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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정부는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적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실
시하고 있다. 중국의 BAT 창업 신화와 함께 중국정부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
이 추진되면서 중국에서는 창업 붐이 형성되고 창업 인프라 및 플랫폼이 빠르
게 구축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창업생태계의 6가지 구성요소 중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의 창업생태계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한중 창업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현황 분석 △정책 분석 △생태계 분석 △사례 분석 등 4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장 1절에서는 중국 창업생태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중국 내 창업시장의 발전 현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 창
업생태계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였다. ‘대중창업, 만중혁신’이 실시된 2015년
을 전후로 중국의 창업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글
로벌 혁신지수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는 글로벌 스
타트업 생태계에서 상위 10위 도시로 부상하였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수도 집
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
래 △핀테크 △미디어 △물류 △ AI 분야 유니콘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중
국의 신설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창업 지원 플랫폼인 중창공간이 설립되어
창업생태계의 인프라와 기반이 마련되었다.
2장 2절과 3절은 정책 분석 파트로, 주로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주요 내용
과 분야별 정책을 분석하였다. 2장 2절에서는 2015년에 제시된 창업생태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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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마스터플랜 격인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관련된 정부 문건을 위주로 창업
정책을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정책의 중점 추진사항에 차이가 있는데, 초기에
는 △경영환경 개선 △플랫폼 구축 △창업투자시장 활성화 등 창업생태계의 기
반 마련과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2017년 이후로는 기술 사업
화, 대·중·소 기업협력, 창업 대외 협력 강화 및 글로벌 창업기지 건설 등 창업
생태계를 혁신생태계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2장 3절에서는 △규제 완화 △플랫폼 구축 △자금조달 지원 △창업교육 확
대·전환 △과학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분야별 창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중
국정부는 우선적으로 행정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팡관푸’ 개혁을 추
진하고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산
재된 창업 관련 자원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배분되도록 국가급 창업시범기
지의 조성을 통해 창업 지원 플랫폼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창업투자시장의 활
성화를 위해서 국가창업인도기금을 설립하여 VC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이
끌어 냄으로써 창업투자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창업교육은 이론 위주
에서 실습 위주로 전환되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향후 과학기
술 기반의 창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3장은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분석으로,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 △기업 △정부기금 △VC △대학 △연구소 등 구성원별 역할과 특
징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는 ①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의 수립 및 방향성 제시
② 중앙부처별, 지방별로 분리 추진된 창업 정책을 국무원 중심으로 △인재 △
자금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집행 ③ 국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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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형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창업 정책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정
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특색 산업 및 비교우위에 입각한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을 추진하고, △공간 △인력 자원 △금융 지원 등 구
체적이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한다.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에 기
업들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BAT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조성하고, BAT 중심의 창업투자생태계를 구축하여 투자자로서의 역할
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창
업 전문학교 개설을 통한 창업인재 육성 등을 통해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인도기금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
를 통해 창업투자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특히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위
해 관련 산업,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VC는 창업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른 투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주요 자금조달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경영 컨설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대
학은 대학생의 창업가 정신 고취 및 창업 활성화라는 전통적인 창업교육을 넘
어, 창업 대회 및 플랫폼을 통해 학교와 기업, VC 간 교류를 확대하고, 교우회,
기업,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조성한 다양한 기금을 활용하여 대학생 창업을 지
원하고 있다. 과학연구기관은 기술 창업, 혁신형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신형연구기관 설립을 장려하여 시장 수요에 맞
는 과학기술 개발 및 성과 이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4장은 사례 분석으로 △지방정부 △기업 △국가인도기금 △신형연구기관이
주도하여 구축한 창업생태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 사례에서는 ① 베이징 중
관춘 ② 하드웨어 제조 기반 창업 중심지인 선전 ③ 저장성의 산업혁신서비스

국문요약 • 5

통합체 등 지역 생태계의 구축 현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대기업
사례에서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한 텐센트, 가전업체에서
혁신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하이얼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부기금 사례는 중
국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인공지능기금, 반도체기금 등 정부기금이 주도
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기관 사례로
는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기관인 신형연구기관 중 중국과
학원 산하 선전선진기술연구원의 마이크로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를 분석하였다.
5장은 결론과 시사점으로 1절에서는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평가하고 향후 창
업 정책과 시장에 대해 전망하였다.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창업 인프
라와 플랫폼의 구축에 크게 기여하여 △중국의 경제 주체들 △기업 △지방정부
△VC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혁신 자원과 요소를 집중시키고 상호 작용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중국 창업시장의 과제로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결정으로 인한 창업투자시장 위축과 기존 창업 모델의
한계 봉착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국의 창업시장은 고속 성장기를 마치고 거
대한 구조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창업기업, VC, 중창공
간을 포함한 창업 지원 플랫폼은 대부분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력과 전문
성을 갖춘 중국의 대형 VC와 플랫폼은 향후 더욱 대형화되고 자원과 정보가 집
중되어 창업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국정부의
창업생태계 구축 시 지원 방향은 소외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과학기술 기
반의 혁신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크게 2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절에서는 중국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국가 혁
신체계 구축과 연계한 창업 정책 추진 △창업 정책을 전담하는 범부처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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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 개설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선시행·후규제’ 원칙 적용 △민간 중심
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 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필요 △시장 지향형 대학
창업교육 실시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한중 창업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
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한 다음,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활용한 협력방안
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대학과 중소업체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한국 내의 규
제로 인해 한국 내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스케일업의 테
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협력이 지지부진한 기존
한중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중 공동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협력 단지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중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효
과적인 매칭을 위한 한중 창업 협력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제안하였다. 한중
창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중 민관이 출자하여 공동 펀드를 조성하고, 양국
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한중
간 바이오 및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유망한 분야 또는 기술 표준 협
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별 기금을 설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한중 혁신 창업 협력을 위한 한중 정부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의
체’와 같은 제도적 협력 채널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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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중국정부는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을 탈피하여 질적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
모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실시하여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추진을 통해 창업과 관
련된 각종 규제를 철폐·개선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창업 붐과 분위기를 조
성하였다.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등 온라인 플
랫폼 업체(이하 ‘BAT’)를 시작으로 △DJI(드론) △Weiyi(의료) △오포(공유
자전거) 등 신산업에서도 다양한 유니콘 스타트업 성공 사례가 나타나자, 중
국의 청년 창업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BAT 창업 신화와 정부 정책이 맞물려 창업 붐이 형성되면서 중국에서는 연
간 500만여 개의 신생 기업이 신설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창업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이 2018년 12월 말 기준 202개
탄생하였다.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으로는 △앤트파이낸셜(蚂蚁金融) △디디추
싱(滴滴出行) △샤오미(小米) △진르터우탸오(今日头条) 등이 있고, △핀테크
△AI △헬스케어 △드론 △전기차 배터리 등 온라인 플랫폼 및 첨단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창업 지원기관인 ‘중창공간(众创空间)’,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도 빠르게 확대되었고, 벤처캐피털 투자액도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대학과 과학기술 연구기관도 대학생의 창업과 과학
기술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창업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은 단순한 생계형 창업을 넘어 기회형 창업,
그중에서도 새로운 사업 모델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창업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전체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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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체계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창업생태계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중국이 어떻게 기
존의 대량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한 양적 성장 방식에서 탈피하여 혁신형 경제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전망할 수 있고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을 통해 사회 불안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의의는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사업 모델
을 선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강대국 대열에 진
입할 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창업생태계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혁신 주체로 발전하여 국가 혁신체제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가
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혁신형 경
제로 전환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
다. 문재인 정부는 20대 전략으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 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 성장 등을 제시하였고, 100대 국정과제
로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고부가
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
성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에서 중국과의 협력도 강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12월 중국 국빈 방문 시 벤처창업 분야 협력을 한중 경제협
력 8대 방향1)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2018년 2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베이징
중관춘 창업거리를 방문하여 한중 창업 교류를 강조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을 분석하여 한국의 창업 정책에
주는 시사점 및 창업 분야의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1)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중 경제협력 8대 협력방향으로는 △제도적 기반 구축 △교역 분야 다양화 및
디지털 무역에 따른 질적 성장 도모 △미래 신산업 협력 강화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확대 △에너지
분야 협력 △환경 분야 협력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이 있다.
KIEP 북경사무소(2017),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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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혁신창업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중
국정부의 창업 장려 정책 △주요 사례 및 성공·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중국 창업생태계의 개념 및 구성요소
본 연구의 연구 범위와 구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국내외적으로 논의되고 있
는 창업생태계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생태계라는 개념은 원래 자연계의 진화, 경쟁과 신진대사를 설명하는 데 쓰
였지만, 최근에는 사회와 인류 시스템의 각종 복잡한 관계를 해석하는 데에도
폭넓게 쓰이고 있다(Brush 2014). Tansley(1935)는 생태 시스템이 일정한 환
경 영역에서 요소 간의 관계임을 강조하였다.2) 창업 또한 복잡한 사회현상으로
이루어진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집단 구조와 운영 체계에서 정책, 금융,
교육, 문화, 시장, 인적자본, 지원 시스템 등의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발전하는
창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업은 필요한 인적자본, 자금, 전
문가의 자원을 보유한 창업자가 처한 환경이 정부정책의 격려와 보호를 받을
때 가장 쉽게 성공할 수 있다(Isenberg 2011). 최근 창업 관련 연구에서는 생
태계와 창업을 결합하여 창업 과정과 영향 요소들간의 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
하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3)
ALEISA(2012-2013)는 창업생태계란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가능성이 있는 초기 기업, 멘토와 자본을 보유한 인큐베이터, 그리고 시장의 초
2) 이수진(2019), p. 8.
3) 이수진(201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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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용자와 미디어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하나의 사회로 정의하였다.4) 기업가
정신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Isenberg(2011)는 ① 정책 ② 금융 ③ 문화
④ 시장 ⑤ 인적자본 ⑥ 기타 지원 등을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로 정의하였고,
Wright, Siegel, and Mustar(2017)는 대학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를 ① 기
업가 ② 창업 지원기구 ③ 투자자 ④ 창업 친화적 대학환경 ⑤ 외부요인 ⑥ 창업
보육 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5)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3)에서는 창업생태계의 8대 주축으로 시장개방성, 인적자본, 지원 및 융
자, 멘토상담 지원 시스템, 규정과 시설, 교육 및 연수, 대학의 촉매작용 및 문
화를 제시하였다. 글로벌 창업 관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4)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창업생태계의 틀을 △융자 채널 △정부 정책 △정
부 창업 계획 △창업교육 △연구개발 이전 △상업 및 법률 기반 △시장개방성
△물리 기초시설 및 문화와 사회규범 등 9가지로 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창
업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기업, 정책, 금융, 교육, 법률, 자원, 창업 환경 등이 기
업의 생존과 발전을 둘러싸고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6)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창업 정책의 주안점이 기업 설립과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에서 창업을 아우르는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생태계 선순환 구조의 구축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 유럽과
같은 창업 선진국에서는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한 창업 환경 조성에서 한 발 더
나가 창업 초기 시작 단계부터 성장 단계, 회수 단계를 지나 재투자·재교육 단
계까지 고려하는 창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갖게 되었
다. 특히 창업 이후에 기업이 고(高)성장하는 데 있어 △법률·제도 △자금 조달
△공공 서비스 △창업교육 △인재 유치 △과학기술 개발 및 성과 전환 등 단계
별, 주체별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
되면서 창업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Mason and Brown
4) 임채윤(2017), p. 5.
5) 국제무역연구원(2019), p. 23.
6) 이수진(201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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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Isenberg(2011)의 창업생태계 개념 및 구성요소

리더십

초기 고객
· 개념 입증에 대한 초기 수용자
· 상품화에 전문성
· 창조 고객
· 첫 후기(리뷰)
· 유통 채널

정부

· 명백한 지원
· 사회적 정당성
· 지지자를 위한 개방
· 기업가정신 전략
· 긴급, 위험 및 도전

네트워크
· 기업가의 네트워크
·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 다국적 기업

· 기관
- 예: 투자, 지원
· 재정 지원
- 예: R&D, 시동 자금
· 규제 프레임워크 인센티브
- 예: 세금 혜택

· 연구기관
· 벤처친화적 법제
- 예: 파산, 계약 이행, 재산권 및 노동

금융 자본

정책
시장

· 소액 융자
·
· 엔젤 투자, 친구 및 가족 ·
· 0단계 벤처캐피털
·
·

금융
성공 스토리

기업가정신
확장

노동
· 숙련자 및 비숙련자
· 연쇄 창업가
· 후속 세대 가족

인재

·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공
· 설립자에 대한 부 생성
· 국제적 명성

문화
지원

· 일반 학위(전문 및 학술)
· 특수 기업가정신 훈련

사회 기반 시설
전기 통신
교통 및 물류
에너지
구역, 인큐베이터, 협업 공간, 클러스터

사회 규범
·
·
·
·
·

교육 기관

·
·
·
·

벤처캐피털 펀드
사모 펀드
공공 자본 시장
부채

위험, 실수, 실패에 대한 관용
혁신, 창의성, 실험
기업가의 사회적 지위
부의 창출
야망, 추진력, 갈망

비정부 기관
지원 직업군
·
·
·
·

· 비영리적 기업가정신 증진
· 사업 계획(비즈니스 플랜) 대회

· 컨퍼런스
· 친기업가 협회/단체

법률
회계
투자 은행가
기술 전문가, 고문

자료: 이정우 외(2018), p. 23.

2014).7)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창업 후발국가도 창업 정책 추진에서 선순환적
인 창업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국가의 경제체제와 기반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구성요소를 모두 동일하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와 같이 성공적인 사례를 그대로 모방할 수 없다. 따라서 각기 생태
계가 가진 요소에 맞춰 노력, 자원, 실험 및 학습해야 한다(Isenberg 2011). 복
잡한 생태계의 구성을 무시하고 단기간의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 개별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실패만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이라는 하나의 요소
가 아니라 자국의 창업생태계에서 작용하는 요소들의 선순환을 만들 필요가 있

7) 이정우 외(2018),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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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강조한다.8)
본 연구에서는 창업생태계의 개념과 구성요소와 관련된 논의와 중국의 현실
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금융, 지방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4
개의 주체로 분류한 다음 창업생태계의 발전 현황, 분야별 정책, 사례 등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창업생태계에서 △창업자 △중창공간 △인큐
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지원 기관 △국가인도자금 △VC 등 투자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창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나.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중국 창업생태계의 발전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이 제시된
2015년 이후 창업 정책과 발전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2015년 전후부터
중국의 창업 발전 과정 속에 창업 정책을 생태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
작했기 때문이다. 그 이전의 창업 정책이 교육부, 과기부, 인적자원개발부에서
각자 분야에서의 창업 정책을 추진했다면, 2015년부터는 국무원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국유기업 등이 참여하여 창업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창업은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9)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창업 발전 방향이 생계형 창업에서 기회형 창업으로 발전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회형 창업을 주요 연구범위로 한다. 특히 △중국의 미
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 모델 △과학기술에 기
반한 혁신형 창업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8) 이정우 외(2018). p. 22.
9) 생계형 창업은 다른 직업과 선택지가 없어 자영업을 선택하는 창업을 의미하고, 기회형 창업은 다른 취
업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회 활용이나 경력을 위해 창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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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한국정부에 유의미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창업생태계 연구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창업 단계별(초기, 성장기, 성숙
기, 퇴출기)과 창업 주체별(기업, 정부, 금융, 지원기관, 미디어, 연구기관 등)
매트릭스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지만, 중국의 창업 정책은 지난 몇 년간 주체별
로 발전 정책이 마련되었다는 점과 단계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자료 획득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기서는 주체별로 발전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다.

다. 연구 구성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주요 주체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에서는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BAT 온라
인 업체들의 창업생태계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다. 이는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
전 과정에서 온라인 업체들이 창업기업이자 투자자이며 교육기관으로서 다양
한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의 창업 붐 형성과 정책 추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
였기 때문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VC 발전 현황 이외에도 국가인도기금, IPO와
M&A의 엑시트 시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국가인도기금은 중국 VC 시장
의 폭발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고, 중국의 엑시트 시장은 이들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지방정부에서는 국가급 시범기지의 발전 현황과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국의 창업시장이 발달한 지
역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대학 및 연구기관은 국가급 창업시범기지로 지정된
대학과 연구기관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중국의 창업 발전 현황과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인 ‘대
중창업, 만중혁신’을 분석하고, △규제 완화 △금융 지원 △창업교육 △과학기
술 △플랫폼 구축 등 분야별 창업 정책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중국 창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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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의 주요 구성원인 △기업 △금융기관 △지방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역
할과 특징을 주체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중국 창업생태계의 사례
를 △기업 주도형 △금융 주도형 △지방정부 주도형 △연구기관 주도형 등 유
형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5장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중국 창업 정
책의 성공요인 및 한계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또한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창업 분야의 협
력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본 보고서의
본문 구성 및 주요 분석 내용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본문 구성 및 주요 분석 내용

중국의 창업생태계 분석

[2.1] 현황 분석

[2.2/2.3] 정책 분석

대중창업, 만중혁신

분야별 정책
규제 완화
창업 플랫폼

[3] 생태계 분석:
구성원별 역할·특징

[4] 사례 분석

정부

지방정부

기업

대기업·선도기업

자금 조달 채널

국가인도펀드

대학·연구소

신형연구기관

자금 조달
창업교육
과학기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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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중국의 창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정부의 창업 정책 분석 △창업 활동이
경제 및 혁신에 미치는 영향 △분야별 창업 현황 분석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특히 2015년 ‘대중창업, 만중혁신’ 정책 발표 이후 중국의 창업 정책
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朱云鹃, 李颖, 李丹(2017)는 중국의 기술혁신 발전 과정을 회고하면서 중국
‘대중창업, 만중혁신’ 정책의 시대적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许洪彬, 汪丽丽, 李嫣(2017)는 중국의 창업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 시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
업 장려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건의를 제시하였다. 노성호, 오세환(2017)은
WTO 가입을 기점으로 전후의 중국 창업활동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창업 형
태를 사영기업 위주의 기회형 창업과 자영업 위주의 생계형 창업으로 나누어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창업활동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오종혁, 박진희,
김홍원(2016)은 중국정부의 ‘대중창업, 만중혁신’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대중창업공간 현황을 분석하고 중서부 지역의 대표 도시인 후베
이성 우한시와 쓰촨성 청두시의 창업생태계 조성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자연(2018)은 중국의 신산업 분야 창업 현황과 중국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을 분석하였다. 최정석, 최준환(2017)은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을 △
정책 △플랫폼 △자금 조달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의 창업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각 분야와 주제에 따라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중국의 창업 정책 시행 이후 대학생 실업 문제 해결,
BAT 온라인 플랫폼의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 등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각 단
계에서 직면한 창업 발전 및 과제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종합적·유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이끌어 내는 연구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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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었다.
중국의 창업시장은 창업-인큐베이팅-자금 조달-스케일업-자금 회수-재투
자의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진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창
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인 △정부 △기업 △VC △대학 및 연구기관
△창업 지원 플랫폼 등은 빠른 발전을 보이면서 선순환 생태계에서 상호 보완·
촉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단순히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창업 지원보다는 창업생태계의 구축을 통해 국가 혁신체계를 마련하고
자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창업시장을 창업생태계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유기
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생태계의 구축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가
혁신형 경제주체로 전환·업그레이드되고 있어 이는 곧 국가 혁신체계의 구축
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는 중국의 창업 발전을 창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
성원별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선
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이후 빠르게 성장한 창
업시장이 구조조정기를 겪는 변화상과 중국 창업 정책의 중점추진 업무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창업 분야에서 한중 협력과 관
련된 방향성을 제시하는 점도 본 연구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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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창업 발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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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창업 발전 현황
가. 글로벌 위상 제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 창업시장에서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다. 더불어 중국은 정부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인 창업 참여에 힘입어 혁신
수준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코넬대학 및 INSEAD(Institut
Supérieur Européen d’Administration des Affaires)가 매년 공동으로 발
표하는 각국의 세계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는 혁신 투입 및 산
출10) 요소의 측정 및 지수화를 통해 대상 국가의 혁신 수준을 평가하고 있
다.11) 2019년 세계혁신지수는 총 129개 국가의 7개 분야, 21개 항목, 80개
세부 지표에 대한 측정을 기반으로 평가되었다.12) 해당 세계혁신지수 평가에
서 2013년 35위에 머물렀던 중국은 2019년 순위가 14위까지 급상승하였다
(표 2-1 참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국의 세계혁신지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다
른 국가의 혁신지수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중국의 경우 지수가
2013년 44.7에서 2019년 54.8까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1 참
고). 특히 중국정부가 혁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기 시
작한 2014~15년부터 혁신 수준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의 혁신지수는 2016
년에 50선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에는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였다(그림 2-1 참고).
10) 혁신투입(innovation input)은 △제도 △인적자원 및 연구 △인프라 △시장의 성숙도 △사업의 성숙
도 등 혁신 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 경제적 요소를 가리키며, 혁신산출(innovation output)은 △지
식·기술 성과 △창의적 성과 등 혁신활동을 통해 거둔 성과 요소를 의미한다(황덕규 외 2019, p. 2).
11) 황덕규 외(2019), p. 2.
12) WIPO, Cornell University, INSEAD(2019), pp. 34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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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요국의 세계혁신지수 순위 비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스위스

1

1

1

1

1

1

1

미국

5

6

5

4

4

6

3

국가

독일

15

13

12

10

9

9

9

이스라엘

14

15

22

21

17

11

10

한국

18

16

14

11

11

12

11

중국

35

29

29

25

22

17

14

일본

22

21

19

16

14

13

15

자료: Global Innovation Index, Analysis Indicator(검색일: 2019. 8. 26)를 활용하여 저자 정리.

그림 2-1. 주요국의 세계혁신지수 추이

70.0

65.0

60.0

55.0

50.0

45.0

4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스위스

66.6

64.8

68.3

66.3

67.7

68.4

67.2

미국

60.3

60.1

60.1

61.4

61.4

59.8

61.7

독일

55.8

56.0

57.1

57.9

58.4

58.0

58.2

이스라엘

56.0

55.5

53.5

52.3

53.9

56.8

57.4

한국

53.3

55.3

56.3

57.1

57.7

56.6

56.6

중국

44.7

46.6

47.5

50.6

52.5

53.1

54.8

일본

52.2

52.4

54.0

54.5

54.7

55.0

54.7

자료: Global Innovation Index, Analysis Indicator(검색일: 2019. 8. 2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중국 창업시장의 대표적 지역인 베이징과 상하이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수준도 꾸준히 제고되고 있다. Startup Genome(2019)이 150개 도시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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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상위 10위 도시(2019년 기준)

도시

2019년 생태계

2019년 소트웨어

순위

2017년 대비

생태계 순위

2017년 순위

실리콘밸리

1

-

1

1

뉴욕

2

-

2

2

런던

3

-

3

3

베이징

3

▲1

3

4

보스턴

5

-

5

5

텔아비브

6

-

6

6

로스앤젤레스

6

▲3

6

9

상하이

8

-

9

8

파리

9

▲2

8

11

베를린

10

▼3

10

7

자료: Startup Genome(2019), pp. 29-30.

상13)으로 조사 발표한 2019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서 중국의 베이
징과 상하이가 각각 공동 3위와 8위에 올랐다(표 2-2 참고). 그리고 소프트웨
어 생태계의 경우에도 베이징과 상하이는 2017년과 비교하여 모두 한 단계씩
순위가 상승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창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잘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 성장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인 유니콘
기업의 성장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스타트업 중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은 비상장 기업인 유니콘 기업14)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15) CB Insight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전 세계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수는 총 402개에 달한다.16) 그중 미국 유니콘 기업은 196개
13) Startup Genome(2019), p. 28.
14)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19. 4. 19), 「글로벌 유니콘 기업 현황과 시사점」, https://spri.kr/posts/
view/22618?code=industry_trend(검색일: 2019. 9. 9).
15) “China Becomes Second-Largest Source of ‘Unicorn Companies’”(2019. 3. 29), http://
www.chinadaily.com.cn/a/201903/29/WS5c9dc2bea3104842260b355f.html(검색일:
201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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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분포 현황(2019년 9월 기준)
(단위: 개, %)
450

55

48.8

400

45

350
300

35
24.1

250
200

25

402

150

15

100

4.7

2.7

2.2

1.5

5

19
인도

11
독일

9
한국

6
이스라엘

-5

97

50
0

5.2

196

전체

미국

중국

21
영국
개수(좌)

비중(우)

자료: CB Insight, The Global Unicorn Club,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검색일:
2019. 9. 20).

로 전체의 48.8%를 차지하고 중국기업이 97개로 24.1%의 비중을 차지해 그
뒤를 잇고 있다(그림 2-2 참고). 한국의 경우 [그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 유니
콘 기업으로 평가받은 기업은 9개17)로 전체의 2.2%에 불과한 상황이다.
주요국의 유니콘 기업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유니콘 기업 점유
율이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장 많은 유니콘 기업과 가장 높은 점유
율을 보유한 미국은 2013년 72.7%였던 비중이 2018년에는 46.6%로 30%p
가까이 줄어들었다. 반면 중국 유니콘 기업의 비중은 2013년 18.2%에서
2018년 27.4%로 9.2%p 늘어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반영하였다(표 2-3
참고).

16) CB Insight, The Global Unicorn Club,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검색일: 2019. 9. 20).
17) CB Insight에서 밝힌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쿠팡(90억 달러), 블루홀(50억 달러), 옐로우 모바일(40억
달러), 위메이크프라이스(30억 달러), 우아한형제들(30억 달러), 비바리퍼블리카(토스)(20억 달러),
L&P 코스메틱(20억 달러), GP클럽(10억 달러), 야놀자(10억 달러) 등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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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국가별 비중 비교
(단위: %)

연도

한국

중국

미국

영국

독일

2013

-

18.2

72.7

-

-

2014

5.3

15.8

63.2

-

-

2015

3.4

23.0

52.9

3.4

2.3

2016

2.6

26.7

50.0

3.4

1.7

2017

2.2

28.4

47.5

6.0

1.6

2018

2.6

27.4

46.6

5.5

2.3

2019

2.2

24.1

48.8

5.2

2.7

주: 비중은 누적 기업 수 기준이며 연도별 수치는 가치평가 유지 기존 기업과 신규 진입 기업을 포함한 누계임.
자료: CB Insight, The Global Unicorn Club,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검색일:
2019. 9. 20).

2019년 9월까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총 97개의 기업을 유니콘 단계 진
입 연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다. 2014년까지 한 자릿수에 불
과하던 중국의 신규 진입 유니콘 기업 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두 자릿수를 유
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에는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은 중국 스
타트업이 32개 추가되면서 누적 기준 총 84개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았다(그림 2-3 참고). 이러한 중국 유니콘 기업 수의 변동 추이는 중국
창업시장의 발전 속도와 스타트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9월 말 기준 402개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중 가치 평가 상위 20위
내에는 중국의 △바이트댄스(头条/字节跳动) △디디추싱(滴滴出行) △콰이쇼
우(快手) △비트메인(比特大陆) △DJI 이노베이션(大疆创新) 등 5개 기업이 포
함된다(표 2-4 참고). 또한 [표 2-4]에서 알 수 있듯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중
국기업의 다수가 핀테크 및 E-커머스(E-commerce), AI, 인터넷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의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18)
18) CB Insight, The Global Unicorn Club,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검색일: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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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국 유니콘 기업 수의 변동 추이(2019년 9월 기준)
(단위: 개)
2010

1
1

2012

2
1

2014

기업 수(누적)
기업 수(당해)
4

6

2015

14

2016

20
31

11

2017

52

21

2018

84

32

2019

97

13
0

20

40

60

80

100

주: 숫자는 연도별 유니콘 단계로 처음 진입한 중국기업의 수를 의미함.
자료: CB Insight, The Global Unicorn Club,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검색일:
2019. 9. 20).

표 2-4. 중국의 주요 글로벌 유니콘 기업 가치 현황(2019년)
구분

기업명

기업 가치(순위)

토우티아오(바이트댄스)

750억 달러(1)

분야

본사

Digital Media/AI(디지털 미디어/AI) 베이징

디디추싱

560억 달러(2)

On-Demand(차량 공유 서비스)

베이징

CB

콰이쇼우

180억 달러(8)

Mobile & telecommunications

베이징

Insight

비트메인

120억 달러(13)

Blockchain(암호화폐 채굴기 제조)

베이징

DJI 이노베이션

100억 달러(18)

앤트파이낸셜

10,000억 위안(1)

토우티아오(바이트댄스)

5,000억 위안(2)

디디추싱

3,600억 위안(3)

On-Demand(차량 공유 서비스)

베이징

루팍스(Lufax)

2,700억 위안(6)

Financial Services(핀테크)

상하이

후룬
연구소

Hardware(무인 항공기 및 촬영장비
제조·판매)
Financial Services(핀테크)

선전
항저우

Digital Media/AI(디지털 미디어/AI) 베이징

주: 1) CB Insight 자료는 2019년 9월 기준 글로벌 유니콘 기업 가치 평가 순위 상위 20개에 포함된 중국기업이며,
후룬 연구소의 자료는 2019년 6월 기준 글로벌 유니콘 기업 가치 평가 순위 상위 10개에 포함된 중국기업임.
2) ( ) 안의 숫자는 기업 가치 평가 순위를 의미함.
자료: CB Insight, The Global Unicorn Club,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검색일:
2019. 9. 20); ｢胡润研究院发布《2019胡润全球独角兽榜》｣(2019. 10. 21), http://www.hurun.net/CN/
Article/Details?num=E7190250C866(검색일: 2019. 11. 29)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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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후룬(胡润) 연구소에서 발표한 상위 10위 내에 들어가는 중국 유니콘
기업의 분포 분야를 살펴보면, CB Insight와 비슷하게 핀테크와 AI, 공유 서비
스 등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4 참고). 중국의 후룬 연구소는 CB
Insight와 같이 중국 유니콘 기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어
중국 유니콘 기업의 발전 현황에 대한 자료로 참고가 가능하다.
다만 양 기관이 발표하는 유니콘 발전 현황 데이터간에는 다소의 격차가 존
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집계 방식과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서 기인한다. CB Insight와 다르게 후룬 연구소는 유니콘 기업 자료의 작성 시
중국 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의 자회사도 기업 목록에
포함하기 때문이다.19) 예컨대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스는 후룬 연구
소 유니콘 기업 목록에는 포함되지만 CB Insigt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9년 10월 중국 후룬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 기준 글
로벌 유니콘 기업은 총 494개로 24개 국가 118개 도시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0) 기업 수 기준 상위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
해 볼 때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중 중국의 유니콘 기업은 206개
로 전체의 41.7%를 차지하며, 미국은 이보다 0.6% 낮은 41.1%의 점유율을 나
타냈다. 그리고 기업의 도시 분포를 보면, 베이징에 가장 많은 유니콘 기업이
존재하며 샌프란시스코와 상하이, 뉴욕, 항저우가 그 뒤를 잇고 있다(표 2-5
참고).

19) ｢사흘에 하나 꼴로 중국 유니콘 기업 탄생｣(2019. 4. 15), http://weeklytrade.co.kr/news/view.
html?no=51637&section=1&category=136(검색일: 2019. 10. 15).
20) ｢胡润研究院发布《2019胡润全球独角兽榜》｣(2019. 10. 21), http://www.hurun.net/CN/Article/
Details?num=E7190250C866(검색일: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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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분포 현황(2019년 6월 기준)
(단위: 개, %)

순위

국가

1

도시

기업 수

비중

중국

206

41.7

베이징

기업 수

비중

82

16.6

2

미국

203

41.1

3

인도

21

4.3

샌프란시스코

55

11.1

상하이

47

9.5

4

영국

13

2.6

뉴욕

25

5.1

5

독일

6

이스라엘

7

1.4

항저우

19

3.8

7

1.4

선전

18

3.6

7

한국

6

1.2

난징

12

2.4

자료: ｢胡润研究院发布《2019胡润全球独角兽榜》｣(2019. 10. 21), http://www.hurun.net/CN/Article/Details?
num=E7190250C866(검색일: 2019. 11. 29)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리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후룬 연구소는 [그림
2-4]와 같이 분석한다. 우선 가장 많은 유니콘 기업이 분포한 분야는 전자상거
래 분야로 전체 글로벌 기업 494개 중 13.8%에 해당하는 68개 기업이 포함된
다(그림 2-4 참고). 두 번째로 핀테크(金融科技, FinTech) 분야에는 총 56개
유니콘 기업이 분포해 있으며(그림 2-4 참고), 그중 중국기업과 미국기업이 각
각 22개와 21개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후룬연구소는 분석하고 있다.21)
[표 2-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국 유니콘 기업은 전자상거래, 핀테크, 미
디어·엔터, 물류, AI 등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21) ｢胡润研究院发布《2019胡润全球独角兽榜》｣(2019. 10. 21), http://www.hurun.net/CN/Article/
Details?num=E7190250C866(검색일: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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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분야별 글로벌 유니콘 기업 분포(2019년 6월 기준)
(단위: 개)
로봇 4 VR·AR 3

메신저 6
네트워크 보안 7

3D프린터 3
항공우주 3

게임 9
신재생에너지 10

전자상거래
68

블록체인
신소비 11

11
소비품
12
부동산과학기술
13
교육과학기술
15

핀테크
56

신재생에너지자동차
15
빅데이터
18

클라우드 컴퓨팅
44

생명과학
18
소프트웨어 서비스
21

AI
40

공유경제
22
미디어·엔터
건강과학기술
24
27

물류
34

자료: ｢胡润研究院发布《2019胡润全球独角兽榜》｣(2019. 10 .21), http://www.hurun.net/CN/Article/Details?
num=E7190250C866(검색일: 2019. 11. 29)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6. 중국 유니콘 기업의 분야별 분포(2019년 6월 기준)
(단위: 개, 억 달러)

구분

분야

유니콘 기업 수

총 가치

1

전자상거래

33(6.7%)

62

2

핀테크

22(4.5%)

262

3

미디어·엔터

17(3.4%)

123

4

물류

15(3.0%)

57

5

AI

15(3.0%)

30

주: ( ) 안의 숫자는 전체 글로벌 유니콘 기업 중 중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胡润研究院发布《2019胡润全球独角兽榜》｣(2019. 10. 21), http://www.hurun.net/CN/Article/Details?
num=E7190250C866(검색일: 2019. 11. 29)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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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창업시장의 발전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중국의 스타트업들은 중국 내 창업시장의
빠른 성장세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중국의 창업시장은 1979년 개혁
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3단계에 걸친 발전 및
변화 추이를 보였다(표 2-7 참고). 그리고 시기별 산업 및 사회 발전 요인에 따
라 중국의 창업 단계별 특징도 다르게 나타났다. 각 단계에서 나타난 창업의 변
화는 모두 이후의 경제발전 구도와 사회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새로운
시대는 창업 활동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게 하였다.22)
중국의 초기 창업시장은 자영업자들이 발전을 이끌었고, 이후 시장경제의

표 2-7. 중국의 창업 발전 단계별 변화와 특징
구분

기간

창업 1.0

1979~1989

특징
∙ 풀뿌리 창업 단계, 개혁개방 진행
∙ 개체호(个体户)* 지원 창업 정책 위주로 추진
∙ 국유기업 종사자들의 창업 단계(下海创业阶段), 시장경제 성장

창업 2.0

1992~2000

∙ 건설 및 제조업 분야의 창업이 본격 진행
∙ 비공유제(非公有制) 경제발전 장려의 창업 정책을 통해 창업 활동에
중요한 지원환경 조성
∙ 인터넷/온라인 창업 단계

창업 3.0

2000~2010

∙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장려 정책 제시
∙ 온라인 게임, 전자상거래, 검색 서비스 등으로 창업 분야 확대
∙ 소호닷컴, 시나닷컴,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IT 기업들이 등장
∙ 중속성장의 신창타이(新常态)시대 진입

창업 4.0

2014~현재

∙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취업난 해소
∙ IT 융합 서비스, 첨단 제조 등 혁신창업을 통한 창업의 고도화 추진

주: * 개체호(个体户)는 종업원 수 7명 이하 소규모 자영업자를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5), p. 1; 周小虎(2018), p. 1; 정재희(2017. 4. 3), ｢중국 창업 열기, 혁신창업으로
질적인 도약 중｣,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
322&dataIdx=157850(검색일: 2019. 10. 15) 참고하여 저자 정리.

22) 周小虎(2018),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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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 인터넷 보급 확대를 기반으로 대거 등장한 ICT 기업들이 중국 창업생
태계의 직접 참여 주체로 성장하였다(표 2-7 참고).
그리고 2014년 중국경제가 중속성장시대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방안으로 창업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통한 혁신의 촉진을 강조하
고 있다. 중국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창업 확대
및 장려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생태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에 힘입어 중국의 창업시장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더
불어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 및 신산업의 등장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기
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그림 2-5. 중국의 신규등록 시장주체 수와 비중 추이
(단위: 만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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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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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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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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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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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715

733

853

0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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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2010

500

70.0

28.2
896

30.0

33.5

31.6

31.2

1,290 1,456
1,011 1,069

200

196

250

365

444

55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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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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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07

670

2017

2018

전체(좌)

기업(좌)

개체공상호(좌)

농민전업합작사(좌)

비중(기업)(우)

비중(개체공상호)(우)

40.0
30.0
20.0
10.0
0.0

(우)비중(농민전업합작사)

주: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개념이며, 농민전업합작사(农民专业合作社)는 농산품의 생산·판매
주체 혹은 농업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경제 공동체 법인을 가리킴.
자료: CEIC DB(검색일: 2019. 9. 1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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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국의 일(日)평균 신설기업 수23)는 1만 9,400개로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하였다.24) 중국 신규등록 기업 수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5]와 같이 전체 신설기업이 2008년 129개에서 2018년 670개로 5.2배 증
가했고, 일평균 신설기업의 수는 2008년 약 3,520개에서 2018년 약 1만
8,400개까지 크게 늘어났다.
시장주체별 비중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전체 신규등록 시장주체 중에서 기
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 대체로 증가 양상을 보였으나, 2017년 이
후 2년간 증가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2008년 81.9%의 매우 높은 점
유율을 보이던 신규등록 소규모 자영업자 비율은 2018년에는 67.8%를 기록
하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그림 2-5 참고).
신규등록 시장주체별 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그림 2-6]과 같이 신설기업의

그림 2-6. 중국의 신규등록 시장주체별 증가율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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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2018

농민전업합작사

자료: CEIC DB(검색일: 2019. 9. 1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3) 신규등록(新设注册) 기업의 수를 의미한다.
24) 中国政府网(2019a), ｢上半年我国日均新设企业1.94万户｣, http://www.gov.cn/xinwen/2019-07/
08/content_5407062.htm(검색일: 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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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은 2013년부터 4년 연속적으로 전체 증가율을 상회했으며, 특히 신창
타이(新常态)시대 진입 및 대중창업 활성화 추진 시대가 시작된 2014년에는
신규등록 기업의 증가율이 45%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다만 2017년과 2018년
들어서 신설기업 증가폭이 감소하면서 이전의 빠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2-6 참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의 창업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고부가가
치의 기회형 창업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창업자의 목적에 따
라 기회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기회형 창업은 새로
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 창업인 반면, 생계형 창업은 최
소 비용 투자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집약적
이고 비자발적인 창업을 지칭한다.25) 따라서 기회형 창업은 생계형 창업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높은 선
진국일수록 기회형 창업에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낸다.26)
글로벌기업가정신(GEM)의 조사에 따르면 생계형 창업이 중국의 초기 창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37.0%에서 2018년 27.8%로 9.2%p 하락
했으며, 기회형 창업은 2014년 65.7%에서 2018년 70.5%로 4.8%p 상승하였
다(그림 2-7 참고). 이와 같은 비중의 변화는 중국의 창업이 점차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영역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대중창업, 만중혁신’이 제기된 이래 일반인의 창업이 확대되면서 중국 역시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을 바로 시작하는 앱(App) 비즈니스 형태의 창업이 붐
을 일으켰다.27)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과학기술이나 노하우를 기반으
로 한 창업보다 유행과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춘 창업이 늘어나면서 창업 분야
25) 한성대학교(2012), ｢창업시뮬레이션 3주차 강의자료: 창업의 이해｣, http://hansung.ac.kr/web/
changup1/503427?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
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
284735(검색일: 2019. 10. 15).
26) 오종혁, 김홍원(2015), p. 6.
27) 한국 플래텀(Platum) 관계자 인터뷰(2019. 11. 11, 한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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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중국 창업 유형의 변동 추이
(단위: %)
80

70.7

70

65.7

64.3

33.2

34.7

66.0

70.5

60
50
40

37.0

33.9

26.7

30
20

2012

2013

2014

2015

기회형 창업

2016

32.4

2017

27.8

2018

생계형 창업

주: 초기 창업 활동(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의 중복과 경쟁 격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야 하였다.28)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
국 중소기업의 평균 수명은 약 3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본의 52
년, 미국의 24년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다.29)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창
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수량적 확장이 아닌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시
장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형 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의 발전을 강조하기 시작
하였다.
기회형 창업과 같은 기술 기반 창업30)에서 인큐베이터(Incubator), 중창공
간(众创空间),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등의 지원 인프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31) 때문에 현재 중국정부 및 민간은 모두 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
축 및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8) 오종혁, 박진희, 김홍원(2016), p. 22.
29) ｢日本百年老店2.6万家, 而中国企业平均寿命仅3岁｣(2019. 9. 28), https://www.yicai.com/news/
100349007.html(검색일: 2019. 10. 15).
30) 기술 기반 창업은 창업가의 기술,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창업으로 기술창업이라고도 하
며 신기술에 의한 신산업 창출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신동평, 배용국, 손석호 2018, p. 3).
31) 오종혁, 박진희, 김홍원(2016),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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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창업 지원 공간은 정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형 산업단지인 ‘고신구
(高新区)’, 대학 부설 ‘과기원(科技园, Science Park)’과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중창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32) 그중 중국정부는 제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횃불계획(火炬计划)을 본격 추진하면서 전국에
과학기술형 산업단지인 고신구를 조성하고 그 안에 인큐베이터를 설립해 기술
형 기업의 육성을 추진하였다.33) 인큐베이터는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나 기업경영의 편리성 제고, 다양한 협력 및 교류의 확대를 지원하는 플랫
폼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34)
중국 과학기술부 산하 횃불센터(火炬中心)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
준 중국의 전체 창업 인큐베이팅 기관은 총 1만 1,808개에 달했고 그중 인큐베
이터35)는 4,849개로 전년동기대비 19.2% 증가하였다.36) 2018년까지 인큐
베이터를 졸업한 누적 기업 수는 총 13만 9,000개에 달한다(표 2-8 참고). ｢중
국특색공간백서 2019｣ 보고서에 따르면, 인큐베이터를 졸업한 기업 중 1,565개
기업(누적 기준)이 증시 상장에 성공하였으며, 2018년 당해에 상장한 기업 수
는 944개에 달했고 한 해 영업수익이 5,000만 위안을 초과한 기업도 3,272개
까지 늘어났다.37)

32) 오종혁, 박진희, 김홍원(2016), p. 35.
33) 오종혁, 박진희, 김홍원(2016), p. 35.
34) 오종혁, 박진희, 김홍원(2016), p. 36.
35) 횃불센터(火炬中心) 통계에서 가리키는 인큐베이터는 과학기술기업 육성을 위해 구축한 과학기술기
업(科技企业) 인큐베이터를 의미한다(科学技术部火炬高技术产业开发中心, 首部科技发展战略研究
院 2019, p. 3).
36) ｢中国创业孵化发展报告发布 全国创业孵化机构数达11808家｣(2019. 6. 14), http://www.nbd.com.cn/

articles/2019-06-14/1343049.html(검색일: 2019. 9. 9).
37) ｢《中国特色空间白皮书2019》发布｣(2019. 6. 17), http://k.sina.com.cn/article_1686546714_
6486a91a02000pb4s.html?cre=tianyi&mod=pcpager_fin&loc=8&r=9&rfunc=100&tj=
none&tr=9(검색일: 201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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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중국의 인큐베이터 분포 현황
(단위: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인큐베이터 수(합계)

2,536

3,255

4,069

4,849

국가급 인큐베이터

736

860

988

967

1,800

2,395

3,087

3,882

비(非)국가급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팅(在孵) 업체 수(합계)

102,170

133,314

175,346

205,972

국가급 인큐베이터

-

73,242

85,717

86,625

비(非)국가급 인큐베이터

-

60,072

89,629

119,347

당해 신규 인큐베이팅 업체 수

-

48,091

56,822

60,293

당해연도 졸업 업체 수

12,909

15,002

20,268

23,434

누적 졸업 업체 수

74,853

89,658

110,922

139,395

자료: 科学技术部火炬搞技术产业开发中心(2016. 12. 6), 「2014年火炬统计手册(科技企业孵化器部分)」, http://
www.ctp.gov.cn/fhq/tjnb/201612/d8b71fd80f60480190a407b70712ff3f.shtml(검색일: 2019. 10. 15);
科学技术部火炬搞技术产业开发中心(2017. 11. 6), 「2016年火炬统计手册(科技企业孵化器和众创空间部分)」,
http://www.ctp.gov.cn/fhq/tjnb/201711/92d7e2003f87421aade583186a2c2f9b.shtml(검색일: 2019. 10.
15); 科学技术部火炬高技术产业开发中心, 首部科技发展战略研究院(2019), p. 12, 재인용.

고신구(高新区)와 대학 과기원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터는 정부가 주도하는
전통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중창공간은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새
롭게 등장한 혁신형 인큐베이터로서38) 중국이 혁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
한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중 하나이다. 중국의 중창공간은 기존에 정부가 주도
적으로 구축한 혁신 클러스터 및 인큐베이터에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자공간
(创客空间), 창업카페(车库咖啡) 등 시장화된 인큐베이팅 방식이 추가되면서
형성된 자생적 창업 커뮤니티이며, 온·오프라인의 공간과 투자 체계 및 제도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발전하였다.39)
전통적 인큐베이터는 초기 기업의 혁신창업 지원을 위한 매개체로서 기업
인큐베이터 혹은 첨단기술 창업 서비스센터라고 불리며 새로 창업하는 과학기
술형 중소기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 인프라 설비, 관리기술 요소 등 일련의

38) 오종혁, 박진희, 김홍원(2016), p. 36.
39) 곽배성(201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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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과 서비스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창업자의 리스크와 비용을 낮춤으
로써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등 과학
기술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40)
그런데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혁신창업이 생겨나며 신형 인
큐베이터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신형 인큐베이터의 발전은 창업카페, 혁신
공장, 창업자 공간 등 여러 혁신창업 플랫폼을 포함하여 다원화의 경향을 보인
다. 그리고 이러한 신형 인큐베이터는 스타트업에 연구개발과 사무를 위한 하
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와 공급 사슬상
의 창업자와 기업에게 효과적인 교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창업 경험과 기술
및 고객 자원을 공유하는 등 효과적인 자원 수집을 통해 더 나은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게 한다.41)
2015년 국무원이 발표한 「중창공간 발전을 통한 대중혁신창업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发展众创空间推进大众创新创业的指导意见)」에서는 중창공간을
창업 서비스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다.42) 문건에 따르면 중창공간은 신형 인
큐베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인터넷 시대의 혁신창업 특징과 수요에 맞추어 시장
메커니즘과 전문화 서비스 및 자본화 경로를 통해 구축한 저비용, 편리화, 전요
소적, 개방형 신형 창업 서비스 플랫폼을 통칭한다.43) 광의의 중창공간은 혁신
창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행 플랫폼으로서 전통적 의미의 과학기술기
업 인큐베이터와 신형 인큐베이터를 포괄한다(그림 2-8 참고). 협의의 중창공
간은 혁신창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자 공간, 창업카페 등의 신형 인
큐베이터를 특정하며 혁신창업의 서비스와 자원 연계를 제공한다.44)

40) 胡润百富(2018), p. 4.
41) 胡润百富(2018), p. 4.
42) 中国政府网(2015d), ｢国务院办公厅关于发展众创空间推进大众创新创业的指导意见｣, http://www.
gov.cn/zhengce/content/2015-03/11/content_9519.htm(검색일: 2019. 8. 12).
43) 胡润百富(2018), p. 4.
44) 胡润百富(201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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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중창공간 및 인큐베이터 개념도

중창공간(众创空间)

전통적 인큐베이터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신형 인큐베이터
(창업자(创客)공간,
창업카페 등)

자료: 胡润百富(2018), p. 5, 재인용.

2018년 말 기준 중국 전국에 구축된 중창공간은 총 6,959개로 전년동기대
비 21.3%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표 2-9 참고).45) 이러한 증가세는 대중창
업, 만중혁신의 업그레이드 정책과 혁신창업 서비스 체제 완비와 관련한 정책
및 조치의 시행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중창공간은 혁신창업 발전 추진의 효
과적인 경로이자 신흥 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의 중요한 동력이다.46)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와 각 부처는 중창공간과 관련
한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창업 지원 확대와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
다.47) 중창공간 구축에는 정부를 비롯하여 텐센트, 알리바바 등의 선도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48)

45) ｢中国创业孵化发展报告: 全国创业孵化机构达11808家｣(2019. 6. 14), http://news.cctv.com/2019/
06/14/ARTILlshO6S0wrDrrmItoXSk190614.shtml(검색일: 2019. 9. 9).
46) 前瞻产业研究院(2018a), ｢2018年众创空间行业发展模式与趋势分析 将更加专业发展【组图】｣, https://
www.qianzhan.com/analyst/detail/220/180905-1a9d748b.html(검색일: 2019. 10. 15).
47) 이슬기(2018), p. 25.
48) 이슬기(2018),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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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중국의 중창공간 분포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중창공간 수(합계)

2,345

4,298

5,739

6,959

민영기업 중창공간 비중

-

65.84

68.39

66.0

국유기업 중창공간 비중

-

13.47

13.19

12.0

자료: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官网(2016b), ｢众创空间孵化“双创”梦｣, http://www.most.gov.cn/ztzl/lhzt/
lhzt2016/sewlhzt2016/201603/t20160307_124533.htm(검색일: 2019. 10. 15); ｢众创空间数量跃居全球
第一《中国众创空间白皮书2018》发布｣(2018. 10. 11), http://www.ctsbw.com/article/14001.html(검색
일: 2019. 10. 15); ｢“数说”中国创业孵化发展全貌——解读《中国创业孵化发展报告2019》｣(2019. 6. 27),
http://www.cqgczx.com/news-info/center-news/2365-546464.html?jdfwkey=ndz3n1(검색일: 2019.
10. 15); 科学技术部火炬高技术产业开发中心, 首部科技发展战略研究院(2019), p. 12, 재인용.

2. 중국의 창업 지원 정책: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중심으로
중국정부의 본격적인 창업 정책은 2015년 3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대중창
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 이하 ‘솽촹’)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솽촹
이란 다수의 개인에 의한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창업 확산을 통한
경제혁신을 의미한다. 중국 국무원은 2015년 3월부터 창업 지원 정책 문건과
이와 관련된 조치를 발표하여 창업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표 2-10 참고).
중국정부의 핵심적인 창업 지원 정책 방향은 △경영환경 개선 △과학기술 사
업화 △대·중·소 기업 협력 강화 △글로벌 창업기지 건설로 나아가고 있다. 중
국의 창업 정책 시행 초기(2015~16)에는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진입 장벽
완화 △세수 혜택 제공 △투자 확대를 통한 자금 부담 경감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또한 창업시범기지를 선정하여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에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
지 않았다. 2017년 전후로 중국의 창업 정책은 창업 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을 넘어 과학기술 사업화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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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중국정부의 주요 창업 정책
시기
2015. 5

2015. 6

2016. 5

2017. 6

2017. 7

2018. 9

주요 정책
새로운 상황에서의 취업·창업 촉진에 관한 의견
(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新形势下就业创业工作的意见)
대중창업, 만중혁신 강력 추진을 위한 정책 조치 의견
(国务院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
대중창업, 만중혁신 신시범기지 건설 실시 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建设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
대중창업, 만중혁신 제2차 시범기지 건설 실시 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建设第二批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 강화를 통한 대중창업, 만중혁신 심화 발전 의견
(国务院关于强化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进一步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深入发展的意见)
신산업 발전을 위한 솽촹 업그레이드 정책
(国务院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

2019. 6

대중창업, 만중혁신 촉진을 위한 조치
(双创引向深入的措施)

자료: 본문 내용 참고하여 저자 정리.

스 등 신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을 강조하면서 창
업 정책을 신성장동력 창출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혁신적인
과학기술 성과가 창업생태계를 통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시장화 시
스템 구축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2019년에 발표한 최근 창업 정책에서는
대·중·소 기업간 기술, 인재, 자금 등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상생 및 균형 발전
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창업 분야에서 대외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여
베이징, 상하이, 선전을 글로벌 창업혁신기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그림 2-9
참고). 본 절에서는 솽촹 정책 발표 이후 중국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창업 정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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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중국정부의 창업 정책 방향

글로벌 창업기지 건설
대·중·소 기업 협력 강화
과학기술 사업화
경영환경 개선

자료: 본문 내용 참고하여 저자 정리.

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중국정부는 2015년 5월 본격적인 창업 지원 정책에 앞서 창업을 포괄하는
일자리 정책인 ｢새로운 상황에서의 취업·창업 촉진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进
一步做好新形势下就业创业工作的意见)｣을 발표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의견의 핵심 사안은 취업을 최우선으로 하여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를 완화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 정책 방향 수립
시 일자리 안정과 고용 창출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임을 밝혔다.
중국정부는 201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경제가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자리 부족 문제가 표면
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중국정부는 창업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하
여 일자리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상기 의견에서는 △취업 우선 전략 실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대졸자 취업 지원 △취업·창업 서비스 및 직
업 훈련 강화 △정부 관리·감독 강화 등 5대 정책을 통한 고용 창출 방안을 제
시하였다(표 2-11 참고). 이에 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
업보험기금을 모든 적격 기업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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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기증을 하나로 통
일하는 법인등록제도(商事制度)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중소기업발전기금과 국가 신흥산업투자
촉진기금을 설립하고 담보 대출 금리를 3% 이하로 조정하는 등 금융 지원안도
마련하였다. 상기 의견을 통해 중국정부는 각종 제도를 완화하고 이와 관련한 서
비스 및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추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취업 및 창
업 정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창업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감독하고자
하였다.

표 2-11. 새로운 상황에서의 취업·창업 촉진에 관한 의견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정책
-고용 확대 발전 전략 지지
취업 우선 전략 실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 발전
-마이크로 기업의 고용 역량 확대
-제도 개선을 통한 실업 예방
-법인등록제도 개혁
-혁신 공공 플랫폼을 조성하여 창업공간 확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창업 투·융자 채널 확대 및 창업 담보 대출 지원
추진

-감세 및 비용 절감 정책 도입
-연구개발 인력 및 농촌 노동력의 창업 장려
-창업 문화 조성

대졸자 취업 지원

-마이크로 기업이 당해 대졸자 채용 시 지원 혜택 제공
-생계 곤란 대졸자 및 학자금 대출 졸업생의 취업·창업 지원
-취업·창업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의 표준화 및 전문성 제고, 정보화 추진

취업·창업 서비스 및
직업 훈련 강화

-지역, 업종, 신분,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한 제도적 차별 개선
-직업 훈련과 창업 훈련 강화
-실업등록 방법 보완
-목표 책임제 실시

정부 관리·감독 강화

-자금 투자 확대
-취업·창업 모니터링 체계 수립

자료: 中国政府网(2015a), ｢关于进一步做好新形势下就业创业工作的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
2015-05/01/content_9688.htm(검색일: 2019. 8. 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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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견에 따라 2015년 10월부터 법인등록제도가 간소화되어 각각의 정
부 부문에서 담당하였던 사업자등록증,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기증이 하나로
통합되어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26일에서 14일로 단축되며 창업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49)

나. 창업생태계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이어서 2015년 6월에는 ｢대중창업, 만중혁신 강력 추진을 위한 정책 조치 의
견(国务院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을 발표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5월 발표한 ｢새로운 상황에서의 취업·창업 촉진에 관한 의
견｣에서 일자리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본 의견을 통해 ‘창업 촉진’
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본 의견의 핵심 전략
은 4가지로 △개혁을 통한 창업 환경 조성 △창업 지원 정책 강화 △시범기지를
통한 창업 문화 확산 △공유를 통한 혁신 추진이다. 이 4가지 전략은 향후 중국
의 창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후 이를 중심으로 창업 정책
이 추진·구체화된다.
상기 의견의 전략에 따라 30개의 구체적인 정책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4가지
주요 내용으로는 △자금 지원 △투자 확대 △창업 환경 조성 △창업 문화 확산
등이 있다(표 2-12 참고).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
기업을 위한 증권시장 설립 계획을 마련하고 크라우드펀딩을 시범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펀드를 조성하여 중앙국유기업 및 기타 국유
자본의 창업 투자를 장려하고 해외 자본의 창업 투자 장려를 위한 규제 완화 조
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이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시장 진
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전자법인등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영업 허가 및 행
정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
49) 김인식(2018),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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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대중창업, 만중혁신’ 강력 추진을 위한 정책 조치 의견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정책

- 창업기업을 위한 신삼판 증권시장 설립 추진
창업 자금 지원

- 원스톱 금융 서비스 지원 장려
- 크라우드펀딩 시범 실시
- 마이크로 기업에 대한 세수 우대 정책 시행
- 신흥 산업에 대한 벤처투자펀드 참여 확대

창업 투자 확대

- 국유자본의 창업투자 장려
- 국가 창업투자펀드 설립
- 외자 창업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장려
- 선등록 후 서류 제출 개혁, 전자등록 등 행정 간소화
- 인큐베이터 기관 확산을 통한 대중 창업 촉진

창업 환경 조성

- 온·오프라인 결합으로 창업 진입 환경 조성 및 비용 절감
- 창업을 위한 공공 혁신 플랫폼 조성
- 지식재산권 강화

창업 문화 확산

- 과학기술 인재, 대졸자, 귀국 인재의 창업 지원
- 창업 지원 정책의 도농 격차 해소

자료: 中国政府网(2015b), ｢国务院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 http://www.gov.cn/
zhengce/content/2015-06/16/content_9855.htm(검색일: 2019. 8. 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큐베이터 기관 확산과 온·오프라인 결합으로 창업의 기회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해짐에 따라 새로운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명시하였다. 창업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
록 각계각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 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상기
의견에 따라 국무원은 2015년 9월 발전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창업 촉진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전 부처가 참여하여 솽촹 관련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
도록 하였다.50)

50) 中国政府网(2015e), ｢国务院办公厅关于同意建立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部际联席会议制度的函｣, http://
www.gov.cn/zhengce/content/2015-08/20/content_10109.htm(검색일: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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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급 창업시범기지 조성을 통한 창업 인프라 구축
이후 중국은 솽촹의 4가지 전략이 하나로 제시된 창업시범기지 조성을 추진
하였다. 중국의 창업시범기지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선정되는데
이는 ‘선(先)시범 후(後)확대’라는 중국 특유의 정책 도입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창업시범기지는 종합적인 창업지원 플랫폼으로서 창업을 위한 장소 및 기
본 설비, 정보 공유의 장, 창업교육 등을 제공한다. 두 차례의 창업시범기지 선
정과 그 추진방안은 다음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중국은 2016년 5월 처음으로 ｢대중창업, 만중혁신 신시범기지 건설 실시 의
견(关于建设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을 통해 시범기지 28곳을
선정하고 2018년까지 목표를 발표하였다. 창업시범기지가 중국 내에서 처음
으로 도입되는바 본 의견에서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해 기본원칙을 제시하
고 있다. 창업시범기지 조성의 4대 기본 원칙은 △정부의 통일된 정책 △시장
주도의 창업 활성화 △시범 시행을 통한 제도 개선 △혁신 발전 모델 개발로 이
를 중심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1차 창업시범기지로 선정된 곳은 지역 17곳, 대학 및 연구기관 4곳, 기업 7곳
등 총 28곳이다. 선정된 창업시범기지의 혁신창업 선도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특성별 정책 지원 세부 방침을 명시하였다.
2016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6개월 단위의 단계별 목표는 4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 시범기지별 발전 로드맵 수립, 2단계 시범기지 운용, 3단계 정부의 성과
평가, 4단계 제도 개선 및 후속 시범기지 선정 논의의 순으로 이어진다(표
2-13 참고). 더불어 지역시범기지,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 등 창업 주체의 특
성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표
2-14 참고). 지역시범기지의 경우 △자본 △인재 △기술 △정책 등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 관련 서비스 강화를 통해 창업혁신 문화를 확산
하도록 하였다. 대학 및 연구기관은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창업 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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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인재 육성 및 과학기술의 사업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
는 것이 주요 방침이다. 기업이 창업혁신과 융합하여 공생할 수 있도록 기업 관
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2-13. 창업시범기지의 단계별 목표
목표

단계

시기

1

2016년 상반기

2

2016년 하반기

3

2017년 상반기

- 시범기지 특징에 따른 업무방안 수립
- 시범기지별 건설 목표 및 로드맵 확정
- 시범기지별 업무방안에 따른 제도 및 시스템 수립
- 시범기지 운용
- 발전개혁위원회 및 관련 부서 주도의 시범기지 관리·감독
및 평가 심의 실시
- 성공적인 창업혁신기지 선정 및 전국 범위 확대

4

2017년 하반기

- 시범기지 건설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
- 시범기지 점진적 확대 및 후속기지 건설 논의

자료: 中国政府网(2016a), ｢国务院关于建设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 http://www.gov.cn/
zhengce/content/2016-05/12/content_5072633.htm(검색일: 2019. 8. 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14. 창업시범기지의 특성별 목표
목표

구분

세부 방안
- 창업 관련 정부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자본, 인재, 기술, 정책 등 우수 자원 집중 - 지원 정책 완비
지역시범기지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창업혁신 제도 및 시 - 투자방안 확대
스템 수립

- 새로운 창업 환경 조성
- 창업혁신 문화 조성
- 창업 인재 육성 및 인재 교류

대학 및

- 인재 및 기술 자원 발굴

- 과학기술 성과 확대

연구기관

- 과학기술 성과의 사업화 촉진

- 대학생 창업 지원 체계 마련
- 창업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창업혁신을 위한 기업 관리 체계 구축

기업

- 사업 재편 시 창업혁신과 협력 강화

- 직원 창의성 제고

- 과학기술 혁신과 결합한 시스템 혁신 추진 - 투·융자 방안 확대
- 창업혁신 자원 공유

자료: 中国政府网(2016a), ｢国务院关于建设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 http://www.gov.cn/
zhengce/content/2016-05/12/content_5072633.htm(검색일: 2019. 8. 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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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도입한 창업시범기지의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6월 2차
시범기지 92곳의 명단을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총 120곳의 창업시범기지를 운
용하였다. 2차 시범기지로 선정된 곳은 지역 45곳, 대학 및 연구기관 26곳, 기
업 21곳 등 총 92곳이다. 2차 시범기지 또한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1차 시범기지에서 설정했던 목표의 1~3단계와 동일한 수순이다. 2차 창업시
범기지는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필두로 하여 △법인등록제도 간소화
△온·오프라인 결합 신형 업종 발전 △지식재산권 보호 △인재 유입 방안 연구
△종합적인 솽촹 플랫폼 건설 촉진 △금융 지원 정책 강화 △농민공의 창업 장
려 △귀국 유학생, 귀국 화교의 창업 장려 △정보 공유를 통한 창업 기회 확대
△창업 문화 확산 활동 전개 등 12가지 정책 조치를 제시하며 창업 확산을 새로
운 성장 동력으로 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2차 창업시범기지 시행에
서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지식재산권 보호, 창업 인구 확대를 위한 방안 등
을 추가로 제시하였다.51)

라. 국가 혁신전략과 연계한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2015년에 실시한 창업 정책으로 창업 문화가 확산되고 4차 산업혁명의 조
류와 더불어 새로운 업종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정부는 2017년 7월 신기
술 도입, 새로운 업종의 구조적 발전을 강조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 강화를 통한 대중창업, 만중혁신 심화 발전 의견(国务院关
于强化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进一步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深入发展的意见)｣
으로 창업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혁신 추구, 제도 개혁, 인재 육성, 시장 주
도, 정보 공유라고 강조하였다(표 2-15 참고). 동 정책의 핵심 사안은 △과학기

51) 본 문단은 中国政府网(2017c), ｢国务院关于建设第二批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6/21/content_5204264.htm(검색일: 2019. 8.
12)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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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 강화를 통한 대중창업, 만중혁신 심화 발전 의견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방안

-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 원스톱 처리센터 설립,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과학기술의 경제적 성과
창출

체계 구축 추진
- (과학기술성과 시장화) 무형자산의 시장가치 평가 시스템 마련
- 전략적 신흥 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 성과 도입 가속화
- 과학기술 성과 시장화를 위한 연구원 지원 강화
- 금융 시스템 보완을 통한 창업 라이프사이클 전반을 책임지는 투자금
융 서비스 제공
- 국유자본의 창업투자 투입, 관리, 퇴출, 성과와 관련된 제도 정비

금융 지원 확대

-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수 혜택 실시
- 국가 신흥 산업 창업투자유도기금,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 국가과학기
술성과전환유도기금, 창업투자자펀드 설립 추진
- 각급 인민정부에 창업투자유도기금 설립 장려
- 기초과학 연구 강화

‘인터넷+’ 및 ‘중국 제조

- 기업 및 연구소와 연계한 제조업 혁신센터 설립

2025’와 융합하여 경제

- 기업의 혁신창업 협력 강화

구조 업그레이드

- 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
- 첨단 제조업 발전 촉진
- 외국 인재 유입을 위해 제도 완화 및 정착 서비스 제공
- 중국 내 외국 유학생의 창업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

인재 유입 촉진

- 귀국 인재의 창업 장려를 위한 양안청년혁신창업기지, 화교화인혁신창
업기지 건설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공공 서비스 제공
- 고등교육자를 위한 창업교육
- 귀향 농민공의 창업 장려금, 사회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 전자법인 등록 및 말소 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 법 집행 협력체 마련
- 새로운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시범기지 추가 건설 추진(중소창업기업시범기지, 농촌창업시범기지)

자료: 中国政府网(2017a), ｢国务院关于强化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进一步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深入发展的意
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7/27/content_5213735.htm(검색일: 2019. 8. 12) 참고
하여 저자 작성.

술의 경제적 성과 창출 △금융 지원 확대 △‘인터넷+’ 및 ‘중국제조 2025’와 융
합하여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인재 유입 촉진 △관리·감독으로 이를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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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39개의 정책 조치를 제시하였다. 조치별로 주무부처를 명시하여 창
업과 관련된 정책 실시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의 통일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상기 의견에서는 과학기술과 창업의 연계를 촉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였다. 과학기술의 시장화를 위해 과학기술 성과의 시장가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과학기술 연구원의 자율성 확대, 인센티브 강화, 관련 법제도를 마련
할 것을 명시하였다. 과학기술 성과 보호 및 장려를 위해 특허 관련 원스톱 처
리센터를 설립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
성과가 전략적 신흥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완화하여 전략
적 신흥 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금융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창업 라이프사이클(설립, 성장, 회수 재투자)에 맞춤 투자금융서비
스를 제공하고 국가 주도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투자기금을 설립하도
록 하였다. 또한 2015년 6월 ｢대중창업, 만중혁신 강력 추진을 위한 정책 조치
의견｣을 토대로 추진하였던 국유자본의 창업 투자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
고 밝혔다. ‘인터넷+’ 및 ‘중국제조 2025’와의 융합을 위해 기업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혁신을 추진하고 다양한 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
스를 제공하는 정책 조치를 구성하였다. 혁신창업을 위해 외국 인재의 중국 거
주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련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하는 한편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중국정부는 창업에서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일된 제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기술의 출현으로 제도권 밖에 설립되는 창업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
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이후 제도적 간소화 및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바 2018년 9월 중국은 창업 고용 창출 효과 증대, 창업기업의 과학기술 도
입, 국제 교류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2018년 9월에 발표한 ｢솽촹 업그레이드 정책(国务院关于推动创新创业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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质量发展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에서는 △창업 서비스 플랫폼 업그레이드
△창업의 고용 창출 효과 확대 △과학기술형 창업 촉진 △솽촹 시범기지 효과
제고 △대·중·소 기업의 혁신창업 협력 강화 △혁신창업과 관련된 국제 교류
협력 등 6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34개를 제시
하고 조치별로 주무부처를 지정하여 정책 이행 효과를 향상하고자 하였다. [표
2-16]에서 다루었듯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창업 현황을 효과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 신용 시스템을 활용하며 전국 통합 창업 서비스 플랫
폼을 구축하여 창업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혁신창업기업
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에 대한 정부 조달 정책을 마련하고
재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리 체계를 점차 정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 창출을 위해 소수민족의 혁신창업을 추진하며 특히 서부 지역의
창업 지원을 위한 특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창
업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창업을 지원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혁
신창업 주간, 혁신창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창업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
다. 창업기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금융 지원을 실시하여 투자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
국이 국제 창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베이징, 상하이, 웨이강아오 지역
을 글로벌 창업혁신기지로 선정하고 일대일로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창업
시범기지의 국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창업기업을 특성별로 세
분화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혁신창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
으로 창업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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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솽촹 업그레이드 정책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정책
-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창업 환경 업그레이드

- 사회 신용 시스템 수립
- 전국 통합 창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
- 금융 지원 강화

창업 발전 촉진

- 혁신창업 상품의 정부 조달 정책 마련
- 혁신창업을 통한 중대기술장비 시범 운용
-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 구축
- 과학기술 인재 유입 촉진
- 대학생 혁신창업교육 강화

고용 창출

- 귀향 농민공 창업 지원 서비스 체계 마련
- 퇴역 군인 창업교육 및 지원
- 귀국 인재, 외국 인재, 화교, 대만 및 홍콩인의 창업 지원
- 소수민족 혁신창업 가속화를 특별 사업 추진

과학기술 혁신

- 혁신기업의 선도적 역할 확대
- 과학기술성과 시장화 시스템 구축
- 인큐베이터 서비스 향상
- 대·중·소 기업 융합 발전 플랫폼 마련

혁신창업 서비스 강화

- 공업인터넷혁신 3개년 행동계획(工业互联网三年行动计划) 실시
- 국가혁신창업정책정보서비스망 건설
- 핵심창업 촉진을 위한 경진 대회 실시
- 맞춤형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금융 서비스 확대

- 맞춤형 투자 지원
- 직접융자 채널 확대
- 베이징, 상하이, 웨이강아오를 글로벌 창업혁신기지로 선정

글로벌 창업

- 국가급 신구의 창업기지 건설
- 창업시범기지의 국제 협력 추진
- 혁신창업 정책 수립

정부 지원 강화

- 세분화 정책으로 창업 육성
- 혁신창업 사례 공유 및 창업 문화 확산

자료: 中国政府网(2018a), ｢国务院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 http://www.gov.
cn/zhengce/content/2018-09/26/content_5325472.htm(검색일: 2019. 8. 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19년 6월에 개최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창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솽촹 추진을 위한 5대 조치를 언급하였다. 이는 주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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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확대 △과학기술 혁신 △대·중·소 기업 협력 △‘인터넷+’ 응용력 확대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이다.52)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창업 촉진 정책을 통
해 추구한 핵심적인 목표이다. 중국 내에 일자리 수보다 고학력 인재가 많아짐
에 따라 창업을 통한 일자리 확보가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입하여 대학생을 비롯한 고학력 인재와 퇴역
군인 등의 창업을 통한 취업을 촉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솽촹 시범기지에
서 시범적으로 과학연구 프로젝트 성과의 사업화를 실시하며 연구개발비용
75%에 대한 세수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대·중·소 기업간의 협력을
위해서 주식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유형의 기업간
협업을 통한 혁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 양로, 교육 등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서 ‘인터넷+’와의 융합으로 보다 나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대다수가 중소 마이크로 기업인 창업기업의 대출 실질 이
자율과 전반적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들 기업
에 대한 부실대출 한도를 2%에서 3%로 완화하고 벤처펀드의 창업기업 투자를
장려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정부의 창업 정책은 △혁신 추구 △제도 개혁 △인재
육성 △시장 주도 △정보 공유라는 기본 방침 아래 행정 간소화, 금융 지원 확
대, 인재 육성, 시범기지를 통한 창업 확산, 과학기술 사업화, 기업간 협력을 핵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 정책 시행의 보편적인 특성인 △
선(先)시행 후(後)규제 △선(先)시범시행 후(後)확대 △선(先)육성 후(後)개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창업기업의 설립을 독려하기 위해 행정 간소
화 및 권한 이양, 창업기업의 설립 제도 완화, 금융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
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이후 신용평가 시스템, 창업 현황 모니터
링 등을 통해 창업의 고용 창출, 새로운 업종의 출현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
52) 中国政府网(2019c), ｢“双创” 升级数月后国务院常务会再提 “引向深入” 的几重考量｣, http://www.
gov.cn/xinwen/2019-06/05/content_5397845.htm(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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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점차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범기지
선정 또한 중국의 개방 정책 도입과 같은 방법으로 2차에 걸쳐 확대하는 모습
을 보여 시범 후 확대로 나아가고 있다. 향후 중국의 창업 지원 정책은 대외 교
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중국 창업시장의 대외 개방
을 확대하여 점차 외국인 투자 금융 유치, 중국 내 유학생의 창업 촉진, 외국 인
재의 중국 내 창업 시 정착 지원 등의 정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3. 분야별 지원 정책
가. 규제 완화 정책
중국정부가 시행하는 ‘팡관푸(放管服)’ 개혁은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경영 환
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본 절에서
는 팡관푸 개혁의 일환으로 중국정부가 창업을 독려하며 시장 환경을 개선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 △자본금 인하 △직업 기준 완화
△｢중소기업촉진법｣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다.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서비스 효율을 향상한다는 의미의 팡관푸
는 2015년 국무원 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2016년 5월 국무원은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통한 서비스 개혁에 관한 주요 통지(推进简政放权
放管结合优化服务改革工作要点的通知)｣를 발표하고, 2017년 ｢경제 체제 개혁
심화 중점업무에 관한 의견｣에서는 팡관푸(放管服) 개혁 추진을 최우선으로 시
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국정부는 팡관푸 개혁을 통해 제도적 장벽 철폐 및 경
영 환경 최적화로 시장과 사회에 발전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였다. 팡관푸 개혁
이 추진됨에 따라 부서별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중앙행정부처의 협력하에 행
정 심사 및 투자 개혁, 고등교육기관과 연구원의 자주권 확대, 종합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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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을 통한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행정 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2015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던 심사 정책 간소
화와 권한 이양에 관한 문건을 3차례 발표하고 각각 62건, 152건, 39건을 취
소하였다.53) 2019년에 들어서는 25개 항목은 취소하고 6개 항목은 심사 권한
을 이양하였다.54)
회사등록자본제도의 개혁이 시작되면서 △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 △자본금
인하 △직업 기준 등이 폐기되어 창업 환경이 개선되었다. 2017년 10월 법인
등록제도의 개혁으로 창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
다. 중국정부는 법인등록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2012년 선전 경제개발특구를
시범 시행 지역으로 선정하여 제도를 적용하였다.55) 이를 바탕으로 2013년
10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회사등록자본제도(公司注册资本登记制度)의 개정
이 논의되면서 기업 등록의 복잡한 절차, 높은 자본금, 법적 불합리성으로 인한
기업 설립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였다.56)
중국정부는 2015년 3월부터 사업자등록증, 기업등록코드증, 세무등기증,
영업허가증을 하나로 통일하는 삼증합일(三证合一)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후
시범 기간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는 삼증합일에 사회보험과 통계등록증을
포함하여 5개의 서류를 하나로 통일하는 오증합일(五证合一)을 실시하였다.

53) 中国政府网(2015c), ｢国务院关于第一批取消62项中央指定地方实施行政审批事项的决定｣, http://
www.gov.cn/zhengce/content/2015-10/14/content_10222.htm(검색일: 2019. 11. 1); 中国
政府网(2016b), ｢国务院关于第二批取消152项 中央指定地方实施行政审批事项的决定｣, http://www.
gov.cn/zhengce/content/2016-02/19/content_5043903.htm(검색일: 2019. 11. 1); 中国政
府网(2017b), ｢国务院关于第三批取消中央指定地方实施行政许可事项的决定｣, http://www.gov.cn/

zhengce/content/2017-01/21/content_5161879.htm(검색일: 2019. 11. 1).
54)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19), ｢国务院关于取消和下放一批行政许可事项的决定｣, http://www.
mofcom.gov.cn/article/b/g/201904/20190402854518.shtml(검색일: 2019. 11. 1).
55) 法律图书馆(2012), 「深圳经济特区商事登记若干规定」, http://www.law-lib.com/law/law_view1.
asp?id=430252(검색일: 2019. 11. 1); 中国政府网(2018b), 「国务院关于取消一批行政许可等事项
的决定」,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8/03/content_5311485.htm(검색일:

2019. 11. 1).
56) 中国国务院办公厅(2014), ｢国务院关于印发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方案的通知｣, http://www.gov.cn/
xxgk/pub/govpublic/mrlm/201402/t20140218_66641.html(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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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국무원이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증서를 통합하는 다증합일(多证
合一)에 관한 의견을 통과시키고 2017년 10월부터는 다증합일 제도를 전국적
으로 실시하며 성별로 창업 서류 통합방안을 제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전에
진행하던 사업자등록증 심사 226개 중 87%를 사후로 전환하거나 취소하였
다.57)
2013년 국무원 상무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 국무원은 자본금에 대한 기
준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2014년 3월에 자본금등록제도개혁방안(注册资本登
记制度改革方案)을 발표하고,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한 최저자본
금의 제한을 폐지하였다.58) 기존에는 중국에 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자본
금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 최저치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자본금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혁방안을 통해 최저액
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유한책임회사, 일인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
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각각 3만 위안, 10만 위안, 500만 위안) 제한을 철폐
하였다. 기업 설립 시 전체 주주의 최초 출자 비례, 화폐 출자금액의 비례, 회사
주주의 출자금 납부 완료 기한에 대한 제한 또한 취소하였다. 납입자본에 대한
제한도 취소되어 등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본 검사 보고서 작성의 의무
도 없어졌다. 이번 방안을 통해 창업 자본금에 대한 부담을 대폭 감소하여 예비
창업자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하였다.59)
중국은 1995년부터 시행해 오던 직업자격증서 인허가 절차를 취소하여 창
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특정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였다. 중국은 1995
년부터 국가직업자격증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는 인력사회보장부와 이와

57) 「工商登记前置审批事项87%改为后置审批或取消」(2017. 5. 17), https://china.huanqiu.com/article/
9CaKrnK2GSA(검색일: 2019. 11. 1).
58) 中国政府网(2014), 「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 我国“一元企业”涌现」, http://www.gov.cn/xinwen/
2014-04/16/content_2660735.htm(검색일: 2019. 11. 1).
59) 본 문단은 中国国务院办公厅(2014), ｢国务院关于印发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方案的通知｣, http://
www.gov.cn/xxgk/pub/govpublic/mrlm/201402/t20140218_66641.html(검색일: 2019. 11.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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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산업 담당 부서가 주관하는 중국 내 인력 채용의 주요 근거가 되는 것으
로 직무와 능력에 따라 직업자격증, 전문기술자 직업자격증, 기능직 직업자격
증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정 산업에 구직 또는 개업하기 위해서는 필
수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60) 중국은 이러한 자격증서 관리를 통해 일자
리 배치, 인재 육성, 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는 다양한 분야의 융·
복합적인 협력을 통해서 성장하는 창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에 중
국정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34개 항의 직업자격증서 인허가 절차를
취소하였다. 이는 국무원이 정한 직업자격증제도의 70% 이상에 해당한다.61)
창업기업의 대다수가 중소·마이크로 기업인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전반적인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서 중국정부는 ｢중소기업촉진법(中小企业促进法)｣을 개정하였다. 중소기업은
중국경제의 한 축으로 세수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거두어들이고 있
다.62) 70% 이상의 혁신 발명, 80% 이상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창출된
다.63) 중국은 2002년부터 시행해 오던 ｢중소기업촉진법｣을 개정하면서 △비
용 부담 △자금 조달난 △구인난 등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의 법안을 바탕으로 중소
기업의 세수 혜택, 금융 지원, 설립 자본 축소, 사업 장소 등 정책 조치를 지원
하였다. 특히 재정 및 세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특별기금, 중소기업 발전기금
을 조성하여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
한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 조항을 추가하여 기존에 부재했던 기업의 사유
60) 百度, ｢国家职业资格｣, https://baike.baidu.com/item/%E5%9B%BD%E5%AE%B6%E8%81%8C%
E4%B8%9A%E8%B5%84%E6%A0%BC(검색일: 2019. 11. 1).
61) 百度, ｢最全被取消职业资格证书名单公布: 一共434项, 赶快收藏以免上当｣, https://baijiahao.baidu.
com/s?id=1620096964923338401&wfr=spider&for=pc(검색일: 2019. 11. 1).
62) 萍乡市工业和信息化局(2018), ｢新修订的《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解读｣, http://bm.ping
xiang.gov.cn/gxw/article/ 201802/471304.html(검색일: 2019. 11. 1).
63) 萍乡市工业和信息化局(2018), ｢新修订的《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解读｣, http://bm.ping
xiang.gov.cn/gxw/article/ 201802/471304.html(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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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보장하였다. 중국정부는 이를 통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관련 법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고 밝혔다.64)

나. 창업 플랫폼 구축 정책
중국정부는 창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창업공간, 온오프
라인 네트워킹, 금융 지원을 비롯한 창업교육, 투자자 연계, 사업화 컨설팅, 지
원 정책 소개, 공상등기, 법률자문 서비스 등 전반적인 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창공간(众创空间)을 마련하였다. 중창공간은 중국 특유의 창업 인큐베이터
를 일컫는 것으로, 2015년에 국무원이 발표한 ｢중창공간발전을 통한 대중창
업, 만중혁신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发展众创空间推进大众创新创业的指导意
见)｣에 따르면 중창공간은 창업자에게 공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재원을 지
원하여 창업을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주도 개방형 플랫폼이라
고 밝힌다(그림 2-10 참고).65) 중창공간의 특징은 개방을 통한 소자본 창업
유도, 융합 및 협력을 통한 혁신, 인재·혁신·금융과의 연계, 편리한 서비스 제
공 등이다(그림 2-11 참고).66) 정부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저렴한 비용의
중창공간을 통해서 예비창업자, 과학기술 인재, 투자자가 한곳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세수 혜택 및 각종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서비스를 제
공하여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64) ｢《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全文｣(2017. 12. 18), http://www.sohu.com/a/211275758_
100011586(검색일: 2019. 11. 1).
65) 中国政府网(2015d), ｢国务院办公厅关于发展众创空间推进大众创新创业的指导意见｣, http://www.
gov.cn/zhengce/content/ 2015-03/11/content_9519.htm(검색일: 2019. 8. 12).
66) ｢2018年众创空间产业发展现状分析全国范围内高速发展｣(2018. 2. 9), https://www.qianzhan.com/
analyst/detail/220/180209-e38f895b.html(검색일: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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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중창공간의 운영 체계

세수 혜택

투자 및
융자 지원

사무
공간

중창공간

창업 관련
서비스

과학기술
및 혁신

자료: 段楚婷, 贾薇(2018), p. 74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그림 2-11. 중창공간의 특징

개방형

편리성

소자본

종합성

협동 및 융합

자료: 「2018年众创空间产业发展现状分析全国范围内高速发展」(2018. 2. 9), https://www.qianzhan.com/
analyst/detail/220/180209-e38f895b.html(검색일: 2019. 8. 12)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중창공간을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창업 지원 플랫
폼으로 격상하고자 한다. 중창공간을 엔젤투자 및 창업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자
금 채널로 육성하는 한편 전략 산업 및 ‘인터넷+’ 등을 중창공간의 혁신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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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와 융합하여 신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중국 국무원은 중창공간을 활
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 시행 초기에는 더 많은 중창공간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창업 정책을 시행하고 점차 세수 혜택을 확대하였
다. 중창공간이 종합적인 창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창업생태계에서
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후에는 주요 산업 부문 및 기업, 과학기술연구원 및
교육기관, 국가급 혁신 플랫폼 등과 협력하도록 하여 중국정부의 전략 산업 또
는 강점 산업과 인재, 자금 등이 융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중국 내 창업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국정부는 시장 주도의 창업 발전을 강조하는 한
편, 중창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솽촹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에 중국정부는 중창공간 구축을 가
속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의 인큐베이터 설립을 독려하고 창업 진입 장벽
을 해소하여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표 2-17 참고). 중창
공간 조성의 기본 원칙은 △시장 주도 △편리한 경영 환경 조성 △개방형 공유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시장 주도를 강조하면서 민영 기업의 참여를 독려
하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였다. 곧이어 중창공간에 입주한 창업기업에 대한
세수 혜택을 제공하여 창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인큐
베이터 모델의 확산으로 창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선두기업, 중소 마이크로 기업, 과학기술연구소 및 교육기관, 창업자들의 연계
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혁신 사슬을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중국 국무원
은 과학기술 인재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창업을 독려하는 한편 전자 정보, 바이
오기술, 현대 농업, 첨단기술 제조장비,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의약, 문화, 혁신 서비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중창공간의 조성을 강조
하였다. 2017년에 발표한 2차 솽촹 시범기지의 정책 조치는 시범구 내의 기업,
대학, 연구소를 연계하여 특정 분야에 전문화를 갖춘 중창공간 설립을 지원하
고 맞춤형 우대 정책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의 낙후 지역 또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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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중국 국무원의 중창공간 관련 정책
시기

주요 내용

주요 정책

- (중창공간 구축 가속화) 다양한 신형 인큐베이
중창공간 발전을 통한 대중혁신 창업
2015. 3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发展众创空间
推进大众创新创业的指导意见)

터 모델 통합, 정부·대학·기업 등 다양한 주체
를 활용한 중창공간 구축
- (혁신창업 진입 장벽 해소) 맞춤형 중창공간
서비스 제공
- 과학기술 인재와 대학생의 창업 독려
- 혁신창업에 대한 공공 서비스 지원 자금 지원 강화
- (세수 우대 정책 및 창업 지원 강화) 인큐베이터의

2015. 6

대중창업, 만중혁신 강력 추진을

인프라 혜택 제공 및 창업자 경비 부담 절감,

위한 정책 조치 의견

과학기술 인큐베이터에 대한 세수 우대 정책 시행

(国务院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 - (창업 서비스 발전 및 창업생태계 구축) 신형
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

인큐베이터 발전 및 중창공간 확대를 통한 창
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개선

중창공간 발전 서비스 실물경제 전환
2016. 2

업그레이드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
(关于加快中创空间发展服务实体经
济转型升级的指导意见)

제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2017. 6

신시범기지 건설에 관한 실시 의견
(关于建设第二批大众创业万众创新
示范基地的实施意见)

- 주요 산업 및 선두 기업, 과학연구소, 대학 등의
중창공간 구축 지원, 국가급 혁신 플랫폼, 솽촹
기지 구축 및 국제 협력 강화
- 중창공간에 대한 장려금, 보조금, 세수 혜택, 금융
지원, 인재 정책, 기업 참여 등 정책 지원 강화
- (솽촹 지원 플랫폼 구축) 시범기지 내 선두기
업, 대학, 연구소의 중창공간 구축 지원
- 전문 중창공간에 대한 맞춤형 지원
- 과학기술연구원, 대학, 연구소 등 ‘인터넷+’ 창업
네트워크 체계 발전 가속화를 통한 중창공간 구축
- (혁신창업 플랫폼 서비스 업그레이드 대대적 추

솽촹 업그레이드 정책
2018. 9

国务院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
展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

진) 인큐베이터와 중창공간 서비스 제고
- 중창공간의 질적 관리, 투명한 시스템을 수립하
여 전문화 및 세분화
- 일정 수준의 과학연구 기초를 보유한 시장 주체
의 전문화된 중창공간 설립 장려

2019. 6

대중창업, 만중혁신 심화 조치
大众创业万众创新引向深入的措施

- 솽촹 플랫폼에서 대·중·소 기업의 협력 발전
촉진

자료: 中国政府网(2015d), ｢国务院办公厅关于发展众创空间推进大众创新创业的指导意见｣, http://www.gov.cn/
zhengce/content/2015-03/11/content_9519.htm(검색일: 2019. 8.12); 이슬기(2018), pp. 29~30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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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중창공간을 유치하도록 하여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솽촹 정책에서는 중창공간의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고 밝히며 중창공
간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화 및 세분화를 통해 창업생태계 주체(인
재, 기업, 투자자)간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6월
에 발표한 5대 심화 조치 가운데 솽촹 플랫폼에서의 대·중·소 기업의 협력 발
전의 촉진을 언급하여 중창공간의 구축 및 융합·협력을 강조하였다. 2020년까
지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중창공간을 격상하고 엔젤투자
및 창업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자금 채널로 육성하는 한편 전략 산업 및 ‘인터넷+’
등을 중창공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융합하여 신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각 부처도 중창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을 발표하였다(표 2-18 참고). 2015년 9월 과기부는 ｢중창공간 발전 사업지도｣
를 발표하여 중창공간의 설립 조건, 제공 서비스 등을 규범화하였다. 2016년 8월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설립 이후 48개월 이내의 초기 창업자들의 세수를 면제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과기부는 국가 전문화 중창공간 17곳을 지정하여 시
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2016년 12월에는 각 유관 부처들이 합동으로 중
소기업솽촹기지(小微企业双创基地), 창업기지, 창업원, 중창공간, 인큐베이터,
경제기술개발구, 고신구, 대학 과기원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혁신 장소
와 서비스 제공 조직에 대한 토지, 자금, 금융, 세수 등 정책적 지원 정책을 시
행하였다. 2017년에는 과기부가 국가급 중창공간에 대한 개념을 수립하고 이
를 규범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018년 제2차 전문화 중창공간을 확대하여
대기업,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원,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전문화된 중창공
간을 설립하도록 하며 전문 분야를 사물인터넷, 로봇, 정밀의료 등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대학과학기술원과 중
창공간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간 사용에 대한
세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중국정부의 중창공간 발전 정책에 따라 2018년 전국에 6,959곳의 중창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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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중국의 부처별 중창공간 지원 정책
시기

주요 정책

2015.

중창공간 발전 사업 지도

9

(发展众创空间工作指引)

과기부

세수 정책에 관한 통지

재정부,

2016.

(关于科技企业孵化器税收政策

국가세무총국

8

的通知)
전문화 중창공간 건설 사업 지도

과기부

소형·영세기업 창업 혁신기지

국가발전

2016.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

개혁위원회,

12

(关于推动小型微型企业创业创

재정부,

新基地发展的指导意见)

국토자원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급 중창공간 임시 관리방법

10

(国家备案众创空间暂行管理办法)

비스 기능 등 규범화
31일까지 과학기술 인큐베이터가 사
용하는 부동산, 토지, 토지에 대해 기
준에 부합하는 경우 임대 등을 통해
부동산세와 도시 토지 사용세를 면제

공업정보화부,

2017.

- 중창공간 정의와 방향, 설립 조건, 서

-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专业化众创空间建设工作指引)

주요 내용

발표부처

- 국가 전문화 중창공간 건설 시범 사
업 17곳 설립
- 중소기업솽촹기지(小微企业双创基
地), 창업기지, 창업원, 중창공간, 인
큐베이터, 경제기술개발구, 고신구, 대
학 과기원 등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혁신 장소와
서비스 제공 조직에 대한 토지, 자금,
금융, 세수 등 정책적 지원 제공
- 중창공간에 대한 규범화와 표준 제정

과기부

- 국가급 중창공간 설립 조건 및 표준
제정
- 대기업,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원,

2018.
1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전문화된 중창공

제2차 전문화 중창공간 건설
시범 사업 명단 발표

과기부

(二批国家专业化众创空间示范名单)

간 설립
- 사물인터넷, 로봇, 정밀의료 등 전략
적 신흥 산업을 포함하여 전문 분야
를 세분화

과학기술시업 인큐베이터,
2018.
5

-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대학과학기술원과 중창공간 세수

재정부,

31일까지 국가급, 성급 과학기술기업

혜택에 관한 통지

국가세무총국,

인큐베이터, 대학과학기술원, 국가인

(关于科技企业孵化器大学科技

과기부

준중창공간에 대한 자가 사용 무상

园和众创空间税收政策的通知)

또는 임대 등의 면제

자료: 中国政府网(2018c), ｢科技部公布第二批国家专业化众创空间示范名单｣, http://www.gov.cn/xinwen/
2018-01/16/content_5256937.htm(검색일: 2019. 11. 1); ｢科技部印发《指引》 公布国家专业化众创空间
示范名单公布(2016. 8. 3)｣, http://finance.china.com.cn/roll/20160803/3841829.shtml(검색일: 2019.
11. 1); 이슬기(2018), p. 31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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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립되고 총 9,849개의 창업자 또는 기업이 중창공간을 통해 334억 위안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중창공간 내의 창업자 가운데 90% 이상이 중창공간
에서 사무 공간, 투자 및 융자, 창업교육, 창업 멘토링, 기술혁신, 정책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혀 중국의 중창공간이 창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67)
전국 6,959개의 중창공간 중 광동성이 총 716개를 설립하여 전체의 10.3%
를 차지하였고 장쑤성, 저장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광동성의 새로운 중창공간
비중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장쑤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016년 6위에 머무르던 저장성이 2018년에는 3위를 차지하였다. 중창
공간을 통해 신규 등록한 기업 수는 2018년 기준 8만 7,900개로 절강성, 베이
징, 장쑤성, 광동성에서는 7,000개가 넘는 창업기업이 등록하였다. 이들 4개
성의 신규 창업기업 수는 전체의 33.8%를 차지하여 중국 내 신규 창업기업의
1/3은 절강성, 베이징, 장쑤성, 광동성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중창공간을 통해 금융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은 9,849개로 절강성, 광둥성, 장
쑤성의 비중이 높았으나 2018년까지의 누적치를 보았을 때는 광둥성, 장쑤성,
베이징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창공간을 통한 금융투자 누
적액은 953억 위안으로 2018년에만 334억 위안을 투자받았다. 투자액의 수
혜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은 베이징, 광둥성, 상하이, 절강성으로 나타난다. 2018년
투자액 기준으로 베이징에 143억 위안이 투입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광둥성에 64억 위안이 투자되어 이 두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62%를 차지
하였다. 2018년까지 투자 누적액으로는 베이징에 대한 투자가 378억 위안으
로 39.6%를 가장 많고, 광둥성에 대한 투자액이 약 200억 위안으로 그 뒤를 따
르고 있다.68)

67) 科学技术部火炬高技术产业开发中心, 首部科技发展战略研究院(2019), pp. 37~54.
68) 본 문단은 科学技术部火炬高技术产业开发中心, 首部科技发展战略研究院(2019), pp. 38~50 참고하
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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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금 조달 지원 정책
1) 창업 자금 조달 지원 정책의 발전과정
중국 최초의 벤처캐피털(이하 ‘VC’)은 1986년에 설립된 중국신기술창업투
자회사(中国新技术创业投资公司)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国家科学技术委
员会, 40% 지분 보유)와 재정부(23% 지분 보유)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였
다. 중국신기술창업투자회사의 초기 설립 목적은 횃불계획(火炬计划, Torch
initiative)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횃불계획은 신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성과
를 상용화하고 신기술 및 첨단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1988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되었다.69) 횃불
계획은 자원, 자금 및 인재를 한곳에 모으고자 전국에 첨단기술 혁신구역을 설
립하였는데, 이는 연구자, 기술회사, 대기업, 정부기관들이 모여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알리바바, 바이두, ZTE, 레노버, 화웨이 등 중국 기술 기
업들도 횃불계획의 혁신기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횃불계획의 수혜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면서 중국의
은행들은 후기 투자(late-stage investments)를 제공하였다. 1991년까지 횃
불계획이 지원한 스타트업의 70%가 기업 확장과 재투자 단계에서 지방정부의
보증을 받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 이 외에도 횃불계획은 초기자금(이노펀드,
Innofund) 및 펀드오브펀드(FoF) 활동까지 포함하게 되었다.70)
1999년에는 중국 과기부,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인
민은행, 세무총국 및 증감회가 공동으로 ｢벤처투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
(关于建立风险投资机制的若干意见)｣을 발표하여 중국 내 VC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였다.71) 또한 1999년에 중소 규모의 기술 기반 기업에 초기자금을 지원
69) 百度百科, ｢中国新技术创业投资公司｣, 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9B%
BD%E6%96%B0%E6%8A%80%E6%9C%AF%E5%88%9B%E4%B8%9A%E6%8A%95%E8%B5%
84%E5%85%AC%E5%8F%B8/3627422?fr=aladdin(검색일: 2019. 9. 22).
70) Pitchbook(2019), “Venture Capital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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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혁신 펀드인 이노펀드(Innofund)가 개시되었다. 이노펀드는 중국 기술
스타트업에 보조금, 대출이자 지원 및 주식투자 등의 방식으로 190억 위안 이
상의 자금을 지원하였다.72)
1990년대 중반 중국정부는 기술 및 IT 인프라에 대한 벤처투자를 최초로 허
용하였다. 해외 기업 및 정부가 지원하는 VC는 지방정부의 중점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 조달 채널로 활용되었다.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이 국제표준에 맞는
생산 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VC에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
도록 장려하였다. 일례로 1997년에 설립된 상하이정보투자(SII: Shanghai
Information Investment)는 상하이 IT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지방정부 기반 VC 회사였다.73)
2005년에는 ｢창업투자기업관리임시방법(创业投资企业管理暂行办法)｣이,
2007년에는 ｢합화기업법(合伙企业法)｣이 제정되어 중국 창업투자에 대한 법
적 제도가 정비되었다.74)
초기에 중국정부는 해외 PE 및 VC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분야를 제한했
지만 지난 20년간 투자 분야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왔다(표 2-19 참고).
해외 PE 및 VC는 중국의 IT, 헬스케어,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 주로 투자하였
다. 2007년 중국과학기술부는 기술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촉진을 위하여 창업
투자인도기금(guidance funds)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인도기금’은 산업 분
야에 근거하여 VC에 투자하는 ‘펀드오브펀드(FoF)’이자 다른 VC 회사들과 같
은 공동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2018년까지 운용된 창업투자인도기금은
최소 2,041건이며, 총 조성 금액은 5조 3,000억 위안(7,917억 9,000만 달러)
에 달한다.75)

71) 清科研究中心(2019).
72) Pitchbook(2019), “Venture Capital in China.”
73) Pitchbook(2019), “Venture Capital in China.”
74) Pitchbook(2019), “Venture Capital in China.”
75) Pitchbook(2019), “Venture Capital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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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중국 VC 관련 정책의 주요 연혁
주요 내용

시기
1986

중국신기술창업투자회사 설립(中国新技术创业投资公司): 중국 최초 VC

1988

횃불계획(火炬计划) 제정

1993

IDG Capital 중국 설립: 해외 최초 VC

1997

상하이정보투자(SII) 설립
｢벤처투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关于建立风险投资机制的若干意见)｣ 발표

1999

기술 기반 중소기업 초기자금 펀드인 이노펀드 설립
(자금원: 지방정부, 기업, 투자자 및 금융기관)
심천창업투자 설립: 중국 최대 VC

2005

｢창업투자기업관리임시방법(创业投资企业管理暂行办法)｣ 발표

2007

｢합화기업법(合伙企业法)｣ 발표

2009

중국판 나스닥인 창업판 출범

2012

전국중소기업지분양도시스템(NEEQ) 개시

2013

｢사모주식기금관리책임분배에 관한 통지(关于私募股权基金管理职责分工的通知)｣ 발표
｢사모투자기금감독관리임시방법(私募投资基金监督管理暂行办法)｣ 발표

2014

9월, ‘솽촹(대중창업 만중혁신)’구호 최초 공개
국가 신흥 산업 창업투자인도기금 400억 위안 조성(FoF 방식)

2015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 600억 위안 조성(FoF 방식)
2016

｢창업투자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关于促进创业投资持续健
康发展的若干意见)｣ 발표
8월, 국무원 ｢사모투자펀드관리임시조례(私募投资基金管理暂行条例(征求意见稿)｣ 발표

2017

2018

VC 및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발표(Circular 38)
9월, ｢혁신창업 고품질 발전과 ‘솽촹’ 업그레이드를 위한 의견(国务院关于推动创新创
业高质量发展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 발표

자료: Pitchbook(2019); 清科研究中心(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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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창업, 만중혁신’ 이후 창업 자금 조달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
창업과 관련한 금융 지원 정책을 규획 시기별로 살펴보면, 11차 5개년 규획
에서는 관련 정책이나 방침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나 창업투자 환경을 개선하
고 산업투자기금 시범 지역 업무를 충실히 할 것을 언급하였다.76)
12차 5개년 규획에서는 처음으로 창업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제시되었다.
12차 5개년 규획은 창업 인재를 육성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을 통하여
다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을 강조하였다. 창업에 대한 금융 지원 측면에
서는 △정부의 신흥 산업 창업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다층적 금융시장 시스템
을 구축하여 자금이 창업 초기·중기 단계의 혁신창업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다층적 금융
시장의 구축과 관련해서 주식 메인보드(主板)와 중소판(中小板) 시장을 규범화
하여 발전시키고, 창업판(创业板) 시장 건설을 촉진하며 장외거래 시장의 활성
화와 국제판(国际板) 시장의 건립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창업판 투자와
지분투자,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하고 규범화된 발전 또한 강조하였다. 외자의
이용과 관련하여 외자가 지분투자 및 창업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
다.77)
201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솽촹(双创)을 언급한 이
후인 2016년 3월에 발표된 13차 5개년 규획에서는 솽촹을 더욱 적극 추진하
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솽촹의 심도 있는 추진을 위하여 금융 지원을 강화
하고 벤처투자를 발전시키며 솽촹의 추진에서 기업가의 역할을 장려하고자 법
에 의거하여 기업가의 재산과 혁신에 따른 수익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
부창업투자인도기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창업 서비
76)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 http://www.gov.cn/gongbao/content/
2006/content_268766.htm(검색일: 2019. 11. 28).
77)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http://finance.people.com.cn/GB/
14164290.html(검색일: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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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창업투자를 결합하는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전략산업
발전기금’을 통하여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신흥 전략산업 분야의 혁신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78)
솽촹 정책 추진 이후 중국정부의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은 크게 재
정 지원과 금융 지원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 국가 창업투자인도기금의 설립
2015년 8월 6일 중국 국무원은 혁신창업 및 산업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
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이 국가 신흥 산업 창업투자인도기금을 설
립하도록 승인하였다. 2015년 9월 11일에는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등이 국가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투·융자난 해소를 촉
진하고 중소기업 혁신발전의 시장화를 지원하여 기금 운용의 장기적 효과를 높
이려는 목적을 가진다. 국가 창업투자인도기금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도 지분투자에 참여함으로써 국유자
본이 기업 혁신창업에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는 사모펀드감독관리임시방법을 실시하고 창업투자기금에 대하여 사후등록관
리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자금이 창업 초기에서 성
장기 초기에 있는 비상장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사
모기금을 설립하여 창업투자기금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
다.79)
2015년 11월 중국 재정부는 ｢정부투자기금임시관리방법(政府投资基金暂
行管理办法)｣을 발표하고 정부투자기금의 설립, 관리 및 투자회수에 대한 기본

78)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http://www.ndrc.gov.cn/zcfb/
zcfbghwb/201603/P020160318573830195512.pdf(검색일: 2019. 11. 28).
79)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6),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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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명시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재정자금의 정부투자기금 투입으
로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财政资金注资政府投资基金
支持产业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전략적 신흥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
부투자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6년 국가발전개
혁위원회는 ｢정부출자산업투자기금관리임시방법(政府出资产业投资基金管理暂
行办法)｣을 제정하여 기금의 자금 모집, 투자, 관리, 투자회수 등에 대한 정보
를 등록하고 실적 및 신용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정부인도기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인도기금 1,548
개를 설립하였으며, 이 중 80%는 2015년에 재정부 정책 문건이 발표된 이후
설립되었다.80)
지방정부가 혁신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창업기금은 과학기술 전
용 창업기금, 농촌으로 돌아가 창업하는 경우나 농촌으로 귀향한 농민공을 채
용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정책, 인터넷+ 플랫폼 구축이나 응용
시범 활동에 대한 지원금 등에 사용된다.81) 한편 전략적 신흥 산업에 대한 창
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국가 신흥 산업 창업투자인도기금과 국가 중소
기업발전기금 등의 정책성 기금은 전략적 신흥 산업과 첨단기술 산업 분야의
초·중기 단계 창업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사용된다. 국가 신흥 산업 창업
투자인도기금,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창업투자인도기금, 국가 과학기술 성과전
환(成果转化)82)인도기금, 국가 중소기업발전기금 등이 함께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리스크에 대한 보상과 실적에 대한 인센티
브를 제공한다.83)
80) 赵红梅(2019a), p. 29.
81) 이와 관련한 중국 정책 문건으로는 ｢国务院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
｢国务院关于加快构建大众创业万众创新支撑平台的指导意见｣, ｢国务院办公厅关于支持农民工等人
员返乡创业的意见｣, ｢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이 있다.
82) 성과전환(成果转化)이란 중국정부가 주로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에 대하여 세수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83) 李东红, 徐金宝(2018), pp. 8~9. 이와 관련한 중국 정책 문건으로는 ｢国务院关于加快构建大众创业
万众创新支撑平台的指导意见｣, ｢工业和信息化部关于做好推动大众创业万众创新工作的通知｣, ｢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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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층적 자본시장 시스템의 구축
창업기업의 상장 또는 어음(票据) 융자 발행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이 채권시
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중국정부는 다층적 자본시장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먼저, 외자 등 특수 지분 구조의 창업기업이 중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중소·영세 기업을 위한 지역주식시장(区域股权交
易市场) 규범화 발전을 독려하며, 사업자등록(工商登记) 부문과 지역주식시장
의 지분(股权) 등록 연계를 강화하여 지분담보융자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은행
의 지원 방식을 혁신하고 은행의 조직 구조, 관리 방식 및 금융상품을 부단히
혁신하여 혁신창업 활동에 대하여 맞춤형 지분 및 채권 융자 지원을 제공하도
록 한다. 전자상거래 발전의 다원화 및 다경로 투융자 기제를 마련하여 온·오
프라인의 기업이 엔젤투자, 벤처투자, 사모펀드투자, 기업채권 발행, 자산유동
화증권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발전 단계와 특징을 가진 기업들의 상장
및 융자를 지원한다.84)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커촹반’의 개설은 창업 자금 조달과 관련된 다
층적 자본시장 구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국의 IPO 시장을 살펴보면,
상하이증권거래소 메인보드, 선전증권거래소 메인보드 및 중소판, 창업판, 장
외시장인 신삼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판, 창업판, 신삼판의 개설은 중소기
업의 자금 조달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금 조달 채널로 자리 잡고 있
다. 그러나 발전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기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과학기술 기
반의 신생기업들은 여전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2015년 이래

业和信息化部办公厅关于做好小微企业创业创新基地城市示范有关工作的通知｣, ｢国务院办公厅关于
发展众创空间推进大众创新创业的指导意见｣이 있다.
84) 李东红, 徐金宝(2018), pp. 11~13. 이와 관련한 중국 정책 문건으로는 ｢国务院关于大力推进大众创
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 ｢国务院办公厅关于推进线上线下互动加快商贸流通创新发展转型
升级的意见｣, ｢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 ｢商务部关于外商投资创业投资企
业、创业投资管理企业审批事项的通知｣, ｢国务院关于加快发展生产性服务业促进产业结构调整升级
的指导意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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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확대된 창업 자금시장은 2018년부터 투자 회수기가 도래하게 됨에 따
라 신생기업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85)
커촹반의 개설은 아직 수익이 나지 않은 IT 및 첨단기술 창업기업의 증시 상
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적극 연구한 결과이기도 하다.86) 커촹반은
선전증권거래소의 창업판(创业板)과 장외시장인 신삼판(新三板)과 마찬가지로
신산업 분야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신삼판과 비교하였을 때 상
장 요건을 대폭 완화했고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성숙기에 진입하지 못한 혁신형 중소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표 2-20 참고).87)

표 2-20. 중국 증권거래시장의 구조
구분

상하이증권거래소
메인보드

커촹반

선전증권거래소
메인보드

장외시장

중소판

창업판

신삼판

(SME)

(ChiNext)

(NEEQ)
2006. 1

설립일

1990. 12

2019. 7

1991. 7

2004. 6

2009. 10

(시범)
2013. 12
(전국)

성장형
상장기업

국유기업,

벤처기업

국유기업,

중소·중견

유형

대기업

(과학기술혁

대기업

기업

벤처기업

성장형
벤처기업

신기업)
주: 장외시장에는 신삼판(NEEQ) 외 지역 단위 장외시장(省별 지분거래소 등)이 있음.
자료: 이한나(2019) 참고하여 저자 작성.

커촹반 개설과 관련된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시진핑 주석은 2018년 11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중국 제1회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커촹반 출범을 공식화하였

85) 고영화(2019).
86) 李东红, 徐金宝(2018), p. 11.
87) 이한나(2019),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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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9년 1월 ｢상하이증권시장 내 커촹반 설립 및 주식등록시범제 실시에
관한 의견(关于在上海证券交易所设立科创板并试点注册制的实施意见)｣을 통
해 커촹반 개설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커촹반 설립이 빠르게 진행되
면서 2019년 3월 커촹반 시행에 관한 ｢커촹반 최초 공개 발행 주식 관리방법
(科创板首次公开发行股票注册管理办法)｣과 ｢커촹반 상장기업 관리감독방법
(科创板上市公司持续监管办法)｣이 정식으로 공표되었다. 곧이어 커촹반 전문
투자펀드 7개가 총 1,000억 위안을 허가받으면서 2019년 7월부터 25개 창업
기업이 커촹반에서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하였다(표 2-21 참고).

표 2-21. 커촹반 설립의 개요
시기
2018. 11
2019. 01

주요 내용
제1회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커촹반 설립 제안
｢상하이증권시장 내 커촹반 설립 및 주식등록시범제 실시에 관한 의견
(关于在上海证券交易所设立科创板并试点注册制的实施意见)｣ 발표
커촹반 최초 공개 발행 주식 관리방법

2019. 03

(科创板首次公开发行股票注册管理办法)과
｢커촹반 상장기업 관리감독방법(科创板上市公司持续监管办法)｣ 발표

2019. 04
2019. 05

총 7개 커촹반 전문 투자펀드(汇添富科基, 华夏科基, 富国科基, 易方达科基,
南方科基, 嘉实科基,工银瑞信科基) 모집
｢커촹반 최초 공개 발행주식 투자자 관리세칙
(科创板首次公开发行股票网下投资者管理细则)｣ 발표

2019. 06

커촹반 개장

2019. 07

커촹반 거래 개시

2019. 10

34개 사 커촹반 상장

자료: 고영화(2019); http://finance.sina.com.cn/stock/kechuangban/2019-05-05/doc-ihvhiqax6643438.shtml
(검색일: 2019. 12. 15); https://www.sac.net.cn/flgz/zlgz/201906/t20190603_138897.html(검색일: 2019.
12. 15) 참고하여 저자 정리.

커촹반은 기존 거래소의 상장 기준보다 기준을 완화하여 혁신기술을 보유한
과학기술 기업의 중국 내 차입을 유도하였다. 기존의 허가제가 아닌 주식등록
발행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공개 예정 기업들의 상장 주기를 약 6~9개월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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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력과 연구개발력을 확보하였다면 적자 기업도 상
장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장 신청 기업이 기관 투자자들
과의 협의만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여 공모가격의 상한을 폐지하였다.
한편 상장 주관을 담당하는 증권사가 공모물량의 2~5%에 투자해야 하며, 보호
예수기간은 2년으로 하고 상장 폐지 기준을 강화하여 상장 폐지 경고 이후 즉
시 상장 폐지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국정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선순환적인 혁신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표 2-22 참고). 특히 커촹반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혁신창업기업들이 IPO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여 △IT 정보기술 △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 의약 등
첨단기술 기반의 신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88)

표 2-22. 커촹반 및 기존 거래소의 상장 기준 비교
커촹반

항목

기존 거래소

기업 제한

적자 기업도 상장 가능

중국 내 수익기업

투표권

동일 주식 차별의결권 허가

동일 주식 동일 의결권

추천증권사

2~5% 투자, 2년간 판매 금지

-

허가과정

등록제, 영업일 20일 이내 결정

허가제

IPO 가격 결정

기관 투자자들과 협의

PER 23배

발행 배정

오프라인 기관 70~80%, 온라인 일반인 20~30%

오프라인 기관 최대 50%

계좌 개설 자격

2년 거래, 계좌 내 50만 위안 이상 보유

창업판만 2년 거래 기준 적용

거래 규칙

상장 첫 5일간 제한 없음, 이후 제한 폭 20%

거래 단위

최소 200주 이상, 1주씩 추가 가능

최소 100주 단위

거래 제한

고위층 3년, 적자 기업 5년, 핵심 기술인력 1년

-

거래 규칙

폐장 후 약 30분간 당일 종가로 거래 가능

-

폐장 규칙

연속 20일 거래가 1위안 이하/시가총액 3억 위안

사장 당일 44% 제한,
이후 제한 폭 10%

연속 120일 누적거래량 200만 주 이하
이하/주식보유자 400인 이하
자료: 고영화(2019) 참고하여 저자 정리.

88) 고영화(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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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창업교육 정책
1) 창업교육 정책 발전과정
중국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고취와 창업 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 창업교육의 발전 현황과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중국의 창업교육은
1997년 칭화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대학생 창업계획경진대회(大學生創業計劃競
賽)가 개최되면서 교내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가르치면서 시작되
었다. 중국의 창업교육 정책의 최초 정부 문건으로는 1999년에 교육부에서 발
표한 ｢21세기를 향한 교육진흥행동계획(面向21世紀敎育振興行動計劃)｣이다.
이 당시 중국 창업교육의 목표는 교육생의 혁신역량, 실천역량, 창업역량을 배
양한다는 것으로 취업과 직업교육의 연계 차원에서 창업교육이 시작되었다.89)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 창업교육 정책의 중점 추진 업무는 시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중국 창업교육의 체제 변천을 △1단계(1997~2001)
△2단계(2002~08) △3단계(2009~17) 등 3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표
2-23 참고).90) 1단계는 대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창업교육을 시작하는 초기 단
계이고, 2단계는 중국 교육부가 창업교육 시범기지를 선정하여 창업교육의 내
용과 모델을 구축하는 시기이며, 3단계는 교육부가 주도하여 중국의 현실에 맞
는 실질적인 창업교육 지원이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1단계 시기 중국의 창업교육을 살펴보면, 1997년 칭화대학교(清華)에서 개
최된 대학생 창업계획경진대회(大學生創業計劃競賽)를 계기로 교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이 시작되었다. 중국정부는 유럽의 창업교육 이념과 체계를
바탕으로 창업교육 체계 구축과 관련된 정책 문건을 발표하였지만, 이 시기의
창업교육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기보다 칭화(清华)대, 푸단(复旦)대, 화동

89) 노성호, 강경균(2017), pp. 137~162.
90) 王占仁(2016), 赵娜(2017), 노성호, 강경균(2017) 등의 학자들은 중국의 창업교육 시기 구분과 관련
하여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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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중국 창업교육 관련 정책의 주요 연혁

시기 구분

발표연도/
1999년

1단계
(1997~2001)

1999

2003
3중전회
2004
(2002~08)

노동부 외
2007
당보고
2007
교육부
2010
과기부 외
2010
교육부
2010

3단계
(2009~14)

21세기를 향한 교육진흥행동계획(面向21世紀敎育振興行動計劃) /

교육부 외 자발적인 하이테크 기업 설립 강조

국무원

2단계

정책 문건 / 주요 내용

관련 부처

교육부
2012
교육부
2012
교육부
2012
교육부

교육개혁 심화와 소양교육 전면추진 관련 결정
(關于深化敎育改革全面推進素質敎育的決定) /
혁신능력, 실천능력, 창업가 정신 강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개선에 관한 결정
(關于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于問制的決定) /
혁신능력, 창업능력 강조
고등교육기관의 Start Your Business 시범 실시에 관한 통지
(關于在部分高等院校開展創瓣你的企業培訓課程試点通知) /
7개 대학에서 Start Your Business 창업교육 시범 실시
공산당 17대 보고(黨的十七大報告) / 자주적 창업 강조
대학생 직업 발전과 취업 지도 교육과정 요건
(大學生職業發展与就業指導課程敎學要求) /
창업교육의 목표와 교과 내용 제시
대학생 과학기술창업 실습 기지 선정 방법
(高校學生科技創業實習基地認定辦法) /
고신기술개발구 내 대학과기원 등 플랫폼 구축
대학생 혁신창업 교육과 대학생 창업 업무 관련 의견
(關于推進高校創新創業敎育和大學生自主創業工作的意見) /
대학 내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 계획 강요(2010~20)
(國家中長期敎育改革和發展規劃綱要2010-2020) /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 강조
고등교육 질적 개선 관련 의견
(關于全面提高高等敎育質量的若干意見) /
혁신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
일반 대학생 창업교육 및 교과과정 기본 요건
(普通本科學校創業敎育敎學基本要求(試行)) /
대학생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창업 활동 개최
대학생의 국가급 혁신창업 훈련 계획 업무 실시 관련 통지
(關于作好本科敎學工程國家級大學生創新創業訓練計劃實施工作的通知)
혁신창업 훈련을 통한 혁신창업 능력 배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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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계속

시기 구분

발표연도/
관련 부처
2015

4단계
(2015~현재)

국무원
2015
국무원

정책문건 / 주요 내용
고등교육기관 혁신창업 교육 개혁 실시 의견
(關于深化高等學校創新創業敎育改革的實施意見) /
혁신창업 교육 시스템 구축
전국 일반 대학생 졸업자 창업 업무 통지
(全國普通高等學校毕業生就業創業工作的通知) /
고용 안정화 차원에서 대학생 졸업자 대상 창업 지원 강조

자료: 高扬, 付冬娟, 邵雨(2015), 재인용: 노성호, 강경균(2017), p. 144. 시기 구분 관련 저자 보완.

(华东)사범대, 우한대, 베이징항공대 등 대학의 자발적인 창업교육 위주로 진
행되었다.
2002년부터 중국정부는 창업교육 시범대학을 지정하여 대학들의 창업교육
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중국 교육부는 칭화(清華)대, 베이징항공
항천(北京航空航天)대, 중국인민(中国人民)대, 상하이교통(上海交通)대, 시안교
통(西安交通)대, 우한(武漢)대, 헤이룽장(黑龍江)대, 시난재경(西南財經)대, 시
베이공업(西北工業)대 등 9개 대학을 창업교육 시범기지로 선정하였고, 각 대
학과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주문하였다.
이 시기에 점차적으로 창업 지식 위주의 교육(중국인민대학), 기업가정신과 창
업 기술 위주의 교육(베이징항공항천대학), 실습 위주의 창업교육(상하이교통
대학) 등 대학별로 특화된 창업교육 모델이 형성되었다.91) 2004년부터는 전국
각지 대학에 대학 사이언스 파크가 조성되었는데 2004년 3월 교육부와 과기부
가 공동으로 대학 사이언스 파크 건설발전 토론회(国家大学科技园建设和发展
战略研讨会)를 개최하고 칭화대학, 베이징대학(北京大學), 난카이대학(南開大
學) 등에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실제 창업 활동을 지원하였다.
2009년부터 중국정부는 좀 더 중국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창업교육 지원
91) 王占仁(2016),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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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였다. 2010년 5월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 혁신창업교육과 대학생
창업 추진 관련 의견｣을 발표하여 중국 창업교육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
하였다. 교육부 주도하에 기업가,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육부 고등교
육기관 혁신창업교육 위원회(教育部高等学校创新创业教育指导委员会)’를 설
립하여 대학들의 창업교육에 대해 연구, 자문, 지도, 평가 등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교육부 산하에도 고등교육사, 과학기술사, 학생사, 취업상담센터
등 4개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창업교육 △창업기지 조성 △창업
정책 집행 △창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
한 중국정부는 고신기술개발구(高新技術開發區) 혹은 대학 사이언스 파크 내에
대학생 창업 인큐베이터(孵化器, Incubator)를 선정하고 조성을 독려하여 창
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창업 사무 공간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5년부터는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92)이 마련되면서
창업교육 정책도 큰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중국의 창업교육 정책이 교육부 차
원을 넘어 국가(국무원) 주도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대중창업, 만중혁신’ 추진에 관한 정책조
치에 대한 의견｣93)에서는 국가 혁신체제 매커니즘 구축의 일환으로 창업인재
육성과 탄력적인 인적자원 배치를 강조하면서 기업가정신과 창업 소양 교육을
국민 교육 체계에 편입하여 창업교육을 제도화하고 체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창업과 관련된 교과 내용과 창업 실습 훈련 체계의 구축도 주문하였다. 또한 혁
신창업 지식의 보급을 확대하여 창업가 정신을 배양할 것을 강조하였다.
2015년 5월에는 국무원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혁신창업교육 개혁 심화와
관련된 실시의견｣을 발표하여 국가 혁신형 발전전략의 틀 내에서 창업교육 정
92) 中国政府网(2015b), ｢国务院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 http://www.
gov.cn/zhengce/content/2015-06/16/content_9855.htm(검색일: 2019. 8. 12).
93) 中国政府网(2015b), ｢国务院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 http://www.
gov.cn/zhengce/content/2015-06/16/content_9855.htm(검색일: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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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지도 사상, 기본원칙, 목표를 명시하고 9개의 개혁 임무와 30개의 실시
조치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창업교육은 창업을 통해 대학생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서 벗어나 혁신형 경제사회 발전 방식에서 새로운 동력축으로 위
상이 향상되었다.

2) ‘대중창업, 만중혁신’ 이후 창업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2015년 대중창업, 만중혁신 전략이 추진되면서 중국의 창업교육은 기존과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주요 정책 △추진 주체 △목적 △교육 내용 및 과정 △
교수 학습법 △학사 관리 등 분야별 변화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교육은 창업생태계의 구성 주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창
업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 주고 창업
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며 기본 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중국에서도 2015년 이전에 창업교육 정책이 교육부 주도로 추진된
시기에는 대학 내에서 기업가정신 고취와 창업 이론, 지식에 대한 교과 과목 위
주의 학습이 주가 되었다.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이 추진
되면서 창업교육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지식 전달 및
이론 위주의 교과과정에서 창업 실습 활동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확
대되었다. 대학생이 실질적으로 창업 경험을 쌓고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정책이 변화한 것이다.
중국의 창업교육은 청년 창업을 통해 대학생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체제 전환을 이루는 사업에 그 역할을 하
는 것이 목표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창업교육은 제도 교육 내 지식 위주의 이
론적인 교육 전통보다는 창업 지원 플랫폼 설립 위주의 실용적인 접근이 주를
이룬다. 교육생들로 하여금 경진대회나 실제 창업 실습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자율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94)
94) 노성호, 강경균(2017),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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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창업교육 체제는 또한 경영학 혹은 경제학적인 이론적 지식을 강조
하는 전통보다는 실습과 실행을 통해 교육생으로 하여금 ‘창업을 해 나가는 기
술’에 관한 역량을 중시하는 성격이 있다. 창업 지원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회
인 경진대회 참가,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문제 해결 중심의 창업 활동을 경험함
으로써 성취 의욕, 기회포착 능력, 마케팅 창의성과 같은 창업 역량을 주도적으
로 배양하는 효과적이고 진보된 형태의 창업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다.
2017년 2월에는 대학생의 창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대학학생관
리규정(普通高等學校學生管理規定)」을 발표하고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 창업을
적극 지지하도록 하는 일련의 교육 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
인재 양성 질 표준 체계 개선 △인재 양성 메커니즘 혁신 △완전한 혁신창업 교
육과정 체계 구축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방식 개혁 △혁신창업 실천 강화 △
학적관리제도 개혁 △창신 창업 교수 능력 향상 △학생 창업지도 서비스 개선
△창신 창업 자금 지원 및 정책보장 체계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95)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학생의 실질적인 창업 활
동과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교수 지도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첫 창업
실습기지로 선정된 북경우전대학의 경우, 모바일 인터넷 창업을 주제로 교수
및 학생들에게 창업 지도 및 창업 실습을 제공하고 있다. 북경우전대학은 정기
적으로 공개수업, 지도강좌, 창업살롱, 모의 실천, 로드쇼 등을 개최하는데, 이
를 통해 학생들의 창업 지식과 체험을 풍부하게 하고 학생들의 혁신정신과 창
업 능력을 제고한다. 이는 창업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융합하고 창업 실천과 전
공학습이 융합되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96)
대학교 관리자 위주의 학사 제도 환경도 대학생의 창업을 지원하고 독려하
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었다(표 2-24 참고). 우선 창업 활동을 위한 휴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중국 대학생의 경우 건강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휴학 신청
95) 이수진(2019), p. 14.
96) 이수진(2019),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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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어려운 편이었다. 이러한 학사 관리 시스템에서는 대학생의 실질적인
창업 활동이 크게 제약된다. 이에 국무원이 2015년에 발간한 「실시의견」에서
“창업하는 학생을 위해 탄력 학제를 실시하고, 졸업 연한을 완화하며, 학업 진
도를 조정할 수 있고, 창업을 위해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면서 학
생들이 학업 중간에 휴학을 신청하고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를 개선하였다. 또한 창업 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전공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전과가 용이하도록 전과 제도를 완화하였다. 중국 대학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가 쉽지 않은데, 2017년 교육부가 마련한 「일반대학학생관리규
정」에서 혁신창업과 관련한 전문 지식 습득이나 창업 활동에 필요한 경우 전공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과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각 대학교에 학생들의
혁신창업 기록부를 만들고 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전환하는 창업 활동
학점 전환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창업 대회나 논문발표, 특허권 취
득 등과 같이 혁신창업과 관련된 경력 또는 성과가 있는 경우 이를 학점으로 전

표 2-24. 솽촹 전후 창업교육 정책 및 주요 내용 비교
구분

1997~2014
창업교육 시범기지 선정

주요 정책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대학 내 창업 인프라 조성

추진 주체

목적

학사 제도

자금 조달, 공유 오피스, 지원 플랫폼 조성
대학과 대학 외 창업 주체간 연계성 강조

교육부 주도

국무원 주도

과기부, 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

범중앙부처, 각 지방정부 적극 추진

대학 창업생태계 구축

국가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기업가정신 제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인재 양성

교육 내용 및 과정 이론, 창업 지식 위주
교수 학습법

2015년~현재

창업 관련 정보 전달
대학교 관리자 위주의 학사 제도
휴학, 전과 등이 어려움

이론과 실습 병행
창업과정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배양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가 위주의
학사 제도
휴학, 전과, 창업 학점제 등 제도 개선

자료: 본문 내용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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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창업 기회비용을 줄이고 창업을 위한 선택의 폭
을 넓혀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97)

마. 과학기술 관련 정책
중국정부는 창업 지원 정책 시행의 초기에는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한 창업 독
려 및 창업 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단계에
들어서면서 성장의 질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었고, 과학기술과 관련해 제시된
정부 정책은 혁신창업 촉진을 중점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과학기술의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 체제 개혁
과 함께 기술 이전에 대한 공정한 성과 분배 조치 등 과학기술 성과의 시장화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더불어 과학 혁신 능력의 제고 및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
한 인프라 구축 및 발전에 관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추진하고 있다. 최
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 및 신산업의 등장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기술과 아
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분야에서 창업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중국은 혁
신의 주체로서 창업기업 육성을 중시하고 있다.

1) 과학기술 체제 개혁
중국정부는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기술 혁신의 핵심 어젠다로 과학기
술 혁신을 통한 사회 생산량 제고 및 종합 국가경쟁력 향상을 강조하였다.98)
이러한 어젠다를 기반으로 2015년 3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과학기술체
제 개혁 심화와 국가 혁신체제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深化科技体制改革
加快国家创新体系建设的意见, 이하 ‘가속화 의견’)」을 통해 중국 과학기술 체
제 개혁의 추진 방향과 중점 임무 등을 제시하였다.99) 「가속화 의견」에서는 과
97) 이수진(2019), pp. 17~18 참고하여 저자 정리.
98) ｢【十九大报告关键词】创新驱动发展战略｣(2018. 12. 13), https://www.sohu.com/a/281865653
_120059987(검색일: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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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 성과 이전 촉진(激动) 정책의 지속적 개선을 강조하는 한편, 직무발명제
도 개선을 통한 특허법, 회사법 등의 수정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성과 및 지식
재산권의 귀속, 이익 공유 기제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밝혔다.100) 특히
「가속화 의견」은 제13차 5개년 규획에서 제시한 ‘혁신드라이브 정책’의 시행
방안으로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축척된 과학기술 역량과 인적자본을 기반으
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이를 사회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101)
2016년 5월에는 중국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혁신 및 체제 개혁을 구체화한
「국가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이하 ‘혁신 드라이
브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020년, 2030년, 2050년까지 3단계에 걸친 발전 목
표와 전략을 제시하였다.102)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은 기술 혁신을 원동력
으로 기술적 역량의 제고와 고급 기술 인력의 축적을 통해 경제 성장 및 산업
고도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표 2-25 참고).103) 또한 △과학기술 혁신
△체제 시스템 혁신 등 2가지를 핵심 축으로 하여 국가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
고 △성장 방식 △성장 요소 △산업 가치 사슬 △혁신 능력 △자원 배치 △혁신
주체 등 6가지 요소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104) 이 전략에서 주목할 점은
과학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혁신 드라이브의 주체가
과학기술 인력 중심에서 솽촹 중심, 즉 창업기업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전략은 창업 정책에서 △창업이 혁신을 주도 △창업을 통한 과학기술 성과
전환 △창업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99)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官网(2015. 3. 24), ｢中共中央 国务院关于深化体制机制改革加快实施创
新驱动发展战略的若干意见｣, http://www.most.gov.cn/yw/201503/t20150324_118707.htm(검

색일: 2019. 10. 15).
100)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6), p. 13.
101)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官网(2015. 3. 24), ｢中共中央 国务院关于深化体制机制改革加快实施创
新驱动发展战略的若干意见｣, http://www.most.gov.cn/yw/201503/t20150324_118707.htm
(검색일: 2019. 10. 15).
102) ｢《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政策解读｣(2016. 5. 24). https://www.scio.gov.cn/34473/34515/
Document/1478593/1478593.htm(검색일: 2019. 10. 15).
1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7), p. 10.
104) 남수중 외(2018),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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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국가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구분
과학기술
2개의

혁신

핵심 축
체제 시스템 혁신

핵심 발전 방향과 산·관·학의 지원 체계 구축
과학적 혁신 탐구 및 기술 난관 극복
지속 가능한 혁신 시스템 능력 구축
혁신구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생산 시스템 조정
과학, 경제, 정부 참여의 유기적 협력 체제 개혁
기업, 연구소, 대학, 사회 조직 등 각종 혁신 주체의 기능을 세분
화, 고도화 추진
△ 혁신 네트워크의 구축

1개의
시스템

국가 혁신 시스템 △ 군과 민간 융합의 국방과학기술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
구축

△ 혁신 거버넌스 개선
△ 혁신 자원 배분 체계 구축
△ 혁신 보호 법률제도 구축
△ 혁신 장려의 사회 환경 구축

성장 방식
성장요소
6개의
변화

산업 가치 사슬
혁신 능력
자원 배치
혁신주체

양적 중심의 성장에서 질적·효율성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성
장 방식 변화
토지, 자금력, 노동력 등 전통적 요소에 의한 성장에서 지식 축적,
기술 진보, 노동자 능력 향상 등의 혁신 요소에 의한 성장으로 변화
중·저 단계 산업 가치 사슬에서 중·고 단계의 산업 가치 사슬로 이동
추격 주도(기술 추격) → 병행·선도 주도
R&D 위주의 자원 배치에서 산업 사슬 및 혁신 사슬, 자금 사슬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한 자원 배분 체계로 변화
과학기술인력 중심에서 대중을 중심으로 한 혁신 추진

자료: ｢《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政策解读｣(2016. 5. 24). https://www.scio.gov.cn/34473/34515/Document/
1478593/1478593.htm(검색일: 2019. 10. 15), 재인용: 남수중 외(2018), p. 162.

2) 과학기술 성과의 시장화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과 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의
시행을 위한 중요한 임무이며, 과학기술과 경제의 긴밀한 결합을 강화하는 핵
심이라고 볼 수 있다.105)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과 관련하여 기
술인력 및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일련의 정책이 지속적으

105) 中国产业经济信息网(2017), ｢《国家科技成果转移转化示范区建设指引》发布｣, http://www.cinic.
org.cn/xw/zcdt/407323.html(검색일: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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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련되어 왔다(표 2-26 참고).
2015년 8월 중국은 제12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중화인
민공화국 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법’ 수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中华人民共
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的决定)」을 통과시키고 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법
시행 이후 20년 만에 첫 관련법 개정을 진행하였다.106) 그리고 2016년 2월에
발표된 「‘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법’시행에 관한 규정(实施《中华人民共和国促
进科技成果转化法》若干规定, 이하 ‘시행 규정’)」에서는 연구개발기관과 고등교
육기관이 양도, 허가, 가격발표(作价) 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이나 기타 조

표 2-26. 중국 국무원 창업 정책 중 과학기술 사업화 관련 내용
시기

주요 내용

주요 정책

-‘인터넷+’, ‘제조업 2025’와 관련된 과학기술
의 사업화 추진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 강화를 통한
대중창업, 만중혁신 심화 발전 의견
2017. 7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 원스톱 처리센터 설립,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구축 추진

(国务院关于强化实施创新驱动发展战 -(과학기술 성과 시장화) 무형자산의 시장가치
略进一步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深入 평가 시스템 마련
发展的意见)
-전략적 신흥 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 성과
도입 가속화
-과학기술 성과 시장화를 위한 연구원 지원 강화
솽촹 업그레이드 정책

2018. 9

(国务院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
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

2019. 6

대중창업, 만중혁신 심화 조치
(大众创业万众创新引向深入的措施)

-혁신기업의 선도적 역할 확대
-과학기술 성과 시장화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솽촹 시범기지 과학연구
프로젝트 실시, 성과 확인, 사업화, 연구개발
비용 지원

자료: 中国政府网(2017a), ｢国务院关于强化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进一步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深入发展的意
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7/27/content_5213735.htm(검색일: 2019. 8. 12); 中
国政府网(2018a), ｢国务院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 http://www.gov.cn/
zhengce/content/2018-09/26/content_5325472.htm(검색일: 2019. 8. 12); 中国政府网(2019d), ｢6月5日
的国务院常务会定了这三件大事｣, http://www.gov.cn/xinwen/2019-06/06/content_5398032.htm(검색
일: 2019. 10. 15) 참고하여 저자 작성.

106)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官网(2015),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释义》出版发行｣, http://
www.most.gov.cn/kjbgz/201512/t20151218_123038.htm(검색일: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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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과학기술 성과를 이전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107) 「시행 규정」에는
기술성과 이전의 방식 외에도 핵심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이 제
시되었다. 그리고 기술혁신 인센티브 시스템의 개선 방향과 직무와 관련된 겸
직의 허용 등의 구체적 조치를 통한 과학기술 성과 이전 체제 개혁의 추진도 제
시되었다.108) 이는 R&D 기구와 대학기관의 기술 이전 촉진 및 과학기술 인력
의 혁신창업 장려,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양호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로 볼 수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16년 4월 「과학기술 성과 이전·전환 행동방안(促进科技成
果转移转化行动方案, 이하 ‘행동방안’)」을 통해 과학기술 성과 이전·전환에 관
한 법규의 시행 및 개선을 추진하고 건전한 과학기술 성과 이전 체계의 수립과
정부의 공공 서비스 기능 강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강조하였다.109) 「행동방안」
은 「수정 ‘과학기술 성과 이전 촉진법’」과 「‘과학기술 성과 이전 촉진법’시행에
관한 규정」과 함께 과학기술 성과 이전과 관련하여 ‘3부작(三部曲)’을 이루었
다. 「행동방안」에서는 개방된 기술시장 건설을 중요한 임무로 삼고 상호 연계
된 전국 기술거래 네트워크의 구축과 기술시장의 발전 가속화, 기술 이전/전환
서비스 수준 제고 등의 작업 일정 배치를 제시하였다.110) 2016년 5월에 발표
된 중국의 국가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에서도 과학기술 혁신과 체제 시스템
혁신의 추진 외에도 혁신의 주체를 창업기업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 창업을 독
려하는 등 과학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111)
2017년 국무원이 발표한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 강화를 통한 대중창업,
107)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官网(2016a), ｢国务院印发《实施〈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若
干规定》｣, http://www.most.gov.cn/yw/201603/t20160303_124399.htm(검색일: 2019. 10. 15).
108)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7), p. 12.
109)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2016. 5. 19), ｢《促进科技成果转移转化行动方案》相关政策解读｣,
http://www.scio.gov.cn/34473/34515/Document/1478153/1478153.htm(검색일: 2019.
10. 15).
110) ｢科技部解读《国家技术转移体系建设方案》新亮点｣(2017. 9. 28), http://www.xinhuanet.com/
fortune/2017-09/28/c_1121736667.htm(검색일: 2019. 10. 15).
111) ｢《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政策解读｣(2016. 5. 24), https://www.scio.gov.cn/34473/34515/
Document/1478593/1478593.htm(검색일: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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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중혁신 심화 발전 의견(关于强化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进一步推进大众创业
万众创新深入发展的意见)」에서는 과학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고 침해를 방지하고자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특허 원스
톱 처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 성과의 시장화를 위해서
무형자산 형태의 기술에 대한 시장가치 평가 시스템 마련하도록 명시하였다.
더불어 전략적 신흥 산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법
률, 정책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사업화 효율을 제고하고
자 하였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 시범기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과학연구원
과 고등교육 인력의 창업 참여를 독려하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기 및 설비는
물론 관련 인재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2017년 10월 10일 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 성과 이전·전환 시범구 건
설지도(国家科技成果转移转化示范区建设指引, 이하 ‘건설지도’)」를 발표하고
정책의 선행적 시행, 메커니즘 혁신, 활발한 과학기술 성과 이전·전환의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추후 확대 적용이 가능한 경험을 축적하고자112) 시범구 건설
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설지도」에서는 시범구 건설 기간을 3~5년으로 잡고
있으며, 13·5 규획 기간에 10여 개의 시범구를 배치,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113)
2018년에 발표한 솽촹 업그레이드 정책(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打造
“双创”升级版的意见)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성과 사업화의 향상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114) 그 방안으로 △과학기술형 창업의 발전 장려 △기업과
연구기관간의 협력 강화 △과학기술 창업과 전통산업의 융합 △다양한 과학기
술 혁신 창업주체의 발굴을 제시하였다. 2019년의 심화 조치에서는 솽촹을 통
112) 中国产业经济信息网(2017. 10. 30), ｢《国家科技成果转移转化示范区建设指引》发布｣, http://www.
cinic.org.cn/xw/zcdt/407323.html(검색일: 2019. 10. 15).
113) 科塔学术(2018. 9. 29), ｢国家科技成果转移转化示范区, 十三五期间建设10个, 已批建9个｣, https://
www.sciping.com/20483.html(검색일: 2019. 10. 15).
114) 中国政府网(2018a), ｢国务院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 http://www.
gov.cn/zhengce/content/2018-09/26/content_5325472.htm(검색일: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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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솽촹 시범기지에서 과학연구 프로
젝트를 추진하여 과학기술 성과의 사업화 및 시장화를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3) 활성화 지원 인프라 구축
이러한 시범구의 건설과 더불어 과학혁신 능력의 제고 및 혁신창업 활성화
에 중요한 지원 인프라로서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의 구축 및 발전을 도모하
고자 하였다.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이하 ‘인큐베이터’)는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하고 과학기술기업과 기업가정신을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15) 그리고 물리적 공간과 공유 시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학
기술 창업 서비스 기관으로서 국가 혁신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더
불어 혁신창업 인재의 육성기지이자 대중혁신창업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
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16)
인큐베이터의 주된 기능은 우선 과학기술기업의 성장 수요를 둘러싼 다양한
요소 자원의 결집과 과학기술형 혁신창업을 촉진하는 데 있다. 그리고 창업공
간 및 공유 시설, 기술 및 자문, 투·융자, 창업 과외,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 제
공을 통해 창업 비용을 낮추고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와 성장 촉진, 취업 활성
화를 달성함으로써 사회의 혁신창업 활력을 유발하는 기능이 있다.117)
과학혁신 능력의 제고 측면에서 중국정부는 이러한 인큐베이팅 기구의 역할
및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118) 그래서 2012년 12월 중국 과학기술부
115)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官网(2018. 12. 14), ｢科技部关于印发《科技企业孵化器管理办法》的通
知｣,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8/201812/t2018
1229_144404.htm(검색일: 2019. 10. 15).
116)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官网(2018. 12. 14), ｢科技部关于印发《科技企业孵化器管理办法》的通
知｣,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8/201812/t2018

1229_144404.htm(검색일: 2019. 10. 15).
117)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官网(2018. 12. 14), ｢科技部关于印发《科技企业孵化器管理办法》的通
知｣,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8/201812/t2018
1229_144404.htm(검색일: 2019. 10. 15).
118) 오종혁, 박진희, 김홍원(2016),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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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 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터 12·5 발전 규획(国家科技企业孵化器“十二
五”发展规划, 이하 ‘인큐베이터 12·5 규획’)」을 발표하고 과학기술 혁신창업
시범구 건설과 모범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구축, 높은 수준과 레벨의 창업
집단(团队) 육성,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고성장형 기업 육성 등의 목표를 제시
하였다.119) 「인큐베이터 12·5 규획」의 추진하에 12·5 규획 기간에 중국의 인
큐베이터 사업이 본격적인 심화 발전 단계에 진입하면서 중국 내 인큐베이터의
전략적 지위가 부각되고 업계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혁신과 개선을 촉진하였
다.120)
이어 중국의 과학기술부는 국가 혁신 구동 발전전략의 관철과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13·5 발전 규획(国家科技企业孵化器“十三五”发展规划, 이하 ‘인큐베이터 13·5
규획’)」을 발표하였다.121) 「인큐베이터 13·5 규획」에서는 중국 인큐베이터의
발전이 직면한 주요 모순점으로 창업 인큐베이터의 서비스 능력 및 수준의 부
족을 꼽으며 혁신창업 활동에 대한 거대 서비스 수요를 아직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122) 이에 따라 13·5 규획 기간에 혁신창업생태계를 구축
하기 위한 중국 인큐베이터의 새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인큐베이터 13·5 규
획」에서는 2020년까지 대중의 혁신적인 창업 수요를 유도하고 다층적 창업 인
큐베이터 시스템을 정비하여 국내외 자원의 결집과 인큐베이터의 국제화를 목
표로 하고 있다.123)
그리고 인큐베이터의 투·융자 서비스와 자본구동 기능을 강화하여 인큐베이
119)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网(2012), 科技部关于印发国家科技企业孵化器“十二五”发展规划的
通知, http://www.gov.cn/zwgk/2013-01/11/content_2310065.htm(검색일: 2019. 10. 15).
120) ｢国家科技企业孵化器“十三五”发展规划公布｣(2017. 7. 17), http://www.chinahightech.com/
html/paper/2017/0717/420554.html(검색일: 2019. 10. 15).
121) ｢国家科技企业孵化器“十三五”发展规划公布｣(2017. 7. 17), http://www.chinahightech.com/
html/paper/2017/0717/420554.html(검색일: 2019. 10. 15).
122) ｢国家科技企业孵化器“十三五”发展规划公布｣(2017. 7. 17), http://www.chinahightech.com/
html/paper/2017/0717/420554.html(검색일: 2019. 10. 15).
123) ｢国家科技企业孵化器“十三五”发展规划公布｣(2017. 7. 17), http://www.chinahightech.com/
html/paper/2017/0717/420554.html(검색일: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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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자기자본과 외부자본으로 다층적 창업 인큐베이터 투·융자 서비스 시스
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단계별 창업기업의 자금에 대한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투자+인큐베이팅(投资＋孵化)’ 발전 모델의 심화 계획을 밝혔
다.124)
「인큐베이터 13·5 규획」에서 중창공간이 인큐베이팅 사슬에서의 위치에 대
한 정의를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하였다(그림 2-12 참고). 규획 내용에 따르면
중창공간은 인큐베이팅 사슬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초기 혁신창업 활동을 촉
진하고 대중적 혁신창업에 양호한 생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중창공간
과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는 서비스 성장 초기 단계(种子期), 스타트업 단계
(初创期), 성장 단계(成长期) 등 창업기업 발전의 전체 인큐베이팅 사슬을 구성
한다.125)

그림 2-12. 인큐베이팅 사슬과 중창공간의 위치

성장 초기 단계

스타트업 단계

성장 단계

(种子期,
Sead Stage)

(初创期,
Start-up Stage)

(成长期,
Develoment
Stage)

중창공간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사슬
자료: 前瞻产业研究院(2018c), 「2018年中国众创空间发展现状分析 营商环境趋好助力行业快速发展【组图】」,
https://www.qianzhan.com/analyst/detail/220/180601-da7ac892.html(검색일: 2019. 10. 15)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124) ｢国家科技企业孵化器“十三五”发展规划公布｣(2017. 7. 17), http://www.chinahightech.com/
html/paper/2017/0717/420554.html(검색일: 2019. 10. 15).
125) 前瞻产业研究院(2018c), 「2018年中国众创空间发展现状分析 营商环境趋好助力行业快速发展【组图】」,
https://www.qianzhan.com/analyst/detail/220/180601-da7ac892.html(검색일: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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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에는 중국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관리방법’
의 발표에 관한 통지(关于印发《科技企业孵化器管理办法》的通知, 이하 ‘관리방
법’)」를 발표하고 국가급 과학기술 인큐베이터 인정(认定) 조건과 신청 및 관리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관리방법」에서는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의 질적 발전을 유도하고 양호한 과학기술기업 성장생태계를 구축하여 대중창
업, 만중혁신의 수준을 제고하고 신형국가 건설을 가속화하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126) 또한 인터넷,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인큐베이터의 서비
스 역량 강화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인큐베이터의
시장화 운영 능력 제고와 함께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한
다. 그리고 글로벌 혁신창업 네트워크와의 통합과 국제 기술 이전 등의 업무를
전개하고 해외 양질의 프로젝트와 기술 성과 및 인재 등의 자원을 도입함으로
써 중국 창업자들이 해외 시장에 연결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다.127)

126)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官网(2018), ｢科技部关于印发《科技企业孵化器管理办法》的通知｣, http://
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8/201812/t20181229_
144404.htm(검색일: 2019. 10. 15).
127)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官网(2018), ｢科技部关于印发《科技企业孵化器管理办法》的通知｣, http://
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8/201812/t20181229_
144404.htm(검색일: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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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의 창업생태계 분석:
구성원별 역할 및 특징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2. 대기업 및 선도기업
3. 정부인도기금과 VC
4. 대학 및 연구기관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가. 역할
중국의 창업생태계는 중국정부가 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 △금융 △인재 등
의 창업의 핵심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창
업생태계 구축에서 중국정부는 창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전략 기획자의 역할
과 연구기관, 기업, 인재 등 창업생태계 주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중앙정부128)는 창업 정책의 전략을 제시하고 각급 지방정부
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창업생태계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중
앙정부의 전반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비롯하여 규제 완화, 창업 플랫폼 구축,
금융 지원, 창업교육, 과학기술 촉진 정책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기술한바 본
절에서는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특징을 분석
한다.
중국의 정책 추진 체계는 단일 정권인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여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국 특유의 경제적 분권 체제 안에서 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당의 방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무원이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국가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는 체제이다(그림 3-1 참고).

128) 본 절에서의 중앙정부는 중국 헌법이 정한 국가 최고 행정 집행 기관인 중국 국무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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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국의 정책 추진 체계

정부(공산당)

정책

기금

정부지원기금
중앙정부

인재

백인계획
(국내외 인재)

천인계획
(국외 인재)

만인계획
(국내 인재)

국가기술
전문 인재

지방정부

정책

민간투자기관

대기업

국내창업회사

해외 창업회사
(오픈 이노베이션)

자료: 남수중 외(2018), p. 163 인용.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의 중앙정부는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 절
차를 개선하는 등 창업 환경의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주체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창업 지원 정책에 따
르면 중국의 창업 정책의 기본 방침은 △제도 개혁 △인재 육성 △시장 주도 △
정보 공유이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중앙정부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개방
형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 개방형 혁신창업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
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자금의 융통을 원활하게 하며 적절한 인력이 공
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중국 국무원의 창업 지원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중국의 중앙정부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 및 가이드라인
제공 차원에서 통합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기 다
른 부처에서 주관하던 인재 육성, 과학기술, 중소기업 촉진 등에 대해 간접적으
로 창업생태계를 구축해 왔던 것에서 탈피하여 2015년 중국 국무원이 창업 정
책을 발표한 이후에는 중국 국무원에서 창업 지원 정책 전반을 총괄하여 관련
전략 및 추진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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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중국정부의 역할

정부

자금

인재

해외 인재
(천인계획)

정부지원자금

국내과학기술
전문가

민간투자기관

대기업

국내 창업회사

개방형 혁신
국외 창업회사
법률 및
제도 환경 개선

자료: 자오유(2016)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중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창업생태계 조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 차원의 전략인 ‘혁신 주도형 발전전
략’에서부터이다. 이 전략에서는 2020년까지 중국을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국
가 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국무원이 발표
하는 5개년 규획에서도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꾸준히 제시되
었다(그림 3-2 참고).129) 중국 중앙정부의 창업생태계 구축은 11·5 규획
(2006~10년)의 해외 인재 유입 전략인 ‘천인계획’, 12·5 규획(2011~16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토대를 마련하고 13·5 규획(2016~20년)에서 ‘대중
창업, 만중혁신’이라는 창업 육성 전략을 본격 시행하였다. 천인계획을 통해 해
외 귀국 인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업이 주도하여 창업생
129) 배문식, 길운규(2017),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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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를 구축하고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창업을 독려하였다.130) 이후 보다 구체
적으로 과학기술혁신지원고시와 관련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수
혜택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혁신 시
스템 구축과 혁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은 직접적인 정책적 지원뿐
만 아니라 창업생태계의 주체들이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지방의 특색 산업 또는 지역 비교우위에 입각
하여 지역 발전 차원에서의 창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행정 부처
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제도가 도입되면서 능동적으로 시
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지역 산업과 지역 소재 기업들의 발전을 촉진하기 시작
하였다.131) 중국정부는 단일 정당 체제에서 1958년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등 행정적 분권 경험을 통해서 중국 특색의 연방주의를 형성한 바 있다.132) 이
러한 중국 특유의 행정적 분권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된 정책
운용 체계는 각 지역의 핵심 산업 또는 선도 요건을 토대로 맞춤형 정책을 시행
하여 창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지방정부의 창업생태계 구축 지원
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각 행정 부처 △관리위원회 또는 과학
기술위원회 △정부 및 민간 자본의 융합된 기금이 협업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3-3 참고).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첨단기술개발구,
경제특구 등을 기반으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공간, 인력 자원, 금융 지원
등의 구체적이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지원을 실시하여 창업생태계를 구
축하고자 하였다. 대다수 지방정부는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핵심 요소 중 취약
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존의 산업을 특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세한 지방
정부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는 제4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130) 배문식, 길운규(2017), p. 36.
131) 이홍규, 허남석, 조성호(2011), p. 69.
132) 이홍규, 허남석, 조성호(2011),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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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지방정부의 창업생태계 구축 체계

인력사회보장국
과학기술위원회

기금위원회

지방정부

자료: 저자 작성.

나. 특징
중국정부의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주목할 것은 중국정부의 행정 시스템 체계
화와 이를 통한 △중장기적 정책 지원 △시장 주도의 창업생태계 구축 △지역
별로 차별화된 육성 정책이다.

1) 창업생태계 구축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지원
중국과 같이 특수한 국가 운영 체제에서의 창업생태계 구축은 중국정부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
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133) 중국정부는 창업생태계 조성 초기에 전략을 제시하
고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물리적인 창
업 공간(중창공간)을 제공하며 창업의 기본적인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와 같은 정부 주도의 창업생태계는 중국정부의 국가 발전전략을 반영하여 중앙

133) 중국 칭화대학교 창업연구소 담당자 인터뷰(2019. 11. 1,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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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조성된 기존의 지역경제특구, 첨단산업단지, 과학
기술단지 등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다수이다.134) 초창기 지역경제특구,
첨단산업단지, 과학기술단지 등의 조성은 창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으나
이를 바탕으로 산업 기반, 인재 풀, 기초 인프라 시설 등 창업의 입지 조건을 갖
추게 되었다. 이후 중국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비공유 경제 주체의 중요성이 강
조되면서 자연적으로 창업기업이 탄생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에 중국정부가
창업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
책적 지원을 통해서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단일 정당 체제와 강력한 통제권을 지닌 국가로, 창업생태계 지원
정책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지속성
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운영상의 행정 시스템 구조와 창업생태계의 성
장 단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정책은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
이라고 볼 수 있다.

2) 시장 주도의 창업생태계 구축
중국정부의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또 다른 특징은 시장 주도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중국정부는 유기적인 협력으로 발전하는 창업생태계 환경을 마련하고
시장 주도의 창업생태계 구축을 강조하였다. 중국정부는 계획 경제 주도하에서
중국경제를 이끌어 왔으나 1978년 개혁개방, 2003년 WTO 가입 등을 통해
시장 또한 경제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중심축으로 받아들였다. 2006년부터는
5개년 단위로 발표하던 계획의 명칭을 규획으로 바꾸면서 중앙정부가 경제 성
장 전략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강화되어 정부 주도 및 시장 간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에서도 중국정부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창업생태
계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앞서 제2장
134) 중국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창업연구소 담당자 인터뷰(2019. 11. 1,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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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창업 지원 정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업생태계 구축 초기의 정부 주
도형에서 점차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정부의 역할은 가이드라인과 공공 서비
스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국한하였다. 중국정부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며 금융 및 인력 자원은 시장 원리에 따르도록 방침을 정하였
다.135) 이에 창업생태계에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
하여 대·중·소 기업간의 협력을 주도하고 협력을 통한 발전과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3) 지역별로 차별화된 창업생태계 구축 정책 시행
지방정부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지역별 산업 기반 또는 경제 발전 기반을 토
대로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역 창업 시범기지 선정 시에 해당 지역에 특화 산업
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달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136) 또한 지
역 창업시범기지로 선정된 지역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로 창
업시범기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였다. 베이징의 경우 중앙정부
의 주도하에 과학기술시범기지로 선정된 바 있어 베이징 전역을 첨단과학기술
창업육성기지로 발전시키고자 하이뎬구 중관춘 모델을 베이징 전역으로 확대
하여 추진하고 있다.137) 선전은 경제특구를 기반으로 발전한 도시로서 창업생
태계 구성 요소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재를 공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이 적다. 이에 중국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해외 고급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전략
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웨이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지역 통합 전
략)’ 협력으로 광둥성, 홍콩 및 마카오 고급 인력간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행
정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한편 선전 시정부는 지방 차원에서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거주 지원, 세수 혜택 등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으
135) 자오유(2016), p. 10.
136) 중국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창업연구소 담당자 인터뷰(2019. 11. 1, 중국 베이징).
137) 중구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창업연구소 담당자 인터뷰(2019. 11. 1,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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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홍콩의 고급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 서남부 내륙에 위치한 쓰촨
성 청두(成都)의 경우도 인재 부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인재 유입을 위한 자금
지원과 창업 지원 서비스 개선을 중점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활발하다. 청두의
기반 산업은 IT 제조, 자동차, 기계 등으로 첨단기술산업단지는 조성되어 있으
나 인재가 부족하고 창업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38)

2. 대기업 및 선도기업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 가운데 기업은 생태계의 직접 참
여 주체와 간접 참여 주체로 구분해 볼 수 있다.139) 먼저 직접 참여 주체로서의
기업에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보유한 신생기업이자 창업
자140)가 포함된다. 그리고 간접 참여 주체로서 기업은 창업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조직 및 기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141)
본 절에서는 중국 창업생태계의 간접 참여 주체인 대기업과 선도·핵심(龙头骨
干) 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 구축 및 발전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사회적 멘토, 창
업 자원 공유 및 지원과 육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역할
초기에 벤처창업 기업으로 시작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스타트업
육성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138) 오종혁, 박진희, 김홍원(2016), p. 42.
139) 孙建军(2018), p. 84.
140) KOTRA(2018b), p. 18.
141) 孙建军(2018),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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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대표되는 BAT는 강력한 플랫폼과 자본력을 바탕
으로 중국의 인터넷 산업과 스타트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142) 이들 선
도·핵심 기업들은 혁신 플랫폼 구축, 인력 양성, 자금 투자 등 자체적 창업생태
계를 조성함으로써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또 다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표 3-1. 중국 대기업 보유의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의 분야 및 내용
기업명
텐센트(腾讯)

협력 분야

프로그램 내용

자금 지원

텐센트 클라우드 창업기업 지원

문화 콘텐츠

텐센트 산업 공영(共赢)기금 설립

알리바바(阿里巴巴)

인큐베이팅

인큐베이팅 플랫폼

바이두(百度)

코워킹 스페이스

징둥(京东)

인큐베이팅

하이얼(海尔)

교류 및 아이디어

바이두 혁신센터
JD 창업 서비스(JD 파이낸스 산하)

신세대 창업자간
하이얼 창업자 실험실

지원 플랫폼
아이디어 시드 배양,
우주항공과학공업

인큐베이팅,

(航天科工)

액셀러레이팅,
우주항공 클라우드망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차이나(Microsoft China)

액셀러레이터 베이징

LEGEND Group

IT 산업

핑안벤처스

인터넷, 소비재,

(平安创新投资基金)

자동차, 의료

Fosun RZ Capital
(复星锐正资本)
Universal Venture
상하이 제약그룹
(上海医药)

스마트제조, TMT
바이오 의약,
신에너지, 환경 보호
바이오 의약, 소비재

3단계, 3창고, 1기업의 내부 창업 프로젝트
육성 모델
클라우드 개방으로 외부 혁신창업 추진
두 차례에 걸쳐 선발된 팀에게 종신제 동문 서비
스 제공,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고객, 합작 파
트너와 연결
Legend le fund 및 투자회사 설립
10억 위안 규모의 창업기금 설립
200억 위안 규모의 창업투자기금 7개 설립
10억 위안 규모 창업투자기금 설립
상하이 실업회사와 100억 위안 규모의 창업투자
기금 설립

자료: KOTRA(2018a, p. 147, p. 160, 재인용).
142) ｢[플래텀 리포트] 中 대표 인터넷 기업 ‘BAT’, 2018년도 투자 현황 정리｣(2019. 4. 8), https://
platum.kr/archives/119369(검색일: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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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선도·핵심 기업들은 자금 지원 및 투자기금
조성, 인큐베이팅 플랫폼 구축, 교류 플랫폼 제공, 혁신센터 설립, 창업자 실험
실 제공 등의 방식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 및 자금 조달, 인적 네트워크 확보 등의 측면
에서 한계에 직면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선도기업이 앞서 구축
한 인적 네트워크 및 기술 등 혁신창업 자원과 창업 지원 플랫폼 등 물리적 인
프라의 활용은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리스크 감소 측면에서 중요하다.
즉 대기업 혹은 선도기업에 의한 인큐베이팅, 기술개발, 투자,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상생 모델의 확대는 창업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창업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 조성
2019년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서 발표한 뺷2018/2019
Global Report뺸에 따르면,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항목에서 한국은 37위,
일본과 미국이 각각 25위와 46위를 차지한 가운데 중국은 29위를 기록하였
다.143) 그리고 직업 선택에서 창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비율도 60.7%로 한국과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선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3-2 참고).

표 3-2. 주요 국가별 창업 선호 인식 비교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

59.0

중국

72.0

51.3

-

52.0

45.3

47.2

53.0

69.6

65.68

65.9

70.3

66.4

60.8

미국

-

-

64.7

-

63.7

63.0

62.7

일본

30.0

31.3

31.0

-

-

24.3

22.8

주: 수치는 직업 선택 시 창업을 선호(entrepreneurship as a good career choice)하는 18~64세 조사 대상자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4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19),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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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중국 내에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먼저 창업
을 통해 업계의 주도적 역할자로 성장한 기업 및 기업가의 영향이 컸다. 과거
2000년대 창업의 주도적 주체로 등장한 IT 기업들은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중
국의 대표적 유니콘 기업 혹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기
업들은 신산업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알리바바의 마윈(马云), 텐센트의 마화텅(马化腾), 바이두의 리옌
훙(李彦宏) 등의 성공 사례는 중국인에게 참고할 만한 창업 롤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공 사례는
스타트업을 꿈꾸는 창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 BAT 중심의 창업투자생태계 구축
중국에서는 스타트업으로 성공을 거둔 창업자가 창업의 롤 모델이라는 역할
외에도 본인의 경험 및 자산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 스타트업에 다시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144) 대표적인 예로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전략
적 투자와 재무적 투자를 모두 집행함으로써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자본 제공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다(그림 3-4 참고).145) 더불어 레노버 역시 계열사인 레
전드캐피털을 통해 펀드를 운용하며 2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
고 있다.146)

144) ｢‘BAT’가 불어넣은 만인 창업 열기 인재-투자-시장잠재력 선순환 낳다｣(2018), https://dbr.
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8605(검색일: 2019. 10. 15).
145) ｢‘BAT’가 불어넣은 만인 창업 열기 인재-투자-시장잠재력 선순환 낳다｣(2018), https://dbr.
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8605(검색일: 2019. 10. 15).
146) 곽배성(201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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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BAT 3사의 투자 추이 비교
(단위: 건)

180

169

160
140
120

108
68

83

79

32

28

2015

2016

60
40
20

19

0

2013

77

73

56

24

20

150

98

100
80

125

18
2014

41
2017

알리바바

바이두

2018

텐센트

주: 2013~17년 데이터는 IT桔子 자료 기준이며, 2018년 데이터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자료: ｢[플래텀 리포트]中 대표 인터넷 기업 ‘BAT’, 2018년도 투자 현황 정리｣(2019. 4. 8), https://platum.kr/
archives/119369(검색일: 2019. 9. 20), 재인용.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의 2017년과 2018년 주요 영역별 투자를 비교해
보면 텐센트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모두 엔터미디어 분야에 대한 투자 건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알리바바는 기업 서비스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표 3-3 참고).

표 3-3. BAT의 주요 투자 영역 분포(2017~18년)
(단위: 건)

구분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엔터미디어

41

55

6

7

2

4

기업 서비스

10

16

11

12

3

2

소비

6

15

8

6

-

-

교육

4

12

-

-

교통운송

10

11

3

4

5

2

금융

9

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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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단위: 건)

구분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AI

-

-

6

4

3

1

소셜네트워크(社交)

7

-

-

-

-

-

부동산

-

-

1

3

-

-

생활 서비스

-

-

1

3

-

-

스마트 하드웨어

-

-

-

-

-

5

자료: 烯牛数据(2019), pp. 24~26 참고하여 저자 정리.

BAT 3사의 집중 투자 영역은 각 회사 본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바이두의 경우 당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검색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O2O 소비와 핀테크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147) 알리바바는 주력 분야인
전자상거래 분야와 확장 연계할 수 있는 물류 및 리테일, 결제 시스템, 미디어
및 교육 영역에 집중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148) 그리고 텐센트의 경우 자
사가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임, 미디어, 동
영상 콘텐츠, O2O 소비 등의 영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149)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는 현재 계속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신설기
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합병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진행된 BAT의 국내외 투자 건수는 총 392건에 달하며, 중국 유니콘
기업의 50% 이상이 해당 3개 기업과 연관되어 있다.150) 레전드캐피털 관계자
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26개 유니콘 기업에 대해 20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진
147) ｢‘BAT’가 불어넣은 만인 창업 열기 인재-투자-시장잠재력 선순환 낳다｣(2018), https://dbr.
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8605(검색일: 2019. 10. 15).
148) ｢‘BAT’가 불어넣은 만인 창업 열기 인재-투자-시장잠재력 선순환 낳다｣(2018), https://dbr.
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8605(검색일: 2019. 10. 15).
149) ｢‘BAT’가 불어넣은 만인 창업 열기 인재-투자-시장잠재력 선순환 낳다｣(2018), https://dbr.
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8605(검색일: 2019. 10. 15).
150) ｢[플래텀 리포트] 中 대표 인터넷 기업 ‘BAT’, 2018년도 투자 현황 정리｣(2019. 4. 8), https://
platum.kr/archives/119369(검색일: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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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으며, 텐센트 역시 40여 개의 유니콘 기업에 90억 달러 이상의 투자
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151)
Rhino data(烯牛数据)가 발표한 2018년 창업투자시장 연도 조사 보고서에
서는, 2018년 중국의 창업투자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자로 참여한 기업은
텐센트로 나타났다.152) 2018년 창업투자시장 상위 15개 투자기관 중 텐센트
와 알리바바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전문 투자기관이 차지하였다(그림
3-5 참고). 이처럼 중국의 창업시장에서 자금 조달 지원 부분에서는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눈길을 끄는 것은 2018년 BAT 및 샤오미의 투자를 받고 성장하여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한 기업이 총 22개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중국 창업시장
에서 텐센트 투자와 관련된 IPO 회사가 14개로 가장 많고 샤오미와 관련된

그림 3-5. 텐센트 및 알리바바의 국내 창업 투자 횟수(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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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烯牛数据(2019), p. 19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151) 박준성(2019).
152) 烯牛数据(2019),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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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BAT 투자와 관련된 IPO 회사(2018년)

바이두 관련 IPO 회사 (3개)

텐센트 관련 IPO 회사 (14개)
회사명

상장 일시

사업분야

텐센트
주식 비중

IPO시장

회사명

상장 일시

사업분야

바이두
주식 비중

IPO시장

Cmereye(希瑪眼科)

1월 15일

의료보건

13.50%

홍콩

아이치이(爱奇艺)

3월 29일

동영상

69.60%

미국

비리비리(嗶哩嗶哩)

3월 28일

동영상

12.27

미국

유신얼서우처(优信二手车)

6월 27일

자동차거래

10.00%

미국

스포티파이(Spotify)

4월 04일

음악

9.07%

미국

후야즈보(虎牙直播)

5월 11일

생중계

32.00%

미국

치자왕(齐家网)

7월 02일

전자상거래

14.49%

홍콩

잉커(映客)

7월 12일

생중계

<1%

홍콩

핀둬둬(拼多多)

7월 26일

전자상거래

17.80%

미국

찬구(灿谷)

7월 26일

자동차금융

10.70%

미국

NIO(蔚来汽车)

9월 12일

전기차

13.38%

미국

알리바바 관련 IPO 회사 (1개)
회사명

상장 일시

사업분야

알리바바
주식 비중

IPO시장

바오바오슈(宝宝树)

11월 27일

전자상거래

9.90%

홍콩

샤오미 관련 IPO 회사 (4개)

취터우탸오(趣頭條)

9월 14일

콘텐츠

7.70%

미국

메이퇀디엔핑(美团点评)

9월 20일

전자상거래

20.13%

홍콩

회사명

상장 일시

사업분야

샤오미
주식 비중

IPO시장

퉁청이룽(同程艺龙)

11월 26일

전자상거래

23.18%

홍콩

화미커지(华米科技)

2월 08일

스마트 HW

39.70%

미국

모구지에(蘑菇街)

12월 06일

전자상거래

17.20%

미국

아이치이(爱奇艺)

3월 29일

동영상

8.60%

미국

iDreamSky(創夢天地)

12월 06일

게임

18.59%

홍콩

U51(51信用卡)

7월 13일

금융서비스

2.33%

홍콩

텐센트음악(腾讯音乐)

12월 12일

음악

57.55%

미국

VIOMI(云米)

9월 25일

스마트 HW

40.00%

미국

자료: ｢[플래텀 리포트]中 대표 인터넷 기업 ‘BAT’, 2018년도 투자 현황 정리｣(2019. 4. 8), https://platum.kr/
archives/119369(검색일: 2019. 9. 20), 재인용.

IPO 회사가 4개, 바이두와 관련된 IPO 회사가 3개, 알리바바 투자와 관련된
IPO 회사가 1개로 나타났다(그림 3-6 참고). BAT의 투자는 전자상거래 분야
의 기업에 가장 집중되었고 온라인 생중계 및 동영상, 콘텐츠 등 기술 및 아이
디어에 기반한 신생기업의 기회형 창업이 주가 되는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53)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대기업이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 또는 사내 벤처캐피털) 형태로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공동의 혁신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
서 CVC는 스타트업과 같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소액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기관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같은 기존의 기업들 입장에서
성장과 생존을 위한 혁신전략 차원으로 운용되고 있다(그림 3-7 참고).154) 또

153) ｢[플래텀 리포트]中 대표 인터넷 기업 ‘BAT’, 2018년도 투자 현황 정리｣(2019. 4. 8), https://
platum.kr/archives/119369(검색일: 2019. 9. 20).
154) ｢다시 타오르는 대기업 혁신 허브 CVC,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①｣(2019. 11. 28), http://
clomag.co.kr/article/3376(검색일: 2019. 11. 29).

114 •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그림 3-7. CVC 운영 흐름도

벤처기업의 혁신 기술 및 문화 흡수

(기존 사업 확장, 신사업 창출)
투자수익

투자수익

모기업

CVC
자금

벤처기업
지분투자

모기업 자원을 통한 혁신 가속

(시장 확대, 경영 자문)

자료: ｢다시 타오르는 대기업 혁신 허브 CVC,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②｣(2019. 11. 29), http://clomag.co.kr/
article/3376(검색일: 2019. 11. 29), 재인용.

한 개방형 혁신의 중요한 축이 되는 조직으로서 최근 혁신생태계에서의 그 중
요성과 역할에 대해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155)

3) 개방형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의 창업 지
원 플랫폼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중창공간(众创空间)은 중국 스타트업에
는 창업 인프라 시설일 뿐만 아니라 혁신기술과 관련한 서비스와 법률 및 세무·
행정 분야 등의 교육, 자문 서비스, 교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터이
자 액셀러레이터이다.156) 대중창업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물리적 공간은 물론 고품질의 창업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2016년 2월 ｢중창공간 발전 서비스 실물경제 전환 업그
레이드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加快众创空间发展服务实体经济转型的
指导意见)｣을 발표하고 중국 선도·핵심(龙头骨干)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
155) ｢다시 타오르는 대기업 혁신 허브 CVC,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①｣(2019. 11. 28), http://clomag.
co.kr/article/3376(검색일: 2019. 11. 29).
156) 이슬기(2018),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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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중창공간 건설을 독려하였다.157) 더불어 중창공간 구축을 위한 장려금,
보조금, 세수 혜택, 금융 지원 측면 등의 지원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해당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민영 창업 인큐베이팅 기구의 수는 매년 증가
하는 추세이며, 2018년에는 2016년보다 약 1.6배 늘어난 7,425개로 수가 늘
어났고 비중도 62%를 상회하였다(그림 3-8 참고). 중국 과학기술부 횃불센터
(火炬中心)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민영 인큐베이팅 기구는 전국 창업
인큐베이팅 기구가 개최한 전체 창업교육 훈련 활동 중 75.4%에 달하는 13만
6,912회를 개최하며 창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방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
다.158)

그림 3-8. 민영 창업 인큐베이팅 기구의 변동 추이
(단위: 개, %)
14,000
12,000

70.0

6,000

60.0
7,553

7,425
6,300

55.0

4,709

50.0

4,000

45.0

2,000
0

65.0

9,802

10,000
8,000

11,808
62.9

64.3

62.4

2016

2017
전국

민영

2018
비중

주: 비중은 중국 전체 인큐베이팅 기구 수 중 민영 인큐베이팅 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科学技术部火炬高技术产业开发中心, 首部科技发展战略研究院(2019) p. 87 참고하여 저자 작성.

157) 国务院(2016. 2. 18).
158) 科学技术部火炬高技术产业开发中心, 首部科技发展战略研究院(2019), p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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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중국의 대표적 IT 대기업인 BAT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센터와
혁신공간 등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 플랫폼을 전국에 설립하여 사무 공간
의 제공과 함께 자문 서비스, 교육, 자금 조달 창구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표 3-4 참고).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는 이처럼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이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개방형 혁신이란 기업이 외부 파트너와 협력을 통하
여 내·외부 자원을 공유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활동을 말한다.159)
개방형 혁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2014년 국가혁신주도 발전전략에서 개방형 혁신을 명
시하며 개방형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보여 주고 있다.160) 혁신이 미래
중국 성장의 관건이라는 공동의 인식하에 기업들은 창업생태계 조성에서 자사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61)
대표적 기업 중 하나인 바이두는 전국 각지에 설립한 혁신센터를 통해 중소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두는 혁신센터에
입주한 우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기술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162) 또한 이러한 협력을 통해 기술의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기술의 상용화, 첨단기술을 적용해 제품의 시장화를 촉진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163)
알리바바 역시 전국에 설립한 혁신센터를 통해 스타트업에 각종 서비스와
교육, 투자자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표 3-4 참고). 텐센트는 중창공
159) Henry Chesbrough가 2003년에 제시하였다. 김석관(2008), pp. 2~3.
160) 시사저널e(2017. 2. 9), ｢[오픈 이노베이션]⑤ 중국·일본, 개방형 혁신 열기 뜨겁다｣, http://www.
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595(검색일: 2019. 10. 15).
161) 정재희(2017. 4. 3), ｢중국 창업 열기, 혁신창업으로 질적인 도약 중｣, http://news.kotra.or.kr/
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57850(검색
일: 2019. 10. 15)
162) 중국 바이두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163) 중국 바이두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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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BAT의 주요 스타트업 지원 내용
지원 내용

기업명

∙ 베이징, 톈진, 샤먼, 쑤저우 등에 바이두 혁신센터(Innovation Center) 설립
∙ 스타트업에 필요한 경영관리, 제품개발 교육 및 기타 관련 교육 제공
바이두

∙ 혁신센터 입주 중소기업에 바이두 보유 기술 제공 및 융합 등 기술 협력 지원, 액셀러
레이터로서의 기능 및 역할 강조
∙ 은행 및 투자자 연계 등 자금 조달 지원 서비스 제공
∙ 전국 28개 도시에 알리바바 혁신센터(Innovation Center) 133개 설립

알리바바

∙ 스타트업에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비스 무료 제공
∙ 센터 입주 기업에 사무실 임대료 감면 혜택 및 관련 교육 지원
∙ VC 및 PE 연계 등 자금 조달 지원 서비스 제공
∙ 톈진, 베이징, 항저우, 상하이 등에 텐센트 중창공간(Innovation Space) 설립
∙ 입주 기업의 사무실 임대료 감면 혜택 제공

텐센트

∙ 기업 등기, 회계, 재무, IP 보호, 법무 마케팅, 자문 등 서비스 제공
∙ VC 및 PE 연계 등 자금 조달 지원 서비스 제공
∙ 관련 분야 전문가 초빙 강연 및 창업교육 서비스 제공

자료: 중국 바이두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중국 텐센트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서대훈(2019), p.15, 재인용).

간을 통해 기업 등기, 회계, 재무, IP 보호, 법무 마케팅, 자문 등의 창업과 관련
된 법률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 및 교육을 진행한다. 더불어 VC 및 PE 등 우수한 투자자의 선별 및 연계
등 자금 조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표 3-4 참고).

4) 창업 전문학교 개설을 통한 창업 인재 육성
마지막으로 중국의 선도기업들은 혁신창업을 위한 인재 양성과 창업에 관련
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기관을 직접 설립하거나 기존 대학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창업
발전이 직면한 중요 과제 중 하나가 인재 육성 및 확보의 문제이다.164) 창업의
164) 王昌林(2017),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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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는 물론이고 질적 발전과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급 기술을 보유한
인재의 확보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부 기업은 대학의 기술 혁신 역량과 기업의 시장 창출 역량 및 자본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1사(社) 1대학(大学) 창업 지원 캠페인’을 추진
하였다.165) 캠페인을 통해 기업은 대학생 창업자에게 창업 경험 공유와 시장진
출과 관련한 컨설팅 및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 성장에 기여하였
다.166) 더불어 대학은 아이디어 및 기술 역량과 우수한 인재를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함으로써 창업 및 취업의 통로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IT 선도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 샤오
미 등은 신(新)경제를 이끌어 갈 혁신창업자의 양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들은 유망 창업자 및 인재 육성과 네트워크 및 교류 확산 등의 목표하에 전문학
교를 설립하고 혁신창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표 3-5 참고).
더불어 기업과 대학은 상호간에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창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바이오,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

표 3-5. 중국 대표 IT 기업의 창업 전문학교
학교명

설립 기업명

주요 커리큘럼

후판(湖畔)대학

알리바바

지력, 사고력, 체결과정 등

칭텅(青腾)대학

텐센트

가오산(高山)대학

샤오미, 바이두

AI, 생명과학, 신소재, VR 등
첨단기술을 주도하는 인재 육성

기타
마윈을 비롯해 9명의
기업가와 학자가 공동 설립
텐센트와 칭화대학교
경제관리학과의 협력으로
설립

정보과학, 생명과학 등 기술 관련

샤오미와 바이두의 투자로

과정

설립

자료: ｢IT 스타 사관학교 마윈 마화텅의 창업스쿨｣(2019. 7. 19),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
volumeNo=22590545&memberNo=12175785(검색일: 2019. 10. 15).

165) 국제무역연구원(2019), p. ⅷ.
166) 국제무역연구원(2019), p.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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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술혁신을 위해 기업이 연구장비 및 재원을 제공하고 대학은 필요한 기술
과 연구 인력을 제공하는 등 기업과 대학이 과제 해결에 상호의 자원을 공유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67)

나. 특징
1) 기업 주도의 선순환적 창업생태계 구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대표적 창업자 및 선도 대기업들은 성공 후 신
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선순
환적 창업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사회적 인식
형성, 자금 조달 지원, 온·오프라인의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인재 육성 등의
측면에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서는 성공한 스타트업 및 선도 대기업 등
의 역할이 중요하다.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 역시
자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의 여러 창업기지를 돌아다며
혁신 스타트업 발굴 및 성공적 투자방안을 모색한다.168)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BAT를 비롯하여 샤오미, 하이얼, 징둥 등 중국의 대기업들이 자체적인 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태계 조성에 적극 참여하는 부분은 중국의 창업 발
전에 매우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BAT 등의 대표적 기업들이 선순환적인 생태계 구조의 구축으로 중국
의 창업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력과 플랫
폼, 사용자 등의 보유 요소를 기반으로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우
려도 제기되고 있다.169) 미국의 4대 IT 선도기업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167) 국제무역연구원(2019), p. ⅷ.
168) 김만기(2019. 11. 8), ｢[김만기 칼럼] 한국이 중국 벤처산업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 https://
firenzedt.com/?p=4097(검색일: 2019. 11. 29).
169) 이수향(2018),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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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의한 미국 벤처투자 비율은 2016년 기준 5%에 불과한 반면, 중국의
BAT에 의한 중국 벤처투자 비율은 42%에 달한다.170) 이러한 중국의 선도 대
기업에 의한 대규모 투자 및 사업이 업계 혁신 및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171)

2) 기업간 협업 및 상생 모델 구축
중국의 대기업 및 선도기업들은 ‘성장-재투자-신규 스타트업 육성’의 선순
환 구조를 구축하고 생태계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결
및 공생 관계 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172)
대표적으로 텐센트의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상업 활동을 하는 웨
이샹(微商)과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프로그램 타오바오(淘宝)에서 활동하는
왕홍(网红)을 예로 들 수 있다.173) 이들 개인 창업가들은 대기업이 구축한 플
랫폼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대기업은 이들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 확보
및 홍보 효과 제고 등의 이익을 얻으면서 양자간 상생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선도기업들 역시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
을 강조하고 있다.174)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통한
대기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대기업과 중소 및 스타트업간의 협력 상생 및 혁신
주도형 모델 구축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
업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자체적인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소규모

170) KOTRA(2018b), p. 28.
171) 이수향(2018), p. 16.
172) 김만기(2019. 11. 8), ｢[김만기 칼럼] 한국이 중국 벤처산업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 https://
firenzedt.com/?p=4097(검색일: 2019. 11. 29).
173) 김만기(2019. 11. 8), ｢[김만기 칼럼] 한국이 중국 벤처산업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 https://
firenzedt.com/?p=4097(검색일: 2019. 11. 29).
174) 중국 중관춘 이노웨이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베이징); 중국 바이두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중국 텐센트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중국 중강커더 관계자 인
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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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혁신의 중요한 직접적 역할자로서 성장하고 있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소 스타트업과 협력
을 추진하고 기술혁신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을 추진하는 등 외부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내부 혁신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 스타트업의 경우 자금, 경험, 기술, 네트워크 등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 및 선도기업 기구축 구축 생태계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BAT를 비롯하여 샤오미, 하이얼 등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팅 지원 체계를 제공하며, 스타트업과의
협업관계를 형성하고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이들 기업들은 자본, 유통 네
트워크, 기술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
하고 있다.175) 또한 각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 및 가치관 등을 전수하여 스타트
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 모델을 적극 운용하고 있다.176)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모델이 적용된 기업 주도의 기구축 생태계는 경쟁력 있는 스타트
업이 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혁신창업을 통한 시장화 및 경쟁력 강조
중국의 대기업 및 선도기업들은 자체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 기관을
통해 육성하고 발굴한 스타트업과 협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자 한다.177) 텐센트의 중창공간, 바이두의 혁신센터, 중관춘 이노웨이, 중강커
더 등 다양한 기업의 창업 지원 인프라 플랫폼들은 단순히 스타트업의 인큐베
이팅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 이들을 통한 실질적 기술혁신 및 프로젝트
175) 중국 중관춘 이노웨이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베이징); 중국 바이두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중국 텐센트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중국 중강커더 관계자 인
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176) 김만기(2019. 11. 8), ｢[김만기 칼럼] 한국이 중국 벤처산업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 https://
firenzedt.com/?p=4097(검색일: 2019. 11. 29).
177) 중국 중관춘 이노웨이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베이징); 중국 바이두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중국 텐센트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중국 중강커더 관계자 인
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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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대기업들은 본래 자사가 우
위에 있거나 미래 발전 전략에 맞는 분야에 대한 창업 지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바이두는 미래 전략을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에 두고 이와
관련한 부분에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178) 해당 분야 첨단기술의 제품화와
기술 업그레이드 및 융합 등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각 지역에 분포한 혁신센터
의 액셀러레이팅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179)
그리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창업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에서의 혁신과 비
즈니스 기회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한다.180) 중강그룹이나
하이얼과 같은 전통적 제조 대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를 흡수하기
위해 기존에 구축한 산업 생태계 및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181) 특히 기
술은 있으나 시장화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한 전통 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은 중
소 스타트업을 통한 기술의 업그레이드 및 혁신으로 난관을 극복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생태계 내에서 스타트업과
의 협업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이 추진되는 분
야는 AI, 빅데이터 등의 신산업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이 단순한 인큐베이팅 수준을 벗어
나 기술이나 제품의 고도화 및 혁신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시장화를 촉진하
는 방향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기업과 창업 지원 기관
들 역시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과학기술형 창업기업의 육성
과 발전, 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178) 중국 바이두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179) 중국 바이두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180) 중국 중강커더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181) 중국 중강커더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KITA 베이징지부(201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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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인도기금과 VC
창업기업은 중국의 산업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장은 중국경제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의 창업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성장하
고 이윤을 회수하고 재투자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창업생태계의 원활한 선순
환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원활한 자금 공급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금 공급자
의 역할은 창업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은 주로 엔젤투자, 전문 창업투자 기업(VC, PE), 정부인도기금 등으로 이
루어진다. 이 중에서도 중국기업의 창업 단계 자금은 주로 VC와 정부인도기금
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VC와 정부인도기금이 중국의
창업생태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다루고자 한다.

가. 역할
1) 정부인도기금
중국의 벤처투자(VC)가 중국의 창업생태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논의할 때
정부인도기금은 빠질 수 없는 주제이다. 중국의 정부인도기금은 정부출자 기
금182)과 VC의 자본이 결합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그림 3-9 참고).

가) 민간 VC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
중국의 정부인도기금은 민간 VC와 함께 기금을 조성하여 VC 자금이 창업
기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고, 자원 배치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제 구조의 전
환과 금융 시스템의 정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자본의 비율이 4:1:5가 되도록 구성되며, 그중 60%는 창업 초
182) 중국정부는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창업투자인도기금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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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중국식 개방형 혁신생태계에서 정부인도기금의 위치

정부(공산당)

정책

기금

정부지원기금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책

인재

백인계획
(국내외 인재)

천인계획
(국외 인재)

만인계획
(국내 인재)

국가기술
전문인재

민간투자기관

대기업

국내창업회사

해외창업회사
(오픈 이노베이션)

자료: 남수중 외(2018), p. 163.

기 지원금으로 활용된다.183)
정부인도기금이 창업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중국의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
다. 창업투자가 이미 활발한 지역의 지방정부는 사회자금이 창업기업에 투입되
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창업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의 지방정부는 정부인도기금을 설립하여 자금이 창업기업으로 흘러가도
록 직접 배치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정부의
창업투자인도기금 설립은 민영자본이 과학기술 혁신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4)
한편 최근 들어 정부인도기금의 무분별한 확장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자본
이 첨단기술 분야에 투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각 지방
정부는 창업투자인도기금을 설립하여 자금 배치 방식을 최적화하고자 하였다.
2017년 말까지 전국에 483개의 정부인도기금을 설립하고 투자금 620억
9,000만 위안(누계)을 조성하였다. 빠르게 확장하는 정부인도기금은 약정된
조항에 따라 충분한 사회자본을 모집하지 않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기금을 시

183) 중국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창업연구소 담당자 인터뷰(2019. 11. 1, 중국 베이징).
184) 丛菲菲, 李曜, 谷文臣(2019), pp.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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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 운용하지 않아 투자효율이 낮은 경우도 있었다.185)

나) 전략적 산업발전 유도
정부와 VC는 정부인도기금으로 창업기업에 자금, 지식 자원 및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산업구조 전환으로까지 이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지원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는 정부인도기금을 조성하고 민간
자본, 보험기금, 기업자금 등 다원화된 자금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인도기금은 벤
처 발전에 참고할 만한 시범을 보이고, 지방정부는 실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벤
처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시장운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186)
赵红梅(2019b)는 벤처투자가 전략적 신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벤처투자는 전략적 신흥 산업에 분명한 촉진 효과가 있지만 영향계수는 작
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이유는 전략적 신흥 산업이 주로 초창기 단계에 있
고 수익 모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1인당 GDP가 높은 선진국의 전략적
신흥 산업은 연구·인재·자금 면에서 더 큰 우위를 확보하면서 지역 혁신과 경
제 발전을 더욱 심화하였다. 중국은 벤처투자의 요구가 크지만 수익 모델의 불
명확실성 등으로 벤처투자기금이 투자를 꺼릴 수도 있는 전략적 신흥 산업에
대한 인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벤처투자기금을 과학기술형 창
업기업으로 더 많이 유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187) 창업 초기 자금의
공급과 수요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해 창업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
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기업에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자금 투입이 부
족하여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다.
벤처투자는 기업이 정보 비대칭에 따른 역선택 문제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자
금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188) 벤처투자가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과 기
185) 张俊芳(2018), pp. 20~21.
186) 刘广, 刘艺萍(2019), p. 17.
187) 赵红梅(2019b), p. 4.
188) 刘广, 刘艺萍(2019),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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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혁신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벤처투자는 피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 후 관리를 통하여 전문화된 지식 자원을 제공하고, 기업의 경
영과 관리에 대해서도 조언을 할 수 있다. 또한 벤처투자는 매우 풍부한 사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 중개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
을 줄 수 있고 기업이 생산원가를 낮추어 전문적인 중개 서비스를 얻도록 지원
할 수도 있다.189)
중국의 정부인도기금을 통한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의 한 사례로 상하이시
창업투자인도기금(上海市创业投资引导基金, 이하 ‘상하이촹터우’)을 들 수 있
다. 상하이촹터우는 상하이시정부가 2017년 11월에 발표한 ｢상하이시창업투
자인도기금관리방법(上海市创业投资引导基金管理办法)｣에 따라 정책기금의
시장화 운용을 위하여 설립한 기금이다. 상하이촹터우는 민간자금이 상하이 중
점 발전산업 분야, 특히 전략적 신흥 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로
시드(seed) 단계, 성장기 등 창업 초기 또는 중기에 있는 창업기업에 투자하며
우수한 창업자본, 프로젝트, 기술과 인재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상하이촹터우
의 주요 자금원은 상하이시급 공공예산, 정부기금예산, 국유자본경영예산에서
책정된 재정자금, 상하이촹터우의 운용에 따른 각종 수익, 개인·기업·사회기
관의 기부금 등이다.190)

2) 벤처투자(VC)
벤처투자(风险投资, Venture Capital)는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 중 하
나이며, 창업투자(创业投资)라고도 한다. VC 회사는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
는 회사로서 과학기술과 재무에 관련된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다.

189) 刘广, 刘艺萍(2019), p. 17.
190) ｢助力上海人工智能高地建设 上海人工智能产业投资基金在沪签约成立｣(2019. 8. 31), https://www.
vcgfsh.org.cn/index/news/detail/id/82.html(검색일: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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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투자
VC 회사는 자금수요자(피투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피투자회
사에 자금을 제공한다. VC 자금은 중국 현행법상 자금 용도에 대해서 엄격하
게 규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신규 창업 프로젝트 또는 비상장기업에 투
자되며, VC 회사가 피투자회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금 및 전
문 지식·경험을 제공하여 피투자회사가 더 큰 이윤을 얻도록 함으로써 더 큰 수
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High risk, high return).191)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
사를 찾아 자금을 투입하고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후 적당한 시기에 지
분을 팔아 이익을 실현한다.
벤처투자는 사모펀드투자(PE: Private Equity)의 일종으로서, 주로 초기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s)나 회사매각 방식으로 투자회수를 한다.192) 사모펀
드투자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금융기관이 관리
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간 계약’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금융감독
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
로운 운용이 가능하다.193) 통상적으로 출자자가 자금을 사모투자펀드(VC 펀
드 포함)에 투자하면 직업 투자자로 구성된 사모투자펀드관리회사가 이를 관리
하며 여러 회사에 분산 투자한다. 사모투자펀드는 피투자회사의 관리에 참여하
고 새로운 관리인단을 투입하여 피투자회사의 가치 성장을 꾀할 수 있다.194)
창업기업의 성숙 단계는 시드(seed) 단계, 초창기, 성장기, 성숙기, 상장 전
(pre-IPO)으로 구분된다.195) 광의의 사모펀드투자는 피투자회사의 성숙 단계

191) 互动百科, ｢vc[风险投资]｣, http://www.baike.com/wiki/VC%5B%E9%A3%8E%E9%99%A9%
E6%8A%95%E8%B5%84%5D(검색일: 2019. 11. 17).
192) 桂曙光, 陈昊阳(2019), p. 8.
193)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사모펀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8949&cid=
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2019. 11. 17).
194) 桂曙光, 陈昊阳(2019), p. 8.
195) 李东红, 徐金宝(2018),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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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엔젤투자(天使投资), 벤처투자(风险投资), 사모펀드투자(PE: Private
Equity),196) 성장자본(成长资本),197) 차입매수(杠杆收购)198) 등으로 구분된다.199)
창업회사의 시드 단계에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엔젤투자라고 한다. 엔젤
투자는 투자자금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펀드·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개인이 자
신의 자금을 창업의 가장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벤처투자(VC)는 사모펀드투자 중에서도 시드 단계 이후 초창기 및 성장기 단
계의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광의(广义)의 사모펀드투자는 비상장
기업에 대한 권익형 투자(权益性投资)200)를 의미하므로 시드 단계부터 성숙기
(상장) 단계까지의 자금 투자를 모두 포괄하는 반면, 협의(狭义)의 사모펀드투

그림 3-10. 피투자회사의 성숙 단계에 따른 사모펀드투자의 구분

IPO
VC
엔젤투자

IPO 이전

시드(Seed)
단계

창업 초기

성장기

성숙기
/비상장

확장기

성숙기
/상장
PIPE 기금

협의의 사모펀드투자(PE)
광의의 사모펀드투자

0

1

2

3

4

5

6

7

8

9

10

주: 위 0~10까지의 눈금을 기준으로 0~1이 엔젤투자, 0~6이 광의의 VC, 1~6이 협의의 VC이며, 0~IPO가 광의의 사모펀드투자,
6~IPO가 협의의 사모펀드투자임.
자료: 桂曙光, 陈昊阳(2019), p. 9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196) 협의의 사모펀드투자를 지칭한다.
197) 성장투자는 비교적 성숙하여 자본 확장 또는 경영인수 단계에 접어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198) 차입매수는 일종의 전략투자로서 재무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대외 차입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하
는 것을 의미한다.
199) 桂曙光, 陈昊阳(2019), p. 9.
200) 권익형 투자는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각종 권익형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
업의 권익 또는 순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므로 지분투자보다 더 범위가 넓다
(互动百科, ｢权益投资｣, http://www.baike.com/wiki/%E6%9D%83%E7%9B%8A%E6%8A%95
%E8%B5%84, 검색일: 201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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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창업 단계의 후반에 속하는 성장기·확장기·성숙기(비상장)의 기업들에
투자하는 회사를 지칭한다.201)
벤처투자(VC)기금의 주요 임무는 투자자 모집(募), 사업투자(投), 투자관리
(管), 투자회수(退)이다. V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회사의 지분을 매입하
고 해당 창업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거나 스스로 성장하도록 기다린 후에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지분을 매각하거나 피투자회사를 주식거래소에 상장하
는 방식으로 투자자금과 수익을 회수(Exit)한다.202)

그림 3-11. VC 투자 흐름

사업물색

투자회수
(EXIT, 退出)

사업계획서
접수

투자 후
감독관리

창업자
면담

내부
회의

사전
자산
실사

거래
조건
협의

자산
실사

투자
위원회
표결

법률
문건

투자
계약
성립

자료: 桂曙光, 陈昊阳(2019), p. 17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나) 창업기업 경영 컨설팅을 통한 기업 성장 촉진
벤처투자기금은 집합투자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유한합
자(有限合伙, limited partnership) 형식의 회사이다. 유한책임회사 등 다른
조직 형태인 경우도 소수 존재하지만 주로 중국 VC 연혁 중 초반에 설립된 VC
기금들이 이에 해당된다. 벤처투자기금의 유일한 기능은 제3자 출자자 또는 투
201) 桂曙光, 陈昊阳(2019), p. 9.
202) 桂曙光, 陈昊阳(2019),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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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의 자금을 모집하여 여러 목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피투
자회사의 주주로 등록된다. 중국 증권투자기금업협회의 규정에 따라 VC 기금
은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벤처투자회사는 VC 기금의 관리인으로서 자금을 모
집하고 충분한 금액이 모이면 VC 기금을 조성한 다음 투자를 시작한다. VC 회
사에서 투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벤처투자자라고 하며, 목표 회사를
선별하여 경영 노하우, 기술, 외부 자원, 자금 등을 투입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은 중국 증권투자기금업협회에 기금 관리인으로 등록되며, 한 명의 기금 관리
인이 여러 개의 기금을 관리할 수도 있다.203)
유한합자 형태의 VC 기금의 출자자는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
VC 회사는 무한책임사원(GP: General Partner)이라고 한다. VC기금은 VC
회사가 발기하고 LP들이 출자하여 설립된다. VC 기금의 합자계약에는 기금의
규모, 투자 전략, 수익분배 방식, 위약책임 등의 조항을 명기해야 하며, 최저투
자금액을 설정할 수도 있다. GP가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투자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VC 기금의 소유권과 관리권은 분리되어 있다. VC 기금의 소
유권은 전체 합자인들에게 귀속되므로 VC 회사는 GP로서 자금 출자뿐만 아니
라 기금의 운영·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LP는 투자수익을 분배받지만 기금의
투자 전략이나 관리에는 관여할 수 없다. 또한 GP의 사업 운영 및 재무 상황을
감독하고 투자 리스크를 낮추기 위하여 VC 기금은 독립적인 재무·회계 고문
및 변호사를 초빙하여 이사회 또는 고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사회 또는 고문
위원회의 구성원은 투자전략회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GP가 내린
다.204)

203) 桂曙光, 陈昊阳(2019), p. 11.
204) 桂曙光, 陈昊阳(2019),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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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유한합자 형태의 VC 기금 조직 구성

VC 회사
(GP)

투자자 1
(LP)

투자자 2
(LP)

투자자 N
(LP)
기금에 일부 금액 투자

기금/투자 관리

VC 기금
(유한합자회사)

VC 기금이 직간접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보유

투자목표 1

플랫폼
지주회사

투자목표 2

투자목표 N

자료: 桂曙光, 陈昊阳(2019), p. 12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VC는 ‘적극적 주주’로서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피투자회사의 경영 활
동에 개입할 동기가 있으며, 경영진으로서 회사 임원의 행위를 감독하고 구속
하며 VC의 이익에 합당하도록 유도한다. VC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피투자회사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기업혁신을 촉진한다.
VC는 창업기업에 출자한 후, 사후관리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의 전략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의 전략 관리는 전략 분석, 전략 선택과 전략
실시를 포함하는 끊임없는 순환과정이다. VC는 출자를 하고 나면 더 많은 투
자 보상을 받기 위해 전문적이고 특화된 부가가치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 발전에 유용한 자원을 투입하며, 기업이 자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
여 효과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전략 실천 측면에서 VC 내부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업종에서 경험이 풍부한 투자 전문가로서 업계의 발전 현황
및 장래 전망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하여 성장 중인 스타트업이 기술,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전략 선택과 실시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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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VC 기관에서 축적한 광범위한 네트워크 자원에 힘입어 적합한 임
원진을 구성하여 상위·하위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205)

나. 특징
중국에서 국내 및 해외 VC들의 거래가 활발해진 배경으로는 관련 규제 완화
와 VC 우호 정책,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 새로운 소비층의 부상, 모바일 인터
넷의 급속한 발전 등이 있다.
먼저 중국의 지방 성시 정부들은 자신들의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유
치하기 위하여 VC에 대한 세제 우대 혜택을 발표하였다. 2017년에는 중국중
앙정부가 급증하는 첨단기술 스타트업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VC 및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 우대 정책(Circular 38)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새로운 소비층의 부상 또한 중국의 과학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GDP는 2017
년 12조 2,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미국 GDP 규모에 근접하였다. 중국 GDP
는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다가 ’12년 이후 8년간은 6~7%의 비교적 높은 성
장률을 기록하였다. 정부는 인도기금(Guidance Funds) 방식의 투자를 통하
여 창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해 왔다. 정부 투자의 증가와 투
자 친화적 정책이 그간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을 견인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중산층
은 1990년대 약 300만 명에서 2019년 현재 4억 명에 달한다. 중국의 부가 증
가하면서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중국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
겼다. 의식주 등 기본 수요에 대한 소비에서 이제는 보험, 교육, 헬스케어, 여
행, 금융 등으로 관심이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중산층 이상의 부를 가진 인구

205) 王爱群, 贺子聪, 王艺霖(2019),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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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도 성장하였으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정부가 외환거래 및 해외투
자를 제한하면서 중국의 부유층이 국내(또는 해외 위안화 표시) VC 기금에 투
자를 통해 자산의 다각화를 꾀하는 경향도 생겼다.
중국 내에서 VC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중국이 모바일
인터넷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여 년간 모바일 인터넷
이 중국 혁신의 주요 동력이 되어 왔다. 6억 7,700만 명의 중국인이 스마트폰
을 보유하고 있고, 8억 200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 중 98%가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모바일 생태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중국이 선진국과는 달
리 인터넷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 단계로 이행하였기 때문에 중국인은
인터넷보다 모바일 기기를 더 먼저 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중국인이 모바일
환경에 친숙하다는 점은 핀테크, 전자상거래, 차량 공유 및 AI와 머신러닝 등
대규모 시장 기회를 찾고 있는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발전해 온 중국 VC 및 정부인도기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206)

1) VC 기금의 투자회수 시기 도래로 인한 창업투자시장 위축
유한합자 형식의 VC 기금은 보통 존속 기간이 8~10년 정도이며(1~2년 정
도 연장되기도 함), 이 기간이 지나면 투자회수에 나서게 된다. VC 회사는 존속
기간 중 전반 3~4년(투자기) 동안 기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투자하고 일부는
남겨 두었다가 실적이 좋은 사업에 후속 투자를 할 때도 있다. VC 회사 한 곳이
여러 개의 VC 기금을 운영할 수 있으며, VC 회사의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3년
정도에 한 번씩 새로운 기금의 자금을 모집한다. VC 생명주기의 후반 5~10년
동안(1~2년 연장 가능) VC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매각
하여 VC 기금의 투자회수 및 수익실현을 추진한다(그림 3-13 참고).207)
206) 위 문단들은 Pitchbook(2019), pp. 9-11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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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VC 기금의 생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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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표 물색 및 평가
투자목표 가치 창출 및 감독관리
이사회, 인수합병, 융자 지원, 협력 파트너, 업무 발전
투자회수(EXIT)
지분양도(转让), 합병(并购), 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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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桂曙光, 陈昊阳(2019), p. 13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중국의 VC 기금은 ‘3+2+1’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즉 3년 투자, 2년 회수,
1년 추가(옵션) 기간을 가지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던 중국의 VC 기금은 2018년에 급감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18년
VC 펀드 결성 금액은 13.0% 감소하였다(건수는 18.1% 감소). VC 기금의 생
애주기 특성으로 인하여 중국 VC 기금 시장은 2018년부터 투자금 회수 시기
에 접어들어 3~4년간은 회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회수가 어려우면
자금 경색이 일어날 수 있다.208) 또한 2018년 4월 중국 인민은행·은행보험감
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국가외환관리국이 ｢금융기관 자산관리업
무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规范金融机构资产管理业务的指导意见)｣을 발
표하고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감독·관리 강화에 나섰던 것 또한 솽촹 정책이
발표된 이후 2017년까지 지속되었던 창업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09)

207) 桂曙光, 陈昊阳(2019), p. 24.
208) KIEP 세미나 ‘중국 창업생태계 발전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2019. 10, 서울)’ 중에서 고영화(2019)
SV인베스트먼트 고문 발표 내용임.
209) 清科研究中心(2019), p. 76.

제3장 중국의 창업생태계 분석: 구성원별 역할 및 특징 • 135

2) 정부인도기금과 민간 VC간 상이한 투자 전략
중국 VC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성숙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기금, 보
험회사 등이 자금을 주로 PE(Private Equity)에 투자하고자 한다. 하지만 중국
이 전국적으로 혁신창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많은 지방정부가 정부인도기금을
설립하고 심사를 거쳐 VC 회사가 설립한 기금에 20~40% 정도의 자금을 투자
한다. GP는 정부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금액을 다른 경로를 통해 모집한
다. 통상적으로 정부인도기금의 목적은 민간자본을 활성화하고 현지 산업을 육
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인도기금의 출자를 받은 VC 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현지에 투자하는 자금 액수는 정부인도기금 출자액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210)
반면 민간자금의 요건은 예상한 기간 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면 충분하므
로 정부인도기금에 비하여 요건이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자금의 주요 출
처는 펀드오브펀드(Fund of Funds), 상장회사 및 대기업, 기업 경영진 및 성
공한 창업자, 재벌 2세(富二代)211) 등이 있다. 모태펀드는 일종의 사모투자기
금이지만 창업회사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VC 기금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VC 기금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리스크를 분산한다. 현재 중국 내 모태펀드
수는 그리 많지 않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태펀드로는 고퍼모태펀드
(歌斐母基金), 이신모태펀드(宜信母基金), 징베이엔젤VC모태펀드(京北天使VC
母基金) 등이 있다. 상장회사와 대기업의 경우 직접 투자회사를 설립212)하여
직접투자를 하기도 하고 VC 기금에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기도 한다. 기업
경영진이나 성공한 창업자, 재벌 2세는 자신의 부를 활용하여 VC 기금에 출자
한다. 성공한 창업자는 이처럼 VC 기금에 출자하여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
하기도 하고 입주창업자(EIR: Entrepreneur in Residence)로서 VC 회사의 사
210) 桂曙光, 陈昊阳(2019), p. 14.
211) 부유층의 자녀를 일컬으며 주로 1980년대생이다.
212) 이러한 경우를 기업벤처투자(CVC: Corporate Venture Capital)라고 지칭하며, CVC에 대해서는
이후 기업의 창업생태계에서의 역할을 다루는 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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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평가와 VC 기금 피투자회사에 대한 사업 전략 구상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EIR이 VC 기금 피투자회사에 들어가 CEO나 주요 경영진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창업 기회를 찾아 재창업하거나 전업 VC 투자자가 되기도 한다.213)

3) 중국 창업투자시장의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 투자 확대
2018년 중국 창업투자시장의 전체 신규 모집 위안화 기금은 총 692개이고,
모집자금 액수는 1,970억 3,200만 위안이었다. 2018년 신규 모집 외화기금
수는 41개(전년대비 13.9% 증가)이고 총 모집금액은 1,054억 6,400만 위안
(전년대비 125.2% 증가)이었다. 위안화 기금이 여전히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만 외화기금 자금 모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VC 모집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9%를 기록하였다. 규모가 큰 외화기금 모집 사례로는 지위안자본
(纪源资本), 치밍촹터우(启明创投), 홍산중국(红杉中国) 등이 있다.214)
중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VC 투자유치하고 중국기업들 또한 전 세계에서
벤처투자를 하면서 중국 VC 생태계가 형성되어 왔다. 2018년에는 글로벌 VC
의 29.4% 이상이 중국 스타트업에 투자하였고, 해외 VC 자금은 중국 스타트
그림 3-14. 중국 투자자 위치별 VC 거래 건수(2018년)

210
53
아시아(중국 제외)
312

유럽
북미

23

기타
중국

1,358

자료: Pitchbook(2019), p. 6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213) 桂曙光, 陈昊阳(2019), pp. 14~15, p. 23.
214) 清科研究中心(2019), pp. 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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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벤처투자의 30.6%를 차지하였다. 2018년 들어 중국정부가 금융개방을 적
극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개방 조치를 발표하였다. 중국의 금융개방은 지분투
자 산업에서 해외 자금 모집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215)
해외 기업들은 주로 미국 달러화로 중국 스타트업에 투자해 왔으나, 2014년
이후 해외 VC들의 위안화 투자가 급증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해외 RMB 자금
에 대한 중국 내 규정이 더 우호적으로 변경되었다. 예컨대 해외 위안화 자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VC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투자
분야에 대한 제한 및 규제 감독을 완화하였으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IPO를 통
하여 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우대조건을 적용하였다. 둘째, 2009년
중국의 창업판 출범과 2012년 전국중소기업지분양도시스템(NEEQ) 개시로 해
외 자금들의 투자금 회수 기회가 확대되었다. 반면 2018년에 들어서는 위안화
펀드 결성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외화 펀드 결성이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그림 3-15 참고).216)

그림 3-15. 위안화 및 외화 기금 결성 추이
(단위: 억 위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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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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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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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民币基金募集数量

外币基金募集数量

자료: 清科研究中心(2019), p. 30.
215) 清科研究中心(2019), p. 73.
216) Pitchbook(2019),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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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창업투자자의 경우 한국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 미국은 창업투자뿐 아
니라 전문 보육도 담당하는 액셀러레이터가 활발하고, 중국은 미국계 VC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예를 들어 매트릭스 파트너스 차이나(Matrix Partners
China), 세콰이어 캐피털 차이나(Sequoia Capital China) 등 미국계 VC들
이 중국에서 활발하게 창업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계 VC들은 실리콘밸리와
중국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계 VC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중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217)

4) 글로벌 메가투자의 증가세 지속
VC 자금 모집 시장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중국경제 구조조정의 요인
으로 인하여 2018년에 신규 모집기금 액수와 건수 모두가 감소하였다(전년대
비 각각 18.1%, 13.0% 감소). VC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금 모집은 어려
움이 있었지만 투자금액이 큰 대규모 자금 모집 건수는 감소하지 않았던 점이
특징이다. 2018년 VC 신규 기금 중에서 모집금액이 10억 위안 이상인 기금은
64개이고 투자금액은 총 2,012억 7,100만 위안에 달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는 저상촹터우(浙商创投)가 250억 위안 모집으로 마감한 펀화투자합화기업기
금(奋华投资合伙企业基金)과 선촹터우(深创投)가 100억 위안 모집으로 마감
한 홍투하이촨(红土海川)혁신산업기금이 있다.218)
글로벌 메가투자219) 유치는 미국과 중국 스타트업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중국이 금액 면에서 2016년부터 미국을 넘어서고 있다.220) 중국은 5년간 72%
의 연평균 증가율로 2018년 메가투자 금액 기준 1위 국가(2018년 총 160건,
602억 달러의 메가투자 유치)로 성장했으며 풍부한 자금은 유니콘 및 신산업
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221)
217) 김보경(2019), p. 18.
218) 清科研究中心(2019), pp. 28~34.
219) 특정 창업기업에 1억 달러 이상을 집중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220) 김보경(2019), p. 7.
221) 清科研究中心(2019), pp. 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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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중국 창업투자시장의 투자가능 자본량 분포(2006~18년)
(단위: 억 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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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清科研究中心(2019), p. 28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5) 창업투자의 투자회수 방식 다양화
창업투자의 투자회수 방식은 크게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지분양
도(股权转让), 신삼판(新三板)222)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중국 VC 투
자회수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회수 방식은 기업공개, 지분양도, 인
수합병, 신삼판 등이다(그림 3-17 참고).223)
2018년 중국 창업투자시장에서는 1,050건의 투자회수 거래가 발생하여 전
년대비 26.1%가 감소하였다. 그중 피투자회사 IPO는 396건으로 전체 투자 횟
수 대비 비중이 37.7%를 차지하였고, 지분양도와 M&A의 비중은 각각 30.7%
와 12.2%로 2, 3위를 차지하였다. 이전과 비교할 때 2018년 VC 시장 피투자
회사의 해외 IPO 사례가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2018년 창업투자시장에서 피
투자회사의 해외 IPO 건수는 264건으로 전년대비 473.9% 증가하였다. 주요
원인은 2018년 A주 상장 환경이 다소 엄격하고 까다로워진 반면 해외 시장 상
222) 중국 장외 주식시장으로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지분거래 시스템이다.
223) 清科研究中心(2019),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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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중국 창업투자시장의 투자회수 방식 분포(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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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清科研究中心(2019), p. 34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장 정책은 우호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 지분양도와 M&A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2018년 중국 창업투자시장의 지분양도와 M&A의
비중은 전년대비 각각 5.3%p와 1.8%p 상승하였는데, A주 IPO 심사가 까다로
워지고 신삼판 등록 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VC 기관의 투자회수 전략이 주로
지분양도와 M&A 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224)

4. 대학 및 연구기관
본 절에서는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업생태계와 그 역할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2015년 대중창업, 만중혁신 추진 초기에는 기업과 VC, 지방정부가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과열되었던 창업 열기가
식어 가고 단순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업 모델에 의한 창업이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과열된 창업 분위기 속에서 비이성적인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리
224) 清科研究中心(2019),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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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관리에 들어가자 창업투자시장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부터 향후 몇 년간 중국의 창업시장은 구조조정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의 창업시장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술형 혁신창업으로 전환될 것
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
다. 대내적으로는 아이디어 고갈과 사업 모델 발굴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과학
기술에 기반한 혁신창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통
상마찰 심화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신산업 육성 및 핵심기술 개발에 더욱 많
은 정책적 지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업생태계 발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중
국정부가 2015년부터 구축한 창업생태계 기반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가 혁
신 체계로 발전이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
이다. 특히 중국의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과학기술
개발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이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
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절에서는 중국이 혁신형 발전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하는 주체인 대학과 연구기관의 창업생태계를 살펴본다. △ 대학 △ 연구기
관 △ 신형 연구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역할
중국의 대학교와 연구기관은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본격
적으로 창업생태계 구축이 추진된 것은 대중창업, 만중혁신 전략의 시범기지로
선정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2016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창업시범기지를 선정하였는데 대학과 연구기관의 시
범기지 리스트는 [표 3-6]과 같다. 대학·연구기관의 경우 2016년 1차 시범기
지 총 28개 중 칭화대학, 상하이교통대학, 난징대학, 쓰촨대학 등 4개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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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대학·연구기관의 창업시범기지 선정 현황
대학

연구기관

4개: 칭화대학,
1차

상하이교통대학,

-

난징대학, 쓰촨대학

시범기지 총수

정책문건

총 28개

대중창업, 만중

(지역: 17,

혁신시범기지

대학·연구소: 4,

조성실시의견

기업: 7)

(2016. 5. 12)

11개: 중국정보통신연구원,
15개: 베이징대학,

2차

국가공업정보안전발전연구센터,

허베이농업대학,

중국과학원컴퓨터기술연구소,

하얼빈공업대학, 푸단대학,

중국과학원다롄화학물리연구소,

상하이과학기술대학,

중국과학원창춘광학정밀기계

난징이공대학,

물리연구소,

난징공업직업기술학원,

중국과학원상하이마이크로시스템정보

저장대학, 산둥대학,

기술연구원,

우한대학,

중국과학원쑤저우나노기술연구소,

화중과학기술대학,

중국과학원닝보소재기술연구소,

중난대학, 화난이공대학,

중국과학원허페이물질과학연구원,

시안전자과학기술대학

총 92개
(지역: 45,
대학·연구소: 26,
기업: 21)

제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시범
기지실시의견
(2017. 6. 21)

중구과학원선전선진기술연구원,
중국과학원시안광학정밀기계연구소

자료: 中国政府网(2016a), ｢国务院关于建设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 http://www.gov.cn/zhengce/
content/2016-05/12/content_5072633.htm(검색일: 2019. 8. 12); 中国政府网(2017c), ｢国务院关于建设第
二批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6/21/content_
5204264.htm(검색일: 2019. 8. 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포함되었고, 2017년 2차 시범기지 총 92개 중 베이징대학, 푸단대학, 하얼빈
공업대학 등 15개 대학과 중국정보통신연구원, 국가공업정보안전발전연구센
터,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소 등 11개 연구소가 포함되었다(표 3-6 참고).
중국 대학과 연구기관의 창업과 관련한 전통적인 역할은 대학의 경우 창업
교육을 통해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고취 및 창업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연구
기관의 경우 원천기술 또는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과학기술 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창업, 만중혁신 전략의 추진에 따라 중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은 창업생태계 구축이라는 틀 안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
대학의 경우 기존의 창업교육이 학교 내에서 이론과 지식 전달 위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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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서 학교와 사회간의 연결고리가 부족하였다. 이에 중국 대학들은 대학생의
실질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습 위주로 개선하고 학교와 사회
를 연계하는 창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창업에서 자금 조
달 및 창업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C, 정부기금, 교우회기금, 부동산
업체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기관도 본연의 업
무인 원천기술 개발, 응용기술 개발,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수행을 넘어
전문화된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과학기술 성과 이전 기금 조성, 기술 창업투
자 기관 설립, 기술 창업교육 기관 설립 등을 통해 과학기술 성과가 중국 산업
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
다. 최근에는 신형과학연구기관의 설립을 통해 과학기술 성과의 사업화를 추진
하고 있다. 중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은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그 역할이 점차 확
대되고 있는데 주요 역할로는 창업교육, 창업 인재 육성, 창업 플랫폼 구축, 과
학기술 성과 이전, 창업 지원 기금 설립 등으로 요약된다. 본 절에서는 중국의
대학, 과학연구기관, 신형연구기관의 중국 창업생태계 구축에서의 역할을 살
펴본다. 과학연구기관은 중국 국무원 직속 독립 연구기관으로, 부처와는 별
개로 중장기적이고 독자적인 연구개발 권한을 보유한 중국과학원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대학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역할
중국정부의 혁신 주도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과 대중창업, 만중혁신 창업 정
책의 추진에 따라 대학도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1세대 대학이 교육을
통해 고급 인재를 육성했다면 2세대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정치·경
제·사회·과학 등 전 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공급하였다. 3세대 대학은 연구개발(R&D) 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기술 사업
화를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적 사명이 주어졌다. 전 세계 주요 대학들
도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면서 창업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거나 기술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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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있다.225) 전 세계 주요 대학은 고등교육·연구
기관의 역할에서 혁신 주체로 역할을 전환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과거
에는 기업들이 자체 R&D 역량을 통해 혁신을 꾀했지만 지금은 기술 변화 속도
가 빨라지면서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M&A를 통해 기술혁신에 나서고 있어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에 R&D의 근원인 대학이 기술창업생태계에서 핵심 역
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226)
중국 대학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 변화와 중국 대내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창업·혁신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기존 중국
의 주요 대학들은 대학 내의 창업교육으로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창업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주로 창업 관련 이론 및 지식 전달 위주의 창업교
육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학과 사회가 연계되지 못하고 단절되었고 이
는 대학생들의 창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 중국의 정부
와 대학은 대학 내부의 인적자원과 대학 외부의 사회적 자원 간의 연계성 강화
를 통해 대학생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그림 3-18 참고).
중국정부는 2015년 대중창업, 만중혁신 정책 추진에 따라 중국 대학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였다. 2015년 이후 대학생 창업 자금 문제, 창업 경영 장소 부담
문제, 경험 부족 문제 등 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중국
정부가 대학의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대학과 사
회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이었다. 2015년부터 창커공간(创客空间) 조성이 활
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기존의 인큐베이터 모델과 창커공간, 창커카페 등의 모델
을 결합 발전시킨 창업 지원 플랫폼인 중창공간을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였
다.227)
225) ｢[청론직설]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 대학이 기술창업 핵심역할 해야”｣(2019. 11. 25), https://www.
sedaily.com/NewsView/1VQXNFCGYF(검색일: 2019. 12. 10).
226) ｢[청론직설]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 대학이 기술창업 핵심역할 해야”｣(2019. 11. 25), https://www.
sedaily.com/NewsView/1VQXNFCGYF(검색일: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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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대학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 및 역할

대학환경:

비전과 전략, 창업 관련 전공 및 강좌, 연구역량, 제도

기업가
교원
학생
연구원
졸업생

Pre-Incubator

창업 지원

투자자

기업
기업가지원센터
기업지원기관
창업 관련 학과
지역자원

정부정책자금
대학투자자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
VC

창업보육 활동
Incubator/Accelerator

실습형 교육
Startup Garage
Co-Working Spaces

물적자원 및 공간 제공
자본 연결, 네트워크 지원
집중된 교육 및 멘토링

자료: 국제무역연구원(2019), p. 23 재인용.

또한 중국정부는 중창공간, 대학 사이언스 파크(大學科技園) 등 창업 지원 플
랫폼 구축 이외에도 등록 자본금 최소 요건을 폐지하여 ‘1위안’만 있어도 창업
이 가능하게 회사법을 개정하고, 창업 절차를 간소화한 ‘삼증합일(三证合一)’제
도 등을 마련하는 법률·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대학생 창업을 위
해 세금과 사무실 임대료 감면, 대출 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과 재학생 휴학 창
업 허용, 창업 전문 교과과정 개설, 성공한 창업가 교수 초빙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학생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인터넷 금
융, 전자상거래, 교통서비스, O2O, 드론 등 미래 성장산업에서 질 좋은 일자리
가 창출되고 있다.228)
중국의 대학들은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이외에도 ‘창업학부(創業學院)’를 설

227) 노성호, 강경균(2017), pp. 146~147.
228) 노성호, 강경균(2017), pp. 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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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여 창업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형 창업 인재를 육성하고 있
다. 창업학부에서는 △실전 위주의 창업 교육·훈련 △인큐베이팅 및 멘토링 등
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창업 활동 및 대회 개최·참가 △각종 창업 지원 플랫
폼과 연계 △교우회 또는 정부 기금 연계·활용 △창업 오피스 및 설비 제공 등
을 통해 대학생들의 창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이 기존의
학교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형태로 창업학
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멘토와 학생들이 각종 창업 대회에 참여하여 실질
적인 창업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
다. 창업 대회에서 입상한 창업팀의 경우 기업과 VC의 투자를 받아 실질적인
창업으로 발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학의 창업학원은 대학생의 창업 분위
기를 조성하고 전문적인 교육훈련과 대회 참가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
는 창업교육과 대학생 창업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6월에
는 중국 교육부가 주도하고 산동대학을 초대 연맹 주석으로 하는 ‘중국대학혁
신창업학부연맹’을 출범하는데, 전국 120개 대학과 31개 기업이 초대 회원으
로 참여하였다.229)
중국의 대학이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구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중국
대학의 창업 지원 기구는 각 대학의 교육위원회 관리하에 연계·협조형의 운영구
조를 갖고 있어 다수의 창업 지원 기구가 상호 협력하며 연계 발전이 가능하다.230)
중국 교육부는 2016년 4월에 ｢칭화대학 혁신창업 교육개혁 관련 실시방안｣을
발표하여 칭화대 내 교무처, 연구생원, 학생처, 연구업무부, 공청단, 창업 전문
가로 구성된 ‘칭화대학창신창업교육협조위원회’를 설립하여 매달 회의를 통해
칭화대 혁신창업교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관할하도록 하고
있다.231) 이를 통해 칭화대 내의 다양한 창업 지원 기관(iCenter, x-Lab, 창업
229) ｢中国高校创新创业学院联盟｣(2018. 6. 2), http://www.chinanews.com/gn/2018/06-02/
8528977.shtml(검색일: 2019. 12. 9).
230) 국제무역연구원(2019), p. 3.
231) ｢清华大学关于深化创新创业教育改革的实施方案｣, http://www.moe.gov.cn/s78/A08/gjs_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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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創+, i-Space, 단과대 창업기구 등)간 창업 성숙도와 추진 단계에 따
라 역할 분담과 상호 협업 관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그림 3-19 참고).

그림 3-19. 중국 칭화대학의 단계별 창업 지원 기관

창업성숙도

치디홀딩스(AC)

칭화계열 투자기금

칭화출항기지

투자위원회

창업

創+

창신

x-lab
i-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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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창업교육협조위원회

창업
동아리

대학
Lab

창의

교무처

GIX
- 교내 모든 창업지원기구 관할
- 창업기구간 업무 협조 담당

미대
실험실
대학원

XIN
센터
공청단
위원회

교육

직업발전
센터

보육

선전
대학원

투·융자

자료: 국제무역연구원(2019), p. 4 인용.

중국 대학의 창업생태계에서 창업 자금 조달 채널은 교우회 및 기업 등 민간
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 기금 조성이 활발하다. 베이징대학의 베이징대창투펀
드, 칭화대학의 칭화창업DNA펀드가 대표적인 대학 창업 민간펀드이며, 이러
한 민간펀드 조성이 활발하여 변화하는 신기술에 학교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대학과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구
조이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정부 모태펀드에 의존한 창업펀드 조성이 대다수
이다. 지원금의 약 75%가 대학 창업펀드 등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232) 또
한 크라우드펀딩(衆筹) 플랫폼의 발전에 지원해서 청년층의 마이크로 창업(微
s3854/cxcyjy_ssfa/201604/t20160413_238103.html(검색일: 2019. 12. 10).
232) 국제무역연구원(201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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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 창업 혹은 프로젝트의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233)
중국정부도 대학생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지원 제도와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
다. 주로 △자본금 기준 완화 △세금 감면 △자금 조달 기준 완화 △인력 수급
서비스 지원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정부는 창업교육 시범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학생 창
업가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표 3-7 참고).

표 3-7. 중국의 대학생 창업 지원 제도 및 우대 정책
주요 내용

구분
자본금 규정
완화

- 자본금이 50만 위안 이하일 경우 분할 납부 가능(최소 10% 납부 후)
- 1년 내 분할 납부한 자본금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납부 기간 3년으로 연장
- 영업세, 도시 유지 건설세, 교육비 부가세, 개인 소득세 등 세금 항목을 연
8,000위안 이내로 3년간 면제

세금 감면

- 컨설팅, 데이터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창업일 경우 기업소득세 2년 감면
- 교통운수, 택배서비스 경영 기업의 경우 기업소득세 1년 감면, 두 번째 해 1/2 감면
- 공공사업, 상업, 물류업, 대외무역, 여행업, 음식료, 교육 경영 기업의 경우 1년 감면

자금 조달

- 대출 절차 간소화, 창업담보대출 최대 10만 위안(1,700만 원) 제공

기준 완화

- 대출 만기 최대 2년, 만기 연장 1회 가능, 인민은행 공시 금리 기준

인력 자원
지원

- 정부 산하 인력 중개 기구의 인력 데이터베이스 2년 사용(무료)
- 구인 공고 무료로 배포 및 취업 박람회 등 포럼 등록금 지원
- 창업한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 관련 교육 무상으로 1회 제공
- 재학생 휴학 창업 허용 및 창업 강좌 개설

창업친화적
학사 지원

- 성공한 창업자 및 기업가를 겸임교수로 초빙
- 창업 관련 자문(컨설팅, 멘토링) 제공
-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및 서비스 제공
- 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창업 활동 지원

자료: 국제무역연구원(2019), p. 17 인용.

233) 노성호, 강경균(2017),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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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학의 창업생태계는 대중창업, 만중혁신 전략 추진을 계기로 국가 혁
신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기업, VC, 지방정부, 창업 지원 기관 등과 상호 유기
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신산업 육성, 핵심기술 개발, 미국과의
기술표준 경쟁 등이 전개되면서 국가 혁신 체제, 창업생태계 내에서 더욱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역할
중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창업생태계 분석에 앞서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된 정부 조직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조
직은 ‘국가과학기술영도소조’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계획 등 중대 정책
에 대한 심의, 그리고 국가 중대 과학기술 임무 및 프로젝트 심의 및 국무원 산
하의 부문간, 부문과 지방정부 사이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대 사항을 조율한
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업무의 거시적
총괄 관리 및 조율 기능을 담당한다. 이 중 중국과학원은 기초연구와 전략적 첨
단기술 연구 등과 관련된 연구의 종사와 자문 역할,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 인재
를 육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중국과학원에는 현재 수많은 과학연구기
관과 국가중점실험실, 3개의 직속 관할 대학이 있으며 자문기관이 설치되어 있
다(그림 3-20 참고).234)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7년 2차 솽촹 시범기지 연구기관 11곳 중 9곳이 중
국과학원 산하 연구소이다. 중국 과학연구기관의 창업생태계 구축 현황 및 역
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과학원이 추진하는 창업 지원 현황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중국과학원은 1949년 신중국의 탄생과 함께 설립되었다. 중국 자연과학 연
구의 최고 학술기관이자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자문기관이다. 설립 초기에는
해외 우수 과학자들을 유치하였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서방 과학 선진국과 과학
234) 이상빈(2018), pp. 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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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중국의 과학기술 업무 정부 조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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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상빈(2018), p. 183에서 인용.

기술 교류를 추진하였다. 중국과학원 산하에는 연구기관 114개(베이징 46개,
베이징 외 68개), 학교 2개(중국과학원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 공공지원기관
4개, 국유기업 27개 등의 기구가 있다. 이 외에도 지방정부, 대학과 공동 설립
한 대학 및 연구소, 아세안, 남미,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국가와
협력하여 설립한 9개의 해외 연구소 등이 있다.235)
중국과학원은 2016년 8월에 발표한 13차 5개년 발전계획에서 2050년까지
의 3단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이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 대열에 진
입하고, 2030년까지 혁신형 국가 선두에 진입하며, 2050년까지 과학기술 강
국으로 발전하는 데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학원은 △연구소 유형별 개혁 △인재개발 체제·메커니즘 개혁 △과학기
235) ｢组织机构｣, http://www.cas.cn/zz/index.shtml#ha_zzjg(검색일: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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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중국과학원의 13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4대 주요 임무
주요 내용

4대 임무

- 2020년까지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발전 연구·개발의 비용지출 비율을 4:5:1
정도로 유지하고 물리, 화학, 재료과학, 수학, 환경과 생태학, 지구과학 등 학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개발

과의 전반적 수준을 세계 첨단 수준으로 향상
- 13차 5개년 기간에 과학기술 성과 이전으로 인한 사회 기업과 연구원 소속 기
업의 새로 증가한 누적 판매액 4조 8,000억 위안 및 순이익 4,800억 위안
달성 및 15만 개 일자리 창출
- 수십 명의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과학기술 대가와 100여 명의 전략적 과학가

혁신형 인재 육성

및 리더형 인재 육성
- 13차 5개년 기간에 7만 7,000명의 석박사생과 혁신형 창업 인재 양성
- 국가 최고 과학기술 싱크탱크로 발전

최고 싱크탱크
체제 구축

- 과학기술 전략 연구 및 컨설팅 시스템 구축
- 학부를 중심으로 하는 학과 발전을 통해 교육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통합 플랫
폼으로 발전
- 글로벌 최고 수준 과학 연구기관으로 발전

글로벌 협력 확대

- 과학기술 선진국의 연구기관들과 협력 강화
-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소의 1/3은 각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고,
3~5개의 대형 국제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자료: 「중국과학원 13.5 계획, “13차5개년”발전계획 요강 발표」, http://kostec.re.kr/13-5%ea%b3%84%ed%9a
%8d-%ec%a4%91%ea%b5%ad%ea%b3%bc%ed%95%99%ec%9b%90-13%ec%b0%a85%ea%b0%9
c%eb%85%84%eb%b0%9c%ec%a0%84%ea%b3%84%ed%9a%8d-%ec%9a%94%ea%b0%95-%eb
%b0%9c%ed%91%9c/(검색일: 2019. 12. 10) 참고하여 저자 정리.

술 분야의 권한 양도·관리 최적화·서비스 강화 △중대 성과 창출을 위한 자원
배분 체계 개혁 △유형별 과학기술 평가 메커니즘 개선 △국내외 오픈 이노베
이션 협력 등 6가지의 중대 개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3차 5개년 기
간에 추진할 4대 임무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개발 △혁신형 인재 육
성 △최고 싱크탱크 체제 구축 △글로벌 협력 확대를 제시하였다.
중국과학원은 주로 중국의 국가급 과학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중
국과학원은 2017년에 개혁개방 40년간의 과학기술 개발 성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국가 중대 프로젝트,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등의 성
과를 발표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성과로는 ‘고온 초전도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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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5건, 국가 중대 수요를 위한 ‘유인 우주비행 및 달 탐사 프로젝트 관련 과학
연구 및 응용’ 등 15건, 국민 경제 주요 영역에서 거둔 ‘황화이하이(黃淮海) 과
학기술 총력전 및 보하이(渤海) 곡창지대 과학기술 시범 프로젝트’ 등 10건을
포함한다(표 3-9 참고).236)
중국과학원은 산하 9개 연구소와 1개 대학이 2017년 국가급 솽촹 시범기지로

표 3-9. 중국과학원의 과학기술 개발 주요 성과
분류

과학기술 개발 주요 성과

(1) 고온 초전도체 연구 (2) 토폴로지 물질상태 관련 계열화 연구 (3) 입자물리 및
핵물리 연구 (4) 유기분자 클러스터 및 자유기화학 연구 (5) 나노 과학기술 혁신
(6) 인공합성생물학 연구 (7) 비인간 영장류 모델 및 뇌신경 연결지도 연구 (8) 게놈
세계 최고 수준
연구 (9) 「중국식물지(Flora of China)」 편찬 연구 및 생물다양성 연구 (10) 고생물
과학기술
연구 (11) 제4기 환경 연구 (12) 동아시아 대기환류 연구 (13) 수학기계화 방법
및 사교기하학(Symplectic Geometry) 알고리즘 (14) 계열화 대형 천문관측시설
(15) 베이징 전자-양전자 충돌기를 대표로 하는 대형 가속기류 장치가 있음

국가 중대
과학기술 개발
프로젝트

국민 경제
과학기술
프로젝트

(1) 유인 우주비행 및 달탐사 프로젝트와 관련한 과학 연구 및 응용 (2) 베이더우
(北斗)위성항법 시스템 계열화 위성 개발 (3) 우주과학실험 계열화 위성 (4) 심해
과학탐사 및 유인 심해 잠수정 기술 (5) 양자통신 및 양자컴퓨팅 연구 (6) 초대규
모 집적회로 핵심기술 (7) 고성능 컴퓨팅 (8) 중국산 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
발 (9)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 (10) 프런티어 원자력 연구 (11) 초강력 레이저 기
술 및 장치 (12) 고정밀도 회절격자 제조 기술 및 대구경 실리콘카바이드 반사경
(13) 칭짱(青藏)고원 과학고찰 연구 (14) 칭짱철도공정 동토지반 철도 부설 기술
및 시범 프로젝트 (15) 지구 심부자원 탐사 이론·기술·장비
(1) 황화이하이 과학기술 총력전 및 보하이 곡창지대 과학기술 시범 프로젝트 (2)
석탄 청정·고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핵심기술 및 산업화 시범 (3) 비선형 광학 결
정체 연구 및 장비 개발 (4)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연구 (5) 혁신 신약 개발 (6) 원
연교잡 및 분자육종 연구 (7) 해양 생태목장 연구 및 시범 (8) 과학기술적 재해구호
(9) 중국 생태계 연구 네트워크 (10) 지역 공간 개발 및 기능 구획

자료: 「중국과학원, 개혁개방 40년간 40개 대표적인 주요 과학기술 성과 획득」, http://kostec.re.kr/%ec%a4%91%ea%
b5%ad%ea%b3%bc%ed%95%99%ec%9b%90-%ea%b0%9c%ed%98%81%ea%b0%9c%eb%b0%a9-40
%eb%85%84%ea%b0%84-40%ea%b0%9c-%eb%8c%80%ed%91%9c%ec%a0%81%ec%9d%b8-%e
c%a3%bc%ec%9a%94-%ea%b3%bc%ed%95%99%ea%b8%b0/(검색일: 2019. 12. 10) 참고하여 저자 정리.
236) 今日科协(2018. 12. 20), ｢关注丨中国科学院公布改革开放40年40项标志性重大科技成果｣, https://
mp.weixin.qq.com/s?__biz=MzIwNDI0MjQzNg==&mid=2653092377&idx=2&sn=7ef14
7325ea97c06d80875f93f69d8b1&chksm=8d157172ba62f864cab546566f02b2633d0da5
dc99f8f897a5a66b2d8ac487b1076b78f83049&mpshare=1&scene=23&srcid=1221OEG
HvLso9zp2OU0elJyL#rd(검색일: 201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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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이래 창업생태계 구축을 중점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학원 산하
9개 솽촹 시범기지에서 조성한 기금은 20여 개로 총 기금 규모는 50억 위안을
초과하였고, 각종 창업혁신대회와 예비 창업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500여 차
례 추진하였다. 또한 창업 지원 플랫폼은 100여 개가 설립되어 700여 개 기업
을 인큐베이팅했으며, 이 중 7개의 신생 벤처기업이 IPO에 성공하였다. 2020
년까지 9개 시범기지의 기금 규모는 2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00여 개의 하이테크 스타트업을 육성 지원하고 10여 개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여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237)
또한 국가과학원은 창업 지원과 관련한 3가지 중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는 연구소 주도의 국가 솽촹시범기지 건설을 위해 창업가에게 연구개발 설
비와 자원을 지원하고 각 연구소에 전문화된 ‘중창공간’ 등 창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부에서 발
표한 ｢신시기 과학기술 성과 이전 관련 지도 의견｣에 따라 과학기술자의 창업
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과학기술 이전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였
다. 셋째로는 5억 위안의 ‘중국과학원 과학기술 성과 이전 기금’을 설립하여
‘모펀드와 직접투자’가 결합된 방식으로 선도적인 과학기술의 초기 및 중기 프
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으로 동 펀드는 향후 50억 위안까지 확대할 예정이다.238)
또한 2018년 4월에는 중국과학원 산하에 유일한 사모펀드 투자회사인 ‘중과원
자본관리회사(中科院资本管理有限公司)’가 설립되어 과학기술 성과 이전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239) 또한 중국의 기술 창업에서 수많은 창업가와 성공
기업을 배출하였다. 레노버(联想)의 리우촨즈(柳传志) 회장, 중국 전기차 배터
리 업체인 CATL의 쩡위췬(曾毓群) 회장 등이 중국과학원 출신 기업가이다.
237) ｢中科院9家国家双创基地孵化700余企业 带动就业逾万人｣(2017. 9. 8), http://education.news.
cn/2017-09/08/c_129698855.htm(검색일: 2019. 12. 10).
238) ｢中科院发布获批的国家双创示范基地工作方案, 科技成果转化基金可能会增长到50亿元｣(2017. 9.
7), https://www.jfdaily.com/news/detail?id=64318(검색일: 2019. 12. 10).
239) ｢中科院再备案一家股权类私募, 助力科技成果转移转化｣(2019. 1. 9), http://finance.sina.com.cn/
roll/2019-01-09/doc-ihqhqcis4513967.shtml(검색일: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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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원은 2017년 4월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전문적인 창업교육 및 지
원을 위해 중국과학원대학 내에 혁신창업학원을 신설하였다. 중국과학원대학
은 혁신창업학원의 개설을 계기로 과학과 교육이 융합된 혁신창업교육의 새로
운 모델과 방법을 통해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세계 과학기술 강국이 되는 데 공
헌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혁신창업학원은 주로 전문화된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과 투자
자와의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 성과 이전을 추진하여 과학기술, 교육, 기업, 투
자자가 연계되는 창업생태계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40)
중국과학원 산하의 각 연구소는 연구소별로 특성 및 소재 지역 상황에 맞게 다
양한 방식으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0]과 같다.

표 3-10.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소의 창업생태계 구축 현황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소

창업생태계 구축 현황

- ‘하드코어테크 창업캠프’라는 전국 솽촹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0여 차
례 창업 활동 개최
시안광학정밀기계연구소 - 중국 최초 ‘연구소+엔젤펀드+인큐베이터+창업훈련’의 과학기술 창업생태계 구축
- ‘전문화된 중창공간+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하이테크기업’의 과학기술 성
과 이전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
선전선진기술연구원

- 창업가 교육을 위해 ‘중국과학원 창업가 학원’ 설립
- 누적 171개의 솽창 프로젝트 수행, 18% 투자 유치 성공
- 800여 명의 창업가에게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정밀기계장비 영역에서 기술 혁신 성과 다대
창춘광학정밀기계연구소 - ‘혁신+자원’, ‘군민 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혁신 사슬 구축
- 국내 최초 최첨단 광기전 엔지니어 훈련 기지 및 인재 육성 기지

닝보소재연구원

-

‘연구소+산업단지+펀드’ 모델을 통해 솽촹 생태계 구축
신소재 플러스 제조업 솽촹 기지
신소재와 관련한 과학기술 성과 이전 추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산업 고도화 및 지역 혁신 체계 구축

자료: ｢中科院9家国家双创基地孵化700余企业 带动就业逾万人｣(2017. 9. 8), http://education.news.cn/201709/08/c_129698855.htm(검색일: 2019. 12. 10).

240) ｢国科大成立创新创业学院｣(2017), http://www.cas.cn/yw/201704/t20170421_4597840.shtml
(검색일: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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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형연구기관’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역할
국무원이 2017년에 발표한 ｢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에 관한 실시
의견(关于建设第二批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에는 대학 및 과
학연구기관의 솽촹 시범기지 건설의 핵심 임무는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인재 육성, 성과 이전, 공공 연구개발
서비스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과학자들의 혁신 능력과 혁신교육 수준을 제고한
다는 것이다. 중국정부와 창업시장 모두 기술 혁신창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에 따라 대학과 연구소에서 개발한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가 중요한 이
슈로 부각되었다. 앞 장의 정책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최근 중국정부는 창
업생태계 구축에서 과학기술의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국책연구소 중심의 과학기술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정부
는 대학 및 (국책) 연구기관의 플랫폼 구축 이외에 새로운 플랫폼으로 ‘신형연
구개발기관(新型硏發機構)’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대학 및 국책 연구기관
주도로 추진되어 왔던 과학기술 개발은 기초 연구 또는 국가 전략에 필요한 연
구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는 시장의 수요와 괴리가 존재하여 중국의 대학·연구
소의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는데, 과학자들의
인센티브, 특허 소유권, 대학·연구소 평가제도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다.
이에 중국정부는 과학기술 성과 이전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신형연
구개발기관의 설립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7년에 발표한 ｢13차 5
개년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十三五”国家科技创新规划)｣과 ｢국가기술이전체
계건설방안(国家技术转移体系建设方案)｣에서는 신형연구기관의 발전을 가속
화하여 기술 연구개발과 이전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모색하도록 주문하였다.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신형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최초로 명시하면서 기업
이 주도하는 기술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혁신기업과
신형연구개발기관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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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신형연구개발기관으로는 1990년대 말에 선전시정부와 칭화대학교
가 공동으로 설립한 ‘선전칭화대학연구원’이 꼽힌다. 기존의 연구기관이 학술
연구와 인재 육성을 위주로 하였다면, 선전칭화대학연구원은 이사회 주도하에
원장 책임제를 통한 기업화 운영을 도입하였고 주요 목적은 산학연 협력 추진
으로 명시하였다. 선전칭화연구원은 연구원의 특징을 ‘대학과는 문화가 다르
고, 기존 연구원과는 콘텐츠가 다르고, 기업과는 목표가 다르며, 사업 단위와는
운영 메커니즘이 다르다(四不像)’고 설명하였다. 신형연구개발기관은 △이사회
제도 △산학연 협력 추진 △인큐베이팅과 투자업무 수행 등이 기존 연구기관과
다른 특징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241)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신형연구개발기관을 기술혁신 체계의 주요 구성
원으로 언급한 이래 현재는 전국적으로 신형연구개발기관이 설립되어 각 지역
의 신산업 육성에서 주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장수, 저장, 광둥 등 동부
연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신형연구개발기관의 설립이 빠르게 확대되어 화다지
인(华大基因), 선전광치(深圳光启)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기관이 설립되었
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장수성 346개, 광둥성 244개, 푸
젠성 70개, 허난성 67개 등 전국에 1,000여 개의 신형연구기관이 설립되었고
각 지역 지방정부의 지원하에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그림 3-21 참고).242)
중국의 신형연구개발기관은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어 연구소별로 다양한 유
형과 특징을 지닌다. 신형연구개발기관은 기관 성격에 따라 정부부처 산하 사
업 단위, 비기업 민간단체, 주식회사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설립 주체에 따
라 대학·연구소 및 정부 협력형, 대학·연구소 및 기업 협력형, 기업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신형연구기관은 대학·연구소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
업 단위 형식으로 설립하였다. 이러한 형식의 신형연구기관으로는 중국과학원
241) ｢一文通透: 新型研发机构是如何将科研市场化的?｣(2019. 9. 11), http://www.sohu.com/a/
340194173_748530(검색일: 2019. 12. 10).
242) ｢一文通透: 新型研发机构是如何将科研市场化的?｣(2019. 9. 11), http://www.sohu.com/a/
340194173_748530(검색일: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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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중국 신형연구기관의 지역별 분포(2019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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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一文通透: 新型研发机构是如何将科研市场化的?｣(2019. 9. 11), http://www.sohu.com/a/340194173_
748530(검색일:2019. 12. 10).

선전선진기술연구원(中科院深圳先进院), 난징(南京)대학 이싱(宜兴)환경보호연
구원 등이 있다. 사업 단위에 속하기는 하지만 탄력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
고, 재정자금의 직접적인 지원도 없어 경비 집행 시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사
용할 수 있다. Lu ChunFan243)은 신형 연구개발기관을 설립 주체별로 △산업
연맹 주도형 △대학·연구소 주도형 △기업 주도형 △정부 주도형 △민간 비기
업 기관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유형별 주요 특징 및 대표기관은 [표
3-11]과 같다.

243) 芦春凡(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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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신형연구개발기관의 유형 및 특징과 대표 기관
유형

특징

산업연맹

생산-연구개발-교육 기능을 갖춘 산업연맹이 주도하여 설립

주도형

산업연맹의 명의로 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

대표 기관
화난(华南)신약개발센터
광둥성(广东省)재생금속종합이
용산학연기술혁신연맹
베이징대학 둥관(东莞)광전연구원

경제발전 수준이 높지만 과학기술 연구개발 수준이 낮
대학·연구소 은 지역에 설립
주도형

지역별 산업 비교우위에 따라 지역별 혁신 체계 구축
을 위해 대학·연구소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설립

중산(中山)대학 둥관(东莞)연구원
선전(深圳)칭화대학연구원
저장(浙江)대학 쑤저우(苏州)공업
기술연구원
난징(南京)공업대학 롄윈강(连云
港)공업기술연구원

기업
주도형

해외 과학 연구소와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과학 연구소를 메이디(美的)냉각연구원
포함

비야디(比亚迪)중앙연구원

모(母)기업 신사업 추진에서 혁신 응용기술 및 서비스 제공 3M중국R&D센터
베이징생명과학연구소

정부
주도형

정부 주도로 설립되었으나 재정자금에 의존하지 않음
대학·연구소 또는 지방정부가 설립 주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 제공

중국과학원선전(深圳)선진기술
연구원
상하이산업기술연구원
장쑤성(江苏省)산업기술연구원
산시(陕西)공업기술연구원

민간
비기업형

민간 투자자가 설립한 비기업기관으로 시장화 운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연구자금을 활용하여 민간 연구개발
촉진

선전광치(深圳光启)이공연구원
화다지인(华大基因)연구원

자료: 芦春凡(2018), pp. 160~161.

중국 과학기술부는 2019년 9월 ｢신형연구개발기관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
(关于促进新型研发机构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혁신 성장에서 신형연구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도 의견에서
는 신형연구기관을 과학기술의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연구, 기술 혁
신 및 연구개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투자 주체, 현대화
된 관리 제도, 시장화된 운영 메커니즘, 탄력적인 인력 고용의 운영 방식이 가
능한 독립된 법인기관로 정의하였다. 신형연구기관은 과학기술형 민간 비기업
단위(사회 서비스 기관), 사업 단위, 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

제3장 중국의 창업생태계 분석: 구성원별 역할 및 특징 • 159

신형연구기관의 설립 목적은 과학기술의 개발 및 성과 이전을 촉진하여 기업,
민간 투자자 등 사회 각 분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신
형연구개발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었는데 과학 연구와 기술혁신, 연
구개발 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하고,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을 금지하였다. 이 밖
에 신형연구개발기관의 설립 조건으로는 △독립된 법인 자격을 갖출 것 △기
초·응용 연구, 산업기술 개발, 기술성과 이전, 연구개발 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할 것 △연구개발, 실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조건과 설비를 갖출 것 △연구
개발 수준이 높은 인재 그룹을 갖출 것 △ 출자자 투자, 기술개발, 기술 양도,
기술 서비스, 기술 컨설팅 수입, 공공 조달 서비스 수입, 과학연구 프로젝트 경
비 등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다수의 투자자가 설
립한 신형연구기관은 이사회에서 주요 의결권을 갖고 원장소장 책임제로 하여
법률·법규와 출자자 협의 규정에 의해 관리 운영하도록 명시하였다. 이 밖에
과학기술형 민간 비기업 단위(사회 서비스 기관)로 등록한 신형연구개발기관
은 비영리조직기업소득세, 과학기술이전개인소득세, 과학기술혁신수입세의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세수 우대 혜택을 누린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형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법(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
에 의거하여 하이테크 기술 기업 신청이 가능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수 우대혜
택을 누릴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244)
이처럼 신형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과 시장간 괴리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사업화에서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과학기술 성과의 사업화는 중국이 혁신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약한 연
결고리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중국 창업시장이 기술창업, 혁신창업 위주
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바, 신형연구기관은 중국 기술의 사업화 생태계 구축
에서 새로운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244) 科技部 (2019. 9. 12), ｢《关于促进新型研发机构发展的指导意见》｣, http://www.most.gov.cn/mostinfo/
xinxifenlei/fgzc/gfxwj/gfxwj2019/201909/t20190917_148802.htm(검색일: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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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징
1) 국가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연구소의 창업생태계 구축
중국 대학·연구기관의 창업생태계 발전은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의 틀 안에
서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전의 중국 대학·연구기관의 창업 정책은 국가
혁신전략 측면보다는 부처별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대학·연구기관의 창업은
시장의 수요와 괴리가 존재하였다. 대학의 창업 정책은 주로 교육부가 주도하
여 정책이 마련되었고 이론과 지식 전달의 창업교육 위주로 추진되었다. 연구
기관의 창업 관련 정책도 과학기술부 주도로 추진되어 주로 국가 과학기술 프
로젝트 수행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
부처별로 나누어 추진되었던 대학·연구기관의 창업 정책을 대중창업, 만중
혁신 정책 추진을 계기로 국무원에서 부처별, 지역별, 혁신 주체별로 역할과 기
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 자금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다. 대학·연구
기관의 창업 정책도 이를 계기로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대학·연구기관의 창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 정부,
VC 등 기타 창업 주체들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 위주에서 실습 위주로 전환되었고 혁신 인재 양성에서
창업가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인큐베
이팅, 멘토링, 창업 오피스 제공 등 창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여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구축을 넘어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제공하고 한 발 더 나가 국가·지
역 창업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기관도 다양한 창업 지
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과학
기술과 시장 수요간의 괴리를 축소하고 산학연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신형연구개발기관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정부
가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혁신 주체로서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고 전방위적인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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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전
략을 통해 각 지역에 소재한 대학·연구원에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 산학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중국 대학·연구소의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중국정부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산학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
다. 대학생, 교수, 과학자들의 창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에게는 창업 학점제를
도입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 지장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휴학에 까다로
웠던 제도를 개선하여 창업을 위한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창업
친화적인 학사 제도를 구축하였다. 학생들의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전공지식의
습득을 위해 학과 교차 수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
관 소속 과학자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 3년간 기존 소속 기관에서 급여, 사회보
험 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과학기술 특허와 사업 수익에 대해서도 학교·
연구소와 개인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하도록 하여 과학자 개인 수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245) 연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에 유
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주요 조치로는 △연구소의 과학기술성과
이전 수입을 성과 창출의 주체에 귀속하고 △과학기술 성과 이전과 관련된 정
부 심사를 폐지하는 한편 연구기관에 자율적 결정권을 부여했으며 △국유자산
으로 분류되었던 과학기술 성과에 대해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과 거래를 허용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246)

245) ｢关于支持和鼓励事业单位专业技术人员创新创业的政策解读｣(2019. 5. 31), http://www.sohu.
com/a/317714588_120055455(검색일: 2019. 12. 10).
246) 中国政府网(2019b), ｢财政部关于修改《事业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的决定｣, http://www.gov.cn/
xinwen/2019-04/05/content_5379874.htm(검색일: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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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내 창업 지원 컨트롤 타워의 신설을 통해 협업 메커니즘 구축
대학 내 창업교육과 창업생태계 구축이 강조되면서 전문 창업교육기관인 창
업학부를 비롯하여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창업 지원 기관이 설
립되었다.24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교육부는 각 대학 내에 창업 관련 업
무를 총괄하는 혁신창업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다양한 창업 지원 기관
간의 역할과 기능을 조율하고 협업 체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학 내 창업 컨
트롤 타워의 설립은 대학의 각 창업 지원 기관간 업무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
분하고 상호 보완적인 분업 체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칭화대의 경우 창업 성숙도와 신생 기업의 발전 단계
에 따라 창업 지원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였는데, 창업교육 및 초기 단계에서는
창업 동아리와 iCenter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인큐베이팅 단계에서는 창
(創)+와 x-lab을 통해 멘토링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인큐베이팅 이후 단계에서
는 i-Space를 통한 지원을 추진한다.

4) 과학기술 사업화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구축
중국의 중대한 과학기술 개발은 주로 중국과학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학기술은 국가 전략 추진에 필요한 연구나 기초과학 연
구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산업 고도화 및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과학기술의 사
업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중국정부는 과학기술 사업화 및 산학연 연계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연구기
관인 신형연구개발기관의 설립을 장려하였다. 신형연구개발기관은 시장화된
운영 메커니즘을 접목하여 정부 부처가 아닌 이사회에서 주요 의결권을 행사하
고 원장 책임제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 고도화와 시장 수요에 맞

247) 예컨대 베이징대에는 창업훈련캠프, 글로벌혁신창업센터, 베이징대 인큐베이터(北大孵化器),
G-lab 등이, 칭화대에는 iCenter, x-lab, 동아리(興趣團隊), 창(創)+ 등의 다수의 창업 지원 기구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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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학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향후 중국 창업시장의 주안점이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 위주의 창업에서 과
학기술에 기반한 기술창업·혁신창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신형연구
기관은 과학기술과 산업·시장을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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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 분석

1. 지방정부 사례
2. 대기업 사례
3. 정부기금 사례
4. 신형 연구기관 사례

1. 지방정부 사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생태계는 정부, 기업, 금융, 과학연구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발전하는 것으로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정부는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즉 창업기업 육성 초기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기여한
다고 할 수 있다. 베이징은 중국 중앙정부의 주도로 창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하
고 각종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으며, 선전은 경제특구에 기반하여 조성
된 시장 주도의 제조업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인재 유치 정책을 중심으로 성장
하였다. 저장성 지방정부는 새로운 창업생태계 구축 모델을 발굴하여 창업생태
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베이징과 선전의 창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었던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최근
새로운 창업 모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저장성 산업혁신서비스통합체의 성과
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주도의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그 역할을 정리한다.

가. 베이징시 중관춘
베이징이 국제 창업도시 생태계 순위에서 중국 도시 중 1위를 차지할 수 있
었던 것은 산업 기초, 정책 제도 완비, 풍부한 인재와 자본, 인프라 등 환경적
요인이 크다.248) 베이징의 중관춘은 정부 주도의 창업 지원 정책으로 혁신적인
창업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 최초의 신산업 시범기지로 선정된 베
이징은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기지 건설 전략을 기반으로 베이징 시정
부가 다양한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베이징 창업생태계 구성에서 핵심이 되는 산업 기초 구축과 제도적 변화는
1988년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무원이 ｢베이징 신기술산업발전시범구 임

248) 周小虎(2018), pp.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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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례(北京新技术产业发展示范区暂行条例)｣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관춘을 중심으로 중국과학원,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런
민대학, 중국공업대학 등 주요 대학이 밀집해 있는 베이징 하이뎬구에 신기술
업개발시범구를 조성하였다. 베이징 시정부는 과학기술과 생산이 연계될 수 있
도록 하며 기술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시범구 내의
신기술 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감액 △국가 육성기금 지원 △매년 일정
상한의 특별 대출 제공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한 기금 조성 장려 △과학기술
연구자의 겸직·수탁 등 허용 △외국인합작 신기술 창업 허용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였다.249)
중앙정부는 2009년 중관춘을 중국 최초의 첨단산업 육성 지역으로 선정하
고 중앙정부 주도의 통합 행정 체계를 구축하였다.250) 중앙정부는 중관춘 영도
소조를 조직하고 베이징시 시장, 과학기술부 장관, 인력자원부 장관이 참여하
여 베이징시 정부 주도의 중관춘 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시행 여
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251) 중관춘 관리위원회에는 중국 과학원 부원장, 중국
자연과학기금위원회 주임, 베이징대학교 총장, 재정부 차관, 중국 증권감독위
원회 부주석 등이 포함되어 이후 창업생태계의 핵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통합 행정 체제는 중관춘 육성 초기의
발전 정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그림 4-1 참고).
이후 중관춘 영도소조는 베이징시 시장이 주도하며 정책 추진의 중심축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지방정부가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011년 베이징시 정부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2011년 ｢중
관춘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관련 발전 계획 요강 2011-2020(国务院关于中关村

249) 北京市人民政府, ｢北京市人民政府关于发布《北京市 新技术产业开发试验区暂行条例》的通知｣, http://
www.beijing.gov.cn/zfxxgk/110001/szfwj/1988-05/20/content_931610983654431bbe
859a7bc16f18e2.shtml(검색일: 2019. 11. 1).
250) 이강(2018), p. 62.
251) 이강(2018),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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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중관춘의 관리 체계

중관춘 영도소조
베이징시 시장

· 발전개혁위원회 주임
· 교육위원회 주임
· 과학기술위원회 주임
· 경제정보화위원회 주임
· 인력과 사회보장국 국장
· 도시계획위원회 주임
· 주방성향건설위원회 주임
· 국유자산위원회 주임
· 중관촌관리위원회 주임
· 과학원 북경분원 원장

· 교통위원회 주임
· 지방세무국 국장
· 공상(工商)국 국장
· 재정국 국장
· 질감(質監)국 국장
· 저작권국 국장
· 통계국 국장
· 북경대학교 총장
· 청화대학교 총장 등

· 상무(商務)위원회 주임
· 금융국 국장
· 지식산권국 국장
· 정부 법제사무실 주임
· 국세국 부국장
· 은행감독국 국장
· 증권감독국 국장
· 보험감독국 국장
· 연상(聯想)그룹 회장
· 베이징 16개 구 구청장

중관춘관리위원회
자료: 이강(2018), pp. 62~63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国家自主创新示范区发展规划纲要(2011-2020年))｣을 토대로 특허 취득 시 인
센티브 제공과 창업기업 종사자의 베이징 거주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베이징시 정부는 중관춘에서 특허 취득 기업에 최고 300만 위안 지
원금을 제공하고, 연간 국내 특허 등록 250만 건 이상을 달성한 기업에 건당
1,000위안 이상을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창업기업 운영자 및 종사자의 베이징시 거주증, 주택자금, 교
육 등을 지원하여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였다.252)
베이징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자 거주 주택 건설, 군인 재개발을 중점
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서 재정 지원, 인센티브 제도 활용, 교육 및 겸직 허
용, 거주 및 출입국, 수출입 세수를 비롯한 각종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재
252) 본 문단은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发展规划纲要｣, http://www.gov.cn/gzdt/att/att/site1/
20110224/001e3741a2cc0ed049b001.pdf(검색일: 2019. 11. 1)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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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253) 또한 세포생물학, 태양광 연구개발과 응용, 세
균면역 연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고학력 인재의 유입을 독려하고자 지원 정
책을 시행하였다.254) 특히 해외 인재와 귀국 화교의 창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중관춘 내 창업기업 고용주 담보 서신이 있
는 귀국 화교는 5년간 업무 거주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255) 박사 이상의 고학
력 외국적 화교가 중관춘 내 기업에 4년간 근속하고 중국 내 실거주가 6개월
이상이라면 영구 거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하였다.256) 또한 외국 인
재의 유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특정 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재의 입국, 거
주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였다.257)
베이징시 정부는 과학기술 창업기업의 확산을 위해 △주식과 배당금 인센티
브 정책 시범 시행 △첨단기술기업 인허가 절차 완화 △세수 혜택 △중앙급 사
업 단위의 과학기술사업화 및 수익권 개혁 △과학기술연구비 관리 개혁 △전국
적인 장외 시장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주식 및 배당금 인센티브 정
책 시범 시행, 첨단기술기업 인허가 절차 완화, 세수 혜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
였다.258) 이에 따라 주식 인센티브 제공 및 양도, 이익 배당 등에 관련된 방법
과 실시방안을 제시하고 기업별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첨단기술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중국 내에 등록한 지 1년 이상인 기업
중 첨단기술기업 인정을 받은 경우는 기업소득세를 15%로 낮추어 주었다.259)
253) 中国中央电视台(2011), ｢北京已制定加快建设中关村人才特区计划｣, http://news.cntv.cn/china/
20110513/106315.shtml(검색일: 2019. 11. 1).
254) ｢北京发布2011年海外人才引进计划｣(2011. 12. 22), http://renshi.people.com.cn/GB/1464
9516.html(검색일: 2019. 11. 1).
255) ｢支持北京创新发展20项出入境政策措施解读｣(2016. 4. 7), http://www.sohu.com/a/68111525_
119556(검색일: 2019. 11. 1).
256) ｢支持北京创新发展20项出入境政策措施解读｣(2016. 4. 7), http://www.sohu.com/a/68111525_
119556(검색일: 2019. 11. 1).
257) ｢支持北京创新发展20项出入境政策措施解读｣(2016. 4. 7), http://www.sohu.com/a/68111525_
119556(검색일: 2019. 11. 1).
258) 北京市人民政府(2012), ｢“中关村‘1+6’政策解读”新闻发布会｣, http://www.beijing.gov.cn/shipin/
szfxwfbh/15852.html(검색일: 2019. 11. 1).
259) 北京市人民政府(2012), ｢“中关村‘1+6’政策解读”新闻发布会｣, http://www.beijing.gov.cn/shipin/
szfxwfbh/15852.html(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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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혜택은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 공제 범위 확대, 근로자 교육비 세전 공제,
주식 인센티브에 대한 개인소득세 분할 납부 등 3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첨단기술기업 인허가 절차 완화와 세수 혜택으로 과학기술기업의 시장 진입 장
벽을 해소하였다.260) 이후에도 베이징시는 △첨단과학기술기업 인증 중 문화
산업 지원 △유한 창업투자기업 법인 파트너 기업 소득세 감면 △기술 양도 기
업소득세 감면 △기업 무상증자 개인 소득세 분납 등 다양한 세수 혜택을 제공
하여 첨단과학기술 창업을 적극 지원하였다.261)
과학기술 산업기지 구축, 인재 유치, 자금 지원과 더불어 베이징시 정부는 창
업 문화 확산, 창업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정기적인 중국창신창업대회(中国
创新创业大赛) 개최, 공신부 창업멘토 교육반(创业创新辅导能力提升暨 创业
辅导师培训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창신창업대회는 창업 문
화를 확산하고 솽촹 플랫폼을 건설하는 차원에서 2012년부터 중국 중앙정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재정부 등과 협력하여 매년 주최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데이터, 신소재, 신에너지 및 에너지 환경 보호, 바이오 헬스, 첨단 제조, 인터
넷 융합 등이며 분야별 1~3위에 선정되면 창업지원기금을 지원받는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창업 정책, 투자 지원, 상업 모델, 상장, 합병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여된다. 그리고 창업멘토 지원, 인큐베이팅
시설의 사무실 임대로 면제, 대회투자기금과 창업투자기구의 지원 추천, 지방
정부 및 관련 기구와 매칭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공신부 창업멘토 교육반
은 창업 서비스 기관의 인큐베이팅 운영 및 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부터 시행해 왔다. 이는 정부 주관 부문, 개발구, 창업기지 인큐베이터, 중창공
간 등의 창업 서비스 기관의 일정 직급 이상의 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260) 신금미, 윤성혜(2017), p. 125.
261) ｢解读中关村“新四条”｣(2013. 10. 14), http://news.10jqka.com.cn/20131014/c558957024.
shtml(검색일: 2019. 11. 1); ｢“新四条”政策｣(2015. 10. 17), http://www.cyzgc.com/newsopen.
aspx?id=68(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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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육 내용은 △중앙정부의 창업 정책 △인큐베이터, 중창공간의 운영 및
발전 △창업기지 현황 및 운영 모델 △대기업의 솽촹 현황 등이다. 교육을 통해
중국 각지의 중소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마이크로 창업기업의 생존
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262)
중관춘은 고등교육기관 40여 개, 국책연구기관 200여 개, 국가급 실험실
100여 개 등 인재가 밀집해 있어 과학기술 혁신과 산학연 협력을 추진할 수 있
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기반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창업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후 행정적 권한을 베이징시 정부에
이양하여 관련 세수 우대, 국내외 우수 인재 유입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기술 클
러스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하이뎬구 중관춘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현
재 베이징 전역에 16개의 중관춘을 설립하여 베이징 전체를 기술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한다.263) 현재 중관춘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ICT 기업을 포함하
여 첨단과학기술 기업 2만 개가 소재하고 있다(표 4-1 참고).264)

표 4-1. 중관춘에서 창업한 주요 ICT 기업 현황
기업명

창업 시기

분야

레노버(lenovo)

1984

노트북PC, 스마트기기 제조

쓰통리팡

비고
중국과학원이 투자
중관춘 최초 벤처투자

1993

검색서비스 외

ITC(현 sohu.com)

1998

검색서비스 외

인텔이 중국에 투자

징둥상청(jd.com)

1998

온라인 쇼핑몰 외

나스닥 상장

바이두(Baidu.com)

2000

검색서비스 외

샤오미(mi.com)

2010

소프트웨어, 스마트기기 제조 외

(四通利方, 현 sina.com)

사례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나스닥 상장
-

자료: 오종혁, 김홍원(2015), p. 11.

262) 본 문단은 KOTRA(2018b) 참고하여 저자 정리.
263) 中关村科技园区管理委员会, ｢发展历程｣, http://zgcgw.beijing.gov.cn/zgc/zwgk/sfqgk/sfqjs/
fzlc/index.html(검색일: 2019. 11. 1).
264) 오종혁, 김홍원(201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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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전시
중국 솽촹 발전보고(2018~19)에 따르면 선전의 솽촹 지수는 중국 전역에서
1위로 창업생태계 환경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65) 선전은 제조
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혁신기술과 융합하여 선진제조업, 첨단기술 혁신제조
업,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266) 현재 선전의
창업생태계는 시장이 주도하고 기업이 주체가 된 법률적 기반 위에 정부가 서
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작동하고 있다.267) 그러나 선전이 제조업 클러스터
로 자리매김하며 창업 선도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전을 경제특구로 지정
한 중앙정부와 이후 인재 유입 및 자금 지원 정책에 집중한 선전시 정부의 정책
이 크게 작용하였다(그림 4-2 참고).
중국 중앙정부는 1979년 개혁개방 정책을 펴면서 선전을 중국 최초의 경제

그림 4-2. 선전 창업생태계의 구조

시장
첨단기술산업

기업 주도
혁신 요소: 인재, 금융, 혁신 시스템
정부의 제도적 환경 최적화

자료: 王京生(2014), p. 81; 중국 칭화대학교 창업연구소 담당자 인터뷰(2019. 11. 1, 중국 베이징)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265) 王京生(2019, pp. 6~7)은 솽촹 지수를 △환경 요인(시장구조, 산업기반, 제도 등) △자원 요인(인력,
자본) △성과(산업 성과, 혁신 성과, 지속 가능성)를 종합하여 도출하였다고 밝힌다.
266) KOTRA(2018b), p. 54.
267) 중국 칭화대학교 창업연구소 담당자 인터뷰(2019. 11. 1,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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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268) 경제특구로 선정된 선전은 세제 혜택, 기업경
영권 보호, 외환관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였
다.269) 이에 선전과 인접한 홍콩과 대만은 노동력과 토지 등 요소 비용 우위를
활용하여 저부가가치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이 시기에 통신기기, 가전
제품, 배터리 제조 및 수출을 위주로 하는 창업기업들이 등장하여 선전은 제조
업 생산기지로 발돋움하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표 4-2 참고). 이로써 선
전은 중국에서 가장 빨리 시장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무원이 선전경제특구에 입법권을 주어 대외개방 확대
로 인한 중국 국내외 법률의 상충 부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
써 시장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다.270) 또한 2012년에 법인등록제도 개혁 시범
기지로 선정되어 법인 등록 간소화를 중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등 예비창업
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표 4-2. 선전에 창업한 주요 기업 현황
기업명

창업 시기

분야

비고
시안 항공연구소 출신

ZTE

1985

통신네트워크 장비, 모바일 기기

화웨이(Huawei)

1987

통신네트워크 장비, 모바일 기기

연구개발 비용 투자 집중

BYD

1995

휴대폰용 배터리

세계 최초로 전기택시 상용화

텐센트(Tencent)

1999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온라인 게임

DJI

2006

소형 무인 항공기

엔지니어 6인이 공동 창업

중국 최대 SNS
위챗(wechat) 운영
악셀 파트너스에서
7,500만 달러 투자

자료: 오종혁, 김홍원(2015), p. 11; 오영주(2010. 9. 30), ｢中 선전경제특구 30주년(4): ｢메이드 인 선전 기업｣｣,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
101331(검색일: 2019. 11. 1)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268) 全国人大常委会(1980), ｢广东省经济特区条例｣, http://www.npc.gov.cn/wxzl/gongbao/
2000-12/10/content_5009544.htm(검색일: 2019. 11. 1).
269) 广东省经济特区条例에서 세수를 15%로 책정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보다 10%p 인하되었다.
270) 北大法规(2019), ｢深圳经济特区立法权: 历史、学理和实践｣, http://www.pkulaw.cn/fulltext_
form.aspx?Gid=91b1b7d9cc824fa0413cb1fc02441d34bdfb(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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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정부는 창업생태계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인재 풀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우대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고학력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선전경
제특구 자체적으로 2010년부터 ‘공작계획(关于实施引进海外高层次人才“孔雀
计划”的意见)’을 추진하였다.271) 중국 중앙정부의 ‘천인계획(千人计划)’을 통
해 선발된 인재가 선전시에 정착하면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보조금 외에 선전
시 정부에서 5년간 최대 600만 위안을 지원한다.272) 정책 시행 이후 2018년
말까지 3,000명 이상의 고학력 인재를 유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273) 최근에
는 고등교육기관과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UC Berkeley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대학과 협력하여 선전에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칭화대학교 선전
연구소는 이미 설립하여 협업 중이다.274)
또한 창업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 첨단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00만 위안을 지원하고 기업 상장 시에 최대 150만 위안을 지원하는 등 직접
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비용 150% 소득
공제, 연구개발을 위한 대출의 이자 보전, 고급 인력의 주거지 보조금 등의 혜
택을 제공하고 있다.275)
선전의 창업을 지원하는 주요 주관 부문은 선전시 인력 자원 및 사회보장국
(深圳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과 과학기술위원회(深圳市科技创新委员会)이다.276)
선전 또한 제2장에 언급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첨단과학기술 창업을
독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선전시 인력 사회 및 사회보장국은 △창업 보
조금 △창업공간 임대료 △취업 △창업 대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과학창신

271) 百度百科(2010), ｢孔雀计划｣, https://baike.baidu.com/item/%E5%AD%94%E9%9B%80%E8
%AE%A1%E5%88%92/5568489?fr=aladdin(검색일: 2019. 11. 1).
272) 百度百科(2019. 1. 22), ｢深圳“孔雀计划”进入第九年: 累计确认人才已超3000人｣, https://baijiahao.
baidu.com/s?id=1623357410125157328&wfr=spider&for=pc(검색일: 2019. 11. 1).
273) 百度百科(2019. 1. 22), ｢深圳“孔雀计划”进入第九年: 累计确认人才已超3000人｣, https://baijiahao.
baidu.com/s?id=1623357410125157328&wfr=spider&for=pc(검색일: 2019. 11. 1).
274) 중국 칭화대학교 창업연구소 담당자 인터뷰(2019. 11. 1, 중국 베이징).
275) 주예성(2018), p. 8.
276) KOTRA(2018b),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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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인터넷 △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신재료 △차세대 정보기
술 △항공 △로봇 △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 등의 과학기술형 기업을 대상으
로 창업 자원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277)
최근 중국 중앙정부와 선전시 정부는 향후 선전에 국내외의 다양한 인재를 유
치하고 웨이강아오(광둥성, 홍콩, 마카오)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창업혁신기지
를 구축할 계획이다.278) 선전시 첸하이 관리국의 주도로 선전과 홍콩 청년의 혁
신창업을 독려하는 선전-홍콩 청년 드림팩토리(前海深港靑年夢工場)국제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였다.279) 18~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보 서비스, IT, 문화콘텐
츠, 전문 서비스, 물류 서비스 등 총 5가지 산업에 대한 참여를 집중 지원하고 있
다. 현재 중국 및 외국 기업 124개 사가 입주(홍콩 스타트업 46개 사)해 있다.

다. 저장성 산업혁신서비스통합체
2015년부터 창업 정책을 시행해 온 중국정부는 창업시범기지를 두 차례 선
정하여 지방의 창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지역 창업시범기지 선정 시, 해
당 지역의 특색 기반 산업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 이는 지역의 특색 산
업을 기반으로 혁신창업을 연계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
문이다.280) 중국 중앙정부는 일련의 창업 촉진 정책을 거쳐서 지역의 창업생태
계를 정부 주도적으로 구축하였다. 이에 지역의 전통 산업을 혁신창업과 연계
하여 발전시키고자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혁신서비
스통합체(产业创新服务综合体, 이하 통합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

277) KOTRA(2018b), p. 63.
278) 中国政府网(2017a), ｢国务院关于强化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进一步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深入发
展的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7/27/content_5213735.htm(검색

일: 2019. 8. 12).
279) 国际在线(2018. 8. 27), ｢前海深港青年梦工场—全世界创客的乐土｣, https://baijiahao.baidu.com/
s?id=1607122908253656983&wfr=spider&for=pc(검색일: 2019. 11. 1).
280) 중국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창업연구소 담당자 인터뷰(2019. 11. 1, 중국 베이징).

제4장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 분석 • 175

다. 통합체는 산업혁신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부가 선도하여 기업
이 주체가 되며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원, 업계 및 협회,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적인 산업을 활성화하는 추진 기제 또는 기구를
뜻한다.281) 정부가 과학기술혁신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흥산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통적인 산업과 연계하는 과학기술 혁신 자원을 투자하여 중
소기업에 기술 혁신, 업종 혁신, 영업 모델 혁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그림
4-3 참고).282) 이는 창업생태계 구축 초기에 창업의 핵심 요소들을 유기적으
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과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중국 전역에서 저장성
이 이를 최초로 도입하여 통합체 모델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창업생태계
를 구축해 가고 있다.
저장성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3년간
개발하며 2022년까지 저장성 전역에 통합체 50개소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

그림 4-3. 산업혁신서비스통합체의 기본 개념

(과거) 공급사슬(Supply Chain)
경쟁

(현재) 가치망(Value Web)
경쟁

공급자

공
동

생산자

제
품
유통업자

창
조
및
협
력

소비자

자료: 김보경(2016, p. 22, 재인용).
281) 浙江省人民政府(2017), ｢浙江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浙江省产业创新服务综合体建设行动计
划的通知｣, http://zcy.87188718.com/FourFlat/WebPolicyCloud/PrintWindow.aspx?id=

199396(검색일: 2019. 11. 1).
282) 秦汉(2019),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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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83)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저장성 산업혁신서비스종합체 건설계획(关于
印发浙江省产业创新服务综合体建设行动计划的通知, 이하 ‘계획’)’을 발표하
였다. 계획에서는 △서비스, 전통 산업, 신흥 산업의 통합체 구축 △1+X 모델
발굴 △운영 방법 △협력 혁신 체계 구축 △전문 인재 육성 방안 등을 명시하였
다(표 4-3 참고). 계획에서 핵심은 지방정부가 특색 산업 발굴, 인큐베이터 지
원, 육성 서비스 등을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서
비스, 전통 산업, 신흥 산업을 통합하는 것은 기술연구 개발, 기술 평가, 기술
거래, 인재 교육, 자문, 설비 등 전문화 서비스로 하여금 전통 산업의 생산 방
식, 판매 방식 등을 제고하고 정보통신기술, 물류, 인공지능, 첨단기술 장비, 신
재료, 바이오 등 신흥 산업과 연계하는 것을 뜻한다. 통합체는 첨단기술시범구,
특화 소도시, 신형 인큐베이터, 전문화 중창공간 등을 조성하고 혁신형 대기업
과 협력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통합체가 지역 특색 산업 기반과 융합
하여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통합체를 도입하는 지
역은 3년 이내에 통합체를 안착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별, 산업별 특성에 맞는
시장화 서비스 및 정책 지원, 인센티브제, 이사회 제도 등 다양한 운영 모델을
탐색하여 합리적인 모델을 도입하도록 하며 검사, 기술 개발, 성과 전환, 인큐
베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통합체는 성급중점연구원, 과학기술기업 인큐
베이터, 중창공간, 공업설계기지,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서비스, 중
소기업 혁신체계를 계획하고 자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특정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연
구를 실시하며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위한 업계 및 협회와의 협력 기능을 강화
해야 한다. 한편 과학기술자원을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며 과학기술 혁신 클라
우드 서비스 플랫폼 건설 확대, 과학원기술 데이터 등의 공유를 통해 원가를 절
감해야 한다.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창업투자, 엔젤투자, 지분투자
등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응용기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연구자의 과
283) 중국 중국기업창업협회 과학기술 혁신생태 발전 연맹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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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저장성의 산업혁신서비스종합체 건설 계획의 주요 내용
주요 업무

주요내용
-(업종간 협력 촉진) 기술 연구개발, 기술 평가, 기술 거래, 인재 교육, 자문, 설비
등 전문화 서비스 제공
-(전통 산업 개혁) 방직, 의류, 피혁, 화공, 제지 등 전통 산업과 기술 혁신 메커니

서비스,
전통 산업,

즘 혁신, 업종 혁신, 관리 혁신, 서비스 혁신 등과 연계하여 지역 전통 선도 산업
의 가치 사슬 확장, 전통 산업의 현대화

신흥 산업

-(신흥 산업 발전) 정보통신기술, 물류, 인공지능, 첨단기술장비, 신재료, 바이오, 신

통합체 구축

재생에너지 자동차, 신에너지,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 빅데이터 등 10대 전략
적 신흥 산업 분야 발전
-첨단기술기술시범구, 특화 소도시, 신형 인큐베이터, 전문화 중창공간, 혁신형 대기업
을 기반으로 신흥 산업 생태계 보완
-1: 지역의 산업혁신서비스종합체 메커니즘을 의미. 지방정부는 통합체 조직, 설계,

1+X 모델 개발

계획, 정책을 총괄
-X: 각 지역의 산업 발전 기반에 따른 특색의 모델
-시장화 서비스 및 정책 지원, 인센티브제, 이사회 제도 등 다양한 운영 모델 탐색
및 합리적 모델 도입
-검사, 기술 개발, 성과 전환, 인큐베이터 서비스 제공

운영 방법

-통합체 도입 및 안착 기간: 3년
-성급중점연구원,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중창공간, 공업설계기지, 클라우드 엔지니
어링, 클라우드 서비스, 중소기업 혁신체계 등 계획
-자금 유입 촉진
-PPP 모델 도입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혁신 역량 확보

협력 혁신 체계
구축

-특정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연구 실시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위한 업계 및 협회 협력 기능 강화
-(과학기술 자원 공유) 과학기술 혁신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건설 확대, 과학원기
술 데이터 등 연계 및 공유를 통한 원가 절감
-청년 연구 인력, 품질관리 혁신 인력과 과학 연구 인력 육성
-창업투자, 엔젤투자, 지분투자 등의 참여 유도
-응용기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 연구자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 수익 배분 역량

전문 인재 육성

증대, 과학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에 대한 시장화 평가의 배분 방식
도입, 고학력 인재에 대한 계약임금제 구축 등 다양한 소득분배제 실시
-(중개 서비스 인력 육성) 산업 사슬과 서비스 사슬의 융합, 연구개발, 기술 이전, 검사
인증, 과학기술 금융,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중개인 육성
-브랜드 육성, 이미지 기획, 업무 관리, 법률 자문 등 전문화된 과학 연구 보조 인재 육성

자료: 浙江省科学技术厅(2017), ｢浙江省科学技术厅关于征求《浙江省产业创新服务综合体建设行动计划(20172020年)(征求意见稿)》《浙江省产业创新服务综合体建设导则(征求意见稿)》意见的通知｣,
http://www.zjkjt.gov.cn/news/node01/detail0101/2017/0101_78813.htm(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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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 성과 전환 수익 배분 역량 증대 △과학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기
술자에 대한 시장화 평가의 배분 방식 도입 △고학력 인재에 대한 계약임금제 구
축 모색 등을 통해 다양한 소득 분배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재를 유치하도
록 한다. 더불어 산업 사슬과 서비스 체인의 융합, 연구개발, 기술 이전, 검사 인
증, 과학기술 금융, 지식재산권 등에 특화된 전문 중개인을 육성하도록 한다.284)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조성하는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저장성의 리수
이(丽水)는 성공적인 통합체 도입 사례로 꼽힌다(그림 4-4 참고). 리수이의 롱
취엔자동차에어콘(龙泉汽车空调) 기업의 통합체는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
며, 4년 연속으로 저장성의 우수 공공 혁신 서비스 플랫폼으로 평가되고 있
다.285) 이 플랫폼을 통해서 210여 개의 자동차 에어컨 기업과 70여 개의 여타
시의 자동차 에어컨 제조 기업의 7,000여 개의 제품이 상품 검사 등의 기술 서
비스를 받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연간 1,000만 위안의 관련 검사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었다.286) 2018년 1월 저장성 정부는 롱취엔자동차에어컨기업과 같
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30곳의 산업혁신통합체를 선정하여 ‘제1차 저장성
산업혁신통합체 건설과 보육 명단(第一批浙江省产业创新服务综合体创建与培
育名单)’을 발표하였다.287) 명단에 따르면 저장성 정부는 저장장신진자동차에
어컨 기업(浙江新劲汽车空调有限公司)과 저장궈징제약기업(浙江国境药业有限
公司)의 과학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288)
2017년 저장성 통합체 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래 저장성 내에 성·시·현급 보
284) 본 문단은 浙江省科学技术厅(2017), ｢浙江省科学技术厅关于征求《浙江省产业创新服务综合体建设
行动计划(2017-2020年)(征求意见稿)》《浙江省产业创新服务综合体建设导则(征求意见稿)》意见的
通知｣, http://www.zjkjt.gov.cn/news/node01/detail0101/2017/0101_78813.htm(검색일:

2019. 11. 1) 참고하여 저자 정리.
285) ｢丽水市高效推进产业创新服务综合体建设｣(2018. 1. 8), http://zj.people.com.cn/n2/2018/
0108/c186938-31116138.html(검색일: 2019. 11. 1).
286) ｢丽水市高效推进产业创新服务综合体建设｣(2018. 1. 8), http://zj.people.com.cn/n2/2018/
0108/c186938-31116138.html(검색일: 2019. 11. 1).
287) ｢丽水市高效推进产业创新服务综合体建设｣(2018. 1. 8), http://zj.people.com.cn/n2/2018/
0108/c186938-31116138.html(검색일: 2019. 11. 1).
288) ｢丽水市高效推进产业创新服务综合体建设｣(2018. 1. 8), http://zj.people.com.cn/n2/2018/
0108/c186938-31116138.html(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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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절강성 리수이시의 위치

浙江

麗水

자료: 百度地图, 浙江丽水市地图, https://image.baidu.com/search/detail?ct=503316480&z=0&ipn=d&word=
%E6%B5%99%E6%B1%9F%E4%B8%BD%E6%B0%B4%E5%B8%82%E5%9C%B0%E5%9B%BE&ste
p_word=&hs=0&pn=3&spn=0&di=23210&pi=0&rn=1&tn=baiduimagedetail&is=0%2C0&istype=2&ie=ut
f-8&oe=utf-8&in=&cl=2&lm=-1&st=-1&cs=2803036840%2C4128232932&os=942201327%2C392254
587&simid=0%2C0&adpicid=0&lpn=0&ln=653&fr=&fmq=1575200487725_R&fm=result&ic=&s=undefi
ned&hd=&latest=&copyright=&se=&sme=&tab=0&width=&height=&face=undefined&ist=&jit=&cg=&b
dtype=0&oriquery=&objurl=http%3A%2F%2Fwww.zhybb.com%2Fimages%2Fplc%2F42%2F42L1000.j
pg&fromurl=ippr_z2C%24qAzdH3FAzdH3Fooo_z%26e3B2103_z%26e3Bv54AzdH3F6jw1AzdH3F8md8l
mcd0lAzdH3F&gsm=4&rpstart=0&rpnum=0&islist=&querylist=&force=undefined(검색일: 2019. 11. 1).

육 중 통합체는 168개로 그중 65개가 성급이다. 보육 중인 통합체는 다양한 방
식으로 발전 모델을 모색하였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선두기업 주도 △플랫폼
을 통한 유기적 협력 △연구소와 인큐베이터 융합 △혁신기술을 통한 전통 산
업 업그레이드 △위탁 개발이 있다. 샤오산신에너지자동차(萧山新能源汽车)와
관련 부품 산업은 선두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 산업 사슬의 혁신을 통해 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샤오산신에너비자동차(萧山新能源汽车)
와 관련 부품 산업은 완샹그룹(万向集团)의 개방형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스마트 제조, 산업 인터넷,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응용하고 있다. 완샹그룹은 이
와 관련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기업 내 연구개발센터 335곳과 협력하여 750가
지의 관련 기술 문제를 해결하였다. 저장성이 설립한 통합체는 각 주체가 유기

180 •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적으로 융합하여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면적인 혁신 구조로 타이저우통합
체(台州黄岩模塑产业创新服务综合体)는 점검 서비스, 공업 설계 등 80여 개의
관련 서비스를 모듈 산업 사슬의 발전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인큐베이터를 활
용한 통합체로는 더칭지리정보산업통합체(德清地理信息产业创新服务综合体)
가 있다. 이 통합체는 인큐베이터 방식으로 운영되며 원격 감지를 연구개발하
고 있다. 위항패브릭(余杭家纺)과 관련한 의류 산업 통합체는 혁신 기술을 통해
전통 산업을 발전시킨 사례로 신소재, 친환경 소재 등의 개발을 통해 산업 가치
사슬을 확대하고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연구개발 주기가 길고 대량의 초기 투
자금이 필요한 의약 산업의 경우도 통합체 협력을 통해 매년 50여 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200여 개의 의약품을 위탁 개발하였다.289)
저장성은 전통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주
도의 통합체를 건설하였다. 이에 대기업, 과학기술연구원, 전략적 신흥 산업 분
야의 혁신창업기업 등이 통합체에 참여하여 각 지역 특색에 맞는 모델을 개발
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관련 정부 부처 인사들은 저장성이 통합체를 활용하여
지방정부 주도의 창업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평가한다.290)

2. 대기업 사례
가. 텐센트
2011년 텐센트는 기존의 창조적 모방을 통한 사업 확장 방식에 집중했던 경
영전략을 대폭 수정한다. 해당 전략은 기업의 빠른 성장을 이끌어 낼 수는 있었
지만 타사 제품 및 아이템에 대한 모방 개조에 따른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
289) 본 문단은 ｢浙江省产业创新服务综合体初显成效｣(2019. 4. 30), http://zj.people.com.cn/n2/
2019/0430/c186327-32894708.html(검색일: 2019. 11. 1) 참고하여 저자 정리.
290) 중국 중국기업창업협회 과학기술 혁신생태 발전 연맹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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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91) 이에 텐센트는 개방형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경영전략으로 내세우며
핵심 사업 강화와 전략적 대외 협력 추진 등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텐센트는
2011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 전략으로 가장 먼저 데이터 개방,
저층(底层) 기술 개방, 서비스 개방 등 전방위적인 개방 체계를 구축하였다.292)
2014년 이후 중국에서 인터넷 창업 붐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텐센트는 스타
트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고, 2018년 말에는 엔젤투자와 A라운드 투
자(창업 초기 투자)가 텐센트 전체 대외투자의 71.6%에 달하였다.293) 전방위
적 개방 체계 구축으로 경영전략의 방향을 전환한 이후 텐센트는 2015년 온라
인과 오프라인 창업 서비스 플랫폼의 일체화(线上线下一体化)를 통해 중창공
간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 더불어 ‘솽바이계획(双百计划)’,294) 칭텅(青
腾)대학, 텐센트의 글로벌 협력 파트너 대회 등을 통한 창업자 지원 역시 스타
트업 성장의 가속화에 영향을 미쳤다.295)
텐센트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까지 텐센트가 투자한 700여 개 기업 중
63개 사가 상장하고 122개 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296) 특히 징동,
메이완, 디디추싱, 루팍스, 터우티아오 등은 텐센트의 지원하에 업계 대표 기업
으로 성장하여 강력한 O2O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였다.297) 이처럼 텐센트
는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소셜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 O2O 생활 서비스, 의
료,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개방형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표 4-4, 그림 4-5 참고).298)
291) 주예성, 장링, 김서(2019), p. 5.
292) 前瞻产业研究院(2018b), ｢2018年中国众创空间行业竞争格局分析广东省表现最为亮眼｣, https://www.
qianzhan.com/analyst/detail/220/180706-bb7fcde7.html(검색일: 2019. 10. 15).
293) 주예성, 장링, 김서(2019), p. 5.
294) 2014년 텐센트는 ‘솽바이계획(双百计划)’을 통해 3년간 산하 창업 시설에 100억 위안 상당의 사내
자원을 투입하여 기업 가치 1억 위안의 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주예성,
장링, 김서 2019, p. 5).
295) 前瞻产业研究院(2018b), ｢2018年中国众创空间行业竞争格局分析广东省表现最为亮眼｣, https://www.
qianzhan.com/analyst/detail/220/180706-bb7fcde7.html(검색일: 2019. 10. 15).
296) ｢腾讯投资首秀成绩单: 11年投资逾700家 斩获122家独角兽｣(2019. 2. 20), https://tech.qq.com/
a/20190220/005542.htm(검색일: 2019. 11. 5).
297) 주예성, 장링, 김서(2019),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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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솽바이계획(双百计划)’하에 성장한 상장사 및 유니콘 기업
(단위: 억 달러)

업체명

분야

기업 가치

비고

취텨우탸오(趣头条)

뉴스미디어

36.5

나스닥 상장(2018. 9)

잉커(映客)

1인 미디어

5.6

홍콩 상장(2018. 7)

웨잉스다이(微影时代)

영상 문화

18

마오옌무비 인수(2017. 9)

VIPKID

영어교육

33

샤오홍슈(小红书)

전자상거래

28

Missfresh

전자상거래

19

SKIO

전기차

17.5

2018년 말 기준

주: 상장사 기업 가치는 2019년 2월 15일 기준임.
자료: 주예성, 장링, 김서(2019, p. 6, 재인용).

그림 4-5. 텐센트의 개방형 인터넷 생태계

창업권
성장권
핵심협력권

자료: 주예성, 장링, 김서(2019, p. 6, 재인용).

혁신창업 추진에서 텐센트는 △창업 서비스(创服) △창업 인큐베이팅(创孵)
△창업교육(创培) △창업 스타(创星) △창업투자(创投) 등 5가지 부문을 핵심으
298) 주예성, 장링, 김서(2019),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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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다.299) 창업 서비스와 인큐베이팅 부문에서는 기존에 경쟁력을 갖추
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과 클라우드, 중창공간 등을 활용해 혁신을 추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창업 관련 교육은 1단계에서 고급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
으로 진행하며, 그 기반에는 중창공간 및 칭텅(青腾)대학을 적극 활용할 계획
이다. 더불어 창업에 대한 내외부적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혁신창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300)
그리고 이러한 창업 서비스, 인큐베이팅, 교육 등의 혁신 발전 추진에 있어
텐센트 중창공간은 중요한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2018년 기
준 텐센트는 베이징, 선전, 상하이, 청두 둥 중국의 28개 도시에 34개의 텐센트
중창공간(腾讯众创空间)을 세우고 개방형 ‘인터넷+’ 창업 혁신 서비스 시스템
을 구축했다(표 4-2 참고).301) 그리고 각 센터에서는 지역별 특색에 따라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특히 현지 창업자의 수요에 맞는 소프트웨어 환
경을 개척하여 산업 클러스터, 정책 지원, 창업교육, 역량 연계 등의 지원을 전
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표 4-5 참고).302)
텐센트의 중창공간의 운영체계는 대기업인 텐센트와 지방정부, 운영사로서
의 현지 기업 3자가 중요 축을 구성하고 있다.303) 우선 중창공간의 조성과 운
영에 있어 텐센트는 브랜드를 제공하는 동시에 창업 자원을 관리하고 기존에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과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중창공간을 설립하기 위해
들어가 건물 및 토지의 사용과 세금에 있어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운영사로서 참여하는 현지 우수 기업은 실질적인 창업 관련 교육, 재무
회계 등 자문 서비스, 수요에 맞는 투자자와 스타트업 연결 등의 실질적 프로젝
트를 추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304)
299) 중국 텐센트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300) 중국 텐센트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301) 追书帮(2019. 5. 21), ｢中国“互联网+”行动百佳实践-第五章 “互联网+”创业创新典型实践｣, https://
m.kutun.net/chapter/42370_1976/6.html(검색일: 2019. 10. 15).
302) 前瞻产业研究院(2018b), ｢2018年中国众创空间行业竞争格局分析广东省表现最为亮眼｣, https://www.
qianzhan.com/analyst/detail/220/180706-bb7fcde7.html(검색일: 2019. 10. 15).
303) 중국 텐센트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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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텐센트 혁신창업공간의 개요
주요 내용

구분
개요
위치

∙ 2015년 4월 설립, 28개 지역에 34개 센터 구축
∙ 온라인 IT 지원 및 오프라인 공간 제공, 1만여 개의 스타트업 지원
∙ 베이징, 상하이, 톈진, 항저우, 난징 등
∙ 스타트업에 사무실 임대료 감면, 세금 혜택 및 기타 우대 혜택 제공

지원 서비스

∙ 텐센트 산하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기업등기, 회계, IP 보호, 법률,
마케팅 등의 창업 관련 서비스를 스타트업에 제공
∙ 우수 VC 및 PE를 소개하여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지원

지원 대상

∙ 모바일 게임 및 IT 분야 등

투자 사례

∙ Zhihu, NIO, Flipkart, Tesla, Douyu 등

자료: 남수중 외(2018, pp. 166~167, 재인용); 前瞻产业研究院(2018b), ｢2018年中国众创空间行业竞争格局分析广东省
表现最为亮眼｣, https://www.qianzhan.com/analyst/detail/220/180706-bb7fcde7.html(검색일: 2019. 10.
15) 참고하여 저자 정리.

텐센트는 창업기업들의 발전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에는 우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초청 및 강연 등을 통해 필
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중간 단계에 진입한 창업기업에
는 적합한 투자자와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심화 발전 단계에 들어선 창업기
업에는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칭텅(青腾)대학이나 온
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신흥 산업 유니콘 기업 및 대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자 한다.305)
중창공간의 주요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표 4-6]과 같이 인터넷, 혁신기술,
문화 산업 등을 핵심 분야로 하고 각 지역에 따라 관련 창업 서비스를 좀 더 세
분화, 다원화하고 있다.306) 특히 △AI △온라인 의료 △로봇 △전자상거래 △
IoT 등 신산업 및 첨단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혁신창업 기업의 육성과 발굴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5 참고). 그리고 텐센

304) 중국 텐센트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305) 중국 텐센트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306) 이슬기(2018),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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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텐센트의 주요 중창공간별 지원 분야
센터 구분

주요 분야

선전, 광저우

∙ 인터넷, 혁신 과학기술, 문화 산업

베이징(창평)

∙ 모바일 인터넷, 인터넷+, IoT, SW, 교육, 모바일 의료, O2O, 문화, 스마트 제조

베이징(중관춘) ∙ AI, 종합 엔터테인먼트
상하이 1기
상하이 2기

∙ 온라인 의료, 온라인 교육, 온라인 스포츠, 전자상거래, SNS, 게임, 클라우드 컴
퓨팅, 문화 산업
∙ 인터넷, 문화, 인공지능, 핀테크 산업

청두

∙ 게임, 종합 엔터테인먼트, 문화,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의료

난징

∙ 기업 서비스, 문화, 게임, 전자상거래, SW

충칭

∙ 인터넷+. SNS, 기업 서비스, 모바일 인터넷

시안
칭다오
난창
우전(乌镇)

∙ 게임, 종합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교육, 전자상거래, 지능형/스마트 SW, 3D 프린
트, SNS
∙ 종합 엔터테인먼트(문학, 온라인 소설,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스마트 제조,
인터넷 플러스, AI 등
∙ 인터넷, IoT,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문화 산업
∙ 신소재, 첨단장비 제조, 자동차 부품, 패션 산업

푸저우

∙ VR, 게임, 인터넷 헬스 산업

하얼빈

∙ 로봇, 농업, 전자상거래

정저우

∙ 인터넷+, 농업, 전자상거래

진화(金华)

∙ 실시간 방송 + 왕홍(网红)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자료: 이슬기(2018, p. 34, 재인용).

트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에도 AI, 문화 콘텐츠, 과학기술 분야에 텐센트의 투자
가 집중될 것이며, 특히 중국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의료 방면의 AI 분야에 혁신
을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을 보인다.307)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텐센트는 금융, 전자상거래, 의료, 엔터테인먼
트, IP 보호 등 최신 기술 분야의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를 주최하여 중국 내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해외 스타트업의 유치에도 나서고 있다.308) 그중 중창공
간에서는 오픈 플랫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외 스타트업에도 문호를 열어 발
307) 중국 텐센트 관계자 인터뷰(2019. 11. 15, 중국 톈진).
308) 이슬기(2018),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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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을 진행 중이다. 일례로 지난해 금융, 전자상거래, 의료, 엔터테인먼트 IP, 콘
텐츠, 소프트웨어, 교육, VR 등 최신 기술 트렌드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Tencent Global Startup Battle)를 주최하기도 하였다.309)
그리고 2018년 11월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개최된 세계인터넷대회에서 텐
센트 마화텅 회장은 향후 미국 등 해외에도 중창공간을 설립하여 국내외 기업
가들의 교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310)
상기한 바와 같이 텐센트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우수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은 몰론 직접 투자, 교육, 인재 육성과 발굴 등의 전반적인 혁신창업생태계
를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대기업에 의해 구축된 생태계는 중국
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육성 및 발전과 기술 혁신에서 중요한 기반으로 활
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나. 하이얼
중국의 대표적 가전업체인 하이얼은 [표 4-7]과 같이 5단계에 걸쳐 발전전
략을 수정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인터넷 시장의 빠른 발전 상
황에 대응하여 기존 제조 기업에서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구축한 인터넷
기업으로 변화를 꾀해 왔다.311)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내외부 자원을 공
유하는 개방형 창업자 생태계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공
동 발전 및 상생 도모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312)

309) ｢새로운 자본가를 육성하는 中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2018. 10. 8), https://platum.kr/archives/
107946(검색일: 2019. 10. 15).
310) 이슬기(2018), p. 34.
311) KITA 베이징지부(2018), p. 1.
312) KITA 베이징지부(2018),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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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하이얼 그룹의 전략 발전 5단계
구분

혁신 모델

명품 전략

자주적

(1988~91)

관리 모델

다원화 전략

전략적

(1991~98)

사업부서제

국제화 전략
(1998~05)
글로벌화 전략
(2005~12)
네트워크화
전략
(2012~현재)

주요 내용
∙ 친다오리보하이얼(琴岛利勃海尔) 브랜드화 추진
∙ 자주적인 관리 모델(OEC Self-organizing Unit) 도입을 통한 철저
한 품질관리
∙ 전략사업부서(Strategic Business Unit) 조직
∙ 합병, 인수, 합자, 합작 등의 방식으로 에어컨, 세탁기 등 사업 영
역 확장
∙ ‘走出去, 走进去, 走上去’을 슬로건으로 국제화 추진

마켓 체인

∙ 1998년 이후 7년간 해외에 현지 공장 18개, 마케팅 회사 17개, 연
구개발센터 9개 설립

자율 경영

∙ 현지화 브랜드 조성 추진
∙ 일단합일(一单合一) 모델 도입
∙ 인터넷 시대 플랫폼의 중요성 인식

영세기업
창업

∙ 혁신을 위한 기업 플랫폼화 전략 추진
∙ 기존 일단합일 모델+공동 창업, 기업 내외부 자원 공유의 플랫폼
구축

주: 일단합일(一单合一) 모델은 고객, 직원, 기업의 가치 실현을 함께 실현해 이해관계자간의 공동 이익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임.
자료: KITA 베이징지부(2018), pp. 2~3 참고하여 저자 정리.

하이얼은 2012년 말 혁신적 경영 시험이자 벤처 창업 프로젝트인 ‘샤오웨이
(小微)’ 전략을 도입하였다.313)314) 여기서 ‘샤오웨이(小微)’란 직원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조직을 세분화하여 조직하는 소규모 그룹 구성을 의미한다(그림 4-6
참고).315) 이러한 하이얼의 샤오웨이(小微)는 △부화(孵化) △전환(转型) △생
태(生態) 샤오웨이 등 3가지로 나뉜다. 먼저 ‘부화(孵化) 샤오웨이’는 인큐베이
팅 소기업으로서 기존에 하이얼이 전혀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을 시도하고, ‘전
313) ｢장루이민, 잘 나가던 시절 파괴적 혁신을 일으킨 이유는｣(2015. 11. 22), http://premium.chosun.
com/site/data/html_dir/2015/11/20/2015112001729.html(검색일: 2019. 12. 13).
314) 하이얼은 2013년 초부터 2년간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2만 6,000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
하고, 이들을 회사 내부의 혁신창업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였다. ｢장루이민, 잘 나
가던 시절 파괴적 혁신을 일으킨 이유는｣(2015. 11. 22), http://premium.chosun.com/site/
data/html_dir/2015/11/20/2015112001729.html(검색일: 2019. 12. 13).
315) ｢5만명 全직원을 4000여개 스타트업으로 쪼갠 中 가전업체 하이얼｣(2019. 5. 13), https://www.
hankyung.com/it/article/2019051375351(검색일: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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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转型) 샤오웨이’는 하이얼이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서의 혁신을
추구한다.316) 마지막으로 ‘생태(生態) 샤오웨이’는 부화 및 전환 샤오웨이에 포
함되지 않는 생산, 연구개발, 유통, 인사, 회계 등과 관련한 모든 지원 조직이
해당된다.317) 이 중 부화 샤오웨이와 전형 샤오웨이는 생태 샤오웨이에서 자사
에 적합한 조직을 선택하여 협력하고 성과를 공유한다.
그리고 각 샤오웨이는 연관성에 따라 하나의 플랫폼 안에 묶이며, 플랫폼에
는 플랫폼 책임자와 소수의 지원 조직이 있어 플랫폼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한다.318) 플랫폼 안에서 추진 사업 및 파트너 선택이
나 구성에 대한 결정은 샤오웨이의 결정에 따르며, 플랫폼 책임자는 공장의 스

그림 4-6. 하이얼의 스타트업화 전환 구조

하이얼의 스타트업화 전환

지원 조직
설계

제조

공급망
관리

인사

재무

시장조사

스타트업
조직

창업 자원 지원

스타트업
조직

성과 공유

소비자

스타트업
조직

소비자

스타트업
조직

소비자

소비자

자료: ｢5만명 全직원을 4000여개 스타트업으로 쪼갠 中 가전업체 하이얼｣(2019. 5. 13), https://www.hankyung.
com/it/article/2019051375351(검색일: 2019. 10. 15), 재인용.

316) ｢5만명 全직원을 4000여개 스타트업으로 쪼갠 中 가전업체 하이얼｣(2019. 5. 13), https://www.
hankyung.com/it/article/2019051375351(검색일: 2019. 10. 15).
317) ｢5만명 全직원을 4000여개 스타트업으로 쪼갠 中 가전업체 하이얼｣(2019. 5. 13), https://www.
hankyung.com/it/article/2019051375351(검색일: 2019. 10. 15).
318) ｢5만명 全직원을 4000여개 스타트업으로 쪼갠 中 가전업체 하이얼｣(2019. 5. 13), https://www.
hankyung.com/it/article/2019051375351(검색일: 2019. 10. 15).

제4장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 분석 • 189

마트화 추진,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등의 결정을 진행한다.319)
중국 내 혁신창업의 전략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하이얼은 2014년 5월에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서 ‘Ihaier(하이얼 창업 금융)’을 설립하였다. Ihaier
은 하이얼이 제품 제조에서 창업자 인큐베이팅으로 기업의 조직구조 전환을 추
진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플랫폼라고 할 수 있다.320) 그리고 하이얼은 Ihaier을
중심으로 ‘대중창업(众创), 대중책임(众包), 대중협력(众扶), 대중금융(众寿)’
등 혁신창업 서비스 제공의 4가지 개방형 플랫폼 구축 모델을 제시하였다.321)
그중 ‘대중창업(众创)’은 글로벌 창업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창업 플랫폼 구
축을 의미한다. 해당 모델은 창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하이얼의 산업
자원, 투자 및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전 세계에 걸쳐 설립한
창업공간을 통한 전방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322) ‘대중책임(众包)’은
창업자 아이디어의 제품화 실현을 지원하는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창업자에게 제품 제조와 관련한 솔루션 제공과 디자인 및 제품 모델 개
발, 3D 프린팅, 검사, 생산, 조립 등의 제품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이다.323)
‘대중협력(众扶)’은 대학생 창업자 등 신규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자
원 및 프로젝트, 투자 및 융자 등을 연결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다. 대표적
인 예로 Ihaier은 베이징대학교, 칭화대학교, 산둥대학교 등 전국 56개 대학의
창업자 실험실과 1,000여 개의 아이디어 제품을 출시하고 성공적으로 판매한
경험이 있다.324) ‘대중금융(众寿)’은 투자와 인큐베이팅을 결합한 플랫폼을 구
축하여 1,000억 위안의 자산을 관리하고 1개의 모신탁과 7개 펀드를 투자 관

319) ｢5만명 全직원을 4000여개 스타트업으로 쪼갠 中 가전업체 하이얼｣(2019. 5. 13), https://www.
hankyung.com/it/article/2019051375351(검색일: 2019. 10. 15).
320) KITA 베이징지부(2018), p. 5.
321) KITA 베이징지부(2018), p. 5.
322) KITA 베이징지부(2018), p. 5.
323) KITA 베이징지부(2018), p. 5.
324) KITA 베이징지부(2018), p. 5.

190 •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리하려는 모델로서, 금융을 활용하여 금융 창업 플랫폼 9개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325)
하이얼은 기업 플랫폼화 및 네트워크화 전략을 추진하고 다양한 창업자 액
셀러레이팅 시스템을 통해 하이얼 내부 직원과 외부 스타트업의 혁신창업을 지
원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였다.326) 중국정부의 대중창업, 만중혁신 정책
의 추진에 따라 다양한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건설하고 혁신창업생태계를 확장
해 나가고 있다(표 4-8 참고).

표 4-8. 하이얼의 주요 혁신 플랫폼
구분
Hope 개방형
혁신 플랫폼

주요 내용

설립 연도

∙ 하이얼 개방형 혁신센터가 개발 및 운영
2013

∙ 우수 솔루션 및 아이디어 취합을 통해 플랫폼 사용자에게 첨단과
학기술 정보와 혁신 솔루션 제공
∙ 창업자간의 개방 공유 플랫폼

하이얼 창업자
실험실

2014

∙ 신세대 창업자간 교류 촉진, 혁신생태계 내에서 창업자와 기업, 창
업 플랫폼 및 투자기관, 공급 사슬, 온라인 마케팅 등 자원과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공유할 수 있게 연결해 혁신창업 지원

Hairongyi
(하이얼 금융망)

∙ 하이얼 금융지주회사 소속 기업
2014

∙ 전문적 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 통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높은
신뢰도의 원스톱 인터넷 금융 서비스 제공
∙ 하이얼 U+는 스마트 가전제품의 인터넷과 관련한 중요 전략으
로 식사, 목욕·세탁용품, 일상생활, 보안, 오락 등 5가지 중심의

하이얼 U+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생활생태계 구축
2014

∙ IoT를 기반으로 기업에 고객의 요구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
방형 플랫폼

플랫폼

∙ 스마트 가전제품은 통일된 표준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상호 연
결되며, 다른 브랜드 제품에도 플랫폼 개방
∙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하여 최종 소비자와 연결
인터넷 공장

2015

∙ 동시에 개방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자원 취합과 사용자의 개성화
된 수요에 신속 대응, 사용자 맞춤형 생산으로 구조 전환

자료: ｢개방형 혁신, 중국 대기업에서 배운다(10): 하이얼 그룹｣(2018. 8. 2), http://weeklytrade.co.kr/news/
view.html?category=5&no=43624&section=1(검색일: 2019. 10. 15), p. 7 참고하여 저자 정리.
325) KITA 베이징지부(2018), p. 5.
326) KITA 베이징지부(201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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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Ihaier은 하이얼의 아이디어 플랫폼과 창업자 실험실, HOPE
개방형 혁신 플랫폼, 스마트 라이프 플랫폼, 인터넷 공장, Hairongyi(하이얼
금융망) 등의 여러 혁신 플랫폼을 연결하는 주요 허브 역할을 한다.327)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Ihaier은 혁신과 창업, 온라인과 오프라인, 인큐베이팅과
투자의 시스템적 융합을 통해 창업자에게 자금, 교육, 산업 사슬, 기술 등을 포
함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28)
지난 2013년 이후 하이얼이 지원한 신생 벤처기업 180개 중 16개는 기업
가치가 각각 1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16년 말까지 약
3,600개의 기업 인큐베이터 자원과 1,333개의 벤처투자기관이 모였고 투자펀
드 규모는 120여억 원 위안에 달한다.329)
이처럼 하이얼은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전략을 전환한 이후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많은 외부 창업자의 플랫폼 내 참여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그리고 하
이얼이 구축한 창업생태계 내의 영세 창업자에게 최적의 글로벌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330) 이와 같은 하이얼의 혁신 플랫폼 및 발전전략은 개방형 혁
신을 기본 모델로 대기업이 혁신창업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잘 보여
주는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술 및 경험, 인력 등의 자원이 부족한 영세
중소 스타트업에는 대기업이 기존에 보유한 기술, 관리 노하우, 인력 및 시장
자원 등을 기반으로 구축한 개방형 플랫폼이 성장 속도 제고와 성공률 향상에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이얼이 구축한 개방형 플랫폼 모델
은 제조업 분야의 혁신창업 효율성 제고와 중소 스타트업과의 공동 성장 및 협
력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27) KITA 베이징지부(2018), p. 6.
328) KITA 베이징지부(2018), p. 7.
329)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의 결정체 ‘하이얼’｣(2018. 9. 5), http://www.sisamagazine.co.kr/
news/articleView.html?idxno=142963(검색일: 2019. 10. 15).
330) KITA 베이징지부(201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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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기금 사례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VC의 투자를 유도하고 전략
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인도기금과 VC 자금을 결합한 형태로 창
업투자기금을 운용해 왔다. 따라서 VC와 정부인도기금은 분리하기 어려운 관
계에 놓여 있다. 본고에서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민간 VC와 정부의
자금이 결합되어 운용되는 정부인도기금 주도로 구축된 창업생태계를 사례로
다루고자 한다.

가. 인공지능기금
2018년 9월에 개최된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중국 최초의 인공지능창업투
자서비스연맹(이하 ‘인공지능창투연맹’)의 설립이 선포되었다. 인공지능창투
연맹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지도하에 구어터우촹허(国投创合)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인도기금 관리회사와 상하이시 양푸구(杨浦区) 인민정부가 발기·설
립하는 전국 범위의 개방형 공공 서비스 플랫폼이다. 구어터우창허(国投创合),
중진치위안(中金启元), 잉푸타이커(盈富泰克) 등 3개의 국가신흥산업창업투자
인도기금과 구이구즈번(硅谷资本), 전거(真格)펀드, IDG, 창신공창(创新工场),
선창터우(深创投), 훠산스(火山石) 등이 연맹의 최초 구성원으로 포함되었다.331)
2019년 8월 31일에는 상하이인공지능산업투자기금(上海人工智能产业投资
基金) 발기인 서명식이 개최되었다. 상하이인공지능산업투자기금은 세계인공
지능대회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상하이인공지능발전종합전략의 중요 업무 조치
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초 목표 규모는 100억 위안이고 최
종적으로는 1,000억 위안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직접투자
331) ｢全国首个人工智能创业投资服务联盟在沪成立｣(2018. 9. 20), https://finance.huanqiu.com/
article/9CaKrnKcPjO(검색일: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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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신탁(子基金)을 결합한 투자 전략을 사용하고자 한다(그림 4-7 참고).332)
상하이인공지능산업투자기금은 중국의 국가자본과 민간자본이 ‘인공지능’
이라는 국가 전략적 신흥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자본을 결합하여 기금을 조성
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상하이창업투자인도기금은 상하이인공지능산업투
자기금의 주요 발기인으로서 민간자금이 상하이의 중점 발전 산업 분야, 특히
전략적 신흥 산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시드(Seed) 및 성
장기에 있는 창업 초·중기의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우수 창업 자본, 프

그림 4-7. 중국 상하이인공지능산업투자기금의 운영 구조

상하이궈성그룹

린강그룹
운영

(국유자본 운영
플랫폼)

(과학혁신센터
개발·건설)

정부인도기금

VC
(국유 및 민간)

상하이창업투자
인도기금
상하이산업구조
전환투자기금

자금

상하이시
인공지능 산업의
창업기업 발전
촉진

상하이전기,
선넝그룹
상강그룹
(이상, 국유)
타이핑양보험그룹
윈펑기금
(이상, 민간)

자료: ｢上海成立千亿级人工智能产业投资基金｣(2019. 9. 2), https://baijiahao.baidu.com/s?id=1643578169730
383448&wfr=spider&for=pc(검색일: 2019. 12. 11); 후둥바이커, http://www.baike.com/wiki/%E4%BA%
91%E9%94%8B%E5%9F%BA%E9%87%91(검색일: 2019. 12. 11) 참고하여 저자 작성.

332) ｢助力上海人工智能高地建设 上海人工智能产业投资基金在沪签约成立｣(2019. 8. 31), https://www.
vcgfsh.org.cn/index/news/detail/id/82.html(검색일: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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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기술 및 인재를 결집하여 중점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333)
상하이인공지능산업투자기금에서는 상하이궈성그룹(上海国盛集团)과 린강
그룹(临港集团)이 각각 상하이 국유자본 운영 플랫폼 회사 및 상하이 과학혁신
센터구역 개발·건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금은
상하이창업투자인도기금뿐만 아니라 상하이산업구조전환투자기금(上海产业
转型升级投资基金)과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린강신구관리위원회가 공동 지원
하며, 상하이전기(上海电气), 선넝그룹(申能集团), 상강그룹(上港集团) 등 상하
이시 국유그룹과 타이핑양보험그룹(太保集团), 윈펑기금(云锋基金) 등 금융투
자기관이 공동 참여한다.

나. 반도체기금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 중 하나이다. 2017년 중국의 반
도체 소비는 전 세계 소비의 5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대부분의 반도체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8년 중국의 반도체 제품 수입은 3,000억 달러
를 넘어 원유 수입 총액을 넘어섰다. 이 분야의 시장 환경과 연구개발(R&D)의
특성 때문에 중국의 자체적인 반도체 개발이 지지부진해 관련 제품을 대거 수
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체 산업 사슬에서 중국 대륙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휴대전화 칩, PC 프로세서 칩, 휴대전화 액정화면 등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
다.334)
최근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고, ZTE(中兴), 푸젠진화(福建晋华), 중커슈광(曙光信息产业股份有限公
司)부터 최근의 화웨이까지 겪고 있는 미국의 각종 금지령으로 인하여 중국의

333) ｢助力上海人工智能高地建设 上海人工智能产业投资基金在沪签约成立｣(2019. 8. 31), https://www.
vcgfsh.org.cn/index/news/detail/id/82.html(검색일: 2019. 12. 1).
334) 孟秋(2019),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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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자발적이고 비효율적인 연구개발 시스템
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시장(市场)
이 중국의 반도체 연구개발과 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335)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3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먼저 반도체
연구개발은 선착순·강자육식의 세계라는 점이다. 칩 개발의 경우 무어의 법칙
에 따라 칩 작동 속도가 18~24개월마다 두 배씩 빨라진다. 업계 선도자는 본래
있는 기반 위에서 끊임없이 발전 속도를 높이고, 후발주자는 추격하는 입장을
벗어날 수 없다. 선도자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존이 이미 형성되어 후발주자
의 제품은 결국 시장에서 격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점은 중국의 반도체
개발 공정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현재 대만의 전력 대체용 반도체 제조 공정은
5나노에 이르러 2020년 초 상용화될 예정이다. 또 다른 예는 인텔의 기저대역
칩 사업이다. 2010년 인피니온테크놀로지스 인수를 시작으로 8년간 170억 달
러를 들여 휴대전화 기저대역 칩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업계 선두주자인 퀄컴에
밀려 흑자를 내지 못하였다. 2019년 7월 인텔은 기저대역 칩을 애플에 10억
달러에 매각해야 하였다. 반면 애플은 기저대역 칩 사업을 사들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3년 안에 업계 선도자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336)
반도체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업종의 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칩 아키텍
처의 경우, 전 세계의 주요 모바일 칩 아키텍처는 영국의 ARM이 권한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권한이 없다면 칩 개발자들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따라 연
구개발에서 상응하는 특허를 피할 것이다. 라이선스 비용이 연구개발에 투입되
는 비용보다 낮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자체 연구를 포기
하고 라이선스 기술을 사용한다.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자 ARM은 화웨이
와의 업무 협력 중단을 선언하였고, 이는 화웨이의 칩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337)
335) 孟秋(2019), pp. 16~17.
336) 孟秋(2019), pp. 16~17.
337) 孟秋(2019),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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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계의 세 번째 특징은 산업의 독점 색채가 매우 뚜렷하다는 점이다.
퀄컴은 칩셋 연구개발의 우위를 활용하여 제품 판매 수익을 받는 것 이외에도
해당 칩셋을 사용하는 모바일 업체는 휴대전화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통상적
으로 2~5%로 차등 적용)을 퀄컴에 사용료로 내야 한다. 이 사용료를 두고 애플
과 퀄컴은 2년 넘게 송사를 거쳤지만 결국에는 애플이 고개를 숙였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삼성,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한때 세계 메모리 시장의
96% 이상을 차지하였다. 중국의 메모리 제조업체의 기술력이 아직 따라오지
않았을 때, 몇몇 제조업체는 연합하여 가격을 인상하고 많은 이익을 벌어들였
다. 하지만 올해 중국 창장(長江) 메모리 등 공장 기술이 발전하면서 메모리 시
장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반년 동안 계속된 저가(低价)기는 중국 메모리 제조
업체의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338)
중국은 반도체 업계의 이러한 특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지난
30여 년 동안 단기의 분산된 자금이 쏟아져 들어갔다. 이러한 자금이 소진된
후, 투자자들은 충분한 산출과 경제적 효과를 보지 못하여 더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다. 전환점은 2014년에 나타났다. 국무원은 2014년 6월 ｢국가
집적회로산업발전추진강요(国家集成电路产业发展推进纲要)｣를 발표하고 국
가산업투자펀드 설립을 제안하였다. 2014년 9월에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
기금(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 이하 ‘반도체 기금’)이 조성되었다. 반도체
기금을 통해 1차 시장(각종 사모펀드와 융자기관)과 2차 시장(증시)에서 반도
체 기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연구개발(R&D)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반도체기금은 반도체 산업 각 분야의 투자에 참여하였으나, 시장화 경쟁의 활
력과 회사의 독립적인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
았다는 점이 여타 정부인도기금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339)
반도체기금 1기는 2017년 말 기준으로 모집자금 액수가 1,387억 위안, 투
338) 孟秋(2019), pp. 16~17.
339) 孟秋(2019),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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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항목은 55개에 달하는데, 그중 40개는 반도체기업이 포함되어 반도체 칩의
산업 사슬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커촹반의 첫 상장기업인 9개 반도체 기업 중
에서 반도체기금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바로 중웨이(中微), 안지(安集), 뤄신커
지(乐鑫科技) 등 3개 사이다. 이 3개 사는 5거래일 만에 주가 상승폭이 컸던 스
타 주이기도 하였다. 반도체기금의 지원이 이러한 주가 상승의 지렛대 역할을
하였고, 반도체 기업 투자용 공모펀드가 각 지역에 속속 설립되어 2017년 말까
지 반도체 산업 사회융자가 1,500억 원을 넘어섰다. 반도체 초창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금 지원을 받았다.340)
2019년 10월 22일에는 반도체기금 2기 공모가 완료되어 2,041억 위안의
자금을 유치하였고, 6,000억 원의 사회융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 기금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지능 제조, 5G 분야에도 집중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
다가 커촹반의 설립으로 국가 및 사회융자에 대한 투자회수 기회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자금이 더욱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의 합리적인 투·융
자 구조가 현재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연구개
발과 상용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341)

표 4-9. 반도체기금 제2기 자금출자(주주) 기관 목록
(단위: %)

기관명

지분 비율

中国人民共和国财政部 (최대주주)

11.02

国开金融有限责任公司

10.78

成都天府国集投资有限公司

7.35

重庆战略性新兴产业股权投资基金合伙企业

7.35

武汉光谷金融控股集团有限公司

7.35

中国烟草总公司

7.35

上海国盛（集团）有限公司

7.35

浙江富浙集成电路产业发展有限公司

7.35

340) 孟秋(2019), pp. 16~17.
341) 孟秋(2019),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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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계속
기관명

지분비율

北京国谊医院有限公司

4.9

中移资本控股有限责任公司

4.9

江苏疌泉集成电路产业投资有限公司

4.9

北京亦庄国际投资发展有限公司

4.9

安徽皖投安华现代产业投资合伙企业（有限合伙）

3.67

安徽省芯火集成电路产业投资合伙企业（有限合伙）

3.67

深圳市深超科技投资有限公司

1.47

广州产业投资基金管理有限公司

1.47

福建省国资集成电路投资有限公司

1.47

黄埔投资控股（广州）有限公司

0.98

中国电信集团有限公司

0.73

联通资本投资控股有限公司

0.49

中国电子信息产业集团有限公司

0.24

华芯投资管理有限责任公司

0.07

北京紫光通信科技集团有限公司

0.05

协鑫资本管理有限公司

0.05

福建三安集团有限公司

0.05

北京建广资产管理有限公司

0.05

上海武岳峰浦江二期股权投资合伙企业（有限合伙）

0.05

자료: ｢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二期股东｣(2019. 10. 29), http://baijiahao.baidu.com/s?id=164865342401
3091448&wfr=spider&for=pc(검색일: 2019. 12. 11).

최근 반도체 장비와 소재 산업의 지역 가치 사슬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한국의 제1교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2교역국이다. 중국과 한국은
ICT 분야에서도 상호간에 중요한 교역국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
설비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의 여지가 있으며, 한중 양국이 공동 출자하는 반도
체산업기금을 조성하여 양국의 윈윈(Win-Win)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한중 반
도체산업기금을 활용하여 양국간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에서 공동 창업을 촉
진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을 장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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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형연구기관 사례
중국정부가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와 산학연 협력을 위해 적극 장려하는 신
형연구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선전선진기술연구원(中科院深圳先进技术研
究院, 이하 ‘SIAT’)이 있다.
SIAT343)는 2006년 중국 선전시에 중국과학원, 선전시 정부, 홍콩중문대학
이 공동으로 설립한 과학기술 연구기관이다. SIAT에는 2017년 말 기준 2,453명,
인력이 있고, 그중 1,376명이 연구 인력, 1,077명이 석·박사생, 530명이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344) 연간 과학기술 연구개
발비 규모는 10억 위안에 이르고 누적 논문발표 수는 7,000여 편, 석·박사생
졸업생은 7,000여 명, 누적 특허 신청은 6,000여 건에 이른다. SIAT는 자체적
인 창업교육 및 인큐베이터를 구축하여 총 700여 개 업체를 보육하였고 이 중
기업가치가 1억 위안을 넘는 기업은 28개 사이다.345)
SIAT는 중국의 기존 과학연구기관과 달리 운영 및 인사 관리에서 새로운 방
식을 도입하였다. 우선 이사회 제도의 도입이다. SIAT는 2010년부터 중국과
학원, 선전시 정부, 홍콩중문대의 합의하에 신형연구기관의 주요 특징인 이사
회 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에서 연구원의 주요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
342) KIEP 세미나 ‘중국 창업생태계 발전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2019.10, 서울)’ 중에서 고영화(2019)
SV인베스트먼트 고문 발표 내용임.
343) SIAT에는 중국과학원홍콩중문대학선전선진집적기술연구원, 바이오의학·헬스공정연구소, 선진컴
퓨팅·디지털공정연구소, 바이오의약기술연구소, 광저우중국과학원공정연구소, 뇌인지·뇌질병연구
소, 합성생물학연구소, 선진소재과학공정연구소, 미래과학기술연구센터 등 9개의 산하 연구원이 있
다. 또한 국가과기대학선전선진기술학원, 특색산업육성기지[선전 롱화(龙华), 핑후(平湖), 상하이 자
딩(嘉定)], 다수의 산업발전펀드, 선전혁신설계연구소, 선전베이도우(北斗)응용기술연구원, 중국과
학원창업가학원 등이 설립되어 교육, 펀드, 산업화 플랫폼,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기능도 수행한다.
뇌과학, 바이오, 전자 소재 등의 분야에서 홍콩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선전-홍콩 과
학기술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선전시 정부와도 협력하여 중국과학원선전이공대학 개설도 추
진 중이다(｢机构简介｣, http://www.siat.cas.cn/jgsz2016/#box-1, 검색일: 2019. 12. 11 참고
하여 저자 정리).
344) ｢人才概况｣, http://www.siat.cas.cn/ yjdw2016/rcgk2016/(검색일: 2019. 12. 11) 참고하여
저자 정리.
345) 杨建华(2018),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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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하였다. 2017년에 제2기 이사회가 구성되어 중국과학원 Zhang Yaping
부원장이 이사장을 맡았고 선전시 부시장, 홍콩중문대 부총장이 부이사장을 맡
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SIAT의 주요 규정과 제도를 심의·결정하고 소장 및 부
소장 인선 시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발전전략, 발전 계획, 법정 대표인의 임
기목표와 연도별 업무보고와 예결산을 심의한다.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
의 효율을 높이고 정부 산하기관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혁신 활동을 과
감히 추진할 수 있다.346) 인사 관리에서도 파격적인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장, 서기처 이외의 직원은 모두 임기,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며 전 직원
을 매년 심사하여 성과가 없는 경우 퇴출하는 시스템이다. 성과에 따라 매년
연봉을 결정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과학기술 사업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SIAT는 시장과 기업 수요에 맞는 과학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여 화웨
이(华为), ZTE(中兴), 촹웨이(创维), 텐센트(腾讯), 메이디(美的), 하이얼(海尔)
등 중국 유수 기업들과 500여 건의 위탁 개발 및 기술 사업화 계약을 체결하였
고, 700여 건의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지방정부와도 협력하여 20여 개의 지방국유기업 과학실험실을 조성하
였다. 또한 각 지역의 특색 산업과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지역 특색 산업육성기
지를 구축함으로써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 혁신체계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SIAT는 대기업,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한
편 SIAT 내 마이크로 혁신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과학자들의 기술 창업을 지
원·투자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그림 4-8 참고).
SIAT의 마이크로 창업생태계는 연구소 내에 과학기술, 산업, 투자, 교육 등 창
업생태계의 4대 핵심 기능을 자체적으로 갖춘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서는 SIAT 산하 9개 연구소가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외에 국가급 혁
346) ｢机构简介｣, http://www.siat.cas.cn/jgsz2016/#box-1(검색일: 2019. 12. 11)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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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SIAT의 마이크로 창업생태계

· 9개 산하 연구소
· 7개 국가급 혁신기지
· 24개 성급 혁신기지
· 42개 시급 혁신기지
R&D

· 1개 엔젤투자펀드
· 4개 벤처투자펀드
· 1개 인수합병펀드

자본

마이크로 창업 체계

교육

· 기관협력 교육
· 특색학부 개설
· 창업학부 개설

산업

· 4대 산업육성기지
· 450개 입주기업
· 168개 지분투자 기업
자료: ｢一文通透: 新型研发机构是如何将科研市场化的?｣(2019. 9. 11), http://www.sohu.com/a/340194173_
748530(검색일: 2019. 12. 10).

신기지 7곳, 광둥성 성급 혁신기지 24곳, 선전시 혁신기지 42곳에서 각 분야의
선도적인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SIAT는 기업가정신을 고취
하고 창업가로서의 기본 소양 및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한 ‘중국과학원 창업가
학원(中科创客学院)’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교육 플
랫폼을 통해 자신들의 아이디어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 인큐베이팅 및 멘토링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창업가학원에
서 인큐베이팅하는 창업 프로그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자들과 연계하여
투자 유치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SIAT의 마이크로 창업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자체
적인 산업화 플랫폼과 자금조달 채널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

202 •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영하는 기능만 갖추어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많
은 어려움을 겪었다. SIAT는 산업화 플랫폼과 자금 조달 채널을 갖춤으로써 과
학기술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연구 분야인 △로봇
△신에너지 및 신소재 △클라우딩 컴퓨터 및 IoT △바이오의약 등 4개 분야에
서 선전시 셔커우, 상하이 등 지역 특색 산업과 연계한 산업육성기지를 조성하
였다. 이러한 산업육성기지는 개방형 연구개발 플랫폼으로서 SIAT와 기업이
협력하여 과학기술 성과 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AT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펀드를 통해 보육 기업에 대한 투
자도 추진하고 있어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측면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
창업 기업의 발전 단계별 투자가 가능하도록 초기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
자펀드, 초중기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펀드, 후기 기업에 투자하는 인수합
병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술형 창업의 경우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지식
이 요구되어 시장의 인큐베이터 또는 투자자들과의 연계가 쉽지 않은데 SIAT
는 자체적인 생태계를 통해 창업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멘토링을
활용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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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한중 창업 협력방안

1. 요약 및 결론
가. 본문 요약
본 연구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는 Isenberg(2011)가 제시한 ① 정책 ② 금융 ③ 문화 ④ 시장 ⑤ 인적 자원
⑥ 기타 지원 등 창업생태계의 6가지 구성요소 중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
의 창업생태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국가 운영 체제에서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다른 5가지 구성요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중국정부의 정책은 금융, 문화, 시장, 인적자원, 기타 지원 등 창
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현황 △정책 △구성원별 역할 및 특징 △
사례 등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2장 1절에서는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 현황을 △국제적 위상 제고와
△중국의 국내 창업시장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의 창업 발전
현황 분석에서 중국의 창업생태계가 2015년 중국 창업 정책 시행 전후로 중국
의 국내 창업시장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였을 경우에도 빠른 발전을
보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글로벌 혁신지수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
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상위 10위 도시로
부상하였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수도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핀테크 △미디어 △물류 △AI 분야
의 유니콘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중국의 신설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창업 지원 플랫폼인 중창공간이 설립되어 창업생태계의 인프라가 마련되었다.
2장 2절에서는 중국의 창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창업 지원 정책
은 분야별로 각 주무부처의 주도로 추진되어 오다가 2015년 ‘대중창업, 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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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발전전략이 마련되면서 국가급 전략으로 격상되어 국무원의 주도로 추진
되었다. 그 이후로 중국의 창업 지원 정책은 추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별로 중점 업무를 조정하여 추진하였다. 초기에는 경영환경 개
선, 플랫폼 구축, 창업투자시장 활성화 등 창업생태계 기반 마련과 인프라 구축
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그 이후에는 과학기술 사업화, 대·중·소 기업협력,
창업 대외협력 강화 및 글로벌 창업기지 건설 등 창업생태계를 혁신생태계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2장 3절에서는 △규제 완화 △플랫폼 구축 △자금 조달 지원 △창업교육 확
대·전환 △과학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분야별 창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우
선적으로 중국정부는 행정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팡관푸’ 개혁 추진
하고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산재
된 창업 관련 자원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배분되도록 창업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국가급 창업시범기지의 조성 등을 통해 창업 지원 플랫폼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창업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창업인도기금을 설립하여
VC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이끌어 냄으로써 창업투자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창업교육은 이론 위주에서 실습 위주로 전환되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향후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3장은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분석으로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 △기업 △정부기금 △VC △대학 △연구소 등 구성원별 역할과 특
징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는 ①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의 수립 및 방향성 제시
② 중앙부처별, 지방별로 분리 추진된 창업 정책을 국무원 중심으로 △인재
△자금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집행 ③ 국가 혁
신주도형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창업 정책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특색 산업 및 비교우위에 입각
한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을 추진하고 △공간 △인력 자원 △금융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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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한다.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에
기업들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BAT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조성하고, BAT 중심의 창업투자생태계를 구축하여 투자자로서의 역할
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규 사업 발굴 위한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
전문학교 개설을 통한 창업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에 크
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인도기금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통해 창업투자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특히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VC는 창업기업의 발전 단
계에 따른 투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주요 자금 조달 채널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며, 창업기업 경영 컨설팅을 통한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대학은
대학생의 창업가정신 고취 및 창업 활성화라는 전통적인 창업교육을 넘어, 창
업 대회 및 플랫폼을 통해 학교와 기업, VC간 교류를 확대하고, 교우회, 기업,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조성한 다양한 기금을 활용하여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연구기관은 기술창업, 혁신형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신형연구기관 설립을 장려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과학
기술 개발 및 성과 이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4장은 사례 분석으로 △지방정부 △기업 △국가인도기금 △신형연구기관이
주도하여 구축한 창업생태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 사례에서는 ① 베이징 중
관춘 ② 하드웨어 제조 기반 창업 중심지인 선전 ③ 저장성의 산업혁신서비스
통합체 등 지역 생태계의 구축 현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대기업
사례에서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한 텐센트, 가전업체에서
혁신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하이얼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부기금 사례는 중
국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인공지능기금, 반도체기금 등 정부기금이 주도
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기관 사례로는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기관인 신형연구기관 중 중국과학
원 산하 선전선진기술연구원의 마이크로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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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본문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주제
글로벌 위상
제고

장절

중국 세계혁신지수: 2013년 35위→2019년 14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베이징 3위, 상하이 8위
중국의 글로벌 유니콘 수 1위: 2019년 6월 206개(후룬 기준)
창업 4.0 시대(2014~) 진입: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취업난 해소

현황
분석

국내
창업시장
발전

2019년 상반기 1일 평균 약 2만 개 업체 신설, 전년동기대비

2장

7.1% 증가

1절

생계형 창업 감소, 기회형 창업 증가, 특히 기술 기반 창업 확대
추세
인큐베이터 수(2018년 4,849개) 및 인큐베이팅 업체 수(2018년
20여만 개) 급증
창업 지원 플랫폼인 ‘중창공간’ 확대(2018년 6,959개)
창업 정책 방향: 경영환경 개선→플랫폼 및 생태계 구축→과학기
술 사업화→대·중·소 기업 협력→창업 대외 협력 강화 및 글로벌

중국의 창업
지원 정책:
대중창업,
만중혁신
분석

창업기지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정책 추진(2015년 5월)
창업생태계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2015년 6월): 창업자금 지원,

2장

창업투자 확대, 창업환경 조성, 창업문화 확산 내용을 담은 대중

2절

창업, 만중혁신 발표
국가급 창업 시범기지(1차: 2016년 총 28개, 2차: 2017년 총
92개) 선정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국가 혁신전략과 연계한 혁신창업생태계 구축(2016년, 2018년 9월)
[규제 완화] 행정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팡관푸’ 개혁

정책

추진, 회사등록제도 개선,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창업환경

분석

개선
[플랫폼 구축] 국가급 시범기지 선정을 통해 종합적인 창업 지원
서비스 플랫폼인 중창공간 조성 장려→전문성 있는 중창공간 육성
[자금조달 지원] 국가창업인도기금(400억 위안, FoF 방식), 국가
분야별
지원 정책

중소기업발전기금(600억 위안, FoF 방식) 조성 및 커촹반(중국판

2장

나스닥) 개설을 통해 창업투자시장 활성화

3절

[창업교육] 이론 위주 창업교육에서 창업대회 등 실습 위주의 교
육으로 전환하여 대학과 사회(기업, VC, 플랫폼)간 연계성 강화
및 창의적 인재 육성
[과학기술 사업화] 국가 혁신 주도 발전전략의 추진에 따라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 강조, 이에 따른 대학·연구소의 과학기술 사업
화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개선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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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구분

주요 내용

주제

장절

[중앙정부] ① 창업생태계 발전전략 수립 및 방향성 제시 ② 중
앙부처별, 지방별로 분리 추진된 창업 정책을 국무원 중심으로
인재, 자금,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집행 ➂ 국가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창업 정책 추진
[지방정부] 각 지역의 특색 산업 및 비교우위에 입각한 지역 창
업생태계 구축전략 추진, 공간, 인력 자원, 금융 지원 등 구체적
이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책 시행
[기업] (창업 분위기 조성) BAT 성공 신화를 바탕으로 창업에 대
창업생태계
생태계

구성원별

분석

역할 및
특징

한 긍정적 인식 조성, (투자자) BAT 중심의 창업투자생태계 구
축, (플랫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교
육) 창업 전문학교 개설을 통한 창업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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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도기금] 정부인도기금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통
해 창업투자시장 활성화, 국가 전략 산업 발전 유도
[VC] 창업기업 발전 단계에 따른 투자, 창업기업 경영 컨설팅을
통한 기업 성장 촉진
[대학] 대학생의 창업가 정신 고취 및 창업 활성화, 창업 대회
및 플랫폼을 통해 학교와 기업, VC간 교류 확대, 다양한 기금을
활용하여 대학생 창업 지원
[과학연구기관] 기술 창업, 혁신형 창업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역
할 수행, 신형연구기관 설립 장려를 통해 시장 수요에 맞는 과학
기술 개발 및 성과 이전 확대 계획
[지방정부] 중국 베이징 중관춘, 하드웨어 제조 기반 창업 중심지
인 선전, 저장성의 산업혁신서비스통합체 등 지역 생태계의 구축
현황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석
[대기업]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한 텐센트, 가전

사례분석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

업체에서 개방형 창업생태계를 구축한 하이얼 사례 분석
[정부기금] 중국 미래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인공지능기금, 반도
체기금 등 정부기금이 주도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
하는 사례 분석
[연구기관]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기관인 신
형연구기관 중 중국과학원 산하 선전선진기술연구원의 마이크로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 분석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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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론: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평가 및 전망
1)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평가
중국의 창업 열기는 BAT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성공 신화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창업 분위기를 활용하여 창업생태계의 구축전략을 추진하
였다. 우선적으로 창업가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진행할 때 직면하는 문제인
복잡한 사업체 등록 절차부터 자본금 충족 요건까지 ‘팡관푸’라는 개혁을 통해
행정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그다음으로 중국정부의 창업 정책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창업과 관련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창업 플랫폼의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 국
가급 창업 시범기지를 두 차례 선정하여 시범기지로 선정된 각 지방정부, 기업,
대학·연구소에 창업 지원 플랫폼인 중창공간의 설립을 독려하였다. 이러한 창
업지원 플랫폼은 중국의 창업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
다. 플랫폼 운영에서도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김
으로써 창업 자원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다.
신생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금융 자원이 창
업투자시장에 집중될 수 있도록 창업인도기금을 설립하여 투자·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의 창업투자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VC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BAT 창업가 신화로 조성된 분위기
에 따라 창업 인프라와 플랫폼의 구축에 크게 기여하여 △중국의 경제 주체
들 △기업 △지방정부 △VC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혁신 자원과 요소를 집중시
키고 상호 작용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중국의 창업생태계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해결해야 될 과
제도 적지 않다. 우선 비이성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창업투자시장이 점차
차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할 때 합리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급속히 성장하던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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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새로운 스타 기업 발굴이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을 반
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창업시장은 참신한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사업 모델에 의한 창업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창업 모델이 한
계에 봉착한 것이다. 공유 자전거 사업 모델로 유니콘 기업이 된 오포(Offo)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참신한 아이디어로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빠른 발전을 보
였지만 안정적인 수익 모델 발굴에 실패하면서 파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앞으로 몇 년간 중국의 창업시장은 고속 성장기를 마치고 거대한 구조조정
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급속한 성장을 보였던 창업기업, VC,
중창공간을 포함한 창업 지원 플랫폼은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부분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국의 대형 VC와 플
랫폼은 향후 더욱 대형화되고 자원과 정보가 집중되어 창업시장의 양극화 현상
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 중국의 창업 정책 및 시장 전망
향후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에서는 정부와 시장의 기능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 운영하는 중창공간의 경우 기존에는 중소 신생업체의
발굴 및 투자에 집중하였다면 향후에는 대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되어 대기업의
신사업 발굴 시 스타트업을 매칭하는 운영 모델로 전환될 전망이다. 자금력이 풍
부한 대기업들의 혁신생태계 구축 플랫폼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다대해 보인다.
향후 중국정부의 창업생태계 구축 시 지원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진행될 전망
이다. 정부의 역할은 창업생태계 내 시장에서 소외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
해 선순환 생태계 유지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 창업시장의 양극
화에 따라 중소 신생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신생기업들
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또 다른 지원 방향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
대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현황과 정책 분석에서도 확인되는바 중국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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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정책을 국가 혁신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기업·대
학·연구소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특히 과학기술 성과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창업 정책의 중점 추진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업, VC, 대학 및 연구소 등 주체별로 창업생태계의 구축 현황과 특
징을 분석한 결과 2015년에 ‘대중창업, 만중혁신’ 전략이 추진되면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각 주체간 상호 유기적인 혁신생태계의 구축 기반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은 창업 정책을 통한 창업 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국가 혁신생태계를 이루는 혁신 주체로 발전,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중국의 창업 전략은 대학생의 취업 해결 차원을 넘어 신
산업 육성 전략과 과학기술 발전전략과 연계되어 국가 혁신생태계 구축의 일환
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의 시장 주도 창업생태계와 다르며, 중국의 경우 창업생태계 구축
시 국가의 신산업 육성 전략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국가
에서 조성한 각종 신산업 관련 기금이 창업과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별 분석에서도 이러한 점이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는 사업 모델,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보다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기반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정부도 창업 정책의 중점 추진 업무를 과거에는 창업 주
체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중
국의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프랑스,
이스라엘, 독일 등 기술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와의 국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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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가. 국가 혁신체계 구축과 연계한 창업 정책 추진
중국의 창업 정책은 시행 초기에 청년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향후 점
차 보완, 발전하면서 국가 혁신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책
시행 초기에 창업 인프라,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2017년
이후에는 과학기술 사업화, 커촹반 개설,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창업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창업 정책이 단순히 대학생 취
업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닌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생태계 구
축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혁신창업생태계의 구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창
업 정책을 국가 혁신체제 구축전략, 신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가 있다. 혁신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인 정부, 기업, VC, 대학, 연구기관
이 모두 혁신 주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는 창업 정책의 중점업무 설
계 시 창업 환경 개선, 창업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 창업투자시장 활성화 등 단
계적인 접근을 하였는데 2017년 전후로 창업 정책을 혁신 주도 발전전략, 신산
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가 육성하는 신흥 전략
산업에 대해 정부기금(AI기금, 반도체기금)을 설립하여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정부기
금을 활용한 관련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 종합적·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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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업 정책을 전담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 개설 필요
중국의 창업 정책은 2015년을 전후로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이전에는 부처
별로 각자의 분야에서 창업 정책을 시행하였다. 2015년 대중창업, 만중혁신이
추진되면서 국무원이 중국 창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
써 종합적이고 총괄적으로 창업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고, 2015년 이전에는 부
처별로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창업생태계 구축이 지지부진하였다가 국무
원 주도로 추진되면서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
어 창업생태계 구축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은 행정 규제 완화부터 기업 지원, 창업투자시
장, 플랫폼 구축, 창업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다양한 분야
를 아우르는 창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창업 정책을 전담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의 설립을 통해 여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추
진해야 한다. 또한 컨트롤 타워의 설립을 통해 기존에 마련한 창업 관련 정책과
유사·중복 사업을 재정비하고 부처 및 중앙-지자체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동
시에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선시행·후규제’ 원칙 적용
중국의 창업시장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네거티브 규
제제도가 꼽힌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해 ‘선시행·후규제’의 원
칙을 적용한다. 새롭게 창출되는 사업 모델은 법률과 규제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국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여 다양한 새로운
사업 모델 추진이 가능하다. 중국정부도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
업 모델에 대해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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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창업시장에 대해 선시행·후규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배경에
는 중국의 창업 정책이 단순한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이 아닌 국가 혁신체계 구축
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표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산업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 전략적 목표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 선시행·후규제와 같
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포지티브 규제 방식, 새로운 사업 모델에 의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신산업 발전이 더디게 진행된다. 국가의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
에 대한 고민과 함께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방식의 전환이나 새로운 사
업 모델에 대한 선시행·후규제 원칙 적용 등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라. 민간 중심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
중국의 창업 지원 플랫폼인 중창공간은 민간 위탁 경영이 대부분이다. 정부
에서 중창공간 설립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제공하지만 중창공간의 운영은 민간
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는 창업 인프라, 기반, 분위기 조성과 같은
제반 환경 개선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창업시장 내의 인적자원, 자금, 정보
등 창업 자원의 배분에 대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지방정부가 설립한 중창공간의 경우 중앙, 지방, 민간이 공동 출자하였지만 민
간이 위탁 경영하고 있어 업무 범위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
는다.
우리나라의 유사한 창업 지원 플랫폼인 전국 17개의 창조혁신센터는 중앙정
부, 지자체, 대기업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어 지역과 특정 산업을 벗어난 전국
단위의 사업 논의가 쉽지 않고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운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시장간의 역할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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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명확히 하여 전국 단위에서 창업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함으
로써 시장 친화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창업 지원 플랫폼의 구축을 도모할 필요
가 있다.

마. 창업 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필요
중국정부는 창업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에서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른 지원
책을 마련하여 초기 신생기업부터 스케일업, 엑시트까지 각 단계의 시장 활성
화를 촉진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급 고신개발구에서는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대출 우대, 대출 조건 완화, 보조금 지급 등 지원과 육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 각 지역의 지방정부는 유니콘 기업의 육성발전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에 장려금 지급, 정부 조달 연구개발 프로젝트 선정 등
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 정책은 창업 인프라 구축과 창업 초기 신생
기업 지원에 큰 성과를 보였지만, 스케일업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
에 유니콘 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스케일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 시장 지향형 대학 창업교육 실시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중국 대학의 창업교육이 이론 위주에서 실습 위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중국 창업교육은 시장과 단절된 학교 내
에서의 이론 위주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 전후부터 중국 대학은 창업학
부, 창업 지원 플랫폼을 설립하고 다양한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시장 지향형,
실습 위주의 창업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학에서 학생 창업의 인큐베이팅, 멘토
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해결 능력의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적 인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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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하고 있다. 이론 위주의 창업교육에서 벗어나 시장 지향형 창업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사.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
중국의 창업시장과 정책이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술 창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중국정부는 과학자들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과학기술 개발 특허에 대한 소유권
과 수익 배분을 개선하여 과학자들의 인센티브를 제고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체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신형연구기관 설립을
장려하여 겸직, 파견을 통해 과학기술 사업화를 촉진한다. 우리의 경우도 교수
와 과학자들의 과학기술 성과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기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한중 창업 협력방안
가.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 전환
한중간 창업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 문제와
상호 협력 수요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중
국 국빈 방문 시 미래 한중 경제협력 방향 중 하나로 벤처창업 협력을 제기한
이래로 한중간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중국의 창업시장은 2015년부터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중국에서 급성장
한 유니콘 기업을 보면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모바일 앱 사업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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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업 모델에 의해 중국의 창업시장이 발전해 왔는데
이 분야는 한국기업이 비교우위가 없어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는 기술과 노하우를 지닌 스타트업이다. 그러나 중국 내 지식재
산권 보호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기술력과 노하우를 지닌 기업들은 중국 진출
을 꺼리는 경향이 컸다. 즉 한중 양국간 스타트업 협력 수요는 있지만 환경적,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수요에서 미스매칭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한중간 창업 협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까? 중국 내 창업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에 의한 창업이 한계에
봉착하였다. 중국 창업시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국정부는 대내적으로
는 혁신 주도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통상분쟁으로
핵심기술에 대한 자체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창업시
장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창업, 기술창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한중 창업 협력에서는 우선적으로 중국의 창업시장에 대한 인식의 전
환이 필요하다. 즉 기술 공여국으로서의 한국과 기술 수여국으로서의 중국 관
계가 아닌 기술 표준 제정을 위한 공동 개발 파트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 중국의 창업생태계 활용방안 모색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향후 중국의 창업시장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창
업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국과의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학과, 중소업체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한국 내의 규
제로 인해 한국 내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스케일업의 테
스트 베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는 중국정부의 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한 중
국 내 협력 수요가 큰 분야에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중국시장으로의 진
출을 도모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생태문명 건설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219

친환경 산업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협력 수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한국의 경우 쓰레기 처리 기술, 토양·수질 오염 정화 기술 등의 분야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한국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및 스케일업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다. 한중 창업 협력 플랫폼 구축
한중간에는 다양한 협력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다. 한중 FTA 협정문에 명시
된 한중 산업단지가 대표적인 예이고, 중국 쓰촨성 청두에 한중 창업 협력을 위
해 조성된 한중혁신센터가 있다. 현재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한 한중 협력이 원
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한중 공동 연구개발 플랫폼, 청년
창업 협력 단지로 전환하여 창업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중국 내 창업시장이 구조조정 단계에 진입하여 창업 지원 플랫폼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국 내에서 안정적인 지역 혁신 생
태계를 구축한 지역과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중 창업 협력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정보 및 소개 자료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고, 중국 VC과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 스타트업의 중국 투자 유치 또는 중국시장으로
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 중국 내에 이미 온라인 창업 플랫폼이 다수 존재하
는바 한국의 독자적인 구축보다는 3bkr, 창예방(创业邦), IT 지에즈(桔子) 등
과 같은 중국의 창업 정보 미디어 플랫폼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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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창업협력기금 조성
한중 창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중 민관이 출자하여 공동 펀드를 조성하
고, 양국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
히 한중간 바이오 및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유망한 분야 또는 기술
표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별 기금을 설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2016년에 SV 인베스트먼트와 중국 VC 심천캐피털이 공동 운용하는
1억 달러 규모의 한중 펀드를 조성하여 한중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마. 한중 정부간 제도적 협력 채널 구축
향후 한중 창업 협력은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창업 분야에 대한 협력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협력에서 한국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기술 탈
취 문제이다. 한중간 과학기술 기반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중 정부간
제도적 협력이 선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중 정부간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를 논의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한
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의체’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기술 스타트
업이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경영 활동 및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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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China’s Startup Ecosystem Policy and Implications
Sangbaek Hyun, Hyojin Lee, Gowoon Cho, and Yunmi Oh

The Chinese government is moving toward a qualitative growth
model in the era of “New Normal,” transitioning from the existing
quantitative growth model. In line with the transition, since 2015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a strategy of “mas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which involves building a startup
ecosystem in order to solve youth unemployment and create new
growth engines. Thanks to the success story of China’s BAT (Baidu,
Alibaba, Tencent) and these new policies by the Chinese government,
the startup entrepreneurship boom in China has grown rapidly,
together with an explosive expansion of infrastructure and platforms
for startups. In this report, we analyze China’s Startup Ecosystem
policy, and examine in detail the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component of the Chinese startup eco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draw th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nd
startup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report consists of four main contents: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startup ecosystem, related policies, an analysis of the
ecosystem and a case study. Chapter 2 is a status analys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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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of the chapter mainly analyzes the development status of
China’s startup ecosystem dividing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aspects. It is confirmed that China’s startup ecosystem began to
rapidly develop around 2015 when the Chinese startup policy was
first implemented.
Sections 2 and 3 are a policy analysis, and mainly analyze the
main contents of the Major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policy
by sector. In section 2, the entrepreneurship policy was analyzed
based on the government documents related to the “Efforts of
Mass Entrepreneurship,” the master plan for establishing an
entrepreneurship ecosystem proposed in 2015. There are differences
in policy-driven policies by period. Initially, it was promoted by
focusing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the business ecosystem,
such as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building a platform,
and revitalizing the start-up investment market. In section 3, we
reviewed the Chinese start-up policy by sector. China’s startup
ecosystem policy includes various contents such as deregulation,
improvement of business environments, platform construction,
funding of entrepreneurship, convers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Chapter 3 analyzes the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actor of
the government, corporations, government funds, VC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at make up the Chinese startup ecosystem.
Chapter 4 analyzes the start-up ecosystem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corporations, national extradition funds, and new
research institutes through case analysis. We analyze the main cases
of establishing a startup ecosystem, focusing on the ca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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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ongguancun, Tencent, Haier, government fund and the Shenzhen
Institutes of Advanced Technology (SIAT).
Chapter 5 presents the conclusion of our study and implications.
In section 1, we evaluate China’s entrepreneurship ecosystem and
forecast future Chinese startup policies and markets. Section 2
suggests the implications of the Chinese startup ecosystem
development strategy for Korea such as: promoting startup policies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nnovation
system, establishing a control tower dedicated to startup policies,
applying the principle of “pre-enforcement post-regulation” for
new business models, establishing a private entrepreneurship
support platform, promoting support plans by startup development
stage, market-oriented startup education, and promoting science
and technology achievement transfer.
Lastly, section 3 discusses the startup cooperation plans between
Korea-China. In particular, as China is expected to develop innovative
start-ups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operation of
innovative start-up ecosystems is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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