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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모바일 향후 3년간
농촌지역에 700억 위안 투자

7월 15일부터 정보보안사례 조사시작

z 2009년 7월 차이나모바일과 중국농업부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함.
향후 3년간 농촌지역에 700억 위안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통신망
구축과 정보화 구축을 추진.

z 7.15~8.31 기간에 '중국 공안부 네트워크 보안보위국'은 "2009년
전국 인터넷 보안 현황 및 컴퓨터 바이러스 현황"을 과제로 조사
를 진행함.

-

-

연간 1만개 이상의 농촌지역에 통신망 커버 예정이며 전국 농촌
지역에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

G

z 중국은 현재 3G망 구축, 3G 가입자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
고 있으며 2020년엔 10억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CCID(Beijing) (2009.07.15)
원문 : http://mobile.digi.hsw.cn/system/2009/07/15/050241078.shtml

주로 인터넷 접속 사업자, 인터넷 데이터센터, 포탈사이트, 컴퓨
터 사용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G

자료원 : 北京青年报(2009.07.15)
원문 : http://news.ccw.com.cn/internet/htm2009/20090715_648989.shtml

중국 첫 TD 전자정부 시범도시 : 황스(黃石)시

2009상반기,
중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규모 96% 증가

z 후베이성(湖北) 황스(黃石)시는 3년내에 TD망 구축을 완료해 도
시, 주변 농촌 전지역에 커버할 예정임.

z 올해 상반기, 중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록 총량이
29,934건, 이중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양은 소프트웨어 등록 총
량의 96%을 차지함.

-

무선 전자정부 포탈, 무선 동영상 포탈을 구축해 시민들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G

자료원 : 인민우전보(2009.07.16)
원문 : http://www.cnii.com.cn/20080623/ca567639.htm

-

6월30일까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신청서를 29,804건 접수해
전년대비 112% 증가, 허가건수는 28,748건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함.

-

전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수량이 가장 많은 5개 성시(省市)
는 베이징, 광둥, 저쟝(浙江), 상하이, 쟝쑤(江蘇) 임. 베이징의 등
록 건수는 전국 등록 건수의 1/3을 차지함.

G

자료원 : 신화망(2009.07.16)
원문 : http://www.cnii.com.cn/20080623/ca56763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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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광고시장 회복 시작

CNNIC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반년 내 3,700만 명 증가

z 2009년6월 중국기업의 브랜드 홍보로 인터넷 광고에 투입된 총
액이 7.03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4.1% 증가. 이 중 인터넷 서비스
에 투입된 비용은 1.3억 위안으로 전월대비 18.5% 증가함.

z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는《제24회 중국 인터넷 발전
통계보고》를 발표함. 2009년 6월 까지 중국 모바일 인터넷
자는 1.55억 명으로 인터넷 가입자의 45.9%를 차지함. 올해
기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수는 3,700만 명 증가해 전년
32.1% 증가함.

-

-

6월 인터넷 서비스, 교통, IT제품 및 식품 등 분야 인터넷 광고 투
입비용 은 전월대비 10% 이상 증가함. 이중 인터넷 서비스 분야
증가가 18.5%로 1위이며, 다음으로는 식품(17.6%), 교통(17.2%),
IT제품(10.4%) 순임.

G

IT관련 사이트와 동영상 사이트 6월 시장점유율은 8.4%, 7.1%로
전월대비 1%, 1.33% 증가함.
자료원 : 중국신식산업망(2009.07.16)
원문 : http://www.cnii.com.cn/20080623/ca56784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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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현재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중 28%는 향후 3G폰을 구매할 예정.

-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급증 원인 : 정부와 통신사업자의 협력 강
화., 모바일 인터넷과 패션 개념 통합,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와 기
능의 다양화.
자료원：CCID(2009.07.16)
원문 : http://news.ccidnet.com/art/951/20090716/183079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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