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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술 혁신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

- 국내외 양자 정보 분야의 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양자기술 전체 산업 사

슬 및 생태권을 육성하고, 핵심소재 및 기기 장비, 양자 칩 및 전용 양자컴퓨팅, 양

자정밀측정, 양자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

l 끊임없이 풍부한 산업응용

- 블록체인과 실물 경제, 디지털 경제, 민생 서비스, 사회 관리 등 영역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하며, 양자정보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하여 산업 규모가 20배 이상 성장

l 산업 생태계가 기본적으로 완비

- 양자 정보기술 이노베이션 플랫폼, 공유공용(共享共用) 파일럿 플랫폼, 산업연구원을 설

립하고, 국제양자과학기술혁신센터를 조성하며, 창업지원 등 산업정책을 보완 및 유니콘 

기업이 육성하는 양자응용생태계를 구축

l 협동 혁신으로 함께 발전

- 양자정보 분야의 기초 연구, 응용 연구와 기술이전을 통합적으로 연계 발전시켜 양자정보 혁신 

사슬, 산업사슬, 자금 사슬, 정책 사슬 및 인재 사슬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

- 국가 전략 구도에 따라 광둥 지역의 우위 자원들이 모여 개방 협력의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
湾区), 범주강삼각주(泛珠三角) 지역 양자정보산업 발전구도를 조성

중점 사업

l 신기건(新基建·신인프라 건설)의  '강기(强基)' 프로젝트

-  '강기' 계획을 통해 광동성 양자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술 이노베이션, 산업 클러스

터 육성, 고급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공유공용 연구 플랫폼, 세계 최고의 연구개

발 플랫폼과 공정화 플랫폼을 다짐

l 핵심 기술인 '엔진(引擎)' 프로젝트

- 광동성의 내외부 우위 기업, 대학교 및 연구소 등의 혁신 역량을 집결시켜 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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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정보과학·암호학·재료과학 등 기초 과학과 응용 과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전개

l 표준 규범화 '리딩(引领)' 프로젝트

- 양자 정보기술 표준 체계와 기술 규범을 완비하여 표준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고, 

산업 발전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응용과 보급 가치가 있는 표준을 발표하여 양자 

정보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화 발전을 지원

l 가치 사슬 '육성(引培)' 프로젝트

- 광동성의 블록체인, 양자 정보 산업 사슬의 취약한 부분을 대조하여, 광동성의 전자 

정보 산업의 우위를 살리고, 기술 혁신 단체 및 독특한 우위 기업을 유치하여 광동

지역의 창업 활성화 촉진

- 국가급·성급 중대 혁신 운반체와 플랫폼을 지원하여, 산업의 선진 기술 발전에 입

각한 미래 기업을 육성

l 응용 시범사업 '임파워먼트(赋能)' 프로젝트

- 각 지급시들이 산업 기반과 발전 특성에 따라 양자 정보 산업 계획의 전체적인 배

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자 정보+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

우드 컴퓨팅, 스마트 제조, 5G 등 주요 응용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

l 산업 생태계 '육성(培育)' 프로젝트

- 이노베이션, 엑셀러레이터, 집합, 모니터링이 통합된 전체 라이프사이클 산업생태

계 육성 시스템을 구축

- 광동성의 주요 대학들이 양자 과학 관련 학과 전공을 개설하도록 추진하고,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학부, 석사, 박사 학위 인재 양성을 지원

l 지역 혁신 '연동(联动)' 프로젝트

-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웨강아오대만구의 양자정보 분야 최고 수준의 대학, 과학연구

기관과 선두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산업기술 발전 수요를 바탕으로 산업 컨소시엄, 공

동개발, 자원공유, 장점 보완 등을 구성하여 양자정보산업 기술혁신역량을 강화

참고자료

§ 广东省培育区块链与量子信息战略性新兴产业集群行动计划(2021-202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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