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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기부, 「대학과 연구기관 과학연구 자주권 확대에 관한 의견」 발표

최근 과기부를 비롯한 6개 부서가 「대학과 연구기관 과학연구 자주권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연구인력에게 중요한 법과 규정을 제공함(8.21)

l 최근 과학기술부,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중국

과학원 등 6개 부서가 공동으로 「대학과 연구기관 과학연구 자주권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음

- (주요목표) 동 의견을 통해 관련 제도시스템을 보완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과학연구 

자주권 확대를 추진함

F 전면적으로 혁신활력을 강화하고 혁신실적을 향상시킴

F 과기성과 공급을 증가하여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지원함

동 의견의 일부 중점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세분내용 주요 내용

연구기관 운영·관리

메커니즘 보완
정관 관리 보완

▷ 정관에서 규정한 직능과업무범위에따라과학연구 활동을진행

▷ 주관부서는 정관에서 부여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관리 권한 내

업무를 간섭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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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一图读懂 | 务必查收！科技部等6部门携手送出这些最新大红包
https://mp.weixin.qq.com/s/RkRozFjd2_V13xmy15lslA

구분 세분내용 주요 내용

� 실적 관리 강화
▷ 주관부문은 권한,�책임,�이익과 효율 및 분류평가원칙 준수

▷ 혁신,�성과와 실적에 초점을 맞춤

▷ 대학과연구기관에대해중장기실적관리와평가시험제도를실행

과학연구 관리

메커니즘 최적화

과학연구 프로젝트

관리절차 간소화

▷ 각종 평가,�검사,�샘플링조사,�감사 등 절차 간소화

▷ 재무와 기술 감수를 합병하고,� 제3자 감사기구에 대해 평가,�

규범화하고 동태적으로 조정함

R&D투자 관리체제

보완

▷ 각�연구기관에서 제정한 예산사용 관리방법에 의해 감사 실시

▷ 중국내 출장 중 식비보조금,� 시내 교통비와 영수증 발행이 어

려운 숙박비에 대한 도급제를 허락

과학연구 설비,�

소모품 등

구매관리제도 개선

▷ 과학연구에 필요한 설비와 소모품에 대해 특별 조치,� 수시

처리 구매체제를 도입하고 입찰 절차 취소

혁신리더 인재에게

과기연구 자주권을

확대 부여

▷ 대학원생은 국가 중대 과학연구 프로젝트 중 우수팀과 지도

교수에게 우선적으로 배치함

▷ 공무용 카드 신청 조건 미달 인원이 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출장비용은 공무원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결재 가능

과기성과 관리제도

개혁

▷ 국유자산 평가관리제도 관련 법률법규 수정 보완

▷ 과학기술 인력 직무 과학기술 성과 소유권 또는 장기 사용권

부여

인사관리 방식

관련 개혁
직원 채용의 자주화 ▷ 국내 육성 인재와 해외 인재 채용 시 동일하고 평등하게 대우

성과금 분배방식

보완

성과금이 과기혁신에

대한 격려 작용 강화

▷ 과학기술인력이 취득한 직무 과기성과를 현금 장려금으로 전화

▷ 겸직또는직장외창업소득등을성과금총액제한을받지않음

▷ 총액 기본 수치를 설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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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세계 일류 과학기술 학술지 구축 추진 

 최근 중국 과기협회, 과기부, 교육부, 선전부(宣傳部)가 「심화 개혁을 통해 세계 일류 

과학기술 학술지 구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주요목표 및 중점임무 제시했음(8.16)

l (배경)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학술논문을 산출하는 국가로 급부상

하였으며, 논문 수 및 논문 피인용횟수가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그림 1] 2018년 중국 과기논문 통계현황

l 그러나 중국은 국제영향력 있는 학술지를 보유하지 못하여 국제과기경쟁에서 불리한 

입지에 처하였기 때문에 세계 일류 학술지를 구축하고 세계 과기강국의 과기 

및 문화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함

주요목표 및 중점임무

l 디지털화(數字化), 전문화(專業化), 그룹화(集團化)와 국제화(國際化)를 추진하고 과기 

학술지의 관리, 운영과 평가 등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조정하여 오픈 혁신, 협동 융합, 

세계 일류의 중국 과학기술 학술지 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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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학술지 및 출판구조 배치 최적화

l 일부 우위학과, 학제학과(學際學科) 및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 학술지를 선택하여 

보완 발전시키고 중문학술지의 전문성을 부각시키며, 과학기술 보급 학술지의 

운영을 활성화함

 과기기술 학술지 전문 관리능력 향상

l 분류정책을 통해 우승열패(優勝劣汰)의 역동적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학술지 논문 빅 데이터 센터를 설립함 

 과학기술 학술지 출판시장 운영능력 향상

l 국가 정책과 출판관리제도에 따라 능력을 갖춘 기업과의 협력 운영을 격려하여 산학연

(產學研)의 심층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학술지 출판 블록화(collectivize) 및 그룹화

(集群化) 발전수준을 향상시키며, 과기 학술지 디지털화 업그레이드를 추진함

 과학기술 학술지 국제경쟁력 제고

l 과기 학술지의 글로벌 혁신 이념과 일류 인재 유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학 학술지의 

개방 협력 루트를 확장하며 국내외 과기 학술지와 동등한 수준 또는 효과를 갖추도록 

추진

참고자료

§ 四部门联合印发《关于深化改革 培育世界一流科技期刊的意见》

http://www.cast.org.cn/art/2019/8/16/art_79_100359.html?from=singlemessage&isappinstall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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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가장 아름다운 과학기술자” 선정

 최근, 중국 중앙선전부, 중국과학기술협회, 과기부,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국방과공국(中國科工局)은 2019년 “가장 아름다운 과학기술자” 선정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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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闪亮的名字丨2019最美科技工作者
https://mp.weixin.qq.com/s/jqedaSxt3eL_B4lOH-xE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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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 중국 인터넷 100대 기업 랭킹 발표 

 2019년 중국 인터텟 100대 기업 랭킹 발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1-3위

l 중국인터넷협회, 공신부(工信部)정보센터는 2019년 중국인터넷 100대 기업, 인터넷

성장형 20대 기업 랭킹과 <2019년 중국인터넷기업 100대 발전보고서>를 발표

[표 1] 2019년 중국 인터넷 100대 기업 통계 (TOP10) 

 

중국 공신부 인터넷 100대 기업 특징 발표 (6개)

l 전체 규모가 비약적 발전하여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매김

- 2019년 중국 인터넷 100대 기업 인터넷업무 총매출액은 2.75조 위안, 전년대비 1조 위안 

이상 증가

- 중국 디지털경제에서 8.8%, 디지털경제 기여율 14%, 디지털경제 성장 견인력 2%p로, 중국

인터넷산업 및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 됐음

l R&D 투입강도 10% 초과 중국 핵심기술을 형성

- 2019년 인터넷 100대 기업의 R&D 투입총액은 1,538.7억 위안, 전년 동기대비 45.1% 증가, 

평균 R&D 투입강도는 10%를 초과하여, 중국 R&D경비 투입 평균치 대비 8%p 높음

랭킹 중문 명칭 중문 약칭 주요 브랜드

1 알리바바(중국)유한회사 알리바바 타오바오, 알리 클라우드, 가오더(高德)

2 선전시텐센트(腾讯)컴퓨터유한책임회사 텐센트 위쳇, QQ, 텐센넷

3 바이두(百度)그룹 바이두 바이두, 아이치이(爱奇艺)

4 징동(京东)그룹 징동 징동닷컴, 물류, 징동클라우드

5
저장마이쇼웨(浙江螞蟻小微)금융서비스그룹주

식유한회사

마이찐푸

(螞蟻金服)

알리페이,상호보(相互寶),쯔마신용(芝
麻信用) 마이썬린(蚂蚁森木)

6 왕이(網易)그룹 왕이 왕이 메일, 왕이엄선(嚴選), 왕이뉴스

7 메이퇀덴핑(美團點評) 메이퇀
메이퇀, 따중덴핑, 메이퇀 와이마이, 

메이퇀 마이차이

8 베이징쯔제탸오둥(字節跳動)과기유한회사 쯔제탸오둥 더우인(抖音),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9 360안전과기주식유한회사 360 360안전위사, 360브라우저

10 시나(新浪)그룹 시나 시나망, 웨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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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핵심기술, 혁신능력을 향상시켜 5G, 인공스마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일부 기술은 국제 선진수준에 달함

l 응용영역의 다원화 및 “스마트화 플러스”로 생활소비의 새로운 모드 구축

- 소비 인터넷 발전을 추진하고, 업무 범위는 인터넷 공공서비스, 온라인 매체 등 17개 영역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활품질을 전면 향상시켰음

- 2019년 인터넷 100대 기업 중 전자상거래 업체는 18개, 인터넷 공공서비스 관련 기업은 41

개로 주로 정보 조회, 교육의료, 공공행정업무 처리, 공공교통 등 주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

- 스마트매장, VR/AR 피팅룸과 분장실, 무감(無感)지불 등 다양한 소비업종과 영역을 새롭게 

개척해 미래 스마트 생활소비 새로운 모드를 구축

l 공업인터넷의 심층 응용으로 전통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기여

-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과 실물경제의 심층 융합을 촉진

하고, 실물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

- 2019년 인터넷 100대 기업의 산업인터넷망(産業互聯網) 수량은 대폭 증가하여, 산업인터넷 

영역 기업 수는 60개로 늘어나고 누적 4000만개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

l 유니콘 기업의 쾌속 성장, 국제 업계 지위 업그레이드

- 2019년 인터넷 100대 기업 및 자회사 중 마이찐푸(蚂蚁金服), 쯔제탸오둥(字節跳動) 등 25개 

유니콘기업이 탄생했고, 매출이 동기대비 38.9% 증가했음  

- 2018년 글로벌 기업 시가 30강 기업 중 중국 기업이 10개였고, 그중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글로벌 

인터넷기업 시가 10대 기업에 진입

l 지역 커버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인터넷 빈곤퇴치의 새로운 성과 거둬

- 2019년, 인터넷 100대 기업을 보유한 성은 총 19개로 2018년 대비 장시성(江西省)과 산둥성

(山东省)이 추가 커버 지역이 확대되었음

- 인터넷 100대 기업은 기업사회적책임(CSR)을 적극 이행하여 인터넷이 빈곤퇴치 영역에서 

중견역할을 발휘하고, “생방송+전자상거래”등 빈곤퇴치 신모드를 탐색하고 ‘빈고해소, 탈빈곤 

정조준’을 추진하고 있음

참고자료

§  2019年中国互联网企业100强榜单揭晓，阿里腾讯百度位列前三
http://m.sohu.com/a/333589688_11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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