7.7

1.3

데이터(Data)

8.0

11.6

5.3

합계

44.6

32.0

23.3

자료 : ITIF(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중국의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인 미국(100점) 대비 약 85.8이며,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1.3년
존재25
AI 기술의 국가별 순위는 미국(100점)에 이어 유럽(89.5점), 중국(85.8점), 일본(81점), 한국(80.9)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미국대비 80.9 수준으로 1.8년의 기술격차가 존재

국가별 AI 기술 수준 및 기술 격차 비교(2020)
120

2

100
100

89.5

1.8

1.7

85.8

81

80.9

80

1.6
1.4
1.2

1.3
60

1.8

1

1

0.8

40

0.6
0.4

20

0.2

0

0

(%)

미국

0
유럽

중국
기술수준

일본

한국

(년)

기술 격차

자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24 ITIF(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2021. ‘Who Is Winning the AI Race: China, the EU, or the United States? — 2021 Update’
25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2020. ‘인공지능기술청사진 2030’

중국 인지능(AI) 산업 동향과 시사점 : 중국의 AI 굴기(崛起)와 성공전략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국가별 AI 역량을 비교한 결과 100점 만점 중 미국이 44.6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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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특히 글로벌 유니콘 기업은 중국과
미국의 양강(两强) 체제이나, 기업가치 측면에서는 중국기업이 더 우세

중국의 8% 이상의 투자기관이 2020년에서 2021년 인공지능을 핵심투자영역으로 꼽았으며26,
AI 스타트업에 대한 총 투자액은 2014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여 2021년 현재 세계 2위에 달함27
2021년 23호

- 미국과 중국의 AI 스타트업 투자 총액은 세계 AI 스타트업 투자 총액에서 각각 59%, 48.7%의
비율을 차지하여 기타 국가와 현격한 격차를 드러냄
세계 10대 AI 유니콘은 미국 5개 기업, 중국 5개 기업으로 두 나라가 주도하고 있음28
- 기업가치 측면에선 중국은 5개 기업 가치 합이 약 103조원을 기록한 반면, 미국은 약 30조원
으로 중국의 1/3 수준
- 틱톡 서비스로 유명한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가 10대 유니콘 기업 중 가장 높은 기업
가치(1,400억달러, 156조원)를 보유

글로벌 AI 유니콘 순위
순위

기업

국가

가치(십억$)

분야

1

ByteDance

중국

75.0

미디어·콘텐츠

AI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맞춤형 콘텐츠 플랫폼

2

Sensetime

중국

7.5

보안

스마트시티의 보안을 위한 안면영상인식 솔루션

3

ARGO

미국

7.0

운송·교통

완전 통합형 자율주행 운전 시스템 개발 솔루션

4

Automation
Anywhere

미국

6.8

로봇자동화

업무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AI 기반 RPA 플랫폼

5

UiPath

미국

6.4

로봇자동화

인간과 로봇간 협업을 지원하는 End-to-End RPA
플랫폼

6

FACE++

중국

4.0

보안

컴퓨터 비전 기반 안면인식 오픈 소프트웨어 플랫폼

7

Indigo

미국

3.5

농업

곡물거래 및 수확량을 예측하는 AI 농업 플랫폼

8

Cloudwalk

중국

3.3

보안

신체특성으로 신분인식이 가능한 AI 보안 솔루션

9

ZOOX

미국

3.2

운송·교통

자율주행 제어시스템과 공유형 택시 서비스 개발

10

Horizon
Robotics

중국

3.0

운송·교통

AI 추론 가속화를 위한 자율주행 컴퓨팅 플랫폼

자료 : CB Insights
26 清科研究中心, 2020. ‘2020中国科创企业展望报告’ (3. 18.)
27 许成钢, 2021. ‘2020中国人工智能指数报告’

28 CB Insights, 2020. ‘Global Unicorn Club’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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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 기업의 AI+ 트렌드
중국은 기초, 기술, 응용 중에서도 특히 응용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막강한 데이터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및 서비스업(의료, 교육, 금융 등)과 융합하여

2021년 23호

상용화를 시작함
2020년 중국 인공지능 기업 분포

(단위 : %)

3.39
23.84

72.77
기초

기술

응용

자료 : 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院 科技部新一代人工智能发展研究中心, 기업수 기준

기초 이론과 기술 연구는 유럽, 미국이 선도하고 있으나, 중국은 부가가치 창출이 쉬운 응용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중국 기업의 32%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은 각각 22%와 18%에 그침29

중국의 주요 인공지능 응용 분야는 ‘도시 치안 및 운영’(49%)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다음
으로 인터넷(18%)과 금융(12%)이 뒤를 이음30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 고객은 공안, 경찰, 공공서비스, 교통운영, 환경보호 등이며 주로 안면인식
기술을 도시 치안·운영에 활용하고 있음

29 Center for Data Innovation, 2019. ‘Who Is Winning the AI Race: China, the EU, or the United States? — ’ (‘19. 8.)
30 艾瑞咨询研究院, 2020. 中国人工智能产业研究报告 (‘20. 12.)

2020년 중국 인공지능 응용 현황
6
도시 치안 및 운영

4

인터넷

5

금융

49

상업용 부동산 및 소매
의료 및 생명과학

12

공업
교육
기타

18

자료 : 艾瑞咨询研究院

특히 중국은 AI와 다른 산업의 융합을 강조 하여 ‘AI+(플러스)’라 표현하며, 교육, 의료, 금융,
엔터테인먼트, 농업, 치안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AI+보안, ▲AI+의료, ▲AI+모빌리티 등 세 분야에서 활발하게 AI 기술의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중국의 AI+ 분야별 트렌드
분야

특징

대표 기업

1. AI + 보안

안
 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도시 관리 및 운영
도
 시가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스마트시티
글
 로벌 기술 트렌드 주도

하
 이크비전(海康威视)

2. AI + 의료

스
 마트 원격의료
코
 로나19 극복을 위해 AI 기술 적극 활용

핑
 안굿닥터(平安好医生)
링
 이즈후이(灵医智惠)

자
 율주행차
3. AI + 모빌리티

자료 : 연구자

인
 터넷 플랫폼 기업, 자율주행 전문업체, 완성차 업체, 차
량공유 서비스 업체간 치열한 경쟁

바
 이두(百度)
디
 디추싱
포
 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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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단위 : %)

18

1

AI + 보안 (도시 관리 및 운영)

중국은 안면인식 보안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공격적인 투자와
빅데이터 경쟁력을 앞세워 AI 안면인식 분야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
2021년 23호

거리의 폐쇄회로(CCTV)에서부터 안면 인식 애플리케이션(앱)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얼굴
인식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
- 대형마트 등에서는 간편결제와 연동해 얼굴을 비추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고, 공항이나 호텔 등
에서도 안면인식으로 신분을 확인
- 2019년 신규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식을 의무화하는 ‘휴대전화 가입자 실명등록관리제’가
정식으로 시행되기도 함

p. 21

p.21

중국의 생활 속 안면인식 활용 사례

자료 : 百度图片

장소
공항

철도·지하철

활용 현황
- 얼굴 스캔으로 발권
- 여권·탑승권 없이 출국 심사
- 3초만에 신상과 범죄기록을 확인
- 얼굴 스캔으로 개찰구 통과(1초 이내)
- 계좌에서 자동으로 요금 차감

마트·편의점·식당

- 지갑·스마트폰 없이 안면 인식으로 결제

호텔

- 안면 인식으로 신분 확인 및 체크인
- 출입카드 대신 안면인식으로 방문 열림

은행

- 안면 인식으로 ATM에서 출금

횡단보도

-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무단횡단자에게 벌금 부과
- 교통법규 위반자의 신원 전광판에 공개

자료 : 현지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하이크비전은 세계 최대 보안제품(CCTV) 및 솔루션 제공 업체로, 2019년 차세대 AI 개방
혁신플랫폼을 이끌 국가대표 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음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중국의 AI+ 보안 대표기업 – 하이크비전(海康威视)
설립 : 2001. 11. 30
본사위치 : 항저우(杭州)
업종 : 보안
주력사업 : 보안제품 및 솔루션 제공
특징 :
- 글로벌 보안기업 순위에서 8년 연속 1위를 차지
- CCTV에서 스마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사업영역 확장
- 항저우 소재 기업 중 알리바바에 이어 시총 2위
- 스마트 기술 자회사 ‘이지비즈’ 상장 예정
- 로봇공학, 자율주행차 및 가정용 서비스 등 혁신 기술 개발 확대
자료 : 海康威视

하이크비전 관계자 인터뷰
(창업) 2001년 11월 30일 직원 수 28명, 자본금 10억, 전통 보안장비 업체로 창업
(연혁) 2006년 AI 전문팀을 구성하고, 자체 알고리즘 개발에 성공. 2013년부터 딥러닝 기술 구현
(제품) 출입통제 시스템, 비디오 인터콤, 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머신비전 카메라, 자동차 부품 센서
(기술력) 국제 특허 2,8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 4만명중 30%인 1만 6천명이 R&D 인력
(성공요인) 연매출의 9% 이상을 R&D에 투자하여 기술력을 확보, 현지화 노력, 수평적 조직문화 등
(애로사항) 미국의 블랙리스트 제재를 받는 대표적인 중국 기업, 중국산 이미지, 개인정보보호 민감
(한국기업에 조언) 꾸준한 R&D 투자를 통해 기술력 확보하고, 현지 기업과 기술 파트너쉽 강조

31 글로벌 보안 전문매체 A&S매거진(A&S Magazine)이 매년 매출과 성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

중국 인지능(AI) 산업 동향과 시사점 : 중국의 AI 굴기(崛起)와 성공전략

p.22

세계 50대 보안기업 랭킹 ‘Security 50’31순위에서 8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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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의 전자 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Alibaba)의 본사가 있는 항저우시는 ‘도시대뇌
(城市大脑, City Brain)32’라고

불리는 AI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대표 첨단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
도시대뇌 프로젝트는 AI 기술이 도시를 움직이는 주축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AI가 항저우 내
2021년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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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시 인프라를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 의사결정을 내림
- AI가 교통 혼잡을 미리 예측해 신호등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 하는 도시 관리·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
- 동영상과 사진을 자동 분석하여 불법 주차의 교통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도 하고, 시민 개개인의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어 지명수배 중인 탈주범부터 무단횡단 하는 사람까지 모두 추적 가능
- 항저우는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가 가장 활발한 도시중 하나로, 항저우 시의 통계에 따르면
98%의 택시와 95%의 슈퍼와 편의점에서 알리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며, 공과금 납부, 병원
수납도 알리페이를 활용
- 말레이시아와 도시대뇌 기술 수입 협약 체결은 중국 국가급 AI기술의 첫 수출 사례로 꼽힘

항저우 도시대뇌 프로젝트

p.23

자료 : 百度图片

32 교통, 에너지, 배수 등 기초시설들을 전부 데이터화하여 도시가 사고하고 결정하고 도시를 자체적으로 조절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2

AI + 의료

인구수 대비 부족한 의사 수, 의료시설의 도시 집중화와 도농간 의료 불균형*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AI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하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음
2019년 중국 AI+ 핵심의료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93.9% 증가한 20억 위안
(약 3,496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2022년 연평균 51.9% 성장하여 2022년 7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33
* 중국은 병원의 규모와 의료 인력, 연구 능력, 의료설비 등에 따라 1~3‘급’과 각 ‘급’별로 갑(甲), 을(乙), 병(丙)
세가지 ‘등’으로 세분화되는데, 이 중 3급 갑등 병원이 가장 우수한 의료자원을 갖춘 병원으로 중국의 3급 갑등
병원은 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에 집중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식별하고, 방역 현장에 AI로봇을 투입하여 의료진을 지원하는 등 AI
기술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적극 활용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한 AI 스타트업 쾅스커지(旷视科技)는 신체 식별, 이미지 식별 적외선 센서를
통합한 ‘AI 체온 측정 솔루션’개발에 성공,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최소한의 현장 인원으로 감염
위험 없이 발열이 의심되는 사람을 식별함
- 무인 로봇은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우한을 비롯해 다른 여러 지역에서 주로 의약품과
검사 결과, 병원 안내서를 전달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실시간 체온 측정, 핵산 검사 지원 등
역할을 수행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020년 1월부터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핑안굿닥터 등 IT 공룡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민 무료 원격진료’ 서비스를 선보이며 감염 확산 방지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함

33 艾瑞咨询研究院, 2020. ‘中国AI+医疗行业研究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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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과 의료시장의 결합은 성장성이 가장 높은 분야중 하나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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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 기업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AI + 의료 사례
기업

활용 현황

바이두

- 코로나 19의 진원지인 우환 지역의 의료진에게 자사의 스마트 디스플레이 '샤오두(Xiaodu)'를 기증,
샤오두를 통해 1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의사와 연결해주는 무료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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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텐센트

핑안

MMC

- 알리페이와 타오바오 앱을 통해 가벼운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의사와 연결해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제공
- 위챗과 연동된 텐센트건강(腾讯健康) 애플릿을 통해 24시간 의료자문, 지역병원 온라인 상담 실시
- 핑안(平安)기술이 개발한 AI 진단 시스템은 충칭시, 선전시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진단에 도움을
주었으며, 핑안기술의 원격진료 플랫폼인 '굿닥터'는 코로나19 사태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관
심을 끌면서 이용자가 급증
-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선전 지역의 드론 기업인 MMC는 상하이와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 드론
100여 대를 투입해 감염 위험 지역 순찰과 살균제 공중 살포

키논 로봇

- AI 로봇이 병원에서 의약품, 환자 식사를 배달하며, 순찰용 로봇이 공항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
착용을 안내

센스타임

- 스마트 AI 유행병 방역 솔루션’을 개발. AI 알고리즘과 적외선 기술을 통합해 0.3℃ 정밀도 내의 발열을
검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도 식별할 수 있음(식별율은 99% 이상)

자료 : 국내외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p.25
p.25

코로나와의 전쟁 최전방 투입된 중국의 IT 기술
병원용 로봇

자료 : 국내외 언론 보도, 유튜브

실내 방역 로봇

진료과정에서 환자 증상, 과거 병력, CT 스캔 영상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의료 보조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영상분석, 유전자 검사, 신약

특히 의료 영상과 AI의 조합은 디지털 의료 분야의 핵심 영역으로 이미지 인식 기술과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중국 AI 기술과 의료의 결합 형태
질병진단

CDSS
스마트진료시스템

검사

AI+영상
AI+병리
유전자 검사

약물

AI+신약개발

기계

수술 로봇

AI+의료

자료 : 艾瑞咨询研究院

의료분야에 AI기술 응용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링이즈후이(灵医智惠), 커다쉰페이(科大讯飞),
핑안굿닥터(平安好医生), 후이메이(惠每), 이두윈(医渡云), Airdoc 등이 있음

중국 AI + 의료 분야별 주요 기업
분야
스마트진료시스템
CDSS
의료영상
신약개발
수술로봇
유전자검사
자료 : 艾瑞咨询研究院

주요 기업
바이두 링이즈후이(灵医智惠), 훠슈커지(火树科技)

바이두 링이즈후이(灵医智惠), 커다쉰페이(科大讯飞‧iFlytek)

Airdoc, 투이시앙(推向科技‧Tuixiang), 후이이후이잉(汇医慧影‧HY)
징타이커지(晶泰科技‧XtalPi), 텐센트AI Lab(腾讯‧Tecent)
징펑의료(精锋医疗), 텐즈항(天智航‧TINAVI)

화다지인(华大基因‧BGI), 제놈위즈덤(志诺维思‧genome wis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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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수술용 로봇 등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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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이즈후이는 AI 기술 개발에 특화된 바이두 브레인의 자회사로, 모기업의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진료시스템, CDSS, 안구영상분석시스템, 의료 빅데이터 전체 솔루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
커다쉰페이의 AI 의사 조수 샤오이(晓医)는 2017년 의사 자격시험에서 600점 만점에 456점을
받아 합격하였고, 매일 1,000여종의 질병 진단을 위해 1만6,000여건의 진찰 의견을 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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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안굿닥터(平安好는医生)는 중국 최대 보험사인 핑안(平安)보험이 2014년 분사시킨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중국 의료·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진단 및 치료법 제시, 온라인 예약, 의료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의료 플랫폼을 운영중

중국 핑안굿닥터 사업 영역
프로젝트 명칭
모바일 주치의

핵심 내용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모바일로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홈케어 서비스로, AI 의사,
2,000여 명의 자체 의사와 5,000여명의 외부 의사를 통한 원격의료 시스템

오프라인 무인 AI 진료소

1평 남짓 크기의 무인 진찰실에서 체온과 혈압을 체크할 수 있고, 기타 증상에 대해 연결된 AI의사의
진료 및 약 처방

현대화타계획

중국 전통 중의약과 AI를 결합해 AI 기반의 중의학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중국 내 중
의학 콘텐츠와 임상실험 결과 데이터화

1분 진료소

온라인 진료 보조 시스템을 통해 환자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AI 의사가 환자의 목소리나 이미지를
근거로 환자의 병력을 구조화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암 치료 솔루션

IBM 왓슨과 중국 바힐(Baheal)사가 전략적 제휴를 맺어 중국 내 암환자를 위한 AI 기반의 치료
의사 결정 시스템 구축

자료 : 중국경영연구소

p.25

중국 핑안굿닥터 1분 진료소 활용 사례 >
3㎡ 정도 넓이의 ‘무인 진찰실’에서 혈압과 체온을 재고 영상의 인공
지능(AI) 의사에게 증상을 얘기한다. 잠시 후 이를 기초로 원격지 의사가
추가 질문을 건넨 뒤 복용 약을 추천한다. 상비약 100여 종이 구비된
옆의 자판기에서 약을 구매한다. 없는 약은 휴대폰 앱을 켜 주문하면
집으로 1시간 내 배송된다.
자료 : 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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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2019년 중국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3억 위안(약 3,953억 원)에서 2025년 3,994억 위안(약 68조
6,568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중국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

(단위 : 십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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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中商産业硏究院

미국의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인운전 자동차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34
- 2030년 중국의 무인운전 자동차 판매액은 2,300억 달러(약 254조 1,500억원)에 달하고, 무인운전
자동차를 통한 차량서비스 관련 매출은 2,600억 달러(약 287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34 中华工商时报, 2020. ‘自动驾驶成出租行业新风口 单日唿叫量超2000’ 재인용

중국 인지능(AI) 산업 동향과 시사점 : 중국의 AI 굴기(崛起)와 성공전략

중국의 자율주행차 시장은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BAT), 자율주행 전문 업체, 완성차 업체,

26

중국 자율주행차 선두기업은 바이두이며, 위라이드(WeRide), 오토엑스(AutoX), 포니.ai 등
자율주행 전문 업체들 역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운영하는 글로벌 기술 저널 ‘MIT 테크놀로지 리뷰’35는 자율주행 등
AI의 주요 영역에서 중국 바이두의 기술력이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

2021년 23호

p.29

중국 AI + 모빌리티 대표 기업 - 바이두

p.29

회사명 : 百度, Baidu, 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nology Co., Ltd.
설립 : 2000. 1. 12
본사위치 : 베이징(北京)
업종 : 인터넷
주력사업 : 인터넷 검색엔진, 인공지능, 온라인 광고
특징
- 중국 검색엔진 점유율의 약 77.8%를 차지하는 중국 3대 플랫폼 기업(BAT)중 하나
- 2005년 나스닥에 상장
- 2005년~2009년 동영상, 지도, 지식공유서비스 등으로 사업 확대
-인
 공지능 스피커(小度), 인공지능 시스템(DuerOS), 클라우드 AI 서비스(AIaas), 자율주행차 플랫폼 아폴로
(Apollo) 등 차량네트워크, 스마트 도시 사업 등 방대한 인공지능 사업 범위
- 자율주행 테스트 거리가 700만 km, 테스트 차량이 500대, 등록 특허가 2천900건, 테스트 면허가 190장,
승객 탑승 테스트 면허가 120장에 이름

p.29

자료 : 百度, 凤凰网汽车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의 ‘자율주행 해제 리포트’36 에 따르면 미국의 웨이모, 크루즈
(Cruise)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지만 중국의 오토엑스(3위), 포니.ai(4위), 위라이드(6위), 디디추싱(7위)이

그 뒤를 이음
35 MIT technology review, 2021. ‘These five AI deveopment will shape 2021 and beyond’(3. 21.)
36 미
 국 캘리포니아주 차량 관리국(DMV)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 내의 공공도로에서 실시된 자율주행차의
주행 시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로 자율주행 기술의 최신 개발상황을 가늠할 수 있음

중국 AI + 모빌리티 주요 스타트업 현황
기업명

포니
(小马智行‧Pony.ai)

디디추싱
(滴滴出行‧DiDi)

 016년 중국 선전에서 설립
2
알리바바가 투자
실리콘밸리에서 최초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
2019년 6월 중국 선전에서 전세계 두 번째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
2020년 6월 디디추싱과 함께 서비스 지역을 상하이로 확장
 016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설립
2
2020년 2월 도요타로부터 4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
11월에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FAW그룹과 협력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함께 추진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시작
2020년 상하이 자딩구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시작
 국 대표 승차공유 플랫폼이자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
중
2016년 자율주행 부문 연구개발 시작
2019년 8월 자율주행 사업부를 자회사로 독립
2019년 도요타에 이어 2020년 5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5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공
2020년 6월 상하이 자딩구에서 자율주행차 호출 서비스 운행

 물운송서비스 디디후오윈(滴滴货运)은 2020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하반기 기준 8개
화
도시에서 일간 이용건수가 10만 건을 초과
바이윤택시, SCI 그룹 등과 협약을 맺고 합작회사 ‘위라이드 로보택시’를 설립

위라이드
(文远知行‧WeRide)

 017년 설립된 위라이드는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로부터 투자를 받아 레벨4 수준 자율
2
주행 기술 개발 진행
2019년 11월 광저우에서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 시작
 020년 6월 알리바바의 지도 서비스 앱인 에이맵(Amap)에서도 위라이드 로보택시를 불러 탈 수
2
있게 서비스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중국은 각 도시에서 이미 AI 기반 ‘로보 택시(ROBO Taxi)’ 파일럿 운행이 시작된 데 이어,
로보 버스의 상용화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무인 자율주행 트럭을
중심으로 한 항구 무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디디, 포니.ai, 위라이드(WeRide), 바이두 등 여러 기업이 광저우와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AI 자율
주행 택시(로보택시)를 상용화함
중국 자율주행 버스 기업 큐크래프트(QCraft)는 선전에서 기사없이 자율주행하는 ‘로보 버스(RoboBus)’의 일상 운행을 시작하며 월(月) 단위 교통카드를 발매, 시민들은 대중교통처럼 교통카드를 통해

일상적으로 이용 가능

중국 인지능(AI) 산업 동향과 시사점 : 중국의 AI 굴기(崛起)와 성공전략

오토엑스(Auto X)

27
현황

28

무인 자율주행 기술 기업 ‘트렁크(TRUNK)’는 닝보(宁波) 저우산(舟山)항, 텐진항 등 지역에 무인 자율주행
트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세계 최초로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 트럭의 상업화 운영에 성공
별첨 1

AI + 응용 분야별 대표 기업

분야

주요 기술

2021년 23호

보안

모빌리티

소매

제조

금융

대표기업

안면인식

하
 이크비전(海康威视‧Hikvision)
다
 화테크(大华技术‧Dahua Tech)
유
 니뷰(宇视科技‧UNIVIEW)
윈
 총커지(云从科技‧Cloudwalk)
쾅
 스커지(旷视科技‧Megvii)
샹
 탕커지(商汤科技‧Sensetime)
이
 투커지(依图科技‧Yitu)

자율주행

바
 이두(百度‧Baidu)
모
 멘타(初速度科技‧Momenta)
위
 라이드(文远知行‧WeRide)
오
 토엑스(Auto X)
포
 니(小马智行‧Pony.ai)

스마트 리테일

알
 리바바(阿里巴巴‧Alibaba)
징
 동(京东‧Jingdong)
핀
 둬둬(拼多多‧Pinduoduo)
허
 마센셩(盒马先生‧Hema xiangsheng)

스마트 팩토리

화
 중NC(华中数控‧HNC)
시
 아순(新松‧SIASUN)
아
 우보(遨博智能‧AUBO)
하
 이얼(海尔‧Hier)
보
 산강철(宝钢‧Bao Steel)

핀테크

앤
 트파이낸셜(蚂蚁金服‧Ant Finanial)
핑
 안커지(平安科技‧Ping An)
바
 이두(百度金融‧Baidu)
중
 안커지(众安科技‧Zhongan)

의료

원격의료

핑
 안굿닥터(平安好医生‧Ping An Good Doctor)
탄
 윈즈넝(碳云智能‧iCarbonX)
투
 이시앙(推向科技‧Tuixiang)
후
 이이후이잉(汇医慧影‧HY)

교육

음성인식

커
 따쉰페이(科大讯飞‧iFlytek)
쏭
 수AI(松鼠AI‧Songshu AI)
위
 엔티쿠(猿题库‧Yuantiku)

자료 :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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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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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후발주자이던 중국이 빠른 시간 안에 1위인 미국과 격차를 좁혀 인공지능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성공요인은 기술, 시장, 정책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음

2021년 23호

빅데이터 경쟁력으로 설명되는 기술적 특징,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거대 내수시장이라는 시장
조건,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중장기 전략이 뒷받침된 정책적 환경은 중국을 단기간에 AI
분야 글로벌 선두주자로 만들었음

데이터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핵심으로, 인공지능 경쟁력은 누가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느냐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알고리즘의 예측 정확성과 정교함은 데이터가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에 좌우됨
중국은 14억 인구에서 창출되는 ‘빅데이터’라는 양적 우위뿐만 아니라, 정부 승인 아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허용함에 따라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질적 우위도 확보
-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이름,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제거한 제한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원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것이 용이

중국은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시장 잠재력을 인공지능 개발의 저변으로 활용하고
있음
중국 IT 기업들은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성장한 경우가 많은데,
거대 내수시장은 투자 수익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고, 자본조달이 유리하여 창업 기회가 많으며,
상업화하기 쉬운 혁신 생태계를 조성
- R&D 혁신역량이 보상받을 수 있는 거대 내수시장, 즉 좋은 기술이 비싼 값에 팔려주는 시장이
있어야 혁신이 촉진되고 신산업의 토양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중국은 이러한 R&D, 창업, 금융
시장이 결합하는 실리콘밸리형 혁신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한편,
분야별 대표 기업을 선정해 막대한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앤드루 응(Andrew Ng) 교수는 “미국이 인공지능 기초 연구 분야
에서는 앞서지만, 기술 확산을 촉진하는 중국의 국가적인 전략 덕분에 중국 기업들이 보다 쉽게
소비자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평가37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제공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최대 소비자로서
민간 기업이 개발한 제품·서비스를 적극 사들여 기술 개발 기업에 안정된 수요처를 자청하며
인공지능 확산을 주도
- 메그비 등 안면인식 기업에게는 14억 인구의 안면 데이터,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IT
기업들에게는 범죄 기록 등이 담긴 공안 자료, 스타트업에게는 정부의 기상 데이터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분야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천인계획(千人计划) 등 해외 핵심인력 영입 전략을 통해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임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과 공유의 패러다임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본격적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과 학계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산학연 AI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1.1%가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
- 한국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양과 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 받지만, AI를 활용하는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은 AI를 학습시킬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호소38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섣부른 규제 입법은 지양하되, 사후규제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시장친화적
규제를 도입해야 함

37 h
 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30/2019123002557.html?utm_source=urlcopy&utm_
medium=share&utm_campaign=biz (검색일 : ‘21. 7. 1.)
38 https://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19&no=638947 (검색일 : ‘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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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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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산업분야에 대해 사전 규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사전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하며, 이것이 산업 일선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네이버는 세계 최고 수준인 오픈AI의 GPT-3를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이퍼클로바(Hyper-Clova)라는

2021년 23호

한국어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하였으며, LG AI연구원도 천억 이상을 투자해 초거대 AI기술을
개발하고, KT는 KAIST와 함께 AI·SW 기술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해 초거대 AI연구에 나섬

중장기적으로 기초과학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초과학분야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AI 분야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국내 고급인재의 양성 및 해외인재 확보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민간 기업이 적극적인 R&D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
국가별로 AI 인력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며, 국내 AI 인력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9184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39

국내 AI 인력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 명)

국가별 AI 인력 비교

한국의 AI 인력 부족 규모

28,536

3,132
2,555
18,232

1,902
1,505

미국

중국

3,117

2,664

일본

한국

자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39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20), 2020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내 기업들은 사업 운영상의 애로사항으로 AI 인력 부족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음

중에서 AI 인력 부족이 가장 높은 3.49점(5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동의 응답률도 가장 많은
48.8%로 나타남40
대학 정원 규제 완화를 통해 컴퓨터공학부 등 AI 관련 학과의 입학 정원을 늘리고, 중국의 천인계획
같이 해외 우수인력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노력이 필요
-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41’에 따라 총 정원 한도 내에서만 학과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정원은 작년까지 15년째 55명에 그침
- 인공지능 전문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응용 분야 전문가 등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비자 발급, 정착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시급
컴퓨터 공학 분야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AI+X) 양성이 필요
-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도 금융·제조·마케팅 등 다양한 산업에 바로 접목
시키려면 해당 분야의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응용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배운 하이브리드형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40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20), 2020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
41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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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9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종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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