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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과학기술진보법」 개정(초안)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제고 기대

이번에 발표된 중국 「과학기술진보법」 개정(초안)은 신규로 기초연구, 지역과기 혁신, 
국제과학기술 협력 내용이 추가

l 최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중국 「과학기술진보법」 개정(초안)이 제출(8.18)

- ‘93년 7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이 처음으로 제정

- 2007년 중국의 에너지 절약·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보법」을 1차 개정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실행

-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추세와 국내외 과학연구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진보법」의 재개정이 요구

l 이번 수정(초안)은 현행 「과학기술진보법」 내용에서 새롭게 “기초연구” , “지역 과학

기술 혁신”, “국제과학기술협력” 3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시킴

 1) 기초연구 강화, 원천기술 혁신능력 향상

- 총 R&D 예산 내 차지하는 기초연구 비중을 높여 안정적 기초연구 지원 체계 구축 

- 과학기술 프론티어분야, 경제사회발전과 국가안보 중대 수요, 중대 과학 문제를 중심

으로 원천기술 혁신능력 향상

- 과학기술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초연구 강화, 기초연구 기지 건설 지원

 2)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 지원

- 지역 과학기술 혁신 협력에 있어 서로 도와(互助) 협력하는 문화 구축

 3) 국제 과학기술 협력 강화

- 국내외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공동연구 협력 적극 지원

- 중국 경외 근무하는 과학자 귀국을 격려하고 외국 국적 과기인력을 유치하여 연구

개발(R&D) 인력 규모 확대

- 해당 과학자의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 등 관련 규정 보완 

l 그 외 개정(초안)에서 “핵심기술 개발”,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 등 강화 제시

- 국가 실험실,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고수준 연구형 대학, 과기리더 기업 등 

국가 전략적 과기역량을 강화하고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신형 “거국체제(舉國體制)”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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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가 과학기술 혁신과 연구개발(R&D)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과기인력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며 혁신 인재 교육·양성 메커니즘 구축

- ‘기치, 능력, 기여’를 중심으로 과기인력의 분류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청년과학자를 

위하여 환경과 조건 마련

참고자료

§ 我国修法提升科技创新质量和效率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1-08/18/content_519169.htm?div=-1

§ 科技进步法迎来第二次修订，聚焦哪些方向？有啥亮点？

https://baijiahao.baidu.com/s?id=1708487875299257183&wfr=spider&for=pc

2 ‘장강삼각주 국가기술혁신센터’ 운영 전략 조사   

新民晚报사는 ‘장강삼각주 국가기술혁신센터(2021.6)’ 류칭(劉慶) 주임과의 인터뷰
를 통해 센터 설립 배경과 운영전략을 보도(2021.8.9.)

l 장강삼각주일체화발전지도팀은 '장강삼각주(상하이-장쑤-저장-안후이) 일체화발전

계획의 14차 5개년계획 기간 실시방안"을 발표(2021.6)

- 이에 따라, 장강삼각주 과기혁신공동체 건설 전면 추진을 위한 ‘장강삼각주 국가

기술혁신센터’를 상하이에 정식 오픈

    * 과기부 장관, 상하이시 서기, 장쑤성 부성장, 저장성 부성장, 안후이성 부성장 등이 현판식에 

참가 

l 현재 장강삼각주의 일체화 발전은 개혁개방과 WTO 가입 등 시대적인 변혁을 거쳐 

‘과기혁신 융합(联动) 3.0’ 시대를 맞이함  

- '과기혁신 융합 3.0' 시대에서는 장강지역의 일체화 발전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승격

시켜 혁신요소 및 과기혁신과 산업 간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장강삼각주를 

‘세계 공장’에서 ‘글로벌 산업 기지(高地)’로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주력할 예정 

- 이를 위해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과기혁신센터(장강삼각주 국가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전 세계 과학자와 신기술 창업자간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1-08/18/content_519169.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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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장강삼각주 국가기술혁신센터'의 운영전략은 혁신종합체 모델*의 구축과 확산으로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 

    * 혁신종합체는 혁신요소를 집결시켜 혁신요소들이 고도로 밀집되고 또 서로 간에 심층적  

 으로 융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사업임

    * 기존에는 대학과 연구소의 혁신요소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선두주자기업의  

 혁신요소로서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하는 추세임  

- ‘장쑤성 산업기술연구원’(2013.12 설립)이 지난 수년간의 발전과정을 거쳐 혁신자원, 

연구개발 매개체와 산업 수요가 일체화된 산업기술혁신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형성

- 향후 동 모델을 장강삼각주 전역에 보급시켜 산학연(产学研)간 심층적인 융합이 

이루어진 '혁신종합체'를 10개 이상 육성할 예정임

     * 우선 상하이 장쟝(张江), 난징 장베이신구(江北新区), 쑤저우 상청(相城) 3곳에 혁신종합체를  

 시범운영할 예정임

  1) 상하이 

-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과기혁신센터의 비교우위를 이용해 글로벌 자원을 장강삼각주 

지역으로 유치

- 국제금융센터로서 정부가 주도하는 전문프로젝트펀드를 조성하여 장강삼각주 지역의 

과기혁신기업에 금융지원

- '연구개발을 산업으로, 기술을 상품으로'하는 새로운 이념으로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고수준의 연구개발형 기업 육성

- 기술서비스와 기술솔루션 제공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국제연구개발기업을 상하이로 

유치하는 동시에 시장화의 방식으로 장수/저장/안후이 내지 중국 전역의 생산형 

기업에 고품질의 기술 공급

  2) 장쑤/저장/안후이

-  '생산라인 도입'에서 '기술 도입'의 방향으로 발전 방식을 전환하여 고급기술 부가

가치가 높은 산업 육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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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마다 산업단지 차원의 전문기구를 설립해 기업의 기술난제와 혁신수요 공모 후 

상하이의 고급인력, 선진적인 인프라 및 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기술난제를 해결

 - 현지 기업의 연구개발 본부를 상하이 등 도시에 설치하여 대학, 연구소, 국가실험실, 

중대과기인프라 등 과기혁신자원과의 연계 강화

 - 재정자금 사용 관련 지역적 제한을 없애고 지역 간 협동혁신을 위한 기술 소비를 

허용(谁出题、谁出钱，谁接题、谁用钱)

참고자료

§ 专访长三角国家技术创新中心主任刘庆：科创联动3.0时代的机遇和挑战 
https://www.sohu.com/a/482395154_121124366

3 中 스마트 커넥티드카 규제 강화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스마트 커넥티드카 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 관리에 관한  
    의견」을 발표(‘21.8.12)

l (배경) 2015년 5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 제조 2025」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커넥티드카* 개념이 언급됐으며, 이후 관련 정부 부처는 업계의 표준을 확립하고, 

응용 시범사업을 장려하는 여러 정책을 발표

   * 스마트 커넥티드카(Intelligent Connected Vehicle: ICV)란, 첨단 차량용 센서, 컨트롤러, 엑츄

에이터 등을 탑재해 현대 통신과 네트워크 기술을 융합해, 최종적으로 사람을 대신해 차량

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자동차를 의미함

    <중국 스마트 커넥티드카 주요 정책>

  

연도 정책 주요 내용

2015 <중국제조2025> 처음으로 스마트 커넥티드카 개념 언급

2016 <장비 제조업 표준화와 품질제고 계획> 스마트 커넥티드카 표준화 작업에 대한 명확한 구상 발표

2018
<차량 인터넷(스마트 커넥티드카) 

산업발전 행동계획>
스마트 커넥티드카에 대한 구체적인 응용 계획 제출

2020
<스마트 자동차 혁신 발전 전략>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발전계획>

장기 발전 전략 제시

2021 공신부, <스마트 커넥티드카 추진 TF> 구성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커넥티드카 시범구역 연구

     출처: 前瞻产业研究院, <重磅！2021年中国及六大试点城市智能网联汽车政策汇总>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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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스마트 커넥티드카는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 “제조 강국” 전략실시를 위한 

8대 핵심기술 중 하나로 선정

- 8대 기술: ➀첨단 신소재 ➁중대 기술장비 ➂스마트제조 및 로봇기술 ➃항공 엔진 

및 가스터빈 ➄베이더우 산업화 응용 ➅신에너지 자동차 및 커넥티드카 ➆첨단의

료장비와 혁신약물 ➇농업 기계장비

- (주요내용) 커넥티드카 기반기술 플랫폼 및 소프트·하드웨어 시스템, 라인 제어 섀시 

및 스마트 단말 등 핵심 부품의 연구개발 가속화

l 이번에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스마트 커넥티드카 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 관리에 

관한 의견」은 스마트 커넥티드카 △ 데이터와 네트워크 보안 관리 강화 △ 소프트

웨어 온라인 업그레이드 규범화 △ 제품 관리 강화 등 주요 내용으로 구성

1) 데이터와 네트워크 보안 관리 강화

- 기업이 커넥티드카 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를 수립·보완하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행하며, 데이터 자산 관리대장을 구축하여 데이터 분류에 따른 등급 

관리 및 개인 정보와 주요 데이터 보안을 강화

- 데이터 보안 보호 기술 조치를 마련하고 법에 의거 데이터 보안 리스크 평가와 데

이터 보안 사건 보고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특히 중국 국내 사업에서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 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중국 국내에 저장해야 하며, 국외(境外)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경우, 

데이터 반출 평가를 거쳐야 함

2) 소프트웨어 온라인 업그레이드 규범화

- 기업이 온라인 업그레이드 기능을 갖춘 차량 제품을 생산할 때, 차량 제품 및 업그

레이드 활동에 맞는 관리 역량을 갖출 것을 명시

- 기업은 온라인 업그레이드에 앞서, 차량 제품이 △ 법령 △ 기술 표준 △ 기술 규범 

등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도록 한 후, 공업정보화부에 등록

3) 제품 관리 강화

- 기업의 운전자 보조 장치와 자율주행 기능 보유 차량 생산시 △ 차량 기능 및 성능 

제한 △ 운전자 책임 △ 운전자와 디바이스 간 인터렉티브 장비 활용 정보 △ 기능 

활성화 및 중단 방법과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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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공업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关于加强智能网联汽车生产企业及产品准入管理的意见)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yj/art/2021/art_bf9a399907d94b8c9ac9f79f2045fe14.html

§ 공업신식화부(工信部明确加强智能网联汽车数据安全管理)

https://baijiahao.baidu.com/s?id=1707861173365311985&wfr=spider&for=pc

4 中 바이두, 「2021 스마트시티 백서」 발표

중국 “14.5규획 내 “디지털 중국 건설” 실현을 위한 “신형 스마트시티1) 건설 추진

l 최근 바이두 스마트시티 사업부와 중국정보통신원(中國信通院) 산업 및 기획연구소는 

공동으로 「바이두 스마트시티 백서」를 발표(8.13)

- 디지털 향촌 건설을 기반으로 농업과 농촌을 지향하는 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분석

- 중국의 스마트시티 건설은 ①스마트시티 개념 도입(2008~2012년) ②시범 도시 선정

(2012~2016년) ③추진 (2016~2020년) 등 세 단계를 걸쳐 현재 ④용합(2020년 

이후) 단계에 진입

  <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 로드맵 발전 경로 >

1)‘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은 2008년 11월 IBM이 제기한 ‘스마트 지구’라는 신개념에서 유래했으며 디지털 

도시와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교통 △환경 △주거·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똑똑한 도시'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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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스마트시티 건설 10대 발전 방향으로 기술집적, 데이터이용, 응용형태, 지속 가능한 

운영, 안전보장 등을 제언 

< 스마트시티 건설 10대 발전 방향 >

  

구분 발전 방향 주요 내용

1 의사 결정
w ‘도시 대뇌(城市大腦․City Brain)’ 가 감지지능에서 인지 지능, 

의사 결정 지능으로 전환

2 지식 재구성
w 모듈러스(Modulus) 데이터 융합, 대량 데이터를 통해 전 업계 

지식 정보를 구축하여 각 산업과 각 분야를 위한 해결방안 제공

3 데이터 융합 w 정부와 사회 데이터 융합으로 도시 거버넌스의 기반 구축

4
디지털 트윈

(數字孿生․Digital Twin)

w 디지털 트윈 도시 기반 및 감지시스템을 바탕으로 위치추적, 공간 
컴퓨팅, 인간-기계 인터페이스(人机交互), 원격제어, 모니터링 등 
실시

5 응급 시스템 w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6 융통 발전 w 도시 APP와 모바일 인터넷 간 상호 의존적 발전

7 생산 촉진 w 산업혁신, 발전방식 전환을 통해 산업 현대화·고급화 추진

8 생태계 조성
w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산업 사슬에 요소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현지 디지털 경제 산업 클러스터 (industrial cluster) 구축

9 데이터 보안 w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계산 등 데이터 보안기술 확보

10 장기적 운영 w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기술, 데이터, 인재, 자금 지원

참고자료

§ 百度首发《智慧城市白皮书（2021）》

https://mp.weixin.qq.com/s/LsTu4iqXqzBxywntyLSF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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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칭(重慶)하이테크산업개발구, 「“14.5”과기혁신 발전계획」 발표

첨단기술기업의 체계적 지원으로 스마트제조, 차세대 정보기술 분야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l 최근 총칭하이테크산업개발구(이하 ‘총칭고신구’)는 「“14.5”과기혁신 발전계획」을 발표(8.19)

- 총칭고신구는 1991년 국무원 승인으로 1차 설립된 27개의 국가급 하이테크산업

개발구임 

- 설립 이후, 전국 첨단고신구, 국가급 소프트웨어 산업기지, 국가하이테크산업 

표준화 시범구, 국가바이오산업기지, 하이테크서비스기지, 과학기술무역혁신기지로 

선정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 2019년 4월, 총칭시정부는 총칭고신구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고신구 내 과학성 구축

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음  

l 2025년까지 총칭 고신구는 첨단기술기업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혁신자원 

재배치, 응용기술 혁신 성과 제고, 혁신·창업 서비스체계 보완 등을 강화할 예정 

-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거대과학장치 구축 가속화,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3개, 국

가급 산업혁신플랫폼 4개, 시급(市級) 이상 연구개발기관 320개, 시급 이상 중점실

험실 100개, 중간실험(中試) 플랫폼 5개 구축

- (R&D투자) R&D투자가 지역 GDP대비 5.5% 증가, 과학기술 투입이 재정지출의 

15% 이상 차지, 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이 70건 이상, 전략적 신흥 산업이 전체 

산업의 90% 이상 도달

- (혁신·창업) 과기형 기업 2,000개 이상, 첨단기술 기업 500개, ‘瞪羚’기업* 50개 

이상, 고성장형 기업 5개 이상에 달하여 과학기술 혁신능력과 시장경쟁력이 강한 

과기혁신 리더기업 및 브랜드 육성

  * 瞪羚기업이란 도산 위기를 극복한 혁신능력이 탁월한 신흥분야의 창업 기업임

- (과기 인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 연구개발센터 △신형 연구기관 등 혁신 

플랫폼의 인재 양성능력 강화, 최고급 인재(頂尖人才) 50명, 걸출 인재 300명, 

리더 인재 1,000명, 청년 인재 2,500명을 유치하여 인재자원 총량은 20만 명에 달성

- (혁신 개혁) 완비한 과학기술 혁신 제도체계, 혁신·창업 정책체계 구축, 과학기술 

혁신 체제·메커니즘 개혁 실시, 과학과 혁신을 중요시하는 분위기 조성, 중국 내 

영향력을 갖춘 혁신·창업 브랜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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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총칭고신구는 “1개 발전축+3개 센터+다양한 지원요소”를 보유한 하이테크산업

개발구를 구축할 예정

- 즉 과학기술 혁신 발전축, 과학기술역량개발센터(科學動力儲能中心), 과학기술활동지

원센터, 과학기술효율성제고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과기혁신 역량을 지원 

l 동 계획은 ①국가 전략적 과기역량 양성 ②응용기술 혁신 고지 구축 ③기술

이전 녹색 통로 건설 ④기업혁신 인큐베이터 체계 보완 ⑤과기기업 육성 강화 

⑥창업 지원 ⑦대학과 지역의 협동발전 추진 ⑧과기혁신 기초 강화 ⑨개혁·혁신의 

양호한 분위기 조성 등 9개 중점임무 제시

< 총칭하이테크산업개발구 >

참고자료

§ 西部（重庆）科学城描绘 未来五年科技创新“路线图”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1-08/19/content_519487.htm?div=-1

6 화웨이·바이두·캠브리콘 등 기업 최초 「AI 산업 담당 선언」 공동 발표

「인공지능(AI) 산업 담당 선언」이 공식적으로 발표(8.3)

l 제1차 글로벌 디지털경제 콘퍼런스의 AI 산업 관리 포럼에서 최초 「인공지능(AI)산업 

담당 선언」이 공식 발표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1-08/19/content_519487.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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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럼은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윤리적인 책임을 교육

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

- 베이징 인텔리전스 리소스 인공지능 연구원(北京智源人工智能研究院)과 RealAI가 공동 

발의하였으며 바이두·화웨이·앤트그룹·Cambrian·AIBee·4Paradigm·Mobvoi 등 

수십 개 연구기관이 혁신기업들과 함께 참여

l 본 포럼에서는 AI 자율자치(自律自治)를 위한 중국 과학기술 기업의 책임과 사명감 

강화, 정산학연(政产学研) 각계의 협력 관리 시스템 형성 등을 논의

<인공지능(AI) 산업 담당 선언 주요 내용>

  

참고자료

§ 华为、百度、寒武纪等企业联合发布首个《AI产业担当宣言》

https://mp.weixin.qq.com/s/FlvXtWQUOrTtw9D3DOdsHA

핵심 내용 주요 내용

사회 안전과 복지를 촉진,
인간의 존엄과 권익 존중

 AI 시스템의 설계·연구개발·실행·보급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에 부합하여 인간과 
환경의 공동 복지를 증진

 AI 기술은 인간사회에 봉사하고 인간 가치관에 부합하며, 인종·연령·성별·신앙의 
집단별로 AI 발전 성과를 공유하도록 보장하여 잠재적 편견과 차별이 특정인군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함

AI 시스템 안전성 최대 확보

 AI 시스템 보안에 높은 관심을 갖고 AI 강인성 및 크랙 방지를 향상시키고, 시스템 
공격과 자가 복구 능력 향상을 끌어올리고, AI 스시템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확보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해석가능성을 높이고 AI 각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AI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

사용자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장

 AI 기술, 제품과 서비스는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때 합법하고 정당하게 필요한 원칙을 실천해야 하고 개인의 
알음·동의·선택·해제 등의 권리를 확보하고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보안을 제공

개방적 협업 
공유 메커니즘 수립

 AI 인프라 구축을 연구할 때 기업 간 깊이 있는 협력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디지털경제와 디지털 협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 및 개방적 협력 체제와 
플랫폼 구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AI 기업은 정부·전문가·언론·대중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발견하고 
대처하는 데 적극 협력하며,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

자율자치(自律自治) 
공동 책임 부여

 AI 관련 종사자들은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자율의식을 가져야 하며, AI 윤리와 관리원칙, 
실천을 제품과 서비스의 전체 생애주기(全生命周期)로 관통해 야 함

 AI 관리위원회나 업무그룹을 설립하고, 윤리연구원 일자리 설치 또는 외부 기술 지원 
등을 통한 자율자치의 효율적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기업과 정부, 
사회적으로 심도 있는 협력 관리를 촉진하고 AI 관련 법규 및 표준 제정 및 실시에도 
적극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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