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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원, 「과기분야 중앙과 지방의 재정권한 및 지출책임 구분 개혁방안」 발표

 최근 국무원은 자연자원, 의료위생, 기본공공서비스 등 분야에 이어 「과기분야 중앙과  

 지방의 재정권한(事權) 및 지출책임 구분 개혁방안」을 발표하여 2019년1월1일부터 시행(5.31)

l 동 방안에 따르면 과기분야 중앙과 지방의 재정권한 및 지출책임을 구분 개혁하는 기본원칙

을 ▲ 정부와 시장 간 한계를 과학적으로 정리함 ▲ 중앙과 지방의 권리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구분함 ▲ 현재와 미래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함

8개 분야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권한 및 지출책임을 규명함

[표 1] 과기분야 중앙과 지방의 재정권한 및 지출책임 구분 개혁방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과학기술 연구개발

▶ 대상:� 기초연구,� 응용연구와 기술연구개발을 지원한 과학기술계획

� � � � � � � � � (전문프로젝트,� 기금 등)

▶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 공동수행 권한 부여

� � � (상황별로 각각� 상응하는 지출책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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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과학기술 혁신기지

구축 및 발전

▶ 대상:� 첨단과학발전,� 국가 전략적 수요 및 산업혁신발전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실험실 등 국가 과학기술 혁신기지

▶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 공동수행 권한 부여

� � � (상황별로 각각� 상응하는 지출책임 수행)

 과학기술인력그룹
구축

▶ 대상:� 고급 과학기술인력그룹 구축 및 관련 계획에 따라 통일적으로

� � � � � � 실시한 과학기술인력 전문프로젝트

▶ 중앙재정 or� 지방재정 수행 권한 부여

� � � (동 등급 재정 지출책임 수행)

 과학기술성과 이전

▶ 대상:� 리스크 보상,� 후기 보조,� 창업투자 유도 등 재정투입 방식을

� � � � � � 통한 과학기술성과 이전

▶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 공동수행 권한 부여

� � � (상황별로 각각� 상응하는 지출책임 수행)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 대상:�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국가과기혁신센터,� 종합성 국가과학센터

� � � � � � � � � 등 지역혁신시스템

▶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 공동주행 권한 부여

� � � (상황별로 각각� 상응하는 지출책임 수행)

 과학기술 보급

▶ 대상:� 국가과학기술 지식 보급,� 과학적 방법 창도,� 과학적 사상 홍보,�

과학정신 고양 및 전 국민의 과학적 자질 향상 등

▶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 공동주행 권한 부여

� � � (상황별로 각각� 상응하는 지출책임 수행)

 연구기관 개혁과

구축 발전  

▶ 대상:� 재정성 자금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 중앙재정 or� 지방재정 주행 권한 부여

� � � (동 등급 재정 지출책임 수행)

 과학기술분야의
기타 사항

① 국제과학기술협력교류 관련

▶ 외교 분야 개혁방안에 따라 수행

② 사회과학연구 관련

▶ 대상:� 경제사회 발전의 전반 국면과 관련되는 중대한 이론과 실제문제,�

철학 사회과학 혁신체계 구축의 중대한 기초이론 문제에 대한 연구,�

국가 하이엔드 싱크탱크 구축 추진

▶ 중앙재정 주행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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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기부와 재정부, 「국가 과학기술자원 공유 서비스 플랫폼 최적화 조정 
명단 관련 통지」 발표

 최근 중국 과기부 및 재정부가 공동으로 「국가 과학기술자원 공유 서비스 플랫폼 최적화  

 조정 명단 관련 통지」 발표했음(6.10)

l (목적) 「과학 데이터 관리방법」 및 「국가 과학기술자원 공유 서비스 플랫폼 관리방법」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과학기술자원 공유 서비스체계를 보완하며, 과학기술자원을 사회에 개방·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l 국가 과학기술자원 공유 서비스 플랫폼(이하 “국가 플랫폼”)을 최적화하며, 국가과학

데이터센터(20개), 국가 생물 생식질(種質)자원 및 실험재료자원 라이브러리(30개)를 

구축함

참고자료

§ 科技领域中央与地方财政事权和支出责任划分改革方案
https://mp.weixin.qq.com/s/6JUILojLCa7N4Yrq4FRoKw

구분 주요내용

▶ 대상:� 본 지역의 현황 및 관련 계획에 따라 자주적으로 설립된 사회과학

연구 분야 전문프로젝트(기금 등)

▶ 중앙재정 주행 권한 부여

③ 중앙과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產建設兵團)� 관련
▶ 중앙과 지방의 구분 원칙에 따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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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 과학기술자원 공유 서비스 플랫폼 명단

No. 국가플랫폼 명칭 위탁기관 주무부처

1 국가고에너지물리과학데이터센터 중국과학원 고에너지물리연소 중국과학원

2 국가게놈과학데이터센터 중국과학원 베이징게놈연구소 중국과학원

3 국가미생물과학데이터센터 중국과학원 미생물연구소 중국과학원

4 국가우주과학데이터센터 중국과학원 국가우주과학센터 중국과학원

5 국가천문과학데이터센터 중국과학원 국가천문대 중국과학원

6 국가지구관측과학데이터센터
중국과학원 원격탐지 및 

디지털지구연구소(RADI)
중국과학원

7 국가극지과학데이터센터 중국극지연구센터 자연자원부

8 국가티벳고원과학데이터센터 중국과학원 티벳고원연구소 중국과학원

9 국가생태과학데이터센터 중국과학원 지리과학 및 자원연구소 중국과학원

10 국가재료부식 및 보호과학데이터센터 베이징과학기술대학 교육부

11 국가빙하동토사막과학데이터센터 중국과학원 한랭건조지역환경공학연구소 중국과학원

12 국가계량과학데이터센터 중국계량과학연구원 시장감독관리총국

13 국가지구시스템과학데이터센터 중국과학원 지리과학 및 자원연구소 중국과학원

14 국가인구건강과학데이터센터 중국의학과학원 위생건강위원회

15 국가기초학과공공과학데이터센터 중국과학원 컴퓨터네트워크정보센터 중국과학원

16 국가농업과학데이터센터 중국농업과학원농업정보연구소 농업농촌부

17 국가임업초원과학데이터센터 중국임업과학연구원 자원정보연구소 임업초원국

18 국가기상과학데이터센터 국가기상정보센터 기상국

19 국가지진과학데이터센터 중국지진대망센터(CENC) 지진국

20 국가해양과학데이터센터 국가해양정보센터 자연자원부

21
국가 중요야생식물 생식질자원 

라이브러리
중국과학원 쿤밍식물연구소 중국과학원

22 국가 작물 생식질자원 라이브러리 중국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소 농업농촌부

23 국가 원예 생식질자원 라이브러리 중국농업과학원 정저우과수연구소 농업농촌부

24 국가 열대식물 생식질자원 라이브러리
중국열대농업과학원 

열대작물품종자원연구소
농업농촌부

25 국가 임업 초원 생식질자원 라이브러리 중국임업과학연구원 임업연구소 임업초원국

26
국가 인공사육 동물 생식질자원 

라이브러리
중국농업과학원 베이징축목수의연구소 농업농촌부

27 국가 수생생물 생식질자원 라이브러리 중국과학원 수생생물연구소 중국과학원

28 국가 해양수산 생식질자원 라이브러리 중국수산과학연구원 황해수산연구소 농업농촌부

29 국가 담수 수산 생식질자원 라이브러리 중국수산과학연구원 농업농촌부

30 국가 기생충자원 라이브러리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기생충병예방통제소
위생건강위원회

31 국가 균종자원 라이브러리
중국농업과학원 농업자원 및 

농업구획연구소
농업농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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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플랫폼 명칭 위탁기관 주무부처

32 국가 병원미생물자원 라이브러리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위생건강위원회

33 국가 바이러스자원 라이브러리 중국과학원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중국과학원

34
국가 인간 생식 및 건강 자원 

라이브러리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과학기술연구소 위생건강위원회

35
국가 발육 및 기능 인간 뇌조직자원 

라이브러리
중국의학과학원 기초의학연구소 위생건강위원회

36
국가 건강 및 질환 인간 뇌조직자원 

라이브러리
저장대학 교육부

37 국가 줄기세포자원 라이브러리 중국과학원 동물연구소 중국과학원

38
국가 줄기세포 형질전환자원 

라이브러리
퉁지대학 교육부

39 국가 식물표본자원 라이브러리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중국과학원

40 국가 동물표본자원 라이브러리 중국과학원 동물연구소 중국과학원

41
국가 암석광물 화석 표본자원 

라이브러리
중국지질대학（베이징） 교육부

42 국가 표준물질자원 라이브러리 중국계량과학연구원 시장감독관리총국

43
국가 생물의학 실험세포자원 

라이브러리
중국의학과학원 기초의학연구소 위생건강위원회

44
국가 패턴 및 특색 실험 세포자원 

라이브러리
중국과학원 상하이생명과학연구원 중국과학원

45 국가 설치류 실험동물자원 라이브러리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 약품감독관리국

46
국가 쥐 및 토끼류 실험동물자원 

라이브러리
중국과학원 상하이생명과학연구원 중국과학원

47
국가 비인간 영장류 실험동물자원 

라이브러리
중국과학원 쿤밍동물연구소 중국과학원

48 국가 가금류 실험동물자원 라이브러리 중국농업과학원 하얼빈수의연구소 농업농촌부

49 국가 견류 실험동물자원 라이브러리 광저우의약연구총원유한회사 광둥성 과학기술청

50 국가 유전공학 마우스자원 라이브러리 난징대학 교육부

참고자료

§ 国家科技资源共享服务平台优化调整名单发布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6/427251.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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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5G 영업허가 발급, "올해 5G 상용화 원년" 선언

 중국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가 6일 오전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영업허가증을  

     발급함으로써 중국은 정식으로 5G 시대에 진입했음

l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중국 3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및 중국광전(中國廣電) 4개 기업에 5G 영업허가증 발급했으며, 올해를 

‘5G 상용화 원년’으로 선언했음

5G 영업허가증 발급 관련 4가지 이슈

l 화웨이는 전 세계 유일한 엔드 투 엔드(end-to-end) 5G 상용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통신업체로서 세계 최초 5G 기지국 칩셋인 톈강(天罡), 5G 단말기 베이스밴드칩인 바룽(巴
龙), 단말기 프로세서 칩인 치린(麒麟)980 등 업계 선두수준인 자체 연구개발 칩을 대규모로 상

용화했음

F 화웨이는 5G 표준 제안서 18,000여 편을 제출해 표준 제안서 수 및 통과 수가 세계 1위이

며, ESTI에 5G 기본특허 소유권 2,570건을 보유하여 업계 1위 차지

F 화웨이가 주도한 폴라코드(Polar Code), 상하행 디커플링, 대규모 안테나와 신형 네트워크 

아키텍처 등의 핵심기술은 이미 5G 국제 표준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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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각 업체는 서로 다른 전략을 채택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는 개인 가입자의 5G 서비스를 제공

받는 시기가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로 예상하고 있음

l 5G 업무는 개별 도시의 일부 지역에 먼저 배치될 것이 분명하며, 전체 도시에 전체 네트워크가 

배치될 필요 없음

F 4G에 의존해 5G를 구축하며, 운영업체는 초기 단계에 베이징시, 상하이시, 광저우시, 

선전시에서 상대적으로 먼저 완비하고 업무를 커버 

F 기타 도시는 일부 배치될 수 있고, 특수 업종의 애플리케이션을 우선적으로 커버함

l 중국은 개방, 포용, 협력, 윈윈(win-win)의 이념을 갖고 외국기업들이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및 보급·응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함

F 2013년에 중국은 IMT-2020(5G) 추진팀을 설립했으며, 에릭슨, 노키아, 퀄컴, 인텔 및 

로드&슈워츠 등 수 많은 해외 유명 기업들이 모두 참여했음

F 국내외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연구, 기술시험과 제품테스트 검증을 실시하고, 기술규범과 

테스트 규범을 공동으로 작성했으며, 글로벌 시스템 장비, 칩, 단말기, 테스트 계측기 등의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고 공동 추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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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2019년 5월 현재 세계 20여 개 기업의 5G 표준 관련 특허 

성명서에서 중국 기업이 3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함

l 현재 중국의 5G 중간주파수구간 시스템 장비, 단말기 칩, 스마트폰은 글로벌 산업의 첫 번째 

그룹에 진입했으나 5G 시대에 더욱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됨

① 5G 영업허가증 발급은 사업자에게 규모화 네트워크 구축을 허용하는 것이며, 후속으로는 

네트워크 최적화, 휴대폰 제품의 상호운용 등이 필요함, 그리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후에는 네트워크의 적용기간이 필요함

② 5G의 특징에 비추어 비즈니스 모델이 성숙한 모바일 인터넷 외에도 산업에 응용해야 하며, 

이는 모바일 인터넷에서 사물인터넷으로 확대되는 세계적인 도전임

③ 실물경제와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육성해 최적의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 패턴 기술, 해결

방법, 사물인터넷 단말기 제품 등을 모색함

참고자료

§ 中国正式进入5G商用元年！你想知道的都在这里
https://mp.weixin.qq.com/s/0Dj4-mQBZPXwf0AI6p3t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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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中, 인간 유전자 자원 거래 금지…7월부터 규제 강화

 최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인간 유전자 자원 관리조례」(이하 “조례”)를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음(6.11)

l 본 조례는 1998년에 제정된 「인간 유전자 자원 관리 잠정방법」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

역량 강화, 합리적인 이용 촉진, 규범 강화, 서비스 감독규제 최적화 등에서 중국의 인간유전자 

자원 관리에 대해 규정했음

 보호역량 강화

l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 유전자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중요한 유전학적 가

계도와 특정지역의 인간 유전자 자원에 대한 신고·등록 제도를 시행함 

F 해외 기구 및 해외 기구(or개인)가 설립하거나 실질인 통제 기구가 중국의 인간유전자 

자원을 이용하여 과학연구 활동을 전개할 경우, 중국 측 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

해야 함

F 인간 유전자 자원 정보를 대외 제공하거나 개방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록하고 정보 백업 

제출해야 하며, 중국 국민의 건강과 국가 안보, 사회적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보안심사를 통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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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이용 촉진

l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 유전자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과학연구를 전개

하고, 바이오의약산업을 발전시키며, 진료기술을 향상시켜 중국의 생물안전 보장능력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함

F 인간 유전자 자원을 이용해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법률과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해야 함

 규범 강화

l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인간 유전자 자원을 수집, 보존, 이용하거나 대외 제공할 

경우, 중국 국민의 건강, 국가 안보와 사회 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아니 되며, 윤리 원칙에 

부합하고 자원 제공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규범을 준수해야 함 

F 바이오기술 연구개발 활동 or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면 바이오기술 연구, 임상응용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F 중국 인간유전자 자원의 수집, 보존 및 인간유전자 자원을 활용해 국제협력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등의 심사여건을 확정하고, 심사절차를 개선했음

 서비스 감독규제 최적화

l 「조례」의 요구에 따르면, 과학기술 행정부문은 신청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심사허가, 등록

사항 등을 처리하는데 편리하도록 서비스를 최적화함

l 인간 유전자 자원을 수집, 보존, 이용하거나 대외 제공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며, 관련 법적 책임을 개선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함

참고자료

§ 公布《中华人民共和国人类遗传资源管理条例》

http://politics.people.com.cn/n1/2019/0611/c1024-311283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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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년 중국 하이테크제품 무역상황 분석

 

 하이테크제품의 수출입 규모 반등

l 2017년 중국 하이테크제품의 총 수출입 규모는 12,575.5억 달러로 전년대비 11.5% 증가

- 그중 2017년 하이테크제품의 수출액은 6,708.2억 달러로 전년대비 11.0% 증가

- 2017년 하이테크제품의 수입액은 5,867.3억 달러로 전년대비 12.0% 증가

- 수출입 무역 비중은 지난해와 같은 수치임 (30.6%)

 [그림 1] 하이테크제품의 수출입 총액 및 차지비중(2007~2017년)

 (하이테크제품 무역데이터는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제외한 중국 내륙만 포함)

 컴퓨터 및 통신기술 분야 수출 감소세 완화

l 2017년 컴퓨터 및 통신기술과 전자기술 위주의 패턴이 유지되었음

- 재료기술 분야의 수출 증가폭이 가장 컸음

- 생명공학 분야의 수입 증가폭이 가장 컸음

l (수출) 2017년 컴퓨터 및 통신기술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4,607억 

달러에 달하며, 하이테크제품 전체 수출량의 68.7%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1%p 증가

l 전자기술 수출액은 1,200.2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으며 하이테크제품 전체 수출량의 

17.9%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0.6%p 감소

l (수입) 2017년 전자기술 수입액은 3,093.4억 달러로 1위를 유지하며 하이테크제품 수입액의  

52.7%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0.7%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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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컴퓨터 및 통신기술 수입액은 1,140.1억 달러로 2위를 차지하며, 전체 수입액의 19.4%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1.1%p 감소

[표 3] 하이테크제품 수출입의 기술 분야별 분포(2017년)

 안정적인 수출입 무역파트너 구도 유지

l 2017년 중국의 하이테크제품 수출 TOP5 무역파트너 국가는 여전히 홍콩, 미국, 한국, 일본 

및 네덜란드로 각각 23.8%, 19.9%, 5.9%, 5.3% 및 4.8%를 차지했음

l 2017년 중국의 하이테크제품 수입 TOP5 무역파트너 국가는 대만, 한국, 일본, 미국 및 

말레이시아로 각각 19.4%, 17.8%, 9.1%, 8.2% 및 5.4%를 차지했음

l (수출)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홍콩 및 EU이며, 비중은 각각 

25.1%, 21.4% 및 15.4%임 

l 전자기술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홍콩이며, 전체 수출액의 40.5%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은 

ASEAN, 한국 및 대만이 각각 15.1%, 9.9% 및 8.6%를 차지했음 

l 항공우주기술은 주로 미국, EU 및 홍콩에 수출되었으며 수출액의 각각 26.7%, 19.0% 및 

17.5%를 차지했음

기술분야

수출액 수입액

백만 달러
총액 

차지비중(%)

전년 대비 

증가율(%)
백만 달러

총액 

차지비중(%)

전년 대비 

증가율(%)

합계 670,815 100 11.03 586,762 100 12.03

컴퓨터 및 통신기술 460,703 68.68 12.61 114,013 19.43 6.17

생명공학기술 28,037 4.18 13.34 33,082 5.64 16.81

전자기술 120,019 17.89 7.61 309,339 52.72 13.57

컴퓨터집성제조기술 14,553 2.17 9.73 45,797 7.81 26.21

항공우주기술 7,259 1.08 1.41 35,139 5.99 12.83

광전기술 31,459 4.69 2.74 42,276 7.21 0.71

바이오기술 706 0.11 10.66 1,769 0.30 37.56

재료기술 7,300 1.09 16.04 4,231 0.72 4.68

기타기술 778 0.12 -3.71 1,086 0.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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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수입) 컴퓨터 및 통신기술은 주로 ASEAN과 한국에서 수입되며, 해당기술분야 수입액의 

28.0%와 13.1%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은 3위로 7.5%를 차지했음

l 전자기술은 주로 대만, 한국 및 ASEAN에서 수입되며 각각 해당기술분야 수입액의 29.0%, 

23.1% 및 17.6%를 차지했음 

l 항공우주기술은 주로 미국과 EU에서 수입되며, 해당기술분야 수입액의 각각 53.7% 및 

36.2%를 차지했음

 일반무역수출의 비중 소폭 감소, 수출기업은 외자기업과 중외합자기업 위주로 구성

l 2017년 중국의 일반무역수출액은 하이테크제품 수출액의 25.7%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음

F "三來一補1)"를 대표로 하는 가공무역수출액은 소폭 증가하여 중국 하이테크제품 무역수출액의 

61.8%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0.7%p 증가

      [그림 2] 하이테크제품 수출의 무역방식별 분포도(2007~2017년)

1) 三來一補란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는 네가지 방식으로,  [‘三來’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것〔來料加
工〕’, ‘견본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것〔來樣加工〕’,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것〔來件裝配〕’, ‘一補’는 ‘물
건, 설비, 기술 등을 외상으로 수입해온 후, 생산된 상품으로 상환하는 보상무역〔補償貿易〕’을 가리킴, 즉 
위탁가공, 녹다운 수출, 견본제품 가공, 보상무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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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업유형별) 2017년 중국 하이테크제품의 수출은 외자기업과 중외합자기업 위주이며 전체의 

66.4%를 차지했음

- 그중 외자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소폭 증가했음 (49.7%→53.2%↑)

l 사기업(私營企業)을 위주의 기타유형 기업은 하이테크제품 수출액의 24.0%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2.4%p 감소했음

l 국유기업이 하이테크제품 수출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소폭 하락했음(7.2%→6.8%↓)

            

    [그림 3] 첨단기술제품 수출의 기업유형별 분포(2007~2017년)

 "일대일로" 연선국가 수출입 모두 성장 

l 2017년 중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하이테크제품 수출액은 1,42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8% 증가하며, 중국 하이테크제품 전체 수출액의 21.2%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2%p 

증가했음

l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수입액은 987.4억 달러로 전년대비 16.3% 증가하며, 중국 

하이테크제품 전체 수입액의 16.8%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0.6%p 증가했음

참고자료

§ 科技统计报告汇编 | 我国高技术产品贸易状况分析
https://mp.weixin.qq.com/s/iy19KASYwFA-4pVMYtl4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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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7년 중국 국가고신구 혁신발전 통계 분석

 경제규모와 품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생산효율성이 선두수준 유지

l 2017년 156개 국가고신구의 총생산액은 95,171.4억 위안으로 전국 GDP의 11.5%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9.9% 증가

- 고신구의 총생산액이 소재 도시 GDP의 50%이상인 기업이 8개, 30%이상인 기업이 22개, 

20%이상인 기업이 44개에 달했음 

l 2017년 국가고신구 내 총 10만3,631개 기업의 영업수입은 30조7,057.5억 위안, 공업총생

산액은 20조2,826.6억 위안, 순이익은 2조1,420.4억 위안, 납세액은 1조7,251.2억 위안, 

수출총액은 3조2,292억 위안 창출

- 그중 영업수입, 공업총생산액, 순이익, 납세액 및 수출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9%, 

1.4%, 14.7%, 9.8% 및 10.8% 증가 

- 고신구 내 기업의 총 영업이익은 2조3,53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

- 단지 내 입주기업의 평균 이윤율, 부가가치율 및 산업부가가치율은 각각 7.0%, 21.0% 및 

21.1%로 전년 대비 각각 0.3%p, 0.3%p 및 0.9%p 높았음

l 2017년 국가고신구는 과기혁신발전방식을 꾸준히 추진하여 생산효율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촉진시켰음

- 2017년 국가고신구의 1인당 영업이익, 1인당 공업총생산액, 1인당 순이익, 1인당 납세액 및 

1인당 수출액이 각각 158.2만 위안, 104.5만 위안, 8.9만 위안, 11.0만 위안 및 16.6만 위안

이며, 공업총생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1인당 지표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음

- 2017년 국가고신구의 노동생산성은 1인당 33.2만 위안으로 전국 노동 생산성(1인당 10.1만 

위안)의 3.3배 수준임

 고신구 기업의 혁신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커다란 혁신성과를 거두었음

l 국가고신구 기업의 R&D투자는 비교적 높은 편임

- 2017년 기업 과기활동경비 내부지출은 1,161.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

- 기업 R&D투자 내부지출이 6,163.9억 위안으로 전국 기업 R&D투자의 45.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3.9% 증가

- 국가고신구 기업 R&D투자는 고신구 총생산액의 6.5%이며 전국 R&D투입강도의 3.1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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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가고신구의 인력 구조가 발전되고 있음

- 2017년 국가고신구 기업의 R&D인력은 378.4만 명으로 전체 인력의 19.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0.8%p 증가

- 고신구 기업 중 전문기술 인력과 기술자가 968.6만 명으로 전체 인력의 49.0%를 차지했음

- 대졸이상 인력 수는 680.5만 명, R&D인력 수는 242.7만 명, FTE기준 R&D인력 수는 167.2

만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9.9%, 14.5% 및 16.0% 증가 

- 국가고신구의 1만명당 FTE기준 R&D인력 수는 819.3만 명년으로 전국 평균 수준의 15.7배임

l 국가고신구는 점차 전국 특허산출의 고지가 되고 있음 

- 2017년 국가고신구 기업의 특허출원건수는 54.9만 건이며, 그중 발명특허 출원건수가 28.8만 건

이고, 국내발명특허 출원건수는 25.1만 건으로 전국 국내발명특허 출원건수의 20.3%를 차지함

- 특허등록건수는 30.6만 건이며, 그중 발명특허 등록건수가 11.2만 건, 국내 발명특허 등록건수

는 9.3만 건으로 전국 국내발명특허 등록건수의 29.1%를 차지함

- 국가고신구 내 입주기업은 유효특허 145.3만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발명특허 보유량은 

52.3만 건, 국내 발명특허 보유량은 48.8만 건으로 전국 국내 발명특허 보유량의 36.0%를 차지함

- 국가고신구 기업이 출원한 PCT특허는 1.5만 건으로 전국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의 30.1% 

비중을 차지함

- 유럽, 미국, 일본에 출원한 특허가 1.3만 건이며, 유럽, 미국, 일본에 등록한 특허는 8,000건을 

초과했음

l 국가고신구는 혁신경제의 가치창출에 있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구축된 지역혁신시스템은 

과기성과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촉진시켰음

- 2017년 국가고신구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 생산액은 73,203.5억 위안, 신제품 매출액은 7조

3,594.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5%, 13.9% 증가

- 신제품 매출액은 제품 매출액의 33.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2%p 상승

- 국가고신구 기업의 기술계약거래가 매우 활발하며 2017년 국가고신구 기업이 등록한 기술계약

거래액은 4,172.2억 위안으로 전국 기술계약거래액의 31.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4.3%p 증가

l 국가고신구 수출 구조가 더욱 최적화되었음

- 국가고신구 기업의 첨단기술제품 총 수출액은 18,833.4억 위안, 기술서비스 총 수출액은 

1,809.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0% 및 29.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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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고신구 기업의 첨단기술제품 총 수출액의 전국 첨단기술제품 총 수출액의  41.7%로 전년 

대비 1.7%p 증가

- 국가고신구 기업의 기술서비스 총 수출액은 전국 서비스 수출액의 11.7%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4%p 상승 

- 고신구 첨단기술제품 및 기술서비스 수출액은 고신구 총 수출액의 각각 58.3% 및 5.6%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각각 4.0%p 및 0.8%p 상승

 "쌍창(雙創)"발전을 지원하는 생태환경 조성, 혁신창업활동이 전례없이 활발

l 국가고신구는 잠재력과 특색이 있는 대중 창업공간을 조성 및 육성하였으며 실물경제와 밀접히 

연계시켜 대중 창업공간의 심층적인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시켰음

- 2017년말 까지 국가고신구의 대중 창업공간이 총 1,546개, 창업 일자리가 35.3만개, 창업팀 

or 창업기업이 14.1만개에 달하며 총 49.1만 명을 고용했으며, 그중 대학졸업자 15.6만 명을 

고용했음

- 1,546개 대중 창업공간의 서비스인력은 2.4만 명에 달하여 33.8만개 창업팀 or 스타트업기업

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소득 및 투자소득이 20.8억 위안에 달하며 그중 2.7만 개의 창업팀이 

기업을 설립했음

- 고신구 내 대중 창업공간은 2.4만 개의 상주 기업 or 창업팀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했음

l 국가고신구는 전국 창업보육의 선호지역으로 간주되어 왔고 대중창업 및 만중혁신을 지원하는데 

절대적인 우위가 있음

- 2017년말기준 국가고신구 내 입주한 과기 인큐베이터 기업은 2,125개로 전국 과기 인큐베이터 

기업의 52.3%를 차지하였으며, 그중 국가급 과기 인큐베이터 기업이 538개로 전년대비 87개 

증가되었으며, 국가급 인큐베이터 기업의 54.5%를 차지함

- 국가급 과기 인큐베이터 기업과 엑셀러레이터 총 면적은 각각 2,379.1만 m²와 4,993.4만 m²임

- 534개의 국가급 과기 인큐베이터 기업 중 입부기업은 4.9만 개이며, 그중 당해 신규 증가된 

입부기업이 1.3만 개에 달하며 졸업기업이 누계 4.8만개에 달했음

- 입부기업 인력은 80.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8% 증가했으며, 그중 신규 졸업생 8.0만 명을 

채용하였으며 전년 대비 1.3만 명을 증가했음

l 국가고신구는 기업기술센터 및 신형 R&D기구 등과 같은 시장 중심의 혁신서비스기구의 

발전 및 건설을 적극적으로 권장함

- 2017년말기준 국가고신구는 기업기술센터 1만1,73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국가 인정한 

기업기술센터가 619개로 전국 기업기술센터의 46.0%를 차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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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신형 산업기술 R&D기구가 총 1,193개이며, 그중 성급 이상의 신형 산업기술 R&D기구가 

625개임

l 국가고신구는 산학연협동혁신센터 건설, 기술이전기구 건설을 통해 기업과 각종 혁신요소 

협력 및 교류를 촉진시켰으며 기술성과 가치화를 더욱 증진시켰음

- 2017년말기준 국가고신구 내 생산력촉진센터는 총 440개이며, 국가급 센터가 95개임 

- 각종 산업기술혁신전략연맹이 1,349개이며, 그중 국가급 연맹이 158개에 달하며, 기술이전

기구가 총 1,290개이며, 그중 인정받은 국가기술이전시범기구가 289개임 

l 국가고신구는 기업이 기술혁신과 R&D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세제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기업이 혁신투입을 증가하도록 지원 및 유도하며 기업이 과기혁신을 수행하도록 

권장함

- 2017년 국가고신구내 기업이 각종 혜택정책을 통한 세제감면 혜택은 2,288.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88.6억 위안 증가

- 그중 기업 소득세 감면 총 금액은 891.7억 위안,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액은 346.5억 위안으로, 

기술이전 소득세 감면액은 총 9.6억 위안이며, 위의 3가지 조세 감면액은 전년 대비 각각 

10.8%, 28.1% 및 26.8% 증가

- 정부가 지원한 과학기술활동자금은 578.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

l 국가고신구는 금융기관이 과학기술혁신서비스를 보다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금융  

프랜차이즈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2017년말기준 국가고신구 내 개설한 은행은 총 3,424개이며, 그중 과기분행이 585개, 담보회사가 

1,344개, 소액 대출기업이 1,172개, 과기융자임대회사가 1,065개, 과기금융서비스기구가 

3,127개에 달했음 

- 2017년 국가고신구에는 4,794개의 창업 벤처투자기구가 입주했으며, 고신구당 보유한 창업

벤처투자기구는 평균 30개이며, 기업이 당해 창업벤처투자기구로부터 획득한 벤처투자액은 

339.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

 첨단기술서비스산업은 고신구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매김

l 첨단기술 제조업과 첨단기술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첨단기술 산업은 국가고신구 산업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었음 

- 2017년 국가고신구의 첨단기술 산업에 속한 기업은 49,855개로, 전체 고신구 기업의 

48.1%를 차지하며, 인력이 778.4만 명에 달하여 고신구 전체인력의 40.1%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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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첨단기술산업이 창출한 영업액, 공업 총생산액, 순이익, 납세액 및 수출총액은 각각 

94,131.9억 위안, 57,184.4억 위안, 7,942.2억 위안, 4,779.2억 위안 및 1조8,919.8억 위

안으로 각 경제지표의 비중이 약 30%이며, 그중 총 수출액은 고신구기업의 58.6%에 달했음

l 2017년 국가고신구의 첨단기술산업 중 첨단기술제조업 기업이 13,614개로 고신구 기업의 

13.1%에 달했으며, 첨단기술서비스업 기업이 36,241개로 고신구 기업의 35.0%를 차지하며, 

첨단기술제조업 기업수의 2배 이상임

 고신구는 가젤기업과 유니콘기업의 집약지로 도약

l 강력한 혁신능력, 빠른 성장 및 큰 잠재력을 지닌 일종의 기업으로서 가젤기업과 유니콘기업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주목을 받아오면서 독창적인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산업의 파괴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혁신주도형 발전과정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l 국가고신구 내 105개 가젤기업육성계획을 실시하였음

- 2017년 국가고신구 내 가젤기업이 2,857개로 선정되었고, 국가고신구 전반의 가젤율은 2.69%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

- 새로운 경제의 선도자이자 "쌍창(雙創)"시범기지로서 국가고신구는 유니콘기업을 위해 양호한 

혁신산업생태를 제공해왔으며 전국 유니콘기업의 주요 집약지가 되었음

- 2017년 전국의 164개 유니콘기업 중 126개 기업이 고신구에서 등장하였으며 그 비율이 

76.8%에 달하였음

- 중관촌과기원구가 보유한 유니콘기업은 70개에 달하여 전 세계적으로 실리콘밸리 외에 

유니콘기업 수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함

참고자료

§ 科技统计报告汇编 | 国家高新区创新发展统计分析
https://mp.weixin.qq.com/s/ltckSefHfmQpsWBYK9jg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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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동향

최신 동향 주요 내용

중국 우주정거장

최초의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표

(2019.6.13.�環球網)�

o 스위스, 폴란드 등 17개 국가의 9개 프로젝트가 중국우주정

거장 최초의 과학실험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선정  

 관련분야: 우주천문학, 마이크로중력 유체물리 및 연소과학, 지구과

학, 응용 신기술, 우주·생명과학과 바이오기술 등

o 중국정부가 제시한 국제협력 3가지 모델 

 외국과학팀이 단독 or 중국과 공동연구 제작한 실(시)험 장치를 사전 

배치된 국제협력 캐비닛 공간 내에 설치하여 실험 및 응용을 전개함

 외국과학팀은 단독 or 중국과 공동으로 실험방안(실험샘플, 실

험단위(experimental unit), 실험설계 등)을 제시하고, 중국이 연

구제작한 실(시)험 장치를 이용해 실험 및 응용을 전개함

 외국과학팀은 단독 or 중국과 공동연구 제작하는 모듈 외부 하중

은 사전 배치된 모듈 외부 하중 어댑터에 설치해, 시(실)험 및 응

용을 전개함

중국 최초 스마트

고속철도 완성

(2019.6.12.� 과기일보)

o 중국 최초 스마트 고속철도인 '징장고속철(京張高鐵)'의 

마지막 구간 500m 궤도 설치가 완성됐으며, 2019년 말 

개통될 예정

 베이징-장자커우(張家口)를 연결하는 '징장고속철'은 총 구간 174km, 

최고 시속 350㎞로 설계돼 왕복 소요시간 약 50분임

 동계올림픽 고속철 구간엔 차세대 푸싱(復興·부흥)호로 불리며, 지능

형·친환경 신기술이 접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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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동향 주요 내용

중국,�

양자암호 국제표준

제정 주도

(2019.6.13.�觀察者網)  

o 중국은 제3자의 감청을 방지하는 차세대 암호 기술인 

“양자암호”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할 전망

 중국이 제출한 방안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9

년 가을에 국제표준의 기준방안으로 확정될 예정

o 중국은 양자암호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규칙 제정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여서 보안 분야에서의 존재감 상승

국제저널

「극단제조」,� 고주준

학술교류 플랫폼

구축

(2019.5.31.� 과기일보)

o 세계 최초의 극단제조(Extreme manufacturing) 분야 정기 

간행물 「극단제조」가 중국 쓰촨성 청두시(成都)에서 발행

 중국공정물리연구원 기계제조공정연구소, 다롄이공대학(大連理工大學), 

푸단대학(複旦大學), 중국공정물리연구원 레이저핵융합연구센터(激光聚

變研究中心) 등 연구기관의 주최로 영국물리학회출판사에서 발행

 학술지는 ▲극단제조 에너지장과 재료의 상호 작용 ▲극단제조가공기

술과 이론 ▲극단제조 측량과 표징 ▲극단성능장비와 시스템의 설계 

및 연구개발 ▲극단물리조건 발생장치의 제조 등 5대 칼럼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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