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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 중 과제사업비 청부제(包幹制) 시범 도입 

최근 과기부, 재정부와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가 공동으로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 

    중 과제사업비 청부제 시범 실시에 관한 통지」 발표(12.6)

l 연구비 청부제 : 연구비 항목별 지출의 비중을 설정하지 않고 연구진이 자주적으로 연

구비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  

l (목적) 과제사업비 사용의 간편화와 연구책임자의 자주권 확대 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인력을 위해 좋은 연구개발 환경 조성

과제사업비 청부제의 주요내용

l (적용 범위) '19년부터 실시된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는 과제사업비 사용 시 

청부제를 시범 실시함

l 프로젝트 담당자 승낙제도 실행

-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는 승낙서에 사인하고, 과학연구 규칙을 존중하고 과학자 정신을 

발양하며 과기연구 윤리도덕과 학풍성실의 요구에 따라 진지하게 과기연구 업무를 

진행할 것을 약속함

- 해당 프로젝트 경비는 본 프로젝트 연구와 관련된 지출에 전부 사용할 것을 약속해야 

하고 유용, 전용, 횡령해서는 안 되며, 과학연구와 무관한 지출에 사용해서는 아니됨

l 과제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더 이상 구분하지 않음 

F  지원규모는 원(原)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금액임  

① 프로젝트 신청서나 계획서에서 예산계획을 더 이상 작성할 필요가 없음

- 과학연구 경비의 사용 범위: 설비비, 재료비, 테스트 ․ 화학실험 ․ 가공비, 연료비, 

출장/회의/국제협력·교류비, 출판/문헌/정보 전파 /지식재산권 사무비, 인건비, 

전문가 자문비용, 의뢰기관 관리비용, 성과제고비 지출 및 기타 합리적인 지출 등

② 의뢰기관 관리비용은 본 기관 실제 관리비용 지출상황에 따라 프로젝트 담당자와  

   협상해서 결정함

- 성과급 지출은 프로젝트 담당자가 실제 과학연구 수요와 임금기준에 근거하여 자주

적으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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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경비는 액수 제한이 없으며 프로젝트 담당자가 실제 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정 사용함

l (감독관리) 의뢰기관은 프로젝트 경비지출에 대해 착실하게 심사함

- 해당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때 의뢰기관은 기관 내부에서 프로젝트 경비결산과 

프로젝트 마무리/성과보고를 공개해 과학연구 인력의 감독을 받음

- 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과학연구 경비 사용상황과 의뢰기관 관리 상황에 대해 정기적 

추출 조사를 진행함

- 의뢰기관과 인원은 규정을 어기고 프로젝트 경비를 사용하거나, 유용, 전용, 횡령

행위가 존재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벌함

2 2020년 국가자연과학기금 과제신청의 신규 정책 발표

2020년도 국가자연과학기금 과제신청의 신규 정책 요점 정리

 새로운 신청 제한정책 실행

l 신청자는 직함과 관계없이 최대 2개의 과제 신청 가능 

- 비 고급직함 신청자가 주관한 프로젝트 수는 1개로 제한되고. 지원기간 만료일이 당해 

연도 상술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2019년 이전에 중급직함 신청자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제한하지 않음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신청 시범실시 확대 

- 일반 프로젝트와 지역 기금을 시범실시 범위에 포함시킴

- 2020년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신청 프로젝트 유형(5개): 중점 프로젝트, 일반 

프로젝트, 청년 프로젝트, 지역 프로젝트, 우수청년 프로젝트 등 

참고자료

§ “杰青”项目将试行“包干制” ：实行项目负责人承诺制，无需编制预算
https://mp.weixin.qq.com/s/mJtrmZ7_LftidnOXDR4h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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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프로젝트(4종류)는 모두 시범 분류평가·심사를 진행함

 인재 지원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杰靑), 국가우수청년과학  

   기금(優靑)은 전 세계 과학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국적제한을 두지 않음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杰靑), 국가우수청년과학기금(優靑) 등 다차원 인재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 서로 배척정책(互斥政策)을 확실히 실행하여 중복 지원을 피함

 새로운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杰靑) 프로젝트(2019년 허가받은 프로젝트부터~)  

   과학연구 경비는 청부제를 시행함 

- 예산계획 수립을 요구하지 않고 각 프로젝트별 비율 규제도 설정하지 않음

- 모든 경비는 과학연구에 직접 투입함

 원천기술 혁신 탐색 프로젝트 시범 실시를 추진하며 단독적 경비와 평가심사 채널을  

   개설함

 공정·재료과학부와 정보화부는 학과코드를 조정하며, 3급 코드를 취소함

2019년 국가자연과학기금지원 업무의 특점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분류 신청과 평가·심사

시범 실시

▷ 모두 중점 프로젝트와 17개 학과의 일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F 중점 프로젝트:� 3,725개.� 일반 프로젝트:� 22,763개

 다차원적 투입 메커니즘

초보적으로 구축

▷ 새로운 시기 연합기금 톱 레벨 디자인� 완성

▷ 지역혁신발전연합기금 설립

F 16개 성,� 총 49.8억 위안 투입

▷ 기업혁신발전연합기금 설립

F 4개 기업,� 총 9.5억 위안 투입

▷ 산업부문 간 협조지원업무 추진

F 3개 부문,� 총 8억 위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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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政策解读 | 国家自然基金2020申报新政发布（含2019年资助特点分析）

https://mp.weixin.qq.com/s/LK4N-6nkR-J7-84jkyFVeA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 미래지향성 사전 배치

강화

▷ 중점 프로젝트 평 증가:� 700개→750개(실제 743개)

▷ 중대 프로젝트 평 증가:� 38개→46개

 우평인재에 대한 지원

강화

▷ 우수청년(優靑):� 400개→600개(홍콩마카오지역 25개)�

▷ 걸출청년(杰靑):� 200개→300개(실제 296개)

▷ 혁신팀(群體):� 38개→46개(실제 45개)

 프론티어 분야 탐구연구

안정적으로 지원

▷ 일반 프로젝트,� 걸출청년(杰靑),� 우수청년(優靑)� 등
프로젝트 지원 규모 유지

▷ 학과 간 조화·균형·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프로젝트 지원 모텔

최적화

▷ 기초과학센터 프로젝트 평 증가:� �4개→15개(실제 13개)� �

F 지원 금액:� 2억위안/5년→8천만위안/5년

▷ 해외 및 홍콩마카오지역 협력연구기금 프로젝트 취소

 자금관리 제도 보완

▷ 예산(결산)� 계획과 서류 간소화

▷ 걸출청년(杰靑)� 청부제 시범 실시

F 간접비의 비중 향상

 � 평가심사 환경 정화

▷ 「엄격히 승낙한 청렴평가환경구축 이행에 관한 공개

서한」� 발표

▷ 신청자와 주요 참여자,�의뢰기관과 참여 연구기관,�심

사평가 전문가,� 근무인원은 4자 공정성 약정서 체결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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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과학기술 장려제도 개혁 심도있게 추진

11월 28일 국가과학기술장려업무판공실 관계자가 지난 1년간 「과학기술장려 제도 개혁 
방안」(국무원)의 실시 현황을 소개했음

 법규제도의 ‘플러스화’와 후보자 추천 제출서류의 ‘마이너스화’ 추진

l 2019년 국가 과학기술 장려 법규·제도 체계 보완, 후보자 추천 방식 개선, 평가·심사  

제도 규범화 및 국제 영향력 향상 등 개혁조치 실시 

- 「국가과학기술 장려위원회 정관」 등 규범 집중 수정 외에, 전문가 선정, 수상지표 

배분 등 신규 규칙을 연구․제정하여 관련 제도체계의 지속적 보완 추진 

- 후보자 추천 제출서류의 간편화를 추진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부담을 절실하게 축소

F (예시)� 국가자연과기상 추천 제출서류 중 「사전 동의서」를 취소하고 ‘조회 동의’와 ‘완성자

서약’으로 대체

F 논문저널 영향력지수(Impact�Factor)�기입을 취소했고 국내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대표 논문으로 인정함

F 지적재산권의 중국 보유를 강조하고 제1저자가 외국기구인 경우 대표 논문으로 인정하지 않음

 국가기술발명상과 국가과기진보상 후보자 추천서 중 ‘보급응용 상황’ 관련 내용 수정

① 「응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를 대신하여 기술계약서, 입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제출 가능

② 각 장려상의 구분을 분명히 했는바 국가기술발명상은 주로 ‘응용효과’에 중점을 

두며, 국가과기진보상은 ‘경제와 사회적 효과’에 무게를 실었음

③ ‘최근 3년 간 경제적인 효과’ 지표 기입 시 기존의 고정적인 도표 형식을 문자서술 

형식으로 개정해, 각 업종영역의 특성을 더욱 잘 반영하도록 함

l 2019년 후보자 추천 상황은 다음과 같음

      

2019년 후보자 추천 상황

① 전문가 및 연구기관 추천 후보자: 1,609건 (전년대비 85건 증가)

   - 그중 전문가 추천 후보자: 115건( 전년대비 18건 감소)

② 최고상 후보자: 15명

③ 국제협력상 후보자: 33명(19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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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과학기술장려업무판공실은 다음과 같은 중점임무 추진 예정 

 국가 과기장려 법규제도체계의 지속 보완

l 「국가과학기술 장려 조례」(사법부와 공동으로) 및 「국가과학기술 장려조례 실시세칙」 

수정 

 과학기술상 개혁 임무와 후보자 추천과 평가·심사 등 조치의 내실화와 세부화를 

추진하여 실천을 통해 관련 조치의 제도화 추진 

F 2020년 국가자연과학상 후보자 추천 서류 중 ‘SCI 피인용 횟수” 등 경직적 규정을 

취소하고, 피인용 총 횟수 기재 시 반드시 검색기구가 사용하던 데이터베이스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요구함

 2020년부터 심사·평가 전문가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전문가의 신용평가, 성실성  

 기록과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함

l 향후 중국 연구개발 투입 및 산출, 과기발전 수준 등 실제 상황에 의하여 각 단계별 

수상 수를 확정함

 과학기술 장려 성실성 감독 메커니즘 보완

l 2020년 「국가 과학기술 장려 이의 처리방법」을 수정하여 발표할 예정이고, 기율

형 및 학술형을 구분하여 관련 처리 절차와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조사처리 과정

에서 관련 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명함

l 동시에 과기장려 성실성 조사처리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성실성 기록파일과 과기

신용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함

참고자료

§ 国家科技奖励制度进入“深改时间”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11/29/content_435746.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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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베이더우(北斗) 3호 글로벌시스템 핵심 별자리 배치 마무리

12월16일, 중국 시창(西昌)위성발사센터에서 “두개 위성을 동시에 발사”하는 방식

    으로 베이더우 항법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베이더우 3호 글로벌시스템 

    핵심 별자리 배치 완성

l 12월 16일 15시 22분, 중국은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長征) 3호 을(乙)운반로켓

을 ‘두개 위성을 동시에 발사’하는 방식으로 52번째, 53번째 베이더우 항법위성을 성공

적으로 발사했음

l 이로써 24개 지구 중궤도 위성이 모두 발사되었으며, 베이더우 3호 글로벌시스템의 

핵심 별자리 배치가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함

- 지구 중궤도는 베이더우의 3개 궤도 중 유일하게 전 지구를 움직이며 커버할 수 있기

에 지구 네크워킹의 핵심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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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베이더우가 글로벌 서비스 능력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되며,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고성능의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음

베이더우3호 글로벌시스템 소개

l 베이더우시스템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2009년에 베이더우 3호 글로벌시스템 구축을 정식 가동했음

- 베이더우3호 글로벌시스템은 3개 지구 정지궤도 위성, 3개 경사 지구 동기궤도 위성과 

24개 지구 중궤도 위성으로 구성 

l 24개 위성 중, 14개는 중국항천과기그룹유한공사 소속 중국공간기술연구소에서 연구·

제작했고, 10개는 중국과학원 초소형(微小)위성혁신연구원에서 연구·제작했음

- 베이더우 3호 글로벌시스템 연구·제작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제는 여러 기관에서 나누

어 배치하고 난제는 함께 공략함

- 핵심기술 돌파를 가속화하고, 상호 윈윈(win-win)하는 발전 국면을 조성하며, 시스템의 

고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보장했음

l 계획에 따라 2020년 상반년에 베이더우 3호의 마지막 2개 지구 정지궤도 위성을 발

사할 예정이고 반년을 앞당겨 모든 네트워킹 위성발사 완성 전망

참고자료

§ 我国“一箭双星”再发两颗“北斗星” 完成北斗三号全球系统核心星座部署
https://mp.weixin.qq.com/s/C4_uxQ2ctcwFudLniAFOR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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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재료과학 논문 기여도 미국 제치고 세계 1위...전년대비 15.8% 증가

최근 「네이처」 증간호에 발표한 “네이처 인덱스 2019 - 재료과학”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재료과학 분야에서 막강한 연구역량을 갖추었음(12.12)

l 2015~2018년 간 재료과학 논문 발표 증가폭이 가장 큰 50개 기관 중 43개 기관이 

모두 중국 기관이었으며, 특히 Top10 기관은 모두 중국 대학임

- Top1-Top10 대학은 각각 중국과학원대학, 난카이(南开)대학, 저장(浙江)대학, 스

촨(四川)대학, 난징(南京)대학, 화난(华南)이공대학, 후난(湖南)대학, 상하이(上海)교

통대학, 우한(武汉)대학과 베이징대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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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5~2018년 전 세계 재료과학분야 성장이 가장 빠른 50개 기관 중 7개 기관만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연구기관으로 차지

- 각각 싱가포르국립대,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 호주 퀸즐랜드공대, 독일 마인츠

대학, 미국 국립위생연구원, 스위스 프리부르그대학,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국왕 

과학기술대학임 

l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네이처 인덱스 재료과학 논문 기여도는 미국의 2/1 

미만이었으나, 2018년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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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중국 네이처 인덱스 재료과학 논문 기여도는 전년대비 15.8% 증가한 반

면에 미국은 10.3% 하락 

- 세계 재료과학 Top10 국가 중, 5개 국가 (미국, 독일, 일본, 영국과 프랑스)의 

기여도가 하락

l 이와 함께 2018년 네이처 인덱스의 재료과학 논문 기여도가 가장 높은 100개 연구 

기관 중 35개는 미국 연구기관이며, 중국은 2위로 34개 연구기관이 이름을 올렸음 

- 그중 Top10기관은 각각 중국과학원, 난징대학, 칭화대학, 독일 막스플랑크학회,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중국과학기술대학, 저장대학,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베이징대학과 미

국 스탠퍼드대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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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또한 2018년 주요 국가의 재료과학 논문이 네이처 인덱스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계했음

- 그중 한국과 싱가포르는 모두 40%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중국은 3위로 35% 이상, 

미국은 15%를 차지함

l 이 외에도 「네이처」 스페셜판에서는 재료과학분야의 일부 발전추세를 언급하였음

- 에너지, 특히 고성능전지 연구는 재료과학분야의 인기연구방향으로 떠오름

- 에너지수집과 관련하여 기존 재료들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음

F 즉, 나무, 솜, 종이의 섬유소에 존재하는 셀룰러 구조를 발견하였는데, 인체 등 저온 

원천에서 에너지를 수집 가능하며, 이는 미래 스마트폰과 같은 소형 전자 기기의 전력 

공급에 응용될 전망임

참고자료

§ 全球材料科学哪家强？中国高校全面霸榜
https://mp.weixin.qq.com/s/7JeHkFBap4mSYClv4U9p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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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초안)」 통과

12월 12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초안)」 통과

l 동 실시조례는 「외상투자법」('20.1.1 본격 시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사항에 대대 관련 조치 내실화·구체화 

 (골자) 징벌적 배상을 통한 외국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수단을 통한 강제적 기술 

이전 금지와 외국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   

l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세부 내용 

 내·외자 기업

동일 대우

l 프로젝트 신청,�토지 공급,�세금 감면,�자질 허가 등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적용함

l 법에 따라 외자기업은 중국에서 국가,�업종 및 지방 등 각종 표준 제정·

,정에 참여할 , 있고,�표준제안 및 표준 초안 ,립 등도 ,행 가능

l 중국 정부 및 관계부서는 외자기업의 정부구매시장 진입 제한이나

차별적 대우 금지

 투자보호

강화

l 중국은 외국투자에 대해 징,하지 않고,�공공이익을 위해 징수해야할

경우,�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시장가격에 따라 보상 처리

l 행정허가,�행정처벌 등 ,단을 이용하여 강제적이나 변형적인 방법

으로 외국투자자,� 외자기업들에게 강제적인 기술이전을 요구 불허

l 지방정부와 관계부처는 구획조정,�정부 인원의 임기만료 교체,�책임자

변경 등을 이유로 이미 약속한 정책승낙 및 체결한 계약 불이행 혹은

파기 금지

l 현급(縣級)�이상 인민정부와 관계부처는 공개 투명,�고효율 ․ 편리의
원칙에 따라 외자기업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전문 부문이나 기구를 지정

하여 접, 처리하도록 하며 신고 규칙과 처리기한 등은 대외 공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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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동 회의에서 「외상투자법」과 「조례」 시행을 계기로 홍콩, 마카오 및 대만 투자 기업을 

포함한 내·외자 기업들을 동일시하는 공평경쟁의 시장 환경을 구축하도록 요구

참고자료

§ 李克强主持召开国务院常务会议 通过《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实施条例（草案）》等
http://www.gov.cn/premier/2019-12/13/content_5460939.htm

구분 세부 내용 

 차별적 요구

제출 금지

l 주관부문이 관련 업종,�영역 진입허가를 심사할 때 허가조건,�신청자료,�

심사절차,� 기한 등 면에서 외국투자자들에게 차별적 요구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위법행위의

법적 책임

규명

l 외자기업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 외자기업의 표준제도 참여에 대한

위법적인 제한,�정책약속 불이행,�기술 강제성 이전 요구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명확화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

� 참조표준

l 홍콩 및 마카오 투자자의 중국 내륙 투자는 「외상투자법」과 「조

례」를 참고로 집행함

l 대만 투자자의 중국 대륙 투자는 「대만 동포 투자보호법」�및 관련 실

시조례를 적용하며,�미 규정 사항은 � 「외상투자법」과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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