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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쓰촨, 2025년 국가 혁신 발전 선도성 건설

“14.5(十四五)” 시절의 쓰촨성 과학기술 혁신의 새로운 사업은 청위지역(成渝地

区) 두개 도시 경제권(双城经济圈)에 전국적 영량력을 가진 과학기술혁신센터 건

설을 통해 혁신 발전 선도

l 2025년 쓰촨성은 오리지널 혁신 능력의 대폭 강화 예상

- 성 전체 R&D 경비 투입 강도 2.4% 이상, 사회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구비 비중

이 8%에 이름

- 첨단 기술 기업 수가 1.2만 개에 이름

- 동시에 혁신이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이 뚜렷이 강화되어 첨단기술산업의 영업수입이 산업의 비

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이름

- 지역 혁신 시스템의 효율이 대폭 향상되어 전략 과학기술 역량 체계, 개방 혁신 체계, 혁신 관리 

시스템의 운영 품질과 효율이 현저히 향상시킴

l 2021년은 14.5계획이 처음 시작된 해로 중국 현대화 건설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해

- 올해 쓰촨성 14.5 과학기술 혁신 계획과 2021-2035년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이 발표될 

것임

- 첨단기술 기업 600개를 추가하여 사회 전체의 연구개발비 지출 총량이 1050억 위안에 달하고, 

첨단기술 산업의 영업 수입이 2.11조 위안으로 7% 증가하였으며,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영업 수

입이 3100억 위안을 넘어 7% 증가하기 위하여 노력함

l 2021년 쓰촨성은 10개 방면의 중점 사업을 추진하기로 모의

- 향후 5년에서 15년 간의 혁신 발전 전략의 배치를 명확하게 실행함

- 협력 혁신 발전 능력 강화 행동을 실시하여, 청위(成逾) 혁신 협력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효과를 

거둠

- 고에너지급 혁신 플랫폼을 건설하고,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함

- 과학기술 성과 이전을 촉진하여 과학기술 공급 체계의 질과 수준 등을 제고함

l 청위지역 두 도시 경제권 건설에 관심을 모았던 과학기술 혁신 분야

- 올해 쓰촨성은 두 지역 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청위 과학기술 혁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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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계획을 실시함

- 서부(청두) 과학단지 조성 방안을 편성하여, '1핵4구(一核四区)' 기능 구조를 보완하며, 서부(청

두) 과학단지 건설을 가속화시켜, 국가 통합적인 과학센터를 창설하여, 청더메쯔(成德眉资: 쓰촨

성의 청두시, 더양시, 메이산시, 쯔양시)의 일체화 발전 등을 선도함

참고자료

§ 四川：2025年建成国家创新驱动发展先行省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1-01/12/c
ontent_460949.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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