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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최근 한국·일본의 무역갈등 속에서 신소재의 중요성 부각

○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품목에 대한 對한국 수출규제('19.7.4)

뿐 아니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19.8.2 결정 → '19.8.28 시행)

○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장기간 해외 공급처에 의존해 온 한국은 핵심전략 

신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됨

○ 한국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함('19.8.28)

þ 소재·부품·장비는 한국 주력산업의 뿌리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최고의 제품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독과점 구조 형태로 운영

   * (4차 산업혁명 관련 소재 수요 특성) 초경량/고강도(미래차, 로봇), 저전력/고감도(IoT), 
고성능/저전력(AI, 빅데이터)

þ 그러나,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은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기술축적이 이루어진 해외 공급처에 의존

 - 특히, 화학(55.6%), 자동차(36.9%), 철강(34.6%), 반도체·디스플레이(29.2%)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부품은 물류상 이점과 가격경쟁력을 가진 일본에 주로 의존

자료출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안)”에서 발췌하여 정리

중국과 신소재분야의 과학기술협력 필요성 확대

○ R&D를 통한 대외의존도 극복 및 글로벌경쟁력 제고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은 자원강국인 중국과 신소재분야의 협력 시너지가 큼

○ 최근 중국의 신소재분야의 급격한 발전으로 과학기술협력 가능성이 높아짐

본문은 중국의 신소재 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협력시사점을 도출함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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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소재 육성정책

[그림 2-1] 중국 정부의 신소재 육성정책

출처: 자체 정리

1. 중앙정부는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

국무원, 「중국제조2025」 신소재분야 기술로드맵 발표(2015.5.19)

○ 중국은 신소재기술로드맵에서 특수금속 기능성소재, 고성능 구조재료, 기능성 

고분자재료, 특수무기비금속재료와 첨단복합재료를 집중적 발전시키기로 확정함

- 이를 위해 첨단제련, 응고성형, 기상증착, 이형재가공, 고효율합성 등 신소재제조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가속화, 기초연구개발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화제조 핵심기술 확보 노력

- 민·군양용 특수신소재 개발 촉진, 기술이전 및 기술산업화 강화, 신소재산업의 

민·군융합 발전을 추진함

- 파괴적 신소재의 전통재료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초전도체, 나노소재, 

그래핀, 바이오기반재료를 포함한 전략적 프런티어재료의 선행 연구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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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13.5”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규획」 발표 (2016.12.19.)

○ (발전목표) 2020년까지 일부 신소재품목을 글로벌 공급사슬에 진입, 핵심재료의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며 재료생산국에서 재료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함

- 이를 위해 신소재산업의 질적 성장을 통해 항공우주, 궤도교통, 전력전자, 

신에너지자동차 등 산업발전수요를 충족시킴

- 구체적으로, 고강도 경합금, 고성능섬유, 특수합금, 첨단무기비금속재료, 고품질 

특수강, 신형 디스플레이, 동력전지재료, 그린인쇄재료 등 규모화 응용을 통해 

글로벌 첨단제조업 구매체계에 점진적으로 진입함

과기부, 공업정보화부 등에서 「신소재산업발전지침」 발표(2017.1.23.)

○ (주요과제) 주요 응용분야에서 시급히 필요한 신소재를 위주로 첨단프런티어

신소재를 선행 연구개발하고 신소재산업협동혁신시스템 구축을 강화함 

- 신소재의 초기시장 육성 가속화, 주요 프로세스 및 특수장비 제약 극복, 신소재

산업표준화시스템 완비, “인터넷+”신소재행동 실시, 우위기업 및 인력풀 육성, 

신소재특화산업의 통합 발전 등을 추진함

[그림 2-2] 중국의 “13.5”기간 신소재산업 발전지침

출처: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중국 신소재 연구개발 동향 및 시사점”(2017.3.2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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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 「국가 신소재산업 자원공유플랫폼 구축방안」 발표(2018.1.5)

○ (발전목표) 2020년까지 첨단기초재료, 핵심전략재료 및 프런티어 신소재 등 

핵심영역에서 다자간 공동 설립, 공공복지 및 고효율 통합을 통해 신소재산업 

자원공유 서비스생태계를 조성함

- 공유자원의 개방성, 보안·제어가능성 및 높은 운영서비스 기능성을 갖춘 수직·

지향형 전문 네트워크플랫폼 구축을 통해 강력한 오프라인인프라 지원을 제공함

- 기술융합, 비즈니스통합, 데이터연동을 위한 신소재산업 자원공유 포털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함

공업정보화부, 「국가 신소재 테스트 평가플랫폼 구축방안」 발표(2018.1.5.)

○ (발전목표) 2020년까지 국가신소재 테스트 평가플랫폼의 레이아웃을 완비하여 

테스트 평가서비스 네트워크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춤

- 총괄조정, 자원공유 및 인증서비스 등 기능을 갖춘 메인센터와 첨단기초재료, 

핵심전략재료 및 첨단신소재 등 영역별 산업센터 및 지역센터를 각각 설립함

F 2025년까지 메인센터, 산업센터 및 지역센터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며, 신소재 

테스트평가기술능력과 서비스수준을 국제선진수준에 도달시킴

2. 주요 지방정부 정책

산동, 「산동성 신소재산업발전전문규획」 (2018~2022년)

○ (발전목표) 2020년까지 산동성 신소재산업 매출수입을 1.5조 위안 달성하고, 

10%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유지해 전국 상위 3위권의 산업규모를 확보함

- 중점신소재기업의 R&D 수입 비중을 3% 이상 도달하고, 원사 연구소 25개, 

국가급 기업기술기술센터 30개, 고급인재 1000명을 육성 또는 도입함

- 지난, 칭다오, 옌타이 3개 주요 도시의 신소재 매출수입을 2017년의 19%

에서 28%로 높이고, 100억 위안 규모의 특화산업클러스터 10개를 조성함

- 신소재 매출수입 50억 위안 규모기업 50개, 100억 위안 규모 기업 15개, 

1천억 위안 규모기업 2~3개를 육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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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2025년까지 산동성 신소재산업 매출수입 2조 위안을 달성하며, 혁신력, 

경쟁력 및 원동력을 뚜렷이 높여 기간산업 및 경제성장축으로 발전시킴

충칭, 「충칭시 신소재산업발전을 위한 시행방안」 

○ (발전목표) 2020년까지 신소재산업클러스터는 1,500억 위안의 매출을 달성

하며, 주요 기계제품에 대한 핵심재료의 현지 자급률을 70% 이상으로 높임

- 그중 첨단기초재료 1,125억 위안, 핵심 전략재료 325억 위안, 프런티어 신소재 

50억 위안을 달성해, 고급 경합금재료제조기지, 유리섬유 및 복합재료제조기지, 

화공신소재제조기지를 조성함

- 완비된 그래핀산업사슬을 구축해 충칭시를 국가의 중요한 현대제조업기지로 

건설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함

톈진, 「톈진시 신소재산업발전 3개년 행동계획」(2018~2020년)

○ (발전목표) 2020년까지 신소재산업 매출액 1,800억 위안 달성, 연평균 성장률 

10% 유지, 핵심분야 신소재를 업계 최고수준에 도달시키며, 국가 일류의 신소재

산업기지로 조성함

- 3년간 94개의 신소재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총 1,744억 위안을 투자해, 

신규 매출수입을 800억 위안 달성, 총 2,041억 위안의 매출수입을 창출함

[표 2-1] 지역별 핵심 신소재 중점 발전 방향

지역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신소재

북경시 특수금속기능성소재, 첨단고분자재료, 신형 무기비금속재료, 고성능 복합재료

톈진시
희토영구자석 및 촉매재료, 첨단에너지저장재료, 첨단금속재료, 기능성 고분자재료, 
특수고무, 나노소재, 바이오재료, 초전도재료

상하이
프런티어 신소재 집적회로 전용재료, 차세대 바이오의료용재료, 항공우주재료, 인
공결정 및 첨단세라믹, 신에너지자동차전지재료, 희토기능성재료

광둥성
첨단정밀강재, 고성능 복합재료 및 특수기능성재료, 첨단희토자성재료, 수소저장재
료, 희토금속기능성재료 및 그 하부응용재료

장쑤성
고성능 특수강, 특수공정플라스틱, 첨단 비철금속재료, 첨단무기비금속재료, 고성
능 섬유, 고온합금재료, 고성능 막재료, 나노재료, 그래핀

저장성
신에너지차재료, 정보전자 및 스마트재료, 해양신소재, 바이오의료용 및 의료기기
재료, 에너지보호 및 친환경재료

쓰촨성 신형 금속재료, 무기비금속재료, 첨단고분자재료, 고성능 특수섬유복합재료,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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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신소재

능 특수섬유 합금재료, 고성능 기능성재료, 흑연재료, 정밀화공재료, 리튬바나듐  
티타늄재료, 신형 그린친환경건축재료

충칭시
그래핀 및 나노소재, 플라스틱 광섬유, 고성능 탄소섬유, 첨단자동차, 전자, 장비용
강, 첨단교통설비용 경합금, 유리섬유 및 복합재료

후베이성
고성능 금속구조, 첨단장비용 특수합금, 첨단광섬유통신재료, 첨단전자재료, 신에
너지전지 및 태양광 신소재, 

후난성 첨단복합재료, 에너지저장재료, 경질재료, 금속신소재, 화공신소재, 특수무기비금속재료

안후이성 첨단금속재료, 신형기능성재료, 첨단구조재료, 고성능합금재료

허난성 첨단합금재료, 신에너지전지재료, 전자정보재료

허베이성 특수금속재료, 화공신소재, 신에너지 및 전자정보재료

산둥성 전략적 기초재료, 고성능재료, 특수신소재, 프런티어신소재

산시성(陝西)
고성능 티탄 및 티탄합금, 마그네슘합금, 고온합금, 세라믹, 고성능 탄소섬유 및  
복합재료, 전자정보재료, 그래핀, 나노재료, 바이오기반재료 등 기능성 신소재

산시성(山西) 마그네슘합금재료, 알루미늄합금재료, 반도체재료, 섬유복합재료, 신에너지재료

간쑤성 비철금속 신소재, 화공신소재, 고성능 강재, 그린코팅 신소재, 희토기능성재료

구이저우성 금속 및 합금재료, 무기비금속재료, 신에너지전지재료, 신형 화공재료, 전자기능성재료

윈난성
귀금속신소재, 기초금속신소재, 희유금속 신소재, 광전자 및 전지재료, 화공신소재, 
프런티어 신소재

광시자치구 첨단복합재료, 에너지저장재료, 경질재료, 금속신소재, 화공신소재, 특수무기비금속재료

신장자치구 전자신소재, 희유 및 비철금속 신소재, 화공신소재, 신형 건축자재, 그래핀

흑룡강성
금속 신소재, 고성능 섬유 및 복합재료, 자동차 신소재, 첨단고분자재료, 희토기능
성재료

지린성
고품질 특수강, 신형 경질합금재료, 희토기능성소재, 희유금속재료, 첨단고분자재
료, 첨단세라믹, 특수유리

내몽고자치구 희토기능성재료, 화공신소재, 탄소섬유, 흑연재료, 태양광재료, 핵재료

푸지엔성 금속재료 및 희토재료, 고분자재료, 나노탄소재료, 무기비금속재료 및 복합재료

하이난성 고성능 비금속재료, 고분자재료, 바이오재료, 촉매제재료, 신형 건축자재

닝샤자치구
탄탈륨니오븀베릴륨티타늄 희소금속재료, 알루미늄 마그네슘 망간합금 및 경금속재
료, 탄소기반재료 및 복합재료

장시성 비철금속, 유기실리콘, 세라믹, 유리섬유복합재료, 바이오기반섬유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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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 프로젝트

1. 13.5기간 재료분야 연구개발프로젝트 배치 현황

13.5기간 국가주도발전전략 실시와 국가과기계획 관리개혁 심화에 따라 국가과기
프로그램체계 재편 및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을 제정 추진

○ 재료분야 국가중점연구개발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핵심기반산업의 공급측 구조

개혁, 혁신능력 향상 및 전략적신흥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3개의 

신소재 중점전문 프로젝트를 배치하여 지원함

(1) 핵심기초재료기술의 고도화 및 산업화 중점프로젝트

○ 핵심기초재료기술의 고도화 및 산업화 중점프로젝트는 철강재료기술, 비철금속

재료기술, 방직재료기술, 석유 및 화공재료기술, 경공업기술에 집중 지원

F 31개의 주요 연구과제를 입안하여 추진하며, 총 22억9,786만위안의 중앙재정

자금을 조달하여 지원함

(2) 전략적 첨단전자재료 연구개발과제

○ 제3세대 반도체재료 및 반도체조명기술, 신형 디스플레이기술, 고출력 레이저

재료, 첨단광전자 및 마이크로전자재료, 최첨단융합형 전자재료 연구개발 지원

F 도합 35개의 주요 연구과제를 입안하여 추진하며, 총 19억4,370만위안의 중앙

재정자금을 조달하여 지원함

(3) 재료유전자공정 핵심기술 및 지원플랫폼 구축

○ 고처리량 재료디자인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재료 고처리량 제조특성화 및 

사용·평가방법과 신규설비, 고처리량 제조특성화 및 사용·평가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플랫폼 구축

F 기초연구, 중대공통성 핵심기술에서 대표적 응용시범사업의 전반적 레이아웃에 

이르기까지 도합 43개의 연구과제를 입안하여 추진하며, 총 8억 2,300만위안의 

중앙재정자금을 조달하여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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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 투입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연구개발프로젝트를 통해 신소재 연구개발 투자지원 강화

○ 국가과기지탱계획, 국가중점기초연구개발계획(973계획), 나노연구 국가중대

과학연구계획을 통해 재료분야에 조달된 중앙재정 투입비용은 각각 5,497만

위안, 2억 4,588만위안, 2억 8,646만위안에 달함(2016년)

- 국가자연과학기금의 공정재료과학부에서 지원한 금속재료, 유기고분자재료, 

무기비금속재료 분야 수행과제는 각각 519건, 515건, 762건이며, 2억 1,543만위안, 

2억 988만위안, 3억 1,111만위안의 중앙재정비용이 각각 지원됨(2017년)

[표 3-1]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재료분야 중앙재정 R&D비용(2016년)

자료: 중국과기통계연감(2018)
http://www.nsfc.gov.cn/nsfc/cen/00/kxb/gc/xbgk/2.htm

○ 과기부가 2018년에 지원한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점전문프로젝트 중(770개) 재료

분야의 연구과제는 총 43개이며, 142.89억위안의 중앙재정 경비가 조달되었음

[표 3-2] 과기부가 지원한 2018년도 재료분야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점전문프로젝트 (43개)

구분 과제(건) 중앙재정 투입비용(만위안)

국가과기지탱계획 - 5,497

국가중점기초연구개발계획(973계획) - 24,588

나노연구 국가중대과학연구계획 - 28,646

자연과학기금

(2017년)

금속재료 519 21,543

유기고분자재료 515 20,988

무기비금속재료 762 31,111

전문프로젝트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책
임자

중앙재정경
비(만위안)

“심해핵심기술 및 장비” 신형 해양바이오재료 및 해양효소제품
개발 및 산업화 华南이공대학 王永华 2748

임업자원육성 및 
고효율이용혁신

목재기반재료 및 제품의 인공림 중대재
해 방지핵심기술연구 북경임업대학 骆有庆 2378

재료유전자공정 핵심기술 
및 지원플랫폼

고급광원 기반의 고분자재료가공-구조
-성능관계 고처리량 특성분석플랫폼 四川대학 李忠明 2326

재료유전자공정 핵심기술 
및 지원플랫폼 고처리량 재료제조기술 플랫폼 中南대학 周科朝 2246

재료유전자공정 핵심기술 
및 지원플랫폼

국가재료유전자공정데이터 교환 및 관
리서비스기술플랫폼 북경과기대학 张晓彤 2192

나노기술 고성능 중간 및 원적외선 반도체 레이 南京대학 施毅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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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프로젝트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책
임자

중앙재정경
비(만위안)

저 및 감지 이미징 칩 및 응용

신에너지자동차 높은 안전성, 긴수명, 고에너지리튬/황 
동력 배터리 핵심기술 中南대학 赖延清 2261

나노기술 탄소나노튜브의 거시적 기능화 및 극단
조건에서의 응용 清华대학 姜开利 1937

재료유전자공정 핵심기술 
및 지원플랫폼

재료유전자공정 전용 데이터베이스플랫
폼 구축 및 시범응용 上海대학 钱权 1858

스마트그리드기술 및 
장비 액체금속 에너지측전지 핵심기술연구 华中과기대학 蒋凯 1851

양자조종 및 양자정보 분자 자성 양자물질 및 소자 연구 南京대학 左景林 1811

재료유전자공정 핵심기술 
및 지원플랫폼

고처리량 다척도 재료 시뮬레이션 및 
성능 최적화 디자인 플랫폼 湖南대학 胡望宇 1809

양자제어 및 양자정보
신형 2차원 양자기능성재료의 이론설
계, 제어성 제조, 고정밀 특성화 및 프
로토타입 장치 구축

중국과학원대학 苏刚 1771

재료유전자공정 핵심기술 
및 지원플랫폼

액정복합재료 기반의 신형 디밍필름의 
고처리량 예측, 제조 및 데모응용 북경대학 杨槐 1470

나노기술 유기무기나노복합광학박막 및 그 디스
플레이 및 에너지절약 응용 华中과기대학 屠国力 1457

나노기술 파괴적 나노 메소포러스분자체 잔류 수소
화 분해촉매의 창제 및 산업화 复旦대학 赵东元 1454

재료유전자공정 핵심기술 
및 지원플랫폼

고성능 복잡 합금의 레이저 야금 고처리량 
제조원리 및 장비

북경항공항천대
학 邱春雷 1453

나노기술 산업소스 휘발성 유기 황 처리 및 재활
용 나노촉매재료 및 기술 福州대학 王心晨 1434

재료유전자공정 핵심기술 
및 지원플랫폼 윤활재료의 유전체학 연구 및 데모검증 西北공업대학 刘维民 1417

나노기술
기기학습 퍼텐셜함수 기반의 나노재료
촉매의 동적 시뮬레이션 및 합리적인 
디자인

复旦대학 刘智攀 1360

재료유전자공정 핵심기술 
및 지원플랫폼

고처리량 재료의 스펙트럼 특성 분석을 
위한 신이론, 신기술 및 신장비 天津대학 王世斌 1342

“바이오의료용재료의 
R&D 및 조직기관 복원 

대체”전문프로젝트

나노클러스터 신소재를 이용한 생물학
적 효과 및 생체모방 어셈플리 복합재
료에 대한 기초연구

浙江대학 唐睿康 1328

전략적 첨단전자재료 고밀도 자성저장재료 및 통합기술연구 西安교통대학 闵泰 1319

적층제조 및 레이저제조
고성능 고분자재료를 위한 맞춤형 생체
모방 임플란트 첨가제의 제조기술 및 
임상응용연구

华中과기대학 同济의학원 
부속 协和병원

杨操 1260

“바이오의료용재료의 
R&D 및 조직기관 수복 

대체”전문프로젝트

임플란트재료의 물리적 특성이 세포거
동, 조직 결합 및 재생에 대한 제어작
용 및 그 분자메커니즘

북경대학구강의
원 邓旭亮 1258

“바이오의료용재료의 
R&D 및 조직기관 수복 

대체”전문프로젝트

근골격계 수복재료 및 임플란트기기 및 
표면개질 공정화기술 浙江대학 叶招明 1246

“바이오의료용재료의 
R&D 및 조직기관 수복 

대체”전문프로젝트

전형적인 연질 및 경조직 재생 촉진 시
리즈 나노바이오재료 제조 및 약물로딩
기술

华中과기대학 张胜民 1187

전략적 첨단전자재료 초광대역 갭 반도체 재료 및 장치 연구 西安전자과기
대학 郝跃 957

전략적 첨단전자재료 질화물 반도체의 새로운 구조재료 및 
신기능 소자 연구 북경대학 唐宁 899

전략적 첨단전자재료 대형 풍력 베어링의 레이저표면강화 핵 上海교통대학 李铸国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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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hu.com/a/275484832_472924

전문프로젝트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책
임자

중앙재정경
비(만위안)

심기술 개발 및 응용시연

전략적 첨단전자재료 초단펄스 레이저 스펠스 커팅시스템 및 
그 응용 华东사범대학 曾和平 727

양자제어 및 양자정보 2차원 양자기능성재료 및 이형질구조의 
제조, 운송특성 제어 및 관련 양자장치 북경대학 叶堉 465

양자제어 및 양자정보 2차원 토폴로지 양자재료의 제조, 특성
화 및 부품 탐색 南京대학 张翼 436

나노기술
Self joule 열효과에 기초한 탄소나노
튜브 부식방지복합막장치의 해수담수화 
연구

厦门대학 侯旭 290

나노기술 뇌신경교종의 정밀한 시너지 치료를 위
한 통합 생화학 약물 나노전달시스템 南开대학 刘阳 289

나노기술
반도체 리튬금속배터리의 마이크로나노
구조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기
초연구

浙江대학 陆盈盈 284

나노기술 뇌표적 생체모방 나노약물의 정밀진단
기술 및 응용 河南대학 师冰洋 275

나노기술 나노구조의 주파수 대역폭 및 시간대역
의 동력학 특성

중국과학원 大连화학물리
연구소

金盛烨 1713

나노기술
마이크로환경 응답형 자기조립 바이오
나노물질의 표면/인터페이스 제어 및 
종양치료 연구

국가나노과학센
터 聂广军 2032

재료유전자공정 핵심기술 
및 지원플랫폼

재료유전공정에 기반한 열전재료의 고
처리량 연구 및 응용시연

중국과학원上海규산염연구소 史迅 1510

적층제조 및 레이저제조 섬유강화재료 레이저 병렬제조공정 및 
장비

深圳市泰格尔
항천항공과기유

한공사
刘军 2799

국가품질기반의 
공통성기술 연구 및 응용

건축자재 및 재료분야의 중요한 국제표
준화연구

深圳市표준기
술연구원 黄曼雪 837

국가품질기반의 
공통성기술 연구 및 응용

플라스틱 및 무기유기 나노물질을 이용
한 유해인자 검출 신기술 연구

南京市제품품
질감독검험원 张弛 796

전략적 첨단전자재료 3세대 반도체 신형 조명재료 및 장치 
연구

중국과학원반도
체연구소 魏同波 933

전략적 첨단전자재료 3색 레이저 다이오드(LD) 재료 및 장
치 생산데모라인

杭州增益광전
과기유한공사 王成新 2676

전략적 첨단전자재료 고밀도 저항성 메모리재료 및 장치 통
합기술 연구

중국과학원마이
크로전자연구소 张锋 1290

“그린건축 및 
그린산업화”중점전문프로

젝트

시멘트기반 고성능 구조재료의 핵심기
술연구 및 응용

江苏苏博特신
소재주식유한공

사
史才军 1479

“그린건축 및 
그린산업화”중점전문프로

젝트

고성능 건물 구조용 강재 응용 핵심기
술 및 시연

中冶건축연구
총원유한공사 潘鹏 1500

“바이오의료용재료의 
R&D 및 조직기관 수복 

대체”전문프로젝트

신형 고분자 안과 기능성 임플란트재료
의 개발 및 응용

爱博诺德(북경)
의료과기유한공

사
范先群 1136

“바이오의료용재료의 
R&D 및 조직기관 수복 

대체”전문프로젝트

나노바이오 활성 유리 신형 빼재건재료 
및 제품 개발

大博의료과기
주식유한공사 张春吉 1267

“바이오의료용재료의 
R&D 및 조직기관 수복 

대체”전문프로젝트

바이오 기능성 신형 의료용 금속재료 
및 그 산업화

先健과기(深圳)
유한공사 李岩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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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에 국가자연과학기금을 통해 지원된 재료분야의 연구과제는 총 9,543건이며, 

R&D 지원비용은 47억 516만위안에 달하였음

- 그 중 키워드별로 보면 재료, 나노, 촉매 등 3개의 연구방향이 각각 1,790건, 

1,695건, 1,239건으로 과제의 수행 건수와 지원폭이 가장 많았음

[표 3-3] 2018년 국가자연과학기금을 통해 지원된 재료분야 연구방향(키워드)별 R&D 지원비용

http://www.cdxcl.org/news_details.html?id=3864

순번 키워드
지원과제

(건)
지원비용
(만위안)

순
번

키워드
지원과제

(건)
지원비용
(만위안)

1 재료 1790 95135 20 연료전지 64 3907

2 나노 1695 79600 21 강유전체 68 3744

3 촉매 1239 62890 22 태양전지 73 3482

4 합금 489 24405 23 3D프린팅 75 3468

5 전지 400 20411 24 2차원재료 60 3335

6 복합재료 420 18963 25 티타늄합금 63 2958

7 촉매제 369 16878 26 알루미늄합금 54 2934

8 복합물 323 16877 27 탄소나노튜브 59 2813

9 그래핀 290 11987 28 리튬이온전지 43 2161

10 박막 235 11866 29
비정질합금/금속

유리
33 2125

11 전기화학 238 10472 30 마그네슘합금 44 2091

12 광촉매 208 10061 31 용접 50 2061

13 칼슘티탄광 196 8760 32 리튬황전지 33 2043

14 전기촉매 141 7495 33 초물질 46 1930

15 초전도 93 6529 34 메타물질 40 1906

16 하이드로겔 120 6011 35 나노탐침 42 1898

17
MOFs/금속유

리구조체
136 5693 36 탄소섬유 39 1318

18 코팅 118 5244 37
 

MoS2/이황화몰
리브덴

26 1130

19 양자점 111 4815 38 나노촉매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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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D 산출

(발명특허) 중국은 2008년부터 재료분야에서 발명특허 출원 세계 1위 유지

○ 중국의 재료분야 특허보유량은 747.48만건이며, 재료분야 발명특허 보유량

372.90만건, 실용신안 289.62만건, 외장디자인 보유량이 84.96만건에 달함

[그림 3-1] 중국의 재료분야 기술혁신능력

  
              출처: 淘数科技, 华夏幸福산업연구원 정리(2019.10.23.)

(학술논문) 중국의 재료분야 학술논문 발표량도 세계 1위 유지

○ 학술분야 권위 검색엔진 CNKI을 이용해 “재료/Material”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총 56만4,218편의 학술논문이 검색됨(2019.10.24. 기준)

○ 검색된 중국 재료분야의 학술논문을 기금별, 기관별, 저자별로 각각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금별) 국가자연과학기금의 지원을 받아 발표된 논문이 4만2,144편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973계획과 863계획의 지원을 받아 각각 4,779편과 4,699편이 발표되었으며, 

각 지방에서도 자연과학기금을 통해 재료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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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재료분야 기금별 학술논문 발표수량

            출처 : www.cnki.net (2019.10.24. 검색결과 기준)

[그림 3-3] 재료분야 기관별 학술논문 발표수량

            출처 : www.cnki.net (2019.10.24. 검색결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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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서북공업대학, 하얼빈공업대학, 칭화대학이 각각 4,013편, 3,401편, 

3,122편을 발표하여 압도적으로 많으며, 중남대학, 화남이공대학, 상하이교통대학, 

북경과기대학 등도 발표수량이 2천편 이상으로 신소재 연구개발을 활발히 추진 중

○ (저자별) 哈尔滨공업대학의 李贺军, 中南대학의 黄伯云, 北京화공대학의 张立群, 

西安교통대학의 金志浩, 中南대학의 熊翔이 각각 273편, 237편, 228편, 178편, 170편 발표

[표 3-4] 중국의 재료 분야 저자별 학술논문 발표수량

출처 : www.cnki.net (2019.10.24. 검색결과 기준)

순
위

저자 소속기관 발표수량
순
위

저자 소속기관 발표수량

1 李贺军 哈尔滨공업대학 273 21 钱 坤 江南대학 102

2 黄伯云 中南대학 237 22 陈朝辉 국방과학기술대학 101

3 张立群 北京화공대학 228 23 益小苏 北京항공항천대학 99

4 金志浩 西安교통대학 178 24 陈浩然 大连이공대학 99

5 熊 翔 中南대학 170 25 涂铭旌 成都과기대학 97

6 杜善义 哈尔滨공업대학 165 26 梁国正 서북공업대학 96

7 吴人洁 上海교통대학 156 27 矫桂琼 서북공업대학 93

8 张立同 西北공업대학 144 28 徐永东 서북공업대학 92

9 成来飞 西北공업대학 140 29 张 荻 上海교통대학 92

10 李克智 西北공업대학 129 30 黄启忠 湖南대학 90

11 贾德民 华南이공대학 124 31 武高辉 哈尔滨공업대학 88

12 韩杰才 哈尔滨공업대학 121 32 尹衍升 東南대학 85

13 曾汉民 中山대학 120 33 田保红 河南과기대학 83

14 李贺军 西北공업대학 118 34 何春霞 南京농업대학 83

15 艾 兴 山东대학 117 35 张佐光 北京항공항천대학 82

16 姚忠凯 哈尔滨공업대학 114 36 黄传真 山东대학 82

17 趙玉濤 江蘇대학 108 37 李 楠 武汉과기대학 81

18 张长瑞 국방과학기술대학 108 38 张联盟 武汉이공대학 81

19 吴玉程 合肥공업대학 107 39 郭景坤 武汉이공대학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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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연구기관 및 연구진

재료 관련 주요 대학

○ 재료학과 또는 전공을 개설한 460개의 대학 가운데, 석·박사학위 수여 자격

을 갖춘 대학은 각각 435개, 190개이며, 교육부에서 최신 발표한 재료학과 

상위 10위권 대학은 다음과 같음

[표 4-1] 2018~2019년 재료공정학과 상위 10위권 중국 대학 및 강점분야

자료: https://www.dxsbb.com/news/7360.html 에 근거하여 정리

○ 나노재료, 무기비금속재료, 고분자재료, 복합재료, 에너지재료 등 분야별 강점

대학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나노재료) 강점대학: 北京과기대학, 南京이공대학, 北京항천항공대학, 蘇州대학

- (무기비금속재료) 강점대학: 武漢이공대학, 中南대학, 四川대학, 山東대학

- (고분자재료) 강점대학: 淸華대학, 四川대학, 華南이공대학, 北京화공대학, 

山東대학, 東華대학, 武漢이공대학, 西北공업대학

순위 대학 강점분야 교수진

1 清华대학
세라믹소재, 정보기능성소재,
바이오생체소재, 핵재료

교수 33명, 부교수 22명
원사 6명

2 北京항공항천대학
항공용 기능성 구조재료, 고분자복합재료,
특수기능성재료

교수 36명, 부교수 24명
원사 3명

3 武汉이공대학
생태건축재료, 바이오의료용재료, 지능재료,
선진복합재료

교직원 236명

4 北京과기대학
금속재료, 무기비금속재료, 분말재료,
재료표면처리, 재료부식방지

교수 53명, 부교수 41명
원사 5명

5 哈尔滨공업대학
특수세라믹, 금속복합재료, 정보기능성재료,
선진분말야금재료

교수 84명, 부교수 78명
원사 4명

6 上海교통대학
금속계 복합재료, 경합금, 특수재료,
고성능금속재료

교직원 300명
원사 6명

7 浙江대학 반도체재료, 정보기능성재료, 에너지재료
교수 48명, 부교수 59명
원사 2명

8 西北공업대학
초고온구조복합재료(국방), 난변형재료단조,
세라믹복합재료, 탄소복합재료

교수 56명, 부교수 62명
원사 4명

9 北京이공대학
극단조건 첨단특수재료, 신에너지, 난연성,
광전정보 등 신소재

교직원 193명, 교수 50명,
부교수 63명

10 北京화공대학
고분자재료, 무기/유기복합재료,
탄소섬유재료, 바이오의료용재료

교직원 184명
원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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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재료) 강점대학: 哈尔滨공업대학, 武漢이공대학, 東華대학, 華東이공

대학, 濟南대학

- (에너지재료) 강점대학: 中南대학, 전자과기대학, 東南대학, 四川대학, 華東
이공대학, 南昌대학

국가 중점실험실

○ 국가의 중대수요에 부응하여 중앙재정지원을 받아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수준 높은 성과를 대량 배출하는 기지로 중국 전반의 재료분야 연구방향과 발

전수준을 대표함

- 그중 17개의 재료분야 국가 중점실헐실에 5년간 투입된 중앙재정 R&D 경비만 

2억위안을 초과함

○ 과기부가 최신 발표한 「2018년 공학분야 및 재료분야 국가중점실험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재료 관련 5개 실험실이 ‘우수’, 13개 실험실이 ‘양호’ 평가를 

받았음('19.3.22.)

[표 4-2] 재료분야 국가중점실험실 평가결과 (총 21개)

순위 실험실 명칭 의뢰기관 주무부처

평가: 우수

1
재료복합신기술 국가중점실험실
(材料复合新技术国家重点实验室) 武漢이공대학 교육부

2
고체윤활 국가중점실험실
(固体润滑国家重点实验室)

중국과학원
蘭州과학물리연구소

중국과학원

3
섬유재료개질 국가중점실험실
(纤维材料改性国家重点实验室)

華東대학 교육부

4
금속재료강도 국가중점실험실
(金属材料强度国家重点实验室)

西安교통대학 교육부

5
신형세라믹 및 정밀공법 국가중점실험실
(新型陶瓷与精细工艺国家重点实验室) 清华대학 교육부

평가: 양호

6
분말야금 국가중점실험실
(粉末冶金国家重点实验室)

中南대학 교육부

7
초경재료 국가중점실험실
(超硬材料国家重点实验室)

吉林대학 교육부

8
실리콘소재 국가중점실험실
(硅材料国家重点实验室)

浙江대학 교육부

9 고성능세라믹 및 초미세구조 국가중점실험실 중국과학원 중국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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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9/201903/t20190327_145885.htm5

재료분야 대표적 연구인력

○ 재료분야 학술논문 피인용빈도가 높은 전 세계 과학자 147명 가운데, 중국 

과학자가 32명 포함되며, 그 중 제1저자로 논문발표를 한 24명 과학자의 연구

분야와 연구방향 및 소속 등을 다음의 도표에 정리하였음

- 나노재료/나노구조 분야가 1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신에너지재료 

분야가 11명, 유기기능성재료/기능성 고분자분야가 8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밖에 금속재료분야의 학술논문 피인용빈도가 높은 중국과학자는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의 루커(盧柯) 워나와 루레이(盧磊, 여) 연구원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해당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됨

순위 실험실 명칭 의뢰기관 주무부처

(高性能陶瓷和超微结构国家重点实验室) 上海규산염연구소

10
발광재료 및 부품 국가중점실험실
(发光材料与器件国家重点实验室) 華南이공대학 교육부

11
유기무기복합재료 국가중점실험실
(有机无机复合材料国家重点实验室) 北京화공대학 교육부

12
광전자재료 및 기술 국가중점실험실
光电材料与技术国家重点实验室) 中山대학 교육부

13
응고기술 국가중점실험실
(凝固技术国家重点实验室)

西北공업대학
공업정보화
부

14
고분자 국가중점실험실
(高分子国家重点实验室)

四川대학 교육부

15
금속계복합재료 국가중점실험실
(金属基复合材料国家重点实验室) 上海교통대학 교육부

16
준안정재료제조기술 및 과학 국가중점실험실
(亚稳材料制备技术与科学国家重点实验室) 燕山대학

허난성
과기청

17
신금속소재 국가중점실험실
(新金属材料国家重点实验室)

北京과기대학 교육부

18
정보기능재료 국가중점실험실
(信息功能材料国家重点实验室)

중국과학원
上海마이크로시스템 및
정보기술연구소

중국과학원

평가: 개선

19
규산염건축재료 국가중점실험실
(硅酸盐建筑材料国家重点实验室)

武漢이공대학 교육부

20
펄프제지공학 국가중점실험실
(制浆造纸工程国家重点实验室)

華南이공대학 교육부

21
결정재료 국가중점실험실
(晶体材料国家重点实验室)

山東대학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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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재료분야 피인용횟수가 높은 중국과학자 및 연구방향

과학자명/연구분야 주요 연구방향 소속

Yongfang Li
（李永舫）

고분자화학, 물리화학

광전기능성 고분자(중합체 광전지(PSC) 공액고분자
공여체와풀러렌수용체광발전재료및전극계면수식
층재료, 도전성 고분자 전기화학 등)

중국과학원 화학연
구소 유기고체중점
실험실（苏州대
학）

Daoben Zhu
（朱道本）

유기화학, 물리화학   

유기고체분야: 분자재료및부품, 신형유기분자와고
분자설계합성, 그응집상태구조, 분자간상호작용, 전
자행위및관련현상연구,그특수물리, 화학성질응용
및 분자부품

중국과학원 화학연
구소

Li-Jun Wan
（万立骏）

물리화학, 에너지,
나노

에너지재료와전원, 나노과학기술등관련기초과학과
응용연구. 실험,측정장비개선과이론연구와결합시켜
전기화학반응, 분자조립과제어등연구를통해상호작
용기반의계면분자흡착과조립규칙을도출하고표면
나노도안화, 분자조립구조전환과원자분자천이등과
학기술문제연구에응용.이와동시에전기화학과나노
과학과의융합연구의새로운방향모색,나노소재의에
너지와 환경보호에서의 응용연구에 주력

북경분자과학국가
실험실（중국과학
원 화학연구소 분자
나노구조 및 나노기
술중점실험실）

Lei Jiang（江雷）
무기화학, 계면재료

초침투기능성계면재료, 생체모방기능성계면재료, 초
친수성/초소수성 기능성재료

중국과학원 화학연
구소

Yu-Guo Guo
（郭玉国）
나노, 에너지

리튬이온전지, 리튬유황전지등에너지전환및저장부
품중기능성나노구조재료의설계, 제조, 조립, 구조와
성능관계의 기초과학연구와 응용탐구, 나노에너지재
료의열역학, 동력학과표·계면안정성문제및나노체
계이온, 전자저장및운송과정의치수효과의체계적
연구, 특색조절제어와해결경로모색, 성능이뛰어난
리튬이차전지전극재료연구제작및규모화제조와응
용 실현

중국과학원 화학연
구소 분자나노구조
및 나노기술중점실
험실

Wei-Guo Song
（宋卫国）
나노

나노소재및다공성재료의제조및그응용.연구중점은
체계적조립을통해이상모형과풍부한표계면관능기
를갖는재료를개발해수처리, 촉매, 센서, 에너지등
분야에서 나노구조재료 성능 측정

중국과학원 화학연
구소 분자나노구조
및 나노기술중점실
험실

Yunqi Liu（刘云圻）
유기고체

분자재료의설계, 합성에주력, π공액소분자/고분자,
탄소나노튜브와그래핀및이들재료의전자부품응용
포함, 발광다이오드, FET와 분자부품 포함

중국과학원 화학연
구소 유기고체실험
실

Hui-Ming Cheng
（成会明）
선진탄소재료

선진탄소재료의설계, 합성과성능탐구. 탄소나노튜
브, 그래핀 및 에너지저장재료 포함

중국과학원 금속연
구소 심양재료과학
국가(연합)실험실
선진탄소재료연구부

Ke Lu（卢柯）
나노금속재료

나노금속재료의다급구조설계, 제조및가공기술, 역
학성능특성및분석, 물리화학성능, 구조안정성등,나
노쌍정구조, 경사나노구조등다급나노금속재료의
구조-성능관계및사용행위집중연구, 공업응용모색

중국과학원 금속연
구소 심양재료과학
국가(연합)실험실

Lei Lu（卢磊）
벌크나노재료

다척도나노구조금속재료설계및제조,다척도나노구
조금속재료의구조성능관계및변형메커니즘연구,다
척도나노구조금속재료의사용행위연구, 금속재료의
강인화메커니즘 탐구

중국과학원금속연구
소심양재료과학국가
(연합)실험실재료피
로및단열연구부

Jun Lin（林君） 나노미세구조발광재료의제어합성및그디스플레이, 중국과학원 장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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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c.cas.cn/jggk/zjys/201312/t20131219_4002211.html
http://www.iccas.ac.cn/jggk/zjys/200907/t20090710_2055166.html
http://mnn.iccas.ac.cn/kydw/yjy/201305/t20130510_111834.html
http://www.ic.cas.cn/jggk/zjys/200912/t20091211_2707618.html
http://mnn.iccas.ac.cn/kydw/yjy/201305/t20130510_111839.html
http://mnn.iccas.ac.cn/kydw/yjy/201305/t20130510_111840.html
http://oslweb.iccas.ac.cn/html/2006-2-14/200621485714.htm
http://sourcedb.cas.cn/sourcedb_imr_cas/zw/rck/yjy_imr/201311/t20131115_3978983.html
http://sourcedb.cas.cn/sourcedb_imr_cas/zw/rck/yjy_imr/201308/t20130822_3916944.html
http://www.synl.ac.cn/org/mat/llu/people/pi.html
http://js.caseducation.cn/JS/~lin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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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ailiaoren.com/article-2659-1.html

과학자명/연구분야 주요 연구방향 소속

나노미세구조
발광재료

조명및생물의약등영역에서의응용탐구. 각종소프트
화학방법(에어로졸-겔법, 수열및용제열법, 고온용제
법, 초음파법, 스프레이건조법등)을이용한각종형태
구조와 척도의 희토 및 반도체 광학재료 제조

용화학연구소 희토
자원이용 국가중점
실험실

Dongge Ma
（马东阁）

유기광전자재료부품

유기광전자재료및부품, 주로유기발광다이오드, 금속
기반유기트렌지스터, 유기레이저, 유기광전탐사기및
캐리어의 유기반도체중의 전기수송과정 포함

중국과학원 장춘응
용화학연구소 분자
물리및화학국가중
점실험실

Lixiang Wang
（王利祥）
기능성 고분자

광전활성기능성고분자, PLED, OLED, 고분자화학센
서

중국과학원 장춘응
용화학연구소 분자
물리및화학국가중
점실험실

Yong-Sheng Hu
（胡勇胜）

신에너지재료및부품

신에너지재료와부품및관련기초과학문제: 에너지저
장 및 전환부품(나노이온전지, 리튬이온전지, 수퍼콘
덴서 등)
나노이온학(이온/전자의 나노척도에서의 수송, 저장
및 반응문제), 광전일체화 에너지시스템

중국과학원 물리연
구소 북경응집체물
리 국가중점실험실

Chunhai Fan
（樊春海）

무기화학, 생물물리

무기화학, 생물물리학, 바이오센서및바이오칩, 바이
오광자학, DNA나노기술 및 DNA연산

중국과학원 상해응
용물리연구소

Dongyuan
Zhao（赵东元）
다공성물질

메조다공성물질과 나노재료의 합성과 구조 특성
上海复旦대학 화학
학부 무기화학

Xiaosheng Fang
（方晓生）

무기반도체, 나노

무기반도체나노구조, 저차원나노구조의제어생장과
원리, 광전부품구축과응용및에너지와환경에서의
응용  

上海复旦대학 재료
과학학부 기능성나
노재료 및 광전자부
품실험실

Yong Cao（曹镛）
기능성 고분자,
에너지

중합체 광전지, 고분자 광전재료, 도전성 고분자
华南이공대학 재료
과학공정학원

Yadong Li（李亚栋）
무기합성, 나노

선진 기능성소재 및 무기합성화학, 나노소재의 합성,
조립, 구조, 성능 및 그 응용 탐구

清华대학 화학학부
무기화학연구소

Yongsheng  Chen
（陈永胜）
선진 탄소재료

유기기능성소재, 단일벽탄소나노튜브및그래핀, 단일
벽탄소나노튜브및그래핀의기능화, 광전, 도전, 자성
응용 포함

南开대학 화학학원
화학나노센터

Jiaguo Yu（余家国）
반도체, 에너지

나노이산화티타늄계반도체광촉매재료및환경과에
너지중 응용, 염료 감응성 태양전지, 전기화학발광 

武汉이공대학 재료
과학공정학원 복합
신기술 국가중점실
험실

Shu-Hong Yu
（俞书宏）

나노, 생체모방재료,
(학과융합)

중합체제어결정화및생체모방재료, 나노구조단위
제어성합성및조립,거시척도나노조립체제조및기
능화, 무기-유기복합나노소재, 신형탄소나노소재및
에너지전환재료 및 응용

合肥마이크로척도
물질과학 국가실험
실(화학재료과학원)

He Tian（田禾）
화공, 고분자

정밀화공연구, 주요 연구방향은 기능성 염료
华东이공대학 화학
분자공정학원

Craig A. Grimes
에너지

태양전지, 나노구조재료, 전자기에너지제어및원격센
서 등

南京공업대학 화학
화공학원

KO
STEC   

  K
O

STEC   
  K

O
STEC

http://www.cailiaoren.com/article-2659-1.html
http://www.ps-lab.ciac.cas.cn/rcdw/ylb/201103/t20110331_3103142.html
http://www.ps-lab.ciac.cas.cn/rcdw/ylb/201103/t20110330_3102992.html
http://www.iop.cas.cn/rcjy/brjh/?dir=brjh&t=detail&id=757
http://www.sinap.ac.cn/TeacherIntroDetail.aspx?id=56946276-c0fc-4f1e-b2cb-3c8fb4d2c72d
http://www.chemistry.fudan.edu.cn/teacher.asp?tno=zhaodongyuan
http://mse.fudan.edu.cn/ShowPeople.aspx?info_lb=619&flag=98&info_id=2668
http://www2.scut.edu.cn/s/61/t/36/fe/97/info65175.htm
http://www.tsinghua.edu.cn/publish/chem/2142/2010/20101215133301123129651/20101215133301123129651_.html
http://www.cailiaoren.com/gaoxiao/thu
http://chem.nankai.edu.cn/dt.aspx?n=A000302058
http://smse.whut.edu.cn/yjspy/xsdw/js/201204/t20120411_78498.htm
http://scms.ustc.edu.cn/szdw/cjxz/201009/t20100925_63793.html
http://hyxy.ecust.edu.cn/new/viewProf.php?id=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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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소재분야 한·중협력

 

신소재 분야 한·중 과학기술협력 과정

○ 1990년대 과학기술협력 사업이 시작된 초기에는 중국측의 장비·인력·수준 등이 당시 

한국과 비교하여 미흡한 상태였기에 신소재분야 한중 과학기술협력이 미미한 수준이었음

- 1997년에 한국과 중국은 서울과 북경에 “한중 신소재 연구협력센터” 설립, 

한국은 KIST가 주도(정원용 박사)

○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측의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양국간 

협력사업도 점차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함

F 2002년~2006년간 신소재 연구협력센터 운영에 총 4억2,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

○ 한·중 양국 간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사업을 보다 충실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2007년에 공동으로 신소재를 포함한 9대 우선 협력 분야를 도출하였음

- 신소재 및 나노소재분야에서는 세부적으로 탄소나노소재 기술, 고온구조용 

금속소재기술, 나노기반 기능성 소재기술, IT 나노소자기술 등이 선정되었음

[표 5-1] 한·중과학기술 9대 우선협력 분야 중 신소재분야 내용

9대분야 중분류 소분류

신소재 및 

나노소재

☑ 탄소나노소재 기술

- 탄소나노튜브 마이크로 포커스 엑스선 기술

- 탄소나노튜브 합성 및 구조제어 기술

- 탄소나노복합소재 기술

- 탄소나노섬유 기술

☑ 고온구조용 금속소재 기술

- 오스테나이트계 700℃급 이상 발전용 소재 기술

- 페라이트계 600℃급 이하 발전용 소재 기술

- 복합화력 발전용 초내열합금 소재 기술

- 석탄 가스화기용 내화물 및 핵심 부품 개발

☑ 나노기반 기능성 소재 기술

- 고강도/구조용 나노소재 기술

- 고성능 나노 코팅 소재 기술

- 고강도 나노 복합재료 기술

- 나노물질 시뮬레이션 기술

- 보건․의료용 바이오소재 개발 기술

☑ IT 나노소자기술 - 나노 전자소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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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김병목, 은종학, 「한·중 수교 20주년기념 공동연구」(2012.2)에서 발췌,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 그러나 2008년 이후 국제공동연구과제 목록을 보면 실제로 위의 분야에서 

공동연구나 지원이 이루어진 실적이 미미함

- 그 이유로는 위 세부과제들이 국내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해 도출된 것들이어서 중국의 현실과 괴리가 있었던 점과 양국의 해당 분야 

과학자들 간의 사전 교류가 부족하였기 때문임

○ 2011년에 열린 제11차 한중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재료연구소와 북경유색금속총원 간 

“한·중 신소재 공동연구센터” 설립에 합의함

- 신소재 분야에서 본격적인 한중과학기술협력 사업이 전개되는 계기가 마련

되었으나, 예산 지원상의 문제로 인하여 활동이 정지되었음

[표 5-2] 한·중 양국간 신소재분야 공동연구프로그램

참고자료: 김병목, 은종학, 「한·중 수교 20주년기념 공동연구」(2012.2)에서 발췌 정리,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년도 신소재분야 공동연구프로그램 한국측 연구책임자

1997년
☑ 한·중 신소재 연구협력센터 설립(서울/북경)

- 운영기간: 2000~2006년(예산: 총 4억2,700만위안)

KIST,      
정원용 박사

2005년

☑ 한중 나노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대전/북경)

- 운영기간: 2005~2007년

- 중국측 파트너기관: 중국과학원 국가나노센터

나노종합팹센터, 
김정우 박사

2008년
☑ 신소재 공동연구센터 설립(대전/북경) 

- 중국측 파트너기관: 북경유색금속연구총원

재료연구소, 
이용태 박사

2009년
☑ “고강도 저탄성계수를 가지는 저가 베타 타이타늄합금부품 개발 

연구” 공동연구과제 수행

- 한국측 80,000천원의 예산 지원

재료연구소, 
이용태 박사

2010년
☑ “나노막대-양자점 에너지 전이 여기를 이용한 고효율 백색 

LED 조명 연구” 공동연구과제 수행
순천대학,   
곽준섭 교수

2011년
☑ “나노결정구조 항공기용 합금의 초장수명 피로 연구” 공동연구

과제 수행
선문대학,   
편영식 교수

9대분야 중분류 소분류

- 나노포토닉스 기술

- 나노센서기술
- (대량센서, 리소그래피, MEMS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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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지원 내역을 보면 기존 사업의 하나였던 신소재 공동연구센터 및 타이타늄 

분야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2019년 현시점에서 신소재 공동연구소의 활동은 중단된 상태이며 

타이타늄은 기업 주관단계로 넘어간 상태임

희토 분야 한·중 협력추진과정

○ 2009년 상반기에 한중 양국간의 희토분야 협력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춘근 

전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장 일행이 바오터우희토연구원을 방문하였음

○ 2011년 4월 7일,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이하 한중센터)와 바오터우희토연구원간 

MOU 체결 및 희토분야의 본격적 과학기술협력이 시작되었음

○ 2011년 7월 31일~8월 6일간, 한중센터의 주선으로 바오터우희토연구원 기술

조사단 일행의 한국 기관방문 및 교류를 추진함

F (방문기관) POSCO,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한국재료연구소(KIMS),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삼성전자, 한국광해관리공단(MIRECO) 등

○ 2012년 8월 8일, 내몽고 바오터우에서 개최된 “제4회 중국(국제)희토산업포럼”에 

한중센터는 40여명의 한국대표단을 조직하여 참가하였음

○ 2013년 4월 11일, 한중센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제4회 한·중 국제 워크샵"을 

인천에서 공동 개최하였음

○ 2015년 9월 7일, 한중센터의 주최로 "2015년 한·중 희토전문가포럼"을 북경

에서 개최하였음

○ 2016년 10월 14일, 한중센터는 바오터우희토연구원과 공동으로 "한중 신소재 

발전현황 및 협력전망"을 주제로 바오터우시에서 한·중 신소재세미나를 개최

하였음

○ 2019년 3월, 한중센터는 강서성희토학회와 공동으로 “한·중 희토 신소재 기술

발전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음

○ 2020년 1월 7일, 한중센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인천에서 

“2020 한·중 희토신소재세미나”를 개최하였음

F 10년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중센터는 희토분야에서 북방의 바오터우

희토연구원, 남방의 강서성희토학회 등 기관과 돈독한 협력관계를 맺었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실질적인 협력추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다져놓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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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신소재분야 정리

중국정부는 신소재 육성정책을 강화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계속 좁히는 중

○ 정부차원에서 신소재분야를 7대 전략적 신흥산업에 포함시켜 육성을 강화 중이며, 

발전방향 및 목표를 포함한 관련 발전정책을 제정해 선진국을 급추격 중

○ 과기부, 공업정보화부에서 「신소재산업발전지침」('16.12) 및 「국가 신소재산업 

자원공유플랫폼구축방안」('18.1)을 발표해 소재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기반마련

또한 신소재분야 R&D 및 산업화체계를 완비하고 재료생산국에서 기술강국으로 도약중

○ (혁신체계) 재료 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420개, 중국과학원 소속 중앙급 재료연구소가 

100여개, 재료분야 중점실험실이 20여개, 신소재산업화기지가 200개에 달함

      ※  그중 30개 대학의 재료학과가 “쌍일류”학과에 선정되어 상위수준에 속하며, 116개 대학 혹은 

연구소의 재료학과가 세계 ESI학과 TOP100위안에 진입

○ (인력) 115만명의 재료분야 막강한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그중 양원원사가 220명이며, 

대학에서 해마다 배출되는 재료 관련 본과졸업생이 4만명, 석박사생이 1만명에 달함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재료산업체계를 갖추고 재료생산국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고자 노력중

○ 중국의 신소재산업은 2010년의 6,500억위안에서 연평균 25%이상의 높은 

복합성장률을 유지하면서 2017년에 3조1천만위안의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였음

○ 철강, 건재, 비철금속, 화학섬유, 방직 생산량 및 소비규모는 모두 세계 1위이며, 철강, 비철

금속, 석유화공, 방직, 경공업, 건재 등 6대 기초원자재산업의 종사인력은 4,600만명에 달함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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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시사점

중국정부의 신소재 정책방향과 동향을 분석하여 신소재 관련 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지난 20여년간 양국간의 신소재 분야 과학기술협력 과정을 살펴보면 협력성과는 

저조하지만 관련 현황분석 및 성공사례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타이타늄 분야의 한·중협력 경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성공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기적으로 한·중 양국이 호혜적인 관계로 협력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희소금속 분야의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중 간의 과학기술 협력전략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신소재분야에서 새로운 협력패턴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중국이 보유한 자원기반기술(자원, 제련) 등의 활용을 통해 한국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 소재 등의 국산화 추진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3대 

핵심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파운드리용 포토

레지스트(감광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함

- 반도체 및 OLED 패널의 안정적인 생산확보를 위해 삼성은 중국의 관련 재료업체에 공급을 

긴급히 요청한 상황임

- 이는 중국의 첨단소재 생산기술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며, 국가 신소재

산업의 질적인 발전추진에 좋은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중국언론이 밝혔음

○ 자원기반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전략적 접근 및 협력을 통해 현재의 중·일 

협력모델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함

- (단기) 한국내 규제 품목 수요 비중 및 대일 수입의존도 조사를 기초로 중국의 

신소재 관련 자원기반기술 파악 및 공동 R&D 추진

- (중장기) 한·중 신소재분야 혁신플랫폼 구축 및 이를 기반으로 관련 특허기술 

도입 및 양국 기업 협력 매칭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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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한·중 기술협력을 통한 일본 무역규제대응

이미지출처: 김택수, 「한·러기술협력을 통한 일본 무역규제 대응방안」('19.08.09.)자료를 근거로, 저자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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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중국신소재산업발전보고서」 (2018)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9.7)

● 《2019版中国新材料相关政策汇编》出炉！  中商产业研究院('19.4.23.)

● 卞曙光,科技创新推动新材料产业蓬勃发展——863计划推动我国新材料发展历程('19.9) 

● 科技部关于发布2018年工程领域和材料领域国家重点实验室评估结果的通知('19.3.22)

● 日韩交恶，中国高科技材料产业迎来发展良机('19.7.17.)

  http://www.sohu.com/a/327526210_120044202

● 大数据看我国材料领域研发机构与产业布局('19.10.23.) 华夏幸福产业研究院
  https://mp.weixin.qq.com/s/iGw3BX-mBLD_SEm7YIixgg

● 2018-2019材料科学与工程专业大学排名【教育部】('19.2.22.)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안)」('19.8.28.), 과학기술정통부

● 김병목, 은종학, 「한·중 수교 20주년기념 공동연구」('12.2),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 김택수, 「한·러기술협력을 통한 일본 무역규제 대응방안」('19.8.9.), 한러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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