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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칭하이성 과학기술 

업무회의 개최

칭하이성 과기청은 지난 2020년 2월 24일, 칭하이성

(青海省) 과학기술 업무 회의를 소집하고 2020년 칭

하이성 과학기술 주요업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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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칭하이성 과학기술 업무회의 개최

1 2020년 칭하이성 과학기술 주요업무

1. 전략적 계획 수립을 중요시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톱 레벨(Top Level) 디자인을 강화

하며 13.5계획에서 확정한 세부 과제 목표에 집중하여 과학기술 혁신 계획의 실행력을 강

화한다. 

2. 국가전략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제2차 칭장(青藏)고원 종합과학 고찰연구와 하이난(海

南)주 국가 지속 가능 발전 의제 혁신 시범구 설립의 두 가지 주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3. 과학연구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사회의 질적 발전을 지원하며 핵심 기술 

전략을 강화하여 “5대 시범성”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4가지 경제 패러다임'을 적극적

으로 지원한다. 

4. 기초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독창적 혁신 역량을 높이며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기초연구 지원 시스템을 보완한다. 

5. 혁신 주체 구축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정비하며 혁신 주체 육성 역

량을 높이고 혁신 플랫폼 구축 배치를 강화한다.

6.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 혁신 관리 효율을 한 단계 더 강화하며 과학연구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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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관푸(放管服)”개혁(시장기능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지속 강화하며 과학기술 계획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금융의 심층 융합을 가속

화한다.

 

7. 민생 과학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목표의 실현을 추진하고 

농촌 진흥 전략을 심화시키며 민생 과학기술 발전에 힘써 코로나19 방역 과학 연구의 난관

을 잘 관리한다.

 

8. 인재 업무 체제를 개혁하고 고차원의 과학기술 인력풀 육성을 가속화하여 과학기술 인

력 체계를 최적화하고 인재개발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며 과학보급 홍보 사업을 강화한다. 

9. 과학기술 혁신의 응집력을 높이고 지역 혁신의 협력 발전을 추진하며 지역 혁신 연동 시

스템을 완비하여 지역 과학연구의 혁신 성장을 이루어낸다. 

10. 과학기술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협력 교류에서 자아발전을 실현하며 부처 및 지역간 

협력 업무를 심화하고 과학기술 지원과 동서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과학기술 교

류 협력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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