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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6 년 3 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 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하였다. 여전히 SF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인공지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다. 2017 년 3 월 강화된 알파고는 중국의 커졔 9 단을 

격파하였고 AI 산업을 중국 국가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는 모멘텀이 되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마주한 중국 정부는 어떠한 입장과 태도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을까? 

 

중국 정부는 AI 굴기를 목표로 전폭적 그리고 혁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작년 

7 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은 17 년 국무원 

정부업무보고에 AI 키워드가 최초 출현한 후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며, 오바마 정부가 

2016 년 말에 발표한 ‘인공지능 미래 보고서’를 비롯한 3 편의 보고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되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AI 산업을 최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신속하고 일관적인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1. 글로벌 AI 선두주자를 목표한 중국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2015년 7월 “인공지능”은 국무원 ‘인터넷+ 행동의 지도의견’ 정책 중 주요 융

합 대상인 11개 분야에 추가되어 최초 등장하였다. 

- 중국 정부가 50년대부터 발표해온 경제단기계획 중 ‘제13차 5개년 계획’에 인

공지능이 최초 포함되었고, 인공지능 칩셋, 센서 등 9 분야 지원 등 AI 생태

계 건설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인공지능 3년 행동실시 방안’ 발표되었다. 

- 오바마 정부는 16년5월, 백악관과학기술정책국(OSTP) 직속 국가과학기술위

원회(NSTC)는 기계학습+인공지능위원회(MLAI)를 설립하였다. 같은 해 10월, 

MLAI는 ‘인공지능 미래 준비 보고서’ 그리고 ‘국가 AI R&D 전략계획’을 발표

하였고, 12월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 백악관 인공지능 로드맵 발표 이후 2개월 후인 17년 2월 ‘인공지능’은 

중국 국무원 ‘정부업무보고’에 추가되었고, 6개월 후인 7월 국무원 ‘차세대 인

공지능 발전 규획’ 을 발표하여, 2050년까지 인공지능 강국을 목표로 한 “3단

계”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하였다. 연말 공업정보화부

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촉진 3개년 행동계획’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발전 3

년 액션플랜을 발표하였다. 

- 현재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인공지능 산업 정책으로 여겨지는 중국 국무원 ‘차

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 ’ 의 주요내용은 단기 목표로 2020년까지 인공지능 

응용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기술에 집중하여 글로벌 선두주자와 

인공지능은 2 년 연속 
국무원 정부업무보고에 
출현하였고, 중국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 
어젠다임 



같은 수준으로 도약하고, AI 핵심산업규모를 1500억위안, 관련산업 규모를 1

만억위안으로 계획하였다. 중장기 목표로 2030년까지 인공지능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세계적으로 기초, 기술, 응용분야를 선도하여 AI 핵심산업규모를 

1만억위안, 관련산업 규모를 10만억위안으로 목표하고 있다.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인공지능과 관련산업의 융합을 강조하는 ‘차세대 인공지

능 발전 촉진 3개년 행동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인공지능 제품 및 응용범

위 확대 △인공지능 전반의 핵심 기술 향상 △스마트제조 발전 △인공지능 지

원 시스템 및 인프라 개선을 액션플랜을 발표하였다. 

- 인공지능 키워드는 2년 연속 ‘정부업무보고’에 추가되었고, 국가표준화관리위

원회의 ‘인공지능 표준화 백서 2018’ 발표는 정식으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표준화 총괄팀과 전문 자문팀을 발족함으로써, 글로벌 주도권 장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올해 2월까지 북경, 상해를 포함한 지방정부 15곳

은 국무원 정책에 상응해 인공지능 산업 지원 산업을 발표하였다.   

 

이하 내용은 중국 정부부처가 발표해온 정책의 타임라인이다.  

 

발표시
기 

주무부서 정책명 관련 내용 

2015.07 국무원 

‘인터넷+ 행동의 
지도의견’ 

《互联网+行动的 
指导意见》 

인터넷+ 중점전략 중 “인공지능” 추가 

2016.03 국무원 
’13.5 경제규획’ 

《十三五年规划纲
要》 

“인공지능”키워드 13.5 규획 중 등장 

2016.05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인터넷+ 인공지능 
3 년행동 실시방안’ 
《“互联网+”人工智
能三年行动实施方

案》 

인공지능 영역의 칩셋, 센서, 운영체제, 
저장시스템, 네트워크 설비 등 생태계 구축 

2017.03 국무원 
‘정부업무보고’ 

《政府工作报告》 
“인공지능”키워드 정부업무보고서 중 

추가됨 

2017.03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 2030
프로젝트’ 

《科技创新 2030- 
重大项目》 

“인공지능 2.0”출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정부정책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전폭적 혁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이하 내용은 미국 백악관이 발표해온 정책의 타임라인이다. 

2013.04 백악관 ‘브레인 이니셔티브’ 
Brain Initiavtive 

향후 10 년간 45 억 달러 

투자하여 인간 두뇌 중심 

체계적인 AI 연구개발 

2016.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국가 AI R&D 

전략계획’ 
Nation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AI 의 R&D 를 국가 

전략으로 투자 

2016.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인공지능 미래  

준비 보고서‘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I 

인공지능산업의 장기발전  

블루프린트 제시 

2016.12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 보고서‘ 
AI, Automation, and 

the Economy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동화 경제의 3 가지 

전략방안 제시 

 

2. 인공지능의 발전 역사 

인공지능의 역사는 1950 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공지능의 발전사 70 년 중, 

낙관론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황금기를 맞이했던 방면에 회의론이 

2017.07 국무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新一代人工智能
发展规划》 

2030 년까지 인공지능 강국건설을 위한 
“3 단계” 로드맵 제시 

2017.12 공업정보화부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 발전 3 년  

행동계획’ 
《人工智能产业发
展三年行动计划》 

AI 중점 상품 규모화 발전, AI 핵심 
기초역량 강화, 스마트 제조의 심화 발전, 

AI 지원체계 수립 

2018.01 
국가표준화관

리위원회 

‘인공지능 표준화 
백서 2018’ 

《人工智能标准化 
白皮书 2018》 

국가 인공지능 표준화 총괄팀과 전문 
자문팀 발족 

2018.03 국무원 
‘정부업무보고’ 

《政府工作报告》 
“인공지능”키워드 2 년 연속 등장, 

AI 기초/응용 분야 연구 강조 



돌며 정부지원 마저 끊기는 침체기도 있었고, 현재 AI 산업은 세 번째 붐을 맞이하고 

있다.    

 

1950 년,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런 튜링(Alan Turing)이 인공지능 

검사법이라고 불리는 ‘튜링 테스트’를 발표하였고 튜링테스트는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튜링 테스트는 어떤 기계가 인간과 대화를 한 후 인간이 기계와 대화를 

하였다고 인지하지 못했을 시 지능을 갖춘 기계라고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다.  

 

1956 년 여름, 다트머스 대학에서 수학, 철학, 공학 등 다양한 영역의 과학자 과학자가 

모여 “자동 컴퓨터, 이후, 프로그래밍 언어, 인공 신경망, 기계학습”을 주제로 진행한 

컨퍼런스가 인공지능학의 시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트머스 컨퍼런스 이후 AI 

영역은 첫 번째 황금기를 맞이하며 컴퓨터는 영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며, 기하학 

정의를 증명을 학습하고, 대수 응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 되고 ‘자연어 

처리’를 대표적으로 하는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이 나타나며 신경 회로망 학습 모형의 

초기 모형의 프레임이 출현하였다.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했던 AI 연구도 데이터 부족, 

메모리 용량과 프로세서 속도 제한 등 컴퓨터 성능의 한계로 학계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정부 지원마저 중단되어 1970 년도에 들어선 뒤로 침체기를 겪으며 

지지부진하였다. 

 

1980 년대,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이론이 발전되어 프로토타입 모델이 

공개되면서, AI 산업의  두 번째 황금기가 도래하였다. 전문가 시스템이란 좁은 문제 

영역에서 전문가 수준으로 동작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일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정보의 불확실성에서도 전문가의 수준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려 문제를 대신 

풀어내기 위해 개발되었다. (규칙기반 전문가 시스템에서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 중 

베이시안 이론과 확신도 이론이 있는데, 베이시안이란 통게적으로 추론해야 하는 

대상의 사전 확률과 추가적인 관측을 통해 해당 대상의 사후 확률을 추론하는 

방법이다. ) 

 

1980 년, 카네기 맬론 대학에서 DEC 회사와 설계한 XCON 전문가 시스템은 매년 

4000 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XCON 조차도 성능이 

특정한 분야의 국한되고, 업그레이드의 어려움, 과도한 유지 비용으로 인하여 기술 

회의론이 퍼지기 시작하며 인공지능의 겨울이 급격히 찾아왔다. 

 

1990 년대 이후, 다양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축적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분석해주는 논리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알고리즘 계산 성능을 높여주는 프로세서 

1950 년부터 지금까지 
AI 의 발전 역사에는 3 
차례의 황금기와 
2 차례의 암흑기를 
거침 
인공지능 산업은 두 
번의 변곡점을 거쳐  
지금의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됨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무어의 법칙이 적용되어 AI 산업의 황금기는 93 년부터 현재 

진행 중이다. 

 

1993 년부터 AI 산업은 황금기를 맞아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1997 년, IBM 회사의 

‘Deep Blue’는 당시 세계 체스 챔피언 Garry Kasparov 과의 경기에서 승리하였고, 

2006 년, 토론토 대학 교수이자 AI 의 대가 Geoffrey Hinton 은 20 년간 인공신경망의 

발전을 답보 상태에서 새로운 해결 방안인 딥러닝 인공신경망 이론을 제시하였다. 

2011 년, IBM 회사의 ‘Watson’은 미국 퀴즈쇼 ‘Jeopardy!’에 출현해 우승을 하였고, 

2016 년, Google 의 ‘AlphaGo’는 이세돌 9 단과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은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제 4 차산업 혁명의 핵심 분야로 자리 매겼다.  

 

3.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현 위치  

중국의 우수한 IT 인프라시설, 14 억 인구 규모에 비례한 방대한 데이터 자원이 

축적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더 나아가, 다양하고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유연한 

산업 육성 정책은 인공지능 영역의 혁신을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기반은 중국의 

인공지능 영역의 기술과 전문 인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계산 능력을 담당하는 프로세서는 단언하건대 인공지능의 

3 가지 핵심 요소이다. 중국의 IT 대기업은 방대한 데이터 자원에 대한 장악을 하고 

있지만, 표준화된 데이터 플랫폼과 중국 정부의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꺼려하는 점은 

AI 산업 발전의 제약 조건이 된다. 알고리즘 영역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비해 상당히 

뒤쳐 져있다. 통계 수치적으로도 중국의 인공지능 전문 인력은 미국에 비해 부족하고, 

연구기관과 실험실도 미국에 비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연어처리와 컴퓨터시각처리 

영역에 집중되어있다. 인공지능 산업의 하드웨어 부문도 중국은 오랜 기간 수입에 

의존하여 왔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인공지능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에 있어서 산업 기초분야 

연구 개발부터 기술, 응용분야의 전 방위적인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 

단락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초지식과 인공지능 산업을 이해하기 위한 전반적인 

인공지능의 기초, 기술, 응용분야를 소개하며 중국의 AI 산업을 여러 영역에 걸쳐 비교 

분석하겠다.  

 

 

 

 

현재 중국의 AI 산업은 
풍부한 인적물적자원과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급속적인 발전을 이룸. 
그러나, 전문적인 
인력과 인공지능 산업 
기초 분야가 부족 



본론 
우선, 인간은 경험으로 지식을 축적하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사고를 거쳐 결론을 도출

한다. 인공지능이란 이런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방한 기술을 뜻 한다.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축적은 인간의 지식의 축적과 같은 개념이며, 인공지능이 축적된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원하는 답을 얻는 과정은 인간이 사고를 거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사고방식을 통해 그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1. AI산업의 전반적 기술 소개(기초, 기술, 응용분야) 

인공지능 산업에서의 기술은 전반적으로 기초, 기술, 응용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기초분야는 인공지능이 무수한 데이터를 축적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클라우드기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통해 빠르게 결론을 도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세서가 대표적인 기초분야이다. 실제로 2015 년 이후 신속하고 강력한 

병렬 처리 성능을 제공하는 GPU 의 인공지능 산업으로의 도입으로 발전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론과 기술은 3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들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기초분야의 

비약적인 발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기술분야에서는 자연어처리, 컴퓨터시각등과 같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되어졌다. 머신러닝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및 기법이다. 이 학습을 하는 방법은 

4 가지로 나누어 지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다. 

지도학습 : 컴퓨터에게 답을 주고 학습 시키는 개념 
비지도학습 : 컴퓨터게 답을 제공하지 않고 학습 시키는 개념 
준지도학습 : 컴퓨터에게 어느 정도의 답을 제공하고 학습 시키는 개념 
강화학습 : 어떤 환경 안에서 정의된 컴퓨터가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여,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행동 순서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알파고 :  알파고(알파고 리-초기버젼)는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통해서 바둑 실력을 
키웠다. 여기서 알파고는 약 10 만 개의 인간 바둑기사들의 기보를 바탕으로 지도학습 
방법을 통해 바둑을 배웠다. 이때 알파고는 인간을 ‘흉내' 내는 수준이라고만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인간의 기보를 바탕으로 "인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둘까?”를 계산하여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다음 수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강화학습은 스스로 다량의 시뮬레이션을 반복 하여 위에서 
설명한 지도학습으로 둔 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어떤 
수를 두었는데, 그 수가 승리로 이어질 경우, 신경망 네트워크는 그 수를 가중치를 

인공지능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방한 
기술임. 인공지능 
산업은 기초분야, 
기술분야, 응용분야의 
3 개의 분야로 나뉨. 



두어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지금 어떤 수를 두면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에 대한 계산이 가능해진다. 
 

응용분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되어진 여러 기술들을 각 산업에 

접목하는 분야이다. 자연어 처리기술을 예로 들어보자면 자연어처리는 일종의 

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언어를 이해, 생성 및 분석을 다루는 인공 지능 기술인데 이 

기술이 스피커와 만나면 음성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된다. 이와 같이 이미 

여러분야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분야 

계산능력분야 
GPU/FPGA 등 하드웨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신경회로망칩등 계산능력을 상승시키는 서비스 

데이터분야 
신분정보, 의료, 구매기록, 교통정보등 각 산업의 

데이터 

기술분야 

개발언어환경분야 Tensorflow, Torch, Caffe, Theano, DMTK, DTPAR 

알고리즘분야 머신러닝, 딥러닝, 강화학습등 각종 알고리즘 

실용기술분야 
음성식별, 영상식별, 안면인식, 자연어처리(NLP), 

맵핑기술(SLAM), 센서융합, 경로계획등 기술 

응용분야 

응용플랫폼분야 
어플리케이션 배포 및 응용 서비스 플랫폼, 

로봇운영플랫폼 

솔루션분야 

인공지능광고제작, 인공지능진단시스템, 

인공지능비서, AI 작곡, 신원식별, 인공지능투자고문, 

무인차, 로봇 등 

각 분야별 응용 

 

2.중국의 현재 인공지능 산업 현황- 미국과의 비교 

인공지능 산업에서 기술이나 투자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현재 인공지능 산업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이번 단락에서는 전체적인 미국 중국 두 국가의 AI 산업을 기업 수 와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분석하겠다. 더 나아가 기초분야, 기술분야, 응용분야의 대표적인 9 개 영역 

(기초분야 : 하드웨어, 기술분야 : 소프트웨어, 자연어처리, 컴퓨터시각처리, 

응용분야 : 머신러닝응용, 인공지능무인기, 인공지능로봇, 자동주행/보조주행, 음성인식) 

을 통해 중국과 미국 AI 산업을 비교 분석하겠다.  

 

2.1 중국 AI 기업과 미국 AI 기업의 전체적인 규모 비교 



2017 년 6 월까지 전세계 인공지능 관련 기업은 2542 개에 다다른다. 그 중 

미국기업이 1078 개 전체에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은 592 개 전체에 23%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872 개 기업은 스웨덴, 싱가폴, 일본, 영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인도 등에 분포되어있다. 미국과 중국의 AI 기업은 전 세계 AI 기업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이 데이터로 두 국가가 전 세계 AI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현 

AI 산업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미국 AI 기업은 1991 년부터 설립되었고 중국 AI 기업은 이보다 5 년 늦게 

1996 년 시작되었다. 미국 AI 기업 수에 따른 발전은 4 가지 단계로 구분 할 수 있는데 

1991 년 ~ 1997 년까지 초창기, 1998 년 ~ 2004 년까지는 발전기, 2005 년 ~ 2013 년은 

고속성장기 , 2014 년부터 현재까지는 안정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1996 년에 초창기로 2003 년에는 발전기, 2008 년부터는 중간에 잠깐 주춤하긴 

했으나 2015 년까지 고속성장기를 맞이하였고, 이후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전세계 AI기업수

미국

1078개

43%

기타

872개

중국

582개

2017 년 6 월 기준 
전세계 총 AI 기업 수 
2542 개, 미국의 
AI 기업 : 1078 개(43%) 
중국의 AI 기업 : 
872 개(35%) 
 

기업 수 통계에 따르면, 
초창기 중국과 미국은 
많은 차이를 보였음. 
그러나 현재, 2 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두 국가를 비교분석하자면 미국의 시작이 5 년 발전기는 6 년 앞서지만 고속 성장기나 

안정기에 있어서는 2 년의 차이에 그친다. 중국이 현재까지 미국을 3~4 년 정도의 

격차를 따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만큼 중국에서 AI 산업 발전이 매우 빠르게 

이어지고 있으며 차츰 미국을 따라잡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발전은 대부분 미국을 모방하여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미국을 추월하는데 있어서 

어떤 노력이 필요 할지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2 투자규모 비교 

1999 년 미국이 처음으로 인공지능관련 기업투자사례가 생겨난 뒤로 전 세계 

AI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18 년이라는 기간 동안 약 32 조 6 천억원이 

인공지능산업에 투자되었다. 2017 년까지 미국의 총 누적 투자금액은 16 조 

6600 여억원이며 전체에 50.10%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중국이 10 조 8200 여억원 

33.18%를 차지하고 나머지 국가는 전체에 15.73%만을 차지한다. 기업 수와 

마찬가지로 AI 산업에 관한 투자규모 또한 미국과 중국이 전세계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료로 비추어 볼 때 두 국가 위주의 AI 산업발전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0

50

100

150

200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1991 - 2016 미국과 중국 AI기업 수 증가 추세

미국 중국 148 

166 

최고치 2 년 

1999 ~ 2017 년 
AI 산업 누적 투자규모 
미국 16 조 
6600 억원(50.10%) 
중국 10 조 8200 억원( 
33.18%) 



 
 

2.3 중국과 미국의 AI 산업을 9 개 영역에서 비교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같은 AI 산업에서도 중시하는 분야가 다르다. 

각 분야(세부적으로 9 개 영역에 기초해서 분류)에서 기업 수를 먼저 비교하자면 

기초분야(프로세서)는 중국기업이 14 개, 미국기업이 33 개, 중국기업이 미국기업의 약 

42%이다. 기술분야(자연어처리, 컴퓨터시각처리, 기술 플랫폼)는 중국기업이 273 개 

미국기업이 586 개 중국이 미국의 약 46%이다. 응용분야(머신러닝응용, 

인공지능무인기, 인공지능로봇, 자율주행, 음성식별)는 중국이 304 개 기업 미국이 

488 기업 중국이 미국의 약 62.3%이다. 종합적으로 기업 수에 있어서 기초분야와 

기술분야에서는 2 배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응용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다.  

 

 

1999 - 2017 AI산업총투자금액비교

기타

5조900억원

15.73%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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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중국 AI 9개영역기업수비교

미국 중국

단위:

AI 산업의 분야 별 
기업수를 비교하자면, 
중국은 기초분야에선 
미국의 42%, 
기술분야에선 46%, 
응용분야는 62.3%를 
차지함.  



 

중국은 기술 및 응용분야위주의 투자가 미국은 기초분야위주의 투자가 활발하다  

중국인공지능분야에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컴퓨터시각처리 분야이다. 약 

23%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자연어처리 19%, 자율주행 18%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자율주행은 전체 투자금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업수가 겨우 31 개 

정도밖에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투자자들이 응용분야의 자율주행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기초분야(하드웨어)에 가장 많이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다. 전체 

투자금액에 약 31%를 차지한다. 또한 기업 수도 33 개 정도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시 여기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미국기업은 산업화의 연결 구조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초분야 기술분야 응용분야 모두 균등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반해 중국은 응용분야 위주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3. AI산업의 6개 영역에 따른 기업 소개 

AI 산업의 기술발전은 주로 대기업 위주로 진행 되어 왔는데 이는 인공지능의 

핵심기술과 필요한 자원확보(데이터 수집, 분석 등)에 있어서 대기업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산업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벤쳐기업의 발전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앞에서 기초분야, 기술분야, 응용분야 3 분야를 9 개 영역에서 나누어 중국 AI 산업과 

미국 AI 산업을 비교했다면 현 단락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2,246 

4,357 

20,694 

26,772 

16,990 

5,229 

9,609 

18,121 

5,221 

52,119 

14,460 

22,775 

12,380 

34,905 

2,243 

11,006 

12,295 

3,266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연어처리

컴퓨터시각처리

머신러닝응용

인공지능무인기

인공지능로봇

자율주행/보조주행

음성인식

미국과중국 AI 9개영역투자금액비교

미국

중국

단위:억

9 개 영역에 기초한 
중국의 투자규모는 
기술 및 
응용분야(98%)에서 
활발함을 보이는 반면 
미국은 
기초분야(31%)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함. 



6 개 영역에서 어떤 AI 기업이 괄목할만한 기술개발이나 성장을 이룬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어떤 기업들이 인공지능산업의 미래를 주도할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IT 테크 거인은 다음 단락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아래의 리스트는 중국내 인공지능 전문 매체 지치즐신(机器之心)과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의 공동 연구소 Comet Labs 가 협력하여 IT 업계의 과학자, 가술전문가, 

산업전문가, 전문투자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발표한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AI 회사 

리스트이다.. 이 리스트는 기초연구, 기술력과상품, 업계잠재력, 회사운용능력, 

자본력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가장 전망이 있는 AI 관련 기업들을 

순위로 나열하였다. 

 

3.1 하드웨어 

AI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자체 하드웨어 발전이 필수적이다. 만약에 

하드웨어의 빠른 연산능력 도움 없이 컴퓨터가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AI 프로그램 알파고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AI 역사의 2 번의 침체기는 모두 하드웨어의 발전과 큰 

연관이 있을 만큼 하드웨어 중요함은 AI 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중국은 이런 하드웨어 영역에 있어서 많은 제품들을 미국제품에 의존 하고 

있으며,  투자규모에서도 무려 25 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초분야야 

말로 중국이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어야 할 분야이다. 가장 눈에 뛰는 기업으로는 

인공지능 전용 프로세서를 개발 중인 한우지(寒武纪)이다.  

 

기업 국가 기술연구 응용 

Wave 

Computing 
미국 딥러닝칩구조 DPU (Dataflow Processing Unit) 

Deep 

Vision 
미국 인공지능시각알고리즘 

인공지능알고리즘과 고효율칩기술을 

융합하여 고효율인공지능칩을 개발하고, 

스마트장치의 식별 능력을 향상시킨다. 

ALCES 미국 인공지능시각알고리즘 

핸드폰카메라에서 고화질의 3D 영상 감지를 

실현하여, 인공지능로봇의 식별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다. 

Ceva 미국 인공지능칩기술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신경망소프트웨어프레임워크 CDNN2 

중국의 AI 산업 기업 
분포를 하드웨어,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시각처리, 
인공지능로봇, 
자율주행 영역으로 
나누어 소개 

하드웨어 영역은 
AI 산업이 발전 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 영역 



TeraDeep 미국 
ARM 이동처리장치플랫폼에 

기초한 딥러닝알고리즘 
이동장치에 새길 수 있는 딥러닝모듈 

Kneron 
미/ 

중 

신경망처리장치 NPU 

솔루션 

Kneron 은 NPU 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서비스 

그리고 초기에 협정된 모든 NPU 해결책을 

만든다. 

한우지 

寒武纪 
중국 딥러닝 중국 최초 신경망 인공지능 프로세서 

션젠커지 

深鉴科技 
중국 

신경망압축, FPGA 개발 

신경망처리장치 DPU 설계 
딥러닝 DPU 플랫폼 

 

3.2 머신러닝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외부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크게 보자면 AI 산업의 한 분야이며, 컴퓨터는 머신러닝을 통해 지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머신 러닝은 컴퓨터 과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컴퓨터 시각(문자 인식, 물체 인식, 얼굴 인식), 자연어 처리(자동 

번역, 대화 분석), 음성 인식 및 필기 인식, 정보 검색 및 검색 엔진(텍스트마이닝, 

스팸 필터, 추출 및 요약, 추천 시스템), 로보틱스(경로 탐색, 무인 자동차, 물체 인식 

및 분류) 등의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머신러닝은 모든 AI 산업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 구글은 매년 자체적으로 머신러닝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2014 년에는 머신러닝 전문기업인 딥마인드를 인수했다. 중국 

벤처기업에 있어서는 아직, 눈에 띄는 기업은 없으며, BAT 를 중심으로 한 중국 IT 

테크 거인들이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기업 국가 기술연구 응용 

DeepMind 영국 인공지능기초연구 AlphaGo, AI 의료, Google 상품에 응용. 

Vicarious 미국 인공지능기초연구 새로운 컴퓨터 시각체계, 로봇시각 

Bonsai 미국 딥러닝 Inkling 스크립언어와 통합개발환경 Mastermind 

Preferred 

Networks 
일본 딥러닝 

딥러닝 조작시스템 Chainer, 사물인터넷에서의 

머신러닝 

Skymind 미국 딥러닝 딥러닝툴킷 SKIL、오픈소스프레임 Deeplearning4j 

H2O.ai 미국 머신러닝 오픈소스 머신러닝 플랫폼과 상업화 지원 

AI 산업의 기술들은 
대부분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만들어지는 
만큼 AI 산업의 핵심 
기술임 

http://h2o.ai/


Uptake 미국 
데이터마이닝 및 

머신러닝 

철도업과 건축업과 같은 대형산업을 위해 

데이터분석예측서비스 SaaS 를 제공한다. 

Indico 미국 머신러닝 
데이터수집가를 위해 영상과 문장을 식별 및 

분석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 

띠스퐌슬 

第四范式 
중국 머신러닝 AI 금융 및 예측 플랫폼 

 

3.3 자연어처리 

자연어처리 기술은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을 하는 AI 기술이다. 

자연어처리 기술은 인류가 더욱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게 만드는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여겨진다. 애플의 시리와 삼성의 빅스비 같은 음성인식 기반 서비스는 이미 

사람들의 일상에 많은 도움을 주며 최근 금융회사나 은행에서도 자연어처리 기술이 

기반되어지는 음성인식 고객상담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사람의 음성이 이용 

될 수 있는 모든 분야는 자연어처리기술의 응용범위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AI 산업에서 자연어처리기술은 활발히 연구 및 상업화에 힘쓰고 있으며 중국의 

대표적인 자연어처리기업 커다쉰풰이(科大讯飞)의 기술은 이미 전세계적에서 탑 

수준인데 1 분에 무려 400 자의 음성을 문자로 전화하며 중국어와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 할 수 있는 수준이며 정확도 또한 속기사의 74%를 

뛰어넘는 98%를 기록했다.  

 

기업 국가 기술연구 응용 

X.AI 미국 자연어처리 맞춤 스마트비서 

Api.ai 미국 
음성식별, 

자연어처리 
자연어대화시스템 

Synapsify 미국 자연어처리 내용에 따른 미래적 관점에서의 추출 및 건의 

KITT.AI 미/중 자연어처리 대화형 로봇플랫폼 ChatFlow 

커다쉰풰이 

科大讯飞 
중국 

음성기술, 

자연어처리 
입력법 및 교육、텔레콤등 영역에서의 솔루션 

쓰비츨 

思必驰 
중국 

대화형 음성인식, 

자연스러운 대화 

차량용, 스마트홈, 스마트로봇등 

AI 하드웨어기반 음성대화서비스 

윈즐셩 

云知声 
중국 

음성기술, 

자연어처리 

차량용, 의료, 스마트홈등 사물기반 인터넷의 

스마트음성솔루션 

추먼원원 

出门问问 
중국 

음성기술, 

자연어처리 
스마트워치 및 차량용 스마트음성 

 

자연어처리 기술과 
컴퓨터시각처리 
기술은 AI 산업에 가장 
중요한 감지기술, 그 
응용범위가 무척 
광범위하고 상업화 
하기에 비교적 용이 

http://x.ai/
http://api.ai/
http://kitt.ai/


3.4 컴퓨터시각처리 

컴퓨터시각처리 기술은 주로 사진이나 영상을 분석하여 데이터화 하는 AI 기술이다. 

이 기술은 자율주행, AI 보안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며 자연어처리와 더불어 

대표적인 AI 기술이라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얼굴인식 기능은 우리가 

페이스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현 기술의 수준은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그 

사람의 감정까지 분석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했다. 컴퓨터 시각처리 기술은 

24 시간 쉬지 않고 인간의 눈을 대체 할 수 있어 산업과 시장으로의 응용 이 

무궁무진하다. 중국에서 컴퓨터시각처리 관련 기업은 2011 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의 AI 산업에서 가장 많은 기업과 가장 많은 투자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 수준 또한 상당하여 국제적으로도 수준급이라 여겨진다. 중국의 대표적인 

컴퓨터시각처리 기업은 샹탕커지, 쾅슬커지등이 있다. 이러한 중국의 컴퓨터 시각처리 

기업들은 이미지넷(imagenet)이나 여러 이미지 식별 테스트에서 미국과 견줄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이미 인간의 식별능력을 넘어섰다. 

 

기업 국가 기술연구 응용 

Clarifai 미국 컴퓨터시각처리 영상식별 API 

Affectiva 미국 
컴퓨터시각처리 및 

딥러닝 
실시간 표정분석 및 감정분석 솔루션 

ViSenze 상가폴 컴퓨터시각처리 
전자상거래, 모바일전자상거래, 

온라인광고에서의 영상식별 솔루션 

Ditto Labs 영국 컴퓨터시각처리 
디지털매체、광고마케팅에서의 

사진식별분석 

Orbital 

Insight 
미국 

컴퓨터시각처리, 

딥러닝, 데이터수집 

대량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경제발전분석과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Planet Labs 미국 
컴퓨터시각처리,  

딥러닝, 데이터수집 

위성사진을 식별해 농업, 도시계획 및 

재난경보에 사용한다. 

Descartes 

Labs 
미국 

컴퓨터시각처리 및 

딥러닝 

DLFP 플랫폼을 통해 농업에 필요한 

데이터분석 및 예측 솔루션을 제공한다. 

샹탕커지 

商汤科技 
중국 

컴퓨터시각처리 및 

딥러닝 

안면인식, 위험물식별, 행동검사, 

차량검사등에서의 보안감시시스템 

쾅슬커지 

旷视科技 
중국 

컴퓨터시각처리 및 

딥러닝 

Face++ 안면인식 클라우드서비스 플랫폼, 

Image++ 영상식별플랫폼, 

VisionHacker 모바일게임스튜디오 제공 

이투커지 

依图科技 
중국 

컴퓨터시각처리 및 

딥러닝 

영상이해에 기초한 정보수집 및 인간과 

컴퓨터의 교류 시스템 



투푸커지 

图普科技 

중국  컴퓨터시각처리 및 

딥러닝 

영상식별、스마트심사등 클라우드서비스 

 

3.5 인공지능로봇 

인공지능로봇은 여타 기계와는 달리 인간 또는 생물과 같이 어느 정도의 지능 능력을 

구비한 로봇을 일컫는다. 여기서 말한 지능 능력은 감지 능력, 판단 능력, 동작 능력 

등이 있는데 앞서 소개한 인공지능 기술을 일컫는 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인공지능로봇은 공업용로봇과 서비스형로봇으로 나누어 지는데 여기서 

서비스형로봇은 의료, 금융업계 또는 가정에서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로봇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고령화 현상 심화에 맞춰 이러한 공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에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내 대표적인 공업용로봇기업으로는 

신송지치런과 아이푸푸지치런이 있으며, 서비스용로봇 방면에서는 2017 년 말 

커다쉰페이가 “샤오이”라는 AI 의료로봇을 개발하였는데 이 로봇은 의료자격인증시험에 

평균 합격 점수 보다 월등한 점수로 합격하였으며 의사의 보조자 역할로 주목 받고 

있다. 

 

기업 국가 기술연구 응용 

ABB Robotics 스위스 로봇과 자동화기술 공업용로봇 및 스마트장비 

Fanuc 일본 로봇과 자동화기술 공업용로봇 

KUKA Robotics 독일 로봇과 자동화기술 공업용로봇 

Rethink Robotics 미국 인간과 로봇의 교류 인공지능로봇 

Universal Robots 덴마크 로봇개발 및 자동화기술 공업용로봇 

3D Robotics 미국 
컴퓨터시각처리 

및로봇기술 

무인기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Cyberdyne 일본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료비서로봇 

iRobot 미국 
컴퓨터시각처리 및 

로봇기술 
전자상품 및 가정용로봇 

ReWalk Robotics 독일 
컴퓨터시각처리 및 

로봇기술 

탑승용 로봇, 장애인전용 

스마트장치 

Dyson 영국 

인공지능로봇, 

자동시각위치측정 및 

집안지도구축 

청소로봇 

신송지치런 

新松机器人 
중국 로봇과 자동화기술 공업용로봇 솔루션 

인공지능로봇은 지능 
능력을 구비한 로봇  
이런 지능 능력을 
AI 기술로 구현 시켜서 
로봇과 접목 한 것이 
인공지능로봇임 



아이푸터지치런 

埃夫特机器人 
중국 로봇 

공업용로봇 및 스마트장비 

솔루션 

따지양 

大疆 
중국 

 무인기, 장애물감지, 

시각기반주행, 

자동네비게이션 

무인기 항공촬영 및 영상 

전송 

 

3.6 자율주행 

자율주행 기술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차량 변경 제어 기술, 장애물 회피 제어 

기술 등 을 이용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최적의 주행 경로로 운전자의 직접 

운전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행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자율주행기술은 위와 같이 

여러 기술들의 집합체로 볼 수 있는데 이 기술들은 대부분 AI 관련 기술들이어서 

자율주행기술을 AI 산업의 대표적인 응용분야로 볼 수 있다. 현 자율주행기술은 이미 

거의 상업화에 근접 해 있으며 머지 않은 미래에 보편화 되어 질 기술이다.  

중국에서 현재 자율주행산업에 대한 관심은 투자규모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엄청나며 정부차원에서도 2018 년 1 월  “자율 주행 자동차 혁신 발전 전략”을 발표할 

만큼 현 AI 산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이다. 또 자율주행기술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장을 볼 때 필요한 카트에서 응용 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중국 대부분 무인자율주행자동차 

회사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과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을 

해나아가고 있으며, 이미 L4 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기업 국가 기술연구 응용 

Tesla 미국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Drive.ai 미국 딥러닝 무인운전자동차 

Mobileye 이스라엘 컴퓨터시각처리, 자율주행 

자동차시각처리알고리즘과 

보조주행시스템의 

하드웨어기술 

nuTonomy 
싱가폴 

미국 
3D 자율주행기술 

도시내에서 자율주행의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Innoviz 

Technologies 
이스라엘 

자유주행에 필요한 정밀한 

지도와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 

고해상도 레이저 

Peloton 미국 
가까운 거리의 통화를 

보호하는 안전시스템 
자율주행트럭 

자율주행은 AI 기술들
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응용영역으로 현재 
미국과 중국 두 국가 
모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http://drive.ai/


 

 

 

4. 중국 IT 테크 거인의 인공지능 산업 진출 현황 
IT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IT 테크 거인의 공헌이 아무래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IT 테크 거인들이 IT 산업의 생존에 필요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만드는데 많은 인력과 자금을 동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T 테크 거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찾고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들을 사들이거나 다양한 
제품과 플랫폼들을 시장에 내놓는 노력들은 그 이유가 현실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술 중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새로운 
미래상을 가져다 줄 기술로써 이미 학계 혹은 산업에서 인류의 노동력을 해방시키고, 
노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기술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개발이 한창이다. 그렇기에 중국의 BAT 와 미국의 FAAGMII(Facebook, Amazon, 
Apple, Google, Microsoft, Intel, IBM) 는 이런 점을 간파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투자와 
기술개발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선 
BAT 와 FAAGMII 가 인공지능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중국의 대표기업인 BAT 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본 뒤 미국의 IT 테크 거인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볼 것이다. 
 

4.1 Baidu 의 인공지능 산업 전략 
먼저, Baidu 는 2013 년 1 월 부터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딥러닝 
실험실(IDL)을 시작으로 이 후 5 대 실험실을 설립하였다(딥러닝 실험실, 실리콘밸리 
인공지능 실험실, 빅데이터 실험실, AR 실험실 그리고 딥러닝 및 국가 공정 실험실). 
2013 년 부터 지금까지 5 년 여 동안 5 대 실험실의 연구 결과는 큰 결실을 맺었다. 
스마트 클라우드（智能云）를 통해 컴퓨팅의 기반 시설과 데이터 추출, 분석, 태그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였고, Baidu Brain(大脑) AI 플랫폼을 통해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언어/사진/AR/VR 에 대한 감지 능력과 NLP 처리, 지식 지도(地圖), 사용자 
시나리오 등의 인지 능력을 개방시켰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응용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 년에는 인공지능을 실제로 응용한 
인공지능 운영체제 Duer OS 를 발표하였고, 2017 년에도 Apollo 라는 

SmartDrive 미국 
컴퓨터시각처리 및 데이터 

수집 
교통안전 및스마트 솔루션 

Zoox 미국 자율주행 완전히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 

투션후리엔 

图森互联 
중국 컴퓨터시각처리 및 딥러닝 자율주행 및 영상식별 서비스 

Minieye 중국 컴퓨터시각처리 및 자율주행 보조주행시스템 

Momenta.AI 중국 컴퓨터 시각처리 및 자율주행 자율주행 및 영상 식별 

중국 인공지능 산업은 
BAT 를 선두로 다양한 
시도와 기술 개발을 
이끌어가고 있음 
BAT 중에서 Baidu 와 
Alibaba 가 인공지능 
산업에 먼저 진출. 
Tencent 는 후발주자로 
참여 
 



무인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발표하였다. (Duer OS 는 
사용자와 기기 간에 언어적 인터렉티브를 가능하게 해주는 인공지능 OS 이고, 
Apollo 는 자율주행자동차개발자를 위한 개발 플랫폼). Baidu 는 “All in AI”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 플랫폼 개발을 통해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응용 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Baidu 인공지능 관련 기업 투자 사례. 

회사명 투자거래규모 시리즈 투자 
시기 

회사 설명 비
고 

创维酷开 
Skyworth 
CooCaa 

10.10 억 RMB 전략투자 2018.3 Skyworth 
스마트 TV 및 
엔터테인먼트 
기기  

 

Lightelligence 1000 만달러 씨드 투자  2018.2 광컴퓨팅을 
활용한 AI 칩  

 

甘来깐라이 1 억 RMB 이
상 

B 시리즈 2017.1
1 

스마트 자판기  

声智科技
성즐커지 

1 억 RMB A 시리즈 2017.9 인공지능 음성 
인터렉티브 

 

KITT.AI 
키드닷 AI 

1 억달러 인수합병 2017.7 AI 기반 챗봇  

Xperception 불분명 인수합병 2017.4 컴퓨티 비젼  

8i 2700 만 달러 B 시리즈 2017.2 AR(홀로그램)  

渡鸦科技 Raven 
Tech 

약 1 억달러 인수합병 2017.2 스마트 
인공지능 음성 
비서 플랫폼 

 

Velodyne Lidar 1.5 억달러 전략투자(Ford
) 

2016 자율주행자동
차 라이더 

 

Zest Finance 불분명 E 시리즈 2016 Fintech, 
신용정보 
제공및 평가 

 

中科慧眼 
중커후이옌 

약 1 억 RMB Pre-B 시리즈 2017.1
1 

자율주행자동
차 시각 감지 
시스템 연구 
개발 

 

Falcon 
팔콘컴퓨팅솔루
션 

800 万美元 B 시리즈 2017.5 FPGA 
어플리케이션 
최적화, 
빅데이터 회사 

 



Yi Tunnel 수천만 RMB 엔젤, Pre-A 
시리즈 

2017.7 스마트 자판기, 
무인판마대 
시스템 

 

 

4.2 Alibaba 의 인공지능 산업 전략 
Alibaba 는 2014 년 데이터과학과 기술 실험실(iDST)을 필두로 인공지능 산업에 
뛰어들었다. 우선, 인공지능을 Alibaba 자체 서비스에다가 응용시키는 데 주력했다. 
Alibaba 핵심 서비스인 Taobao 쇼핑몰의 상품추천, 고객센터, 포스터 홍보, 웹사이트 
운영 보수 유지 뿐만 아니라 Ant Financial 의 금융 서비스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공지능 실험실인 A.I. Labs 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2017 년에 이미 제품으로 출시된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인 天猫精灵에 탑재된 AliGenie OS, AR 오픈 플랫폼과 AR 컨텐츠 
플랫폼이 개발되었다. 이 후 A.I. Labs 는 무인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 산업에 걸쳐 인공지능 기술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大脑” Big bran 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을 연구 개발 중에 있다. Aliyun 은 각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이 쓰일 수 있는 플랫폼-ET 도시브레인(城市大脑), ET(医疗大脑), 
ET(工业大脑), ET(环境大脑), ET(航空大脑)-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으며, Aliyun 이 
이러한 플랫폼들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재탄생시키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Alibaba Damo Academy 를 설립하여, 전세계 뛰어난 인재와 우수한 
연구기관과 함께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양자컴퓨팅, 머신러닝, 기초 알고리즘, 
네트워크 보안, 컴퓨터 비젼, NLP 처리, 인간-기계 인터렉티브 인터페이스, IC 칩 기술, 
센서기술, 내장 운영체제등-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Alibaba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업 투자 사례 

회사명 투자거래규모 시리즈 투자 
시기 

회사 설명 비고 

商汤科技 
Sensetime 

15 억 RMB C 시리즈 2017.11 안면인식  

旷视科技 
Face++ 

4.6 억 달러 C 시리즈 2017.10 안면인식  

Magic Leap 5.02 억달러 D 시리즈 2017.9 웨어러블 
디바이스(안경) 

 

寒武纪 
한우지 

1 억 달러 A 시리즈 2017.8 AI 칩  

深鉴科技 
센젠커지 

4000 만 달러 A+시리즈 2017.8 AI 칩  

杭州魔点科
技 
Moredian 

수천만 RMB A 시리즈 2018.1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SBRH 7.32 억 RMB 전략투자 2015 감정 로봇  

杭州中天微 
C-Sky 

불분명 인수합병 2018.4 AI 칩（CPU）  

耐能 
Kneron 

수천만 달러   AI 칩(이동단말기용)  

Barefoot 
Networks 

2300 만 달러 B 시리즈 2016.11 Programmable Chip  

思必驰 
Ai Speech 

약 2 억 RMB C 시리즈 2016.1 음성인식(자연어처리)  

Infinity AR 1800 만 달러 전략투자 2016.11 AR 기술(안경)  

Wayray 1800 만달러 B 시리즈 2017.3 AR 자동차 
네비게이션 

 

 

4.3 Tencent 의 인공지능 산업 전략 
Tencent 는 중국 인터넷 산업의 최강자로, Baidu 나 Alibaba 에 비해 조금 뒤늦게 
인공지능 산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2016 년 부터, AI Lab, Youtu 실험실, Wechat AI 
실험실의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과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미래산업에 
대비하고 있다. AI Lab 과 Wechat AI 실험실은 머신러닝, NLP 처리, 음성식별, 컴퓨터 
비젼에 대해 연구 하고 있으며, Youtu 실험실은 컴퓨터비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Tencent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자신의 인터넷 서비스에 먼저 시범적으로 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Wechat 메시저 안의 번역 기능, QQ 동영상, 음악, 뉴스 서비스의 
추천, 컨텐츠 순서 배열등에 인공지능 기술이 쓰이고 있다. Tencent 는 “AI in All”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인공지능 기술이 각 산업에 응용 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아끼지 
않고 있다. Baidu 나 Alibaba 와 같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플랫폼은 아직 많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인공지능 의료 플랫폼이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 시큐리티 
시스템, 전자 정부, 스마트 소매등의 영역에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음성인식 
인터렉티브 인공지능 플랫폼이나 무인자율주행차 기술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Tencent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업 투자 사례 

회사명 투자거래규모 시리즈 투자 시기 회사 설명 비고 

妙手医生 
먀오쇼우이셩 

5 억 RMB C 시리즈 2018.4 의사환자관계 및 
의약품관리 
플랫폼 

 

工匠社科技 
GJS Robot 

수천만 RMB A 시리즈 2017.11 격투기 로봇  

深圳有必选科
技 
UBTECH 

4000 만달러 C 시리즈 2017.11 인간형 인공지능 
로봇 

 

奇幻工房 4100 만 달러 C 시리즈 2017.11 12 세 이하 로봇 
코딩 교육 

 



FANCY 
ROBOT 

体素科技 
VoxelCloud 

1 억 RMB A+시리즈 2017.9 의료 인공지능, 
의료 영상 판독, 
임상 데이터 
처리 등 

 

乐聚机器人 
Leju Robot 

5000 만 RMB A 시리즈 2017.8 인간형 인공지능 
로봇 

 

雷鸟科技 
레이셩커지 

4.5 억 RMB 지분투자 2017.7 스마트 TV 생산  

ObEN 500 만달러 전략투자 2017.7 VR AI-개인정보 
기반으로 한 
아바타 생성 

 

碳云智能 
iCarbonX 

약 
10 억 RMB 

A 시리즈 2016.4 건강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DiffBot 1000 만달러 A 시리즈 2016 인공지능 
웹페이지 내용 
추출 

 

SkyMind 20 만 달러 시드투자 2015 오픈소스 기반 
딥러닝 플랫폼 

 

CloudMedx 630 만 달러 시드투자 2015.5 의료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 

 

Scaled 
Inference 

불분명 엔젤투자 2014.7 인공지능 기술 
플랫폼  

 

搜狗 
Sogou 

4.48 억 달러 전략투자 2013 자연어처리, 
검색엔진 

 

Barefoot 
Networks 

2300 만 달러 B 시리즈 2016.11 Programmable 
Chip 

 

真时科技 
Paceware 

불분명 A 시리즈, 
전략투자 

2016.10 웨어러블 
디바이스 

 

 

4.4 중국과 미국 IT 테크거인의 인공지능 산업 진출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중국과 미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인공지능 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덕분에 인공지능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그로 인해 우수한 인력과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서서히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크게 3 부분으로 
나뉜다. 기초분야, 기술분야, 응용분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중국과 미국 IT 대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은 이 세 파트의 기술들이 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응용분야가 주로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으며, 기술분야의 기술들은 이제서야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아래 표는 현재, 중국과 미국 테크 거인들의 인공지능 산업 진출 
현황이다. 

 

회사 

응용분야 기술분야 기초분야 

To C 제품 산업 솔루션 기술플랫폼/프레임워
크 

반도체 

Faceboo
k 

챗팅 봇, 
인공지능 스마트 
홈 Jarvis, 스마트 
사진 관리 
Moments 

안면인식 
Deepface, 
Deepmask, 
Sharpmask 

딥러닝 스트럭쳐 
Torchenet, FBlearner 
Flow 

인공지능 
하드웨어 
플랫폼 
BigSur 

Amazon 스마트 스피커 
Echo, Alexa 
음성인식, 스마트 
무인 매장 
Amazon Go, 
무인기 Prime Air 

Amazon Lex, 
Amazon Polly, 
Amazon 
Rekognition 

AWS 클라우드 
플랫폼 

Annapurna 
ASIC 

Google 구글 
무인자율주행차, 
Google Home 

Voice 
Intelligence 
API, Google 
Cloud 

Tensorflow 시스템, 
Cloud Machine 
Learning Engine 

커스터마이
징 TPU, 
Cloud TPU, 
양자컴퓨팅 

Microsoft SKYPE 실시간 
번역, Cortana 
가상비서, Tay, 
스마트 캠 A-eye 

마이크로소프
트 인지 
서비스 

DMTK, Bot 
Framework 

FPGA 

Apple Siri, IOS 사진 
관리 

  Apple 
Neural 
Engine 

IBM  Watson, 
Bluemix, Ross 

SystemML  

腾讯 Wechat AI, 
Dreamwriter 뉴스 
에디터, 바둑 
AI”주에이”, 
티엔티엔 P 투 

스마트 검색 
엔진”윈소우”, 
중국어 

턴센트 클라우드 
플랫폼, Angel, NCNN 

 

百度 바이두슬투(이미
지 식별), 바이두 
무인자율주행차, 
뚜미(Duer, 
개인비서) 

Apollo, 
DuerOS 

Paddle-paddle Duer OS 칩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 
IT 대기업들은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다만, 중국과 미국 IT 
테크거인 간의 기술 
격차는 큰 편임 



표 4. BAT 와 FAAGMII 인공지능 산업 진출 현황. 
 
IT 대기업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인공지능 기술 분야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각 기업마다 인공지능 관련 Lab 을 설립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공지능 개발 
소포트웨어툴로는 Google 의 Tensorflow, Facebook 의 Torch, Microsoft 의 CNTK, 
IBM 의 SystemML 등이 있다. 이 오픈소스 개발 툴은 인공지능 시대의 iOS 나 
Android 와 같은 존재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환경을 제공해준다. 
 

회사 이름 배포시기 오픈소스 플랫폼 설명 

Google 2015.11 Tensorflow Google 2 세대 
딥러닝 시스템, 
동시 여러개의 서버 
지원 

Microsoft 2015.11 DMTK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빅데이터에 
응용시켜주는 도구 
패키지 

IBM 2015.11 SystemML 알고리즘 
커스터마이징, 
다양한 방식의 
코딩, 자동 최적화 
지원 

Facebook 2015.12 Torchnet 딥러닝 인공지능 
최적화 도구 

Microsoft 2016.01 CNTK 오픈소스 딥러닝 
플랫폼 

Amazon 2016.05 DSSTNE 멀티 GPU 기반 
딥러닝 라이브러리 

Baidu 2016.09 Paddle-Paddle 딥러닝 오픈소스 
플랫폼 

Tencent 2017 Angel, NCNN 인공지능 오픈소스 
프레임 워크 

 

阿里巴巴 스마트 음향기기 
“티엔마오 요정 
X1”, 스마트 
고객센터 
“아리시아오미” 

城市大脑(도시 
브레인) 

PAI 2.0  

기술분야에서 미국 
테크 거인인 Google, 
Microsoft, IBM, 
Facebook 등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먼저 선점. 



Google 은 2011 년부터 AI 부서를 신설하여, 머신러닝 기술을 구글 검색, Google Now, 
Gmail 등 자신들의 서비스에 응용하는 데 지속적인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스마트폰 OS 오픈소스인 Android 시스템에도 딥러닝 기능을 추가하였다. 2011 년 
1 세대 머신러닝 시스템이 개발되어, Youtube 에 존재하는 대량의 사진들을 통해 
고양이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고, 2015 년, 2 세대 인공지능 오픈소스 OS 인 
TensorFlow 를 발표하였다. TensorFlow 는 자주 쓰이는 딥러닝 기술, 기능, 그리고 
수많은 예제들을 담은 프레임워크다. 구글은 TensorFlow 와 같은 기초적인 프레임워크 
뿐만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로 응용하는 데에도 수많은 노력을 쏟았다. 2014 년 
DeepMind 가 구글에 인수합병된 이후, 207 편의 논문이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구글에 모여들었다. 
 
Facebook 은 2013 년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개발자인 Yann Lecun 을 
영입하여 회사의 이미지식별기술과 자연어처리기술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다. 
Facebook 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Torch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2015 년 
12 월에 오픈소스로 발표되었다. 뿐만 아니라, Big Sur 과 같은 인공지능 하드웨어 
플랫폼 등 여러 프로젝트들이 발표되고,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Microsoft 는 2016 년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실과 Cortana, 로봇 고나련부서를 통합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연구사업부”를 신설하였다. 현재, 7000 여명의 CS 전문가와 
엔지니어가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또한, 2016 년에 딥러닝 도구인 CNTK 를 
발표했는데, CNTK 는 CNN, DNN, RNN 등의 딥러닝 기술들을 효율적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IBM 역시 Google 과 Microsoft 의 오픈소스 딥러닝 플랫폼에 자극을 받아, 
SystemML 이라는 딥러닝 플랫폼을 런칭했다. IBM 은 또한 인지 컴퓨팅 플랫폼 또한 
개발자에게 공개하여, Watson 의 인지연산능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Baidu 는 2016 년, 딥러닝 플랫폼인 Paddle-Paddle 을 발표하였다. Paddle-Paddle 은 
검색, 이미지, 음성인식, 자연어 이해, 사용자 시나리오 등 영역의 기술을 포함한다. 
Tencent 는 다양한 사업 부서에서 자신만의 사업 부서에 맞는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중에 있다. 인공지능 부서 중 하나인 AI Lab 은 인공지능 기술과 현재 Tencent 의 
서비스들에 어떻게 응용시킬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BAT 와 FAAGMII 의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 오픈소스를 통해 생태계와 거대한 해자 구축에 나서고 있다. 
Google, Amazon, BAT 모두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초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Google, 
Microsoft, Amazon 모두 자신들의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가능토록 오픈소스나 프레임워크를 배포할 뿐만 아니라 많은 기능과 상당한 
연산능력처리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IT 테크 거인들이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기존의 정보화 
기초 설비에서 한단계 진화한 기술로써, 미래의 인류 산업을 이끌어갈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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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IT 공룡들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과 인공지능 
기술을 전 산업에 걸쳐 적용 시킬 적합한 시기 라고 보고 있다. 두번째, 각 기업들은 
오픈소스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에서 개방형 혁신을 이끌고 있다. 각 IT 테크 거인들은 
오픈소스 딥러닝 플랫폼 개발과 배포를 통해 수많은 개발자와 엔지니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로 인해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하고 우수한 서비스와 기술들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초분야에서 두 국가의 IT 테크 거인들을 비교해보자. 인공지능 
산업 기초분야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인공지능 칩 기술이다. 인공지능 칩은 
GPU, FPGA, ASIC 등으로 종류가 구분이 되는데, 단연 미국의 기술력이 가장 앞서고 
있다. 세계 10 대 인공지능 칩 제조회사 중 6 개 미국 기업(Google, NVIDIA, Intel, IBM, 
Microsoft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Google 은 딥 러닝 알고리즘인 TensorFlow 를 지원하기 위한 TPU(TensorFlow 
Processing Unit)이라는 칩을 개발했다. 이 칩은 이미 알파고나 스트리트 뷰, 머신러닝 
시스템인 RankBrain 에 쓰이고 있다. 2017 년 Google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2 세대 
클라우드 TPU 의 이론 연산능력이 180Tera Flops(1 초동안 180Terabyte 의 부동소수점 
연산이 가능하다-흔히 CPU 는 GigaFlops 의 단위를 씀) 까지 성능을 발휘하며, 
머신러닝 모델 훈련과 실행에 있어 더욱 빨라진 속도를 체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NVIDIA 는 GPU 산업을 이끌어 가는 선도자로써, 제품의 응용 범위가 게임, 영화 제작, 
제품 설계, 의료 진단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GPU 는 그래픽 처리장치라고 
하는데, 강력한 병행처리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AI 연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처음 GPU 가 AI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계기는 2012 년 
열린 이미지넷 대회로 알렉스 크리제브시키 팀이 GPU 를 이용하여 이미지인식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이 후 GPU 는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 핵심부품으로 
자리잡았다.  
 
CPU 의 최강자인 Intel 은 다수의 인수합병을 통해 FPGA 시장에 진출하였다.. 2015 년 
12 월 29 일, 167 억 달러의 금액으로 Altera 를 인수하였고, 인텔의 Atom CPU 와 
FPGA 를 결합하였다. 이러한 칩은 자동차 전자제어 시스템 등에 쓰일 수 있고, 
클라이언트 들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Microsoft 는 FPGA 인공지능 칩을 중점적으로 연구개발 중에 있다. FPGA 는 고성능, 
저전력, 용도에 맞게 반도체를 설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미 Microsoft 의 
FPGA 는 Bing 검색에 쓰이고 있다. Microsoft 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zure 에도 쓸 
수가 있으며, 신경 네트워크를 통해 칩의 속도를 기존의 칩보다 대폭적으로 
향상시켰다.  
 
※뉴로모픽 컴퓨팅(Neuromorphic computing)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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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모픽 칩은 일종의 뉴로모픽엔지니어링 기술로 인간의 뇌의 작동방식을 모방한 
정보처리 방식으로 학습능력을 가진 초저전력의 칩이다. IBM 은 2008 년 부터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칩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2011 년과 2014 년에 TrueNorth 라ㅌ는 
1 세대와 2 세대 칩을 발표했다. 2 세대의 신경세포 갯수를 100 만개 까지 늘렸으며, 이 
칩으로 가능한 프로그래밍 숫자는 기존 칩의 976 배, 매초 마다 460 억 번의 
연산능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Apple 은 Apple Neural Engine 이라는 애플 전용 칩을 개발하였다. 자신들의 제품에 
인공지능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안면인식, 음성인식 등 인공지능과 
관계된 작업을 인공지능 모듈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설계 되었다.  
 
사실, 인공지능 칩 분야는 Intel, IBM, 모토로라, Philps, Toshiba, 삼성등 많은 기업들이 
개발에 시도했지만, 실패를 맛 보았다. 첫번째 이유로는 특허기술의 벽이 높다. 
FPGA 는 약 9000 개의 특허 기술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어, 새로이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 전세계 CPU 독과점 기업인 Intel 또한 
FPGA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167 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Altera 라는 
FPGA 기업을 사들여야만 했다. 
두번째 이유로는 인공지능 칩 시장이 아직은 소규모라는 데에 있다. 2016 년 전세계 
FPGA 시장규모는 50 억 달러 정도 인데다가, 90% 이상이 Xilinx 와 Altera 두 회사가 
대부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시장 상황은 GPU 나 ASIC 나 마찬가지 이다. 
규모가 작은 시장환경에 많은 대기업 들이 진출을 했다가는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 세번째 이유로는 투자 회수기간(divestment period)가 길다는 것이다. 특허기술의 
벽을 넘고, 50 억 달러의 작은 시장 규모를 감내 하더라도, 인공지능 대표 칩 중 
하나인 FPGA 칩을 예로 들면, 연구개발에서 실제 생산에 이르기 까지 7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단 한번의 이익도 창출되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이 
꺼려하고,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딜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 AI 칩은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으로, 고도의 기술적 요구와 부가가치를 
최대한 창출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이자 중추이다.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 AI 칩은 그 
산업가치와 전략적 지위의 관점에서 응용분야의 혁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AI 칩 기술은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IC 칩 산업을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나눠봤을 때 IC 설계, 
파운드리,  실링(seal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은 전 IC 칩 산업에 걸쳐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반면, 중국은 파운드리와 실링 부분에서만 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IC 칩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량을 봤을 때, 미국은 33 개 기업, 중국은 12 개 기업 
정도가 있다. 미국의 대표 IC 칩 생산기업으로는 Google, Intel, IBM 뿐만아니라, 
Qualcomm, NVIDIA, AMD, XILINX 등 각자 영역에서 실력이 가장 뛰어난 기업들이 
포함 되어 있으며, 중소규모의 스타트업도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중소규모의 기업들을 위주로 IC 칩을 연구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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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BAT 와 같은 IT 기업들은 이 분야에 아직 진출하지 않았다. AI 칩은 GPU, 
FPGA, ASIC 3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AI 칩 산업에 있어서 각 기업들이 
3 개의 분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GPU 와 FPGA 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 반면에 중국기업들은 FPGA 컴파일，ASIC 과 뉴모로픽 칩 분야에서 
약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AI 칩의 개발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AI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언어, IC 기술, 반도체 기술 등. 많은 기술들이 집약된 
분야이다. 거대한 국제적 경쟁에 맞서, 단순한 한 기업의 R&D 만으로는 그 발전에 
한계가 있다.  
 

결론 
5. 중국의 AI 산업 발전방향 
앞에서 볼수 있었듯이 중국은 아직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 미국의 기술력과 산업 
투자 규모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여전히 인공지능 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분야에서 중국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AI 
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전세계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우선과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고, 미래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5.1 중국의 AI 산업 우선과제 
우선 과제 1 : 견고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기초 분야 기술 축적 
AI의 발전동력으로서 가장 필요한 기초분야는 AI 칩과 데이터 방면 지식이다. 중국의 
AI 산업의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기초분야 기술의 부족과 양질의 데이터 
부족이다. 그 중 먼저 얘기할 것은 AI칩이다. AI란 다량의 데이터를 최단 시간 내에 
처리하고 결론을 도출해야한다. 이런 프로세스에 있어서 칩의 성능에 따라 AI의 
성능이 좌지우지 된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허나 이러한 기초분야의 기술들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질 수 없고, 많은 자본투자를 한다고 하여도 다년간의 연구성과가 
축적이 되어야 한다. 비록 늦은 감이 있을 지라도 중국은 AI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야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중국 
인공지능 산업에서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데이터이다. AI 기술이 정확하게 응용이 
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 뿐만 아니라 각 응용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공개 순위를 봤을 때, 중국 정부의 데이터 
공개나 데이터화에 있어 굉장히 뒤쳐져있다. 예를 들어 법률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판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례를 통해 정확도를 높여야 하지만, 현재  
중국의 판레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 판례를 인터넷 상에서 찾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들의 연속은 중국의 AI 산업 발전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또 다른 
데이터 확보에 관련된 문제는 많은 곳에서 데이터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기존의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 전역이 아닌 
대도시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AI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AI 산업이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기에, 중국 정부는 AI 산업에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다양성을 개선하고 공개하는 것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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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데이터들이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AI 산업이 좀 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2가지 부족한 점을 해결해야만 한다. 
 
우선 과제 2 : 전통 산업 내 AI 기술의 채택 확대 
AI는 인류의 모든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그러나 현재의 AI 기술은 중국의 BAT나 몇몇 유니콘기업들만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과 응용에 AI 기술이 도입이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 전통 산업들은 AI 기술 도입에 있어 굉장히 인색하다. 인공지능 산업이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이 되려면 아래와 같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한다. 첫번째 장애물은 
오래된 운영 방식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기업들은 AI 도입을 고려조차 
하지않고 있다. 그 말인 즉슨, AI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미국, 영국의 농업산업에서는 AI 도입을 위해 씨를 심는 
날짜 부터 날씨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물의 수량과 품질과 같은 농업생산에서 생기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시작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두번째 
장애물은 전통 산업의 AI 관련 전문 인재와 기술의 부재이다. 현재 중국은 AI 의 실제 
산업에 대한 응용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인재과 기술들이 부족한 실정인데, 한정된 
인재로는 몇몇 분야에만 집중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정부가 개입하여, AI 인재를 
양성하고, 각 전통 산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활용하여, 많은 AI 
기술과 데이터 확보가 이루어질 수록 전통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과제 3 : 전문화 된 AI 인재의 파이프 라인 강화 
중국 AI 산업에 있어서 또 다른 한가지의 문제점은 중국의 AI 인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 투자 규모 뿐만 아니라 인재의 
수량도 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중국 정부는 중국 AI 인재 격차 
해소와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관련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혁신 및 디지털 기술에 더 중점을 둔 교육 시스템을 재조정하며 최고의 글로벌 
인재를 끌어 들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재 풀 양성을 위해 AI 
교육 프로그램을 수입하고 중국 명문대학교에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 지원한다거나 
산학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각 국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자면, 
한국 정부는 최근 한국 대기업과 공동으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설립을 
위해 1 조원을 투자하였고, 캐나다 정부는 또한 몬트리올 대학 등 3 곳의 인공지능 
연구 프로그램에 2 억달러 이상을 투자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같은 
학술연구기관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현재 스탠포드 
(Stanford)와 MIT 와 같은 미국 최고의 대학들은 컴퓨터 과학과 인문학을 결합한 
전공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많은 산업문야에 걸쳐 새로운 유형의 AI 응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AI 인재 양성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예로, Google DeepMind 는 3 분의 2 의 연구개발인력을 런던 
대학, 옥스퍼드 대학교, 몬트리올 대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역 대학의 AI 와 관련된 연구와 연구실에 집중 투자하여, 인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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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중국도 AI 인재 확보에 있어서, 공공, 민간 모두 힘을 
합쳐 인재 육성에 집중하여야 한다.  
 
우선 과제 4: AI 산업 도래에 대비한 인력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AI 기술의 도입은 사회와 산업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대체 될 
수 있는 직업들은 빠르면 수 년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는 사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기에 이에 맞춰 중국은 인력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인공지능이 가져올 불안과 혼란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명으로 몇 년 만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져간 전례가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많은 산업에서는 구조화 실업에 맞춰 노동력을 인공지능 
산업에 맞게 재교육 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만드는 것이 공공 복지와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중국 정부는 대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노력은 직업 훈련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이러한 
교육에 투자하여, 미래 AI 산업 인력을 확충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미래의 데이터 과학자 및 엔지니어의 파이프 라인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와 전문직 환경에서 인공지능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인력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기초 교육 및 직업 프로그램에도 과학, 공학 및 
수학, 데이터 활용 능력 등과 같은 부분의 지식이 습득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 디지털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AI 기술과 관련 
지식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평등화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5.2 미래 전망  
AI 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인류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기술이다. 공업 혁명, 전기 발명, 인터넷 보급등과 같이 AI 기술도 인류에게 비약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제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인 즉슨, AI 의 출현은 필연적이고, 
AI 의 보편화는 역사적 흐름인 것이다. 그렇기에 인공지능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시간과 많은 투자와 많은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금액과 인재들이 투자되고 있고, 매일마다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중국 인공지능 산업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 생태계를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분야의 부재라던지, 
인재의 결핍 과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격차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은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자본투자로 이어져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이다.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에 대해 단정을 지울 순 없지만, 10 년 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어 가는 모습은 그리 상상하기 
힘든 미래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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