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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중국의 R&D투자가 1조9,657억 위안에 달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뚜렷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정부차원에서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과학기술 혁신체제가 꾸준히 강화되었음

 R&D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l R&D투자 증가율의 향상은 국가의 혁신역량이 높아졌음을 나타냄

- 2013~2016년간 중국의 R&D투자는 연평균 11.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선두수준을 

보여주었음 

- 2017년 중국의 R&D투자액은 1.76만억 위안을 돌파하여 전년 대비 12.3% 증가하였으며 성장률은 

전년대비 1.7%p 높아졌음 (R&D투자 투입강도(GDP 대비 R&D투자의 비중 2.13%)

- 2018년 중국의 R&D투자는 1조9,657억 위안에 달했으며 투입강도는 2.18%였음 

l R&D투자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자원 배분이 더욱 최적화되었음

- 기업은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R&D투자를 계속 늘릴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에서 기초연구까지로 확장

- 2018년부터 Alibaba, Tencent 및 Huawei 등 기업들은 잇달아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초연구 강화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메커니즘 개혁을 더욱 심화함

l 국가차원에서 과기체제 개혁 심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했음

- 프로젝트 관리, 예산 사용 등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고 혁신 활력을 한층 

활성화하였음

- 기술성과 사업화 촉진, 연구성과 처분권 이양, 승인 프로세스 간소화 등의 제도적 혁신은 과학연구성과 이전

수입을  높였고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크게 촉진시켰으며 연구자의 혁신창업의 적극성을 진작시켰음

l 2019년에 새롭게 공식 출범한 과학기술창업보드(科創板)는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과기혁신형 기업을 위해 새로운 융자업무 개시

- 2019년 5월 8일 과학기술창업보드에 등록한 기업은 103개에 이르렀고 기금 모금액은 1,000억 위안을 

상회하였음

- 이는 자본시장의 혁신형 경제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기업을 위해 혁신 원동력을 부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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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제도의 선도역할 가시화　　

l 지적재산권의 양적 및 질적 창출이 함께 향상되었음

- 2019년 1~3월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은 34.1만 건, 등록량은 11.6만 건, 실용신안특허 

출원량은 50.3만 건, 실용신안특허 등록량은 37.5만 건, 외관디자인 특허출원량은 15.7만 건, 

외관디자인 특허등록량은 11.9만 건으로 집계되었음

   중국 발명특허 주요현황 (2019.1-3)

þ 발명특허: 출원량 34.1만 건, 등록량 11.6만 건

þ 실용신안특허: 출원량 50.3만 건, 등록량 37.5만 건

þ 외관디자인특허: 출원량 15.7만 건, 등록량 11.9만 건

- 그중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의 등록량과 보유량은 각각 전년대비 증가되었는데, 이는 혁신

주체의 창의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혁신능력이 꾸준히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l 지적재산권 보호가 전면적으로 강화되었음

- 최근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및 통과한 상표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표 

독점권의 고의적인 침해로 인한 배상 금액을 개정 전의 3배 미만에서 5배 미만으로 높였고 

법적 배상 한도를 3백만 위안에서 5백만 위안으로 인상하였으며, 개정된 조항은 2019년 1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임

                            [표 1] 상표법 개정안 수정전후 대조표

- 이러한 징벌적 배상 한도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이는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음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고의적인 침해로 인한 배상 금액 3배 미만 5배 미만

법적 배상 한도 3백만 위안 5백만 위안

KO
STEC   

  K
O

STEC   
  K

O
STEC



중국 과학기술 격주간 동향

4  

과학기술혁신이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우위로 떠오르고 있음

l 2019년 1/4분기 베이징 중관춘(中關村)국가자주혁신시범구는 새로운 실적을 달성했음

- 규모이상 첨단기술기업의 총수입은 1.3만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했음

- 기술수입은 2,171.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3.7% 증가하여 빠른 증가추세를 보였음

- 전자정보, 첨단제조, 신소재 및 응용기술 등 중점 첨단기술분야는 빠른 증가추세를 유지하였으며, 

전년대비 각각 17.4%, 11.4%, 11.3% 증가했음 

- 기업의 R&D투자는 508.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0.9% 증가하여 과기투입을 활발하게 진행됨

l 이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첨단기술개발구도 안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과기부 화거센터(火炬中心)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말까지 국가고신구의 고정자산

투자액은 4,419.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보다 1.3%p 높았음

국가첨단기술개발구 주요 실적(2019.1-2)

þ 국가첨단기술개발구 수: 총 168개 

þ 신규 등록기업 수: 4.6만개, 전년대비 11.6%↑

þ 매출수입: 4.9만억 위안, 전년대비 9.3% 증가↑

þ 실제 납세액: 2,909.6억 위안, 전년대비 12.4% 증가↑

þ 영업수입 이익률: 6.1%

참고자료

§ 去年研究与试验发展经费达19657亿元 我国科技动能持续释放
http://finance.people.com.cn/n1/2019/0513/c1004-31080317.html?tdsourcetag=s_pcqq_aioms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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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둥성·베이징·장쑤성, 2018년 중국 특허 종합실력 TOP3 도시 선정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지식재산권운용촉진사(知識產權運用促進司)와 지식재산권발전연구

센터가 공동으로 「2018년 국가 특허 실력현황 보고서」 발표 (5.9)

l 동 보고서는 특허 창출, 적용, 보호, 관리 및 서비스의 5개 측면에서 특허실력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의 31개 성(자치구 및 도시)의 특허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함 

F 특히 양적 평가를 한층 약화시키고 품질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특허 출원량과 경제성장률 

및 과기혁신수준과의 조화로운 매칭을 선도함

l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초부터 중국의 특허 지표는 양적·질적인 뚜렷한 향상, 특허 보호 

강화, 적용 능력 지속적 확대, 국제화 수준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났음

- 그중 광둥성(广东), 베이징, 장쑤성(江苏)은 전국 특허종합실력 TOP3에 들었으며, 이어서 

저장성(浙江), 산둥성(山东), 상하이, 쓰촨성(四川), 후베이성(湖北), 충칭시(重庆), 푸젠성

(福建)의 특허종합실력은 전국 4위~10위에 들었음 

- 각 지역별 특허종합실력 TOP3 성(시)는 다음과 같음

지역별 특허종합실력 순위 TOP3 
§ 동부지역: 광둥성, 베이징, 장쑤성

§ 중부 및 동북지역: 후베이성, 허난성, 후난성

§ 서부지역: 쓰촨성, 충칭시, 샨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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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 밖에도 2018년 각 지역에서 지적재산권 강성(强省) 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지적재산권 

창출, 보호, 적용 등에서 일련의 시범적 경험과 전형적인 사례를 갖추었음

- 상하이, 장쑤성, 광둥성, 쓰촨성과 같은 지적재산권 선도형 시범지역에서 지적재산권 권익 

배분 개혁, 지적재산권 지역 상담메커니즘 구축 등 10여개의 시범적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전국에 보급시키며 시범선도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였음 

- 푸젠성, 산둥성, 허난성, 후난성, 충칭시, 샨시성 등 지적재산권 기반형 시범지역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지적재산 이전·활용, 산업고도화 지원 등 방면에서 가시적 성과 달성

- 간쑤성(甘肃) 등 지적재산권 특화지역은  자체의 우위를 토대로 특허 활용, 보호 및 관리 실력을 

대폭 높였음

참고자료

§ 国家知识产权局发布的报告显示——粤京苏三地专利综合实力最强
http://finance.people.com.cn/n1/2019/0509/c1004-31074750.html?tdsourcetag=s_pcqq_ai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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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지적재산권전략 요강" 실시 10년 평가보고서』 발표   

최근 국가지식산권국이 2019년 2/4분기 정례브리핑에서 『"국가 지적재산권전략 요강" 실시 

10년 평가보고서』 발표(4.25) 

§ 동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지적재산권전략요강”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 중국을 지적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관리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로 도약”� 목표는 이미 달성하였고,� 지적재산권

강국으로의 매진을 위해 탄탄한 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

 중국 지적재산권의 보유량이 대폭 증가하여 이미 명실상부한 지적재산권 대국으로 부상  

  

 주요 내용

① 유효 발명특허 보유량(2007~2017): 8.4만 건→135.6만 건 ↑ (세계 3위)

② 유효 상표 등록량: 235.3만 건→1,492만 건 ↑

③ 저작권 연간 등록량: 15.9만 건→274.8만 건 ↑

④ 식물 신품종, 지리적 표지, 집적회로 배치 설계 등: 대폭 증가↑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음

- 고부가가치의 핵심 지적재산권을 점진적으로 보유하여 산업의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를 크게 지원했음

- 지적재산권은 브랜드 경제, 특색 있는 농업 발전과 문화 번영을 촉진했으며, 지적재산권 

활용의 새로운 양상을 보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꾸준히 강화되고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중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부합하고, 유형이 비교적 완비된 지적재산권 법적 

제도를 기본적으로 수립했음

-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법 보호와 행정 보호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보호역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보호의 적시성이 향상되고, 각종 시장주체를 동일시하여 ‘엄격한 보호, 대규모 

보호, 신속한 보호, 동등한 보호'(嚴保護、大保護、快保護、同保護)의 구도를 구축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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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관리체제 개혁을 지속 심화하여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했음 

- 상하이 푸둥, 선전 등지에서 지적재산권 관리체제에 대한 창의적인 탐색 등 솔선수범 효과

- 2018년 3월에 특허, 상표, 원산지 지리적 표시의 관리기능을 통합하고 국가지식산권국을 

재편한 이후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리체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집중되었음

 전 사회의 지적재산권 의식이 뚜렷이 높아지고 기반 환경이 한층 더욱 단단해졌음

- 2018년 3월 현재 중국 내 76개 대학은 지적재산권 학부 전공을 개설했으며, 지적재산권 

서비스를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이 2.6만 개 이상을 달성, 연간 매출액은 1,000억 위안 상회

- 지적재산권 공공서비스플랫폼 구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적재산권 전문인재 

규모가 15만명을 상회함

 지적재산권의 대외협력이 끊임없이 확대 및 심화되고 국제영향력이 뚜렷이 향상됐음

- 중국 지적재산권의 대외 협력교류 메커니즘, 중요한 양자 간 메커니즘을 꾸준히 보완하

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지역의 지적재산권기구 협력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구축했음

- 2007-2016년간 중국이 참여해 제정한 국제표준은 1,705개를 기록했으며, 많은 기업들이 지적

재산권 관련 해외전략을 펼치기 시작함

참고자료

§ 《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实施十年评估报告发布
http://ip.people.com.cn/n1/2019/0425/c179663-310500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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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첫 5G안전협동혁신센터 설립 

중국 첫 5G안전협동혁신센터가 5월7일에 쓰쵠성 청두시에서 설립되어  앞으로 5G보안 혁신 

기술·솔루션 개발과 5G 및 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안전기반 마련에 주력 

l 동 센터는 아신안전(亞信安全)과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공동 발의하고, 차이나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중국전자과기네트워크정보안전유한회사(中国网安) 및 베이징우전대학 

등 기업과 대학이 공동 참여 

- (목적) "산학연 및 사용자 협동 혁신" 모델을 토대로 5G 보안 관련 핵심적 공통기반기술·제품 

개발과 성과이전·사업화 추진을 위한 혁신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함

l 동 센터는 단말기 보안, 접속망 보안, 핵심망 보안, 서비스/응용 보안, 범용 보안 등 5개 주요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진행할 예정

- 장기적 협동혁신협력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5G 보안 핵심기술 공동 연구, 5G 보안기술 자원 공유, 

관련 표준 공동 제정, 프로젝트 과제 공동 신청, 공동 솔루션 형성 및 실질적 응용 등 추진

- 또한 시장 전망이 밝은 우위 프로젝트의 인큐베이팅과 상용화 등 지원  

참고자료

§ 国内首家5G安全协同创新中心成立
http://it.people.com.cn/n1/2019/0509/c1009-310750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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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인공지능 5대 개방 혁신플랫폼 출시 

중국 5대 국가급 인공지능 개방형 혁신플랫폼이 5월 9일 열린 2019 글로벌 인공지능 제품 

응용 박람회에 동시에 등장하여 중국 인공지능 제품의 최신 성과를 선보였음

l 5대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 혁신 플랫폼

(Baidu) 자율주행 플랫폼

(Alibaba 클라우드컴퓨팅유한회사) 시티 브레인 플랫폼

(Tencent) 의료영상 플랫폼

(iFLYTEK) 지능언어 플랫폼

(SenseTime) 지능시각 플랫폼

관련 배경

  2018년 말까지 중국의 20개 성(省)은 30여개 인공지능 지원 정책 발표·실시 

  베이징, 광둥성 및 장장삼각주(長三角)를 대표로 하는 3대 인공지능 산업클러스터가 기본적  

    으로 형성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업수가 전국의 86%를 차지함

-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은 1,000개를 초과하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騰訊) 등 선도기업이 

인공지능 기술 및 제품의 응용 단계에 진입

- 상탕(商湯), 윈충(雲從), 쾅스(旷视), 이투(依圖) 등 창업 회사는 치열한 상업화 경쟁 중

  2019 글로벌 인공지능 제품 응용 박람회에 200여개 국내외 인공지능 기업이 참가했으며,  

   1,000여개 인공지능 제품 및 혁신 솔루션이 전시되었음 

- (예시) 화웨이(華為)의 ARM 결합 해결 방안,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톈푸(天譜) 세계 첫 출시, 

SEW 동력전달 설비의 지능화 공장 개혁 혁신기술, 하이신(海信)의 교통 클라우드 브레인

(Cloud brain), 다타(達闥)의 지능 유연성 서비스 로봇 등 

참고자료

§ 我国人工智能五大开放创新平台集体亮相
http://www.xinhuanet.com/tech/2019-05/10/c_11244747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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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7년 중국의 규모이상 공업기업 R&D활동 통계 분석

R&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분포

l 2017년 중국의 R&D활동을 수행하는 규모이상 공업기업(이하 약칭“기업”)은 총 102,218개에 

달하여 기업 전체의 27.4%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4.4%p 증가했음

- 그중 R&D연구기구를 보유한 기업은 총 70,636개에 달하여 기업 전체의 18.9%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2.6%p 증가했음

l 2017년 R&D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가운데 내자기업이 86,671개에 달하여 84.8%를 차지하였으며, 

홍콩·마카오·대만 투자기업이 7,581개에 달하여 7.4%를 차지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 

전체의 7.8%인 7,966개에 달하였음

                         [그림 1] R&D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분포도

R&D인력과 투자

l 2017년 기업의 R&D인력은 404.5만 명으로 중국 R&D인력 전체의 65.1%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7.8만 명 증가했음

F 그중 여성 R&D인력이 90.2만 명으로 기업 전체 R&D인력의 22.3%를 차지함

l FTE기준 2017년 R&D인력은 273.6만 명년이며,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높아졌음 

F 그중 R&D연구인력(FTE기준)은 88.5만 명년으로 기업 R&D인력 전체의 32.3%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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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7년 기업의 R&D투자는 12,01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8% 증가되었음 

F 기업 R&D투자강도(R&D투자와 주요사업소득의 비율)는 1.06%에 달하여 전년대비 0.12%p 

높아졌음

l (유형별) 2017년 내자기업이 R&D활동에서 주도적 입지를 차지하였음

- 내자기업의 R&D투자액은 9,423억 위안으로 전체 기업 R&D투자의 78.4%를 차지함

- 홍콩·마카오·대만 상인 투자기업의 투자액은 1,115.1억 위안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함

- 외자기업 투자액은 1,474.9억 위안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함

                              [그림 2] 2017년 기업유형별 R&D투자 현황

l (산업별) 2017년 기업 R&D투자가 100억 위안을 초과하는 업종이 23개에 달하여 전년대비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음

- R&D투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장비제조업이며, 2,002.8억 위안으로 

전체 기업 R&D 지출의 16.7%를 차지하였음

- R&D투자가 1천억 위안 이상인 산업은 전기기계·기자재제조업 및 자동차제조업으로 각각 

1,242.4억 위안과 1,164.6억 위안을 투입하였음

- R&D투자가 500억 위안 이상인 산업은 화학원료·화학제품제조업, 일반장비제조업, 철금속제

련·압연가공업, 특수장비제조업 및 의약제조업임

- 상술한 8개 산업의 R&D투자가 총액에서 차지비중은 65.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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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기업 R&D투자 TOP10 산업 및 투입강도(2017년)

l 2017년 기업 R&D투자 투입강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철도, 선박, 우주항공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2.53%)이며, 그다음은 의약제조업(1.97%)임

- R&D투자 투입강도가 평균수준을 초과하는 산업은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업(1.89%), 

특수장비제조업(1.78%), 전기기계·기자재제조업(1.73%), 일반장비제조업(1.53%), 자동차제조업

(1.38%) 및 화학원료·화학제품제조업(1.11%)임

l (지역별) 기업 R&D투자는 주로 동부지역에 집중되며, 2017년 동부, 중부, 서부 및 동북지역의 

기업 R&D투자는 각각 8,150.2억 위안, 2,173.0억 위안, 1,257.2억 위안과 432.5억 위안으로, 

그 차지비중은 각각 67.9%, 18.1%, 10.5%와 3.6%임

F 성/시별 분포를 보면 장쑤성, 광둥성, 산둥성과 저장성의 기업 R&D투자가 1천억 위안을 초과했고 

이 4개 지역의 R&D투자액의 차지비중은 52.4%를 차지하였음

특허산출

l 2017년 중국기업이 출원한 특허 건수는 81.7만 건이며, 그중 발명특허가 32.1만 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와 11.7% 증가되었으며, 발명특허 출원량은 기업 특허 출원량 전체의 39.3%를 

차지하였음

업 종 R&D 지출(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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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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7년 중국기업의 발명특허 보유량은 93.4만 건으로 전년대비 21.3% 증가했음

- (유형별) 내자기업의 발명특허 보유량이 82.6%로 주도적인 입지를 차지하였으며, 홍콩·마카오·대만 

상인 투자기업과 외자기업이 각각 8.7%와 8.7%를 차지하였음

- (산업별)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업의 발명특허 보유량이 가장 많았고(27.4만 건), 그다음은 

전기기계·기자재제조업(10.9만 건)이며, 이 2개 업종의 특허 보유량 합계는 기업의 전체 유효 발명특허 

보유량의 41.0%를 차지하였음

- (지역별) 동부, 중부, 서부 및 동북지역 기업의 발명특허 보유량은 각각 67.6만 건, 13.9만 건, 9.1만 건 

및 2.8만 건으로, 차지비중은 각각 72.4%. 14.9%, 9.7% 및 3.0%임 

F 성/시별 분포를 보면 광둥성과 장쑤성의 기업 발명특허 보유량이 가장 많았고, 각각 31.0%와 15.0%를 

차지하였음

기술획득

l 2017년 중국기업의 기술도입을 위한 투자금액은 399.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6.0% 감소되었으며, 

전체 R&D투자액의 3.3%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1.0%p 하락하였음 

- 내자기업의 기술도입투자는 151.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8% 감소되었고, 전체 기술도입투자의 

37.9%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0.5%p 높아졌음

- 외자기업의 기술도입투자는 232.1억 위안으로 전체 기술도입투자의 58.2%를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0.6%p 상승했음 

- 홍콩·마카오·대만 상인 투자기업의 기술도입투자는 3.9%로 전년대비 1.1%p 줄어들었음

l 기술도입투자가 기업 R&D투자에서 차지한 비중을 보면 내자기업이 1.6%이고, 홍콩·마카오·대만 

투자기업과 외자기업이 각각 1.4%와 15.7%임 

l 기업의 도입기술에 대한 소화흡수 능력은 기업의 학습능력과 혁신능력을 육성하는 중요한 보장임

- 2017년 기업이 도입기술을 소화흡수에 관련 투자는 118.5억 위안에 달하였음

- 기업의 기술소화흡수경비 및 기술도입경비와의 비율은 29.7%에 달하여 전년대비 6.7%p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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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기업의 기술도입경비 및 R&D경비(2000~2017년)

참고자료

§ 科技统计报告汇编|我国规模以上工业企业R&D活动统计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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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7년 중국 기업 혁신활동특징 통계 분석 

중국의 기업혁신활동에 대한 조사결과, 약 40%의 기업이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약 8%의 

기업이 전면적인 혁신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음 

l 2017년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수는 29.8만 개에 달하여 전체의 39.8%를 차지하였음 

- 그중 혁신을 실현한 기업은 27.8만 개로 전체의 37.1%를 차지하였음

- 4가지 혁신(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 마케팅혁신)을 동시에 수행한 기업은 5.9만 개에 달하여 

전체의 7.8%를 차지하였음

l 기업의 산업별 혁신활동 활성화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음

- 공업기업은 혁신 활성화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혁신을 실현한 기업은 전체 공업기업의 45.8%를 차지함

- 건축업 및 서비스산업은 27.8%와 28.5%의 기업이 혁신을 이루었음 

l 혁신기업의 지리적 분포가 크게 다름

- 동, 중, 서 및 동북 지역은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음

- 39.7%의 동부지역 기업이 혁신을 달성하는 반면에 24.6%의 동북지역 기업이 혁신을 달성했음

공업기업의 혁신 성공률이 비교적 높으며, 자주적 개발은 가장 중요한 혁신형태임 

  공업기업의 혁신 성공률이 비교적 높음

l 2017년 전체 규모이상 공업기업 중 15.1만개 기업이 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하여 전체의 40.5%를 

차지했음

- (기업규모별) 대형 공업기업의 혁신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기술혁신기업의 80.1%를 차지하여 중형

기업의 59.0%보다 높았고, 마이크로형기업의 1.6배에 달했음

- (등록유형별) 홍콩·마카오·대만 투자기업과 외자기업의 혁신활동 활성화 수준이 높아 기술현신기업의 

48.3%와 47.8%를 차지했으며 내자기업의 39.4%보다 높은 수준임 

l 2017년 총 12.6만개의 공업기업이 성공적으로 기술혁신을  달성하여 기술혁신기업의 83.2%를 

차지하였음

- 그중 제품혁신과 프로세스혁신을 성공한 기업이  각각 9.9만개와 10.3만개였으며 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각각 65.4%와 68.2%를 차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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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적 개발은 가장 중요한 혁신형태임 

l 제품혁신을 실현한 공업기업 중 독립적으로 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89.2%를 차지했으며, 공정

혁신을 실현한 공업기업 중 독립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82.6%를 차지했으며, 기술혁신

활동에 수행하는 공업기업 중 67.7%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했음

l 이밖에 기업은 기타 다양한 혁신활동에 수행함

- 기술혁신 활동에 수행하는 공업기업 중 기계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기업이 67.4%이고 관련 

교육훈련을 하는 기업이 35.5%이며, 외부기관에 연구개발 사업을 위탁하거나 혹은 기술을 구매한 

기업이 각각 10.6%와 2.1%를 차지했음

첨단기술산업은 뛰어난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l 2017년에 전체 규모이상 제조업 기업 중 14.7만개 기업이 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전체의 42.1%를 차지하였음 

- 그중 총 12.3만개 제조업 기업이 성공적으로 기술혁신을 달성하여 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83.5%를 차지하였으며, 제품혁신 및 프로세스혁신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기업이 각각 9.8만개 및 

10.1만개가 있으며, 전체 기술혁신기업의 각각 66.5%와 68.3%를 차지함

- (유형별) 제품혁신을 달성한 전체의 규모이상의 제조업 기업 중 독립 개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약 8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로세스혁신을 달성한 제조업 기업 중 독립 개발 프로세스를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83.2%였으며, 기술혁신활동에 수행하는 기업 중 68.1%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음

l 규모이상 첨단기술산업 기업 중 2.2만개 기업이 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하여 68.5%를 차지하였음

- 그중 1.9만개의 첨단기술산업 기업이 성공적으로 기술혁신을 달성하여 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8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품혁신과 프로세스혁신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기업이 각각 1.59만개 및

1.56만개가 있으며, 전체 기술혁신기업의 각각 72.6%와 71.3%를 차지함

- (유형별) 제품혁신을 실현한 전체 규모이상의 첨단기술기업 중 독립 개발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9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로세스혁신을 실현한 첨단기술산업기업 중 독립개발 프로세스를 보유한 

기업이 85.7%였으며, 기술혁신활동에 수행하는 기업 중 78.2%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했음

- 이로부터 혁신의 활성화 수준, 혁신 성공률 및 독자적 혁신 비중을 보면 규모이상 첨단기술산업의 

혁신능력이 탁월하며 제조업 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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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혁신은 기업을 도와 시장경쟁력 강화

l (정의) 협업혁신이란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혁신활동을 추진하여 

혁신정보를 충분히 획득하거나 혹은 혁신적 자원, 특히 우위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실현하는 

것을 가리킴

l 2017년 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하는 20.1만개 기업 중 협업혁신을 수행한 기업이 13.1만개로 

65.1%를 차지하였으며, 협업혁신은 기업이 기술혁신활동을 추진하는 중요한 방식이 되었음

을 의미함

l 기업규모가 클수록 혁신과정이 더욱 개방적임

- 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소형, 중형 및 대형 기업 중 협업혁신기업의 비중은 각각 62.6%, 68.4% 및 

78.8%였음

l 산학연(產學研)협력은 기업 협업혁신의 중요한 형태임 

- 2017년 중국의 산학연협력 기업이 5만개에 달하여 협업혁신기업의 38.5%를 차지하였음

- 그중 대학과 협력한 기업이 협업혁신기업의 31.2%를 차지하였으며, 연구기관과 협력한 기업이 전체 협업

혁신기업의 18.6%를 차지하였음 

회사 직원의 정체성, 고급인재와 회사내부의 인센티브 등은 혁신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2017년 혁신활동을 실시한 29.8만개 기업 중, 각각 74.1%, 73.1% 및 71.8%의 인터뷰에 응한 기업가는  

   직원의 정체성, 고급인재와 회사내부의 인센티브가 성공적인 혁신에 대해 지극히 중요하다고 답하였음

[그림 1] 기업혁신 인센티브 인기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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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에 대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 기업가의 27.7%, 18.9%, 17.7%는 각각 "인재부족 혹은 인재유실",  

  "혁신 비용이 지나치게 높음", "혁신 인지도가 강하지 않음" 등이 기업혁신의 주된 장애물이라고 주장하였음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정책에 관련 설문조사 결과

l 기업가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10가지 혁신정책 순위는 다음과 같음

        

10가지 혁신정책

① 지적재산권의 창출 및 보호 관련 정책(43.0%)

② 기업 R&D 비용 및 세금공제 우대정책(41.7%)

③ 기업의 인재유치 및 인재양성 지원정책(40.3%)

④ 첨단기술기업 소득세 감면정책(40.0%)

⑤ 우선개발산업 지원정책(38.7%)

⑥ 재정지원 관련 정책(37.5%)

⑦ 대중창업·만중혁신 촉진정책(36.4%)

⑧ 기업 R&D활동 전용 측정장비 감가상각정책(32.3%)

⑨ 기술이전, 기술개발소득 면제 및 기술이전소득 면제 정책(29.4%)

⑩ 과기혁신 수입세수정책(25.2%)

l 기업가들은 혁신정책의 시행효과가 뚜렷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책 문턱이 지나치게 높음 

적용범위가 좁음

홍보가 충분하지 않음

인지도가 낮음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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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업의 R&D 투자와 세금공제 우대정책을 예로 들면, 기업가가 정책 시행효과가 뚜렷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간주하는 3가지 주된 원인은: 

① 해당 정책의 적용 대상이 아님(68.1%)

② 관련 정책을 모름(10.9%)

③ 절차가 번거로움(8.1%)

참고자료

§ 科技统计报告汇编|我国企业创新活动特征统计分析
https://mp.weixin.qq.com/s/i-6zeZaPwYpLXLHw_OTf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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