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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산동(山東)성 과학기술 업무회의가 지난(济南)에서 개최(3.1)

회의에서 ‘14.5’기간 및 2021년의 중점 임무를 배치

l ‘14.5’기간의 업무 목표

- 2035년까지 주요 분야의 현대화 과정이 전국에서 선두권을 차지하며 차세대 현대화 강성 

건설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달성

- 과학기술 혁신추진을 통해 독립적인 혁신 체계를 완비하고, 과학기술 전략의 선도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높은 수준의 혁신적인 성(省)을 기본적으로 건설

- 사회 전체의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을 대폭 높이고, 고품질의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며, 인재 

집결 우위를 빠르게 갖추고 전국에서 중요한 혁신고지 및 인재고지로 자리매김

l 2021년 11대 과학기술 중점 업무

- 높은 표준으로 수준 높은 혁신적인 성 건설 새로운 여정 계획"의 핵심 목표에 초점을 맞춤

- 과학기술 발전 계획의 편성을 체계적으로 추진

- '황하(黄河) 전략'1), '육해(陆海) 총괄'2), '3핵(三核) 인도'3), '3권(三圈) 협력'4)에 주력

- 지역 과학기술 전략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

-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

- 중요한 핵심 기술을 집중적 돌파

- 고에너지 플랫폼 구축에서 집중적인 돌파를 실현

- 과학기술 인재 유치와 국내외 과학기술 협력에서 집중적인 돌파를 실현

- 과학기술 기업 육성에서 집중적인 돌파를 실현

- 과학기술 성과이전의 효율을 높이는 방면에서 중점적인 돌파를 실현

- 과학기술 관리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혁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1)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 및 고품질 발전정책
2) 육해자원개발, 산업배치, 교통 통로 건설, 생태환경 보호 등 분야의 총괄 협조를 촉진하고, 육해 양대 시

스템의 우위를 상호보완하여, 양성 상호작용과 조화발전을 촉진한 정책
3) 지난(济南)·칭다오(青岛)·연태(烟台) 3시의 경제력, 혁신적 자원 등 종합적인 강점을 살려 신·구 에너지 전

환을 촉진하는 정책
4) 지난을 중심으로, 수도경제권·칭다오를 주축으로, 자오둥(胶东)경제권·린이(临沂) 지역을 위주로 하는 루난

(鲁南)경제권의 통합발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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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年山东省科技工作会议在济南召开

http://www.ce.cn/culture/gd/202012/21/t20201221_36137125.shtml
§ 山东省委关于制定“十四五”规划和2035年远景目标的建议

http://www.ce.cn/culture/gd/202012/21/t20201221_3613712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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