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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내몽고자치구 

과학기술 사업회의 

개최

최근 훅호트시(呼和浩特市)에서 개최된 2019년 내몽

고자치구 과기사업회의에서 2018년 내몽고자치구 과학

기술 거래액을 240억 위안 달성하였으며 과기성과 사업

화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동 회의에서는 2019년에 내몽고자치구가 추진할 9대 과학

기술 중점사업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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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내몽고자치구 과학기술 사업회의 개최

1 2018년 내몽고자치구 과학기술 주요성과 

동 회의에서 내몽고자치구과기청 손준청(孫俊青) 청장은 2018년 내몽고 주요 과학기술 

혁신지수가 안정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2018년 내몽고자치구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성과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 최대 규모의 고순도결정실리콘 프로젝트가 내몽고에서 건설되어 생산 가동

세계 최대의 450킬로급 초대규격 고품질 사파이어 결정체를 생장시키는데 성공

세계 최초의 세라믹 절연체 자동화 생산라인이 정식 가동되었고 조절테스트 완료

중국 최초의 비차폐 정형외과수술로봇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임상응용단계 진입

2018년 내몽고자치구가 체결한 과학기술계약은 6,277건이고, 거래액은 235.99억 위안에 

달했으며, 각종 기술거래과제건수 및 계약총액은 전년대비 각각 66.7%, 45.0% 증가하였으며, 

계약액은 전년도 30%의 목표 증가율보다 14.97% 초과하였다. 

2018년 내몽고는 석탄, 야금, 화공, 농축산물가공 등 현지 전통 우위를 갖춘 특화산업과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첨단장비제조,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바이오 및 

내몽고 중의약(蒙中醫藥)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며 공통성 핵심기술 개발을 조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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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내몽고자치구 과학기술 중점사업

2019년에 내몽고자치구가 추진할 9대 과학기술 중점사업은 다음과 같다.

중장기전략기획을 강화하여 과기혁신시스템의 구도를 갖춘다.  

핵심기술 공략을 강화하여 과기혁신 공급을 강화한다.

과기성과 사업화 추진을 심화하며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밀접한 결합을 촉진시킨다. 

혁신기반을 강화하고 고급 인력풀을 육성한다.

플랫폼 캐리어의 레이아웃을 최적화하며 지역을 혁신고지로 조성한다. 

과기체제 및 메커니즘개혁을 심화하고 혁신주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의 개방적인 협력을 가속화하며 지역간 혁신자원 배분을 촉진시킨다. 

혁신환경 최적화에 힘쓰고 우수한 혁신생태계 분위기를 조성한다. 

공산당의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고수하고 혁신드라이브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한다. 

1.

참고자료

§ 2018年内蒙古科技成果转化成效显著 实现交易额近240亿元
http://www.nmg.chinanews.com/news/20190227/13414.htm

§ 内蒙古确定今年科技工作9项重点任务
http://www.cinic.org.cn/xy/nmg/4748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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