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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칭하이(青海)성 과학기술 업무회의가 시닝(西宁)에서 개최(1.27)

회의에서 ‘14.5’규획기간 및 2021년의 중점 임무를 배치

l ‘14.5’규획기간 총체 목표

- 2025년까지 지역 전반의 혁신 체제를 개선하고 혁신 요소를 완비하며, 혁신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혁신 환경을 최적화하며, 기술사업화 효율을 높여 칭하이 특색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을 구축하여 혁신적 성(省)의 반열에 진입

l 2021년 10대 과학기술 중점 업무

① 혁신적 성의 건설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과학기술 혁신 계획을 서둘러 발표

② 능동적으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통합하여 칭하이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만들고, 제2차칭짱커카

오(青藏科考)1)에 깊이 관여하며, 국가 생태 안전을 서비스하며, 수준 높은 실험실 시스템을 건설  

③ 기초연구 및 응용기초연구를 강화하고, 혁신능력과 후반의 노력을 증강하며, 기초연구 시스템 

배치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기초여건 플랫폼을 구축

④ 기업의 기술 혁신 주체의 주위를 강화하고, 산학연구용 일체화 생태계를 조성하며, 기업의 기

술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 창조 에너지를 방출 

⑤ 중요한 핵심기술을 공략하여 중점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선도

⑥ 민생(民生) 과기 공급을 늘려 국민 건강과 민생 복지를 보장하고, 감염 방역과 과기 혁신을 추

진하며, 농촌 진흥 전략의 실시를 돕고, 민생 보장의 과학 버팀목을 강화

⑦ 과학기술의 전면적인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혁신적인 제도와 조직 체계를 정비하며, 과학기술 

혁신 정책 환경을 최적화하며, 프로젝트 조직 관리 모델을 개혁하고, 과학기술 성과이전을 촉진

⑧ 첨단 과학기술 인력풀을 육성하고, 수준 높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 대

오를 확대하고, 인재평가제도 개혁을 심화

⑨ 과학기술분야 칭하이 지원(援青) 와 동·서부의 협력을 확대하고, 혁신자원이 칭하이에 깁결을 

가속화하며, 대외 과학기술 협력 교류를 확대

⑩ 태도·학풍 건설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과학 연구 성실 건설

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전 지역의 과학 보급 능력을 제고

  

참고자료

§ 2021年全省科技工作会议召开

http://kjt.qinghai.gov.cn/content/show/id/7491

1) 제2차칭짱커카오는 제2차 칭짱고원 종합 과학 고찰 연구의 약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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