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베이징시과학기술상 1등상 리스트

번호 프로젝트명 완성기관 주요 완성자 수상등급

1 2018계측-
1-001

중국산 멀티소스 

원격탐사 데이터 

고정밀도 지능화 

처리 및 응용 신기술

중국과학원 전자학연구소

항톈싱투(航天星图)과기(베이징)
유한회사

중국자원위성응용센터

중국교통통신정보센터

푸쿤 (付琨) ,레이빈 (雷
斌),처우샤오란(仇晓兰),
왕빙빙(王冰冰),한빙(韩
冰),뤄룬(罗伦),우팡차이

(吴方才),뤼샤오레이(吕
孝雷),스신화(时信华),린
징둔(林精敦),위카이(于
凯),쑨하오 (孙皓),천치

(陈琦),멍다디(孟大地),
겅슈루이(耿修瑞)

1등상

2 2018계측-
1-002

공격저항 전용 

DSP핵 기반의 암호 

엔진 설계 및 응용

베이징중싱(中星)마이크로전자유

한회사

칭화대학교

중싱(中星)전자주식유한회사

장이눙(张亦农),허후(何
虎),리샹위(李翔宇),덩중

한(邓中翰),장윈둥(张韵
东),양샤오둥(杨晓东),추
이궈친(崔国勤),쑨이허

(孙义和),추쑹(邱嵩),리
수제(李树杰),마쥔핑(麻
军平),리원치(郦文其),리
리스(李丽斯),류위안(刘
源)

1등상

3 2018계측-
1-003

항공엔진 

고온합금블레이드 

방향성 응고 

멀티스케일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과 공학응용 

칭화대학교

중국항공엔진그룹베이징항공재

료연구원

중국항공엔진그룹 선양리밍(黎
明)항공엔진유한책임회사

쉬칭옌(许庆彦),리자룽

(李嘉荣) ,천중창 (陈仲
强),진하이펑(金海鹏),쑨
창보 (孙长波) ,구신 (顾
欣),류바이청(柳百成),왕
옌후이(王延辉),징타오

(荆涛),셰훙지(谢洪吉),
류스중(刘世忠),왕옌리

(王艳丽)

1등상

4 2018전자-
1-001

나노급운동 정밀도 

포토리소그래피의 

초정밀 이중 웨이퍼 

스테이지 기술 및 

응용

칭화대학교

베이징화줘징커(华卓精科)과기주

식유한회사

주위(朱煜),장밍(张鸣),
양카이밍(杨开明),후진

춘(胡金春),청룽(成荣),
리신(李鑫),후추슝(胡楚
雄),인원성(尹文生),쉬덩

펑(徐登峰),무하이화(穆
海华),왕레이제(王磊杰),
장리 (张利) ,후하이 (胡
海),장융강(张永刚),리샤

오퉁(李晓通)

1등상



번호 프로젝트명 완성기관 주요 완성자 수상등급

5 2018전자-
1-002

선진 나노위성 

설계제조 및 응용

칭화대학교

베이징원격계측기술연구소

유정 (尤政) ,싱페이 (邢
飞),장가오페이(张高飞),
자오카이춘(赵开春),저
우빈 (周斌) ,타오진 (陶
晋),런다하이(任大海),왕
샤오펑(王晓峰),자오자

하오 (赵嘉昊) ,왕젠 (王
健),리빈 (李滨),멍쯔양

(孟子阳),롼융(阮勇),뤼
젠화(吕建华)

1등상

6 2018재료-
1-001

고강도, 고인성, 
두꺼운 규격의 

해양공학용 스틸 

고효율적 제조기술 

및 응용

서우강(首钢)그룹유한회사

친황다오서우친(首秦)금속재료유

한회사

둥베이대학교

중국선박중공그룹회사 제725연
구소(뤄양선박재료연구소)
보하이장비랴오허중공(辽河重工)
유한회사

중국국제해운컨테이너(그룹)주식

유한회사 

디궈뱌오(狄国标),류전

위(刘振宇),바이쉐쥔(白
学军),류쉐원(刘学文),왕
옌펑(王彦锋),리팡중(李
方中),양융다(杨永达),쉐
강 (薛钢) ,마창원 (马长
文),장시(张熹),리사오포

(李少坡),천쥔(陈俊),황
웨칭(黄乐庆),양춘웨이

(杨春卫),간쭤웨이(甘作
为)

1등상

7 2018환경-
1-001

베이징 및 주변 지역 

대기 복합오염 형성 

메커니즘 및 

방제조치 연구시범

중국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

베이징대학교

베이징시환경보호국

서우두사범대학교

왕웨스(王跃思),사오민

(邵敏),위젠화(于建华),
탕구이첸(唐贵谦),왕쯔

파(王自发),장스추(张世
秋),쑨양(孙扬),신진위안

(辛金元),후보(胡波),리
싱루(李杏茹),왕푸차이

(王普才) ,지둥성 (吉东
生),왕리리(王莉莉),류쯔

루이(刘子锐),판웨펑(潘
月鹏)

1등상

8 2018환경-
1-002

식수원 총질소 

오염방제 및 복원 

핵심기술 및 응용

베이징대학교

중국관개배수발전센터

저장아이디만(爱迪曼)환경보호과

기주식유한회사

허하이대학교

베이징중루이자이(中瑞佳亿)환경

과기유한회사

지궈둥(籍国东),셰충바

오(谢崇宝),펑화창(封华
强),주센팡(朱先芳),장궈

화(张国华),인궈시(殷国
玺),즈웨이(直伟),뤄중신

(罗忠新) ,리양빈 (李仰
斌),선샤오펑(沈小峰),왕
훙레이(王红雷),양중화

(杨中华),바이쉐위안(白
雪原),왕제(王杰),우수팡

(吴淑芳)

1등상



번호 프로젝트명 완성기관 주요 완성자 수상등급

9 2018환경-
1-003

주요 농작물 

재배면적 다차원 

멀티스케일 입체적 

통계용 원격탐사기술 

혁신 및 응용

베이징사범대학교

중국과학원 원격탐사·디지털지

구연구소

얼스이스지(二十一世纪)공간기술

응용주식유한회사

베이징농업정보기술연구센터

국가통계국데이터관리센터

베이징지웨이수위안(吉威数源)정
보기술유한회사

판야오중(潘耀忠),리창

쯔(李强子),장진수이(张
锦水),스지톈(史击天),주
슈팡(朱秀芳),구샤오허

(顾晓鹤),주원취안(朱文
泉),웨젠웨이(岳建伟),쟈
쿤(贾坤),두신(杜鑫),장
푸민 (张富民) ,장양 (张
扬),왕훙옌(王红岩),왕원

나(王文娜),리웨(李乐)

1등상

10 2018에너

지-1-001

대규모 에너지 

계측기기 

지능협동검측 

핵심기술 및 응용 

중국전력과학연구원유한회사

국가전망공사

국가전망공사 베이징시전력회사

국가전망공사 지베이(冀北)전력

유한회사

국가전망공사 톈진시전력회사

국가전망공사 허베이성전력유한

회사

국가전망공사 푸젠성전력유한회

사

베이징난루이제훙(南瑞捷鸿)과기

유한회사

베이징즈신(智芯)마이크로전자과

기유한회사

국가전망계량센터유한회사

정안강(郑安刚),쉬잉후

이(徐英辉),쩌우허핑(邹
和平),두신강(杜新纲),펑
추닝(彭楚宁),천하오(陈
昊),주언궈(祝恩国),류쉬

안 (刘宣) ,저우후이 (周
晖),리궈창(李国昌),루관

나(鲁观娜),차오궈루이

(曹国瑞),쑨충(孙冲),장
리쥐안(张荔鹃),장미(张
密)

1등상

11 2018에너

지-1-002

10kv 부하시 

가변용량 변압기 

핵심기술 연구 및 

보급응용

중국전력과학연구원유한회사

베이징보루이라이(博瑞莱)지능과

기그룹유한회사

국가전망공사 베이징시전력회사

산둥전공전기그룹유한회사

베이징난루이뎬옌화위안(南瑞电
研华源)전력기술유한회사

국가전망공사 산둥성전력회사

성완싱(盛万兴),왕진리

(王金丽),웨이전샹(魏贞
祥),팡헝푸(方恒福),린타

오(林涛),한사이건(韩筛
根),저우슝(周雄),양훙레

이(杨红磊),장하이룽(张
海龙),원옌(文艳),멍샤오

리(孟晓丽),쑹치펑(宋祺
鹏),셰팡(解芳),류사오화

(刘韶华),쑨예룽(孙业荣)

1등상

12 2018에너

지-1-003

이중에너지CT 
동식물검역 지능 

검사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응용

칭화대학교

퉁팡웨이스(同方威視)기술주식유

한회사

천즈창(陈志强),장리(张
丽),먀오치톈(苗齐田),리
위안징(李元景),싱위샹

(邢宇翔),리량(李亮),자
오쯔란(赵自然),황칭핑

(黄清萍) ,쑨윈다 (孙运
达),진신(金鑫),탕후(唐
虎),왕쉐우(王学武),딩후

이(丁辉),선웨(沈乐),왕
숴(王朔)

1등상



번호 프로젝트명 완성기관 주요 완성자 수상등급

13 2018에너

지-1-004

대형 치밀사암 

가스전 고효율적 

평가·개발 통합화 

핵심기술 및 산업화 

응용

중국석유대학교(베이징)
중국석유화공주식유한회사 화베

이석유가스지사

중국석유화공주식유한회사 시난

석유가스지사

베이징스다유위안(石大油源)과기

개발유한회사

왕즈장(王志章),왕궈좡

(王国壮),예타이란(叶泰
然),친쉐페이(秦雪霏),차
오스위안(曹思远),한슈

메이(韩秀梅),리화지(黎
华继),장궈인(张国印),레
이타오 (雷涛) ,리핑 (黎
平),차오퉁성(曹桐生),왕
펑(王鹏),천쥔(陈俊),천
원하오(陈文浩),류청촨

(刘成川)

1등상

14 2018제조-
1-001

고정밀도 특대 중형 

선반·밀링 복합 

공작기계 정밀제조 

핵심기술 및 응용

베이징공업대학교

베이징베이이(北一)공작기계주식

유한회사

류즈펑(刘志峰),청창(程
强),자오융성(赵永胜),한
성 (韩胜) ,왕젠화 (王建
华),류쥔(刘俊),자오둥밍

(焦东明),류하이순(刘海
顺),장예(姜野),차이리강

(蔡力钢),팡리자오(方丽
照),양충빈(杨聪彬),왕신

(王新) ,장차이샤 (张彩
霞),추훙옌(初红艳)

1등상

15
2018도시

건설-1-00
1

친환경 공공건축 

환경 및 에너지절약 

설계 핵심기술 연구 

및 응용

칭화대학교

베이징시건축설계연구원유한회

사

중국건축공정총공사1국그룹건설

발전유한회사

베이징칭화퉁헝(清华同衡)계획설

계연구원유한회사

린보룽(林波荣),쉬훙칭

(徐宏庆),리샤오펑(李晓
锋),주잉신(朱颖心),류자

건(刘加根),량난(梁楠),
리즈웨이(李紫微),천충

중(陈洪钟),위충(余琼),
왕저(王者),다이훙펑(代
宏峰),리진추(李晋秋),가
오후이룬(高惠润),천나

(陈娜),겅양(耿阳)

1등상

16 2018교통-
1-001

BJ40계열 경형 

지프차 개발 및 응용

베이징자동차연구총원유한회사

베이징자동차그룹유한회사 지프

차계열사

왕레이(王磊),왕리민(王
立敏),마중민(马忠民),장
취안(张泉),쉬허이(徐和
谊),왕장 (王璋),장진밍

(张进明),리루이저(李睿
哲),류하이건(刘海根),모
후이보(莫惠波),추쉬(邱
旭),완전 (万振),스지훙

(石计红),차오후이린(曹
慧林),자오쯔펑(赵子丰)

1등상



번호 프로젝트명 완성기관 주요 완성자 수상등급

17 2018교통-
1-002

도시궤도교통 자율화 

완전자동 운행시스템 

핵심기술 및 

공학시범

베이징시궤도교통건설관리유한

회사

베이징교통대학교

교통제어과기주식유한회사

중처창춘궤도객차주식유한회사

베이징허리스(和利时)시스템공학

유한회사

허베이위안둥(远东)통신시스템공

학유한회사

베이징청젠(城建)설계발전그룹주

식유한회사

베이징시궤도교통설계연구원유

한회사

중처칭다오쓰팡(青岛四方)철도차

량주식유한회사

베이징중헝기전(纵横机电)기술개

발회사

딩수쿠이(丁树奎),탕타

오(唐涛),한즈웨이(韩志
伟),가오춘하이(郜春海),
장옌빙(张艳兵),류보(刘
波),리젠 (李剑),지수신

(吉树新),왕다오민(王道
敏),부빙(步兵),자이궈루

이(翟国锐),궈쩌쿼(郭泽
阔),샤오옌(肖衍),덩쩌핑

(邓泽平),멍훙팡(孟红芳)

1등상

18 2018농업-
1-001

중국 주요 농작물 

재배지역 전용 

복합비료 연구개발 

및 산업화

중국농업과학원 농업자원·농업

구획연구소

중국-아랍화학비료유한회사

선전시바톈(芭田)생태공학주식유

한회사

자오빙창(赵秉强),선빙

(沈兵),위안량(袁亮),린
즈안(林治安),리옌팅(李
燕婷),황페이자오(黄培
钊),왕진밍(王金铭),왕리

룽(王礼龙),정슈싱(郑秀
兴),장윈썬(张运森),돤지

셴(段继贤),장빙인(张兵
印),량훙장(梁红江),처성

궈(车升国),스쉐융(石学
勇)

1등상

19 2018의학-
1-001

암유발 재프로그래밍 

및 NK세포 

기능저하성 

간암발생촉진 분자 

메커니즘 연구 

중국과학원 생물물리연구소

판쭈썬(范祖森),왕숴(王
硕),왕옌잉(王彦英),주핑

핑(朱平平),샤펑옌(夏朋
延),두잉 (杜颖),예부칭

(叶步青),리충(李翀),류
번위(刘本宇)

1등상

20 2018의학-
1-002

3D 프린팅 

티타늄합금 

정형외과용 이식물 

임상응용 및 

핵심기술 연구 

베이징대학교 제3병원

베이징아이캉이청(爱康宜诚)의료

기기유한회사

베이징대학교

류중쥔(刘忠军),차이훙

(蔡宏),왕차이메이(王彩
梅),정위펑(郑玉峰),장커

(张克) ,류샤오광 (刘晓
光),장웨이핑(张卫平),톈
화(田华),웨이펑(韦峰),
장량(姜亮),쑨추이궈(孙
垂国),쑨위 (孙宇),청옌

(成艳),리젠(李健),류아

이궈(刘爱国)

1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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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8의학-
1-003

구강악안면 기능 

재건 핵심기술 혁신 

및 임상응용

서우두의과대학교 부속베이징구

강병원

우한대학교 구강병원

베이징대학교 구강의학원

왕쑹링(王松灵),룽싱(龙
星),판즈펑(范志朋),류이

(刘怡),장이(张益),덩웨

이훙(邓末宏),친리정(秦
力铮),팡웨이(房维),샤덩

성(夏登胜),진루위안(靳
路远),쉬쥔지(徐骏疾),정
잉(郑颖),두쥐안(杜娟),
후레이(胡磊),장춘메이

(张春梅)

1등상

22 2018의학-
1-004

자가면역질환 발병 

메커니즘 및 진료 

핵심기술 개발과 

응용

중국의학과학원 베이징셰허(协
和)병원

중국의학과학원 기초의학연구소

중일우호병원

홍콩대학교

화난이공대학교

상하이교통대학교 의학대학 부

속런지(仁济)병원남원

장쉬안(张烜),허웨이(何
维),추이융(崔勇),뤼리웨

이(吕力为),장펑춘(张奉
春),주자오후이(朱朝晖),
리융저(李永哲),예솽(叶
霜),롄저슝(廉哲雄),장젠

민(张建民),자오리단(赵
丽丹),천화(陈华),페이윈

윈(费允云),탕푸린(唐福
林)

1등상

23 2018중의

약-1-001

유전·환경 기반의 

도지약재 

품질보장기술 연구 

중국중의과학원 중약연구소

베이징대학교

난징중의약대학교

중국인민해방군제302병원

톈진대학교

상하이중의약대학교

베이징사범대학교

중국과학원 생태환경연구센터

장시중의약대학교

베이징중의약대학교

황루치(黄璐琦),궈란핑

(郭兰萍),양슈웨이(杨秀
伟),돤진아오(段金廒),샤
오샤오허(肖小河),하오

칭슈(郝庆秀),가오원위

안(高文远),리완쿠이(黎
万奎),멍판윈(孟繁蕴),천
바오둥(陈保冬),장샤오

보(张小波),중궈웨(钟国
跃),류융(刘勇),주서우둥

(朱寿东),가오웨이(高伟)

1등상

24 2018약학-
1-001

범용형 정형외과 

네비게이션수술 

로봇시스템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임상응용

베이징지수이탄(积水潭)병원

베이징항공항천대학교

베이징톈즈항(天智航)의료과기주

식유한회사

홍콩중문대학교

톈웨이(田伟),우신바오

(吴新宝) ,판위보 (樊瑜
波),장쑹건(张送根),량궈

쑤이(梁国穗),류야쥔(刘
亚军),왕쥔창(王军强),왕
위(王豫),쉬진(徐进),장
잉카이(张颖恺),류보(刘
波),자오춘펑(赵春鹏),허
다 (何达) ,왕빈빈 (王彬
彬),뤼옌웨이(吕艳伟)

1등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