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RIO 소개서
슬로바키아에서의 사업에 관심 있으
십니까? SARIO에서 귀하가 찾으시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슬로바키아(Slovakia) 투자 무역 개발청 사리오(SARIO)는
슬로바키아 정부 투자 무역 홍보 기관입니다. 사리오는 2001

년에 설립되었으며, 슬로바키아 경제부 산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의 경제 성공 달성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 하고 있습니다.

기아(KIA),푸조(PSA),폭스바겐(VOLKSWAGEN),삼성
(SAMSUNG), 존슨컨트롤스(JOHNSON CONTROLS), 허니웰

(HONEYWELL), 에이유 옵트로닉스(AU Optronics)외 많은 
기업이 저희와 함께  성공스토리를 만들 어 가고 있습니다

SARIO 란?

저희의 모든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슬로바키아 투자 무역 개발청

Trnavská cesta 100  
821 01 Bratislava
Slovakia

연락처

SARIO
Slovak Investment and 
Trade Development Agency

+48° 9' 52.77", +17° 9' 20.27"

invest@sario.sk | trade@sario.sk
www.sario.sk



투자 서비스

사리오(SARIO)는 투자자들에게 10여년이상 맞춤형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슬로바키아의 사업 환경, 산업 가능성 과 창업 
정보, 사업 위치 선택보조 및 부동산 선비스 등의 상세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합니다.또한, 국가 사업 장려금 
상담도 사리오의 주요 시책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정부와 지역차원에서의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대담
을 통해 프레쇼브(presov)시를 저희 기업의 주 투자지역으
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레쇼브지역은 고급 인력 자원 과 
물류 지원이 가능합니다.또한 정부 보조금과 시의 장려로 허
니웰(Honeywell)이 이곳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터 브락케 (Peter Bracke) | 
허니웰(Honeywell) 교통 시스템 사업부 상무(CFO)

투자 환경 개요
투자 부분 및 투자지 분석
투자 프로젝트(project) 시행 보조
투자 장려금 자문
창업 상담
투자  부지 및 적합한 부동산 상담

잠재 투자고객을 위한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및 현지 공급업체들 알선
사업확장 준비 및 실행 지원
사업장 이주 및 고용허가증 관련 지원
혁신 및 알앤디(R&D) 활동 보조지원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기존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



해외 무역 정보 서비스
SARIO는 슬로바키아내 생산자들의 공급 역량과 구매 
조건에 맞는 잠재 공급업자 및 하청업체들을 찾아드립니다.
저희는 슬로바키아 수출업체와 무역 유통업체 및 외국 
하청업체와의 상호 교섭 뿐 아니라 외국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폭 넓은 외주 사업관련  정보 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킹(networking)과 매치 마킹 
(match making) 형태의 행사 프로젝트도 저희 서비스의 
일원 입니다. 

"SARIO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사리오는 러시아, 
폴란드,체코 및 발칸 지역의 유용한 최신 사업 연락처 들
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요제프 폴라츠코(Jozef Polackov) | 
넥시스 파이버스(Nexis Fibers)영업부 과장

귀하를 위한 SARIO의 정보 서비스

수출업자를 위한 서비스

슬로바키아 공급업자 또는 하청업자

 벤처 합작 사업계획, 생산협동 또는 슬로바키아 동업자
와의 다양한 종류의 사업구상

슬로바키아 수출 및 무역 환경 정보

슬로바키아 회사에 자본 투자

해외 구매 기회

해외 투자 국가 정보
해외 동업자들 맞춤검색
온라인 사업 기회정보
수출 교육 센터
외주업 관련 지원

만약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찾으신다면

만약 귀하께서 다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SARIO는 중,동부 유럽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선호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는 슬로바키아를 상업적이고,기술적이며,혁신적인 
중부 유럽 경제의 중심지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R&D 정보 서비스

"슬로바키아에서 R&D사업을 고려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투자자들은 높은 수준의 외국어를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단점을 극복 하려고 노력하는 
고급 기술자들을 쉽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이런 기술자들은 
성실하고 융통성이 좋으며 인력 시장에  많은 편입니다. 
또한, 선진국들에 비해 슬로바키아의 알앤디 R&D인력 
비용은 매우 저렴한 편이며,슬로바키아외에서도 임용 
가능합니다."

밀로쉬 크라우스(Miloš Kraus) |  
사우어 단포스(Sauer - Danfoss, a.s.)사장

SARIO의 서비스

사업 보조–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 
통계 및 참고 사항들
적합한 재정 지원금 자문 (예) R&D 보조금

슬로바키아내 선정된 R&D시설 견학

생산공장과 교육시설관련 폭넓은 네트워킹(networking) 
기회

SARIO가 운영하는 슬로바키아 스타트 업(Start-up)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