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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과기통계 보고서는 통계치를 기반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현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각급 과학기술 관리와 정책결정 자문부문을 

위해 상세한 데이터자료와 신뢰성 정책결정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4월 1일부터 과기부의 위챗공식계정인 루이커지(@锐科
技)를 통해「과학기술통계보고서총집」(이하「보고서」)칼럼을 개설하

였다.「보고서」는 2018년에 발표한 최신 과학기술 통계치를 근거로 

작성하였다.「보고서」는 중국의 R&D투자, R&D 활동 및 산출 등 

주요지표를 다루었으며, 기업,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활동 

통계분석, 첨단기술제품 수출입 통계분석,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기

술시장 등 전문 통계분석 그리고 일부 성/시의 R&D 활동현황 통계

분석 내용을 포함하였다. 

본「보고서」는 총 14개의 시리즈 자료로 구성되었다. 제13호에서

는 <저장성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성과 사업화 통계 분석> 자료를 게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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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고신구 혁신발전 통계 분석

저장성의 244개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조사결과, 164개(95개 연구소와 69개 대학 포

함) 기관의 기술성과가 2016년~2017년기간 사업화에 성공하였다. 2017년 저장성 대학 

및 연구소에서 체결한 기술성과 사업화 계약건은 2만6,853건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

했으며 기술이전액은 43.3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6.6% 높아졌다. 대학의 기술성과 사업

화는 주로 학부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중앙 및 지방연구기관은 기술성과 사업화를 추진

하는 주요 역량이다. 기술사업화는 주로 산학연협력방식을 통해 추진되며 40% 이상의 

산학연프로젝트가 100만위안을 초과한다. 기술성과의 가격책정은 주로 합의가격에 기반

하며 기술이전액의 70.6%를 차지한다. 과학기술성과 사업화로 창출된 소득의 약 60%가 

기관에서 소유한다. 개인 인센티브 중 82.8%는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의 주요 기여자

에게 수여한다.

1
기술성과 사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대학 및 연구소의 사업화 
주체가 고도로 집중

2017년 저장성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 체결한 기술성과 사업화 계약건은 2만6853건으

로 전년대비 15.6% 높아졌으며 기술이전액은 전년대비 16.6% 증가한 43.3억위안이다. 

대학은 연구소에 비해 기술성과 사업화가 더욱 뛰어났다. 대학은 1만996건의 기술성과를 

사업화하였으며 기술이전액이 28.3억위안으로 지역 과기성과 기술이전액 전체의 65.2%

를 차지하였다. 연구소가 체결한 기술성과 사업화 계약건은 1만5,857건이며 기술이전액

은 15.1억위안으로 지역 기술성과 기술이전액 전체의 34.8%를 차지하였다.

대학의 기술성과 사업화는 주로 학부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 학부 대학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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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성과 사업화 계약건은 8,667건이며 기술이전액은 25.5억위안으로 대학 기술성과 

기술이전액 전체의 90.4%를 차지하였으며, 고등직업전문대학이 체결한 계약건은 1,479

건, 기술이전액은 0.9억위안으로 대학 기술성과 기술이전액 전체의 3.2%를 차지하였으

며, 민영대학(사립단과대학에 해당)이 체결한 계약건은 850건, 기술이전액은 1.8억위안으

로 대학 기술성과 기술이전액 전체의 6.4%를 차지하였다.

중앙 및 지방 연구기관은 기술성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주요 역량이다. 2017년 중앙정

부출연연구기관은 761건의 기술성과를 사업화하였으며 기술이전액은 6.8억위안으로 과학

연구기관의 기술이전액 전체의 45.3%를 차지하였으며, 성정부 산하 연구기관은 1만

3,756건의 기술성과를 사업화하였으며 기술이전액이 7.4억위안으로 과학연구기관이 기술

이전한 전체의 49.2%를 차지하였으며, 시정부 소속 연구기관은 기술사업화 능력이 상대

적으로 취약하며 1,340건의 성과를 사업화하였고 기술이전액이 0.8억위안이며 연구기관

이 기술이전한 전체의 불과 5.5%를 차지하였다.

2
기술성과 사업화는 주로 산학연협력방식을 통해 추진되며 40%이상
의 산학연프로젝트가 100만위안을 초과

과기성과는 주로 이전방식, 라이센스방식, 가격투자방식, 산학연협력의 4가지 방식을 

통해 사업화가 이루어진다. 2017년 대학 및 연구소가 체결한 기술개발, 컨설팅, 서비스

프로젝트 계약은 도합 2만6,071건, 계약액은 40.5억위안으로 각각 저장성 기술성과사업

화의 97.1%와 93.4%를 차지하였다. 이전방식, 라이센스방식, 가격투자방식을 통해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 금액은 저장성 기술사업화 전체의 각각 3.0%, 1.6% 및 2.0%에 불과하

였다. 그중 대학이 체결한 산학연협력프로젝트는 1만350건이며 기술이전액은 26.6억위안

으로 각각 대학이 추진한 기술사업화 전체의 94.1%와 94.3%를 차지하였으며, 연구기관

이 체결한 산학연협력프로젝트는 1만5,721건이며 계약액은 13.8억위안으로 각각 연구기

관이 추진한 기술사업화 전체의 99.1%와 91.8%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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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학 및 연구기관이 체결한 산학연협력프로젝트는 총 2만6,071건이며 기술이전

액은 40.5억위안으로 프로젝트당 평균 15.5만위안의 기술성과 사업화가 이루어졌다. 그

중, 50만위안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가 1,502건, 기술이전액이 23.2억위안으로 산학연프

로젝트 전체의 57.2%를 차지하였으며, 100만위안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가 745건, 기술

이전액이 18.2억위안으로 산학연프로젝트 전체의 45.0%를 차지하였으며, 500만위안 이

상 규모의 프로젝트가 71건, 기술이전액이 6.7억위안으로 산학연협력프로젝트 전체의 

16.6%를 차지하였으며, 1,000만위안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가 26건, 기술이전액이 4.1억

위안으로 산학연협력프로젝트 전체의 10.0%를 차지하였다. 

3
기술성과 사업화의 가격책정은 주로 계약가격에 기반하며, 결과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유입

기술성과의 이전을 위한 가격책정방식은 주로 계약가격, 상장거래, 경매 및 평가의 4

가지 방식이 포함된다. 2017년에는 이전, 라이센싱 및 가격투자의 방식으로 사업화를 추

진한 기술성과가 782건, 기술이전액이 2.86억위안에 달한다. 그중 계약가격책정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한 과기성과가 2.02억위안으로 기술이전액의 70.6%를 차지하였으며, 상장, 

경매 및 평가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한 과기성과가 각각 0.09억위안, 0.54억위안 및 

0.21억위안으로 각각 기술이전액의 3.2%, 19.0% 및 7.2%를 차지하였다. 대학이 이전, 

라이센싱 및 가격투자방식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추진한 기술성과가 646건이며, 기술이전

액이 1.62억위안이며, 계약가격책정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한 기술성과가 1.04억위안으로 

기술이전액 전체의 64.6%를 차지하였으며, 연구기관이 이전, 라이센싱 및 가격투자방식

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추진한 기술성과가 136건이며 기술이전액이 1.24억위안이며, 계약

가격책정방식을 통해 가격을 책정한 기술성과가 0.97억위안이며 기술이전액 전체의 

78.4%를 차지하였다.

2017년에는 2.9억위안의 기술성과가 이전, 라이센싱 및 가격투자방식을 통해 이전되었

으며 99.9%가 경내에 유입되었고 98.5%가 국내기업에 유입되었으며 기술성과의 수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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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이 약한 편이었다. 그중 중소/초소형기업에 2.2억위안이 유입되었으며 기술이전액의 

76.1%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기업에 0.6억위안이 유입되어 기술이전액의 22.5%를 차지하

였으며, 비영리단체에 380만위안이 유입되어 기술이전액의 1.3%에 불과하였다.

4
기술성과 사업화를 통해 창출된 소득의 약 60%가 관련 기관에서 
소유, 현금 보너스가 주류를 이룸 

2017년 저장성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성과산업화를 통해 창출한 소득이 9.4억위안이

며, 그중 기관이 소유하는 현금, 지분 수입이 5.5위안으로 기술사업화 수입의 58.6%를 

차지하였으며, 개인에 대한 현금, 주식 인센티브가 3.9억위안으로 기술사업화 수입의 

41.4%를 차지하였다. 개인 인센티브 중 82.8%는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의 주요 기여자

에게 수여하였다.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기술성과 사업화를 통해 창출한 소득을 배분하는 경향이 다르다. 

대학의 소득분배는 개인에게 기울여진다. 대학이 기술성과 사업화를 통해 창출한 수입은 

40억위안이며 보유기관의 사업화 수입은 1.5억위안으로 대학이 추진한 사업화 수입의 

36.8%를 차지하였으며, 개인에 대한 기술사업화 인센티브는 2.5억위안으로 연구기관 사

업화 수입의 63.2%를 차지하였으며 개인 인센티브 중 86.9%는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의 주요 기여자에게 수여하였다. 연구기관이 창출한 기술성과사업화 수입이 5.4억위안, 

보유기관이 창출한 사업화 수입이 4.0억위안으로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수입 전체의 

74.5%를 차지하였으며 개인에 대한 사업화 인센티브는 1.4억위안으로 연구기관의 사업

화 수입의 25.5%를 차지하였고 개인인센티브중 76.1%의 인센티브를 연구개발 및 주요 

기여자에게 수여하였다.

현금 보너스와 주식 인센티브는 기술성과 사업화 수입을 위한 2가지 중요한 소득배분

방식이다. 2017년 기술성과 사업화 소득배분은 현금보너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현금

보너스가 9.2억위안으로 성과사업화 소득의 97.8%를 차지하였다. 지분인센티브가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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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인력의 열정을 더 잘 자극할 수 있지만 현재의 주식인센티브방식이 아직 널리 채택되

지 못하고 있다. 2017년에 달성한 주식인센티브가 0.2억위안으로 기술성과 사업화 수입

의 불과 2.2%를 차지하였다.  

참고자료

§ 浙江省高校和院所科技成果转化统计分析 (2019.4.22.) 

https://mp.weixin.qq.com/s/7e4S2JbNzjwsGv1zbeG4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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