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국

‘17년 GDP(십억달러)

13,608

'17년 인구수(천명)

1,393,000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중국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5계단 상승한 27위로 우리나라와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음

2018

2017

전년대비 증감

국가명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중국

0.828

27

0.624

32

+0.204

+5

대한민국

0.873

15

0.782

13

+0.091

-2

∎ ICT 관련 주요 지수
· 중국의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은 ITU 조사국 167개국 중 중상위권 수준으로 성장

중국

지표명

한국

IMD 국가경쟁력지수(2019)
IMD 디지털경쟁력지수(2019)

점수
-

순위
14
22

점수
-

순위
28
10

UNCTAD 전자상거래지수(2019)

68.8

62

89.4

19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CI 2018)

0.828

27

0.873

15

UN 전자정부 지수(2018)

0.681

65

0.901

3

∎ ICT 관련 주요 통계(ITU, 2018년 말 기준)
· 중국은 각종 통신 서비스 보급률은 대체적으로 중하위권이나 이동통신 이용자 수는 세계 최고 수준

항목

유선전화
유선브로드밴드
이동통신
인터넷 이용률

중국

한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182,248

12.77

26,842

52.6

407,382

28.54

21,195

41.5

1,641,147

114.95

63,658

124.8

54.30%(2017년 말 기준)

95.1%

중국

정보보호 산업 개요

1) 정보보호 산업 환경

정보보안 환경

▶ 최근 중국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발전으로 인터넷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종 해킹, 보이스피싱 등 크고 작은 정보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정보보호가 전사회적 문제로 대두
• 중국 인터넷업체 텐센트에 따르면 2018년 중국 기업 10곳 중 2곳은 매주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랜섬웨어와 채굴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많았음
• 2018년 스마트폰을 겨냥한 바이러스 수의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텐센트의
모바일 보안랩에 따르면 지난해 800만 개에 달하는 모바일 바이러스가 탐지됨

▶ 중국 정부는 2013년 시진핑 주석 취임 이래 본격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보보호
산업 발전과 위협 대응에 나서고 있음
• 중국은 2013년 11월 국가안전위원회 신설에 이어 2014년 2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수장을 맡는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를 설립하는 등 정보보안을 국가전략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15년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채택한 데 이어 2017년 6월부터 사이버공간 주권과 국가
안보, 사회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한 ‘네트워크안전법(통칭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하며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통제 방침을 강화하는 추세
• 네트워크안전법은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 기준을 강화하여 외국 기업이 주요 정보 기간시설
운영자인 경우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중국 내 저장을 의무화하고 해외 전송 시 검사와 평가를
의무화하며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해 수집한 이용자 정보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고 건전한 이용자
정보보호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

▶ 한편, 2020년 이후 5G 서비스가 상용화로 사물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보호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 높아질 전망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6월 4대 이동통신사에 5G 영업허가증을 발급했으며, 주요 통신사들은 연내
40개 도시에서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

중국

• 5G 보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양자암호통신에서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사이의 1,200km 거리 구간에
양자암호 국가 시범망을 구축하는 등, 상대적으로 진보된 기술을 보유

표_중국 3대 이동통신사의 5G 상용화 추진 현황
이동통신사

China Mobile

China Unicom

China Telecom

주요 내용
Ÿ

‘19년 상용화, ’20년 기지국 10,000개 이상 설치 목표

Ÿ

1개 도시당 100개 기지국 설립 예정

Ÿ

20개 단말기 기업과 파트너 관계 구축

Ÿ

‘19년 상용화 목표로 '5G 선도자 계획' 발표

Ÿ

5G 기반 시범사업 200개, 5G 오픈랩 50개, 5G 혁신 응용서비스 100개 추진

Ÿ

5G 활용 기준 20개, 협력 파트너 1,000개 추가로 확보

Ÿ

상용화 테스트 진행 중
[출처] 각종 언론 매체 종합

물리보안 환경

▶ 물리보안 부문에서는 중국 정부가 ‘안전도시(平安城市)’, ‘스마트도시(智能城市)’ 건설을 추진하면서,
보안시스템이 중요한 도시 인프라 중 하나로 각광받아 탄탄한 시장 수요를 형성
• 정부 정책의 시행은 보안 산업의 2~3선 도시로의 하향 발전을 촉진하고 보안기술의 혁신과 신제품
개발의 기폭제로 작용
• IDC에 따르면 중국의 스마트도시 프로젝트로 2020년까지 27억 6,000만 대의 CCTV가 설치될
예정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영상 감시시스템 구축으로 CCTV를 통해 찍힌 사람들의 신원을
인공지능을 통해 식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물리보안 시장은 2018년 이후 인공지능과의 결합이 본격화되어 다수의 보안 업체들이 AI를 적용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기타 신기술의 도입으로 전통적인 보안업체뿐 아니라 인터넷
대기업 등 타 영역의 기업들이 보안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됨
• 최근까지 지능형 보안 산업은 안면인식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장치 응용 영역도 다양해질 전망

중국

2) 인터넷 및 통신 환경

중국 인터넷 및 통신 시장 개요

▶ 2019년 8월 중국 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CNNIC,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가
발표한 제 44차 <중국인터넷발전현황통계보고>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8억 5,400만 명, 인터넷 보급률은 61.2%를 기록
•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용자는 8억 4,700만 명으로 2017년 말보다 2,984만 명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99.1%에 해당하는 수치임
• 연령별로는 10-39세가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65.1%를 차지하는 주력층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20-29세가 24.6%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그림 _ 중국 인터넷 사용자 규모 및 보급률(2013.6~2018.06)

[출처] CNNIC, ‘중국인터넷발전현황통계보고’(2019.8)

▶ 시장조사기관 BuddeCom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4억 9,600만 명으로
보급률은 106%에 달함
• China Telecom과 China Mobile은 2018년 한 해 동안 가입자 수가 각각 10% 증가하며 강한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시장 포화로 2023년까지 5년 간 성장 속도가 둔화될 전망
• 중국의 이동통신 보급률은 2020년 113%에서 2023년 121%를 달성할 전망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3.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LTE의 보급과 스마트폰의 가격 인하에 힘입어 2013년 21%에서 2018년

중국

92%로 급격히 상승
• 2020년 이후 5G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2025년까지 중국은 전 세계 5G 연결건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5G 시장이 될 전망

인터넷 활용 현황

▶ CNNIC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터넷 프로그램 사용률에서 인스턴트
메신저가 9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터넷 동영상(88.8%)과 검색엔진(81.3%)이 그 뒤를
이었음
• 성장률 면에서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6개월 전과 비교해 15.5%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재테크 사용자가 12.1% 증가했음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률에서는 인스턴트 메신저(96.9%)가 1위를 차지했으며, 검색
엔진(78.2%)과 신문(78.0%), 쇼핑(73.4%)과 결제(73.4%)가 그 뒤를 이었음
• 인스턴트 메시지는 최근 기본적인 메시지 전달 기능 외에도 이용자의 생활서비스를 접목한 종합
플랫폼을 개발·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검색과 인터넷 신문 역시 기본 기능 외에 사용자 개인 요구에 맞는 정보를 추천하거나 제공하는
플랫폼을 강화하는 추세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비즈니스 거래와 금융 서비스 등도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앱과 이용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6월 기준 온라인 재테크 서비스 이용자 수는 1억 7,000만 명으로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19.9%에 달함
• 온라인 지급결제 이용자 수는 6억 3,300만 명, 모바일 지급결제 이용자 수는 6억 2,100만 명으로
나타남

중국

정보보호 시장 현황

1) 시장 규모

시장 개요

▶ 중국의 정보보호 산업은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보안 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 중국은 세계에서 온라인 보안 지출이 두 번째로 큰 국가로 성장했으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 정보보안 산업은 전반적인 IT 산업의 발전 수준에 비해 상당 부분 뒤처진
상태로, 전체 IT 투자액 대비 보안 지출 비율도 전 세계 평균 수준에 대비해 여전히 차이를 보임
• 시장 공급도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동안 정부 정책 주도형의 발전 양상을 보일 전망

▶ 시장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 통신, 에너지, 군(軍) 등이 여전히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증권, 교통, 교육,
제조 등 신흥 시장이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
• 특히 정보보호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은 산업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자체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에서 개발된 제품을 집중 구매함으로써 중국 정보보호
업체들에게 안정적인 생존 및 발전환경을 제공
• 한편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기업 이메일과 기업 핵심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들의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채택이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시장발전을 견인하고 있음
• 여러 정보보호 업체들은 클라우드 외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을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완비해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보안에서 차세대 보안으로 변모 중

▶ 물리보안 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인 공공안전, 금융 분야 외에도 사람들의 안전 의식이
강화되면서 일반 가정용 보안 시장이 확대 추세
• 물리보안 제품군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상감시 제품의 경우, 네트워크화 지능화, 고화질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안전도시(平安城市)’, ‘스마트도시(智能城市)’ 건설 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추진과 도시화의 가속화는 보안 산업에 대한 시장 수요를 뒷받침
• 또한, 중국 스마트홈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Hikvision, Dahua 등 전통적인 보안 기업뿐 아니라
Alibaba, Xiaomi, 360 등 인터넷 기업들도 스마트홈 보안 시장에 진출하는 추세

중국

시장 규모 및 전망

q 정보보안 시장
▶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의 ‘2019년 중국 사이버보안 백서’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보안 산업규모는
2018년 510억 9,2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9.2% 성장했으며, ‘19년에는 631억 2,900만 위안 규모를
형성할 전망

▶ IDC에 따르면 금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IT 보안 지출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25.6%에 달해 전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돌 전망
• 2019년 중국의 IT 보안 지출액은 약 73억 5,000만 달러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 중국 보안 솔루션
시장이 137억 7,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IT 보안 지출액 중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1.9%이며,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가 16.4%, 보안
서비스가 21.7%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
• 업종별로는 정부와 통신, 금융이 중국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 가장 지출액이 많은 3대 분야로 전체
IT 보안 시장의 60%를 차지할 전망
그림 _ 2017~2022년 중국 IT 보안 지출규모 예측

[출처] IDC 중국, 보안뉴스 재인용1

1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8784&kin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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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리보안 시장
▶ 중국안전방범제품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물리보안 산업 매출규모는 7,412억 위안에 달할
전망
• 향후 수년 간 국내외적으로 보안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는 한편, 시스템 교체 및 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하면서 중국 보안 산업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까지 중국 물리보안 산업은 10-12% 사이의 성장률을 유지해, 2020년 시장 규모가 8,000억
위안을 돌파할 전망

그림 _ 2013~2020년 중국 보안 산업 규모(단위: 억 위안)

[출처] 중국안전방법제품산업협회, 중상산업연구원(2019.04)

2) 분야별 현황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 IDC China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IT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 사업자들의 매출 규모가 9억 4,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98% 성장
• IDC는 2023년까지 중국 IT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 사업자들의 매출 규모가 22억 9,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9.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디지털 경제의 성장, 기업 소비자들의 보안 의식 제고 및 기타 동인에

중국

힘입어 중국이 IT 보안 시장은 빠른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IT 보안 소프트웨어의 시장 응용도 광범해지고 있음
• 단말 보안 소프트웨어와 신원 및 디지털 신뢰 소프트웨어, AIRO(Analytics, Incident, Response, and
Orchestration) 소프트웨어 시장이 전체 IT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을 주도

그림 _ 2018-2023년 중국 IT 보안 소프트웨어 사업자 매출규모 예측

[출처] IDC China(2019.05)2

▶ 한편, 2018년 중국의 IT 보안 하드웨어 시장규모는 35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5% 성장했으며,
2023년에는 109억 9,000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5.5%로 예상
• SCM(Secure Content Management), 방화벽, 침입 탐지 및 방어(IDP), 통합위협관리(UTM),
가상사설망(VPN) 등이 IT 보안 하드웨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2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CHC45106219

중국

그림 _ 2018-2023년 중국 IT 보안 하드웨어 시장규모 예측

[출처] IDC China(2019.04)3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

▶ CPS(中安网)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 보안 시장규모는 약 7,180억 위안으로, 중국 GDP의 0.8%
가량을 차지함
• 이중 영상감시시스템 시장 규모가 1,229억 위안, 출입통제 시스템이 341억 위안, 방범경보 시스템이
137억 위안 규모를 형성

▶ 최근 중국의 물리보안 제품 시장은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CCTV의 지능화에 따라 단순히 영상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영상에 찍힌 사람이나 사물의 정체를 식별하고 행동의 특징을 분석하는 단계로 발전
• 영상감시 설비와 AI, 빅데이터 기술의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물리보안 시장에 진입하는 인터넷 기업도
늘고 있으며,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음

▶ 이와 함께 기술 업그레이드와 사용 범위의 확대는 물리보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 요인으로,
영상감시 제품의 경우 IP화, 디지털화, 고해상도화 등 끊임없는 기술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짐

3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CHC449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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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카메라의 경우 고해상도 추세에 따라 720p, 1080p는 이미 주류가 되었으며, 2K, 4K까지 발전
중이며, 인터넷 발전으로 현재 지하철 감시 시스템, 안전도시 등 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모두 IP 네트워킹을 기본으로 하는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또한 과거에는 물리보안 제품이 군대, 정부, 교도소, 박물관 등 특수 분야에만 사용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공장, 상점, 학교, 병원 등 대부분의 공공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방범 수요뿐만 아니라 사회
관리와 도시 관리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일반 가정에서도 물리보안 제품을 채택하는 사례
증가
• 정부 계획에서도 초기에는 범죄사건 해결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영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해, ‘안전도시’를 통해 도시 치안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된 이후, 현재는 ‘스마트도시’ 계획으로 도시
치안뿐 아니라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을 도모

3. 주요 사업자 현황

시장 특성 및 경쟁 강도

q 정보보안
▶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에 따르면 중국의 정보보안 제품 시장은 제품군 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서로 다른 업체들이 각 부문 별로 우위를 차지하면서 전체 시장의 브랜드 집중도는 낮은 편
• 중국의 정보보안 제품 시장은 장기적으로 통합 추세를 따르겠지만 확고한 시장 주도업체가
등장하거나 독점 체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정보보안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인식 부족으로 인해 선진국 대비 보안 서비스에 대한
투자나 시장 규모가 미약한 편으로, 중국의 정보보안업체들은 주로 보안설계, 보안평가, 보안
운영관리, 보안기술 연구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
• 보안 SI 시장에서는 다수의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 국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파편화된 구조로 시장 집중도는 낮지만, 점차 핵심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한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

▶ 중국정보통신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에서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체 수는 총
2,8,98개로, 1년 간 새로 늘어난 기업이 217개로 양호한 발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베이징의 기업이 975개, 광둥 기업이 975개, 상하이 기업이 288개 기업으로 1~3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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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함
• 2018년 상위 10대 상장업체들의 평균 매출규모는 15억 6,9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함
• 상위 10대 상장 보안업체들은 2018년 평균 연구개발에 2억 6,700만 위안을 투자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2% 증가한 수치

q 물리보안
▶ 중상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 물리보안 기업 수는 약 22,000개로 이중 보안 제품 제조
기업이 4,900개로, 전체 기업의 23% 가량을 차지함
• 중국 영상감시설비 시장은 Hikvision, Dahua를 비롯한 상위 5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시장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나, 최근 샤오미, 360, 바이두 등 IT와 인터넷 기업들이 보안업체와
제휴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

▶ 지능형 보안시스템 시장은 출입제어, 경보, 모니터링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출입통제 영역에서는
전국에 약 500여개의 장비 제조업체가 있으며 주로 베이징, 광둥, 상하이에 집중됨
• 상위 10개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약 20%로 외국 기업으로는 Bosh, Honeywell, HID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가격 경쟁력 부족으로 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
• 중국 기업들은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서 일정한 우세를 보유하고 있으나, 출입통제
시스템의 핵심 기술 및 칩셋은 여전히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도난방지 경보시스템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450개의 제조업체가 있으며, 상위 10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30%로 Honeywell, 일본의 ALEPH, 이스라엘 EL 등의 외국 브랜드가 강세를 보임

▶ 한편, 중국 천풍증권(TF Securities)에 따르면 최근 Hikvision, Dahua 등 대형 기업들은 제품 공급업체에서
솔루션 공급업체로 사업구조를 전환하면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더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이끌고 있음
• 일례로 스마트빌딩 솔루션에서 영상감시 장치의 비중은 15~20%에 불과하나, 솔루션 전체를 공급할
경우 도어록 제어, 출입 제어, 경보시스템, 소방시스템,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포함해 한 프로젝트를
통한 매출이 4~5배까지 확대 가능

주요 사업자

q 정보보안
▶ NSFocus(綠盟科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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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용 인터넷 보안시스템 주요 개발업체로서 정부기관, 통신사, 금융, 에너지, 인터넷 등 분야의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디도스 방지, 방화벽, 침입방지, 웹 보안, 위협분석, 데이터 유출 방지, 취약점
스캐닝, 보안 컨설팅 및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
• NSFocus는 2014년 Kingsoft Security, Deepin 등 중국 정보보안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규모를 확대했으며, 국가 정보보안표준화 작업의 회원사로서 다수의 국가급, 산업급, 기업급 표준화
작업에 참여
• NSFocus는 2019년 3월 글로벌 디도스 위협에 대한 실시간 인사이트와 상황인지를 제공하는 ‘Attack
Threat Monitoring’ 솔루션을 출시한 데 이어 5월에는 7Tbps 클라우드 디도스 방어 솔루션을
출시하는 등, 디도스 방지 솔루션을 잇달아 선보임

▶ Venustech(启明星辰)
• 중국 내 인터넷 보안업계의 대표기업으로 주력제품은 방화벽/UTM, 침입 탐지 시스템(IDS), 네트워크
보안, 비밀번호 인증 시스템 등이며 특히 방화벽/UTM, 침입 탐지 및 방어(IDS/IPS) 시스템, 안전 관리
플랫폼(SOC) 모두 시장점유율 1위
• 정부기관, 통신, 금융, 에너지, 교통, 군수, 제조업 등 분야의 기업고객이 선호하는 최우선 브랜드며
특히, 정부기관 및 군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함
• 세계 500대 기업에 편입된 중국 기업 중 약 60%의 기업 고객에게 보안 시스템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정책성 은행, 국유은행, 대형 주식제 상업은행 시장의 보급률은 90%이며, China Mobile, China
Telecom, China Unicom 등 3대 통신사에도 보안 서비스 제공

▶ Westone(衛士通)
• 2008년 중국 정보보안 업체 최초로 선전 주식시장에 상장된 바 있으며, 주력사업은 정보보안 하드웨어
제품 및 보안 시스템 개발생산, 주력제품은 암호장치, 암호 시스템, 보안 인증시스템, 방화벽 및
방화체계, 서버 및 데이터 보안시스템 등
• 2014년에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삼령성안, 삼령서통, 삼령가미 등 3개의 정보보안 전문기업을
인수하면서 칩에서 모듈까지, 단순 기기에서 시스템 개발까지 정보보안 분야에서 수직 계열화된
사업구조를 구축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

▶ TopSec(天融信)
• 1995년 설립된 TopSec은 1996년 중국 최초로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방화벽 제품을 출시함
• 금융, 통신, 전력, 교육, 헬스케어, 에너지, 제조 분야의 기업들과 정부를 대상으로 VPN, 암호화 제품
및 보안관리 솔루션 등을 판매하고 있음
• TopSec은 자체 개발 및 혁신을 고수하며 해외 보안업체들의 기술력에 근접 내지는 추월했다는 평가를

중국

받을 만큼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보안 기업으로 성장

▶ Sangfor
• 2000년 설립된 Sangfor는 네트워크 보안과 관리, 최적화 솔루션에 특화된 보안업체로 3,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베이징, 선전, 후난에 R&D 센터를 보유
• Sangfor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로는 차세대 방화벽, 위험평가, 보안 스캐닝, 침투테스트, 응급대응과
통합 보안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등이 있음
•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교육기관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27개 중국
정부부처 중 24개 부처가 Sangfor 제품을 사용 중

q 물리보안
▶ Hikvision(海康威视)
• 중국 내 대표적인 영상보안장비 제조업체로서, IHS Markit의 ‘2018년 글로벌 영상감시정보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Hikvision은 글로벌 영상감시 설비 시장에서 37.9%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
• Hikvision은 2018년 기준 CCTV 및 영상감시장비 부문에서 7년 연속 세계 최대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네트워크 카메라, 아날로그와 HD CCTV 카메라, DVR/NVR 및 영상 인코더를
포함해 거의 모든 개별 장비 부문에서도 글로벌 시장 1위 점유
• 백엔드(Back-end) 제품에서 프론트엔드(Front-end)로의 확장을 통해 종합 솔루션(Solution)
제공업체로 거듭났으며, 현재 HW와 SW를 결합한 솔루션 관련 사업의 매출비중은 50% 이상
• Hikvision의 해외사업은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만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터키, 두바이에 지사를 추가 설립하며 해외지사를 25개로 확장
• 최근에는 가정 및 소형 매장을 대상으로 감시카메라 장비 판매 및 유지보수,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하고 있으며 산업용 입체카메라와 CCD(Charge-coupled Device)를 개발해 머신비전(Machine Vision)
시장에도 진출
• 2017년 11월에는 딥러닝 기술을 내장한 듀얼렌즈 안면인식 DeepinView 카메라를 출시했으며, 특정
사람들의 신원과 이들의 얼굴 표정, 동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동 제품은 카지노,
금융기관, 혼잡한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될 전망

▶ Dahua Technology(大华技术)
• 항주에서 2001년에 설립된 후 2008년 5월 상장했으며, IHS Markit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계
영상감시시스템 시장에서 1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Hikvision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동영상 저장, 디스플레이 컨트롤, 스마트 교통시스템 등을 판매함. 보안, 금융,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중국

핵심영역과 관련된 사업을 하며, 6자회담, 올림픽 운동장, 상해 엑스포, 영국 런던 지하철 등의 중대형
프로젝트에 참여
• 최근 2년 간 영업망을 대거 확충하면서 중국 내 성소재지 도시 중심으로 전국적인 체인을 갖췄고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전 지역에 35개 해외 지사를 보유
• 또한, HW에서 SW로 집중하면서 기술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을 2011년의 700명에서
2017년 현재 6,000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2014년부터 연간 매출의 10%를 R&D에 투자하고 있음
• 최근에는 영상보안 감시 장비 시장을 중심으로 머신 비전, 드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신규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물리보안 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업 및 일반용 보안
서비스로도 사업 확장 중

▶ Univew(宇视科技)
• 정보보안 업체 H3C의 스토리지 및 멀티미디어 사업부를 전신으로 2011년 설립된 Univew는 중국
IP 지능 형 감시카메라 및 네트워크 감시카메라 시장에 진출해 판매량 및 판매 성장률에서 중국내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Hikvision, Dahua에 이어 중국 내 3위 영상감시 제품 사업자임
• 주요 제품으로는 IP 카메라, NVR, 인코더/디코더, IP SAN(Storage Area Network) 등이 있음
• Univew는 항저우와 선전에 R&D 시설을 설립하고, 매년 매출액의 15% 이상을 R&D에 투입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1,916명의 직원 중 절반이 R&D 인력임
• 2013년부터 해외 시장에 진출했으며, 2016년 5월에는 국내 보안기업 인콘과 제휴해 국내 시장도 공략

▶ Netposa(东方网力)
• 영상감시 플랫폼을 개발하는 솔루션 회사로서 10여 년간 도시 치안용 CCTV 플랫폼 건설에
주력해왔으며, 중국 내 영상감시 플랫폼 시장 점유율은 21%임
• 영상 클라우드 컴퓨팅이 핵심 기술이며 메모리장치, CCTV 카메라 등의 하드웨어를 통해 데이터 수집
회사와 최종 소비자에게 영상 서비스를 제공
• 회사의 제품은 영상수집, 네트워킹, 저장, 분석, 빅데이터 응용 등이 가능하며 도시 치안, 교통, 교육,
전력, 건물 관리, 기업고객용 및 개인 가정용 등으로 사용됨
• 주력 제품은 영상감시 관리 플랫폼 소프트웨어로서, Hikvision이나 Dahua와 달리 모든 방범(보안)용
장치를 제조하지 않고 영상감시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에만 주력하고 있어 제품 수익성이
좋음

4) 주요 동향 및 이슈

중국

▶ ZTE, 브뤼셀에 사이버 보안 연구소 설립(2019.7)
• ZTE가 중국산 통신 장비를 둘러싼 우려를 완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벨기에의 브뤼셀에
사이버보안 연구소를 개설
• ZTE에 따르면 연구소의 주요 목적은 규제당국과 잠재 고객이 5G 장비를 비롯한 ZTE 제품의
소스코드와 문서를 검토하고, 블랙박스 시험*과 침투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
• 연구소는 ZTE의 5G 장비의 보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실시하게 되며,

주요 보안

기관들과 협력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
• ZTE는 2019년 5월 중국 난징과 이탈리아 로마에 사이버보안 연구소를 개설한 바 있음

▶ Huawei, 향후 5년간 사이버보안에 20억 달러 투자 계획(2018.12)
• Huawei가 향후 5년간 사이버보안 인력과 연구소 시설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사이버보안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Huawei에 대한 보안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서, Huawei는
현재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5G 인프라 구축에서 제외됨
• Huawei는 기업과 정부의 특정 요구에 대응한 1회성 변경이 아닌, 소프트웨어 설계방식의 근본적 변화
및 연구개발 엔지니어의 훈련과 역량 강화에 2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
• Huawei는 이를 통해 향후 3-5년간 정부와 기업 고객 양쪽에서 신뢰받는 제품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5) 정보보호 스타트업 시장 현황
시장 현황

▶ 중국정보통신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7월 중국 정부가 상하이 증시에 기술주 전용 상장시장
커촹반(科创板：Technology Board)을 개장하면서, 정보보호 스타트업들의 상장이 활성화될 전망
• 현재 커촹반에 상장하거나 상장을 계획 중인 정보보안 스타트업은 총 6개로, 이들은 대부분 클라우드
보안과 IoT 보안, 빅데이터 보안 등 융합보안 사업 영역에서 활동 중
• 일례로 2011년 설립된 베이징 ABT Networks(安博通)은 IPv6 보안과 IoT 보안, 클라우드 보안, 보안
가시화 전문 기업으로 정보보호 기업 중 최초로 커촹반에 상장해 2억 9,800만 위안을 조달

중국

▶ 물리보안 영역에서는 인공지능과 보안을 결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다수 활동
하고 있음
• Dahua를 비롯한 전통 보안기업이 보안 카메라와 도어록 등의 제품에 안면인식과 데이터 구조화,
딥러닝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면, Sensetime과 Huohe Tech로 대표되는 스타트업은 안면인식과
행동분석 등 이미지 분석, 지문인식 보안 서비스 고도화에 주력 중

주요 사업자

▶ Baishan Cloud
• 2015년 4월 구이저우에서 설립된 Baishan Cloud는 클라우드 서비스 및 클라우드 보안 전문 기업으로
2017년 인공지능 기반 클라우드 보안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2018년에는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통합제품을 출시
• 2016년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현재 Microsoft, Xioami, Sina 등 400개
이상의 국내외 기업들에 서비스를 제공 중

▶ Pensees Technology
• 2017년 베이징에서 설립된 Pensees는 기업용 보안, 공공 보안,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공장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AI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 및 구축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과 솔루션으로는 안면인식
시스템, 안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이 있음
• Pensees는 2019년 7월 싱가포르에 AI 알고리즘 연구원, 시스템 연구원, 하드웨어 전문가와 엔지니어
등, 70명 규모의 연구소를 설립
• Pensees는 새로운 연구소를 통해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비롯한 현지 대학 및 전문가와 협력할
계획으로, 이미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AI 기반 카메라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

▶ SenseTime
• 2014년 설립되어 2018년 6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으면서 2018년 말 기준 시가총액 45억 달러를
돌파한 센스타임은 AI 업계의 최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스타트업으로 차이나 모바일과 화웨이,
정부기관 등 300여 개의 고객을 보유
• 2017년 AI 안면인식 시스템을 중국 광저우의 범죄자 추적업무에 도입하여 2,000여 명의 범죄자를
식별, 100여 건의 사건을 해결하고 800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현재는 얼굴과 이미지, 텍스트 인식과 의료 영상 및 비디오 분석,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보안분 아니라 금융, 의료, 자동차 등의 산업에 사용 가능한 AI 기술ㄹㄹ 개발 중

중국

▶ Huohe Tech
• 2013년 베이징 중관춘에서 설립된 Huohe Tech는 2018년 2,0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에
성공한 스마트 도어록 전문 스타트업임
• Huohe Tech의 스마트 도어록 판매는 누적 100만 대를 넘어섰으며 2015년 이후 연 300%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
• AI 지문 학습 알고리즘으로 0.3초 이내 360도 지문인식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고도화하였으며,
스마트폰을 연동한 상시 출입기록 확인, 비밀번호 설정, 이상감지 자동 경보, 배터리 부족 알림 등의
기능을 탑재함

중국

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1) 주요 법령 및 정책

관련 법령 및 규제

표 _ 중국의 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 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보호조례(국무원-State Council, 1994.02)
· 컴퓨터정보망 국외 접속 안전보호 관리방법(국무원-State Council, 1997.12)
· 인터넷 안전 보호에 관한 결정(전국인민대표대회, 2000.12)
· 정보보안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국가정보화지도소조, 2003.08)
· 해외 단체 및 개인의 재중국 암호제품사용 관리방법(국가암호관리국, 2007.03)
· 정보보안등급 보호관리방법(공안부/국가보밀국/국가암호관리국/국무원정보화판공실, 2007.06)
· 형법 개정안(전국인민대표대회, 2009.02)
· 통신네트워크 보안방법 관리방법(공업정보화부, 2010.01)
· 국가기밀유지법(전국인민대표대회, 2010.04) 개정안
· 신국가안전법(전국인민대표대회,2015.07)
· 사이버(네트워크·인터넷) 안전법(전국인민대표대회,2016.11)
· 핵심정보기반시설 안전보호조례 초안)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2017.07)
·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조례(공안부, 2018.06)
[출처] 각 부처 자료

▶ 신(新)국가안전법
• 중국 정부는 2015년 7월 1일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신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킨 뒤 같은 날 공포, 시행함
• 신국가안전법 제1조는 “국가안전을 유지하고 인민민주독재 정권 및 중국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며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시키기 위해 동 법을
제정하였다”고 법률의 목적을 밝히고 있음
• 신국가안전법은 특히 사이버보안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가가 네트워크와 정보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와 정보안전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며, 네트워크와 정보기술의
혁신 연구·개발 응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

중국

• 새 법은 또한 네트워크와 정보 핵심기술, 핵심 기초시설과 중요 영역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안전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 정부는 신 국가안전법을 통해 인터넷 주권의 개념을 제시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중국 내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국가와 개인 간 법익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판단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네트워크안전법(일명: 사이버보안법)
• 중국 정부는 2016년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을 제정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
• (구성 및 내용) 네트워크안전법은 ‘사이버 공간 주권과 국가 안전 수호’를 입법 취지로, 모두 7장
68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트워크 안전, 핵심 정보인프라 보호,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모니터링,
법률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
• (집행 주체) 중국공산당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 판공실이 총괄 부처의 역할을 맡고,
공업정보화부와 공안부가 네트워크 보안, 사이버 불법콘텐츠 감독 업무를 집행
• 중국 정부는 향후 국가안전법과 네트워크 안전법을 토대로 네트워크 보안전략 기획, 집행, 감독,
위기상황 대응 등 종합적인 감독을 추진 계획

표 _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구분
제1장 총칙
제2장 네트워크안전 지원
및 촉진

주요 내용
･ 목적, 적용대상, 국가의 역할, 국민의 책무 등
･ 국가 네트워크 보안 전략 수립, 주무부처의 사이버 보안 계획 실행
･ 표준 제정･시행, 기술 개발, 교육･훈련, 인재양성 등 촉진정책
･ 네트워크 보안등급제도 실시 및 보안조치의무

제3장 네트워크 운영안전

･ 네트워크 중요 설비 및 제품 인증･검사 및 제품목록 공개
･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및 국가의 전자신분 인증기술 연구개발 지원
･ 핵심 정보인프라 지정･관리 및 보안조치의무 등

제4장 네트워크 정보안전
제5장 네트워크안전
모니터링 경보 및 긴급대응
제6장 법률적 책임
제7장 부칙

･ 네트워크 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 불법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자의 의무
･ 네트워크 보안정보 수집･분석･통보 관련 협조체계 구축
･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경보 및 긴급 대응체계 구축
･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 용어 해설 등
[출처] 공업정보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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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략 및 정책

▶ 국가 사이버보안 산업 발전 계획(国家网络安全产业发展规划)
• 2019년 6월 30일 개최된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현황’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사이버보안
산업 발전 계획’이 정식 발표되었으며,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베이징 시정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로 함
• 계획은 2020년까지 베이징 사이버보안 산업 규모 1,000억 위안(약 17조 원) 돌파, 사이버보안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 규모 3,300억 위안(약 56조 원) 이상 달성, 연매출 100억 위안(약 1조 7,000억
원) 이상이 사이버보안 핵심기업 최소 3곳 육성 등의 목표를 설정
• 또한 2025년까지 국가사이버보안 전략 지원 기지, 국제적 수준의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기지,
사이버보안 첨단산업 합동시범 기지, 사이버보안 인재육성 기지, 사이버보안 산업제도 혁신 기지 등
5개 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

▶ 사이버공간 국제협력전략(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
• 중국 외교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017년 3월 1일 ‘사이버공간 국제협력 전략’을 공동 발표
•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12월 열린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사이버공간은 인류의 공동 활동영역이므로 세계 각국이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사이버공간
운명공동체 수립’을 주창
• 사이버공간 국제협력 전략은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사이버공간 운명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국제
교류협력의 추진을 체계적으로 제안
• 중국 외교부는 이번 전략이 전 세계 사이버공간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이버공간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이끌기 위한 전략성 문건이라고 설명
• 전략의 6대 목표는 ▲주권과 안전의 수호 ▲국제규칙체계의 수립 ▲인터넷 공평관리의 추진 ▲공민의
합법적 권익 수호 ▲디지털 경제협력 촉진 ▲인터넷 문화교류 플랫폼 구축 등임
• 또한 실행계획으로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안정 촉진 ▲규칙 기반의 사이버공간 질서 형성
▲사이버공간 협력관계 확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 추진 ▲사이버 테러리즘과 범죄
단속을 위한 국제 협력 ▲프라이버시 등 공민의 권익 보호 ▲디지털 경제 발전 추진 ▲글로벌
정보인프라 건설과 보호 강화 ▲사이버 문화교류 제시

▶ 정보통신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규획 2016-2020(信息通信网络与信息安全规划)
• 2017년 1월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규획 (2016-2020년)’을 발표
• 본 규획은 시진핑 주석의 사이버강국 전략 하에서 ‘혁신, 협력,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이념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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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방면의 중점 임무를 제시
• 주요 임무는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법률법규 제도의 완비 ▲보안 관리감독 체계, 보안책임체계,
국내외 협력 체계 등을 포함해 새로운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수립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기술보장수준의 제고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전보장체계 수립 ▲네트워크(온라인) 데이터 및
이용자정보 보호 강화 등임
• 또한 인프라 자원 정보보안 관리에 더욱 힘쓰고 부가 통신서비스의 정보보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인터넷 기술·업무에 대한 정보보안 평가를 심화할 계획
• 나아가 건전한 온라인 생태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동시에 온라인 보안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침

▶ 국가 사이버공간 안전전략(国家网络空间安全战略)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016년 12월 27일 사이버 강국 실현과 사이버 공간 에서 국가 주권
및 이익 보호를 위한 ‘국가 사이버공간 안전전략’을 발표
•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응용과 사이버 공간의 발전은 경제사회 번영과 진보를
크게 촉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보안 위험과 도전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사이버 보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다며 전략 마련의 배경을 밝힘
• ‘전략’은 국가 사이버 보안 업무의 주요 임무로 ▲사이버 공간 주권 수호 ▲국가 안보 수호 ▲핵심
정보인프라 보호 ▲사이버 문화 건설 강화 ▲사이버 테러와 불법 범죄 단속 ▲사이버 관리체계 완비
▲사이버 보안 기초 마련 ▲사이버 공간 방호 능력 향상 ▲사이버 공간 국제협력 강화 등 9개 항을 명시

▶ 국가 정보화 발전전략 강요(家信息化發展戰略綱要)
• 2016년 7월 중국 국무원은 ‘국가 정보화 발전전략 강요’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3단계의 인터넷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
• ‘강요’에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 정보화 발전을 지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인터넷 강국
건설이라는 최종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국면을 탈피하고 기술 수준
향상, 산업 발전, 인터넷 보안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2050년대까지 인터넷 강국 실현,
세계 정보화 견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
• ‘강요’는 인터넷 보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전략적 목표로 강조함으로써 인터넷 보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
• 각종 테러 및 폭력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경보 및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업계의 전문가들은 인터넷 보안, 전용 통신 구축 등 부문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기술 부문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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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기관
표 _ 중국 정부부처별 정보보호 관련 수행 업무
정부 부처

수행업무

소관 부서/기관

중앙네트워크안전
정보화위원회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발전전략과 거시계획 및
법제의 연구제정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

인터넷 정보와 관련된 법령 제정과 인터넷 정보
내용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와
협조

공업정보화부

통신과 인터넷 산업의 사이버보안 계획과 정책, 표준의
개발 및 시행, 통신과 인터넷 산업 사이버보안 심사 관련
업무, 신기술과 신사업의 안전평가 실시

- CN-CERT
- 네트워크안전관리국

공안부

사이버 범죄의 조사 및 단속과 중국 내 인터넷에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에 해로운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 ‘만리방화벽’ 운영

네트워크안전보위국

▶ 중앙네트워크안전정보화위원회
• 중국 공산당은 2014년 2월 당 중앙 직속으로 중국의 사이버보안과 정보화 업무 관련 최고
정책결정기구로서 중앙네트워크안전정보화영도소조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를 설립
• 영도소조의 조장은 시진핑 총서기, 부조장은 리커창 총리와 중국 공산당 당무를 총괄하는 류윈산
서기처 서기가 맡는 등 당·정·군 주요부서의 핵심 지도자 22명으로 구성됨
• 영도소조는 2018년 3월 위원회로 격상되어 위상과 권한을 더욱 강화함
• 위원회는 국가안전과 장기 발전을 위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의 사이버보안과 정보화
관련 중대 문제를 전반적으로 협의·조절하고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발전전략과 거시계획을 연구,
제정하며 국가 사이버보안과 정보화를 위한 법제 마련 등을 주요 임무로 함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 2011년 5월 설립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014년 2월 당 중앙 직속기구로 중앙네트워크안전
정보화영도소조가 설립된 이후, 동 영도소조의 실무 집행기구 역할을 하면서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관련 권한과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음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핵심 임무는 중국 내 인터넷에 대한 감시 및 검열 활동으로,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정보와 관련된 법령 제정과 인터넷 정보내용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와
협조, 인터넷 매체에 대한 심사허가 및 감독, 뉴스 제공 사이트의 규제 등임

중국

▶ 공업정보화부
• 정보화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기준의 입안 및 시행, 산업 운영의 조율과 모니터링, 주요 기술설비
제조업의 발전 및 혁신 촉진, 통신과 인터넷 산업의 규제, 정보기술 개발 및 응용의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함
• 공업정보화부 산하의 네트워크안전관리국은 통신과 인터넷 산업의 사이버보안 계획과 정책, 표준
등을 개발 및 시행하며, 통신과 인터넷 산업 사이버보안 심사 관련 업무, 신기술과 신사업의 보안평가
등을 실시

▶ 공안부
• 국무원 산하의 주요 중앙 부처로 범죄활동의 예방과 저지, 법과 질서 유지, 극단주의, 폭력, 테러의
예방, 국내 치안 유지, 관리 등록 업무(신원확인 서류, 출입국 허가 등)를 주 업무로 함
• 공안부 산하의 네트워크안전보위국은 보이스 피싱 등 경제사기 범죄와 테러, 분리주의자나
극단주의자 등 정치성 사이버 범죄를 조사하며, 전국에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함

3) 인증제도

▶ 중국강제인증제도(CCC)
• 중국강제인증제도(CCC)는 2003년 8월부터 시행된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로 음향 및 영상
주파수설비, 정보기술설비, 전신단말기설비, 안전기술 경비 제품 등 19개 유형 132개 제품으로
시작해 유형과 제품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중국에서 해당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CCC 마크를
획득해야하기 때문에 CCC 제도는 수입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여 수출입 비율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
• DVR을 비롯한 주요 물리보안 제품들도 CCC 인증 대상으로 DVR은 2012년 2월 말부터 CCC 인증에
포함되어 완제품으로 수입할 경우 반드시 CCC 인증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정보기술보안강제인증제(ISSCC)
• 중국국가인증감독위원회(CNCA)는 2010년 5월부터 외국 기업이 납품하는 정부조달 IT 제품에 대한
정보기술보안 강제인증제(ISCCC) 시행을 발표
• 중국에서 전기･전자제품, 소방제품, 자동차 등 강제인증 대상품목에 포함된 제품은 반드시 관련규정에

중국

따라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는 동시에 CCC 인증마크를 부착해야만 중국 내 수입 및 판매가 가능
• 소비자 제품에 실시됐던 안전성 검증제도(CCC)가 통신안전, 데이터 안전, 콘텐츠 안전 등 8개
분야로부터 네트워크 해킹 스캐너 제품, 방화벽, 안전심사 제품 등의 정보보안 제품에까지 확대 시행

표 _ 중국 정보기술보안강제인증제 적용제품
관련 제품

적용범위

방화벽

· 방화벽 기능을 주로 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조합, 기타
네트워크 상품의 방화벽 모듈 (개인 방화벽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네트워크
보안격리카드,
선로선택기

· 안전격리계산기(컴퓨터를 포함 디지털방식으로 사용되는 기기),
안전 격리카드, 안전격리 선로 선택기기

보안격리, 정보교환

· 안전격리와 데이터 교환 상품, 안전격리와 단 방향 문서 전송
상품

통신보안

보안 라우터

· 범위는 IPSec/SSL에 통합되고,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안전회계감사 등, 하나의 혹은 다중의 안전모듈의 공유기, 단
접이식 공용 공유기는 제외

신원감식과
출입통제

IC카드칩 운영 체제
(COS)

· 신분감식과 방문통제내의 IC카드칩운영체제(COS) 범위는 접촉
혹은 비접촉 작업방식을 채용한 지능카드의 COS

데이터 보안

데이터백업, 복구

· 독립적인 데이터백업과 회복관리 소프트웨어상품, 데이터 복제
상품과 지속 데이터보호상품은 포함되지 않음

분야

경계안전

안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초 시스템
보안운영시스템

콘텐츠 보안

스팸차단
침입탐지 시스템

평가심사
및 통제

네트워크해킹스캐너

보안심사
응용보안

웹사이트 복구

· 독립적 안전 데이터베이스 체계 소프트웨어 상품, 집약 혹은
내재된 안전 데이터베이스 체계 상품
· 기초 플랫폼의 보안 조직체계, 적용되는 범위는 독립적 안전조직
체계 소프트웨어 상품, 집약 혹은 내제된 안전 조직체계의 상품
· 공개적 안티스팸게이트웨이, 안티스팸메일체계와
메일서비스일체, 안티스팸메일 서비스 시스템
· 네트워크 침입탐지 시스템, 주요기기 침입탐지 시스템
· 네트워크 해킹 스캔상품 ※이 항목에 적용되지 않는 상품은
주요기기 해킹 스캔 상품, 데이터베이스 해킹 스캔상품, WEB
응용 해킹 스캔 상품
· 하드웨어,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와 기타 응용 시스템 등
하나 혹은 다중의 보안 심사 대상 상품
· 정지 상태의 홈페이지 문서, 동태 문서 목록 복구 진행 상품
[출처] KOTRA 상하이 KBC

중국

▶ 모바일앱 안전인증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시장관리감독총국은 2019년 3월 모바일 앱의 이용자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관행을 규범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모바일앱 안전인증 실시규칙’을 발표
• 중국네트워크안전심사기술인증센터가 앱 인증을 주관하고 검사기관은 인증센터가 인증업무의
필요성과 기술력에 따라 결정함
• 동 인증은 자율인증으로서 검색엔진과 앱스토어에 인증을 받은 앱에 대해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우선
추천할 것을 권장
• 모바일앱 안전인증의 절차는 기술검증과 현장심사, 인증 후 감독으로 구성되며, 인증을 취득하려는
앱 운영자는 인증신청서와 앱 설명서, 인증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자체평가 결과 및 관련 인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됨
• 단, 관련법이나 규제를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12개월 내 중대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기업 등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함

4)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2019년 중국 사이버보안 주간, 텐진에서 개최(2019.9)
• 2019년 9월 16일 중국 사이버보안 주간이 텐진에서 열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혁신성과 함께 안전성과 통제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발언
• 시진핑 주석은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의 안전과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인공지능, IoT, 차세대 통신과 같은 신기술의 개발뿐 아니라 이러한 신기술의 응용이 법과 표준에
부합하도록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
• 사이버보안 주간은 2014년 처음 시작되어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가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이버보안 전시회와 기술 포럼 등의 활동이 이루어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기술 안전관리목록 제도 제정 계획(2019.06)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가안전법 등 관련 법률법규에 의거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술 안전관리목록 제도 수립을 추진 중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번 제도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제거하고 국가의
혁신 드라이브와 양질의 발전을 위한 견고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

중국

• 인민일보에 의하면 국가기술 안전관리목록 제도를 통해 중국의 자주적인 혁신 능력 강화 및 통제
가능한 전략적 첨단기술과 중요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방화벽을 구축하게 될
전망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네트워크 안전심사방법 초안 발표(2019.05)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019년 5월 ‘네트워크 안전심사 방법’ 초안을 발표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IT 제품과 서비스가 자국의 중요한 핵심 정보기술 인프라와 국가안보를 해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보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IT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함
• 심사방법 초안은 국가인터넷판공실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상무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라디오TV총국,

국가보밀국,

국가암호관리국이 공동으로 마련함
•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심사방법 초안에 따르면, 네트워크 안전심사는 주요정보기반시설 운영자의
IT제품과 서비스 구매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국가 안보의 위험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됨
• 평가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정치·외교·무역 등 비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IT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을 포함해 IT 제품과 서비스의 통제가능성, 투명성, 공급망 안전 △국방과 군수
산업시설, 주요정보기반시설과 관련한 기술과 산업에 대한 영향 △IT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거나 통제를 받는 등의 상황을 포함
• 주요정보기반시설 운영자는 구매하는 IT제품과 서비스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네트워크 안전심사방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IT제품과 서비스 구매 시, 제품과 서비스 운영
이후 초래될 잠재적 보안 위험을 예측해 보고해야 함

5) 정보보호 스타트업 관련 정책동향

▶ 국가 사이버보안기지 인큐베이터, 우한에 설립(2018.09)
• 국가사이버보안기지 인큐베이터 기공식이 2018년 9월 우한에서 열렸으며, 투자규모는 30억 위안,
건축면적은 약 30만 평방미터로, 완공 후 중국 최대 규모의 사이버보안 영역 인큐베이터가 될 전망
• 2016년 9월 우한 린콩강 경제기술개발구역 내에 국가사이버보안 인재 및 혁신기지가 설립된 이래
지난 2년간 주요 프로젝트 계약이 성사됨
• 특히 TUS Cybersecurity(启迪网安)가 투자 및 건설하는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지의 중요 부분을 차지함
• TUS Cybersecurity는 이번 인큐베이터를 플랫폼으로 삼아 칭화대학교의 사이버보안 교육자원과

중국

연구자원을 활용해 국내외 사이버보안 프로젝트 및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며, 각종 과학기술
발전기금 및 공유 공간,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을 건설해

사이버보안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다는 계획
• 인큐베이터 프로젝트의 완료시기는 2020년경이 될 전망으로, 사이버보안 영역의 200개 기업을
유치해 스타트업 대상 전방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일류 네트워크안전학교 시범 프로그램(2017.08)
•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사이버공간 안전 전략을 통해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프로젝트의 실시와
사이버보안 학과의 건립 강화, 일류 사이버보안 학부와 창의혁신단지 설립으로 인재 육성과 혁신
창업에 이로운 생태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
•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017년부터 10년에 걸쳐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체제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10년 내 국제적 영향력과 지명도를
갖춘 4~6곳의 네트워크안전학교를 건설하기로 함
• 시범 프로그램 계획에 따르면 사이버보안 인재 종합 양성을 위해 공학, 법학, 관리학 등을 포괄하는
학제간 프로그램을 수립할 방침
• 또한 사이버보안 분야에 전문 지식과 풍부한 교직 경험을 보유한 교수진을 모집하고 사이버보안
기술/관리 전문가를 겸임 교수로 초빙하며, 재학생들에게 창업혁신을 적극 장려해 인재양성과
기술혁신, 산업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형성한다는 계획
• 일류네트워크안전학원 시범프로그램 신청서는 매 2년마다 수리하고, 시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원칙적으로 10개 이내로 제한되며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교육부에
해당년도 시범 프로그램 완료 보고서와 차기 연도 계획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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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 시장 및 정책 동향

1) 융합보안 시장 현황

클라우드/사물인터넷 보안 시장

▶ 중국 중상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클라우드 보안 시장규모는 약 37억 7,6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45% 성장했으며, 2019년에는 50% 성장한 56억 1,000만 위안 규모를 형성할 전망
• 또한 사물인터넷이 생산과 소비,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 보급되면서 IoT 기기가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로, 이에 따른 보안 위협의 증가로 사물인터넷 보안 시장도 급속한 성장세
• 2018년 중국의 사물인터넷 보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87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2019년
에는 130억 위안, 2021년에는 50% 이상 증가한 300억 위안을 기록할 전망

자동차 사이버보안 시장

▶ Barnes Reports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17억 5,850만 달러에서
2025년 62억 2,900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2020-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7.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_ 2013-2020년 중국 자동차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

[출처] Barne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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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보안 시장

▶ Barnes Reports에 따르면 중국의 인지보안 시장 규모는 2019년 5억 990만 달러에서 2025년 40억
3,73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2020-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9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_ 2013-2020년 중국 인지보안 시장 규모

[출처] Barnes Report

스마트 의료

▶ 스마트 의료 시장은 중국의 의료산업 집중 육성 정책으로 매해 높은 성장을 기록 중4
•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 및 높아진 의료 서비스 수요 대비 병·의원의 수가 모자라거나 대도시에 집중
분포해 있는 현상 때문으로, 온라인이나 거점 시설 등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주로 3급 병원에 해당하는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선호도로 인해 진료를 위해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하여, 인터넷을 통한 간편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 비율이 증가한 것도 또 다른 요인
• 중국 정부의 완화된 의료산업 정책에 힘입어 기존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이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스마트 의료시장에 새로이 진출하거나(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형병원이 온라인 병원을
설립(광동성 온라인 병원 등)하여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4 https://www.kita.net/cmmrcInfo/rsrchReprt/rsrchReprt/FileDown.do?nIndex=2&nPostidx=1939&classifica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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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보안 정책 현황
관련 정책 및 규제

▶ 산업인터넷 보안 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2019.08)
•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생태환경부, 응급관리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10개 부서는 2019년 8월 ‘산업인터넷 보안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정식 발표하고 2020년
말까지 산업인터넷 보안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할 계획
• 지도의견은 2020년 말까지 자동차, 전자정보, 우주항공, 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최소 20개의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보안 제품을 마련하고 핵심 경쟁력을 갖춘 산업인터넷 보안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
• 2025년까지는 관련 체계의 개선과 기술수단 수준의 급격한 향상, 일정 규모 이상의 보안 산업 형성
및 상대적으로 완전하고 신뢰 가능한 산업인터넷 보안체계의 기본적 틀도 구축할 계획
• 지도의견은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각지의 관련 부처가 현지의 산업인터넷 발전 현황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체계와 방식을 선진화하고 산업인터넷 보안 분야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
• 또한 정부와 산학연 등 다양한 관계자가 협력해 정책 연구, 연구개발, 표준 제정, 연맹과 포럼 결성,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인터넷 보안 산업 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 평가방법(2019.07)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국가발전개현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가 공동으로 공산당과 정부
소속 기관 및 핵심 정보인프라 운영업체가 도입하고 이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보안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이번 평가방법의 제정 목적은 당과 정부기관 및 핵심 정보시설 운영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에서 보안 통제 수준을 높이고 사이버 보안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임
• 보안평가는 신고, 접수, 전문 기술 기관의 평가, 전문가 팀의 종합 평가, 보안평가 업무협조기제 심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승인, 평가결과 발표, 지속적인 감독 등의 과정으로 구성됨
• 보안평가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신용정보와 경영상태 등 기본 상황과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소속인원의 배경과 신뢰성,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과 제품, 서비스 공급사슬이 보안 실태 등을 점검
•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당과 정부기관, 핵심 정보시설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 보안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평가
업무협조기제판공실이 신청을 수리 후 보안평가를 실시
• 보안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평가 결과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중국

최소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보안평가업무협조기제판공실에 재평가를 신청해야 함

▶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2019.01)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을 발표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 또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등 형식을 통해 사회 일반 대중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칭
•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블록체인이 신흥기술로서 변조가 불가능하고 익명성 등의 특징을 가지며 국가
발전의 기회이자 사회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동시에 일정한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고 규정 시행의
배경을 밝힘
• 규정에 따르면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콘텐츠에 대한 보안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서비스에 상응하는 기술 요건을 갖추고 관리규칙을 제정해 공개해야 함
•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제품과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개발해 출시할 때 유관 규정에
따라 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보고해 보안 평가를 진행하며, 정보보안
위험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수정과 개선을 진행해야 함

스마트 의료

▶ 의료산업을 국가 집중 육성산업으로 분류한 후, 특히 인공지능과 원격의료 등에 있어 정책적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의료산업의 고도화를 추구함
• 2018년 1월 베이징시 위생계획출산위원회 주도로 발표된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 실시방안(2018-2020)’에서 원격의료를 제도권으로 도입하고 그 개념과 기준을 설정5
• 2019년 초 양회(兩會)에서는 “스마트+(智能+)”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을 의료 서비스 등 각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것임을 공표6
• 의료산업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일부 인터넷 대기업 등을 해당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공식 선정·발표하기도 함(예: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인공지능 대표 기업으로서
텐센트 선정)
• 의료산업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를 도입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범위 문제가 결부됨과
동시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귀속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원격의료의 경우에도
책임 귀속 문제 및 보험 수가 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중국 정부는 제도를 선(先)
시행하고 이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을 견지해 옴

5 http://korean.china.org.cn/2018-05/07/content_51169798.htm
6 김윤희, [2019 중국양회 2] 정책 방향으로 본 유망산업, KOTRA 베이징 무역관, 2019. 3. 19., 박승혁 수석연구원, 2019년
중국 주요 정책방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9.2.26. No.5 Trade Bri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