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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 창업 지원에 관한 국무원 의견
 2015년 6월 17일 국무원 판공청은 귀향 창업 지원에 관한 국무원 의견을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및 국무원 각 부처, 위원회와 직속기구:
 농민공, 대학생, 퇴역군인의 귀향 창업을 지원하고 대중창업혁신을 통해 농촌에서 다양한 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취업을 장려하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 또한 공업화 및 농업의
현대화, 도시화, 신농촌 건설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수 있음. 《개혁
혁신역량의 확대 및 농업 현대화 건설 가속화에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中共中央国务
院关于加大改革创新力度加快农业现代化建设的若干意见)》 및 《새로운 상황 속에서 취업･창업 관
련 업무를 더 원만히 수행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新形势下就业创业
工作的意见)》(국발(国发)〔2015〕23호)에 근거하여 농민공 등의 귀향 창업과 관련한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임.

1. 전반적인 요구
(1) 지도사상. 제18차 전국대표대회와 18기 이중･삼중･사중전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당 중앙 및 국
무원의 정책에 따라 창업 환경을 개선함. 또한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제고, 확산, 공유를 연
결고리로 삼아 다양한 귀향 창업 구조를 구축함. 농민공 등의 귀향 창업에 대한 열정을 최대한
일으켜 더 많은 현지 취업 기회를 만들어냄. 또한 새로운 형태의 공업화, 도시화 진전을 가속화
하여 대중창업혁신 붐을 일으키고, 경제사회 발전의 신동력을 육성함. 이로써 민생 개선, 경제구
조 조정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함.
(2) 기본원칙
 일반 특혜정책과 특별 지원성 정책을 결합함. 귀향 창업인이 일반 특혜정책을 공평하게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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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귀향 창업인의 리스크 대응력이 취약
하다는 특징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특별지원성 정책을 시행함.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적인 노력을 더함. 산업단지, 프로젝트, 자금 등 기존의 자원
을 최대한 이용하여 귀향 창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창업과 관련한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자원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귀향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정부가 시장을 유도하고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정부의 유도 기능을 강화하고,
녹색(绿色)･집약(集约)･실용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우호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함. 시장의 주도
적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귀향 창업 기업이 대기업, 시장 중개서비스업체 등과
함께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현하도록 지원함.
 농민공 유입지(输入地; 대도시)와 유출지(输出地; 농민공의 고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혁신창업 자원을 조정하고, 정책, 서비스, 시장 등의 측면에서 유입지와
유출지를 연결함으로써 귀향 창업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 사슬을 연장함.
2. 주요 임무
(1) 산업 이전을 장려하고 귀향 창업을 발전시킴. 유입지의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유출지로 산업단
지를 이전하도록 장려함. 특히 노동집약형 산업의 이전을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농민공 등의 귀향 창업을 발전시킴. 유출지의 자원 및 생산요소 측면에서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합한 산업을 고향으로 이전함.
(2) 유출지의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여 귀향 창업을 발전시킴. 일정 정도의 자금, 기술, 관리 경험을
갖춘 농민공 등이 발전 지역의 산업조직 형식, 경영관리 방식 등을 학습하고 유출지의 소비구조
및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시장 수요를 창업의 기회로 삼아 ‘작은 가게와 작은 공장’을 ‘특색 있는
가게, 체인점, 브랜드 상점’으로 개발하도록 함.
(3) 유출지의 자원을 유입지 시장에 접목시켜 귀향 창업을 발전시킴. 농민공은 유입지의 시장과 유
출지의 자원을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함. “인터넷 플러스”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현대적 상업을 발전시키고 소수민족 전통 수공예품, 친환경 농산물 등 유출지의 특산품을 개발,
브랜드화 등을 통해 유출지 제품 및 유입지 시장을 연결함.
(4) 1차･2차･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통해 귀향 창업을 발전시킴. 현급 경제를 발전키시고 귀향한
농민공이 역내 전문시장, 시범사업 경제에 녹아들어 지역 특색을 띤 산업 그룹을 개발하도록
함. 창업의 기초가 튼튼하고 창업 능력이 강한 귀향민이 고향의 잠재적 가치를 충분히 개발하여
농촌체험관광, 임업경제, 농촌광광 등을 발전시키고 농촌의 1차･2차･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도록 장려함. 소수 민족 특색 마을을 매개로 소수 민족과 관련한 풍속 관광업을 발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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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수 민족 지역의 창업을 장려함.
(5) 새로운 농업경영 주체의 귀향 창업을 지원함. 귀향민이 농민합작사, 소형 가족농장, 농업 산업화
기업, 임업장 등 새로운 유형의 농업경영 주체로 전환하도록 유도함. 귀향민이 대규모 재배, 농
산물 가공, 농촌 서비스업 및 농업기술 보급, 임업경제, 무역 및 판매, 농자재 배송, 정보 안내
등 다양한 마케팅 경로를 개발하고 특색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시장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도
록 지원함.
3. 기초시설 및 창업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
(1) 기초 서비스 플랫폼 및 인터넷 창업 온/오프라인 기초시설 구축을 강화함. 인력 및 자금 투입을
확대하고 현･향 기층 취업을 장려함. 사회보장서비스 플랫폼,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농촌
기층의 종합적 공공서비스 플랫폼, 농촌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종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들
플랫폼이 농촌 기층 공공서비스의 강화 및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초 시설이 되게 함.
 텔레콤 운영자가 인터넷 및 이동통신망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현･향급
인터넷 서비스를 개선하여 연결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비용은 낮추도록 함. 이와 동시에 속도
가 빠르고 도농을 모두 포함하며 품질은 뛰어나고 값은 저렴한 광대역 네트워크 기초시설 및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 농촌에 전자상거래를 도입한 종합시범현 사업을 확대 추진함.
 각종 정보를 개별 농가에 전달하여 농민들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고 귀향민이 이를 기반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함. 교통 물류 등 기초 시설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향진 정부, 농촌집
체경제조직 및 사회적 자본 등이 협력하여 지능형 전자상거래 물류창고기지를 구축하도록 함.
 또한 전체 현･향･촌 등의 농촌 물류기초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류기업들이 농촌 지역까지
물류 시스템을 확장하도록 장려함. 또한 콜드체인 물류배송 역량을 높여 농산물을 도시로, 공산
품을 농촌으로 보내는 양방향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2) 기존 자원을 조정하여 농민공 귀향창업원(返乡创业园)을 발전시킴. 농민공 등의 귀향 창업과 관
련한 전반적인 상황 및 기본 수요에 대한 조사 분석을 기초로 하여 각 지역은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 및 녹색화, 그리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함.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민공
귀향창업원 개발에 대한 계획을 마련함.
 기존의 다양한 개발단지, 농업산업원 등을 기초로 유휴 공방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종자육
성” 중인 귀향 창업 육성기지를 발전시킴. 중기에 들어선 창업기업 그룹의 발전을 유도하는 귀
향 창업 단지를 개발하여 창업과 관련된 요소들을 한곳에 모으고 창업의 비용을 낮추도록 함.
기존 물류시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분산되어 있는 빈 공간 등의 자원을 활용하고 도농
기초시설 건설, 전자상거래 발전 및 물류기초시설 개선 등과 결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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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농업 상태에 속하는 농민공 귀향창업원은 도농규획의 규정에 따라 구도시 및 진촌(镇村)의
개조, 농촌 집체경영성 건설용지 및 농촌택지에서 건설을 진행함. 농업･임업･축산업･어업에 속
하는 농민공 귀향창업원(返乡创业园)에 대해서는 농경지, 집체임야, 목초지, 수역의 소유권 및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건설업자가 소유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자원을 조정하고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함.
(3) 귀향 농민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교육을 강화함. 귀향 농민공 등의 창업 특성 및 수요, 그리고
지역 경제의 특징 등을 긴밀히 결합시켜 특별 교육계획을 마련, 실시함. 동시에 기존의 교육
관련 자원을 통합하여 대상 및 방향이 정확한 교육 프로젝트를 개발함. 또한 창업과 관련한 교사
육성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이 스쿨링, 원거리 인터넷 연결 등의 방식을 통해 창업 교육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도록 함.
 교육의 실시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규정에 따라 창업 교육 보조금을
지급함. 창업 지도교사 제도를 구축하여 창업 지도교사 그룹을 양성함. 또한 경험이 풍부한 기
업가, 전문경영인, 전자상거래 카운슬러, 엔젤투자자, 창업리더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가운데
상업 지도교사를 선별하여 귀향 농민공의 창업을 지도하도록 함.
 귀향 창업 교육 및 실습 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유명한 농촌기업, 농산물 가공기업, 농촌체험관
광 기업 및 전문적 시장 등을 동원하여 귀향창업인을 위해 창업 견습, 실습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농민공의 고향과 동부 지역 도시의 협력을 강화하여 귀향 창업 농민공 등이 정
기적으로 동부 지역의 기업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 및 관리 경험 강화를 지원함.
 빈곤촌 “제일서기(第一书记)”와 마을 사업단이 맡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귀향 농민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여 빈곤한 향촌 지역에서도 창업 리더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
(4) 농민공 등의 귀향 창업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개선함. 농민공 등의 귀향 창업과 관련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각 지역은 “정부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플랫폼에서 관련 자원을 취합하며 취
합된 자원을 이용하여 창업을 실시”한다는 기본 구상에 따라 기층 공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부
의 공공자원과 사회의 기타 다양한 자원을 취합하고 전문적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함. 사회보
장, 주택,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제도 개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귀향창업 농민공 등을
공공서비스 적용 범위에 포함시킴.
 기층취업 및 사회보장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귀향민의 창업 서비스, 사회보장 관계 이전
및 연결 등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각 사회보장 관계가 순조롭게 이전되도록 함. 전자상거
래 등 새로운 업종에서 창업한 사람들을 사회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
 귀향하여 창업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모색하고 창업 리스크를 낮추도록 함. 농촌
지역사회 건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지역사회가 귀향 창업을 지원하고 취업 인력을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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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또한 점진적으로 도농 지역사회에서 농민공 서비스 연결 메
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함.
(5) 귀향 창업과 관련된 중개서비스를 발전시킴. 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운용하여 교육
훈련 기관, 창업 서비스 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계 협회, 기타 그룹 등 사회 각 부문의 참여
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귀향창업 농민공 등이 기업을 설립, 경영,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능력 부족, 경험 부족, 자원 부족 등의 어려움 해결을 지원함. 전문화된 시장 중개 서비스
기관을 양성하고 시장 분석, 관리 지도 등 심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또한 관리 방식 개선과
시장 개척을 지원함. 대형 시장 중개서비스 기관의 활동 범위 확장을 장려하여 유출지에서 전문
화, 사회화, 네트워크화된 시장 중개서비스 시스템이 형성되도록 함.
(6) 귀향 창업과 대중 혁신의 결합을 유도함. 기업의 혁신창업 촉진 시스템 설립을 지원하고 자금,
기술, 서비스를 확산하도록 하며 귀향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관련 사업사슬을 이용하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대형 연구기관이 개방형 혁신창업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귀향창업 농민공 등 다양한 창업
자가 창업하여 과학 기술 성과의 자본화, 산업화를 가속화함. 사회적 자본, 특히 기업의 투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시장화, 전문화된 대중 창업 공간을 조성하도록 함. 또한 혁신과 기업 발
전, 시장 수요 및 사회적 자본을 효과적으로 결합함.
 개발 지역의 대중창업 공간이 유출지에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창업 이념을
꾸준히 제시하여 귀향 농민공 등이 창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과학 기술 특파원 제도를 추진하고 “성창천지(星创天地)”를 개발하고 농민공 등의 귀향 창업을
위해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귀향 창업과 대중 혁신이 결합되어 함께 발전할 수 있도
록 함.
4. 정책조치
(1) 귀향창업의 문턱을 낮춤. 상사(商事) 제도와 자본 등기 제도를 개혁하고 귀향창업 등기 방식을
개선하여 창업 주소(경영장소) 등기 수속을 간소화하고 일지다조(一址多照)18), 그룹 등록 등 주
소 등기 제도 개혁을 추진함. 또한 경영 범위를 확대하고 귀향 농민공 등이 농촌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촌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장려함.
 정부가 주도하고 재정부가 지원하는 농촌 공익성 사업 및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서비스 구매,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 등의 방식을 통해 농민공 등이 세운 기업 및 사회 조직이 농촌 공익성

18) 하나의 주소로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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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프로젝트의 건설, 관리 및 보호, 운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상업화 운영이 가능한 농촌 서비스업의 경우에 사회적 자본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방함. 농촌
건설 사업에 참여한 사회적 자본과 농촌 정부의 기능 이전 목록을 작성하고 귀향 창업자들이
건설에 참여하거나 공공 서비스 프로젝트를 담당하도록 유도함. 귀향한 사람들이 세운 기업이
정부 구매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함.
 농민공 등의 귀향 창업을 사회신용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귀향창업 시장 거래규칙 및 서비스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공공관리수준 제고 및 거래비용 감소를 촉진함. 귀향 창업과 관
련된 행정 허가 및 심사 비준 항목을 취소하거나 하급기관으로 업무를 이양하고 비행정허가
심사비준항목은 삭제하여 귀향창업 투자 프로젝트의 심사 비준을 줄여나감.
(2)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감세와 보편적 비용인하 정책을 동시에 시행함.
 농민공 등의 귀향창업이 정책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소형
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关于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的通知)》(재세(财税)
〔2015〕34호), 《소형기업 부가가치세 및 영업세를 지원하는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支
持小微企业增值税和营业税政策的通知)》(재세〔2014〕71호), 《소형기업에 대해 관련 정부성
기금을 면제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对小微企业免征有关政府性基金的通知)》(재세〔2014〕
122호), 《실업보험료 조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의 통지(人力资源
社会保障部财政部关于调整失业保险费率有关问题的通知)》(인사부발(人社部发)〔2015〕24호)
의 정책 규정을 적용하여 기업 소득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교육비 부가, 지방교육 부가, 수리건
설 기금, 문화사업 건설비, 장애인취업보장금 등 각종 세수 감면 및 실업보험요율의 삭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각급 재정부, 세무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부서 간 긴밀히 협력하고,상술한 정책 규정 및
《세수 등 우대정책 관련 사항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国务院关于税收等优惠政策相关事项的通
知)》(국발(国发)〔2015〕25호)의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
(3) 재정 지원을 확대함. 재정 자금의 레버리지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귀향창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함. 귀향 농민공 등이 설립한 새로운 농업경영주체에 대해 농업 보조금
정책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상응하는 정책 지원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
 농민공 등이 귀향하여 설립한 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사람 혹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을
고용할 경우에 규정에 따라서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함. 취업이 어려운 사람의 조건에 부합하
면서 융통성 있는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회보험 보조금을 어느 정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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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다양한 농업지원자금, 소형기업발전자금 등 기타 지원 정책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부
합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청 및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책
수익자의 정보 네트워크 메커니즘을 개발함.
 공상 등록을 마친 온라인 매장 운영자의 경우에 다양한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 공상 등록을 하지 못한 온라인 매장 운영자의 경우에는 유연고용 상태로
인정하고 유연고용에 상당하는 지원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4) 귀향창업 금융 서비스를 강화함. 정부의 지도를 강화하고 창업투자기금을 운용하여 사회적 자본
이 농민공 등의 초창기, 중기 귀향창업에서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산업 특색이 강하고 귀
향창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의 경우에 중소기업 특화 집합증권 및 기업채권의 발행을
모색하고 주식 발행을 통해 대중의 자금을 융자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직접융자 규모를 확대
함. 귀향창업의 융자 가능성을 높이고 촌진(村镇)은행,
 농촌신용사 등 중소금융기관 및 소액대출기업 등을 개발하여 귀향창업 신용평가 메커니즘을 개
선함. 또한 저당물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이 농민공 등의 귀향창업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장려하여 귀향창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및 서비스 역량을
확대함. 농촌의 일반혜택 금융을 발전키시고 농업과 관련된 자금 투입을 확대함.
 금융이 “삼농(三农)”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농민공 등의 귀향창업을 지원함. 창업
담보 대출 정책을 시행하고 대출 심사 비준 절차를 개선함.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귀향창업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창업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재정부는 규정
에 따라 대출이자 보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함.
(5) 귀향창업원 지원 정책을 개선함. 농민공 귀향창업원의 건설 자금은 건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함. 토지 임대의 방식으로 농민공 귀향창업원 건설을 진행할 경우에 개발된 고정자산은 건
설사 소유로 귀속됨. 물업 경영수익은 관련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분배함.
 농민공 귀향창업원의 통합조정 및 발전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재정예산 지출의 총 규모를 확대
하지 않고 전용자금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응하는 자금을 마련함.
 투자 보조, 대출이자 보조 등 적당한 방식으로 지원함. 금융기관이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하
면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혁하고 농민공 귀향창업원 기초시설 건설 및
산업클러스터 발전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관련 부문의 경우에 상응하는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귀향창업원의 수도,
전기, 교통, 물류, 통신, 광대역 네트워크 등 기초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함. 귀향창업원의 수
도･전기･토지 이용 표준을 적당히 완화하여 귀향자들이 귀향창업원에서 창업을 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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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적 실시
(1) 조직적 협력을 강화함. 각 지역의 각 부처는 농민공 등의 귀향창업 사업을 우선시하고 사업 추진
메커니즘을 조직함.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치를 세분화하며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정확
히 파악함. 사업 추진 결과를 취합･보급하여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를 연구, 해결하도록 함.
농민공 등의 귀향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각 지역, 특히 중서부
지역에서는 산업이전 및 도시화와 결합하여 더욱 혜택을 강화한 정책을 제정하고 농민공 등의
귀향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관련 부서는 협력을 강화하고 《농민공 등의 귀향창업을 장려하
는 3년 행동계획 요강(鼓励农民工等人员返乡创业三年行动计划纲要)(2015~2017)》(부록 참고)
을 성실히 시행하고 실시세칙을 마련하여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2) 시범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함. 국가 신형 도시화 종합 시범사업, 중소도시 종합개혁 시범사
업을 결합하여 시범사업을 조직적으로 전개함. 또한 창업혁신을 장려하는 시스템 환경을 마련하
여 우호적인 창업 생태시스템을 구축함. 민족전통산업 창업 시범기지, 현급 인터넷 창업 시범기
지를 마련하여 시범사업의 선도적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함.
(3)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함.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귀향창업자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홍보
를 함. 위챗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창업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귀향창업 교류
플랫폼을 구축함. 이 플랫폼을 통해 창업 관련 프로젝트를 전시하고 창업 기회를 전파하도록
함. 귀향창업 우수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사회 각 부문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농민공 등의
귀향창업을 촉진하여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부록: 농민공 등의 귀향창업을 장려하는 3년 행동계획 요강(20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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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농민공 등의 귀향창업을 장려하는 3년 행동계획 요강(2015~2017)
번호

행동계획 명칭

임무

실현방안

책임기관

1

기층창업
서비스능력
제고
행동계획

현, 향 기층취업 및 사회보장서비스 시설을
건설하고, 2017년 기본적으로 주요 유출지
취업 및 사회보장서비스 시
의 현급 서비스 시설이 모두 마련될 수 있
발전개혁위
설 건설을 강화하고, 전문
도록 함. 지방정부가 기층취업 및 사회보장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화된 창업서비스 능력을 제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각 기능부처별로
및 관련부처
고함.
귀향창업과 관련된 서비스 기능을 통합조정
하고, 창업서비스센터를 마련함.

2

농민공
귀향창업원의
통합조정 및
발전
행동계획

발전개혁위
유출지역의 시, 현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 개발구 및 농업산업원 등 다양한 단지, 유
주택도농건설부
민공 귀향창업원을 통합 조 휴지, 공장건물, 학교건물, 도매시장, 빌딩,
국토자원부
정, 발전시킴.
상가, 과학연구훈련시설 등을 이용하여 농
농업부
민공 귀향창업원을 발전시킴.
인민은행

3

농업/농촌
자원개발을
통한 귀향창업
지원
행동계획

귀향창업과 현급 경제의 발전을 함께 결
합하고, 새로운 농업경영주체를 양성하며,
농업부
농산물 가공, 농촌체험관광, 농촌관광, 농
임업국
촌서비스업 등 산업 프로젝트를 충분히 국가민위(国家民委)
개발함. 또한 농촌의 1차･2차･3차 산업
발전개혁위
융합을 촉진함. 소수민족 농민/유목민을
민정부(民政部)
대상으로 소수민족 전통 공예품 보호 및
부빈판(扶贫办)
발전 관련 교육을 실시함.

4

농촌지역의 정보, 교통, 물류 등 기초시설
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인터넷 속도를
기초시설
높이고, 비용은 낮추도록 함. 지방정부가
개선을 통한 정보, 교통, 물류 등 기초
관련 규획에 따라 사회자본과 함께 물류
귀향창업 지원 시설 조건을 개선함.
창고기지를 마련하고 콜드체인물류 등 기
행동계획
초배송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함. 물류기
업이 물류하향시스템을 갖추도록 장려함.

5

전국적으로 200개의 전자상거래 농촌 보
급 종합시범현을 세우고, 현, 향, 촌 3단
계의 물류배송 시스템 구축을 지원함. 현
전자상거래 농촌 보급 종합 급 전자상거래 공공서비스센터 및 촌급
시범현을 양성함.
전자상거래 서비스지점을 마련함. 농산물
브랜드 육성 및 품질보장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농산물 표준화, 등급별 포장, 1
차가공 배송 등의 시설 건설을 지원함.

농촌지역
전자상거래
종합시범사업
행동계획

새로운 농업경영주체를 양
성하고, 특색 있는 산업을
개발하며, 소수민족 전통수
공예품을 보호, 발전시키고,
창업을 촉진함.

발전개혁위
공업과정보화부
교통운수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상무부
교통운수부
농업부
재정부
임업국

2015 ‣ 가을 183

번호

6

7

184

행동계획 명칭

창업교육
행동계획

귀향창업과
대중혁신의
연결
행동계획

임무

실현방안

책임기관

별도의 교육계획을 마련, 실시하고, 목표
가 뚜렷한 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창
업 훈련 교사를 양성함. 교육기관의 스쿨
링, 원거리 인터넷 연결 등의 방식을 통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해 교육수요가 있는 귀향창업자들을 대상
우수한 창업 관련 교육자원
농업부 및 관련부처
으로 창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규정에
이 현향에 배치되도록 함.
공산당 청년단(중앙)
따라 교육 보조금을 지급함. 집단의 조직
전국부녀자연합회
적 발동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고 각
자의 자원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촌 부
녀자,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 특파원 제도를 시행하고, “성창
천지”를 조직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귀향창
업자들에게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함. 국
가자주혁신시범구, 국가 고신구(高新区),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대학과학기술연
구원, 고등학교, 과학기술연구원 등의 유
시장화, 전문화된 대중창업
리한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고, 업계의 대
공간을 구축함.
표적 기업, 창업투자기관, 사회조직 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대중창업공
간을 구축함. 발전 지역의 대중창업공간이
유출지에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귀향한 사람들의 창업의 어려움을 해결하
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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