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 과학기술창업 이노베이터
양성연수 결과보고

연수 일정 : 2015년 11월 16일(월) ~ 20일(금) / 3박 5일
연수 지역 : 중국 심천, 홍콩

Ⅰ

과정 개요

□ 과정 목적
ㅇ 중국 선전의 창업지원 인프라 및 현장의 사례를 습득하고 대표적인 기술
혁신형 기업 방문을 통한 기업가 정신 제고
ㅇ 중국 창업지원 기관의 산학연연계 창업인프라 프로그램 지원의 효율성을
벤치마킹하여 UST와 출연(연) 간의 창업연계 시스템 구축 기회 마련

□ 기본 개요
ㅇ 일

정 : 2015. 11. 16(월) ~ 20(금), 3박 5일

ㅇ 연수지역 : 중국 심천, 홍콩
ㅇ 출장인원
- 인솔단장 : 산학연협력단장 임종건
- 인 솔 단 : 감사실장 나지영, 산학연협력팀 김현성, 홍보팀 류미현
ㅇ 연수인원 (세부명단 별첨 1. 참조)
- 총 23명 (UST 석·박사과정 학생 14명, 출연(연) 창업지원 담당자 9명)

□ 주요 구성 (상세일정 별첨 2. 참조)
구분
1
2
3
4
5
6
7
8

주요 방문 기관(기업)
[헥셀러레이터]
# 하드웨어 전문 엑셀러레이터 소개 및 벤치마킹
[심천고신경제개발구]
# 개발구 내 기업현황 및 산업시장에 대한 동향 브리핑
[DJI]
# DJI (드론업체) 개발구 내 혁신기업 방문
[잉단]
# 중국 최대의 지능하드웨어 창업 플랫폼업체 방문 및 벤치마킹
[3W Coffee]
# 인큐베이터카페 및 코어플레이스 방문 및 벤치마킹
[화웨이]
# 통신장비 네트워크 글로벌 IT 혁신기업
[하이테크 페어]
[SEEED STUDIO]
# 기술, 기업 및 시장 동향 파악
# 프로토타입 및 소량주문 제조현황 브리핑
[홍콩과학기술대학교]
# HKUST 기업가정신 강의 및 창업지원시스템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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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수과정 설문결과

□ 정량적 평가
ㅇ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구 분

공식일정

운영지원

세부항목

평가 (5점 만점)

Haxlr84(헥셀러레이터)

4.5 점

심천고신경제개발구

4.2 점

DJI(Da Jiang Innovation Science Tech.)

4.2 점

잉단(IngDan)

3.9 점

3W Coffee

3.6 점

화웨이(Huawei)

4.9 점

하이테크 페어

3.7 점

Seeed Studio

4.3 점

홍콩과학기술대학교(HKUST)

4.5 점

숙소

4.7 점

식사

4.5 점

통역

3.9 점

□ 정성적 평가
ㅇ 좋았던 점
- 중국 창업생태계를 짧은기간 동안 비교적 많은 기관(기업)을 접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 연수과정이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정계획을 잘 소화하였고, 사전

준비 및 진행도 훌륭하였다.
- 전반적으로 유익한 연수프로그램이었으며, 향후에는 보다 더욱 발전

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고, 추천할 만한 연수인 것 같다.
ㅇ 개선 및 요청사항
- 연수과정 기획 및 구성은 좋았으나, 일정이 너무 타이트 했다.
-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 통역사가 아니어서 의사전달이 아쉬웠다.
- 사전에 방문기관에 대한 정보가 좀 더 상세히 제공되었다면, 이해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하며, 일부 방문기관의 경우, 성격이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어 아쉬웠다.
- 3 -

Ⅲ

방문기관(기업)별 상세내용

□ Haxlr8r (헥셀러레이터)
- 방문일시 : 2015년 11월 16일(월) 17:30~19:00
- 담 당 자 : Karina / China Program Director
- 홈페이지 : http://www.hax.co
- 소 재 지 : 福田区深南大道3018号世纪汇广场办公楼
2101A

가. 기관소개 및 현황
ㅇ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시장과 심천의 제조 생태계를 연결하는 하드웨어 전문
엑셀러레이터이며, 주로 창업 초기에 있는 사물인터넷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인큐베이팅을 실시하고, 창업 공간과 투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ㅇ HAX는 한 번에 15개 업체를 양성하는데 지금까지 60여개 업체가 이 곳을
통해 창업을 했으며, 이 기관의 가장 큰 특징은 제품이 생산되면 미국 현지
실리콘밸리에서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임
ㅇ HAX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 대부분은(60%정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으며, 20%는 유럽, 그리고 나머지는 20%는 아시아 쪽에 있는데,
그 중 10%는 중국에 투자하고 있음, 현재까지 약 80개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30개 이상의 하드웨어 스타트업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음. 초기
투자금은 10만달러 규모이며, 그외 기술 및 공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나. 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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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천고신경제개발구
- 방문일시 : 2015년 11월 17일(화) 09:30~11:00
- 담 당 자 : 谢照杰 xie / Assistant Manager
- 홈페이지 : http://www.szsti.gov.cn/info/about
- 소 재 지 : 圳市南山区源兴科技大厦东座负一层
3W孵化器

가. 기관소개 및 현황
ㅇ 심천시 고신경제기술개발구는 1996년 중국과학기술부의승인으로 설립되어
현재 국가 중점 관리 과학기술단지 중에 하나임
ㅇ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공적인 투자 유치와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IBM, 올림푸스, 컴팩, 엡손, 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 뿐 아니라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을 이끌고 있는 화웨이, 중씽통신 등 중국기업들도 입주하여 약
6만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많은 대학 연구기관들도 입주해 있음
ㅇ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약 8,000여명의 대학원생을 양성해냈으며, 전자 정보,
신소재, 생물공학, 광통신 등 중국의 성장을 이끌어 갈 하이테크 첨단산업의
미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중점관리 과학기술특구 지역임
ㅇ 심천에서는 국가차원의 수많은 과학기술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7개 과학 기술 교류회 및 박람회가 개최되었음
ㅇ 심천의 과학산업단지에는 총 31개국 51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으며, 한국의
심천상공회의소를 포함하여 한국의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해있음
나.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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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I (Da Jiang Innovation Science Tech.)
- 방문일시 : 2015년 11월 17일(화) 13:00~13:50
- 담 당 자 : 문태현 / Team Manager
- 홈페이지 : http://www.dji.com/
- 소 재 지 : 深圳市南山区高新南四道18号
创维半导体设计大厦西座14层

가. 기업소개 및 현황
ㅇ DJI는 저렴한 가격의 드론을 출시해 드론의 대중화시대를 연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이며,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심천에 본사를 두고 있으
며 항상 창의적인 인재를 채용하고 있음. 2006년에 작은 사무실에서의 시작
으로 현재 3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하였음
ㅇ 현재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중국, 홍콩에 지사를 가지고 있으며 DJI의
드론 시장 매출액 점유율은 60%∼70% 사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ㅇ `09년도까지 맥(MC)라는 이름을 가지고 드론이나 헬리콥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그 후 헬리콥터를 개발하다가 `10년도부터
전문적으로 멀티콥터 드론을 개발하였음. 작년 팬텀 드론을 출시, 현재 인스
파이어와 주력 제품이며, 주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마케팅을 하고 있음
ㅇ 최근에는 고객대상으로 드론을 처음 구매해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뉴 파일럿 트레이닝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립부터 충전
하는 방법은 물론 비행하는 방법까지 강의해주고 있음
나.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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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단 (IngDan)
- 방문일시 : 2015년 11월 17일(화) 14:30~16:30
- 담 당 자 : Cici Zhang
- 홈페이지 : http://www.ingdan.com/
- 소 재 지 : 广东省深圳市南山区科苑南路
中国地质大学研究院C101

가. 기관소개 및 현황
ㅇ 잉단은 중국 최대의 지능하드웨어 혁신적인 창업 플랫폼이다. "공급사슬"을
핵심으로하여 하드웨어 생태계에 지원하고 있음
ㅇ 2014년에 잉단은 이미 2000+ 하드웨어 혁신 프로젝트, 2000+ 공급 사슬 메이
커들이 집결되었으며 하드웨어 등록 팬들이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동시에

중국 바이두, 경동, WE CHAT, 360 등 인터넷 기관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Intel, Broadcom, Freescale 등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으로“Supply
Chain”을 회사의 핵심으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현재 2,000개의 IoT 기업, 3,000개의 부품공장, 전세계의 2000만명의 관계자
들이 ‘잉단’의 플랫폼과 관계되어있음
ㅇ 또한, 운영 프로그램인 잉단 Direct를 통해 스마트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제품
아이디어를 내고, 대량생산을 통하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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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W Coffee
- 방문일시 : 2015년 11월 17일(화) 17:20~18:30
- 담 당 자 : Dana / Maketing diroecor
- 홈페이지 : http://www.3wnb.com/
- 소 재 지 : 深圳市南山区源兴科技大厦东座负一层
3W孵化器

가. 기관소개 및 현황
ㅇ 중국의 대표적 창업카페이자 코워킹 스페이스인 “3W카페”는 2012년 북경
에서 최초로 오픈한 브랜드형 코워킹 스페이스이며, 심천, 상하이 등 지역에
8개 분점이 오픈되어 중국 초기창업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2016까지
15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심천 3W카페는 지상 2개 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된 코워킹 스페이스다이며,
지상 2개 층은 카페와 전시 공간 및 행사장으로 활용되며, 지하 1층은 현재
36새 스타트업팀이 상주하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인큐베이팅 공간은 기수별로 운영하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용 가능
하며, 상주기업을 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 및 대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음
ㅇ 3W시드머니는 2014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신생 인터넷 창업팀들에게 50만
위안 규모로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생산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현재
3W인큐베이터에서는 1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90%가
엔젤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있음
나.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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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웨이 (HUAWEI)

- 방문일시 : 2015년 11월 18일(수) 09:30~11:30
- 담 당 자 : Zhao Yu (周宇)
- 홈페이지 : http://www.huawei.com/cn/
- 소 재 지 : 深圳市龙岗区坂田街道华为基地

가. 기업소개 및 현황
ㅇ 화웨이는 심천에서 초기자본 21,000위안(한화 약 370만원)으로 설립된 민영
기업으로 현재는 영업규모가 약 2,400억위안(한화 약 43.5조) 규모로 세계
500대 기업으로 성장하였음
ㅇ 현재 화웨이의 전자 인터넷, IT인프라, 솔루션 및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은
전세계 170여개국과 지역에서 판매 사용되고 있음
ㅇ 화웨이는 통신장비 네트워크 사업을 주력으로하는 ICT기업이며 특히 올해는
CEO가 5G기술 관련 화웨이 비전을 발표하였으며, 중국 ICT 산업을 선도하
고 있는 업체로써 약 7만 여건의 특허로 원천 및 표준기술에 대하여 매년
연구개발에도 많은 투자(연매출의 10%이상)를 진행하고 있음
ㅇ 사업부야는 캐리어 네트워크(유무선 네트워크), 엔터프라이즈(데이터센터, IT
서비), 컨슈머(디바이스)의 3가지 주축되어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합솔루션인“Cloud-Pipe-Device”개발을 진행하고 동시에 빅데이터 네트
워크, 스마트 디바이스, 차세대 비즈니스 플랫폼 분야 집중하고 있음
나.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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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테크 페어 (Hi-Tech Fair)

- 방문일시 : 2015년 11월 18일(수) 14:00~16:30
- 홈페이지 : http://www.chtf.com/
- 소 재 지 : 福田中心区福华三路深圳会展中心

가. 페어소개 및 현황
ㅇ 심천 하이테크페어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금년까지 매년 평균 50만명
이상이 참관하였으며 약 130억달러(누적) 규모의 기술과 제품이 거래되었음
ㅇ 금년 제17회 하이테크페어에서는 심천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혁신적 기업가 정신과 국경을 초월한 통합”이라는 주제로, 산업의 기술
과 경제상황 핫 이슈들을 결합하여, “스마트 휴대용 장비”, “스마트 홈”
등 테마별 코너를 준비하였고, 전시회, 컨퍼런스 및 포럼, 사업 활동, 교류를
일원화하여 IT영역에서 선도적인 우수제품과 기술을 중점으로 전시하였음
ㅇ 특히, IT관에서는 파나소닉, BOE, 텐센트, 바이두, SuoerD 등 다국적 기업 및
중국의 선두기업 중심으로 첨단기술 디스플레이 솔루션 기술을 선보였으며,
3D기술을 구현한 다양한 시설(VR체험관 및 헬멧, 3Glasses 등)을 운영하였음
ㅇ 한국에서는 대전 테크노파크 공동관, 한국중소기업진흥원, 한국 문화콘텐츠
진흥원(KOCCA)을 포함하여 우수 중소기업들이 다수 전시에 참여하였음
나.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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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ed Studio

- 방문일시 : 2015년 11월 18일(수) 14:00~16:00
- 담 당 자 : Momi HAN
- 홈페이지 : http://www.seeedstudio.com.cn/
- 소 재 지 : 深圳南山区西丽石岭工业区8栋5楼

가. 기업소개 및 현황
ㅇ 2008년에 설립된 시드스튜디오는 제조 스타트업이 주목해야 할 곳으로, 대량
생산이 아닌 소량생산에 특화된 공장형 기업이다. 이곳에서는 최소 10개에서
부터 10,000개까지 주문자가 원하는 부품의 생산이 가능하기에 저렴한 비용
으로 소량 생산이 가능하고 시제품까지 완성할 수 있음. 대량생산에 대해서
는 폭스콘 등 대량공정에 특화된 곳에 연결을 시켜주는 중개자 역할도 함
ㅇ 기본적으로 레이저 커팅을 비롯해 3D프린팅 서비스, OPL, PCBA 프로토타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공정 비용은 여타 중국 공장들에 비해서도
10~20%가량 저렴한 수준임. 또한 별도의 층에 마련된 R&D센터에서는 주요
제조공정이 연구되고 있었으며, 제조하는 이가 원하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작업 공간도 마련되어 있음
ㅇ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제조 스타트업과 제조분야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편이며, “심천 메이커 페어”의 주관회사임.
심천 메이커 페어는 중화권에서의 인지도가 매우 높음(2014년 4만여명 방문)
나.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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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과학기술대학교 (HKUST)

- 방문일시 : 2015년 11월 19일(목) 10:00~14:00
- 담 당 자 : Dr. Lijing ZHU
- 홈페이지 : http://www.ust.hk
- 소 재 지 : 香港九龙清水湾

가. 기업소개 및 현황
ㅇ 홍콩과기대는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과학기술 연구중심의 대학교임. 설립
후 홍콩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약 20여년만에
세계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음 (2015년 QS 아시아 대학 5위)
ㅇ 현재 6,410명의 학부학생과 3,826명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며 515명의 세계
적인 교수진이 학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음.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인턴쉽, 학내 활동, 교외활동 등의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ㅇ 홍콩과기대 기업가정신 센터에서는 BYOB(마케팅), 밀리언달러 투자경진대회,
Innovative Training System(합숙교육), The Base(공간지원), I3포럼(투자) 등
학생 대상의 다양한 예비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ㅇ Innovative Training System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석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
로 팀빌딩, 비즈니스모델링을 주제로 매년 1주일 일정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국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금년에는 한국의 카이스트 학생팀도 참여
하였으며 중국과 홍콩의 창업 및 시장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
나.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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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연수 일정
일정

장소

시간

인천

09:55

인천공항출발

OZ371

13:00

심천 공항 도착

[4시간 5분 소요]

1일차
11/16
(월)

심천
17:30~19:00

09:30~11:00

13:00~14:00

2일차
11/17

14:30~16:30

17:20~18:30

09:30~11:30

14:00~16:30

(수)
홍콩

하드웨어 전문 엑셀러레이터 소개 및 벤치마킹
【공식일정 2】 심천고신경제개발구 창업센터
정부기관의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지원시스템 벤치마킹
【공식일정 3】 DJI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DJI 소개 및 제품 소개
【공식일정 4】

잉단

중국 최대의 지능하드웨어 창업 플랫폼업체 벤치마킹
【공식일정 5】 3W COFFEE
인큐베이팅 현황 및 성공 사례 브리핑
【공식일정 6】 화웨이
회사 및 ICT 기술개발 현황 소개 및 벤치마킹
【공식일정 7】 하이테크페어
기술, 기업 및 시장 동향 파악

프로토타입 및 소량주문 제조
현황 브리핑 및 벤치마킹

【공식일정 8】 홍콩과학기술대(HKUST)
홍콩 10:00~14:00

(목)

HKUST 기업가정신 강의 및 창업지원시스템 벤치마킹
HKUST 교수진과 오찬연계

홍콩

00:30

홍콩 국제공항 출발

OZ746

인천

04:50

인천 국제공항 도착

[3시간 30분 소요]

11/20
(금)

【공식일정 7】 Seeed Studio

홍콩으로 이동

4일차

5일차

Haxlr8r (헥셀러레이터)

심천

11/18

11/19

【공식일정 1】

심천

(화)

3일차

프로그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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