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vest in Bavaria. 
우리의 서비스
Invest in Bavaria는 바이에른 경제부 산하의 정착지원 업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회사가 바이에른에 정착과 성공하실 수 있도록 무료
로 긴밀하게 도와드립니다. 정착 후에도 우리 Invest in Bavaria는 계
속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유럽에 자리를 찾으십니까? 바이에른이 왜 좋은지, 당신의 회사를 위
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아래와 같이 도와드립니다:

계획 & 준비
회사를 위한 새로운 자리를 찾으면서 더 많은 시장과 위치에 대한 더 
큰 가능성과 바이에른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위치찾기 & 위치선정
바이에른에서 귀사를 위한 적절한 위치를 찾으십니까?

이전 & 조정
바이에른에서 알맞은 위치를 결정하셨다면 이제 프로젝트를 현실화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이에른에서 성장하기 
바이에른에서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현지에서 귀하의 발전을 지원하
고 동반할 파트너를 찾으십니까?

연락처: 

Invest in Bavaria 
with Bayern International GmbH

Rosenheimer Str. 143 c  
81671 Munich 

Tel.: +49 89 24210-7500
Email: welcome@invest-in-bavaria.com

한국의 기업들은 바이에른에 우수한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많아 
경제적 입지가 좋고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고객에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바이에른은 한국의 기업들에게 R&D 센터를 설립하고 유럽시장을 
개척하는데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뮌헨은 독일의 실리콘 
밸리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왜 바이에른이 
경제적 요충지에 있다고 생각할까?

아샤펜부르크의 요하니스부르크 성: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50km도 안됩니다.

공공기관

주 뮌헨 남 한 명예영사관 
www.konsulat-muenchen.com

코트라
www.kotra.or.kr

한독 포럼
www.dekrforum.de 

바이에른지역 한독협회 
www.korea-dkg.de 

뮌헨과 오버바이에른 상공회의소
한국담당
www.muenchen.ihk.de

교육기관
뮌헨 한글학교 
www.sites.google.com/view/kschmuc/
home

한국어과를 제공하는 바이에른의 대학들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www.uni-regensburg.de 

뮌헨 공대 TUM  
www.sprachenzentrum.tum.de 

뮌헨 대학교 LMU  
www.sprachenzentrum.uni-muenchen.de

바이로이트 대학교 
www.sz.uni-bayreuth.de 

그외
뮌헨 한인 가톨릭 공동체
www.erzbistum-muenchen.de

뮌헨 한국 - 독일 모임 
www.kor-deu-stammtisch.de.rs 

한인식품점
Mozartstraße 3, 80336 München

한국식당 

뮌헨
Arisu im Lehel 
www.a-ri-su.de 

Hansik
www.muenchen-hansik.de

M. A. T. an der Schwanthalerhöhe
www.instagram.com/mat.munich

Seoul 
www.seoulrestaurantmunich.com

Yuyumi am Gärtnerplatz  
und in Haidhausen 
www.yuyumi.de 

Zum Koreaner  
www.zum-koreaner.de 

Wagyu BBQ 
www.wagyu-bbq.com 

뉘른베르크
Seoul Kitchen
www.seoul-kitchen.net/

뷔르츠부르크
Frau Om kocht 
www.frau-om-kocht.de 

아욱스부르크
Seoul Kitchen 
www.seoul-kitchen.de 

바이에른 속의 한국

 바이에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커뮤니티의 현재

Bavarian Ministry of
Economic A�airs, 

Regional Development 
and Energy



CII 의 고향 – 바이에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이에른이 CII 이종산업간혁신에 좋은 이유
바이에른에서는 새로운 파트너쉽을 맺는 것이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바이에른이 지난 10여년간 이종산업간 혁신의 장으로 자리잡은 데에
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CII White Paper 다운로드 링크: 
https://cms.invest-in-bavaria.com/fileadmin/
media/documents/factsheets/210827_IIB_CII-
Whitepaper_Web_EN.pdf

다양한 기업환경
바이에른의 유럽에서 가장 성공
적이고 다양한 생산지역 중 하
나입니다. 또한 금융서비스, 물류 
및 의료와 같은 영향력있는 혁신
적 기업들도 자리를 잡고 있습
니다. 이곳은 다양한 산업간 비즈
니스 교류의 특별한 기회를 만들
어줍니다.

효과적인 네트워크
바이에른은 언제나 기업가와 기
업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왔
습니다. 혁신을 주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정부 및 투자자들도 함
께합니다.

국제화 전망
바이에른에 있는 수많은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을 통하여 국제시
장에 들어가기 용이합니다. 자신
만의 시장에서 탈피하는 것도 전
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재의 보고
바이에른에는 세계 최고의 대학
들과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대
학시스템은 최고 수준이며 직업
교육 및 듀얼시스템은 탄탄한 전
문성과 실무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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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에른의 한국인 수: 약 4,700명 
• 바이에른의 한국계 기업수: 약 30개
• 한국에 들어간 바이에른의 글로벌 기업: 예.  
 BMW, MAN, Siemens
• 뮌헨 – 서울간 직항: 루프트한자 

바이에른- 한국 경제관계

한국으로 수출하는 바이에른의 주요 물품들 (2020년): 
자동차, 자전거, 전자제품, 기계, 화학제품, 식품

한국에서 수입하는 바이에른의 주요 물품들 (2020년):
전자제품, 기계, 자동차, 자전거, 화학제품, 철 및 금속제품

과학기술교류:
• 바이에른에서 공부하는 한국 대학생 수  
 (2020/2021 겨울학기 기준) : 약 800명
• 바이에른의 대학과 한국의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 약 120건
 
파트너쉽: 
FC 바이에른 - 한국축구협회간의 파트너쉽
바이로이트군과 고성군 사이의 기후 파트너쉽
호프군과 연천군 사이의 우호협약

뮌헨의 BMW 본사

한국과 교류하는 바이에른의 
국제기업과 히든챔피언
자동차 및 부품산업 
Audi AG
www.audi.co.kr

BMW AG
www.bmw.co.kr

MAN Truck & Bus SE
https://mantruck.co.kr

Brose SE & Co. KG
www.brose.com

Erhardt+Leimer GmbH
www.erhardt-leimer.com

DR. JOHANNES  
HEIDENHAIN GmbH
www.heidenhain.co.kr

Knorr-Bremse AG
www.rail.knorr-bremse.com/en/kr

Klüber Lubrication  
München SE & Co. KG
www.klueber.com 
 
Rohde & Schwarz  
GmbH & Co. KG
www.rohde-schwarz.com

Schaeffler Technologies  
AG & Co. KG
www.schaeffler.kr

SEMIKRON International GmbH
www.semikron.com

Vitesco Technologies Group AG
www.vitesco-technologies.com/ko-kr

Webasto SE 
www.webasto.com/kr

화학 
Wacker Chemie AG
www.wacker.com 

Mechanical Engineering

Siltronic AG 
www.siltronic.com/en 
 
MULTIVAC Sepp Haggenmüller SE & 
Co. KG
https://de.multivac.com/de/impressum 

Environmental Technology

BayWa r.e. AG 
www.baywa-re.com

Insurance & Financial Services

Allianz SE
www.allianz.de

BMW Financial Services FS
www.bmwfs.co.kr 

Aerospace & 
Satelite Navigation

Airbus SE
www.airbus.com/en

TAURUS Systems GmbH
www.taurus-systems.de

Stationary Goods

Faber Castell AG
www.faber-castell.co.kr

Logistics

Va-Q-tec AG
www.va-q-tec.com

Energy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www.reinhausen.co.kr

출처: 한독상공회의소 

바이에른에서 활동중인 
한국기업들의 예

자동차

 DMT EMEA GmbH (Erding)
 Hyundai Motorsports GmbH (Alzenau)
 ILJIN Bearing GmbH (Schweinfurt)
 WMU Bavaria GmbH (Niederaichbach)
 Harmann Deutschland GmbH (Garching)

화학

 Alantum Europe GmbH (München)

전자

 Samsung SDI Europe GmbH (Ismaning)

 Seoul Semiconductor Europe GmbH 
 (München) 

 Telechips Germany 
 (München)

정보통신

 Ncomputing GmbH Europe
 (Weißenburg in Bayern)

 TmaxSoft Deutschland GmbH  
 (München) 

 Autocrypt Technologie GmbH  
 (München)

의료기술

 Alpinion Medical Deutschland GmbH
 (Halbergmoos) 

 Neofect Germany GmbH (München) 

로보틱스

 Hyundai Robotics Europe GmbH
 (Ismaning)

Ascha�enburg
Alzenau

Würzburg

Schweinfurt

Nürnberg

Regensburg

Augsburg Erding/Halbergmoos

Bayreuth

Munich

Garching
Ismaning

Weißenburg

Landshut 
Niederaichbach

Salzburg

Dresden

Frankf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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