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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대행비용 지원

1. 투자신고 절차

2. 오피스 임차 정보 제공

3. 법인설립 대행비 지원

4. 인허가 대행비 지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6층

인베스트서울센터(종로)

인베스트서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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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광화문

교보문고

영풍문고

청계천

SK서린빌딩일민미술관
보신각

그랑서울

SC제일은행

종로타워(서울글로벌센터)
인베스트서울센터

광
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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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역

fdi@sba.seoul.kr
*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 제출 완료 시에만 접수 완료로 처리됩니다.

대행사 선택

대행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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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신청서류

01.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0.2 법인설립대행 계약서 사본 또는 인보이스

03. 법무대행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 사본

04. 법무등기비용 영수증(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및 납입내역서

05. 외투기업(법인) 통장 사본

06. 외투기업 법인등기부등본

07. 외투기업등록증 사본

08. 외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01.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02. 인허가대행 계약서 사본 또는 인보이스

03. 인허가대행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 사본 

04. 인허가대행비용 영수증 및 납입내역서

05. 외투기업(법인) 통장 사본

06. 외투기업 인허가증명서 사본

07. 외투기업등록증 사본

08. 외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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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올해 신규 법인설립 또는 증자한 외국인 
투자자 (FDI 1억 이상, 서울 소재)

지원내용 투자/증자 규모에 따라 법인설립 대행비 
기본보수 지원
(ex. FDI 1억 → 지원금 42만원)
* 기본보수 외 기타비용은 투자자 자부담

대      상 올해 신규 법인설립 외투기업
(FDI 1억 이상, 서울 소재)

지원내용 투자 규모에 따라 인허가 대행비  
일부 지원
(ex. FDI 1억 → 지원금 42만원)
* 지원비용 외 기타비용은 투자자 자부담

01. 투자신고 절차 02. 오피스 임차 정보 제공

03. 법인설립 대행비 지원 04. 인허가 대행비 지원

투자상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투자자금 수취계좌 개설

은행 부동산

사무실 임대 또는 매입 

투자자금 수취 및 

주금납입

은행 등기소

법인설립

(또는 증자) 등기

사업자 등록

세무서 최초 신고기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모든 서류 제출 완료 시에만 접수 완료로 처리됩니다.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모든 서류 제출 완료 시에만 접수 완료로 처리됩니다.

서울시 글로벌부동산공인중개사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broker/globalbrokerInfo.do

대행사 선택 대행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대행사 선택 대행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ISC 또는 은행 은행 또는 KOT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