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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대일로” 배경

시진핑정부는 “중국몽(夢)”실현을 위해 “일대일로”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지난 4월 26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에는 

미국을 제외한 150여개 국이 참여하고, 37개국 정상이 공공선언에 서명하였음

F 이번 포럼에서 중국은 2049년까지 600억달러의 경제지원을 약속했음

              이미지출처: [이슈분석] 막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시진핑 얻은 성과?(SBS CN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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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과정

자료: 중국발전개혁위원회

지난 5년간 중국은 “일대일로”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올렸음

[표 2]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추진 5주년 성과

일자 주요 추진 내용

2013.9 § 시진핑 주석, 중앙 및 동남아시아 순방 중 “일대일로” 제시

2014.3 § 리커창 총리, “2014년정부업무보고”에서 “일대일로”전략을 중점업무로 발표

2014.11
§ 시진핑주석이 APEC정상회담에서 실크로드기금(AIIB) 조성을 위한 

400억달러 출자 계획 발표

2014.12 § 실크로드기금(AIIB) 설립

2015.3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에서 “실크로드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축전략과 실시방안” 공동 발표

2015.7 § 브릭스국가 신개발은행(NDB) 설립

2016.1 § AIIB 출범(54개 회원국 확보)

2016.3 § “제13차5개년규획”에 일대일로사업 포함

2017.5 §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최(베이징)

2019.4 §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최(베이징)

구분 주요 성과 내용

 정책소통의 
   지속 심화

① 협력 범위 지속 확장
§ 2019년 3월 기준, 중국은 124개의 국가 및 29개의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협약 체결
② 정치적 상호신뢰도 지속강화 
§ 중국은 56.34%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전략적 파트너관계 지속 유지
③ 협력국간의 발전계획 연계
§ (세계적 측면) 일대일로는 유엔 2030년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매칭되어 세계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적 협력 형성
§ (지역적 측면) 동남아국가연맹, 아프리카연맹 2063년 의제, 

유라시아경제연맹, 유럽연맹 유라시아 상호연결 전략 등 
지역발전계획과 효과적으로 매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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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스텍자료 (http://kostec.re.kr/그림으로 보는 ‘일대일로’ 성적표/)를 근거로 작성

본문은 “일대일로” 과학기술성과 위주로 집중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시도

구분 주요 성과 내용

 인프라연결의  
   지속 강화

① 해상운송 상호연결 지수 세계 1위 기록 
§ 중국항구는 200여개 국가의 600여개의 주요 항구와 해상운송망 구축
§ 34개 국가에서 42개의 항구 건설 및 운영에 참여
§ 해상운송서비스는 “일대일로”연선 모든 연해국가들을 포함
② “부두크레인”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
§ 중국-유럽간 화물열차 누적 운행 1.4만 회 기록
§ 유럽 15개 국가, 50여개 도시 포함
③ “공중교량”으로 중국과 세계를 연결
§ 62개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영국정부간 항공운송협약 체결
§ 45개의 연선국가와 직항 실현, 주간운행 항공노선 5,100개

 무역확대의 
   지속 원활화

① 무역투자 협력성과 가시화
§ 연선국가들과의 무역거래액 6조달러 상회
§ 대외 직접 투자액 800억 달러 초과 기록
② 수입박람회 “일대일로”경제무역협력 가속화
§ 제1차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170여개 국가/지역과 국제기구, 

3,600개 기업이 참가
§ 국내외 구매업체 40만명 초과, 년 누적 합의 거래액 578.3억달러 달성

 자금융통의 
   지속 확대

① 인민폐 국제화의 안정적 추진
§ 인민폐 해외지불시스템은 40개의 “일대일로” 국가 및 165개의 은행 포함
② 금융협력네트워크 형성 중
§ 50여개의 “일대일로” 참여국이 중국 은련카드업무 개시
§ 카드누적 발행량 2,500만장, 540만개 상호에서 ATM기 68만대 설치
③ 다원화 융자체계 지속 정비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회원국 93개, “일대일로”파트너 중 60%, 

실크로드기금 19건의 프로젝트 계약 완료, 지원 프로젝트 
총금액 800억달러 달성

 민간교류의 
   지속 추진

① “일대일로” 관광인지도 지속 상승 
§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국 양방향 관광교류 6,000만명 초과
§ 29개의 “일대일로” 협력국과 국민 무비자 또는 착륙비자 실현
② 지방도시들과 우호 관계 구축
§ 중국과 61개의 “일대일로” 국가간, 1,023개의 우호도시 건설 공동 추진
§ 2018년 4월 기준, 중국 대외 우호도시 전체의 40.1% 차지
③ 문화교류로 민심 소통 강화
§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간 17개의 국가문화센터 설립
§ 173개의 공자학원, 184개의 공자학당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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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대일로” 국제과학기술협력 추진성과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관련 과학기술사업은 중국과학원 주도로 추진

○ 중국과학원은 과학연구·교육·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솔선행동”계획 추진 및 

“플랫폼·과제·인재”가 결합된 “일대일로”과기협력체계를 갖춤

- 구체적으로 “혁신로드”, “녹색실크로드”, “민심상호연결” 및 “일대일로” 혁신

공동체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사업 추진을 통한 녹색기술혁신시스템 구축

- “개도국 과학교육협력확장프로그램”, “국제인재계획”, “국제파트너계회” 및 

“일대일로”국제협력행동계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 바이춘리 원장은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지난 5년간 “일대일로” 과학기술프로젝트

에 18억위안이 투자되었고, 협력규모가 12만명이상에 달하였다고 밝힘(‘19.4.19)

[표 3] 중국의 “일대일로” 국제과학기술협력 주요 성과

구분 주요 추진 내용

“일대일로” 

국제과학기구연맹

(ANSO) 결성

§ 2018년 11월 연선국가의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로 연맹을 결성

§ 시진핑은 “연선국가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해 인류문명의 

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주문함

§ 바이춘리 중국과학원 원장이 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37개의 

회원기관이 참여하여 “2019-2020년 ANSO행동계획”을 수립함

연선국가 

과기인력 양성

§ 중국과학원은 연선국가/지역을 위해 약 5,000명의 

고급과기인력(이학/공학 석박사생 1,500명 포함)을 양성, 대부분의 

인재가 귀국하여 “일대일로” 사업의 주요 추진역량으로 활약 중

해외과학교육센터 

설립

§ “공동 협상, 공동 건설 및 공유”의 원칙에 따라 아프리카, 남미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 지역에 9개의 

해외과학교육센터 설립, 현재 10번째 센터 설립을 준비 중

§ 동 센터는 국제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대형과학연구프로젝트 유치 및 해당국의 민생문제 개선, 

과학혁신능력 향상
국제대형과학 

프로그램 및 

대형과학프로젝트 

추진 주도

§ 100여개의 과기협력프로젝트를 통해 “그린실크로드” 사업추진

§ 2008년초에 “범제3극 환경변화 및 그린실크로드” 특별프로젝트를 

입안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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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크로드환경특별프로젝트” 추진 성과

○ 실크로드프로젝트는 연선국가/지역 전반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으로 추진된 과제이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올렸음

- 아시아의 추운 날씨로 인한 환경, 재해문제, 티벳고원 및 주변의 남아시아

와 중앙아시아지역에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및 관련 제품 제공

- 연선국가/지역에 중요한 장기발전전략규획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및 지침

역할 수행

F <共建绿色丝绸之路：资源环境基础与社会经济背景> 보고서의 차트와 데이터는 수년간의 축

적된 결과이며, 십여명의 전문가가 지속적인 확인과 토론을 거쳐 얻은 것임

- 사막화대응, 티벳고원 생태환경보호장벽 건설 등을 포함하여 연선국가/지역에 

시범플랫폼 구축 및 해당 지역의 발전을 지원함

F 아스타나(Astana)에 생태환경보호구 건설, 중국-우즈베키스탄 양파정원 조성, 석유도관, 철도건설 

및 티벳철도 동토기술 활용 등

구분 주요 추진 내용

과학기술성과의 

연선국가에서의 

적용 및 강화

§ “일대일로”과기성과이전기금을 설립하여 100여개의 과기형기업 및 

연구소와 “일대일로”산업연맹 공동 결성, 방콕혁신협력센터 설립

þ ANSO
연맹

최초로 “일대일로”연선국의 대학, 연구소 및 국제기구가 공동 설립한 
종합국제과기기구로, “일대일로”사업의 과학기술지원역할 및 세계 경
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협력플랫폼
과학연구와 기술응용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과학, 기술, 혁신과 역량
구축을 둘러싸고 “4위1체” 연합행동을 추진하는 종합적 국제과기기구
과학기술협력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최적의 글로벌 자원 배분 플
랫폼, 중국의 과학기술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

þ 차이점

“일대일로”연선국가의 발전수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과학기술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생태, 환경, 민생, 복지를 포함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청년과기인력양성과 역량구축을 중요시하며 장학금프로그램, 인력교
류프로그램,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동을 통해 “일대일로”사
업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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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대일로” 관련 과학기술 추진사업

1. 중국과학원의 “일대일로” 국제과기협력연구계획1)

중국과학원은 프런티어기초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성 핵심과학기술수요와 
도전에 부응해 “일대일로” 국제과학기술협력추진을 주도함

○ (취지) 바이오기술, 생명과학, 의약건강, 환경·수자원, 청정에너지, 재해방재, 

기후변화, 생태보호 등 핵심분야 국제과학기술연구계획 조직·추진 

F “일대일로”국제과기협력연구계획에는 ▲“일대일로”과학자연맹 ▲“일대일로”자연재해위험 및 종합재해

감소국제연구계획 ▲기후변화연구 및 관측계획 ▲청정수기술 및 물협력계획 ▲“일대일로”의 신종 전염병 

병원체 연구지원계획 ▲“일대일로”민족약물 개발 및 산업화협력계획 ▲“일대일로” 연선국가 바이오기술

촉진 및 산업협력계획 ▲“21세기 해상실크로드”저비용건강 국제연맹행동계획 등이 포함됨

 “일대일로” 과학자연맹

○ 2014년 6월, 30여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 온 100여명의 과학자들이 연맹을 

결성해, 생태환경, 생태문명 및 지역경제 일체화 등 혁신모델 제안

○ 이를 토대로 “일대일로” 과학자연맹협동연구플랫폼을 구축해 연선국가 과학자

들의 협동혁신 및 데이터공유메커니즘 추진

1) 자료출처: 中国科学院“一带一路”国际科技合作研究计划 (《中国科学院院刊》  2017.Z2기)

þ 주요 추진 사업

- 중국이나 혹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중요한 영

향력을 미치는 분석보고서 출판 및 발행

- “일대일로”지역의 과학기술도전에 대응해 글로벌 

우위의 과학자원을 동원하여 중요한 과학기술 

성과 배출

-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기술이전사업화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þ 핵심 학과 분야

① 생물의약 ⑥ 지리지질광산

② 질병 및 건강 ⑦ 재해방재

③ 바이오기술 ⑧ 기후변화

④ 수처리기술 ⑨ 수자원

⑤ 청정에너지기술 ⑩ 환경생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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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一带一路”科学家联盟 (《中国科学院院刊》  2017.Z2기)

 “일대일로” 자연재해위험 및 종합재해감소 국제연구계획

○ (연구목표) “일대일로” 연선국가 연구기관의 공동 참여를 통해 관련 국가의 

자연재해형성배경 및 재해기본정보플랫폼 구축을 포함한 연구 체계화

- 인프라, 대형공정 방재 관련 핵심 솔루션을 제시해 선진적인 이념, 기술 및 

모델을 해외에 수출하고 다자간 협력가능한 재해감소 연동메커니즘 구축을 

통한 기술지원 및 안전보장

- “일대일로”재해감소 관련 고급전문인력양성을 통한 연선국가의 자연재해 응급

대처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해 “일대일로”전략의 본격적 실시에 기술지원

  출처 : “一带一路”自然灾害风险与综合减灾国际研究计划 (《中国科学院院刊》  2017.Z2기)

 기후변화연구 및 관측계획

○ (연구목표)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기후변화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기후변화

연구데이터베이트 구축을 통한 관련 국가의 기후변화대응전략 실시를 위한 

과학기술 지원과 보장 제공

- 중앙아시아 기후변화, 황사발원지 황사량 측정 및 인도 특대도시 대기오염 

측정 등 자료를 획득해 관련 지역 극단기후변화 법칙 및 형성원인 규명 및 

극단기후변화 대처능력 강화

  출처 : 气候变化研究及观测计划 (《中国科学院院刊》  2017.Z2기)

수석과학자 & 추진 사례 

§ 중국과학원 지리과학 및 자원연구소

§ Sun JiuLin(孙九林) 중국공정원 원사

§ “일대일로” 국제과학자연맹 구축을 주도 및 추진

§ 중앙아시아, 러시아, 몽골 등 국가에서 10여차례 과학
탐사를 총괄 지도

수석과학자 & 추진 사례

§ 중국과학원/수리부 청두산지재해 및 환경연구소

§ Cui Peng(崔鹏) 중국과학원 원사

§ 중국-파키스탄경제주랑 사업추진 : 중국-파키스탄지구
과학센터 설립

수석과학자 & 추진 사례

§ 중국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

§ Zhu Jiang(朱江) 연구원, 소장

§ 스리랑카, 태국, 중앙아시아 5개국 등 10여개 기지국의 
수십년 기상데이터 수집 및 과거 30년 극단기후사건 
법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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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수기술 및 물협력계획

○ (연구목표)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일대일로” 개도국의 음용수안전, 수질 및 

물환경이 해당국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 분석 및 해결책 제시

- (인력양성) 관리인력교육훈련반, 기술인력교육훈련반, 해외기술훈련반, 박사

/박사후 인력양성, 석사연구생 공동양성 계획수립을 통해 인재양성 추진

- (기술지원) 연합기구, 공동연구, 시범사업 등 전면적인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과기협력플랫폼 구축

- (기업참여) 인력양성과 과학기술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해 관련 기업과제와 

기술의 해외수출 촉진

  출처 : 清洁水技术及水务合作计划 (《中国科学院院刊》  2017.Z2기)

 “일대일로”의 신종 전염병 병원체 연구지원계획

○ “일대일로”연선국가와 신종 전염병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 해당 국가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며 “일대일로”를 안전로드와 건강로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

- 중국과학원은 전염병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연선국가의 파스퇴르연구

소와 “IPS-이란 파스퇴르 공동연구센터”, “IPS-캄보디아 파스퇴르 공동연구

센터”, “IPS-세네갈 파스퇴르 공동연구센터” 공동 설립

- 에볼라, 마버그열, 라사, 메르스 및 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을 

연구대상으로 신종 전염병의 조기경보 및 예방제어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출처 : “一带一路”的新发突发病原研究支撑计划 (《中国科学院院刊》  2017.Z2기)

수석과학자 & 추진 사례

§ 중국과학원 생태환경연구센터

§ Yang Min(杨敏) 연구원, 부주임

§ 중국-스리랑카 물기술연구 및 시범공동센터 설립을 통
해 만성 신질환병(CKDu) 발병원인 조사 및 안전급수 
기술 개발, 수질측정기술연구 시범사업 추진

수석과학자 & 추진 사례

§ 중국과학원 미생물연구소 연구원

§ Gao Fu(高福) 중국과학원 원사

§ 세계 최초로 에볼라바이러스 발병원인과 전파경로 등 
핵심문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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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로” 민족약물 개발 및 산업화협력계획

○ 티베트약(藏药), 신장위구르약(维药), 태족약(傣药)을 포함한 중국 민족약물의 

계승 및 현대화를 목적으로 “일대일로”연선국가와 민족약물/천연약물 산업화

협력 공동연구 추진

- 중국과학원 약물혁신연구원과 중앙아시아약물연구개발센터의 주도로 “중앙

아시아선행”전략을 펼쳐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및 동남아 

국가들과 신약 및 특효약 개발 추진

F 중앙아시아 및 기타 국가에서 임상응용수요가 많은 아바스타틴, 아리피프라졸, 타달라필, 에피나코

나졸, 텔미사르탄 등 약물의 모방제조기술 개발

  출처 : “一带一路”民族药研发与产业化合作计划 (《中国科学院院刊》  2017.Z2기)

 “일대일로” 연선국가 바이오기술촉진 및 산업협력계획

○ “일대일로”연선국가의 바이오기술 및 산업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

과학원 톈진산업바이오연구소와 미생물연구소의 주도로 개도국의 바이오기

술싱크탱크구축, 바이오기술 및 산업인재육성계획 실시

- (과기싱크탱크) 「“일대일로”국가바이오기술발전추세보고서」를 발행해 60여개 

연선국가의 의약·농업·공업·식품 관련 바이오기술수준, 응용개발 및 상품무역

추세 분석

- (인력양성) 중국과학원 톈진산업바이오기술연구소는 연속 4기에 걸쳐 식품

바이오기술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해 인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국가의 

200여명의 연구인력 양성

  출처 : “一带一路”沿线国家生物科技促进与产业合作计划 (《中国科学院院刊》  2017.Z2기)

수석과학자 & 추진 사례

§ 중국과학원 상하이약물연구소 소장

§ Jiang Hualiang(蒋华良) 연구원

§ TPN729(폐동맥고혈압&발기부전치료약물), 
TPN672 (정신분열증&우울증치료약물), TPN102 
(난치성 간질병치료약물)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등록작업

수석과학자 & 추진 사례

§ 중국과학원 톈진공업생물기술연구소 부소장

§ Li Yin (李寅) 연구원

§ 네팔 (천연약물), 태국 (고온발효균), 파키스탄 (식품 
효소) 등 국가들과 비이오 관련 공동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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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저비용건강 국제연맹행동계획

○ “일대일로”연선국가의 기초의료시설부족, 자연재해, 전쟁환경, 전염병 발병 

등 특정상황에서 저비용건강 관련 서비스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솔루션 제공

- 중국과학원의 주도로 “21세기 해상실크로드”연선의 선전(중국과학원 선전선진기술

연구원), 방콕(방콕병원그룹, Songkla대학), 콰줄루나탈(남아공보건성), 나이로비

(케냐) 등 4개 도시를 중심으로 기층의료과학기술서비스네트워크(STSN) 구축

이미지출처: http://www.bulletin.cas.cn/zgkxyyk/ch/reader/view_abstract.aspx?file_no=2017Z214&flag=1

- 제4회 중국-이세안기술이전 및 혁신협력포럼에서 중국과학원 선전선진기술

연구원과 태국방콕의료서비스그룹(DBMS)과 Songkla대학교 등 3개 기관이 

“중-태국 보건의료기술공동계획”을 체결

  출처 : “21世纪海上丝绸之路”低成本健康国际联盟行动计划 (《中国科学院院刊》  2017.Z2기)

수석과학자 & 추진 사례

§ 중국과학원 선전선진기술연구원 생물의학건강공정연
구소 부소장

§ Wang Lei (王磊) 연구원

§ 태국과 보건의료기술공동계획 추진을 통해 공동실험실
설립, 영상유도치료기술, 고해상도 내시경검사, 첨단자
기공명영상기술, CT영상기술, 병진의학 등 기술이전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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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과학원의 해외과학교육기지2)

2013년부터 중국과학원은 “인재·플랫폼·프로젝트”가 결합된 “일대일로” 과학기술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현재까지 9개의 해외과학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우위가 상호보완되고 윈윈 구도를 

갖춘 개방된 해외과학협력기지로 자리매김

- 2013년이후 9개의 해외과학교육기지에서 누계 1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출판된 저서가 12부, 특허 출원량이 17건에 달하였음

     이미지출처 : http://www.bulletin.cas.cn/publish_article/2017/Z2/2017Z224.htm

F CAS 해외과학교육기지는 ▲중앙아시아약물연구개발센터 ▲중앙아시아생태환경연구센터 ▲중국-아프

리카공동연구센터 ▲카트만두과학교육센터 ▲중국-스리랑카과학교육센터 ▲동남아생물다양성 연구센터 

▲방콕혁신협력센터 ▲남미천문연구센터 남미우주기상연구소 등 9개를 설립함

2) 자료출처: 中国科学院海外科教基地 (《中国科学院院刊》  2017.Z2기)

기관명 주요 추진 내용 수석과학자

중국과학원 중앙아시아 

약물연구개발센터

§ 약물관련 플랫폼 구축

- 천연약물추출중간시험기술플랫폼 구축

- 성과이전기술플랫폼 구축

§ 국제공동연구소 운영

§ 阿吉艾克拜尔·艾萨 
중국과학원 

신장물리화학기술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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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주요 추진 내용 수석과학자

- 400㎡규모의 2개 공동연구소 설립

- 중앙아시아특색약재의 화학성분분리 

분석, 생물대분자제조 및 

생물활성평가플랫폼 구축

부소장/센터장

중국과학원 중앙아시아 

생태환경연구센터

§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에 

3개의 거점 설립

- 중앙아시아 중부가뭄지역 12개 

생태시스템 야외관측 및 연구망 구축

- 신장을 데이터센터 본부로,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을 분점으로 

하는 자원환경 공유데이터베이스 구축

§ 陈曦 중국과학원 

신장분원 

부원장/센터장 

중국과학원 중국-아프리카 

공동연구센터

§ 5개의 분소 설립

 - 생물다양성보호 및 지속가능이용 분센터 

 - 수자원 및 생태환경연구 분센터 

 - 지리자원 및 원격감지연구 분센터

 - 미생물 및 유행병방지 분센터

 - 현대농업기술시범 분센터

§ 8개 국가의 15개 연구기관과 30개의 

공동연구과제 수행

§ 王青锋 중국과학원 

우한식물원 

부주임/센터장

중국과학원 카트만두 

과학교육센터

§ 중-네팔, 중-파키스탄, 중-방글라데시 

과학자와 기후변화, 생태환경, 

생물다양성, 지질재해관련 공동연구수행

§ 네팔 등 남아시아국가 박사생 30여명, 

박사후 10여명 양성

§ 남아시아 환경모니터링 기지국 구축

- Ganghe평원-에베레스트 & 

Himalaya-랑당(郎唐)밸리 Yala빙하의 2개 

생태환경모니터링

§ 马耀明 중국과학원 

칭장고원연구소 

부소장/센터장

중국과학원 중국-스리랑카 

과학교육센터

§ 중국-스리랑카간 기후변화, 해양과학, 

생태환경 분야 과학협력 추진

- 내비게이션 관측과 스테이션 관측이 

결합된 스테레오 네트워크 구축

- 스리랑카 해양수산업을 위한 

기상예보시스템 구축

- 중국-스리랑카 수자원기술연구 및 시연 

공동센터 설립

§ 王东晓 중국과학원 

남해해양연구소 

연구원/센터장

중국과학원 동남아 생물 

다양성 연구센터

§ 4개의 핵심연구팀을 구성해 28개의 

지역국제공동연구과제, 핵심분야 

§ 陈进 중국과학원 

시쌍반나열대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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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国科学院海外科教基地 (《中国科学院院刊》  2017.Z2기) 자료를 근거로 정리

기관명 주요 추진 내용 수석과학자

청년인재양성프로젝트 수행

§ 인프라 및 연구플랫폼 구축

- 동물다양성 및 보호, 수생생물다양성, 

전통의약 및 민족식물학, 식물다양성 

보호 및 연구 등 4개의 실험실 설립

§ 인재양성 및 능력건설

-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지역 

대학원생 20여명 모집

- 동남아 생물다양성보호세미나 개최, 

중-태국과기협력포럼 개최, 

민족약물지속이용 보호훈련과정 등을 

통해 200여명 육성

원 주임/센터장

중국과학원 방콕 

혁신협력센터

§ 정산학연 국제협력혁신네트워크 구축 

- 중국-아세안 혁신공동체 구축 추진

§ 동남아지역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촉진

- 태국과 지능형 노인간호시스템 구축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바이오매스-분해성 생복합재공장 건설

- 홍콩, 동남아지역과 중약 약효 정량화 

기술 플랫폼 구축

- 미얀마와 다중에너지 보완분산에너지 

시스템 협력이용

- 캄보디아 및 베트남과 문물보호 

시범프로젝트 추진

§ 姜标 중국과학원 

특별초빙연구원/센

터장

§ “중국-칠레천문데이터센터” 설립

- 데이터다운로드 및 온라인처리, 

고성능컴퓨팅 등 서비스 제공

§ 남미천문센터에 칠레에서의 

“국제과학연구기구” 지위 수여

§ 중국과학원 국가천문대 VS 칠레  

북방천주교대학(UCN) 천문관측기지 

공동 건설 관련 MOU체결

§ 王炜 중국과학원 

남미천문센터 

부주임

중국과학원 남미 

천문연구센터

§ 8,260㎡면적의 환경개선 건설임무 수행

§ 남미연구소 데이터센터 설립

§ 우주환경모니터링설비 구축

§ 4명의 박사후 인력 공동양성

§ 王赤 중국과학원 

국가우주과학센터 

부주임/센터장

중국과학원 남미 

우주기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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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과학원-개발도상국과학원(CAS-TWAS) 탁월센터3)

2013년 1월 바이춘리 중국과학원 원장이 TWAS 원장으로 취임이후 5개의 
CAS-TWAS 탁월센터를 설립했음

○ 개발도상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기후환경, 수자원, 녹색기술, 바이오기술, 

재해 등의 분야에서 인재양성, 공동연구 및 전략적 자문을 전개 과기협력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개도국의 혁신역량 구축을 지원함

F CAS-TWAS 탁월센터에는 ▲물·환경탁월센터 ▲바이오기술탁월센터 ▲녹색기술탁월센터 ▲우주

재해감소탁월센터 ▲기후·환경공학탁월센터 등 5개가 포함됨

3) 中国科学院-发展中国家科学院(CAS-TWAS)卓越中心 (《中国科学院院刊》  2017.Z2기)

기관명 주요임무 추진성과

CAS-TWAS 

물·환경탁월센터

§ 고급인재양성기지: 고급

훈련반, 박사

§ 과기협력기지: 난제해

결, 솔루션제공

§ 기업파트너: 대외플랫폼 

구축, 대내 기술협력

§ 수요 확정, 원조방안 

최적화

§ “인재양성-과기원조-기업참여”3위1체의 플랫폼 및 

지원시스템 구축

- CAS 수생연구소, 지능화연구소, 원격감지연구소, 신

장연구소 등 산하연구소와 징룬, 타이닝, 칭화원 등 

기업과 “일대일로 수자원기술산업연맹”결성

§ 연선국가의 민생수요와 관련하여 “청정수외교”의 

새로운 국면 개척

- 중국-스리랑카 수자원기술연구시범공동센터를 설립

해 음용수안전보장, 만성신장질환 난제 해결 지원

-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란 연선국과 국제협력네트

워크 구축

*CAS 생태환경연구소-이란 테헤란대학 농업자연자원학

원간  MOU체결

CAS-TWAS 

바이오기술탁월센터

§ “5위일체화”운행메커

니즘 구축

§ 바이오 관련 자문보

고서 발간

§ 연선국가 바이오산업

발전촉진

- “인터넷+바이오기술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바이오

정보플랫폼 구축

- <개도국 바이오기술경쟁력분석보고서> 발간

- <“일대일로”국가바이오기술발전추세보고서> 발간

- “일대일로”산업바이오기술세미나 개최

- 중국-인도네시아 聚龍농업산업협력구 조성

CAS-TWAS 

녹색기술탁월센터

§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 고급인재 양성

§ 공동연구소 설립 및 

공유플랫폼 구축

§ “일대일로”연선국에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추진

- 미얀마에서 아시아 최대규모의 습식구리제련산업화

장비(연간 5만톤) 구축, 8,000만달러 이익창출

- 몽골에 대형구리제련 배기가스 자원화이용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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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国科学院-发展中国家科学院(CAS-TWAS)卓越中心 ( 《中国科学院院刊》 2017.Z2기) 자료를 근거로 정리

기관명 주요임무 추진성과

§ 녹색기술고위급포럼 

개최

   이전해 구리, 알루미늄 제련과정의 배기가스처리가 

   힘든 세계적 난제 해결

§ 단기·장기 커리큘럼을 개설해 개도국 인력양성

- 도합 54명의 개도국 유학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

§ “일대일로”연선국과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추진

- 중국-태국-말레이시아-캄보디아 재생에너지국제공동

연구소 등 설립

§ 녹색기술고위급포럼 10여회 개최

- 중국과학원은 “일대일로” 녹색기술분회 협찬, 

  총 1,500명이 참여, 그중 개도국 학자 300여명

CAS-TWAS 

우주재해감소탁월센

터

§ 개도국과 우주재해감소 

관련 공동연구 수행

§ 개도국의 우주재해감소 

관련 연구인력 양성

§ 우주재해감소시리즈

학술세미나 개최 및 

학술교류 추진

§ 개도국의 우주재해감

소 과학연구 및 정책

제정 지원

§ “우주재해감소” 공동연구과제 수행

-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 7개 연선 국가와  

가뭄·홍수·지진 관련 11건의 공동연구수행

§ CAS=TWAS 원장장학금계획, 우주재해감소탁

월센터연구기금의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박사

유학생 양성

- 현재 20여명의 개도국 유학생 중, 14명의 유학

생이 장학금 지원 획득

CAS-TWAS 

기후·환경공학탁월

센터

§ 지구시스템동력학패

턴 개발 및 수치모의

연구

§ 기상과 환경예측 및 

재해평가이론과 방법

§ 데이터동화이론과 방

법연구

§ 지구시스템과학이론

과 자연제어론연구

§ “CTWF 국제기후포럼” 총 15회 성공적으로 개최

§ 태국, 스리랑카, 이란, 파키스탄, 몽골 및 수단 등 

개도국과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 파키스탄 COMSATS 정보기술대학(CIIT), 스리랑카 공

업기술연구원(ITI), 태국에너지환경연합대학원(JGSEE)

과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 국제교육훈련플랫폼 구축을 통한 400여명의 개도국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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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추진을 통해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 중

○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53개국 정상을 포럼에 초청하였고, 124개의 국가 및 29개의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협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함

- 또한 정치적 상호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56.36%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전략적 파트너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이들 성과를 통해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은 2014년부터 2049년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서부와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 50여개 국가를 연결시킬 계획임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에서 과학기술을 중요한 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음 

○ 중국과학원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의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중국과학원은 “일대일로” 국제과기협력연구계획, CAS 국제인재계획(PIFI), 

CAS 해외과학교육기지, CAS-TWAS탁월센터 등의 과학기술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함

○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일대일로” 사업 관련 과학기술프로젝트에 총 18억위안 투자, 

연선국가와의 과기교류협력규모가 12만명이상에 달함(2019.4)

- 이러한 성과들은 해당 지역과 중국의 기술 표준 일치, 기술 협력, 산업 협력 

등의 성과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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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높음

○ 우선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일대일로” 대응 전략은 적극적 참여, 소극적 참여, 독자적 대응 등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 방안들을 

준비해야 함

F (예시) 적극적 참여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득권 문제, 소극적 참여의 경우는 일대일로 참여 어려움, 

독자적 대응의 경우는 각 개별 국가 접근에 따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중복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시나리오별 과학기술 협력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전략과 연계

되어 결정되고 진행되어야 함

- 국가 발전전략 관점에서 일대일로 대응 시나리오들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음

- 산업 및 기술 분야별로 다른 시나리오 및 대응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음

F (예시) 국가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교통 및 물류 등에서는 적극적 참여를,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은 독자적 대응 등 상이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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