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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시진핑,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시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구시(求是)에 낸 기고문

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음(2.1)

    

l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동력이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음

-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 질적 발전, 인민 생활의 

행복, 대외 개방, 국가 안보와 관련됨

l 시 주석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유치 대국에서 창출 대국으로, 양적 추구에서 질적 향상

으로 바뀌고 있다"며 전면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l 국가의 전략적 고도 및 새로운 발전 단계의 요구에서 출발해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전면 강화하고 현대화 경제체계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해 나가야 함

- ①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의 톱 레벨 디자인을 강화 ②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의 ‘법치

화(法治化) 수준을 향상시킴 ③ 지식재산권의 풀 체인 보호를 강화 ④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체제·메커니즘 개혁을 심화시킴 ⑤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 및 경쟁을 

추진 ⑥ 지식재산권의 국가안보를 보호

참고자료

§ 《求是》杂志发表习近平总书记重要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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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1-02/01/content_462188.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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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기부, 「국가 고신구 녹색발전 특별행동 실시방안」 발표

지난 2월2일 중국 과기부는 「국가 고신구 녹색발전 특별행동 실시방안」을 발표했음

l (주요목표) 중국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녹색발전시범단지와 녹색기술 

선도기업을 육성함

- 국가 고신구에서 △ 유엔(UN) 2030 지속가능발전 어젠다 실현 △ 공업폐수 제로 

배출 △ 탄소 배출 정점 도달(碳達峰) △ 고신구의 녹색발전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등 

목표를 선도적으로 실현 △일부 고신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앞장서 달성

- 2025년까지 중국 국가 고신구(高新区·첨단산업개발단지) 단위 공업 부가가치의 에너지 

소모량을 ‘1만 위안 당 0.4톤 표준석탄1)(标准煤)’ 이하로 낮출 것을 주문함

F 그중 에너지 소모량 중 50%는 1만 위안 당 0.3톤 표준석탄 이하로 낮춤

- 2025년까지 단위 공업 부가가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평균 4% 이상 감축하고, 일부 

고신구는 탄소 정점을 실현함

l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3가지 중점임무를 제시

 국가 고신구의 에너지절약 및 탄소 배출량 감축과 녹색 생태환경 조성

- △ 국가 고신구의 오염물 발생량 감축 △ 단지 화석에너지 소모 감축 △ 녹색발전의 

새로운 모델 구축 등

 국가 고신구의 녹색기술 공급 강화와 녹색기술 혁신체계 구축 

- 녹색기술 연구개발(R&D) 강화, 녹색기술 표준 및 서비스 체계 수립, 녹색제조 시범

사업 실시 등

 국가 고신구의 녹색산업 발전 지원과 녹색산업 체계 구축

- △ 산업구조 및 산업구도 최적화 △ 녹색산업 전문 인큐베이팅·서비스 기관 설립 

△ 녹색산업 전문 경진대회 개최 △ 녹색산업 혁신연맹 구성 △ 녹색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장기 효율 메커니즘 구축 △ 녹색산업 금융체계 완비 등

1) 표준석탄(标准煤): 중국 정부가 규정한 킬로그램(kg)당 7,000킬로칼로리(kcal) 상당의 열량을 함유한 석탄을 의미함

참고자료

§ 科技部关于印发《国家高新区绿色发展专项行动实施方案》的通知
http://www.most.gov.cn/xxgk/xinxifenlei/fdzdgknr/qtwj/qtwj2021/202102/t20210202_1611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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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 과기부, 재정부 2021년 국가 과기 인프라 자원 조사 업무에 관한 
통지 발표

전국의 과학기술 인프라 자원을 파악하고, 데이터 공유, 과학연구시설·장비 등 과학기

술 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지」를 발표하였음 (1.22)

l 행정사업기관의 재정투자, 대형 과학연구장비 현황 및 공유이용 상황을 중점적으로 파악

- 기초 과학연구 여건(생물유전 물질, 표준물질)과 전국 실험동물 개발 상황을 파악하

고, 과학기술 및 재정부문의 과학연구시설·장비 관련 업무 및 데이터 공유를 추진

- 과학기술 분야 대형시설·장비 자산 관리 및 공유를 강화하고, 과학연구 기반을 구축

l 총체적으로 데이터 공유, 업무 협동 촉진, 데이터 응용 강화 등을 추진

- 과학연구시설·장비의 국가 네트워크 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보 업데이트와 보

완을 실시를 통해 연도 조사 업무를 완수

- 과학연구시설·장비의 국가 네트워크 관리 플랫폼과 자산 관리 시스템에서의 과학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매칭 관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공유를 촉진

- 과학연구시설·장비 관련 정보가 자산 관리 정보 시스템에 이미 입력된 경우, 자원 

조사에 활용하여 지방 기관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임

- 과학기술 인프라 플랫폼 구축과 자원 공유에 중점을 둔 데이터 발굴 분석을 강화하

고, 조사 데이터의 지방 응용, 과학기술 자원의 관리, 공유 업무의 전개를 장려

l 2021년 자원조사의 주요 대상은 재정투입 형성을 위해 과학기술자원을 보유한 대

학교, 과학연구원 등의 행정사업기관임

참고자료

§ 科技部 财政部关于开展2021年度国家科技基础条件资源调查工作的通知
http://www.most.gov.cn/xxgk/xinxifenlei/fdzdgknr/qtwj/qtwj2020/202101/t20210122_1609

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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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中 과협, “이노베이션 차이나” 3년 행동계획(2021-2023) 발표

중국과협은 베이징에서 2020년도 “이노베이션 차이나(科創中國)” 업무회의를 개최

하고, 「“이노베이션 차이나” 3년 행동계획(2021-2023)」을 발표했음(1.19)

l (주요목표) 3년 만에 “이노베이션 차이나”의 브랜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의 새로운 

발전 구조 형성을 가속화함

- ① 요소가 집약적이고 개방적이며 융통성 있는 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함 ② 혁신 

구동·고품질의 발전 협동허브를 구축함 ③ 과학기술과 경제가 심도 있게 융합된 장

기적 메커니즘을 형성함

l 동 계획은 다음과 같은 중점임무를 제시했음

구분 주요 내용

□1 � 요소가 집약적이고 폐쇄 루프

방식으로 운영한 기술 서비스 및 거래

플랫폼 구축

▶ 과협 시스템의 자원을 전면적으로 통함
▶ 각�유관기관 및 플랫폼의 연계 강화
▶ 문제 뱅크,� 프로젝트 뱅크,� 인재 뱅크 업그레이드
▶ 공정기술 응용사례 뱅크 설립
▶ 지식 서비스 시리즈 제품 출시
▶ “이노베이션 차이나”�순위 발표
▶ 플랫품의 전문 운영 실현

□2 � 산업사슬 일체화 혁신 허브도시

클러스터 구축

▶ 지역혁신허브도시 구축
▶ 혁신허브도시의 선도 기업 지원
▶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향상시킴
▶ 기술 서비스 및 거래 활동 진행

□3 � 과학기술 공동체 특성 있는 산학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이노베이션 차이나”�연합체 강화
▶ 지역 내 혁신협력네트워크 구축
▶ 전국 학회의 전문 서비스 시스템 구축
▶ 과협 말단조직의 혁신협력네트워크 구축
▶ 쌍방향 국제조직 연결 네트워크 구축

□4 � 과기인력 지속가능한 서비스

메커니즘 최적화

▶ 전문 산업 싱크 탱크 구축
▶ 일상화·기능형·전문화 과학기술 서비스 그룹 구축
▶ 말단 일선 산업인재 양성
▶ 기술 매니저 팀 육성
▶ 우수한 청년인재 유치
▶ 외국인제 유치 통로 구축
▶ ‘대중창업,� 만중혁신’� 팀 연계

참고자료

§ 重磅！中国科协发布《“科创中国”三年行动计划（2021—2023）》 

  https://www.sohu.com/a/446769127_55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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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 中, GDP 대비 R&D 투자비중 2.23%

2019년 중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2,465.7억 위안(12.5%) 증가한 2조

2143.6억 위안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연구개발 투자대국으로 부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23%로 전년대비 0.09%p 상승

[표 1] 중국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구분
연도

총 연구개발비 전년대비 증가율(%)
GDP 대비

(%)

R&D인력 
1인당 

연구개발비
(만 위안/년)(억 위안) (억 달러)

경상가격
(current price)

기준 (%)

불변가격
(constant price)

기준 (%)
1995 348.7 34.87 - 36.87 0.57 4.64
2000 895.7 108.19 31.93 29.15 0.89 9.71
2001 1042.5 125.9 16.39 14.02 0.94 10.90
2002 1287.6 155.6 23.52 22.74 1.06 12.44
2003 1539.6 186.0 19.57 16.50 1.12 14.06
2004 1966.3 237.6 27.71 19.40 1.21 17.10
2005 2450.0 299.0 24.60 19.81 1.31 17.95
2006 3003.1 376.6 22.58 17.92 1.37 20.00
2007 3710.2 487.7 23.55 14.57 1.37 21.37
2008 4616.0 664.3 24.41 15.43 1.45 23.49
2009 5802.1 849.4 25.70 25.86 1.66 25.33
2010 7062.6 1043.2 21.72 13.87 1.71 27.66
2011 8687.0 1344.5 23.00 13.69 1.78 30.13
2012 10298.4 1631.5 18.55 15.83 1.91 37.72
2013 11846.6 1912.0 15.03 12.57 2.00 33.53
2014 13015.6 2119.9 9.87 8.97 2.03 35.1(37)
2015 14169.9 2275.4 8.87 9.33 2.07 37.7
2016 15676.8 2359.4 10.63 9.31 2.11 40.4
2017 17606.13 2604.9 12.31 - 2.15 43.6
2018 19677.93 - 11.77 - 2.14 44.9
2019 22143.6 - 12.53 - 2.23 46.1

참고자료

§ 1. 중국과학기술통계연감(2019), 1995~2019년의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GDP 데이터의 
수정에 따라 수정됨

§ 2. "2019년 전국 과기경비투입 통계 공보", 2020.8.27. 국가통계국, 과기부, 재정부.

   http://www.stats.gov.cn/tjsj/zxfb/202008/t20200827_17861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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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동향

최신 동향 주요 내용

中 국가발개위,�
「서부지역 장려

산업목록(2020년버전)

」� 발표

(2021.1.27.)

o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국가발개위)가 「서부지역 

장려 산업목록(2020년버전)」을 발표했으며,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적용 대상) 충칭(重慶), 쓰촨(四川), 구이저우(貴州), 윈난(雲南), 티베트

(西藏), 산시(陝西), 간쑤(甘肅), 칭하이(青海), 닝샤(寧夏), 신장(新疆·병

단 포함), 네이멍구(內蒙古), 광시(廣西) 등 서부 12개 성(省)·시(市)·자

치구(自治区)로, 이들 지역의 면적은 중국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함

「서부대개발 기업소득세 정책 유지에 관한 통지」(재정부,2020년제23호)

에 따라 「서부지역 장려 산업 목록」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소득세율 

15% 적용

출처: https://www.ndrc.gov.cn/xxgk/jd/jd/202101/t20210127_1265927_ext.html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폐수 자원 이용에 관한

의견 발표

(2021.1.11.)

o (목표) 2025년까지 전국의 폐수 수집 효율을 뚜렷이 향상시키고, 도시의 

폐수처리 능력을 현지 경제 사회 발전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며, 수

환경 민감 지역의 폐수 처리는 기본적으로 표준을 실현, 2035년까지 체계

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폐수자원 재활용구도를 형성

전국의 물부족 지방도시의 재생수 이용율을 25% 이상, 징진지(京津冀) 

지역은 35% 이상, 산업용수 재활용, 가축 분뇨, 어업 용수 재활용 수준

을 대폭 향상시키며, 폐수자원화 재활용 정책 체계 및 시장 메커니즘을 

수립

출처: https://www.ndrc.gov.cn/xxgk/zcfb/tz/202101/t20210111_1264794.html

중국 국가발개위,�

「녹색기술 프로모션

목록 (2020)」� 발표

(2021.1.8.)

o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기부,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가 공동으

로 「녹색기술 프로모션 목록(2020)」을 발표했음

추진근거:「시장지향적 녹색기술 혁신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2019제

689호)

동 목록은 첨단 녹색기술의 홍보 및 응용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의 선진성, 

적합성, 보급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5가지 총 116개의 녹색기술을 선정했음

F 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63개) ② 청정생산 산업(26개) ③ 청

정에너지 산업(15개) ④ 생태환경 산업(4개) ⑤ 인프라 녹색기술 

고도화 (8개)

출처: https://www.ndrc.gov.cn/xxgk/zcfb/tz/202101/t20210108_1264625_ex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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