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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19 관련러시아및 CIS 국가와의이동
제한정보

www.eurastech.com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러시아 및 CIS 국가에서는 최근 확진자 수
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루 빨리 유라시아 지
역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
해 2020.4.13.(월)부터 러시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와
사증면제협정을 잠정 정지하였습니다. 상호효력 발생
원칙에 따라,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러시아를 방
문하고자 하는 기업분들은 반드시 해당국 사증(Visa)
을 취득해야 합니다.

나라별 출입국제한 정보와 우리나라 사증면제국에 대
한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기를 ㈜유라스텍
임직원은 기원합니다.



2 한국과러시아의기술도입/이전, 공동R&D, 
기술지도등을지원하는사업안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러시아의 원천기술을 도입하거나, 또는 한국의 상용화
기술을 러시아로 이전 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을 안
내합니다. ㈜유라스텍에서는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파트너를 발굴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사업명: 2020년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상용화기술개발) 시행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러시아 수요·공급기관으로부터 “기술협력의향서(별첨2)”를 확보
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5. 18(월) ~ 6. 24(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선정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러시아의기업및기관리스트및기업분석보
고서를구할수있는좋은기회제공

러시아 관련 필요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대표 ceoyoung@eurastech.com

신청방법 및 접수안내

㈜유라스텍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시행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의 데이
터 판매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양질의 러시아 및 CIS국가 기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지역 잠재바이어 발굴, 거래처에 대한 신용도
조사, 협력 중인 파트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기업은 “데이터
바우처지원사업” 을 통해서 비싼 유료데이터를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하여

사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범위 및 종류

(데이터 범위)
산업별 약 300만개의 기업/기관 데이터(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
루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키프로스) 
(데이터 종류)
• 러시아 및 CIS국가 기업 및 기관 목록
• 러시아 및 CIS국가 기업 및 기관 보고서

• 접수기간 : 2020년 4월 13일(월) ~ 2020년 5월 15일(금) 16:00
• 접수방법 : 데이터스토어 내 바우처 접수시스템 접속 후 안내

에 따라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작성 업로드하여 온라인 접
수(‘20.4.13 오픈 및 서비스 예정)

• 접수문의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대표번호 : 1833-2246
• 판매기업 상품 확인 : https://www.datastore.or.kr/file/list

https://www.datastore.or.kr/file/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