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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원, 개정후의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 발표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령 승인 후, 개정된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를 공포

하였으며,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10.27)

l (목적) 과학기술 장려제도는 자주적 혁신을 장려하고 인재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좋은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하는 중요한 조치임

- 기존의  「조례」 시행 시 벌어지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과학기

술자들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통해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심도 있는 추진

l 개정된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 과학기술 장려제도의 목표는 과학기술의 진보활동에 기여한 개인과 조직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동원하여 혁신형 국가와 세계 과학기술 강국을

구축
▶ 국가과학기술상은 국가의 중대 전략적 수요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이 밀접하게
결합되어야 하며 자연과학 기초연구 및 응용 기초연구에 대한 장려를 강화함

▶ 노동,� 지식,� 인재와 창조를 존중

 
▶ 과학기술 장려는 추천제에서 후보제로 조정하고 전문가,�학자,�유관기관 및 부서들이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는 제도 실시

▶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 및 유지하고 전문가와 학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학문적 성격을 강화

 
▶ 과학기술 장려의 심사 직책,� 심사 기준,� 심사 절차 등의 제도를 보완
▶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장려위원회의 업무 경계를 명확히 구분함
▶ 각�상에 대한 심사 기준과 격려 방향을 명확히 하고,�심사 방법을 보완하며,�심사 활동은
공개,�공평,�공정의 원칙을 유지하며,�심사 방법,�장려 총수,�장려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

 

▶ 과학기술 장려 성실·신용 시스템 구축을 강화
▶ 심사 전문가는 학문적 수준이 높고 과학 도덕이 우수해야 함
▶ 과학기술 활동에서 윤리를 위반하거나 과학연구 불법행위를 하는 개인 및 조직에게
국가과학기술상 후보로 추천하거나 수여하지 않으며,�과학연구 갑질행위(失信行爲)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국가과학기술상이라는 명의를 사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함K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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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中 ⌜생물안전법⌟발표...“생물안전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부분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0월 16일 ⌜생물안전법⌟을 표결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내년 4월 15일 시행될 예정임(10.19)

l 생물안전법에 따라 중국은 위험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시스템, 정보 공유와 발표 시스템, 

긴급대응 시스템, 조사와 추적 시스템 등 생물안전 위험의 예방통제를 위한 11개 기본 

제도를 갖추게 됨

구분 주요 내용


▶ 과학 기술상의 감독 및 처벌 강화

▶ 후보자와심사전문가가따라야할업무규율을명확히하고,�어떤 개인과조직도공평·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장려활동 각�주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규정

참고자료

§ 李克强签署国务院令 公布修订后的《国家科学技术奖励条例》

https://mp.weixin.qq.com/s/2md7WTMK4olCzZTJQQc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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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위안제(袁杰)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행정법실 주임은 생물안전법은 중국에서 

국가안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음

- 생물안전법은 생물안전 분야에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이며 주도적인 역할 수행

l 또한 생물안전법 시행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됨

- 생물안전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생물안전 

유지는 사람 중심(以人爲本)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명시함

- 다양한 종류의 생물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할 때 항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으로 고려함

 국가안보 유지에 도움이 됨

- 생물안전법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부분임을 명확히 하고, 생물안전을 국가안전체계에 

포함시켜 계획 및 배치함

- 생물안전 관리 시스템 및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위험통제제도체계를 보완하며, 생물안전 

관련 각종 위험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여 국가안전을 유지함

 국가의 생물안전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

- 생물안전 사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생물 과학기술 혁신과 생물 산업 발전을 

장려하며, 인재 양성과 물자 비축을 강화함

- 생물안전 인프라 건설을 총괄 배치하고, 국가 생물안전위험통제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국가 생물안전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

 생물안전 법률 시스템 보완에 도움이 됨

- 기존 생물안전 관련 법률 일부는 효율성 수준이 낮고 일부는 더 이상 실무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 할 수 없으며 일부 영역은 아직 법적 규범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물안전 분야의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게 됨

참고자료

§ 中国出台生物安全法 明确生物安全是国家安全重要组成部分
https://baijiahao.baidu.com/s?id=1680803828603814713&wfr=spider&for=pcKOST

EC
  K

OST
EC

  K
OST

EC
  K

OST
EC

 

https://baijiahao.baidu.com/s?id=1680803828603814713&wfr=spider&for=pc


2020.10.30.

.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5

3 中 시진핑, 양자정보 과학기술 발전전략의 기획 및 배치 강화

중국 중앙정치국에서 양자정보 과기연구 및 응용에 관한 회의를 개최 (10.16)

l 시진핑 국가주석은 현재 세계의 큰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 (목적) 세계 양자 과학기술의 발전추세를 파악하고, 중국 양자정보분야 발전현황을 분

석하며 양자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

l 양자정보 과기발전전략 기획 및 배치 강화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1 � 양자정보 연구의 필요성

▶ 중국은 전반적으로 양자정보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력과 창조
역량을 갖추었지만 양자정보 기술 발전에 있어 여전히 여러가지 도

전에 직면해 있음
▶ 자주 혁신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분야에서 자주성을 갖

추며 국가차원에서 국제도전에 대처하는 기술역량을 강화

□2 � 양자정보분야 우위 확보

▶ 양자정보 과학기술 발전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양자 과학
기술 발전의 돌파구를 찾음

▶ 기초 연구,�선도 기술,�공학 기술을 연구하고,�양자 통신 등 전략적 신
산업을 육성하여,� 양자 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

□3 � 전망 배치 강화

▶ 전략적 연구를 강화하고,� 혁신 자신감을 유지하며,� 장기 주기의 중

대한 프로젝트에서 전망 배치를 강화
▶ 중국의 양자정보 과학기술발전의 체계화 능력을 형성

□4 � 정책 지원 체계 완비

▶ 양자정보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책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한층
강력한 정책 지원을 형성

▶ 양자정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면서 지방,� 기업,� 사회 전반의

투자 확대를 이끌고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의 양자정보 기술 기초연

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
▶ 국가 과학연구 관리와 메커니즘을 개선

□5 �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

돌파 가속화

▶ 양자정보 발전의 관건이 기초이론 연구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관련
분야 인재,�기지 및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일괄적인 기획 및 배치를

통한 프로젝트 실시를 가속화K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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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中 과기부 등 4개 부서, 「전략적 신산업 투자확대, 신성장동력 육성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중국 과기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4개 부서가 공동으로

「전략적 신산업 투자확대, 신성장동력 육성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음 (9.24)

l (목적) '6대 안정' 및 '6대 보장' 임무를 착실하게 수행하고, 전략적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며,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가속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

l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고자료

§ 习近平：加强量子科技发展战略谋划和系统布局
https://mp.weixin.qq.com/s/wDlQ0avFJMqd7N83rpPVRw

구분 주요 내용

□6 � 수준 높은 인재 육성

▶ 양자정보 분야의 인재 육성 강도를 높여 관련 분야 발전에 적합한

전문 인재육성계획을 수립
▶ 과학자 업무 평가 메커니즘을 보완하고,�창조적 활동을 비합리적인
경비 관리,�인재 평가 등의 체계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인재의 혁신

적인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7 � 산학연 협력혁신 촉진

▶ 양자정보 과학기술 이론연구 성과이전의 효율을 향상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양자

정보 분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주도하고,� 산학연의 심도 있는

융합 및 협력혁신을 촉진

□8 � 정부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 양자정보분야의 중대한 과학기술 업무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과학기
술 자원 배치를 최적화

▶ 양자정보분야 과학기술 발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발전의 새
로운 우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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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팡관푸(放管服):� 개방 확대,� 관리 강화,� 서비스 제고

참고자료

§ 四部门：扩大战略性新兴产业投资 壮大新增长点
http://www.banyuetan.org/yw/detail/20200924/1000200033137441600864407372479832_1.html

구분 주요 내용

□1 � 중점 산업 투자 분야에

주안점을 둠

▶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의 품질 향상

- 5G 건설 투자를 확대, 5G 산업 발전 가속화, 각급 정부, 기업, 

공공기관을 기지국 건설에 우선적으로 개방하고, 5G 기지국을 

상업용 빌딩과 주민용 주택 건설 규범에 포함시킴

▶ 바이오산업 혁신,�첨단장비 제조산업 단점 보완,�신에너지산업의 비
약적인 발전,� 지능 및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기반건설을 가속화

□2 � 산업 집중 발전 지역을

건설

▶ 국가 전략적 신산업 클러스터 발전사업을 추진

- 10개의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전략적 신산업 기지, 100개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략적 신산업 클러스터, 1000개의 특색 

있는 전략적 신산업을 육성

▶ 새로운 국가의 전략적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 산업 클러스터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산업 클러스터 공공 서

비스 능력을 제고

□3 � 자금 보호능력 강화

▶ 정부 자금 유도 강화

- 지방정부의 전략적 신산업의 전문자금 기획 및 수립을 격려하

고, 사회자본의 산업투자펀드 설립을 시장화하는 방식으로 유도

▶ 금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보험 등 중장기 자금투자를 위한 전략

적 신산업의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

- 상장제도 최적화, 커촹판(科創板) 등 전략적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4 � 투자 서비스 환경을

최적화

▶ '팡관푸(放管服)1)'� 개혁 심화,� 신산업,�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 새로

운 모델의 행정 허가 과정을 편리화 추진

- 심사 과정 간소화, 처리 시간을 단축

▶ 요소의 시장화 배치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 새로운

모델 특성에 적응하고,�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감독 체제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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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기부, 「과학기술연구 문서관리 규정」 발표

최근 과기부는 국가당안국(國家檔案局)과 공동으로 ⌜과학기술연구 문서관리 규정⌟을 

통과시켰으며, 2020년 11월 1일부터 집행할 예정임(10.14)

l (정의) 과학기술연구 문서란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입안 논증, 연구 실시 및 과정 관리, 과제 

검수 및 평가, 성과 관리 등의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문자, 도표, 데이터,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 각종 문서 자료 및 표본, 샘플 등의 실물을 가리킴

l (배경) 지난 1987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당안국이 공동으로 ⌜과학기술연구 문서관리 

임시시행규정⌟(國檔發[1987]6호)을 재정했음

- 동 임시시행규정은 과학연구문서 관리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과학연구 활동 관리 강화

하는 데 적극적 효과를 창출했음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국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실시 및 과기체계 개혁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임시시행규정⌟의 일부 내용이 현재 과학기술연구 문서관리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그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l 2017년부터 과기부와 국가당안국은 ⌜임시시행규정⌟개정에 착수하였으며, 현장 조사, 토

론, 원고 수정, 공개 의견 등을 거쳐 새로운 ⌜과학기술연구 문서관리 규정⌟을 확정함

- 개정된 규정은 모두 28조이며, ⌜임시시행규정⌟에 비해 7가지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음

구분 주요 내용 

 과학연구 문서의 정의를 보완함

 과학연구 문서 관리 책임을 규명함

 과학연구 문서 자료의 내용을 다양화함

 과학연구 전자문서의 관리요구를 추가했음

 학제,�분야,�기관을초월하여연구를전개하는과학연구프로젝트의문서관리에대한요구를제시했음

 과학연구 문서의 검수 제도를 최적화했음

 과학연구 문서정보를 공유·이용을 격려함

참고자료

§ 《科学技术研究档案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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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中 과기부, 지난 5년간 기초연구 R&D 2배 확대

중국 과기부 Wang Zhigang(王志剛) 부장은 혁신발전 전략 시행 및 혁신형 국가 

건설에 관한 정책 브리핑에 참석하였음 (10.21)

l 王志剛은 지난 5년간 중국 기초연구 경비가 2배로 성장하여 2019년 1,336억 위

안에 달했다고 밝힘

- 향후 기초연구 투자를 증가하고, 투자구조를 최적화하며 비인기학과, 기초학과, 교

차학과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인 지원을 확대

l ‘13.5’기획 기간, 중국 기초연구 분야에서의 주요 발전

- 기초연구는 기초연구, 응용 기초연구, 기술혁신에서 성과이전, 산업화 등으로 이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함

- ‘13.5’기간 동안 과기부는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대세를 파악하고, 국

내외 환경발전의 변화에 적응하며, 기초연구, 응용 기초연구와 기술혁신의 일체화를 

촉진하였음

l 원천혁신에서의 성과

 전략적 차원에서 전체의 국면 기획과 시스템 배치를 강화

- 「기초 과학 연구의 전면 강화에 관한 의견」, 「0부터 1까지 기초연구 업무 강화 방

안」, 「새로운 국면에서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중점 조치」를 제정하였음

- 양자정보, 줄기세포, 바이오, 나노 등 중점 분야에서 기초적인 연구 사업을 배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유도, 중앙 및 지방 연합, 유연한 세금제도 등의 방식을 

통해 지방 기업과 사회의 역량이 기초연구 투자를 중시하도록 추진

- 중국 기초연구 투자는 2015년 716억 위안에서 2019년 1,335.6억 위안으로 연평

균 16.9% 증가하였고, 2019년 기초연구 투자가 처음으로 사회전체 R&D투자 비중

의 6%에 달함

� 중대한 과학기술 인프라 건설과 개방 공유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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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파열중성자원 시설(China Spallation Neutron Source, CSNS）를 비롯한 

중대 장치를 건설하였고, 20개의 국립과학데이터센터, 31개 국가 바이오매스 및 실

험재료 뱅크, 98개의 실외과학관측연구소가 건설하여 과학연구시설과 기기의 개방 

공유를 추진

l 다음 단계의 배치 방향

- 기초연구 및 응용 기초연구를 중요시하고, 사업 형성 메커니즘을 개혁

-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며, 비인기 학과, 기초 학

과, 교차 학과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적 지원을 확대

참고자료

§ 五年来基础研究经费增长近一倍！科技部：加大对冷门学科的长期稳定支持
https://mp.weixin.qq.com/s/X4idhqt_gne5UeeiETJkowK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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