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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원,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를 글로벌 과학기술허브로 조성 

국무원이 2월 19일에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대만구 발전 계획 요강』 발표

l 총 11장(챕터)에 걸쳐 2만여 자로 구성된 동 계획에는 대만구 경제권의 청사진 제시 

- (2022년) 광둥·홍콩·마카오를 세계 일류 수준의 베이(Bay) 경제권과 세계적 도시클러

스터로 조성하여 웨강아오대만구 구상의 기본적 틀 마련

- (2035년) 세계 최고의 거주·산업·관광 중심지로 도약하여 웨강아오대만구 구축 마무리

l 웨강아오대만구 구축 사업은 시진핑 정부가 신시대의 전면적 개방 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자, 일국양제(一國兩制) 발전을 위한 사업이기도 함 

- 중국에서 가장 개방성이 높고 경제 활력이 넘치는 지역 중 하나로서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세계 3대 베이(Bay)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대 경제권 조성  

자료출처:� http://zhidx.com/p/1416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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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베이(Bay)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과기혁신 허브 조성 △인프라 

연계 가속화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현대산업시스템 구축 △ 거주·산업·관광 환경 

보전 등 차원에서 구체적 시책 제시  

l 웨강아오대만구의 5대 전략적 포지셔닝 

l 각 도시의 특성 및 강점을 살려 도시 및 도시 간의 연동발전 추진   

- 선도도시의 견인차 역할 발휘와 교통축 완비를 통해 효율적 도시 간 네트워크 조성

- 도시클러스터 및 도시·농촌발전체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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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웨강아오대만구를 글로벌 과기혁신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점에 주목  

l 광둥, 홍콩 및 마카오 3개 지역은 우수한 대학, 연구소, 첨단기술기업 및 국가거대과학

공정을 보유하여 글로벌 혁신허브 조성의 양호한 기반 보유 

- (예시) '17년 이 지역(홍콩·마카오 제외)의 GDP 대비 R&D투자의 비중은 2.9%에 달하여 전국 

평균 수준인 2.1% 높음  

- (예시) 수행주체별 R&D투자를 보면,  이 지역 90% 이상의 투자는 기업에서 나왔고, 이와 같은 

기업의 적극적 연구개발 투자 의지는 이 지역의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  

l "광저우-선전-홍콩-마카오" 과기혁신주랑(走廊) 및 웨강아오대만구 국제과기혁신센터 

구축 등을 통해 웨강아오대만구의 글로벌 과기혁신 허브 구축 지원 

- 특히, 과기체제 개혁을 통해 혁신요소가 내륙지역 및 홍콩·마카오 간에 원활하게 유동되고 

협동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표 1>� 글로벌 과기혁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조치

구분 세부 시책

 개방형
지역협동혁신공

동체 구축

¡ 과기혁신 협력 강화

 광저우-선전-홍콩·마카오 과기혁신주랑(走廊)� 구축

 국가자주혁신시범구,�국가혁신창업시범기지 및 창업기지 등의 구축과 홍콩·

마카오의 교류협력 지원

¡ 혁신기반 강화

 중대 과기시설,� 연구기구 및 혁신플랫폼의 웨강아오대만구 입주 지원

 홍콩·마카오 과학자의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참여 지원

¡ 산학연 심층융합 추진

 홍콩·마카오·광둥의 기업,� 대학 및 연구소의 협동혁신플랫폼 구축 지원

 광둥·홍콩·마카오과기혁신협력발전계획 및 광둥·홍콩공동혁신지원계획을

실시하여 웨강아오산학연혁신컨소시엄 설립 지원

 높은 수준의

과기혁신 플랫폼

구축

¡ 대만구의 중대 과기인프라,� 융합연구플랫폼 및 선도학문분야 건설을 추진

하여 기초연구 수준 향상

¡ 산업기술혁신플랫폼,� 제조업혁신센터 및 기업기술센터 육성 지원

¡ 중국·신가포르 광저우지식성(中新广州知识城),� 난사칭성(南沙庆盛)� 과학기술
혁신 산업기지,� 헝친(横琴)·광둥·마카오 협력 중의약과학기술산업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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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현대산업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주로 선진적 제조업, 전략적 신흥

산업, 선진적 서비스업 및 해양경제 중점 육성   

l 세계적 선진 표준을 벤치마킹하여 세계적 산업클러스터 육성 노력   

- 주하이·포산을 선도로 저우장 서쪽에 첨단장비제조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선전 및 둥관을 중심

으로 저우장 동쪽에 글로벌 영향력 및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첨단제조업산업클로스터 조성

- 차세대 정보기술, 생물기술, 첨단장비제조 및 신소재 등을 새로운 중견산업으로 육성하고 신형 

디스플레이, 차세대통신기술, 5G 및 모바일인터넷, 단백질 등 생물의약, 첨단 의학진료설비, 

유전자 검사, 선진 중약, 스마트로봇, 3D프리틴, 베이두(北斗)위성 등 중점분야에서 산업프로

젝트 실시 등 추진   

참고자료

§ 中共中央 国务院印发《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

http://www.gov.cn/zhengce/2019-02/18/content_5366593.htm#1

http://zhidx.com/p/141608.html

구분 세부 시책

¡ 홍콩 물류 및 공급사슬 관리·응용 기술,� 방직 및 기성복,� 정보통신 기술,�

자동차 부품,� 나노 및 첨단소재 등 5대 연구개발센터와 홍콩과학원,� 홍콩

디지털항구(香港数码港)� 구축 지원

¡ 마카오 중의약 과학기술 산업발전 플랫폼 구축 지원

¡ 홍콩·마카오 국가중점실험실 파트너실험실 구축 추진

 지역혁신환경
개선

¡ 지역혁신체제·메커니즘 개혁 심화

¡ 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추진

¡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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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기부, 2019년에 차세대인공지능혁신발전실험구 설립 등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개발·응용 추진 

차세대인공지능발전계획 추진사무실이 2월 15일 2019년 업무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중점추진업무 확정  

l 왕쯔강(王志剛) 과기부 부장이 이번 회의를 주재하고 추진사무실 구성기구 담당자,

전략자문위원회 전문가와 일부 기업가들이 참석

F 차세대인공지능발전계획추진사무실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실시와 중대과기프로젝트 기획·실시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율기구로 ‘17년 설립되고,� 과기부 등 15개 부처로 구성

l 동 회의에서 차세대 인공지능전략자문위원회를 토대로 인공지능거버넌스전문위원

회를 설립하기로 결정 

- 위원회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칭화대 쉐란(薛灡) 교수가 

주임(위원장) 담당 

2019년에 차세대 인공지능발전계획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과 응용 확대 촉진  

  

구분 주요 내용

인공지능 과기혁신시스템 

구축 강화 

§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모델, 알고리즘, 수학 및 인지학 등 분야의 연구개발을 

중요시하여 기초연구, 기술개발 및 산업혁신 등 촉진 

수요를 지향으로 응용 촉진
§ 지속가능 발전 및 국민 경제 및 생활 등 수요에 초점을 맞춰서 응용시범 확대
§ 지역적 우위 및 특성을 살려 차세대 인공지능발전시범구 구축 추진

인공지능 분야의 정책 설계 

강화 

§ 기업의 주체적 역할 강화 

§ 소스개방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혁신생태계 강화 

이에 따라 과기부는 2월 20일에 베이징시의 국가차세대인공지능혁신발전시범구 

설립안을 승인하여 베이징시가 인공지능의 선도지역으로 발전하도록 지원  

참고자료

§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推进办公室召开2019年工作会议
https://mp.weixin.qq.com/s/P3EQBQbmXil7We0inP1C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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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기부, 2017년에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점전문프로젝트 50개 실시

과기부의 “2017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연도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연말까지 

총 50개의 전문프로젝트 실시·지원 

l 이중, '17년에 새로 가동된 프로젝트는 6개가 있고, '16년 프로젝트는 44개 기록

[표 1]� 2017년 신규 실시 프로젝트

구분 분야 전문프토젝트 명칭

1 기초·선도과학분야 변혁성 기술 관련 핵심 과학적 문제

2
첨단기술분야

고신기술 분야의 “지능로봇”

3 현대서비스업 공통성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 시범

4

국민생활

중대 자연재해 모니터링·조기경보 및 예방”

5 식품안전 핵심 기술 연구·개발

6 중의약 현대화 연구 

[표 2]� 2017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전문프로젝트 리스트

구분 중점 전문프로젝트

기초 선도분야

(8개)

« 줄기세포 및 전환 연구

« 나노 과학기술

« 양자제어 및 양자정보

« 거대과학 장치 선도 연구

« 단백질 장치 및 생명과정 제어

« 글로벌 변화 및 대응

« 변혁성 기술 관련 핵심 과학적 문제

« 국가품질지수(NQI) 기반기술 연구 및 응용

첨단기술 분야

(15개)

« 대체에너지 자동차

« 고성능 컴퓨팅

« 중점 기본재료 기술 향상 및 산업화

« 전략적 첨단 전자재료

« 지구관측 및 항법

« 석탄 청정·고효율적 이용 및 신형 에너지절약 기술
« 재료 유전자공학 핵심기술 및 지원 플랫폼

« 사이버 공간 안전

« 지능 전력망 기술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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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점 전문프로젝트

«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 적층 제조 및 레이저 제조

« 선진 궤도교통

« 지능로봇

« 현대서비스업 공통성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 시범

« 중대 과학기기·설비 개발

사회민생 분야

(17개)

« 디지털 진료장비 연구·개발,

« 대기오염 형성원인 및 제어기술 연구

« 심해 핵심 기술 및 장비

« 수자원 고효율적 개발·이용

« 전형적 취약생태 복원 및 보호 연구

« 심부 지하자원 탐사·채굴

« 녹색 건축 및 건축 산업화

« 공공안전 위험관리 및 비상 기술·장비

« 정밀의료 연구

« 생식건강 및 중대 선천성 결함 방제 연구

« 생의학 재료 연구·개발 및 조직·기관 복원·대체

« 생물안전 핵심 기술 연구·개발

« 중대 만성비감염성 질환 방제 연구

« 해양환경안전 보장

« 중대 자연재해 모니터링·조기경보 및 예방

« 식품안전 핵심 기술 연구·개발

« 중의약 현대화 연구

농업과학기술 분야

(8개)

« 7대 농작물 육종

« 화학비료·농약 사용 감소 및 효과 증대 종합기술 연구·개발

« 작물 다수확 효과 증대 과기혁신

« 현대 식품가공 및 식량 수확·저장·운반 기술 및 장비

« 가축·가금 중대 역병 방제 및 고효율 안전사육 종합기술 연구·개발

« 임업자원 육성 및 고효율 이용 기술 혁신

« 지능 농기계 장비

« 농업 면오염원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 종합 관리 및 복원 기술 연구·개발

국제협력 분야

(2개)

« 정부간 국제과기혁신 협력/강아오타이(港澳台) 과기혁신 협력

« 전략적 국제과기혁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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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신청·평가·입안 현황 

 프로젝트 신청 

l '17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점프로젝트 신청과제 수는 4,718건(2개 국제협력 

중점 특별프로젝트 제외) 기록

- 총 98개 기관이 과제를 추천하였는데, 국무원 관련부서, 지방 과학기술 주관부서 

및 산업별 협회·산업연맹은 각각 36개, 37개, 25개로 집계

 심사전문가 현황

l 과제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모두 국가과학기술전문가데이터베이스에서 선발될 

뿐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관리정보시스템 공공서비스플랫폼에서 공개

l 예비심사 및 패널심사 전문가는 각각 1,460명, 5,034명으로 기록 

- 전문가 소속별로 보면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은 각각 30.6%, 50.3%, 14.1%를 

차지하고, 의료기관 등 기타 기관은 5% 차지

- 연령별로는 삼사전문가 40세 이하, 40~50세, 50~60세 및 60세 이상의 전문가는 

각각 6.2%, 32.0%, 49.1%, 12.7%로 통계

 과제선정 상황

l '17년 총 4,718개 과제 신청을 접수받았으나, 예비 및 패널 심사를 거쳐 최종 1,310개 

신규 과제 지원 확정 

- '16년 과제를 포함하여 '17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은 총 2,478 개 과제 지원

('17년의 비중 52.9%)

2017년 신규과제 지원 현황 

 지원비 

 - 중앙정부 예산: 264.5억 위안(52.4%) - 자체 조달예산 : 240억 위안(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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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규과제 지원 현황 

 지원과제 수 TOP 5 전문프로젝트 

  과제 유형별 분포(총 1,310개)

 기관별 수행과제 수(총 1,3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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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까지 2,478개 과제에 대한 2017년도 중앙재정 지급액은 191.1억 위안에 

달하여 전체 예산의 35.2% 차지 

l 이에 따라 중앙재정 지급액이 누적으로 307.7억 위안에 달하여 진행 중인 과제 예산

의 56.7% 차지  

2017년 신규과제 지원 현황 

 지역별 수행과제 수(총 1,310개)

 실시주기별 과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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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에 참여인원 수는 20.1만 명에 달한 가운데, 여성은 

29.4%  

l 1,310개 신규 과제의 경우, 과제 담당자의 평균 연령은 51세로 통계  

F 프로젝트 담당자 연령대를 보면 40세 이하, 40~50세, 50세 이상의 인원수는 각각 136명, 

433명, 741명임

과기부 및 재정부 등 관계부서는 중점연구개발계획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관리 잠정 방법」,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자금관리 방법」 및 관련  

세칙 발표·실시

l 중점연구개발계획의 총체적 요구에 따라 관리의 틀 및 제도 구축·보완

l 프로젝트 분야별 관리 및 세밀화 관리 강화(특히. 핵심적 일환 관리 강화)

l 전문프로젝트 통합화 시행을 위한 관리조치 탐구 및 추진

l 과학연구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l 프로젝트 관리, 품질 관리, 리스크 관리 등 일련의 제도를 구체화시켜 특색 있는 관리

체계 및 관리모델 구축

참고자료

§ 官宣！科技部发布2017年国家重点研发计划年度报告
https://mp.weixin.qq.com/s/YvL-85EvLg-VVCdX6iqP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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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감회, 『상해증권거래소에 과학혁신보드(科創板) 설립과 시범 
등록제도 도입에 관한 실시의견』 발표

중국 증감회(證監會)는 「상해증권거래소에 과학혁신보드(科創板) 설립과 시범 등록

제도 도입에 관한 실시의견」 발표(1.30)

l (배경) 시진핑 국가주석이 '18년 11월 5일 열린 제1차 중국국제수출입박람회에서 

기조연설을 발표해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과기혁신보드를 설립하고 시범 등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시 

- 이에 따라서 '19년 1월 23일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과학혁신보드 설립과 시범 등록제도 도입에 관한 총체적 실시방안과 실시의견 심의·통과

l (목적) 상해증권거래소에 과학혁신보드 설립과 시범 등록제도 도입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에 따라 자본시장의 중국 핵심기술 혁신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역할 강화

- 상하이의 국제금융센터와 과기혁신허브 구축 지원 / 자본시장의 기반제도 보완

l 동 의견에 따르면 과학혁신보드는 세계 과학 프론티어 분야, 경제성장 및 국가의 전략적 

수요를 지향하여 핵심기술 공략에 집중하고 시장 인지도가 높은 과기형 혁신기업을 중점 

서비스 대상으로 설정  

- 이를 통하여 소비의 중고급화, 경제 발전의 질적 수준·운영효율 향상 및 동력전환 등 추진

l (상장요건) 과학혁신보드의 콘셉트와 기업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포용적 상장조건 설치

- 과학혁신보드 콘셉트에 부합하고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적자난 기업이 진입 허가

- 관련 요건에 부합하는 특수 지분구조 기업 및 레드 칩 기업(Red Chip, 紅籌企業) 진입 허가

중점 지원 분야

§ 차세대 정보기술 / 첨단장비 / 신소재 / 신에너지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 바이오의약 등

§ 인터넷,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과 제조업의 심도용합 추진

참고자료

§ 证监会发布《关于在上海证券交易所设立科创板并试点注册制的实施意见》

http://www-gov-cn.wvpn.ncu.edu.cn/xinwen/2019-01/31/content_5362765.htm?tdsourcet

ag=s_pcqq_ai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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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2,766개 연구소·대학의 2017년 기술성과 이전 계약액이 
121억 위안에 달해 전년대비 66.1% 증가

 「중국 과기성과이전 2018년도 보고서(대학·연구소篇)」 발표(1.30)

l 「과기성과이전촉진법」('15) 수정 및 관련 세칙 발표 실시 이후 과기성과 이전·사업화가 

보다 활성화되어 가시적 성과 달성

l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성과 이전·사업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국과기성과관리

연구회, 국가과기평가센터 및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가 공동으로 동 보고서 편성  

-  '17년 2,766개 연구소 및 대학의 기술성과 이전·사업화 현황에 대해 통계 진행 

'17년 2,766개 연구소 및 대학이 양도, 라이센싱, 지분투자 등 방식을 통해 기술 

이전·사업화 진행 

l 기술성과 이전 계약 수 및 거래액은 각각 9,907건, 121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34%, 66% 증가

- 계약 당 평균 거래액은 122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약 24% 성장 

- 기술이전 계약액이 1억 위안을 넘은 기구는 31개로 동기대비 55% 증가 

l 기술 이전·사업화에 따른 수익이 늘어나 과학기술자의 기술혁신 능동성 활성화  

- 과학기술자가 받은 현금 및 지분 인센티브는 동기대비 24%에 달하여 47억 위안 달성

l 대학·연구소의 기술 수출 및 서비스 능력이 계속 강화되어  "대중창업·만중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 

- '17년 대학·연구소는 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기구, 이전기구 및 이전서비스플랫폼은 

6.475개에 달하여 동기대비 37% 증가 

- 또한 공동 설립이나 지분 참여 방식으로 설립한 기업은 1,676개로 동기대비 33% 증가  

전반적으로 보면 대학·연구소는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에 있어 아래와 같은 도전 및 

문제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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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일부 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정책이 완비되지 않아서 수행하기 어려움

l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 기구와 인력 부족  

- 9.5%의 기구만 전문적 기술이전기구를 설립하여 서비스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구현

l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평가시스템 미비 

l 높은 수준의 기술성과 공급이 부족하고 기업의 기술 이전 능력이 취약하며 중간실험 및 

성숙화 투입이 부족  

참고자료

§ 科技成果，他们转化了121亿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9-02/28/content_752843.shtmlag=s_pcqq_aio

msg

주요 데이터로 보는 2017년 대학·연구소의 기술 이전·사업화 현황  

F 121억� :� '17년 2,766개 연구소/대학의 기술성과 이전계약액은 12억억 위안(계

약당 평균 금액 122만 위안)

F 47억 :� '17년 과학기술자들이 받은 현금 및 지분 인센티브는 47억 위안 달성 (약

6.2만 명을 장려했고 일인당 평균 장려금액은 7.6만 위안(한화로 약 1,278만 원)�기록)

F 33.4억 :� '17년 지역별 기술성과 이전 계약액 상위 3대 지역 베이징시

(33.4억 위안),� 상하이시(12.3억 위안),� 장쑤성(9.7억 위안)

F 6.1억 : 2017년 중국과학원 공정열물리연구소가 양도,� 허가,� 기술투자 등

방식으로 체결한 기술성과 이전 계약액은 6.1억 위안으로 전국 1위 차지

F 5.2억 :� 산둥이공대학교의 “무염소 무불소 폴리우레탄 화학발포제”� 성과가

5.2억 위안의 가격으로 이전되어 단일 기술이전 최고금액 기록

F 3.3억 : '17년 쓰촨대학 연구팀이 받은 기술성과 이전 및 지분 인센티브는

3.3억 위안에 달하고 1인당 평균 장려금액은 402.7만 위안을 기록해 전국

2,766개 R&D기관/대학교에서 1위 차지

F 269건:� 난징우전대학교는 269건의 기술이전 계약(3,262.8만 위안)으로 계

약건출 1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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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동향

주요 동향 핵심 내용

과기부, 제6차 

국가기술예측사업 

가동  

(2019.02.15. 과기부)

o 제6차 국가기술예측 Kick-Off� Meeting이 2월 12일

베이징에서 개최

 이멍(李萌)� 과기부 부부장의 주재로 발전개혁위,� 교육부,� 공업정
보화부,� 재정부 및 중국과학원 등 기술예측업무영도소조의 구성

기구 관계자들이 동 회의에 참석

o 차세대 국가 중장기 과기발전계획의 출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기부는 동 기술예측 사업 진행

 ‘80년대부터 과기부는 총 5회의 기술예측을 진행하여 과기 5개

년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효율적 지원 제공

 이번에 가동된 기술예측에서� 기술경쟁 평가,� 중대 기술출요 분석,�

기술발전트렌드 분석,� 분야별 기술조사 및 핵심기술 선택 등 5대

중점사업 추진

중국과학원, 

「과학데이터 관리 

및 공유 방법」 

발표

(2019.02.20. 

중국과학원)

o 과학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규범화하고자 중국과학원이

동 방법 발표

 출립 근거 :� 과학데이터관리방법('18.04,� 국무원)

o 과학데이터 총센터,� 학분야별 센터 및 연구소급 센터 등

구축을 통해 과학데이터 통합,� 정리,� 비축,� 활용 등 추진

http://kostec.re.kr/중국과학원-과학데이터관리-및-공유방법/

2018년도 중국 

쌍일류 대학 특허 

순위 공개

(2.19, 

장쑤성지식재산권국)

o 장쑤성지식재산권국이 일류대학 및 일류학과 건설 대학의

2018년도 등록특허 현황 발표

 일류대학의 경우,� 화난이공대,� 저장대,� 지닌대,� 칭화대 및 둥난대는

상위 1~5위 차치

 일류학과 건설 대학의 경우,� 쓰촨농업대,� 중국석유대,� 난징농업대,�

창안 및 시안석유대는 상위 1~5위 차지

http://kostec.re.kr/2018년도-중국-쌍일류-대학교-특허-순위/

http://kostec.re.kr/�߱����п�-���е����Ͱ���-��-�������/
http://kostec.re.kr/2018%EB%85%84%EB%8F%84-%EC%A4%91%EA%B5%AD-%EC%8C%8D%EC%9D%BC%EB%A5%98-%EB%8C%80%ED%95%99%EA%B5%90-%ED%8A%B9%ED%97%88-%EC%88%9C%EC%9C%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