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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기초수학 연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

▷ 수학 과학의 국제적인 프런티어 문제와 학과의 발전방향에 대한 혁신연구를 강화함

▷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이론 및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

▷ 우수인재 양성을 강화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함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기초수학센터 구축 지원

▷ 동 센터는 고수준 연구인력에게 지원하여 중대한 원천혁신 돌파를 이룩하도록 경주

▷ 대학교와 연구기관은 기초수학센터 설립,� 조직관리 및 심사·평가를 담당하고,� 인재,�

경비,� 장소와 환경 등을 제공함

▷ 수학과학문화를 보급하며 양호한 분위기를 육성함

 응용수학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에 '수학 및 융합과학'� 중점전문프로젝트를 설립허여 수학 및

융합과학 연구를 총괄 지원함

▷ 과학 및 공학 컴퓨팅,� 빅 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수학이론과 방법,� 복잡한 시스템의

최적화 및 제어,� 컴퓨터 수학 등의 중점분야에 투입

▷ IT기술,� 에너지 및 환경,� 해양,� 바이오의약,� 경제 및 금융안전 등 국가의 중대한 전

략적 수요 중의 핵심수학문제를 배치함

 지방 정부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의뢰해

응용수학센터 설립 지원

▷ 수학 과학과 수학 응용분야의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학자가 다른 분야의 과학

자 및 기업가와 협력교류를 강화

▷ 기관의 한계와 학문분야 장벽을 타파하고 지방,� 기업 및 사회 자금의 수학연구에

대한 경비 투입을 확대하는 것을 권장 및 유도함

▷ 지방정부는 센터의 설립,� 조직관리 및 심사·평가를 담당하여 인재,� 경비,� 장소 및

환경 등을 제공함

1 과기부, 수학연구 강화방안 수립

 최근 과기부, 교육부, 중국과학원, 자연과학기금위원회 등 4개 주요기관은 공동으로   

     「수학 과학연구 강화방안」을 발표했음(7.12)

l (중요성) 수학은 자연과학의 기반이자, 중대한 기술혁신 발전의 기반임

- 수학연구 실력은 국가실력에 영향을 미치며, 거의 모든 중대한 발견은 수학의 발전 및 진보와 관련됨

- 수학은 ▲항공우주 ▲국방안보 ▲바이오의약 ▲IT ▲에너지 ▲해양 ▲인공지능 ▲첨단제조 

등 분야의 필수한 버팀목임

l 추진 근거: 국무원 「전면적 기초과학 연구 강화에 관한 방안」(2018.4호) 

- 기초과학 연구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수학, 물리 등 중점기초학과에 중점적으로 지원 제시

l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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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科技部办公厅 教育部办公厅 中科院办公厅 自然科学基金委办公室
  印发《关于加强数学科学研究工作方案》的通知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9/201907/t20190718_147853.htm

구분 주요내용

 학술교류 및 과학문제

간소화 강화

▷ 일부 수학 및 융합분야에 대해 '샹산(香山)과학회의',� '솽칭(双清)포럼'� 등의 플랫폼
통해 학술 교류를 진행하며,� 문제점에 초점을 두어 협력을 심화하여 중대한 핵심

과학문제를 해결함

▷ 톈위안(天元)수학교류센터 설립을 강화하고,� 수학톈위안기금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확대함

 국제협력 강화

▷ 고위급 국제학술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국의 수학수준과 국제영향

력을 향상시킴

▷ 국가자연과학기금 수학톈위안(天元)기금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제교류협력을

촉진한다.

▷ '해외진출'과 '중국 내 유치'를 결합해 수학 분야 연구자가 해외에 가서 심층연구

및 교류하는 것을 권장하고,� 수준 높은 해외 학자와 학생이 중국에 와서 공동연구

와 교류를 전개하도록 유치함

KOST
EC

    
KOST

EC
    

KOST
EC



중국 과학기술 격주간 동향

4  

순번 심사팀 프로젝트명 주요담당자 추천기관 수상 등급

1 화학팀 고효율 키랄 스피로 촉매의 발견 周其林 외 3명 자연 1등상

2 국토자원팀
6～8m 초대규모 종합 채광핵심기술 

및 장비
王國法 외 5명 중국석탄공업협회 발명 1등상

3 경공업방직팀
대형 이산화염소 조제시스템 및 펄프없는 

염소표백 핵심기술 및 응용
王雙飛 외 5명 국경공업연합회

발명 1등상

4 공정건설팀 복잡한 공항을 위한 고정밀 비행보정기술 및 장비 張軍 외 4명 중국전자학회 발명 1등상

5 기계팀
해상 대규모 커터흡입 준설장비의 독립적인 

연구개발 및 산업화
譚家華 외 49명 교육부 진보 특등상

6 수리팀(水利) 장강삼협 허브프로젝트 수리부 진보 특등상

7 오일가스공정팀

중동의 거대하고 복잡한 탄산염 

오일저장고의 백만톤규모의 생산프로젝트 

및 효율적인 개발

宋新民 외 49명
중국석유천연가스

그룹유한공사
진보 특등상

8 오일가스공정팀
발해만(渤海湾)분지의 심층 대규모 

응축가스탐사에 대한 이론기술 및 중대 발견
謝玉洪 외 14명

중국해양석유

그룹유한공사
진보 1등상

9 경공업팀
펄프 및 제지청정생산 및 수질오염의 전체 

공정제어의 핵심기술 및 산업화
陳克複 외 14명 교육부 진보 1등상

10 화공팀
석탄수 슬러리 용수벽 기화로 

시리즈기술 및 산업화
張建勝 외 14명 교육부 진보 1등상

11 금속재료팀
고품질 특수강 그린 고효율 일렉트로슬래그 

재용융 핵심기술 개발 및 응용
薑周華 외 14명 중국강철공업협회 진보 1등상

12
동력전기 및 

민용핵 1팀

선진 원자력발전소의 대형 모듈 강판 

콘크리트-복합구조물 핵심기술 및 응용
潘蓉 외 14명

중국야금과공

그룹유한공사
진보 1등상

2 과기부, 2019년 국가과학기술상 예비심사 통과 과제명단 공개

 최근 과기부는 2019년 국가과학기술상 예비심사를 통과한 국가자연과학상(53건), 국가  

     과학기술발명상 일반프로젝트(56건), 국가과학기술진보상 일반프로젝트(152건)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7.14)

l 중국 국가과학기술상은 “국가과학기술 장려조례”와 세부규칙에 따라 추천, 심사접수, 예비

심사, 심사 및 심사확인, 국무원 최종허가 승인 등 과정을 거쳐 당해 수상자를 확정함

l 이번 예비심사를 통과한 국가기술발명상(20건) 전문프로젝트와 국가과학기술진보상(43건)

전문프로젝트는 위탁관리기관, 추천기관 및 수행기관을 내부적으로 공개함

[표 1] 2019년 국가과학기술상 예비심사 특등상 및 1등상 과제명단

KOST
EC

    
KOST

EC
    

KOST
EC



2019.7.26.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5

순번 심사팀 프로젝트명 주요담당자 추천기관 수상 등급

13
동력전기 및 

민용핵 2팀
펄스 강자기장 국가중대과학기술 인프라 진보 1등상

14
전자 및 

과학측정장비팀

고효율 장수명 반도체 

조명핵심기술 및 산업화
李晉閩 외 14명 중국과학원 진보 1등상

15
컴퓨터 및 

자동제어팀

FT-1500A 고성능 범용 6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어플리케이션
竇強 외 14명 후난성(湖南省) 진보 1등상

16 토목건축 1팀
고층 철강-콘크리트 하이브리드구조의 

이론, 기술 및 공정응용
周緒紅 외 14명 중국강철구조협회 진보 1등상

17 토목건축 2팀 상하이중앙빌딩 프로젝트 핵심기술 龔劍 외 14명 상하이시 진보 1등상

18 교통운송 1팀
복잡하고 어려운 산간 고속도로의 대규모 

터널 그룹건설 및 운영안전 핵심기술
何川 외 14명

중국도로학회

(中國公路學會)
진보 1등상

19 교통운송 2팀 ARJ21 제트 여객기 지선 여객기공정 陳勇 외 14명 중국항공학회 진보 1등상

20 중의중약팀
중의맥락학설(中醫脈絡學說) 구축 

및 미세혈관 질환 예방 및 치료지침
吳以嶺 외 14명 중화중의약학회 진보 1등상

21 자원조사팀
중국 고정밀 디지털 고도참조기준 

핵심기술 및 보급응용
李建成 외 14명

중국지리정보

산업협회
진보 1등상

22 광산공정팀
노천광산에서 암석 매개변수의 정밀하고 

신속한 획득 및 경사 안정성의 정량적 평가
杜時貴 외 14명 진보 1등상

참고자료

§ 特等奖3项，一等奖19项！2019年国家科学技术奖“初评”通过项目名单公布（附名单）

https://mp.weixin.qq.com/s/3DJyWWAOvRwhuqpqIvxs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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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거래대상 주요특징 대표적인 플랫폼

직접 재료 철강, 석탄, 화학공업, 건자재 등 
대량 거래, 강한 전문성, 산업사슬 

심층통합을 핵심으로 함 

자오강왕（找钢网）, 

중자롄(众佳联), 모베이(摩贝)

간접 재료 전기기계설비, 부품, 사무용품 등
다양한 품종, 기업의 다양한 품종 

집중구매 서비스를 핵심으로 함

전쿤싱(震坤行), 시위(西域), 

궁핀후이(工品汇)

제조능력 생산가공 등 제조능력
제조능력의 온라인거래와 협동, 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즈넝윈커(智能云科). 

타오공장(淘工厂)

국제 플랫폼 공업품
다국적 거래를 핵심으로 하고, 다국적 

서비스체계 개선

이단왕(易单网), 

둔황왕(敦煌网), 

링궁윈상(领工云商)

종합 플랫폼
위의 4개 유형 플랫폼의 

거래대상 포함
거래대상 종합하고, 서비스기능 종합 1688, 후이충왕(慧聪网)

3 공업·정보화부(工信部), 중국 최초의 「공업 전자상거래 백서」 발표   

 최근 국가공업정보안전발전연구센터가 주최하는 “새로운 시대의 공업 전자상거래 혁신  

     발전 세미나”에서 중국 최초의 「공업 전자상거래 백서」를 발표했음(7.15)

                  

      [그림 1] 리잉(李穎) 순시원, 공업 전자상거래 관련 발표

l 동 회의에서 공업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직접재료 플랫폼 ▲간접재료 플랫폼 ▲제조능력 

플랫폼 ▲종합 플랫폼 ▲국제 플랫폼 등 5가지로 구성되며 미래 공업 전자상거래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방향에 따라 업그레이드함

[표 2] 공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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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업·정보화부는 공업 전자상거래 발전의 핵심문제에 주력해 새로운 시대의 공업 전자상거래 

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함

① 톱 레벨 디자인(頂層設計)을 강화하여 공업 전자상거래 발전 표준 규범을 보완함

② 플랫폼 육성을 가속화하여 공급사슬의 디지털화 전환 서비스 체계를 강화함

③ 혁신적인 응용을 추진하여 공업 전자상거래 응용 시나리오를 보급 심화함

④ 협동협력을 전개하여 공업 전자상거래를 공공서비스를 최적화함

l 동 백서에 따르면, 공업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정보 전시, 거래 통합과 일체화 서비스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 공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발전은 단순한 선형 도약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방향으로 협동식과 나선식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함

            [그림 2] 공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발전단계

디지털화 단계

l 주요임무는 사용자 공급사슬 관리 활동과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와 공급자원의 상호연계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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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工信部：将加强工业电子商务顶层设计 加快平台培育
http://finance.ifeng.com/c/7oMZBRtFcMy?tdsourcetag=s_pcqq_aiomsg

네트워크화 단계

l 주요임무는 사용자 공급사슬 관리 활동과 프로세스의 통합, 상호접속과 사회화의 협동을 위

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와 공급자원의 개방적인 협력과 공유를 추진함

스마트화 단계

l 공업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차세대 IT기술,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 공급사슬 관리 활동과 프로세스의 혁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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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지식산권국 2019년 상반기 통계 발표

 최근 국가지식산권국(國家知識產權局·CNIPA)은 2019년 상반기 중국 지적재산권 주요  

     통계지표와 안정적인 발전현황을 발표함(7.9)

        국가지식산권국은 베이징시에서 2019년 3분기 정례 브리핑을 개최했다(2019.7.9)

 특허 분야

l 2019년 상반기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은 64.9만 건으로 전년대비 9.4% 감소했으며, 

발명특허 등록량은 23.8만 건으로 전년대비 9.9% 증가

- 그중 국내 발명특허 등록량은 19.2만 건임

- 국내 직무발명은 18.3만 건으로 95.2%를 차지하고, 비직무발명은 0.9만 건으로 4.8%를 

차지함

- 2019년 상반기 중국 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발명특허 등록량 TOP3기업은 각각 화웨이

(2,314건), 시노펙(1,595건), OPPO(1,312건)임

l 2019년 상반기 중국 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발명특허 보유량은 174만 건이고,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은 12.5건임

- 중국 내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 TOP3지역은 각각 베이징시(121.8건), 상하이시(50.9건), 

장쑤성(28.5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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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년 상반기 PCT국제특허 출원량 2.4만 건으로 전년대비 4.9% 증가

- 중국 내 PCT국제특허 출원량은 2.2만 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

- 2019년 상반기 PCT국제특허 접수량 TOP3지역은 광둥성(9,807건), 베이징시(3,179건), 

장쑤성(1,920건)임

 상표 분야

l 2019년 상반기 중국 상표등록 출원량은 343.38만 건으로 전년대비 4.1% 하락하고 등록량은 

351.5만 건으로 전년대비 67.8% 증가

- 2019년 6월 말까지 유효상표 등록량은 2,274.3만 건으로 전년대비 35.3% 증가

- 그중 5.2개의 시장 주체당 1건의 유효상표를 보유함

 지리적 표시 분야

l 2019년 상반기 중국 내 등록허가를 승인한 지리적 표시 상표수는 229건이고 지리적 표시 

제품의 전용표시 사용을 승인한 기업수는 116개임

- 2019년 6월 말까지 등록허가를 승인한 지리적 표시 상표수는 누계 5,090건이고, 지리적 표시

를 사용한 제품수는 누계 2,380개이며, 전용표시 사용을 승인한 기업수는 8295개이고, 국

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시범구는 24개를 구축했음

 집적회로 배치설계 분야

l 2019년 상반기 중국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출원량은 2,904건으로 전년대비 45.7% 증가

- 그중 집적회로 배치설계 허가증 2,487건을 발급하여 전년대비 52% 증가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

l 2019년 상반기 중국 내 특허·상표 침해 위조사건 6,529건을 조사했으며, 상표법 위반 사건 

1.15만 건을 조사했음K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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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国家知识产权局发布2019年上半年数据 综合实力稳步提升
http://www.cnr.cn/chanjing/gundong/20190709/t20190709_524685503.shtml

 2019년 상반기 중국 지적재산권의 5가지 특징은 아래와 같음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이 13.5계획 목표를 앞당겨 달성

l 2019년 6월 말까지 중국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은 12.5건으로 전년대비 1건이 증가해 

13.5계획에서 확정한 12건의 목표를 앞당겨 달성했음 

 중국 내 지적재산권 출원량이 안정적으로 증가

l 2019년 상반기 외국인이 중국 내 발명특허 출원량은 7.8만 건으로 전년대비 8.6% 증가

- 중국 내 상표 출원량은 12.7만 건으로 15.4% 증가

 중국 내 발명특허 구조 최적화

l 2019년 상반기 중국 내 직무발명이 91.2%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5.7% 상승

- 개인 발명특허 출원량은 전년대비 46% 감소하여 지속적인 하락세 유지

 지적재산권 등록·심사 주기 단축

l 2019년 상반기 중국의 고가치 특허 심사주기는 올해 초보다 0.5개월 단축되었으며, 상표

등록 평균 심사주기는 올해 초보다 1개월 단축되었음 

 지적재산권 응용효과가 대폭 향상

l 2019년 상반기 중국의 특허 담보융자 프로젝트는 전년대비 33% 증가

- 그중 1,000만 위안이하의 소액 특허 담보융자 프로젝트는 68.6%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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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년 중국 과기인력 발전현황 분석

§ 최근 과기부는 「2018� 중국 과학기술인력 발전보고서」(2019.5)를 발표했으며,� 과기

인력의 발전현황을 보여주고 과기인력 규모가 꾸준히 확대하고 과기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중국 R&D인력이 최근 연속 5년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과기인력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

- 「2017년 중국 과기인력자원 발전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7년 중국 과기인력 규모는 

8,705만 명으로 전년대비 4.9% 증가

- 2017년 중국 내 R&D인력 규모는 621.4만 명으로 미국을 초월하여 5년간 연속 세계 1위 차지

- 2017년 중국 R&D연구인력 규모는 174만 명에 달했으며, 그중 약 2/3인력은 대학 졸업이상임

l (기관별) 중국 R&D인력은 주로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에 분포되어 있음

- 최근 수년간 기업의 R&D인력 비중이 가장 많으며, 줄곧 70% 이상 유지

l (분야별) 2017년 중국 규모이상 기업1)의 R&D인력 규모는 273.6만 명으로 전년대비 3.4만 명 증가 

- 주요 분야: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업 등

 중국 R&D인력의 연령구조는 연소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양원 원사 

n 2017년 중국과학원 보선(增選)원사 수:� 61명
F 평균 나이: 54세

F 60세 이하 원사 비율: 91.8%

n 2017년 중국공정원 보선(增選)원사 수:� 67명
F 평균 나이: 56세

F 60세 이하 원사 비율: 85.1%

1) 규모이상 기업: 영업수입(매출액)이 2,000만 위안 및 이상의 공업 법인기관

KOST
EC

    
KOST

EC
    

KOST
EC



2019.7.26.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13

l 2016년도 중국 국가자연과학상, 국가과학기술발명상, 국가과학기술진보상(약칭 “국가과학

기술 3대상”)의 최연소 과제수행자는 39세 이하이며, 신진연구인력의 연구개발에 대한 기여

도가 갈수록 높아짐

 중국 내 R&D인력 중 여성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 

l 2017년 중국 내 R&D인력 수는 621.4만 명이고, 그중 여성 R&D인력 수는 166만 명으로

26.7% 차지하여 2010년 대비 1.5%p 증가

l (지역별) 동북과 서부지역의 여성 R&D인력 비율은 동부와 중부지역보다 높음

- 2017년 동부, 중부, 서부와 동북지역의 여성 R&D인력 비중은 각각 26.3%, 24.5%, 29.3%와 

32.5%로, 2010년 대비 각각 1.5%p, 2.1%p, 1.2%p와 2.8%p 증가

l (기관별) 기업, 연구기관, 대학의 여성 R&D인력 비중은 각각 22.3%, 33.4%, 43.0%임

l (국제비교) 2017년 중국 내 여성 R&D인력 비중은 2015년 독일(28%), 프랑스(27%)와 비

슷한 수준에 그쳤으며, 2017년 일본(16.2%), 한국(20.1%)에 비해 높음

 3가지 유형의 R&D인력수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l (유형별) 2017년 중국 내 R&D인력(FTE 기준)은 403.4만 명·년이며, 그중 시험개발, 응용

연구, 기초연구 인력은 각각 32.5.4만 명·년, 49만 명·년, 29만 명·년으로 각각 80.7%, 

12.1%, 7.2% 차지

        [그림 3] 3가지 유형의 R&D 인력 규모 변화 추이(2010-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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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中国科技人才发展报告（2018）》系列之一——科技人才队伍篇
https://mp.weixin.qq.com/s/_70Na10O-DSRDSmGheXrkg

 중국내 귀국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

l 「2017-2018년 국제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인재 흡인력 순위에서 중국은 

23위로, 2014-2015년 순위보다 4위 상승(↑)

- 2017년 출국 유학생 수는 6.39만 명으로 11.7% 증가하는 반면에 귀국 유학생 수는 4.84만 명

으로 11.2% 증가

- 2011년부터 중국 내 귀국 유학생 수가 출국 유학생 수에서 차지한 비중이 1/2이상을 차지했으며, 

더욱 많은 출국 유학생이 귀국 발전을 선정했음  

    [그림 4] 중국의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인원수 변화 추이(2010-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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