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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4차산업혁명의 개념

위키피디아
다보스포럼

현대사회 전반의 자동화
경계가 없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

확장

I. 4차산업혁명의 개념
 4차 산업혁명의 재해석
4차 산업혁명

디지털·모바일 플랫폼 혁명

ABCD 혁명

유통혁명

인프라 기술 혁명

빅데이터
구축과활용
디지털·모바일

플랫폼

Infrastructure 기술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

ABCD

블록체인등
인프라기술

디지털·모바일 플랫폼 상에서 발생한 빅데이터와 이에 기반한 인프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I. 4차산업혁명의 개념
4차산업혁명에서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구조

수요
(소비측면)

공급
(생산측면)
핀테크
IoT

(AI, Digital, Deep Learning)

로봇, 3D Printer

II. 중국 4차 산업혁명의 2대 정책




인터넷플러스 정책

인터넷플러스 전략을 통해 중국은 시장 키우기에 성공



공급측 개혁 정책



기업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 강조



‘제조2025’ VS ABCDIG
→ 제조2025를 통한 10대 육성업종



법, 문화, 심지어 언어까지 통하지 않던 31개의 시장을

→ ABCDIG의 경우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분야에서 두드러지며,

인터넷/모바일로 하나로 묶어 31배 시장으로 확장

5G의 경우는 산업스파이 의심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견제 증가



규모면에서 미국을 뛰어넘는 O2O와 공유경제시장 확보



시공간제약이 없는 디지털플랫폼에 의해 확장성이 뛰어남



미국에 비하여 기술경쟁력은 뒤쳐져 있지만, 향상속도가 매우 빠름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스마트폰사회 기반 : 카드결제, 문자, 카메라동영상 등
→ 인구 5배 / 데이터종류 3배 / 개인정보 완화 프리미엄 1.3배

→ 제품과 서비스가 좋다면, 유통망이 없어도 순식간에
매출과 이익 상승 가능

→ 벤처창업이 한국의 150배에 달하며,
최근에는 가장 빠른 속도로 유니콘 기업 증가

= 20배 가량의 많은 데이터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기술표준화
→ 알리페와 QR코드, CIPS(중국 주도 결제시스템),
드론기술표준(DJI), 통싱장비 5G(화웨이), Compass(위성항법장치)
등

III. 중국의 디지털유통혁명


디지털유통혁명의 구조

유통혁명

공유경제

O2O 산업

의 확장

활성화

시장

디지털 시장

WTO(세계무역기구)

e-WTP(전자세계무역플랫폼)

상품경쟁력
: 가격, 품질

상품경쟁력
: 가격, 품질
핀테크, 배송(배달)

 유통산업의 급격한 구조 변화 발생
- 전자상거래, 금융 등 유통산업은 무형(intangible)의 서비스관계 → 디지털플랫폼(디지털시장) 상에서의 생산-판매-소비 주기가 짧음
- 전자상거래 및 금융거래 데이터는 정보인 동시에 소비자 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
비즈니스 모델과의 시너지 협력 가능

III. 중국의 디지털유통혁명


O2O비즈니스 : 중국 O2O 시장 규모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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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888억 위안(151조 원) → 2018년 3456억 위안(587조



원)으로 연평균 약 30%씩 성장





중국의 O2O 서비스 이용자 수: 6억 7,000만 명



중국은 4차 산업혁명기의 소비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만 8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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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경제에서 비약적 성장을 나타내며 글로벌 O2O 시장을



리드하고 있음



중국 온라인 소비시장의 방대한 확장성
중국 SNS 웨이신 이용자 약 7억 명이 음식배달, 가사도우미, 세탁, 세차 등
O2O 서비스 이용 앱 설치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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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국의 디지털유통혁명


공유경제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지난 5년 간 연평균 65% 급성장세





2017년 기준 약 5조 7,000억 위안(968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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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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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0억 위안



공유경제 기반이 되는 압도적인 인터넷·모바일 인구



중국 인터넷 이용자 2018년 말 기준 9억 명 (인터넷 보급률 50.3%),

예) 주택임대 사이트 ‘투자왕’
인터넷 금융 : 연평균 100% 이상 급성장세 (크라우드펀딩 투자,

대출에 연간 7,200만 명 참여) 예) 크라우드펀딩 ‘주바지에’


중국 유휴주택 5,000만 채나 되나 주택공급 부족이 심각한

택시를 잡기 어려움





유휴자산에 대한 잠재수요를 연결하는 시장경제 기능 미비
지역이 많음



2014년 38억 위안

중국 공유경제 시장 성장 요인

교통 : 2017년 말 기준 디디다처 재적 운전수 1,4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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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고객수 2.5억 명 이상


지식기능 : 지식공유 사이트 ‘바이두즈다오’



생활서비스 : 요리, 기술, 육아, 건강 등



생산능력 : 생산설비 등

증가 속도가 빠름


과거 공산·사회주의 영향으로 소유하지 않고 모두 이용하는
문화에 익숙함

III. 중국의 디지털유통혁명


공유경제

 핀테크와 O2O의 결합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시너지 확대

III. 중국의 디지털유통혁명


인터넷 실크로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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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지원



승자독식과 양극화 문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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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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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중국의 핀테크혁명


중국의 핀테크 도입률은 69%로 전세계 1위



중국 핀테크 시장은 단기간에 글로벌 선두권 시장으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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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 , 은행지점,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 구축 미비 : 스마트폰 충전 활용 결제, 전자상거래시 현금예치식 ‘제 3자 결제‘ 방식 이용



QR 코드 및 NFC 활용 이후 모바일 결제 및 사용자 급증, 특히 80년대 및 90년대생이 주 사용자층

IV. 중국의 핀테크혁명


중국 정부의 핀테크 지원 정책



‘先허용,後보완 정책‘으로 핀테크 급성장



금융포용정책: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투자 확대



민간 ICT기업들의 경쟁적인 금융시장 진출: 알리바바 및 텐센트의 인터넷은행 진출

IV. 중국의 핀테크혁명


중국 핀테크 산업 성장 효과



중국 은행대출 시장 변화 : P2P 대출 증가: P2P대출 거래 규모, 플랫폼 수, 참여자 급증 /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기회 제공



중국 자본시장 변화 : 자산관리 시장 접근성 제고: 소액 투자 가능(예: 위어바오) /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한 스타트업 자금조달 용이

자료:中国互联网中筹市场研究报告2016

IV. 중국의 핀테크혁명


뱅킹 : 모바일결제 알리페이의 성공 메커니즘
에스크로시장 절대 우위

알리바바 생태계 활용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에스크로 시장에서
절대적인 입지 구축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생태계구축 -> 대규모
모바일 금융수요 창출
 알리바바닷컴(B2B)티몰(B2C),
타오바오(C2C),
알리익스프레스(B2B2C),
알리윈(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쇼핑몰 원스톱 서비스
(알리바바닷컴 및 타오바오 :
각 부문별 시장점유율 80% 이상)
 대규모 사용자 DB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신용관리체계 확립
(신용불량자 선별 기능)

 시장의 동질화로 고객선점
에 따라 성패가 좌우

 은행도 규모가 큰 에스크로
업체와의 협력을 선호



온라인거래과정에서 축적된 고객으로
시장 선점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저렴한 비용, 안
정적인 서비스 제공

제 3자 지급결제 플랫폼

IV. 중국의 핀테크혁명


뱅킹 : 인터넷전문은행

자료: BNP Paribas Report(2015),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이베스트증권 리서치센터

IV. 중국의 핀테크혁명




자본시장 : 크라우드펀딩과 운용상품

2015년말 중국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283개, 연간 조달금액 114억
위안(전년비 430% 증가)



급성장 이유: 강력한 창업촉진정책, 인터넷 창업 활성화, 부가적인
마케팅 효과 기대 등



중국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열풍의 역군’ 역할 수행



크라우드펀딩 이용 산업은 영화, 전기전자, 의료헬스 등의 신성장산업
외에도 부동산, 전통산업 등 전산업을 망라
⇒ 특히 영화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성공 확률 높음

자료: 블로터,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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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슈어테크 : 중안보험의 사례
1위 핀테크 기업

보험 핀테크 리더

성공요인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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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세계핀테크 톱100’에서 1위

 중안보험은 2013년에 설립된
최초 온라인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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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주주는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평안 등
각분야 최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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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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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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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IOT를
접목한 생명보험 상품도
개발

<참고>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혁신성장을 돕기 위한 금융의 혁신 4단계
1단계
디지털상의 금융서비스경
쟁
생산–판매–소비 간의
시간 최소화(無)

금융서비스간의 혁신경쟁 가속
화

4단계

1단계

2단계

Unbundlin
g시장

디지털
플랫폼

개별서비스
의 가격·품
질

고객기반 X
충성도

3단계

O2O 및 공유경제 확산
with 금융거래데이터

빅데이터 (금융거래데이터)에
ABCDIG 활용

여타업종 혁신에 기여

새롭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예 : 마이데이터) 창출

V. 중국의 제조혁명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으로 global supply chain에 합류

→ 중국 주도의 Global Value Chain(GVC) 형성
 2000년 중국 미미 → 2015년 제조업 GVC 중심국가로 급성장(WTO)
* 여타 신흥국이 서구 주도 GVC에 참여하는 형태와 차별화
한국과 일본은 이미 중국주도 GVC의 주요 국가화

→ 경제/안보에서 중국 약진과 혁신은 미국에 유익하지 않다(국무부 Evan Feigenbaum)

V. 중국의 제조혁명


중국의 제조 구조 조정
•
•
•
•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중국 수출 감소
낮은 인건비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철강과 비료 생산량 전 세계의 70% 달성
그러나 생산력에 비해 중국의 소득과 소비 수준은 성장하지 못함
2015년 철강 산업 가동률 74%, 석탄 기업 31% 적자

중국의 ‘제조 2025’
•
•
•
•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는 높아지고 로봇의 생산비는 낮아짐
2015년 5월 기술 집약의 스마트 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제조 2025’ 선언
30년간 10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전략
기술력 확보를 위한 북미와 서유럽과 인수 합병 3.5배 증가
중국 ‘제조 2025’ 3단계 목표
중국 1차 제조 굴기 vs 2차 제조 굴기

구분

1차 제조 굴기

2차 제조 굴기

기간

2001~2015년

2016~2025년

목표 및 성과

제조업 양적 성장 노동 집약 시
장 제패

선진 수준의
제조 경쟁력 확보 중-고 기술 제
고력 제고

단계

기간

1단계

2015년~2025년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 진입
- 제 조업 스마트화, 노동생산성 제고, 주요 업종의
에너지 소모율 및 오염 배출량 감축

2단계

2025년~2035년

글로벌 제조강국 평균 수준 도달 - 혁신으
로 경쟁 우위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견
인하는 경쟁력 확보

3단계

2035년~2045년

글로벌 제조 혁신 선도국 달성
- 주요 산업에서 선진적인 경쟁력 확보

추동력

WTO 가입 저렴
한 고정 비용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목표

V. 중국의 제조혁명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인프라기술

 중국 : 4차 산업혁명의 5대 핵심분야 중 4개 분야 1위
- 2019년 중국 과학기술예산 전년비 13.4% 대폭 증액

→ 미국의 견제 시도

* 한국은 일본 제치고 세계 3위(AI 제외, 모두 일본 압도)
출원자 국적별 특허출원 현황(2018)

구분

AI

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지능로봇

합계

중국

10,621

5,337

6,507

5,365

4,990

32,820(34.7)

한국

6,219

1,789

1,106

1,876

4,661

15,651(16.5)

미국

11,664

2,289

3,186

3,590

3,029

23,758(25.1)

일본

8,601

358

452

1,388

4,052

14,851(15.7)

유럽
합계

3,624
40,729

769
10,542

481
11,732

1,433
13,652

1,325
18,057

7,632(8.0)
94,712(100.0)

V. 중국의 제조혁명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인프라기술
- AI산업: 투자(2013.1~2018.3) 세계 60%, 특허(1997~2017) 세계 37%(1위)
주요국 대비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경쟁 우위
- Big Data: 글로벌 유니콘 기업가치 29%(2위, 미국 53%)
2015→2018년 2배 성장(660억달러), 규모의 경제로 자체 성장동력

- 전기차: 시장점유율(2018년 48%, 미국 24%), 글로벌 표준체계 주도권 경쟁

중국 AI 투자

중국 Big Data시장규모

글로벌 전기차 판매

V. 중국의 제조혁명
 중국의 디지털 G1정책

VI. 중국의 벤처창업활성화 정책


중국, 2018년간 670만개 창업, 1일 평균 1.84만개 창업



한국은 지난 4~5년간 연평균 약 10만개 창업, 1일 평균 270개 창업



중국경제규모가 한국의 10배임을 감안하면 6.7배, 인구가 27배임을 감안해도 상대적으로 2.5배 많은 규모



인구 1만 기준 : 2012년 중국 18.5개, 한국 20개 창업 -> 2018년 중국 48개, 한국 20개 창업

VI. 중국의 벤처창업활성화 정책





중국, 2018년간 벤처투자건수 3725개, 투자금액 1397억 달러(156조원)

벤처투자건수는 미국(8948개)의 40%지만, 투자금액은 미국(144조원)를 상회, 한국의 50배
* 2018년 미국의 벤처투자는 IT버블(2000년)을 상회하는 사상최고수준

2018년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금액(미국제외)은 1330억 달러(149조원)로 미국내의 스타트업 투자금액(118조)을 상회

VI. 중국의 벤처창업활성화 정책


베이징과 상하이, 세계 도시 스타트업 생태계 톱 10 진입



특히 베이징은 28개국, 55개 도시 중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실적) 순위에서 실리콘밸리에 이어 2위를 기록



서울은 GDP와 스타트업 수가 여타도시 평균의 각기 2.5배, 2배임에도 불구, 생태계 가치가 여타도시의 60%수준
25위)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고조 -> 설문대상자(31만) 중 89% 관심, 반면 한국은 2~3% 수준



중국 대학졸업생 중 창업자 비중은 8% (2016년 기준), 반면 한국은 0.8%(2015년 기준)으로 10배의 격차

(투자부문 21위, 성과부문

VI. 중국의 벤처창업활성화 정책


중국, 2018년 8월 이후 유니콘 수 미국을 추월

 2018년 8월 기준 유니콘 162개로 미국 (146개) 추월
 2017년 21개, 2018.1~6월 52개 탄생
 유니콘 기업가치 합계는 중국 7660억 달러(849조원)으로 미국의 3880억 달러(430조원)의 거의 2배 수준

VI. 중국의 벤처창업활성화 정책
 중국의 벤처창업활성화 정책
 중국정부의 강력하고도 일관된 벤처창업촉진정책
-> 기존산업 성장률 하락을 대체하기 위해 新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추구의 벤처창업 필수
-> 2015년 리커창총리의 ‘대중창업, 만민혁신’정책을 필두로 정부주도에서
관민협력형(‘중국 주식회사‘) 벤처창업정책으로 전환

 디지털G1정책
-> 인터넷플러스전략을 통한 시장확대
이전까지 겉만 하나였던 서로 다른 31개의 시장(省)을 인터넷/모바일로 하나로 묶어 31배의 시장으로 확대
* 예 : 미국을 뛰어넘는 O2O와 공유경제시장규모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ABCDIG(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IoT, 5G) 육성으로 창업촉진

 민간의 경쟁 및 협력노력 -> 예 :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VI. 중국의 벤처창업활성화 정책


정부주도 기술혁신정책에서 민관협력 벤처창업정책으로 전환
정부주도의 기술혁신정책

톱
다
운
방
식

1949
~
1977

국
가
급
과
학
기
술
혁
신
시
스
템

1978
~
1995
1995
~
1998
1998
~
현재

•
•

•
•

민관협력의 벤처창업정책

정부주도형 기술혁신
산학관협력
(정부, 기업, 연구소, 대학)
국가 연구원, 실험실주도
인력, 재정, 자료를 집중투입
•
•
•
•

민관협력형 벤처창업정책
고용확대, 인재육성
국민전체 참여를 통한
혁신형국가 지향
정부는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의 역할

대
중
창
업
·
만
민
혁
신

2018
~
2025

•

2015년 6월 국무원의 대중창업, 만민혁신정책에 이어 2016년 5월 국가 이노베이션 발전전략 발표

바
텀
업
방
식

VI. 중국의 벤처창업활성화 정책


중국의 스타트업 자금조달지원 흐름도

중국의 벤처창업생태계의 순환
기업생태계: 성장 단계별
창업

엔젤

초기

엑셀러레이터

국내외VC

중기

커창판

성장
확대

성장

신삼판`

M&A

선전보드

상해보드

선강퉁
중간회수시장

투자생태계: 엔젤 → 엑설러레이터 → 벤처캐피탈 → 장외 및 장내 자본시장의 연결

VI. 중국의 벤처창업활성화 정책


베이징대학의 창업생태계 / 중창공간의 지원시스템

VII. 한중협력방안


첫째, 미중간의 무역전쟁으로 중국도 한국도 기존의 수출과는 별개로
중국 내수확대와 관련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
→ 이에는 일대일로에서의 인프라건설협력, 중국 내수시장의 서비스 및 소비재부문 등에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상호협력을 강화할 필요 존재
사드 사태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한중 재계회의를 보다 확대, 활성화할 필요 존재



둘째, 미래는 누가 뭐라해도 디지털 주도경제이면서, 디지털경제의 비중이 아날로그경제의 비중보다 빠르게 증가
→ 대표적인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한중간의 수출입확대(한중간의 디지털 마켓의 활용), 시간·공간 제약이 없는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제품수출
→ 수출입 네트워크가 약하고 단기 매출성과부담이 큰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

*자료: CEIC 및 IMF. * 상품+서비스 수입. IMF 기준은 15~20%

VII. 한중협력방안


한중 전자상거래 활성화
→ 중국은 우리나라 온라인쇼핑 최대 수출국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사업 가속화 기대
디지털 싱글마켓은 전자상거래 규제·표준 등 기술 장벽 없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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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카오 등 다양한 수요자 또는 공급자를 가진 플랫폼 건설 유도
→ 글로벌 경쟁력 있는 플랫폼 육성 필요



한중간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의 기업·인재 협력 추진

*자료: CEIC 및 IMF. * 상품+서비스 수입. IMF 기준은 15~20%

VII. 한중협력방안


셋째, 의료바이오 협력
→ 중국의 고령화와 노인복지의 필요성, 한국의 의료기술 등을 감안할 때,
한중간의 의료바이오협력은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문
→ 특히 중국은 워낙 넓어 원격의료수요가 많은 만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한중간의 디지털협력 가능



넷째, 문화콘텐츠 협력
→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분야이면서 한국도 한류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협력시너지가 많은 분야
→ 정치, 경제뿐 아니라 기술측면에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예상되며, 수요도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협력을 강화할 필요 존재

*자료: CEIC 및 IMF. * 상품+서비스 수입. IMF 기준은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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