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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중국은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 등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 이에 따라 관련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2018년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75% 증가한 415.5억 위안(한화 약 7조원)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1천억 위안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 투자와 기업
수도 늘어나 미국과 함께 세계 선도국 대열에 올랐고,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과
논문 수는 세계 1위를 차지, 관련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업계는
인공지능 플러스(AI+) 전략을 통해 금융, 소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 사례들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 연구와 응용에
힘입어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 수준은 세계 선도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가상현실 산업도 점차 성장,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105.8억 위안
(한화 약 1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2020년경에는 3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투자와 특허출원도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수준을 보이고 있고,
가상현실 단말기,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다만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기술수준은 디스플레이 (TFT-LCD)와 5G 무선
전송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다소 존재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중국은 방송, 교육 등 13가지 분야에 가상현실 기술을
활발히 응용, 최근에는 5G 기술을 토대로 한 클라우드 VR 시장까지 개척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상해시는 주요 인공지능 혁신 프로젝트에 건당 최대
2,000만 위안을 지원하는 등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상해증권교역소는 첨단
기술 관련 기업들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전용 증시인 커촹반(科创板)의 연내 출범을
추진 중이다. 또 중국 교육부는 5년 내 대학 등 고등 교육기관에 인공지능 전문교
수 500명, 학생 5,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두는 3년 내 인공지능 인재
10만 명 육성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기업 차원에서는 다양한 산업에 인공
지능 적용 노력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과의 협력도 검토해야 한다. 가상현실 산업의
경우 체험 극대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새로운 소비 생태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중국의 첨단산업 역량 제고의 핵심은 과감한 제도혁
신과 이를 통한 산업 응용력인 만큼, 우리도 규제개선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첨단기술 활용한 혁신사례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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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Ⅰ. 중국 인공지능 산업 현황

인공지능(AI)은 인간의 뇌와 신경망을 모방, 궁극적으로는 컴퓨터나 로봇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고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목표
● 1956년 미국 다트머스 회의(Dartmouth Conference)에서 인공지능의 개념
처음 논의

인공지능의 구현은 대표적으로 전문가 시스템 방식과 머신러닝(기계학습)이
있으며, 기술발달에 따라 머신러닝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됨
● 전문가 시스템 방식은 인간이 지식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 컴퓨터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판단하게 하는 규칙기반 인공지능 시스템
- 규칙 외의 정해지지 않은 상황 발생 시 대응하기 어려움
● 머신러닝은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 기계 스스로 학습하고 답을 찾도록 하는
인공신경망 활용 시스템으로 현재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
- 대표적인 인공신경망으로는 딥러닝(Deep-learning)이 있으며 딥러닝의
핵심은 분류를 통한 예측임
- 머신러닝의 핵심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능력
- 기술발달로 컴퓨터 연산능력이 급격히 향상됐고 확보 가능한 데이터가 폭발적
으로 증가, 이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통한 인공지능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영역에 활용 가능해지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
● 딥러닝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앤드류 응 박사는 인공지능을 ‘새 시대의 전기
(AI is the New Electricity)’로 표현, 향후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활용돼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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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여러 방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18년 중국의 AI 산업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75% 증가한 415.5억 위안(한화
약 7조원)으로 2020년에는 1천억 위안까지 확대 전망
● 2018년 6월 기준 전 세계 인공지능 관련 기업(4,925개) 중 중국 기업은
1,011개로 미국(2,028개)에 이어 최대 규모
- 구글, 애플, 페이스북, 바이두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이 모두 AI를 차세대 전략
중점 중 하나로 설정
<중국 인공지능 시장 규모>

<주요국 인공지능 관련 기업 수>

자료 : 칭화대 과학기술정책 연구센터

-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은 대부분 2012~2016년에 생겨나 평균 기업연령은
5.5년 수준
- 기업들이 응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시각인식 응용 기업
비중이 가장 큼
<중국 인공지능 기업 응용 기술유형>

자료 : 칭화대 과학기술정책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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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공지능 기업 응용 기술유형>

(투자) 2017년 말 기준 중국의 AI 분야 투자 · 융자 규모는 277억 달러로
전세계 규모(395억 달러)의 70.1%를 차지
● 전 세계 투자융자 건수는 1,208건이며 중국은 그 중 369건을 기록, 건수로는
전체의 30.5%를 차지
● 2013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인공지능 관련 투자 ‧ 융자 금액은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세계 1위를 기록
<인공지능 관련 투자·융자 추이>

<국가별 인공지능 투자·융자 비중>

자료 : 중국 정보통신원

(연구) 인공지능 관련 논문 발간 수도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 피인용 건수에서도
선도적 지위를 보이며 다양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음
● 2017년 말 기준 중국의 AI 관련 논문 발간 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 영역 논문
발간 수의 27.7%를 차지
● AI 관련 세계 피인용 상위 1% 논문(HCP, Highly Cited Paper) 건수도 가장
많은 실적을 보이며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AI 관련 논문 발간 추이>

<국가별 AI 관련 HCP 수>

자료 : 중국 정보통신원, 칭화대 과학기술정책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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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한편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은 점차 증가, 지난해 기준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1위를 차지
● 특히 지난 2016년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급증, 2018년 10월 말 기준 중국의
AI 관련 누적 특허출원 건수는 76,876건으로 미국(67,276건)을 제치고 세계
최대를 기록
<중국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 추이>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

자료 : 중국 특허보호협회

● 바이두(Baidu)가 중국 내 가장 많은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을 기록, 그 뒤로
중국과학원, 마이크로소프트, 텅쉰(腾讯), 삼성 순임
- 바이두는 2017년까지 총 2,092건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출원했고 중국과
학원(1,933건), 마이크로소프트(1,649건), 텅쉰(1,074건), 삼성(1,040건) 모두
천 건 이상 출원
<주요 기업 특허출원 추이>

자료 : 중국 특허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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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특허출원 건수(1985-2017)>

● 주요 6대 기술분야 중 중국은 머신러닝과 기초 알고리즘 관련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음
<주요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현황>

자료 : 중국 특허보호협회

● 각 분야별 출원건수 Top5 리스트를 보면 바이두,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들과
더불어 중국과학원 등 학계의 관련 연구도 활발

자료 : 중국 특허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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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등록건수도 2015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 2017년 인공지능 관련 특허
등록은 전년 대비 32.7% 증가한 17,477건을 기록
- 그 중 전문 응용(Vertical application) 분야가 대부분(89.7%)을 차지, 전체
특허 등록 증가세를 견인
<중국 인공지능 관련 특허등록 추이>

<분야별 인공지능 특허등록 추이>

자료 : 국가 지식재산권국

● 2017년 중국 내 특허등록 주체는 중국 등록자의 경우 연구기관과 학계가 주를
이뤘고, 해외 등록자는 미국 기업이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
- 중국 과학원이 508건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등록해 가장 많은 등록 건수를
기록했고, 그 뒤로 중국전력망(360건), 고어텍(Goertek)(243건) 순임
- 바이두는 다른 기관/기업보다 다소 늦은 2010년부터 특허출원을 시작, 출원
건수는 최대지만 등록건수는 비교적 적은 숫자를 보임
- 해외 기업들의 중국 내 특허 등록은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포함한 미국
(317건)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 일본(88건), 독일(63건), 한국(56건), 프랑스
(17건) 등이 그 뒤를 이음
<중국 내 중국 등록자 TOP5>

자료 : 국가 지식재산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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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해외 등록자 TOP5>

●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건수는 세계 1위지만 누적 특허 등록비중은 미국과
일본이 아직 앞서고 있음
<주요 AI 관련 특허 출원국(누적기준)>

<주요 AI 관련 특허 등록국(누적기준)>

자료 : 중국 인공지능산업발전연맹(AIIA) 2019. 01.

아울러 인공지능의 산업부문 적용 또한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IT 전문 리서치 기관 가트너(Gartner)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은 2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89개 국가 및 지역의 3,000명의 CIO(Chief Infomation Officer) 대상 조사
● 중국 기업들도 인공지능 플러스(AI+) 전략으로 금융, 소매, 교육, 가전,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기업들이 활동 중
<분야별 중국의 주요 기업>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구분
AI + 의료
AI + 금융
AI + 소매
AI + 교육
AI + 가전
AI + 농업
AI + 제조
AI + 보안
AI + 인재
AI + 방범
자율주행
스마트 로봇

주요 기업
SYNYI-AI(森亿智能), LinkDoc, United Imiging, YITU(依图) 등
Baifendian(百分点), PINGAN(中国平安), iCare, 百融金服 등
Zhiziyun(智子云), IPINYOU(品友互动), Ganlai(甘来), Deepblue 등
Baidu(百度), iFLYTEK(科大讯飞), TAL(好未来), Yixue(乂学) 등
Haier(海尔优家), Xiaomi(小米), Media(美的), JD Alpha, Rokid 등
MCFLY(麦飞科技), UniStrong(合众思壮), Jiage(北京佳格天地科技) 등
Midea(美的), GREE(格力), HUAWEI(华为), Haier(海尔), SAIC 등
VEDA(卫达), Intellicredit(中智诚) 등
Moka, Mesoor, BELLO, MOZi 등
VIONVISION, TIANDY(天地伟业), HIKVISION(海康威视) 등
Baidu(百度), TTTech, 滴滴出行, Tusimple, CHJ(车和家) 등
DJI, STEP(新时达), roobo, SIASUN(新松) 등

자료 : 중국 정보통신원, G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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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 연구에 힘입어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 수준은 미국과
함께 세계 선도수준인 것으로 평가
● 인공지능의 자연어처리 평가지표로 쓰이는 SQuAD(The Stanford Question
Answering Dataset) 순위 중 세계 10위권 기업/기관은 모두 미국과 중국이 차지
- 특히 중국 하얼빈공대-iFLYTEK 연합실험실은 인간 수준(Human performance
score)을 뛰어넘고 전체 1위를 차지함
- 이 외에도 PINGAN GammaLab(7위), 상해교통대학교(8위)도 주요 순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기관들도 순위에 오름
<SQuAD 주요 기업/기관 순위(1-30위)>
순위

기업/기관

순위

1

Joint Laboratory of HIT and iFLYTEK
Research

8

2

Layer 6 AI

9

3

Google AI Language

10

4
5

Joint Laboratory of HIT and iFLYTEK
Research
Microsoft Research Asia, Layer 6 AI,
Google AI Language

기업/기관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Layer
6 AI NLP Team, Microsoft Research
Asia
2SAH
PINGAN GammaLab, 2SAH, Google AI
Language

12

42Maru NLP Team(韓)

21

AITRICS(韓)

6

Google AI Language

25

7

PINGAN GammaLab, Layer 6 AI NLP
Team

28

NEXYS, DGIST R7(韓),
42Maru NLP Team(韓)
Seoul National University & Hyundai
Motors(韓)

자료 : SQuAD 2.0(2019.03.29.)

인공지능의 핵심은 뛰어난 컴퓨터 연산능력과 양질의 데이터 규모이므로 중국은
고성능 칩 개발과 빅데이터 구축 노력을 지속
● 캠브리콘(寒武纪科技), Deephi(深鉴科技) 등 주요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통해 고성능 AI칩 개발
- 중국 하이실리콘社는 2017년 세계 최초로 AI칩을 탑재한 모바일 프로세서
Kirin970을 발표, AI 연산을 위해 캠브리콘의 NPU(신경망처리장치) 탑재
● 인공지능 훈련용 데이터 뱅크 운영 추진 등 빅데이터 확보 노력을 지속, 중국의
빅데이터 솔루션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388.8억 위안을 기록했고, 향후
5년간 연평균 17.3% 성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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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 가상현실 산업 현황
AI와 더불어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에 대한 관심이 증가, 중국의 관련 시장규모도 점차 확대
● 2018년 말 기준 전 세계 가상증강현실(VR/AR) 시장은 700억 위안(한화 약
12조원)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2,05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VR/AR 기기는 2018년 약 1,200만대가 판매됐으며, 2022년에는 약 4,000
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보통신원에 따르면 중국의 VR/AR 시장규모는 2018년 말 기준
105.8억 위안(한화 약 1조 8천억 원)으로 추산
<전 세계 VR/AR 시장규모>

<중국 VR/AR 시장규모 추이>

자료 : 중국 정보통신원

VR 산업은 VR기기, 콘텐츠, 온라인 통신 플랫폼 등 여러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 다양한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
● VR 체험을 위한 HMD(Head Mounted Display) 기기는 크게 모바일형, 연결형,
일체형 3가지로 분류, 최근 일체형 HMD 출시가 이어지고 있음
- 모바일형은 삼성 기어VR 등 스마트폰을 끼워 사용, 연결형은 HTC VIVE
(PC연결), PlayStation VR(게임기 연결) 등 본체와 연결을 통해 사용하며,
일체형은 HMD 단독으로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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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말기에는 디스플레이, 각종 센서, 반도체 등 다양한 부품들이 결집, 관련
부품 수요도 증가
● 콘텐츠는 영상, 게임 등 VR용 소비 콘텐츠 생산과 함께 조작 시스템 개발
등 소프트웨어 분야 개발업체도 다수
● 아울러 다양한 VR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VR
전용 콘텐츠를 제공
● 전국적으로 약 260여개 관련 기업들이 분포해 있으며, 주요 지역별로 보면
북경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소재해 있고 이어 광동성, 상해, 산동성 순임
<중국 주요 가상현실 관련 기업 분포>

자료 : 중국 정보통신원

전 세계 가상현실 산업 관련 투자 ․ 융자는 2013년 3억 달러에서 2017년 38억
달러 규모로 크게 확대, 중국은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
● 전체 투자 ․ 융자 금액 중 미국(58%)과 중국(19%)이 대부분을 차지
● 2018년 전 세계 가상현실 관련 벤처캐피탈(VC) 투자도 미국(54%)과 중국
(25%) 기업이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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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VR/AR 관련 투자·융자 추이>

<국가별 VR/AR 투자·융자 비중>

자료 : 중국 정보통신원

2018년 말까지 관련 특허 누적 출원건수는 미국(37%), 중국(30%), 일본(7%),
한국(4%) 순이며, 최근 1년 간 신규 신청건수는 중국이 1위
● 특허출원 주체는 점차 기업 중심으로 변모했으나, 미국과 비교하면 기업비
중이 아직 다소 낮음
<주요국 VR/AR 특허출원 추이>

<중국 특허출원 주체별 비중 추이>

<주요국 VR/AR 특허출원 비중(누적기준)>

<미국, 중국 특허출원 주체 비교>

자료 : 중국 정보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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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통신원은 가상현실 기술을 4단계로 구분, 몰입(immersion) 단계별로
초급몰입(Entry-level Immersion)부터 완전몰입(Full Immersion)으로 분류
● 현재는 부분몰입(Partial Immersion) 단계로 2021~2025년경 심도몰입(Deep
Immersion) 단계를 거쳐 2030년에는 완전몰입 단계로 진입 전망
<가상현실 몰입 단계별 분류>

구분
디스
플레이
컨텐츠
제작
온라인
전송
렌더링

감지
작용

기술지표
해상도
시야각(FOV)
PPD
줌변경
360도 영상 해상도
게임 등 콘텐츠 해상도
아바타
비트율(Mbps)-약
비트율(Mbps)-강
MTP지연(ms)
이동성
렌더링 컴퓨팅
렌더링 최적화
위치 추적
안구 추적
소리 상호작용

초급몰입(EI)
1K
90-100°
15 이하
불가
4K
2K
40 이상
40 이상
20
유선연결
2K/60FPS
/
Outside-In
-

촉각 상호작용
이동 상호작용

부분몰입(PI)
1.5-2K
100-120°
15-20
불가
8K
4K
90 이상
90 이상
20
유무선
4K/90FPS
/

심도몰입(DI)
완전몰입(FI)
3K-4K
8K이상
약 140°
200°
약 30
약 60
가능
가능
12K
24K
8K
16K
적용
정밀적용
290/160 이상 1090/580 이상
360 이상
440 이상
20
20
무선
8K/120FPS
16K/240FPS
주 시점 렌더링
Inside-Out
안구추적
몰입 사운드
특화 몰입 사운드
정밀 촉각
촉각 피드백
피드백
가상이동
고성능
(방향전환 보행 등)
가상이동

자료 : 중국 정보통신원

몰입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국의 가상현실 기술수준은 여러 분야에서 아직 세계
선도기업과 다소 격차가 존재
● 디스플레이 분야는 TFT-LCD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모두 글로벌 선도
기업과 격차가 존재, 렌더링은 모든 분야에서 1단계 이상 뒤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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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분야 격차>

<렌더링 분야 격차>

자료 : 중국 정보통신원

● 제스쳐 인식, 촉각 피드백 등 감지분야와 영상편집, 조작시스템 등 콘텐츠
제작 관련 분야도 글로벌 기업 대비 다소 격차가 있음
<컨텐츠 제작 분야 격차>

<감지 분야 격차>

자료 : 중국 정보통신원

● 반면 5G 무선전송, WiFi 등을 포함한 온라인 전송분야는 대부분 글로벌 선도
기업과 동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온라인 전송 분야 격차>

자료 : 중국 정보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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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은 가상현실+(虚拟现实+) 전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가상현실을 응용, 13가지 분야에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하고 있음
<중국의 VR 주요 응용분야 및 사례>
구분

응용 분야

주요 사례

1

영상

VR콘텐츠 기업인 LETIN VR(兰亭数字)은 2016년 중국 최초의 VR
영화(活到最后)를 제작

2

생방송

2017년 5월, 중국 기업 WHALEY(微鲸科技)는 China Sports Media
(体奥动力), FLYCAT.TV(飞猫影视)와 함께 중국 축구리그 경기를
VR로 생방송

3

테마관

Blackshield(黑盾嗨站)는 VR 게임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기기를
제작, 여러 오프라인 테마관에서 운영

4

문화유산 보존

2017년 5월, 바이두는 진시황제릉박물관과 협력, ‘진시황병마용복원
프로젝트’를 진행,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손상된
병마용의 복원과 관련 문물의 디지털 전시를 실현

5

과학연구/학습

상해 Invision(上海医微讯数字科技)사는 모의수술 APP을 개발해 VR
과 외과수술을 결합, 임상수술 학습, 모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제공

6

운영/유지보수

복건성 YIXINHAI software는 한 전력회사를 위해 가상현실 기술
기반의 상호교류식, 몰입식 VR 스마트 변전 소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7

상품설계

미국 ANSYS사의 각종 소프트웨어, PTC사의 ThingWorx등을 산업
현장에서 활용, VR을 통한 상품설계

8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차를 위한 테스트 운행을 가상현실로 수행, NVDIA
사의 기술력을 활용

9

학교교육

북경 HEIVR(北京黑晶科技有限公司)사는 VR을 이용한 ‘슈퍼교실’
솔루션을 통해 학습을 진행, 현재 칭화대학교, 중앙미술학원, 북경
사범대학 등과 연계

10

안전소방

EXHITEC(深圳沃利创意工程有限公司)은 가상현실 기술을 안전소방
교육 보급에 적용, 2017년 11월 3일 VR Booth 소방 안전체험을 북경
소방박물관에서 시행

11

디지털 전시관

WANGBO(网博实景(北京)网络科技有限公司)사는 2017년 온라인 VR
전시관을 운영, 10개 주제와 1개 특색관으로 2017년 10월 26일까지
참관 1,202만 회를 기록

12

상업판매

2018년 5월 21일, 징둥(JD)은 AR 관련 프로젝트 업그레이드를 선포,
100개의 모델링 그룹, 200개 이상의 협력 브랜드, 300개 이상의 AR
산업연맹원, 1000명 이상의 개발자를 확보해 AR 관련 생태계를
구축, AR 무한유통 솔루션을 추진

13

부동산

2018년 중국 부동산 어플인 贝壳找房은 ‘VR로 방보기’기능을 추가

자료 : 중국 정보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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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5G 기술을 토대로 한 Cloud VR 시장을 강조, 새로운 가상현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
● 높은 수준의 몰입감을 제공하는 고사양 VR을 즐기려면 VR 기기 자체의 사양이
높아야 하므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함
- 따라서 보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시장 확대가 제한적임
● Cloud VR이 상용화 되면 저비용으로 고품질 VR 콘텐츠 이용 가능
<클라우드 VR 응용 구조>

자료 : 중국 정보통신원 자료 요약

●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STADIA)을 출시, 고사양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고사양 PC, 설치가 필요하다는 통념을 깨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

아울러 가상현실의 모바일 활용도 활발해져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소비 체험을
제공, 향후 스마트폰은 가상현실 기술의 주요 응용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화웨이, 샹탕커지 등 기업들은 AR 지원 휴대폰, AR엔진, AR SDK
(Software Development Kit) 등의 개발을 통해 AR 응용 플랫폼을 수립,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생태계를 확장
● 여러 휴대폰 APP들은 게임, SNS, 쇼핑 등 다양한 환경에서 AR기능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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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

인공지능(人工智能)은 2017년 정부공작보고에 처음으로 등장, 당해 7월 국무원에서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을 발표하며 거시적인 발전방향 제시
● 인공지능 산업발전을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주요 목표 제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단계별 목표>
구분

주요 목표

1단계(~2020년)

2단계(~2025년)

3단계(~2030년)

 인공지능 기술 및 응용
세계 선진수준 달성

 인공지능 기초이론 주요
혁신 달성

 인공지능 이론, 기술, 응용
전체 분야에서 세계 선도

 인공지능 응용을 통한 민생
개선

 부분 기술 및 응용 세계
선도수준

 세계 인공지능 혁신 중심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
이론 및 기술 개발
 인공지능 핵심 산업규모
1,500억 위안 이상, 관련
산업 규모 1조 위안 이상
달성

 인공지능이 산업 업그레이드,
경제구조 변화의 주요 동력
 인공지능 핵심 산업규모
4,000억 위안 이상, 관련
산업 규모 5조 위안 이상
달성

 성숙한 차세대 인공지능
이론 및 기술 체계 형성
 인공지능 핵심 산업규모
1조 위안 이상, 관련 산업
규모 10조 위안 이상 달성

자료 : 중국 국무원

이에 맞춰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발전 촉진
3년 행동계획(2018-2020)>을 발표, 분야별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1단계 목표(~2020년) 달성을 위해 주요 4대
행동 목표를 제시
- 1) 인공지능 주요 상품의 규모화, 2) 핵심 기초능력 강화, 3) 스마트 제조
확산, 4) 인공지능 산업 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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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인공지능 산업 발전 촉진 3년 행동계획(2018-2020)주요 내용>
주요 분야

달성 목표(~2020년)
①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IVC,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인공지능 플랫폼 마련, 관련 표준
제정, 고도 자율주행 차량 지원
② 스마트 서비스 로봇
스마트 서비스 로봇 환경감지, 자가학습 등 주요 기술 혁신, 스마트 가정 서비스
로봇, 공공 서비스 로봇, 대량 생산 및 응용, 의료, 양로, 소방안전 등 로봇 시
제품 생산 및 기술검증, 20개 이상 응용 시범기업 달성
③ 스마트 무인기
민간 소비용 드론 3축 짐벌(gimbal) 정밀도 0.005도, 360도 전방향 감지, 항공
관제구역 자동 회피 실현

스마트 상품
개발

④ 의료영상 보조 진단 시스템
국내 의료영상 보조 진단 시스템으로 뇌, 폐, 눈, 뼈, 심혈관 등 전형적인 질병 진단
성공률 95% 이상 달성, 위음성율(false negative rate) 1% 이내, 위양성율
(false positive rate) 5%이내 달성
⑤ 영상 신분식별 시스템
복잡한 환경에서 안면식별 유효 성공률 97%, 정확 식별률 90% 이상 달성
⑥ 스마트 음성 교감 시스템
다양한 장소에서 중국어 음성식별 평균 정확도 96% 이상, 사용자 대화 의도
식별 정확도 90% 이상 등 달성
⑦ 스마트 번역 시스템
다종 언어 상호번역 지원, 중->영, 영->중 번역 정확도 85% 이상, 소수민족
언어-보통화 스마트 번역 정확도 제고 등
⑧ 스마트 주거 상품
스마트 주거 관련 상품분류 다양화, 스마트 TV의 시장 침투율 90% 이상 달성
① 스마트 센서
압전센서, 자기센서, 적외선센서, 가스센서 등 센서 성능 제고, 신호 대 잡음비
(SNR) 70dB, 음향과부하점(AOP) 135dB의 음향센서 양산, 절대정확도 100Pa
이내, 잡음수준 0.6Pa이내의 압력센서 상용화, 약자성 판별률 1pT에 달하는
자기센서 양산 실현 등

기초 핵심기술
개발

② 신경망칩(NPU, Neural Processing Unit)
신경망칩 기술력 제고, 성능 128TFLOPS, 에너지 효율비 1TFLOPS/w의 클라
우드 신경망칩 출시, 에너지 효율비 1T OPS/w의 단말기 신경망칩 출시, 회선
신경망(CNN), 순환신경망(RNN), 장단기기억망(LSTM)등 주류 신경망 알고리즘
지원, 스마트 단말, 자율주행 등 중점영역에서 신경망칩의 규모화 상용 실현
③ 개방형 플랫폼
클라우드 대상 개방형 플랫폼의 대규모 분포식 집군,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
알고리즘 지원 추진, 단말기 대상 개방형 플랫폼의 경량화, 모듈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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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조
심화

① 스마트 제조 주요 기술설비
고급 NC공작기계 스마트화 수준 제고, 적층제조(AM) 성형효율 450cm3/h 이상,
연속 작업시간 240h 이상, 스마트 센서 및 제어장비를 기계, 로봇, 석유화학
궤도교통 등 영역에서 응용, 스마트 검사 및 설치 장비의 공업현장 시각 식별
정확도 90% 이상, 10개 이상의 스마트 물류 및 창고 장비 개발
② 스마트 제조 신모델
스마트 작업장 운영 원가 20% 절감, 상품 연구제작 주기 20% 단축, 스마트 공장
상품 불량률 10% 하락, 에너지 이용효율 10% 제고, 항공우주, 자동차, 의류,
가전, 장비제조 등 다양한 영역의 스마트 제조 능력 제고
① 업계 훈련 데이터 뱅크
기초음성, 영상 및 사진, 문헌대화 등 공공 훈련용 데이터량 확대, 공업, 의료,
금융, 교통 등 영역에서 일정 규모의 업계응용 데이터 수집, 창업과 혁신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체계 수립

② 표준검사 및 지적재산권 서비스 플랫폼
초보단계의 인공지능 산업 표준체계 수립, 제3자 시험검사 플랫폼 수립 및 평가
검사 서비스 개시, 패턴인식, 언어이해, 자율주행, 스마트로봇 등 영역에 기초
지원능력을 갖춘 지식재산권 서비스 플랫폼 건설
③ 스마트 온라인 기초시설
전국 90%이상 지역의 광대역 접속속도와 지연시간을 인공지능 업계에서 응용
가능한 수준까지 제고, 10개 이상의 중점기업 생산 전 과정의 공업 인터넷망
시범건설, 중점 지역 커넥티드 차량망 초보 단계 건설
④ 온라인 안전 보호 시스템
인공지능망 안전산업 구성, 인공지능 안전 통제 시스템 형성, 안전감지, 검사
평가, 위협정보 공유 및 응급처리 등 기본능력을 갖춘 안전보장 플랫폼 건설

자료 : 중국 공업정보화부

이 외에도 정부차원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 2017년 10월에는 발개위, 공업정보화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중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연맹(AIIA)을 설립
● 2018년 10월 31일, 중앙 정치국은 인공지능 발전 현황과 추세에 대한 7차
단체교육을 실시, 2019년 양회에서는 스마트 플러스(智能+)전략을 주요 추진
정책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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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상현실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은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가상현실
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지도의견」이 있음
● 지도의견은 향후 가상현실 관련 산업발전의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 6가지
분야에서 주요 임무를 설정
- 1) 핵심기술 개발, 2) 상품 유효공급 확대, 3) 주요 업계 응용 추진, 4) 공공
서비스 플랫폼 건설, 5) 표준 규범체계 수립, 6) 안전성 제고
<가상현실 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지도의견(2018.12) 주요내>
주요 임무

내용
① 디스플레이 기술
30PPD 해상도, 100Hz이상 주사율, 밀리초 급 응답시간 갖춘 신형
디스플레이 및 부품 양산, OLEDoS, MicroLED, 라이트필드 디스
플레이 등 기술 산업화

핵심기술 개발

② 감지기술
6축 이상의 Ghz급 관성센서, 3D 카메라렌즈 등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나노 밀리급 정밀 Inside-out 추적설비 및 동작보조 설비 개발 등
③ 렌더링 처리 기술
각종 렌더링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고성능 GPU탑재 지연시간 최적화
알고리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 등
④ 콘텐츠 제작 기술
360도 12K해상도, 60프레임/초, HDR 등 콘텐츠 관련 기술 개발
① 완제품 설비
저원가, 고성능, 안구특성에 부합한 모바일식, 일체식, 차량탑재식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현실 설비 개발
② 센서설비
Inside-out 위치탐지, 고성능 3D카메라 및 정밀 상호작용 패드, 디지털
장갑, 안구추적장비, 디지털 의류 등 각종 센서 설비 개발

상품 유효공급 확대

③ 콘텐츠 수집 및 제작 설비
동작보조, 360도 카메라, 음성녹음설비, 3D 스캐너 등 콘텐츠 수집
및 제작설비 연구개발 및 산업화 가속화
④ 소프트웨어 개발
가상현실 기기 조작 시스템, 3D 개발엔진,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및 센서, 렌더링 처리 등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⑤ 업계 솔루션
가상 연구개발 설계, 가상 장비제조, 가상 유지보수, 가상 교육, 가상
상품전시 등 주요 업계에 응용솔루션 제공
⑥ 플랫폼 제공
클라우드 가상현실망 공급과 응용 서비스 결합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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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응용 추진

제조, 교육, 문화, 헬스, 상업 분야에 VR 기술 응용
① 기반기술 혁신 서비스
기초연구와 관건기술 연구지원을 중심으로 주요 기업, 유명 연구소
및 가상현실 영역 전문 실험실 등 혁신기구 자원을 한데 모아 가상
현실 기반기술 혁신을 추진, 기업의 국내외 특허신청 및 지식재산권
형성 지원 등

공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

② 혁신창업 인큐베이터 서비스
혁신창업 요소 자원을 종합, 개방식, 저자본, 편리한 종합 서비스 제공,
가상현실 혁신자원의 공유를 통해 가상현실 연구개발 자원 제공, 창
업지원
③ 업계 교류 서비스
가상현실산업 정보교류 및 합력 공공 서비스 체계를 수립, 체계 내
산업자문, 매칭, 응용촉진 등 다양한 활동 독려, 산업 생태계 발전
도모

표준 규범체계 수립

표준규범 체계, 중점 표준 연구 및 수립, 검측 인증작업 개시 등 가상
현실 관련 제도 체계 마련

안전성 제고

가상현실 시스템 플랫폼 안전성 강화, 주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추진

자료 : 중국 공업정보화부

● 구체적인 추진 조치로는 1) 정책적 지원역량 확대, 2) 지방정부 역할 확대,
3) 시범응용 추진, 4) 산업발전기지 건설, 5) 산업 브랜드 강화, 6) 전문 인재
육성, 7) 업계 유관단체 발전 촉진, 8) 국제 교류협력 추진 등이 있음
● 각 지방정부들도 이에 맞춰 다양한 지역별 추진전략을 제시
<지역별 가상현실 산업 발전 관련 추진전략>

자료 : 중국 공업정보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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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다양한 첨단산업이 포함된 각종 산업 리스트를 개정, 향후 관련
지원책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2018년 개정한 「전략성 신흥산업 리스트」에는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분야에
인공지능 산업을 새롭게 추가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소비 관련 설비 제조, 인공지능 시스템
서비스 등
●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산업에 필요한 주요 첨단부품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을 상세히 분류
<주요 중점 산업 리스트 분류>
구분

주요 산업 분류

고기술 제조업

①의약제조업, ②항공기,우주선 및 설비 제조업, ③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
④컴퓨터 및 사무설비 제조업, ⑤의료기기 및 장치 제조업, ⑥전자화학품
제조업

고기술 서비스업

①정보서비스, ②전자상거래 서비스, ③검사, 검측 서비스, ④연구 및 설계
서비스, ⑤과학기술 성과 보급 서비스, ⑥지식재산권 및 관련 법률 서비스,
⑦환경관리 서비스, ⑧기타 첨단기술 서비스

전략성 신흥산업

①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②첨단장비 제조 산업, ③신소재 산업, ④바이오
산업, ⑤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⑥신에너지 산업, ⑦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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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중국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첨단산업 역량이 더욱 강화될 전망
● 시장규모, 투자규모, 연구 성과, 기업 수 등 다방면에서 세계 선도국 지위 보유
● 적극적인 정책 지원 하에 산업 생태계가 성숙기에 들어서고, 산업규모와 기술
수준이 더욱 빠르게 성장, 타국과의 격차를 벌려나갈 것으로 전망

인공지능 관련, 우리나라도 관련 전문 인력양성과 국제교류가 필요
●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인공지능 관련 인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인재육성
정책 지속에 따라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
- 2018년 중국 교육부는 5년 내 인공지능 교수 500명, 학생 5,000명 양성
계획을 발표했고, 바이두는 3년 내 10만 명을 육성할 계획
● 국내적인 연구, 기술개발과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주요 선도 국가들과의 연구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검토
- 중국의 AI 관련 발표 논문 중 53%는 국제 협력을 통한 논문으로, AI 연구
선도국 간 협력 네트워크 활용방안 모색 필요
<주요국 인공지능 인재 수>

자료 : 칭화대 과학기술정책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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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논문 주요 협력 네트워크>

기업 차원에서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인공지능 적용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
기업과의 협력확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의료, 선박영업 등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 적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 네오팩트, 뷰노, 루닛 등 인공지능 활용 의료 관련 스타트업과 선박영업 인공
지능 솔루션을 제공한 42Maru 등 여러 스타트업 기업 등장
- 중국은 인공지능 플러스, 가상현실 플러스 등 정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활용을 장려, 10개 이상의 분야에서 혁신 활용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중국의 첨단기술 주요 응용산업>
구분

적용산업

인공지능

의료, 금융, 소매, 교육, 가전, 농업, 제조, 보안, 인재, 방범, 자율주행, 스마트 로봇

가상현실

영상, 생방송, 테마관, 문화유산 보존, 과학연구/학습, 운영/유지보수, 상품설계,
자율주행, 학교교육, 안전소방, 디지털 전시관, 상업판매, 부동산

● 아울러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핵심부품 기업과 중국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SK하이닉스의 경우 현지 업체들과 함께 중국의 AI칩 스타트업인 호라이즌
로보틱스에 6억 달러 투자 결정, AI칩 개발을 위한 기업 협력을 강화

가상현실 산업의 경우 VR기기의 성능향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 새로운 소비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임
● 게임, 교육, 관광, K-Pop 등 VR/AR 전용 고품질 콘텐츠를 개발,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 수출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소비 체험 제공
- 화장품, 의류 등 한류 소비재를 가상현실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소비재와 VR콘텐츠의 융합 솔루션도 검토 가능
● 아울러 산업영역에서도 가상현실 응용을 확대, 업무 관련 교육과 업무 보조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콘텐츠 개발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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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모두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활발한 첨단기술 활용 시도가 필요
● 중국의 첨단산업 역량 제고의 핵심은 과감한 제도혁신과 이를 통한 산업
응용력임
- 중국정부는 중국 내 음성, 영상, 사진, 대화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2020년까지 대규모 ‘인공지능 훈련 데이터뱅크’를 구축해 공업, 의료, 금융
등 여러 산업에서 응용토록 지원 예정
- 또 이르면 올해 6월까지 하이테크 기업들을 위한 전용 등록제 증시인 ‘커촹반
(科創板)’을 출범, 첨단기술 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지원 추진
* 커촹반은 중국판 나스닥(NASDAQ)으로 불리는 장외거래 주식시장으로 상장요건을 대거
완화,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산업 기업들의 등록신청 심사 중

- 아울러 상해시는 주요 인공지능 혁신 프로젝트에 건당 최대 2,000만 위안을
지원, 심천시는 전략성 신흥산업 해당사업에 건당 최대 3,000만 위안을 지원
하는 등 각 지역별 첨단기술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지속
● 따라서 우리도 더 넓은 분야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첨단기술 활용사업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활발한 지원과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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