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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및 국무원 판공청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음(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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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의 노력으로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내외적
으로 인정을 받았음 

l 중국 국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2012년의 63.69점에서 

2018년의 76.88점으로 향상

l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이 발표한 「2019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혁신지수는 2013년의 35위에서 2019년의 14위로 급상승

- 중등소득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함  

 톱 레벨 디자인(頂層設計) 강화

l (중앙 전면 심화개혁 지도소조) 「지식재산권 대외 양도 관련 업무방법(시행)」, 「지식

재산권 심사판정 분야 개혁혁신 문제에 관한 의견」 등 심의·통과 

l (국무원) 「新시기의 지식재산권 강국 구축에 관한 의견」,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에 관한 

행동계획(2014-2020년)」,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영계획」 등 발표

  법률·법규 보완 

l 「부정경쟁방지법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을 수정하여 영업비밀 보호 등 강화

l 「외국인투자법」을 발표·실시하여 “행정수단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기술을 양도시킨다”는 

등 행위 금지

l 「상표법」을 수정하고 상표전용권 (trade marks)을 악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배상액을 

수정 전의 3배에서 5배로, 법정 배상 상한액을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인상

l 특허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춰 「특허법」 제4차 수정작업 진행 중  

- 권리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구축,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보상 제도 도입, 

외장디자인 등록 보호기간 연장 등  

 체계·메커니즘 개혁

l 중앙정부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國家市場監督管理總局) 설립과 국가지식재산권국 

재편 등을 통해 상표, 특허,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실현함 

-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법 집행에 대한 감독관리 체계도 조정되었음

- 기존 공상(工商) 부문과 지식재산권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담당했던 특허·상표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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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능이 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의 관계부서로 이전되어 지식재산권 법 집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었음  

 사법보호 강화

l 최고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법정(法庭)을 설립하고 지방에서도 지식재산권법원과 지식

재산권법정을 설립했음

- 2018년 신규로 접수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사건은 20만여 건에 달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사건 처리의 심사 전문화, 관리 집중화 및 절차 집약화를 실현했음

 행정보호 강화

l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전문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함

- 2013~2018년간 단속한 특허 침범 사건은 총 26.9만 건, 조사 처리한 상표 침범 

사건은 총 20.1만 건임 

- "인터넷+"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실시하여 중국 전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25

개를 설립했음

F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등록, 소유권 확정과권익 보호 협동메커니즘을 보완하여 국민

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원가가 낮은 권익보호 통로를 제공했음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중의 주요문제에 대해 동 「의견」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엄격화·
신속화 등에 입각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 제시

구분 주요내용 세분내용


제도적 규제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엄격화”란 정책적 지향

명확화

▷ 권리 침해·가짜 위조 행위에 대한 징계주위 강화

 (예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문제에 대해

특허,�저작권 등 분야에서 징벌성 배상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배

상 주위 인상 등 조시 실시

▷ 증거 표준 규범화

 심판 표준,� 상표·특허 침해 판단 표준,� 사법·행정 집법·중개 등

증거 표준 등의 규범화 및 연계성 등 강화

▷ 사건처리 조치 보완

▷ 새로운 산업형태에 대한 보호제도 보완

 (예시)� 새로운 산업형태에서 지식재산 보호가 상대 지연된다는

현상에 대해 특허,� 저작권,� 식품 신품종 및 집적회로 설계 등에

대한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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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一图读懂《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 
http://yuqing.people.com.cn/n1/2019/1125/c429781-31473279.html

§ 强化知识产权保护提出哪些创新举措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5053378

구분 주요내용 세분내용


사회적 감독·공동 관리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패턴 구축

▷ 지식재산권관련법률·법규 집행에대한감독강화

▷ 온국민이공동으로참여하는거버넌스모델구축·보완

▷ 지식재산권보호를지원하기위한전문기술연구개발강화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기술적 주단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추진


협력협동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의 핵심적 일환 중점

돌파

▷ 지식재산권 등록·소유권 확정 및 권익보호 연계프로세스 최적화�

▷ 범부처·지역 간 사건 협동처리 강화

▷ 간단한 사건 및 분쟁의 신속한 처리 추진

▷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구 구축

 (예시)� 우위산업 집중지역에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구축하여

신속한 협동보호 추진


대외 소통 메커니즘을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우월한 환경 조성

▷ 국제협력 확대

▷ 국내외 권리인 소통통로 보완

▷ 해외 권익보호 지원 서비스 강화

▷ 협조 및 정보획득메커니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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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과학원·중국공정원, 2019년 원사 각각 64명, 75명 선정 

지난 11월 22일 중국과학원 및 중국공정원(약칭 “양원”)은 각각 2019년 신규 원사
(院士) 명단을 공개했음

중국과학원 - 총 64명 선정 

l 중국과학원은 2019년 1월 1일에 2019년도 원사 선정 작업을 가동하고, 추천, 평가

심사, 공시(公示), 회의 평가심사 및 최종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최종 64명의 신규 

원사(여성 6명)를 선출했음 

- 이중, 수학물리학부 11명, 화학부 10명, 생명과학 및 의학학부 10명, 지학부(地學部) 

11명, 정보기술과학부 7명, 기술과학부 15명임

- 평균 나이는 55.7세이고, 최연소자 및 최고령자는 각각 42세와 67세이며, 60세 

이하 원사가 87.5%를 차지했음

l 2019년 외국적 원사를 20명 선정했음

- 현재까지 중국과학원 원사는 총 833명인데, 외국적 원사는 108명으로 집계됨

중국공정원 - 총 75명 선정 

l 2019년 중국공정원은 각각 75명 원사와 29명 외국적 원사를 선정했음  

- 새로 선정된 75명의 원사 중 기계·운반공정학부 10명, 정보·전자공학부 9명, 화공·

야금·재료공정학부 9명, 에너지·광업공정학부 9명, 토목·수리·건축공정학부 8명, 환경·

경방직(輕紡)공정학부 7명, 농업학부 7명, 의약위생학부 10명, 공정관리학부 6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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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중국공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추가선정 원사와 외국적 원사는 2017년에 비해 

각각 8명과 11명이 증가했음

F 신규 선정한 원사 중 2명은 1970년도 이후 출생자이며, 각각 중국과학원 광전연구

소의 LUO XIAN GANG(羅先剛)과 기계과학연구총원그룹유한공사 SHAN ZHONG 

DE(單忠德)임

F 중국공정원 원사는 중국 정부차원에서 공정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에게 수

여하는 칭호임. 그리고 원사의 추가 선정은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며 의장단(議長團)이 

추가 선정 인원수를 결정함

참고자료

§ 2019年两院院士增选名单公布
http://www.cas.cn/cm/201911/t20191125_4724922.shtm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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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창장(長江)삼각주지역의 일체화 발전 본격 추진 

최근 중국 정부는 창장(長江) 일대의 성(省)급 행정구역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묶는 
“창장삼각주 일체화 발전 계획”을 발표했음(12.2)

l 창장삼각주 일체화는 창장 하류의 경제 중심 도시인 상하이시와 그 주변의 저장(浙江)

성, 장쑤(江蘇)성, 안후이(安徽)성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프로젝트임

-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제1회 국제수입박람회 기조연설에서 창장삼각주 일체화 

프로젝트를 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대일로와 같은 위상의 계획으로 규명

- 주요 지역 대도시들을 한데 묶어 클러스터화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F 베이징시와 인근의 톈진시,�허베이(河北)성을 아루르는 징진지(京津冀)� 지역과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 광둥성의 주요 연안 도시들을 묶는 웨강아오(粤港澳）대만구가 대표적임

창장삼각주의 위치 및 규모

l 창장삼각주 일체화 계획 대상은 상하이시(上海市)와 주변인 장쑤성(江苏省), 저장성

(浙江省) 및 안후이성(安徽省)을 포함하여 총 면적은 35만 8,000 ㎢로 한반도 전체

보다 1.5배 이상 해당함

- 이 가운데, 27개 도시를 중심으로 창장삼각주 지역의 질적 발전 추진

       

성(직할시) 핵심 도시

 상하이 상하이

 장쑤성(9)
난징(南京),쑤저우(苏州),우시(无锡),난퉁(南通),타이저우(泰州),

양저우(扬州),옌청(盐城),전장(镇江),창저우(常州) 

 저장성(9)
항저우(杭州),후저우(湖州),쟈싱(嘉兴),닝보(宁波),저우산(舟山),

소우싱(绍兴),진화(金华),타이저우(台州),원저우(温州)

 안후이성(8)
허페이(合肥),우후(芜湖),마안산(马鞍山),퉁링(铜陵),안칭(安庆),

츠저우(池州),추저우(滁州),쉬안청(宣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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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 창장삼각주의 위치 

        

 [그림 2] 창장삼각주 경제규모 및 주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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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장삼각주 일체화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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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一图看懂《长江三角洲区域一体化发展规划纲要》 
http://baijiahao.baidu.com/s?id=1651777784668147189&wfr=spider&for=pc&qq-pf-to=pcqq.group

§ 一图读懂 《长江三角洲区域一体化发展规划纲要》

http://news.cnr.cn/native/gd/20191203/t20191203_52488230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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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 발표, 중국과학원 세계 1위 기록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가 2019년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 연구기관(대학)별 

     순위를 발표했음(12.3)

§ 네이처 인덱스는 자연과학 학술지 82개에 우주성과를 발표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논문

기여도▲공저자주▲학문분야별가중치등을분석하여연구성과를주치로변환한지표인데

기초과학분야에서권위있는지표로평가됨
    

l 네이처 인덱스는 AC(Article Count)와 FC(Fractional Count) 2가지 지표로 측정함

- AC(article count) : 82개 자연과학 학술지에 게재된 우수 논문 수(저자 수와 무관)임

- FC(fractional count): 논문 한편의 기여도 1.0을 공저자 수로 나누고 공저자 1인의 

기여도를 다시 그의 소속기관 수로 나눠 각 기관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보정함

F (예시) 논문 공저자가 10명일 경우, 각각 획득한 FC 점수는 0.1임

네이처를 위협하는 중국의 힘

▶ 2019년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 연구기관(대학)별 순위에서 중국과학원

(CAS)이 지속적으로 세계 1위를 확보하였고, 칭화대학이 처음으로 글로벌 10

위권에 들어갔으며, 화난이공(華南理工)대학이 처음으로 100위권에 진입함

▶ 지린(吉林)대학, 후난(湖南)대학이 여전히 강세를 몰아 글로벌 100위권에 진입

했고 쓰촨(四川)대학이 51위를 차지함

▶ 중국 대학/연구기관 TOP100 순위에서 인지도가 높은 대학/연구기관은 10위

권의 절대다수를 차지함

  - (예시) 중국과학원,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난징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 중국  

     과학원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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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년 네이처 인덱스 TOP100 연구기관/대학에서 중국은 20개로 1/5 차지 

[표 1] 2019년 네이처 인덱스 TOP100 중 중국 연구기관/대학 순위 

참고자료

§ 2019年最新自然指数出炉！这些中国高校表现强势
https://mp.weixin.qq.com/s/cM35beThnHrQ3qgwMZUTHQ

순위 연구기관/대학 AC FC

1 중국과학원 5286 1771.91

9 칭화대학 1394 433.49

12 베이징대학 1572 427.44

13 난징대학 1006 415.52

15 중국과학기술대학 1069 385.46

16 중국과학원대학 2187 383.41

22 저장대학 793 323.57

32 푸단대학 727 270.87

38 중산대학 591 236.64

39 난카이대학 587 233.78

43 상하이교통대학 752 228.34

51 쓰촨대학 367 208.12

53 우한대학 446 202.75

57 쑤저우대학 420 199.73

59 화중과기대학 452 187.73

65 샤먼대학 328 175.5

82 지린대학 325 145.76

86 텐진대학 589 143.63

91 후난대학 285 138.7

100 화난이공대학 265 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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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과학원, ‘Research Fronts’ 보고서 발표, 활약도 1위 분야 33
개로 미국에 이어 2위 차지

최근 중국과학원 전략자문연구원, 중국과학원 문헌정보센터 및 Clarivate Analytics사가 

     공동으로 「2019년 리서치 프론트(Rresearch Fronts)」 및 「2019년 리서치 프론트 활약도 지수

     (熱度指數)」를 발표했음(11.26)

l 보고서에서 가장 대표적 10대 학문 분야 중 주목받는 100개의 인기 프론티어 분야와 37개의 

신흥 프론티어 분야를 선정하여 이들 분야에서 세계 주요국의 연구 활약 수준을 평가함

F 10대학문분야 :�농업·식물학과동물학,�생태환경학,�지구과학,�임상의학,�생물학,�화학·재료학,�물리학,�

천문학·우주물리학,�수학·컴퓨터과학·공학,�경제학,�심리학 및 기타 사회과학

l 총 137개 프론티어 분야에서 활약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를 보면 미국은 80개로 

전체의 58.39%, 세계 1위 차지 

l 중국은 33개로 약 24.09%, 2위를 차지하고 영국(7개), 독일(1개) 및 프랑스(1개)는 

각각 3위~5위를 차지

F 중국과 미국 간 격차가 점점 줄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l 중국은 화학·재료학, 수학·컴퓨터과학·공학 및 생태환경학 3개 분야에서 1위 차지

- 농업·식물학과 동물학, 지구과학, 생물학, 물리학, 경제학, 심리학 및 기타 사회과학 

등 5개 분야에서 2위를 차지해 전반적인 성과가 뛰어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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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임상의학, 천문학·우주물리 분야에서는 각각 9위와 11위 차지하여 미국과 

큰 격차를 갖고 있음 

- 전반적으로 중국은 10대 학문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지만 발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 中科院发布2019研究前沿热度指数：中国居第二
https://mp.weixin.qq.com/s/FDVoHMYHnM2heeX4BvE8L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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