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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수 개요

1. 연수 목적
ㅇ 중국 선전의 창업지원 인프라 및 현장의 사례를 습득하고 대표적인 기술혁신형
기업 방문을 통한 기업가 정신 제고
ㅇ 중국의 창업(기업가정신) 지원 거점과 교육 참가자들 간의 크로스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보교류 및 역량강화
ㅇ 중국의 창업지원 기관의 산학연연계 창업인프라 프로그램 지원의 효율성을
벤치마킹하여 UST와 출연(연) 간의 창업연계 시스템 구축 기회 마련

2. 기본 개요
ㅇ 일

정 : 2017. 2. 27(월) ~ 3. 3.(금), 4박 5일

ㅇ 연수지역 : 중국 선전, 홍콩
ㅇ 출장인원
- UST 본부 : 박정민 산학협력중점교수, 대외협력팀 정경태
- 대전광역시 소재 출연(연) 창업지원 담당자(부서장) 및 예비창업 연구원 10명
(세부명단 붙임 2 참조)

3. 과정의 주요 구성 (상세일정 붙임 2 참조)
연번
1
2
3
4
5
6
7
8

내 용
[DJI]
- DJI (드론업체) 개발구 내 혁신기업 방문
[잉단]
- 하드웨어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소개 및 벤치마킹
[BYD]
-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회사로서의 사업 현황 소개 및 벤치마킹
[HAX(헥셀러레이터)]
- 하드웨어 전문 엑셀러레이터 소개 및 벤치마킹
[선전 소프트웨어 산업 단지]
- 중국정부가 민간과 협력하여 설립한 소프트웨어 전문단지로서 현황 브리핑
[JD+, 3W Coffee]
- 인큐베이터 카페 및 코워킹 스페이스 방문 벤치마킹
[홍콩과학기술대학교]
- HKUST 방문 및 연구자 인터뷰
[홍콩무역관(KOTRA)]
- 홍콩 및 중국의 기술, 기업 및 시장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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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문기관(기업)별 상세내용

1. DJI (Da Jiang Innovation Science Tech.)
- 방문일시 : 2017년 2월 27일(월) 15:00~16:00
- 담 당 자 : 唐小姐(당소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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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Frank Wang이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선전에 본사 창업. 초기에는 비행제어시스템 및 컨트롤러를 제작했으나
2012년 기점으로 프레임 휠, 팬텀 시리즈 출시 후 시장 지배 강화
ㅇ 현재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중국, 홍콩에 지사를 가지고 있으며 DJI의
드론 시장 매출액 점유율은 60%∼70% 수준으로 최고를 자랑
ㅇ 사업 성공 요인
- (Rapid Prototyping) 시장 흐름 분석에 집중하여 매 5~6개월마다 시장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제품 출시
- (Agile Manufacturing)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수익성 있게 대응하는
능력으로 경쟁사 대비 저가로 제품 공급 가능
- (Horizontal Marketing) 영화, 농업, 건설업계를 위해 개발한 제품에서 얻은 노하우로
다른 산업군 제품으로 빠르게 확장
- (Ancillary Products) 드론 완성품뿐만 아니라 부품, 카메라, 제어장치, 안정화장치 등과
드론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핸드헬드 카메라 고정 장치를 판매하여 수익 강화
나.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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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잉단 (IngDan)
- 방문일시 : 2017년 2월 27일(화) 16:30~17:30
- 담 당 자 : YIL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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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단의 의미 및 설립 목적 :‘딱딱한 달걀’이란 의미,‘껍질을 깨고 태어나는’
과정을 돕는 의미로서 스타트업 육성이 주목적
ㅇ 모회사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 2초 기업인 오픈마켓 코고바이(Cogobuy)
ㅇ 잉단은 본래 코고바이의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코고바이의 매출을 확대키 위해
설립하였으나, 현재는 코고바이보다 미래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됨
ㅇ 잉단의 주요 협력사로는 바이두, JD, 360,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브로드콤,
샤오미 등 국제수준의 거대기업
ㅇ 2013년에 설립되어 직원 수만 700여 명이 넘는 잉단은 하드웨어 창업지원
뿐만 아니라, 서비스 컨셉만 가져오면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ㅇ 선전의 우수한 하드웨어 인프라와 만여개에 달하는 자사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어, 명실상부 중국 최고의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로 자리매김 함
ㅇ 부품사 연결, 제조, 마케팅, 유통 등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하고 있으며,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와 연계되어 세계 유통 시장을 확보하고 있음
나.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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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YD

- 방문일시 : 2017년 2월 28일(화) 10:00~11:00
- 담 당 자 : 段先生(단선생)
- 홈페이지 : http://www.byd.com
- 소 재 지 : 香蜜湖联合华鹏汽车交易广场B3-2
邮政编码: 518034

가. 기관소개 및 현황
ㅇ 1995년 왕찬푸에 의해 설립, 세계적 투자가인 워렌버핏의 투자를 받아 성장
하였으며, 지난해 총 61,722대의 전기차를 판매하여 명실상부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회사로 자리 매김함
ㅇ 설립자인 왕찬푸가 처음부터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 것은 아니고, 30만 달러
(약 3억 5,000만원)의 적은 초기 자본으로 배터리 공장 설립 후, 5년 만에 전세계
휴대폰 배터리의 절반을 공급하는 업체로 성장
ㅇ 이와 같은 탄탄한 배터리 기술력을 근간으로, 2003년 국영 자동차 업체‘친추안
(Tsinchuan)’을 인수, BYD AUTO라는 자회사로 만들어 본격적인 전기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와 같은 쾌거를 이루어 냄
ㅇ 세계 유일의 전기버스 생산 업체이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10,323개의 전기
자동차 관련 특허 보유, 직원 약 18만 명 등 기술과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회사로서의 위용을 자랑함
나. 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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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ax Accelerator (헥셀러레이터)

- 방문일시 : 2017년 2월 28일(화) 12:30~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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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의 제조 생태계를 연결하는 하드웨어 전문
엑셀러레이터이며, 주로 창업 초기에 있는 사물인터넷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인큐베이팅을 실시하고, 창업 공간과 투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ㅇ HAX의 역할은 H/W Acccelerator로서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제품 제작이후 시장에 홍보까지 해주는 역할도 담당
ㅇ 연간 50개 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소속된 스타트업은 해외팀 15개, 중국팀
10개임. 연 평균 지원서는 1,000여개로 20:1의 경쟁률을 보임.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철학은 제품이 혁신적이어도 제품의 사용법(Form Factor)은 친근한
형태를 갖도록 하여 학습을 최소화하도록 함
ㅇ 실제 근무하고 있는 영국인 창업자에게 무엇이 이곳에서 창업을 하게 만든
요인이냐는 질문에 첫째, 자금지원, 둘째, 빠른 프로토타입(시제품) 제작, 셋째,
풍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음
나. 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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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전 소프트웨어 산업 단지
- 방문일시 : 2017년 3월 1일(수) 10:00~11:00
- 담 당 자 : 林小姐(임소저)
- 소 재 지 : Shenzhen Software Industrial Base
深圳市软件产业基地

가. 기관소개 및 현황
ㅇ 중국 정부와 선전시의 소프트웨어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출자한 80곳의 창업 엑셀러레이터(차업지원기업)가 밀집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ㅇ 한국 판교의 테크노벨리와 비교되는 곳이지만, 규모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엄청난 대규모이며, 이곳에 위치한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 텐센트는‘레전드 스타’가
있고, 중국 2위 이커머스 기업 징동(JD.com)이 운영하는‘JD+ 인큐베이터’가 대표적
ㅇ 현재 중국은 창업 엑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 전성시대이며,‘창업자보다 엑
셀러레이터가 더 많다’는 농담이 들릴 정도로‘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
(大众创业，万众创新)’를 기조로 “창업은 모든 것의 기초”라 설파하는 리커창
총리와 중국 정부의 영향이 큼
ㅇ 정부와의 관계,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여러 이해득실이 얽혀있어 정부기조가
바뀌면 언제든 수치에 변동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큰 리스크 없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은 창업에 의지를
가진 중국 청년들에게 크게 어필. 더불어 중국 창업자들에게는 알라바바의
마윈과 샤오미 레이쥔 등 확실한 롤모델이 존재하기에 동기부여 또한 큼
나.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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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JD+ , 3W Coffee
- 방문일시 : 2017년 3월 1일(수) 11:00~12:00
- 담 당 자 : Dana / Maketing dire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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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 : JD (중국최대 인터넷기업)의 계열사, 인큐베이팅업체, 창업계동맹, 공급사슬,
국제업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사는 북경에 있고, 심천에는 2015년
5월에 지사 설립
ㅇ 하드웨어 인큐베이팅 회사로 국내외스마트 H/W 창업프로젝트에 관해 전문적인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
ㅇ 3W Coffee : 중국의 창업자들을 돕는 코워킹스페이스. 코워킹 스페이스는
‘여럿이 함께’라는 가치와 함께 다양한 프리랜서, 스타트업, 창작활동, 소
규모 그룹이 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 공간을 말함.
ㅇ 2012년 북경에서 최초로 오픈한 브랜드형 코워킹 스페이스이며, 심천, 상하이 등
지역에 8개 분점이 오픈되어 중국 초기창업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ㅇ 심천 3W카페는 지상 2개 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2개 층은
카페와 전시 공간 및 행사장으로 활용되며, 지하 1층은 스타트업팀이 상주하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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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홍콩과학기술대학교(HKUST)
- 방문일시 : 2017년 3월 2일(목) 10:30~12:00
- 담 당 자 : Dr. Winnie Leung
- 홈페이지 : http://www.ust.hk
- 소 재 지 : 香港九龙清水湾

가. 기관소개 및 현황
ㅇ 1991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홍콩에서 3번째로 설립된 과학기술경영 특성화 대학
ㅇ 우리나라의 POSTECH을 롤모델로 선정하여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설립 전 주요관계자들이 KAIST와 POSTECH을 방문하여 벤치마킹 실시
ㅇ 설립 후 홍콩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음 (2016년 QS 아시아
대학 7위)
ㅇ 현재 9,334명의 학부생과 4,874명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며, 607명의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이 포진해 있음.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인턴쉽, 학내
활동, 교외활동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ㅇ 인터뷰를 수행한 Department of electronic and computer engineering의
Winnie Leung 박사는 HKUST에서 연구와 강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대
에서도 드론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함
ㅇ Winnie Leung 박사의 전언에 의한 산학연 우수사례 하나를 꼽자면 HKUST와
DJI의 긴밀한 산학연 협력임. DJI는 학생들이 입사 전 충분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연구비 지원), 입사 후에도 동일한 분야의 연구를 지속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연구 ․ 개발이 가능토록 함
나.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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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콩무역관(KOTRA)
- 방문일시 : 2017년 3월 2일(목) 14:00~16:00
- 담 당 자 : 홍창표 홍콩무역관장
- 홈페이지 : https://www.kotra.or.kr/KBC/hongkong
- 소 재 지 :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China

가. 기관소개 및 현황
ㅇ 중소기업의 해외세일즈 출장지원과 한국의 수출업체를 모집 시장개척단을
구성 해외에 파견하여 바이어와의 상담을 주선하고 중소기업 세일즈단에 대한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및 시장동향 정보 제공, 현지 안내 등의 사업 수행
ㅇ 해외지사 설치 여력이 없는 한국의 중소 벤쳐기업들이 무관을 통해 지사로
활용토록 중소‧벤처기업 지사화사업 추진
ㅇ 홍콩무역관 홍창표 관장과의 간담회 중
- Q : 홍콩 및 선전(중국)의 벤처창업에 대한 잠재력은?
- A : 홍콩은 이미 금융으로 유명한 국제적인 도시, 국제 공용어인 영어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국제수준의 대학이 있는 등의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춤.
인접한 선전도 최근 급성장하고 있으며, 우수한 젊은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기에 향후에도 당분간 고성장 추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 Q : 현지에서 느끼는 중국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 A : 만약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과거엔 중국에 무엇을 판매할지 먼저
고민했겠으나, 현재 추이를 봐서는 향후 무엇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
판매할지 고민해볼 것임
나.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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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수 성과

1. 연수 소감
ㅇ 참가자별 연수 소감
-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중국 선전지역의 기업 성공사례 및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을 경험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산업 수요에 맞춘
개념설계역량 강화, 기술플랫폼에 기반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여야한다 봄
- 선전 특구가 지원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제도 및 환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 연구원 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성숙도가
물론 중요하나, 기술창업 생태계의 거대 축을 담당하는 대학, 정부기관, 기술
제품 수요시장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그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을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음. 개인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 향후 예비
창업자들의 스타트업 지원업무의 고도화 및 기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본 연수를 경험하며“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떠올랐음.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게 해주었으며, 중국 정부의 지원, 민간기업의 역할 및 창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생태계를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음
- 연구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음
- 선전에서 본 엑셀러레이터는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음. 엑셀러레이터는 개인
또는 벤처캐피탈(VC)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장소제공, 투자는
물론 경험 있는 멘토들이 제품의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도와주어 창업을
비교적 수월하게 해주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음
- 기존의 중국은 짝퉁 생산에 그치는 카피캣(copycat)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나,
본 연수를 통해 그러한 고정관념을 상당부분 탈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아이디어 기반 창업에 부문에 있어 우리나라는 현재 동등한 비교선상에
놓여있지 못하고 있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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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결과
1) 정량적 평가
ㅇ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구 분

연수 전반

세부항목

평가 (5점 만점)

연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4.5

연수의 프로그램 구성 및 콘텐츠

4.0

연수를 통한 창업 아이디어 제고

4.6

DJI(Da Jiang Innovation Science Tech.)

3.6 점

잉단(IngDan)

4.1 점

BYD

4.7 점

HAX

4.7 점

남산 소프트웨어 단지

3.9 점

JD+, 3W Coffee

4.2 점

홍콩과학기술대학교(HKUST)

4.0 점

홍콩무역관(KOTRA)

4.3 점

숙소

4.3 점

식사

4.2 점

통역

4.5 점

공식일정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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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적 평가
ㅇ 좋았던 부분
- 창업 및 창업지원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게 되었고, 업무 적용 가능한

정보도 충분히 배울 수 있었음
- 엑셀러레이터 현장 방문 등 국내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연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만족함
-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기업 및 엑셀러레이터 등의(HAX, BYD, 잉단 등)

혁신적인 모습과 형태를 볼 수 있어 인상적이었음
-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모습과 창업지원 생태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고,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함
- 과학기술의 발전을 등에 업은 중국 젊은이들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음
ㅇ 개선 및 요청사항
- 본 연수를 통해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되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 출연(연)의 기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보다 다채로운 성격을

지닌 방문기관을 선정했으면 함
- 전반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좋았으나, 현장 전문가(개발자, 엔지니어 등)

와의 밀접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되었으면 함
- 현재 시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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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 사항
ㅇ 현장 전문가와의 접견 확대 필요
- 개선 의견 : 본 연수를 통해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에 관한 시각을 넓힐 수 있어
좋았으나, 현장의 실제 전문가(창업자 또는 엔지니어 등)들과의
만남이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음
- 개선 방안 : 용역 업체를 통한 방문 기관과의 사전 컨택이 다로 매끄럽지 못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음. 향후 연수 기획 시 UST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전 컨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ㅇ 출연(연)의 특성 고려한 다채로운 성격을 지닌 방문기관 선정 필요
- 개선 의견 : 연수를 통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및 선진 기술을 갖춘 기업들을
방문할 수 있어 유익했으나, 기관의 특성 또는 성격이 겹치는
부분 등이 아쉬웠음
- 개선 방안 : 차후 사업 기획 시 다양한 기관을 섭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음

ㅇ 본 연수 프로그램의 지역 변경 또는 확대
- 개선 의견 : 선전 및 홍콩뿐만 아닌 타 국가 또는 지역으로 변경 및 확대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함. 본 연수를 통해 느끼는 바가 컸으며, 창업
관련 담당자 또는 예비연구원들이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함. 추후
배정인원을 늘리는 등의 사업 확대도 좋을 것이라 보임
- 개선 방안 : 2017년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대전시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중. 현재까지 해 온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확대 또는 다각화 등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향후 연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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