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학원, 세계 수준을 향한 탁월혁신센터 육성 추진

  중국과학원은 1월 9일 ~ 10일에 열린 2014년 업무회의에서 세계 수준의 탁월혁신

센터(卓越創新中心) 육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계획에 따르면, 중국과학원이 2014

년에 우선적으로 양자정보, 입자물리, 뇌과학, 토륨기반 용융염 원자로 원자력시스템

(TMSR) 및 티벳고원 지구시스템 5개 분야에서 탁월혁신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과학원은 세계 일류수준의 연구기관이 될 때까지 아직 먼 

길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연구 분야에서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세

계 일류 기관으로 성장할 실력과 여건을 갖췄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난 1년간의 

연구 끝에 탁월혁신센터 육성 계획안이 제기되었다. 중국과학원 탁월혁신센터는 비

교우위 연구 분야에서 최우수의 인력과 자원 활용, 가장 융통성 있는 관리메커니즘 

적용 등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센터로, 해당 분야의 선도자로 도약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탁월혁신센터 선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

다. 첫째, 연구 방향 및 수준 부문에서 중국 국내 최고로 평가되고 국제에서도 인정

을 받았다. 둘째, 인력 부문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최우수 인력을 보유하고 있

다. 셋째, 성과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성과를 이미 거두었다. 넷째, 자원조건 

부문에서 중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충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탁월혁신

센터는 중국과학원 전략적선도과학기술전문프로젝트(戰略性先導科技專項)와 국가중

대과학기술전문프로젝트가 지원하는 중점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탁월혁신센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국과학원은 새로운 관리메커니즘을 

적용시킬 예정이다. 

(1) 자율성 확대

  연구개발활동 기획·관리 개혁, 세부연구방향 설정, 과제·경비 조정, 인력 관리, 

업무실적 인센티브 등 부문에서 탁월혁신센터에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한다.

(2) 우수인력 지원 강화 

 “중국과학원 특별초빙 연구원”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중“특별초빙 걸출(傑
出)연구원”계획은 중국 국내에서 최고수준을 대표하고 국제에서 비교적 큰 영향력

을 갖추며, 중대한 연구 과제를 주관하고 획기적 성과를 창출하며, 리더 능력이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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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리더형 인력을 중점 지원하고, “특별초빙 청년연구원”은 중국과학원에서 뛰

어난 혁신능력과 큰 성장 잠재력을 갖춘 45세 이하인 청년우수인력을 집중 지원한

다. 

(3) 맞춤형 정책 실시

  인력·경비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센터 핵심인력 규모에 따라 인센

티브를 지원해준다. 각 센터의 수요에 따라 인재계획 및 플랫폼 등 각종 채널을 통

해 센터를 중점 지원한다. 

(4) 엄격한 평가와 동적 조정 추진

  독립적 제3자 평가와 국제 평가를 위주로 각 센터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2~3년

을 기간으로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5년에 한번 씩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탁월혁신센

터는 평가에 합격될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평가에 불합격될 경우 정한 기일 

안에 개선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선 이후에 여전히 요구에 미달하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지난 1월 15일에 첫 탁월혁신센터인 양자정보·양자 프론티어 탁월혁신센터는 

중국과학기술대학에서 현판식을 가졌고, 1월 20일에 두 번째 센터인 뇌과학탁월혁

신센터는 상하이생명과학연구원에서 정식 설립되었다. 

<탁월혁신센터 구축 현황>

   

 양자정보 혁신센터는 현재 중국과학원 원사 4명,‘천인계획’ 2명 등을 비롯한 우

수인력을 집결하여“양자과학실험위성”(’15년 발사예정),“1000km 광섬유케이블 

양자통신네트워크”(베이징-상하이 도시 간 네트워크)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뇌과학 혁신센터는 뇌기능 연결지도 구축, 발육성(發育性) 뇌질환·정신 뇌질환·퇴

행성 뇌질환 메커니즘 규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탁월혁신센터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8월 중국과학원을 시찰할 때 제시한 “4개 

우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중국과학원은 향후에

도 지속적으로 탁월혁신센터를 육성하여 2020년까지 총 개수가 중국과학원 산하 연

구소 총수의 1/3을 넘지 않을 예정이다.  

 

         

*“4개 우선” 목표는 즉 한 단계에 앞서 우위분야에서 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우선적

으로 국가혁신인재거점,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싱크탱크 그리고 세계 일류수준의 과학연구

기관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자료출처]

1. 中科院将建5个卓越创新中心 2020年总数不超过的1/3

http://www.stdaily.com/shouye/guonei/201401/t20140110_623411.shtml 

2. 中科院量子信息与量子科技前沿卓越创新中心成立
http://www.cas.cn/xw/zyxw/yw/201401/t20140116_4023872.shtml

3. 中国科学院脑科学卓越创新中心成立 
http://news.163.com/14/0121/08/9J3N04GD00014AED.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