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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금 프로젝트와 자금 관리 개선 관련 통지」 발표

최근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와 재정부는 과학연구인력의 혁신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과학기금 프로젝트와 자금 관리 개선 관련 통지」를 발표했음(4.4)

l (추진방향) 과제 신청 시 기입 정보 및 송부 자료 간소화, 프로젝트 예산편성 요구 간소화, 

연구자에게 더욱 큰 기술노선 결정권 부여, 연구기관에 프로젝트 경비 관리 및 사용 자주권 

부여 등 

방향 주요 내용 

 과학연구인력 부담 경감

§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와 혁신연구그룹 프로젝트 신청 시, 

학술위원회 또는 전문가그룹의 추천의견 제출 불필요

§ 기지 내 박사 후 과정생이 일반프로젝트, 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와  

지역 과학기금 프로젝트 신청 시, 의뢰기관의 서약서 제출 불필요

§ 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 신청서에 참여자 명단을 열거하지 않음

§ 프로젝트 예산편성 요구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고, 프로젝트 프로세스 

검사와 검수를 간소화함

 연구인력에게 더욱 큰 

기술노선 결정권을 부여하고, 

연구기관에 프로젝트 경비 관리 

및 사용 자주권을 부여

§ 과학기금의 프로젝트 책임자는 연구 또는 기술 지표를 변화시키지 

않는 전제에서 연구방안 또는 기술노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 과학기금 프로젝트 자금의 직접비 가운데 설비비를 제외한 기타 과목의 

예산 조달권을 모두 의뢰기관에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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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进一步完善科学基金项目和资金管理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9-04/04/content_759297.shtml

방향 주요 내용 

 대표적인 성과와 프로젝트의 

실시효과 평가 강화

§ 신청자와 참여자의 이력서에 열거하는 대표적인 논저 수의 상한을 

10편에서 5편으로 감소함

§ 논저 이외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와 학술적 인센티브 수는 기존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던 데로부터 10개라는 상한을 설정하였음  

 과학연구 윤리, 과학기술 

안전심사와 감독규제 강화

§ 의뢰기관과 프로젝트 신청자는 국가 관련 법률·법규 및 윤리준칙을 

엄격히 시행해야 함

§ 의뢰기관은 과학연구 윤리와 과학기술 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함

§ 윤리 심사와 프로세스 감독규제를 강화함

§ 연구자는 과학연구 윤리와 과학기술 안전 등 분야의 책임감과 법적 

의식을 증진하고, 윤리 심사와 감독규제를 자각적으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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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부, 「사업기관 국유자산 관리 잠정방법」 개정
 

¤ 2019년 4월 4일 재정부는 「사업기관 국유자산 관리 잠정방법」(이하 잠정방법)을 개정

하는 결정을 발표했음

F 주요 목표는 국가가 설립한 연구개발기관과 대학의 과학기술성과 이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 성과의 시장화 가격결정 양도와 출자를 통해 연구기관의 

인재 보유와 유치를 위한 여건을 창조함 

동 잠정방법에서 개정한 4대 중점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성과 이전 수입은 더 이상 국가에 상납하지 않고, 전부 해당  

   부서에서 소유함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성과 양도·라이센싱·가치투자의 경제행위는 더는 정부 심사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부서가 자주적으로 결정함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성과 양도·라이센싱·가치투자의 가격결정은 더는 자산 평가를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 쌍방이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함  

 처벌조항 추가: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성과 양도·라이센싱·가치투자 가운데 결탁  

   담합해 부정행위를 하고 국유자산을 헐값에 처분할 경우, 상응하게 처벌하고 범죄와  

   관련되는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함

참고자료

§ 财政部修改《事业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https://mp.weixin.qq.com/s/eHj5LMHni_rYiFyJNIksu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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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정부예산 공개, 과학기술 투자 대폭 증가 

최근 과기부, 교육부, 중국과학기술협회 및 중국과학원 등이  2019년도 예산을 잇달아 공개

했으며, 기초연구 및 인재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한층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4.4)

l 2019년 각 부처별 과학기술 예산 및 주요 지출방향은 다음과 같음 

[표 1] 2019년도 주요 중앙부처별 과학기술지출예산

부처 2019년 과기예산 주요 지출 방향

과기부

§ 약 485억 위안（4,849,630.83만위안）

2018년 지출액 대비 761,638.56만 위안 증가

2019년 예산증가폭 18.63% 

 각종 전문프로젝트 및 중점실험실 

예산 지출  

교육부

§ 약 44.6억 위안(446,381.22만 위안)

2018년 지출액 대비 49,602.83만 위안 증가, 

예산 증가폭 12.50%

§ 이중, 기초연구 352,705.47만 위안 

2019년 예산 0.65% 감소

2019년 고급인재계획 

전문 프로젝트경비는 3억 위안

(33,277.40만 위안)인데, 

주로 창장학자 500명 선정에 사용

(객원교수, 청년학자, 특별초빙교수 포함)

중국과학원

§ 약 383억 위안(3,828,218.07만 위안)

2018년 대비 452,625.65만 위안 증가

예산증가폭 13.41%     

기초연구 투입예산 225억 위안

(2,249,615.072만 위안), 

2018년 대비 예산증가폭은 16.67%

국가자연과학기

금위

§ 약 326억 위안(3,2655.25만 위안)

2018년 대비 313,606.98만 위안 증가

예산증가폭 10.64%  

자연과학기금의 총예산은 

약 311억 위안

(3,111,055.25만 위안)인데 

2018년 대비 10.93% 증가 
[이중, 자연과학기금과제 2,990,089.18만 위안, 

걸출청년과학기금과제 76,140.00만 위안, 

"청년천인계획(青千)"과제 149,000.00만 위안]

중국

과학기술협회

§ 약 27억 위안(276,003.34만 위안)

2018년 대비 64,128.44만 위안 증가

예산증가폭 30.27% 

2019년 학술교류활동 예산은 

8.6억 위안(8억6,530.00만 위안)으로 

2018년 대비 29.02% 증가

공업정보화부
§ 과기중대프로젝트예산은 약 75억 위안으로, 

2018년 대비 12.92% 증가

위생건강위원회
§ 과기중대프로젝트 예산: 약 48억 위안

(1) 과기중대프로젝트 43.8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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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2019년 과기예산 주요 지출 방향

(2) 중점연구개발예산은 약 4.3억 위안으로 

2018년 대비 41.61% 증가

농촌농업부

§ 과기중대프로젝트 예산: 약 19억 위안

중점연구개발계획예산은 약 11억 위안으로 

2018년 대비 8.18% 감소

참고자료

§ 热点聚焦 | 各部委晒出2019年部门预算，科技投入有较大增幅 
https://mp.weixin.qq.com/s/2zGW6vVl5CdNQyyyijMy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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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2018년 직접비 260억 위안 지원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제8기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이하 자연과학기금) 제2차 전원회의에 

따르면, 2018년 자연과학기금이 각종 과제에 총 260억 위안 규모의 직접비 지원 (3.27)

l 2018년 자연과학기금은 총 1,530개기관의 약 4.45만 건 프로젝트 지원

- 직접비 및  간접비용은 각각 260억 위안, 47억 위안으로 총 307억 위안 지원

   

구분 금액(억 위안)

직접비 260

승인 간접비 47

합계 307

2018년 자연과학기금은 지원사업에 대한 톱 디자인(頂層設計)을 강화하여 학문분야별의 균형

발전 지원 

l 과학연구자의 자주적 과제 선정 및 혁신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

- 일반 프로젝트 지원 건수는 18,947건으로 2017년에 비해 811건 증가(4.47%↑)

- 직접비용은 약 112억 위안임

l 각 학문분야의 중점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점프로젝트 지원 건수는 701건으로 2017년에 비해 34건 증가(5.10%↑)

- 직접비용은 약 21억 위안임

이와 동시에 “3대 공격 전투(三大攻堅戰)” 특별 프로젝트 배치도 강화

 “금융리스크 예방 및 통제” 관련 중점프로젝트를 가동해 금융 시스템리스크  예방과 

통제에 과학적 근거 제공 및 의사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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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지역 전문자금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농업과기 혁신연구 지원

- “新시기 빈곤구제 이론 및 정책 연구” 관련 중점프로젝트를 설립해 지방의 빈곤탈출 

및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 지원

- 지역 과학기금 프로젝트 신청인으로 하여금 빈곤지역과 소수민족지역 개발에서 부딪힌 

배후의 과학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유도함

 “대기 미세입자 독성학 및 건강 효과” 및 “중국 대기 복합오염 형성원인 및 대응 

메커니즘” 등 주요 연구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 오수 재생 및 생태 저장” 

등 8개 중점프로젝트 우선과제 설립

청년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인재 비축을 위해 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는 17,671건을 지원하여 

직접비용이 약 42억 위안에 달했음

참고자료

§ 国家自然科学基金委公布2018年资助账单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3/424533.shtm

순번 프로젝트 주요목적 건수 직접비(억 위안)

1 지역과학기금
기초연구 취약 지역의 

인재역량을 안정시킴
2,937 11

2
우수청년

과학기금
우수 중견 학술인재 양성 400 5

3
국가걸출청년

과학기금
학과 선두주자 및 선도자 양성 19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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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2018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입안상황 통계

¤ 현재까지 국무원이 승인한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점프로젝트는 68개(재정부 데이터)

이며, 2016년부터 실시한 프로젝트는 65개(국제협력전문프로젝트 제외)임

F 그중 "13.5"기간 대부분의 중점프로젝트는 과제 입안을 완료하였으며, 입안 과제 
및 중앙재정투입 경비는 각각 3,500여건 760억 위안 기록

F 수 만개 기관이 과제에 참여하였고, 과제 수행 주도기관은 전국의 모든 성, 직할시
와 자치구 커버 

국가연구과제관리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2016~2018년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과제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4.3)

l 2016년에 실시한 전문프로젝트는 42개인데, 과제 수는 1,193건이고 지원경비는 

2,97억 7,176만 위안(일부 우선지원경비 제외)에 달했음 

l 2017년에 6개의 중점프로젝트를 추가 실시하였는데, 과제 수 및 지원 경비는 각각 

1,279건, 2,55억 3,676만 위안 기록

- 6개 추가 프로젝트 : 파괴적 기술 혁신 관련 핵심적 과학문제, 식품안전 핵심기술개발, 

중의약 현대화, 중대 자연재해 모니터링·조기경보 및 예방, 지능형 로봇, 현대서비스업 

공통성 핵심기술 개발 및 응용

l 2018년에 새롭게 실시한 17개의 전문프로젝트에는 현장 오염형성원인 및 치리

기술, 능동형 건강 및 노령화 과학기술 대응, 기술 동계올림픽 등이 포함되며, 

경비투입액이 2,018,941만 위안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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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2016~2018년 입안상황

순위 전문 프로젝트명
입안 과제 수 중앙재정경비(만 위안)

비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석탄청정고효율이용 및 

신에너지절약기술
15 21 21 45631 50011 35929

2 지구관측 및 내비게이션 26 16 13 98801 53363 52531

3
대기오염형성원인 및 

제어기술연구
93 37 11 106198 101227 28211

4 심층자원탐사 및 채굴   11 20 17 65940 75896 47179

5 해양환경안전보장 26 19 20 53894 27573 33022

6
공공안전위험예방제어 및 

비상대처기술장비
32 34 62 111353 99122 142840

7 녹색건축 및 건축산업화 21 21 18 59679 42035 30753

8
산림자원육성 및 기술혁신의 

효율적 이용
9 13 4 29187 40622 9765

9 지능농업장비 21 17 11 92850 35021 11942

10   정밀의학연구   61 36 6 64175 58464 10408

11
생식건강 및 주요 출생결함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연구
9 11 30 36000 16639 58081

12
국가품질기반의 공통기술연구 

및 응용
45 75 40 67605 63387 35056

13    디지털진료장비개발       69 66 29 101185.79 78557 22370

14
생체의료용재료개발 및 

조직기관 복구대체    31 18 18 33415 25031 23117

15
중대 만성 비 전염성질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연구
82 38 45 67426 44204 60884

16 바이오안전성 핵심기술 연구 23 8 6 32029 19645 14296

17 중대과학장비 개발 40 50 53 59815 62629 51960.36

18 글로벌 변화 및 대응 29 24 12 52887 47440 19420

19
화학비료 및 농약 시비량감소 및 

효과증대 종합기술연구
13 21 15 92370 92902 6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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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2016~2018년 입안상황

순위 전문 프로젝트명
입안 과제 수 중앙재정경비(만 위안)

비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
양곡 풍작 및 효율증대 관련 

과기혁신
9 17 13 63450 59684 37697

21

농업 비점 오염원과 중금속오염 

농지에 대한 종합예방 및 

복구기술개발

11 15 9 28532 24664 12720

22 수자원 고효율 개발이용 31 30 20 87737 44455 38016

23
전형적인 취약한 생태복구 및  

    보호연구      37 31 5 95900 48387 5615

24 심해핵심기술 및 장비 41 23 35 122118 45634 53745

25 7대 농작물 육종 21 20 10 158936.9 53258 17408

26

가축 및 가금류 주요 

질병예방통제 및 고효율적인 

안전한 양식을 위한 

종합기술개발

16 23 24 71380 43875 29150

27
현대식품가공 및 

곡물저장운송기술장비
29 14 14 176860 33043 24799

28 스마트그리드기술 및 장비 19 16 19 58072 37020 37623

29     사이버공간보안         8 14 6 21402 34903 13672

30
재료게놈공정 핵심기술 및 

지원플랫폼       14 17 11 30000 29175 19927

31 나노기술  43 38 15 61737 88397 20449

32 양자제어 및 양자정보 28 27 21 40402 87747 32222

33 단백질기계 및 생명과정 제어 33 33 15 52411 73531 25336

34 대형과학장비의 프론티어연구 20 17 10 66291 39029 30405

35 신에너지자동차 19 18 26 101488 71646 99681

36 선진궤도교통 6 7 4 122629 48091 18375

37 클라우드컴퓨팅 및 빅데이터 15 15 19 38935 40942 47541

38     고성능컴퓨팅      19 18 4 31067 21889 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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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2016~2018년 입안상황

순위 전문 프로젝트명
입안 과제 수 중앙재정경비(만 위안)

비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39 적층가공 및 레이저제조 27 23 30 40851 45451 58830

40
중점기초재료기술고도화 및 

산업화    39 70 100150 120770

41 전략적 첨단전자재료 27 37 12 87627.74 79927 15815

42
      줄기세포 및 

      형질전환연구       25 40 30 48759 94021 58544

43
중대자연재해모니터링 조기경보 

및 예방
30 59 54404 110253

2017년도 

신규증가

44 지능형 로봇 44 50 29635
2017년도 

신규증가

45
현대서비스업의 공통핵심기술 

연구 및 시범응용
24 35716

2017년도 

신규증가

46 식품 안전 핵심기술 연구 20 24 43154 57713
2017년도 

신규증가

47 중의약현대화 연구 40 43 56294 46125
2017년도 

신규증가

48 파괴적 기술의 핵심과학문제 13 35166
2017년도 

신규증가

49 현장 토양오염원인 및 치리기술 33 60801
2018년도 

신규증가

50
능동적인 건강 및 노령화기술 

대응
26 45188

2018년도 

신규증가

51 기술 동계올림픽 12 34049
2018년도 

신규증가

52 블루곡물창고 기술혁신 17 56253
2018년도 

신규증가

53
주요 경제작물 고품질 풍작 및 

산업고도화 관련 과기혁신
10 36525

2018년도 

신규증가

54 고체폐기물 자원화 38 86170
2018년도 

신규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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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2016~2018년 입안상황

순위 전문 프로젝트명
입안 과제 수 중앙재정경비(만 위안)

비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55 녹색 살기좋은 마을 기술혁신 10 34698
2018년도 

신규증가

56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기술 31
공개하지 

않음

2018년도 

신규증가

57 원자력안전 및 첨단 원자력기술 6
공개하지 

않음

2018년도 

신규증가

58 종합교통운송 및 스마트교통 16
공개하지 

않음

2018년도 

신규증가

59 제조기초기술 및 핵심부품 42 46094
2018년도 

신규증가

60 발육프로그래밍 및 그 대사조절
공개하지 

않음

공개하지 

않음

2018년도 

신규증가

61 합성생물학
공개하지 

않음

공개하지 

않음

2018년도 

신규증가

62
네트워크협업제조 및 

스마트팩토리
33

공개하지 

않음

2018년도 

신규증가

63 광대역통신 및 신형 네트워크
공개하지 

않음

공개하지 

않음

2018년도 

신규증가

64
광전자 및 마이크로전자부품 및 

집적

공개하지 

않음

공개하지 

않음

2018년도 

신규증가

65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도시 

핵심기술 및 시범사업

공개하지 

않음

공개하지 

않음

2018년도 

신규증가

66 국제협력특별프로젝트

참고자료

§ 2016-2018年国家重点研发计划立项情况分析 
https://mp.weixin.qq.com/s/ouKUlFpJgUYtcuIPK9FY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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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7년도 중국 과기인력자원 발전현황 

2017년 중국 과기인력자원 총량은 8,705만 명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했고 R&D인력 

및 R&D 연구인력 규모가 현저히 증가

l 2017년 과학기술인력자원 중 학사 및 이상 학위 소지자는 3,934만 명으로, 

전년대비 7.1% 증가

- 2009년 이후, 중국 과학자와 엔지니어 총량은 줄곧 미국보다 많았음

F 중국의 학사 및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는 과학기술인력자원에 대한 통계 

기준은 미국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와 대체적으로 일치함

[그림 1] 중국 과기인력자원 규모 (2003-2017년)
l R&D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고학력 인력 비중이 계속 높아져 R&D 인력의 

수준 향상 의미

- 2017년 중국 R&D 인력 규모는 전년대비 6.6% 늘어난 621.4만 명에 달했으며, 그 중 

67.7%가 풀타임 인력임 

- 여성은 166만 명으로, 전년대비 7.5% 증가

- 학력별로는 박사, 석사 및 학사는 각각 41.7만 명, 92만 명, 271.2만 명이며

F 이중, 대학원 학력 소지자는 총 인원수의 21.5%를 차지하여 전년(21.0%) 대비 향상

l FTE 기준 2017년 중국의 R&D인력 총량은 403.4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5.6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4.0%로 전년대비 0.8%p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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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R&D 연구인력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에 174만 명에 달했으며, 2016년 

대비 4.8만 명이 증가하고, 증가율은 2.9%임 

- R&D 연구연력이 R&D 인력에서 차지한 비중은 43.1%로, 전년대비 0.5%p 감소했음 

  

   [그림 2] 중국 R&D 인력 총량 변화 추이 (2005-2017년)

기업의 R&D인력 비중과 개발연구 R&D인력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주도적 

지위 차지

l 2017년 중국 기업의 R&D인력 총량은 312만 명으로 중국 전체의 77.3%를 차지

하여 전년대비 0.3%p 감소

l 연구기관과 대학의 R&D인력은 각각 40.6만 명, 38.2만 명으로 합쳐서 전체의 

19.5%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상승

l 기타 기관의 R&D인력은 12.6만 명으로 전체의 3.1% 차지 

                 [그림 3] 2017년 중국 R&D인력 기구유형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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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7년 중국 R&D인력 가운데 과학연구(기초 및 응용연구) 인력의 비중이 상승하는 

반면에, 개발연구 인력 비중이 감소

-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인력은 각각 29만 명, 49만 명으로 전체의 7.2%, 12.1%를 차지

하고, 전년대비 0.1%p, 0.8%p 향상 

- 개발연구 인력은 325.4만 명으로 80.7%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0.9%p 감소   

중국 R&D인력 투입 집중도, 선진국과의 격차가 좁아지는 추세  

l OECD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미국의 R&D인력(FTE 기준)은 137.1만 명으로 세계 

선진국에서 최대 규모 자랑 

l 중국의 R&D 연구인력(FTE 기준)는 2010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차지 

l 최신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R&D 연구인력(FTE 기준) 수가 전 세계(44개국 

지역)에서 차지한 비중은 2009년의 18.5%에서 2017년의 22.5%로 상승했으며, 

미국의 비중은 20.1%에서 17.7%로 감소

[표 1] R&D 인력규모 10만 명 이상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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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
STEC   

  K
O

STEC   
  K

O
STEC



2019.4.15.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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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중국 R&D 인력의 투입 집중도는 해마다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함 

- 취업자 1만 명당 R&D인력 수는 2010년의 33.6명에서 2017년의 52명으로, 연평균 

6.4% 증가

- 취업자 1만 명당 R&D 연구원 수는 2010년의 15.9명에서 2017년의 22.4명으로 증가

하고, 연평균 5.0% 증가해 동 기간 취업자 1만 명당 R&D인력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1.4%p 감소

l 국제비교를 보면, 중국 R&D인력 투입 집중도 지표는 여전히 뒤처지고 있음

- 2017년 R&D인력이 10만 명 이상인 국가 가운데 중국의 취업자 1만 명당 R&D 연구인력 

수는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을 뿐임

- 상당수 선진국의 취업자 1만 명당 R&D 인력 수는 여전히 중국의 2배 이상임

- 2017년에 중국 내 취업자 1만 명당 R&D 연구인력 수는 R&D 인력 총량 10만 명년 이상의 

국가 순위에서 하위 2위 차지(선진국의 해당 지표는 중국의 4배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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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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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我国科技人力资源发展状况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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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7년도 중국의 R&D투자 특징 분석 

¤ 2017년 중국의 R&D투자 총량은 17,606.1억 위안에 달하여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이며, 

GDP 대비 R&D투자의 비중(R&D투자 투입강도)은 2.15%로 2016년 대비 0.03%p 높음

F 그중 기업의 R&D투자는 13,660.2억 위안으로 전체 R&D투자의 77.6%를 차지하였고 

국가재정과학기술조달액은 8,383.6억 위안으로 국가 공공재정지출의 4.13%를 차지하였음 

중국의 R&D투자 규모는 세계 2위로 투입강도가 지속적 상승

l 2017년 중국의 R&D투자는 17,606.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2.3% 높아져 당해 

평균 환율로 환산하면 2,604.1억 달러이며, 세계 2위를 유지하였음

l 최근 몇 년간 중국의 R&D투자 투입강도는 해마다 상승추세를 보임

- 2017년 중국의 R&D투자 투입강도는 2.15%에 달하여 2016년 대비 0.03%p 증가하였으며, 

2010년 대비 0.44%p 증가 

- 중국의 R&D투자 투입강도는 연속 4년 2%를 초과하였으며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임

l (국가별) 중국의 R&D투자 투입강도는 EU28개국의 평균 수준인 1.96%보다 높은 

수준이며 중진국의 R&D투자 투입강도수준임 

- 일부 선진국의 2.5%~4% 수준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였으나 경제사회발전의 

기본 요구와 단계별 상황에 부합함

[그림 1] 세계 주요 국가의 R&D경비 투입 집중도 비교(2017년)
       * 비고: 그중 스위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는 2015년도 통계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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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활동유형별) 2017년 중국의 기초연구경비는 975.5억 위안, 응용연구경비는 

1,849.2억 위안, 시험개발경비는 14,781.4억 위안으로 각각 R&D경비 비중의 

5.5%, 10.5%와 84.0%를 차지함

l (기관별) 2017년 연구기관 R&D투자 중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영역에 각각 

15.8%, 28.7%, 55.5%를 투입되었음

l 대학의 3종류 활동경비는 약 4:5:1의 비율이며, 그중  과학연구에 91.2%를 투입

하였고, 시험개발에 8.8%를 투입하였음

l 기업은 주로 시험개발활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시험개발경비가 전체 R&D투자의 

96.6%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응용연구경비가 3.2%, 기초연구

경비가 0.2%에 불과함

기업의 R&D투자 주체지위가 더욱 부각

l 2017년 중국의 R&D투자 가운데 기업의 R&D투자가 13,660.2억 위안에 달하여 

전체 R&D투자의 77.6%를 차지하였음 

F 그중 R&D투자의 자금출처를 보면, 기업이 여전히 주체이며 76.5%를 차지하였고, 

정부자금, 해외자금과 기타 자금의 비중이 다소 감소되었음

      [표 1] R&D경비 집행부문별 구성(2013~2017년)     
                                                                      (단위:%)

      

년도 기업 연구기관 대학 기타

2013년 76.6 15.0 7.2 1.1

2014년 73.3 14.8 6.9 1.0

2015년 76.8 15.1 7.0 1.1

2016년 77.5 14.4 6.8 1.3

2017년 77.6 13.8 7.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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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R&D경비의 자금공급원 구성(2013~2017년)     
                                                                     (단위:%)

국가재정과학기술조달액의 국가공공재정지출 비중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 유지

l 중국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투입 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가재정 과기 

조달액이 빠른 증가추세를 유지하였음

F 2017년 국가재정 과학기술 조달액은 8,383.6억 위안에 달하여 국가공공재정지출의 

4.13%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함

[표 3] 국가재정과학기술조달액 및 그 차지비중 상황(2012~2017년)

년도 정부자금 기업자금 해외자금 기타 자금

2013년 21.1 74.6 0.9 3.4

2014년 20.3 75.4 0.8 3.5

2015년 21.3 74.7 0.7 3.3

2016년 20.0 76.1 0.7 3.2

2017년 19.8 76.5 0.6 3.1

년도

국가공공재정

지출

(억 위안)

국가재정과기

조달액

(억 위안)

중앙재정과기

조달액

(억 위안)

지방재정과기

조달액

(억 위안)

과기조달액의 

공공재정지출 

차지비중(%)

2012년 125,953.0 5,600.1 2,613.6 2,986.5 4.45

2013년 140,212.1 6,184.9 2,728.5 3,456.4 4.41

2014년 151,785.6 6,454.5 2,899.2 3,555.4 4.25

2015년 175,877.8 7,005.8 3,012.1 3,993.7 3.98

2016년 187,755.2 7,760.7 3,269.3 4,491.4 4.13

2017년 203,085.5 8,383.6 3,421.4 4,962.1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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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7년 중앙재정과학기술조달액은 3,421.4억 위안, 지방재정 과학기술조달액은 

4,962.1억 위안이며, 재정과학기술조달액의 각각 40.8%와 59.2%를 차지함 

F 중앙재정 과학기술조달액은 전년대비 4.7% 증가되었고, 지방재정과학기술조달액은 

전년대비 10.5% 증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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