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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규모이상 
공업기업 R&D활동 

통계 분석

 과학기술통계 보고서는 통계치를 기반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현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각급 과학기술 관리와 정책결정 

자문부문을 위해 상세한 데이터자료와 신뢰성 정책결정 근거를 제공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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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하였다. 보고서는 중국의 R&D 투자, R&D 활동 및 산출 등 주

요지표를 다루었으며, 기업,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활동 

통계분석, 첨단기술제품 수출입 통계분석,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기술시장 등 전문 통계분석 그리고 일부 성/시의 R&D 활동현황 

통계분석 내용을 포함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14개의 시리즈 자료로 구성되었다. 제5호에서는 

<중국의 규모이상 공업기업 R&D활동 통계 분석> 자료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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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규모이상 공업기업 R&D활동 통계 분석

2017년 중국의 R&D활동을 수행하는 규모이상 공업기업은 도합 10.2만개이상으로 규

모이상 공업기업 전체의 27.4%를 차지하였다. R&D기구를 보유한 규모이상 공업기업은 

도합 7.1만개이상으로 규모이상 공업기업 전체의 19.0%를 차지하였다. 규모이상 공업기

업의 R&D인력은 404.5만명으로 전년대비 17.8만명 증가하였으며, R&D인력(FTE기준)

은 273.6만명년으로 전년도 수준보다 다소 높았다.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R&D경비 투자

액은 1조2,013.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9.8% 증가하였으며, R&D경비 투입강도는 1.06%

로 전년대비 0.12%p 상승하였다. 23개 업종의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R&D경비는 100억

위안을 초과하였다.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발명특허 출원량은 32.1만건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되었으며, 발명특허 보유량은 전년대비 21.3% 상승한 93.4만건이다. 

1 R&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분포

2017년 중국의 R&D활동을 수행하는 규모이상 공업기업은 도합 10만2,218개에 달하여 

규모이상 공업기업 전체의 27.4%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4.4%p 증가되었다. R&D기

구를 보유한 기업은 도합 7만636개에 달하여 기업 전체의 18.9%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2.6%p 많아졌다. 

2017년 R&D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가운데 내자기업이 8만6,671개에 달하여 84.8%를 

차지하였으며, 홍콩·마카오·대만 상인투자기업이 7,581개에 달하여 7.4%를 차지하였

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 전체의 7.8%인 7,966개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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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인력과 경비투입

2017년 중국기업이 보유한 R&D인력은 404.5만명으로 전국 R&D인력 전체의 65.1%를 

차지하였으며, 그중 여성 R&D인력이 90.2만명으로 기업 전체 R&D인력의 22.3%를 차

지하였다. R&D인력(FTE기준)은 273.6만명년이며, 그중 R&D인력(FTE기준)이 88.5만명

년으로 기업 R&D인력 전체의 32.3%를 차지하였다. 

2017년 중국기업의 R&D경비 투입액은 1조2,013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9.8% 증가되었

으며, 기업 R&D경비투입 강도(R&D경비와 주요사업소득의 비율)는 1.06%에 달하여 전

년대비 0.12%p 높아졌다. 

기업 사업등록 유형별로 보면, 내자기업이 기업의 R&D활동에서 주도적 입지를 차지하

였다. 2017년 내자기업의 R&D 투입은 9,423.0억위안으로 전체 기업 R&D경비의 

78.4%를 차지하였고, 홍콩·마카오·대만 상인 투자기업의 투입액은 1,15.1억위안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였으며, 외자기업 투자액은 1,474.9억위안으로 전체의 12.3%를 차

지하였다. 

산업분포차원에서 보면 2017년에는 기업 R&D경비가 100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종이 23

개에 달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그 순위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었다. R&D경비가 가장 

많은 업종은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장비제조업이며, 2,002.8억위안으로 전체 기업 

R&D 지출의 16.7%를 차지하였다. R&D경비가 1천억위안이상인 업종은 전기기계·기자

재제조업 및 자동차제조업으로 각각 1,242.4억위안과 1,164.6억위안이다. R&D지출이 

500억위안 이상인 업종은 화학원료·화학제품제조업, 일반장비제조업, 철금속제련·압연

가공업, 특수장비제조업 및 의약제조업이며, 이 8개 업종의 R&D 경비 총액의 차지비중

은 65.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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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기업 R&D 경비가 가장 많은 10개 업종 및 그 투입강도 (2017년)

2017년 기업 R&D 경비투입강도가 가장 높은 업종은 철도, 선박, 우주항공 및 기타 운

송장비제조업(2.53%)이며, 그다음은 의약제조업(1.97%)이다. R&D 경비투입 강도가 평균

수준을 초과하는 업종은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업, 특수장비제조업, 전기기

계·기자재제조업, 일반장비제조업, 자동차제조업 및 화학원료·화학제품제조업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기업 R&D 경비는 주로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 동부, 

중부, 서부 및 동북지역의 기업 R&D 경비는 각각 8,150.2억위안, 2,173.0억위안, 

1,257.2억위안과 432.5억위안으로, 그 차지비중은 각각 67.9%, 18.1%, 10.5%와 3.6%이

다. 성/시별 분포를 보면 장쑤성, 광둥성, 산둥성과 저장성의 기업 R&D경비가 1천억위

안을 초과하였고 이 4개 지역의 R&D 경비총액의 차지비중은 52.4%를 차지하였다. 

업 종
R&D 지출
(억위안)

R&D경비투입강도
(%)

전체 산업 12013.0 1.06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업 2002.8 1.89

전기기계·기자재제조업 1242.4 1.73

자동차제조업 1164.6 1.38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제조업 912.5 1.11

일반장비제조업 696.8 1.53

철금속제련·압연가공업 638.7 0.99

특수장비제조업 636.9 1.78

의약제조업 534.2 1.97

비철금속제련·압연가공업 461.6 0.85

철도, 선박, 항공우주 및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428.8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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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산출 

2017년 중국기업이 출원한 특허는 81.7만건이며, 그중 발명특허가 32.1만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와 11.7% 증가되었으며, 발명특허 출원량은 기업 특허출원량 전체의 

39.3%를 차지하였다. 

2017년 중국기업의 발명특허 보유량은 전년대비 21.3% 증가된 93.4만건이었다. 기업

의 사업등록유형별로 보면 내자기업의 발명특허 보유량이 82.6%로 주도적인 입지를 차

지하였으며, 홍콩·마카오·대만 상인 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각각 8.7%와 8.7%

를 차지하였다. 산업분포를 보면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업의 발명특허 보유

량이 가장 많았고(27.4만건), 그다음은 전기기계·기자재제조업(10.9만건)이며, 이 2개 

업종의 특허 보유량 합계는 기업의 전체 유효 발명특허 보유량의 41.0%를 차지하였다. 

지역분포별로 보면 동부, 중부, 서부 및 동북지역 기업의 발명특허 보유량은 각각 67.6

만건, 13.9만건, 9.1만건 및 2.8만건으로, 차지비중은 각각 72.4%. 14.9%, 9.7% 및 

3.0%이다. 성/시별 분포를 보면 광둥성과 장쑤성의 기업 발명특허 보유량이 가장 많았

고, 각각 31.0%와 15.0%를 차지하였다. 

4 기술획득

2017년 중국기업의 기술도입을 위한 경비투입은 399.3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6.0% 감

소되었다. 기술도입 경비 및 R&D 경비와의 비율은 3.3%로 전년대비 1.0%p 하락하였다. 

기업 사업등록유형별로 보면 내자기업의 기술도입경비는 151.5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4.8% 감소되었고, 전체 기술도입경비의 37.9%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0.5%p 높아졌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도입경비는 232.1억위안으로 전체 기술도입경비의 58.2%를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0.6%p 상승했다. 홍콩·마카오·대만 상인투자기업의 기술도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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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3.9%로 전년대비 1.1%p 줄어들었다. 기술도입경비의 기업 R&D경비 차지비중을 보

면 내자기업이 1.6%, 홍콩·마카오·대만 상인투자기업과 외국인기업이 각각 1.4%와 

15.7%이다. 

기업의 도입기술에 대한 소화흡수는 기업의 학습능력과 혁신능력을 육성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2017년 기업이 도입기술을 소화흡수하는데 지출한 경비는 118.5억위안에 달하

였다. 기업의 기술소화흡수경비 및 기업기술도입경비와의 비율은 29.7%에 달하여 전년대

비 6.7%p 상승하였다. 

그림 5-1❙기업의 기술도입 경비 및 R&D 경비 (2000-2017년)

참고자료

§ 我国规模以上工业企业R&D活动统计分析 (2019.4.8.) 

https://mp.weixin.qq.com/s/5JaH8DDeXyxx-68kcSmb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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