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창업은 교토에서!～ 

１．뛰어난 스타트업 생태계를 갖춘 교토 

‘교토’는 관광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만 실은 일본 유수의 제조업 

도시이기도 하며, 긴 역사속에서 명맥을 이어온 전통 산업과 함께 

첨단산업, 글로벌·틈새·TOP 기업들이 다수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교토대학을 비롯하여 AI, IoT, 생명과학등 

최첨단의 학술 연구기관이 모여있는 교토에는 이노베이티브한 기업을 

계속해서 배출해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PLUG AND PLAY가 교토에 거점을 개설하는 등 하이레벨 

생태계 구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산업, 관광산업뿐 아니라 푸드, 생명공학, 정밀가공, 항공우주, 로봇 

AI, 영화와 게임 등의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산업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수많은 선배 창업가가 교토를 거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산업뿐 아니라 집적되어있는 대학, 직주근접 등 ‘산업・학계・

공공기관・주민’의 연계체제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활의 근원이 되는 수준 높은‘문화’등, 스타트업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창업을 하신다면 교토에서! 

 

<참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창업은 교토에서!- 

http://www.pref.kyoto.jp/sangyo-sien/startup.html 

교토 스타트업 생태계 추진협의회 홈페이지 

https://kyotostartup.jp/ 

 

 교토의 특징・매력 

〇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군과 세계적인 연구자가 

모여있음 

〇 글로벌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부문 등의 입지가 가속화 

〇 교토경제센터를 핵심으로 게이한나 학연도시를 실증의 장으로 

연계(150개 이상의 연구기관 등이 모여있음) 

〇 아트&크래프트, 콘텐츠 등 크리에이티브 산업이 집적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중 

〇 전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일 정도의 높은 지명도 

http://www.pref.kyoto.jp/sangyo-sien/startup.html
https://kyotostartup.jp/


〇 높은 도시 특성 평가 

 

＜참고＞ 

스타트업 지원 대응 상황(2020년도 개요・사례) 

http://www.pref.kyoto.jp/sangyo-sien/documents/startup20202.pdf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투자・M&A를 검토하는 기업에게 

http://www.pref.kyoto.jp/sangyo-sien/documents/daikigyoxstartup2.pdf 

○활동거점 

Kyoto Startup Homebase https://startuphomebase.kyoto/ 

 

２．스타트업 비자 in 교토 

교토부에서는 교토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고용확대, 지역경제 순환 및 

국제적 경제활동 거점으로서의 발전에 이바지할 분야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비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창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이 ‘경영·관리’체류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무소 개설과 더불어 상근직원을 2명 이상 고용하거나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500만엔 이상이어야하는데, 교토부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창업준비활동계획 

확인증명서’를 발행합니다. 그 후 외국인 창업가는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서 심사를 받음으로써 창업 준비를 위한 체류(최장 

1년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참고＞ 

스타트업 비자 

https://www.kyoto-obc.jp/startupvisa/ 

 

프로모션 영상（영어） 

Succeed together in Kyoto and beyond. (Full version) 

https://youtu.be/cpGlLYY6NQ4 

Explore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Professionals in Kyoto 

https://youtu.be/6VzoSRuC1Ko 

Kyoto Prefecture - New Values in Tourism begin in KYOTO - 

https://youtu.be/8erJpiBab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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