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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학기술 및 혁신
중국과학원 바이춘리(白春禮) 원장의 하버드대학에서의 연설문

본문은�중국과학원�바이춘리�원장의�9월�22일�하버드대학에서의�연설문으로,�중국과학보

(2015년�9월�28일)에�발표된�「中國的科學技術與創新——在哈佛⼤學的演講」원문을�번역�정리

한�내용이다.

중국과학원 바이춘리 원장이 하버드대학에서 연설 중

하버드대학은 세계 최첨단 대학으로, 1870년에 중국어 커리큘럼을 개설하여 가장 먼저 

중국어 커리큘럼을 개설한 미국 대학이 되었고, 1909년부터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시

작하여 가장 먼저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인 미국 대학이 되었다. 1949년부터 1974년까지 

중국과학원 부원장으로 활약한 주커전(竺可桢)은 하버드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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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현황

가. 인재계획 및 과학기술프로젝트

중국은 많은 인재계획, 과학기술프로젝트를 설정하여 연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

에서 유치된 인력과 중국 내 연구자는 모두 효과적인 생활대우를 받고 있고, 양호한 연구

방향과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모두 충분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994년에 중국과학원은 '백인계획'1)을 실시하고, 해외에서 유치한 인력에게 1인당 24만 

달러(200만 위안)의 연구비와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현재 중국과학원이 실시하고 있

는 우선행동 '백인계획'은 통솔력 있는 학술인재에게 1인당 125만 달러(800만 위안)을 지

원하고, 우수한 청년 인재에게는 1인당 40만 달러(260만 위안)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 천인계획2) 선정자는 1인당 16만 달러(100만 위안)의 국가 보조금을 획득하는 한

편, 이에 비해 몇 배 되는 연구비를 고용기관으로 부터 제공받는다. 국가걸출청년기금 프

로젝트의 지원금도 1인당 65만 달러(400만 위안)이다. 

나. 연구여건

중국의 연구기관과 대학의 단지 환경, 연구기기설비, 연구 서비스 보장 등은 모두 큰 

개선을 가져왔다. 중국을 방문한 많은 학자들은 중국의 연구여건이 다방면에서 과학기술

이 발달한 국가수준이라고 반영하고 있다. 

2. 과학기술 혁신성과

가. 기초프런티어분야

최근 연간 중국은 철 기반 초전도체, 양자통신, 중성미자, 줄기세포, 고성능 컴퓨터 등

에서 원천혁신성과를 창출하여 관련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과학원 판젠웨이(潘建伟)를 대표로 하는 중국 과학자는 양자통신분야에서 혁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에 <네이처>지의 10대 과학기술 이슈로 선정되었고, 2013년에는 

미국 물리학회로부터 국제 물리학 중대성과로 평가받았다. 중국은 또한 세계 최초로 규모

1) 백인계획(百人计划): 공개초빙 방식의 중국 과학기술분야 리더사업을 담당할 차세대 청년 과학기술인재 양성계획

2) 천인계획(千人计划): 중국이 미래 5~10년간 1,000명의 학자 및 교수를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천명을 넘어섰으며 

2,000명의 해외 고위급 인력을 유치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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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실용화 도시권 광섬유 양자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한 최초로 양자통신 네트워

크 기술을 금융정보 보안에 응용하였다. 현재 중국은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를 잇는 

1,000km급 광역 광섬유 양자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고, 또한 '양자과학실험위성'을 연

구 개발하여 글로벌화 양자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이들 사업은 양자통신분야에서 

중국 과학자들이 세계 상위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 입자물리 및 프런티어분야

중국은 중대국제협력프로젝트인 다야완(大亚湾) 원자로 중성미자 실험을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2007년에 건설을 착공하고, 2011년부터 운영되어 6개 국가(지역)에서 온 40개 

기관의 250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건설 및 공동연구에 동참하였다. 그 중 17개 기관의 

64명의 과학자는 미국에서 왔다. 2012년에 새로운 중성미자 진동모델을 확인하여 세계 선

두수준의 실험성과를 창출하고, '물리학에서 중요한 기초의미를 지니는 중대한 성과'로 불

리었으며, 또한 <사이언스>지의 2012년도 10대 과학성과에 선정되었다. 2013년에 중국 

과학자는 세계 최초로 비정상 양자 홀효과(quantum Hall effacts, QHE)를 관측했으며, 

2015년에는 또한 토폴로지 유령입자인 Weyl 페르미온(fermion)을 발견하였다. 이들 성과

는 최근 연간 중국이 기초 프런티어분야 혁신수준이 신속히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다. 고성능 컴퓨팅분야

중국이 연구개발한 톈허(天河)컴퓨터의 연산속도와 효과는 세계 선두수준이다. 2010년 

11월에 '톈허 1호'가 글로벌 슈퍼컴퓨터 500대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 2013년에 연구

개발한 '톈허 2호'는 5회 연속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글로벌 연산속도가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이다. 2015년 5월에 중국 과학자는 '톈허 2호'에서 입자수 3조의 중성미자

와 암흑물질의 우주학 수치 시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우주 대폭발 1,600만 년

부터 지금까지 약 137억년의 진화과정을 규명하였다.

라. 과학논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의 통계결과, 2013년 중국 SCI논문의 세계 비중은 15%

로 세계 2위이고, 2004~2014년간 국제 고피인용 논문 수는 세계 4위이며, 재료, 물리, 

화학 등 일부 학문분야 전반 수준은 세계 상위이다. 또한 고피인용 과학자 가운데 중국(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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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마카오지역 포함)에서 134명이 선정되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이밖에 2015년 6월 

18일에 발표된 2015년 세계 네이처 지수(Global Nature Index)에서 각국의 기여도를 평

가하는 수치인 WFC(Weighted Fractional Count)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2위이다.

마. 기술응용분야

중국은 유인우주선, 고속철도, 이동통신, 청정에너지 등의 핵심기술에서 획기적인 성과

를 거두고, 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였다. 예

를 들면 유인우주선 분야에서 중국은 1992년에 우주공정을 가동하고, '선저우(神舟) 1호'

를 통해 우주-지구 왕복을 실현하고, '선저우 5호'를 통해 최초의 우주인을 우주로 보냈으

며, 2011년에는 '선저우 8호'와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天宫) 1호'를 통해 우주도킹을 실

현하였다. 우주과학기술분야에서 중국은 선진국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짧은 기

간 내에 조속히 유인 우주선 기술을 확보한 세계 3번째 국가가 되었다. 

2004년부터 중국은 달탐사공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2013년에 '창어(嫦娥) 3호' 위

성과 옥토끼호 달탐사차량을 발사하여 달 표면에서 탐사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달탐사공

정은 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달 표면 순시탐사와 샘플채취 귀환을 실현할 

예정이다.       

바. 고속철도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는 일본의 신간선으로, 1964년부터 운영되었다. 미국도 고속열차 

ACELA를 연구제작하고, 또한 2015년에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고속철도

를 부설할 예정이다. 중국은 2008년에 시속 350km의 고속열차를 연구 개발하였으며, 현

재 고속철 운영거리는 세계의 60%인 1.6만km로, 세계에서 고속철도 운행거리가 가장 길

고, 운행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많은 국가의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여 

대량 혁신을 통해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고속철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과시하였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와 고속철도 공동 부설 의향서

를 체결하였다. 2015년 9월 3일에 중국중처주식회사(中国中车)는 미국 Springfield에 고

속철 제조기지를 투자하여 구축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철도장비산업은 제품수출에서 '제

품+기술+자본+관리+서비스' 등 통합수출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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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혁신 대표기업 사례 

가. 레노버(Lenovo)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은 관계 산업의 발전을 유도한 한편, 일부 혁신형 기업도 육성했으

며, 대표 기업은 레노버이다. 

1984년에 중국과학원 계산기술연구소가 7만 달러(20만 위안)를 투입해 11명의 연구자

가 소규모 기술회사를 창설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20년 후 동 기업은 IBM사와 PC사업부

를 인수하였으며, 10년 뒤에는 구글로부터 모토로라의 스마트폰업무를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레노버는 세계 최대 PC 생산업체이자, ICT산업에서 다원화 발전을 이룩한 대형 국제

화 혁신형 기업이 되었으며, 중국 과학기술형 기업이 급속히 발전한 모범케이스이자, 중국

의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축소판이 되기도 하다.    

나. 화웨이(Huawei)

레노버와 같이 세계 유명 첨단기술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중국에 매우 많다. 화웨이는 

세계 선두 전자통신 솔루션 제공업체로, 100개 국가의 세계 1/3의 인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알리바바(Alibaba)

알리바바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인터넷금융회사로, 창조한 유명 '더블 11'(11

월 11일) 온라인 쇼핑 카니발은 2014년 11월 11일 하루에만 세계 217개 국가(지역)의 2.78

억 건의 구매요청을 처리하였으며, 교역액은 70억 달러(571억 위안)를 돌파하였다. 

라. 텐센트와 바이두(Tencent, Baidu)

텐센트는 세계 최대 네트워크 커뮤니티이고, 바이두는 구글에 이어 세계 2번째 검색엔

진이다. 이들 기업은 모두 중국 혁신 발전의 참여자와 입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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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기술 혁신성과 창출이유

지난 20년간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거시적 혁신정책과 환경에서 비롯되며, 주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가. 국가전략의 강력한 추진

개혁개방 초기 덩샤오핑은 '과학기술은 제1 생산력이다'라고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줄곧 과학기술혁신을 중시하고, 과교흥국전략(1995)과 인재강국전략(2002년)을 

장기간 실시하여 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

은 또한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강요>(2006년)를 실시하고, 혁신형 국가 건설 

목표를 확립하였다. 최근 중국 정부는 혁신을 국가 발전의 핵심위치에 두어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을 크게 촉진

시켰다. 

나.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 진작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급속한 성장과정을 경과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세계에

서 경제발전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경제총량은 18배 증가하였

다. 특히 21세기 이후, 중국은 시종일관 세계에서 경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이며, 

세계 경제발전에 대해 중요한 기여를 하기도 했다. 중국은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에 대해 새로운 수요를 제시하고, 혁신 발전을 위해 더욱 넓은 발전공간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였다. 

다. 전 사회 과학기술투자 급증 추세

2013년에 중국의 R&D투자는 1,912.1억 달러이고, 세계 비중은 2000년의 1.7%에서 

13.4%로 급증하여 세계 R&D투자 제2 대국이 되었다. 2014년에 중국의 R&D투자는 2,000

억 달러로, 10년 전보다 6배 증가하였다. 중국의 R&D인력 수는 390만명으로 세계 1위이

다. 중국은 또한 연구형 대학과 연구기관, 국가중대과학기술기반시설, 국가(중점)실험실, 

첨단기술 산업단지 등 과학기술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탄탄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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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라.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혁신활력 방출

2015년은 중국 과학기술 체제개혁의 30주년이다. 30년간 중국은 국가상황과 발전수요

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경험을 거울로 삼아 과학기술 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중국식 

국가혁신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여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다양한 혁신주체와 연구자의 

창조성을 불러일으켰다. 

5. 국제과학기술협력

중국은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인력교류를 적극 권장 

및 지원한 한편, 인간게놈, ITER 등 국제과학계획과 거대과학공정 건설에 참여하였다. 또

한 개발도상국 과학원 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학술교류를 강화하여 혁신능력과 수

준을 꾸준히 향상시켰다.  

6. 문제점 

결론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은 두 가지 분야에서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하

나는 양적인 축적에서 질적인 도약으로 전환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점'의 돌파에서 '면'의 

향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능력과 수준에서 중국은 미국 등 과학기술이 발달한 

국가에 비해 엄청 큰 격차가 존재하며, 혁신 체제와 메커니즘 및 정책적 환경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은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지만 첨단과학

기술인재가 부족하다. 연구비 투자는 총량이 많지만 구조가 불합리적이고, 기초연구 투자

는 장기간 5%에서 배회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발달한 선진 국가에 비해 큰 차이가 존재

한다. 과학논문, 특허 등은 건수가 많지만 세계 영향력 있는 수준 높은 과학기술성과 산출

이 부족하고, 과학기술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는 수요에 적응하기 어렵다. 기업의 

R&D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의 혁신능력이 부족하다. 연구프로

젝트와 경비관리, 과학기술 평가와 혁신문화 등에서도 개혁심화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와 과학기술계는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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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본격화

중국은 경제발전의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여 속도 변화, 구조 고도화, 동력 전환의 새로

운 특징을 구현하며, 과학기술 혁신의 지원 및 유도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급한 요구를 제

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혁신발전의 기본이념에 입각해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본격 실시에 

주력하고 있다. 

가. 과학기술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전면적 혁신을 강화하고, 혁신형 국가 건설

에 주력

글로벌 경제가 저조한 실정에서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

준 높은 일부 연구기관과 연구형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형 기업의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베이징시, 상하이시 등 중점지역에서 과학기술혁신중심지를 

건설하고, 과학기술중심지와 경제중심지 융합발전을 촉진하여 과학기술성과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주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목표에 다라 2020년

까지 중국은 혁신형 국가대열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혁신형 국가 상위에 진입할 예정이

다.

나. 대중창업과 만중혁신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강력한 신기능 제공

중국 정부는 기구간소화와 권력이양을 확고히 추진하고 혁신창업 문턱을 낮추고, 혁신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투융자 경로를 개척하고,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혁신

활력은 사회화, 대중화, 네트워크화를 구현하고 있다. 2015년 초에 중국 정부는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 '중국제조 2025' 등 혁신창업을 유도 및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적 방안을 

제정하고, 400억 위안의 창업투자 유도기금을 설립하여 더욱 많은 인력이 혁신창조활동에 

투입되도록 권장하였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베이징 중관촌은 2014년의 신규 등

록한 과학기술기업이 1.3만개 이상이며, 혁신공장, 차고카페 등 혁신인큐베이터를 구축하

였다.

2010년 하반기에 중국과학원에서 재학 중인 대학원생 류청청(刘成城, 22세)은 뜻이 맞

는 일부 네티즌과 36Kr 웹사이트(36kr.com)를 개설하였다. 웹사이트 명칭은 원소 주기표

의 제36호 원소인 '크립톤(Kr)'에서 유래되었다. 동 웹사이트는 최초에 과학기술블로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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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해외 프런티어 과학기술 자료와 정보를 번역하였다. 이후에 '인터넷창업 서비스' 

온라인융자 플랫폼을 출시하여 창업자를 도와 가장 빠른 속도로 조기의 융자를 수행하고, 

투자자를 위해 가장 우수한 품질의 매칭 프로젝트를 선정해주었다. 36Kr의 사명은 미래 

인터넷창업을 더욱 간단하게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들이 제시한 슬로건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위대해야 한다.'이다. 2014년 8월까지 짧은 3년간에 걸쳐 36Kr는 창업자 7,243명, 

투자자 976명을 확보하였으며, 수록한 창업프로젝트는 1만 9,100개로, 중국의 인터넷창

업을 추진하는 신예역량이 되었다. 류청청은 중국 인터넷창업분야 풍운아가 되었다. 

다. 과학기술 체제개혁 강화, 혁신을 권장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

중국 정부는 혁신 관리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가혁신전략과 거시적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공개·획일적인 국가과학기술관리플랫폼을 구축하여 기

초연구, 응용개발, 성과전환, 산업발전 등 혁신사슬 각 부분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연구프

로젝트와 경비관리를 개혁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한 혁신적인 법치환경을 개선하고,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적용하며, 혁

신정신과 혁신문화를 고양할 뿐만 아니라 혁신주도형 평가체계와 권장메커니즘을 개선하

고 있다. 

라. 국제협력교류 강화, 능동적·개방적 자세로 글로벌 혁신망에 융합

중국은 과학기술계획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외자 R&D기관이 중국의 과

학기술프로젝트를 담당 및 참여하도록 권장 유도하고 있으며, 중국에 R&D센터를 설립하

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유치와 해외진출 간 결합에 입각해 더욱 개방된 인재정책

을 실시하여 하버드대학을 포함한 각국의 우수한 인재가 중국에서 혁신 창업하는 것을 환

영한다. 중국은 대형 국제과학기술협력계획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거대과학 계획과 공정

을 제시 및 실시하고, 세계를 상대로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기반시설과 혁신플랫폼을 

개방하여 혁신자원을 공유하고 윈-윈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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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과학원

중국과학원은 국가혁신체계에서 매우 독특한 중요한 지위에 있다. 1949년 건국 이후 중

국 정부는 중국과학원을 설립하였으며, 설립 초기 주은래 총리로부터 중국 과학기술 발전

의 '교두보'라고 인정받았고, 지금은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역

량'이라고 불리고 있다. 지난 60년간 중국과학원은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을 유도하여 인류 

문명의 진보를 촉진하였다.

2013년 7월 17일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학원을 시찰하고, 중국과학원의 미래 발전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과학원은 '우선행동' 계획을 제정하고, '3

개의 지향', '4개의 우선'이라는 새로운 시기 중국과학원의 방침을 확립하였다. '3개의 지

향'이란 세계 과학기술 프런티어에 지향, 국가의 중대한 수요에 지향, 국민경제의 각축전

에 지향함을 뜻한다. '4개의 우선'이란 과학기술의 도약발전을 우선 실현하고, 국가 혁신

인재 최고거점을 우선 구축하며, 국가의 수준 높은 과학기술 싱크탱크를 우선 구축하고, 

국제 일류 연구기관을 우선 육성함을 뜻한다. '우선행동' 계획에서 확정한 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중국과학원은 '4개의 우선'을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030년에는 '4개의 우선'

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과학원은 '우선행동'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연구소 분류개혁을 중점적

으로 추진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분류 포지셔닝, 분류 관리, 분류 평가, 분류 지원을 실행

하고 있으며, 중국식 현대적 연구기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고 있다. 첫째, 국

가의 중대한 전략적 수요에 대응해 일부 혁신연구원을 설립한다. 둘째, 기초과학 프런티어

에 대응해 중국에서 선두수준이고 세계에서 중요한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혁신센터를 설

립한다. 셋째,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응해 학문분야 비교우위가 뚜렷하고 인력

풀 규모가 적절하며, 핵심경쟁력을 지닌 특화연구소를 설립한다. 넷째, 국가의 중대한 과

학기술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고효율 개방공유, 수준 높은 국제협력, 고품질의 혁신서비스

가 가능한 거대과학연구센터를 설립한다. 

과학기술혁신에서 인재가 근본이다. 최근 5년간 중국과학원은 다양한 인재계획을 통해 

고위급 인재 2,600명을 유치하고, 청년인재 3,500명을 양성하였으며, 해외 인재 2,300명

을 유치하였다. 2015년 5월에는 '우선행동'계획 시리즈 인재공정을 실시하였으며, '백인계

획'을 통해 중국과 해외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였다. 또한 '특별초빙 연구자계획'을 통해 선

도자를 안정적으로 지원 및 권장하고, '국제인재계획'을 통해 국제 과학연구 파트너십 네

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들 조치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 및 집결시키고, 중국과학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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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혁신인재 집결지, 광범위한 연구자의 혁신창조 낙원이 되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9. 맺음말

중미 양국은 국제영향력 있는 혁신대국으로, 복잡하고 심각한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여 

수준 높은 다각적인 과학기술과 혁신협력 추진이 시급하다. 하버드대학은 중미 양국 문화

교류와 과학기술협력의 플랫폼으로, 1928년에 중국 옌징(燕京)과 하버드-옌징동아리를 

설립하고, 양국 대학 교류협력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미국 현대중국학 연구의 선구자 페이

정칭(费正清)은 1955년에 하버드대학에 유명한 중국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츄청퉁(丘成

桐) 교수는 그동안 줄곧 중미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에 주력하여 중국의 수학 연구와 인재양

성을 적극 지원하였다. 하버드대학 화학부 Charles M. Lieber 교수는 국제 나노과학기술 

분야의 창시자로, 그의 연구팀은 많은 중국 과학자와 학생을 확보하고 중국의 국가나노과

학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학원은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 학술기관으로, 하버드대학을 포함한 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효과적인 협력교류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의 학술교류협력

이 가장 빈번하고 긴밀하며 시간이 가장 길고 성과가 가장 많은 기관이다. 중국과학원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과학기술교류와 혁신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중국과학원과 하버드대학이 협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진행하고, 혁신과

정에서 협력을 심화하여 양국의 번영발전과 인류사회의 진보를 위해 더욱 많은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한다. 

자료: 중국과학보 2015.9.28. (바이춘리 원장의 9월 22일 영문 연설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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