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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도시 간 디지털 전환
경쟁 심화 전망
과학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디
지털 전환이 산업과 경제 발전의 키워드로 부상하

의 유동을 통해 자금, 인재, 기술, 지식 등 요소의
글로벌 배치를 견인할 것을 제시하였다.

였다. 중국 싸이디 컨설팅이 선정한 ‘2020년 중

쑤저우시는 1월 4일 열린 회의에서 <쑤저우시

국 100대 디지털 도시’에서 상위권에 포함된 선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화 발전 추진 3년 행동 계획

전(

,

(2021~2023)>을 발표하였다. 쑤저우시는 전국

12위) 등은 2021년 새해 첫 번째 발표 문건이나

디지털화 선도 전환 고도화 모범 도시 건설을 목

회의를 통해 각 도시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발표

표로 2023년까지 시 전체의 5G, 집적회로, 신형

하였다.

디스플레이, 범용 소프트웨어 등 분야의 생산액이

, 1위)과 상하이(上海, 2위), 쑤저우(

선전시는 1월 5일 <스마트시티와 디지털정부

각각 1,850억 위안, 850억 위안, 3,150억 위안,

건설에 관한 선전시 인민정부의 몇 가지 의견>(이

2,000억 위안을 달성하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하 <의견>)을 발표하였다. <의견>은 2025년까지

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 커넥티드카,

선전이 글로벌 신형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중국’

디지털 전자 상거래 등의 배치를 가속화하고자 한

도시의 모델이 되는 것을 발전 목표로 설정하고,

다. 또한 향후 3년간 디지털 경제 관련 첨단기술

이를 위해 인공지능, 5G,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

기업 3,000개, 유니콘 육성 기업 100개 달성을 목

이터 등 차세대 정보 기술을 융합하여 도시의 디

표로 하고 있다.

지털 기반을 구축할 것을 언급하였다. <의견>은

이처럼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2021년부터 시

전반적으로 선전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신형 인

작되는 제14차 5개년 기간 각 지역의 경제와 사회

프라 건설과 데이터 요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발전을 위해 도시의 디지털 전환을 중시하고 있는

상하이시는 1월 4일 <상하이 도시 디지털 전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중

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

국 GDP가 낮은 성장률(전년 대비 2.3% 증가, 중

표하였다. <의견>은 상하이가 2025년까지 도시

국 국가통계국 1월 18일 발표)을 기록한 가운데,

의 디지털 전환을 전면 추진하여 뚜렷한 성과를

도시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시

얻어 국제 디지털 도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2035년까지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국제 디

수 있으므로 향후 주요 도시 간 디지털 전환 경쟁

지털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해 상하이의 집적회로, 인공지능 등 세계적인

자료 :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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