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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AI 발전의 최대 잠재력을 지닌 국가,‘중국’

1. 세계에서 바라본 중국 AI의 위상

m 중국은 AI 분야에서 세계 1위 선두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Forbes, `17)1)

– 방대한 데이터 생성 및 패턴 확보를 통한 AI 훈련이 가능한 

중국은, AI가 발전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국가

      * 중국의 AI 기술력을 오픈소스로 강화할 수 있는 비결은, 중국의 대규모 
인터넷 사용 인구의 행동과 소비 패턴이 있기에 가능(Goldman Sachs, `17)2)

– 중국은 생산력 향상을 필요로 하는 전통 산업이 다수 존재,

AI를 적용할 경우 생산성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m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 35년까지 6.3% 성장이 예상되나,

AI를 통해 7.9%(약 7.1조억 달러, 한화 8,135조원)까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Accenture, `17)3)

– AI 적용을 통해 노동 생산성 향상, 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기준으로 약 1.6% 추가 성장 가능성 제시

      * AI가 근로자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35년까지 중국 전체 노동 생산성을 27%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

중국 미국 브라질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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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Accenture(2017)

1) Forbes(2017), China Is Investing Heavily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uld Soon Catch Up To The U.S.

2) Goldman Sachs(2017), China’s AI Sector is Catching Up to the U.S.

3) Accenture(2017), How Artificial Intelligence Can Drive China’s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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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2위 수준에 도달한 중국의 AI 연구·특허·기술

m 최근 10년간(`07~`16) 중국의 AI 관련 연구 논문 발표 규모4)는 

약 9.9만 건으로 세계 1위 수준에 해당(Clarivate Analytics, `17)5)

– 초기에는 미국이 많은 AI 연구를 발표해 왔으나, 2000년대 중반

부터 중국이 상당한 AI 연구 논문을 발표하여 미국을 추월

      * 미국 국립과학기술위원회(NSTC)에 따르면, 중국은 `15년 기준 딥러닝 관련 

저널의 발행부수가 미국을 추월(Forbes, `17)6)

m 동기간 전세계 AI 연구논문 결과 발표 상위 10개 연구기관 중,

중국은 3개 기관이 해당되어 뛰어난 연구성과 창출

– ’중국 과학원(中國科學院, Chinese Academy Science)‘이 AI 연구의 

가장 많은 7,397건을 발표하여 세계 1위 수준으로 평가

중국 과학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영국 런던 대학교

인도 공업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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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얼빈 공업 대학교

중국 칭화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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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AI 연구논문 발표 상위 10개 연구기관(`07~`16) >

 출처 : Clarivate Analytics(2017)

– 중국의 SCI급 AI 연구논문 저자 수 또한 약 14만 명으로 추산,

AI를 통한 산업 발전, 기술혁신 주도에 중장기적으로 기여

4)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에 발표된 AI 연구 논문을 기초로 분석

5) Clarivate Analytics(2017), 인공지능 혁신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의 현주소

6) Forbes(2017), The Chinese Tech Firms Pushing Boundar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3 -

m 중국의 AI 특허출원 건수7)는 `10년 2,934건에서 약 186% 증가

하여 `14년 8,410건으로 세계 2위에 해당(Nikkei, `17)8)

–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국가전망공사(757건)와 베이징대학(442건),

난징대학(385건), 저장대학(359건) 등 AI 특허출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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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AI 특허 출원 수 >

    출처 : Nikkei(2017)                                      출처 : Nikkei(2017)

m 중국은 AI 분야 핵심 기술인 ’음성인식‘ 및 ’시각화‘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 보유, 세계 시장점유율의 10% 차지할 전망

– 중국 정부는 AI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슈퍼컴퓨터와 음성인식 

합성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 확보9)

      * 자가학습, 직관감지, 종합추리, 혼합지능, 집단지능 영역은 기본적인 기술 수준 
보유, 스마트 제어, 생체 인식, 로봇, 무인자율주행차 등은 상용화 단계에 진입

      < 중국의 AI 음성인식 기술 및 기업 현황10) >

Ÿ 바이두(百度)의 음성인식 및 식별 정확도는 `12년 83%에서 `16년 95%
까지 상승, 매일 1억 4천만 건의 음성인식 검색 데이터 발생

Ÿ 중국의 대표적인 음성인식 기업 커다쉔페이(科大讯飞)는 제4회 국제
음성식별대회(CHiME)에서 3관왕 차지(`16.9)

 * 이외 중국은 윈즈셩(云知声, Unisound), 중커신리(中科信利, ThinkIT), 지에통화셩
(接通华声, SinoVoice), 모스커지(模识科技, Pattek), 츄먼원원(出门问问, Mobvoi), 
더이인통(得意音通, d-Ear) 등의 우수한 AI 음성인식 기업 및 서비스 보유

7) 국가별 특허청에 등록된 AI 특허출원자료 및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자료를 대상으로,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최근 `14년 데이터까지 집계하여 분석

8) Nikkei(2017), 数の米国、攻める中国 AI特許6万件を解剖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ai-patent/)

9) ‘중국의 인공지능 '야심'…특허출원 미국 이어 세계 2위’, 한국경제, `16.4.6

10) ‘중국 음성인식장비 시장, 2017년부터 급팽창’, 카카오 브런치,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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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기업‘BAT’

m ‘BAT‘은 바이두(百度),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腾讯)를 의미

–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AI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

국가대표급 AI 연구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

– 중국 국가공정실험실 설립에 ’BAT‘ 3개사가 모두 참여

바이두
(百度)

Ÿ 회사 수익의 15%를 AI 연구개발에 투자

Ÿ 미국 실리콘밸리에 3억 달러 투자, AI 연구소 설립(`13.1)

Ÿ ‘Baidu Auto Brain’ 프로젝트 추진, BMW와 파트너십을 
통해 자율주행차 고도화 추진(`16.4)

Ÿ 인류 미래 프로젝트 ‘베른 플랜(Verne Plan)’ 및 ‘바이두 
브레인(百度大腦)’ 추진(`16.4)

Ÿ AI 가상 개인비서 로봇 ‘두미(度秘)*’ 출시(`16.9)
 * 식당 예약, 공연 티켓 예매, 음식 배달이 가능

알리바바
(阿里巴巴)

Ÿ 중국의 실무부처인 과학기술부(科技部)와 ‘양자컴퓨터실험실
(量子計算實驗室)’ 설립 및 AI 공동연구 진행

Ÿ 중국 최초의 AI 플랫폼 ‘DT PAI’ 공개(`15.8)

Ÿ AI 서비스 ‘알리샤오미(阿里小蜜)*’ 출시(`16.3)
 *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사전 분석·예측, 상담업무 수행

텐센트
(腾讯)

Ÿ AI 연구 ‘스마트컴퓨팅 검색실험실(TICS LAB)’ 설립(`16.6)

Ÿ PC 메신저·온라인 포털 ‘QQ’,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 
위챗 기반 O2O 서비스 제공

Ÿ 기사작성 로봇 ‘드림라이터(Dreamwriter)*’ 개발(`15.9)
 * 1분에 중국어 1,000자 분량의 기사를 작성, 수백 건의 경제 

기사를 짧은 시간 내에 분석하고 송고

< 중국의 글로벌 AI 기업 ‘BAT’ >

바이두, ‘두미’ 알리바바, ‘알리샤오미’ 텐센트, ‘드림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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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은 인터넷, ICT, AI 정책 및 연구개발에 상당한 역량을 집중

m 중국 국무원(中國 國務院)은 본격적인 AI 발전계획 수립에 앞서,

인터넷과 ICT 융합을 위한 선제적 정책 수립

–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전략을 통해 인터넷과 전통 산업의 

융합*을 제시, AI를 11대 분야 핵심융합 분야로 선정(`12)11)

      * 전통산업과 Internet, IoT, Cloud, Bigdata, Mobile 등의 융합

– 인터넷 산업 확대를 위한 ‘인터넷 플러스 행동지도의견(互联网+

行动的指导意见)’을 통해 7대 육성정책 및 11대 결합분야 제시(`15)

– AI 분야 발전을 위한 ‘인터넷 플러스 AI 3년 행동 실시방안

(互联网+ 人工智能三年行动实施方案)’ 제정(`16)12)

인터넷 

플러스

(`12)

Ÿ 인터넷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ICT 기반의 산업 융합을 통해 
중국 경제와 사회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

Ÿ 새로운 상업 모델 창출이 가능한 11대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 발전 목표와 구체적 행동 계획 제시

* 창업 혁신, 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민생,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 인공지능 등

인터넷 플러스

행동지도의견

(`15)

Ÿ ‘인터넷 플러스’의 정책 실행을 위한 행동지도 의견으로서, 
인프라 구축, 규제완화, 인재양성, 글로벌화, 국제협력, 진입
장벽 완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정부 정책지원 확대

* 7대 육성정책 : 기초, 혁신, 제도, 해외협력, R&D, 산업지원, 
핵심조직구성 등

* 11대 결합분야 : 창업지원, 제조, 현대농업, 에너지, 금융, 복지, 
물류, 상거래, 교통, 환경, 인공지능 등

인터넷 플러스

AI 3년 행동 

실시방안

(`16)

Ÿ `18년까지 중국 AI 시장규모 1,000억 위안 달성, AI 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 3년간의 4가지 행동 실시방안 선언

Ÿ AI 기반 제품에 대한 R&D 및 상용화, AI 투자 장려 및 
표준화, 인재양성, 글로벌 협력 등 적극 지원

<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 현황 >

1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중국의 ICT 산업 및 정책 동향

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6),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실시방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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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I 기술개발 및 연구를 위한 다양한 기반 정책 수립

– 중국의 스마트 제조 및 활성화를 위해 AI와 결합된 과학기술

발전계획,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 2025)‘ 로드맵 제시(`15)13)

– 산업발전 및 개혁위원회, 재정부 공동의 ’로봇산업 발전계획

(机器人产业发展规划) 2016-2020‘ 발표(`16)14)

– 중국 5개년 발전 청사진인 ’제13차 5개년 계획(`16~`22)‘에서 

100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제시, AI를 중점 분야*로 선정15)

      * 과학기술 혁신의 일환으로 AI 개발에 3년간 1000억 위안(18조원)을 투입

중국 제조

2025

(`15)

Ÿ 중국의 노동집약형 제조업에서 벗어나 기술집약형 스마트 
제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터넷·ICT 기술과의 융합 강조

Ÿ IT, 로봇, 전기차, 신소재, 바이오 등 10대 전략산업 육성 
및 5대 중점 프로젝트 시행, 3단계 발전전략 제시

로봇산업

발전계획

2016-2020

(`16)

Ÿ 2020년까지 중국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목적
으로, 중국 자체의 핵심 부품 및 하이엔드 제품 분야 강화, 
제조업의 자동화 및 물류의 스마트화 추진

Ÿ 로봇기초 및 공통기술 연구 강화, 산업 및 서비스용 로봇 
응용 시범사업 추진, 로봇 실험인증 및 표준체계 구축

Ÿ 10대 주요 제품 육성 및 5대 부품 산업 육성 계획을 통해 
2020년 내수 시장 50% 점유 목표 제시

제13차

5개년 계획

(`16)

Ÿ `20년까지 종합 혁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과학기술 경제
성장 기여도를 60%까지 높이기 위한 발전 목표* 수립

Ÿ `20년까지 선두주자 우위확보, 원천기술 개발능력 향상, 
혁신 발전공간 마련, 대중창업·민중혁신 추진, 과학기술 
체계개혁 심화, 과학문화 확산 등 6대 중점 전략 제시

* 5년 내 GDP 대비 R&D 투자 비중 2.5% 달성, 인구 1만 명당 특허 
등록건수 12건, 과학기술 진보 경제기여도 60% 달성 등 목표 제시

< 중국의 AI를 위한 기반 정책 현황 >

13) ‘'중국제조 2025' 로드맵 공개’, 로봇신문, `15.9.30

14) ‘중국 "로봇산업발전계획(2016~2020)" 발표’, 로봇신문, `16.4.8

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 중국 「13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혁신 계획」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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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I 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 주도의 AI 발전계획 및 전략 추진

– 중국 과학기술부(科技部)는 ’과학기술혁신(科技創新) 2030*‘ 발표,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된 15개 항목 제시(`16)16)

      * 이후 중국은 AI를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 AI 집중 육성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15+1 프로젝트‘ 실시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임을 발표(`17)17)

– 중국 정부는 AI 연구·기술력 배양을 위한 국가급 연구원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를 설치·개편(`16)

–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2017년 정부업무보고(年政府工作报告)’를

통해 AI 및 신흥산업 발전의 촉진 제안(`17)18)

      * 실무부처인 과학기술부 역시 양회 기간 중 ‘AI 로드맵’이 작성 중임을 언급

과학기술혁신 

2030

(`16)

Ÿ ’과학기술혁신대회‘를 통해 당시 시작단계인 AI 시장을, 
`18년까지 1,000억 위안(18조원) 규모로 육성 계획 발표, 
단계별 발전목표 제시(`16.6)

Ÿ AI 분야의 적극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진행하는 기존 
15개 프로젝트에 AI를 추가하는 ’15+1‘ 방안 추진 계획 수립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16)

Ÿ AI를 담당하는 국가급 연구소로서, 딥러닝 센터 등 운영

Ÿ `18년 까지 중국 AI 시장 규모를 152억 달러(약 17조원)
규모로 성장시킨다 단기 목표 제시

Ÿ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도로 국가연구소 및 19개의 국가
공정실험실 설립* 추진

* 주요 민간 기업과 대학 연구소, 국책 연구기관 등이 참여

2017년

정부업무보고

(`17)

Ÿ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AI를 차세대 신흥 사업 발전 계획에 포함 및 발표

Ÿ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후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AI 산업육성 강조 등 정부업무보고에 최초로 AI를 포함

< 중국 국가 주도의 AI 정책 추진 현황 >

16)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D.gov Edge – 2017 중국정부의 인공지능 정책현황

17) ‘中 인공지능 육성 강화...'과학기술창신 15+1' 프로젝트 추진’, 서울경제, `17.2.16

18) ‘중국의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중앙일보 `1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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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보고서 개요19)

1. 중국 최초 국가 차원의 AI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m 중국 국무원(中國 國務院)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
人工智能发展规划, Development plan for AI)“ 발표(`17.7.8.)

– AI를 경제 변화의 핵심 추진력으로 평가, 중국을 혁신적인 

AI 국가 및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

m 국무원은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
人民代表大會)’의 집행기관 및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법률에 근거한 행정법규·명령 제정·공포, 국민 경제·사회 발전

계획 수립, 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 보유

m 중국 정부는 `14년부터 AI에 주목하기 시작, `17년부터 AI를 

본격적인 국가전략 산업으로 인식, ‘차세대 AI 발전계획’ 수립

     리커창 총리

    시진핑 주석

Ÿ 중국과학원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AI를 통한 

산업 전반의 혁신과 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AI에 

대한 정부 차원의 최초 언급(`14.6)

Ÿ 이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AI와 같은 혁신기술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와 같은 연설 및 강조를 통해 

중국의 AI 시대 개막을 예고(`17.1)

Ÿ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AI가 중국 경제를 견인한다“는 

목표를 통해 AI를 정부업무보고에 최초로 포함(`17.3)

Ÿ 과학기술부 부장인 완강은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AI 

로드맵(AI 혁신 발전 계획)을 작성 중“임을 밝힘(`17.3)

19) 중국 국무원(中國 國務院)이 `17년 7월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Development plan for AI)’을 번역·정리하여 작성

   (원문 링크 :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7/20/content_521199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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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세대 AI 발전계획’ 의 주요 내용 요약

m 2030년까지 중국을 세계 AI 선두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차세대 AI에 관한 3단계 전략 목표 및 6대 중점 과제 제시

– 중국의 AI 핵심 산업 1조 위안, 연관 산업 10조 위안 규모 

창출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AI 혁신센터’로 만들기 위한 계획

– AI 연구·개발을 위한 AI 시스템의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에서

부터 경제, 사회, 시장, 교육, 기업 등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차세대 AI 발전계획 및 전략 제시

1단계 전략

(~2020)

Ÿ 2020년까지 선진국에 맞설 수 있는 AI 기술·응용 개발

Ÿ AI 핵심 산업 1,500억 위안 이상 및 연관 산업 1조 위안 
규모로 육성 계획

2단계 전략

(~2025)

Ÿ 2025년까지 AI 기초이론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AI 기술과 어플리케이션 개발

Ÿ AI 핵심 산업 4,000억 위안, 연관 산업 5조 위안 규모로 
육성하는 등 긍정적 진전 계획 수립

3단계 전략

(~2030)

Ÿ 2030년까지 AI의 이론, 기술, 응용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
하는 국가로 부상한다는 계획

Ÿ AI 핵심 산업 1조 위안, 연관 산업 10조 위안 이상 규모로 
육성하여 세계 AI 혁신의 중심국가로 선도

< 중국 ‘차세대 AI 발전계획’의 3단계 전략 목표 >

1대 과제 Ÿ 개방 협력 중심의 AI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2대 과제 Ÿ 최첨단·고효율의 스마트 경제 육성

3대 과제 Ÿ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사회 건설

4대 과제 Ÿ 군민 협력 매커니즘을 통한 융합 패러다임 강화

5대 과제 Ÿ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인프라 체계 구축 

6대 과제 Ÿ 차세대 AI 과학기술 프로젝트 시행

< 중국 ‘차세대 AI 발전계획’의 6대 중점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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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의 AI 발전 상태에 대한 진단20)

1. 중국의 AI 이론·기술·성과 등 발전 수준에 대한 평가

m 한편, 중국의 전반적인 AI 발전 수준과 미국·영국·EU 등의 

선진국 간의 AI 발전 수준 차이는 여전히 존재

– AI 기초이론, 원천·핵심 기술, 알고리즘 및 성과 부족에 따른

선진국과의 격차 등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

– 중국 AI 연구의 양적인 성과는 세계 1위 수준으로 훌륭하나,

인용 및 영향력 지수 등 질적인 측면*의 AI 연구 성과 부족

      *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은 영향력 있는 AI 연구결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중국의 AI 연구는 자기인용 및 절대지수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

      < 세계 주요국의 AI 질적 연구 현황21) >

중국 미국 인도 영국 스페인

2,124

1,116

643 588
504

373

190
168 153 152

영국미국 중국 독일 캐나다

Publication influence

H-index2

While China ranks first for absolute AI citations,
the United States holds an edge
when self-citations are taken out
Number of AI publications cited

Self-citations

Other citations

30% 62%

31% 66% 53%

     출처 : Mckinsey Global Institute(2017)

m 전세계를 선도할만한 영향력 있는 AI 생태계 및 역량 부족

– AI 산업 생태계 및 네트워크 형성, 시스템 연구개발 구조 및 

체계 부족, 중국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글로벌 영향력 부재

– 중국 내 전반적인 AI 수요에 비해, 전문적인 AI 인재 부족,

AI 발전의 인프라, 정책, 법규, 표준 시스템의 미완성

20)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의 ‘1. 전략적 상황(一、战略态势)’을 분석·정리

21) Mckinsey Global Institute(2017), Artificial Intelligence : Implications fo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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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산업·분야 AI 적용을 위한 기존 체계의 전면 개편

m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국가안전을 동시에 대비하여 국가 

경쟁력의 향상과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대응책 마련

– AI 기술·개발 및 연구, 발전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AI가 가져올 도전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예방 및 검토*

      * 직업의 변화, 법률·사회 이론, 개인정보보호 등 작은 범위에서부터, 국제·
정부 관계, 경제·사회 안전 등 대외적인 영향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개편

– AI를 통한 공공 서비스의 정밀화 구축, 중국 사회에 만연한 

대체 불가능한 역할 등을 중점 수행하여 사회 안정에 기여

m 중국의 AI 기업 및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연구 및 기술 개발이

가능한 기반 마련 및 AI 생태계 환경 조성

– AI 분야의 투자펀드 조성 장려, 세금 감면, 금융 지원, 외국 AI

회사에 대한 투자 지원, 해외 연구센터 개설 지원*

      * 드론,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기기 분야에서도 지원 계획 발표

– 동시에 AI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

m AI를 각 산업·영역에 빠르게 도입하여, 중국의 경제 발전에 

새로운 에너지 주입 및 사회 건설의 새로운 기회 마련

– AI를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여 공공 서비스의 정밀화 구축,

중국 사회에 만연한 대체 불가능한 역할 등을 중점 수행하여

사회 안정에 기여, 인민 생활의 질 향상

      * 교육, 의료, 노인부양, 환경보호, 도시운영, 법·제도 서비스 등 

– AI 기술을 통한 이상 감지, 사전 예측, 조기 경보 등의 기초 

설비와 사회 안전 운행의 중대한 태세에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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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AI Strategy : 3단계 전략 목표

m 중국 국무원은 2030년까지 AI 핵심 산업 1조 위안, 연관 산업

10조 위안 규모로 육성할 계획으로, 3단계 전략적 목표 제시

AI 핵심산업 AI 연관산업

1단계 : 2020년

10조

8조

6조

4조

2조

0
1,500억

단위 : 위안(元)

1조
4,000억

5조

1조

10조

2단계 : 2025년 3단계 : 2030년

< 중국 ‘차세대 AI 발전계획’의 3단계 전략 목표 >

1단계 전략 목표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AI 개발  

m 2020년까지 중국의 AI 핵심산업 1,500억 위안(약 30조원) 이상,

연관산업 1조 위안(약 173조원) 규모로 육성 계획

– 중국 AI 산업의 글로벌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AI 기술 표준,

서비스 체계 구축, 산업 생태계의 기초 마련

– 음성인식, 이미지식별 등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영역에서 

AI 분야의 글로벌 기업·브랜드 육성 계획

      * 스마트 로봇, 자동차, 웨어러블, 가상현실 분야에서도 집중 육성 계획

m 중국 내 AI 기술 개발·발전 환경의 최적화 방안 마련

– AI 기술개발 및 연구에 적합한 인프라, 정책, 법규, 표준체계,

인재양성 등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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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전략 목표 2025년까지 AI 기초이론 체계 수립  

m 2025년까지 중국의 AI 핵심산업 4,000억 위안(약 70조원) 이상,

연관산업 5조 위안(약 863조원) 규모로 육성 계획

– 기초적 수준의 AI 관련 이론·기술 체계, 자율학습 능력을 갖춘

AI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선도적인 연구 성과 창출

– AI의 산업적 활용에 따른 법·제도적 제약 및 부작용 감소를 

위한 AI 관련 법률, 규정, 윤리적 기반* 마련

      * 해외 AI 분야의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협력·국제화 지원을 통해 AI 국제
조직 설립 및 관련 국제표준 공동 제정 계획

m 중국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AI를 광범위하게 활용·응용

– 다양한 분야의 국가급 AI 산업단지 및 AI 창업지원 기지 조성

– AI 분야의 투자펀드 조성 장려, 스타트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금융 지원 등 AI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3단계 전략 목표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체계 완성  

m 2030년까지 중국의 AI 핵심산업 1조 위안(약 173조원) 이상,

연관산업 10조 위안(약 1,725조원) 규모로 육성 계획

– AI 이론·기술·응용 모든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에 도달하여,

중국이 세계의 AI를 선도하는 중심국가로 부상

m 세계의 AI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에 도달

– AI 분야 산업 네트워크 및 첨단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AI 핵심산업 및 연관산업으로의 전체적인 발전 추구

– AI 및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 AI 법률·규범, 표준화 및 

보안 정책 수립 마무리 등 글로벌을 선도하는 AI 체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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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AI 발전을 위한 전체적 방침

Ÿ AI 발전은 다양한 산업·분야가 참여하는 복잡한 시스템 공정이므로, 

AI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공동 전략 수립

 - AI 기술 및 사회 간 속성의 융합 체계 및 하나의 통합된 체계 구축,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을 통해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 AI의 위험(risk)을 사전에 파악하고, AI 산업과 사회의 정책을 조율하여, 
AI 활용의 장려책과 규제를 적절히 추진

Ÿ 차세대 AI 기초 이론 및 핵심 기술 체계 마련을 위한 개방·협력 중심의 

AI 과학기술 혁신 체계 강화

 - 현재 중국은 AI의 원천적인 기초 이론 체계 부족, 핵심 제품 및 시스템 
등이 미비한 상황,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AI 기술 체계 마련, 전문 인재 양성, AI 주체들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AI 과학기술 혁신체계 수립 필요

Ÿ AI 분야 연구개발의 어려움 해결, AI 제품 활용, AI를 통한 산업 육성 등 

‘3위 1체’ 방식을 통한 AI 활성화 추진

 - AI 활용을 통한 전 산업 분야의 향상을 AI 기술력으로 실현, 기술과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시범·실증 및 활용

 - AI 발전의 특징과 동향에 맞추어 각 네트워크를 융합하고, 기술 공급과 
시장 수요의 상호발전을 촉진

 - 대규모의 AI 기술·응용과 산업발전 추진과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을 통해 AI 이론, 기술, 활용 측면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

Ÿ AI를 통한 과학기술, 경제·사회 발전, 국가 안보 등 전면 지원

 - AI 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 혁신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발전 선도

 - AI를 통한 ‘스마트 산업 발전’과 ‘스마트 경제 육성’을 통해 중국의 미래 
경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성장 주기 마련

 - ‘스마트 사회 건설’, ‘스마트 국방 안전’을 통해 민생 복지 개선, 국민 
중심의 발전 이념 수행, 국방력 강화 및 국가 안보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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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AI Priority : 6대 중점 과제

1대 중점과제

개방 협력 중심의 

AI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차세대 AI 기초이론 체계 수립

 차세대 AI 핵심 기술 체계 마련

 AI 혁신 플랫폼 구축

 AI 전문 인재 양성

2대 중점과제

최첨단·고효율의

스마트 경제 육성

 AI 분야 새로운 산업 양성·발전

 AI 산업의 스마트화 추진

 스마트 기업·공장 육성

 AI 산업 클러스터 및 혁신센터 구축

3대 중점과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사회 건설

 효율적인 스마트 서비스 발전

 스마트한 사회 관리 추진

 AI를 활용한 공공안전 보장

 사회 교류 촉진 및 상호 신뢰 구축

4대 중점과제

군민 협력 매커니즘을 통한 융합 패러다임 강화

5대 중점과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인프라 체계 구축

6대 중점과제

차세대 AI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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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중점과제 개방 협력 중심의 AI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차세대 AI 기초이론 체계 수립

m 차세대 AI를 위한 기초 이론, 주요 기술, 플랫폼, 인재 양성 등 

다방면의 개방 협력 중심의 AI 과학기술 혁신체계 수립 필요

– AI의 다양한 영역에 산재된 문제,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AI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차세대 AI 기초이론* 체계 구축

      * 빅데이터, 센싱 알고리즘, 사람로봇의 융합, 집단 지능 등

– AI와 관련한 학과* 간 탐색형 연구를 실시하여 AI 알고리즘과

모델을 개발, AI 법·윤리적 기초이론 연구 등 교차 융합 추진

      * 신경과학, 인지과학, 심리학, 수학, 경제학, 사회학 등

m 범분야간 기초이론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AI 활용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마련에 주력

– 독창적이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의 탐색형 연구 지원,

AI 과학자들의 자유로운 탐구 장려를 통해 난제 극복

–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통해 자연어 처리를 핵심으로 한 인지

알고리즘 모형을 이해하여, 빅데이터* 역량 확보

      * 빅데이터는 기기의 자율학습, 심층학습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활용

 차세대 AI 핵심 기술 체계 마련

m 중국 AI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을 핵심으로 

하는 차세대 AI 주요 기술 체계 마련

– 데이터와 하드웨어 기반, 센서 인식, 컴퓨터 인식, 사람로봇의

상호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개방·안정된 기술 체계 구축

– 지식 서비스, 분석 추리, 집단지능, 혼합 증강 스마트, 자율 

무인시스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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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혁신 플랫폼 구축

m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스마트 클라우드 간 상호 연결을 

촉진하는 생태계 마련을 위한 AI 혁신 플랫폼 구축

– 중국 내 대규모 지식자원 관리와 개방형 공유 체계를 기반으로

산·학·연 간 응용 혁신을 위한 AI 서비스 환경 마련

– AI 기초 데이터 및 안전 테스트 플랫폼 구축을 통해 AI 연구

개발 및 응용의 기초적 지원 강화

m 데이터 기반의 AI 발전환경 및 플랫폼 구축

– 집단지능 서비스 플랫폼, 자가 무인시스템 플랫폼 구축을 통한

개방형 공유·서비스 환경, 핵심 기술 실험 환경 조성

– AI 공공 데이터 저장소 구축을 통한 AI 학습 데이터 조성,

데이터 안전을 위한 기술 표준, 안전성 테스트, 평가 플랫폼 구축

 AI 전문 인재 양성

m AI 분야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AI 교육 시스템 마련

– AI의 기초연구 및 응용, 기술개발 등 다방면의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AI를 선도할 잠재력 있는 인재를 지원·육성

– 기존의 인재 양성 계획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이용·통합하여

AI 핵심기술력을 갖춘 세계 각국의 AI 첨단 인재 유치

      * 글로벌 인재를 중국으로 영입하겠다는 국가 계획 프로그램

m AI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된 정책* 수립

– AI 단과대학·학과 설립, 전공·과목 개설 등 AI 교육 컨텐츠 

확장 및 ‘AI + X‘의 복합 전공 마련을 위한 신모델 수립

      * 기계학습, 자율무인자동차, 스마트 로봇, 소프트웨어 등 AI 핵심 기술 분야의 
글로벌 AI 과학자 및 혁신 조직에 관심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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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중점과제 최첨단·고효율의 스마트 경제 육성  

 AI 분야 새로운 산업 양성·발전

m 데이터·지식의 축적, 사람로봇의 협력, 산업·분야 간 융합 등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스마트 경제 육성

– AI 핵심기술의 전환·활용, 기술 집약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

산업 네트워크 향상, 중점 분야의 스마트 제품 혁신 추진

– AI 소프트웨어, 로봇, 자율주행, VR·AR, 지능형 단말, 기초

부품 등 AI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발굴

 AI 산업의 스마트화 추진

m AI와 다양한 산업 간의 융합 추진,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활성화 방안 강화, 비즈니스 활용 장려

– 전 산업·분야의 스마트화 추진 및 표준체계 수립, 스마트 공급

네트워크를 집약하여 응용·시범 사업 및 테스트 추진

스마트 제조
Ÿ 스마트 제품, 제조,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협업, 

운영·유지보수 등 새로운 제조 모델 개발 및 표준 수립

스마트 농업
Ÿ 농업 센서·제어 시스템, 농기구·장비 등 일체화된 스마트 

농업 실현 및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분석 체계 마련

스마트 물류
Ÿ 주문, 운반, 포장, 가공, 배송 등 물류 프로세스 전체의 

AI 적용을 통해 품질 및 운영 관리 효율성 향상

스마트 금융
Ÿ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보안 수준 향상, 

금융, 보험 분야의 예측 및 위험 방지 시스템 구축

스마트 
비즈니스

Ÿ 위치기반 서비스, 온라인 미디어 데이터를 통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스마트 홈
Ÿ AI 기술 및 건축 시스템 융합을 통한 홈, 가전, 내구재 등의 

품질 향상, 환경 감지 및 커넥티드 환경 조성

< 스마트 산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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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기업·공장 육성

m AI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대규모 스마트화 추진

– 기업의 설계, 생산, 관리, 물류, 마케팅 등 핵심 업무 단계의 

AI 활용 및 새로운 기업조직 구조와 운영방식 마련

– 제품 및 서비스 생산 등의 스마트한 업무 방식 모델 구축 및 

개별 맞춤형 생산을 통해 스마트 공급 확대·지원

m AI 응용 분야의 스마트 공장 보급 및 AI 선두기업 육성

– 생산 설비의 네트워크화, 데이터의 가시화, 생산 과정의 투명화,

생산 현장의 무인화 실현, 공장 운영 관리의 스마트 수준 향상

– 글로벌 AI 선두기업 육성 및 브랜드 구축을 통해 특허출원 

노력 강화 및 글로벌 표준 제정 선도 및 참여 지원

– 중국 내 우수 기업, 조직,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대학 등의

협력체제를 통한 AI 공동 협의회 설립 추진

 AI 산업 클러스터 및 혁신센터 구축

m AI 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첨단 기업, 인재를 확보하여 

AI 산업 클러스터와 혁신센터 조성 장려

– 각 지역의 기반과 장점을 결합하여 AI 활용 분야를 구분하고,

관련 산업을 맞춤형으로 배치

– AI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AI 혁신·응용 시범 테스트 실시

– 국가 차원의 AI 산업 단지 개발 및 창업 환경 조성을 통해 

AI 산업의 클러스터* 육성 및 인큐베이터 구축

      * AI 연구개발 수준이 높은 학교, 연구소 등이 집중된 지역에서 AI 전문성 
강화 플랫폼 및 대중적인 창업 서비스 기관 설립 및 공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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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중점과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사회 건설  

 효율적인 스마트 서비스 발전

m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AI 활용 및 다원화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한 스마트 교육, 의료, 복지 실현

스마트 교육
Ÿ 스마트 학교 건설 및 새로운 교육체계 등의 마련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평생 교육 실시

스마트 의료
Ÿ 임상·수술 로봇, 스마트 진료 보조 로봇 개발 및 AI에 

기반한 치료 및 모니터링·예방 강화

스마트 복지
Ÿ 고령층 대상의 건강관리 강화·분석, 간병인 로봇 개발, 

웨어러블·스마트 기기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스마트 서비스 추진 >

 스마트한 사회 관리 추진

m 중국 정부·행정, 법률·사법, 도시, 교통, 환경보호 등 중국 내 

사회 관리에 AI 기술을 활용하여 현대화 추진

스마트 정부

Ÿ 정부 서비스 및 정책 결정에 적합한 AI 플랫폼 개발을 통해 
개방형 환경에 적합한 정책 결정 엔진 연구·개발

* AI를 활용하여 복잡한 사회문제 연구, 정책 평가, 리스크 분석 등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

스마트 법률
Ÿ 모니터링을 통한 스마트 법률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AI를 활용한 법원 재판 및 스마트화 실현

스마트 도시
Ÿ AI 기반의 인프라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도시 

행정 인프라의 품질 향상 및 도시 운영체계 마련

스마트 교통
Ÿ 자율주행차 및 도로의 협동 운영 기술체계를 바탕으로 

교통정보 종합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스마트 환경
Ÿ 네트워크 및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대기, 물, 

토양 등 스마트 예측·예방 시스템 구현

< 스마트 사회 관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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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를 활용한 공공안전 보장

m 공공안전을 위한 스마트 보안 및 경보 시스템 구축

– 사회 통합관리, 신형 범죄 모니터링, 테러 방지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센서 기술, 이미지 식별·분석 추진

– AI를 통해 지진·수해·가뭄 등 주요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스마트 모니터링 및 종합 대응 플랫폼 구축

m 국민 건강을 위한 스마트 식품 안전 시스템 구축

– 식품의 분류, 등급, 평가 등 전통적인 식품 산업의 AI 적용을

통한 식품 안전 서비스 체계 마련

– AI를 통한 식품 안전, 예방, 잠재적인 리스크 평가체계 등 

스마트 식품 안전 예방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사회 교류 촉진 및 상호 신뢰 구축

m AI를 활용한 사회 내 상호작용 강화, 신뢰 기반의 교류 촉진

– 차세대 소셜네트워크(SNS)의 연구개발을 통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의 기술 보급·활용

– 가상과 실제 환경의 융합을 촉진하여 센서 인식·분석, 판단 

및 정책 결정 등 실시간 정보 및 수요 파악, 여러 환경에서 

자유롭게 전환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m 사람의 감정 및 필요를 정확히 이해하는 스마트 로봇 개발

– 인간관계 및 소통, 감정인식 기능을 갖춘 스마트 로봇을 통해

수요 만족, 감정 교류의 선순환 실현

– AI와 블록체인을 융합한 새로운 사회 신뢰 체계를 구축하여 

인간관계 교류 비용과 리스크를 최대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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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점과제 군민 협력 매커니즘을 통한 융합 패러다임 강화  

m AI를 통해 전체 요소 및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고효율의 

군민(軍民) 융합 패러다임 추진

– 군민 간의 원활한 공유(공동 분배·사용), 쌍방향 전환을 목표로

차세대 AI 기초이론 및 핵심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

      *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기업, 군공 단위의 소통 가능한 협력 매커니즘 구축

m 차세대 AI 기술을 활용하여 군사 지휘, 추론, 국방 장비 지원,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성과를 민간 분야에 전환 및 활용 유도

– 군민 AI 기술이 통용될 수 있는 표준 체계 수립,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기지를 통합 배치·개방·공유 추진

      * 우수한 민간 과학기술 및 연구 역량이 국방 분야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각 분야 AI 과학기술이 국방에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추진

5대 중점과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인프라 체계 구축  

m ‘센서전송저장계산처리’ 단계를 통합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 IoT·5G를 적용한 통합형 정보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송시간 단축, 전송량 증대 등의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

– 빅데이터 인프라 통합,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AI 연구개발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 체계 구축

m 스마트 경제·사회·국방건설에 필요한 인프라 체계 마련

– 온라인 데이터 분산처리가 가능한 고효율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통해 즉각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신형 네트워크 구축

– 에너지 사용량 및 수급 정보를 실시간 파악 및 매칭이 가능한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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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중점과제 차세대 AI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 시행  

m “1+N” 방식의 차세대 AI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 중국의 AI 발전 단계 중, 취약한 부분과 시급한 수요를 파악

하여 중대한 핵심 AI 과학기술 프로젝트 시행

1

Ÿ ‘1’은 기초 이론과 핵심 기술을 집약한 미래 지향적인 차세대 
AI 연구개발의 주요 항목을 의미

Ÿ AI 발전의 예측과 연구 판단, AI가 중국 경제·사회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과 대책 마련

* AI 기초이론과 핵심 기술을 개방하여 공유

N

Ÿ ‘N‘은 국가 계획에 속해 있는 AI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의미, 
주로 차세대 AI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진

Ÿ AI 이론, 연구, 기술, 응용 등 모든 측면과 연계되며 국가 과학
기술과 관련된 전문 항목과 연결되어 강화

Ÿ 국가 AI 및 과학기술 핵심 프로젝트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AI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발전 등 연구개발 및 활용 지원

Ÿ 국가 과학기술 펀드 투자·조성을 통해 AI 선두 분야의 학과 간 
교차·융합 연구 및 자유 탐색 지원

< ‘1+N’ 방식의 의미 >

m 차세대 AI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실행 모델 개발

– 전문적인 실행 과정을 통해 AI 기술을 시범·활용, 기초이론 

및 기술 연구 성과의 개방 및 공유 추진

– 각 부처·지방·기업·사회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공동으로 

사업 수행 및 주요 문제 연구

– 각각의 관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 후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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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AI Principle & Plan : 기본원칙 및 방안

1 기본 원칙

 AI 과학기술 선도

m 세계 각국의 AI 정책·연구·기술 등의 발전 동향 파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적 AI 연구개발 추구

m 차세대 AI 기초이론 및 핵심 기술 체계 마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AI 과학기술 혁신체계* 수립 강화

      * 대규모의 AI 기술·응용과 산업발전 추진과 동시에 위험요소 파악

 조화로운 AI 시스템 배치

m AI의 기초연구, 기술개발, 산업발전, 비즈니스 적용 등 각기 다른

목적에 따라 맞춤형 시스템 발전 정책 및 핵심 방침 수립

m AI를 위한 시스템 매커니즘, 정책환경 조성, 혁신능력 건설 등

통합적인 계획 및 조화로운 시스템 배치 추진

 시장 주도의 AI 발전환경 조성

m AI 및 과학기술의 상용화 방안 마련을 통한 성과 창출 및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시장 주도의 정책 방향 수립

m AI 활용을 통한 전 산업 분야의 향상을 AI 기술력으로 실현,

기술과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시범·실증 및 활용

 오픈소스를 통한 공유·개발 촉진

m AI의 오픈소스 개발 및 공유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여 산·학·연

각 핵심 주체의 공동 개발 및 공유 촉진

m AI 기술·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 혁신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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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자본 관리   

 시장 주도의 사회적 자본 매커니즘 구축

m 정부와 시장의 다양한 자금 투입 경로를 통합하여 재정 자금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자원의 활성화 방안 마련

– 기존의 정부 투자 펀드를 이용하여 상황 및 조건에 부합하는 

AI 프로젝트 지원, AI의 상용화 및 AI 발전 펀드 설립 장려*

      * 엔젤투자, 리스트 투자, 창업 투자 펀드 및 자본시장 대출 등 다양한 경로의 
사회적 자본이 AI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정부와 시장의 협력 모델을 적극 운용하고, 사회적 자본이 AI의

핵심 프로젝트 시행 및 과학기술의 성과 이전·활용에 참여

 글로벌 AI 혁신센터 구축

m 글로벌 선두 수준의 AI 혁신센터 건설을 위한 통합 추진

– 국가급 과학기술 혁신센터의 구성, 프레임, 규정, 절차에 따라

기업 주도의 산·학·연 협력이 가능한 AI 혁신센터 구축

– AI 분야의 창업·스타트업 공간 확보를 통해 전문적인 AI 기술,

성과, 자원,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장(場) 마련

      * AI 기술 장애 극복, 성과 이전, 플랫폼 구축, 응용 테스트베드 구축 등

□ 글로벌-중국 AI 혁신 자원 총괄

m 글로벌–중국 간 AI 교류 활성화 방안 추진

– 중국 내 AI 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해외 M&A, 주식·창업 

투자, 해외 연구개발 센터 설립을 위한 편리 및 서비스 지원

– 해외 유망한 AI 기업 및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중국 내 연구

개발 센터 설립 장려, AI 국제기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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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통한 국가 보장  

 AI 발전 촉진을 위한 법률, 법규, 윤리적 규범 제정

m AI 관련 사회문제 연구를 통해 법률적 프레임 구축

– AI 법률 관련 문제* 연구를 통한 책임 추적 및 문책 제도 마련,

AI의 법률 주체 및 권리, 의무와 책임 명시

      * AI 활용과 관련한 민·형사 책임,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정보의 
안전한 이용 등 신기술의 빠른 응용을 위한 법률적 기초 마련

– AI 확산을 위한 사람–로봇 협력의 윤리 프레임* 구축

      * AI 행위의 과학적, 윤리적 문제 연구, 잠재적 위험 및 수익 평가를 통한 
다차원적 판단 구조 및 행위 규칙·법규 제정

 AI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립

m AI 분야 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방안 수립

– AI 기술 개발을 위한 세금 우대 및 연구개발 비용의 가산 

공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의 조세 우대 정책 실시

– 데이터 개방·보호, 상업적 가치를 충분히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AI 기술 표준 및 지적재산권 체계 수립

m AI 기술 발전을 위한 표준 프레임 체계 수립

– AI를 통한 기초 공유, 상호소통, 상용화 및 활용, 인터넷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AI 기술 표준*을 점진적으로 마련

      * AI 기업이 국제표준 제정에 참여·주도하도록 장려, 중국이 주도하여 수립한 
기술 표준의 글로벌화를 통해 AI 제품 및 서비스의 해외 보급·활용 추진

m AI 공공 특허풀을 구축하여 AI 활용 및 보급 촉진

– AI 분야의 기술 혁신, 특허 및 지적재산권 보호, 표준화 상호

지원 매커니즘 마련 등 중국 내 AI를 통한 혁신 성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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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연구개발 활용, 보안, 관리감독, 평가 체계 구축

m AI가 국가 안보 및 기밀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평가,

인간–기계–사물–관리 단계가 결합된 안전 체계 마련

– AI 기술 발전의 예측, 판단, 추적연구, 방향성 견지를 통한 

AI 보안 모니터링 경보 매커니즘 구축

– 위험성 평가 및 예측 강화를 통해, 알고리즘 설계, 제품 개발,

성과 활용 등 AI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 AI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AI 제품 설계 및 시스템의 복잡성, 위험성 및 불확실성 등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지표* 개발

      * 데이터 남용, 개인정보 침해, 윤리적 위배 등의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강화

 AI 발전 및 수요에 대응한 인재 정책, 기능 훈련 강화

m AI가 유발하는 일자리 구조에 관한 대응 방안 마련

– AI 기능 훈련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직업학교, 훈련기관 등을

통해 전문적인 인재 양성 및 기능 향상 추구

– 각 기업 및 기관이 자체적으로 AI 기능 교육, 재취업 훈련,

멘토링, 평생학습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 정책 마련

 AI 과학기술 보급 및 활성화 방안 마련

m 중국 내 다양한 방법의 AI 과학기술 보급 활동 지원을 통해 

AI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및 활용 수준 개선

– 초·중등학교에 AI 관련 과목 개설 및 놀이와 학습을 융합한 

프로그래밍 교육 확대 등 AI 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 AI 기업 및 연구기관을 통해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AI 연구개발 플랫폼 및 전시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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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세대 AI 발전계획의 체계적 실시  

 국가 방침을 준수한 AI 및 과학기술 체제 개혁

m 국가 및 국무원의 일관된 방침에 따라 ‘핵심임무, 핵심정책,

핵심문제, 핵심사업 배치’ 등 AI 및 과학기술 체제 개혁

– AI와 관련된 법률 및 법규를 제정하여 각 부처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도·조율

– 각 부처간 공동 협업을 통한 차세대 AI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추진 협의회 및 전략적 컨설팅 위원회 설립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 수립을 통한 대응책 마련

m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통해 책임 단위와 진도 계획을 명확히

설정하여 연간 및 단계별 전략 계획 수립

– AI의 발전 속도에 맞춘 단계별 상황 및 목표 달성 여부, 새로운

기술발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조정 필요

 AI 정책 및 핵심과제에 대한 시범 테스트 실시 

m AI의 단계별 구체적인 방안 설정 및 시범 테스트 시행

– 각 부처 및 지역의 AI 시범 테스트를 통합 후, 보급 가능한 

노하우와 전략을 도출하여 AI의 체계적인 발전 방법 모색

 여론 관리를 통한 AI 발전 및 대응 방안 수립 

m AI의 새로운 발전 및 성과 홍보를 통해 전 사회가 AI의 건전한

발전을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론 조성

– 여론조사를 통해 AI 발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윤리적, 법적 

리스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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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시사점

1. 중국은 AI가 발전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국가

m 세계 각국의 연구 컨설팅 기업은 중국의 AI 발전 수준에 대해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국가로 평가

Accenture
Ÿ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5년까지 6.3% 성장이 예상

되나, AI를 통해 7.9%(약 7.1조억 달러, 한화 8,135조원)
까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BCG

Ÿ 중국의 AI는 ‘기술 드라이브형’으로서, 중국의 AI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미국의 AI 기술력에 근접

Ÿ 중국 인터넷·AI는 시장 규모가 압도적이고, 고속 발전의 
잠재력이 크며, 변화의 폭이 매우 넓은 3가지 특징 보유

Forbes
Ÿ 중국은 AI 분야에서 세계 1위 선두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Goldman

Sachs

Ÿ 중국의 AI 기술력을 오픈소스로 강화할 수 있는 비결은, 
중국의 대규모 인터넷 사용 인구의 행동과 소비 패턴과 
방대한 데이터 생성을 통한 AI 훈련·분석이 가능

IDC
Ÿ 전세계 AI 시장규모는 `16년 80억 달러에서 연평균 55.1% 

성장하여, `20년 47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그중 중국의 AI 시장은 전년 대비 50% 성장할 것으로 예상

iResearch

Ÿ 2020년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91억 위안까지 성장
하며 세계 시장점유율 10% 달성 전망

Ÿ AI 기반의 음성인식, 시각 식별, 이미지 처리 및 기계 학습 등 
분야는 각각 60%, 12.5%, 2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Mckinsey
Ÿ 중국의 AI 적용으로 인한 산업의 자동화를 통해, 중국 

전체 GDP는 연간 1% 이상씩 상승 가능

PwC
Ÿ 경제, 사회,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도입함으로써 

`30년까지 중국의 GDP는 약 26.1% 증가(7조 달러, 한화 
7,954조원)할 것으로 예상

< 세계 주요 컨설팅 기업의 중국 AI에 대한 평가 >

   ※ 중국은 이미 AI 연구, 특허 분야에서 세계 2위 수준에 도달, AI의 핵심기술인 
‘음성인식’ 및 ‘시각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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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를 통한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기회 창출

m 중국 경제는 새로운 상태, ‘신창타이(新常态)’에 진입

– ‘신창타이’는 고도 성장기를 지나 안정적인 성장 시대를 맞이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상태로서, ‘New normal*’과는 다르게 

새로운 질서, 표준, 성장방식 등의 긍정적인 의미 내포

      * New normal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적 표준을 의미,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의 ‘새로운 정상’을 뜻함

Ÿ 경제구조 전환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시진핑 정부가 제시한 

중국 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론

Ÿ 경제발전이 다소 더디더라도, 개혁과 구조 재편을 통해 낡은 성장

방식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간다는 전략

Ÿ 신창타이는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 가이드라인일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역할 수행, 더불어 중국 경제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

< 신창타이(新常态) >

– 중국은 전반적으로 인구 고령화, 자원의 제약 등으로 인해 

‘소강사회(小康社会, well-off society)*’를 건설하는 절정에 도달

      * 중국식 현대화로서 부유한 중간 단계의 생활 수준을 지칭, 제16차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 `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목표로 계획 수립

m AI를 통해 신창타이 시대 효율적인 소강사회 건설 

– ‘신창타이*’를 기회로 삼아 AI를 심도 있게 연구개발·응용하고,

산업을 육성하여 중국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 제공 필요

      * 중국 정부는 ‘신창타이’ 시대를 맞이하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성장 전환 패러다임 적극 추진,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 수립

– AI 기술은 공공 서비스의 극대화 및 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사회 관리 수준 향상,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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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격적인 AI 발전을 위한 국가 주도의 다양한 기반 정책 수립

m 중국은 인터넷과 전통산업의 융합, 다양한 분야의 ICT 융합 및

AI 기술·연구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반 정책 수립

2012.11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 국무원

2015. 5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 2025) / 공업원

2015. 5 제13차 5개년 계획(`16~`22)(“十三五” 國家科技創新規劃) / 국무원

2015. 7 인터넷 플러스 행동지도의견(互联网+ 行动的指导意见) / 국무원

2016. 4 로봇산업 발전계획 2016~2020(机器人产业发展规划) / 부처합동*
*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6. 5
인터넷 플러스 AI 3년 행동 실시방안
(互联网+ 人工智能三年行动实施方案) / 부처합동*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인터넷정보판공실

2016. 8 과학기술혁신 2030(科技創新 2030) / 과학기술부

2016.12 국가전략형 신흥산업 발전계획(國家戰略的新興産業規劃) / 국무원

2017. 3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개편 / 국무원

2017. 7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 人工智能发展规划) / 국무원

< 중국의 AI 관련 정책 발전 현황 >

4. 중국 최초 국가 차원의 AI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m 중국 국무원(中國 國務院)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 
人工智能发展规划, Development plan for AI)“ 발표(`17.7.8.)

–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만든 인공지능(AI) 발전 중장기

계획*으로서, AI를 중국 경제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

      * 중국은 AI에 대한 독창적이고 중대한 성과가 부족한 실정, 전세계를 선도
하기 위한 체계적인 AI 정책 수립 및 AI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

– 2030년까지 중국을 세계 AI 선두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차세대 AI에 관한 3단계 전략 목표 및 6대 중점 과제 제시

–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통해 AI 이론, 기술, 법·제도, 보안 등

글로벌 AI를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AI 강국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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