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1. 공학분야 우수한 실험실

실험실 명칭 의뢰기관 주무부처

1 디지털제조장비 및 기술 국가중점실험실
(数字制造装备与技术国家重点实验室) 화중과기대학 교육부

2 수문수자원 및 수리공학 국가중점실험실
(水文水资源与水利工程科学国家重点实验室)

허난대학,
난징수리과학연구원 교육부

3 수리공학시뮬레이션 및 안전 국가중점실험실
(水利工程仿真与安全国家重点实验室) 톈진대학 교육부

4 물모래과학 및 수리수력발전공학 국가중점실험실
(水沙科学与水利水电工程国家重点实验室) 칭화대학 교육부

5 동력공학 다상유동 국가중점실험실
(动力工程多相流国家重点实验室) 시안교통대학 교육부

6 기계시스템 및 진동 국가중점실험실
(机械系统与振动国家重点实验室) 상하이교통대학 교육부

7 기계제조시스템공학 국가중점실험실
(机械制造系统工程国家重点实验室) 시안교통대학 교육부

8 로봇기술 및 시스템 국가중점실험실
(机器人技术与系统国家重点实验室) 하얼빈공업대학 공업정보화부

9 폭발과학 및 기술 국가중점실험실
(爆炸科学与技术国家重点实验室) 베이징이공대학 공업정보화부

10 마찰학 국가중점실험실
(摩擦学国家重点实验室) 칭화대학 교육부

11 유체동력 및 전기기계 국가중점실험실
(流体动力与机电系统国家重点实验室) 저장대학 교육부



실험실 명칭 의뢰기관 주무부처

1 에너지청정이용 국가중점실험실
(能源清洁利用国家重点实验室) 저장대학 교육부

2 전력시스템·대형발전설비안전제어모의 국가중점실험실
(电力系统及大型发电设备安全控制和仿真国家重点实验室) 칭화대학 교육부

3 전력설비전기절연 국가중점실험실
(电力设备电气绝缘国家重点实验室) 시안교통대학 교육부

4 토목공학방재 국가중점실험실
(土木工程防灾国家重点实验室) 퉁지대학 교육부

5 궤도교통제어 및 안전 국가중점실험실
(轨道交通控制与安全国家重点实验室) 베이징교통대학 교육부

6 강전자기공학 및 신기술 국가중점실험실
(强电磁工程与新技术国家重点实验室) 화중과기대학 교육부

7 고성능복잡제조 국가중점실험실
(高性能复杂制造国家重点实验室) 중난대학 교육부

8 견인동력 국가중점실험실
(牵引动力国家重点实验室) 시난교통대학 교육부

9 석탄연소 국가중점실험실
(煤燃烧国家重点实验室) 화중과기대학 교육부

10 내연기관연소학 국가중점실험실
(内燃机燃烧学国家重点实验室) 톈진대학 교육부

11 암토역학 및 공학 국가중점실험실 
(岩土力学与工程国家重点实验室)

중국과학원
우한암토역학연구소 중국과학원

12 선진용접 및 연결 국가중점실험실
(先进焊接与连接国家重点实验室) 하얼빈공업대학 공업정보화부

13 재료성형 및 몰드기술 국가중점실험실
(材料成形与模具技术国家重点实验室) 화중과기대학 교육부

14 수자원 및 수력발전공학 국가중점실험실
(水资源与水电工程科学国家重点实验室) 우한대학 교육부

15 기계구조강도 및 진동 국가중점실험실
(机械结构强度与振动国家重点实验室) 시안교통대학 교육부

16 해안 및 근해공학 국가중점실험실
(海岸和近海工程国家重点实验室) 다롄이공대학 교육부

17 자동차안전 및 에너지절약 국가중점실험실
(汽车安全与节能国家重点实验室 칭화대학 교육부

18 심부암토역학 및 지하공학 국가중점실험실
(深部岩土力学与地下工程国家重点实验室)

중국광업대학,
중국광업대학 교육부

19 수력학 및 산간지역하천개발보호 국가중점실험실
(水力学与山区河流开发保护国家重点实验室) 쓰촨대학 교육부

20 공업장비구조분석 국가중점실험실
(工业装备结构分析国家重点实验室) 다롄이공대학 교육부

21 화재과학 국가중점실험실
(火灾科学国家重点实验室) 중국과학기술대학 중국과학원

표 2. 공학분야 양호한 실험실



실험실 명칭 의뢰기관 주무부처

22 신에너지전력시스템 국가중점실험실
(新能源电力系统国家重点实验室) 화베이전력대학 교육부

지린대학 교육부23 자동차시뮬레이션 및 제어 국가중점실험실)
(汽车仿真与控制国家重点实验室)

난징항공항천대학 공업정보화부24 기계구조역학 및 제어 국가중점실험실
(机械结构力学及控制国家重点实验室)

상하이교통대학 교육부25 해양공학 국가중점실험실
(海洋工程国家重点实验室)

베이징과기대학 교육부26 강철야금신기술 국가중점실험실
(钢铁冶金新技术国家重点实验室)

후난대학 교육부27 자동차차체선전설계제조 국가중점실험실
(汽车车身先进设计制造国家重点实验室)

화난이공대학 교육부28 아열대건축과학 국가중점실험실
(亚热带建筑科学国家重点实验室)

충칭대학 교육부29 탄광재해동력학 및 제어 국가중점실험실
(煤矿灾害动力学与控制国家重点实验室)

표 3. 공학분야 개편형 실험실

실험실 명칭 의뢰기관 주무부처

1 압연기술 및 연속압연자동화 국가중점실험실
(轧制技术及连轧自动化国家重点实验室) 둥베이대학 교육부

2 기계전동 국가중점실험실
(机械传动国家重点实验室) 충칭대학 교육부

3 송배전장비시스템안전 및 신기술 국가중점실험실
(输配电装备及系统安全与新技术国家重点实验室) 충칭대학 교육부



표 4. 재료분야 우수한 실험실
실험실 명칭 의뢰기관 주무부처

1 재료복합신기술 국가중점실험실
(材料复合新技术国家重点实验室) 우한이공대학 교육부

2 고체윤활 국가중점실험실
(固体润滑国家重点实验室)

중국과학원 
난저우과학물리연구소 중국과학원

3 섬유재료변성 국가중점실험실
(纤维材料改性国家重点实验室) 화둥대학 교육부

4 금속재료강도 국가중점실험실
(金属材料强度国家重点实验室) 시안교통대학 교육부

5 신형세라믹 및 정밀공법 국가중점실험실
(新型陶瓷与精细工艺国家重点实验室) 칭화대학 교육부

표 5. 재료분야 양호한 실험실

실험실 명칭 의뢰기관 주무부처

분말야금 국가중점실험실
(粉末冶金国家重点实验室) 중난대학 교육부

초경재료 국가중점실험실
(超硬材料国家重点实验室) 지린대학 교육부

실리콘소재 국가중점실험실
(硅材料国家重点实验室) 저장대학 교육부

고성능세라믹 및 초미세구조 국가중점실험실
(高性能陶瓷和超微结构国家重点实验室)

중국과학원 
상하이규산염연구소 중국과학원

발광재료 및 부품 국가중점실험실
(发光材料与器件国家重点实验室) 화난이공대학 교육부

유기무기복합재료 국가중점실험실
(有机无机复合材料国家重点实验室) 베이징화공대학 교육부

광전자재료 및 기술 국가중점실험실
光电材料与技术国家重点实验室) 중산대학 교육부

응고기술 국가중점실험실
(凝固技术国家重点实验室) 서북공업대학 공업정보화부

고분자 국가중점실험실
(高分子国家重点实验室) 쓰촨대학 교육부

금속계복합재료 국가중점실험실
(金属基复合材料国家重点实验室) 상하이교통대학 교육부

준안정재료제조기술 및 과학 국가중점실험실
(亚稳材料制备技术与科学国家重点实验室) 옌산(燕山)대학 허난성

과기청
신금속소재 국가중점실험실
(新金属材料国家重点实验室) 베이징과기대학 교육부

정보기능재료 국가중점실험실
(信息功能材料国家重点实验室)

중국과학원 
상하이마이크로시스템·

정보기술연구소
중국과학원



실험실 명칭 의뢰기관 주무부처

1 규산염건축재료 국가중점실험실
(硅酸盐建筑材料国家重点实验室) 우한이공대학 교육부

2 펄프제지공학 국가중점실험실
(制浆造纸工程国家重点实验室) 화난이공대학 교육부

3 결정재료 국가중점실험실
(晶体材料国家重点实验室) 산둥대학 교육부

표 6. 재료분야 개편형 실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