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中, 전 국민 과학적 소양 향상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2. 中 공업정보화부, 「블록체인기술 응용 및 산업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3. 中 과기부, 과기혁신 2030-“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프로젝트 2021년도  
   과제비 약 5.34억 위안 지원

4. 中 4개 부서 공동으로 「에네지 분야 5G 응용 실시 방안」 발표

5. 산업인터넷 전문 프로젝트 업무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6. 中 6개 부서 공동으로 제조업 우수 기업 육성 발전 가속화 지도의견 발표

7. 2019년 중국의 규모이상 공업기업 R&D활동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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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전 국민 과학적 소양 향상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중국 국무원은 「전 국민 과학적 소양 향상을 위한 행동계획(2021-2035)요강」 발표(6.25)

l 추진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 진보법」,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 보급법」 등

l 시진핑 국가주석은 “과학기술 혁신과 과학문화보급은 혁신발전 구현을 위한 2개의 

날개(两翼)이다”, “전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고품질 혁신 연구팀 

구축과 과기혁신성과 이전을 실현하기 어렵다”라고 지시했음

- 국민의 과학적 소양이란 과학적 정신을 존중하고 과학적 사상을 수립하며, 기본적인 

과학 방법을 파악하고 필요한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실제 문제를 분석·해결하는 자질임

                     

[그림 1-1] 4대 기본원칙

l (주요목표) 2025년까지 중국 전 국민의 과학적 소양 비중을 15% 이상, 2035년까지 전 

국민의 과학적 소양 비중을 25%로 끌어올림

      [그림 1-2] 2020~2035년 주요목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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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4.5규획” 기간 청소년, 농민, 산업 노동자, 노인과 공무원 등 5개 군체를 대상으로 

과학적 소양 향상 행동을 잇따라 실시

l 동 「계획」에 따라 “14.5규획” 기간 ▲ 과학기술자원 과학보급화 공정 ▲ 과학보급 정보화 

제고 공정 ▲ 과학보급 인프라 공정 ▲ 기층조직 과학보급 능력 제고 공정 ▲ 과학적 소

양 국제교류협력 공정 등 5개 중점 공정을 실시한다고 밝혔음

참고자료

§ 国务院印发《全民科学素质行动规划纲要（2021－2035年）》

https://mp.weixin.qq.com/s/5Vx-PZCFB5n0gfdfdzD26Q

구분 주요 내용

� 청소년 과학적 소양 향상�

행동

❍ 과학자 정신 고양

❍ 기초교육단계 과학교육 수준 제고

❍ 고등교육단계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보급 업무 추진

❍ 과기혁신 비축� 인재 육성계획 실시

❍ 학교 내외 과학교육자원 상호연결 메커니즘 구축

❍ 교사 과학적 소양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실시

 농민 과학적 소양 향상�행동

❍ 과학적·이성적 사상과 이념 수립

❍ 자질이 뛰어난 농민 육성계획 실시

❍ 농촌진흥 과기지원행동 실시

❍ 혁명근거지� 지역(革命老區),� 소수민족 자치주,� 국경지역� 및� 빈곤퇴치

지역의 농민에 대한� 과학문화 자질 제고

 산업 노동자 과학적

소양 향상�행동

❍ 직업정신 교육 실시

❍ 직업기능 혁신행동 실시

❍ 직업기능 제고행동 실시

❍ 사업가 선도 시범 역할 강화

 노인 과학적 소양 향상�행동

❍ 스마트기술로 문제 해결

❍ 과학문화보급 서비스 강화

❍ 과학문화보급 행동 실시

 공무원 과학적 소양 향상�

행동

❍ 새로운 이념 구체화

❍ 과학적 소양 교육 실시

❍ 공무원 채용 시 과학적 소양 관련 요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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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中 공업정보화부, 「블록체인기술 응용 및 산업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 중공중앙 네트워크보안 및 정보화위원회판공실이 「블록체인  

 기술 응용 및 산업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음(6.7)    

l (배경) 블록체인은 차세대 정보기술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분산형 네트워크, 암호화, 

스마트 계약 등 여러 기술이 합쳐진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의미함

- 중국 블록체인기술은 ▲위조방지 ▲공급사슬 관리 ▲행정 서비스 데이터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

l 동 「의견」은 향후 5~10년간 주요목표를 제시

- 2025년까지 블록체인 산업의 종합능력을 세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국제적 경쟁력

을 보유한 3~5개 기업을 육성하며, 3~5개의 블록체인 산업발전 클러스터를 구축

F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지탱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

F “제조강국”,“인터넷강국”,“디지털강국” 전략을 지원하고 국가거버넌스시스템 및 통

치능력 구축을 추진

- 2030년까지 블록체인 산업 종합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산업 규모를 더욱 확대

F 블록체인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차세대 정보기술을 심도 있게 융합시켜 

국제 선진적인 수준의 기업과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

l 동 「의견」의 중점임무는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 실물경제 지원 강화

Ÿ 블록체인기술의 융합·응용 심화

Ÿ 공급사슬 관리 강화

Ÿ 제품 출처 관리 강화

Ÿ 데이터 공유 강화

 공공서비스 능력 제고

Ÿ 블록체인기술의 활용 및 혁신 추진

Ÿ 정부 서비스 능력 제고

Ÿ 증거 향집 및 보관 메커니즘 구축

Ÿ 스마트 시티 구축 지원

 인프라 구축 강화

Ÿ 블록체인 표준체계 구축 추진

Ÿ 말단 플랫폼 구축

Ÿ 품질관리 강화 및 브랜드 육성

Ÿ 인터넷안보�강화

Ÿ 지식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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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국제교류·협력 강화

l 동「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국제협력·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술표준 제정, 블록체인 커뮤니티 구축, 인재양성 

등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국제교류·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국제화 발전수준 

제고에 주력한다고 밝혔음 

3
中 과기부, 과기혁신 2030-“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프로젝트 2021년도 

과제비 약 5.34억 위안 지원

 최근 중국 과기부는 과기혁신 2030-“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프로젝트 2021년도  

 연구과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7.6)

l (배경) “13.5규획” 기간 중국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실시를 추진하고 전략적 필수 

영역에서 차세대 과학기술 경쟁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 2030-중대 프로

젝트를 잇따라 실시 

참고자료

§ 两部门关于加快推动区块链技术应用和产业发展的指导意见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rjy/art/2021/art_851f2059f13d41a8bba59c8dce9401a8.html

구분 주요 내용

 현대 산업 사슬 구축

Ÿ 블록체인 “명품”� 연구개발

Ÿ 블록체인 “명품 기업”� 육성

Ÿ 블록체인 “명품 산업단지”� 구축

Ÿ 새로운 블록체인 커뮤니티 생태계 조성

Ÿ 블록체인 산업 사슬 보완

 융합 발전 추진

Ÿ “블록체인+공업인터넷”� 발전 추진

Ÿ “블록체인+빅데이터”� 발전 추진

Ÿ “블록체인+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추진

Ÿ “블록체인+인공지능”�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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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과기혁신 2030-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16개)

     

순번 분류 중대 프로젝트 명칭

1 전자정보

① 양자통신과 양자컴퓨터
② 우주-지구 일체화 정보망
③ 사이버보안
④ 빅데이터

⑤ 차세대 인공지능

2 첨단제조
⑥ 항공엔진 및 가스터빈
⑦ 스마트제조 및 지능형 로봇
⑧ 핵심 신소재 개발 및 활용

3 에너지/환경
⑨ 스마트그리드
⑩ 석탄 청정 고효율 활용
⑪ 징진지 환경 종합치유

4 농업 ⑫ 종자의 자주혁신

5 바이오/건강
⑬ 헬스
⑭ 뇌과학 및 뇌유사 과학

6 우주/해양개발 활용
⑮ 심해 정거장
⑯ 심우주 탐사 및 우주선의 궤도 서비스 및 유지보향 시스템

l 이중 “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인공지능기술의 지속적 혁신, 

인공지능기술과 경제사회의 융합을 추진하는 데 주력

- 2017년 중국 과기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5개 기관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해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촉진판공실(新一代人工智能發展規劃推進
辦公室)”을 개설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정식 가동

- (5개 연구방향) ① 빅데이터 인공지능 ② 멀티미디어 인공지능 ③ 군체（群體）인공

지능 ④ VR·AR 인공지능 ⑤ 자주(自主）인공지능

- (4개 주요내용) ① 기초이론 ② 지원체계 ③ 핵심기술 ④ 혁신·활용

l 2021년도 연구과제비는 5.34억 위안이며, 해당 과제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초이론 

▲차세대 인공지능 인프라 지원체계 ▲ 경제사회 발전 수준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의 

혁신 및 활용 ▲ 사회 종합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의 혁신 및 활용 등 4개 

방향을 중심으로 21개 중점임무를 제기

참고자료

§ 国拨经费约5.34亿元 | 科技创新2030—“新一代人工智能”重大项目2021年度项目申报指南
https://mp.weixin.qq.com/s/Ff6r0oIyc-C4N643qWLWD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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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中 4개 부서 공동으로 「에네지 분야 5G 응용 실시 방안」 발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공업정보화부가  

 공동으로 「에네지 분야 5G 응용 실시 방안」을 발표하였음 (6.11)

l (목표) 향후 3~5년, 스마트 발전소,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탄광, 스마트 석유가스, 종합에

너지, 스마트제조 및 건설 등 분야에서 5G의 응용을 확대

- 에너지 분야의 5G 응용 특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문기술 및 관련 제품을 개발

- 에너지 분야의 5G 응용 관련 기술 혁신 플랫폼, 공공 서비스 플랫폼 및 보안 시스템을 구축

l 방안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주요 임무 구체적 내용

 에너지 분야 5G

응용 확대

- 스마트 발전소 + 5G : 생산 제어, 스마트 순회검사, 스마트 유지보수, 안보 및 비상대응

- 스마트 그리드 + 5G : 송배전 작동 모니터링, 배전망 보호 및 제어, 신에너지 및 

에너지저장 통합망, 협력 효율 및 안정성 모니터링, 현장 비상대응 애드혹

(Ad-hoc) 네트워크 종합응용

- 스마트 탄광 + 5G : 스마트 채굴 및 생산 제어, 환경 모니터링 및 보안, 갱내 순

회검사, 지상지하 광산 자율주행, VR/AR 교류

- 스마트 석유가스 + 5G : 스마트 탐사, 스마트 석유 가스전, 스마트 제련 공장, 

스마트 파이프 운송

- 종합에너지 + 5G : 에너지 시뮬레이션 및 생산 컨트롤, 분포식 에너지 관리, VR 

발전소, 스마트 순회검사 및 유지보수

- 스마트 제조 및 건설 + 5G : 지능제조, 현장 수집, 공사장 작업, 건설 현장 원격 

모니터링, 공사장 안전 

 에너지 분야 5G�

전문 기술 연구개

발 가속화

- 핵심 공통 기술 연구 개발

- 관련 전용 기술 및 제품을 연구 개발

- 에너지 분야 5G 응용기술 표준체계 구축 검토

- 에너지 분야 5G 응용기술 테스트 분석측정 추진

- 5G 응용 관련 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 지원

 관련 인프라 및

안전보장 능력 확대

- 기초 자원 공유 추진

- 5G 응용 안전보장 체계 구축

참고자료

§ 四部门联合印发《能源领域5G应用实施方案》

https://mp.weixin.qq.com/s/zZAtNFAIIEOxUO6KHVze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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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인터넷 전문 프로젝트 업무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산업인터넷 전문 프로젝트 업무팀은 「산업인터넷 혁신 발전 행동계획 

(2021-2023년)」을 실시하고, ‘14.5’시기의 산업인터넷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음 (6.7)

l 업무팀은 총 5개 측면에서 계획을 제정하였음

 기초시설 건설  융합응용 혁신  기술혁신 돌파  산업생태 육성  안전보장 능력

l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구체적 내용

1.1 인터넷 
체계 

기초시설 
강화 행동

w ‘5G+산업인터넷’�심화

w 기업내 LAN�업그레이드 추진

w 기업 외부 인터넷 건설 전개

w 산업 장비 인터넷화 개조 가속화

- ‘5G+산업인터넷’ 10대 중점 분야, 20개 전형적인 응용 배경

을 발표하고, 5G 산업 전용 주파수 기획 연구 방안을 연구

- 산업인터넷단지의 인터넷 건설 가이드를 제정

- 신인프라 건설 공정을 실시하고, 5G 인터넷 등 건설을 

적극 지원

- 30개 산업인터넷 네트워크 정보 모형을 발표

1.2 식별자 
해석 

시스템 
강화 행동

w 식별자(Identifier)�시스템건설완비

w 식별자 응용 규모 확대 가속화

w 식별자 생태 지원 육성 강화

- 「산업인터넷 식별자 시스넴 관리법」 실시

- 식별자 해석 시스템(Identifier Resolution System)을 

기반으로 5개 이상의 블록체인 융합 노드(Node)를 건설

- 식별자 가입 수의 규모가 150억 위안에 달하고, 300만

개 이상의 주동 식별자 매개체를 배치

1.3 플랫폼 
체계 확대 

행동

w 플랫폼 건설 가속화

w 플랫폼 기술 공급 품질 제고

w 산업장비 및 업무 시스템 클

라우드 플랫폼 건설 가속화

w 플랫폼응용서비스향준제고

w 플랫폼 응용 확대 가속화

w 다층적플랫폼실험실증심화

w 플랫폼 혁신 해결방안 육성

- 15개 다업종, 다분야 종합적 산업인터넷 플랫폼을 육성

- 중앙 기업 산업인터넷 플랫폼 발표

- 10개 특정 기술 분야 전문적 산업인터넷 플랫폼 선정

- 10만개 기업이 산업 장비 및 업무 시스템 클라우드 이

전 실현을 추진

1.4 데이터 
집결 행동

w 산업인터넷빅테이터센터� 체계

구축

w 고품질 산업 어플 개발

w 플랫폼간 데이터 상호연결 추진

w ‘산업인터넷+안전생산’모델을

지속적으로 심화

- 국가 산업인터넷빅테이터센터 건설 완성

- 10개 산업 어플을 추가하고, 10개 전형적인 산업 어플 

응용 및 서비스를 제공

- 메커니즘모형 및 산업 어플의 플랫폼 간의 활용 및 구독 추진

- 위험 화학품, 광산, 폭주 업종의 ‘산업인터넷+안전생산’

행동 지침을 제정 및 발표

2.1 신형 
모델 육성 

행동

w 산업인터넷 신규 모델�확대

w 산업인터넷 혁신 응용 시점

시범을 전개

- 1-2회 현장업무 회의 개최

- 100개 산업인터넷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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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구체적 내용

2.2 융통 
응용 심화 

행동

w 대·중·소기업융통발전�강화

w 제1,�2,� 3산업융통발전�가속화

w 업종의 융합 응용 시범을 지

속적으로 실시

w 고향준으로 산업인터넷 관

련� 활동을 진행

- 산업인터넷 플랫폼 혁신 응용 추진 센터를 완비

- 산업인터넷과 세분화 업종의 융합 발전 실시 지침을 발표

- 산업인터넷 대회, 글로벌 산업인터넷 대회, 중국 ‘5G + 

산업인터넷 ’대회 등을 개최 

3.1 중요 
표준 건설 

행동

w 업무 메커니즘 강화

w 표준 체계 완비

w 중요 표준 제정

w 산업인터넷 표준 확대

w 국제 협력 강화

- 산업인터넷 표준 연구 및 관련 정책 착수

- 「산업인터넷 종합 표준화 시스템 건설 지침」 (제2판)제정

- 20개 산업인터넷 표준 관련 프로젝트 제출

- 산업인터넷 표준이 중점 업종 및 기업에서의 응용을 추진

- 국제 산업 추진 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표준 협력을 강화

3.2 기술 
능력 향상 

행동
w 핵심�기술 돌파 능력을 향상

- 5G,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산업인터넷 

Operating System, TSN, 식별자 해석 시스템 등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제품 연구제조

-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 지원 강화

4.1 산업 
혁신 발전 

행동

w 선도 기업 육성

w 주체 협력 강화

w 산업 시범 기지 건설 시작

w 플랫폼 응용 혁신 추진센터 발전

w 산업인터넷 시범구 육성

- 산업인터넷 혁신센터 건설 가속화

- ‘5G+산업인터넷’에 초점에 맞추어, 2-3개 산업인터넷 

산업 시범 기지 증가

- 1-2개 ‘5G+산업인터넷’ 융합 응용 선도구역 지원 건설

- 「산업인터넷 시범구 건설 지침」 연구 제정

4.2 개방 
협력 강화 

행동

w 다원화 발전 환경을 건설

w 다분야의 국제 협력을 전면 추진

- 다자간, 다지역의 정책 및 규칙 조율

- 국내외 기업, 기관이 산업인터넷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추진

- 국내외 기업이 자유무역시범구, 서비스업확대개방종합

시범구 등 지역에서 신규 모델 및 업종을 발굴

5 안전 
보장 강화 

행동

w 기업인터넷안보�주체책임제�착수

w 인터넷 안보 공급 혁신 강화

w 인터넷 안보�산업 발전확대촉진

w 인터넷 안보�기술 보장능력 강화

w 기업인터넷안보�능력표준을실시

- 15개 성(省)에서 산업인터넷 기업 인터넷 안보 분류 등

급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

- 31개 성급 플랫폼에서 국가 플랫폼과의 매칭을 추진

- 산업인터넷의 안보 테스트 환경, 인터넷 보안 사이버뱅

크, 기초자원 뱅크 등을 구축

참고자료

§ 一图读懂——工业互联网专项工作组2021年工作计划
https://www.miit.gov.cn/zwgk/zcjd/art/2021/art_4646bffe65a348b59e7dd3e52f163ed4.htm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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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中 6개 부서, 공동으로 제조업 우수 기업 육성 발전 가속화 지도의견 발표

 최근 중국 과기부, 공업정보화, 재정부, 상무부, 국가자산감독관리위, 중국증권감독  

 관리위에서 공동으로 “제조업 우수 기업 육성 발전 가속화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음(7.2)

l 제조업 우수 기업 육성 발전 가속화는 시장 주체의 활력을 북돋우고, 제조업의 품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는 요구이며, 리스크 해소와 산업사슬 공급사슬 자주 제어 

능력을 높이는 요구임

l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내용 구체적 내용

① 우향 기업 육성

발전의 총체적 요구

를 정확하게 파악

- 발전안전, 체계완비, 정책완비, 서비스 최적화, 자주혁신 능력 강화

- 우수 기업의 선도 역할을 발휘, 산업사슬 공급사슬 현대화 수

준 향상을 촉진, 제조강국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

② 우향 기업의 계단

식 분류 및 성장 구

조를 구축

- 유형별 선정 표준을 제정, 단계별 육성 업무 메커니즘을 구

축

- 2025년까지 단계별 육성 구조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국제 경

쟁력을 갖춘 우수기업을 육성 

③ 우향 기업의 자주

혁신 능력을 제고

- 제조업혁신센터,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등 혁신적인 플랫폼 

건설 기업 참여 지원

- 기업이 국가중대 과학기술 사업, 중대기술 장비혁신 발전사업

을 참여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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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구체적 내용

④ 산업사슬,� 공급사슬

현대화 향준 향상을 촉

진

- 우수 기업의 산업사슬 자주 제어 능력을 강화하고, 우위를 발

휘, 단점을 보완하며, 신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정성과 경쟁

력을 제고

⑤ 우향 기업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 발전을

유도

- 세계 일류기업의 표준으로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융합 

발전을 가속화하고, 기술 개선 강도를 높임

- 품질 브랜드 건설을 강화하고, 국제 기술 규범, 표준 제정에 참여

⑥ 대,� 중,� 소기업의

융통 발전 생태를 조

성

- 대, 중, 소기업 융통발전 플랫폼을 구축, 선도기업의 산업 자

원 통합 지원, 중소기업의 선진제조업 클러스터 건설, 전략적 

신산업 클러스터 건설, 혁신적 산업 클러스터 건설

- 기업관리 향상 전문 프로젝트를 실시

- 조직 관리 개혁 촉진, 전면적 품질 관리 강화, 자원집약화 관리와 

배치를 강화, 위험 방지 제어 강화, 생산경영 모델 혁신, 전체 요

소 생산성 제고

⑦ 우향 기업의 관리

혁신과 문화 건설을

강화

- 우수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디자인 센터를 배치하

고, 생산 네트워크와 공급 사슬 체계를 최적화하며, 전 세계 

자원을 효율적으로 매칭 및 활용

⑧ 우향 기업의 개방

협력 향준을 높임

- 정부의 각종 기금의 선도 역할을 활성화하고, 민간 자본의 투

자를 격려하며, 우수 기업의 육성 기금을 마련

⑨ 금융 재정 및 인재

정책 조치를 완비

- 등급별로 우수 기업 육성 뱅크를 구축하고, ‘기업 직행차(直
通車)’ 제도를 구축

-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토지, 에너지 사용 등의 문제를 조

화롭게 해결

⑩ 우향 기업에 대

한 매칭 서비스를

강화

참고자료

§ 六部门关于加快培育发展制造业优质企业的指导意见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zh/art/2021/art_c05387fc8cfc4c77a4781b4336f6b5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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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9년 중국의 규모이상 공업기업 R&D활동 통계 분석

R&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분포

l 2019년 중국의 R&D활동을 수행하는 규모이상 공업기업(이하 약칭“기업”)은 총 

12.9만 개에 달하여 전체 기업의 34.2%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6.2%p 증가했음

- 그중 R&D연구기관을 보유한 기업은 총 8.5만 개에 달하여 전체 기업의 22.5%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3.3%p 증가했음

l 2019년 R&D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중 내자기업이 11.4만 개에 달하여 87.9%를 

차지하였으며, 홍콩·마카오·대만 투자기업이 7,418개에 달하여 5.7%를 차지하였

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 전체의 6.4%인 8,232개에 달하였음

                         [그림 7-1] R&D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분포도

R&D인력과 R&D투자

l 2019년 기업의 R&D인력은 444.1만 명으로 중국 R&D인력 전체의 62.3%를 차지

- 그중 여성 R&D인력이 97.2만 명으로 기업 전체 R&D인력의 21.9%를 차지

l 2019년 기업의 R&D인력(FTE기준)은 315.2만 명년임

- 그중 R&D연구인력(FTE기준)은 97.1만 명년으로 기업 R&D인력 전체의 30.8%를 차지

l 2019년 기업의 R&D투자는 1.4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7.8% 증가

- 그중 기업 R&D투자강도(R&D투자와 주요사업소득의 비율)는 1.31%에 달하여 전년

대비 0.08%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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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유형별) 2019년 내자기업이 R&D활동에서 주도적 입지를 차지

- 내자기업의 R&D투자액은 1.1조 위안으로 전체 기업 R&D투자의 80.3%를 차지

- 홍콩·마카오·대만 투자기업의 투자액은 1,138.4억 위안으로 전체의 8.1%를 차지

- 외자기업의 투자액은 1,613.8억 위안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

                              [그림 7-2] 2019년 기업유형별 R&D투자 현황

l (산업별) 2019년 기업 R&D투자가 100억 위안을 초과하는 업종이 25개에 달하여 

전년대비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음

- R&D투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장비제조업이며, 2,448.1억 

위안으로 전체 기업 R&D투자의 17.5%를 차지

- R&D투자가 1천억 위안 이상인 산업은 전기기계·기자재제조업 및 자동차제조업으로 

각각 1,406.2억 위안과 1,289.6억 위안을 투입하였음

- R&D투자가 500~1,000억 위안인 산업은 화학원료·화학제품제조업, 철금속제련·

압연가공업, 일반장비제조업, 특수장비제조업, 의약제조업 및 비금속광물제조업임

- 상술한 9개 산업의 R&D투자가 총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69.3%임

    [표 7-1] 기업 R&D투자 TOP10 산업 및 투입강도(2019년)

업 종 R&D투자(억 위안) R&D경비 투입강도(%)
전체 산업 13,971.1 1.31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업 2,448.1 2.15
전기기계·기자재제조업 1,406.2 2.15

자동차제조업 1,289.6 1.60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제조업 923.4 1.40

철금속제련·압연가공업 886.3 1.25
일반장비제조업 822.9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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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년 기업 R&D경비 투입강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철도, 선박, 우주항공 및 기

타 운송장비제조업(3.81%)이며, 그 다음은 계측기 제조업(3.16%)임

- R&D투자 투입강도가 평균수준을 초과하는 산업은 화학원료·화학제품제조업, 의약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고무/플라스틱 제품업, 계측기 제조업,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업, 전기기계·기자재제조업, 일반장비제조업, 자동차제조업 및 

특수장비제조업임

l (지역별) 기업 R&D투자는 주로 동부지역에 집중되며, 2019년 동부, 중부, 서부 및 동

북지역의 기업 R&D투자는 각각 9,143.4억 위안, 2,823.2억 위안, 1,554.4억 위안과 

450.1억 위안으로, 그 차지비중은 각각 65.4%, 20.2%, 11.1%와 3.2%임

- 성/시별 분포를 보면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과 산둥성의 기업 R&D투자가 1천억 

위안을 초과했고 이 4개 지역의 R&D투자액의 차지비중은 50.1%를 차지함

특허산출

l 2019년 중국기업이 출원한 특허 건수는 106.0만 건이며, 그중 발명특허가 39.9

만 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0.7%와 7.3% 증가되었으며, 발명특허 출원량은 기업 

특허 출원량 전체의 37.6%를 차지함

l 2019년 중국기업의 발명특허 보유량은 121.8만 건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

- (유형별) 내자기업의 발명특허 보유량이 84.4%로 주도적인 입지를 차지하였으며, 

홍콩·마카오·대만 투자기업과 외자기업이 각각 7.9%와 7.9%를 차지함

- (산업별)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업의 발명특허 보유량이 가장 많았고

(34.0만 건), 그다음은 전기기계·기자재제조업(14.3만 건)이며, 이 2개 업종의 특허 

보유량 합계는 기업의 전체 유효 발명특허 보유량의 39.7%를 차지함

- (지역별) 동부, 중부, 서부 및 동북지역 기업의 발명특허 보유량은 각각 88.1만 건, 

18.5만 건, 11.9만 건 및 3.4만 건으로, 차지비중은 각각 72.3%. 15.2%, 9.7% 및 

2.8%임 

F 성/시별 분포를 보면 광둥성과 장쑤성의 기업 발명특허 보유량이 가장 많았고, 각각 30.8%

와 14.9%를 차지함

업 종 R&D투자(억 위안) R&D경비 투입강도(%)
특수장비제조업 776.7 2.64

의약제조업 609.6 2.55
비금속광물제조업 520.1 0.97

비철금속제련·압연가공업 479.8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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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획득

l 2019년 중국기업의 기술도입을 위한 투자금액은 476.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5% 증가되었으며, 전체 R&D투자액의 3.4%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0.2%p 하락

- 내자기업의 기술도입투자는 205.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되었고, 전체 

기술도입투자의 43.2%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3.5%p 높아졌음

- 외자기업의 기술도입투자는 262.0억 위안으로 전체 기술도입투자의 54.9%를 차지

하였고, 전년대비 2.9%p 하락했음 

- 홍콩·마카오·대만 상인 투자기업의 기술도입투자는 1.9%로 전년대비 0.7%p 줄어

들었음

l 기술도입투자가 기업 R&D투자에서 차지한 비중을 보면 내자기업이 1.8%이고, 

홍콩·마카오·대만 투자기업과 외자기업이 각각 0.8%와 16.2%임 

l 기업의 도입기술에 대한 소화흡수 능력은 기업의 학습능력과 혁신능력을 육성하는 

중요한 보장임

- 2019년 기업이 도입기술을 소화흡수에 관련 투자는 96.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8억 위안을 증가했으며, 기업의 기술소화흡수경비 및 기술도입경비의 비율은 

20.3%에 달하여 전년대비 0.7%p 상승

 [그림 7-3] 기업의 기술도입경비 및 R&D경비(2000~2019년)

참고자료

§ 2019年我国规模以上工业企业R&D活动统计分析
http://www.most.gov.cn/xxgk/xinxifenlei/fdzdgknr/kjtjbg/kjtj2021/202106/P0202106117298170425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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