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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기인력자원
발전현황 분석

  

배 경

  과학기술통계 보고서는 통계치를 기반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발

전현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각급 과학기술 관리와 정책결

정 자문부문을 위해 상세한 데이터자료와 신뢰성 정책결정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4월 1일부터 과기부의 위챗공식계정인 루이커지(@锐
科技)를 통해 「과학기술통계보고서」(이하 보고서)칼럼을 개설한

다. 보고서는 2018년에 발표한 최신 과학기술 통계치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보고서는 중국의 R&D투자, R&D 활동 및 산출 등 

주요지표를 다루었으며, 기업,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활동 통계분석, 첨단기술제품 수출입 통계분석, 국가첨단기술산업

개발구, 기술시장 등 전문 통계분석 그리고 일부 성/시의 R&D 

활동현황 통계분석 내용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는 총 14개의 시리즈 자료로 구성되었다. 제1호에서

는 <중국의 과기인력자원 발전현황 분석> 자료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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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기인력자원 발전현황 분석

1 중국 과기인력자원 규모의 안정적인 증가

2017년에 과학기술인력자원 총량은 8,705만명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했다. 그 

중 대학 학부 및 이상 학력 소지 과학기술인력자원 규모가 3,934만명으로, 전년대

비 7.1% 증가했다. 중국의 학부 및 이상 학력 소지 과학기술인력자원 계산범위는 

미국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다. 2009년 이후, 중국 과학자와 

엔지니어 총량은 줄곧 미국보다 많았다. 미국의 <과학 및 공학 지표 2018>에 따르

면, 2015년 미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총 2,320만명이다.

그림 1-1❙중국 과기인력자원 규모 (200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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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연구 및 시험개발 인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학력 인력 비중이 높

아졌으며, R&D 인력 자질이 더욱 향상했다. 2017년에 중국의 R&D 활동 참여 인

력 규모는 621만 4,000명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했으며, 그 중 67.7%가 풀타임 

인력이다. R&D 인력 가운데 여성은 166만명으로, 7.5% 증가하고, 박사가 41만 

7,000명, 석사 92만 2,000명, 학부 졸업생은 271만 2,000명이다. 대학원 학력 소

지 인원수는 전체의 21.5%로, 전년(21.0%) 대비 조금 향상했다.

FTE 기준에 따라 통계한 결과, 2017년에 중국 내 R&D 인력규모는 403만 

4,000명으로, 2016년 대비 15만 6,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4.0%로 전년

대비 0.8%p 향상했다.

R&D 연구자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에 174만명을 달성했으며, 2016년 

대비 4만 8,000명이 증가하고, 증가율은 2.9%이다. R&D 연구자가 R&D 인력에서 

차지한 비중은 43.1%로, 전년대비 0.5%p 감소했다.

그림 1-2❙중국 R&D 과기인력자원 규모 (200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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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R&D 인력 비중과 시험개발 인력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지
만 여전히 주도적 지위 차지

2017년에 중국 내 기업의 R&D 인력 총량은 312만명으로, 중국 전체의 77.3%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0.3%p 감소했다. 연구기관과 대학의 R&D 인력은 각각 40만 

6,000명과 38만 2,000명이고, 양자의 합계 비중은 19.5%로, 전년대비 조금 상승

했다. 기타 사업기관의 R&D 인력은 12만 6,000명/년이고, 중국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은 3.1%이다.

2017년에 중국 내 R&D 인력 가운데 과학연구 인력이 차지한 비중이 조금 상승

했으며, 시험개발 인력 비중이 조금 감소했다. 기초연구 인력은 29만명으로, 7.2%

를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0.1%p 향상했다. 응용연구 인력은 49만명이고, 비중은 

12.1%로, 전년대비 0.8%p 향상했으며, 시험개발 인력은 325만 4,000명으로, 

80.7%를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0.9%p 감소했다.

3 중국 R&D 인력 투입 집중도, 선진국과의 격차가 좁아지는 추세 

OECD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미국의 R&D 연구자는 137만 1,000명/년으로,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연구개발그룹 규모가 최대이다. 중국의 R&D 연구자(FTE 

기준)는 2010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최신 데이터 계산에 따르

면, 중국의 R&D 연구자(FTE 기준) 수(44개국 지역 합계수)가 세계 전체에서 차지

한 비중은 2009년의 18.5%에서 2017년의 22.5%로 상승했으며, 미국의 비중은 

20.1%에서 17.7%로 각각 감소했다.

중국 R&D 인력의 투입 집중도는 해마다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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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1만명당 R&D 인력 수는 2010년의 33만 6,000명/년에서 2017년의 52명/년

으로, 연평균 6.4% 증가했다. 취업자 1만명당 R&D 연구자 수는 2010년의 15.9명/

년에서 2017년의 22.4명/년으로 증가하고, 연평균 5.0% 증가해 같은 기간 취업자 

1만명당 R&D 인력보다 연평균 증가율이 1.4%p 감소했다. 

표 1-1❙ R&D 인력규모 10만명 이상의 국가

데이터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8-2. 

국 가 연 도
R&D 인력
(만명/년)

취업자 1만명당 
R&D 인력 수 
(명·년/만명)

R&D 연구자
(만명/년)

취업자 1만명당 
R&D 인력 수 
(명·년/만명)

중국 2017 403.4 52.0 174.0 22.4

호주 2010 14.8 133.0 10.0 90.3

브라질 2014 37.7 30.9 18.0 14.8

캐나다 2016 22.3 120.9 15.5 84.1

프랑스 2017 43.5 155.8 28.9 103.4

독일 2017 68.2 154.0 41.4 93.4

인도 2014 52.8 7.8 28.3 4.2

이탈리아 2017 29.2 116.2 13.6 54.3

일본 2017 89.1 131.9 67.6 100.1

한국 2017 47.1 177.5 38.3 144.3

네덜란드 2017 13.8 152.1 8.5 93.8

폴란드 2017 12.1 74.6 9.6 59.3

스페인 2017 21.6 110.7 13.3 68.4

터키 2017 15.4 55.1 11.2 40.1

영국 2017 42.5 132.4 29.0 90.4

미국 2017 137.1 89.3

러시아 2017 77.8 107.9 41.1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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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에서 보면, 중국 R&D 인력 투입 집중도 지표는 여전히 국제적으로 뒤처

지고 있다. 2017년에 R&D 인력 총량이 10만명을 넘어선 국가 가운데 중국의 취업

자 1만명당 R&D 연구자 수는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을 뿐이다. 상당수 

선진국의 취업자 1만명당 R&D 인력 수는 여전히 중국의 2배 이상이다. 2017년에 

중국 내 취업자 1만명당 R&D 연구자 수는 R&D 인력 총량 10만명/년 이상의 국가 

순위에서 꼴찌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선진국의 해당 지표는 기본상 중국의 4배 이

상이다.

참고자료

§ 我国科技人力资源发展状况分析(2019.4.2.) 

https://mp.weixin.qq.com/s/2O4PYZrU9DeKtw_KUqPR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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