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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현장

9월 22일, 베이징시 정부에서는 “베이징시 ‘13차5개년’ 기간 전국 과학기
술 혁신센터 건설강화 계획(北京市“十三五”时期加强全国科技创新中心建设规
划)”(이하 “계획”으로 약칭)을 공표하였고 9월 23일에 “13차 5개년 전망, 새
로운 발전”이라는 주제로 “베이징시 ‘13차5개년’ 기간 전국 과학기술 혁신센
터 건설강화 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옌아
오쐉(闫傲霜) 주임이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였다.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옌아오쐉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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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일, 리커챵(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베이징에 
전국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설립할 것을 배치하였고 중대 첨단 기초연구 난
제들을 해결하고 핵심 공유기술을 발전하고 징진지(京津冀) 협동 혁신공동
체를 구축하며 중관춘(中关村) 국가 독자적 혁신시범구역의 개혁 등 4가지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과기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베
이징시 인민정부와 국가 관련 부서에서 공동으로 “베이징, 전국 과학기술 혁
신센터 건설 강화 총계획(北京加强全国科技创新中心建设总体方案)”(이하 “총
계획”으로 약칭) 초안을 작성하였고 9월 11일에 국무원에서 정식으로 인쇄·
발행 하였다. 

“총계획”은 국가적 차원에서 베이징시 가 전국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에 
대한 전반적 방향, 발전 목표, 중점 임무와 보장 등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하였고 전국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의 “3 스텝” 전략적 목표를 제기하였다. 
즉, 1) 2017년까지 과학기술 혁신 동력, 활력이 선명히 증강하고 전국 과학
기술 혁신센터가 기본적인 규모를 갖추도록 한다. 2) 2020년까지 전국 과학
기술 혁신센터의 핵심 기능이 강화되고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 전국에서 선
도적 작용을 하도록 한다. 3) 2030년까지 전국 과학기술 혁신센터의 핵심 
기능이 최적화되고 중국이 혁신형 국가의 선두에 위치할 수 있도록 유력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베이징시는 전국 과학기술 혁신센터로 튼튼한 기초가 있다. 

1) 첨단 혁신 요소의 끊임없는 집결
2015년까지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원사는 모두 766명

으로 전국의 1/2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유형별 연구소는 400여개로 전국 1
위이고 국가 중점실험실은 120여개, 국가 공정기술 연구센터는 70개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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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각 전국의 1/3과 1/5을 차지하였다. 국가 첨단기술기업은 1.2만개를 넘
기는데 이는 전국의 1/6이다. 벤처투자와 주식투자 관리기관은 3,800개로 그 
관리자금은 약 1.6조 위안에 달한다. 2015년 R&D 자금 투자가 베이징 지역 
GDP에서의 비중은 5.95%에 달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었다. 

2) 독자적 혁신능력의 선명한 증가
베이징에 위치한 기관들은 11개 국가 과학기술 중대 전문프로젝트를 책임

졌고 BDS(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VLSI(Very Large Scale 
Integration Circuit), 제3대 원자력기술, 탄소 집적 회로, 유전자 진단기술, 
3D 센싱기술 등 글로벌 첨단수준의 중대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즈
우프로젝트(Chinese Meridian Project),펑황프로젝트(Project Phoenix) 등 6
개 과학기술 인프라를 베이징에 구축하고 국가 단백질 과학센터(베이징 기
지)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까지 만인 당 발명특허 보유량은 61.3건
에 달하였다. “12차5개년” 기간, 베이징 지역의 기관들은 전국의 30%를 넘
기는 국가 과학기술상들을 수상하였고 중관춘 기업은 184항에 달하는 새로
운 글로벌 표준을 수립하였다. 

3) “첨단, 정밀, 최고”의 경제구조의 형성
6대 고급산업 기능구역은 전 베이징시의 45.2%에 달하는 지역 GDP를 창

조하였다. 2015년 과학기술 서비스 증가치는 1,820.6억 위안으로 연간 증가
율은 14.1%에 달하였고 베이징 지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9%에 달
하였다. 금융, 정보, 과학기술 서비스 등 3대 우세 산업이 경제 증장에 대한 
기여는 70%를 초과하였다. “12차5개년” 기간, ‘대도시병’ 치료 대책으로 과
학기술성과 시범, 응용과 보급을 추진하였다. 기관의 지역 GDP의 에너지 소
모량, 물 소모량은 각각 24.5%와 20.2% 감소하였다. 

4) 체제 메커니즘의 끊임없는 혁신
“과학기술 체제 개혁으로 수도권 혁신체계 구축 가속화에 관한 의견”, “체

제 메커니즘 혁신으로 전국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 등 
중대 개혁대책들을 제정하고 메커니즘 난제들을 해결하고 혁신정책 시스템
을 완비한다. 중관춘 국가 독자적 혁신시범구역에서 “1+6”, “신4조” 등 우선 
실행/실험 정책들을 적용한다. 그 중, 10여항의 실험정책은 전국에 보급한다. 
“네트워크+”에 기초한 융합발전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혁신형 부화기, 
기업 부화 서비스 등 신흥업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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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향력과 선도능력의 끊임없는 증강 
2015년, 베이징시의 기술 계약 거래액은 3,452.6억 위안에 달하였는데 이

는 전 중국의 35.1%를 차지하고 그 중 70% 이상의 기술은 국내 다른 도시
와 국외 지역에까지 보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과학기술 자원
이 사회에 오픈되도록 추진한다.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창의도시 네트워크(Creative Cities 
Network)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미 40여개 국가의 400여개 글로벌 
기술이전 기관들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었다. “베이징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기지”는 370여개에 달하였고 중국(베이징) 다국적 기술이전대회와 중국
-이태리 혁신협력 활동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그로 인한 브랜드 효
과는 선명히 향상하였다.

“계획”의 편성과정에서 주로 두 가지에 중점을 두었다. 첫 번째는 전문적 
연구이고 두 번째는 전 사회적 참여이다. 옌 주임의 소개에 따르면, “계획”을 
편성할 때 주로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고 한다. 

첫째는 관계, 즉 국가적 전략과 베이징시의 수요, 글로벌 첨단과 베이징시
의 우세, 장기적인 목표와 5년 동안의 발전, 과학기술혁신과 체제 메커니즘
의 전반적인 혁신 등의 “4가지 결합”을 고려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와 베이
징시의 관련 계획, 시위원회, 시정부 관련 서로 간의 연결과 지원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특히 국무원에서 발표한 “총 계획”과의 연결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둘째는 미래성, 지침 가능성과 활용성 등을 고려한다. 옌 주임의 소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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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계획”의 주요내용은 3개 파트, 6개 장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제1
파트에서는 “12차5개년” 기간 베이징 과학기술 혁신 사업에서 취득한 성과
들을 소개하였고 “13차5개년” 기간 베이징시에서 전국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구축하는데 마주하게 될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사명을 제기하였다. 제2파트
에서는 “13차5개년” 기간 전국 과학기술 혁신센터 구축의 전반적 방향, 기본
원칙과 발전 목표를 제기하였고 제3파트에서는 지식혁신, 기술혁신, 협동적 
혁신과 개혁 등 4가지 면에서 “13차5개년” 기간 전국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
설을 강화하는데 관한 주요임무를 제기하였다. 

“계획”은 “13차5개년” 기간 전국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에 관한 전반적 
방향과 기능을 명확히 하였다. 

“계획”은 오리지널 혁신이 전국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을 강화하는 작용
을 한다. 

“계획”은 과학기술 혁신과 사회 경제 발전의 깊은 결합을 강화한다. 
“계획”은 징진지의 협동적인 발전 등 국가적 전략의 기반이다. 
“계획”은 전체적 혁신과 개혁을 주선으로 한다. 

옌 주임은 또한 “12차5개년” 시기 베이징시 과학기술 관련 하이라이트를 
소개하였다. “12차5개년” 기간, 베이징시 기술 계약거래액, 특허 신청량과 출
원량, 과학기술 서비스업 증가치, 중관춘 시범구역 총수입은 모두 배로 증가
하였다. 기술 거래액은 2010년의 1,579.5억 위안으로부터 2015년의 
3,452.6억 위안으로 증가하였고 특허 신청량과 출원량은 각각 5.73만건, 
3.35만건으로부터 15.63만건, 9.4만건으로 향상하였다. 과학기술 서비스업 
증가치는 912.9억 위안으로부터 1,820.6억 위안으로 되었고 중관춘 시범구
역의 총수입은 1.59조 위안으로부터 4.07조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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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5개년” 기간, 과학기술 혁신은 새로운 발전을 취득하였다. 베이징 지
역에서 수상한 국가 과학기술상은 전국의 30%를 초과하였고 1,000여항의 
성과들은 베이징 과학기술 장려를 획득하였다. 중관춘 기업은 184항에 달하
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11차5개년” 기간보다 배로 증
가하였다. 혁신/창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켰고 R&D 자금의 투입이 
지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정도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2015년 
새로 4만개를 넘는 과학기술형 기업을 설립하였고 전체 과학기술형 기업 수
는 36만을 초과하였다. 국가 첨단기술기업은 1.2만개를 넘기고 그 수량은 지
속적으로 전국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 상장기업 수는 281개이고  
NEEQ(National Equities Exchange and Quotations) 상장기업은 모두 763
개이다. 금융, 정보, 과학기술 서비스 3대 우세 산업이 경제 증장에 대한 기
여는 70%를 초과하였다. 또한 베이징시 기술 계약거래액의 연간 평균 증가
율은 16.3%으로 전국의 35.1%를 차지하며 그 중 70%는 국내 기타 도시와 
국외로 수출되었으며 그 기술 거래증가치가 베이징 지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베이징 “12차5개년” 기간의 과학기
술 혁신 하이라이트이다.

출처: http://www.wokeji.com/qypd/qypdxwzbc/201609/t20160923_2867899.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