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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기부, 「국가 차세대 AI 개방혁신 플랫폼 구축 업무지침」 발표

 최근 과기부는 중국 인공지능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차세대 

AI 개방혁신 플랫폼 구축 업무지침」을 발표했음(8.1)

l 추진근거: 국무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에 관한 통지」（2017년 제35호）

- 2019년 “양회(兩會)1)”에서 중국은 3년 연속 “인공지능”을 정부업무보고에 기입하며,  

최초로 “지능+”개념을 제기하여 인공지능 응용을 가속화하고 사업발전을 촉진함

l (목적) 인공지능의 중점 세분화된 분야에 초점을 두고 대표기업, 연구기관의 시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술자원, 산업사슬 자원과 금융자원을 통합시키며, 인

공지능 연구개발과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킴

- 기술혁신 연구개발능력과 기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개방공유 서비스 능력 향상

- 각종 범용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개방공유를 격려하며, 혁신창업 인력, 연구진과 중

소/초소형기업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지원함

- 인공지능 기술성과 이전을 촉진하며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1) 중국의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칭하는 말로, 한 해 중국 정부의 경제ㆍ정치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최대의 정치행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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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개방혁신 플랫폼 구축 기본원칙

 동 개방혁신 플랫폼 구축은 아래와 같은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함 

① 개방혁신 플랫폼은 뚜렷한 기술실력과 산업혁신 영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역할을 발휘함

② 사회에 개방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기반 및 서비스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자원, 산업사슬 자원과 금융자원을 통합시킬 수 있으며, 대외서비스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함

③ 개방혁신 플랫폼 구축에 지속적인 자금, 인재, 인프라 등 투입하며, 개방혁신플랫폼 

발전에 보장함

④ 삼사 가능한 개방적인 서비스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비교적 완비한 조직구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운영체계를 갖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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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임무

참고자료

§ 科技部关于印发《国家新一代人工智能开放创新平台建设工作指引》的通知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9/201908/t20190801_148109.htm

구분 주요내용

 세분화 분야의

기술혁신

▷ 기존 기술기반과 산업자원을 활용하여,� 선두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혁신주체

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초이론,� 모델링,� 기초소프트·하드웨어 연구,� 인공지능

핵심기술 혁신 등 추진

 기술성과의 이전

및 응용

▷ 개방혁신 플랫폼의 성과이전과 응용체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혁신성

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 산업사슬 자원 및 금융자원을 통합시키

며,� 각� 영역의 혁신역량을 집결시켜 완비한 기술과 산업생태를 구축함

 개방공유 서비스

제공

▷ 세분화 분야의 스탠더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데이터개방·공유를 촉진하며,� 표준화와 모듈화 모델,� 미들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형성함

▷ 개방적인 인터페이스,� 모델창고,� 알고리즘 패키지 등 공유함

 중소기업과
업종개발자들의

혁신창업 지원

▷ 세분화 분야에서 지식공유와 경험교류 커뮤니티를 구축함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과 혁신창업 인력들이 제품개발,� 응용테스트를 진행함

▷ 기술과 자원의 사용 커트라인을 낮춰,� 전체 분야의 협동 혁신창업의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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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기부, 과기형 중소기업 혁신발전 가속화를 위한 지원조치 발표 

최근 과기부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과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과기형 중소기업 혁신발전에 관한 몇 가지   

    지원조치를 제기함(8.5)

구분 세분 주요 내용

과기형 중소기업

규모 확대

① 혁신창업 보육

시스템 구축

▷ 전문화된 창업공간(衆創空間)이 중점지역과 세분화 영역에서의

단계별분포를강화하고,�전문화된창업공간의서비스능력을향상시킴

▷ 일부 분야에서 전문화된 보육시설 연맹을 결성하여 과기형 중소

기업의 육성을 지원함

② 과학연구 인력의

혁신창업 격려

▷ 과학연구 인력의 창업 관련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대학 or�

연구기관 소속기업에 동시 채용 추진

▷ 중국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 고급인재의 과기형 기업 설립을

지원하며 중국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함

③ 심사·평가 방향

조정 강화

▷ 과기형 중소기업 보육실적을 국가하이테크산업단지,� 국자자주

혁신시범구 및 혁신형 지역 관련 평가지표 시스템에 포함시킴

▷ 과기형 중소기업 평가방법을 보완하며 전국 과기형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규모를 확대함

과기혁신정책 보완

및 실시 강화

� ④ 격려 정책 강화
▷ 과기형 중소기업 R&D투자 추가공제비율 인상,� 세금감면 혜택

정책 재정 추진

⑤ 정책 실시와

홍보 강화

▷ 하이테크기업 소득세 감면,�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부가가치세

와 소득세 감면,� 초소형기업 부가가치세 면제와 소득세 감면

▷ 현행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과기단지,� 창업공간,� 인큐

베이터 보육시설에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함

과기형 중소기업

R&D� 활동에 지원

강화

⑥ 정부예산 지원

강화

▷ 국가과기계획이 중소기업 과기혁신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하

여 과기프로젝트 입안,� 임무 배분 및 거버넌스 강화

▷ 중소기업 R&D활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

▷ 각� 지방정부의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연구개발 전문 지원금

설립을 격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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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분 주요 내용

⑦ 국가과기계획

프로젝트 지원

▷ 과기형 중소기업이 선두기업,�대학,�연구기관이주도하는 프로젝트에

폭넓게참여

▷ 프로젝트 규모와 요건이 적절한 경우,� 과기형 중소기업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격려함

혁신자원이 과기형

중소기업으로

집중토록 유도

⑧ 기업 R&D� 시스템

개선 추진

▷ 과기형 중소기업의 과기혁신전략 마련을 격려하고 기업 내부

R&D관리 제도를 개선하며 혁신방법 응용을 보급시킴

▷ 과기형 중소기업 내부 R&D플랫폼,� 기술센터 등 구축 지원

▷ 혁신 연구진 도입 및 육성,� 하이테크기업 인증 신청 지원

▷ 과기형 중소기업이 국가기술혁신센터,� 국가중점실험실 등의

구축에 참여 지원

⑨ 산학연 협동혁신

진행 격려

▷ 새로운 시기 산학연 일체화를 강화하는 혁신 정책조치를 제정함

▷ 과기형 중소기업이 산업기술 혁신전략연맹 결성을 통해 연구

개발기금과 실험실을 공동으로 구축함

▷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자원을

공유하고 협동혁신을 전개함

⑩ 과학기술 자원의

집적과 공유 강화

▷ 국가하이테크산업단지가 과기자원,� 고급 과기인재를 위주로

구축하고 과기형 중소기업의 집적,� 전문화 분업 및 협력을

유도함�

▷ 연구기관,� 대학,� 대기업들이 과기자원 개방공유 네트워크 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함

▷ 과학연구 기기,� 실험시설 등 개방공유를 추진함

과기형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서비스

제공 확대

⑪ 과기혁신쿠폰(券)�
보급

▷ 지방정부가 과기혁신쿠폰 전문기금 설립을 지원함

▷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구매를 통해 과기형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장려 or� 보조함

⑫ 과기서비스기관

구축 강화

▷ 신형 R&D�연구기관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마련함

▷ 과기형 중소기업 대상으로 혁신 및 성과이전 서비스를 제공함

▷ 대학,� 연구기관에서 전문화된 기술이전기관을 육성해 과기형

중소기업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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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분 주요 내용

⑬ 특색서비스

캐리어(載體)� 구축

▷ 전국 과기형 중소기업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 과기형 중소기업 혁신제품 박람회를 개최함

▷ 과기성과 직통(直通)차를 구축하고 정책자문,� 융자도킹,� 기술

이전,� 정부조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함

금융자본시장이

과기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⑭ 창업 투자 유도

강화

▷ 국가과기성과이전 기금의 기능을 확대함

▷ 지방정부와 사회자본이 과기형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쌍창

(雙創)기금을 설립해 초창기 과기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엔젤투자(天使投資)를 육성함

⑮ 기업의 융자채널

확대

▷ 대출리스크 보상시범제도를 전개하며,� 과기성과이전을 진행중인

과기형 중소기업을 지원함

▷ 과기금융융합 시범업무를 강화하며 투자와 대출 연동,� 지재권

저당,� 융자임대 추진

▷ “과기형 중소기업 성장노선도 계획 2.0”� 실시

과기형 중소기업이

국제 과기협력

추진 격려

⑯ ‘일대일로’�
협력교류 강화

▷ ‘일대일로’� 재산권 교역과 기술이전 관련 업무 진행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 과기형 중소기업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과 과기협력의 양호한

환경을 조성함

⑰ 국제인재 교류

강화

▷ 과기형 중소기업이 “국제걸출청년(國際杰靑計劃)”에 참여 지원

▷ 과기형 중소기업과 외국청년인재 간의 연결 지원

▷ 과기형 중소기업이 전문기술인력을파견하여 중장기해외연수 지원

참고자료

§ 科技部印发《关于新时期支持科技型中小企业加快创新发展的若干政策措施》的通知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9/201908/t20190809_14827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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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 윤리의 마지노선 지켜야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員會) 제9차 회의에서 「국가과학

기술윤리위원회 구성방안」 심사 통과 (7.24)

l 이는 과학기술 윤리 현황이 이미 중국 최고 관리층의 관심사로 떠올라 중국 과학

기술 혁신체계를 추진하는 중요한 일환이 되었음을 의미함

- (목적) 규범화와 지도성 조정을 강화하여 전면적이고 방향성이 명확하며 질서 있고 

협동성이 양호한 과학기술 윤리시스템을 구축

- 과학기술 윤리는 과학기술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 준칙이며 국제사회에

서 매우 중요시하는 공통의제임

l 과학기술의 파워가 커질수록 리스크 또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과 사

회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함

- 유전자 편집기술, AI, 보조생식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의 신속한 발전으로 사회에 

많은 복지와 혜택이 부여됨

- 윤리 마지노선과 가치기준이 계속해서 충돌하여 “유전자 편집 아이” 등 중대한 과

학기술 윤리사건이 발생함

- 과학기술이 시종일관하게 선(善)을 행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음

- 과학기술 윤리 제도화, 글로벌 범위 내에서의 규범화 추진 등은 사회 전반의 공감

대를 형성하였음
 

중국의 과학기술 윤리 현황

l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선진국에서는 앞서 윤리의 규범화를 제기하였으나,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전통이나 경험이 전무함

- 과거 상당기간 동안 중국의 과학기술 윤리현황은 과학기술 발전과 비교해 뒤처져 

있는 관계로, 중대 과학기술 윤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속수무책임

- 조사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 종사자 중 과학기술 윤리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행동

은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이 90%를 차지하지만 100% 윤리규범을 지키는 자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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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있는 과학기술 대국이라면 반드시 윤리의 마지노선을 엄수해야 함 

l 근대 규범제도 보완, 관리체제 건전화, 윤리 감독관리 강화, 법률 법규와 윤리심사 

규칙의 세분화 그리고 각종 과학연구 활동을 규범화해야 함

- 윤리규범을 엄수하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하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윤리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 분명히 업계 발전을 저애할 것임

- <방안>을 시점으로 합심 단결해야 중국의 과학기술 윤리건설은 새로운 발전을 거둘 

것이고, 과학기술 혁신활동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음

참고자료

§  科技伦理的底线不容突破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9-07/26/content_77870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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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대 신약 혁신 제조” 과학기술 중대 전문 프로젝트 성과 뚜렷 

 중국 과기부 및 위생건강위원회가 “중대 신약 혁신 제조” 과기 중대 전문 프로젝트 

브리핑을 공동 개최하여 최근 2년간 연구개발 주요성과를 소개했음(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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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년 국가걸출청년(傑出青年) 과학기금 명단 발표

2019년 국가걸출청년 과학기금 수상자가 300명에 달했으며, 작년 대비 100명 증가

l 국가걸출청년 과학기금(The National Science Fund for Distinguished Young 

Scholars)은 중국 청년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해외인재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립한 과학기금임

l 2019년 국가걸출청년 과학기금 수상자는 총 127개 대학 or 연구기관에서 선정했음

      

2019년 국가걸출청년 과학기금  

수상자 학력: 박사 이상

수상자 직급: 교수(176명), 부교수(11명), 

               연구원(110명), 부연구원(11명),

               주임의사(3명) 등

성별: 남성 262명 

         여성 38명

국적: 중국 국적

수상자 소속기관(TOP5): 베이징대학(22명)

                          칭화대학(14명)

                          푸단대학(11명)

                          중국과학기술대학(11명)

                          절강대학(10명)

지역: 동부지역 > 서부지역

F 주로 동부지역의 대학 or 연구기관에서 선정

참고자료

§ 2019年300位国家杰出青系统分析
https://mp.weixin.qq.com/s/47ddxJn3NSsUxBQCnjUQ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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