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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출발이야말로 모든 투자프로젝트에서 성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귀사의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확고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RW) 연방주 경제개발공사 
NRW.INVEST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NRW.INVEST는 귀사가 NRW 연방주에 정착
하는 전체과정을 지원해주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시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NRW.INVEST는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편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 지식을 제
공하고 지역 경제지원기관 및 주정부, 기업, 협회, 상공회의소, 그 밖의 경제관련 기관과의 긴밀
한 협력관계를 이용해 귀사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 

당신의 미래 투자프로젝트 파트너

NRW.INVEST GmbH(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공사)는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주도인 뒤셀도르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NRW.INVEST는 독일 및 해외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를 돕고 NRW 연방주에서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는 NRW연
방주 정부 산하기관이며 경제, 혁신, 디지털, 에너지부 소속입니다. 일본과 미국에 자회사를 두
고 있으며, 폴란드,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한국, 터키에 현지 대표부를 두고 있습니다.

NRW.INVEST 
투자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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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W 연방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프로젝트 지원을 받는 방법?

• 사전에 고국에서 NRW.INVEST의 현지 대표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NRW.INVEST는 현지에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뒤셀도르프 본사에는 국가별 전문
가를 두고 진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별 전문가들은 귀하의 모국어에 능통하며 귀사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
습니다.

• NRW.INVEST는 투자상담을 제공하며, 적합한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 NRW.INVEST는 투자입지로서 NRW 연방주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및 경제구조, 

산업분야별 전문클러스터, 특별 지원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NRW.INVEST는 세금과 법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NRW.INVEST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에도 귀사를 적극  

지원합니다.
• NRW.INVEST는 항상 귀사의 곁에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정착하신 후에도  

변함없이 사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귀사가 이미 NRW 연방주에 진출해 있다면, NRW.INVEST는  
귀사의 사업 확장을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NRW.INVEST와 함께 확고한 출발을 하십시오. NRW 연방주에서 최적의 투자 환경
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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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YLz33oTv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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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W 연방주의

모든 군 소재지와 자치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호설명

공항

항구

고속전철(ICE)

하천/수로

수로

고속도로

국경

벨기에
브뤼셀
쾰른에서 고속전철
(ICE)을 타고 약 
한 시간 반 소요/220km

프랑스 
파리
쾰른/본 공항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소요/500k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뒤스부르크에서 
고속전철(ICE)로 약 한 
시간 반 소요/2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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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NRW연방주 
내 투자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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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뮌스터에서 고속전철(IC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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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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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역동적으로 유럽  
중심에 우뚝 서다
NRW연방주는 독일의 경제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NRW 연방주의 인구수는 독일 

에서 가장 높은 수인 1,790만 명이며, 이들이 창출해 
내는 GDP는 약 6,920억 유로로, 독일 전체 대비 5분
의 1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NRW 연방주의 규모를 다
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벨기에
보다 앞선 세계 19위에 위치합니다. NRW 연방주의 
주도(州都)인 뒤셀도르프를 중심으로 500km 반경에
는 약 1,600만 명이 거주합니다. 유럽 대도시 그 어디
에도 이러한 규모의 구매력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

1 2 독일 산업의 핵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소재 산업체들은 
2017년 약 3천 500억 유로의 매출을 창
출하였으며, 이는 독일 공업 부문 매출의 

18.5%에 해당합니다. NRW연방주의 노동 인구 중 
19.7%가 공업 부문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루르 광역
시를 중심으로 한 NRW연방주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
한 공업지대입니다. 세계적인 대기업 산업체는 물론 
해당 사업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수 십 개의 보다 규모
가 작은 기업들도 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두기업의 고장
NRW 연방주는 글로벌 선두기업의 4분
의 1이 위치한 곳입니다. 잘 알려진 기 
업으로부터 일반 대중에 덜 알려진 “히 
든 챔피언”에 이르기까지, 분야 또한 다

양합니다. 대기업 중에는 매출 기준 독일 상위 50대 
기업 중 20개 기업이 NRW 연방주에 있는데, 주요 기
업들로는 Bayer, Bertelsmann, Deutsche Post, 
Deutsche Telekom, E.ON, Henkel, thyssenkrupp 등
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Aldi, Metro, Rewe 등 독일 유
통업 상위 40위 중 12개 기업이 NRW 연방주에 위치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약 712,000개의 
NRW연방주 소재 중소기업들인데, 이들은 NRW연방
주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폭넓은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해당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혁신의 주역이며, 글
로벌 기업들을 유인하는 자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의 투자자들은 제품 개발, 생산 공정, 
서비스, 연구를 위한 협력 파트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
입니다. 투자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곳, 바로 이곳 NRW 연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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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RW 연방주는 독일 최 
고의 투자 입지

2만여 개의 외국 기업이 이미 NRW연방
주에 투자하여, 이곳에서 독일 또는 유럽 

내 사업 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으로는 
3M, BP, Ericsson, Ford, Huawei, QVC, UPS, Toyota, 
Vodafone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외국인직접
투자(FDI)는 독일 전역 대비 26.1%로 다른 독일 연방
주들보다 높으며, 이로써 NRW 연방주를 최고의 투자 
입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또한 백만 개
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5NRW 연방주는 유럽 전역
으로 통하는 관문
NRW 연방주는 다양한 형태로 최고의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NRW 연방주에는  

전세계 주요도시로 취항하는 450여개의 직항이 있는 
6개의 국제공항이 있으며, 독일에서 가장 조밀하며 약 
6,000km의 길이에 달하는 철도망이 있습니다. 또한 
총 길이 2,200km이상 달하는 고속화도로와 
17,600km에 달하는 연방고속도로와 국도를 통해 
NRW 연방주 내의 거의 모든 주요 입지로부터 유럽 
고속도로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자원 또
한 NRW 연방주의 특징입니다. 총 720km에 달하는  
수로에 약 120개 항이 NRW 연방주에 위치하며, 세계 
최대 내륙항인 뒤스부르크 항에서는 연간 1억3천1백
만 톤의 화물이 처리됩니다. NRW 연방주보다 더 나은 
교통 및 물류 조건을 갖춘 곳은 유럽 어느 지역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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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W 연방주는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전문인력 양 
성소
NRW 연방주에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전 

문인력과 연구진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배출
하는 곳이 NRW 연방주 소재 70개 대학입니다. 이 곳 
에서는 약 764,000명의 대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정진
하고 있으며, 독일 연구자의 4분의1은 NRW 연방주에
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NRW 연방주는 
단연 독일 최고의 전문인력 양성소입니다. 2017년에 
NRW 연방주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만 해도 112,000명
이나 됩니다. 이러한 전문인력 풀은 독일 국내외 기업
들에게도 이득이 되며, NRW 연방주의 첨단기술 사업
장들 또한 직업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
행하고 있습니다. 

7

NRW 연방주는 세계적 
R&D 시설이 밀집한 곳

“엘리트 대학”에 선정된 아헨 공대, 쾰른 
대학, 율리히 연구소, 독일항공우주연구

소, 11개 라이프니츠 연구협회 연구소, 14개 프라운호
퍼 연구소, 12개 막스플랑크 연구소, 여러 대학에 분배
된 53개 특별연구분야 등 수천 명의 과학자들과 개발
자들이 이곳에서 전공 분야의 미래를 향해 매일 한 걸
음 나아갑니다. NRW 연방주에는 유럽에서 가장 조밀
한 연구 네트워크가 있으며, 혁신과 기술 이전을 위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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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히(JÜLICH) 연구소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태양이 존재합니다.



8 9NRW 연방주는 세계 최 
고의 물류 시스템을 갖 
춘 곳
독일은 2016년 세계은행이 선정한 물 

류 퍼포먼스 지수(LPI)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
다. 교통 인프라, 국제 접근성, 물류 시스템, 화물 추적 
시스템, 타임라인, 고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아울
러 심사한 결과였습니다. 독일이 연속해서 1위를 차지
한 데에는 특히 NRW 연방주의 공이 컸습니다. 왜냐 
하면, 독일의 상위 25개 물류 대기업 중에는 
Deutsche Post DHL, Rhenus, UPS Germany를 포 
함한 9개 기업이 NRW 연방주에 위치하기 때문입니
다. NRW 연방주는 물류센터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인
데, 독일 모든 물류센터의 4분의 1이 이곳에 위치합니
다. 도르트문트 소재 프라운호퍼 재화 흐름과 물류 연
구소(IML)를 통한 물류 연구 또한 세계 선두입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미래의 물류 개발을 위한 가장 큰 유
럽 물류 연구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NRW 연방주는 독일을  
선도하는 디지털 입지

독일 내 스타트업 기업 중 5분의 1은 
NRW 연방주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NRW 연방주에 형성되어 있는 최적의 시장 규모
를 볼 때 당연한 일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큰 경제규
모를 지닌 이곳 NRW 연방주에 밀집된 무역과 산업 
부문의 글로벌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비즈니
스의 디지털화가 심도 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NRW 
연방주 소재 대학에서 전자공학과 정보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약 8만 명에 달하며, 지역 경제를 위한 훌
륭한 인재 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첨단 연구
소들 또한 디지털화 관련 모든 부문에 대해 연구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NRW 연방주는 디지털 경제 기업이 
성장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제공합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체
험: NRW 연방주가 
제공하는 삶의 질
NRW 연방주에는 경제뿐 아니

라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 또한 살아 숨쉽니다. 연간 2
천3만 이상의 관광객의 수로 대변되는 NRW연방주의 
문화 입지 조건은 독일에서도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방문자들은 특히 각종 문화행사와 쇼
핑을 위해 뒤셀도르프, 쾰른, 루르 지역을 찾고 있습
니다. 이곳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수만 900개 이상,  
공연장 수만 130개로, 파리, 런던과 견줄 만한 문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RW연방주에는 아
헨 대성당, 쾰른 대성당, 아우구스투스부르크 성, 코르
바이 수도원, 체헤 촐페어아인 탄광 등 UNESCO  
세계문화유산이 5개나 소재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레
저 인프라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NRW 연방주에 
조성된 자전거 길은 14,000km, 그리고 등산로는 
50,000km에 이릅니다. 겨울에는 북 알프스 최대의 
스키장이 수백 명의 동계 스포츠 팬들을 끌어 모읍니
다. NRW 연방주는 이렇듯 다양한 문화 및 레저 콘텐
츠로 날마다 새로운 체험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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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NRW.INVEST GmbH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공사 대표: Petra Wassner 
Völklinger Straße 4
40219 Düsseldorf, Germany
전화번호: +49 211 13000-0
팩스번호: +49 211 13000-154
이메일: nrw@nrwinvest.com
www.nrwinvest.com

해외지사

북미 대표부
NRW.INVEST (NORTH AMERICA)  
LLC / Chicago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공사 대표: Ginta Rose Rubin
150 North Michigan Avenue, Suite 2940
Chicago, IL 60601, USA
전화번호: +1 312 6297500
팩스번호: +1 312 6297501
이메일: info@nrwinvestllc.com
www.nrwinvest.com

미국/실리콘밸리 대표부
NRW.INVEST (NORTH AMERICA)  
LLC / Silicon Valley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공사 대표: Oliver Hanisch
2955 Campus Drive,
San Mateo, CA 94403, USA 
전화번호: +1 415 4015274
이메일: oliver@nrwinvestllc.com
www.nrwinvest.com

중국 난징 대표부
NRW.INVEST China / Nanjing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공사 대표: Jun Xu 
25/F Jiangsu International Trade 
Mansion
50, Zhong Hua Lu
Nanjing 210001, P.R. China
전화번호: +86 25 52270000
팩스번호: +86 25 52253219
이메일: office@nrwinvest-nanjing.cn
www.nrwinvestchina.cn

중국 상하이 대표부
NRW.INVEST China / Shanghai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공사 대표: Huaizhen Huang 
17A, Tomson Commercial Building
No. 710 Dongfang Road
Shanghai 200122, P.R. China
전화번호: +86 21 50819362
팩스번호: +86 21 50819363
이메일: office@nrwinvest-shanghai.cn
www.nrwinvestchina.cn

중국 시추안 대표부
NRW.INVEST China / Sichua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공사 대표: Gong Chen
Room 406, Yongling Road 25
Chengdu 610031, P.R. China
전화번호: +86 28 61286373 
팩스번호: +86 28 61286329
이메일: chengong@nrwinvestsichuan.cn
www.nrwinvestchina.cn

일본 대표부
NRW Japan K.K. / Tokyo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공사 대표: Georg K. Löer 
New Otani Garden Court 7F
4 – 1 Kioicho, Chiyoda-ku
Tokyo 102-0094, Japan
전화번호: +81 3 52102300
팩스번호: +81 3 52102800
이메일: contact@nrw.co.jp
www.nrw.co.jp

중국 베이징 대표부 
NRW.INVEST China / Beijing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공사 대표: Xingliang Feng 
Unit 1218, Landmark Tower 2
8 North Dongsanhua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04, P.R. China
전화번호: +86 10 65907066
팩스번호: +86 10 65906055
이메일: office@nrwinvest-beijing.cn
www.nrwinvestchina.cn

중국 광저우 대표부
NRW.INVEST China / Guangzhou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공사 대표: Jie Liang
No. 199 Kezhu Road,  
Guangzhou Science City
Guangzhou 510663, P.R. China
전화번호: +86 20 32215613
팩스번호: +86 20 32215613
이메일: office@nrwinvest-gz.cn
www.nrwinvestchina.cn

인도 대표부 
NRW.INVEST India / Pune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공사 대표: Golak C. Misra 
Flat No. 6, Konark Court
11 Deccan College Road, Yerwada 
Pune, 411006, India
전화번호: +91 99 23206530
이메일: pune@nrwinvest.com
www.nrwinvest.com 

이스라엘 대표부
NRW.INVEST Israel / Tel Aviv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공사 대표: Charme Rykower
c/o German-Israeli Chamber of  
Industry & Commerce
Sharbat Haus, Kaufmann St. 4
68012 Tel Aviv, Israel
전화번호: +972 3 680 6805
이메일: charme@ahkisrael.co.il
www.nrwinvest.com

한국 대표부
NRW.INVEST Korea / Seoul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
공사 대표: Soyeon Schröder-Kim
Korea Business Center RM 2010
309, Gangnam-daero, Seocho-gu
Seoul, 137-860, Korea
전화번호: +82 2 34734670
팩스번호: +82 2 34734671
이메일: nrw@nrw.or.kr 
www.nrwinvest.com 

#NRWorldWide
전 세계 대표부: NRW.IN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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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대표부
NRW.INVEST Poland / Warsaw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
공사 대표: Katarzyna Sokołowska 
c/o AHK Polska
ul. Miodowa 14
00-246 Warsaw, Poland
전화번호: +48 22 5310680
팩스번호: +48 22 5310600
이메일: sokolowska@nrwinvest.com
www.nrwinvest.com

러시아 모스크바 대표부
NRW.INVEST Russia / Moscow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
공사 대표: Ekaterina Karpushenkova 
1. Kasatschi per., 7 
Moscow, 119017, Russia
전화번호: +7 495 7301345 
팩스번호: +7 495 2344951
이메일: karpushenkova@nrwinvest.com
www.nrwinvest.com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표부
NRW.INVEST Russia / St. Petersburg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
공사 대표: Tatjana Schwarzkopf
Nevskiy Prospekt 68A 
St. Petersburg, 191025, Russia
전화번호: +7 812 3051501
팩스번호: +7 812 3311723
이메일: info@nrwinvest-spb.ru 
www.nrwinvest.com 

터키 대표부
NRW.INVEST Turkey / Istanbul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공사 대표: Dr. Adem Akkaya 
Inönü Cad. 47/5 Gümüssuyu – Taksim
34437 Istanbul, Turkey 
전화번호: +90 212 2491848
팩스번호: +90 212 2491849
이메일: info@nrwinvest-istanbul.com.tr 
www.nrwinvest-istanbul.com.tr

영국 대표부
NRW.INVEST United Kingdom /  
Londo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 경제개발
공사 대표: Andrew Hartfoot
9 Tonbridge Chambers
Pembury Road
Tonbridge, Kent TN9 2HZ,  
United Kingdom
전화번호: +44 1732 375312
이메일: office@nrwinvest-london.uk
www.nrwinvest.com

발행 정보 

발행인:
NRW.INVEST GmbH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Völklinger Straße 4
40219 Düsseldorf, Germany
전화번호: +49 211 13000-0
팩스번호: +49 211 13000-154
이메일: nrw@nrwinvest.com 
www.nrwinvest.com

발행 책임자: 
안네테 파이스, 마케팅/언론홍보 총괄국장장보

현황: 2018년 9월

디자인 / 제작: DIE PR-BERATER GmbH, Cologne

이미지 출처: 타이틀: DIE PR-BERATER;  
2–3 페이지: DIE PR-BERATER; 6 페이지: DIE PR-BERATER;  
7 페이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Köln Bonn Airport, NRW.
INVEST; 8 페이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DLR, DIE PR- 
BERATER; 9 페이지: Kunstsammlung NRW

@NRWINVEST_COM
@NRW.INVEST
NRW.INVEST
NRW.INVEST
NRW.INVEST
NRW.INVEST GmbH

 11

mailto:sokolowska%40nrwinvest.com?subject=
http://www.nrwinvest.com
mailto:karpushenkova%40nrwinvest.com?subject=
http://www.nrwinvest.com
mailto:info%40nrwinvest-spb.ru?subject=
http://www.nrwinvest.com
mailto:info%40nrwinvest-istanbul.com.tr?subject=
http://www.nrwinvest-istanbul.com.tr


NRW.INVEST GmbH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German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NRW)

Völklinger Straße 4, 40219 Düsseldorf,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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