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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후베이성 과학기술 중점 사업 발표

2021년후베이성과학기술사업회의가 우한(武汉)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2021년의 

중점 사업을 배치하였음(1.12)

l 사업 목표

- ‘두 개의 중심’ 건설 추진, 기업의 혁신 주체 육성, 핵심기술의 난관 돌파 조직, 체계화된 과학기

술 혁신 능력 제고,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과학기술 인재의 발전 환경 구축, 과학기술 혁신 창업 

생태계 최적화에 중점을 둠

- 과학기술 체제 개혁과 과학기술 관리 능력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강성(强省) 

건설의 새로운 길을 열며, 힘차게 혁신 발전을 추진하여 전국 선두에 서서 양호한 출발을 실현함

- 2021년 후베이성 전체의 연구개발 투자액이 1000억 위안을 넘고, 첨단기술 산업의 증가치가 

10%를 넘고, 첨단기술 기업의 수가 10% 이상 증가하며, 기술계약 거래액이 10% 이상 증가하

기 위하여 노력함

2021년 후베이성의 과학기술 중점사업

l 전역의 혁신 구도를 한층 더 최적화하여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에너지 레벨을 높임

- 우한에 '두 개의 중심' 창설을 대대적으로 추진

- 지역과학기술혁신센터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뒷받침 및 발전 강화

l 기지 플랫폼의 체계화 배치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보장 능력을 향상시킴

- 전략 과학 기술 역량 육성을 가속화

- 기초 연구 혁신 시스템을 최적화

- 기술 혁신 체제 구축을 가속화

- 신형 연구개발 기구를 대대적으로 발전

l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첨단기술 기업의 '백천만(百千万)' 행동 계획을 조직하여 실시함

- 100개 혁신형 선두 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

- 1000개 첨단기술 기업의 규제와 에너지 확충을 정확하게 지원

- 10000개의 첨단기술 예비 기업을 신속히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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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과학기술 프로젝트 조직의 실시 체제를 혁신하여 핵심기술 간의 난관을 극복함

- 중점 산업 혁신 사슬 과학기술에 관한 중대한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실시

- 중점 우위 분야의 혁신적 돌파를 추진

- 과학기술 프로젝트 '제방과슈아이(揭榜挂帅 : 필요한 핵심기술 프로젝트를 게시하

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응모함)'제를 심도 있게 추진

l ‘추차이싱어(楚才兴鄂)’ 과학 창업 인재 행동 계획을 실시하여 과학기술 인재의 우세를 혁신 발

전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가속화함

- 과학기술 인재 양성 강도를 높임

-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대대적으로 도입

- 후베이성 내외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 발전 일선에 일하도록 인도

l 국내 국제 개방 혁신을 강화하고, 서비스 구축의 새로운 발전 구조 혁신 능력을 제고시킴

- 국제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공간 확대를 가속화

- 지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체제 확립을 모색

l 과학기술 체제의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과학기술 혁신 창업의 생태계를 최적화함

- 과학기술 영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

- 중점 분야와 핵심 부분 개혁의 강도를 확대

- 과학기술 혁신 창업 서비스 체제를 완전하게 구축

- 과학기술의 성과이전의 효과를 대폭 제고

- 과학기술 금융 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

- 과학 보급과 혁신 문화 건설을 강화

l 시스템 자체의 건설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관리의 현대화 수준을 빠르게 높임

- 과학 기술 관리의 현대화 수준을 한층 제고

- 관리자 대열 건설을 한층 강화

- 기관의 사업 에너지 효율을 한층 제고

참고자료

§ 2021年湖北科技工作这样干！

https://mp.weixin.qq.com/s/Mg4_TFczyPAO9cvB8QWR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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