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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과기부, 우한(武漢)시에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발전 시범단지 
조성 지원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통지」(국발[2017]35호)에 근거하여 「과기부는 차

세대 인공지능 혁신발전 시범단지 조성 안내에 관한 통지」 발표 (09.03) 

l 우한에 국가의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발전 시범단지 조성을 지원함

-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발전 시범단지(이하 약칭 : 시범단지) 조성은 차세대 인

공지능 발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

- 시범단지 조성은 국가 중대 전략과 우한시 경제사회 발전 수요를 기반으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경험을 형성

- 또한 인공지능이 재생산과 도시 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부지방과 장강

경제벨트(长江经济带)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l 기술 개발과 혁신적 활용을 강화하여 인공지능과 경제사회 발전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함

- 우한의 인공지능 과학 교육 자원, 산업 인프라, 응용배경 등의 장점에 의거하여 인공지능 핵심기

술 개발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능화 인프라 체계를 수립하여 응용배경을 강화

- ICV(Intelligent Connected Vehicle), 스마트 제조, 스마트 디지털 디자인과 건

축, 스마트 의료 등 분야에서 혁신적인 응용 모범을 만들고 인공지능과 실물경제, 

스마트 시티, 사회민생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   

l 정책과 메커니즘의 혁신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발전에 유리한 좋은 생태계를 조성함

- 인공지능 정책 실험을 실시하여, 인재 양성 도입, 데이터 개방 공유, 다원화 투입, 성과 이전 

등의 방면에 새로운 메커니즘을 수립

- 인공지능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연구개발(R&D) 기구의 발전모델을 모색해 산

학연용(产学研用) 심층적 융합, 대중소기업 협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

- 인공지능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거버넌스의 지능화를 추진

- 차세대 인공지능 관리 원칙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 규범화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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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科技部关于支持武汉市建设国家新一代人工智能创新发展试验区的函
  https://www.sohu.com/a/416477477_39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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