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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국가발개위, 전면적 혁신개혁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 발표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과기부는 공동으로 「전면혁신개혁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음(4.7)

l (배경) 혁신이 미래를 결정하고 중국 현대화 건설에서의 혁신의 핵심적 지위를 강

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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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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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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5’ 국가 기술요소 시장 발전 기획 업무회의 개최 

최근 중국 과기부에서 ‘14.5’ 국가 과기혁신 기획 체계 배치에 의해 ‘14.5’ 국가 

기술요소 시장의 발전 기획 업무회의를 개최하였음 (4.9)

l 회의 전문가들은 기술요소 시장의 발전 기획 업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

- ‘13.5’ 기술 시장 계획의 실행 상황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경험을 총화하여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제시

- 기술요소 시장의 건설 및 발전목표를 제시

- 기술요소 제도를 보완 (소유권 제도, 거래 제도, 인센티브 제도, 규제 제도)

- 국가 기술이전 체계 건설을 완비

- 금융 지원 등 서비스 체계를 강화

l 기술요소 시장 발전 기획 업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내용 세부 내용

 19차 5중 전회의 요구를 
실행

▶ 현대화 건설에서 혁신의 핵심적 지위를 유지
▶ 자주적인 과학기술 국가 발전 전략,� 현대화 경제 시스템 건설 등을 고려

하여 기술요소 시장 기획을 수립
▶ 혁신 자원 배치,� 과학기술 및 경제 결합을 촉진

 정부와 시장의 연결

▶ 정부는 시장 수요를 확대하는 과학기술 성과 공급,�기술 거래 플랫폼 규칙,�기술이전

서비스 체계 및 메커니즘,�과학기술 혁신 창업 환경 등의 건설,�좋은 시장 환경을 조

성하는 동시에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술 공급,�시장 수요와 과학기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결
▶ 시장은 충분히 자원배분 작용을 발휘하여 혁신주체의 활력을 촉진하고,�기술요

소의 효율적인 이동을 촉진

 기술요소 시장을 강화하는 
방향을 유지

▶ 국내 시장을 충분히 이용하고,�기술요소와 자본,�인재 등의 융합,�개방 공유를 촉진

참고자료

§ “十四五”国家技术要素市场发展规划编制研究工作会议在京召开 
https://mp.weixin.qq.com/s/dNJi710p8BRO1Wr3rvl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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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 공업정보화부, 「“14.5규획” 스마트제조 발전계획(초안)」 발표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14.5규획” 스마트제조 발전계획(초안)」을 발표하여 스마트

제조의 발전로드맵 및 목표를 제시했음(4.14)

l (주요목표) 2025년까지 규모 이상의 제조업 기업이 기본적으로 디지털화되고 중점 업종 

중견 기업이 초보적으로 스마트 전환을 하며, 2035년까지 규모 이상의 제조업 기업이 

본격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등 중견 기업이 기본적으로 스마트 전환을 실현

l 동 「계획」의 중점임무는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 시스템 혁신 가속화,� 새로운 동력

융합발전 강화

▷ 핵심기술 돌파 강화

▷ 시스템 통합 기술 돌파 가속화

▷ 혁신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홍보 및 응용 강화,� 산업

업그레이드의 새로운 경로 개척

▷ 스마트제조 시범공장 구축

▷ 산업 디지털화·네트워크화 발전 가속화

▷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화 전환 추진

 자주적 공급 강화,� 산업 시스템의

새로운 우위 확대

▷ 스마트제조 장비 발전 추진

▷ 공업 소프트웨어 제품 발전

▷ 시스템 해결방안 수립

 인프라 구축 강화,�스마트제조 새로운

보장 확보

▷ 표준화 업무 추진

▷ 정보 인프라 구축 보완

▷ 안정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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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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과학기술협회, 「중국 과협 2021년 과학보급 업무 요점」 통지 발표

대중의 과학 문화 소양을 향상시키고, 과학보급의 품질 높은 발전 업무 시스템을 구

축하며, 사회 문명의 발전을 위해 중국 과협에서 통지를 발표하였음 (4.8)

l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새로운 발전이념에 근거하여, 중국과학기술협회의 ‘개방 발

전의 해’라는 주제와 결합해 과학정신 고양 및 과학자정신 홍보

l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고자료

§ 中国科协办公厅关于印发「中国科协2021年科普工作要点」的通知
https://www.cast.org.cn/art/2021/4/9/art_459_151656.html

주요 내용 세부 내용

 ‘14.5’ 전 국민 과학소양 
행동 실시

▶ 「전국민 과학소양 행동 계획 강요(2021-2035년)」의 발표를 추진
▶ 「과학 소양 강요」의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

 과학기술 서비스가 전 
국민의 과학 소양을 향상하는 

플랫폼을 건설

▶ 과학 보급의 사회화 동원 메커니즘을 강화
▶ 과학 보급 중국의 정보화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
▶ 과학 보급 서비스의 표준화 건설을 추진
▶ 국제 과학 기술 교류 협력의 메커니즘을 심화
▶ 과학보급 '백인회(百人會)'� 싱크탱크 플랫폼을 건설
▶ 학회의 과학 보급 역량을 향상
▶ 대중적인 시범 과학 보급 활동을 전개

 과학보급의 개혁을 추진

▶ 과학 보급 작품의 가치를 강화
▶ 품질 높은 발전의 신시대 중국 특색의 현대 과기 박물관 체계를 설립
▶ 청소년 과학 기술 경기 개혁 추진
▶ 과기 지원 서비스의 전문화,� 규범화,� 상시화 발전을 추진

 기초적인 과학 보급 서비스 
능력을 향상

▶ 단계별로 도시와 농촌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차세대 기초 과학보급 서비스 체계 구축�
▶ 전국 과학 보급 시범 현을 건설
▶ 농촌 과학 보급 사업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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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 중국과기 성과이전 보고서 발표

 중국과기평가 및 성과관리연구회, 국가과기평가센터,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에서 공동  

 으로 「2020년 중국과기 성과이전 보고서 (대학교 및 연구원 편)」를 발표하였음 (4.14)

l 2019년 3450개 대학교 및 연구원의 과기성과 협력의 총 계약 건수가 상승하였음

- 총 계약 건수는 1,5035건으로 32.3% 증가하였고, 계약 금액은 152.4억 위안으로 29.8% 증가

- 성과이전 계약 총 금액이 1억 위안을 넘은 기관이 29개가 있음

- 재정지원 프로젝트의 과기성과는 10.9% 증가하였고, 성과이전 계약 건수는 2,815

개, 계약금액은 47억 위안에 달함

l 양도는 과기성과 이전의 주요 형식으로 총 계약수의 60%를 차지하고, 계약 금액은 

53.4억 위안으로 총 계약 금액의 35%를 차지

- 성과이전의 금액이 1억 위안 이상의 프로젝트는 24개가 있고, 21개는 동부지역, 2개는 

중부지역, 1개는 서부지역으로 이전하였고, 14개는 대형 국유기업, 5개는 중소 국유기

업, 4개는 대형 기타기업, 1개는 중소 기타기업으로 이전

l 산학연 협력 측면에서 2019년 3,450개 대학교 및 연구원의 기술개발, 컨설팅, 서

비스 계약금액은 933.5억 위안으로 2018년 보다 22.9% 증가

- 기술개발, 컨설팅, 서비스 계약금액이 10억 위안 이상의 기관이 8개가 있음

- 2019년 기업과 공동으로 건설한 연구기관, 이전기관, 이전 서비스 플랫폼은 총 1

만770개로 27.2% 상승

l 과기성과 이전 방향

- 2019년 대학교 및 연구원의 과기성과에서 제조업의 계약금액이 58.2억 위안으로 

계약 총액의 38.2% 차지

- 중소 기타기업의 계약금액은 91.9억 위안으로 계약 총액의 60.3% 차지

- 동부지역은 과기성과의 주요 산출지역 및 수행지역으로, 주요 산출지역 TOP3는 상

하이시, 베이징시, 광둥성이고, 주요 수행지역 TOP3는 상하이시, 광둥성, 장쑤성임

참고자료

§ 最新发布 | 中国科技成果转化2020年度报告发布 
https://mp.weixin.qq.com/s/5yiucV9SunI_0oRXGS7S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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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 과학문화보급 발전지수(Science Communication Development Index) 발표

최근 상하이과학문화보급교육촉진센터의 「중국 성(시) 과학문화보급 발전지수 보고서」에서 

2019년 상위 1~4위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이라고 밝혔음(4.13)

l 과학문화보급 발전지수는 국내 최초이며 가장 권위 있는 지역 과학문화보급 사업 

발전현황을 파악하는 지수이고, 과학문화보급 장소, 인력, 행사, 경비와 홍보 상황을 

통해 과학문화보급 발전수준을 평가함

l 동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톈진시와 충칭시 4개 도시의 발전지수의 

합(和)은 1,065.05점으로 중국 전체의 34.35% 차지

[표 1] 중국 2018-2019년 과학문화보급 발전지수 순위 비교

지역
2018년 과학문화보급 

발전지수 순위
2019년 과학문화보급 

발전지수 순위
순위 변화

베이징 1 1 0
상하이 2 2 0
톈진시 7 3 +4
충칭시 4 4 0
장쑤성 3 5 -2
후난성 5 6 -1
광둥성 9 7 +2
절강성 6 8 -2

후베이성 8 9 -1
허난성 16 10 +6
윈난성 12 11 +1

허베이성 19 12 +7
쓰촨성 11 13 -2
푸젠성 13 14 -1
장시성 15 15 0

랴오닝성 10 16 -6
산둥성 14 17 -3
지린성 25 18 +7
샨시성 17 19 -2
광시 18 20 -2

칭하이성 28 21 +7
닝샤 23 22 +1
신장 22 23 -1

간쑤성 20 24 -4
네이멍구 21 25 -4
하이난성 31 26 +5
산시성 26 27 -1
티베트 29 28 +1

안후이성 24 29 -5
헤이룽장성 27 30 -3
구이저우성 30 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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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문화보급 발전지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그림 1] 중국 각 지역 과학문화보급 발전지수 현황 

l 과학문화보급 인력의 발전추세는 안정적이고 각 지역 발전지수의 차이가 적은 편임

- 베이징시와 절강성의 과학문화보급 인력의 밀도가 가장 높으며, 인구 만 명당 30명 

정도의 과학문화보급 인력을 보유함

- 각 유형 과학문화보급 인력 수는 지난해보다 모두 증가했으며 그중 제작자의 증가

율은 29.38%에 달했음

l 각 지역의 과학문화보급 장소 면적은 불균등하고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의 1인당 면적은 

다른 지역보다 크게 앞섰음

l 각 지역이 과학문화보급에 관련 경비 지원은 점점 증가되었으며, 그중 허난성정부의 경

비 지원 증가율은 11.72%에 달했음

l 쓰촨성, 장쑤성과 광둥성의 청소년 과학문화보급 활동은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였음

l 과학문화보급 뉴미디어 채널이 확대되었으며, 도서 출판량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 

참고자료

§ 上海科普教育促进中心发布第四期全国科学传播发展指数报告：四直辖市处于领先地位
http://www.cnr.cn/shanghai/tt/20210413/t20210413_52546098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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