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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라 늘어나는 취업난에 대응하고자 창업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13차 5개년 규획」에서도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사람이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의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과 기술기반의 창업자를 의미하는
‘촹커(创客)’ 육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큐베이터
형태의 ‘대중창업공간(众创空间)’ 설립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창업을 선도하는 베이징과 선전(深圳), 상하이 외에 각 지방정부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각종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 쓰촨성
청두시(四川省 成都市)와 후베이성 우한시(湖北省 武汉市)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변화하는 중국의 창업 현황과 투자, 정책 방향에 대해 파악
하고, 나아가 청두, 우한시의 창업 생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협력 및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중국은 2015년 창업 기업 수가 443만 9,000개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창업은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었으며, 그중 인터넷, 문화, 교육 서비스 분야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경험이나 기술을 보유한 교수나 전문 기술자의 창업
비중이 적고, 유사한 분야의 창업이 많아서 생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창업 증가에 따라 투자도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
주가 폭락과 더불어 유니콘(unicorn)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전반적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분위기(资本寒冬)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
시장인 신삼판(新三版)을 통한 자금 회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유니콘 기업
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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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경쟁 환경과 신용체계
구축에 나섰다. 또한 정책성 기금 조성을 통해 창업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창업
기업의 투융자 채널을 다양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 밖에 대중창업(众创),
크라우드 소싱(众包), 대중지원(众扶), 크라우드 펀딩(众筹)을 의미하는 ‘4중
(四众)’ 지원 플랫폼 발전을 도모했다. 그리고 인큐베이팅 사업이 과학혁신능력 제
고와 취업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형 인큐베이터인 ‘대중창업공간(众
创空间)’의 활성화에 나섰다. 대중창업공간은 2014년 50개에서 2016년 말에
는 약 4,00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청두시는 2015년 2월 창업 활성화 전략인 「창업톈푸(创业天府)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창업행사인 ‘징롱회(菁蓉会)’를 연간 160회 개최하면서 창업 분위기를
고조하였다. 이어 창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오던 투융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각종 산업 기금을 조성했으며, 기술이전과 자금이 스타트업에 효과
적으로 지원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실시간으로 청두시 스타
트업 관련 통계, 지원정책, 행사 소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커촹통
(科创通)’과 스타트업에 서비스 비용을 보조해주는 ‘혁신권(创新券)’ 제도를
도입했다.
청두시 창업 지원 공간은 주로 청두 고신구 징롱광장(菁蓉广场) 일대에 집중
되어있으며, 대부분의 국제 협력도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청두시는 한국,
싱가포르, EU(프랑스, 독일)와 창업 협력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는 한국 스타
트업을 위한 중․한 창업단지가 조성되어있다.
우한시는 과학기술 분야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하고자 1987년 ‘우한 둥후 신
기술 창업센터(武汉东湖新技术创业中心)’를 설립하면서 일찍부터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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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를 쌓아왔다. 우한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황금10조’, ‘창업10조’ 등
의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며, ‘창업밸리계획(创谷计划)’에 따라 각종 기능이 종
합된 대규모 창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 밖에 대학생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및 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칭퉁(青桐)계획’과 중소기업이나 학생 창업자
에게 법률 및 기술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혁신권(创新券)’ 제도를 운영한다.
우한시는 한국과 대만, 미국 등과 창업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과는 2016년 코트라 주관으로 협력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만과는 2014년
‘후베이(우한) 대만청년창업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미국 실리콘
밸리와 2015년부터 매년마다 창업행사인 ‘솽구솽촹회(双谷双创会)’를 개최
하고 있다.
한편 청두, 우한시는 창업 지원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으나 이를 운용
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취약하며, 창업 지원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
하다고 평가된다. 그 밖에도 창업자를 멘토링 해줄 경영인, 투자자 등 전문가
그룹이 동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창업 인력이 오히려 베이징, 상하이 등지로 유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두, 우한은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고급 인력 수요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외부로부터 인재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됐다. 첫째 청두, 우한과의 창업
협력 채널 구축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두 도시는 창업 생태계 발전 잠재력이
높고, 한국과의 협력 의지도 강하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미래부 혹은 중소기업
청을 중심으로 실무급 협력채널 활성화와 관련 인력 교류에 나서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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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 창업 환경과 시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실질적으로 기업간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한시가 미국 실리콘
밸리와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교류행사처럼 한국도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두시 온라인 플랫폼인 ‘커촹통’을 한국과 청두시 기업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간 정보 채널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청두, 우한과의 창업 협력 확대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그룹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청두와 프랑스 협력 사례처럼 상호간에 창업 전문
가를 멘토로 지정하여 스타트업을 측면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중심의 협력을 추진하되 관리자 파견을 통해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청두에 있는 중한창업단지와 효과
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한국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두, 우한과 공동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서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한국에 중국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또한 양국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유망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현지에 진출하려는 한국 VC의 펀드 운용 규모 확대를 통해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내 창업 활성화와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
하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형태로 운영되고,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제안이 많다. 이는 창업 활성화와 융합을 통한 혁신을 저해
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 정치권이 적극적 논의를 통해서
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특히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는 가이드라인
수준 정도로 설정해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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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청두, 우한 시장에 대한 선행
조사를 통해 현지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두는 내륙
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력이 매우 뛰어나며, 유행에 민감하고 과시형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문화와 미식에도 관심이 많다. 우한은 교통, 문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둘째로 창업 지원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청두와 우한에 소재
한 인큐베이터의 대부분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한국의 인큐베이터가 진출
해 자문을 해주고, 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로 중국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지원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데모데이를 통
하거나 현지 창업 방안도 있겠으나 스타트업이 중국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
했다면 실행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투글로벌, 한화 드림플러스
처럼 중국에 특화된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큐베이터나 중국에 소재한 지원기
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중에
서도 외국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인터넷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고민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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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창업 생태계 조성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경제 둔화 현상을 타개하고, 성장을 이끄는 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라 늘어나는 취업난에 대응하고자 창업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도 모바일 인터넷과 응용기술이 타 분야와 융
합된 다양한 혁신 사례가 등장하면서 창업이 더욱더 각광받고 있다. 이어 중국
인터넷 업계를 이끄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자사의
플랫폼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여나가고 있다.
그리고 잇따른 성공사례가 등장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 열기가 중
국 전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13차 5개년 규획」에서도 누구나 창업이 가능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사람이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의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과 기술기반의 창업자를 의미하는 ‘촹커(创客)’
육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큐베이터 형태의 ‘대중
창업공간(众创空间)’ 설립이 확대되고 있다. 이어 2016년 6월 발표된 「‘대중
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 실시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중국 내
17개 도시에 혁신과 창업을 의미하는 솽촹(双创) 시범기지, 대학(칭화, 상하이,
난징, 쓰촨) 혁신시범기지, 기업(차이나 텔레콤, 하이얼, 알리바바 등) 혁신시범
기지를 설립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춘 발전 모델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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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창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는 베이징과 선전(深圳), 상하이가 꼽힌
다. 베이징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부를 정도로 우수 인력과 자금, 각종 인프
라가 집중되어있으며, 바이두, 징둥닷컴, 샤오미 등 중국 IT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 창업되었다. 지금도 매일 수천 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있으며, 관련
생태계도 완비되어있다. 선전은 ‘하드웨어 창업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부
터 다수의 IT제조 기업이 이곳에 소재하여 제조기반이 탄탄한 까닭이다. 중국
의 화웨이, 텐센트 등도 선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상하이는 실용주의적 성향이
강해 수익모델이 구축된 분야의 창업을 선호한다. SMIC, 씨트립(Ctrip) 등 반
도체, 게임, 여행 서비스 분야의 창업이 활발하다.
각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각
종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 특색을 살려 창업 지원 공간을 조성하고, 정
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또한 부족한 혁신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내외
적으로 우수한 인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중에서 쓰촨성 청두시(四川省 成都市)와 후베이성 우한시(湖北省 武汉
市)가 주목되고 있다. 두 도시는 2015년에만 각각 약 10만, 12만 개의 기업이 창
업되었으며, 산업별로 특화된 인큐베이터를 육성하는 등 창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이다. 중국에서 발표되는 주요 보고서에서도 청두와 우한의 창업 생태계는
상위권으로 꼽힌다.
한편 중국의 다양한 혁신 사례가 등장하고, 창업으로 새로운 기업이 생겨
나고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해나감에 따라 중국으로의 진출과 협력 방식도 변화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생각되는 청두,
우한의 창업 생태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태계 구축
을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전반의 창업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협력이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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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으로 꼽히는 청두, 우한시의 창업 생태계 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의 창업 생태계를 활용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에 앞서 창업(벤처)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보았다. 창업 생태
계 연구는 주로 탠슬리(Tansley)의 생물학적 생태계의 개념을 벤처에 적용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1998)가 처음으로 사용했다.1) 삼성경제연
구소는 창업 생태계를 벤처가 주의의식과 고유성을 가진 자발적 주체로서 환경
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유기체로 정의했다. 고정민(2000)은 창업 생태계를 구
성하는 요소를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회수시장로 정의했으며, 벤처관련 법과
제도, 입지조건 등의 인프라가 환경을 조성한다고 정의했다.2)
이후 2013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창업 생태계를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재도전’이 순환되는 구조로 보았다. 이대기(2015)는 창업 생
태계를 창업자, 대학·멘토링·인큐베이팅 등의 창업 지원기관, 엔젤·벤처투자
자·투자은행 등의 투자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창업이 지속적으로 활
성화되는 환경으로 정의했다.3)
다음으로는 중국의 창업 생태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중국정부
가 창업 활성화를 본격화 한 2015년부터는 창업 생태계와 정책을 분석한 보고
서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 중국의 지역별 창업 환경을 분석한 자료로는 오종혁,
김홍원(2015)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에서 창업활성화가 일어나는 배경
1) 임채윤, 서지영, 이광호, 김병우, 김영훈, 김병기(2006), 『한국형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p. 21, 정책
연구 2006-0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고정민(2000), 『벤처생태계의 형성과 진화』, CEO Information 240호, 삼성경제연구소.
3) 이대기(2015), pp. 3~9,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과 개선점」, 『주간금융브리프』, 23권 23호, 한국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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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성장 모델의 전환과 경제 활성화, 청년 취업난 해소를 꼽았다. 또한 지역
별로 인력과 자금이 집중되면서 창업이 활성화된 베이징, 강력한 하드웨어 인
프라를 보유한 선전, 수익 모델이 구축된 분야에 창업을 하는 상하이의 ICT 창
업 생태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곽배성(2015)4)은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창업과 관련하여 인
프라 발전, 정책, 자본 등에 대해 분석했다. 정책의 실행 여부, 지적재산권 등에
문제점이 있으나 창업 열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보경(2015)5)
은 한·중·일 3국의 청년의 창업인식 조사를 통해 창업 성향과 특성을 분석했
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중국·일본의 창업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하
고,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영삼(2015)6)은 중국정부가 2015년 발표한 「대중창업, 만인혁신 정책조
치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 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중국의 창업 정책의 대한 변화에 대한 관찰 필요
성을 제기했으며, 한국의 중소기업과 투자시장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망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발표된 창업 생태계 평가 보고서를 검토했다. 대표적으
로 清华大学启迪创新研究院(2016)7)에서는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중국의
100대 도시를 대상으로 혁신․창업 환경에 대해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
다. 또한 클러스터식(集群式) 발전, 대중창업공간(众创空间) 등 주제에 대한 별도
의 분석을 진행했다.
Tencent(2016)8)는 2014년부터 2년간 중국 창업 생태계 변화에 대해 분석
했다. 다양한 형태의 대중창업공간이 증가하였고, 베이징, 상하이, 선전 외에도
항저우, 광저우, 청두, 충칭, 톈진, 난징, 우한 등이 새로이 부상하고 있다고 분
석했다.
4) 곽배성(2015).
5) 김보경(2015).
6) 조영삼(2015).
7) 清华大学启迪创新研究院 编著(2016), 『中国城市创新创业环境评价研究报告』.
8) Tencent(2016), 「2016互联网创新创业白皮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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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里研究院 外(2015)9)는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한 솽촹(双创, 혁신과 창업을
의미) 생태계를 분석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인큐베이팅 중인 스타트업의 81%
가 베이징, 상하이, 선전, 항저우, 광저우, 청두에 집중되어있으며, 전자상거래
와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창업이 가장 활발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2015년 사
상 최대의 창업 붐이 일어나고, 각급 정부도 이에 맞게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 확대에 나설 것으로 분석했다.
그 밖에 McCuaig-Johnston, Zhang(2015)10)은 중국 내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의 운영모델을 분석하고 캐나다와 중국의 창업 협력방안을 모색
하였다.
국내에서 발간된 대부분의 보고서는 주로 창업 현황 혹은 정책 분석 위주
이며, 일부 보고서에서 베이징, 선전 등 일부 지역의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다
루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창업 정책과 환경이 수개월 사이에도 급속도로 변화
하고 있고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내륙 도시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본 연구에서는 향후 한국과의 창업 협력 가능성이 높은 청두, 우한시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창업 생태계 분석은 크게 투자와 정책, 지원 공간
(인프라)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우선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중국의 창업 현황과 투자 분야에 대해서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창업이 활성화되는 시기별로 특징과 기업 현황 및 창
업 투자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회수시장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

9) 阿里研究院 外(2015).
10) Margaret McCuaig-Johnston and Moxi Zhang(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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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중국의 창업 지원정책 방향과 창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에 대
해서 분석했다. 특히 신형 인큐베이터로 주목받는 대중창업공간의 특징과 운영
모델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4장에서는 청두, 우한시의 창업 생태계를 분석한다. 우선 두 도시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어 해당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투자, 정책,
지원 공간 등을 분석하고, 발전 규모와 수준에 대해 평가했다. 그리고 도시별로
추진하는 국가별 협력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 창업 생태
계가 가장 잘 조성되어있다고 평가되는 베이징, 선전, 상하이와 비교하고, 지역
별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평가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중앙 및 지방의 창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한국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통계데이터와 문헌을 종합하였으며, 청두,
우한 현지 출장과 더불어 국내 창업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정보를 최대
한 수집하였다. 분석을 통해 중국 창업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향후 스타트업의 진출가능성, 창업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만 창업이 본격화된 시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연구하고
자 했던 해외 국가와의 협력사례, 창업과 투자에 성공한 기업 사례 수집과 분석
은 진행을 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목한 청두,
우한 외에도 그 밖에 도시들에 대한 창업 생태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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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창업 및 투자 추세

1. 창업 활성화 시기별 특징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여섯 차례 창업 활성화 시기가 존재한다. 첫 번째 창업
활성화 시기는 11차 3중 전회(十一届三中全会) 이후 농촌개혁이 시작된 1978
년이다. 이 시기는 중국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농민이 창업을 주
도해나갔으며, 대표적으로 항저우의 완상(万向)그룹이 창업되기도 했다. 이어
1984년에 12차 3중 전회(十二届三中全会)가 끝나고, 도시체제개혁이 이뤄지
면서 식품, 방직, 가전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2차 창업 붐이 일어났다. 이 시기
에 창업된 대표 기업으로는 가전업체 하이얼(海尔), 레노보(联想)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어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讲话) 이후 개혁개방이 보다 심
화되었으며, 지식인과 공무원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창업이 증가했다. 이때 창
업된 기업으로는 SOHO, 신동방(新东方) 등이 대표적이다.
2000년을 전후로 중국 내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면서 창업은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게 된다. 1998년에는 중국에서도 다수의 닷컴(.com) 기업이 생겨났다.
현존하는 중국의 대표 포털사이트와 주류 플랫폼 업체인 시나닷컴, 소후닷컴,
바이두, 알리바바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창업되었다. 2004년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개인사업자의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을 전후하여 중국에도 모바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8차 3중 전회 이후 인터넷
과 융합되어 나타나는 혁신 사례를 주목하고, 3월 전국양회에서 ‘대중창업, 만
민혁신’ 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시기 창업은 규모가 소형화되었고, 생태계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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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으며, 각종 규제가 사라지면서 빠르고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특징이 나
타나고 있다.11) 하지만 기술 창업을 위한 인력 부족, 투자자금 유치의 어려움,
시장 확대의 어려움, 유사 제품의 범람과 경쟁 심화 등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
며, 창업이 활성화된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과 주거 관련 비용이 상승되는 문제
가 나타났다.12)

표 2-1.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창업 활성화 시기
시기

1978년

1984년

1992년

계기
11차 3중
전회(十一届三中全会)
12차 3중
전회(十二届三中全会)
덩샤오핑
남순강화(南巡讲话)

자원

주도 계층

특징
항저우 완상(万向),

농촌개혁

농민

녠광지우(年广久),
루관치우(鲁冠球) 등

도시체제개혁

개혁개방

식품, 방직,
가전 등

하이얼(海尔),
롄상(联想),
완커(万科) 등

지식인,

SOHO,

공무원 등

신동방(新东方) 등
시나(sina),

1998년

인터넷 붐(互联网技术浪潮)

인터넷

인터넷 업계

소후(sohu),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2004년

인터넷 응용기술

인터넷 인프라

붐(互联网应用浪潮)

+ 플랫폼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유통소매상

서비스업자

18차 3중
2015년

전회(十八届三中全会),
인터넷 기술 전면 업그레이드

모바일 인터넷

무선개발자

모바일 인터넷,
'대중창업, 만중혁신'

및 융합
자료: 阿里研究院 外(2015), 「“移动互联网+”中国创业创新生态研究报告」, p. 34, http://i.aliresearch.com/file/2015
0716/20150716130032.pdf(검색일: 2016. 10. 3)를 바탕으로 정리.

11) 阿里研究院 外(2015), 「“移动互联网+”中国创业创新生态研究报告」, p. 35, http://i.aliresearch.c
om/file/20150716/20150716130032.pdf(검색일: 2016. 10. 3).
12)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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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 현황
중국 내 창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중국 내 창업 기업 수는
443만 9,000개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013년에 비해서는 창업 기업
수가 약 1.8배 늘어났다. 2016년 상반기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동기대비 28.6% 증가한 261만 9,000개의 기업이 설립되었다.
창업이 집중되는 분야는 서비스 업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그중 인
터넷, 문화, 교육 서비스 분야의 증가세가 높다. 또한 인터넷 분야에서도 인터
넷 금융, 전자상거래, 교통서비스, O2O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13)

그림 2-1. 중국 창업 기업 추이

그림 2-2. 중국 창업 분야(2015년)

(단위: 만 개, %)

(단위: %)

444

4.8%

365

14.6%

269

250

1차 산업
2차 산업
27.6

45.8

21.6

3차 산업

28.6

80.6%
2013년

2014년
기업 수(만개)

2015년

2016년 상반기

증가율(%)

자료: 오종혁(2016. 10. 7), 동향 세미나, 지역연구, 제18호.
p. 2, 재인용.

주: 2016년 상반기에는 업종별 비중은 제시되지 않아
2015년 창업 데이터를 인용함.
자료: 오종혁(2016. 10. 7), 동향 세미나, 지역연구, 제18호,
p. 2, 재인용.

2015년 기준 중국 창업자의 78%는 20~40대로 나타났다.14) 창업자의 53%는
대학 혹은 대학원 졸업자이며,15) 1990년대에 태어난 젊은 창업자가 많아졌다.
반면 대학 교수나 전문 기술 인력의 창업 비중은 높지 않다.16) 또한 창의성이
13) 오종혁(2016. 10. 7), 동향 세미나. 지역연구, 제18호, p. 2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14) 中国科技信息(2016), 第６期.
15) 中国科技信息(2016), 第６期.
16) 중국은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의 창업이 많지 않은데 대학 교수의 경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창업
에 집중하다보면 교수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임. 베이징 소재 대중창업공
간 운영자 인터뷰(2016. 9. 9, 베이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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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디자이너나 예술가 집단의 창업도 부족하다.17)
창업 규모는 대체로 크지 않은 편이다. 창업 기업의 80%는 50명 이하의 중소
기업이다. 그리고 창업자의 40%는 최초의 사회경험을 창업으로 하고 있다.18)
그리고 중국에서는 다양한 기술과 경력에 근거해 창업하기보다는 유행과 아이
디어를 쫓아서 창업에 도전하고 있어 분야가 대개 유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생존 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이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중소기업의 평균수명은
2.5년에 불과하며,19) 이는 미국(8.2년)과 일본(12.5년)의 중소기업 평균수명
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짧다.20)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창업 투자를
받은 기업의 실패율도 75%에 달하며, 97%의 창업자가 자신이 목표로 했던 성
공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21) 그 밖에 외부 경영 환경이나 투융자가 어려운
점도 창업 성공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3. 창업투자 및 회수시장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창업투자가 시작된 것은 1992년이다. IDG와 장쑤가
오커지투자(JS-VC, 江苏高科投)가 대표격이다. 이어 1995년 선전창업투자
(SCGC, 深圳创新投), 롄상투자(Legend capital, 联想投资) 등이 생겨나면서
투자 기관 수가 10개로 늘어났다.
2000년대 들어서는 창업 투자기관의 규모도 다양해지고 증가 속도도 빨라
졌다. 투자 기관수는 2000년 100개에서 2005년 500개로 5년간 다섯 배 증가
했다. 그리고 이후 10년 동안 창업 투자기관 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 2016년
17) 중국 내 창업은 양적으로 활성화 되었으나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편임. “Why China can't
Innovate”(2014), https://hbr.org/2014/03/why-china-cant-innovate(검색일: 2016. 11. 23).
18) 中国科技信息(2016), ６期 .
19) 「中国企业平均寿命为什么短」(2016), 新浪财经(6. 1), http://finance.sina.com.cn/roll/2016-0
6-01/doc-ifxsqtya6639524.shtml(검색일: 2016. 11. 23).
20) 위의 글.
21) 「解密成功创业者」(2016), http://www.hbrchina.org/2016-08-01/4377.html(검색일: 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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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기준으로는 창업 투자기관이 10,000개를 넘어섰으며, 중국은 투자
규모로 볼 때 미국에 이어 세계 2대 창업 투자 국가로 부상했다.

그림 2-3. 창업 투자기관 추이

창업 투자기구:
10,000개
창업 투자기구:
100개

창업 투자기구 시작
(IDG,JS-VC(

1992년

))

1995년

2000년

창업 투자기구:
10개

세계 2대 창업투자
국가로 부상

2005년

2016년 3/4 분기

창업 투자기구:
500개

(SCGC,
Legend capital(

자료: 「【重磅】2016年前三季度中国股权投资市场回顾与展望」(2016. 11. 9), http://mp.weixin.qq.com/s?__biz=Mz
IxNzUxNzQ5Mg==&mid=2247483797&idx=1&sn=6ed5376eca04b732953d51404ddfeabc&chksm=97f
9dd4ea08e54583383c5c35451350b735bdca09f79be5ab7f1691789eb67bbaae9d4f45869&mpshare=1
&scene=5&srcid=1202cEd5lh7EchIUB2kDSgMR#rd(검색일: 2016. 11. 10).

다양한 창업 투자기관이 등장하면서 창업 투자 펀드 조성액도 빠르게 증가
했다. 창업 투자 펀드 조성액은 2011년 4,231억 위안에서 2012년 2,178억
위안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3년부터는 가파른 상승
세를 기록하며, 불과 2년 만에 3.1배가 증가한 7,849억 위안을 기록했다. 그러
나 2016년 3/4분기까지 조성된 펀드 규모가 8,000억 위안을 넘어서면서 또
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창업 투자도 펀드 조성 규모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창업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资本寒冬)로 전환되면서 투자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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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22) 이는 2015년 상반기 주가 폭락과 더불어 유니콘
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이 영향을 끼쳤다.
2016년 1월부터 3/4분기까지 중국 창업 투자액 규모는 5,563억 위안으로
이미 2015년 수준을 넘어섰는데 투자 건수는 8,365건에서 5,403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 밖에 창업 투자의 65%는 위안화 표시 펀드이며, 35%는 해외투자가 가능한
달러 표시 펀드로 나타났다.

그림 2-4. 펀드 조성액 및 투자액 추이
(PE, VC, 엔젤)
(2006~16년 3/4분기)

8,365
7,849 ▲

5,118

5,255

8,297

5,563
5,403

4,377

4,231

달러 펀드 투자액
35%

▲

2,568

2,562
▲

1,418

1,152

1,044
▲

453

1,180

2006년

2010년

2,220

2011년

펀드 조성액(억 위안)

2,178
1,705

2,514

그림 2-5. 위안화 및 달러 투자
펀드 구성 현황
(2006~16년 3/4분기)

3,626

위안화펀드
투자액
65%

1,887

▲

▲

1,751

1,808

2012년

2013년

펀드 투자액(억 위안)

2014년

2015년

2016년
3/4분기

투자건수(개)

자료: 「【重磅】2016年前三季度中国股权投资市场回顾与
展望」(2016. 11. 9), http://mp.weixin.qq.com
(검색일: 2016. 11. 10).

자료: 「【重磅】2016年前三季度中国股权投资市场回顾与
展望」(2016. 11. 9), http://mp.weixin.qq.com
(검색일: 2016. 11. 10).

중국의 창업 투자는 점차 다원화되는 추세다. 2012년에는 사모펀드(PE)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2013년부터 벤처캐피
탈(VC)의 비중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2016년 10월 기준으로는 완전히 상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엔젤투자도 아직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다.

22)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플래텀 주최(2016), ‘중국의 한국인 2016’ 세미나 발표내용.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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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투자 주체별 투자 금액 비중 추이
(단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11년

2012년

2013년
PE

VC

2014년

2015년

2016년
1월~10월

Angel

주: 개인이나 정부 투자는 미포함된 금액.
자료: Wind DB(검색일: 2016. 11. 8).

창업 투자가 몰리는 분야는 인터넷이다. 2016년 1월부터 3/4분기까지
1,389억 위안이 투자됐다. 이어 금융(759억 위안)과 통신 및 부가서비스(407
억 위안)로 자금이 집중됐다. 해당 분야의 투자가 몰리는 이유는 바이두, 알리
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영향이 크다. 세 기업은 각기 고
유 사업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유망한 스
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을 병행하고 있다.
이어 중국에서 창업 투자가 가장 집중되는 지역은 베이징이다. 2016년 3/4
분기 기준으로 1,743억 위안의 투자금이 베이징으로 몰렸다. 이어 상하이(744
억 위안), 저장(725억 위안), 장쑤(574억 위안), 선전(389억 위안)순으로 나타
났다. 내륙에서는 충칭과 후난, 후베이 지역의 투자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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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투자기관(엔젤, VC, PE)의
주요 투자 분야
(2016년 3/4분기 기준)

그림 2-8. 투자기관(엔젤, VC, PE)의
투자 상위 10대 지역
(2016년 3/4분기 기준)

(단위: 억 위안)
1,389

인터넷
759

금융
통신및부가서비스

407
340

부동산
바이오 헬스케어

324

IT
에너지및광산
기타
물류
엔터 미디어

(단위: 억 위안)
베이징

저장

298

충칭

187

자료: 「【重磅】2016年前三季度中国股权投资市场回顾与
展望」(2016. 11. 9), http://mp.weixin.qq.com
(검색일: 2016. 11. 10).

389

선전
광둥(선전 제외)

174

725
574

장쑤

300

251

1,743
744

상하이

푸젠
후난
후베이

234
130
111
101
89

자료: 「【重磅】2016年前三季度中国股权投资市场回顾与
展望」(2016. 11. 9), http://mp.weixin.qq.com
(검색일: 2016. 11. 10).

중국의 창업 투자가 급증한 가운데 투자 회수(exit)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투
자 회수는 주식시장(메인보드, 중소기업판, 창업판)과 첨단 기술 기업의 주식거
래 장외시장인 신삼판(新三板), M&A, 주식교환 등 다양하게 이뤄진다.
중국 내 투자 회수는 2006년 154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 555건으로 3.6
배 증가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4년 830건에서 2015년에는 3,774건
으로 1년 새 4.5배가 급증했다. 2016년 3/4분기 기준으로 2,869건을 기록 중
이다. 분야별로는 신삼판의 비중이 7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신삼판이
2013년 12월 31일부터 허가제에서 등록(挂牌)제로 기준이 완화되었고, 2014
년 3월 IPO 적체 현상이 극심하여 중국 금융당국이 다른 융자채널을 권장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23) IPO의 비중은 10%에 불과하며, 약 360개 기업이
중국 혹은 해외 상장을 추진했다.24) M&A는 회수방식의 6%에 불과하며, 그 밖
에 주식 교환 방식 등으로도 투자 회수가 이뤄졌다.

23) 「证监会: IPO排队积压严重在审企业680多家」(2014. 3. 29), http://www.ycwb.com/ePaper/yc
wb/html/2014-03/29/content_403199.htm?div=-1(검색일: 2016. 11. 11).
24)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플래텀 주최(2016), ‘중국의 한국인 2016’ 세미나 발표내용.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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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중국 창업 투자 회수 건수
(2006~16년 3/4분기)

그림 2-10. 2016년 3/4분기
분야별 Exit 현황

(단위: 건수)

(단위: %)

3,774

주식교환
2%
M&A
6%

2,869

기타
5%

IPO
10%

830
555

606

2010년

2011년

423

458

2012년

2013년

신삼판(新三板)
77%

154
2006년

2014년

2015년

2016년
3/4분기

자료: 「【重磅】2016年前三季度中国股权投资市场回顾与
展望」(2016. 11. 9), http://mp.weixin.qq.com
(검색일: 2016. 11. 10).

자료: 「【重磅】2016年前三季度中国股权投资市场回顾与
展望」(2016. 11. 9), http://mp.weixin.qq.com
(검색일: 2016. 11. 10).

가장 활발한 투자 회수 채널인 신삼판에 등록한 기업이 많은 도시는 베이징
으로 나타났다.25) 베이징의 총 1,175개 기업이 신삼판에 등록했다. 이어 상하
이와 선전이 각각 691개, 490개 등록하였다. 동부 지역의 대도시가 대체로 상
위권에 포진하였으며, 내륙에서는 우한과 청두 소재의 기업이 각각 194개와
147개씩 신삼판에 등록되었다.

그림 2-11. 신삼판(NEEQ) 등록 기업 보유 도시 순위(2014년 1월~2016년 7월)
1,175

691

490
339
256

베이징

상하이

선전

쑤저우

항저우

228

광저우

194

우한

160

우시

143

청두

143

난징

자료: 标准排名, UR WORK(2016), 「2016中国创新创业报告(简版)」, p. 19, http://www.biaozhun007.com/data/up
load/ueditor/20160928/57eb613deb342.pdf(검색일: 2016. 11. 5) 바탕으로 저자 정리.
25) 2014년 1월~2016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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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회수 시장이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중국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가 넘
는 유니콘(unicorn) 기업을 세계에서 둘째로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중국
시장 조사 기관 아이리서치(iResearch)가 2016년 7월 발표한 「중국 유니콘기
업 Top 300 보고서(2016年中国独角兽企业估值榜TOP300)」26)에 따르면 알
리바바 산하의 앤트파이낸셜(Ant financial)이 600억 달러의 시장가치로 중
국 최고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어 샤오미가 450억 달러, 디디추싱(滴
滴出行)이 276억 달러의 규모로 평가받았다. 중국의 300대 유니콘 기업의 시가
총액은 4,233억 달러에 달하며, 기업당 14.1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분야별로는 인터넷 금융사가 44개, 전자상거래 업체가 36개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자동차, 교통 분야(23개), 의료분야(21개)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에 전체 유니콘 기업의 86%가 소재했으며,
내륙에서는 쓰촨성에 4개 기업이 소재했다.
하지만 O2O비즈니스 분야의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
이 범람하면서, 기업 이익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국의 스타트업의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다는 의구심을 갖
기도 한다. 예를 들어 텐센트가 투자한 바이오스타트업 아이카본X(iCarbonX)
는 2015년 10월 설립 후 불과 6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가치를 넘어
섰고,27) 메이퇀(美团), 다종뎬핑(大众点评) 은 단순 합병으로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하기도 했기 때문이다.28)

26) 「中国独角兽企业估值榜出炉：最高估值达600亿美元」(2016. 7. 8), http://finance.qq.com/a/2016
0708/010748.htm(검색일: 2016. 11. 11).
27) “Chinese Tech Startups: The Great Idea Bubble”(2016. 11. 7), http://knowledge.ckgsb.ed
u.cn/2016/11/07/entrepreneurship/chinese-tech-startups-great-idea-bubble/(검색일:
2016. 11. 10).
28) 「“10亿美元俱乐部”独角兽生存现状：合并提升估值」(2016. 8. 5), http://www.stcn.com/2016/080
5/12824970.shtml(검색일: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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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중국 유니콘 기업(2016년 7월 기준)

Over $500

$100 ~ $500

$50 ~ $100

$20 ~ $50

$10 ~ $20

자료: 「中国独角兽企业估值榜出炉：最高估值达600亿美元」(2016. 7. 8), http://finance.qq.com/a/20160708/010
748.htm(검색일: 201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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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 창업 지원정책 및 인프라

1. 지원정책 방향
중국정부는 2013년 10월부터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혁신을 위한 새로
운 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하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29) 2014
년에는 이를 본격화하면서 혁신 창업과 관련하여 13개의 문건을 발표하였으
며, 2015년 3월 전국양회에서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이
라는 창업에 관한 슬로건을 발표하기도 했다.30)
이후 중국의 국무원(国务院)을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재정부를 중심으로 창업과 관련하여 다양
한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국무
원이 29건, 부처별로 102건의 정책을 발표하였다.31)

가. 창업 환경 개선
중국정부는 창업에 불리했던 각종 규제를 없애고, 대학생과 과학기술 종사
자의 창업을 유도하도록 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다. 중국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과 신용체계 구축에 나섰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를 강화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그 밖에 독점 기업이 생겨나 시장 질서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개혁을 실시하고,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했다. 그 밖에 산업
29) 清华大学启迪创新研究院 编著(2016), p. 27.
30) 위의 책.
31) 大众创业 万众创新 政策汇集发布解读平台, http://www.gov.cn/zhengce/zhuti/shuangchuang/in
dex.htm(검색일: 2016. 11. 23).

30 • 중국 지역별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청두, 우한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을 통해서 다양한 시장주체가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세부적으로는 발개위가 사회신용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가 기업 운영
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에 대해 표준화 작업에 나섰으며, 공업정보화부는 인터
넷 접속과 관련하여 속도는 높이고, 가격 인하를 추진했다.
다음으로 정부 기능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위해서 2015년에만 90개의 행
정심사 프로젝트에 대한 과정을 취소하거나 지방으로 이양하는 조치를 실시하
였다.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 간소화를 추진하고, 창업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과
정인 기업 등록절차를 개선했다.
2015년 2월 실시된 ‘삼증합일, 일조일마(三证合一、一照一码)’32)는 영업허
가증, 세무서 등기 등의 절차가 한 번에 처리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0일 가량 감소되어 기업 등록이 14일 만에 가능해졌다.33)
또한 기업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기준이 3만 위안에서 1위안(한화 약 170
원)으로 낮아지면서 사실상 누구든지 창업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34)
그리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실시하고,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분배를 공정
하게 하는 조치를 추진했다. 특히 기술 개발 성과와 관련해 연구책임과 핵심 인
력에 대해 수익권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그 밖에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 우수 인력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
자 수속과 영구 거주 관련 여건을 개선하고, 유학생 귀국에 대해서 각종 행정,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32) 영업허가증, 조직기구 대마증(組織機構代碼; 등기 기업와 사업단위에 일괄 부여하는 코드), 세무 등기
를 통합해서 하나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함.
33) 「“双创”活力分布图：各地双创政策落实良莠不齐」(2016. 1. 26), http://www.edu.cn/edu/jiuye/jiu
_ye_zhuan_ti/GIS/201601/t20160126_1360660.shtml(검색일: 2016. 10. 5).
34) 오종혁(2016. 10. 7), 동향 세미나. 지역연구, 제18호. p.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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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창업 환경 개선 정책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세부 정책 현황
방향

주요 내용

관련 세부 정책

- 지식재산권 보호제, 징벌적
배상제도 실시
- 지식재산권 관련 공공서비스 및
플랫폼 구축
- 독점 행위 개혁 실시, 반독점법
집행 강화
- 산업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을
통해 다양한 시장주체가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

- [발개위] 사회신용시스템 구축 추진, ‘신
용중국(信用中国)’ 사이트에서 신용정보
공시
- [관계부처 종합] 기업 수수료 표준화, 기업
경영 관련 서비스 수수료 리스트 수립 등
- [재정부] 행정 사업성(事业性) 수수료에
대한 리스트 개선, 정부 기금 목록 공시 등
- [공상총국]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 [공업정보화부] 네트워크 속도 향상, 요금
인하 추진

- 2015년 90개의 행정심사
프로젝트 취소 및 이양
- 비행정 허가 심사 전면 취소 등

- [공상총국] 삼증합일, ‘일조일마(三证合
一、一照一码)’ 실시
- [세무총국] ‘납세자 식별번호 코드 표준’
개정 등
- [세관총국] 수출입 기업 등록 간소화 등
- [공업정보화부] 등록자본 등록제 개혁 관
련 규정 규범화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심화

- 과학기술 체제 개혁
- 과학기술 성과이전 촉진
- 효율적인 연구체계 구축

- [국무원] 과학기술 성과이전에 관한 정책
지속적인 개선, 직무발명제도 개선을 통
해 성과에 대한 수익 비중 조정 등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과학기술
성과이전에 대한 처분권 이양, 연구자에
대한 보상 비율 개선에 대한 규정 신설

인력양성 체계 개선

- 창업 관련 교육 과정 신설,
커리큘럼 개선

- [국무원] 다양한 창업 교육 프로젝트 개발
- [인력자원부] 창업 교육에 대한 정부 보조
확대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 및 신용체계
건설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

- [공안부] 비자 수속, 영구 거주에 대한 여건
- 인재 유치제도 개선(외국인
완화
해외 우수 인력의
영구거주, 기술이민제도 수립 모색 - [인력자원부] 유학생 귀국창업 지원계획
귀국 후 창업 편리화
등)
실시, 사업자 등록 및 융자, 세금 감면, 장
소 제공 등 서비스 지원 등
자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6), pp. 10~17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나. 금융 지원 강화
중국정부는 창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창업 투
자 인도기금이 대표적인데 이는 정부가 출자 및 설립하고, 금융기관, 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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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운용에 참여하는 정책성 기금으로 볼 수 있다.35) 국가 차원에서 창업 투
자 인도기금을 설립을 통해 창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고, 산업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금을 활용해 VC가 투자하기 어려운 하이 리스크
(hi risk) 분야에 대한 투자와 보증을 가능하게 해준다.
발개위와 관계부처는 2015년 국가 신흥산업 창업 투자 인도기금 설립을 가
속화하는 정책과 「정부투자기금 임시관리방법(政府投资基金暂行管理办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들도 기금 조성에 나서면서, 2015년 말 전
국적으로 조성된 기금수가 780개까지 늘어났다.36) 2016년 9월 기준, 중국정
부가 조성한 인도기금 규모는 3조 3,000억 위안 규모에 달한다.37)
또한 스타트업처럼 규모가 작은 소형(小型)기업 지원을 위해 각종 세제 우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소형기업은 기업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중관춘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과학기술형 기업에 대한
세수우대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밖에 창업 기업의 투융자 채널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자본시장 다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업 기업의 증시 상장 및 어음 발행을 지원하고, 채권
시장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 가능하게 했다. 그 밖에도 수익구조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터넷 기업이 창업판(创业板)으로 상장 가능하게
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인민은행과 증권감독위는 과학기술금융 전문운영
기관을 설립하고, 민간 자본이 은행업으로 진출하는 것과 인터넷 금융 발전 등
을 추진하였다.

35) 「什么是创业投资引导基金？投资方式是怎样的？」(2016), 『融合贷』. (8월 24일) http://www.rongh
edai.com/zixun/show_1475(검색일: 2016. 11. 1).
36) 「清科观察：《2016政府引导基金报告》发布, 管理办法支持四大领域、明确负面清单」(2016. 5. 4),
http://www.ctoutiao.com/60955.html(검색일: 2016. 11. 1).
37) 「3万亿政府引导基金井喷 银行介入路径解密」(2016. 10. 26), http://finance.sina.com.cn/mone
y/bank/bank_hydt/2016-10-26/doc-ifxwztrt0457358.shtml(검색일: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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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창업 관련 금융 지원 강화 내용
방향

주요 내용

국가 창업 투자 인도기

- [발개위 및 관계부처 종합] 국가 신흥산업 창업 투자 인도기금 설립 가속화

금(国家创业投资引导

-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 중앙기업이 179개의 기금 설립 및 투자를

基金) 설립

지원
- [재정부 및 관계부처 종합] 기업소득세 50% 감면 징수 범위를 소형(小

세제 우대 확대

型)기업으로 확대 적용 등
- 세수 우대 정책에 대한 절차 간소화 추진, 중관춘에서 실시한 세수우대정
책을 전국으로 확대
- 창업 기업의 증시 상장 및 어음발행 지원,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자본시장 다원화

- 인터넷 기업의 창업판(创业板) 상장 지원 제도 연구
- 상하이에 전략적 신흥 산업판(战略性新兴产业板) 설립 등

은행업의 금융 혁신 및
서비스 강화

- [인민은행, 증권감독위] 과학기술금융 전문운영기관 설립, 은행이 창업한
혁신기업에 대해 결산, 융자 분야 원스톱 서비스 지원
- 민간 자본의 은행업 진입 권장, 인터넷 금융 발전 추진 등

자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6), pp. 17~20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다. 창업 지원 서비스 개선
중국정부는 창업을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개선작업에 나서고 있다.
우선 대중창업(众创), 크라우드 소싱(众包), 대중지원(众扶), 크라우드 펀딩(众
筹)을 의미하는 ‘4중(四众)’ 지원 플랫폼 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창업과 관
련해 공공 서비스 플랫폼인 ‘촹커중국(创客中国)’ 운영을 시작했다.
그리고 솽촹과 관련되어 정부 부처간 정보 협력이 되지 않았는데 이를 공유
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중소기업에 이를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했다.
또한 대학생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작업
에 나섰다. 그리고 중앙정부 산하의 대학을 중심으로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했다.
그 밖에 농민공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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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창업 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
방향

주요 내용
- 대중창업(众创), 크라우드 소싱(众包), 대중지원(众扶), 크라우드 펀딩
(众筹) 관련 13개 중점임무 제시

‘4중(四众)'지원
플랫폼 발전

- 대중창업공간 등 신형 인큐베이터에 대한 임대, 인터넷 비용, 공공 소프
트웨어 등에 대한 재정 보조
- 국가 혁신창업 공공 서비스 플랫폼 ‘촹커중국(创客中国; http://www.
cnmaker.org.cn)’ 운영 등

솽촹(双创)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

- 공공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정보 공유와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정부 부처
(部门)간 통합 플랫폼을 구축
- 중소기업 공공 서비스 플랫폼 건설, 소형(小型微型)기업 창업 혁신기지
건설 등
- [국무원] 「고등교육기관 혁신 창업 교육 개정에 관한 실시 의견(国务院

대학생 창업 교육 및
지도 강화

办公厅印发关于深化高等学校创新创业教育改革的实施意见)」 발표,
인재 양성 표준화, 교육 시스템, 교육과정, 교육 방법 등에 대한 보완
- 21개 성에 소재한 98개의 중앙정부 산하 대학에서 창업 혁신 교육 혁신
실시
- [국무원] 「농민공 귀향 창업 지원에 관한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支持

농민공 귀향 창업 지원

农民工等人员返乡创业的意见)」 실시
- 귀향 창업에 대한 경영범위 확대, 기업소득세, 영업세 등 세금 및 일반 비
용 가면 추진, 금융서비스 강화 등 실시

자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6), pp. 20~23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2. 창업 지원 공간 유형별 특징
가. 창업 지원 공간 유형
기술 기반의 창업에 있어 지원 인프라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중 인큐베이터
(incubator)는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 편리를
제고하고,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하게 지원해주는 중개자 역할의 플랫폼이다.
중국의 창업 지원 공간은 정부가 주도한 과학기술형 산업단지인 ‘고신구(高
新区)’, 대학 부설 ‘과기원(科技园, Science Park)’과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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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중창업공간(众创空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38)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과학기술정책인 화거계획(火炬计划, China Torch
Program)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제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과학기술형 산업단지인 ‘고신구’를 전국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했다.39) 2016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국가급(国家级) 고신구는 총 145곳이 설립되어있다.40)
고신구에서는 기술형 기업 육성을 위해서 인큐베이터를 집중적으로 설립하기
도 했다. 또한 고신구 내에는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중국인 인재의 창업을 장
려하기 위해 유학생 창업원도 설립하였다.
대학과기원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 성과 및 지식 자원을 산업화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됐으며,41) 201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94개의 대학과기원이 운
영 중이다.42) 1988년 둥베이(东北)대학에 첫번째 대학과기원이 설립된 이후,
베이징·칭화(清华)·통지(同济)대학에 차례로 설립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
칭화대학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를 보였다. 칭화대학은 2000년 주식
회사 형태의 치디홀딩스(启迪控股)을 설립했으며 산하의 칭화과기원(TusPark)
을 운영하고 있다.43) 치디홀딩스는 중국 내 30개 도시에 과기원을 운영 중
이며, 과기원 내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44)
고신구와 대학과기원에서 운영하는 전통적 인큐베이터 모델은 정부가 주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주로는 사무 공간의 임대와 기업 등록 등 행정
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중관춘 과기원, 칭화 과기원을 중심으로 투
자나 그 밖에 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중창업공간은 인터넷이 창업의 주요 자원이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혁신형
인큐베이터이다.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있으며, 대부분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38) 徐井宏 外(2014), pp.11~13.
39) 오종혁, 박현정(2014), p. 23.
40) 중국정부는 고신구의 발전 수준에 따라 국가급, 성급, 시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41) 치디홀딩스(启迪控股) 관계자 면담(2016. 9. 9, 베이징시).
42) 徐井宏 外(2014).
43) 치디홀딩스(启迪控股) 관계자 면담(2016. 9. 9, 베이징시).
44) 치디홀딩스(启迪控股) 관계자 면담(2016. 9. 9, 베이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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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이다. 대중창업공간에서는 투자 및 멘토링 등 창업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원도 공유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표 3-4. 인큐베이터 운영방식 비교
구분
주도
서비스
능력
종류

전통형 인큐베이터

기업
엔젤투자, 대중창업공간, 개방형 플랫폼,

임대, 행정서비스

기술 자원 공유, 멘토링, 인적 교류, 토털

국가 하이테크 기술 창업 서비스 센터, 유

창업 서비스
투자유도형, 개방공간형, 미디어확장형,

학생 창업원, 대학 과기원
중관춘 과기원(中关村科技园), 베이징 왕

대표기구

혁신형 인큐베이터

정부

징 유학생 창업원(北京望京留学生创业
园), 칭화 과기원(清华科技园)

산업구동형, 기업플랫폼형, 신형부동산형
커공간(氪空间), 3w커피, 롄상즈싱(联想
之星), 톈스후이(天使汇), 처쿠카페(车库
咖啡), 촹커공간(创客空间), BAT운영 개
방 플랫폼 등

자료: 阿里研究院 外(2015), p. 17, http://i.aliresearch.com/file/20150716/20150716130032.pdf(검색일: 2016.
10. 3).

나. 대중창업공간
중국정부는 인큐베이팅 사업이 과학혁신능력 제고와 취업에 있어 일정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과학기술기업 인큐
베이터 ‘12. 5’ 발전 규획강요(이하 ‘인큐베이터 12. 5 규획’)」45)를 발표한
다.46) 「인큐베이터 12.5 규획」에서는 인큐베이터 운영 형태의 혁신을 강조했
고, 새로운 형태의 인큐베이터 설립을 장려했다.
그리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 창업과 관련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다. 2010년 상하이에 ‘신처젠(新车间)’이라는 해커스페
이스(Hackerspace)47) 형식의 최초의 대중창업공간이 등장했다.
45) 中国科技企业孵化器‘十二五’发展规划纲要.
46) 赵黎明 等(2015), p. 6.
47) 물리적 공간이 있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으며, 이들이 시간과 돈, 도
구 등을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곳을 의미함. 「지역기반 해커스페이스가 중요한 이유」(2015.
4. 15), http://www.venturesquare.net/581359(검색일: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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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5년 1월 28일,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혁신
창업 정책의 추진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대중창업공간의 발전 지원 연구를
확정하고, 중앙 1호 문건에서도 ‘대중창업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48)
이어 베이징, 상하이, 선전, 우한, 난징, 청두 등 중국 각 도시에서는 대중창
업공간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 내 기존 인큐베이터 중 일부도 대
중창업공간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사례도 생겨났다.49) 전국적으로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갖춘 대중창업공간이 생겨나면서 2014년 50개에 불과하던 그 숫자가
2년 만에 80배가 증가했으며, 2016년 말에는 약 4,0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50)
대중창업공간은 규모와 운영모델이 워낙에 다양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
하고 있어서 중국 내에서도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통상
적으로 대중창업공간은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비즈니스
를 진행하며, 기존 인큐베이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금조달과 기업소개
(IR)까지 모두 가능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대중창업공간은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편 대중창업공간은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하고,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공간 내에서 자유로이 파트너를 찾아 교류를 통한 혁신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개방성(openness), 대중성(popularity), 자율적 조직성(self-organization), 상호
관계성(interactivity)의 특징을 갖는다.
대중창업공간은 여섯 가지 정도의 운영모델이 있다. 우선 치디즈싱(启迪之
星), 칭화X-lab(清华X-lab), 베이징대학 창업 인큐베이션 캠프(北大创业孵化
营) 등은 주로 기술 산업화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48) 陈劲(2015), p. 56.
49) 위의 책.
50) Tencent(2016),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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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촹신공장(创新工场), 롄샹즈싱(联想之星), 처쿠카페(车库咖啡) 등
의 운영방식은 투융자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이다. 요커공장(优客工场),
SOHO3Q 등은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연결해주는 데모데이에 강점을 갖고 있
으며, 촹예방(创业邦), 헤이마후이(黑马会), 36Kr, 3W커피(3W咖啡) 등은
자체적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어 스타트업 홍보에 효과적이다.
그 밖에 텐센트 대중창업공간(腾讯众创空间), 바이두 창업자센터(百度创业
者中心) 등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생태계 리소스를 활
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마지막으로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멍상사오전
(梦想小镇), 이우촹커센터(义乌创客中心) 등이 있다. 지역의 주요산업을 기반
으로 특화된 것이 특징이다.

표 3-5. 대중창업공간의 현황 및 운영 모델
시작 시기
개념 및 정의
주요 특징
운영 모델
교육 및 육성
(教育培训型)

2010년 상하이 ‘신처젠(新车间, Hackerspace in Shanghai)’이 최초,
2015년부터 급증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로운 교류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품화 혹은 서비
스화하고, 자금 조달과 인큐베이팅 등을 하기위해 형성된 공간
개방성(openess), 대중성(popularity), 자율적 조직성(self-organization),
상호관계성(interactivity)
운영 방식
공간+육성+기술
산업화(科技转化)

투융자 서비스
(投融资服务型)

투자+멘토링

공동사무
(联合办公型)

공간+서비스+데모데이

미디어
(媒体延伸型)

미디어+교류+데모데이

산업 생태계 자원 공유
(产业生态资源分享型)

공간+산업생태계+

정부주도
(政府主导型)

공간+정부정책+

플랫폼

지역특색

대표공간
치디즈싱(启迪之星), 칭화X-lab(清华X-lab),
베이징대학 창업 인큐베이션 캠프(北大创业孵
化营), 야제후이(亚杰会) 등
촹신공장(创新工场), 롄샹즈싱(联想之星), 처쿠
카페(车库咖啡), 톈스후이(天使汇), 촹토우췐
(创投圈) 등
요커공장(优客工场), SOHO3Q, 멍상+(梦想
＋) 등
촹예방(创业邦), 헤이마후이(黑马会), 36Kr,
3W커피(3W咖啡) 등
텐센트 대중창업공간(腾讯众创空间), 바이두
창업자센터(百度创业者中心)
멍상사오전(梦想小镇), 이우촹커센터(义乌创
客中心), 베이징 이좡 클라이두기지(北京亦庄云
基地)

자료: 陈劲(2015), pp. 57~63; Tencent(2016), p. 43 등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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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협력 유망도시의 창업 생태계
분석

1. 선정기준
4장에서는 향후 한국과의 창업 협력이 유망한 지역을 선정해 해당지역의 창
업 생태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별 창업 생태계 자료를 검
토했으나 정량화된 지표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칭화대학, 텐센트, 알
리바바에서 나온 보고서와 Wind 데이터베이스, 그 밖에 중국 및 창업 전문가
4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역을 선정했다.
주요 보고서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동부 연해지역 대도시의 창업 생태
계 경쟁력을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인프라, 정책, 인력 등 생태계를 구성
하는 요소가 모두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의 경우 이미 경쟁이 워낙에 치열해서 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 스타트업이
진출하기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지역을 분석한
자료는 많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세한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 스타트업의 진출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미래 내수시장을 공략한
다는 측면에서는 내륙 도시로의 진출도 나쁘지 않다. 특히 쓰촨성 청두시(四川
省 成都市)는 보고서와 전문가 모두 창업 유망 혹은 협력도시로 추천했다. 청두
시는 한국의 미래부와 중국의 과기부가 2015년 창업협력 MOU를 체결해 이곳
을 혁신 창업 협력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기로 한 바 있다. 이어서 후베이성 우
한시(湖北省 武汉市)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한시는 중국 중부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로 광통신,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아직까지 청두, 우한은 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지만, 성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한 내륙 거점이며, 배후시장까지 고려할 경우 협력 필요
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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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중국 창업 진출·협력 유망도시 평가

순번

종합 평가

칭화대학
치디연구원
(2016)

텐센트
(2016)

알리연구소 외
(2015)

WIND

1

청두(8)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광둥

2

우한(6)

상하이

선전

상하이

3

선전(6)

선전

상하이

선전

4

베이징(6)

광저우

광저우

5

상하이(6)

난징

항저우

6

항저우(5)

쑤저우

청두

청두

저장

-

-

-

-

7

광저우(4)

청두

충칭

난징

후베이

-

-

-

-

8

난징(4)

톈진

톈진

샤먼

톈진

-

-

-

-

9

쑤저우(3)

항저우

난징

우한

산둥

-

-

-

-

10

텐진(3)

우한

우한

쑤저우

쓰촨

-

-

-

-

전문가(1) 전문가(2) 전문가(3) 전문가(4)
청두

베이징

청두

선전

상하이

셴양

상하이

항저우

청두

장쑤

하얼빈

선전

우한

우한

항저우

베이징

-

청두

-

-

광저우

푸젠

-

-

-

-

주: 1) WIND는 성(省) 단위 데이터를 제시하지만, 해당 지역의 성도에 대부분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광둥성은 선전, 광저우 지역에 해당하고, 쓰촨성은 청두, 저장성은 항저우, 장쑤성은 난징, 쑤저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
2) 전문가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주무부처 공무원, 연구자, 스타트업 미디어 분야에서 한명씩 선정함.
자료: 清华大学启迪创新研究院 编著(2016); Tencent(2016); 阿里研究院 外(2015); Wind DB(검색일: 2016. 11. 8),
전문가(1) 인터뷰(2016. 7. 19, 서울시), 전문가(2) 인터뷰(2016. 7. 22, 대전시), 전문가(3, 4) 인터뷰(2016. 8.
4, 서울시)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2. 청두시
가. 개황
쓰촨성의 성도(省都)인 청두시는 중국 서부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
나이다. 청두시는 과거부터 땅이 비옥하고, 물자가 풍부하다고 하여 ‘톈푸즈궈
(天府之国)’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51) 그리고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一带一路) 전략의 거점이자 내륙 물류의 거점으로도 꼽힌다.

51) 오종혁(201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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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 경제규모(GRDP)는 서부지역 도시 가운데 충칭(重庆) 다음으로 크다.
청두시 GRDP는 2015년 7.9% 성장한 1조 801억 위안을 기록했다.
그리고 청두시는 쓰촨성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매우 높은 편이다. 2015년
기준으로 청두시 인구(상주인구 기준)는 1,465만 명으로 쓰촨성의 17.8%에
불과하지만 GRDP는 35.8%, 소비시장의 35.6%를 차지한다. 특히 대외무역과
FDI는 각각 76.9%와 74.6%로 비중이 높다.

그림 4-1. 청두시 경제성장 추이

그림 4-2. 쓰촨성 내 청두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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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11. 1).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11. 1).

청두시의 주요산업은 IT 제조, 자동차, 기계, 바이오, 환경, 금융 등이 있다.
자동차, 기계를 제외한 주요산업은 청두 하이테크기술산업단지(成都高新技术
产业开发区, 이하 ‘청두 고신구’)에 집중되어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IT산업은
인텔과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등이 이끄는 반도체 제조 비중이 크며, 그 밖
에 BOE, 톈이디스플레이(天亿显示科技), 따탕(大唐), 델(Dell), 레노보 등 디스
플레이·네트워크 장비·PC제조 분야의 다수 업체가 소재해있다.52)
청두시는 2000년 이후 서부대개발이 본격화되고, 국제항공노선 확대와 국
제화물철도 개통 등 물류 환경이 개선되면서 외자기업의 진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청두시에는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가운데 271개가 진출해
있다.53) 대표적인 진출기업으로는 인텔, 슈나이더 일렉트릭, 보쉬(Bosch),
52) 오종혁, 박현정(2014), p. 56.
53) 청두시 과학기술국 관계자 인터뷰(2016. 9. 6, 청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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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농(Danone), 케펠랜드(Keppel Land), 필립스, 텐센트 등이 있다.54) 한국
기업은 롯데백화점, 휴롬, LG전자 등이 진출해있다. 또한 내륙임에도 불구하
고 청두에는 다수의 대형 쇼핑몰과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등이 소재하고 있다.

나. 창업 생태계 분석
1) 창업 현황

청두시는 2014년부터 창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에는 창업이
전년대비 36% 증가하였으며, 10만 480개의 기업이 설립됐다. 이는 전국 평균
보다도 14.4%p 높다.55) 청두시 신규 등록 자본도 6,545억 위안으로 전년대
비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6) 2016년 상반기에도 6만 5,000여 개의
기업이 창업됐다.
청두시 창업자의 80%는 20~30대의 젊은 청년층이다.57) 대체로 사회경험
이 없는 학생이나 기업 근무 경력자의 창업 비중이 65.2%로 높은 편이고, 대학
졸업자가 전체의 75.8%를 차지한다.58) 또한 여성 창업자의 비율이 35.8%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창업한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는다.59) 창업 분야는
인터넷(게임, 애니메이션), 여행, 기계 분야가 많았다.60)

54) 오종혁(2016),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청두 ․ 란저우」, 『세계와 도시』, Vol. 14, p. 110, 서
울연구원.
55) 「成都市工商行政管理局2015年工作总结和2016年工作重点」(2016. 5. 13), http://www.cdgs.gov.cn
/news_20_218234702.html(검색일: 2016. 11. 14).
56) 「2016最宜创业城市榜发布 成都进入前十」(2016. 7. 13), http://news.chengdu.cn/2016/0713/18
01654.shtml(검색일: 2016. 11. 14).
57) 「2015年成都创业者生存状态调查报告」(2015. 11. 5), http://www.caijingmobile.com/wxshar
e/220980.html.html(검색일: 2016. 11. 14).
58) 위의 글.
59) 위의 글.
60) 청두시 과학기술국 관계자 인터뷰(2016. 9. 6, 청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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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청두시 창업 추이(2011년~2016년 6월)
(단위: 개)
100,480

66,103

65,112

48,000
38,599

39,519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6월

자료: 「成都市工商行政管理局2015年工作总结和2016年工作重点」(2016. 5. 13), http://www.cdgs.gov.cn/news_2
0_218234702.html(검색일: 2016. 11. 14); 「成都市工商行政管理局2014年工作总结和2015年工作要点」(201
5. 2. 27), http://www.cdgs.gov.cn/news_20_206158982.html(검색일: 2016. 11. 14); 「成都市场主体注
册资本超1.6万亿 “量质”齐升」, http://cd.qq.com/a/20140224/007611_all.htm(검색일: 2016. 11. 14);
「成都市工商行政管理局关于印发二○一二年工作总结和二○一三年工作要点的通知」, http://law.chinalawinfo.c
om/fulltext_form.aspx?Gid=17608787&Db=lar(검색일: 2016. 11. 14); 「成都各类市场主体注册资金总额首
破万亿」, http://www.chinadaily.com.cn/dfpd/2012-03/02/content_14740540.htm(검색일: 2016. 11. 1
4); 「成都今年上半年平均每天新登记357.76户企业，新增科技型企业9168家」, http://m.duxuan.cn/doc/111
84027.html(검색일: 2016. 11. 14)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청두시는 2014년부터 창업 도시 이미지 조성에 나섰다. 이어 2015년 2월에
는 창업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한 「창업톈푸(创业天府) 행동 계획」61)을 발표했
다. 청두시는 창업행사인 ‘징롱회(菁蓉会)’를 연간 160회 개최했으며, 약 40만
명의 촹커가 참여하기도 했다.62) 이러한 청두시 정부의 노력으로 창업 환경과
분위기가 빠르게 개선되는 중이다.
또한 단순히 통계적으로만 창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주무부처인 청두시 과학기술국, 인력자
원국의 창업 정책 담당 공무원의 창업 생태계 이해도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이
다.63) 청두시는 창업 관련 지원 정책이 세밀하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61) 「成都市人民政府关于印发成都“创业天府”行动计划(2015-2025)」, http://www.cdst.gov.cn/Read
News.asp?NewsID=16294(검색일: 2016. 11. 14).
62) 标准排名, UR WORK(2016), 「中国创新创业报告(简版)」, p. 29, http://www.biaozhun007.com/
data/upload/ueditor/20160928/57eb613deb342.pdf(검색일: 2016. 11. 5).
63) 청두시 청년창업연합회(青年创业联合会) 산하 대중창업공간 운영자 인터뷰(2016. 9. 5, 청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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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64)
그리하여 청두시는 중앙정부와 각종 매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 국무
원으로부터 ‘국가 중소기업 창업 혁신 시범기지도시(国家小微企业创业创新示
范基地城市)’로 지정되었으며,65) 유명 경제잡지인 포춘지(Fortune)도 청두시
를 ‘2015년 10대 창업도시’에 선정하기도 했다.66) 그 밖에 칭화대학 치디연구
원은 「중국 도시 혁신창업 환경평가 연구보고」에서 청두시 창업 환경을 중국
내 직할시를 제외한 주요 도시 가운데 셋째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67)
Zero2ipo의 「중국주식투자시장 2015년 1분기 회고(中国股权投资市场2015
年第一季度回顾)」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선전이 각각 화베이(华北), 화둥
(华东), 화난(华南) 지역의 창업 선도 도시로 꼽혔으며, 우한, 청두가 중서부 내
륙의 대표 창업 도시로 선정됐다.68) 또한 창업 투자계에서 유명한 레이쥔(雷
军)69)과 투자자 리루이슝(李儒雄)도 청두 소재 창업카페에 2,000만 위안을 투
자하기도 했다.70)

2) 창업 투자

과거 청두시는 창업 과정에서 금융 기관으로부터 투융자받기가 매우 어려웠
다. 이는 창업 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하며,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은 부
동산이나 담보화할 수 있는 유형의 자산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가
64) 청두시 청년창업연합회(青年创业联合会) 산하 대중창업공간 운영자 인터뷰(2016. 9. 5, 청두시).
65) 「成都成为国家首批小微企业创业创新基地示范城市」(2015), 成都市小微企业创业创新基地城市示范.
(10. 12) http://cdscsf.chengdu.gov.cn/info/020000/2015/10/12/466be5d66dcc4a04834
1d729ffdb857dinfo.shtml(검색일: 2016. 11. 6).
66) 「成都“双创”载体发展引领中西部城市」(2016),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8. 24) http://
www.scio.gov.cn/xwfbh/xwbfbh/wqfbh/33978/34964/xgbd34971/Document/1488392
/1488392.htm(검색일: 2016. 11. 6).
67) 清华大学启迪创新研究院 编著(2016), p. 173.
68) 「中国股权投资市场2015年第一季度回顾」(2015. 4. 22), http://free.pedata.cn/911976.html
(검색일: 2016. 10. 15).
69) 중국 유명 IT 기업 샤오미 설립자.
70) 「雷军和投资人李儒雄投成都创业咖啡馆2000万元」(2015. 4. 14), http://tech.163.com/15/0414/
18/AN6AV9GC000915BF.html(검색일: 201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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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평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71)
따라서 시정부는 1,000억 위안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서 촹커에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투융자 시스템 개선작
업을 진행 중이다.72) 그리하여 청두시 정부와 청두 고신구는 2015년 12월에
는 혁신창업 투자기금을 설립하고, 2016년 5월과 8월에도 반도체, 바이오 산
업 기금을 조성했다. 그 밖에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과기국이 잉촹동리(盈创
动力)와 ‘사다리(梯形) 펀드’73)에 관한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자금이 스타트업에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74)
표 4-2. 청두시 창업 관련 기금 조성 현황(2016년 9월 기준)
기금종류

기금명

기금규모

엔젤투자기금

고신구 창업 엔젤 투자기금(高
1억 위안
新区创业天使投资基金)

창업투자기금

가오토우창토우( 高投创投,
5억 위안
CDHTI Venture Capital)

설립시기

특징
- 청두시 고신구 내 창업, 입주기업에 투자
2012년 6월 - 청두가오토우창업투자(成都高投创业投资
有限公司)가 운용
2014년 12월 - 70개의 스타트업에 투자

- 초기, 성장기 기술형 스타트업에 투자
쓰촨성 혁신창업 투자기금(四
20억 위안 2015년 12월 - 쓰촨발전주식투자기금관리(四川发展股权
川省创新创业投资基金)
投资基金管理有限公司)에서 운용
- 반도체 관련 산업에 투자
- 쓰촨성 재정청(财政厅), 청두고신구(成都
쓰촨성 정보 보안 및 반도체산
高新区), 쓰촨발전주식회사(四川发展（控
업 발전기금(四川省信息安全和 60억 위안 2016년 5월
股）公司) 참여
산업투자기금
集成电路产业发展基金)
- 쓰촨홍신주식투자기금관리(四川弘芯股权
投资基金管理有限公司)에서 운용
- 청두톈푸국제바이오시티(成都天府国际生
物城)에서 10억 위안 규모의 모태펀드
청두고신구 바이오산업 기금
100억 위안 2016년 8월
(FOFs) 설립
(成都高新区生物产业基金)
- 초기, 성장기 기업에 300만 위안 규모 투자
자료: 청두시 고신구 제공자료(2016. 9. 7); 「四川成立集成电路和信息安全产业投资基金 募资将达60亿」(2016. 5. 26),
新华网. (5. 26)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6-05/26/c_129018813.htm(검색일: 2016. 11.
5); 「成都高新区创业天使投资基金」, http://www.cdhtivc.com/one/5.html(검색일: 2016. 11. 15); CDHTI Ve
nture Capital Co., Ltd., http://www.cdhtgroup.com/en/subsidiary/14_0_q_1873_0.html(검색일: 2016. 1
1. 15); 「我省信息安全和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方案获批」, http://www.sc.gov.cn/10462/10464/10797/201
5/6/11/10339017.shtml(검색일: 2016. 11. 15); 「成都设100亿元产业发展基金打造生物产业」, http://financ
e.ifeng.com/a/20160803/14678910_0.shtml(검색일: 2016. 11. 15)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71) 청두시 과학기술국 관계자 인터뷰(2016. 9. 6, 청두시).
72) 청두시 과학기술국 관계자 인터뷰(2016. 9. 6, 청두시).
73) 정부가 모펀드(Fund of Funds)를 조성하고, 스타트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74) 清华大学启迪创新研究院 编著(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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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에는 약 300여 개의 투자기관(VC, PE)이 소재한다.75) 대표적으로는
소프트뱅크 차이나(软银中国), 세쿼이아 캐피털(红杉资本), 렌샹계 투자기관
(君联投资、联想之星、联想乐基金), IDG 등 외에도 잉촹동리, 청두고신혁신투
자(成都高新创新投资有限公司), 청두 혁신 벤처 투자(成都创新风险投资有限公
司) 등 로컬 투자기관이 있다.

표 4-3. 청두시 주요 투자기관 현황
명칭

운용자금

참여주체

주요 투자 사례

특징

고신구창업엔젤투자기
금(高新区创业天使投
资基), 신흥창투기금
청두가오토우그룹
잉촹동리(盈创动力) (新兴创投基金), 잉촹
(成都高投集团)
동리창업투자기금(盈
创动力创业投资基
金) 등

2010년 11월, 청두 잉촹동리창업투자와 야
상자본(亚商资本), 다천창투(达晨创投) 등
은 쉰요네트워크(迅游网络)에 990만 위안
투자(지분 5.5% 취득)
2013년 1월, 91Golf에 200만 위안 엔젤 투
자등

- 잉촹동리빌딩(盈创动力大厦),
라더팡스(拉德方斯)건물에 미
국 Carlye, VIVO, 한국 KTB
포함 국내외 40여개 투자기관
입주

청두고신혁신투자(成
등록 자본(注册资金)
都高新创新投资有
1억 위안
限公司)

- 청두고신구 내 IT, 바이오, 정
BOE, 청두콩톈가오기술(成都空天高技术产
밀 기계 분야 기업 위주 투자
业), 텐마(天马微电子) 등
- 청두가오신투자그룹의 자회사

-

청두 혁신 벤처 투자
등록 자본 6억 위안
유한공사(成都创新
(2001년 6월)
风险投资有限公司)

청두티엔바오중형장비(成都天保重型装备),
하이테크 분야, 국가산업정책
쓰촨성 정부 및 청두시 정부
청두레이디엔웨이리과학기술(成都雷电微力
중 장려분야에 투자
가 공동으로 설립
科技) 등

청두 창업
액셀러레이터(成都
创业加速器投资公
司)

야샹자본, 청두시가오토우
그룹, 청두시과기국 생산력 청두중롄신통(中联信通), 쓰촨지우종후동
청두지역의 혁신 창업 기업 주식
촉진센터(成都市科技局生 (四川九众互动), 청두촨커화공(成都川科化
(股权)투자 진행
产力促进中心)가 공동으로 工) 등
설립

인커(银科)

-

59억 5,600만 위안
(자펀드 운영 규모)

11억 2,000만 위안
쓰촨쥐신(四川聚信)
(2016년 1월)

중국 수출입은행, 청두 투자
국내외 저명한 기구와 연합해 18개의 협력
모펀드(FOF) 업무 위주
그룹유한공사, 청두 고신투
자펀드(子基金) 설립
자그룹이 출자(15억 위안)
쓰촨발전주식투자기금(四
쓰촨발전주식투자펀드관리유한공사, 중신쥐
川发展股权投资基金), 중
신(북경)자본관리유한공사, 청두쥐지투자관
신쥐신(中信聚信), 청두쥐
리센터(합작회사)
즈투자(成都聚智投资)

-

자료: 「成都创业指南2016：谁说休闲之都就不能是创业之都?」(2016. 2. 24), http://shuchi.baijia.baidu.com/article/
329528(검색일: 2016. 11. 15) 바탕으로 저자 정리.

75) 标准排名, UR WORK(2016), 「2016中国创新创业报告(简版）」, p. 29, http://www.biaozhun007.com/data/upload/ueditor/20160928/57eb613deb342.pdf(검색일: 201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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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에서 가장 활발하게 투자를 진행하는 기관은 [표 4-3]과 같다. 잉촹동리
는 고신구창업엔젤투자기금(高新区创业天使投资基)과 신흥창투기금(新兴创
投基金), 잉촹동리창업투자기금(盈创动力创业投资基金) 등을 운용하며, 미국
Carlye, VIVO와 한국의 KTB도 투자기금에 참여하고 있다. 청두고신혁신투
자는 청두고신구 내 IT, 바이오, 정밀 기계 분야 기업을 위주로 투자하며, 과거
BOE, 청두콩톈가오기술산업(成都空天高技术产业) 등에도 투자한 바 있다. 그
리고 청두 혁신 벤처 투자는 쓰촨성과 청두시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하
이테크, 국가산업정책에서 장려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그 밖에 청두 창업 액셀
러레이터, 인커, 쓰촨쥐신 등이 혁신 스타트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한편 청두에서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 수는 70여 개 가량 된다(개인, 엔젤
투자는 통계에서 제외). 대체로 200~3,000만 위안 규모의 A 혹은 B라운드
투자를 받았다.76) 그중 구동(咕咚)과 지미커지(极米科技)는 스마트 웨어러블
장치, 스마트 TV 등을 만든다. 청두시 소재 스타트업의 투자 규모로는 가장
크다. 그 밖에는 대부분 인터넷 관련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이다. 투자
유치는 전자상거래 분야가 14개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게임, 의료, 기계 분야
등이 많다.

76) 「天使轮融资、A轮融资、B轮融资、C轮融资、C轮融资以后是什么意思」(2015. 7. 9), http://www.sou
qian.com/infor/16185062.html(검색일: 201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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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청두시 주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사례
기업명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투자
단계

투자규모
(시기)

투자주체

3,000만 달러

SIG, 스프트뱅크

(2014년 11월)

차이나

스마트 웨어러블,
구동(咕咚)

소프트웨어 등
이용자 4,000만 명 돌파(20

B라운드

15년)
스마트 TV, 영상 장비(2014
지미커지

년 4월 출시된 프로젝터 TV

Pre-B

(极米科技)

누적 판매량 5만 대, 판매액

라운드

3억 위안

망고미디어
(芒果传媒)

1억 5000만 위안 기록)

Camera360

Camera360, HelloCame
ra(사용자 수 1억 명 초과)

B라운드

1,800만 달러

SIG
Warp Speed Capita
l(曲速资本),

마이즈 학원

B2C 온라인 교육 (IT 분야

(麦子学院)

전문)

B라운드

1억 위안

상해롱촨투자

(2015년 11월) (上海融川投资), n5c
apital(五岳天下资
本)

워야오취나
(我要去哪)

517Na旅行网, 국내외
여행관련 서비스(항공티켓,

B라운드

호텔, 보험 등)

신삼판 등록
(2015년 11월)

징웨이 중국

요커이자

주거생활 관련 서비스(주택

(优客逸家)

관리, 디자인, 인테리어 등)

샤오둬고객서비스

기계 학습 및 자연어 처리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晓多客服机器人)

온라인으로 서비스 제공

디팅커지

모바일 클라우드에 PC 문서

(谛听科技)

저장 및 전송 소프트웨어

B라운드

2,200만 달러
(2014년 11월)

(经纬中国), 쥔롄자본
(君联资本),
하이나아시아기금
(海纳亚洲基金)

판치에라이러
(番茄来了)

수천만 위안
A라운드

규모
(2015년 7월)
수천만 달러

A라운드

바이두 계열 투자기금
(百度系投资基金)
징둥(京东),

규모

롄샹러기금

(2015년 6월)

(联想乐基金)

수천만 위안
숙박업 고객 관리 시스템

A라운드

규모

메이퇀(美团)

(2015년 1월)

자료: 「成都创业指南2016：谁说休闲之都就不能是创业之都？」(2016. 2. 24), http://shuchi.baijia.baidu.com/article
/329528(검색일: 2016. 11. 15)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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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정책 및 창업 지원 서비스

「청두시 13차 5개년 규획」에서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청두 창업 생태
계를 개선하고, 서부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을 목표
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엔젤 투자와 창업 투자 기금을 100개 이상 신설
하고, 창업 지원 공간(载体) 수를 400개로 늘이며, 면적은 2,000만 ㎡ 이상
으로 늘일 계획이다.77) 또한 촹커 20만 명 양성도 계획에 포함됐다.78)
세부적으로는 ‘혁신 창업 추진’, ‘혁신 창업 능력 제고’, ‘혁신 창업 시스템
개선’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이를 위한 11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혁신 창업 추진을 위해 인력풀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청두시에는 53개
대학에 약 75만 명의 학생이 있다.79) 쓰촨대학(四川大学), 전자과학기술대학
(电子科技大学), 시난교통대학(西南交通大学), 시난재경대학(西南财经大学) 등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이론적 학문 강의 외에도 창업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유
도하며, 대학이 가진 기술을 창업과 접목하는 것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타
지역의 유수 인재 유치를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창업 보육 → 인큐베이터 → 액셀러레이터 →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창업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대중창업공간’을 발전시킬 예정
이며, 산업별로 특화된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할 방침이다. 그 밖에 청두에서 대
대적으로 추진하는 ‘창업톈푸·징롱후이(创业天府․菁蓉汇)’ 행사를 정례화, 활성
화 하고, 정부가 제공하고 시장이 이끄는 결합 모델 구축에 나선다.
혁신 창업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주체가 되는 기업, 대학 및 연구소의 능력

77) 「成都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2016. 3. 2), http://www.cdst.gov.cn/Read
News.asp?NewsID=18388(검색일: 2016. 10. 2).
78) 「成都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2016. 3. 2), http://www.cdst.gov.cn/Read
News.asp?NewsID=18388(검색일: 2016. 10. 2).
79) 청두 고신구 관계자 인터뷰(2016. 9. 6, 청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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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 지원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금융권의 협조를
통한 창업 융자 확대를 모색한다.
혁신 창업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과학 기술 성과에 대한 사용권, 수익권에 대
한 개혁을 추진하고, 투자 활성화에 대한 환경 개선에 나선다. 또한 군이 보유
한 기술 민간에 개방, 지역간 혁신 체계 구축, 산업화 전문펀드(专项资金) 사용
범위 확대 등에 나서며, 혁신 창업 분위기 조성, ‘창업 도시, 꿈이 실현되는 도
시(创业之城,, 圆梦之都)’ 라는 도시 브랜드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표 4-5. 「청두 13차 5개년 규획」의 창업 추진방안
목표분야

세부과제

주요내용
- 대학생 창업 활성화: ‘학업+창업’ 투 트랙 교육 모델 모색
- 국내외 교육기관의 ‘기술이전+창업 인큐베이팅’ 형태의

혁신 창업 인력풀 조성

신산업기술 연구원 설립 장려
- ‘청두 인재계획’, 국가 ‘천인계획(千人计划)’, 쓰촨성 ‘천
인계획(千人计划)’ 장려를 통해 고급인력의 창업 유도 등
- 각종 형태의 혁신 창업 공간 건설 장려를 통해 ‘창업 보육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산업단지’ 형태의 혁신 창
업 인큐베이터 시스템 개선

혁신 창업
추진

- 특색 있는 거리 혹은 건물을 활용하여 저렴하고, 편리하
혁신 창업 공간 건설

며, 개방적인 ‘대중창업공간’을 발전
- 5대 성장형 산업(셰일가스, 에너지절약, 정보보안, 항공
및 엔진, 신에너지 자동차)과 8대 특화 산업(IT 제조, 기
계, 자동차, 석유화학, 식품, 비철금속, 건축재료, 경공업)
중심 신산업 액셀러레이터 규획 수립 등
- ‘창업톈푸․징롱후이(创业天府․菁蓉汇)’ 행사 정례화

혁신 창업 요소 집중화

- 공공 서비스 및 시장화 서비스의 결합 모델 모색(온오프라
인 혁신 자원 일원화, 국가기술이전센터 건설) 등
- 청두시 과학기술서비스자원 공유 플랫폼 건설을 통해 중

혁신 창업
능력 제고

소기업 대상으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기업 혁신 능력 제고

- 중소기업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권(科技创新券)’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의 창업판, 신삼판 상장시 융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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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목표분야

세부과제
고등교육기관(연구소)
협동 혁신 능력 제고
정부의 혁신 창업 투자,
관리 개선
혁신 창업 주체 동력
강화

주요내용
- 청두 소재 고등교육기관(연구소)가 보유한 용지, 건축물을
혁신 창업 지원 인프라로 활용 등
- 투자기구, 은행 등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과학기술형 중
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서비스 확대 등
- 과학기술 성과 사용권, 수익권 개혁 추진 등
- 정부 창업 투자 인도 기금과 산업 투자 인도 기금 역할 확대
- 엔젤투자, 창업투자 및 주식투자 기금 설립
- 국내외 유명 창업투자기금 및 지역본부 청두 설립 유도

혁신 창업 금융 지원
강화

- 지역 주식교역시장(区域性股权交易市场) 건설, 청두 주
식교역센터, 상하이․선전 교역소, 창업판, 신삼판의 교차
거래 추진
- 청두 주식 크라우드 펀딩 교역소, 인터넷 금융 자산 및 상
품 교역소 설립

혁신 창업
시스템
개선

- 군민 국가 중점실험실, 산학연 연맹 등 협동 혁신 플랫폼
군민(军民) 융합
메커니즘 개선

건설
- 군민 협력을 통한 테스트 기지, 기술이전센터, 산업 인큐
베이팅 센터 등 건설 등
- 청두, 더양(德阳), 몐양(绵阳) 지역의 연합 혁신 체계 구축

혁신 창업 개방
메커니즘 개선

을 통해 혁신 자원 간 융합 촉진
- 유명 대학, 연구소, 기업의 혁신 플랫폼 청두 유치 추진
- 산업화 전문펀드(专项资金) 사용 범위 확대, 기업의 신기
술, 지재권 등 인수 합병 지원 등
- 청두 지적재산권 교역소 설립을 통해 지재권 및 상품의 교

혁신 창업 서비스 환경
개선

역 서비스 전개
- 인재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및 서비스 제공
- 혁신 창업 분위기 조성, ‘창업 도시, 꿈이 실현되는 도시
(创业之城,, 圆梦之都)’ 브랜드 조성 등

주: 제2편의 제3장 ‘혁신구동 중점 지역 건설 가속화(加快创新驱动重点区域建设)’는 창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제외함.
자료: 成都市发展和改革委员会(2016), 「成都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제2편 혁신구동발전 가속화
(加快创新驱动发展)의 창업 관련 내용 정리(http://www.cdst.gov.cn/ReadNews.asp?NewsID=18388, 검색일:
2016. 10. 2).

그 밖에 청두시 정부는 ‘커촹통(科创通)’, ‘혁신권(创新券)’ 등 스타트업을 위
한 다양한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5월, 청두시 정부는 창업자와 중개자, 투자자와의 물리적 거리를 없
애고, 실시간으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커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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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dkjfw.com)을 개설했다. 커촹통에는 스타트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청두시 스타트업 관련 통계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창업지
원정책과 대중창업공간, 창업행사 정보 등 창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밖에도 커촹통에서는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기능도 제공하며,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그림 4-4. 커촹통 홈페이지

자료: 成都创新创业服务平台, http://www.cdkjfw.com(검색일: 2016. 11. 2).

2014년 9월 도입된 ‘혁신권’은 정부가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창업 서비스
에 대한 비용을 보조해주는 일종의 바우처 제도이다. ‘혁신권’은 청두시 과기
국의 ‘청두 과학기술 혁신창업 서비스 플랫폼(成都科技创新创业服务平台)’에
서 신청을 받으며, 검토 후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80) 승인된 이후에 스타트
80) 成都市科学技术局(2014), 「成都市科技企业创新券实施管理暂行办法」(2014. 9. 17), http://www.cd
st.gov.cn/Readnews.asp?NewsID=14950(검색일: 201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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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대중창업공간 등 인큐베이팅을 제공하는 중개기구에 창업 서비스를 신청
하게 된다. 중개기구는 스타트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비용 중 일
부를 보조받는다. 보조 규모는 연간 최대 10만 위안으로 월 1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혁신권 서비스는 매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기업간 매매행위
는 금지되어있다.
그림 4-5. 청두시 ‘혁신권(创新券)’ 제도 개요

정부
(청두시과기국)

서비스 총비용의 일부 보조
(예: 검사 및 검측 서비스,
발명특허 신청 대리등)

‘혁신권(
보조금 신청

중개기구
(대중창업공간등)

)’ 신청

검토후 승인

창업 서비스 신청

스타트업
창업 서비스 제공

자료: 四川省“双创”政策措施落实情况第三方评估工作小组 编(2016), p. 44; 成都市科学技术局(2014), 「成都市科技企
业创新券实施管理暂行办法」(9. 17), http://www.cdst.gov.cn/Readnews.asp?NewsID=14950(검색일:
2016. 11. 2) 바탕으로 저자 정리.

4) 창업 지원 공간

2016년 8월 기준, 청두에는 총 123개의 창업 지원 공간이 있다.81) 지원 공
간별로는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대학과기원, 창업보육센터, 과학기술빌
딩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면적과 창업 지원 서비스의 제공 수준에 따라 국가
급, 성급, 시급으로 구분된다.
81) 청두시 과학기술국 관계자 인터뷰(2016. 9. 6, 청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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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 정부는 대중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창고나
공장 개조를 유도했으며, 이미 성공한 인큐베이터를 청두로 유치하는 노력을
지속했다. 그리하여 창업 지원 공간이 2015년에만 80개 가까이 늘어났다.82)
그중 창업가(创业家), 광구커피(光谷咖啡), 36Kr(36氪) 등 20개의 지명도 높
은 인큐베이터도 청두에 유치했다.83)
청두의 창업 지원 공간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인큐베이터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인큐베이터는 액셀러레이터와 투자자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84)

그림 4-6. 청두시 창업 지원 공간 현황
(단위: 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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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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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엑셀레이터

대학과기원
국가급

4

성급

창업보육센터

과학기술빌딩

시급

자료: 청두시 과학기술국 제공 자료(2016. 9. 6)를 바탕으로 저자 편집.

창업 지원 공간은 청두 고신구와 톈푸신구85)에 30% 가량 집중되어 있다.86)
82) 「2016最宜创业城市榜发布 成都进入前十」(2016. 7. 13), http://news.chengdu.cn/2016/0713/18
01654.shtml(검색일: 2016. 11. 2).
83) 위의 글.
84) 청두시 청년창업연합회(青年创业联合会) 산하 대중창업공간 운영자(2016. 9. 5, 청두시), 청두시 과
학기술국 관계자 인터뷰(2016. 9. 6, 청두시) 종합.
85) 2014년 10월 국무원이 청두시를 중심으로 주변 메이산(眉山)시, 즈양(资阳)시 일부를 포함한 면적
1,578㎢, 인구수 600만 명 규모의 지역을 국가급 톈푸신구로 지정하였음. 행정구역상 일부는 고신구
와 중첩됨. 노수연, 오종혁(2016)을 바탕으로 정리.
86) 四川省“双创”政策措施落实情况第三方评估工作小组 编(2016),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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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대부분이 징롱광장(菁蓉广场, Jingrong Startup Hub)과 그 주변부에 입
주해 있다. 그 밖에 우호우구나 청화구 등 시 중심부나 전자과기대학, 쓰촨대학
등 대학과 연계된 과기원에 혁신 인프라가 집중됐다.
그림 4-7. 청두시 창업 지원 인프라 분포 현황

자료: 구글맵, https://www.google.co.kr/maps/@30.6391772,104.0734526,12z?hl=ko(검색일: 2016. 11. 19)을
이용하여 작성.

청두시 소재 인큐베이터의 60% 가량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87) 그중
대중창업공간은 사실상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두 촹커팡, 8호
플랫폼, 게임공장 등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 그 밖에 E창업공간은 대
학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며, 창업장은 청두 고신구가 운영 주체이다.
인큐베이터별로는 각기 특화된 분야가 있다. 우선 하드웨어 분야는 촹커팡
이 대표적이며, 오픈소스 및 스마트 하드웨어에 특화되어 있다. 게임공장, E창
업공간, 창업장, 청촹공간은 모바일 게임, 인터넷에 특화되었으며, 그 밖에 인
큐베이터는 TMT,88) 차세대 IT 분야 등에 특화되어 있다.

87) 청두시 과학기술국 관계자 인터뷰(2016. 9. 6, 청두시).
88) 기술(Technology), 미디어(Media), 통신(Tele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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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청두 주요 인큐베이터 및 대중창업공간
명칭

소재지

운영주체

게임공장

고신구

청두 게임공장과학기술

(游戏工场)

(高新区)

(成都游戏工场科技公司)

전문 분야

특징
- 모바일 게임에 특화

모바일 게임

- 엔젤 투자 및 인큐베이팅 결합
- 부정기적으로 모바일 게임 관
련 행사 개최
- 2014년 설립, 청두가 본부이
며, 베이징, 선전에도 인큐베

E창업공간

고신서구

(E创空间)

(高新西区)

이터 운영, 미국(실리콘밸

전자과기대학 청두연구원
(电子科技大学成都研究

인터넷

院)

리), 싱가폴, 이스라엘에 온
라인 플랫폼 등 운영
- 1억 2,000만 위안 규모의 전
자과기대 창업 시드 펀드 및
엔젤투자 펀드 보유
- 청두 고신구(정부 산하) 운영
- ‘창업보육+인큐베이터+액셀
러레이터+산업단지 등 일체

창업장

고신구

청두 톈푸소프트웨어파크

(创业场)

(高新区)

(成都天府软件园)

모바일

화된 창업 지원 시스템 구축

인터넷, 게임 - ‘tap4fun, Cam era360,
Testbird, 구동(咕咚)’ 등 스
타트업 소재
- 오프라인 교류 활동 개최

10분 카페

톈푸신구

(十分咖啡)

(天府新区)

- 1년간 청두 소재 지점 수 4개

청두 셩이투자관리
(成都盛逸投资管理有限

TMT

公司)

오프라인)
- 2016년 청두 최고 혁신 창업

톈푸 신밸리
롱창차관

로 확장
- 다양한 창업 서비스 지원 (온․

톈푸신구

(天府新谷蓉 (天府新区)

톈푸 신밸리 인큐베이터
(天府新谷孵化器公司)

차세대 IT

创茶馆)

구역으로 선정
- 다양한 창업 서비스 지원 (온․
오프라인)

촹커팡

우호우구

청두 즈넝허즈과학

(创客坊)

(武侯区)

(成都智能盒子科技公司)

8호 플랫폼

우호우구

청두 톈차오문화

(8号平台)

(武侯区)

(成都天桥文化传播公司)

오픈소스 ․
스마트
하드웨어
종합

청촹공간

솽리우현

청두 청신과학기술혁신

차세대 IT,

(成创空间)

(双流县)

(成都成信科技创新公司)

인터넷

- 하드웨어, AI 관련 창업자에
특화
- 정부 산하 기관 운영
- 매월 정기적으로 데모데이 개최
- 대학생 및 청년 창업자 교류
- 정기적 박람회 개최

자료: 标准排名, UR WORK(2016), 「2016中国创新创业报告（简版）」, p. 30, http://www.biaozhun007.com/data/
upload/ueditor/20160928/57eb613deb342.pdf(검색일: 2016. 11. 5); 「成都创业指南2016：谁说休闲之都就
不能是创业之都？」, http://shuchi.baija.baidu.com/artide/329528(검색일: 2016. 11. 15)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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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 협력
청두시는 혁신 및 창업과 관련하여 한국, 싱가포르, EU(프랑스, 독일)와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이끄는 플랫폼 역할은 청두 고신구
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청두시 산업 기반 대부분이 고신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5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혁신 및 창업 협
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양국의 창업관련 주무부처인 한국 미래과학기술부와
중국 과학기술부는 창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격으로 청두에 혁신형 창업가를 의미하는 촹커
간 교류 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섰으며, 고신구 남부 징롱광장에 총 건축
면적 8.5만 평 규모의 한국 창업기업(팀)에 특화된 공간을 조성했다.89) 한국 기
업에 특화된 공간은 전체 광장의 F2, F3동에 해당한다.
그림 4-8. 청두 징롱광장

자료: 成都高新区(2016), 「菁蓉国际广场」, http://www.cdht.gov.cn/cycjcyyq/50449.jhtml(검색일: 2016. 11. 19).

89) 청두시 과학기술국 관계자 인터뷰(2016. 9. 6, 청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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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혁신창업 서비스 센터

자료: 저자 촬영(2016. 9. 6).

그림 4-10. 한중교류센터 건물

자료: 저자 촬영(2016. 9. 6).

2016년 9월 기준 징롱광장에는 한 개의 한국 업체가 입주했으며, 12개 업체
가 입주 준비 중이다.90) 한국 기업 유치업무는 고신구 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화
한인큐베이터(华盛佰企, 이하 ‘화한’)에서 대행하고 있다. 화한 측은 중국 진출
의향이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을 유치 중이다.
징롱광장의 운영주체인 청두 고신구는 한국 기업을 위해 「중한혁신창업협력
추진에 관한 정책(关于推进中韩创新创业合作的若干政策)」을 준비 중이다.91)
정책 범위는 스타트업 자금 지원, 창업 행사 전개, 인력 유치, 주거 보조 등 다양
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사업 모델 심사 이후 인큐베이터에
입주한 기업에 한해 3년간 사무공간 무료 지원, 최대 100만 위안(1회)을 지원하
고, 인테리어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92) 그 밖에 청두시 천인계획 운영에 따라
박사급이나 우수 인력으로 인정받을 경우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93)
그리고 청두 고신구는 한국투자파트너스(KIP: Korea Investment
Partners)와 공동으로 5억 위안 규모의 창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94) 기금
90) 화한인큐베이터 담당자 인터뷰(2016. 9. 5, 청두시).
91) 「중국 현지 인큐베이팅센터 입주조건 및 지원정책」(2016. 7. 21), ‘중국 창업환경과 VC투자현황’ 세
미나 자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92) 화한인큐베이터 담당자 인터뷰(2016. 9. 5, 청두시).
93) 화한인큐베이터 담당자 인터뷰(2016. 9. 5, 청두시).
94) 「[중국] 청두하이테크산업개발구와 한국투자파트너스 ‘전략적 협력 협의서’ 체결 5억 위안 규모 혁신
창업투자펀드 설립할 계획」(2016. 4. 22),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8510
(검색일: 201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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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향후 엔터테인먼트, 게임, 인터넷, 바이오,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분야에 중
점 투자될 예정이다.95) 한편 이와 별도로 징롱광장 1층에 혁신창업 서비스센
터를 운영해 기업설립과 운영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원스톱 처리해준다. 그 밖
에 청두 과기국은 공안 부문의 협조를 통해 한국 유학생이 창업을 하거나 졸업
후 바로 스타트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 비자 정책을 준비 중이다.96)
그리고 청두시는 2012년부터 싱가포르의 도시 관리시스템을 채용한 시범
도시를 조성 중이다. 싱가포르·쓰촨혁신과학기술도시(新川创新科技园)는 클라
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혁신자원을 일원화한 콘셉트
를 도입했다.
청두시가 한국, 싱가포르 외에 가장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자 하는 국가(지
역)는 EU이다. 청두시는 중국·유럽혁신창업협력대화(中欧创新创业合作对话
会)를 하나의 협력 기제로 하며, 혁신 센터와 ICON 클라우드 서비스, EU 상품
전시 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 밖에 독일, 프랑스와는 별도의 협력 채널을 통해 협력한다. 청두는 독일의
우수한 제조 표준화, 기술 산업화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중국·독일(청두)산업
혁신플랫폼(中德(成都)产业创新平台)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랑스와는 창업 협
력을 강화한다. 청두 고신구는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
사이언스파크와 상호간 협력 메커니즘 구축과 창업 멘토를 지정하여, 진출의향
이 있는 스타트업을 측면 지원한다.97) 또한 창업 투자 및 지원 서비스 확대에
나서며, 스타트업 및 인큐베이터 관리자를 상호 파견하여 운영 시스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할 예정이다.98)

95) 위의 글.
96) 청두시 과학기술국 관계자 인터뷰(2016. 9. 6, 청두시).
97) 「成都高新区全力加快国际合作开发载体建设」(2016. 11. 4), http://www.nbd.com.cn/articles/2
016-11-04/1050345.html(검색일: 2016. 11. 24).
98) 위의 글.

60 • 중국 지역별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청두, 우한을 중심으로

표 4-7. 청두시와 주요 국가간의 혁신 및 창업 협력 현황
협력 국가

주요 플랫폼

주요 내용
중한 창업 프로그램 운영, 성과 이전 및 기술 이전 플랫폼
중한혁신창업원
한국
구축, 창업 기금 조성, 중한 청년 창업 대회 및 중한 과학
(中韩创新创业园)
기술혁신포럼 준비, 중한 산업 혁신 협력 대화 실시 등
싱가포르·쓰촨혁신과학기술도시 과학기술 자원이 집중된 혁신 도시 조성, 클라우드 컴퓨
싱가포르
(新川创新科技园)
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적극 활용
과학기술 협력 강화, 혁신 센터 운영, 오우치아후이(欧洽
중국·유럽혁신창업협력대화
会)를 교류 플랫폼으로 운영 예정, ICON 클라우드 서비
EU
(中欧创新创业合作对话会) 스 운영, EU 상품 전시 센터, 기술교역 센터, 인큐베이터
운영 등
「중국·독일 협력 행동 강요(中德合作行动纲要)」에 기반
중국·독일(청두)산업혁신플랫폼 해 독일의 표준화, 기술, 산업화 노하우 도입 노력, 스마
독 일
트 제조, 환경·에너지, 바이오 산업 협력, 중소기업의 혁
(中德(成都)产业创新平台)
신 협력, 창업 인력 교육 등
청두 고신구·프랑스 소피아
양국간 ‘창업 멘토 교류’ 실시, 창업 투자 서비스 확대, 혁
프랑스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 신 창업 서비스 대화 확대, 스타트업 및 인큐베이터 관리
사이언스파크 협력
인력 상호 파견 등

자료: 청두시 과학기술국 관계자 인터뷰(2016. 9. 6, 청두시); 청두시 청년창업연합회(青年创业联合会) 산하 대중창업공간
운영자 인터뷰(2016. 9. 5, 청두시); 화한인큐베이터 담당자 인터뷰(2016. 9. 5, 청두시); 「成都高新区全力加快国
际合作开发载体建设」(2016. 11. 4), http://www.nbd.com.cn/articles/2016-11-04/1050345.html(검색일:
2016. 11. 24) 을 참고하여 정리.

3. 우한시
가. 개황
후베이성의 성도 우한시는 중국 중부지역 거점 도시이다. 우한시는 중국 대
륙을 동서로 흐르는 창장 수운과 베이징부터 광저우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간
선철도인 징광(京廣)철도가 교차하는 교통·물류 요충지이며, 예로부터 ‘구성통
구(九省通衢, 9개의 성을 연결하는 길목)’라 불리웠다.
우한시의 2015년 GRDP는 1조 906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도시 중 8위 수
준이고, 중부지역 도시 중에서 가장 크다. 중국 경제 둔화에 따라 우한시의 경
제성장률도 2011년부터 하락추세이나, 중국 전체 평균보다는 여전히 1~2%p
정도 높은 수준이다(그림 4-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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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시는 후베이성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다. 우한시 인구수는
약 1,061만 명으로 후베이성 전체 인구의 17.8%에 불과하나 GRDP와 소비시
장 비중은 각각 36.9%, 36.4%를 차지한다. 또한 우한시의 대외무역액, FDI는
후베이성 전체의 64.5%, 82% 수준으로 매우 높다(그림 4-12 참고).
그림 4-11. 우한시 경제성장 추이

그림 4-12. 후베이성 내 우한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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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11. 10).

우한시는 중국의 주요 과학·교육도시 중 하나로 대학 재학생 수는 2013년
기준 약 118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99) 특히 ‘우한대학(武汉大学)’, ‘화
중과기대학(华中科技大学)’, ‘우한이공대학(武汉理工大学)’ 등 이공계열이 우
수한 대학이 많다. 샤오미(小米) 레이쥔(雷軍) 회장도 우한대학 출신이며, 그 밖
에도 여러 과학기술 관련 인재가 배출되었다. 그 밖에도 ‘우한 광전(光电)국가
실험실’, ‘소프트웨어공정 국가 중점 실험실’등 국가급 실험실이 27개 있으며,
과학 분야 원사(院士)가 67명으로 중국 전체 도시 중 셋째로 많다.100)
우한시는 IT,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산업 클
러스터인 둥후신기술개발구(东湖新技术开发区)에는 광통신 분야 R&D 기관,

99) ｢武汉在校大学生人数全球城市第一 高教大市却难强势」(2013. 10. 11), http://news.hexun.com/
2013-10-11/158630208.html(검색일: 2016. 11. 10), 후베이성의 대학교 수는 89개로 중국에
서 베이징 다음으로 많고 대학생 수는 전국 1위인데, 대부분 우한에 소재해 있다. 장징(2015), p. 42.
100) 우한시 과학기술국 관계자 C 인터뷰(2016. 11. 3, 우한시).

62 • 중국 지역별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청두, 우한을 중심으로

광섬유·광케이블 제조업체가 모여 있는 ‘광밸리’가 조성되어 IT 부품을 생산하
고 있다. 또한 중국 3대 자동차회사로 꼽히는 둥펑(東風)자동차의 본사가 소재
한다. 둥펑자동차는 일본의 닛산, 프랑스의 푸조와 협력해 승용차, 중형 트럭,
버스 등을 생산한다.101) 그 밖에 우한시는 13.5 규획기간 주력 산업 발전과 더
불어 스마트제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102)
한편 우한에는 자동차, 식품 등 제조업과 R&D, 임대·비즈니스, 도매업을 중
심으로 4,000여 개의 외자기업이 진출하였다.103) 한국기업으로는 LS전선,
SK종합화학이 우한에 진출했다. 2011년 진출한 LS전선은 광케이블을 생산 중
이며, 둥펑자동차에 전기자동차용 부품을 공급한다. 2013년 진출한 SK종합
화학은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中國石油化工)과 협력해 에틸렌을 생산 중이
다.104)

나. 창업 생태계 분석
1) 창업 현황
우한시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창업을 장려하고자 1987년 ‘우한 둥후 신기
술 창업센터(武汉东湖新技术创业中心)’를 설립하고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
해왔다.105)
2015년을 전후로 전국적으로 창업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우한도 창업이
101) 박진희, 오종혁(2015), pp. 87~88.
102) 우한시에는 대형 의약회사가 많고 중국의약그룹 산하 연구기관이자 바이오제품 6대 생산기지 중 하
나인 ‘우한바이오제품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이 소재해 있음.
103) 박진희, 오종혁(2015), p. 88.
104) 박진희(2012), pp. 10~12; 박진희, 오종혁(2015), p. 88.
105) 본 센터는 우한시의 첫 첨단기술개발구인 ‘둥후신기술개발구’에 과학기술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
도록 사무실 및 통신시설 등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중국의 첫 과학기술 인큐베이터’로
불리움. ｢武汉打造开放共享高效的 人才创新创业平台」(2016. 8. 9), http://hb.qq.com/a/20161
116/014190.htm(검색일: 2016. 11. 10); ｢创业孵化之武汉样本：火的是政策，冷的是盈利」(2016.
8. 9), http://newseed.pedaily.cn/201603/201603311324162_all.shtml(검색일: 2016. 11. 10).

제4장 협력 유망도시의 창업 생태계 분석 • 63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한시는 2015년 12만 6,000개 기업이 신규 설립되었
으며, 2016년 상반기에도 6만 6,000개 기업이 창업되었다.106)
우한시에서는 인터넷 분야의 창업이 가장 활발하다. 그 밖에 광전자, 바이
오·헬스 분야의 창업도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107) 창업 전문 미디어 리에윈왕
(猎云网)이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분석한 우한시 창업 분야로는 전
자상거래 비중이 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업서비스, 현지 생활서비
스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관련 비중이 높았다(그림 4-13 참고).
그림 4-13. 2014~16년 상반기 우한시 10대 창업 분야 비중
(단위: %)
19

전자상거래
기업서비스
현지 생활서비스
네트워크서비스(SNS)
자동차 교통서비스
게임 애니메이션
금융
교육
스마트 하드웨어
프로그래밍도구

16
13
12
9
7
7
7
6
5
0

2

4

6

8

10

12

14

16

18

20

자료: ｢蓄势与变革：2016年武汉创业指南(年中版)」(2016. 7. 18), http://www.chinaz.com/start/2016/0718/5
52857.shtml(검색일: 2016. 11. 10).

우한시는 중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서비스, 교육 관련 창업이 많은 편인
데, 이는 중국 내륙지역의 교통 중추로서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교
육 분야 수요도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08) 우한시 주요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106) 자료마다 창업 기업 수치가 달라 우한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2015년부터 발표하는 ‘우한 취업경
기지수 및 분석보고(武汉就业景气指数及分析报告)’의 ‘신규 공상등록시장주체(新增工商登记市场主
体)’ 수를 기준으로 정리함. ｢2015武汉就业景气指数发布」(2016. 5. 18), http://www.whjr.gov.c
n/sinfo-2-18416-0.html(검색일: 2016. 11. 10); ｢武汉上半年新增创业人数1.3万人 大学生成主
力军」(2016. 8. 9), http://hb.qq.com/a/20160809/015369.htm(검색일: 2016. 11. 10); 톈스
이 관계자 H 인터뷰(2016. 11. 1, 우한시).
107) 우한시 창업자 E 인터뷰(2016. 11. 2, 우한시); 우한유학생 창업원 관계자 G 인터뷰(2016. 11. 2, 우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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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라이러(车来了)’는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운행 정보를 앱을 통해 실시
간으로 제공한다. 처라이러는 후발 창업자의 교통서비스 창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109)

표 4-8. 우한시 주요 스타트업
기업명

주요 제품·서비스 및 특징

투자주체

- 2013년에 출시된 실시간 대중교통정
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처라이러
(车来了)

- 중국 40여 개 도시에서 사용 가능, 하
루 접속량 약 200만 회
- 베이징대 박사 출신인 우한대학 교수

알리바바, 슌웨이펀드(顺为资本), 쩐거펀
드(真格基金), 광밸리 창업카페(光谷创业
咖啡)등

가 창업
- 2012년 개설된 일상용품 모바일 전
쥐안피(卷皮网)

자상거래 플랫폼
- 1일 거래액 약 25억 위안

(SAIF)

- 화중과기대 출신 창업자
또우위TV
(斗鱼TV)

돌핀 브라우저
(海豚浏览器)

한리자본(汉理资本), Newsion Venture
Capital(纽信创投), 소프트뱅크 아시아

- 게임 실시간 방송 플랫폼
- 우한이공대학교 출신 창업자가 광밸 세쿼이어캐피탈(红杉资本), 텐센트(腾讯)
리에서 창업
- 멀티터치, 스피드다이얼 등 다양한 기
능을 갖춘 모바일 브라우저

세쿼이어캐피탈(红杉资本),

징웨이중국

(经纬中国), CYOU 등

- 화중과기대 출신 창업자
-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PPTV

- 화중과기대 출신 창업자가 창업, 현재 알리바바, 쑤닝 등
쑤닝이 인수

타오미

- 유아용 인터넷게임·SNS 플랫폼

(淘米网)

- 화중과기대 출신 창업자

-

자료: ｢2015年武汉创业指南」(2015. 12. 30), http://tech.163.com/15/1230/09/BC2RK5GL00094P40.html(검색
일: 2016. 11. 10); ｢“武汉造”浏览器全球用户超过两亿」(2016. 6. 20), http://news.sina.com.cn/o/2016-0
6-20/doc-ifxtfmrp2365074.shtml(검색일: 2016. 11. 10); ｢PPTV创始人登上“创业武汉”讲台 大男孩原是华
科毕业生」(2016. 6. 20), http://news.sina.com.cn/o/2016-06-20/doc-ifxtfmrp2365074.shtml(검색일:
2016. 11. 10).

108) ｢蓄势与变革：2016年武汉创业指南(年中版)」(2016. 7. 18), http://www.chinaz.com/start/20
16/0718/552857.shtml(검색일: 2016. 11. 10).
109)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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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대학생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우한시 대학생 848명
이 새롭게 창업을 하였는데, 이는 2015년 대학생 창업자 수에 육박하는 수준이
다.110) 우한시 과학기술국 관계자는 ‘풍부한 이공계 인력과 창업 교육 프로그
램 구축’이 대학생 창업 비중이 높은 이유라 분석한다.111)
한편 우한대학, 화중과기대학, 후베이 대학(湖北大学) 등은 ‘창업실습’, ‘창
업경영’, ‘창업기초’등 다양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12) 그중
화중과기대학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은 중국 내에서도 유명하다. 화중과기대 류
위(刘玉) 교수가 이끄는 ‘Dian팀’은 학생들이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할 수 있도
록 실험공간을 제공하고, 창업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준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 PPTV, 타오미 등 50여 개 스타트업이 탄생하기도 했다.113)

2) 창업 투자

우한시의 창업투자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대체로 시드(seed)단계의 투
자가 주를 이룬다. 리에윈왕의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에 공개된 우한시 창업프
로젝트 598개 중 178개가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이 중 61%가 개인엔젤과
액셀러레이터의 소규모 시드단계 투자였다. B, C라운드 투자 비중은 6% 수준
으로 2015년에 비해 늘어나기는 했으나 항저우, 청두 등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114)
110) ｢武汉上半年新增创业人数1.3万人 大学生成主力军」(2016. 8. 9), http://hb.qq.com/a/2016080
9/015369.htm(검색일: 2016. 11. 10).
111) 우한시 과학기술국 관계자 C 인터뷰(2016. 11. 3, 우한시).
112) 廖申珅 外(2014), p. 97.
113) 화중과기대 류위교수 인터뷰(2016. 11. 2, 우한시); ｢华中科技大学教授刘玉:“她一个人就是一个孵
化器”」(2016. 8. 9), http://fj.people.com.cn/n2/2016/0106/c372371-27476110.html(검색
일: 2016. 11. 6).
114) 창업 투자는 단계별로 크게 시드투자(Seed Round), A, B, C 라운드로 나뉘는데, 시드투자는 주로
개인엔젤과 액셀러레이터가 집중하는 단계로서 다수기업·소액투자가 많아 리스크 분산은 가능하지
만 수익률이 높지 않은 반면, B, C는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영역으로 투자실패 리
스크는 적지만 수익률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 ｢蓄势与变革：2016年武汉创业指南(年中版)」(2016.
7. 18), http://www.chinaz.com/start/2016/0718/552857.shtml(검색일: 2016. 11. 10); 「시
리즈-A, 벤처투자 블루오션」(2016. 10. 4),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
=163159(검색일: 201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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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우한시 창업프로젝트 투자 단계별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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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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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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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A
2%

자료: ｢蓄势与变革：2016年武汉创业指南(年中版)」(2016. 7. 18), http://www.chi
naz.com/start/2016/0718/552857.shtml(검색일: 2016. 11. 10).

우한시에는 약 700여 개의 투자기관이 소재한다.115) 투자기관 중에는 화중
과기대학, 우한 통신과학 연구원, 후베이성 과학기술청과 같이 과학기술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정부에서 설립한 기관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로컬 투
자기관의 활동이 활발한 편이나 선전의 포춘벤처캐피탈(达晨创投), 상하이의
류허창업투자(六禾创投) 등 타 지역의 투자기관이 우한으로의 진출도 점차 늘
어나고 있다.116) 투자기관의 관심분야는 인터넷, IT 분야와 광전자, 바이오의
약 및 헬스케어 분야 등이 있다(표 4-9 참고).

115) ｢武汉市长万勇:武汉已经站在了中国创时代的风口」(2016. 8. 25), http://news.163.com/16/082
5/11/BVAFGCUL00014JB5.html(검색일: 2016. 11. 10).
116) ｢2015年武汉创业指南」(2015. 12. 30), http://tech.163.com/15/1230/09/BC2RK5GL00094
P40.html(검색일: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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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우한시 주요 창업 투자기관
기업명

설립연도

주요 특징

포춘벤처캐피탈
(达晨创投)

2000년

- 선전(深圳)에 본사를 둔 전국적 규모의 벤처캐피탈
- 관심 분야: 신소재, 현대 농업, IT,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화공벤처캐피탈
(华工创投)

2000년

- 화중과기대학교가 투자한 우한시 로컬 벤처투자회사
- 관심 분야: IT, 바이오 의약, 신소재

후베이성
첨단기술산업투자회사
(湖北省高新技术产业投资有
限公司)

2005년

- 후베이성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출자한 관영 투자기관
- 2015년 6월까지 151개 중소기업에 17억 위안 투자
- 관심 분야: 첨단기술기업

우한 광밸리 창업투자기금
(光谷创投)

2005년

- 우한에 본사를 둔 톈펑(天风)증권회사와 우한 둥후 혁신과학기술투자회사
가 공동 설립한 VC/PE 회사
- 관심 분야: 바이오 의약 및 기타 신산업

펑훠 과학기술 창업투자
(烽火创投)

2008년

- 우한통신과학연구원이 설립한 투자회사
- 기금 규모: 10억 위안
- 관심 분야: 스마트 전력망, 광전자 센서, 응급 안전 관리시스템, 신에
너지

우한 화후이 창업투자
(武汉华汇创投)

2012년

- 우한 로컬 투자회사
- 관심 분야: TMT, 인터넷

광밸리 카페 창업투자
(光谷咖啡创投)

2013년

- 샤오미 창업자 레이쥔(雷軍)과 광밸리 소프트웨어(光谷软件) 리루슝
(李儒雄) 회장이 공동 설립
- 카페 형태로 운영하며, 인큐베이팅, 창업교육, 투자 등 다양한 창업서
비스 제공
- 관심 분야: 모바일 인터넷

우한 과학 창업 엔젤투자
(武汉科创天使投资)

2014년

- 후베이성 과학기술청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관영 창업투자기관
- 기금 규모: 2억 위안
- 관심 분야: 과학기술형 기업

우한 둥후 쭝허 엔젤기금
(武汉东湖众合天使基金)

2015년

- 우한 로컬 엔젤투자기금
- 관심 분야: 모바일 인터넷, 헬스케어, 금융, 하드웨어, 전자상거래,
SNS

주: 광밸리 창업카페와 우한TV가 주최하는 우한시 창업관련 연례행사인 ‘칭퉁의 밤(青桐之夜)’에서 발표된 ‘2015년 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창업 투자기관’ 리스트를 기반으로 정리함.
자료: ｢2016青桐之夜——这里歌唱着武汉创业者全部的梦想」(2016. 1. 18), http://hb.qq.com/a/20160118/018049.
htm(검색일: 2016. 11. 10); ｢2015年武汉创业指南」(2015. 12. 30), http://tech.163.com/15/1230/09/BC2
RK5GL00094P40.html(검색일: 2016. 11. 10); 湖北省科学技术厅(2014), 湖北设立科创天使投资基金」, http://
www.hbstd.gov.cn/mbjj/32050.htm(검색일: 2016. 11. 10); 광밸리 창업카페 관계자 A 인터뷰(2016. 11. 2),
우한 광밸리 창업투자기금, http://www.chinaovvc.com(검색일: 2016. 11. 6); 화공벤처캐피탈, http://www.
hustvc.com.cn(검색일: 2016. 11. 6); 후베이성첨단기술산업투자회사, http://www.cnhbgt.com(검색일: 2016.
11. 6).

3) 창업 지원 인프라
2016년 8월 기준, 우한시에는 총 45개의 대중창업공간(众创空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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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7) 2015년 초에는 30개에 불과했으나 약 1년 반 만에 15개가 신규 설립
되었다.118)
우한시 대중창업공간의 절반 이상은 둥후신기술개발구와 훙샨구(洪山区)에
소재하고 있다. 두 지역은 우한의 과학기술·교육의 중심지이다. 둥후신기술개
발구에는 광밸리 중심으로 과학기술기업이 모여 있으며, 2002년 ‘광밸리 창업
거리(光谷创业街)’119)가 조성되었다. 여기에는 ‘광밸리 창업카페(光谷创业咖
啡)’, ‘톈스이(天使翼)’ 등이 입주해있다. 훙샨구는 ‘우한대학 루자창의원(珞珈
创意园众创空间)’과 같이 대학교 기반의 대중창업공간이 많다. 그 밖에 도심에
해당하는 장안구(江岸区)에 다섯 개의 대중창업공간이 있고, 우창구(武昌区)에
는 5.5SPACE, 핑샤쉐이셔 등 두 개의 대중창업공간이 소재한다(표 4-10 참고).
우한시 정부는 시내 전 지역에서 창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대중
창업공간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120)
표 4-10. 우한시 지역별 대중창업공간
지역(區)

개수

주요 대중창업공간

둥후신기술개발구

17

광밸리 창업카페(光谷创业咖啡), 광밸리 DEMO카페(光谷
DEMO咖啡), 화중과기대 치밍싱쿵 촹커공간(启明星空创客空
间), 톈스이(天使翼), 우한 취촹바(武汉去创吧)

훙샨구

12

ShowTime, 싱촹커(星创客众创空间), 우한대학 루자창의원(珞
珈创意园众创空间), 우한이공대학 촹즈후이(创智汇空间)

장안구

5

우한 청년 대중창업공간(武汉青年众创空间), 장안 청년의집(江
岸青年之家)

장샤구

3

텐센트 대중창업공간(腾讯众创空间), 광전자 밸리 대중창업공
간(光电谷众创空间)

우창구

2

5.5SPACE, 핑샤쉐이셔(平沙水榭创投空间)

한양구, 둥시후구, 칭산구 등

6

칭산 대중창업공간(青山众创空间), EC창업사, E스마트제조

자료: 武汉市科学技术局(2016), ｢武汉市众创空间名单」, http://www.whst.gov.cn/kjzy/show/31656.aspx(검색일:
2016. 11. 10).
117) 武汉市科学技术局(2016), ｢武汉市众创空间名单」, http://www.whst.gov.cn/kjzy/show/3165
6.aspx(검색일: 2016. 11. 10).
118) 위의 글.
119) 둥후신기술개발구 내 약 1km 정도의 거리에 사무실, 아파트, 오피스텔을 밀집 조성하였으며, 180개
정도의 첨단기술 창업기업이 모여 있음.
120) 우한시 과학기술국 관계자 C 인터뷰(2016. 11. 3, 우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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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우한시에는 217개의 인큐베이터가 있다. 대부분 민간에서 운
영하고, 일부는 대학, 정부기관이 운영한다. 그리고 인큐베이팅과 액셀러레이
팅 기능을 겸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엔젤투자도 하여 창업투자회사로 분류
되기도 한다.121)
한편 우한시 인큐베이터 운영자의 약 70%가 부동산, 재무관리 인력으로 구
성되어있어서, 대체로 단순한 사무 공간 임대 서비스 정도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122) 따라서 향후 운영 실적에 따라 여러 곳이 도태될 가능성도 존재한
다.123)

표 4-11. 우한시 주요 인큐베이터
기업명
우한 둥후 신기술 창업센터
(武汉东湖新技术创业中心)
광밸리 창의산업 인큐베이터
(武汉光谷创意产业孵化器)

DEMO카페

설립
연도
1987

주요 특징
- 우한시 최초의 인큐베이터
- 첨단과학기술분야 창업기업을 주 대상으로 함
- 애니메이션 게임 분야에서 창업하는 청년과 대학생을 주 대상

2009

으로 하는 인큐베이터
- 국가급 애니메이션기업 16개를 인큐베이팅 중임.

2011

- 우한의 첫 카페식 인큐베이터로 2015년 둥후엔젤기금과 합
병, 투자서비스도 수행
- 샤오미 창업자 레이쥔(雷軍)과 광밸리 소프트웨어 리루슝(李
儒雄) 회장이 공동설립한 곳으로, 우한에 8개의 창업카페를
운영 중이며 청두, 허페이, 시안 등지에도 진출

광밸리 창업카페
(光谷创业咖啡)

2013

- 인큐베이팅, 창업교육, 엔젤투자 등 다양한 창업서비스 제공
- 200개의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 중이며, ‘처라일러(車來了)’,
‘스저우처(四驱车)’, ‘청년아파트(青年公寓)’ 등 스타트업에
투자
- 관심 분야: 모바일 인터넷

121) 武汉市科学技术局(2016), ｢科技统计简表」, http://www.whst.gov.cn/zwgk/show/31675.asp
x(검색일: 2016. 11. 10).
122) 祝志华(2016), p. 23, CNKI.net(검색일: 2016. 11. 10).
123) 톈스이 관계자 H 인터뷰(2016. 11. 1, 우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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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계속
기업명

설립
연도

주요 특징
- 기술을 보유한 CEO, 박사 혹은 과학자 등 창업자를 주 대상으
로 하는 인큐베이터
- 창업 멘토링 및 인큐베이팅, 엔젤투자, 투자자금 조달 등 서비

톈스이(天使翼)

2014

스 제공
- 교류회, 멘토 미팅, 데모데이 등 120개 정도의 창업활동 진행 중
- 5,000만 위안의 엔젤투자기금 운영
- 관심 분야: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의료, 모바일인터넷, 청정
기술

후베이 청년기업 인큐베이터
(湖北青年企业孵化器)

2014 - 후베이성 공청단이 설립한 청년 대상 인큐베이터
- 텐센트가 우한시에 세운 첫 인큐베이터

텐센트 대중창업공간
(腾讯众创空间)

2015

화공과기기업인큐베이터

- 사무공간 월 임대료가 399위안으로 중관춘(1,980위안)에 비
해 크게 저렴
- 화중과기대와 우한화공창업투자회사가 공동 설립

우한
(武汉华工科技企业孵化器)

- 사무공간 100개, 창업 멘토링, 투자 등 다양한 창업서비스 제공

-

- 창업 멘토링, 대학생 창업, 투융자 서비스 제공
- 관심 분야: 3T(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공학·NT)

자료: ｢蓄势与变革：2016年武汉创业指南(年中版)」(2016. 7. 18), http://www.chinaz.com/start/2016/0718/5528
57.shtml(검색일: 2016. 11. 10); 광밸리 창업카페 관계자 A 인터뷰(2016. 11. 2, 우한시), 톈스이 관계자 H 인터
뷰(2016. 11. 1, 우한시); 텐센트 대중창업공간, http://zc.open.qq.com/base/index?region=4(검색일: 2016.
11. 6); 우한 화공과기기업인큐베이터, http://www.whbi.com.cn(검색일: 2016. 11. 6); 광밸리 창의산업 인큐베
이터, http://www.027ci.com(검색일: 2016. 11. 6) 바탕으로 저자 정리.

우한시 대표 인큐베이터인 광밸리 창업카페는 레이쥔이 광밸리 소프트웨어
의 리루슝(李儒雄) 회장과 공동 설립했다. 우한에 8개를 운영 중이며 청두, 허
페이(合淝), 시안(西安) 등지에도 진출하였다. 광밸리 창업카페는 총 200개의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 중이며, 창업자간 교류, 데모데이, 창업대회 등의 교류
행사를 열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매칭과 자체적으로 조성한 펀드로 투자를 하기도
한다. 광밸리 창업카페는 ‘처라이러’, ‘스취처(四驱车)’, ‘청년아파트(青年公
寓)’ 등에 투자 경험이 있다.124)
톈스이는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국가급 혁신 인큐베이터’, ‘후베이성 신

124) 광밸리 창업카페 관계자 A 인터뷰(2016. 11. 2, 우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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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창업서비스 플랫폼’으로 지정되어있다. 광밸리 창업거리에 창업카페 형태
로 운영 중이며, 별도의 스타트업 사무공간도 운영한다. 텐스이는 창업 교육,
인큐베이팅, 투자 등을 제공하며, 창업 성공률이 높은 CEO, 박사나 과학자 출
신 창업자를 선호한다. 매주 2회의 교류회와 4회의 멘토 미팅,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데모데이 등 120개 정도의 창업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5,000만 위
안 규모의 엔젤투자기금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의료, 모바일 인터
넷, 청정기술 등 분야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도 한다. 중점 투자 대상 기업은
1~2년 내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선정하며, 창업자의 인성도
함께 고려한다. 투자 기업에는 2~3인의 경영 전문가가 투입되어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매월 현황을 점검하는 등 엄격하고 전문적인 투자 후 관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125)
그림 4-15. 광밸리 창업거리 입구 및 톈스이의 창업카페와 미팅룸

자료: 저자 촬영(2016. 11. 1).

우한시에서는 2015년 데모데이, 포럼, 창업대회 등 800여 회의 창업 행사가
개최되었다.126) 주요 행사로는 우한시 과학기술국이 주최하는 ‘칭퉁회(青桐
汇)’,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창업중매인상친회(创业红娘相亲会)’,
‘중국혁신창업대회’, ‘텐센트 창업대회’ 등이 있으며, 2015년부터 우한 광밸리
와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기구 간 교류활동인 ‘솽구솽촹회(双谷双创会)’가 개최
되고 있다(표 4-12 참고).
125) 톈스이 관계자 H 인터뷰(2016. 11. 1, 우한시).
126) ｢蓄势与变革：2016年武汉创业指南(年中版)」(2016. 7. 18), http://www.chinaz.com/start/20
16/0718/552857.shtml(검색일: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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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우한시 주요 창업 행사
활동명

주관기관
우한시 과학기술국,

칭퉁회(青桐汇)

둥후신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창업중매인상친회
(创业红娘相亲会)

톈스요위에(天使有约)

화중과기대 류위
교수,
Dian팀
광밸리 창업카페

중국혁신창업대회

후베이성

(후베이 지역)

과학기술청

주요 특징
- 우한시 대표 창업 지원활동으로 청년기업과 투자
기구를 연결하는 데모데이
- 거의 완성된 창업프로젝트가 주 대상
- 43개 프로젝트에 투자 유치, 총 융자액 15억 위안
- 창업자·투자자 연결 공공서비스 활동
- 2016년 5월까지 17개 프로젝트에 5,143만 위안
투자 유치, 투자체결율 11.3%
-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자 교류 기회 제공
- IT, 신소재, 신에너지 및 환경보호, 바이오 의약, 첨
단제조, 인터넷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대회 개최
- 광전자정보, 바이오 의약,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및 환경보호, 현대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회

광밸리 3551 청년창업대회

둥후신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개최
-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전, 청두 지역
예선에서 선발된 팀이 우한에서 열리는 결승전에
참여

텐센트 창업대회(우한)

화창컵 창업대회
(华创杯创业大赛)

텐센트

- 우한에 진출한 텐센트 대중창업공간 입주 기업 중
심으로 창업대회 개최

국무원화교판공실, - 해외 화교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매년 개최
후베이성정부,
우한시정부

- 바이오 의약, 신소재, 모바일 인터넷, IT 광전자, 미디어, 에너
지 절약 및 환경보호 분야를 중심으로 대회 개최
- 광밸리와 실리콘밸리 간 창업교류·협력 플랫폼으

솽구솽촹회(双谷双创会)

광밸리 보행가,
광밸리 금융

로 2015년부터 개최
- 매년 상호 방문해 양측 벤처투자, 인큐베이터, 창
업자간 교류활동 추진

자료: ｢蓄势与变革：2016年武汉创业指南（年中版）」(2016. 7. 18), http://www.chinaz.com/start/2016/0718/552
857.shtml(검색일: 2016. 11. 10); 우한시 과학기술국 관계자 C 인터뷰(2016. 11. 3, 우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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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 지원 정책

우한시에서는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황금10조’, ‘창업10조’와 같은 다
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정책은 크게 △ 플랫폼 조성 △ 창업 장
벽 완화 △ 창업 서비스 개선으로 구분된다.127)
우한시 정부는 창업 플랫폼이 도시 전체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
원하고 있다. 또한 ‘창업밸리계획(创谷计划)’에 따라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
팅 등 창업 관련 제반 서비스와 주거, 교육 기능을 모두 갖춘 대형 창업단지(클
러스터) 7개를 조성하고 있다. 각 창업밸리는 인공지능, 헬스, 모바일 인터넷
등 산업별로 특화되어있으며, 각 구(區) 정부가 주도해 건설하고 우한시 정부가
1억 위안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외 유명 플랫폼을 우한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데, 3W카페가 우한에 진출하였으며, 미국의 ‘파운더 스페이스
(Founder Space)’와 같은 해외 인큐베이터도 진출을 고려 중이다.
창업자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기업 설립 시 공상국 등 여러 기관에서 받
아야 하는 복잡한 등록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칭퉁(青桐)
계획’을 통해 대학생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및 창업 자금, 멘토링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2015년부터 중소기
업이나 학생 창업자가 일부 창업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혁신권(创新
券)’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청두시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
사하다. 쿠폰을 발급받은 창업 기업은 전문 서비스 기업 혹은 학교로부터 법률
및 기술 자문을 받은 후 혁신권으로 비용처리를 대신한다. 혁신권은 2개월만에
200여 개의 창업 서비스 회사에서 총 6,000만 위안 규모가 사용될 정도로
창업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128)
또한 우한시 정부는 ‘칭퉁회’를 개최해 창업자와 투자자간 연결을 지원해준
127) 우한시 과학기술국 관계자 C 인터뷰(2016. 11. 3, 우한시) 및 [표 4-13]의 문건을 바탕으로 정리함.
128) 우한시 과학기술국 관계자 C 인터뷰(2016. 11. 3, 우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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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칭퉁회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데모데이로, 광전자, 바이오의약, 과학기
술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린다. 청년 창업자는 칭퉁회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
개한 후 전문가로부터 즉석에서 자문을 받거나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 칭퉁
회는 2013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45회 개최되었으며, 총 600여 명의 대학
생들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투자자는 800여 명이 참석하였으
며, 처라이러, 쥐앤피 등은 동 행사를 통해 투자자를 구했다. 칭퉁회는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며, 초기 단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데모데이도 준비 중이다.129)
우한시 정부는 2015년부터 ‘도시 파트너 계획(城市合伙人计划)’을 중점 시
행 중이다. 이는 우수 인력이 우한시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우한시 창업서비스 기관이 당면한 전문 경영인력, 투자기관
부족 문제, 우한시에서 성장한 우수 창업 인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한시는 IT, 헬스케어, 스마트제조 분야의 글로벌
산업 인재, 창업 투자자, 우수 청년 창업자를 ‘도시파트너’로 지정하여, 주거·
의료·자녀 교육 등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고, 출입국, 호적 등록 같은 주민서비
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우한시
과학기술기업의 핵심 경영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전문 경영 인력을 채용할 때 보수를 일부 지원하기도 한다.130)

129) 위의 글.
130)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2016), ｢武汉市“创谷计划”方案正式出台」, http://www.most.gov.cn/
dfkj/hub/zxdt/201603/t20160304_124443.htm(검색일: 2016. 11. 10); 武汉市科学技术局(2
016), ｢“创谷”信息」, http://www.whst.gov.cn/kjzy/show/33712.aspx(검색일: 2016. 11. 1
0); 武汉市科学技术局(2016), ｢武汉“城市合伙人”计划行动方案」, http://www.whst.gov.cn/kjzy
/show/33289.aspx(검색일: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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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우한시 주요 창업 정책
정책명

황금10조
(黄金10条)

칭퉁계획
(青桐计划)

창업10조
（创业10条)

도시파트너
계획
(城市合伙人
计划)

발표연도

주요 내용

2012

- 과학 연구원이 직위를 유지한 채 별도 창업 허용, 대학 재학생이 창업 보육
센터에서 창업 시 학점 취득 허용
- 지식소유권 이용 상품 생산 전일 경우, 지재권을 보유한 개인 및 조직은 지
식소유권 처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동시에 처분 수익의 70% 취득 가능
- 둥후신기술개발구 내에 건설된 산업기술연구원에 최초 5년간 최대 7,000
만 위안(미화 약 1,077만 달러) 지원
- 소형 과학기술형 내자기업에 대한 등록자본 납부 기한을 2년으로 연장
- 국가혁신펀드 신청조건에 부합한 기업에 30만 위안(미화 약 4만 6,200달
러) 이상의 자금 지원
- 연간 성장률 상위 100개 중소기업 지원
- 5억 위안 정도의 스톡옵션 자금 설립
- 엔젤투자기관 혹은 개인기업의 소득세, 영업세를 최초 10년간 면제
- 과학기술형 기업 창업 보육센터 건설
- 국유기업 기술자의 직함평정(职称评定, 창업 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 가능

2013

-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자금, 멘토
링 제공, 데모데이 ‘칭퉁회’ 개최

2014

- 과학기술 창업 서비스 기관 설립
- 최초 창업 기업의 혁신창업 자본 하향 조정
- 창업 투자기관의 최초 투자 창업기업 장려
- 창업 투자기관의 과학기술 기업 육성부터 주주권 거래 시장의 투자까지 지원
- 중소기업의 혁신자금 지원 확대
- 성(省) 내 대학생들의 혁신창업 프로젝트 규모 확대
- 혁신자원서비스과학기술창업(创新资源服务科技创业) 업무 시스템 구성
- 엔젤투자 펀드 발전 노력
- 우수한 혁신창업 환경 조성 노력
- 전문기술개발 플랫폼 건설 장려

2015

- IT, 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에 10명의 글로벌 인재, 1,000
명의 산업 선도 인재, 100명의 유명 창업투자자, 천 명의 엔젤 투자자를 유
치해, 20만 명의 청년 창업인재 육성
- 주요 인재를 ‘도시파트너’로 지정하고, 주거·의료·자녀 교육 등 생활 편의
지원, 출입국, 호적 등록, 의료보험 등 주민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
는 카드 발급, 인력, 법률, 지적재산권, 재무, 컨설팅, 기술이전 등 전문서
비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10개 이상의 대학에 창업 단과대학 마련, 매년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창
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시행
- 1,000개 과학기술 기업에 보조금을 통해 1만 명의 창업인력 육성, 핵심
경영인이 이직하지 않도록 자금 지원, A시리즈 투자를 받은 기업이 고급
경영인 채용 시 연봉 지원
- 10억 위안의 엔젤투자기금을 마련해 창업자 지원, 창업투자기구가 우한에
서 투자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
- 실리콘밸리, 런던 등 글로벌 혁신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 플랫폼 확대, 과학
기술분야 국제협력기지 건설
- 외국 투자자의 우한 내 중외 합자 인력자원서비스기구 설립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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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계속
정책명

창업밸리계획
(创谷计划)

발표연도

주요 내용

2016

- 7개 구(區)에 산업별로 특화된 창업클러스터 ‘창업밸리’ 조성(향후 3개 창
업밸리 추가 조성)
1) 우한개발구: 디지털 제조, 스마트설계
2) 훙샨구: 인공지능
3) 둥후신기술개발구: 모바일 인터넷(AR/VR, 반도체 설계 등)
4) 공항경제개발구(둥시후구): 스마트컨트롤
5) 챠오커우구: 빅데이터 응용·서비스
6) 한양구: 스마트헬스
7) 장샤구: 스마트장비
- 창업밸리 입주기업에 공상·재무·세무, 시제작·검측·제품 판촉 등 서비스
제공, 창업자·투자자 교류회 개최
- 1억 위안 이상의 엔젤기금 마련해 입주기업에 투자 지원
- 1km 생활권을 조성하여 생활편의 시설을 구축하고 전 구역에 wifi 보급하
는 등 정주여건 개선, 주민서비스 제공

자료: 「우한시, 중국에서 창업하기 두 번째로 좋은 도시로 급부상」(2016. 2. 19), http://news.kotra.or.kr/user/globalB
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48643(검색일: 2016. 10. 10); 中华人民共
和国科学技术部(2016), ｢武汉市“创谷计划”方案正式出台」, http://www.most.gov.cn/dfkj/hub/zxdt/201603
/t20160304_124443.htm(검색일: 2016. 11. 10); 武汉市科学技术局(2016), ｢武汉“城市合伙人”计划行动方
案」, http://www.whst.gov.cn/kjzy/show/33289.aspx(검색일: 2016. 11. 10); 武汉市科学技术局(2016), ｢
“创谷”信息」, http://www.whst.gov.cn/kjzy/show/33712.aspx(검색일: 2016. 11. 10); 우한시 과학기술국 관
계자 C 인터뷰(2016. 11. 3, 우한시).

5) 국제 협력

우한시는 한국, 대만, 미국 및 EU(영국, 스웨덴)와 창업자 유치, 창업 기관
간 교류행사, 창업대회 초청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대만과는 2014년 후베이성 공청단과 둥시후(东西湖)구 정부가 협력해
대만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큐베이터 ‘후베이(우한) 대만청년창업인
큐베이터(湖北(武汉)台湾青年创业孵化器)’를 설립하였으며, 입주 기업에는 사
무공간 무상 임대, 시장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000만 위안 규모
의 창업투자기금을 조성해 대만 출신 이민 2세대 창업자, 대만 유학생과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표 4-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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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우한시와 주요 국가 간의 혁신 및 창업 협력 현황
협력 국가
한국

대만

미국

영국
EU
스웨덴

주요 플랫폼·
추진 기관

주요 내용

- 2016년 4월 개최한 ‘2016 한·중 미래협력플라자’ 행사의 일환으로 국내
스타트업과 우한시 투자사 1:1 상담 진행
- 2014년 우자산 해협양안과학기술산업단지(武汉吴家山海峡
两岸科技产业开发园)에 대만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베이(우한)
인큐베이터 설립
대만청년창업인큐베이 - 입주기업에 사무실 무료 임대, 시장조사 및 협력파트너 발굴 지
터
원 서비스 제공
(湖北(武汉)台湾青年
- 1,000만 위안의 창업투자기금을 조성해 대만 출신 이민 2세대
创业孵化器)
창업자·대만 국적의 해외 유학생 및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
업 지원
- 우한시 광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협력해 격년으로 상대 도
솽구솽촹회
시 방문, 양측 창업자·인큐베이터·투자기관 간 교류행사 개최
(双谷双创会)
(2015년 말 우한에서 첫 교류행사 개최)
우한시 과학기술국,
- 해외 유명 플랫폼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파운더 스페이스’의 우
파운더
스페이스(Founder
한 지사 설립 논의 중
Space)*
- 미-중 공동창업대회를 개최를 위해 미국 창업기관과 논의 중
- 예선전은 미국에서 개최, 결승전은 우한시에서 개최하는 방식
링두
(零度)*
으로 창업대회 추진 예정
(이스라엘과도 유사한 협력 추진할 계획)
- 2015년 런던을 베이징, 상하이, 선전, 청두와 함께 광밸리
3551 청년창업대회 예선전 개최지로 지정
광밸리 3551
- 예선전을 통해 런던지역의 우수 창업 프로젝트 선정, 우한에서
청년창업대회
열리는 결승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2016년 초 첫 결승전
개최)
- 2016년 우한과 스웨덴 양측에 ‘중-스웨덴 인큐베이터’를 설립
하고 기술이전 중심의 협력 추진(중점 협력 산업분야는 논의
우한 유학생 창업원
중)
(武汉留学生创业园)
- 2016년 말 스웨덴 기업을 우한에 초청해 데모데이와 기술교류
행사를 열 계획
KOTRA
우한무역관

주: * 표시한 사업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계획단계에 있거나 논의 중인 사업임.
자료: 우한시 과학기술국 관계자 C 인터뷰(2016. 11. 3, 우한시); 우한유학생창업원 관계자 G 인터뷰(2016. 11. 2, 우한
시); 링두 관계자 B 인터뷰(2016. 11. 3, 우한시); ｢湖北（武汉）台湾青年创业孵化器」(2015. 11. 13), http://
www.taiwan.cn/chuangye/2015chuangye/2015qing/hzqcyq/201511/t20151113_11030814.html(검색일:
2016. 11. 11)을 참고하여 정리.

이어 2015년 우한 광밸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협력해 창업자·인큐베이터·
투자기관 간 교류행사인 ‘솽구솽촹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 유
명 인큐베이터·창업투자사인 파운더 스페이스의 지사를 우한에 유치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표 4-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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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일부 기업도 개별적으로 국제 창업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벤처투
자 회사인 링두(零度)는 미국, 이스라엘과 공동 창업대회를 열기 위해 준비 중
이며, 한국과도 공동 창업대회를 여는 것을 고려 중이다.131)
또한 우한시 국가급 인큐베이터 중 하나인 ‘우한유학생창업원(武汉留学生创
业园)’은 외국 기술특허를 매입(기술이전)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
창업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6년 우한과 스웨덴 양측에 ‘중·스웨덴 인큐
베이터’를 설립하였고, 향후 스웨덴 창업기업을 우한에 초청해 데모데이와 기
술교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132)

4. 주요 도시와의 비교 및 평가
앞서 분석한 청두, 우한과 베이징, 선전, 상하이와의 창업 생태계 비교를 진
행하였다. [표 4-15]의 창업 생태계 항목은 4장 도시 선정을 위해 검토한 보고
서와 현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분석을 진행한 다섯 개 도시는 모두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다. 그중
베이징, 상하이는 인구가 2,000만 명을 넘어 특대 도시로도 구분할 수 있다. 또
한 베이징, 상하이는 경제규모가 각각 2조 위안을 넘어 청두, 우한보다 두 배
이상 크고, 소비시장 규모도 비교 도시보다 월등하게 큰 편이다.
창업 생태계의 구성 요소별로 분석해보면 베이징이 전 분야에서 모두 우수
하게 나타났다. 선전과 상하이는 각각 인력과 분위기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분
야에서는 모두 우수한 편이다. 청두, 우한은 동부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 전반적
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평가된다. 다만 창업 생태계와는 별개로 베이징 선전,
상하이 모두 단위면적당 평균주거비가 1㎡당 4만 위안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131) 링두 관계자 B 인터뷰(2016. 11. 3, 우한시).
132) 우한유학생창업원 관계자 G 인터뷰(2016. 11. 2, 우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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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도시에 비해서 주거비 부담이 큰 편이다.
한편 청두, 우한만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도시 인구, 경제, 소비시장 규모의
차이는 크지 않고, 주요산업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창업 생태계에
있어서는 청두의 경쟁력이 우한보다는 조금 더 높다. 청두는 정책 항목이 우수
하고, 창업 분위기 항목은 우한에 비해서 약간 우세하다. 하지만 청두와 우한의
창업 생태계는 금융, 국제협력 분야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에도 지속
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아직 베이징, 선전, 상하이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표 4-15. 도시별 창업 생태계 비교(2015년 기준)
청두

우한

베이징

선전

상하이

인구(만 명)

1,465

1,060

2,170

1,137

2,415

경제규모
(억 위안)

10,801

10,905

23,014

17,503

25,123

소비시장
(억 위안)

4,946

5,102

10,338

5,017

10,055

주요산업

IT, 자동차,
기계, 바이오,
환경, 금융 등

IT. 자동차,
바이오․의약 등

금융, 문화,
관광, IT,
R&D, 자동차
등

IT,
바이오․의약,
신에너지,
신소재 등

금융, 관광,
장비제조,
바이오, 신소재
등

단위면적당
평균주거비
(위안/㎡)*

8,146

12,332

48,847

46,664

44,750

인프라

●

●

⦿

⦿

⦿

정책

⦿

●

⦿

⦿

⦿

인력

●

●

⦿

●

⦿

시장

●

●

⦿

⦿

⦿

분위기

●

○

⦿

⦿

●

금융

○

○

⦿

⦿

⦿

국제협력

○

○

⦿

⦿

⦿

창
업
생
태
계
주: 1)
2)
3)
4)

통계값은 2015년 기준.
상주(常住)인구 기준.
단위 면적당 평균주거비용은 2016년 9월 기준.
창업 생태계 비교는 ⦿우수, ●비교적 우수, ○ 보통 세 단계로 구분함. 추가적으로 분위기, 금융, 국제협력 등은
현지 조사 결과를 반영.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11. 10); 方塘智库, 阿里研究院(2016), 「创新创业+西部机遇西部地区创新创业发
展微报告」, http://sz.jiwu.com/fangjia/(검색일: 2016. 11. 28); 오종혁, 김홍원(2015); 阿里硏究員 外(2015),
Tencent(2016), 清华大学启迪创新研究院 编著(2016); 현지 조사(2016. 9, 2016. 11)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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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주요 인큐베이터 혹은 액셀러
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화한 인큐베이터는 청두 소
재 주요 창업 지원 공간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청두 고신구가 한국 기업 유
치업무를 위탁한 업체로 비교 대상으로 포함했다.
청두 고신구에 소재한 화한 인큐베이터는 심사를 거쳐 입주 기업에 최대
100만 위안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사무공간을 3년간 무상 임대한다. 이는 베
이징과 상하이와 비교시에 매우 파격적이다. 그 밖에 투자자와 매칭을 지원해
주며, 최종 계약 후 지분의 3%가량을 취득한다. 또한 청두 고신구에서 주최하는
창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주 조건도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체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창업 초기에 집중되어있으며, 지원하는 서비스
품질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우한의 텐스이는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 투자자 기능을 겸비하고 있
다. 주요 정책으로는 주 2회 진행하는 창업자간 교류회, 주 4회의 멘토 미팅 등
이 있다. 그 밖에 비정기적인 데모데이 행사도 개최한다. 특징으로는 CEO 출
신이나 박사, 과학자 등 사회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술을 보유한 창업팀에 한해
인큐베이팅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조성한 5,000만 위안의 엔젤투
자기금이 있어 투자가 빠르게 이뤄지기도 한다. 그리고 청두와 마찬가지로 한
국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베이징 소재 스마일게이트는 기업 대표가 본인의 창업 경험, 노하우를 공유
하는 차원에서 설립되었다. 입주기간은 최대 6개월로 길지 않지만 중관춘에 소
재하고 있고, 투자자 매칭 및 필터링 지원, 창업 멘토링 지원, 한국 스타트업 전
용 데모데이를 지원한다. 또한 투자 매칭 시에도 수수료가 없고, 이미 엑시트
경험도 있어 스타트업에 대한 효과적인 멘토링을 해준다.
KIC 베이징은 2016년 하반기에 정식 운영되기 시작했다. 미래부에서 주관
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연간 16개 팀의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연간 8개 팀
의 액셀러레이팅 등을 지원한다. 베이징의 강점은 창업 관련 파트너나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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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인력 수급이 유리하고, 좋은 투자자를 찾는 데 유리한 점을 꼽을 수 있다.
한화 드림플러스가 운영하는 GEP(Global Expansion Program)는 약 3개
월 간 국내에서 진행되나, 액셀러레이팅 기간 중 상하이 현지에서 투자유치 활
동과 네트워크를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대기업이 보유한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드림플러스는 징둥닷컴, 바이두, 360 등
중국 인터넷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드림플러스는 비정
기적으로 기수를 운영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표 4-16. 지역별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비교
운영
징롱광장
톈스이
주체
(화한인큐베이터)
지역
청두
우한
홈페 http://dj.cdibi.org. http://www.tsyw
이지 cn
eb.com
인큐베이터+액셀러레 인큐베이터+액셀러
방식
이터
레이터+투자

스마일게이트
KIC 베이징
(오렌지팜)
베이징
베이징
https://orangefar
m.smilegate.com
인큐베이터+액셀러 인큐베이터+액셀러
레이터
레이터

상하이
http://dreamplus.
asia/kr

- 창업 지원금 최대
100만 위안 지급
(1회)
- 3년간 사무공간 무 - 주 2회의 창업자교
상 임대
류회 진행
- 인테리어 비용 지원 - 주 4회의 멘토 미
주요 - 박사급 우수 인력에 팅, 비정기적 데모
정책 대해 추가 보조
데이 등 창업 행사
- 주거보조(예정)
개최
- 고신구 정책에 따라 - 5,000만 위안의
하이테크 분야일 경 엔젤투자기금 운용
우 추가 보조 지원
- 투자 매칭 시 지분
3%가량 취득

- 입주기간(최대 6
개월) 중 사무공간
무료 사용
- 투자자 매칭 및 필
터링 지원
- 창업 멘토링 지원
(법인설립 교육, 지
재권 및 인허가 등
록 교육 등)
- 중관춘 정책기금
매칭
- 한국 스타트업 전
용 데모데이 진행

- 중국혁신창업대회
(中国创新创业大
赛)，촹칭춘 대학
생창업대회(创青
春大学生创业大
赛) 등 참가 지원
- 연간 16팀의 인큐
베이팅 지원
- 연간 8팀의 액셀러
레이팅 지원
- 창업 교육 지원
- 현지 창업 정보 제공

- 연간 3~4회 기수
모집(기수당 3개월
과정)
- 현지 지사화 지원
- 현지 사무실 지원
- 액셀레이팅 기간
출장경비 지원, 액
셀레이팅 이후 선
별적 투자 진행

프로 -청두 고신구 내 창업
그램 행사 외

-

-중관춘 발전그룹과
공동 행사 외

-

- GEP(Global
Expasion
Program) 운영

- 고신구 및 청두시
정책 활용
- 차세대 ICT, 바이
특징
오, 장비제조, 에너
지 절약 분야 우선
지원

-CEO, 박사, 과학
자 출신으로 사회
적 경험이나 기술
을 보유한 창업자
중심

-과기부 소속 국영
기업 '중관춘 발전
그룹(中关村发展
集团)과 합작

-

- 징둥닷컴
(JD.com), 바이
두, 360 등 인터넷
기업과 네트워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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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드림플러스

액셀러레이터

표 4-16. 계속
- 국영기업과 협력
및 다양한 네트워
크 확보
- 중관춘 입지로 창
업멤버 구하기에
유리
- 전문 경영인의 창 - 투자 매칭 시에도
- 비교적 우수한 정주
업 멘토링, 전문적
수수료 없음.
정부 사업(주관: 미
환경
장점
인 투자 후 관리 서 - 창업 단계별로 지 래부)으로 추진
- 파격적인 지원정책
비스 수행
원하는 정책이 세
분화
- 투자자와 인큐베
이터 일부는 이미
엑시트(exit) 경험
도 있어 스타트업
에 효과적 멘토링
가능
- 낮은 창업 서비스
품질 수준
- 초기 스타트업 육성
에 정책이 집중
- 운영초기라 경험, - 까다로운 입주
- 높은 주거비,
사례 부족
조건
생활비
단점 - 자금 지원 지속성 - 한국에서 지리적 - 비교적 짧은 인큐
여부 불투명
으로 멀고, 지명도
베이팅 기간(최대
- 1대1 정책 다소
떨어짐
6개월)
부족
- 한국에서 지리적으
로 멀고, 지명도 떨
어짐

-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와
인프라 지원

- 높은 주거비,
생활비
- 중관춘에 소재하
- 기수별 운영시기
지 않음.
가 유동적
- 아직 본격적인 운
영 전으로 경험, 사
례 부족

주: 선전은 자료 수집이 부족했던 관계로 비교에서 제외
자료: 현지 출장(2016. 9. 4~10; 2016. 10. 30~11. 4), 한화 드림플러스 관계자 인터뷰(2016. 9. 19, 서울시); KIC 베이
징 센터 제공 자료(2016. 11. 18) 등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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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중국에서 사상 최대의 창업 활성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15
년에 약 444만 개의 기업이 창업되었다. 매일 약 1만 2,000개 정도의 아이디
어가 사업화된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기반의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가 많
다. 또한 아직은 창업 인력의 상당수가 창업 전 사회경험이 없거나 전문적 기술
이 없는 대학생이나 초보 창업자가 많은 까닭에 경쟁도 심하고, 실패율도 높은
편이다.
중국의 창업 투자는 2015년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성장성이 높았던 모바일 인터넷, O2O 사업에서 경쟁적인 투자는 지양하는 분
위기다. 또한 중국정부가 기업 IPO 허가에 미온적이고,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
는 업종을 가리는 중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받기 조금 까다로워졌다.133)
중국정부는 기술기반의 창업 활성화와 더불어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창업에 불리했던 규제를 풀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규제를 없애고, 각종 행정허가 등록을
일원화하였다. 특히 과학기술 성과이전에 대한 보상 개선, 대학에서 창업 교육
과정 도입, 해외 인재유치 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창업할 수 있
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각종 수수료 체계를 표준
화하였으며, 정보의 투명성 차원에서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구축
133) LB인베스트먼트 박순우 상무 서면 인터뷰(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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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각종 기금과 상장 조건 완화 등을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채널
을 다양화했다. 또한 정부 주도가 다양한 시장 주체가 운영하는 대중창업공간
이 전국적으로 생겨나면서 전문적인 멘토링을 통해 사업 모델이 보다 정교해
지고 성공률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향후 창업 열망이 높고, 다양성을 가진
젊은 창업자의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청두시와 우한시도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 창업 관련
정책과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청두시는 먼저 창업 도시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각종 제도 정비에 나섰다.
그리하여 창업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던 투융자의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해서 은행권과 협력, 각종 창업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인큐베
이팅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각종 형태의 ‘대중창업공간’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청두시의 산업별로 특화된 인큐베이터 육성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기반산업과 연관된 분야의 창업을 장려하고자 한다. 그 밖에도 청두 창업 정보
가 망라된 온라인 플랫폼 ‘커촹통’을 개설하고, 서비스 비용을 보조해주는 ‘혁
신권’을 도입하는 등 각종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한시는 1987년 중국 최초의 인큐베이터인 ‘둥후 신기술 창업센터’를 개설
하였으며, 우한대학과 화중과기대학 등을 중심으로 창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
서 오랜 기간의 창업 육성 노하우를 쌓아왔다. 또한 ‘황금10조’, ‘창업10조’ 등
지원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창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리고
청두와 마찬가지로 ‘혁신권’ 제도를 운영하면서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 밖
에도 중국 내 주요 창업 투자자로 꼽히는 샤오미의 레이쥔 회장이 우한시 창업
카페와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두, 우한시 모두 창업 관련 제반 정책과 인프라는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상
황이나 아직까지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우선
창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창업 서비스는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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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장 단계별로 다른 수준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민영 기업은 인력과 자금,
정부서비스, 지식재산권 보호, 과학연구 기초설비 활용 등의 수요가 있고, 외자
기업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수요가 높다.134) 그러나 아직까지 두 도시 모
두 단계별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으며, 초기 지원 정책에만 집중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 부분은 단기적으로 제도만 바뀐다고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기는 어
렵다.
이어 청두, 우한에는 창업자를 멘토링 해줄 경영인, 투자자 등 전문가 그룹이
동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창업
인력이 오히려 베이징, 상하이 등지로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청두, 우한은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
는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외부에서의 인재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창업 분야에 있어서도 청두는 한국, 싱가포르, EU(독일, 프랑스)
와 협력하고자 하며, 우한은 대만, 미국, 영국, 스웨덴 등과 협력 의지가 크다.
향후에도 두 도시 모두 국외 협력과 더불어 인재 유치에 대한 우대 정책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2. 정책 시사점
가. 청두, 우한: 창업 협력 채널 구축
중국이 혁신형 경제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그동안 중국에 진출하거나 협력하
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창업을 통한 시장 접근 방식에도 고
민해봐야 한다. 그러나 창업 생태계가 발전되어있는 동부 연해지역은 이미 경
134) World Economic Forum(2016), p. 17, http://www3.weforum.org/docs/WEF_ChinaCou
ncilReport_2016_CN.pdf(검색일: 201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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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상호간의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도 쉽지 않다.
한편 중국의 내륙 지역들도 창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 지
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청두와 우한은 내륙의
거점도시이다. 해당 성(省)의 경제와 산업, 소비시장 등이 모두 집중되어 있으
며, 도로·항공 등 교통이 모두 이곳을 지나간다. 또한 중국경제 성장이 둔화되
었지만 여전히 청두, 우한의 경제 성장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과의 교류가 적어 덜 알려진 도
시이기도 하다.
두 도시의 창업 생태계는 아직 초기 형성단계에 해당되어 발전 잠재력이 높
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두 도시는 기술을 보유한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
한국과의 협력 의지도 강하다. 특히 2015년 10월 양국 정부가 창업 분야의 협
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후속조치 차원으로 청두시가 징롱광
장에 한국 기업과 창업자에게 특화된 공간을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MOU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창업 정책을 주관하는 미래부 혹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청두·우한 등 내
륙도시와 협력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고위급이 아닌 실무급 채널을 활성
화하고 관련 인력 교류에 나서야 한다.
또한 협력을 위해 상호간 창업 환경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6
년 5월 청두시는 서울에서 ‘징롱후이’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청두와
우한에서 한·중 창업 기업간 교류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협력 행사
를 일회성으로 끝내면 실질적인 기업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징롱광장에 진출한 기업이나 한국에서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큐베
이터 들과 협력해 공동 행사를 정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5년부
터 우한시가 미국 실리콘밸리와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솽구솽촹회’처럼 창업
자, 투자자 간 교류행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상호간 정보 채널로 만들 필요가 있다.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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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청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커촹통’을 통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
과 청두시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나. 청두, 우한: 전문가 그룹 운용 및 인큐베이터 운영
협력 모색
청두, 우한과의 창업 협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스타트업의 창업 성공률을 높
이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해주는 전문가 그룹 도입이 필요하다. 지원범위는 지
역, 시장, 법률, 세무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 자문역할이 아닌
실질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력 참여 비율에 있
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직에 있는 전문가는 스타트업 지
원 업무를 전담하기는 어려워 전문가 그룹 중 일부는 중국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은퇴 인력의 활용을 고려해봐야 한다.
또한 청두와 프랑스의 협력 사례처럼 상호간에 창업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
하여 스타트업을 측면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청두와 프랑스는
도시 단위의 협력을 진행하지만, 한국은 도시 단위에서 중국과의 창업 협력을
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 따라서 인큐베이터 중심의 협력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협력 방식에 있어서는 인큐베이터 관리자를 파견하여 상호간의 인큐베이팅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
이 청두에 있는 중한창업단지의 경우 실질적으로 한국 창업자가 진출하고 효과
적인 교류협력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에 대해 한국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한도 다양한 방식의 국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지 주요 인큐베이터와 코트라 등 우한에 소재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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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국 공동 투자 플랫폼 구축
중국에서 창업 투자가 늘면서 펀드 조성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성공적으로 엑시트(exit)한 기업 수도 매년 수천 개에 달한다. 한국 기업 중
KTB와 LB인베스트먼트가 이미 중국에 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성된 펀드 규
모는 중국 투자 기관에 비해서 작은 편이다.
한편 중국에서 해외 투자가 가능한 달러표시 펀드를 보유한 운용사들은 대
부분 대규모를 선호하는 편이다. 따라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는 소극
적이다.135) 즉 풍부한 중국 자본이 있으나 이를 유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한국에 중국 자
본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공동 펀드 형식의 투자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도 고
려해봐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양국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유망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중국에 진출하거나 진출하려는 한
국 VC의 펀드 운용 규모 확대를 통해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
다.136)
특히 청두, 우한의 경우 해외 자본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 기술 기업의 육성과
해외 유수 기업의 진출도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청두 고신구가
조성하기로 한 5억 위안 규모의 창업 기금 사례처럼 유망 기업 발굴과 산업 발
전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스타트업의 특성상 투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펀드를 목적별로 다
변화하여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리스크와 민간 기관의 참여를 통해 운용 효
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135) 한국이 중국보다 시장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밸류 평가도 좋지 못함.
136) 「ET단상 벤처캐피털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2016. 11. 9), http://www.etnews.com/
20161109000230(검색일: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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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규제 해소와 회수시장 개선 필요
중국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네거티
브 리스트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체제와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진
입하도록 도왔다. 특히 기존에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례에 대해
서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인 조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형태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해서도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정이 있다. 이는 창업 활성
화를 막고 융합을 통한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또한 규제가 다층적
으로 엮여있어 단순히 한 두 개를 없앤다고 해소가 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와 공유경제 분야에서도 스타트업
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업계, 정치권은 적극
적 논의를 통해서 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있지만 시장 변화에 제때 대
응하지 못해 해당분야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혁신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핀테크가 대표적이다. 알
리바바 그룹 산하의 앤트파이낸셜은 모바일 결재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로 중
국 최고의 유니콘 기업이기도 하다. 앤트파이낸셜에서는 상품결재 서비스 즈푸
바오(支付宝, Alipay)와 머니마켓펀드(MMF) 형식의 금융서비스인 위어바오
(余额宝)를 제공한다. 또한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선
보이고 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 해결에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조성하고, 더 늦기 전에 지
금에서라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융합분야의 경우
시장 형성 초기 단계부터 규제를 들이대기보다는 가이드라인 수준 정도로 설정
해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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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정부는 스타트업의 자본조달이 유리하도록 IPO 기준을 완화한 창
업판, 신삼판 등을 개설하였고, 새로운 ICT 사업 영역에 대해 사전규제를 최소
화하여 관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137)
그러나 한국은 이에 비해서 아직 투자 회수시장이 길고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는 창업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국내에도 창업 초기의 중소기
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가 2013년에 개설되기는 했으나 아직 거
래량과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138)

3. 기업 시사점
가. 중국 시장에 대한 선행 조사 필요
한국 스타트업은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열망이 크다.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
트 2016’에 따르면 한국 창업자들은 해외 진출 시에 중국을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139) 중국 시장이 커서 전반적인 기업가치 평가를 높게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장 수요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은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의 정책 변화와
시장 수요를 위한 기초적인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137) 오종혁, 김홍원(2015), p. 24.
138) 2016년 11월 24일 기준으로 거래량은 12만 2,000주, 거래대금은 15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코
넥스, 거래량 및 거래대금 증가」(2016), 『이데일리』. (11월 24일) http://www.edaily.co.kr/news
/NewsRead.edy?SCD=JB31&newsid=03588326612849000&DCD=A10103&OutLnkChk=Y
(검색일: 2016. 11. 25).
139) 「스타트업 "美 보다는 中 진출…국내 다지기가 먼저"」(2016), 『머니투데이』. (10월 13일) http://www.
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01315585511412&outlink=1(검색일: 201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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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분석한 청두는 내륙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력이 매우 뛰어나다. 또
한 유행에 민감하며, 과시형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140) 그 밖에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미식에도 관심이 많다.141) 우한은 교통, 문화 등에 관심이 많
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제품개발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현지 진출을 염
두에 두고 있다면 이러한 선호도와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아이템 선정을 진행
해야 할 것이다.

나. 창업 지원 서비스 분야 협력 모색
청두와 우한에는 각각 123개와 262개의 창업 지원 공간이 있다. 각 지원 공
간별로는 운영 주체와 모델이 상이하다. 그리고 대체로 동부 연해도시의 대규
모 지원 공간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운영방식에 있어 지역별로 크게 차
이가 없다. 다만 몇몇을 제외하고는 운영 노하우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관리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기업이 중국 내 지원기관에 자문을 해주고 기업 진
출을 지원해주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 사례처럼 기업 자문을 제공하고, 한국
스타트업 진출 시에 각종 지원을 받는 방식도 필요해보인다. 스파크랩은 한국
의 기술·미디어·통신(TMT), 청정기술 및 헬스케어 분야의 기업에 대해 중국의
티지엔 이노베이션 리미티드(TGN Innovation Limited)에 자문을 해주며,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142) 또한 데
모데이 공동 개최, 출장 시 사무공간 등을 지원받는다.143)
140) 오종혁(2012), p. 9.
141) 화한인큐베이터 담당자 인터뷰(2016. 9. 5, 청두시).
142) 「스파크랩, 스타트업 중국 진출 돕는다」(2016. 10. 27), http://platum.kr/archives/68728(검색일:
2016. 11. 25).
143)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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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네트워크 보유 지원기관 활용
스타트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데모데이를 통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창업하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자를 받기에
도 용이하고, 현지의 시장 변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
만 중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면 현지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팀원 중에 누군가는 중
국어가 가능한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적합한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 지원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는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다. 4장 비교
평가 부분에서 소개한 한화 드림플러스를 비롯하여, 본투글로벌, 스파크랩, 인
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기관에서는 중국에 특화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스
타트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한다. 그 밖에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테크노드(Technode)와 칭화과기원이 대표적이다.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현지에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관도 있다. 베
이징에 소재한 스마일게이트의 오렌지팜이나 KIC, 상하이의 네오위즈 차이나
는 현지에서 한국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투자자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청두에 소재한 중한창업단지에는 한국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가 있으며, 그 밖에 중국 내 일부 창업단지에서도 한국인이나 한국어가 가능한
인력을 채용하고 있어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라.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중국에서 창업과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인터넷이다. 또한 경쟁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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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인터넷 금융, 전자상거래, 교통서비스 등에
서 유니콘 기업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고 있다. 내륙지역에 아직 청두에서도 인
터넷과 융합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스타트업이 투자를 많이 받았다. 우한 역
시 인터넷과 광전자, 바이오 등 순으로 투자가 진행되었다.
한편 중국에선 외국기업이 인터넷 사업을 전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체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제약이 많고, 우회적인 방안으로 계약통
제방식(VIE) 형태 혹은 자유무역시험구에 법인 설립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자국 인터넷 기업의 해외상장을 억제하고, 국내 상장
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므로 지속가능하기 어렵고 적용하기가 까다
롭다.
그리하여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봐야 한다. 오래전부터 중국의 시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장기적 관
점에서 중국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거둔 경우도 이미 상당수가 있다. 기
술력과 시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스타트업이라면, 선제적으로 인수합병 혹
은 지분참여를 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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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표. 청두시 창업 지원 인프라
순서

유 형

칭

소재지

청두 고신구 기술혁신서비스센터

1

고신구(高新区)

(成都高新区技术创新服务中心)

2

톈푸 신밸리 인큐베이터(天府新谷孵化器)

고신구(高新区)

청두 바이오 및 의약산업 인큐베이터(톈허원)

3

(成都生物与医药产业孵化园(天河园))
청두 첨단기술 창업서비스센터

4

우호우 첨단기술 창업서비스센터

우호우구(武侯区)

(武侯高新技术创业服务中心)

6

쓰촨대학 과학기술원(四川川大科技园)
국가급 인큐베이터
(国家级孵化器)
13개

우호우구(武侯区)

시난교통대학 국가대학과학기술원

진니우구((金牛区)

(西南交通大学国家大学科技园)
전자과기대학 IT산업 인큐베이터(사허원구)

8

청화구(成华区)

(电子科大电子信息产业孵化器(沙河园区))
청두 둥창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9

원장구(温江区)

(成都东创科技企业孵化器)

10

톈푸 소프트웨어파크(天府软件园)

고신구(高新区)

청두 해협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파크

11

원장구(温江区)

(成都海峡中小企业孵化园)

12

톈푸혁신센터(天府创新中心)

톈푸신구(天府新区)

전자과학기술대학 서부지역 과학기술원 E촹공간

13

(电子科技大学西区科技园 E创空间)
쓰촨대학 국가대학과학기술원

14

(四川大学国家大学科技园)
시난교통대학 국가대학과학기술원

15

국가급 대학과기원

16

4개

(西南交通大学国家大学科技园)

고신구(高新区)
고신구(高新区)

(成都高新技术创业服务中心)

5

7

명

고신서구(高新西区)

우호우구(武侯区)

진니우구(金牛区)

(国家级科技园)

17

시난석유대학 국가대학과학기술원
(西南石油大学国家大学科技园)
전자기술대학 국가대학과학기술원
(电子科技大学国家大学科技园)

신두구(新都区)

청화구(成华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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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순서

유형

청두 해협중소기업 인큐베이팅파크

18

(成都海峡中小企业孵化园)
고신구 과학기술공업원(베이터과학기술공업원)

19

(高新区科技工业园(倍特科技工业园))

20

톈푸 소프트웨어파크(天府软件园)
홍싱루 35호 기업인큐베이터

21

(红星路35号企业孵化器)

22

다커씽 인큐베이팅파크(大科星孵化园)
시난교통대학 국가대학과학기술원

23

(西南交通大学国家大学科技园)
청두 둥창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24

(成都东创科技企业孵化器)
국가 서부 정보보안 산업원

25

(国家西部信息安全产业园)
시항강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26

27

28

29

30

31

명칭

성급 인큐베이터

(西航港科技企业孵化器)

(省级孵化器)

청두경제개발구 과학기술 기업인큐베이터

18개

(成都经开科技企业孵化器)
청두 푸허 전기 인큐베이터
(成都府河电气孵化器)
칭양 창즈 기업 인큐베이터
(青羊创智企业孵化器)
전자대학 서구과학기술원
(电子科大西区科技园)
청두 칭양 공업투자유한공사
(成都青羊工业投资有限公司)

소재지
원장구(温江区)
고신구(高新区)
고신구(高新区)
진장구(锦江区)
우호우구(武侯区)
진니우구(金牛区)
원장구(温江区)
고신구(高新区)
솽리우현(双流县)

롱췐이구(龙泉驿区)

고신구(高新区)

칭양구(青羊区)

고신서구(高新西区)

칭양구(青羊区)

32

쓰촨성 컴퓨터 연구원(四川省计算机研究院)

우호우구(武侯区)

33

톈푸 생명 과학기술원(天府生命科技园)

고신구(高新区)

34

톈푸 혁신센터(天府创新中心)

톈푸신구(天府新区)

35

청두시 멀티미디어 신기술 인큐베이터
(成都市多媒体新技术孵化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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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구(锦江区)

표. 계속
순서

유형

36

产业园)
청두 순캉 인큐베이팅파크(成都顺康新科孵化
园)
칭양 공업 본부기지 전자상거래 빌딩(青羊工业

39

总部基地电子商务大厦)

40

청두 진장 청년창의단지(成都锦江青年创意城)
전자대학 IT산업 인큐베이터(사허단지)(电子科

41

大电子信息产业孵化器(沙河园区))
청두 정보 엔지니어링 대학 과학기술 혁신 인큐

42

베이팅파크(成都信息工程学院科技创新孵化园)
시항강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西航港科技企

43

业孵化器)
시급 인큐베이터
(市级孵化器)

46
47
48
49
50
51
52

고신구(高新区)

국가 서부 정보보안 산업원(国家西部信息安全

38

45

소재지

톈푸 생명과학기술원(天府生命科技园)

37

44

명칭

34개

청두 둥창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成都东创
科技企业孵化器)
성화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盛华科技企业孵
化器)
다이후이예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大邑惠业
科技企业孵化器)
게임공장(游戏工场)

고신서구(高新西区)
칭양구(青羊区)
진장구(锦江区
청화구(成华区)

솽리우현(双流县)

솽리우현(双流县)

원장구(温江区)

칭바이장구(青白江区)
대읍현(大邑县)
고신구(高新区)

전자과기대학 서부지구 과학기술원(电子科大西
区科技园)
롱즈 혁신인큐베이팅파크(融智创新孵化园)

고신서구(高新西区)
고신서구(高新西区)

청두 푸허 전기 인큐베이터(成都府河电气孵化
器)
청두 경제개발구 과학기술 혁신서비스센터(成都
经开科技创新服务中心)
청두 청년 촹즈기업 인큐베이터(成都青年创智
企业孵化器)

고신구(高新区)

고신구(高新区)
롱췐이구龙(泉驿区)
칭양구(青羊区)

53

톈푸혁신센터(天府创新中心)

톈푸신구(天府新区)

54

캉터 과학기술원(康特科技园)

우호우구(武侯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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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순서

유형

명칭
신허 청년창업 인큐베이팅파크(鑫和青年创业

55

孵化园)
이허원쾅

56

인큐베이터(전문인큐베이터)(艺哈文

广孵化器(专业孵化器)
중국 철도산업단지 혁신인큐베이터(中铁产业园

57

创新孵化器)
다커싱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大科星科技企

58

业孵化器)
스마트 용접기술 전문 인큐베이터(智能焊接技

59

术专业孵化器)
청두 자동차산업 과학기술 인큐베이터(成都汽车

60

产业科技孵化器)
중국(청두) 디자이너거리 인큐베이터(中国(成

61

都)设计师一条街孵化器)

소재지
피현(郫县)
진장구(锦江区)
진니우구(金牛区)
우호우구(武侯区)
청화구(成华区)
롱췐이구(龙泉驿区)
펑저우시(彭州市)

62

하오왕 창업 인큐베이팅파크(浩旺创业孵化园)

금당현(金堂县)

63

피현 광밸리 창업커피(郫县光谷创业咖啡)

피현(郫县)

신진 신소재 과학기술 인큐베이팅파크(新津新材

64

料科技孵化园)

65

청년문화창의센터(青年文化创意中心)
청두 고신구 후이두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 (成

66

都高新区汇都科技企业孵化器)
즈후이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파크(智汇青年创

67

业孵化园)

신진현(新津县)
칭양구(青羊区)
고신서구(高新西区)
고신서구(高新西区)

68

시화대학 과학기술원(西华大学科技园)

우호우구(武侯区)

69

청두대학 산업원(成都大学产业园)

롱췐이구(龙泉驿区)

청두 해협 중소기업 인큐베이팅파크(成都海峡中

70

시급 액셀러레이터

71

2개

청두 고신구 첨단과학공업단지 액셀러레이터(成

72

시급 과학기술빌딩

잉촹동리빌딩(盈创动力大厦)

(市级加速器)

73

小企业孵化园)
都高新区高新发展科工园加速器)

(市级科技楼宇)

홍싱루 35호 기업인큐베이터(红星路35号企业

4개

孵化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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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구(温江区)
고신구(高新区)
고신구(高新区)
진장구(锦江区)

표. 계속
순서

유형

74

电子商务产业楼)
청두 디지털 뉴미디어 혁신인큐베이팅기지(成都
数字新媒体创新孵化基地)
전자과학기술대학 창업보육센터(칭쉐이허 캠퍼

77

스) (电子科技大学创业苗圃(清水河校区))
청두 고신 청년(대학생)창업시범단지 (成都高新

78

青年(大学生)创业示范园)
마이푸 창업인큐베이팅플랫폼(迈普创业孵化平

79

台)
칭양구 청년(대학생)창업파크(青羊区青年(大学

80

生)创业园)
시난교통대학 과학기술원 대학생창업서비스센

81

84

85

진장구(锦江区)

서부 스마트밸리 전자상거래산업 빌딩(西部智谷

76

83

소재지

보루이창이 청두빌딩(博瑞创意成都大厦)

75

82

명칭

터(西南交大科技园大学生创业服务中心)
청두 진니우구 청년(대학생)창업파크 서비스센터
시급 창업보육센터

(成都金牛区青年(大学生)创业园服务中心)

(市级创业苗圃)

서부지식밸리청년(대학생)창업파크 西部智谷青

48개 기관

年(大学生)创业园
우호우구 쓰촨대학 과학기술원 청년(대학생)창업
파크(武侯区川大科技院青年(大学生)创业园)
8호

플랫폼·청두창업살롱(8号平台·成都创业

沙龙)

우호우구(武侯区)
고신구(高新区)
고신서구(高新西区)
고신서구(高新西区)
고신구(高新区)
칭양구(青羊区)

진니우구(金牛区)

진니우구(金牛区)
우호우구(武侯区)

우호우구(武侯区)

우호우구(武侯区)

시항강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팅센터(대학생)창
86

업원 창업보육센터(西航港科技企业孵化中心(大 솽리우구(双流区)
学生)创业园创业苗圃)
첨단IT산업 창업보육센터(전자과기대학 청두연

87

구원)(高端电子信息产业创业苗圃(电子科大成 솽리우구(双流区)
都研究院))

88

롱췐이구 청년(대학생)창업 인큐베이팅파크(龙
泉驿区青年(大学生)创业孵化园)

롱췐이구(龙泉驿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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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순서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유형

명칭
피현 청년(대학생)창업원(郫县青年(大学生)创
业园)
치옹라이시 청년(대학생)창업파크(邛崃市青年
(大学生)创业园)
충저우시 청년(대학생)창업파크(崇州市青年(大
学生)创业园)
두장옌시 청년(대학생)창업 인큐베이팅파크(都
江堰市青年(大学生)创业孵化园)
충저우시 농업 과학기술산업 보육센터(崇州市农
业科技产业苗圃)
청두 둥롼 학원 대학생창업센터(成都东软学院
大学生创业中心)
청두 신커 혁신 인큐베이팅 보육센터(成都新科
创新孵化苗圃)
청두 밍텅 과학기술원 대학생 창업보육센터(成都
明腾科技园大学生创业苗圃)
신구 모바일인터넷 창업센터(新谷移动互联网
创业中心)
뎬츠 공간 안전 및 방위 창업센터(电磁空间安全
与防卫创业中心)
판무 예술관(梵木艺术馆)

소재지
피현(郫县)
치옹라이시(邛崃市)
충저우시(崇州市
두장옌시(都江堰市)
충저우시(崇州市)
두장옌시(都江堰市)
고신서구(高新西区)
고신서구(高新西区)
고신구(高新区)

진니우구(金牛区)
진장구(锦江区)

청두 정보엔지니어링학원 과학기술혁신인큐베
100

이팅파크․청창공간(成都信息工程学院科技创新 솽리우현(双流县)
孵化园․成创空间)

101
102

차이푸요이청 비즈니스빌딩 전자상거래기업 인큐베
이터(财富又一城写字楼电商企业孵化器)
청두 창업센터 스마트 설비 창업보육센터(成都
创业中心智能设备创业苗圃)

청화구(成华区)
고신구(高新区)

103

샤커다오 연합사무실(侠客岛联合办公室)

고신구(高新区)

104

TMT 창업보육센터(TMT创业苗圃)

고신구(高新区)

105

바오퇀 창업캠프(抱团创业营)

고신구(高新区)

106

NEXT 창업공간(NEXT创业空间)

고신구(高新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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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순서
107
108

유형

명칭

소재지

아이 창업 과학기술보육센터(爱创业科技苗圃)
파이커+창업인큐베이팅보육센터(派客+创业孵
化苗圃)

고신구(高新区)
고신구(高新区)

진장 전자상거래산업원(锦江电子商务产业园):
109

궈링윈·창 모바일인터넷 혁신창업기지(果岭云· 진장구(锦江区)
仓移动互联网创新创业基地)

110
111
112
113
114

멍상방 대학생 창업 인큐베이팅보육센터(梦想帮
大学生创业孵化苗圃)
청두 경제개발구 자동차전자 혁신보육센터(成都
经开区汽车电子创新苗圃)
청두 국제전자상거래 창업보육센터(成都跨境电
子商务创业苗圃)
뎬커청두연구소 시웬 육성센터 창업보육센터(电
科成研西源育成中心创业苗圃)
다이현 전자상거래 인큐베이팅파크(大邑县电子
商务孵化园)

칭양구(青羊区)
롱췐이구(龙泉驿区)
칭바이장구(青白江区)
솽리우구(双流区)
대읍현(大邑县)

115

톈푸 신밸리 롱창차관(天府新谷蓉创茶馆)

고신구(高新区)

116

청두 촹커팡(成都创客坊)

우호우구(武侯区)

117

10분 카페(十分咖啡)

톈푸신구(天府新区)

118

청두 톈푸소프트웨어파크 창업장(成都天府软件
园创业场)

고신구(高新区)

119

교통대학 촹커공간(交大创客空间)

진니우구(金牛区)

120

청두 창업대학(成都创业学院)

고신구(高新区)

121
122

123

펑저우

신허(대학생)창업원(彭州鑫和(大学生)

创业园)
전자과학기술대학 란서공팡(电子科技大学蓝色
工坊)
청두대학 대학생창업보육센터(成都大学大学生
创业苗圃)

펑저우시(彭州市)
청화구(成华区)

롱췐이구(龙泉驿区)

자료: 청두시 과학기술국 제공 자료(201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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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nalysis of the Chinese Regional Startup
Eco-system and its Implications:
With a Focus on Chengdu and Wuhan
OH Jonghyuk, PAK Jinhee, and KIM Hong W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supporting startups in
response to the slowdown in economic growth and the sluggish job
market. In its 13th Five-Year Plan (2016-2020), the concepts of
Dazhong

Chuangye

(大众创业,

万众创新),

which

signifies

mas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and Chuangke (创客), which translates
into “technical makers,” have emerged as main keyword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 incubator spaces called Zhongchuang
kongjian (众创空间), meaning “maker-spaces for the people,” is
expanding nationwide.
Following the trend, leading cities for startups such as Beijing,
Shenzhen and Shanghai, as well as other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every effort to create a startup eco-system. Among these, Chengdu in
Sichuan Province (四川省成都市) and Wuhan in Hubei Province (湖北省武汉
市) are gaining attention. In this report, we analyze the changing trends,
investment and policy directions for startups in China. We also further
analyze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of Chengdu and Wuhan to draw
implications for futur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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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China’s startups in 2015 was 4,439,000, rising to the
highest ever. The hottest sector for startups was in the area of services,
more particularly internet, culture and education services. Startups
must overcome very fierce competition for survival, as the percentage
of expert-led startups is small and startups are concentrated in similar
target sectors. Investment for startups also recorded a historic amount.
Along with the collapse of the stock market, unicorn companies have
suffered a drop in profitability and investment for startups looks to have
shrunk in the first half of 2015. However with vigorous fund exit taking
place through the “new third board” OTC (over the counter) market,
China remains the second-largest in number of unicorn companies in
the world after the United States.
The Chinese government is removing restrictions on company
establishment in terms of the process and cost required, also launching
a government guidance fund to encourage investment for startups as
well as to help startups diversify their funding channels. In addition, it is
promoting new start-up spaces (Zhongchuang kongjian), based on the
judgment that incubating is an effective means to develop innovative
ability and employment.
Meanwhile, the supporting system for startups in Chengdu and
Wuhan is building up rapidly, but the software to run this system
remains weak and there is a lack of diversity and domain expertise in
supporting services. Moreover, the number of experts like management
specialists and investors who can mentor the startup teams are fewer
than in Eastern cities in China. Therefore, Chengdu and Wuhan show a
high demand for skillful and experienced manpower. Finding
themselves unable to internally resolve these shortages, they are actively
recruiting talent from outside. Thus, Chengdu has established
cooperation channels with South Korea, Singapore, the EU (Germany,
France), and Wuhan with Taiwan, the USA, UK and others, under
various preferential policies.
As a result,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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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vitalize cooperation channels for
startups. Both cities have a high potential to develop startup
eco-systems, and are willing to cooperate with Korea. Therefore, Korea
has to promote the cooperation of the working-level committees and
personnel exchange l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or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hich are
the main organizations in charge of startup policies in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hold regular events to improve the mutual entrepreneurial
environment and market understanding, and help companies form a
network. Especially, these events should be regularized on an annual
basis, in the manner of regular exchange events held between Wuhan
and Silicon Valley. The online platform Kechuangtong (科创通) should be
used to share corporate information between Chengdu and Korea as a
mutual information channel.
Second, a specialist group needs to be adopted to enhance
cooperation with Chengdu and Wuhan as well as to increase the success
rate of startups, as we see in the case of cooperation between Chengdu
and France, which designated management specialists as mentors to
mutually support startups on each side. The mutual incubator service
has to be a key part of cooperation, but it is preferable to exchange
opinions on the operating system through the dispatch of managers.
Furthermore, it will be necessary to actively communicate the opinions
of the Korean side in order to carry out effective exchange and
cooperation measures and ensure proper operations at Sino-Korea
Innovation and Startup Park (中韩创新创业园) in Chengdu.
Third, Korea must establish a joint investment platform with
Chengdu and Wuhan to support Korean startups which aim at the
Chinese market as well as to attract Chinese capital to Korea. In
addition, we must be able to grasp the investment trends of both
countries and obtain information on local prospective companies.
Furthermore, increasing the fund size of Korean venture capital willing
to enter the Chinese market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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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echnologies and industries.
Fourth, deregulation is necessary to revive domestic business and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startups. Unlike China, Korea applies a
positive list system, and there are many regulatory measures such as
enforcement ordinances, enforcement regulations, and guides. This has
been identified as an obstacle for active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through business convergence. Therefore, the government,
industry, and political circles should conduct active discussions to seek
ways to resolve these issues.
Next, the four main implications for businesses are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items with high local preference through
preliminary research on Chengdu and Wuhan markets. For example,
Chengdu is famous for conspicuous and show-off consumption, and
tends to be fashion-conscious in spite of its inland location. The region
also shows an interest in culture and gourmet. Wuhan has high demands
for transportation, culture, and bio/healthcare services.
Second, the cooperation of support services for startups should be
sought. As most incubators located in Chengdu and Wuhan are lacking
in operational know-how, Korean incubators could consider entering
the market to provide consulting services and supporting the entry of
Korean enterprises into the cities.
Third, Korean startups should make use of support organizations
with networks in China. There are several ways to enter the Chinese
market, such as pitching on Demo Day or setting up a local company in
China, but these approaches are difficult to implement without Chinese
experts. Thus, receiving assistance from domestic incubators which
have specialized networks in China, for instance Born2Global and
Hanwha DreamPlus, is recommended.
Finally, it is time to preemptively invest in Chinese startups. In
particular, the internet business sector is an area in which investment
should be considered, as it poses difficulties for foreign companies to
advance into due to Chinese domestic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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