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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세부 내용
 ‘삼대사(三件大事)’ 

전면적 서비스 제공

▶ 징진지 협동혁신을 심화, 슝안(雄安)신구 혁신고지를 건설, '과기 동계 올림픽 

스마트 충리(崇禮)' 건설 촉진

 핵심기술 지원 능력 강화 

▶ 원천혁신 능력 향상, 핵심기술 돌파, 과기자원 배치 최적화, 허베이성 산업 기술 연구

원 현신 발전 가속화, 농업농촌 고품질 발전 과기 지원, 국민 생명 건강 과기 서비스 

제공, 녹색 발전 과기 서비스 제공, 평안 허베이성 건설 과기 서비스 제공

 기업 혁신 주체 지위 강화

▶ 과기 기업 육성 계획 실시, 첨단기술 기업 육성 확대, 과기형 중소기업 발전 

품질 향상, 산업 기술 혁신 전략적 연맹 건설 가속화, 과기 전문가 제도 전면

적 추진

 고수준의 혁신 플랫폼 
매개체 구축

▶ 현(縣)내의 과기혁신 향상, 과기혁신 플랫폼 품질 및 효율 향상, 고신구 발전 

추진, 고수준 청더(承德) 국가 지속가능발전혁신시범구 건설

 과기 개방 협력 심화
▶ 국내외 혁신자원의 충분한 이용, 헤베이성과 연구원, 허베이성과 대학간의 협력 

강화, 과기 교류협력 이벤트 개최

 과기 인재 육성 및 유치 ▶ 혁신인재 육성 촉진, 첨단 인재 유치, 국제 인재 협력 교류 추진

 과기 메커니즘 개혁 심화

▶ 개혁 혁신 거시적 총괄 강화, 과학연구 분야 개혁 심화, 과기성과 이전 메커니

즘 완비, 평가 장려 메커니즘 완비, 과학연구 감독 시스템 건설 강화, 양호한 

혁신 여론 환경 조성

참고자료

§ 来了！2021年全省科技工作要点
https://mp.weixin.qq.com/s/rEZ6KoAGnyYbgnt6R7I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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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14.5’계획기간 전면적인 현대화 국가 건설의 시작이며, 이와 관련하여 

허베이성은 7대 과기 중점 업무를 제정하였음

l ‘14.5’계획기간 허베이성 과기 목표는 과기 자원 배치 최적화, 산학연용 융합 혁신 효

율 향상, 과기혁신 지원 산업전환 강화, 과기 체계 및 치리 능력을 향상하는 것임

l 허베이성 7대 중점 업무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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