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기업

외투 유치 희망 
국내기업

글로벌 창업 인재
(예비창업자)

인베스트서울센터는 보다 매력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서울을 목표로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과 창업기반을 구

축하고자 서울시와 SBA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외국인 투자·창업지원 종합 플랫폼인 인베스트서울센터는  

투자·창업 전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 

합니다. 

투자 이전 상담과 비즈 투어부터 외투신고, 법인설립에 이

르는 행정 서비스는 물론 초기 정착지원 등 생활편의 지원

과 사후관리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전(全) 주기에 걸쳐 단

계별 맞춤형 밀착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해외 창업 인재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비즈니스 교육, 그리고 보육과 정주지

원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통합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 외국인 투자·창업지원 종합 플랫폼!

인베스트서울센터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센터 연혁 센터 위치

외국인 
스타트업

인베스트서울센터 소개

서울시 외국인 투자·창업

종합 지원 플랫폼

인베스트서울센터  종로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빌딩 6층

 (02)6361-4120   

 sgcbiz@sba.kr

  지하철 1호선 종각역 6번 출구

인베스트서울센터  강남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2층 A100

 (02)6001-7240   

 gangnambiz@gmail.com

  지하철 2호선 삼성역 6번 출구,  

9호선 봉은사역 7번 출구

인베스트서울센터  동대문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6 (청인빌딩) 7층

 (02)2271-9521~3   

 dgc@sba.kr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7번 출구

 investseoul.org

 facebook.com/InvestSeoulCenter

 investseoul.center

주요 고객

2008. 1 서울글로벌센터 개관

2019. 1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관

2020. 1 인베스트서울센터 출범



비자 포인트
•기술창업비자(D-8-4)
•무역비자(D-9-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주거 지원
(비용 지원)

인콰이어리

컨설팅

비즈니스 교육

인큐베이션오피스

인베스트서울 
비즈투어

FDI 
(외국인 직접투자)

정착지원
(리로케이션 서비스)

기업설립
(대행비 지원)

네트워킹

사후관리

※  컨설팅 실시 후 선별적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투자 신고 액에 따라 별도 패키지 제공

핵심기능 지원사업 외국인 투자 지원 외국인 창업 지원

Global 
Governance

주한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 펀드 운용 
AC/VC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기관

외국기업협회
(FORCA)

법무법인·
회계법인·은행

서울시 
신산업 

클러스터

법무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구축

국내·외 민·관 투자유치기관 및 글로벌스타트업 지원기관간 
협업 채널 구축

• 서울시 외국인 친화 투자·창업 환경 조성 및 홍보

•투자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 단계별 맞춤 지원

•외투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

•고충해결 옴부즈만

투자유치 마케팅

투자·창업단계별 맞춤지원

네트워킹 및 사후관리

Step 1
투자유치마케팅
· 서울시 투자·창업 환경 홍보

· 해외 주요 전시회/IR 참여

Step 2
인베스트서울 비즈투어
·  투자자 맞춤형 서울 특화산업 클러스터  

비즈 매칭 투어

Step 3
초기 정착지원(리로케이션 서비스)
·  주거, 비자발급, 교육, 의료 등 행정사항 및  

생활편의 지원

Step 4
고충상담네트워킹
· 기존 외투기업간 네트워킹

· 애로사항 및 고충해결 옴부즈만

OASIS  법무부 기술창업비자 (D-8-4) 취득을 위한 필수 또는 선택항목 점수

(OASIS) 인증과정

무역비자 법무부 무역비자 (D-9-1) 취득을 위한 필수항목 점수 인증과정

KIIP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컨설팅

· 투자·창업 일반 및 분야별 전문 컨설팅

·  법인설립, FDI , 비자, 세무/회계, 법률, 관세/통관,  

지식재산권, 인사노무, 창업특화 등

비즈니스 교육

· 외국인 창업대학 (OASIS-4)

· 서울시 외국인 무역아카데미 (무역비자)

· 비즈니스 한국어 (KIIP)

인큐베이션오피스

· 사무공간 제공 (OASIS-5,7)

· 비즈니스 코칭, 일대일 멘토링, 네트워킹

창업대전 (아이디어 오디션)

· 기술 기반 우수 아이디어 경진대회 (OASIS-6)

네트워킹

· 창업가 및 스타트업간 인적·정보교류 밋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