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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 과기부장, "중국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병행자·추격자 

병존구조로 전환"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자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지난 1여 년 동

안 시 주석은 일련의 연설을 통해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개념과 실천전략

을 구체화시켰다. 그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실시에 있어 핵심은 자주혁신능

력 향상인데, 급선무는 혁신을 저해하는 관념적·체제적 장애물을 없애는 것”

이라며, “특히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경제사회체제 개혁을 병행하면서 국가과학

기술혁신전략 기획 및 자원배분체제 개혁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수행과정에서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과학기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완강 중국 과기부장은 8월 13일 인민일보(人民日報)에서 “과학기술자원 배분 최

적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실시(優化科技資源配置　實施創新驅動發展戰略)"를 주

제로 한 문장을 발표하여 중국 과학기술자원 배분 개혁 및 주요성과를 소개했다. 

과학기술자원 배분 개혁은 주로 아래와 같은 방면에 집중했다. 

 <1> 국가전략에 따른 자원배분 추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요강”에서 제시한 발전방향 및 중점업무에 따라 자원 

배분을 유도했다. 2008년~2013년간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

(민수용)에 823억 위안 규모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1,400억 위안 규모의 기업 및 지

방 투자를 끌어들였다. 또한 핵심적 공통기반기술 및 전략적 제품을 집중적으로 개발

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을 통해 창출된 가치는 1조 2,000억 위안에 달했다.

            

<2> 재정·금융·투자 등 정책적 도구를 활용하여 시장주체의 혁신 촉진

2012년 기준, 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은 430억 위안에 달하여 국가가 어

느 단일한 과학기술계획에 투입한 연도자금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2013년 과기

형 중소기업혁신기금 및 벤처투자·사모펀드가 각각 46억 위안, 356억 위안에 달하여 

민간투자 1,900억 위안을 끌어들였다. 그 외에 과기형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총액은 

6,300억 위안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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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혁신·창업 환경 조성 중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과학기술혁신 및 창업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

가첨단기술개발구(國家高新區)의 개혁 및 발전을 중점 추진했다. 그 결과 국가자

주혁신시범단지 및 국가첨단기술개발구의 기업 R&D투자 및 출원특허는 중국 전

체의 1/3을 초과하고, 신제품 매출액은 개발구 전체 제품 매출액의 1/3을 차지했

다. 2013년 국가첨단기술개발구의 총수입은 20조 위안에 달하고, 산업부가가치

는 중국 전체의 16%를 차지하며, 에너지소모는 중국 평균수준보다 40% 낮았다. 

 <4> 수요지향적 신흥시장 육성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과정에서 정부는 "十城千輛", "十城萬盞", "金太陽" 등 혁

신성과시범공정을 통해 잠재적 시장을 발굴하는 한편,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확

대해나가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운전 중인 신에너지자동차는 6만 8,000대

에 달하고, LED 조명기구 사용으로 절약된 전기는 20억 Kw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자원 배분 개혁을 통해 중국은 기술혁신영역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자

원 배분 구도를 형성하여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실시에 좋은 기반을 마련했다. 

  첫째, 시장지향적 자원배분체제를 형성하여 기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강화했

다. 2013년 중국의 연구개발(R&D)투자가 1조 1,900만 위안으로 GDP대비 

2.09%에 달했다. 이중, 기업의 R&D투자는 2006년에 비해 4.6배 증가하여 전

체 R&D투자의 76%를 차지했다. R&D인력 360만 중 기업의 비중은 77%에 달했

다. 국내 유효발명특허 59만 건(06년의 8.1배) 가운데 기업의 비중도 55%를 초

과했다. 기술시장 거래액은 "과학기술진보법" 수정 전(2008년)의 2,200억 위안

에서 7,469억 위안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80% 이상의 기술성과 거래는 기

업 간에 이루어졌다. 기업의 혁신투입 증가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가

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적용기술의 이전 및 확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했다. 즉 과

학기술자원 배분 개선을 통해 중국 기업의 혁신이 보다 활발하고 효율화해졌다.  

 

  둘째, 국가재정이 보다 기초과학 및 선도기술 등을 비롯한 기반적·전략적 분

야에 집중될 수 있다. 현재 과학기술 분야의 중앙재정투자는 전략적 첨단기술, 

기초연구, 핵심적 공통기반기술 및 농업과학기술 그리고 환경·건강·재해대비 

등 국민생활개선 등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 예건대, 기초연구에 대한 중앙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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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2008년 170억 2,000만위안에서 2013년 362억 9,200만 위안으로 향상

되었다.    

  셋째, 과학기술자원 활용효율을 높여 국가 과학기술혁신능력을 뚜렷이 향상시켰다. 

2013년 국가과학기술개혁영도소조는 8,000여명의 중외 전문가를 동원하여 중장기 

과학기술계획, 국가중대과학기술전문프로젝트 및 중외기술경쟁에 대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10대 분야의 1,149 건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결과, 195건 기술

(17%)은 세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355건(31%)은 세계 선진국수준과 비슷하거나 

큰 격차가 없으며, 599건(52%)은 세계 선진국 수준과 큰 격차를 갖고 있어 아직 

추격단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은 단순한 추격자에서 "선도자, 

병행자(parallel mover) 및 추격자 병존"이라는 구조로 전환되어 비교적 영향력 있

는 과학기술대국으로 부상했다. 

 

[자료출처: 2014.08.13. 인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