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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기부,“제13차 5개년 과학기술발전계획”수립을 위한 

25개 선행연구과제 추진

o 배경

¡ 중국은 과학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5년 단위로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을 수립하

고, 현재 “제12차 5개년 과학기술계획('11~'15) ”시행 중 

¡ '16년부터 제13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되기 때문에 중국 과기부는 관계부처와 제

휴하여 향후 5년간 중국 과학기술발전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을 지원

하기 위한 사전기획 연구 시작

¡ 2014년 6월 24일 중국 과기부는 제13차 5개년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 선행연

구과제 리스트 및 모집공고를 발표하여 25개 선행연구과제 공개 

o 선행연구과제 추진 개요

¡ 25개 선행연구과제는 중국 과학기술 발전 및 개혁 과정 중의 주요 문제점, 

특히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실시 및 과학기술체제 개혁 심화에 집중

¡ 과제 신청 기관은 과제 선정 시“국가 제13차 5개년 과학기술계획 사전연구과제 

리스트”를 참조하거나 리스트에서 확정한 연구방향 및 내용에 따라 과제제목 

자체확정 가능 

¡ 중국 과기부는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과제의 혁신성 및 연구가능성 등 면에서  

특히 과제의 연구방향 및 내용이 제13차 5개년 과학기술발전계획 수립에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중점 평가하며, 2014년 8월 10일까지 과제 수행기관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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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선행연구과제 리스트

1 ‘13.5’기간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동향 및 양향에 대한 연구  

2 ‘13.5’기간 과학기술혁신의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지표 및 혁신형   

  국가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 

3 ‘13.5’기간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능력 강화에 관한 연구

4 ‘13.5’기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고도화 촉진 초치에 관한 연구

5 ‘13.5’기간 과학기술 혁신 및 비즈니스모델 혁신 융합에 대한 연구

6 ‘13.5’기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소비수요 확대 메커니즘 및 조치에 관한 연구

7 ‘13.5’기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창업·일자리창출 촉진 경로에 대한 연구

8 “13.5”기간 과학기술 혁신의 체제개혁 촉진에 대한 연구

9 “13.5”기간 과학기술 안전전략 연구

10 “13.5”기간 과학기술 혁신의 생태계 보호·복원에 대한 지원역할 연구

11 “13.5”기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형 도시화 촉진에 관한 연구

12 “13.5”기간 과학기술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연구

13 “13.5”기간 기초연구 강화에 관한 연구

14 “13.5”기간 과기형 중소기업 혁신발전 촉진 조치에 관한 연구

15 “13.5”기간 지역 과학기술 혁신전략 연구

16 “13.5”기간 전 방위적 개방 新구도에 부응한 과학기술전략 연구 

17 “13.5”기간 과학기술자원 총괄종정 및 최적화 배분에 관한 연구

18 “13.5”기간 재정자금을 이용한 기업혁신 지원 메커니즘 및 조치 연구

19 “13.5”기간 혁신주도형 전략에 부응한 과학기술인재양성메커니즘 연구 

20 “13.5”기간 과학연구기관이 국가전략수요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구 

21 “13.5”기간 혁신주도형 전략에 유립한 정책체계 연구

“13.5”기간 과학기술성과 이전 촉진에 관한 메커니즘 연구22

“13.5”기간 시장견인형 기술혁신메커니즘 연구 23

“13.5”기간 재정지원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연구24

“13.5”기간 과학정신 및 혁신문화 조성에 관한 연구 25

“제13차 5개년 과학기술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중점 추진 25개 선행연구과제

[자료출처: 2014.06.26.중국과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