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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기부, 「문화와 과학기술 심층 융합 촉진 관련 지도의견」 발표

 최근 과기부를 비롯한 6개 부서가 문화과기혁신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발전방식을 

전환하며, 문화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와 과학기술 심층 융합 촉진 관련 

지도의견」을 발표(8.13)

l (주요목표) 2025까지 중점영역 및 핵심 일환의 문화와 과기 융합 혁신시스템을 형성

하여 심층융합을 실현함

F 시범적이고 규범화 관리 그리고 특색이 있는 부대시설이 완비된 국가문화와 과기융합기지 

100개를 조성함 

F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산업 발전을 이끄는 경쟁력이 강한 문화와 과기융합 선도기업 

200개를 육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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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견의 8개 중점임무는 다음과 같음

구분 세분내용 주요 내용

 문화 기반 핵심기술

연구개발 강화

▷ 스마트과학,�체험과학 등 기초연구를 강화함

▷ 언어 및 시청각 인지 표현,� 미디어믹스 컨텐츠의 식별과

분석,� 감정분석 등 스마트 기초이론과 인간-기계 인터페

이스,�혼합현실(MR)� 등 핵심 기술개발을 진행함

▷ 인간의 시각,� 청각,� 언어,� 사유와 근사한 스마트기술이

문화영역에서의 혁신응용을 추진함

 문화 과기혁신체계

건설을 보완

▷ 고효율 협동 혁신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기업,� 대학,� 연구

기관에 의지하여 문화와 과기융합 혁신영역의 국가급,� 성

부(省部)급 과기혁신기지를 조성함
▷ 기업,� 연구기관,� 대학,� 사회조직 등 각종 혁신 주체의 기

능 포지션을 명확히 하고 개방,� 고효율적인 혁신 네트워

크를 구축함

 문화과기성과 산업화

보급 가속화

▷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응용기초연구와 산

업화 연결의 물길을 열어 혁신사슬과 산업사슬의 정확한

매칭을 추진함

▷ 기술애로사항 해결,� 제품제조,� 시장모드,� 산업발전 “원스

톱”� 전환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여 문화와 과기융합 성과

의 시제품에서 제품,�나아가 상품까지의 전환을 가속화함

 문화 빅 데이터 체계

구축 강화

▷ 국가 빅 데이터 전략을 실행하며 정층설계(Top-level�

design)를 강화해 국가문화 빅 데이터 체계 건설을 가속

화함

▷ 문화 빅 데이터 응용 생태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 빅 데

이터 공공서비스를 강화함

▷ 문화데이터의 수집,� 저장,� 세척,� 분석 발굴,� 가시화,� 표준

화,� 저작권 보호,�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 영역 핵심

기술을 발전함

 매체 융합의 심층 발전 추진

▷ 공산당 신문과 기간지,� 통신사,� TV방송 등의 네트워크

개조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내용+플랫폼+단

말기”의 신형 뉴스내용의 생산과 전파체계를 구축함

▷ 뉴스정보,� 기술응용,� 플랫폼단말,� 관리용단의 융합과 소통

을 추진하여 매체의 심층 융합을 실현함

KO
STEC   

  K
O

STEC   
  K

O
STEC



중국 과학기술 격주간 동향

4  

참고자료

§ 科技部等六部门印发《关于促进文化和科技深度融合的指导意见》的通知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9/201908/t20190826_148424.htm

구분 세분내용 주요 내용

 컨텐츠 생산과 전파용단의

현대화 촉진

▷ 인공스마트기술이 문화영역에서의 심층 응용과 혁신발전

을 추진하며 인공스마트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

▷ “스마트+문화”오픈 소스 개발커뮤니티를 건설해 양방향

교류와 합작개발,�공동체험과 사회적 평가를 격려하며 문

화분야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의 효과적인 공급을 강화함

 문화장비 기술용준을

업그레이드

▷ 문화분야의 핵심기술 제품과 장비를 목표로 일련의 핵심

적인 병목 기술을 공략함

▷ 문화분야의 중요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중대장비의 자주

적 연구개발과 안전 통제를 실현해 문화장비의 제조수준

을 제고함

▷ 문화 빅 데이터 기반시설과 응용시설의 도입상황을 보완

하여 문화장비 핵심기술,� 주요 기법,� 웅용 모드 등 면에

서의 표준규범을 제정 보급함

 문화기술 표준 연구제정

및 보급 강화

▷ 표준화 전략을 실시하고 문화기술표준화 체계를 보완하

고 표준 연구제정과 보급을 강화함

▷ 기술 특허화,� 산업 표준화를 추진하고 산업평가체계 건설

을 보완하여 문화와 과학기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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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기부,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AI) 혁신발전 시험구 구축 지침서」 발표

9월 5일, 과기부는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발전 시험구 구축 지침서」를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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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주요목표)  2023년까지 약 20개 시험구를 구축하고 일련의 정책조치를 마련하여 인

공지능과 사회경제발전을 심층 융합한 모델을 조성함. 그리고 복사 및 확산이 가능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중요한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기지를 육성함

l 동 지침서의 4가지 중점임무는 다음과 같음

구분 세분내용 주요 내용


인공지능 기술 응용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제사회발전을 심층

융합한 새로운 루트를 탐색함

▷ 지방 경제발전과 민생개선(民生改善)의 절박한 용요를
중심으로 제조,� 농업농촌,� 물류,� 금융,� 비즈니스,� 주거,�

의료,� 교육,� 정부업무,� 교통,� 환경보호,� 안방,� 도시관리,�

장애인 지원과 양로산업,�가사관리 서비스 등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응용 시범을 진행함

▷ 인공지능 기술 응용영역을 확대하여 인공지능과 실

물경제의 심층 융합을 가속화하며,� 인공지능이 사회

민생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을 가속화함


인공지능 정책실험을 전개하며

인공지능 혁신발전에 유리한 제도

환경을 조성함 

▷ 데이터 개방과 보호,� 성과이전,� 지적재산권,� 안정관리.�

인재유치와 육성,� 재정세무금융,� 사회보장,� 국제협력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행함

▷ 인공지능 원천혁신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하여 인공

지능 발전에 적정한 정책프레임과 규정 체계를 형

성함

▷ 인공지능 과학연구,� 기술개발,� 제품혁신,� 산업발전과

사회응용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함


인공지능 사회적 실험을 진행하여

스마트시대 정부 관리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

▷ 장기적이고 학제적인 실험을 전개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개인과 기구의 행위방식,� 취업구조와 용입변화 등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기록 및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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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科技部关于印发《国家新一代人工智能创新发展试验区建设工作指引》的通知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9/201909/t20190905_148663.htm

구분 세분내용 주요 내용

▷ 데이터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 스마트시대 정부

관리에 기초정보를 제공함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혁신발전의 기반을 조성함

▷ 네트워크,� 빅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전통 인프라의 스마트 용준을 제고하여 차세대 인공

지능의 광범위한 응용을 지원하는 인프라 체계를

형성함

▷ 인공지능 연구개발 기지와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

하여 공공데이터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개방을 추진

하여 인공지능 연구개발 혁신의 기초조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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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중국 R&D 투자, 2조 위안 육박 

8월 30일,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과학기술부와 중국 재정부가 ‘2018년 전국 과학기술 

    경비투입 통계공보’(이하 ‘공보’)를 발표했음

l “공보”에 따르면, 2018년 중국 R&D투자 총금액은 19,677.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

- R&D경비 투입강도(GDP 대비 비중)는 2.19%로 전년대비 0.04%p 상승

- 풀타임환산 고용률(Fulltime Equivalent)로 계산한 1인당 연구비는 44.9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1.3만 위안 증가

l (유형별) 중국 기초연구, 응용연구와 실험발전경비는 각각 1,090.4억 위안, 2,190.9

억 위안, 16,396.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각각 11.8%, 18.5%, 10.9% 증가

F 기초연구, 응용연구와 실험발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5%, 11.1%와 83.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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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상별)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의 R&D투자는 15,233.7억 위안, 2,691.7억 위안, 

1,457.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각각 11.5%, 10.5%, 15.2% 증가

F 기업, 연구기관, 대학 R&D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7.4%, 13.7%와 7.4%임

l (지역별) R&D투자 규모가 천억 위안을 초과한 성(시)은 6개로 각각 광둥（13.7%）, 

장쑤（12.7%）, 베이징（9.5%）, 산둥(8.4%）, 저장(7.3%)과 상하이（6.9%）임

- R&D경비 투입강도가 전국 평균수준을 초과하는 성(시)은 총 6개로， 각각 베이징, 상하이, 

광둥, 장쑤, 톈진과 저장임

 [표 1] 2018년 중국 각 지역 R&D투자 현황

지  역
R&D경비

（억 위안）

R&D경비 투입강도

（%）

전  국 19677.9 2.19

베이징 1870.8 6.17

톈진 492.4 2.62

허베이 499.7 1.39

산시(山西) 175.8 1.05

네이멍구 129.2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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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R&D경비

（억 위안）

R&D경비 투입강도

（%）

랴오닝 460.1 1.82

지린 115.0 0.76

헤이룽장 135.0 0.83

상하이 1359.2 4.16

장쑤 2504.4 2.70

저장 1445.7 2.57

안후이 649.0 2.16

푸젠 642.8 1.80

장시 310.7 1.41

산둥 1643.3 2.15

허난 671.5 1.40

후베이 822.1 2.09

후난 658.3 1.81

광둥 2704.7 2.78

광시 144.9 0.71

하이난 26.9 0.56

충칭 410.2 2.01

스촨 737.1 1.81

귀이저우 121.6 0.82

윈난 187.3 1.05

씨장 3.7 0.25

산시(陕西) 532.4 2.18

간쑤 97.1 1.18

칭하이 17.3 0.60

닝샤 45.6 1.23

신장 64.3 0.53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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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 재정 과학기술 지출액은 9,518.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

l 중앙재정의 과학기술 지출액은 3,738.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고 지방재정 

과학기술 지출액은 5,779.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

[표 2] 2018년 과학기술 재정지출 상황

  주： 본 도표 중 과학기술재정 지출의 통계범위는 공공재정 지출로 배치한 과기항목임.

참고자료

§ 2018年全国科技经费投入统计公报
http://www.stats.gov.cn/tjsj/zxfb/201908/t20190830_1694746.html

　
재정과학기술지출

（억 위안）

전년 대비 

증가율（%）

과학기술 

재정지출에서의 

비중（%）

 합  계 9518.2 13.5 —
 과학기술 지출 8326.7 14.6 87.5

기타 기능지출 중 과학기술지출에 사용되는 지출 1191.5 6.7 12.5

  중앙재정 3738.5 9.3 39.3

　지방재정 5779.7 16.5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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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최초의 원자력안전백서 발표

최근 국무원은 중국 최초의 원자력안전백서를 발표했으며, 중국 원자력사업 발전과정, 

     기본원칙 및 정책을 소개하고 감독·관리 이념과 실천 경험을 소개하고 국제 협력 강화, 

     운명공동체 추진의 결심과 행동을 설명했음(9.3)

 동 백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성(理性), 조화, 병행의 원자력 안전관(安全觀)을 설명함 

l 중국 원자력 안전관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원자력 안전영역에서의 

집중구현이고 국가 안전관의 중요한 구성 부분임

- 그의 핵심내용은 “발전과 안전을 함께 중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중시, 자주와 협력을 

함께 중시, 현상과 근본을 함께 중시”라고 함

 원자력 안전 정책법규 소개

l 중국은 원자력 안전법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국가 원자력 안전전략을 실시하며 

원자력 안전중장기발전계획을 제정함

l 원자력 안전법규표준을 보완하여 원자력 안전관리요구의 엄격성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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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원자력 안전 감독·관리 실천성과를 공유함

l “독립, 공개, 법치(法治), 이성, 효력”의 원자력 안전 감독·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함

- 특히 감독·관리기구, 심사허가, 법규준수, 방사능 감시, 사고 응급대응, 감독·관리 조직

설립, 기술연구개발, 안전개선 등 방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음

 중국 원자력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함

l 중국은 양호한 원자력 안전기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核電) 운행 

안전지표는 선두수준을 유지함

l 원자력기술 활용 안전수준이 대폭 상승했으며 원자력 재료 관리가 철저하고 대중건강

과 환경안전을 충분히 보장함

 중국 원자력 안전문화와 공공커뮤니케이션 사업성과를 적극적 과시함

l 중국은 “원자력 안전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감독관리가 

엄격하며 국제협력을 발전하는” 원자력 안전정신을 제출 및 홍보함. 그리고 원자력 

안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양성 및 발전함 

l “중앙 감독, 지방 주도, 기업 실천, 대중 참여”의 원자력 안전 공공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들이 원자력 안전에 대해 이해, 참여, 보호하도록 유도함

 원자력 안전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국의 기여도를 충분히 과시함 

l 중국은 국제적 의무와 정치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원자력 안전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투명, 공평, 협력, win-win(共赢)”의 국제적 원자력 안전시스템 구축함

 동 백서는 중국 원자력 안전의 몇 가지 특징을 소개했음

l 첫째. 중국 원자력 안전이념에 대해 해석함

- 중국은 이성, 조화, 병행의 원자력 안전관을 지침으로 법에 따라 원자력을 다스리며, 

안전제일(安全第一), 예방 위주, 책임 명확, 엄격 관리, 심층 방어, 독립 감독, 전면보장의 

원자력 안전관리기본원칙을 지킴

- 원자력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안전과 발전, 현재와 장래, 부분과 전부, 국내와 

국제”를 총괄적으로 배정하여, 원자력 안전의 전면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방법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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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둘째. 중국 원자력 안전 정책 정리

-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4개 단계는 ▲초기발전단계▲적정발전단계▲적극발전단계

▲안전 고효율 발전단계임

- 중국은 안전제일의 원칙을 사수하고 있으며 5년마다 원자력 안전기획을 제정 시행하고 

국제 매칭, 국정 부합, 체계 완벽, 전면 커버할 수 있는 안전표준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과 

발전 두 가지 목표의 상호 추진과 융합을 추진함

l 셋째. 중국 원자력 안전 감독관리 주요성과를 전시함 

- 중국 원자력 안전 감독·관리체제 메커니즘, 수단과 방법, 기술과 능력, 팀 상황 등에 대해 

입체화(立體化), 다차원적으로 보여주었음 

- 중국은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원자력 안전 감독·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원자력 시설, 

재료, 이벤트와 방사성 물질에 대해 전 사슬 심사·평가·허가 실시함

l 넷째. 중국 원자력 안전 현황을 구현함

-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및 기타 원자력 시설, 방사성 폐기물, 원자력기술 응용, 원자력 안

전 보호, 방사성 환경 품질 등 분야의 “성적표”를 전시해 고수준의 원자력 안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l 다섯째. 원자력 안전공동체 조성의 중대 의미

- 원자력 안전에는 국경이 없으며 원자력 에너지 평화적 이용은 세계 각국의 공통 희망이고 

원자력 안전의 확보는 세계 각국의 공동 책임임

- 중국은 실용주의 정신으로, 국제사회와 손잡고 세계 원자력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함

참고자료

§ 重磅！中国发布首部核安全白皮书（附全文）

   https://mp.weixin.qq.com/s/TTMgHKz89Jlto4Dsv-yp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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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기부,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 발표

최근 과기부는 “2019 세계 인공지능 대회” 개막식에서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10개)을 발표했음(8.29)

l 국내외 약 300여개 인공지능분야 유명기업이 참석했으며 전년대비 50% 증가

F 국제 프로젝트 수는 10% 정도 차지하고 있어 주로 독일,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10여개 

국가에서 제출했음

F  (분야별) 기술 분야 프로젝트(칩, 계산, 플랫폼)는 1/3을 차지하고 응용분야 프로젝트는 

2/3를 차지하여 금융, 교통, 의료, 교육 등 포함

l (배경) 2019년 5월 9일, ‘2019 글로벌 인공지능 제품 응용 박람회’에서 Baidu(百
度) 자율주행, Alibaba(阿裡巴巴) 시티브레인, Tencent(騰訊) 의료영상, iFLYTEK

(科大訊飛) 지능언어, SenseTime(商湯) 지능시각 등 중국 5대 국가급 인공지능 개

방혁신 플랫폼을 통해 최초로 중국 인공지능 제품 응용의 최신 성과를 선보였음

l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10개의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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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 

순번 후원 기업 플랫폼 유형

1 상하이투(依图)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공사(YITU) 비주얼컴퓨팅(Visual Computing) 

2 상하이밍뤠(明略)인공지능（그룹）유한회사 마케팅 스마트 

3 화웨이기술유한공사(Huawei Technologies) 기초 소프트 하드웨어 

4 중국평안(平安)보험그룹 금융서비스(inclusive finance) 

5 항저우 하이캉 웨이스 디지털기술 주식유한회사 영상인식(Video perception) 

6 베이징징동세기무역유한공사(JD) 스마트 공급 사슬 

7 베이징쾅스과기유한회사(Megvii) 이미지 인식 

8 베이징치후(奇虎)과학기술유한회사 안전 두뇌 

9 베이징스지호우웨이라이(世纪好未来)교육과학기술유한회사 스마트 교육

10 베이징샤오미(小米)이동소프트웨어유한회사 스마트 주거 

참고자료

§ 科技部发布新一批国家新一代人工智能开放创新平台
https://mp.weixin.qq.com/s/ksr5Uh-TfSTqP7vlHm8q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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