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비스산업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KIET

중국의 서비스산업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1)

요

약

중국 경제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주도의 발전 단계로 진입하면서 서비스 분야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
고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 강국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정
부는 2013년 이후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중국 전반의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
하는 규획(제11차 5개년 규획, 제12차 5개년 규획, 제13차 5개년 규획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추진 방향
이 제시되고, 중국의 산업정책에 서비스산업정책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도 서비스업 전반
과 세부업종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혁신이 강조되는 고부가가치의 신흥
서비스와 기술서비스 위주로 발전 중심이 전환되면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첨단과학기술, 혁신, 현대
서비스업 등을 키워드로 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들 정책별로 중점
과제와 세부정책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자상거래, 현대 물류, 현대 금융, 건강 양로 등 현대서비스업
을 육성 대상으로 선정하고, 서비스혁신과 업종 간 융합을 통한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역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서
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1) 본고는 2019년에 발간된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주요국 서비스산업정책과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
리 및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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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스 위주로 발전 중심이 전환되면서 중국의 서비스

경제 전반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과 영향이 크게

산업정책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고, ‘인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 서비스산업정책의 중요성

터넷과의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된 서비스 육

이 매우 높아졌다. 중국 경제 역시 제조업에서 서

성’을 정책추진의 새로운 목표로 고려하고 있다.

비스산업 주도의 발전 단계로 진입하면서 서비스

중국의 산업정책에 서비스산업정책이 포함될 뿐

분야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도 서비스업 전반과 세부

새로운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 대국에

업종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 서비스 강국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

국 정부는 2013년 이후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징을 살펴보고, 중국 서비스산업 정책 사례에 대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혁신이

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정책에 대한

강조되는 고부가가치의 신흥서비스와 기술서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2. 중국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
(1)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의 위상

비스와 기술서비스 위주로 발전 중심이 전환되고
있다. 다만 아직은 도소매업이나 금융업, 부동산

중국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지속
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중국의 전체 GDP에서 서

과 같은 전통서비스업이 중국의 서비스산업에서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스산업(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업종별 증가율과 2018년 부가가치액2)을 보면,

52.2%로, 그 비중이 2000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도소매업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8조 4,201억

있다. 서비스산업이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

위안, 교통·운수·창고·우편업은 전년 대비 8.1%

는 비중은 2010년 44.2%에서 2018년 52.2%로,

증가한 4조 550억 위안, 숙박·식음료업은 1조

2010~2018년 동안 8%포인트 증가한 반면, 2차 산

6,02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다.

업은 동 기간 46.5%에서 40.7%로 5.8%포인트, 1

또한, 금융업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6조

차 산업은 9.3%에서 7.2%로 2.1%포인트 감소한

9,100억 위안, 부동산업은 전년 대비 3.8% 증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전통서비스에서 신흥서

2) 国
 家统计局(2019), 2018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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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전체 GDP 대비 산업별 비중(200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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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中国统计年鉴 2019를 근거로 저자 구성.

3차 산업

한 5조 9,846억 위안, 정보전송·소프트웨어·정보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총취업자

기술서비스업은 3조 2,431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수 대비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중은 1994년 2차 산

30.7% 증가하였고,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은

업을, 2011년 1차 산업을 추월하였다. 특히 총취

2조 4,42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하였다.

업자 수 대비 3차 산업의 취업자 수 비중은 2012년

성장 속도로 볼 때 정보전송·소프트웨어·정보

을 기점으로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8

기술서비스업이 2018년 한 해 동안 30.7% 성장

년 기준 중국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46.3%이지

하는 등 신흥서비스와 기술서비스가 중국 서비스

만, 2012년 대비 10.2%포인트 확대되어 서비스산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

업이 중국 고용시장에 활력을 가져오는 산업으로

된다.

부상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림 2> 중국 산업별 취업자 수와 비중(200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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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中国统计年鉴 2019를 근거로 저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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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산업 정책추진의 필요성 대두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
보와 기술 집약도가 높은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

중국 서비스산업은 전체 GDP에서 이미 절반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서비스산업의 주류를 이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경제가 서비

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서비스 강국으로 성

스산업이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되어 서비스 경제

장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혁신의 함량이 높은 현대

로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부업종별로

서비스업의 육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중

는 전통서비스업이 중국 서비스산업에서 큰 비중

국의 경제 발전과 중산층 규모 확대, 민생 및 국민

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성장

복지의 중요도 상승 등 중국의 전반적인 사회변화

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향후 중국 서비스업의 질적

에 따른 서비스산업정책 전환도 필요하게 되었다.

3. 중국 서비스산업 정책의 추진
(1) 기존의 추진 정책

서비스업 육성 정책이 다수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청의 <현재 첨단

중국의 서비스산업정책은 국무원과 국무원의

기술서비스업 발전 추진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

산하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상

(2010), 국무원 판공청의 <첨단기술서비스업 발전

무부, 공업정보화부, 교육부, 재정부, 국가지식재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2011), 국무원의 <과학

산권국 등 다양한 부문에서 주도하고 있다. 중국

기술서비스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

3)

사회과학원의 “중국 서비스업 발전보고 2018” 에

(2014), 과학기술부의 <제13차 5개년 현대서비스

따르면 2013년 이후 국무원이나 국무원 판공청에

업 과학기술혁신 전항 규획>(2017) 그리고 국가

서 발표한 서비스업 발전 관련 문건은 총 50여 건

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서비스업 혁신발전

으로, 1978~2012년의 30여 년 동안 발표된 서비스

대강(2017~2025)>(2017) 등이 있다.

산업정책보다도 많아 중국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
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첨단과학기술이나 혁신,

200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보호서비스, 가정서
비스, 양로(실버)서비스, 건강서비스 등 민생, 고
령화 사회, 생태 문명 등 사회문제에의 대응과 해

4)

현대서비스업 등을 키워드로 하는 고부가가치
3) 李
 勇坚、夏杰场、姚战琪主编(2018), 「中国服务业发展报告2018」,
北京：经济管理出版社, 第10页。
4) 중국 과학기술부의 <“제13차 5개년” 현대서비스업 과학기술혁신 전항

규획>에 따르면, 현대서비스업은 정보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집약된 서
비스업으로, 정보통신, 금융, 물류,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헬스케어, 문
화, 소매, 정부의 공공관리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박소희(2019), “중국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계획과 연계한 한·중 산업협력 혁신거점 육성 방
안”, 「중소연구(中蘇硏究)」, 제43권 제1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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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2010~2019)
발표기관(발표 시기)

명칭

정책대상

국무원(2019.04)

양로서비스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양로(실버)서비스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8.12)

서비스업 품질 제고 전항 행동방안

서비스업 전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7.06)

서비스업 혁신발전 대강(2017~2025년)의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

서비스혁신

과학기술부(2017.04)

제13차 5개년 현대서비스업 과학기술혁신 전항 규획의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

현대서비스

공업정보화부(2016.12)

소프트웨어 및 기술서비스업 발전 규획의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2016-2020년)

S/W·기술서비스

국무원 판공청(2015.11)

생활형 서비스업 가속화를 통한 소비 구조 고도화 촉진에
생활형(소비자) 서비스
관한 지도의견

국무원(2014.10)

과학기술서비스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

국무원(2014.07)

생산형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를 통한 산업구조 조정 및
생산형(생산자)서비스
고도화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

환경보호부(2013.01)

환경보호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과학기술부(2012.01)

현대서비스업 과학기술 발전 제12차 5개년 전항 규획

국무원 판공청(2011.12)

첨단기술서비스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청
현재 첨단기술서비스업 발전 추진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
(2010.05)

과학기술서비스

환경보호서비스
현대서비스
첨단기술서비스
첨단기술서비스

자료 : 저자 정리.

결을 위해 서비스업종별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

(2) 추진 정책의 비전 및 목표

진되었다. 예로 국무원이 발표한 <양로서비스 발
전 추진에 관한 의견>(2019), 국가발전개혁위원
회, 상무부, 교육부 등이 발표한 <가정서비스업

1) 중
 국 경제의 중고속 성장5) 유지를 위한
서비스 강국 건설

품질 제고 및 규모 확대 “선두주자” 행동 시범사

그동안 진행된 중국 경제의 5개년 규획을 통해

업에 관한 통지>(2019), 국무원이 발표한 <건강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중국

중국 행동의 실시에 관한 의견>(2019) 등이 있

경제의 서비스화도 진전되고 있다. <중국 국민

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 경제의 발전 목표가 먹

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 요강>(이하

고 사는 것에서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하는 것

<제12차 5개년 규획 요강>)6)은 2015년까지 GDP

으로 인민의 수요가 향상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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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년 8% 이상의 ‘고속성장’을 이어오던 중국은 2012년부터 8%대 성장
을 이루지 못하며 ‘중고속 성장’ 시기로 진입하였다.

산 업 경 제 분 석

<표 2> 중국 서비스산업 발전 로드맵(2011~2020)
기간
목표

제12차 5개년 기간(2011~2015)

제13차 5개년 기간(2016~2020)
2020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5.5%포인트 증가
(2015년 50.5% → 2020년 56%)

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4%포인트 증가

육성대상 현대서비스업
전략

현대서비스업

환경 조성을 통한 서비스업 발전 추진

서비스업 우수품질·고효율 발전 추진 가속화

생산자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생활형 서비스업을 서비스업 발전에
강력히 발전
유리한 환경조성

생산자서비스업의 생활형 서비스업의 서비스업 발전 체제
전문화 촉진
품질 제고
와 정책의 완비

① 상업무역
서비스업 발전
최적화
① 서비스 분야
② 여행업 적극 발전 개혁 추진
③ 가정서비스업
가속화
발전 장려
② 서비스 산업
④ 체육사업과 체육
정책 완비
산업의 전면적
발전

① 전통상업에서
현대유통업으로
의 구조 전환 및
고도화
② 첨단기술서비스
업 혁신 공정
실시
③ 국제적인 수준의
생산 표준체계
구축

① 금융서비스업을
질서 있게 확대
② 현대물류업의
대대적인 발전
전략과제
③ 첨단기술서비스
업을 장대하게
육성
④ 비즈니스 서비스
업의 규범화 및
발전 촉진

① 교육, 건강 양로,
문화 오락, 체육 ① 사회자본의 시장
분야 발전
진입 확대 지향
② 여행업을 강력히 ② 각종 차별대우조
발전
치를 제거
③ 가정서비스업을 ③ 정부조달서비스
적극적으로 발전
의 범위를 확대
④ 생활형 서비스업
의 융합 발전

자료 : <제12차 5개년 규획>과 <제13차 5개년 규획> 원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대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6)비중을 4%포인트 늘

‘2개의 100년(两个一百年)’9) 목표를 실현하기 위

릴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중국 국민경제와 사

해 서비스업을 중점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체계

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요강>(이하 <제13차 5

를 구축하고, 신성장동력을 강화하여 중국 경제

7)

개년 규획 요강>) 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가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을 2015년 50.5%에서 2020년 56.0%로, 5.5%포인

단계적 목표로 볼 수 있다.

트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서비스업 혁신발전 대강(2017~2025)>(이하
8)

이를 위해 <대강>에서는 서비스업의 시장화, 사
회화, 국제화 수준을 높이고, 발전 방식의 전환을

<대강>) 에서는 2025년에 서비스업 강국의 토대

통해 경제 발전, 민생 개선, 사회 진보, 경쟁력 향

마련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GDP 대비 서비스업

상을 지원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유효 공급

부가가치 비중 60%,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서비스

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구조의 최적화, 품질 향

업의 비중 55%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상, 효율 제고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를 “10년
간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6) 新
 华社(2011),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
规划纲要.
7) 新
 华社(2016),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
规划纲要.
8) 国
 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7), 国家发展改革委关于印发《服务业创
新发展大纲(2017~2025年)》的通知, 发改规划[2017] 1116号.

와 관련하여 새로운 서비스모델과 업태의 발전, 서
9)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신중국 건국 100주년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
은 박소희(2017), “중국 제19차 당 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월간
KIET 산업경제」, 11월호, 산업연구원, p.52 참조.

2 0 2 0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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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업의 정보화 수준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위해 서비스 상품과 모델 혁신을 통한 생산자서비

다른 한편, 중국사회과학원의 “중국 서비스

스업과 선진제조업의 융합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

업 발전보고(2016~2017)”는 서비스 강국 건설을

조하였다. 또한, 상업무역 서비스의 발전을 최적

10)

위한 4단계 를 제시하였다. 1단계(2016~2020)

화하고 여행 서비스를 적극 발전시키며 가정서비

에서는 서비스 강국의 기초를 다지고, 2단계

스업의 발전을 장려할 것을 언급하였다.

(2021~2025)에서는 난관을 돌파하며, 3단계

<제13차 5개년 규획 요강>에서는 현대 산업 체

(2026~2030)에는 서비스 강국을 초보적으로 실현

계를 최적화하는 차원에서 서비스업 발전 환경

하고, 마지막 4단계(2031~2050)에는 기본적인 서

의 최적화, 생산자서비스업의 전문화 및 가치사

비스 강국을 구축하는 것이다.

슬 상단으로의 확대, 생활형 서비스업의 고품질
전환 추진을 강조하였다. 생산자서비스업의 전문

2) 현대서비스업을 중점 육성

화 촉진을 위해 전통 상업의 현대 유통으로의 구

<제12차 5개년 규획 요강>, <제13차 5개년 규획

조 전환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생산자서비스의 국

요강> 그리고 <대강> 등에서는 현대서비스업을

제표준체계를 구축하며, 교육 연수, 건강 양로, 문

중점 육성 대상으로 고려하고, 그중에서도 전자

화 오락, 체육, 여행 서비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상거래, 현대 물류, 건강 양로(의료헬스케어), 핀

발전시키고 품질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테크 등을 전략적 육성 업종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 교육, 의료, 문화, 인터넷, 상업무역 물류 등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분야를 개방하고, 각종 사회자본이 의료, 교육, 양

혁명 기반 기술이 서비스업에 적용되면서 신흥서

로, 체육 등 분야의 발전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비스가 급증하고,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제

있도록 차별대우조치를 제거할 것을 명시하였다.

조 2025>11)에서는 서비스형 제조와 생산자서비스
업(전자상거래, 현대 물류, 현대 금융 등)을 발전
시킬 것을 언급하였다.

3) 서
 비스업 육성과 제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혁신과 융합을 추진

<제12차 5개년 규획 요강>은 서비스업의 대대

<대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모델과

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산업의 혁신응용 및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여 서

생산자서비스와 생활형(소비자) 서비스의 발전

비스산업 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을 제시하였다. 현대 물류업, 첨단기술서비스업

이를 위해 먼저 서비스업과 농업, 제조업과 서비스

과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생산자서비스업 발전을

업 등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
하여 중국제조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서비

10) 夏
 杰长, 刘奕主编(2017), 「中国服务业发展报告(2016~2017)」, 北
京：经济管理出版社, 第1页.
11) 国
 务院(2015), 国务院关于印发《中国制造2025》的通知, 国发[2015]
2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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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역량과 서비스모델의 형성을 통해 “중국서비스
+중국제조”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비스업 발전에 대한 제조업의 기초적 역

산 업 경 제 분 석

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양방

대 중점 분야에 대한 연구와 실행력이 세계 상위

향 융합을 추진하며, 제조기업이 생산형에서 생산

권에 진입하도록 한다.

서비스형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고, 서비스기업
은 제조 부문으로 확장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내부의 상호 융합을 장려
하였다. 다양한 서비스업태의 융합발전을 통해

둘째, 현대서비스업 부가가치에 대한 첨단기술
의 기여율을 높이고, 현대서비스업의 규모, 품질,
효율, 품질을 향상시켜 일부 업종에서는 선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서비스기업의 경영 영역 확장, 업태와 모델 혁신,

셋째, 산업발전 지원체계와 혁신 체계 건설을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소비와 산업의 고

중점으로 현대서비스업 과학이론 연구와 핵심기

도화 추세에 맞춰 디자인, 물류, 관광, 양로 등 서

술의 획기적 진전을 강화한다.

비스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12)

넷째, 현대서비스업과 농업, 공업, 사회, 문화

이 밖에 <2019년 정부업무보고> 에서도 선진

가 더욱 높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신기

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의 융합을 촉진하여 제조

술,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을 끊임없이 탄생시키

강국을 건설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고, “기능 완비, 풍부한 업태, 최적화된 구조, 합리
적 배치”의 현대서비스업 체계를 구축한다.

(3) 정책의 세부 추진방안

세부업종별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상거래

중국 현대서비스업은 다음의 문제에 직면해 있

전자상거래 신기술의 연구개발, 통합 및 응용

다. 우선 서비스산업의 기술 독창성과 발전 선도

을 강화하고자 한다. 네트워크화 생산경영과 소

성이 부족하고 기술 수준이 높지 않으며, 효율이

비 서비스 기술을 연구하고 전자상거래 클라우

여전히 낮다. 그리고 범용서비스 지원 플랫폼이

드 서비스, 인터넷 상거래 업무 통합 등 핵심기술

약하고, 혁신비즈니스모델과 표준 규범 제정 측

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차세대 전자상거래서비

면에서 국제 수준과의 격차가 비교적 크다.

스 기술의 구조와 솔루션을 형성할 것을 명시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13차 5개

였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시장의 스마트 검사, 전

년” 현대서비스 과학기술혁신 전항 규획>13)에서

자어음, 안전거래 보장기술과 시스템의 연구개발

는 초보적 수준의 현대서비스 과학체계 구축을 제

을 강화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시하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자 한다. 아울러 모바일 전자상거래, 공급사슬 협

첫째, 생산자서비스업, 신흥서비스업, 문화와

업 전자상거래,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의 신기술,

과학기술의 융합 그리고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4

신모델을 개발 및 적용하여 체험경제 지향의 시범

12) 国务院(2019), 《政府工作报告》.
13) 科学技术部(2017), 科技部关于印发《“十三五”现代服务业科技创
新专项规划》的通知, 国科发高[2017] 91号.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② 현대 물류
스마트, 친환경, 고효율의 현대 물류서비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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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육성하고자 하였다.14)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인터넷 등의

④ 과학기술금융

기술을 적용하여 이질적인 정보의 통합과 기술

과학기술산업과 금융업의 결합을 더욱 촉진시

교환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얻도록 한다. 그리고

킬 것을 명시하였다. 법을 준수하고 위험을 통제

제품 품질인증 및 생산 이력 관리시스템을 보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금융

하고, “인터넷+재활용” 모델을 혁신하여 물류창

신상품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활동

고의 배송과 포장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또한,

에 대한 금융지원 강도를 높이고자 한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에서의 물류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

관련 법규와 우대정책을 마련하고 엔젤 투자, 외

여 물류 관련 집하 및 선별 센터, 서비스 지점, 물

국인 투자와 보험자금 등 투자혁신 창업을 규범

류배송 등의 자원을 통합하고, 공유경제를 위한

화 및 지원하며, 엔젤 투자, 창업 투자, 산업기금

물류통합 서비스모델 및 솔루션을 제안하는 물

을 연구하고 초창기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융자

류 자원 공유서비스 적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인터

고자 한다.

넷 플랫폼을 활용하여 과학기술금융서비스를 제

③ 현대 금융

공하고, 과학기술금융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촉

신흥 기술에 기반을 둔 현대 금융서비스업을

진하고자 한다.

발전시킬 것이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제품

⑤ 건강 양로

개발, 운영관리, 리스크 관리 등의 분야에서 클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표준화 및 스마트화

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터넷, 사물인터넷, 가상

지향의 건강의료업 발전을 유도할 것을 언급하였

현실, 인공지능, 생체 특징 인식 등 기술의 연구

다. 이를 위해 첫째, 모바일 인터넷, 사물인터넷,

개발과 응용을 강화해 금융서비스업의 정보화와

클라우드 컴퓨팅,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 주도

현대화 관리 수준을 제고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의 의료건강을 위한 연구개발과 활용을 지원할 계

그리고 인터넷 금융 비즈니스모델 구축 등의 기

획이다. 둘째, 원격의료서비스 표준 및 관리 규범

초이론 연구를 지원하고 은행, 증권, 보험, 펀드,

을 제정하여 지역 의료, 모바일 의료, 스마트 의

신탁과 소비자금융 등 현대 금융기관들이 인터넷

료 등 신흥 인터넷 의료 등의 모델을 발전시키고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인터넷+금융’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위치서비스 플랫폼 등
을 기반으로 “금융+” 혁신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
여 간편결제, 공급망 금융14) 등 다원화된 서비스
를 제공하고, 금융정보기술 서비스, 제3자 신용정
보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분석 등 금융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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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
 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공급망 참여자 모두를 하나의 플
랫폼으로 엮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최근 중국에
서는 기존의 은행 대출 방식만으로는 중소·영세 기업의 자금조달 수
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급
망 금융에 주목하고 있다. 알리바바(阿里巴巴), 쑤닝(苏宁) 등 전자상거
래, 물류, 핀테크를 모두 보유한 종합플랫폼 기업들은 자사의 전자상
거래 플랫폼에 상품을 공급·판매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간 축적
한 거래 정보 등에 근거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은영
(2019),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공급망금융 동향”, 「주간 KDB리포
트」, KDB미래전략연구소, pp.1~3 참고.

산 업 경 제 분 석

자 한다. 셋째, 빅데이터 발굴, 딥러닝 등의 기술

색하여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대형병원의

을 유전자 검사, 이미지 인식, 스마트 진단, 질병

우수한 자원이 소도시나 소규모 의료기관으로 이

예측 등의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촉진할 것을 명

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 양로+”

시하였다. 넷째, 자질 있는 제3자 기관의 의학측

크로스오버 서비스플랫폼을 건설하고, 사회보험

정센터, 의학영상센터, 건강관리센터 건설을 지원

과 상업보험, 결제, 정보서비스 등 제3자 서비스

하고, 검사보고서, 영상진단, 건강 파일 등을 통해

를 통합하여 의료, 양로, 보험, 결제, 정보서비스,

원격의료의 공유플랫폼 구축, 만성질환 관리, 난

의약품 등이 교차 융합하는 서비스업태를 육성하

치병 연합 회진의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모델을 모

고자 하였다.

4.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

을 위한 금융지원과 R&D 지원 등의 정책뿐만 아

시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간

니라, 신산업이 초기에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유사한 측면

이 서비스혁신을 유인할 것이다. 중국에서 4차 산

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정부 치원에서 「서비스

업혁명 기반 기술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경제 발전전략」(2016), 「서비스 R&D 추진 전략」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2018),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2019) 등의 정책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규제의 적

을 발표하여 서비스경제화 촉진을 위해 힘쓰고

용이 유연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성과가 미흡하거나 제도화

‘선(先) 금지, 후(後) 완화’의 특징을 가지는 우

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정

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산업의 성장 초기에는

책 방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역시 실효성 있는

지원하다가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의

정책추진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

해소를 위해 규제를 법제화하는 ‘선(先) 허용, 후

이다.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後) 보완/규제’ 방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중점을 두

를 들어 중국은 의사가 환자의 병력 자료를 파악

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보다 다양

한 후에 일부 흔한 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을

하고 세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

있다.

은 국무원의 문건15)이 2018년 4월에 발표되어, 산

이와 더불어 서비스경제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규제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서비스산업 육성

15) 国
 务院办公厅(2018), 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互联网+医疗健康”
发展的意见, 国办发[2018] 2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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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후속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규제조치를 법제화하였다.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의 전환과 연관되는 문제이

서비스산업은 서비스 R&D 등을 통해 새로운

므로,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였다고 해도 규제개혁과

근이 필요하다. 2019년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를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즈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제공이 가능해졌지만,

니스모델이 시장에 제공될 수 없다. 중국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융합이나 산업융합 신제품, 핀테

원활히 이용하고 있는 디디추싱(滴滴出行) 등 공

크·혁신금융, 지역혁신 성장사업 등으로 범위가

유승차, 원격진료 등 헬스케어, P2P 금융 등 핀테

제한16)적이라는 점은 향후 추가적으로 개선되어

크 등이 그러한 예이다.

야 할 과제이다.

서비스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개
념의 서비스가 시장에 제공됨으로써,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나

16) 서
 울경제(2019.1.27), [대한민국 생존리포트 ⑥산업] 규제유예 최소 4
년 필요. ‘테스트베드’ 늘려 상용화 길 터야, https://www.sedaily.com/
NewsVIew/1VE78INUJV (검색일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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