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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원, 향후 10년간 미국이 막는 기술부터 

개발한다

2020년 9월 16일, 중국과학원의 「솔선행동계획」 1단계 추진상황에 관한 브리핑

에서 Bai Chunli 원장은 향후 10년간 중국과학원은 미국이 제재하는 기술을 우선 

연구과제로 확정하여 개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과학원 「솔선행동계획」의 추진 배경 및 2단계 목표

l (배경) 2013년 7월 17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과학원 시찰시 지난 60여 년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한편, “네 가지의 솔선”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음

- “네 가지의 솔선” 목표(2015-2030년) : ① 전략 ·선도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도약적인 발전 率先 실현 ② 혁

신인재거점 率先 형성 ③ 수준 높은 과학기술 싱크탱크 率先 구축 ④ 세계 일류수준의 연구기관으로 率先 도약

- "네 가지의 솔선"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고자 중국과학원은 2단계에 걸쳐 "솔선행동 계획" 추진

1단계(2020년까지)  “네 가지의 솔선” 목표 기본 실현

2단계(2030년까지)  “네 가지의 솔선” 목표 전면 실현

 

중국과학원은 미국이 제재하는 병목(卡脖子)기술을 향후 10년간 수행할 우선 연구

과제로 확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

l 중국과학원은 자체 개발한 슈퍼컴퓨팅시스템으로 기상예보, 분자설계, 신약연구

개발, 대기예보 등 분야에 적용하고 기초연구와 우주연구 분야에도 활용하였음

l Bai Chunli 원장이 밝힌 향후 10년간 중국과학원이 우선적으로 공략할 병목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음

- 핵심 기초소재, 핵심 프로세스, 기초 알고리즘, 중대장비 등 기초적 전략적 핵심기술 수요에 

초점을 맞춰, 포토리소그래피기계, 항공타이어, 베어링강, 고급 칩 등 개발

- 이를 위해 중국과학원은 전문적인 영도소조를 설립하고 각 부문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연구인력에게 과학연구에 전념하겠다고 군령장(軍令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함

F 군령장이란 과거에 군령의 내용을 적어 시행했던 문서로, 임무를 수락할 때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보증서에 

서명하는 정중한 서약 행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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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 Chunli 원장은 지난 6년간 「솔선행동계획」 1단계 추진을 통해 “네 가지 솔선

(率先)”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하였다고 밝혔음

F 중국과학원이 「솔선행동계획」 1단계 추진과정에서 올린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음

 양자정보 기초연구 및 집적응용 등 일부 분야에서 세계 선두 수준을 확보함

l “모쯔호(墨子號)” 양자과학 실험위성을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얽힘에 기반한 1천km

급 양자키 분배를 달성했음

- 그중 세계 최초로 위성-지구간 양방향 양자 얽힘 분배를 구현

l 기존의 현장 점대점(point-to-point) 광섬유 양자키 분배의 안전거리는 1백km급에 

달하며 실험실 거리는 500km에 달할 수 있음

l 세계 최초의 양자암호통신인 “징후(베이징-상해) 간선”은 32개의 중계 노드를 연결하

여 전체 길이 2,000Km의 도시 간 광섬유 양자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모쯔호” 신호 

중계를 통해 자유 공간 채널에서 7,600km의 대륙간 통신거리를 달성했음

l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는 고체에서 바일 페르미온(Weyl fermion)을 발견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철기반 초전도체에서 마요라나(Mayorana) 결합상태를 발견하였음

 우주·심해의 자율적인 탐사를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을 추진함

l 우주과학실험위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위성 발사에 성공하였음

- 모쯔호, 양자통신 실험위성, 오공호(悟空號) 등 6개의 과학위성을 쏘아올려 세계 최초로 

암흑물질 탐사에 나섰음

- 동시에 중력파를 탐사하는 '태극 1호' 위성도 발사하였음

l 베이더우위성항법시스템 구축에도 전면적으로 참여하였음

- 현재 발사된 베이더우3호위성 중 12개의 위성은 중국과학원이 연구·제작한 것임

- 또한 중국과학원이 주도하는 유인 우주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수백 세트의 우주응용에 

필요한 페이로드 연구개발을 완료하였음

l 또한 심해 탐사에 필요한 심해무인장비와 신형 자율주행 심해잠수정을 개발하였음

- 대표적인 심해무인장비로는 해익호(海翼號), 잠룡호(潛龍號), 탐색호, 해두호(海鬥號), 

해성호 등을 꼽을 수 있음K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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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中科院院长：按美制裁清单设立科研目标 签军令状
https://mp.weixin.qq.com/s/CYJYFFEkx4Cel84QzySzbg

- 자체 개발한 하이더우1호(海斗)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해구에 도달하여 해저 

수심 1만901미터에서의 견본채집 등을 포함한 자율적인 탐사를 실현하였음

 기술사업화를 통해 지난 6년간 민간 기업을 도와 2조 4,350억 위안의 매출 달성

l 지난 6년 동안 22개의 최신 기술혁신성과 가운데 14개가 중국과학원이 주도하여 

수행하였거나 혹은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

- 또한 국가자연과학 1등상 총 7개 가운데, 그중 중국과학원이 제1원성자로 3개를 수상

하였고, 주요 완성자로 1개를 수상하여 전체 수상자의 57% 차지

- 중국과학원은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 순위에서 8년 연속 세계 1위 기록

l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중국 10대 과학기술 진전”에서 중국

과학원이 제1완성자 또는 수행기관으로 모두 32개(53%)를 차지했음

l 지난 6년 동안 중국과학원이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통해 민간 기업을 

도와 올린 매출액은 총 2조 4,350억 위안이며, 증가한 이익세금은 총 3,983억 위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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