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로모션 보고
오사카 외국기업유치센터(O-BIC)는 2017년 9월 25일~27일의 일정으로 한국 서울에서
오사카 진출유치 프로모션을 개최하였다.
26일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주최하는 ‘Why Japan? 일본의 투자환경 심포지움’에
참가, 200명 이상의 한국기업 관계자에게 오사카의 강점인 라이프 사이언스와 IT분야의
투자환경, 우대책 및 진출사례 등을 홍보하였다. 또한, 심포지움 후에 열린 개별상담회와
교류회에서 약 40명의 한국기업 관계자와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각각 관심이 있는 업계정보와
O-BIC의 서포트 내용, 회사설립 수속 등 구체적인 상담에 대응하였다.

심포지움 개최 개요
일

시 : 2017년 9월 26일(화)10：00~13:10

장

소 : 포시즌즈 호텔 서울 3층 그랜드볼 룸

주

최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공동개최 : 주 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KCCI), 한일경제협회(KJE)
후

원 : 경제산업성(METI), 한국산업통상자원부(MOTI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KJCF)

기타 일본시장 진출에 특히 관심도가 높은
기업과 올해 유치한 기업을 방문하여 프로모션과
구체적인 상담 및 진척상황을 확인하였다.
O-BIC는 앞으로도 오사카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각 기업의 니즈에 맞춰 서포트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

오사카 외국기업유치센터
http://o-bic.net
오사카부

오사카府
Since 오사카
오사카시 2001 상공회의소

유치성공 464사

오사카
인구:880만명
(재류외국인 21.7만명 중
1위는 한국인 10.4만）

GDP: 37조엔
기업수:490,000사
한국행 직행편: 297편/주

(그 중 한국기업 80사)

원스톱 서비스
■4개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오사카의 기본정보를 제공
■무료 임시사무실 소개
■진출경비의 경감 및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정보 제공（10만~1억엔）
■법인등기나 재류자격 취득 등에 관한 상담, 수속대행처 소개
■사무실, 창고, 공장, 주거 등 부동산 정보의 제공
■통역, 번역, 시장조사, 법률, 세무, 회계분야 전문가 및 기업의 소개
■비즈니스 파트너의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지역 기업과의 네트워킹 행사 개최

오사카의 라이프 사이언스 산업거점



오사카 북부에는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에서 국내유수의 대학, 연구기관이 입지. 오사카시내의 ‘약의 거리＇로 알려진 도쇼마치 일대,
이바라키시, 미노시의 구릉지대에 펼쳐진 ‘사이토‘, 스이타시, 셋츠시 지역의 ‘겐토＇ 등 라이프 사이언스 관련기업의 집적을 지향합니다.
또한, 우메키타에는 창약 등의 지원기관을 집약시키는 등 환경정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사카 부내에 본사를 둔 라이프 사이언스 관련기업수:727사（2013.1 시점）

오사카에 본사를 둔 국내/세계 매출 상위 제약기업(2015년)

국내

세계

기업명

1위

17위

다케다약품공업(주)

7위

41위

다나베 미츠비시 제약(주)

8위

45위

다이닛폰 스미토모 제약(주)

9위

47위

시오노기 제약(주)

11위

62위

산텐제약(주)

12위

69위

오노약품공업(주)

15위

83위

사와이제약(주)

주요 의료·연구기관

교토대학 iPS세포연구소 (CiRA)

사이토

（출전）연(研) 파마 브레인「NEW Pharma Future VOL.1 No.1」(2016)

오사카국제공항

이화학연구소（고베연구소）
우메키타(그랑프론트 오사카）

의료기반·
건강·영양
연구소
오사카대학·
오사카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겐토
（순환기병연구센터 이전예정처)
신오사카역

도쇼마치
AMED 창약지원전략부
PMDA 간사이지부
간사이국제공항

오사카부

국립
순환기병
연구센터

이화학연구소
생명시스템
연구센터

오사카:이노베이션 시티

■대상:IoT, 인터넷, 모바일, 소프트웨어,
디지털 컨텐츠, 소비자 가전
(Consumer Electronics)(PDA, 로봇
포함)의 프로덕트, 서비스
참가 특전
・Hack Osaka에 참가하는 국내외 투자가와 개별면담 기회를 제공
・일본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기회를 제공
・입상자에게는 재차 방일할 수 있는 도항비 상당액을 수여
참가비
응모·심사·대표자 1명의 교통비, 숙박비에 관해서는 무료.
응모 (마감:2017년 10월 31일)＆문의
https://www.innovation-osaka.jp/hackosaka/en.html

OSAKA, Be Original
Waiting for You!

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
• 2-8, Hommachi-bashi, Chuo-ku, Osaka,
Japan
• E-mail: o-bic@osaka.cci.or.jp
• URL: http://o-bic.net/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