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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2021—2035年国家中长期科技发展规划研究编制工作启动会召开
http://www.most.gov.cn/kjbgz/201906/t20190625_147301.htm

1 과기부, 2021-2035년 국가중장기과기발전계획 사전회의 개최

 최근 중국과기부는 2021-2035년 국가중장기과기발전계획 연구 및 편성을 위한 사전  

     회의를 개최했음(6.24)

l 동 회의에서 왕쯔강(王志剛) 부장은 차기 추진계획 요구사항을 제시했음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 수립의 중요 지시정신을 터득하고, 국가  

   제반 발전국면과 국제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중장기 과학기술계획 수립을 연구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함

 세계의 발전 특징과 중국의 특색과 새로운 시대의 단계적 특징을 파악하고 능력 육성을 핵심으로 하여  

   향후 15년간 중국 과학기술혁신의 총체적 구상 및 발전목표, 주요임무와 중대조치를 제정함

 문제 유도, 목표 지향, 수요 촉진을 고수하고, 국가의 중대한 수요에 주목하여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배치를 추진함

 과학기술의 침투성·확산성·파괴성·불확실성을 파악하고, 과학기술의 프런티어 추세와 과학기술  

   혁신 패러다임의 변혁에 관한 연구 및 판단을 강화하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및 기술혁신에 대한  

   총괄배치를 강화함

 각 부문 간 조율 강화 및 공감대를 폭넓게 응집시키고,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대계를 함께  

   도모하며, 시간의 경과를 파악하여 각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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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성 과

① 생태계 국가야외관측소는 약 20년간 동적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했음 

F 중국 내 전형적인 생태계의 물, 토양, 대기, 생물 등 4대 생태요소의 총 282개 지표를 포함함

② 황화이하이평원(黃淮海平原)에 위치한 국가야외관측소는 알칼리성 토양 개량기술을 연구개발해 보하이해

(渤海)곡창 건설에 크게 기여했음

③ 국가야외관측소는 야외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함

구분 주요내용

최적화 조정을 통해 일부

국가야외관측소를 선정 및

신설함

-� 대표적인 지역에서 기반여건 우위가 두드러지며,� 우수한 연구진을 보유한 부처

� � or� 지방야외관측소를 선정해 국가야외관측소로 구축함

-� (예시)치롄산(祁連山)국가공원,� 판다와 황금원숭이 서식지 등 시범 국가공원에서� 생태계와

�깃대종(Flagship� Species)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야외관측소를 배치함

-� (예시)중국의 남해,� 황해 등 해안지역에서 해양 생태계 국가야외관측소를 집중적으로

� � 배치함

2 과기부와 재정부, 국가야외관측연구소 구축 강화 

 최근 과기부는 「국가야외과학관측연구소 구축 발전방안(2019-2025)」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연구소를 일정 규모로 유지하며 대표지역과 분야에 대한 배치완료 제시(6.24)

l (배경) 1999년부터 과기부는 생태계, 특수 환경 및 대기 배경, 지구물리와 재료 부식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야외관측소 106개를 구축했음

- 국가야외관측소는 장기간 연속 기초 데이터 획득하였고, 자연현상과 법칙 인지 및 관련 분야의 

발전 추진에 주력했음

l 구미(서양) 선진국에서는 예로부터 야외관측소 구축을 중시해 왔음

- 1843년 영국은 로잔(洛桑)실험소를 설립하여 야외관측소의 역사를 개척하고, 약 180년 동안 

작물의 생장법칙 규명과 현대농업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음

- 20세기 초 미국은 재료의 환경부식 야외관측소 50여개를 구축해 약 1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철근콘크리트 등 재료를 야외관측하여 미국 재료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했음

l 국가야외과학관측연구소 구축 발전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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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加强国家野外科学观测研究站建设
http://www.xinhuanet.com/tech/2019-06/25/c_1124665918.htm

구분 주요내용

야외과학관측,� 연구 및

시범 강화

-� 장기간 안정적이고 규범화된 과학관측을 실시하며,� 과학관측 규범과 기준을 제정

� � 및 보완함

-� 국가과학데이터센터에 의존해 야외관측소 관측데이터 취합하며 관리시스템을

� � 개발함

야외과학관측 시험연구

강화

-� 중대한 과학문제를 중심으로 기초연구 전개

-� 국가의 핵심 과학기술문제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 실시

-� 국가 미래 발전을 뒷받침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적·체계적 기초연구 진행

각� 부문 및 사회역량의

지원메커니즘 마련

-� 국가야외관측소의 안정된 지원메커니즘을 보완함

-� 중앙재정이 국가야외관측소의 운영 및 관측연구에 지원함

-�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자원 배치

3 중국과협, 2019년 중대한 과학문제 및 공정기술 난제 발표

 6월30일 "제21회 중국과학기술협회연례회의 폐막식"에서 중국과협 주수웨이(周守爲)  

     부주석은 2019년 프런티어 과학문제 및 공정기술 난제 총 20개를 발표했음

l 중국과협은 2018년부터 전국의 학회 및 학회연합체를 통해 중대한 과학문제와 공정기술 

난제 공모전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제2회를 맞이함

l 이번에 발표한 과학문제와 공정기술 난제를 통해 중국의 과기혁신역량을 "양적 축적"에서 

"질적 비약"으로 전환하고, "점의 돌파"에서 "체계적 역량 향상"으로 전환한 것을 알 수 있음

F 중국이 과학기술분야에서 도약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라운드의 글로벌 과학기술경쟁전략을 

추진하는데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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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中科协发布2019年20个重大科学问题和工程技术难题
http://china.huanqiu.com/article/2019-07/15072280.html?agt=1202&qq-pf-to=pcqq.group

순번 과제명

1 암흑물질은 탐지할 수 있는 기본입자인가?

2 레이저핵융합의 새로운 경로에 대한 탐구

3 단일원자 촉매의 촉매반응 메커니즘

4 고에너지 밀도 동력전지재료의 전기화학반응

5 정서적 인식을 생성하는 원천

6 세포기관 간의 상호 작용

7 단일세포 다중 – 오믹스(Multi-omics) 기술

8 폐기물 자원 생태 안전 활용 기술 통합

9 완전 지능형 플랜트 공장의 핵심 기술 문제

10 근지구 소형 천체 탐사, 방어 및 개발 문제

11 대지진 메커니즘 및 그 물리적 예측 방법

12 원래의 약물 표적을 발견하기 위한 새로운 경로 및 방법

13 중국 전통 의학의 임상 효능 평가를 위한 혁신적인 방법 및 기술

14 인공지능 시스템의 지능형 생성 메커니즘

15 수소 연료 전지 동력 시스템

16 재생 가능한 합성 연료

17 녹색 초음속 민간 항공기 설계 기술

18 중복 사용 가능한 항공 우주 운송 시스템 설계 및 평가 기술

19 딥 샤프트 용 킬로미터 단위 완전 터널링 기술

20
해양천연가스 화합물 및 석유가스일체화 탐사개발 메커니즘 및 

주요 엔지니어링 기술

[표 1] 2019년 중대한 과학문제 및 공정기술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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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이징 화이러우(懷柔)과학성, 국가중대과학기술기반시설 구축·가동

§ 6월 29일 베이징 화이러우(懷柔)과학성에서 국가중대과학기술기반시설인 ▲고에너지

싱크로트론방사 광원(光源)� ▲멀티모드 복합척도 생물의학 영상시설을 구축 및 가동

 고에너지 싱크로트론방사 광원(光源) 구축

[그림 1] 고에너지 싱크로트론복사 광원(光源) 효과도

l 고에너지 싱크로트론방사 광원의 부지는 976무(1무=667㎡)이고, 총 47.6억 위안을 투자하여

2025년에 완공하여 운영할 예정임

- 중국 최초의 고에너지 싱크로트론복사 광원이자, 전 세계 광도가 가장 높은 4세대 싱크로트론

방사 광원 중 하나임

- 응용분야: 첨단소재, 항공우주, 에너지, 환경보호, 의약 분야 등이 포함됨

l 일반 엑스레이기( X-ray apparatus)의 4~12개의 양보다 높은 전자파를 발생시켜 고해상도와 

신호 강도가 약한 광학실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물리학, 생명과학 및 의학, 나노테크놀로지 등 

미시구조와 관련된 분야를 탐구하는 첨단장치임

l 고에너지 싱크로트론방사 광원은 기초과학과 공학 등의 분야의 원천적·파격적인 혁신연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국제과학기술협력 및 기초과학 연구의 플랫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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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北京怀柔科学城两个国家重大科技基础设施启动建设
http://www.cas.cn/cm/201907/t20190701_4697427.shtml?tdsourcetag=s_pcqq_aiomsg

 멀티모드 복합척도 생물의학 영상시설 구축

[그림 2] 멀티모드 복합척도 생물의학 영상시설 구축효과도

l 멀티모드 복합척도 생물의학 영상시설의 부지는 100무(1무=667㎡)이고, 총 17.35억 위안을 

투자하여, 2023년에 완공하여 운영할 예정임

- 기대효과: 생명과학 연구능력을 향상시킴

            생명활동의 기본 원리와 질병 발병 메커니즘 정확하게 파악함

            뇌과학, 종양 등 의학 난제의 전면적·종합연구를 촉진함 

            

 기타계획

l 2019년 하반기 화이러우과학성 내 총 40개의 중점프로젝트 가동 예정

- 그중 과학시설 및 연구개발 플랫폼, 거대과학장치는 각각 14개와 5개에 달할 것임

- 과학연구자는 거대과학장치를 이용해 기초연구와 프런티어 통합분야 중국의 원천혁신능력과 

과학기술종합실력 향상시킴K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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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中国氢能源及燃料电池产业白皮书》发布 我国氢能发展路线图确定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6/27/content_424448.htm?div=-1&tdsourcetag=s_pcqq_aiomsg

5 중국 최초의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산업 백서 발표

 최근 중국수소에너지연맹이 「중국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산업 백서」(이하 “백서”)를   

     발표했으며, 중국의 수소에너지 발전로드맵을 확정함(6.26)

l 동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한 수소에너지 생산국이며, 연간 약 250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며, 일부 수소에너지 인프라 및 연료전지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였음

F 특히 관련 국가표준 총 86건을 제정·출범하였으며 일정한 산업장비 및 연료전지 차량의 

생산능력을 갖추었음

  

주요 통계

n 2018년 수소에너지 생산량:�약 2,100만 톤

F 그중 환산된 열에너지/에너지 총량의 비율: 2.7%

n 2018년 신에너지 차량 모델:� 77개

F 근거: 공업정보화부 「신에너지 차량보급응용 추천차량모델 목록」(2018)

F 소규모 산업체인(全產業鏈) 시범운영 도시: 상하이, 광둥성, 장쑤성, 하베이성 등

n (예측)2030년까지 수소에너지 수요량:�약 3,500만 톤

F 그중 환산된 열에너지/에너지 총량의 비율: 약 5%

n (예측)2050년까지 수소에너지 수요량:�약 6,000만 톤

F 연간 생산액: 100,000억 위안 이상

F 중국 내 수소가스 충전소: 1,000개 이상

F 수소 에너지/ 에너지 총량의 비율: 약 10%

l (문제점)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중국 수소에너지의 ▲자체개발▲장비제조▲인프라 구축 등 

면에서 격차가 뚜렷함

F (예시) 산업체인 기업은 주로 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분야에 분산되어 있으며 수소에너지 

저장 및 수소충전 인프라 개발에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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