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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인 게이트웨이 전문가

15
칼리지 및 대학교

900+
어바인 기술 기업

65
UCI의 STEM R&D 센터

485 

어바인 생명과학 기업

40
어바인 내 CRO

“Forte Medical은 어바인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실제 업무에 대한 열정 외에도 HealthTech의 미국 진출에 필요한 
지원이나 연락처, 적절한 경로 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어바인 사업체와 매우 중요한 합작 투자를 설립하여 우리의 제안을 혁신했고 미국에서 실질적인 성공을 거둘 귀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상공회의소의 어바인 게이트웨이팀은 지칠 줄 모르고 선견지명이 있으며 매우 친절합니다. 미국 비즈니스 

지원 파트너에게 그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습니까?”

- Giovanna Forte, CEO, Forte Medical

“미국 시장 확장 베이스로 어바인을 선택하기 전에 다른 생태계도 탐색해 보았습니다. 어바인에서는 수많은 비즈니스 리더와 
전문가가 전력을 다해 자발적으로 외부 업체를 돕고 조언하며 지원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생태계입니다. 상공회의소 팀은 이 기업의 중추입니다. 첫날부터 팀은 여기에 회사를 설립하고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멘토이고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판매 및 마케팅 캠페인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며 어바인에 다른 중소기업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태계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Nehal Thakore,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oneclick



다른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은 현명한 전략입니다. 
  

어바인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어바인 상공회의소는 귀사가 어바인 경제의 강점, 생명과학 기술 부문의 활력, 혁신 생태계를 촉진하는 창의력과 

결단력을 이용하여 원하는 성과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바인 진출은 성공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어바인 상공회의소는 공공 및 민간 기업 및 조직으로 구성된 뛰어난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적격한 기업에 의사 결정 

인센티브와 전환 혜택이 풍부한 자원 패키지를 기꺼이 제공해 드립니다.

분야별 전문가와 회사에서 귀사의 신규 시장 진입에 도움을 드립니다. 귀사의 원활한 사업 확장에 필요한 주요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고자 1~2시간 이상의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어바인에 오시면 남부 캘리포니아의 기회와 다양성을 활용하고 전 세계 5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주 

일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GreaterIrvineChamber.com

• 통신 및 기술
• 무역 및 투자 
• 세금
• 비자 
• 법무
• 인적 자원
• 급여, 혜택, 의료
• 교통편
• 물류
• 규제

• 유틸리티(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 시와 카운티의 허가 및 절차 
• 에인절 & 벤처 캐피털 네트워크 
• 인재 유치 및 인력 개발
• 칼리지 및 대학 연결
• 연구 개발(R&D)
• 환급 및 결제자 환경
• 외국 영사관 및 무역 소개
• CRO 및 CMO 연락처
• 파트너 및 고객 확보 지원

• 은행 업무
• 허브 또는 공동 작업 옵션
• 상업 부동산 지원
• 병원
• 실험실과 연구실 공간

전문 지식
귀사에 무료 맞춤형 상담, 지원,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어바인 서비스 분야: 

• 인건비
• 경쟁력 있는 인력, 임금, 급여 보고서
• 어바인,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의 경제 

프로필 및 전망

• 주거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 교육
• 분야별 시장 보고서
• 환경 규제

• 인프라 계획 및 투자

경제
무료 맞춤형 데이터 및 보고서를 제공하는 어바인 서비스 분야:

• 남부 캘리포니아주 사업 운영 방법 
• 가족 정착 지원
• CA 운전면허증 획득 지원 
• 다국어 및 번역
• CEO 네트워크

• 글로벌 기업 지원 네트워크 
• 사업체 협의회
• 국제-미국 국내상공회의소 연합
• 산업 분야별 지원
• 학군 및 이웃 소개

• 주택 옵션 및 부동산 지원

참여
귀사에 어바인 상공회의소 네트워크 및 협력의 이점을 제공하는 어바인 서비스 분야:

탐사
귀사의 탐사 및 평가를 돕고자 제공하는 어바인 서비스 분야:

•임시 사무실 공간 - 무료 또는 할인된 임대료 •행정실 지원 서비스
 

• 저렴한 장기 체류 호텔 숙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