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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용 비고 

13:00 ~ 13:30 30' 참석자 체크 및 등록

13:30 ~ 13:35 5' 사회자 오프닝행사 
스케쥴 및 게스트 소개 사회자 진행 

13:35 ~ 13:40 5' 축사1 주중한국대사관 정통관 
노경원 

13:40 ~ 13:45 5' 축사2 우리은행 부행장 
권호동    

13:45 ~ 14:00 15' 특별강연 중국인민대학교 상학원 교수 
꿔하이（郭海） 

 제15회 기업가정신교육과정 창업 설명회 

 포스트코로나시기 중국창업현황과 창업성공사례 분석 

계획안

□ 행사 목적

ㅇ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은 한중청년 및 유학생, 한국기업가와 교민 여러분

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중한국대사관, 우리은행, 중국인민대학교 상학원,

처쿠카페(车库咖啡）,북경대학창업훈련캠프, 중관촌창업거리, 디지털 차이나，

중국유학생인원창업원연맹과 함께 <제15회 기업가정신교육과정 창업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한중청년 및 유학생, 한국기업가와 교민 여러

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 개요

 ㅇ주최기관: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ㅇ주    제: 포스트코로나시기 중국창업현황과 창업성공사례 분석  

 ㅇ일    시: 2021년 11월 19일 13시30분 (중국시간)  

 ㅇ참가대상: 예비대학생(20명~30명), 유학생 (40~50명), 일반교민 및 

             주재원(30~40명), 북경내 한국어 전공 중국대학생(5~10명) 

 ㅇ진행방식: 온라인 (텐센트 미팅(VOOV Meeting)

 ㅇ행사장소: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회의실

□ 행사순서 (중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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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40 40' 강사1+Q&A 북경대학교 창업훈련캠프 CEO
   왕젠(王健）

14:40 ~ 15:20 40' 강사2+Q&A 처쿠카페(车库咖啡）파트너       
웬젠슝(袁剑雄）  

15:20 ~ 15:40 20' 티타임

15:40 ~ 16:20 40' 강사3+Q&A 중관촌창업거리 연구원           
꿔융안(过泳安）

16:20 ~ 17:00 40' 강사4+Q&A 디지털 차이나 총감 
왕신난(王昕南)

17:00 ~ 17:40 40' 강사5+Q&A 중국유학생인원창업원연맹 비서장
랑찡(郎靖）

17:40 ~ 17:50 10' 행사 총결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김종문 

 

□ 신청방법: 

 ㅇ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여 2021.11.17.(수) 현지시간 17시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적인 공지사항은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홈페이지: http://www.kicchina.org

                                신청코드

□ 온라인 참여안내: 

 ㅇ 온라인 행사참여는 텐센트 미팅(VOOV Meeting) 번호 입력 혹은 스캔하여

    행사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텐센트 미팅 (VOOV Meeting)번호와 QR코드는 11월15일 글로벌혁신센터
(KIC중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    의: 

 ㅇ KIC중국 이종걸 과장 연락처 (위챗ID): 1326312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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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업 소개 

1. 중국인민대학교 상학원

중국인민대학교상학원 (Renmin Business School) 은 중국 최고의 상학원 중 하나로서 신중국 
최초로 관리 교육을 설립한 기관이고 중국 국내 최초로 EQUIS 와 AACSB 두 개 국제 상학원 
질량 인증 체계를 통과하여 예일대학교경영학원과 글로벌 고급관리 연맹 (GNAM) 설립을     
발기한 회원 중 하나입니다. 

2018년, 중국인민대학교상학원의 MBA 고층관리 교육 프로그램은《金融时报》글로벌 경영 대
학원 순위 50강에 진입하여 39위와 13위에 올랐으며 교육부에서 실시한 첫 전공 학위 수준평
가에서 회계 석사 전공 학위는 A+급, 공상관리 전공 학위는 A급을 받았으며 AACSB (국제 엘
리트 경영 대학원 협회)를 통해 회원 자격을 5년 더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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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경대학교창업훈련캠프

북경대학교창업훈련캠프는 2012년에 설립되어 북경대학교의 교육 자원, 연구 자원, 교우 자원
을 활용하여 창업교육, 창업연구, 창업 인큐베이팅, 창업 투융자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플랫
폼입니다.

북경대학교창업훈련캠프는 중국의 우수한 창업 청년 육성 및 지원, 미래지향적 과학 기술 발굴 
및 발전, 혁신 창업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경대학교창업훈련캠프는 설립 후 3년 동안 100여 개의 실전 창업 수업을 개발하여 누적된 
수업은 700시간을 넘었고 북경대학교 내외 300명가량의 멘토들을 초청하여 교육, 로드쇼와 투
융자 지원 등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으며 북경대학교연계투자기금연맹
과 협력하여 엔젤투자자로부터 pre부터 IPO까지 모든 경영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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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쿠카페(车库咖啡）
처쿠카페(车库咖啡）는 2011년 4월 7일에  세계 최초의 창업 테마 카페로 오픈하며 스타트업
에게 저렴한 사무환경과 가장 원활한 교류 협력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쿠카페(车库咖啡）의 창립 초기에는 11명의 엔젤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동업하여 설립하였고 
스타트업에게 창업 서비스 지원,  초기 창업가의 투자 유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주력하였습
니다.

처쿠카페(车库咖啡）는 스타트업에 논스톱 투자 유치 및 융자 종합 해결 방안을 제공하여 프로
젝트가 신속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한 창업 지도, 자원 도킹, 홍보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우수한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
원 공유, 경험 공유 등에 기반한 투자자와 창업가의 다차원적인 협력 발전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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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관촌창업거리 과학기술 서비스 유한공사 

중관촌창업거리 과학기술 서비스 유한공사는 중관촌창업거리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정구 

국자위 (海淀区国资委） 산하 국유기업인 북경해정부동산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현재는 약 70명

의 전공화된 운영 및 서비스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에 독일, 이탈리아 등 다국적 직원

들이 입사하여 더욱 국제적인 배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중관촌창업거리 과학기술 서비스 유한공사는 글로벌 산업 혁신 생태 엑셀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고 전 세계 각지의 우수한 대기업, 대학교, 투자 기관, 창업 서비

스 기관, 창업자 등과 광범위하게 협력하여 기업의 초창기 - 성장기 - 성숙기 모든 발전 주기

에 대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거리 운영을 바탕으로 "산업 혁신 서비스", "글로벌 혁신 인큐베이터", "창업 서비

스 플랫폼", "과학기술 투자 서비스"등 몇 가지 분야의 서비스 체계는 창업 혁신을 통한 새로

운 가치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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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 차이나

디지털 차이나는 2000년 설립 이래로 2001년 홍콩에서 상장 하였으며 19년 동안 "디지털 차이

나"를 사명으로 삼고 "책임, 열정, 혁신"의 기업문화로 끊임없는 혁신을 거쳐 중국 IT 제품의 

판매 선두 기업에서 중국 전체 통합 IT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났고, 디지털화 전문가와 스마트

도시 전문가의 전략을 더한 후 디지털화 전환의 길로 나아갔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앞장서는 

빅데이터 운영 서비스 그룹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차이나는 5대 업무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바로 스마트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디지털 차이나 스마트 도시 서비스 

그룹", 대기업과 농업 정보화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차이나 정보 서비스 주식유한공사", 

그리고 “디지털 차이나 그룹”, “공급 체인 서비스 본부”와 “금융 서비스 그룹”으로 나

뉘며 이의 종합 업무 규모는 현재 홍콩 달러 700여억 달러를 넘어섰고 전국 2만여 명의 직원

과 50여 개 도시에 주재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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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유학생인원창업원연맹

2008년 설립된 중국 유학생창업단지는 중국 국가과학기술부, 교육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공산당 
당중앙의 공동 지도 아래 유학생들의 창업 발전을 지원하는 창업원과 관련 기업체, 기관이 공동
으로 발족해 자발적 방식으로 구성한 전국적인 국가급 유학생 창업 단지 서비스 기관입니다. 

연맹은 전국 백여 개의 유학생 창업 단지를 모아 창업 관련 부문 위탁, 유학생 귀국 후 창업 
플랫폼과 서비스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전개하며, 창업 단지, 투자 기관, 전문
가의 풍부한 자문과 해외 인재 창업 기업, 창업 프로그램 등 전국을 아우르는 창업 자원 네트
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유학생인원 창업원은 업계 멘토링, 기업 촉진, 창업 활동, 연구 홍보 등 서비스 사업 체계, 다
양한 방면에서 혁신 요소 발휘, 해외 인재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 가속화, 공간 연계, 기술 연
계, 자금 네트워크, 서비스 연계 조성, 창업하기 좋은 생태 환경 조성, 기업 자율성 강화, 전국 
유학원 창업 단지가 국제화, 정보화, 특성화, 시장화, 브랜드화를 목표로 두고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