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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산시(陝西)성은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중국 정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서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음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고향인 산시성은 옛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일대일

로의 핵심지역으로 부상

- 시 주석은 산시성의 전략적 위상과 관련하여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실크로드

의 핵심지역이고 푸젠성이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지역이라면, 산시성은 일대

일로의 핵심지역”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그림 1]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구상도

- 시 주석이 유구한 역사·문화유산과 풍부한 교육·과학기술 자원을 갖춘 산시

성을 서부지역 발전을 이끄는 성장 엔진으로 육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산시성은 중국 내륙도시 가운데 가장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 바, 

2019년 산시성 GDP는 2조 5,800억 위안으로 중국 14위를 기록함

○ 최근 몇 년간 산시성의 과학기술 종합실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되었고, 혁신시

스템이 점차 완비되었으며, 과기혁신 성과가 꾸준히 창출되었음

- 과학기술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지속적 향상되어 2006년의 

45.03%에서 2018년의 58.3%로 상승

- 종합 과기혁신지수는 2002년의 37.24%에서 2019년의 67.04%로 상승

- R&D투자는 2014년의 366.77억 위안에서 2018년의 532.42억 위안으로 증가K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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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시성과 생산기지를 위주로 연계

○ 2006년 7월 산시성 시안하이텍산업단지와 부산 하이텍산업단지 간에 MOU 

체결을 계기로 산시성과 한국 간의 과기협력이 시작되었음

○ 2012년에 삼성 플래시메모리 프로젝트가 산시성에 입주한 후 산시성 정부는 

투자유치 및 프로젝트 협력을 통해 일부 부대적 한국기업을 잇달아 유치하였

으며 생산기지를 위주로 연계 중 

- 삼성반도체, 삼성환신(시안)동력전지유한회사, 런커기계설비(산시)유한회사 

등 기업들의 경우 연구개발은 모두 한국 본부에서 완성되고 산시성 현지에

서는 주로 생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과기협력이 부족한 편임

- 일부 한국기업이 산시성 내 대학과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였으나 대부분 

한국기업들은 아직 적합한 협력분야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음

      ※ (예시) 삼성환신(시안)동력전지유한회사는 산시성에 박사후 연구사업스테이션을 개설했음

Ⅱ 대표적 정책

「산시성의 13차 5개년계획 기간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발전개혁위원회, ’16.9) 

○ 목표

- 2020년까지 전략적 신산업의 증가치 4,500억 위안을 돌파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2015년 말 10% 달성)로 향상시키는 등 견인역할 크게 향상

- 항공, 우주, 소프트웨어 및 신소재 등 중점 분야 첨단기술산업기지와 집적회로, 스

마트단말 및 첨단장비제조 등 분야 신흥산업 클러스터 조성

○ 집중적으로 추진 핵심산업 및 대형프로젝트

- (중점 산업) ① 차세대 정보기술, ② 첨단장비 제조, ③ 신소재, ④ 바이오기술, ⑤ 신에너지, 

⑥ 에너지절감/환경보호, ⑦ 신에너지 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산업 중점적으로 발전

- (중대 혁신공정) ① 집적회로산업, ② 신형 디스플레이산업, ③ 모바일통신산업, ④ 빅

데이터 및 클라우드컴퓨팅산업, ⑤ 3D 프린팅 산업, ⑥ 로봇산업, ⑦ 드론산업, ⑧ 위성

응용산업, ⑨ 분자의학산업, ⑩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등 10대 중대 혁신공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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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산업 방향 

차세대 정보기술
① 반도체산업, ② 신형 디스플레이산업, ③ 통신산업, ④ 첨단 소프트웨어

산업, ⑤ 정보기술서비스산업, ⑥ 디지털 창의산업 

첨단장비 제조
① 3D 프린팅 산업, ② 항공산업, ③ 우주산업, ④ 스마트장비제조업, ⑤ 

에너지장비산업

신소재 ① 고성능 구조소재, ② 선진적인 복합소재, ③ 전자정보소재, ④ 신형 기능성 소재

바이오기술 ① 바이오의약, ② 바이오의학공정, ③ 바이오 검측 및 치료, ④ 바이오농업

신에너지 ① 태양에너지, ② 풍력에너지, ③ 바이오매스, ④ 원자력 

에너지절감/환경보호 ① 에너지절감산업, ② 환경보호산업, ③ 자원종합이용

신에너지 자동차 ① 자동차 완제품 제조, ② 동력전지, ③ 제어시스템, ④ 충전 인프라 

[표 1] 「산시성의 13차 5개년계획 기간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의 중점 육성 산업   

    출처: 陕西省发展和改革委员会, 《陕西省“十三五”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2016.9) 

「산시성 혁신주도형 발전(創新驅動發展)전략 강요」 발표 (’16.9.22)

○ 주요목표

- 2020년까지 혁신형 성(省) 구축을 완성하여 과학기술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60%에 달할 것이고 전략적 신산업의 증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로 향상시킴

- 2030년까지 중국 혁신형 성의 선두를 차지하고 과기혁신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확대하며 연구개발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도달함

- 2050년까지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일대일로"혁신센터를 구축함

○ 중점사업

- ①산업기술혁신공정 ②원천기술혁신공정 ③혁신용합공정 ④혁신주체육성공정 

⑤협동혁신플랫폼구축공정 ⑥중대과기프로젝트추진공정 ⑦혁신창업인재모집공정

⑧대외개방협력혁신공정 ⑨고신구혁신공정 등 9개 핵심사업 실시

○ 주요조치

-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과 혁신 기업을 유치하여 산시성에 R&D기관을 설립하고, 

산시성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내외 기관 간의 과학기술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

하도록 유도하며 국제과학기술협력거점을 구축함K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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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국제협력 및 교류를 수행하고 정부 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시성과 국

내외 유명한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

 국제과학기술협력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과학기술협력 및 교류 플랫폼을 구축함


국내외 기관을 유치하여 글로벌 R&D센터, 실험실, 기업 기술 연구소 등 새로운 

R&D 기관을 설립하고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시성 내 연구기관이 해

외 R&D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원함

 “프로젝트·인재·기지" 모델을 통해 일련의 국제과학기술협력 기지를 구축하여 기

술개발과 성과이전을 수행함

- 국제 과학기술 협력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교류·협력 플랫폼의 구축을 

장려하며, 높은 기술수준의 전면적이고 다양한 레벨의 산업협력을 권장함

- 2016년 10월 산시성 과기청은 산시성의 "13차 5개년"과학기술개발계획을 발표했고, 

“실크로드 국제과학기술협력기지” 구축을 제안했음

 [표 2] 실크로드 국제과학기술협력기지 구축 관련 조치

산시성정부, 「외자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발표 (’20.10.20)

○ 동 의견은 대외개방 심화, 투자규모 확대, 투자 편리화 개혁.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 4가지 측면에서 29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음

- 그 중 제13조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첨단기술기업 

인증 및 과기형 중소기업 평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고 밝힘

F 특히 외자 기업과 외자 연구기관의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산시성의 과학

기술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과 과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권장함

F 산시성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과학기술성과이전과 산업화를 달성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동일한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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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칭 우위 분야 자국 내 논문 특허 WOS 논문 

서북대학 지질학 30,760 519 7,739   

시안교통대학

역학, 기계공정, 

재료과학공정, 동력공정 및 

공정열물리, 전기공정, 

정보통신공정, 관리과학공정, 

공상관리 

47,786 5,515 29,156

서북공업대학 기계공정, 재료과학공정 50,494 3,956 15,105

시안전자과기대학
정보통신공정, 

컴퓨터과학기술
23,657 3,273 11,076

창안(長安)대학 교통운수공정 31,957 5,391 2,605

서북농림과기대학 농학 44,021 1,863 10,915

산시사범대학 중국언어문학 47,420 826 6,739

공군의과대학 임상의학 12,638 2,606 5,934

Ⅲ 과기혁신 특징

주요 과기혁신 지표    

○ 2019년 산시성의 종합 혁신수준 지수는 중국 내 9위 수준임

- (R&D 투입 강도) 산시성의 R&D 투입 강도는 중국 7위, 과기활동산출 지수는 4위

- (기술계약) 산시성의 기술계약 교역액은 1,468억 위안으로 중국 내 6위

- (특허) 산시성의 원사 수는 71명, 국가급 과학기술상 수상자와 인구 1만명당 발명특

허 출원량도 중국 내 앞순위 유지 

- (신흥산업) 전략적 신흥산업의 GDP 중 비중 10.7%, 첨단기술산업 성장률 11.1%

대표적인 과기혁신자원     

○ 산시성 내 대표적인 과학기술자원으로 서북대학, 시안교통대학, 서북공업대학, 시안전

자과기대학, 산시사범대학, 중국과학원 시안광학정밀기계연구소 등이 있음(글로벌 ESI 

톱 1% 학과 보유 기관) 

  [표 3] 2006~2017년 산시성 내 우위 연구기관의 R&D 산출 상황    

    출처: 陕西省科学技术信息研究所， 「中国（陕西)与韩国科技合作战略研究」(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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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교통대학 

○ 동 대학의 과학기술단과대학은 중국에서 가장 일찍이 원자력전공을 개설함

- 최근 CAP 시리즈, 화룽(華龍) 1호 등 3세대 노형의 핵심 기초문제를 연구하

고, 복잡한 원자력동력시스템의 다척도 및 다양한 물리적 상황 간의 연결 시뮬

레이션, 심각한 사고 예방과 완화, 증기발생기 설계검증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

- 현재 차세대 원자로시스템인 소듐냉각로, 용융염로, 초임계수로, ADS 및 핵융

합로 등 노심의 설계와 안전분석 등 분야 연구수준은 세계 선진수준이고, 방사

능 진단측량, 경질 차폐소재, 공간방사능 효과, 가속기 스펙트럼 분석 등 분야 

연구수준은 중국 내 선진수준임

 서북대학 

○ 동 대학은 지질학 국가급 실험교육시범센터, 산시성 동력지질재해 및 환경복

구공정연구센터, 산시성 지질학 시뮬레이션 실험교육센터 등 실험교육 및 과

학연구 플랫폼을 보유

○ 최근 지질학부는 구조지질, 조산대 및 분지, 신생대 지질과 환경 등 주요 연

구방향에서 국가급 및 성급 프로젝트 200여건을 수행

- 그중 국가자연과학기금 프로젝트 97건, 국가걸출신진과학자기금 프로젝트 3건, 

국가자연과학기금 혁신연구그룹 프로젝트 2건, 국가973계획 신진과학자 프로젝트 

1건이 각각 포함되었고, 연구논문 700여편(이중 SCI 논문 300여편 포함)을 발표

 시안전자과기대학

○ 동 대학의 양자정보공정연구센터는 양자통신, 양자레이더, 양자광학․양자정보 

등을 주요 연구방향으로 하여 중국 내 최초의 양자교환기를 개발함

○ 또한 통신공정단과대학을 개설하여 현대전자정보, 통신이론과 선행기술을 연

구하고 있으며, 중국 최초의 유성흔(Meteoric Trail Communication) 통

신시스템과 최초의 밀리파 통신설비와 최초의 ATM 교환기를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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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북농림과기대학

○ 동 대학은 농업생산의 실제적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와 응용기술연구를 활발

히 진행하여 농작물유전육종과 병충해 방지, 수토보존과 생태복원, 가뭄지역 

농업절수기술, 가축/가금종의 생육 및 건강양식, 농업바이오기술, 포도와 포

도주 등의 연구 분야에서 뚜렷한 특색과 이점을 형성함

○ 동 대학은 가뭄지역 항역성 생물학 국가중점실험실, 국가양링(楊凌)농업바이

오기술육종센터, 국가밀개량센터 양링분원, 국가옥수수개량센터 양링분원 등 

15개의 국가(성급) 과기혁신기지를 보유함

 서북공업대학

○ 중국에서 유일하게 “항공, 우주, 해양” 등 3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종합대학이자,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직속 관할 대학임

- 사상 최초의 소형 드론, 최초의 지효 항공기, 50kg급 수중 무인 지능형 항

행기 및 최초의 항공 온보드 컴퓨터를 개발

- 현재 8개의 국가 중심실험실, 2개의 국가공학연구센터, 4개의 국가국제과

학기술협력기지, 1개의 국방과학기술혁신센터, 5개의 국가공동혁신플랫폼, 

122개의 지자체 과학연구 플랫폼을 보유함

- 특히 대형항공기, 유인 우주비행 및 달탐사 등 10개의 주요 특별프로젝트

의 시연 및 과학연구에 집중하며, 두 항공기의 특별 시연, 선저우 시리즈 

우주선 개발에 깊이 관여했으며, 중국 최초의 유인우주비행에 기여한 두 대

학 중 하나임

기초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성과 뚜렷 

○ 2018년 기준 산시성 내 국가급 혁신플랫폼 총 300여개, 국가급 공정센터 7

개, 국가중점실험실 25개, 성급 공정센터 177개, 성급 중점실험실 170개, 

산업기술혁신전략컨소시움 39개를 보유

- 이중 시안교통대학이 주도한 “고급제조장비 협동혁신센터”와 시안전자과기대학이 

주도한 “정보감지기술 협동혁신센터”가 국가 “2011 협동혁신센터”로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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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명칭 담당기관

① 국가 양링(杨凌) 농업 종합실험 공정기술연구센터 서북농림과기대학

② 양링 농업바이오기술육종센터 서북농림과기대학

③ 국가 절수관개 양링 공정기술연구센터 서북농림과기대학

④ 국가 데이터 방송 공정기술연구센터 시안교통대학, 시안통시데이터유한책임회사

⑤ 국가 마이크로테스트 공정기술연구센터 서북대학, 산시북미유전자주식유한회사

⑥ 국가 석유천연가스 관재료(管材)공정기술연구센터 바오지석유강관(鋼管)유한책임회사

⑦ 국가 석유천연가스 시추장비 공정기술연구센터 바오지기계유한책임회사

○ 2018년 기준 산시성 내 국가급 하이텍산업단지 수는 7개, 성급 하이텍산업

단지 수는 14개로 각각 집계되었음

- 2018년 1~9월간 산시성 내 7개 국가급 하이텍산업단지의 공업부가가치액은 

3,064.4 억 위안, 생산총액은 4,191억 위안으로 성 전체의 25%를 차지하였으며, 

산시성 혁신 주도형 발전의 핵심지역과 중요 매개체를 형성하였음

- 산시성의 하이텍산업단지 내에는 90% 이상의 과기기업인큐베이터와 60% 이상의 

연구개발플랫폼을 보유함

 [표 4] 산시성 내 국가공정센터 명단(총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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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산업발전 특징

군민융합산업 활성화 

○ 산시성의 국방과학기술자원 규모는 중국 내 2위로서 우주 분야 1/3 이상, 병기 

분야 1/3 이상, 항공 분야 1/4 이상의 연구기관이 집결됨(국방특허 중국 2위)

○ 최근 우주, 항공 및 병기 3대 산업단지가 군민융합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

면서 軍轉民기업(군수→민수 전환) 300여개(이중 연간 생산액 1억 위안 이상 기

업 80여개 포함)를 배출하는 등 군민융합산업 규모가 중국 내 2위로 자리매김함 

- (우주) 시안 우주산업단지는 우주 운반동력, 위성응용 및 우주 특수기술 산

업을 위주로 하는 중국 내 최대 규모의 민용 우주산업단지 형성 

- (항공) 시안 항공산업단지는 완제품 생산을 위주로 하고 기계장비, 항공 대

형부품, 항공신소재 등의 개발을 병행하는 완비된 민용 항공산업시스템 형성

     ※ 중국 최대 항공기제조업체이자 유일한 중·대형 항공기설계연구원 및 비행테스트연구센터 보유 

     ※ “신저우(新舟) 60”여객기 상용화에 성공해 중국 내 130여개 납품업체의 발전 견인

- (병기) 시안 병기산업단지는 장비제조, 광전자정보, 신소재 및 신에너지 위

주의 산업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

전략적 신흥산업 전격 육성 중   

○ 현재 정보기술, 인공지능, 광전자칩, 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의약 등 전략

적 신흥산업 전격 육성중  

- (정보기술) 정보기술 제조와 정보기술 서비스 시스템 형성, 특히 클라우드 컴퓨

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흥산업이 산업인터넷과 신경제 성장을 견인 중

- (인공지능) 국가급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 11개를 보유해 기계학습, 그래픽 

인식, 무인시스템, 지능형 로봇 등의 분야에서 세계 선도수준의 연구성과 26건 배

출, 이를 토대로 현재 인공지능(AI)업체 150개 보유 및 연간 생산액 120억 달성 

- (광전자칩) 이동통신, 베이더우(北斗) 항법칩 및 파워 디바이스 등 분야 연구개발 우

위가 선명하고 나노도파관, 격자결합기, VCSEL 레이저칩 등 분야는 세계 선진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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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재) 아시아 최대의 심리스 티타늄파이프 생산기지, 세계 2위의 금속섬유생산기

지, 세계 2위의 층상금속복합소재 생산기지, 세계 일류의 초전도소재 산업단지 등 세

계적인 생산기지 보유

- (신에너지) 중국 내 중요한 신에너지산업 연구개발·제조·응용 시범기지로 부상하고 특

히 단결정 태양광전지산업과 풍력발전산업 등이 클러스터화 발전추세 형성 

- (바이오의약) 최근 몇 년 동안 시안은 유전자 시퀀싱, 세포치료, 재생의학 및 의료 

로봇을 포함하여 생물 의학의 프론티어 분야에서 레이아웃을 확대했음

     ※ 중국 전통 의약품의 승인률은 상하이, 항저우, 선전 등 해안 지역보다 높음

산시성 내 첨단기술기업 수량 급증   

- (첨단기술기업) 2019년 산시성의 1,824개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산시성 전체의 첨단기술기업 총수는 4,371개에 달하고 39.3% 증가하여 첨단기술기업 

수량이 다시 최고치를 갱신했음

- 2019년 산시성의 첨단기술기업 수량은 쓰촨(四川)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첨단기술기업 

증가율은 전국 평균수준보다 11% 높고, 저장(浙江)(37.5%), 후난(湖南)(35.7%), 쓰촨(30.9%) 

등 9개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산시성의 첨단기술기업 중 증가폭이 1위임

 [그림 2] 2015-2019년 산시성 첨단기술기업 수량 및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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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망 및 시사점

산시성은 천년 고도(古都)에서 '서부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로 부상

○ "일대일로"의 중심지역인 산시성은 독특한 지리적 우위와 역사·문화자원우위

와 탄탄한 산업기반에 의존하여 정보기술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및 확장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지역으로 도약함

- 산시성의 성도인 시안은 하드테크놀로지(硬科技) 개념의 메카로, 우주항공, 

광전칩, 신에너지, 신소재, 스마트제조, 정보기술, 생명과학, 인공지능의 빠

른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잠재력이 매우 큼

- 현재 드론시스템, 시각정보처리, 세라믹 베이스의 복합소재 등 분야에서 16

개의 국가급 공정연구센터(실험실)를 보유하고 위성항법, 초전도소재 및 초

고압 송변전 등 기술은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함

우주항공, ICT 등 우위 분야에서 국제협력 추진을 본격화함에 따라 과기혁신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전통적 강점 분야인 우주항공 분야와 ICT, 바이오기술, 신소재 등 전략적 신

흥산업 분야 국제협력이 활발하게 추진

- (다국적기업) 세계적인 항공우주업체인 Safran사(프랑스), 유럽 최대의 항공기엔

진업체인 Rolls-Royce사(영국), 항공기제품 테스트업체인 Honeywell사(미국) 

외 세계적인 제조업체 GE사(미국)와 삼성전자 등 다국적기업이 현지에 입주함

      ※ 삼성은 “12인치 플래시 메모리칩 프로젝트”입주 

- (국제공동연구센터) 서북공업대학의 “우주소재 구조 일체화 설계 및 3D 프린팅 

장비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 시안교통대학의 “고성능 강유전성 단결정 초음파

부품 국제공동연구센터”, 산시사범대학의 “식품건강과학 국제공동연구센터” 등 

국제공동연구센터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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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산시성 연구기관 한국 연구기관 협력 내용

2016 시안교통대학 서울대학교
대골절병 셀레늄 대사시스템과 셀레늄 단백질 분자기능에 

관한 연구

2017
시징대학

(西京學院)
세명대학교 제어 가능한 중성자원 응용기술 국제 공동 센터

2017 시안공업대학 경상대학교
복합재료 및 제품의 스마트제조 기술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센

터를 설립하여 리튬-황 전지 기술을 개발함

2017
중국과학원 

지구환경연구원

한국 원자력

연구원

환경 방사선 분석과 환경 방사선 활동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한 “국제 지구환경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함

2018 서북대학 서울대학교

 “물리무기화학과 서부자원화학 국가 과학기술 협력 기지”를 구

축하여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탄소기 복합기능 소재의 녹색합성

기기 조립을 위한 유연성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성능 연구

2019
장안대학

(長安大學)
인하대학교 무인 굴삭기 제어 장치 관련 기술 연구

한국, 산시성과의 국제과기협력 확대 필요

○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산시성은 아래와 같은 과기협력 프로젝트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며, 향후 다양한 유형의 과기협력을 더욱 확대 필요

[표 5] 2016-2020년 한국과 산시성 연구기관 간의 과기협력 프로젝트

 출처: 산시성 과기청 공개자료 기반으로 KOSTEC 정리

○ 한국기관의 연구는 신소재, 농업바이오기술과 바이오의약 등 응용연구 분야

에서 집중되었고 산시성은 전자통신, 신소재 및 농업바이오기술 등 기초연구 

분야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양측은 과기협력의 상호보완성이 강함

- 최근 개최된 제14회 한중 과학기술공동위(’19.12)에서 협의된 바이오, 정보

통신, 의료과학, 신재생에너지, 우주 및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산시성과 협

력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향후 과기조사단 상호파견, 학술회의 공동개최, 인재 교류 및 양성, 과기형 

기업 공통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기협력 확대 필요

KOST
EC

  K
OST

EC
  K

OST
EC

  K
OST

EC
 



산시(陝西)성의 과기혁신 동향과 시사점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1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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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陕西科技60年发展历程
  http://www.most.gov.cn/ztzl/kjzg60/dfkj60/shanx/hhlc/200909/t20090914_72853.htm  

● 陕西省发展和改革委员会, 「陕西省“十三五”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2016.9)

● 중국(시안) 한국과기협력전략 연구（2020.1）

● 科技创新成为陕西高质量发展新动能
  http://www.sxdaily.com.cn/2020-07/10/content_8606182.html

● 硬科技：西安城市高质量发展的新引擎 （西安日报 2020.9.21.第6版）

● 洞察西安市生物医药产业发展研究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wm/20181106/content-1038480.html

● 搜狐新闻，“陕西省军民融合产业规模居全国第二位”

  https://www.sohu.com/a/215708163_804956 

● 搜狐新闻, “2019年陕西经济社会发展情况报告出炉”  

  https://www.sohu.com/a/376957814_120207290 

● 陕西现有各类科研机构1340家 综合科创水平位居全国第9

  http://www.chinafabu.com/a/xahuanbaofangchan/20200109/64141.html

● 西安：从千年古都迈向"西部硅谷" https://m.sohu.com/a/229692119_145163

● 陕西省高新技术企业数量再创新高 https://mp.weixin.qq.com/s/HYdKm8KUva2ktluIZjF-iw

● 360家国家工程技术研究中心，附详细名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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