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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资源部科技创新平台管理办法出台
http://www.gov.cn/xinwen/2020-11/20/content_5562897.htm

1 中 자연자원부(自然資源部), 과기혁신 플랫폼 관리방법 발표 

최근 자연자원부 판공청은 「자연자원부 과기혁신 플랫폼 관리방법(시행)」을 발표했음(11.18)

l 동 「관리방법」을 실행하는 동시에 이전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 국가측량지리정보국의 

중점실험실, 공정기술혁신센터, 야외과학관측연구기지 등에 대한 관리방법이 폐지되었음

l 동 「관리방법」은 총 5장 26조로, 과기혁신 플랫폼의 목표, 주요역할 및 규칙을 명확히 

하고, 실험실, 혁신센터와 야외관측소의 인정조건, 신청절차, 공동구축 요구 등 제시함

- 그중 자연자원부와 주무부서, 의뢰기관 등의 직책을 명확히 규정함

- 특히 ‘팡관푸’(放管服)를 강화하고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함

l 기술혁신 플랫폼은 자연자원 혁신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며, 자연자원 과학기술 프론티어 

분야와 사업발전의 요구에 따라 혁신자원을 모집하고 중대 혁신임무를 수행하는 운반체임

- 자연자원부가 설립한 이후 「중국공산당 자연자원부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하고 과학 

기술 혁신효과 제고에 관한 의견」에 따라 선정 및 평가기준을 보완함

- 97개의 중점실험실과 39개의 공정기술 혁신센터를 77개와 36개로 통합시키고 15개의 

야외 과학 관측 연구소 명단을 공개하여 자연자원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 완성

l 자연자원부는 기초 연구,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학기술 성과이전, 과학기술 자원 공유 서비스 

등 과학기술 혁신활동의 특징에 따라 경쟁 우위를 갖춘 학과 분야에 중점 실험실, 공정기술 

혁신센터, 야외 과학 관측 연구소를 질서 있게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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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국가 HCR 인원수  점유비율

1 미국 2,650 41.5%

2 중국 770 12.1%

3 영국 514 8.0%

4 독일 345 5.4%

5 호주 305 4.8%

6 캐나다 195 3.1%

7 네덜란드 181 2.8%

8 프랑스 160 2.5%

9 스위스 154 2.4%

10 스페인 103 1.6%

2 2020년 상위 1% 연구자(HCR) 발표, 중국은 770명으로 세계 2위 차지

학술정보 데이터 분석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가 18일 발표한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명단’을 발표했는데 중국은 770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

l 2020년의 HCR(Highly Cited Researcher)명단에는 각 분야에서 지난 10년 동안 피인용 

횟수가 가장 높은 상위 1%의 논문을 기준으로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

친 연구자들이 선정됐음

l 올해 HCR은 전 세계 60여개 국에서 6,167명이 상위 1% 연구자로 선정됐고 미국이 전체 

41.5%에 해당하는 2,650명의 연구자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돼 HCR 1위 국가를 유지함

- 중국은 2019년의 636명(10.2%)에서 2020년의 770명(12.1%)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음

[표 1] 2020년도 세계 HCR TOP10 국가 

l 미국 하버드대학은 188명의 HCR을 배출해 올해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HCR을 

배출한 기관이 되었음

- 중국과학원이 총 124명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칭화대학은 2019년의 19위에서 2020년의 

9위로 순위가 급상승했음

- 2020년 HCR명단에서 높은 순위에 진입한 베이징대학과 저장대학이 크게 기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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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0名中国科学家入选科睿唯安2020年度“高被引科学家”名单
https://mp.weixin.qq.com/s/j20p9SpKBGzGdxBqe8IV8A

순번 연구기관 국가 HCR 인원수

1 하버드대학 미국 188

2 중국과학원 중국 124

3 스탠퍼드대학 미국 106

4 미국 국립위생연구소 미국 103

5 막스플랑크연구소 미국 70

6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 Berkeley) 미국 62

7 브로드 연구소 미국 61

8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UCSD ) 미국 56

9 칭화대학 중국 55

10 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캠퍼스 미국 54

[표 2]  2020년 고 피인용 연구자(HCR) 소속 연구기관 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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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科研如何推动可持续发展？中国的表现亮了
http://stdaily.com/index/kejixinwen/2020-11/18/content_1047034.shtml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빈곤퇴치 기아종실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깨끗
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기후변화 대
응

지속가능한 생
산과 소비

해양 생태계
보존

육상 생테계
보존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글로벌 파트
너쉽

3 과학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은···중국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글로벌 정보 분석 및 과기 의학 학술 출판사인 엘스비어(Elsevier)가 「The Power of  

 Data to Advance the SDGs」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11.18)

l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년간 16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분야 중 15개 분야

에서 관련 논문 발표 수량이 세계 10위권을 유지

l 중국은 5개 분야에서 관련 과학 연구 논문 발표 수량이 세계 1위를 차지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관련 논문은 69만 건 이상

F 건강과 웰빙,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분야의 과학연구 성과가 가장 많음

-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지속가능

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 분야는 세계 1위를 차지하였음

l 엘스비어 CEO Kumsal Bayazit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서 과학이 

사회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힘

- 지속가능발전 목표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주목해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의 이행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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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科院等机构发布《2020研究前沿》与《2020研究前沿热度指数》

https://www.cas.cn/cm/202011/t20201116_4766854.shtml

4 中 과학원, ‘Research Fronts’ 보고서 발표…중국, 미국에 이어 2위 차지 

11.13일 중국과학원 과학기술전략자문연구원과 중국과학원 문헌정보센터,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가 「2019 연구 최전선(Rresearch Fronts)」 보고서 

및 「2019 연구 최전선 인기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음

l 동 보고서는 2020년 세계 과학기술발전 배치와 경쟁 구조를 분석 및 해석해 11개 학과 

분야 중에서 상위 110개의 인기 최전선과 38개의 신흥 최전선을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세계 주요국의 연구 활약 수준을 평가했음

- 2020년 연구 최전선 인기지수 순위를 보면, 미국은 281.11점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151.29점으로 계속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영국(3위)과 독일(4위), 프랑스

(5위)가 그 뒤를 이었음 

- 중국과 미국 간의 격차가 더욱 좁아졌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취약 부분이 존재했음

- 11개 학과 분야에서 중국은 농업·식물학·동물학, 화학·재료과학, 수학, 정보과학 등 

4개 분야에서는 1위를 기록했고, 생태·환경과학, 물리, 경제학·심리학 및 기타 사회학 

등 3개 분야에서는 2위를 차지했으며, 생물과학, 지구과학, 천문학·천체물리, 임상의학 

4개 분야는 각각 3위, 5위, 8위, 12위를 차지했음

l 동 보고서에 따르면 임상의학, 생물과학, 화학·재료과학분야의 신흥 최전선 수는 전체의 

3/4을 차지하여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R&D)은 급속한 발전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인공지능(AI), 청정에너지, 2차원 신소재, 유전자 편집 등 프론티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글로벌 신기술 혁명의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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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하이시 과학기술 신용정보 관리방법」 정식 시행

국무원의 「과학연구 신용 구축 강화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이행하기 위해 「상하이시 

과학기술 신용정보 관리방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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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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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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p.weixin.qq.com/s/qehLRr14XrxxWjWkx_BP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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