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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국무원, 「전국 유행성 독감 예방 방안 (2020년)」을 발표

2020-2021년 중국 유행성 독감 예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유행성 독감 예

방 방안 (2020년)」을 발표하였음 (9.29)

l 「중국전염병방지법」, 「공공사건응급조례」 등 규범에 의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업무 

메커니즘에 따라, 예방 위주, 예방 치료 결합, 중-서의 협동, 과학적인 전략을 유지

l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1 � 총괄적으로 배치를

계획하여,� 부서간의 협조를

강화

▶ 각� 지역은 겨울,� 봄철 독감 예방 업무 배치 계획을 세워야 함

▶ 코로나19�검사업무계획과결합하여,�예방조치가이루어지도록해야함

□2 �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중-서의 협동을

추진

▶ 위생 건강 시스템인 독감 방지 업무 지도 체제를 돌입

▶ 중의와 서양 의학을 결합하는 장점을 발휘하고,� 공동으로 배치-�

추진-조화-고효율로 연결하는 독감 예방 제도를 수립

□3 � 전염병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석

연구 판정을 강화

▶ 세계적인 독감 전염병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공공 위생,�의료
서비스,� 응급 관리 등 다자간 협력을 강화

▶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역학 분석 연구 판단과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중점 지역 독감 등급별 조기 경보 체제를 추진

□4 � 건강 교육 강도를 높이고

가을,� 겨울철 질병 예방을

추진

▶ 각�지역은 양호한 위생습관과 건강생활방식 유지는 독감,�코로나
19�등 호흡기 전염병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건강교육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과학 인식을 향상

□5 � 중점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예방접종을 격려

▶ 의료진,� 아동,� 노인 및 만성질환자가 독감백신 접종 중점 대상임
▶ 지역별로 현지 현황과 결합해 백신 접종비용 인하,�백신 접종률을 제고

□6 � 예방접종 서비스 개선,�

백신 접종 편리화 추진

▶ 독감 백신 접종 지점 확대,� 백신 접종 조기 가동,� 백신 접종 주기
연장,�서비스 시간 증가 등을 통해 대중에게 편리화 서비스를 제공

□7 � 중점 기관의 지도를

강화하여 집단 감염을 엄격히

방지

▶ 실내 대형 활동을 감소시키거나 중지하고,�집단 감염 발생 시 조
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처리를 실시해야 함

□8 � 인파 밀집 장소의 예방을

강화하여 감염 위험을 낮춤

▶ 기차역,�공항 등 인파가 밀집한 중점 장소의 환기,�소독 조치를 강
화하고,� 양호한 위생 습관의 홍보를 강화

□9 � 효과적으로 대응,� 집단

감염을 즉시 처리

▶ 독감의 실험실 표본채취와 검사 등을 규범적으로 실시하여 즉시

에 효과적으로 전염병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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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全国流行性感冒防控工作方案（2020年版）》印发
https://mp.weixin.qq.com/s/2fhAQ5XzA_mXti0CCwZtGg

구분 주요 내용

□10 � 지방 의료진의 독감 예방

치료 수준을 높임

▶ 향(鄉)진(鎮)위생병원과 지역사회위생서비스센터의 의료진 및 농

촌의사의 독감 예방방지에 관한 지식교육을 강화하여,�지방 의료

진의 조기 선별,� 진단 및 치료 능력을 확실히 향상

□11 � 엄격한 진료와 분류를

하고,� 호흡기 전염병 다

병원(病原)� 협동 검진을 추진

▶ 발열 클리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예진,�진료와 분류를 규범화
▶ 호흡기과,� 소아과 진료능력을 강화하며,� 코로나바이러스,� 독감바

이러스 등 다양한 병원검사와 함께 진단을 실시하여 적시에 맞춤

형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

□12 � 의료 자원을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치료 업무에 집중

▶ 현(縣)의료 공동체의 네트워크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방 의

료 기관 역할을 발휘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치료를 유도
▶ 독감 치료 방안을 세분화

□13 � 중의 이념을 발휘하여,�

중의 독감 예방 업무를 수행

▶ 중의의 미병(未病)�치료 이념과 기술 방법을 결합하여,�중의의 독
감 예방 전략과 중요한 조치를 보완

▶ 중의의 독감 예방 홍보 역량을 강화하여,�대중이 중의를 통해 독
감을 예방하도록 유도

□14 � 위험 지점을 엄격히 밝혀,�

병원내의 감염 통제 업무를

수행

▶ 환기,� 소독,� 격리 등의 규정을 엄격히 실행
▶ 특히 감염과,� 소아과,� 호흡기과,� 산부인과,� 중환자실 등의 중점과

실의 감염 통제에 대해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
▶ 의료진,�환자의 개인 과학 예방보호를 확실히 하여 의료기관의 감
염을 효과적으로 방지

□15 � 실시간 독감 예방 정보를

발표하고,� 국제 교류 협력을

강화

▶ 독감 발생 상황 및 예방 업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발표

하고,� 건강 안내와 의료 지침 등의 정보를 발표
▶ WHO�및 관련 국가와의 독감예방 협력교류를 강화하고,�정보 공
유,� 경험 교류를 추진

□16 �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여

통제 예방 업무를 착수

▶ 독감 예방은 코로나19�방제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조직의 지도력을 강화하여,� 작업 메커니즘을 완비

□17 � 독감 백신의 균형적

사용을 강화하고,� 예방 물자

공급을 확보

▶ 독감 백신 수요 평가를 조직해 백신 구매,�공급,�배송,� 접종 등을
분석해 물자 균형적 공급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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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中 국무원 판공청, 「선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역 건설 종합 
개혁 실시 방안(2020-2025년)」 발표

« 10월 14일 광동(广东)성 선전(深圳)시에서 선전경제특구 창립 40주년 경축대회가 열렸으며, 시

진핑(习近平) 총서기가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진행하였음

전체 요구사항

l 지도사상

-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역의 전략적인 포지셔닝(定位)과 목표를 바탕으로 

선전에 중점 분야와 중요한 일환의 개혁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하며, 선전이 더 

높은 시작점,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목표에서 개혁 개방을 추진하도록 지지함

- 각 분야별 제도를 정립하고 고품질 발전 체제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관리 체계 및 

관리 능력 현대화를 추진함

- 전면적으로 개혁 심화와 개방을 확대하는 신구조 구축에 속도를 내고, 더 높은 수

준의 선전·홍콩간 협력을 추진하며,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건설 중의 핵심 

엔진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도시 모델 창설에 노력함

l 주요목표

- 2020년에는 요소시장화 배치, 경영환경 최적화, 도시공간 통합 이용 등 중요한 분야에서 중요

한 개혁 대안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함

- 2022년에는 각종 제도 건설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져, 벤치마킹이 가능한 제도 성과를 창출

하였고, 시범사업에서 단계적인 효과를 확보함

- 2025년에는 중요 분야와 핵심적인 단계 개혁이 상징적인 성과를 거두어 기본적으로 시범 개혁 

임무를 완수하여 중국 국내 제도 건설을 위해 중요한 모범을 보임 

요소 시장화 배치 체제 메커니즘 보완

l 기술 성과 이전 관련 제도의 보완 속도를 올림

- 과학 연구 프로젝트의 설립과 조직 방식을 개혁하여, 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과학

기술 프로젝트의 선발, 경비 분배, 성과 평가 메커니즘을 세움

- 과학기술 성과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 개혁을 심화시키고, 과학 연구자에게 직무상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소유권 부여나 장기 사용권, 성과 평가, 수익 배분 등 모색 

방안을 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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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프로젝트의 과학기술 성과 및 특허권의 발명자나 설계자, 중소기업 기술 양

도와 이익 배분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전국에 기업 과학연구 성과 이전 및 이익 분배 

메커니즘을 시행함

- 기술 성과 이전 공개적으로 거래와 관리 체계를 보완함

l 데이터 요소 시장을 신속 육성

- 데이터 재산권 제도를 먼저 보완하여 데이터 재산권 보호와 새로운 메커니즘을 모

색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제도를 수립함

-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데이터 플랫폼 건설을 지원하고 데이터 거래 시장 

설립이나 기존 거래 장소에 의한 데이터 거래 전개를 논증적으로 연구하였음

- 데이터 생산 요소의 통계 계산 시범을 전개함

과학 기술 혁신 환경 제도 완비

l 혁신적인 자원 배치 방식과 관리 메커니즘 최적화

- 비경쟁적 및 경쟁적 '이원화 제도'를 실행하는 과학 연구비 투입 메커니즘을 지원함

- 과학 연구 기관의 관리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상시화된 정부와 기업의 과학기술 혁

신 자문 제도를 수립하여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 메커니즘을 구축함

l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 활용 제도를 수립

- 절차에 따라 선전에 외국인 고급인력 확인서 권한을 부여하고 외국인의 중국에서의 

업무 허가 및 업무 체류 허가 심사 절차를 최적화함

- 외국 국적 '高精尖缺(첨단분야의 부족한 고급핵심인력)' 인재인정 기준의 책정을 지

원하며, 조건에 맞는 외국 국적자에 대한 R비자 발급과 출입국 편의를 제공함

- 조건에 맞는 외국 국적 고급 인재들에 대한 영주 신청을 위한 편의를 제공함

- 높은 편리화를 모색하는 외국 전문 인재 업무 수행 제도를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

자(의료위생직 제외)의 각종 직업자격시험 응시 제한을 완화함

참고자료

§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印发《深圳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先行示范区综合改革试点实施
方案（2020－2025年）》

  http://www.gov.cn/xinwen/2020-10/11/content_55504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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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 지속가능한 발전(可持續發展) 빅 데이터 국제연구센터 설립

9.22일 시진핑 주석은 제75차 유엔(UN) 총회에서 중국이 지속가능한 발전 빅 데이터  

국제연구센터를 설립해 “2030년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SDGs)”를 정착시키는 데 

새로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음

l (배경)현재 유엔이 추진하는 글로벌 3대 전략 틀은 파리기후협정, 센다이(仙臺) 

방재 프레임 워크, 그리고 SDGs(지속가능한 발전목표)임

- 이중 SDGs는 가장 체계적·통합적이고 야심찬 계획과 실천을 제시했음 

- SDGs는 지구적 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 지연과 

조회를 이루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함

- 문제는 데이터의 체계적인 활용과 공유이며,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SDGs를 

추진해야 2030년 의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마련될 수 있음

l 이와 관련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22일 유엔총회 일반토론에서 중국이 지속가능한 

발전 빅 데이터 국제연구센터를 설립해 “2030년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SDGs)”를 

정착시키는 데 새로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은 2012년 중국공산당 제18기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이념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여기서 인류가 직면한 사회·경제·환경이라는 지속가능발전 3개 기둥을 공동 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결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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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동 센터는 세계 최초로 빅 데이터를 통해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스하는 기구임

- 동 센터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 빅 데이터 공공 과학기술 플랫폼 및 연구기관을 구축

하는 것임

- 즉 지속가능한 발전 과학연구센터, 정보 서비스 및 기술혁신 센터, 인재 육성 및 능력 

양성 센터, 글로벌 지속가능한 발전 고수준 싱크탱크(智库) 등 구축을 통해 유엔 유관

기관 및 회원국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중국과학원이 국가 관련 우위 자원을 통합해 지속가능한 발전 빅 데이터 국제연구센터 

구축을 할 예정임

l 중국과학원이 지속가능한 발전 빅 데이터 국제연구센터 구축의 주요 역할을 할 예정임

- 2018년 초에 설립된 중국과학원 “지구 빅 데이터 과학공학” A종 선도사업은 빅 데이터로 

전 세계와 중국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뒷받침하는 전략중점사업임. 이 사업은 전국 129개 

단위에서 1,2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음

- 중국과학원은 이미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공간기술, 네트워크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중국의 풍광, 시동간의 3차원적 환경, 생태, 해양 정보 등을 전문화하였음

참고자료

§ 习近平主席在第75届联合国大会上宣布 我国将设立可持续发展大数据国际研究中心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9/446122.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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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회 “과학탐구상” 수상자명단 발표

9월 25일, 제2회 “과학탐구상”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으며, 향후 5년간 50명의 수상자에게 

1인당 300만 위안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l “과학탐구상”은 2018년 Tencent(騰訊)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Tencent CEO Ma 

Huateng(马化腾)이 14명의 과학자와 공동으로 발족한 과학상임

- 기초과학과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내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45세미만의 

신진과학기술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복지상임

l 2020년 “과학탐구상”은 여성 과학자와 젊은 과학자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처음으로 홍콩 및 마카오지역 과학자에게 신청 자격 부여

- 수상자 중 6명(20%)은 35세 미만이며, 여성은 5명으로 지난해 대비 1명 증가

- 최연소 수상자는 30세인 북경대학 마이크로나노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Huang Qianqian(黄芊芊)임

- 홍콩 및 마카오지역 수상자는 총 3명이며, 각각 홍콩중문대학, 홍콩과기대학, 홍콩시립

대학 소속임

[표 1] 2020년 과학탐구상 수상자 명단

수학물리학 (6명)

He Xuhua(何旭华) 남 홍콩중문대학

Liu Gang(刘钢) 남 화동사범대학

Lu Wei(鲁巍) 남 북경대학

Yu Yu(郁昱) 남 상하이교통대학

Zhang Jing(张靖) 남 산시(山西)대학

Zhang Yuanbo(张远波) 남 푸단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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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5명)

Chen Lingling(陈玲玲) 여 중국과학원 분자세포과학탁월혁신센터

Huang Zhiwei(黄志伟) 남 하얼빈(哈尔滨)공업대학

Lu Boxun(鲁伯埙) 남 푸단대학

Wang Ertao(王二涛) 남 중국과학원 분자식물과학탁월혁신센터

Zhu Ting(朱听) 남 칭화대학

천문 및 지학(6명)

Dong Subo(东苏勃) 남 북경대학

Hu Qingyang(胡清扬) 남 베이징고압과학연구센터

Li Jing(李婧) 여 중국과학원 쯔진산(紫金山)천문대

Piao Shilong(朴世龙) 남 북경대학

Shi Dalin(史大林) 남 샤먼대학

Wei Yong(魏勇) 남 중국과학원 지질 및 지구물리연구소

화학신소재 (5명)

Chen Xing(陈兴) 남 북경대학

Li Ang(李昂) 남 상하이 유기화학 연구소

Liu Lei(刘磊) 남 칭화대학

Liu Zhipan(刘智攀) 남 푸단대학

Zhang Jiepeng(张杰鹏) 남 중산대학

정보전자 (6명)

Chang Chao(常超) 남 시안교통대학 

Huang Qianqian(黄芊芊) 여 북경대학

Li Xuelong(李学龙) 남 서북공업대학

Li Zan(李赞) 여 시안전자과학기술대학

Xie Tao(谢涛) 남 북경대학

Zhu Jun(朱军) 남 칭화대학

에너지환경 (6명)

Fu Yao(傅尧) 남 중국과학기술대학

Liu Qian(刘倩) 남 중국과학원 생태환경연구센터 

Luo Kun(罗坤) 남  저장(浙江)대학

Xu Jixian(徐集贤) 남 중국과학기술대학

Yan He(颜河) 남 홍콩과기대학

Zhou Fubao(周福宝) 남 중국광업대학

첨단제조 (5명)

Chen Yan(陈焱) 여 톈진대학

Huang Yongan(黄永安) 남 화중과기대학(华中科技大学) 

Wang Kaiyun(王开云) 남 서남(西南)교통대학

Wang Liping(王立平) 남 중국과학원 닝보(宁波) 소재 기술 및 공정 연구소

Wang Zuankai(王钻开) 남 홍콩시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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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축(5명)

Chen Qiuwen(陈求稳) 남 수리부 교통운수부 국가에너지국 난징(南京) 수리과학연구원

Hong Jinxiang(洪锦祥) 남 강소성 건축과학연구원유한공사

Lin Borong(林波荣) 남 칭화대학

Nie Xin(聂鑫) 남 칭화대학

Wei Yun(魏运) 남 베이징성건설계발전그룹

첨단융합 (6명)

Peng Chengzhi(彭承志) 남 중국과학기술대학

Song Bo(宋柏) 남 북경대학

Yang Yue(杨越) 남 북경대학

Zhang Liyuan(张立源) 남 남방과기대학

Zhou Bin(周斌) 남 중국과학원 분자세포과학탁월혁신센터

Zhu Jia(朱嘉) 남 난징(南京)대학

참고자료

§ 最小获奖者仅30岁，第二届“科学探索奖”揭晓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9/446159.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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