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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진출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目录 
서부대개발시대! 충칭의 시대는 이미 열렸습니다. 

서부대개발의 중심도시 
 경제성장률 중국 내 최고 경제성장률(13.6%) 
 시안, 청두와 함께 서부대개발의 핵심도시 
 3,000톤급 화물선 운항이 가능한 장강수로로 상하이 

푸둥 양산항에 연결되는 양호한 물류환경 

 
자동차 산업의 메카 
 长安汽车, 力帆汽车, 恒通客车, 长安福特(Ford), 长安
铃木(Suzuki), 上海GM五菱가 현지 진출 

 北京现代 4공장 설립 발표 
 2015년에는 300만대 생산, 중국 내 1위 자동차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 

 
한국기업들의 활발한 진출 
 북경현대, 한국타이어, LG디스플레이, CJGLS, 

SK종합화학, 범한판토스, 풀무원, 포스코, 
금호석유화학 등 

 R&D, 재활용에너지, 친환경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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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중국에 회사를 설립한 경험은 있지만…많은 세월이 흘렀고 
멀고먼 낯선 지역이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 진출을 해야하는가? 
• 사업타당성은 있는가? 
• 타이밍은 언제인가? 

 

• 설립절차는 어떠한가? 
• 그곳의 투자환경, 
시장환경은 어떠한가? 

• 인력충원은 어떻게? 
•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 무슨 사업을 영위할 
것인가? 

• 신규사업진출을 한번 
해볼까? 

 

• 자본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 한국직접투자? 합작투자? 
중국내재투자? 홍콩을 
거쳐서? 

•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한국법규는? 

•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세무 사항은? 

• 운영자금의 조달은 
어떻게? 

• 조세 및 관련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주변 개발구 중에 어디에 
공장을 설립할 것인가? 

• 지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을까? 

• 어떻게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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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의 문을 두드릴 때입니다. 

과거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충칭 진출과 관련된 
체계화된 전문서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제3단계: 운영 

세무신고서비스 Payroll & Bookkeeping 서비스 정기자문서비스 

제2단계: 실행 

입지선정서비스 지방정부와 인센티브 협상 회사 설립 및 등록절차 대행  

제1단계: 계획 

투자구조분석 사업타당성검토(재무 & 전략) 수시자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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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가 뭐가 좋길래? 

분업화된 Total Services. 세무, 대정부 협상 그리고 관련 법률 
검토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Jeff Xu 

 프로젝트 책임 파트너 

Eddie Yan 

Senior Manager 

법률자문 

Nora Fu 

파트너 / 변호사 

Tracy Chen 

Manager 

대관업무 

David Rong 

이사 

Korea Desk 

Ham Ji Won 

이사 / 변호사 

•실무자 및 한국 측과의 
원할한 소통 
•한국 관련 이슈 검토 

•대형국영기업근무 
•지방정부관료와 
탄탄한 네트워크 구축 

• 20년경력 중국변호사 
•중국 내 투자 절차 및 
진행관련 법률 자문 

•실무 책임 매니저 
•회사설립, 투자진행 
관련 업무 경험 풍부 

•화동지역 한국 기업 담당 
파트너 
•입지선정과 관련한 투자구조 
검토, 대정부 협상 경험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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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가 뭐가 좋길래? (계속) 

 현장에서 진행되는 밀착 서비스 
 

 딜로이트는 오래 전부터 충칭에 Branch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바 고객이 있는 현장에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고객이 자주하는 질문, 자주 범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중국 동서간 문화의 차이를 이해해야 협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와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외부도움 없이 스스로 지방정부와 협상에 나서 부족한 인센티브를 받고도 그것이 

최대치인 줄 알고 기뻐하는 안타까운 기업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기업설립 때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내용 때문에 향후 심각한 리스크에 직면한 기업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진정한 Total Service의 힘 
 

 회계법인 따로, 법무법인 따로가 아닙니다. 한 곳과 계약하고 한 곳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주체간 내부 의사소통이 신속하고 원활합니다.  
 보수가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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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is the brand under which tens of thousands of dedicated professionals in independent firms throughout the world collaborate to provide audit,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management, and tax services to selected clients. These firms are members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Each member firm provides services in a particular geographic area and is subject to the laws and professional regulations of the particular country or countries in 
which it operates. DTTL does not itself provide services to client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re separate and distinct legal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each other.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re liable only for their own acts or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Each DTTL member firm is structured differentl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regulations, customary practice, and other factors, and may secure the provision of professional services in its territory through subsidiaries, affiliates, 
and/or other entities. 
 
In Chin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Tohmatsu and Deloitte Touche Tohmatsu CPA Limited and their subsidiaries and affiliates. Deloitte Touche Tohmatsu and 
Deloitte Touche Tohmatsu CPA Limited are, together, a member firm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eloitte China is one of the leading professional services providers in the Chinese Mainland, Hong Kong SAR and Macau SAR. We have over 8,000 people in 14 offices in 
Beijing, Chongqing, Dalian, Guangzhou, Hangzhou, Hong Kong, Macau, Nanjing, Shanghai, Shenzhen, Suzhou, Tianjin, Wuhan and Xiamen. 
 
As early as 1917, we opened an office in Shanghai. Backed by our global network, we deliver a full range of audit, tax, consulting and financial advisory services to national, 
multinational and growth enterprise clients in China. 
 
We have considerable experience in China and have been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the development of China's accounting standards, taxation system and local professional 
accountants. We also provide services to around one-third of all companies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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