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중국 언택트 지사화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기술벤처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중창업혁신협력센터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하여『중국 언택트 지사화 

프로그램』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22일
한중창업혁신협력센터 센터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법인 설립을 위한 정보와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및 중

소·중견기업의 중국 현지법인 설립 및 초기운영 지원

나  지원 대상

◦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중국 법인 설립 및 수출, 제품 인증,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중국 신사업 발굴, 비즈니스 확대 기회를 모색하는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 내용

◦ 중국 진출 사전 조사 

◦ 중국 법인 설립(온라인 신청)

◦ 초기운영 및 사무공간(공동·독립형) 제공

◦ 현지 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

 ◦ 중국 협력사 발굴, 투자유치 및 수출 확대 지원

 ◦ 중국 지식재산권, 제품 인증 획득 지원
<중국 산둥성 옌타이 비즈니스 환경 개요>

-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한국 비즈니스 문화와 인프라가 갖춰진 중한(옌타이)산업단지 

소재 한중창업혁신협력센터 활용

- 옌타이개발구 내 1,724개 외국법인 및 글로벌 Top-500기업 82개사 진출 완료

  *옌타이 진출 한국기업 515개사(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투자금액 합계 25.5억 달러



2  신청 및 선정 절차

가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1. 02. 22(월) ~ 03. 19(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 / kimmy@kist.re.kr

 ◦ 사업 신청서류

    1. 사업 신청서 1부

    2.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회사 소개자료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재무제표(최근 3년) 각 1부 (3년 미만 기업은 가장 최근의 제무제표만 제출)

    6. 기타 참고 자료(투자유치, 특허, 해외수출 계약서, 인증 등) 선택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 평가 ⇨ 최종 선정

지원사업 안내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기준 선정 및 지원

2021.02.22 ~2021.03.19 2021.03.24 2021.03.29

다  선정기준 및 가점

   

구분 서면평가

기본 평가 항목
(100)

- 중국사업 확대 가능성(30)
- 기술/아이템 우수성(40)
- 사업 수행 역량(30)

가점 항목
(10)

- 중국어 가능자 유무(5)
- 중국 사업 수행 이력(5)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1 금융 및 보험업 4 무도장 운영업

2 부동산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라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kimmy@kist.re.kr (2021.03.19.(금) 18:00까지)
 ◦ 문의: 한국기술벤처재단 창업성장센터
    - 김민영 매니저 / 02-958-6684 / kimmy@kist.re.kr
    - 이병우 팀장   / 02-958-6694 / leebw@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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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가  사전 조사 지원

 ◦ 중국 법인 설립 가능 여부: 중국 내 외자법인 설립 제한 업종 확인
 ◦ 중국 정부 지원금 취득 가능성 평가

나  중국 법인 설립   

 ◦ 언택트(온라인) 형식으로 현지 법인 설립 지원

 ◦ 설립 신청서, 정관 등 자료 작성 지원

 ◦ 사업자등록증 중문 공증 등 설립 소요 비용 지원

다  초기설정, 사무공간 제공

◦ 현지 법인 초기운영 설정

  - 세무/계산서/세관 등 시스템 등록

  - 운영에 필요한 협력업체(회계/법무/특허) 추천 

◦ 사무공간/회의실 제공

   

구분 면적 호실수 임대료 관리비

공용 사무공간 338.85㎡ 1개실 × ×

독립형 사무실 98.94㎡~190.76㎡ 20개실 3년(무상)+2년(50%감면) 자부담

부대 시설 주차장, 의전실, 회의실, 화상회의실, 휴식라운지, 카페, 식당 등

     ※소재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경제기술개발구(Wisdom Valley Bldg, 300 Changjiang Rd, Yantai) 

◦ 시장개척 프로그램 참가

  - 협력파트너 발굴 매칭, 투자유치 설명회, 중국 전시회 등 참가 지원

라  현지 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

◦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전문 채용 플랫폼 활용을 통한 채용 리스크 최소화 전략 수립

   ※채용 필요성: 경영지원(회계 업무, 계약/거래처 관리, 창구 업무), 영업/마케팅 등 



4  프로그램 수행 이력

가  중국 시장개척 프로그램

 ◦ 중국 과기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중국 시장 진출 프로그램 개최
    - 약 200개사 지원을 통한 각종 성과 도출(투자유치, JV설립, 협력사 발굴 등)

 2014 동북3성 테크노마트  2017 선전 IR 설명회  2019 광저우 시장개척단

 2015 선양 테크노마트  2018 옌타이 테크노마트  2019 베이징 IR 설명회

 2016 청두 테크노마트  2018 상하이 무역사절단  2019 옌타이 시장개척단

 2017 선전 무역사절단  2018 베이징 IR 설명회  2020 북경 IR LIVE

 2017 시안 테크노마트  2018 상하이 시장개척단  2020 언택트 시장개척단

 2017 베이징 IR 설명회  2019 우한 테크노마트

나  중국 법인 설립 지원

 ◦ 코로나19 대응으로 언택트 형식의 중국 시장개척 기회 제공
    - 2020년, 1년간 8개사 중국 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 설정 완료
    - 세무/계산서/세관 등 시스템 등록
    - 운영에 필요한 협력업체(회계/법무/특허) 매칭

    - 현지 마케팅을 위한 SNS 계정(틱톡, 타오바오, 위챗몰 등) 등록

    - 현지 정상 거래를 위한 은행 계좌 개설

다  중국 현지 스캐일업 프로그램

 ◦ 투자기업 대상 중국 대기업 협력사업 발굴 프로그램
    - 중국 메이저 기업 조사 및 방문 협의를 통한 현지 시장조사  
    - 샘플 또는 기술 교류를 통한 협력 가능 분야 모색
    - 제품/기술 유통 또는 대리 판매 계약 지원

    - 현지 공장 설립 부지 조사 및 혜택 안내

라  중국 시장조사 보고서

 ◦ 우수 입주기업 대상 중국 시장조사 보고서 제공
    - 전문 시장조사 컨설팅 업체를 통한 조사 보고서 제공 
    - 타깃 시장 진입 장벽 및 전략 수립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