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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징진지(京津冀）1) 협동발전은 중국 3대전략 중 하나임

○ 중국 3대전략은 일대일로, 징진지협동발전, 장강(長江)경제대임

- 2015년 중국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 3대전략을 정식 수립하였으며 이는 중국 

경제 발전 공간의 최적화, 전체적인 대외 개방 새로운 구조에 대한 의의임

○ 2014년 2월, 시진핑 주석은 북경에서 간담회를 주관하여 징진지협동발전의 

실현은 국가의 중대전략이라고 강조하였음

- 징진지 지역 혁신 자원이 풍부하고, 첨단 기술 산업 기반이 있음

- 징진지가 전국에서 창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건설하는 것은 징진지 전면적 발전의 수요이자 국가 전략을 실현하는 효과

적인 방법이며,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엔진임

- 베이징은 대학교, 연구소, 첨단 기술 기업 등의 혁신 자원이 집결되었음

 * "중관촌(中關村)" 은 첫 국가급자주혁신시범구로서 현재 "중관촌 친황다오(秦皇島)분원", "

바오딩(保定)중관촌혁신센터", "톈진 빈하이(天津濱海)-중관촌과기원"을 설립하였음

                                                             출처: 중국 사이트 종합 정리

[그림1] 중국 징진지 협동발전 기획도

1) "징(京)"은 베이징시, "진(津)"은 톈진시, "지(冀)"는 허베이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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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진지 지역의 지리, 역사문화적인 요소는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여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춤

- 총체적인 자연 구조로는 징진지 서, 북쪽은 산맥, 동쪽은 발해와 인접해 있

고, 징진지의 평야 지역은 고대 황허(黃河)와 하이허(海河)가 충적된 것이며

지리적 범위가 대체로 일치

- 역사적으로 징진지는 원, 명, 청나라 800여 년간 같은 성에 속하고, 중국 

황족 문화, 소수민족 문화, 북방 문화가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 성장

○ 징진지협동발전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수도 경제권을 만들고, 국가 발전 전

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

- 징진지는 화베이지역2)의 요충지로, 수도인 베이징, 직할시 톈진, 허베이성 

(스자좡, 슝안신구3), 바오딩, 랑팡, 탕산, 한단, 친황다오, 장자커우, 청더, 

창저우, 싱타이, 헝수이) 등 주요도시, 총 면적 218,000km², 인구가 1억 

명을 포함되고 있는 지역으로 전략적 위치가 매우 중요함 

- 중국 환발해(渤海) 중심부에 자리 잡은 징진지는 북방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역동적인 지역으로, 중국은 물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 2019년 징진지 지역의 총생산액은 84,580억 위안으로 전국의 8.5%를 차지

Ⅱ 징진지 협동발전 주요 정책
  

               

국무원, 「징진지 협동발전 규획 강요」 발표를 통해 실시 (15.4)

○ (포지셔닝) 수도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도시군을 건설하고, 지역 전체의 

협동 발전 개혁을 선도하며, 전국 혁신 구동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을 구축

○ 「강요」는 징진지 협동 발전의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제시

- 단기목표, 2017년까지 전략적 차원에서 전체의 국면을 기획

- 중기 목표, 2020년 까지 베이징시 거주인구 2300만 이하로 컨트롤, 수도

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완화, 협동발전 메크니즘이 효율적으로 운영 

- 장기목표, 2030년 징진지 일체화 구조가 형성, 국제 경쟁력 및 영향력을 

2) 화베이지역: 중국 7대 지리적 지역으로 베이징지, 톈진시, 허베이성, 산시성, 내몽고자치구 중부 지역을 포함
3) 슝안신구: 2017년 4월, 중국 국무원에서 허베이성 슝안신구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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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춤, 전국경제 사회발전을 선도

○ 징진지 협동혁신의 발전 전략을 실시하여 전국과학 기술혁신 센터의 선도적인 역할을 발휘

- 징진지 공동으로 혁신 공동체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혁신자원을 충분히 활

용하여 중국을 세계 과학기술 강국으로 건설

○ 과학기술 혁신의 우선 발전 분야를 명확하게 하였음

- 베이징은 원천 혁신과 기술 서비스 능력을 중점적으로 향상시키고, 톈진은 응

용 연구와 공정화 기술 연구개발 전환 능력을 제고하며, 허베이는 과학기술 혁

신 성과 응용과 시범 보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강화

- 베이징의 과학기술혁신자원 우위, 톈진의 연구개발 이전능력, 허베이의 산

업화자원 여건을 충분히 활용

- 전면적인 혁신개혁시험구 조성을 가속화하고, 징진지혁신사슬, 산업사슬, 

자금사슬과 정책사슬의 융합을 촉진

- 협동혁신공동체 형성을 추진하여 전국을 선도하는 혁신발전을 조성하여 수

도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도시군 건설을 추진

징진지 협동발전의 기타정책

○ 2015년 「강요」 출시 이후 징진지의 혁신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

- 2015년, 징진지 삼지는 톈진시난카이구와 협의체결을 통해 16개 혁신창업, 정

보기술,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공동추진하고, 협의 금액은 117억 위안에 달함

- 2017년, 베이징시, 톈진시 및 허베이성이 전략적 협력협의를 체결하고, 슝

안신구 기획건설을 지원하며, 징지는 8개 중점 협력분야를 확정

[표 1] 징진지 협동발전 기타 정책

출처: 징진지협동발전보고서2019

정책 주요 내용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징진지 협동혁신공동체에 
관한 업무방안」(2015)

전면적으로 징진지 지역 협동혁신능력을 
향상하고, 지역협동혁신의 구조를 형성

「허베이성 과기혁신 ‘13.5’ 계획」(2016)
혁신 플랫폼, 혁신자원 공유, 중점분야 기술 
협동 연구, 징진지 협동혁신 공동체 건설

「징진지 인재 일체화 
발전계획(2017-2030)」(2017)

징진지 혁신개혁 전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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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징진지 협동발전 산업사슬 매칭회의 개최

○ 징진지 정부에서 공동으로 중국 “14차 5개년”계획 징진지 협동발전 산업사슬을 기획

- 지역 산업의 우위와 특징을 결합하여, "13.5" 관련 계획과의 연결하여 전체

적 기획을 형성하고, 쌍순환4)(雙循環) 새로운 발전 구도의 형성을 가속화시

키고, 산업협동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

- 경쟁력 있는 선진 제조업 단지의 육성,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산업사슬, 혁

신사슬, 인재사슬의 융합 발전을 촉진

○  "14.5" 시기 베이징은 국가 전략산업, 신흥 산업, 첨단 산업에 초점을 맞춤

- 디지털 경제 세분화 산업, 차세대 정보기술과 의료 건강을 실현

- 집적회로, 수소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연합 자동차와 신소재, 스마트 장비, 

친환경 에너지 등의 새로운 우위성 에너지를 구축

○  "14.5" 시기 톈진은 지능과기산업을 선도 노력

- 바이오의약, 신에너지, 신소재 등 3개 전략 신흥산업에 중점을 두고 장비제조, 자동

차, 석유화학, 항공우주 등 4개 우위산업을 뒷받침하는 현대공업산업 시스템을 구축

- 야금, 경방직(輕紡織) 2개 전통산업 고도화, 친환경화, 지능화 업그레이드를 추진

- 베이징 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징진지 혁신의 발원지를 만들고, 공동으로 집

적회로, 바이오의약 등 주요 산업의 핵심 부분을 돌파

○ "14.5" 시기 허베이성은 산업사슬 현대화를 위해 제조업의 품질 높은 발전계획을 수립

- 철강, 첨단 장비제조, 석유화학, 식품 4개 우위산업,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

오의약, 신에너지, 신소재 4개 신흥산업, 응급, 피동적 초저에너지 건축, 아

이스장비, 재활보조기구 4개 잠재력 산업, 양자통신, 블록체인, THz 등 3

개 미래 산업을 추진 (4+4+4+3 산업체계 도입)

4) 쌍순환(雙循環): 2020년 5월 14일,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시켜,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 우위와 내수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고, 국내 및 국제 이중 순환이 상호 촉진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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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혁신 특징

R&D투자 현황

○ 혁신 생산은 징진지 협동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역량으로, 현재 혁신의 양적 

확대에서 혁신 품질 향상으로 전환하고 있음

- 2019년 징진지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3261.4억 위안, 2018년보다 

13.9% 증가하였고, 과학기술 혁신 활력은 끊임없이 증가

○ 징진지지역은 2019년 만인 당 발명특허가 30.8건, 2018년보다 16.7%증가

- 베이징은 평균 132.0건으로 2018년 대비 18.0% 증가하였고, 톈진은 22.2

건으로 2018년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허베이 3.8건으로 2018년 대비 

14.5% 증가하였음

- 2019년 징진지지역의 기술 시장 거래액은 7,000.4억 위안, 전국 기술 시장 

교역 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2018년보다 12.9% 증가하였음

[표 2] 2019년 징진지 연구개발 투자현황

                                                                   출처: <中國科技統計年鑒> KOSTEC 정리

지역
R&D경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

총수(억 위안)
2018-2019 
증가율(%)

징진지 11.2 3261.4 13.9

베이징 6.31 2233.6 16.2

톈진 3.28 463 -6,2

허베이 1.61 566.7 20.2

전국 2.23 22143.6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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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거대과학장치

○ 징진지지역은 전국 혁신 활동의 중심인 만큼 창장(長江)심각주지역, 웨강아

오(粵港澳)대만구 보다 거대과학장치가 많이 설치되었음

- 베이징은 혁신 역량이 가장 큰 도시로서 중국의 첫 거대과학장치인 베이징

전자-양전자충돌기는 1980년대에 사용을 시작하였고, 징진지에서 총 21개 

거대과학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건설 중인 장치는 7개가 있음 

[표 3] 2019년 가동한 징진지지역 거대과학장치 (건설중)

                                                                                    출처: 중국 사이트 종합

구분/소재지
투입 규모 및 

준공년도
주요내용

고에너지방사광가속
기(HEPS)/ 베이징

48.68억 
위안/2025년

HEPS를 중심으로 100㎢에 달하는 거대 과학타운을 조성

다모형초척도바이오
메디컬이미징/베이징

17억 
위안/2023년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초척도로 시각화하고 
정밀하게 측정해 생명과 질병의 신비를 파헤

종합극단조건실험장
치(SECUF)/베이징

15.7억 
위안/2022년

세계 최초로 집극저온초고압강자계초속광선장 등 
종합적인 극단적 조건이 하나로 통합된 사용자 장치를 

건설

지구시스템수치시뮬
레이션장치(EARTHL

AB)/베이징

12.5억위안/
2022년

독자적 지적재산권을 가진 최초의 지구시스템별 권층 
수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핵심으로 소프트, 
하드웨어 지표적응, 규모 및 종합기술수준 세계 

상위의 전용 지구시스템 수치 시뮬레이션

공간환경기지종합모
니터링망 2기/베이징

13억위안/20
23년

대일 공간 환경의 전권층, 입체, 다요소 종합 탐사가 
최초로 실현

패턴동물표형및유전
연구시설/바오딩시

7.5억위안/2
023년 

인류의 질병 치료, 의약 연구개발, 이종 장기 이식, 
동물 육종 등의 분야에 중대한 토대를 마련

대형지진공정시뮬레
이션연구시설/톈진시

15억위안/20
23년

현재 세계 최대 규모, 기능 최강의 중대 프로젝트 내진 
시뮬레이션 연구 시설

지진 재해의 피해를 줄이고, 지진 재해의 위험을 
경감하는 데 유리하며, 자연 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방범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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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2016년,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및 징진지정부가 「지식재산권촉진 징진지 협

동발전협력회의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

- 지식재산권 일체화 보호 모델 건설을 제시하고, 지식재산권 공동 운영 선도 

지역과 산업 고급 발전 선도 구역을 이끌게 함으로써, 징진지가 지식 재산

권 강국 건설의 유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끊임없이 지식재산권 운용을 협력하여, 새로운 효율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서비스 자원을 공유하고, 징진지의 새로운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징진지의 새로운 생태권 창출을 보완하도록 추진

○ 징진지에서 전국 46%의 유효 발명특허를 보유, 전국 1위를 차지

- 징진지에서는 유효특허의 29.9%, 유효발명특허의 46%를 보유

- 징진지지역 특허의 기술 함량과 특허 밀도가 전국 평균수치보다 현저히 높고, 

기술 함량이 높은 발명 특허가 61.2%로 전국 평균 40%보다 20%가 높음

- 특허자원 밀도로 보면, 징진지의 1억 위안당 총생산 유효 특허량은 7건으로, 

전국 1.5건의 평균 수치의 4.5배임

○ 징진지지역은 산업 분포와 기술 분포에서 일정한 상호 보완성이 있음

- 산업사슬의 각 기술 분야에서 기술 보완을 통해 보다 완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기술 사슬을 형성하고, 국제화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대폭 강

화할 것으로 기대

[그림 2] 2011-2018년 징진지 특허 출원 건수 및 비중

                        
                                                          출처: <中國科技統計年鑒> KOSTEC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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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진지 과기매개체 (과기단지 및 연맹)

○ 징진지는 단지, 기지, 연맹, 플랫폼, 연구원 등 공동 건설을 통해 산업 이동, 

혁신 성과 이전, 성과 공유 등 융합을 실현

○ 과기단지의 공동 건설은 탁월한 성과를 거둠

- 2016년 이래 징진지 공동건설 단지의 수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바이오의약, 

하이테크기술, 의료기기, 빅데이터 등 혁신분야를 포함되였고, 발전의 품질이 

점차적으로 향상되었음

- 톈진시는 베이징시와 협동 협력을 강화, 높은 수준의 연결 플랫폼을 건설하고, 

혁신 플랫폼 건설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 단지 사슬을 형성

 [표 4] 톈진시 과기단지 공동 건설 현황

출처: 징진지협동발전보고서2019

○ 허베이성은 징진과 협력하여 55개의 각종 단지를 건설

- 신에너지, 빅데이터, 지능제조, 바이오의약, 현대 서비스업 등 분야를 포함

- 허베이성은 쓰자좡, 바오딩,랑팡(石家莊，保定，廊坊) 의 전면적인 혁신개혁 

발전 시험구 건설을 가속화하여, 차오페이디안(曹妃甸)구, 발해(渤海)신구, 베

이다이허(北戴河)신구, 형수이(衡水)공업신구 등을 지원

단지 산업 분야

빈하이 - 중관촌과기원
모바일 인터넷, 문화 콘텐츠, 바이오의약, 집적회로, 

첨단제조업 

미래과기성징진협력시범구 환경기술, 건강의료, 고신기술연구 및 첨단 비즈니스 무역

우칭징진산업신도시 의료기기, 과기혁신

바오디징진중관촌과기성 신에너지, 인터넷, 신소재, 선진장비제조 및 과기서비스업

징진지 빅데이터 종합시범구 빅데이터

국가대학혁신단지 지역발전과학연구, 학과건설 및 인재육성

중국과학원베이징분원 
톈진창업산업원

쑤저우바이오의학공정기술연구소 등 과학기관의 
과기성과이전 및 연구소, 기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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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허베이성 과기단지 공동 건설 현황

출처: 징진지협동발전보고서2019

○ 징진지 산업 연맹 신속히 발전

- 2014년 이래 징진지기술이전협동혁신연맹, 징진지물류표준화연맹, 징진지

건축분야표준화기술연맹 등 100여개를 설립하였으며 지능제조, 환경보호, 

건축설계, 지적 재산권 시장 발전, 표준화 등 분야를 포함

- 징진지 지역의 기술 협력 강화, 에너지 절약 촉진, 행정 장벽 돌파 등의 측면

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지역의 종합 경쟁력 향상, 산업 활성화를 촉진

- 징진지 지역의 산업 격차화, 상호 보완 및 혁신 구동 발전 패턴이 기본적으로 형성

되어 각종 산업 연맹은 징진지 전 산업 사슬을 형성하는 혁신적인 발전 체계를 촉진

○ 과학연구혁신 주체 지속적으로 증가

- 중점실험실, 공학기술연구센터, 산업기술연구원 및 신형연구원, 과학혁신매

체의 수가 지속적으로 향상

- 톈진시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과기기업 9.7만개, 규모가 억위안이상의 기업이 

4,200개가 있음 

- 허베이성 국가급고신기술기업 1,079개 증가, 과기중소기업 1만개 증가, 중

점실험실, 공전실험실, 공정연구센터, 사업기술연구원 131개 증가하였으며, 

- 2018년, 베이징시 양자정보과학연구원, 뇌과학 및 뇌모방연구센터 설립하여, 

국가중대과학기술인프라 구축 및 발전을 추진

단지 산업 분야

창저우고신구항천신주태양에너지광열산업단지 신에너지

장베이클라우드컴퓨팅사업단지
청더더밍빅데이터산업단지

랑팡경제기술개발구클라우드스토리지데이터센터산업단지
빅데이터

스자좡중관촌집적회로산업기지 지능제조

창저우보우하이신구바이오의약한업단지 바이오의약

랑팡징둥저자상거래산업단지
바오딩물류단지

현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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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베이성은 징진지 산업 이전의 중요한 지역으로 지정

- 슝안신구를 중심지역으로 차오페이디안협동발전시범구 및 장자커우청더(張
家口,承德)생태기능 지역을 양대 전략협력기능구로, 싱타이(邢臺)신구, 바

오딩중관춘혁신센터 등 산업이전 플랫폼을 건설

- 2018년까지 1400개 징진지 하이테크과기기업이 허베이성으로 이전

Ⅳ 정리 및 시사점

혁신이 징진지 협동발전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

○ 징진지는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게 혁신을 지향하는 도시군임

- 징진지는 과기단지, 다지역산업혁신연맹, 중대과학장치공유연맹, 공익성과 시

장화를 결합한 대형기기 공유규칙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징진지 발전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형성

○ 징진지 지역 전반에 걸쳐 첨단장비 제조, 첨단기술 산업, 정밀제조, 현대서비

스업 등에 대해 핵심적이고 독자적인 지적재산권과 혁신창업시범 효과가 큰 

특화산업을 아우르는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추진

○ 징진지 각 분야 표준화연맹을 설립하여 징진지 관련 전문분야의 표준체계를 제

시하고, 표준입안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표준제정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 자본시장도 빠르게 발전시켜 기업 혁신에 자금을 공급

- 앞으로 징진지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톈진 

허베이에서 산업이전과 수출을 실현해 완전한 산업사슬을 형성

2019징진지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징진지의 협동발전의 주요 문제는 징진과 허베이
성 간의 기술 수준 격차가 큰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차이 축소를 위해 노력중

○ 징진지 지역의 산업발전은 허베이성이 징진과의 차이를 축소

- 과학 단지와 바이오의약, 신에너지 등 첨단 신산업의 집적 및 발전을 통해 수

준 높은 혁신을 실현하고, 기술 연구개발과 이전 거래, 산업도시 융합을 위한 

혁신 선도지역과 종합개혁 시범구역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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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이전을 추진

- 기업 이전에 대한 정책적 보호를 보완하고 이전 장려, 서비스 강화, 이전 

과정에서 문제 해결, 자원 공급, 토지, 에너지 등 모든 면에서 기업이 생산

원가를 낮추도록 지원, 동종 기업이 한 지역에 모이는 것을 전제로 기업의 

생산연계가 강화되고 상호협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발전 환경을 조성

- 베이징과 톈진의 기업들이 허베이성 시, 현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새로운 산업단지를 구축

한국은 혁신 산업에서 징진지 지역과의 협력 강화 필요

○ 2020년 11월, 중국에서 “14.5” 계획을 통해 징진지 지역 중점발전 분야를 

선정하고, 중국이 고수준의 국제 협력 플랫폼을 건설함으로써 한국과의 협력 

강화 가능성도 동반으로 커짐

-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베이징은 세계적인 연구소, 풍부한 의료자원이 있고, 톈진

은 국가바이오의약국제혁신원이 있으며, 허베이는 중국현대의약공업의 발원지임

- 징진지 우위산업인 첨단 장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에서도 

협력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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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京津冀发展报告2019

● 京津冀协同发展报告2019

● 北京怀柔将启动建设5个大科学装置
http://www.xinhuanet.com/tech/2019-07/23/c_1124785344.htm

● 河北又迎来一个“大科学装置”！相当于引进一个清华顶尖学科
https://baijiahao.baidu.com/s?id=1643756720293077941&wfr=spider&for=pc

● 我国地震工程领域首个大科学装置落户天津，来看看它能做什么！

https://baijiahao.baidu.com/s?id=1611372970913862228&wfr=spider&for=pc

● 京津冀汇集全国46%有效发明专利 
https://www.sohu.com/a/67489555_119556

● 京津冀推进知识产权协同发展
http://www.nipso.cn/onews.asp?id=46114

● 新华财经|2019年京津冀区域研发经费支出超3000亿元 
https://www.sohu.com/a/421692896_162758

● 2020京津冀产业链协同发展对接活动在北京举行
https://baijiahao.baidu.com/s?id=1684145755555188836&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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