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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중국 정부는 나노 기술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 중

○ 2000년에 과기부 주도로 국가나노과학기술지도협조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차원

에서 나노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연구에 대한 총괄 지도

○ 그 이듬해에는 과기부, 발전개혁위원회, 중국과학원 등에서 「국가나노과기발전
요강(2001~2010)」을 공동 발표하여 나노연구 정상층 디자인(‘01.7)

○ 2006년에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규획요강(2006~2020년」 
에서 나노과학을 “도약 발전실현 가능한 분야”로 간주하여

- “나노연구”를 기초연구분야 4대 중대과학연구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다양한 R&D 프로그램을 통해 나노연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중

○ “8.5”기간 전 국가과기위원회에서 국가반등(攀登)계획을 통해 “나노재료과학”
프로젝트를 입안하였으며 그후 “9.5”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음

○ “10.5”기간 과기부가 “973”계획, “863”계획, 과기공관계획 등을 통해 나노
기술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기울였음

○ 2006년부터 과기부에서 “나노연구”중대과학연구프로젝트를 조직·실시하였음

○ 과기계획관리 개혁이후 2016년에 과기부가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을 정식 
가동하였고, “나노연구”를 제1차 중점전문프로젝트로 집중 추진 중

○ 교육부, 중국과학원과 지방정부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도 나노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과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은 전 세계 나노과학과 기술분야의 선두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어 동향파악에 
대한 주시가 필요함

○ 나노과학연구강국으로 학술논문과 특허출원량이 각각 세계 1위 차지

- 나노 학술논문은 1997년의 820편에서 2016년의 5.2만편으로 연간 복합 

증가율이 24%에 달하였음

- 최근 20년간 나노 특허출원량은 누계 20만 9,344건으로 전 세계의 45%를 

차지하며, 그 증가율은 세계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았음

○ 나노기술응용연구와 기술사업화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화를 갖추고 나노기술의 

산업화 응용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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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의 나노과학기술 발전정책

1. 정부차원에서 「“13.5”기간 재료분야 과기혁신전문계획」 수립

과기부가 재료분야 과기혁신과 산업화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동 계획 발표(’17.5)

○ 동 계획에서는 신기술과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 나노재료 및 부품을 

7대 발전중점 중 하나로 집중 추진

○ 나노재료 및 부품의 중점분야는 다음과 같음

- 신형 나노기능성소재, 나노광전부품 및 집적시스템, 나노바이오의료용재료, 

나노의약, 나노에너지재료 및 부품, 나노환경소재, 나노안전 및 측정기술 개발

- 나노재료 벌크제조 및 부품가공 핵심기술 및 표준화 확보, 시범응용 강화

2.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나노과학기술” 중점전문프로젝트 진행

과기부, 교육부, 중국과학원이 나노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점전문프로젝트 실시

○ “나노과학기술” 중점전문프로젝트의 목표

- 중요 원천혁신과 응용성과를 올려 자주혁신능력 및 연구성과의 국제경

쟁력을 높이며, 일부 우위분야에서 중요한 성과 창출

       ※ 나노척도의 초고해상도 특징기술, 신형 나노정보재료 및 부품, 나노에너지 및 환경기술, 나노구조

재료의 공업화 변성, 신형 나노약물 개발 및 산업화 등이 포함

- 중국 나노과학기술의 국제 선두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일부 영역

에서 선도역할을 하며,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연구진을 양성

-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며 

국가지정 나노연구기관과 혁신사슬의 건설을 가속화하며 나노산업발전을 

촉진시키고 관련 연구 및 응용시범기지의 발전을 선도함

○ “나노과학기술” 중점전문프로젝트의 7가지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①신형의 나노제조 및 가공기술, ②나노표징 및 표준화, ③나노바이오의약, ④나노

정보재료 및 부품, ⑤에너지나노재료 및 기술, ⑥환경나노재료 및 기술, ⑦나노과학

중대기초연구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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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2018년까지 나노과기 중점전문프로젝트는 7대 주요 분야에서 98건의 

연구과제(그중 청년과학자프로젝트 24건)를 입안하여 지원 중

○ 2019년에 추진될 나노과기 중점전문프로젝트는 신형의 나노제조 및 가공기술, 

나노특징 및 표준, 나노바이오의약, 나노정보재료 및 부품, 에너지나노재료 및 

기술, 환경나노재료 및 기술 등 6개 연구분야를 우선 지원할 예정임

- 중앙재정 지원경비 예산은 도합 1억 위안에 달하며, 그중 청년과학자프로그램 

2~3건을 지원하며, 건당 1천만위안미만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

[표 1] 2019년에 지원할 “나노과학기술” 중점전문프로젝트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609393618607522082&wfr=spider&for=pc 내용에 근거해 자체정리

6가지 연구분야 세부 연구과제

1 신형의 나노제조 및 가공기술
신형의 나노 엔트로피합금의 나노구조디자인, 제조, 성능 및 
다척도 역학성능 시뮬레이션

2 나노특징 및 표준
나노구조와 나노박막의 멀티변수 양전자분광법(positron 
spectroscopy) 특징 신규 방법

3 나노바이오의약
후성유전적(epigenetic) 제어성 중요 활성 생물종의 
나노측정 및 응용

4 나노정보재료 및 부품
신형의 나노구조 서브밀리미터파 방사원과 탐지장치 및 
집적기술

5 에너지나노재료 및 기술 차세대 연료전지 나노촉매재료 및 부품

6 환경나노재료 및 기술
미세입자형 공업 위험폐기물중 독성 중금속의 고효율 분리 
및 회수에 관한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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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노분야 과학기술산출 동향

1. 나노분야 학술논문

중국의 나노분야 학술논문1)은 5.2만편으로 세계 1위 차지(2016년 기준) 

○ 중국의 전 세계 나노학술논문에 대한 기여도는 3분의 1이상이며, 피인용횟수가 

상위 1위인 고피인용횟수 논문에 대한 기여도도 대폭 증가

- 최근 20년간 중국의 연구자가 발표한 SCI 나노학술논문의 글로벌 비중은 

줄곧 안정적인 증가추세 유지(그림 1)

- 현재 상위 1위 고피인용지수 나노학술논문가운데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그림 2)

        ※1997년 전 세계적으로 1.3만편의 나노학술논문이 발표되었고, 그중 중국은 겨우 820편 발표

        ※2016년에 이르러 전 세계 나노 학술논문 15.4만편 가운데 중국의 논문발표량이 5.2만편에 

달하여 연간 복합증가율이 24%를 기록하였음

출처: 《中國纳米科學與研技術發展槪覽》(2017.8) Springer Nature, 국가나노과학센터, 중국과학원 문헌정보센터

1) SCI에 수록된 나노분야 학술논문을 '나노과학과 기술' 키워드로 검색하였고, 검색된 논문주제는 '나노튜브', '양자점', 
'원자력 현미경' 등 전문용어가 포함

[그림 1] 중국의 나노 학술논문의 증가추이 [그림 2] 고영향력 지수의 나노 학술논문의 
증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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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학연구기관이 나노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역할 수행

○ 중국이 나노과학연구 강국으로 굴기하는 과정에서 중국과학원이 중요한 추진

역할을 하였음

- 10년전 중국과학원의 나노분야 고 피인용횟수 논문에 대한 기여도는 전 세계 

상위 3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 현재 중국과학원은 글로벌 나노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고 영향력 논문 산출

기관이 되었으며 중국의 타 기관보다 훨씬 앞섰음

     ※ 중국과학원의 상위 1% 고 피인용횟수 논문산출량은 기타 연구기관의 2배 이상 수준임 

○ 중국과학원 이외에도 5개 중국의 연구기관이 상위 1% 이고 피인용횟수 학술

논문의 총 산출량도 전 세계 상위 20위 안임

- 상위 20위안에는 칭화대학, 푸단대학, 저장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북경

대학이 랭킹되었음([그림 3])

[그림 3] 고 영향력지수의 나노학술논문 주요기관

              ※ 과거 10년간 상위 1% 고인용지수 나노 학술논문 기여도가 가장 큰 기관

출처: 《中國纳米科學與研技術發展槪覽》(2017.8) Springer Nature, 국가나노과학센터, 중국과학원 문헌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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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노분야 발명특허

중국의 나노분야 발명특허 출원량2)은 세계 1위

○ 최근 20년간 중국의 자국내 나노특허출원량은 누계 20만 9,344건으로 전 

세계의 45%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

- 2008년부터 중국의 연도별 특허출원량은 이미 미국을 앞서 세계 1위를 차지

하였으며, 그 증가율은 세계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았음(그림 4)

[그림 4] 나노과학의 특허산출

출처: 《中國纳米科學與研技術發展槪覽》(2017.8) Springer Nature, 국가나노과학센터, 중국과학원 문헌정보센터

○ 최근 몇년간 중국, 특히 중국기업이 나노분야를 포함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특허전략을 활발히 펼치고 있음

- 미국 특허정보업체인 IFI(IFI Claims Patent Service)에 따르면 10년이 안되는 

사이에 중국기업이 미국에서 출원한 특허가 무려 10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2017년 중국기업의 미국 국제특허 출원량은 2016년 대비 28% 증가한 1만1,241건에 달하여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다음으로 제5대 특허출원국가가 되었음

- WIPO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PCT 국제특허 출원량은 5.1만 건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세계 2위에 올랐음(‘18.3.21.)

2) 나노기술 관련 키워드와 국제특허 분류코드로 1997년~2016년 사이(최초 우선권 해 혹은 기본 특허출원시간)  Derwent 
Innovation Index에 수록된 나노과기 관련 발명특허가 총 466,884건이 검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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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TOP10 나노발명특허 출원기관 가운데 중국의 연구기관이 5개가 랭킹됨

○ 세계 TOP10 나노발명특허 출원기관에 중국과학원, 저장대학, 칭화대학, 홍

하이정밀공업주식유한공사(鸿海精密)와 톈진대학이 있음

- 그중 중국과학원은 2008년에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과거 20년간 누계 1만 

1,218건의 나노 발명특허를 출원하였음

- 흥미로운 것은 세계 TOP10위에 랭킹된 기타 외국 기관들, 예를 들어 한국 

삼성, LG, 일본 FUJIFILM과 미국 IBM 등은 모두 기업임

○ 중국의 연구기관이 나노분야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강화하며 특허출원을 주도

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들은 연구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음

- 상위 10위에 랭킹된 중국의 5개 나노 관련 기관중 연구소/대학이 4개인 반면

에 기업은 한 개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해외와 선명한 대조를 이룸

중국은 고분자화합물을 포함한 많은 인기 나노기술 응용영역에서 다량의 특허 보유

○ 주요 국가별 나노발명특허 출원을 보았을 때, 중국은 고분자화합물, 초분자

화합물, 나노구조의 응용, 분석화학 등 다양한 영역의 특허기술을 보유함  

- 그중 고분자합성과 초분자화합물은 중국에서 나노특허출원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되는 기술영역에 속함 

- 이밖에 촉매 등 물리 혹은 화학과정을 촉진시키는 기술이나 혹은 장치의 특허

출원 역시 중국에서 빠른 발전추세를 보임

[그림 5] 산업응용에 따라 분류한 나노 특허출원량

출처: 《中國纳米科學與研技術發展槪覽》(2017.8) Springer Nature, 국가나노과학센터, 중국과학원 문헌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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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노 주요 연구분야 및 연구진

 중국이 보유한 나노 핵심기술

‘리튬전지’, ‘태양에너지전지’, ‘나노모터’, ‘나노약물’, ‘나노측정’, ‘나노안전성’, ‘나노
촉매’, ‘측정표준’ 등 9개 연구분야별로 중국이 확보한 핵심기술을 로드맵으로 정리

[그림 6] 중국이 보유한 주요 나노 핵심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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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관련 핵심연구진

재료분야 학술논문 피인용지수가 높은 전 세계 과학자 147명 중, 제1저자로 나노
논문을 발표한 17명의 중국과학자의 소속 연구기관 정보를 아래의 도표로 정리함

[표 2] 피인용횟수가 높은 중국의 나노 관련 핵심연구진

이름 / 연구분야 연구방향 연구기관

Li-Jun 
Wan（万立骏）

물리화학, 에너지, 
나노

에너지재료와 전원, 나노과학기술 등 관련 기초과학과 응용연구. 
실험, 측정장비 개선과 이론연구와 결합시켜 전기화학반응, 
분자조립과 제어 등 연구를 통해 상호작용 기반의 계면분자 
흡착과 조립규칙 도출하고 표면나노도안화, 분자조립구조 전환과 
원자분자천이 등 과학기술문제 연구에 응용. 이와 동시에 
전기화학과 나노과학과의 융합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나노소재의 에너지와 환경보호에서의 응용연구에 주력

북경분자과학국가실험실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 
분자나노구조 및 

나노기술중점실험실）

Lei Jiang（江雷）

무기화학, 계면재료

초침투기능성 계면재료, 생체모방기능성 계면재료, 
초친수성/초소수성 기능성재료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

Yu-Guo 
Guo（郭玉国）

나노, 에너지

리튬이온전지, 리튬유황전지 등 에너지전환 및 저장부품중 
기능성 나노구조재료의 설계, 제조, 조립, 구조와 성능관계의 
기초과학연구와 응용탐구, 나노에너지재료의 열역학, 동력학과 
표·계면안정성 문제 및 나노체계 이온, 전자저장 및 운송과정의 
치수효과의 체계적 연구, 특색 조절제어와 해결경로 모색, 
성능이 뛰어난 리튬이차전지 전극재료 연구제작 및 규모화제조와 
응용 실현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 
분자나노구조 및 

나노기술중점실험실

Wei-Guo 
Song（宋卫国）

나노

나노소재 및 다공성재료의 제조 및 그 응용. 연구중점은 체계적 
조립을 통해 이상모형과 풍부한 표계면 관능기를 갖는 재료를 
개발해 수처리, 촉매, 센서, 에너지 등 분야에서 나노구조재료 
성능 측정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 
분자나노구조 및 

나노기술중점실험실

Yunqi 
Liu（刘云圻）

유기고체

분자재료의 설계, 합성에 주력, π공액 소분자/고분자, 
탄소나노튜브와 그래핀 및 이들 재료의 전자부품 응용 포함, 
발광다이오드, FET와 분자부품 포함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 
유기고체실험실

Hui-Ming 
Cheng（成会明）

선진탄소재료

선진 탄소재료의 설계, 합성과 성능 탐구.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및 에너지저장재료 포함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 
심양재료과학국가(연합)

실험실

선진탄소재료연구부

Ke Lu（卢柯）

나노금속재료

나노금속재료의 다급 구조설계, 제조 및 가공기술, 역학성능 
특성 및 분석, 물리화학성능, 구조안정성 등, 나노 쌍정구조, 
경사 나노구조 등 다급 나노금속재료의 구조-성능관계 및 
사용행위 집중 연구, 공업응용 모색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 
심양재료과학국가(연합)

실험실

Lei Lu（卢磊）

벌크나노재료

다척도 나노구조 금속재료 설계 및 제조, 다척도 나노구조 
금속재료의 구조성능관계 및 변형메커니즘 연구, 다척도 
나노구조 금속재료의 사용행위연구, 금속재료의 강인화메커니즘 
탐구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 
심양재료과학국가(연합)

실험실

재료피로 및 단열연구부

http://mnn.iccas.ac.cn/kydw/yjy/201305/t20130510_111834.html
http://www.ic.cas.cn/jggk/zjys/200912/t20091211_2707618.html
http://mnn.iccas.ac.cn/kydw/yjy/201305/t20130510_111839.html
http://mnn.iccas.ac.cn/kydw/yjy/201305/t20130510_111840.html
http://oslweb.iccas.ac.cn/html/2006-2-14/200621485714.htm
http://sourcedb.cas.cn/sourcedb_imr_cas/zw/rck/yjy_imr/201311/t20131115_3978983.html
http://sourcedb.cas.cn/sourcedb_imr_cas/zw/rck/yjy_imr/201308/t20130822_3916944.html
http://www.synl.ac.cn/org/mat/llu/people/p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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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cailiaoren.com/article-2659-1.html

 

이름 / 연구분야 연구방향 연구기관

Jun Lin（林君）

나노미세구조 
발광재료

나노미세구조 발광재료의 제어합성 및 그 디스플레이, 조명 및 
생물의약 등 영역에서의 응용탐구. 각종 소프트화학방법 
(에어로졸-겔법, 수열 및 용제열법, 고온 용제법, 초음파법, 
스프레이건조법 등)을 이용한 각종 형태구조와 척도의 희토 및 
반도체 광학재료 제조

중국과학원 
장춘응용화학연구소 

희토자원이용 
국가중점실험실

Yong-Sheng 
Hu（胡勇胜）

신에너지재료 및 
부품

신에너지재료와 부품 및 관련 기초과학문제: 에너지저장 및 
전환부품(나노이온전지, 리튬이온전지, 수퍼콘덴서 등)

나노이온학(이온/전자의 나노척도에서의 수송, 저장 및 
반응문제), 광전일체화 에너지시스템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북경응집체물리 
국가중점실험실

Chunhai 
Fan（樊春海）

무기화학, 생물물리

무기화학, 생물물리학, 바이오센서 및 바이오칩, 바이오광자학, 
DNA나노기술 및 DNA연산

중국과학원 
상해응용물리연구소

Dongyuan 
Zhao（赵东元）

다공성물질

메조다공성물질과 나노재료의 합성과 구조 특성
上海复旦대학 화학학부 

무기화학

Xiaosheng 
Fang（方晓生）

무기반도체, 나노

무기반도체 나노구조, 저차원 나노구조의 제어생장과 원리, 
광전부품 구축과 응용 및 에너지와 환경에서의 응용  

上海复旦대학 
재료과학학부 

기능성나노재료 및 
광전자부품실험실

Yadong 
Li（李亚栋）

무기합성, 나노

선진 기능성소재 및 무기합성화학, 나노소재의 합성, 조립, 구조, 
성능 및 그 응용 탐구

清华대학 화학학부 
무기화학연구소

Yongsheng  Che
n（陈永胜）

선진 탄소재료

유기기능성소재,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및 그래핀,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및 그래핀의 기능화, 광전, 도전, 자성 응용 포함

南开대학 화학학원 
화학나노센터

Jiaguo 
Yu（余家国）

반도체, 에너지

나노이산화티타늄계 반도체 광촉매재료 및 환경과 에너지중 
응용, 염료 감응성 태양전지, 전기화학발광 

武汉이공대학 
재료과학공정학원 

복합신기술 
국가중점실험실

Shu-Hong 
Yu（俞书宏）

나노, 생체모방재료, 
(학과융합)

중합체 제어 결정화 및 생체모방재료, 나노구조 단위 제어성 
합성 및 조립, 거시척도 나노조립체 제조 및 기능화, 무기-유기 
복합나노소재, 신형 탄소나노소재 및 에너지전환재료 및 응용

合肥마이크로척도 
물질과학 

국가실험실(화학재료과학
원)

http://js.caseducation.cn/JS/~linjun
http://www.iop.cas.cn/rcjy/brjh/?dir=brjh&t=detail&id=757
http://www.sinap.ac.cn/TeacherIntroDetail.aspx?id=56946276-c0fc-4f1e-b2cb-3c8fb4d2c72d
http://www.chemistry.fudan.edu.cn/teacher.asp?tno=zhaodongyuan
http://mse.fudan.edu.cn/ShowPeople.aspx?info_lb=619&flag=98&info_id=2668
http://www.tsinghua.edu.cn/publish/chem/2142/2010/20101215133301123129651/20101215133301123129651_.html
http://www.cailiaoren.com/gaoxiao/thu
http://chem.nankai.edu.cn/dt.aspx?n=A000302058
http://smse.whut.edu.cn/yjspy/xsdw/js/201204/t20120411_78498.htm
http://scms.ustc.edu.cn/szdw/cjxz/201009/t20100925_637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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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노 연구방향 및 기술수준

나노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중국의 나노 연구방향과 우위 분석 가능

○ 나노데이터베이스는 자연과학분야 종합플랫폼으로 수천종의 나노재료와 설비의 

성능, 응용과 제조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다루는 플랫폼임

- 「Science」, 「Nature」, 「Advanced Materials」, 「Nanometer Commu- 

nication」 등 30권의 최고 권위 학술저널에 발표된 나노 학술논문을 선정

하여 분류별로 정리하였음

- 인공선별과 기기학습알고리즘을 응용한 자동검색을 통해, 167개의 동류 간행물

에 발표된 논문의 나노관련 정보를 추출한 것임 

○ 본문에서는 2014년~2016년 사이에 30권의 나노연구 최고권위 저널에 발표

된 학술논문 정보를 추출 및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였음

1. 나노 관련 주요 연구방향

중국의 나노연구방향은 나노구조재료, 나노입자, 나노칩, 나노장치, 다공성 나노재료에 집중

○ 2014~2016년간 나노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나노재료 논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과학자들이 다양한 나노재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

- 그중 나노구조재료, 나노입자, 나노칩, 다공성 나노재료와 나노부품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주목해볼만한 점이라면 중국에서 다공성 나노재료에 대한 연구 집중도가 상대적

으로 높으며, 나노소자 관련 논문이 최근 3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되었음

○ 나노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8대 인기 나노재료 연구가운데 중국은 대부분 

재료의 논문발표량이 많았음

- 본문에서 연구한 8개 나노과기강국 가운데 초분자화학이 가장 인기있는 신규 

나노구조 연구방향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밖에도 풀러린, DNA 접지기술과 나노겔 등의 기타 신규 나노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빠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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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나노재료 인기연구분야

출처: 《中國纳米科學與研技術發展槪覽》(2017.8) Springer Nature, 국가나노과학센터, 중국과학원 문헌정보센터

2. 나노 인기 응용연구분야

중국의 나노 관련 인기 연구분야는 촉매, 의학/수의, 에너지저장, 진단에 집중

○ 촉매연구에서 중국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대부분 고품질의 나노과학연구논문은 

모두 촉매연구 분야에 집중되었음

- 인터뷰를 받은 나노 전문가들은 중국이 촉매연구에서 전통적인 우위를 갖고 

있으며 화공산업이 선도역할을 한 것이라고 분석하였음

- 중국의 많은 유명 화학자들은 모두 촉매재료에 대한 연구에 주목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분야에서 많은 신진 과학자들을 배출시켰음

○ 나노의학은 나노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중국 학술논문에서 주목받는 제2위의 

응용연구 분야이며 특히 의료진단 분야와 관련된 연구가 두드러짐

- 중국의 생명과학연구는 산출에서든 영향력에서든 모두 미국이나 유럽에 뒤처져 

있음

- 나노의학은 중국의 화학과 재료공학의 우위를 발휘하는데 유리하며 생명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특수영역 개척에도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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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인기 응용연구분야

출처: 《中國纳米科學與研技術發展槪覽》(2017.8) Springer Nature, 국가나노과학센터, 중국과학원 문헌정보센터

○ 에너지와 관련된 응용, 특히 에너지저장과 생산능력은 중국 나노과학연구에서 

주목받으며 최근 3년간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영역에 속함

-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대량의 연구개발비용을 

투입해 신에너지 및 에너지절약과 환경치유에 유리한 신기술을 개발 중

- 중국 연구인력들의 연구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노재료전지와 

에너지저장 및 전환 연구에서 세계 선두수준 차지

○ 기타 연구개발 강국과 비교하였을 때 중국은 나노재료의 전자응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함

- 주요 응용분야인 로봇과 레이저는 중국의 새로운 인기 나노응용연구 분야로 

떠올랐지만 10대 응용연구에 진입하지는 못하였고 최근 3년간 연구산출이 

급증하는 추세

- 한편으로 중국의 광자(포논)와 데이터저장 등 응용에 관한 나노과학연구 논문 

역시 뚜렷이 증가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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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와의 비교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과 SCI논문 발표량의 비율은 다수의 나노연구개발강국보다 
훨씬 높았음

○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논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은 기초연구에 비해 응용

연구(86.7%)를 훨씬 많이 추진함

- 그 비율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과 프랑스 등 다수의 연구개발 강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다만 한국과 호주가 중국과 유사한 상황을 보였음 

○ 중국의 나노전문가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과학연구평가체계가 중요한 선도역할을 

발휘하였다고 밝혔음

○ 중국도 과학연구의 응용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그 선도역할이 쉽게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됨

[그림 9] 응용연구와 순수이론연구와의 비교

출처: 《中國纳米科學與研技術發展槪覽》(2017.8) Springer Nature, 국가나노과학센터, 중국과학원 문헌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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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노분야 국제협력

중국은 나노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동저자의 논문비중 역시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

○ 나노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나노재료 관련 고수준의 논문가운데 국제협력 

관련 논문 비중 역시 2014년의 36%에서 2016년의 44%로 증가됨

- 중국의 나노분야 국제협력수준은 한국과 근접하지만 서방국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협력증가속도 역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에 뒤처짐

○ 나노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30권의 최고권위 저널에 중국이 발표한 나노 관련 

국제협력논문 가운데 55%가 미국과 협력한 것임

- 2014년~2016년기간 중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학술논문은 2,123편으로 미국

이 최근 3년간 발표한 고수준의 나노 학술논문 전체의 21%를 차지 

○ 그다음으로 중국의 나노분야 고수준의 과학연구협력 국가는 독일, 호주와 일본 

순위임

- 호주는 중국의 중요한 협력국가이며 양국이 공동 발표한 논문은 해당 국가

가 30권의 최고권위 저널에 발표한 나노학술논문의 3분의 1 차지

[그림 10] 국제협력을 통해 발표된 나노학술논문

출처: 《中國纳米科學與研技術發展槪覽》(2017.8) Springer Nature, 국가나노과학센터, 중국과학원 문헌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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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중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나노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 중

○ 나노학술논문 발표량과 발명특허 출원량은 각각 세계 1위로 명실상부한 나노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 중에 있음

○ 이는 중국정부가 나노발전정책을 제정하여 글로벌 나노발전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였기 때문임

○ 또한 ‘나노연구’ 중대과학연구계획 등 다양한 R&D프로젝트를 추진해 나노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기 때문임

○ 중국이 나노과학강국으로 굴기하는 과정에서 중국과학원, 칭화대학 등 연구

기관들이 높은 수준의 인력풀을 육성하고 국제협력에서 갈수록 핵심 리더역할을 

하였기 때문임

       ※ 나노연구자가운데 88명이 중국과학원 원사에 당선되었고, 국가우수청년칭호 수여자중 무려 1/3

이 나노연구에 종사할 정도로 막강한 경쟁력 확보

중국의 나노과학 연구능력은 향후 5~20년 뒤 관련 산업 경쟁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 중국의 나노연구방향은 나노구조재료, 나노입자, 나노칩, 나노장치, 다공성 

나노재료에 집중되어 있음

- 차세대 태양전지 재료로 주목받는 ‘페로프스카이트구조’연구와 차세대 반도체 

연구의 핵심기술로 평가받는 단원자층 연구 등 학계 관심이 많은 분야에서 중국의 

강세가 두드러졌음

       ※ 광촉매(78.3%)나 핵산표적 암치료(72,6%)연구에서는 전 세계에서 발표된 논문 10건 중 8건 

가까이가 중국 연구진에 의해 발표되었음

○ 중국은 ‘리튬전지’, ‘태양에너지전지’, ‘나노모터’, ‘나노약물’, ‘나노안전성’ 

등 9개 연구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 고피인용 학술논문 발표량을 분석하면, 중국은 ‘리튬전지’와 ‘나노촉매’의 2개 

연구영역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음

- ‘태양에너지전지’, ‘나노모터’, ‘나노약물’, ‘나노측정’, ‘나노안전성’의 5개 

연구영역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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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표준’의 연구영역에서는 세계 4위를 차지하였으나, ‘다공성 나노 생체

재료’의 연구영역에서는 상위 5위안에 들지 못했음

○ 일부 나노연구분야에서 세계 선두수준의 기술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태양에너지전지)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의 侯建辉연구팀은 2016년에 비풀러린형 

폴리머 태양전지부품 개발에서 11.2%의 최고기록을 창출하였음

- (태양에너지전지) 화동이공대학 钟新华연구팀은 2016년에 양자점 태양전지 

효율 11.6%의 신기록을 세웠음

- (C1 화학) 중국과학원 다렌화학물리연구소의 包信和연구팀은 무산소조건에서 

메탄의 선택적 활성을 이용한 에틸렌, 올레핀과 수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원스톱 고효율 생산방법을 개발하였음

미래를 위해 한·중협력체제의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높음

○ 한국은 리튬이온전지 음극재료와 격막재료, 박막태양전지, 나노바이오센서, 

나노은의 독성작용연구 등의 나노연구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음

       ※ 한국은 공심게르마늄나노입자/삼차원다공게르마늄입자 핵심기술 확보, 한국환경시험연구소는 

나노은의 독성작용연구 수행, 서울대학 방창현 박사는 나노바이오센서 개발에서 우위를 갖추었음

○ 한·중 양국은 기존의 한중나노공동연구센터 등 협력기반을 토대로 기초연구

와 응용기초연구를 아우르는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을 모색할 때가 

되었음

- 한국과 중국은 상호 우위가 있는 분야의 보완적 협력, 경쟁적 분야의 협력

을 통한 신기술 창출 가속화,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 연구 확대 등

에서 협력을 할 수 있음

- 이러한 협력 시스템 구축은 본 보고서에서 정리 분석한 중국의 주요 나노기술 

분야 및 주요 연구팀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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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中国专利申请量超日本居全球第二：华为、中兴领跑全球！(芯智讯, 2018.3.22.)

● 中国2017年国际专利申请量坐二望一，或三年后超过美国(中国日报网, 2018.3.22.)

● 김동욱 특파원, 中 ‘첨단연구’ 美 추월... 30개 기술 중 23개 1위 (한국경제, 2018.12.3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318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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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나노 인기연구 분야
세부 연구 영역

1 적은 층 검은 인(Black phosphorus) 필드 효과 트랜지스터
2 비풀러렌 계열 유기태양전지 저분자 전자 수용체 소재
3 나노 자성액체 중 자연대류 열전달 연구
4 삼차원 위상학적 디랙 반금속
5 마찰형 나노 발전기
6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7 적색광 염료 유기 나노입자
8 광선 조절용 플라즈마 초표면
9 황화카드뮴 나노선 환원 산화그래핀 복합재료
10 실릴렌의 성장 및 트랜지스터 연구
11 탄소재료(활성탄, 탄소나노튜브) 흡착에 의한 수중 오염물질(염료, 중금속 이온) 

제거
12 역스핀 홀효과 및 거대 스핀 홀효과
13 이중 도핑 메조포러스 흑연 전극의 산화환원반응
14 그래핀 기반의 전극 및 센서 제작
15 초분자캡슐의 주객체 상호작용
16 다성분 초분자 겔
17 초고속 가역적 리튬 저장 기반의 리튬이온전지 및 음극재
18 양자 플라즈몬 연구
19 코발트산니켈 메조포러스 나노구조
20 산화환원반응 활성 조절
21 그래핀 메타소재 기반의 테라헤르츠파 제어 가능성 조절
22 자성 회수가능 촉매
23 란탄계원소 도핑 상향변환 발광 나노 결정체
24 저분자 헤테로구조 태양전지 연구
25 생물학적 검출에서 나노포어(Nanopore)의 응용
26 나노입자 단백질 크라운형 물질의 연구
27 전자 피부용 압력센서 연구
28 고성능 비대칭 슈퍼커패시터
29 세균 환원 산화그래핀
30 양자 이상 홀효과
31 광자 결정체
32 나노 규모에서의 핵자기공명영상 및 탐측
33 과산화물 효소 활성을 보유한 나노소재
34 응집 유도 발광 및 생물 탐침 응용
35 전극소재에서 리튬인산철 나노입자의 응용
36 BN 서브스트레이트(Substrate)에서 그래핀 전자 성질의 STM 연구
37 탄소/탄소 복합 및 높은 황함량 양극재 기반의 충전 가능한 리튬/리튬황 전지
38 형광 귀금속 나노클러스터
39 메조포러스 이산화규소 나노소재의 생물학적 안전성 연구
40 탄산칼슘 생체모방 연구
41 고해상도 삼차원 나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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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나노 첨단연구 분야

출처: 《纳米研究前沿分析报告》 중국과학원 과기전략자문연구원, 국가나노과학센터 (2017.8）

세부 연구 영역
1 전이금속 칼코지나이트기반 나노복합재료 연구
2 고성능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발광다이오드
3 금속나노케이지의 정밀자기조립
4 의료용 나노재료산화철 및 이산화규소의 독성학 연구
5 CH3NH3PbI3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안정성 연구
6 탄소 나노점 및 응용
7 수지상 고분자중합체를 약물 또는 유전자전달 담체로 이용한 항종양 응용
8 가용성 액체가공 페로브스카이트 광검출기
9 전이금속자성 나노입자촉매
10 필러아렌(Pillararene) 초분자결정구조
11 극소층 흑린 성질연구
12 고성능 슈퍼커패시터에서 화학적 도핑 탄산수산화코발트의 응용
13 산화망가니즈의 물산화(WaterOxidation)반응 촉매작용 연구
14 광촉매물분해 및 오염물분해에서 Cu2ZnSnS4-Au 헤테로 나노구조의 응용 
15 리튬-황전지의 단독종이전지
16 고성능 리튬-황전지 및 탄소나노섬유 응용
17 고성능 충전 가능한 리튬-황전지
18 신형 귀금속 나노클러스터 형광탐침
19 비지지 MoS2 압전특성연구
20 금속-유기골격체 분자체(molecularsieve) 박막 및 기체분리에서의 응용
21 MHD 채널에서의 비대칭 연동흐름 금속나노입자 분석
22 이산화티타늄 나노튜브어레이기반 고효율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23 코발트삽입 질소함유 탄소나노튜브 촉매수소발생 반응
24 초분자 중합화학
25 반데르발스헤테로구조 구축 및 성질연구
26 고에너지전환 효율 양자점 감응형 태양전지
27 음이온 초분자 수용체화학
28 나노복합물 히드로겔 및 의약응용
29 단분자 분광학적 폐세포 이미징
30 망간니켈산화물을 이용한 양극재료
31 고전도성 황화코발트 니켈어레이를 이용한 비대칭성 슈퍼커패시터 전극재료
32 와이드에너지갭 스핀홀 절연체 연구
33 고효율 양자열전효과 연구
34 삼차원 그래핀 미세구조
35 단일층 전이금속 황화물 엑시톤연구 및 밴드에지만곡
36 G-C3N4 기반 나노재료의 광촉매 특성
37 바나듐산리튬/그래핀 나노재료를 이용한 리튬이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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