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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기부, 과학기술 평가 시스템 개혁…"발표한 논문 수만 보지 않겠다"

 과기부는 과학자들을 평가할 때 “발표한 논문 수”만 중요시하는 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학기술 평가 시스템 개혁 지속 추진

l 「과학기술 평가에서 논문만 중요시하는 못된 관행을 타개하기 위한 일부 조치」 발표

(2020.2.17.)

l (배경) 최근 중국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는 정부 연구기관 소속 과학자들을 평가할 때 

과학기술인용색인(SCI)급 논문을 얼마나 많이 발표했는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던 관행에서 벗어나기로 했음

 중국은 1980년대부터 SCI급 논문 발표 수를 과학자들의 승진과 연봉 인상, 종신직 부여 

심사 그리고 대학별 순위와 정부 지원액 결정 등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왔음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SCI급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데이터 등을 조작하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있었으며, 미개척 분야보다는 과학자들의 관심이 

큰 기존 분야에 과학 연구가 집중되도록 만든다는 비판도 있었음

 그러므로 중국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는 앞으로 과학자들을 평가할 때 SCI급 논문 발표 수는 

물론 연구 성과의 혁신성, 경제·사회 기여도, 관련 기업의 기술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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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조치에서 9대 시책을 제시했음    

구분 세부 내용 

 과학기술 활동

유형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평가

강화  

▶ 유형별심사·평가를실시하여대표적성과의질적수준,�기여도와영
향력을 중시함

F 특히기초연구분야의신규발견,�신규관점,�신규원리,�신규메커니즘

등대표적성과의질적수준,�기여도및영향력을중시함

F 논문 평가 시 대표작 제도를 실시하여 국내 과학기술 간행물에

발표한 논문 수는 원칙상 1/3을 초과해야 함

▶ 응용연구와기술개발분야의과학기술활동평가시신기술,�신공법,�
신제품,�신소재,�새로운 설비 및 핵심부품,�실험 설비/시스템,�응용

솔루션,�새로운 진료 방안,�임상지침서/규범,�과학데이터,�과학기

술보고서,�프로그램등대표적성과의질적수준,�기여도및영향력을중

시요하고발표한논문수를주요평가근거나심사지표로삼지않음

▶ 심사·평가 시 고품질 과기성과의 중요도 강화

F 즉국제적영향력을가진국내과학기술간행물에발표된논문,�세계

정상급혹은중요한과학기술간행물에발표된논문,�국내외정상급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말함



국가과기계획

프로젝트(과제)는 혁신의

질적수준과종합

실적을중심으로

심사·평가 실시� �

▶ 프로젝트 입안 심사는 프로젝트(과제)의 타당성과 진보성을 중심
으로 평가하고,�종합 실적 평가는 프로젝트(과제)�계약에서 약속한

상징적 성과의 질적 수준,�기여도 및 영향력을 중심으로 평가함� � �


국가 과학기술혁신기지

평가시서비스지원

능력을중심으로

� �심사·평가 실시

▶ 국가 중대 수요,�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 혁신기지를 평가함

F 국가실험실,�국가중점실험실등과학과엔지니어링연구기지는원

천기술 혁신능력,�국제 과학 프론티어 분야 경쟁력,�국가 중대 수

요 지원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함

F 논문 평가 시 대표작 제도를 실시하여�평가 주기별 대표작 수는

20편 초과

KO
STEC   

  K
O

STEC   
  K

O
STEC



중국 과학기술 격주간 동향

4  

구분 세부 내용 


중앙급 과학연구기관

평가 시 업무 완료

현황을 중심으로

심사·평가 실시 �

▶ 과학연구기관의 국가 사명 및 전략 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

과기성과의 학술적 가치와 영향력을 중심으로 평가함



국가과학기술상

평가 시 과기성과의

질적 수준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심사·평가 실시

▶ 과학기술 성과의 질적 수준,�효과,�영향력과 과기인력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F 자연과학상은성과의독창성,�인정도,�과학적가치등을중점적으로

평가하고,�논문 대표작 제도를 실시하여 대표작 수는 5편 이내로

규정함

F 과학기술 발명상,�과학기술 진보상은 성과의 혁신성,�진보성,�응용

가치와경제사회효익등을중심으로평가하고,�발표논문수를주요

평가 근거로 삼지 않음


� � 혁신인재 계획

실시 시 과학 정신,�

능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인재 선정

▶ 학술적 도덕 수준과 학문 분야에서의 활약도 및 영향력,� 과학
성과의 독창성,� 성과의 효익성,� 과학기술 서비스 만족도 등을

중점으로 평가함

 � 중국의 고품질

과학 간행물 육성

▶ 세계일류의중국과학기술간행물육성을목표로중국과학간행물의
고품질발전을추진하고,�과학기술강국건설을지원함

▶ 중국과기저널탁월행동계획을실시하여학술간행물의조기경보
시스템을 보완함

 � 논문 발표 지출

관리 강화

▶ 발표논문수만중시하는못된관행타개를효율적으로뒷받침하기
위한자금관리조치를수립하여논문지원범위를엄격히통제하고

논문발표 지출을 철저히 관리함

F 국가과기프로젝트와“3종고품질논문”은국가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

특별자금으로실제지출에따라지출하고기타논문발표의지출은모두

허용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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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科技部再出实招！破除科技评价“唯论文”不良导向
https://mp.weixin.qq.com/s/RBZHkKtaEzRR5iOBRpnPXw

구분 세부 내용 

F “블랙리스트”와 조기 경보 목록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과 관련 논문

발표에 대해서는 국가 과학기술 계획 프로젝트 특별 항목 자금을

지출해서는 아니됨

 감독·검사 강화

▶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주요 조치의 확실한 실시를 확보함

F (예시)�“발표논문수”�만 중시하는못된관행을깨기위한주요조

치의이행현황에대한감독및검사를진행하고대학과과학연구기

관은 논문 서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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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코로나19(COVID-19) 신약 개발 현황 발표 

국무원이 2월 15일 공동방역·공동통제(聯防聯控) 메커니즘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과기부, 중국과학원 및 중국질병통제센터(中國疾控中心) 등의 관계자들이 코로나
19 신약 개발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했음  

동 회의에서 과기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금까지 과기부가 중점 추진해온 
주요업무와 성과를 상세하게 소개했음 

 "신약 개발", "전염병 방역" 및 "생물안전" 등 기존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의 연구 성과를 

가장 빠른 속도로 정리하였고, 이들 성과가 코로나19 치료에 활용되도록 적극 추진 

 1월 20일 국무원 공동방역·공동통제 메커니즘 - 코로나19 과학기술난제공략(攻關) 연구팀을 

설립한 후 과기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12개 부처와 실무팀을 구성하는 동시에, 중난산

(鐘南山) 원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문가팀을 설립하여 주로 아래와 같은 4대 업무 추진

 주요 연구방향 확정

l "코로나 바이러스 근원 추적과 진단, 치료 및 예방" 등 코로나19 긴급대응 수요를 중심으로 

▲ 임상치료 방안의 최적화와 약물 선별 ▲ 검사·진단 기술 및 제품 개발 ▲바이러스의 병원학과 

유행병학 관련 연구 ▲ 백신 연구 ▲ 동물모형 구축 등 5대 연구방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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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긴급연구 프로젝트 배치

l 현재까지 과기부는 4차에 걸쳐 총 20개의 코로나19 대응 긴급연구 프로젝트 가동

F 해당 연구 성과가 빠르게 코로나19 대응에 활용되도록 강조

l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國家藥品監督管理局)과 함께 "현장 신속 검사·진단 제품 연구개발 긴급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전체 국민과 기업들이 응급 제품 및 기술 개발에 참여하도록 격려

F 지침서 발표 후  1주일 만에 총 327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는데, 이는 사회 각 계층이 전염병 

방역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 주었음

l 중국과학원은 코로나19 방역 프로젝트를 긴급히 실시했고, 20여개의 성/시(省市)도 코로나19 

과학기술 긴급연구 전문 프로젝트를 가동했음

 협동협력 추진 체계 구축

l 관련 부처는 혈장(血浆)채집, 줄기세포 치료기술 등록·관리. 검사 기술 승인, 바이러스 독주

(毒株) 공유 등 각종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긴급연구 프로젝트의 빠른 실시를 보장했음 

l 특히 과학기술난제공략 연구팀과 의료구조팀의 협동 메커니즘은 긴급연구 프로젝트의 

단계적 성과가 임상 치료에 조속히 응용될 수 있도록 확보

l 우수한 과기인력을 동원하여 의료기관, 과학연구소, 기업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목표 관리를 강화하며, 연구기관 및 프로젝트 담당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F 프로젝트 전담 책임제를 실시하여 조율과 감독 역할을 강화함 

 관리 규범화와 서비스 강화 

l 코로나19 긴급연구 프로젝트의 효율적 실시를 추진하기 위해 「코로나19 과학기술난제공략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과기인력들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관련 연구를 

과감히 도전하도록 유도

l 「코로나19 고등급 바이러스 미생물 실험실의 생물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발표

F 각 시험실이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하여 코로나19 관련 과학난제 해결을 지원하도록 규정

하는 한편, 각 주관부처가 실험실, 특히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생물 안전을 확보

하도록 요구

F 특수한 상황은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합법적이고 규율에 맞게 해야 하며, 관련 연

구의 윤리 심사와 사전 동의를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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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방역기간에 중국에 있는 외국전문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첨단

기술개발구와 각종 과기기업에 편리화 서비스를 제공함 

현재까지 5대 연구방향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음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 현황 

 임상 시험 약물 선별

l 코로나19 과학기술난제공략 연구팀은 설립 이후 국내 우수한 과기인력을 소집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체외 활성 효소 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7만여 개 약물 또는 화합물에 대한 

선별을 진행하여 효과적일 수 있는 후보 약물 5,000여 개를 선별했음

l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수준에서 1차 선별을 진행한 후 약 100개 정도의 

약물을 선정하고 체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활성 시험을 진행하였음 

구분 세부 내용 

   바이러스 병원과

유행병학 방면

▶ 코로나19의 근원은 알려진 가금 및 가축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박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큰 근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동물모형 구축
▶ 코로나19에 감염된 쥐,� 원숭이 등 동물모형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약물과 백신의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한 기초

조건을 마련

 검사진단 ▶ 기존 7개의 진단 시제의 출시가 허가된 후,�현장 신속 검사·
진단 제품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가속화

 신약 개발과

임상치료
▶ 일부 신약개발과 임상치료를 거두었으며,�임상 시험을 추진
중이며 일부 임상 치료 건의는 진료 방안으로 채택되었음

 � 백신 연구 개발 ▶ 비활성백신,�핵산백신,�재조합백신 등 여러 방향의 연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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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임상시험 약물 

l 연구팀은 여러 차례의 선별을 거쳐 인산클로로퀸(磷酸氯喹), 렘데시비어(伦地西韦), 파비

피라비르(法匹拉韦) 등 몇 가지의 의약품을 선정하고 임상 시험을 진행했으며,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임상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음

l 인산클로로퀸은 출시된 지 오래된 항 말라리아 약물로 체외 시험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우수한 억제 작용을 보였음 

F 해당 약물은 이미 출시된 약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상대 높고 현재 베이징 및 광둥성 등 

10여개 병원에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한 환자 수는 100명을 초과 

F 최근 후난성에서도 인산클로로퀸의 다양한 임상 시험을 진행했으며, 임상 결과에 따르면 

인산클로로퀸는 코로나19에 일정한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l 파비피라비르는 독감 치료용 해외 출시 약물로 현재 선전시(深圳)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한 환자 수는 70명에 달했음

F 해당 임상 시험 결과, 뚜렷한 치료 효과와 비교적 낮은 부작용을 보였음

F 치료 후 3, 4일째에 바이러스 핵산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비율이 대조팀보다 높음 

l 렘데시비어(伦地西韦) 또는 렘데시비어(瑞德西韦)은 해외에서 개발한 항 에볼라 바이러스 

약물로 해외 임상 시험이 아직 끝나지 못했음

F 중국 과학자가 진행한 체외 시험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억제 작용과 안전성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F 현재 우한(武汉) 의료기관에서 임상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증환자 168명과 경증환자 

17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国务院联防联控机制就药物研发和科研攻关最新进展情况举行发布会
https://mp.weixin.qq.com/s/0R5ecSn5ONKAL8T7xM0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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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중국 지식재산권 통계 분석

 최근 2019년 중국 지식재산권 통계 데이터를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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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一图读懂｜2019知识产权主要数据
http://www.cnipa.gov.cn/zcfg/tjxwx/11454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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