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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위(楊衛) 주임, 2014년 NSFC 운영현황 및 2020년 목표 밝혀 

  매년 양회 개최를 앞두고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양위(楊衛) 주임이 

관행적으로 언론의 인터뷰를 받아 NSFC 연간 운형 현황을 소개한다. 과거 조용한 

자세와 달리 양 주임은 올해에 언론의 인터뷰에 적극 나섰다. “국가차원에서 NSFC

에 대한 투입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반드시 돈을 어떻게 쓴지를 정

확히 알려야 한다”고 그는 해석했다. 

   2014년 NSFC는 각종 프로젝트에 247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인데, 11월 15일 기준 

3만 6,686건의 과제에 총 240억 위안을 지원했다. 지원 과제 수는 2013년에 비해  

2,000건 정도 줄어졌으나 과제당 지원비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SFC가 지원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제한 조치를 취한 결과이다. 예를 들면, 만약 

2년 연속 면상(面上)과제를 신청하여 지원을 못 받은 경우 1년 내에 신청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조치를 2014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신청자나 참여자로서 매년 

신청 및 담당 중인 과제는 3건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과거 국가중대

과학기기연구개발 과제는 총 3건의 제한 범위에 미포함 되었지만 2014년부터는 편

입된다. 이에 대해 양 주임은 “신청자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과학문제를 

발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신청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조치에 힘입어 2014년 자연과하기금의 지원율이 25%에 달할 전망이다. 

“국제적으로 운영효율이 비교적 높은 기금의 지원율이 20%~25%에 있다”며, “국

제적 선진모델을 참조하고 있는 NSFC는 세계 최고 목표를 지향하여 노력하고 있

다”고 양 주임은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중국 경제성장이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면서 기초연구가 어떤 역할을 발휘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양위 주임은 “기초연구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원천 

및 기반으로 뉴노멀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노멀 시대의 중

요한 특징 중 하나는 요소·투자 주도의 성장에서 혁신주도의 성장으로의 전환”이

라며,“원천혁신은 혁신주도의 근원인데 이러한 전환을 실현하고자 하면 기초연구는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주임은 “현재 중국의 기초연구는 양적 확정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는 중

요한 시기에 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초연구의 전반적 실력

은 과학기술 선진국과 비교적 큰 격차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중대한 

원천성과와 과학기술 거물이 적고, 기반이 취약하며, 기초연구성과의 이전이 원활

하지 않고 산업발전이 보편적으로 기초 및 원천의 제약을 받고 있다. 즉 기초연구는 

아직까지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것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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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내용

¤ 기초연구 투자 지속 증가
 2006년 155억 7600만 위안에서 2013년 555억 위안으로 확대

 연평균 20% 증가

¤ 과학논문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 

 양적으로 2006년 이후 세계 2위 지속 차지

 질적으로 2004~2014년간 피인용횟수가 세계 상위 1%인 논문 수는 

1만 2,279편으로 세계 10.4%, 세계 4위 차지 

¤ 기초분야 연구진 화대

 피인용횠수가 세계 상위 1%인 논문의 대륙지역 저자는 2001년 7명

(0.1%미달), 에서 2014년 128연인원(3.98%)으로 확대(총 114명인데 

110명은 NSFC 지원을 받은 적 있음)

¤ 기초분야 연구수준이 추격에서 

병행으로 전환 중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학문분야의 연구수준이 안정적으로 향상

 2014년 16개 학문분야의 논문 피인용횟수가 세계 상위 10위권 진입 

3대 목표 내용

¤ 양적 병행

 (투자)  R&D투자 대비 기초 연구의 비중 10% 달성

         국제협력교류비가 협력국가와 동등한 수준 유지  

 (논문 수) 미국와의 격차 축소

 (논문 영향력) 논문 총 인용횟수 세계 2위 차지, 1~3개 분야 세계 1위 진입, 피인용 

횟수가 상위 1%인 논문 저자 세계의 10% 차지, 편당 피인용횟수 세계 평균수준 근접 

¤ 기여도 병행 

 (핫이슈 연구) 매년 이정표적 성과 10건 창출, 핫이슈 연구논문 세계 2위 차지, 5% 

이상의 핫이슈 연구 주도

 (학문분야) 글로벌 학술지형에서 일부 뚜렷한 우위를 갖고 있는 학문분야 확보

 (연구진) 글로벌 영향력 있는 리더형 인재 확보, 학문별 상위 50대 과학자 중 중국학

자의 비중이 상위 4위권 진입, 학문별 영향력 있는 선도 연구진 최소 1개 확보, 보다 

많은 과학자가 세계학술기구의 지도층 진입

¤ 원천 병행

 (원천성과) 세계 선도연구분야에서 매년 3~5건 원천적 성과 창출

 (혁신기지) 학술적 거점 육성

 (성과 활용)혁신주도형 성장 및 경제사회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및 활용 강화 

<표1>� 중국 기초연구분야 수준 향상의 주요특징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양 주임은 “이는 도전이자 기회”라며, “중국은 어

느 때보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혁신의 기회를 잡는 조건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빠르게 추월하고자 하면 혁신의 원천인 기초연구의 선도성 

및 체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양 주임 또한 “2020년까지 중국의 기초연구는 혁신형 국가와 세 가지의 병행

(幷行)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3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만약 실현된다면 중국의 기초연구 수준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도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표 2>� NSFC� 2020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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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세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심의·평가기구이자 지원기구인 NSFC는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지속 강화하여 심의 및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NSFC는 미시적 차원에서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mail 
review에서 평가전문가보조지정시스템(intelligence assistant assignment system)을 

도입하여 평가전문가 지정의 정확성 및 평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평가 전문가들

이 신청서를 자세히 읽어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과학기금프로젝

트 및 지역과학기금 프로젝트 mail review에서 새로운 전문가 평가 의견표를 시범적

으로 사용했다. 또한 간접비를 설립하여 인건비의 제한 비례를 취소했다. 

  

  마지막으로는 양 주임은 “NSFC의 목표는 2020년까지 재정지원이 300~400억 

위안 규모에 달하여 NSF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며 “평가절차가 공정하고 실

적이 좋으며, 관리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자원이 풍부하며 지원대상이 다양한 새로운 

지원구조를 형성하겠다”고 지적했다. 

자료출처: 2014.03.04. 과기일보
原文链接：http://www.wokeji.com/kbjh/zxbd_10031/201503/t20150304_983433.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