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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WORD FROM THE PRIME MINISTER

Britain is a fantastic place to do 
business, a country that built itself  
on trade, enterprise and innovation.  
In the years ahead we are determined 
to make it even stronger, fairer and 
more outward-looking than before.  
As we depart from the European 
Union we will continue to draw on all 
the world’s talents, be open to every 
market and a magnet for investment 
from every corner of the globe. 

That is why one of my first actions as 
Prime Minister was to develop a modern 
Industrial Strategy, to build on our many 
strengths and so create an economy that 
is fit for the future. Every successful free-
market economy needs firm foundations: 
the skills of its workers, the quality of the 
infrastructure, and a fair and predictable 
business environment. The United 
Kingdom has many great strengths.  
Our universities and scientists are second 
to none. We host many world leading 
sectors, from pharmaceuticals and 
aerospace to creative and automotive.  
But to thrive in the global economy we 
know we have to do more to improve the 
skills of our workers, upgrade our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raise standards across 
every part of the country.  

This Industrial Strategy shows how we 
will do this, in a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We have 
set out a large, sustained increas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 to 
put the United Kingdom at the forefront 
of technological change. There is a 
clear and ambitious plan to help young 
people develop the talents they need 
for high skilled jobs. It identifies the 
industries that are of strategic value 
to our economy, and works to create a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to nurture them. That is how we 
will propel Britain to global leadership of 
fast growing industr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clean energy 
and self-driving vehicles.

Two centuries ago it was our industrial 
revolution which led the world. Thirty 
years ago, it was our bold, pro-market 
reforms which set an example for others 
to follow. Today, our ambition is just as 
high. As we leave the European Union 
and forge a new path for ourselves, so  
we will build a country that is fit for  
the future - a truly global Br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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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global economy that is changing 
rapidly, shaped by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the UK is a great  
place to invest. 

We are a strong economy with widely 
admired institutions and some of 
the world’s leading businesses and 
universities. We are a location of choice 
for businesses at the cutting edg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attracting 
more overseas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an many major 
countries, including Germany, France  
and China. 

Our flexible, skilled labour market, high 
levels of employment and competitive 
environment – with high standards and 
a dependable rule of law – make us a 
great place to do business. We are ranked 
seventh globally in the World Bank’s Ease 
of Doing Business Index.1 Our strengths 
are many and diverse, from our scientific 
and financial prowess to the vitality of 
our cultural and artistic life.

The UK is in the top five of the Global 
Innovation Index2 and at the cutting 
edge of technologies such as satellites, 
synthetic biology and cybersecurity. 
We specialise in sectors ranging from 
automotive and aerospace to creative 
industries and financial, 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 which are our 
biggest exporters. We are also a magnet 
for international businesses and talent 
and contain some of the world’s most 

attractive places to live, work, invest 
and be entertained. 

Our long term Industrial Strategy aims to 
build on these achievements and do even 
more to support businesses to thrive and 
prosper in the open, transparent, liberal 
market economy of the UK. We focus on 
strengthening the UK’s innovation, skills, 
infrastructure, business environment and 
places, as well as taking action to put the 
UK at the forefront of global changes such 
as new technologies and climate change. 

This booklet sets out some of the ways 
in which our Industrial Strategy can help 
your business to succeed and flourish in 
the UK. We hope that you can be part of 
this future and offer a number of ways in 
which we can support you, from helping 
businesses to export to welcoming inward 
investment and collaboration from new 
and established partners across the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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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FROM SECRETARIES OF 
STATE GREG CLARK AND LIAM FOX

Rt Hon Greg Clark MP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Rt Hon Liam Fox MP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Trade and 
President of the Board  
of Trade

WHY THE UK?  

안정적이고 투명한 법률 및 규제 체제 

공정하고 개방적인 공공 조달 절차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 
기업하기 좋은 국가 Top 10

연구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

적극적인 기업 규제 완화

세계 최고의 R&D 환경

지적재산권 보호 최상위 국가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대학 교육 이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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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투자자 및 파트너 국가의 성공을 
위한 영국 산업 전략 

영국의 산업 전략

영국의 산업 전략3 은 영국이 혁신, 사업 
수행,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계 
최고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국 및 
해외 산학 협력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미래 기술, 산업 및 인프라에 
투자하며 시민과 기업이 기술 발전을 통
한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
니다.

영국은 산업 전략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전세계의 무
역 활동 촉진 및 적극적인 국제사회 참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며, 영국의 큰 강점
인 ‘개방 경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유지
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영국의 비전 

• 좋은 일자리와 더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진 세계 최고의 혁신 경제

• 대규모의 사회기반시설

•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

• 영국 전역의 지역사회 발전

5가지 토대

혁신 아이디어
세계 최고의 혁신 경제

인력
좋은 일자리와 더 높은 소득 
수준

인프라
영국 사회기반시설의        
대대적 업그레이드

비즈니스 환경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
기에 가장 좋은 곳

지역
영국 전역의 지역 사회 번영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5가지 토대

영국의 산업 전략은 아이디어와 혁신, 
숙련된 인력, 현대적 사회기반시설,    
비즈니스 성장 및 강력한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책에 포함되는 요소: 

혁신 아이디어

• 2027년까지 총 R&D 투자를 GDP의
2.4%까지 확대

•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12%로 인상

• 산업 전략 챌린지 기금 프로그램에      
7억2천5백만 파운드 투자로 새로운   
기술과 혁신 지원 

인력

•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교육 시스템
과기술 교육 시스템 구축

• 수학, 디지털 및 기술 교육에 투자하
여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STEM) 기술 향상 지원

• 새로운 국가 재훈련 계획 수립을 통
해디지털 및 건설 분야의 숙련된 인력
양성 

인프라

• 국가 생산성 투자 기금을 310억 파운드
로 늘려 교통, 주택 및 디지털 인프라 투
자 지원

• 충전 인프라에 투자한 4억 파운드와 플
러그인 자동차 보조금 확대를 위해 추
가로 투자한 1억 파운드를 통해 전기 자
동차 산업 확대 지원

• 광섬유 통신망 구축을 장려하기 위해
10억 파운드 이상의 공공 투자로        
디지털 인프라 강화(5G에 1억7천6백만 
파운드, 로컬 지역에 2억 파운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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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10% corporate tax rate on patented 
inventions, the UK is the perfect location to 
develop new ideas and drive your business.

Belfast Waterfront
Northern Ireland www.great.gov.uk

비즈니스 환경

• 민관 협약 (Sector Deal) 시행을 통해 산
업 생산성 향상 추진. 첫 번째 민관 협약
은 생명과학, 건설, 인공지능 및 자동차
부문에서 진행.

•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에
조성된 25억 파운드 규모의 신규 투자
기금 설립을 통해 혁신적이고 잠재력이
높은 사업에 200억 파운드 이상의 투자
추진

•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롱테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생
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검토

지역

• 지역별 강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추
진하는 지역 산업 전략 마련

• 17억 파운드 규모의 혁신도시 기금을 
신규 조성하여 도시 간 운송 인프라 개
선을 위한 개발 프로젝트 지원 및 지역 
간 접근성 향상

• 교원 역량 개발 프로그램(Teacher 
Development Premium)을 시범 운영하
여 양질의 전문 교육인을 양성하고,    
지역별 교육 성취도 향상 지원 

£2.5bn
영국 기업은행을 통해
신규 조성되는            
투자 기금 25억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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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영국의 그랜드 
챌린지를 소개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트렌드는 변화의 중심에서 영국  
경제와 시장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변화
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4가지의 ‘그랜드 
챌린지: 인공지능 및 데이터 중심의 경제 
성장, 클린 성장, 이동 수단의 미래, 고령화 
사회를 중심으로 영국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영국은 최첨단 혁신 분야에서 
전 세계의 정부 및 민간 부문 파트너와   
함께 과제를 해결하고, 사업 기회를 포착
하기 위해 밀접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 
트렌드와 함께 향후 영국이 독보적인 강
점을 가지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영역
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랜드 챌린지는 장기적인 과제로써 이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학계, 시민 
사회 및 정부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국 정부는 규제, 민관 협
약, 정부 권한, 자금 지원 등 그랜드 챌린
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 입니다. 

영국 정부는 혁신적인 산업 환경을 만드
는데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입니
다. 영국과 함께 글로벌 산업 변화와     
트렌드를 선도하고 이끌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랜드 챌린지-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중심의 경제 성장

영국은 AI와 데이터 혁명을 선도하는 국
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AI와 머신 러닝은 이미 전 세계의 경제
를 변화시키고 있는 범용 기술이며, 엄
청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글로벌 벤처캐피털 투자는 
2010~2016년에 57% 증가했으며, 영국은 
관련 산업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4  영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연
구 기관들을 보유한 AI 분야의 세계적

리더이며 수학, 컴퓨터 과학, 윤리, 자연 
언어 처리 등 AI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으
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AI를 
체계적이고 합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
록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데이터 
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새로운 데이터 윤리 및 
혁신 센터(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에 9백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세계에서 첫번째로 
세워진 AI 자문기관으로, 데이터를 윤리적
이고 안전하며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최고
의 우수 연구 인력을 육성, 유치 및 유지
할 것이며, 앨런 튜링 연구소(Alan Turing 
Institute)를 국립 AI 연구 센터로 지정하
여 새로운 튜링 장학금을 지원할 것입니
다.

정부는 AI 및 관련 분야의 박사 과정 추
가 지원에 4천5백만 파운드를 투자할 것
이며, 2020-21년까지 매년 최소 200개의   
과정을 추가로 확보하고 향후 10년 간   
매년 영국 대학에서 그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랜드 챌린지 – 클린 성장

영국은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저탄소      
기술, 시스템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용화 하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것입니다. 

영국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적극 지원하
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와 경제 성장
을 동시에 이뤄내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영국은 1990년 이래로 
탄소 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하였으며
5, 동기간 60%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끌
어 냈습니다.6 

클린 성장 분야는 관련 기술 뿐 아니라     
금융 분야에서도 엄청난 시장 기회를 제공
합니다. 녹색 채권에 투자된 금액은 10년 만
에 10억 달러에서 1천억 달러로 증가했습니
다.7 이와 함께 그린 파이낸스 태스크포
스(Green Finance Taskforce)를 설치하
여 영국의 저탄소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 및 관련 표준 제정을 선도    
하고 있습니다.

03

그랜드 챌린지(GRAND CHALLENGES ) 57% 
2010-2016년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벤처       
캐피털 투자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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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표한 클린 성장 전략8은 2020년 
부터 10년간 영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저탄소   
사회 목표와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의      
클린 경제는 향후 10년 동안 GDP의 4배로 성장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9

영국 정부는 클린 성장 전략에 따라 스마
트 에너지 시스템, 건설 및 농업 부문에 
25억 파운드 이상의 공공 투자를 계획, 
집행하여 해당 산업과 관련된 최첨단 기
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 연
료, 에너지 효율성 및 탄소 포집/활용/저
장 분야에도 공공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
니다.  

그랜드 챌린지 – 미래 모빌리티 

영국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인구와 물류의 이동 방법
이 크게 변화하는 기로에 서 있으며, 이러
한 변화는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을 통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AI와 자동차공학 등 모빌리티 기술
의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 큰 강점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러한 강점을 바
탕으로 이동수단의 혁신을 주도하고자합
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공공도로에 도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
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화 차량 테스
트 운전 강령 개정을 통해 영국 전역에서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 하고 개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입
니다. 

영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 자동
차 분야의 글로벌 선두 주자입니다. 영국
의 전기차 판매량은 2010년 7천대 미만 
수준에서 2016년에 75만대 이상으로 4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10 패러데이 배터리 
연구소(Faraday Battery Institute) 및 
OLEV(Office for Low Emission Vehicles) 
프로그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무공해 자동차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5억 파운드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발
표했으며, 특히 도로 인프라, 무선통신 분
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럽
에서는 전례가 없는 연구개발 대회를 개
최하여 가상의 디지털 환경을 통해 자율
주행 기술의 효율적인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챌린지 – 고령화 사회

영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다른 국
가에서도 인구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하
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 비
중이 점점 높아질 것이며, 2050년에는 60
대 이상 인구가 2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11 기대 수명 연장에 따라 직업 
및 은퇴 계획에 대한 변화된 접근이 필요
할 것이며, 또한 고령화에 따른 근로자  
복지 확대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입
니다. 

영국 정부는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데이
터를 보유한 NHS, 산업 디자인 기관, AI 
연구 기관, 생명 과학 분야 경쟁력 및     
금융 서비스 등 영국이 강점을 가진      
다양한 분야를 모두 활용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고령자
가 독자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양질
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NHS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공정
하게 활용하여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도 공공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0% 
2016년
전기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 

£500m 
배출량 제로 차량으로 
전환 지원 
5억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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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략을 통해 영국은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영국은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국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글로벌 
Top10 고성장 기업 중 5개 기업이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75초마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매력
적인 조세 제도와 경쟁 체제, 변화와      
혁신에 개방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과 해외 기업의 영국 투자를 
지원합니다. 

2016년에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        
했습니다. 정부는 영국에 대규모로 투자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들을 대상으로, 영국 현지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투자자가 보다 쉽게 영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영국에 본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 연구개발에 최적화된 장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기업, 일류 대학, 연구 기관 및 UK 
Research & Innovation과의 협력을 통해 
영국은 연구 개발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영국은 세계 최고의 연
구 시설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분야, 대학, 연구기관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연구 개발 투자 및 기회 창출에 중
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2018년 1월 1일부
터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R&D 
Expenditure Credit)을 11퍼센트에서 12퍼
센트로 높이고, R&D 지출 세액 공제를    
위한 새로운 선제적 세금 감면 서비스
(Advanced Clearance Service)를 통해 기
업의 R&D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지
원합니다.

영국은 우수한 수출 환경을 제공합니다. 
영국의 수출은 지난 10년간 43.3% 증가했
으며12 수출 기업이 영국 연간 생산성     
증가의 60%를 차지합니다.13

04

비즈니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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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자유무역
을 선도하며 WTO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OECD, UN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협
력관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정부는 2018년 봄에 발표된 수출 전략의 
검토를 통해 수출 기업의 금융, 실무, 홍보 
지원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들
과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통상부 산
하 9명의 지역별 국제 통상 대사(HM 
Trade Commissioners)가 임명되어
지역별 수출, 홍보, 투자, 무역 정책
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정부는 영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해외로 진출하
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 프로그
램을 운영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신용기구인 UK Export 
Finance (UKEF)는 해외 투자 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영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기업의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
트 입찰 및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UKEF 및 여러 무역박람회를 통해 관심 
기업을 파악하고 ‘Team UK’ 컨소시엄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무역 투자 가이드 플랫폼인 
great.gov.uk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더 
많은 기업, 특히 중견 및 스케일업 기업의 
수출 및 투자 활동을 지원 할 것입니다.

뛰어난 금융 접근성

영국은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지14로      
전 세계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국은 모든 유형과 규모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금융 시스템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도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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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기
업들이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LSE)를 통해 상장합니다. LSE
는 60개국 2,600개 이상의 기업이 상장되
어 있는 시가 총액 4조5천억 파운드의   
세계 3대 증권거래소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수출신용기구인 UKEF
는 5백억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며 
영국 기업 및 투자자의 무역 및 투자활동
을 지원합니다. UKEF는 영국 기업은 물
론, 영국 기업과 거래하는 해외 바이어에
게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40개 이상의 국
제 통화  파이낸싱, 이슬람 파이낸싱 등 
유연한 장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영국내 사업체의 운영 자본 확
보 관련 및 해외 시장 진출 보험 등의 서
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혁신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도
록 돕기 위해 영국 정부는 최근 2백억 파
운드 규모의 10개년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
니다. 해당 계획에는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를 통한 25억 파운드의 신
규 기금 설정 및 선구적인 기업투자계획
(Enterprise Investment Scheme)및 벤처자
본신탁회사(Venture Capital Trust, VCT)   
제도를 통한 70억 파운드 이상의 고성장   
혁신 기업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지원은 영국에 진출해 있는 모든    
해외 기업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 친화적인         
사업 환경 조성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국
가 중 하나이며 매일 1,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국의 기업 친화적인
제도와 사업 환경을 대변합니다.

중소기업은 영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부문 고용의 약 
60%, 민간 부문 이직의 47%를 차지합니
다. 

중소기업의 지원은 영국 전역에 거점 네
트워크를 보유한 Growth Hubs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Growth 
Hub는 정부 및 민간 지원을 기업에 소개 
및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
다. 정부는 영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이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역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이 더욱 생산적인 기업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어 혁신적인 접근법을
적극 채택함으로써 영국의 사업 환경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영국 선진 경제의 기반이 되는 경쟁, 법률 
및 규제 시스템

정부는 선진화된 영국의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서 기업 및 투자활동에 최적화
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영국은 이
미 7위에 올라 있습니다.15 영국은 다른 국
가에 비해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빠르
고 간단하며, 선전화된 기업 경쟁 시스템
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의견과 목소리가 올바르게 적용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시장 표준을 만들어 냅
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금융 전문가, 
건축가, IT 공급업체, 경영 컨설턴트 등 세
계적 수준의 서비스 산업은 기업이 비즈
니스 성장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와 긴밀히 협력하고  
Consumer Green Paper 발행을 통해 기
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0+ 
매일 신설되는      
신규 기업 수 

60% 
민간 부문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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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이슈에 대한 정부와 산업의      
파트너십은 생산성, 고용, 혁신 및        
기술을 향상 시킬수 있습니다.

정부의 민관 협약이 해외 파트너와의 무
역과 영국 투자를 확대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산업 부문에서 민관 협약 개발에 관
심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은 최근 몇 개
월 동안 많은 산업부문들과 협력해 왔습
니다. 백서(White Paper)에는 자동차, AI, 
건설 및 생명과학 부문의 협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산업과
의 협상을 통해 특정 부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협약을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5

민관 협약 

민관 협약이       
해외 파트너와의 
무역과 영국  투자
를 확대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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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의 파트너십은 아이디어를 상업적
으로 성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며, 이는 영국을 비즈니스 거점으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입니
다.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16 5위에 선정되고 연구 우수성 평
가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등 영국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에 세계 10대 대학 중 4개의 대학이 
있으며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17

R&D 투자 확대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GDP의 2.4%를 R&D에 투자
하여 장기적으로 OECD 국가 중 상위 
25%에 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의 지식 집약적 경제를   
유지하면서 연구 및 혁신을 위한 협업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파트너가 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혁신과 신규 산업 지원을 위한 유연한    
규제제도는 창업가, 기업 및 투자자가    
안심하고 연구를 진행하며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06

혁신 아이디어

예를 들어, 영국은 세계적 수준의 지적
재산권(IP)보호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 품질, 속도 및 집행 국제 지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국은 기업이 
지적재산권(IP)을 확인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툴킷과 확인방법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의 IP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주고 영국 
수출업체를 도울 수 있는 지식재산     
자문관(IP attachés)은 세계 곳곳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GDP의 2.4%를 
R&D에 투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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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기술 개발

기후 변화, 자동화, 크리에이티브 산업,  
차세대 건설 등을 포함한 글로벌 도전    
과제와 성장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전략 과제에 17억 파운드의 자금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
collections/industrial-strategy-
challenge-fund-joint-research-and-
innovation.

해외 투자자들도 모든 영국 정부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영국에 사업체를 등록하고 받은 기금 중 
모든 R&D가 영국에서 진행되는 것을 입
증해야 합니다. 이는 영국 기업과 협력하
고 영국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디어의 상용화 지원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영국의 혁신적인 생
태계는 우수한 연구 및 혁신 성과를       
상용화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영국은 
주요 경제대국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산학 협력 활동을 자랑합니다.18 이를 바탕
으로, 산업 전략(Industrial Strategy)     
에서는 기업이 대학의 연구 및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기금
(Higher Education Innovation Fund)과  
같은 기금에 연간 투자비용을 2억5천만 
파운드로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세계적으로 명성높은 기술 
혁신센터(Catapult centres)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영국 최고       
수준의 기업, 과학자, 공학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시험 개발 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최고 수준의 인재와        
숙련된 인력 

영국에는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뛰
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산업 전략
(Industrial Strategy)은 영국에서 전문  
인력을 구축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3년간 3억 파운드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00m
영국 내 최고의 고급
인력을 구축하기 위해 
3억 파운드 투자 

이를 통해 수백 명의 박사 과정 및 펠로우
십을 지원하고 상을 수여하여 인공지능과 
같은 산업 전략의 핵심 분야에 최고의   
인재들을 양성 및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끌
어들이기 위한 1.18억 파운드의  
Rutherford 기금을 보완합니다. 또한    
이미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고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보이는 
인재들을 위한 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s 발급 건 수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영국은 국제 연구원의 고용을 더 용이하
게 하며 세계적인 과학자와 연구원들이 
영국으로 이주해 세계 최고의 연구 부문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ier 1 비자 소지자들이 3년    
거주 후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학위를 마친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영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 절차
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특출한 인재의 다양한 유입경로 외에도, 
국제 연구원 및 연구팀의 채용에서 불필
요한 절차를 줄여 디지털 기술, 과학,     
예술, 크리에이티브 부문의 리더와        
인재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과학부문의 투자 확대

영국은 최첨단 연구 및 혁신 분야의 연구
원과 기업이 파악한 학제 간 연구 프로그
램, 산업 전략(Industrial Strategy)에 부합
하는 기술, 자연 재해 또는 공중보건 사고 
대응에 필요한 연구 등을 포함한 세계    
최고의 과학 및 연구 기지와 시설에 투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능력으로    
영국은 세계적 연구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영국에서 발간된    
절반의 연구 간행물은 국제 공동 저자   
저술되어 우수성과 그 영향력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19 영국과 함께 
진행한 연구 결과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내년에 국제
연구혁신전략(Inter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y)을 시작하고,  
국제 협업을 위해 1.1억 파운드 규모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50m
기업이 대학의 연구와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2억5천만 파운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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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산업 전략
(Industrial Strategy)

영국은 다양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세계
에서 매력적인 인적 자원을 자랑하는   
국가 입니다. 영국은 뛰어난 졸업생을  
배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자랑하며 이로 인해 인력 양성, 
확보 및 유지 측면에서 세계 3위를 차지
했습니다.20 

글로벌 기술과 인재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고 혁신적
인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국가가 되고자 
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국가로 가장 뛰어
난 인재들이 머무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영국에는 기업, 투자자 및 창업가를 지원
하는 다양한 비자가 존재합니다. 영국 비
자이민국(UK Visas & Immigration)은  
기업들에게 적합한 비자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07

인력

숙련된 인력과 
유연하고 풍부한 
노동 시장으로 
인해 기업들이 
계속해서 영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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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시스템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유학 목적지입니다.21 영국의 17세 중 
절반은 30세까지 고등교육을 이수하여22 
비즈니스 요건에 부응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 교육 시스템

정부는 영국의 기술 교육 시스템이        
세계적인 수준의 영국 고등교육 시스템에 
걸맞도록 개편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주도하는 우수한 견습생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이미 이루어진 변화를 바탕으로,   
숙련된 인력의 고용과 새로운 기술 자격 
취득을 위한 15가지의 새로운 기술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취득과정의 설계에 기업이 지속적  
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술 교육 프로그램
을 통해 영국 어디에서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15 
숙련된 인력 양성을 
위한 15가지의 
새로운 기술 교육 
시스템

STEM 기술 향상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기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세
계적 수준의 과학 기반을 바탕으로 현재
와 미래의 비즈니스를 위한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의 STEM 기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특히 수학, 디지털 및 기술 교육에 4.06억 
파운드를 추가로 투자할 것입니다. 이 중 
1억7천만 파운드는 고등 교육 STEM     
과목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 지역 기술 연구소      
설립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가의 성장과 기회를 위해 기술 향상에 
투자

정부는 지역적 요구조건을 반영한 맞춤
형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기업이 필요한 숙련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06m
수학, 디지털 및 기술 
교육에 4.06억 파운드 
투자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유학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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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략은 영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및 재정비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은 생활과 직업을 영위하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이며, 현대적이고 편
리한 인프라 시설을 갖추는 것은 기업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입니다. 영국의 인
프라 개발 및 투자 환경은 과거 여러 개
발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되었으며, 특히 
2016년에는 25개 경쟁국가 대비 가장 매
력적인 인프라 투자 환경을 가진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23

영국 정부는 산업 전략으로 하여금  인프
라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초고속 광대
역, 새로운 5G 네트워크 및 스마트 기술
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시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와 기회를 창
출하는 새로운 고속 철도망을 만들고, 역
과 공항을 새로 고치며, 도로망을 점진적
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또한 양질
의 주택과 적정 가격의 저탄소 에너지를
공급을 늘려서 사람들의 생활과 직업을
개선할 것입니다.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지역사회
및 사람들의 소득과 기회를 늘릴 수 있습
니다.

08

인프라

영국의 성장을 이끄는 인프라 투자

영국은 해외 투자자의 직접투자가 가능
한 대규모의 교통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개
발은 도시와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획기
적으로 개선시키고, 새로운 경제 및 투
자활동 기회를 창출합니다. High Speed 
Rail 2(HS2: 런던-버밍험 고속철 개발 사
업)와 같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개발 
노선을 따라 새로운 지역 발전 기회를 
동반할 것입니다. 특히  HS2 인프라가 
향후 Northern Powerhouse(NPH: 영국 
북부 지역경제 회복계획) 및 영국 
Midland 철도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3억 파운드를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리버풀과 맨체스터, 셰필드, 리즈, 
요크 등 북부 도시 간에, 그리고 이들 도
시와 중부 지역 및 런던을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앞으로 수십 년간 영국 전
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 입니다. 

영국의 국제 공항, 항구 및 도로는 사람
과 시장을 연결하고 투자를 유치함으로
써 영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근
간 역할을 합니다. 영국 항구는 영국 화
물의 95%를 취급하고 있으며, 국가 인
프라 위원회(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를 통해 화물 인프라의 미
래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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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초국가적 연결
망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영국의 광
범위한 항만 및 공항 네트워크가 국제 무
역과 비즈니스 업무를 지속적으로지원 
및 촉진하도록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
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항공 네트
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외지향적이고 세계적인 영국의 항공 
부문을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발
전시키고 무역과 투자 활동을 촉진시키
기 위한 새로운 항공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동남부에서 요구되
는 공항 수용능력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히스로 공항의 수용능력 확대  
방안으로는 새로운 노스웨스트 활주로 
개발안을 발표했습니다. 개발을 추진하
고 결정하기에 앞서 공개 협의를 통해  
제기되는 모든 의견을 검토할 것입니다.

정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2030년까지 세
계 우주산업 시장 점유율을 6.5%에서 
10%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영
국에서 새로운 상업적 기회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5천만 파운드 
규모의 공공 지원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위성 발사 서비스와 저중력 우
주비행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
으며, 이외에도 국립우주실험시설 건설
을 위해 9천9백만 파운드를 투자했습
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영국의 
소형 위성의 제작, 시험 및 발사 전반을 
아우르는 역량을 쌓을 것입니다.

클린 인프라의 혁신 
우선순위 지정

영국은 저탄소 성장에 대한 세계적인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련
된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4가지의 그
랜드 챌린지에 클린 성장을 포함하였
습니다. 2021년까지 저탄소 기술 혁신
을 위해 클린 성장 전략
(Clean Growth Strategy)24과 및 패러데
이 챌린지(Faraday Challenge)를 통해
25억 파운드의 정부 투자를 집행했으
며, 이에 더해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첨단 건설, 친환경 농업 분야의 혁신
프로젝트에도 공공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0m
새로운 위성 발사 프로젝트 
투자규모  5천만 파운드

£2.5bn
2021년까지 저탄소 
기술 개발에 지원되는 
공공투자 규모 
25억 파운드

영국은 저탄소 성장 연구 및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영국은 글로벌 클린 에너
지 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
트인 미션 이노베이션 (Mission 
Innovation)의 자랑스러운 회원국입니다. 
또한 British Patient Capital(벤처 및 성장
자본펀드)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
를 강화하고, 최대 2천만 파운드 공공 투
자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영국의 저탄소 경제에 대한 외국
인 투자를 장려하고, 영국의 유관 수출기
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기회 파악, 산업 
브리핑, 해외 방문 프로그램, 국제 행사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Green is GREAT 캠페인을 통해 영국의 
뛰어난 전문성을 홍보하여 클린 에너지 
산업에서 영국의 우수성을 알릴 것입니
다. 

영국은 저탄소 
성장에 대한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된 
기회를 극대화 
하기 위해  클린 
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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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m
디지털 인프라 투자 
지원 규모 
3억 8천 5백만 파운드

영국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세계는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사
람들의 생활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연결은 필수불가결한 요
소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더 나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뿐 아니라, 전 세계
에 수출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
고 있습니다.

정부는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 기금
(Local Full-Fibre Networks Challenge 
Fund)에 2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민간 통
신 사업자들로 하여금 영국 전역에 더욱 
많은 광통신망을 보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천만 파운드는 전국적 
시범 프로그램에 할당되었고 나머지 1억9
천만 파운드의 배분은 챌린지 기금을 통
해 민간투자를 유치한 광통신망 구축 및 
확장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입
니다.

또한 정부는 국가 생산성 투자 기금 
(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
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 규모를 기존보다 
3억8천5백만 늘린 총 7억4천만 파운드로 
확대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공공 자금  
투자 규모를 10억 파운드 이상으로 확대
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
인 철도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영국은 이와 관련된 기술을 선도적으
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8천4백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다수의 열차에    
최첨단 디지털 신호처리 시스템 및   
주요 노선에 디지털 철도 기술을 도입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영국의 디지털 발전 계획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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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지역

영국의 산업 전략은 지역사회의 번영을 
보장할 것입니다.

영국은 풍부한 산업 유산을 가지고 있
으며,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영국 내 전 
지역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미래 경제 발전은 도시, 마을, 전원지역
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영국의 모든 지역은 국가 경제를 증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 전략
은 영국 전역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강점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 개발 정책은 각 지역별 요
구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될 것
이며, 사업체에게는 지역과 관계 없이
사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
입니다.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에
서는 리더십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
화하고, 산업클러스터를 지원하며, 전문
인력, 인프라 및 지원기관에 대한 기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영국의 산업 
전략은 영국 
전역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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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의  비즈니스 진출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
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영국 정부는 투자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
외 투자자 입장에서, 귀사가 영국의 비
즈니스 환경을 이해 및 검토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영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입지를 선택
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통상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DIT) 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국제통상부(DIT)의 목적은 영국이 계속
해서 기회의 땅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모든 측면에 대해 전문
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국제 투자자들에게 영국북부지역 
경제회복계획(Northern Powerhouse) 및 
영국중부지방육성 (Midlands Engine 
projects)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투자 기회
를 제공합니다. DIT는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
유하고, 해외 투자자에게 소개하고 있으
며, 일반적으로 각 프로젝트의 투자 가치
는 1억 파운드 이상입니다. 

영국의 산업 전략을 지원하고 더욱 효과
적인 투자자 지원을 위해 국제통상부는 
Strategic Relationship Management프로
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를 모두 
아우르는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부처 및 민간 네트워크를 연결하
는 단일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투자자를 위한 톱 10 
지원 서비스

영국의 국제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료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기회 평가

적합한 인력과 기회 활용 및 
소개

영국에서의 기업 설립 (영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자문 포함)

맞춤형 시장 조사

최적의 판매 시장 
위치 선택 지원

영국의 조세 환경을 
이해하도록 지원

자금 조달 방법을 포함하여 영국의 연구 
및  혁신 환경에 대한 자문

영국 비자 시스템에 대한 안내 및 
지원

영국의 인재 채용에 대한 자문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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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시려면 아래의 
투자서비스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great.gov.uk/int/contact/

또한 가장 가까운 영국 대사관, 고등판무
관 사무실 또는 지역 무역 사무소에 문의
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부동산 개
발 프로젝트, 고성장 영국 기술 사업에   
대해 투자하려는 사업가나 영국으로      
사업을 이전하려는 기업인의 경우 아래의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apitalinvestment@trade.gsi.gov.uk 

우리는 모든 형태와 규모의 기업들과     
협력합니다. 귀사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창업한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 또는 가족기업일 수도 
있으며, 대기업 또는 대규모 투자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귀사의 출발점, 계획,      
희망,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귀사가 국제 사업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영국에서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invest.great.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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