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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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양회, 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
중국은 양회를 통해 2019년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강조
● 미·중 통상 분쟁을 우려하여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를 주도하기 위한 관련 기술혁신과 제조업 구조고도화, 신산업 육성정책 등을 제시
● 제조업에 중점을 두어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플러스(智
能+) 추진
●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기술혁신과 차세대 정보통신, 첨단장비, 바이오, 신소재, 신에너지
차 등 신산업 육성 가속화 강조

요약

올해 중국 양회에서 강조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혁신 및 산업정책,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은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부여
● 중국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에서 우리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
며, 관련 신산업 분야에서는 우리와 경쟁이 치열
●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만의 특화 분야를 발굴하고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 추진
● 올해 양회에서 강조한 스마트제조, 신에너지(수소)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 시장이 확대
되면서 시장진출 기회가 창출될 전망
● 소비촉진 정책, 환경산업 육성, 지역혁신 전략 추진 등 시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의
양국 간 산업협력 방안 마련

* i-KIET의 i는 industry 4.0, AI, IoT 등을 상징하는 말로 산업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전문 연구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음.

2018년 중국 양회01]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강조
올해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스마트 플러스(智能+)를 통한 제조고도화, 신산업 육성 강
화, 기술혁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주요 산업정책을 제시
●

AI, 빅데이터, 5G, 신에너지차 등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과학기술

표 1 ] 전인대에서 나타난 산업정책의 변화
2018

2019

•스마트플러스 정책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 산업인터넷

플랫폼 구축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 제조업의

질적성장
- 과잉설비 제거 : 철강(3,000만톤), 석탄(1.5억톤)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발전 촉진
의 생산 감축목표를 제시
-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 품질수준 제고 및 중국 브랜드 육성
- 전통산업

설비교체 지원을 강화
- 새로운

생산공정의 도입/개발을 장려
•신흥산업 발전 가속화
•신산업육성
- 신산업의

육성과 디지털경제 확대
- AI,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등 4차산업 기반기술
(AI, 빅데이터, 차세대 IT, 첨단장비, 바이오, 신소
발전 강화
재, 신에너지차 등)
-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결제, 스마트 헬스케어 등
- 5G의

상용화 및 5G 제조업 적용
4차산업 관련 산업 발전
- 수소인프라,

수소연료전지 개발 등 수소산업 발전
- 항공기 엔진, 신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등
강조
•혁신기반 성장
-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창업 지원

•과학기술 R&D 강화
- 기초과학연구

및 응용연구 확대
- 지재권

보호 강화
- 커촹반(科創板)

설립을 통한 창업지원

•소비구조의 고도화
•소비확대
- 소비 및 서비스주도의 성장
- 소비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자동
- 소비의 업그레이드
차, 가전제품 보조금 확대, 양로서비스업, 영유아
- 지역균형 발전 및 도시화, 인프라 투자, 친환경 분
교육서비스업 확대 등)
야 등 수요증대
- 지역혁신,

인프라투자, 친환경 분야 수요 증대
•환경오염 방지
- 환경보호, 푸른하늘 수호전(藍天保衛戰)

•친환경산업 육성
- 환경오염방지,

푸른하늘 수호전 성과 공고화
- 친환경산업

육성
(오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배출 저감설비 등)

•대외개방 확대
•대외개방 확대
- 외상투자법

개정
- 투자개방확대, 일대일로를 통한 해외투자 확대,
- 국경간

전자상거래 확대
양자 및 다자간 FTA 추진 확대, 자유무역시범구
- 양자

및 다자간 FTA 추진 확대
확대
- 자유무역시범구

확대
자료 : 정부 업무보고 및 각 부처 기자회견 자료 정리.

01] 양회(兩會)는 중국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
칭하며, 한 해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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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정책과 친환경산업 육성, 외상투자법 개정을 통한

대외개방 확대 등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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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기술혁신을 강조

‘스마트 플러스(智能+)*’ 정책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추진
*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확장된 정책으로 스마트 플러스 정책의 목적은 빅데이터,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활용을 통해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산업인터넷(IIoT)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 추진
●

2018년 양회에서는 ‘인터넷플러스’보다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플러스’ 개념을 제시하면서,

스마트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강조

* 중국산업인터넷 산업연맹(工业互联网产业联盟, 2018)의 발표에 따르면, 산업인터넷 플랫폼은 제조
설비, 원자재, 전자정보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5,700억 위안에서 2020
년에는 약 1조 위안 규모로 성장 전망
●

넷이즈(網易:왕이)의 CEO 딩레이(丁磊)는 제조업 생산을 최적화하는 ‘인터넷+첨단제조’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경제 확대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IT, 첨단장비, 제약·바이오, 신소
재, 신에너지자동차(xEV) 등의 신흥산업군 육성을 강조
●

바이두의 CEO 리옌훙(李彦宏)은 AI를 활용한 스마트교통,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정책지원, 인적자원, 빅데이터 등의 3가지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한 AI 발전
가속화 주장
●

샤오미(小米)의 CEO 레이쥔(雷军)은 첨단장비, 스마트제조, 산업인터넷 등 주요 분야에 대

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강화를 제안
●

신에너지 자동차* 중 특히 수소자동차의 경우, ‘수소에너지 설비 및 수소 충전소 건설’이라는

문구가 정부 업무보고에 최초로 언급
* 신에너지 차량은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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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중국 수소차 발전 계획
2020

2025

2030

누적 규모

시범응용 5,000대

보급 누적 5만대

보급 누적 100만대

충전소

100기 이상

300기 이상

1,000기 이상

시장규모

3,000억 위안

5,000억 위안

1조 위안

자료 : 중국자동차공정학회(中国汽车工程学会), 공업신식화부 등.

전국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IT기업가들이 5G의 상용화와 제조업에서의 응용을 강
조, 5G가 신흥산업 분야 중 주요 키워드로 등장
●

샤오미(小米)의 CEO 레이쥔(雷军)은 5G가 향후 정보 인프라와 기술경쟁의 핵심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5G와 사물인터넷의 혁신적 융합 발전과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화 전환
촉진을 강조
●

양회에 참석한 텅쉰(腾讯)의 마화텅 대표는 산업인터넷 발전 촉진과 실물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 5G와 IPv6*의 상용화 및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강조
* IPv4에 이어서 개발된,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촉진
●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리우스진(刘世锦) 부주임은 공유경제를 중국 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

으로 육성할 것을 제시
●

중국의 공유경제는 시장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세계 공유

경제의 혁신 및 발전 중심지로 부상
* 국가정보센터(国家信息中心)가 발표한 <중국 공유경제발전연간보고(2019)>에 따르면, 2018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조 9,42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1.6% 증가
●

공유경제가 기존 의료, 숙박, 교통, 교육, 오피스, 가사서비스 등에서 향후 과학연구, 생산인

프라, 지식 및 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전망

과학기술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기술혁신 추진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강화하여 신흥산업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확립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해외 협력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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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프로젝트의 간접비 비중을 확대하면서, 연구자의 과제비 사용 재량권을 확대*하

주요 조치

차세대 정보기술

주요 내용
- 산업인터넷 플랫폼 구축 및 인터넷+ 응용분야 확대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연구개발 및 응용 지원
- 스마트교통, 의료, 교육 등 분야의 AI 도입 촉진
- 양자정보과학 국가실험실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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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양회에서 언급된 주요 신흥산업 지원정책

- 첨단장비의 수입의존도 감소 위한 기초연구 강화
첨단장비

제약·바이오
신소재
공유경제

* 첨단수치제어, 첨단측정장비 등 핵심부품 정밀가공 생산 및 검사측정 설비

- 첨단장비, 스마트 제조, 궤도교통장비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특별 지원자금 마련
- 항공엔진 장비기술 등 국방관련 첨단장비제조업 육성
- 첨단의료기기 및 관련 설비, 첨단 의료용 시약, 중대질병에 대한 신약 개발 장려
- 공업용 기초 재료 개발
-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 신업태, 신모델 발전 지원
- 규범 확립, 체제 개혁을 통한 공유경제 발전 촉진
- 공유경제의 질적 성장을 통한 고용확대 효과 증대

신에너지 자동차

- 전기자동차 구매 우대정책 실시
- 신에너지 구매혜택 정책, 하향(下鄕)정책, 노후차량 교체 장려 등 자동차 소비진작
정책 시행
-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에 대한 3包(수리, 교환, 환불 보증)정책 수립 추진
- 수소 에너지 설비 및 수소 충전소 건설 확대

5G

- 5G 상용화 추진 및 사물인터넷과의 혁신적 융합발전을 통한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
- 모바일 데이터 이용료 20% 추가 인하
- 인터넷 실명제, IPv6주소,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등록 관리 강화

자료 : 각 부처별 양회 기자회견 내용 정리.

고, 연구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 연구 비목의 항목별 제한없이, 연구자가 자주적으로 과제비를 사용하는 ‘과학연구경비도급제(包干制)’
개혁 시범 실시
●

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산·학·연을 연계하고 혁신 메커니즘을 구축

* 2018년 중국의 종합 과학기술혁신 능력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기준 세계 17위이며, 2020년
15위가 목표
●

과학기술부는 현재 ‘일대일로’ 관련 국가와 추진 중인 과학기술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산학

연 공동실험실 구축을 확대한다고 발표
지재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재권 심사 효율성 제고
●

지재권 침해 시 징벌적 배상제도 마련: 고의적 침해 행위에 대해 최고 5배의 금액 보상(특허

법 개정안 초안)
●

상표 심사 기간을 6개월에서 5개월 이내로 축소

05

창업생태계 혁신성 강화를 위한 우대정책 시행
●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징수기준 완화(3만 위안→10만 위안)

●

커촹반(科創板, 과학혁신보드)* 설립 및 시범적으로 등록제 시행, 창업 혁신 금융채권 발행

장려
* ‘커촹반(科創板, 과학혁신판)’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신설된 벤처 스타트업 기업 주식시장으로 2019
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첫 언급

소비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
자동차·가전제품 소비촉진, 개인소득세법 개정, 서비스시장 발전 확대 등을 통한 소비 활성
화 강조
●

자동차·가전제품에 대한 이구환신(以舊換新), 하향(下鄕)정책 등을 시행

표 4 ] 자동차·가전 소비 진작정책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이구환신
(以舊換新)

· 기존 보유한 국가 3급(배기가스 배출기준) 이하의 자동차를 신차로 교환 시 보조
금 지급
· 기존 보유한 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환풍기, 온수기, PC)을 신제품으로
교환 시 보조금 지급

농촌지역 대상
하향(下鄕)정책

· 기존 보유한 3륜 자동차를 3.5톤 이하 화물차 혹은 1,600cc 이하 승용차로 교환
시 보조금 지급

자료 : 2019년 정부 업무보고, 부처별 기자회견 내용 정리.

●

농촌지역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민의 소득 및 소비력을 제고시키는 등 농촌 내 잠재

되어 있는 유효수요 활성화
* 2018년 중국 농촌의 온라인 소매 매출액은 1조 3,700억 위안으로 연간 30.4% 증가
●

개인소득세 부담 경감, 도시 주민의 기초 양로연금 최저 표준을 월 70위안에서 88위안으로

확대, 의료보험 및 의약품 분야의 개혁 추진 및 17종 항암약품의 가격 인하를 발표
●

여가·문화·스포츠 등의 소비시장 발전을 지원하고, 양로서비스, 영유아 보육서비스 등의 잠

재적 소비시장 발전을 강조
수리, 철도, 도로, 운하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중앙정부 예산은 5,776억 위안으로
2018년도 목표치 대비 400억 위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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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철도사업에 8,000만 위안, 도로운하 사업에 1조 8,000만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에서 민간자본의 참여 장려

도시화의 질적수준 제고 및 지역혁신 발전 추진

w w w. k i e t . re . k r

●

노후주택 개선 및 판자촌 개조를 추진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확충, 도시로 이주하는 농촌 인구
문제를 해소
●

올해 양회에서는 주택문제 해소와 부동산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지방세 제도 개선과 부동산

세 입법 추진계획 등 제시
●

주택시장체계와 주택보장을 개선하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수도·전기·가스

등 기본 생활설비 재정비 등을 언급
징진지(京津冀),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창장삼각주(长江三角洲) 도시군의 혁신
자원 융합과 공유를 통한 지역혁신 발전 강조
●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을 아우르는 징진지 통합혁신공동체를 구축하고, 연내 슝안신구

●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를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 첨단산

(雄安新区)의 개방혁신 및 질적 발전 실시방안을 발표할 계획

업을 기반으로 한 국제화된 산업지구로 육성

환경오염 예방 강화 및 친환경산업 육성
대기, 수질 오염의 예방 및 대책 강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녹색건축 확대 시행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강화
●

친환경 성장을 강조하며, 특히 대기오염 감축 조치를 집중 추진

* SO2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3% 경감, 초미세먼지(PM2.5) 감축
●

징진지와 창장삼각주, 펀웨이(汾渭)평원의 대기오염 해소를 지속 추진하고 공업, 석탄, 자동

차의 3대 오염원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산업 분야의 자이언트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친환경산업 발전 강조
●

환경오염 방지 서비스 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

●

화력발전, 철강산업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산업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설비 구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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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 대도시의 오수 처리시설 확대
●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단속 강화, 고체 폐기물과 도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환경

산업 육성

전방위적 대외개방정책 확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구조를 개선하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산업 생태
계를 위한 정책 강화
●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丝路电商)’ 발전을 촉진하여 온라인 실크로드 구축을 강조
<외상투자법*>을 통한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 1979년 시행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비롯해 외자기업법(1986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1988년) 등
외자 3법을 폐지하고, 새로 통합한 법으로 2020년 1월 1일 시행 예정
●

외국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이전 금지, 지재권 보호 강화 조항을 포함하는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
●

현재 미중간 분쟁이 되고 있는 행정적 수단을 이용한 강제적 기술이전을 제지하겠다는 의지

를 표명
●

<외상투자법> 초안에서 미비했던 외국계 투자기업의 기밀누설 금지, 사업침해 부분에 대한

배상 등을 보완
새로운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및 자유무역시험구 등을 통한 대외개방 지속 확대
추진
●

작년 투자진출 제한 분야가 크게 축소되어 개정된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한

개정 작업을 통해 올해 외국인의 투자 범위를 더욱 확대

제조혁신, 신산업 육성 등 중국의 제조강국 의지는 지속될 전망
2019년 양회에서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스마트플러스 전략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등을 강조하면서 제조강국 건설 의지는 계속될 것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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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강조되었던 공급과잉 해소*보다는 전통산업의 설비 교체지원, 새로운 생산공정

* 2018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공급측 구조개혁 중 과잉설비 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철강과 석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올해는 별도 언급이 없었으며,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8번 언급되었던 공
급측 개혁이 2019년에는 단 3번만 언급
●

w w w. k i e t . re . k r

도입, 산업인터넷 플랫폼 구축 등 제조혁신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추진을 강조

또한 미중 통상분쟁이 기술분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의 원천기술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반영하여 올해 양회에서 기초과학 연구개발을 특히 강조하고 기술혁신 노력 강화
특히, 올해는 정부 업무보고에 ‘수소에너지 설비 및 충전소 건설 추진’을 새로이 포함시켜 수
소산업 육성 의지를 표명
●

중국 정부는 기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축소한 반면 수소차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소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전망
작년 양회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강조하였다면, 올해는 친환경산업 육성을 보다 더 강조
●

오염처리시설을 확대, 친환경 기업의 세율 인하 등 환경오염 방지에서 친환경산업 육성으로

정책을 확대

중국의 질적성장 전략에 대응한 우리의 경쟁력 강화가 긴요
올해 양회를 통해 강조한 신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는 우리와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한 경합성 증대 우려
●

AI,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및 자율차, 바이오 등에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우

그림 1 ] 9개 신산업 한·중·미간 기술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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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종기(2019), “신융합시대 국내 신산업의 혁신성장역량 평가와 과제”, 「i-KIET 산업경제이슈 제63호」, 산업연구
원, 2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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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올해부터 강조된 산업인터넷 분야와 수소산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로 향후
우리와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우리가 경쟁우위에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IoT 가전 등에서 중국과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

이번 양회에서 강조된 수소인프라, 수소저장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

원과 기술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

중국의 신산업분야 성장에 따른 투자기회 활용 및 보완적 산업협력 모색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와 신산업분야 육성에 따라 새롭게 창출될 시장 및 투자기회 활용 방안
마련
●

스마트플러스 전략 추진에 따라 자동화 장비, 반도체, 스마트제조 SW 분야 및 AI, 빅데이

터, 5G를 활용한 첨단분야의 시장 기회가 창출될 전망이며, 이를 활용한 진출전략 필요

그림 2 ] 양회에서 제기된 주요 조치와 시장진출 및 투자기회
주요 조치
산
업
경
쟁
력
강
화

제조업 구조고도화

■

자동화장비, 반도체, 로봇, 스마트 제조
SW 분야의 진출기회 확대

신흥산업 육성

■

AI, 빅데이터, 5G 등을 활용한
하이테크 산업분야 수요

■

과학기술 분야 협력기회 확대

■


프리미엄
가전 수출 기회 확대
영유아(이러닝), 양로서비스 등
서비스분야의 시장기회 확대

커촹반(科創板) 설립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추진
소비촉진 및 신규 서비스산업 육성

소
비
수
요
창
출

친환경산업 육성
첨단기술 허브 조성을 통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

■

오염저감 설비,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등의 수요증가 예상

■

첨단장비, 스마트교통, 도시관리시스템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시장기회 확대

■

자유무역시범구, 자유무역항 등
개방확대 지역중심의 투자기회 확대

[웨강아오(粤港澳)대만구, 슝안신구(雄安新区) 등]

대외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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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투자기회

한 프리미엄 IoT 가전 등의 대중 수출전략을 강화
●

영유아서비스, 양로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산업의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우리가 경쟁력을 보

유한 유아교육 콘텐츠, 의료기기 등의 대중국 진출을 모색

w w w. k i e t . re . k r

자동차 및 가전 보조금정책 실시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

중국 내 수요가 확대되고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에너지차, 스마트교
통, 환경 분야 등에서 보완적 협력 도모
●

우리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연료전지, 수소차 등의 분야에서 산업협

력을 확대
●

미세먼지 저감설비에 대한 지역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중국 지방정부와의 환경산업 협력을

적극 추진
●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슝안신구(雄安新区) 등의 첨단산업클러스터, 스마트시티에

주목하고, 관련산업에 대한 협력 전략을 강구

조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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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8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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