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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Invest KOREA 대표 장상현입니다.

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국은 글로벌 3대 시장인 미국·중국·EU 

모두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유일한 G20 국가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FTA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혁신지수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혁신 DNA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글로벌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이미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Invest KOREA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선도적인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산업 분야의 외국 기업 유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IK에서는 각 국가별로 한국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하여 전략적 IR(Investor Relations)을 추진하고, IKMP(Invest Korea Market 

Place) 등 외국인 투자유치 수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외투 기업이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재 채용, 고충처리 등 

다양한 애프터케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Invest KOREA는 외국인 투자가와 국내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인사말씀

Invest KOREA

조직안내 외국인투자가 지원 서비스 투자 프로젝트 발굴 지원 및 홍보 투자가 맞춤형 지원 사후지원 해외투자진출 지원 서비스인사 말씀Invest KOREA 소개

Invest KOREA 대표  장 상 현

조직안내 Invest KOREA는 무역투자진흥기관인 KOTRA 내에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위해 

설립 되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KOTRA 직원들이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36개의 KOTRA 해외 투자거점무역관과 

외국인잠재투자가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투자기획실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관련 정보 수집          

•한국 비즈니스 환경 홍보

•PM제도 운영

•외투기업 채용 지원 등

투자유치실

•산업별 PM에 의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Invest Korea Market Place(IKMP) 추진 등

•  정부·지자체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해외투자·유턴지원실

•해외진출센터 운영

•M&A 프로젝트 지원

•  해외진출 희망기업 및 유턴기업 지원

투자종합상담실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외국인투자기업 사후지원 및 고충 처리 

KOTRA 내에서

Invest KOREA, 종합행정지원센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외국인 투자가를 돕기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종합행정 지원센터

투자종합상담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외투기업고충처리실

Invest 
KOREA

투자기획실 투자유치실
해외투자·

유턴지원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수립)

KOTRA
(정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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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 지원 서비스

Invest KOREA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지원합니다.

06 07

Invest KOREA

투자 프로젝트 발굴 지원 및 홍보

잠재투자가를 위한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타켓팅 지원과 투자환경 홍보 

•Investor Relations(IR)

•Invest Korea Week (IKW)

•투자환경 홍보

•FEZ 공동사업

투자가 맞춤형 지원

투자가 수요에 맞는

한국 파트너 매칭 및 산업별 PM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원스톱 행정 지원 

•Invest Korea Market Place(IKMP)

•Project Manager(PM)

•외국인투자 원스톱 서비스

•레드카펫 서비스

•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GAPS)

사후 지원

외투기업의 우수 인력 채용 지원, 

인큐베이팅 시설 제공 및 

한국 내 경영 애로 해소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지원

•Invest Korea Plaza(IKP)

•외국인투자옴부즈만

Invest 
KOREA

조직안내 외국인투자가 지원 서비스 투자 프로젝트 발굴 지원 및 홍보 투자가 맞춤형 지원 사후지원 해외투자진출 지원 서비스인사 말씀Invest KORE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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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프로젝트 발굴 

지원 및 홍보

투자환경홍보

한국 투자홍보대사 운영

주요 현지 인사를 한국 투자홍보대사로 위촉하여 IK와 함께 활동

문의처       투자홍보팀  02-3460-7845

Investor Relations

(IR) 

한국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투자 프로젝트 발굴과 타겟팅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투자유치실  02-3460-7884

● 산업부 주최 국가 통합 투자환경 설명회(IR)

● 지자체 투자유치단 파견

● 국내 수요기업 연계 투자환경 설명회(IR)  

● 1:1 맞춤형 투자 상담  

● 유력 잠재투자가 방한 초청

● 인콰이어리·입지시찰 지원 

Invest Korea Week

(IKW) 

국내외 외국인투자가를 초청하여 한국의 투자유치환경을 소개합니다.

문의처       투자전략팀  02-3460-7828

● 산업별 맞춤형설명회

● 1:1 투자상담회

● 산업입지시찰

●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문의처       투자전략팀  02-3460-7833

경제자유구역청(FEZ) 

공동사업

경제자유구역청(FEZ)의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여 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기여합니다. 

● 산업별 FEZ 통합 투자환경 설명회(IR) ● 해외 유력전시회 연계 투자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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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Global Link to Success Korea, Global Link to Success

With stable economic fundamentals and an AA 
national credit rating*, Korea rose to become the 
world’s 12th largest economy and 6th largest 
exporter.
(* Source: Standard&Poor’s)

Located in the heart of Northeast Asia, Korea has 
forg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52 countries that 
account for 77% of global GDP. It is the only G-20 
nation that engages in free trade with the U.S., 
China and the European Union, the world’s three 
largest economic regions. 

Korea has ranked No. 1 on the Bloomberg 
Innovation Index for five consecutive years.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it is the second 
biggest investor in R&D and home to distinguished 
and talented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world's best 5G network and ICT technology, 
along with top-class infrastructure provide you with 
the most optimal business environment. 

Korea, the bridge to the global market, leads your 
business to success.

Gwangan Bridge, Busan

The Bridge to the 
Global Market

홍보자료 발간

● KOTRA 월간 영문 뉴스레터(KOTRA Express) 

● 한국 투자환경 홍보 브로슈어 

● 주요 산업별 홍보자료 

● Invest KOREA 소개 브로슈어 등

국가투자유치포털(www.investkorea.org) 운영 

한국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Invest KOREA 홈페이지

Invest KOREA

조직안내 외국인투자가 지원 서비스 투자 프로젝트 발굴 지원 및 홍보 투자가 맞춤형 지원 사후지원 해외투자진출 지원 서비스인사 말씀Invest KORE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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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MP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및 기관을 발굴하여, 

외국인 투자가의 수요에 맞춰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유치 희망 프로젝트를 

Invest KOREA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잠재투자가를 찾습니다.  

Invest Korea Market 

Place(IKMP)

투자가 

맞춤형 지원

IKMP 활용 방법(투자가)

1.    Invest KOREA 영문 홈페이지 접속

 www.investkorea.org → 하단 Invest Korea Market Place 클릭

2.   세부항목 설정 및 조회

 IKMP Project Search에서 산업/투자규모 등 세부항목 설정 후 조회

IKMP 사업 신청 방법(국내 기업)

1.   온라인 사업신청(www.investkorea.org)

 Investkorea.org → 언어 선택(KR) → Invest Korea Market Place → IKMP 사업신청 

 * KOTRA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2. 심사 및 지원

 내외부 자문위원의 심사를 거쳐 IKMP 프로젝트로 선정 후 지원

 * 투자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내 프로젝트 게시, 적격 투자가 발굴 지원 등

문의처       신산업유치팀  02-3460-7859

신산업 외국인투자 촉진 펀드

신산업 외국인투자 촉진 펀드는 국내 우수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 확보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이 함께 조성하였습니다.

Invest KOREA

▶ Investment Highlihgts

▶ Products and Services

▶ Major Clients (or Potential)

       ▶ Company Profile

       ▶ Financial Figures

       ▶ Business Plan

▶ Investment Requirement

▶ Contact Point

IKMP Project Search를 통해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KMP Project 조회

IKMP Project 기업 자료

조직안내 외국인투자가 지원 서비스 투자 프로젝트 발굴 지원 및 홍보 투자가 맞춤형 지원 사후지원인사 말씀Invest KOREA 소개 해외투자진출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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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투자전략팀  02-3460-3226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요 투자 프로젝트에 

산업별 PM을 지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초기 투자 상담  

● 투자 인센티브 절차 안내   

● 법인 설립 관련 안내  

● 부지 선정 및 매입을 위한 현장 지원  

● 인허가 절차 관련 지원  

● 투자가의 국내 정착을 위한 생활 여건 상담 등

글로벌 선도기업의 수요에 맞춘 한국 기업·연구소 및 프로젝트 발굴과 기술협력 등 

심층적인 파트너링 사업을 지원합니다.

● 합작투자                                           ● 기술이전                                          ● 공동R&D

Project 

Manager(PM)

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GAPS)

문의처       기간산업유치팀  02-3460-7887

분류 지원산업 문의처

신산업

스타트업 / 재무적 투자유치 

ICT / 의약·헬스케어
02-3460-7863

 기간산업

기계 및 부품소재 / 화학소재 / 

에너지·환경 / 소비재 / 

항공우주·선박·로봇 / 반도체·디스플레이

02-3460-7887

서비스산업

물류·유통/ 부동산·관광레저

비즈니스서비스 / 금융 / 문화콘텐츠
02-3460-3287

레드카펫서비스
방한 투자가의 국내 체재기간 중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가로서 중앙정부부처, KOTRA 해외무역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및 주한 외국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인사

지원사항

산업시찰 공항영송지원

입국수속지원 차량지원 PM 수행

투자상담주선

투자종합상담실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검토 및 이행 단계 

지원은 물론 임직원과 가족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투자 

원스톱 서비스

외투기업 경영 개선활동 지원

현장상담서비스 실시

● 외투기업, 해외모기업, 잠재투자가 직접 방문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 외투기업 및 해외 투자가의 고충 처리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자료 발간

● 외국인 투자 가이드             ● 외국인 투자 QnA

● 노동법가이드                    ● 한국생활가이드 

● 외국인을 위한 법인 설립 안내 등  

이용 안내

● 문의전화 : 1600-7119

● 운영시간 : 월-금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7, Invest Korea Plaza 2층

● 제공언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 온라인상담 : www.investkorea.org → How We can Help → Online Consulting

분야 세부내용

관세·국세
현물출자 확인서 발급

사업자 등록신고

생활 생활상담·현장동행서비스

입지 맞춤형 입지 상담

외투신고 외투신고·등록·변경

법률
법인설립절차 안내/

법률 상담

분야 세부내용

세무·회계
조세·재무 및 투자 

인센티브 상담

고용·노사
노사관계·

고용지원 제도 상담

비자 비자발급·갱신·변경

면허 한국면허로 교환 발급

주요지원사항

Invest KOREA

조직안내 외국인투자가 지원 서비스 투자 프로젝트 발굴 지원 및 홍보 투자가 맞춤형 지원 사후지원 해외투자진출 지원 서비스인사 말씀Invest KORE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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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채용 지원

사후지원

채용 수요에 따른 인재채용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인재채용 지원 사업을 수행합니다.
Invest Korea 

Plaza(IKP)

Invest Korea Plaza(IKP)는 국내 최초의 외국인투자가 전용 인큐베이팅 및 투자지원 

시설로 매년 40여개사의 투자기업이 IKP에 입주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대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 유관기관

외국인투자기업 채용 박람회·상담회

다수의 외국인투자기업들과 구직자들이 모여 기업설명회, 채용상담, 면접 등을 진행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노무 관련 전문 상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노무 관련 전문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처       외투기업채용지원팀  02-3460-7877

외국인투자기업 채용 전용관(http://kotra.incruit.com)

외투기업의 정기 및 수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상시채용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용안내

● 문의전화 : 02-3497-1000

● 운영시간 : 월-금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7, Invest Korea Plaza 4층

● 제공언어 : 영어, 한국어

● 이메일 : ikp@kotra.or.kr

● 웹사이트 : www.ikp.or.kr

지원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의 초기 정착을 위한 사무실 및 비즈니스센터 활용 지원

● 입주 후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지원

●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위한 피칭 인프라 지원 

Inve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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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옴부즈만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기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밀착형 사후지원과 고충처리를 

위한 기구로 지난 1999년 설립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왔습니다. 해외투자진출지원 서비스

Invest KOREA는

세계 각 국가와 비즈니스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 및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해외투자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닥터 Hot-Line 운영 및 현장방문 

금융/외환, 회계, 비자/출입국, 노무, 인증/안전, 법률/환경, 건설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홈닥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방문하며 고충발굴 및 처리 업무를 추진합니다.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정보 서비스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규제 관련 입법정보를 영어로 안내하고, 외국인투자가들이 관련 

입법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www.ombusdman.kotra.or.kr > Regulatory Information)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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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유선(전화) 상담

•방문(내방) 상담

 상담분야 담당자 전화 연락 → 상담 내용 및 스케줄 조율 → 방문 상담

분야 문의처

금융/외환 02-3497-1686

회계 02-3497-1686

인증/안전 02-3497-1688

건설 02-3497-1691

분야 문의처

비자/출입국 02-3497-1823

노무 02-3497-1693

법률/환경 02-3497-1685

해외투자진출 지원 서비스Invest KOREA 소개 외국인투자가 지원 서비스인사 말씀 조직안내 투자 프로젝트 발굴 지원 및 홍보 투자가 맞춤형 지원 사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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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 운영과 관련된 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해외 진출이 

활발한 국가에 ‘한국 투자기업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 정착을 지원해드립니다.

해외투자 지원 유턴기업 지원

지원대상

● 해외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기업

●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한 기업

   (기존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에서 신·증설하여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한 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동일 기준)

●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하여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지가 동일한 기업

지원내용

● 국내 복귀 의향 기업 종합 상담

● 국내 복귀 신청 기업 접수 및 심사

문의처       유턴지원팀  02-3460-7362

해외 M&A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진출, 기술확보, 브랜드인수, 

유통망구축, 생산기반확보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범위

지분인수, 사업부문 인수(Spin-off), 유·무형 자산인수 등

지원내용

M&A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외 M&A 매수 지원방식 및 범위 설계

진행절차

참가신청(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신청서 양식 송부) → M&A팀 전문가와 개별 면담으로 

지원내용 협의 → 사업신청서/비밀유지협약 체결 → 딜 진행 지원 → 사후관리

글로벌 M&A 지원

문의처       투자MnA팀  02-3497-1110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성공적인 국내 복귀(신설 또는 증설)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국 몽골 러시아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다롄 울란바토르
블라디

보스톡
모스크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마닐라 양곤 방콕

캄보디아 인도 폴란드 독일 멕시코 브라질

프놈펜 뉴델리 바르샤바 프랑크푸르트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14개국 21개소

한국 투자기업 지원 센터 현황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인도

필리핀

멕시코

브라질

독일
중국

몽골

러시아

폴란드

인도네시아

문의처       투자MnA팀  02-3460-7357

지원내용

● 해외진출 국내기업 현지 운영 관련 전문가 상담 지원

● 현재 해외투자 이슈 및 경영 정보 세미나/포럼 개최

● 해외 주재국 정부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

Inve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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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Global 
Network 
Supporting foreign 
investors worldwide

36 overseas offices 
in 19 countries 

HEADQUARTER

13, Heolleung-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82-2) 1600-7119

E-mail ikonline@kotra.or.kr

Homepage www.investkorea.org

NORTH AMERICA

New York, USA

Tel (1-212) 826-0900

E-mail kotrany@hotmail.com

Los Angeles, USA

Tel (1-323) 954-9500

E-mail info@kotrala.com

Chicago, USA

Tel (1-312) 644-4323

E-mail info@kotrachicago.com

Dallas, USA

Tel (1-972) 243-9300

E-mail inquiry@kotradallas.com

Washington D.C., USA

Tel (1-202) 857-7919

E-mail washington@kotradc.org

Silicon Valley, USA

Tel (1-408) 432-5000

E-mail info@kotrasv.org

Detroit, USA

Tel (1-248) 619-1601

E-mail dtt_ktc@kotra.or.kr

Vancouver, Canada

Tel (1-604) 683-1820

E-mail info@kotrayvr.com

Toronto, Canada

Tel (1-416) 368-3399

E-mail info@kotra.ca

EUROPE

Frankfurt, Germany

Tel (49-69) 2429-920/9

E-mail frankfurt@kotra.or.kr

Hamburg, Germany

Tel (49-40) 3405-740

E-mail info@kotra.de

Munich, Germany

Tel (49-89) 2424-2630

E-mail munich@kotra.or.kr

Paris, France

Tel (33-1) 5535-8888

E-mail paris@kotra.or.kr

London, U.K.

Tel (44-20) 7520-5300

E-mail kotra@kotra.co.uk

Brussels, Belgium

Tel (32-2) 203-2142

E-mail kotrabru@kotra.or.kr

Milan, Italy

Tel (39-02) 79-5813

E-mail kotramil@kotra.it

Zurich, Switzerland

Tel (41-44) 503-5300

E-mail ktc@kotra.ch

Stockholm, Sweden

Tel (46-8) 308-090

E-mail stockholm@kotra.nu

Copenhagen, Denmark

Tel (45) 3312-6658

E-mail info@kotra.dk

Amsterdam, Netherlands

Tel (31-20) 673-0555

E-mail info@koreatradecenter.nl

Vienna, Austria

Tel (43-1) 586-3876

E-mail kotravie@kotra.at

Madrid, Spain

Tel (34-91) 556-6241

E-mail madridktc@kotra.or.kr

ASIA & OCEANIA

Singapore

Tel (65) 6426-7200

E-mail info@kotra.sg

Sydney, Australia

Tel (61-2) 9264-5199

E-mail info@kotra.org.au

Melbourne, Australia

Tel (61-3) 9860-0500

E-mail info@kotramelbourne.org.au

Tokyo, Japan

Tel (81-3) 3214-6951

E-mail kotratky@kotra.or.jp

Osaka, Japan

Tel (81-6) 6262-3831

E-mail osaktc@kotra.or.jp

Nagoya, Japan

Tel (81-52) 561-3936

E-mail nagoya@kotra.or.jp

Fukuoka, Japan

Tel (81-92) 473-2005

E-mail fukuoka@kotra.or.jp

Beijing, China

Tel (86-10) 6410-6162

E-mail 712461@kotra.or.kr

Shanghai, China

Tel (86-21) 5108-8771/2

E-mail shanghai@kotra.or.kr

Guangzhou, China

Tel (86-20) 2208-1600

E-mail canton@kotra.or.kr

Qingdao, China

Tel (86-532) 8388-7931

E-mail qd_kotra@daum.net

Hong Kong, China

Tel (852) 2545-9500

E-mail kotra5@kotra.org.hk

Taipei, Taiwan

Tel (886-2) 2725-2324

E-mail kotra.tpe@msa.hinet.net

MIDDLE EAST

Dubai, United Arab Emirates

Tel (971-4) 450-4360

E-mail ktcdxb@emirates.net.ae

Global Link to Success 

* KOTRA operates a global network of 
129 overseas offices in 84 count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