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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李克强主持召开国家科技领导小组会议
https://mp.weixin.qq.com/s/1LzS5frC2vwaejwbZ3phGw

구분 주요 내용

□1 �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원동력임

▶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발전의 문제를 돌파하고,�발전
의 새로운 우위를 조성

▶ 기초 연구와 응용 기초 연구를 강화하며,�개혁을 통해 혁신창조에 활
력을 불어넣고,�과학기술과 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하고,�과학기

술의 실력을 향상시켜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는 유력한 기반을 형성

□2 �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응용 기초연구에 주목

▶ 중대한 과학 문제를 연구하고,� 특히 독창성 혁신에 치중
▶ 기초과학 연구자 제도를 보완하고,�수학 등 기초학문 발전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며,� 혁신의 기초를 구축

▶ 응용연구 강화,�혁신 성과 시장을 확대하고,�취업 및 경제발전을 뒷받
침하면서 기초연구도 촉진시킴

□3 � 과학기술 법칙을

존중하고,� 과학연구인력의

창의력을 유도

▶ 비합리적인 관리 규정과 제도를 삭제
▶ 성과 제도를 보완해 논문으로만 인재를 평가하는 단점을 해결
▶ 과학 연구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비합리적인 제한을 처리

□4 �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을 유지

▶ 국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세계 선진 기술을 배우며,�관련 경험을 참
고하면서 자신의 창조와 결합해 더욱 많은 성과를 창출

▶ 중점을 부각하고,�힘을 모아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돌파를 위해 노력

1 리커창 총리, 국가과학기술영도소조 회의 주재

中 리커창 총리는 국가과학기술영도소조 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 혁신추진과 관

련하여 업무를 배치하였음 (12.7)

l 기초연구의 확실한 강화를 강조하고, 지속적인 혁신 응용, 새로운 발전이념 실시

를 통해 새로운 강국 건설 추진

l 리커창 총리가 강조한 과기혁신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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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习近平在中央政治局第二十五次集体学习时强调 全面加强知识产权保护工作 
激发创新活力推动构建新发展格局

https://mp.weixin.qq.com/s/c9FRrk8tQdNOuSVFbR6ntg

2 中 시진핑,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시

지난 11.30일 중국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연구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논의했음(12.1)

l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 질적 

발전, 인민 생활의 행복, 대외 개방,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음

-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려면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을 촉진해 새로운 발전 구도를 마련해야 함

l 시 주석은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의 동력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을 보호하는 것"

이라고 제시했음

- 중국공산당 제19기 5차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과 2035년 전망 목표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는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음

- 현재 중국은 지식재산권 도입 국가에서 지식재산권 창조 국가로, 지식재산권 업무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음

l 특히 시 주석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 행정, 경제, 기술, 사회 통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시 주석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잘 알려 문명 대국이자 책임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일대일로(육상ㆍ해상 실크로드) 협력국과 및 지역 국가들과 함께 지식

재산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음

- 지식재산권이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

호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 관련 지식재산권의 대외 양도를 법에 따라 통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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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응급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서비스 보장

F '건강코드(健康码)'� 관리를 보완하여 노인의 통행을 편리하게 함
F 독거노인들의 기본 서비스 수요를 보장함

F 응급상황에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함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F 노인을 위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최적화함

F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

F 여객 터미널의 고객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

 편리한 의료 서비스 제공

F 다양한 채널로 병원 접수 가능

F 노인을 위한 온라인 의료 서비스를 최적화함

F 노인들의 일상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완함

 편리한 소비 서비스 제공
F 정통적인 금용 서비스를 유지

F 온라인 소비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킴
 편리한 오락 및 체육

활동을 제공함

F 오락 및 체육활동 장소에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구비함

F 노인들이 오락 및 체육활동에 참여를 위한 APP� 개발

 편리한 사무 서비스 제공
F "인터넷 +� 정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F 필요한 오프라인 서비스 채널 설치

 노인들의 스마트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 촉진

F 노안들을 위한 스마트 단말기 제품 공급 확대

F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의 업그레이드를 촉진

F 노인들을 위한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제공

F 애플리케이션 교육을 강화

F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 교육을 실시

3 국무원, 「고령자의 스마트 기술 활용 문제 해결방안」 발표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자의 스마트 기술 활용 문제 해결

방안」을 통과시켰음(11.24)

l (배경) 중국의 인터넷,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능형 서비스가 

널리 사용되고 생산·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바뀌었으며, 사회 거버넌스 및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시켰음

- 그러나 중국의 고령화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인터넷 접속이나 스마트 

폰 사용법을 모르고 여행, 치료, 소비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사람들이 직면

하는 "디지털 격차"는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음

- 고령자의 스마트 기술 활용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더욱 촉진하고 고령자들이 정보화 

발전성과를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방안」을 수립하였음

l 동 방안의 7가지 중점임무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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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설립일 § 1949년11월

 주요 기능

§ 중국 자연과학 분야 최고 학술기관

§ 중국 과학기술 최고 자문기관

§ 중국 자연과학 및 첨단기술 종합연구발전센터

 연구인력 규모

§ 전체 연구인력 71,000� 여명,� 그 중 원사 1,300여명,� 외국인 원사 106명

§ 973계획 술석과학자 300여 명,� 국가 천인계획 인재 400여 명

§ 주요 국제과학기술기구 요직 과학자 700여 명

참고자료

§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切实解决老年人运用智能技术困难实施方案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11/24/content_5563804.htm

4 중국과학원 후건국(侯建國) 신임 원장 취임

중국과학원 홈페이지 최신정보에 따르면 물리화학과 나노소재 전문가인 후건국 원사가 

바이춘례(白春禮)에 이어 제7대 원장으로 취임했음(12.4)

l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과 원장 소개는 다음과 같음

KOST
EC

  K
OST

EC
  K

OST
EC

  K
OST

EC
 



중국 과학기술 격주간 동향

6  

참고자료

§ 中国科学院换帅！侯建国接任中科院院长
http://stdaily.com/index/kejixinwen/2020-12/04/content_1056607.shtml

이름 후건국(侯建國, Hou Jian-Guo)

출생년월 1959년생(福建성)

민족 한족(漢族)

학력 박사  

현직
중국과학원 원장 겸 당서기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위원

 q 주요 경력  
 - 2008~2015  중국과학기술대학 총장(차관급) 
 - 2015~2016   중국과학기술부 부부장, 당조 구성원
 - 2016~2017   광시(廣西) 장족(壯族) 자치구 당부서기 겸 당교 교장
 - 2017~2018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당서기 겸 부국장
 - 2018~2020   중국과학원 부원장(장관급) 겸 당부서기 
 - 2020~현재   중국과학원 원장(장관급) 겸 당서기 

 q 주요 수상 현황  
 - 국가자연과학상 2등상
 - 중국과학원 자연과학상 1등상, 걸출과학기술성취상
 - 안후이(安徽)성 중대과학기술성취상 1등상, 안후이(安徽)성 과학기술상 1등상
 - 허량허리(何梁何利)과학기술상
 - 천자껑(陈嘉庚)화학상
 - 중국분석테스트협회 CAIA상 특등상
 - 해외중국인물리학회“아시아 성과상” 

 주요 연구자원

§ 12개 분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시안,� 선양,� 난징,� 청두,� 란저우,� 창춘,� 우한,�

쿤밍,� 신장)� 보유

§ 고에너지물리연구소 등 100여개 직속 연구소 보유

§ 뇌·인지과학 국가중점실험실 등 130여개의 국가급 중점실험실 또는 공정센터 보유

§ 3개의 대학 설립

§ 270여 개의 야외관측소 보유

 주요 성과

§ 兩彈一星(원자탄·술소탄과인공위성),�유인우주선등거대공정의핵심과학기술문제해결
§ BT,� IT,� NT�등 기초과학분야원천성과배출

§ 베이징음전자-양전자충돌기,�상하이광원등거대과학장치구축

§ 세계 최초로 소의 인슐린 인공합성 성공,� 인간 게놈서열 분석 등 생명과학 분야 원천

성과 배출

후건국 중국과학원 원장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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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中国科协 民政部印发《关于进一步推动中国科协学会创新发展的意见》

https://www.cast.org.cn/art/2020/12/1/art_79_141362.html

구분 주요 내용

□1 � 국제화 발전

▶ 홍콩,�마카오,�대만 및 해외 과학자의 학회 재직,�중국 과학자의 국제
대(大)�과학 사업 등을 지원하고,�국제 과학기술 기관 본부의 중국 내
계좌 개설 추진,�과학기술 종사자의 학회 자격으로 국외 학술 교류에

참가하는 심사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 실시

□2 � 과학 기술 인재 성장

서비스

▶ 광범위한 공신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과학기술상을 개설하고,�과
학 기술 장려 활동 리스트의 술립을 추진

□3 � 통치 능력 향상

▶ 다 학제 학문 분야에서 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 관련 민간조직을 구성
하고,�학회 종사자의 직급 평가 체계를 술립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

도록 유도

□4 � 조직 보장 강화

▶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고 위법 문제가 있는 학회를 정리정돈 등 조치
는 학회의 국제화 발전,�인재 평가의 추천,�사무기관의 전문화 등을 대

비한 정책적 조치임

5
중국 과기협회, 민정부 「중국 과협학회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공동 발표

중국 과협학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정책 제공을 위해 과기협회와 민정부는 「중국 

과학기술협회 소속 학회의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을 공동 발표하였음 (12.1)

l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전략과 전체 국면에서 새로운 발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범과 관리를 통해 학회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

l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l 「의견」은 글로벌 과학기술의 지배 참여, 학술의 선도 강화, 과학기술과 경제의 심

도 있는 융합 촉진, 전문 싱크탱크 구축, 서비스 시민과학의 질적 향상, 서비스 과

학기술 인재의 성장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로드맵'을 제시

- 학술 선도, 싱크탱크 지원, 과학 보급, 산학 융합, 국제화 발전 등의 업무에서 세계 

일류 수준의 학회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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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国有效注册商标量连续多年居世界首位
https://baijiahao.baidu.com/s?id=1685218728947570974&wfr=spider&for=pc&qq-pf-to=pcq

q.group

6 중국 “상표강국”, 유효 등록상표 건수 세계1위 유지

최근 제20회 「중국 국제상표ㆍ브랜드 페스티벌(中國國際商標·品牌節)」이 남창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국 유효 등록상표 건수는 세계 1위를 차지한다고 밝힘(12.5)

l 코로나19의 예방·통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나타나면서 중국 국민 경제의 운영은 꾸준히 

회복되고 있으며 국내 상표 출원 활동도 더욱 증가했음 

-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상표 출원 건수는 756.8 만 건, 상표 등록 건수는 

464.5 만 건임

- 2020년 10월말 현재 중국 유효 등록상표 건수는 2,918.2 만 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함

l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 빈곤 퇴치를 목표로 삼고 지역 특화 경제의 육성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함

- 2020년 10월말 현재 총 2,385개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품이 승인되었으며, 지리적 표시 

보호 제품 생산액은 1조 위안을 초과했음

- 2020년 1월~10월까지 상표 담보 총금액은 385.0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1.3% 증가했

으며 담보 프로젝트 수는 1,130개로 전년 대비 40.0 %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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