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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하이시 과학기술 신용 정보 관리 방범」 정식 시행

「과학 연구 신용 건설이 더욱 강화에 관한 약간 의견」 등에 근거하여 「상하이시 과

학기술 신용 정보 관리 방법(시행)」을 제정함 (2021.01.01 정식 시행)

l 과학기술 신용 관리는 다섯 가지의 주체를 포괄함

- 과학 기술 활동 실시 기관

- 과학기술자

- 과학기술 활동 자문 평가 전문가

- 수탁 관리 기관 및 관련된 실무자

- 제3자 과학기술 서비스 기관 및 관련된 실무자

l 과학기술 신용 플랫폼은 네 가지 종류의 정보를 취합함

- (기본 정보) 정보 주체의 기본 상황을 반영한 정보

- (양호 정보) 정보 주체가 과학기술 활동 및 관련 관리 서비스 활동 중 과학기술계가 공인하는 

과학 연구 행위 준칙을 이행하고, 과학 연구 도덕과 과학기술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과학기술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약속 의무를 이행하며, 인증·표창·장려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반영함

- (일반 신용 상실 정보) 정보 주체의 일반적인 신용 상실 행위(경과가 약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하지 않음)에 대한 기록임

- (심각한 신용 상실 정보) 정보 주체의 심각한 신용 상실 행위(경과가 심각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에 대한 기록임

l 관리 과정 중에는 세 가지 권익을 잘 지켜야 함

- 자신 관련 과학기술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익

- 이미 수집된 관련 과학기술 신용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익

- 과학기술 신용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권익

l 두 가지 조치를 확보해야 함

-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는 좋은 정보와 신용 상실 정보가 없는 정보주체에 대해서

는 같은 조건에서 법에 따라 절차 간소화, 우선순위 처리, 우선 대상 선정 등과 관련

한 인센티브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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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는 일반적인 신용 상실 행위의 정보가 있는 정보 주체에 대

해서는, 법에 따라 감독 횟수를 늘리고, 신용 고량을 강화하는 등 관련 단속 조치를 

취함

- 중대한 신용 상실 행위의 정보가 있는 정보주체에 대해서는 전항 조치 외에 법에 따

라 사업신고, 과학기술상 후보지명, 전문가 담당 자격취소 등의 징계조치를 채택함

l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해야 함

- 동 시의 과학기술 신용 정보의 수집과 사용을 한층 더 규범화하여, 과학 연구의 신용 

수준을 높이고, 성실한 과학기술 혁신 환경을 조성함

참고자료

§ 营造诚实守信的科技创新环境！上海出台科技信用信息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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