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13개 부문, 여성 과학기술 인재 지원정책 발표                         20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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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3개 부문, 여성 과학기술 인재 지원정책 발표

최근 중국 과학기술부와 전국부녀연합회(全國婦聯) 등 13개 부문이 공동으로 「여

성 과학기술 인재가 과학기술 혁신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관

한 조치」를 발표(7.19)

l (배경) 현재 중국 내 과학기술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은 약 45.8%를 차지하는데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직급이 높을수록 비율이 낮으며 리더형 인재가 부족

- 2019년, 중국 과학원 원사와 중국 공정원 원사 중 여성의 비율은 각각 6%와 5.3%로 

집계됐고, 국가급 인재 계획에 선발된 전문학자 가운데도 여성은 10% 이내임

l 여성 과학기술 인재는 과학기술 인재 폴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고 중국 과학기술 

사업의 매우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와 전국부녀연합회는 여성 과학

기술 인재팀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음

- 2011년 중국 과학기술부와 전국부녀연합회는 공동으로 「여성 과학기술 인재팀 구

축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여성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과기분야 여성 취업 기

회 확대, 고급 여성 과학기술 인재 발전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제기  

l (주요 목적) 동 조치는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창조적 활력을 더욱 북돋우기 위해 

국가 혁신 시스템을 정비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며, 고도의 과학기술 

자립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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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동 조치는 성평등·기회평등을 고수하여 여성 과학기술 인재가 경력개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며, 아래와 같은 6개 분야의 중점임무

를 제시

l 또한 전국부녀연합회는 장기적인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 한계, 고급 여성 과

학기술 인재 부족 등 현상에 주목해 여성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치

를 추진해 왔음

- 전국부녀연합회 관계자는 “위 조치는 앞으로 여성 과학기술 인재들이 과학기술 혁

신의 주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세

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구분 주요 내용

� 고위층 여성 과학기술 인재 양성

❍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과학기술 지원 획득

❍ 과학기술 정책 결정 참여

❍ 과학기술 국제협력·교류 참여

❍ 과학 연구·학술 네트워크 확대

❍ 고위층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정년퇴직 정책 집행

 여성 과학기술 인재 혁신창업 대폭

지원

❍ 여성 과학기술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여

성 과학기술 사업가들은 더 많이 육성

❍ “과기혁신 巾幗 행동”� 실시

 � 여성 과학기술 인재 평가 인센티브

보완

❍ 국가 고위급 여성 과학기술 인재 선발 계획 지원

❍ 여성 과학기술 인재 인센티브 확대

❍ 여성에 유리한 평가제 개편

 출산·수유기 여성 과학기술 인재

근무 지원

❍ 출산·수유기 여성 과학기술 인재를 위한 양호한 연구

환경을 조성

❍ 출산·수유기 여성 과학기술 인재를 위한 우호적 근무

환경을 조성

 여성 과학기술 예비 인재 양성 강화
❍ 여자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문화를 보급하고 과학에 대

한 관심 향상

❍ 여성이 과학기술과 관련 직업 취업 격려

 여성 과학기술 인재 기반 사업 강화
❍ 통계 및 연구 업무 강화

❍ 제도 보장 강화

참고자료

§ 科技部等十三部门印发《关于支持女性科技人才在科技创新中发挥更大作用的若干措施》的通知
https://mp.weixin.qq.com/s/HVTQ_Nj71s3-tvMscPma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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