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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술예측활동 동향
-전국기술예측회의와 상해시 지역전략로드맵 중심으로-

중국에서는국무원에소속된과학기술부,�중국과학원,�직할시와성(省)�등의지방정부가독

자적으로기술예측을실시하고있다.�전국규모의기술예측학술회는 2005년부터개최되어기

술예측실시기관의기술예측활동상황등이발표되고있다.�2013년에과학기술부가제시한뉴

라운드의기술예측에는새로운분야를포함해12개분야의전문가가모여기술평가등활동이

이루어지고있다.�중국과학원은예측과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여러 연구소가참가하는 기술

예측을진행하고있다.�중앙정부이외에도다수의지방정부에서도기술예측이지속적으로이

루어지고있지만,�그중에서도상해시는연구기관,�대학교,�기업이참가하며델파이(DelPhi)조

사를포함한기술예측활동이정기적으로진행되고있다.�상해시는 2013년친환경,�정밀제조,�

건강,� 디지털 이 4개 분야에 대해 지역전략로드맵을 간행했다.� 이러한 중국의 기술예측은

2020년즈음의소강사회(⼩康社會)1)�실현을위한시책의효과를높이기위한산학관2)의힘

을 결집하고,�과학기술을 추진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문은 「科學技術動向」(2015년3·4월호)(149호)에 발표된海外におけるフォーサイト活動

（その１）中国の技術予測活動の動向—全国技術予測会議と上海市の地域的戦略ロードマップ
よりー�원본을 가공 정리한 자료이다.

1. 서론

중국에서는 국무원에 소속된 과학기술부(MOST), 중국과학원(CAS), 직할시와 성(省) 

등의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기술예측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장기적 전망에 근거한 과학기술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2005년부터는 각 기관이 모

여서 기술예측의 학술연회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는 예측활동 상황보고나 토의를 진행

1) 소강사회: 의식주가 해결되는 생활수준에서 부유한 단계의 중간단계인 생활수준을 가리키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2) 일본에서 산학관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산"은 산업계의 약자로서 민간기업을 가리키고 "학"은 학교의 약자로서 교육연구기관

을 가리키며 "관"은 관공청의 약자로서 국가/지방 공공단체를 가리키며 "민"은 민간의 약자로서 지역주민, NPO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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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년/월 개최지 주최기관 주요주제

5 2009/10 천진시 천진과학연구소
기술로드맵과 제12차

5개년계획과학기술계획

6 2011/8 흑룡강성 하얼빈시 흑룡강성과학기술정보연구소 각지의 기술예측 실시기관협력

7 2012/10 하남성 정주시 하남성과학기술청 국가 창조지수 보고

8 2013/10 강소성 소주시 강소성과기발전전략연구원 기술예측과 산업변혁의 뉴라운드

9 2014/11 충칭시 충칭시과학기술연구원
제13차5개년계획과기발전계획과

�기술예측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예로, 상해시에서는 2012년까지 4개 분야로 지역적인 전략 로드맵

을 작성하였고 2013년 6월에 5권의 책으로 발행하였다.

본고는 예측연구 실시기관 웹사이트의 기사, 상해시가 발행한 기술 로드맵으로부터 얻

은 정보를 분석하여 중국의 기술예측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중국의 기술예측 실시동향

중국의 기술예측은 과학기술부, 중국과학원,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하남성, 호남성, 

광동성, 섬서성, 강소성, 료녕성, 흑룡강성, 녕하자치구, 하문시, 산동성, 운남성 등 지방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다. 각자 독자적인 주제선정을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델파

이조사를 포함한 예측활동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의 기술예

측은 사회 경제발전과 국민 편의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가. 전국기술예측학술연구토론회

최근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기술예측을 담당하는 기관 대표자가 모여서 개최한 전

국기술예측학술연구 토론회에서 웹으로 확인 가능한 제5차 이후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1] 기술예측학술연회의 개최정보

나. 중국과학기술부의 기술예측

과학기술부 산하에서 과학기술예측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은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CASTED)이다. CASTED는 2007년 12월 28일 원 과학기술촉진발전연구센터가 개칭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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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다. CASTED의 원장직은 과학기술부 장관인 만강(萬鋼, Wan Gang)이 겸임하고 있

다.

중국의 기술예측 뉴라운드는 2013년에 실시된 기술평가부터 시작하여, 2014년에 실시

된 델파이조사와 2015년에 완료예정인 국가중요기술의 선정과 기술로드맵 설계 등 요소로 

구성된 일련의 활동을 가리킨다.

이번 기술예측의 뉴라운드에서는 MOST의 2013년 기술예측의 대상 9개 분야 이외에 

<지구관측과 항행위치측정>, <해양>, <운송> 3개 분야가 추가되었다. 기초연구의 역할이 

큰 다른 분야에 비해 이 3개 분야는 기존의 기술조합과 응용기술 등의 중심이며 사회로의 

적용 등 면에서 실용적 가치가 높은 분야이다. 새로운 분야에서 어떠한 과제가 선정될지 

주목된다.

뉴라운드의 기술예측 대상기간은 향후 5년부터 10년으로 하고 있다. 참가자는 대학, 연

구기관의 전문가와 산업계의 연구자, 관리자 등이다. 2014년 2월, 기술예측 중간보고 설

명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어 전체 연구그룹과 12개 분야의 전문가와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12개 분야의 전문가는 각자의 전문기술영역에서 중국과 외국의 기술비교 분석결과를 소개

하였다. 과학기술부 차관인 조건림(曹健林, Cao Jian-lin)은 ①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입장에서 예측활동을 진행할 것 ② 기술예측은 경제사회 발전과 밀접하게 연

결시킬 것 ③ 국가협력을 중시하고 외국의 기술발전동향에 주의하며 외국의 경험을 받아

들일 것 ④ 분야를 넘어선 연구와 비(非)상식연구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진행할 것 등 4가

지로 이번 설명회를 정리하였다. 

다. 중국과학원의 기술예측

중국과학원(CAS) 산하의 예측과학연구센터는 2006년 2월에 중국과학원 원장의 직접지

휘로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수학 ․ 시스템과학연구원(AMSS), 지리과학 ․ 자원연구소

(IGSNRR), 과학기술정책 ․ 관리과학연구소(IPM) 원격센싱 ․ 디지털지구연구소(RADI), 중

국과학기술대학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우수한 경제사회예측 ․ 분석 연구자들로 구성된 비

(非)법인 연구조직이다. 예측과학연구센터는 농산품예측부, 전략자원예측부, 거시경제예

측부, 국제시장예측부 4개 예측연구부가 있다. 얼핏 보기에는 과학기술이라기보다 경제적

인 예측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학기술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IPM은 <하이테크발전보고>를 매년 출시하고 있고 2014년 버전까지 발행하였다. 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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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과학기술 ․ 학술정책연구소(NISTEP)와 교토대학, 독일의 프라운호퍼 시스템 및 혁신

연구소, 한국과학기술계획평가원(KISTEP), 영국의 에든버러대학, 인도의 국가과학기술 

및 발전연구소 등 많은 해외기구와 협력협정을 맺었다. 

3. 상해시의 기술예측

중국 지방행정구의 하나인 상해시는 상해시과학기술위원회, 상해시과학학연구소

(Shanghai Institute for Science of Science: SISS), 대학,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예측팀은 2001년부터 예측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있다.

상해시에서 2005년부터 2008까지 실시했던 기술예측의 참가자수는 2001년의 53명에

서 2005년의 101명, 2009년의 115명으로 되었다. 참고문헌으로 확인 가능한 111명 전문가

의 소속별 내역은 대학교 54명, 기업 22명, 연구기관 및 기타 35명이며 대학은 상해대학, 

상해교통대학, 복단대학 등이 있고, 연구기관은 중국과학원의 연구소가 대다수였다. 예측

대상 분야는 정보기술, 생물의학, 신소재와 첨단제조, 사회발전, 기초연구 총 5개 분야가 

선정되었고 각각 정보교환과 토론회 등 장소를 통해 시나리오 묘사, 델파이법에 따른 종합

조사, 기술로드맵과 특허맵, 산업기술 로드맵 등 연구를 실시하였다. 2009년부터는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작업이 시작되었고 상해과학기술계획의 주요업무에 대한 기술

예측 반영 등 실무가 진행되었다.

가. 상해시 지역전략기술로드맵

SISS는 상해시과학기술발전기금의 프로젝트로서 2012년 9월부터 <전략적 신흥산업기

술 로드맵과 선도적 기술예측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는 상해시의 두 번째 기술예측연구 

활동이며 2020년까지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기술목표를 설정하여 로드맵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지역 전략적 기술로드맵> 시리즈

인 <이론과 방법>, <친환경상해>, <정밀제조상해>, <건강상해>, <디지털상해> 총 5권이 

발행되었다.

나. 이론과 방법

(1) 구성

본고는 2013년 6월에 간행되었고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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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주요내용

기술예측 전단계 준비

작업

n 수석전문가의 선택과 기능 발휘:� 거시적,� 미시적 전문적 소양을 갖추고 사

심 없이 협력하는 전문그룹을 구성.

n 중점기업의 적극적 참여:� 산업계는 기술 및 경영 전문가로서 로드맵 결과를

기업에 적용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

n 지역 전략적 기술로드맵 연구의 공동 인식:� 공동의 이념과 절차,� 방식을 갖

고 추진하는 공유의식.

기술체계 정리단계
n 델파이 결과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객관성을 갖도록 상

호경쟁요소를 고려.

후속작업 정비단계
n 내용은 비공개.

n 시대 흐름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함.

제1부 <가이드라인 부분>은 발전배경과 이론기초 소개에서 시작하여 前단계 준비작업, 

미래전망, 기술체계 정리, 현장파악, 로드맵 구축, 후속작업을 위한 정비 총 6단계의 작업

순서와 마지막의 <전략적 로드맵 연구를 준비하는 대책과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 <방법총술(方法總述) 부분>에서는 주요방법인 정경법(Situational Method), 통

합 델파이법, 브레인스토밍, 특허맵,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혁신수요 행렬

법(Innovation Needs Matrix), 하이프곡선(특정기술의 성숙도, 채용도, 사회로의 적용도

를 나타낸 그림) 총 7가지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3부 <방법실례(實例) 부분>에서는 영국의 기술예측계획 핸드맵, <서비스상해> 기술

예측에 대한 분석의 응용실례, 델파이법 응용실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2) 가이드라인 부분의 주요사항

<가이드라인 부분>에서는 준비 작업부터 로드맵 작성까지 여러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각 작업에 대한 주요사항에서 특히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기술예측조사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다. 친환경상해

친환경에 관한 기술 로드맵은 박막태양전지, 해상풍력발전, 도시안전, 해양환경관측, 

에너지저장, 신에너지자동차 총 6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부분은 연구 배경과 의

미, 뉴스와 상황분석, 기술체계 정리, 현장 기초분석, 기술 로드맵 선택, 요약과 제안 6개 

항목으로 통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제의 담당기관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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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담당기관 주요기술

박막태양전지
상해태양에너지공정기술연구센터유한회

사

CuInGaSe� 박막태양전지,�

색소증감태양전지,� HIT태양전지

신형수메가W급(6-10조W)

컴팩트해상풍력발전기

상해전기풍력발전설비유한회사

상해교통대학

풍력발전기의 시스템설계,�

부품,유지부수

도시의 안전과 방재
상해방재구재연구소

공안부상해소방연구소

고층건축의 방재,� 지하공간의

화재예방

해양환경관측과 자원이용 동제대학
부표(buoy),� 무인기(ROV),�

해저관측망,� 해양석유프로젝트

에너지저장과 스마트그리

드
상해교통대학,� 화동대학

NaS전지,� 슈퍼캐퍼시터,�

스마트그리드 설비,� 제어소프트

신에너지 자동차 동제대학 소형전기자동차,� 연료전지차

과제 주요기술

집적회로
노출기(exposure� machine),� 고성능에칭장치,� 이온주입기,� 세척장치,�

파워디바이스(SCR,� GTO,� BJT,� IGBT등),� 실리콘기반 광전기집적디바이스

신형디스플레이 3D표시,� 투영용 광원,� 칩 제조,� 형상 가변형 디스플레이

반도체조명용 고전력 칩 기판,� 칩,� MOCVD

선진재료
차세대 고청정 화력발전용 핵심재료,� 비행기 엔진의 고온합금재료,�

카본섬유와 복합재료,� 신세대 집적회로 재료,� 리튬이온전지용 재료

지능로봇 man-machine� system,� 구동기구,� 센서,� 제어시스템

라. 정밀제조 상해

정밀제품의 제조기술에 관한 기술 로드맵은 집적회로, 신형디스플레이, 반도체조명용 

고전력 칩, 선진재료, 지능로봇 총 5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담당기관은 전부 상해시

과학연구소이지만 과제에 따라 기술(記述)항목이 다르다. 배경과 의미, 장래전망, 현재 상

황분석, 기술체계분석, 특허분석, 실현방책, 기술 로드맵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과제의 

담당기관은 [표 4]와 같다.

[표 3] 친환경상해의 과제와 담당기관 구성

[표 4] 정밀제조상해의 과제와 담당기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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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담당기관 주요기술

중요신약개발
중국과학원 상해생명과학정보센터

상해과학기술정보연구소
단일클론항체,� 신형백신,� 소분자약물

체외진단,� 촬영 상해시과학학연구소 면역진단,� 분자진단,� 미생물진단

저침습성 수술용

장비
상해시과학학연구소

도관재료,� 인공관절,� 외과수술기관,�

내시경

비전염성질병
상해사회과학원,� 화동사범대학,�

상해제2의학대학

치료기술,� 예방기술,� 데이터베이스,�

건강식품,� 흡연규제

농업용 종자 상해시농업과학원 유전자재조합,� 종자보존

마. 건강상해

건강에 관한 기술 로드맵은 신약개발, 체외진단, 저침습성 수술용 장비, 비전염성 질병, 

농업용 종자 총 5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부분은 친환경상해와 같이 6개 항목이지

만 구성이 약간 다르다. 각 과제의 담당기관은 [표 5]와 같다.

[표 5] 건강상해의 과제와 담당기관 구성

저침습성 수술이란 작은 단면으로부터 인체내부에 의료기구나 인공기관을 삽입하는 수

술을 말하고 상해에서는 저침습성 수술 대상으로서 심장, 뇌, 혈관, 관절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병원과 민간진료소의 의사뿐만 아니라 이공

계대학과 의료기관 제조기업 등이 참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해병원은 중국에서 유일하

게 심장, 뇌의 혈관수술을 진행하는 연구소이다. 또 상해 형상기억합금재료유한회사는 신

장의 결함부분을 들어내기 위한 수술용 기구를 형상기억합금으로 제조하고 있다.

바. 디지털상해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 로드맵은 3망(三綱)융합, 차세대 이동통신용 표준칩, 스마트시티

를 향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계산 총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추가로, 정보통신분야에서 중국의 주요한 과제는 통신망, 인터넷 및 유선TV 이 3개 네

트워크의 융합이다. 이 3망융합의 기술 로드맵 책정을 담당하는 지방정부로서 상해가 선

정되었다. 이것은 제 12차 5개년계획으로 이 분야에서는 상해시가 기술적 강점이 있다고 

중앙정부가 평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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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의 기술예측은 단순히 예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출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예측결과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정책과제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 많은 기술예측 실시조직과 매년 연구회를 열고, 방법과 활동상황의 보고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기관에서는 모두에게 자금을 분배해야 할 필요가 없

고, 지리적 특징이나 인재 면에서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의 진보기술이나 핵심기술을 예측

하고 추출하는데 있어서 중점적인 리소스를 투입한다는 전략적인 통합성이 보인다. 과학

기술부의 뉴라운드 기술예측으로는 지구관측, 항행위치측정, 해양, 운송 등 보다 실용에 

가까운 분야에로 범위를 넓히고 있고 향후 실시될 델파이 설문조사나 분석결과 등에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소개

辻野照久（츠지노 테루히사）

과학기술동향연구센터 객원연구원

http://members.jcom.home.ne.jp/ttsujino/space/sub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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