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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国新办发布《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白皮书
https://mp.weixin.qq.com/s/vUaqJMp4diVaSFV8KZ7EfA

1 中 국무원, 「새로운 시대의 중국 국제발전협력」 백서 발표

중국 국무원은 「새로운 시대의 중국 국제발전협력」 백서를 발표하였음 (1.10)

l 백서는 8개 부분으로 구성은 다음과 같음

- ①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으로 새로운 시대의 중국 국제발전협력 선도 ② 새로운 시

대의 중국 국제발전협력에서 새로운 진전 ③ '일대일로' 국제협력 촉진 ④ UN 

2030년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 이행 촉진 ⑤ 글로벌 인도주의 도전 대응 ⑥ 개발도

상국의 독자적 개발역량 강화 지원 ⑦ 국제교류 및 삼자협력 강화 ⑧ 중국의 국제발

전협력 전망

l 새로운 시대의 중국 국제발전협력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선도 목표

- 중국의 국제발전협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후발개발도상국 

및 '일대일로' 발전도상국과의 협력에 노력을 기울임

l '일대일로' 공동건설 제안 후 중국은 관련국가의 발전 필요에 따라 발전협력 강화

- 정책소통 심화, 시설연결 가속화, 무역 원활화, 자금융통 촉진, 민간 소통 증진하는 

데 역할을 수행하며, 각국의 발전된 공간을 육성하고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고품질

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함

l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사업 지원, 농업 발전 수준 향상, 교육 공정성 증

진, 인프라 개선, 산업화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l 중국은 기술과 인적자원 발전협력 등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혁신

하며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중국의 경험과 솔루션을 공유함

- 관련 국제기구 및 지원 측과 적극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차원

에서 삼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발전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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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1  분류 심사를 
실시

▶ 2020년의중점사업과프로젝트시범사업에기초하여청년과학기금프로그램을시범사업에포함시킴
▶ 신청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학문제와 연구내용에 근거하여 신청항목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과학문제의 속성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함

▶ 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신청자가선택한과학문제의속성에따라심사전문가를조직하여분류

□2  인재 보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 청년과학기금사업의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수청년과학기금사업의 지원강
도를 높이고,�국가의 걸출한 청년과학기금사업의 관리절차를 조정하며,�혁신연구자 사업

의 평가체계를 최적화하여 기초과학센터사업의 지원모델을 안정화
▶ 외국 국적의 비화교 신청국가의 걸출한 청년 과학 기금 프로그램,�우수 청년 과학 기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방

□3  창조적 탐색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
▶ 과학연구자들이창조적기초연구에매진하도록격려하기위해비공감적,�도적,�고리스크특
징을 가진 창조적 프로젝트를 선발하여,� 2021년 지속적으로 창조적 탐색 계획을 실시

□4  전면적으로 
새로운 

신청코드를 실시

▶ 학과 최적화 1단계 개혁성과의 기초 상에서 새로운 신청 코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운영 평가 업무를 실시하며,�과학 분야의 개혁성과를 홍보하고,�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신청 코드 운영에 대한 과학분야의 의견을 수집하여,� 즉시에 보완

□5  학제간 
융합을 촉진

▶ 세계 과학의 선도문제와 국가의 중대 수요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복잡성 문제는 다 학제
간 융합 연구,� 새로운 과학 연구 패러다임을 모색

▶ 국가 중대 수요와 인류 사회의 도전은 협동하여 해결,�중국의 융합 과학 연구의 전체 수
준과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창조적 성과를 육성하며,�융합

과학 혁신 인재와 팀을 육성

□6  RCC평가 
메커니즘 시범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

▶ 긍정적 유도를 유지하고,� '책임,� 신용,� 공헌 (RCC)'� 평가 메커니즘을 안정적으로 추진
▶ 2020년 시범사업경험을총집결하여문제를개선함으로써 프로젝트평가의품질을향상

2 中 자연과학기금위원회, 2021년 국가자연과학기금 개혁 조치 발표

중국 자연과학기금위원회에서 국가 자연과학기금 개혁 조치를 발표하였음 (1.15)

l 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과학기술 혁신과 기초 연구에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과학기금을 지원받는 새로운 구조를 끊임없이 보완, 구축

- 과학 기금의 개혁 방안을 전면적으로 구체화하고, 2021년에 다음과 같은 개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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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7  다원적인 
투자를 강화, 

협동혁신을 촉진

▶ 현재 20개 성(자치구,�직할시)이 지역혁신발전공동기금에 가입하고,�5개 기업이 기업혁
신발전연합기금에 가입하며 5개 분야 부성[서 신시기산업연합기금을 설립하여 신시기의

공동기금 지원체계를 형성
▶ 2021년 다원적 투자 메커니즘을 심화시키고,�지속적으로 공동기금의 범위를 확대하며,�
사회와 개인의 기초 연구를 장려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모색

□8  경비 관리 
개혁을 추진

▶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지 않고,�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예산을 편
성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 책임자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비를 사용

▶ 신청자는 사업실적과 연결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신청하고,�반드시 합리적으로 경비의 사
용 진도를 분배,� 자금의 사용 효율을 향상,� 자금의 낭비를 피해야 함

□9  신청 관리 
요구를 

지속적으로 
간편화

▶ 과학 기금 사업은 전면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실시
▶ 신청 시 위탁기간은 온라인으로 전자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을 할 수 있음

□10  위탁 기관 
관리를 강화

▶ 위탁기관 신뢰평가체계를 구축하고,�신용등급을 간접비 책정 및 상,�벌과 관련하여 등급
별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다양한 관리모형을 실시하여 관리주체의 책임과 감독책임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서비스효율,� 규제과정 관리,� 안전성 보장을 도모

□11  과학기금 
학풍(學風) 건설 
행동계획을 추진

▶ '교육,�인센티브,�규범,�감독,�징계'의 5개 분야가 융합하는 과학기금의 학풍을 추진하고,�
"14.5"� 시기에 과학 기금의 연구 신용과 태도,� 학풍 건설을 추진

참고자료

§ 重磅，2021年国自然项目指南发布！

https://mp.weixin.qq.com/s/25MX0i4cA5wMkslbSVUxLQ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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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十四五”新能源汽车科技创新这样攻坚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1-01/21/content_46158
5.htm?div=-1

구분 주요 내용

□1  신에너지 
자동차 기초연구와 
첨단기술 혁신을 

강화

▶ 전고체동력전지,�신소재와신부품에기반한전기구동시스템등차세대동력전지,��모터핵심기술,�
안전한자율주행관련뇌모방결정및shared�autonomy�운전기술,�네트워크제어기술등지능형

운전기술을구축해산업미래발전을위한과학기술기반을구축

□2  신에너지 
자동차 핵심기술 
자주화 수준 향상

▶ 과기부는 “14.5”�시기에 신에너지 자동차 과학기술 분야의 다학제 융합을 강화하고,�
핵심 부품,�자동차 지능형 운전 칩,�제3세대 반도체 부품,�차량용 운영 체제 등의 분야

에서 지원을 강화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의 자주화를 촉진

□3  신에너지 
자동차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의 

최적화

▶ 과기부는기업이주체가되어산학연이협력하는신에너지자동차과학기술혁신시스템구축
을 추진하여 과학기술 성과가 효율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마련

▶ 신에너지자동차연구개발플랫폼의다양한혁신기술집적,�견인,�추진효과를충분히발휘하여
신에너지,�인터넷,�인공지능등신기술연구개발을강화하고산업벨류체인과기술혁신을매칭하

며,�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

3 “14.5”계획기간 신에너지 자동차의 과기혁신 추진방향

과기부 왕즈강 부장이 2021년 중국 전기 자동차 온라인 대회에 참석 (1.15)

l 과기부 왕즈강 부장은 "기술혁신과 산업벨류체인의 융합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신

에너지 차동차산업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l “14.5”계획기간 신에너지 자동차 과기혁신에 대해  과기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혁신사슬을 구축 

노력

- "전기구동" 발전전략, "전기화, 스마트화, 인터넷 연결, 공유화"의 발전 방향

-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인 "신에너지 자동차"의 핵심사업 견인

- 여러 기술의 연구개발을 병행 추진, 산업벨류체인, 공급체인의 핵심 포인트, 분야, 

제품의 혁신생태계를 조성

l “14.5”계획기간 신에너지 자동차 과기혁신 3가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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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핵심 내용

1. 중국과학원 2021년 

업무회의 개최
(중국과학원
2021.1.15.)

l “14.5”계획기간 중국과학원의 주요 업무

- “14.5”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편성사업을 고품질로 완성

- “14.5”계획 수립과정에서 국가중대과학기술 업무를 적극적으로 건의 및 

수행하고, 우수한 청년 인재를 육성

- 국제 과학기술 협력 촉진, 수준 높은 과학기술 싱크탱크 구축

2. 중국 과기부, 

베이징국제과기혁신센터 

건설 가속화
(과기부

2021.1.20.)

l “14.5”계획기간 베이징 국제혁신센터 건설은 역량 및 생태 건

설에 초점

- ①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 향상 ②핵심기초 분야의 연구개발을 

전개 ③개혁과 정책으로 원동력 구축 ④인재 혁신 창의적 활력 

주입 ⑤전면적인 과학기술 개방 협력

3. 중국 과기부와 

성정부 공동으로 3개 

국가중점실험실 신설 
(과기부, 2021.1.19.)

l ① 사천농업대학교, 중국 서남 지역 농산물 유전자원 개발 이

용 국가중점실험실 ② 청두중의약대학교, 서남지역 특색 중

의약자원 국가중점실험실 ③ 우한방직대학교, 방직섬유 신소

재 및 첨단가공기술 국가중점실험실

4. 2020년 글로벌 도시 

기초 선도 연구 

모니터링 지수 발표
(중국과학원 과기전략 

자문연구원, 2021.1.22)

l 최근 중국과학원 과기전략 자문연구원에서 2020년 글로벌 

도시 기초 선도 연구 모니터링 지수 발표, 베이징, 상하이, 

난징, 허페이 4개 도시가 각 3위, 7위, 9위, 16위로 TOP20

에 진입

참고자료

§ 中科院召开2021年度工作会议
https://mp.weixin.qq.com/s/IPIkMzNh8-AIz0mvb9rUOw

§ 科技部：加快推进北京国际科技创新中心建设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1/1/452149.shtm

§ 新增3家 | 科技部省部共建国家重点实验室已超50家
https://mp.weixin.qq.com/s/nY2GapS2eXmUCezXrQmT1A

§ 全球基础前沿研究哪里强？这四个中国城市上榜
https://mp.weixin.qq.com/s/98zgLSIsByXfHEsQtB8a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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