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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과기부, 현대 농업 과기금융서비스 혁신 강화

최근 중국 과기부와 중국농업은행은 혁신 주도형 발전 전략과 향촌진흥전략 실시를 추진

하기 위해 「현대 농업 과기금융서비스 혁신 강화를 통해 향촌진흥전략 실시 지원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음(4.20)

l 추진 근거: 「전면적 향촌 진흥 추진과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 「과기부-중국농업은행 농업 과기금융서비스 협력 협의」 등

l 동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 현대 농업 과기금융서비스

업무에 주목

▷ “과기-산업-금융”의 협력 채널 구축

▷ 과기와 금융자원의 효율적 연결 구현

▷ 산업 사슬,�혁신 사슬과 자금 사슬의 협동발전 실현

 과기부-중국농업은행 업무협력

메커니즘 구축

▷ 과기 금융서비스 협력 메커니즘과 모델 모색

▷ 과기 금융서비스 정책·조치 보완

▷ 실무자 부문 및 담당자를 확정

 현대 농업 과기 신용대출 지원

규모 확대

▷ 향후3년간중국농업은행은현대농업과기와말단(基層)�혁신분야를대상으로
1,000억 위안 이상 신용대출 자금 지원

 국가과기계획 프로젝트 실시와

과기성과 이전 지원

▷ “14.5규획”�국가과기계획 프로젝트 실시와 플랫폼 구축 지원

▷ 육종산업혁신,�스마트농업기계,�농업정보화,�양식산업,�식품가공,�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중점분야 지원 확대

▷ 현대 농업 과기 중대 과학기술 성과 이전 사업 지원

 육종산업 과기혁신 및 기업

고품질 발전 추진

▷ 산업 사슬의 핵심기술 돌파

▷ 육종산업 기업,�산업단지와 기지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

▷ 연구개발과 생산,�제품과 시장의 융합을 추진

 국가농업과기산업단지 구축 지원
▷ 농업 산업단지의 규모 확대 및 기능 업그레이드 지원

▷ 산업단지 내 스마트농업,�농업 정보화,�농업 과기혁신 사업 구축 지원

▷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

 현급 지역 혁신 주도형 발전

가속화

▷ 혁신형 현(시)�구축을 중심으로 과기와 금융의 융합 강화

▷ 요소 유동 채널 구축과 환경조성을 통해 현급 지역 고품질 발전 추진

 신형 연구기관과 과기형 기업

성장 지원

▷ 신형 연구기관과 과기형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확대

▷ 은행과 기업(연구기관,�연구소)이 공동주최한 이벤트·교육과정·정책발표 실시

 종합 서비스 제공

▷ 과기금융서비스 협력 시범 실시

▷ 금융도구,�서비스모델을개선하고일부농업과기단지,�혁신형현(시)에서과기

은행지점 설립

▷ 농업과기투자-대출 협동협력 메커니즘 구축

참고자료

§ 科技部 中国农业银行印发《关于加强现代农业科技金融服务创新支撑乡村振兴战略实施的意见》的通知
http://www.most.gov.cn/xxgk/xinxifenlei/fdzdgknr/fgzc/gfxwj/gfxwj2021/202104/t20210429_1626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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