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그래핀 연구개발 동향과 시사점

2019. 10.  Vol. 10



2019. 10.  Vol. 10

중국의 그래핀 연구개발 동향과 시사점

CONTENTS

Ⅰ. 배경 ···························································································· 01

Ⅱ. 육성정책 현황 ············································································ 02

Ⅲ. 과학기술산출 : 논문, 특허, 성과 ············································· 07

Ⅳ. 시사점 ························································································ 16

｢Issue Report｣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가 중국 과학기술계의 주요 이슈를 요약·정리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중국의 그래핀 연구개발 동향과 시사점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1

Ⅰ 배경

중국은 전 세계의 그래핀기술 및 산업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그래핀 관련 학술논문 발표량과 발명특허 출원량은 각각 세계 1위 차지

- 중국의 그래핀 학술논문은 2017년 기준 1만5,803편으로 전 세계 3만

1,901편의 51% 이상 비중을 차지함

- 중국의 그래핀 특허출원량은 2017년 기준 전 세계의 54.14% 비중을 차지

하는 3만4,450건을 보유함1)

○ 중국은 세계 최초의 그래핀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그래핀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국의 2018년 그래핀 시장규모는 1,27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성장률이 

69.3%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22.1%에 달함2)

- 2012년 9월, 중국 남부의 저장성 츠시(慈溪)에 세계 최초로 연간 300톤 규모의 

그래핀생산라인을 구축하였음

○ 또한, 중국은 그래핀의 원료로 쓰이는 흑연광 매장량과 생산량에서 압도적인 우위 차지

- 2016년 중국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의 흑연광 매장량은 전 세계의 33%

로 세계 2위이며, 흑연생산량은 86억톤(67.7% 비중)으로 세계 1위 차지3)

       ※  2019년 흑룡강성 자연자원청은 쌍압산시(双鸭山市)에서 3억톤 매장량의 거대규모의 흑연광상

을 발견, 그 잠재적 경제가치가 1천억위안에 달한다고 최신 공식 발표함4)

○ 중국정부는 다양한 R&D 프로그램을 통해 그래핀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 중

- 중국정부는 신흥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국가자연과학기금회를 통해 3억위안이 

넘는 연구개발비용을 그래핀 사업에 투입하고 있음

- 2013년에는 그래핀산업기술혁신전략연맹을 설립하여 그래핀 기술개발, 표준

전략, 특허개발 및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그래핀산업발전에 전폭적 지원 중

○ 2020년에 중국의 그래핀산업규모가 1,0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그래핀 동향파악에 대한 주시가 필요함

1) <2018년全球石墨烯产业研究报告>(2018.8, 중국그래핀산업기술혁신전략연맹)
2) 세계 및 중국의 그래핀 산업 분석(2018-2023년) 
3) [세계속 그래핀] 중국의 차세대 성장동력, ‘그래핀’ https://blog.naver.com/standardgraphene/221439346638
4) 中国东北发现21世纪最宝贵资源！价值超过1000亿(2019.6.11., 新浪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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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육성정책 현황

1. 중앙정부의 그래핀 육성정책

공업정보화부가 「신소재산업“12.5”발전규획」(2012년)에서 처음으로 그래핀산업
발전을 발표한 이후 정부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잇달아 제정해 발전촉진 

① 그래핀산업발전에 대한 지원을 처음으로 제안(2012.2)

○ 공업정보화부는 「신소재산업 “13.5”발전규획」을 발표하고, 처음으로 그래핀

산업에 대한 발전지원을 제안함

② 그래핀 연구개발을 국가차원에서 정식 지원(2014.9)

○ 과기부 863계획 나노재료전문프로젝트를 통해 그래핀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 

내용으로 확정하여 추진

③ 그래핀을 미래 전략적 신소재로 간주하여 선행연구 추진(2015.5)

○ 「중국제조2025」에서 그래핀 신소재가 전통재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그래핀 

등 전략적 신소재에 대한 선행연구 추진

- 2025년까지 1,000억위안 이상 규모의 그래핀산업 조성 계획을 수립함

④ 그래핀을 “13.5”규획의 대형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추진(2016.3)

○ 중국정부는 그래핀을 “13.5규획” 중 제시된 165개 대형프로젝트에 포함 및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켜 본격적으로 추진 중

⑤ 과기부 중점전문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추진(2016.6)

○ 과기부가 공시한 국가품질기반 공통성기술연구 및 응용중점프로젝트(2016년)

에 그래핀 등 탄소기반 나노재료 NQI기술연구집적 및 응용프로젝트가 포함

○ 과기부는 “나노과기”중점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16년도에 6억위안의 자금

을 지원하여 총 43개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확정

- 그중 그래핀, 2차원재료 및 나노탄소재료 관련 프로젝트가 도합 6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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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그래핀 육성정책은 다음과 같음 

[표 1] 중국정부의 그래핀 육성정책

발표부처 정책명 그래핀 관련 내용 일시

공업정보화부,
과기부

국가의 
대형환경보호기술장비 

발전 격려 목록 
(2017년버전)

그래핀/고분자복합재료의 삼투막 농축장비, 
그래핀산화물복합카본막 등 
대형환경보호기술장비를 목록에 포함

2017.12

발전개혁위원회
제조업핵심경쟁력강화 
3개년행동계획(2018-

2020년)

차량용 초고강도강판, 희소/귀금속 신소재, 
그래핀 제품 집중 발전

2017.11

국가표준위, 
공업정보화부

국가공업기초표준체계
건설 지침

비금속광물재료, 산업세라믹, 그래핀 및 제품 
등 제품성능과 측정방법표준 연구 추진

2017.11

중공중앙, 
국무원

중공중앙 국무원의 
품질향상행동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그래핀, 스마트생체재료 등 프런티어 신소재 
개발전략 강화, 글로벌 첨단제조업 구입 
시스템에 점진적 진입

2017.9

공업정보화부
중점신소재 제1차 
응용시범지도목록 

(2017년버전)

그래핀박막, 그래핀개질 방부식도료, 그래핀 
전도성 발열섬유 및 그래핀 발열직물, 그래핀 
전도성 정전기방지용 타이어, 그래핀 은기반 
전기접점강화 기능성 복합재료를 목록에 포함

21.7.9

과기부
“13.5”재료분야 

과기혁신전문규획

단층박층 그래핀분말, 고품질 대면적 
그래핀박막 공업제조기술, 유연성 전자부품 
대면적 제조기술, 그래핀분말 고효율분산, 
복합 및 응용기술 집중 발전

2017.4

공업정보화부
산업용 방직품 산업 
“13.5”발전지도의견

고성능섬유, 바이오기반섬유, 산업용 전용섬유 
및 그래핀 등 기능성 신소재 응용 확장

2017.1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 

과기부, 재정부
신소재 산업발전 지침

그래핀, 금속 및 고분자 증착제조재료, 
스마트생체모방 및 슈퍼재료 등을 중점으로 
기초연구 및 기술 축적 강화, 원천혁신 강화, 
첨단기술 공략

2017.1

발전개혁위, 
국가해양국

전국 해수이용 
“13.5”규획

삼투, 콘덴서 이온제거, 막증류, 그래핀막제조 
등 해수담수화 기술연구

2016.12

국무원
“13.5”국가전략적 
신흥산업발전규획

그래핀산업화응용기술 돌파, 적층제조재료, 
희토기능성소재, 그래핀재료표준전략 실시

2016.12

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발전 “13.5” 

규획
그래핀에너지저장소자, 태양광전지재료 등 
일련의 기술이 축적된 기술 시범사업화

2016.12

공업정보화부
석유화학 및 

화학공업발전규획 
(2016~2020년)

고성능 탄소섬유 및 복합재료, 특수고무, 
그래핀 등 첨단제품 개발 가속화, 응용기술 
강화

2016.10

국무원
북경 국가 

과기혁신센터 
고성능컴퓨팅, 그래핀재료, 스마트로봇 등 
일련의 핵심공통성기술 돌파, 선도산업과 

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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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GIA Research에서 발표한 그래핀 육성정책을 발췌하여 도표형태로 가공정리

발표부처 정책명 그래핀 관련 내용 일시
건설강화 총체방안 기간산업 육성

국무원
국가혁신드라이브 

발전전략강요

전략산업 프런티어기술개발 선행배치, 나노, 
그래핀 등 기술의 신소재 제품발전에 대한 
선도역할 발휘

2016.5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의 제조업 
고도화 개조 중대공정 

실시에 관한 통지

신소재기술 및 정보기술, 나노기술 등 
융합트렌드를 둘러싸고 그래핀, 수퍼물질 등 
프런티어재료를 집중 발전, 혁신성과전환 및 
대표적 응용 가속화

2016.5

공업정보화부
건축재공업의 보급응용 

격려 기술 및 제품 
목록(2016~2017년)

그래핀분말, 그래핀 부식방지도료 등 제품 
보급응용 독려

2016.3

국무원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3.5”규획강요
형상기억합금, 자가복구재료 등 스마트재료, 
그래핀, 슈퍼물질 등 나노기능성재료 발전강화

2016.3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 

과기부, 재정부

신소재산업혁신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프런티어재료 개발강화, 그래핀, 적층제조재료, 
스마트재료, 슈퍼물질 등 기초연구 및 기술 
축적

2016.2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 

과기부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 과기부의 
그래핀산업 혁신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그래핀산업 육성, 그래핀산업을 선도산업으로 
발전시키며, 혁신그래핀재료산업화응용 
핵심기술, 그래핀재료제조업 규모 강화

2015.11

국가제조강국건
설전략자문위원

회

<중국제조2025> 
중점영역 

기술로드맵(2015년)

신소재분야의 첨단재료발전중점, 해양공정용 
그래핀기반 방부식 도료, 유연성 전자용 
그래핀박막, 전기자동차 리튬전지용 
그래핀기반 전극재료 포함

2015.9

발전개혁위, 
과기부, 인사부, 

중국과학원

동북노공업기지의 
혁신창업발전촉진에 
관한 새로운 우위 

발전에 관한 실시의견

고순도흑연, 그래핀 등 첨단제품 발전, 
지시(鷄西), 허강(鶴崗) 등 지역에 흑연 및 
후가공산업클러스터 발전

2015.6

국무원 <중국제조2025>

파괴적 신소재의 전통재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도로 주목하며 초전도재료, 나노소재, 
그래핀 등 전략적 첨단재료의 선행배치 및 
연구제작 강화

2015.5

발전개혁위,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핵심재료 고도화 
세대교체공정 

실시방안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

고성능 저비용 그래핀분말 및 고성능 박막의 
규모화 안정생산 실현 지원, 신형 디스플레이, 
첨단전지 등 영역에서 응용시범 실현

2014.10

공업정보화부
신소재산업“13.5”발전

규획

나노분말, 나노탄소튜브, 풀러린, 그래핀 등 재료 
개발강화, 나노소재의 신에너지, 에너지절약 
오염물방출저감, 환경치유, 전자정보와 
바이오의료 등 영역의 연구응용 추진

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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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의 그래핀 육성정책

각 지방에서도 그래핀산업 발전규획 제정, 그래핀산업 시범기지 조성, 그래핀 연구원 
설립 및 그래핀산업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그래핀 산업발전 고지 선점에 나섬

○ 흑룡강성, 푸지엔성, 쓰촨성, 베이징시 등 여러 지방에서 그래핀발전 특별정책을 

수립 및 발표함

○ 또한, 20여개 성시에서 “13.5”규획 등의 그래핀산업 발전전략을 제정·실시

[표 2] 지방측면의 그래핀 육성정책

지역 정책명  정책 내용 일시

푸지엔성

(福建)

푸지엔성 
그래핀산업발전규획 

(2017~2025년)

그래핀 핵심기술과 중점제품 연구개발공정, 
그래핀 제1차 시범보급사업, 산업배치 최적화 
프로젝트, 
그래핀서비스지원체계건설프로젝트를 
핵심임무로 확정

2017.7

푸지엔성

(福建)

푸지엔성 인민정부 
판공청의 

그래핀산업발전 촉진에 
관한 6조항 조치 통지

그래핀 대형과학기술,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전문과제 조직 실시, 푸지엔성 
그래핀산업 핵심기술 돌파 및 산업과제 실시 
중점 지원

2017.7

창저우시

(常州)

시정부의 그래핀산업 
혁신발전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

핵심경쟁력을 지닌 그래핀제품과 프로젝트를 
개발, 그래핀의 새로운 응용영역 확장, 
혁신드라이브발전 촉진, 그래핀기술의 
원천혁신 및 산업화, 그래핀 관련 창업 및 
그래핀재료의 시범응용 추진

2017.4

쓰촨성(四川)
쓰촨성 그래핀 등 

첨단카본재료산업발전
지침

그래핀 신소재, 그래핀 복합재료, 그래핀 
신에너지 에너지저장재료, 그래핀 방호재료, 
그래핀 열전도 전도성재료, 그래핀 전자부품 
재료 등을 집중 발전

2017.4

닝보시(寧波)
닝보시 그래핀산업 
3개년 공략행동계획 

(2017~2019년)

공통성 핵심기술 돌파, 중대응용 과제를 배치, 
중점기업 육성 가속화, 그래핀혁신센터 설립 
가속화, 그래핀 산업단지 건설 추진 등 주요 
임무 확정

2017.3

베이징시
베이징시 

그래핀과기혁신전문프
로젝트(2016~2025년)

그래핀박막, 분말규모화 그린화제조 및 
그래핀재료응용기술, 장비 및 측정 등의 
중점사업임무 배치

2016.8

KO
STEC   

  K
O

STEC   
  K

O
STEC



2019. 10.  Vol. 10

6  

출처: CGIA Research에서 발표한 그래핀 육성정책을 발췌하여 도표형태로 가공정리

지역 정책명  정책 내용 일시

흑룡강성

(黑龍江)

흑룡강성 그래핀산업 
3개년 전문프로젝트 
행동계획(2016~2018년)

그래핀그린제조프로젝트, 그래핀산열 프로젝트, 
그래핀흡파프로젝트를 중점산업화프로젝트로 
간주하여 추진

2016.6

더양시(德陽)

더양시 인민정부의 
그래핀산업발전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

다양한 발전기금을 조성해 그래핀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전문프로젝트보조, 대출혜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래핀 핵심기술과 
설비개발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

2016.6

칭다오시

(靑島)

칭다오시 10대 
신흥산업발전 

총체규획

그래핀을 대표로 하는 카본재료, 실리콘칩 등 
핵심기술 확보, 첨단에너지저장재료, 
반도체재료, 신형 디스플레이재료 등 
청정에너지 신소재를 집중 발전

2014.7

닝보시(寧波)
닝보시 그래핀기술 
혁신산업발전중장기규획

그래핀 기초제조기술 돌파, 그래핀 상하부 
산업응용기술 개발 및 응용제품 시범보급

2014.5

창저우시

(常州)

첨단카본소재산업발전 
가속화에 관한 정책

3년간 2억위안이상의 “카본소재산업기술혁신 
전문프로젝트자금” 및 총 20억위안 규모의 
창업투자기금을 결성, 그중 서태호(西太湖) 
과기산업원에 등록한 그래핀산업사슬내 프로젝트 
실시기업을 우선 지원

2014.5

우시시(無錫)
우시 그래핀산업발전 
촉진에 관한 정책의견

재정자금지원 강화. 그래핀핵심기술 및 장비를 
개발하여 그래핀산업사슬 관련 기업 도입 및 
육성을 강화하며 그래핀 공통성기술 지원, 
품질감독측정 등 플랫폼 구축

2014.1

우시시(無錫)
우시시 

그래핀산업발전규획 
강요(2013~2020년)

그래핀핵심기술과 설비개발 돌파, 
그래핀산업사슬 관련 기업 도입 및 육성, 
그래핀 공통성기술 지원, 품질감독측정 등 
플랫폼 구축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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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학기술산출 : 논문, 특허, 성과

1. 그래핀 학술논문

중국의 그래핀 학술논문은 6만여편으로 세계 1위 차지(2018.1.31 기준) 

○ 중국의 연구기관이 발표한 그래핀 논문발표 추세도를 보면 2010년에 그래핀

연구성과가 노벨물리상을 수상한 이후 그래핀이 인기연구분야로 급부상함

- 2017년 중국의 그래핀 학술논문 발표량은 1만5,803편으로 전 세계 발표량 

3만1,901편의 51%이상 비중 차지

[그림 1] 중국의 그래핀 학술논문 발표량의 연도별 분포

         출처: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 CGIA Research 정리

- TOP10 고피인용지수 그래핀 학술논문에 대한 분석결과, 미국(5편), 영국(4편), 

독일(1편)이며, 중국은 논문 최다 발표국가임에도 TOP10안에 든 논문은 단 한

편도 없음

        ※피인용지수가 가장 높은 그래핀 학술논문은 영국 맨체스터대학 Andre Geim 교수의 “Electric 

field effect in atomically thin carbon films”이며 피인용횟수가 2만8,819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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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학과 연구기관이 주도

○ 글로벌 그래핀 연구기관에 대한 분석결과, 논문 발표량 상위 20위 연구기관

가운데 중국기관이 11개로 양적으로 절대적인 우위 차지함

- TOP20가운데 한국(성균관대학)이 1개, 미국이 3개, 싱가포르가 2개, 러시아, 

인도, 프랑스가 각각 1개인 것으로 집계됨

○ 연구기관에 대한 성격별로보면 상위 20위 기관중 16개가 대학이며, 현재 중국의 

그래핀 연구는 주로 대학과 연구소가 주도하고 있음

[그림 2] 그래핀 관련 학술논문 TOP 20위 연구기관

출처: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 CGIA Research 정리

그래핀 분야 지원과제에 대한 분석

○ 그래핀이 국가거시전략으로 추진되면서 국가자연과학기금위에서도 다양한 

중대연구과제를 가동하여 지속적인 지원 중

○ 본문은 과학기금공유서비스망(http://output.nsfc.gov.cn/)에 공개된 최근 10년

간 국가자연과학지원과제(이하 기금과제)에 대한 그래핀분야 지원현황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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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핀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 집중도가 0.01%에서 1%로 높아졌음

○ 2007년~2016년간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과제 3만1,2679건 가운데, 그래핀 

관련 과제가 2,361건으로 약 1% 비중을 차지하며, 총 경비가 12억645만위안에 

달하였음

- 2007년~2013년간 지원과제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2012년에 

과제 지원 건수가 전년대비 76% 증가한 352건을 기록하였음

        ※ 이러한 급증추세는 2012년 1월에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신소재산업 “12.5”발전규획>에서 

처음으로 그래핀발전 지원을 제안한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분석됨

- 지원과제 수가 2013~2016년간 상대적으로 안정된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국가차원에서 그래핀분야에 안정적인 지원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임

[그림 3] 그래핀 관련 자연과학기금지원과제의 연도별 분포도

                출처: 과학기금공유서비스망(http://output.nsfc.gov.cn/)

 80%이상의 그래핀 과제가 일반프로젝트, 청년과학기금과제에 집중되어 있음

○ 국가자연과학기금에는 탐구, 인재, 공구, 융합 등 4개 성격의 지원과제가 포함

되며, 일반프로젝트(面上項目), 청년과학기금과제, 기초데이터 및 공유자원플랫폼

구축, 대형프로젝트, 국제협력프로젝트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됨

○ 그래핀 관련 기금과제에 대한 유형별 분석결과, 그중 탐구성격의 일반과제와 

인재관련 청년과학기금과제가 각각 38.67%와 45.32%의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이에 반해 대형프로젝트, 해외 및 홍콩·마카오·대만학자 협력연구기금과제는 

모두 10건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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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북경시 기금과제가 15%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북경시는 혁신자원이 풍부하고 혁신연구팀이 집결되어 있어 기금과제에 대한 지원 

역시 가장 집중되어 있기에 수행건수나 지원경비 면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함

○ 북경시 그래핀 관련 기금과제 수행건수는 369건(15.63%), 지원경비는 2억

7,408.9만위안(22.72%)이며, 건당 평균 지원규모는 74만위안을 상회하였음

 북경대학, 칭화대학, 저장대학이 기금과제 지원 상위 3위 기관임

○ 2007~2013년간 그래핀 관련 지원과제 2,361건을 수행한 기관은 총 412개

에 달하며, TOP10 기관의 수행과제는 모두 29건이상임

- 북경대학은 그래핀 관련 과제를 가장 많이 수행한 기관으로 총 53건의 과제를 

수행하였음

- 국가자연과기금으로부터 1,000만위안 이상의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은 약 

30개인 것으로 집계됨

 그래핀 관련 자연과학기금과제의 지원방향은 기초연구에 치우쳐 있음

○ 국가자연과학기금의 그래핀 관련 과제의 중점지원방향은 기초연구 위주이며, 

그중 복합재료(249건), 모형이론컴퓨팅(241건), 그래핀센서(190건), 바이오의약

(140건) 및 슈퍼콘덴서(139건) 등 5개 연구방향의 과제가 많은 비중차지

[그림 4] 자연과학기금지원 그래핀과제의 지원방향 분포도

               출처: 과학기금공유서비스망(http://output.nsfc.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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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핀 관련 논문산출은 주로 자연과학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짐

○ “그래핀” 키워드로 CNKI5)에 수록된 그래핀분야 학술논문을 검색한 결과, 

자연과학기금의 지원을 받아 발표된 논문이 7,180편으로 압도적 비중 차지

[그림 5] 그래핀 학술논문의 지원경비별 발표수량

         출처: 中國知網(http://cnki.net/) (검색일자 2019.8.27.)

2. 그래핀 발명특허

중국의 그래핀 발명특허 출원량은 세계 1위

○ 2017년기준 검색한 중국의 그래핀 특허출원량은 총 3만4,450건으로 전 세계의 

54.14% 비중을 차지함

- 중국에서 그래핀의 특허출원과 접수는 2000년대초반에 시작되었으며 2009

년부터 특허출원량이 빠른 증가추세가 지속

- 중국 정부,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에서 최근 몇 년간 그래핀기술을 줄곧 중요시

해왔기 때문에 그래핀 연구개발의 붐이 일고 있음

       ※ 2016년 그래핀 특허출원량은 1만2,420건을 기록, 2017년에는 1만1,430건으로 소폭 감소

5) CNKI: 중국 지식네트워크(中國知網,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의 검색사이트로, 중국교육부, 과기부와 
칭화대학이 1996년부터 협력하여 구축한 중국내 가장 권위적인 학술논문 사이트임

KO
STEC   

  K
O

STEC   
  K

O
STEC



2019. 10.  Vol. 10

12  

[그림 6] 중국의 그래핀 특허 출원량의 연도별 변화추이

       출처: WIPS Global특허데이터베이스, CGIA Research 데이터를 근거로 정리

그래핀 특허신청자는 중국, 한국과 미국 3개국에 집중

○ 전 세계 그래핀 특허신청자에 대한 통계결과, 글로벌 그래핀특허 상위 20위 

가운데 13개가 중국, 5개가 한국, 1개가 미국, 1개가 일본인 것으로 집계됨

- 특허출원건수별로는 상위 5위 신청자에 삼성(725건), Lee Y T(개인, 661건), 

IBM(370건), 저장대학(342건), 하얼빈공업대학(318건)이 랭킹됨

○ 주목해볼만한 점은 삼성은 725건의 그래핀 특허를 출원하여 전 세계적으로 

그래핀 특허보유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년대비 24%가 증가함

○ 상위 20위에 든 중국의 그래핀특허신청자 13개 중, 10개가 연구기관이고 3개가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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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글로벌 그래핀기술 TOP20 특허 출원자

출처: DII데이터베이스, CGIA Research 데이터를 근거로 정리

그래핀 특허기술은 재료제조, 신에너지, 도료 등 분야에 집중

○ 현재 그래핀 특허출원기술은 주로 ①흑연을 원료로 하는 그래핀제조기술 및 

공정, ②그래핀의 에너지저축, 도료, 센서 등 영역에서의 응용, ③CVD법에 

의한 그래핀제조 및 그 이전기술에 집중되어 있음

대부분의 핵심특허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핵심특허 비중이 낮은 편

○ 전 세계의 TOP20 고피인용지수 그래핀 발명특허 가운데, 미국이 13개를 보유

하여 가장 많았고 중국은 불과 4개밖에 보유하지 못하였음

- TOP20 고피인용지수 그래핀 발명특허를 보유한 중국의 기관은 전부 대학

이며, 하얼빈공업대학(2개), 베이징대학, 쓰촨대학이 랭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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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핀 연구개발 현황

현재 중국의 그래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나, 
품질은 낮은 수준임

○ 북경대학, 칭화대학,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 중국과학원 닝보재료연구소 등 기관

에서 그래핀의 고효율 청정제조 및 그래핀 세분기능 분야에서의 응용을 추진중

- 그래핀 관련 학술논문과 특허출원량은 전 세계 1위이지만 질적으로 취약하며, 이에 

대응하는 산업화현황은 에너지소모가 높고 품질이 낮으며 안정된 제조공법과 장비

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됨

- 중국의 그래핀박막 총 생산능력은 세계에서 앞서 있지만, 대부분은 다결정박막으로 

사이즈와 결함의 밀도분포가 넓고 등급이 다양하며, 라벨규칙이 일치하지 않으며 

품질이 균일하지 못함

[표 3] 중국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방향 및 성과

주요 연구기관  연구방향 연구성과

북경대학 슈퍼그래핀 유리, 
단결정그래핀 세계 최초로 유리표면에 그래핀 생장 실현

칭화대학 그래핀 하이브리드재료, 
그래핀센서

그래핀 하이브리드재료 중간테스트 및 
에너지저장분야에서의 응용, 그래핀온도 
유량센서 개발

국가나노센터 그래핀 투명도전막, 유연성 
전극

그래핀 투명도전막 중간테스트실현, 주사 
가능한 그래핀 신경전극 개발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 고품질 그래핀, 그래핀 
복합체 등

그래핀 네트워크결과재료, 밀리미터급 단결정 
그래핀 연구제작

중국과학원 
닝보(寧波)재료연구소

그래핀재료 규모제조 및 
응용 고품질 그래핀의 톤급 규모제조 실현

중국과학원 충칭(重慶) 
녹색지능기술연구원 그래핀 투명도전막 및 응용 15인치 단층 그래핀 및 그래핀 터치스크린 

개발

중국과학원 
상하이마이크로시스템정보

기술연구소
단결정 그래핀 쾌속제조

세계 최초로 그래핀 단핵제어 핵형성과 
쾌속생장 실현, 1.5인치 그래핀 단결정박막 
연구개발에 성공

저장(浙江)대학 그래핀박막 쾌속제조, 
그래핀섬유 그래핀박막의 연속 쾌속제조 실현(1m/min)

둥난(東南)대학 그래핀나노벨트, 
그래핀스폰지

단벽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가로방향 절단을 
통한 그래핀 나노벨트 획득

난카이(南開)대학 그래핀 광드라이브, 
리튬이온전지

그래핀재료의 각종 광원 조사 상태에서의 
운동 실현

[

자료출처: 중관촌그래핀산업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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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국가 최고수준의 그래핀 혁신기술 연구성과가 배출되고 있음

○ 그래핀 관련 연구성과가 2017년도 국가과학기술상과 2018년도 국가과학기술상을 

수상할 정도로 연구개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

[표 4] 국가과학기술상을 수상한 그래핀 관련 혁신성과

출처: https://tech.sina.com.cn/d/i/2018-01-08/doc-ifyqincv3328760.shtml
     http://graphene.cnpowder.com.cn/graphene/newsdetail.php?id=48986

번호 수상 과제명 수행자 소속

F-30701
-2-02

2017년도 
국가과학기

술발명 
2등상

고성능 
리튬이온전지용 

흑연 및 
그래핀재료

Kang Feiyu(康飞宇) 칭화대학 선전(深圳)대학원

Yang Quanhong(杨全红) 톈진(天津)대학

Li Baohua(李宝华) 칭화대학 선전(深圳)대학원

Huang Zhenghong(黄正宏) 칭화대학

He Yanbing(贺艳兵) 칭화대학 선전(深圳)대학원

Lv Wei(吕 伟) 칭화대학 선전(深圳)대학원

Z-103-2
-01

2017년도 
국가자연과
학 2등상

저차원 
탄소재료의 

라만분광학연구

Zhang Jin(张  锦)

북경대학
Liu Zhongfan(刘忠范)

Tong Lianming(童廉明)

Peng Hailin(彭海琳)

Z-108-2
-01

2017년도 
국가자연과
학 2등상

고품질 
그래핀재료의 

제조 및 
응용기초연구

Ren Wencai(任文才)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

Cheng Huiming(成会明)

Chen Zongping(陈宗平)

Wu Zhongshuai(吴忠帅)

Gao Libo(高力波)

Z-108-2
-02

2017년도 
국가자연과
학 2등상

태양에너지이용을 
위한 고성능 

광전자재료 및 
부품의 구조설계 

및 성능제어

Huang Fuqiang(黄富强)

중국과학원 
상하이규산염연구소

Wang Yaoming(王耀明)

Lin Tianquan(林天全)

Bi Hui(毕  辉)

Chen Lidong(陈立东)

Z-110-2
-02

2017년도 
국가자연과
학 2등상

반데르발스 
층상매질의 
슬립행위 및 

역학모델 

Zheng Quanshui(郑泉水)

칭화대학

Liu Zhe(刘  哲)

Xu Zhiping(徐志平)

Liu Ze(刘  泽)

Liu Yilun(刘益伦)

Z-108-2
-04

2018년도 
국가자연과
학 2등상

그래핀 
미세구조제어 및 

그 표/계면 
효과연구

Wu Minghong(吳明紅)

상하이대학

Pan Dengyu(潘登余)

Cao Aoneng(曹傲能)

Tu Yusong(塗育松)

Wang Haifang(王海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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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중국은 전 세계에서 그래핀 기술역량과 상용화를 가장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그래핀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

- 국가지도자에서 지방정부, 언론, 기업 그리고 국민에 이르기까지 그래핀 및 

산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과기부, 국가자연기금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부화부 등 관계부처에서 

그래핀 개발, 생산 및 응용을 중요시하면서 지속적인 투자 및 지원 강화 중

F 자연과학기금위원회를 통해 그래핀 사업에 3억위안이상의 연구비용이 지원되고 있으며, 그래핀산

업기술혁신전략연맹을 설립하여 그래핀 기술개발, 표준전략, 특허개발 및 국제협력 등을 촉진중

○ 실제로 중국에서 그래핀과 관련하여 수많은 연구성과와 제품이 등장하고 있음

- 2017년말기준 중국의 그래핀 발명특허 출원량은 전 세계의 54.14%를 차지

했으며, 85% 이상의 이공계열 대학이 그래핀 관련 연구팀을 보유하고 있음

F (대표적 성과) 화웨이에서 2019년말에 그래핀 배터리를 장착한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으

로, 3000mA기준 단 12분만에 완충될 것으로 예상됨

○ “그래핀 상용화를 주도할 중국”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그래핀 생산능력의 약 70%에 달하는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그림 7])6)

- 중국의 2018년 그래핀 시장규모는 1,27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성장률이 

69.3%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22.1%에 달함7)

[그림 8] 중국의 그래핀 생산능력 및 점유율

출처: https://www.idtechex.com/ko/research-article/china-to-dominate-graphene-commercialization/13479?setlang=ko

6) China to dominate graphane commercialization| IDTechEx Research Article
7) 세계 및 중국의 그래핀 산업 분석(2018-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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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의 장단점을 기반으로 양국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장점) 중국의 강점은 기술력과 투자규모 관련 인프라 및 시장확대 가능성 

등을 뽑을 수 있음

- 2017년말기준 중국의 그래핀기업은 4,800여개, 그래핀 재료 및 관련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은 수백개에 달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함

- 현재 중국 전역에는 그래핀산업단지가 37개 정도 조성되어 있으며, 그래핀 

관련 세미나 혹은 포럼이 매달 거의 1~2회씩 개최되고 있음

- 2020년에 중국의 그래핀산업규모가 1,000억위안에 달할 것이며 중국이 전 

세계 그래핀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됨

○ (단점) 그러나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생산하지는 못하고 있음

- 현재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래핀 액상박리법은 품질이 높은 그래핀이 

아님

F 중국은 전 세계에서 그래핀 생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액상박리법의 80%를 점유함(그림8)

[그림 9] 그래핀의 주요 생산방식, 생산비용 및 품질과의 관계도

              출처: GRAPHENEA

   방정식 SiO2+CH4 → SiOx +OH- + 3H+ + carbon(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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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품질이 높은 그래핀 상용화를 위한 CVD방식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양국 협력의 주도권과 성과들을 가질 수 있음

- 삼성전자는 2017년 CVD방식으로 발명한 그래핀 볼 개념을 논문을 통해 공개했으며, 

현재 관련 기술이 최신 스마트폰에 적용되었음

- 최근 국일제지는 플라즈마를 활용한 CVD방식의 낮은 제조원가의 대면적의 그래핀 

상용화 핵심기술을 확보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여 주식시장에 그래핀 붐을 일으켰음

- 양국의 협력사례들을 확대 발전시키는 경우 많은 성과들이 기대됨

< 협 력 사 례 들 >

○ 그래핀 분야에서 한중 양국간 국제교류 협력과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좋은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어 양국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제교류) 중국그래핀산업기술혁신전략연맹의 주최로 섬서성(陝西省) 시안시(西安市)에서 

개최된 “2018년 중국국제그래핀혁신대회”에 한국의 그래핀전문가 4명이 발표자로 참석

하였음(‘18.9.19.~21.)

- (국제교류) 북경그래핀연구원(BGI)의 주최로 개최될 “2019북경그래핀포럼”(10.24~26)에 

한국 그래핀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교류를 펼칠 예정임

- (공동연구) 최근 한·중 공동연구진이 그래핀 성장 속도 관련 연구에서 세계 최고속도 기록을 

경신했음

F 한국기초과학연구원(IBS)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은 펑딩 그룹리더(울산과학기술원 특훈

교수)팀이 중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기존보다 3배 빠른 고속 그래핀 제조기술을 구현했

다고 밝혔음8)

※ 해당 기술을 적용한 그래핀은 분당 12mm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10㎠ 면적의 그래핀을 만들 때 기존에 10분이 
걸렸던 것을 현재는 3분정도에 완성 가능함

      이미지출처: IBS제공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5049300063?input=1195m

8) 한·중 공동연구진 성과…"탄소 가두는 기술로 분당 12㎜ 성장" (연합뉴스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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