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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1

Ⅰ 배경

블록체인 기술은 처음에 비트코인의 기반기술로서 알려졌으나, 현재는 빅데이터, 인공  
지능(AI), 사물인터넷(IoT)등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 주목 집중

○ 분산원장으로 불리는 블록체인은 거래비용 감소와 데이터 위변조 방지 등 강점

으로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

- 미국, 영국, 호주 및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관련 전략을 수립하여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활용 추진  

○ 한국 정부는 '18년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전략을 발표하여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응용 강화 

- 블록체인 기술 상대 수준, 전문 인력 및 전문기업을 '17년의 76.4%, 600명, 

30여개에서 '22년의 90%이상, 1만 명, 100개로 향상하겠다는 목표 천명 

중국 정부는 그동안 가상화폐가 기존 금융질서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며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강력하게 금지해왔지만, 블록체인 관련 기술 연구와 활용 지원

○ '16년에 "13·5 국가 정보화 계획"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전략적 선도 기술로 선정하여 

블록체인 관련 기술 개발과 활용 촉진

-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부터 빅데이터 등 ICT기술과 융합을 통한 응용 확대, 

표준 수립 및 산업단지 구축 등을 통해 블록체인 지원   

F '13년~'18년 12월 20일 기준 세계 블록체인 출원특허 8,996건 가운데 중국은 4,435건
으로 전체의 48%� 차지

F '10년~'18년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의 VC가�62.76억 달러에 달한 가운데 중국은 21.5%의
비중으로 미국에 이어 2위 차지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8차 집단학습에서 블록체인을 
국가적 차원의 혁신개발 영역을 끌어올려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육성 공식 선언

○ 블록체인 핵심기술 공략뿐만 아니라, 교육·취업·양로·빈곤퇴치·의료건강·상품위조방지 

및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및 접목을 통해 선도권 확보 강조

- 시 주석 발언 이후 블록체인 공공기업인 국왕(國網)블록체인과기(베이징)유한회사1) 

설립 등 중국의 블록체인 분야가 앞으로 보다 활성화해질 것으로 전망  

○ 이에 본문은 중국의 블록체인 지원정책, 기술혁신 및 산업 현황 등을 정리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도출 시도  

1) 최대 전력 국영기업 State Grid 산하 국왕전자상무유한회사가 100% 출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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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발표

기구
주요 정책 핵심내용

'16.10
공업

정보화부

중국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개발 백서

§ 중국 블록체인 기술 발전로드맵과 기술표준의 가인드

라인 제시

'16.12 국무원
제13차5개년 

국가정보화계획

§ 블록체인을 양자통신, 차세대네트워크, Brain inspired 

computing(BIC),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함께 전략적 

선도 기술 규명

§ 블록체인 등 분야의 기초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선도우위 확보 

'16.12
공업

정보화부

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산업 발전계획

(2016-2020)

§ 블록체인,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등을 비롯한 ICT기술 

수준을 국제적 선진수준으로 향상  

 블록체인 관련 SW 및 서비스능력 향상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혁신 촉진 

'17.01 국무원

관리혁신·서비스 개선을 

통한 경제발전의 新동력 

육성과 舊동력· 新동력 

전환 가속화에 관한 의견

§ 블록체인, 인공지능, 스마트제조, 빅데이터 등 융합분야에서 

산업혁신센터나 혁신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혁신 추진 

'17.01 상무부
국가전자상거래시범기지 

구축에 관한 의견

§ 전자상거래시범기지의 창업보육 및 연구소 기술성과의 

이전·사업화의 연계를 추진하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 기술의 혁

신 및 응용 추진

'17.01 상무부/국가발 상품무역물류발전 § 자동식별, 전자데이터 교환, 화물 추적, 스마트교통, 

Ⅱ 블록체인 지원 정책 

블록체인 기술이 "13·5 국가 정보화 계획"에서 전략적 선도 기술로 규명된 이후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활용 추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본격화 

○ 국가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응용을 추진하는 전문계획이나 전략이 아직 

미비하며, 주로 ICT 관련 정책을 통해 블록체인의 중요성과 발전방향 제시 [표 1]

- 핵심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의 실질적 응용과 산업 발전 촉진 강조

○ 공업정보화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는 자체의 업무에 입각하여 블록체인과 인공

지능, 빅데이터 등 차세대 ICT기술과의 연계와 활용 촉진 [표 1]

- 금융, 물류, 전자상거래, 제조업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추진하여 세계 블록체인 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표 1]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활용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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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발표

기구
주요 정책 핵심내용

전개혁위 등 13·5계획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장비의 보급과 블록체인기술의 

응용을 추진하여 스마트물류 발전 추진

'17.03
공업

정보화부

클라우드컴퓨팅 3년 

액션플랜

§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토대로 블록체인, 사물인터

넷,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지원 

'17.07 국무원
차세대인공지능 

발전계획

§ 블록체인 기술 및 인공지능의 융합을 추진하여 신형 

사회신용(信用)시스템 구축

'17.07
공업

정보화부

통신 및 인터넷산업의 

네트워크보안시범사업에 

관한 통지

§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계학습 

및 암호알고리즘 등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안전 확보

'17.08
상무부/

재정부

공급사슬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

§ 주요제품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급사슬의 제품품질 

보장 능력 향상 

 바코드, RFID, 블록체인 등 중점기술의 응용을 추진

하여 공급사슬 핵심기업의 추적시스템 고도화 추진 

'17.08 국무원

정보소비 확대·고도화를 

통해 내수 잠재력의 지속적 

활성화에 관한 의견

§ 오픈 소스를 활용하여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의 시범응용 지원

'17.09
중국보험감독

관리위원회

중국 제2세대 유동성 

감독관리제도 2기공정 건축 방안

§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금융과기의 

발전추세를 추적하여 레그테크(RegTech)의 응용연구 추진

'17.10 국무원
공급사슬 혁신 및 

응용에 관한 의견

§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급사슬 

기반의 신용(信用)평가메커니즘 구축 

'17.10 국무원

인터넷+ 첨단제조업 

심화, 산업용 인터넷 

발전에 관한 의견

§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및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산업용 인터넷분야의 응용 추진

'18.1
국가지식

재산권국

지식재산권 중점 지원 

산업 목록(2018)
§ 블록체인이 중점지원 산업 중 하나로 지정

'18.04 교육부 교육정보 2.0 액션
§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의 스마트공부 효과 

기록, 교환 및 인증 등을 탐구하여 교육의 스마트화 추진 

'18.04
공업

정보화부
공업정보화부 내부공고

§ 공업정보화부가 블록체인표준시스템을 보완하여 중점

표준 연구·수립·응용보급 추진

§ ITU, ISO 등 국제표준기구 등과 접목하여 블록체인 

국제 표준화 사업에 실질적 참여 

'19.02

중공중앙

인터텟안전 및 

정보화위언회

블록체인정보

서비스관리규정

§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안관리 책임 명확화

§ 블록체인정보서비스의 제공, 활용 및 관리 등에 법적 

근거 제공

'19.02 국무원
식품안전 강화에 관한 

의견

§ 식품 안전 분야에서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및 블록체인 

등 기술의 응용 추진
자료출처 : 중국 블록체인산업백서 등 참조 자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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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공업정보화부의 네트워크보안기술 응용시범 프로젝트(총 101개) 중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 ('19.06)

¤ 전력(電力) '인터넷+'를 대상으로 하는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영수증 시스템 구축

¤ SM 시리즈 암호 기반의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반플랫폼 연구 및 시범응용 구축

¤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제3자 전자데이터 플랫폼 구축

¤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정부 정보 전달 플랫폼 구축

¤ 블록체인 분야의 안전리스크 감독플랫폼 구축

자료출처 : 「2019년 상반기 중국 블록체인 발전 현황 및 전망」, 중국블록체인생태연맹·CCID(칭다오)블록체인연구원, 2019.08

블록체인을 이용한 불법적 금융 활동 등 방지를 위해 중국 정부차원에서 블록체인   

     규제가 동시에 추진 중  

○ '13년부터 가상화폐 규제 등 정책을 발표·실시하여 가상화폐로 인한 금융리스크 방지 

- (주요정책) 비트코인 리스크 방지에 관한 통지('13), ICO 발행으로 인한 융자리스 예방에 

관한 공고"('17.9), "인터넷금융기구의 반 돈세탁과 반 테러융자 관리방법"('18.10) 등

○ '18년 10월 블록체인정보서비스 제공, 사용 및 관리에 법적 근거가 된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을 발표하여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명확화

- 동 규정에 따라 국가 승인을 받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업체만 관련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 가능   

- '19년 10월 기준, 제1차에 197개, 제2차에 209개의 블록체인정보서비스 라인센스 발급

○ 또한 최근 열린 전인대 회의에서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유통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암호법」이 통과

- 이는 암호법이 중국 정부에 블록체인 분야에서 강력한 통제권을 쥐어주는 

기반이 될 수 있음 의미2) 

이와 함께 블록체인 표준화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과 산업화를 위해   

     중요한 일환으로 공업정보화부의 주도 하에 차질 없이 진행 중   

○ 공업정보화부의 직속기구인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은 '16년부터 공업정보

화부와 국가표준위원회의 지도 아래 블록체인 표준화사업 추진

- 중국에서 응용 대상에 따라 블록체인 관련 표준을 암호알고리즘·디지털사인, 

프레임기술(Frame Technology), 산업응용 및 테스트인증 네 가지로 구분

2) http://www.zdnet.co.kr/view/?no=201910311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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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 수립 현황

암호알고리즘 

및 

디지털사인 

표준

§ '19년 6월까지 19건의 암호알고리즘 표준을 발표하여 비교적 완비된 암호알고리즘 체계를 

구축하여 블록체인 기술  지원 

  SM2 타원곡선 공개키, SM3 해시 SM9 표시 및 祖冲之 등 암호알고리즘 관련 표준 수립

§ '19년 7월까지 공개키(PKI) 기반의 디지털사인 관련 표준 20건을 발표하여 중국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underlying 

framework 

기술 표준

§ '16년부터 관계 연구기구 및 기업들이 블록체인 underlying infrastructure 관련 표준 

연구·수립 작업에 참여하여  블록체인 기초표준, 데이터비밀보호 및 블록체인 간 표준에 

가시적 성과 달성

 '18년 10월 블록체인플랫폼 기반기술요구 단체표준 발표(CCID, 베이징타이윈,(太一雲) 

Huawei 등 20여 기구 참여)

 '18년 12월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보호 규범,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실시 규범 등 2개 

단체표준 발표

 '18년 12월 블록체인 기술안전 범용규정 (T/SSIA 0002-2018）등 발표

 '19년 07월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계산 서비스 지침, 인터블록체인(Inter Blockchain) 실시 

지침 2개 단체표준 발표 

§ 현재 중국 정부차원에서 블록체인 국가표준 작업에 착수 중이며, '19년말까지 완료 예정 

 기초표준, 업무 및 응용 표준, 프로세스 및 방법 표준, 신뢰 및 작업가능 표준, 정보보안표준 등 포함 

산업 응용 

표준

§ 현재까지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표준은 기반표준 단계(술어·프레임워크 등)에 머물고 

있고 신뢰성, 상호작용 및 프로세스 관련 연구가 상대 적은 편임

 암호응용서비스 표준에 있어  확보

§ 블록체인의 실질적 응용과 관련되는 응용표준 및 규범을 동시에 추진 중 

 '18년 12월 블록체인 작업증명 응용 지침(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  

 '19년 4월 블록체인 응용 지침 - 상품 및 유통정보 추적가능 요구(중국상업연합회)

 BaaS표준(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 블록체인서비스기술 참조프레임워크/블록체인

안전평가 지표) 등 발표 

- 관련 기구와 업체의 공동 노력으로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에 있어서 상대 

풍부한 성과 달성 [표 3]  

- '17년 5월에 첫 번째 단체표준을 발표한 이후 '19년 6월까지 단체표준 7건 발표

○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은 ISO TC307의 중국 협력기구로 관계 전문가는 

IEEE컴퓨터협회 블록체인위원회 주석 등 담당 

 [표 3]  블록체인 기술 표준 수립 현황('19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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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 수립 현황

테스트인증

§ 테스트 대상에 따라 2가지의 종류로 구분

<1> 시스템암호모델 안전테스트 표준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기반 확보, 17건 표준 발표

<2> 블록체인 기반플랫폼 테스트 표준  

 허가형 블록체인 테스트 지침(V1.0)('18.7)

 블록체인 및 분산형 장부 정보시스템 평가 규범 ('19.1)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 블록체인 안전평가 지표('19.5)

 블록체인 참조 아키텍쳐(Reference architecture)('19.5)

자료출처 : 「2019년 상반기 중국 블록체인 발전 현황 및 전망」, 중국블록체인생태연맹·CCID(칭다오)블록체인연구원, 2019.08

국가적 정책 외에 각 지방은 블록체인을 통한 산업 고도화와 우위 선점을 추진하기 
위해 블록체인 관련 정책 발표·실시 

○ '19년 5월까지 베이징, 상하이, 선전 및 광둥 등 30여 개의 성(省) 및 도시는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산업발전 촉진 

- 광둥 및 저장 등 지역은 블록체인 관련 정책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F (예시) ‘19년 상반기 광둥성 및 저장성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은 각각 12건, 10건 기록

○ 전반적으로 각 지역의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은 아직 모색 

단계에 있어 효율적·구체적 지원 정책이 부족

- 대부분의 지역은 포괄적 정책을 통해 블록체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만 블록체인 전문정책을 마련하여 시책 세부화

F (예시) 황푸구(黃浦區)-광저우개발구의 블록체인산업 10조(條) 1.0('17) 및 2.0('19.03)3), 

푸저우시(福州市)의 블록체인 산업 추진 3대 조치('19.05)

○ 지원방식을 보면 주로 기술·인재 인센티브, 산업단지·실험실 설립, 전문펀드 

조성 등을 통해 블록체인의 기술 혁신, 응용 및 산업 발전 촉진 

- '18년 12월까지 총 9개 성/시는 자체의 조건에 입각하여 블록체인 산업펀드를 

조성하여 블록체인 지원

○ 각 지역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규제 강화  

3) 10조 1.0 : 황푸구(黃浦區)-광저우개발구의 블록체인산업 발전 촉진 방법('17)/10조 2.0: 황푸구(黃
浦區)-광저우개발구의 블록체인산업 가속화에 관한 조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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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상반기 23개 성/시는 106건 블록체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 동시에, 

35건의 규제 정책 발표 

 [표 4]  황푸구(黃浦區)-광저우개발구의 블록체인산업 10조(條) 2.0('19.10)4)

¤ 10억 위안 규모의 블록체인 산업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에 엔젤투자 및 주식투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매년 퍼블릭 블록체인이나 컨소시엄 블록체인 구축 프로젝트를 실시한 기업이나 기구 2개 정도를 선정

하여 사후보조금 방식으로 연구개발비의 50% 지원

- 퍼블릭 체인 프로젝트에 최고 1,000만 위안, 컨소시엄체인 프로젝트에 최고 300만 위안 지원

¤ 매년 블록체인시범프로젝트 정보서비스를 사용한 기업이나 기구 20개에 지원

- 사후보조금의 방식으로 실제 지급비용의 50% 지원(최고 10만 위안)

¤ 홍콩·마카오의 기업이나 기구의 웨강아오대만구 블록체인센터나 offshore 인큐베이팅기지 구축 

등 지원

- 매년 장소 사용료 등에 지원(최고 지원금 100만 위안)

¤ 웨강아오대만구의 블록체인협회 및 연맹 등이 시연, 성과 소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블록체인을 확산

하는 것을 지원

- 실제 투입의 50%, 최고 100만 위안 지원 

¤ 매년 1~3개 블록체인 선도기업 육성

- 기존 연구개발비 보조금 지원 외에 연구개발비가 2,000만 위안이상인 경우, 2,000만 위안이상인 

부분에 10%의 비율에 따라 지원(최고 1000만 위안 지원)

¤ 국내외 대학 및 전문기구의 블록체인 인재양성 지원 

- 사후보조금의 방식으로 최고 100만 위안 지원 

¤ 블록체인 박람회  개최 등 지원 

- 블록체인혁신창업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상금 총규모가 1,000만 이상인 상(獎) 설립  

¤ 블록체인산업단지, 대중창업공간 및 전문인큐베이터 등 산업플랫폼 구축 지원

- 실제 건설비의 50%에 따라 지원(최고 100만 위안) 

자료출처: 政策升级！黄埔“区块链10条2.0”重磅来袭！ 

http://www.hp.gov.cn/hp/rdgz/201903/8b76b1fa649a4da9804f93dadad57d2b.shtml

4) 10조 1.0 : 황푸구(黃浦區)-광저우개발구의 블록체인산업 발전 촉진 방법('17)/10조 2.0 황푸구(黃浦
區)-광저우개발구의 블록체인산업 가속화에 관한 조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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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블록체인 기술혁신과 산업발전 현황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블록체인 연구기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성화

○ CCID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블록체인 연구기구는 거의 100여개에 달하며, 

주로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및 귀양 등 지원이 상대 활발한 지역에 집중  

- '19년 5월 기준 베이징의 블록체인 연구소는 20여개에 달해 가장 많고, 상하이, 

항저우는 10개로 2위를 차지하고 귀양은 8개로 3위 차지  

[그림 1] 2018~2019년 중국 주요지역의 블록체인 연구기구 수

자료출처 : 「2019년 상반기 중국 블록체인 발전 현황 및 전망」, 중국블록체인생태연맹·CCID(칭다오)블록체인연구원, 2019.08

○ 블록체인 연구는 대학 및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관·산·학·연 협력 추

세가 뚜렷함 [표 2]

- 상당한 부분의 블록체인 연구기구는 정부의 주도로 설립되었지만 기업, 대학이나 

연구소와 제휴하여 공동 연구 진행 

- 블록체인 연구에 참여한 대학은 주로 컴퓨터나 재정경제를 특색으로 하는 대학이나 

종합대학이며 기업과 긴밀한 협력 유지  

F 베이징대, 칭화대, 중국인민대, 베이징항공항천대 및 전자과기대 등 대학은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

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 과목을 설치하여 인재 양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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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주도

기구
개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
정부 

§ '17년 1월 인민은행의 주도 아래 설립되어 디지털화폐 연구에 주력

§ '17년기준 디지털화폐 관련 특허 33건 확보

중차오(中鈔) 

블록체인기술연구원
정부

§ 인민은행 체계 내의 연구소로 주로 분산형 장부, 암호학, 클라

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연구

중국블록체인

(샌드박스)연구센터
정부

§ 상무부 직속의 사업기구로 상무부의 지도 아래 블록체인 관련 업무 

진행 

상하이블록체인기술센터 정부

§ 상하시 경제정보화위원회 주도 설립 

§ 블록체인 핵심기술 및 혁신적 응용에 주력하여 생산제조, 교통물류, 금융, 

사회관리 및 정부서비스 등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의 응용 추진 

CCID(칭다오)

블록체인연구원
정부

§ 공업정보화부 산하의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이 설립하고 블록체인 

전략 연구, 표준 수립, 솔루션, 테스트인증 등 업무 수행 

Ali 블록체인실험실 기업
§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독자적 지재권을 갖춘 금융 및 경

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Baidu블록체인실험실 기업

§ 블록체인기술의 세대교체 개발을 깊이 연구하고 블록체인기술이 지

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교통 등 분야의 응용을 추진하며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JD(京東)블록체인실험실 기업 

§ 뉴저지공대(NJIT) 및 중국과학원 소프트웨어연구소와 제휴하여 

공동 설립

§ 합의 프로토콜, 프라이버시 보호 및 방문제어, 스마트계약 등 기술에 
초점을 맞춰 블록체인 기술의 효율, 안정 및 안전성 향상

360블록체인실험실 기업
§ 블록체인 기반기술 연구에 주력하여 중국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실질적 활용 촉진 

빅데이터 및 블록체인 

실험실
기업

§ 중국과학원 수학·학제간과학센터가 베이징Taiyiyun(太一雲)클라

우드과기유한공사와 제휴하여 설립

칭화대(컴퓨터학과)-베이징

ARXAN핀테크유한공사 

블록체인공동연구센터 

대학 § 베이징ARXAN(阿爾山)핀테크유한공사와 제휴하여 공동 설립

베이징우전대학 

블록체인실험실
대학 § 베이징區塊鏈通공사와 제휴하여 공동 설립

둥지(同濟)대학 

인공지능-블록체인스마트실험실
대학 §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관련 연구에 주력

우한대학 

암호학·블록체인기술실험실 
대학

§ 블록체인 및 암호학 기술을 연계하여 새로운 Security 
Protocols 설계방법 개발

[표 5]  대표적 블록체인 연구기구(예시)  

자료출처  http://www.lianmenhu.com/blockchain-13203-1

         https://www.hecaijing.com/article/show/154252673755205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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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로 P2P, 암호, 알고리즘 등 다양한 기술요소를 포함하는데, 
정부의 지원과 기업 차체의 노력으로 중국의 블록체인 핵심기술 연구개발 능력이 향상 중  

○ 최초에 블록체인을 구현하는 기반 플랫폼의 80%는 거의 Ethereum 및 Hyperledger 

등 해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축5)되었으나, 최근 들어 자체 플랫폼이 출시  

- 중국 자체 플랫폼의 영향력이 아직 크지 않지만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활용 촉진

F 예시: BROP6)(국가차원에서 출시한 첫 번째 플랫폼), CITA(Cryptape사 개발), Bubichain

(布比), BCOS(微衆은행, WANXIANG(萬向) 및 쥐젠원(榘陳元) 공동 개발) 등 

F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은 디지털신분, 프라이버시 보호, 스마트계약 언어 등 오픈소스 기술 주도

- 최근 들어 BAT를 비롯한 IT선두기업들은 BaSS를 토대로 플랫폼 개발 추진 중  

F Baidu: '두샤오만(度小滿)'이라는 금융블록체인 개방플랫폼을 구축하여 블록체인 금융에 집중

F Alibaba: Aliyun BaaS를 통해 제품 이력 추적, 데이터자산 거래 등 서비스 제공 

F Tencent: "트러스트(Trust) SQL", 서비스형 블록체인 ‘TBaaS’ 등 구축 

F 징둥(京東): JD Chain을 통해 위조방지 및 제품이력 추적에 주력

F Huawei: BCS를 통해 기업 및 개발자에게 공공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 

[그림 2] 중국의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현황 

자료출처: 《区块链白皮书（2019年）》解读
https://new.qq.com/omn/20191109/20191109A0AMIU00.html

5) http://www.etnews.com/20190312000194
6) 즉 Blockchain Registry Open Platform(BROP)인데, 중국 인민은행 산하 '쭝차오신용카드산업발전유한회사 항저우 

블록체인기술연구원'이 개발하고, 중앙은행에서 출시한 첫 번째 플랫폼임. 동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신분 증명’ 등 정보 
검증 업무환경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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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분야에서 선도권 및 발언권을 확보하고자 Alibaba를 비롯한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중요시하여 특허 출원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블록체인특허동향 백서』에 따르면, '13년~'18년 12월 20일 기준 세계 블록체인 관련 

출원특허 8,996건인데, 중국은 4,435건으로 전체의 48%, 아시아 지역의 85% 차지7) 

F '13년~'18년간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의 연평균 성장률은 276%인데, 중국은 321% 기록 

F WIPO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블록체인 PCT특허 출원 상위 10대 신청자에서 Alibaba 및 선전

Cloundingminds는 각각 33건, 20건으로 3위 및 8위 차지  

[그림 3] 세계 블록체인 특허 출원 Top20(2017~2018)

자료출처: 『블록체인특허동향 백서』,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지식재산권센터

* 발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중국 기업임 

7) 동 데이터는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상하이点融,, Iallchain사 등과 함께 Derwent Innovation, LexisNexis 
PatentStrategies, LexisNexis PatentSight 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통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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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내 특허를 보면 기업은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으며, BAT를 비롯한 ICT 기업 

외에 중앙은행, 중국은행, 자오상(招商·초상)은행 및 Pinan 등 은행·금융 업체도 블

록체인 특허 출원에 적극 나서고 있음 

[그림 4] 중국내 블록체인 특허 출원 

TOP20  (2017년)

[그림 5] 중국내 블록체인 특허 출원 

TOP20  (2018년)

자료출처: 『블록체인특허동향 백서』,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지식재산권센터

* 발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외국 기업임 

- 대부분 특허는 발명특허이며 심사 단계에 있어 등록 특허는 적은 편임  

F 중국 내 출원특허 4,435건 가운데 발명특허는 4,336건이고 외관디자인 및 실용신안은 각각 17

건, 82건으로 집계

F 전 세계 771건 등록특허에서 중국은 53건으로 미국(273건) 및 한국(136건)에 이어 3위를 차지하

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F 등록특허 Top10: 선전 ONECONNECT(6건) , Peersafe(4건), 텐센트(4건), 중국과학원 허페이

물질과학연구원(2건), 중산대(2건), 베이징知金鏈(2건), 하얼빈공업대학(2건), 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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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 기업 수 비중 성/시 기업 수 비중

베이징 228 32.39% 허베이 2 0.28%

상하이 164 23.30% 허  난 2 0.28%

광  둥 152 21.59% 장  시 2 0.28%

저  장 57 8.10% 랴오닝 2 0.28%

쓰  촨 20 2.84% 헤이룽장 1 0.14%

장  쑤 17 2.41% 지  린 1 0.14%

푸  젠 9 1.28% 간  쑤 1 0.14%

산  둥 9 1.28% 광  시 1 0.14%

충  칭 7 0.99% 윈  난 1 0.14%

산  시(陝西) 5 0.71% 네멍구 1 0.14%

귀저우 5 0.71% 닝 샤 1 0.14%

안후이 3 0.43% 산  시(山西) 1 0.14%

후베이 3 0.43% 칭하이 0 0.00%

후  난 3 0.43% 신  장 0 0.00%

톈  진 3 0.43% 티  벳 0 0.00%

하이난 3 0.43% 총계 704 100%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응용 수요의 증가에 따라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규모 및 
경쟁력이 지속 확대 중

○ CCID의 통계에 따르면, '19년 상반기 기준 중국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은 704개 기록

- 주로 과학기술 혁신자원이 풍부하고 지원 정책과 산업인프라가 상대 양호한 

베이징, 상하이, 광둥 및 저장 등 지역에 집중 

F 베이징, 상하이, 광둥, 저장, 쓰촨 및 장쑤 등 지역의 블록체인 기업은 638개로 중국 전체의 90% 차지  

[표 6] 지역별 블록체인 전문기업 보유 현황 

자료출처 : 「2019년 상반기 중국 블록체인 발전 현황 및 전망」, 중국블록체인생태연맹·CCID(칭다오)블록체인연구원, 2019.08

○ 등록자본금 및 투융자를 보면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점차적으로 산발적 발전 

단계에서 규모화 단계로 진입

- '18년 100만 위안~999만 위안인 기업은 57%의 비중으로 비교적 많은 편인데, 

'19년부터 1,000만 위안 이상인 기업 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18년 이전에 초기단계의 투융자는 80%를 넘었지만, '19년에 들어 전략투자가 41% 기록  

F 즉 처음에 대부분의 기업 및 투자기구는 블록체인에 대해 탐구단계에 있었고, 19년 이후 장기적 발전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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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등록자본금별 블록체인 기업 분포

[그림 7] 블록체인기업의 시리즈별 투융자 현황

자료출처 : 「2019년 상반기 중국 블록체인 발전 현황 및 전망」, 중국블록체인생태연맹·CCID(칭다오)블록체인연구원, 2019.08

○ 현재 중국은 기반 플랫폼부터 응용까지 상대 완비된 블록체인 산업 사슬 구축

- 현 단계 중국 블록체인산업 중 BaaS플랫폼, 솔루션 및 금융응용 분야의 

기업은 비교적 많고 각각 9%, 19%, 10% 차지

- 정보보안, 스마트계약 및 에너지 응용이 상대적 부족하여 각각 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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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중국의 블록체인산업 지도 

« 기반기술 및 인프라

프로토콜
§ NEO(小蟻) /Qtum(量子鏈)/Nebulas(星雲鏈) 8) 

§ Bytom(比原鏈)/WANXIANG(萬向) Blockchain 등등 

하드웨어
§ 세계 블록체인 하드웨어 3대 업체9) :Canaan Creative（嘉楠耘智）/ Bitmain

(比特大陆) / Ebang Technology(億邦科技)

연구기구 § CCID(賽迪)/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화신(華信)블록체인산업연구원 등

« 일반응용 및 기술 확장 

스마트계약 § Cryptape(秘猿科技) PDX(全息互信)

채굴서비스 
§ Anthunter(螞蟻礦池) / Canaan Creative（嘉楠耘智）/ F2pool(魚池) 

Bitmain(比特大陆)）

정보보안 § ITC(萬物鏈)/신안(信安)/360

데이터서비스
§ 수쥐과기(數榘科技)/쥐젠원(榘陳元)/BOTTOS(銆鏈)/ColdLar(庫神)/GXChain(公信

寶)/ Baoquan (保全網)/Yunxiang(雲象)블록체인

BaaS § Tecent BaaS Baodu BaaS Huawei

솔루션 § 太一雲 複雜美과기 블록체인차이나(區塊鏈中國)

« 산업별 응용 ★

응용

§ 금융(부동산/기업금융/증권/지급/보험/자산권리 등) /오락 / 공급사사슬(예시, 

징둥, CAINIAO 등) /법률, 에너지(예시: State Grid), 공익분야(예시 : 수이디

처우(水滴筹) 등), 의료(예시: Alihealth), 농업, 사물인터넷, 거래(예시: 

Huobi, Binance 등), 지갑, 미디어

자료출처 : 「2019년 상반기 중국 블록체인 발전 현황 및 전망」, 중국블록체인생태연맹·CCID(칭다오)블록체인연구원, 2019.08

○ 산업규모를 보면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16년 165억 

위안에서 '18년 671억 위안으로 증가 [그림 8] 

8) CCID가 2019년 9월 20일에 발표한 제5차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지수에서 NEO(小蟻), Qtum(量子鏈) 및
Nebulas(星雲鏈)는 각각 4위,  6위, 9위 차지.(https://www.bishijie.com/shendu_5236)

9) http://www.otcbeta.com/news/1123071.html

KOST
EC

    
KOST

EC
    

KOST
EC



2019. 12.  Vol. 12

16  

○ 정책, 자금, 인재 및 인프라 등 요소를 총동원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주요 지역은 블록체인산업단지 조성

- '19년 상반기 기준 중국에서 이미 설립되었거나 건설 중인 블록체인 산업

단지는 20여개 기록

- 이 가운데, 항저우는 3개로 가장 많고 상하이, 창사 및 광저우는 각각 2개로 

2위 차지

- 또한 22개 산업단지 중 13개는 정부 및 기업이 제휴하여 설립되었고, 정부 

주도 및 기업 주도의 산업단지는 각각 7개, 2개로 집계 

[그림 8] 블록체인기업 수 및 산업 규모(2016~2018)

[그림 9] 지역별 블록체인산업단지 현황 

자료출처 : 「2019년 상반기 중국 블록체인 발전 현황 및 전망」, 중국블록체인생태연맹·CCID(칭다오)블록체인연구원,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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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영역

§ (베이징온라인법원) "톈핑롄(天平鏈)"이란 전자증거플랫폼을 구축하여 전자증거 채집, 

저장 및 검증 등이 어렵다는 난제 해결(Baidu의 슈퍼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 (베이징東城區) 법원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증거를 채집하여 판결 진행  

§ (광저우인터넷법원) 징둥닷컴과 제휴하여 "왕통파망(網通法鏈)"이란 스마트 신용생태계 

구축 ('신뢰가능한 전자 증거 플랫폼'과 '사법 신용 플랫폼' 포함)

행정

업무/

편리

서비스 

§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블록체인기반의 개발구 행정업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 (베이징順義區 주택건설위원회) 블록체인 및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판자촌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전주기 스마트 감독 정보 플랫폼 구축

§ (광저우黃浦區) 비즈니스서비스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편리한 서비스 제공

§ (선전시 정부) 행정업무서비스 App인 "i 선전"을 출시하여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 

전자신분증 플랫폼 구축 

§ 마이진푸(螞蟻金服) 및 상하이複旦대학 부속 華山병원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중국 

최초의 전자 처방 출시 

§ (귀저우성핀곤구조기금회)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마트 공익(公益)플랫폼을 구축하여 

공익활동 전 과정에 대한 작업증명 보존과 추적 및 심사 구현 

어음/

영수증

§ (항저우지하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영수증 출시

§ (광저우黃浦區) "稅鏈"이란 블록체인 전자영수증플랫폼 구축

§ (저장성 재정청) 알리페이의 螞蟻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전

자어음플랫폼을 출시하여 사용자의 

물류

§ (텐센트 및 중국물류구매연합회) 블록체인기반의 공급사슬 컨소시엄체인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물류 및 공급사슬 분야의 효율성 향상 지원

§ (Aliyun) SupET공업인터넷플랫폼을 구축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품질추적 

및 공급사슬관리 서비스 등 제공 

§ (징둥) 월마트, IBM, 칭화대 전자비즈니스거래기술 국가공정실과 제휴하여 중국 최초의 

식품안전 블록체인추적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중국 식품공급망의 투명도 향상 

§ (징둥) "징둥 블록체인 위조방지 추적 플랫폼 BaaS"를 구축하여 제품의 원자재 생산, 

및 가공, 물류 운송, 판매 등 정보 기록 

§ (바이두) 블록체인 기반의 따자씨에(大闸蟹, 민물털게) 추적 응용시스템을 출시하여 

따자씨에의 출산지 추적

금융

§ (중국은행) 블록체인 기반의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 허베이 슝안(雄安) 및 

한국 서울 간의 달러 송금 완료(중국 국내은행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결제시

스템을 통해 완료된 첫 번째 송금)

지식

재산권

§ (Baidu) 블록체인 기반에서 이미지 저작권 생태계에 사용될 토큰인 토템(Totem, 

圖騰) 출시

[표 8] 블록체인 응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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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은 ICT 관련 정책 속에  BAT 등 산학연 연계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응용 
촉진 중  

○ 국가차원에서 아직 블록체인 지원 전문정책이 없고 ICT 관련 정책을 통해 

블록체인의 중요성 및 발전방향 제시

- 핵심기술 개발, 특히 블록체인 및 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 등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독려 중 

- 금융, 제품 이력 추적, 전자 작업증명, 디지털신분, 민생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이 

상대 활발한 것으로 보임  

○ 블록체인 관련 핵심적 기술은 주로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기술혁신 의식, 

특히 중국 산·학·연 기구가 제휴하여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추지하는 추세가 두드러짐

- BAT 등 선두기업 외에 새로 설립된 블록체인 전문 업체들도 블록체인 특허 

출원에 적극 나서고 있음

F 블록체인 등록특허 수가 아직 적은 편이지만 특허 출원은 중국 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권 의식이 증강된 것을 보일 수 있음

- BAIDU·Tencent·징둥 등 선도기업들은 대학, 연구소 및 정부기관 등과 제휴

하여 기술개발 및 실질적 응용 추진 중 [표 8]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중국의 블록체인 관련 기술개발과 
다양한 산업과의 접목이 앞으로 보다 한층 더 활성화해질 것으로 전망  

○ 조만간 중국 정부차원에서 블록체인 전문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출범하여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부터 응용까지의 지원 확대 전망  

○ 블록체인 분야의 선도권을 확보하고자 앞으로 기술표준 수립과 특허 출원 등 

강화 전망 

한국은 확대되는 중국의 블록체인 시장에 대비하여 다양한 IT 서비스, 관련 기술 개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IT 서비스의 대부분은 블록체인과 관련이 높고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에 

고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관련하여 가능한 수준에서 표준, 공동연구 및 인재양성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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