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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터우 희토고신구, 첨단기술 특화산업기지 조성에 박차

최근 바오터우 첨단기술 특화산업기지가 본격적인 건설단계에 돌입하였는

데, 이는 바오터우 희토고신구가 연구개발기지 건설과 첨단기술산업 프로젝

트 유치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바오터우 희토고신구의 한젠민(韩建民) 당서기는 바오터우 첨단기술 특화

산업기지(이하 특화산업기지) 조성은 바오터우 희토고신구가 내몽고자치구의 

“83371)” 발전구상을 관철하고, 바오터우시위원회, 시정부의 바오터우 고

신구에 대한 “높고(高)”, “새로우며(新)”, “특별하고(特)”, “신속한

(快)” 발전요구에 부응한 중요 조치라고 밝혔다. 구체적 건설방향은 국가 

과기개발과 성과전환기지, 내몽고자치구 전략적 신흥산업고지 및 내몽고 자

1) “8337”에서 8은 8개의 발전방향, 3개의 착안점, 3개의 치중점, 7개의 중점사업 추진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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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구 혁신요소 집결, 전시와 교류의 중심지로 건설하고, 동서부지역 혁신협

력과 연결시키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특화산업기지의 발전목표는 3년 만에 고급인재를 집결하고 중대 기술 

개발과 성과전환플랫폼을 조성해 산업 선두 혁신기업을 육성하며 2017년까

지 168억 위안의 매출액과 17억위안의 수익을 창출하고 2개 이상의 중국내 

일류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한젠민이 

밝혔다.

특화산업기지는 A, B 2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A구 부지면적

은 1,000여무, B구 부지면적은 3,700무에 달한다. 그중 선행 가동한 A구는 

총 투자액이 100억위안에 달하며 15개 이상의 R&D기구를 유치하고 30개 

이상의 첨단기술산업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종합부대서비스플랫폼, 과기성과

전시거래센터, R&D거점, 과기성과전환중간테스트기지와 첨단기술프로젝트 

산업화기지를 조성하여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센터, 3개의 기지”의 산업

발전구도를 갖출 계획이다.

“특화산업기지 조성은 초기가동, 본격적 건설과 보완 및 고도화의 3단계

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2014년은 초기가동단계로 주로 기지의 기획설계

와 동시에 공장건물과 혁신빌딩의 착공건설을 통해 연구개발기구와 산업프

로젝트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5~2016년은 전면적 건설단계, 2017년

에는 보완제고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다.”고 한젠민이 소개했다.

실제로 특화산업기지는 초기가동단계부터 R&D, 산업화프로젝트와 인재집

결 등의 요소 집적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중국과학원 하이시(海西)연

구원 산업화기지, 중국과학원 과기산업원, 중국과학원 물리화학기술연구소 

산업화기지, 중관촌 과기성과산업화기지, 청화과기원 TusStar(启迪之星)산업

화기지, 중국인민대학 희토고신구 문화창의산업화기지, 북경과기대학 희토고

신구 산업화기지 등을 대표로 하는 13개의 R&D 프로젝트 및 연간 6000톤 

규모의 고성능 네오디뮴철소붕(NdFeB) 원료 생산프로젝트, 신형의 희토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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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양성자교환막 연료전지 촉매제 개발건설프로젝트, 5000톤 규모의 고성능 

희토 연마재 가공 생산라인 프로젝트, 희토복합 신소재 광산용 차량 브레이

크 프로젝트, 4인치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결정체 프로젝트, 중망과기(中網科
技) 클라우드 인터넷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42개의 첨단기술산

업 프로젝트를 유치했다.

한젠민의 소개에 따르면 기존의 유치한 R&D 프로젝트와 산업화 프로젝트 

추진에 유리한 발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화산업기지는 건설과정에서 체

제 혁신을 통해 전혀 새로운 운영체제, 서비스체제와 관리체제를 실행하고 

있다.

서비스체제 측면에서 특화산업기지에 탄력적인 고급인재 도입체제를 구축

해 과기성과 전환과 산업화를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기금융서비스업체 

설립과 “과기+금융”의 구동 발전모델 구축을 통해 컨벤션, 거래, 공유, 서

비스, 교류가 일체화된 자치구급 과학기술 상설시장을 개설하여 “막이 내리

지 않는” 과기성과교류회를 마련함으로써 기지가 기업 “성장의 요람”이 

되었다.

관리체제 측면에서 특화산업기지는 기업 발전을 돕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

다. 건설초기단계에 희토고신구 관리위원회는 업무추진팀을 구성해 입주기업

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시기가 성숙되면 첨단기술산업발전회사 

설립을 통해 기지 전반의 운영효율을 높이고 벤치마킹과 보급이 가능한 관

리모델을 형성함으로써 입주기업을 위한 역동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기

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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