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파울루 州: 귀하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다양한 기회

상파울루 경제권력은 브라질 국경을 넘어 섰습니다.

상파울루 州는 중남미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산업, 항공 산업,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업, 에너지, 농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실적이 
타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내 총생산의 33% (약 2,430억 달러)를  
차지하는 상파울루 州는 다양하고 현대적인 산업 및 
서비스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많은  
생산분야 업체들에게 완전한 공급망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인프라는 브라질의 가장 현대적인 고속도로망, 
핵심 국제 공항들 외 브라질 무역의 29.5%를  
차지하고 있는 중남미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 등을  
자랑합니다. 그 외, 운하, 철도 및 파이프라인등도  
운송망을 강화시켜 줍니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 세계 5위, 중남미 2위  
시장가치를 확보한 브라질 증권선물거래소 
BM&FBOVESPA S.A를 상파울루 대표로 뽑을수  
있습니다. 

브라질 모든 대학교의 24%가 상파울루 州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적 인정 받은 최고 대학들이 모여있습니다.

과학, 기술, 혁신 체계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생산하는 
공공 및 사립 연구기관으로 형성된 다양한  
구조 외에도 혁신 업체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테크노파크  
구축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지 않는 이 주(州)에서  
귀하의 비즈니스를 확장하세요. 

고급인력, 국제 수준의 인프라, 기술 연구.개발.혁신 지원, 대규모 
 소비자 시장 등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형성된 경쟁우위로 인하여 

 상파울루는 리더십과 다이나미즘을 획득하였습니다. 



조건과 기회의 절묘한 조화 

다양한 대규모 시장

인구 4,200만명으로 브라질 전체 인구의 21.6%를 
차지하는 상파울로는 국내 최대 생산지이고  
소비시장입니다. 상파울로內에 설치되어있는 모든  
산업 업체들에게는 아래 언급된 사항 외 다양한 기회와  
지원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전자제품 및 통신 생산량 60.75% 차지함
 약 1,150억 m³ 생산으로 국내 에탄올 생산량 51% 차지함
 국내 가공업의 부가가치 48% 차지함
  브라질 자동차 생산량 42.5% 차지함
 서비스 분야의 익금 34% 차지함
 국내 평균보다 50% 높은 일인당 GDP – 17,908 달러
  정보통신 기술, 의료, 교육, 금융, 엔지니어링, 물류, 

컨설팅, 변호사 사무실 등 브라질 최고 서비스 공급함
 에탄올 및 오랜지주스 생산량 세계 1위 차지함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 구조 보유함 

고급인력

역사상, 상파울루는 다양한 전공 분야 인력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전 州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577개 대학교가 상파울루에 위치함
  외국에서 발행되는 브라질 학술지의 46%가 상파울로에서 

작성됨
 브라질 연구원의 30%가 상파울루에 근무하고 있음

공업기술 및 공예 교육

  주정부 예산의 13%가 기술혁신 및 대학교육에 투자되고 있음
  중남미 지역 최고의 명문대학중 셋이 상파울루 州에 

위치함 – 상파울대(USP), 상파울루주립대 (UNESP), 
깜삐나스 대(UNICAMP)
 기술전문대학 56개 및 전문학교 211개도 운영되고 있음



기술 혁신

국내 최고의 명문대와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 센터가 
모여있는 상파울루州를 언급하지 않코서는 브라질의 
기술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그외 널리 인정받는 학원들이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기술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특징이 기술 발달되었고 다양한 산업 구조를 
강화시켜 줍니다. 

상파울루 州는 투자가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19개 연구소로 구성된 R&D 망
  Sistema Paulista de Parques Tecnológicos  

(상파울루州 테크노파크 서포트 제도)
  5억 1,400만 달러 총수입을 거둔  Fapesp (상파울루州 

연구 지원 재단)의 산업 R&D 지원 투자

국제 수준 인프라

상파울루州는 전략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기때문에 
항공, 도로, 운하, 철도, 항을 통합하는 “멀티모달”  
운송을 통하여 전국 시장 접근이 가능합니다.

운소 인프라 내역: 

  브라질 최고 고속도로 20개중 19개 포함하는  
도로망 20.000 km
 철도 5,400 km
 운하 800 km – 일년 기준 5백만톤 용량
 2개의 국제 공항
  Cumbica (과룰료스 국제 공항) – 승객수 기준 남반구 2위
 Viracopos (깜삐나스 비라꼬뽀스 국제 공항) –  
 운송물량 기준 중남미  1위

 32개의 국내공항
 2개의 바다 항구
  산토스 항구, 중남미 최대 항구
  성세바스찌엉 항구, 세계 3위 항구 지역

전 세계와 적략적 소통



서비스 내역 안내
1. 투자가 회사 설립 지원

2. 상파울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 확장 추진

3. 각 분야 비즈니즈 환경에 적합한 장소 선정 지원

4. 상파울로州의 사업 분야와 비즈니스 정보 제공

5. 허가 획득 지원

6. 공공 및 사립기관과의 유대관계 지원

7. 같은 분야 기업들과 연결 지원

8. 외국인 방문단 영접

9.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 방문단 모집

10. 외국에서 상파울州 이미지 홍보활동

Investe São Paulo
Investe São Paulo (상파울루 州 투자 및 경쟁력  
진흥공사)는 상파울루州로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입구” 입니다.  그리고 상파울루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 확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가들이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최고 장소를 선택할수  
있도록 전략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공공 및  
사립기관과의 유대관계를 지원해 드립니다.  

투자가들에게 사업개발 분위기를 각 市들이  
조성해주는 것을 돕는 것과, 그리고 같은 분야 기업들 
또는 재무기관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Investe São Paulo 역할의 일부분 입니다.

외국인 방문단을 영접하고, 상파울루州 개발을  
도울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브라질 內와 외국에서  
상파울로를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홍보하는것이 
Investe São Paulo 또 다른 역할입니다. 



Rua Bela Cintra, 847  6º andar 
Consolação  CEP 01415-903
São Paulo  SP  Brasil  
전화: (55 11) 3218 5745 
팩스: (55 11) 3218 5685 
investesp@investesp.org.br 
 
www.investe.sp.gov.br
t f@investesp investe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