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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국무원, 신시대 중부지역 질적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발표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은 「신시대 중부지역 질적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7.22)

l (배경) 2006년 4월, 중공중앙 국무원은 중국지역 경제 부진 문제 해결을 위해  

「중부지역 굴기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중부지역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음  

     * 중부지역은 주로 산시(山西)성，장시성, 허난성, 안후이성, 후베이성, 후난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 전역 인구의 약 1/4 차지하고 경제 총량은 전국의 1/5를 차지

l (목표) 심각한 중부지역 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질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기 목표 및 6대 방향을 제시 

- 2025년까지 중부지역의 발전의 실효성을 높여 전체 연구개발 경비의 지역내총생산

(GRDP) 비중이 중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고, 2035년까지 중부지역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전반의 수준을 높여 도시·농촌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실현

- 6대 방향으로 선진제조업 구축, 도농간 지역발전 조화, 친환경 중부지역 강화, 내륙

지역 개방, 공공서비스 보장, 체제·메커니즘 개방 등을 제안 

  < 중부지역 6대 발전 방향 > 
구분 주요 내용

1 
선진 제조업 기반 

현대 산업 체계 구축

중부지역 선진 제조업 확대·강화 
제조업 전환 적극 추진
핵심 분야 자주 혁신 능력 강화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 심층 융합 추진

2 
도시·농촌 지역 발전

 조화 강화 

지역 중대 발전전략 가입
도시·농촌 지역의 융합발전 추진
도시 품질 향상 추진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
각 성(省)/경계지역(交界地區) 협동발전 추진

3 친환경 중부 지역 강화
생태 안전 장벽 공동 구축, 생태환경 공동 보호·관리를 강화
녹색 생산·생활 방식 형성

4 높은 수준의 내륙 개방
내륙 개방 통로 건설 가속화,고수준 내륙 개방 플랫폼 구축
시장화·법제화·국제화 경영 환경 조성

5 기본 공공 서비스 보장 제고

기본 공공 서비스 보장 능력 제고
고품질 공공 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 거버넌스(社會治理) 혁신 강화
빈곤 퇴치 성과와 향촌 진흥 전략 연계 강화

6 체제·메커니즘 정비·개혁
지원 정책 체계 구축 및 보완
재정·세수·금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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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그 중, 선진제조업 기반 현대 산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발전, 첨단기술 

격차 해소, 서비스형 제조업 발전 등 장기적 발전 방향을 우선적으로 강조

  1) 선진 제조업 유도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구축   

- (산업클러스터) 창장 우한 광밸리, 허페이 스마트음성 밸리, 베이징-광저우(廣州) 간의 

철도 인근 정저우 전자 정보 산업 클러스터, 장주탄(长株潭)* 장비 제조 산업 클러스터 , 

베이징-홍콩 간 철도 인근 남창(南昌)·지안(吉安) 전자정보산업 클러스터, 다퉁(大同)-잔

장(湛江)-싼아(三亚) 철도 인근 타이위안(太原) 신소재·뤼양(洛阳) 장비 제조산업 클러스터, 

스마트 제조, 신소재, 신에너지차, 전자정보 등 산업단지 건설

  * 장주탄(长株潭): 창사(长沙)·주저우(株洲)，상탄(湘潭) 일대

- (산업 클러스터 서비스 플랫폼) 허난 식품방직, 산시성 석탄, 장시 비철금속, 후난 야금, 

후베이 화공건자재, 안후이 강철유색 등의 전통산업 지능화, 녹색화, 서비스화, 산시(山西)성 

국가 자원형 경제전형 종합 개혁 시험구 건설과 에너지 혁명 종합 개혁 시행 추진

2) 첨단기술 격차 해소 및 디지털화·네트워크화, 지능화 기술 응용 강화

- 허베이(合肥) 종합 국가 과학 센터 건설 가속화, 국가 실험실 건설 운영 모델 모색, 우한 등 

조건부 도시를 선택하여 중대한 과학 기술 인프라 배치

- 우한정보광전자, 주저우(株洲)의 선진궤도교통장비, 뤼양농기계장비 등 국가제조업

혁신센터 건설을 가속화하고, 일부 산업혁신센/제조업혁신센터 육성, 크라우드펀딩, 

인큐베이터, 가속기 등 혁신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과 쌍창 시범기지 건설 장려

3) 지역 혁신 자원을 연합하여 중요한 분야 핵심 기술 연구

- 과학기술 혁신에서 기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선도적인 기업이 혁신 연합체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이끌도록 지원하고  전문 중간 테스트베드 기지 구축

- 국가급/성급 기술이전센터, 지식재산권거래센터 등 중부지역 기술거래시장 컨소시엄을 

건설해 기술거래 시장의 상호 소통 촉진

4)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의 심도 있는 융합 추진

- 산업디자인센터와 산업인터넷 플랫폼 건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차세대 

정보기술(IT)의 제조업 분야 응용혁신, 연구개발 설계, 금융서비스 발전

- 정저우(鄭州), 창사(長沙), 타이위안(太原), 이창(宜昌), 간저우(甘州)의 국가물류 허브 

건설을 가속화하고, 생산서비스형 물류 허브 건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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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中共中央 国务院关于新时代推动中部地区高质量发展的意见
http://www.gov.cn/zhengce/2021-07/22/content_5626642.htm

2 中 국가지식산권국(SIPO), 특허 네비게이션 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 발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판공실은 혁신효율 향상, 혁신 비용 절약, 특허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네비게이션(專利導航) 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 발표(7.7)

l 시진핑 총서기 중앙정치국 25차 회의에서 차별화된 산업·지역 지식재산권 정책 연구, 

산업 데이터/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 메커니즘 확산을 강조

- 2018년부터  “특허 네비게이션 시범사업”, “중대 경제·과기 활동 지식재산권 분석·평가 

시범업무”, “지식재산권 지역배치 시범업무” 등 업무 내용을 재통합 착수 

- 2021년 6월, 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 네비게이션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특허 

네비게이션 지침서」（GB/T39551-2020) 관련 국가표준을 정식 실시

- 올해 처음으로 2025년까지 특허 네이게이션 사업의 계획 수립, 자원 보장 및 성과 활용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자금 관리를 보완하며, 각 지역에서 일련의 특허 네비게이션 시비스 

기지를 구축하고 특색화·규범화·효율화의 업무체계를 구축

l 주요 내용으로 특허 네비게이션 효율성 제고, 기반 자원 공급, 프로젝트 성과 적용 

등을 포함 

  1) 특허 네비게이션 효율성 제고

- 중점 산업 특허 네비게이션 업무 도킹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지방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의 실시를 둘러싸고 지방 정부, 산업 클러스터, 선두 기업 지원

- 중점 산업 특허 네비게이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지방의 중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 

수요에 부응하고, 특허 네비게이션 사업 계획을 수립

- 특허 네비게이션 성과에 입각한 산업 보급 응용, 특허 네비게이션 항목에 대한 수요 

분석, 정보융합 분석, 구성결과 운용, 성과 평가 등 전문가 그룹 지원  

2) 특허 네비게이션 사업 기반 구축 및 자원 요소 공급 강화 

- 각 지방의 실제 수요에 따라 기업, 대학, 서비스 기구 등 기관은 특허 네비게이션 서비스 

기지 구축·보완을 강화하여 특허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장화 추진

http://www.gov.cn/zhengce/2021-07/22/content_562664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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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업체와 사업체가 기업경영, R&D활동, 인재관리 등 혁신 활동에서 「특허 네비게이션 

지침서」 관련 국가표준을 실행하고 특허 네비게이션 응용을 확대하여 특허 네비게이션 분석 

방법 업그레이드

- 각 지방의 경제발전 수요와 특허 네비게이션 사업수요에 부응하여 특허 네비게이션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오프라인 특허 네비게이션 관련 교육 실시

- 특허 네비게이션 응용, 집적 데이터, 인재 등 자원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을 교육하고,  

공공 특허 네비게이션 제품 개발

3) 특허 네비게이션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및 프로젝트 성과 적용 강화

- 특허 네비게이션 성과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특허 네비게이션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본 지역의 특허 네비게이션 프로젝트 성과의 등록 및 평가 업무를 실시 정기적으로 

국가지식산권국에 연구 보고, 성과 적용 관련 자료 발송

- 특허 네비게이션 성과 발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중점산업사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네비게이션 보고

- 특허 배치, 고가치 특허 육성, 지식재산권 운영 등 특허 네비게이션 성과 적응 수요에 

따라 우선적 심사, 집중 심사, 쾌속 심사, 권익 보호, 특허 권리 이전·전환 등 각종 자원의 

업무 성과 확보

<특허 네비게이션 업무 강화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
특허 네비게이션 조직효율 향상

핵심기술 돌파 지원

중점 산업 특허 네비게이션 업무 연계 메커니즘 구축
중점 산업 특허 네비게이션 프로젝트 실시
중점 산업 전문가 컨설팅 실시

2�
특허 네비게이션 기초업무 강화

자원 요소 공급 확대

특허 네비게이션 서비스 기지 건설 강화
‘특허 네비게이션 지침서’ 관련 국가표준을 홍보
특허 네비게이션 인재 양성 강화
특허 네비게이션 서비스 제품 제공

3
특허 네비게이션 서비스 효율 제고

과기 프로젝트 성과 응용 강화

특허 네비게이션 성과 공유 메커니즘 구축
특허 네비게이션 성과 발표 메커니즘 구축
특허 네비게이션 성과 자원 연결 메커니즘 구축

참고자료

§ 国家知识产权局办公室关于加强专利导航工作的通知
https://www.cnipa.gov.cn/art/2021/7/7/art_75_160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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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 국무원, 「과기성과 평가 체계 보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14차 5개년 계획의 첫 출발점인 올해부터 과학기술 평가체계 개혁을 강조(8.2)

l (배경) 2018년 중국 국무원의 「과기 프로젝트 평가, 인재평가, 연구기관 평가개혁에 

관한 의견」 발표 이후, 과학기술 평가체제가 개선되어 왔으나, 근본적인 평가체계 

보완 문제 해결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員會) 제19차 회의에서 「과기성과 

평가 메커니즘 보완에 관한 지도의견」을 심사·통과시킴(5.9)

- 시진핑 주석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신속한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성과 평가를 

활용해야 하며, 과기혁신 방향에 따라 공정한 과기성과 평가 기반의 과학기술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시 

l (기본방향) △과기혁신의 수준․실적․기여를 중심으로 평가 실시 △차별화·다각도 평가 

실시 △정부와 기업간 관계 개선 △과기혁신 평가방법 혁신 등 4대 주요 기본방향 수립 

 < 4대 기본방향>  

순번 방향 주요 내용

1
과기혁신의 수준(質量), 

실적(績效), 기여(貢獻)를 
중심으로 평가 실시

과기혁신 상과 평가를 통해 과기성과의 혁신 수준, 이전 
실적과 경제성장·사회발전 기여도를 전면적으로 반영

2 차별화·다각도 평가 실시
과기성과평가지표 단일화, 평가표준 정량화, 평가결과 “이익

추구 (功利化)”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차별화·다각도 평가 실시

3 정부와 기업간 관계 개선 
정부, 사회조직, 기업, 투자·융자 기관 등이 공동 참여한 

평가 체계 구축
평가주체의 주도적인 역할 유도 및 양호한 혁신 생태계 조성

4 과기혁신 평가 방법 혁신 
과학기술 연구의 점진성과 성과의 단계적인 특징을 파악해 

과학기술 성과 평가 방법 혁신
중장기 평가, 사후 평가 등 강화 

l (평가 내용) 과학기술 성과 평가 체계 보완의 핵심내용은 무엇을, 누가, 어떻게 평가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음

  1) 평가 대상(評什麼）

- 각 유형 과기성과의 특징과 평가 목적에 따라 세부 평가표준을 수립하여 △과학 

△기술 △경제 △사회 △문화 5대 가치를 총체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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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 주체(誰來評)

- 기초연구 성과는 동종업계의 평가를 위주로 하고, 응용연구 성과는 업계 사용자와 

사회 평가를 위주로 하고, 군수산업, 국방 등 민감 분야와 무관한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성과는 ‘수요자가 평가하고 기업이 검토한 후, 제3자가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

  3) 평가 방법(怎麼評)

- 과학기술 성과의 분류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기초연구, 응용연구, 기술 개발과 산업화 등 

과기성과 유형에 따라 과학 법칙에 맞는 다양한 분류 평가체계를 구축

  4) 평가 활용(怎麼用) 

- 과학기술 성과 평가 이론과 방법 연구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수단을 

활용해 정보화 평가 도구를 개발하며, 운영성과 검증, 기술예측, 혁신대회, 지식재산권 

평가 등 방식을 통해 표준화 평가방식 널리 보급

l 중국 과학기술부(科技部)은 주체적인 책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기술 성과 

평가개혁에 대한 조직과 시행, 통합 지도·감독·평가를 주도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유도할 계획임

- 교육부, 중국과학원(中科院), 공정원(工程院), 중국과학기술협회(中科协) 등 관련 기관

에서는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업무를 조율·협력

  

참고자료

§国务院办公厅关于完善科技成果评价机制的指导意见
http://www.most.gov.cn/xxgk/xinxifenlei/fdzdgknr/fgzc/gfxwj/gfxwj2021/202108/t20210804_176223.html

§用好“指挥棒”破除“唯论文”和“SCI至上”——科技部部长王志刚谈《关于完善科技成果评价机制的
指导意见》看点

http://www.gov.cn/zhengce/2021-08/03/content_5629241.htm

 

http://www.most.gov.cn/xxgk/xinxifenlei/fdzdgknr/fgzc/gfxwj/gfxwj2021/202108/t20210804_176223.html
http://www.gov.cn/zhengce/2021-08/03/content_562924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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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中 정부 연구개발자금 관리 개혁 강화, 연구비 자율성 확대 의지 강조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연구개발자금 관리 개혁을 

개선하고 연구자의 연구비 자율성 확대를 제시(7.28)

l 과학연구법에 위배 되는 기금관리규정을 과감히 타파하고 자금관리 자율성을 확대

하여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6가지 대책을 마련

 1) 예산 편성을 간소화하고 예산 내역을 기존의 9개에서 3개로 축소

 * 현재 3개 내역은 미발표(기존 내역: 장비비, 재료비, 분석측정 및 가공비, 유류비, 출장비/회의비

/국제협력교류비, 출판/문서/정보확산/지적재산권 사무비, 인건비, 전문가 자문비, 관리비)

- 장비비용과 같은 예산조정 권한을 프로젝트 수행 기관으로 이양하였으며, 기초연구 

혹은 인재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책임제도 실시

     <국무원 상무회의 이전과 이후의 연구개발경비 관리에 관한 비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예산편성 내역 9개 3개

관리제어
장비비를 제외한 직접비용의 

예산조정권한 이양
모든 직접비용예산 조정권 이양

예산편성 절차 다양한 비용내역 예산 편성
‘도급제(包干制)’

(연구책임자 재량하에 예산 편성)

간접비용비율

500만위안 이하: 30%이하로 제한
500만~1000만위안: 20%이하로 

제한
1000만위안 이상: 20%이하로 제한

수학 등 순수 기초이론연구 간접비용 
비율을 60%이상으로 높임

인건비 지출범위 사회보장 보험 사회보장보험, 주택연금

“3가지 공공” 
지출비용범위

국제협력교류비용은 ‘3가지 
공공’지출비용범위에 포함

국제협력교류비용은 ‘3가지 
공공’지출비용범위에서 제외

관리모델 “예산+포지티브리스트”관리모델 “예산+네거티브리스트”관리모델

  출처: https://www.sohu.com/a/481739422_394513

 2) 과학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과학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간접비 비율 제고, 

‘인건비’ 비율 50% 이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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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등 순수 기초이론프로젝트의 경우, 간접비용 비율을 6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연구기관은 모든 간접비용을 성과 지출에 사용 가능함

- 인건비 범위를 확대하고 프로젝트 용역에 대해 기관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 보험(국민

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급여)과 주택 연금은 인건비에 포함시킴

  *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에 대한 현금보상은 해당 기관의 총 성과 임금한도에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년도 성과급 책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3) 프로젝트 예산 배분을 조속히 결정하고, 연구비용은 과제 직무 수행서에 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수행 기관에 전달

- 국제협력 및 교류비용은 기존 지출 내역(해외 출장비, 차량구입비·운반비, 접대비)에서 

제외

4) 재정 과학연구경비 지원 방식 혁신

- 국가에서 확정한 핵심 범위 안에서 리더급 과학자들은 연구 주제, 과학연구팀 및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결정권을 보유

- 새로운 R&D 기관이 ‘예산 + 네거티브 리스트(負面清單)’* 관리모델을 적용하여 기존 

심사 프로세스를 단순화

* 기존‘포지티브 리스트’관리 모델에 비해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임

5) 과학연구 프로젝트에는 과학 연구 재정 보조원 배치 

- 예산 책정, 정산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인력의 행정적 부담을 줄임

6) 과학 연구 자금에 대한 감독 개선

- 과제 수행과정 혹은 수행 이후 감독을 강화하고 법령에 따라 감사·감독 실시

참고자료

§李克强主持召开国务院常务会议部署进一步改革完善中央财政科研经费管理给予科研人员更大
经费管理自主权等

 http://www.gov.cn/xinwen/2021-07/28/content_56280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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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부, 「대학 탄소중립 과학기술 혁신 행동계획에 관한 통지」 발표

대학 탄소중립 과기혁신과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목표 설정 및 중대 조치 
방향을 제시(7.28) 

l (배경) 시진핑 주석은 제 75차 유엔총회(’20.9.22)에서 2030년까지 중국 탄소배출 

정점(碳達峰)1) 및 2060년 前까지 탄소중립(碳中和)2) 목표 달성을 선언하고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언급 

-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업무를 2021년 8대 중점업무 중 

하나로 확정(‘20.12.16)

  

<8대 임무>
Ÿ 국가 전략적 과기역량 강화 Ÿ 종자와 경작지(耕作地) 문제 해결

Ÿ 산업 사슬과 공급사슬 자주적 제어능력 강화 Ÿ 독점과 무리한 자본 확장 방지

Ÿ 내수 확대 Ÿ 대도시 주택 문제 해결

Ÿ 개혁개방 전면적 추진 Ÿ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업무 추진

- 올해 중국 정부 업무보고서에서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업무를 강화하고 2030년 

이전까지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 최고치 기록을 위한 특별행동 방안 수립

l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탄소중립 과학기술 혁신 행동계획에 관한 통지」 수립

- (목적) 중국 대학 탄소중립 과기혁신과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과기

성과가 중점분야, 중점산업과 중점구역에서의 시범응용을 가속화하며, 교육, 과학

기술과 산업간 연계 추진

- 향후 3-5년간 대학에서 일련의 탄소중립 과기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한 과기

혁신 연구팀을 모집하고 탄소중립 관련 학과건설 최적화하여 안재 육성의 질을 지

속적으로 제고하며 탄소중립분야의 기초이론연구와 핵심 공통성 기술 돌파 실현

- 향후 5~10년간 세계 일류의 탄소중립 관련 학과와 대학 건설을 계속 지원하고 탄

소중립 원천기술 이론연구와 핵심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일련의 세계 최고의 탄소중립 기초연구 학과를 건설하고 

탄소중립 원천기술 혁신의 기지를 구축하며 중국 에너지 탄소중립, 자원 탄소중립, 

정보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과 인재 제공

1) 탄소배출정점(peak carbon dioxide emissions)은 이산화탄소 배출 최고치 기록
2)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은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성하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산정하고 식수조림, 에너지 절약과 배출 감소 등 형식을 통해 자체 생성한 
이산화물 배출량을 상쇄하여 이산화탄소의 "제로 배출"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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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요내용) 탄소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 강화 등 중대 7대 

조치 방향을 제시 

1) 탄소중립 인재 양성 

- 대학, 연구소, 선두기업에서 탄소중립 전문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각 

분야의 고급 탄소중립 혁신 인재 양성

2) 탄소중립 기초연구 강화

- 제로 에너지, 제로 에너지 원료/연료와 공예 대체, 이산화탄소 수집·이용·저장, 

통합 커플링 및 최적화 등 핵심기술을 연구

3) 탄소중립 핵심기술 강화

- 탄소배출저감(碳減排), 탄소배출제로（碳零排), 탄소배출마이너스(碳負排）관련 핵심기술 

공략

4) 탄소중립 혁신 능력 향상 

- 교육부 탄소중립 중점실험실과 공정연구센터를 배치하여 탄소중립 응용기초연구와 

핵심기술 공략

- 탄소중립 프론티어 분야 과학센터 구축

- 탄소중립 분야 핵심기술 통합 플랫폼 구축

5) 탄소중립 과기성과 이전 지원 

- 대학과 과기기업이 공동으로 R&D센터, 산업연구원, 중간 실험기지(中試基地), 생산·

교육융합 혁신 플랫폼 등 구축 지원

6) 탄소중립 국제협력교류 확대

- 세계 일류의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 추진, 탄소중립 과기분야 고수준 인재양성과 

공동연구 프로그램 실시

7) 탄소중립 전략연구 지원

- 탄소중립 전략연구기지, 싱크탱크(智库)를 구축하여 각 대학의 탄소중립 전략 연구 

강화

  

참고자료

§ 教育部关于印发《高等学校碳中和科技创新行动计划》的通知
http://www.moe.gov.cn/srcsite/A16/moe_784/202107/t20210728_547451.html

http://www.moe.gov.cn/srcsite/A16/moe_784/202107/t20210728_5474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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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9년 중국 대학 R&D활동 통계 분석  

¤ 동 보고서는 통계치를 기반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현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과학기술 관리와 정책 결정을 위해 데이터 자료를 제공

¤ 2019년 중국 대학의 R&D인력수(FTE기준), R&D투자는 각각 56.5만명년, 1,796.6억 위안
으로 전년 대비  37.5%, 23.2% 증가하고 2019년 대학이 제1저자로 발표한 SCI논문 
수는 38.7만 편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

2019년 중국 대학 R&D인력 수가 지속적 증가 

l 2019년 대학 R&D인력(FTE기준)은 56.5만명년으로 전년 대비 37.5% 증가하여 

전국 R&D인력의 11.8%를 차지하였으며 작년 대비 2.4%p 증가 

l 2019년 대학 R&D기구가 1.8만 개에 달하여 전년 대비 12.9% 증가

 

< 대학 R&D인력 및 전국 R&D인력 차지비중(2006~2019년) >

l 대학 R&D인력의 학력수준은 높은 편이며, 특히 여성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임

- 2019년 대학의 R&D인력 중 박사 및 석사는 각각 36.8%, 38.4%를 차지하였으며 

연구기관보다 각각 17%p, 1.3%p 높았음

- 2019년 대학의 여성 R&D인력은 46.2만 명으로 전체 대학 R&D인력의 37.5%를 

차지하였으며 연구기관보다 3.9%p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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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년 중국 대학이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분야에 투입한 R&D인력(FTE

기준)은 각각 26.7만명, 25.8만명, 4.1만명임

- 대학 R&D인력은 전국 과학연구인력(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포함)의 52.1%를 차

지하였으며 연구기관보다 28.3%p 높음

2019년 중국 대학 R&D투자가 지속적 증가

l 2019년 대학의 R&D투자는 1,796.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38.7억 위안 증가하여 

전년 대비 23.2% 상승

l 대학의 R&D투자는 국가 전체 R&D투자규모의 8.1%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0.7%p 상승

< 대학 R&D투자 규모 및 비중(2006~2019년) >      

l 2019년 대학의 R&D투자 금액 중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분야 투자는 각각 

722.2억 위안, 879.3억 위안, 195.1억 위안에 달함

l 전국 기초연구투자 중 대학이 54.1%를 차지하였고, 응용연구투자 중 대학이 

35.2%를 차지

l 전국 R&D투자 중 대학이 41.8%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2.1%p 상승

l 2019년 대학의 R&D투자 중 정부자금이 1,048.5억 위안, 기업자금이 471.0억 위안, 

해외자금과 기타자금이 합계 277.1억 위안으로 전체의 각각 58.4%, 26.2%와 

15.4%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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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대학 R&D투자 중 정부자금이 계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기본적으로 54% 이상 수준을 유지

    < 대학 R&D경비 공급원 구성(2005~2019년) >

2019년 중국 대학 과기산출 현황

l 2019년 대학이 제1저자로 발표한 SCI논문 수는 38.7만 편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

l 2006년 이후 대학의 SCI논문이 전국 SCI논문에서 차지한 비중은 계속 8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2019년도 이 비중은 85.9%로 전년 대비 0.8%p 상승

   

      < 대학의 SCI논문 및 전체 SCI논문 비중(2005~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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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년 대학 특허 출원량은 34.1만 건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

- 그중, 발명특허 출원량은 21.1만 건으로 전년 대비 9.9%를 증가하였으며, 대학 전

체 특허 출원량의 61.9%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6.3%p 증가

l 2019년 대학 발명특허 출원량은 전국 발명특허 출원량의 15.1%를 차지  

 < 대학 발명특허 출원 상황(2005~2019년) >

l 2019년 대학 특허 등록량은 21.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

- 그중, 발명특허 등록량은 9.2만 건으로 전년 대비 15.8%를 증가하였으며, 대학 전

체 특허 등록량의 43.3%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0.6%p 하락

l 2019년 대학 발명특허 등록량은 전국 발명특허 등록량의 25.6%로 전년 대비 

4%p 상승  

- 2019년 대학이 기술이전을 통해 체결한 기술계약 수는 10.2만 건에 달하여 전년 

대비 34.6% 증가하였으며, 전국 기술계약의 21.1%를 차지

l 기술계약 거래액은 592.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0.8% 증가하였으며, 전국 기술

계약 거래액의 2.6%를 차지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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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기술이전 계약 거래액 및 전국 기술계약 거래액 중의 비중(2006~2019년) >

  < 대학 발명특허 등록상황(2005~2019년) >  

참고자료

§ 2019年我国高等学校R&D活动统计分析
http://www.most.gov.cn/xxgk/xinxifenlei/fdzdgknr/kjtjbg/kjtj2021/202106/P0202106223276

99041567.pdf

http://www.most.gov.cn/xxgk/xinxifenlei/fdzdgknr/kjtjbg/kjtj2021/202106/P020210622327699041567.pdf


   

2021.8.16.  Vol.8-1

중국 과학기술 격주간 동향(8-1)

 발행일  2021.8.16.

 발행인    서행아

 발행처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주소: 북경시 조양구 주선교로 갑12호 

                전자성과기빌딩 1308호(100015)

TEL∶86)10-6410-7876/7886

http://www.kostec.re.kr 

           http://blog.naver.com/kosteci

http://www.kostec.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