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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건강 중국 행동의 실시에 관한 의견’ 발표
중국 국무원은 2019년 7월 15일 <건강 중국 행

동의 실시에 관한 의견(关于实施健康中国行动

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였다. <의견>은

<건강 중국 행동(2019~2030년)>은 정부 차원
에서 건강관리 관련 인공지능과 웨어러블 기기
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

중국의 산업화, 도시화,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로

여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건강상태에 대

인해 중국인의 생활방식과 질병의 범위가 변화하

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건강 빅데이터

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는 현 상황을 극복

를 활용해 대중이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제고할 것

하기 위해 2022년과 2030년의 두 단계에 걸쳐 목

을 언급하였다. 이로 인해 건강 빅데이터 산업의

표를 설정하였다. 먼저 2022년까지 전 국민의 건

발전과 건강 관련 웨어러블 기기 등 상품에 대한

강 수준을 안정적으로 높이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수요 증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을 위한 건강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중대한 만성질환의 발병률

관리, 상담, 체질 측정, 운동 재활, 건강 여행 등 다

이 상승하는 추세를 억제하고 심각한 정신장애와

양한 건강 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하고 있어 관련

직업병 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한다. 2030

산업이 큰 발전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년까지는 전 국민의 건강 수준을 대폭 높이고 국

이 밖에도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이

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효과적으로

오염 처리 장치의 관리 및 오염물 배출 시 환경보

관리하며 만성질환의 조기 사망률 감소, 예상 평

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을 강조했고, 위험 화학

균수명 연장, 국민 주요 건강지표의 고소득 국가

제품의 전 과정(생산, 운송, 저장, 판매, 사용, 폐기

수준 도달 등을 달성할 계획이다.

물 처리) 관리와 안전, 에너지 절약, 친환경의 세

<의견>은 국가 차원에서 ‘건강 중국 행동 추진

가지 요소를 갖춘 자동차의 발전을 장려한다고 밝

위원회(주임: 쑨춘란 국무원 부총리)’를 설립하고

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건강 중국 행동(2019~2030년)(健康中国行动)
(2019~2030年)>을 제정하여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업은 환경보호 기준을 준수하고 위험 화학 제품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건강 중국 행동(2019~2030년)>은 <의견>에서 제

중국의 신규 건강 정책은 건강 서비스 산업과

시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 생명주기에 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친 건강관리,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 등 세 가

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기회의 창출, 업태

지 방면에 대한 15가지 행동 조치를 또다시 개인,

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정부 차원에서의 251가지 행동 조치로 세분

자료 : 中
 国政府网(2019.7.15), 新华网(2019.7.15).

화하여 <의견>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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