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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도시 인구는 급격히 

증가 하였고, 이에 따른 교통, 주택, 에너지, 환경 등의 도시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프라 부족, 도시 간 발전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선전, 상

하이, 베이징 및 항저우 등 경제가 발달하고 ICT 기반이 강한 도

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마트도시가 구현되지만, 이 외의 

대부분의 도시는 정보화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이 도시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스마트도시는 약 1,000여 

개인데, 그 중 중국은 각 지역 및 국가 부처의 공동 추진에 따라 

500여개로 스마트도시가 가장 많은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1) 또

한, 거대한 규모와 막강한 자본력으로 중국은 14년 대비 16년 기

술격차가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중국의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하지만 기술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2)

[그림 1] 중국 스마트도시 구축 현황

[자료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그림 2] 2018-2022년 중국 스마트도시 

시장 규모 (단위 : 조 위안)

[자료 : 치엔옌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1)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18.11). 중국의 스마트시티 지원 정책과 동향

2) 현대경제연구원 (2017). 한중일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과 시사점

스마트도시 해외사례 및 주요기관

중국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제도(2019)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ž녹색연구단,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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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스마트도시 배경

중국에서 “스마트도시”의 개념은 IBM사의 “Smart City in China” 보고서를 통해 등장하게 된다. 중국에서 

스마트도시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 및 정부 관계자와 교류하여 스마트도시의 개념을 확산시키고, 난징, 선양, 청

두, 쿤산 등의 도시들은 IBM사와 전략적 협력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정보 보안 문제로 인해 IBM의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이 중국에서 제대로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2012년 이전까지는 국가차원에서 스마트도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정보화 추

진” 이라는 큰 틀 안에서 스마트도시 구축을 추진하였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지방 및 국가부처를 중

심으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4년 국무원의 ‘신형 도시화 계획’ 발표를 통해 기존의 지방·국

가부처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던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 및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 완화를 위한 대책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이다. 2015년에는 “신형 스마트도시”라는 새로운 사업이 구축되어 기존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의 맹목적인 확장보

다는 질적 스마트도시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연도 설명

2009
IBM사는 스마트도시를 미래도시의 형태로 제시하면서 닝보·난징 등 주요도시와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전략적 

협력 추진 및 스마트도시 개념 확산

2011

2012년 이전까지 국가차원에서 “스마트도시”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정보화 추진”이라는 

큰 틀에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추진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포함한 중점분야의 사물인터넷 활용 추진을 제시하면서 “스마트도시 언급”

2012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과기부 및 공업정보화부 등 주요 국가부처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에 착수

2014

국무원의 「국가 신형 도시화 규획(`14~‘20)」에 따라 기존의 지방 및 국가부처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던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 및 추진

발전개혁위원회·공업정보화부·과기부 등 8개 국가 부처는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범부처 차원에서의 협동 추진3)

2015

“신형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이 정부업무보고에 편입되어 스마트도시의 맹목적인 확장보다는 질적 스마트도시 

구축이라는 보다 더 구체적인 목표 제시

2020년까지 100개 시범 “신형 스마트도시 구축”이란 목표를 세우고 신형 스마트도시 평가지표에서 시민편리서비스 

및 시민 체험도의 비중을 높게 책정

[표 1] 중국 스마트도시 추진 배경

3) http://www.sic.gov.cn/News/290/505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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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신형 도시화 계획

2014년 3월,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특정 지역에 편중된 개발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심화시켜 이에 대응하

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국가 신형 도시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2014년~2020년간 신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녹

색도시, 스마트도시, 인문도시로 개념을 구축하였다. 계획에서 언급된 스마트도시의 목표로는 2020년까지 일부 

특성화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국민생활 서비스 개선, 사회관리 혁신 및 사이버보안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4)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은 광대역 통신망 보급, 도시 규획관리의 정보화, 인프라시설

의 스마트화, 공공서비스의 간편화 등 6대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Ÿ 스마트도시 건설 6대 정책 방향5)

 ① 광대역 통신망 보급 

ü 도시 가구 광통신 보급 실현

ü 도시 광대역 접속 속도 제고

ü 4G망 건설 및 도시 내 주요 공공장소의 무선인터넷 보급 추진

 ② 계획관리의 정보화(정부정보의 공유)

ü 도시 관리의 디지털화, 지리 공간 정보 플랫폼 및 건축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ü 스마트도시 공공정보 플랫폼 구축

ü 도시계획, 국토이용, 도시 관리망, 공원산림녹지화, 환경보호 등 인프라시설 관리의 디지털 및 효율화

 ③ 인프라 시설의 스마트화

ü 교통유도, 지휘통제, 배차관리 등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ü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전력 사용 관리

ü 수도, 배수, 오수 처리시스템의 스마트화

ü 도시 지하 공간 및 지하배관망의 정보화 관리

4) http://www.sohu.com/?strategyid=00005

5) 산업연구원(2014). “중국신형도시화 계획과 시사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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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건축시설, 설비, 에너지 절감 등 관리의 스마트화

 ④공공서비스의 간편화

ü 부문간, 지역간 업무 협력 강화 및 공공서비스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ü 교육, 취업, 사회보험, 의료, 문화 등의 서비스 모델 혁신

 ⑤산업 발전의 현대화

ü 전통산업의 정보화, 제조방식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추진

ü 정보서비스업 발전, 전자상거래와 물류정보화의 통합 발전 촉진, 신산업 육성

 ⑥지역사회 거버넌스 세밀화

ü 시장 및 환경 관리 감독, 신용서비스, 치안, 공공안전 등에서 정보화 추진 및 관련 정보서비스 시스템 완비

◤ 신형 스마트도시

2015년 “신형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이 정부업무보고에 편입되어 「13차 5개년 규획」에서 스마트도시의 맹

목적 확장보다는 질적 스마트도시 구축이라는 요구가 명시화 된다. 과거 스마트도시 구축에 있어 ICT 기술의 

활용 및 관리를 집중 추진해왔지만, “신형 스마트도시”는 사람중심임을 강조하였다.6) 이에 2020년까지 100개 

시범 신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목표로 세우고 신형 스마트도시 평가지표에서 시민 편리서비스와 시민 체험도의 

비중을 높게 책정하였다. 신형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국가 전략은 다음 표에 정리하였다.

6) http://epaper.gmw.cn/gmrb/html/2017-01/30/nw.D110000gmrb_20170130_3-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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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세부 정책 담당 부처 주요 내용

‘16.03
「13차 5개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규획」7)

중공중앙

국무원

인프라 지능화, 공공서비스 편리화 및 사회관리 정밀화 등에 초점을 맞춰 

선진적 정보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시범 신형 스마트도시 구축

‘16.07
「국가 정보화 

발전전략 요강」

중공중앙

국무원

최상위적 설계를 강화하여 도시 인프라, 운영관리, 공공서비스 및 

산업 발전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유형별·단계별에 따라 스마트도시 

건설 추진

‘16.11
「신형 스마트도시 

평가지표(2016)」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표준위원회 등

새로운 평가 지표를 편성하여 신형 스마트도시 평가

시민 편의성 서비스 및 시민 체험도의 비중 : 37%, 20%

‘16.12
「13차 5개년 국가 

정보화 계획」
국무원

2018년 유형별에 따라 100개 신형 시범성 스마트도시 건설

2020년 신형 스마트도시의 가시적 성과 달성 : 고효율적 온라인 정부 

구현, 정확하고 세밀한 도시관리 구현, 융합·혁신적 정보경제 육성 등

[표 2] 신형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국가 전략

◤ 스마트도시 추진 주체 및 역할

국무원, 도시농촌주택건설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8개의 부처는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을 발표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협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 부처가 스마트도시 건

설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지원 및 관리하고 있다. 주요 국가부처는 자체 기능 및 업무에 따라 나름대로의 스마

트도시 지원 정책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은 국가부처 이외의 민간 분야의 기업에서도 스마

트도시의 건설 및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각 핵심 부처별 역할 및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ü 도시농촌주택건설부는 도시계획을 관리 및 시범사업 실시, 시범도시 평가모델 및 표준체계를 정립하는 정책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침 및 표준을 제정하는 사업이 

있고, 국가개발은행이 스마트도시 건설에 보조 대출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ü 과학기술부는 스마트도시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전문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과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범도시를 선정 및 과제실시, 스마트도시 표준에 대한 연구 등이 있고, 

스마트도시 과제 실시기구에 자금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7) http://smart.huanqiu.com/roll/2016-12/98084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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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공업정보화부는 스마트도시에서의 정보인프라 및 차세대 IT기술의 보급 및 응용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도시 및 광대역 중국 시범도시 선정과 이와 관련된 간판 수여 사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스마트도시의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주요 사업으로는 각 국가부처의 스마트도시 지도의견을 승인 및 허가하는 등 각 부처 사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ü Baidu 및 Huawei 등을 비롯한 IT 선도기업은 스마트도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Baidu의 

경우 Baidu 클라우드, 지도, 무인운전 등 자원 및 기술을 토대로 텐진, 슝안신구, 시안 등 주요지역과 스마

트도시를 추진하였고, Huawei의 경우 2017년 중국 내 48개 스마트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

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중국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Ÿ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도시 핵심기술 및 시범 중점프로젝트8)

ü 중국이 스마트도시 기술 혁신 및 산업 활용의 글로벌 선구자가 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스마트도시 감

지·연계·융합 등에 관한 기초이론과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사물인터넷·스마트도시 일체화 서비스시스템을 구

축하는 사업이다. 징진지(京津冀), 저우장(周庄镇) 삼각주, 창장(長江) 경제벨트 등 대표적인 도시에서 통합혁신 

및 융합서비스 등 시범사업 진행과 50개 이상의 국가 신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지원한다.

ü 본 프로젝트의 5대 기술 방향에서 51개 중점 과제 배치는 다음과 같다.

Ÿ 스마트 감지기술 및 스마트단말기 연구개발

Ÿ 유비쿼터스 기술 및 융합시스템 연구개발

Ÿ 도시 모델링 기술 및 동적 감지시스템 연구개발

Ÿ 도시 종합의사결정기술 및 스마트서비스플랫폼 연구개발

Ÿ 도시 정보·물리 융합기술 및 지탱시스템 연구개발

8) 과기부(2018.2). “스마트인터넷 및 스마트도시 핵심기술 및 시범 중점전문프로젝트” 신청 지침 발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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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중국 IT 대기업의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9)

ü 중국의 대표적인 IT 대기업인 이른바 BAT기업(Baidu, 바이두(百度)/Tencent, 텐센트(腾讯)/Alibaba, 알

리바바(阿里巴巴))들은 스마트 교통 분야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며 공유 자전거, 공유 자동차 및 

공공 서비스 등 사회생활 각 방면에 개인의 신용도를 접목하는 ‘신용도시(信用城市)’를 추진하고 있다.

Ÿ 바이두(Baidu)는 베이징 및 상하이 등 여러 도시지구에 무인운전 시스템 시범 구축 프로그램을 기획하

고 있다. 또한, 무인운전 택시 개발 및 상업화, 스마트 도로망 개조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Ÿ 텐센트(Tencent)는 ‘텐센트 교통 QR코드’ 활성화를 추진 중으로 2018년 12월 충칭 객운삭도공사(重庆
客运索道公司)와 계약을 맺어 충칭 장강삭도(长江索道) 교통 QR 코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현재 교통 

QR 코드 서비스는 중국 내 100여 개 도시에서 5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Ÿ 알리바바(Alibaba)는 도시 데이터를 통해 공공자원을 최적화하고 이를 교통관리에 적용하는 기술인 ‘알

리 ET 인공지능 기술’ 구축을 추진중이며, 항저우, 쑤저우, 상하이 등에서 실행 및 적용하고 있다.

9) KOTRA 해외시장뉴스(2019.04.19). “중국, 500개 이상 스마트시티 구축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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