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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국가 HCR 인원수  점유비율

1 미국 2,737 44%

2 중국 636 10.2%

3 영국 516 8.3%

4 독일 327 5.3%

5 호주 271 4.4%

6 캐나다 183 2.9%

7 네덜란드 164 2.6%

8 프랑스 156 2.5%

9 스위스 155 2.5%

10 스페인 116 1.9%

1 中 피인용 상위 1% 연구자 수, 세계 2위로 부상

학술정보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가 20일 발표한 ‘2019년 세계
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명단’에 중국은 636명으로 세계 2위 차지함

l HCR(Highly Cited Researcher)은 각 분야에서  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며 논문이 인용되는 피인용 횟수가 가장 높은 상위 1% 논문을 기준으로 선정

하는데 올해로 6번째를 맞고 있음

l 올해 HCR은 전 세계 60여개국 6,126명이 상위 1% 연구자로 선정됐고 미국이 전체 

44%에 해당하는 2,737명의 연구자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돼 HCR 1위 국가를 유지함

F 중국은 636명으로 전년대비 32% 늘어나 영국(517명)을 제치고 HCR 2위 국가로 이름을 

올렸음

[표 1] 2019년도 세계 HCR TOP10 국가 

l 중국 대륙(內地)지역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는 주로 대학에서 선정했음

F 중국 대륙지역 HCR 중 510명은 대학 소속임

F 총 16개 학과 중 공정학과 화학은 각각 63명과 53명으로 1-2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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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대학 명 HCR 인원수

1 칭화대학 42

2 전자과기대학 24

2 중국과학기술대학 24

4 저장대학 23

5 쑤저우대학 19

6 베이징대학 18

6 둥난(東南)대학 18

8 상하이교통대학 16

9 화난이공대학 15

10 화중과기대학 12

10 난카이대학 12

참고자료

§ 2019全球高被引科学家出炉！内地高校510人上榜
https://mp.weixin.qq.com/s/OBG3LxIfExen33JNbvMGQg

l 중국 대륙(內地)지역 대학 순위를 보면 칭화대학이  총 42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전자

과기대학과 중국과학기술대학이 각각 24명으로 공동 2위를 차지함 

[표 2]  2019년 중국 HCR TOP10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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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우수청년 과학기금' 최종 명단 공개

최근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2019년 국가 '우수청년 과학기금' 수상자 명단을 

     공식 발표했으며, 총 625명으로 전년대비 225명 증가했음(11.12)

l 우수청년 과학기금 프로젝트(약칭 “優青”)와 국가 걸출청년 과학기금 프로젝트(약칭 

“傑青”)는 모두 청년 과학자들이 자주적으로 연구방향을 선정하고 혁신연구를 진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미세한 차이가 있음

F 우수청년 과학기금 프로젝트는 국가 걸출청년 과학기금 프로젝트의 보조기금으로 수상자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젊은 편임 

우수청년 과학기금 프로젝트 국가 걸출청년 과학기금 프로젝트

▷ 설립연도: 2012년 

▷ 2019년 프로젝트 수: 625개

▷ 지원 규모: 120-130만 위안

▷ 기초연구분야에서 비교적 훌륭한 성과를 취득한 청년 

학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세계과학기술 첨단 분야의 

핵심 인물(骨幹)을 육성함

▷ 설립연도: 1994년

▷ 2019년 프로젝트 수: 296개

▷ 지원 규모: 280-400만 위안

▷ 기초연구영역에서 훌륭한 성과를 취득한 청년 학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해외인재를 유치하여 세계과학기술 

첨단 분야의 우수한 리더를 육성함

l (대학별) 칭화대학(清華大學) 및 저장대학(浙江大學)의 우수청년 과학기금 프로젝트 수가 

가장 많음

- 칭화대학과 저장대학의 우수청년 과학기금 프로젝트 수는 각각 24개로 공동 1위를 차지

했으며, 난징대학(21개)이 그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했음

- 그중 총 8개 대학의 수상 프로젝트 수 가 10개를 초과했음

v 베이징대학 19개, 상하이교통대학 19개, 중국과학기술대학 17개, 중산대학 15개, 화중과기대학 
14개, 시안교통대학 13개, 베이징항공항천대학 12개, 퉁지(同濟)대학 12개, 푸단대학 11개

l (학부별) 공정 및 재료과학부가 자치한 비율이 18.36%로 가장 높음

- 정보과학부, 생명과학부와 화학과학부가 각각 15.05%, 14.41%와 14.2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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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대 학 프로젝트 수

1 칭화대학 24

2 저장대학 24

3 난징대학 21

4 베이징대학 19

5 상하이교통대학 19

6 중국과학기술대학 17

7 중산대학 15

8 화중과기대학 14

9 시안교통대학 13

10 북경항공항천대학 12

10 퉁지대학 12

참고자료

§ 2019“优青”最终名单出炉，625项获资助，清华浙大最多
https://mp.weixin.qq.com/s/crKJ4QFir0Lrq6VfmMZa-w

[표 3] 2019년 우수청년 과학기금 프로젝트 수  TOP10 대학

우수청년 프로젝트(홍콩과 마카오 지역) 수상 현황 통계

l 국가자연과학기금 "우수청년 과학기금 프로젝트"는 2019년부터 홍콩과 마카오 지역 

젊은 학자들을 대상으로 25명을 선정하여 1인당 130만 위안을 지원함

- 홍콩지역(21명): 홍콩대학(7명), 홍콩중문대학(4명), 홍콩과기대학(3명), 홍콩도시대학

(3명), 홍콩이공대학(2명), 홍콩침회대학(2명)

- 마카오지역(4명): 마카오대학(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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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간접비 비중 인상 시범사업 실시

최근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지력(智力) 밀집형과 순수한 기초이론 연구과제의 간접비

     비중 인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 (11.15)

l (추진근거) 「과학연구관리 최적화를 통해 연구개발 실적 제고에 관한 통지」 (국무원, 

國發[2018]25호)

  시범 범위

l (시범기관) 과기부 및 재정부는 교육부 및 중국과학원과 제휴하여 과학기금 의뢰기관에서 

시범기관을 선정함

l 시범 프로젝트는 ▲우수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 ▲혁신연구진 프로젝트 ▲해외 및 홍

콩·마카오 학자 협력연구기금 연장 지원 프로젝트를 포함함  

  주요 내용

- 우수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 직접비 120만 위안, 간접비 30만 위안임

- 혁신연구진 프로젝트: 직접비 1,000만 위안, 간접비 200만 위안임

v 수학, 관리 분야: 직접비용은 670만 위안, 간접비용은 170만 위안임
- 해외 및 홍콩마카오 학자 협력연구기금 연장 지원 프로젝트: 직접비 160만 위안, 간접비 40만 위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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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명 지원 금액
조정 전

（직접비용+간접비용）

조정 후

（직접비용+간접비용）

우수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 150 130+20 120+30

혁신연구진 프로젝트 1,200
1,050+150

（735+105）*

1000+200

（670+170）*

해외 및 홍콩마카오 학자 

협력연구기금 연장 지원 

프로젝트

200 180+20 160+40

참고자료

§ 基金委将开展提高间接费用比例试点工作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11/432723.shtm

[표 4] 간 접 비 용  조 정 방 안
                                                                              단위: 만 위안 

  

  * 수학, 관리 분야 지원금 구조

  시범기관(총 60개)

l 베이징대학(北京大學) 외 29개 대학

l 중국과학원정보공정연구소(中國科學院信息工程研究所) 외 29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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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기부, 국가합성생물기술혁신센터 구축 지원

 최근 과기부는 톈진(天津)시 정부와 중국과학원이 제출한 「국가 합성생물기술혁신센터 

     구축 방안」을 승인했음(11.8)

l 동 센터의 구축은 중국 의약, 식품, 석유화학 등 분야의 산업기술 장애를 극복하고 글로벌 

바이오기술 및 산업발전의 주도권을 선점하며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l 동 혁신센터는 기술혁신 및 과기성과이전·사업화를 골자로 다음과 같은 업무 집중 추진

-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중요시하고 합성생물 산업발전을 위해 원천기술을 제공함

- 과기성과이전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에게 기술혁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기술

난제를 해결함

- 혁신·창업 보육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과기성과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핵심 경쟁력을 갖춘 과기형 중소기업을 육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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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科技部关于支持建设国家合成生物技术创新中心的函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9/201911/t20191111_149871.htm

중점 연구개발 업무

§ 합성생물의 핵심기술과 중대 응용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공업효소와 핵심 균(菌)종의 자주적 구축과 공정화 

응용의 기술 장애를 중점적으로 극복함 

§ 미래 생물제조를 이끄는 새로운 기술경로를 구축하고 핵심기술의 원천공급을 형성하여 중국 합성생물분야의 

기업과 산업 혁신능력을 향상시킴

l 또한 혁신센터 관리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센터장 책임제를 실시하며, "공동 구축(共建)·

공동 관리(共治)·공유(共享)"라는 관리구조를 형성함

- 기업, 대학, 투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과학연구와 시장이 연계되고 이익을 공유

하며 리스크를 공동 분담하는 혁신공동체를 구축함

- 혁신 자원의 개방·공유를 강화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과학기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함

- 국제과기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글로벌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함

v 이상우(李相佑) 한국공학한림원 원사이자 미국공정원 외국적 원사가 혁신센터에 참여함 
l 톈진시 인민정부와 중국과학원이 공동으로 동 센터를 구축하여 인프라, 보장정책, 예산, 

혁신환경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매년 과기부에게 혁신센터 구축 상황을 보고

해야 함

F 과기부는 과기계획 수립, 프로젝트 배치, 플랫폼 구축, 인재 양성, 정책 시범 등 여러 방면

에서 지원하고 실적 평가를 진행하며 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와 추적 서비스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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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磁约束核聚变能研究专项2019年获国拨经费2.7亿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11/19/content_435039.htm?div=-1

5 과기부, 2019년 자기밀폐핵융합에너지연구에 정부 예산 2.7억 위안 투입

최근 과기부는 2019년 국가 자기밀폐핵융합에너지개발연구 전문프로젝트 신청 지침서를 

발표했으며, 2019년에 총 11개 분야에 2.7억 위안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11.18)

l (배경) 핵융합에너지는 자원 규모가 크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에너지원이자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근본책 중 하나로 간주됨

- 아울러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발전과 관련된 기초적 선도 분야이기도 함

l 2008년부터 국가 자기밀폐핵융합에너지개발연구 전문프로젝트는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핵심기술, 중국 자기밀폐핵융합에너지 장치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고수준의 과학·

공학기술 인재양성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음

l 2019년 동 프로젝트는 고수준의 과학연구, 대규모 이론 및 수치 시뮬레이션, 중국 핵융합

공정실험로(CFETR) 핵심기술 선행연구 및 핵융합로 재료 연구개발 등을 골자로  자기밀폐 

핵융합에너지 관련 기초와 응용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13·5' 기간에 동 프로젝트는 핵융합로 구축에 필요한 첨단 과학기술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음 

l ITER계획 관련 핵융합에너지기술 연구 및 혁신을 강화하고, 핵융합에너지 개발·응용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ITER계획 참여를 통해 핵심기술을 전면적으로 소화·흡수함

l 국민경제에서 핵융합기술의 응용을 확대하고, 중국 핵융합에너지 개발연구의 자체적 

혁신능력을 향상시키며, 안정화된 고수준의 핵융합 연구진을 양성함KOST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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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国启动国际农业科学计划
http://caas.cn/xwzx/mtbd/299346.html

6 중국, 「국제농업과학계획（CAASTIP)」 본격 가동

중국농업과학원은 지난 11월13일 열린 제6회 국제농업과학원 고위급 포럼에서 「국제농업과학
계획(CAASTIP)」을 실시하여 향후 5년간 1,0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음 (11.14）

l (목적) 글로벌 개방·협력 확대와 자원 공유·윈-윈(win-win)협력에 입각하여 농업 선도·

기초·핵심 분야의 혁신을 추진  

- 글로벌 농업발전에서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학기술 도전에 대응하고 신흥 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함 

- 이와 함께 글로벌 농업 과기 관리 분야에서 중국의 호소력과 영향력을 향상시킴

l 제1기 연구계획은 주로 그린 농업 발전 촉진을 골자로 분자 디자인 종자배육(Breeding 

by molecular design), 스마트농업, 농업생물안전, 농업폐기물 자원화 이용 등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함

l 중국농업과학원은 이미 전 세계 100여개 국가와 지역의 농업과기연구와 교육기관, 40여개 

국제조직, 다국적 기업, 기금회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음

F 과기연구 협력과 능력 양성 추진을 통해 농업과기연구 혁신능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켜 

농업과기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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