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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시진핑, “과기강국” 건설 및 “과학기술 자립·자강” 강조

 5월 28일 중국과학원 제20차 원사대회, 중국공정원 제15차 원사대회 및 중국과학  

 기술협회 제10차 전국대표대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하였으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대회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음

l 동 회의에서 시 주석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버팀목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l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은 아래와 같은 5가지 요구를 제시하였음

구분 주요 내용

�

원천기술과 선도기술 개발

강화,

핵심기술 돌파 촉진

þ 기초연구 강화를 통한�과기 자립·자강�실현
F 기초연구 10년 액션방안 제정 및 가속화,�과학기술 “병목 문제”�해결

F 기초연구 투자금액 확대,� 투자 구조 최적화,� 기업 세수우대정책 실시,� 기부

와 기금 등 다양한 투자 채널 구축

þ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의 기초가 되는 핵심 영역,� 즉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집적회로(반도체),� 첨단제조,� 생명건강,� 뇌과학,� 바

이오 품종,� 우주기술,� 심해 등 전략·핵심 프로젝트에 투자 강화

þ 혁신사슬과 산업사슬 융합 촉진,� 기업의 혁신주체 지위 확립
F 기업 혁신 강화·격려

F 중점 프로젝트 연구개발과 협동발전 추진

F 선두기업,�대학·연구기관과 각�혁신 주체가 혁신연합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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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가지 지향(四个面向): 과학자들이 세계 과학기술의 최전선 지향, 경제 전투장 지향, 국가 중대 수요 지향, 국민의 
생명건강 지향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

구분 주요 내용

 국가 전략적 과기역량 강화,�

국가혁신시스템 효율 제고

þ 국가실험실은 “4가지� 지향(四个面向)”1)요구에 따라 전략적·중

대적 과학기술 성과 창출,� 중국 특색 국가실험실 시스템 구축

þ 국가 연구기관은 전략적 수요에 따라 국가 발전 및 장기적인 이익

에 관련된 과학기술 문제 해결,� 원천기술과 핵심기술 돌파 가속화

þ 고수준 연구형 대학은 과기 발전,� 인력� 양성,� 혁신 강화를 중심으

로 기초연구 강화 및 중대 과학기술 돌파 실현

þ 기업은 과학기술을 통해 기업,� 산업과 경제 발전 추진
F 과학기술 성과 이전,� 과학기술 자원 공유,� 중점분야 프로젝트 추진,� 기지-

인재-자금 일체화 배치 추진을 통해 중국 산업 기초능력과 산업 사슬

현대화 수준 제고


과기체제개혁 추진,� 전면

혁신을 지원하는 기초제도

수립

þ 평가제도 등 기반 개혁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부서에 보다 많은

자주권� 부여,� 과학자에게 더 큰 결정권� 및� 경비 사용권� 부여를

통해 불필요한 시스템의 속박에서 과학자를 벗어나도록 함

þ 연구소,� 기업 등 출신과 자질 불문 능력 위주로 등용,� 경쟁제도

도입을 통해 과기혁신 효율성 제고

 개방·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과기 관리에 참여

þ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 인류건

강 등 문제에 주목

þ 전 세계 과기인력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국제 중대

과학기술계획과 과학프로젝트를 주도하고 글로벌 과학연구기금

을 설립

 각종 인재 혁신 활력 개발,

�글로벌 인재 고지 구축

þ 청년 과학 인재 양성에 주력,� 혁신 인재 그룹 지원

þ 노동,� 지식,� 안재,� 창조를 중요시하는 환경을 조성

þ 외국 고급인재,� 전문인재를 유치하고 중국 내 근무,� 과학연구,�

교류에 대한 정책 보완

참고자료

§ 习近平在两院院士大会中国科协第十次全国代表大会上的讲话
https://mp.weixin.qq.com/s/bIjBsTYJHWLlQH986-aU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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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中 시진핑 주석, 과기성과 평가 메커니즘 보완 지시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은 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9차 회의를 주재하여 「과기성과 

평가 메커니즘 보완에 관한 지도 의견」 등을 심사통과(5.21)

l 동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신속히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성과 평가를 잘 활용하고 과기혁신의 규칙에 따라 바른 과기성과 평가 지향을 중심

으로 과기인력의 적극성을 유도한다”라고 지시했음 

l 동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고자료

§ @科技工作者，这个重要会议研究了你最关心的事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21-05/23/content_1136554.shtml

구분 주요 내용

�
품질,� 실적,� 기여도�중심의�

평가제�실시

▷ 과학기술 성과 분류평가체계 보완

▷ 기초연구,�응용연구,� 기술개발 등 다양한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세분화

▷ 과학,�기술,� 경제,�사회,� 문화 가치를 전반적으로 평가

 정부·사회조직·기업·투(융)자�

기관 공동 평가 시스템 구축

▷ 시장화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혁신 주체로서의 기업 지위 강화

▷ 제3자 평가 규범화,�각종 평가 주체의 적극성을 유도

 과학연구 단계별 특징 파악

▷ 중장기 평가,�추후평가와 초기성과 평가 강화

▷ 국가 과기 프로젝트 성과평가 개혁 추진

▷ 중대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관리 보완

▷ 과기성과 평가의 이론 및 방법 연구 강화

▷ 과기인력이 과학연구와 과기 혁신에 주력

 과학연구 성과 이전 가속화

추진

▷ 고성준 기술거래시장 구축 가속화

▷ 과기 성과 이전 및 산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과기성과이전업무실적을혁신능력평가에포함시켜과기성과평가정책보완

 과학연구 성과 장려시스템

보완

▷ 걸출한 기여 과학자와 과학연구인력을 장려

▷ 성상 성량을 통제하고 성상 질량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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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 발개위, 「전국 일체화 빅데이터센터 협동·혁신 시스템 연산능력 

허브 구축에 관한 실시 방안」 발표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전국 일체화 빅데이터센터 협동·  

 혁신 시스템 연산능력 허브 구축에 관한 실시 방안」을 인쇄·발행(5.26)

l 추진근거: 「전국 일체화 빅데이터센터 시스템의 협동·혁신 가속화에 대한 지도 의견」

(국가발개위[2020]1922호)

l 동 「방안」은 ①통합 관리 강화 ②녹색(친환경) 집약 ③자주 혁신 ④안전성·신빙성 

원칙에 따라 빅데이터센터의 녹색·고품질 발전과 연산능력 허브 구축을 위해 제정함

l 동 「방안」은 중국 중요 지역의 발전 전략을 통합 관리해 △ 에너지 구조 △ 산업 

분포 △ 시장 발전 △ 기후·환경 등 상황에 따라 실시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장삼각,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

홍콩·마카오를 잇는 경제권), 청위(成渝), 구이저우(贵州), 네이멍구(内蒙古), 간쑤

(甘肃), 닝샤(宁夏) 등 지역을 연결하는 연산능력을 일체화한 네트워크 국가 허브 거

점을 구축 

l 국가 연산능력 허브의 중점임무는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 녹색 집약 구축 강화

Ÿ 녹색 데이터 센터 구축 강화

Ÿ 고밀도·�고효율 전자정보 설비 등 에너지 절약 기술모델 적용

Ÿ 오래된 인프라 업그레이드 가속화

Ÿ 데이터센터 종합 에너지 절약 평가 표준체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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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关于印发《全国一体化大数据中心协同创新体系算力枢纽实施方案》的通知
https://www.ndrc.gov.cn/xxgk/zcfb/tz/202105/t20210526_1280838_ext.html

구분 주요 내용

 핵심기술 돌파 추진

Ÿ 서버 칩,�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등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제품

규모화

Ÿ 빅데이터 기초구조,�분산 데이터 운영체제 등 원천기술 보급 지원

Ÿ 연구기관·대학·기업·기술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핵심기술을 연구개발

하고 빅데이터 전체 산업 사슬의 자주적 혁신 능력 제고

 네트워크 상호연결 가속화

Ÿ 각�데이터센터 클러스터�간,�각�데이터센터 클러스터와 주요 도시 간

고속 운송 네트워크 구축

Ÿ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Ÿ 국가 새로운 인터넷 교환 센터 등 구축 추진

 에너지 공급 보장 강화

Ÿ 풍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조석 에너지,� 바이오매스(biomass)�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최대화

Ÿ 신재생에너지 시장화 교역 범위 확대

Ÿ 신재생에너지 소비 능력 제고 등

 에너지 소모 모니터링 강화
Ÿ 데이터센터 에너지 소모 모니터링체제 및 기술 시스템 구축

Ÿ 지역 간 에너지 소모 및 효익 공유·협력 탐색

 연산능력 서비스 도준 제고

Ÿ 정부 부처와 기업 내부 연산능력 구축 지원

Ÿ 다양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지원

Ÿ 상업·지역·계층 간 연산능력 자원 통합하여 연산능력 서비스 구역

구축

 데이터 유통 추진

Ÿ 데이터 공유,� 데이터 개방,� 정부-기업 데이터 융합 응용 등 데이

터 유통 시설 플랫폼 구축

Ÿ 신뢰성 높은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유통 효율을 제고

Ÿ 데이터 자원을 분류하여 관련 규범·규정 제정

 데이터 스마트 응용 확대

Ÿ 도시산업 구조조정,� 경제 운영,� 사회 서비스와 관리,� 교통,� 생태

환경 등 분야에 빅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일체화 도시 데이터

브레인�구축

 인터넷 데이터 안정 확보

Ÿ 전국 인터넷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플랫폼 등 데이터 보안기술

개발 추진

Ÿ 민감한 데이터 유출 모니터링 등 기술 보장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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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과학원(CAS), 네이처 인덱스 9년 연속 세계 1위 기록

 최근 발표된 2021년 네이처 인덱스(自然指數,Nature Index) 순위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이 9년 연속 세계 1위 차지(5.27)

l (개념) 네이처 인덱스는 과학 저널 ‘네이처’가 발표하는 대학/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 

지표이며, 국제 유력 학술지 82개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소속기관, 공동저자의 

기여도, 학문 분야별 가중치 등을 분석해 연구 성과를 객관적 수치로 제시함

- 네이처 인덱스의 Share Value는 AC(Article Count), FC(Fractional Count) 

지표로 측정

- AC는 82개 자연과학 저널에 게재된 우수논문 수(저자 수와 무관)이며, FC는 논문 

한 편의 기여도 1.0을 공저자 수로 구분하고, 공저자 1인의 기여도를 다시 소속기

관 수로 분류하여 각 기관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보정한 지표임

l 동 차트에 따르면, 중국과학원은 과학연구기관의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하버드대학, 독일 막스플랑크협회(馬普學會), 프랑스 국립연구소,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 각각 2-5위 차지

- 그중 중국과학기술대학, 중국과학원대학은 각각 11위와 13위를 차지

 [그림 4-1] 2021년 네이처 인덱스 Top10 연구기관

l 중국과학원은 화학, 물리학, 지구 및 환경공학 등 3개 분야에서 계속 세계 1위를 

유지하였으며, 생명과학분야는 계속 세계 5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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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네이처 인덱스 국가별 순위는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추

격과 성장이 빠른 추세 

- 동 차트에 따르면 미국, 중국에 이어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한국, 스위스, 

호주는 각각 3~10위 차지

               [그림 4-2] 2021년 네이처 인덱스 Top10 국가 

참고자료

§ 中科院连续九年位列自然指数全球首位
http://www.cas.cn/yw/202105/t20210527_4790124.shtm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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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년 중국 R&D인력 발전현황 분석

2019년 중국 R&D인력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

l 2019년 R&D인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고학력 인력 비중이 계속 높아져 

R&D 인력의 수준 향상 의미

- 2019년 중국 R&D인력 규모는 전년대비 8.5% 늘어난 712.9만 명에 달했으며, 그 중 

68.2%가 풀타임 인력임 

- 여성은 185.4만 명으로, 전년대비 5.4% 증가

- 학력별로는 박사, 석사 및 학사는 각각 60.7만 명, 103.8만 명, 289.2만 명으로 집계

F 이중, 대학원 학력 소지자는 총 인원수의 23.1%로 전년 대비 15.2% 증가

l FTE 기준 2019년 중국의 R&D인력 총량은 480.1만 명으로, 2018년 대비 42.0

만 명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9.6%로 전년대비 1%p 향상  

l R&D 연구원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 210.9만 명에 달했으며, 2018년 

대비 24.3만 명이 증가 

- R&D 연구원이 R&D 인력에서 차지한 비중은 43.9%로, 전년대비 1.3%p 상승

[그림 5-1] 중국 R&D 인력 총량 변화 추이 (2006-2019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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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R&D인력 비중이 하락하고 기초연구 R&D인력 비중이 상승

l 2019년 중국 기업의 R&D인력 총량은 366.8만 명으로 중국 전체의 76.4%를 차지

하여 전년대비 1.8%p 감소

- 연구기관과 대학의 R&D인력은 각각 42.5만 명, 56.6만 명으로 합쳐서 전체의 20.6%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1.8%p 증가

- 기타 기구의 R&D인력은 14.2만 명으로 전체의 3.0% 차지 

l 2019년 중국 R&D인력 가운데 과학연구(기초 및 응용연구) 인력의 비중은 43.9%로 

전년대비 0.5% 증가

- 기초연구 인력은 39.2만 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1.2%p 상승

- 응용연구 인력은 61.5만 명으로 전체의 12.8%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0.5%p 상승

- 개발연구 인력은 379.4만 명으로 전체의 79.0%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1.7%p 하락

l (R&D활동유형별) 연구기관, 대학과 기업 R&D 활동에 대한 인력 투입은 제각기 

특징을 지녔음 

- 2019년에 대학이 과학연구 활동에 투입한 인력 비중은 92.8%로 전년대비 1.7%p 하락

-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중요시하여 투입한 인력이 가장 많았으며, 2019년의 비중은 

95.8%에 달하여 전년대비 0.2%p 하락

- 연구기관의 과학연구 인력에 대한 투입은 다년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2019년에 

56.6%를 기록

l (수행기관별) 연구기관, 대학과 기업은 서로 다른 역할을 발휘했음 

- 중국에서 과학연구 활동에 종사한 인력들이 대학과 연구기관에 주로 집중되었음

- 2019년에 대학의 과학연구 인력이 중국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은 최고이며, 기초연구 

인력 비중은 68.1%이고, 응용연구 인력 비중은 42.0%임 

- 연구기관에서 기초연구 인력 비중은 23.5%이고, 응용연구 인력 비중은 24.1%임

- 기업의 기초연구 활동인력이 비교적 적어 중국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0.1%p 증가

- 중국에서 개발연구 활동에 종사한 R&D인력은 기업에 주로 집중되고 있으며, 2019년에 

기업의 개발연구 인력이 중국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은 92.6%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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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중국 R&D인력의 활동유형별과 수행기관별 분포 (2019년)
                                                                            단위: 만명/년

중국 R&D인력 투입 집중도, 선진국과의 격차가 좁아지는 추세  

l 중국의 R&D인력 및 R&D 연구원(FTE 기준) 규모는 세계 1위 차지

l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미국의 R&D인력(FTE 기준)은 155.5만 명으로 

세계 선진국에서 최대 규모 자랑 

l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R&D인력 투입이 비교적 많은 국가는 일본, 러시아, 독일 

및 한국이며, 4개 국가의 R&D인력은 연간 50만 명 이상이고, R&D 연구원은 연

간 40만 명을 초과했음 

[표 5-2] R&D인력 규모 연간 10만 명 이상 국가 (2019년)
                                                               단위: 만명/년

구  분 중국 전체 기업 연구기관 대학 기타

합  계 480.1 366.8 42.5 56.6 14.2

기초연구 39.2 1.2 9.2 26.7 2.2

응용연구 61.5 14.3 14.8 25.8 6.6

개발연구 379.4 351.4 18.4 4.1 5.5

국  가 R&D 인력
취업자 1만 명당 

R&D인력 수
R&D 연구원

취업자 1만 명당 
R&D 연구원 수

중국 480.1 62.0 210.9 27.2

일본 90.3 130.4 68.2 98.5

러시아 75.4 104.8 40.1 55.7

독일 73.4 162.2 44.9 99.3

한국 52.6 193.8 43.1 158.8

영국 48.6 148.2 31.7 96.8

프랑스 46.4 163.1 31.4 110.5

이탈리아 35.5 139.5 16.1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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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미국은 2018년 데이터 
   

l 중국 R&D 인력의 투입 집중도는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함 

- 취업자 1만 명당 R&D인력 수는 2010년의 33.6명에서 2019년의 62.0명으로, 연

평균 7.0% 증가

- 취업자 1만 명당 R&D 연구원 수는 2010년의 15.9명에서 2019년의 27.2명으로 

증가하고, 연평균 6.1% 증가

l 국제비교를 보면, 중국 R&D인력 투입 집중도 지표는 여전히 뒤처지고 있음

- 2019년 R&D인력이 10만 명 이상인 국가 가운데 중국의 취업자 1만 명당 R&D인력 

수는 가장 낮으며 상당수 선진국의 취업자 1만 명당 R&D인력 수는 여전히 중국의 

2배 이상임

- 2019년에 중국 내 취업자 1만 명당 R&D 연구원 수는 R&D 인력 총량 10만 명년 

이상의 국가 순위에서 꼴찌 차지(선진국의 해당 지표는 중국의 4배 이상임)

국  가 R&D 인력
취업자 1만 명당 

R&D인력 수
R&D 연구원

취업자 1만 명당 
R&D 연구원 수

스페인 23.1 114.2 14.4 71.1

폴란드 16.4 100.2 12.1 73.8

네덜란드 16.0 167.1 9.9 103.4

터키 18.3 65.9 13.6 48.8

미국 - - 155.5 98.5

참고자료

§ 科技部：2019年我国R&D人力规模仍居全球首位
http://www.chinareagent.com.cn/rdjj/11209.j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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