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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중국은 커넥티드카(ICV) 분야 유력한 글로벌 경쟁자   

○ 전자정보기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인터넷 등 신기술이 

전통산업 속으로 융합됨에 따라 중국에서 커넥티드카가 자동차산업 분야 핫이슈를 형성함 

- 특히 중국정부에서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자동차 발전전략과 연결시켜 보다 

큰 틀 속에서 자율주행기술의 연구개발과 커넥티드카 산업을 적극 육성 중임  

- 신에너지자동차, 커넥티드카 등 신흥 분야에서 “弯道超车(코너에서 앞차 추월)”의 

꿈을 품고 있는 중국은 유력한 글로벌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실제 자동차산업, 네트워크통신, 인프라, 발전 공간 등의 면에서 ICV 

발전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음  

 - (자동차산업) 자동차산업의 전체적인 규모가 세계 앞순위 차지, 독자브랜드의 

시장점유율 점진적으로 향상, 핵심기술과 핵심부품의 자급능력 크게 향상,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시스템 비교적 완비, 전지․전기기계․전기제어 및 완성차 

분야 국제경쟁력 형성

   * 賽迪顧問 컨설팅사의 「중국 커넥티드카 산업발전 백서(2017)」에서는 2025년 글로벌 

커넥티드카 시장규모가 4,305억 달러에 육박할 것인데, 이중 중국이 글로벌 최대의 

자동차 소비인구에 힘입어 전체 1/3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함    

 - (네트워크통신) 인터넷,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일부 세계적인 리더급 기업 배출, 이중 

일부 기업이 “글로벌 10대 인터넷 기업(시장가치)”에 랭킹, 일부 통신설비 제조업체들이 

세계 제1진영에 진입함 

   *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騰訊), 바이두(百度), 화워이(華爲) 등 글로벌 선두주자 기업을 보유함 

 - (인프라) 광대역 네트워크와 고속도로망이 급속히 발전해 그 규모가 세계 1위로 부상, 

5G 등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분야 비교우위 형성, 베이더우(北斗)위성 항법시스템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고정밀도의 시공서비스 제공 가능 

 - (발전공간) 신형 도시화 건설 및 향촌진흥(鄕村振興) 전략의 실시로 인해 스마트자동차 

발전의 잠재력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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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CV 대표적 정책   

국무원, 「“중국제조 2025” 중점분야 기술로드맵」 발표(‘15.9)   

○ 국무원에서 《“중국제조 2025” 중점분야 기술로드맵》(‘15.9) 발표를 통해 최초로 

“커넥티드카(ICV)”를 국가 전략의 고도로 격상시킴 

   - (정의) 기존에 중국에서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자동차, 인터넷자동차, 무인차, 

자동운전 등 다양한 개념들이 혼용된 상황에서 최초로 커넥티드카에 대한 명료한 개념 제시 

         출처 : 國務院, “中國製造 2025”

(로드맵) 커넥티드카의 발전수준, 자립화율 및 접근표준에 따라 보조운전(DA), 부분적 

자동운전(PA), 고도의 자동운전(HA), 완전 자율주행(FA) 4개 단계의 발전 로드맵 구축 

         [표 1] “중국제조 2025”커넥티드카 4단계 발전 로드맵 

        출처 : 國務院, “中國製造 2025”

(목표) 2020년까지 DA 및 PA의 자립화율 40% 이상, 스마트교통도시 인프라 자립화율 80% 

이상, 2025년까지 DA, PA, HA의 자립화율 50% 이상 달성, 글로벌 톱 10위권 기업 1개 보유

커넥티드카란 ? 

§ 선진적인 차량 탑재용 센서, 제어설비, 작동장치 등 장착  

§ 현대통신기술과 네트워크기술의 융합으로 자동차 내외부 및 자동차 간 네트워크의 심

리스 연결 실현

§ 정보공유, 혼잡환경 감지, 지능화 결책, 자동화 협동 등의 제어기능 보유

§ 스마트 도로 및 보조 인프라와 연결된 스마트주행 시스템 보유

§ “고효율, 안전, 편안, 에너지절약” 주행이 가능한 차세대 자동차 

단계 주요 기능 

DA
[보조운전]

- 한 개 또는 여러 부분의 자동기능(ESC, ACC, AEBS 등) 보유 
-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 경고정보 제공  

PA
[부분적 자동운전]

- 운전자 10초 이상 집중운전 불가 시 경고시스템 가동 
-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 안내정보 제공  

HA
[고도의 자동운전]

- 고속도로와 도심에서의 자동주행 가능, 운전자의 조작 간혹 
   필요, 단 충분한 교환시간 제공
-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제어 정보 제공

FA
[완전 자율주행] - 자동차의 완전한 자율주행 가능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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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제조 2025”커넥티드카 세부 발전목표 

   출처 : 國務院, “中國製造 2025”

(중점 제품) 자동차 탑재용 지능정보서비스시스템, 운전보조 커넥티드카, 부분 또는 고도 

자동운전 커넥티드카, 완전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지능형 통행 자동차(버스, 택시) 

- (핵심 부품) 차량 광학시스템, 차량 레이더시스템, 초정밀 위치추적시스템, 차량 네트워크

단말장치, 통합 제어시스템

핵심 기반기술  멀티 정보융합기술, 차량협동제어기술, 데이터안전 및 플랫폼 소프트웨어, 

휴먼머신 인터랙션 및 공동운전 등 기반기술 개발

- (응용시범) 대표적 도시에서의 커넥티드카 운행환경 연구 및 응용시범, 대형 물류기업의 

지능형 네트워크 시스템 자동차 응용시범 등 추진 

- (산업클러스터) 기존의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3~6개의 커넥티드카 산업클러스터 

육성, 2~3개의 부품(카메라, 레이더, 위성 항법장치, RF 칩, 무선통신단말기 및 제어

장치 등) 산업클러스터 육성

공업정보화부, 「국가 IoV(Internet of Vehicles) 산업표준시스템 구축 지침」 발표(‘17.12) 

○ 공업정보화부에서 「국가 IoV 산업표준시스템 구축 지침」을 발표하는 등 케넥티드카 

관련 기술표준의 제정사업을 주도함  

- (목표) 2020년까지 운전 보조 및 低 레벨의 자동운전을 지원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표준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구축, 2025년까지 高 레벨의 자동운전을 지원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표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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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 IoV 산업표준시스템 구축 지침」의 세부 목표 

       출처: 工業和信息部, 「國家車聯網産業標準體系建設指南(智能網聯汽車)」

- (표준시스템) 커넥티드카 표준시스템은 “기초”, “범용 규범”, “제품과 기술 응용” 및 

“관련 표준” 4개 부분으로 구성되고, 그 밑에 14개의 서브 분야를 둠

[그림 1] 「국가 IoV 산업표준시스템 구축 지침」의 표준시스템 구성도

       출처: 工業信息部, 「國家車聯網産業標準體系建設指南(智能網聯汽車)」

- (조직실시) ① “전국 자동차표준화기술위원회 커넥티드카 분과기술위원회” 설립, 

② 표준 입안, 제정 및 실시를 위한 그린채널 개통(재정자금 및 연구개발프로젝트 활용), 

③ 자동차 및 관련 산업 기업이 표준제정 과정에 주체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유도  

- (국제협력) ① 커넥티드카 표준법규 국제포럼을 개최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교류 촉진, 

② UN/WP29, ISO, ITU 등 국제표준의 제정과 조율 사업에 적극 참여 

단계 주요 목표  

2020년 기준 

(규모) 30건 이상의 커넥티드카 중점표준 제정
(범위) ① 기능 안전, 정보 안전, 인간-머신 인터페이스 등 범용기술   
      ② 정보감지 및 인터랙션, 결책 조기경보, 보조제어 등 핵심    
         기능 관련 기술요구와 실험방법 

(효과) 스마트 제품의 전면 보급 및 IoV 기술의 점진적 응용 촉진

2025년 기준 

(규모) 100건 이상의 커넥티드카 표준 제정  

(범위) ① 스마트화 자동제어, IoV 협동결책기술 

     ② 전형적 장면에서의 자동운전 기능 및 성능 관련 기술요구와 평가방법 

(효과) 커넥티드카의 “스마트화+네트워킹화”융합발전 촉진 및 기술과 제
품의 전면적인 보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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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스마트자동차 혁신발전전략」(의견수렴고) 발표(‘18.1)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스마트자동차 혁신발전전략」(의견수렴고)을 발표하여 

커넥티드카 산업의 단계별 발전전략을 제시함 

- (목표) 2020년까지 저․중 레벨의 스마트자동차는 양산을, 중․고급 레벨의 스마트자동차는 

시장화 응용을 실현함. 2035년까지 중국 표준의 스마트자동차 브랜드를 형성해 스마트

자동차 강국의 목표를 달성함 

     [표 4] 「스마트자동차 혁신발전전략(의견수렴고)」의 세부 목표 

     출처: 國家發展改革委員會, 「智能汽車創新發展戰略(征求意見稿)」

지방정부에서 관련규정 잇달아 발표 및 산업조직 설립      

○ 2017년 말부터 베이징, 상하이, 충칭, 선전 등 지방 정부에서도 케넥티드카 도로테스트 

관리 규정을 잇달아 발표함

 - 주로 테스트 주체, 테스트 차량, 테스트 인력, 테스트 신청, 불법 및 사고처리 등에 

관한 명확한 요구를 제시한 동시에 테스트용 번호판을 발급함 

○ 공업정보화부에서 중국 커넥티드카 산업혁신 컨소시움(2017.6)을, 국유자산감독관리

위원회에서 중앙기업전동차산업컨소시움 커넥티드카전문위원회(2017.1)에 설립함  

단계 단계별 발전 전략 

2020년까지 

① 표준 스마트자동차의 기술혁신, 산업생태, 도로망시설, 법규표준, 제품 
감독관리 및 정보안전 시스템 틀을 기본적으로 형성함 

② 신규 스마트자동차의 비중을 50%로 향상, 중고급 스마트자동차의 시장
화 응용 실현, 중점지역에서의 시범응용에서 효과를 봄 

③ 스마트 도로교통시스템을 구축해 대도시와 고속도로의 차량용 무선통신
네트워크(LTE-V2X) 커버율을 90%에 도달, 북두(北斗)시스템의 고정밀도 
시공서비스를 전면 실현함

2025년까지 

① 중국 표준 스마트자동차의 기술혁신, 산업생태, 도로망시설, 법규표준, 
제품 감도관리 및 정보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형성함

② 신규 차량은 모두 스마트화를 기본적으로 실현, 고급 스마트차량은 규
모화의 응용을 실현함

③“인간-차량-도로-클라우드”의 고정밀도 협동 실현, 차세대 차량 무선통
신네트워크(5G-V2X)로 스마트자동차 발전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킴 

2030년까지 
① 중국 표준 스마트차량의 세계적 브랜드 구축, 스마트차량 강국의 목표
를 달성함

KO
STEC   

  K
O

STEC   
  K

O
STEC



2020. 1.  Vol. 1

6  

Ⅲ ICV 기술혁신 동향    

“스마트” 및 “커넥티드” 융합 추세 형성         

○ 현재 “스마트” 기술과 “케넥티드” 기술이 커넥티드카 발전의 양대 기술로드를 형성함 

 - 스마트 기술로드는 전통적인 차량업체가 주도하는데, 그 발전은 카메라 및 레이더 등 

센서의 융합기술과 칩의 전산성능 및 전산법에 의존함

  * 중국 내 상하이자동차(上汽), 창안자동차(長安), 둥펑자동차(東風), 제1자동차(一汽), 

베이징자동차(北汽) 등 전통 차량업체들이 자율주행계획을 잇달아 발표함 

 - 커넥티드 기술로드는 고도 안전성과 실시간 특징의 통신네트워크를 인프라로 하는데, 

통신 설비업체와 운영업체들이 선천적인 우위를 보유함  

  * 중국 내 대표적인 업체로는 화워이(華爲) 통신설비업체 외 차이나유니콤(中國聯通), 차이나

텔레콤(中國電信),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3대 운영업체들이 동 분야 배치를 강화 중 

  * 화워이(華爲)의 경우 이미 노키아, 인텔 등 글로벌 업체와 공동으로 5G 자동차통신

기술연맹(5GAA)을 결성함 

 - “스마트” 및 “커텍티드” 기술로드의 융합은 필연적인 추세로서, 상호보완을 통해 차량

의 정보감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케넥티드 진척도 가속화할 수 있음  

[표 5] “스마트” 기술로드와 “케넥티드” 기술로드의 특징 

    출처:  Continental AG, 新時代證券硏究所

스마트 기술로드 커넥티드 기술로드

정보 획득 방식 다양한 센서 융합 네트워크 통신

결책 방식 자율주행 전산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

장점 추진이 빠름 더욱 많은 도로 교통정보 획득 
가능

단점

환경정보 획득이 한정적이어서 
가시거리 밖의 정보는 획득 

불가, 센서가 극단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음

이익 관계자가 많아서 빠른 
추진이 어려움, 정보안전 문제 

초래 가능성 존재 

주요 특징 단일 차량의 자주적 처리 여러 차량의 협동 처리

산업 리더 전통 차량업체 통신 설비업체 및 운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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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로드는 센서를 토대로 하는 독자 능력 강조           

○ 다양한 센서의 협동을 통해 “스마트” 기술로드의 기반 형성 

 - “스마트” 기술로드는 센서를 이용해 환경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센서에는 카메라, 

레이저 레이더, 밀리미터파 레이더 및 초음파 레이더 등 포함 

  * 중국 내 대표적인 센서업체는 퉁즈전자(東致電子)(초음파 레이더) 등이 있음 

 - 서로 다른 유형의 센서마다 모두 국한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센서 간의 상호보완적인 

융합을 통해 각종 환경여건에 적응할 수 있음 

○ 고정밀도 지도와 항법시스템의 보조적인 환경감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센서의 단점 보완  

 - 고정밀도 지도가 제공하는 차량주행 보조정보에는 주행도로의 넓이, 경사도, 곡률 등 

도로 데이터 외에도 교통 마크 및 신호등 등 도로주변의 고정대상 정보가 포함됨 

  * 중국 내 대표적인 고정밀지도 업체는 바이두지도(百度地圖)와 스워이투신(四維圖新) 등이 있음  

 - 항법시스템은 정확한 위치를 식별하는 필요한 보조시스템으로서 글로벌 항법위성시스템

(GNSS), 관성 항법시스템(INS), 자주항법시스템(SLAM) 및 주행거리 기록계 등 포함 

  * 중국은 자체 항법위성시스템인 베이더우(北斗)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 전통 차량업체의 주도적 역할과 AI 신형 과기업체의 촉진역할 충분히 활용 

 - 스마트화는 자동차 개혁의 중요한 방향으로서 전통 차량업체들이 “스마트” 기술로드와 

관련 전략을 제정해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음 

  * 중국 내 상하이자동차(上汽), 창안자동차(長安), 둥펑자동차(東風), 제1자동차(一汽), 

베이징자동차(北汽) 등 전통 차량업체들이 자율주행계획을 잇달아 발표함 

 - AI 전산법과 칩은 자율주행 중 환경식별과 결책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부품으로서 동 

분야 신형 과기업체들이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체인에 자연스럽게 융합됨  

  * 중국 내 대표적인 AI 전산법 업체에는 주로 바이두(百度) 외 수저우즈화(蘇州智華), 

중무과기(縱目科技), 중텐안츠(中天安馳) 등 일부 초창기 업체들이 있음 

  * 중국 내 자율주행 칩 업체에는 주로 초창기 업체로서 지평선로봇(地平線機器人), 중커한우지

(中科寒武紀), 선궈커(森國科) 등이 있으며 모두 관련된 칩 제품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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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스마트”기술로드 산업체인에 참여한 중국 내 전통 차량업체와 신흥 과기기업  

출처: IDC, 新時代證券硏究所

“커넥티드” 기술로드는 도로교통 참여측의 협동 능력 강조            

○ 중국 주도로 C-V2X 에서 5G-V2X 방향으로의 발전 가능    

 -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은 사물인터넷의 자동차 분야 응용으로서,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전용 단거리 통신기술(DSRC)과 중국이 주도하는 셀룰러 네트워크 통신기술

(C-V2X) 양대 진영을 형성함 

  * 후발 기술인 C-V2X는 DSRC에 비해 시스템 용량과 커버범위 등 성능에서 비교우위 형성  

 - 5G 기술이 끊임없이 성숙되면서 향후 C-V2X 기술이 5G-V2X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글로벌 커넥티드카 기술표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기대됨   

  * 글로벌 산업연맹인 5G 자동차통신기술연맹이 2017년 12월에 LTE-V2X 상용 로드맵을 발표함 

[표 7] C-2X와 DSRC의 시스템 장단점 비교   

출처: IEEE, C-V2X 사업팀, 新時代證券硏究所

산업 체인 주요 공급업체

센서
- 초음파 레이더 :  東致電子사
- 밀리미터파 레이더:  納雷科技사, 森思泰克사, 行易道사, 杭州智波사 등 

고정밀 지도 - 百度地圖사, 四維圖新사 등 

칩 - 地平線機器人사, 中科寒武紀사, 森國科사 등 

전산법 - 百度사, 蘇州智華사, 縱目科技사, 中天安馳사 등 

완제품 
차량업체 

- 上汽사, 長安시, 東風사, 吉利사, 一汽사, 北汽사, 廣汽사, 長城사 등  

항목 DSRC C-V2X

통신 규약 IEEE 802.11p LTE-R14

장점
기술이 성숙되고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강함
시스템의 용량이 크고 커버 면이 

광범위하며 배치 원가가 낮음

단점
배치 원가가 높고 시스템의 용량이 

적음
추진이 느림 

주도 국가 또는 지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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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설비업체와 운영업체가 “커넥티드” 기술로드 주도     

 - “커넥티드” 로드는 현대통신과 네트워크 기술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통신 설비업체와 

운영업체가 선천적인 우위를 보유함

 - 통신설비업체 화워이(華爲)사와 종합적인 통신 솔루션 제공업체인 중싱통신(中興通訊)사가 

글로벌 산업연맹인 5GAA의 회원으로 가입해 5G 자동차 통신산업의 발전을 주도함

 - 중국의 3대 통신 운영업체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이 커넥티드카 

분야 배치를 가속화 중 

  * 차이나모바일은 2015년에 독일텔레콤과 합자회사를 설립해 동 분야 전문적인 솔루션 

제공, 2018년에는 차이나모바일 즈싱(智行)네트워크과기유한회사를 설립함 

  * 차이나텔레콤은 상하이와 난징에 IoV(Internet of Vehicles) 플랫폼을 각각 구축해 

차량탑재용 정보서비스와 커넥티드 솔루션을 제공함

  * 차이나유니콤은 2017년에「차이나유니콤 IoV 백서」를 발표해 2022년에 5G-V2X 

자율주행 실험 및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커넥티드” 기술로드의 추진 속도가 비교적 완만함      

 - “커넥티드” 로드는 IoV 통신 과정에 대량의 실시간 데이터 교환이 필요해 5G의 상용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광대역과 네트워크 지연성에 대한 요구가 아주 엄격함 

 - “케넥티드” 로드의 산업체인이 너무 길어서 참여측 간의 이익관계를 조율하기 힘들고 

궁극적으로 관련 표준의 제정 등 사업의 진척이 완만해짐  

  * 주로 통신칩, 통신모듈, 단말과 설비, 완제품차량 제조, 테스트 검증과 운영 및 서비스 등 분야의 

칩 생산업체, 설비제조업체, 솔루션제공업체 및 통신운영업체 등 다양한 이익관계자측이 참여

[그림 2] 중국 내 C-V2X 산업 체인에 참여한 로컬 및 해외 업체 

출처: IMT-2020(5G) 추진팀 “C-V2X 백서”, 新時代證券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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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CV 산업 특징 및 전망        

센서설비 시장이 우선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시각 영상 획득에 사용되는 차량탑재용 카메라는 커넥티드카에 꼭 필요한 센서일 뿐만 

아니라, 단일 차량에 여러대를 탑재할 수 있어서 시장 전망이 밝음      

 - 賽迪智庫사에 따르면, 2020년에 중국의 차량탑재용 카메라 시장규모가 약 72억 위안 

정도(글로벌 시장규모는 133억 위안 규모)로 예측됨 

 - 중국은 현재 차량탑재용 카메라산업의 상중하 산업구조에서 모두 로컬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광학 렌즈 모듈 등 분야에서는 舜宇光學사 우위기업을 보유하기도 함

[표 8] 차량탑재용 카메라산업의 대표적 로컬업체    

   출처: 盖世汽車硏究院, 新時代證券硏究所

○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ACC), 전방충돌경고시스템(FCW), 

긴급제동시스템(AEB), 사각지대감지시스템(BSD)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ADAS의 

핵심 센서로서, 중국은 현재 자립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국 내 전통적인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의 경우 華域汽車사와 德賽西威사 등이 있으며, 

이중 전자는 중국 내 최초로 밀리미터파 레이더의 양산을 실현한 업체임 

 - 초창기 기업의 경우 納雷科技사, 森思泰克사 및 行易道 등이 모두 제품화(77GHz급)를 실현함  

 

   

산업 체인 대표적 업체 

광학 렌즈 舜宇光學사(출하량 다년간 1위), 聯創電子사, 關東辰美사

광필터    水晶光電사  

보호막    耐司사, 水晶光電사 

웨이퍼    中芯國際사 

렌즈 모듈 舜宇光學사, 關東辰美사

CMOS 칩    豪威科技사 

DSP    德州儀器사, 華爲海思사 

시스템집적    安波福사, 豪恩사, 經緯恒潤사, 毆菲科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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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용 칩의 고부가화 발전 추세               

○ 커넥티드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차량탑재용의 전자시스템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차량탑재용 칩 시장의 급속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 

 - 차량탑재용의 칩은 기술장벽이 비교적 높은데 중국은 반도체산업의 기반이 취약해서 

차량탑재용 칩 분야 경쟁력이 부족함

 - 중국의 경우 현재 華爲사, 大唐電信사, 四維圖新사 등 전통 우위업체 외에도 地平線사, 

寒武紀사, 森國科사 및 深鑒科技사 등 초창기 업체들이 활약 중, 靈跑汽車사 등 완성

차업체도 있음   

   * 이중 深監科技사의 경우 2017년 10월에 안면 식별 모듈 등 6종 제품 발표, 2018년에 

ADSA 시스템인 DPhiAuto 제품이 유럽 및 일본 업체의 오더를 받음  

고정밀도 지도 분야는 경영자격증의 희소성으로 경쟁의 장벽 형성  

○ 커넥티드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고정밀도 지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특히 고급 

자율주행자동차의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고속발전의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경우 현재 인터넷 기업 주도형의 알리바바, 지도업체 주도형의 高德사, 四維
圖新사, 凱立德사 등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고정밀 지도 분야는 주로 인터넷 기업 주도형, 센서업체 주도형, 차량업체 주도형 

및 지도업체 주도형 4가지 배치 방식이 공존하고 있음 

 - 지도산업은 국가 기밀에 관련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경영허가증 취득이 필요한데, 정책적인 

장벽으로 인해 해외 기업의 중국시장 진입의 난이도가 비교적 클 것으로 예측됨

  * 2018년 기준 중국 내 항법전자지도 서비스자격을 획득한 기업은 四維圖新사 등 14개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분야의 사장잠재력 지대   

○ 클라우드는 커넥티드카의 정보중추로서 자동차, 행인과 교통시설 등을 정보노드로 함 

 - 향후 중국 내 C-V2X 네트워크와 관련 기술이 성숙됨에 따라 V2X, V2I 등 기능의 커넥티드카 

보유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중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에는 華爲사 등 통신설비업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통신운영업체 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世紀互聯사, 金山사 등이 있음

 - 데이터 정보의 민감성으로 인해 향후 로컬업체들이 주류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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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카 운행시범 이미 착수                

○ 중국은 이미 베이징, 상하이, 저장성 등지에 커넥티드카의 시운행을 위한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커넥티드카 관련 각종 기술의 테스트 및 응용시범 추진 중 

  - 일례로 상하이시는 중국공업정보화부에서 최초로 허가한 커넥티드카 운행시범구(‘15년)로서 

폐쇄식 테스트 → 개방식 도로테스트 → 종합시범구 3단계의 운행시범구 구축 예정  

  - 그후 2016년 6월에 커넥티드카 폐쇄식 테스트구역을 정식으로 운영, 현재  상하이자동차, 

Volvo사, GM사, Ford사, 창안(長安)자동차 등이 테스트 및 주행 자격 획득  

  * 현재 주로 차량간 통신경보, 공공교통차량 우선, 자동주차 등 관련 시범 응용사업 추진 중, 

여기에는 충돌 경고, 긴급제동 경고, 차선변경보조, 사각지역 경고, 교차로 충돌경고 등 포함 

[표 9] 중국 내“커넥티드카 시범운행구역” 리스트 

출처: 政府報告網, “2018年中国智能网联汽车行业趋势：将迎来加速发展期”
http://tuozi.chinabaogao.com/qiche/0Q3544212018.html. 2018.8.1.

○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중점 분야 기술로드맵」의 목표대로 커넥티드카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면 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례로 베이징시 경제정보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베이징시 커넥티드카산업 백서(2018)」에 

따르면 베이징시에서 최초로 5G IoV를 건설하여 2022년에 전 시의 케넥티드카 및 관련 

산업의 규모를 1,000억 위안으로 확대할 예정임 

지역  시간 핵심 내용  

선전시 2015.07 - 세계 최초로 “스마트자동차+부동산+금융”의 스마트자동차 산업기지 구축

저장성

(浙江)
2015.09

- (핵심구역) 杭州시 栖小鎭과 桐鄕시 烏鎭
- (목표) 보조운전, 반자동운전 및 자율주행 관련 기술 테스트 및 응용시범 추진 예정 

상하이시 2015.10

- (핵심구역/투입규모) 상하이 嘉定구역, 2억 5,000만 위안 

- (목표) 2020년까지 1만대 커넥티드카, 500km 도로 길이의  종합시범구 구축 예정 

- (현황) 중국 최초의 시범구, 2016년 6월 이미 폐쇄식 구간의 차량 테스트 시작 

베이징/

허베이성

(河北)

2016.01
- (핵심구역)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허베이 徐經경제개발구, 長城자동차실험장

- (목표) 그린차량, 스마트네트워크, 지능운전, 편리한 주차, 스마트관리 등 6대  
  시범 추진 예정 

충칭시

(重慶)
2016.01

- (투입규모) 1억 위안 

- (목표) 4.5/5G 구축, 스마트자동차와 지능교통 융합발전 산업생태계 구축 예정 

우한시

(武漢)
2016.11

- (핵심구역) 우한시 沌口지역

- (목표) 2021년까지 1천대 커넥티드카, 600km 도로 길이의  종합시범구 구축 예정

장춘시

(長春)
2016.11 

- 공업정보화부와 지린성정부 간에 “광대역 모바일인터넷을 토대로 하는 스마트

  자동차 및 스마트교통 응용시범 협력협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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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문제 및 시사점         

핵심기술과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지능교통인프라 및 표준 취약 

○ 중국의 커넥티드카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서 핵심기술과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능교통 인프라 관련 표준도 취약함   

특히 전자소자 고성능 센서 칩 인터넷기술 등 핵심기술과 부품 분야 국제협력이 필요한 상

황으로서 동 분야 비교우위가 있는 한국과 윈 윈 협력의 가능성이 존재함

커넥티드카 표준과 인증체계 구축 그리고 지능교통인프라 구축 면에서도 한중 양국이 공동

협력을 추진한다면 향후 중국의 광범위한 자동차소비시장 확보에 유리함 

한국은 완성차업체와 ICT 업체 중심으로 對중국 협력 추진 가능 

○ 중국에서 커넥티드카 산업을 움직이는 양축은 완성차와 ICT 업체로 현재 해외 연구기관과 

업체와도 다양한 협력을 시도 중인데, 한국도 동 분야 비교우위를 이용해 윈-원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일례로 신에너지자동차 후발주자로 급성장한 자동차그룹比亞迪과 자동차그룹吉利이 

해외 우수 센터와의 제휴를 통해 커넥티드카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전을 도모중임

   * BYD사의 경우 싱가포르과학기술연구국 산하 정보통신연구소(‘14)와, Geery사의 경우 

Volvo(스웨덴) R&D센터(‘13)와 자율주행 분야 협력 추진

百度사의 경우 사와 서로 윈 윈이 되는 고도 자동화 운전기술 협력협의를 체결함

   * BMW측은 자동차 센서와 차량제어장치, 안전제어시스템 등을, Baidu측은 오토브레인 위주의 

자율주행 모듈을 제공하기로 합의함(‘14)

따라서 한국도 중국 내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로컬 완성차업체와 업체와 

제휴하여 중국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음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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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國務院, 「“中國製造 2025” 重點領域技術路線圖」 (‘15.9) 

● 國家發展改革委員會, 能源技术革命创新行动计划(2016-2030年)(2016.4)

● 工業和信息化部, 「國家車聯網産業標準體系建設指南(智能網聯汽車)」(‘17.12)

● 國家發展改革委員會, 「智能汽車創新發展戰略(征求意見稿)」(‘18.1)

● 賽迪智庫, 「中國智能網聯汽車産業發展白皮書(2017)」(‘17.9) 

● 中國報告網, “2018年中國智能網聯汽車産業趨勢: 將迎來加速發展期”

  http://tuozi.chinabaogao.com/qiche/0Q3544212018.html. 2018.8.1.

● 智庫科技, “中國智能網聯汽車産業發展報告”

  http://www.elecfans.com/d/832963.html.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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