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18-322

중국의 빅데이터산업 육성과 정부의 역할

이진면·박가영·김화섭·이준엽·이연

2018. 4.

차 례
요약 . ...................................................................................... 7
제1장 서론 ...............................................................................................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5
2. 연구 주안점 및 구성 .................................................... 17
제2장 빅데이터산업의 특징과 발전요인 .................................................. 20
1. 빅데이터와 빅데이터산업 ............................................. 20
2. 빅데이터산업의 발전 원인과 구조적 특징 ......................... 29
3. 빅데이터산업의 문제점 ................................................ 40
제3장 빅데이터의 산업적 발전 현황 ........................................................ 50
1. 빅데이터시장의 현황 ................................................... 50
2. 빅데이터의 저장·처리 관련 기술 동향 ............................. 69
3. 빅데이터시장의 주요 기업 사례 분석 ............................... 78
제4장 빅데이터산업 육성정책 .................................................................. 90
1. 빅데이터산업 정책의 개괄 ............................................ 90
2. 빅데이터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전략적 목표 ...................... 97
3.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 101
4. 주요 지방정부의 빅데이터산업 정책 ............................... 113
제5장 정부부문의 빅데이터 이용분석 ................................................... 133
1. 정부부문 빅데이터 이용현황 . ....................................... 133

2. 정부 빅데이터 이용 사례 ............................................. 136
3. 정부 빅데이터 관련 기업 ............................................. 144
4. 정부통계의 빅데이터 활용 ........................................... 149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55
1. 연구결과 요약 ........................................................... 155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 160
참고문헌 ............................................................................... 164

표 차례
<표 2-1> 중국 내 빅데이터 전공개설 대학현황(2017) . .............................. 49
<표 3-1> 중국의 빅데이터산업 사슬단계별 시장 규모 및 비중 추이 ............... 53
<표 4-1> 빅데이터 발전촉진 행동강요의 골자 ......................................... 93
<표 4-2> 빅데이터 발전촉진 행동강요의 연도별 목표 ............................... 94
<표 4-3> 빅데이터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 96
<표 4-4> 중국정부 정보자원 공유에 대한 잠정규정의 주요 내용 .................. 103
<표 4-5> 구이양빅데이터거래소 702공약의 주요 내용 해설 ....................... 108
<표 4-6> 빅데이터 거래소의 개방가능 데이터 범주 ................................. 110
<표 4-7> 중국 지방정부의 빅데이터산업 관련 정책 및 조치 ....................... 130
<표 5-1> 정부 빅데이터의 응용 기업 ................................................... 148

그림 차례
<그림 2-1> 빅데이터의 발전과정 ........................................................ 25
<그림 2-2> 중국 빅데이터산업의 정의와 범위 ......................................... 28
<그림 2-3> 빅데이터의 생성, 관리 및 서비스 과정 ................................... 28
<그림 2-4> 중국의 빅데이터산업 사슬지도 ............................................ 32
<그림 2-5> 빅데이터 운행처리의 생명주기 ............................................ 33
<그림 2-6> 중국의 빅데이터산업 세부업종별 사슬구조 .............................. 33
<그림 2-7> 중국의 빅데이터 소스 제공업체 유형 ..................................... 35
<그림 2-8> 중국의 빅데이터 하드웨어 유형 ........................................... 36
<그림 2-9> 기업부문의 정보의 섬 예시도 .............................................. 45
<그림 3-1> 중국의 빅데이터시장 규모 및 증가율 ..................................... 51
<그림 3-2> 중국의 광의적 빅데이터산업별 시장 규모 비교........................... 52
<그림 3-3> 중국 제조업의 빅데이터 활용 .............................................. 55
<그림 3-4> 중국 제조업의 빅데이터 응용시장 전망 .................................. 57
<그림 3-5> 업종별 수익 100만 위안당 데이터 생산량(2015년) .................... 59
<그림 3-6> 중국의 금융 업종별 빅데이터 축적 및 투자 기여도 .................... 60
<그림 3-7> 중국 금융의 빅데이터 응용시장 전망 ..................................... 64
<그림 3-8> 중국 의료자원의 지역별 분포 현황 ........................................ 65
<그림 3-9> 중국 의료의 빅데이터 응용시장 전망 ..................................... 67
<그림 3-10>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관계 .................................... 74
<그림 3-11>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 변화 ................................ 77
<그림 3-12>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유형별 비중 추이 .......................... 77
<그림 3-13> 2016년 중국의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시장 점유율 ................ 79
<그림 3-14> 디디추싱의 모바일 앱서비스 예시 ....................................... 87
<그림 4-1> 빅데이터 발전촉진 행동강요의 핵심적 정책구조 ....................... 95
<그림 4-2> 빅데이터 육성의 전략적 목표 ............................................. 100
<그림 4-3> 지방정부 정부데이터 개방플랫폼 . ....................................... 104
<그림 4-4> 빅데이터 표준체계 .......................................................... 112
<그림 5-1> 정부부문의 빅데이터 응용시장 규모 및 증가율 ........................ 135
<그림 5-2> 정부부문의 빅데이터 응용시장 비중 추이 .............................. 136

요약

○ 중국에서는 빅데이터가 전통적인 산업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
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음.
- 중국은 빅데이터를 데이터의 규모(Volume), 속도(Velocity), 다양
성(Variety)의 3Vs모형에 가치(Value)를 추가한 4Vs모형으로 정의
- 빅데이터와 관련된 산업적 정의를 협의의 개념인 빅데이터 핵심
산업과 여기에 빅데이터 관련 산업 및 빅데이터 융합산업을 포함
하는 광의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
- 빅데이터 핵심산업은 정보산업의 일부로서 빅데이터 관련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업종별 빅데이터를 포함
○ 사슬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의 빅데이터산업은 데이터 중심의
사고방식,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임.
- 중국의 빅데이터산업은 데이터소스단계인 빅데이터의 생산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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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하드웨어가 중요한 조직과 관리, 빅데이터의 기술단계인 분
석과 발견, 거래, 응용이라는 일련의 사슬구조를 형성
- 중국 내에서 최근 들어 산업 전반의 정보화시스템이 프로세스 중
심에서 데이터 자체가 가치를 부여받는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
고, 딥러닝,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기술이 발전하면서 빅데이터산
업의 빠른 성장을 유발
○ 중국의 빅데이터시장 규모는 2015년 현재 1,692억 위안으로 연평균
60% 이상의 고성장을 해오고 있으나 GDP 대비 0.25%에 불과할 정
도로 아직은 낮은 수준임.
- 산업별로는 2016년 빅데이터 핵심산업의 시장 규모를 1.0이라 할
경우 빅데이터 관련 산업과 융합산업의 시장 규모는 각각 22.2배
와 9.1배 수준
- 향후 연평균 5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2020년에 1조 3,626억
위안, GDP 대비 1.36%로 확대될 전망
- 사슬단계별로는 하드웨어와 기술이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증가속도는 파생이나 응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응용과 파생
단계의 비중이 크게 확대될 전망
○ 현재 중국의 빅데이터산업의 하드웨어적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
어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신흥전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빅데이터소싱은 정부부문에 집중되고 있고, 수집 분야 관
련 빅데이터 하드웨어는 국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빅데이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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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후발주자로 해외기술을 이용하는 단계
- 거래기술은 빅데이터 거래소의 설립·운영 등으로 빠르게 발전하
고 있지만, 응용 및 파생단계는 아직 초기 발전 수준
- 여기에는 빅데이터 자원은 풍부하지만, 자체기술의 보유비중이
낮고, 빅데이터의 정보보호와 보안의 미흡, 활용 능력 및 전문 인
력의 부족 문제가 크게 작용
- 특히,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정부부문 데이터의 비개방·비공유,
지역·산업별로 데이터의 상이성과 낮은 개방·공유 의식, 데이터
서비스의 효율성, 상업화, 스마트화 등에 있어서 불균형적 발전
등 빅데이터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도 상존
○ 중국은 빅데이터산업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구조적 장애요인
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전략적 육성 정책을 추진해 옴.
- 2015년에 <빅데이터 발전촉진 행동강요>의 발표를 통해 빅데이
터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정부 내
의 정보시스템과 공공 빅데이터의 연결과 공유를 촉진하여 정
보의 소외, 데이터의 중복구축, 데이터 간의 상충 등 문제 해결
을 강조
- 2016년에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 강요>에서는 빅데이터의 국
가 전략자원화 및 빅데이터산업의 발전방안을 통해 산업구조전
환과 사회관리의 혁신에 기여한다는 발전목표를 제시
- 2017년에는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빅데이터 관
련 기술 및 상품 혁신, 응용능력 제고, 산업생태계 발전, 지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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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및 보장체계 마련의 5대 핵심정책과 이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정책 임무를 제시
○ 중국정부는 데이터 및 4차 산업혁명의 강국으로 도약, 제조업을 포
함한 산업 및 경제구조의 고도화,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라는 전
략적 목표를 설정함.
- 첫째, 선진국 추월을 위해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후발주자의 약
점이 없는 신흥전략산업으로서 육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강국 및 4차 산업혁명 강국으로 도약
- 둘째, 빅데이터산업이 촉발하는 다양한 첨단산업의 발전을 통해
노동집약적이고, 전통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식기반산업
을 중심으로 구조고도화를 도모
- 셋째, 빅데이터 기반의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의 민생 서비스 수준 및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부업무의 대중적 감시 효율성도 동시에 제고
○ 빅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해 중국정부는 데이터의 개방·공유, 거
래 관련 인프라 및 표준체계 구축, 지방 확산을 위한 종합시범구의
건설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함.
- 빅데이터의 공유·개방 관련 법·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평가·감
사 및 안전심사 제도를 수립하고 플랫폼의 통일적 구축, 시스템의
분산 배치 등을 추진
- 빅데이터의 거래인프라는 구이양빅데이터거래소 이외 베이징, 상
하이에 운영센터, 11개 지역에 자회사의 설립뿐만 아니라 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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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거래 표준, 안전거래, 거래의 관리감독과 감찰 등과 관련 규칙
을 제정
- 빅데이터산업의 육성정책을 지방으로 확산 및 공유하기 위해 공
공데이터의 개방·공유, 빅데이터의 제도혁신, 산업집적, 유통 등
을 포함하는 빅데이터의 종합시범구 건설을 지역별 특색을 반영
하여 추진
○ 한편, 중국정부는 빅데이터의 이용을 통해서 민생중심 서비스의 질
적 개선, 정책결정이나 행정의 효율성 제고, 사회관리 기능 개선 등
을 도모하고 있음.
-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정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빅
데이터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주요 부처는 빅데이터의 정부활용
관련 규정을 공표
- 정부부문에서 응급상황예보·응급구조, 거시경제 분석 및 예측,
환경보호 및 국토자원관리, 식품·약품 관리감독, 안전도시 및 스
마트도시 건설, 상거래 관리감독 등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대
표적인 사례
- 정부통계의 작성에서도 신산업, 신업태, 신사업모델로 표현되는
신경제발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개혁의 일환으로 빅데
이터의 이용이나 응용을 적극 권장
○ 빅데이터와 관련한 체계적인 분석 틀을 아직 정비하지 못한 우리에
게 중국의 빅데이터에 대한 산업적 접근방식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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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하여 구조적 특
징, 발전 원인 및 통계적 조사를 통해 시장 규모와 성장세를 파악
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
- 우리의 경우 빅데이터 관련 정부정책은 기술 중심일 뿐만 아니라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중복적 투자나 정책 추진의 효율성
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황 파
악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의 마련을 위해서 중국의 산업적 접근방
법에 대한 활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
○ 중국의 국가 주도 빅데이터 산업정책은 우리의 경우에도 최소한 정
부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이나 발전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 많을 것
으로 판단됨.
- 빅데이터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유럽 선진국 등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정책적 접근이 용이한 공공데이터의 활용
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
- 우리의 경우도 2011년부터 공공데이터의 개방사업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공공
빅데이터의 표준분석모델을 정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나 빅데
이터의 사전 공유 및 사후 활용을 위한 표준화, 시계열적 일관성
등의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
- 이를 위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부문의 빅데이터플랫
폼 구축 및 통합적 운영과 정보 서비스의 효율화·산업화·스마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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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한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 빅데이터의 거래와 유통 분야에서 우리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미흡
한 반면, 중국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의 빅데이터 거래소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에서 빅데이터의 거래 급증 및 시장의 빠른 성장은 데이터
의 구축과 거래를 실시하여 플랫폼과 시장을 먼저 개척하고 이
후 제도적·법적 기반을 마련한 절차상의 효율성을 추구한 것이
주 요인
- 우리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일정 부분 마련
되어 있으나 데이터 거래와 소유권 등 빅데이터의 유통분야는 상
대적으로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중국의 빅데이터 거래소 관
련 운영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빅데이터 거래와 유통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
- 기업 및 민간 영역에 산재되어 축적되고 있는 데이터를 가공 및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다면, 기업 스스로가 빅데이터를
가치 있는 상품으로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것이며,
이는 빅데이터산업 전체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통계조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같이 통계작성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통계시스템 및
관련법이나 제도 등을 개혁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에서는 통계조사 환경의 악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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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정부의 행정자료 등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적극 추진
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빅데이터의 활용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하고 있는 상황
- 중국은 삼신(三新) 통계조사의 전면적 실시와 더불어 빅데이터
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통계분류 및 코드체계의 개선 등을 추진
- 우리의 경우 빅데이터를 통계작성에 활용하는 것이 법이나 제도
적으로 많은 제약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자료나 빅데
이터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법이나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
○ 중국의 빅데이터산업은 자체 고성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업 전반
에 초래할 영향이 지대하므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향후 동향을 주시할 필요도 있음.
- 중국의 빅데이터산업은 분야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2020
년까지 연평균 50%의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중국의 혁신과 창업
환경, 사회구조, 정부업무 등 다방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지금까지 우리산업은 많은 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
었으나, 향후에는 경쟁관계 혹은 비교열위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
제하기 어려운 상황
- 이에 중국의 빅데이터산업 자체 성장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산업
의 발전을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가능성 및 새로운 산업
의 등장에 예의주시할 필요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의 대두와 함께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세계
각국은 데이터허브 구축, 빅데이터 활성화 등 데이터의 생태계 조
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추세임.
-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저장 및 분석 능력의 향상 등 대량의 정보
처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에서는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을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
을 추진
- 기존의 프로세스 중심에서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
중심으로 정보화시스템의 운영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하
드웨어나 법·제도 도입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
○ 특히, 중국은 데이터 강국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데이터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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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립 등 인프라 확충과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공
식적인 국가전략으로 공포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구이양시에 세계 최초로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데
이터의 유통, 가격책정 등을 제도화하고 규범화함으로써 빅데이
터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 2015년부터 중국정부는 데이터를 중국의 기초전략자원으로 상정
하고, 빅데이터의 시범 서비스와 개방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중
점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추진
- 2017년에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과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
(2016-2020년)(大数据产业发展规划(2016-2020年))>을 발표

○ 중국에 있어서 최근 빅데이터의 시장 및 산업적 발전은 기업활동,
정부업무, 산업구조 변화 등 다방면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
어 중국경제의 구조전환을 이해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음.
- 빅데이터는 스마트제조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핀테크(Fintech),
건강의료산업, 환경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기반으로 작용
- 이에 중국정부는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에
서 신흥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빅데이터의 산업적 발
전을 적극 지원
○ 본 연구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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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발전 현황 및 이를 촉진하는 정부의 육성전략을 파악하여 한국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중국의 빅데이터 관련 시장은 규모나 성장속도 면에서 세계시장
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발전과정과 구조적 특징에 대한 분
석은 우리의 빅데이터 관련 산업 발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 많은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
실을 감안할 때 중국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치는 빅데이터의 산업 발전은 우리산업의 현재와 미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층적 조사 및 분석이 필요
- 특히 중국정부는 빅데이터의 산업적 육성을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4차 산업혁명의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전략차원에서 추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산업의 대응 및 발전 방안을 위해
다양한 시사점 도출이 가능

2. 연구 주안점 및 구성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강화하는 중국에서 경제 및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빅데이터의 생성 및 산업적
발전에는 정부부문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중국 내에서 빅데이터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분야가 정부부문이
며, 특히 중국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통, 의료, 사회보장, 통계수
집, 환경, 치안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집약적으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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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는 산업정책을 통하여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
발하는 동시에, 정부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을 배가시켜 산업적 발
전을 견인
○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빅데이터 관련 발전현황과 육성전략을 파악
함에 있어서, 특히 정부부문의 빅데이터 응용과 인프라 구축 및 정
책적 육성전략에 주목하고자 함.
- 중국정부의 빅데이터 공유와 개방, 표준 제정, 빅데이터 정부플랫
폼의 구축 등 빅데이터 기초인프라 구축 사업을 고찰
- 응급상황 대처, 거시경제관리, 환경감독, 식품약품 감독, 스마트
시티 등 공공부문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활용 현황을 파악
- 빅데이터의 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목표
및 전략과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검토
○ 중국의 빅데이터 관련 산업과 정부정책 및 정부부문에의 활용을
고찰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하는 본 연구의 구성
은 다음과 같음.
-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구성을 기술한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
는 빅데이터의 일반적 특성과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중국의 빅
데이터산업에 대한 정의, 구조적 특징과 발전요인 및 주요 문제
점을 파악
- 제3장에서는 중국 빅데이터의 시장현황과 빅데이터 처리, 수집,
저장 등 주요 기술동향 및 제조업, 금융, 의료 등의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활용현황과 주요 빅데이터 기업의 경영사례를 정리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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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에서는 중국정부의 빅데이터산업 관련 정책과 육성의 필요
성 및 전략적 목표를 정리하고, 빅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를 촉진
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빅데이터 거래소, 빅데이터 표준 등의 구
축 전략 및 주요 지방정부의 빅데이터산업 관련 발전정책을 고찰
- 제5장에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 서비스의 다양한 사
례를 정리하고, 정부의 빅데이터 관련 기업 현황과 정부통계에 대
한 빅데이터의 응용사례 등을 정리
-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는 동시에 정부, 빅데
이터 분야의 국내기업 및 중국시장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정
책함의를 정리

제2장
빅데이터산업의 특징과 발전요인

1. 빅데이터와 빅데이터산업
(1) 빅데이터의 개념과 정의
○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은 Doug Laney(2001)가 소개한 규모(Volume), 속도(Velocity) 및 다양성(Variety)의 3Vs모형으로 설명한 것
이 대표적임.
- 3Vs모형에서 규모(Volume)는 방대한 데이터를, 속도(Velocity)는
데이터의 생산과 전달되는 빠른 속도를, 다양성(Variety)은 다양
한 데이터 형태 혹은 원천(source)을 의미
- 이후 3Vs에 추가하여 빅데이터의 특징을 더욱 구체화하는 시도로
서 9Vs모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1)
1) 9Vs에는 3Vs에 데이터의 신뢰성(Veracity), 빅데이터기술에 투자하는 조직이 얻는 이익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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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빅데이터의 특징과 더불어 이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추
출 및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발전함.
- Doug Laney(2012)에서는 3Vs모형에 기초로 하여 “빅데이터는
향상된 통찰력과 의사결정을 위해 비용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정
보처리 과정을 요구하는 대용량의 데이터 규모(High-volume),
빠른 속도(High-velocity) 및 높은 다양성(High-variety)을 지닌 정
보 자산”이라고 정의
-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2012)은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
속 수집·발굴·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
처”라고 정의
○ 이러한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분산 저장과 처리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함.
- 2000년 이후 하둡(Hadoop)2)이 소개된 이후 데이터의 분산 저장
과 처리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포털사이트상
의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방식에 많은 변화를 초래
- 데이터의 수립, 저장 및 처리 관련 기술개발에 따라 포털 기업들

미하는 가치(Value), 여러 데이터 소스로 인해 빅데이터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가변성(Variability), 빅데이터의 정밀도과 정확도를 말하는 유효성(Validity), 시각화(Visualization)의 어려
움, 유용성이 짧은 휘발성(Volatility)을 포함(Mamta Mittal, 2017).
2) 하둡(High-Availability Distributed Object-Oriented Platform)은 오픈 소스 기반의 분산 컴퓨팅
플랫폼으로, 일반 PC급 컴퓨터들로 가상화된 대형 스토리지를 형성하고 그 안에 보관된 거대
한 데이터 세트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자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구글, 야후
등에 적용되고 있음(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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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통해 ‘쓰레기 데이터’3)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기 시작하였고 이는 데이터 스스로 가치를 가지
는 계기를 제공
- 포털상의 대용량 데이터 마이닝을 계기로 데이터는 새로운 자체
특색을 갖춘 전략적인 자원으로 인식되고, 자원으로서 빅데이터
는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과 함께 분석할 대상도 많으며 가치 또
한 크다는 것을 의미
○ 한편, 중국에서는 보통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3Vs에 가치(Value)
를 추가한 4Vs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음.4)
- 데이터 관리와 분석의 전통적인 기술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대상
으로 작은 데이터의 집합에 대해 분석하며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제약조건들이 작용
- 이로 인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중앙 집중관리방식을 취하므
로 데이터의 관리비용이 높음.
- 반면,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처리효율이 높고 데이터 관리비용이
낮으며 자체적인 가치를 보유
- 또한, 전통적인 산업과 융합하였을 경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빅데이터를 하나의 산업으로 정의5)
○ 빅데이터의 4Vs 특성 중 규모(Volume)가 큰 대용량 데이터와 관련
3) 마우스 클릭 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데이터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
제 및 기타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패턴을 발견하는 등의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는 데이터.
4) 贵阳大数据交易所(2016)의 p.1을 참조.
5) 中
 国信息通信研究院(2016)의 p.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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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분산처리를 통해 고효율과 저비용을 유도함.
- 빅데이터의 처리 기술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화 데이터를 처리
하며 PB(pata byte)급 이상의 데이터 집합에 대해 분석하고 분산
처리를 진행하므로 처리 효율이 향상되고 데이터의 활용 비용을
크게 절감
○ 빅데이터의 다양성(Variety)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분석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효율
적으로 관리함.
- 빅데이터에는 전통 방식으로 처리 가능한 정형화된 데이터 외에
사진, 오디오, 비디오, 소셜 미디어 데이터, 로그 파일 등 데이터
의 속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비정형데이터, 반정형 데이
터도 포함
○ 빅데이터의 속도(Velocity)는 빅데이터의 생산 속도와 빠른 처리를
포함하는데 후자를 더욱 중요시함.
-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야만
그 가치가 극대화되며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고 미래 예측의
가치를 제공
-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드라이브’ 방식의 서비스
가 가능하게 됨.
-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대량의 데이터가 발생되는 증권시장에서
증권의 변화를 백터로 처리하여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며 특정 데
이터의 발생 시 컴퓨터가 의사결정을 진행

24

중국의 빅데이터산업 육성과 정부의 역할

○ 빅데이터의 가치(Value)는 빅데이터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창출
하는 가치를 의미함.
-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수집, 모델링 분석, 평가, 피드백, 수정에 이
르는 다섯 가지 절차를 포함하는 ‘데이터생명주기(data life cycle)’
를 형성
- 이러한 주기에서 데이터의 양을 순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음.
○ 한편, IBM은 3Vs 중 두 가지 특성만 만족시키면 빅데이터 기술이라
고 설명하며, 3Vs에 추가하여 진실성(Veracity)을 언급함.
- 빅데이터의 모호성으로 인해 대량의 정보 쓰레기가 발생하고 데
이터 조작과 불법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진실성, 가치를 찾
아내자는 적극적인 의미
- 이는 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빅인사이트(big insight)가 빅데이
터 자체가 아니라 빅데이터 배후에 숨겨져 있는 각종 정보자원이
라는 것을 함의

(2) 빅데이터의 발전과정
○ 빅데이터의 발전과정은 초기발전단계, 산업사슬의 완성단계, 빅데
이터 솔루션의 활성화단계의 3단계로 대별할 수 있음.
- 초기발전단계는 빅데이터의 저장·처리에 대한 기초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이를 통한 빅데이터의 활용 유도 및 솔루션의 모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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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현실 적용을 시도하는 단계
- 산업사슬의 완성단계는 빅데이터의 저장·처리·활용에 대한 전
반적인 환경의 구축, 활용사례의 증가로 빅데이터에 대한 인지도
향상, 빅데이터 활용 기반의 혁신산업 등장 등으로 데이터의 가
치화가 가속화되는 단계
- 솔루션의 활성화단계는 사회 각 분야로 빅데이터의 활용 확산, 데
이터에 의한 이벤트 처리, 의사결정 진행에 데이터 드라이브 방
식의 광범위한 사용 등으로 인해 정보사회의 지능화 정도가 심화
되는 단계
○ 또한 빅데이터의 발전단계를 빅데이터의 특성이나 데이터 관리 기
술을 기준으로 세 개 세대(three generations of Big Data)로도 구
분하고 있음.6)
<그림 2-1> 빅데이터의 발전과정

Step 3. 2016~

Step 2. 2012~2015

Step 1. ~2011
- 기술연구개발
- 개념의 보급
- 해결 방안의 보급
- 상업모델 테스트

- 산업 환경 구축
- 업종별 응용 사례 증가
- 사용자 인식 수준 제고
- 빅데이터 응용 기반의
업무 생성 가속화
- 테이터 자원화의 가속화

- 빅데이터 해결 방안의 정착
- 사회 각 업종에 빅데이터 응용
- 데이터 촉진 정책
- 정보사회 지능화 수준
대폭향상

자료 : 贵阳大数据交易所(2016),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p.2.
6) Joachim Klewes, Dirk Popp, Manuela Rost-Hein editer(2017), p.80, Collin Sebastian(2015)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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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1.0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에 포함된 데이
터와 같이 엄격하게 정형화된 데이터의 연결이 가능해진 단계로
서, 컴퓨터의 성능 향상으로 대규모의 이벤트나 거래 데이터에
대한 수집·분석은 가능하였지만 데이터의 규모와 포인트의 복잡
성 때문에 가치추출에는 한계
- 빅데이터 2.0은 사회 전반의 인터넷 확산으로 비정형의 텍스트까
지 대량수집이 가능해진 단계로서, 주로 자연언어 처리 및 정서
분석 기술의 출현을 포함한 기계학습능력에 의해 주도되고 데이
터 자체의 가치창출은 가능하였으나, 감정이나 정서 분석의 부정
확으로 마케팅적 활용은 한계
- 빅데이터 3.0은 바코드, 전자태그(FRID tag)와 같은 신기술에 연
결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실생활에서
생성되는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설문조사 및 블로그, Twitter,
Facebook의 짧은 텍스트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 대한 수집·
처리·분석 기술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단계로 기업의 마케팅
적 활용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기여
- 이상 빅데이터 1.0, 2.0 및 3.0의 발전단계는 빅데이터의 초기발
전단계, 산업사슬의 완성단계, 빅데이터 솔루션의 활성화단계에
해당

(3) 빅데이터산업의 정의
○ 중국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산업적 정의를 빅데이터 핵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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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적 빅데이터산업으로 접근하고 있음.7)
- 빅데이터의 생산, 수집, 저장, 관리, 발굴 및 응용 등의 과정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빅데이터 핵심산업이라고 정의
- 빅데이터의 기술을 통해 생산효율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질적 향
상을 통해 데이터 드라이브 방식의 처리를 지원하며,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가치사슬을 광의의 빅데이터산업이라고 정의
- 중국에서 통상적으로 빅데이터산업은 전자인 빅데이터 핵심산
업을 의미
○ 광의의 빅데이터산업은 빅데이터 핵심산업, 빅데이터 관련 산업
및 빅데이터 융합산업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
- 빅데이터 핵심산업은 정보산업의 일부로서 빅테이터 관련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업종별 빅데이터를 포함하며, 사회
적 빅데이터의 응용을 위한 데이터 자원, 처리도구, 응용 서비스
를 제공하고, 각 분야의 빅데이터 응용을 위한 기본 근거를 제공
- 빅데이터 관련 산업은 빅데이터의 운영 및 처리 과정에 있는 데
이터 제공 기초설비, 처리도구 및 관련 기술 등으로 인터넷, 소
프트웨어산업, 전자제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이동통
신 등을 포함
- 빅데이터 융합산업은 빅데이터와 기타 업종 영역의 융합 생산
된 새로운 업태로서, 스마트제조, 스마트농업, 지능형자동차, 스
7)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6)의 p.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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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주택, 스마트의료, 지능형물류, 스마트교통, 로봇, 첨단건설
업 등을 포함
<그림 2-2> 중국 빅데이터산업의 정의와 범위
빅데이터 융합산업
스마트농업

첨단건설업

지능형자동차

로봇
스마트제조

스마트교통
지능형물류

빅데이터 관련 산업

스마트의료
소프트웨어
전자제조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주택
사물인터넷
이동통신

빅데이터 핵심산업

빅데이터 하드웨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서비스
업종별 빅데이터

자료 : 人民出版社(2016), 「2016-2017年中国大数据产业发展蓝皮书」, p.4.

<그림 2-3> 빅데이터의 생성, 관리 및 서비스 과정

데이터

제품

서비스

개인·정부·기업

준비·분석
계획·저장

정부·제조업·농업
물류·교통·금융
교육

모든 기업의 데이터 기업화 가능

오픈소스와 전통 클로즈드 소스
응용 소프트 웨어

데이터 공유 플랫폼
데이터 개방 플랫폼,
데이터 교류 플랫폼

분석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등

데이터 소스 및 APls 제공자
정부 데이터, 기업 데이터,
개인 데이터, APls

기반 소프트 웨어
구조적 데이터베이스,
비구조적 데이터베이스 등

하드웨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설비 등

기술 서비스의 유지보수 지원

데이터 유통 플랫폼 기관

대중창업 만중혁신
(모두 창업하고 혁신하라)
응용 서비스
정부 서비스, 행정 서비스,
국민 생활 서비스, 기업 서비스 등에 응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처리 서비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초설비 서비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서비스

자료 :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6),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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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산업의 발전 원인과 구조적 특징
(1) 빅데이터산업의 발전 원인
□ 데이터 기반의 운영방식으로 전환
○ 대규모로 생성되는 정보를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공
유되고 있는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에서 산업 전반의 정보화시스
템이 기존의 프로세스 중심의 운영에서 데이터 기반의 운영방식으
로 전환되고 있음.8)
- 칩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저장소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
여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데이터
기반의 운영을 위한 대량의 데이터 저장 능력을 확보9)
-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의 CPU(중앙처리
장치)10) 처리 성능이 향상되면서 빠른 속도로 복잡한 연산을 진
행할 수 있어 정보시스템의 연산 반응 속도를 실시간 응답 수준
으로 향상
- 이에 따라 실질적인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 프로세스를 능
8) 2016년 5월 23일에 발표한 빅데이터 10대 사고 원리(大数据行业人士必知10大数据思维原理,
http://www.sohu.com/a/ 76681288_116235, 2017년12월15일 검색)를 참조.
9) 구글은 연간 7,300페타바이트(PB, 1,000조 바이트)자료를 처리하는데, 1PB는 단행본 서적 기
준으로 10억 권, 세계 최대 도서관인 미의회도서관을 180개를 세울 수 있는 정보량이며,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 사용자 7억 명이 생산하는 사진과 비디오는 100PB 수준임.
10) 중앙처리장치는 컴퓨터에서 명령어를 처리하는 장치로 클릭속도가 초당 연산 속도를 결정
하는데 예를 들어, 클릭 수가 2.0GHz일 경우 초당 20억 번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음. 최근
2017년 5월에 출시된 인텔 코어 i9 CPU는 최대 4.5GHz의 성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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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운영을 위한 실시간 처
리능력을 확보
- 고속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실시간으
로 환경 데이터 또는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데이터 기반 운영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방법을 제공
□ 데이터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전환
○ 다년간의 정보화 산업 발전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할 수 있어 수집된 정보를 통해 프로세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
를 분석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됨.
- 데이터 중심의 사고방식은 IT 산업의 기술 발전에 따라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프로세스보다 중요한 위치에 이르게 되었고
인공지능의 핵심으로 부각
-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시스템은 실시간 정보 수집과 기존
의 데이터와 통합 분석으로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생성
- 즉 데이터 자체가 가치를 부여받게 되고 실시간 데이터와 다양한
데이터의 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정보의 발굴(mining)
이 가능
□ 딥러닝으로 전환
○ 전통적인 정보화시스템에서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 표본을 추출하
여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나 빅데이터의 저장·처리 기술이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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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 가능
- 데이터의 분석 기법 또한 확률에 의한 데이터 마이닝에서 모든 데
이터에 대한 딥러닝(deep learning)11)으로 전환
- 충분히 많은 양의 데이터는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데이터의 패턴
을 얻을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어 미래
에 대한 예측이 가능
- 표본이 아닌 전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것 또한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확실성을 부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창
조된 새로운 가치의 신뢰도를 향상
□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
○ 빅데이터의 기술은 기존 기술로 처리가 불가능했던 비정형화된 데
이터까지도 분석 및 공유가 가능하고, 나아가 세상의 모든 것을 수
치화할 수 있게 함.
- 빅데이터의 처리로 정보에 대한 분석의 신뢰도가 확보됨에 따라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정확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며
기업들에게는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이 더욱 중요
- 제품의 생명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 취향을 신속하
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
확하고 효율적인 분석이 긴요

11) 딥러닝은 컴퓨터가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정형화된 데이터를 입력받지 않고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IT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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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산업의 구조적 특징
□ 빅데이터산업의 사슬구조
○ 빅데이터산업의 사슬은 모든 빅데이터의 생산과 집적, 조직과 관
리, 분석과 발견, 거래, 응용 등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망라함.12)
- 빅데이터의 생성과 집적은 데이터소스, 조직과 관리는 저장, 분
석과 발견은 기술 측면, 거래는 가공된 빅데이터의 거래활동, 응
용은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소비자의 빅데이터 활용 및 파생상
품 등을 의미
○ 학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빅데이터의 사슬구조를 빅데이터의 운행
생명주기(大数据运行生命周期)라고도 표현하고 있음.13)
<그림 2-4> 중국의 빅데이터산업 사슬지도

자료 : 贵阳大数据交易所(2016),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p.2.
12) 贵阳大数据交易所(2016)의 p.1을 참조.
13) 人民出版社(2017)의 p.3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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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의 운행생명주기는 데이터의 ‘생산 → 수집 → 저장 → 처
리 → 분석 → 공표·응용 → 생산’이라는 순환 과정을 의미
<그림 2-5> 빅데이터 운행처리의 생명주기

자료 : 人民出版社(2017), 「2016-2017 年中国大数据产业发展蓝皮书」, p.3.

<그림 2-6> 중국의 빅데이터산업 세부업종별 사슬구조

자료 : 人民出版社(2017), 「2016-2017年中国大数据产业发展蓝皮书」,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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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소스단계
○ 중국의 빅데이터산업은 빅데이터의 소싱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
기보다는 특정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임.
- 중국의 빅데이터는 정부부처, 인터넷 포털, 통신업체 등에서 주
로 생산되는데 이를 가공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업
체들이 출현
- 분야별로 정부 빅데이터 제공업체, 산업 빅데이터 제공업체, 기
업 빅데이터 제공업체, 인터넷 포털 빅데이터 제공업체, 통신 빅
데이터 제공업체 등을 포함
○ 한편, 기술발전으로 중국에서 빅데이터를 생산 및 수집하는 방법
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임.
- 기존에는 주로 종이 등에 기록된 정보를 전산화하거나 포털 사이
트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
- 최근에는 인터넷포털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 정보시스템이 구
축되어 정보수집이 용이하며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 이 외에도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으로 카메라와 CCTV로 촬
영되는 이미지나 동영상 데이터 또한 빅데이터의 중요한 데이터
소스로 이용
○ 향후 더욱 많은 분야로 확대될 빅데이터 소스는 빅데이터의 중요
성에 대한 인지를 확산시켜 빅데이터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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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중국의 빅데이터 소스 제공업체 유형
산업 빅데이터 소스 제공 업체
기업 빅데이터 소스 제공 업체

데이터 소스

인터넷 포털 빅데이터 소스 제공 업체
통신 빅데이터 소스 제공 업체
IoT 빅데이터 소스 제공 업체
제3자 데이터 서비스 기업

자료 : 贵阳大数据交易所(2016),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p.3.

- 다양한 경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는 빅데이터 소스를 증가시
킴으로써 더욱 많은 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
도록 하여 빅데이터의 수집에 참여를 유발
- 이에 따라 빅데이터 소스는 향후 더욱 많은 분야로 확대되어 빅데
이터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 빅데이터 하드웨어단계
○ 빅데이터 하드웨어는 데이터의 생산, 수집, 전송, 저장, 컴퓨팅 등에
사용되는 모든 하드웨어를 포함
- 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나 이동 단말기, 데이터 전송
을 위한 다양한 유무선 데이터 전송 장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
한 장비,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슈퍼 서버, 빅데이
터산업 전반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인터넷 보안 설비 등을 포함
- 빅데이터 하드웨어의 발전은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
킬 수 있고,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이 전체 빅데이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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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중국의 빅데이터 하드웨어 유형

자료 : 贵阳大数据交易所(2016),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p.4.

의 발전에 영향을 미침.
○ 중국은 빅데이터 하드웨어 중 데이터 수집기술은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하여 인체생리정보나 환경데이터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름.
- 그러나 중국의 빅데이터 하드웨어 중 데이터의 저장 기술, 서버
기술, 인터넷 안전 설비 등 측면에서 아직 국제적 수준에 못 미
치는 실정
- 빅데이터 하드웨어 분야의 기업으로는 화웨이(华为), 랑차오(浪
潮), 레노버(联想) 등이 대표적

□ 빅데이터 기술단계
○ 빅데이터의 기술은 빅데이터의 수집·전처리, 저장·관리, 분석·발
굴, 보안, 시각화 등에 사용되며 빅데이터의 가치증대를 위한 중요
한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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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의 수집과 전처리 기술은 센서나 기타 측정 설비를 사용
하여 자동으로 신호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해석하고 샘플
링하거나 정제하는 등 과정을 포함
- 빅데이터의 저장·관리 기술은 기존에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둡(Hadoop),
NoSQL(Not Only SQL)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데이터
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
- 빅데이터의 분석 기술은 최근 딥러닝 기법의 출현으로 모든 데이
터에 대한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
- 빅데이터의 보안 기술에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암호화 및 개인정
보 보호, 빅데이터의 응용으로 인한 보안 침범 문제 및 안전 분야
에서 사용되는 기술 등을 포함
- 빅데이터의 시각화 기술은 도형이나 그래프 등을 사용자의 화면
과 결합하여 데이터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의사결
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기술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
○ 중국은 빅데이터기술의 후발주자로 아직은 국제적 기술을 이용하
는 수준이지만, 분석 및 발굴, 보안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기술
의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데이터 수집기술 분야에서는 현재 하둡의 Chukwa, Cloudera의
Flume, Facebook의 scribe 등과 같이 해외에서 개발된 도구를 사
용하지만, 자체적 엔진 개발이나 유사한 제품을 만들려는 노력
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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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의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은 대부분 보안성을 요구하고
있어 일반적인 데이터 수집기법보다 보안기술을 필요로 하는 프
로젝트의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
- 중국은 중앙정부 직속 연구기관과 알리바바(阿里巴巴) 등 국제적
빅데이터 기업을 선두로 빅데이터의 분석 및 발굴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자 해마다 거액의 상금을 내건 경진대회를 지속
적으로 진행14)
- 2017년에 최고의 상금이 걸린 빅데이터 경진대회는 총상금이 100
만 위안인 의료 CT영상에서의 암 병증에 대한 탐색 알고리즘 개
발 콘테스트이며 전 세계 2,800여 개의 팀이 참여15)
□ 빅데이터 거래단계
○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범위가 확
대되면서 빅데이터의 교환, 통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수
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빅데이터의 거래과정이 탄생하
게 됨.
- 빅데이터의 거래는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빅데이터를 거
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수요에 따라 데이터를 가
공하여 빅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단계
14) 대표적인 경진대회로는 알리바바가 주도하고 있는 티엔츠(天池)빅데이터콘테스트(大数据
竞赛)를 들 수 있음(https://tianchi. aliyun.com/competition/gameList.htm?spm=5176.10006
6.0.0.620fabcdTL3yKi, 2017.12.1 검색).
15) 알리클라우드 경진대회(https://tianchi.aliyun.com/competition/introduction.htm?spm=
5176.100066.0.0.2d4f67d9vYQqeI&raceId=231601, 2017.1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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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의 거래는 빅데이터산업의 사슬을 완성하는 중요한 단
계로 빅데이터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
○ 중국의 빅데이터 거래기술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있으나, 빅데
이터 거래소의 설립·운영 등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중국은 정부 주도로 구이저우성(貴州省), 베이징(北京), 상하이(上
海) 등지에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운영함으로써 빅데이터의 가
치창출과 거래기술 및 빅데이터산업의 발전에 기여
- 특히, 중국정부의 출자로 2014년에 설립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
으로 사업을 개시한 구이양빅데이터거래소(贵阳大数据交易所)

초기수출입자료의 거래를 시작으로 주요 공공데이터의 거래로
확대하면서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16)
□ 빅데이터의 응용 및 파생 단계
○ 빅데이터의 응용은 빅데이터의 가치가 최대화되는 단계이며 빅데
이터산업의 사슬구조에서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여 기업들의 참여
가 왕성함.
- 중국의 빅데이터 응용은 시작 단계이며 다양한 산업 분야 중 인
터넷 포털 분야가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 통신, 교통,
의료 등의 분야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적극적으로 빅데이터의 응
용을 촉진

16) 구
 이양빅데이터거래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gbdex.com/website/
view/aboutGbdex.jsp)를 참조.

40

중국의 빅데이터산업 육성과 정부의 역할

○ 빅데이터의 파생은 빅데이터의 분석과 응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방
식의 사업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 빅데이터의 분석과 응용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침투되면서 관련
산업의 생산 효율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많은 새로운
사업의 창출을 유발
- 중국의 빅데이터 파생단계에는 주로 온라인 재무관리, 온라인 펀
딩, 빅데이터 금융, 빅데이터 컨설팅, 빅데이터 표준, 빅데이터 지
식 베이스(Knowledge base) 등을 포함

3. 빅데이터산업의 문제점
○ 중국의 빅데이터산업은 발전을 위한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
지만 데이터 대국에서 데이터 강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17)
- 구체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인식부족, 빅데이터 관련 기술의 자
체 개발이나 응용 수준의 미흡, 정보의 보호와 보안체계의 미숙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

(1)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 중국은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데이터 자원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다는 평가임.
17) 이하의 내용은 주로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6)의 p.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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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화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아 데
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데이터의 축적을 부담이나 비용
으로 여기는 분야들이 아직도 다수 존재
- 일부 분야 및 기관들은 빅데이터 축적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빅
데이터 가치의 발굴 및 활용에 투자하지 않고 하드웨어 시설에
만 투자
- 또한, 빅데이터 자원이 공업, 농업, 금융, 생산, 생활 및 사회적 관
리 등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인식도 부족
○ 향후 중국의 빅데이터산업이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
- 데이터 기반의 혁신시스템을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으
로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에 데이터가 자원 및 가치창출의 근원이
라는 인식은 경제 및 산업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
- 이러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전제로 사회 전반
에 걸쳐 빅데이터의 영향을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빅데이
터산업의 모든 사슬구조에 균형적인 투자가 필요

(2) 빅데이터 관련 자체기술의 부족
○ 중국의 빅데이터 관련 기술은 세계적 기술 수준과 비교할 때 전반
적으로 아직 자체기술의 보유비중이 낮은 실정임.
- 중국은 인터넷 인구와 스마트폰 사용 인구 및 다양하고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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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농업 등 빅데이터의 생산 및 수집 환경을 갖추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중국의 빅데이터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저장시
스템 등은 모두 구글, 아마존 등의 다국적 기업이 개발한 것임.
- 특히, 창의적인 핵심기술이 부족하며 또한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보다는 발굴이나 활용 기술 등 응용단계 관련 기술에 집중 투자
○ <빅데이터 산업발전 계획(2016~2020년)>18)에서는 중국의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 분산 컴퓨팅 플랫폼,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
등에서 외국과의 격차가 크다고 평가
- 빅데이터 처리기술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픈 소스 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자체기술의 기여도가 낮은 수준
- 또한, 빅데이터의 활용단계에서 기술 수준이 높지 않고, 활용분
야도 넓지 않아 활용이 표면적인 간단한 분석에 그치고 있는 것
으로 평가
○ 빅데이터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저층 기술인 반도체칩 기술부터 소
프트웨어 및 응용 분석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정보산업에 관련
된 모든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중국 자체의 핵심기술이 없어 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 핵심기술
의 자체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
- 특히 빅데이터의 저장, 정제, 분석과 발굴, 시각화 등 분야에서 기

18) 중국의 공업신식화부 2017년 1월에 발표한 412호 계획으로 핵심내용은 빅데이터산업의 발
전을 위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며, 빅데이터기술 관련 연구개발, 빅데이터의
창의적 활용 등을 명확히 제시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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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부재를 해결해야 하며 동시에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
능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
- 빅데이터의 생산·수집 환경에 걸맞은 빅데이터기술의 적용·활
용을 위해 효율성이 뛰어나고 신뢰도가 높은 관리시스템 및 분
석시스템을 구축

(3) 빅데이터의 활용능력 부족
○ 중국은 빅데이터 자원이 풍부한 반면,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전처
리의 진행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데이터 대국으로서 빅데이터 자원이 넘치지만, 기존에 축
적된 데이터들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된 관계
로 대부분의 빅데이터 자원의 품질이 낮고 규범화되지 않은 상태
- 이에 빅데이터로 활용하려면 우선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전
처리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
○ 정부부처 간이나 기업 혹은 산업 간에 빅데이터의 공유가 아직 원

활하지 않으며 데이터의 공개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정보의 섬(信
息孤岛)’19) 현상이 심각함.

- 즉, 각 부서마다 각자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어 데이터의 분할
저장 관리하는 상황

19) Baidu백과의 信息孤岛(https://baike.baidu.com/item/%E4%BF%A1%E6%81%AF% E5%AD
%A4%E5%B2%9B/3593861?fr=aladdin, 2017.1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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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섬은 정부 빅데이터 분야 또는 기업의 빅데이터 분야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발생
○ 정부부처의 빅데이터 정보의 섬이 발생한 원인은 기술적 요인과
정부체계의 요인 두 가지로 구분됨.
- 기술적 원인은 정부가 데이터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의 저장 능력,
전송 능력 등의 제약으로 데이터의 통합이나 원격 전송 등을 고
려하지 않고 부서별로 각자 방법으로 자체시스템을 구축하기 때
문에 발생20)
정부정보의 ‘정보의 섬’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20)
· 중국의 저장성 항저우(杭州)는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
바를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 및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소재지로 중국에서
디지털화가 가장 잘 되어있는 도시로 꼽힘.
· 알리바바의 빅데이터 사업의 활성화로 도시의 곳곳에 은행업무 얼굴 인
식 등과 같은 빅데이터 서비스를 시작
· 2017년 항저우시 행정 및 공공 서비스 업무 총 4,909개 항목에 대해 최
대 한 번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며 이에 대한 사회
적 감독을 실행
· <인터넷+> 정부플랫폼에 기반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를 최대한 온라인
으로 처리하며 정부 행정기관의 방문 횟수를 줄임.
· 또한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원스톱 방문>으로 모
든 문제를 해결하여 정보의 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20) 2017년2월27일에 발표한 정보의 섬 해결-항저우 4909개 사항에 대해 ‘원스탑 방문’ 방안인 <打
破信息孤岛 杭州4909个事项实现“最多跑一次>(http://zj.cnr.cn/hzbb/20170228/t20170228_
523626393.shtml, 2017.11.28 검색)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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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정부체계는 행정단위가 광범위하고 지방정부가 상대적으
로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
- 이러한 정부체계는 대민 서비스를 관할 구역의 제약을 넘어 전국
범위로 빅데이터의 활용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
는 중요한 요인
○ 기업에서 정보의 섬은 기업 내부에서 각 부서 간의 정보시스템이
고립적이고 연동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며 업무처리 프로
세스가 서로 독립적인 기업정보시스템 전체를 의미함.
- 중국은 기업체의 규모가 크고 또한 기업 정보의 정보화가 최근 20
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단계별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기술 격차가 크고 축적된 데이터가 많아 통합이 어려움.
- 이러한 기업 정보의 섬은 기업 전체의 경영관리에 부정적인 영
향을 초래
<그림 2-9> 기업부문의 정보의 섬 예시도

자료 : 明
 算统一业务云平台(2017.4.10), http://www.ib2000.com/file/news/47e24
d46bf2e4c13950a37c65fb7bc6c.shtml(2017.11.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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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의 정보의 섬은 정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단일 ERP시스템을 구축하
고 각 정보의 섬 사이에 데이터 연동 인터페이스를 두어 데이터
를 교환할 수 있는 기업정보의 통합된 활용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도 하나의 방안

(4) 빅데이터 관련 정보보호와 보안 문제
○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개인정보는 무의식 중에 빅데이터의 데이터
셋에 유입되어 빅데이터의 일부가 되며 이러한 데이터가 노출되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함.
- 빅데이터의 보안문제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반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빅데이터 서버가 해커의 공격에 취약한 인터넷
보안의 문제, 빅데이터 저장소의 보안 문제, 빅데이터 기술의 유
출 등으로 구분
- 빅데이터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를 취급하기 때문에
수집, 저장, 분석 등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용하게 되
므로 해커들에게 더 많은 공격의 기회를 제공
- 또한, 빅데이터의 규모가 클수록 그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더욱
많은 해커들의 공격 대상으로 노출
○ 빅데이터의 분석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 알고리즘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분석 알고리즘이 해커들에게 노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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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해커들이 정보를 분석·처리하여
해킹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 가능
○ 중국은 아직 정보의 보호와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안전과 발전을
모두 고려하는 빅데이터 개방, 관리 및 정보보호의 체계가 구축되
지 않음.
- 빅데이터의 소유권,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정보보
호, 공유하기 위한 관련 기준이나 규범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많
은 문제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

(5) 빅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 부족문제
○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빅데이터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인재육성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빅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가 대두됨.
- 빅데이터산업의 발전 초기에는 하드웨어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
였으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면서 소프트웨어 및 응
용 분야의 종합 지식을 보유한 인력 수요가 급증
-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교
육기관이 많지 않아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
○ 칭화대학(淸華大學) 컴퓨터학과 무잉위(武永衛)교수에 따르면 향
후 3~5년 동안 중국에서 빅데이터 관련 인력부족은 약 150만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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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21)
- 빅데이터 관련 필요 인력은 약 180만 명에 이르나 지금까지 중국
의 빅데이터에 종사하는 인력은 겨우 30만 명에 불과하여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
- 중국의 빅데이터산업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필요한
인력도 ETL(Extract, Transform, Load) 개발, 시스템이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등 대부분 IT 및 컴퓨터 기술을 배경으로 하는
분야 인력에 집중
- 향후에는 중국의 빅데이터산업은 분석, 활용 및 파생단계로 발전
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수학, 통계학, 컴퓨터 등 관련 학과 및 응
용 분야의 지식을 고루 갖춘 종합적 빅데이터 인력에 대한 수요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빅데이터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해외나 타 분야
의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워 중
국 정부는 여러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함.
- 2016년부터 중국정부는 베이징대학, 대외경제무역대학 중난대
학의 3개 대학에 데이터과학 및 빅데이터기술 관련 전공을 추가
로 개설

21) 2017년 7월 25일에 인터넷에 게재된 “빅데이터 전문 인력 부족난 심각, 빅데이터를 공부할
적기”(大数据专业人才短缺严重, 学习大数据正是时候, http://www.oraclewdp-china.com/
show.php?cid=78&id=138, 2017.11.28 검색)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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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중국 내 빅데이터 전공개설 대학현황(2017)
1 중국인민대학(中国人民大学)
2 베이징우전대학(北京邮电大学)
3 푸단대학(复旦大学)
4 화둥사범대학(华东师范大学)
5 전자기술대학(电子科技大学)
6 베이징정보기술대학(北京信息科技大学)
7 중베이대학(中北大学)
8 푸중학원(晋中学院)
9 창춘이공대학(长春理工大学)
10 상하이공정기술대학(上海工程技术大学)
11 상하이뉴욕대학(上海纽约大学)
12 저장재경대학(浙江财经大学)
13 쑤저우학원(宿州学院)
14 푸젠공정학원(福建工程学院)
15 황하과기학원(黄河科技学院)
16 후베이경제학원(湖北经济学院)
17 포산과학기술학원(佛山科学技术学院) 18 광둥백운학원(广东白云学院)
19 중난대학(中南大學)
20 광시기술학원(广西科技大学)
21 충칭이공대학(重庆理工大学)
22 청두동연학원(成都东软学院)
23 전자기술대학청두학원(电子科技大学成都学院) 24 구이저우대학(贵州大学)
25 구이저우사범대학(贵州师范大学)
26 안순학원(安顺学院)
27 구이저우상학학원(贵州商学院)
28 구이저우이공학원(贵州理工学院)
29 쿤밍이공대학(昆明理工大学)
30 윈난사범대학(云南师范大学)
31 윈난재경대학(云南财经大学)
32 영하이공학원(宁夏理工学院)
33 베이징대학(北京大学)
34 대외경제무역대학(对外经济贸易大学)
35 베이징사범대학-홍콩진후이대학(北京师范大学-香港浸会大学联合国际学院)

- 2017년 32개 대학교22)가 추가되어 총 35개의 대학이 빅데이터 관
련 학과를 개설

22) 2017년 4월 5일에 인터넷에 게재된 “35개 대학교에 빅데이터 전공 설립 허가, 향후 수백
개 대학을 확대할 예정(已有35所高校获批大数据专业, 下一批估计有几百所，再不申报就太
晚了!”, http://www.chinaz.com/news/2017/0405/683488.shtml, 2017.11.28 검색)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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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데이터시장의 현황23)
(1) 빅데이터시장의 개괄
○ 중국의 빅데이터시장 규모는 2015년 1,692억 위안으로 2014년의
1,038억 위안에 비해 1.6배(연평균 63.0%)가 증가함.
- GDP 대비 비율로 보면 2014년의 명목 GDP 64조 3,974억 위안의
0.16%에서 2015년 68조 9,052억 위안의 0.25%를 차지
○ 향후 중국의 빅데이터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증
가하여 1조 3,626억 위안에 이를 전망임.
23) 중국은 아직 빅데이터산업이나 시장에 대한 공식적 통계가 없으며 구이양 빅데이터 거래소
(贵阳大数据交易所),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
구원(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 등의 연구기관들에서 간접 방법으로 추계하고 있는 상
황이므로 본고에서는 분야별 상세한 통계를 제공하는 구이양 빅데이터 거래소의 통계를 기
본으로, 필요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통계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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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국의 빅데이터시장 규모 및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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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贵
 阳大数据交易所(2016),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p.26.

- 이는 2015년에 비해 5년간 8배 이상 증가하는 규모이며, 명목
GDP가 향후 7.7%(최근 3년간 평균)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의 빅데이터시장 규모는 명목 GDP의 1.36%에 육박하는
수준
○ 빅데이터산업의 광의적 범위에 입각하면 2015년에 빅데이터 핵심
산업의 시장 규모를 1.0이라 할 경우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는 22.2배, 빅데이터 융합산업의 시장 규모는 9.1배로 추정됨.
- 향후 2020년까지 5년간 빅데이터 핵심산업은 4.3배(연평균 34.2%),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2.0배(연평균 14.4%) 및 빅데이터 융합산업
은 9.5배(연평균 57.0%)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전망은 2015년에 빅데이터 핵심산업의 시장 규모를 1.0이
라 할 경우 2020년의 핵심산업, 관련 산업 및 융합산업의 시장 규
모는 각각 4.3배, 43.5배 및 87.0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 빅데이터산업 사슬단계별 시장 규모는 빅데이터의 하드웨어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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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중국의 광의적 빅데이터산업별 시장 규모 비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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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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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

(2016년 핵심산업 시장 규모=1.0)
87.0

43.5
22.2
9.1
1.0

4.3

2015
빅데이터 핵심산업

2020
빅데이터 관련 산업

빅데이터 융합산업

자료 : 人
 民出版社(2017), 「2016-2017年中国大数据产业发展蓝皮书」, p.13을 참조로 재계산

술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증가속도는 빅데이터의 파생이나 응용이
상대적으로 빠른 수준임.
- 데이터시장 규모는 2014년의 104억 위안에서 2015년에 46.8%
가 증가한 152억 위안으로 빅데이터 전체시장에서 9.0%를 차지
- 빅데이터 하드웨어는 2015년에 795억 위안으로 2014년 451억
위안에 비해 76.2%나 증가하였고, 빅데이터 전체시장 비중도
43.5%에서 47.0%로 확대
- 빅데이터의 거래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관계로 시장 규모는
2015년에 34억 위안으로 전체시장의 2.0% 수준에 불과하며 2014
년 대비 증가율도 59.1%로 전체시장 평균 63.0%를 하회
- 빅데이터의 응용과 파생시장은 2015년에 각각 220억 위안과 102
억 위안으로 2014년 대비 76.7%와 77.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하면서 전체시장 대비 비중이 2014년에 12.0%와 5.5%에서 2015
년에 13.0%와 6.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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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중국의 빅데이터산업 사슬단계별 시장 규모 및 비중 추이
실적

전망

연평균 증가율(%)
2015
2014

2020
2015

681
(5.0)

46.8

34.9

빅데이터
451
795 1,093 1,389 1,890 2,156 2,385
하드웨어 (43.5) (47.0) (44.0) (39.5) (32.0) (23.0) (17.5)

76.2

24.6

빅데이터
280
389
522
633 1,034 1,594 2,044
기술 (27.0) (23.0) (21.0) (18.0) (17.5) (17.0) (15.0)

38.9

39.3

빅데이터
거래

545
(4.0)

59.1

75.1

빅데이터
125
220
410
809 1,713 3,187 5,450
응용 (12.0) (13.0) (16.5) (23.0) (29.0) (34.0) (40.0)

76.7

89.9

빅데이터
파생

334
650 1,453 2,521
(9.5) (11.0) (15.5) (18.5)

77.9

90.1

1,038 1,692 2,485 3,517 5,907 9,374 13,6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3.0

51.8

2014
데이터
소스

계

104
(10.0)

21
(2.0)

57
(5.5)

2015
152
(9.0)

34
(2.0)

102
(6.0)

2016
199
(8.0)

62
(2.5)

199
(8.0)

2017
246
(7.0)

105
(3.0)

2018
413
(7.0)

207
(3.5)

2019
609
(6.5)

375
(4.0)

2020

자료 : 贵
 阳大数据交易所(2016),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pp.27~33 참조.

○ 향후 빅데이터산업의 사슬단계별 시장 규모는 모든 단계에서 증가
할 것이지만, 하드웨어와 기술단계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응용
과 파생단계의 비중이 크게 확대될 전망임.
- 데이터소스시장의 미래는 데이터의 개발과 콘텐츠의 발전이 얼
마나 빠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향
후 2020년까지 시장 규모는 연평균 35% 정도 증가하고, 전체시장
에 대한 비중이 5%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빠르게 증가해온 하드웨어시장은 향후 뚜렷한 기술개발이 초래
되지 않는 한 증가세는 향후 5년간 연평균 25% 수준으로 크게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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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고 전체 시장 대비 비중도 17%대로 축소될 전망
- 빅데이터 기술 관련 시장은 빅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기술 및 분석 방법의 융합 등으로 현재 수준
의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전체시장 대비 비중은 2020년까지
15%로 축소 예상
- 빅데이터 거래시장은 향후 거래플랫폼의 본격 가동, 스마트폰의
발전 등 빅데이터의 서비스 기반과 수요가 모두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75%로 증가하여 전체시장
비중이 현재의 두 배인 4%까지 확대될 전망
- 빅데이터의 응용과 파생 시장은 향후 성장성이 무한한 시장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90%라는 높은 증가세가 예상되며, 특히 응용
시장은 정부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파생시장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2020년에 전체시장 대비 각각 40%와 18%대
로 확대 예상

(2) 제조업 빅데이터시장 현황
○ 제조업에 있어서 빅데이터는 스마트 제조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제조 및 관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상품과 서비스 및 사
업모델의 혁신을 유도함.
- <중국제조 2025>의 제조업 고도화전략을 목표로 중국은 제조업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 추
진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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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과정에 바코드, QR코드, RFID 및 기타 공업용 센서가 도입
되고 생산의 자동화 및 공업 IoT, ERP, CAD/CAM/CAE/CAI 등 기
술이 보급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 분야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또한
다양해지며 축적 양이 많아지기 시작
- 산업현장에서 생성된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생산라인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
○ 제조업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역할은 새로운 상품 개발, 고장 판단
및 예측, 생산라인 및 사물인터넷을 통한 분석 등을 포함
- 고객과 기업 사이의 거래와 소통 행위를 통해 대량의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채집하여 분석하면 고객의 상품에 대한 수요 분석 및
상품의 설계에 참여되어 상품의 창의적 생산에 기여
- 상품에 부착된 다양한 센서 및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상품 고
<그림 3-3> 중국 제조업의 빅데이터 활용

◑ 프로젝트 기획

제품 설계

◑ 부품 공정

◑ 개념 설계

◑ 조립 공정

◑ 구체화 설계

◑ 구체화 설계

◑ BOM 설계

◑ 디지털 시뮬레이션
◑ 공정 BOM

◑ 성능 시뮬레이션

◑ 제조자원

제품 설계

◑ 자원관리

생산 및 제조

◑ 서비스 데이터 관리

◑ 제조 시행

◑ 유지보수 계획

◑ 과정 감독

◑ 유지보수 수행

제품 설계

◑ 품질 관리
◑ 데이터 수집

자료 : 贵
 阳大数据交易所(2016),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p.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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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실시간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또한 빅데이터의 활용
과 상품의 사용 모델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고장에 대한 예측
이 가능
- 생산라인에 설치된 여러 센서들을 통해 작업환경의 데이터와 생
산 상품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 진
단, 전기 사용량 분석, 에너지 소모 분석 및 고장 원인 추적 등 다
각적인 분석 가능
○ 제품생산, 수요 분석, 서비스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시장의 수요
를 예측하고 수요와 재고 사이를 분석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
고, 생산의 품질주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품
질을 향상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품 판매 예측과 상품 수요 변화를 예측·
관리하고, 이력 데이터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상품 수요
의 지역적 특성 및 변화를 탐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품 생산
및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제조업 생산량은 실제 시장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
생하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제 판매량과 생산량의 균형을
분석 및 개선하는 것이 가능
○ 2015년 현재 제조업의 빅데이터 관련 시장은 13억 2,000만 위안으
로 빅데이터 전체시장 대비 0.8%에 불과하나 2020년까지 연평균
94%의 고속성장이 기대됨.
- 빅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은 생산능력 과잉에 직면한 일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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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게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을 제공24)
<그림 3-4> 중국 제조업의 빅데이터 응용시장 전망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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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贵
 阳大数据交易所(2016),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p.127 참조.

제조업 빅데이터 활용사례(1) : 하이얼의 COSMOPlat24)
· 인터넷+첨단 제조업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제조업 빅데이터, 제
조업인터넷을 통하여 고객과 생산자원, 고객과 기업, 기업과 생산자원
을 연결
· 일정 수준의 고객 수요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하
이얼인터넷 공장을 통해 생산하는 시스템
· 하이얼의 SCRM(Social CRM)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의 수요를
예측, 생산공장을 통해 생산
· 하이얼 에어콘과 국가전력망 상호 접속, 전력 부하가 높은 시간대의 전
력사용량을 조절, 전력 부하 감소
24) 2017년 9월 30일에 발표한 <COSMOPlat工业互联网平台解读>(http://articles.e-works.net.cn/
iot/article138091.htm, 2017.11.28 검색)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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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빅데이터 활용사례(2) : 상페이(商飞)그룹25)

· 2016년 9월 상페이(商飞)그룹과 미국 GE사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체결,
설계 및 조립, 스마트제조, 고객 및 상품지원

· 항공제작 과정에서 작업자의 오류 부분 해결, 중복적 노동을 기계로 대
체, 스마트제조 플랫폼 완성
· 디지털공장 시뮬레이션, 생산 라인 페이퍼리스, 전 작업과정의 통제(업무
명령을 자동적으로 생산자에게 통지, 설비상태의 감시, 생산자효율 감시)
· 원자재, 대형 부품을 무인 자동차를 통하여 배급, RFID를 통한 자동이동
및 자동조작 공작기계, RFID를 통한 오류 방지, 부품소재의 만기 추적,
웨어러블 장비를 통한 검사
·항
 공기 제작 시 항공사와 여행객의 다양한 데이터 반영, 시험비행 비용
감소, 자연환경 및 인적 요소 관련 데이터 반영, 항공기 안전 제고
· 조종사에 대한 항공조종 데이터 실시간 수집, 비행안전도 제고

- 이에 제조업 빅데이터의 시장 규모는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지속
하여 2020년에 362억 위안에 이를 전망

(3) 금융 빅데이터시장 현황
○ 중국에서 금융 분야는 데이터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응용
가치도 높아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5) 2016년 9월 29일에 발표한 <中国商飞与GE公司举办大数据技术项目协作会>(http://www.
comac.cc/xwzx/gsxw/201609/29/t2016 0929_4334299.shtml, 2017.11.29 검색)을 참조.

제3장 빅데이터의 산업적 발전 현황

59

- 인터넷 이용의 급속한 확산으로 온라인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
서 금융 분야에서는 인터넷 뱅킹, 인터넷 주식거래 등 대규모의
실시간 금융거래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의 생성
및 축적이 가속
- 은행업의 경우 수익 100만 위안당 평균 130GB의 데이터가 생산
되며 이는 언론이나 의료 등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데
이터를 생산
○ 금융업계 내에서는 은행업이 데이터의 축적이나 빅데이터 관련 투
자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임.
- 은행업의 경우 인터넷뱅킹의 상시화로 데이터가 빠르게 축적되
면서 빅데이터 관련 투자도 크게 증가하여 2015년 현재 금융업
계 전체에서 데이터 및 투자의 기여도가 39.8%와 42.0%를 차지
- 증권업도 인터넷 거래의 일반화로 데이터의 축적 및 빅데이터 관
련 투자가 증가하여 금융업계 전체에서 각각 32.6%와 33.0%로
<그림 3-5> 업종별 수익 100만 위안당 데이터 생산량(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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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贵
 阳大数据交易所(2016),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p.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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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중국의 금융 업종별 빅데이터 축적 및 투자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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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阳大数据交易所(2016),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p.98과 p.108 참조.

은행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중국의 금융업계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력 확보, 위험관리 능력
의 향상 등을 위해 빅데이터의 적극 활용과 신성장동력으로 모색
중임.
- 중국경제의 하향 안정화 추세와 국제금융 환경에 대한 노출이 확
대되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와 감독의 필
요성, 금융업계의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발굴에 대한 요구
가 증가
- 이에 금융업계는 신용 및 위험의 관리나 통제, 기존 상품의 혁신
및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등을 위해 빅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에 많은 투자를 실시하고, 새로운 방식의 시도 등을 통해 성
장 동력을 모색
○ 금융업계의 빅데이터 이용을 선도하는 은행업에서는 신용위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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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새로운 수익원천의 창출, 상품설계의 차별화 등에 빅데이터
를 활용함.
- 기업의 경영 상황만을 중심으로 신용이나 위험도를 평가하던 기
존방식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기업이 속한 업종의 중요
한 발전요인들을 식별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종합적인 검
정 및 판단작업을 실시
- 보유한 데이터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데이터의 활용이나 응용
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소위
‘중간소득 통로’를 확대
- 예를 들면, 개인 고객에 대한 구매처, 구매상품, 구매순서 등과 관
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고객에게 적절
한 광고나 홍보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이외의 수익을 창출
하고 고객충성도를 제고
- 상품설계의 차별화와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다
양한 상품의 설계뿐만 아니라 타사나 타 금융권 상품의 교차 판
매도 고려
- 즉, 수많은 고객들의 거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들이 경험한
‘인생대사(人生大事)’의 시점별 금융상품에 대한 구매성향을 파
악하고, 자체 설계나 타사 혹은 타금융권이 설계한 상품을 맞춤
형으로 판매하여 고객의 적극적 호응이나 충성도를 제고
○ 증권업에서는 주로 주가예측이나 유실고객의 예측 혹은 투자자경
기지수의 평가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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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종합주가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가지수를
예측하는데 다양한 정량적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트위터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정성적 빅데이터가 활용되
고 있는 상황
- 고객의 거래기록과 유실 상황을 근거로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개
발하여 고객의 유출 확률을 예측하는 데 활용
- 예를 들면, 하이통증권(海通证券)은 2012년에 매 100만 샘플의 고

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거래정보인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
의 유형이나 선호도 및 이탈 확률 등을 예측

- 궈타이쥔안(国泰君安)증권은 2012년 ‘개인 투자자 경기지수’를
출시하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수익률, 현금흐름 등을 분석하여 개인 투자자의 거래행위 변화,
투자심리, 시장전망, 현재의 위험 선호도 등을 파악하고 투자경
기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활용
○ 보험업의 빅데이터 활용은 주로 손해배상청구, 가격차별화, 마케
팅의 치밀화, 위험관리 등에 집중되고 있음.
- 보험사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험금 지급 규모는 보험
사의 핵심적 관리 대상으로서 거액의 배상액 등 이상치를 사전
에 예측하기 위해 주요 보험사들은 제3자나 SNS 등을 통해 수집
된 빅데이터를 고객의 개인 데이터와 연결하여 다양한 분석모형
을 구축
- 보험료는 한 집단에 대한 위험판단의 근거이므로 빅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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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다양한 집단의 위험성을 추정하여 집단별 차별적인 보
험료를 적용
-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운송보험이 대표적인 예로서 보험사는 휴
대폰번호, 집주소, 은행계좌, 제품구매 정보 등의 개인정보와 실
시간 교통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정확한 시간 및 목
표 지점에 운송 가능
- 위험관리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을 예로 들면 스마트장비, SNS,
의료정보 등을 통해 운전자의 운행데이터, 행위데이터, 건강데이
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보험료의 책정과 위험관리
를 동시에 실행
○ 2015년 현재 금융의 빅데이터 관련 시장은 16억 위안으로 빅데이
터 전체시장 대비 0.9%에 불과하나 2020년까지 연평균 140%를 상
회하는 고성장으로 시장 규모가 1,300억 위안을 초월할 전망임.
-온
 라인 거래 빈도가 비교적 높은 금융거래 특성상 향후 빅데이
터의 축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금융업계의 빅데이터 시장은 고
객관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스마트경영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더욱이 향후 금융의 경계가 확대되면서 금융기관의 투자 확대뿐
만 아니라 인터넷 빅데이터의 기능을 가진 업체들의 진입 및 플
랫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 빅데이터시장의 성장이 촉진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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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중국 금융의 빅데이터 응용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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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贵
 阳大数据交易所(2016),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p.99 참조.

(4) 의료 빅데이터시장 현황
○ 의료 빅데이터는 주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환자의
기본 정보, 전자진료기록, 진료데이터, 의학영상데이터, 의료기기
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및 경제 데이터 등을 포함
- 의료정보의 데이터화 및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효과적인 관리는
질병과 환자 관리 및 통제, 의료연구에 긍정적으로 작용
- 의료 데이터가 빠르게 축적되면서 저장, 관리 등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빅데이터 분석기
술이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의 다양성 확보에 크게 기여
○ 중국의 의료시장은 의료 관련 시설 및 자원의 지역적 편중 현상과
국유·민영 의료기관의 혼재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규범화 수준
이 낮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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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가 많은 중국은 의료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자원이 부족하면서도 편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자원의 낭
비도 심한 편임.
- 중국은 대부분의 의료 시설 및 자원들이 동부의 대도시를 중심으
로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80%가 대형병원에 집중
- 이러한 의료자원의 지역적 편중으로 공평한 진료가 어려우며 의
료비와 약제비가 급증하는 등 소비자로부터 “진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진료비가 비싸다”는 고충 제기가 빈번
○ 중국의 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기본적으로 의료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두됨.
- 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의료시장에서 정보유통의 효율
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높은 의료비용, 예약난 및 진료난 등을 일정 정
도 해결
○ 의료 분야의 빅데이터는 주로 의료장비를 통해 생성되며, 의료기
<그림 3-8> 중국 의료자원의 지역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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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贵
 阳大数据交易所(2016),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p.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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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연구기관, 제약회사, 의료설비 제조업체 등에서 다양한 목적으
로 활용
- 의료장비 간 IoT, 검사 결과 및 영상 데이터 초음파 등 데이터 통
합을 통하여 빅데이터를 생성
- 의료 빅데이터는 의료정보라는 특수성뿐만 아니라 보통 대용량
이며, 매우 복잡한 형태라는 특성을 보유
- 의료기관, 제약회사, 의료설비 제조업체로 구성되는 의료업계에
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료시장의 구성이나 특수성, 소비자
의 수요와 경쟁자의 상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관리 및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
○ 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의료인, 환자, 의료업체 관리자,
연구자 등을 위해 빅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임.
- 의료인에 대한 빅데이터 서비스는 임상 관련 의사 결정을 위해
보충의견의 제시, 다수 문제의 종합적 통계 분석, 치료효과 비교
를 위한 진료방법의 제시, 부작용 및 의료 사고에 대한 분석과 알
림 등을 포함
- 환자를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는 전체 생명 주기에 따른 건강 차트
관리, 개인 건강관리, 건강의 예측과 경고를 포함
- 의료업체 관리자를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로는 다양한 의사 결
정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와 더불어 전염병의 관리 및 통제 등도
포함
- 연구자를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로서는 약품의 사용과 효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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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중국 의료의 빅데이터 응용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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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贵
 阳大数据交易所(2016),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p.116 참조.

한 분석, 약물의 연구와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 2015년 현재 의료 분야의 빅데이터시장은 9억 4,000만 위안으로 빅
데이터 전체시장 대비 0.7%를 차지하며, 2020년까지 연평균 50%
를 상회하는 고성장으로 시장 규모가 79억 4,000만 위안에 이를 전
망임.
- 의료 분야의 빅데이터시장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향후 거
대한 규모의 의학 데이터를 집적하여 관리, 공유, 발굴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 의료 빅데이터는 공공사회 서비스, 의료위생 및 관련 정책 결정
과 관리 등의 방면에서 활용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이러한 수요 증가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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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1) : 지우안의료(九安医疗)26)
· 지우안의료는 가정용 모바일 의료기기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애플사의 아이폰
에 스마트 의료기기를 결합하여 인체의 건강 정보를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
· 심전도, 호흡기 등 휴대용 의료기기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기능, 건강 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데이터와 연동할 수
있는 의료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 지우안의료에서는 공립·사립병원, 진료소 혹은 건강검진기관 등과 협력하여
참여 환자들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질병 표본과 상시적인 특정 질병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독립진단 실험실(Independent Clinical Laboratory, ICL)에 축적
·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료설비 및 제
약회사와 협력하여 새로운 질병 및 환자의 패턴에 따른 의료 장비 및 신약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업화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2) : 디안진단(迪安诊断)27)
·저
 장성의 디안진단은 의료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공유하며 빅데이터 기
술을 통해 진료 기술과 방법을 개선
· 의료와 의약, 의료보험을 연동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정보를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 축적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의료 빅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
· 특정 개인을 위해 자동으로 의료건강 진단결과를 제공하며 또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데이터의 정제를 거쳐 해당 정보를 의료보건 관련 금융기관, 제
3자 서비스 기관 등에 제공
· 의료 보건 관련 금융기관은 의료 빅데이터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중앙정부, 지방 정부 및 기타 사설 의료보험을 포함
· 병원, 보건소, 요양원 등은 의료 빅데이터 생태계의 핵심 구성 부분으로 직
접 진료결과 및 질병정보를 생산·등록하고, 의료 빅데이터를 진료에 활용
하는 주체
26) 贵阳大数据交易所(2016)의 pp.119~120을 번역 및 정리.
27) 贵阳大数据交易所(2016)의 pp.120~121을 번역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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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의 저장·처리 관련 기술 동향
(1) 데이터센터
○ 중국은 빅데이터의 산업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데
이터센터를 구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
- 데이터센터는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 저장소
및 중앙처리기를 고속인터넷 등으로 연결하여 한 공간에 모아 놓
고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운영하며 통합 관리하는 중앙집중
식 시설
- 중국정부는 2013년부터 데이터센터의 구축을 준비하기 시작하
여 2015년에 전국에 3대 데이터센터 기지와 8대 데이터센터 노
드를 구축
- 대형 분산 서버가 집중 운영되는 데이터센터는 안정적인 지질
판, 전기의 안정적 공급 및 서버발열에 대응한 저온지역 등을 고
려하여 선택
○ 데이터센터는 초기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해 우선 통
신 인터넷의 연결을 위한 대형 서버로 사용함.
- 또한 학술계, 산업계가 동시 다발적으로 다양한 빅데이터의 활용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
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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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데이터센터 기지는 베이징 기지를 중심으로 남부 기지와 북부
기지로 체제를 구축함.
- 중국정부가 지정한 초대형의 데이터센터 기지는 베이징에 위치
한 중앙 기지, 구이저우성에 위치한 남부 기지 및 네이멍구(內蒙
古)에 위치한 북부 기지로 포진
○ 베이징의 중심 기지인 란쉰서우밍 국제 데이터센터(蓝讯首鸣国际
数据中心)는 2015년 1월 16일에 정식으로 가동함.

- 중국 최초의 국가급 초대형 데이터센터로서 부지면적은 8만m2이
며 건물 9동과 1동의 체험센터를 포함
- 베이징시 직속 기업과 란쉰(베이징 란쉰통신기술유한회사- 北京
蓝汛通信技术有限责任公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

○ 구이저우성에 위치한 남부 기지인 자이비빅데이터센터(灾备大数

据中心)는 베이징과 직접 연결한 2,200여km의 네트워크 전용 케이

블을 구축함.

- 베이징 서버실과 구이저우의 자이비빅데이터센터를 연결하는 직
통 케이블로 남부기지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중앙기지에 전송
하여 데이터의 백업이 가능함을 의미
- 베이징은 해당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2016년까지 200여 개의 폭
스콘,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등 유명 대기업들에서 발주한 대
형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수주
- 차이나 텔레콤의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구이저우정보원 1.1기 프
로젝트, 차이나 모바일(구이저우) 빅데이터센터, 차이나 유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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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안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베이징에 유치 성공
- 그 외 중소형 빅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현재 베이징의 자이비빅
데이터센터에 2만 2,000대의 서버를 운영
○ 내몽골의 우란차부시(烏蘭察布市)에 위치한 북부 기지는 2016년 8
월 8일에 정식으로 가동 시작
- 우란차부시는 지리적으로 지질판이 안정적이고 전력자원이 풍부
하며 기후가 사계절 서늘하고 베이징, 톈진 등 중국의 경제 핵심
도시와 인접해 있는 등 우월한 지리적 조건을 보유
- 북부 기지는 화북지역의 빅데이터를 지원하며, 베이징, 톈진의 국
가급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기지
○ 8대 데이터센터 노드는 중국 인터넷망의 핵심지역인 베이징, 상하
이, 광저우(廣州), 선양(瀋陽), 난징(南京), 우한(武漢), 청두(成都),
시안(西安)의 8개 도시에 구축함.
- 8대 노드의 기능은 국제 인터넷과의 연결을 제공하고 핵심 기지
및 핵심 노드 사이에 데이터 교환의 통로를 제공
- 특히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는 3대 핵심 노드로서, 각각 2대의 전
용 라우터뿐만 아니라 국제 인터넷망과 연결할 수 있는 출력 라
우터를 보유함에 따라 국제 인터넷과의 연결을 책임지는 역할
을 담당
- 또한 기타 2대의 핵심 노드와 연결하는 별도의 라우터를 설치하
여 3대 핵심 노드 사이의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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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선양, 난징, 우한, 청두, 시안 등 5개 노드는 중국 내 기타 노
드와 연결하기 위한 전용 라우터 하나만 보유
○ 모든 노드들은 완전 연결을 구성하지 않고 베이징상지데이터센터,
상하이빅데이터센터, 광저우인터넷서비스센터의 3대 핵심 노드로
연결하는 형태로 구성함.
- 베이징노드센터는 베이징, 허베이성(河北省), 네이멍구(內蒙古),
산시성(山西省), 랴오닝성(遼寧省), 허난성(河南省), 지린성(吉林
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산둥성(山東省)을 관할하며, 차이나
텔레콤의 3대 핵심 서버 중의 하나, 차이나넷의 국제 연결 3대 데
이터 서버 중의 하나, 차이나 텔레콤의 북부 인터넷 서버를 유치
- 상하이노드센터는 상하이, 저장성(浙江省), 장쑤성(江蘇省), 안후
이성(安徽省), 후베이성(湖北省), 톈진시(天津), 장시성(江西省),
산시성(山西省), 칭하이성(青海省), 닝샤자치구(寧夏自治區), 신
장자치구(新疆自治區), 광시성(廣西省)을 관할

- 상하이빅데이터센터는 차이나 텔레콤의 3대 핵심 서버 중의 하나,
차이나넷의 국제 연결 3대 데이터 서버 중의 하나 및 중국 내의
장거리 통신 케이블 중계 서버, 중국 내 위성통신 지구국을 유치
- 또한 중미, 아시아-유럽, 아시아태평양, 환태평양, 중·일, 한·중
등 국제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대용량 해저·육지 광케이블시스
템 서버를 유치
- 광저우인터넷서비스센터는 광동성(廣東省), 푸젠성(福建省), 후
난성(湖南省), 쓰촨성(四川省), 윈난성(云南省), 베이징, 티벳,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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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시(重慶市), 광시자치구(廣西自治區)를 관할
- 광저우인터넷서비스센터는 중국의 공공인터넷망 서비스를 제공
하는 차이나넷의 서버, 차이나넷의 국제 연결 3대 데이터 서버 중
의 하나를 유치

(2) 클라우드 컴퓨팅
○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서버를 통하여 대용량의 데
이터를 저장, 계산하거나 또는 네트워크, 콘텐츠 등의 자원을 공유
하고, 관련 IT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지칭
-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저장소와 중앙처리기(CPU)가 필
요할 경우 추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이를 대체하는 방식의 시스템
○ 빅데이터 처리는 대량의 저장소뿐만 아니라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다수의 서버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필수적임.
-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기술인 분산처리는 빅데이터를 효율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은
상호 보완적
○ 통상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은 공유하는 자원, 즉 빌려서 사용하는
자원에 따라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분류됨.
-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IaaS, PaaS, SaaS 외에 데이터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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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관계
빅데이터
빅데이터 저장
병렬 컴퓨팅
빅데이터 관리
클라우드 컴퓨팅의 강력한 계산능력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가능

클라우드 컴퓨팅
IaaS
(데이터 자원 서비스)
PaaS
(소프트웨어 서비스)
PaaS
(플랫폼 서비스)
빅데이터 업무 수요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다양한 응용방법의
모색이 가능

자료 : 贵
 阳大数据交易所.

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DaaS(datacenter as a service), 클라우드 안
전 및 가상화 응용 등의 내용을 추가로 포함
○ 최근 중국에서는 대다수의 대형 기업들이 공공클라우드를 통해 대
외적 업무를 진행하는 동시에 자체 데이터의 관리 및 업무는 개인
클라우드로 처리하는 소위 혼합형 클라우드 사용이 확대되는 추
세임.
-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부분 공공클라우드(Public cloud)로
공개되어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 데이터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
- 최근에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충분히 인지한 다수의 기업들에서
개인 클라우드(private cloud)의 사용을 희망함에 따라 공공클라
우드와 개인 클라우드를 통합한 혼합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
이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빅데이터 서버기술에 대한 수요
가 계속 증대
○ 또한, 중국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서버없이 클라우드상의 서비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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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소위 서버리스 아키텍처(Serverless Architecture)의 보
급이 확대되고 있음.
-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은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를 위해 서버를 구
축하게 되는데, 개별 서버의 구축은 구축비용과 더불어 안전하
고 안정된 서버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용도 중요한 고려 사항
으로 작용
- 이에 반해 서버리스(Serverless)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서버 또는 웹서버를 사용하되 클라우드
컴퓨팅의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보안성을 담보하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의 서버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법
- 증국에서는 최근 서버의 구축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축하
는 방안으로 서버리스 아키텍처의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
는 것이 유행하는 추세
○ 해당 서비스는 아마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사인 AWS(Amazon
Web Service)와 유사하며 중국 내에서도 AWS와 알리클라우드가
경쟁관계를 형성 중인 상황28)
- 빅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인 Gartner의 세계시장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에 세계 3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은 아마존, 마이크로소
프트, 알리클라우드이며, 이들의 전년 대비 매출증가율은 알리클
라우드가 1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61%,
아마존 45.9%의 순
28) 이하의 내용은 中国云计算市场排名：阿里云占市场近半份额,(http://news.91.com/all/s59f996
b3d27d.html, 2017.11.15 검색)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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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중 중국의 공공IaaS시장에서 알리
클라우드의 점유율은 47.6%로 2016년 대비 7%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
○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최근 추세는 사물
인터넷(IoT) 분야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응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는 것임.
-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
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을 의미
- 전통적인 방법으로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되었을 경우 센서의 정
보를 받으려면 작업자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야 되나, 사물인
터넷 시대에는 인터넷과 연결된 모든 기기들은 스스로 정보를 주
고받는 것이 가능
- 아마존의 AWS가 2015년에 10월부터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시작
하면서 사물인터넷의 데이터를 쉽게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결하
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간단한 데이터의 분석기능을 제공
- 이로 인하여 사물인터넷을 센서에 대한 준비 및 설정만 진행하면
누구라도 사물인터넷 구축을 체험할 수 있고 빅데이터산업을 위
해 데이터의 수집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중국에서도 성장이 기대
되는 분야임.
○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2010년에 167억 위안에서 2016년
에 3,168억 위안으로 지난 6년 동안 19배(연평균 61.0%)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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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함.
-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증가세는 다소 둔화
되는 추세이나 2015년 이후에도 50%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지속
-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유형별 시장점유율은 2016년을 기준으
<그림 3-11>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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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 017 年中国云计算行业市场规模及发展趋势预 (http://www.chyxx.com/
industry/201610/456805.html).

<그림 3-12>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유형별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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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 017 年中国云计算行业市场规模及发展趋势预 (http://www.chyxx.com/
industry/201610/4568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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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 경우 IaaS가 61.4%로 가장 높고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다음
으로 SaaS가 35.6%, PaaS는 3.0%를 점유하며, 이들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이

3. 빅데이터시장의 주요 기업 사례 분석
(1) 알리바바
○ 중국에서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인터넷기술유
한회사(이하 알리바바)는 빅데이터 기업으로서도 잠재력이 가장
큰 기업임.
- 알리바바는 1999년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설립되었고, 당시
마윈을 포함한 창업자 18인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게 공평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업
- 2016년 기준으로 연간 영업수익이 1,500억 위안인 알리바바의
2017년 10월 10일의 시가총액은 4,721억 달러로 동시간대 아마
존의 시가총액 4,719억 달러를 상회29)
- 중국의 B2B 시장에서도 2016년에 43%의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
을 차지하여 2위인 HC360(慧聪网)의 7.5%를 거의 6배나 상회하
는 높은 수준을 기록

29)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4,700억 USD를 넘어 아마존을 추월하다. 「阿里巴巴市值突破4700
亿美元 超越了亚马逊」(http://finance.sina.com.cn/7x24/2017-10-10/doc-ifymqxpz29651 96.
shtml?source=cj&dv=1, 2017.1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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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2016년 중국의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시장 점유율

기타
39.2%
环球市场(global market)

阿里巴巴
(alibaba)
43.0%

1.0%

生意宝(too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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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焦点科技(focus technology)

慧聪网(HC360),

29%

环球资源(global source)

2.6%

4.1%

자료 : 据
 中国电子商务研究中心(http://www.100ec.cn/zt/16jcbg).

□ 알리클라우드
○ 알리바바의 빅데이터 저장 및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알리클라우드는 세계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함.30)
-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또는 데이터 플랫폼을 오픈하여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비즈니스
분석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 가능
-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고자 2009년에 설립된 알리클라우드는
2017년까지 200여 개의 국가와 지역의 기업과 개발자 및 정부 기
관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
- 2017년 3월까지 알리클라우드의 공공 유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
용하는 사용자는 87만 4,000명 규모이고, Gartner의 최신 클라우
드 컴퓨팅 시장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알리클라우드는 세계 3대
30) 알리클라우드 홈페이지(www.aliyun.com) 참조(2017.12.5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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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클라우드 제공 기업으로 성장
○ 알리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것임.
- 알리클라우드의 핵심 서비스는 탄성컴퓨팅(弹性计算), 클라우드

안전, 응용 서비스, 사물인터넷 등이며, 일반서버에 대한 학생할
인가격은 월 9.9위안(한화 약 1,800원)으로 학생들이 부담없이 서
버의 사용이 가능

-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 서비스와 가격을 비교하면 미국의 서부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Linux t2. micro의 월임대료(서버 1G의
메모리, CPU코어 한 개 기본 제공, 기타 데이터 전송 등은 별도)
는 18.6달러(약 116위안)이나 동일 사양의 서버를 알리클라우드
에서 임대할 경우 월 68위안으로 AWS보다 48위안이 저렴함.31)
- 알리클라우드의 저렴한 가격은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의 일환이며, 기업형 서비스일 경우 사용하는 서버의 위치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최저 사양은 월 약 30위안, 최고 사
양은 월 370위안으로 아마존의 AWS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
스를 제공
○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의 분석·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알리
클라우드는 빅데이터의 응용을 필요로 하는 제조, 금융, 정부 서비
스, 교통, 의료,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기업들에 플랫
31) AWS와 알리클라우드서버의 중국 내에서 사용 시 가격 비교 평가(AWS与阿里云服务器在
国内使用的简单对比评测)를 참조(http://www.jb51.net/yunying/426233.html, 2017.12.5 최
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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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을 제공하고 있음.
- 대표적 고객으로 차이나 유니콤, 12306, 중국석유화학공사 , 중국
석유, 필립스, Huada Gene, Weibo, Zhihuo, Hammer Technology 등 유명 인터넷 포털 기업을 포함
○ 알리클라우드는 다년간의 노하우에 기반하여 세계적 규모의 프로
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중국시장을 넘어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
력을 강구
- 2014년에 발생한 인터넷 역사상 가장 큰 DDoS를 방어하면서 알
리클라우드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는데, 당시 알리클라우드 서
버에 대한 DDoS 공격의 트래픽은 세계 최대 규모로 초당 최대
453.8Gbps의 데이터로 공격
-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체의 성능평가 콘테스트인 Sort Benchmark 2016 Sorting 콘테스트의 클라우드 정렬 분야에서 알리클라
우드는 1.44 달러/TB의 속도를 보여 아마존 AWS제품이 보유한
4.51 달러/TB의 기록을 갱신
- Sort Benchmark 2015에서 알리클라우드는 자체 개발한 분산 컴
퓨팅 플랫폼 ODPS를 사용하여 100TB 데이터를 377초 내에 정
렬하여 당시 Apache Spark가 보유하고 있는 1,406초 세계 기록
을 갱신
- 세계적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의 기반과 입증된 성능을 바
탕으로 2017년 1월 19일 올림픽운영위원회와 클라우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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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까지 알리클라우드는 올림픽게임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
팅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공 지능 등 기술을 제공하는 공식
파트너로 선정
□ 개미금융 서비스
○ 개미금융(Ant Finance, 蚂蚁金服)은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이며

알리클라우드의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하여 신속하게 신용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함.

- 알리바바는 2004년 알리페이(支付宝)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4년
10월부터 개미금융 서비스를 시작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 신
용대출, 인터넷 뱅킹 사업을 시작
- 개미금융 서비스 중 신용대출은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을 통해 개인정보를 심사하고, 기타 개인 신용정보를 융합하여
종합 평가
- 사용자는 알리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분석된 신용으로
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 담보 현물이나 담보인이 불
필요
- 기존의 은행 대출 과정과 비교할 경우 개미 금융의 신용대출은 신
청프로세스와 준비서류가 간단하며 심사 과정이 빅데이터 플랫
폼에 의해 진행되므로, 신청 후 1초 내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신용대출 결과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입금
- 개미금융의 신용대출은 전자상거래상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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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로 소액 유동자금 마련에 활용되며 ‘역사상 가장 쉬운 대출’
로 평가받음.
□ 알리페이의 안전관리32)
○ 모바일결제 사용자의 증가로 시스템이 공격을 받거나 계정 도용,
사기, 피싱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요소를 직면하여 알리바바는 알
리페이 내부 계정의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
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
-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제3자 지불 플랫폼으로 2016년 실명 등록
된 알리페이 사용자는 4억 5,000만 명이며 알리페이를 포함한 중
국의 모바일결제는 전체시장의 71%를 차지33)
- 사용자의 거래, 송금, 이체 및 로그인 등 모든 소비 행위를 데이
터로 전환하여 모든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축적하여 빅데이터로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사용자의 거래행위 발생 시 기존 패턴과 비
교하여 리스크를 판단
- 리스크가 낮을 경우 정상적으로 거래 권한을 부여하지만, 일정한
리스크를 가진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질문을 통
해 정확한 사용자인지를 판단
- 또한 사용자의 지문인식, 얼굴인식, 홍채인식 등과 같은 생체 정
32) 알리페이는 어떻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거래 리스크 관리를 진행하는가?(支付宝是如何
利用大数据分析进行交易风险管控? http://sec.chinabyte.com/1/13574001.shtml, 2017.11.10
검색)를 참조.
33) 2017 알리페이의 사용자 수 4억 5,000만 명에 달함(2017支付宝用户数量达4.5亿, http://www.
southmoney.com/yinhang/zhifubao/201708/ 1504324.html, 2017.11.10 검색)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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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빅데이터 리스크 분석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여 알리페
이의 안전 관리를 보장
- 알리페이는 연 납부액이 2위안인 지불 안전보장 보험을 사용자
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알리페이 거래 도난 사고 발생 시 전액
환불하는 정책을 시행 중
□ 전자상거래에서의 가짜 상품 검출- 타오바오의 사례
○ 알리바바의 C2C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타오바오(淘宝网, Taobao)

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모조품을 검출하고 있음.

- 2016년부터 수십억 개의 제품에 대한 정보, 모조품에 대한 통계자
료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모조품을
제작하여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하는 데에도 기여34)
○ 홍콩의 제니 베이커리를 시작으로 수십 개의 브랜드가 타오바오의
모조품 검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 브랜드가 제공한 모조품
자료를 통해 타오바오는 10억 개 이상의 모조품을 검출함.
- 상표 도용 및 대리구매 형식으로 유통되던 모조품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던 홍콩의 제니 베이커리와 협력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모
조품 검출시스템을 통해 가짜 상품으로 신고된 경우 빠르게 삭
제 및 블라인드 처리하고, 경찰에 연락하여 400만 개의 모조쿠키
를 적발
34) “ 빅데이터로 가짜 상품 적발, 과연 효과가 있을까? 2016년 타오바오에서 협력한 사건 총액
10억 위안에 달해”(大数据打假真效率有多高? 2016年淘宝协助破案案值达10亿, http://mini.
eastday.com/a/160915200515309.html, 2017.11.12 검색)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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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에 출범한 타오바오의 브랜드플랫폼(权利人共建平台)

에는 100개가 넘는 브랜드들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모조품 근
절 캠페인을 주최하였고, 8월에는 티엔마오(天猫)와 협력하여 그
간 검출해낸 모조품 명단을 공개하였고 단속 기준을 강화

- 특정 브랜드의 유사제품, 모방제품으로 광고하는 상품들에 대해
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2개월간 2,000만 건 이상의 제품을
처리

(2) 디디추싱(滴滴出行) : 교통 빅데이터의 성공 사례
○ 스마트폰의 보급과 측위기술의 발전으로 일반 보행자나 차량을 이
용하는 시민들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
하고 있는 추세임.
- 측위기술(Location Determination Technology)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사용하거나 무선 네트워크의 기지국 위치를
활용하여 서비스 요청 단말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35)
- 정밀도가 높은 위치정보 데이터는 지도 데이터와 통합하여 일반
적인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축적되
는 위치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기술이 필수
○ 중국의 디디추싱은 자동차나 일반 보행자의 위치정보 등을 다양한
형태의 교통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성공기업임.
35) IT용어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65005&cid=42346&category
Id=423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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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추싱(滴滴出行, Didi Chuxing)은 모바일 앱을 통해 택시나 자
가용 차량을 배차해 주는 중국의 차량공유 서비스 기업으로 2015
년에 텐센트의 디디다처(滴滴打车, Didi Dache)와 알리바바그룹
의 콰이디다처(快的打车, Kuaidi Dache)가 합병하여 설립

- 디디추싱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
여 탑승단계부터 차에서 내리기까지 온라인으로 택시비용을 지
불하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현대화된 차량사용 방식을 활용
○ 디디추싱은 승객과 택시기사를 밀접히 연결하는 완벽한 O2O비즈
니스를 형성하여 승객의 탑승체험을 최적화함.
- 택시합승 : 비슷한 경로로 이동하는 승객들을 모아 택시 한 대로
두 명 이상의 승객을 합승하여 환경보호,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교통상황 개선
- 경로예측 : 입력한 목적지와 출발시간 및 기존의 축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가능 경로 중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추천하여 승객의
수요를 만족
- 매칭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든 택시기
사를 찾아 연계하는 디디출항의 핵심 모듈로서 최적화 매칭을 통
하여 제일 적합한 택시기사를 선택
- 예를 들어 일정거리 내의 가장 가까운 택시를 선택하여 최적화 경
로를 설계하고, 합승의 경우 매칭이기에 승수의 난이도가 발생하
지만 1초 내에 오더의 페어 매칭 달성
- 책임평가 : 축적된 다양한 가짜 사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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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디디추싱의 모바일 앱서비스 예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택시기사의 취소 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
를 자동으로 평가함으로써 취소행위에 대하여 자동으로 택시기
사의 책임 유무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

(3) 메이디(美的) : 스마트하우스 빅데이터 기업36)
○ 스마트하우스는 사물인터넷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서 사물인터
넷은 빅데이터를 만들고 빅데이터는 스마트하우스를 구축하는 핵
심 자원임.
- 빅데이터는 스마트하우스에서 스마트 감지 및 인식의 전 과정을
구축하는 핵심 요인으로 스마트하우스에서 빅데이터의 도입은
고객과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36) 메이디그룹 홈페이지(http://www.midea.com/cn/about_midea/midea_chronicle_of_events/
index_pc.s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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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가정 내 모든 장치가 빅데이터의 수집 및 제어, 장치 간
혹은 장치와 사람 간 상호 연결의 실현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
비스 수준의 향상이 가능
○ 중국의 대형 가전업체인 메이디(美的, Midea)는 스마트홈 솔루션
을 제공하는 M-Smart 전략을 발표하고, 지능형 생활운영 서비스
의 플랫폼 오픈 및 스마트하우스로 전환을 미래전략으로 발표함.
- M-Smart 전략은 2014년에 메이디가 생산하는 상품 전체에 대한
홈 오토메이션화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한 전략
- 사내 스마트 제품의 연결 및 기술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하드웨어
모듈에서부터 모든 포인트의 서비스 플랫폼 지원 기능을 구축하
여 2016년 공식적으로 M-Smart 지능형 생태 전략과 지능형 생활
운영 서비스 플랫폼의 오픈을 발표
- 또한 대규모 사용자의 습관과 수요를 바탕으로 스마트 영양, 공
기, 물 세 가지 솔루션에 기반한 22가지의 새로운 제품을 연구개
발 중에 있고, 메이디 그룹의 지능화건설 창구로서 B2B, B2C 업
무의 스마트하우스 통합 솔루션을 제공
○ 알리클라우드에 클라우드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통합
적인 빅데이터 운영 및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략적 협력을 추
진함.
- 알리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알리
클라우드와 공동으로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의 가치 변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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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프로토콜 오픈으로 표준화 API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스마
트하우스 생태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 부동산시스템, 스마트
보안시스템, 스마트 주차시스템, 스마트에너지 절약시스템, 스마
트 사진인식 시스템 등으로 적용을 확대

제4장
빅데이터산업 육성정책

1. 빅데이터산업 정책의 개괄
○ 중국정부는 2012년부터 빅데이터 관련 산업정책을 구체화하고 정
책 지원의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함.
- 2012년 5월에 국무원은 <12차 5개년 계획 국가신흥전략산업 발
전계획(十二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을 발표하면서 7대

전략적 신흥산업에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을 포함하여 세부 발전
전략을 제시
- 상기의 발전전략에는 차세대 이동통신망과 인터넷 핵심장비 및
스마트 장비의 연구개발과 상업화,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
팅의 응용기술 추진 등 빅데이터 관련 발전전략을 포함
- 또한 2012년 6월 공업신식화부가 발표한 <통신산업 12차 5개년

계획(通信业十二五发展规划)>에서 대규모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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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데이터센터 건설 등 초기 형태의 빅데
이터 관련 정책을 제시
○ 2013년부터는 여러 지방정부에서도 빅데이터 관련 발전정책을 발
표하기에 이름.
- 충칭시는 2013년 8월에 <충칭시 빅데이터 행동계획(重庆市大数

据行动计划)>에서 충칭시에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 건설

및 산업클러스터 육성계획 발표

- 베이징시는 2014년 2월에 <빅데이터산업클러스터 육성 가속화
를 통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에 대한 의견(关于加快培育大数据

产业集群推动产业转型升级的意见)>을 발표하면서 중관촌첨단기

술개발구를 빅데이터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방안 제시

- 구이저우성은 2014년 4월에 <빅데이터 산업발전 응용에 대한 정

책 의견(关于加快大数据产业发展应用若干政策的意见)>을, 동년
11월에는 <구이저우성 빅데이터산업 응용계획강요(贵州省大数
据产业应用规划纲要, 2014-2020年)>를 발표

- 구이저우성의 응용계획강요에서는 2015년까지 기초인프라를 구
축하고, 2017년까지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며, 2020년 중국 빅
데이터산업을 주도하는 신흥전략산업기지로 육성 등의 3단계 발
전계획을 포함
○ 2014년부터는 시진핑 총서기, 리커창 총리 등 중국의 핵심지도자
들이 빅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직접 언급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강
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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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에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

서 신흥산업의 창업과 혁신 플랫폼을 건설하고, 첨단이동통신,
반도체, 빅데이터, 첨단제조업, 신에너지, 신소재 등의 미래산업
발전을 강조37)

- 이후 시진핑 총서기는 2015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18차 5
중전회(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에서 ‘국

가 차원의 빅데이터 전략 실시’를 <13차 5개년 계획>에 포함할 것
을 발표
- 상기 ‘5중전회’에서 빅데이터를 국가급 기초전략자원으로 인식
하고, 이를 계기로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은 중국정
부의 공식적인 국가전략으로 승격
- 같은 맥락에서 2016년 3월 공표된 <13차 5개년 계획 강요(第十三

个五年(2016-2020年)规划纲要)>에서 ‘빅데이터 국가전략 실시’

를 제안

- 상기 <강요>에서 “빅데이터를 국가전략자원으로 지정하고, 빅데
이터산업의 발전방안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데이터의 공유, 개
방 및 개발응용을 촉진하여 산업구조전환과 사회관리의 혁신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는 발전목표를 명확히 제시
○ 2015년 8월에 국무원이 발표한 <빅데이터 발전촉진 행동강요(国

务院关于印发促进大数据发展行动纲要的通知)>는 빅데이터산업의

37) 정부업무보고전문(政府工作报告(全文), http://www.gov.cn/guowuyuan/2014-03/14/content_
2638989.htm, 2017.11.15 검색)을 참조.

제4장 빅데이터산업 육성정책

93

발전을 본격적으로 촉진하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를 의미함.38)
<표 4-1> 빅데이터 발전촉진 행동강요의 골자

5대
목표

① 협력을 통한 사회 관리의 새로운 모델 구축
② 안정과 안전 및 고효율의 새로운 경제운용체제 구축
③ 인본(人本)중심, 민생(民生)중심의 새로운 정부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④ 대중(大衆)창업, 만민(萬民)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조성
⑤ 첨단산업, 지능형 산업, 신흥산업 발전의 새로운 생태계 육성을 제시

① 정부데이터 개방의 가속화, 자원의 집약적 통합 추진 및 사회 관리능력
향상
5대
핵심내용 ② 산업의 창조 및 발전을 촉진하는 신산업의 육성 및 경제구조전환 촉진
③ 안전 보장 체제의 완비, 보안지원 강화를 통한 관리 수준을 제고
① 네트워크와 빅데이터의 안전 보장 사업
② 빅데이터산업 지원 능력 향상 사업
③ 빅데이터 정작 기술·제품의 연구 개발과 제품화 사업
④ 만민 창신 빅데이터사업
10대 ⑤ 현대 농업 빅데이터사업
추진 사업 ⑥ 공업 및 신흥 산업 빅데이터사업
⑦ 공공 서비스 빅데이터사업
⑧ 정부 관리 빅데이터사업
⑨ 국가 빅데이터 자원 관리 발전사업
⑩ 정부 데이터 자원 공유 개방사업
① 조직운영 실시체제의 개선
② 법률 제도 정비의 가속
③ 시장성장 메커니즘의 건전화
7개의
④ 표준규범체계 작성
대응 조치
⑤ 재정과 금융 지원 강화
⑥ 전문 인력 양성
⑦ 국제교류 협력촉진

자료 : 国
 务院关于印发促进大数据发展行动纲要的通知, 国发(2015) 50号(http://www.gov.cn/
zhengce/content/2015-07/01/content_9994.htm).
38) <빅데이터 발전촉진 행동강요(国务院关于印发促进大数据发展行动纲要的通知)>에 대한 상
세한 내용은 국무원의 해당통지사이트(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9/05/
content_10137.htm, 2017.11.17 검색)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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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빅데이터 발전촉진 행동강요의 연도별 목표
2017년까지 목표
① 각 부처별 공유 대상 데이터의 범위 및 사용방법 명확화
② 부처 간 데이터 자원의 공유 및 공동사용 구조의 기본적 형성
2018년까지 목표
① 국가데이터의 통일적 개방 플랫폼 구축: 신용, 교통, 의료, 위생, 취업, 사회보장,
지리, 문화, 교육, 과학기술, 자원, 농업, 안전관리, 품질, 통계, 기상, 해양, 기업등
기 및 관리감독 등 부문의 데이터 자원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개방
② 중앙정부 차원의 플랫폼 공유 영역 전방위 확대: 세금(金税), 대외무역(金关), 재정(金
财), 감사(金审), 거시정책(金宏), 사회보장(金保), 국토관리(金土), 수자원관리(金水),
농업(金农), 품질감독(金质) 등 소위 중국의 정부데이터베이스 관리의 12개 황금체계
간의 공유영역을 확대
③중
 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온라인 정부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시범도시에서 기초정보의 수
집, 다방면 이용, 공공 서비스 혜택 등의 업무를 전 인민 대상, 24시간 업무, 원스탑 처리
④ 부처 간 연합으로 처리하는 국가인구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 법인기관 정보 및 자
원 데이터베이스, 자연자원 및 공간지리의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국가기초정
보자원체계의 기초적 확립, 정보의 결집, 관련된 응용 프로젝트 실행
⑤ 정부와 민간 협력으로 개발, 이용하는 빅데이터사업 시범 실시. 금융, 조세, 감사,
통계, 농업, 정책계획수립, 소비, 투자, 수출입, 도농건설, 취업, 소득분배, 전력 및
산업 현황, 품질안전, 에너지절약 등 국민경제 관련 데이터의 수집, 이용메커니즘
개선, 거시정책의 보조 데이터로 사용 강화
⑥권
 역 간 균형발전, 신형 도시화 등 전략추진을 위하여 기업관리감독, 품질안전, 품질
신용,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식품안전, 생산안전, 신용체계수립, 여행 서비스 등 권력
별 산업의 시범 육성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 간 데이터 장벽의 해소
2020년까지 목표
① 신용, 교통, 의료, 위생, 취업, 사회보험, 지리, 문화, 교육, 과학기술, 자원, 농업,
환경, 안전감사, 금융, 품질, 통계, 기상, 해양, 기업등기관리감독 등 민생보장 서비스
관련 업무 정부데이터의 사회개방
② 국제경쟁력을 가진 일련의 빅데이터처리, 분석, 시각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지원 플랫폼 등 개발
③ (10대, 500대 빅데이터 기업 육성) 10개 빅데이터 글로벌 선도 기업, 500개 빅데이터
응용, 서비스, 상품개발 핵심주도 기업 육성
④ 국가안보 및 안정과 관련된 부문에 있어서 신뢰성 높은 제품과 서비스 도입, 핵심
부문의 핵심 설비 안전 보장

자료 : 国
 务院关于印发促进大数据发展行动纲要的通知, 国发(2015) 50号(http://www.gov.cn/
zhengce/content/2015-07/01/content_999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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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행동강요>에는 데이터가 중국의 기초전략자원으로 상정되
어 국가중점계획안에 포함하고,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연계 발
전을 강조
- 즉, 클라우드컴퓨팅, IoT, 모바일인터넷 등 첨단 정보기술과의 융
합 발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융합을 통하여 빅데이
터와 신흥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
- 본 행동강요의 골자는 5대 목표, 3대 핵심내용, 10대 중점 추진사
업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정책 조치로 구성
○ 본 행동강요는 소위 ‘한 개의 몸통, 두 개의 날개, 한 개의 꼬리’로
구성된 정책구조로 불림.
- 한 개 몸통은 데이터강국의 건설을 통하여 데이터보너스, 제도보
너스, 혁신보너스의 창출을 핵심으로 제시
- 두 개 날개는 ① 정부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자원간 융합과
사회 관리 능력의 제고, ② 산업혁신발전의 추진하고, 신산업 비
<그림 4-1> 빅데이터 발전촉진 행동강요의 핵심적 정책구조

자료 : 행동강요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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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니스의 육성 및 경제구조전환의 촉진을 의미
- 1개 꼬리 부분은 빅데이터산업의 안전보장과 관리 수준 제고, 건
전한 발전 촉진
○ 공업신식화부는 2017년 1월에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2016-2020

년)(大数据产业发展规划(2016-2020年))>을 통해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빅데이터산업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하면서 4차 산업혁
명을 촉진하고자 함.39)
<표 4-3> 빅데이터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5대 핵심정책
① 빅데이터 기술혁신 : 핵심기술 개발, 산업화, 기술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혁신
② 빅데이터 응용능력 제고 : 제조업, 인터넷 산업과의 융합 발전 촉진
③빅
 데이터산업 생태계 발전 : 빅데이터산업에서 기업의 역할 강조, 빅데이터클러스터와
빅데이터 국가시범구 개발, 혁신기업의 육성, 중소기업의 발전, 자발적 생태계 발전
④ 빅데이터산업 지원체계 : 국가 주도의 빅데이터의 표준화, 기초인프라의 종합적
발전방안 마련, 빅데이터 통계 및 평가체계 구축
⑤안
 전, 법규 등 빅데이터 보장체계 개선 : 정책법규 개선, 관리제도 개선, 안전 관련 기술
개발, 공공데이터의 보존과 개방 관련 정책 발표, 빅데이터 관련 법안의 입법 추진
7대 정책임무
① 빅데이터 기술상품 개발
② 제조업 빅데이터의 혁신에의 응용
③ 산업부문의 빅데이터 응용
④ 빅데이터산업의 주요 주체 육성
⑤ 빅데이터 표준체계 구축
⑥ 빅데이터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⑦ 빅데이터 안전 능력 제고

자료 : 大
 数据产业发展规划(2016-2020年) 解读http://www.miit.gov.cn/n1146285/n1146352/
n3054355/n3057656/n5340632/c5465655/ content.html).
39) 상세 내용은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2016-2020) 해설(大数据产业发展规划(2016-2020年)解
读, http://www.miit.gov.cn/n1146285/n1146352/n3054355/n3057656/n5340632/c5465655/
content.html, 2017.11.18 검색)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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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빅데이터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총체적으로 혁신하는 동
시에 산업발전구조, 제품형태, 비즈니스모델 등에 있어서도 혁신
을 도모
- 본 발전계획의 주요내용은 빅데이터 관련 기술 및 상품 혁신, 응
용능력 제고, 산업생태계 발전, 지원체계 및 보장체계 마련의 5대
핵심정책과 7대 정책 임무로 구성

2. 빅데이터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전략적 목표
(1) 빅데이터산업의 육성 필요성
○ 중국에서 빅데이터는 국가정보화정책의 핵심적 안건이며, 산업적
육성은 데이터강국 및 정보치국(情報治國)을 위해 필수적이고, 다
음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정부주도적 산업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 첫째,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통해 각 산업, 부처, 지역별로 산재
된 각종 유형의 데이터 간 상호 개방, 융합, 공유가 가능하고, 이
를 통해 총체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40)
- 둘째, 동일 시공간에 속한 각종 데이터와 정보 간의 연관성이나
쌍대성이 무시 혹은 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빅데이터
40) 시진핑 총서기는 2016년 10월 9일 중공중앙정치국 제36차 집체학습(中共中央政治局第三十
六次集体学习)에서 “일체화된 전국적인 국가빅데이터센터 건립으로 기술융합, 업무융합, 데
이터융합을 통하여 중앙-지방정주 간, 지역 간, 부처 간, 각 업무영역 간의 협력적 관리 및 서
비스 통합”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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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합이 필요
- 셋째,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공권력의 부처이기주의, 부처이기주
의의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정부통합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이 필요
- 넷째, 빅데이터산업의 발전에 필요조건인 데이터 및 정보 서비스
의 속도, 효율성, 상업화, 스마트화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
해 정부 주도의 종합적인 산업정책이 필요

(2) 빅데이터산업 육성의 전략적 목표
□ 데이터강국과 4차 산업혁명 강국 추구
○ 중국정부가 빅데이터산업을 육성하는 첫 번째 목표는 데이터강국
및 4차 산업혁명의 강국으로 도약을 구축하는 것임.
- 중국정부는 데이터 자원의 핵심가치에 집중하여 국가정보화 발
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빅데이터산업을 후발주자의 약점이
없는 신흥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
- 이를 통해 글로벌 데이터강국으로 도약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등의 새로운 기술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신진국과 더불어 선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 전통제조업 업그레이드 및 산업구조 전환
○ 중국의 빅데이터산업 발전전략은 전통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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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의 질적인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이 내재되
어 있음.
- 같은 맥락에서 2017년 공업신식화부 <제조업빅데이터 백서(工业
大数据白皮书)> 발간, <빅데이터 표준화 백서(大数据标准化白皮

书)> 발간을 통하여 제조업 부문의 빅데이터 응용 및 표준화체계

확립을 도모

-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 고객수요예측, 스
마트설계, 생산최적화, 품질제고 등 제조업의 다양한 생산프로
세스에 활용되며 이를 통하여 전통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도모
- 또한 빅데이터산업은 인공지능, IoT, O2O(Offline to Online, Online to Offline) 산업, 핀테크, 건강의료산업, 환경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기초 산업
○ 궁극적으로는 빅데이터산업이 촉발하는 다양한 첨단산업의 발전
을 통하여 노동집약적이고, 전통제조업 위주인 중국의 산업구조를
지식기반산업, 서비스산업으로 경제구조전환을 도모함.
- 빅데이터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을 통하여 금융, 에
너지, 통신 등 전통산업의 업무프로세스의 최적화, 작업시스템의
혁신, 생산방식 및 조직형식의 혁신을 도모
- 이를 통하여 전통산업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및 지능화 산업으
로의 구조전환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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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의 사회관리 효율성 제고
○ 중국정부는 민생위주의 정부 서비스를 제고하고, 경제·사회에 대
한 정부의 관리감독 능력을 강화하고자 정부부문의 빅데이터 응용
범위와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2017년 5월 <2017년 중국 국제빅데이터박람회(2017中国国际大

数据产业博览会)>에서 알리바바닷컴 마윈 회장이 주장한 신계획

경제41)가 빅데이터를 통해 사회 관리능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적절하게 대변
- 여기서 마윈은 빅데이터 발전으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
완하는 새로운 경제운영 메커니즘이 가능하다고 주장
○ 빅데이터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전자정부 및 스마트시티 건설을 촉
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민생 서비스 수준을 제고함.
<그림 4-2> 빅데이터 육성의 전략적 목표
빅데이터 육성

사회관리의
신모델

경제운영의
신메커니즘

정부 서비스의
신체계

대중창업 만인혁신의
신비즈니스 환경

첨단산업 발전의
신생태계

데이터산업 강국, 4차산업 강국 추구
전통제조업 업그레이드, 산업구조 전환
공공부문의 사회관리 효율성 제고

자료 : 저자 작성.
41) “ 마윈 : 빅데이터로 계획경제에 대한 재정의가 가능하며 이는 거부할 수 없음(马云：大数据
会重新定义计划经济, 无人可挡)”, 中国青年网, 2017.5.27(http://news.youth.cn/gn/201705/
t20170527_9894815.htm, 2017.1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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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를 통하여 행정 서비스, 교통, 교육, 건강, 사회보장, 고용
등 주요한 민생부문의 정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부
업무에 대한 대중으로부터의 감시 효율성 제고가 가능
- 치안, 환경오염 감시, 마약 등 약품관리, 실종자 찾기, 상표도용
감시 등 다양한 사회·경제 관련 업무의 관리감독 수준을 효율적
으로 제고 가능

3.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1) 빅데이터 개방 및 공유 인프라
○ <빅데이터 발전촉진 행동강요>에서 ‘공유’ 59차례, ‘개방’ 36차례
가 각각 언급될 정도로 중국에 있어서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이 핵
심 전략임.
- 중국의 산업현실에서는 정부 내 빅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을 원하
지 않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보편적으로 존재하
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빅데이터 전략의 핵심내용42)
·공유와 개방을 원하지 않은 상황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장악
하고 있거나 획득한 데이터의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부처 이기
42) 시진핑 총서시는 2015년 11월 개최된 중공중앙 5중전회에서 “국가 빅데이터 전략을 실시하
며, 데이터 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주진하다(实施国家大数据战略, 推进数据资源开放共享).”
로 발표하여 데이터의 공유과 개방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핵심 요인임을 강조함(学习中
国, 2015.11.12, 国家大数据战略——习近平与 “十三五” 十四大战略, http://news.xinhuanet.
com/politics/2015-11/12/c_128422782.htm, 2017.11.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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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로 개방하지 않는 현상을 극복해야하며, 여기에는 데이터
공유와 개방에 관련된 법규가 미비한 것도 영향을 미침
·공유와 개방에 대한 두려움 : 관련 법규가 규범화되지 않은 상
황에서 데이터 공개로 인한 안전문제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상존하며, 현재 중국의 <국가기밀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保守

国家秘密法)>43)에는 이와 관련된 기밀지정, 해제, 처벌, 구제 메

커니즘이 미흡

·공유와 개방의 능력 부재 : 효율적인 정보개방에 대한 능력 부족
으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개방함에 따라 안전문제를 발생시
키거나 지나치게 적은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정보개방의 효
율성 저하 문제가 발생
○ 또한 <빅데이터 발전촉진 행동강요>에서는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강조됨.
- 빅데이터 관련 플랫폼을 구축, 정부 내의 정보시스템과 공공 빅
데이터의 연결과 공유를 촉진하여 정보의 소외, 데이터의 중복구
축, 데이터 간의 상충 등 문제를 해결하여 정부공신력의 제고, 신
용체계구축을 촉진
○ 2016년 1월 발개위의 <빅데이터 발전촉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개시에 대한 통지(关于组织实施促进大数据发展重大工程的通知)>
에서 다음과 같은 빅데이터 공유 및 개방 프로젝트를 발주함.

43) 본법의 전문은 http://www.mod.gov.cn/regulatory/2016-02/19/content_4618045.htm(2017.
11.18 검색)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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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빅데이터의 공유 및 개방 : 빅데이터 공유 개방 법규 및 제도,
빅데이터 공유 및 개방의 평가, 감사, 안전심사 제도 수립
<표 4-4> 중국정부 정보자원 공유에 대한 잠정규정의 주요 내용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정부정보자원 목록편제 가이드라인(政务信息资源目录编制
指南)>을 작성
·정보자원의 분류, 책임자, 형식, 속성, 업그레이드시기, 공유유형, 공유방식, 사용요
구조건 등을 명시함. 정부 각 부서는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감
독, 심사
▶ 정부정보자원은 무조건 공유, 조건있는 공유, 비공유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
·(무조건 공유) 인구정보, 법인기관정보, 자연자원 및 공간지리정보, 전자증명정보 등
기초정보자원은 정부 각 부처가 공동으로 원칙 수립, 통합관리 및 부처 간 무조건 공유
·(조건있는 공유) 건강, 사회보장, 식약품안전, 생산안전, 가격모니터링, 에너지안전,
신용체계, 도시건설, 커뮤니티관리, 생태환경, 응급구조 등 경제사회발전의 동일 범
주에 있는 정보자원은 각급 지방정부의 공유플랫폼을 통하여 공유하고, 각 주제의 정
보자원은 주관부처 책임하에 목록를 편제
·무조건 공유정보는 공유플랫폼에서 직접 수집, 조건 있는 공유정보는 정보제공부처
에 신청, 정보제공부처는 10일 내 회신
▶ 내부 네트워크 공유플랫폼과 외부 네트워크 공유플랫폼으로 구분
·내부 네트워크 공유플랫폼은 기밀 관련 정보시스템에 의한 분급관리
·외부 네트워크 공유플랫폼은 국가네트워크 안전 관련 제도를 통하여 관리
▶ 정보사용의 경우 정보의 제공자와 사용자는 모두 정보사용의 목적, 정보범위를 명
확히 해야 함.
·주관하는 부처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보를 경유하는 부처에서 사용과 관리 및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석회의에서 정보공유에 대한 종합적 협력방안을 책임지고 마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네트워크정보판공실(国家网信办)에서 정보공유업무의 평
가방법 마련
·국가네트워크정보판공실은 정부자원공유의 안전관리제도 마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네트워크정보판공실, 재정부에서 정부정보화 항목건설에
대한 투자와 자금지원의 협력메커니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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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적 공공빅데이터 공유 및 개방 플랫폼 : 플랫폼의 통일적 구
축, 시스템의 분산 배치
○ 통합적·협조적·개방적 스마트정부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데이터
의 통일·공유·개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한 중국정부는 2016년
9월 <정부 정보자원 공유에 대한 잠정규정(政务信息资源共享管理
暂行办法)>을 공표함.

- 본 규정의 주요내용에는 공유를 원칙으로 비공유를 예외로, 명확
한 정보사용의 수요 제시와 무상사용, 1 데이터 1 원천, 정부 공유
데이터의 리스트와 교환시스템의 통일적 구축, 공유관리 메커니
즘의 형성, 데이터 안전의 보장 등을 포함
- 또한 정부업무 데이터의 리스트, 분류, 공유, 제공, 사용, 공유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 규정 등을 포함
<그림 4-3> 지방정부 정부데이터 개방플랫폼

북경
http://www.bjdata.gov.cn/

청도
http://data.qingdao.gov.cn/

우한

상해

http://www.wuhandata.gov.cn/

http://www.datashanghai.gov.cn/

구이
저우
http://www.gzdata.gov.cn/

닝보

광동
http://www.data.zhanjiang.gov.cn/
http://www.data.nanhai.gov.cn/
http://www.data.szlh.gov.cn/opendata

우시

http://www.data.haishu.gov.cn/
hs_main1
http://opendata.wuxi.gov.cn/

자료 : 黄
 明峰(2017), 贵阳市政府数据共享开放的思路和实践, 贵阳市信息发展研究中心(http://
www.cbdio.com/BigData/2017-05/02/content_5508123.htm, 2017.1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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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동부지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정부데이터의 개방플랫폼 구
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중임.
- 정부데이터 개방은 주로 경제가 발달한 동부지역 및 구이저우성
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진행
- 과거 개혁정책들의 경험으로 볼 때,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정부
부문 데이터 개방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2) 빅데이터 거래인프라 구축
○ 구이저우성(省)은 2014년 12월 31일 구이양시(市)에 빅데이터 거
래소를 설립하고, 2015년 4월 14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함.
- 구이양빅데이터거래소는 세계 최초의 빅데이터 거래소이며, 베
이징, 상하이에 운영센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개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
○ 구이양빅데이터거래소는 정식운영 1년만인 2016년 4월에 향후 중
점적인 발전 전략으로 ‘데이터 은하수(数据星河)’ 전략을 발표함.44)

- 데이터 은하수 전략은 빅데이터의 단순한 거래플랫폼이 아닌 빅데
이터의 종합적 발전과 가치개발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
려는 것이며, 디지털재산권 플랫폼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설정
- 즉, 데이터 은하수 전략에서는 ① 데이터 재산권 명확(数权), ② 데
44) 데이터 은하수 전략(数据星河战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贵阳推 “数据星河” 十大战略组合
拳 激活万亿数据资产价值(http://news.163.com/16/0424/18/BLEIPNEJ00014JB5.html, 中国
经济网, 2017.11.5 검색)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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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통한 창업과 혁신 플랫폼(数创), ③ 기초 데이터의 개방(数
通), ④ 데이터 가격결정(数价), ⑤ 데이터의 위탁관리(数托), ⑥ 데

이터 선물거래(数货), ⑦ 빅데이터 금융지원(数金), ⑧ 빅데이터
벤처투자(数客), ⑨ 빅데이터 표준(数标), ⑩ 빅데이터 지식 데이

터베이스(数知), ⑪빅데이터 사례(数例), ⑫빅데이터 융자(数融)
의 12개 플랫폼 구축을 추진

○ 2017년 6월 5일에는 <제3차 중국(구이양)빅데이터 거래 고위급포
럼(第三届中国(贵阳)大数据交易高峰论坛)>에서 <빅데이터 거래 관
산호수 공약(贵阳大数据交易观山湖公约)>을 채택함.

- 여기에는 빅데이터 거래제도 혁신, 정부와 기업의 자원 융합과 공
유,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빅데이터 혁신적 응용, 빅데이터
산업클러스터, 빅데이터 유통과 빅데이터 거래 관리감독 등 7개
부문의 내용에 대한 거래규칙 제정을 포함
○ 2017년 4월에 빅데이터 종합중점기업으로 선정된 구이양빅데이터
거래소는 빅데이터 거래액이 크게 확대됨.
- 2017년 9월 현재 거래액이 1억 위안을 넘어섰고, MOU가 3억 위
안, 거래가능상품은 4,000여 개, 거래 데이터 총량은 150PB에 이
를 정도
○ 구이양빅데이터거래소는 현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에게
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거래가 허용되고 있음.
- 거래 데이터는 원자료(raw data)가 아닌 일정한 조치가 취해진 후
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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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에 한하여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고, 연
간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 2017년 현재 30여 개 상품에 한정
되어 있음.
○ 빅데이터의 거래 표준, 거래안전, 감독 및 감찰과 관련된 원칙은
<구이양빅데이터거래소702공약(贵阳大数据交易所702公约)>으로

2015년 5월 26일에 빅데이터 관련 기업, 협회, 투자기관, 과학기술
연구기관, 정부부처 등이 공동으로 제정함.45)
- 이 공약에는 구이양빅데이터거래소의 회원에게 적용되는 공약의
원칙, 거래소의 개황과 지위 및 회원의 의의와 가치, 거래시간, 데
이터 유형, 브로커 역할 등을 규정
- 또한 데이터 거래의 결과, 거래지불시스템, 거래 데이터의 정확성
과 적시성에 대한 보장시스템, 거래소의 운영체계, 가격결정 및
거래 방식, 거래의 시장주체 시스템의 설계, 거래소의 조직구조·
직능·운영규정 등을 포함
- 빅데이터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회원에 대한 관리감독, 거래 대
상에 대한 관리감독, 거래소의 등기 및 회계결산 기관, 관리 및 감
독, 거래감독에 대한 감사 등을 규정
○ <정부정보공개조례>에 의거하여 구이양빅데이터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30여 개의 데이터 유형에는 정부 업무 관련 데이터를 포함함.
- 정부의 인허가정보, 재정예결산 및 경비 정보, 보장성 주택정보,
45) 상세한 내용은 贵阳大数据交易所(2015), 贵阳大数据交易所 702公约, 中国 - 贵州 - 贵阳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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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구이양빅데이터거래소 702공약의 주요 내용 해설
▶ 공약의 원칙
·본 공약은 중국 내 구이양빅데이터거래소의 회원에게 적용
·구이양빅데이터거래소는 본 공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데이터의 거래
장소, 시설, 국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빅데이터 거래소의 이념은 중국에 있어서 데이터 지혜의 발전에 공헌하고 전 세계에
데이터 가치를 구현
·빅데이터의 처리, 데이터모델의 수립과 분석, 빅데이터의 거래를 빅데이터 거래소
의 3대 요소로 기술
▶ 거래소 개황
·데이터 형식, 데이터 품질인증, 데이터 거래 가격결정시스템, 파생금융 데이터, 데이
터 안전, 거래소 법적구조, 시장 주체에 대한 심사와 평가, 데이터 정보공시, 데이터
원천의 추적시스템, 데이터 거래의 관리감독시스템 등 표준의 점진적 수립 및 규범화
▶ 거래소의 지위
·구이양거래소는 빅데이터 거래 이외에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구매, 빅데이터 기
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
▶ 거래소 회원의 의의 및 가치
·거래소로부터 회원 자격 획득 후 합법적 거래 자격
▶ 거래소 거래시간
·365일 24시간 거래 가능
▶ 거래소의 데이터 유형
·30여 개 상품: 정부, 의료, 금융, 기업, 전자상거래, 에너지, 교통, 상품, 소비, 신용카
드, 교육, SNL의 12개 범주
·거래상품은 원자료가 아닌 처리, 분석, 모델화, 시각화 후의 데이터로서 개인정보 문
제 해결
▶ 거래소의 브로커 역할
·데이터의 매각인은 데이터 관련 처리, 분석, 모델수립, 시각화 등을 위한 서비스비용
을 지불하며, 비용은 대략 거래금액의 10% 정도
▶ 데이터 거래의 결과
·데이터 매수인은 거래단말기 설치, 다운로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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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지불시스템
·은행, 위챗, 기업 간 자금이전, 제3자 지불 등 가능. 거래소는 40% 수수료를 예약금으
로 감한 금액을 데이터 매각인에게 송금
▶ 거래 데이터의 정확성과 적시성에 대한 보장시스템
·데이터의 정확성과 적시성은 매각인이 책임지며,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거
래소가 매각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
▶ 거래소 운영체계
·상업적 운영방식, 주로 거래빈도에 의해 수익을 결정
▶ 가격결정 및 거래 방식
·데이터 샘플에서 각종 가격지수를 통하여 가격 결정
·가격결정 요인은 데이터 종류, 적시성, 데이터 밀도, 데이터 심도, 시계열 정도, 데이
터 범위 등
·상품유형에 따라 가격결정 공식에 따라 자동결정
·높은 가격을 부른 매도인에 따라 자동적으로 거래 성사
▶ 거래의 시장주체 시스템의 설계
·데이터 공급기업의 자격 인증
·거래소 합법적 회원자격 인증
·외자기업에 대하여서는 사전 인증

식품·약품안정 정보, 환경보호정보, 생산안전정보, 가격 및 수수
료 데이터, 토지수용 및 철거 데이터, 교육위주의 공공사업단위
정보 등이 거래 가능
- 정부 관련 데이터 이외도 의료, 금융, 기업, 전자상거래, 에너지,
교통, 상품, 소비, 교육, 사교, 사회의 11개 범주에 대한 데이터가
개방 가능
○ 중국에서는 현재까지 빅데이터 거래플랫폼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
로 발전하고 있는데, 인프라의 수준이 더욱 높아지기 위해서는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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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빅데이터 거래소의 개방가능 데이터 범주

1
2
3
4
5
6
7

데이터 범주
정부 빅데이터
의료 빅데이터
금융 빅데이터
기업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에너지 빅데이터
교통 빅데이터

8

상품 빅데이터

9
10
11
12

소비 빅데이터
교육 빅데이터
사교 빅데이터
사회 빅데이터

데이터 세부 유형
정부통계, 정부인허가
병력, 진료, 약품데이터
기업, 자영업자 데이터
중소기업, 초소형기업, 외자기업
거래, 약품유통
석유, 천연가스 관련 데이터
주차장, 차량위치
전파식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상품물류
개인소비, 개인신용
학습이력, 교육소비
소셜네트워크 관련 데이터
사회관리, 정부관리 관련 데이터

자료 : 贵阳大数据交易所(2016),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pp.39~40.

데이터의 거래와 관련 분야의 발전도 필수적임.
- 빅데이터 거래플랫폼의 대표적인 유형은 구이양빅데이터거래소
이며, 후베이창쟝(湖北长江)빅데이터거래소, 산시시센(陕西西咸
新区)빅데이터거래소 등이 동일한 플랫폼으로 설립하여 발전

- 두 번째는 산업연맹에서 제공하는 유형의 거래플랫폼으로 중관촌
(中关村数海)빅데이터거래소46)가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 세 번째는 인터넷 데이터의 거래 및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수쥐탕

46) 중관촌빅데이터거래소는 국가공상총국, 중관촌영도소조이 공동으로 비준하여 2015년 7월
에 설립하였고, 정부기관에 데이터의 등록, 재산권,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데이터자
산의 증권화, 데이터 자산 평가 등을 통하여 데이터 자원의 유동성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업
무로 하는 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crazyapi.org)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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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数据堂)47), 우한동후빅데이터거래소(武汉东湖大数据交易中心)48)
등이 대표적

- 이러한 빅데이터 거래인프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빅데이
터 자산가치의 평가, 빅데이터 가격결정, 빅데이터 거래, 빅데이
터 거래 표준, 빅데이터 소유권의 확정 등의 발전이 필요

(3) 빅데이터 표준구축
○ <빅데이터 발전촉진 행동강요>는 ‘1계획 4표준’의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함.
- 현재 중국에서는 개인 데이터의 보관과 사용에 대한 법규 미비,
개인정보의 남용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빅데이터 관련 제
도적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
- 1계획 4표준은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 2016-2020년>, <빅데이터
거래 표준>, <빅데이터 기술 표준>, <빅데이터 안전 표준>, <빅데
이터 응용 표준>을 지칭
○ 2017년 1월 공업신식부가 발표한 <빅데이터 산업발전 계획(2016-

47) 2011년에 설립된 수쥐탕빅데이터거래소는 주로 영문명인 Datatang으로 불리고 있고, 인공
지능, 금융신용, 스마트마케팅, 스마트교통 등 관련 기업에게 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데이
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데이터 자원 운영기업이며,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datatang.com)를 참조.
48) 2015년 7월에 설립된 동후빅데이터거래소는 중부지역에서 최대 및 최초로 만들어진 기업 형
태의 빅데이터 거래소로서 中润普达集团와 武汉国资委 합자로 설립된 합자기업이며, 빅데
이터 거래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모든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고 있으며, 자
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chinadatatrading.com)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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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서도 빅데이터 표준화가 주요 목표로 제시됨.
- 빅데이터산업 지원체계 구축, 국가 주도의 빅데이터의 표준화,
기초인프라의 종합적 발전방안 마련, 빅데이터 통계 및 평가체
계 구축이 필요
- <빅데이터 산업발전 계획(2016~2020년)>에서도 7대 정책임무 중
빅데이터 지원시스템 구축과 빅데이터 표준체계 구축을 포함, 8
대 프로젝트 중에도 빅데이터 중요 표준체계 시범응용을 포함49)
○ 한편, 중국정부가 최근 들어 추진하는 빅데이터의 표준체계에는
데이터 및 응용 서비스와 관련된 세부적인 표준을 포함하고 있음.
- 즉, 데이터의 정의와 참고구조를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 데이터
<그림 4-4> 빅데이터 표준체계
표준체계
응용 및 서비스

상품 및 플랫폼

데이터 품질

데이터 안전

데이터 처리

데이터 표준

서비스 플랫폼

데이터 베이스 개발

시각화

데이터 처리 플랫폼

비즈니스 응용도구

비구조화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

데이터 출처

품질 평가

기초 데이터량

사생활 보호

일반 규정

데이터 검색

데이터 분석

데이터 정리

참고구조

정의

자료 : 贵阳大数据交易所(2016),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pp.46.
49) 빅데이터 산업발전 계획(2016-2020년)의 8대 프로젝트는 ① 빅데이터 핵심기술, 상품개발 및
산업화, ② 빅데이터의 서비스 능력 제고, ③ 제조업 빅데이터의 혁신 발전, ④ 산업간 빅데이
터 응용 추진, ⑤ 빅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육성, ⑥ 빅데이터 중요 표준체계 시범응용, ⑦ 빅데
이터 공공서비스체계 구축, ⑧ 빅데이터 안전 보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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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리·분석·검색인 처리 표준, 사생활보호를 포함하는 데이터
의 안전 표준, 데이터의 품질 표준, 상품 및 플랫폼 표준, 응용 및
서비스 표준 등임.

4. 주요 지방정부의 빅데이터산업 정책50)
○ 2016년 2월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신식화부, 사이버안보·정
보화소조는 구이저우성에 국가빅데이터 종합시범구를 건설하는
것에 동의한 후, 동년 10월에 국가급 빅데이터 종합시범구의 지역
명단을 발표함.
- 지역명단에는 두 개의 광역권 종합시범구(징진지, 주강삼각주)와
네 개의 구급 종합시범구(상하이, 허난, 충칭, 선양), 빅데이터 인
프라 통합발전 종합시범구(네이멍구)를 포함
- 국가빅데이터 종합시범구의 설립은 빅데이터 제도혁신, 공공데
이터 개방·공유, 빅데이터 혁신 활용, 빅데이터 산업집적, 빅데
이터 유통, 데이터센터 종합 이용, 빅데이터 국제교류협력 등의
방면에 대해 시범적으로 탐색하고, 중국 빅데이터의 혁신 발전
을 추진
- 8대 빅데이터 종합시범구는 동부, 중부, 서부 및 동북 등 4대 지역
권의 빅데이터산업 발전을 함께 선도하고, 빅데이터의 공유, 역
내 협력 발전, 산업 구조전환을 가속화할 계획
○ 본 절에서는 구이저우성(국가 시범구), 징진지, 주강삼각주(광역
50) 人民出版社(2017), pp.156~174을 번역하여 요약·정리.

114

중국의 빅데이터산업 육성과 정부의 역할

권 시범구) 및 상하이(구급 시범구) 지역의 빅데이터 산업정책을
살펴보고자 함.

(1) 구이저우성
1) 발전 개요
○ 구이저우성은 중국의 첫 번째 국가급 빅데이터 실험지역으로 에
너지 자원의 가격이 저렴하고 지리적 위치상 지진 발생 위험이 적
으며 기온이 빅데이터 센터의 구축에 적합한 등 환경요인을 갖추
고 있음.
○ 구이저우성은 빅데이터시스템 플랫폼의 구축, 빅데이터 거래, 빅
데이터 창업, 빅데이터 입법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중국 내 가
장 빨리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이 진행된 지역
-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빅데이터의 중요 인프라인 거래소가 설립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성급정부 빅데이터의 공유와 오픈을
위한 ‘클라우드 구이저우’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
- 또한 중국 최초의 성급정부 업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
구, 자연자원, 공간정보, 거시경제 등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 구이저우성의 빅데이터산업이 빠르게 발전과정에는 빅데이터 거
래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함.
- 빅데이터의 유통, 개발, 사용 등의 과정이 거래소를 통해 완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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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빅데이터산업 체인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다양한 분야
의 융합을 추진
2) 발전 특징
□ ‘클라우드 구이저우’ 시스템 플랫폼의 구축
○ 활용을 우선으로 하고, 활용을 통해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것을 빅
데이터 발전원칙으로 정하고 정부의 데이터 자원 공유 및 오픈 플
랫폼 구축을 첫 번째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 사업으로 선정
- 해당 플랫폼은 구이저우성의 각 정부 부서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
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두 개를 구축
- 첫 번째 플랫폼은 2014년 10월 15일에 구축되어 현재 구이저우
성 40여 개 정부기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클라우드 서
비스를 제공 중이며, 두 번째 플랫폼은 구이저우성 텔레콤공사에
서 전액 투자하여 구축한 것을 운상구이저우회사를 설립하여 관
리 및 운영
- 이들 두 개 플랫폼은 3,000TB의 저장공간을 제공하며 972개의 클
라우드 서버를 제공하며 3,368개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를 제
공 중이며, 일일 평균 방문회수는 10억 회차이며 누적 방문량은
38TB에 이를 정도
○ 중국 내 시급, 성급 및 국가급 주요기관들의 데이터가 모두 구이저
우성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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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플랫폼의 사용으로 데이터의 집중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구
축 후 2016년까지 370개의 성급 응용시스템과 338개의 시급 응용
시스템을 클라우드 플랫폼상에서 운영
- 이후 중국의 국가급 교육부, 공안부, 국가여행국, 과학기술원 등
다양한 기관들의 데이터가 구이저우성의 빅데이터 플랫폼에 통합
- 2017년까지 50% 이상의 성급 시급 정부 데이터를 클라우드시스
템에서 통합 및 공유될 것으로 기대
□ ‘데이터 철장’ 행동 계획 실시
○ 구이양시가 2015년 2월부터 실시한 데이터 철장 계획은 데이터들
을 새장과 같은 장에 가둔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권력을 이행하는 정부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저장 관리 및 공개하여 정부 기관
의 권리 이행을 투명하게 하여 대중의 감독을 받는 계획
- 정부의 대민 서비스를 최대한 온라인화하며 통일된 데이터 표준
을 지정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세분화 및 최적화를 시행하며, 정
부 권력의 이행과정을 고정시켜 합리적이고 합법화된 온라인 정
부 서비스를 제공
-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심사
를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법률 이행을 확인하여 정부의 행정권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운영되고 사회적인 감독을 받음.
○ 2016년까지 40여 개 기관에서 데이터 철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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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교통관리국 및 건축관리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함.
- 교통관리국은 음성데이터 이미지 영상데이터, 접대평가시스템,
법률 이행 감독시스템, GPS 및 지문 식별 출퇴근 관리시스템 등
을 통합하여 경찰 공무원의 권리 이행에 대한 감독을 자동으로 진
행하고 업무의 효율 관리를 진행
□ 구이양빅데이터거래소의 설립
○ 2015년 4월에 설립된 구이양빅데이터거래소는 원본 데이터를 거래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거래를 위한 데
이터 클리닝 및 데이터 모델링 분석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특정 빅데이터 구매 서비스,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개발 등 서비
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데이터 거래를 위한 새로운 규칙, 표준을
탐색하고 데이터 사용대금 대신 빅데이터 거래를 위한 부가 서
비스를 제공
- 또한 데이터의 수요 발굴 및 자원 통합의 수요를 기반으로 정부
빅데이터의 공개 및 업계의 빅데이터 가치를 발굴하고 산업 발
전을 유인
○ 빅데이터 거래소는 중국 전 범위로 발전하여 한 개의 총괄 및 네 개
의 센터를 구축하고 구이저우성을 총괄로 하여 베이징, 상하이, 선
전, 청두에 네 개의 데이터 거래소 센터를 설립함.
- 또한 빅데이터 거래소 모델의 국제화를 위해, 2015년 11월 6일
말레이시아의 빅데이터 지능 그룹과 양해각서 체결,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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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의 The IMC와 빅데이터 거래의 글로벌화를 위한 논의
를 진행
□ 빅데이터와 전통 산업의 융합을 가속화
○ 구이저우성은 성공한 빅데이터 기업을 통해 성내의 전통기업이 신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전문운동을 전개함.
- ‘천개기업 개조-빅데이터가 기업의 업그레이드 전향을 도와주는
전문 운동’을 추진하여 성공한 빅데이터 기업이 구이저우성 소
재 중점 기업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는 솔루션이나 발전방향
을 제시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전통기업이 신규시장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
- 해당 정책을 통해 텐센트, 알리바바, 지멘스 등과 같은 국내외 68
개의 유명 기업들에서 구이저우성 전통기업들을 위해 173개의
데이터마이닝 분석, 기업 정보화, AI제조, 공업 빅데이터의 활용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을 제시
○ 특히 185개의 기업 전문가가 구이저우성의 23개 중점기업을 방문
하여 진단 서비스를 진행함.
- 술담배 제조, 화학공업, 석탄공업, 장비제조, 에너지 전력, 건강
의약품, 도금 등 산업 분야에서 유명 술제조 전통기업인 마우타
이를 포함하는 23개 중점기업을 선정하여 59개의 전통기업의 전
향 수요를 접수받고 솔루션 제공 협력 빅데이터 업체 33개를 선
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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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이징·톈진·허베이성지역(징진지지역)
1) 발전 개요
○ 징진지(京津冀)지역은 2016년 10월에 중국에서는 최초로 다수지
역 빅데이터 시범단지로 지정으로 빅데이터산업의 발전 여건이 조
성됨.
- 베이징을 빅데이터 창의의 새로운 핵심으로(빅데이터의 창신을
선도)하고 톈진을 종합 발전을 위한 기반(설비 제조·조립 집중 지
역)으로 하며, 허베이성을 빅데이터 산업 전환의 배경(빅데이터
센터 설립에 유리한 지역)으로 각 지역의 역할을 지정하여 세 개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
- 또한 빅데이터산업 협동창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세 개 지역에 있
어서 빅데이터 관련 인재의 연합 양성, 빅데이터 인재의 유입 및
공유를 추진하여 빅데이터 인재의 창신 창업을 격려하는 정책
을 실시
○ 비교적 완벽한 데이터 자원과 다수의 단계를 포함하는 응용 및 활
용이 가능한 산업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대체적으로 완성된 빅데
이터산업의 발전 체인을 구성하려는 노력을 경주함.
- 징진지 지역은 공동으로 각 지역정부의 데이터 자원 리스트체계
를 구축하고 공공 데이터를 공유하며 빅데이터 산업을 통합하고
빅데이터 대민 서비스를 공유하여 빅데이터 거래제도 및 거래플
랫폼의 구축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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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환경, 교통, 금융, 물류, 문화 등 분야의 빅데이터 응용을
추진
2) 발전 특징
□ 빅데이터산업 생태계의 완성
○ 징진지지역은 그 동안 빅데이터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지역 내에 위치함에 따라 2016년까지 빅데이터산업의 생
태계가 어느 정도 완성됨.
- 2009년 이전에는 빅데이터 기업이 350여 개에 불과하였지만, 2016년
에는 875개로 증가하여 양적인 확대를 지속
- 또한 빅데이터의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초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기업, 데이터 자원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을 지역 내로 유입
□ 지역협동 발전의 기능적 구조 형성
○ 베이징은 빅데이터 창의적 응용을 추진하고, 톈진은 정부의 빅데
이터 발전을 촉진하며, 허베이성은 빅데이터의 산업적 시범활용
지역으로 기능적 구조를 형성함.
- 베이징은 중국에서 정치·문화의 중심지이자 국제교류와 과학기
술·창의발전의 중심지로서 빅데이터산업의 창의적 포인트를 최
대한 발굴하며 빅데이터의 창의적 응용에서 세계적인 선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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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목표
-톈
 진은 전통 전자 전기 산업기지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종합
적인 응용 분야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한 국제 항구를 가지고 있
어 이를 기반으로 금융과 국제 무역의 정부 빅데이터 분야의 발
전을 추진
- 허베이성은 빅데이터 산업 기능구역으로 정하고 빅데이터 에너
지 자원 활용 시범지역, 물류 금융 빅데이터 시범지역, 여행 빅데
이터 시범지역, 헬스 빅데이터 시범지역으로 추진
- 허베이성 청더시에 징진지 지역의 빅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자원의 등록, 위탁관리, 상품과 자산의 거래, 데이터 자
원 금융 상품 설계 서비스, 데이터 자원의 증권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지역 협동을 통한 창의적 발전을 격려
○ 징진지 빅데이터 산업 협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산학연
협동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적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빅데이
터 분야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빅데이터 인재의 유입을 추진
하며 공유함.
- 징진지지역의 인재 및 산업 분야의 장점을 활용하여 산학연 공동
으로 출연한 베이징대학 시공간 빅데이터 협동 창의 플랫폼, 중
국 우주 항공 공업전자 구매 빅데이터 서비스 등을 통해 징진지
빅데이터 산업협동 창의 플랫폼의 발전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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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진지지역에서 빅데이터산업의 창의성 발굴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베이징 중관촌의 빅데이터산업단지는 2016년에 빅데이터
산업의 규모는 700억 위안을 초월
○ 베이징시 13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와 정보 서비스 산
업의 발전 계획 중 징진지 지역의 빅데이터 발전 방향은 징진지지
역의 정부데이터에 대한 공유 및 활용에 중점을 둠.
- 데이터 자원의 통합 관리와 활용 강화, 징진지 정부 데이터 자원
의 리스트체계 작성, 공공 데이터의 공유를 통한 공공 기초 정보
의 공유, 통일된 공공 데이터의 공유 및 오픈 플랫폼체계 구축

(3) 주강삼각주 지역
1) 발전 개요
○ 주강삼각주지역은 지역 간 종합시범구의 하나로서, 데이터의 흐름
강화 및 이를 통한 기술유동, 자금유동 및 인재유동을 유인하고, 지
역 간 공공 서비스, 사회관리 및 산업이동을 지원하여 지역통합발
전을 추진함.
- 시범구는 주강삼각주의 9개시를 포함하고, 광저우(广州) 및 선전

(深圳) 등 IT산업에 우위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텅쉰(腾讯), 화
웨이(华为), 중씽(中兴) 등의 중점기업을 집결

- 제1군의 성급 빅데이터 산업원 및 빅데이터 창업 혁신 인큐베이
션 센터를 구축하고 적극 발전시키고 있으며, 빅데이터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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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집중
○ 주강삼각주의 국가 빅데이터 종합시범구는 ‘하나의 구, 두 개의 핵

심, 세 개의 벨트(一区两核三带)’의 구조로, 하나의 구(一区)는 종
합시범구, 두 개의 핵심(两核)은 광저우와 선전, 세 개의 벨트(三

带)는 주강삼각주의 서쪽, 동쪽 및 해안에 위치한 빅데이터 산업대

(产业带)로 형성됨.

- 종합시범구의 도전 과제는 빅데이터의 종합적 응용 선도구를 만
들고, 정부 및 민간영역의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며, 빅데이터
창업혁신 생태구를 구축하여 빅데이터 창업혁신 생태계를 활성
화하고, 빅데이터 산업발전 클러스터와 빅데이터 산업원을 건설
하여 빅데이터 중점기업을 육성하는 것
- IT산업에 강점이 있는 광저우와 선전 두 지역의 국가급 컴퓨터 중
심의 시너지효과를 발휘, 텅쉰 및 화웨이 등의 중점기업이 협력하
고 빅데이터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중국의 주요 빅데이터 산
업 클러스터 지역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
2) 발전 특징
□ 정부의 통일된 디지털 개방 플랫폼 조성
○ 광동성의 빅데이터 발전 행동 계획(广东省促进大数据发展行动计

划)에 따르면 광동성의 통일된 전자 정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성·시급 전자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시·향·진 4급
의 정무망체계를 구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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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수집, 통합, 공유, 개방을 위한 ‘광동성 정무 서비스 빅데

이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2016~2017년)(广东省政务服务大

数据库建设方案(2016-2017年))을 제정하고, 통일된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여 성시현 3급의 정부 데이터 공유를 추진

- 광동성은 성정부의 통일된 디지털 개방 플랫폼 ‘개방 광동(开放广

东)’을 구축하며, 신용, 교통, 농업, 경제, 정보화, 문화 및 국토 등

의 7개 영역에서 104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10개의 데이터 응
용 및 8개의 데이터를 연결하여 플랫폼을 개통
- ‘개방 광동’은 2020년 말까지 소매 서비스 등 중점 분야에서 500
개 이상의 정부 데이터를 공개할 것이고, 50건 이상의 개방 데이
터 활용을 달성할 계획
□ 빅데이터 혁신 활용 확대
○ 광동성 정부의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 및 제공, 전자정부망을 통해
일괄적인 접수 및 심사, 정보 공유 및 투명 공개를 실시하고, 2020
년까지 광동성 판사청(办事大厅)앱을 전면 보급하고, 기업전용 및
개인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

- 사회 관리를 강화, 즉 기업 관리감독, 품질안전, 에너지절약 등의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광동성시장 감독관
리 정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감독관리와 서비스를 강화
- 민생부문에서는 교통, 사회보장, 환경보호 및 의료보건 등 다방
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많은 국민

제4장 빅데이터산업 육성정책

125

이 혜택을 받도록 함.
- 공업 데이터의 발전으로 산업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
마트 제조를 가속화하고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해
중국제조 2025를 가속화
- 건설 방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성급
이상의 통합형 공업 설계 센터를 약 15곳 건설하고, 약 30여 개의
‘데이터 팩토리’를 건설하며, ‘데이터 트레인’을 중심으로 생산라
인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데이터 드라이버’ 생산관리 모델의
수립 및 추진을 실시
□ 빅데이터 산업 클러스터 발전 추진
○ 주강삼각주 지역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보화 산업클러스터 지역
중 하나로 빅데이터 국가 전략을 실행하는 중요한 거점이고, 성급
이하의 빅데이터 창업혁신 센터, 빅데이터 산업원 및 창업혁신 인
큐베이터 센터 등을 집중적으로 구축
- 2020년까지 약 10개의 빅데이터 산업원 건설, 세 개의 국가급 빅
데이터 산업원 및 아홉 개의 빅데이터 핵심선두기업 육성, 150개
의 빅데이터 서비스, 제품제조 및 활용 중점기업 양성, 10개 이상
의 빅데이터 연구기구 설립
□ 데이터거래 플랫폼 구축
○ 화남지역에서는 2016년 6월에 최초의 데이터거래 서비스 플랫폼
인 ‘광수(广数, Datahub)’가 공식적으로 출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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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는 역외 전자상거래, 물류, 금융, 교통 4대 영역을 중심으로
관련 영역의 데이터 유동과 변환을 촉진함으로써, 상무, 물류, 금
융 등의 첨단요소가 광저우에 집중하게 하며, 화남지역과 중국
전역으로 확대
- 또한 중국 내 선두의 데이터 거래 플랫폼 중 하나로 빅데이터 산
업 사슬 관련 업체의 데이터 전송, 데이터 전송, 데이터 주문 등 9
대 서비스를 제공
- 2016년에 회원 수는 3,000개 이상의 기업, 거래는 100건 이상으로
그 규모는 3,000만 위안을 상회

(4) 상하이시
1) 발전 개요
○ 상하이는 빅데이터 종합 시범구 중 하나로서, 데이터 자원 통합, 빅
데이터 산업의 집중 발전을 강화하여 발전을 전파하고, 지역 간 협
력을 촉진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상하이시는 경제정보화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영도소조, 과학기술위원회의 네 개 부문이 구성하는
업무 메커니즘을 형성
- 자유무역과 과학혁신센터의 건설을 2대 전략으로, 공공 빅데이
터의 활용 촉진, 빅데이터 관련 과학기술혁신과 기초 관리에 대
한 업무와 연구 추진, 빅데이터와 공공 서비스 및 사회관리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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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창장삼각주 지역과 창장경제권 도시의 협력을 강화하여
빅데이터 발전을 추진
○ 상하이는 정보화 및 스마트 도시 발전의 선도 도시이고, 정보화 기
술 발전, 풍부한 데이터 자원 및 관련 산업 클러스터 등에 우위를
보유함.
- 시정부 데이터 서비스 홈페이지는 3,000건 이상의 데이터셋 개방,
3~5곳의 빅데이터 산업기지 구축, 약 50개 빅데이터 중점기업 육
성,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높은 경제적 성과 등을 제시
○ 2013년 상하이 과학기술 위원회는 ‘상하이 빅데이터 연구개발과 3년
계획(上海推进大数据研究与发展三年行动计划, 2013-2015年)’ 공표

- 이 계획은 의료위생, 식품안전, 스마트교통 등 6대 업종의 빅데이
터 공공 서비스 플랫폼 및 금융증권, 인터넷, 제조업 등 6개 중점
분야의 빅데이터 상업적 활용 촉진에 집중
- 이외에도 시정부 정책 의견 및 상하이시 13-5 규획 강요 등 중요
정책문건은 빅데이터 발전을 포함
- 2016년 10월 ‘상하이 빅 데이터 발전 실시 의견(上海市大数据发

展实施意见)’은 첨단지능 및 신흥번영의 빅데이터 산업발전 생태

계와 ‘대중창업, 만인혁신’의 산업드라이브를 구축할 것을 제시
2) 발전 특징

○ 상하이시는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 데이터 자원 등 기초자원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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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발전 기초에 우위를 보유함.
- 인프라 측면에서는 이미 광대역 인터넷을 910가구에 설치하고,
45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3G 및 4G 사용자는
2,211만 명에 달하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전송망을 구축
- 데이터 자원 측면에서는 2,400만 가구의 인구DB, 190만 개의 법
인 DB, 정부 데이터 자원 리스트는 1.5만 항, 데이터항은 21만 건,
의료연합 데이터 공유시스템은 3,900만 건의 의료 정보를 보유하
고 있을 정도로 데이터 자원이 풍부
- 산업적 기초 측면에서는 세계 제일의 화물 및 컨테이너 물동량,
아시아 제2의 증권거래 규모, 1조 6,000억 위안의 전자상거래 규
모, 5,000억 위안을 상회하는 전자정보,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
비스 산업 규모, 싱환과학기술(星环科技), 징잔과학기술(晶赞科

技), 주샹 그룹(筑想集团) 등의 영향력있는 빅데이터 기업이 입지

○ 상하이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를 중국 내에서 가장 선도적
으로 추진함.
- 2012년 6월에 중국 최초의 정부데이터 서비스 사이트인 ‘상하이
정부 데이터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경제건설, 도시건설, 자원환
경 등 11개 분야의 공공 데이터를 축적
- 2016년 3월에 ‘상하이 정부 데이터 자원 공유 관리 방법(上海市政

府数据资源共享管理办法)’을 제정하여 정부의 데이터 자원 공유

를 촉진하고, 전자정무체계를 구축하여 정부데이터 자원을 중심
으로 데이터 공유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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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인도, 시장주도’의 발전 원칙에 의거해 상하이 빅데이터의 발
전은 ‘거래기구 + 산업기금 + 혁신기지 + 발전연맹 + 연구중심’ 5위
일체의 종합추진 체계를 구축함.
- 상하이데이터거래 센터를 중심으로, 국유지주, 혼합소유제 및 시
장화 운영방식을 통해 상업 데이터 파생 상품 거래를 추진하고,
데이터 유통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
- 거래 센터는 자동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시스템은
2015년 9월 출시된 이래, 20여 개 선도기업 및 기구와 거래하며,
월 교역액은 1,000만 위안을 상회
- 빅데이터산업 발전기금을 설립, 혁신창업을 지원, 현재 10억 위안
의 자금을 보유, 상하이 징안구(静安区)는 빅데이터산업투자 기
금과 재정특별자금을 편성, 양푸구(杨浦区)는 10억 위안의 혁신
창업정부기금을 설립

- 산업 클러스터는 상하이빅데이터산업단지를 중요한 거점으로 삼
아 빅데이터산업 혁신과 기업의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 상하이빅데이터산업단지는 상하이At Hub, 닥터 펑 그룹 등 많은
데이터 선도기업이 진입해 있고, 차이나텔레콤 등의 통신기업뿐
아니라 텅쉰, 알리바바 등 40여 개의 인터넷기업 및 30개 이상의
금융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소재해 있으며, MS, Dell, Oracle 등의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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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중국 지방정부의 빅데이터산업 관련 정책 및 조치
발표시기 지역
1

2013년
7월

2

2013년
상하이
7월

충칭

관련 정책 및 조치

주요 내용

<충칭시 빅데이터
행동계획>

빅데이터산업을 충칭시 경제발전의
중요한 성장요인으로 육성

<상하이 빅데이터 연구 및
데이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
발전 촉진 3년 계획
은 산업의 핵심경쟁력을 구비
(2013~2015년)>

빅데이터산업 발전의 새로운 고지를
2014년
<빅데이터산업 발전 다지고, 극대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3
구이저우
2월
가속화에 대한 정책 의견> 앞서가는 빅데이터자원 센터 및 빅
데이터 활용 서비스 시범 단지 구축

4

2014년
2월

광동

빅데이터 전략, 규획 및 정책 수립;
빅데이터 연구와 활용 업무를 유도
추진; 빅데이터 수집, 관리, 개방 및
빅데이터 관리국 설립
응용 등 표준 규범 제정; 사회 전반
의 빅데이터 형성 메커니즘을 수립
하고 개발·활용 등의 업무를 추진

5

2014년
구이양
5월

6

2014년
9월

7

2014년
상하이
12월

<상하이 스마트도시 건설 빅데이터를 8대 산업의 하나로 특
신 3년 행동계획
화, 정부 보유의 각종 데이터를 활성
(2014~2016)>
화, 스마트정부 추진

2015년
시아먼
8월

정부의 데이터 개방 플랫폼과 데이터
거래 시장 등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전국적인 데이터 재산권 거래
소 설립을 모색, 혼합형 소유제, 민간
출자 등 새로운 건설 모델을 모색하
고, 특색 있는 융합 서비스센터, 대형
데이터 서비스 기지, 산업 클러스터
등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8

장쑤

<구이양 빅데이산업
행동 계획>

2016년 말까지, 구이양의 빅데이터
관련 산업 규모는 약 540억 위안으
로, 전체 정보 산업의 총 30%를 차
지하고, 경제 성장의 중요한 성장 동
력으로 역할

정부 자료 개방, 통일된 정부의 데이
<스마트 강소 건설 행동
터 개방 플랫폼 및 정보 자원 공유 서
방안(2014~2016년)>
비스체계 구축

<빅데이터 활용 및
산업발전규획
(2015~2020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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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후베이성의 교통기초데이터, 동적 데
이터, 교통조사 데이터 등 교통 운수
데이터를 수집·통합·공유하고, 교통
2015년
후베이 교통운수
9
후베이
빅데이터 관리 메커니즘을 지속적으
10월
데이터센터 설립
로 혁신하고, 빅데이터·인터넷·교통
의 융합을 추진하여 스마트 교통의
발전을 지원
국제 운송 빅데이터 기지를 건설, 아
아시아 선도의 국제운송
2015년
시아 선도의 운송 빅데이터 거래소,
10
산동
빅데이터 기지가
10월
운송 빅데이터 연구원, 운송 빅데이
칭다오에 정착
터산업원 및 운송빅데이터센터

11

2015년
11월

쓰촨

관련 정책 및 조치

<쓰촨성 빅데이터
발전 가속화에 대한
실시의견>

정부와 사회의 다양한 데이터 수집·
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거
래소(센터)를 설립해 광범위한 빅데
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
이터 가격·거래·규범을 모색하고, 데
이터의 자산화를 촉진

빅데이터 거래 과정에서의 관련 요
2016년
<구이저우성 빅데이터 구 사항을 규정하고, 빅데이터 거래
12
구이저우
1월
발전 촉진 조례>
시장을 육성해 거래 행위를 법률에
의거하여 규제하도록 규정
데이터 평가체계와 거래 규칙 제정,
2016년
<광동성 빅데이터 발전 데이터 요소시장을 발전 및 규범화,
13
광동
2월
규획: 2015~2020년> 민간자본참여 및 데이터 거래소 플랫
폼 건설 장려, 데이터 유통시스템 구축
<심양시 빅데이터 발전 심양시의 빅데이터 발전과 활용의
2016년
14
션양
3년 계획 추진
전면적 추진, 빅데이터 및 스마트 도
2월
(2016~2018년)>
시의 조화발전을 추진
풍부한 해상 실크로드 운송 빅데이터
자원을 활용한 데이터분석방법, 발굴
2016년
닝보 해상실크로드 기술 및 데이터 활용 등의 연구, 海丝
15
저장
3월
운송 빅데이터센터 설립 指数(해상실크로드 지수)데이터 자
원의 통합·발굴·응용 능력 제고, 海
丝指数의 연구개발과 보급 추진
빅데이터산업의 적극적으로 발전,
2016년
<푸지엔 13·5 규획
16
푸지엔
빅데이터 전략 실시, 전국적인 빅데
3월
강요>
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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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시기 지역
17

18

2016년
하이난
3월

2016년
3월

장쑤

관련 정책 및 조치

주요 내용

<하이난 인터넷산업
13·5 발전규획>

빅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

<장쑤성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3·5 규획
강요>

빅데이터 전략 실시, 공업 빅데이터,
신흥산업 빅데이터, 농업농촌 빅데
이터, 혁신창업 빅데이터를 적극 발
전; 빅데이터산업 발전 클러스터 건
설, 빅데이터산업의 규모화 및 첨단
화 발전 추진

2017년까지 시정부의 정무 정보시스
템 통합, 시정부 정무 정보 자원 리
스트 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구축; 정
<충칭시 정무 정보
무 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공유, 시정
시스템 통합 업무 방안>
부 부문의 통합후, 시급 사회공공정
보자원 공유 플랫폼 및 국가데이터
공공플랫폼에 상호 연결

19

2017년
11월

20

2017년
항저우시 데이터자원국을 국토자원국 산하, 전자정무 영역의
항저우
11월
새롭게 설립
빅데이터 연구, 개발 및 활용 등 추진

21

2020년까지 빅데이터 제품 및 서비
스 수입 1,000억 위안에 도달, 빅 데
이터 관련 산업의 수입 3,000억 위안
에 도달, 인프라 건설의 기본적 완성,
혁신능력과 기술지원 제고, 빅데이
터 활용 기술 확보 및 보안 능력 증대

2017년
12월

충칭

산동

<산동성 빅데이터
산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2017년 9월 말까지 정무데이터 공
유·개방 플랫폼에 기반하여, 구이양
지역 전 부문의 시스템을 클라우드
로 이전, 데이터자원 리스트 종합, 인
<구이양 경제기술개발구
2017년
터넷상의 상호 연결 추진; 데이터 공
22
구이양
정무데이터 일체화
12월
유·개방에 대한 감독·관리 메커니즘
프로젝트 실시방안>
구축; 2018년 2월 말까지 데이터자원
리스트 종합·관리, 각 부문의 데이터
자원을 통일된 플랫폼상에서 공유 개
방, 부문 간의 정무 협조 지원
자료 : 人民出版社(2017)를 기초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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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부문 빅데이터 이용현황
○정
 부 서비스가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에 기반
한 서비스의 제공이 핵심 역할을 함.
- 과거 탑다운 방식의 폐쇄적이고 일방향으로 제공하던 정부 서비
스의 방식이 부처 간 통합적 운영으로 사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함과 동시에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
- 정부는 정책결정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사회관리 기능 개선,
공공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사용51)
51) 시진핑 총서기, 2017년 12월 8일, 중공중앙정치국 제2차 집체회의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사
회관리 및 정부행정의 효율화, 빅데이터 운용을 통한 정부의 관리현대화, 빅데이터를 이용
한 과학적 의사결정 및 사회관리 메커니즘의 수립, 정부의 행정관리 및 사회관리 모델의 혁
신 추진, 정부정책결정과의 과학화, 사회관리의 스마트화,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등을
강조 “要建立健全大数据辅助科学决策和社会治理的机制, 推进政府管理和社会治理模式创
新, 实现政府决策科学化、社会治理精准化、公共服务高效化” 제고 등을 강조, 要建立(인민일
보, “习近平：审时度势精心谋划超前布局力争主动 实施国家大数据战略加快建设数字中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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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경제,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업무의 복잡성
또한 증가하며 효율적 정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빅데이터 활
용이 필수적
○ 빅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제반 정책을 주도하는 중
국정부의 핵심 부처인 국무원, 공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며, 이들 주요 부처는 빅데이터의 정부활용 관련 규정을 공표함.
- 국무원은 2017년 1월 <“인터넷+정부업무”의 기술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에 대한 통지(“互联网+政务服务” 技术体系建设指南
的通知国办函)>를 통해 정부업무의 표준화, 원스톱 서비스, 플랫

폼화, 부처 간 협력제고 등을 위하여 제반 규정을 공표

- 국무원 판공청은 2015년 6월 <빅데이터 운용에 있어서 시장참여
자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감독에 대한 의견(关于运用大数据加强

对市场主体服务和监管的若干意见)>의 공표를 통해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와 동시에 기업 등 시장참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에 대한 규정을 발표
- 국무원은 2016년 9월 <정부업무 정보자원 공유관리 잠정규정(政

务信息资源共享管理暂行办法)>을 통하여 행정업무 관련 데이터

의 위험요인, 표준화, 공유데이터 범위 등을 규정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7년 6월 <정부업무 정보자원 편제 가

이드라인(政务信息资源目录编制指南)>을 통하여 <정부업무 정

보자원 공유관리 잠정규정>에서 규정된 정보들의 표준화 시행

201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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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규정
○ 빅데이터는 부처이기주의의 장벽을 허물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정부 서비스의 최적화 및 감독 효율화 등에 기여, 스마트정부 및 빅
데이터 치국시대가 도래함.
- 거시적으로 빅데이터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확성, 적시
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
- 미시적으로는 안전보장, 응급상황대처, 공공 서비스의 최적화, 국
방, 반테러 등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회관리 능력 제고
와 사회의 정부감시능력 또한 강화
- 산업적으로는 정부데이터 제공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탄
생, 시장자원의 효율적, 최적 배치, 고객 위주의 생산 재편 등을
통하여 혁신과 창업을 유도,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
- 정부 빅데이터는 스마트도시 건설, 도시민 생활 수준 제고가 가능
<그림 5-1> 정부부문의 빅데이터 응용시장 규모 및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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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贵阳大数据交易所(2016),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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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정부부문의 빅데이터 응용시장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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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贵阳大数据交易所(2016),시장규모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 p.53.
연간증가율
주 : 전체 빅데이터 응용시장에서 차지하는 정부빅데이터 응용 비중임.

하며 효율적인 치안에도 활용
○ 정부부문의 빅데이터 이용규모는 2015년에 16억 위안에 불과하나
향후 2020년까지 1,908억 위안으로 증가할 전망임.
- 증가속도 측면에서는 2016년이 300%를 상회하고, 2018년까지 200%
를 넘으며, 이후 2020년까지 50%대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증가에 힘입어 빅데이터의 응용시장에서 정부부문이 차지
하는 비중은 2015년 7.3%에서 2018년 약 40%에 이르며, 2020년
35% 수준을 유지할 전망

2. 정부 빅데이터 이용 사례
(1) 응급상황예보·응급구조
○ 공안, 기상, 지진, 수자원, 임업, 국토, 위생, 안전감사 등 관련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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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호텔, 교통 관련 기업 등에 대하여 안전상황 분석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함.
- 2016년 구이양시는 공안, 안전감사, 도시관리, 환경보호, 산아제
한 등 관련 정부부처의 데이터를 수집, 일상생활 감시와 돌발사
건 대응 등을 포함한 응급플랫폼 구축
- 구이저우성은 2016년 12월 공표된 <구이저우성 응급플랫폼체
계의 데이터관리 잠정규정(贵州省应急平台体系数据管理暂行办

法)>을 통해 사회관리, 공공안전 관련 빅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

석, 응용에 대한 시스템 구축

○ <잠정규정>에 따라 방호목표(방호인력, 학교, 상가건물, 교량, 댐,
터미널, 공항 등) 및 피난장소 등에 대한 기본정보의 수집이 가능함.
- 응급상황 관련 행정법규 : 규정, 사례, 응급지식 등에 대한 기초
정보
- 지리정보 : 3차원 지도, 행정구분, 도로철도, 하천, 인구, 재난사
례등
- 인력, 물자, 운송, 통신, 의료 설비 : 구조요원, 전문가, 구조장비,
창고 등
- 위험원천에 대한 정보 : 재난예상지역, 지진대, 광산, 액화품 저장
지, 오염물자, 폐기물자 처리 등
- 위험감시 및 위험예보 정보 : CCTV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위험
감시 정보, 위험예보 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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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경제 분석 및 예측
○ 거시경제의 분석과 예측을 위해 정부 빅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는 데이터 수집, 수집된 정보들의 융합 및 종합적 분석과 상시적 모
니터링을 위한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함.
- 거시경제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부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데
이터, 인터넷 데이터 수집 플랫폼 및 응용 플랫폼
- 또한 정부 내부 데이터의 종합 및 인터넷 데이터의 융합, 정부데
이터와 인터넷 데이터의 통합 및 거시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플
랫폼
○ 구이양시 정부는 2016년 8월에 거시경제 관련 모니터링 플랫폼52)
의 구축을 결정함.
- 이를 통해 거시경제에 대해 실시간으로 자동화 및 인공지능 등
의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동향분석이나 초단기적 예측을 실시
- 통계국, 공상국, 지방세무국, 국토자원국, 주택건설위 등 부문의
기업데이터, 세수데이터, 자원데이터, 비즈니스데이터 등을 이용
- 전통적 경제지표 모니터링, 지역경제 모니터링, 신경제지수, 주
요 산업 지수, 고정자산투자분석, 빅데이터 거시경제 분석 등 여
섯 개 항목에 대한 통계 모니터일 및 지수 발표
- 인터넷으로부터 실시간 데이터 수집, 인터넷 데이터 처리 및 응
52) “ 贵阳大数据宏观经济运行监测平台系统框架确定”(http://www.guanling.gov.cn/zwyw/
qgyw/217724.shtml, 2017.11.3 검색)을 참조.

제5장 정부부문의 빅데이터 이용분석

139

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통적 통계방식과 빅데이터 통계방식을
통합

(3) 환경보호 및 국토자원관리
○ 중국의 환경부는 2016년 3월에 <생태환경 빅데이터 구축 방안(生

态环境大数据建设总体方案)>을 공표하여 빅데이터를 통해 과학적

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함.

- 상기 <방안>은 생태환경의 과학적 관리, 생태환경 관리감독시스
템의 혁신, 생태환경 공공 서비스의 개선 등 3대 목표를 중심으
로 진행
-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하여 ‘1개 통합 계좌’ 방식으로 운영하며,
여기에 필요한 통합적인 평가 표준, 정보공유 메커니즘, 환경관
리 정보시스템, 환경평가 통계시스템, 예측 및 예보시스템을 구축
- 오염배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1개 통합 등록증’ 방식, 즉, 오
염배출허가제도를 핵심으로 하여 통합된 오염배출허가증에 환
경 표준, 환경모니터링, 환경통계, 총량통제, 배출비용징수 등 관
련 제도를 통합 운영
- 통합관리를 위하여 환경정보 데이터의 통합적인 ‘환경보호 클라
우드 컴퓨터’를 구축
○ 2016~2018년 기간 동안 생태환경빅데이터 기초인프라 구축, 지원
체계, 시범시업 실시 등을 결정하고, 2018~2020년 기간 내에 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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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통한 환경관리의 전면적 응용 실시함.
- 이를 위하여 환경부는 <데이터통합 업무방안(数据整合集成工作方
案)>, <환경데이터 공유 관리규정(环境数据资源共享管理办法)>,

<환경데이터 공유 목록(环境数据资源共享目录)> 발표

- 현재 지린, 구이저우, 장쑤, 네어멍구, 우한, 샤오싱 등 여섯 개 환
경국과 환경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
○ 국토자원부는 2016년 7월에 <국토자원 빅데이터 응용 촉진을 위
안 실시의견(关于促进国土资源大数据应用发展的实施意见)>을 통
하여 국토자원 정보의 서비스 모델 개발, 국토자원 조사, 평가, 감
시의 스마트화를 달성하고자 함.
- 이를 위해 2018년까지 통일된 표준을 마련하고, 지질광산, 지질환
경, 재난방재 등 관리항목 통합 목록을 작성
- 또한 광산자원 데이터베이스, 국토자원통계 데이터베이스, 기초
지질 분석지도, 환경지질지도, 지질재해 및 지상강우량 등 데이
터베이스의 사회 개방을 실시하고, 지질환경 및 지질재해에 대한
스마트 분석을 실시

(4) 식품·약품 관리감독
○ 식품약품 관리감독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 관리부
처, 약품 관리부처, 공상국, 세무국, 식품약품 판매기업 및 전자상
거래 기업 등의 데이터를 적극 이용하도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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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은 정부데이터의 적극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2015년 11월 30
일에 <국무원 판공청의 중요 생산물의 추적시스템 구축 촉진에 대
한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推进重要产品追溯体系建设的意见)>
을 발표함.

- 상기 <의견>에 따라 광동, 허베이, 산동 등 지역에서는 2016년에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식약품 관리감독 플랫폼 구축을
시범적으로 실시
- <의견>에서는 식용 농산품, 식품, 약품, 농업생산 원자재, 특수 설
비 및 위험물, 희토류 등 생산물의 추적시스템을 2020년까지 전
국이 통일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
- 이와 함께 생산물의 통일적 표준제도를 구축하며, 정부부처 간 정
보의 공유 및 교환 메커니즘도 구축하는 것으로 언급

(5) 안전도시 및 스마트도시 건설
○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안전도시(平安城市)의 건설을 통해 대규
모의 영상데이터가 집적되면서 이를 이용하여 교통정체나 치안문
제의 원활한 해결이 지방정부의 현안 과제로 등장함.
- 2010년부터 도시 곳곳의 도로 등 주요 지점에 CCTV가 설치되고,
이후 CCTV가 증가하고 영상에 대한 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축적된 대량의 영상데이터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분석의 필요성
이 대두
- 특히,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의 영상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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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분석하며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부
서 간의 통합 분석을 지원하고, 대량의 영상데이터와 도시의 인
구, 차량, 공공시설물 등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분석도 가능
- 많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나 치안문제 등의 해결을 위
해 이러한 빅데이터 및 통합적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방안마련
이 본격화
○ 도시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경찰업무에 해당하며, 대량의 영상
데이터 및 빅데이터 기술은 경찰업무의 지원에 결정적 역할을 함.
- 빅데이터의 기술은 형사사건의 해결, 치안관리, 교통관리 및 교통지
휘센터 등의 업무를 위한 영상 분석 및 데이터의 통합 분석을 지원
○ 중국의 안전도시들은 사회치안 영상제어시스템(社会治安视频监控)53)
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경찰업무를 위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함.

- 실시간 신고 정보를 광역망에서 모니터링하고, 신고정보를 원격
망을 통해 수집, 전송, 저장 및 처리
- 분산된 영상을 수집하여 단일 시스템 내에서 분석 및 저장하고,
전체 공안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관리,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
며, 다양한 시각화 분석 결과를 제공
○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4년 10월부터 주요 도시를 대상으
로 교통, 치안, 의료, 행정 등의 각 분야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활
용하는 스마트도시의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53) 사회치안 영상제어시스템<社会治安视频监控>(http://www.poya.com.cn/solutions/id-322,
2017.11.23 검색)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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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5년에 277개의 스마트 시범도시를 포
함하여 500여 개의 정보소비시범도시 및 광대역시범도시를 지정
- 스마트시범도시의 경우 추진계획에 따라 고해상도 감시카메라와
스마트 보안시스템을 구축
- 국가정보센터는 스마트도시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와
심사체계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 난징시는 2017년 2월에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스마트 난징시 발
전계획(“十三五” 智慧南京发展规划)>을 발표함.

- 난징시는 국가급 신형 스마트도시의 시범도시로서 상기 <계획>
에서는 2020년까지 혜민 서비스, 친환경거주환경, 스마트 정부업
무, 도시관리 서비스 등에 있어서 기본적 인프라 구축을 실시

(6) 상거래 관리감독
○ 2015년 6월에 국무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주체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运用大数据
加强对市场主体服务和监管的若干意见)>을 발표함.

- 상기 <의견>에서 등록, 시장진입, 정부조달, 프로젝트투자, 공개
입찰, 품질검사, 인증, 융자담보, 세무, 수출입, 기술개조, 산업협
회, 인수합병, 교육, 상업화, 법률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정부 서비스 관련 빅데이터를 산업, 지역,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
공하도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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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 및 행정인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 개 증명의 통일’54),
‘한 개 증명, 한 개 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간편화 행정 서비스를 제공
○ 또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기 <의견>에서는 일련의 데이터베이스 공시와 관리감독모델을
구축하도록 유도함.
- 시장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법규위반 데이터베이스, 고발투서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생산경영 데이터
및 매출영업 데이터를 공시하도록 유도하며, 이들을 이용하여 빅
데이터 관리감독 모델을 구축
- 국가의 금융, 공상등록, 세무, 사회보장, 규정위반, 안전생산, 샘
플조사 등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신용평
가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사회에 개방
○ 이외 중국은 불법집회, 상품품질검사, 샘플검사, 검역, 가짜상품
적발, 가짜종자 적발 등 분야에서 빅데이터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3. 정부 빅데이터 관련 기업
(1) 九次方大(Jusfoun Big Data, www.jusfoun.com)
○ 2010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빅데이터 정보 운영기업으로 정부부
문 빅데이터의 자산 운영 및 응용 서비스, 금융빅데이터 운영, 빅
데이터 정부 스토어(Big Data Government store) 플랫폼 등을 운
54) 공상영업허가증, 조직기관코드, 세무등기증 등 세 개 증서를 통합.

제5장 정부부문의 빅데이터 이용분석

145

영 중임.
- 구이양빅데이터거래소의 발기인 주주이며, <빅데이터 산업 13차
5개년 계획>을 집필하고, 5대 빅데이터 표준 제정에 참여한 기업
- 빅데이터 기반 응용서비스로서 반테러, 형사사건, 여행, 의료, 금
융, 농업, 신용, 에너지, 교육, 교통, 빈곤구제, 비즈니스, 거시경
제상황, 품질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
○ 九次方大 BDG(Big Data Government) store는 정부 내 혹은 정부
간 빅데이터의 공유, 개방 및 응용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데이터 기
반 서비스를 제공함.
- 개인 및 기업 신용평가 등의 신용빅데이터, 소비자보호, 시장감
독, 행정집행, 등기관리, 상표광고, 지역경제, 기업연도보고서 등
의 비즈니스 빅데이터
- 농산품 생산, 유통 전 과정 추적, 작물종자 전 과정 추적 등의 농
업농촌 빅데이터, 징세, 세수누출 감독 등의 조세·감사 빅데이
터, 사회동태, 사회상의 어려움 파악, 분규분석 등의 사회관리
빅데이터
- 감시, 보고, 감사, 통제, 서비스, 최적화의 에너지관리 등의 에너
지 관리 빅데이터
- 여행, 교육, 금융, 문화, 미디어, 의료건강, 교통, 안전, 방송, 영상,
기상, 인력, 사회보험, 양로, 과학기술, 도시건설, 사법 및 중재, 통
계, 품질관리, 빈곤구제 등의 빅데이터
- 빅데이터 시각화, 인터넷과 원스톱 정부 서비스의 결합인 빅데이

146

중국의 빅데이터산업 육성과 정부의 역할

터 도시건설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2) 国信优易(Youedata, www.youedata.cn)
○ 국가정보센터가 민간참여를 받아 혼합소유제 형태로 설립한 기업
으로 정부 관련 빅데이터의 플랫폼을 운영함.
- 창업 및 혁신 서비스 플랫폼으로 빅데이터 기술을 응용,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에게 창업단지 조성
- 정부부문 빅데이터의 공유 및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B2B,
B2C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운영

(3) 万得信息(Wind资讯, www.wind.con.cn)
○ 중국에서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증권회사, 펀드회사, 보험회사, 은행, 투자은행 등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제공
- 주식, 펀드, 채권, 외환, 보험, 선물, 금융 파생 상품 등의 금융 및
증권 관련 중국 최고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정
확한 대규모 금융 엔지니어링 및 재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
- 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투자관리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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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同
 花顺(浙江核新同花顺网络信息股份有限公司, www.10jqka.com.cn)
○ 중국 최초의 인터넷 금융정보 회사로서 온라인 거래정보 및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 상장기업임.
- 금융자문, 데이터 서비스, 금융부문의 빅데이터 처리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스마트폰 금융 서비스를 제공

(5) 迪安诊断(浙江迪安诊断技术股份有限公司, www.dazd.cn)
○ 중국 최대의 제3자 의학진단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2001년
에 기업공개가 이루어짐.
- 주요 업무는 의료진단 서비스, 진단상품 및 서비스 마케팅, 법적
해석, 진단기술 서비스 등을 제공
- 독립적인 검진실을 운영하고, 유전자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
약품 R&D 서비스를 제공하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진료
를 실시

(6) 墨
 迹天气(北京墨迹风云科技股份有限公司, www.moji.com)
○ 중국에서 최대의 기상 관련 전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으로서, 전
세계 196개 국가, 70만 개 도시에 대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① 정부 기상국의 데이터, ② 클라우드 정보방식으로 회원들이 올
린 사진 등을 위치 기반으로 분석, ③ 독자적인 기상관측 하드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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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통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의 3종 정보처리가 주 업무
- 1일 데이터 처리량이 2TB에 이를 정도며, 특히 2016년 6월에 허
베이성의 특정지역으로부터 실시간 영상자료를 AI 분석하여 홍
수가능성을 예측하고, 홍수경보를 발표한 것으로 유명

(7) 今日头条(www.toutiao.com)
○ 뉴스, 영상, 영화, 게임 등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개인별로 최적화하
여 제공함으로써 방문 수를 극대화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
- AI 기능을 활용한 기사편집, 회원 스마트폰의 열람기록, 위치,
LBS주소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최적화 기사 제공
- SNS에 분석을 통하여 5초 만에 고객 성향 분석, 매10초마다 고객
성향을 업그레이드
- 개인특성, 개인의 환경 요소, 개인이 온라인에서 작성한 문장 특
<표 5-1> 정부 빅데이터의 응용 기업
회사명

九次方大
国信优易
万得信息
同花顺

迪安诊断
墨迹天气
今日头条

분야

빅데이터 활용

행정

빅데이터 표준 제정에 참여, 정부부문 빅데이터정보 운영

창업, 혁신 빅데이터 기반의 창업, 혁신 자문
금융

금융빅데이터의 정보분석 및 투자관리

온라인금융 금융부문의 빅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컴퓨팅
의료진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진료, 의료진단

일기예보

기상국 및 개인들의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방예보 서비스 제공

온라인신문 빅데이터 기반 개인별 최적화 뉴스 제공, 뉴스방문수 극대화

자료 : 贵阳大数据交易所, 「2016年中国大数据交易产业白皮书」,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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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기사 추천
- 특히 뉴스매체, 국가기관, 기업, SNS를 분석하여 개인 취향에 가
장 적합한 뉴스를 전송하여 개인들의 뉴스 조회 수를 극대화하는
‘헤드라인(头条号)’, 예를 들어 중국인민법원의 헤드라인, 중국
각 정부부처의 헤드라인을 운영

4. 정부통계의 빅데이터 활용
(1) 삼신통계(三新统计)55)
○ 중국경제가 안정성장기인 소위 신창타이(新常態)에 진입하면서 신
산업, 신업태, 신사업모델의 삼신(三新)으로 대표되는 신경제발전
의 현황파악을 위한 통계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됨.
- 특히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
보기술의 발전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생산방식, 통계지표체계 등
국가통계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제기
○ 국가통계국은 삼신(三新)발전과 신경제 관련 통계업무를 조사·
연구하여 경제전환과 신동력의 육성 상황을 파악함.
- 삼신의 기본특징, 발전현황을 조사하고 기존 통계의 문제점과 통
계업무 개선 및 신경제통계 모니터링 방안 등을 마련
55) 삼신통계의 내용은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制定(2016), 「新产业、新业态、新商业模式专项统
计报表制度」와 국가통계국은 2016년 11월 29일에 발표한 <국가통계국 “삼신”통계 전력 추진
(国家统计局全力推进 “三新” 统计)을 참조(http://www.zgxxb.com.cn/xwzx/201611290002.
shtml, 2017.11.1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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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전문역량을 모아 국제적인 신경제와 통계의 최신 이론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
○ 주요 지역통계국은 신경제통계 관련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신경제
통계조사와 분석방법의 개선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국
가통계국은 신경제통계지표 체계와 표준을 구축함.
- 상하이는 통계방법의 혁신, 전자상거래, 생산성 서비스, 신용 서
비스, 플랫폼경제, 금융업 신업태 등의 신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실시 및 자유무역구 관련 통계개혁을 시범적으로 전개
- 저장성은 정보, 환경보호, 건강, 여행, 시류(时尚), 금융, 첨단장비
제조 등의 중점 및 첨단 산업 관련한 통계모니터링지표체계를 수
립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통계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
- 선전은 본사경제(Headquarters Economy), 빌딩경제(楼宇经济),
회의전시경제(会展经济) 및 대개체경제(大个体经济) 관련 통계
를 개혁하고, 연구개발 지출예산을 시범적으로 시산

○ 국가통계국은 조사연구와 의견청취 및 지역통계국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16년 4월에 소위 삼신통계인 <신산업, 신업태, 신사업
모델에 대한 통계보고표제도(新产业, 新业态, 新商业模式专项统计
报表制度)>을 제정함.

- 삼신을 대표하는 신경제의 대상은 전략적 신흥 산업, 신제품, 신
서비스, 신기술, 하이테크산업, 기술혁신기업 인큐베이터, 중창
(众创)·중포(众包)·중부(众扶)·중주(众筹)의 4중(四众)56), 전자상

56) 바이두지식(Bai知道)에 의하면 중창(众创)은 창조적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사회의 각종 혁

제5장 정부부문의 빅데이터 이용분석

151

거래, 인터넷금융, 도시사업종합체 및 개발원구의 11개 중점영
역을 포함
- 국가통계국은 2016년 5월에 전국통계시스템이 이러한 삼신통계
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훈련을 전개
- 특히 각급 통계기구는 통계법률 및 삼신통계보고표 제도에 따라
기초 데이터를 면밀히 수집하고, 수치의 시효성과 품질을 확보함
과 동시에 조사방법을 혁신하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하여
삼신통계의 개발과 종합적 이용을 촉진
- 한편, 국가통계국은 삼신통계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정확한 데
이터수집보고 및 심사평가,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

(2) 구이저우성의 신경제통계
○ 구이저우성은 2016년 10월에 <구이저우성 신경제 통계 시범업무방
안(贵州省新经济统计试点工作方案)>을 공표함.

- 신경제의 대상은 국가와 유사하게 신흥산업, 신제품, 신서비스업,
첨단기술 및 신기술, 신기술 인큐베이팅센터, 전자상거래, 4중(四

신적 자원을 모으는 것(“众创” 指通过创业创新服务平台聚集全社会各类创新资源), 중포(众
包)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특정 기업과 기관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
업과 개인의 분업 활동(“众包” 则是指借助互联网等手段, 将传统由特定企业和机构完成的任
务, 向自愿参与的所有企业和个人进行分工), 중부(众扶)는 정부와 공익기관 지원, 기업 도우미
지원, 개인 품앗이 지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세 소기업과 창업자의 성장을 돕자는 것(“众
扶” 指通过政府和公益机构支持、企业帮扶援助、个人互助互扶等多种途径，共助小微企业和
创业者成长), 중주(众筹)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사회자금을 모으는 것(“众筹”指通过互联
网平台向社会募集资金)을 의미(https://zhidao.baidu.com/question/2269271238432555748.
html, 2017.11.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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众), 빅데이터 및 관련 산업, 인터넷산업, 도시종합상업단지, 개발

구, 건강의료산업, 녹색생태산업, 특색여행업, 고산지첨단농업,
신흥 건축 및 건자재 산업, 문화산업, 현대물류업의 18개 분야
○ 광범위한 응용을 위해 신경제통계 편제방안을 마련하면서 등기제
도의 개혁이나 빅데이터의 이용이나 응용을 권장함.
- 신경제통계 편제방안에 신경제의 산업구분, 기관명 데이터베이
스 구축, 통계조사표, 감사방법 등을 규정
- 공상, 품질검사, 세무 등 세 개 증명을 한 개 증명으로 통일하는 소
위 ‘삼등일합(三證合一)’의 등기제도개혁을 단행하고, 통계분류
표의 표준화, 법인기관의 공간, 시간, 산업, 기술, 자본 등 기초데
이터의 통일과 단일 등록제도를 실시
- 장기적으로 공상, 세무, 은행, 보험, 교통, 환경보험, 세관, 사회보
장, 민정, 공회 등의 통일과 빅데이터 응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
기관의 19단위 코드에서 21단위 코드체계로 변경 예정

(3) 소비자물가지수(CPI) 작성에 빅데이터 응용57)
○ 국가통계국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전자상거래(E-commerce)
의 개인소비행동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2014년에 소비자
물가지수(CPI)의 작성에 네트워크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실험함.
57) YiBing Sun(2014), “Application of network data in CPI”,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https://unstats.un.org/unsd/trade/ events/2014/beijing/presentations/day2/afternoon/5.%20Application%20of%20network%C2%A0data%20in%20CPI-Sun%20 Yibing%20
-1.pdf, 2017.10.25 검색)을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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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방법은 일정한 규칙을 설정하여 웹사이트의 검색을 통해
유용한 데이터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웹크롤러(web crawler)
를 구축
- 웹크롤러를 이용하여 수집된 비구조화데이터(unstructured data)
에서 유익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들 정보를 사용하여 물가지수
를 작성
○ 웹크롤러에 의해 수집한 휴대폰가격 중 매출액 규모 5위까지의 기
종 데이터를 대상으로 작성한 가격지수(편의상 S1)와 모든 기종 데
이터를 사용하여 작성한 가격지수(편의상 S2)를 국가통계국에서
작성한 CPI의 휴대폰 가격지수를 비교함.
- 비교결과에 의하면 매출 상위 기종의 가격은 시간이 경과해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매출 하위 기종의 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
임에 따라 S1는 S2를 지속적으로 상회
- 국가통계국의 휴대폰 가격지수는 S1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S2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고 전자와의 차이보다는 후자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네트워크 데이터를 CPI 작성에 사용하는 것은 다양한 데이터를 사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중치의 설정이 어렵다는 단점도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함.
- 웹크롤러를 이용할 경우 다양한 가격 데이터를 짧은 주기로 더
많이 수집하면서 시간과 노동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 반면에 단점으로는 온라인 거래 데이터에는 상품구매 데이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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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구별하기가 어렵
고, 다양한 가격 데이터를 통합할 때 필요한 가중치 설정이 어렵
다는 단점도 존재
- 향후 이러한 단점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및 정부통계의 다양
한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 중국에서는 빅데이터가 전통적인 산업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
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음.
- 중국은 빅데이터의 정의를 데이터의 규모(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의 3Vs모형에 가치(Value)를 추가한 4Vs모
형으로 설명
- 빅데이터와 관련된 산업적 정의를 협의의 개념인 빅데이터 핵심
산업과 여기에 빅데이터 관련 산업 및 빅데이터 융합산업을 포함
하는 광의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
- 빅데이터 핵심산업은 정보산업의 일부로서 빅데이터 관련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업종별 빅데이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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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의 빅데이터산업은 데이터 중심의
사고방식, 빅데이터기술의 발전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임.
- 중국의 빅데이터산업은 데이터소스단계인 빅데이터의 생산과 집
적, 하드웨어가 중요한 조직과 관리, 빅데이터의 기술단계인 분
석과 발견, 거래, 응용이라는 일련의 사슬구조를 형성
- 중국 내에서 최근 들어 산업 전반의 정보화시스템이 프로세스 중
심에서 데이터 자체가 가치를 부여받는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
고, 딥러닝,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기술이 발전하면서 빅데이터산
업의 빠른 성장을 유발
○ 중국의 빅데이터시장 규모는 2015년 현재 1,692억 위안으로 연평
균 60% 이상의 고성장을 해오고 있으나 GDP 대비 0.25%에 불과
할 정도로 아직은 낮은 수준임.
- 산업별로는 2016년 빅데이터 핵심산업의 시장 규모를 1.0이라 할
경우 빅데이터 관련 산업과 융합산업의 시장 규모는 각각 22.2배
와 9.1배로 수준
- 향후 연평균 5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2020년에 1조 3,626억
위안, GDP 대비 1.36%로 확대될 전망
- 사슬단계별로는 하드웨어와 기술이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증가속도는 파생이나 응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응용과 파생
단계의 비중이 크게 확대될 전망
○ 중국의 빅데이터산업은 현재 하드웨어적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
어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신흥전략산업으로 발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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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빅데이터소싱은 정부부문에 집중되고 있고, 수집 분야 관
련 빅데이터 하드웨어는 국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빅데이터기
술은 후발주자로 해외기술을 이용하는 단계
- 거래기술은 빅데이터 거래소의 설립·운영 등으로 빠르게 발전하
고 있지만, 응용 및 파생단계는 아직 초기 발전 수준
- 여기에는 빅데이터 자원은 풍부하지만, 자체기술의 보유비중이
낮고, 빅데이터의 정보보호와 보안의 미흡, 활용 능력 및 전문 인
력의 부족 문제가 크게 작용
- 특히,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정부부문 데이터의 비개방·비공유,
지역·산업별로 데이터의 상이성과 낮은 개방·공유 의식, 데이터
서비스의 효율성, 상업화, 스마트화 등에 있어서 불균형적 발전
등 빅데이터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도 상존
○ 중국은 빅데이터산업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구조적 장애요인
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전략적 육성 정책을 추진해옴.
- 2015년에 <빅데이터 발전촉진 행동강요>의 발표를 통해 빅데이
터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정부 내
의 정보시스템과 공공 빅데이터의 연결과 공유를 촉진하여 정보
의 소외, 데이터의 중복구축, 데이터 간의 상충 등 문제의 해결
을 강조
- 2016년에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 강요>에서는 빅데이터의 국
가 전략자원화 및 빅데이터산업의 발전방안을 통해 산업구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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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과 사회관리의 혁신에 기여한다는 발전목표를 제시
- 2017년에는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빅데이터 관
련 기술 및 상품 혁신, 응용능력 제고, 산업생태계 발전, 지원체
계 및 보장체계 마련의 5대 핵심정책과 이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정책 임무를 제시
○ 중국정부는 데이터 및 4차 산업혁명의 강국으로 도약, 제조업을 포
함한 산업 및 경제구조의 고도화,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라는 전
략적 목표를 설정함.
- 첫째, 선진국 추월을 위해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후발주자의 약
점이 없는 신흥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데이터강
국 및 4차 산업혁명 강국으로 도약
- 둘째, 빅데이터산업이 촉발하는 다양한 첨단산업의 발전을 통해
노동집약적이고, 전통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식 기반 산업
을 중심으로 구조고도화를 도모
- 셋째, 빅데이터 기반의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의 민생 서비스 수준 및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부업무의 대중적 감시 효율성도 동시에 제고
○ 빅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해 중국정부는 데이터의 개방·공유, 거
래 관련 인프라 및 표준체계 구축, 지방 확산을 위한 종합시범구의
건설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함.
- 빅데이터의 공유·개방 관련 법·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평가·감
사 및 안전심사 제도를 수립하고 플랫폼의 통일적 구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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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산 배치 등을 추진
- 빅데이터의 거래인프라는 구이양빅데이터거래소 이외 베이징,
상하이에 운영센터, 11개 지역에 자회사의 설립뿐만 아니라 빅
데이터 거래 표준, 안전거래, 거래의 관리감독과 감찰 등과 관련
규칙을 제정
- 국가 주도의 빅데이터 표준화는 거래 표준, 기술 표준, 안전 표준,
응용 표준의 4대 표준체계에서 데이터품질, 상품·플랫폼, 응용·
서비스 등의 분야로 확대 및 세분화되고 있는 추이
- 빅데이터산업의 육성정책을 지방으로 확산 및 공유하기 위해 공
공데이터의 개방·공유, 빅데이터의 제도혁신, 산업집적, 유통 등
을 포함하는 빅데이터의 종합시범구 건설을 지역별 특색을 반영
하여 추진
○ 한편, 중국정부는 빅데이터의 이용을 통해서 민생중심 서비스의 질
적 개선, 정책결정이나 행정의 효율성 제고, 사회관리 기능 개선 등
을 도모하고 있음.
-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정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빅
데이터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주요 부처는 빅데이터의 정부활용
관련 규정을 공표
- 정부부문에서 응급상황예보·응급구조, 거시경제 분석 및 예측,
환경보호 및 국토자원관리, 식품·약품 관리감독, 안전도시 및 스
마트도시 건설, 상거래 관리감독 등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대표
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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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통계의 작성에서도 신산업, 신업태, 신사업모델로 표현되는
신경제발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개혁의 일환으로 빅데
이터의 이용이나 응용을 적극 권장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중국의 빅데이터에 대한 산업적 접근방식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체
계적인 분석틀을 아직 정비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사회·경제적 현상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분야도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 일련의 공통 과정을
통해 효율적 및 효과적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
- 중국은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하여 구조적 특
징, 발전 원인 및 통계적 조사를 통해 시장 규모와 성장세를 파악
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
- 우리의 경우 빅데이터 관련 정부정책은 기술 중심일 뿐만 아니라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중복적 투자나 정책 추진의 효율성
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황 파
악 및 정책적 지원방안의 마련을 위해서 중국의 산업적 접근방법
에 대한 활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
○ 중국의 국가 주도 빅데이터산업정책은 우리의 경우에도 최소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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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이나 발전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 많을 것
으로 판단됨.
- 빅데이터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유럽 선진국 등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정책적 접근이 용이한 공공데이터의 활용
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
- 우리의 경우도 2011년부터 공공데이터의 개방사업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빅데이터 공통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공
공 빅데이터의 표준분석모델을 정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나 빅
데이터의 사전 공유 및 사후 활용을 위한 표준화, 시계열적 일관
성 등의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
- 이를 위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부문의 빅데이터 플랫
폼 구축 및 통합적 운영과 정보 서비스의 효율화·산업화·스마트
화에 대한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 빅데이터의 거래와 유통 분야에서 우리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미
흡한 반면, 중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의 빅데이터 거래소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에서 빅데이터의 거래 급증 및 시장의 빠른 성장은 데이터
의 구축과 거래를 실시하여 플랫폼과 시장을 먼저 개척하고 이
후 제도적·법적 기반을 마련한 절차상의 효율성을 추구한 것이
주 요인
- 정부주도의 공공데이터 공급 및 빅데이터 관련 기술투자에 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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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활발한 유통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빅데이터의 활용과 확
산은 지연이 불가피
- 우리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일정 부분 마
련되어 있으나 데이터 거래와 소유권 등 빅데이터의 유통 분야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중국의 빅데이터 거래소
관련 운영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빅데이터 거래와 유통
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업 및 민간영역에 산재되어 축적되고 있는 데이터를 가공 및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다면, 기업 스스로가 빅데이터를
가치있는 상품으로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것이며,
이는 빅데이터산업 전체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통계조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같이 통계작성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통계시스템 및
관련법이나 제도 등을 개혁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강화, 조사 대상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등 통계조사를 둘러싼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공유경제, 글
로벌화 등 새로운 경제 및 사회적 현상이 출현하면서 기존의 통
계조사방식은 많은 한계에 봉착
-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통계조사 환경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정부의 행정자료 등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적극 추진
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빅데이터의 활용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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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삼신(三新) 통계조사의 전면적 실시와 더불어 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통계분류 및 코드체계의 개선 등을 추진
- 우리의 경우 빅데이터를 통계작성에 활용하는 것이 법이나 제도
적으로 많은 제약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자료나 빅데
이터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법이나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
○ 중국의 빅데이터산업은 자체 고성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업 전반
에 초래할 영향이 지대하므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향후 동향을 주시할 필요도 있음.
- 중국의 빅데이터산업은 분야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50%의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중국의 혁신과
창업 환경, 사회구조, 정부업무 등 다방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지금까지 우리산업은 많은 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
었으나, 향후에는 경쟁관계 혹은 비교열위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
제하기 어려운 상황
- 이에 중국의 빅데이터산업 자체 성장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산업
의 발전을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가능성 및 새로운 산업
의 등장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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