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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업정보화부, 「5G 응용 양판(揚帆)행동계획(2021-2023)」(초안) 발표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5G 응용장면을 확대하라는 중요한 지시에 

따라 5G 응용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5G 응용 양판(揚帆)행동계획(2021-2023)」(초안)을 

제정했음(5.3)

l (주요목표) 5G 융합응용은 경제사회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와 지능화 변신을 촉진

하는 중요한 동력이라서 동 「계획」은 수요 견인, 혁신 구동, 중점 돌파, 협동 연동을 

중심으로 5G 응용 가속화 발전 목표 수립

l 동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주요 내용

� 5G� 응용 핵심 부분 돌파
▷ 5G�응용 표준 시스템 구축

▷ 5G�산업 인프라 구축 강화

 5G� 응용 중점 분야 제시

▷ 신형 정보 소비 업그레이드 행동

F 5G+정보소비,� 5G+융합매체

▷ 산업 융합응용 심화 행동

F 5G+공업인터넷,� 5G+차량인터넷,� 5G+스마트물류,� 5G+스마트항만,�

5G+스마트채광,� 5G+스마트전력,� 5G+스마트오일가스,� 5G+스마트농업,�

5G+스마트수력

▷ 사회 민생 서비스 보편혜택 행동

F 5G+스마트교육,� 5G+스마트의료,� 5G+문화관광,� 5G+스마트시티

 5G� 응용 지탱능력 제고
▷ 5G�인터넷 인프라 구축 강화 행동

▷ 5G�응용 생태계 통합행동

▷ 5G�응용 안전성 제고 행동

참고자료

§ 公开征求对《5G应用“扬帆”行动计划（2021-2023年）》的意见
https://www.miit.gov.cn/gzcy/yjzj/art/2021/art_2acfa5bfb890494898f7fd2066895de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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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中 재정부, “14.5규획”기간 과기혁신 수입관세 우대정책 발표

최근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海關總署)와 세무총국은 공동으로 「“14.5규획”기간 과기혁신 

수입관세 지원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음(4.15)

l (목적) 중국정부의 “과교흥국(科教興國)”과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관세 우대정책을 제정했음

l 과학연구기관, 기술개발기관, 학교, 당교(행정학원) 및 도서관이 국내 생산할 수 없거

나 수요를 만족할 수 없는 과학연구, 과학기술 개발과 교학 용품을 수입 시 수입관세와 

수입과정의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함

l 과학연구기관, 학교, 당교(행정학원) 및 도서관이 과학연구와 교수용 도서, 자료 등을

수입 시 수입과정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표1] 과기혁신 수입관세 지원 적용대상                  

 

구분 면세 대상

① 중앙급, 성급, 시급 연구기관(도서관, 대학원) 등

②
국가실험실, 국가중점실험실, 기업 국가중점실험실, 국가산업혁신센터, 

국가기술혁신센터, 국가제조업혁신센터, 국가 임상의학연구센터, 국가공정연구센터,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국가기업기술센터, 국가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시범플랫폼 등

③
과학기술 체제개혁 과정에서 기업으로 전환된 기구, 

기업에서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위주로 수행하는 기구

④
과기류(科技類) 비기업적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기관

⑤ 외국투자연구개발센터

⑥ 전문대학, 대학, 분교(分校)와 타지에서 설립된 교육기구

⑦ 현급 이상의 당교(행정학원)

⑧ 시급 이상의 공공도서관

참고자료

§ 财政部 海关总署 税务总局关于“十四五”期间支持科技创新进口税收政策的通知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04/20/content_560085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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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 과기부, 「국가 고신기술 산업 개발구 종합 평가 지표 체계」 통지 발표

최근 중국 과기부에서 「국가 고신기술 산업 개발구 종합 평가 지표 체계」를 연구, 개정

하였음 (4.22)

l 중국 「국무원 국가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의견」을 실행하고, 국

가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를 '혁신 발전 시범구 및 고품질 발전 선행구'로 건설 

l 「지표 체계」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

1급 지표 2급지표

1. 혁신 능력 및 창업 
활약성
20%

1.1 국가급 및 성급 연구개발 기관 수 

1.2 재직원 중 R&D 인력(FTE 기준) 비중

1.3 R&D 경비 내부 지출 총 수익 차지 비율

1.4 1만 명당 당년도 발명 특허 수권(授權, 권한 부여) 수

1.5 당년도 1천만 위안당 R&D 경비 지출의 발명 특허 출원 수

1.6 국가급 창업 서비스 기관 수

1.7 당년도 신 등록 기업 수

1.8 당년도 정보 뱅크에 등록한 과기형 중소 기업 수

1.9 당년도 인큐베이터, 가속기 및 대학 개발구에서 인큐베이팅 중인 기업 수

1.10 개발구 관리위원회에서 혁신 창업 환경 및 발전 지원에 대한 국가 총체 평가 실시

2. 구조 최적화 및 산업 
가치 사슬

20%

2.1 영업 수입 중 하이테크 기술 서비스업 수익 차지 비중

2.2 재직원 중 학사 이상 학력 차지 비중

2.3 1인당 기술 계약 거래액

2.4 당년도 영업 수익 순수 증가량

2.5 기업 이윤율

2.6 당년도 고신기술 기업 순수 증가 수

2.7 당년도 벤처투자 받은 기업 수

2.8 기업 수입 100억 위안 당 포함된 발명 특허 건수 및 상표 등록 수

2.9 기업 증가 가치율

2.10 개발구에서 산업 기술 혁신, 공급사슬 자주에 관한 정책 및 평가를 추진 

3. 녹색 발전 및 살기 좋은 
수준 포용성

3.1 증가 가치 단위당 종합 에너지 소모

3.2 개발구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3.3 개발구 총 녹지율

3.4 개발구 각 등급 병원 및 각 종류 학교 수

3.5 당년도 직원 순수 증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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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科技部关于印发《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综合评价指标体系》的通知
http://www.most.gov.cn/xxgk/xinxifenlei/fdzdgknr/fgzc/gfxwj/gfxwj2021/202104/t2021042

6_162523.html

1급 지표 2급지표

3.6 증가 가치 단위당 재직원 급여 수입 비중

3.7 재직원 월 평균 급여 수입과 현지 1㎡ 주택비용의 비율

3.8 개발구 관리위원회 당년도 경비

3.9 개발구에서 산업 및 도시 융합, 공유 발전 및 생태 보호, 녹색 발전, 시범 유도 

작용 평가를 촉신

4. 개방 혁신 및 국제 
경쟁력
15%

4.1 해외에서 연구기관 (인큐베이터 포함) 설립한 내자주식기업 수

4.2 기업 기술 유치, 2차 혁신, 국내 및 해외 산학연 협력 경비 지출 총액이 영업 

수익에 차지 비중

4.3 당년도 해외 등록 상표 및 해외 발명 특허권 수권한 내자주식기업 수

4.4 당년도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제정한 내자주식기업 증가 수

4.5 수출 총액 중 기술 서비스 수출 비중

4.6 영업 수입 중 하이테크 기술 기업 수출 총액 비중

4.7 재직원 중 해외 상주 인원 및 유학 귀국 인원 비중

5. 종합 품질 효과 및 지속 
가능 혁신 능력

30%

5.1 개발구 부가가치와 소재도시 GDP의 비율

5.2 재직원 노동 생산율의 증가율

5.3 당년도 내부 R&D 투자 강도가 5% 이상 기업의 주요 업무 수입 및 기타 업무 

수입이 총 영업 수입에 차지 비중

5.4 영업 수입 중 디지털 산업 관련 기업 주요 업무 수입 및 키타 업무 수입 비중

5.5 당년도 고성장(가젤기업, Gazelles Company) 기업 신증 수

5.6 당년도 국내외 상장 (신삼판, 新三板 불 포함) 기업 수

5.7 당년도 내부 R&D 투자 강도가 5% 이상, 영업수입이 5억 위안 넘은 기업 수

5.8 국가급 R&D 기관을 보유한 기업 수

5.9 개발구에서 규칙, 권력 책임 보완, 메커니즘 혁신, 선행 시험 및 법에 의한 시정, 

안전 생산, 지역 사회 건설 평가를 실시

5.10 개발구에서 데이터 및 관련 자료의 정확성을 참여 평가하고, 화거(火炬)통계의 

업무 평가를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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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5”시기 숭산후과학성 전면 가동

최근 대만구(大灣區) 종합국가과학센터 (숭산후(松山湖)과학성)이 본격 가동되고, 웨강

아오(粵港澳)대만구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을 더 높은 단계에서 추진（4.22）

l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 수상자, 중국 고온 초전도 전문가 자오중셴(趙忠賢) 원사 등 

18명이 숭산후과학성 자문 전문가로 초빙 

l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원천 혁신지역으로 건설

- 2020년 7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기부에서 둥관(東莞)숭산후과학성과 선전광명

(深圳光明)과학성이 대만구 종합국가과학센터 선행 가동 지역으로 승인

- 이는 상하이 장강(張江)종합국가과학센터, 허페이(合肥) 종합국가과학센터, 베이징 

화이러우(懷柔)종합국가과학센터에 이어 4번째 종합국가과학센터임 

- 대만구대학교(숭산후 캠퍼스)는 물질과학, 선진 공전, 생명과학, 차세대 정보기술,

이학, 금융 등 6개 분야에서 인재 육성 및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2023년부터 운영 

- 과학연구 기초, 도시 건설, 민생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총 1,172억 위안을 투자('14.5'기간 1,000억 위안 이상 투자)

l '최강 브레인' 일류의 지능 지원을 제공

- 숭산후재료실험실의 연구 성과는 2019년 중국 과학 10대 진전, 2020년 중국 10대 기술 

진전에 선정되었고, 국산 부품에 기반한 첨단 레이저 코팅설비 개발에 성공

- 중국 파쇄중성자소스(CSNS)건설을 가속화하고, 국가급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가 착수하도록 노력

- 숭산후재료실험실, 화웨이 스포츠건강과학실험실 등 중점 연구 플랫폼을 고 수준으로 건설

- 숭산후는 현재 99,000명의 인재를 집결, 겸임원사 16명을 초빙하고, 33명의 원사는 프로

젝트 협력 등 방식으로 개발구에서 과학연구 업무를 진행하며, 국가급 인재 68명을 보유

참고자료

§ 松山湖科学城全面启动
https://mp.weixin.qq.com/s/3HSKZKNgLvb01OWG6yeq_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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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동향

최신 동향 주요 내용

칭화대,� 집적회로학원

설립

(2021.4.22.)

o 최근 중국 칭화대학교가 집적회로학원(단과대학) 설립식을 개최했음

- 칭화대학교 집적회로학원은 학과 교차융합을 촉진하고 현재 중국이 당면

한 반도체 칩 해결에 주력할 전망임

- 1956년부터 칭화대는 집적회로 분야 학사 4000명, 석사 3000명, 박사 

500명 이상의 인재를 양성했으며, 그중 70% 이상은 집적회로 산업과 첨

단기술 연구기관에 진입했음

- 이번에 칭화대는 학부 과정부터 박사 과정까지 관통하는 집적회로 인재양성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

F 추융(邱勇) 칭화대 총장 겸 중국과학원 원사는 “집적회로학원 설립을 통해 

핵심기술 발전에 총력을 다하고 국가적으로 시급한 고급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전했음

 

     출처: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1/4/456430.shtm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

2021년도 연구과제

1차 심사결과 발표

(2021.4.23.)

o 최근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가 2021년도 연구과제 1차 심사결과를 

발표했음

- 중국 국가자연기금위는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 「2021년도 국가자연과

학기금 연구과제 지침서」 및 국가자연과학기금 과제 관리방법 등 규정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했음

- 2021년도 총 276,715건 연구과제를 접수했는데 그중 274,998건이 통과

한 반면에 1,717건을 불수리 처리했음

     출처: https://mp.weixin.qq.com/s/5HffaWG3wMM2LhXPOQJ0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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