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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7월16일에 열린 쓰촨성 기초연구사업회의에서 「쓰촨성 기초

연구개발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에 따르면 쓰촨성은 2023년에 지역 특색이 있는 기

초연구혁신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기초연구배치와 자원

배분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혁신능력과 국내외 경쟁력을 뚜렷이 

높일 것이며 전반적인 수준을 "추격"에서 "병행"과 "선도"의 차

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초연구분야에서 "방향-능력-팀-기지-성

과"라는 5위1체(五位一體)의 혁신주도형 발전을 지원하는 새

로운 구도를 갖추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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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촨성 기초연구의 기본원칙, 주요목표 및 중점임무 등 제시

동 계획은 향후 쓰촨성 기초연구의 6가지 기본원칙, 4대 주요목표 및 7가지 중점임무를 

확정하였다. 

- 특히 고정관념을 전환하고 기초연구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발전요구에 따라 원천혁신능력 

향상을 핵심과제로 간주하며 자유로운 탐구와 목표방향과의 결합을 유도한다. 

- 핵심과학문제의 획기적인 돌파를 실현하여 고수준의 기초연구기지를 조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수준의 인재 및 연구팀을 양성하며 다양한 융합학과와 핵심학과를 발전시킨다.

2 쓰촨성 기초연구 발전현황 

동 계획은 향후 5년간 쓰촨성 기초연구방향을 제시했다.

주로 선진원자력, 사이버공간보안, 우주항공기술, 현대농업, 재해방지 및 생태환경, 

현대에너지, 신소재, 전자정보, 현대교통, 인공지능, 첨단제조, 인구 및 건강, 현대

의약 등 13개 분야를 포함한다.

쓰촨응용수학기초과학연구센터, 프런티어물리기초과학연구센터, 크로스 프런티어 과학

연구센터, 공압 열기초연구센터 등 구축한다.

국가 및 성부급 중대과기혁신기지(플랫폼)를 새롭게 조성하며 원자력 및 핵기술, 심부지구과학, 

바이오치료, 철도운송 등 주요 분야의 과기혁신기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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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초연구의 심사평가 및 과학연구 생태계 최적화와 관련하여 

동 계획은 과학리더인재에게 더욱 큰 기술적 결정권과 경비 지배권 및 자원 조율권 등 

권한을 부여한다. 

▷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신청제도를 개혁하고 과학연구프로젝트 심사·평가관리메커니즘을 

최적화하여 가장 적합한 기관과 인력이 과학연구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을 밝혔다. 

▷ 논문, 직위, 학위, 수상경력을 과다 중요시하는 경향을 타파하고, 단순히 직위의 높낮이, 

과제 수행 건수, 수상 횟수 등을 전제 조건이나 평가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 기초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세계 일류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동 업계와 경쟁하도록 

격려하며 맹목적으로 인기 연구과제를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임의로 연구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명예와 이익을 따지지 않으며 연구에 몰입하고 헌신하는 정신을 고양한다. 

동 회의에서 쓰촨성 과학기술청 Liu Dong(刘东) 청장은 쓰촨성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보고를 발표하였으며 최근 쓰촨성의 기초연구 R&D투자는 2013년의 27.8억 위안에서 

2017년의 36.9억 위안으로 연평균 7.3% 상승한다고 밝혔다. 

▷ 쓰촨성 국가중대과기인프라시설은 9개에 달했으며 각종 과기혁신기지(플랫폼)를 

1,635개 구축하였다. 

▷ 2013-2017년간 쓰촨성 연구자가 SCI논문을 73,778편을 발표하여 전국의 4.9%를 

차지하였다. 

▷ 2018년 쓰촨성 국가자연과학기금의 지원금액은 총 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8% 증가

하였으며, 과제 수는 1,503건으로 중국 9위를 차지하며 지원금액과 과제수가 모두 

신기록을 경신하였다.

참고자료

§ 四川：2023年形成基础研究“五位一体”新格局
  https://mp.weixin.qq.com/s/aarG5UUXb5b3tJunl09o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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