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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국공정원, 2035년을 향한 스마트팜 발전전략 연구 발표 

▣ 미래 농업 발전의 핵심으로 정보･지식･장비 주도의 스마트팜 추진

l 중국공정원 자오춘장(趙春江)원사 연구팀은 스마트팜 발전전략구상, 핵심과제 등을 심층 분석(8.31)

- 중국의 곡물 생산량은 6×108t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생산규모가 작고, 생산노동자의 소질이 

낮으며, 현대화 생산요소 투입지연 및 생산효율성이 낮음 

- 농업의 질적발전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거시적 수요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스마트팜 발전을 

위한 전략적 비전, 핵심과제 및 발전경로를 분석 

- 스마트팜 프로젝트 추진으로 현대농업의 정밀한 배치, 기술제어, 효율성 달성 및 농업생산 효율성 

문제 해결 방법 입증

<3가지 식용작물의 평균 원가 및 수익(2006~2019년)> <세계 주요 국가 농업 노동 생산성(2019년)>

* 데이터출처 : 연도별 <전국농산물 원가수익자료집>, 1무(亩) ≈ 666.7 m
2
), 세계은행 

l 2035년까지 농업 사슬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여 세계 농업 강국의 선진 반열 

진입 목표 수립

- 스마트팜의 신인프라, 신규이론, 신기술, 새로운 장비, 신제품 및 새로운 업종의 돌파구를 마련하여 

스마트팜 관련 학과 세계 수준에 도달

- 농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소프트웨어/데이터/장비가 통합된 스마트팜 산업체계 구축

참고자료

面向2035年智慧农业发展战略研究丨中国工程科学

https://mp.weixin.qq.com/s/i4cDQG--OeTWtM_9wGzz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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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국원자력산업협회(CNEA), ‘중국 원자력 발전 및 전망(2021)’ 발표

▣ 원자력 과기혁신, 원전 운전, 핵연료 순환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추진 중(8.26)

1) 과기혁신 

- (3세대 원자로) 독자개발한 ‘궈허(國和) 1호’와 ‘화룽(華龍) 1호’ 상용로 건설 추진

- (4세대 원자로) 고온가스냉각시범로의 기술난제 해결 및 중국시범고속로(중성자증식로) 건설 추진 

- (차세대 원자로) 핵융합로 관련 HL-2M 핵융합실험장치가 최초의 방전 실현 및 EAST 핵융합실험

장치가 초고온 속 최장 가동시간 기록 갱신

- (소형로) 다용도 소형 모듈 원자로(하이난 昌江 소형로) 과기시범공정 추진

2) 원전 운전 

- 2020년 12월말 기준 중국 전체 운전중 상용로 수는 48기, 원자로 전체 발전설비 용량은 4,988만kw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로 전체 전력설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7%,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4%

- 2020년말 기준 세계원자력협회(WANO) 통계 여건을 갖춘 47기 원자로 중 28기의 종합지수가 

100점을 달성해 중국 전체의 60% 및 전 세계의 1/3 차지를 각각 차지

- INES 2급 및 2급 이상 운전사건이 발생하지 않음 

<2011~2020년간 중국 내 운행중 상용 원전설비 용량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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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연료 순환 

- 성숙한 CF2 연료집합체의 해외 수출 실현, CF3 및 CF4 연료집합체, 그리고 차세대 원자로용 

구형 연료소자 등의 연구개발 안정적으로 추진

-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1200tHM 습식 저장시설과 다야완(大亞灣) 및 톈완(田灣) 원전 내부 

건식 저장시설 구축 완료, 사용후핵연료 후처리 시범공정 추진중

- 광둥, 광시, 랴오닝, 간쑤 등 4곳의 저･중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인허가 통과, 간수 베이산(北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지하실험실프로젝트 준비중 

4) 국제협력

- 파키스탄, 영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등 국가와 원자로 수출, 핵연료 생산 및 R&D 센터 

설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 활성화 

<2020년도 국가별 원자력 협력 상황>

국가 주요 내용 

파키스탄
▸ 독자 개발한 ‘화룽 1호’ 3세대 원전의 첫 해외 수출프로젝트 K-2/K3 원전 순조롭게 추진중

(이중 K-2는 이미 연료장착 실현)

영국
▸ 영국에 수출한 HPC-2와 SZC 원전 프로젝트의 경우, 전자는 이미 착공, 후자는 부지허가 신청 

제출 상태 

러시아
▸ 톈완(田灣) 원전 7~8호기와 쉬다바오(徐大堡) 원전 3~4호기 등 중국-러시아 협력프로젝트 

계획대로 추진중(러시아 수입 VVER 모델)

카자흐스탄 ▸ 중국-카자흐스탄 간 200t급 AFA-3G 가압수로 핵연료집합체 생산라인 테스트 완성 

스웨덴 ▸ 중국핵공업그룹이 스웨덴에 최초의 해외 R&D 기관인 북유럽 R&D 센터 설립 

참고자료

中国核能发展与展望(2021)

https://www.cnnpn.cn/article/25591.html



중국 과학기술 격/주/간/동/향04

03 중국 대형 전파망원경(SKA) 프로젝트 본격 가동

▣ SKA 국제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면서 주도권 쟁탈을 위한 노력 강화

l 중국은 ’13년부터 10여개 국가의 선도적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SKA 국제사업 컨소시움을 결성하고 

SKA 준비단계의 연구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해 오고 있음 

- SKA는 전 세계 수만 개에 달하는 전파망원경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성능을 올리는 방식으로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파망원경 네트워크임

- 반사면 안테나 연구개발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신호 및 데이터 전송, 과학데이터 처리 등의 협력에 

적극 참여

l ’19년 3월 ‘SKA 천문대 설립에 관한 공약’을 체결하고 호주,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등 

국가와 공동으로 SKA 천문대 국제조직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 과기부 SKA 전문프로젝트 입안 통과 이후, 2020년 7건의 연구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 중국 SKA 수석과학자 우상핑(武向平) 원사는 SKA 1단계 과학목표는 우주탄생의 첫 발광 천체 

규명, 펄서 행성 탐색과 중력이론 연구에 있다고 언급

- SKA의 본격적인 가동 시점을 2030년경으로 예상, 이후 50여년 정도 운영되다가 2080년 종료될 

예정

<중국 SKA 전파 망원경 모델>

참고자료

科技日报(2021, 8, 31), 中国SKA正式启动!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1-09/01/content_520

192.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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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과기부, 「국가 중점 R&D 계획」 ‘14.5’규획 중점특별프로젝트 ’21년 과제 

신청 추진 현황 발표

▣ 과기부는 14차 5개년 계획기간 「국가중점 R&D계획(國家重点硏發計劃)」*을 통해 획기적 성과가 예상되는 

혁신기술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

※ 973계획, 863계획, 국가과학기술지원계획, 국제과학기술협력 및 교류특별사업, 산업기술 R&D 공익성 과학연구특별 

사업 등 기존의 연구지원계획을 통합

l 올해 과기부는 ‘청년과학자 과제’ 확대, ‘개방형 경쟁과제(揭榜挂帅, 게방괘수)*’ 신설 및 ‘부처･지역간 

연계 방식을 통한 과제 추진’ 등 과제 관리 개혁 조치를 본격적 추진

※ 향후 5년간 미래 정보통신, AI 등 우선 발전시킬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 책임자의 연령･학력･직함을 불문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여 과기혁신 업무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과제

l 5월 17일 기준, ’21년도 중점 특별프로젝트(重点专项)*는 51개가 공고되었으며, 총 52개 프로젝트

(784개 과제)에 약 197억 위안이 지원될 예정

☞ 중점특별프로젝트는 중점 연구방향을 수행하는 ‘일반과제’와 ‘청년과학자 과제’ 외에, 중대 기술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한 ‘개방형 경쟁과제’가 포함

- 현재 27개의 중점특별프로젝트에 ‘개방형 경쟁과제’를 신설하여 약 26억9,500만 위안의 예산 

지원

- 25개의 부처･지역간 연계 방식을 통한 추진 과제에 약 12억7,000만 위안의 예산 지원

<‘14.5’규획 국가 중점 R&D 계획 중점특별프로젝트 상위 10대 분야> (예산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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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규획 국가 중점 R&D 계획에서 공개된 중점특별프로젝트 목록>

No. 중점특별프로젝트명 과제 구분 과제 수 지원액(위안) 기간

1 수학 및 응용연구

일반과제 13 약 1억 4,500만

3~5년청년과학자 과제 24 약 7,200만

개방형 경쟁과제 4 4,500만

2 줄기세포 연구 및 장기 회복
일반과제 17 약 4억 4,000만

5년
청년과학자 과제 12 약 6,000만

3 나노 프론티어
일반과제 23 약 4억 5,000만

5년
청년과학자 과제 10 약 5,000만

4 생물고분자 및 마이크로바이옴
일반과제 18 약 4억 4,300만

5년
청년과학자 과제 11 약 5,500만

5 물질 상태 제어
일반과제 22 약 4억 6,000만

5년
청년과학자 과제 8 약 4,000만

6 촉매 과학
일반과제 19 약 4억5,000만

5년
청년과학자 과제 10 5,000만

7 공학 및 학제간 연구
일반과제 20 3억 4,750만

5년
청년과학자 과제 15 5,250만

8 거대과학장비 프론티어 연구
일반과제 21 5억 1,500만

5년
청년과학자 과제 8 4,000만

9 정보 광자 기술

일반과제 23 3억 5,000만

3년청년과학자 과제 9 4,500만

개방형 경쟁과제 2 3,000만

10 고성능 컴퓨팅 청년과학자 과제 15 7,500만 2년

11 멀티모달 네트워크 및 통신 일반과제 10 2억 6,400만 4년

12 블록체인
일반과제 8 1억 1,600만

3년
청년과학자 과제 4 1,200만

13 수소에너지기술

일반과제 18 7억 9,500만

3~4년청년과학자 과제 1 500만

개방형 경쟁과제 1 5,500만

14 에너지저장 및 스마트 그리드 기술

일반과제 20 6억 6,700만

3~4년청년과학자 과제 2 1000만

개방형 경쟁과제 1 3,300만

15 교통인프라 일반과제 16 3억 2,500만 5년

16 신에너지차

일반과제 18 8억 6,000만

3~5년청년과학자 과제 3 1,500만

개방형 경쟁과제 1 6,000만

17 신형 디스플레이 및 전략 전자 소자

일반과제 25 3억 7,900만

2~4년청년과학자 과제 7 2,100만

개방형 경쟁과제 6 28,900만

18 희토 신소재

일반과제 33 3억 4,700만

2~4년청년과학자 과제 11 3,300만

개방형 경쟁과제 1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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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중점특별프로젝트명 과제 구분 과제 수 지원액(위안) 기간

19 고급구조 및 복합소재

일반과제 37 6억 3,200만

3~4년청년과학자 과제 9 3,600만

개방형 경쟁과제 4 13,200만

20 첨단기능 및 스마트소재

일반과제 35 6억 5,900만

2~4년청년과학자 과제 6 1,800만

개방형 경쟁과제 3 9,000만

21 사이버공간 보안관리
일반과제 15 2억 5,500만

3년
청년과학자 과제 5 3,000만

22 지능형 센서
일반과제 27 3억 9,850만

3년
청년과학자 과제 3 900만

23 고성능 제조기술 및 중대장비
일반과제 18 2억 8,300만

3년
청년과학자 과제 6 1800만

24 산업용 소프트웨어
일반과제 17 1억 9,200만

3년
청년과학자 과제 4 1200만

25 지구관측 및 항법 일반과제 12 4억 3,000억 4년

26 문화 과학기술 및 현대 서비스업
일반과제 10 2억 1,000만

3년
청년과학자 과제 4 2,000만

27 병원학 및 방역기술 체계 연구

일반과제 20 5억 2,500만

3~5년청년과학자 과제 5 2,500만

개방형 경쟁과제 3 9,000만

28 장강, 황하 등 중점유역 수자원 및 수환경 종합관리 일반과제 15 6억 5년

29 생물안전 핵심기술 연구 일반과제 7 1억 7,500만 3년

30 출산건강 및 여성･아동 건강 보장 일반과제 20 5억 5,000만 4년

31 전략 광물자원 개발 및 활용
일반과제 20 10억

5년
청년과학자 과제 20 1억

32 의료장비 및 생명의료용 소재
일반과제 13 2억

3~5년
개방형 경쟁과제 1 2억 2,000만

33 BT･IT 융합
일반과제 16 6억 7,000만

3년
청년과학자 과제 5 2,500만

34 흔히 발생하는 다발성 질환 예방 연구
일반과제 22 5억

3년
청년과학자 과제 5 2,500만

35 사회정비와 스마트사회 과기지원

일반과제 9 1억 9,000만

3~5년청년과학자 과제 2 1,000만

개방형 경쟁과제 8 1억 7,600만

36 중대 자연재해 방제 및 공공안전
일반과제 22 6억 2,000만

3년
개방형 경쟁과제 4 11,500만

37 국가 품질 인프라(NQI) 시스템
일반과제 21 4억 8,200만

3~5년
청년과학자 과제 6 1,200만

38 기초과학연구 여건 및 중대과학기기설비 연구개발

일반과제 39 5억 3,900만

3~5년청년과학자 과제 16 4,800만

개방형 경쟁과제 2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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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개방형 경쟁과제’는 음영으로 표시

자료 : 국가과학기술관리정보시스템공공서비스플랫폼(service.most.gov.cn), 2021, ‘2021년 국가중점R&D계획 신청목록에서 재구성

참고자료

国家科技管理信息系统公共服务平台

https://service.most.gov.cn/index/

22个重点专项进入正式申报阶段！2021年度（十四五）国家重点研发计划重点专项申报进展

https://mp.weixin.qq.com/s/oKzUKza5W3ArazJUb_2xrw 

No. 중점특별프로젝트명 과제 구분 과제 수 지원액(위안) 기간

39 농업생물 중요 성상 형성 및 환경적응성 기초 연구

일반과제 9 6억 7,000만

3~5년청년과학자 과제 5 2,000만

개방형 경쟁과제 1 8,000만

40 농업 생물 생식질자원 발굴 및 혁신 활용

일반과제 12 6억 8,000만

3~5년청년과학자 과제 5 2,000만

개방형 경쟁과제 1 7,000만

41
북방가뭄･반건조 및 남방 적황토 등 

중･저 생산농지 향상 과학기술 혁신
청년과학자 과제 5 2,000만 5년

42 흑토지 보호･이용 과학기술 혁신

일반과제 3 1억 2,000만

3~5년청년과학자 과제 5 2,000만

개방형 경쟁과제 2 1억 2,000만

43
농업 면원･중금속 오염 방제 및 

친환경 투입품 연구 개발

일반과제 4 2억

3~5년청년과학자 과제 5 2,000만

개방형 경쟁과제 1 7,000만

44 중대 병충해 방제 종합 기술 연구개발 및 시범 실시

일반과제 4 1억 7,500만

3~5년청년과학자 과제 5 2,000만

개방형 경쟁과제 4 2억 2,000만

45 가축･가금류 신품종 육성과 현대목장 과기 혁신

일반과제 6 2억 5,000만

3~5년청년과학자 과제 5 2,000만

개방형 경쟁과제 2 1억

46 동물 전염병 종합 방제 핵심기술 개발 및 응용

일반과제 6 2억 8,000만

3~5년청년과학자 과제 5 2,000만

개방형 경쟁과제 4 2억 7,000만

47 임업 생식질 자원 육성과 품질 향상

일반과제 7 3억 4,000만
3~5년

3년
청년과학자 과제 5 2,000만

개방형 경쟁과제 2 1억 1,000만

48 공장형 농업핵심기술 및 스마트 농기계장비
일반과제 7 2억 1,000만

3~5년
개방형 경쟁과제 2 9,000만

49 식품제조･농산물 물류 과학기술 지원
일반과제 6 2억 1,000만

3~5년
개방형 경쟁과제 2 8,500만

50 농촌산업 공통핵심기술 개발 및 통합응용
일반과제 1 5,000만

3~5년
개방형 경쟁과제 1 4,000만

51 해양 환경 안전보장 및 섬･암초 지속가능 발전
일반과제 7 1억 7,000만

3~5년
개방형 경쟁과제 1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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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0년 상하이과학기술혁신센터 성과 발표

▣ ’2020년 상하이과학기술혁신센터 성과 지표별 달성 완료

l 연구개발비가 지역 내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이며, 만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은 60.2건 

기술 수출 계약 거래액 비중은 70% 실현 

l 상하이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의 중점 조치와 중대한 성과는 아래와 같음

주요성과 세부성과

혁신 주체 

강화

일부 고수준의 과학 연구 기구의 육성 

가속화

상하이기지(期智)연구원, 저장대학(浙江大学) 상하이고등연구원 등 

연구기관 육성

기업 혁신 주체를 육성에 전력
유효기간 내에 하이테크 기업 수는 1만7000개 초과

20개 민영 과학 기술 기업의 기술 혁신 기지 설립

혁신 능력 

제고

국가 전략 과학 기술 역량 구축 가속화

2020년 연말까지 상하이에 건설한 국가 중대한 과학기술 인프라 

14개 도달

톈원(天问) 1호 화성탐사, 창어(嫦娥) 5호 달 착륙, 펀더우저(奋斗者)호 

만미터 시험 등 중대한 임무에 상하이의 역량 기여

기초 연구의 영향력 점차 향상
상하이가 「사이언스」 「네이처」 「셀」에 발표한 논문 수은 총 124편으로 

전체의 3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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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세부성과

선업 혁신의 고점을 빠르게 형성

집적회로 산업 매출 규모는 약 2,071억 위안(37조2,262억2,500만 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7% 증가

바이오의약 산업 규모는 6,000억 위안(107조8,500억 원)이상이고, 그중 

제조업 생산액은 1,416.61억 위안(25조4,635억6,475만 원)에 도달

인공지능 규모이상 산업(规上工业) 규모는 2,000억 위안()을 넘고, 

중점기업은 1,149개로 2020 세계 인공지능 콘퍼런스 개최

과학 기술 성과 아전의 효과 현저
연간 기술 계약 거래액은 1,815.3억 위안(32조6,300억1,750만 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 

혁신 제도 

완비

과학 기술 혁신 법규 체계 완비
2020년 5월 1일 시행된 「상하이 과학기술혁신센터 설립 추진 조례」는 

중국 최초 국내 지방 법임

전면적인 혁신과 개혁 실험 종심으로 

심화

2020년 7월 1일 중국 최초의 연구기관 소유주 「약품 생산 허가증」을 

심사 개발

과학 기술 관리 체계 완비

과학연구비 '도급제(包干制)' 시범사업 20개에서 303개로 확대

6개 대학에서는 연구진에게 직무과학성과 소유권을 부여하거나 장기 

사용권을 주는 시범사업 탐색

혁신 환경 

최적화

과학기술 혁신 인재 집합 가속화
외국인 인재 영입 수량과 품질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연속 8년간 

'외국인 인재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중국 도시' 유지

금융 이네이블 과학기술의 혁신 효과가 

나타남

‘20년 연말까지 37개 기업이 커촹반(科创板, 과학혁신판)에 상장하여 

누적 처음 발행 공모액은 1,099억 위안(19조7,457억3,300만 원)으로 

커촹방 처음 발행 공모액 총액의 36%를 차지하며 전국 1위 차지

지식재산권 보호에 더욱 강력

2020년 12월 30일에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보호조례」 발표

특허출원 21만4600건, 라이선스 13만98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63%, 38.96% 증가

PCT특허 신청량0.36만건, 29.85% 증가

장강삼각주의 혁신 공동체 구축 가속화 「장강삼각주 G60과학기술혁신회랑(G60科创走廊) 건설방안」 발표

혁신 공간 

확대

장장(張江)사이언스타운, 글로벌 과기 

혁신센터 진출의 핵심 역량을 강화

장장사이언스 시티는 단지에서 도시권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사상 최대인 600억 위안(10조7,802억 원)의 

고정자산 투자 실현

장강 총 단지, 집적회로설계산업단지 개원

1차 73개 사업 기본 완료, 2차 82개 사업 전면 착공, 3차 사업 

적극 추진, 산업 프로젝트 50%를 초과

장강시범구, 최첨단의 혁신 능력 전시

과학기술 기업 10만여 개, 국가 하이테크 기업 9000여 개, 국가급 

연구개발 기관 330개, 국가급 혁신창업서비스 기관 168개, 종사자 

약 238만 명, 규모 이상된 기업(规上企业) 매출 6조2000억 위안

(1,113조9,540억 원) 돌파

참고자료

一图读懂《上海科技创新中心建设报告2020》

https://m.thepaper.cn/baijiahao_142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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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中 베이징에 3번째 증권거래소 신설

▣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삼판(新三板･NEEQ)’ 개혁을 심화하고, 베이징증권거래소를 설립해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을 지시(9.2)

l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1년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 에서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을 발표

l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연구개발(R&A) 투자를 많이 하거나, 우수한 기술력이나 제품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선전 증권거래소의 창업판(創業板)은 중국 최초의 벤처 중심 증권시장이고 상하이거래소의 

커촹판(科創板)은 신흥 정보통신 과기 업체를 위주임

-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커촹판, 창업판보다 기업 상장 문턱이 낮으며 매출이 많지 않더라도 서비스형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상장할 전망임

l (주요대상) 기존 신삼판에 등록된 지 12개월이 넘는 기업 중 우량 기업을 선정해 베이징 증권거래소에 

상장

-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신삼판 우량기업(精選層)을 업그레이드 버전이고 신삼판의 구조는 “일반기업

(基础层), 혁신기업(创新层), 우량기업”에서 “일반기업, 혁신기업, 베이징증권거래소”의 구조로 변경

- 베이징증권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우량기업의 각종 정책과 규정을 계속 적용할 계획



중국 과학기술 격/주/간/동/향12

<중국 신삼판 구조 변경>

* 일반기업(基础层)은 기본적으로 상장 조건을 만족한 중소기업이고 혁신기업(创新层)은 고속성장기에 진입한 기업이며, 

우량기업(精选层)은 기업 재무실적이 우수하고 대중적 기업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우량 기업임

l 시 주석이 베이징증권거래소를 처음으로 언급 후, 곧바로 베이징 증권거래소 유한공사를 정식 설립(9.3)

- 베이징 증권거래소 유한공사(회사)는 등록 자본금 10억 위안이며 대주주는 ‘전국 중소기업 지분 

양도 시스템 유한회사(全國中小企業股份轉讓系統, 전국 지분시스템)’임

- 향후 개설될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위한 장소와 시설 시스템, 조직을 총괄하고 증권거래 장내 감독 

및 증권시장 관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예정

참고자료

一文看懂北交所政策! 服务“专精特新”, 对标 “纳斯达克”

https://mp.weixin.qq.com/s/w2dksB1qH_hgIbyLMhsdMA

北京证券交易所要来了! 谁能上市? 怎么交易? 一图读懂

https://mp.weixin.qq.com/s/A9n2UGPWp1M3A6wj-a4I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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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中 국무원, ‘14.5’ 취업추진 계획 발표 

▣ 중국 국무원은 「‘14.5’ 취업추진계획(“十四五”就業促進規劃)」을 통해 2025년까지 5,500만 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8.27)

l ‘14.5’ 기간 중국 산업 전환으로 인한 취업난(就業難)과 구인난(招工難) 해결 및 구조적 실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취업촉진 계획을 구축

<‘14.5’ 기간 취업촉진 주요 목표>

주요지표 2020년 2025년 연평균/누적

도시 신규 취업자(만 명) 1,186 - >[5,500] 

도시 실업률(%) 5.2 - <5.5

도시 취업자 비율(%) 61.6 >65 -

빈곤인구 고용 규모(만 명) 3,243 - >3,000

노동생산성 증가율(%) 2.5 - GDP 성장률보다 높음

GDP에서 임금 비중(%) 52.1* - 지속적 증가

보조금 지원 직업훈련(만 명) 2,700 - [7,500]

기본양로보험 참가율(%) 91 95 -

생산가능인구 평균 교육 연한(년) 10.8 11.3 -

신규 노동력 고등교육 이수 비율(%) 53.5 55 -

참고 : *는 2019년 데이터, [ ]는 5년간 누적 수

l 동 계획은 △정책 시스템 완비 △직업교육 훈련시스템 강화 △권익 보장 강화 △고용 능력 확대

△일자리 질 향상 △구조적 취업 모순 완화 등 6대 대응방안 제시

* 이 중 대표적인 내용 중심으로 요약 정리 

1) 권익 보장 강화 : 대학졸업생 취업･창업 촉진 행동

- 대학생 졸업생이 중형･소형･영세기업(中小微企業)에 취직 지원계획 실시, 국유기업이 수시로 

공개하고 공평하게 경쟁하고 우수 인재를 우전적으로 선정하는 채용 제도 실시

- ‘3지 1부(三支一扶)’* 계획, 농촌 교사 특별지원계획, 대학생 서부지역 자원봉사계획 등 서비스 

프로젝트 실시

* ‘3지’는 가난한 농촌에 대한 새 개의 지원으로 ‘농업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을 뜻하고 ‘1부’는 빈곤층에 대한 부조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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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서비스, 과학연구 보조, 사회조직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생이 군대에 입대 격려

- 대학-기업 매칭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대학생 인턴십을 강화하여 일련의 국가급 대학졸업생 

취업 시범기관 구축

2) 고용 능력 확대 : 귀향입향(返鄉鄉入鄉鄉) 창업 단지 구축

- (창업 단지 구축) 기존 개발구, 산업단지, 산업 집중지역(集聚區), 창업매개체 등 각종 단지 플랫폼을 

통합･확대하여 기능이 완비하고 창업 환경이 좋은 창업 단지를 구축

- (창업산업 클러스터 육성) 현지 상황에 적합한 창업발전 노선 및 모델을 탐색하고 산업 이전(產業轉移), 

자원이 현지사장에 도입, 1･2･3차 산업 융합발전 등 방식을 통해 지역 특색이 있고 대･중･소 

기업이 협동하고 전체 산업 사슬 일체화 발전하는 창업산업 클러스터 육성

- (자금지원 강화) 지방 정부가 조건에 부합하는 귀향입향 창업 단지를 대상으로 채권 지원하고 

금융기관이 금융제품과 업무방식을 혁신

3) 구조적 취업 모순 완화 

-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신흥 산업, 스마트제조, 현대 서비스업 등 분야의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질적인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춤

- 대･중 도시 연합채용, ‘24시간 365일 캠퍼스 인터넷 채용’ ‘천 개 학교, 만 개 일자리(千校萬崗)’, 

중형･소형･영세기업 전문 채용 등 실시

- 전문화 취업지도 멘토팀을 구축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대학졸업생을 위한 진로계획, 직업체험, 

취직지도 등의 서비스 제공 등

참고자료

国务院关于印发 “十四五” 就业促进规划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1-08/27/content_56337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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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中 4대 과기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한 과기성과 이전 추진

▣ 북경시과기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소는 중국 과기성과 이전 관련 4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8.23)

l 그동안 과학연구성과 산업화에 있어 원천기술 혁신능력 부족, 기술 수요와 공급 불일치, 자금 지원 

부족, 혁신자원 유통 불통 등 문제 등이 존재

- (원천기술 부족) 중국의 과학연구 성과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핵심분야별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높아 아직까지 외국 선진기술 도입을 선호

- (수요공급 미스매치) 대학 및 연구소의 과학연구 성과가 기업의 요구에 맞지 않거나 시장 리스크가 커 

기업으로의 과기성과 이전이 어려움

- (자금 부족) 자금조달이 어려운 과기형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라 과기성과 이전을 조기에 포기 

- (시설장비 부족) 산학연간 효율적 협력이 부족하고 기업의 중간시험기지(中試基地), 설비/장비 등 

부족

l 과기성과 이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개발 △산업화 △금융지원 △자원 최적화 배치 등 4대 

과기혁신 플랫폼 구축

구분 주요 내용

� 과학기술 연구개발 플랫폼

▸핵심기술 “병목(卡脖子) 문제” 해결에 주력하여 국가 전략적 수요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선진제조, 생명 건강 등 프론티어 분야에서 고수준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 리더기업･대학･연구기관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핵심기술 병목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고효율 공통성기술(共性技術) 공급 시스템 구축

� 과기성과 산업화 플랫폼

▸ 시장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기술 개발, 테스트, 중간실험, 산업화 개발 등을 

실시하여 과기혁신 성과가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진출 추진

▸ 국가첨단기술개발구, 국가화거(火炬)산업단지 등 과기성과 산업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색화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창업분비팀(創業苗圃), 인큐베이터, 가속기 등 

창업서비스를 제공한 플랫폼 구축

▸기업, 대학, 연구기관은 양도, 인수합병, 공동개발, 소유권매수 등 방식을 통해 산학연

융합을 가속화하고 산업 사슬과 혁신 사슬 연결

▸ 각종 과학기술 중개 기구를 발전하고 기술거래시장을 규범화하여 과기성과 산업화를 

위한 양호한 생태계 조성

� 과기 금융지원 플랫폼 

▸크라우드펀딩 은행, 창업가 은행 등 신형 금융서비스 기구를 설립하여 과기금융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 엔젤투자기금, 창업투자기금 등 사회자본을 활용해 다양한 채널을 갖춘 과기금융투자

시스템 구축

▸ 금융제품을 혁신하고 소액대출회사, 담보융자회사, 지분투자펀드, 융자회사 등 기관이 

과기형 기업 발전 지원

▸과기형 기업 신용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기업 빅데이터 신용 플랫폼을 

구축하며, 과기금융위험관리시스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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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혁신 플랫폼>

참고자료

打造四大科创平台, 助力科技成果转移转化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1-08/23/content_519

679.htm?div=-1

구분 주요 내용

� 과기자원 공유 플랫폼 

▸ 대학, 연구기관이 기업에 실험실과 대형 과학연구 설비를 공유하는 것을 격려하고 

과기자원의 이용효율 제고

▸ 산업 과기자원 공유 연맹을 구축하여 산학연 심층적 협력 추진

▸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과학연구기계DB, 생물종DB(生物種質庫) 등 보완 

▸ 과기자원 공유 관리 인재를 양성하고 전문화 과기자원 공유 서비스기관을 육성하여 

과기자원 공유 서비스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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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기술혁신 강소기업 육성에 주력

▣ 최근 중국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 혁신 강소기업(小巨人企業)을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

l (배경) 2011년 7월,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중국산업발전 및 산업정책보고(2011)」에서 최초로 

기술혁신(專精特新) 기업 개념 제시

- 자신의 사업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으며, 경영관리가 정교하고 효율적이며, 제품 서비스에 특색이 

있고, 뛰어난 혁신능력과 성과를 갖춘 중소기업을 의미함

- 주로 △차세대 정보기술 △ 신에너지 △ 신소재 △ 바이오 의약 등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 집중

<중국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관련 주요정책>

l 지난 1월 중국 재정부와 공업정보화부는 공동으로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통지」를 

발표(1.23) 

년도 기관 정책 주요 내용

2011.9 공신부 “12.5” 중소기업 성장계획 ▸ ‘기술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업그레이드 추진

2012.4 국무원
소형･초소형 기업의 건강한 발전 

지원 강화에 관한 의견
▸ ‘기술혁신’ 및 대기업과의 협력 발전 격려

2013.7 공신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 중소기업 전문화･정밀화･특색화･혁신화 발전 추진

▸ 대기업, 대형 프로젝트, 사업 사슬을 위해 핵심 부품 혹은 서비스 

제공, 세분 시장에서 우위 차지

2016.6 공신부
중소기업 발전 촉진계획

(2016-2020)

▸ <중국제조 2025>에서 제시한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이 

강한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2018.11 공신부
‘기술혁신’ 강소기업 

육성에 관한 통지

▸ 각성의 ‘기술혁신’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혁신’ 강소기업을 선정

하여 육성

2019.4
공신부 등 

17개 부처

중소기업 건강한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 양호한 환경 조성, 융자･투자 어려운 문제 해결, 재정･세수 지원 

정책 보완, 혁신능력 향상 등 23개 조치 제시

2020.7 공신부
제2차 ‘기술혁신’ 강소기업 

육성에 관한 통지

▸산업 기초능력 향상, 산업 사슬의 현대화수준 제고를 위해 ‘기술

혁신’ 기업 유형에 따라 육성 강화

2021.1
재정부, 

공신부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통지

▸ 2021~2025년 100억 위안(약 1조 8,000억 원) 이상의 장려금을 

투입하여 3차에 걸쳐 1,000여 개 국가급 기술혁신 강소기업 

지원

2021.4 공신부
제3차 ‘기술혁신’ 강소기업 

육성에 관한 통지

▸산업 기초능력 고급화, 산업 사슬의 현대화수준 제고를 위해 ‘기술

혁신’ 기업 유형에 따라 육성 강화하여 우수기업 육성 시스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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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원 대상) ①인증된 ‘기술혁신’ 강소기업 중 우수한 기업(상하이거래소 메인보드･커촹반(科創板)과 

선전거래소 메인보드･중소기업판･창업반(創業板)에 상장 중이거나 해외에서 주식을 공개 발행한 기업 

제외) ②국가급(성급)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시범플랫폼

- 중점 강소기업 지원, 공공서비스 시범플랫폼 구축 등 업무에 주력

▶ 국가급 ‘기술혁신’ 강소기업의 혁신 투자 확대 및 핵심 기초부품, 선진 기초 공업, 핵심기술 소재, 

핵심 산업기초기술 강화

▶ 산업 사슬 업･다운 스트림 간 협력 확대, 산업 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성 강화 

▶ 디지털화･인터넷화･스마트화 개조 촉진, 기업 상장 가속화, 국제협력 강화 등

▶ 국가급(성급)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시범플랫폼이 국가급 ‘기술혁신’ 강소기업을 위하여△기술혁신 

△상장 지도 △혁신 선과 전환 및 응용 △디지털화･스마트화 개조 △ 지식재산권 응용 등 서비스 

제공

l 최근 공신부, 재정부 등 6개 부처는 「제조업 우수기업 육성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14.5규획’기간 중소기업의 창의력과 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실시(7.3)

- 동 의견은 △100만 개의 혁신형 중소기업 △ 10만 개의 기술혁신 중소기업 △10,000개의 기술혁신 

강소기업 △1,000개의 부문별 1위(單項冠軍) 기업을 육성 목표 제시

▣ 8월 26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제3차 ‘기술혁신’ 강소기업 명단을 발표한 후 현재 중국 기술혁신 

강소기업 수는 4,762개에 도달

l 이번 3차 명단에 선정된 기술혁신 기업 중 GDP 1조 위안(약 180조 7,000억 원) 이상인 23개 

도시에 소재한 기업은 2,059개로, 전체 선정 기업의 40% 이상 차지 

참고자료

揭秘4762家“专精特新”小巨人企业, 296家已上市, 多是隐形冠军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4165857

关于支持 “专精特新” 中小企业高质量发展的通知

http://jjs.mof.gov.cn/zhengcefagui/202102/t20210202_365306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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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국 창업판 등록 시행 1년 성과 발표

▣ 지난 1년간 중국 중소 벤처기업 전용 증시인 창업판(創業板･차이넥스트)의 등록제 개혁이 양적･질적으로 

성장(8.24)

l 2021년 8월 20일 기준 총 1,011개사가 창업판에 상장했는데 그중 182개사는 등록제 개혁 후 창업판에 

상장하여 전체의 18% 차지

l (지역) 창업판 등록제 개혁 후 상장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5대 지역은 각각 광둥성, 장쑤성, 절강성, 

상하이시와 산둥성임

<창업판 상장회사 Top5 지역>

l (신흥산업)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가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첨단제조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이 크게 발전

- 가장 많이 상장된 5대 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 △전용설비제조업 △전문기술서비스업 △일반설비제

조업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업임

<5대 신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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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글로벌 순위) 2021년 8월 20일 기준 창업판의 전체 시가총액은 127,650억 위안(2,298조억 원)으로 

세계 2위를 차지

<전 세계 주요 증권 거래소 시가총액 순위(7.30 기준)>

증권 거래소 상장시장 회사수 시가총액(억 달러)

나스닥 NASDAQ 3,749 256,588

선전거래소
창업판

(Second-board Market)
997 20,263

코스닥 KOSDAQ 1,506 3,805

런던증권거래소 AIM 796 1,991

도쿄증권거래소 JASDAQ 696 913

도쿄증권거래소 Mothers 377 802

토론토증권거래소 TSX 1,821 773

홍콩증권거래소 GEM 369 168

l (R&D투자)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기업의 혁신 능력과 핵심기술 경쟁력이 강화됨

- 2009~2020년간 창업판 상장회사의 연구개발비는 4,972.79억 위안(89조 5,798억 원)에 달했으며 

R&D 집중도는 지속적으로 확대

<창업판 상장회사 R&D 집중도>

참고자료

创业板注册制周年 “成绩单” : 实体引活水 助力强研发

http://www.21jingji.com/2021/8-24/yOMDEzNzhfMTYyNjcyO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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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국 집적회로산업 인재확보를 위한 제언 

▣ 미중 기술경쟁 극복 속에서 중국이 집적회로산업 핵심기술 확보 및 고급인재 양성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광동성 과기혁신모니터링연구센터가 제언

l 집적회로산업의 관련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학력을 보유한 인재 공급이 부족

- ‘중국집적회로산업인재백서(2019~2020)’에서는 2022년까지 집적회로산업 규모가 1조1,662.7억

위안에 이를 것이며, 약 23.26만명의 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

- 고급인재, 복합형 인재, 혁신형 인재와 응용형 인재도 부족한 상황이며, 중국의 국제인재 유치 

경쟁력은 20위로 독일(11위)이나 미국(15위) 등 집적회로 선진국보다 낮음*

※ ‘2020년 IMD 세계 인재 보고서(IMD World Talent Report)’의 보고 결과임

- ‘중국집적회로산업인재백서(2019~2020)’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집적회로산업의 자발적 이직율은 

12.51%로 2018년보다 1.84% 감소했지만 여전히 5%~10%의 평균 인재 이동율보다 높은 수준

- 집적회로산업의 하이테크 속성과 인재의 긴 교육훈련주기 등으로 인해 현재 인재 공급은 단기적으로 

산업발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인재확보를 위한 경쟁 치열

▣ 집적회로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강화 및 고급 인재 유치 등 관련 조치가 시급

l 중국 국내 인재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와 선도역할을 강화

- 개인의 세제혜택, 정착 편의, 자녀교육, 주거안정 등 측면에서 실태에 기반한 우주인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

- 집적회로의 1급학과 개설의 기회를 활용하여 대학이 학과 설치를 최적화하도록 독려하며 학제간 

복합형 인재, 기초연구 및 첨단기술인재를 양성하도록 유도

l 집적회로 분야의 고급인재에 대한 유치와 보장을 강화

- 집적회로 분야 해외 고급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해외 고급인재 유치사업을 

강화

- 해외인재에게 해외와 동등한 근로조건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거주 및 출입국 관련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의료･보험･주택･세금･자녀교육 등 지원 혜택

l 집적회로 분야의 인재양성제도를 강화하고 과학연구인력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

- 대학과 기업간 산학연협력을 통해 학교･기업이 연계된 교수팀을 구성하여 공학석사, 박사 등 핵심인력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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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적회로분야의 기능인재 양성시스템을 갖추어 보다 우수한 직업기능인재를 업계에 파송하기 위해 

노력

- 논문･직함･학력･수상이력 등에만 치우치던 인재평가 기준에서 탈피하고 능력･품질･효과･기여를 

지향하며 특허기술, 시장가치 및 대표적 성과 등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간주

l 집적회로산업 인재플랫폼 구축을 선도하고 인재유동메커니즘을 규범화

- 정부 주도로 산업인재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을 위해 인재교류, 기술협력, 신용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

- 기업이 공식 채널을 통해 인재를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악의적인 경쟁을 피하고 직업 윤리･도덕을 

강화

- 승진, 급여인상제도, 복리후생, 주식배당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업이 인재에게 보다 유리한 

성장공간을 조성하고 소속감 및 인재 애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독려

참고자료

【深度】 破解集成电路产业人才难题

https://mp.weixin.qq.com/s/zy21MfFFNPuuDipImI7Y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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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하이, 첨단소재산업 혁신발전 3개년 행동계획(’21~’23년) 발표

▣ 신소재산업 규모 3,000억 위안으로 높이고 신소재 산업의 비중을 45%이상 제고 

l 상하이시는 국가 제조강국전략 실시, 도시 전통산업 체제전환 고도화 추진 및 산업 기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6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첨단소재산업 혁신발전에 주력

- 2020년 도시 신소재 산업 규모는 2,663억위안(48조 5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

- ‘13.5’기간 연 평균 증가율 6.2% 달성, 전략적 신흥산업에서 약 20%의 비중 차지

- 향후 3년동안 집적회로, 항공우주 분야의 핵심소재 혁신을 촉진하고 바이오의약, 첨단장비 및 

신에너지 분야에서 첨단소재의 전반적인 우위를 안정적으로 향상

l (목표) 신소재산업 규모 3,000억 위안(54조 1,350억원), 신소재산업의 원자재산업 총생산액 비중 

45% 이상, 핵심기업 R&D비용이 매출수입의 3%이상 차지

- 100개의 중점시범응용 프로젝트 추진, 3~5개의 50억위안 규모의 산업 선도기업, 20개의 10억위안 

규모의 세부산업 선도기업 및 50개의 고성장 혁신기업 육성

- 첨단산업클러스터와 풍부한 과학기술자원을 기반으로 고급기초재료, 핵심전략재료, 프론티어 신소재

(前沿新兴材料)를 둘러싸고 집중 추진

<상하이시 첨단신소재 산업발전 추진방향>

핵심분야 주요 내용

1 고급기초재료 고도화
▸ 차세대 정보기술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속, 화공 등 기초재료의 전환 및 고도화 

추진

2 핵심전략재료 지원 강화
▸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첨단장비, 항공우주 및 신에너지 등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 체인의 종합지원능력 향상

3 프론티어 신소재 규모화 발전
▸ 고온초전도, 그래핀, 적층제조 등 최첨단 신소재와 파괴적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고 미래산업 경쟁에서 우위 선점

l (추진과제) 수요지향 및 선행탐구를 통해 첨단소재 기초연구, 공정화 및 산업화 응용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협업혁신, 개방 및 통합된 고품질 산업생태계 구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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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첨단신소재 산업발전의 주요 추진과제>

핵심과제 추진전략 추진 내용

1
원천기술 개발

능력 향상

국가자연과학기금 기초과학센터, 국가중점

연구실험실,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혁신

자원을 집결해 혁신원천기술 개발 능력 향상

▸ 프론티어 신소재,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의약, 

항공우주 분야 선행 연구

▸ 물질게놈 공공데이터베이스, 첨단소재 공동개발의 

새로운 모델 구축

2 공정화 발전 촉진

국가공공연구개발 기술사업화플랫폼, 시험

테스트기지 육성 가속화, 기업 R&D 혁신 

및 산학연 연계 강화를 통해 공정화 발전 

촉진

▸ 그래핀, 탄소섬유, 인공결정 분야의 성과 전환 촉진

▸ 친환경 화공신소재, 첨단복합소재, 첨단금속소재 

공정화를 위한 1~2개의 시험테스트기지 육성

3
첨단소재산업

클러스터 형성

첨단소재산업 배치 구축 가속화를 통해 선도

기업 주도, 산업체인 협업, 기술혁신 및 응용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첨단소재산업 클러

스터 형성

▸ 항저우만 북해안, 바오산(寶山)특수금속소재기지를 

중심으로 하는 2개의 천억위안 규모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 슈퍼에너지 카본밸리그린베이, 화공신소재, 전자

화학제품 존(Zone) 등 신소재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완벽한 첨단소재산업체인 형성

4
혁신산업생태계 

조성

장강삼각주 산업사슬의 시너지효과와 중대

전략프로젝트 추진을 기반으로 3개의 선도

산업, 6개의 첨단산업클러스터 발전을 통해 

혁신산업생태계 구축 가속화

▸ 집적회로･항공우주･첨단의료장비 분야의 신소재

응용센터 건설 및 제조업혁신센터, 산업혁신센터, 

기술혁신센터 등 혁신센터 건설 조정

▸ 소재개발･생산공정･제조장비의 협업혁신을 지원

하는 전체 산업체인 선도효과 형성

* 출처: 夯实基础推动本市先进材料产业高质量发展三年行动计划（2021-2023年) 원문 내용에서 재구성

참고자료

一图解读 | 《上海市先进材料产业高质量发展三年行动计划(2021-2023年)》

https://mp.weixin.qq.com/s/BCNnbkJuFr9_QX6hJOyL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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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강소성 14차 5개년 시기 신인프라(新基建) 계획 발표

▣ 정보, 융합, 혁신 분야에서 신인프라 16대 과제를 제시(8.27)

l 강소성(江蘇省)은 신인프라 건설을 통해 제조, 네트워크, 디지털경제 등의 분야에서 중국내에서 주도적인 

지역을 부상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 강소성 14차 5개년 시기 신인프라 계획의 주요 발전목표 제시 

지표분류 지표명칭 2020년 2025년

정보

5G 기지국 수량 (만) 7.1 25.5

10G PON(Passive Optical Network) 포트(Port) 수량 (만) 55 150

빅데이터센터 표준 서버 랙(Rack) 수량 (만대) 35 70

대형, 초대형 빅데이터 센터 전기에너지 운행 이용효율 개선 1.5 1.3

융합 

산업인터넷 식별자 해석시스템 2급 노드(Node) (개) 14 40

성(省)급 산업인터넷 플랫폼 (개) 86 100

IoV 도로 커버 (km) 770 2000

각종 쾌속 충전 단말 (만) 9 30

혁신 
국가급 혁신 플랫폼 (개) 14 21

성급 혁실 플랫폼 (개) 127 246

l 정보, 융합, 혁신 분야에서 추진할 중점 지표 및 16대 과제를 도출

분류 지표명칭 중점 과제

정보 인프라

건설

통신 인터넷 기초시설 완비

▸ 5G 인터넷 배치

  - 중국 5G 핵심망 난징(南京) 포트 건설

▸ 사물인터넷(IoT) 중점 플랫폼 건설

  - 국가 사물인터넷 제품 검증중점실험실 등 건설을 지원

알고리즘 기초시설 배치
▸ 슈퍼컴퓨팅 자원 집적(集聚) 지역을 건설

  - 강소성 각종 과학 계산, 공정 계산 분야의 슈퍼컴퓨팅 능력을 구축

신기술 기초시설 건설

▸ 인공지능 혁신 능력 건설 향상

  -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원 뱅크 건설, 인공지능 기초기술 개발 플랫폼 완비, 

스마트화 혁신 촉진 

▸ 금융업 블록체인 기술 응용 강화

  - 블록체인과 금융 과기혁신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금융 서비스 실체 경제 

능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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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省政府办公厅关于印发江苏省“十四五”新型基础设施建设规划的通知

http://gxt.jiangsu.gov.cn/art/2021/8/27/art_6278_9990477.html

분류 지표명칭 중점 과제

융합 인프라 

발전

산업인터넷 시설 발전

▸ 산업인터넷 플랫폼 및 응용 브랜드 건설

  - 성급 산업인터넷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플랫폼 등을 건설하고,

산업인터넷, 스마트 공장 등 분야에서 응용 브랜드를 만듬

교통 물류 시설 업그레이드

▸ 융합 고효율적인 스마트 교통 신시설을 건설

  - 스마트 도로, 스마트 항행 통로 및 수문, 스마트 항만, 스마트 허브를 건설

▸ IoV 시설 건설

  - 자동차 도로 협동 시설 건설 가속화, 중점 응용 장소 IoV 시설 완비

공공시설 향상 

▸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업그레이드

  - 대병원의 '클라우드HIS'(Cloud-Base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 

건설을 지원, 5G 의료건강 응용 추진 

환경자원 시설 건설 
▸ 수리 클라우드 플랫폼 능력 향상

  - 스마트 플랫폼, 수리 빅데이터 자원 뱅크 등을 건설 

도시, 농촌 치리 시설 완비

▸ 신형 스마트 시티 기초시설 최적화 배치 

  - 도시 기초시설 디지털화 개조, IoT 센터 시설, 통신 시스템등을 공공 

기초시설을 건

▸ 혁신적 디지털 농촌 건설

  - 농촌 빅데이터 표준체계 구축, 농촌 스마트 광전(廣電，라디오, 티비) 

공정 건설, 농업 농촌 용용 시스템 구축, 정보화 업무 최적화

혁신 인프라 

배치 

과기 역량 배치를 강화 

▸ 중대과기 기초시설 육성

  - 나노 진공 인터넷 실험 스테이션, 정보 고속철도 종합 시험 시설, 공간 

정보 종합 응용 공정 등을 건설 

▸ 국가 실험실 건설

  - 네트워크 및 안전 즈진산(紫金山)실험실, 재료과학 구수(姑蘇)실험실, 심해

기술 과학 타이후(太湖)실험실 건설

지역혁신 발전 성장극

(Growth pole) 건설 

▸ 타이후만과기혁신벨트 혁신능력을 향상

  - 중점적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의약, 스마트 장비분야, IoT, 집적회로, 

소프트 웨어 및 정보 서비스 등 분야의 혁신 능력을 향상 

산업 기술 혁신 시설 육성

▸ 산업 혁신 센터 건설 

  - 타이저우(泰州) 의약 건강, 우시(無錫)IoT, 창저우(常州) 공간정보 종합응용 

등 혁신 센터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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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하이시 「푸둥신구 지식재산권 발전 14차 5개년 계획」 발표

▣ 세계일류의 지식재산권 보호 벤치마킹으로 추진하기 위해 「푸둥신구 지식재산권 발전 14차 5개년 

계획」을 제정 (8.23)

l (주요목표)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푸둥신구를 지식재산권의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국제 경쟁력과 영향력을 갖춘 새로운 지역으로 추진

- 2022년까지 '엄격한 보호(嚴保護), 대보호(大保護), 빠른 보호(快保護), 평등 보호(同保護)'의 

지식재산권 보호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 만족도를 높이며 푸둥신구 특색을 

갖춘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지역을 기본적으로 구축 

- 2025년까지 지식재산권 커버넌스 수준이 향상되고, 시장 주체가 지식재산권을 창조, 운용, 보호, 

관리, 서비스 지원하는 능력을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제도가 혁신의 운영 환경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촉진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영향력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지역으로 성장

l (주요 정량 지표)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13차 5개년 계획과 비해 2배 증가 

- 만명당 고부가가치 발명 특허가 50건 이상 보유

- PCT수량이 13차 5개년에 비해 2배로 성장하여 1000건 돌파

- 지식재산권 사건 처리 성공 사례가 650건 이상

l (중점 업무) 푸둥신구는 지식재산권의 창조, 보호, 운용, 감독 및 서비스 수준향상 5개 부분에서 추진 

예정

주요 내용 구체적 내용

①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

▸ 지식재산권 종합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

▸ 중국(푸둥)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기능을 심화

▸ 중점분야, 중점시장의 맞춤형 지식재산권 보호 모델을 강화

▸ 창강삼각주(長江三角洲) 지식재산권 보호 및 서비스 연맹을 강화

② 지식재산권 운용 효익을 향상하고 지식재산권 

경제 가치를 창출

▸ 지식재산권 고품질 창조 및 배치를 추진

▸ 지식재산권 우수기업(強企) 건설을 추진

▸ 지식재산권 이전운용을 강화

▸ 지식재산권 고수준 단지 건설을 추진

③ 지식재산권 감독 관리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발전환경을 최적화시킴

▸ 지식재산권 리스크 연구, 판단, 경보 메커니즘을 건설

▸ 지식재산권 사전사후(事中事後) 감독관리 모델을 완비

▸ 지식재산권 신용 체계 건설을 강화

▸ 자유무역구 지식재산권 감독관리 체계를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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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혁신 창업 생태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푸둥신구에서 6개 중대 프로젝를 건설

- ① 푸둥신구는 국가 지식재산권시범구 건설 ② 국가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체계 건설 ③ 상하이 

지식재산권 국제 중추항만 건설 ④ 푸둥신구 지식재산권 스마트화 플랫폼 건설 ⑤ 중국(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저작권서비스센터 건설 ⑥ 해외 지식재산권 푸둥 지센터 건설 

참고자료

打造世界一流知识产权保护标杆! 浦东新区知识产权发展 “十四五” 规划发布

http://stcsm.sh.gov.cn/zwgk/kjzc/zcjd/bmjd/20210817/4cb8060f2dc143959c3518ab9c

9f1bac.html

【图解】一图读懂！浦东新区知识产权发展“十四五”规划正式发布

https://www.jfdaily.com/sgh/detail?id=519159

주요 내용 구체적 내용

④ 스마트화, 정보화 관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 체계를 완비

▸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를 혁신

▸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술 보장을 제고

▸ 지식재산권 서비스 품질을 향상

▸ 국제지식재산권 조직기구 집결 효율을 발휘

◯5 지식재산권의 문화 건설을 추진하고 지식

재산권 보호의 특색을 발휘

▸ 지식재산권 문화건설을 강화

▸ 지식재산권 인재 육성체계를 완비

▸ 해외 지식재산권 다방면 보호 모델 구축

▸ 푸둥신구 지식재산권 보호 샘플을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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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베이징중일혁신협력시범구 지식재산권 국제보호 시범공정 발대식 개최

▣ 지식재산권 혁신 서비스 지역을 건설하고 지식재산권 국제보호 시범공정구축(8.25)

l 베이징 중일혁신협력시범구는 중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혁신협력을 주제로 한 국제 혁신협력 시범구임

- 기업경영의 발전 지원, 행정서비스 환경 최적화, 산업발전 생태계 조성 등 측면에서 인재, 금융, 

통관, 지식재산권 등 26개 혁신정책 의견을 수립

- 베이징 다싱구(大興區)는 글로벌 혁신산업 연결 허브를 만들어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센터 구축에 

지원

- 시장 주체를 존중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산업 혁신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건설

l 시범구는 기업 지재권 보호에 대해 베이징시 고급법원과 적극 소통하고, 시범구 지재권 보호 순회(巡迴)

법정을 통해 지재권 사법보호를 제공

- 법원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지재권 국제보호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임 

- 행정법 집행과 사법 보호의 효과적인 연결을 이루는데 유리하고, 지재권 분쟁의 근원적 관리와 

신속한 해결을 촉진

l 본 행사를 통해 베이징 중일혁신협력시범구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양국간 

혁신 발전을 위한 궤도에 진입했음을 대내외 홍보

-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은 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지역을 조성하며 국제 과학 기술 

혁신 센터 구축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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