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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5개 부처, 「‘Zero to One’ 기초연구 강화 방안」 발표 

 최근 과기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중국과학원 및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등 

     5개 부처는 중국 기초연구 분야 원천기술 연구 성과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Zero to One’ 기초연구 강화 방안」을 발표했음 

l (배경) 기초연구 강화를 통한 혁신형 국가와 세계 과학기술 강국 매진 목적으로 국무원이 

'18년에 「기초과학연구 전면적 강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 발표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조치를 통해 기초연구의 전반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독창적 연구 

성과가 부족한 문제는 여전히 효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함     

l (목적)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Zero to One’ 역할을 발휘하고 기초연구 강화를 

통해 기초연구가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 원천 및 견인차 역할을 발휘하여 세계 과기 강국 

건설을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해 동 방안 수립 

 새로운 연구영역 개척, 새로운 연구이론 제시, 새로운 연구방법 모색 및 독창적·원천적인 

중대 연구 성과 창출을 통해 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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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요내용)

 원천기술 혁신 환경 조성

l 원천기술 혁신을 독려하기 위한 평가제도 구축

 (대표작 평가제도 도입·실시) 개인과 혁신 그룹 평가 시 대표작의 과학적 수준 및 학술적 

기여도 평가에 치중하여  ‘논문·직함·학력·수상’만 중요시하는 경향을 피함

 (새로운 국가중점실험실 평가제도 수립) 혁신의 질적 수준과 학술적 기여도 중심의 평가

제도 구축

 (원천연구를 독려하기 위한 기초연구 프로젝트 평가제도 정립) 기초연구 프로젝트의 경우 새로운 

발견, 새로운 원리, 새로운 방법 및 새로운 법칙의 독창성과 과학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대표적 성과의 수준 평가도 중시함. 응용형 기초연구 프로젝트의 경우 경제·사회 발전 및 국가 

안보 등을 포함한 주요 분야의 과학적 난제 해결 능력과 응용 가치를 중점적으로 평가함 (일부 

대학 및 과학 연구기관에서 시범사업 실시)

l 대학·연구기관이 자주적으로 기초연구 분야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 분야와 연구과제 선정 자주권을 확대함 

 과학자들이 이슈를 따르지 않고 중요한 비인기 분야에서 장기 연구에 몰두하도록 독려함

 과학자들이 프런티어 분야 연구와 과학적 난제에 도전하여 독창적 연구를 통한 새로운 영역 

개척, 새로운 이론 제시, 새로운 방법 설계 및 새로운 현상 발견 등 성과를 창출하도록 독려함

l 중대 기초연구 프로젝트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과학연구 영감의 ‘순간성’이라는 특성을 감안

하여 독창적 연구과제에 대해 신청 및 심사 ‘녹색통로(綠色通道, 간단하고 신속한 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수시로 신청이 가능함 

 중대한 원천기술 연구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핵심 문제에 대해 ‘롤링 플랜(rolling plan)’ 

방식을 도입함

l 올바른 학풍(学风·학교 특유의 방침과 분위기)을 조성하고자 과학연구 활동 전 과정에서 진실성

(scientific integrity) 관리를 강화하고 과학연구 진실성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 당사자를 징

계하고, 논문 표절 등 학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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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계획(프로그램의 뜻) 기획·실시 시 원천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l 국가자연과학기금 실시 과정에서 "원천연구 지원"이란 지향성 강화   

l 국가과학기술계획 실시 과정에서 글로벌 프런티어분야와 장기적 발전과 연관되는 기초분야 등 

중점분야의 원천연구 지원 확대 강조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핵심 기술 중의 중요한 과학 난제 해결에 장기적 지원 제공 

F 특히 인공지능, 인터넷 기반 협동제조(Collaborative Production Commerce), 3D프린팅 

및 레이저 응용 제조, 중점 기초재료, 첨단 전자재료, 중대 과학연구 기기·설비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핵심기술 난제 해결 추진 

l 국가중점실험실이 독립적인 책임주체로서 국가 과학기술임무를 신청·수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중점실험실의 영향력과 인솔역할을 충분히 이끌어냄

 국가중점실험실이 중대 원천기술 성과 창출, 학과 발전, 국가 전략에 영향주는 중대 과학기술

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특정 우위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진행하고 중점 

학문 분야 및 핵심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

 국가중점실험실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대하고 국가중점실험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확대함

 청년 과학자 양성 장기계획 실시

l 기초연구 분야 인재 양성제도 구축 

 세계 프런티어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리더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리더형 인재

에게 기술 로드맵 결정권, 프로젝트 경비 조절 권한, 혁신 그룹 설립 권한 등을 부여함 

 기초연구 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중시하고, 청년인재를 위한 특별 지원 채널을 마련하여 명예와 

이익을 따지지 않고 과학연구에 매진하는 우수 청년과학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함

l 청년과학자 양성 장기계획 실시

 기존 채널을 활용하고 중점 연구방향에 초점을 맞춰 고급 직함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장기적인 과학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30—40세 우수 청년과학자를 선정·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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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원천·기초연구 분야 및 핵심기술 분야의 과학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수학, 물리, 생명과학, 

우주과학, 해양과학, 나노과학 등을 포함한 기초연구 및 농업, 에너지, 재료, 정보, 생물, 의약, 

제조공정 등을 포함한 응용형 기초연구를 추진함

 연구 방향에 따라 과기인력을 선정하고 과기인력에 따라 프로젝트를 정함. 근무 중인 과학자의 

추천을 통해 청년과학자를 선발하고, 이미 정해진 중점 연구 방향에 따라 프로젝트를 신청함

 프로젝트 책임자는 연구 내용 및 기술 로드맵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추적 관리를 실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함

 프로젝트 담당기관은 프로젝트 팀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 등 유연한 분배방식을 도입함

l 국가과학기술계획을 통한 청년과학자를 지원함

 (예시) 중점연구개발계획에서 35세 미만 청년과학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함

 (예시)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 ‘우수 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 

‘걸출(傑出)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 등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예시) 박사 후 연구원(포스트 닥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기타

l 기업의 기초연구 분야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기초연구를 강화함 

l 중앙재정의 안정적인 지원 및 지방정부와 사회자본의 기초연구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여 

관리부처의 업무태도를 개선함 

참고자료

§ 重磅！科技部等5部门印发《加强“从0到1”基础研究工作方案》

https://mp.weixin.qq.com/s/pyy4NaXYEMfrBu9x7RI4sQ

KO
STEC   

  K
O

STEC   
  K

O
STEC



중국 과학기술 격주간 동향

6  

2 시진핑 주석, 코로나19 예방·통제 관련 연구개발 강화 지시

 3월 2일 오후 시진핑 주석은 중국 군사의학연구원과 칭화(淸華)대학 의학원을 방문해 

      연구진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음

l 시 주석은 좌담회에서 과학기술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받고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지시했음

l 최선을 다해 더 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급선무임

l 약물 및 의료장비 연구개발과 임상치료를 강화하여 완치율은 높이고 사망률은 낮춰야 함

l 임상연구와 임상치료의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연구 성과가 임상치료에 사용되도록 추진함 

l 약물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중·서 의학의 결합과 중·서약의 동시사용을 추진함

l 회복기의 혈장, 줄기세포, 모노크롬 항체 등을 비롯한 선진적 치료 방법을 채택하여 중증 및 

위중증 치료 수준을 향상시킴

l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백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해외 백신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의 임상실험과 상용화를 추진함

l 백신 연구개발과 산업화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이 주도하고 산학연이 공동 협력하는 

백신 연구개발 및 산업화 시스템을 구축함

l 국가백신비축제도를 수립하여 앞으로 상시화될 수 있는 방역에 사전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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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바이러스 단백질과 다양한 수용체의 결합 특징을 이용하여 의심되는 동물이 중간 숙주가 될 

가능성을 평가함

l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신기술로 유행병학과 근원 조사를 진행하여 바이러스의 근원과 전파 

경로를 밝히고 정확도와 스크리닝 효율을 높임

l 평상시와 비상시, 예방과 응급, 과학연구와 치료통제를 결합하여 전염병 방역 및 공공위생 

과학연구 시스템 구축 및 능력 비축을 강화함

l 각 분야의 과학연구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체계적 대응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킴

l 전략적 계획 및 사전대응을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통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보완함

l 전염병 심각 생태에서의 과학연구 임무 배치, 진행 및 보장 시스템을 구축함

l 국민 건강 및 생물 안전 등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새로운 

거국체제(擧國體制)를 구축함

l 생명과학, 생물기술, 의약위생 및 의료장비 등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을 통합하고 일부 

국가임상의학연구센터를 설립함

l 위생건강 분야의 과학기술투입을 확대하고 생명과학 분야의 기초연구 및 의료건강 핵심기술 

돌파를 강화함

l 질병 방역과 공공위생 분야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및 비축 능력을 강화함

l 첨단의료 장비 연구개발 및 생산 능력 취약 상황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핵심기술 공략과 

관건적 기술난제 해결을 가속화하여 첨단의료장비의 자주화 구현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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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세계보건기구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함

l 코로나19가 발병이 높은 국가들과 바이러스 근원, 약물, 백신, 검사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과학연구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연구를 통해 대응책을 공동 제시함

참고자료

§ 习近平在北京考察新冠肺炎防控科研攻关工作时强调 协同推进新冠肺炎防控科研攻关 
为打赢疫情防控阻击战提供科技支撑

https://mp.weixin.qq.com/s/4P83HGxPxNJSwvjdYDicFw

§ 习近平指引向科学要答案
https://new.qq.com/omn/TWF20200/TWF20200303034298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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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코로나19(COVID-19) 진단·치료·방역 최신 현황 

 최근 과기일보는 코로나19의 진단·치료·방역 관련 최신 동향을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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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集中科技力量战疫，可诊可治可防态势基本形成
https://mp.weixin.qq.com/s/ReacrjVX1u1Rs3KdxBYg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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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본격 추진

 최근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재정부가 공동으로 「“쌍일류(雙一流)” 대학의 

     학과 간 융합과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음

l 동 의견에서 제시한 추진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l 동 의견은 아래와 같은 혁신 조치를 통해 “쌍일류” 대학의 학과 간 교차 및 융합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양성 능력을 향상시킴

 인공지능 기초 이론과 산업 발전의 수요에 따라 전공 구조의 동적 조정 체제 보완

F 조건을 갖춘 대학은 경제 사회 발전과 인재 육성 수요에 따라 선행선시(先行先試) 방식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융합 학과를 설립할 수 있음 

구분 세부 내용 


▶ 학과 구축에 있어 융합 강조

 학과 개설체제를정비하며,�중대이론과응용을선두로인공지능방법과 기술이다양한

학과에 침투 및 융합되도록 추진


▶ 융복합 방식을 통해 인재 양성 추진

 실질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학제 간 융복합 인재 양성 모델을 모색하고 산업과 교육

융합을강화하여맞춤형인재양성모방을마련하여대학원생들의개혁과실천능력을대폭

향상시킴


▶ 수업 과목 개설 시 체계화 강조

 전반적산업사슬과경제사회발전수요에입각하여인공지능핵심지식부터응용까지포함

시키는 과목 체계를 과학적으로 설치


▶ 다양한 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평가 혁신 추진

 성과평가를돌파구로논문,�특허,�소프트웨어저작권등다양한형식의성과를과학적으로

평가하고,��대학원생의유형별에따라차별화된평가메커니즘을정립하고,�교수의학제간

연구를 독려하는 인재 평가 체제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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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기업 및 산업화 기지 그리고 지방정부와 제휴하여 인재 육성공

동양성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을 지원함

F 미션을 중심으로 산업 전문가와 대학 교수 등을 집결하여 멘토팀을 구성하고 협동연구 혁신과 

박사 공동 육성을 추진함  

 국가 인공지능 산업·교육 융합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중대 이슈와 연구 방

향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연구와 인재 공동육성을 추진함

 학위의 질적 보장 체계를 완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도입하는 학제 간 평가전문가팀

을 설립하고 평가·심의 전문요소를 설정함    

F 대학의 자기평가를 독려하고 학회 및 업계협회의 제3자 평가를 지원하며 글로벌 평가를 합리

하게 참고함

 인공지능 고급 인재 육성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대학의 인재 육성 프로젝트 실시를 지도

하고 복제 가능한 경험과 방법은 신속하게 보급함

참고자료

§ 3部门发文：加快人工智能领域研究生培养！

https://mp.weixin.qq.com/s/1ar7lWTy_QUhB4n19VnG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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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스마트 카 혁신·개발 전략」 수립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공업정보화부를 비롯한 11개 부처는 공동으로 「스마트 카 

      혁신·개발 전략」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스마트 카 발전목표 및 주요임무를 확립함

스마트 카  발전 추세

l 현재 스마트 카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자동차 산업은 관련 산업

과의 전면적인 융합을 통해 지능화, 네트워크화 및 플랫폼화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F 스마트 카의 혁신 및 개발은 산업 기반능력 향상, 핵심적 기술 난제 해결, 새로운 과학

기술혁명·산업혁명의 리딩(leading)능력 강화 및 새로운 산업 경쟁우위 육성에 도움이 됨

F 자동차산업 구조 조정 및 업그레이드 가속화, 디지털경제 육성 및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유리함

총체적 요구

l “스마트 카 강국” 구축을 목표로, “차이나 스탠더드”(中國標准) 스마트 카 발전을 통해 산업간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새로운 발전모델과 새로운 산업형태를 육성하고, 산업 기반능력과 산업

체인 수준을 향상시키며, 나날이 늘어나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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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비전 

l 2025년까지 “차이나 스탠더드” 스마트 카의 기술혁신시스템, 산업생태시스템, 인프라시스템, 

법규표준시스템, 제품 관리감독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구축함

F ‘조건부 자율주행’ 스마트 카의 양산 및 ‘고도 자율주행’ 스마트 카의 특정 환경에서의 

시장화 응용을 실현함

F 스마트 교통시스템 및 스마트 시티(Smart City)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동차 솔루션용 

무선통신망(LTE-V2X) 커버리지를 확대함

F 차세대 차량용 무선통신망(5G-V2X)을 일부 도시 및 고속도로에 도입하고, 고(高)정밀도 

시공간 기준(space-time datum) 서비스네트워크를 전면적으로 구축함 

l 2035~2050년까지 “차이나 스탠더드” 스마트 카 시스템 구축 완성

F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스마트 카 강국’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킴

주요 임무 및 보장조치

참고자료

§ 形成中国标准！智能汽车创新战略发布
https://www.d1ev.com/news/zhengce/109945

구분 세부 내용 

 주요 임무

①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스마트 카 기술혁신시스템 구축

② 경계를 뛰어넘어 융합하는 스마트 카 산업생태시스템 구축

③ 선진적이고 완비한 스마트 카 인프라시스템 구축

① 시스템이 완벽한 스마트 카 법규표준시스템 구축

④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스마트 카 제품관리감독시스템 구축

⑤ 전면적이고 고효율적인 스마트 카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

�

 보장 조치

① 실시 강화 ② 지원정책 보완

③ 인력 확보 강화 ④ 국제협력 확대

⑤ 산업 발전환경 개선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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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 국가통계국, 2019년 R&D투자 2조 1,737억 위안 달성 

 2월 2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9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 공보」에서 과학기술 

     관련 통계 수치를 발표했음

 2019년 연간 R&D 투자는  21,73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0.5% 증가하고, R&D 투자가  

   GDP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2.19%에 달했음

F 이중, 기초연구 분야 R&D 투자는 1,209억 위안임

 국가 과학기술 중대 전문 프로젝트는  총 234개 과제를 실시했으며,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총 45,192개 프로젝트를 지원했음

 2019년 말까지 국가공정연구센터, 국가공정실험실과 국가기업기술센터는 각각 133개, 217개와  

   1,540개이고, 515개 국가중점실험실은 운영되고 있음

 국가과학기술성과이전 유도기금의 서브펀드는 21개로 지원규모가 313억 위안에 달했음 

 국가급 과기형 기업 인큐베이터는 1,177개이고, 대중혁신 창업공간은 1,888개임 

 2019년 지식재산권 통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중국 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438만 건으로 전년대비 1.3% 증가

 중국 발명특허 등록 건수는 259.2만 건으로 전년대비 5.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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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PCT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6.1만 건에 달했음 

 2019년 말까지 발명특허 유효 건수는 972.2만 건이고, 그중에서 중국 내 발명특허 유효건

수는 186.2만 건이며,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은 13.3건으로 집계

 2019년 상표 출원 건수는 783.7만 건으로 전년대비 6.3% 증가

 2019년 상표 등록 건수는 640.6만 건으로 전년대비 27.9% 증가

 2019년 기술계약은 총 48.4만 건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액은 22,39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6.6% 증가 

[표 1] 2019년 중국 발명특허 출원 건수, 등록 건수 및 유효 건수 통계 현황

 2019년 중국 과학기술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음

 연간 우주발사체 총 32회 발사 성공

 대형 운반로켓 ‘창정(長征) 5호’와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가오펀(高分) 7호’ 발사 성공,  

‘창정’ 시리즈 운반로켓 발사 횟수 300회 돌파

 달 탐사선 ‘창어(嫦娥) 4호’ 인류 최초 달 뒷면 착륙 및 탐사 실시

 고체 추진체 운반로켓 해상 발사 성공 

지표 특허 건수(만 건) 전년대비(%)

특허 출원 건수 438.0   1.3

    그중: 국내 특허 출원 건수 417.2   1.2

    그중: 발명특허 출원 건수 140.1  -9.2

       그중: 국내 발명특허 출원 건수 123.1 -10.8

특허 등록 건수 259.2   5.9

    그중: 국내 특허 등록 건수 245.8   6.0

    그중: 발명특허 등록 건수  45.3   4.8

       그중: 국내 발명특허 등록 건수  35.4   4.3

2019년 말 유효 특허 건수 972.2  16.0

    그중: 국내 유효 특허 건수 869.2  17.5

    그중: 유효 발명특허 건수 267.1  12.9

       그중: 국내 유효 발명특허 건수 186.2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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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항법시스템 ‘베이더우(北斗) 3호’ 핵심 별자리 배치 완성

 차세대 극지 쇄빙선 ‘쉐룽(雪龍) 2호’ 남극 첫 출항

 첫 국산 항공모함 정식 취역

참고자료

§ 逼近100万亿！6.1%！（附《2019年统计公报》）

https://mp.weixin.qq.com/s/71LA5fR-fYkruvgRcI7t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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