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배경

Ⅱ 대표적 정책

Ⅲ 기술혁신 특징

Ⅳ 정리 및 시사점

중국 장강삼각주의 혁신동향과 시사점

2021. 4. Vol.4



2021.4.  Vol.4

CONTENTS

Ⅰ. 배경 ···························································································· 01

Ⅱ. 대표적 정책 ··············································································· 03

Ⅲ. 기술혁신 특징 ············································································ 11

Ⅳ. 정리 및 시사점 ·········································································· 15

｢Issue Report｣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가 중국 과학기술계의 주요 이슈를 요약·정리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중국 주강삼각주의 혁신동향과 시사점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1

Ⅰ 배경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지역은 중국의 경제 발전이 가장 활발하고, 혁신 능력
이 강한 지역으로, 국가 현대화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 장강삼각주는 중국 장강(长江) 하류 지역에 위치하여 상하이(上海)시, 장쑤

(江苏)성, 저장(浙江)성, 안후이(安徽)성 등 41개 도시가 포함되었음

- 장강삼각주의 2019년 말 기준 상주인구는 2.27억 명, GDP는 23조7200억 

위안으로 국가 약 1/4의 경제 총량을 생산

- 특히, 장강삼각주 도시군은 세계적으로 면적이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6대 도시군으로 인정받음

- 또한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하고 과학기술과 문화교육이 가장 번창하

며, 국제무역과 국제협력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중국 문화산업 핵심 지역 

중 하나임

[그림 1] 장강삼각주 경제권

                                                           *출처: 长江三角洲城市群发展规划

○ 장강삼각주는 과학 연구 역량이 우수하고, 혁신 능력이 비교적 강하며, 혁신 

자원이 풍부함

- 연구개발(R&D) 투자에서는 장강삼각주 연구개발비가 눈에 띄게 늘었고 

2018년 장강삼각주의 전체 R&D 투입 집중도는 2.81%로 2.14%의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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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장강삼각주의 인구 1만 명당 R&D 인력은 60.06명으로 전년 대비 

4.75% 증가하여 전국 평균 수준인 31.4명을 크게 웃돌았음

- 장강삼각주 지역의 특허이전 건수는 2010년의 694건에서 2018년에는 1만

1278건으로 9년동안 15배 증가함

- 혁신환경을 보면 국가급 인큐베이터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2010년의 1만602개에서 2018년의 6만1,717개로 9년 만에 5배 늘었음

○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장강삼각주 통합발전’을 국가전략으로 격

상시키고 중요성을 강조함

- 2018년 7월 '장강삼각주 지역 통합 발전 3년 행동계획(2018~2020년)'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1월 5일 시진핑은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장

강삼각주 지역 통합발전을 국가전략으로 격상시킴

- 장강삼각주 지역 통합발전 전략은 일대일로(一带一路)1)·징진지(京津冀)협

동발전2)·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발전3)·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弯区)건

설4)과 공동으로 국가 개혁개방을 위해 크게 기여함

1) 일대일로란 중국 주도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지칭함
2) 징진지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의 3개 지역을 말함
3) 장강경제구는 상하이·장쑤·저장·안후이·장시·후베이·후난·충칭·쓰촨·구이저우·윈난 등 11개 성시를 포함하여 면적은 

약205만2300㎢로 전국의 21.4%를 차지하였음
4)웨강아오대만구는 광저우·주하이·포산·중산·둥관·후이저우·장먼·자오칭 등 광동성 9개 도시와 홍콩 및 마카오를 하나로 

묶어 거대 광역 경제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K
O
ST

EC
 K

O
ST

EC
 K

O
ST

EC
 K

O
ST

EC



중국 주강삼각주의 혁신동향과 시사점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3

Ⅱ 대표적 정책

중국 정부는 장강삼각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초기의 산업 발전 중심에서 협력을 기
반으로 한 과학기술 발전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중

○ 국무원 : 「장강삼각주 도시군(城市群)5) 발전계획」 발표(2016.5.11.)

- 주요 목표

[표 1] 장강삼각주 도시군 발전 목표

                                                  출처:「长江三角洲城市群发展规划」(2016.5.11.)

- 혁신자원과 혁신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혁신강

점을 부각시켜 산업 우위와 경쟁 우위로 전환하도록 추진함

[표 2] 장강삼각주 도시군의 혁신체인에 근거한 신흥산업 발전 방향

5) 보통 1개 이상의 거대 도시를 중심으로 3개 이상의 대도시로 구성되며, 교통 통신 등 인프라 네트워크의 발달에 의한  
공간조직의 조밀하고 경제적인 긴밀하며, 궁극적으로 고도 도시 통합된 도시집단을 실현

신흥 산업 주요 내용

차세대 
정보기술

- 광전자 부품·양자 통신 연구개발 등의 혁신적 강점을 살리고 반도체·신형 디스플레
이·광통신 등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을 발전시킴

- 음성 합성 및 인식 분야의 혁신적인 우위를이점을 바탕으로 스마트 음성 산업을 발
전시킴

주요 내용

시기구분 2020년 2030년

발전목표
세계적인 도시군의 기틀을 기본적으로 
형성

글로벌 자원을 배치하는 장강삼각주 
역할을 더욱 강화

상세내용

인구와 경제밀도는가 더욱 제고
국제 경쟁력과 영향력이 뚜렷이현저히 
강화

전국의 2.2%의 국토공간에서 11.8%
의 인구와 21%의 GDP지역총생산을 
실현 창출

세계 최고 품질의 세계적인 도시군을 
전면적으로 건설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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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长江三角洲城市群发展规划」(2016.5.11)  

○ 국무원 : 「장강삼각주 지역 통합(一体化)6) 발전 계획 요강」 발표(2019.12.1.)

- 주요 목표

[표 3] 장강삼각주 지역의 통합 발전 목표

6) 통합()이란 원래 서로 독립적이던 여러 주권이 어떤 방식으로든한 체제에서 서로 포용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함

신흥 산업 주요 내용

바이오 산업
유전자 칩·항체 약물·신형 진단·입자 치료 등 바이오 기술 우위와 산업
을 기반에 의거하여으로, 단백질 과학 시설 등 연구 조건에 따라 바이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킴

첨단 장비 
제조

도시 레일 견인 및 보조 전원 시스템·초심수 해양 시추 석유 매장 플랫
폼·로봇·첨단 컴퓨터 수치 제어 등의 선도 기술을 활용하여 첨단 장비 제
조업을 발전시킴

신소재 탄소섬유·그래핀·나노소재 등의 기술 우위를 발휘하여 신소재 산업을 발전시킴

베이더우 산업 통신·소비 전자 등의 분야에서 베이더우 시스템을 응용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베
이더우 산업체인을 사슬을 조성하도록 추진함

태양광 발전 
산업

다결정실리콘·실리콘·배터리 등 태양광 발전 산업의 기초 장강점을 발휘하여, 태
양광 발전 산업의 응용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우수한 태양광 발전 산업으로 
육성함

주요 내용

시기구분 2025년 2035년

발전목표 지역 일체화 발전의 실질적 진전 확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역 일체화 
발전을 실현

상세내용

도시와 시골 지역 균형발전 구조 기본 형성 현대화된 경제체계의 기본 구축

과학기술 혁신산업 융합발전 체계의 구축 도시와 시골농 간 지역 격차를 축
소

인프라 상호 연계의 기본 실현 공공 서비스 수준의 균형화

생태환경에 대한 공동 보호 및 관리 능력 제고 인프라 상호 연계의 전면적 실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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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长江三角洲区域一体化发展规划纲要」(2019.12.1.)

-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강삼각주 제조업 협

동발전계획을 제정 및 실시하고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를 조성함

[표 4] 장강삼각주 지역의 주요 산업 육성 가속화

                                          출처:「长江三角洲区域一体化发展规划纲要」(2019.12.1.)

- 혁신사슬과 산업 사슬의 지역 간 협업 강화 및 신기술·신규 업종·신모델 공

동 육성을 통해 산업과 혁신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함

[표 5] 장강삼각주 산업과 혁신의 융합 계획

주요 내용

공공서비스의 편리 및 공유 수준 향상 유사한 인민의 기본생활 보장 수준

더욱 효율적인 일체화 체제 구축 일체화 발전 체제 완비

주요 내용

10대 제조업 
고도화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항공우주, 첨단장비, 신소재,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자동차, 친환경 화학공업, 섬유 의류, 스마트 가전을 중심으로 전통산업의 고도화
를 추진하고 국가급 전략적 신흥산업 기지와 세계급 제조업 클러스터를 건설함

10대 
전신흥산업 

발전

직접회로, 신형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에너지 자동차, 
생명 건강, 대형 항공기, 스마트 제조, 첨단신소재 10대 중점분야에 초점함

8대 미래산업 
육성

양자 정보, 두뇌형 칩, 3세대 반도체, 차세대 인공지능, 표적 약품, 면역 세포치
료, 줄기세포치료, 유전자 검사를 포함하는 미래산업의 배치를 가속화시킴

주요 내용

혁신사슬과 산
업사슬의 지역 
간 협업 강화

산업 사슬을 중심으로 혁신 사슬을 최적화하고, 산업 사슬을 기반으로 혁신 사슬
을 선도하는 산업 업그레이드를 조성함

핵심 공통기술·첨단 선도기술·응용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정학산연(政学产研) 
다방면의 참여체제를 구축하고, 학제 간 협력관계를 전개하며, 기초연구·기술개
발·성과이전·산업혁신 전 공정의 혁신적 산업사슬을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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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长江三角洲区域一体化发展规划纲要」(2019.12.1.)

○ 과기부 : 「장강삼각주 과학기술 혁신 공동체 건설 발전 계획」 발표(2020.12.20)

- 주요 목표

[표 6] 장강삼각주 과학기술 혁신 공동체 건설 발전 목표

주요 내용

시기 2025년 2035년

발전목표 현대화·국제화되는 과학기술 혁신 공 전면적으로는 세계를 선도하는 앞서가

주요 내용

선두 기업의 지역 간 연구 역량 통합을 지원하여, 연구 인력의 산업 혁신 활동에 
깊이 참여하도록 권장려함

지역 산업 연맹을 결성설립

정부 구입·첫 구입 정책·기술 표준 등의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연구 
성과를 시제품샘플에서 제품으로, 제품에서 상품으로 전환 가속화

신기술·신업
태·신모델 공
동 육성

인터넷의 신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플랫폼 경제·공유 경제·체험 경제를 
발전시켜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 형성을 가속화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블록체인·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위성항법 등 
신기술 연구개발 활용을 강화

선도 기업 공동연구기관의 장강삼각주 내 새로운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
고, 일정 조건을 갖춘 도시에 차세대 인공지능 응용 시범과 혁신 발전을 할 수 있
도록 장려하여 장강삼각주 지역을 전국적으로 중요한 혁신적 경제발전 고지를 조성

스마트 자동차 테스트를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자율주행차를 산업화하여 활용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범단지 구역을를 조성건설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새로운 소매 네트워크를 구축

디지털화·정보화 및 제조업·서비스업의 융합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빅데
이터 핵심시술·장감삼각주 제조 네트워크 등의 강점을 활용하여 업종 간 데이터 
장벽을 없애고 지역 산업 인터넷 플랫폼과 지역 산업 고도화 서비스플랫폼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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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높은 혁신 기지 공동 건설을 통해 협력하여 자주혁신(自主创新) 능력을 제고함 

[표 7] 장강삼각주 혁신 능력 강화 계획

주요 내용

동체 형성 는 과학기술 혁신 공동체를 조성건설

상세내용

과학기술 혁신 계획, 정책의 협력 메커
니즘이 초보적으로 형성

일체화된 지역 혁신 체계가 기본적으
로 완성

혁신적 요소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약
하는 행정 장벽을 제거

각종 혁신 요소 및 과학기술 자원들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유통과 공유 

과학기술 리더, 혁신 기업가, 창업 투
자 기업가를 배출

과학기술력 및 경제력이 대폭 상승을 
실현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대학, 과학 연
구 기관과 혁신적 기업을 육성함

세계 일류 대학, 과학 연구 기관과 혁
신적 기업들을 한곳에 집결함

주요 내용

수준 높은 혁
신 기지를 공
동으로 건설

국가실험실,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기술혁신센터, 국가산업혁신센터, 국가제조업
혁신센터, 국가임상의학연구센터 등의 중대한 과학기술혁신기지 배치를 강화함

중점 산업 분야의 기술 혁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반으로 중대한 기초연구 성과 산업화의 
중요한 단계를 관통시키고, 위험 부담, 수익 공유, 다원적 주체의 협력 혁신 공동체를 구축함

중대한 과학기
술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실시

우세한 학과와 연구 역량에 입각하여 세계 과학기술의 최고 수준을 목표로 국가의 중대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기초연구, 응용기초연구, 핵심기술 연구의 분야에서 몇 개의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입안만들고하여 공동연합하여 추진하도록 장려함

3성1시 과학기술 계획의 조정 및 연동을 강화하고, 통일된 과학기술 계획 관리 정
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과학기술 보고와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정보 공유를 촉진함

핵심기술 연구
와 협력하여 
난제를 돌파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학교, 과학 연구 기관, 기업의 강력한 연합을 추진하여 산
업 혁신 수요에 대응하여 중대한 과학기술 난제 돌파를 추진함

집적회로·신형 디스플레이·AI·선진자재·바이오의약·첨단장비·바이오육종 등 중점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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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长三角科技创新共同体建设发展规划」(2020.12.20.)

- 국제협력의 강화를 통해 개방혁신을 강화함 

[표 8] 장강삼각주 개방 혁신 추진 계획

주요 내용

초점을 맞춰 핵심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핵심 표준을 형성시켜 산업 핵심 
난제를 해결함

스마트 컴퓨팅·프리미엄 칩·스마트 지각(Intellisense)·뇌기기계융합 등 중점분야
를 빠르게 배치하고, 뇌모방·스마트 컴퓨팅·디지털 스레드·전차원 정의 가능 네
트워크(Full-dimensionally Definable Network) 등 중대한 기초 플랫폼을 구
축함

지역 우위 산
업 혁신 협력 
강화

전자정보·바이오의약·우주항공·첨단장비·신소재·에너지절약·환경보호·해양
공정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등 중점분야에 광역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산업기
술혁신연맹을 설립하고 기업을 주체로 일부 장강삼각주 산학연협력혁신센터
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양자정보·뇌모방 칩·사물인터넷·3세대 반도체·차세대 인공지능·세포와 면역치료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단적으로공동 기술개발을 노력함

관련 신흥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지탱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두 기업을 
육성하며, 국가급 전략적 신흥 산업 혁신 시범 기지를 조성건설하여 일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를 구축조성함

주요 내용

다층적인 국제 
과학기술 협력 
채널을 공동함
께 건설

각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국제 과학기술 협력 경로와 영역을 확장하
고 다층적인 국제 과학기술 활동을 전개할 것을 장려함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학, 과학 연구 기관, 과학기술 단지와 기업이 정부 간 과학
기술 협력 위원회 등의 메커니즘 아래 국제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협력의 수준을 제고하도록 지원함

우세한 기술을 갖춘 대학 및 연구기관이 해외에서 공동으로 학교를 설립하
고, 지사를 개설하고, 국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기술 시범과 보급, 
기술 훈련, 기술 서비스, 공동 연구개발 등의 협력을 추진하도록 장려함

국제화되고 브랜드화된 전시와 포럼을 공동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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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 「장강삼각주 G60 과학기술 혁신회랑(创新走廊)7) 건설 방안」 발표(2021.4.1.)

주요 내용

3성1시 화교들의 화상(华商)자본, 인맥 등 자원 우위를 살려 민간 교류를 확대함

관련 상회, 산업연맹, 기업 등이 외국의 관련 조직 및 기관과 과학기술 혁신 교
류 협력을 추진하도록 장려함

국제 거대과학 
계획을 실시하
거나 참여

생명 건강, 자원 환경, 물질 과학, 정보 과학 등 분야를 중심으로 우세한 자원을 집
중시켜 적시에 선도적으로 이끌며 전뇌신경연결도보 등 국제 거대과학 계획과 국제 
거대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함

바이오 의약, 에너지, 선진 재료, 정보 기술, 공간 천문, 해양 등 분야에서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함

중대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의 역량을 유치하끌어들이
고,고 공동 연구를 추진행하여 중대한 과학 난제를 돌파함

국제 거대과학 계획 조직 운영, 실시 관리, 지적재산권 관리 등 새로운 모델,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고 유상 사용, 지적재산권 공유 등을 통해 국제 조직, 국
내외 정부, 과학 연구 기관, 대학교, 기업 및 사회민간단체 등이 과학기술 계
획의 건설,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국제적으로 혁
신된 자원을 
빨리 집결

(국제 일류 연구 개발 기구를 한데 모음 집결) 장강삼각주 지역의 '팡관푸(放管
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를 개혁하고, 해외 유명 대학, 연구개발 기
관, 다국적 기업 등이 장강삼각주 지역에 글로벌 또는 지역적인 연구개발 센터
를 설립하도록 유치함

(국제 기술 이전을 촉진함) 유럽연합(EU)의 혁신센터(Innovation Relay 
Centre) 등 국제기구조직과와의 협력 심화, 중국·이스라엘 상하이혁신단지 
등 협력 단지 건설 강화, 해외 기술 이전 기관과의 협력 관계 공유, 국제 
기술 이전 서비스 전개, 국제 선진 과학기술의 성과를 장강삼각주에서 실
현하도록 촉진함

(국제 고급 인재의 모집결을 가속화함) 전 세계 첨단 과학기술 인재들의 집
합과 교류와 협력의 플랫폼을 만들고 국제적인 인재 유치 정책 지원의 강도
를 높여, 국제 인재 인정과 서비스 감독 부문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고, 국제 
인재 종합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전 세계의 고급 과학기술 혁신 인재를 
유치하고 집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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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목표

[표 9] 장강삼각주 G60 과학기술 혁신회랑 건설 방안의 목표

- 「장강삼각주 G60 과학기술 혁신회랑 건설 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10] 장강삼각주 G60 과학기술 혁신회랑 건설 방안의 내용

7) G60 과학기술 혁신회랑은 중국 경제가 가장 역동적이고 도시화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이며, 상하이, 자싱, 
항저우, 진화, 쑤저우, 후저우, 선성, 우후, 허페이 등 9개 도시를 포함

주요 내용

시기 2022년 2025년

발전목표

선진 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
스터 건설의 전국선도, 상장기업 수량
은 연평균 100개 이상, 첨단기술 기업
은 연평균 3000개 이상 증가, 고급인
재, 대학 졸업생 등 각종 인재는 매년 
20만 명 이상을 모집

세계적인 제조업 클러스터를 형성
하고, 중국의 중요한 혁신 원천지로 
성장하며, 지역 R&D투자 규모는 
3.2% 이상, 전략적인 신흥산업 부
가 가치는 지역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18% 당성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지역 협동 발전 강화, 
세계정적인 

산업클러스터를 
건설구축

 인공지능·직접회로·바이오 의약·첨단장비·신에너지·신소재·신에너지 자동
차 등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급 전략적 신흥산업 기지를 건
설걸하고, 주요 분야에서 국제적인 선도 기업을 육성

 양자정보·뇌모방 칩·제3대 반도체·유전자 편집 등 미래산업을 육성

지역 협동 혁신 강화, 
과학기술혁신 

원천지를역 건설조성

 혁신주체 육성, 중대 연구 개발 플랫폼을 공동 건설하고, G60 뇌 지능 과
기혁신기지, 농작물 점플라즘(germplasm) 혁신 및 보존 기지를 건설

 핵심기술 공동 돌파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G60 과학기술 혁신회랑 중대 
과시 산업을 실시하며, 국제를 선도하는 기술 클러스터를 건설구축

산업 및 도시 통합 
발전, 심화 개혁 및 

서비스를 
업그레이드고도화

 다원화 투자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혁신 연구개발 투자에 초점을 맞춤

 혁신 산업 발전, 혁신자원 모집, 혁신 생태 건설, 혁신 협력 공유 
등 중점분야를 건설육성

 과학적으로 통합발전 평가 시스템을 설립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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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혁신 특징

발전을 위해 R&D 투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자원요소의 집합을 가속화하고 혁신 기반을 끊임없이 다짐

- 2018년 장강삼각주의 전체 R&D 투입 강도는 2.81%이지만 지역 차이가 현저하여 상

하이 R&D 투입 강도는 4.16%, 장쑤 2.70%, 저장 2.57%, 안후이 2.16%로 나타났음

- 2018년 장강삼각주 지역의 재정 과학기술 지출금이 정부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4.57%로 2.77%의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음

- 장강삼각주 지역 R&D 인력 집합 효과가 강화되면서 지역 전체가 상하이·항저우·쑤

저우·난징·허페이 등 핵심 도시로 구성된 다극화된 인재 집합 센터를 형성하고 있음

[그림 2] 장강삼각주 R&D 투입 상황

                                            *출처: 2020长三角协同创新指数发布 资源共享指标增幅最大

특허이전 양적 증가 속에 전국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 중 

○ 국가적으로 특허이전의 비중이 매우 높고, 발명 특허 등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연간 발명특허 등록 수는 전국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2016년 34.06%를 

차지했고, 2019년에는 32.97%를 차지하여 3분의 1 수준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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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형 특허 등록의 전국 차지비중은 2014년 40%를 상회하였고 2012년에

는 최고 50.11%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였음

- 2019년 장강삼각주 지역 총생산 23.94%의 전국 차지 비중과 비교해보면 

장강삼각주 지역의 발명특허, 응용형 특허 비중이 높은 편임

- 장강삼각주 지역 특허이전 건수는 2010년의 694건에서 2018년의 1만

1278건으로 9년 동안 15배 증가함

[그림 3] 2011~2019년 장강삼각주 지역 특허 산출 추이

                                       *출처: 长三角议事厅｜近十年长三角城市群专利产出比较

국제 과학기술 논문 협력 수량이 증가하며,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과학연구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학술성과가 끊임없이 창출됨

- 2017~2018년 장강삼각주 지역 41개 지급(地级) 이상 도시가 모두 과학기술논

문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장강삼각주 지역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완성하였음

- 국제 과학기술 논문 협력의 경우 장강삼각주 지역의 국제 과학기술 논문 협

력 건수가 2010년의 3,170건에서 2018년의 1만6,096건으로 9년 만에 4

배 이상 증가되는 등 더욱 긴밀한 연구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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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협력 논문 수 상황

                                               *출처: 2020长三角协同创新指数发布 资源共享指标增幅最大

지역협력 혁신지수 발전이 강화되고 있음 

○ 지역협력이 새로운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발전 추세가 양호함

- 장강삼각주 지역협력 혁신종합지수는 2011년의 100점(기간)에서 2019년

의 204.16점으로 2011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음

- 자원공유 지표는 2011년의 100점에서 2019년 219.41점으로 연평균 10.32%씩 증

가폭이 가장 컸음

- 대형장비 공유 현황을 보면 2018년 12월까지 장강삼각주 과학기술자원공

유서비스플랫폼은 지역 내 대형 과학장비 3만1,169대가 집합하여 362.3억 

위안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대형기기 공유율은 90.3%를 기록함

- 기초연구 분야에서 3성1시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혁신협력 수준은 

2011년의 100점에서 2019년의 217.51점으로 연평균 10.20%씩 증가함

- 성과공유 지표는 발전저력이 충분하여 2019년의 214.83점으로 2015년에 

비해 연평균 18.10%씩 증가하여 성장잠재력이 비교적 큼

- 산업연동 지표는 2019년의 180.18점으로 2011년에 비해 연평균 7.64% 증가하였음

- 2019년 장강삼각주 지역의 협력 혁신 환경지탱은 188.90점으로 2011년에 비해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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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씩 증가하였음

[그림 5] 장강삼각주 지역협력 혁신지수 발전 상황

                                              *출처: 2020长三角协同创新指数发布 资源共享指标增幅最大

[그림 6] 장강삼각주 지역협력 혁신발전의 특징 및 추세

           

                                      *출처: 2020长三角协同创新指数发布 资源共享指标增幅最大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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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리 및 시사점

징강삼각주 지역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혁신기지의 역할을 하면서 향후 혁신을 통
해 산업 고도화를 촉진할 전망

○ 장강삼각주는 국가적으로 매우 높은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상하이 장쟝(张江) 및 안후이 허페이(合肥) 2개의 종합국가과학센터를 보유하고 있음

- 연간 연구비 지출과 유효발명 특허 건수 차지한 비중이 전국 1/3 이상이며, 

상하이·난징·항저우·허페이의 연구개발 집중도도 모두 3%를 기록함

- 향후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혁신 근거지로 자리매김할 것임

F 2020년연말 발표한 「장강삼각주 과학기술 혁신 공동체 건설 발전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장강삼각주 지역협력 국제과학기술논문 발표량은 2만

5000편, 1만 명당 유효발명 특허가 35건, PCT 국제특허가 3만 건, 장강

삼각주 지역 간 국내 발명특허 협력 출원량이 3500건, 성역 간 특허이전 

건수가 1만5000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함

○ 과학기술 혁신 우위를 활용하여, 융합을 통한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며, 장

강삼각주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시킬 것임

- 빅데이터 핵심기술 등의 강점을 살려 장강삼각주 스마트교통·스마트의료·

스마트교육·스마트시티 등 응용융합혁신을 계획하고 장강삼각주 디지털화, 

정보화와 제조업, 서비스업의 융합을 추진할 것임

- 집적회로, 5G,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친환경 등 신

흥 전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임

장강삼각주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한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 중

○ 장강삼각주 지역은 광역 혁신과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

- 산업 클러스터 배치를 심화시키고 인프라 상호 연결을 강화하며, 협동 혁신

을 추진하기 위해 장강삼각주 지역의 독특한 강점을 지닌 협동융합 발전 플

랫폼인 ‘G60 과학기술 혁신회랑’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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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강삼각주 도시군은 지금까지 41개 도시 가운데 30개 도시가 과학기술혁신바우처(科
技创新券)8)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상하이는 2개 성 8개 도시와의 호환성을 인정함

- 과학기술 자원의 흐름과 배치에 따라 장강삼각주는 과학기술 자원공유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기에 과학기술기업은 외출하지 않고도 장강삼각주 지역 전

체의 과학기술 자원정보를 획득 가능함

향후 중국의 협력 강화 의지가 강해질 경우, 한국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 장강삼각주는 지속적으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2020년 연말 발표한 「장강삼각주 과학기술 혁신 공동체 건설 발전 계획」에 따르

면 국제협력을 강조하며,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함

- 우세한 자원을 집중시켜 국제적 거대과학 계획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국

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함

- 중대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 세계 과학자의 역량을 유치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국제 거대과학 계획 기구의 운영 및 관리 체제를 공동 수립함

○ 한국은 중국의 대외무역 파트너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장강삼각주와의 경제 기

존 경제무역 협력에서 잠재력을 발굴하고 신흥산업의 협력을 강화하여 협력 

차원과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임

- 최근 한중(염성)산업단지는 전통 자동차산업 육성과 함께 한국자본서비스업

도 늘고 있고, 한자은행, 비즈니스컨설팅, 국경간 무역, 건강의료 등의 분야

에서 선진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빠르게 성장함

- 향후 신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개발 

협력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협력모델을 창출할 것임

8) 과학기술혁신바우처권 : 마이크로소기업과 혁신단체의 혁신창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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