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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동향과 한･중 협력방안

요

약

중국의 변화․혁신
중국은 2050년 과기강국으로 부상한다는 ‘과학굴기’를 내세우며 혁신역량 강화
- ｢과기3회｣에서 2020년까지 중국을 혁신형 국가반열, 2030년까지 혁신형 국가 선진
반열에 진입, 신중국 설립 100주년에 세계 과기강국으로 발전 제시
- 2020년 기본적 산업화, 2030년 고도의 산업화, 2050년까지 세계 제조강국 목표 실현

달라진 위상 : 이제 대국(大國)이라기보다 강국(强國)
- R&D 인력 세계 1위(2016년), R&D 투자 세계 2위(2016년), 국제 제조업 경쟁력 1위
(2016년),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1,762개(31.6%, 2015년)
- IMD 평가(2017년 기준) : 과학/기술경쟁력 3위/4위

중국의 비약사례들 :
- 유선전화를 건너뛰어 휴대폰, 지급결제 시스템은 현금에서 신용카드를 건너 뛰어
모바일 결제
- 인터넷도 유선보다 무선 인터넷, VTR에서 VCD가 아니라 곧장 VOD로 발전
- 기술수준, 지재권, 슈퍼컴 성능 및 핀테크 기술의 활용 등 국가 순위에서 크게 약진

새로운 도전 : 중국 기술을 국제표준화로 세계 중심에 세우려는 시도 전면화
중국 과기경쟁력의 동인
(사람) 중국 정부와 지도자들의 과기중시 정책마인드, 과학기술자 우대 및 교
육제도 개혁
(제도, 체제) 연구기관과 R&D 예산체제 개혁, 중앙기관과 지역간 협력을 통
한 지역 혁신능력 제고 및 지재권 보호 강화
(환경) 대륙 공간의 힘 등 환경적 우위의 활용과 인접국들의 성공모델 공유
중국의 과기정책 동향
시진핑 정부의 과기정책 방향
- 전략적 과기역량 및 원천기술개발 역량 확충으로 세계 과학기술 선도 우위 확보
- 혁신주체의 혁신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혁신생태계(정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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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책
- 대학의 새로운 지식 창출 및 창의형 인재양성의 원천 역할 강화
- 파괴적 체제 개혁을 통해 연구소의 혁신역량 및 효율 강화
- 기술혁신정책 의사결정부터 성과 이전·사업화까지 기업이 진정한 주체가 되도록 유도
- 지역혁신거점 구축 등을 통해 지역역할을 강화하여 기술혁신공간 개척 및 확장
-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의 글로벌화, 특히 주도적 과학기술 협력 추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 국가과학기술계획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의 기본 조직형식의
하나로 과학기술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
- (중장기 계획) 신중국 설립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 과기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실시
- (5개년 계획) 중장기 계획의 큰 틀 속에서 1991년부터 과학기술 부문에서도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과 함께 과학기술 5개년 계획 수립·실시
- 중속 성장에 접어든 중국은 '하이브리드 경제대국'으로 경제 재편을 위해 ｢인터넷+｣,
｢중국제조 2025｣ 실행계획 발표
- 시진핑 정부는 실크로드의 옛 영광을 재현하고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대일로
전략 하에 과기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 주력

중국의 R&D 동향
기초연구 및 인프라, 자동차, 우주·항공, 슈퍼컴퓨터, 반도체, 양자통신, 5G,
바이오, 원자력, 로봇, 인공지능 등이 핵심 분야
주요 내용
- 과기부, 베이징분자과학 등 6개 국가연구센터의 설립 승인
- ｢인터넷 +｣ 전략의 영향으로 IT 업체의 자율주행기술 분야 진출 본격화
- 2045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우주강국이 되겠다는 우주계획 발표(2017.11)
- 중국, 핵심 칩 자체 개발, 2020년까지 칩 자급률 40%, 2025년까지 70% 목표
- 양자통신위성 발사성공(2016.8), 세계 최초의 광양자컴퓨터 개발(2017.5) 성공
- 2018년까지 북경, 상하이, 광저우 등 5G 시험망 시범도시 테스트 완료, 2019년 5G
네트워크 건설 본격 가동
- 바이오 일부 선행기술 분야에서 세계 일류 수준 근접, 최근 줄기세포 및 뇌과학 등
국제 관심분야 연구 활성화
- 원전, 2030년까지 총 110기 가동으로 세계 1위, 전체 발전량 10%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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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7월 「차세대 인공지능발전규획」발표, 2030년까지 AI 핵심산업을 1조 위안 규모로
발전시켜 인공지능 강국 도약

한․중 과학기술 협력방안
그간의 한·중 관계 평가 : 지난 25여 년간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였지만 범위와
심도는 구미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협력방안
-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대결적 경쟁은 줄이면서 협력 속에서 중국보다 조금 앞서 갈 수
있는 경쟁 전략 개발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 수명이 긴 분야의 융복합 기술 위주 혁신으로
중국을 선도할 필요
- 지역별 물적․인적 자원, 기술의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진출방안 모색 및 지역별 전문가 육성 필요
- 중국을 총괄하는 연구기관 설립과 장기적 안목에서 대중국 전략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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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변화․혁신

1)

본 자료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KOSTEC) 에서 2017년 발간한 “시진핑 정부의 중국
과학기술동향”, “중국의 4차산업 기술동향” 및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중국은 기술 추격 및 혁신역량 축적 단계를 거쳐 새롭게 변신 중
선진국의 정책과 기술경로를 따라잡기보다는 독자적 과학기술발전 경로 탐색과
선두주자 우위 확보에 주력
｢중국제조 2025｣(2015), ｢인터넷+｣(2015) 및 전략적 신흥 산업 등의 발전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뒷받침
과거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도상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던 중국이 이제는 중화민족
부흥의 위대한 ‘중국의 꿈’을 강조하면서 강대국으로 인식 전환

‘과학굴기’ 내세우며 과기대국에서 ‘2050년 과기강국 부상’ 천명
2)

｢과기3회｣(2016) 에서 2020년까지 중국을 혁신형 국가반열, 2030년까지 혁신형
국가 선진반열에 진입, 신중국 설립 100주년에 세계 과기강국으로 발전 제시
세계 과기혁신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한 3단계 전략
- 2020년 기본적 산업화, 2030년 고도의 산업화, 2050년까지 세계 제조 강국 목표 실현
※ 과학기술 강국 건설은 태산(보기에는 장엄하지만 해발이 1,545m에 불과)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티벳고원 평지(3,000∼4,000m)를 건설하는 것

"삼위일체”의 강국전략집합(Strategy set)

3)

기본적 발전방향은 세계 경제, 산업, 과기대국에서 세계 종합강국 도약 실현
- 과학기술이 강하면 산업이 강하고 경제가 강하면 국가가 강해짐
- 2015～2020년 : 가속추격, 2020～2040년 : 어깨겨룸, 2040～2050년 : 추월 및 선도
※ 중국의 연구개발 자본스톡은 2025년 미국을 초과, 2050년에는 미국의 2.83배,
연구개발활동 종사인력(FTE기준)은 2050년에 최소 미국의 7배 이상으로 예측
1)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전문조직으로 1993년 11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로 최초 설립
되었음(현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 중임)
2) 과기3회(科技三会)란 2016년 5월 30일에 개최된 전국과기혁신대회, 중국과학원 제18차 원사회의와 중국공정원 제
13차 원사회의, 중국과기협회의 제9차 전국대표대회를 가리킴
3)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겸 칭화대학 국정연구원 원장인 후안강(胡鞍钢)이 중국과학원 저널 ｢2017년 제5기｣에
“중국, 어떻게 세계 과기혁신 강국이 될 것인가?”로 기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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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변모된 모습
신중국 건국 후 초기 30년은 강대해지고, 개혁개방 이후 30년은 부유해짐
- 이제 ‘국가는 더 강하게, 국민은 더 부유하게’ 되는 ‘강한 나라와 부자 국민’이
목표
달라진 위상 : 이제 대국(大國)이라기보다 강국(强國)
- 단순히 인구가 많은 인구 대국이 아니라 인적자원강국, 제조대국이 아니라 제조
강국으로 변모. 나아가 지식재산권 대국에서 강국으로의 도약 모색 중
※ R&D 인력 세계 1위(2016년), R&D 투자 세계 2위(2016년), 국제 제조업
경쟁력 1위(2016년),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1,762개(31.6%, 2015년)
※ IMD 평가(2017년 기준) : 과학/기술경쟁력 3위/4위
⇒ 중국은 과학기술을 변화시키고 과학기술이 중국을 변화시키고 있음
최근 주요 산업이 정책의 일관성과 넓은 시장규모를 토대로 큰 틀에서 관리되고 있고,
선후를 가려 단계별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이 거의 동시에 성장

중국의 비약사례들
‘퀀텀 점핑’(Quantum Jumping)
- 유선전화를 건너뛰어 휴대폰, 인터넷도 유선보다 무선 인터넷, VTR에서 VCD가
아니라 곧장 VOD로
- D램을 뛰어넘어 바로 고차원기술인 3D 낸드플래시 양산 도전
- 지급결제 시스템이 현금에서 신용카드를 건너 뛰어 모바일 결제
- 자동차는 선진국과는 달리 하이브리드차의 과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순수
전기자동차 시대로 돌입 의지
- 일반 컴퓨터보다 2.4만배 빠른 세계 최초 광양자컴퓨터 개발(2017.5) 성공으로
‘나노’의 시대를 넘어 ‘양자’ 선진국 입지 굳힘
기술적 Leapfrogging이 가능한 이유
-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국방 및 우주분야의 기술기반, 막대한 규모의 과기인력과
첨단기술분야 해외인력 복귀(‘海歸’), 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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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
- ｢2018년 세계 기술혁신동향에 대한 글로벌 기술혁신 보고서｣(2018.3, KPMG)에 따르면,
4)
중국은 세계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순위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2018)에 따르면 중국 10대 기술의 평균 기술수준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에 이은 5위를 차지함(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로 SW
분야를 제외한 ICT 산업의 기술수준이 높아져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가 많이 좁혀짐).
특히,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파․위성, 기반 SW·컴퓨팅, ICT 디바이스는 한국의 기술
수준 추월

핀테크
- 컨설팅 업체 언스트앤영(Ernst & Young)은 2017년 세계 각국의 핀테크 기술 활용 정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핀테크 기술의 활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중국(69%)이며, 인도
(52%), 영국(42%) 등이 그 뒤를 이음

슈퍼컴퓨터
- ｢Top 500 프로젝트｣(세계 슈퍼컴퓨터 성능 랭킹 산정 프로젝트)는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2017.11, 중국이 슈퍼컴퓨터 202대를 보유하여 1위,
5)
미국은 143대로 2위)

지적재산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PCT 특허, 상표권, 산업디자인과 관련 기업, 분야, 주요
국가 순위 발표(2017)에서, PCT 특허의 경우 중국은 48,882건으로 미국 56,624건에 이어
2위, 상표권의 경우 총 56,200건 중 미국, 독일에 이어, 중국은 3위를 차지(5,230건)

새로운 도전
이동통신 : 3G에서 글로벌 경쟁자들과 거리 좁히고 4G를 지나 5G에서 선두 목표
바이오 신약 : 10억 명이 넘는 인구로 내수시장에서 검증했다는 점을 내세워
해외 임상을 거치지 않고도 세계 시장 진출 가능
국제표준화로 중국 기술을 세계 중심에 세우려는 시도 전면화
- 자국기술의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해 국제표준기구 요직에 진출 확대

4) 중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첫째, ｢일대일로 전략｣, ｢홍콩·마카오·광동성 통합 경제권 사업｣, ｢중국제조
2025｣ 등 대형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의 세계 선도주자로 거듭나고 있음. 둘째 인적자본의 규모 및 역량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예상함
5) 2017년 5월 조사 결과에서는 미국 169대, 중국 159대로 중국이 2위였으나 5개월 만에 순위 역전(세계에서 연산
속도가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도 중국이 차지, 중국 선웨이(神威) 타이후즈광(太湖之光)이 1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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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과기경쟁력의 동인

(사람) 중국 정부와 지도자들의 과기중시 정책마인드, 과학기술자
우대 및 교육제도 개혁
정부의 과학기술 산업화 의지와 함께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 ‘과학기술은 제 1의
생산력’이란 명제가 면면히 계승되어 지금도 보완되면서 지속 중
- 과학기술에 대한 덩샤오핑의 견해는 이후 장쩌민의 “과학기술동력론(科技動力論)”,
“과교흥국(科敎興國)”, “과학기술 혁신론(科技創新論)”으로 이어졌음
- 후진타오 역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과학적 발전관”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성장을 관련지었음
과기 정책결정자의 장기 재임과 과학기술자 우대
- 万钢 (전)과기부장관(2007～2018.3), 苗圩 공업정보부장관(2009～)
6)

- 원사(院士) 제도, 춘절 원로과학자 방문 등
주요 과학기술분야 ‘선구자’ : 바이오, 기계, 우주항공, 자원, IT 등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룩한 과학기술자를 각 분야별로 ‘선구자’로 호칭(부록 1 참조)
대학교육 제도의 변혁
- 덩샤오핑이 중국의 정치무대에 재등장한 이후 이룩한 가장 중대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대학 시험제도의 부활’도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
- 1977년 대입 부활 : 570만 명 지원 그중 30만 명(진학률 5.3%)
· 1980년 330만 명(진학률 8%), 1990년 283만 명(진학률 22%), 2000년 375만 명
(진학률 59%), 2005년 877만 명(진학률 57%), 2010년 946만 명(진학률 69%),
2015년 942만 명(진학률 74.3%)

(제도, 체제) 연구기관과 R&D 예산체제 개혁, 중앙기관과 지역간
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능력 제고 및 지재권 보호 강화
지속적인 연구기관, R&D 예산, 투자 및 관리시스템 개혁
- 정부주도의 일원화된 연구체제를 해체하고 사회 수요에 보다 더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기업 연구소와 연구형 기업 육성 전개
- 2015년부터 개정 ｢예산법｣ 시행, 기존 과학기술계획 관리의 대대적 개혁 단행으로
과기프로젝트 관리에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대폭 향상
6) 중국과학원 및 중국공정원의 존경받는 원로 과학자, 공학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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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는 더 이상 과기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이를 민간전문기구에
위탁함으로써, 전문기구가 프로젝트 접수, 심사, 과정관리, 검수 등 책임
-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실현을 위하여 기존 40여 개 부처의 분산된 다양한 100여
종의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을 5개 유형에 따라 재편
중앙기관과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능력 제고
- 부처와 성 간 협상, 기관과 지방 간 협력 등 메커니즘을 통해 광범위한 다차원의
협력 전개
- (중국과학원) 지식혁신공정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추진
7)

·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대형 공정 프로젝트 추진

· 톈진, 쓰촨 및 광둥 등 12개 성(자치구/직할시) 및 장춘, 난징, 장사 등 도시와
중국과학원-지역 지도자 협상메커니즘 구축
- (대학-지역 협력/칭화대학) : 20여개 성과 ｢성(省)과 대학간 전면적 협력계약｣,
80여개 도시와 ｢시(市)와 대학간 협력합의서｣ 체결
· 프로그램/과제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력 및 연계 강화, 과학연구기구 설립으로
8)
기술성과 이전 및 산업화 촉진
9)

· 대학-지역 과학기술협력기금 공동 설립 , 대학-지방정부 공동연구원 설립10),
대학–중점지역 산학연협력사무소 공동 설립 등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권리보호 메커니즘 구축
- 국가지적재산권국은 2011년 설립한 중산(中山)지식재산분쟁신속처리센터를 비롯
하여 13개 지역에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저작권보호센터 설립 허가(부록 2 참조)
- 각 센터는 신속한 특허심사와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정을 수행하는 동시에 해당
지방의 산업특징과 결합시켜 동 지역의 특색을 지닌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권리
보호 메커니즘 구축
· 동 센터 특징은 국가지적재산권국과 지방정부의 협업으로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특허권 권리범위 확정과 권리보호를 위해 각 지역의 중점산업발전과 실제수요에
부응하여 특허분쟁 조정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권리보호 지원방식을 혁신함으로써
행정보호와 사법보호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킨 데 있음

7) 2000년부터 국가 전략적 수요에 대응해 서부행동계획, 동북진흥 과학기술행동계획, 과학기술 티벳 지원공정, 과학
기술 구이저우성 지원공정, 과학기술 칭하이성 지원공정, 과학기술 간쑤성 지원공정, 과학기술 신장 지원공정 등 실시
8) 칭화대학-쑤저우 자동차연구원 분원(2011.7, 쑤저우 우장구와 샹청구), 칭화대학 우시응용기술연구원(2012.3, 우시),
칭화대학-허페이 공공안전연구원(2013.12, 허페이시 정부와 칭화대학이 설립)
9) 2013년 말까지 허베이, 윈난, 안산, 무시, 광둥성 교육부 및 둥린 등 6개 과기협력기금 설립
10) 선전-칭화대학연구원(1996.12), 베이징-칭화공업연구원(1998.8), 허베이-칭화발전연구원(2002.8), 저장-칭화삼각주연
구원(2003.12)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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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中山) 센터의 경우 중산시 인민법원은 위탁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증거
상호인증과 분쟁조정 사전메커니즘을 실시하여 특허권 침해 안건 처리시한을
1개월로 단축시킴(중재기구와 사법기구(법관이 출장 지원)가 동일 건물에 위치)

(환경) 대륙 공간의 힘 등 환경적 우위의 활용과 인접국들의 성공모델
공유
기술격차 시간의 갭을 대륙 공간의 힘으로 극복
- 시간적으로는 근래 산업기술의 경험이 길지 않지만, 공간적으로 큰 내수시장
때문에 단시간에 매우 다양한 경험 보유
11)

- 철도산업의 성공적 추격은 국토 면적과 인구 밀도 측면에서 좋은 요건 구비
 중국 고속철의 경쟁력
- 다양한 기후와 지형을 관통하는 공사로 혹한, 혹서 등 극한 지역 기술력 축적
- 일본, 유럽과 기술력은 비슷하지만 가성비 우위
- 지금까지 19,000km 고속철을 건설한 노하우(세계 고속철의 60%)
12)

환경적 장점

- 인접 국가들(대만, 한국, 특히 일본)의 성공적인 수출 중심 경제 발전 모델 보유
- 개혁 초기 현대적 법률·금융 시스템을 갖춘 홍콩의 '소프트'기반 시설 활용 가능
- 대만 전자업체들의 집단생산거점 이전으로 세계적 수준 제조업기반 구축 용이

11) 이근 외, 산업의 추격, 추월, 추락(2014), p.214, (주)21세기북스
12) 아서 크뢰버(번역 도지영), 127가지 질문으로 알아보는 중국경제(2017), p.75, 시그마북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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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기정책 동향
13)

가. 시진핑 정부 의 과기 정책
정책 방향
추진배경
- 뉴노멀 시대 도래로 경제·사회적 위기와 도전이 증폭되어 경제 발전의 도구로
활용되어 온 과학기술 역할에 대한 점검과 재조명
- 이러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여 시진핑 정부는 기존의 과기정책·사업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혁신주도 발전’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로 확정
2050년을 지향하는 과학기술 발전 청사진인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규획강요｣
(2016.5) 발표로 ‘과학굴기’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그림 1> 과학기술혁신강국 건설 단계별 목표

14)

전략적 과기역량 및 원천기술개발 역량 확충으로 세계 과학기술 선도 우위 확보
- 전통산업과 인터넷의 접목, 모든 제조업의 스마트화 및 전략적 신흥산업 등 발전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 기초 및 프런티어 분야의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원천적 기술개발 능력 확보
※ R&D투자 대비 기초연구의 비중 확대(2020년 10%)
- ｢과기중대프로젝트 및 과기혁신-2030｣(2016) 실시와 심우주(深空)·심해(深海)·
심부지하(深地)·IT(深蓝, 인공지능·양자통신) 등 연구 강화
13) 시진핑 정부 1기(2013∼2017), 시진핑 정부 2기(2018∼2022)
14) ‘혁신형 국가’란 GDP의 2%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60% 이상이며, 지식집약형
서비스산업 생산이 GDP의 20%, 대외기술 의존도가 30% 이하인 국가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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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주체의 혁신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혁신생태계(정책환경) 조성
(개혁 1) 5개 유형에 따른 국가과기프로그램 체계 재편으로 전략적 과기혁신분야 집중
(개혁 2) 연구몰입형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의 유연적·효율적 활용 촉진
(개혁 3) 기술성과의 소유·처분·수익배분 자주권 확대와 기술이전·창업 활성화
(개혁 4) 과학기술사업 관리의 투명성·공정성 및 정보 공유·활용 촉진

주요 시책
대학의 새로운 지식 창출 및 창의형 인재 양성의 원천 역할 강화
 2020년 : 일부 대학 및 학과가 세계적 수준에 접근
 2030년 : 보다 많은 대학 및 학과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2050년 : 세계 일류수준의 대학 및 학과 수가 선두를 차지하는 대학교육강국으로 매진

파괴적 체제 개혁을 통해 연구소의 혁신역량 및 효율 강화
- 중국과학원, 2030년을 지향하는 ｢솔선행동계획(率先行動計劃)｣(2014) 실시
- 4가지 유형에 따라 연구소 재편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운영, 지원 및 평가제도 시행
※ 연구소 유형 : 혁신연구원(경제사회문제 해결), 탁월혁신센터(기초·프런티어),
거대과학연구센터(연구 인프라) 및 특화연구소(특수·융합분야)
※ 중국과학원 : 외국국적 우수 연구인력의 비중을 기존 1%에서 2020년 3%로
향상(기초분야 6%)
- 선택 및 집중을 통해 연구영역을 재조정하여 주력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5개 주력분야 : 전략적으로 선도해야 할 분야, 기초·프런티어·융합 분야, 국방과학기술 분야,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 및 국민건강·지속가능발전 분야

기술혁신정책 의사결정부터 연구개발 투자, 연구과제 기획·실시 및 성과 이전·
사업화까지 기업이 진정한 주체가 되도록 유도
- 고위급·정례적 기업 기술혁신 대화와 자문 제도를 정립하여 국가 혁신정책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추진
※ 최근 기업 R&D 투자가 정부 R&D 투자를 크게 상회하면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기업들의 특허 수도 급증
- 대중창업공간 구축 및 금융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대중창업·만중혁신" 활성화
지역혁신거점 구축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강화하여 혁신공간 개척
- 베이징·상하이(글로벌 혁신거점), 국가첨단기술개발단지(146개) 및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형 도시 및 지역적 혁신 중심지를 중심으로 추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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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외교는 중국 대외개방 정책의 중요 구성부문이며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수단으로, 전략의 중점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것
- 미국, EU 등 선진국과 기초과학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 대형 공동연구 추진
- 상대국들의 협력수요를 반영하면서 자체적으로도 해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
15)
기술 분야의 협력 적극 추진
- 새로운 특징은 중국 지방정부가 기술수준 향상과 첨단산업 발전 측면에서 국제
과기협력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의 글로벌화, 특히 주도적 과학기술 협력 추진
- 향후 5년 내 2,500명 청년과학자의 중국단기 연수·방문 초청, 5,000명 과학기술
16)
및 관리 인력 교육·훈련, 50개 공동실험실 운영 등 진행 중

나. 시진핑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
계획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규획 강요(2016.5)
과학기술발전 중장기 계획(2006.2)
17)

과기혁신 13.5 규획 (2016.8)
※ 11.5 규획(2006), 12.5 규획(2011)

주요 내용
2050년까지 과학기술혁신 강국 도약을 위한 3단
계 목표 및 실천과제 등 제시
과학기술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실현하는 중요
한 수단으로 신중국 설립부터 현재까지 총 7차
례 계획이 수립·실시되었음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함께 수립되는 5년
주기의 계획(현재 13차)으로 과학기술발전의 청
사진 및 조치 제시

※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일대일로 전략｣은 경제·무역 관련 계획으로 과학기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됨

｢과학기술발전 중장기 계획｣
국가과학기술계획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의 기본 조직
형식의 하나로 과학기술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
국가경쟁력이 곧 과학기술력이라는 판단 아래 중국 역대 지도자는 과학기술 진
흥을 위한 중장기 및 5개년 계획 수립·실시
- (중장기 계획) 신중국 설립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 과기발전 중장기 계획이 수립·
실시되었고, 현재 실시 중인 중장기 계획은 ｢과학기술발전 중장기계획(2006∼
2020)｣*임
※ 이 기간 중 11.5, 12.5, 13.5 규획이 수립됨
15) 중점협력분야 ; (미국) 청정에너지, 환경, 생명공학, (유럽) 에너지와 기후변화, 수소 및 연료전지, 탄소 포집 및 저장,
(러시아) 나노 및 미세전자, (캐나다) 수소연료전지분야
16) "일대일로 건설 과학기술혁신협력전문프로젝트 계획" 발표·실시(2016.4)
17) 11차부터는 정부 간섭 최소화와 시장화를 강조하기 위해 ‘계획’ 대신 ‘규획’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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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최초 중국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중국 국무원, 2006.2)으로 2,000여 명의
전문가와 정부부처 등 관련기관 참여 하에 2003년부터 수립
- (5개년 계획) 중장기 계획의 큰 틀 속에서 1991년부터 과학기술 부문에서도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함께 과학기술 5개년 계획 수립·실시

｢과기혁신 13.5 규획｣

18)

(목표) 2020년까지 세계 혁신형 국가 대열에 진입하여 2050년 세계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탄탄한 기반 마련
19)

과거에는 과학기술 ‘발전’ 규획이었으나 과학기술 ‘혁신’ 규획으로 바뀌어 ‘혁신 ’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
- ｢과기혁신 13.5 규획｣(2016.8)에서는 혁신형 국가 대열에 진입하여 과학기술대국
에서 과학기술강국으로 매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중장기 목표 천명
(부록 3 참조)
과거와 달리 숫자 형식보다는 혁신, 협동, 녹색, 개방, 공유발전이라는 5가지의
이념을 제시하고, 서술식으로 5년의 마스터플랜 수립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경제로의 전환이 ｢과기혁신 13.5 규획｣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인터넷 강국은 시진핑 정부의 ｢과기혁신 13.5 규획｣ 첫머리에
나오는 국가혁신전략임
<표 1> ｢과기혁신 13.5 규획｣의 혁신 발전전략
목표
과학기술 혁신의 역할 강화

‘대중창업·만중혁신’ 심화
혁신 장려 시스템 구축

인재 우선 발전전략 시행

새로운 발전 동력 창출

핵심 전략
·
·
·
·
·
·
·
·
·
·
·
·
·
·
·

첨단 분야 혁신 추진
혁신적 조직 시스템 최적화
기초 혁신역량 제고
혁신 고지 건설
창업혁신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
대중의 창업·포용·지원·구축 등 분야 혁신 추진
과학기술 관리 시스템 개혁 심화
성과 전환 및 수익배분 메커니즘 완비
혁신 지원정책 시스템 구축
대규모 인재풀 형성
인력 배치의 최적화 촉진
우수인재 발전환경 조성
소비 업그레이드 촉진
투자 효율성 제고
수출의 새로운 우위 확보

출처 : ｢과기혁신 13.5 규획｣ 기간 중국의 혁신발전 전략 방향 및 평가, 2016.10., KIET 북경사무소 자료 재인용
18) 과기혁신 13차 5개년 계획
19) 혁신은 과학기술은 물론이고 산업·금융·지식재산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경제적·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동
규획은 과기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금융·재정 등 정책을 포함시키는 정책 포트폴리오로 간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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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2025｣
중속 성장에 접어든 중국은 '하이브리드 경제대국'으로 경제 재편을 위해 ｢인터넷+｣
(2015), ｢중국제조 2025｣(2015∼2025, 2015) 실행계획을 발표
20)

- 1단계는 모든 전통산업에 인터넷을 접목시키는 ｢인터넷+｣

전략

- 2단계는 모든 제조업을 첨단화, 인공지능화, 로봇화하는 ｢스마트+｣, 곧 ｢중국제조 2025｣ 전략
※ 과거 규획들과 달리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제조업 전반에 대해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전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 추세에 부응한 전략적 대응 의지를 보임
독일의 ‘Industry 4.0’을 모델로 제조강국 진입 전략을 구상하여 ｢중국제조 2025｣
21)
수립
- 국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업정보화부는 150명의 원사 및 전문가를 동원해 30년간
산업 전략적 구상을 1년 반에 걸쳐 제정(9개 전략적 임무, 10대 전략적 중점분야,
22)
5대 중대공정 포함)
23)

* 국가 제조강국 건설 영도소조 설립 : 영도소조 사무실은 공업정보화부에 개설, 팀장
(马凯)은 국무원 마카이 부총리, 판공실 주임은 신궈빈(辛国斌) 공업정보부 부부장

- ｢중국제조 2025｣의 골자는 공업화·정보화 융합(산업의 ICT 접목)이고 주력방향은
24)
스마트제조임
25)
※ 제조업 발전단계상 중국은 전반적으로 ‘2.0’에서 ‘3.0’로 이행하는 단계

출처 : 스마트제조 공업제어시스템 전생명주기의 정보보안 확보, 중국전자 제6연구소 공업제어시스템정보보안기술국가공정실험실
許鳳凱(智能制造工业控制系统全生命周期信息安全保障,中国电子第六研究所工业控制系统信息安全技术国家工程实验室许凤
凯), 2016.2.18, KOSTEC 자료 재인용

<그림 2> ｢중국제조 2025｣전략

26)

20) ｢인터넷+｣란 인터넷 기술, 특히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같은 최신기술들을 기존산업에 접목시켜
기존산업의 효율과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아이디어
21) 중국 공정원의 저우지 원장이 2013년 1월 ｢2020년 제조강국전략｣을 선포, 리커창 총리가 2015. 3월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5년까지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전환 발표
22) 2018년 1월 발표된 새로운 로드맵은 2015년판에서 확정한 10대 중점영역과 23개 우선발전 방향을 그대로 승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분야별 발전상황에 따라 관련재료와 전문제조장비 등 내용을 일부 보충하였음
23) 영도소조는 비공식 의사결정기구로 부처를 초월하여 포괄적 권력을 지니며, 부문별(과기영도소조, 일대일로영도소조,
중앙재경영도소조 등)로 현안이 있을 때 구성하여 특별한 임무를 맡아 수행함(영도소조 조장을 시진핑이 맡은 경우도 있음)
24)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은 양화(정보화 및 공업화)의 심층적 융합임(《中国制造2025》主线是“两化”深度融合,
http://www.ceh.com.cn/cjpd/2016/07/938096.shtml)
25) ▷증기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 ‘공업 1.0’ ▷전기를 이 용한 공장제 대량생산 시대인 ‘공업 2.0’ ▷전자정보기술을 활용해
생산자동화를 실현한 ‘공업 3.0’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기반의 스마트 공장으로 상징되는 ‘공업 4.0’ 등 네 단계로 나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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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전략｣
시진핑 정부가 실크로드 옛 영광을 재현하고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중국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 신흥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과잉'과 '결핍' 해소(달러 과잉,
생산능력 과잉과 석유, 비철금속 등과 같은 원자재 결핍)
※ 실크로드 주변국 26개국은 인구수 44억 명, 경제규모 21조 달러, 세계 무역비중
27)
24% 달함

중국은 2012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중·동부 유럽 11개국과 발칸반도 5개국을
28)
묶은 ‘16+1(중국)’ 플랫폼 출범
-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면서 유럽 내 강력한 친중 블록 구축
일대일로 협동혁신 공동체를 구축하여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융합
- ｢일대일로 건설 과학기술혁신협력전문프로젝트 계획｣ 발표·실시(2016.4)
- 에너지, 농업, 교통, 정보통신 등 12개 중점분야에서 과기인력 교류, 협력플랫폼
구축, 혁신공동체 결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협력 및 교류 확대

｢2018년 정부업무보고｣ 중 과학기술혁신 업무

29)

리커창 국무총리는 ｢2018년 정부 업무보고｣(2018.3)에서 ‘혁신’을 56번 언급하면서 지난 5년 동안 혁신
드라이브형 성장 전략의 실천 성과를 회고하고 2018년 과학기술 혁신분야의 중점 추진업무 제시

국가혁신시스템 보완
- 기초연구 및 응용기초연구 강화 : 과기혁신중대프로젝트 실시, 국가실험실 건설
-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시스템 보강 : 기업주도 국가중대과기프로젝트 권장, 산학연
연계 지원 및 성과의 응용확산 촉진
- 국가의 과기투입의 민생분야 집중 추진 : 미세먼지, 암 등 중대 질환 등 분야
집중
혁신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보완
- 과기관리제도 개혁 평가 : 실적평가는 과정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 추진
- 혁신 연구단체와 리더형 인력에게 보다 더 큰 결정권 부여
26)
27)
28)
29)

http://www.kongzhi.net/news/detail_156110.html
전병서, 중국의 대전환, 한국의 대기회(2015), p.202, 참돌
조선일보(2018.3.21)
http://www.gov.cn/guowuyuan/2018-03/05/content_5271083.htm
15

과학기술 동향 심층 분석보고서 제 32호

- 중대 과학임무 담당 R&D 인력에게 원활한 급여제도와 인센티브 제도 적용
- R&D 인력에게 기술성과의 소유권 및 장기사유권 부여
-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폐지·완화
대중창업·만중혁신의 수준 업그레이드
- 혁신·창업 시범기지 조성 강화 , 국가융자담보기금 설립, 해외 유학인력의 귀국
창업 권장과 해외인재의 중국 진출 통로 확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법규 개선으로 다양한 권력 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은 강력 처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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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R&D 동향

주요 R&D 분야는 ｢과기혁신 13.5 규획｣ 및 하위 전문규획들과 ｢중국제조 2025｣ 전략 등에 의거하여
추진 중

기초연구 및 인프라
과기부, 베이징분자과학 등 6개 국가연구센터의 설립 승인(2017)
- 국가과기혁신기지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기초·선도 연구에 초점을 맞춰 세계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학술혁신, 인재양성, 연구선도, 지식확산 및 성과이전의
거점으로 성장
국가연구센터(지역 명 + 학문분야 명)는 기존 6개 예비 국가실험실을 토대로
설립되어 국가중점실험실 운영 메커니즘에 따라 관리·운영
- 주관부처는 연구센터 소재 지방정부와 제휴하여 사무실, 연구시설, 인재 초빙,
경비 등 다양한 지원 제공

자동차
전기자동차는 7대 신흥산업으로, 2020년까지 연간 전기자동차 생산능력을 200만
대 수준으로 제고 목표
30)

- 2020년까지 순수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누적생산량 500만대 목표

※ 2010년 12월 중국 자동차회사 최고경영자 출신 공업정보화장관이 등장,
그가 차관으로 역임하던 2008년부터 중국 자동차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
｢인터넷+｣(2015) 전략의 영향으로 IT 업체의 자율주행기술 분야 진출 본격화

우주·항공
2045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우주강국이 되겠다는 ｢우주계획｣ 발표
(2017.11)
- 2025년 우주 화물선 개발, 2030년에는 달에 기지 구축, 2040년에는 소행성에서
광물 채굴이 가능한 핵추진 우주왕복선과 우주 태양열발전소 건립
2020년까지 총 35개 위성-베이더우 항법시스템 구축
- 중국은 35개 인공위성을 연결해 2020년까지 전 세계를 24시간 내려다보며, 위치
추적, 기상관측, 자원탐사를 할 수 있는 항법시스템 구축 착수
30) 박영숙, 메이커의 시대(2015), 한국경제신문, p.27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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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독자 개발한 대형 여객기 C919의 첫 시험비행 성공(2017.5)을 계기로
31)
세계 항공업계 판도를 ‘ABC’ 구도로 짜는 것 이 목표이고, C919 후속 모델인
32)
C929 개발 착수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팅 컨퍼런스 2017’에서 중국이 세계 상위 500대 슈퍼컴퓨터 중 202대를
보유해 처음으로 미국(143대)을 제치고 최다 보유국
중국, 핵심 칩 자체 개발
- 지난 2015년 미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인텔의 슈퍼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 칩의
중국 수출을 막자, 자체 기술로 CPU 칩 개발
- 선웨이. 타이후즈광 슈퍼컴에는 중국이 자체개발한 처리장치 사용

반도체
중국은 2010년부터 반도체 육성에 초점을 두고 ｢과기혁신 12.5 규획｣ 수립 시
핵심산업 정책으로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선정
-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 추진요강 발표(2014.7, '반도체 독립'이 목표)하면서 1,200억
33)
위안 규모 펀드 조성 → 10년간 반도체산업 육성에 1조 위안 투입 계획
34)

디스플레이 분야가 자생력을 갖췄다고 판단 하자 반도체 기술력의 세계수준
도약을 위해 2015년부터 실리콘 공정 시작(2015.7, 전자신문)
35)

- 2020년까지 칩 자급률 40%, 2025년까지 70% 목표

- 2030년까지 중국 메모리시장 소비량의 40%까지 국산화 목표
｢중국제조 2025｣ 반도체 관련 기술로드맵(2015.10) : 첨단반도체기술을 전략 핵심
신소재에 포함시켜 2020년, 2025년 단계별 추진

양자통신
양자통신위성 발사 성공(2016.8) 이후 일반 컴퓨터보다 2.4만배 빠른 세계 최초의
광양자컴퓨터 개발(2017.5)에 성공하여 전 세계에 양자선진국으로서의 입지 굳힘
31) 제조업체 중국상용비행기회사(COMAC)는 세계 대형 민간 항공기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는 Airbus(에어버스) 및
Boeing(보잉)과 경쟁하며 ABC 삼국정립 국면 조성
32) 중국은 ｢과기혁신 13·5 규획｣ 기간(2016∼2020) 내 500개 이상의 공항을 건설하고, 5,000대 이상의 항공기 보유
목표
33) 인텔이 지난 10년간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과 맞먹음
34) 중국은 2003년초 국내 LCD업체 하이디스 인재를 대거 흡수해 세계 5위의 BOE 육성
35) 2015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총 2,307억 달러(약 271조 원). 이는 석유 수입액을 소폭 웃도는 수치(2017년
2,595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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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차원에서 양자통신을 ｢과기혁신 13.5 국가과기혁신규획｣에 포함시켜 육성 강화
- 2030년까지 국가전략을 구현하는 6대 중대과기프로젝트에 양자통신과 양자컴퓨터 포함
양자통신 학술논문의 원천혁신능력이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

5G
정부차원에서 ｢중국제조 2025｣(2015)와 ｢과기혁신 13.5 규획｣(2016.8)을 통해
5G 발전전략 및 2020년까지 5G 상용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5G를 주도할 목적으로 2013년에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기부 3개
36)
부처와 차이나모바일, 화웨이 등 민관학계가 참여한 IMT-2020(5G) 추진팀 설립
북경, 상하이, 광저우, 닝보, 쑤저우 지역을 제1차 5G 시험망 시범도시로 지정,
2018년까지 테스트 완료, 2019년에 5G 네트워크 건설 본격 가동

바이오
바이오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의 지속 추진으로 일부 선행기술 분야(단백질체,
줄기세포, 바이오정보, 바이오약물, 농작물 육종 등)에서 세계 선진수준에 근접,
최근 줄기세포 및 뇌과학 등 국제 관심분야 연구 활성화
※ 바이오 R&D 인력 25만 명 규모, 이중 생명공학분야 고급 R&D 인력은 4만 명 수준,
매년 약 2,000여 명의 생물학 박사 배출
2006～2010년간 중국정부가 미국, 유럽 등지 세계적인 연구센터에서 대거 유치
해온 우수인력들이 현재 중국 내 줄기세포 연구 분야 리더 역량 형성
뇌과학 분야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 중국과학원의 신형 R&D 기관인 선전(深圳)선진기술연구원이 해외 고급 혁신창업
그룹 유치를 통해 미국 MIT-McGovern 뇌연구소와 공동연구 추진(2015.5)

인공지능
중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 중심지 중의 하나로 급부상
- 7.3억 명의 네티즌을 보유한 중국은 스마트폰 사용자 3명 중 2명이 모바일 결제를
이용, 전 세계 40%의 온라인 거래가 중국에서 발생
정부차원에서 인공지능을 미래선도전략으로 간주하여 발전전략규획 출범·추진
-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국가 ｢과기혁신 13.5 규획｣ 강요 내용에 포함(2016.3)
36) 중국정보통신연구원 曹淑敏 원장이 5G 추진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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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이 최초로 정부사업보고에 등장하고, 과기부 ｢과기혁신 2030-중대프로
젝트｣에 ‘인공지능 2.0’을 새롭게 추가, 인공지능을 국가전략으로 격상(2017.3)
- 국무원이 ｢차세대 인공지능발전규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인공지능 핵심산업을
1조 위안 규모로 발전시켜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 제시(2017.7)

원자력
중국내 원전은 현재 26기에서 2020년 57기(한국 현재 24기, 2030년 36기)
- 2030년까지 총 110기 가동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등극 예정, 전체 발전량의
37)
3% 수준에서 10%로 제고
중국은 단기적(2005～2020)으로 열중성자 증식로, 중기적(2020～2050)으로 고속
중성자로, 장기적(2050～)으로 핵융합로를 발전시킨다는 원자력 발전 기술로드
맵 구축
중국은 중국의 원전 건설 기술표준을 AP1000으로 통일시킴으로써 향후 이를
38)
활용한 원자로 4기에서 축적한 기술을 다른 원전 건설에도 활용하겠다는 방침

37) 원전 후발국인 중국의 경우, 원전 발전량 비중은 3% 미만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치인 10% 보다 훨씬 낮음
38) 전병서, 중국 100년의 꿈 한국 10년의 부(2016), p.228, 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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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중 과학기술 협력방안

< 그간 한･중 협력 평가 >
한·중 수교(1992) 이후 한·중 과기협력협정 체결과 13차례 한·중 과기공동위원회 개최 등 정부 간
과기협력 체계는 구축되었으나 범위와 심도는 구미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한·중 간 일찍부터 공동연구실, 공동과제 및 기술조사단 상호파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협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과의 연계도 부족
- 중국의 SCI 공저 논문 상위 5대 협력 대상국 중 한국이 빠진 것은 한국과 중국의 협력 연구가
형식적 협력에 그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진 등 문제 반영
중국은 우리를 추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고, 과학굴기의 중국 목표는 더 이상
한국이 아님
- 서구와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중간과정에서의 협력파트너임

새로운 협력방향의 설정 필요
과학기술이 대형화, 복합화하면서 기술적·경제적 부담 증대로 어느 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점증하는 바,
- 중국을 경쟁국으로 취급하기보다는 협력 필요분야를 중심으로 재원 확대, 자원
집중화로 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면서, 경쟁분야는 전략적 협력 추진 필요
국가외교정책의 큰 틀 하에 중국과 상생구조를 유지하고 중국의 성장을 우리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 구축 필요
- 한중간 중첩과 경쟁 발생 가능성이 큰 영역에서도 영역 확보를 위한 경쟁전략과
함께, 협력을 통한 공동의 기술레짐과 기술표준 창출 노력 필요
과학기술을 포함한 중국 관련 싱크탱크 설립 필요
- 국가차원에서 중국을 총괄하는 연구기관 설립과 장기적 안목에서 대중국 전략
설정 필요

단기와 중·장기 R&D 협력의 차별화 전략 추진
39)

조만간 한국 경제의 10배 규모로 성장하고, 과기인력 자원이 7,600만 명 인 ‘큰’
중국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날카로움’이 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기술!
39) 중국과기부 ｢중국과기인재발전보고서｣(2014)에 따르면 중국 과기인력자원은 7,621만 명, 평균 연령은 33.7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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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대결적 경쟁은 줄이면서 협력 속에서 중국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경쟁 전략 개발 필요
(예시 1) 비교우위가 있는 ICT 분야 기반으로 지역기업들과의 제휴로 도시화로
인해 급성장하는 의료기기 등 신흥 분야 진출
(예시 2) 풍부한 실험동물 자원, 다양한 질병의 임상자원, 상대적으로 느슨한
임상규제 시스템을 활용한 줄기세포 분야 상호호혜 협력
(예시 3) 미세먼지, 황사. 전염병 등 양국 공통 현안을 비롯하여 중국내 사회·
경제적 문제와 병목이 틈새인 바, 동 영역에서의 협력 방안 모색
(예시 4) 최근 급부상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조적 사고력이 있는 인재 양성
- 중·장기적으로는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 수명이 긴 분야의 융복합기술 위주 혁신
으로 중국을 선도할 필요
한중 과기협력에서 중국과학원 등을 보다 적극 활용하는 방안 모색 필요
40)

- 중국 대학과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각 영역에서 특성화된 대학 에 대한
관심도 제고 필요
- 유력 과학기술자들의 인적자원 맵 구축 및 이에 근거한 S급, A급 인력을 도출
하여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협력주체의 세분화 필요
개혁·개방 30년이 지나면서 발전 축이 다양해지고 각 성·시·자치구별 경쟁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간 협력의 중요성 증대
- 그간 중앙정부 차원의 과기협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중 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된 협력 증진에 노력
- 지역별 물적·인적 자원, 기술의 발전 정도 등 고려하여 중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진출방안 모색 및 지역별 전문가 육성도 필요
중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체제와 거점 구축 및 실시간 정보 전달 체계 필요
- 중국 연구 단위를 국가 단위의 총량적 접근, 성별·지역적 구분에서 벗어나 ‘도시’를
41)
단위로 진행 필요

40) 예컨대, IT의 경우 서안전자과기대, 해양기술의 경우 대련이공대 및 상해교통대, 항공우주의 경우 북경항공항천대와
하얼빈공대 등
41) 유정원, 中國地域硏究 第3卷 第1號(通卷4號) 中國地域學會, 2016. 5: 81∼99, “스마트도시 건설의 중국적 함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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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중국 주요 과학기술분야 ‘선구자’
분야

바이오

기계

우주항공

자원

IT

이름

중문

诸福棠(1899.11.28.-1994.1.23.)

소아과의 선구자

中国儿科之父

袁隆平(1930.9.1.~)

잡교벼의 선구자

中国杂交水稻之父

吴祖泽(1935.10.19.~)

조혈모세포의 선구자

中国造血干细胞之父

詹天佑(1861.4.26.-1919.4.24.)

철도의 선구자

中国铁路之父

茅以升(1896.1.9.-1989.11.12.)

교량의 선구자

中国桥梁之父

刘广志(1923.3.11.-2014.11.19.)

시추의 선구자

中国钻探之父

黄旭华(1926.3.12.~)

핵잠수함의 선구자

中国核潜艇之父

刘友梅(1938.2.16.~)

전기 기관차의 선구자

中国电力机车之父

钱三强(1913.10.16.-1992.06.28.)

원자탄의 선구자

中国原子弹之父

钱学森(1911.12.11.－2009.10.31)

우주/유도탄의 선구자

中国航天之父/导弹之父

孙家栋(1929.4.8.~)

위성의 선구자

中国卫星之父

于敏(1929.8.16.~)

수소폭탄/중성자탄 선구자 中国氢弹之父/中子弹之父

顾诵芬(1930.2.4.~)

젠-8의 선구자

歼8之父

陈一坚(1930.6.21.~)

비표의 선구자

中国飞豹之父

欧阳自远(1935.10.9.~)

창어의 선구자

嫦娥之父

赵煦(1938.9.1.~)

드론의 선구자

中国无人机之父

孙健初(1897.8.18.-1952.11.10.)

석유의 선구자

中国石油之父

赵宗燠(1904.11.28.-1989.10.10.)

인조석유의 선구자

中国人造石油之父

徐光宪(1920.11.7.-2015.4,28.)

희토의 선구자

中国稀土之父

钱天白(1945.7.14-1998.5.8)

인터넷의 선구자

中国互联网之父

王选(1937.2.5.-2006.2.13)

컴퓨터 조판 시스템 선구자 中国激光照排之父

周兴铭(1938.12.4.~)

컴퓨터의 선구자

中国电脑之父

李世鹤(1941.~)

3G의 선구자

中国3G之父

马伟明(1960.4.6.~)

전자 발사의 선구자

中国电磁弹射之父

邓国顺(1967.6.~)

USB메모리의 선구자

中国闪盘之父

方兴东(1969.~)

블로그의 선구자

中国博客之父

* KOSTEC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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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지식재산분쟁신속처리센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중산(中山) 지식재산분쟁신속처리센터를 비롯하여 13개 지역에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저작권보호센터 설립 허가

구분

센 터

설립 시기

지역

1

중산(中山) 조명기구 지식재산분쟁신속처리센터

2011.6

광둥

2

난퉁(南通) 패브릭(家纺)지식재산분쟁신속처리센터

2014.3

장쑤

3

둥관(東莞) 가구지식재산분쟁신속처리센터

2014.5

광둥

4

차오양(朝陽) 디자인서비스지식재산분쟁신속처리센터

2014.8

베이징

5

항저우(杭州) 필기구제작지식재산분쟁신속처리센터

2014.9

저장

6

순더(順德) 가전지식재산분쟁신속처리센터

2016.3

광둥

7

징더전(景德鎭) 도자기지식재산분쟁신속처리센터

2016.9

장시

8

원저우(溫州) 복장지식재산분쟁신속처리센터

2016.11

저장

9

화두(花都) 피혁·가죽제품지식재산분쟁신속처리센터

2016.12

광둥

10

양쟝(陽江) 철물지식재산분쟁신속처리센터

2016.12

광둥

11

샤먼(厦門) 주방·욕실용 제품지식재산분쟁신속처리센터

2017.3

푸젼

12

정저우(鄭州) 창의산업지식재산분쟁신속처리센터

2017.3

허난

13

전장단양(鎭江丹陽) 안경지식재산분쟁신속처리센터

2017.4

장쑤

* KOSTEC 내부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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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과기혁신 13·5 규획｣ 관련 전문규획
주요 정책
｢국제과학기술혁신협력
전문프로젝트
규획｣(과기부)
｢생물기술혁신
전문규획｣(과기부,
2017.5.10.)
｢해양분야 과학기술혁신

핵심 내용
- 13·5 기간 4대 목표와 9대 실천과제 제시
-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 혁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중국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 수준 향상
- 13·5 기간 생물산업의 GDP 비중 4% 이상 차지
- (목표) 20~30건 선도적 신기술, 10~20개 생산액이 100억 위안 이상인
생물산업단지 구축 등
- 해양강국 목표를 달성하고자 심해탐사, 해양환경 안전 확보, 심해

전문규획｣(과기부·국토자

에너지․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해양 생물자원의 지속가능 활용

원부·해양국, 2017.5.8.)

및 극지 탐사 등 연구개발 및 해양분야 국제과기협력 집중 추진

｢자원분야 과학기술혁신
전문규획｣(과기부·국토자
원부·수리부, 2017.5.8.)

- 수자원, 토지자원, 자원 탐사, 석유․가스 자원 개발, 금속자원 청정
개발․활용 추진 등
-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동 규획 제정·실시

｢기후변화 대응 과기혁신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초연구 강화

전문규획｣(과기부·환경보

- 기초연구 데이터 및 모델 개발 확보

호부·기상국, 2017.5.)

- 기후변화 영향 평가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리스크 예측시스템 구축 등

｢환경분야
과학기술혁신전문규획｣

- 대기오염 형성원인 및 통합제어, 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 토양오염,

(과기부·환경보호부 등,

폐기물 처분, 원자력 및 복사 안전 등에 관한 연구개발 중점 추진

2017.5.)
｢첨단제조분야
과학기술혁신전문규획｣
(과기부, 2017.5.)
｢첨단과학기술개발구
발전규획｣(과기부,
2017.5.)
｢건강산업 과기혁신
전문규획｣
(과기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등,
201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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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제조 분야의 시스템 통합, 지능형 장비, 제조기반 및 첨단제조
과기혁신 시범공정 등 4개 차원에서 13개 중점과제 추진

- 국내외 환경 변화에 입각해 국가첨단기술개발구를 혁신형 국가
및 세계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뒷받침하는 주요거점으로 조성
- (기술도약) 10~15건 핵심적 공통기반기술 및 20~30건 선도기술
확보
- (제품개발) 8~10개 독창적 신약, 10~20건 선도적 의료기기, 50종
고급 건강제품 개발
- (산업 육성) 5~10개 국제영향력 있는 건강제품 브랜드기업,
10~15개 건강산업단지 육성

중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동향과 한･중 협력방안

주요 정책

핵심 내용
- 20~30건 선도 및 핵심기술의 이전 및 활용 추진

｢위생 및 건강 과기혁신
전문규획｣(과기부·국가위
생계획생육위원회·발전
개혁위·공업정보화부 등,
2017.6.14.)

- 100만 명 건강한 사람과 10대 주요 질환의 환자를 커버하는 연구
플랫폼 구축
- 100~150건 신기술 확산, 30~50만 명을 대상으로 성과이전 교육
실시
- 20~30건의 신약 개발, 20~30개 국제영향력 있는 건강분야 브랜드
기업 육성
- 1~3건 원천기술, 10~20건 선도기술 및 300건 이상인 핵심특허

｢의료기기 과기혁신
전문규획｣(과기부,
2017.6.14.)

확보
- 10~20건 선도적 혁신제품 개발
- 8~10개 영향력 있는 대형 의료기기그룹, 8~10개 의료기기산업단지
및 80~100개 독자적 지재권을 갖춘 첨단기술기업 육성

｢중의약 과기혁신
전문규획｣(과기부·국가중

- 중의약의 선진화 및 국제화 수준 향상

의약관리국, 2017.6.14.)

- 중의약 혁신에 맞는 연구모델 및 기술체제 정립

｢농업·농촌 과기혁신

- 농업 과기혁신체제 보완, 농업 선두주자 우위 육성(유전자 변형

전문규획｣(과기부·농업부
등, 2017.6.14.)
｢기술시장 발전
전문규획｣(과기부·교육부
·중국과학원·국가자연
과기위, 2017.6.8.)
｢식품 과기혁신
전문규획｣(과기부,
2017.6.2.)

육종, 스마트농업, 그린 농업 등), 농업 첨단기술산업 발전 및
인프라 확충 등

- 기술시장 정책체계 보완, 기술시장서비스체계 개선, 기술이전촉진
행동 실시, 인터넷을 활용한 기술시장 구축, 기술시장 인재 양성
강화 등

- 과학기술의 식품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 '20년 60% 이상
- 과학기술 진보를 통해 규모이상인 식품기업의 주요 영업수입 15조
위안 초과(연평균 7% 성장)
-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을 통해 범용, 공공적․산업적 공통기반기술

｢기술표준 과기혁신
전문규획｣(과기부·질량검
총국·국가표준위)

국가표준 1,000여건 정립
- 국제 표준 200건 이상 연구․제정, 1,000건 이상의 표준의 해외
인용․이전․채택 촉진
- 50개 국가기술표준혁신기지 및 50개 국가급 표준 검증 기관(거점)
구축 등

기타 규획

- ｢공공안전 과기혁신 전문규획｣ 및 ｢국가기술혁신공정 규획｣ 등
발표

* KOSTEC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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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윤대상
- (現) 경북대학교 산학협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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