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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기부, 「신형 연구기관 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 발표

최근, 과기부는 「신형 연구기관 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 발표하여 과기형 

     민간 비 기업단위(사회사업 에이전시) 성격의 신형 연구기관 설립을 격려함(9.17)

l (정의) 신형 연구기관은 과학기술혁신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연구, 기술혁신과 연구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 법인기구

- 특징: 투자주체 다양화, 관리제도 현대화, 운영 매커니즘 시장화, 고용제도 유연화

- 목적: 신형 연구개발 기구의 발전을 통하여 과학연구 인력 배치를 최적화하고 산업기술정보 공급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성과이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혁신과 경제사회발전의 융합을 추진시킴

l 동 의견에 따르면, 신형 연구개발 기구의 발전은 "주최자가 책임지고 설립자가 폐지하

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음

- 주최 기관(업무 주무기관, 출자인)은 신형 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개발 혁신을 보장함

- 신형 연구기관이 과학연구,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며, 기능

적 포지셔닝(定位)의 보편화를 극복하고 기타 영역으로의 확장을 방지함

l 동 의견은 신형 연기기관 설립에 대한 5가지 조건을 제시했음

5가지 조건

①  단독 법인자격을 갖추고 내부 통제시스템이 완비함

②  기초연구, 응용기초연구, 산업 공통성 주요기술 개발, 과학기술 성과이전 및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함 

③  연구개발, 테스트 및 서비스 등에 필요한 여건과 설비를 보유함

④  구조가 안정적이고, 연구개발 능력이 뛰어난 연구진을 보유함

⑤  출자인투자, 기술개발, 기술양도, 기술서비스, 기술자문 서비스 수입, 정부구매 서비스 수입    

    및 과학연구 프로젝트 연구 지원금으로 구성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함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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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동 의견은 과기형 민간 비 기업단위(사회사업 에이전시) 성격의 신형 연구기관 설립을 

격려함

- 과기형 민간 비 기업단위는 법에 따라 등록 관리하고 운영소득 이익은 기구의 운영관리, 

구축발전과 연구개발 혁신 등에 사용하며 출자인은 이익 배분을 받지 못함

-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과기형 민간 비 기업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및 비영리 단체 기업소득세, 직무 과학기술 

성과 이전 개인소득세, 과학기술혁신 수입관세 등 규정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참고자료

§ 通知 | 关于促进新型研发机构发展的指导意见
 https://mp.weixin.qq.com/s/HjtM9IQHskd0ntqLifyz_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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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정보공업화부 중점실험실 명단 공개

최근 공업정보화부는 2019년도 중점실험실 명단을 발표했으며, 7개의 공업 및 공업화부 

     직속 대학에서 총 21개의 실험실을 선정했음(9.16)

운영 실적이 우수한 실험실에 국가중점실험실로 신청하도록 우선권 부여

l 「공업정보화부 중점실험실 관리 잠정방법」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 중점실험실은 대학, 

연구기관 or 산업우위를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구축 및 관리하며, 상대적으로 독립적

인 인사권과 재무권을 수여함

l (주요임무) 공업 및 정보화 분야의 과기발전 전략목표와 중대공정 건설을 중심으로 기

초연구 및 응용기초연구, 핵심기술, 산업 공통성 기술에 대한 창의적인 개발을 수행함

- 인재양성, 기술산업화의 혁신적인 모델을 탐색하며 산업 및 정보화 관련 기술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공업 및 정보화 분야의 혁신능력을 향상시킴

- 제조업 혁신시스템을 개선하며 산업고도화를 지원하고 정보화 및 공업화의 심층융합을 촉

진시킴

l 공업정보화부 중점실험실에 선정된 후 연례 심사·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를 통과

하지 못한 실험실은 해당 실험실 자격을 취소함

F 운영 실적이 좋은 중점실험실의 경우, 국가중점실험실로 신청 가능하도록 우선권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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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총 30개, 최근 5년간 누계 134개 중점실험실을 선정했음 

l 2015-2019년 선정한 중점실험실은 각각 25개, 28개, 24개, 27개와 30개이며, 누계 

134개에 달했음

l 2019년에 선정한 중점실험실 중 공업정보화부 7개의 직속 대학에서 총 21개의 실

험실을 선정했으며, 연구 분야는 각 대학의 주요 우위학과에 집중되어 있음

l 최근 5년간 공업정보화부 중점실험실 통계자료를 따르면 북경항공항천대학의 실험

실이 총 16개(그중 하나의 실험실은 중국인민해방군총병원과 협력)에 달하여 대학

에서 제1위를 차지하였음

- 서북공업대학, 하얼빈공업대학, 남경항공항천대학이 각각 15개씩 실험실 선정하여 

공동 2위에 올랐음

- 북경이공대학이 14개, 남경이공대학과 하얼빈공정대학이 각각 13개씩 선정했음

l 공업정보화부 직속 대학의 중점실험실 간에 격차가 크지 않으며, 7개 대학의 중점실험

실 수는 많은 지방 대학들이 보유한 성/부급 중점실험실의 총계를 훨씬 초과했음

[표 1] 2019년 공업 및 정보화부 중점실험실 선정 명단

순번 실험실 명칭 실험실 책임자 의뢰기관

1
위성항법 및 이동통신 융합기술실험실

(卫星导航与移动通信融合技术实验室)
Shi Chuang(施闯) 북경항공항천대학

2
항공우주정보스핀전자기술실험실

(空天信自旋电子技术实验室)
Zhao Weisheng(赵巍胜) 북경항공항천대학

3
빅데이터정밀의료실험실

(大数据精准医疗实验室)
Tian Jie(田捷) 북경항공항천대학

4
저차원 양자구조 및 부품 실험실

(低维量子结构与器件实验室)
Wang Yeliang(王业亮) 북경이공대학

5
언어공학 및 인지컴퓨팅실험실

(语言工程与认知计算实验室)
Liu Fang(刘芳) 북경이공대학

6
지능형기술 위험법률 예방제어 실험실

(智能科技风险法律防控实验室)
Qi Yanping(齐延平) 북경이공대학

7
자율 지능형 무인시스템 실험실

(自主智能无人系统实验室)
Wu Zhigang(吴立刚) 하얼빈공업대학

8
사물인터넷 스마트기술 실험실

(物联网智能技术实验室)
Liu Jie(刘劼) 하얼빈공업대학

KO
STEC   

  K
O

STEC   
  K

O
STEC



중국 과학기술 격주간 동향

6  

순번 실험실 명칭 실험실 책임자 의뢰기관

9
우주항공플라즈마추진실험실

(航天等离子体推进实验室)
Yu Daren(于达仁) 하얼빈공업대학

10
원자력안전 및 첨단원자력기술 실험실

(核安全与先进核能技术实验室)
Xia Hong(夏虹) 하얼빈공정대학

11
선박 지능 시스템 및 기술 실험실

(船舶智能系统与技术实验室)
Xia Guihua(夏桂华) 하얼빈공정대학

12
해양과학 및 공정수학기술 실험실

(海洋科学与工程数学技术实验室)
Shen Jihong(沈继红) 하얼빈공정대학

13
항공엔진 고성능제조 실험실

(航空发动机高性能制造实验室)
Yao Changfeng(姚倡锋) 서북공업대학

14
특수기능 및 지능형 고분자재료 실험실

(特种功能与智能高分子材料实验室)
Zhang Qiuyu(张秋禹) 서북공업대학

15
산업공학 및 지능형 제조 실험실

(工业工程与智能制造实验室)
Sun Shudong(孙树栋) 서북공업대학

16
우주 핵기술응용 및 방사선방호 실험실

(空间核技术应用与辐射防护实验室)
Tang Xiaobin(汤晓斌) 남경항공항천대학

17
항공우주항공기 열관리 및 에너지이용 실험실

(航空飞行器热管理与能量利用实验室)
Xuan Yimin(宣益民) 남경항공항천대학

18
우주 광전기검출 및 감지 실험실

(空间光电探测与感知实验室)
Yan Junhua(闫钧华) 남경항공항천대학

19
마이크로나노에너지소자 실험실

(微纳含能器件实验室)
Shen Ruiqi(沈瑞琪) 남경이공대학

20
특수장비 신빙성설계 및 제어 실험실

(特种装备可靠性设计与控制实验室)
Qian Linfang(钱林方) 남경이공대학

21
교통정보융합 및 시스템제어 실험실

(交通信息融合与系统控制实验室)
Bo Yuming(薄煜明) 남경이공대학

22
차량사물인터넷기술혁신 및 테스트평가실험실

(车联网技术创新与测试评价实验室)
Ao Li(敖立) 중국정보통신연구원

23
소프트웨어융합응용 및 테스트검증실험실

(软件融合应用与测试验证实验室)
Yan Libo(尹丽波)

국가공업정보안전발전

연구센터

24
차세대 인공지능표준 및 응용 실험실

(新一代人工智能标准与应用实验室)
Sun Wenlong(孙文龙)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

25
산업장비 품질 빅데이터 실험실

(工业装备质量大数据实验室)
Wang Yong(王勇)

공업정보화부 

전자제5연구소

26
인공지능 시나리오응용 및 스마형시스템 측정평가 실험실

(人工智能场景化应用与智能系统测评实验室)
An Hui(安晖)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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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2019年工业和信息化部重点实验室拟认定名单公示
 https://mp.weixin.qq.com/s/jiFEhziSia0W5wrQPy3W-g

순번 실험실 명칭 실험실 책임자 의뢰기관

27
네트워크안전기술 및 산업발전 실험실

(网络安全技术与产业发展实验室)
Fu Jingbo(付京波)

공업정보화부네트워크안전

산업발전센터

28
산업인터넷플랫폼안전기술 및 측정평가 실험실

(工业互联网平台安全技术与测评实验室)
Han Zhengping(韩正平)

공업정보화부웨이하이

(威海)전자정보기술종합연구센터

29
의학인공지능연구 및 검증 실험실

(医学人工智能研究与验证实验室)
Wei Wenbin(魏文斌)

수도의과대학 

부속북경동인(同仁)병원,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칭화대학

30
시청각인지건강 및 지능형 이미지 분석평가 실험실

(视听认知健康与智能影像分析评价实验室)
Fan Kefeng(范科峰)

항저우(杭州)전자과기대학,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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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구시상(求是獎) 수상 결과

최근 홍콩구시(求是)과기기금회가 주최하는 “2019년도 구시상” 시상식이 칭화대학에서 

    개최되었음(9.21)

l 홍콩구시과학기금회는 유명한 애국 사업가 차지민(査濟民)이 1994년에 설립했으며, 

목적은 과학기술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린 중국 과학자를 장려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데 있음

- 1994~2019년간 총 358명의 수학, 물리, 화학, 생물의학 및 공정정보 등 과학기술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취득한 중국 과학자들이 수상했음

l 2019년 구시상 주요 수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수상내용 수상자 주요 내용

구시 공로상

�

Yang� Zhenning(楊振寧)

Yang Zhenning(1922년생)은 1957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

한 화교과학자로 중미양국의 수교, 인력교류 및 과기협력 

촉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인정받아 국가 최고의 훈장을 

수상함(지금까지 2명이 수상)

F 첫 번째 훈장은 기금회 고문이자, 중국“양탄일성(兩彈一星)”일등

공신인 중국과학원 저우광조우(周光召) 원사에게 수여되었음

구시 걸출

과학자상

Shao� Feng(邵峰)

Shao Feng(1972년생)은 병균 독성메커니즘 및 항균성 천연

면역력 영역에서 중요한 원천기술 성과를 다수 발견했고, 이

러한 발견은 패혈증 약물과 세균백신 연구개발에 새로운 경

로를 제공했음

구시 걸출

과학자상

� �

Yan� Ning(颜宁)

Yan Ning(1977년생)은 세계 최초로 인원(人源) 포도당 전달 단백질, 

진핵(眞核) 생물 전압 의존성 나트륨 이온 통로 (Voltage-gated 

sodium Ion Channel), 칼슘 이온 통로(calcium ion channel) 등 여

러 가지 중요한 생리와 병리적 의의가 있는 ‘막 관통성 단백질(Tra- 

nsmembrane protein)’의 원자(原子) 해상도 구조를 밝혔으며 관련 

질병의 발병 메커니즘 및 약물개발에 분자(分子)적 기초를 제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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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과학원 미생물연구소의 Gao Fu(高福)연구원이 이끄는 ‘유행

성 감기 등 중요 병원(病源) 발병 메커니즘과 예방 통제’팀이 2019년도 '구시 걸출 

과기성과 단체상'을 획득했음

- 이 연구팀은 병원(病源) 다종간 전파 메커니즘, 특별히 병원과 호스트의 상호 작용, 

면역세포와 감염 세포의 상호 식별 메커니즘 등 영역에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업무를 

진행했음 

l 2019년도 ‘구시 걸출청년 학자상’ 명단은 다음과 같음

참고자료

§ 2019年度求是奖颁发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9/430804.shtm

순번 이름 소속기관

1 Guo Shuai(郭 帥) 베이징대학

2 Li Guixin(李貴新) 남방과기대학

3 Liu Zhu(劉 竹) 칭화대학

4 Peng Min(彭 敏) 칭화대학

5 Wang Chao(王 朝) 칭화대학

6 Lu Cewu(盧策吾) 상하이교통대학

7 Shi Hang(石 航) 시후(西湖)대학

8 Su Sicheng(蘇士成) 중산대학

9 Wang Xiaomu(王肖沐) 난징대학

10 Yuan Hongtao(袁洪濤) 난징대학

11 Yao Xingcan(姚星燦) 중국과학기술대학

12 Zhou Qing(周 靑) 저장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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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이더우(北斗), 2020년 구축완료 예정

최근 제8차 중국 위성항법 및 위치 서비스 연례회의에서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은 

    미국 GPS, 러시아 GLONASS 위성항법시스템과 호환운용을 실현하여 2020년 전면적으로 

    구축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음(9.10)

l 2017년 12월, 중미 양국은  「베이더우와 GPS 신호 호환운용 연합성명」을 체결했음

- 동 성명에 따르면 두 위성항법시스템은 국제전기통신연합 프레임을 기반으로 주파수 호환, 민용

신호 상호조종을 실현함

l 2019년 8월 31일에 열린 중-러 위성항법 중대전략협력프로젝트 위원회의에서 중러  

양국은 「베이더우와 GLONASS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 평화사용에 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두 위성항법시스템의 호환운용을 실현할 예정임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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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 위성항법 및 위치서비스 산업 생산액은 3,016억 위안에 달해

l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은 세계 4대 위성항법시스템 중 하나로, 2018년 말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위성항법 기본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며, 2020년까지 베이더우 글로벌시스템 

전면적으로 구축 완성할 예정임

F 발전목표: “중국의 베이더우, 세계의 베이더우, 일류의 베이더우”를 실현함

F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은 항법, 포지셔닝, 타이밍서비스, 메시지 서비스를 결합시켜 국제 

구조, SBAS, PPP(Precision single point positioning) 등 서비스를 추가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함 

    

2018년 생산현황 통계

ㅇ 2018년 총 생산액: 3,016억 위안, 전년 대비 18.3% 증가↑

   ☞ 그중 위성항법기술 개발 및 응용 산업 생산액 : 1,069억 위안, 약 35.44% 치지

ㅇ 위성항법 파생 생산액: 1,947억 위안

l 현재 베이더우 칩은 28나노미터 시대에 진입했으며, 지상기반보정시스템(GBAS) 구축, 

전국 통합 네트워크, 고품질 서비스, 분야 지역별 응용 등을 진행하면서 베이더우 산업

생태의 양호한 발전을 주도함

l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은 인터넷, 사물인터넷, 5G, 빅 데이터와 융합하여 정보기술의 

경계를 넓혀 표준 통일, 완벽 커버, 안전 신뢰, 편리하고 효율적인 베이더우 PNT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임

참고자료

§ 北斗与GPS、格洛纳斯系统兼容互操作 2020年将完成全面建设
 http://baijiahao.baidu.com/s?id=1644288031234148862&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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