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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국가발개위, “14.5” 순환경제 발전계획 발표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4.5” 순환경제 발전계획」을 발표(7.7)

l (주요목표) 2025년까지 △ 순환형 생산 방식의 전면 추진 △ 녹색 디자인·청정 생산의 

광범위한 보급 △ 자원 종합 활용능력의 현저한 향상 △ 자원 순환형 산업체계의 기반 

구축을 실현함

 주요 목표(2025년까지)

① 주요 자원의 생산성: 2020년 대비 약 20% 향상

②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모량과 물 사용량: 2020년 대비 각각 13.5%와 16% 감소

③ 농작물 짚의 종합 이용률: 86% 이상 유지

④ 대용량 고체 폐기물 종합 이용률: 60% 

⑤ 건축 폐기물 종합 이용률: 60% 

⑥ 폐지 이용량: 6,000만 톤(t) 

⑦ 고철 이용량: 3억 2,000만 톤(t) 

⑧ 재생 비철금속 생산량: 2,000만 톤(t) 

⑨ 지원 순환이용산업의 생산가치: 5조 위안 

l 동 「계획」의 중점임무는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 지원 순환형 산업체계 구축,

자원 이용효율 향상

❍ 메인제품의 녹색 디자인 촉진

❍ 중점산업의 청정생산 강화

❍ 산업단지 내 순환화 발전 추진

❍ 자원의 종합 이용률 향상

❍ 도시 폐기물 처리 추진

 폐기물 순환이용체계 구축,

자원 순환형 사회 건설

❍ 폐기물 회수 네트워크 보완

❍ 재생자원의 가공 수준 향상

❍ 중고품 시장 발전 규범화

❍ 재제조 산업의 질 높은 성장 추진

 농업 순환경제 발전 심화,

순환형 농업 생산방식 구축

❍ 농업･임업 폐기물자원 재활용 강화

❍ 농업용 폐기물 자원 재활용 강화

❍ 순환형 농업 발전 모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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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순환경제 분야의 6대 중점행동

l 동 「계획」은 “14.5규획” 기간 순환경제 분야 5대 중점 공정 배치

 도시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공정

- 직할시, 성도(省會),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중앙직속 계획도시), 인구가 비교적 많

은 도시 위주로 약 60개 도시를 선정해 폐기물 리싸이클링 체계 구축 

 단지의 선순환 발전 공정

- 여건을 갖춘 성급 이상 단지는 2025년까지 전체적인 선순환 구도화 완성

 대종 고체 폐기물 종합 이용 시범 공정

- 대종 고체 폐기물 종합 이용 기지 50개와 공업 자원 종합 이용 기지 50개 조성

 건축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시범 공정

- 건축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시범 도시 50개를 조성하고, 건축 폐기물 자원화 재활

용 산업 핵심기업 육성

 순환경제의 핵심 기술과 장비 혁신 공정

- 순환경제 핵심 기술 및 장비 관련 중대 프로젝트 실시, 징진지·장강삼각주·주강삼

각주 등 구역을 중심으로 순환경제 녹색기술체계 구축

참고자료

§ 国家发展改革委关于印发“十四五”循环经济发展规划的通知
https://www.ndrc.gov.cn/xxgk/zcfb/ghwb/202107/t20210707_12855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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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中 공업정보화부, 「신형 데이터센터 발전 3년 행동계획」 발표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신형 데이터센터 발전 3년 행동계획(′21~′23)」을 발표(7.14)

l (주요목표) 동 「계획」은 향후 3년간 △ 합리적인 구도 △ 첨단 기술 △ 친환경·저

탄소 △ 디지털 경제 성장과 상응하는 연산 규모 등의 특징을 갖춘 신형 디지털센

터 발전 구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함

- 2021년 말까지 ① 중국 전역의 데이터센터 평균 이용률을 55% 이상 향상 ② 총연

산 능력 120엑사플롭스(EFLOPS)1) 이상 달성 ③ 신규 대형급 이상 데이터센터의 

전력효율지수(PUE)2) 1.35 이하로 낮춤

- 2023년 말까지 ① 전국 데이터센터 규모의 연평균 증가 속도 20% 전후 유지, 평균 

이용률 60% 이상 확보 ② 총연산 능력 200엑사플롭스 이상 달성 ③△ 고성능 연산 

능력의 비중을 10%까지 확대 등

l 신형 데이터센터는 기존의 데이터센터에 비해 첨단 기술과 연산 능력을 갖추며 에

너지효율과 보안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임

1) 엑사플롭스(EFLOPS): `엑사’는 100경(京)을 나타내는 단위로 1EF는 1초에 100경 번의 연산처리 능력을 
갖춤

2) 전력효율지수(PUE): 데이터센터 총전력량을 IT장비 전력량으로 나눈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전력 효율이 
좋은 데이터센터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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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동 「계획」의 6대 중점임무는 다음과 같음

참고자료

§ 国家发展改革委关于印发“十四五”循环经济发展规划的通知
https://www.ndrc.gov.cn/xxgk/zcfb/ghwb/202107/t20210707_1285527.html

구분 주요 내용

� 건설 배치의 최적화 행동

❍ 국가 허브와 거점 구축 가속화

❍ 각� 성의 율요에 따라 신형 데이터센터 구축

❍ 변경지역 데이터센터를 탄력적으로 배치

❍ 기존의 소규모 데이터센터 업그레이드 가속화

❍ 해외 신형 데이터센터 개설 지원

 네트워크 품질의 고도화

행동

❍ 신형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지탱능력 향상

❍ 지역 신형 데이터센터 상호연결 능력 최적화

❍ 가장자리 데이터센터 상호 연결 및 네트워크 구축 촉진

 연산 능력의 고도화 행동

❍ 연산 능력과 연산 효율 제고 가속화

❍ 산업 디지털화 모델 전환 능력 강화

❍ 공공 연산 능력 확산응용 추진

 � 산업 사슬 안정·경쟁력 강화

행동

❍ 핵심기술 연구개발 강화

❍ 표준체계 보완

❍ 산업 사슬 체계 구축·보완

 친환경·저탄소 발전 행동

❍ 첨단 녹색기술 제품응용 가속화

❍ 에너지 고효율·친환경 활용율준 향상

❍ 녹색 거버넌스 능력 최적화

 보안·신뢰 보장 행동

❍ 네트워크 보안 율준 향상

❍ 데이터자원 관리 강화

❍ 신형 데이터센터 신빙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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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 13개 부문, 여성 과학기술 인재 지원정책 발표

최근 중국 과학기술부와 전국여성연합회(全國婦聯) 등 13개 부문이 공동으로 「고

학기술 혁신에서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역할 강화 지원에 관한 조치」를 발표(7.19)

l (배경) 현재 중국 내 과학기술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은 약 45.8%를 차지하는데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직급이 높을수록 비율이 낮으며 리더형 인재가 부족

- 2019년, 중국과학원 원사와 중국공정원 원사 중 여성의 비율은 각각 6%와 5.3%로 

집계됐고, 국가급 인재 계획에 선발된 전문가 가운데도 여성은 10% 이내임

l 여성 과학기술 인재는 과학기술 인력풀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고 중국 과학기술 사

업의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와 전국여성연합회는 여성 과학기술 인

력풀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음

- 2011년 중국 과학기술부와 전국여성연합회가 공동으로 「여성 과학기술 인력풀 구

축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여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 과기분야 여성 취업 기

회 확대, 고급 여성 과학기술 인재 발전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제기

l (주요 목적) 동 조치는 창의력을 지닌 여성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 혁신 

시스템 정비, 과학기술 강국 건설 가속화 및 고도의 과학기술 자립을 실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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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동 조치는 성평등·기회평등 원칙에 따라 여성 과학기술 인재가 경력개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며, 아래와 같은 6개 분야의 중점임무를 제시

l 또한 전국여성연합회는 장기적인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 한계, 고급 여성 과

학기술 인재 부족 등 현상에 주목해 여성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치

를 추진해 왔음

- 전국여성연합회 관계자는 “위 조치는 앞으로 여성 과학기술 인재들이 과학기술 혁

신의 주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세

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구분 주요 내용

� 고위층 여성 과학기술 인재 양성

❍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과학기술 지원 획득

❍ 과학기술 정책 결정 참여

❍ 과학기술 국제협력·교류 참여

❍ 과학 연구·학술 네트워크 확대

❍ 고위층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정년퇴직 정책 집행

 여성 과학기술 인재 혁신창업

대폭 지원

❍ 여성 과학기술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

고 여성 과학기술 사업가들은 더 많이 육성

❍ “과기혁신 여성과학자 행동”� 실시

 � 여성 과학기술 인재 평가

인센티브 보완

❍ 국가 고위급 여성 과학기술 인재 선발 계획 지원

❍ 여성 과학기술 인재 인센티브 확대

❍ 여성에 유리한 평가제 개편

 출산·율유기 여성 과학기술 인재

근무 지원

❍ 출산·율유기 여성 과학기술 인재를 위한 양호한 연

구 환경을 조성

❍ 출산·율유기 여성 과학기술 인재를 위한 우호적 근

무 환경을 조성

 여성 과학기술 예비 인재 양성

강화

❍ 여자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문화를 보급하고 과학에

대한 관심 향상

❍ 여성이 과학기술과 관련 직업 취업 격려

 여성 과학기술 인재 기반 사업

강화

❍ 통계 및 연구 업무 강화

❍ 제도 보장 강화

참고자료

§ 科技部等十三部门印发《关于支持女性科技人才在科技创新中发挥更大作用的若干措施》的通知
https://mp.weixin.qq.com/s/HVTQ_Nj71s3-tvMscPmad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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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IPv6 모바일 데이터 전문 프로젝트 행동계획 (2021-2023)」 발표

 중국 국무원은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배치 행동 계획」의 임무를 실시

하고, IPv6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신부,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에서 

공동으로 「IPv6 모바일 데이터 전문 프로젝트 행동계획 (2021-2023)」을 발표 (7.8)

l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여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IPv6 향상을 추진

- 응용, 단말 등 IPv6 배치에서의 취약점을 중점적으로 돌파하고, 네트워크 및 응용 

인프라 서비스 능력과 품질 향상을 촉진

- IPv6의 신기술과 경제사회 각 분야의 융합과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의 기획, 건설 및 운영을 추진

l 「행동계획」에서 주요 목표를 수립

- 2021-2023년, 기본적으로 혁신적인 IPv6의 발전 구도를 형성

- 중국 IPv6 규모가 대폭 향상되고, IPv6 응용 생태계 지속적 완비

- 네트워크 및 응용 인프라의 IPv6 서비스 능력이 강화되고, 주요 상업 인터넷 사이

트와 응용 IPv6의 업그레이드

 

[그림 4-1] IPv6 행동계획 주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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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행동계획」 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참고자료

§ 两部门关于印发《IPv6流量提升三年专项行动计划（2021-2023年）》的通知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txy/art/2021/art_3c42d01d124b426e98b4400830da8fd8.html

§ 一图读懂《IPv6流量提升三年专项行动计划（2021-2023年）》

https://mp.weixin.qq.com/s/dfQavU58HB6Bi1WtYWu7YQ

주요 내용 구체적 내용

① IPv6� 적재능력 인프라 강화

- 네트워크 인프라 IPv6 서비스 능력 향상

- 콘텐츠 배포 네트워크 IPv6 가속성능 최적화

- 데이터센터 IPv6 심층 개조 가속화

- 클라우드 플랫폼 IPv6 커버 확대

- 도메인 서버 IPv6 해석능력 향상

② 응용 생태 IPv6� 혁신 활력을

촉진

- 상업 인터넷 사이트 및 응용 IPv6 업그레이드 심화 

- 산업인터넷 IPv6 응용 확대

- 스마트홈 IPv6 산업생태계 완비

- IPv6 네트워크 및 응용 혁신 추진

③ 단말 장비 IPv6�지원 능력 향상
- 신규 출시한 단말 장비의 IPv6 전면 지원 추진

- 단말 재고장비의 IPv6 업그레이드 가속화

④ IPv6�보안 능력 강화
- IPv6 네트워크 보안 관리 및 관련 개조 강화

- IPv6 보안 제품 및 서비스 발전을 지속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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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 관리규정」 발표 

최근 공업정보화부, 국가인터넷정보실, 공안부 3개 부서가 공동으로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安全漏洞) 관리규정」을 발표하고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7.13)

l (추진근거) 「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網絡安全法)」(2016.11.7.)

l (목적)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의 발견, 보고, 패치 및 공개 등의 행위에 대한 

규범을 수립

l (관리대상) ① 중국 내 네트워크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 제공자 ② 네

트워크 운영자 ③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의 발견, 수집 및 공개에 관여하는 조

직 또는 개인

l 공업정보화부, 국가인터넷정보실, 공안부 3개 부서의 관리책임은 아래와 같음

- 국가인터넷정보실(National Internet Information Office)은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조정을 담당함

- 공업정보화부는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통신 

및 네트워크 산업의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함

- 공안부는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며,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을 사용하는 불법 및 범죄 활동을 법에 따라 단속함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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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제품 제공자·운영자 책임

 네트워크 제품 제공자

v (접수)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 정보 수신 채널을 구축하고 원활할 운영을 하

며, 보안 취약점 정보와 관련된 로그를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함

v (검증)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후 즉시 조치를 취하고 보안 취약점에 

대한 검증·평가를 진행하고 업스트림 제품 공급사에 즉시 통지함

v (신고) 공업정보화부의 네트워크 보안 위협 및 취약점 정보공유 플랫폼에 2일 내로 

관련 정보를 신고함

v (조치)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는 빠르게 진행하고 보안 취약점의 

위험성 및 조치 방법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기술 지원을 제공함

 네트워크 운영자

v (접수)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 정보 수신 채널을 구축하고 원활할 운영을 하

며, 보안 취약점 정보와 관련된 로그를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함

v (조치)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및 장비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후 즉시 조치를 취

하여 적시에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고 패치를 진행함

l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의 발견 및 수집에 종사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네트워

크 플랫폼, 미디어, 회의, 대회 등을 통해 사회에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에 대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함

가) 네트워크 제품 제공자가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 패치를 제공하기 전에는 취

약점 정보공개 금지

나) 네트워크 운영자는 사용하는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및 장비의 취약점에 대한 세

부 정보공개 금지

다)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의 위협성과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과장하지 않으며, 

취약점을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 피싱, 협박 등의 불법적 활동 금지

라)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보안 활동을 저해하는 목적으

로 특별히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도구를 배포하거나 제공 금지

마)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을 공개하고자 하는 동시에 보완·예방 조치를 발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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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가의 중요 행사 기간 내 공안부의 동의 없이 함부로 네트워크 제품의 보안 취약

점에 대한 정보공개 금지

사) 공개되지 않은 네트워크 제품 보안 취약점 정보를 네트워크 제품 제공자 외 해외 

기관 혹은 개인에게 제공 금지

아) 법률 및 규정의 기타 관련 조항

[그림 5-1] 취약점 수집 플랫폼 관련 규정

참고자료

§ 一图+六问，读懂三部门《网络产品安全漏洞管理规定》

https://mp.weixin.qq.com/s/m6MMyd7CWhti_amr-Nn4e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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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 2021년 상반기 발명특허 33.9만 건 기록 

최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1년 상반기 중국 발명특허 동록 건수가 33.9만 건, 

유효 발명특허 등록 건수가 332.4만 건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음(7.14)

l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치

를 실행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음

- 2021년 6월 말까지 중국 내(홍콩·마카오·대만 제외) 유효 발명특허 중 전략적 신흥

산업 분야의 발명특허 등록 건수는 73.1만 건으로 “13.5규획” 기간 말 대비 5.3만 

건을 증가하여 산업 혁신발전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l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명특허를 보유한 중국 기업이 늘

어나고 있으며, 현재 발명특허를 보유한 국내 기업은 27.0만 개 사로 지난해보다 

2.4만개 증가

- 이중 첨단기술 기업 12.6만 개사는 발명특허 107.7만 건을 보유하여 발명특허를 

보유한 국내 기업 전체의 62.3%를 차지

- 기업들의 발명특허 보유를 장려하기 위해 발명특허 심사 기간을 평균 19.4개월로 

  단축함

l 중국내 비즈니스 환경이 갈수록 개선되면서 해외 기업들의 중국 투자에 대한 인기

도가 향상

- 2021년 상반기 외국인의 중국 내 발명특허 출원 등록량은 5.4만 건으로 전년 대비 

30.0% 증가

- 외국인의 중국 상표등록 건수는 9만 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7.5% 증가

l 2021년 상반기 중국 전국 특허·상표권 담보융자액은 1,07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5.9% 증가

- 특허·상표권 등록 건수는 6,195건으로 전년 대비 32.4% 증가

참고자료

§ 我国关键核心技术领域专利储备不断加强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1/7/461338.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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