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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기부, 새로운 상황 대비한 기초연구 강화 중점조치 발표

5월 11일, 과학기술부, 재정부, 교육부,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및 자연과학기금

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새로운 상황 대비한 기초연구 강화 일부 중점조치」를 발표

l (취지) 국무원의 「기초연구과학연구를 전면적으로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이행하

고 국가 기초연구 및 기술혁신역량을 한층 더 향상시키며 프런티어 기초연구 및 

선도성 원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임

 10대 중점조치의 세부 내용은 다음의 도표에 요약·정리

구분 세분 내용 주요 내용

기초연

구의

총체적

배치

최적화

 
기초연구 

총괄배치 

강화

▶ 기초연구의 전반적인 구상을 고수하고,�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의

일체화 발전추세 파악

-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응용연구를 통한 기초연구 추진

- 중대 과학목표 지향형 및 응용목표 지향형 기초연구 프로젝트 배치 강화

- 산업발전 및 생산실천 과정에서 직면한 공통성 기초문제를 집중적 해결

▶ 목표지향 강화,� 자유로운 탐구 지원,� 원천 혁신 가시화

- 전략적·미래지향적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론 

및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권장

F 2021-2035년 기초연구의 총체적 계획 제정

 
국가과학기

술계획 

시스템 

정립

▶ 국가자연과학기금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초연구와 과학의

프런티어 탐구 지원

- 인재 및 인력풀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수요에 부응한 프로젝트 배치 

역량을 강화하여 자연과학기금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지원역량 향상

- 국제 과학 프런티어 및 국가의 중대 전략적 수요에 부응해 전략적·미래지향

적·파괴적 기초연구 강화

- 국가과기중대전문프로젝트,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기지 및 인재계획에서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을 최적화하여 목표지향형 기초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배치 및 총괄 실시 강화

혁신

주체의

활력

진작

 

연구인력의 

과학연구 

활동 존중

▶ 기초연구의 특성과 법칙에 부합한 경비관리제도를 개선하고,�인간
본위에 입각해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우수 연구진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자원을 배치하여 과학자, 수학자, 엔지니어

가 공동 연구를 추진하도록 유도

- 과제 입안, 주제 선정, 경비사용 및 자원배치에서의 연구인력의 자주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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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분 내용 주요 내용

및 창의성 향상

- 연구인력의 근무 및 생활 여건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의 기초연구 

관련 중요 임무를 수행하는 인재 또는 연구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지식가치를 높이기 위한 분배정책 실시

- 연봉제 및 학업휴가시스템의 적용을 모색하고, 핵심연구인력에 대한 내부 

성과급 지급시 가중치를 부여함

▶ 경비사용 ‘도급제(包干制)’의 구체화를 가속화

- 「과학연구관리 최적화 및 과학연구 실적 향상을 위한 조치에 관한 통지」를 

구체화하고, 순수 이론 기초연구 및 시험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실험재

료의 소비가 적은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간접비용을 효과적으로 배분

기업과 

신형 

R&D기관

에 대한 

기초연구 

강화 지원

▶ 기업이 장기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미래지향적 기초연구

를 추진하도록 유도

-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간 인재유동의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이 

국가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원

- 신형 R&D기관의 체제혁신을 지원하며, 과학연구모델, 평가시스템, 인재유

치, 직급평가, 내부제도 등을 적극 모색 및 시범사업 추진

- 신형 R&D기관이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과학연구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원
- 산학연 협력 추진,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기술혁신이 병행 발전하는 과학기

술혁신생태계 조성

프로젝

트

관리개

혁 심화

프로젝트 

형성 

메커니즘 

개혁

▶ 기초연구 과제응모 메커니즘을 개선

- 산업부문, 기업, 전략적 연구기관, 과학자를 동원하여 과학 프런티어와 전략

적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탐구하고, 경제사회 발전 및 생산에서 직면한 주요 

과학 문제를 해결

- 지침의 개방성을 높이고 내용을 간소화하며 구체적인 기술로드맵에 구애받

지 않고 독창성 연구 및 탐구의 경우 발전방향으로 지침을 대체

▶ 프로젝트 규모를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규합 또는 패키지를 피하여
경쟁성과 참여도를 확보

- 심사평가 전문가 책임 메커니즘을 실시하고, ‘소규모 동업자’ 평가를 강화하

며, 응용목표 지향형 기초연구에 대한 평가는 응용 및 업계 전문가를 참여시

키며 심사활동의 국제화를 추진

▶ 비공감성 프로젝트의 선정메커니즘과 지원메커니즘 보완 및 최적화

- 비공감성 및 파괴성 프로젝트 제안서의 온라인 제출 및 중대한 수요방향 

제안서의 실시간 응모체제 구축

- ‘파괴성, 비공감성, 고위험성’ 등의 특징을 지닌 독창성 프로젝트에 대한 

별도 채널 개설을 통한 선정방식 혁신 및 현행 프로젝트와 구별된 선정체제 

구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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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분 내용 주요 내용

F 독창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린 심사 채널을 개통

프로젝트 

실시 

관리를 

개선

▶ 프로젝트 책임 수행자에게 참가자,�연구방안,�기술로드맵 및 비용
지출과목 조정과 관련하여 더욱 큰 자율권을 부여

- ‘불필요한 페이퍼 작성을 줄이는 행동’을 실시하고 예산추산 설명과 편성표를 

간소화

- 정기적 평가 및 탄력적 평가를 결합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평가빈도를 

줄임

F 과제 수행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중간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함

▶ 프로젝트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전반 과정

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며,�진척이 양호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

속적인 지원을 강화

▶ 기초연구 계획,� 프로젝트와 기지의 대외개방 역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기초연구 인재,� 프로젝트 등에 대해 다각적,� 전방위적,�

수준 높은 교류와 국제협력을 추진

기초연

구

발전에

유리한

혁신환

경 조성

기초연구 

평가 개선

▶ 인재 평가메커니즘을 혁신

- 혁신역량, 품질 및 기여도 지향형 과학기술인력 평가체계 구축 및 정비

- 개인 평가 및 연구진 평가를 결합한 모든 참여자의 실제 기여를 존중 및 

인정

▶ 기초연구 평가는 과학발전법칙에 부합하고,�기초연구 특징을 반영
하며,�유형별 평가 및 장기적 평가를 실시하며,�대표작 평가 제도

를 추진

- 기초연구 논문 발표 후의 심화 연구, 중장기 혁신 실적평가 및 성과이전의 

평가 사업을 중요시함

▶ 자유 탐구 및 파괴적 혁신활동에 대한 면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실패를 관용

- 대학과 연구기관은 「과제심사·인재평가·기관 평가 개혁심화에 관한 의견」의 

요구를 실시하고, ‘논문, 직급, 학력, 포상’을 중요시하던 편견을 타파

과학기술

자원의 

개방 및 

공유 

가속화

▶ 과학연구 시설과 기기의 국가 네트워크관리 플랫폼 구축을 강화

- 개방 및 공유에 대한 평가와 지원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신규 구입 장비의 

중복 구입여부 등 조사 강화

- 관리기관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여 과학연구 시설과 기기의 개방 및 공유를 

가속화

▶ 국가 과학기술자원 공유 서비스플랫폼 구축을 촉진

- 일부 국가과학데이터센터와 국가 과학기술자원 데이터베이스(관)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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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분 내용 주요 내용

- 실험동물 자원과 과학연구용 시약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강화하고, 국가 과학

기술문헌 정보보장 서비스시스템 완비

지원

메커니

즘 정립

기초연구

에 대한 

안정적 

지원 확대

▶ 기초연구 투자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장기적 중점기초연구프로젝

트,� 핵심연구진 및 연구기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확대

- 우수한 청년 과학자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현지 인력양성 및 해외인재 유치를 병행

- 「대학과 연구기관의 과학연구 관련 자주권 확대에 관한 일부 의견」을 구체화

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요한 방향을 골자로 기초연구를 자율적으로 추

진하도록 지원

- 국가실험실과 국가중점실험실 시스템을 재편하고, 중요한 문제 해결 지향적

인 학제간 중대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안정적 메커니즘을 구축

□10기 초 연

구의 다

각 화 된 

투 자 시

스템 개

선

▶ 기초연구자금의 투자채널을 확대하고,� 전 사회 R&D�투자에서 기

초연구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

- 중앙정부의 기초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적 강화하며, 국가 주요과학기

술 임무 수행을 위한 부처와 지방의 공동 조직과 과학연구기지의 공동 건설

을 통한 응용기초연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강화

- 각 업계와의 공동기금 설립을 통해 업계의 발전을 제약하는 심층적인 과학문

제를 해결하며, 기업과 민간자본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

참고자료

§科技部办公厅等六部门印发《新形势下加强基础研究若干重点举措》的通知
https://mp.weixin.qq.com/s/UskQ3PfVGcuDWpVzHn1Dz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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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국무원, 신종코로나 상시화 예방통제사업 지도방안 발표

 

5월 8일, 국무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발병에 대응한 협동예방통

제메커니즘의 COVID19 상시화 예방통제사업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l 중국 정부는 신종코로나 관련 예방통제사업을 기존의 비상에서 상시화로 전환하기로 결정함

F 구체적 조치는 다음과 같음 

예방위주 유지

 과학적으로 마스크 착용

l 밀폐된 붐비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1미터 내의 거리에서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

- 의료기관 관계자,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 경비원, 청소요원, 승무

원, 터미널 서비스 요원, 경찰관 및 진찰을 받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모임 등 인원의 집결을 줄임

l 1미터 이상의 사교 거리를 유지하도록 유의함

- 불필요한 모임 활동을 줄이고 모임에 참여하는 인원을 줄이며. 모이는 장소, 특히 

밀폐된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않음

 환기 및 소독 강화

l 공기 순환을 위해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며, 공공장소, 터미널 및 대중교통은 

매일 청소, 소독 등의 위생 조치를 취해야 함

 건강 소양 향상

l ‘1미터 거리 유지', 자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공용 젓가락 사용 등 위생 습관과 

생활습관을 기르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얼굴을 가리도록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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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조기’ 조치 채택

 적시적인 발견

l 의심사례 및 무증상 감염을 조기감지하고 필요에 따라 조기 보고할 수 있도록 공공

장소에서 체온을 측정함

 신속한 처치

l 24시간 이내에 역학조사를 완료하며, 빅데이터 등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조속히 

감염원을 철저히 파악하며, 밀착접촉자에 대한 판정과 추적관리를 시행

- 확진환자와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격리’조치, 무증상 감염자, 밀착접촉자에 대해 

14일간 집중 격리 의학 관찰 시행

- 오염된 장소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시행

 정확한 관리제어

l 인원의 모임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과단성 있게 취하여 전파 경로를 차단하

는 등 감염의 위험을 최대한 낮추며, 예방통제구역 관련 정보를 조속히 발표

 효과적인 치료

l 입원병원을 지정하고 ‘조기치료’ 조치를 시행하여 중의와 양의를 결합한 치료를 강화

- 경증환자를 조속히 효과적이고 전면적으로 입원 치료하여, 중증으로의 전환을 감소

- 환자 집중, 전문가 집중, 자원 집중, 치료 집중의 ‘4개 집중’에 입각해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여 치유율을 최대한 높이고 질병 사망률을 낮춤

- 환자는 치유해 퇴원한 후에도 14일간 집중 격리하거나 자택 격리 의학 관찰을 지속

중점분야 가시화

 주요 장소의 예방 및 통제

l 관련 기술 지침에 따라 예방통제 조치를 이행하는 전제 하에 쇼핑몰, 슈퍼마켓, 호텔, 

식당 등 장소를 전면적 개방

- 사전예약, 유동량 제한 등의 방식을 적용해 공원·관광지·운동장·도서관·박물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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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관 등 실내장소 그리고 영화관·오락실 등 밀폐된 극장이나 레저 장소를 개방

- 각종 필요한 회의,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

 주요 기관의 예방 및 통제

l 양로원, 복지원, 교도소, 정신건강 및 의료기관 등의 위험예방을 철저히 하며 인원 출

입 관리, 인원 보호, 건강 모니터링 및 소독 등에 대한 예방통제 조치를 이행

- 양로원 내에 의무실, 요양소 등 의료서비스기관을 설치한 경우, 의료허가서비스 범

위를 벗어난 외부서비스 제공은 불허

- 의료기관이 양로원을 개설하거나 양로원과 인접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구역별 

관리 요구사항에 따라 교차 감염 평가를 시행

 주요 관리대상인원의 예방 및 통제

l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중증 만성질환자 등 주요 관리대상인원이 개인보호

를 잘하도록 지도하고,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지원을 수행

 의료기관의 예방 및 통제

l 의료기관내의 감염 예방통제를 강화하고, 시간대별 예약 진료를 실시하며, 의료기

관의 구역별 관리요구를 엄격히 이행

- 조속히 위험을 조사하여 처치조치를 채택하며, 면회와 간호간병 관리를 엄격히 하여 

교차감염을 피함

- 사전측정 분류와 발열진찰실 업무절차를 엄격히 하고, 예방통제 조치를 강화

- 의료진 보호조치를 이행하며, 의료진에 대한 건강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

 캠퍼스의 예방 및 통제

l 교직원과 학생의 건강상태 ‘일일보고’, ‘제로보고’ 제도를 적용

- 건강 알림, 건강관리, 교실 환기, 소독 등을 잘 수행하고 등교 체온측정, 질병으로 인

해 결석(결근)한 원인 추적과 등록 등 예방통제 조치를 시행

 지역사회의 예방 및 통제

l 지역사회의 네트워크화 관리를 강화하고, 커뮤니티 봉사자의 역할을 발휘

- 보건 교육, 환경 위생 관리, 임대주택 및 기숙사 관리, 외국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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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이 발생한 단지는 밀착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격리관리, 터미널소독 등을 강

화하며, 필요 시 모임활동 제한, 폐쇄 관리 등의 조치를 시행

지원보장 강화

 검사 및 측정범위 확대

l 각 지역별로 전염병 예방통제업무의 수요와 측정능력에 따라 평가실시 가능

- 밀착접촉자, 해외 입국자, 발열진찰실 환자, 신규 입원환자 및 간병인, 의료기관 근무자, 

출입국 검역과 국경 측정인원, 감옥 경찰, 사회복지 양로원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철저

한 검사 및 측정을 실시

-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측정을 원하는 경우, 가급적 측정을 실시

- 인구밀집도가 높고 유동성이 높은 지역과 국경 출입국 등 주요 지역의 현(縣)/구

(區)급 및 이상의 질병예방통제기관, 2급 및 이상의 병원은 핵산 측정능력의 강화에 

주력

- 자격을 갖춘 사회측정기관이 측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며, 상업화 응용을 확대

 빅데이터의 역할 발휘

l 국가 통합 정무서비스 플랫폼에 의존해 각 지역별 ‘건강코드’ 상호인식 및 ‘원코

드 통행’을 일괄적으로 추진

- 핵산과 혈청 항체 측정결과, 중점관리대상인원 등의 정보를 ‘건강코드’ 빅데이터에 

공유시켜 인원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유동을 추진

- 국가 통합 정무서비스 플랫폼인 ‘방역 건강정보코드’ 입국자 버전의 보급응용을 활

성화하여 입국자에 대한 폐쇄루프 관리를 강화

 과학연구와 국제협력 강화

l 백신, 약물 과학기술 연구, 바이러스 돌연변이 및 면역전략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

- 검출시약 및 장비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감도, 특이성 및 편의성을 개선하며 검

출시능력 향상 및 검출시간을 단축

-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관, 관련 국가들과의 정보공유, 기술교류 및 예방통제 

협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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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도력 강화

 정부의 책임을 이행

l 지방정부의 책임 이행 및 지도력을 강화

- 법에 의거한 예방통제, 과학적 예방통제, 공동 예방통제에 입각해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물자의 탄력적인 비축을 강화

- 예방통제 및 비상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상시화 예방통제 관련 조치 요구를 엄격히 이행

- 국무원의 관련 부서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협동예방통제를 강화하며, 각 지역의 

상시화 예방통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강화

 기업과 사업기관의 책임을 이행

l 각 기업과 사업기관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규정을 엄격히 이

행하며, 예방통제사업의 책임과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비상대책을 수립

 리스크 등급 및 비상대응 등급의 탄력적 조정

l 각 지역은 구역별·등급별 기준에 따라 현지의 전염병 상황에 따라 리스크 등급과 

비상대응 등급을 탄력적 조정

- 현지 상황과 시기에 적절한 전염병 예방통제를 위한 비상대책 및 다양한 지원방안

을 지속적 개선

-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정확한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조속한 비상조치를 취함

참고자료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做好新冠肺炎疫情常态化防工作的指导意见
https://mp.weixin.qq.com/s/dkqU8bRhyPw1RIxl5uge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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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공정원, 중국의 전자정보 과학기술발전 “16대 도전” 발표

 4월 26일, 중국공정원 정보·전자학부와 중국정보·전자공정과기개발전략연구센터는 

“중국의 전자정보공정 과학기술발전에 영향미치는 16대 기술도전(2020)”을 발표함

l 陳左寧 중국과학원 부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정치, 경제 및 사회발전 구도

가 급변하는 상황을 감안, 정보과학기술이 직면한 기술적 도전을 분석하고 대응하

는 것은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힘

l 중국공정원이 도출한 중국의 전자정보공정 과학기술발전 관련 16대 기술적 도전

은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음

[표 3-1] 중국의 전자정보공정 과학기술발전분야 16대 기술적 도전 

분야 주요 도전

 마이크로전자 광전

자

§ 신구조, 신장치, 신소재, 신공법 및 뉴패키징 등 단점 보완 및 장점 강화

§ 통신용 레이저의 수신, 전송, 변조, 증폭을 둘러싼 광자집적 및 광전집적 칩 기술의 

초소형화, 고속, 저원가, 저전력소모, 다기능, 광전융합 및 지능화 실현

 광학공정

§ 생체모방 광학을 이용한 생물의 조정 가능성, 광역스펙트럼, 광시야각, 반사방지 및 

스텔스 시각시스템의 시뮬레이션

§ 생물 및 군집 지능 감지 메커니즘과 기능을 인공지능시스템에 부여하여 강한 배경간섭 

조건에서 생체모방 광학의 동적 감지 및 처리 능력 향상

 센싱 § 자율적 수집, 데이터 처리, 전송 및 안전관리 등 능력을 갖춘 지능센서

 계측계량 및 기기

§ 국가 측량시스템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방향으로의 도약을 직접적으로 추진

하고 중국 과학기술, 산업, 건강 및 국방의 지속적 고품질 발전 유지

§ 생명안전·생물안전을 위한 계량표준 및 측정기기 개발·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시급한 수요 충족

 전자기공간

§ 지능 풀스펙트럼 및 다원일체의 주파수 스펙트럼 감지, 고주파 광대역 고효율적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 동적 정밀 주파수 사용관리 그리고 시스템 설비의 고집적, 저비용 

달성

 네트워크 및 통신

§ 네트워크의 복잡성, 대용량, 대규모 연결, 와이드 커버리지, 고신뢰성, 저에너지소비, 

저비용 달성

§ 압박·구동 상황에서 네트워크 아키텍처, 서비스 품질, 사용자 체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기술

 사이버보안
§ 혁신적 능동성, 자가적응적 다중 레벨 연동기술시스템 구축

§ 신속·지능적 방어벽 구축, ‘외부 공격 차단’이 가능한 네크워크 철통수비의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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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도전

확보, 자기주도적 위험감지, 공격 및 예견능력 확보

 수중음향공학 § 실시간 정보 전송 및 빅데이터 정보처리 방법으로 해양 수중정보의 능동적 지배

 전자기장 및 전자

기환경효과

§ 기존의 사유 및 방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전자기환경효과 및 방호 이론 구축

§ 신기술, 신소재, 신장치를 개발해 중국의 정보전자 및 그 응용의 전자기환경 적응, 

전자기 견제·균형 역량 향상

□10  컨트롤

§ 지능제조, 무인운전, 심우주·심해 등 불확실 복잡 동적환경 조건에서 자동화와 인공지

능의 상호 융합 이론, 기술 및 시스템 활용

§ 중대장비, 자율운동체 및 프로세스 산업과정 등의 메커니즘 구축

§ 수학모형 구축이 어려운 피제어대상에 대한 자율적 지능제어, 인간-기계 협동적 최적

화 의사결정, 의사결정과 제어의 통합화 달성

□11  인지
§ 멀티스케일 동적 뇌관측, 기억·정서·시각 등 인지기능 메커니즘 규명 

§ 일반화가 쉽고 강인(robustness)하며 전력소모가 적은 인공지능 이론 및 모델 구축

□1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 모어 댄 무어(More than Moore) 시대의 물리적 제한으로 컴퓨팅시스템의 아키텍처, 

시스템하드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등 부분의 고효율, 고신뢰성, 저

에너지소모, 애자일 디자인(agile design) 지능화 실현

□13  컴퓨터 응용 § 고효율적이고 적합하며 지능적인 상호운영기술시스템 구축

□14  산업소프트웨어시

스템

§ 고안정성 3차원 지오메트리 엔진(Geometry Engine), 엔지니어링 분석 시뮬레이션 

솔버(solver), 전자설계자동화 등 핵심적 산업소프트웨어 구축

§ 대형 고신뢰성 내장형 산업소프트웨어, 신형 산업인터넷 시스템소프트웨어 구축

□15  비상사태 대응

   (정보 영역)

§ 의료보건, 공안(公安), 교통, 건설, 환경, 교육, 에너지, 민정(民政), 국유기업 등 관련 

부처 데이터자원 통합

§ 상시와 전시를 결합시킨 비상시기 과학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컴퓨팅환경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신약, 백신 등 연구분야에 활용

□16  신형 인프라

§ 기술 협동, 대규모 네트워킹, 응용방식 혁신, 광전칩 및 핵심 소프트웨어 등 핵심기술 

지원, 네트워크 안전, 고신뢰성 녹색 저원가, 각 업종과의 융합에서 신형 인프라의 

수직적 정합

참고자료

§ 中国工程院发布我国电子信息科技“十六大挑战”

https://mp.weixin.qq.com/s/2I6vhnncpNtBz2kT6-H1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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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 중국 고피인용 학자 2,163명 선정

5월 7일, 엘제비어(Elsevier)에서 2019년 중국 고피인용 학자(Chinese Most 

Cited Researchers) 랭킹을 공식 발표

l 스코퍼스(Scopus, 국제 우수 학술논문 인용지수) 데이터와 상하이 랭킹 조사기관

(Shanghai Ranking Consultancy)의 방법을 적용한 통계결과, 중국 242개 대학

/연구기관/기업의 2,163명의 학자가 선정됨

- 중국과학원이 가장 많은 고피인용 학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289명이 

선정됨

- 대학에 대한 통계결과를 보면, 칭화대학이 143명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다음 순

으로 베이징대학 107명, 저장대학이 97명, 상하이교통대학 95명, 푸단대학 63명임

- 비(非)대학 기관 중에서 중국과학원 등 연구기관 외에 Toutiao(今日头条), 아이플

라이텍(iFlyTek), 레노버그룹 등 유명 기업에서도 학자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남

l 대학 및 비대학 기관 상위 10개 기관 통계 상황은 다음과 같음

[표 4-1] 2019년 중국 고피인용 학자 통계 (대학) 

순번 대학 명칭 인원수

1 칭화대학 143

2 베이징대학 107

3 저장대학 97

4 상하이교통대학 95

5 푸단대학 63

6 중산대학 55

7 중국과학기술대학 46

8 난징대학 40

8 퉁지대학 40

10 화중과기대학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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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2019년 중국 고피인용 학자 통계 (非대학) 

참고자료

§ 2019中国高被引学者出炉，2163人入选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5/439403.shtm

순번 기관 명칭 인원수

1 중국과학원 289

2 중국농업과학원 11

3 중국지질과학원 8

4 장강(長江)상학원 4

4 군사의학과학원 4

4 중국질병예방제어센터 4

7 베이징생명과학연구소 3

7 선전화다(深圳華大)유전자연구원 3

9 해방군총병원 2

9 마이크로아시아연구원 2

9 중국지진국 2

9 중국사회과학원 2

9 중일우호병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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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 네이처인덱스, 중국과학기술대학 최초로 톱10 진입

4월 30일, 2020년 네이처인덱스 순위(Nature Index 2020 annual tables)는 국

가별 연구기관의 자연과학분야 고품질 과학연구 산출 현황을 발표

l 미국은 고품질 연구의 최대 산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으며, 중국은 2위이지만 

강한 발전추세를 구현

- 중국은 2015년부터 과학연구 성과가 대폭 증가하여 중미 양국간 격차가 꾸준히 좁혀짐

F 통계결과, 중국은 과학기술 성과가 2015년 이후 63.5% 증가하여 전 세계에서 가

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되었음

l 중국과학원, 미국 하버드대학 및 독일 막스플랑크협회는 여전히 기관 성과의 최상위를 차지

- 중국과학원은 기관의 순위에서 1위를 유지하여 네이처인덱스 비중의 2.8%를 차지

했으며, 화학, 물리, 지구 및 환경과학 등 분야의 성과는 세계 1위를 확보

l 중국과학기술대학은 조정 후의 기여도가 25.6% 증가해 최초로 상위 10위권에 진입

[표 5-1] 2019년 세계 연구기관 TOP10
순번 연구기관 국가 2019 기여도 (FC) 2019 논문 수(AC)

1 중국과학원 중국 1805.22 5480

2 하버드대학 미국 925.15 2577

3 막스플랑크협회 독일 764.83 2613

4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프랑스 723.45 4433

5 스탠퍼드대학 미국 646.44 1656

6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미국 560.07 1863

7 헬름홀츠연구센터공동체 독일 485.75 2200

8 중국과학기술대학 중국 455.82 1231

9 옥스퍼드대학 영국 453.65 1367

10 베이징대학 중국 437.6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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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20년 네이처인덱스 순위는 기관의 라이징 스타(Rising Star) 순위를 추가

- 해당 순위는 2015-2019년간 각 기관별 고품질 과학연구 성과 증가추이를 추적

- 중국은 해당 순위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해 상위 44개 기관의 라이징 스타가 중국에 

포진된 것으로 나타남

[표 5-2] 2019년 상승이 가장 빠른 중국의 연구기관 (25개)

순번 기관 국가
2019

기여도 (FC)

2019

논문 수 (AC)

2015-2019

조정 후의 기여도

2020 

순위

1 중국과학원대학 중국 407.88 2336 288.61 15
2 중국과학기술대학 중국 455.82 1231 173.05 8
3 상하이교통대학 중국 244.57 794 128.29 38
4 칭화대학 중국 428.61 1392 127.3 12
5 중산대학 중국 259.15 633 124.01 35
6 쓰촨대학 중국 221.44 395 114.65 47
7 남방과기대학 중국 128.35 374 110.58 99
8 난징대학 중국 422.31 1034 108.42 13
9 화중과기대학 중국 193.99 463 100.56 59
10 우한대학 중국 217.16 495 93.25 49
11 저장대학 중국 329.82 815 89.14 23
12 난징공업대학 중국 108.53 217 79.52 128
13 쑤저우대학 중국 229.25 453 77.21 44
14 난카이대학 중국 243 595 72.99 39
15 선전대학 중국 77.74 266 66.79 204
16 톈진대학 중국 156.74 599 57.77 74
17 중난대학 중국 87.63 234 57.21 173
18 화난이공대학 중국 121.91 275 57.15 104
19 중국과학원 중국 1805.22 5480 56.77 1
20 시안교통대학 중국 119.42 325 56.21 109
21 베이징이공대학 중국 86.39 205 53.75 178
22 샤먼대학 중국 182.9 358 53.57 62
23 푸저우대학 중국 89.19 162 52.41 168
24 정저우대학 중국 80.01 306 51.66 197
25 지난대학 중국 66.02 169 51.59 239

참고자료

§ 2020自然指数年度榜单出炉，中国是2015年以来科研产出增速最快国家
https://mp.weixin.qq.com/s/bA26IOkSV7PS8ey8yyoD_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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