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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유럽 진출 교두보로 룩셈부르크에 주목하자
1. 기업 친화적 환경
□ 룩셈부르크는 인구 및 시장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 및 높은 수
준의 글로벌 지수 등 기업 활동에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
ㅇ 올 1월부터 적용된 룩셈부르크의 법인세는 15~17%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5월부터
새로 적용된 부가가치세는 17%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1)
< EU 국가 법인세율2) >

(단위: %)

국가

법인세율

국가

법인세율

국가

법인세율

프랑스

32.02

덴마크

22.00

룩셈부르크

17.00

벨기에

29.00

슬로바키아

21.00

독일

15.83

네덜란드

25.00

핀란드

20.00

리투아니아

15.00

스페인

25.00

폴란드

19.00

아일랜드

12.50

이탈리아

24.00

영국

19.00

헝가리

9.00
* 출처: OECD, 저자 재가공

< EU 국가 부가가치세율3) >

(단위: %)

국가

부가가치세율

국가

부가가치세율

국가

부가가치세율

헝가리

27.00

폴란드

23.00

네덜란드

21.00

스웨덴

25.00

아일랜드

23.00

영국

20.00

덴마크

25.00

이탈리아

22.00

몰타

18.00

핀란드

24.00

벨기에

21.00

룩셈부르크

17.00

* 출처: EU집행위, 저자 재가공
1) Deloitte, https://www2.deloitte.com/lu/en/pages/tax/articles/2019-budget.html
https://www.bakermckenzie.com/en/insight/publications/2019/03/luxembourg-new-corporate-tax
2)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I1
3)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resources/documents/taxation/vat/how_vat_works/rates/vat_rates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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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개황 >
●
●
●
●
●
●
●
●

국명 : 룩셈부르크 대공국 (Grand Duchy of Luxembourg)
면적 : 2,586㎢ (제주도의 2배)
인구 : 60만명 (2018.7 기준)
공식 언어 : 룩셈부르크어, 프랑스어, 독일어
1인당 GDP : 11만 달러 (2017년 기준)
주요산업 : 금융, 철강, 유통, 서비스, ICT 등
정부형태 : 입헌 군주제 (내각책임제)
총리 : 그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14.2 취임 및 ’18.12 연임)
* 출처: CIA, 저자 재가공

ㅇ 2015년부터 자본금 1유로로 스타트업이나 유한책임회사(SARL-S)* 설립 가능
※ Simplified Limited Liability Company (간이 유한책임회사)

ㅇ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고숙련·고학력 노동자가 많으며, 외국인 비중이 47%인
국제적 업무환경
- 스위스 경제연구기관 KOF의 글로벌화 지수(Globalisation Index)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의 경제 글로벌 지수는 세계 4위, 사회 글로벌 지수는 1위 차지4)
< 글로벌화 지수 2018 >

(단위: 백분율)

순위

국가

경제 지수

순위

국가

사회 지수

1

싱가폴

93.94

1

룩셈부르크

92.11

2

네덜란드

89.01

2

노르웨이

91.12

3

벨기에

88.56

3

모나코

90.90

4

룩셈부르크

88.34

4

스위스

90.64

5

홍콩

88.10

5

캐나다

90.12

82

한국

63.31

32

한국

82.94
* 출처: KOF, 저자 재가공

□ 유럽 최초로 암호 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등 핀테크 혁신기술에 개방적인 금융 강국
ㅇ 금융 산업은 룩셈부르크 전체 GDP의 26.5%를 차지하며, 최근 핀테크 등 금융기술 산
업을 육성해 경제 강국의 위상을 유지
ㅇ 187개 핀테크 기업 및 페이팔, 아마존, 구글, 스카이프 등 글로벌 기업이 룩셈부르크
에 유럽 본부 및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음
- 유럽 Tier 4 데이터 센터*의 40%가 룩셈부르크 소재로 데이터 기반 혁신기업에 효율적인
사업 환경 제공
※ 장애대처능력이 완벽한 최상위 계층의 데이터센터
4) https://kof.ethz.ch/en/forecasts-and-indicators/indicators/kof-globalisatio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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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투자 확대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제공
ㅇ 룩셈부르크 정부는 2018-2021년 중 연구와 고등교육에 지난 4년 대비 25% 증가한 14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5)
ㅇ ICT, 창조산업, 헬스, 신소재·제조, 친환경 등 산업 클러스터 7곳을 조성하여 2020년까
지 신규기업 300개 및 일자리 3천여 개를 창출할 계획
ㅇ 또한 정부 산하기관 주도의 Fit 4 Start, BNP파리바
은행의 Lux Future Lab, PWC 액셀러레이터 등
총 21개의 액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가 운영 중 이며
이는 유럽 내 인구대비 가장 높은 수치7)
ㅇ 룩셈부르크 스타트업의 주요 분야는 SAAS*, 인공지능,
핀테크, 디지털헬스 등으로 나타남

< 룩셈부르크 스타트업 주요 분야 >6)

SAAS
26.8%
기타
(유통·교육 등)

26.8%

핀테크
16.4%
인공지능
21%
헬스
9%

※ Software-as-a-Service: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 출처: Luxinnovation 등, 저자 재가공

□ 룩셈부르크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 형성을 가능케 하고 사업 초
기부터 글로벌 진출을 장려
ㅇ 정치인의 사고방식이 개방적이고 진취적인데 특히 그자비에 총리와 에티엔느 슈나이
더 부총리는 스타트업 및 혁신기술 행사에 직접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8)
- 룩셈부르크는 행정부의 의사결정이 빠른데 은행 인가의 경우 다른 EU국가보다 신속
한 것으로 정평
ㅇ Ziggu* 창업자는 작은 내수시장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전략 수립이 용이하다고 설명9)
※ 부동산 산업의 고객관리 툴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세 명의 창업자 모두 벨기에 출신

ㅇ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테크노포트(Technoport)의 Diego De Biasio CEO는 룩셈부르크가
유럽 중심에 위치하고 시장규모가 작아 시제품의 신속한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평가
ㅇ 한국계 스타트업 APS S.A.*는 룩셈부르크에 입지해도 EU 단일시장의 특성을 활용, 자
연스럽게 거래처를 다른 회원국으로 늘려갈 수 있다고 장점을 소개
※ 신용카드에 지문센서를 결합한 보안 카드를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2016년 룩셈부르크에 본부 설립
5)
6)
7)
8)
9)

https://luxtimes.lu/luxembourg/32441-luxembourg-to-invest-1-4bn-in-research-higher-education
Luxinnovation 선정 및 Fit 4 Start 참여 스타트업 56곳을 바탕으로 브뤼셀지부가 분석
KOTRA 브뤼셀무역관, June 2019
Luxembourg tech startups get premium connections, Aug. 2019, https://twitter.com/Xavier_Bettel
Silicon Luxembourg, ‘Is Luxembourg A Good Place For Startups?’ Sep.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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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정부는 신규 산업 육성과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
ㅇ 해외 대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해외 기업이 룩셈부르크에 송금 시 세율을
유럽에서 가장 낮은 1%대로 설정10)
ㅇ 또한 2017년 민관협력 핀테크 지원센터인 로프트(LHoFT)를 설립하여 핀테크 기업의 최
단 기간 법인 설립, 판로 개척, 사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등을 지원
- 핀테크 기업 CarPay-Diem* 의 Frederic Stiernon CEO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정부 및 규제
당국은 핀테크 기업의 미래를 위해 다른 국가보다 선도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있음
※ 스마트 주유 및 결제 시스템을 개발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10만개 이상의 주유소와 협업 중

2. 정부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 룩셈부르크 정부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 국적의 창업자도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 혜택을 부여
ㅇ 5년 이하 신생 혁신 기업*에 최대 80만유로 지원 (Differdange 및 Dudelange 지역
의 스타트업엔 최대 120만 유로 지급)11)
※ 조건: 1) 외부 전문가에 의해 제품·서비스 상용화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기술·산업면에서 실패
가능성이 있고, 2)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R&D 지출 비중이 총 운영비용의 10% 이상인 곳

ㅇ 혁신 중소기업에 외부 컨설팅* 및 전문가 임시파견** 비용 50% 지급12)
※1 지속적인 컨설팅 및 세금·법률·운영에 관련된 컨설팅은 해당 없음
※2 대졸 이상 및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로 파견 종료 후 복귀할 근무지가 있는 자

ㅇ 사업의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소규모 기업 70%, 중견기업 60%, 대기업 50%)*13)
※ 소규모 기업: 종업원 50명 이하, 매출 1천만 유로 이하, 중견기업: 종업원 250명 이하, 매출 4천3백만 유로 이하

ㅇ 또한 2016년 우주자원 개발을 장기 경제 성장 동력으로 채택하고 2017년 우주자원
채굴･소유 관련법* 발표 및 R&D 지원 시작
※ Loi sur l’exploration et l’utilisation des ressources de l’espace

- 2018년 9월 룩셈부르크 우주국(LSA) 창설 후 우주 산업 개발에 2억 유로를 투자하
고,14) 우주 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유로 펀드 조성15)
10)
11)
12)
13)
14)

매일경제 http://mk.co.kr/news.print/2019/190437
http://www.innovation.public.lu/en/financer/competitivite/grants/jeunes-entreprises-innovantes/index.html
http://www.innovation.public.lu/en/financer/competitivite/grants/innovation-pme/index.html
http://www.innovation.public.lu/en/financer/competitivite/grants/faisabilite-technique/index.html
https://gouvernement.lu/en/actualites/toutes_actualites/communiques/2018/09-septembre/12-lsa-schneid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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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우주 스타트업 컨텍(Contec)은 룩셈부르크의 경제력, 국가 주도의 진취적인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투자 환경 등을 고려해 현지 법인 설립 중16)
□ 정부 산하 기관 및 민관협력 이니셔티브가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정부 산하기관 등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
기관

룩시노베이션
(Luxinnovation)

개요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
장 및 경제
발전 목표로
1984년 설립

프로그램
● Fit 4 Start
- ICT, 우주, 헬스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을 엄선하여 16주 간 무료 전
문가 코칭과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최고 15만유로까지 지원하지만 지분을 요구하지 않음
- 2015년 가을부터 매년 2차례씩 진행, 2019년 봄까지 40개의 스타
트업이 졸업했으며 EU 국가 뿐 아니라 미국, 싱가폴, 에콰도르, 스위스
등 EU역외국 기업도 선정
- 올 7월 에티엔느 슈나이더 룩셈부르크 부총리겸 경제부 장관 방한
중, 룩시노베이션과 한국 창업진흥원 공동주최 행사에서 8개 스타트업이
Arch Summit 2020 국내 예선전 피칭에 참가17)
● 코워킹 공간 및 사무실 지원
- 룩셈부르크에 처음 입주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
에 사무 공간 및 각종 편의시설 제공 (1만6천평방미터 규모)

테크노포트
(Technoport)

경제부 산하
인큐베이터

룩셈부르크시티
인큐베이터
(Luxembourg City
Incubator)

룩셈부르크市
와 상공회의
소 산하 인큐
베이터

● 코워킹 공간 및 사무실 지원
- 월 300~425유로의 저렴한 가격의 사무 공간 제공
-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중앙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위치

로프트
(LHoFT)

민관협력 핀테
크 이니셔티브

● 사무 공간 및 핀테크 관련 이벤트 제공
- 핀테크 스타트업에 사무 공간 및 멘토링, 네트워킹 이벤트, 워크샵 등 제공

창업하우스
(House of
Entrepreneurship)

룩셈부르크 경
제부와 상공회
의소 산하

● House of Training
- 창업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회계, 유통, 부동산 등 19개
분야에 781개 코스 제공

● Challenge Programme
-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최대 4개월)으로 사업계획 수
립 및 개념증명(POC)을 지원

* 출처: Luxinnovation 등, 저자 재가공

15)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3606206
16) http://contec.kr/17/?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549810&t=board
17) https://www.tradeandinvest.lu/event/calling-all-innovative-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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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관련 행사 개최를 통해 창업 붐을 선도
(1) ICT Spring Europe
개요
개최시기

･ 룩셈부르크 최대 ICT 박람회로 매년 70여개 나라에서 5천명 이상이 참관하는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
･ 매년 5월 이틀간 개최
･ 맞춤형 매치메이킹 및 네트워킹
･ 부스 전시 및 전문가 워크샵
･ 강연: 룩셈부르크 총리 및 경제부 장관, EU집행위, 룩셈부르크 대학 교수, PwC,

프로그램

삼성전자･ING은행 등 글로벌 기업 간부 및 스타트업 창업자
･ 강연 분야: 핀테크, AI/디지털, 우주, 펀드 등
･ 피칭 경연대회 (Pitch Your Startup)
- 핀테크 및 레그테크(금융 규제), AI/머신러닝/빅데이터, 스마트리빙, 사이버보안 등
네 가지 분야 피칭에서 우승한 팀에 각 2만 유로의 상금 지급
https://www.ictspring.com/
http://www.pitchyourstartup.eu

홈페이지

(2) Arch Summit
개요
개최시기

･ 룩셈부르크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로 테크 스타트업, 기업 간부, 정책결정자, 투자자
등이 한자리에 모임. 매년 30여개 나라에서 4천명 이상 참가
･ 매년 4월 이틀간 개최
･ 맞춤형 매치메이킹 및 네트워킹
･ 부스 전시

프로그램

･ 강연: 룩셈부르크 부총리, 노벨평화상 수상자, 보다폰･ZTE 등 글로벌 기업 간부
･ 피칭(Pitching) 경연대회: AI, IoT, 사이버보안, 로봇 및 드론 VR/AR, 핀테크, SaaS 등
분야의 스타트업 경연대회로 총 15만 유로의 상금 지급

홈페이지

https://www.archsummit.lu/

(3) Fintech Awards Luxembourg
개요
개최시기

･ KPMG와 로프트(LHoFT)가 공동 주최하는 핀테크 경연대회로 40여개 나라에서 200여개
의 스타트업이 지원. 최종 경연대회에서 35개 금융기업의 CEO 참관
･ 매년 3~5월에 지원서를 받아 6월에 최종 경연대회
･ 1위: 5만유로 상금 및 LHoFT 1년 무료 멤버쉽. KPMG 컨설팅 10시간 이용권 등

우승

･ 2위: 테크노포트 5개월 무료 멤버쉽

혜택

･ 3위: 무료 광고
･ Lighthouse Award: KPMG 컨설팅 10시간 이용권

홈페이지

https://www.fintechawards.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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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룩셈부르크 진출 해외 스타트업 사례
(1) Ziggu (벨기에) <https://engage.ziggu.io/>
개요
- 부동산 산업의 고객관리 툴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호주에서 사무실 운영
룩셈부르크 진출 이유
- 베네룩스 지역 진출을 모색하던 중 룩셈부르크 정부의 프로그램 Fit 4 Start를 발견, 코칭을 제공하
면서도 지분 요구가 없다는 점에 매료되어 지원
- 벨기에나 다른 국가의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지분 요구는 물론 정부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팀에 합류
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룩셈부르크는 이러한 요구가 없음
룩셈부르크 창업
장점

단점

-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고학력 인재의 고용이 쉽

- 룩셈부르크는 금융 허브라는 명성은 있지만 활기찬
도시라는 이미지가 없고 아직 큰 성공을 이룬 스타

고 제품개발에 있어 다양한 문화 접목 가능

트업이 없기 때문에 해외 인재들이 이주하기 꺼려함

-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
- 엔젤투자자 네트워크가 방대하기 때문에 타 지역
에 비해 스케일업이 상대적으로 쉬움
- 밋업(Meet Up)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초기 스

- 물가가 높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국경 근교 벨기
에나 프랑스에서 거주 중
- 비즈니스 라이센스 발급이 필수이며, 여러 행정절
차 등으로 벨기에와 호주보다 창업이 오래 걸림

타트업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조언을 얻기 좋음

(은행계좌를 생성하는데 2주 소요)

(2) APS (한국/일본) <http://www.apscard.lu/index.do>
개요
- 신용카드에 지문센서를 결합한 보안카드 개발, 2016년 룩셈부르크에 본부 설립
- 한국에 개발센터 및 베트남에 지역오피스를 두고 일본에도 진출
- 2018년 비즈니스 전문지 The European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은행카드 및 금융업 최고상품상 수상
룩셈부르크 진출 이유
- 신용카드 규정 및 기술 선진 지역에서 사업을 위해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진출을
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설립
룩셈부르크 창업
장점

단점

- 사회 분위기상 피치(Pitch) 및 공식 펀드 프로그
램과 네트워킹 할 기회가 많음

- 거주비와 생활비 부담이 주변국가에 비해 높음

- 정부 지원의 저렴한 코워킹 스페이스 및 오피스

- 매일 많은 인원(20만명)이 국경을 넘어 출퇴근

(약 1/3 가격으로 3년간 지원)

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극심

- EU 단일시장 특성 상 지리적으로는 룩셈부르크

- 기본적으로 영어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프랑스어

에 위치해 있어도 하나의 국가처럼 자연스럽게
거래처를 확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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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지 못하면 불편한 부분이 있음

(3) LUXKO (한국) <https://www.luxko.net/>
개요
- 한국의 기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유럽 진출을 돕는 all-in-one 컨설팅 제공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사전시장 조사 , 해외영업 및 마케팅, 투자자유치 , 법인설립 등 서비스
- 룩셈부르크 대규모 VC, 스카이프 창업자 등이 고문으로 활동
룩셈부르크 진출 이유
- 기술력 있는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룩셈부르크는 유럽법인 설립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럽진출을 계획하는 한국기업을 돕기 위해 컨설팅 회사 설립
룩셈부르크 창업
장점

단점

-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자와의 Meet-up 행사 등
정부의 지원이 많음
- 특히 핀테크 분야의 정부규제에 대해 논의가 필

- EU 국가 중 최저 임금이 가장 높기 때문에 주
니어 레벨 직원 채용 시 주변국에 비해 금전적

요한 부분은 정부쪽 관계자와 면담이 가능할 정
도로 공무원과 활발한 소통이 가능
- 지리적으로 유럽 주요도시로의 접근이 쉬워 해외

부담이 높은 편
- 공문서는 주로 불어이기 때문에 불어가 가능한
직원을 채용하거나 컨설팅사를 활용해야 함

출장이 편리하며, 다국어･다문화 직원들과 국제
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유리한 환경

(4) VNX Exchange (러시아) <https://vnx.io/>
개요
- 디지털 자산 시장(Digital Asset Marketplace)으로 VC 등 전문 투자자들이 펀드 자산을 암호화
폐화 (tokenize)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 토큰화된 자산은 유동성을 얻을 수 있고 일반
투자자도 소액으로 쉽게 벤처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음
룩셈부르크 진출 이유
- 룩셈부르크는 2014년 유럽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한 금융 선진국으로, 정부가 핀테크, 블록체인
기업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회사 운영이 용이
- 룩셈부르크의 경제적 안정성 (전 세계 15개 AAA ratings 보유국 중 하나)
룩셈부르크 창업
장점

단점

- 미국 다음으로 핀테크 산업 펀드가 가장 많은 국
가로 핀테크 스타트업에 최적의 환경 제공
- 산학협력이 활발하고 유럽 다른 지역으로의 사업

- IT 전문 인력 수급이 주변 대도시에 비해 어려움

확장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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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룩셈부르크는 시장 규모는 작지만 일인당 GDP 세계 1위 국가로 정부가 새로운 산업
육성에 전략적이면서 진취적으로 나섬
ㅇ 행정부의 의사 결정이 빠른 편이며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
ㅇ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부 주도 산하기관과 민관이니셔티브를 통해 운영되며, Fit 4
Start 프로그램*은 해외 스타트업도 지원이 가능
※ 다른 국가와 달리 지분 요구가 없는 100% 무료로 자금난을 겪기 쉬운 초기 스타트업에 큰 도움이 됨

- 스타트업 선발 경쟁이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외국인재 모집에 호의적
ㅇ 작은 규모의 시장은 시제품 테스트에 용이하며 프랑스·독일 등 큰 시장으로의 접근
성이 좋기 때문에 유럽진출 발판이 될 수 있음
ㅇ 또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고학력 인재가 많아 회사 확장 및 제3국 진출도 용이
□ 한국에는 유럽 등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다
양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 룩셈부르크를 발판으로 유럽 진출을 노려볼만 함
※ 사례) K-스타트업의 K-Launchpad,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한국무역협회의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
우처, 네이버의 D2 유럽캠프 등

ㅇ 올 7월 한국 창업진흥원과 룩시노베이션은 한국 스타트업의 룩셈부르크 및 유럽 진
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음18)
ㅇ 룩셈부르크는 핀테크 산업이 발달해 있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우주산업을 중점 육성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한 진출이 유리
- 룩셈부르크는 세계 최초로 우주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포하고 전도유망한 우주
기업들을 유치 중19)
□ 룩셈부르크 진출 시 유의사항으로는 높은 물가 및 많은 유동인구로 인한 생활의 불편
함과 주변국에는 없는 비즈니스 라이센스 발급 등의 행정절차* 등이 있음

18) https://platum.kr/archives/125194
19) https://signalm.sedaily.com/NewsView/1VLQ9FMLQ7/GX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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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라이센스(Business License)
･ 최소 자본금 12,000유로의 일반 유한책임회사(SARL) 설립 시 필요. 평균 15일 걸림
･ 필요 서류 : 신청서, 택스스탬프 구매증명서, 룩셈부르크 10년이하 거주 외국인의 경우 파산가가 아님을 증명
하는 공증 서류, 범죄경력회보서, 신분증 복사본, 졸업 증명서 혹은 직업훈련 증명서 등
･ 신청 방법 : 모든 서류를 PDF 포맷으로 준비 후 홈페이지(www.guichet.lu)에서 신청

ㅇ 룩셈부르크의 높은 거주비와 생활비로 인해 초기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국경 인근 국
가에서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어 교통체증이 심각

※ 참고 자료
EU집행위, World Bank, Invest in Luxembourg, Chambre de Commerce Luxembourg, Founder
Institute, KOTRA 브뤼셀무역관, CIA, Deloitte, Silicon Luxembourg, Luxembourg Times, 조선일
보, 매일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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