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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8 서울시 중국투자주간 행사 개요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8 서울시 중국투자협력주간 ※중국은행 공동개최

○ 일 시 : 2018. 11. 28.(수)~11. 29.(목)

○ 장 소 : 중국 베이징(北京) 그랜드 하얏트 호텔

○ 참석대상 : 서울기업, 중국 투자자,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150여명

○ 주요내용 : 투자설명회, 1대1 투자상담회, 현장방문 등

□ 주요일정

일자 시간 프로그램 비고

11.28
(수)

09:40 ◈ 환영 리셉션 주요 내외빈

10:00 ◈ 서울시 투자설명회

10:00~10:04 - 기념사진 촬영, 개회선언

10:04~10:20 - 환영사(시장, 중국은행), 축사(중국투자협회, 대사관)

10:20~10:32 - 베이징시 투자환경 발표 베이징시 투자촉진국장

10:32~10:44 - 서울시 투자환경 발표 투자유치과장

10:44~11:10 - 서울 주요 시정개발 프로젝트 발표(마곡, 홍릉·G밸리) 각 부서장

11:10~11:20 coffee break

11:20~11:35 - 투자분야 법률·세무 관련 변호사 발표 및 질의응답 김앤장 협의중

11:35~12:00 - 서울기업 20개사에 대한 간략 소개

12:00~13:00 lunch break

13:00 ◈ 기업-투자자 투자상담회

13:50~11:50 - 서울기업-중국 투자자 1대1 투자매칭 상담회 서울기업 20개사 선정

11.29
(목)

10:00 ◈ 현장방문 및 교류사업 추진

- 베이징혁신산업단지, 주요스타트업육성센터등

오후 ◈ 귀국

□ 중국은행 방문

일자 시간 프로그램 비고

11.28
(수)

13:00 ◈ 중국은행 방문 자동차 12분거리

13:00~13:30 - 서울 시장-중국은행 류렌거(刘连舸) 행장 면담

13:30~13:40 - 서울시-중국은행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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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1대1 상담회 참석 서울기업 명단

기업명 산업군 주생산품

(주)로보러스 IOT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주문 시스템 (무인 주문 기기)

㈜아이디브 IOT 10초 해외직구 애프터바이

닷 IOT 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기기(웨어러블)

아이디어 IOT 스마트비전모듈(SVM), 로봇비전, 자율비행드론

㈜씨이랩 IOT 빅데이터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공금(xDAMS, xDAMS-Vision등)

㈜플럭시티 IOT 클라우드형 3D 플렛폼 기반 스마트시티/스마트빌딩 솔루션 패키지

㈜지아이이노베
이션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의약품

㈜큐라움 바이오
헬스케어 치과보철물/융합 헬스케어

㈜에스에프씨바
이오

바이오
헬스케어 음료, 초코파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젠피아 바이오
헬스케어 화장품

제이앤스테크 바이오
헬스케어 수소수저수기 및 수소발생기

지우이앤이 에너지군 토양지하수정화

㈜한농환경 에너지군 친환경적 유기폐기물 자원화시설(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고속발효가속기)

힉스컴퍼니 소재및첨단
산업군 나눔정밀도 3D 깊이 측정 및 검사 장비(3D Nanoscopy)

㈜엑스알이 소재및첨단
산업군 Spin Cover 음료용 캔 뚜껑(다시 막을 수 있는 음료캔 뚜껑)

컨투어 소재및첨단
산업군 치과용 3D 프린팅 포스트 프로세스 자동화 장비 개발/판매(세계 최초 개발)

나노미래생활 소재및첨단
산업군 산화아연, 산화아연 함유 항균플라스틱/항균섬유, 분산액

한국씨텍㈜ 소재및첨단
산업군 지능형 영상보안 솔루션, 3D 통합 플랫폼, CCTV

제이씨에프테크
놀로지

소재및첨단
산업군 생체신호 측정 레이더(VSR), 지표투과레이더(GPR)

㈜파이퀀트 소재및첨단
산업군 분광학 기반의 식품 내 멜라민검출 및 성분 분석 IOT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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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서울시-중국은행 업무협력 양해각서(안)

서울특별시와 중국은행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이하‘서울특별시’)와 중국은행 주식유한회사(이하‘중국은행’)는 호혜평

등 원칙에 따라 경제 및 투자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기업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관심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서울특별시와 중국은행 간 우호협력을 통해 서울과 중국의 경제 및 투자교류

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첨단기술 발전 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경제협력 및 투자교류 확대)

1. 서울특별시와 중국은행은 상호 경제정책의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여 양국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지원하고 상호간 정보를 공유한다.

2. 서로의 잠재 투자기업에게 주요 입지, 인센티브 제도 및 비즈니스 지원기관 등을 적극적

으로 안내하여 해당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진출을 지원한다.

제3조 (핀테크 협력)

1. 서울특별시와 중국은행은 최근 핀테크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분야 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함께 협력한다.

2. 서울특별시와 중국은행은 서로가 지원·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 IR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4조 (효력)

본 양해각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다만 어느 한 기관이 효력 만료일 이

전에 상대방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양해각서

의 효력은 동일 기간 자동 연장된다.

제5조 (법적 구속력)

본 양해각서 상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고 명시한 내용은 각 당사자의 의향을 

나타내지만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본 양해각서는 국문과 중문 각 2부로 작성하여 2018년 11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서명하

고, 서울특별시와 중국은행이 각 1부 보관하기로 한다.

서 울 특 별 시 중 국 은 행

시   장 행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