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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2020년 전국과학기술업무회의 개최

왕쯔강(王志剛) 과기부 부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19년 중국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성과와 '20년 중점 추진업무 발표(1.11)

 2019년 중국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성과

l 대표적 혁신성과 

- 무인 탐사선 ‘창어(嫦娥) 4호’ 인류 최초 달 뒷면 착륙 성공 

- 중국 최대 운반로켓 ‘창정(長征) 5호’ 발사 성공

- 차세대 극지탐사용 쇄빙선 ‘쉐룽(雪龍) 2호’ 첫 남극 출상

- 베이더우(北斗)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막판 스퍼트

- 중국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

l 과학기술 지원정책의 착실한 실시로 혁신환경 지속 개선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자주권 지속 확대  

- 연구인력 부담경감을 위한 ‘7가지 행동’ 실시 

- R&D투자 가산공제(加計扣除) 정책 실시

- 첨단기술기업 우대정책 등 기업 지원정책 실시 

- 과학기술 인재 평가제도 개혁 지속 추진

- ‘논문·직함·학력·포상’만 중요시하는 편견 전환

- 외국인 근무허가증, 우수인력 비자 및 영구거류증(영주권) 발급제도 추진

l 과학기술 혁신 공간 확장 및 국제협력 확대

- ‘일대일로(一帶一路)’ 과학기술 혁신·협력 추진

- ‘혁신의 길(The road of  innovation)’ 협력(안) 발표

 2020년 중국 과학기술 중점 추진업무 

l '20년에 혁신형 국가 대열에 진입하여 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국가의 전략적 과기역량 강화, 산업기반 및 산업사슬의 선진

화 등을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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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와 함께 지속적 과학기술혁신체제·메커니즘 혁신을 통해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기관리 체제와 정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 지원

l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10대 중점업무 추진 예정   

①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적으로 배치하여 핵심기술 확보와 기초연구 강화

②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제정·발표하여 ‘혁신형 국가’ 대열 진입 지원

③ 혁신기지 배치를 최적화하고, 국가실험실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과기역량 육성

④ 새로운 기술·성과의 이전·사업화에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가속화

⑤ 민생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 제공

⑥ 상호 보완적이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지역혁신구조를 구축하여 지역의 혁신수준 제고

⑦ 개방·협력을 통해 혁신능력을 향상하고 글로벌 혁신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가입

⑧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추진하여 혁신시스템의 효율 향상

⑨ 과기인력의 혁신 능동성을 불러일으켜 고수준의 연구진 양성 추진

⑩ 올바른 기풍·학풍을 세워 건전한 혁신 생태계 조성

참고자료

§ 2020年全国科技工作会议在京召开，重点做好十方面工作
https://mp.weixin.qq.com/s/hBeOUspEe3Tq2rgTFKh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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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개최 

2019년도 중국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가 베이징에서 개최(1.10)

l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2019년도 국가과학기술

장려대회가 1월 10일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

l 동 장려대회는 과학기술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과학자와 연구진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상 수상식으로 매년마다 개최

l 국가과학기술상은 국가최고과학기술상, “국가삼대상”, 국제과학기술협력상으로 구성

- 국가최고과학기술상은 중국의 과학자나 기술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중국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이 직접 수상

- “국가삼대상”은 국가자연과학상, 국가기술발명상 및 국가과학기술진보상 3개로 구성

- 국제과학기술협력상은 국제과기협력사업에서 뛰어난 기여를 한 우수 외국국적 

전문가에게 수상

2019년도 중국 국가과학기술상 수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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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제과학기술 협력상(총 10명)

2019년도 중국 국가과학기술상 5가지 혁신조치는 다음과 같음

마틴 폴리아코프(Martyn Poliakoff)

영국노팅엄대학교 교수

허버터. 망(Herbert A. Mang)

오스트리아비엔나과학기술대학 교수

마르쿠 타피오 쿨말라(Markku Tapio Kulmala)

판란드헬싱키대학교 교수

닐스 크아스티앙 스텐수(Nils수Christian Stenseth)

노르웨이오슬로대학교 교수

프랑크 리로이 루이스(Frank Leroy Lewis)

미국텍사스대학교 교수

블라디슬라프 판체코 (Vladislav Panchenko)

러시아기초연구기금회 주석

레이먼드 카를로스 스티븐스(Raymond Charles Stevens)

상하이과학기술대학iHuman연구소 소장

로베르토 바티스통(Roberto Battiston)

이태리트렌토대학교 일반물리계 주임

로버트 그레이엄 쿡스(Robert Graham Cooks)

미국퍼듀대학교 유명교수

아타우르라만(Atta-ur-Rahman)

파키스탄총리과학기술업무팀 주석

구분 세부 내용 

   추천제 전면 시행

▶ ‘삼평(三評,� 프로젝트·인재·기관 평가)’� 개혁 실시

▶ 추천서와 각종 증명서류 간소화를 통해 연구자들의 부담

경감


자연과학상 평가 시

후보자 국적 제한

폐지

▶ 2019년 10명의 외국 국적 전문가는 ‘프로젝트 완성자’�

자격으로 후보자 추천

▶ (목적)�해외 고급인재들이 중국에서 혁신·창업하도록 격려

 심사 전문가 및

정부부처 직책 강화

▶ 국가과학기술상 심사·평가기관,� 감독기관 및 서비스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각급 조직의 업무시스템 보완

▶ 「국가과학기술장려위원회정관」을 수정하여 장려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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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프로젝트의 5대 특징은 아래와 같음

가. 청년인재는 기초연구 분야의 새로운 활력소로 부상

l 국가자연과학상 수상 프로젝트 책임자 평균 나이는 44.6세이고. 제1책임자 평균 나

이는 52.5세( 최연소자 35세)

- 2018년 대비 각각 2세 및 2.6세 낮아졌음

l 45세 이하 수상자는 60%이상 차지

- 그중 7개 연구 성과의 제1책임자의 평균 나이는 45세 미만임

- 연구진 평균 나이가 45세 미만인 프로젝트 수는 26건으로 56.5% 차지

구분 세부 내용 

▶ 각급 심사기관의 직책,�구성 원칙,�심사위원 임기,�심사

방식 및 상호연계 등 명확화

 국가과학기술상

심사제도 보완

▶ 동료평가(peer� review)제도의 역할 강화

F 동료평가 의견을 후속 심사에 도입

▶ 민수분야 프로젝트 평가 시 온라인평가제도 도입

▶ 자연과학상 심사 시 해외 전문가의 평가 분야와 인원수 확대

 � 과학기술장려

감독제도 정비

▶ 「과학기술장려 감독위원회 정관」� ,정작업을 마치고 과학

기술분야 관련부처 간 협동협력 강화

▶ 감독위원회의 직책과 기능을 착실히 보완하고 각�부처가 ‘공
유·공건(共建)·공치(共治)’를 기반을 과학연구의 진실성

(scientific� integrity)을 확보하도록 추진

▶ 프로젝트 공시제도,�1차 평가에 통과된 3대상 프로젝트 평가
시 동분야 전문가를 도입한 자문제도와 일반대중 방청 제도를

보완하여 과기계 및 온 사회의 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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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혁신을 통해 제조업의 업그레이드 추진

l 다년간 축적된 혁신 성과들을 기반으로 기계장비, 차세대 반도체조명, 항공 안전 및 

항공기 제조 등 제조업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갖춘 우수성과 창출

다. 과학기술이 친환경적·질적 성장 지원 

l 금속재료, 경공업, 화학공업, 건축, 기계, 농업공정 등 분야 수상 프로젝트는 친환경 

성장 이념 구현

l 환경오염 메커니즘 관련 기초연구, 대기질 개선, 수질오염 예방, 토양 복원 관련 혁신적 성

과들이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깨끗한 대기, 수질 및 토양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 지원 제공

라. 농산품 안전 및 정밀가공 등 기술은 새로운 돌파 구현

l 농산품 품질안전 검사 관련 연구 성과는 농산품 안전 검사 기술 수단을 확충할 뿐만 아

니라, 농산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반과정의 안전 수준 향상

l 농산품 및 식품 가공 산업의 연구 성과는 품질관리와 부산물의 고부가치화 활용에 

역점을 두어 경제적·사회적 수익을 뚜렷이 향상

마. 국제과기협력 지속적 확대

l ‘2019년도 국가과학기술협력상’ 참여자 수, 수상자 수 및 참여국가 수는 모두 사상 

기록 경신하고 과기협력분야도 확대

- 수상자 국적: (‘일대일로’ 연선 국가) 러시아, 파키스탄 등 

              (선진국)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 협력 분야: (기초연구) 물리, 화학, 생물학 등 

             (민생분야) 대기오염 방지, 질병 예방치료, 신약 개발 등

참고자료

§ 2019年度国家科技奖：强调五大创新，呈现五大特点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1/434654.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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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최대 운반로켓 창정(長征)5호 발사 성공  

최근 중국 창정(長征)5호 야오(遙)-3 운반로켓이 하이난성 원창(文昌)우주발사
센터에서 스젠(實踐)-20 시험 위성을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음(12.27)

l '뚱보-5'(Fat Five)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창정 5호는 중국 운반로켓 가운데 최대 크기임

- 수직으로 세웠을 때 높이가 56.97m로 20층 건물에 맞먹을 정도임

- 승용차 16대를 합친 정도의 무게인 25톤의 화물을 우주로 실어 나를 수 있음

- 최신기술 95% 적용한 대형 액체 운반로켓임

이번 발사 성공으로 중국은 ‘우주 굴기’를 위한 3대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행할 
추진체를 확보

l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수십억 달러를 우주 프로그램에 투자해 왔음

- 이에 힘입어 1999년 첫 우주선 '선저우 1호'를 발사했고, 2003년에는 중국 최초 우

주인이 탄생,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 인간을 우주에 보낸 세 번째 국가가 됐으며, 

2019년 1월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음

l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우주관련 핵심 프로젝트는 ▲달 표본을 수집해서 

돌아올 달 귀환탐사선 '창어(嫦娥) 5호' 발사 ▲중국 최초의 화성 탐사선 '훠싱(火星)' 

발사 ▲중국우주정거장(CSS) '톈궁(天宮)' 건설 등 3개임

l 이에 필요한 것들은 운반하는 로켓들이 창정 5호와 창정 5호B를 포함한 창정 5호

시리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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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귀환 탐사선 발사

l 창정 5호는 가장 먼저 달 표본을 수집해서 돌아올 달 귀환탐사선 창어 5호를 쏘아 올릴 

것으로 예측함

   무인 화성 탐사선 발사

l 내년 7월 중국은 첫 무인 화성 탐사선인 훠싱 1호를 발사할 계획이며, 창정 5호를 비롯한 

초대형 운반로켓이 반드시 필요함

   유인 우주정거장 운영

l 중국은 2022년에 유인 우주정거장 운영이란 목표를 세웠으며, 3명의 우주비행사들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우주정거장을 10년 동안 운영할 계획임

- 톈궁의 핵심 모듈인 톈허(天和)를 내년에 처음 발사할 계획이며, 청정 5호B로켓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 胖五”，大火箭有大梦想
https://baijiahao.baidu.com/s?id=1654126144336175007&wfr=spider&for=pc&qq-pf-to=pcqq.group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30115742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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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 중국 과학기술논문 통계 발표 

최근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가 『중국 2019년 과학기술논문 통계(Statistical Data of 
Chinese S&T Papers)』를 발표

l 동 보고서는 중국 연구자의 국내외 논문 발표 수, 인용횟수 및 국제협력 등 현황 정리·

분석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SCI수록 중국 논문수는 41만 8,200편으로 연속 10년 세계 
2위 차지

l 2018년 SCI수록 세계논문 206만 9,700편(전년대비 6.8%↑) 가운데 중국 논문은 

41만 8,200편으로 전체의 20.2% 점유('17년보다 1.6%p↑)

- 논문발표 상위 5개 국가는 각각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일본임

F 이중, 미국은 55만 2,000편으로 중국의 1.3배이고 전체의 26.7% 기록  

l 중국인이 제1저자로 발표한 논문은 '17년보다 16.2% 증가한 37만 6,400편으로 전체의 

18.1% 점유

- 이 기준을 적용해도 중국의 논문 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차지  

[그림 1] 중국 SCI 논문수 및 세계 점유율('08년~'18년)

[표 1] 2008-2018년 중국 SCI 논문수 세계 순위 변화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세계
순위

4 2 2 2 2 2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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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SCI수록 중국논문 중, 공저논문 수가 지속 늘어나 중국 저자의 참여도가 확대

l 2018년 SCI수록 중국논문 중 국제협력을 통해 발표된 공저논문은 '17년보다 13.8% 

증가한 11만 800편 기록

- 공저논문의 점유율 : 26.5%

[표 2] 2018년 과학기술 공저논문 통계

l 중국인이 제1저자로 발표한 공저논문은 76,622편으로 전체 공저논문의 69.1% 점유

- 협력대상 국가나 지역이 157개에 달한 가운데, 상위 6개 협력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및 일본임

[표 3] 중국인이 제1저자로 발표한 공저논문 통계

l 중국인이 참여자로 발표한 공저논문은 34,220편으로 협력대상 국가나 지역은 182개에 

달했으며, 상위 6개 협력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및 캐나다임

[표 4] 중국인이 참여자로 발표한 공저논문 통계

순위 국가(지역) 논문 수(편)

1 미국 42,713

2 영국 7,793

3 호주 7,658

4 캐나다 5,439

5 독일 3,801

6 일본 3,768

순위 국가(지역) 논문 수(편)

1 미국 14,879

2 영국 4,823

3 독일 3,763

4 호주 3,301

5 일본 2,986

6 캐나다 2,581

중국 제1저자(편) 비율（%） 공저논문(편) 비율（%）

양자 공저 60,449 78.89 14,023 40.98

삼자 공저 11,910 15.54 7,865 22.98

다자 공저 4,263 5.56 8,679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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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8년 SCI 수록 중국논문 중 공저논문 현황

중국 SCI 공저논문은 주로 화학, 생물학, 물리학, 임상의학, 재료과학 등 분야에 집중

l 2018년 제1저자가 중국인인 공저논문 중 화학은 8,656편으로 가장 많은 수준

- 다만, 분야별 공저논문 점유율을 볼 때 전자, 통신과 자동제어는 23.24%로 가장 

높은 수준임 

[표 5] 중국인이 제1저자로 발표한 공저논문 TOP6 분야

l 제1저자가 중국인이 아닌 공저논문 중 임상의학은 가장 많아 5,006편 기록

- 분야별 공저논문 점유율 기준, 임상의학도 10.24%로 가장 높은 수준임 

학과 논문 수 (편) 공저논문 점유율 (%)

화학 8,656 15.17

생물학 8,270 18.31

물리학 6,058 15.89

임상의학 6,047 12.36

재료과학 5,812 17.58

전자, 통신과 자동제어 5,47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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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국인이 참여자로 발표한 공저논문 TOP6 분야

지역별 공저논문수 기준으로 베이징이 가장 많음

l 상위 6개 지역은 가각 베이징, 장쑤, 상하이, 광둥, 후베이와 산시임

[표 7] 중국인이 제1저자로 발표한 공저논문 TOP6 지역

중국은 국제 빅 사이언스(Big Science) 협력 능력 구비

l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계획, 국제공동해저시추프로그램, 

국제 지구 관측시스템 등 일련의 빅 사이언스(Big Science)계획에 참여함

l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과학기술 대국과 과기협력을 추진중이며, 

국제표준 제정 참여와 글로벌 중대 문제 해결에서 크게 기여

l 국가급 국제 과학기술협력 기지는 중국이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진행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으며, 중국은 종합 국력과 과학기술실력이 높아지면서 국제 빅 사이언스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

학과 논문 수 (편) 공저논문 점유율(%)

임상의학 5,006 10.24

생물학 4,327 9.58

화학 3,963 6.95

물리학 3,313 8.69

재료과학 2,015 6.10

기초의학 1,945 8.44

지역 논문 수 (편) 점유율 (%)

베이징 (北京) 14,074 23.48

장쑤 (江苏) 8,753 21.94

상하이 (上海) 6,710 21.84

광둥 (广东) 5,349 21.88

후베이 (湖北) 4,869 23.88

산시 (陕西) 4,1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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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사이언스(Big Science)

v “빅 사이언스”연구란 투자금액이 막대하고, 여러 학문분야가 교차시키며, 실험 설비가 

     복잡하고 연구 목적이 방대한 연구 활동

F 빅 사이언스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의 고도성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각국의 

    과학기술 실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  

l 2018년 중국에서 발표한 공저논문 중 저자수가 1,000명이 넘고 협력대상 기관이 

150개가 넘는 논문은 300편임 

l 논문 저자수가 100명이 넘고 협력대상 기관이 50개가 넘는 논문은 총 583편으로 

전년대비 75편 증가 

- 학과분야: 고에너지물리학, 천문과 천체물리학, 의약위생과 생리학 등

- 이중, 중국 연구기관이 제1저자인 논문은 45편임  

국제논문 학과 분포 현황

l SCI 논문 수 TOP10 학과는 다음과 같음

[표 8] 2018년 SCI 논문 수 TOP10 학과 통계

순위 학과 논문 수（편）

1 화학 52,584

2 임상의학 41,966

3 생물학 40,228

4 물리학 34,406

5 재료과학 30,793

6 전자, 통신 및 자동제어 21,514

7 기초의학 20,690

8 지구과학 14,586

9 컴퓨터기술 14,304

10 환경과학 1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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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분야별 피인용 횟수 세계 순위를 보면, 중국의 재료과학, 화학, 공정기술, 컴퓨터과학, 

물리학과 수학 등 6개 학과분야가 모두 전 세계 20%이상 차지

- 그중 재료과학, 화학과 공정기술 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세계 1위 차지 

- 농업과학, 생물과 생물화학, 컴퓨터과학, 환경과 생태학, 지구과학, 수학, 약학과 

독물학, 물리학과 식물학 및 동물학 등 9개 학과분야 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세계 

2위 차지

[표 9] 2009-2019년 중국 학과별 논문과 세계 평균 비교 

학과
논문 수

（편）

비중

%

피인용

횟수

 비중

%

세계

순위

순위변

화

편당

피인용

횟수

상대적

영향

농업과학 63,433 14.63 599,994 14.83 2 - 9.46 1.01

생물과 생물화학 123,708 16.37 1,417,823 10.96 2 ↑1 11.46 0.67

화학 466,581 26.81 6,773,051 25.74 1 ↑1 14.52 0.96

임상의학 278,677 9.96 2,598,826 7.09 7 ↑1 9.33 0.71

컴퓨터과학 90,239 24.00 662,019 23.41 2 - 7.34 0.98

경제무역 17,406 6.17 116,797 4.69 8 ↑1 6.71 0.76

공정기술 336,591 25.04 2,724,322 24.23 1 ↑1 8.09 0.97

환경과 생태학 92,868 17.61 1,000,937 14.09 2 - 10.78 0.80

지구과학 93,801 19.95 1,045,135 17.05 2 ↑1 11.14 0.85

면역학 24,189 9.21 293,848 5.89 5 ↑6 12.15 0.64

재료과학 297,966 33.18 4,330,667 32.63 1 - 14.53 0.98

수학 89,655 20.57 417,365 21.10 2 - 4.66 1.03

미생물학 28,920 13.69 278,752 8.44 4 ↑1 9.64 0.62

분자생물학과 유전학 89,259 18.65 1,199,762 10.50 4 - 13.44 0.56

종합류 3,159 14.12 52,905 13.83 3 - 16.75 0.98

신경과학과 행위과학 46,549 8.93 535,817 5.62 8 ↑1 11.51 0.63

약학과 독물학 71,192 17.27 698,892 13.19 2 - 9.82 0.76

물리학 251,067 22.79 2,393,163 19.03 2 - 9.53 0.83

식물학과 동물학 85,545 11.43 798,549 11.10 2 - 9.33 0.97

정신병학과 심리학 13,205 3.14 103,360 1.98 13 ↑1 7.83 0.63

사회과학 27,639 2.90 212,186 3.06 13 ↓4 7.68 1.06

공간과학 14,774 9.81 198,179 7.09 9 ↑4 13.41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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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자연과기위, 2020년 원천연구 탐구형 프로젝트 신설 

최근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2020년도 국가자연과학기금 원천연구 탐구형 프로젝트 
신청 지침서」를 발표했음(12.23)

l 추진근거: 「기초과학연구의 전면적 강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국무원, 2018.4호)

            「프로젝트 심사·평가, 인재평가, 기관평가 심화에 관한 의견」(국무원, 2017.7)

  

원천연구 탐구형 프로젝트

v “원천연구 탐구형 프로젝트”는 과학연구 인력들이 원천적 학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독창성이 강하고 리스크가 큰 기초연구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F  (예시) 새로운 이론, 새로운 방법, 새로운 규칙 등 제출

F  (목적) 선도적 원천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과학 난제를 해결하고 연구방향을 선도하거나   

  개척함으로써 중국 기초연구가 질적 성장을 위해 원천적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추진함

l 원천연구 탐구형 프로젝트는 파격적인 심사·평가 메커니즘 적용

l 신청 지침서에 따르면, 해당 원천연구 탐구형 프로젝트의 핵심내용은 현재 실시 중이나 

심사·평가 중인 국가자연과학기금 및 국가 기타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중복 불가

l 원천연구 탐구형 프로젝트는 전문가 추천형과 지침 유도형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구분 세부 내용 

 전문가 추천형

▶ 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연도 신청지침서를 발표하고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연구 분야와 연구방향을 지정하지 않음

▶ 신청자는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시로 프로젝트 신청을
제출 가능

 지침 유도형
l 자연과학기금위원회 각�과학부에서 과학자 의견 수렴,�학술
포럼 토론이나전문가논증 등형식을통해 프로젝트지침서를
형성하고 적시에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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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침서에 따라, 원천연구 탐구형 프로젝트는 유연한 지원기한 및 지원규모를 적용함

F 전문가 추천형 원천기술 프로젝트의 지원기한은 보통 1~3년이며 지원규모는 연간 

100만 위안 이내임

F 신청자는 연구업무의 실제수요에 따라 지원기한을 선택할 수 있고 지원규모도 요구

할 수 있음 

F 지침 유도형 원천기술 프로젝트의 지원기한과 지원규모는 프로젝트 지침서를 통해 

정해짐 

참고자료

§ 科学基金改革出实招：增设原创探索计划项目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12/24/content_437338.htm?div=-1

구분 세부 내용 

l 프로젝트 지침서는 연구 분야나 연구방향,�과학문제 해결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함

l 신청자가 신청 시 전문가의 추천이 필요 없음

l 이번에 발표한 지침 유도형 원천 프로젝트는 “종양 연구
신 패러다임 탐색 프로젝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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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中, 국가 혁신형 도시 혁신능력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 최초 공개  

12월 19일 중국 과기부와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는 각각 「2019 국가 혁신형 도시 

     혁신능력 모니터링 보고서」와 「2019 국가 혁신형 도시 혁신능력 평가 보고서」 발표 

 

§ 혁신형 도시란 자주적 혁신능력이 뛰어나고,� 과학기술의 인솔능력이� 뚜렷하며,� 경제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 행준이 높고,�주변 지역에 대한 시범견인능력이 강한 도시를 가리킴

§ 과기부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8년 혁신형 도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78개 혁신형 도시 지정

§ 78개 혁신형 도시는 중국 85%의 유효 발명특허와 80%이상인 첨단기술기업 보유

l 「국가 혁신형 도시 혁신능력 모니터링 보고서」와 「국가 혁신형 도시 혁신능력 평가보

고서」는 중국 혁신 조사제도의 중요한 일부로 올해에는 처음으로 발표

F 혁신조사제도: 국가 혁신활동 현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국가혁신능력을 객관적으로 모

니터링 및 평가함으로써 혁신전략 및 정책 수립, 국가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실시, 혁신형 국

가와 세계과기강국 건설 등 지원

F 과기부 및 국가통계국이 혁신조사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며, 주로 혁신주체의 혁신활

동 통계조사와 혁신능력 모니터링·평가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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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두 보고서는 「혁신형 도시 구축 업무 지침」중의 지표체계에 따라 국가통계국, 과기부 

및 재정부 등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되었는데, 차이점이 있음

F 모니터링 보고서는 주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국가 혁신형 도시의 혁신활동 반영

§ 모니터링 지표체계는 ▲혁신 기반 ▲과학기술과 교육 자원 밀집도 (密集度)  ▲ 산업기술 

혁신능력 ▲혁신·창업 활성화 수준 ▲개방·협동 혁신수준 ▲녹색 발전 지원능력 6개 

부문의 45개 세부지표로 구성

F 평가 보고서는 국가급 혁신형 도시의 혁신능력에 대한 비교와 분석에 치중 

§ 평가 지표체계는 혁신 기반과 혁신 특색 2개 1급 지표, 혁신 생태, 혁신 투입, 혁신 

산출 등 8개 2급 지표와 32개 3급 지표로 구성

최근 몇 년간 중국 과기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혁신형 도시 총 78개를 지정했는데, 

    “동강서약(東强西弱)”와 “남강북약(南强北弱)”의 발전 추세를 보임

l 상위 26위 도시 중, 동부도시와 남부도시는 각각 14개 및 18개임

F 이번 통계에서 데이터 획득 등 원인으로 베이징 하이뎬구(海淀區), 상하이 양푸구(楊浦區), 

톈진시 빈하이신구(濱海新區), 충칭시 사핑바구(沙坪坝區)등 4개 직할시의 일부 구역과 

창지시(昌吉市), 스허즈시(石河子市) 등 2개 현급시는 평가범위에서 제외 

[ 그림 3] 2019 국가 혁신형 도시 혁신능력 순위

KO
STEC   

  K
O

STEC   
  K

O
STEC



중국 과학기술 격주간 동향

20  

l 국가 혁신형 도시 모니터링·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시 경제발전 수준과 혁신 능력지수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의 혁신능력이 강한 수록 경제발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F (예시) 선전시의 혁신능력 지수가 가장 높으며, 1인당 평균 GDP도 국내 최고인 

18만 위안에 도달

l 각 혁신형 도시는 과기 기반, 자원, 산업 특징, 지역우세와 발전수준 등 조건에 따라 

자체 현황에 맞는 혁신주도형 발전 모델을 모색하여 각자 특색을 갖춘 혁신발전의 

패턴을 기본적으로 형성함

F 난징, 광저우, 우한을 비롯한 8개 도시는 과학교육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앙급 과학연구기관과 대학 수량은 각각 전국의 43.7%와 54,7%를 차지하여 

비교적 뚜렷한 인적·지적 자원 우위와 원천혁신능력 보유

F 선전, 우시 및 창저우 등 22개 도시는 산업기술 혁신형 도시로, 항저우, 창사 및 청두 

등 13개 도시는 대표적 혁신창업활성화도시로, 쑤저우, 쿤밍 및 귀양 등 10개 도시는 

개방협동혁신도시로, 후저우 및 타이원 등 19개 도시는 녹색발전형도시로 성장 

참고자료

§ 这份报告系首度公布！78个创新型城市培育全国逾八成高新技术企业
https://mp.weixin.qq.com/s/cCawoy8uee3wrhjcWXDr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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