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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VR․AR 시장 규모
▶

중국 VR․AR 산업 폭발적 성장세 전망

●

중국 시장조사 전문기업 아이리서치(iResearch)가 발표한 VR․AR 시장 규모는

중국 VR․AR 산업통계(2015)

2015년 기준 15억 4,000만 위안(약 2억 2,000만 달러1))으로 드러났으며 폭발적
국가

규모

시장규모

15.4억 위안

사용자

750만 명

디바이스 출하량

122만대

인 성장세를 기록하여 2021년에는 550억 위안(78억 6,250만 달러)을 상회할 것
으로 전망함. 아이리서치는 2020년에는 미국과 더불어 중국이 VR․AR 시장을 양
분할 것이며 전 세계 VR․AR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할 것이라고 예상함

200개

이러한 중국 VR․AR 산업 성장은 과학기술의 제고, VR․AR 산업육성정책, 인터넷

VR 체험관

2,200개

소비의 확산, 중국 경제의 지속 성장 및 1인당 평균 소득이 증가한 것에서 비롯되

VR 콘텐츠

3,500개

었다고 아이리서치는 전함

VR 기업

자료 : 아이리서치(iResearch)
▶

2020년 기준 중국 VR․AR 이용자 수 약 2,500만 명에 육박할 것
아이리서치는 2015년 중국의 VR․AR 이용자 수를 750만 명으로 집계했으며 모
바일 유저가 450만 명, PC 유저가 300만 명에 달하고 있음. VR․AR 이용자 수
역시 성장세를 유지하여 2020년에는 2,533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아이리서치
는 전함
[그래프 1] 중국 VR․AR 산업 시장규모(2015~2020)

(단위 : 억 위안)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시장규모

15.4

56.6

133.8

261.6

398.4

556.3

자료 : iResearch

1) 1달러 = 7위안(2019.12.16, KEB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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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VR․AR 사용처
▶

2023년 중국 VR․AR 수요는 고객 서비스가 17.8%로 가장 높을 것
미국 IT 분야 시장조사 및 컨설팅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은
중국 VR․AR 산업의 수요로 고객 서비스가 17.8%로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측함.
고객 서비스 다음으로는 건설(14.2%), 유통(12.0%), 교육(11.9%)이 VR․AR 수요가
가장 높은 산업분야로 전망되고 있음

●

▶

중국 VR 소비자 설문조사
(중국 소비자 5,219명 대상)
비디오 ·········· 51.1%

중국 소비자, VR 산업 중 비디오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아
중국 시장조사 전문기업 아이리서치가 온라인 커뮤니티 5,219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VR 산업 중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비디오가 51.1%로 가

게임 ············ 40.9%

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게임(40.9%), 소셜네트워크(39.2%), 스포츠(33.2%),

소셜네트워크 ···· 39.2%

교육(28.7%)이 그 뒤를 이었음

스포츠 ·········· 33.2%
교육 ············ 28.7%
자료 : 아이리서치(iResearch)

[그래프 2] 2023 중국 VR․AR 산업 상업적 수요 전망

자료 : IDC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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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VR․AR․MR 수출 진입장벽
중국 정부는 VR․AR․MR 산업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VR․
AR․MR 내 일부 콘텐츠에 한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 시장에 진출
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진입장벽에 유의해야 함

▶

‘인터넷 음성동영상 뉴스 서비스 관리규정’ : VR 이용 뉴스콘텐츠 단속
중국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 관광부, 국가전파전시총국은 2020년 1월부터 ‘인터넷
음성동영상 뉴스 서비스 관리규정’을 적용해서 나가겠다고 공동 발표함. 판공실
은 웹사이트에서 VR을 사용하여 만든 콘텐츠에는 그 내용을 명기할 것을 의무화
했으며 그러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함. 또한 딥러닝
과 VR 기술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 금지조항을 추가했음

▶

‘인터넷출판서비스 관리규정’ : VR 게임업계 타격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게임업계
에게 있어서는 까다로운 진입장벽으로 알려져 있음.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
업들에게 매우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진출에 많은 제약이 따름. 기 진출한
삼성 역시 VR 장비인 기어VR(Gear VR), 오큘러스리프트(Oculus Rift)를 묶어
중국시장에 출시하려 했지만 해당 규정 발표로 잠정 중단되었으며 소니(Sony) 역
시 VR 게임업계 진출이 지연되었음

[표 1] 중국 VR․AR․MR 진입장벽
규정
인터넷 음성동영상
뉴스 서비스 관리규정

주요 내용
· 웹사이트에서 VR 사용 콘텐츠의 VR 출처 명기 의무화
· VR 기술을 적용한 가짜뉴스의 배포 금지
· 중외합자 경영, 중외합작 경영, 외자경영기업은 인터넷

인터넷출판서비스
관리규정

서비스 출판 서비스업 종사 불가
· 인터넷 게임 출판 전,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행정 주관부처에 신청하고 심사동의를 거친 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심사비준신청을 해야 함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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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R․AR․MR 산업 육성정책
▶

VR 산업 발전백서 : 정부 주도의 VR 산업 육성
2016년 4월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VR 산업 발전백서를 공개해 중국 VR 산업을
정의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 정책을 수립했음. 정부 주도의 VR 산업 육성을
통한 VR 산업의 확대와 문화 및 브랜드 구축 강화가 중국 VR 산업 발전백서의
핵심 골자임
[표 2] 중국 VR 산업 발전백서
내용

주요 내용
① 로드맵과 총괄 전략 수립
-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는 VR 기술의
지속발전 및 성장을 위해 산업발전 로드맵과 총괄전략 수립

정부 주도의 VR 산업
발전계획

② 표준시스템 수립과 시장질서 확립
- VR과 관련된 기술품질 기준을 수립하고 기존 법, 제도
규제 등을 보완하여 VR 시장의 건강한 질서를 보장
③ 정보보안 강화
- VR산업은 데이터 사용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므로
정부의 안전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
① 자금지원 및 산업경쟁력 강화
- VR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정책자금 조성. 다양한 산업에서
VR 기술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

VR 산업 확대 및
응용추진

② 연구개발 및 기술역량 확대지원
- VR 핵심기술 육성을 위해 산학연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기업 인수합병 지원
③ 시범사업 강화
- 주요 산업분야에서 VR을 활용한 시범사업 강화. VR 응용
확대가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산되도록 지원
① VR 문화 확산
- VR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VR 산업에 대한 소비수요를 확충

VR 문화와
브랜드 구축 강화

② VR 브랜드 구축
- VR 브랜드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 지적재산권 확보 전략 마련 및 지원
③ VR 공공서비스 역량 강화
- VR산업 전반의 공공서비스 역량을 향상시키고, VR 산업
내 이해관계자 간의 협동발전 수준을 강화

자료 : 중국 공업신식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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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산업 가속화 가이드라인 : 2025년 VR 강국 목표
2018년 12월, 중국 산업정보부는 VR 산업 양성을 위해 제품, 콘텐츠, 서비스,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정보 산업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VR 산업 가속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중국은 2020년까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VR산업 기술혁신 센터를 건설할 계획임. 아울러 2025년
에는 VR 관련 핵심 특허와 표준화를 취득하고 경쟁력을 갖춘 VR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VR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움

[표 3] 중국 VR 산업 가속화 가이드라인
내용

주요 내용
· 산학협력을 통한 핵심 기술 양성, VR 관련 기초이론 정비

핵심 기술 및
제품 개발

· 12K 수준의 고해상도, 최대 주사율 100Hz 이상, 품질
저하로 인한 멀미가 없는 OLED, MicroLED 등이 탑재된
디스플레이 기술의 확보

산업 활용

공공 플랫폼

표준 규범 및
안보 역량

· 게임 이외에 제조업, 교육, 문화,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군과 VR 연계 서비스 개발

· 공공 서비스의 기초연구와 핵심기술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 공공 서비스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핵심기술에 대한 국가 및 업종별 표준규범을 개정
· 안보 분야에서도 VR 단말기 및 콘텐츠 기술 유출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자료 : 중국 산업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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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R․AR․MR 프로젝트 현황
▶

중국, VR․AR․MR 투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디지-캐피탈(Digi-Capital)이 발표한 ‘2018 Augmented/Virtual Reality Report’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중국 VR․AR 투자 증가액은 39억 달러로 증가한 데에 비해
북미 시장의 VR/MR 투자 증가액은 15억 달러로 1억 2,000만 달러가 감소한 것
으로 드러남. 디지-캐피탈의 팀 머렐(Tim Merel) VR․AR․MR 고문은 센스타임
(SenseTime), 멕비(Megvii) 등 중국의 유망한 스타트업이 대거 투자자본금을 유치
하고 있는 데 비해 미국 실리콘밸리의 VR․AR․MR 스타트업이 지지부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함

▶

중국 VR․AR․MR 선도기업, 기술협력·인수·자회사 설립으로 확대
중국 VR․AR․MR 적용 분야인 영상, 게임, 유통, 건설, 교육별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함. 현지 주요 선도기업들은 해외 또는 국내 VR․AR․MR 기업과 기술
협력을 진행하거나(미리픽쳐스, 텐센트, 알리바바, 녹지그룹, 넷드래곤웹소프트) 인
수합병을 추진하거나(알리바바, 넷드래곤웹소프트), 자체적으로 자회사를 육성하
는 경우(미리픽쳐스)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

[표 4] 중국 VR․AR․MR 프로젝트 현황
투자 기업

투자 분야

미리픽쳐스

VR 영화 테마파크

(Mili Picture)

텐센트

AR 모바일 게임

(Tencent)

알리바바

VR 온라인 쇼핑몰

(Alibaba)

녹지그룹

VR 타운

(Green Group)

넷드래곤웹소프트

VR 학습장비

(NetDragon Websoft)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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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스타 코어
(VR영상 자회사 설립)

이치라이줘아오
(AR 기술협력)

바이플러스
(기술협력, 인수)

창사시 VR 타운
(프로젝트 유치)

프로메탄 월드
(인수)

▪

2019 GIP 해외진출 전략가이드

인프라 환경

VR․AR․MR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1) 미리픽쳐스(Mili Pictures) – 영상미디어
미리픽쳐스

▶

미리픽쳐스, 중국 특색을 담은 VR 영화 및 애니메이션 제조업체
미리픽쳐스(Mili Pictures)는 영화·애니메이션의 기획, 제자, 투자, 운영, 관리, 발행

(Mili Pictures)

등 개발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로 ‘중국 문화혁신기업 Top 30’에도 선정
된 바 있음. ‘PingPong Rabbit’, ‘Three Pig and Magic Lamp’, ‘Throne of
Elves’ 등 고품질의 VR 영화를 출시해 VR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음
▶

VR 영상 전문회사 자회사 미잉테크 설립
미리픽쳐스는 회사의 VR 경쟁력 쇄신을 위해 VR 영화 및 애니메이션 제작에 집
중하는 미잉테크(Mi Ying Tech)를 자회사로 설립함. 미잉테크는 안정적인 수익성
을 자체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VR 체험 테마파크 설립을 비롯하여 VR
사업 외연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표 5] Mili Pictures 기업 정보
기업명

Mili Pictures

설립년도

2012년

홈페이지

기업규모

· 자본금 : 1,622만 7,000 위안

www.milipictures.com

· 2013년 3월 : Mili Pictures 설립
· 2014년 : 中 최초의 애니메이션 ‘드래곤네스트(Dragon Nest)’ 발표
- 중국 박스오피스 10위 기록, 35개 국가 16개 지역 출시
· 2015년 : VR 영상 자회사 Mi Ying Tech 설립
· 2016년 : 중국 최초의 VR 테마파크 ‘Star Core‘ 설립
주요 활동

① 中 최초 오프라인 VR 테마파크
② 상하이과학기술박물관, Huawei와 협력
③ 5개 특허, 16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포함
· 2019년 : 동중국과학기술대 ‘화학사고’ 영상 예방 교육
- 동중국과학기술대학교와 VR․AR 장비를 통한 실험실 폭발사고
시 예방수칙 교육
- 중국 대학 실험에 있어서 VR 최초 도입사례

자료 : Mili Pictures(www.milipictur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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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픽쳐스

인프라 환경

▶

VR 영화 테마파크

VR․AR․MR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미리픽쳐스, 세계 최초의 VR 영화 테마파크 ‘스타코어’ 운영
미리픽쳐스는 2016년 1월 세계 최초로 VR 영화 기반의 테마파크 ‘스타코어
(Starcore)’를 출범했음. 스타코어에는 5개의 특허와 16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포함되었을 정도로 기술혁신의 집약체로 평가받고 있음. 2016년 1분기 기준 스타

●

코어를 찾은 방문객은 3만 명에 달하며 VR 테마파크 이외에 VR 영화관, VR 게

VR 영화 테마파크 ‘스타코어’

임시설 등을 스타코어에 유치하여 비즈니스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협력 파트너 ‘화웨이, 상하이과학기술박물관, 톈먼마운틴 협력’
미리픽쳐스는 상하이과학기술박물관, 톈먼마운틴 등 관광명소에 VR 체험관을 설
립해주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음. 소프트웨어 측면으로는 화웨이와 광대역 공
급 등 네트워크 분야에 있어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VR 디바이스는 글로
벌 기업인 오큘러스, HTC바이브(HTC Vibe)에게 공급을 받고 있음

[표 6] Mili Pictures 협력 정보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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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환경

VR․AR․MR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2) 텐센트 - 게임
텐센트

▶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기업
텐센트(Tencent)는 중국 최대의 종합 인터넷 회사이자 매출액 기준 세계에서 가

(Tencent)

장 큰 게임회사로 알려져 있음. 주요 서비스로는 메신저 서비스 큐큐(QQ)와 모
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운영하고 있으며 게임의 경우 리그오브레전드
(League of Legend), 던전앤파이터(Dungeon & Fighter), 크로스파이어(Cross
Fire) 등 중국 인기 1,2,3위 게임을 모두 퍼블리싱하고 있음
▶

VR․AR 기술의 모바일 채팅·게임 분야 접목
3년 전부터 텐센트는 기보유하고 있는 게임과 인터넷 서비스 라인업에 VR․AR
기술의 도입을 시도해오고 있음. 2017년에는 VR 헤드셋을 출시했으며 2018년에는
위챗 서비스의 VR 버전 연구개발을 시작했다고 발표함. 2019년에는 AR 기반 모
바일 게임 이치라이줘아오(一起来捉妖, 함께 요괴잡자)가 중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기도 하였음

[표 7] Tencent 기업 정보
기업명

Tencent

설립년도

1998년

기업규모

홈페이지

www.tencent.com

· 매출(`18) : 3,126억 9,400만 위안
· 시가총액(`19) : 3조 1694억 홍콩달러
· 2000년 : 모바일 메신저 QQ 서비스 출시
· 2003년 : 온라인 게임 플랫폼 QQ Games 출시
· 2017년 : 가상현실 헤드셋 출시
- PC 또는 모바일 기반 VR HMD 출시
- Oculus Lift의 대항마로 부상

주요 활동

· 2018년 : Wechat 서비스에 VR 버전 개발
- 마화텅 최고경영자, VR 기술을 도입한 Wechat의 개발착수
선언
· 2019년 : AR 모바일 게임 ‘이차리이줘아오(一起来捉妖,)’ 인기
- 2년 동안 개발을 거친 이치라이줘아오가 중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누리고 있음
- 편의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6개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

자료 : Tencent(www.tenc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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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인프라 환경

▶

AR 모바일 게임

VR․AR․MR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AR게임 ‘이치라이줘아오’, 앱스토어 매출 수직상승
중국 텐센트가 2년간 개발해 2019년 4월 출시한 증강현실(AR) 모바일게임 ‘이치
라이줘야오(一起来捉妖, 함께 요괴 잡자)’가 출시 3일 만에 애플 앱스토어 게임
매출 5위까지 상승했으며 인기 순위에서는 1위를 기록함. ‘이치라이줘야오’는 AR

●

기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게임으로 나이언틱(Niantic)의 AR게임 ‘포켓몬고

텐센트 이치라이줘아오

(Poketmon GO)’와 대퍼랩스(Dapper Labs)의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키티
(CryptoKitties)’를 합친 게임으로 알려짐. 본 프로젝트에는 인공지능 회사인 센스
타임(Sense Time)으로부터 증강렌더링 기술을 지원 받았음
▶

협력 파트너 ‘VR․AR 게임 기술 파트너십, VR․AR 미디어 전략투자 진행’
텐센트는 VR․AR 게임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기술 경쟁력

●

강화에 힘쓰고 있고 VR․AR 미디어 분야에 있어서는 전략적 투자를 진행 중임.

렌더링(Rendering)

텐센트는 센스타임으로부터 증강현실 렌더링 관련 기술 협력을 맺었고, 유니티

2차원 또는 3차원 장면을

(Unity)로부터 VR 텍스처링 플랫폼을 인수함

바탕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 또는 그러한 기법

[표 8] Tencent 협력 정보

●

텍스쳐링(Texturing)
가상․증강현실에서 캐릭터에
질감을 입혀 현실감을 제고하는
기술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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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환경

VR․AR․MR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3) 알리바바 – 유통
알리바바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중국 전자상거래의 80%를 차지하는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로 온라

(Alibaba)

인 결제, B2B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운영체제 등의 다양한 IT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관련 계열사로는 타오바오(Taobao), 티몰(Tmall), 알리 익스프레
스(AliExpress) 등을 보유함
▶

VR 시장 진출 선언 : 쇼핑, 콘텐츠, 하드웨어에 집중적 투자
2016년 알리바바는 VR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하였으며 주요 과제로
① VR 쇼핑 비즈니스 모델 개발, ② VR 콘텐츠 생산, ③ VR 하드웨어 보급 촉진,

④ AR 투자 강화를 꼽았음. 알리바바는 VR 시장 진출을 위해 VR 연구랩인
GM랩(GnomeMagic Lab)을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VR 플랫폼 ‘바
이플러스(Buy+)’를 공개했으며 VR 환경에서 쇼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9] Alibaba 기업 정보
기업명

Alibaba

설립년도

1998년

홈페이지

alibabagroup.com

· 매출(`18) : 170억 5,700만 달러
기업규모

· 시가총액(`19) : 4,423억 달러 (중국 1위)
· 직원(`15) : 3만 4,985명
· 1998년 : Alibaba 설립
· 2003년 : 온라인쇼핑몰 ‘Taobao’ 개설
· 2004년 : 온라인 대금결제 회사 ‘Alipay’ 창업
· 2005년 : ‘Yahoo! China’ 인수

주요 활동

· 2016년 4월 : VR 시장 진출 선언
① VR 쇼핑 비즈니스 모델 개발
② VR 콘텐츠 생산
③ VR 하드웨어 보급 촉진
④ AR 투자 강화
- Alibaba VR 연구소: (GnomeMagic Lab) 설립
· 2016년 7월 : VR 플랫폼 ‘Buy+’ 공개

자료 : Alibaba Group(alibaba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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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인프라 환경

▶

VR 쇼핑몰

VR․AR․MR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시공간을 초월한 VR 쇼핑몰 ‘바이플러스’
알리바바는 2016년 7월 상하이 엑스포에서 VR 쇼핑몰 ‘바이플러스(Buy +)’를
공개했음. 바이플러스는 기존의 일차원적인 쇼핑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가상
현실 속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360도 돌려보고 의류, 액세서리를 실제 착용한

●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VR 쇼핑 공간에서는

알리바바 바이플러스

로봇 비서가 소비자에게 어울리거나 좋아할만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도
구현되어 있음
▶

협력 파트너 ‘쇼핑몰·클라우드 분야에 한하여 기술협력·인수 진행’
알리바바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바이
플러스에서 사용되는 홀로렌즈 헤드셋 공급 계약을 맺음. 이스라엘 국적의 증강
현실 회사인 인피니티(Infinity)와는 2016년부터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해왔으며
2019년에는 인수를 진행함. 아울러 HTC와는 VR 클라우드 분야에서 기술 협력
을 추진하고 있음

[표 10] Alibaba 협력 정보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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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환경

VR․AR․MR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4) 녹지그룹 - 건설
녹지그룹

▶

중국 최대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

(绿地集团,

녹지그룹(绿地集团, Green Grou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업체로 1992

Green Group)

년 설립되었으며 포브스 500대 기업 중 유일한 부동산 기반의 기업임. 녹지그룹
은 중국 전역에 걸쳐 초고층 빌딩, 대도시 통합 프로젝트, 복합주택 건설 분야에
있어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녹지그룹은 부동산 산업의 노하
우를 바탕으로 금융, 에너지 등 2차, 3차 산업의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음
▶

VR 기술 + 건설 융합 선언
2019년부터 녹지그룹은 본격적으로 최신 IT기술과 건설 비즈니스의 융․복합을 추진
하고 있음. 2019년 9월 녹지그룹은 알리바바와 기술과 생태, 부동산이 결합된
협력 모델을 통해 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혁신 공원 설립, 스마트 상업 사
무소, 스마트 홈 등 ICT 융․복합 서비스 개발 등에 힘쓰기로 함. 또한 2019년
10월에 녹지그룹은 후난성 창사시에 대규모 VR 타운을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기도 함

[표 11] 녹지그룹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년도
기업규모

녹지그룹(绿地集团, Green Group)
1992년

홈페이지

www.ldjt.com.cn

· 매출(`18) : 420억 달러
· 직원(`19) : 3만 9,091명

· 1992년 : 녹지그룹 설립
· 2013년 : 부동산 기업 최초로 포브스 500대 기업 선정
· 2019년 9월 : Alibaba와 포괄적 전략협력 체결
주요 활동

- ‘기술 + 생태 + 부동산’ 협력 모델의 공동 설립
· 2019년 10월 : 창사시 VR 타운 건설 프로젝트 발표
- 지능형 산업 네트워크 + VR 산업 핵심시설
- 500억 위안 투자. 2022년까지 프로젝트 완료 예정
- Huawei VR·AR 소프트웨어 센터+Alibaba 혁신 센터 설립

자료 : Greenland Group(www.ldjt.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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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

인프라 환경

▶

VR 타운

VR․AR․MR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녹지그룹, 창사시에 대규모 VR 타운 2022년까지 건설할 것
2019년 10월 녹지그룹은 후난성 창사시에 VR 과학기술혁신도시를 설립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함. 해당 프로젝트는 인공지능과 5G, 클라우드, 빅 데이터를 결
합한 지능형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VR 산업 핵심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주

●

골자로 하며 공사 면적은 9km2에 달함. 프로젝트는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창사시 VR 타운 조감도

화웨이의 VR․AR 소프트웨어 센터와 알리바바 혁신센터의 입점이 확정되었음
장위량(張玉良) 녹지그룹 회장은 “이번 창사시 VR 타운 프로젝트는 1,000억 위
안대의 VR 산업을 건설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고 자평함. 마오
웨이밍(殷美根) 장시성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역시 “창사시가 세계 VR 산업
에서 선도 도시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힘
▶

협력 파트너 ‘화웨이, 알리바바와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
녹지그룹은 이번 창사시 VR 타운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화웨이, 알리바바와 협
력을 체결할 수 있었음. 알리바바는 혁신센터 설립, 화웨이는 VR․AR 소프트웨어
센터를 지원받기로 함

[표 12] 녹지그룹 협력 정보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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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넷드래곤웹소프트 - 교육
넷드래곤웹소프트

▶

게임 제조업체에서 에듀테크 업체로 성공적인 이전
넷드래곤웹소프트(NetDragon Websoft)는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등을 제조하

(NetDragon Websoft)

는 회사로 1999년에 설립됨. 201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에듀테크 사업에 뛰
어 들었으며 에듀테크 회사인 에드모드(Edmod), 점프스타트게임즈(Jumpstart
Games), 프로메탄월드(Prometan Worlds)를 인수하며 역량을 확대해 왔음.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넷드래곤웹소프트를 7년 연속 ‘중국 인터넷 기업 Top 100’으
로 선정하기도 함
▶

VR 기술과 에듀테크 간의 융․복합 시도
넷드래곤웹소프트는 VR․AR, AI, 3D 등 IT 최신기술을 에듀테크 산업에 융합하고
있으며, VR․AR의 경우 VR 편집기, VR 몰입형 교실, VR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음

[표 13] NetDragon Websoft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년도
기업규모

NetDragon Websoft
1992년

홈페이지

www.netdragon.com

· 매출(`18) : 50억 3,753만 9,000 위안
· 직원(`18) : 6,100명
· 1992년 : NetDragon Websoft 설립
· 2016년 푸젠성 VR 산업기지 건설
- 산업 기지 내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제작, 콘텐츠 공유,
인재 교육 등 수행
· 2018년 Prometan World 인수

주요 활동

- 프로메탄 월드 VR 교육장비의 중국학교 공급
- 학생 4,000만 명, 교사 2,200만 명에게 VR 활용 교육 실시
· VR 융합 소프트웨어 소개
- NetDragon 팝업 클래스 : 모듈식 VR 통합 솔루션
- Futian Education : VR․AR 교육 플랫폼
- 101 VR․AR : VR․AR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자료 : NetDragon Websoft(www.netdrag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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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학습장비

VR․AR․MR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넷드래곤웹소프트, 프로메탄월드 VR 기기 학교에 공급
넷드래곤웹소프트는 2015년에 영국 대화형 에듀테크 기업인 프로메탄월드를 1억
3,000만 달러에 인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하였음. 중국
학교 쪽에 VR 학습 장비를 대량 지급하였으며 4,000만 명의 학생과 2,200만 명의
교사들이 해당 기기를 통해 VR 활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협력 파트너 ‘에듀테크 기업 인수를 통한 경쟁력 확대’
넷드래곤웹소프트는 VR․AR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는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클래스
플로우(Class Flow)와 체리픽(Cherry Pick)의 VR․AR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또
한 에듀테크의 경우 점프스타트, 에드모도, 프로메탄 월드 등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을 인수해 이러닝 분야에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한국의 에듀박스도 2012년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그로잉톡알파벳(Growing
Talk Alphabet)’, ‘싱싱투게더(Singsing Together)’ 등을 넷드래곤웹소프트에
수출한 바 있음

[표 14] NetDragon Websoft 협력 정보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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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진출 유망 품목 · 기술
중국 VR․AR․MR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게임 분야의 경우 인터넷출판서비스 자격 취득이 까다로운 편이고 유통·건설 분야
에서는 현지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져 제약이 따름. 따라서 시장이 성장 중이고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와 교육 분야를 진출유망 분야로 선정함

▶

영상미디어 분야
동영상 분야는 중국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가장 높은 분야로 여러 기업들이 VR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 있어 영상을 활용하고 있음. 한국 VR 콘텐츠 전문 제작
스튜디오인 비브스튜디오스가 2019년 11월에 출시한 VR 영화 ‘볼트 : 혼돈의
돌’이 중국 VR 영화관에서 인기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하였음

▶

교육(에듀테크) 분야
중국 교육부는 2020년까지 교육정보화 2.0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학교 교육에 있
어 정보화 응용 수준을 제고하고, 디지털 캠퍼스를 구축하고자 함. 해당 정책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 VR․AR 장비 공급이 확대되고 있음. 2019년 경기도 VR․AR
기업 9개사는 중국 VR코어 행사에 참여하여 중국 진출의 포문을 여는 데 성공함.
얼굴 스캔 기반 VR콘텐츠 개발사 ‘엠더블유엔테크(MWN Tech)’, 어린이 캐릭터
교감형 VR콘텐츠 개발사 ‘어라운드이펙트(Around Effect)’ 등이 VR코어(VRCORE)
에서 중국 기업과 교류 및 비즈니스 협력을 추진하였음

[표 15] 중국 VR․AR․MR 진출 유망 분야

⦁ 영상미디어 분야
- 중국 소비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VR․AR
콘텐츠 1위로 선정
- 한국 VR 영화 ‘볼트 : 혼돈의 돌’ VR
영화 인기 순위 1위 기록

⦁ 교육(에듀테크) 분야
- 교육정보화 2.0 행동계획에 따른 VR․
AR장비의 보급화 추세
- 여러 한국 기업 VR 콘텐츠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 진출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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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기업 진출·협력 사례
▶

성남시진흥재단, DPVR과 VR 산업 육성 양해각서 체결
2017년 8월 성남시진흥재단은 중국 최대 VR 디바이스 개발사인 DPVR, 최대
VR 플랫폼 사업자인 ‘87870’과 VR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
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함. 이번 협력으로 성남 소재 VR 콘텐츠기업은
DPVR과 87870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남시진흥재단은
콘텐츠 기업들의 사업 발전을 후원할 계획임. 양해각서 체결 현장에서 성남시 기
업들은 중국 최신 VR 기기들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비즈니스 협력들에 대해 심
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

경기도, 중국 VR 코어와 VR 협력 파트너십 체결
2018년 9월 중국 최대 VR 개발자 커뮤니티인 VR코어(VRCORE)는 경기도
VR·AR 산업 글로벌 육성체인 NRP(Next Reality Partners)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함. 경기도 NRP에 소속되어 있는 10개 업체들은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VR
코어어워드(VRCORE Awards)’에 참여하여 VR·AR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해커
톤 대회 등의 행사에 참여할 계획임

[표 16] 한국 기업 진출·협력 사례
맘모식스, VR 콘텐츠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협약 체결(2019.07)
- 맘모식스는 中 1위 VR 디바이스 제조업체 DPVR과 ‘VR 콘텐츠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함
- DPVR의 모든 올인원 디바이스 라인업에 맘모식스의 소셜 VR 콘텐츠인 '갤럭시티'를
내장시킬 계획임
코믹스브이 : 글로벌 유통사업 협력 MoU 체결(2019.02)
- 중국 1위 VR HMD 디바이스 제조업체 DPVR과 VR 웹툰의 글로벌 유통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2월 14일 체결함
- 코믹스브이의 VR 웹툰은 DPVR의 AIO(All-In-One) Mobile HMD인 Personal
Cinema에 탑재되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보급될 예정임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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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R․AR․MR 파트너사
① Guangzhou Ye

▶

Guangzhou Ye Digital Technology,

Digital Technology

▶

‘VR 산업 전반에 콘텐츠, 디바이스, 솔루션 제공’

개요
· VR 연구개발 테마파크 공급

Guangzhou Ye Digital Technology(广州玖的数码 科技有限公司)는 2014년에
설립된 VR 기술 기업으로 2019년 중국 VR 분야 5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함.

· 2014년 설립

Guangzhou Ye Digital Technology는 VR 콘텐츠 제작, VR 오프라인 경험 및

· 자본금 : 1,143만 위안

VR 사업 협력분야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5D․7D․8D․9D 인랙터티브 시네마, 차

· 홈페이지
www.gznined.com

량 시네마 등의 제품을 생산 판매함. 현재 80여개 국가에 수출을 진행 중임

[표 17] Guangzhou Ye Digital Technology 협력 정보
· 이메일 : Vinnie@vrsoon.com
· 전화번호 : +86 (20) 2986-6882
접촉 정보

· 소재지 : 광저우시 텐허구 주장 신타운 1호 방화 글로벌플라자 28F
(28/F. Banghua Global Center, No.1 Golden Harvest Road, Zhujiang
New Town, Guangzhou)

담당자 정보

· Vinnie (International Sales)
· VR 디바이스 분야
① 배틀 분야 (FPS 시뮬레이션 장비)
② 유아용 교육 분야 (교육용 디바이스)
③ 영화 분야 (VR 영화 장비, 대화형 플랫폼)
④ 스포츠 분야 (VR 사이클, 피트니스 기구)
⑤ 테마파크 분야

주요
협력 분야

· 솔루션 분야
- 맞춤형 VR 솔루션 설계 지원
- 방문 컨설팅, 장비 생산, 건설 지원, 현장 설치, 본사 교육 지원
· VR 콘텐츠 분야
- VR 영화 및 애니메이션 20여편 제작
· VR 게임 분야
① 모바일 게임 1건 (레이싱 게임)
② PC 게임 2건 (FPS 게임)

주요
공급 업체

· Intel – VR 디바이스 공급
· Tencent – VR 게임 콘텐츠 공급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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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PVR

개요
· VR 디바이스 공급업체

인프라 환경

VR․AR․MR 정책

프로젝트 분석

▶

DPVR, 中 최대 VR HMD 디바이스 제조사

▶

한국 VR 콘텐츠 기업 프로젝트를 통해 다수 진출

프로젝트 협력 정보

DPVR은 2014년도에 설립된 중국 최대 VR HMD 디바이스 제조업체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2019년 중국 Top 50대 VR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음. DPVR은

· 2014년 설립

중국 VR 디바이스 분야의 강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VR 콘텐츠 기업들이 DPVR

· 자본금 668만 위안

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 홈페이지
www.dpvr.cn

[표 18] DPVR 협력 정보
· 전화번호 : +86 (400) 895-5775
· 이메일 : mkt@dpvr.cn
접촉 정보

· 소재지 : 상하이시 푸동신구 옌자차오 1호 홍희음악만 빌딩 1F
(1F, Building 3, No. 239 Mindong Road, Pudong New District,
Shanghai)

담당자 정보

Mr. Zhang (Managing Partner)
· VR 디바이스
- VR HMD 헬멧
- VR 게임 장비

주요
협력 분야

- VR 시네마용 대형 스크린
· VR 산업 솔루션
① 빌딩 분야 (몰입형·대화형 인터랙티브)
② 교육(교실) 분야 (공산당 교육)
③ 여행·관광 분야 (VR 영화 장비, 대화형 플랫폼)

· 맘보식스 : VR 콘텐츠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협약 체결(19.07)
- 소셜 VR 콘텐츠 ‘갤럭시티’의 HMD 내장 지원
주요
공급 업체

· 코믹스브이 : 글로벌 유통사업 협력 MoU 체결(19.02)
- VR 웹툰의 모바일 HMD에 탑재 지원
· 성남산업진흥재단 : VR 산업 육성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17.07)
- 성남 소재 콘텐츠기업  VR 기술교류 및 협력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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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lephant VR

인프라 환경

▶

VR․AR․MR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엘리펀트VR, VR 타운 구축 프로젝트 추진 중
엘리펀트VR(Elephant VR)은 VR․AR․MR 분야에서 몰입형 상호작용 콘텐츠 개발,

개요
· VR 서비스 제공업체
· 2017년 설립

제품 운영 및 산업 솔루션의 기술 연구개발에 중점을 둔 선도 기업임. 엘리펀트
VR은 광둥성 선전시에 ‘바오안VR산업기술혁신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사로 300사를 보유하고 있음

· 자본금 668만 위안
· 홈페이지
www.elephvr.com

[표 19] Elephant VR 협력 정보
· 전화번호 : +86 (156) 0295-1209
· 이메일 : zhengyabing@elephvr.com
접촉 정보

· 소재지 : 선전시 가오신 남로 구오신 빌딩 13F
(Guoxin Bulding 13F, South Road, Nanshan District,
Shenzhen)

담당자 정보

· Ms. Zheng
· 테마파크 분야
- 광둥성 7개의 VR 타운 구축 프로젝트 추진 중
- 관광, 전시, 리허설 분야에도 해당 경험 보유

주요
협력 분야

· 교육 분야
- 학교에 VR 기술 서비스 제공
· 영화 분야
- MR 극장시스템 개발하여 영화관 공급

주요
공급 업체

· Tencent, CHINA OCT – 광둥성 VR Town 구축 프로젝트
- 1층 : Tencent VR 게임존
- 2층 : China oct의 VR 운동, VR 음악 등 테마 제품 운영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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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환경

VR․AR․MR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2. VR․AR․MR 온·오프라인 정보 채널
▶

VR․AR․MR 관련 전시회 참여
중국에서는 VR&AR 관련 전시회 ‘아시아VR․AR페어(Asia VR․AR Fair)’와 ‘차이나
VR․AR 쇼(China VR․AR Show)’가 매년 5월, 10월 광저우시와 상하이시에서 개
최됨. 아시아VR․AR페어는 중국의 대표적인 VR․AR 전시회 행사로 15개국 150개
기업이

참여하였음.

‘중국VR․AR쇼(China

VR․AR

&

New

Technology

Experience Show) 역시 VR․AR 전문 전시회로, VR․AR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솔루션, 체험형 어트랙션에 대한 기술 세미나, 컨퍼런스, 쇼케
이스, 비즈니스 매칭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중관춘VR산업협회, VR 관련 네트워킹 행사 추진
중국 중관춘VR산업협회(Zhongguancun Virtual Reality Industry Association)은
중국 VR 산업의 육성을 위해 VR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설립한 비영리 협회단체
임. 이들은 중국 VR 및 AR 회원사들을 모집하고 기술 교류와 세미나 등을 추
진하고 있음

[표 20] 중국 VR․AR․MR 주요 정보 채널
유형

홍보 채널

대상 품목

상세

· 중국 VR․AR 전시회

VR․AR

매년 5월

· 개최 도시 : 광저우

기업

(‘20.05.10~12)

아시아 VR․AR 페어
오프라인

· 개최 규모 : 15개국 150개 기업 참여

차이나 VR․AR 쇼
오프라인

· 중국 VR․AR 전시회

VR․AR

매년 10월

· 개최 도시 : 상하이

기업

(‘19.10.30~11.01)

· 개최 규모 : 182개 기업 참여

중관춘 VR 산업협회
온라인

(Zhongguancun Virtual Reality
Industry Association)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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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산업
전반

VR 네트워킹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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