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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부, 권한 강화를 통해 과기성과이전 확대 추진

최근 재정부는 「권한 강화를 통해 과기성과이전 확대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9월 2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음(10.12)

l (목적) 과기성과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을 하급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을 기반으로 국유

주주권 관리권한 부여 강도를 확대하고 국유자산의 전 사슬관리를 원활하게 소통시키며 

과기혁신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함 

l 新舊 규정의 주요내용 비교는 아래와 같음

1) 「중화인민공화국 과기성과이전 촉진법」(中華人民共和國促進科技成果轉化法)(1996.5.15.)

구분 원 규정 내용1) 통지 내용

권한부여 강도 강화 

▷ 중앙급 연구개발 기관,�대학의 과기성과를

투자금액으로 가격을 매겨 형성한 국유

주주권의 양도,� 무상 이전 혹은 대외투자

등의 사항은 각급 주관부문과 재정부의

심사허가를 받거나 등록해 두어야 함

▷ 과기성과를 투자금액으로 하여 설립한

기업의 국유자산 재산권 등록사항은

각급 주관부문과 재정부에게 보고하여

처리해야 함

▷ 관리사슬을 단축하고 과기성과 이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통지」는 원래 재정부

에서 관리하는 상술 사항을 중앙급 연구

개발 기관,� 대학의 주관부문에 권한을 부여

해처리하도록 규정함

현행 규정에

대해 통합

▷ 현행 중앙행정기관 국유자산관리규정은

자산배치,� 사용,� 처분,� 평가,� 수익 등의

절차를 포함함

▷ � 「통지」는 과기성과 이전 관련 국유자산

사용,� 처분,� 평가,� 수익 등 관리규정을

통합시킴

F 자산사용과 처분:� 중앙급 연구개발 기관,�

대학은 자체적으로 과기성과 양도,� 허가

혹은 투자금액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을

결정함

F 자산평가:� 각�기관은 과기성과 양도,� 허가

혹은 투자금액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을

스스로 결정함

F 수입관리:� 과기성과이전으로 획득한 수입

전부를 본 기관(대학)에 남기며 내부의

예산에 편입할 수 있으며 국고에 상납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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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통지는 국유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하기 위해 재정부, 주관부문, 중앙급 연구개발 

    기관 및 대학의 책임을 명확히 함

첫째, 재정부는 국유자산관리의 감독을 강화하며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감

독·관리를 실시함

둘째, 중앙급 연구개발 기관, 대학 주관부문의 주요책임을 명확히 하고 과기성과를 투자금

액으로 가격을 책정해 형성한 국유주주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그리고 관리 

제도를 보완하며 내부 통제와 리스크 예방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함

셋째. 중앙급 연구개발 기관, 대학은 중대 사항 단체결정제도를 설립하도록 요구하고, 규

정에 따라 공시하고 부정행위, 밀실 담합 등 저가로 국유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해야 함

동 통지는 지방재정부문이 과기성과 이전 및 과기혁신 추진을 중요한 직책으로 요구함

l 본 지역의 경제발전, 산업 고도화, 과기혁신 등 실제 수요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

하며 과기성과 국유자산 관리 제도를 보완함

F 지방정부의 개척과 혁신, 과기성과 국유자산 특징에 맞는 관리방식을 모색하는 것을 

적극 격려함

참고자료

§ 财政部：加大科技成果转化形成的国有股权管理授权力度
http://news.cnfol.com/guoneicaijing/20191012/2772130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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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기부 및 재정부, 「지방 과기발전을 촉진하는 중앙 유도 자금에 대한 
관리방법」 발표

과기부와 재정부는 10월 14일 공동으로 「지방 과기발전을 촉진하는 중앙 유도자금에

     대한 관리 방법」을 발표하여 중앙과 지역 간 혁신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l 동 관리방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 과기발전을 유도하는 중앙 전

문자금에 관한 관리방법」과 보충 통지는 동시에 폐지됨

l 유도 자금(引導資金)은 지방정부의 국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과 과기개혁 발전정책 실시, 

지역 과기혁신 환경 개선 그리고 지역 과기혁신능력 향상을 유도·지원하기 위해 중앙재정

에서 배치하는 공동재정 직권의 이전지급(轉移支付) 자금을 의미함

l 동 관리방법에 따라 유도자금 지원 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세분내용 주요내용

 자유 탐구형

기초 연구

▷ 지방이 미지의 과학문제 탐구에 초점을 두고 지방 기초연구 사업과 결합하여�

자주적으로 설립하는 과기계획(전문프로젝트,�기금 등)�등 지원

F (예시)지방에서 설립한 자연과학기금,� 기초연구 계획,� 기초연구 계획과 응용

기초 연구기금 등

 과기혁신기지

구축

▷ 지방이 동 지역 관련 계획에 따라 각종 과기혁신기지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함

F 주로 대학,� 과기연구소,� 기업,� 체제전환형 과기연구기관들이 설립한 과기혁신

기지(성/부(省部,� 성 및 국가부처 공동 설립)� 국가중점실험실,� 임상의학연구
센터 등)를 포함함

F 독립 법인자격을 가진 산업기술연구원,�기술혁신센터,�신형 연구개발기관 등

 과기 성과 이전

▷ 지방이 지역 실제 현황에 따라 지역 중점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과기성과

이전 지원

F 기술이전기관:� 인력풀과 기술시장 구축,� 공익성이 뚜렷하고 유도와 견인역할이

뚜렷하며서민들에혜택이큰과기성과이전시범및과기빈곤퇴치프로젝트등포함

 지역 혁신체계

구축

▷ 주로 국가 자주혁신 시범구,� 국가과기혁신센터,� 종합성 국가과학센터,� 지속가능발전

혁신시범구,�국가농업하이테크기술산업시범구,�혁신형현(시)�등지역혁신체계구축�

▷ 지역 간 연구개발 협력과 지역 내 과기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중점적

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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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과거와 비해 중앙 유도자금의 지원방향은 새로운 변화 구현  

 과거 주로 지방의 연구 인프라 및 능력 확충, 전문기술혁신플랫폼, 지방과기혁신창업서비스

기구, 지방과기혁신프로젝트 시범 등 지원

F 2016~2018년간 중앙에서 지출한 전문 유도기금은 39.77억 위안에 달하여 550개 연구기구,�900여개 혁신
시범프로젝트 및 2,000대 연구 장비 등 지원

F 혁신시범프로젝트를 통해 10만대 연구기기의 개방·공유,� 과기혁신창업서비스기구 1만 개 육성,� 혁신서비스
인력 10만 명,� 교육,� 과기투융자 140억 위안 유치 등 추진

 향후 자유 탐구형 연구, 과기혁신기지 구축, 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등 중점 지원 

유도 자금은 요소법(Factor method)에 따라 배분되며,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음

 지방 기초 과학연구 조건 및 재력 (40%)

l 연구기관, 연구인력, 과학연구 기기와 설비, 연구개발 경비투입 등  

 지방 과기혁신 능력 향상 현황 (30%)

l 지방정부의 자유 탐구형 기초연구 지원, 과기혁신기지 구축 강화, 과기성과이전 지원, 
지역 혁신체계 구축 지원 등 

 실적 목표의 달성 현황 (30%)

l 지방정부 연간 실시방안의 질적 수준, 국가과기개혁 및 주요 정책의 실시 현황, 전문프로젝트 
자금의 사용 실적 현황 등 

유도자금은 과기부 및 재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관리함

l 동 관리방법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방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심사하고, 자금규모 책정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하며, 자금수요 측정방안과 배분 건의를 제출함

l 재정부는 예산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과기부와 협동하여 성(省)별 유도 자금 예산금액을  확정함

※ 특히 유도자금은 각종 벌금, 기부금, 협찬, 투자, 채무상환 등 지출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행정기관 내 임직원의 급여지출과 퇴직자의 퇴직비용 지출로 사용해서는 안 됨

참고자료

§ 两部门规范中央引导地方科技发展资金管理
http://baijiahao.baidu.com/s?id=1647378197530257491&wfr=spider&for=pc&qq-pf-to=pcqq.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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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기부, 2019년 제2차 정부간 국제과기혁신협력 중점 전문프로젝트 발표

최근 과기부는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조직 및 관리 관련 요구에 따라 2019년 제2차 
정부간 국제과기혁신협력 중점 전문프로젝트를 발표했음(9.27) 

l 추진근거: 「중앙재정과기계획(전문프로젝트, 기금) 관리·개혁에 관한 방안」(2014제64호)

l 2019년 제2차 전문프로젝트는 25개 국가, 지역,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메커니즘과  

과학기술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과제 수는 약 317개이고, 총 예산은 7.7억 위안

이며, 과제 수행기간은 일반적으로 2-3년임

순번
협력

대상국
협의근거 협력분야 과제 수

예산

( 만 위안)

1 한국2)

「중국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간 

2019년도 에너지기술 공동연구개발프로젝트 

협력에 관한 협력협정」

「중국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간 

2019년도 산업응용기술 공동연구개발프로젝

트협력에 관한 협력협정」

1.에너지기술：

미세입자 처리 기반의 

청정 열전기기술, 재생에너지 

2.산업응용기술: 

미래 디스플레이기술, 전기/수소

에너지자동차, 스마트 홈, 첨단소

재, 차세대 반도체

7 2,750

2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과

학기술 협력협정」

농업, 환경과학, 의약위생, 에너

지, 교통, 생명과학, 응용물리, 지

구과학(해양, 대기, 지진과학 포

함)

65 18,000

3 뉴질랜드
「중국—뉴질랜드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5년 

로드맵 2018-2022」

식품과학, 건강과 생물의학, 환경

과학
3 500

4 캐나다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캐나다정부간 과학기

술 협력협정」

「중화인민공화국 과기부 국제협력사와 캐나

다 국가연구이사회간 산업연구 및 개발에 관

한 협력의향서」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 국제협력사와 

캐나다 국가연구이사회간 산업연구 및 개발에 

관한 협력의향서 집행예산 별첨자료」

농업식품 및 바이오제품, 헬스 및 

생명과학, 청정기술, 환경기술 및 

플라스틱오염

5 550

5 캐나다 「중화인민공화국 과기부와 퀘벡성정부간 과 1.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6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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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협력

대상국
협의근거 협력분야 과제 수

예산

( 만 위안)

퀘벡성

학기술협약」

「중화인민공화국 과기부와 퀘벡성정부간 과

학기술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2.헬스 

3.정보통신기술（ICT），

특히 그린ICT 및 헬스ICT

6 몽골국

「중국과기부와 몽골국 교육문화과학체육부간 

2019년도 공동연구프로젝트 협력에 관한 협

력협정」

농축산업, 물류시스템 및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자원 환경보호, 광

산자원종합이용, 바이오의약

10 1,500

7 이집트

「중국과기부와 이집트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

부간 과학기술협력 공동지원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양해각서」

1.재생에너지

2.물

3.식품 및 농업

4.위생

5.정보통신

10 1,300

8 남아프리카
「중국—남아프리카 정부간 과학기술협력공동

위원회 제7차 회의록」

1.신소재 및 첨단제조기술

2.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3.환경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녹색기술

4.헬스 및 농업분야 바이오기술

5.전통의약 

6.채광 및 야금

7.우주과학 및 천문학

15 2,250

9

남아프리카 

대표

프로젝트

「중국—남아프리카정부간 과학기술협력공동

위원회 제7차 회의록」
바이오기술 1 300

10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일본정부간 과학기술

협력협정」

중국과기부 국제협력사와 주중국 일본대사관

간 외교 각서교환

신소재, 정보통신 및 생명과학(바

이오기술 포함)
30 9,000

11

일본국제

협력기구

（JICA）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일본정부간 과학기술

협력협정」

「중국과기부와 일본국제협력기구간 

2019-2022년 공동연구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에너지 포함）, 의료 10 3,000

12 태국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태국정부간 과기공동

위원회 제22차 회의록」

「중국-태국정부간 과기공동위원회 제23차 

회의 과제모집 준칙」

농업, 과기혁신정책, 에너지, 공공

위생, 정보통신기술 및 기타 중-

태국양국이 공동 주목하는 지속가

능한 발전 연구영역

10 1,000

13 베트남 「중국—베트남 과기공동위원회 바이오기술, 기후변화, 첨단재료 4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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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협력

대상국
협의근거 협력분야 과제 수

예산

( 만 위안)

제10차 회의 의정서」

14 이스라엘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이스라엘정부간 산업

연구 및 개발 촉진에 관한 기술혁신협력협정」

「중국과기부 국제협력사와 이스라엘 혁신기

구간 2019년도 공동지원프로그램에 관한 협

력각서」

분야는 제한하지 않음
10 개 

이내
2,000

15 EU

「중국과기부와 EU과학연구혁신사무국간 공

동자금조달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2018 ~ 

2020년도 중국-EU연구혁신대표협력프로그

램 및 기타 유형 혁신협력프로젝트 실시에 관

한 협약」

1.차세대정보네트워크

2.스마트그린제조

3.안전청정고효율 현대에너지

4.첨단, 유효, 안전, 편리한 헬스

기술

5.해양장비

6.항공우주

7.신소재

8.대형과학장치 과학연구

20 6,000

16 스페인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와 스페인 과학, 

혁신 및 대학부간 첨단재료분야 과기혁신협력

에 관한 양해각서」

「중국과기부 국제협력사 – 스페인 국가산업기

술개발국간 공동프로젝트 공동 모집（중국-

스페인 프로그램）관리 지침」

첨단재료 6 1,800

17 오스트리아

중화인민공화국 과기부와 오스트리아 연방교

통, 혁신 및 기술부간 「응용연구와및 혁신분야 

협력심화에 관한 공동성명」

1.고층빌징고효율에너지절약기술

2.폐기물처리기술

3.수처리기술

3 1,000

18 독일
「중국과기부와 독일연방교육부간 기후변화연

구협력심화에 관한 공동성명」

1.기후변화 기초연구

2.기후변화의 민감영역에 미치는 영향

3.기후변화/극단적 사건 적응 및 

기후변화 하에서의 대기오염통제

5 1,500

19
중영스마

트팜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와 영국 및 북아

일랜드 상업,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간 중-영 

연구 및 혁신행동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1.스마트팜 원격감지 및 의사결정

기술연구

2.스마트목초지 생산핵심기술연

구 및 응용

3.과일과 채소 및 식물의 스마트

시설 효율적 생산

4.스마트팜 빅데이터관리 및 분석

플랫폼 시스템

5.스마트팜 농업로봇연구개발

10 5,000

20 핀란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핀란드공화국정부간 

1.사물인터넷공장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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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협력

대상국
협의근거 협력분야 과제 수

예산

( 만 위안)

경제, 산업 및 과학기술 협력협정」

「중화인민공화국 과기부 국제협력사와 핀란

드공화국 국가기술혁신국간 중국-핀란드 과

기혁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의약과학

3.스마트하고 유연한 에너지

4.지능형 교통

21 폴란드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와 폴란드공화국 

과학 및 고등교육부간 공동연구개발지원프로

젝트 추진에 관한 협력의향서」

1.정보통신기술

2.신에너지개발, 청정석탄활용,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을 포함한 

에너지기술

3.환경공학, 수자원관리, 오염 및 

삼림벌채를 포함한 환경기술

4.무기비금속재료, 바이오재료 및 

나노소재를 포함한 재료과학

6-7 400/개

22 세르비아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와 세르비아공화

국 교육, 과학 및 기술발전부간 중국-세르비

아 공동연구개발지원프로젝트추진에 관한 양

해각서」

1.정보통신기술

2. 농업

3. 의학/의약

4. 에너지

5. 식품기술

6. 환경기술

6 140

23 슬로베니아

「중화인민공화국 과기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교육, 과학 및 체육부간 공동연구개발지원프

로젝트추진에 관한 양해각서」

1.생물의학：

세포학, 종양학, 암 과학

2.재료기술：

코팅 및 표면처리, 세라믹재료 및 분말

3.카르스트 연구

3 100

24
우즈베키

스탄
우즈베키스탄 혁신발전부와 중국과기부간 외

교 각서(2019년 6월 21일)

1.세포 및 분자생물기술； 2.의학

유전학 및 생태생리학 연구

3.에너지절약 자동화시스템

4.재료학 및 건축자재

5.식품과학 및 식품공정

6.재생에너지 

7.지질학

8.천문학

9.제약학

20 1,300

25 마카오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와 마카오과학기

술발전기금간 공동연구개발지원프로젝트추

진에 관한 협의서」

전자정보, 생물의약,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신소재과학, 항공우주, 

해양과학

10 1,600

26 대만 -
구조적 방진, 충격방지 및 충격흡

수기술 개발
5-10 1,000

27
지구관측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와 지구관측기구

간 양해각서」

1.우수 지구관측데이터서비스 및 

개방 공유
15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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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요구사항: 

1) 한중양국은 반드시 기업이 주도로 프로젝트를 신청해야 함

2) 에너지기술프로젝트 집행기한은 2년을 초과하지 않음

3) 프로젝트 협력 파트너는 반드시 자국의 관계부처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일방적인 프로젝트의 신청은 유효하지 않음

F 한국측은 해당 부처의 한국측 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함

순번
협력

대상국
협의근거 협력분야 과제 수

예산

( 만 위안)

（GEO）

「지구관측기구 10년전략계획 (2016~2025

년)」

「중국의 글로벌 종합지구관측시스템 10년집

행계획(2016-2025년)」

2.지구관측데이터기술

3.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종합지

구관측(AOGEO)

4. 지구관측 종합응용연구

참고자료

§科技部关于发布国家重点研发计划“政府间国际科技创新合作/港澳台科技创新合作”重点专项
 2019年度第二批项目申报指南的通知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9/201909/t20190930_14907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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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 상반기 중국 기술교역 안정적인 성장 보여

중국 과기부의 집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중국 내 기술계약 총 147,100건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7,23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각각 9.8%와 23.6% 증가하여 국내 기술거래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음(9.26)

l (계약유형) 기술서비스 계약의 거래액은 3,658.9억 위안으로 1위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20.6% 증가 

- 기술개발 계약과 기술양도 계약은 각각 2,645.5억 위안, 772.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각각 28.1%, 34.1% 중가

- 단, 기술자문 계약은 162.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

l (기술영역) 거래액이 가장 많은 TOP3 영역은 각각 전자정보, 현대교통과 첨단제조업임

- 그중 전자정보 기술계약의 거래액은 지속적인 1위를 유지했으며 거래액은 2,266.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4.5% 증가 

- 현대교통분야 거래액은 929.9억 위안으로 9.0% 증가하고 선진 제조영역 거래액은 

802.2억 위안에 달했음

- 특히 원자력 응용분야의 기술계약 거래액의 증가폭은 1위를 차지했으며 거래 금액은 

72.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79.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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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거래주체) 기업법인이 지속적으로 거래주체 1위를 차지했고 수출기술계약 총 100,097건을 

체결해 거래액은 6,282.9억 위안으로 중국 내 기술계약 총 거래액의 86.8% 차지

- 또한 기업법인은 기술도입계약 109,080건을 체결해 거래액은 5,932.9억 위안으로 

중국 내 기술계약 총 거래액의 82.0% 차지

- 대학 기술계약 거래액은 421.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06.0% 증가

- 연구기관 기술계약 거래액은 299.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

l (지재권 유형) 지식재산권 관련 기술계약은 59,921건이고 거래액은 3,258.7억 위안으로 

중국 내 기술계약 총 거래 금액의 45.0% 차지

- 그중 기술기밀계약, 컴퓨터소프트웨어계약 및 특허기술계약은 각각 32,155건, 18,826

건, 6,429건이고 거래액은 각각 1,722.4억 위안, 557.8억 위안, 857.9억 위안에 달했음

l (계획유형) 각급 정부 과기계획 프로젝트 기술 계약은 총 17,208건을 체결했으며, 거래액은 

1,215.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0.3% 증가

- 그중 국가와 각 부서의 계획프로젝트는 2,693건이고 거래액은 144.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6.7% 증가

- 각 성(區, 市) 계획 프로젝트는 6,939건이고 거래액은 482.5억 위안으로 13.8% 증가

참고자료

§ 2019年上半年全国技术交易稳步增长
https://mp.weixin.qq.com/s/oVuEYbyvMXj-pOt7ZCMNrw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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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짝퉁 천국'에서 세계 최대 지재권 출원 국가로

10월 1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특허 출원 규모는 154만 건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11.6% 증가했음

l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은 특허 출원 규모 순위에서 미국(59.7만 건)과 일본

(31.4만 건)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연속 8년간 특허 출원 건수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음

l 중국 국제특허(PCT) 출원 순위에서 화웨이(華為) 중싱통신(中興通訊 ZTE) 징둥팡(京東方) 

오포(OPPO) 텐센트(騰訊) 다장(大疆 DJI) 등 8개 중국 기업이 글로벌 top50에 진입했음

F 그 중 화웨이의 출원량은 5,4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장의 출원량은 9,128건으로 순위가 

대폭 상승하여 29위를 기록했음

참고자료

§ 中国专利申请数量继续在全球领先
http://www.xinhuanet.com/tech/2019-10/17/c_112511392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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