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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 국민 과학적 소양 향상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최근 중국 국무원은 「전 국민 과학적 소양 향상을 위한 행동계획(2021-2035)요강」을  

발표했음(6.25)

l 추진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 진보법」,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 보급법」 등

l 시진핑 국가주석은 “과학기술 혁신과 과학문화보급은 혁신발전 구현을 위한 2개의 

날개(两翼)이다”, “전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고품질 혁신 연구팀 

구축과 과기혁신성과 이전을 실현하기 어렵다”라고 지시했음

- 국민의 과학적 소양이란 과학적 정신을 존중하고 과학적 사상을 수립하며, 기본적인 

과학 방법을 파악하고 필요한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실제 문제를 분석·해결한 자질임

                     

[그림 1-1] 4대 기본원칙

l (주요목표) 2025년까지 중국 전국민의 과학적 소양 비중을 15% 초과하고, 2035년까지 

전국민의 과학적 소양 비중을 25%에 도달하게 함

      [그림 1-2] 2020~2035년 주요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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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4.5규획” 기간 청소년, 농민, 산업 노동자, 노인과 공무원 등 5개 군체를 대상으로 

한 과학적 소양 제고 행동을 잇따라 실시

l 동 「계획」에 따라 “14.5규획” 기간 ▲ 과학기술자원 과학보급화 공정 ▲ 과학보급 정보화 

제고 공정 ▲ 과학보급 인프라 공정 ▲ 말단 조직 과학보급 능력 제고 공정 ▲ 과학적 

소양 국제교류협력 공정 등 5개 중점 공정을 실시한다고 밝혔음

참고자료

§ 国务院印发《全民科学素质行动规划纲要（2021－2035年）》

https://mp.weixin.qq.com/s/5Vx-PZCFB5n0gfdfdzD26Q

구분 주요 내용

� 청소년 과학적 소양 제고 행동

❍ 과학자 정신 고양

❍ 기초교육단계 과학교육 수준 제고

❍ 고등교육단계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보급 업무 추진

❍ 과기혁신 예비 인재 육성계획 실시

❍ 학교 내외 과학교육자원 상호연결 메커니즘 구축

❍ 교사 과학적 소양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실시

 농민 과학적 소양 제고 행동

❍ 과학적·이성적 사상과 이념 수립

❍ 자질이 뛰어난 농민 육성계획 실시

❍ 향춘진흥 과기지탱행동 실시

❍ 혁명 역사 지역(革命老區),� 민족 지역,� 국경 지역과 빈곤퇴치 지역의 농민의
과학문화 자질 제고

 산업 노동자 과학적 소양 제고

행동

❍ 직업정신 교육 실시

❍ 직업기능 혁신행동 실시

❍ 직업기능 제고행동 실시

❍ 사업가 선도 시범 역할 강화

 노인 과학적 소양 제고 행동

❍ 스마트기술로 문제 해결

❍ 과학문화보급 서비스 강화

❍ 과학문화보급 행동 실시

 공무원 과학적 소양 제고 행동

❍ 새로운 이념 구체화

❍ 과학적 소양 교육 실시

❍ 공무원 채용 시 과학적 소양 관련 요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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