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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발개위, 전면혁신개혁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 발표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과기부는 공동으로 「전면혁신개혁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음(4.7)

l (배경) 혁신이 미래를 결정하고 혁신이 중국 현대화 건설에서의 핵심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과기체제 개혁 및 경제사회 분야의 개혁 필요

- 2016년 이래 전면혁신개혁 실험은 혁신을 일부 제한하는 체제·메커니즘의 장애물을 극복

하여 복제 가능한 우수 성과를 나타냈고 양호한 혁신·창업·창조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이를 기반으로 창조적·선도적·구체적 개혁을 추진하고 연구인력의 적극성을 향상시키며, 

파격적인 개혁을 격려하고 개혁목적,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고 개혁의 진행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함

l 「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 고효율 운영의 과학연구 시스템

구축

▷ 기부금과 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초연구 자금 지원을 격려

▷ 과학연구 경비 “팡관푸(放管服)”� 개혁 실시

▷ 연구기관에게 더 큰 자주권 부여

▷ 과학연구 설비 개방·공유

▷ 신형 연구기관 발전 체제·메커니즘 구축

 핵심기술 돌파 강화

▷ 중대 과기 프로젝트 입안과 관리 방식 개혁

▷ 핵심기술의 “공개 책임(揭榜挂帅)”과 “경쟁(赛马)”� 제도 실시

▷ 혁신연합체를 구축하여 중대한 임무를 수행

▷ 산업 사슬의 상·중·하류 기업,� 대·중·소 기업의 혁신을 추진

 기술요소시장 시스템 구축 추진

▷ 과기인력의 과기성과 소유권 및 장기 사용권을 부여

▷ 과기성과 이전의 면책 제도와 실수 허용 제도를 수립

▷ 기술요소시장 배치 개혁을 실시하고 전문화·시장화 기술이전 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 규모 확대

▷ 과기성과이전 대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실험 실시

▷ 혁신자원의 지역 간 합리적인 이동 추진

 새로운 산업·업무경영상태(新業態)�
감독 추진

▷ 데이터 자원 소유권,� 유통 및 안전 보호 등 제도 및 규범 제정

▷ 플랫폼 경제 및 공유 경제 발전을 추진

▷ 자주 혁신 제품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업무 집행 강화

▷ 새로운 기술·산업·업무경영생태·모텔이 통합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참고자료

§ 国家发展改革委 科技部关于深入推进全面创新改革工作的通知
https://www.ndrc.gov.cn/xxgk/zcfb/tz/202104/t20210409_1272028_ex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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