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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허난성 

과학기술 업무회의

개최

1월 16일, 2020년 허난성 과학기술 업무 회의가 정저

우시(郑州)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2019년 허난성 과학기술 주요성과 및 

2020년 핵심업무를 확정했다.

배 경



2020년 허난성 과학기술 업무회의 개최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3

2020년 허난성 과학기술 업무회의 개최

1 2019년 허난성 과학기술 주요성과

 2019년 허난(河南)성은 과학기술 혁신사업 분야에서 양적·질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중국 지역별 과학기술 혁신 평가보고서(2019)」에 따르면, 허난성의 종합적인 과학기술 혁

신 수준은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전국 19위를 기록했다.

정뤄신(鄭洛新)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모범적·선도적 역할 꾸준히 강화

현재 정뤄신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 혁신형 선도기업 50개, 첨단기술기업 2,884개 및 국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5,725개가 입주해 있으며 이는 각각 허난성 해당 기업의 50%, 

59.9% 및 67.6%를 차지하는 수치다. 또한 2019년 기술계약 거래액은 192억 8천만 위안

으로 허난성 기술계약 거래액 대비 82.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2019년 1~11월 정저

우(鄭州)·뤄양(洛陽)·신샹(新鄕) 3대 도시의 일정 규모 이상 공업생산 증가치 대비 첨단기술

산업 증가치 비중은 53.1%로 허난성 평균보다 12.1%P 높았다. 

산업발전모델 전환·업그레이드 강력 지원

 산업발전모델 전환·업그레이드·혁신을 위한 ‘십백천(十百千)’ 특별 프로젝트 실시 

초대형 지름의 경암 실드(shield), 연료전지 버스, 광자 신호전달(Optical interconnection) 

칩, 고성능 구리합금, 시속 350km 고속열차 베어링 등 최초의 ‘혁신 기반 특별 프로젝트’ 5

항목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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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과학기술 특별 프로젝트’선도적 역할과 지원 기능 충분히 활용

실드(shield), 친환경 버스, 내화재료, 초경재료 등 4대 산업의 기술수준 및 시장 점유

율은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산업클러스터 특별 프로젝트’ 단계적 성과 창출

CREG(中鐵工程裝備集團)가 자체 설계·제조한 중국 최대 지름(15.8m)의 이수(泥水) 

실드 굴진기(shield machine)는 세계적인 굴진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뤄양LYC베어링유

한회사는 시속 250km 고속열차 베어링 벤치테스트 및 80만km 주행 평가를 성공적으

로 실시하여 고속열차 베어링 국산화의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 

2019년 11월말 기준 허난성 일정 규모 이상 첨단기술산업 증가치 성장률은 16.2%로 일

정 규모 이상 공업생산 증가치 성장률보다 8.3%P 높았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공업생산 

증가치 대비 첨단기술산업 증가치 비중은 41%를 기록했다.

2 2020년 허난성 과학기술 주요업무

주요 목표

R&D 투자 비중을 1.5%로 확대; 일정 규모 이상 첨단기술산업 증가치 성장률을 11%

로 확대; 일정 규모 이상 공업생산 증가치 대비 첨단기술산업 증가치 비중을 42%로 

확대; 기술계약 거래액 증가율을 20%로 확대; 800개 이상의 첨단기술기업을 새로 육

성; 국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수를 7,000개로 확대; ‘중원학자(中原學者)’ 이상 고급 

과학기술 혁신 리더인재를 30명 정도 양성·영입; 성급 이상 혁신플랫폼 300개 새로 구

축; 신형 R&D기관 10개 설립·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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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임무:

1. 높은 기준에 따라 정뤄신국가자주혁신시범구 구축 및 허난성의 혁신 기반 발전을 선도함

2. 산업발전모델 전환·업그레이드·혁신을 위한‘십백천(十百千)’특별 프로젝트 심층적 

추진 산업의 질적 성장 촉진

구분 세부 내용 

 자주혁신시범구의

선도적 역할 강화

§ ‘1개 시범구,� 1가지 우위,� 1개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및 ‘자주

혁신시범구 산업클러스터 특별 프로젝트’�가동

 하이테크 단지의�

질적 성장 추진

§ 국가급 하이테크단지� 확보� 가속화,� 성급 하이테크단지의� 규모

확대 및 실력 향상� 추진.� 하이테크 단지의� 순위를 상승시키고

자주혁신시범구�성공�사례�벤치마킹·보급

 ‘혁신형 도시’� 건설

추진

§ 다양한 유형별 도시의 발전방향 및 중점 임무를 정하고 각자

특색을 지닌 혁신형 발전모델�모색�및 우수성과 및 사례 과기

부에 추천

구분 세부 내용 

 ‘10’개의 ‘혁신 기반

프로젝트’

§ 초대형 지름의 경암 실드(shield),� 연료전지 버스,� 광자 신호전

달(Optical� interconnection)� 칩,� 고성능 구리합금,� 시속

350km� 고속열차 베어링 등 최초의 ‘혁신 기반 특별 프로젝트’� 5개�

본격�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통제 핵심기술 등 4~5개의 ‘혁신

기반 특별 프로젝트’�신규�실시

 ‘100’개의 ‘혁신

시범 특별 프로젝트’

§ 최초의 ‘혁신시범 특별프로젝트’� 67개(중대 프로젝트 15개 및

중점 프로젝트 52개 포함)� 가동.� 지자체 협력을 통해 각각�

600만 위안 및 300만 위안의 프로젝트 경비�지원

 ‘1,000’개의 ‘혁신

응용 특별 프로젝트’

§ 먼저 약 500개의 ‘혁신응용 특별프로젝트’� 가동·실시.� 현지의

우위산업 및 특색산업에 기반을 둔 현대 공정기술 개발을 중

점적으로 추진하며 우수한 성과에 한해 R&D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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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은 레벨의 혁신플랫폼 구축 및 산업발전모델 전환 지원 강화

4. 기업의 ‘혁신주체’ 능력 향상을 통한 산업발전 토대 공고화

구분 세부 내용 


국가실험실 및

국가기술혁신센터

구축 ‘박차’

§ 국가실험실 및 국가기술혁신센터 구축을 목표로 농업 공급·안

전,� 지하공사 장비 등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성급

실험실 및 성급 기술혁신센터 건설 시범사업�착수.� 양자정보실

험실 등 10개의 성급 실험실과 성급 기술혁신센터를 단계적으

로 건설하여 국가 중대 혁신플랫폼 “예비후보”�육성


국가슈퍼컴퓨팅

(정저우)센터

구축 추진

§ ‘슈퍼컴퓨팅센터 혁신생태시스템 중대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실시.�중점 수요에 맞춰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 응용생태계 구축.�

관련 업체·기관이 슈퍼컴퓨팅자원�활용,�슈퍼컴퓨팅센터가 연산력 지

원역할�강화

 신형 R&D기관 설립

확대

§ 조세� 혜택,� 자금 지원,� 인재 장려 등 지원� 강화.� 혁신적인 R&D

기관 설립·운영모델을 도입하여 ‘투자주체 다원화,� 설립방식 다양

화,�운영제도 시장화 및 관리제도 현대화’를 특징으로 하는 산업기

술연구원설립


기존 혁신플랫폼의

과학기술 지원 역할

발굴

§ 성급 중점실험실 설립·운영모델 혁신방안�모색.�성(省)공정기술

연구센터에 대한 평가� 강화.� 국가임상의학연구센터 확보� 총력,�

과학기술 혁신바우처(Innovation� Voucher)�사업�촉진

구분 세부 내용 

 ‘쌍백(雙百)기업 혁신

선도 프로젝트’� 실시

§ 혁신 선도기업 100개 및 가젤(瞪羚)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이

들 기업을 토대로 10개의 ‘유니콘’기업� 육성.� 이밖에 ‘아이어스

(Eyas,�雛鷹)기업’� 400~500개를 선정하여 혁신자원�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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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급 인재 양성·영입을 통한 ‘특색 인재’브랜드 효과 증진

구분 세부 내용 


첨단기술기업 배가

계획’�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춘순(春笋)�
계획’� 실시

§ � 지자체�협력을 통해 6,000개 이상의 ‘예비 첨단기술기업’�설립

.� 과학기술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세무

부처,� 재정부처 등 부처와 함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평가업무�

효율�향상


기업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조치 마련

§ 관련 기업에 첨단기술기업 소득세 감면,� R&D비용 가산공제 등 세

제 혜택�충분히 제공.� 1천명이 1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

책을 안내하는 ‘천인만기(千⼈萬企)� 과학기술정책 서비스 행동’� 실

시.� ‘과학기술 대출(科技貸)’�사업�추진.�중원(中原)과학기술혁신기

금 등 과학기술 혁신 분야 정부투자기금�활용�극대화

구분 세부 내용 

 ‘중원(中原)� 산업혁신
리더인재 계획’� 실시

§ ‘인재+프로젝트+플랫폼’모델을 통해 산업혁신 리더인재 양성강화

§ 청년인재 양성:� 허난성 자연과학기금의 지원 대상�및�규모확대,�

‘인재+프로젝트’� 모델� 도입.� 지원시스템에 ‘걸출청년,� 우수청년,�

청년인재’�등 청년 과학기술인재 지원항목�추가

 인재 유치·집결

플랫폼 역할 강화

§ 중점 산업,�중점 분야 및 우위학과 인재�집중�유치.�국가중점실험

실,�중대 신형 R&D기관 등 고급 혁신플랫폼과 혁신 선도기업의�

인재 집결�주체적 역할�수행

 정책적 지원 확대

§ ‘중원원사기금(中原院⼠基⾦)의 역할�강화.� ‘고급 인재 국제화 양성

지원 계획’� 지속적� 수행.� ‘외국인 인재 비자제도’� 및 ‘외국인 근무

허가제도’�실시.�각�지역별 ‘특색 인재 양성 계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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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학기술성과 이전·전환 및 개방·혁신 수준 향상

7.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대비한 과학기술 지원 능력 강화

구분 세부 내용 


‘중국·허난 개방혁신

및 다국적 기술 이전

대회’� 효과 유지

§ 온라인 기술이전·전환 서비스 운영�상시화,� ‘다국적 기술이전 대회’�

효과�지속 유지

 ‘국가기술이전(정저우)

센터’�구축

§ � 1개의 중원(中原)산업기술연구원,� 1개의 허난성 과학기술 빅마켓

(⼤市場)�및 여러 개의 기술이전시범센터�설립

 기술성과 이전·전환

가속화

§ 기업의 기술사업화 주체적 역할� 향상� 독려.� 기술시장의 빠른 발전�

촉진

구분 세부 내용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황허(黃河)유역
생태문명 구축 지원

§ ‘황허실험실’� 설립.� ‘황허유역 생태보호 및 고품질 발전 혁신전략연

맹’�결성,� ‘황허 보호·발전 과학연구 특별 자금’�조성

 농업과학기술 혁신

추진

§ 전통 육종기술�우위�확보.�농업 연구인력�안정적�확보.�핵심기술 난

제�해결.�농업과학기술 혁신 매개체·플랫폼�구축


과학기술혁신을통한

빈곤구제및 ‘향촌(鄕村)�
진흥’�지원

§ 빈곤 구제 지원인원 선발·파견 경로 및 지원서비스 범위�확대.�보다�

엄격한 기준�적용,�장기적�유효�제도�구축.�프로젝트 및플랫폼�기반형�

기술사업화촉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 강화

§ ‘에너지 절감 및 오염물질 배출저감�과학기술혁신 시범기업’� 육성,� ‘기술

지도 목록’�정기적�제정,� ‘기술성과 설명회’�개최.�친환경 장비·서비스 개

발및친환경산업발전�촉진.� ‘국가지속가능발전의제혁신시범단지’�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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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图解最新河南科技工作报告，多个领域技术水平全国第一
https://baijiahao.baidu.com/s?id=1655860382803149501&wfr=spider&for=pc&qq-pf-to=pcqq.group

구분 세부 내용 

 현역(縣域)� 과학기술
혁신 추진

§ 핵심사업� 중점적� 추진,� 관련 정책 실시 및 기업 육성� 강화.� 관련

자원을 통합하여 플랫폼 구축 및 산업기술 혁신 공급능력 향상�중

점적�지원.�혁신 매개체 구축 및 시범적·선도적 역할 강화에�총력

https://baijiahao.baidu.com/s?id=1655860382803149501&wfr=spider&for=pc&qq-pf-to=pcqq.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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