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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의 모바일 굴기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는 ‘16년 기준 약 5조 5000억 달러 (6,300조 원),  

미국 전체 모바일 결제금액의 50배 

• 지난해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은 알리페이 50%, 위챗페이 38% 차지 

• 인터넷 특히 모바일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에서의 핵심 시장기반 

                     압도적 시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다양하고 혁신적인 4차 산업 수익모델의 출현 기대 

 

 모바일 결제 규모 (단위 : 억 달러) 

1. 중국의 모바일 굴기 

16Q4 중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점유율 (단위 : %) 

* 출처 : iResearch, FT 
 



1. 중국의 모바일 굴기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결제의 급성장  스마트폰 앱 서비스 확대 



2. 모바일 굴기의 배경 

 모바일 플랫폼 보유 인구의 급증  

•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세계 최대로 10.6억 명 

• 그 중 모바일 인구는 약 7억 명 

• 모바일 플랫폼의 장점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는 ‘손 안의 디지털 시장‘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음 
 

 중국 정부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 

• 인터넷, 특히 모바일과 기존 산업의 연결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  

            아날로그 시장 (예 : 상점, 백화점, 쇼핑몰, 금융회사)에서의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 절감 

• 핀테크, 원격의료, 교육 등 O2O 활성화와 인터넷 창업 등 새로운 산업육성의 방아쇠 역할 
 

 법, 제도시스템의 낙후성과 불편함  기술혁명의 계기  

• 선진국의 발달된 법제도는 기술 혁명 시에 자칫 ‘자충수’ 위험 

            중국의 법제도 낙후성이 오히려 기술혁명 계기 

 

 



II. 주요 분야 



 중국 핀테크 시장은 단기간에 글로벌 선두권 시장으로 급부상 

• 중국 핀테크 누적 투자(2010-2016.6) 규모는 45억 달러로 3위 규모 

• 중국 인터넷 금융은 GDP에서 20%차지, 인터넷 금융 이용자수는 5억 명을 초과하여 세계 1위 차지,   

 P2P 온라인 대출 시장은 글로벌 최대 시장으로 부상, 제3자 결제 거래 규모도 세계 1위 차지 

 

 

 

1. 핀테크                                                    
현황 
 중국 핀테크산업 규모 ’16년  거래액 4,433억 달러, 미국 7,693억 달러 이어 2위  

 

* 출처 : Statis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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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핑안 바이두 샤오미 치후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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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                                               
성장요인 
 낙후된 중국 금융시스템 

• ATM , 은행지점,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 구축 미비 

• QR 코드 및 NFC 활용 이후 모바일 결제 및 사용자 급증 

 

 중국 정부의 핀테크 지원 정책 

• 先허용後보완 정책으로 핀테크 급성장 

• 금융포용정책 :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투자 확대 

 

 민간 ICT 기업들의 경쟁적인 금융시장 진출 : BAT 중심으로 확산  

 



1. 핀테크                                               
성장요인 
 민간기업의 성공사례 : 위어바오 

중국정부의 핀테크 지원 정책 활용 

마윈 회장의 적극적 금융기회 활용 

알리페이와의 시너지 

 대형 국유은행 견제 및 경쟁 유도 

 온라인 금융에 대한 유연한 라이선스 발급 

 중국 자본시장 비효율성 내 차익거래 기회 활용 

 기존 은행예금대비 높은 금리 제공(3% vs 15%) 

 알리페이의 막대한 고객기반 연동  

 인터넷 플랫폼의 무제한 공간 확장성  

알리페이와 위어바오의 흐름도 



1. 핀테크                                               
성장효과 

중국 은행 대출 시장 변화 중국  자본시장 변화 

 P2P 대출 증가 : P2P대출 거래 규모, 플랫폼 수, 

참여자 급증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기회 제공 

 자산관리 시장 접근성 제고 : 소액 투자 가능 

(예 : 위어바오) 

 크라우드펀딩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한 

스타트업 자금조달 용이 



기업명 
알리페이  
(Alipay) 

텐페이  
(TenPay) 

인롄  
(China UMS) 

콰이치엔  
(99Bill) 

후이푸텐샤  
(China PNR) 

모기업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인민은행 독립 기업 독립 기업 

설립일 2004년 12월 2005년 9월 2002년 3월 2005년 2006년  

본사  
위치 

항저우 선전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시장  
점유율 

1위 (50.4%) 2위 (38.1%) 1.08% 0.87% - 

특징 
• 광범위한 결제범위  

(공공, 교통요금) 

• 온라인 채팅 QQ와 모

바일 채팅 어플 위챗

(WeChat)과 연동, 넓

은 고객층 보유 

• 카드업을 영위하는 모기

업의 고객기반 영업 

 

• 유니온페이 QR코드 결

제표준과 제 4자 결제방식

을 도입 

• 독립 결제 서비스 

기업 

 

• 유동화펀드, 보험, 

소매금융, 직거래 부

문에 특화 

• 온라인 펀드 

판매를 중국 최

초로 출시 

1. 핀테크                      
뱅킹 

                                                                                                     
 결제 



기업명  
Hongling Capit

al 
Lufax Wzdai Xinhehui Srong 

시장 점유율 1위 (22%) 2위 (16%) 3위 (15%) 4위 (9%) 5위 (8%) 

거래액 (억 위
안) 

146.5 105.4 104.7 60.5 57.5 

투자자수 77,216 2,390 19,241 33,293 15,628 

차입자수 7,878 186,985 1,815 2,319 1,008 

평균수익률 14.55% 8.54% 15.77% 10.21% 18.93% 

특징  
업계 최초로 투자자

들의 원금 보장 
중국 최대 보험사인 핑안

보험 그룹의 자회사 

차입자수는 가장 낮
지만 높은 거래액을 

기록함 

가장 많은 투자
자수를 유치 

가장 높은 수
익률을 기록 

1. 핀테크                뱅킹 

                                                Banking  P2P 대출 



구분 위뱅크(웨이중은행) 마이뱅크(왕상은행) 신왕은행 바이신은행 

서비스 개시 2015년 1월 2015년 6월 2016년 12월 2017년 말 예정 

최대주주 텐센트 30% 마이파이낸셜 30% 신시왕 30% 
중신은행 (지분율 미

정) 

주요 주주(업종) 
바이예위안(환경기술), 리

예그룹(부동산) 등 

푸싱그룹(의약, 부동산, 소
매), 완샹그룹(자동차부품), 
닝보진룬(자산운용) 등 5개

사 

샤오미(정보기술, 종
합가전), 홍치렌쉬(소

매체인) 등 

푸젠바이두보루이 
네트워크 과학기술 

자본금 30억 위안 40억 위안 30억 위안 20억 위안 (잠정) 

총자산 336.3억 위안('16.3Q) 515.13억 위안('16.4Q) - -  

기반 플랫폼 
SNS (온라인 메신저 'QQ', 
모바일메신저 WeChat') 

E-Commerce (알리페이, 
알리바바 닷컴) 

- -  

주요 고객 개인소비자 및 자영업자 
인터넷쇼핑몰, 개인소비자, 

농촌지역고객 
- -  

대표 상품 웨이리따이(소액대출) 
타오바오텐마오따이, 왕눙

따이(자영업자대출) 
- -  

1. 핀테크                뱅킹 

                                                Banking  인터넷 전문은행 



구분 주요 내용 

크라우드 펀딩 종류 
한국과 달리 증권형 외에 대출형, 기부형 포함 

증권형이 총 업체의 20% 

자금 조달 특징 대부분 벤처, 스타트업 대상 

성장시기 

2010년 이후 성장세 

2015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법안 마련과 함께 매년 2배 이상 성장 

사례 

징동초우펀드 

크라우드펀딩 부문 1위, 전자상거래 부문 2위 

중국 크라우드펀딩 시장 점유율 31.6% 차지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크라우드펀딩 8.9% 기록)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10개 중 7개 차지 

2014년 3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정식 개시  

투자액 8억 7,080만 위안, 투자자 수 약 5만 8천('15년) 

* 2014년 6월 알리바바는 자회사 앤트금융그룹을 통해 증
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앤츠닥' 베타 서비스 출시 

VC.CN 참여 기업 수 45,839개, 참여 투자자 2,807명 

기타 : 윈초우 - 

1. 핀테크                 
자본시장                                                자본시장  크라우드 펀딩 



기업 상품 출시일 서비스 
최소  

가입금 
플랫폼 특징 

알리바바 

위어바오 2013.6 알리페이펀드 1위안 PC/모바일 

 금융수수료 면제 
 고수익 
 수시입출금 

위러바오 2014.3 
엔터테인먼트 

투자펀드 
-  -  

 엔터테인먼트 투자 
 소액 출자 
 촬영장 방문, 배우와의 만남  

텐센트 리차이통 2014.1 MMF 4종 0.01위안 모바일 

 위챗 기반 
 소액 출자 가능 
 펀드 잔액 80억 위안 

바이두 바이파 2013.10 온라인 MMF 0.01위안 PC/모바일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 
 펀드 잔액 250억 위안 

왕이 시엔진바오 2013.12 -  0.01위안 PC  
 Harvest Fund, Pengua 
    Fund 

쑤닝  링치엔바오 2014.1  -  1위안 PC 

 GF day, Huitianfu Cash 
   두 개의 운용사 중 유리한 금 
   리 선택 가능 

1. 핀테크                 
자본시장                                                자본시장  펀드 



1위 핀테크 기업 보험 핀테크 리더 성공요인 및 전망 

핀테크 1위 기업 중안보험 

2015년 ‘세계핀테크 톱100’에서 1위 

 ‘세계 핀테크 톱100’은 다양한 요소로 전
세계 핀테크업체를 평가 
 

 다양한 O2O결합( 의료기기, 보험상품, 빅
데이터, 원격의료헬스) 

 중안보험은 2013년에 설립된 최초 
온라인 보험사 
 

 주요주주는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
평안 등 각분야 최고 기업 
 

 2015년 모건스탠리 등 대형기관의 
투자로 설립 3년만에  80억 달러(약 
8조원)로 급상승 

  

 본부 제외 영업점 無, O2O의 방식
으로 전 과정 운영 수수료, 보험
료 저렴 
 

 주요주주 텐센트, 알리바바, 텐센
트의 강점을 융합, 시너지 극대화
 인터넷거래 손해보험 인기 

 

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IOT를 접목한 
생명보험 상품도 개발 

1. 핀테크                                                    
보험 



 중국 O2O 시장 규모 및 현황 

• 2012년 987억 위안 (약 17조 7,000억 원)  2016년 6659억 위안 (약 109조 원)으로 연평균 약 

61.4%씩 성장 (전년 대비 42.7% 성장) 

• 중국의 O2O 서비스 이용자 수:  6억 1,000만 명 

• 중국은 4차 산업혁명기의 소비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유경제에서 비약적 성장을 나타내며 

글로벌 O2O 시장을 리드하고 있음 

 

 
 

* 출처 : iiMedia Research, i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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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2O 비즈니스                                         
현황 



• 중국의 간편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 월렛 환경을 조성해 O2O 활성화에 기여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만 5억명 이상의 이용자 추정 

• 중국 O2O 비즈니스는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서 매스 마켓을 구성하는 IT, 필수소비재(음식료, 

의복)품목을 중심으로 확장 중 

• 또 삶의 질과 관련된 소프트 소비재(여행, 레저, 교통, 문화컨텐츠)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중 

 중국 온라인 소비시장의 방대한 확장성 

• 중국 SNS 웨이신 이용자 약 5억 명이 음식배달, 가사도우미, 세탁, 세차 등 O2O 서비스 이용 앱 설치            

 

 

 

 

* 출처 : i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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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2O 비즈니스                                         
현황 



* 출처 : KT 경제경영연구소 

 

2. O2O 비즈니스                                         
현황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O2O 시장 투자 

• 오프라인 사업 확장하는 알리바바  결제시스템 알리페이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영역 확장 모색 



2. O2O 비즈니스                                         
현황 
 중국의 주요 O2O 시장과 연령별 수요층 



2. O2O 비즈니스                                    
차량공유 

 디디다처(滴滴打車)의  차량 공유서비스 

 

• 디디다처는 중국의 최대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이며 2012년 설립 이후 폭발적 성장 지속 

• 2014년 12월 텐센트와 러시아 사모펀드 DST로부터 7억 달러(한화 약 7,800억 원)을 투자 받은 후 

2015년 2월 경쟁사인 콰이디다처(快的打車)와 합병  디디추싱(滴滴出行)으로 개명 

 

• 디디추싱은 현재 기업가치 31조원으로 평가 

• 디디추싱의 2015년 발주건수는 14억3000만 건으로 같은 해 미국 택시앱 총 발주건수의 2배, 우버의 

지난 6년간 발주건수 10억 건을 상회 

 

 

 



2. O2O 비즈니스                                         
택배 
 세계 1위의 중국 택배 산업 규모 

• 2014년 택배 물량 건수 140억 건  2015년 206억 건  2016년 313억 건으로 미국의 2배 수준,  

연 40~50% 급성장세 

• 2016년 택배거래금액 3,091억 위안 (약 56조 원)으로 지난 5년 간 40% 급증 

 

 택배 산업 급증 배경 

• 전자상거래와 함께 급성장하는 인터넷 소매판매 

 2003년 타오바오 탄생 이후 인터넷 소매판매가 지난 10년 간 연 60% 이상 급성장, 택배건수 

급증의 기폭제 

 2016년 기준 중국 택배건수 313억 건 중 인터넷 소매판매로 인한 건수 153억 건 (전체의 49%) 

 

• 중국정부의 택배산업 육성정책 

 높은 성장성과 고용창출효과 기대 : 2016~2020년  택배산업을 통해 500만, 연 100만 명의 

고용창출 계획 (신규 고용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 

 

 

 



2. O2O 비즈니스                                         
택배 
 대표 지역 

• 장창델타지역 (상하이, 장쑤, 저장성) 36.5%, 주장델타 (광둥성) 24.5%, 징진이 (베이징, 톈진) 10.5% 

  

 대표 기업 

• 도매택배업체 : 순펑, (시총 50조원으로 1위) , EMS 

 기업 대상의 고품질 서비스 중심 

 직영방식으로 배달원, 차량, 집하 및 배달 시설 등 모두 직접 관리 

 

• 소매택배업체 :  4퉁 1다 (선퉁, 위안퉁, 바이스후퉁, 중퉁), 윈다 

 개인 대상의 저가 마케팅 중심 

 프랜차이즈방식으로 택배수요의 빠른 증가에 대응 

 

• 전자상거래업체 : 알리바바 (2013년 5월 순펑, 4퉁1다 등과 함께 조인트회사 설립하여 택배업체와 

협력), 징동 (자체 택배시스템 구축으로 차별화), 쑤닝 

 

• 외국계 업체 : DHL, FedEX (국제배송에 특화) 

 

 

 



* 출처 : iiMedia Research, 으어러머, 모자이크 파트너스 

2. O2O 비즈니스                                  
음식배달앱 
• 2009년  출시된 어러머(饿了么)를 필두로  최근 음식 배달 서비스가 급성장 

• 2014년 중국 음식배달 산업 규모는 1621.7억 위안, 그 중 요식업 배달 시장규모가 95.1억 위 안 (5.9% 차지) 

• 빠르게 성장하는 O2O 배달 서비스로 중국인들의 생활 패턴 변화  

  



3. 공유경제                                                 
현황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지난 5년 간 연평균 65% 급성장세 

• 2016년 기준 약 3조 4,500억 위안(576조 원) 으로 전년대비 103% 성장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 종사자 약 5,000만 명 (노동인구 전체의 5.5%)  

 공유경제 이용 인구 약 5억 명 (총 인구의 37%) 

 

 6가지 대표 분야 

• 부동산 : 온라인 주택임대 시장 규모 2012년 1.4억 위안  2014년  38억 위안  2015년 100억 위안 

•                            예) 주택임대 사이트 ‘투자왕’ 

• 인터넷 금융 : 연평균 100% 이상 급성장세 (크라우드펀딩 투자, 대출에 연간 7,200만 명 참여) 

•                                      예) 크라우드펀딩 ‘주바지에’ 

• 교통 :  2015년 말 기준 디디다처 재적 운전수 1,400만 명, 이용고객수 2.5억 명 이상 

• 지식기능 : 지식공유 사이트 ‘바이두즈다오’ 

• 생활서비스 : 요리, 기술, 육아, 건강 등  

• 생산능력 : 생산설비 등  

   

 

 



3. 공유경제                                            
성장요인 
 중국 공유경제 시장 성장 요인 

•  유휴자산에 대한  잠재수요를 연결하는 시장경제 기능 미비 

 중국 유휴주택 5,000만 채나 되나 주택공급 부족이 심각한 지역이 많음 

 중국 자가용차 1억 2,400만 대지만 일평균 35%나 되는 사람들이 택시를 잡기 어려움 

 

• 공유경제 기반이 되는 압도적인 인터넷·모바일 인구 

 중국 인터넷 이용자 2015년 말 기준 6.9억 명 (인터넷 보급률 50.3%),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 약 13억 명 (스마트폰 사용률 90%) 

 

• 빠른 도시화 

  중국 정부의 도시화 촉진정책에 따라 매년 1,000만~2,000만 명의 도시인구 증가, 

기존시스템이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보다 수요 증가 속도가 빠름 

 

• 역사적 배경 

 과거 공산·사회주의 영향으로 소유하지 않고  모두 이용하는 문화에 익숙함 

 

 

 

 



4. 전망                                                     
핀테크 
 중국 핀테크 산업영역은 다양화, 광범위해질 전망 

• 현재 핀테크 산업은 디지털 상품, 일상 소비 등 재화 중심  

• 갈수록 O2O비즈니스의 확대로  의료, 여행,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영역으로 확장 전망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은 온라인 쇼핑을 넘어 전자 결제, 인터넷 은행 O2O 

등 금융과 ICT 융합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 

• 2017년 기준 1조 위안 (180조 원), 전자 상거래 포함할 경우 12조 위안(2,000조 원)  

• 지난 4~5년간 급성장함에 따라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시장확대추세는 지속될 전망 

•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유통’ 액션플랜 발표 

 2016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시장 거래액을 22조 위안까지 증가 목표 및 인터넷을 통한 유통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 

 

 

 

* 출처 : iResearch (2015.02), KT 경제경영연구소 

 

4. 전망                                            O2O 

비즈니스 

분야 
2014  

(백만 위안) 
2018 

(백만 위안) 
CAGR  

(2013~2017) 

O2O 서비스 

요식업 94,189 212,726 22.6% 

레저·레크레이션 66,004 152,146 23.2% 

결혼·웨딩 4,524 22,706 49.7% 

부모·아이  
커뮤니케이션 

5,565 13,692 25.0% 

뷰티·케어 5,410 8,868 13.2% 



4. 전망                                            O2O 

비즈니스 
 그러나 O2O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 및 보조금 등을 통한 소비자 유치 경쟁 

방식엔 한계, 자본 잠식 초래 가능성 

• 수익모델 악화로 투자 받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업체 간의 인수합병 활발해질 전망  

 

 중국의 예 

• 중국은 이미 O2O산업에서 M&A가 활발하게 전개됨 

• ‘삼국지 전쟁’을 벌이고있다는 BAT의 전략적 인수 합병이 이뤄지고 있음  

• 인수합병에 따른 대형업체의 탄생으로 다수기업의 과당경쟁에서 소수의 독과점경쟁으로 이행   

 중소업체들의 생존난  

 

 대형업체 간의 M&A 사례  

• 2015년 2월 성사된 디디다처와 콰이디다처의 합병(디디콰이디 : 6조원) 

• 중국 O2O시장 전체에서 1·2위를 다투는 메이퇀과 디안핑의 합병(20조원) 

• 향후 광고사이트 쿠폰사이트 여행사이트 등에서도 상위업체간 M&A 예상 



4. 전망                                                  
공유경제 
 중국 공유경제 시장 성장 잠재력 

• 향후 5년간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 연평균 40% 이상 성장률 기대 (2020년 경 GDP의 10% 이상 

차지 예상) 

 2020년  GDP의 1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 

 시장규모 10억 위안 돌파 예측 (중국공유경제발전보고서 2016) 

 

 중국의 글로벌 리딩 공유경제 플랫폼 배출 기대 

• 10년 안에 중국에서 세계 굴지의 공유경제 플랫폼 업체들이 5~10개 가량 출현할 것으로 기대 

 실제로 중국은 성공적인 공유경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배출 중  

 중국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 

  



III. 중국의 4차 산업혁명 



 

 

 

1.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배경                      
의미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개념 



인터넷 ∙ 모바일 

플랫폼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최적화기술   

및  

첨단기술 발달 

ICT(인터넷, 모바일) 기반 하의 최적화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제조업 뿐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유통산업(3차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1.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배경                      
배경 



O2O 산업 

활성화  

3차 서비스 

유통 혁명 

공유 경제 

확대 

2. 예상효과 

 인터넷을 통한 플랫폼과 기존 산업의 융합 



 

 

 

수요(소비)측면 공급(생산)측면 

  

 
 

 

 

2. 예상효과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유비쿼터스 구조도 



구분 주요내용 

AI 
중국 AI기술 특허는 한국의 55배 

중국 AI 시장은 2016년 5월 마련된 '인터넷 및 인공지능 3년 육성방안'으로 2020년까지 연 50% 성장할 전망 

Big Data 

중국 정부 주도로 빅데이터 규모를 매년 50% 이상 늘려 2020년엔 중국 빅데이터 규모를 8,000억 페타바이트)
까지 늘릴 계획 

전세계 빅데이터 총량의 20%, 산업 규모 1조 3,000억 위안 (약 221조원)이 되는 세계 최대 빅데이터 강국이 
될 전망 

알리바바는 중국 전역의 소비자분석 빅데이터를 이용해 51개 대도시 하루 배송시스템을 갖춤 (저장성 항저우 
등에선 교통체증 데이터를 활용, 일반버스와 급행버스 운행노선을 결정) 

Cloud  
Computing 

2021년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시장 규모는 570.3억 위안 달성 전망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은 이른바 ‘BATH’가 주도 

대형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화윈데이터(華雲數据)는 BAT와 함께 ‘4강 구도’  중국 15여개 도시
에 20개 이상의 서버 클러스터 구축, 3000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제휴관계 

Drone 
드론(drone)에선 DJI(大疆社)가 세계시장의 50% 이상을 점유 

광저우의 이항(EHANG·億航社)은 2016년 세계 최초로 유인드론 ‘이항(億航)184’ 출시 

참고 
2015년 주요과학지에 게재된 중국의 논문 수는 6,478건으로 미국 (1만 7,204건)에 이어 세계 2위 

2015년 국제 특허출원 건수가 2만 9,837건을 차지해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3. 중국의 지능정보기술 : ABCD 

 중국은 4차 산업혁명 변방국이 아닌 핵심국 



* 출처 : 포춘 (2016년 세계 유니콘 기업 리스트) 

4. 중국의 유니콘 

 유니콘 기업 : 스타트업으로 기업 가치 평가가 10억 달러 넘는 비상장기업 

• 중국의 유니콘 기업 수 2015년 70곳  2016년 131곳으로 증가 

• 기술 드라이브형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104곳이 국가급 첨단산업구에 위치 

•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항저우(杭州)  중심  

 



4. 중국의 유니콘 

• 세계 상위 20대 유니콘기업 중 미국 11에 이어  중국은 7개로 2위  

 

 

* 출처 :CB Insights 



IV. 한·중 인터넷 실크로드 협력방안 



1. 인터넷 실크로드 의의와 효과 

 인터넷 실크로드란? 

• 전자세계무역플랫폼’(eWTP)이란 뜻으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세계무역 구상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2016년 3월 보아 포럼에서 처음으로 제시 

• 원스톱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계획 (수출입통관, 세금환급과 환어음결제,. 지불, 일반 특혜 금융 등  

포함)  

 

 인터넷 실크로드의 효과 

• 네트워크와 유통망이 없는 중소벤처 기업 의지원 

• 승자독식과 양극화 문제 완화 

• 향후 세계무역에서 인터넷을 통한 수출입 즉, ‘직구’와 ‘역직구’ 증가 기대 

 

 

 



2. 중국의 인터넷 실크로드                 알리바바 

사례 
 ‘일대일로’ 핵심 지역 시안, 알리바바 전략적 협정 체결 

• 알리바바와 시안 시는인터넷 실크로드 건설 협력 MOU 

 산시성을 기본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인터넷 금융서비스, 물류 시스템 현대화, 클라우드 

컴퓨팅 등 미래 경제 인프라 구축 

• 온라인 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산시성 앤트파이낸셜, 웨이보(微博) 3자가 전략적 협력 체결 

 향후 의료, 도시서비스, 교육,  공공요금 납부 등 스마트 시티 업무 협력 

 

• 2014년 하이난(海南)과 최초로 디지털 인터넷 도시 건설 협력 체결 

 저장(浙江), 구이저우(贵州), 광시(广西), 닝샤(宁夏) 등 지방 정부들과의 협력 확대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MDEC) 와 해외 전자 허브(e-Hub) 구축 MOU  

• 쿠알라 룸푸르 국제 공항의 전자주문처리 허브설립 

• 원 스톱 온라인 무역 플랫폼 

• 전자 결제 및 금융 협력 

•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교육 협력 

 

 



3. 한̛·중 협력 방안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에 필적하는 한국의 모바일 플랫폼 협력 필요 

• 네이버, 카카오와의 다양한 수요자 또는 공급자 플랫폼 건설 유도 

• 글로벌 경쟁력 있는 플랫폼 육성 필요 

• 한중간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의 기업·인재 협력 추진 

 

• 한중 전자상거래 활성화  

 중국은 우리나라 온라인쇼핑 최대 수출국 

     (지난 1분기 한국이 온라인쇼핑으로 수출한 4787억원 중 중국이 75.9%인 3634억원) 

 

•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사업 가속화 기대 

 디지털 싱글마켓은 전자상거래 규제·표준 등 기술 장벽 없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 



Thank you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