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에서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안내

www.czechinvest.org/kowww.czechinvest.org/ko



체코투자청

투자와 비즈니스 개발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써 투자청의 역할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지원하고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체코투차청은 

산업통상부 산하에 1992년 설립된 이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왔고 1,600여개의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중개했습니다.

투자프로젝트
중개

체코코루나
 투자창출

새로운 
일자리

1,628건              900억                  262,812

1992년 체코투자청 설립 이후 실적임

까렐 꾸쩨라 
CEO, 체코투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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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투자청의 업무  

산업 분야별 세분화된 정보 제공

다양한 재정지원 안내

체코에서의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와 조언 

상업용 부동산 및 산업 단지 소개

잠재 비즈니스 파트너, 공급자(협력업체) 소개

체코 현지 답사 주선 

사후서비스 제공



체코투자청만의 특화된 서비스

분야별 공급자 데이터베이스: 3,500여개의 체코 회사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투자자는 분야별, 기술별, 제품별, 지역별 정보 검색을 통해 

부품업체 등 로컬기업 검색 가능

체코링크 (CzechLink):  전략적 투자가를 위한 정보 – M&A를 위한 마케팅 플랫폼으로, 체코에 기반을 두고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로써 재무 상태가 양호한 기업들이 참여

비즈니스용 부동산 서비스:  체코 상업용/비즈니스 사이트 등에 대한 최신 정보(14,000건- 그린필드, 브라운필드, 산업 단지와 사무실) 가 

망라돼 있으며 투자청과 구체적 상담 가능 

재정적 지원: R&D, 제조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센터에 대해 조건 충족 시 10년간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고용창출 및 직원교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원 



전략 분야

체코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투자가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체코투자청은 그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가장 큰 전략 분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 환경 생명 공학
& 의료 장비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첨단 공학 우주 항공

자동차
& 친환경 자동차

ICT 전기 공학 & 전자 나노 공학
& 첨단 재료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바르샤바

브라띠슬라바
비엔나

뮌헨

프랑크푸르트 프라하
오스트라바

브르노

플젠

지역 인구 노동 인구 수도 시간대 언어 주요 도시 인구

78,865 km2 10.5백만 5.3백만         프라하 GMT +1, 
서머 타임               
GMT +2

체코어 프라하:  1,267,449
브르노:  377,028

오스트라바: 292,681
플젠: 169,858

체코 기본 정보

Source: Road and Motorway Directorate 
of the Czech Republic, 2016; CzechInvest, 2016

Source: Czech statistical office, 2017

체코의 인프라 

고속 도로

고속 도로(건설 계획)

자동차 도로

공항



체코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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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투자 환경

기술력/교육수준이 뛰어난 인력

경쟁력 있는 임금과 가격 안정성

유럽 중부의 뛰어난 입지

잘 정비된 인프라

투명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R&D 에 대한 집중 투자  

안정적인 정치사회 시스템  

EU 멤버  

정신, 문화, 행동양식에서 서유럽과 유사

높은 생활 수준



국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 피치

체코 AA- A1 A+

슬로바키아 A+ A2 A+

폴란드 BBB+ A2 A-

러시아 BB+ Ba1 BBB-

불가리아 BB+ Baa2 BBB-

헝가리 BBB- Ba1 BBB-

루마니아 BBB- Baa3 BBB-

Note: Foreign currency long-term sovereign debt ratings
Source: Czech National Bank, 2017

투자 환경 지표 
1인당 GDP (2015년)체코 신용 등급

Source: Eurosta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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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반정부 총 부채 (GDP 대비 %) 

Source: Eurosta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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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

투자액 누계: 1001억 EUR/1215억 USD (1993년~2014년)

Source: Czech National Bank, 2017

금융 중개

제조업

부동산과 비즈니스 활동

무역, 호텔, 레스토랑

ICT 서비스

운송, 저장 및 통신

전기, 가스, 물

건설

기타

분야별 외국인 직접 투자 (1993년~2014년) 국가별 FDI 누적 (1993년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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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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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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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zechInvest, 2017

체코투자청에서 중개한 프로젝트 (2016년)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기술 센터

제조업

ICT

기타



성공적인 투자 사례

체코투자청은 지난 10여년 
간 우리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으며 투자청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는 기존 
투자 업체와 신규 업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조디악 에어로 스페이스는 
항공우주 장비와 시스템의 
선도적 업체로 헬리콥터와 
우주용 장비 분야 뿐만 아니라 
상업용, 비즈니스용 항공기 
분야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체코 플젠에 소재한 조디악 
항공의 자회사인 조디악 
갤리스 유럽 (Zodiac Galleys 
Europe s.r.o.)은 에어버스 
A320 시리즈를 위한 갤리의 
설계, 제조, 인증 업체이며 높은 
품질과 서비스로 소비자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조디악이 
체코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체코투자청은 프라하에 소재한 
화이자 글로벌 재무 솔루션 
(GFS)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투자청은 유용한 정보 제공, 
로컬 조직과의 네트워크 주선뿐 
아니라 직원들의 노동 허가 
취득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Jan Svatoš

Tarik Altumbabic
KyRic Tucker

Managing Director

CSC CZECH REPUBLIC

Program Manager

ZODIAC GALLEYS EUROPE S.R.O. 

Site Lead, 

Global Financial Solutions

PFIZER, SPOL. S.R.O. 

체코투자청으부터 제공받은 
세심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이자가 프라하에서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체코투자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뒤셀도르프

스칸디나비아

런던

키예프토론토

샌프란시스코
서울

상하이
도쿄

체코

 체코투자청 해외사무소

해외사무소

독일 | 뒤셀도르프

Phone: +49 211 250 56 190
E-mail: germany@czechinvest.org

중국 | 상하이

Mobile phone: +86 13817792614
E-mail: china@czechinvest.org

일본 | 동경

Phone: +81 03-5485-8266
E-mail: tokyo@czechinvest.org

대한민국 | 서울

Phone: +82 2 720 6080
E-mail: seoul@czechinvest.org

스칸디나비아

Phone: +420 296 342 809
E-mail: scandinavia@czechinvest.org

캐나다 | 토론토

2017 개소 예정

우크라이나 | 키예프

2017 개소 예정

영국∙아일랜드 | 런던

Phone: +44 20 8748 3695
Mobile phone: +44 77 8523 1520
E-mail: london@czechinvest.org

미국-동부 | 뉴욕

Mobile phone: +1 (347) 789 0570
E-mail: newyork@czechinvest.org

미국-서부 | 샌프란시스코

Mobile phone: +1 (831) 313 6295
E-mail: california@czechinvest.org



체코투자청 (본부)
Stepanska 15, 120 00 Prague 2
Czech Republic
Phone: +420 296 342 579
E-mail: fdi@czechinvest.org
www.czechinvest.org/ko

www.czechinvest.org/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