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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14.5규획”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발표…“게방괘수” 과제 신설

최근 중국 과기부는 “14.5규획”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의 2021년도 중점특별프로젝트 

신청지침서를 잇따라 발표했으며 “게방괘수(揭榜掛帥)”1) 과제 신설, “청년과학자” 과제 

수 확대 등의 개혁을 실시하였음(5.10)

l 중국 “14.5규획”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은 전자정보, 인공지능, 미래 정보통신, 가상 현실

(VR) 등 파격적인 기술 돌파 실현이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과제를 배치하고 과기

혁신 2030-“차세대 인공지능” 등 중대 프로젝트에서 “수석과학자 책임제”를 시행함

l 국가과기계획은 “난관 돌파(攻堅)”와 “실전(實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게방

괘수” 과제를 신설하고 연구기관(연구팀)의 자질, 등록시간과 담당자의 연령, 학력, 

직함을 불문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여 과기혁신 업무실적 제고에 주력

- 특히 핵심재료, 중대 과학연구 기기, 병원학 및 방역, 청정에너지, 농업생물육종자원, 

진료장비와 생물의약용 재료, 흑토지 환경보호 등 분야를 중심으로 2년 내 중대 과학

기술 성과 창출을 기대

- “게방괘수” 연구팀에 대한 4가지 요구는 ① 군령장 (軍令狀)을 체결해 기한 내 임무 

완수 ② 단계별 목표를 세워 경비 지원 ③ 과제 담당자 변경 불가 ④ 최종사용자의 

피드백으로 과제 평가 실시

l 중국 과기부는 2016~2020년간 청년과학자 과제 총 235개를 지원했으며 국가

재정자금 총 8.74억 위안, 과제당 372만 위안을 투입했다고 밝혔음

l “14.5규획”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의 2021년도 중점특별프로젝트는 청년과학자 연구팀 

약 230개를 지원할 계획임

- 2021년도 중점특별프로젝트 중 약 80%는 청년과학자 과제를 설치  

1) 揭榜掛帥: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출신과 자질 불문 능력 위주로 등용

참고자료

§ 特设“揭榜挂帅”项目 更大范围设立青年科学家项目
https://mp.weixin.qq.com/s/vZ-tFSZyXr6omypfTt5Ah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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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中 공업정보화부, 철강산업 생산능력 치환 실시방법 발표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철강산업의 과잉생산능력 해소 업무를 강화하고 산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철강산업 생산능력 치환(置換) 실시방법」을 출범했음(5.7)

l 추진근거: 국무원의 「생산 능력의 심각한 과잉에 관한 지도 의견」 (2013년 제41호) 

및 「철강산업의 생산능력 과잉문제 해결 및 발전에 관한 의견」(2016년 제6호) 등

l 동 「방법」을 개정한 4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음

l 동 「방법」은 대기오염 방지 중점지역 범위를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 장강삼각주(長三角) △ 주강삼각주(珠三角) △ 펀웨이평원(汾渭平原) 등 지역과 

기타 ‘2+26’ 대기오염 이동통로 도시2)로 확대 

- 대기오염 방지 중점지역 및 기타 지역의 생산능력 치환 비율은 각각 1.5:1, 1.25:1 

이상으로 규정함

- 철강 생산능력 통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省)·시(市)·자치구(自治区)는 기타 지

역이 양도하는 철강생산 능력을 받을 수 없음 

- 장강경제벨트지역 중 합법적인 단지 이외 철강제련 프로젝트 신축·확장을 금지

2) ‘2+26’ 대기오염 통로 도시: △ 베이징 △ 톈진(天津) △ 허베이성(河北省) 8개 도시 △ 산시성(山西省) 4개 도시 △ 산둥성(山东省) 
7개 도시 △ 허난성(河南省） 7개 도시를 가리킴

구분 주요 내용

 생산능력의 치환 비율이 낮게 책정되었고 비 중점지역에 대한 
치환 비율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생산량이 오히려 증가

 생산능력의 인정 기준에 통일성이 없어서 “숫자놀음” 및 “눈가림식” 치환이 발생 

 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가동만 중단한 시설이 폐쇄로 신고

 일부 지역의 좀비기업이 철거되지 않고 맹점을 이용하여 재가동함으로써 철강 생산량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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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동 「방법」은 생산능력 치환 설비 범위를 뚜렷하게 설정함

- △ 2016년 비안(备案)3) 리스트에 포함된 제련설비 △ 2016년 및 그 이후 구축된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제련설비는 생산능력 치환에 적용됨

- 그러나 △ 철강 생산능력 해소 임무에 포함된 생산능력 △ 보상자금 지원을 받는 

퇴출 생산능력 △ 디탸오강(地条钢·부적합 철강재) 생산능력 △ 낙후된 생산능력 △ 

산업구조를 재편하지 못했거나 부채를 청산하지 않은 좀비기업의 생산능력 △ 주조 

및 철 합금 등 비(非) 철강업계 제련설비 생산능력은 치환할 수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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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안: 성분과 기술 관련 정보를 국가부처에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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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钢铁行业产能置换实施办法的通知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yclgy/art/2021/art_c5113be40ac248ca9eec30a4a9826e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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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中 지식재산권분야 “팡관푸(放管服)” 개혁을 통해 혁신·경영환경 최적화

최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분야 “팡관푸(放管服, 정부기능 간소화, 권력 이양,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통해 혁신·경영 환경 최적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음(5.10)

l (목적) 지식재산권 분야의 “팡관푸”개혁은 국가 “팡관푸” 개혁의 중요한 구성 부분

으로써 혁신 주도형 발전 전략 실시, 경영환경 최적화,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 및 

산업 고품질 발전 추진

구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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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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5 2020년 중국 고피인용 학자 순위 공식 발표

글로벌 정보 분석 전문업체 엘제비어(Elsevier)에서 2020년 중국 고피인용 학자

(Chinese Most Cited Researchers) 순위를 공식 발표하였음 (4.22)

l 스코퍼스(Scopus, 국제 우수 학술논문 인용지수) 데이터와 상하이 조사기관 롼커

(軟科，Shanghai Ranking Consultancy)의 선정 방법을 적용하여, 373개 대학,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총 4,023명의 학자를 선정

- 중국과학원이 총 441의 고피인용 학자를 보유해, 제1위

- 대학별 통계결과, 296개의 대학중 칭화대학이 197명으로 1위이며, 그 뒤를 이어 베

이징대학 166명, 저장대학 160명, 상하이교통대학 112명, 푸단대학 101명을 보유함 

- 비(非)대학 기관 중에서 중국과학원 등 연구기관 외에 텐센트(騰訊), DJI(大疆), 레노버

구분 주요 내용

� 상표 및 특허 심사주기 단축
▷ 상표 및 특허 등록·실권 주기 단축

▷ 기타 업무의 심사주기 단축

 상표 및 특허 출원 품질 제고
▷ 지원정책과 장려정책 조정

▷ 상표 및 특허 심사·감독 강화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효율 제고

▷ 정보화 실준 제고

▷ 업무 절차 간소화

▷ 다양화 심사모델 제공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 제고
▷ 지식재산권 보호업무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 추진

▷ 지식재산권 전체 사슬의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감독 강화
▷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개방 발전 추진

 지식재산권 전환이용 추진
▷ 지식재산권 정보 가치 발굴

▷ 지식재산권 시장화 운영능력 제고

▷ 특허 공유 제도 실시

참고자료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钢铁行业产能置换实施办法的通知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yclgy/art/2021/art_c5113be40ac248ca9eec30a4a9826e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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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想) 등 유명 기업에서도 학자가 선정되었음

l 대학 및 비대학 기관 상위 10개 기관 통계 상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2020년 중국 고피인용 학자 통계 (대학)     [표 2] 2020년 중국 고피인용 학자 통계 (비대학)

    

6 제22차 중국 특허상 결과 발표

최근 중국 국가 지식재산국이 제22차 중국 특허상 결과를 발표하였음 (5.10)

l 제22회 중국특허상은 「중국특허상 평가 방법」,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제22회 중국

특허상 선정 통지」에 따라 선정하였음

- 중국특허 프로젝트 금상 30개, 중국 외관 디자인 프로젝트 금상 10개, 중국 특허  

프로젝트 은상 60개, 중국 외관 디자인 프로젝트 은상 15개, 중국 특허 프로젝트 

우수상 826개, 중국 외관 디자인 프로젝트 우수상 56개를 선정 

l 중국특허 프로젝트 금상 일부 수상 결과는 다음과 같음

순번 대학 명칭 인원수
1 칭화대학 197

2 베이징대학 166

3 저장대학 160

4 상하이교통대학 112

5 푸단대학 101

6 중국과학기술대학 90

7 중산대학 80

8 난징대학 79

9 화중과기대학 77

10 우한대학 68

순번 기관 명칭 인원수
1 중국과학원 441

2 중국농업과학원 23

3 중국질병예방제어센터 13

4 중국지질과학원 10

5 중국궁의과학원 8

6 중국나노과학센터 6

6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 6

6 중국인민해방군총병원 6

9 중국지진국 5

10 선전화다(深圳華大)유전자연구원 4

10 중국기상과학연구원 4

10 중일우호병원 4

참고자료

§ 最新！2020中国高被引学者榜单正式发布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1/4/456434.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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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22회 중국특허 프로젝트 금상 (일부)
순번 특허 번호 특허 명칭 특허 소유권 발명자

1 ZL201010155563.X
참고 신호를 측정하는 시그널링 

배치 시스템 및 방법
중싱(中興)통신주식유한공사 왕위신(王瑜薪) 등 7인

2 ZL201110021494.8
관절연골 복원 재생용 스텐트 및 

제조준비 방법

베이징 
완제이톈위안(萬潔天元)의료

기기주식유산공사
아오잉팡(敖英芳) 등 5인

3 ZL201110044695.X 가스화로
칭화대학, 베이징 

잉더칭다(盈德清大)
과기유한공사

장젠성(張建勝), 
마훙바오(馬宏波), 
구다디(顧大地)

4 ZL201110146287.5 좌심이(左心耳) 폐색기(occluder)
시안지엔(先健)과기(선전)

유한공사
리안닝(李安寧). 
장더위안(張德元)

5 ZL201210019996.1 영구 자석 회전자 제조방법 저장대학 팡여우퉁(方攸同) 등 7인

6 ZL201210073412.9 음성 식별 방법 및 시스템 커다쉰페이(科大訊飛)유한공사 판칭화(潘青華) 등 7인

7 ZL201310258289.2 항PD-1 항체 및 응용
상하이 쥔스(君實) 

바이오의약과기주식유한공사, 
상하이 쥔스바이오공정유한공사

천바오(陳博), 
우하이(武海)

8 ZL201510245651.1
바이오닉스(Bionics)시추액 

제조준비 방법
중국석유다학(베이징) 지앙관청(蔣官澄) 등 7인

9 ZL201510563338.2
인공지능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기술 및 시스템

바이두온라인인터넷기술
(베이징)유한공사

왕하이펑(王海峰)등 9인

10 ZL201511027492.4 금속 구축 성형 방법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 리디안중(李殿中) 등 5인

참고자료

§ 第二十二届中国专利奖评审结果公示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1/5/457367.sht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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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1년 「중국 생물종 목록」 발표

최근 중국과학원 생물종 다양성 판공실은 “국제 생물종 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2021년 

중국 생물종 목록」을 발표했음(5.22)

l (목적) 동 「목록」은 생물 다양성 이해, 생물종 연구, 생물종 보호 및 관련 의사결정 

수행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함

l (연구기관) 중국과학원 전략생물자원계획, 중국과학원 전략적 선도형 프로젝트(A 

유형), "지구 빅데이터 과학프로젝트" 등의 연구기관들이 공동 작성함

l 동 「목록」은 총 127,950개의 종(物種)과 종 서브유닛(種下單元)을 포함하며, 그중 종과 

종 서브유닛은 각각 115,064개와 12,886개로 전년 대비 각각 4,833개와 837개 증가

- 구체적으로 동물계, 식물계, 진균(真菌)계는 각각 56,000종, 38,394종, 5,085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77종, 601종, 2,590종이 증가

참고자료

§ 统计生物“大数据”！《中国生物物种名录》2021版发布
http://m.news.cctv.com/2021/05/22/ARTIzyQhRKWg5PLhKGxJKZyw21052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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