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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국, 2030년까지 6G 상용화사업 가속화 발표

▣ 중국 IMT-2030(6G)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제1차 6G 세미나’를 개최하고, ‘6G 네트워크 아키텍처 

비전 및 핵심기술 전망(《6G網絡架構愿景與關鍵技術展望》)’ 백서를 공식 발표(9.16)

l 중국 IMT-2030(6G) 추진단은 중국 과기부 주도로 2019년 11월 발족한 6G 기술연구조직으로 37개 

산학연구기관이 참여하였으며 DOICT 융합(DT/OT/IT/CT)을 위한 네트워크 발전방향 제시

- 이번에 DOICT 융합 및 혁신을 위한 개발구상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서비스환경, DOICT 융합, 

IP 신기술의 3대 측면에서 6G 네트워크 아키텍처 진화를 구현하는 원동력 기술을 강조

- 특히, 6G의 새로운 응용환경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4가지 전환*이 필수 조건으로 제기

※ 분산형, 스마트 통합, 내생적, 천지일체화 유비쿼터스 접속 전환

l 분산 자율형 6G 네트워크 아키텍처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 연산력 네트워크(CFN), 천지일체화 네트워킹 등 

6G 네트워크 관련 12가지 잠재적 핵심기술 등을 소개

< 12가지 잠재적 핵심기술 및 주요 구현 기능 >

구분 12가지 잠재적 핵심기술 구현 기능

잠재적 아키텍처 기술

∙ 분산형 네트워크기술 분산 공존, 분포 자율성

∙ 천지일체화(3차원 공간) 네트워킹기술 유비쿼터스 연결, 다중네트워크 융합

∙ 네트워크 내생적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AI 관리, 네트워크 아키텍처, DOICT 융합 

∙ 내생적 보안기술 능동적 면역, 탄력적 자율. 가상 공생, 유비쿼터스 

∙ 디지털트윈 네트워크기술 가상현실결합, 폐쇄루프제어

∙ 연산력 네트워크기술 네트워크 / 연산력 편재성

잠재적 능력 기술

∙ 프로그래밍 네트워크기술 맞춤형 제작, 민첩성 및 유연성

∙ 통신･정보 감지 융합네트워크기술 다차원 감지, 권한 부여 통신

∙ 확정적 네트워크기술 확정적 전송, 초성능 

∙ 신뢰성 데이터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지능형 부가가치

∙ 실감형 다감각네트워크 다차원 통신, 현장몰입감

∙ 시맨틱 통신 의미중심적 통신, 지능형 만물연결

* 출처 : 全文：《6G网络架构愿景与关键技术展望》白皮书 원문에서 재구성

참고자료

全文：《6G网络架构愿景与关键技术展望》白皮书

https://new.qq.com/rain/a/20210917A0C60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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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번위안양자, 중국버전 양자컴퓨팅 로드맵 발표

▣ 중국과기망은 양자컴퓨팅 선도 기업인 번위안양자(本源量子, Origin Quantum)이 발표한 향후 5년간 

양자컴퓨팅 기술로드맵을 보도(9.11)

l 중국은 2025년까지 기존의 1,000큐비트에서 1,024큐비트를 달성하고 양자 컴퓨팅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며 산업 전용 양자컴퓨터를 개발할 계획

< 번위안양자(本源量子)의 3단계 양자컴퓨팅 기술로드맵 >

구분 단계별 목표 기술 로드맵

1단계 

2021~2023
초전도 양자컴퓨터 프로토타입 개발

2단계

2028~2030
노이즈포함 양자컴퓨터 개발

3단계

2034년까지
내결함성 양자컴퓨터 개발

* 이미지출처 : 번위안양자(本源量子, Origin Quantum). 

- 번위안양자는 중국과학원 양자정보중점실험실로부터 양자컴퓨팅 분야의 기술지원을 받아 양자컴퓨팅 

상용화 진출에 성공한 기업으로 현재 약 5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1위, 세계 7위를 차지

< 번위안양자의 양자컴퓨팅 분야 주요 성과 >

연도 주요 내용

2018년 ▸ 중국 최초의 양자컴퓨팅-관측･제어 통합기기 출시

2020.9
▸ 자체 개발한 초전도 양자컴퓨터 번위안우위안(本源悟源)에 기반한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 

출시 및 전 세계 사용자에게 양자컴퓨팅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2021.2 ▸ 중국 최초의 양자컴퓨터 운영체제-번위안쓰난(本源司南)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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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번위안양자는 로드맵의 2단계인 2025년에 1,024큐비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용 양자 컴퓨터를 

실현하여 일부 산업 분야로의 응용이 확산될 전망

- 현재 양자 컴퓨터 프로토타입에서 NISQ 양자 컴퓨터*(NoisyIntermediate - ScaleQuantum 

노이즈 중간수준 양자 컴퓨터)의 새로운 단계로 발전과정 중

* NISQ 단계에는 더 많은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고전 컴퓨팅과 결합하여 다양한 응용환경을 탐색할 전망이며, 

50+부터 1,024큐비트까지 NISQ 범위 내에 포함됨

- 번위안양자는 더 많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양자컴퓨팅산업연맹*을 결성

* 업/다운스트림 생산제조연맹, 양자컴퓨팅응용생태연맹 및 양자컴퓨팅과학보급교육연맹 등 세분화된 연맹으로 구성

참고자료

中国版量子计算路线图来了，2025年造出专用量子计算机(2021.9.11)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21-09/11/content_121906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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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中 ‘제조 강국･인터넷 강국’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중점 업무 제시

▣ 최근 국무원 신문판공실 언론브리핑에서, 샤오야칭(肖亞慶)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중국 ‘제조 강국･인터넷 

강국’ 건설 추진 및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현황을 소개(9.13)

순번 중점 업무 주요 내용 

1
2010년 이후 11년 연속 세계 1위 차지,

제조업 대국 지위 확보

▸ ’12~’20년간 중국 공업 부가가치는 20조 9,000억 위안(약 3,801조 

9,190억 원)에서 31조 3,000억 위안(약 5,693조 7,830억 원)으로 

증가 

    * 그중 제조업 부가가치는 16조 9,800억 위안에서 26조 6,000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세계 시장 점유율이 22.5%에서 30%로 상승

기술 공략 프로젝트 실시, 차보쯔(卡脖子)기술 문제 해결에 주력

2
500개의 주요 제품 중 40% 이상의 생산량

이 세계 1위 차지

▸ 태양광, 신에너지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등 중점 산업이 세계 선두에 

진입 

▸ 통신장비, 고속철 등 분야의 하이엔드(High-end) 브랜드들이 전 

세계로 진출

3 ‘중국 제조’에서 ‘중국 창조’로 부상

▸ 달 탐사선 ‘창어(嫦娥) 5호’, 화성 탐사선 ‘톈원(天問) 1호’, 유인잠

수정 ‘펀더우저’(奮鬥者), 중국 자체 위성항법시스템(GPS) ‘베이

더우’(北斗) 등 중대한 프로젝트가 잇달아 실시 

4 디지털 산업화, 산업 디지털화 가속화 

▸ 5G 기지국, 단말기 연결 수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0%와 80% 초과

▸ 중점분야 핵심공정의 수치제어(CNC) 공작기계 비중은 2012년 

24.6%에서 지난해 52.1%로 상승

▣ ‘14.5’기간 신형 산업화, 정보화를 추진하고 ‘제조 강국･인터넷 강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중점 업무 제시

순번 중점 업무 주요 내용 

1 산업기초 고급화, 산업 사슬 현대화

▸ 기업 주체로 기술혁신시스템 구축, 산학연 융합 추진, 신형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 핵심기술 공략 프로젝트 실시, 차보쯔(卡脖子) 기술 문제 해결에 주력

2 산업 구조 최적화

▸ 제조업 수준 향상, 성장형 산업 및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통산업 

기술혁신, 산업 질적 성장 구현

▸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碳達峰、碳中和)’ 목표 실현을 위한 

업무 배치, 녹색･저탄소 발전 추진

▸ 우수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 전정특신(專精特新) 강소기업 육성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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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5G、汽车芯片、数字经济、绿色制造......国新办发布会聚焦这些关键词

https://mp.weixin.qq.com/s/C7ql-IvGE0XnVrnj7-TPaQ

순번 중점 업무 주요 내용 

3 산업 디지털화, 디지털 산업화 추진

▸ 제조업 디지털 전환 추진, 인터넷화 연구개발, 개인 맞춤형 제품 

개발, 유동적 생산(柔性生產) 등 새로운 모델 육성

▸ 5G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흥

산업 규모 확대, 정보통신업 건강한 발전 추진

4 공업 및 정보화 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 조성

▸ 방관푸(放管服, 정부 기능 간소화, 권력 이양, 서비스 최적화) 개혁과 

중점분야 개혁 추진

▸ 실물경제, 현대금융, 인력자원 등 협동발전 추진

▸ 제조업 개방 규모 확대, 시장화･법치화･국제화 경영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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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중국 위성응용산업 정책과 지역적 분포 특징 분석

▣ 쳰잔(前瞻)산업연구원은 ’2021년 중국 및 31개 성 위성응용산업의 발전 목표를 소개(9.6)

l 국가항천국은 ‘14차 5개년계획 및 향후 중점발전계획’(2021.6)에서 위성의 대지관측, 통신･방송 및 

항법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명시하고 중점 추진 방향을 발표 

- 중국 독자적인 베이더우(北斗) 3세대 항법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축을 계기로, 위성 항법기술과 커넥

티드카 및 인공지능 등의 발전을 융합시키는 동시에 베이더우 시스템의 규범화 응용 

- 위성 원격탐지 분야의 경우 신형의 지리정보 제도(Mapping) 표준시스템 구축, 위성 원격탐지 기술의 

재난재해 비상대응 및 기상관측 등 분야 응용 강화 

- 위성통신 분야의 경우 차세대 통신기술의 발전과 국가 종합 입체(디지털)교통네트워크 건설 촉진

l 14차 5개년계획 기간 베이징, 상하이, 산시, 산둥, 푸젠, 쓰촨 등 주요 지역에서도 위성응용산업 발전목표를 

각각 수립함 

- 베이징의 경우 2022년까지 베이더우항법 및 위치서비스 산업의 규모 1,000억 위안(18조 3,250억원) 

달성, 상하이 경우 2025년까지 항공우주산업의 규모 600억 위안(10조 9,998억원) 달성 예정  

< 지역별 위성응용산업 발전 목표 >



07 기술전략

l 위성 응용산업은 타 분야와 많은 관련이 되어 있으며, 특히 밸류체인 상에서 관련 업체와의 응용이 광범위

하게 추진되고 있음 

- 상단은 주로 위성 제조, 발사 및 지상설비 제조 관련 업체로 구성되고, 이중 위성 제조와 발사 기업의 

비중은 아주 적으며, 대표적인 기업에는 항천과기그룹(航天科技集團)과 중국위성(中國衛星)임  

- 중단은 주로 위성 응용 및 운행분야로 기술 분야와 서비스 방식에 따라 위성 통신, 위성 항법 및 위성 

원격탐지 등으로 구분하고, 대표적인 기업이 중국위성통신(中國衛通)사, 차오투소프트웨어(超圖

軟件)사 등임  

- 하단 응용 분야는 아주 광범위한데, 현재 교통, 통신 및 제도 등 분야 응용이 비교적 보편적임 

l 중국의 위성산업 체인의 지역적 분포 특징을 보면, 환발해(環渤海), 창장(長江)삼각주, 주장(珠江)삼각

주 및 중서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 

- 세부적으로 베이징, 장쑤성, 상하이, 안후이성, 광둥성, 쓰촨성 등지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됨

- 특히 베이징의 경우, 중국위성(中國衛星)사, 중국위성통신(中國衛通), 베이더우싱퉁(北斗星通)사, 

차오투소프트웨어(超圖軟件)사 등 총 12개의 상장기업이 집결되어 가장 많음 

- 이중 중국위성사의 경우, 중국 상용 통신위성 분야 선두주자로서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하고 

2020년도 영업수익이 27억 1,000만 위안(4,965억 5,330만원)을 달성   

< 위성응용산업의 지역적 분포 특징>

참고자료

前瞻产业研究院, ‘2021年中国及31省市卫星应用行业政策汇总及解读’

https://www.qianzhan.com/analyst/detail/220/210906-2c4f8a30.html

前瞻产业研究院, ‘卫星应用产业链全景梳理及区域热力地图’

https://www.qianzhan.com/analyst/detail/220/210910-7b2e4c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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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과기부-국가개발은행, 중대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전문채권 발행

▣ 최근 중국 과기부와 국가개발은행은 중점 과학기술 혁신 지역과 프로젝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전문채권 업무 공동 추진(9.18)

l (목적)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실시하고 과기와 금융의 심층융합을 추진하며 금융이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여 국가 중대 과학기술성과 이전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금융서비스 수준 향상

- 전문채권 발행을 통해 융자수요 매칭을 강화하고 사회자본이 과기성과 이전, 기업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기형 기업 규모 확대 등 지원 

- 중대 과기성과 이전, 산업화･규모화를 위한 100억 위안(1조 8,208억 원) 융자 자금 제공

l 이번 중대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전문채권 발행업무에 대한 △중대 과기성과 산업화 시범 프로젝트 △‘백성백원

(百城百園)’*행동 △국가 중대 능력 플랫폼 구축 △혁신 연합체 구축 등 4대 중점방향 제시

* 100개 국가 혁신형 도시와 100개 국가 첨단산업 개발단지임

< 4대 중점방향 >   

순번 중점방향 주요 내용 

1 중대 과기성과 산업화 시범 프로젝트
▸ 핵심기술 돌파, 국가과기계획의 중대 과기성과 이전 가속화

▸ 기초연구, 응용연구와 기술혁신의 융합발전 추진

2 ‘백성 백원(百城百園)’ 행동
▸ 각 지역 과학기술 성과 이전 추진, 각 지역의 차별화 혁신발전 모델 

탐색, 지역 특색 있는 성장거점(增長極) 구축

3 국가 중대 능력 플랫폼 구축

▸ 국가기술혁신센터,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등 

국가급･성급 과학기술혁신기지, 대학과기단지, 대중창업공간

(眾創空間) 등 지원

▸ 핵심기술 개발, 중대 기초연구 성과 이전, 중소기업 육성기기 구축

4 혁신 연합체 구축

▸ 혁신 연합체 관련 기업과 과기 리더기업을 지원하여 각종 혁신 

요소들이 기업에 집중 추진

▸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이 기업 혁신에 관한 연구 진행, 

기업 위주로 혁신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모델 구축, 과기형 중･소･ 

영세기업의 성장 추진

참고자료

科技部办公厅 国家开发银行办公室关于开展重大科技成果产业化专题债有关工作的通知

http://www.most.gov.cn/xxgk/xinxifenlei/fdzdgknr/fgzc/gfxwj/gfxwj2021/202109/t202

10918_1769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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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상하이시 글로벌 영향력 있는 과기혁신센터 발전 ‘14.5’계획 발표 

▣ 상하이시는 새로운 기술혁명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영향력 있는 과기혁신센터 발전 ‘14.5’ 계획 발표(9.10)

l 이 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총 R&D 지출비용 중 기초연구비 차지비중 약 12% 달성 및 첨단기술기업 

약 2.6만 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 수립

- (추진근거) 「상하이시 과기혁신건설 추진 조례」, 「상하이시, 상하이시 인민정부의 글로벌 영향력 있는 

과기혁신센터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 「상하이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4.5계획 및 2035 비전 개요」

< ‘14.5’기간 상하이시 과기혁신센터 주요 목표 >

구분 세부 지표 2025년 목표치

1 총 R&D 지출비용의 도시 GDP 비중 약 4.5%

2 총 R&D 지출비용 중 기초연구비 차지비중 약 12%

3 첨단기술기업 수 2.6만개

4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출원된 국제특허출원 건수 연간 약 5000건

5 1만명 당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보유량 약 30건

6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 약 20%

7 기술계약 거래액의 GDP 비중 약 6%

8 외국인투자 R&D센터 누계 약 560개

* 출처 : 上海市建设具有全球影响力的科技创新中心“十四五”规划

l 상하이시는 기초연구 분야에서 독창적인 혁신을 강화하고 원천혁신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장장(張江)종

합국가과학센터 건설 촉진 및 기초연구 선행 배치 가속화

- 국제적 시각과 기준으로 장장종합국가과학건설센터 건설을 촉진하며, 중대과기인프라클러스터의 

원천 과학기술성과 산출에 대한 지원역할을 강화하여 과학발견에 유리한 새로운 고지 형성

< 장장(張江)종합국가과학센터 건설 주요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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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초 프론티어연구와 핵심기술 중대 과학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핵심분야에서의 선행 배치 

및 학제간 융복합연구를 강화하여 핵심기술 분야에서 선도우위 형성

< 기초연구 분야 중점 추진방향 >

순번 기초연구 분야 중점 추진방향

1 뇌과학 및 뇌모방 인공지능
∙ 뇌인지원리, 뇌질환메커니즘 및 뇌유사지능 핵심과학문제

∙ 관련 분야 지방 과기중대프로젝트, 상하이 뇌과학/뇌모방 연구센터 건설

2 양자기술

∙ 강자기장(strong magnetic field) 양자제어, 양자재료/장치설계, 다중자유도 

양자감지, 새로운 양자컴퓨팅 경로, 양자위상 광자학, 계면 초전도

∙ 양자기술 신규 메커니즘, 방법 및 핵심양자부품 개발

3 나노과학 및 변형재료

∙ 나노기능 단위의 특정 합성 및 정밀 맞춤형 제조, 스마트 연질재료 활성구조 및 

생체공학적 시너지, 스마트 섬유의 다중기능 설계 및 조절, 연질응축물질 기능성 

변형재료

∙ 신에너지, 정보, 바이오의료 등 핵심분야 첨단신소재

∙ 적층제조, 재료 열제조공정, 재료조직 진화, 핵심부품의 수명주기 디지털 트윈 등 

첨단재료 제조기술의 중대 기초과학문제

∙ 유연성 물질, 스마트재료 등 신규 이론체계구축 모색, 첨단제조업 수요 충족 및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획기적 신소재 개발

4 합성과학 및 생명체 창조

∙ 인공 생물학적 설계, 약물의 인공생물합성, 새로운 구조/기능 약물의 고효율 제조, 

환경생태계 생물학적 복구

∙ 유전자편집, DNA 조립, 유도진화의 원천핵심기술

∙ 반도체 합성생물학, 기능성 미생물 로봇

5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 퇴행성 질환, 대사성 질환, 종양 등 주요 질병치료 위주의 만능줄기세포, 조직줄기세포, 

줄기세포 방향 분화 및 세포전환 분화, 줄기세포 기반조직 및 기관기능복구, 줄기세포 

기반의 치료제 및 신약개발

∙ 생명제조, 신경제조 및 뇌생명 재생공학에 힘을 실어주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방향 

탐색,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의 혁신체인 및 산업벨류체인 융합발전

6 핵심 알고리즘 및 미래 컴퓨팅

∙ 현대 알고리즘의 응용 촉진 및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 인공지능･현대 암호학･고성능 

컴퓨팅･양자컴퓨팅･물리적 장치 및 컴퓨팅 등 알고리즘

∙ 인공지능 알고리즘 실용성, 신형 컴퓨팅시스템 고성능 및 안전성

7 생명과정의 제어 및 설계

∙ 종양 운명 홀로그램 매핑 및 변형 응용, 종양 다차원 시공간 변화법칙 및 운명유지 

메커니즘

∙ 후성유전학 분석, 질량분석 등 신규 데이터플랫폼 구축, 핵산/단백질 변형, 유전자 

발현조절, 발달조절메커니즘

∙ 분자분류 기반의 새로운 분석법, 영상진단 표준, 바이오마커의 새로운 표적 등 

조기진단, 정밀의학, 인공지능 의학 등 새로운 의학 모델 탐구

∙ 동식물 발육 및 진화과정 메커니즘 및 후성적 조절 제어연구, 신형 유전선별 시스템 

구축, 모델 동식물 대사 기전 및 생명-환경의 복잡한 조절네트워크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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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上海市建设具有全球影响力的科技创新中心“十四五”规划(2021.9.10.)

https://www.ndrc.gov.cn/xxgk/zcfb/ghwb/202109/t20210910_1296426_ext.html

순번 기초연구 분야 중점 추진방향

8 물질과학

∙ 다체이론, 밀접한 상관관계, 유연성 응축물질 및 효과, 고효율 고선택성 합성 및 

조립방법, 환경친화적 화학시스템, 시공간 물질 형성 및 변형과정, 물질 및 인간건강과 

생태환경시스템의 기능적 연계

∙ 학제간 융복합 강화, 중대 신기술 원리 규명, 신소재/부품 개발을 위한 새로운 지식기반 

공급

9 수학과학

∙ 기초수학연구의 자유로운 탐색 및 응용연구 지원, 수학학과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수학연구 기반 조성

∙ 과학 및 공학 컴퓨팅, 수학이론 및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수학방법, 복잡한 시스템 

최적화 및 제어, 컴퓨터 수학

10 우주과학

∙ 우주천문학 및 우주물리, 태양계 탐사, 미세중력과학 및 우주생명공학 분야의 새로운 

발견

∙ 초저소음･초정밀･초안정 우주과학위성플랫폼, 관성 센서, 초고감도 적외선 탐지 및 

초정밀 레이저 간섭 측정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

∙ 지구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 에너지 및 자원부족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우주과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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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1년도 중국의 WIPO 혁신지수 향상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2021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 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12위로 향상되고, 

선전-홍콩-광저우 혁신클러스터의 혁신지수는 전 세계 100대 혁신클러스터 중 2위 기록(9.20) 

l 2021년에 중국 전체의 혁신지수는 일본, 이스라엘 및 캐나다 등 선진국을 추월하여 전 세계 132개의 

국가 중 12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중간소득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임

- 혁신투입 분야의 경우, 중국 정부의 혁신 관련 결책과 장려 조치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무역･경쟁･

시장규모와 지식형 인력, 그리고 실체경제와의 연결도가 높은 산업클러스터 발전 등의 면에서 비교

우위를 인정받음 

- 혁신산출 분야의 경우, 중국은 주로 무형자산, 지식창조 및 지식영향 등에 집중되었는데, 이중 특허와 

상표 출원, 창의제품 수출의 무역총액 중 비중 등의 면에서 전 세계 상위를 차지  

* 일례로 중국의 단위당 GDP의 특허량(상표 및 산업디자인 포함)은 일본, 독일 및 미국 보다 높은 수준임

<글로벌 지역별 톱3위 혁신경제체> <국가별 지역별 랭킹>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1 스위스(’20년 1위) 11 프랑스(12위)

2 스웨덴(2위) 12 중국(14위)

3 미국(3위) 13 일본(16위)

4 영국(4위) 14 중국 홍콩(11위)

5 한국(10위) 15 이스라엘(13위)

6 네덜란드(5위) 16 캐나다(17위)

7 핀란드(7위) 17 아이슬란드(21위)

8 싱가포르(8위) 18 오스트리아(19위)

9 덴마크(6위) 19 아일랜드(15위)

10 독일(9위) 20 노르웨이(20위)

l 혁신클러스터의 경우, 선전-홍콩-광저우 혁신클러스터가 전 세계 100대 혁신클러스터 중 일본의 동경-

요코하마 혁신클러스터에 이어 2위를 확보  

- 동 혁신클러스터의 경우, 최근 웨강오 대만구 사업의 일환인 ‘광저우-선전-홍콩-마카오 과기혁신로드

(走廊)’ 건설을 통해 ‘협동혁신환경 최적화, 혁신요소 집결 가속화, 신흥기술의 원천혁신능력 및 기술

이전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과기혁신센터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덕분에 뚜렷한 성장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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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홍콩-광저우 혁신클러스터는 산업기반, 유명대학, 글로벌 지재권의 밀집도 등 면에서 국제과기

혁신센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갖추었는데, 특히 홍콩은 세계 일류의 대학과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선전은 화웨이, 텐센트 등을 비롯한 글로벌 과기혁신 선두주자기업을 다수 보유    

* 글로벌 100대 혁신클러스터 중 중국은 베이징(3위), 상하이(8위), 난징(18위), 항저우(21위) 등 19개 포함하고 미국 

24개를 포함하여 양강 구도를 형성함

<선전-홍콩-광저우 혁신클러스터> <WIPO의 혁신지수 평가지표>

참고자료

广东羊城晚报(’21.9.20), 大湾区“组合”位居全球“最佳科技集群”第二，怎么做到的？

https://xw.qq.com/cmsid/20210922A0E1M400?pgv_ref=baidutw

网易新闻(’21.9.22)，深圳-香港-广州”再次合体，全球第二！

https://www.163.com/dy/article/GKFLAA0V0511HMV0.html



14 지 역

08 「‘14.5’ 서부 육해 신통로 혁신 건설 방안」 발표

▣ 발전개혁위원회는 2025년까지 서부지역(충칭, 청두, 광시북부만)의 경제적, 고효율, 친환경, 안전한 

육지-해상 신통로 구축 건설방안을 발표(9.17)

l 중국은 기존에 발표한 마스터 플랜(总体规划)에 이어, 이번 달에 2025년까지 육로･해상간 새로운 

통로를 건설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

1) 기존 항만･ 물류 채널의 단점을 보완하여 3개의 새로운 조직센터 구축

- 광시북부만 국제화를 추진하고 항만지역 자원 통합과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며, 부두 등 시설의 지능화 

수준 향상 

- 하이난성 양포지역(洋浦區域) 국제컨테이너허브항을 건설하고, 국제 중계 운송 기능을 강화

- 충칭(重慶) 물류 센터 건설을 추진, 청두(成都) 국가 중요 무역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청두 철도의 

주축 기능을 강화하며, 연선 지역 운송 체계를 완비

* ’21년 상반기 충칭,청두,광시북부만 지역은 철로-해운 협동 운송 누계 2705회, 전년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고, 

중국-베트남 열차 886회 순환, 전년도 동기 대비 51.2% 증가함

<서부지역 육해(陸海) 신통로>

* 그림출처 : 西部陸海新通道百度百科

                                                                   

2) 유통채널의 전반적인 운송 및 물류 효율 향상 

- 철도-해운 연동 운송과 국제 열차의 연계 운행 수준을 높이고 컨테이터 원양(遠洋) 항로를 안정적으로 증가

- 통로간 협동 및 중국-유럽 열차 운영 플랫폼과 협력을 강화하며, 창장(長江)항운, 서강(西江)수로와 

연동하여 국제 운송을 발전



15 지 역

- 공공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 공유와 업무 연동을 강화하고, 다원적인 통로 운영 기업 

육성을 통해 중견 기업이 통로 연선 노드 시설 배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네트워크 자원 

통합을 강화

3) 국제적 개방 융합 발전 지역으로 부상 

- 항구･기차역 등 운영 주체 및 항구의 요금을 감소하고, 항구 기능 강화･콜드체인･상품 등 물류 서비스 

전문화를 통한 통관 편의화 수준 개선

-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를 넓히고, 주변 국가 및 지역 물류 허브 구축에 참여하여 해외 운송 네트워크 

구축

- 국제협력단지, 경제협력지구 확대 및 국제무역･국제물류 등 각 분야의 협력 추진과 국제협력 프로그램 

적극적 참여 

참고자료

《“十四五”推进西部陆海新通道高质量建设实施方案》发布

http://www.mnr.gov.cn/dt/hy/202109/t20210917_26811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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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상하이시과기위, ‘과기혁신 행동 계획’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발표

▣ 상해시 과기위는 ‘일대일로’ 연선 국가 연결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9개를 선정 (9.22)

l 일대일로 국제협력 프로젝트 9개에 총 1020만 위안을 지원하고 연구 추진기간은 약 3년간 진행될 예정

(’21.10~’24.9)

- 주요 분야는 방직, 열대병, 철도, 이동 간병, 진균증, 하구해안, 기술이전, 융합혁신 등임

<9개 ‘과기혁신행동계획’, ‘일대일로’ 관련 국제협력 프로젝트 (중국)>

순번 프로젝트 명칭 프로젝트 책임자 프로젝트 참여 기관 

1 ▸ 방직(紡織) 지능제조 및 공정 국제 공동 실험실 위젠융(俞建勇) 동화대학(東華大學)

2 ▸ 열대병 방지 란창강(瀾滄江)-메콩강 공동 실험실 저우샤오눙(周曉農) 상하이교통대학 병원

3 ▸ ‘일대일로’ 중국-라오스 철도 공정 국제 공동 실험실 우광(吳光) 상하이응용기술대학

4 ▸ 중국-동남아 아동 종말기 간병 전환 연구센터 샤치앙(夏強)
상하이교통대학 부속 

런지(仁濟)병원

5 ▸ ‘일대일로’ 진균증 국제 공동실험실 랴오완칭(廖萬清) 중국해군군의대학 부속 제2병원

6 ▸ ‘해상 실크로드’ 하구(河口) 해안 국제 공동 실험실 허칭(何青) 화둥(華東)사범대학

7 ▸ 중구(中古)기술이전 국제 협동 혁신센터 니정지(倪爭技) 상하이 장지앙 협동혁신연구원

8
▸ 푸단대학(復旦大学) 장지앙(張江)연구원-카자흐스탄 

융합혁신센터
루샤오린(陸曉琳)

상하이 푸둥(浦東) 푸단대학 

장지앙과기연구소

9 ▸ 에티오피아 방직 산업 친환경 발전 기술 서비스 협동 연구 딩쉐메이(丁雪梅) 동화대학

- 이중 한국 전북국립대학, 중국 동화대학 방직과기혁신센터, 필란드과학원, 아랍에미리트 칼리파대학

에서 공동으로 ‘방직(紡織) 지능제조 및 공정 국제 공동 실험실’을 건설

- 방직 장비 정보화, 제조 스마트화, 화학 친환경화, 패션 디자인 디지털화를 통한 방직 산업 발전 추진

참고자료

关于上海市2021年度“科技创新行动计划”“一带一路”国际合作项目立项的通知

http://stcsm.sh.gov.cn/cmsres/66/66deb4afecaa42e482b8d5d0c7884357/80746ddd05

d098d2ea12ee324ffdff44.pdf

“纺织智能制造与工程国际联合实验室”获批建设

https://ictst.dhu.edu.cn/5b/7a/c12962a285562/pag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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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中 국무원, 「지식재산권 강국건설 강요(2021-2035)」 발표

▣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조, 운용, 보호, 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

기 위해 지식재산권 중장기 계획을 발표 (9.22)

l 2021~2035년까지 지식재산권 강국건설의 총체적 발전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

<2021~2035년 지식재산권 강국건설 주요목표>

시간 주요목표

~2025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특허 집약적 산업 부가가치 GDP 비중 13%

저작권 산업 부가가치는 GDP 비중 7.5% 달성

지식재산권 연간 수출입 총액 3500억 위안 달성

2025~2035년

지식재산권 종합 경쟁력 세계 상위권 달성

지식재산권 제도 시스템 완비

세계 수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l 향후 15년간 중국은 현대화 지적재산권 건설,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에 참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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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 주요 내용>

주제 주요내용

완비한 법률 체계 구축

▸ 지적재산권의 기초적인 법률 연구를 전개하고, 전문적인 법률 법규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법률 법규의 적용성과 통일성을 증가

▸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식물 신품종 보호조례 등을 개정

과학적 관리 체제 구축

▸ 중앙정부의 거시적 조율을 강화하고, 지역 성, 시의 지적재산권 건설을 추진

▸ 특허 상표 심사관(審查官) 제도를 수립하고, 특허 상표 심사 협조 체제를 최적화하여 

심사의 품질과 효율을 높임

합리적 정책 시스템 구축

▸ 저작권 등록 제도, 인터넷 보호, 거래 규칙, 지적재산권 심사 등록 정책 조정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심사 관리 메커니즘을 건설

▸ 지적재산권 정책의 합법성과 공정경쟁 심사 제도를 완비하고 지적재산권 공공정책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

신흥분야와 특정분야의 

지적재산권 규칙체계 구축

▸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 지적재산권 보호 규칙을 제정하고,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예술 

등의 혜택 제도 건설을 강화

▸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와 현대 지적재산권 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중의약 지적재산권 종합 보호 체계를 완비하며, 중의약 특허 특별 심사와 보호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중의약 전승 혁신 발전을 촉진

지적재산권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개혁과 건설에 참여

▸ 국제 대화 교류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지적재산권 및 관련 국제무역, 국제투자 등의 국제 

규칙과 표준을 완비하는 것을 추진

▸ 지적재산권 해외 리스크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각국 지적재산권 심사 기구와 협력을 강화

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적재산권 다자간 협력 체계 발전을 추진하고 UN, WTO 등 국제 기구에서 협력을 모색

▸ ‘일대일로’의 국가 및 지역 지적재산권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 플랫폼을 건설하

며 정보･데이터 자원 프로젝트 협력을 추진

참고자료

中共中央 国务院印发《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2021－2035年)》

http://www.gov.cn/zhengce/2021-09/22/content_56387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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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통계국, 2020년 중국 R&D투자 세계 2위 달성

▣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 과학기술부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0년도 전국 과학기술경비투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R&D 투자는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과학기술 

재정지출은 소폭 감소(9.22)

l ( R&D투자 및 투입강도) 2020년 중국의 R&D투자는 24,393.1억 위안(444조 2,227억 4,4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하고 R&D투입 집중도(GDP 대비)는 2.40%로 전년 대비 0.16%p 상승

1) 활동유형별

-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경비는 각각 1,467.0억 위안, 2,757.2억 위안, 20,168.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각각 9.8%, 10.4%, 10.2% 증가

- 그중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경비의 점유율이 각각 6.0%, 11.3%와 82.7%임

2) 집행부서별

- 기업, 연구기관, 대학 R&D투자는 각각 18,673.8억 위안, 3,408.8억 위안, 1,882.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4%, 10.6%, 4.8% 증가

- 그중 기업, 연구기관, 대학 R&D투자의 점유율이 각각 76.6%, 14.0%, 7.7%임

출처 : https://finance.sina.com.cn/tech/2021-09-22/doc-iktzscyx571958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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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부문별

- 첨단기술제조업의 R&D투자는 4,649.1억 위안이고 R&D투입강도(주영업무수입 대비 비율)는 

2.67%로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0.26%p 상승

- 장비제조업의 R&D투자는 9,130.3억 위안이고 R&D투입강도는 2.22%로 전년 대비 0.15%p 상승

4) 지역별

- R&D투자가 1,000억 위안 이상인 지역은 광동성, 장쑤성, 베이징시, 저장성, 산둥성, 상하이시, 

쓰촨성, 후베이성 등 8개이며, R&D투입강도가 중국의 평균치에 도달했거나 넘어선 지역은 베이징시, 

상하이시, 톈진시,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 산시(陝西)성 등 7개임

< 중점지역 R&D투자 현황 > 

출처 : https://finance.sina.com.cn/tech/2021-09-22/doc-iktzscyx5719581.shtml

l (국가재정의 과학기술 지출)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재정의 과학기술 지출액은 10,095.0억 

위안(5.8%↓) 이고 그중 중앙재정 및 지역 재정 과학기술 지출액은 각각 3,758.2억 위안(9.9%↓), 

6,336.8억 위안(3.2%↓)으로 소폭 감소 추세

< 2020년 과학기술 재정지출 상황 >

과학기술재정지출액(억 위안) 증가율(%) 과학기술재정지출총액중비중(%)

과학기술 지출 9,018.3 -4.8 89.3

기타 부문 과학기술 지출 1,076.7 -13.6 10.7

합계 10,095.0 -5.8 —

그중：중앙재정 3,758.2 -9.9 37.2

지방재정 6,336.8 -3.2 62.8

참고자료

2020年全国科技经费投入统计公报

http://www.stats.gov.cn/tjsj/zxfb/202109/t20210922_18223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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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국 드론, 글로벌 ‘신흥 강자’ 부상

▣ 중국의 드론(无人机, 무인항공기) 시장규모는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허출원량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차지(9.7)

l (배경) 중국 드론의 기술력과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보급률이 높아졌으며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드론 

수는 총 40만여 대로 전년 대비 37.5% 증가

- 중국 공신부가 발표한 「민간 드론 제조업 발전 촉진 및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중국의 민간용 

드론산업은 급속히 발전하여 2025년까지 생산액 1,800억 위안(32조 9,040억 원)으로 연평균 25% 

증가

l 현재 세계 드론 분야 특허출원량 1위 국가는 중국이고 중국의 드론 특허출원량은 전체의 70.58% 차지

- 미국(12.62%)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한국(5.08%)과 일본(2.89%)은 각각 3, 4위로 

중국과 격차가 큼

l 2010~2014년 세계 각국의 드론기술 특허출원량 차이가 없으나 2015년부터 중국은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20년 특허출원량은 1.75만 건에 도달

- 2010~2020년간 미국 드론 분야 특허출원량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많으며 2020년 미국, 한국, 

일본의 특허출원량은 각각 1,429건, 538건, 330건임 

<2021년 8월 기준 글로벌 드론기술 특허출원량 분포현황> <2010~2021년 세계주요국 드론산업 특허출원 추세도>

  

l 중국의 DJI(大疆)는 높은 기술력,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 선전의 우수한 인프라 및 정책적 지원을 활용해 

선도기업으로 급성장 

- DJI(大疆)의 드론기술 특허출원량은 2,736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전력망(STATE 

GRID)의 특허출원량은 948건으로 2위에 올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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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기준 글로벌 드론기술 특허출원량 기업/연구기관 TOP10 >      

순번 기업/기관명 특허출원 건수

1 DJI(大疆) 2,736

2 국가전력망(STATE GRID) 948

3 지페이커지(XAG) 790

4 다오통 지능(道通智能)항공기술유한공사 637

5 서북공업대학 616

6 북경항공항천대학 532

7 남경항공항천대학 521

8 보잉 365

9 광둥전력망 344

10 이와터(易瓦特)커지 326

  

▣ 광둥성은 중국 내 드론 분야 특허출원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누계 1.41만 건 기록

l 2010~2015년간 각 지역의 특허출원량은 별로 차이가 없으나 2016년부터 광둥성은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어 최근 5년간 국내 1위 유지

- 현재 장쑤성과 베이징의 특허출원량은 7,000건을 초과하여 광둥성에 이어 중국 내 2위, 3위 차지

<2021년 8월 기준 중국 드론기술 특허출원량 지역 TOP10> <2010~2021년 중국 드론산업 특허출원 추세>

참고자료

收藏！2021年全球无人机行业技术竞争格局(附区域申请分布、申请人排名、专利申请集中度等)

https://mp.weixin.qq.com/s/pjUmSlwuhlkA7JPRwx1l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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