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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추진의 역사적
맥락과 전망: ‘혁신’과 ‘시장’의 키워드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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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븍아사업단장

우리의 국회 역할을 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환점이 되었다. 현대 중국의 지도자 계보를 보면

(전인대)는 매년 3월에 개최되고, 폐막식 직후 북

1세대 마오쩌둥, 2세대 덩샤오핑, 3세대 장쩌민, 4

경인민대회당에서는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

세대 후진타오, 그리고 현 시진핑 주석은 제5세대

고 한해의 정책방향을 밝히는 게 관례로 되어 있

지도자로 불린다. 임기 5년의 연임제도는 장쩌민

다. 2015년 3월 15일, 리커창 총리의 기자회견은

주석 이후이다. 중국경제에서 ‘시장’이라는 키워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책사에서 한 획을

가 핵심문제로 부상한 것은 덩샤오핑과 장쩌민의

긋는 의미 있는 회견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제

시기이고, ‘혁신’은 후진타오 시대에 등장하였다,

일재경 기자의 질문, “총리님. 안녕하세요. 대중창

‘시장’과 ‘혁신’의 문제가 국정의 핵심목표로 부각된

1)

업·만중창신 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이를 중국

것은 시진핑 정부의 출범과 그 궤를 같이한다.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
나 일각에서는 창업은 정부간섭보다 시장의 규칙
에 의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라는 의견이 있는

중국경제에서 ‘시장’ 키워드의 등장:
등샤오핑 및 장쩌민

데요. 혁신창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 리커창

1840년 아편전쟁의 발발과 1842년 난징조약의

총리의 대답, “대중창업·만중창신은 개혁을 내재

결과, 전 세계 경제의 3분의1을 점하던 중국은 약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정부는

소국으로 전락하였고, 1912년 청나라 멸망과 군벌

장애물 제거와 플랫폼 구축에 힘을 쓸 것입니다.”

정치의 득세로 이후 중국은 1세기 동안 국가는 유

시진핑 정부가 ‘시장’과 ‘혁신’의 키워드를 국정목표

명무실해졌고 국민의 생활은 피폐해져 갔다. 1949

로 제시하고, 이른바 ‘플랫폼경제’를 구체화시키는

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이러한 대혼란의 종

1) 大众创业 萬衆創新은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창업하고 아주 많은 백성이 혁신한다는 의미로 일반 국민 모두가 창업을 하고 혁신을 추진한다는 뜻임.
특히 중국어의 창신(創新)은 innovation으로 번역되지만 넓은 의미인 창조+혁신의 의미를 가짐. 일본어에서 유래된 혁신이라는 용어를 중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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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농민중심 혁명으로 이루었다는데 점에서 의

의 적이었던 자본가와 지식인을 포용해야 한다는

의가 있었다. 그러나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이라

내용으로 중국공산당은 △선진사회 생산력(사영기

는 정치적 격변과 정책실패로 마오쩌둥 시대의 중

업가) △선진문화 발전(지식인) △광대한 인민(노

국은 여전히 세계의 중심부에서 멀리 있었다. 중국

동자와 농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취지이다.

경제에서 ‘시장’이라는 키워드가 구체적으로 강조
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덩샤오핑의 부활을 통해

‘혁신’ 키워드의 등장과 후진타오 시대

가능하였다. 사회주의 공산정치체제에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접목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2002년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후진타오(胡錦

사상 유래 없는 실험이 시작되면서 ‘시장’은 중요

濤)는 급격한 성장정책의 결과로 야기된 지역격차,

한 발전 동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사회주의 시장경

빈부격차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

제의 정책도구는 개혁개방정책으로 발전과 성장을

다. 사회주의 조화사회(和諧)건설과 과학적발전관

위한 정책의 장과 틀이 설정되었다. 개혁개방정책

은 성장 못지않게 분배를 중시하는 문제해결의 기

을 표방했지만 이러한 정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본원칙이 되었고 신농촌 건설과 창조활력은 국정

는 없었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개방 노

목표로, 창신형 국가는 주요 임무가 되었다. 2006

선에 동요가 일게 되자, 1992년 초 덩샤오핑은 선

년 1월 9일 전국과학기술대회에서 후진타오 주석

전, 상하이, 우창 등 남부지역을 시찰하면서 ‘중단

은 2020년까지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율 60%,

없는 개혁개방’을 강조하는 ‘남순강화’(南巡講話)를

GDP 대비 R&D 투자 비중 2.5% 목표의 창신형 국

2)

통해 중국 개혁개방을 재점화시켰다. ‘싱쯔싱서

가 건설 전략을 발표한다.5) 창신형 국가전략의 3대

(姓資姓社/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사회주의에도 시

주요 목표는 첫째, 2020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

장이 있다)’의 논쟁을 종식하고, 흑묘백묘론을 부

제체제와 과학기술발전법칙에 적합한 국가혁신체

활시켜 이후 사영기업 허용, 규제개혁 등을 추진시

제 구축 둘째, 원천혁신, 집적혁신, 소화-흡수-재

3)

켰다. 1989년 덩샤오핑의 후계자로 등장한 장쩌

혁신 능력 대폭 향상 및 전략성 하이테크분야 기술

민은 ICT분야에 대한 집중투자와 성장 중심 경제

R&D의 도약적 발전 셋째, 창의적 인재 양성, 국민

정책으로 파이 키우기에 매진한다. ‘시장’의 역할

과학기술소양 강화,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

강화를 위해 공산당의 당 이론까지 수정시켰다. 정

증가, 혁신환경 개선 등이었다. 이른바 중국식 창

책적 뒷받침을 위한 ‘3개 대표론’을 제시, 당 강령에

조경제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9월, 중

포함시킨다.4)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농민

국 국무원은 “과학기술체제개혁 심화 및 국가혁신

2) 陈炎兵 何五星：邓小平南方谈话与中国的发展, 中共中央文献研究室, 2015
3) 白猫黑猫论成为改革开放思想理论标志(图), 搜狐新闻, 2015-12-24,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말로 자본주
의든 공산주의든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뜻임
4) “三个代表”--党的理论, 人民网 2013-06-12
5) 创新型国家, 人民网, 2016-10-16, 国家部署加快创新体系建设, 中国城市低碳经济网,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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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 창신형 국가
6)

(2011~2015년) 기간으로 시진핑 정부의 구체적인

건설을 구체화한다. ‘의견’은 혁신구동형 경제성

정책은 13차5개년규획(2016~2020년) 기간에 구

장 방식 모색과 기업의 혁신주체 역할 강화가 핵심

체화되고, 특히 2016년 ‘혁신’과 ‘시장’의 키워드를

내용이었다. ‘의견’에서 제시한 혁신형국가건설을

강조하는 일련의 정책추진이 진행된다. 그동안 정

위한 추진전략은 첫째, 민생 보장과 개선에 필요한

부 및 공공부문 주도의 발전정책으로 G2로 부상했

과학기술 발전 강화, 건강/식품의약안전/재해 예

지만, 이후에는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힘이 필요하

방/생태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의 과학기술

다는 판단 하에 2015년부터 ‘혁신’과 ‘시장’의 키워

혁신 강화 둘째, 정부투자 확대, 체제개혁 추진, 공

드를 핵심으로 하는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을

익성 기술개발과 기술확산 강화 셋째, 기업의 혁신

구체화하고 있다.

주체 역할 강화, 대중형 공업기업의 연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1.5% 이상 목표 및 시장지향

13차5개년규획

형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체제 구축 넷째, 과학기술

12차 5개년 규획에서는 신 농촌 건설과 산업 전

과 문화의 융합을 추진하여 문화산업발전에 대한

환 및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면 13차 5개년 규획

과학기술의 기여도 향상 다섯째, 대학과 정부연구

에서는 혁신을 문건의 전면으로 배치하고, 전 분야

기관의 기초연구, 기술개발과 창의적 인재양성 역

에 대해 혁신을 언급함으로써 이를 강조하고 있다.

할 강화 여섯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선, 시장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간섭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

의 실시로, 혁신을 바탕으로 하되, 그 중 과학기술

화 등 정부개혁 추진 등이다. 이 시기 창신형 국가

혁신을 핵심으로, 인재발전을 지원하여 과학기술

건설을 통한 ‘혁신’과 혁신주체로서의 기업의 역할

혁신과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

을 강조함으로써 기업과 ‘시장’이 연계될 수 있는

의 유기적인 결합을 추진하고 혁신 구동과 많은 강

기본 틀이 형성되었다.

점을 바탕으로 발전을 주도할 것을 명시하였다.

시진핑시대 ‘혁신’과 ‘시장’ 키워드의
정책적 구현

혁신드라이브정책
2016년 5월 19일 과학기술부는 “국가혁신드라이
브 발전전략 강요(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2012년 시진핑은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

를 발표하였다.7) 13차5개년규획에서 제시한 ‘혁신

회 주석, 2013년 국가주석으로 선출되면서 명실상

드라이브정책’의 액션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 위한

부한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 시

조치였다. 중국 과학기술은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

기는 전임 후진타오 집권시 추진된 12차5개년규획

장으로 도약하는 중이지만 과학기술, 공학, 산업의

6) 中共中央国务院, 关于深化科技体制改革加快国家创新体系建设的意见, 中发〔2012〕6号, 2012年9月23日
7) 中共中央 国务院印发《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2016年05月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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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 실시

목표

특징

과학기술혁신의 역할 강화

- 전략적 첨단 분야 혁신 추진
- 혁신적 조직체계 최적화
- 혁신 기초능력 업그레이드
- 지역 혁신 고지(高地) 조성

대중 창업/만중혁신 심화

- 창업혁신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
-“창업, 포용, 지원, 구축” 전면적 추진

혁신시스템 인센티브 메커니즘 구축

인재 우수 발전 전략 실시

발전 동력의 새로운 공간 확대

- 과학기술관리 시스템 개혁 심화
- 과학기술 사업화 및 수익분배 메커니즘 개선
- 보급형 혁신 지원정책 시스템 구축
- 대규모 인재풀 구성
- 인재의 최적화 배치 촉진
- 우수 인재 발전 환경 조성
- 소비 업그레이드 촉진
- 효과적 투자 확대
- 수출의 새로운 우위분야 육성

자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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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发改委， 2016/03/17

표 2 : 국가혁신드라이브 발전전략 강요

2개의
드라이브

1개의
시스템

과학기술 혁신 우선 실현

발전 방향과 중점을 명확히 하고 과학 탐색과 기술 극복을 통한 지속적 혁신
시스템 능력 형성

체제 메커니즘 혁신 실현

과학기술과 경제 및 정무 등 세 분야의 체제 메커니즘 개혁을 기획, 추진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기업과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사회조직 등 각종 혁신 주체 기능 방향 명확
히 설정, 고등교육기관의 혁신네트워크 구축, 군/민 융합의 국방과학기술협
력 혁신 플랫폼 건설, 혁신 장려정책 시스템 개선, 혁신 법률제도 보호 등으
로 전사회의 혁신 활력을 활성화시킴

규모 확정 성장방식 → 질적 효과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변화
전통적 요소 주도 발전 → 혁신요소 주도 발전으로 변화
6개의
변화

산업분업은 가치사슬 중/저 단계 → 중/고 단계로 변화
혁신능력은 “추격” 중심 → “병행”과 “선도” 위주로 변화
자원배치는 연구개발 단계 → 산업사슬, 혁신사슬, 자금사슬 기획배치로 변화
혁신주체는 과학기술자 등 소수 중심 → 대중의 혁신과 창업의 상호연계로 변화

자료: 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国务院, 2016/05/16

29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 중국의 혁신과 창업
① 중국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추진의 역사적 맥락과 전망:  ‘혁신’과 ‘시장’의 키워드 중심으로

자주적 혁신능력은 향상되고 있으나 여러 산업이

력 발전, 물오염 처리, 형질전환, 신약조제, 전염

여전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저 단계에 위치하여

병 예방, 안전 등이다. 과기혁신-2030중대프로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실정이고, 과학기술 인재 역

램은 ① 항공 엔진 및 가스터빈, ② 심해 탐사, ③

시 양적으로는 많으나 질적으로는 떨어지고 고급

양자 통신 및 양자 컴퓨터, ④ 뇌과학, ⑤ 정보보호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발전전략 강요의 주

및 네트워크 보안, ⑥ 딥스페이스 탐사 및 우주 로

요 추진배경이다.

켓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현대
산업기술체계에 구축이다. 현대농업기술, 차세대

국가과기혁신 13차5개년규획

ICT기술, 선진제조기술, 신재료기술, 청정고효율

13차5개년규획에서 강조된 ‘혁신’은 세부계획인
8)

에너지기술, 현대교통기술 및 장비, 선진고효율 생

<13·5 국가과기혁신규획>으로 구체화 된다. 우

물기술, 현대식품제조기술 등이 추진된다. 셋째는

선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국가적으로 전부처가 참

민생기술 및 지속발전의 기술체계이다. 여기에는

여하고 중장기목표를 갖는 중대과기프로그램이다.

생태환경보호기술, 자원고효율 순환이용기술, 인

여기에는 국가과기중대전문프로그램(国家科技重

구건강기술, 신형도시화기술, 공공안전기술 등이

大专项)과 과기혁신-2030중대프로그램(科技创

포함된다. 넷째, 국가안전보장 및 전략기술체계이

新2030—重大项目)을 추진한다. 국가과기중대전

다. 해양자원개발이용기술, 우주탐사 및 개발이용

문프로그램 주요 분야는 핵심전자부품, 첨단통신

기술, 극지기술이 강조되고 있다. 이상 각각의 기

칩, 기초소프트웨어, 집적회로 장비, 광대역 이동

술체계는 하위 개발 기술 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통신, 컴퓨터 수치제어, 천연 오일가스 개발, 원자

예를 들면 극지기술의 경우 다음과 같다.

표 3 : 극지기술 분야 하부단위 기술개발목표
1. 극지자원

탐사. 광물질 시스템의 3D구조 및 시공간 전달규칙을 밝혀내고, 극지 광산 예측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극지 광산 채굴이론 및 기
술을 확장하고, 광산 자원 탐사 핵심기술 및 장비를 개발하여 극지 천연오일 가스 자원 8000-10000m, 광산 자원 1000-3000m의 탐사역
량을 실현하고, 3000m 깊이의 광산 자원 탐사 플랫폼, 극지 천연오일가스와 우라늄 광산 자원 탐사 플랫폼을 구축한다.
2. 극지

환경 관측. 극지방 얼음 관측, 빙하운동 및 물리적 균형, 극지방 환경과정 곤측과 생물지구화학순환, 극지방 생물의 생물학적 특징, 생
태체계 및 진화, 극지방 해양 침적물 구조 및 고기후, 고환경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양극 해빙-해양-대기의 상호작용, 협력적 통합
의 관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극지방 환경 정보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통해 극지방에 관한 중국의 학문적 데이터 소스를 형성한다.
3. 극지방 변화가 세계 및 중국 기후에 미치는 영향. 극지방 환류, 해빙-해양-대기 종합적 변화 및 기후효과를 연구하고, 남극 극지 빙핵 기
록, 북극 얼음 진화 과정, 극지 스페이스 날씨 대기 과정의 상호작용 및 지구 기후변화와 중국 기후 및 재해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한다.
4. 극지 자원탐사 및 이용. 극지 지질 구조 및 잠재 광산 자원 탐사를 펼치고, 극지 천연오일가스와 천연가스 수화물 자원 탐사를 펼치고, 북
극 항법 환경 내항성 탐사 및 안전보장을 강화한다.
5. 중국이 주도한 대형 극지 국제 협력계획. 북극 장기관측계획, 남극 바다 장기 관측계획, 남극 해빙 탐사 연합 연구계획을 실시하여 극지 관
련 국제 지연 정치계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인다.
자료 :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科技创新规划的通知, 国发〔2016〕43号, 2016年07月28日

8)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科技创新规划的通知“, 国发〔2016〕43号, 2016年07月2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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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고 있다. 2014~2015년간 중국 중창공간의

그림 1 : 중창공간의 개념도
12,000

21.62%

10,000

11,640
10,120

다. 2016년 말 중창공간은 4,000개를 초과하였고

8,450
8,000
6,000

규모는 50여개에서 2,300여개로 46배 증가하였
2017년 중국중창공간 개수는 5,320개, 미래 5년

6,780

(2017-2021) 연평균 증가율은 약 21.62%로 2021

5,320

4,000

년 중국 중창공간은 11,640개에 도달할 것으로 예

2,000

측되고 있다. 이러한 확산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0

정책적 뒷받침이 가장 큰 유인요소가 되고 있다.10)
2017E

2018E

2019E

2020E

2021E

자료: 곽배성(2015).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업, 포스코경영연구원, p.6.

그러나 현재 중국 중창공간 80%의 이상의 공간
이 입주율 30%에 못 미치고 있어 우수 프로젝트
선별이 어렵고 투입자금 부족을 가져오고 있다. 한

중국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 추진
전망

개 공간 입주율이 60%이상이여야만이 손익분기점
이 도달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민간부문이 설립한 중창공간은 이

시진핑 정부의 “대중창업, 만중창신”정책의 적

윤창출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극 추진으로 중국은 지금 창업열풍으로 가득 차 있
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전역에 ‘중창공간(衆創空間)’
을 확산시켜 혁신’과 ‘시장’ 키워드가 절묘하게 만
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
다. 중창공간은 일반 대중이 창업할 수 있는 물리
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과
자원공유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공간을 포함하는
9)

창업서비스 플랫폼이다. 중창공간은 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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