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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과기부·교육부, 국가대학과기원 혁신발전 촉진 방안 발표

 과기부 및 교육부는 최근에 「국가대학과기원 혁신발전 촉진 관련 지도의견」 발표 (4.15)

l 혁신 드라이브형 발전 및 대중창업·만중혁신 등 국가전략 실시에 있어서 혁신주체인 대학의 능동성 및 
창조성을 이끌어 대학과기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자, 과기부 및 교육부는 동 의견 수립·실시  

 중국 대학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이미 국가혁신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자리매김

 과학기술체제 개혁·혁신, 과기인력 혁신창업 및 기업·대학 자원 통합공유의 중요한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혁신드라이브형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량이기도 함 

l 앞으로 "자원통합, 개혁혁신, 개방협력, 유형별에 따른 차별화 발전 추진" 등 네 가지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대학과기원의 혁신발전 촉진 

 고급 과기자원 통합, 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추진, 과기창업 활성화 및 개방협력구도 

조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대학과기원 발전 추진 

 [표 1-1]� 국가대학과기원 혁신발전 촉진을 위한 주요 조치(예시)� � �

참고자료

§ 两部门发文促大学科技园创新发展
http://imistc.nmkjt.gov.cn/Article/xyj/201904/20190416154813.html

방향 주요 내용 

 과학기술성과 이전 추진

 기술이전 서비스 체계와 시장화 메커니즘 개선, 과학기술성과의 공정
화와 성숙화 촉진, 수급정보 공유 강화

 전문화된 기술이전기구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성과 통계와 평가, 특허 
운영, 마케팅 보급 등 강화

 직무 과학기술성과 공개와 관리 제도 수립

 과학기술 창업의 번영 발전 촉진

 완비된 창업투자 서비스체계 및 보육매개체 구축
 ‘대중창업공간+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산업단지’ 창업보육사슬

을 중심으로 대학의 우위학과를 토대로 과기형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전문화된 대중창업공간, 창업교육 및 실습플랫폼 구축, 수준 높은 혁

신창업그룹 육성

 개방협력 구도를 구축하여 정책적 
유도 지원 강화  

 대학의 과학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정책 보완
 대학 교사와 학생의 혁신창업 지원 정책의 착실한 실시 추진
 연구자가 과학기술성과 이전과정에서 거둔 성과와 창업프로젝트 참여 

상황을 직급 평정, 경쟁을 통한 직위 초빙, 실적 평가, 소득분배, 재계
약 등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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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무원, 과학기술의 ‘일대일로’ 구축 지원성과 발표

4월 19일 열린 국무원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바이춘리(白春禮) 중국과학원 원장이 중국과학원의 

"일대일로" 구축 지원성과 소개(4.19)

l 지난 6년간 중국과학원은 "일대일로" 구축에 누계 18억 위안을 투입하였고, 연선국가와의 과기

협력교류 인원수는 12만 명 초과

-  또한 연선국가 및 지역을 위해 약 5,000명의 고급 과기인력 교육·양성 

 국제과학기구연맹 설립 

l 중국과학원의 주도로 ‘일대일로’ 국제과학기구연맹(ANSO)이 베이징에서 설립(2018.11.4.) 

- ANSO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틀에서 ‘일대일로’ 연선국가 연구기관, 대학 및 

국제기구가 공동 발족한 최초의 종합적인 국제과학기술기구임

- 동 기구는 일대일로 구축과 글로벌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국제협력플랫폼의 

역할 발휘 

 과학기술협력 프로젝트 기획·실시  

l 중국과학원은 "녹색 실크로드(綠色絲綢之路)"의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100여개 과기

협력 프로젝트 기획·실시

- 중국과학원이 2018년 초에 설립한 ‘범 제3극 환경변화 및 녹색 실크로드 구축’ 전문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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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실크로드 환경 전문프로젝트’)는 그 중의 하나임 

- "실크로드 환경 전문프로젝트"를 통해 "녹색 실크로드 공동 구축 : 자원 환경 기반과 경제

사회 배경" 연구보고서 등 연구 성과 확보 

 해외 과학기술교육센터 설립 

l 현재까지 중국과학원은 "공동협상·공동구축·공유(共商/共建/共享)"원칙에 따라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9개의 해외 과학기술교육센터 설립(10번째 센터 

구축 준비사업에 착수 중) 

 과학기술성과의 현지 활용 지원  

l 과학기술성과의 일대일로 연선 국가 정착 및 응용을 강화하기 위해 ‘일대일로’ 과기성과 

이전기금 설립

l 중국과학원은 산하 및 외부의 100여개 과기형 기업 및 연구기구를 동원해 ‘일대일로’ 

산업연맹 결성(그 외에 방콕혁신협력센터 설립) 

참고자료

§ 国新办举行科技支撑“一带一路”建设成果情况发布会
https://mp.weixin.qq.com/s/PaxvTLNc3VV_BGANYNIr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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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거대과학장치 ‘핵융합로 본체 연구시설’의 초보적 설계방안 확정

 ‘핵융합로 본체 핵심시스템 종합연구시설’ 프로젝트 투자 예산 검토단계 진입

l 핵융합로 본체 핵심시스템 종합연구시설은 중국 ‘국가 중대 과학기술 기반시설 13차 5개년 

계획’에서 우선 배치된 거대과학장치임

 중국과학원과 안후이성 정부가 공동으로 허베이시 루양구(盧陽區) 산스강향(三十崗嚮)

에서 구축하고 건설주기는 5년 8개월임

 국제 자기밀페 핵융합 분야에서 파라미터가 가장 높고 기능이 가장 완비된 종합성 연

구플랫폼 구축이 목표임

l 본 프로젝트는 중국 핵융합로의 선진성·안전성·신뢰성 보장과 실제 응용 가속화에 의미를 

지님

 선진국 수준의 초전도자석 연구시스템과 다이버터 연구 시스템 구축

 핵융합로 본체 핵심시스템 연구를 위한 입자류, 전기, 자기, 열, 힘 등 극단적인 실험

여건 제공

 시설 구축 후, 핵용합로의 핵심부품 연구개발과 제조를 위한 기술적 기반 제공

 에너지, 정보, 건강, 환경 등 융합 프런티어 분야를 위한 연구 플랫폼을 제공

 동 프로젝트는 투자 예산 승인 후 가동 예정

l 현재까지 동 프로젝트는 토지 예심, 입지 기획, 에너지 절약 평가, 사회 안정성 리스크 

평가 및 환경 영향 평가 등 완료 

 투자 예산 승인 후 건설 가동 예정

참고자료

§ 国家大科学装置“聚变堆主机研究设施”初步设计方案获批
https://mp.weixin.qq.com/s/6jVOL4kAb1G0F6lOIpBZ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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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국가급 인터넷연구센터, 화이러우(懷柔)과학성에 정착

인터넷 도메인네임시스템(DNS) 국가지방연합 공정연구센터가 최근에 화이러우과학성

(懷柔科學城)에서 현판식 거행

l 중국의 도메인 분야에서 유일하게 승인을 받은 국가급 공정연구센터로 앞으로 선도적 

글로벌 인터넷기반 자원 혁신센터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도메인국가공정연구센터는 原 2013년 설립된 베이징시공정연구센터이고, 핵심기술 

인력과 경영진은 대부분 중국과학원 컴퓨터네트원크정보센터 소속임

 동 센터는 중국과학원이 지난 20여년간 인터넷 도메인네임 영역에서 축적한 기술역

량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학원 및 회이러우구 협력의 우수기구임 

 인터넷 기반자원 분야에서 중국은 기술적으로 글로벌 선두주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

l 중국은 인터넷 사용자 규모, 애플리케이션의 다양성, 네트워크의 복잡성, 성능의 고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세계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동 센터의 설립은 화이러우과학성의 원천혁신 지원 

l 도메인국가공정연구센터는 회이러우과학성 원천혁신의 중요한 연구개발기관과 혁신플랫

폼으로 기술 연구개발, 성과 이전, 제품 혁신, 인재 발전, 시장 개척 등에서 혁신하여 중국 

인터넷 기반 영역의 핵심 난제 해결에 주력

 중국 인터넷 기반자원의 지원능력 및 자주적인 제어 능력 향상

 중국 인터넷의 표준 제정과 국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

 세계 인터넷 발전을 위한 보다 많은 중국의 솔루션 제공

참고자료

§ 国家级互联网研究中心落户怀柔科学城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9-04/13/content_76053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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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년도 중국의 과기논문 특징 분석

2017년 중국내 학술논문 수가 47.2만 편으로 전년대비 4.5% 감소되었음 

 임상의학분야 논문 수가 다소 감소되었으나, 전체의 1/4로 여전히 1위 유지함

l 중국내 학술논문 수 TOP10 분야는 각각 임상의학, 컴퓨팅기술, 전자·통신 및 자동제어, 

중의학, 농학, 환경공학, 예방의학 및 위생학, 지구과학, 기초의학, 야금학 및 금속학임

F 이 10개 분야의 총 논문 수는 29.5만 편으로, 2017년 중국내 학술논문 전체의 

62.6%를 차지함

   [표 5-1] 중국내 학술논문 발표량 TOP10 분야   

    * 순위 1위인 임상의학은 전년 대비 5.8% 감소된 12.9만 편이며, 중국내 학술논문 전체의 27.2%를 차지함

 학술논문 수 TOP10 지역의 논문 수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 추세

l 2017년 중국내 학술논문 수 TOP10 지역은 각각 베이징, 장쑤(江蘇), 상하이, 샨시(陝西), 

광둥(廣東),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산둥(山東), 랴오닝(遼寧) 및 저장(浙江)이며, 전체 

논문 수의 62.8%를 차지함

F 전년 대비 샨시가 1위 상승하였고, 광둥이 1위 하락하였음

 대학교에서 산출한 학술논문 수가 가장 많음

l 2017년 중국내 학술논문은 주로 대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총 31.2만 편으로 전체의 66.0%를 

차지함

순위 분야 순위 분야

1 임상의학 6 환경공학

2 컴퓨팅기술 7 예방의학 및 위생학

3 전자, 통신 및 자동제어 8 지구과학

4 중의학 9 기초의학 

5 농학 10 야금학 및 금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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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대학교, 의료기관과 기업이 산출한 논문 수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되었으며 연구기

관의 논문 수는 소폭 감소되었음

[표 5-2] 중국내 학술논문의 기관 유형별 분포(2017년)

    * 의료기관의 논문 수는 대학교부속병원의 데이터를 제외함

2017년 SCI논문 수는 총 193.8만 편으로 전년대비 2.2% 증가되었음

 중국의 SCI논문 수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l 2017년 중국이 발표한 SCI논문 수는 36.1만 편으로 전 세계의 18.6%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1.5%p 상승하였고 연속 9년간 세계 2위를 유지함

F 미국이 세계 1위이며, 논문 수는 52.4만 편으로 전 세계의 27.0%를 차지함

     [그림 5-1] 중국의 SCI논문 수 및 점유율(2000~2017년)

기관유형 논문 수(만 편) 차지 비중(%) 전년 대비 증가율(%)

대학교 31.18 66.0 -2.5

의료기관* 6.45 13.7 -14.5

연구기관 5.52 11.7 -2.1

기업 2.28 4.8 0.4

기타 1.80 3.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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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분야 SCI논문 수는 가장 많으며, 대부분 분야는 전년 대비 증가함

l 2017년 중국의 SCI논문 TOP10 학과는 각각 화학, 생물학, 임상의학, 물리학, 재료공학, 

기초의학, 전자, 통신 및 자동제어, 지구과학, 컴퓨팅기술 및 환경공학임

F 그중 환경공학이 약학을 대체하여 TOP10에 진입함

F 이 10개 분야의 SCI논문 수는 중국 전체의 76.70%를 차지함

F 화학논문 수는 5.1만 편에 달하며, 전체의 14.2%를 차지해 1위를 유지함

    

 [그림 5-2] 중국의 SCI논문의 TOP10 학과(2017년)
 논문 수는 전 세계의 20%, 15%이상을 차지한 분야는 각각 5개, 4개가 있음

l SCI 데이터베이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2018년(2018년 9월 기준)간 SCI논문 가운데 

화학논문 수가 42.7만 편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분야보다 훨씬 앞섰음

F 4개 분야의 누계 논문 수는 20만 편 이상으로, 각각 공정기술(27.5만 편), 재료공학

(25.4만 편), 임상의학(24.0만 편) 및 물리학(23.7만 편)임

F 5개 분야의 누계 논문 수가 전 세계에서 차지한 비중은 20%를 초과하며, 각각 재료

공학(31.41%), 화학(25.3%), 공정기술(22.21%), 컴퓨터공학(21.53%)과 물리학

(21.47%)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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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총 피인용횟수가 뚜렷이 증가하며, 피인용횟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함

l 2008~2018년(2018.10월기준)간 중국 연구자의 국제논문 수는 총 227.22만 편(10.4%↑) 

세계 2위 유지, 논문의 피인용횟수는 2,272.40만 회(17.4%↑), 세계 2위를 차지함 

F 중국의 논문당 평균 피인용횟수는 10회로, 전년 대비 6.4% 높아졌으나, 세계 평균 

수준과 비교하면 격차가 있음

l 2008~2018년간 발표한 학술논문이 누계 20만 편 이상인 국가(지역)는 도합 22개이며, 

논문당 평균 피인용횟수를 비교하였을 때 중국이 16위이며, 지난해와 같은 수준임 

F 논문당 평균 피인용횟수가 평균치(12.61회)보다 높은 국가가 13개이며,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미국, 스웨덴, 독일, 캐나다.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의 논문당 

평균 피인용횟수는 15회 이상임

2017년 중국이 국제협력을 통해 발표한 논문 수는 9.74만 편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해 총 논문 수의 27%를 차지함

 국제협력 논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중국저자가 제1저자인 논문 수가 뚜렷이 증가함

l 2017년 중국저자가 제1저자인 국제공저논문 수는 총 67,902편으로, 중국 전체 국제공저

논문 수의 69.7%를 차지하며, 협력파트너 국가는 총 155개에 달했음

F TOP6 협력파트너국가는 각각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및 독일임

l 중국저자가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다른 국가 저자가 제1저자인 공저논문 수는 총 

29,484편이며, 관련 국가는 총 182개에 달했음

F TOP6 협력파트너 국가는 각각 미국, 호주, 영국, 독일, 일본 및 캐나다임

                

                   [그림 5-3] 중국과 국제공저논문이 가장 많은 협력국가(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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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분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었고 생물학분야의 협력논문 수가 가장 많음

l 학과별로 보면, 중국의 국제공저논문은 주로 화학, 생물학, 물리학, 임상의학, 재료공학과 

컴퓨팅기술 등 영역에 분포됨

F 2017년 중국저자가 제1저자인 국제공저논문 중 화학분야가 가장 많은 바, 8,193

편이며, 해당 학과 논문 수의 12.07% 비중을 차지하였음

F 중국저자가 참여한 국제공저논문 가운데 생물학이 가장 많았고, 4,258편이며, 해당 

학과 논문의 14.44%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45-3] 중국 국제협력논문 수 TOP6 분야(2017년)

참고자료

§ 科技统计报告汇编|中国科技论文统计分析
https://mp.weixin.qq.com/s/QOrb49DSsnJfdw8AYE0b5A

중국인이 국제공저논문 제1저자인 경우 중국인이 국제공저논문에 참여한 경우

학과 논문 수(편)
해당학과 

논문비중(%)
학과 논문 수(편)

해당학과 
논문비중(%)

화학 8,193 12.07 생물학 4,258 14.44

생물학 8,192 12.06 임상의학 3,933 13.34

물리학 5,725 8.43 화학 3,572 12.12

임상의학 5,253 7.74 물리학 3,021 10.25

재료공학 4,734 6.97 기초의학 1,659 5.63

전자, 통신, 자동제어 4,490 6.61 재료공학 1,618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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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7년도 중국 특허 통계 분석

2017년 발명특허 출원량은 전체 특허의 40%에 육박하며, 발명특허 등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l 2017년 중국 특허 출원량은 369.8만 건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함

- 그중 발명특허 출원량은 138.2만 건으로 전년대비 3.2% 증가되었으며, 전체 특허 

출원량의 37.4%를 차지했음

- 실용신안특허 출원량은 168.8만 건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함

- 외장디자인특허 출원량은 62.9만 건이며, 전년대비 3.3% 감소함(↓)

 [그림 6-1] 중국에서의 3가지 특허출원 총량 변화추이 (2007-2017년)
l 2017년 중국의 특허 등록량은 183.6만 건에 달했으며, 전년대비 4.7% 증가했음

- 그중 발명특허 등록량은 42.0만 건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함

- 실용신안특허 등록량은 97.3만 건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함

- 외장디자인특허 등록량은 44.3만 건으로 전년대비 0.70% 감소함(↓)

2017년 중국내 특허출원 구조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가 

뚜렷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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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7년 국내 특허출원구조는 최근 지속적인 최적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 출원량이 지속적인 고속성장추세를 유지하였음

l 국내 특허 출원총량은 353.6만 건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대비 7.0% 상승함 

- 그중 발명특허 출원량은 124.6만 건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함  

- 실용신안특허 출원량은 168.0만 건으로 전년대비 14.4% 증가함  

- 외장디자인특허 출원량은 61.1만 건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함(↓)

[그림 6-2] 국내외 발명특허 출원량 (2007-2017년)

[그림 6-3] 국내외 발명특허 등록량 (2007-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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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7년 국내 특허등록량은 172.1만 건으로 전년대비 5.6% 증가되었음

- 그중 발명특허 등록량은 32.7만 건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함

- 실용신안특허 등록량은 96.7만 건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함 

- 외장디자인특허 등록량은 42.6만 건으로 전년대비 0.76% 감소함(↓)

l 2017년 외국인특허출원자의  발명특허 출원량은 13.6만 건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으며, 

외국인 발명특허 등록량은 9.3만 건으로, 전년대비 8.7% 감소했음

기업의 특허출원 주체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고 발명특허 등록량이 뚜렷이 증가

l 기업의 발명특허 출원건수는 전국 평균수준보다 높은 비율로 계속 증가했음

- 2017년 국내 기업 발명특허 출원건수는 78.8만 건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여 국내 

전체 발명특허 출원량의 63.3%를 차지함

- 국내 기업 발명특허 등록량은 20.1만 건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하여 국내 전체 발명

특허 등록량의 61.4% 차지함

        [그림 6-4] 국내 직무발명특허 출원량의 기관유형별 분포도 (2007-2017)
l 2017년 국내 발명특허 등록량 TOP10기업은 전부다 내자기업임

F 국가전력망그룹의 발명특허 등록량은 3,622건을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화웨이그룹

과 중국석유화공그룹(China Petroleum & Chemical Corporation)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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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 2017년 국내 발명특허 등록량 TOP3기업   

국내 유효특허구조가 지속적으로 발전

l 2017년 말까지 중국의 유효특허 총량은 714.8만 건에 달했음

- 그중, 국내 유효특허와 해외 유효특허는 각각 632.4만 건과 82.3만 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4.4%와 8.6% 상승했음 

- 국내 유효특허 중 유효발명특허는 141.4만 건으로 22.4%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1.4%p 증가했음

- 국내 유효발명특허 보유량은 외국인특허출원자의 발명특허보유량보다 110.6% 많았으며, 

전년대비 22.0%p 증가했음

l 2017년 중국의 1만명당 발명특허 보유량(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은 9.8건에 달하였으며, 

TOP3지역은 각각 베이징(94.5건/만 명), 상하이(41.5건/만 명) 및 장쑤(22.5건/만 명)임

  [표 6-2] 2017년 중국 1만명당 발명특허 보유량 TOP3지역  

중국의 PCT 국제특허출원이 지속적인 고속성장 추세 유지

l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PCT 특허 출원량은 4만8,905건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했으며 두자릿 수

의 성장추세를 유지했음

순위 기업명

1 국가전력망그룹

2 화웨이그룹

3 중국석유화공그룹

순위 지역 보유량(건/만 명)

1 베이징 94.5

2 상하이 41.5

3 장쑤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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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중국의 PCT출원 건수는 미국(56,675건) 다음이며, 제3위는 일본(48,205건)임

 
[표 6-3] 2017년 PCT국제특허 출원량 TOP3국가  

l 중국의 삼극특허 보유량은 지속적으로 세계 4위 유지

- OCED의 삼극특허를 보유한 41개 국가(지역)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의 삼극특허 

건수는 총 5.6만 건이며, 그중 35개 OECD회원국이 획득한 삼극특허는 5.1만 건으로 전체의 

91.7%를 차지하였으며, EU 28개 국가가 보유한 삼자특허는 1.4만 건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

하였음 

- 국가분포 현황을 보면 일본이 1.7만 건, 미국이 1.4만 건, 2개 국가의 보유량은 삼자특허 

전체의 57.2%를 차지하였음

- 2016년 중국의 삼극특허 건수는 전년대비 19.5% 늘어난 3,890건으로 전체 삼극특허  

7.0%를 차지하였으며, 계속해서 세계 4위를 유지했음  

중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의 특허출원 상황

l 2017년 중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중국 제외)에서 출원한 특허는 5,608건으로 2016년 대비 

16.0% 증가되었음

F 그중, 인도에서 출원된 특허는 2,724건으로 모든 연선국가에서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에서 

출원된 특허는 전년대비 71.6% 늘어난 1,354건으로 2위를 차지했음

F 싱가포르, 베트남과 폴란드는 각각 643건, 279건과 144건으로 3~5위를 차지했음

순위 지역 출원량 (건)

1 미국 56,675

2 중국 48,905

3 일본 4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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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5] 일대일로 연선국가 출원량 TOP5국가

l 중국의 TOP5국가에서의 특허출원량은 5,144건으로 91.7%를 차지하였으며, 특허출원 

구도가 고도로 집중된 양상을 보였음 

l 2017년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중국에서의 특허출원량은 4,319건으로 2016년과 비하면 

16.8% 증가했으며,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는 41개에 달하여 2016년 

대비 4개 국가가 증가되었음

참고자료

§ 科技统计报告汇编|我国专利统计分析
https://mp.weixin.qq.com/s/zHpjohxvOnBFbyj6TcjU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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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8년도 톈진시 과학기술상 발표

「톈진시 인민정부의 2018년도 톈진시 과학기술상 발표에 관한 결정」에 근거해 선정 (4.10) 

 특별상 4개, 1등상 28개, 2등상 99개, 3등상 68개

l 이중 자연과학상 10개, 기술발명상 12개, 과학기술진보상 177개 포함

 “무기 - 유기 하이브리드에 기반한 배위 공간의 구축 및 성능 연구” 등 10개 성과가 

자연과학상 수상

 “최소 침습 수술 로봇시스템의 핵심 기술 및 응용” 등 12개의 성과가 과학기술발명상 

수상

 “유방암의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를 위한 핵심 기술 연구 및 응용 보급” 등 177개의 

성과가 과학기술 진보상 수상

 톈진대학교 수상건수 및 수상금액 1위 차지

l 톈진대학교 특등상 1개, 1등상 11개, 2등상 9개를 포함한 39개 성과가 수상

 수상영역은 에너지 화학공업, 생명, 기계, 정보, 토목공학, 물관리 등 분야 포함

 기술발명 특등상 1개, 1등상 3개 모두 톈진대학교에서 수상

 톈진대학교 왕수신(王樹新) 교수 연구팀의 “최소 침습 수술 로봇시스템의 핵심기술 및 

응용” 기술성과는 의사의 수술능력을 높이고, 수술방식을 개선하며, 수술의 질을 향상

시키며, 최소침습수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의미 있음

2018년도 톈진시 과학기술상 특등 및 1등상 수상기관 명단

   
[표 7-1] 2018년도 톈진시 과학기술상 수상명단   

자연과학 특등상

순서 수상번호 과제명 수상기관

1 2018ZR-1-001
무기 - 유기 하이브리드에 
기반한 배위 공간의 구축 및 

성능 연구
난카이(南开)대학교

KO
STEC   

  K
O

STEC   
  K

O
STEC



2019.4.29.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19

자연과학 1등상

순서 수상번호 과제명 수상기관

1 2018ZR-1-002
“Lifting class” 불충분 구동 

로봇 제어이론 및 방법
난카이(南开)대학교

2 2018ZR-1-003 뇌졸중의 면역학연구 톈진의과대학교 총병원

3 2018ZR-1-004
나노약물의 일부 중요 

질병치료에서의 기초연구

톈진대학교
국가나노과학센터

톈진의과대학교 제2병원

기술발명 특등상

순서 수상번호 과제명 수상기관

1 2018FM-1-001
최소 침습 수술 로봇 

시스템의 핵심 기술 및 응용

톈진대학교
북경파이어터(派尔特)의료과기주식유한공사

위하이(威海)威高齐全의료설비유한공사

기술발명 1등상

순서 수상번호 과제명 수상기관

1 2018FM-1-002
스마트그리드 클라우드엔드 

협동 비침습 전력부하 
모니터링기술

톈진대학교
남방전력망과학연구원유한책임공사

톈진치우스즈웬(求实智源)과기유한공사
톈진텐다치우스(天大求实)젼력신기술주식

유한공사

2 2018FM-1-003

 Full face 터널링 
굴진장비를 위한 부하모델링 
및 디지털 설계 핵심기술 및 

적용

톈진대학교
중국철도건설중공그룹유한공사

실드 및 굴진기술국가중점실험실
중국인민해방군육군군사교통학원

3 2018FM-1-004
고안전성, 장수명형 

리튬이온배터리 주요기술

톈진대학교
칭화대학교 

선전연구생원동관시완커(东莞市迈科)신에
너지유한공사

과학기술진보 특등상

순서 수상번호 과제명 수상기관

1 2018JB-1-001
유방암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 및 응용

톈진의과대학교 종양병원

2 2018JB-1-002
에스트로겐류 중약의 물질적 
기초와 기전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

톈진중의약대학교
중국인민해방군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생원
톈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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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진보 1등상

순서 수상번호 과제명 수상기관

1 2018JB-1-003
고급수의학 결정성 약물 및 
조제품의 개발 및 산업화

톈진루이푸(瑞普)바이오기술주식유한공사
톈진대학교

루이푸(瑞普)(톈진)생물의약유한공사
후베이룽샹(湖北龙翔)약업과기주식유한공사

2 2018JB-1-004
통합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규제의 
핵심기술 및 응용

궈왕(国网)톈진시전력공사 
전력과학연구생원

톈진대학교
중국전력과학연구생원유한공사

북경궈덴퉁(国电通)네트워크기술유한공사
톈진텐다치우스(天大求实)전력신기술주식

유한공사
궈덴난루이(国电南瑞)과기주식유한공사

톈진루이넝(瑞能)전기유한공사

3 2018JB-1-005

Ultra-HD 지능형 터미널 
비디오 프로세싱 및 상호 

작용 핵심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톈진대학교
선전촹웨이(创维)-RGB전자유한공사

닝보웨이전(宁波维真)디스플레이과기주식
유한공사

4 2018JB-1-006
현대 방사선 요법을 이용한 

폐암의 개별화된 방사선 
치료에 관한 임상 연구

톈진의과대학교종양병원

5 2018JB-1-007
내륙 잠김 터널 건설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 및 응용

중국철도(中铁)제6탐사설계원그룹유한공사
중국철도터널그룹2처유한공사

상하이교통대학교 
해양물밑공정과학연구원유한공사

교통운송부 광저우 구조국 퉁지대학교

6 2018JB-1-008
높은 댐 방류로 인한 현장 
진동 저주파 음파 위험 및 

저온 수처리 제어 기술

톈진대학교
중국전력건설그룹 

중난(中南)탐사설계연구원유한공사
중국산샤(三峡)건설관리유한공사

야루장(雅砻江)유역수력발전개발유한공사
중국전력건설그룹 

청두(成都)탐사설계연구원유한공사
창장(长江)탐사규획설계연구원유한책임공사

7 2018JB-1-009
당뇨병 시망막 병증의 병인 
및 치료방법의 임상적 적용

톈진의과대학교총병원

8 2018JB-1-010
해양동력환경(파도, 흐름, 
바람) 발생장치의 개발 및 

응용

톈진이공대학교
교통운송부 톈진수력운송공정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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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8JB-1-011
연안지역의 대면적 초연성 

토양보강기술 및 적용

톈진대학교
중화암토(中化岩土)그룹주식유한공사
중교(中交)텐진항만공정연구원유한공사
장쑤신타이(江苏鑫泰)암토과기유한공사

톈진임항건설개발유한공사

10 2018JB-1-012
개질 중공섬유/롤 

역삼투막의 핵심제조기술 및 
산업화 응용

톈진공업대학교
톈진머텐머(膜天膜)과기주식유한공사
저장진머(浙江津膜)환경과기유한공사

11 2018JB-1-013

중신(中新) 생태 신도시의 
신규 급수시스템 구축 및 

실시보장 핵심기술 연구 및 
종합시연

중국시정공정화북설계연구총원유한공사
톈진생태성투자개발유한공사

톈진생태성물(水务)투자건석유한공사
톈진생태성시정경관유한공사

톈진도시건설(城建)대학교시안건축과기대학교
톈진대학교

12 2018JB-1-014
고성능CMOS이미징 칩의 
핵심기술 개발 및 응용

톈진대학교
북경스비커(思比科)마이크로전자기술주식

유한공사
톈진안타이(安泰)마이크로전자기술유한공사
톈진후이(慧)마이크로전자개발과기유한공사

13 2018JB-1-015

심부전 관상동맥심장질환 
치료에 대한 

기삼익기적환(芪参益气滴
丸)의 임상평가 및 보급

톈진중의약대학교 제1부속병원

14 2018JB-1-016
높은 수준의 바이오안전보호 
핵심기술 및 시리즈 장비 

혁신연구개발 및 응용

군사과학원시스템공정연구원 
의료지원보장기술연구소

톈진시창터(昌特)정화공정유한공사

15 2018JB-1-017
바이오 기반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및 VAE 패키지 

생산 기술 및 공정활용

톈진대학교
안후이 완웨이(皖维)첨단재료주식유한공사
광시광웨이(广西广维)화공유한책임공사

16 2018JB-1-018
톈허(天河)첨단제조 
R&D정보융합플랫폼  
핵심기술 및 응용

국가슈퍼컴퓨팅 톈진센터
톈진시 톈허컴퓨터기술유한공사

톈진머텐머(膜天膜)과기주식유한공사
톈진자동차금형주식유한공사

단푸스(丹佛斯)(톈진)유한공사
북경시컴퓨팅센터

17 2018JB-1-019
미생물 다당류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

톈진과기대학교
산둥푸루이다(福瑞达)생물과기유한공사

둥잉시커웨이(东营市科维)생물기술유한공사
장쑤하이화(江苏海华)생과기유한공사

푸칭시신다저(福清市新大泽) 스피롤리나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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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首次设立特等奖！2018年度天津市科学技术奖出炉! 

https://mp.weixin.qq.com/s/OXwEKRy6qhELOe8GbfGLNw

18 2018JB-1-020
장거리 건물 구조의 온도 
효과 및 전국경기장에서의 

응용 연구

톈진대학교
톈진대학교건축설계연구원

중예(中冶)텐궁(天工)그룹유한공사
중국건축제6공정국유하공사

톈진산지엔(三建)건축공정유한공사

19 2018JB-1-021
간 이식 후 종양 재발 위험의 
체계적인 평가 및 임상적 

적용
톈진시 제1중심병원

20 2018JB-1-022

경관 보완 스마트 마이크로 
그리드 기반의 전기 자동차 
무선 충전 시스템 핵심 기술 

및 산업화

톈진공업대학교
톈진공대 하이위(海宇)반도체조명유한공사
중하이양(中海阳)에너지그룹주식유한공사

중후이(中惠)지능창조(创智)무선전원공급유
한공사

바오딩시(保定市) 훙르(红日)전기유한공사

21 2018JB-1-023
부유식 해양오일가스구조의 
시간에 따른 신뢰성 최적화 
및 지능형 모니터링 조기경보

톈진대학교
중하이유(中海油)에너지발전주식유한공사 

디젤유지원분회사
톈진텐다빈하이(天大滨海)선박 및 

해양공정연구원유한공사
톈진중유하이샹(天津中油海翔)유전공정지

원유한공사
톈진시화유한웨이(华油汉威)과기발전유한

공사

22 2018JB-1-024
대추의 고부가가치화 

종합적인 활용 및 산업체인 
전체의 개발

톈진상업대학교
중국중의과학원중약연구소

스자좡이링(石家庄以岭)제약주식유한공사
톈진카이팡(凯方)식품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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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동향

주요 동향 핵심 내용

2021~2035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 

(2019.02.15. 과기부)

o "2021~2035�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연구 중 전반연구 Kick-Off� Meeting이 4월 2일 베

이징에서 개최

 이멍(李萌)� 과기부 부부장의 주재로 주요 부서,� 지방,� 산업,�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60여명 전문가들이 동 회의 참석

o 이는 2021~2035�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 수입

작업의 본격화 의미

 과기부 전략규획사(司)� 許倞 사장은 2021~2035� 중장기 발전계

획에 대한 전반적 구상 소개

 중국과기발전전략연구원 胡志堅 원장은 국가 중장기 과기발전의

전반적 방향과 발전목표 지표 연구에 관한 초보적 구상 소개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趙志耘 당서기는 글로벌 혁신 트렌드와

잠재적 리스크 대응에 관한 초보적 구상 소개

 동 3개 테마연구는 중장기 과기발전계획에 관한 전반적 연구로

계획 수립에 큰 의미가 있음

o 그 외에 2021~2035�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위한 전략연구 중 사회분야 Kick-Off� Meeting도 개최

 자원,� 환경,� 해양,� 생물,� 인구건강,� 공공안전,� 도시화 및 도시발전

등 7개 전문테마 연구팀의 140여명 전문가와 관계 부처/기관

책임자 등 총 240여명이 회의 참가

8개 대학, 2019년 

예산이 100억 위안 

초과 

(2019.04.27. 교육부)

o 75개 교육부 직속대학이 최근에 2019년 재무예산 발표

o 예산이 100억 위안을 넘은 대학은 8개에 달하여 2018

년보다 1개 증가

 이중,� 칭화대는 297.21억 위안으로 계속 1위 자리를 지키고,�

2위인 저장대(191.77억 위안)보다 100억 위안 높은 수준임

 3위~8위는 베이징대(190.07억 위안),� 중산대(175.17억 위안),�

상하이교통대(156.32억 위안),� 푸단대(125.09억 위안),� 화중과

기대(106.98억 위안),� 우한대(106.44억 위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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