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C- 글로벌 해외연수 전문 기업!!

중국 ICT 5대 미래기술
벤치마킹 연수
➢ 연수 지역: 중국(북경지역)
➢ 연수 기간: 3박 4일

Copyright © 2019 by GBC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 without the permission of GBC.
This document provides an outline of a presentation and is incomplete without the accompanying oral commentary and discussion.

1. 연수의 취지 및 주요 내용

2. 연수 특징

3. 연수 주요 일정

4. 방문 예정 기관 프로필

1

2030년 미래기술
핵심 기업

AI(인공지능) + 로봇
Big Date + 자동화
미래에너지 +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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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핵심 Key Point & 전략적 방향

미래 성장동력의 전문성으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개발, 현장, 시스템적인
차별화를 통한 강한 현장구현

4차산업혁명의 분야의
창의적이고 독창성 확보

WCC의 핵심성공요인 및 이에 따른 Key Question

4차 산업혁명의 전문화로 최상의 Smart
Factory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업종별, 현장별 특색에 맞는 분야별 lot
,빅데이타 활용의 차별적 요인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기관으로 독창적,
창의적 기업으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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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5대 미래 기술 연수 주요 일정
날짜
제1일차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사항

인천

항공

오전

▣ 출국: 인천→북경

북경

전용차량

오후

▣ 현장 탐방 ] 중관촌 중국의 실리콘 벨리로 신미래기술 개발의 전략 기지
▣ 벤치마킹 1] 中科创达(Thunder Software Technology )

오전

- 스마트폰, IoT, 자동차 출시시간 단축의 OS기술 보유.
- 빅 데이터를 활용한 보안 서비스 제공

제2일차

북경

전용차량

▣ 벤치마킹 2) 图灵机器人(Turing Robot)
-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 운영체계 개발

오후

- 다중모두 인간-기계 제공하는 지능형 로봇 및 AI서비스
▣ 북경 신현장 탐방 틴테크기술의 모바일 결제 등 현장 체험
▣ 벤치마킹 3] 英利集团 (Yingli Solar)

오전

- 태양전지 패널 제조업체.
- 태양 전지판 공급 및 스마트팩토리 운영시스템 사례

제3일차

북경

전용차량

▣ 벤치마킹 4] 商汤科技(SenseTime)
-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시스템 .
오후

- 얼굴인식 및 리모트 센싱 혁신사례
▣ 인프라탐방 :Mobike와 함께 하는 자전거 공유서비스 체험

북경

전용차량

오전

제4일차

▣ 현장 탐방 ] 청화대학 启迪之星(TusStar)
-과학단지개발센터의 자회사로 기술개발 등 중국 미래기술의 집약체

인천

항공

오후

▣ 귀국: 북경→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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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요 방문 기관 프로필
◆ 中科创达(Thunder Software Technology Co., Ltd.)

[주요특징]
⚫

운영 체제 제품, 기술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 스마트 폰, IoT,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제품 출시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OS 기술 제공 업체.

⚫

프로토콜 스택, 심층 학습, 컴퓨터 그래픽 기술, 운영 체제 최적화, 보안 솔루
션 등의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바일 OS 기술에 수년간 R & D 투
자를 통하여 하드 드라이브, 운영 체제 커널 및 미들웨어에서 상위 응용 프
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기술 시스템을 산출.

⚫

Android, Windows, Linux OS 개발 및 BSP, OS 커널, 드라이버, 프레임 워크,
프로토콜,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 도구 및 보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스마트 산업에서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자 Qualcomm, Intel 및 Microsoft와
공동 파트너십을 설립하고 합작 투자를 통해 Startup인큐베이터 인 Arm
Accelerator를 설립하는 등 기술 혁신과 산업환경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

[벤치마킹 Point]
⚫
⚫

스마트폰, IoT, 자동차 출시시간 단축의 OS기술 보유.
빅 데이터를 활용한 보안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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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요 방문 기관 프로필
◆ 图灵机器人(Turing Robot)

[주요특징]
⚫

인공 지능 (AI) 의 상용화에 관한 연구에 참여한 최초의 중국 회사로, 인지
컴퓨팅 기술, 심층 학습 및 지능형 로봇 운영 체제를 개발하는 회사.

⚫

2012 년 중국 정보 인텔리전스 기반의 음성 보조 애플리케이션인 "웜홀 보
이스 어시스턴트 (Wormhole Voice Assistant)"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2014 년 AI 로봇을 위한 최초의 개방형 플랫폼 인 Turing Robot을 출시.

⚫

튜링 로봇 개방형 플랫폼은 지금 이용자가 60 만 명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
장 큰 Chatbot 오픈 플랫폼으로 지능 의미 기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
품에 중국어 의미 분석, 자연어 및 대화 처리 , DeepQA 등을 포함한 AI 서비
스를 제공

⚫

2015년 출시된 Turing OS는 인간의 사고 모드와 정서 인식을 시뮬레이션 하
여 자연스럽고 친숙한 다중 모드 인간-기계 상호 작용 방법을 제공하는 지
능형 로봇 운영 체제로, 사고 향상 엔진, 정서적 컴퓨팅 엔진 및 자체 학습
엔진이 포함

[벤치마킹 Point]
⚫
⚫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 운영체계 개발
다중모두 인간-기계 제공하는 지능형 로봇 및 AI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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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요 방문 기관 프로필
◆ 英利集团 (Yingli Group)

[주요특징]
⚫

세계적인 제조 및 물류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지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함으
로써 전세계 모든 지역 사회에 태양열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세계에
서 가장 큰 태양 전지 패널 제조업체 중 하나로 전 세계 생산 능력은
2.45GW 이상.

⚫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한국, 중국, 일본, 브라질, 호주, 남아
프리카 등 90 개국 이상에 8 천 8 백만 개 이상의 Yingli 태양 전지판을 공급.

⚫

Canadian Solar , Hanwha Q CELLS , JA Solar , Trina Solar 및 Jinko Solar 등
과 함께 태양 광 산업의 6 대 C-Si 모듈 공급 업체 그룹인 ' Silicon Module
Super League '(SMSL) 회원사

⚫

전 세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식과 효율성으로
태양 전지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설립 이래로 제로 카본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혁신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 청정 에너지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
하고 국가 환경 보호 및 녹색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음.

[벤치마킹 Point]
⚫
⚫

태양전지 패널 제조업체.
태양 전지판 공급 및 스마트팩토리 운영시스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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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요 방문 기관 프로필
◆ 商汤科技(SenseTime)
[주요특징]
⚫

Computer Vision과 Deep Learning에 초점을 맞춘 중국에서 가장 밸류가 높
은 세계적인 AI 알고리즘 제공 업체로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스타
트업 회사로 유니콘기업으로 분류됨.

⚫

현재까지 총 16억 달러 (한화 약 1조 8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기업
가치로는 60억 달러 (한화 약 6조 6천억 원) 이상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음.

⚫

중국 과학기술부(MSTC)가 Intelligent Vision 분야의 차세대 인공지능(AI)의
국가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SenseTime의 Facial Recognition
기술을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함으로써 다섯번째 공식 국가 AI 플랫폼으로
채택됨.

⚫

미래의 AI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로 Deep Learning 플랫폼과, 수퍼컴퓨
팅 센터를 개설하고, 얼굴 인식(facial recognition), 이미지 인식(image
recognition), 객체 인식(object recognition), 텍스트 인식, 의료 영상 분
석, 비디오 판독, 자율 주행, 리모트 센싱 등 다양한 AI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

[벤치마킹 Point]
⚫
⚫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시스템 .
얼굴인식 및 리모트 센싱 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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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주요 방문 기관 프로필
◆ 北京通州康硕增材制(Kangshuo Electric Group)

[주요특징]
⚫

산업 응용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여 3D 산업 클라우드를 생성
하는 전문 3D 인쇄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3D 프린팅 기업

⚫

3D 인쇄 산업의 전체 솔루션 및 관련 재료,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
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며 전국에 걸쳐 지능형 제조 클라
우드 서비스 시스템을 구성했으며 일류 기술로 포괄적인 산업 수준의 지능
형 제조 기지로 성장

⚫

3D 프린팅 산업의 서비스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해 고급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Solidscape 고정밀 왁스 패턴 3D 프린팅 장비,
Exone 샌드 형 3D 프린팅 장비 및 3DCERAM 세라믹 3D 프린팅 장비 및 관
련 기술을 도입.

⚫

수년간의 기술 연구와 개발 끝에 100 개가 넘는 업계 최고의 3D 인쇄 기술
특허, 소프트웨어 서적 및 독점 기술을 획득함.

[벤치마킹 Point]
⚫
⚫

3D인쇄 기술 및 인쇄 시스템 솔류션.
3D프린팅 장비 및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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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요 방문 기관 프로필
◆ 启迪之星 (TusStar, TusPark Business Incubator)

[주요특징]
⚫

Tus-Holdings(前 칭화대학 과학단지개발센터)의 자회사이며, 중국 내 40여
개 도시에 74개의 인큐베이터 센터를 보유한 창업보육과 투자를 결합한 형
태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

약 원스톱 인큐베이션 서비스, 시드 펀딩,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및 혁신적
인 기업가 환경을 제공하여 기술+자본+자산의 연계 지원이 가능.

⚫

3조 5천 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5000여 개 스타트업을
육성.

⚫

인큐베이팅 과정이 각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맞춤식 지원이 이루어짐.

⚫

IT 및 모바일 인터넷 분야에서 Tsinghua University의 탄탄한 기술력과 산업
자원을 바탕으로 관련 포괄적인 자원을 통합하여 모바일 인터넷 산업 배양
센터를 구축. 화웨이 및 차이나 모바일과 협력하여 인큐베이션 및 빠른 성장
을 위한 고급 기술을 도입함.

[벤치마킹 Point]
⚫
⚫

과학단지개발센터의 자회사로 기술개발 및 IoT기술창업지원.
IT 및 모발일 기술 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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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요 방문 기관 프로필
◆ 唐山开元机器人系统有限公司 (Tangshan Kaiyuan Robot System)
[주요특징]
⚫

중국 당산그룹의 자회사로 로봇 자동화 용접장비의 시스템 통합과 시스템
유지보수를 주로 하며, 고객에게 기획, 설계, 제조, 안조, 공정, 유지보수 등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 중국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선두인 기업

⚫

Kaiyuan Group의 전반적인 장점을 바탕으로 국제 교류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Kobelco 및 일본 Changling과 협력하여 중형 및 후판 로봇 용접 시
스템, 지능형 플렉시블 용접 생산 라인, MICROBO 휴대용 자동 용접 로봇,
엔지니어링 기계 포지셔너 및 중국 시장에 적합한 기타 제품을 개발함.

⚫

로봇 용접 시스템, 인텔리전트 유연 용접 라인, 디지털 용접 작업장, 엔지니
어링 기계 변위기, MICROBO 휴대용 전자동 용접 로봇 등을 생산, 판매

⚫

공정기계, 석탄기계, 건축강구조, 교량강구조, 건축기계, 해양공사, 철도차량,
특수차량, 선박, 풍전, 공작기계 등 여러 분야에 널리 사용됨

[벤치마킹 Point]
⚫
⚫

공정기계 및 공작기계에 사용하는 자동화 시스템.
기계 및 용접 로봇 생산판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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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문의 & 상담
GBC 연수프로그램은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진행 운영됩니다.
해외 연수 협의

♣ 전화 문의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연락해주시면 상담 후,

주제 및 일정 결정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서를 송부 드립니다.

TEL : 02-867-4840
사전연수 과제배포

해외 연수준비 및 실시

Feedback

평

가

연수 결과 정리

FAX : 02-867-4841

H.P : 010-3869-7347

♣ E-Mail 문의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을 성부 드립니다.

kmkgmg@hanmaile.net

연수 담당자
사후평가 및 Follow-Up

최종 결과 보고

총

괄

김민기

차

장

문선욱

연 구 원

박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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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핵심이다!!

본 연수를 계기로 저희 지비산업정보원㈜ 핵심역량이
귀사의 인재육성과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98 IT캐슬 1동 609-3
TEL: 02-867-4840
FAX: 02-867-4841
URL: www.esrb.co.kr
E-mail: kmkgmg@hanmail.net

※ 본 내용은 지비산업정보원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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